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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착직물의 분석을 통한 심천리와 문산리고분군 직물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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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Attached Textiles on the Remains of 

Shimchun-ri and Moonsan-ri Tombs

Yoon-Mee Park and Bok-Nam Jeong

Major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Abstract : This study is about the fabric attached to the relics excavated from the Shimchun-ri tomb of the 4th century
and the Moonsan-ri tombs of the 5th century. We studied 5 pieces of fabric from the Shimchun-ri tomb: one piece was
silk and the other four pieces were hemp. We were able to observe 8 pieces from the four tombs in Moonsan-ri, All of
them except one ramie were silk. The two kinds of bast fiber found in the tombs of Shimchun-ri and Moonsan-ri were
hemp and ramie, and they were found to be plain woven with S-twist thread which thickness is uneven. The density was
more fine compared to the hemps found in the Kaya or Shinra tombs of the similar era. All of the silk textiles found in
the Shimchun-ri and Moonsan-ri tombs used non-twisted thread, and were plain woven. Also, we found degummed and
raw silk from the tombs. The average density of the silk textiles from these tombs are similar to other areas of the same
time, and studies show that they used non-twisted thread in plain woven silk found in other tombs.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y usually used non-twisted thread when producing silk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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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고대직물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

나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실존하는 유물이 많지 않아

서 실물조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시의 직물문화를 규명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수착직물(銹着織物)이란 고분내의

직물이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부 환경의 조건에 의해

유물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섬유의 성분이나 꼬임, 조직

등이 변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수착직물을 분석하면 직물의

종류와 특성 외에도 제직기법까지도 알 수 있고 직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고대직물을 연구하는 데에 실증적인 근거

를 제시하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본 연구는 신라의 고분인 심천리와 문산리고분군에서 출토

된 유물에 수착되어 있는 직물의 분석을 통해 직물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심천리고분군은 경상북도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4세기에 해당하는 고분이며 문산리는 경북 달성군에 소

재하는 5~6세기의 고분군이다. 고대직물의 자료가 드문 우리나

라에서 심천리와 문산리고분군의 직물은 몇 점 안되지만 고대

직물 연구의 기본자료로서 중요한 단서를 제시해 주며 학술적

가치가 큰 유물이라고 본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연구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경북문화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

는 심천리고분군의 직물 5점과 문산리고분군의 직물 8점이다.

심천리 석곽130호분과 석곽332호분은 4세기대의 고분이며 심

천리 목곽148호분과 목곽171호분, 문산리 M2-1호분, M3-2호

분, M3-4호분, M4-1호분은 5~6세기에 해당하는 고분이다. 

 

2.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실물조사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고

찰하였다. 문헌분석은 선행연구논문과 발굴보고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고, 실물조사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경북문화재

연구소를 방문하여 유물의 전반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실

물조사방법으로는 먼저 실체현미경을 사용하여 직물의 밀도·

조직·실의 굵기와 꼬임방향 등을 관찰한 후 직물의 밀도와 실

의 직경은 image analysing software인 Matorx Inspector ver.

4.1로 분석하였다. 조사 당시 직물들은 모두 유물에 수착되어

있었으며 철기유물에 수착되어 있는 것은 갈색으로, 금동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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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착되어 있는 것은 금동녹인 푸른 색상으로 변해 있어서

직물의 원래 색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직물은 딱딱하게

경화(硬化)되어 있어서 직물의 두께는 측정할 수 없었다. 섬유

의 성분은 유물에서 직물시료를 분리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구분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마직물

마직물에서는 대마(삼베) 3점과 저마(모시)직물 2점이 조사

되었다. Table 1은 심천리와 문산리고분군에서 확인된 마직물

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Fig. 1은 심천리 석곽130호분의 유물번호 5-2의 직물을 확대

하여 촬영한 것으로 경사와 위사에 S꼬임이 있는 실을 사용하

여 평직으로 제직되었다. 실의 굵기는 일정치 않아서 다소 거

친 느낌이 드는 직물이며 경사가 위사에 비해 굵다. 직물의 밀

도는 20.8×15.5올/cm 로서 밀도비는 1.34이다. 주사전자현미경

으로 단면을 관찰한 결과 Fig.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각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대마의 특징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이(김

성연, 1982) 확인되었다.

심천리 석곽332호분 유물번호 5-6의 대마직물은 Fig. 3에 보

이는 것과 같이 경위사에 S꼬임의 실을 사용하여 직조하였으

며 실의 굵기는 0.38×0.39/mm로서 경사와 위사가 거의 비슷하

다. 밀도는 18.4×12.1올/cm이며 밀도비는 1.52이다. 

Fig. 4는 심천리 목곽148호분의 유물번호 6, 유자이기의 직

물로 실의 굵기는 경위사 0.39×0.43/mm로 굵은 편이나 굵기

가 일정치 않은 거친 직물이며 밀도는 21.1×11.9올/cm로 밀도

비가 1.77이므로 경사가 위사에 비해 치밀하다.

심천리 목곽171호분의 유물번호 5, 환두대도(Fig. 5)에는 평

직의 직물이 있는데 경사와 위사의 굵기는 0.53×0.44/mm로 굵

은 편에 속하며 S꼬임이 있다. 밀도는 16.7×15.9올/㎝이며 밀

도비는 1.05로 경사와 위사의 밀도가 비슷한 균형있는 평직물

(balanced plain weave)이다.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Fig.

6)에서는 섬유의 단면이 긴 타원형에 가깝고 큰 중공이 있으므

로(국립민속박물관, 2005) 저마임이 확인되었다.

문산리 3-2호분 유물번호 50, 판장금구(Fig. 7)의 저마직물은

경사와 위사에 모두 S꼬임이 있는 실로 평직으로 직조되었다.

실의 굵기는 0.310.62 mm의 차이가 많이 나며 평균 굵기는

0.38×0.43/mm이다. 밀도는 23.4×18.1올/cm이며 밀도비는 1.29

이다. 섬유의 단면은 긴 타원형에 중공도 길고 크게 보이므로

저마임을 알 수 있다. 

심천리와 문산리의 마직물은 크게 대마(삼베)와 저마(모시)가

조사되었다. 직조에 사용된 실은 모두 S방향으로 꼬임을 주었

으며 굵기가 균일하지 않은 실을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되었

다. 대마직물의 실의 직경은 0.38~0.45mm 사이이며 평균직경

은 0.41×0.40/mm이다. 밀도는 11.9~20.8올/cm에 분포하며 평

균밀도는 20.1×13.2올/cm이다. 유사한 시기의 마직물로 발표된

것은 가야의 마직물(박윤미, 2003)과 황남대총의 마직물(김상용,

1994), 그리고 천마총의 마직물(육영수·김상용, 1974)이 있다.

Table 2는 앞에서 언급한 황남대총, 천마총, 그리고 가야의 마

직물과 본 연구에서 조사한 마직물의 실의 직경과 밀도를 평균

값으로 구하여 제시한 것이다. 심천리와 문산리의 마직물은 2~

Table 1. 심천리와 문신리고분군 마직물의 특성

년대 고분명 유물번호 유물명 종류
직물

조직

실의

꼬임 

실의 직경

(경사×위사/mm)

밀도

(경사×위사/cm))
밀도비

4세기 심천리 석곽130호

심천리 석곽130호

52 판상철기 대마 평직 S 0.45×0.38 20.8×15.5 1.34

56 판상철기 대마 평직 S 0.38×0.39 18.4×12.1 1.52

5~6세기 심천리 목곽148호 6 유자이기 대마 평직 S 0.39×0.43 21.1×11.9 1.77

심천리 목곽171호 5 환두대도 저마 평직 S 0.53×0.44 16.7×15.9 1.05

문산리 M3-2호 50 판장금구 저마 평직 S 0.38×0.43 23.4×18.1 1.29

    

Fig. 1. 유물번호 5-2의 확대

   (×14). 

Fig. 2. 5-2의 단면(대마; ×1000).

  

    

Fig. 3. 5-6 대마직물의 확대. Fig. 4. 유물번호 6의 확대(×14).

    

Fig. 5. 유물번호 5의 확대(×16). Fig. 6. 유물번호 5의 확대(저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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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기의 가야 마직물의 밀도보다는 성그나 황남대총, 천마총,

그리고 5세기의 가야의 마직물보다는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의 직경은 5~6세기의 가야 마직물의 직경과 비슷한 굵

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야와 신라의 마직물에서도 대개 S

꼬임이 있는 실이 사용되었다. 실꼬임의 방향에 관한 연구(角

山幸洋, 1993)에서 민족과 지역 그리고 습관의 차이에 의해 S

꼬임과 Z꼬임을 만들며 대부분 동일지역, 동일 시기에는 같은

꼬임방향을 취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6세기에 마직

물을 제직할 때에는 S방향의 마사(麻絲)를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견직물

견직물로 밝혀진 것은 4세기의 고분인 심천리 석곽332호분

에서 1점, 그리고 5~6세기의 문산리 고분군에서 7점이 조사되

었다. Table 3은 심천리와 문산리고분군의 견직물의 특성을 정

리한 것이다. 

심천리 석곽332호분의 유물번호4, 철탁에는 평직으로 직조된

직물이 수착되어 있는데 직물의 위에는 옻칠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실의 직경은 0.27×0.24/mm 정도이며 실에는 꼬임이 없

는 무연사(無撚絲)이다. 밀도는 48.5×33.3올/cm로 밀도비가

1.46이므로 경사가 위사에 비해 밀도가 치밀하다. 섬유의 단면

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Fig. 10에 보이는 것 같이

둥근 삼각형으로 전형적인 견(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세리신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세리신을 용해하여 제거

하는 방법인 정련(남중희·신봉섭, 1998)을 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문산리 M2-1호분에서는 유물번호 1, 금동관(Fig. 11)의 한

점에서 직물을 조사할 수 있었다. 금동관편의 이면(裏面)에 무

연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짜여진 직물이 수착되어 있는데 실

의 굵기는 경·위사 0.18×0.20/mm이며 비교적 실의 굵기가 일

정한 실로 직조되었고, 직물의 밀도는 경·위사 44×38.9올/cm

이다. 

문산리 M3-2호분에서는 4점의 유물에서 견직물이 발견되었

다. 유물번호 32-12, 철정의 가장자리에 평직의 견직물이 수착

되어 있는데 실에는 꼬임이 없고 실의 굵기는 경·위사 0.22×

0.23/mm이다(Fig. 12). 직물의 밀도는 경·위사 44.3×42.7올/

    

Fig. 7. 유물번호 50(×14). Fig. 8. 50의 단면(저마; ×800).

  

 

Table 2. 2~6세기까지의 고대 마직물의 특성

국가 유물출토지 시기 종류 실의 꼬임 
실의 직경

(경사×위사/mm)

밀도

(경사×위사/cm))
밀도비

조사

직물수

신라 황남대총 남분 4세기중반~후반 마 S 0.48×0.58 12.0×17.8 0.67 9

황남대총 북분 4세기말~5세기 초 마 S 0.68×0.69 11.1×8.27 1.34 6

천마총 6세기 초 마 S 0.50×0.42 14.4×18.0 0.80 7

심천리 4세기 저마 S 0.38×0.43 23.4×18.1 1.29 1

문산리 5~6세기 대마 S 0.41×0.40 20.1×13.2 1.52 3

가야 양동리 2~3세기 마 S 0.44×0.36 28.5×15.8 1.78 2

복천, 옥전, 지산동, 도항리고분군 5세기 마 S 0.46×0.52 17.6×13.8 1.28 42

예안리, 생초고분 6세기 마 S 0.40×0.40 21.2×15.7 1.13 4

Table 3. 심천리와 문산리고분군의 견직물의 특성

년대 고분명
유물

번호
유물명 종류 직물조직실의 꼬임 

실의 직경

(경사×위사/mm)

밀도

(경사×위사/cm))
밀도비

4세기 심천리 석곽332호 4 철탁 견 평직 없음 0.27×0.24 48.5×33.3 1.46

5~6세기 문산리 M21호 1 금동관 견 평직 없음 0.18×0.20 44.0×38.9 1.13

문산리 M32호 3212 철정 견 평직 없음 0.22×0.23 44.3×42.7 1.04

3213 철정 견 평직 없음 0.22×0.24 42.1×39.8 1.06

3215 철정 견 평직 없음 0.23×0.25 40.5×36.8 1.10

34 불명철기 견 평직 없음 0.16×0.12 54.5×48.7 1.11

문산리 M34호 71 금동관 견 평직 없음 0.24×0.34 42.3×25.0 1.69

문산리 M41호 68 관식 견 평직 없음 0.11×0.13 79.5×63.6 1.25

    

Fig. 9. 유물번호 4의 확대. Fig. 10. 4의 단면(견;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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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이며 밀도비가 1.04로 거의 비슷한 수의 경사와 위사를 사

용하여 직조한 균형 있는 평직이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섬유

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 단면이 둥근 삼각형으로 견직물임을 알

수 있었으며 피브로인의 가장자리에 세리신이 상당부분 남아있

으므로 정련을 하지 않은 생견(生絹)임이 확인되었다(Fig. 13).

우리나라의 고대문헌에는 견의 정련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런

데 삼국사기 제3권 신라본기 자비왕대(慈悲王代: A.D 478)를

보면 “붉은 빛이 練을 필로 편 듯이 뻗쳤다”(春三月 夜赤光如

匹練 日地至天) 라는 기록이 있다. “설문(說文)”에서는 ‘연(練)

은 비단의 총칭이다(練繒也)’라고 하고 있어서 練이 견직물임

이 확실한데 당시의 기록에는 이미 견(絹), 금(錦)과 같이 견직

물을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練은 정

련을 한 부드러운 촉감의 견직물로 여겨진다. 또한 삼국사기 제

6권 신라본기 문무왕대(文武王代: A.D 665)의 기록을 보면

“생초 이백필(彩綾羅一百匹 生二百匹 王贈唐使者金帛尤厚)” 이

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초(生 )는 정련을 하지

않은 초( )를 의미하는데 초는 가는 견사를 사용하여 평직의

견직물이다. 이와 같이 고대에 견직물에 정련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견직물 가운데 문산리 M3-2호분 유물번호

32-12만 생견이었고 나머지는 정련견이었다. 이것은 5세기 중

반~6세기 전반의 대가야 고분군에서 조사한 견직물(박윤미·정

복남, 2007)에서도 정련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감

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정련한 견을 더 많이 사용했다

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심천리와 문산리 고분군의 견직

물은 고대문헌의 정련을 한 견직물인 ‘연’과 정련하지 않은

‘생초’를 뒷받침해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산리 M3-2호분 유물번호 32-13, 철정의 가장자리에는 밀

도가 경·위사 42.1×39.8올/cm인 직물이 수착되어 있다. 무연

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한 평견직물이다. 유물번호 32-15

의 직물은 유물의 가장자리부분에 유물을 감싸는 형태로 수착

되어 있어서 직물을 철정을 싸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짐작된

다. 이 직물은 평직으로 직조한 견직물이며 실에는 꼬임이 없

고 굵기는 0.23×0.25/mm이며, 직물의 밀도는 40.5×37.8올/cm

이다. 유물번호 34, 불명철기의 견직물(Fig. 14)은 밀도가 54.5

×48.7올/cm로서 비교적 치밀한 편이며 역시 꼬임이 없는 실로

제직되었고 실의 굵기는 0.16×0.12/mm이다.

문산리 M3-4호분의 유물번호 71, 금동관은 조사시에 Fig.

15와 같이 여러 편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금동관의 입식(立飾)

부분, 관테, 그리고 영락 등 대부분의 금동관편의 앞과 뒤에 고

르게 직물이 수착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직물의 수착상태로 보

아 금동관을 싸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모두 평직으

로 짜여졌으며 동일한 직물로 여겨진다. 직조에 사용된 실은 꼬

임이 없으며 굵기는 0.24×0.34/mm이고, 밀도는 42.3×25올/cm

로 밀도비가 1.69가량 되어서 위사방향으로 실이 길게 보인다.

섬유의 단면에는 세리신이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정련을 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17).

문산리 M4-1호분에서는 유물번호, 68 관식에는 평직으로 짜

여진 직물이 있는데 실의 굵기는 0.11×0.13/mm으로 미세하며

밀도도 79.5×63.6올/cm로 견직물로 추정된다(Fig. 18). 본 연구

에서 조사한 직물가운데 실의 굵기도 가장 가늘며 밀도도 가장

치밀한 섬세한 직물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견직물은 4세기의 고분인 심천리 석곽

332호분에서 1점과 5~6세기의 문산리 고분군에서 7점이 조사

되었다. 심천리와 문산리고분군의 견직물은 모두 실에 꼬임이

없는 무연사(無撚絲)를 사용하였으며 평직으로 제직되었다. 굵

기는 0.11~0.34/mm 사이에 분포하며 문산리고분군의 견사의

평균굵기는 0.19×0.22/mm로 가는편이다. 섬유의 단면관찰 결

과 정련을 하지 않은 생견(生絹)과 정련을 한 숙견(熟絹)의 2종

류가 확인되었다. 숙견의 경우에는 생사를 사용하여 직조한 후

 

 

    

Fig. 11. 유물번호 1의 직물수착상태. Fig. 12. 유물번호 3212 (×14).

    

Fig. 13. 3212의 단면(견; 

  ×1000).

Fig. 14. 유물번호 34 (×14).

  

  

  

    

Fig. 15. 유물번호 71 금동관.   Fig. 16. 71의 직물(×16).

    

Fig. 17. 유물번호 68 (×14).  Fig. 18. 71의 단면(견;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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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조시에 처음부터 숙사(熟絲)를

사용하여 직조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수착직물

의 경우에는 이미 경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정확하게 어떠한 방

법을 사용하였는지는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견직물은

생견과 숙견이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물의 밀도가 가장 성근 견직물은 문산리 M3-2호분의 32-

15 철정에 수착되어 있는 직물로 40.5×36.8올/cm이며, 가장 치

밀한 것은 문산리 M4-1호분의 관식으로 79.5×63.6올/cm이다.

견직물의 평균밀도는 49.6×42.2올/cm이며 평균밀도비는 1.18로

대체로 경사와 위사의 비율을 일정하게 직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유사한 시기의 고분에서 출

토된 견직물 가운데 평직으로 직조된 것만을 구분하여 평균값

으로 산정한 것이다. 천마총(육영수 외, 1974)에서 조사된 2점

의 평견직물의 평균밀도는 22.0×48.8올/cm로 유사한 시기의 다

른 고분에 비해 상당히 성글다. 황남대총(김상용, 1994)과 5세

기의 가야고분(박윤미, 2004)의 평균밀도는 심천리, 문산리의

견직물과 비슷한 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야의 6세기

고분에서는 다소 치밀해지고 있다. 견사는 대부분 꼬임이 없는

실을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평견직물의 직조에

는 무연사를 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신라의 고분인 심천리와 문산리고분군에서 발굴

된 유물에 수착되어 있는 직물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4세기

에 해당하는 심천리의 2개 고분에서 3점과 5~6세기의 심천리

2개 고분에서 2점, 그리고 4개의 문산리 고분군에서 8점의 직

물이 조사되었다. 섬유의 성분으로 구분하면 대마(삼베) 3점, 저

마(모시) 2점, 그리고 견직물 8점이다. 

심천리와 문산리의 마직물의 직조에 사용된 실은 모두 S방

향으로 꼬임을 주었는데 유사한 시기의 황남대총, 천마총과 가

야고분군의 마직물에서도 대부분 S꼬임의 실로 직조하여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마직물의 직조시에 S꼬임을 주로 사용하였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심천리와 문산리의 마직물은 굵기가 균일

하지 않은 실을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되었다. 대마직물의 실

의 직경은 0.38~0.45 mm 사이이며 평균직경은 0.41×0.40/mm

이다. 밀도는 11.9~20.8올/cm에 분포하며 평균밀도는 20.1×

13.2올/cm이다. 황남대총, 천마총과 가야고분군의 마직물과 비

교해보면 23세기의 가야 마직물의 밀도보다는 성그나 황남대

총, 천마총, 그리고 5세기의 가야의 마직물보다는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의 직경은 56세기의 가야 마직물의 직경과

비슷한 굵기를 보여주고 있다. 

견직물은 4세기의 고분인 심천리 석곽332호분에서 1점과 5~

6세기의 문산리 고분군에서 7점이 조사되었다. 심천리와 문산

리고분군의 견직물은 모두 실에 꼬임이 없는 무연사(無撚絲)를

사용하였으며 평직으로 제직되었다. 굵기는 0.11~0.34/mm 사

이에 분포하며 문산리고분군의 견사의 평균굵기는 0.19×0.22/

mm로 가는편이다. 섬유의 단면관찰 결과 정련을 하지 않은 생

견과 정련을 한 정련견이 조사되어 당시 견직물은 두 종류가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대문헌의 정

련을 한 견직물인 ‘연(練)’과 정련하지 않은 ‘생초(生 )’를 뒷

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밀도가 가장 성근 견직물은 문산리 M3-2호분의 32-15 철정

에 수착되어 있는 직물로 40.5×36.8올/cm이며, 가장 치밀한 것

은 문산리 M4-1호분의 관식으로 79.5×63.6올/cm이다. 견직물

의 평균밀도는 49.6×42.2올/cm이며 평균밀도비는 1.18로 대체

로 경사와 위사의 비율을 일정하게 직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세기의 고분인 천마총의 평견직물보다 치밀하나 황남대

총(4세기 중반~5세기 초)과 5세기의 가야고분의 견직물과는 비

슷한 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견사는 모든 고분의 견직물에서 대

부분 꼬임이 없는 실을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평견직물의 직조에는 무연사를 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대직물에 관한 연구에는 유물의 부재

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 년전부터 유물에 수착되어 있는 직물

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으로 많은 사실

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직물문화를 확실하게 파악

하기에는 여전히 유물이 부족하다. 하지만 심천리와 문산리의

직물과 같이 몇 점에 불과한 유물들이지만 이 자료들이 축적되

어 고대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직물명칭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고대직물문화의 우수성이 문헌뿐만 아니라 실물로서 확인될 수

 

Table 4. 4~6세기의 평견직물의 특성

국가 유물출토지 시기 종류 실의 꼬임 
실의 직경

(경사×위사/mm)

밀도

(경사×위사/cm)
밀도비

조사

직물수

신라 황남대총 남분 4세기중반~후반 견 없음 0.18×0.22 44.5×42.1 1.06 11

황남대총 북분 4세기말~5세기 초 견 없음 0.18×0.14 50.4×46.1 1.10 2

천마총 6세기 초 견 없음 0.24×0.15 22.0×48.8 0.45 2

심천리 4세기 견 없음 0.27×0.24 48.5×33.3 1.46 1

문산리 56세기 견 없음 0.19×0.22 49.6×42.2 1.18 7

가야 복천38호분 4세기 초 견 없음 0.27×0.24 33.6×25.5 1.32 1

복천,옥전.지산동고분 5세기 견 없음 0.21×0.23 52.9×32.4 1.63 38

옥전, 도항리, 생초고분 6세기 견 없음 0.17×0.21 59.0×46.9 1.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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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2006년도 경상대학교 학술진흥지원

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RPP-20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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