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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일찍이실크로드를중심으로시작된중국의“방직고고”라는새로운학문의성립과발달과정을소개하는

이다. 20세기근대고고학의발전에따라새롭게형성된방직고고는발굴과정중에발견되는방직품·방직공구·

방직과관련된도상등을대상으로하는연구로서, 고고학·자연과학·직물학등의전문지식을필요로한다. 

현전하는 여러종류의 유물 중에서 직물은다루기가 가장난감한 재질의 한종류로, 온전하게 출토되는 경우는

많지않다. 그러나모순적으로초기고고학자들의관심을집중시킨것은실크로드발굴이었고, 발굴과정의중심에

는수천년전의각종실크와자수품들이 있었다. 아직도중국전역에서는 크고작은발굴과정에서 수많은직물유

물들이출토되며, 그결과중국의직물연구는이미세계적인수준에도달하 다. 

그에비해우리나라에서는고대의직물유물이발견된사례가적고, 직물조각에불과하여실증적인연구에있어

어려움이많았다. 또한직물자료의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으로천마총, 무령왕릉과같은중요발굴의직물유물조

차30여년만에심층연구가이루어질만큼국내고대직물연구는아직도미진한단계라고볼수있다. 이에본고를

통해실크로드의고고학적직물의발굴기를소개하고, 국내출토직물연구의가능성을확인하고자한다.

키워드 : 고고직물, 실크로드 (사주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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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외탐험가와방직고고방직고고는 20세기 근대고고학의 발전에 따라 점

차형성된신흥교차학문이다. 방직고고는과기고고(科

技考古)의 한 분과로서, 발굴과정 중에 발견되는 방직

품, 방직공구 혹은 방직과 관련된 도상 등을 대상으로

그정리와연구가진행된다. 방직품은일종의유기물이

기때문에, 역사유물중에서온전하게보존되어내려오

기가쉽지않다. 동시에방직품에대한연구는더많은

전문지식을필요로한다. 이상의이유로인해방직고고

연구는고고학 역에서주목받지못하 다. 20세기의

백년중에서, 중국방직고고학의출현과연구는비교적

늦게시작되었으며진전속도또한느렸다1). 

20세기 초, 청왕조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

하 으며, 당시중앙아시아와중국의서북지구는특히

정치적으로민감한지구 다. 인근의인도와아프가니

스탄은 국의식민지가되었고러시아짜르의세력은

시르 다르야( 河; Syr Darya 파미르 고원의 빙하

가 녹아서 흐르는 강으로, 대부분 우즈벡 북쪽의 카자

흐스탄을 흐른다. Darya는 터키어로 강을 의미한다.

- 역주) 및 아무 다르야(阿姆河; Amu Darya 파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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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에서발원해, 힌두쿠시산맥을빠져투르크메니스

탄과우즈베키스탄의국경북서쪽에서흐르는강으로,

원래는 아랄해로 흘러들어갔지만 현재는 사막 쪽에서

사라지고 있다.- 역주)를 넘어, 마침내 흑해와 파미르

고원까지확장되었다. 중앙아시아의쟁패와세력권다

툼을 위해 중국의 서북지역에는 외국인의 탐험열풍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각기 다른 이름의 탐험대, 현지

조사팀들이잇달아들어왔다. 이 탐험대들은러시아·

국·프랑스·독일·일본, 스웨덴과미국등여러나

라에서 왔는데, 그 중에 가장 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는스웨덴의스벤헤딘(Sven Hedin)2), 국의스타인

(A. Stein)3), 프랑스의 펠리오(Paul Pelliot), 일본의

오타니(大谷) 탐험대의타치바나즈이초(橘瑞超)4), 독일

의르콕(Le Coq)5) 그리고미국의헌팅턴(Huntington)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들은 신강, 내몽골, 청해, 감숙

에 있는 고비사막의 황막한 가운데까지 깊숙이 들어

가, 대단히 많은 고문화 유적을 도굴하 다. 그 결과

중국문물에 있어 많은 훼손과 유실을 초래했는데, 거

기에는적지않은방직품들도포함되어있었다. 

1900년 3월, 스웨덴의 지리학자 스벤 헤딘은 스웨

덴 국왕과 백만장자 노벨의 재정적 도움을 얻어, 중앙

아시아에서 티벳에 이르는 경로를 건너가기로 결정하

다<그림 1>.스벤 헤딘과 그의 조사팀이 티벳으로 가

는도중뜻밖의수확으로, 누란의고성유적을발견함과

함께대량의한문서, 카로슈티문자( 文; Kharoshti,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남장현( )에 있던 옛 나라

- 역주)인 목독( )의 목간잔편과 적지 않은 사직물

(絲織物)을 획득하 다. 유럽으로 돌아와 이 문서들을

정리한 후에서야, 이 유적이 한문서적에 누차 언급된

누란( )이었음을발견하게되었고, 이에따라 (한줄

기의) 누란탐험조사의열풍을불러일으켰다. 

머지않아 헝가리에서 국으로 귀화한 고고학자이

면서 지리학자 던 스타인은 그의 첫 번째 신강행을 개

시하 다<그림 2>. 국정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당나

라 고승 현장의 서행 노선을 따라 아시아 오지를 향해

세차례의대규모탐험활동을진행하 다 (1900~1901

년, 1906~1908년, 1913~1916년). 그의 신강과 감숙

지역에서의가장주목할만한 방직고고 발견은 니아 유

적, 누란고성과돈황(敦煌) 천불동이었다.

니아(尼雅) 유적은신강성민풍현( )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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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웨덴탐험가 스벤 헤딘 <그림 2> 국 고고학자 스타인



약 150㎞ 떨어진 니아강 끝자락의 사막 한가운데 위치

해있는데, 바로한대의차도타( ; Cadota)이다. 

일찍이 넓은 국토를 지닌 왕국으로, 서기 4~5세기 무

렵 폐기되었다. 1901년 1월, 스타인은 그 지역의 도굴

꾼들이제공하는정보에근거하여, 현지인의인도로타

클라마칸 사막 깊숙한 곳의 니아 유적에 들어갈 수 있

었다. 그는 사오십 명의 농민들을 고용하 으며, 이 유

적에서 16일을연속으로작업하여큰성과를거두었고,

육백건에달하는카로슈티문자( )를발견하 다.

그리고돌아오는길에기하학문양의양모전( ; Felt)

과 사모직물끈(帶)을 얻었다. 누란 유적은신강빠인궈

(巴音郭楞)에서 몽골자치주 약강현(若羌 )의 롭 노

르( ; Lob Nor)해안까지 위치하는 중국서부의 교

통요지로, 일찍이서역장사(西域長史)의관부(官府) 다.

롭노르지역의자연환경의변화때문에, 일시적인누

란국의번성은서기 4세기전후로점차소멸되어인적

이드문불모지가되었다. 1906년부터스타인은세번

째 탐사를 위해 누란에 도착하 고, 계속된 조사는 성

지 주변의 10여 개의 집터, 사원과 옛 흔적들을 잇달

아 발굴하면서 차례차례 누란 유적의 전모가 밝혔다.

그리고유적인근의무덤안에서대량의방직품을발견

했는데, 양모지의전( ; Felt), 카로슈티문자( 文)

가 적혀진 실크 잔편과 각종 직금( ), 능( )직물과

기( )직물 등이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30년

에 발견된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赫密士;

Helios) 두상의모직물잔편과날개달린말(翼馬)의전

( )편끈이었고<그림3, 4>, 그것들은확실히중국에서

서양에이르는문화교류의결과 다. 

니아, 누란에서 동쪽으로 가면, 당장 실크로드 상

의 또 하나의 요지인 돈황이 있다. 유명한 막고굴들을

명사산( 沙山) 동쪽 산기슭의 깎아 세운 듯이 서있는

절벽위에뚫었다. 막고굴은서기 4세기중엽부터뚫기

시작해서, 당대 절정기에는 5~600굴에 달하 다. 장

경동(藏 洞)은 막고굴 제16굴 용도(甬道) 북벽(16호

석굴이 복도 오른쪽 벽을 뚫고 조 된 곁굴로 경서가

발견된 곳이라 하여‘장경동’이라 부른다. 9세기 중엽

에개착하 는데석굴번호는 17굴이다.- 역주)에 위치

하고, 만당(晩唐)기에 건조되었다. 굴 높이는 겨우 2m

이고, 면적은 3.33(1丈)㎡에지나지않는다. 1900년, 당

시 막고굴을 수호하는 이곳의 도사 왕원록(王 )이

이 굴 안에서 경전, 책, 문서법물 등을 가득 발견하

다. 경전들은 모두 비단으로 싸서 겹겹이 중첩하여 쌓

아놓았다. 현대인들의 통계에 따르면, 위진16국에서

북송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유물은 4만 6천 건 이상이

었다. 장경동의 발견으로, 비로소 서기 7세기에서 10

세기까지 다량의 진귀한 문물들이 어두운 굴 안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대량의 방직

품을포함한이유물들은당시실크로드고고(考古) 발

굴에 있어 깜짝 놀랄만한 큰 사건이었고, 돈황학은 바

로여기에서탄생했다. 

1908년, 펠리오가인솔하는프랑스원정대도장경

동에 도착했다. 펠리오는 숙련된 한문 실력과 풍부한

중국역사지식을바탕으로, 수장품에대한분류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하 는데, 우선적으로 고른 것은 제명

( 名)과 연도 등의 세목이 적힌 경전, 마침내 단돈

500테일(兩銀子; 약 90파운드. 테일은 중국의 구식

은화의단위‘兩’에대한외국인의칭호. - 역주)과바꾼

장경동 안의 상품(上品) 경문서, 비단 및 종이에 그린

<그림 3> 태양신(Helios)를 짠 모직품 잔편 <그림 4> 날개 달린 말 문양의 모직품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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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 本, 本) 6,000여건, 그 중 100여 건의 사직품

( 品), 평직의 문견을 포함, 능( ), 금( ), 라( ),

직조물들과자수품등이었다. 

투르판분지에는유명한고창고성이있는데, 동진

(東晋) 시대에 고창군(高昌郡), 당(唐) 시대에는 서주

(西州) 도독부의치소가있었다. 후에는서주회골왕의

성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곳은 서기 3세기부터 10세기

까지 중국과 서방의 교통 중심지 다. 일찍이 스타인

은 이 마을에 들려, 아스타나 묘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서 1건의 저두연주문금(猪 珠 )을 획득하 다.

그렇지만 이곳은 일본 오타니 코즈이(大谷光瑞; 정토

진종 서본원사 교파 제22대 장로)가 파견한 중앙아시

아 탐험대에 의해 더욱 유명해졌다. 타치바나 즈이초

(橘瑞超)는 잇따라 3차(1902~1904년, 1908~1909년,

1910~1914년)에 걸쳐 이 지역을 방문하 고, 주로 투

르판 일대를 조사하 으며, 특별히 아스타나 고분군

도굴 작업을 진행하 는데, ‘화수대록(花 鹿)’

자가짜여진연주문위금( ; 위금은씨실에의해문

양을 짜는 것이다. 서아시아 페르시아로부터 새롭게

유입하 는데, 중국 경금 방식에 비해 3가지 이상의

씨실을자유롭게사용하여다양하고화려한직물을생

산할 수 있었다. - 역주)등을 포함한 적지 않은 실크

유물들을발견하 다. 그러나타치바나즈이초의발굴

은 상대적으로 혼란스러웠는데, 많은 출토품에 대한

출토위치의 기록이 없어, 후대 연구에 극대한 번거로

움을초래했다. 

1927년에 스벤 헤딘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여행 목적은 유럽으로 가는 교통로(상해 - 베를

린)를 개척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중국 내륙을 가로

지르는 고찰을진행하 다. 당시중국민주세력의압력

에 쫓겨, 스벤 헤딘은 중국학술단체협회와 협의를 달

성하 다. 중국- 스웨덴쌍방공동으로“중 - 서중국

서북과학 고찰단”을 조직하 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고고학자 황문필(黃文弼), 서욱생(徐旭生) 등 10인과,

유럽인 17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 - 서 서북과학 고

찰단은 1930년부터 1931년까지약수(弱水)강 유역 43

곳의 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여, 봉화대(烽火

台) 유적에서 수많은 방직품을 발견했는데 다량의 평

견직물, 경금과 능( ), 실크와 관련된 내용의 목간까

지있었다. 스웨덴조사원베리만( 格曼; Bergman)이

내몽골 어지나(額濟納) 강 유역 12곳의 한대 유적을

조사할 때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직품을 발견했

다. 이 사직품들은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 국립인류학

박물관에소장되어있으며, 그중일부는중국국가박물

관에 보관되어 있다. 1934년, 그들은 롭 노르 지구에

서 또 한 번의 발굴조사를 진행하 는데, 여기에서는

능( ), 견, 채색된 담( ) 등이 출토되었다. 황문필은

곧바로 롭 노르 북안의 한대 옛 봉화대에서 3켤레의

홍색 가죽신발을 발견하고, 대량의 한대 사직품, 채색

된 건(巾), 머리띠( ), 실크로 된 네모난 베개, 사라,

직금등의잔편과같은것들을가지고돌아왔다. 

유럽에서 중국 서북지구 출토 방직품들이 공개되

면서, 서방의 직물사학자들은 극대한 관심을 갖기 시

작했다. 많은사람들은친히스타인, 펠리오, 대거의방

직품표본에대한분석과연구를하 고, 여기에코즐로

프(科玆洛夫; A. Kozlov)의 몽골 노인우라( 因 拉;

Noin Ula) 출토 한대 직물의 발견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가속시켰다. 중국 고대 방직품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제출되면서 기본 착의법이나 한대 금직물, 당대

능직물 등에 관해 인식하게 되었다. 서방의 많은 방직

사학자들의 저서에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

었다. 소수의 서방학자들에 의한 실크로드의 방직품

연구의시작으로, 상주시대부터명청시기에이르기까

지 방직품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상대 청동

기 표면 위에 달라붙어 있는 사직품 흔적에 대한 연구

는나중에진행되었는데은허고고학자들은상대사직

품에 대해 세 히 관찰하 다. 1934년에서 1935년까

지, 은허 제10차~11차 발굴 조사 때, 제후가의 봉토

서북산등성이의은허시대대묘에서출토된청동술잔

( 爵), 동고( ), 동과( 戈)에 붙어있는 마직물 흔

적, 새끼줄흔적, 그리고뚜렷하게보이는가는포흔과

실크천의 흔적, 그것들과 더불어 방직과 관련된 단서

들에대해마지막까지주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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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이후, 방치해 두었던 많은 일들을 새롭게

하고재력, 물자등모든것들이매우부족한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고고문물에 대한 사업의 발전을 매우 중요

시하 다. 50년 이후“문화대혁명”전까지, 전국은 대

규모의야외발굴작업과유물에대한전면조사가전개

되었다. 신석기시대에서 명청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

대의 방직품은 균등하게 출토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

면 발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연구에도 한계가 있

었다. 비교적 중요한 발굴은 신강지구의 진당(晋唐)시

대방직품과정릉(定陵) 출토의명대관복이었다. 

이 시기에 중국 정부는 발굴의 중점을 역사이전의

선진(先秦) 고고에 두었으므로, 신석기시대와 상주시

대의 방직품 출토까지 포함하 다. 따라서 이 당시 방

직품들은 연대가 올라가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보

존처리 작업이 쉽지 않았다. 발굴 조사자들은 이 고대

유적과 분묘군의 고고 발굴 작업 중에 때때로 기물표

면(도기나청동기와같은것들)에딱달라붙어있는방

직물의 흔적이나 직물잔편을 겨우 얻을 수 밖에 없었

다. 그러나비록잔존면적이극히적을지라도, 그것들

을 통해 중국방직 과학기술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연

구를할수있었고, 확실한자료를제공할수있었다. 

50~60년대에는, 황하유역과 장강유역의 선사시

대 발굴 작업 중에 매우 많은 진귀한 방직품이 발견되

었다. 1952년, 섬서성 서안 앙소 문화유적에 속하는

반파신석기후기유적에서도기가출토되었고, 그리고

백여 건의 띠( )등에서 마포 혹은 편직물의 흔적으로

당시 평문, 사문 혹은 끈을 엮거나 묶는 법 그리고 직

물 고리를 혼합한 편직물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앙소

(仰韶) 문화에 비해 조금 늦은 용산( 山) 문화 유적에

서는, 골릉(骨 )과 도제 방추차( )가 발견되었다.

골릉의 응용은 방직기술에 있어 중대한 진보로써, 당

시수공으로실을뽑아방직품을제작하 음을말해준

다. 1959년, 감숙성 정(永靖) 대하장(大何庄), 제가

문화의 묘장에 속하는 진위가, 그리고 하남의 삼문협

(三 ) 묘당 바닥의 도랑( 底 ), 섬서 화현( )

천호촌(泉 村)등 황하 중하류에 신석기시대의 유적

중에서, 거칠고 가는 마포문의 띠를 갖고 있는 도기가

발견되었다. 직물 흔적 외에도, 분리된 상태의 온전한

방직품을 예기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향력

있는 1958년양저(良渚) 문화에속하는절강 호주 철산

량( 山 ) 유적에서출토된약 4,750년전의실크편,

실크 띠, 실크 실, 모시풀( 麻) 잔편 그리고 세마 끈

등이었다. 이것들은 당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진 사

직물 실물이며, 이 발견은 고고학계와 직물(실크)학계

에강렬한반향을일으켰다. 

호남장사(長沙), 호북강릉(江陵), 하남신양(信 )

등 춘추 전국시대의 묘지들은 당시 고고학계의 중점

중 하나 다. 일찍이 1949년 이전, 장사 진가대산

( 家大山)에서 많은 양의 비단에 쓴 (帛 )이 거듭

되어나왔으며, 총알고에서도비단에쓴 (帛 )이과

하게 출토되었다. 50년대 초, 하내선생은 여러 차례

발굴조사원들을직접인솔하여장사앙천호(仰天湖)·

오리패(五里牌) 406호 묘·좌가산(左家山) 15호 묘·

광제교( ) 5호 묘·좌가당(左家塘) 44호 묘·장

사 열사공원 등 장사 부근의 많은 전국시대 묘를 발굴

했고, 그 중에서 실크 편과 기, 직금, 자수 편 등과 같

은 대량의 사직물이 출토되었다. 호북과 하남에서도

전국시대의 많은 양의 방직품이 여러 차례 출토되었

고, 강릉(江陵) 망산(望山)의초나라묘와신양(信 )의

초나라 묘 등에서도 모두 사직품 잔편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발굴 작업만 진행되었고, 아직 연구

가이루어지지못했다. 

신강 투르판지구의 방직품에 대한 고고 발굴 작업

은 1959년을전후로하여시작되었다. 당시신강의발

굴조사원들은우연히이지역에들러스타인이도굴했

던 아스타나 분묘를 재정비하면서, 뜻밖에 아스타나

분묘군 바깥쪽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대량의 방직품

을발견하 다. 다른조사팀이타클라마칸사막의남단

에도착했을때, 스타인조사당시발견했던니아유적

에서운좋게도완벽하게보존된남녀합장묘 1기(一座)

를 찾았고, 그 묘에서는 완벽히 갖춰진 새로운 실크복

식이대량출토되었다. 이외에도신강아라얼(阿拉 )

에서위구르시대(回 ; 중국당나라덕종때의부족이

름. 회흘(回紇)이 스스로 고쳐 부른 이름이다. - 역주)

당시의 분묘 1기(一座)를 또 한 번 발견하 는데, 여기

에서도 수많은 송대의 실크 복식들이 있었다. 이것들

의 발견으로 중국학자를 파견하여 비단 직물에 대한

Ⅱ. 1949년이후의방직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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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시작하 다. 하내(夏 ), 위송경(魏松卿), 진연

연( 娟娟), 무민(武敏)등 모두 동시에 각자의 연구를

시작하 고, 이것이 중국 방직고고 연구의 시작이 되

었다. 

50년대 가장 유명한 방직고고 발굴 작업은 명대

정릉(定陵) 지하의 현궁(玄宮)이었는데, 그 중 비교할

수없을만큼절륜( )한 사직품은오늘날세계를깜

짝 놀라게 했다. 이것들은 1949년 이래 황릉에 대한

제1차 발굴조사 계획 하에, 대규모의 첨단과학 발굴이

었다. 당시 발굴위원들은 모두 중국의 고고학계의 권

위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하내(夏 ),

오함( ), 정진탁( 振 ) 등이었다. 정릉에서 출토

된 유물에는 갖가지 훌륭한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에도보지못할만한것들이었다. 그중에최고로중요

한 것은 바로 한 무더기의 많은 여러 종류의 온전하고

정교하게 직조된 방직품이었다. 이것은 중국 내외를

통털어역사상보기드문것이었다. 이가운데정확히

177필(匹)의 포(袍) 옷감(55건의 직조가 완성된 옷감

을 포함), 그리고 옷으로 만들어진 것은 467건이었다.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허리를 봉하는 것으로

내려온 포 옷감재료인데, 즉 양 끝에 용문이 찍혀있고

해서체묵서가있는장방형상표( )로, 상면에는직

물의 색채와 문양, 재질과 치수를 적었으며, 산지(産

地)와 공장(工匠)의 이름을 적은 표시도 있었다. 그래

서이것들은원시기록과같다. 단지발굴수준(水平)과

보호수단의 제약을 받았고, 또한 뒤따른 정치운동의

충격( )으로, 정릉의많은자료전체를완벽하게보

존하는 것은 불가능하 고, 8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

로소그정리작업이시작되었다. 

1966년 시작된“문화대혁명”동안, 중국 정부에

속해있는 고고 발굴은 큰 방해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에서고고학적으로중요한많은항목들이모두중

지되었으며, 대량의 문물은“사구(四 ; 문화 대혁명

초기, 혁명의 주요 목표로 내건 4개의 낡은 악(惡) 즉

‘ 思想’, ‘ 文化’, ‘ 俗’, ‘ ’을 가리킴. -

역주)”로 간주되어 파괴되었다. 그러나 주은래(周恩

來)총리의 배려와 곽말약(郭沫若)의 적극적인 노력 아

래, 고고 및 문물에 대한 작업은 당시 각종의 작업 중

가장 먼저 중요시되고 회복할 수 있는 전문 분야 다.

특별히 호남의 장사 마왕퇴 1호 한묘에 대한 발굴로,

중국의 고고 발굴 사업에 호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방

직품고고와연구수준은비약한발전을이루었다. 

마왕퇴 한묘 발견 이전에, 신강 투르판 지구의 고

고 발굴 작업은 여전히 생생하고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 지방에 어울리는 농전수리 건설을 위해서,

신강박물관은 1966년에서 1969년까지 투르판 지구에

4차례진입하여, 아스타나분묘에대한본격적인발굴

을진행하고, 105기의분묘를한번에조사하고대량의

사직품이 출토되었다. 1972년에서 1975년간 투르판

지구의고고발굴작업은계속진행되었으며, 또한잇

따라 백여 기의 분묘를 벗겨내는 작업까지 있었다.

1975년, 발굴 작업은 카라호자(哈拉和卓)로 이동하

고, 비상하고 정미한 사직품들이 발견되었다. 투르판

지구의 고고 발굴 작업이 심화됨에 따라, 출토 방직품

연구팀은점차중요시되었다. 

1971년 말, 마왕퇴 1호 한묘가 드러났다. 1972년

초, 국무원( 院)의허가하에, 중국과학원고고연구

소와 호남성박물관이 연합하여 1호 한묘에 대한 발굴

을 진행하 고, 묘 안에서는 대량의 방직품이 출토되

었다. 이것들은 고대방직품 중에서 전대 미문한 첫 번

째발견이었고, 묘안의방직품은색채·재질·도안등

이 오늘날 사람들도 경탄할 만큼 보존상태가 좋고, 당

시에도굉장한센세이션을일으켰다.

중국과학원고고연구소장이었던하내(夏 , 1910

~1985년)는 본래 일개 사직품 전문가 다. 당시 그는

이미기본이상으로신강출토한당직물과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를 완성시켰다. 그는 마왕퇴 출토 사직품에

대한 논문 발표를 하지 못했지만, 전체 발굴과 연구과

정에서 지도적인 작용을 미쳤음은 명백하다. 수년간

하내(夏 )를 따라다니며 문물보호와 연구 작업에 종

사한 왕서(王 )는 오랜 기간 동안 장사에 머물 다.

그는 전체 묘장 안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호하는 작업

을진행하 을뿐만아니라, 그안의방직품에대한효

과적인 보호조치를 펼쳐, 유명한 소사단의(실크로 만

Ⅲ. “문화대혁명”기간의
방직고고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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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무늬가없는홑옷)를, 바로그가노출시키고보존하

여전래되게하 다. 동시에, 그는주사염색과인화염

직물등과 같은 방직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다. 장

굉원( 宏源)같은고궁박물원의직수전문가를투입하

여연구와탐구의토론대열이중심이되게하 다. 그

들은 가장 먼저 마왕퇴 출토 사직품을 연구 업적으로

낸일군의학자들이었다.

마왕퇴 방직품의 발견은 방직계의 많은 학자들을

매료시켰다. 상해방직과학연구원 고한옥(高 玉)을 선

두로 한, 일개 연구 소모임이 상해에서 장사에 서둘러

도착하 고, 현대방직기술의관점에따라마왕퇴방직

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진행이 비로소 출발하게 되

었다. 그들은 X선 회절 분석(射 衍射)이나 적외선 분

광분석( 外光 ; Intra-red Spectrum)등과 같은

대량의 신기술을 채용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비

상하고 신기한 일련의 수단으로 고대사직품을 측정하

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방직기술에 대해

현대과학기술을응용했던연구 으며, 우리나라방직

사연구에있어신국면을열었다. 

이로써 고고학계·과학사계·방직학계는 중요한

고대 방직품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게 되었다. 나중에

발굴과정에서, 발굴조사원들은하북만성(滿城) 중산

정왕(中山靖王; 한나라 경제(景帝)의 아들) 유승( )

과 그의 처 두관( )의 묘, 북경 풍태구( 台 ) 대보

(大 ) 한묘와 호북 강릉 봉황산 168호 한묘 등에서,

방직품의흔적을보존하는연구를진행하 는데, 부인

여럿 등을 포함한 이른 시기의 묘에서는 상대 청동기

위에방직품의흔적이출토되었다. 

근년의 신시기(1978년 11차‘삼중전회(三中全회)’

이후의 시기를 일컬음. - 역주)에 와서, 방직고고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보존상태가 달라서, 각지에서 발

견된 방직품은 다른 특색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특별

하게호북강릉마산 1호 초묘, 신강 누란유적, 산푸라

(山普拉; Shanpula)묘지에서출토된한진( 晋) 시대의

직물과 반( )과 투르판에서출토된진량(晋唐) 시

대의 직물, 청해 두란과 섬서 부풍(扶 ) 법문사에서

출토된 당대 직물, 복건 복주와 강서 덕안(德安) 출토

의 남송직물, 내몽골 적봉지구 요경주( 州) 백탑과

야율우지(耶律羽之; Yeluyuzhi) 묘에서 출토된 요대

사직품과 원대 직물 등, 모두 신시기의 방직고고 연구

는풍부한자료를제공하 다.

전국 각지의 기초공사가 전개됨에 따라, 많은 고

묘와 유적들이 건설과정 중에 발견, 발굴되었다. 일례

로호북강릉마산 1호 초묘와강서덕안주씨묘등이

있다. 마산 1호 초묘는《초기(楚 )》의 기록상 남성(南

城) 범위안에위치하여, 비록묘는크지않지만, 그안

에서 매우 온전하고 양호한 실크가 출토되었고, 매우

희귀한 예로서 당시“실크보물창고( )”라고 불

려졌다. 같은지구의포산(包山) 대묘등은, 형사(荊沙)

철로를 건설하는 중에 발견되었다. 강서 덕안 주씨 묘

는 비록 우융(羽 ) 광수탑 건설 중에 발견되었지만,

그곳의 박물관[文博院] 관계자의 방침에 따라 즉시 유

구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시켰고, 대량의 남송시대

사주복식이발굴되었다. 

20세기 70년대 말, 국가차원에서 문물보호방면에

대한지원을늘려, 각보수기관에서는많은중요문물

을 보수하게 되었다. 보수과정에서도 방직품 유물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종교

건축물 안에서 발견되었다. 법문사 당대 지하궁과 요

경주( 州) 백탑천궁안에서의실크유물발견도이

경우에해당된다. 당송시대의불탑은대개지하궁과천

궁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가 특히 많은 것이다.

그러나 하북 고원현(沽源 ) 평정보진(平定堡 ) 소태

후( ) “소장루(梳 )”와같이보호조사시에, 1기

의 묘에서 풍부한 방직복장이 매장된 원대 귀부인의

묘와같이더욱늦은시기에발견된것도있다.  

현재에는 학술 목적으로 한 계획적 발굴이 많지

않으나, 단지 이러한 정황은 중외 합작항목 중에 비교

적많고, 누란과니아등의유적에대한고고조사가가

장 좋은 본보기이다. 전자는 신강과 일본의 NHK 합

작의 텔레비전 방송편이었고, 이어 후자는 일본인 고

지마 야스다카(小島康 )의 자본 지원 하에 진행되었

다. 이 두 곳의 유적은 똑같이 20세기 초에 스타인의

발굴로드러났으며, 근년에새로이조사되는과정에서

대량의 실크유물이 재차 발견되었고, 도안의 종류에

Ⅳ. 신시기의방직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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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그색채의보존상태는시간을뛰어넘었다. 

시장경제의 관념 또한 고고학계에 극대한 충격을

가져왔다. 불법의 도굴은 어떠한 시기보다 더욱 창궐

하 고, 수많은중요대묘는도굴로파헤쳐졌다. 그도

굴의첫단계에서방직품부터파손되었는데, 보존상태

가 좋지 않은데다 매우 특수한 상황으로, 도굴꾼들은

방직품에 대해 조금도 중요시하지 않았다. 청해 두란

수 대묘 안에서 나온 방직품 잔편은 대부분 묘도에

남아있었다. 1992년 중국십대고고신발견의하나로

뽑힌몽골아루커얼친기(阿魯科 沁旗; Ar Horqin Qi)

아율(耶律)의 묘에서 출토된 방직품의 대다수도 도굴

과정에서 파괴되었고, 묘안에 있는 것만 온전하게 남

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 夏)의 불탑은 비록 도굴

되었으나, 방직품은 안에 남아있었다. 근년에 이르러

방직품은 점점 더 중시되면서, 수많은 묘안에서 출토

된정미하고절륜한방직품이나복식들이유럽의골동

품시장에등장하기도했다.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방직품 고

고 연구는 근년에 대대적으로 증강되었다. 형주(荊洲)

박물관의 팽호(彭浩), 신강문물고고연구소의 왕병화

(王炳 ), 이문 (李文瑛), 호남박물관의 진국안(

安), 신강박물관의무민(武敏), 가응일( 逸), 내몽골

박물관의 하하수(夏荷秀), 청해문물고고연구소의허신

국( 新 ), 중국사회과학원고고소의 왕암(王岩) 등과

같이, 고고학업계의가장선두적인인사들은방직고고

연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다. 무민(武敏)은

《투르판 출토 사직물 중 당대 인염에 관하여》, 《당대

협판인화 - 협힐》, 그리고《투르판 출토 촉금 연구》

등과 같은 매우 전문성을 갖춘 큰 논문을 발표하 다.

고궁박물원의 진연연( 娟娟)은 전세 명청 시기의 사

직품과 각종 사직품 고고 연구를 하 다. 중국사회과

학원 고고연구소의 왕서(王 )과 왕아용(王 蓉)은 대

량의상관된연구를진행하 다. 

마왕퇴한묘를거치면서방직고고의방직사주학자

들의 비중이 더욱 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이 시

기의 방직품 고고연구는 가장 주요 조류를 이루었다.

이 추세는 상해, 항주와 북경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20세기 70년대 말, 당시 방직공업부 부부장 진유직

( 維稷)의 조직 하에, 화동( )방직공학원, 상해 방

직과학연구원, 북경방직과학연구소, 절강사주공학원

과 중국과학사연구소의 학자들이, 《중국방직과학기술

사(고대부분)》을 공동으로 쓰기 시작하 고, 이것이

매우 방대한 공정이었다. 몇 십 명의 학자들이 전국범

위의 조사를 시작하 고, 전국의 방직유물에 대하여

샅샅이 뒤졌으며, 이어 많은 출토 직물에 대해 분석,

고증과감정을새롭게작업하 으며, 상당히의미있는

발견들이 있었다. 《중국방직과학기술사(고대부분)》는

1984년에 정식으로 출판되었는데, 그 뒤 문판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이 책은 유일

한중국방직사의경전에비유되는권위있는저작물이

었다. 

80년대 후반기에, 남통(南通)의 방직박물관, 소주

( 州)의 사주박물관과 자수박물관, 항주(杭州)의 중국

사주박물관 등과 같은 일군의 전문박물관 건설계획을

시작하 다. 전문박물관의건설붐은, 방직고고연구의

비교적훌륭한근거지 으며, 매우큰발전을하 다.

Ⅴ. 부록

롭 사막을 측량 중인 스벤 헤딘

스타인 스벤 헤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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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found that establish of the new study, “Archaeology of Textile”, and its process

of development based on the Silk Road from China. Archaeology of Textile which is formed by

the modern archeology in the 20 centuries developed is a research focused on textile and is

required experts knowledge of archaeology, natural science, and history of textile.

Textiles are the most difficult to handle of existing antiquities and it is rare to be

excavated perfectly. However, the early archaeologists were interested in the Silk Road

inconsistently. There were various kinds of silk and embroidery in the center of excavation

process. In China, there are still numerous textiles have been excavating from across the

country which has leaded to the top level of the textile study in the world.

Compare to China, Korea hasn’t excavated textile much, and we’ve been having a

difficulty to research with small pieces of textile fabrics. With lack of understanding of

textile, it is insignificant to excavate relic such as Chunma-Chong(天馬塚), tomb of king

Muryeong(武寧王陵) which has started in-depth studying after 30 years later since it was

discovered. Accordingly, a history of archeological textile will be introduced and make sure

the possibility of study of excavated textile will make sure through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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