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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한필이 작은 대통이나 여인들의 식기인 바리 안에 들어간다 하여 ‘통포’, ‘발내포’ 등으로 불리기도 한 ‘북포’는 조선시대 함경도 

육진 지역에서 생산하던 올이 가늘고 고운 삼베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에 

북한 지역의 생활 관습이나 전통 기술 등, 그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그 지역의 삼베 제작 기술 또한 전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북포 제작 공정이 기록된 유일한 문헌인 『오주연문장전산고』를 통해 북포 제작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근대기 문헌 기록과 비교하여 기술의 변천과 그 의의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19세기 함경도 육진 지역의 제섬 방식이 

유럽 및 중국 묘족의 제섬 기술과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19세기 중반 이후에서 20세기 이전 사이, 함경도 지역의 제섬 기술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포 제섬 기술 변천은 기술사적 맥락에서 전통공예기술의 선후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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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삼베는 삼(麻)의 인피 섬유를 이용한 직물로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 의복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삼베

의 재료가 되는 삼은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일반화된 식물

이다. 삼베와 그 재료인 삼을 가공하는 제섬(製纖)1 기술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삼베

와 삼베 제작 기술은 곡성과 안동 등 서울 이남 지역을 중

심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의 삼베

와 제섬을 포함한 삼베 제작 기술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

발한 이후,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해지고 있지 않다.

삼베에 관한 연구는 출토 복식 유물과 문헌을 대상으

로 한 직물 및 복식사 분야 관련 연구2와 국가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된 ‘곡성의 돌실나이’, 경북무형문화재 제1호

인 ‘안동포짜기’ 등 남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삼베와 그 제작 기술에 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

다.3 특히 안동 삼베는 다양한 문헌 자료와 구술 자료를 바

탕으로 한 연구를 통해 안동 지역의 삼베 생산 역사 및 제

섬 기술 종류 등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4 그러나 삼베

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북한 지역의 삼베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북한 지역의 삼베는 북포(北布)라 하여 조선시대에 함

경북도에서 생산하던 올이 가늘고 고운 삼베5가 유명하다. 

특히 함경북도 경흥, 경성, 종성, 온성, 회령, 부령이 삼베 생

산지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북포는 육진세포(六鎭細布), 통

포(筒布), 발포(鉢布), 발내포(鉢內布) 등으로 불리기도 하

였는데, 통포, 발포, 발내포는 베 한 필이 작은 대통, 혹은 

여인들의 식기인 바리 안에 모두 담긴다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이름에 담긴 특성만으로도 직물의 세미(細美)함을 짐

작할 만하다.

북포의 내력과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 기록은 

다수 존재하나, 그 제작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문헌 기록

은 18세기 실학자 이규경의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

衍文長箋散稿)』 인사편(人事編), 복식류(服食類)에 실린 

「연마변증설(練麻辨證說)」이 유일하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조선 후기에 기록된 백과사전

으로 역사·천문·지리·문학·음악·풍습·서화·광물·초목·

의학·농업·음식·복식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

되어 있다. 특히, 이 문헌은 조선 후기 의식주 생활과 관련

한 다양한 공예품과 그 제작 기술이 기록되어 있어 전통공

예기술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사료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여러 지역의 삼베 중에서도 북한 

지역의 ‘북포’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하고, 조선시대부터 근

대기까지의 문헌 기록을 통해 북포의 내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북포 제작 기술을 

현재 남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삼베짜기 공정과 비교

하여 조선 후기 삼 제섬 기술과 그 특징을 고찰하고, 근대

기의 각종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북포 제섬 기술의 변천과 

그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원료에서 섬유를 갈라내거나 뽑아내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2 직물 및 복식사 분야의 연구로는 민길자, 1984, 「우리나라 직물제직기술에 대한 연구(Ⅰ) -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대마와 저마직물을 중심으로 -」 『한국의

류학회지』Vol.8; 박윤미·최재현, 2009, 「고령 지산동 제73호분 출토 직물의 특성」 『복식』Vol.59; 박윤미, 2014, 「백제 직물의 특성과 직조 기술」 『백제학보』

Vol.12 등이 있다.

3 남한 지역의 삼베와 그 생산에 관한 연구로는 조승현, 1992, 「전남 삼베수공업의 존립형태와 지역구조의 변천 - 전남 보성군을 중심으로 -」 『호남문화연구』

Vol.21; 고부자, 2004, 「보성 삼베 연구」 『복식문화연구』Vol.12; 고부자, 2006, 「무주삼베의 생산과정과 전승양상」 『비교민속학』Vol.32; 최승연, 2014, 「근대 

시기(1920~1980) 전라남도 구례군의 전통 삼베 수공업 생산 방식의 특징과 변화」 『복식문화연구』Vol.22; 심연옥·금다운, 2016, 「삼베짜기 전승현황과 지

역별 특성」 『韓服文化』Vol.19 등이 있다.

4 안동 삼베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박광숙, 2002, 「안동포 삼베 직조과정의 특성」 『안동 삼베 연구』, 안동대학교박물관; 배영동, 2002, 「안동포 전통의 형성과 변

화」 『안동 삼베 연구』, 안동대학교박물관; 배영동, 2003, 「안동포 생산과 소비의 전통과 현대적 의미」 『한국민속학』37집 등이 있다.

5 북포.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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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삼의 생육 특성과 북포

1. 삼의 생육 특성과 조선시대 삼베 생산지

1) 삼의 생육 특성과 재배 현황

삼은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삼과의 한해살이풀로 마(麻), 

대마(大麻)라고도 한다. 삼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카스피

해 연안에서 시베리아 남부, 키르기스스탄의 초원지대, 또 페

르시아에서 북인도, 히말라야 등 넓은 지역에 야생하고 있다.6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여 재배 범위가 가장 넓은 작물

이기도 한 삼은 열대지방부터 한대지방까지 섬유 및 종실(種

實)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러시아, 

유럽, 인도, 중국, 일본 등에서는 섬유작물로 재배하고 있다.7

삼베의 재료가 되는 섬유질은 삼 줄기에서 얻을 수 있

는데, 삼 줄기는 표피(表皮), 인피부(靭皮部), 형성층(形成

層), 목질부(木質部), 수부(髓部)로 이루어져 있다.8 이중 인

피부가 삼베의 제작 원료가 된다. 

우리나라의 삼 재배는 1967년 6,000ha의 재배 면적

과 1969년 7,337톤의 생산량을 기록한 바도 있으나 점차 감

소되어져 왔다.9 2001년 271.6ha였던 재배 면적은 2015년 

11.9ha으로 14년 사이 약 96% 감소하였으며, 2015년 기준, 

재배 면적의 56%를 경남 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에서 삼을 재배하는 농가 수는 총 68호로 강원도, 충청북

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분포되어 있

으며 충청남도와 경상북도의 농가 수가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10

2) 조선시대 삼베 생산지

삼베 제작이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가락바퀴와 방추차 등 제사(製絲) 관련 

도구가 유물로 남아있고, 『후한서』, 『삼국사기』 등의 문헌에 

‘마(麻)’, ‘마포(麻布)’의 기록이 남아있어 우리나라가 고대

부터 삼베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김연옥, 1994, 『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218.

7 김희태·박찬호, 1976, 『신고 공예작물학(新稿 工藝作物學)』, 향문사, p.59. 

8 임형진, 2009, 「‘삼가마’ 유구에 대한 민속학적 논증 - ‘삼가마(삼굿)의 축조와 구조, 운용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 -」 『문화재』Vol.42 No.4, p.7.

9 안완식, 2009, 『한국토종작물자원도감』, 도서출판 이유, p.361.

10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국가통계포털, 2017.5.10. 최종 접속.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4&tblId=DT_114_2012_S0095&conn_path=I3. 

표 1. 2015년 국내 삼 생산현황(농림축산식품부, 2015, 특용작물생산실적, 국가통계포털 자료 재편집)

시도 품명(1) 품명(2)

2015년

농가 수
(호)

재배면적
(ha)

수확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M/T)

강원도 섬유작물 대마(삼) 5 1.1 1.1 150 1.65

충청북도 섬유작물 대마(삼) 1 0.11 0.11 109.09 0.12

충청남도 섬유작물 대마(삼) 31 2.43 1.6 173 2.77

전라남도 섬유작물 대마(삼) 5 1.48 1.48 143.53 2.12

경상북도 섬유작물 대마(삼) 24 6.5 6.5 378.97 24.63

경상남도 섬유작물 대마(삼) 2 0.23 0.23 200.17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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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삼의 재배 및 생산 가능 지역은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지역 물산을 토의(土宜), 토공

(土貢), 토산(土産), 약재(藥材)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데, ‘토의(土宜)’조(條)에는 해당 군현에서 재배에 적합한 식

물을 기록하였으며, ‘토공(土貢)’조(條)에는 해당 군현 지역

에서 생산된 물품 가운데 중앙에 공납하는 물품을 기록하

였다.11 『세종실록지리지』 ‘토의’조를 토대로 조선시대 삼 재

배가 가능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삼은 전국 8도에 걸쳐 모

두 생산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이는 당시 삼이 

한반도 내에서 기후와 토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재배

가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와 환경에 대한 적응력

이 강한 삼의 생육 특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지도서』에는 각 읍의 현황을 소개하며 물산(物産)

과 진공(進貢) 등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물산(物産)’조는 

지역의 생산물을, ‘진공(進貢)’조는 지역에서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 생산물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삼베를 생

산했던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여지도서』에는 전체 334개의 지역 중 79개 지역에서 

‘마’ 혹은 ‘마사(麻絲)’를 생산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총 

생산 지역의 약 84%를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지역이 차지

하고 있다.

『여지도서』에서 삼은 모두 ‘물산(物産)’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와 ’마사‘로 생산 공정의 결과물을 구분하여 기

록하였다. ‘마’의 경우, 원재료로서 삼과 제직품으로서 삼베

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만약 『여지도서』에 기

록된 ‘마’를 원재료로 본다면 300년 사이, 『세종실록지리

지』에 기록되었던 삼 재배 가능 지역 중 1/3 이상의 지역에

서 삼 재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서울 이남 지역에서

는 삼을 대부분 재배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는 당시 의생활 문화와 열대지방에서부터 한대지방까지 재

배가 가능하다는 삼의 생육 특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11 박종기, 2011, 「고려시대 종이 생산과 소(所) 생산체제」 『한국학논총』vol.35, p.54에는 완성형 생산품인 ‘종이’와 그 원료인 ‘닥나무’를 예로 『세종실록지리지』

의 ‘토의(土宜)’조(條)와 ‘토공(土貢)’조(條)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12 『세종실록지리지』 ‘토의’조에 ‘마’가 기록된 지역의 수는 전체 335개 지역 중 214개로, 약64%의 지역에서 삼 재배가 가능하였다. 이를 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지역 구분 삼(麻) 재배 가능 지역 수(土宜) 지역 구분 삼(麻) 재배 가능 지역 수(土宜)

경기 35 황해도 9

충청도 8 강원도 16

경상도 26 평안도 43

전라도 49 함경도 16

표 2. 고대 문헌의 삼(麻)의 기록과 용도(민길자, 2000, 『한국전통직물사 연구』, 한림원, p.18 표 재편집)

시대 종류 용도 출전

예(濊)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

고려(高麗)
마(麻)

마(麻)

산물(産物)

의복(衣服) 

의복자료(衣服資料) 

인양리재료(靭鞅履材料)

후한서(後漢書)(동이전예전(東夷傳濊傳)), 

양서(梁書)(제이전신라(諸夷傳新羅)), 

위서(魏書)(고구려전(高句麗傳)), 

남사(南史)(동이전신라(東夷傳新羅)), 

삼국사기(三國史記)(고구려본기(高句麗本記), 신라본기(新羅本記),  

잡지제이색복(雜志第二色服)), 

삼국유사(三國遺事)(제이기이제이금전대왕(第二紀異第二金傳大王)),

계림유사(鷄林類事), 

자장정률(慈藏定律),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제20권8(第二十卷八))

읍루예(挹婁濊)

고려(高麗)
마포(麻布) 산물(産物)

후한서後漢書 (동이전읍전(東夷傳挹傳))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북옥저, 읍루(北沃沮, 挹婁)) 

고려사高麗史(권79지33식화2료감(卷七十九志三十三食貨二料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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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여지도서』에 기록된 삼(麻) 생산지역(연구자 작성)

구분 지역 수 지역 물산 구분 지역 수 지역 물산

경기도 5

용인 마(麻)

황해도 13

해주 마

삭녕 마 곡산 마

마전 마 봉산 마

연천 마 수안 마

안성 마 신천 마

강원도 2
평강 마 서흥 마

회양 마 문화 마

평안도 31

평양 마 풍천 마

의주 마 장연 마

철산 마 송화 마

용천 마 은율 마

영변 마 강령 마

운산 마 옹진 마

희천 마

함경도 22

함흥 마

박천 마 영흥 마사(麻絲)

위원 마 경성 마

이산 마 길주 마

벽동 마 명천 마사

영원 마 회령 마

순안 마 정평 마

성천 마 고원 마

덕천 마 안변 마사

개천 마 덕원 마

순천 마 문천 마

자산 마 북청 마사

창성 마 단천 마

삭주 마 이성 마사

선천 마 홍원 마사

곽산 마 갑산 마

상원 마 삼수 마

삼등 마 종성 마

양덕 마 온성 마

맹산 마 경원 마

은산 마
경흥 마

부령 마

안주 마 경상도 1 밀양 마

정주 마

전라도 4

용담 마

숙천 마 곡성 마

가산 마 옥과 마

영유 마 운봉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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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추론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지도서』에 기록된 ‘마’는 

삼베로, ‘마사’는 삼실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여지도서』에 기록된 내용과 삼

의 생육 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조선시대 삼은 전국 8

도에 걸쳐 재배가 가능하였고, 삼베는 서울 이북 지역을 중

심으로 많이 생산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북포의 내력과 명성

예로부터 ‘북포남목(北布南木)’이라 하여 베는 북쪽이

요, 면은 남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화 재배가 불가능

한 북한 지역에서는 삼베 생산이 활발했다. 삼베는 18세기를 

전후하여 서울 이북 지역을 중심으로 그 생산이 왕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 시기부터 이미 함경도 지방의 삼베

생산이 활발했음을 밝히고 있는 기록이 있어 눈길을 끈다.  

2011년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위치한 안정나씨(安定

羅氏) 중종 묘 이장과정에서 4기의 미라와 출토 복식 약 

150점, 한글 편지와 명기 등 부장품이 발견되었다. 이중 출

토된 한글 편지는 고향인 대전 회덕 근처에서 근무하던 군

관 나신걸(1461~1524)이 갑자기 함경도 경성으로 전근을 

가면서 고향에 있는 아내 신창맹씨에게 보낸 것으로, 지금

까지 발견된 한글 편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밝혀

졌다.13 이 편지는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편지라는 점에서

도 의의가 있지만 당시 함경도 지방의 의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13 대전시립박물관, 2016, 『2016 대전 안정나씨(安定羅氏) 묘 출토복식 특별전 - 그리움을 깁고 연정을 짓다 -』, p.41. “실록에 따르면 1470년부터 1498년까

지 함경도를 영안으로 개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편지를 쓴 시점은 적어도 1498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로, 창제

된 지 50여년 만에 한글이 충청 회덕 지방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1. 『여지도서』의 삼(麻) 생산지역(연구자 작성). 그림 2.   군관 나신걸이 부인 신창맹씨에게 보낸 한글 편지(안정나씨 대종회 

홈페이지, 대전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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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가려 하다가 못하여 영안도로 경성 군관 하여 가

니 내 고도와 겹철릭 보내소. 거기는 가면 가는 흰 베와 명주

가 흔하고 무명이 매우 귀하니 관원이 다 무명 옷을 입는다 

하니 무명 겹철릭과 무명 단철릭을 입으려하니 모름지기 많

이 하여 설 쇠기 전에 경성으로 구디(인명)시켜 들여보내소.14

경성은 함경북도 중앙부에 위치한 곳으로 서쪽은 무산, 

남쪽은 길주와 명천, 북쪽은 부령과 접하여 있는 지역이다.15  

편지에 따르면 함경도 경성 지역은 흰 베와 명주가 흔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함경도 지방의 삼 재배와 삼베의 생산

이 15세기에도 활발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함경도 지방의 삼베는 육진(六鎭)16 지역에서 생산된 고

운 삼베를 으뜸으로 쳤는데 이 지역에서 고운 베, 즉 세포가 

생산되고 있었음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세종조(世宗朝)에 이르러 김종서(金宗瑞)로 하

여금 오랑캐를 북쪽으로 쫓아내어 두만강으로 경계를 삼으

면서 육진(六鎭)을 두었으며 겸하여 3관(關)을 설치하게 하

니, 변민(邊民)은 안정되고 국가는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

런데 무오년 이후로 국내에 일이 많아 북쪽을 돌아볼 겨를

이 없었던 관계로 여러 대(代)에 걸친 금성 탕지(金城湯池)

를 탐관 포리(貪官暴吏)의 손에 통째로 맡긴 결과 세포(細

布)·초피(貂皮)·산삼(山蔘)을 정한 기간에 뒤질까봐 걱정

하게만 하였으므로 군민(軍民)이 이리저리 흩어졌는데도 

소홀히 여긴 채 괘념치 않았습니다.17

『효종실록』의 위 기사에는 육진과 세포가 언급되고 있

다.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다는 내용을 통해 육진 지역의 위

치와, 탐관오리가 세포, 초피, 산삼을 징수하기에 여념이 없

었다는 내용을 통해 육진 지역에서 고운 삼베를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실록』의 기사에는 북도 어사 

서지수가 임금에게 도신 정익하의 교제창18을 통한 부정 축

재 사실을 고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육진의 

세포가 지역의 명산품이자 재화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상

품으로 타 지역에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북도 어

사 서지수(徐志修)가 복명하였다. 임금이 서지수에게 도신

과 수령의 치적에 대하여 물으니, 서지수가 대답하기를, “명

천 부사(明川府使) 심영(沈坽)·이성 현감(利城縣監) 신윤광

(申胤光)·북청 부사(北靑府使) 이택징(李澤徵)이 일도에서 

치적이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도신 정

익하(鄭益河)는 교제창(交濟倉)을 관리하면서 돈이 1만 관

(貫)에 이르렀는데, 삼수(三水)·갑산(甲山)의 초피(貂皮)·인

삼(人蔘)과 육진(六鎭)의 세포(細布)를 진자(賑資)에 보탠다

고 핑계대고 모두 서울로 보냈습니다.” 하니, 임금이 심영 등

을 포상하라고 명하고 정익하는 잡아다 심문하게 하였다.19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홍양호의 시문집 『이계집』

에 실린 「북새잡요(北塞雜謠)」20에는 함경도의 삼베 생산과 

유통을 살펴볼 수 있는 한시가 수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14 대전시립박물관, 2016, 앞의 책, p.43의 해석을 따랐다.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6 육진은 조선 세종 때 동북 방면의 여진족에 대비해 두만강 하류 남안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충지로 함경북도 종성(鐘城)·온성(穩城)·회령(會寧)·경원(慶

源)·경흥(慶興)·부령(富寧)의 여섯 진을 말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7 『효종실록』 5년(1654년) 6월 4일.

18 조선 영조 때에, 함경도 원산ㆍ고원ㆍ함흥에 둔 환곡 창고. 강원도ㆍ경상도에 기근이 들 때 여기의 곡식으로 원조하고, 함경도에 기근이 심할 때는 경상도의 

포항창(浦項倉)에서 원조를 받았다.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19 『영조실록』26년(1750년) 6월 14일.

20 「북새잡요(北塞雜謠)」는 홍양호가 1777년 경흥부사로 있을 때 지은 작품으로 여기에는 당시 북관민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민요와 민요풍의 시조 등을 한시

로 개작한 작품 62수가 실려 있다. 이를 통해 함경도 지방의 기후, 생산물과 생활, 풍속 등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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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마(藝麻)

三月藝麻七月穫           

3월에 심은 삼을 7월에 거두어

五日繅絲十日濯           

5일간 실을 내어 열흘 남짓 헹구어서

纖手弄杼作細布           

부드러운 손을 놀려 가는 베를 짜내니

薄如蟬翼小盈握           

매미 날개인 듯 엷어 주먹 안에 드는데

可惜盡與南商充官債       

아깝게도 남쪽 상인에게 다 넘겨주고

身着麤裙不掩脚           

몸에다 거친 베로 몽당치마 두르네21

이 한시에는 삼의 파종과 수확 시기, 삼실을 내어 베

를 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짠 삼베가 상품

으로 이남 지방에 유통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생산한 삼베를 매미 날개에 비유하며 주먹 안에 든다

고 표현한 것으로 북포의 품질까지 가늠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도 1818년 펴낸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함경도 삼베의 특징과 별칭을 간결하면서

도 분명하게 소개하였다.

고례(故例)에 육진(六鎭)에서는 가는 베(細布)를 거두

었다. 그 베는 능히 밥사발 가운데 한 필을 담을 수 있으므

로, 발내포(鉢內布)라고 한다.22

조선 헌종 때 실학자 이규경의 저서 『오주연문장전산

고』천지편(天地篇) 지리류(地理類)에 실린 「팔로이병변증

설(八路利病辨證說)」 중 함경도를 설명한 부분에서는 ‘북

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함경도에서는) 나이 어린 아이들도 말에 훌쩍 올라타

고 부녀자들도 활을 당길 줄 알며, 베를 짜는 것에 매우 솜씨

가 있다. 세포, 발포는 모두 육진(六鎭)에서 생산되어 나라 안

에 넘쳐난다. 이름하여 ‘북포’라 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곳에 

미치지 못한다. 이곳의 베를 가지고 면으로 바꾸기도 한다.23

이렇게 함경도 육진 지역에서 생산했던 고운 삼베는 

육진세포, 발내포, 통포, 북포로 불리며 근대에 들어서도 

그 품질과 명성을 이어 나갔다. 

일제강점기 이전인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일본 농학

계의 일류 학자들이 기록한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24는 

조선의 토지와 농업에 관련한 기존 자료 검토와 현지 조사 

및 실측을 바탕으로 기록된 조사보고서이다. 이 기록에서도 

함경도 지방의 삼과 삼베의 생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삼 : 삼베를 생산하는데 말하자면 본도는 국내에서 으

뜸가는데 도내에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도로 수

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배지방의 사람들이 심는 면적은 

넓지 않은 것으로 생산물을 모아서 그 양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생산량을 갖는 곳은 길주와 명천 등으

로 대체로 북도에서 많이 생산되고 기타 산에 접한 여러 군

의 곳곳에서 생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25

21 이한길, 2010, 『삼척의 삼베문화』, 민속원, p.209의 해석을 따랐다.

22 『목민심서』 이전(吏典) 6조 제3조 용인(用人), “故例六鎭牧細布。能於飯鉢中函一匹。名曰鉢內布。 …”.

23 『오주연문장전산고』 天地篇 地理類 八路利病辨證說, “咸鏡道謂之北關。… 童丱躍馬。婦女控弦。績麻甚工。細布、鉢布。俱出六鎭。流溢國中。名以北布。他處無

及。以布易綿。”.

24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는 일제 식민사관에 의하여 조사·기록된 것이지만 근대기 우리나라의 농촌, 농사, 농민에 대한 실태가 근대화된 수치 단위와 과학기

술방식에 의해 조사된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5 카모시타 마쓰지로·혼다 코스케·하라 히로시 저·김장규·구자옥·한상찬 옮김, 2009, 『한국토지농산보고Ⅰ』, 민속원, p.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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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거명된 지역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함경북

도 산악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육진이 위

치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여전히 삼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1927년, 이능화 역시 『조선여속고』에서 함경도 

육진 지역의 삼베를 기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삼베와 함께 

소개하였는데, 그 기록에서도 북포를 으뜸이라 칭하고 있다.

조선에서 나는 베 중에 함경도 육진의 것이 가장 좋으

니 북포(北布)라 한다. 가장 가는 것은 한 필을 바리(鉢)안에 

넣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속칭 발내포(鉢內布)라고도 한다.26

조선 전기부터 근대기까지의 문헌 기록을 통해 살펴

본 것과 같이 함경도 지방의 삼베는 조선 전기인 15세기 이

전부터 육진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생산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상업과 교통이 발달하기 시작한 18세기에 들어서

부터는 북포, 통포, 발내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상품 가치

를 획득하여 지역의 명산품이 되었으며, 19세기 이후, 북포

로 통칭되며 근대기까지 명성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Ⅲ.   조선 후기 삼베 제작과 북포 제섬 

기술

1. 조선 후기 삼베 제작 기술의 종류

삼베를 제작할 때 필요한 기술은 공정에 따라 크게 원

료에서 섬유질을 채취하는 제섬 기술, 채취한 섬유질로 삼

실을 만드는 제사 기술, 직기에 실을 걸어 베를 짜는 제직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사편 복식류에 실린 「연마변증

설」은 조선 후기 삼베 제작 기술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함

경도 육진의 통포와 영남의 세포 제작법을 살펴볼 수 있다. 

이규경이 기록한 통포 제작법은 다음과 같다.

북관의 육진(六鎭) 가운데 종성부 부계 등지에서의 통

포 짜는 방법을 보자. 위로 곧게 쭉쭉 자란 가는 삼(細麻)

을 취하여 곁가지와 마디가 없는 것을 염박처럼 엮는다. 지

붕 위 혹은 시렁 위에 설치해 해를 쪼이고 이슬을 받게 한

다. 달포를 넘긴 뒤 그것을 내려서 깨끗한 땅에 펼쳐놓고 도

리깨로 두드린다. 그 본뼈대(속대)를 없애서 남겨둠이 없으

면 곧 삼 껍질(麻皮)이 저절로 머리카락 같은 가는 실이 된

다. 다시 그 가운데 아주 가늘고 정한 것을 가려 삼아서 실

을 만든다. 다시 간차(물레)에 켜 쪄 내는데 세탁하는 방법

과 같이 한다. 색이 담황색으로 맑고 깨끗해지면 햇무리가 

방안을 비춘 뒤부터 베틀을 설치해 짜기 시작한다.27

위 기록에서 이규경은 북포 제작 기술을 총 7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위 표에서 1~3까지의 과정이 제섬, 4~6까지의 과정이 

제사, 7의 과정이 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함경도 육

진의 통포는 가는 삼을 채취하여 발을 엮어 지붕이나 시렁

에 널어두고 한 달가량 햇볕과 이슬을 맞추었다는 점과 삼

26 이능화 저 · 김상억 옮김, 1990, 『조선여속고』, 동문선, p.380.

27 『오주연문장전산고』, 人事編 服食類 <練麻辨證說>, “北關六鎭中。鍾城府涪溪等處筒布法。取細麻之脩直無旁枝節目者。編作簾箔。置屋上或架上。曝陽承露。幾過一朔。

取下鋪淨地。以枷打之。去其楷骨無餘。則麻皮自成細絛如髮。更擇其中極細且精者。緝以爲絲。復繰於趕車烝出。如法洗濯。色至淡黃明淨。暈映一室。然後始上機織作。”.

표 4.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통포 제작 과정(연구자 작성,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사편 복식류 「연마변증설」)

공정 내용

1
삼발(麻簾) 

엮기

마디가 없고 세한 삼을 채취하여 가지를 정리한 후, 

발을 엮음

2
지붕 및 

시렁에 널기

엮은 발을 지붕이나 시렁 위에 두고 한 달가량 햇볕

과 이슬을 맞춤

3
도리깨질 

하기
깨끗한 곳에 펼쳐두고 도리깨질하여 섬유를 피움

4 실 고르기 인피 중 극세하고 정한 것을 고름

5 삼 삼기 삼실을 만듦

5 물레질 물레를 이용해 실을 자음

6
증기로 익혀 

세탁하기
타래에 증기를 쏘여 세탁함

7 직기에 걸기 직기에 걸어 베를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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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리깨질 하여 표피와 속대를 분리하는 동시에 인피를 

만드는 점, 최종적으로 제작자가 섬유질 중 가늘고 깨끗한 

것을 골라 실을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띤다.

함경도 육진의 통포 제작법과 함께 「연마변증설」에 기

록된 영남의 세포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8

그 외 세포법의 경우, 삼을 베어 그것을 담그는데 다

른 곳과는 다르다. 가마솥에 넣고 찌는데 겉껍질을 제거하

지 않고 벗겨내는 것을 ‘숙마’라고 한다. 삼을 삼은 후 깨끗

한 샘물이 있는 곳이나 맑은 시냇가에서 빤다.29

원문에는 위의 간략한 내용을 시작으로 삼을 쪄서 표

피를 벗겨내고, 칼을 이용해 표피의 겉껍질을 제거하여 제

사하고, 이후 제직하는 과정까지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30 그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의 과정을 제섬, 제사, 제직 작업으로 구분해 보

면, 1~4까지의 과정이 제섬, 5~10까지의 과정은 제사, 11의 

과정을 제직으로 볼 수 있다. 이 제작 과정에서의 특이점은 

솥을 활용한 삼굿에 삼을 익혀서 표피와 속대를 분리했다

는 점과 칼을 사용하여 표피의 겉껍질을 제거하여 삼을 삼

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작한 실타래에 재를 묻힌 후 구들 

위에 놓고, 열기로 실타래를 익혀냈다는 점이다. 「연마변증

설」에 기록된 이러한 세포 제작 기술은 현재 남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안동포짜기와 곡성 돌실나이의 제작 기술과 

매우 유사하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32호 곡성 돌실나이와 경북무

형문화재 제1호 안동포짜기로 대표되는 남한 지역의 삼베는 

베를 짜기까지 공정별 세세한 차이가 존재하나 제섬 과정에

서 수확한 삼을 삼굿에 넣고 찐 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31

표 5.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세포 제작 과정(연구자 작성,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사편 복식류 「연마변증설」)

공정 내용

1 삼 찌기
삼대를 벤 뒤 가지와 잎을 정리, 

솥 위에 놓고 십여 일간 증기를 쐬어 익힘

2
익힌 삼 

불리기
익힌 삼을 꺼내 수일 간 냇가에 담금

3
삼 표피 

벗기기
삼 표피를 벗기어 다시 물에 담가 불림

4
삼 표피의 

겉껍질 벗기기
불린 삼 표피를 칼을 이용하여 표피의 겉껍질을 긁어냄

5 삼 삼기 삼실을 만듦

6 물레질 물레를 이용해 실잣기

7
실타래 

만들기
돌것에 올려 실타래 만들기

8
증기(열)로 

익혀 띄우기
실타래에 재를 발라 구들에 두고 익힘

9 잿물 빼기 익힌 실타래를 냇가에서 빨기

10 삼 말리기 햇볕과 바람, 이슬을 맞게 하며 건조함

11 직기에 걸기 직기에 걸어 베를 짬

28 『오주연문장전산고』, 人事編 服食類 <練麻辨證說>, “…有六鎭之筒布焉, 有嶺南之細布焉, …”의 기록에 따라 “筒布法”은 육진 지역을, ‘‘其他細布法’은 영남 

지역에서 생산한 세포를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29 『오주연문장전산고』, 人事編 服食類 <練麻辨證說>, “其他細布法, 刈麻漚之, 異於他處。蒸于釜上, 不去外皮剝出者名熟麻。緝絲後, 浣于淸泉石溪。”.

30 『오주연문장전산고』, 人事編 服食類 <練麻辨證說>, “而若言其詳, 則刈麻, 去其枝葉作束。先作長竈, 竈上掛大釜二坐。盛水, 竈上 四方築欄牆。置麻于釜上, 燃火

釜中。以草厚覆麻上 不使點風透入。至三日, 取見釜水漸涸,候其水涸而開見。如涸更添他水。釜上麻相易以置, 期於遍熟。如此至於十日, 待其均熟後, 沈于淸川。

經數日 剝出作東風乾後, 更沈水洽潤。取一絛置于木板上 以刀精刮外麁皮。極淨緝以爲經。上紡車紡之, 復上紝車脫出後。復作平竈如堗 築四牆。水拌猛灰塗堗
上。取麻經沈猛灰水 均鋪堗上。另以乾猛灰灑麻經 上覆衣服衾褓之屬。厚覆燃火, 堗下爛蒸以出, 卽濯于淸川上。如此四五次。視其色, 淡黃明淨無灰水爲度。精乾, 

晝曝風日 夜灑露月。經歷屢十日 經色盡美後。取白大豆, 略入白粟, 沈水磨汁作稀糊。淡刷經上 仍上織 。置織機于窖中, 積濕草于機下。俾生濕氣, 常爲潤經。”.

31 남한 지역의 삼베는 삼 줄기를 쪄내어 표피와 속대를 분리한 이후, 삼 표피의 겉껍질을 제거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크게 생포(生布)와 숙포(熟布)로 구분할 

수 있다. 생포와 숙포는 생낳이, 익낳이, 생내기, 익내기, 생내이, 익내이, 생냉이, 익냉이, 무삼 등의 용어로도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용어와 기술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구자에 따라 생포와 숙포를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다. 배영동, 2002, 앞의 책, p.45에서는 “생냉이는 삼을 삼기 

전에 불필요한 외피를 벗겨내고 삼는 반면에, 익냉이는 삼을 삼은 다음에 잿물을 넣고 삶아서 외피를 벗겨내는 방식이다. 양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알

카리 성분을 먹여서 익힌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있으며 익힌 것이면 익냉이, 그렇지 않은 것이면 생냉이가 된다.”라 정의하였고, 권병탁, 1969, 「이조

말기의 농촌직물수공업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50에서는 “생내기는 원마(原麻)의 표피를 째기와 삼기에 앞서서 톱으로 앗아내고 생마를 그대로 

가공하여 짜낸 삼베이며, 익내기는 표피를 미리 앗아내지 않고 째고 삼아서 삼괘기 과정에서 표피를 떨어뜨려서 짜낸 삼베이다.”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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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문장전산고』 「연마변증설」에 기록된 조선 후기 

삼베 제작 기술과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남한 지역의 삼

베 제작 기술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조선 후기 삼베 제

작 방식에는 원재료인 삼을 자연 상태로 두어 표피를 무르

게 하는 자연 발효식과 열과 증기를 이용하여 삼의 표피를 

무르게 하는 증열·증석식(蒸熱·蒸石式)이 각각 다른 지역

에서 공존하였다. 인피를 얻는 방식도 도리깨질을 하는 방

식과 칼과 손을 이용하는 방식이 같은 시기 함께 존재했음

을 알 수 있다.32 이중 삼을 쪄서 표피를 무르게 하고 칼과 

손을 이용한 제섬 기술은 남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포 제작에 쓰인 자연 발효 쇄경

(碎莖)식 제섬 기술은 『오주연문장전산고』기록 외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이다.

2. 북포 제섬 기술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조선 후기 북포 제섬 기

술의 특징이자 현재 전승되고 있는 남한 지역의 제섬 기술

과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삼

을 채취하여 찌지 않고, 한 달가량 지붕과 시렁에 걸어 햇

볕과 이슬을 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도리깨질을 하여 삼

의 속대와 표피를 분리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오주연

문장전산고』에 기록된 조선 후기 북포 제섬 기술은 실행 

가능한 기술일까? 

삼을 찌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이슬과 햇볕을 쪼이는 

것은 삼의 표피를 무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습도와 온도를 이용하여 삼을 삭히는 것이라 할 수 있

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삼을 자연 상태에 

노출시켜 이슬과 햇볕을 이용해 삼 줄기를 무르게 방식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제섬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

다.33 ‘Field retting’ 혹은 ’Dew retting’이라고 불리는 이 방

식은 추수가 끝난 들판에 삼 줄기를 눕힌 후, 3주 내지 8주

간 습기와 햇볕을 쬐게 하는데 전통적으로 유럽과 남북아

메리카에서 행해진다.34

32 김희태·박찬호, 1976, 앞의 책, pp.68~69에서는 삼에서 인피부를 벗겨내는 것을 섬유를 채취, 조제하는 과정으로 제마작업(製麻作業)이라 하며, 그중 삼 

줄기에서 껍질을 벗겨 말리는 방법을 ‘피마제조법(皮麻製造法)’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피마제조법’의 세부방식을 ①증기로 쪄내는 법(蒸熱·蒸石法) ②침수

법 ③열탕침수법 ④우로분해법(雨露分解法) ⑤박피기법(剝皮機法) 등으로 설명하였다. 정광용, 1968,『섬유작물』, 부민문화사, pp.54~57에서는 유럽과 아메

리카 대륙에서 하고 있는 제섬법에 ①침수 ②쇄경(碎莖) ③탄타(彈打) ④침수박피(浸水剝皮) ⑤소해(梳解) 등이 있다고 하며 그 세부방식을 총 열한가지로 설

명하였다. 위 책들에서 거론한 제섬법들을 근거로, 조선 후기 북포 제섬 기술은 우로분해법과 도구를 사용한 쇄경 혹은 박피기법이 혼합된 형태로 보았다. 이

를 ‘자연 발효 쇄경 방식’ 혹은 ‘자연 발효 쇄경 제섬법’이라고 정의하겠다. 현재 국내의 삼 제섬법은 삼굿에 삼을 찌는 증열·증석법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

타 사례도 보이지 않아 다양한 제섬 기술의 용어가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33 정광용, 1968, 앞의 책, pp.54~57에서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제섬법이라는 전제로 총 열 한가지의 제섬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황기덕, 1984, 『조선 원

시 및 고대사회의 기술발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168에서는 들판에서 자연부식균의 부식작용을 이용하여 삼 섬유를 벗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Robert Connell Clarke, 2010, ‘Traditional Fiber Hemp(Cannabis) Production, Processing, Yarn Making, and Weaving Strategies-Functional 

Constraints and Regional Responses. Part1’, Journal of Natural Fibers, Taylor & Francis, pp.129~138에서는 ‘Steaming or Boiling the 

Stalks’, ‘Retting’, ‘Field Retting or Dew Retting’, ‘Sweating and Fermentation Retting’ 등 삼 줄기 처리법과 삼 껍질 제거법을 설명하고 있다. 

34 Robert Connell Clarke, 2010, 앞의 논문, pp.132~133.

그림 3.   이탈리아 아르다울리(ardauli) 지방의 아마 제섬 도구 

(Il lino-dal seme al tessuto part1, copyright Silva marras, 2010. 

비디오 자료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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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깨질을 하여 표피와 목질을 분리하고, 인피 섬유

를 채취하는 방식도 현재 남한 지역에서는 행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타 인피 섬유의 제섬 과정에서 기술의 유사

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시(苧麻)와 아마(亞麻)는 삼과 달리 찌지 않아도 섬

유질 채취가 용이하다. 국내의 모시 제작 기술은 충남 지역

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모시실을 손

톱과 이를 사용해 만든다. 그러나 황해도 옹진 지역은 다 

자란 모시를 두드려서 목질과 껍질을 갈라낸 후, 빗판으로 

흩어서 섬유질을 회수하여 모시실을 만든다고 한다.35 목질

과 껍질을 가를 때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

확하지 않으나, 빗판을 사용해 모시 섬유를 취하는 방식

은 도리깨질을 하여 삼 섬유를 만드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에 위치한 아르다울리

(ardauli) 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방망이질과 비슷한 도구

를 사용해 아마실(亞麻絲)를 만든다. 이 도구는 <그림 4>와 

같이 유럽 등지에서 삼 섬유를 얻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

는데 ‘Hemp Breaker’라고 한다.36 이와 같이 도구를 이용해 

삼 섬유를 만드는 사례는 중국 묘족의 삼베 제작 과정에서

도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 묘족은 제섬을 위해 삼의 겉껍

질을 벗긴 후 공이를 이용해 표피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한

다.37 이 같은 사례들을 참고할 때,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

록된 자연상태에서 삼의 표피를 무르게 한 후, 도구를 사용

하여 삼 섬유를 만드는 북포의 제섬 기술은 현재 남한 지

역에서는 행해지지 않지만 충분히 이행 가능한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Ⅲ.   북포 제섬 기술의 변천과 기술사적 

의의

1. 북포 제섬 기술의 변천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기록을 토대로 조선 후기 함경

도 육진 지역에서 행해졌을 것이라 보이는 자연 발효 쇄경

식 제섬 기술은 현재 남한 지역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

렇다면 이 제섬 기술은 국토의 분단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

인가, 아니면 기술이 쇠퇴하여 현재는 북한 지역에서도 행

해지지 않는 것일까. 

『오주연문장전산고』이후 북포 제작 기술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이

다. 이 책 함경도편에는 당시 함경도 지역의 삼베 제작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는 삼을 공예작물로 소개하면

서 삼 재배법과 함께 삼베 제작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조법은 작은 개천 등 물 쓰기가 편한 곳을 골라 아

궁이를 만들고 잘라온 푸른 줄기를 그 안에 가로로 쌓아 

아래위에 풀과 짚 및 흙을 놓는다. 모닥불을 지펴 돌을 덥

혀서 충분히 덥혀졌을 때 물을 붓고 아궁이 구멍을 막아 

그림 4.   프랑스의 삼 제섬 과정  

(L’illustration Journal Universel, 1860, p.357).

35 옹진 모시, 국가지식포털 북한 지역정보넷. www.cybernk.net.

36 Robert Connell Clarke, 2010, 앞의 논문, p.142에서는 <그림 4>와 관련해 “this french couple is using a hemp breaker to crush the stalks 

that were dried and stored in their barn. the breaking of dry retted hemp stalks to free the bark is a european strategy and was not 

traditionally practiced in asia.”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구문은 ‘이 프랑스인 커플은 건조 후 곳간에 저장된 삼 줄기를 “hemp breaker”를 사용하여 부수

고 있다. 삼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건조한 삼을 부수는 것은 유럽방식이며,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로 번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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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에 의하여 김이 나게 한다. 이렇게 하여 하룻밤을 지

내고 다음날 아침에 이것을 열고 꺼내어 껍질을 벗긴다. 방

법은 줄기를 검지로 꺾어 오른손의 손가락 2개 사이에 끼

고 껍질을 벗겨 다시 몇 개로 가늘게 쪼갠다. 그리고 벗긴 

껍질은 다발로 만들어 가마솥에서 잿물을 넣어 삶기를 한

나절한 후 꺼내어 맑은 물로 씻어 껍질을 벗겨 버리고 햇볕

에 4~5일간 말린다. 이것에서 갈색의 섬유를 얻는데 수확

량은 분명하지 않지만 생육에 따라 목측에 의하여 판단하

면 1단보 당 거친 삼 37.5㎏ 내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삼베

를 짜는 것은 오로지 부녀의 몫이다.38

위 기록에서는 제섬과 제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궁이를 만들어 삼을 증기로 쪄내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

다. 제사 기술도 잿물에 삶아 표피의 겉껍질을 벗기는 방식

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곡성에서 전승되고 있는 삼

베 제작 방식과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 

1911년 발간된 『조선산업지』는 조선 산업에 대한 식민

지 경영을 목적으로 1908년에서 1911년 사이의 조선 산업 

실태를 조사하여 묶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공업」편에도 

북포의 현황과 그 제작법에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북포 : 이 물건을 가장 많이 산출하는 곳은 함경도로 

강원도가 다음을 잇는다. 원료는 본도(本道)에서 재배하는 

대마에서 채취한 것으로, 그 제선법(製線法)은 우선 적당

히 경사가 있는 땅을 선정하여, 세로 방향으로 수척(數尺)

의 도랑을 판다. 그 위에 잘라낸 삼의 줄기를 쌓아, 곳곳에 

몇 개의 통풍구를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잡초와 흙, 모래

로 덮는다. 그리고 파 놓은 도랑의 시작점에 큰 화로를 설치

하고, 그 화로 안에 여러 개의 돌과 많은 장작을 넣고 그것

을 점화하여, 때때로 장작을 공급하며 잠시 동안 계속한다. 

화로 안의 돌이 뜨겁게 달궈졌을 때, 화로와 연도(煙道)39가 

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연 후, 화로 내 달궈진 돌 위에 적당량

의 물을 붓는다. 이때 물이 많은 증기로 변하면서, 통로를 

거쳐 쌓아진 바닥에 이르러 삼 줄기에 닿아 증열(蒸熱)된

다. 열기가 식기를 기다린 후, 삼 줄기를 꺼내어 껍질을 벗

긴다. 벗겨낸 껍질은 재와 섞어 작은 온돌 안에 쌓고 아궁

이(燃口)에 열을 가해, 수 시간 온증(温蒸)40한 후 꺼내 물

에 씻어 건조하여 섬유를 뽑는 것이다. 이 섬유를 실로 걸

어 직물을 만드는 공정은 모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삼베는 

여름 의류로 수요가 많고, 상복에도 사용된다.41

『조선산업지』에서는 당시 제섬 과정에 사용한 삼굿 형

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한국토지농산조사보

고』에서 등장한 증열·증석식 제섬 기술이 지역 내에서 지

속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익혀진 삼 줄기에서 분리

된 표피를 재와 섞어 온돌에 두고 쪘다는 기록 또한 벗겨낸 

삼 표피를 잿물에 넣어 삶았다는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 19세기 중엽

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북포의 제섬 및 제사 기술에 변화

가 생겨났음을 추측할 수 있다.

1978년 『북한』 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두고온 

내 故鄕의 特産品 [1]) 회령 오지그릇과 종성 삼베 -함경

도-」에는 분단 이후, 실향민이 기억하는 종성 삼베 제작 기

술이 소개되어 있다. 저자 강칙모42는 1916년 함경북도 종

37 Hemp weaving and miao people, copyright Bama Mountain Culture Research Center of Yunn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2009, China

38 카모시타 마쓰지로·혼다 코스케·하라 히로시 저·김장규·구자옥·한상찬 옮김, 2009, 『한국토지농산보고Ⅰ』, 민속원, p.639. 

39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삼 줄기 더미가 있는 곳으로 통하는 아래 구멍.

40 뜨겁게 찌는 것.

41 山口 精, 1992, 『朝鮮産業誌 中卷』, 민속원, p.387.

42 강칙모는 해방 이후 군정청에서 일하며 1946년 북경에 있던 무용가 최승희의 입국을 도왔다고 전하며, 분단 이후인 1966년에는 한국 내 북한5도위원회의 함

경북도지사직을 맡아 1990년대까지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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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출생으로 저자가 최소 18세까지 함경북도에서 성장했다

고 가정한다면, 저자의 논문에 실린 종성 삼베 제작 기술은 

1925년에서 1933년까지 행해졌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기억하는 종성 삼베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삼을 추수하게 되면 전 가족이 총동원되어 삼대를 

대·중·소로 골라 삼단을 어른의 몸통만 하게 두층으로 꽉 

묶어, 삼을 쪄내는 동리에서 공동으로 만들어 둔 삼굿에 옮

겨 수십 단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수증기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잘 포장한 다음 삼굿에 불을 지피게 된다. 

수증기에 의해 삼대가 완전히 쪄질 때까지 불을 땐 후, 완

전히 식은 다음 삼굿을 해체하여 삼단을 하나씩 하나씩 꺼

내 삼단에 표지한 것을 각 가정에서는 자기의 삼단을 찾아

간다. 각 가정에서는 크게 묶은 삼단을 다시 작게 분속하여 

개울물에 넣어 두었다가 삼대의 표피가 잘 베껴지기 시작

하면 전부 베낀 후 이 표피를 하나씩 하나씩 목침 위에 얹

어 놓고, 표피 중에서 내피와 외피를 분리시키는 삼칼을 이

용하여 분리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외피는 버리고 

순수한 내피로 된 삼오리를 적당이 모아 삼춤을 만든다.

이 삼춤을 건조시켜 습기 없는 다락에 보관했다가, 삼

춤을 다시 분할하여 한 2~5리씩 모아 삼코를 만들어 물그

릇에 붉어놓고, 한 오리씩 뽑아서 엄지손톱을 이용하여 가

늘게 나누어 실오리처럼 째놓고, 한오리의 끝 부분을 이빨

로 갈퀴를 내고 다른 오리의 끝을 여기에 맞추어 연결시키

고, 무릎 위에 씌운 바가지에 연결한 부분을 손바닥으로 쓸

어 비벼대면 그 연결된 부분이 풀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

하여 삼을 삼는다고 한다. 이 삼을 삼는 작업은 각 가정에

서 진행되는데, 여자들은 삼을 삼기 시작하면 가을, 겨울 

이른 봄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삼아야 한다. 

삼을 삼는 작업이 끝나면 곧이어 물레를 잣는다. 즉, 

삼아 놓은 실을 삼모디43에 감아 마치 큰 공처럼 되며, 이것

을 물레의 꾸리에 연결시켜 삼실을 꼬아준다. 이 잘 꼬아진 

실을 꾸리에 적당히 감아 키운 다음 이것을 다시 둘레(돌

것)에 풀어 감아 실타래를 만든다. 이 실타래를 다시 잿물

에 쪄낸 후 다시 둘레(돌것)에 실타래를 씌우고 풀어 삼베

를 짜는 바디의 코수대로 한필을 짤 수 있는 길이로 잘라 

바디코에 꿴다.44

 이 기록에서도 당시 함경도 종성 지역은 원재료인 삼

을 채취해 삼굿을 이용해 쪄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같

은 과정을 개인이 아닌 마을 단위로 공동 작업했다고 기록

하였다. 이러한 공동 작업은 현재 남한 지역에서도 이뤄지

는 방식이다. 삼을 삼은 후 타래를 만들고, 이 실타래를 잿

물에 쪄내는 과정은 곡성의 돌실나이 방식과 유사하다.

『오주연문장전산고』기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근대 이후 문헌에 기록된 북포 제작 과정을 비교·정리하면 

<표 6>과 같다.

43 모디는 함북 방언으로 ‘뼈’라는 뜻이다. ‘삼모디’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함북 방언인 ‘모디’의 뜻을 근거로, 삼실을 공 모양으로 감기 위한 뼈대로 추정한다.

44 강칙모, 1978, 「(두고온 내 고향의 특산품[1]) 회령오지그릇과 종성삼베 - 함경도 -」 『북한』 Vol.-No.81, pp.163~164.

표 6.   문헌 기록별 북포 제작 공정 비교

구분
『오주연문    
장전산고』

『한국토지농산
조사보고』

『조선산업지』 『북한』

시기 19C 초·중엽 1905 1908~1911 1925~1933

삼 찌기 × ○ ○

○ 

(마을 단위로 

공동 실행)

도리깨질 ○ × × ×

삼 째기 × ○ × ○

잿물에 

삶기
× ○ ○ ×

삼 삼기 ○ ○ ○ ○

물레질 ○

-

(기록 내용 

없음)

-

(기록 내용 

없음)

○

잿물에 

띄우기

○

(증기에 

쏘이는 과정)

-

(기록 내용 

없음)

-

(기록 내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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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네 가지의 문헌 기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은 삼을 채취한 후 삼을 쪄내는 과정부터 삼을 째기까지의 

제섬 과정이다. 문헌 기록을 시대 순으로 정리, 제섬 과정의 

변화를 보면 19세기 초·중기까지 북포 제섬 과정은 원재료

를 채취하여 삼을 찌지 않고 생으로 삭힌 후, 도리깨질을 

하여 섬유를 얻는 반면 20세기에 들어서부터는 삼을 삼굿

에서 쪄낸 후, 손톱과 삼칼을 이용해 섬유를 얻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함경도 지

역의 제섬 기술이 증열·증석식 제섬법으로 변화했음을 의

미하며, 그 작업 형태도 점차 공동 생산으로 변화했음을 추

측해 볼 수 있다. 19세기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자

연발 효식으로 삭힌 삼을 도리깨질하여 섬유를 취하는 방

식은 이후 다른 기록에서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전통 기술로

도 전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세기 중엽 이후 점차 쇠

퇴,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2. 북포 제섬 기술의 변천 의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조선 후기 북포 제섬 방식은 기타 인피 섬유의 제섬 사례와 

유럽 및 중국 묘족의 사례로 볼 때 충분히 실연 가능하였

던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섬 기술은 삼을 삭히

는 데까지 최소 한 달의 시간이 걸리며, 도구를 이용해 삼 

표피와 목질을 분리하는 등 삼 섬유를 얻는 데에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기술이었다. 이에 비해 증열·증석식 제섬 

기술은 증기를 이용하여 삼을 익혀 그 표피를 무르게 하는 

방식이다. 삼을 직접 물에 담가 삶는 것이 아닌 땅에 구덩

이를 파고 돌을 묻은 후, 돌을 달구고, 달궈진 돌에 물을 뿌

려 순간적으로 나오는 증기를 이용해 삼을 찌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안동과 곡성 지역에서 여전히 행해지

는 방식으로 다량의 삼을 한 번에 찔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삼의 표피를 무르게 하고, 그 표피와 속대를 분리하는데 걸

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초·중엽 함경도 지역에서 행해졌던 자연 발효 

쇄경식 제섬 기술이 20세기 초 기록에서 모두 증열·증석식 

제섬 기술로 변화했다는 것은 분명 작업 효율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먼저 삼 표피를 얻기 위해 발을 엮고 삭히는 데까지 최

소 한 달이 걸렸던 작업 시간은 삼굿을 이용해 증기와 열로 

삼을 익히는 것으로 대체되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열흘로 

줄게 되었을 것이다. 목질이 분리되지 않은 삼을 도리깨질 

하여 얻었던 삼 섬유 또한, 익힌 삼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삼 표피와 목질을 손과 삼칼로 분리한 후 진행되어 이후의 

작업이 보다 수월했을 것이다. 이러한 증열·증석식 제섬 기

술의 효율성이 19세기 중반 이후, 북포 제작 공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오주연문장전

산고』에 기록된 자연 발효 쇄경식 제섬 기술은 대부분 쇠퇴

하고 증열·증석식 제섬 기술이 보편화되었을 것이라 생각한

다. 따라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조선 후기 북포 제

섬 기술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증열·증석식 제섬 기술

보다 작업 소요 시간과 노동의 강도 측면에서 원시 기술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증열·증석식 제섬 기술은 작업의 효율

성에 근거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제섬 기술로 볼 수 있겠다. 

이는 기술이 시대의 변화와 생산 효율 등 필요에 따라 쇠퇴

하고 발전한다는 명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포의 우수성은 조선 후기부터 근대기까지 다수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포는 조선 후기 함경도 육진 지

역의 자연 발효 쇄경식 제섬 기술이 19세기 중·후기를 거

쳐 20세기 초, 증석식 제섬 기술로 변화한 이후에도 그 품

질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포의 제섬 기술이 

증열·증석식으로 변하기 이전부터 우수한 품질의 삼베를 

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섬 기술의 변화와

는 별개로 함경도 지역 내 삼베 제작자들은 축적된 제작 경

험을 바탕으로 삼 섬유의 품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가졌

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품질 

기준은 지역 내에 증열·증석식 제섬 기술이 도입된 이후에

도 계속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부터 근대기 

사이 제작된 북포 중 유물로 전하는 것을 찾기 어렵고, 국

토의 분단으로 북한 지역을 현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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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지는 기록만으로 제섬 기술과 북포의 영향 관계를 명

확히 논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Ⅴ.   맺음말

우리나라의 삼베와 삼 제섬 기술 연구는 곡성과 안동

을 중심으로 남한 지역에서 제작한 삼베와 그 지역에서 행

해지는 증열·증석식 제섬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분단 이후, 북한 지역의 삼베 제작 기술과 세부 공정이 전해

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기록은 조선 후

기 함경도 지역의 삼베 제작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료로 공예기술사 연구에 큰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오주

연문장전산고』의 기록은 국내에 증열·증석식이 아닌, 햇볕

과 이슬을 이용하여 삼을 발효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삼의 

인피 섬유를 채취하는 자연 발효 쇄경식 제섬 기술이 존재

했음을 방증하는 사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기록과 근대기 

자료를 통해 조선 후기 삼베 제작과 북포 제섬 기술을 살

펴보았다. 특히 북포 제섬 기술의 특징과 변천을 통해 조선 

후기 함경도 육진 지역의 자연 발효 쇄경식 제섬 기술이 중

국 묘족과 유럽 등지에서 사용하는 제섬 방식과 기술의 유

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현재 

남한 지역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증열·증석식 제섬 기

술로 변화, 함경도 지역 내에서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국내 삼 제섬 기술에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증

열·증석식 외에 또 다른 종류의 기술이 존재했을 가능성

을 의미하는 동시에 공예기술의 쇠퇴 및 발전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기술사적 맥락에서 

조선 후기 함경도 육진 지역에서 행해졌던 제섬 기술이 동 

시기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도 행해진 보편적인 기술이었

는지에 대한 여부와 국내에서는 보편적인 제섬 기술인 증

열·증석법이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매우 특수한 기술로 연

구되고 있음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더불어 기술의 발전과

정에서 쇠퇴했을 거라 여겨지는 북포의 제섬 기술이 여전

히 유럽과 러시아, 중국 이남 지역에서 행해지는 등 국제성

을 띠는 기술임이 확인된 이상,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삼

베 제작 기술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연 발효 쇄경식 제섬 기술과 증열·증석식 제섬 기술

이 직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현 

및 실험 연구 등의 과제는 추후 보강하고자 하며, 북포 제섬 

기술의 변천 사례를 통해 삼베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공예의 

기술사적 연구가 앞으로 더 활발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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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kpo’ is called ‘Tongpo’ or ‘Balnaepo,’ which respectively mean hemp fabric that goes into a small 

bamboo tube and women’s table utensil ‘bari’ in Chosen. It is fine hemp fabric produced in Yukjin, Hamgyeong 

province. Korea has been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As it is hard to get 

information about Northern life style or their traditional technology, their hemp fabric production is also left 

unknown. 

 This study demonstrates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of ‘Bukpo’ through 『Ojuyeonmunjangjeonsango』, 

the only document that marked about ‘Bukpo’ making process of the late Chosen dynasty. It aims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the technique and the meaning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of ‘Bukpo’ 

with the modern era’s documents. In this process, I discovered that the hemp fabric production technique at 

19th century shares some sort of similarities with that of Europe or Chinese Miao(hmong). But the hemp fabric 

production technique changed before the 20th century. The evolution of Northern hemp fabric production 

technique can be a good example to examine the context of the traditional craft techniqu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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