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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that occurred as a 
result of the exchanges of gyeong-geum(經錦), a warp-faced compound weave of East Asia, and 
wie-geum(緯錦), a weft-faced compound weave of West Asia.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is research, topics were narrowed down to the weaving skills and patterns, and the period 
was limited to the Tang dynasty. The systematic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gyeong-geum 
and wie-geum were compared and contrasted through different works of literature. Then the ex-
cavated remains of geum-textiles were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um-textiles were 
defined in chronological order.1)The origin of wie-geum is traced back to the time when West 
Asia started to imitate the weaving style of the East Asian gyeong-geum. When combined with 
the weaving skills of the West Asian, gyeong-geum, which broke through the West and developed 
into the weft-faced compound twill silk, or samite. The exchange of geum-textiles took place as 
the techniques of gastric filament woven geum-textiles returned to the East. Along with the pearl 
roundel motifs of Sassanian Persia, mythical animals and western motifs of hunter patterns were 
used for the patterns of wie-geumin during the early Tang dynasty. This tendency is related to 
pa-sa-geum(波斯錦), ho-geum(胡錦), beon-geum(番錦) according to the recorded literature. The 8th 
and 9th century are periods when the West Asian Persian style was abandoned and the East 
Asian style, samite, was established. Not only did S twist silk threads replace Z twists, but also the 
repetition of patterns unfolded along with the weft and the warp. As this tendency was strength-
ened after the 9th century, the expression of patterns became more vividly colorful and showed 
both elements of naturalism and realism.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sangwha(寶相花) patter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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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ng period were established with the rampantly repeated rosettes with birds often holding 
auspicious branches, that fly amid floral compositions.

Key words: East Asian geum-textiles(동아시아적 금직물), gyeong-geum(경금), samite(세이마이트),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West(동서 문화교류),
wie-geum(위금), West Asian geum-textiles(서아시아적 금직물)

Ⅰ. 서론
현대 중국에서 고대의 금(錦)은 ‘경사(經絲)나 위

사(緯絲)에 두 가지 이상의 색사(色絲)를 사용하여

다채로운 무늬를 짠 비교적 두툼한 중조직(重組織)

의 고급 견직물’로 정의된다.1) 고대 문헌에 나타난

금(錦)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시경(詩經)에서 확

인된다. 시경에는 금으로 만든 옷[衣錦]2), 금으로

만든 치마[裳錦]3), 금으로 만든 침구[錦衾]4) 등이

나타나 금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헌에는 금직물의 제작방법이나 구체적인 문양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출토된 유물과 기존연구

에 의해 평직바탕에 색사로 무늬를 짠 경금(經錦)이

먼저 출현하였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금

직물은 7세기경에 대대적인 변화를 보여 위사로 표

면을 형성하는 위금(緯錦)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금직물의 형태가 경금에서 위금으로 발전하게 된 배

경에는 서역(西域), 즉 서아시아와의 문화교류의 영

향이 지대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적인 경금이 서아시아적인 위

금과 교류하면서 나타난 금직물의 변화와 발전에 관

한 것으로, 특히 시대적 변천에 따른 금직물의 직조

법과 문양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

라의 고대 직물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

전하였다. 특히 당시 아시아의 종교 및 예술, 문화의

중심지였던 당과 정치ㆍ문화적 교류가 활발하였던

신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라의 직물문화에도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고대 금

직물에 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대 직물연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고대부터 당(唐, 618∼907)

까지로 하였다. 이는 비교적 서역적인 특징이 풍부하

였던 당 대에 비해, 오대십국(五代十國, 907∼960)

이후에 생산된 금직물에는 서역적인 특성이 약화하

였으며, 제직기술의 발달로 금직물 보다는 다른 고급

견직물의 사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Ⅱ. 조직적 특성과 제직 방법을
기준으로 본 금직물의 종류 및 특징

1. 경금(經錦)
경금은 다른 색으로 염색한 두 쌍 이상의 경사(經

絲)를 이중(二重) 또는 삼중(三重)으로 중첩(重疊)

하여 정경(整經)한 후5), 이것을 직물의 표면(表面)

이나 이면(裏面), 즉 뒷면으로 보내 무늬와 바탕을

짠 견직물이다.6) 이때 무늬는 경사의 색상에 의해서

만 표현되며, 직물조직은 평직(平織, plain weave)이

나 능직(綾織, twill weave) 중에 하나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무늬를 형성하는 경사의 색상이 사라지면

무늬도 없어져 일반적인 평직물이나 능직물처럼 보

이게 된다.

1) 평직(平織)의 경금

고대 중국의 금직물은 경사로 직물의 표면을 구성

하는 특징 때문에 경면금(經面錦)이라고 하며, 한대

유물에서 많이 발견되어 한식금(漢式錦), 한금(漢錦),

또는 한식조직(漢式組織)이라고 한다.7) 한대의 경금

은 바탕을 평직으로 짠 것이 대부분이다. 경사는 대

개 2색 또는 3색의 선염한 견사를 기본 단위로 구성

된다. 이때 위사는 기능에 따라 심위사(沈緯絲)와 조

직위사(組織緯絲)의 역할을 번갈아 한다.

심위사의 역할은 경사 중에서 문양에 필요한 경사

는 직물 표면으로 보내고 나머지 경사는 직물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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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금의 조직 모형도

- 한국직물 오천년, p. 217.

<그림 2> 평직 경금의 조직(좌)과 부분적으로 노출된 심위사(우)

- 3500 years of textile art, p. 82.

<그림 3> 분구법으로 제작된 1950년대의 색동

- 개인소장

<그림 4> 분구법을 이용한 경금

- Silk, p. 22.

즉 이면으로 나누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심위사는

겉으로 드러난 경사[表經]와 안으로 들어간 경사[裏

經]사이에 끼여 직물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다.8) 반

면에 조직위사는 경사의 앞, 또는 뒤를 관통하면서

경사를 고정하고 직물의 표면이나 이면에 조직점으

로 노출되는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경금의 조직은

직물바탕을 형성하는 경사와 경사를 고정하는 조직

위사의 조직점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9)은 경사는 서로 다른 색사 한 쌍을 단

위로 하고, 위사는 한 종류로 짠 경금의 조직도이다.

<그림 1>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위사와 조직위사

(組織緯絲)를 다른 색으로 표현했으나, 사실은 같은

위사가 심위사와 조직위사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한

다. <그림 2>10)는 2색의 경사를 기본 단위로 짠 평직

경금의 표면을 확대한 것이다. 왼쪽에서는 한 쌍의

경사를 관통하면서 조직을 형성한 조직위사가 확인

된다. 오른쪽은 왼쪽을 확대한 것으로 직조 상의 실

수로 심위사가 노출된 예이다.

경금은 한 쌍을 이루는 경사의 색사가 3색 이상인

경우가 드물다. 이는 다채로운 색감을 위하여 중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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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1 사문경금의 조직도

- 필자 일러스트

<그림 6> 綠地花卉紋錦과 조직 확대사진

- 敦煌絲綢藝術全集, p. 297.

는 경사의 색 수를 늘릴수록 같은 면적에 걸리는 경

사의 밀도가 높아져, 위사를 통과시키기 위한 개구운

동(開口運動)11)에 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사에 걸리는 부담을 덜고 다채로운 색감도 주기

위하여 분구법(分區法)을 사용하기도 한다. 분구법이

란 <그림 3>의 색동처럼 경사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

누어 색사를 달리하여 정경한 것을 말한다. <그림

4>12)는 분구법이 사용된 동한(東漢, 23∼220)의 경금

이다. 경사에 초록, 빨강, 노랑의 견사를 교대로 배치

하여 다채로운 색감을 살리고 있다. 조직은 평직만

나타나며 무늬는 경사 색에 의해 표현된다.

경금의 문양적 특징은 위사방향으로는 단위무늬가

길게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경사방향으로는 대개 몇

cm 정도이며13), 긴 경우에도 12cm 정도에 불과하다

는 점이다.14) 또한, 단위무늬의 반복은 <그림 4>처럼

경사방향으로만 뚜렷하게 확인된다. 전국시대(戰國時

代, 403~221 BC)부터 서한(西漢, 202∼8 BC) 시대

에 제작된 경금은 기하학적으로 단순화된 단위무늬

가 반복되거나, 간략하게 추상화된 용이나 봉황, 호

랑이 같은 신성한 동물이 추상화된 구름무늬와 결합

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2) 경능직(經綾織)의 경금

두 종류의 색사를 경사의 기본단위로 하였던 초기

의 경금은 후대로 올수록 기술적으로 진보하여 경사

에 더욱 많은 색사를 중첩하여 짜는 방법으로 발전

하였다.15) 또한, 남북조(南北朝, 420∼589)에서 수

(隋, 581∼618)대로 전환되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에는 경사방향으로 능선(稜線)이 나타나는 사문경금

(斜紋經錦)이 출현하였다.16)

<그림 5>는 2/1 사문경금의 조직도이다. 경사는

두 종류의 색사가 한 쌍을 이루며, 동일한 위사가 심

위사와 조직위사의 역할을 번갈아 하는 것은 평직

경금과 같다. 그러나 경사방향에는 조직위사와 경사

의 조직점이 2:1의 간격으로 형성되어 ↗ 방향으로

2/1의 능선, 즉 사문(斜紋)이 나타난다.

경금은 다양한 색감을 위하여 경사에 많은 실을

배치할수록 개구운동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특

히 경사로 무늬를 짜는 동시에 능직을 표현하는 사

문경금은 평직의 경금보다 경사에 미치는 장력이 심

하였을 것이다. <그림 6>17)은 비교적 초기에 제작된

사문경금으로 경사에 네 가지 색사가 중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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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2 위능직의 조직도

- 한국직물 오천년, p. 94.

<그림 8> 위사에 3색을 쓴 1/2 사문위금의 조직도

- 한국직물 오천년, p. 219.

중심이 되는 경사는 분구법으로 황갈색과 흰색을 번

갈아 배치하고, 남․녹․청의 무늬 경사를 교차하여

꽃무늬를 짠 것이다. 조직적으로는 <그림 5>와 같은

2/1 사문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6>의 오른쪽에

서 보이듯이 능선이 뚜렷하지 못하다. 이는 경사의

밀도가 낮아서 위의 경사가 아래의 경사를 완벽하게

덮지 못해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덮여 있어야 할

경사가 드러나면서 색이 어우러져 꽃무늬의 형태도

명확하지 않다.18)

2. 위능직(緯綾織)의 위금(緯錦)
위금 역시 조직에 따라 평직과 능직으로 나뉜다.

그중 경금에서 위금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출현하

였던 평직 위금은 유물 수가 적고 출현시기가 짧아

본 장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고대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 확인되는 위금의 일반

적인 형태는 다양한 색상의 위사로 무늬와 바탕조직

인 능직(綾織)을 짠 것으로, 이러한 직물을 서구에서

는 ‘세이마이트(samite)’라 한다.19) 초기에 출현한 위

금의 형태는 위사방향으로 1:2 간격으로 조직점이 형

성된 1/2 사문위금(斜紋緯錦)이었다. <그림 7>은 1/2

위능직의 조직도로 이를 90° 방향으로 돌리면 2/1 경

능직의 조직과 같은 형태가 된다. 이는 사문경금과 사

문위금도 마찬가지여서 직물의 변(邊, 식서)이 없다면

경금과 위금의 진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조직적 외관은 유사하지만, 사문경금과 사

문위금은 제직 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차이는 반복되는 문양, 즉 단위무늬의 크기이다. 경

금은 단위무늬가 수cm 남짓한 것이 일반적이며 큰

경우도 12∼14cm 정도였다. 반면에 위금의 단위무늬

는 수십cm에 이르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두 번째 차이는 경금에 비해 색상이 다채롭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옷감을 짤 때 위사보다는 경사에

많은 장력이 걸리게 된다. 이러한 제직 상의 제한점

때문에 경금은 한 쌍을 이루는 경사의 색사가 셋 이

상인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위금은 한 쌍의 위사에

넷, 혹은 다섯 이상의 색사가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

다. 이는 위사의 색 수를 늘려도 옷감을 짜는 시간이

늘어날 뿐 기술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20)

<그림 8>은 1/2 사문위금의 조직도이다. 여기에서

경사는 경금에서 위사가 그랬던 것처럼 심경사와 조

직경사의 역할을 한다. 이때 심경사는 위사에 가려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며, 조직경사만이 표면에 드러

나 능직의 바탕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위사는 세

개가 한 쌍을 이루어 색사로 무늬를 표현한다. 경금

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위사 중에서 무늬를 형성하

는 위사 하나만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동시에 나머지

위사는 심경사에 의해 직물 이면으로 보내져 표면에

는 드러나지 않는다.

초기의 사문위금은 표면과 이면의 사선 무늬가 반

대로 형성되어, 표면에는 위능직, 직물의 이면에는

경능직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21) <그림 9>22)는

이러한 특징이 확인되는 사문위금으로 경사와 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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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2 사문위금

- 絲織考古新藝現, p. 97.

<그림 10> 1/2 사문능금의 표면(좌)과 이면(우)의 조직

- 絲織品考古新藝現, p. 89.

는 모두 S 꼬임의 견사를 사용한 것이다. <그림 10>

은 <그림 9>의 표면과 이면을 확대한 사진으로 왼쪽

의 표면은 위능직, 오른쪽 이면은 경능직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문위금은 더욱 진보하여 8세기경에는 표

면과 이면을 모두 위사로 구성하면서 표면은 ↖ 방

향, 이면은 ↗ 방향으로 짜는 중조직(重組織)의 사문

위금으로 발전하였다.23) <그림 11>24)은 9세기에서

10세기경에 제작된 사문위금 조각의 겉면과 이면을

확대한 것이다. 겉면과 이면 모두 1/2 위능직이나 겉

은 ↖ 방향, 안은 ↗ 방향의 능선이 확인된다.

<그림 11> 표리가 위능직으로 짜인 사문능직

- 敦煌絲綢藝術全集, p. 144.

서아시아에서 발생하였으나 중국에서 더욱 발전된

사문위금은 12세기 이후 변형된 위중조직의 금직물,

‘람파(lampas)’로 대치되었다. 람파는 위중직물의 일

종이었으나 당 대에 유행했던 사문위금, 즉 세이마이

트와는 조직과 문양표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당 대의 사문위금은 바탕과 무늬 구분은 위사의

색상에 의해 결정될 뿐이며, 바탕과 무늬의 조직은

같았다. 즉 평직의 경금과 마찬가지로 직물의 색이

퇴색되면 무늬와 바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달리 람파는 두 종류의 경사[地經絲, 別經絲]와 두

종류의 위사[地緯絲, 紋緯絲]를 사용하여 색사뿐만

아니라 바탕과 무늬의 조직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

었다. 이처럼 조직과 색채라는 두 종류의 표현방법을

겸비한 람파 조직이 출현하면서 당 대에 유행하였던

2/1, 3/1의 사문위금은 람파로 대치되어 13세기 이후

에는 생산이 거의 중단되었다.25)

Ⅲ. 문양을 통해 본 금직물의 동서교류
1. 동아시아적 경금의 서진(西進)과 위금의
탄생

고대 동아시아의 금직물은 전국시대(戰國時代,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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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BC)와 한(漢, 206 BC∼220 AD)을 거쳐 중국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일대부터 북중국, 아프리카 북

부,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었다.26) 러시아의 파지

리크(Pazyryk)와 신장(Xinjiang) 등에서 기원전 5세

기경으로 추정되는 중국 금직물이 확인된 것으로 보

아, 전국시대를 전후로 서방세계에도 금직물의 존재

가 알려졌던 것 같다.27) 특히 동서교역로가 공식화된

장건(張騫, ?∼114 BC)의 서역여행 이후, 중국 견직

물은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 로마제국에까지 이르

게 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로마로 향하는 실크로드 곳

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물에서도 확인된 바이다. 특

히 1933년에는 시리아 중부에 있는 고대 로마의 유적

지로 고대 동서 무역의 중심지였던 팔미라(Palmyra)

에서는 한대 직물로 판명된 경금과 견직물이 다수 발

견되어 로마에서도 금직물이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었

다.28) 그런데 팔미라에서 발견된 직물 중에는 경사에

는 견사, 위사에는 모사를 사용된 것도 확인된다. 당

시는 양잠법이 아직 서방세계에 전해지기 이전이므

로, 이러한 직물은 중국에서 수입한 견직물을 풀어

나온 견사와 서아시아에서 생산된 모사를 교직한 것

으로 추정된다. 6세기경에 편찬된 중국의 역사서 삼
국지(三國志) 위서(魏書) 에도 ‘서방에서는 중국의

견을 갈망하여 이것을 풀어서 다시 짜는데 이것을

호릉(胡綾)이라 한다.’29)는 내용이 있어 이러한 사실

을 뒷받침한다.

다른 지역의 유물 중에는 한 시대의 경금을 모방

한 것이 확실시되는 것도 확인된다. 전국시대부터 서

한(西漢, 202∼8 BC) 시대에 제작된 금직물은 대개

평직 경금이었고, <그림 4>처럼 기하학적 무늬가 반

복되거나, 단순화된 용이나 봉황, 호랑이와 같은 동

물과 추상무늬가 결합한 형태였다. 또한, 한자(漢字)

가 삽입되는 경우도 많았다. 단위무늬의 크기는 위사

방향으로는 길게 나타나지만, 경사방향으로는 짧은

편이다. 반면에 <그림 12>는 시리아에서 생산된 것으

로 추정되는 3세기경 직물로 모사와 리넨(linen)을

교직하여 짠 것이다. 동물을 사냥하는 인물을 표현한

수렵문(狩獵紋)은 대표적인 서방세계의 문양이다. 그

러나 이 직물의 수렵문은 무늬가 경사방향으로 반복

한다는 점과 문양 처리법 등에서 중국 경금적인 특

징이 확인된다.30) 반면에 조직은 경사가 아닌 위사로

직물 표면을 구성하는 평직 위금으로, 이러한 직조법

을 서양에서는 ‘타께떼(taqueté)’라 한다. 위사가 직

물의 표면과 무늬를 구성하며, 경사는 중국의 위사가

했던 것처럼 한 쌍의 위사를 나눠 표면과 이면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평직 경금과 따께떼의 조직은 모두 평직이며, 색

사로 무늬를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타께

떼, 즉 평직 위금을 90° 방향으로 틀면 그 조직은 평

직 경금과 같아진다. 타께떼는 중국의 평직 경금을

모방하여 서역, 즉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서아시아에

서 기원한 것이었으나, 역으로 동아시아에도 전파되

어 3∼5세기경에는 중국의 금직물에서도 확인되는

직조법이다.

<그림 12> 평직의 위금(3세기경, 시리아)

- China: Dawn of a Golden Age, p. 70.

이처럼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평직

위금 중에는 모사와 리넨, 모사와 견사를 교직한 것,

또는 모사(毛紗)만으로 짠 것들도 많다. 반면에 <그

림 13>은 견사로 짠 타께떼로 3∼4세기경에 제작된

것이다. 얼핏 보면 분구법이 사용되고, 단위무늬로

동아시아적인 용이 경사와 위사방향으로 반복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뒤섞여있어 정확한 단위무늬의 반복이 아

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른쪽으로 연사(撚絲, twist-

ing)하여 S 꼬임을 갖는 견사를 사용하였던 중국의

평직 경금과는 달리 Z 꼬임의 견사가 사용되었다. 이

처럼 왼쪽으로 연사하여 Z 꼬임을 갖는 견사는 모사

의 전통이 강하였던 서방세계의 직조법에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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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경금을 모방한 평직위금

- China: Dawn of a Golden Age, p. 70.

<그림 14> 화상석에 그려진 한 대 직기

- 絲綢織染, p. 110.

<그림 15> 둔황 막고굴 벽화의 입식형 직기

- 絲綢織染, p. 121.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31) 즉, <그림 12>는 서방세계

의 수렵문을 동아시아적인 문양배치법으로 응용하여

서아시아적인 위금방법으로 짠 것이며, <그림 13>은

문양 및 소재는 동아시아에서 유래한 것이나 서아시

아의 직조전통으로 짠 것이다. 이러한 직물들은 동아

시아에서 전해진 평직의 경금이 서아시아적인 직조

법과 만나 서아시아적인 위금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아시아에서 경사 대신에 위사로 무늬를 짜는 평

직 위금, 즉 타께떼가 고안된 배경에는 지역에 따른

직기의 구조적 차이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전국시

대 이후 중국의 직기는 <그림 14>처럼 비스듬하게

기운 사직기(斜織機), 즉 횡기(橫機)의 형태였다. 반

면에 사산조 페르시아를 비롯한 서아시아의 직기는

똑바로 직립한 형태여서 경사에 많은 장력이 걸리는

수기(竪機)가 일반적이었다. <그림 14>32)는 사천성

(四川省) 성도(成都)에 있는 한대 화상석에 표현된

것이며 <그림 15>는 둔황 막고굴 벽화에 그려진 직

기를 모사한 것이다. <그림 15>는 <그림 14>와는 달

리 베틀이 서 있는 형태로33) 서아시아의 직기와 유

사한 종류가 아닐까 한다. 또한, 서아시아에서는 전

통적으로 견사보다 강도가 약한 양모를 이용한 직조

법이 발달해왔었다. 이러한 서아시아의 직조전통과

환경은 동아시아적 경금과는 적합지 않았기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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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북제 서현수 묘에 나타난 연주문

- 北齊徐顯秀墓, p. 33, p. 40.

운 대안으로 위금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서아시아적인 직조전통과 중국적인 표현법이 결합

한 평직 위금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로마 영토

까지 전파되었으며, 다시 동쪽으로 전해져 위진남북

조(魏晉南北朝朝, 221∼589)시대에는 중국에서도 위

금의 기법이 시작되었다.34)

2. 위금에 나타난 서역적인 요소와 그 특징
당 대에 유행하였던 위금은 진주모양이 둥글게 연

결된 연주문(聯珠紋)이 사용된 것이 많다. 이러한 연

주문은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것으로 설명된

다. 사산조 페르시아(224~651)는 인도-유럽계의 페

르시아인, 즉 현대 이란계 인종이 건설한 왕조로 고

대 오리엔트미술을 종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5)

특히 공예품은 당시의 동서 간의 문화교류를 실증하

는 자료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제(銅製) 및 은제

(銀製) 용기에 사용된 누금세공(縷金細工)과 타출기

법(打出技法), 커트 글라스로 대표되는 유리제품 등

이 있다. 이러한 공예품의 문양은 한 쌍의 물새나 사

냥하는 인물,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래한 상상의 동물

이나 신화적 주제를 둥글게 에워싼 연주문과 생명수

(生命樹) 등으로 이는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문양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예기술과 문양은 중국에

전달되어 당의 국제적인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

며 더 나아가 신라 및 일본 나라[奈良, 710~784] 시

대의 공예 및 미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현재 실크로드 주변에서 발견된 연주문 직물들은

대개 7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

진남북조시대의 왕조였던 북제(北齊, 550∼577) 시대

에 제작된 <그림 16>36)의 서현수(徐顯秀) 묘에 이미

연주문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6세기경부터

연주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연주문은 물새나 동

물을 둥근 구슬이 에워싼 형태이며 둥근 무늬 사이

의 마름모꼴 공간에는 단순화된 나무나 꽃이 배치된

다. 연주문 안의 주 무늬로는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래

한 날개가 달린 개 모양의 시무르그(Simurg), 멧돼

지의 머리, 천마(天馬), 사냥꾼, 리본을 단 사슴과 물

새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무늬들은 <그림 17>37)처럼

독립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림 18>처럼 서로 마주 보

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림 17>과 <그림 18>은 신

강 투루판에서 출토된 것으로 경사에 모두 Z 꼬임의

견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위금은 서아시아적인 문

양 뿐 아니라, 왼쪽으로 연사하여 Z 꼬임을 갖는 견

사가 심경사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서아시아 기원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특징은 단위무늬가 주

로 경사방향으로 반복되는 경금과 달리 위사방향의

무늬 반복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림

18>의 사문위금의 경우, 하단에 있는 오리의 목에는

리본 같은 것이 확인되지만, 상단 오리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 즉, 엄밀히 말하면 경사방향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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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주문과 사슴무늬의 위금

- 中國織繡服飾全集 1.織染卷, p. 134.

<그림 18> 위사방향 반복무늬의 예

- China: Dawn of a Golden age, p. 339.

무늬 반복은 없으며 무늬 반복은 위사방향으로만 나

타난다. 이는 위사로 무늬를 형성하는 위금의 직조법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직물 유물뿐 아니라 고대의 문서를 통해서도 서역,

즉 서아시아와 관련된 금직물들이 중국에서 유행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서(梁書)38), 남사(南
史)39), 오대사(舊五代史)40)등에는 ‘파사금(波斯

錦)’이 확인되는데, 파사(波斯)는 과거 페르시아를

지칭하던 말이다. 여기서 파사금은 페르시아 금 즉,

사산조 페르시아의 금직물을 의미한다. 또한, 둔황에

서 발견된 문서에는 ‘호금(胡錦)’과 ‘번금(番錦)’이란

직물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41) 당나라 이전의 ‘호

(胡)’란 흉노나 선비족을 지칭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당에 들어서면서 호의 개념이 달라져 당 대에는 중

앙아시아 일대의 오아시스 국가와 불교 발생국인 인

도 및 사산조 페르시아 등, 과거 ‘서호(西胡)’라 불렸

던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제국을 통칭하는 개념으

로 변하였다.42) 따라서 ‘호금(胡錦)’이란 이들이 생산

했거나 이들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금직물로 중국

고유의 금과는 다른 ‘외국금’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번금(番錦)’은 특별히 토번인(吐藩人), 즉

티베트 민족이 선호하였거나 티베트를 대상으로 생

산한 금직물을 뜻한 것으로43) 번금 역시 호금의 일

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9>44)는 당 대 엽립본(阎立本, 601?~673?)

이 그린 보련도(步辇图) 의 부분이다. 그림의 내용

은 641년 중국의 문성공주와 토번왕 손챈감포[松贊

干布, 581~649]의 혼인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한 토

번 사신을 맞이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중에서

연주문의 단령을 입은 사람이 토번 사신 루둥짠[祿

東贊]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둥짠은 중국 관리와

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당시 토번의 사신으로 당

을 방문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토번의 관복

(官服)일 가능성이 높다. 연주문 안에는 새 모양이,

아치형 안에는 낙타와 코끼리로 추정되는 동물이 확

인된다. 이 역시 사산조 페르시아 계통의 문양으로

연주문과 아치형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그림 19>와

같은 형태가 번금이 아닌가 한다.

둔황에서 발견된 당 대의 문서에는 직물이 생산된

지역에 따라 금직물의 너비나 길이의 단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호금이나 번금이란 용어는 없

었으나, 특히 서역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된 것과

중국 고유의 경금 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당 대의

통전(通典)에 의하면 ‘포백(布帛)은 너비가 1자 8

치[尺 八寸], 길이는 4장(丈)인 것을 한 필(疋)’이라

하였다.45) 이를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폭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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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보련도 의 토번사신과 연주문 형태

- 中國人物畵博物館, p. 38.

50cm, 길이는 12m 정도이므로 현재에도 필을 사용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문서에서 기재된 직물의 너비

도 대개 1자 8치에서 2자 정도로 대략 50∼60cm 정

도로 나타난다.46) 또한, 당 초기에 제작된 경금의 너

비 역시 약 50cm 정도로, 대체로 폭은 좁고 길이가

길어 필을 단위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었다.

반면 둔황 문서에는 너비는 110cm에서 130cm에

달하고 길이가 3m 내외인 금직물도 확인되는데, 이

경우는 카펫처럼 장(張)이란 단위가 사용되었다. 카

라호자[哈喇和卓]에서 발견된 도인홍도거금권(道人

弘度擧錦券 은 409(東晉 義熙5)년에 작성된 문서이

다. 문서에 기록된 ‘서향백지금(西向白地錦)’은 반절

이 4자 × 4자라 하였는데, 이것의 완전한 크기를 환

산하면 길이는 232cm, 너비는 116cm 정도가 된다.

또한, 506(北魏 承平5)년에 작성된 도인법안제가노

거금권(道人法安弟呵奴擧錦券) 에 기록된 금직물 한

장(張)의 길이는 276cm에 너비는 131cm에 이른다.

이처럼 둔황 문서에는 너비가 넓고 길이가 짧은 금

직물은 장, 좁은 폭은 필이라는 서로 다른 단위를 사

용한 경우가 빈번하다. 여기에서 장을 사용한 폭이

넓은 금직물은 중국 고유의 견직물이나 경금과는 종

류가 다른 금, 즉 번금이나 호금의 일종으로 추정된

다.47)

반면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미년(辛未

年)에 작성된 선물목록에는 ‘호금 한 필(胡錦一匹)’

이라 하여 필을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48) 이는 서아

시아적인 호금이 중국 견직물의 영향을 받아 필이란

단위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길게 제작되었을 가능성

을 제시한다.49) 당 대 이후 일반적인 직물의 폭이 넓

어진 배경 역시, 좁은 폭의 경금 대신에 호금 또는

번금으로 불렸던 서아시아적인 사문위금으로 대치된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동아시아적인 사문위금의 탄생과 그 특징
당나라는 중국 북부지역에 난립하였던 오호십육국

(五胡十六國) 이래 중원에 진출한 동호(東胡) 계통

의 선비족(鮮卑族)과 한족(漢族)의 혼인관계를 통해

생긴 민족들을 주축으로 성립되었기에 외래문물에

개방적인 편이었다. 특히 당 태종(太宗, 재위 626∼

649)은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화이일체론(華夷一體

論)을 펼쳐 많은 이민족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게 되었다. 당시 당과 왕래한 국가만 해도 신

라와 발해를 비롯하여 일본, 위구르, 티베트, 토번,

인도, 사산조 페르시아, 터키, 동로마 등 삼백여 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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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50)

당의 수도인 장안(長安)에 거주하였던 외국인 중

에서 당 대의 생활문화나 조형문화에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친 민족은 페르시아 인이었다. 사산조 페르시아

풍, 즉 호풍문화(胡風文化)가 크게 유행한 이유 중

하나는 7세기경 이슬람 세력에 쫓겨난 사산조 페르

시아의 귀족과 왕실 소속의 장인들이 대거 중국에

망명한 일과 관련이 있었다.51) 670년, 사산조 페르시

아의 마지막 황제 야즈다기르드 3세의 왕자 피루즈

[Pirooz, 卑路斯]가 장안으로 망명했을 때52) 왕자를

따라 피난 온 사람들이 수천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

다.53) 이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당 대에 공신이나

외국 사절에게 사여된 페르시아풍의 화려한 금은기

들은 소그드 상인에 의해 중국에 전래한 것이 아니

라, 장안에 거주하는 이란인 공예가에 의해 제작되었

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금직물도 마찬

가지였을 것이다.

사산조 페르시아적인 금직물이 중국 내에서 생산

되었을 가능성은 당 대 이전의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수서(隋書)에는 서역 인으로 박사(博士)의 지위에

오른 하타(何妥)와 그의 조카 하조(何稠)에 관한 내

용이 있다. 하타의 아버지는 무역에 종사하던 서역상

인으로 일찍이 촉(蜀)에 정착하였으며, 금백(金帛)을

잘 알아 그것으로 거부(巨富)가 되어 서주(西州)의

큰 부자로 불렸다고 한다. 숙부인 하타를 따라 장안

에 온 하조(何稠) 역시 직물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

여, 페르시아에서도 최고로 치는 금사(金絲)로 짠 금

포[波斯嘗獻金绵錦袍]를 만들었다고 한다.54) 당시에

하조가 제작한 금포(錦袍)는 사산조 페르시아적인

연주문이 사용된 금직물이었을 것이다. <그림 20>은

1965년 신강 투루판에서 발견된 1/2 사문경금으로,

연창(延昌) 29년에 사망한 당소백(唐紹伯) 묘에서

발견된 것이다. 연창은 고창국(高昌國)의 제7대 왕

국건고(麴乾固, 561∼601)의 연호로 수대(隋代, 581

∼618)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연주문 안에 서아시아

적인 낙타와 호인이 있는 문양은 사산조 페르시아에

서 유래한 것이나 제직 방법은 동아시아적인 사문경

금의 형식이다. 또한, 연주문 안에는 ‘胡王’이라는 한

자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직물은 중국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헌기록과 유물들을 참고하면 당이 들어

서기 이전인 6세기경에 이미 중국 내에 있는 직물생

산지에서 페르시아적인 문양과 동아시아적인 사문경

금이 결합한 금직물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된

다. 그러나 발견된 사문경금 중에는 중국 고유의 S

꼬임이 아닌 Z 꼬임의 견사를 사용한 것도 상당수

있어, 중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제직되었을 가능성

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6∼7세기의 금직물은 제직

기술과 문양의 동서교류가 매우 심하여 생산지와 생

산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림 20> 호왕금(胡王錦), 589년

- 中國織繡服飾全集 1.織染卷, p. 131.

그러나 8세기 중엽 이후로는 중국에서도 서아시아

적인 위금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중당(中唐, 766∼

835) 이후로는 연주문이 사용된 사문위금이 금직물

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서역적인 특징이 강하였던 초

기의 연주문의 사문위금은 후대로 갈수록 문양과 직

조방법 양면에서 중국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직조법

은 경사는 Z사 대신에 중국적인 S사를 사용한 위중

조직으로 발전하였고, 단위무늬의 반복은 경사뿐 아

니라 위사를 따라 사방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연

주문의 형태도 둥근 구슬 대신에 하트나 반구형, 추

상화된 꽃이나 나뭇잎 등이 결합한 화환형태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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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문능직의 위금

- 絲綢品考古新藝現, p. 96.

<그림 22> 보상화문 형태의 사문위금

- 織繡珍品, p. 145.

하였다. 또한, 닫힌 원형에서 꽃이나 잎사귀가 둥글

게 모여 있는 열린 형태로 변형되었고, 연주문과 연

주문 사이의 공간에는 주 무늬만큼 화려한 마름모꼴

의 팔메트를 사방으로 배치하였다.

장언원(張彥遠, 815∼879)이 쓴 역대명화기(歷代
名畫記)에는 초당(初唐, 618~712)의 인물로 직조에
능했던 두사륜(竇師綸)이란 장인이 나타난다. 궁중

창고에 보관된 그가 짠 직물에는 서로 마주 보는 한

쌍의 꿩과 서로 힘을 겨루는 두 마리의 양, 하늘을

날고 있는 봉황, 기린이 노는 모습 등 다채로운 문양

이 사용되었다고 한다.55) 당 대에는 동물들이 서로

마주 보는 무늬를 특별히 ‘능양공양(陵阳公样)’이라

했는데, 이는 두사륜이 후에 능양공(陵阳公)에 봉해

진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56) 신당서(新唐書)의 ‘잡
예술류(雜藝術類)’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57) <그림 21>은 경위사에 모두 S 꼬임의 견사

를 사용한 당 대의 사문위금이다. 마주 보고 있는 한

쌍의 물새는 서아시아적인 주제이지만, 연주문 대신

에 당초문(唐草紋)이 사용되었고 마름모 공간에 사

용된 꽃은 주 무늬와 비슷한 형태로 변형되었다. 특

히 동물무늬가 강조되었던 이전과 비교하여 물새를

둘러싼 당초문과 마름모꼴 꽃무늬의 비중이 커졌음

이 확인된다. 페르시아적인 연주문에 즐겨 사용된

‘꽃가지를 물고 마주 선 물새’의 중국화된 형태로 앞

에서 언급된 ‘능양공양’의 일종이다. 신당서에는 문
종(文宗, 재위 827∼840) 대에 ‘삼품 이상 관리의 복

식에는 길조를 상징하는 식물[瑞草]을 물고 있는 매

와 장식 끈을 물고 있는 기러기 또는 한 쌍의 공작

이 사용된 직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58), 이

것은 당 초기에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능양공양’이

공식적으로 관복으로 허용된 예로 여겨진다.59)

8세기에 시작된 위금직물 문양의 중국화 경향은 9

세기 이후에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기하학적인 구

성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전체적으로 사실적이면서도

자연적인 경향이 강화되었으며, 색채는 더욱 다채로

워졌다. 또한, 사방으로 반복되는 보상화풍의 화초문

(花草紋)이나 화조문(花鳥紋)이 사용되면서 당 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보상화문(寶相花紋)의 특징을 갖

추게 된다.60)

<그림 22>61)는 투루판에서 출토된 당 대의 사문위

금으로 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다. 경사에 S 꼬임

의 견사가 사용된 1/4 사문위금으로, 위사에 다섯 종

류의 색사를 중첩하여 위중직(緯重織)으로 짠 것이

다. 단위무늬의 크기는 가로 26cm, 세로 21cm 정도

이다. 중심에는 보상화풍의 꽃무늬를 사방으로 배치

하고 사이사이에는 중국적인 새나 나비, 영지무늬를

반복하였다. 서역적인 요소는 더는 찾아볼 수 없으며,

자연스러우면서도 생동감 있는 표현법은 당 대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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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보상화문에 가깝다.

이러한 사문위금은 12세기 이후에는 변형된 위중

조직의 금인 ‘람파(lampas)’로 대치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람파 역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페르시

아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위금과 마찬가지로 동아

시아로 그 기술이 전해졌다고 한다.62) 변형된 위중조

직의 금, 즉 람파의 조직은 전형적인 사문위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전형적인 사문위금은 바탕과 무늬

가 모두 같은 조직으로 단지 위사의 색상에 의해 무

늬가 구현될 뿐이었다. 따라서 직물색상이 퇴색하면

바탕과 무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람파는 두 종류의 경사[地經絲, 別經絲]와 두 종류의

위사[地緯絲, 紋緯絲]를 사용하여 바닥과 무늬의 조

직을 다르게 짤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바탕은 경사로

구성되는 경면 조직을, 무늬는 위사로 직물 표면을

구성하는 위면 조직을 사용하여, 색상뿐 아니라 조직

상으로도 무늬와 바탕이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

다. 점차 사문위금은 변형된 위중조직의 람파로 대치

되어 13세기 이후에는 거의 생산이 중단되었다.63)

Ⅳ. 결론
금직물(錦織物)은 한 대부터 당 대라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과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유행하였던 고급

직물의 일종이다. 중국에서는 시경처럼 오래된 문

헌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서주(西周)

시대에 이미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직물은

전국시대(戰國時代)와 한 대를 거치면서 중국뿐 아

니라 중앙아시아 일대부터 북중국, 아프리카 북부,

로마지역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었다.

고대 중국에서 발생한 동아시아적인 경금(經錦)은

평직바탕에 무늬와 조직이 모두 경사를 통해 구현되

는 경면금의 특징을 가진다. 이때 직물의 무늬는 경

사의 색상에 의해 표현되므로 경사의 색상이 사라지

면 무늬도 사라져 일반적인 평직물처럼 보이게 된다.

또한, 단위무늬는 위사방향으로는 비교적 긴 것에 비

하여 경사방향은 대개 몇cm에 불과할 정도로 짧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금은 수대(隋代, 581∼618)를 전

후로 경사방향으로 능선이 나타나는 사문경금(斜紋

經錦)이 출현하면서 더욱 다채로워졌다.

7세기경에 나타난 금직물의 변화 중에서 가장 주

목할 점은 금직물의 유형이 동아시아적인 경금에서

서아시아적인 위금(緯錦)으로의 전환된 것이다. 서방

세계로 전파된 동아시아의 경금은 서아시아적 직조

기술과 결합하여 사문위금(斜紋褘錦)으로 발전하였

고, 이것이 다시 동아시아로 회귀하여 금직물의 동서

교류가 이루어졌다. 서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위금직물의 특징은 S 꼬임의 견사가 사용된 동아시

아적인 경금과 달리, Z 꼬임의 견사가 사용되고 위사

방향으로도 단위무늬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또한, 문

양적으로는 연주문과 함께 신화적인 동물이나 서역

적인 수렵문 등이 결합한 형태로 이는 사산조 페르

시아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물들은 당

시 문헌에 나타난 파사금(波斯錦), 호금(胡錦), 번금

(番錦)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 대 이국적인 위금직물이 유행한 배경에는 소그

디아나를 중심으로 동서무역을 담당하였던 서역상인

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

나 문헌에서는 그와 함께 중국 내에서도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수서(隋書)에 기록된 하타(何

妥)의 부친과 페르시아풍의 금포를 제작한 하조(何

稠)의 조상은 서역 인이었다. 그러나 이미 수나라에

정착한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의 기술은 당시대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 초기에 활동한 두

사륜(竇師綸)의 능양공양(陵阳公样)의 금직물 역시

사산조 페르시아풍의 직물이 중국화된 예로 볼 수

있다.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친 시기는 서역적인 사문위

금에서 동아시아적인 사문위금의 양식이 성립된 시

기였다. 이시기의 사문위금에은 Z 꼬임 대신에 S 꼬

임의 견사가 사용되었으며 무늬의 반복은 사방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9세기 이후에는 중국적인

요소가 더욱 강화되어 문양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사

실적인 경향을 보이며, 색채는 더욱 다채로워졌다.

점차 사방으로 반복되는 보상화풍의 화초문이나 꽃

과 새가 어우러진 화조문이 사용되면서 당 대의 전

형적인 보상화문(寶相花紋)의 특징을 갖추게 된다.

고대사회에서 금직물은 실생활을 위한 복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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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의 소재라는 실용적인 의미를 벗어나 그 시

대의 미의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예술품이기도 하였

다. 특히 비교적 운반이 수월하다는 직물의 속성 때

문에 한 지역의 문양이나 디자인을 다른 곳으로 전

파하는 중요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특

히 금직물은 고대 동서 간의 문화교류가 가장 잘 반

영된 예이다.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경금은 서아시아

의 전통과 만나 위금이라는 새로운 직조법으로 발전

하였다. 이러한 위금은 이국적인 서아시아의 문양과

결합하여 다시 동아시아로 회귀하여, 당 대를 특징짓

는 이국적이면서도 화려한 복식문화의 근간이 되었

다. 이처럼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간의 문화교류는

고대사회 견직물의 외관과 제직방법에 비약적인 발

전을 가져온 원동력이었다.

참고문헌

1) 路甬祥 (2005), 中國傳統工藝全集: 絲綢織染, 鄭州: 大
象出版社, p. 269.

2) 詩經, 國風 衛風, 碩人衣錦褧衣.
시경의 제작연대는 서주(西周, B.C 11세기∼B.C 771

년)로 추정한다.

3) 詩經, 國風 鄭風, 丰: 衣錦褧裳 裳錦褧衣.

4) 詩經, 國風 唐風, 葛生: 角枕粲兮 錦衾爛兮.

5) 공석붕, 염삼주 (2002), 纖維 패션․素材辭典(제 3개정

판), 서울: 한국섬유신문사, p. 612.

政經(Warping)이란 제직 준비 공정 중의 하나로 일정

올 수의 경사를 길이 및 장력을 균일하게 하여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배열하여 드럼 또는 빔에 감는 작업을

말한다.

6) 민길자 (1990), 韓國傳統織物의 組織에 대한 考察Ⅰ,

敎育論叢, 10(1), p. 105.

7) 路甬祥, op. cit., p. 298.

8) 심연옥 (1998), 중국의 역대직물, 서울: 한림원, p. 80.

9) 심연옥 (2002), 한국직물 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

소 출판부, p. 217.

10) De Moor, A. et al. (2009), 3500 Years of Textile
Art, Lannoo Publishers(Acc), p. 82.

11) 공석붕, 염삼주, op. cit., p. 320.
開口[북길]는 경사를 상하운동시키는 종광[잉아]에

의하여 위아래로 벌어진 공간 사이로 북이 드나들면

서 위사가 투입되도록 하는 것.

12) Schoeser, M. & Marcandalli, B. (2007), Silk,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 22.

13) 심연옥 (1998), op. cit., p. 94.

14) 趙豊 (2002), 絲織品考古新藝現, 香港: 藝紗堂/服飾出

版, pp. 32-33.

15) 路甬祥, op. cit., p. 269.

16) 趙豊, 徐錚 (2008), 錦繡華服: 古代絲綢染織術, 北京:

文物出版社, p. 64.

17) 趙豊 (2007), 敦煌絲綢藝術全集: 英藏卷, 上海: 東華

大學出版社, p. 297.

18) Ibid., p. 297.

19) Watt, James C. Y. (2004), China: Dawn of a Golden
age, 200-750 A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Yale University Press, p. 73.

20) 심연옥 (1998), op. cit., pp. 103-104.

21) 趙豊 (2002), op. cit., p. 96.

22) Ibid., p. 96.

23) Ibid., p. 25.

24) 趙豊 (2007), op. cit., p. 144.

25) 심연옥 (2002), op. cit., p. 219.

26) 世界の博物館 (1978), シルクロ-ド博物館, 東京: 講談

社, p. 123.

27) Ibid., p. 123.
Watt, James C. Y., op. cit., p. 68.

28) 世界の博物館, op. cit., p. 124.

29) 三國志, 魏書 凡30卷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

30, 魏略西戎傳曰…(중략)…又常利得中國絲 解以為胡

綾 故數與安息諸國交市於海中.

30) Watt, James C. Y., op. cit., p. 70.

31) Ibid., p. 70.

32) 路甬祥, op. cit., p. 121.

33) Ibid., p. 121.

34) 趙豊, 徐錚 (2008), op. cit., p. 53.

35) 국제한국학회 (1999),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아시아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본 한국 문화의 형성, 서
울: 소나무, p. 67.

36) 太原市文物考古硏究所 (2005), 北齊徐顯秀墓, 北京:

文物出版社, p. 33, p. 40.

37) 常沙娜 (2005), 中國織繡服飾全集 1, 織染卷, 天津人民

美術出版社, p. 134.

38) 梁書, 列傳 凡50卷 卷54, 列傳第48, 諸夷 西北諸戎 滑國.

39) 南史, 列傳 凡70卷 卷79, 列傳第69, 夷貊下 西域 滑國

呵跋檀國 周古柯國胡密丹國.

40) 舊五代史, 列傳 凡7卷 卷138, 外國列傳第2 吐蕃.

41) 趙豊 (2007), op. cit., p. 216.
姜伯勤 (1994), 敦煌吐魯番文書與絲綢之路, 北京: 文

物出版社, pp. 206-210.

42) 김소현 (2003), 실크로드의 복식 호복, 서울: 민속원,

p. 23.

43) 姜伯勤, op. cit., p. 208.

44) 全景博物館叢書編委會編纂 (2003), 中國人物畵博物館
一, 海燕出版社, p. 38.

45) 通典, 卷6 食貨6 賦稅下, 准今布帛皆濶尺八寸長四丈爲疋

46) 趙豊 (2007), op. cit., p. 218.

47) 趙豊 (2007), op. cit., pp. 218-219.

48) 姜伯勤, op. cit., p. 206.

49) 趙豊 (2007), op. cit., p. 219.

50) 홍나영, 신혜성, 이은진 (2011), 韓, 中, 日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 파주: 교문사, p. 70.

51) 국제한국학회, op. cit., p. 67.



服飾 第62卷 4號

- 122 -

52) 舊唐書, 列傳 凡150卷 卷198 列傳第148, 西戎 波斯國.

53) Needham, Joseph (1654),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이석호 외 역 (1985), 中國의 科學과 文明, 서
울: 을유문화사, p. 270.

54) 隋書, 列傳 凡50卷 卷68 列傳第33, 何稠.

55) Watt, James C. Y & Wardwell, Anne E. (1997),

When silk was gol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24.

56) 路甬祥, op. cit., p. 291.

57) 新唐書, 志 凡50卷 卷59 志第志49 藝文3, 丙部子錄 雜

藝術類, ‘竇師綸 畫內庫瑞錦對雉鬥羊翔鳳游麟圖 字希

言，太宗秦王府諮議、相國錄事參軍，封陵陽公.

58) 新唐書, 志 凡50卷 卷24 志第14, 車服 其他, ‘文宗即

位…(중략)…袍襖之制 三品以上服綾 以鶻銜瑞草 鴈銜

綬帶及雙孔雀, 四品 五品服綾 以地黃交枝, 六品以下服

綾 小窠無文及隔織 獨織.

59) Watt, James C. Y & Wardwell, Anne E., op. cit., p.
25.

60) Ibid., pp. 24-25.
路甬祥, op. cit., pp. 310-311.

61) 趙豊 編著 (1999), 織繡珍品: 圖說中國絲綢藝術史, 香
港: 藝紗堂, p. 145.

62) 심연옥 (2002), op. cit., p. 222.

63) Ibid., p.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