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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cotton production of Damyang-gun & 
Hwasun-gun, Yeongsan River compared with that of Gurye-gun, Seomjingang River 
in modern times. To do this, research method was both literature and fieldwork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cotton fiber cultivation in Damyang-gun 
& Hwasun-gun, Chinese cotton (在來綿) has been cultivated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unlike Gurye-gun. Especially, Yellow cotton (黃綿) has been cultivated in Hwasun- 
gun. Second, as for spinning in Damyang-gun, Hwasun-gun and Gurye-gun, some of 
cotton spinning process have been gradually changed to mechanization by market 
shop equipped with mechanized cotton gin and cotton whipping tool since Japanese 
colonial era. Third, the loom types also, like spinning tools, have been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Korean back-strap loom to the treadle loom in Damyang-gun, Hwasun- 
gun and Gurye-gun. Chemical dyeing with chemical dyestuff also has been done since 
Japanese Colonial era. Fourth, since the 1970s, the outputs of cotton production have been 
reduced in both Damyang-gun & Hwasun-gun. For Damyang-gun, this has been 
connected with bamboo craft since the Joseon Dynasty period. So, Damyang-gun has 
more concentrated on bamboo craft than cotton production. For Hwasun-gun, since 
Japanese Colonial era, sericulture has been very important. So, Hwasun-gun also has 
more concentrated on sericulture than cotton production. The main reason to discontinue 
cotton production in Damyang-gun, Hwasun-gun and Gurye-gun was related to the local 
choice like economic add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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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라남도를 특징짓는 섬진강, 영산강, 탐진강 3개의 강 유역은 일반적으로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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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태적,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지리적으로 섬진강 유역에 속하는 지역들은 보성, 
고흥, 곡성, 구례, 순천, 광양, 여수로, 섬진강 유역은 

동쪽으로는 낙동강 유역, 서쪽으로는 영산강 유역과 

접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걸쳐

있지만, 전라남도가 40% 이상으로 섬진강 유역에서 

전라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영산강 유역

은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시작하여 전라남도 중서부 

지역을 지나 서해로 연결되는 강으로, 3개의 강 유역 

중 전라남도의 가장 많은 지역들(광주, 목포, 나주, 무
안, 함평, 화순, 담양, 영암, 해남, 영광, 장성)이 영산

강 유역에 속해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전라남도 문화

는 다른 강 유역들보다는 영산강 유역의 문화로서 많

이 논의되어져 왔다. 탐진강 유역은 전남 장흥군․강

진군을 흘러 남해로 흘러드는 강 인근 지역으로서 전

라남도의 최남단 지역들을 일컫는다.
문화적으로 영산강 유역은 전남 서부지역으로 지

칭되어 한국의 2번째 곡창지대인 전남평야 지역으로 

농경이 성행한 만큼 갖가지 농경문화가 발달된 곳이

다. 벼농사와 관련된 다양한 도작문화의 요소들이 발

견되고 있고, 특히 영산강의 수운과 함께 발달된 장

시들은 전국적인 다른 지역과의 문화 교류와 수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부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다. 반면, 전남 동부지역으로 지칭되는 섬진강 

유역은 논농사를 위한 평야지역도 존재하지만, 일반

적으로 산악지대가 많아,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가 발

달한 지역으로 문화적으로도 영산강 유역과는 구별이 

되고 있다. 섬진강 유역 역시 수운을 따라 장시가 발

전하면서 다양한 물자와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 영산

강 유역과는 다른 지역문화들이 형성되어 온 곳이다.
본 연구는 근대시기 전라남도 지방의 지역별 직물 

문화에 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오면서 다른 문화 요

소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의 직물 문화에도 권역별

로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미 2013년에 논문이 발표된 섬진강 유역권의 구례군

의 근대시기 면직물 생산문화에 관한 자료와 새롭게 

조사된 영산강 유역권의 담양군과 화순군의 근대시

기 면직물 생산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미리 밝혀둘 점은 면 재배, 제사, 제직, 염색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 관한 조사 항목들은 구례군과 마찬가

지로 담양군, 화순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것

은 면직물 생산과 관련된 세부적인 단계들은 지역적 

차이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3지역에 관

한 조사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Ⅱ.�Background

현재까지 진행된 영산강 및 섬진강 문화에 관한 연

구들은 크게는 고고학, 지리학, 민속학, 지방사, 건축

학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다. 먼저 고고학적 연구들은 

해당 강 유역에서의 시기별 문화적 특징(Lee, 2011; 
Lee, 2015; Lee & Lee, 2006)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는 아니지

만,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문화자원들의 시,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들(Jang, 2013; Kim, Shin, Lee, & 
Jang, 2012)이 이뤄졌다. 섬진강 및 영산강에 관한 연

구가 가장 다양한 주제와 양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

행된 분야가 민속학과 지역사 분야이다.
민속학에서는 영산강과 다른 지역권과의 문화 교

류(Na, 2007), 마을 신앙의 특징(Han, 2007), 신앙과 

민속 문화의 구조적인 특징(Pyo, 2008, 2009), 영산강 

유역의 자연 환경과 관련된 기술 연구(Byeon, 2011; 
Byun, 2012), 그리고 영산강 유역의 전체적인 민속문

화의 특징에 관한 연구(Pyo, 2012)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섬진강 유역에 관한 연구는 

영산강 유역에 관한 연구 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민속

학적 측면에서 섬진강 민속의 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

구(Park, 2014), 섬진강 유역 누정의 건축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Kim, Cheon, & Lee, 2011) 등이 이뤄졌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에 관해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들이 진행되

어져 왔지만, 다른 주제들에 비해 현재까지 전라남도 

길쌈 문화를 유역권의 특징 차원에서 분석하거나 비

교하는 연구들은 그 동안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 학술지에 발표되었던 섬진강 유

역인 구례군의 근대 시기 면직물 생산 문화에 관한 

연구(Choi, 2013)와 섬진강 유역인 구례군과 경계를 

이루는 영산강 유역권인 담양군과 화순군의 근대시

기 면직물 문화의 특징과 변화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내용으로는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에서 직물 생산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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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 시점까지 영산강 유역 담양군과 화순군의 면 

생산 문화의 특징과 변화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섬

진강 유역의 구례군의 사례와 비교하여 영산강 유역

과 섬진강 유역의 근대시기 면직물 생산 문화의 특징

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Methods

1.� Study�object�

본 연구는 근대시기 영산강 유역권의 담양군과 화

순군 면직물 생산 문화의 특징을 조사하고, 이를 섬

진강 유역의 구례군의 면직물 문화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Study�method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 연구와 현지 조

사 연구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Literature� research

문헌 연구는 담양군과 화순군에 관한 기록이 제시

되어 있는 고문헌, 군지(郡誌), 군사(郡史), 통계 연보 

등을 조사 자료로 활용하였다. 

2)� Field�work� research

현지조사는 1차 기초조사와 2차 보완조사 방식으

로 수행되었다. 1차 기초조사는 2010년 11월부터 12
월 초까지 한 달 동안 담양군과 화순군 지역에서 실

시되었으며, 2차 보완조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
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담양군과 화순

군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전쟁 그리고 직물 생산이 사

라지게 된 시기까지 직물 생산에 관한 기억과 경험을 

지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었다. 조사지역은 담양군

은 수북면, 용면, 대전면 3개 면, 화순군은 이서면, 도
곡면, 능주면 3개 면에서 실시되었다.

Ⅳ.� Results�&� Discussion

1.�Outline� of�Damyang-gun�&�Hwasun-gun

1)�Damyang-gun�

담양군은 전라남도 북단에 위치한 군으로 영산강

<Fig.� 1> Jeollanam-do Map
From.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n.d.). Retrieved April 28, 2016, from 
http://www.jeonnam.go.kr

의 최상류 지역에 속하면서도 동남쪽으로는 섬진강 유

역권에 속하는 곡성군과 인접하고 있다(Damyang-gun, 
1994)(Fig. 1). 담양지역의 전통적인 섬유 재배 작물

은 면화, 대마, 모시 등을 들 수 있는데, 면화는 조선 초

기부터 대마는 그 이전부터 재배(Damyang-gun, 1994)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담양지역은 다른 전라

남도 지역과 달리 전통적으로 직물 수공업 이외 지역 

특산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한 죽세 공예품 및 기타 죽

세 관련 상품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2)�Hwasun-gun

화순군은 북쪽의 담양군과 함께 영산강 유역권의 동

쪽 끝 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동쪽으로 섬진강 유

역권인 곡성군과 순천시, 보성군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다. 화순군의 전통적인 섬유작물로는 면화, 저마, 견 등

이 있다. 특히 화순군은 전라남도에서 2번째로 양잠업

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고, 화순읍에 있는 제사회사에서 

많은 양의 양잠을 회수하고 있다(Hwasun-gun, 1980). 

2.�Fiber�cultivation(Damyang-gun�&�Hwasun-gun)

담양군과 화순군의 섬유재배에 관한 조사에서는 섬

유 재배 방식(시기, 공동작업 여부)과 일제 강점기 전, 
후의 면화 품종에 관한 면담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1930년대 담양군과 화순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면화 재배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봄에 자신 소유의 

밭에 면화씨를 뿌려서 추석 전에 수확하는 것이다(이
**, 1934년생, 담양군 수북면; 정**, 1941년생, 담양

군 수북면; 이**, 1929년생, 화순군 도곡면).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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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를 재배할 밭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수확한 

면화 솜을 나누어서 받고, 그 댓가로 면직물을 직조

해서 갚는 “베내기” 방식(유**, 1932년생, 화순군 능

주면)을 해왔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동안 담양군과 화순군의 면화 품종에 

관한 주민들의 면담 결과, 일제강점기에도 그 이전과 

동일하게 육지면이 아닌 재래종으로 계속 파종하여 

재배(문**, 1933년생, 화순군 천암리)하였다고 하였

다. 또한 1930년대 호남 지방에서 재배되었다고 추정

되는 황면은 담양군의 경우에는 거의 재배하지 않았지

만, 화순군의 경우에는 일반 면화 종자 이외에도 같

은 밭에서 황면과 일반 면 종자를 같이 파종하고, 재
배하였다고 하였다(유**, 1932년생, 화순군 능주면).

면화 재배에 있어 담양군과 화순군에서 파악되는 

공통된 특징은 첫째, 면화 파종은 3~4월쯤 시작해서 

면화 솜이 완숙되는 8월 쯤 면화를 수확하였다는 것

이다. 또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삼베 수확과

는 달리, 면화 수확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면 종자는 문헌상으로는 일제 강점기 

동안 전라남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일본이 보급한 육

지면이 기존의 재래면을 강제적으로 대체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그러나 면담결과, 담양군과 화순군에서 

일제 강점기 동안 재배된 면화 품종은 일본이 보급한 

육지면이 아닌 전통적인 재래면이 지속적으로 사용되

었다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 동안 재래면에서 육지면

으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구례군

의 사례와 담양군과 화순군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제강점기 동안 구례를 포함한 

전라남도 지역들은 일본이 면화를 집중적으로 수탈 대

상으로 삼고, 육지면 재배를 강제시킨 것에 반해, 담
양군과 화순군에서는 다른 식민 정책이 진행되었음

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담양군은 전통적

으로 죽세공예가 직조공예보다 더 발달되어 있었다

는 점, 그리고 화순군은 일본이 종방 마을을 조성하

여 면화보다는 양잠을 중요한 수탈 대상으로 삼았다

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래면 

이외 재배된 면 종자에 있어서는 담양군과 달리, 화

순군은 황면(노랑면)도 함께 재배되어 흰색 면직물과 

함께 문양직물 직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례군에서도 황면 재배가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은 

황면 재배는 일제 강점기에 새롭게 등장한 면화 종자

의 변화라기보다는 단조로운 흰색의 면직물 직조에 

변화를 주기 위한 지역적 기술 선택의 결과로서 해석

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셋째, 담양군과 화순군에서 면 재배에 있어 토지 

보유 유무와 관련한 “베내기”라고 노동력 교환의 문

제가 파악되었다. 섬진강 유역 구례군 지역에서는 이 

같은 경우를 “수냇베 길쌈” 혹은 “피냇베”(Choi, 2013)
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 명칭만 다를 뿐 구례군과 

동일한 현상이 담양군과 화순군 지역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Spinning

면 제사 과정은 씨앗기(씨빼기), 솜타기, 솜고치말

기, 물레질의 과정으로 세분화되는데, 담양군과 화순

군의 주민들에게도 구례군과 동일한 면 제사 과정에 

대한 주민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담양군과 화

순군은 1930년대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면 제사 과

정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1)�Damyang-gun�

면담 결과, 담양군은 이미 1940년대부터 1950년 

전쟁 이전 사이 전통적인 씨아틀을 사용하여 가정에

서 전통방식으로 씨를 빼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계를 이용한 씨빼기와 솜타기 작업(10가구 중 9가

구)이 보편화 되었다. 이 작업은 주로 마을 장터에 발

틀 조면기와 솜타는 기계를 갖춰, 이에 해당하는 작업

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점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활
로도 하고 기계로도 하고 근디 손으로 퉁퉁 할라믄 

얼마나 오래 걸리오. 그래서 다 기계로 했제… 처음에

는 그것(방앗간)이 없어가꼬 집에서 하다가 기계가 생

긴께 기계에서 씨앗고(씨빼기 작업 지칭), 타고(솜타

기 작업 지칭)해서 말아서 했제. 인자 방앗간에서 목

화씨 빼다가 또 솜을 타 기계에다가 타가꼬 와서 집

에서 인자 매달아놓고 꼬치 몰아갔고, 또 물레에다 

돌려인자, 그래가꼬 면실 뽑아가꼬 날아가꼬 마당에 

메가꼬 짰제.” 이**(1924년생, 담양군 수북면) 면담과 

정**(1939년생, 담양군 대전면), 박**(1939년생, 담양

군 대전면)의 면담내용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

었다. “면 탄데 가서 타. 방앗간이 저 아래 있었는데. 
지금 헐어가꼬 없어. 옛날 방앗간 터(Fig. 2)는 마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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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inning-related area in Damyang-gun
From. Choi, S. Y. (2010). Picture taken by author

심어 놓고 했드만”이라고 했으며, 현재 조사 현장에

서는 옛 방앗간 터만 확인되었다. 

2)�Hwasun-gun

화순군의 경우도 면담 결과, 1930년대 이전에는 여

성들에 의한 씨빼기와 솜타기 과정은 대체적으로 전

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1940년대 이후에는 씨

빼기와 솜타기가 기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

**(1933년생, 화순군 천암리)의 경우, 결혼 전인 15세

쯤에도 친정 마을인 화순군 장터에 방앗간이 있었다

고 했으며, 결혼 이후인 1950년대에는 화순군 전체적

으로 떡 방앗간과는 구별되는 능주 장터 방앗간에서 

씨빼기와 솜타기를 하였다고 하였다. 유**(1932년생, 
화순군 사평면)의 경우도 1950~60년대 화순군에서 

씨빼기와 솜타기는 읍내 방앗간에 가서 했다고 한다. 
담양군과 화순군에서 보이는 면 제사과정의 공통

점은 첫째,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족답식 조면기와 솜타는 기계를 갖춘 상점(일명 방앗

간)이 마을에 존재하여 씨앗기와 솜타기 과정이 기계

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구례군의 사례

(Choi, 2013)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구례군이 경우에

는 ‘방앗간’ 이외에도 ‘씨앗이방’(Choi, 2013)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어 지역별 명칭의 차이는 존재하

였지만, 그 기능은 유사하였다.
둘째, 면 제사과정에서 씨빼기와 솜타기 과정이 전

통적인 방식에서 기계화 작업으로 대체되었고, 나머

지 고치말기와 물레작업은 다시 가정에서 여성들의 

개인 혹은 공동 작업에 의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속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제사 과정의 기계화와 

수작업의 분화는 구례군과도 일치하였다. 고치말기와 

물레작업 방식에서 이**(1933년생, 화순군 이서면)은 

“근께 그때는 삼대 사대 오대가 같이 살았은께 품앗

이도 하고 그랬제… 가족 품앗이도 하고, 마을 사람들

끼리 품앗이도 하고 그랬제. 아무리 같이 살아도 가

족끼리도 힘든께 품앗이하고, 그 때는 많이 그랬어”
라고 하듯이, 방앗간에서 솜타기까지 기계 작업을 마

치고 난 후, 고치말기와 물레작업은 개인 작업이 아

닌 가족 단위 혹은 마을 단위의 품앗이 형태로 공동

으로 진행되었다. 공동 작업은 “한방에 5~6명 정도 

빙 둘러앉아 일을 했다”라는 말로 보아, 그 작업 크기

를 짐작할 수 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고치말기

와 물레 작업에 필요한 도구는 각 가정에서 남자 혹

은 목수가 제작해서 사용하였다. 

4.�Weaving�&�density

1)�Damyang-gun

담양군에서 면담을 한 이**(1928년생, 담양군 수

북면), 정**(1932년생, 담양군 수북면), 유**(1932년

생, 담양군 대전면), 정**(1935년생, 담양군 대전면), 
박**(1941년생, 담양군 대전면)은 1950년대 전, 후로 

결혼을 하였다. 이들이 시집 온 직후 담양군 마을에

서는 기계베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결혼 이전 친정 동네에서도 부유한 집

에서 기계 베틀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 베

틀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결혼 후 담양군 마

을에서 손베틀 이외에 기계베틀을 직접 사용했던 경

험이 없다고 하였다. 담양군 마을에서도 부유한 사람

들만이 기계베틀을 사용하였다.
1950년대 혼인한 남**(1933년생, 담양군 수북면)

은 기계 베틀의 구입은 특정한 기계 베틀 판매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 베틀의 형태를 알고 있는 마

을 목수가 기계베틀을 직접 제작해 주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담양군에서의 기계베틀 사용 현황은 정

**(1939년생, 담양군 대전면)와 정**(1932년생, 담양

군 수북면)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담양군에서 제직한 면직물의 승수(升數)는 정**(1935

년생, 담양군 대전면)에 의하면 8새, 9새, 10새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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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eaving tool in Damyang-gun
From. Choi, S. Y. (2010). Picture taken by author

적으로 많았다고 하며, 이**(1924년생, 담양군 수북

면)과 정**(1932년생, 담양군 수북면)는 10새가 가장 

섬세한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담양군에

서는 일반적인 흰색의 면사를 이용한 평직물 제직 이

외 문양 직물의 제직은 파악되지 않았다. 제직 도구

인 손베틀과 기계베틀은 상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

니라, 모두 목수에게 제작을 의뢰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제직도구들은 볼 수 없었으며, 
현재까지 나산리의 이** 할머님이 소유한 도투마리

(Fig. 3)만을 볼 수 있었다.

2)�Hwasun-gun

화순군 도곡면에 거주하는 문**(1932년생, 화순군 

도곡면) 씨와 이**(1947년생, 화순군 도곡면) 씨는 시

집 온 후 화순군 마을에서 조선베틀과 기계베틀을 사

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선베틀은 대략 2일 걸려서 

1필(20자)을 직조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마을 부자들

은 기계베틀을 소유하여 1일에 1필 이상을 직조하였

다고 했다. 면직물의 승수는 주로 5새, 7새, 8새였으

며, 5새는 시장에 판매하고, 섬세한 7새와 8새는 자신

들의 옷을 해 입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유**(1932년생, 화순군 능주면)은 화순군 안에서

도 산악지대 마을로 시집을 왔다고 했다. 화순군의 

다른 평야지대 지역보다 산악마을에서 직조는 활발

하지 않아 조선베틀만 사용하였고, 기계베틀은 사용

하지 않았다고 했다. 면직물의 승수는 일반적으로 5
새, 9새가 최상품이었다고 했다.

김**(1924년생, 화순군 도곡면)에 의하면, 화순군

에서는 동일한 밭에 흰색의 일반 면화 종자와 황면 

종자를 같이 재배하고, 직조할 때 흰색과 노란색 면

을 번갈아 직조하였다고 했다. “무늬? 아 그러니까 노

란면이랑 해가꼬 북을 두 개 해가꼬 짜 체크무늬같이 

해가꼬, 두 개 해가꼬 짜는거여 하얀거랑, 노란거랑, 
검정거랑 그러고 짜제.”라고 하는 것처럼, 화순군에

서는 동일한 밭에 흰색의 일반 면화 종자와 황면 종

자를 같이 재배하고, 직조할 때 흰색과 노란색 면을 

번갈아 짜면서 이중직은 아니지만, 평직에 문양을 표

현하였다.
면직물 제직에서 보이는 담양군과 화순군의 특징

은 첫째, 1950년대 이전 담양군과 화순군에서 족답식 

직기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구례군과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전라남도의 군 단

위 마을들에 족답식 베틀이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추

정할 수 있다. 둘째, 화순군에서 황면을 이용한 문양 

표현은 현재까지 호남의 다른 지역 직조에서 이중직

을 포함해서 문양직 직조의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았

던 점을 감안하면 담양군과 구례군과 비교해서도 매

우 특이한 사례에 해당된다. 

5.�Dyeing

1)�Damyang-gun

담양군에서 염색은 시장에서 물감 파는 상점인 일

명 “물장사 집”에서 화학 염료를 구매해서 염색하였

다고 했다(정**, 1935년생, 담양군 대전면, 박**, 
1937년생, 담양군 대전면, 남**, 1933년생, 담양군 수

북면). 염색의 색상은 염료 상점에서 검정색, 붉은색, 
옥색 등 다양한 색상의 염료를 구매하여 염색하였다

고 하였다. 

2)�Hwasun-gun

담양군과 유사하게 화순군에서도 염색은 시장에서 

물감 파는 상점인 일명 “물장사 집”에서 화학 염료를 

구매해서 염색하였다고 하였다(문**, 1932년생, 화순

군 도곡면). 마을에서 일반적으로 검정색 염료를 구

매하여 치마에 검정색 염색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담양군과 화순군에서 면직물의 염색은 화학염료가 보

급되기 이전에는 염색을 하지 않고, 흰색의 면을 그

대로 사용하였다. 1940년대 쯤 마을 장터에 화학염료

를 판매하는 상점이 들어선 이후로 마을 주민들이 화

학염색을 하게 되었다. 구례군에서도 일제강점기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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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염료가 유입되어 일반 주민들에게 보급된 상황(Choi, 
2013)이 담양군과 화순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

제강점기 화학염료의 보급 상황은 유역권의 지역차

이가 없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6.�Discontinuation�of�cotton�production�&�weaving�

주민들의 면담결과, 담양군 지역에서 면 재배 및 

면 직조가 점차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된 것은 1970년

대 초반부터로 파악되고 있다.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여성들이 길쌈에 노동력을 치중했지만, 1970년대부터 

새마을 운동과 함께 쌀 수확량 증가로 현금 수입이 

많아지게 되면서 점차 농사 및 다른 현금성 작물들로 

생계를 전환해갔다. 박**(1937년생, 담양군 대전면)
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노
풍”이라는 쌀 품종이 들어와서 쌀 종자 바꾸고 수확

량이 늘어나서 돈벌이가 되니까 길쌈을 점차 조금씩 

하게 되었어.”라고 한 면담 내용에서 이와 같은 사실

Years
Damyang-gun Hwasun-gun

Area(ha) Area(10a) Outputs(M/T) Area(ha) Area(10a) Outputs(M/T)

1971 210.1 87 182.8 304 82 251

1972 190.2 84 156.6 304 77 251

1973 187.9 88 166.7 ․ ․ ․

1974 117.8 85 101 ․ ․ ․

1975 117 95 111 ․ ․ ․

1976 115 96 110.6 ․ ․ ․

1977 100 89 89.8 ․ ․ ․

1978 110 90 101 ․ ․ ․

1979 103.6 105 108.9 ․ ․ ․

1980 114.8 98 112.5 211.6 84 178.4

1981 ․ ․ ․ 194.5 87 169.2

1982 ․ ․ ․ 209 88 183

1983 55.2 101 55.6 39.5 86 34

1984 48.6 114 55.1 54.6 98 53.4

1985 25.8 101 26.1 45 96 43.2

1986 16.7 107 16.9 42.1 97 41

1987 8.9 96 8.5 28.9 98 28.4

1988 7.7 102 7.9 34.1 99 34

1989 0.5 125 0.6 28.9 100 28.7

From. Damyang-gun. (n.d.). http://www.damyang.go.kr / Hwasun-gun. (n.d.). http://www.hwasun.go.kr

<Table� 1> Outputs of cotton from the 1971 to the 1989 in Damyang-gun & Hwasun-gun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화순군 역시 주민들 면담 결과, 담양군과 마찬가지

로 면 재배 및 면 직조가 점차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로 파악되고 있다. 이** 
(1947년생, 화순군 도곡면) 씨는 이웃마을에서 1970
년대 결혼을 하고 화순군 도곡면으로 왔을 당시에는 

시집 마을인 화순 도곡면에서는 길쌈을 하는 집이 많

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1971년부터 1989년까지의 담양군과 화순

군 통계연보(Table 1)를 살펴보면, 담양군과 화순군의 

면화 생산량의 증감과 소멸 시점이 파악된다. 먼저 

담양군의 경우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완만한 감소

를 보이다가 1974년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이
와 같은 경향성이 1980년대까지 지속되고 1981년부

터 1982년까지는 통계 수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계 수치가 다시 등장하는 1983년에는 1980년대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감소되어 있으며, 198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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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다 1989년에는 거의 생산이 

중단된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도 유사

한 감소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1971년 담양군보

다는 많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보이다가 1973년부

터 1979년까지는 생산량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통계 수치가 다시 등장하는 1980년도는 1972년의 절

반에 가까운 수치로 감소되어 있으며, 이후 계속 감

소세를 보이다가 1989년도에는 매우 적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담양군과 화순군 지역 간 면화 생산량 비교에서도 

1971년부터 담양군과 화순군의 전체 면화 생산량 비

교에서 담양군이 182.8(M/T), 화순군이 251(M/T)로 

화순군이 담양군보다 전체 면화 생산량이 많았다. 
1971년부터 파악된 화순군보다 적은 담양군의 면화 

전체 생산량 비율은 면화 생산이 거의 사라지게 된 

1989년까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

은 근대시기 담양군이 화순군보다는 전체 면화 생산 

규모가 작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2013년 발표된 연

구 자료에 제시된 1971년 구례군(섬진강 유역)의 전

체 면화 생산량 규모(면적 975ha, 생산량 689kg)와 

구례군의 1980년대까지의 면화 생산량 추이를 비교

해 보면 담양군과 화순군의 면화 생산량이 구례군의 

면화 생산량 규모보다 훨씬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구례군의 면화 생산량 규모보다 담양군과 화순군

은 훨씬 적은 면화 생산량을 보여준 요인들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양군 홈페이지에 제시된 1962
년도 사진(Fig. 4)에는 양장 차림의 남성들의 모습과 

함께 여전히 한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나일론으로 된 

한복 치마를 착용하고 죽물 시장으로 가는 담양군 여

성들의 모습이 동시에 파악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Fig.�4> Damyang-gun women wearing nylon hanboks 
in the 1960s

From. Damyang-gun. (n.d.). http://www.damyang.go.kr

도시에서는 방직 산업의 영향으로 나일론과 같은 합

성섬유와 의복이 대량생산됨에 따라 담양군과 같은 

농촌 지역도 도시 지역보다는 늦지만, 점차 이와 같

은 영향(Damyang-gun, 1994)을 받게 된 상황들이 점

차 힘든 노동과정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면직물 생

산을 그만두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서 담양군의 경우, 전통적

인 주력 경제자원인 죽세 공예품(Fig. 5)에 관해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담양 지방의 역사가 기록된 ‘추성지’
에는 400년 전부터 담양에서 죽세공예가 시작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초기부터 담양은 대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으로 잘 알려지게 되었다. 300년 이상

의 전통을 갖는 담양 죽물시장은 전국적 규모로 다양

한 종류의 죽세 공예품들이 거래되었다. 죽물시장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담양 전체 

마을이 가업 또는 부업으로 죽세공예에 종사하였다. 
1922년 일본인들은 질 좋은 죽제품을 착취하기 위해 

참빗조합인 ‘진소조합’을 세웠고, 그 10년 후 조합의 

총사령부격인 산업조합을 담양에 세우기도 하였다. 
1947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5개국에 수출되었고, 해방

과 6․25전쟁 중에도 죽세공예 생산이 감소된 것이 아

니라, 방어용이나 각종 무기 제품으로 수요가 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죽세공예산업이 본격적으로 시

작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부의 향토특화

산업에 대한 지원과 죽세 공업 센터가 설립되면서 부

터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는 담양 죽세

공예산업진흥 10개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됨으로

써 죽세공예경진대회가 개최되는 등 현대화 양상에 부

응하는 가운데 죽세품은 담양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Fig.� 5> Damyang-gun’s bamboo market in the 1969
From. Damyang-gun. (n.d.). http://www.dam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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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했던 시기이다(The Committee of The Journal of 
Jeollanam-do Province, 1995).

이와 같은 근대 시기 담양군에서의 죽세공예의 중

요성은 마을 주민들의 다음과 같은 면담에서도 파악

된다. 남**(1933년생, 담양군 수북면)은 “그 때 담양

은 죽세가 길쌈보다 돈이 더 되었어.” 유**(1934년생, 
담양군 대전면) 역시 “담양은 옛날부터 죽세공예가 

돈이 된께 다른 지역보다 길쌈 별로 안했어.” 박** 
(1941년생, 담양군 수북면)은 마을 전체가 대부분 대

나무 문발을 짜기 시작하고, 그것이 돈이 되면서 길

쌈은 그만 두게 되었어.”라고 하였다. 즉, 담양군에서

는 전통적으로 죽세공예에 마을 주민들이 생계를 의

존하는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전라남도의 다른 인근 

지역들에서 직물 수공예가 중요한 가내부업의 역할

을 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담양군 여성들은 면화 재배 및 전통 면 직조는 경제

적 부가 가치의 목적보다는 집에서 착용하는 의복 및 

가내 소비를 위한 소량 생산을 하다가 1960년대 후반

부터 합성 섬유와 의복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고, 또 

동시에 전국적으로 담양 죽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면화 재배 및 면 

직조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런 원인

이 농사와 여성들의 직물 수공업이 중요한 경제원이

었던 구례군과 같은 지역에서의 면화 생산량과 담양

군의 면화 생산량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이유로 해석

된다. 따라서 고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다른 작물 

재배에 비해서 현금가치가 떨어지는 면화 재배 및 전

통 직조는 시장에 수입 직물과 기성복이 등장하면서 

점차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멀어지게 되

면서 담양군 주민들은 조금씩 전통적인 면화 재배 및 

직조를 그만두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순군의 경우, 전통적으로 죽세공예가 주력 상품

이었던 담양군보다는 면화 생산량이 많았지만, 화순

군은 전통적으로 면화보다는 양잠 생산이 중요하였

다. 특히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이 화순군에 종방 마

을들을 조성하면서 화순군은 면화보다는 양잠 재배

에 더욱 치중하게 된다. 해방 후 수년간의 침체로 잠

업 생산은 잠업의 생산 기반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지

만, 1960년대 초부터는 선진국의 경제가 점차 발전하

면서 견직물의 수요가 확산되고, 생사 수출이 유명하

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촌 산업 진흥

을 적극 양잠으로 권장하고, 특히 외화소득으로 용이

한 잠업이 적극적인 증산정책으로 추진되었다. 1970
년대부터 화순군의 면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 것은 

1971년부터 진행된 정부의 잠업 증산계획과도 일정 

부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Ⅴ.�Conclusion

본 연구는 영산강 유역권의 담양군과 화순군의 근

대시기 면직물 생산의 특징과 변화 그리고 소멸의 과

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섬진강 유역권 구례군의 면 

생산 문화와 비교하였다. 첫째, 면 재배와 관련하여 

담양군과 화순군에서 일제 강점기 동안 재배된 면화 

품종은 일본이 보급한 육지면이 아닌 전통적인 재래

면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 

동안 재래면에서 육지면으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구례군의 사례와 달리, 담양군과 

화순군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동안 구례를 포함한 전라남도 지역들은 식민당국이 

육지면 재배를 강제시킨 것에 반해, 담양군은 전통적

으로 죽세공예가 직조공예보다 더 발달되어 있었다

는 점, 그리고 화순군은 일본이 종방 마을을 조성하

여 면화보다는 양잠을 중요한 수탈 대상으로 삼았다

는 점에서 지역별로 다른 식민정책이 이뤄졌다는 점

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화순군은 황면(노랑면)이 재배

되어 흰색 면직물과 함께 문양직물 직조에 사용된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담양군과 화순군에서는 면 

재배에 있어 토지 보유 유무와 노동력 교환을 보여주

는 “베내기” 방식이 있었다. 이는 섬진강 유역 구례군 

지역에서도 “수냇베 길쌈” 혹은 “피냇베”(Choi, 2013)
라고 하는 동일한 현상이 명칭만 다를 뿐 담양군과 

화순군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파악

되었다.
둘째, 면 제사 및 제직과정에서 담양군과 화순군의 

공통점은 일제 강점기 족답식 조면기와 솜 타는 기계

를 갖춘 상점(일명 방앗간)이 마을에 존재하여 씨앗

기와 솜타기 과정이 기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조선베틀 이외에 족답식 직기가 유입되었다

는 점이다. 이와 같은 면 제사 및 제직 도구의 변화는 

구례군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파악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제사 및 제직 도구의 유입이 해당 지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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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면 염색의 경우, 담양군과 화순군은 화학염

료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염색을 하지 않고 흰색의 면

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일제 강점기 마을 장터에 

화학염료를 판매하는 상점이 들어선 이후로 마을 주

민들이 화학염색을 하게 되었다. 구례군에서도 일제

강점기에 화학염료가 유입되어 일반 주민들에게 보

급된 상황이 담양군, 화순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넷째, 면의 재배 및 직조의 단절과정에서는 담양

군, 화순군, 구례군의 지역 차이가 파악되었다. 담양

군은 전통시기부터 죽세공예가 유명하여 일제강점기 

그리고 근대시기에도 죽세공예를 통한 주민들의 경

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담양군

은 면 재배 및 면직물 생산으로 가내 수입의 많은 부

분을 의존하지 않았던 측면이 전체 면화 생산량 규모

가 크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기에 면화 및 면직물 활

동이 사라지게 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화순군의 경우

도 일제 강점기 집중된 양잠 사업으로 인해 면화 재

배 생산량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에 반해 담양군과 화순군에 비해 매우 높은 면 생산

량이 파악된 구례군은 근대시기 다른 특용작물로 경

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합성섬유의 등장 이전까

지는 가내수공업으로서 면 재배 및 면직물 생산이 차

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각 지역에서 면화 생산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동

력은 일상적인 자가소비의 측면보다는 가내부업으로

서 경제적 소득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영산강 유역권의 담양군과 화순군 그리고 구례군

의 근대 시기 면직물 생산의 특징을 비교한 결과, 황
면의 재배 여부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따른 면화 생

산의 지속과 단절이라는 지역적 선택의 문제를 제외

하고는 면화 재배, 제사, 제직과 염색 및 소멸 과정에 

있어 대체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지역적인 유사성들

이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세 지역에서의 면직물 생

산 방식들의 유사성들의 이유는 추가적인 전라남도 

다른 지역들에 관한 비교자료가 더욱 보충된 이후, 
일반화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잠정

적으로는 전통시기부터 일제 강점기에 지배층이 아

닌 지역의 일반 서민들의 면 생산 기술은 지역적으로

는 많은 다양성들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화시기 정부 주도의 섬유 정책에 의해서

는 경제적 효용가치가 섬유 작물 생산을 유도하는 가

장 중요한 동인이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각각의 지

역적 선택들이 지역적 차이점들로 드러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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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ex Year of birth Address

이** 여성 1924년생 담양군 수북면

이** 여성 1928년생 담양군 수북면

정** 여성 1932년생 담양군 수북면

남** 여성 1933년생 담양군 수북면

이** 여성 1934년생 담양군 수북면

정** 여성 1941년생 담양군 수북면

유** 여성 1932년생 담양군 대전면

정** 여성 1935년생 담양군 대전면

박** 여성 1941년생 담양군 대전면

김** 여성 1924년생 화순군 도곡면

이** 여성 1929년생 화순군 도곡면

이** 여성 1947년생 화순군 도곡면

유** 여성 1932년생 화순군 능주면

문** 여성 1933년생 화순군 천암리

이** 여성 1933년생 화순군 이서면

정** 여성 1934년생 화순군 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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