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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능산리 사지 출토 백제 면직물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실시된 부여 능산리 사지 6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후

보존 처리를 마치고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의 과학적 동정을 위해 비파괴적·화학적·형태적 분석을 실시하 으며 삼국시대‘백첩포’와 고려 말

‘목면’의 유입경로와 특징 등을 밝히고자 백제 면직물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규명하 다. 연구 결과, 적외선 흡광 역 및

정색 반응 등에서 식물성 셀룰로오스 섬유의 특징이 나타났으며 형태학적 분석에서 면 섬유의 특징인 천연 꼬임과 중공이

뚜렷이 발견됨에 따라 면직물로 분석되었다. 백제 면직물은 축면의 면직물로 이제까지 면직물의 축면직물이 발견된 것은 처

음이며 이러한 면직물이 백제지역에서 제직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백제지역은 마한시대부터 견솜으로 실을

자아 직물을 제직했다는 기록이 있어 오랜 세월 축적된 제사기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까지 삼국시대 면직

물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는 문헌의 기록은 있으나 실증적 자료가 국내에 출토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백제 면직물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자료로써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매우 크다. 향후 각 지역의 고대 목화종자와의 비교 분석 연구 등

을 통해 백제 면직물의 품종과 고대 한반도 유입경로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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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면직물은 출토 후, 보존 처리를 마치고 국립부여박물

관에소장되어왔다. 2010년 5월‘백제중흥을꿈꾸다-능

산리사지’특별전에 전시하기 위해 유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본연구의섬유분석을통하여면직물로확

인되었다.

부여능산리사지의고고학발굴조사는 1992년 1차발

굴조사를 시작으로 2002년 11월까지 8차에 걸쳐 실시되

었으며면직물은1999년9월부터2000년4월까지실시된

6차 발굴조사 중 서석교(西石橋) 인접 구역(S130,

W50~W60구간, 地表下 50~60cm지점)의 흑색 유기물 층

에서출토되었다. 1993년2차조사시발견된백제금동대

향로(국보287호)와 1995년 4차 조사에서 출토된 창왕명

석조사리감(국보288호)과같은유적에서출토되었으며,

특히 창왕명 사리감에는‘백제창왕십삼년태세재(百濟

昌王十三秊太歲在) 정해매형공주공양사리(丁亥妹?公主

供養舍利)’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창은 백제 25대 위

덕왕의 휘(諱)이며, 재위13년 되는 해의 간지인 정해년

(567년)에 그 누이, 즉 성왕의 맏공주를 원주(願主)로 하

여부왕을위해왕릉옆에절을지었다는뜻으로, 따라서

공반 출토된 백제시기의 유물들과 비견하여 볼 때 이번

조사된면직물은백제시기의유물로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우리나라면직물의시원은공민왕(1367년)

때문익점이원나라사신으로갔다가면종자를채취하여

국내로 가져와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왔으나, 면직물이

삼국시대부터있었다고하는연구는이미오래전에발표

되었다. 민길자교수는 1984년‘綿織物製織年代에 關한

硏究’ 와 1987년‘白疊布, 白 布 考’ 라는 논고를 통

해 삼국시대 기록에 나타나는‘백첩포(白疊布), 백첩포

(白 布)’가 면직물이며, 이로써 삼국시대에 이미 면직

물이만들어지고중국으로보내졌다고하는연구를발표

한바있다.

현재까지 조사·발표된 삼국시대의 직물은 견직물과

마직물, 일부 모직물이 있으며 면직물은 아직까지 밝혀

진 자료가 없다. 금번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면직물은

삼국시대 면직물 제직에 대한 가설을 확증하는 실증적

자료로서그역사적, 학술적가치가대단히크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면직물의 섬유학적 특성

과역사적의의를논하고자한다.

첫째,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섬유의 종류와 특성을 규

명하 다. 과학적 분석은 비파괴적 분석, 화학적 분석,

형태적 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비파괴적 분석으

로 적외선분광광도법(FT-IR)을 실시하 으며 화학적 분

석법으로정색도및용해도의관찰과자외선분광광도법

을 실시하 고 형태적 분석으로 섬유의 단면과 측면에

대한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SEM) 관찰을하 다.

둘째, 과학적 기기를 통한 실증적 조사·분석을 통하

여 실의 종류, 굵기 및 꼬임, 도, 두께, 조직 등 제직특

성을밝혔다.

셋째,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삼국시대 면직물에

대한 유입경로, 특성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고려시대 말

문익점이들여온면직물과의차이점을밝혀백제면직물

의역사적가치와의의를고찰해보고자한다.

백제면직물의과학적분석

1. 분석 대상및방법

섬유의감별을위하여능산리출토직물로부터섬유시

료2종(종사, 위사)을각각약5mm의크기로채취하 으

며분석방법은<표1>과같다. 

이미PEG(polyethylene glycol, #4000)처리가되었던시

편이기 때문에 PEG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수용성인

PEG를 약 40℃의 증류수를 이용하여 수차례 수세한 뒤

분석을실시하 다.

0201

민길자, 1984, 「綿織物製織年代에關한硏究」, 교육논총제2집, 국민대학교교육연구소

민길자, 1987, 「白疊布, 白 布 考」, 교육논총제7집, 국민대학교교육연구소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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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IR에 의한 재질분석

(1) 적외선분광광도

견, 양모 등의 동물성 섬유(protein fiber)의 경우, 적외

선분광광도분석시spectrum상에서단백질이중합될때

형성되는 펩타이드 결합(peptide bond)의 아민기 결합

(N-H)에서 특징적인 신축과 굽힘 진동의 흡광 역이 나

타나며, 면이나 마 등의 식물성 섬유(cellulose fiber)의 경

우 당류에 풍부한 하이드록실기(-OH)와 탄소와 수소 단

일결합(C-O)의 특징적인 흡광 역이 나타나게 된다. 이

와같은섬유의특징을이용하여섬유를감별하 다.

2) 화학적 반응에 의한 재질분석

(1) 정색반응

섬유는 종류에 따라 동일 시약에 대한 정색반응이 다

르게 나타나며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섬유의 확인

이나 감별이 가능하다<표 2>. 섬유의 감별은 피크르산

수용액, 염화아연-요오드액, 요오드액 등을 사용하여 정

색반응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본 섬유 동정에서는 피크르

산 수용액과 요오드액을 사용하여 정색반응을 실시하

다.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시편은 정색반응 용액으로 처

리하고, 물로수세하여색의변화를관찰하 다.

(2) 용해실험

정색반응과마찬가지로용해실험또한섬유의종류마

다 특정 약품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이용

하여 섬유를 감별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5% 수산화

나트륨용액을사용하여용해실험을실시하 다.

(3) 자외선분광광도계를이용한감별

5% 수산화나트륨 용해실험 후 용액 내의 단백질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외선 분광광도계 (Shimudzu, UV

mini 1240)를 이용하여 섬유시편과 표준 견 시편과의 비

교를통하여단백질분석을실시하 다.

3) 형태적 재질분석

섬유의 형태적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 광학현미경

(Nikon, LV100)과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5500LV)을

이용하여섬유의형태를관찰하 다. 섬유의단면관찰은

에폭시계 수지와 경화제로 약 24시간 동안 경화시킨 시

편을Sand paper를이용하여시료연마기(Struers Rotopol-

11, HJ-8454)로 연마한 후 최종 연마가 끝난 시편에 대한

단면관찰을실시하 다.

FT-IR에 의한 재질분석 화학적 반응에 의한 재질분석 형태적 재질분석

정색반응
광학현미경

적외선분광광도분석(FT-IR) 용해반응
주사전자현미경(SEM)

자외선 분광광도법

표 1 능산리 출토 직물의 과학적 분석방법

섬유 피크르산 요오드액 염화아연 요오드액

면 불변 불변 청색

마 불변 불변 자색

견 황색 담황색 황색

양모 진한 황색 담황색 황색

표 2 섬유별 정색반응
약품 온도(℃) 시간(분) 나일론 견 면·마 레이온

빙초산 100 5 ○ × × ×

5% 수산화나트륨 100 5 × ○ × ×

70% 티오시안화암모늄 130 10 × × × ×

35% 염산 25 10 ○ ○ × ○

70% 황산 25 20 ○ ○ ○ ○

표 3 섬유별 용해성(○ :  용해,  × :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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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1) 비파괴적 분석

(1) 적외선분광광도분석(FT-IR)

분석결과 대상시료는 견섬유에서 나타나는 N-H 결합

의 굽힘진동 역의 흡광도가 나타나지 않으며, 셀룰로

오즈의 특징적인 흡광 역인 -OH와 C-O 결합의 흡광

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지시료를 표준시료인 면

섬유와흡광도그래프를비교한결과흡광 역이유사함

에 따라 동물성 섬유가 아닌 셀룰로오즈 섬유의 흡광 패

턴이확인되었다<그림1>.

2) 화학적 분석

(1) 정색반응

정색반응 결과, 종사와 횡사 모두 용액을 떨어뜨린 후

에는 황색 또는 담황색으로 염색된 것으로 보 으나, 수

세 후 염액이 빠지고 원래의 시료 색으로 돌아가는 것을

관찰할수있었으며이를통해분석대상섬유시료가동

물성견섬유가아닌식물성섬유로확인되었다<표4>.

5% 수산화나트륨

종사 용해

횡사 용해

표 5 용해 실험 결과

피크르산 요오드액

종사 황색 → 원 시료의 색 담황색 → 원 시료의 색

횡사 황색 → 원 시료의 색 담황색 → 원 시료의 색

표 4 정색반응 결과

그림 1 적외선 분광광도(FT-I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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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해실험

5%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을 이용하여 용해도를

분석해본 결과, 섬유시료가 용해됨으로써 견 섬유만의

이화학적특징을나타냈다<표5>. 하지만셀루로오즈섬

유의 경우에도 PEG와 수산화나트륨 혼합용액이 용해시

킬수있다고보고된바있기에, 자외선분광광도계분석

을실시하 다.

(3) 자외선분광광도분석

PEG로 처리된 섬유시편이 용해된 후 견 섬유일 경우

용액 내 단백질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자 NaOH용액을 이

용한 용해실험을 거친 섬유시료에 대해 UV-VIS

spectrometer 분석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처리한 견 표준

시료와 대비하여 수행하 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조건

에서수행되었다.

자외선 분광광도계 분석 결과, 견 표준시료의

spectrum을통해300nm이하 역의자외선흡수가관찰

되었다. 이는 단백질에 있는 티로신(Tyrosine), 페닐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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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조건

Measurement mode : ABS

λrange : 1100 ~ 190nm

Rec. range : -3.99 ~ 3.99A

Scan speed : Medium, 44scan Int, 82sec

표 6 자외선 분광광도계 분석 조건

c.면섬유의 특징(주사전자현미경, 500배) d.면섬유의 특징(주사전자현미경, 500배)

a.면섬유의 특징(광학현미경, 100배) b.섬유의 열화 모습(광학현미경, 200배)

사진 1 섬유 측면의 형태적 분석 결과

그림 2 미지시료와 견 표준시료간 UV흡광도 비교

3.99A

(1,000
/div)

(100/div)
-3.99A

190.0nm 1100nm

견표준시료
미지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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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phenylalanine) 및 트립토판(tryptophan) 잔기들이 각

각275nm와280nm의자외선을흡수하는것과펩타이드

결합(peptide bond)이 200nm이하의 빛을 흡수하는 성질

에기인하는것으로써시료가단백질로구성되어있음을

알려주는지표이다.

그러나미지시료의spectrum에서는500~600nm 역에

서 흡광도의 증가가 관찰될 뿐, 단백질에서 나타나는 분

광학적 특징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그림 2>. 따라서 본

시료는 단백질로 구성된 견 섬유재질이 아닌 것으로 확

인되었다.

3) 형태적 분석

형태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광학현미경의 경우 면 섬

유의 특징적인 꼬임 현상이 관찰되는 부분과 관찰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시료가 매우 열화

된 상태이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여 면섬유의 특징적인 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1>. 단면의 경우 견 섬유의 특징적인 삼각형의 단

면은 보이지 않고, 면섬유의 특징인 강낭콩 형태와 중공

이 뚜렷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본 시료는 면섬유인 것으

로나타났다<사진3>.

백제면직물의제직기술

면직물은 2가지 형태로 남아있었다. 하나는 반으로 쪼

개진 대나무 사이에 끼워져 있는 잔편이며, 다른 하나는

사진 3 능산리 출토 백제 면직물 사진 4 백제 면직물의 세부 모습

a.면섬유의 특징(단면)(광학현미경, 500배) b.면섬유의 특징(단면)(광학현미경, 500배)

사진 2 섬유 종단면의 형태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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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 말려진 덩어리 형태이다. 대나무 사이의 직물은 섬

유분석은거치지않았으나직물표면의조직구조로보아

말려있는 직물과 같은 종류의 직물로 확인되었다. 말려

있는 면직물은 현재 일부분만 펼친 상태로서 크기는 가

로가 약2㎝, 세로가 약 3.8㎝이다. 색은 소색이며 가장자

리 부분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직물의 조직은 비

교적 잘 남아있으며 가장자리 부분에서 일부 조직이 와

해되었다. 

직물을 처음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평조직의 직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위사가 사선으로 엇갈려 조직되어 마

치조물(組物)과같은구조를보 다. 직물을현미경으로

촬 한후조직점을찍어가며확인한결과위사에 꼬임

을 많이 준 실을 사용하여 평조직으로 제직한 축면직물

임이 확인되었다. 축면직물은 강하게 꼬임을 준 좌연사

와우연사를번갈아가며교차로제직하여직물표면에오

거리는추문(皺紋)의효과가생기는직물이다. 본백제

면직물은 강하게 꼬임을 주어 만든 좌연사와 우연사를

위사에 사용하여, 좌사와 우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꼬

이고자 하는 장력차이에 의해 위사가 경사와 수평으로

교차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음을알수있었다. 

직물이겹으로겹쳐져있어아직식서의유무는확인할

수 없으나 고대의 축면직물이 대부분 위사에 강연사를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강연사가 사용된 부분을 위사로

추정하 다. 경사 도는 1cm 당 11올(2올 병사)이고, 위

사 도는1cm 당16올로비교적성 고투박한편이다. 

경사(經絲)에는 좌연으로 약한 꼬임을 준 면사 2올을

나란히 병사(幷絲)로 사용하고, 위사(緯絲)는 꼬임의 방

향이다른강연사두종류를사용하 다. 꼬임은단사(單

絲)의 면사 2올을 합사하여 하나는 좌측으로 꼬은 좌연

(左 , Z연)의강연사이며다른하나는우측으로꼬임을준

우연(右 , S연)의 강연사이다. 꼬임이 너무 강하여 일부

실은꼬이면서말려져있다. 제직은좌연사두번, 우연사

두 번씩을 번갈아가며 투입하여 제직하 다. 제직 시에

는 북 2개에 좌연사, 우연사를 각각 넣어서 제직했을 것

이다.

조직은 경사와 위사가 한 올씩 상하 교차되면서 짜여

진 평조직이다. 일반 평직물은 경사와 위사가 수평 또는

수직으로교차되면서제직되나본직물은위사의꼬임이

강하고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사가 경사와 수직

으로교차되지못하고꼬임방향에따라사선으로엇갈리

면서틀어져있다. 또한서로다른방향의꼬임이상충되

면서직물표면에는불균일하고오 거리는입체적인추

문(皺紋)이생겼다.

고대직물에서 강연사를 사용하여 평조직으로 제직한

축면직물은 주로 견직물(絹織物)에서 보인다. 견 축면직

물은 고대에는 곡( )이라 하고, 후대에는 추사( 紗)라

고 했다. 곡은 대부분 아주 가늘고 균일한 필라멘트사를

사용하여얇고성 게제직하여표면에미세한추문이있

는 것이 특징이며 한대의 유적에서 많이 출토된다.  추사

는우리나라에서17~18세기출토복식에서많이나타난다.

현재까지면의축면직물이발견된사례는금번발표된

백제의 면직물이 최초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

헌기록에는 면섬유로 제직한 축면직물의 기록이 남아있

어그역사가대단히오래되었음을알수있다.

『임원십육지( 園十 誌)』전공지(展功志) 권3에는

“중국의 면포(棉布)는 운화사문상안(雲花斜文象眼) 등

사진 5 위사에 사용한 우연사 사진 6 위사에 사용한 좌연사 그림 3 백제 면직물 조직모형도

우연사
좌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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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늬가 있다. 동인(東人)은 이러한 공교한 지혜가 없

다. 다만 방차로 실을 자을 때 좌측으로 돌리면 좌사(左

絲)가 되고 우측으로 돌리면 우사(右絲)가 되니 좌우사

(左右絲)를 서로 경사와 위사로 하여 짜니 무늬가 생긴

다” 라고하여좌사우사를섞어서제직하여추문이일

어난것을문양이라고했음을알수있다.

축면면포를 짜는 법에 대한 설명은『규합총서(閨閤叢

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규합총서』권2 직조(織造)

편에는‘섞기는 씨 뺀 솜이 센 저울로 여덟 냥이면 한필

이될것이니, 좌우사각각열톳씩두틀에뽑아한오리

씩 자아 날고, 북둘 각각 씨 하여 짜면 선초( )무늬 같

다’고했다.

면 축면직물제직에는 상당히 발달된 제사기술이 필요

하며 특히 단섬유인 면섬유로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

랜숙련이요구된다. 백제지역은마한시대부터견솜으로

부터실을자아‘면포( 布)’를제직했다고하는기록으

로있는것으로보아이지역에서오랜기간에걸쳐축적

된 제사기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축면의면직물을제직했을가능성은충분히있다.

백제면직물의역사적가치와의의

면은 학명이 Gossypium 이라고 하는 금계과 식물의

종자에 생하는 종모섬유(種毛纖維)로 다년생 수목, 관

목, 초목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면의 야생종은 남아프리

카모잠비크에서앙고라에걸친열대우림지역에서자생

했으며그종자가동으로는남아프리카의동쪽해안을따

라 인도로 전해지고 서로는 남미대륙으로 전해져 두 지

역은 일찍부터 면을 재배하고 면직이 발달되었다. 그 후

면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로 전파되며 각

지역의자연환경과재배방법에따라풍토에맞게품종이

변화되고지역에따라명명법도달라졌다.

중국의고문헌에는중국인들이타지역을여행하며중

국 내지에서는 재배되지 않는 작물인 면화를 보고, 그에

대해 서술한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문헌에 기록

된 면과 면직물에 대한 고대의 명칭에는 백첩(白疊), 백

첩(白 ), 첩( ), 백첩포(白疊布), 길패(吉貝), 고패(古

貝), 고종(古終), 겁파육(劫波育), 오동목화(梧桐木花), 동

화(棟花), 조하(朝霞) 등이 있다. 이러한 명칭들은 각 지

역에서 재배되던 서로 다른 품종의 종모섬유에 대한 명

명을 중국인들이 한자의 의미와 관계없이 발음에 따라

음역(音譯)한것이다.

현재 면을 지칭하는 면(棉), 목면(木棉, 木綿, 木 ) 등

의 자는 후대에 와서 사용되는데 중국 삼국시대(三國

時代)의 문헌에 처음 보이나 널리 사용된 것은 송(宋)·

원대(元代) 이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민왕 12년

(1363) 문익점이 원에서 새로이 면 종자를 들여 올 때의

기록에‘목면(木 )’이보인다.

일반적으로우리나라면직물의시원은공민왕(1367년)

때문익점이원나라사신으로갔다가면종자를채취하여

국내로 가져와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면직물이 삼

국시대부터있었다고하는연구는이미오래전에발표되

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삼국시대 기록에 나타나는‘백첩

포(白疊布), 백첩포(白 布)’가면직물이라고하며, 이로

서삼국시대에이미면직물이만들어지고중국으로보내

졌다고하는연구를발표한바있다.

우리나라에 면섬유종자가 유입된 과정은 3단계로 추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시대에 유입된‘백첩포’와 고

려말문익점이가져온‘목면’과구한말일인(日人)들에

의해서유입된‘미면(육지면)’이있다.

다음은삼국시대의‘백첩포’와문익점이고려말들여

온‘목면’의 차이점과 유입경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금번 발견된 백제 면직물이 어떠한 가치와 의의를 가지

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1. 삼국시대‘백첩포’의유입경로와특징

1) 우리나라의‘백첩포’기록

백첩포가 고대 면직물의 명명이라는 것은 앞에서 밝

03

『 園十 志』, 展功志, 卷3, ‘中國棉布, 或有雲花斜文象眼等文, 東人無此巧慧惟於 抽緖時 左旋則爲左絲 右旋則爲右絲用左右絲互爲經緯則布有文’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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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우리나라에서 백첩포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당(唐)나라 때

의 역사가 장초금(張楚金)이 660년경 편찬한『한원(翰

苑) 』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백첩포를 만들었다고 기록

하고 있다. “고구려 사람들은 금(錦)을 만드는데 자지힐

문(紫地 紋)한것이제일좋고, 다음이오색금(五色錦),

그 다음이 운포금(雲布錦)이다. 또 백첩포(白疊布)를 만

드는데청포(靑布)가특히아름답다” 고하 다.

『삼국사기(三國史記)』신라본기 경문왕조(869년)에는

당나라로백첩포를보낸기록이있다. “가을7월왕자소

판(蘇判) 김윤(金胤) 등을당(唐)나라에보내사은하고아

울러 ‥‥‥ 대화어아금(大花魚牙錦) 10필, 소화어아금

(小花魚牙錦) 10필, 조하금(朝霞錦) 20필, 사십승백첩포

(四十升白 布) 40필, 삼십승저삼단(三十升紵衫段) 40필,

‥‥‥을 바쳤다” 고 하여 각종 금(錦)직물과 함께 극

세(極細) 면직물을중국으로보냈음을알수있다.

고려시대의 기록으로는『책부원구(冊府元龜)』에 고려

국왕 왕건이 사신을 보내 ‥‥‥ 금(錦), 계( ), 백저(白

紵)와함께백첩(白 )을보낸기록이있다.

『고려사(高麗史)』혜종 2년(945년)에는 금은( 銀), 오

색실(五色絲)을 넣어 짠 계금( 錦), 세저포(細苧布), 세

중마포(細中麻布)와 함께 백첩포(白 布) 200필을 후진

(後晉)에 예물로 보냈으며, 같은 해에 세백첩포(細白

布)를보낸기록도있다.

이와같은기록으로보아우리나라에서백첩포는일반

적으로사용된직물은아니며외국과의교류에서예물로

사용되는등극히귀하게사용된직물이었음이나타난다.

2) 타 지역의‘백첩포’기록

다음으로 고대 아시아 국가에서 재배되던 면에 대해

각지역별로명명과특징들을살펴보고우리나라삼국시

대에제직된면포인백첩포와의연관성및백첩포제직의

연원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중국고문헌에기록된백첩포의주요한산지는중앙아

시아, 서아시아, 인도등이다. 중앙아시아지역에는일찍

이 면이 전해져 면직물을 제직하 으며, 중국의 문헌에

는 이 지역에서 재배된 면화의 명칭으로 백첩(白疊), 백

첩자(白疊子) 등이기록되어있다. 중앙아시아의면에대

한기록중가장상세히설명되어있는것은고창국(高昌

國)의 기록이다. 고창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상에서

중국 한대와 당대에 걸쳐 번성했던 고대국가로 현재 중

국 신장(新彊) 투루판지역이다. 『양서( 書)』고창전(高

昌傳)에는“고창에는 풀과 나무가 많은데 풀 열매가 누

에고치 같고 누에고치 속에 실이 섬세하여 백첩자(白疊

子)라부른다. 나라사람들은이를취하여포(布)를짜니,

포는아주 부드럽고 희어 물물교환에 사용되었다.” 고

하 다. 초목의 열매인 백첩자는 목화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으로포를짠다하니이는면포를말함이다. 

강국(康國)에서는“왕의옷이능(綾), 라( ), 금(錦), 수

(繡), 백첩(白疊)이다” 하여견직물과함께면직물의옷

을착용했음이나타난다. 강국은서아시아와중앙아시아

의요충지인현재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일대에자리

잡고있었던소그드인(sogdian)의지역이다. 

인도의면직물에관한기록은중국의사서, 불전, 여행

기 등에 많다. 『양서( 書)』에는‘세마백첩(細摩白疊)’,

『당서(唐書)』에는‘백첩(白疊)’등의기록이있고, 『신수

대장경(新修大藏經)』에는‘세백첩의(細白疊衣)’를 연등

불에게 공양한 기록이 있다. 신라 혜초스님의『왕오천축

국전(往五天竺國傳)』에는 인도에서는“왕과 벼슬 가진

집안 및 부유한 사람들은 첩포( 布)로 만든 한 쌍의 옷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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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唐)나라 때의역사가장초금(張楚金)이 660년경 편찬하고, 옹공예(雍公叡)가 주(註)를 붙인일종의사류부(事類賦)

『한원(翰苑)』蕃夷部, ‘高麗記云其人亦造錦紫地 文者爲上次有五色錦次有雲布錦又造白疊布淸布而尤佳又造 日華言接籬其毛卽靺鞨猪髮也’.

『三國史記』卷11 新 本記景文王 9年條, ‘遣王子蘇判 ·等入唐謝恩……大花魚牙錦一十匹, 小花魚牙錦一十匹, 朝霞錦二十匹, 四十升白 布四十匹, 三十升紵衫段四十匹……’.

『冊府元龜』卷959 外臣部, ‘.....高麗國王王建遺使....朝貢...錦 腰白紵白 ...’.

『高麗史』世家2 惠宗 2年條, ‘ 銀裝 錦 七首一十國…細苧布一百匹, 白 布二百匹, 細中麻布三百匹事…’.

『 書』卷54 西域諸戎傳高昌傳‘高昌多草木草實如繭繭中絲如細 名爲白疊子國人取織以爲布, 甚軟白, 交市用’.

『 魏書』卷12 西域傳 康國條, ‘衣綾 錦繡白疊’.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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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고 가난한 사람은 반편만 입는다”고 했다. 이를 통

해 중국인들이 인도지역의 면직물을 백첩(白疊)으로 명

명했음을알수있다.

서아시아지역의 면에 대해서는 송대의 저서인『태평

어람(太平御覽)』에는 석륵진평(石 津平) 2년(A.D. 331)

페르가나[大宛]에서 백첩(白疊)을 헌납한 기록이 있다.

페르시아(波斯國)에도 토산에 첩포( 布)가 생산된다고

하고, 세첩(細疊)도토산이라고하 다. 페르가나지방과

페르시아 지역의 면직물도 중국인들은 백첩, 첩으로 음

역했음을알수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의 여러 유적에서는 면직물이 출토

되어 이 지역에서의 면직물제직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실증해주고 있다. 신강 민풍 니아(尼鴉) 동한(東漢, A.D.

2~3세기)시대의 묘에서는 납힐(蠟 )기법을 사용해 쪽

(藍)으로문양염색한면포가출토되었고, 스타인에의해

서 발굴된 루란( ) C유적에서는 한대(漢代)의 갈색,

적색면직물잔편이출토되었다. 신강우전(于田)의북조

( 朝)시대 유적에서도 쪽염으로 문양염색한 면직물이

출토되었다.

신강 파초(巴楚) 탈고자살래(脫庫孜薩 )유적에서는

당대(唐代)의 면직물이 출토되었는데, 날실에는 남색의

면사를사용하고씨실에는본색의면사를사용해무늬를

넣어짠양색의기하문면직물이다. 동묘에서는면화종자

도 함께 출토되었으며, 중국 농업과학원 면화연구소의

섬유분석 결과 초면(草棉)인 아프리카면(G. herbaceum

L.)의 종자로 밝혀졌다. 초면은 면화의 고물이 작아 소

면(小棉)이라고도 한다. 초면은 아프리카와 아랍지역에

서 재배되었으며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를 통하여 일찍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신강, 감숙,

하서회랑지역은 초면의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초면이 재배되었다. 초면은 생산량은 많

지 않지만 섬유가 가늘고 길어 가는 실을 방적하기에 적

합하다.

3) 삼국시대‘백첩포’의 품종과 유입경로

상기에서살펴본바와같이백첩포는중국인들이고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면직물을 지칭하던

명명 중의 하나이다. 삼국시대 백첩포의 품종에 대해서

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일부에서는 백첩,

첩의 품종을 중국 신장지역의 백첩과 같은 초면으로 보

는 관점도 있는데 이 같은 견해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고본다.

백첩포라는명명이주로중앙아시아에서나타나며중

앙아시아에서 출토된 면직물의 품종이 초면(草棉)인 것

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신장지역과 중앙아

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대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면섬유의 중요한 산지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고

대 소그드인들이 지배했던 곳으로 사마르칸트에는 7세

기 소그드시기에 만들어진 아프라시압궁전의 벽화가

남아있다. 벽화에는 당시 소그드지역을 방문한 외교사

절의 그림이 있으며 그 중 고구려사신으로 추정되는 그

림이 남아있어 당시 이 지역과의 교류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백첩의 면종자가 유입되어 재배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널리확산되지는못했다. 우리나라에서백첩포가일반화

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면은 아열대

성의온난하고건조한지역에서재배되던작물로우리나

라와같이무상일(無霜日)이짧고장마가긴지역의경우

초창기에는 그 재배가 쉽지 않아 당시 유입된 면의 품종

을우리나라기후와풍토에적응되도록품종을개량하고

이를토착화시키는데는오랜기간의재배경험과기술이

뒤따라야했을것이다.

어렵게 재배되던 백첩은 아주 귀한 섬유로 당시 일반

백성에게는 백첩포의 존재가 알려지지도 못했으며 소량

제직하여중국에보내는예물로서나사용되었다고본다.

금번발견된백제의면직물은이제까지문헌기록을통

해밝혀졌던삼국시대한반도에서의면직물제직에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확증해 주는 자료로서 그 역사적인

12

11

沙比提, 1973, ̂ 從考古發掘資料看新彊古代的棉花種植和紡織_『文物』, 제10기, p.48.

박선희, 2002, 『한국고대복식-그 원형과정체성』, 지식산업사, p.191.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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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크다.

백제의면이유입된경로는몇가지로유추해볼수있

다. 하나는 고구려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과 중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남조시대의 중국에는

면의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면이

들어 왔다하더라도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면

이다시백제로전해졌을가능성이크다.

앞으로백제면의종자에대한좀더심도있는분석과

각지역의고대목화종자와의비교분석이이루어진다면

백제 면직물의 품종과 유입경로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

로기대된다.

2. 고려 말‘목면’의유입경로와품종

우리나라에서 면의 재배가 본격화된 것은 고려 말

1363년(공민왕 12) 문익점이 원에서 새로운 면종자를 반

입하면서부터이다. 중국도 면의 재배가 일반화된 것

은 송말 원초 경이다. 구준(邱濬)의『대학연의보(大學衍

義補)』에는“한당(漢唐)의 시대에는 목면을 중국에 공물

로 들여왔으므로 종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민가에서 옷

을 만들 수 없었으며, 관에서는 조공을 받을 수가 없다.

송·원간에는 그 종자가 전해져서 관(關),  협(陜), 민( ),

광(廣) 등지에서처음으로재배를성취시켰다.”고하 다.

문익점이 면종자를 유입한 경위에 대해서는『삼우당

실기(三憂堂實記)』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교지국(交

趾國)에서 귀양 살다 3년 만에 풀려 9월에 적소를 떠나

연경으로 귀환하다 도중 길가에서 목화를 보고 종자인

김용(金 )으로하여금따오게하니, 밭에서일하던노파

가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씨앗은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

을 금하고 있다고 하기에 선생께서 잘 타이르고 씨앗은

붓대롱에채워가지고3개월걸려12월에연경에도착하

고, 다음해2월송도에당도했다”고되어있다.

교지는베트남의북부에있으며광동성과인접되어있

는 지역이다. 교지는 민광( 廣-복건, 광동, 광서지역)지

역과더불어일찍부터면을재배하고면직물을제직하

다. 『대동야승(大東野乘)』에는“목면은 민광· 교지 등

에서나며크기가술잔만하다. 토속인들은포를짜며이

름하여 길패(吉貝)라 한다”고 했다. 민광지역에서는 진

한에서 수·당대 까지는 면화를 고패(古貝), 길패(吉貝),

백첩등으로불 으나대다수의문헌에는고패라고적고

있다. 송대의 문헌에는 길패라는 명명이 많이 사용되고

원대에와서비로소목면(木棉)이라고부르게된다. 북송

시기『문창잡록(文昌雜 )』에는“민령이남에는 목면이

많다. …그 꽃을 채취하여 포를 짜는데 길패(吉貝)라고

부른다…풍속에서는고(古)를길(吉)로부른다”고하

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길패는 고패의 잘못이

야”라고기록되어있어길은고의오자이며고패와길패

는같은것으로본다. 『구당서(舊唐書)』남만(南蠻), 서남

만(西南蠻)조에는“고패초(古貝草)가 있는데 그 꽃을 모

아포(布)를만든다. 거친것을고패(古貝)라하며고운

것을백첩(白 )이라한다”하여고패와백첩을구분하고

있다. 『양서( 書)』해남제국전에나오는임읍국( 邑國)

조에는“길패는 나무의 이름이다. 그 꽃이 여물었을 때

거위털과 같고 그 실 머리를 내어 방직하여 포를 짠다.

힐백한 것이 모시와 같고 역시 오색으로 물들여 반포(斑

布)를 짠다”하 다. 임읍국은 현재의 베트남 남쪽지

역이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 문익점이 채취해 온 종자

는 중앙아시아 지역의‘백첩포’와는 다른 민광, 동·서

남아시아 등지에서 재배되던‘길패’류의 목면종자인 것

으로 추정된다. 규합총서의 직조편에도‘길래(패)포무

명’이라고 하는 명명을 사용하고 있다. 민광지방에서 재

배되는면품종은면수의크기가7~8척(약1m 70cm 에서

1m 80cm 정도)에이르는관목형이다.

16

15

14

13

문익점이면종자를가지고들어온연대에 대해서는『太宗實 』에는 1363년에 전래되어그이듬해에재배된것으로나타나고있는반면에, 가문의 기록인實記와家乘에
는그보다 3년 뒤인 1366년과 1367년으로되어있다.

『三憂先生實記』卷6, 鎭洙等編, 新案思齊, 1900

『舊唐書』卷197, 傳, 第147, 南蠻, 西南蠻條

『 書』卷54 「海南諸國傳」 邑國條16

15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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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복건성 무이산(武夷山) 암묘(岩墓)에서는 3200

년(1500 B.C.) 전의 청회색(靑灰色) 면포가 여러 점 출토

되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출토된 면직물 유품 중 가장

이른 연대의 유물이다. 섬유의 분석결과 현재 해남도지

역에서재배되는다년생관목의목면섬유와유사하여이

지역에서 오랜 동안 재배된 면의 품종이 다년생 관목임

이밝혀졌다.

현재중국강남일대에서재배된면의품종은민광지방

에서 들어온 다년생 관목형 면품종을 오랜 기간에 걸쳐

내지에맞도록재배하여일년생관목형목면으로품질을

개량한 것으로 이를 초면, 목면과 구분하기 위하여 초목

면(草木綿)이라고 하며 점차 중국남부지방 전역에서 재

배되며중국면(中國棉)으로서자리잡게된다.

문익점이교지에서들여온면의종자도관목형목면이

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품종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

하여 면종자 반입 후 반세기도 못되어 면의 재배가 일국

으로 확산되어 면직업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백성들의

의복생활에가히혁명적인 향을미쳤다.

결론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면직물을 분석·

조사하여 면직물의 섬유학적 특성과 제직특성 등을 규

명하고삼국시대면직물의역사적가치에대해서고찰하

여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적외선 분광광도계(FT-IR)를 이용하여 비파괴적 분

석을 실시한 결과, 견 섬유에서 나타나는 분광학적 특성

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셀룰로오스의 특징적인 흡광도를

확인할수있었다.

2. 화학적 분석을 위한 정색반응 결과, 식물성 섬유의

특성이나타났으나이와는반대로용해실험결과동물성

섬유의 특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섬유에 PEG 처리에 따

른 간섭현상을 확인한 결과, PEG처리된 면 섬유의 경우

견과동일한특성이관찰되었고자외선분광광도법을실

시하여 확인한 결과, 300nm이하 역에서 단백질에서

나타나는분광학적특징이관찰되지않음에따라분석대

상 시료가 단백질로 구성된 견 섬유재질이 아닌 것을 확

인하 다.

3. 형태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면으로는 면섬유의

특징적인꼬임현상이관찰되었고단면으로는강낭콩형

태와 중공이 뚜렷이 분석됨으로써 본 시료는 면섬유로

확인되었다.

4. 백제면직물의조직은위사에강연의좌사와우사를

번갈아제직한축면의면직물로이제까지면직물의축면

직물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직물이 백제지역

에서 제직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백제

지역은마한시대부터견솜으로부터실을자아직물을제

직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오랜 세월 축적된 제사기술

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적 뒷받침으로

보아충분히제직할수있었을것으로본다.

5. 삼국시대 면직물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는 문헌

의 기록은 있으나 현재까지 실증적 자료가 출토된 적은

없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이른 연대의 면직물은 안

동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는 신발의 안감에 사용된 것으

로고려공민왕이하사한것으로전해진다.

금번능산리사지에서나온백제시대의면직물은삼국

시대면직물이있었다고하는가설을실증적으로확인시

켜주는 자료로서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대단히 크다

하겠다. 향후 분석과 각 지역의 고대 목화종자와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백제 면직물의 품종과 유입경로도

밝혀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7

조선왕조실록 태조6년(1398년)의 기록에는“여남은 개 씨앗 중 선생이 뿌린 것은 실패하고 정천익에게 건네 준 것 중 겨우 한 알만이 성장하여 그 해 가을에는 씨앗 300
여개를 얻어 매년 그것을 늘려 나가다 정미년(공민왕16년, 1367년) 춘분에는 향리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재배하게 하 다. 또 호승(胡僧) 홍원(弘願)의 힘을 빌고 가비
(家婢)로 하여금실뽑고무명짜는기법과기구(機具)조작법을터득하게하여무명한필을짜내기에성공하 다. 이윽고이웃들과서로배우고익히게되어 10년이못가서
목화의재배, 무명짜기의기법은향내에퍼지고, 또 10년이 못가서일국안에번져나갔다.”고 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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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Baekje's Cotton Fabrics Excavated in
Neungsan-ri Templ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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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ekje’s cotton fabrics were excavated from ‘Neungsan-ri temple site in Buyeo’(September 1999-April 2000)
and stored at Buyeo National Museum after conservation treatment.

In this study, it carred out non-destructive, chemical and morphological analysis for fiber identification, also
considered on influx, features and difference between the ‘Baek-cheop-po(Three kingdom period’s cotton fiber)’and

‘Mok-myeon(imported by Munikjeom, late Korea dynasty)’.

As a result, the fiber proved cellulose fiber through analytical researches like color reaction,@FT-IR(chemical analysis).
It was also confirmed lumens, typical dimensional structure(morphological analysis) as an features of cotton fiber. The
fiber was the first evidence in ancient Korea’s cotton. But it can not prove that whether weaving were made in Baekje’s
area. However there were documentation that people in Beakje make cloth to silk fabric from ‘Mahan period’. We can
suppose that they have had an old weaving techniques.

This study has a great historical, academic values as the only evidence for the hypothesis of a weaving technique of
the Baekje’s cotton. Through comparison to each region’s ancient cottons, we can investigate the species of Baekje’s
cotton and ancient Korea cotton’s influx.

Key Words_Buyeo Neungsan-ri Temple Site, Baekje, Cotton Fiber, Bakcheoppo, Fiber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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