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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귀이개라는 특정 공예품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당대의 물질문화에 주목하고자 하였

다. 2장에서 귀이개에 관한 용어 정리를 하고, 조선후기 단편적인 문헌을 통해 귀이개의 사용 문화를 살펴보았다. 귀이개

는 첫 번째로 개인의 수신을 위한 위생도구였고, 두 번째로 남성들의 선추에 다는 구성품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3장에서는 시대별로 귀이개의 형태를 분류하고, 각 형태별 특징적인 장식기법을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귀이개는 사

용목적이 위생도구였으며, 형태에 따라 단독형,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단독형에는 각봉형, 손잡이형, 판형이 있으며, 복

합형에는 족집게일체형, 리벳분리형이 있다. 손잡이형 귀이개에서 고려시대의 장식기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선각, 금도

금, 바탕에 누정기법으로 찍은 첩호(疊弧)문, 납입사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조선시대 귀이개는 사용목적에 따라 위생도구와 장신구로 크게 분류된다. 위생도구는 단독형, 복합형으로 나뉘고, 

장신구로 사용되는 귀이개 종류로는 뒤꽂이, 노리개, 선추 등이 있다. 귀이개 장신구는 성별에 따라 여성은 뒤꽂이, 노리

개로, 남성은 선추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귀이개의 장식기법은 주로 귀이개 뒤꽂이에서 볼 수 있었다. 칠보기법으로 

다양한 색을 내거나 보석감장으로 장식하였다. 

그동안 공예품 중 일상도구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였다. 일상도구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고 물질문화에 접근하려

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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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귀이개는 귀지를 파내는 기구로 기능성에 충실한 

일상용품이다. 귀지를 파내는 부분은 숟가락의 술 모

양으로, 한쪽은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만

들었다. 귀이개는 현대에도 사용하는 일상도구로 기본

적인 형태는 고대부터 큰 변화가 없었다. 귀이개는 삼

국시대부터 등장하며, 조선시대의 유물이 다수 전해지

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술 부분의 형태를 고수하여 

기능성을 잃지 않되 당대 미감에 맞게 변용한 점이다. 

시대별로 귀이개의 형태, 재질, 장식기법이 변화하였

고, 이에 따라 사용 양상도 다르게 변모한다.  

고려시대 귀이개의 사용목적은 위생도구였으며, 

단독형 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유물이 전해지고 있

다. 한편, 조선시대 귀이개는 위생도구의 목적 이외에

도 장신구의 기능을 하면서 뒤꽂이, 노리개, 선추에 귀

이개가 쓰인다. 장식기법에 있어서도 고려시대부터 조

선시대까지 선각, 금도금, 납입사, 칠보기법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었다. 본고는 귀이개라는 특정 공예품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당대의 물

질문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그동안 귀이개는 도록에 소개되거나 복식 관

련된 논문에서 일부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다.1 문헌

자료가 거의 없고, 일상도구라는 특징 때문에 그동안 

연구 대상에서는 소외되어왔다. 이에 따라 귀이개 단

독 주제로 쓰인 선행논문은 전무하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귀이개를 통해 시대의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일상

도구인 귀이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장에서 귀이개의 관한 문헌을 살펴보고 용어정

리와 사용문화를 추정한다. 다만, 귀이개에 관한 문헌

은 조선후기에 한정적으로 나타나 시대가 국한되는 한

계가 있다. 귀이개는 귀지를 파내는 지극히 기능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선 이전의 문헌 특성상 기

록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에 남아 

있는 귀이개에 관련된 단편적인 문헌을 통해 사용문화

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시대별로 귀이개의 형태를 정

리하여 분류하고, 각 형태별 특징적인 장식기법을 살

펴본다.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귀이개 유물이 적고 알

려진 바가 없었다. 조선시대의 귀이개 유물은 대부분 

장식용이 남아 있어 장신구 관련 연구에서 일부분으로 

다뤄졌다. 시대별로 다양한 귀이개 형태가 존재하나 

그동안 정리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고는 그동안 연

구된 바 없는 고려~조선시대의 귀이개를 형태별 정리

하여 소개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Ⅱ. 귀이개 용어와 용례의 문헌적 고찰 

귀이개는 조선시대 문헌에 한자로 이자(耳子)2, 알

이(挖耳)3, 이천(耳穿)4, 소자(捎子)5, 소식(捎 )6 등으

로 기록되었다. 한글로 귀이개는 1690년 『역어유해(譯

語類解)』에서 귀우개(耳穵子)로 기록되었다. 1829년

에 간행된 『이재유고(頤齋遺稿)』에서도 귀우게라는 용

1 박은진, 「떨잠과 뒤꽂이에 대한 小考」, 『의류직물연구』 7,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대학 의류직물학과, 1977.; 김문자, 「조선시대 뒤꽂이에 대한 연구」, 

『韓服文化』 Vol.17No.3, 한복문화학회, 2014.; 금종숙, 「김사수(金師秀, 1490~1553) 묘 출토복식 연구」, 『韓服文化』 Vol.22 No.3, 한복문화학회, 2019.

2 『하재일기(荷齋日記)』 을미년(1895) 1월 與銀括耳子一介

3 『계산기정(薊山紀程)』 제5권 부록   

佩刀。刃長柄短。以一雙牙。 箸揷于鞘。 以代尖子。 將用於飮啖時也。 又有刺齒挖耳等物。

4 『부연일기(赴燕日記)』, 주견제사   

有難解之㨾。 大抵無論大小匠。 必先利其器用。 剃髮爲業者。 其器亦數十諸具。 若鑷子耳穿等類。

5 『운양집(雲養集)』 제11권 명(銘) 隨身物銘補 二十則…捎子

6 『성호선생전집(星湖先生全集)』卷之三 / 詩, 修崑崙…痒和捎　皆要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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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등장한다. 『이재유고』 기록에 “捎 子를 해석하자

면 捎의 음은 ‘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이르기

를 쇼라고 한다. 시의 음은 식이라고 하며, 귀지를 파

낼 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귀우게라고 한

다. 또는 귀쇼시게라고 한다. 대체로 부르길 일체 구멍

을 뚫고 출입하는 것을 쇼시, 슈시, 쇼샤라고 한다. 대

개 捎 을 전해 부르는 것이다.”7라고 하였다. 즉, 귀이

개는 한자로 소식으로 표기되며, 우리나라말로 구멍에 

출입하는 것을 ‘쇼시’, ‘슈시’, ‘쇼샤’라고 발음되었다. 발

음과 의미가 합쳐서 ‘귀쇼시게’라고도 불렀던 것으로 보

인다. 한편 ‘귀우개’는 귀우의개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명사 ‘귀’, 틈이나 구멍 속을 긁어내거나 도려

내다는 뜻을 가진 동사 어간 ‘우의-’, 접미사 ‘-개’가 결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 『조선말큰사전』에 ‘귀이

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8

귀이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통일신라의 유구에서 유물이 발견되어 그 이전

부터 사용되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이개에 관한 

문헌은 조선 이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조

선후기의 문헌에서 귀이개를 사용했던 기록이 단편적

으로 남아 있어 당대의 생활문화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사료로 꼽힌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통해 귀이개의 용

도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 귀이개는 일상용구로 수신을 위한 위생도

구였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의 『연암집(燕巖集)』

에는 귀이개에 관한 기록이 있어 살펴볼만하다. 지게

문 앞에서 귀이개로 귀를 후비다 지게문이 세차게 부

딪히는 바람에 귀를 찔려 죽었으니 귀이개는 소뿔로 

만든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9 요절한 이한주의 추도사

인 애사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내용에서 여자가 귀이

개로 귀를 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녀노소 사용하는 

일상용구이고, 또한 귀이개의 재질이 소뿔임을 알 수 

있다.10

이덕무의 후진 선비들을 위해 저술한 수양서인 

『사소절(士小節)』에는 『예기(禮記)』의 내칙을 예시로 들

었다. 『예기』의 더러운 옷과 이불의 속을 밖으로 드러

내지 않는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선비들에게 일상

생활의 예절과 수신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 이불·베

개·요·요강은 보로 덮어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

고 수건과 빗집도 은벽한 곳에 두며, 족집게·참빗·

솔·귀이개 등은 남녀가 통용하지 말 것이라고 하였

다.11 족집게나 참빗, 특히 귀이개는 사람의 피부에 밀

접하게 닿는 개인 물품이다. 때문에 남녀가 같이 사용

하지 말라고 이르고 있다. 『운양집(雲養集)』에서도 수

신물(隨身物)에 타호, 족집게, 거울, 빗 등과 함께 소자

(捎子)가 함께 기록12되었는데, 소자는 귀이개를 의미

하는 것으로 몸을 가꿀 때 사용하는 일상용품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즉, 귀이개는 일상용구로서 피부와 직

접적으로 닿고 귀지를 빼내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도구였던 것이다. 

7 『이재유고(頤齋遺稿)』 頤齋遺藁卷之二十五 雜著 通解捎 子。 (捎 音消。我國呼쇼除也。 시音息。除耳中垢者。) 我國所謂귀우게也。 亦曰귀쇼시게。 轉稱一切

穿穴出入者爲쇼시。 又爲슈시。 又爲쇼샤。 皆捎 之轉聲也。

8 「귀이개」,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9 『연암집(燕巖集)』 제3권 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 이몽직(李夢直)에 대한 애사(哀辭) 昔有望氣者。相一女子戒牛觸。甞臨戶 挑。 戶激觸耳而死。 則牛也

10 1900년에 김택영(金澤榮) 『중편 연압집』을 편찬하였는데, 이때 원문 ‘ ’자에 주를 달아 “音滔, 取耳中垢之具也. 韓代所製.”라고 하였다. 음은 도이며, 귀지

를 파내는 도구인데 조선시대의 제작된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 다만 ‘ ’자가 귀이개 도자는 맞으나 다른 문헌 기록에서는 찾기 어려웠다. 박지원은 귀이개

라는 뜻을 가져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후대의 김택영은 음을 일러주기 위해 도를 기록하고 용도를 기술하였다. 도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임을 

밝혀 박지원과의 시대적 구분을 짓는 서술을 하였다. 

11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30권 사소절 6(士小節六) - 부의, 복식(服食) 

12 『운양집(雲養集)』 제11권    

명(銘) 남극편(南極篇) 2칙과 고매송(古梅頌) 1수를 붙였다. 수신물명 보충 20칙 〔隨身物銘補 二十則〕 …소자(捎子)…등에 내가 명(銘) 20칙을 보충하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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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관직을 가진 신하들에게 상징적인 물품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다. 그 기록은 『성호사설(星湖僿

說)』 제6권 만물문(萬物門) 접선추(摺扇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접는 부채만 사용하는데, … 또 

별도로 향추(香墜)라는 것이 있는데, 이도 역시 그 한복판

을 비워서 이쑤시개와 귀이개(捎撾) 따위를 간수해 둔다. 

이는 반드시 관작(官爵)이 있는 자라야 갖게 되는 것인데, 

더러는 부채 하나에다 두세 개의 추자를 만들어 단 자까지 

있다.13

기록을 보면 접선에 다는 선추를 설명하고 있다. 

내용에서는 선추 중에 향추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복

판을 비워 귀이개를 간수한다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형태를 초혜집이라고도 한다. 주로 초혜집은 은이나 

목각으로 만드는데, 『일성록(日省錄)』에 상아로 만들

었다는 예도 등장한다. 정조가 책을 편찬하는데 공로

가 큰 신하들에게 1등부터 6등까지 등급을 나누어 시

상한 내용이다. 그중에 1등부터 3등까지만 상아로 만

든 초혜집인 상아초설을 하사하였다.14 기록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선추에 다는 귀이개는 관작이 있는 사람만 

달 수 있었고, 초혜집의 재질에 따라 급이 나눠진 것

을 알 수 있다. 선추는 왕이 상으로 하사한 것으로 보

아 관직에 있는 신하에게는 중요한 상징을 가진 물품

임을 시사한다. 

조선후기 문헌을 통해 살펴본 귀이개는 첫 번째로 

개인의 수신을 위한 위생도구였고, 두 번째로 남성들

의 선추에 다는 구성품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Ⅲ. 시대별 귀이개 형태와 장식기법

귀이개에 관련된 문헌은 조선시대에 한정되어 있으

나 유물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전해지고 있다. 고려~조선

시대의 귀이개는 위생도구용으로 사용되었고, 조선시대

에서는 위생도구뿐만 아니라 장신구로써 사용되기도 하

였다. 고려~조선시대 귀이개의 분류기준은 첫 번째 용도

에 따라 나누었고, 위생도구 안에서는 단독형, 복합형으

로 구분하여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조선시

대에는 장신구라는 용도가 추가되어 귀이개가 장신구로 

사용되는 종류를 정리하였다. 장신구로 사용되는 귀이개 

종류에는 뒤꽂이, 노리개, 선추 등이 있다. 조선시대 장신

구로 사용되었던 귀이개는 실제로 위생도구로 사용되기

도 하였다. 그러나 장식성이 위생도구로 사용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고, 장신구로 사용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장

신구로 분류하였다. 귀이개 장신구는 성별에 따라 여성은 

뒤꽂이, 노리개로, 남성은 선추로 사용되었다.

1. 고려시대

1) 단독형

(1) 각봉형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는 연결대가 각이 진 각

봉(角棒)형 귀이개가 등장한다. 영월의 정양산성 3차 발

굴조사 중에 통일신라 문화층에서 청동귀이개가 출토

되었다(그림 1). 타원형의 청동봉을 6각으로 깎아 형태

를 만들었고, 손잡이 부분은 결실되었다. 술 부분은 지

름이 0.3㎝의 원형이며, 납작하게 눌러 45°가량을 꺾었

다. 육각형 연결대는 중앙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중

앙에는 돌대와 격자문으로 문양대가 형성되어 있다.15 

13 『성호사설(星湖僿說)』 제6권 만물문(萬物門) 접선추(摺扇墜)髙麗白松扇展之…别有香墜。 亦空其中蔵刺齒捎　之類。 必有官者為之至。 或一扇而有二三墜子者矣。

14 『일성록(日省錄)』, 정조 21년 정사(1797) 6월 24일(계사)   

1등(等)이다. 직제학 이만수(李晩秀)에게 상아초설(象牙抄舌) 1개, … 2등이다. 전 승지 한만유(韓晩裕)에게… 상아초설 1개, … 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

ㆍ서유구(徐有榘)에게 각각 상아초설 1개,… 사급하였다. 3등이다. 행 대호군(行大護軍) 이시수(李時秀), 전 승지 조진관(趙鎭寬)ㆍ김이익(金履翼), 구 초계 

문신 홍인호(洪仁浩)ㆍ이면긍(李勉兢)ㆍ김달순(金達淳)ㆍ이조원(李肇源), 병조 참지 목만중(睦萬中), 전 부사 성대중(成大中), 초계 문신 오태증(吳泰曾)ㆍ김

이영(金履永)ㆍ황기천(黃基天)ㆍ권준(權晙)ㆍ김희화(金熙華)에게 각각 상아초설 1개, … 사급하였다.

15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영월 정양산성 1권』, 2014,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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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귀이개가 고려시대에도 

출토되었다(그림 2). 이천 갈산동유적(931년 또는 991

년)16에서 출토된 청동귀이개 또한 원형에서 각을 준 형

태이며, 격자문, X자문, 단선문 등 문양을 정교하게 넣

었다. 각을 준 연결대와 격자문양대, 돌대, 손잡이 부분

이 결실된 점, 현존한 길이까지 흡사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손잡이 부분이 결실되어 전체 길이는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구의 편년이 고려초기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통일신라와 시대적 연결성이 보인다.

(2) 손잡이형

고려시대에는 손잡이에 화려한 장식이 들어간 형

태가 보인다. 귀이개의 연결대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따로 제작하여 연결하기도 하였고, 일체형으로 제작하

기도 하였다. 공통적으로 손잡이를 넓적하게 만들어 당

대의 미감에 맞는 장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은제 도금 귀이개(그림 3)는 연

결대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따로 제작하여 끼운 형태이다. 

술부분이 타원형으로 오목하게 파여 있고, 45°가량으로 꺾

여 있어 기능성에 충실하였다. 뒷면의 연결대 부분에 탑 

형태로 단차를 둔 굴곡이 있는데, 장식성뿐만 아니라 보관 

중에 연결대 부분이 휘지 않도록 받침의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귀이개와는 전혀 다른 유형으로 손잡

이 부분이 화려하게 장식되어있다. 직사각형의 은판에 문

양을 시문한 다음 둥글게 말아 접합한 형태이다. 

이와 매우 유사한 유물이 미국 프리어 미술관 소장 

은제 도금 귀이개(그림 4)이다. 이 귀이개는 분리되어 

있는데, 연결대 부분 아래로 손잡이 원통에 연결할 수 

있도록 여분의 금속이 붙어 있어 제작 과정을 알 수 있

게 하는 좋은 예시이다. 다만 술의 윗부분이 결실되어 

남아 있는 아래 부분을 통해 유추해보면 물방울 모양의 

타원형 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물 역시 청주

박물관 소장과 유사한 도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귀이개 전체가 통으로 주조된 귀이개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 도금 귀이개(그림 5)를 살펴

보면, 연결목과 손잡이 부분이 일체로 연결되어 있다. 

손잡이가 넓고 장식되어 있는 유형은 같으나 주조되었

기 때문에 제작과정에 있어 공임이 덜하고, 다소 단조

로운 문양으로 장식되었다. 그러나 술부분의 뒷면에 V

자로 2단 표현하고 각도를 위로 올린 것으로 보아 기능

성과 장식성이 함께 보이는 귀이개이다. 국립청주박물

관 소장 귀이개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귀이개는 개성 
그림 2   청동 귀이개, 고려, 경기도 이천시 강산동유적 출토, 길이 6.7㎝ 국립

공주박물관 소장(공한 10921)

그림 1   청동 귀이개, 통일신라, 강원도 영월군 정양산성 출토, 길이 6.68㎝, 
국립춘천박물관 소장(춘천 57189)

16 중앙문화재연구원, 『(利川 葛山2地區 住宅建設事業敷地內) 利川 葛山洞遺蹟 本文』, 2007, p.20.

표 1   고려시대 귀이개 형태 분류

위생도구

단독형

각봉형

청동 귀이개, 고려, 경기

도 이천시 강산동유적 출

토, 길이 6.7㎝ 국립공주

박물관 소장(공한 10921)

손잡이형

은제 도금 귀이개, 고려, 개

성 부근 출토, 길이 8.7㎝, 

국립청주박물관 소장(덕수

1076)

판형

은제 귀이개, 고려, 길이 

16 .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1046)

복합형

족집게 

일체형

청동 귀이개, 고려, 길이 

15㎝, 영국박물관 소장

리벳 

분리형

청동 족집게, 고려, 길이 

10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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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출토된 위치나 화려한 장식

성을 보았을 때 이러한 유형의 귀이개는 고려 왕실이나 

귀족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각, 금도금, 바탕에 누정기법17으로 찍은 첩호문, 

납입사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장식기법이다. 국립청주

박물관 소장 은제도금 귀이개(그림 3) 포도동자문, 미국 

프리어 미술관 소장 은제도금 귀이개(그림 4)는 연화동

자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도금 귀이개(그림 5) 앞

면은 꽃 4송이를 넝쿨형태, 뒷면은 용문을 선각하였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도금 귀이개는 국립청

주박물관, 미국 프리어 미술관 소장 은제도금 귀이개에 

비하여 다소 완성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금도금과 바탕면에 촘촘한 첩호문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바탕에 첩호문을 빼곡하게 배치하여 

주문양과 명확한 구분을 주었고 면 대비를 통하여 장

식적 효과도 극대화시켰다. 반달정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금속 바탕을 눌러 찍은 누정기법을 사용한 것이

다. 또한 도금은 아말감기법을 사용하였다. 주문양을 

제외한 첩호문을 눌러 찍은 바탕에만 금도금을 하였는

데, 색감의 차이를 두어 문양의 구분은 물론이고 바탕

이 금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도 함께 도모했다. 중국에

서는 은바탕에 주문양을 금으로 도금하는 금화은지(金

花銀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고려에서는 

은바탕을 금으로 도금하고 주문양을 은으로 그대로 두

는 은화금지(銀花金地)로 장식하였는데, 이는 고려 금

속공예의 독특한 요소이다.18

고려시대 귀이개에 시문된 도상은 용문, 연화당초

문, 연화동자문, 포도동자문 등이었다. 문양 외곽선을 검

은 선으로 처리하였으며, 용의 다리에는 검은 선으로 비

늘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검은선은 납입사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납입사는 금, 은, 동을 액체로 만

들거나 수은과 같은 액체로 된 금속을 음각한 부분에 채

워 넣는 기법이다.19 납입사는 주로 조선시대에 사용되었

는데, 고려시대의 납입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도경

(高麗圖經)』의 「오화세(烏花洗)」조에서 밝혀진 바 있다.20 

「오화세」 기록에서는 약(藥)을 점점이 찍어 문양을 새겼

고, 검은 무늬에 흰 바탕이라고 하였다.21 약이라는 것은 

점을 찍을 수 있는 액체를 의미하고, 새겼다는 표현에서 

선각과 같이 절삭의 의미를 가진다. 은제에 납입사를 하

여 검은 무늬를 만들어낸다는 오화세의 기록과 같이 고

려시대 금속공예에서 납입사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림 3   은제 도금 귀이개, 고려, 개성 부근 출토, 길이 8.7㎝, 국립청주박물관 
소장(덕수 1076)

그림 4   은제 도금 귀이개, 고려, 길이 5.2㎝, 미국 프리어 미술관 소장
(F1917.543a-b)

그림 5   은제 도금 귀이개, 고려, 개성 부근 출토, 길이 7.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1006)

17 박지영·정소라, 「고려시대 타각(打刻)기법 금속공예품」, 『미술사학』 4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1, p.155.

18 박지영·정소라, 위의 논문, p.156.

19 김세린, 「조선시대 금속공예 入絲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p.35.

20 박지영, 「『고려도경』 「기명」에 대한 재고」, 『한국학연구』 7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p.53. 

21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三十 器皿一, 烏花洗 㸃藥鏤花, 烏文白質…



1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5 No. 2

납입사 기법을 잘 보여주는 예가 고려시대 귀이개

에 시문된 문양의 장식기법에서 드러난다. 국립청주박

물관 소장 은제도금 귀이개 앞면의 연잎 문양에서 명확

하게 납입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연잎의 잎맥을 선

각하였는데, 조각도의 날이 닿는 첫 부분은 얇고 중앙부

분은 힘을 주어 두껍고 끝으로 갈수록 힘을 풀어 날렵하

게 절삭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왼쪽 줄기의 두께를 보

면 일정하지 않고 두껍고 얇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한편 

은입사는 금속 바탕에 조이질을 한 후 홈에 은사를 넣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시문된다. 그러나 귀이개의 검은 

선은 강약 조절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은입사와는 다른 

기법임을 알 수 있다. 연화당초문을 잎맥의 표현을 살려 

선각을 한 뒤에 액체인 금속을 넣어 표면을 다듬은 것이

다. 때문에 선각의 굵기의 변화가 드러나는 납입사의 장

점을 활용하면서도 외곽선을 따라 바탕과 주문양을 구

분하는 경계의 효과도 함께 주었다. 

(3) 판형

고려시대에는 귀이개 전체를 단조로 제작하여 술부

터 손잡이 부분까지 얇고 긴 형태도 존재한다. 일반 귀

이개보다는 다소 긴 길이를 가지고 있다. 끝부분이 뾰족

한 형태로 처리되어 있어 귀이개만의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이성계 발원 사리장

엄구에서 발견된 은제 귀이개(그림 7)가 있으며, 사리를 

옮기는데 사용한 도구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 귀이개는(그림 8) 이성

계 발원 사리장엄구에서 출토된 귀이개와 매우 유사하

다. 술 부분부터 손잡이까지 단조로 제작되었으며 앞

면은 메질한 자국이 선명하다. 다만 뒷면은 매끄럽게 

처리하였다. 중국 송·원대 묘에서 출토된 수식 가운

데 이와 유사한 형태가 있어 주목된다. 호남림상륙성

남송1호묘(湖南临湘陆城南宋一号墓), 호남원릉원황씨

묘(湖南沅陵元黃氏墓)에서 귀이개 형태를 한 금제 수

식(金耳挖簪)(그림 9)이 출토되었다.23 호남림상륙성남

송1호묘에서 출토된 귀이개 수식은 고려시대 귀이개

와 같이 문양이 없고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다. 반면 호

남원릉원황씨묘에서 출토된 귀이개 수식은 뒷면에 점

각으로 당초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수

22 주경미, 「李成桂 發願 佛舍利莊嚴具의 硏究」, 『미술사학연구』 257, 한국미술사학회, 2008, p.51.

23 揚之水, 『中國古代金銀首飾』1, 古宮出版社, 2014, pp.151~152.

그림 6   <그림 3>의 앞면 부분 확대-납입사

그림 7   은제 귀이개, 1390·1391, 길이 15.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 
13074, 보물 금강산 출토 이성계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그림 8   은제 귀이개, 고려, 길이 16.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1046)

그림 9   금귀이개잠(金耳挖簪), 송·원, 호남림상륙성남송1호묘(湖南临湘
陆城南宋一号墓)출토(위),호남원릉원황씨묘(湖南沅陵元黃氏墓)출
토(아래)(출처: 揚之水, 『中國古代金銀首飾』1, 古宮出版社, 2014, 
pp.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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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단조로 

제작한 얇고 긴 형태의 귀이개는 시기적으로 살펴보았

을 때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2) 복합형

(1) 족집게일체형

다른 도구와 복합형으로 제작된 귀이개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로 족집게와 결합하여 한쪽 방

향은 귀이개, 한쪽은 족집게로 사용하는 형태가 다수 

보인다. 대체로 길이는 15㎝ 내외이다. 실용성에 기반

을 두어 대부분의 유물에서는 장식성이 없다. 장식을 

넣어도 족집게와 귀이개 결합한 중앙 부분에 X자 문양

을 넣어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청동귀이개(그림 10)는 금으로 도금을 하였고, 족

집게와 귀이개가 연결되는 부분에 마디를 만들어 장식

했다. 마디 사이에는 꽃모양과 집게 부분에는 당초문을 

점각하는 등 다소 화려한 귀이개도 있다. 장식성을 보

아 왕실이나 귀족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리벳분리형

귀이개를 족집게 사이에 넣어 리벳으로 고정시키

는 형태도 있다. 보통 손톱을 다듬는 용도의 칼을 함

께 넣는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 족집게(그림 11) 

를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이다. 족집게의 상부에 리벳이 

명확하게 보이며, X자를 앞면과 옆면에 선각으로 장식

했다. 고려인들의 생활습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수신

에 관한 도구를 한 번에 관리하려는 실용적인 형태인 

것이다.24

2. 조선시대

1) 위생도구

(1) 단독형

조선시대 귀이개는 사용처에 따라 위생도구와 장

신구로 크게 분류된다. 조선시대 귀이개 중 위생도구

로 사용하였던 귀이개를 살펴보면 장식이 없고 형태가 

간결하다. 주로 금속이나 나무로 제작되었다. 위생도

구로 사용된 귀이개는 형태가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

류된다. 단독형은 대표적으로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동

제 귀이개(그림 12)가 있다. 귀이개를 살펴보면 기능적

으로 귀지를 파내는데 사용하는 일상도구에 충실하여 

24 김지현, 「족집게(鑷)의 유형과 사용 문화」, 『문화재』 54-3,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pp.13~15. 

그림 10   청동 귀이개, 고려, 길이 1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5565)

그림 11   청동 족집게, 고려, 길이 10.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5278)

표 2   조선시대 귀이개 형태 분류

사용 
목적

중분류 소분류 사진 유물 정보

위생 

도구

단독형 -
목제 귀이개, 조선, 김사수 

묘 출토, 길이 6.2㎝

복합형

도구 

일체형

목제 귀이개, 조선, 학성이

씨 현령공파 절송공묘 출토

유물, 크기 16.5X6.2㎝, 울

산박물관 소장(울산 3071)

리벳 

분리형

족집게, 조선, 길이 7 .9㎝, 

대관령박물관 소장(대관령

박물관 739)

장신구

뒤꽂이

일자형

백동제 칠보 귀이개 뒤꽂이, 

조선, 길이 7㎝, 국립민속박

물관 소장(민속 70269)

침첨 

부형

은제 귀이개 뒤꽂이, 조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 

22130)

노리개 -

방아다리은노리개 장식, 조

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

속 16950)

선추 -

선추, 조선, 길이 53.5㎝ 목

제원통 9.5㎝, 국가민속문화

재 장영직 유품, 국립민속박

물관 소장(민속 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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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이개에 장식이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김사수 묘에서 

출토된 귀이개25는 목제로 장식성이 없고, 부장품으로 

출토된 유물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기능성에 중심을 둔 

생활도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형으로 사용하는 

귀이개는 고려시대에는 장식성이 화려했던 반면 조선

시대에는 문양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

이는 조선시대 귀이개는 장신구로도 사용되면서 위생

도구로만 사용되는 귀이개에는 특별한 장식성을 넣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복합형

복합형에는 도구일체형이 있다. 목제로 제작된 귀

이개 중에 학성 이씨 현령공파 절송공묘(1582~1665) 

출토유물은 한쪽은 귀이개이고 한쪽은 나무 주걱과 같

은 형태이다.26 주걱 형태와 같은 넓은 면적의 도구로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수식이라기보다 일상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려시대에 이

어 리벳분리형도 함께 사용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

장 족집게(그림 13)를 보면 족집게 안쪽에 귀이개를 넣

어 리벳으로 고정한 형태이다. 귀이개와 족집게, 손칼

을 한 번에 사용하는 용도이다. 

족집게와 결합되어 있는 귀이개의 경우에는 문양

이 들어가기도 하였다. 리벳분리형 족집게의 경우 족

집게 안쪽에 손칼27과 함께 귀이개가 함께 들어가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족집게를 보면 옆면에 ‘수복다남

자(壽福多男子)’가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수복을 기원하면 남자아이 다산을 기

원하는 바람을 담았다.28 대관령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는 족집게(대관령박물관 739)도 같은 형태이며, 족집게 

옆면을 살펴보면 가운데의 원형 문양을 두고 물고기가 

마주보고 있는 문양을 새겼다. 물고기 문양자체가 가

지고 있는 입신양명의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귀이개 자체에 장식이 되어 있다기보다 족집게 옆면을 

활용하여 장식한 사례이다. 

2) 장신구

(1) 뒤꽂이

조선시대의 귀이개는 단순한 위생도구에서 벗어나 

장식성이 더해져 여성 수식인 뒤꽂이로 사용되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귀이개 수식은 송대부터 

보인다. 명대와 청대에서도 귀이개를 수식으로 활용하여 

부녀자들이 사용하였다. 명대에 귀이개 수식은 송·원대

의 귀이개 수식과 유사하나 손잡이 부분이 더욱 가늘어

지고, 연결대를 비롯한 손잡이의 형태가 변용되었다.

그림 12   동제 귀이개, 조선, 길이 8.7㎝, 국립공주박물관 소장(공주 26557) 

그림 13   족집게, 조선, 길이 7.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4251) 

25 금종숙, 「김사수(金師秀, 1490~1553) 묘 출토복식 연구」, 『韓服文化』 Vol.22 No.3, 한복문화학회, 2019, p.20.

26 울산박물관, 『학성이씨 일가 묘 출토유물』, 2013, p.187. 

27 손톱을 다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28 김지현, 앞의 논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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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 상해송강구화양진양사산묘(上海松江区华阳

镇杨四山墓)에서 출토된 귀이개 수식은 술부분이 금제

이고 손잡이 부분이 은제이다. 각각 다른 재질로 제작

하여 이어붙인 것이다. 연결대는 굴곡을 주어 장식하

였다. 명익단왕주탁빈부부묘(明益端王朱袥槟夫妇墓) 

출토 귀이개잠은 금으로 제작하였고, 손잡이 부분은 

원통형으로 동그랗다(그림 14).29 이에 비하여 청대의 

귀이개는 중앙에 얇은 귀이개를 지지대로 삼아 주변을 

장식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대만 국립고궁박물원(台

北故宮博物院) 소장 귀이개잠(그림 15)을 보면 은제에 

도금한 얇은 귀이개를 가운데 두고 연결대 부분에 나

비 두 마리를 장식하였다. 

반면 고려시대의 얇고 긴 단조 귀이개 형태가 수

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와 다르게 조선시

대 귀이개 수식은 귀이개 자체를 두껍게 제작하여 문

양을 선각하거나 칠보 기법을 사용하여 장식성이 확실

하다. 연결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술과 손잡이 부분

이 바로 연결되도록 제작되었다. 때문에 장식할 수 있

는 부분이 넓어졌고, 칠보의 다양한 색을 입힐 수 있었

다. 대부분이 5~6㎝ 내외이며, 금속 재질은 은으로 제

작되었다. 간혹 청동이나 백동, 철로 제작된 귀이개 수

식이 남아 있으나 금제는 남아 있지 않다. 

귀이개 뒤꽂이는 일자형(그림 16, 17)과 침첨부형

(그림 18)으로 나뉜다. 일자형은 귀이개 자체로 뒤꽂이 

역할을 한 것이고, 침첨부형은 귀이개와 별도의 뾰족

한 침을 함께 달아 한 쌍으로 연결한 것이다.

일자형 귀이개 뒤꽂이는 금속 이외에 비취, 호박, 

대모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었다. 재료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비취 귀이개 수식은 상류층에서 사용된 것으로 은 

귀이개 수식보다 귀하게 여겼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그림 14   금귀이개은각잠(金耳挖銀脚簪),명(明),상해송강구화양진양사산
묘(上海松江区华阳镇杨四山墓) 출토(위), 금귀이개잠(金耳挖
簪),명(明),명익단왕주탁빈부부묘(明益端王朱袥槟夫妇墓) 출토
(아래)(출처: 揚之水, 『中國古代金銀首飾』1, 古宮出版社, 2014, 
pp.151~152.) 

그림 15   은도금청쌍나비귀이개잠(銀鍍金点翠双蝶耳挖簪), 청(淸), 대만 국
립고궁박물원(台北故宮博物院) 소장(출처: 揚之水, 『中國古代金銀
首飾』2, 古宮出版社, 2014, p.417.)

29 揚之水, 『中國古代金銀首飾』 2, 古宮出版社, 2014, p.417.

그림 16   백동제 칠보 귀이개 뒤꽂이, 조선, 길이 7㎝,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민속 70269)

그림 17   비취 귀이개 뒤꽂이, 조선, 길이 6.3, 7.2, 7, 8.1㎝,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소장(출처: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p.126.)

그림 18   은제 칠보 귀이개 뒤꽂이, 조선, 길이 6㎝,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소
장(구입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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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비취 귀이개 뒤꽂이(그림 17)를 보면 금이나 은

으로 보수된 흔적을 볼 수 있다. 비취로 만든 수식은 

귀하게 여겨 중앙이 부러지거나 끝이 파손되면 금속을 

이용해 보수하여 사용한 것이다.30

침첨부형 뒤꽂이는 귀이개와 침을 연결하는 고리 

부분에 새 또는 꽃 조각 등을 장식하고 산호를 감장하

였다. 침첨부형 수식은 단독형 귀이개 뒤꽂이 형태에

서 침 도구를 더하여 응급용이나 장식용으로 머리에 

꽂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31

귀이개 뒤꽂이에는 칠보기법을 사용하여 장식하

였다. 칠보기법은 파란이라고도 하며, 금속이나 점토 

등의 바탕 재료 위에 유약을 얹고 불로 가열하여 밀착

시키는 기법이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은장신구에 칠보

장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은 바탕에 황색(黃色), 벽색

(碧色), 감색(紺色), 자색(紫色) 등의 유약을 이용하여 

색감을 표현하였다. 칠보는 유약의 두께와 소성 온도 

차이에 따라 색차가 나타난다.32 칠보기법은 형지칠보, 

유선칠보, 투태칠보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귀이개 

수식에 주로 사용된 방법은 조금칠보기법이다. 조금칠

보기법은 바탕 금속에 문양을 음각이나 양각하여 칠보

유약을 올려 장식하는 방법이다.

앞서 살펴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백동제 칠보 귀

이개 뒤꽂이(그림 16)의 문양을 보면 박쥐당초문을 선

각하고 다양한 색을 올려 소성하였다. 박쥐의 삼각형 

머리는 남색, 몸통은 노란색, 날개 부분은 옥색, 날개 

옆의 당초는 붉은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칠보기법이 사

용되었다. 오목한 술 부분에는 남색으로 칠보장식을 

하였다. 박쥐당초문의 칠보장식은 얇고 거친 반면 술 

부분의 칠보장식은 두껍고 매끈하다. 이는 칠보유약의 

두께에 따라서도 표현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 박쥐당초문 선각 위로 칠보 유약을 얇게 발라 문양

이 비쳐 올라와 장식 효과가 극대화된 것을 볼 수 있

다. 선각 위에 칠보유약을 올리는 것은 심미적 효과와 

더불어 선각 틈 사이로 칠보유약이 들어가 칠보장식이 

쉽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한림대 소장 은제칠보귀이개(그림 19)도 앞면은 

박쥐당초문이 선각으로 시문되었고 그 위에 칠보유약

을 발라 구웠다. 뒷면을 보면 파란색, 노란색, 하늘색

의 원형이 칠보기법으로 장식되었다. 양옆은 타원형으

로 노란색과 붉은 보라색을 배치했다. 술 뒷면에는 삼

각형으로 남색 점을 찍고 가운데 다른 색을 찍어 장식

성을 더했다.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에도 원문을 선각

하고 칠보의 색감을 다양하게 주어 장식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보인다. 문양을 선각하지 않고 칠보유약을 한 

색으로 술과 연결대를 장식한 경우도 있다. 안동시립

민속박물관 소장 은제 칠보귀이개(구입 969)의 경우 파

란색 칠보유약이 술과 연결대에 장식되어 있는데, 색

감 자체로도 충분한 장식성을 가지고 있다.

30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p.126.

31 김문자, 앞의 논문, pp.155~156.

32 최정애, 「조선시대 파란(칠보)색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18~23.; 파란 또는 파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법랑의 중국식 

발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고, 조선시대 칠보유약으로 푸른빛 색상을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고온에서 소성하면 황색은 금자색, 감색은 진한 

감색, 벽색은 진한 녹색, 자색은 회보라색으로 변한다. 저온에서 구워내면 황색은 연노랑색, 감색은 남색, 벽색은 옥색, 자색은 붉은 보라색으로 변한다.

그림 19   은제 칠보귀이개 뒤꽂이, 조선, 길이 6㎝, 한림대 소장(한림소장품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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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이개 수식에는 보석을 감장하여 장식하기도 하

였다. 감장은 보석을 바탕 재료에 고정하는 것으로 알

물림 또는 세팅이라고 한다.3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은

제 보석감입칠보귀이개 뒤꽂이(그림 20)를 보면 유색

보석을 5발 물림으로 감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침과 귀

이개의 고정 리벳 부분에 양쪽으로 화형은판을 덧대고 

그 위로 5발 물림을 한 산호가 장식되었다. 그 위로 박

쥐형 은판을 양쪽에 대고 5발 물림 산호가 삼각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소장 

은제 칠보귀이개 뒤꽂이(그림 13)도 침과 귀이개 리벳

부분에 5잎 화형 원판을 부착하고 중앙에 산호를 5발 

물림으로 장식했다. 공통적으로 파란색 칠보유약이 부

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빨간색과 대비되는 색감

을 더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으로 보

인다. 광복 이후의 단독형 귀이개 수식은 손잡이 끝부

분에 보석을 달아 장식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2) 노리개

조선시대 여성이 패용하였던 노리개에 귀이개가 

장식되기도 하였다. 노리개의 형태는 생활주변에서 얻

은 형태로 제작되었고 재료는 금, 은, 주옥이 대부분

이었다. 특히 방아다리노리개는 길상을 의미하였는데, 

속 노리개용으로 안고름에 사용했다.34 방아다리 은노

리개(그림 21)는 은으로 제작되었으며 귀이개가 한 쌍

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귀이개가 실제로 사용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 노리개를 꾸미는 장

식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귀이개 자체가 수식의 

용도로 사용된 것에 비하여 노리개의 일부로 장식 요

소를 이루고 있다. 귀이개가 방아다리라는 특정요소로 

정형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선추

조선시대의 귀이개는 남성들만 달 수 있는 선추

의 구성품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성호사설』에서 가운

데를 비워 그 안에 이쑤시개와 귀이개를 간수하여 다

닌다고 하였다. 기록과 일치하는 유물이 남아 있어 주

목할 만하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장영직 유품

(그림 22)에는 선추가 포함되어 있다. 선추의 목제 원

통에는 산·소나무·사슴·학 등이 새겨져 있으며 가

운데 구멍 속으로 청색 끈을 통과시키고 끝에 연봉매

듭을 맺었다. 목제원통의 문양 투각이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다. 끈을 당기면 귀이개와 이쑤시개가 목제원

33 신숙, 「한국 고대 보석장식 공예품과 국제교류」,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p.127. 

34 신동숙, 「노리개考 : 삼작노리개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35.; 방아다리노리개의 연원을 조선시대는 농업이 

나라의 근간으로 생각하였고,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농사기구인 방아를 노리개에 옮겨 노리개처럼 일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 

그림 20   은제 보석감입칠보 귀이개 뒤꽂이, 조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
속 22130)

그림 21   방아다리 은노리개, 조선,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소장(DG국채보상운
동기념관 60)

그림 22   선추, 조선, 길이 53.5㎝ 목제원통 9.5㎝, 국가민속문화재 장영직 
유품,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 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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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구멍 속으로 들어가도록 구성되었다. 귀이개와 이

쑤시개는 대모로 만들어져, 고급 공예품임을 알 수 있

다. 재질이 다른 사례로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선추(민속16527)가 있다. 원형의 통과 귀이개, 이

쑤시개가 모두 금속제로 되어있다. 귀이개와 이쑤시개

를 하나의 금속 고리에 리벳으로 연결하였다. 금속 고

리와 끈을 연결시켜 금속 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

조로 제작되었다. 금속 원통에는 장식이 없고 양 끝단

에 선각으로 두 줄을 그어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선추는 관직이 있는 남성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나 음서로 임용된 음관(蔭官)이나 당상관 

미만의 무관은 사용할 수 없었다.35 선추는 신분을 나타

낼 수 있는 공예품이었다. 조선시대 선추는 자체로 상

징성을 가진 공예품이나 여기에 이쑤시개나 귀이개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것은 실용성과 연관이 깊

다. 우리나라에서는 외출 시 드는 접선에 매다는 선추

에 외부에서 필요한 귀이개 같은 도구를 넣어 다녔다. 

한편 중국에서는 초혜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추가 

드물다. 그 이유는 중국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구

를 허리에 매달아 다니는 패식(佩飾) 문화가 발달하였

기 때문이다. 부채 아래 일상도구를 달 필요가 없었고, 

선추는 장식의 기능으로만 사용하였다.36

중국의 패식문화 중 사(事)가 특징적이다. 사는 작

은 도구들을 사슬로 엮은 것을 말하는데, 당대부터 등

장하였다. 엮는 도구의 개수에 따라서 3사, 5사, 7사 등

의 이름이 붙여지고, 도구의 구성 또한 다양하였다.37 당

나라 법문사 지궁에서 수관(水罐)을 비롯하여 침통, 족

집게 등이 사슬로 연결된 12사가 출토되었다.38 12사에

서 귀이개, 족집게, 이쑤시개가 한 고리에 연결되어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명대 이르러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3사가 되었다. 3사의 구성은 귀이개, 족

집게, 이쑤시개였다.39 필요한 도구를 매달고 다녔던 중

국의 패식 문화가 발전하여 널리 사용된 것이었다. 

조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유물이 남아 있어 살펴볼

만하다. 대구대학교 대학원 중앙박물관에 삼사(三事)

(그림 23)로 추정되는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은제로 

제작되었으며, 원형의 은판 상단에 구멍 하나, 하단 구

멍 세 개를 뚫어 고리로 연결하였다. 은판 중앙에는 한

자를 새기고 바탕에는 어자문으로 채웠다. 하단의 3개 

고리에는 뾰족한 도구, 족집게, 귀이개가 달려 있다. 

이러한 구성은 중국 삼사의 구성요소와 일치한다. 상

단에 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달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선시대의 남성장신구로 3사가 연구된 

바가 없고 유물도 적어 실제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Ⅳ. 맺음말

본고는 귀이개라는 특정 공예품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당대의 물질문화에 주목하

35 황진경, 「中國 淸代의 부채와 朝鮮時代 부채의 扇錘에 나타난 造形的 特性과 裝身具文化에 관한 小考」, 『중국문화연구』 27, 중국문화연구학회, 2015, p.28. 

36 황지혜, 「朝鮮後期의 扇墜에 관한 硏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29.

37 马楠, 「古代 “七事”小考」, 『文物世界』 2, 山西省文物局, 2018, p.35. 

38 陕西省考古研究院等, 『法门寺考古发掘报告』, 文物出版社，2007, pp.205~207. 

39 揚之水, 앞의 책, 2014, p.654.

그림 23   삼사(三事), 조선, 길이 12㎝, 대구대학교 대학원 중앙박물관 소장
(대구대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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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2장에서 귀이개에 관한 용어 정리와 조선

후기 단편적인 문헌을 통해 귀이개의 사용 문화를 살

펴보았다. 귀이개는 첫 번째로 개인의 수신을 위한 위

생도구였고, 두 번째로 남성들의 선추에 다는 구성품

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3장에서는 시대별로 귀이개의 형태를 분류하고, 

각 형태별 특징적인 장식기법을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귀이개는 사용목적이 위생도구였으며, 형태에 따라 단

독형,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단독형에는 각봉형, 손잡

이형, 판형이 있으며, 복합형에는 족집게일체형, 리벳

분리형이 있다. 각봉형은 통일신라시대부터 보이는 귀

이개 형태로 고려시대 초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

다. 돌대와 격자문양이 특징으로 손잡이 부분은 결실

된 것으로 보인다. 손잡이형은 손잡이 부분을 금속판

으로 말아 두껍게 제작한 것으로 장식성이 뛰어나다. 

선각, 금도금, 바탕에 누정기법으로 찍은 첩호문, 납입

사 기법 등으로 고려시대 장식기법을 살펴볼 수 있었

다. 판형은 손잡이 부분을 얇고 길게 두드려 만든 형태

이다. 사리를 옮기는 용도로 추정되었으나 중국의 수

식에 비슷한 귀이개가 있어 장신구로서의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렵다. 복합형에는 족집게일체형이 있는데, 

한쪽이 귀이개, 반대가 족집게로 제작된 형태이다. 리

벳분리형은 귀이개와 손칼을 족집게 안에 넣고 리벳으

로 고정시켜 사용하는 형태이다. 복합형의 귀이개는 

고려인들이 수신에 관한 도구를 한 번에 관리하고자 

하는 생활습관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귀이개는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위생도

구와 장신구로 분류된다. 위생도구는 단독형, 복합형

으로 나뉘고, 장신구로 사용되는 귀이개는 명칭으로는 

뒤꽂이, 노리개, 선추 등이 있다. 장신구로 사용된 귀

이개는 위생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귀이개 장신구

는 성별에 따라 여성은 뒤꽂이, 노리개, 남성은 선추를 

사용하였다. 위생도구로서 단독형에는 목재, 금속 등

의 소재가 사용되었고, 문양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복

합형에는 도구일체형과 리벳분리형이 있다. 고려시대

와 달리 족집게와 일체형은 거의 없고, 주걱이나 이쑤

시개 형태가 귀이개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었다. 리벳분

리형은 고려시대와 형태가 같다. 귀이개 장신구 중 뒤

꽂이는 일자형과 침첨부형으로 나뉘는데, 일자형은 금

속뿐만 아니라 보석류로도 제작되었다. 뒤꽂이에서 장

식기법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칠보기법으로 

다양한 색을 내거나 보석감장으로 장식하였다. 노리개

는 방아다리를 귀이개로 표현하여 장식품의 일종으로 

귀이개가 사용되었다. 선추는 관직이 있는 남성이 부

채에 다는 장신구로 귀이개가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나누고 형태를 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형태

의 특징적인 장식기법을 분석하였다. 다만, 고려시대

의 유물이 적어 장신구로서 사용한 유물을 찾기 어려

운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발굴 및 발견 등으로 다양한 

귀이개의 형태가 보고되어 추후 귀이개에 대한 확장 

연구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공예 지식백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발간한 『고려금속공예의 이해2』의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해서 작

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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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hape and  
decorative techniques of earpick during  
the Goryeo-Joseon Period

This paper examines the material culture of the Goryeo-Joseon Period through changes in the design and crafting 

of the earpick. In Chapter 2, terminology regarding earpicks is presented, and the culture of using earpicks is examined 

through fragmentary litera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Earpicks were first a personal hygiene tool, and, secondly, 

they played a symbolic role as a style accessory used by men, analogous to the fan carried by women of the time. 

In Chapter 3, earpick form are classified by period, and characteristic decorative techniques for each form 

are examined. During the Goryeo Dynasty, earpicks were sanitary tools, and, according to their form, they were 

classified into single and complex types. From Unified Silla to Goryeo, there is an angled type of  connecting rod, and 

in the Goryeo period, there appeared earpicks with colorful decorations on the handle, completely forged earpicks 

with a thin and long shape, and earpicks which were part of  multitools. Common decorative techniques include line 

expression, gold plating, cheophomun on the background, and inlay.

Earpicks of  the Joseon Dynasty are classified into sanitary tools or ornaments, according to their purpose of  

use. Sanitary tools are divided into single type and complex type, and earpicks used as ornaments include headdress, 

norigae, and sunchu . For earpick accessories, headdresses and norigae were used for women, and sunchu was used 

for men. The decorative techniques of  earpicks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mainly seen in the headdress 

earpicks. They were decorated with various colors in the Cloisonné method or bejeweled.

Research on everyday tools among crafts is lacking; greater attempts to read the flow of  time and approaches to 

material culture through everyday tools should be made.

Abstract

Keywords     earpick, metal craft, decoration technique, Mercury inlays, Cloisonn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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