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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이후 첨모직 깔개에 관한 연구

주제어  깔개, 첨모직, 컷파일, 페르시아매듭, 루프파일

투고일자  2018. 09. 12  ● 심사일자  2018. 11. 01  ● 게재확정일자  2018. 11. 12

첨모직은 표면에 짧은 파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선시대 후기에는 첨모직 깔개를 지칭하는 용어로 채담이 사용되었으

며, 20세기 초에는 융전과 단통, 양탄자 등으로 불리었다. 조선 말기 이후의 여러 문헌이나 신문기사, 그리고 각종 사진자료를 

통해 첨모직 깔개가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하였고 당시 국내에서 제작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말기 이후의 첨모직 깔개 6점을 실물 조사하였는데 5점은 페르시아매듭의 컷파일이며 1점은 루프파

일의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컷파일의 깔개는 크기가 가로 72~98 × 세로 150~156㎝의 직사각형이며, 나비, 사슴, 호랑이, 

그리고 십장생 등의 주 무늬를 중앙에 배치하고 卍자를 가장자리에 배치하였다. 컷파일의 소재는 지경사는 모두 면사이며 지

위사는 3점은 면사, 1점은 모사, 그리고 1점은 면사와 비스코스레이온의 혼섬사이다. 지위사는 4점이 S꼬임의 실 여러 올을 

합쳐 Z방향으로 합사한 실을 사용했다. 파일위사는 4~6가지의 색이 사용되었는데 홍색을 제외하고 모두 염색을 하지 않은 

자연색 그대로의 모섬유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S나 Z꼬임의 모사를 2올 이상 합하여 반대방향으로 꼬임을 주었는데 굵기에 

맞춰 올수를 합하였다. 

깔개의 위아래 가장자리는 위사를 6올 이상 넣고 남은 지경사는 몇 올씩을 한데 묶어서 정리하였으며, 좌우 가장자리는 

3올 이상의 면사를 가운데 놓고 수평으로 감아 마치 둥근 막대처럼 만들며, 가장자리에서 2~3번째 지경사를 징거서 튼튼하

게 고정하였다. 루프파일은 경사방향으로 고리를 만든 경첨모직이며 지경사와 지위사는 면사, 파일경사는 모사로 추정된다. 

소재의 성분 분석이 가능했던 깔개는 3점으로 파일위사는 판단이 불명한 것을 제외하고 염소와 비미종 양으로 판명되어 

첨모직 깔개에 다양한 종류의 동물털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6점의 깔개는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깔개의 정확한 제작지는 확

인할 수 없었으나 당시 국내에서 첨모직 깔개를 제작하고 있다는 문헌기록과 깔개의 문양의 조형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에서 제작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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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다양한 종류의 모섬유 깔개[모부

물(毛敷物)]가 사용되어 왔는데, 각종 고문헌의 기록과 고분

벽화, 그리고 각 고분에서 출토되는 직물편(織物片)들이 일

찍부터 깔개류가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모섬유 

깔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상례나 혼례 

등의 예식에서도 필수 물품이었다는 것을 각종 의궤나 실

록, 법전 등의 많은 문헌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근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타피스트리(Tapestry) 기법으로 제작

한 일명 ‘조선철(朝鮮綴)’의 소개1로 모깔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성과도 발표2되고 있다. 모피를 제외한 

조선철과 같은 철직(綴織)의 깔개를 비롯하여 직조하여 제

작된 깔개는 일반적으로 생소하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현전

하는 실물 유물이 많지 않아 그 부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조선철을 제외하

고 모섬유 깔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위주로 이루

어졌으며3 실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조선후기 전통 모

담의 제직에 관한 연구」4가 있으나 국내 소장 유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섬유 깔개류 가운데 조선 말기 이후

에 첨모직으로 제작된 깔개를 중심으로 제작 기법, 소재 등

의 특성을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실물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모직의 조직적 분류를 통하여 깔개의 조직에 

따른 용어를 정의하고, 고문헌과 근대 신문기사에서 첨모직 

깔개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첨모직 깔개의 

지칭용어를 분석하도록 한다. 

둘째, 현전하는 깔개 유물에 대한 실물조사와 문헌조

사를 병행한다. 국립대구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온

양민속박물관, 개인소장 유물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깔

개 총 6점을 대상으로 조직과 실꼬임, 제작법 등을 실물 조

사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일본 교토의 기온마츠리(기원제(祇

園祭))에서 사용되고 있는 깔개 가운데 ‘조선 혹은 중국’으

로 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도록 한다. 

셋째, 첨모직 깔개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물 조사한 유물 가운데 3점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

여 소재의 원산지나 시기를 구분해보도록 한다.

Ⅱ.  전통 첨모직 깔개의 조직적 
     분류와 용어

1. 조직적 분류

모섬유로 제작된 깔개는 제작하는 기법에 따라 크게 

타피스트리직(tapestry weave)과 첨모직(添毛織)으로 구

분된다. 타피스트리직(사진 1)은 위사가 표면에 드러나고 

경사는 위사에 덮여 보이지 않는 위무직(緯畝織)으로 직

조하는 기법으로 표면에 파일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이 기

법으로 제작한 깔개를 킬림(Kilim)이라고도 한다. 반면에 

첨모직은 직물바닥에 짧은 파일섬유가 나타나는데 형성된 

파일의 형태에 따라 수건과 같이 직물바닥에 고리가 있는 

루프파일(loop pile, 윤나(輪奈))<사진 2, 3>과 고리의 위를 

자른 컷파일(cut pile, 입모(立毛), 모총(毛總))<사진 4>로 

구분된다. 그리고 파일이 형성되는 방향에 따라 경사로 파

1 경운박물관, 2016, 『조선철을 아시나요 (일본에 전래된 조선 카페트)』

2 심연옥, 2016, 「한국 자수박물관 소장 ‘毛毯房帳’ 연구」, 『조선철을 아시나요 (일본에 전래된 조선 카페트)』 특별강연 자료집, pp.45-51.

3 박순지·이춘계, 1994, 「고대부터 고려까지 모피물에 관한 고찰」, 『복식』 22, 한국복식학회, pp.193-204.

   김순남, 2011, 「16세기 조선과 野人 사이의 모피 교역의 전개」, 한국사연구 (152), 한국사연구회, pp.71-108. 

   김혜란, 2016, 「우리나라의 깔개와 휘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4 박윤미, 2000, 「朝鮮後期 傳統 毛毯의 製織에 관한 硏究」, 『아시아 民族造形學報』 제1집,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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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만들어지는 경첨모직(經添毛織; warp pile cloth)과 

위사로 만드는 위첨모직(緯添毛織; weft pile cloth)이 있다. 

컷파일의 첨모직은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

던 방법으로 생산지에 따라 실을 맺는 방법이 다른데 현재

는 주 생산지의 이름을 따서 터키매듭, 페르시아매듭 등으

로 분류한다. 터키매듭(Turkish Knot)(사진 5)은 기오르데

스매듭(Ghiordes knot)이라고도 하는데 2개의 경사를 통

과한 파일위사를 가운데서 당기고 위를 잘라내는데 양쪽

이 대칭이 되는 구조의 조직이다. 기원전 3~4세기의 것으

로 추정되는 파지릭(Pazyryk) 유적에서 터키매듭으로 제

작된 카펫의 일부가 출토되었다. 기오르데스는 현재 터키 

영토인 아나토리아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5 페르시아

매듭(Persian Knot)은 세나매듭(Senneh knot)이라고도 

하는데 경사를 통과한 파일위사는 경사를 사이에 두고 좌

우로 나뉘게 되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이 벌려지게 되어 실

의 양끝이 대칭이 되지 않으므로 비대칭 매듭이라고도 한

다. 이 기법은 인도, 터키, 파키스탄, 중국, 그리고 이집트에

서 사용되고 있다.6 <사진 6>은 페르시아매듭 가운데 실의 

끝이 왼쪽으로 벌려진 구조의 조직도이다. 

2. 첨모직 깔개의 용어

모섬유로 만든 깔개는 직물의 조직과 특성에 따라 여

러 가지 용어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섬유 깔개를 

이미 고대부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문헌에 그와 관

련된 용어인 ‘탑등(㲮㲪)’, ‘구수(毬搜)7, ‘구유(氍毹)’8, 등

이 기록되어 있으나 제작기법이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첨모직

의 깔개와 관련된 용어 가운데 조직이나 기법 등의 특성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광운』에 ‘담(毯) 모석(毛席)’이라고 하였는데 즉, 담

은 털로 만든 깔개의 일반적인 의미로 정의하였다. 고려시

대에는 10리나 뻗쳐있는 공경들의 저택이 비단으로 기둥

을 싸고 채담(彩毯)으로 땅을 깔았다는 기록9이 있어 당

시 채담이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던 깔개였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채담에 관해 계속 언급되기도 

하였다. 숙종 39년(1713)에 어진을 제작하는데 있어 자리

를 어좌의 자리[御座之席]로 그려야 하느냐 혹은 전과 같

이 채담으로 하느냐에 대한 논의10가 있었다. 오늘날 숙종

대의 어진은 전해지는 것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경기전

의 태조 어진은 승정원의 기록과 같이 어탑(御榻)과 화려

한 금문(錦紋)의 채담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태조 어진(사진 7)은 1872년에 모사된 이모본(移模本)이

나 조선 초기에 형성된 태조 어진의 도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11 태조 어진에서는 채담의 질감이 표현되어 있지 않

으나 17세기에 제작된 홍가신, 조경(사진 8) 등의 초상화12

에는 채담이 점묘법(點描法)으로 그려져 있는데 마치 컷파

일의 깔개처럼 묘사되어 있다. 현재 중국 자금성의 고궁박

물원에 소장되어 있는 ‘목홍지금문재융지담(木紅地錦紋栽

絨地毯)’13(사진 9)은 명대의 컷파일 깔개인데 색상은 퇴색

하고 보존 상태는 좋지 않으나 원래의 색이 목홍(木紅)이

5 Knotted-pile carpet, [검색일 2018. 08. 22],  Wikipedia사전, https://en.wikipedia.org/wiki.

6 Knotted-pile carpet, [검색일 2018. 08. 22],  Wikipedia사전, https://en.wikipedia.org/wiki.

7 『삼국사기』, 卷第三十三 雜志 第二 器用, “四頭品至百姓. 禁金銀鍮石朱裏平文物 又禁毬 㲮 虎皮大唐毯等.”

8 『삼국유사』, 卷第三 塔像第四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王又聞唐代宗皇帝優崇釋氏, 命工作五色氍毹”.

9 『동문선』, 卷之二 三都賦, “公卿列第。聯亘十里。豐樓傑閣。鳳舞螭起。涼軒燠室。鱗錯櫛比。輝映金碧。森列朱翠。緹繡被木。彩毯鋪地”.

10 『승정원일기』 477책 숙종 39년 4월 13일, “頤命曰, 永禧殿影子兩本, 鋪席五色班斕, 如中原彩毯 蓋中國, 無莞席, 以氈織用, 而我國則無此俗, 以席用之,  

御座亦然矣 今番所畫影子下鋪席, 以卽今御座之席畫之乎? 依永禧殿影子例, 以彩毯畫之乎”. 

11 국립중앙박물관, 2011, 『초상화의 비밀』, p.292.

12 국립중앙박물관, 2008, 『조선시대 초상화 Ⅱ』, pp.2-23.

13 紫禁城博物館編, 2010, 『故宮藏毯圖典』, 紫禁城出版社,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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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무늬가 조선시대 17세기의 초상화에 보이는 금문과 유

사하다. 그런데 ‘화채담(畫彩毯)’은 일종의 장막으로 표현14

되기도 하므로 조선시대에는 채담이 첨모직의 깔개뿐만 아

니라 다채로운 무늬의 장막을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

다고 추정된다. 

20세기 초에는 융전(絨氈)과 단통(緞通)이 첨모직 깔

개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1938년 3월 20일 동아일보 경제

면의 기사에는 “絨氈(융전)과 緞通(단통)은 種類(종류)는 

다르나 같은 敷物(부물)이며, 絲(사)의 조직상으로 말하면 

모두 다중조직의 파일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일은 

절단하야 수쇄(手刷)를 세운 것과 끈지안하고 윤나직(輪奈

織)으로 한 것과의 2종으로 대별할수 있다.”15고 하였다. 이 

내용으로는 융전과 단통이 컷파일인지 루프파일인지에 대

한 구분은 없으나 모두 첨모직의 깔개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해 6월 21일의 동아일보 용어해설란에는 융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품지식(商品知識)

융전(絨氈) 

▼종류(種類)=융전(絨氈)은 수입품(輸入品)과 국산

품(國產品)으로 대별(大別)하야 수입품(輸入品)에는 영국

제(英國製), 미국제(米國製), 베루샤, 백의기(白義其), 독일

(獨逸), 불란서제품등(佛蘭西製品等)이 잇는데 이 중(中) 영

국산(英國産)이 제일(第一)조코, 백의기(白義其), 베루샤산

(産)이 이에 다음하고 수입품(輸入品), 국산품(國産品), 공

(共)히 장물모(長物毛) 절융전(切絨氈)과 일매부(一枚敷) 모

절융전(毛切絨氈)과가잇고 장모 절융전(長毛 切絨氈)에는 

아쓰기스미루다 뽀-다(영국제(英國製))=수절 융전 병물(手

切 絨氈 柄物) 영국제급국산(英國製及國産) 화제 기타 수

절융전(和製 其他 手切絨氈), □ 수절융전 이십칠촌폭피 삼

십륙촌폭(手切絨氈 二十七吋幅皮 三十六吋幅), 직출멸전(織

出滅氈) (별명(別名) 와나 멸전(滅氈))이라고도 부르는데 폭

이십칠촌(幅二十七吋), 일권 오십마내외(一卷 五十碼內外)를 

표준물(標準物)로 한다)등(等)이잇고 일매부 모절융전(一枚

사진 1. 타피스트리(저자 촬영).

사진 4. 컷파일(저자 촬영).

사진 2. 루프파일(저자 촬영).

사진 5. 터키매듭(Wikipedia 사전).

사진 3. 루프파일 조직도(저자 도안).

사진 6. 페르시아매듭(저자 도안).

14 『태조실록』 총서, “(중략) 부녀들도 또한 길 왼쪽과 오른쪽에 장막을 매고 금단(錦段)으로 장식하여, 이를 화채담(畫彩毯)이라 이름하니..(婦女亦結幕於路之左

右, 飾以錦段, 名畫彩毯).

15 동아일보 1938년 3월 20일 경제면 기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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敷 毛切絨氈)에는 나폴레온, 올림피아, HB가벳트, 긴바레(이

상(以上) 모다 국산품(國産品)) 륜돈(倫敦)사이우멜로리악, 

오발, 로얄, 가운데이, 조잔, 뉴톤, 우일톤벨샤(이상(以上) 모

다박래품(舶來品))등(等)이잇다.(중략) 

▼제직개요(製織槪要)=마사(麻絲)를 경사 및 위사에 

사용 이것에 립모(立毛) 또는 윤나모(輪奈毛)를 식모(植毛)

하야 직출(織出)한것으로 최근(最近)에는 면사(綿絲)를 1할

정도로 혼직(混織)한다. 

▼취인계절(取引季節)=춘,추의 2기로 하절은 한산기

(閑散期)이나 거진 취인(取引)은 1년을 통하야 행하고 있

다.(출처: 동아일보 1938년 6월 21일)16

위의 기사를 보면 첨모직 깔개를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생산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사에서 언급하는 ‘장물모 절

융전(長物毛 切絨氈)’은 마치 옷감처럼 계속 이어서 제작하

는 것으로 실내 전체를 깔든가 부분적으로는 길게 까는 용

도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매부 모절융전(一枚敷 毛

切絨氈)’은 실내의 일부를 장식하는 러그(rug, 부분깔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깔개의 제작에 있어 경사

나 위사에 면사(綿絲) 10% 정도를 혼합한다고 하였는데 여

기에서의 면사는 무명실[棉絲]을 의미하며 당시 깔개의 제

작에 여러 섬유를 혼직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0년경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종황제와 당시 황태

자였던 순종이 서양식 군복스타일의 예복을 착용하고 함께 

계단에 서 있는 모습의 사진(사진 10)이 있다. 두 사람의 발

밑에는 무늬가 전혀 없는 깔개가 깔려있는데 뒤쪽의 계단

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깔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직물 

표면에 짧은 털과 같은 파일섬유가 있으므로 컷파일의 깔

개로 여겨지며, 이와 같이 긴 길이로 제작된 깔개가 ‘장물모 

절융전(長物毛 切絨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말에 서구문물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모깔개

의 용어로 ‘양탄자(洋彈子)’가 등장한다. 1900년 12월 26일 

황성신문의 광고란에 외국인으로 여겨지는 킬릿스키가 양

탄자를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

는데 스 씨(氏)의 물건17이라는 것으로 보아 수입품일 

것이다. 1902년의 『진연의궤』에는 관명전(觀明殿)의 별문지

의(別紋地衣) 10부(浮)의 제작에 황별문석 300장, 가선용 

청목 14필, 마사(麻絲) 6근, 양탄자(洋彈子) 11통(桶) 620마

(碼)가 들어간다18고 하여 당시 양탄자가 왕실에서 사용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서양에서 들

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양(洋)’이 물품명의 앞에 접두어

로 붙는 경우가 많은데 양탄자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국

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탄자’는 담요이며 어

원은 ‘毯子’19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고전용어사전에는 담

자의 용례로 「훈몽자회」(1527년) “毯<俗呼花毯 又曰毯子> 

(세속에서는 화담이라고 부르며, 또 담자라고 한다.)”20의 내

용을 들고 있다. 그런데 양탄자가 융전(絨氈)과 동일한 의미

로 쓰인 것21으로 보아 양탄자는 서양에서 들여온 첨모직 

깔개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탄자는 국내에서도 생산이 되었으나 특히 외국산은 

16 동아일보 1938년 3월 20일 경제면 기사(용어해설).

17 황성신문 1900년 12월 26일 광고, “本人이 十二月廿八日（陰十一月初七日）上午九時三十分에 新門內貞洞初入淸商怡泰号上邊洋屋에셔 스氏의 美品

什物을 拍賣터인 物品은 廚房及工役噐具와 鉄寢床及席、帳、屛과 各樣交椅와 良品笥箱及飯床書床衣床과 飯器諸具와 琉璃噐沙噐와 洋彈子와 好品自

行車自縫針及風琴과 旅行帳幕（長四十尺廣十六尺）과 名樣新鮮 煖爐等許多物品이오 物品送交時에 價額은 紙幣로 受홈  킬릿스키 告白”.

18 『進宴儀軌』券三, 受理, “觀明殿東西溫堗及大廳黃別紋地衣十浮 所入黃別紋地席三百張 縇靑木八十四疋 麻絲六斤 洋彈子十一桶六百二十碼.

19 탄자, [검색일 2018. 06. 2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2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21 동아일보 1940년 5월 6일 기사, “일시에 거대한 투자는 불가능하므로 약19만원의 자본으로 융전(絨氈)(양탄자) 제조공장을 설치코 직공 三白여명을 사용할 

예정이라는바 기지매수가 완료 되는대로 곧 공장설치에 착수하야 금년안으로 작업을 개설한 모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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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태조 어진(국립중앙박물관 2011: 11). 사진 8. 조경 초상화(국립중앙박물관 2008: 19). 사진 9.  紅地錦紋栽絨地毯(紫禁城博物館編 2010: 32).

사진 10.  고종황제와 황태자(국립현대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2012: 77).

사진 11. 이하응 초상화(문화재청 2007: 43). 사진 12.  고종 사진(국립현대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2012: 31).

사진 13.  석조전의 영친왕 

(국립고궁박물관 2011: 47).

사진 14. 고종과 영친왕(국립고궁박물관 2011: 50). 사진 15.  순종 근현례식 기념사진 

(국립고궁박물관 2011: 72).

사진 16. 고종(국립고궁박물관 2011: 191). 사진 17. 이진완(婦人畵報社, 1934: 90). 사진 18.  부산이사청 내부(국립현대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2012: 137).

왕실을 중심으로 상위계층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1880

년 이하응이 61세 되던 때에 제작한 흑건청포본(黑巾

靑袍本) 초상화22(사진 11)에는 바닥에 화려한 꽃무늬

의 깔개가 깔려있다. 깔개는 점묘법으로 표현되어 있으

며 줄무늬의 흔적이 나타나있다. 이 줄무늬는 컷파일에

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컷파일의 첨모직에 의

22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초상화』. 눌와,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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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작된 깔개라고 할 수 있는데 무늬의 구성으로 보아 외

국산으로 추정된다. 고종이 1884년에 창덕궁 후원 농수정

에서 찍은 사진23(사진 12)에는 고종의 뒤로 농수정으로 올

라가는 계단에 커다란 꽃무늬의 깔개가 깔려있는데 깔개의 

표면에 짧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컷파일의 깔개로 추

정된다. 

덕수궁의 석조전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음을 알리는 서

양식 황궁으로 돌로 지어졌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석

조전의 내부는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한 로코코양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서양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장식되어 있다. 

1911년에 석조전에 있는 영친왕의 모습24(사진 13)에서도 

바닥에는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양탄자가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해에 덕수궁 함녕전에서 고종이 영친왕과 함께 

찍은 사진25(사진 14)에서도 바닥에 제법 도톰하게 직조된 

서양식 깔개가 있는데 표면에 짧은 파일이 보이므로 컷파일

의 깔개라고 할 수 있다. 이 깔개는 사각형 테두리 안에 꽃

무늬가 연속되는 도안의 양탄자이다. 1922년에 거행된 영친

왕부부의 순종 근현례식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26(사진 15)

에는 바닥에 커다란 부분깔개가 있는데 문양은 자세히 관

찰되지 않으나 사방 가장자리에 卍자가 배치되어 있고 안

에는 사각형 단위의 무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통천

관과 강사포를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종의 모습27(사진 

16), 고종의 증손녀인 이진완(李辰琬) 사진28(사진 17) 등에

서도 양탄자가 보이는데 주로 화려한 색과 무늬의 것을 사

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탄자는 왕족만이 사용하던 것은 아

니었다. 1909년 순종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에 촬영한 부산 

일본 이사청(理事廳)의 내부29(사진 18)를 보면 벽난로, 의

자, 테이블 등 모든 가구가 서양식이며 화려한 벽지에 바닥

에는 양탄자로 추정되는 깔개가 깔려있다. 이와 같이 양탄자

는 주요 관청에서도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수요가 많

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되

는 제품이 귀해서인지 몰래 들여오다 적발30되기도 하였다.

Ⅲ.  국내 첨모직 깔개의 제작 기법 
및 특징

현재까지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첨모직

의 깔개는 불과 몇 점에 불과하며, 국외에는 일본 교토(京

都) 기온마츠리 기원제(祇園祭)에서 사용하는 장식품으로 

생산지가 조선 혹은 중국의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

다. 국내의 현전 유물 가운데 실물 조사가 가능했던 유물은 

총 6점이며 일부는 「조선후기 전통 모담의 제직에 관한 연

구」31에서 조사한 유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다

루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각 깔개의 

크기, 제작 기법 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국립현대미술관·한미사진미술관, 2012, 『대한제국 황실의 초상 1880-1989』, p.31.

24 국립고궁박물관, 2011, 『하정웅 기증 순종 황제의 서북순행과 영친왕·왕비의 일생』, p.47.

25 국립고궁박물관, 2011, 앞의 책, p.50.

26 국립고궁박물관, 2011, 『앞의 책, p.72.

27 국립현대미술관·한미사진미술관, 2012, 『대한제국 황실의 초상 1880-1989』, p.191.

28 婦人畵報社, 1934, 『皇族畵報』, 東京社, p.90.

29 국립현대미술관·한미사진미술관, 2012, 『대한제국 황실의 초상 1880-1989』, p.137.

30 대한매일신보 1904년 12월 07일 외보외국통신, “일포덕션 금월십구일 샹오3시에 일본려순함대가 연○○○에서려순구로가 륜션을 발현ᄒᆞ야 일본술양○쓰

다가 좃차가셔 그날 샹오오시에 잡어셔 검ᄉᆞᄒᆞ니 그 ᄂᆞᆫ 덕국균션패레란인 겨울의복과 양탄ᄌᆞ와 약료와 통에 담은 고기를 실엇ᄂᆞᆫ지라 일본사세보라ᄂᆞᆫ 

에로 보냇다더라”,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www.nl.go.kr/newspaper/

31 박윤미, 2000,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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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접편복문 깔개

호접편복문 깔개(표 1)는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 소

장되어 있는 것으로 2007년에 김영숙 동양복식연구원장

이 기증한 것이다. 전체 크기는 92×158㎝이고 첨모직 가

운데 위사로 무늬를 표현한 위첨모직이며 페르시아매듭(사

진 6)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깔개의 바닥조직을 짜는 지경

사는 S꼬임의 면사(棉絲, 무명실)를 사용하였다. 지위사(地

緯絲)는 S꼬임의 흑갈색 모사(毛絲) 2올을 Z방향으로 합

사하여 사용하였는데 실의 직경은 3.2~4.3㎜ 정도이다. 깔

개에 사용된 파일위사는 소색, 회색, 흑갈색, 홍색의 4가

지 색사가 사용되었는데 S꼬임의 우연사(右撚絲) 4올을 

합하여 다시 Z꼬임의 좌연사(左撚絲)로 만들어 사용하였

다. 소색과 회색 파일위사의 직경은 5.4~6.5㎜ 정도이며 길

이는 표면에서부터 대략 1.7~2.0㎝인데 흑갈색은 길이가 

1.0~1.2㎝로 다른 파일위사에 비해 짧다. 이와 같이 파일

위사의 길이가 다르므로 표면에 요철이 생겨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것은 직조할 때에 길이가 다른 

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조를 완료한 후 무늬를 입체적

으로 보이도록 가위로 잘라냈을 가능성이 크다. 파일위사

는 홍색과 회색을 제외하고 여러 색의 털이 섞여있어 염색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쓴 것으로 보이며, 홍색

의 경우는 전체가 다 홍색이고 다른 색은 보이지 않으므

로 염색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표 1-④, ⑤) 

깔개 뒷면은 아청색 무명으로 씌우고 앞면의 가장자

리를 감싸고 0.6~0.7㎝ 정도 올라온 지점에서 약 1.5㎝ 간

격으로 징거주었는데(표 1-⑥), 몇 군데 손실된 부분을 통

하여 깔개의 뒤(표 1-⑦)와 가장자리를 관찰할 수 있었다. 

아청색 무명은 포폭이 35㎝이며, 제직에 사용된 실의 직경

은 약 0.50㎜ 정도의 우연사(右撚絲)이고 밀도는 ㎝당 경

위사 15×12올로 6새 정도에 해당되는 직물이다.

표 1. 호접편복문 깔개

제직특성

구분 소재 실직경(㎜) 밀도(올/㎠) 실꼬임 실색상 조직

지경사 면 0.88 2.2 S 소색

컷파일지위사 모 3.2~4.3 2.0 S 2올 → Z 흑갈색

문위사 모 5.4~6.5 1.2 S 4올 → Z 소색, 회색, 홍색, 흑갈색

사진

① 앞 전체 ② 뒤 전체 ③ 앞

⑥ 앞 가장자리 바느질

⑧ 가장자리 마무리 방법

④ 문위사(흑갈색, 회색)

⑦ 뒤

⑨ 무명

⑤ 문위사(홍색, 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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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개의 좌우 가장자리는 4올의 경사를 심사(芯絲)로 

넣고 그 위를 2올의 면사로 수평으로 감아서 마치 둥근 막

대처럼 만들고 깔개의 가장자리부터 2~4번째의 지경사에 

징거서 깔개와 가장자리를 고정시켰다. 그리고 <표 1-⑧>

의 표시되어 있는 부분과 같이 고정시킨 곳의 2~3번째 부

분마다 세로로 또 다시 징거주어 더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하였다.

깔개의 가장자리는 깔개를 평편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중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며 크

게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32 첫째, 신장(新疆), 간쑤(甘肅), 

베이징(北京) 민간의 파이핑형으로 위사를 교차하고 경사

의 가장자리를 감아서 형성되는데 그 형태는 둥근 막대와 

같다. 둘째, 인(人)자 형은 닝샤(宁夏)에서 사용되는 마감

기법으로 많으면 2~3가닥, 적어도 1가닥의 경사를 남겨놓

고, 위사를 교차하여 경사를 따라 가로 방향으로 휘감기

를 하며, 마지막에 가장 바깥쪽의 경사에 도달할 때 감아 

준 후 되돌아온다. 이를 반복함으로써 가장자리에 인(人)

자 무늬의 마감처리가 형성된다. 셋째, 평직의 넓은 가장자

리 마감 형태는 몽고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가장자리 마감 

처리 시에도 몇 가닥의 경사를 남겨놓고 위사를 교차한 

후 남겨둔 몇 가닥의 경사와 평직 기법으로 교차편직을 

하여 가장 바깥쪽 경사까지 도달하면 감아준 후 되돌아온

다. 이렇게 하면 깔개의 가장자리에 평직의 넓은 가장자리 

마감 형태를 형성하게 된다. 넷째, 단상변(单上边)형은 시

장(西藏, 티베트) 양탄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데, 일반적으

로 테두리처리를 하지 않고 단상변의 가장자리 경사에 미

리 감치기를 하여 파이핑 형태를 만들어놓은 후, 편직작업

이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등거리 내에서 위사로 가장자

리를 감아 마감한다. 이 마감처리의 최대 특징은 경사를 

감은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끊어져 풀릴 수 있다

는 점이다. 국립대구박물관 소장의 호접편복문 깔개는 가

장자리 마감기법이 위의 중국에서의 처리법과 동일하지 않

은 것으로 본다.

2. 사슴문 깔개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깔개(표 3)로 

크기는 88×158㎝이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깔개의 

중앙에 ‘卍’자를 놓고 박쥐와 사슴이 서로 卍을 바라보고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깔개의 사방 가장자리에는 卍

의 연결무늬가 둘러져있다. 본 깔개는 가운데의 주 무늬를 

제외하고 가장자리 무늬와 깔개의 크기가 호접편복문 깔

개와 매우 흡사하다. 

사슴문 깔개는 페르시아매듭기법으로 제작이 되었다. 

지경사는 S방향으로 꼬임을 준 우연(右撚)의 면사이며 직

경은 약 0.90㎜ 정도이고, 지위사는 지경사 2올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파일위사는 소색, 갈색, 흑갈색, 황색, 홍색의 

6가지 이상의 색사로 직조했는데 홍색만 염색을 하였고 나

머지 색은 모두 염색하지 않은 자연의 색을 그대로 살려서 

사용했다. 파일위사는 Z꼬임의 모사를 4올 이상 S방향으

로 꼬면서 합사하였으며, 평균 직경은 2.0㎜ 정도이다. 깔

표 2. 중국 청대 융담의 가장자리 마감(紫禁城博物館編 2010: 272)

① 신장(新疆) 융단의 파이핑형 ② 닝샤(宁夏)의 인(人)자 무늬 ③ 몽고(漠南蒙古)의 넓은 평직
④ 시장(西藏), 청대  

초기 북경 융단의 단상변 마감

32 紫禁城博物館編, 2010, 앞의 책, pp. 27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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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좌우 가장자리(표 3-④)는 둥근 막대처럼 보이는데 

앞서 언급한 호접편복문 깔개의 가장자리 마무리 방법과 

유사하나 마지막에 세로로 징거주는 과정이 생략된 방법

으로 보인다. 깔개의 위아래(표 3-⑤)는 위사를 6회 위입

하고 경사를 4올씩 묶어서 마무리하였다.

3. 호접사슴문 깔개

호접사슴문 깔개(표 4)는 퇴호(退湖) 이정렬(李貞烈, 

1865-1950)의 유물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온양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후손이 소장

하고 있다. 박물관의 도록에는 유물명이 ‘보료’로 명시되어 

있으며 크기는 72×156㎝로 적혀있다.33 이 유물은 보료와 

같이 주로 깔고 앉아서 그런지 중앙부분이 특히 더 낡아

서 바닥조직이 드러나 있으며, 한쪽은 아예 손실되어 없어

진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상태로 보아 깔개가 오래전에 제작

되었고 장기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사슴문 깔개

제직특성

구분 소재 실직경(㎜) 실꼬임 실색상 조직

지경사 면 0.9 S 소색

컷파일
지위사 면 0.9 S 소색

문위사 모 2.0 Z 4올 이상 → S
소색, 갈색, 흑갈색, 황색, 

홍색(6이상)

사진
① 앞 전체

④ 뒤 가장자리

② 앞

⑤ 아래 마무리 방법

③ 뒤

33 온양민속박물관, 1995, 『退湖 李貞烈 遺物圖錄』, p.91.

표 4. 호접사슴문 깔개

제직특성

구분 소재 실직경(㎜) 실꼬임 실색상 조직

지경사 면 0.7 S 소색

컷파일
지위사 면 0.17 S → Z로 합사 소색

문위사 모 2.0 S → Z로 합사
소색, 갈색, 흑갈색, 청색, 

홍색(5색)

사진

① 앞 ④ 윗부분② 앞 표면 ③ 뒤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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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개의 제작에 사용한 지경사는 S꼬임의 면사이며 직

경은 약 0.7㎜이다. 지위사는 역시 S꼬임의 면사 여러 올을 

굵게 합사하여 사용하였다. 파일위사는 소색, 갈색, 흑갈색, 

청색, 홍색의 5가지 색사를 사용했는데 모두 S꼬임의 모사

를 다시 Z방향으로 합사하였으며 평균 직경은 2.0㎜ 정도

이다. 양 옆 가장자리(표 4-③)는 면사 여러 올을 심사로 

하고 동일한 면사로 감아서 둥글게 만들었다. 그리고 깔개

의 지경사를 징거주며 연결하여 튼튼하게 고정시켰다. 깔

개의 위아래(표 4-④)는 지위사를 몇 줄 위입하고 묶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조사 당시는 면실로 감침질해놓은 상태

라서 정확한 방법은 파악할 수 없었다.

4. 호문 깔개

호문 깔개(표 5)는 개인 소장품이다. 깔개의 중심부에 

호랑이 한 마리가 배치되어 있고 사방 가장자리에는 卍자

가 연결되어 둘러져 있다. 호랑이는 비스듬히 오른쪽을 보

고 있는데 뾰족한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나

라의 민화에서 볼 수 있는 다소 해학적인 모습을 풍기고 

있으며, 무늬의 전반적인 구성이 앞서 살펴보았던 호접편

복문과 사슴문 깔개와 유사하다. 깔개의 크기는 98×149

㎝이며 가장자리에는 손실된 부분이 있고 보존상태가 그

다지 좋지는 않다. 이 깔개는 가운데 부분이 유난히 더 닳

아 있는데 깔고 앉았던 흔적으로 여겨진다. 

호문 깔개는 첨모직의 페르시아매듭 기법(사진 6)에 

의해 제작되었다. 경사는 S꼬임의 면사이며 지위사는 S꼬

임의 면사 2올을 Z방향으로 합사하여 사용하였고, 파일

위사는 소색, 갈색, 황갈색, 흑갈색, 회색의 5가지 색상인

데 흑갈색은 Z꼬임의 모사 3올을 S방향으로 합사하였다. 

황갈색 파일위사를 제외하고 모두 염색하지 않은 모사(毛

絲)이다. 파일위사 가운데 흑갈색의 길이는 바닥에서부터

의 1.4~1.7㎝ 정도이며 소색은 0.7㎝로 흑갈색에 비해서 짧

다. 깔개 위아래의 시작과 끝부분은 손상된 부분이 많으며 

대부분 면실로 감쳐놓았는데 후대에 바느질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일부에서 위사를 8회 위입한 것(표 5-④)과 지

경사의 끝이 묶여있는 것이 관찰되어 위사를 8회 위입하

고 사슴문 깔개(표 3-⑤)와 같이 남은 지경사는 몇 올씩 

묶어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깔개의 좌우 가장자리(표 

5-⑤)는 면사 3올을 심사(芯絲)로 하고 그 위를 동일한 면

표 5. 호문 깔개

제직특성

구분 소재 실직경(㎜) 밀도(올/㎠) 실꼬임 실색상 조직

지경사 면 1.0 2.4 S 소색

컷파일
지위사 면 3.1 2.2 S → Z 소색

문위사 모 3.9 1.5 흑갈색: Z 3올→S
소색, 갈색, 황갈색, 흑갈색, 

회색(5색)

사진 ① 앞

④ 아랫부분

② 뒤

⑤ 아래 마무리 방법

③ 앞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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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수평으로 감고 지위사 사이마다 징거서 깔개와 연결

하였다.

5. 십장생문 깔개

십장생문 깔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표 6)로 

조선시대에 즐겨 사용하던 십장생 무늬가 시문되어 있다. 

사슴과 소나무, 산, 선학, 물 등의 길상무늬가 표현되어 있

으며, 가장자리에는 꽃과 4엽의 꽃이 사방 연속으로 배치

되어 있다. 깔개의 크기는 86×154㎝ 인데 하단 오른쪽은 

손실되어 147㎝가 남아있다. 십장생문 깔개는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상단과 우측, 그리고 하단의 일부는 

청색 직물로 단을 대어 보수하였는데 현대에 보수한 것으

로 짐작된다. 깔개는 첨모직의 페르시아매듭 기법(사진 6)

으로 제작되었는데 지위사 2줄마다 파일위사를 위입하여 

무늬를 시문하였다. 지경사는 Z꼬임의 면사를 사용하였고 

지위사는 S꼬임의 실 2올을 Z꼬임으로 합사하여 좌연사로 

만든 후 2가닥을 위사로 위입하였다. 파일위사 가운데 흑

갈색, 갈색은 S꼬임의 모사 3올을 Z방향으로 합사하여 직

조하였다. 파일위사는 소색, 갈색, 연갈색, 흑갈색, 회색, 홍

색의 6가지 색사가 사용되었는데 사슴의 뿔과 다리 등 몇 

군데 표면에서는 옅은 갈색으로 보였으나 뒷면에는 본래의 

색인 홍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일

위사 가운데 홍색만이 염색을 하였고 나머지는 염색을 하

지 않은 모사들이다.

깔개의 윗부분은 손상되어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으

며, 아래는 지위사를 8줄 이상 위입한 흔적이 남아있으나 

현재 면사로 감쳐져있어 경사의 끝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깔개 좌우의 가장자

리에는 면사 3올을 심으로 하고 면사를 수평으로 감았으

며, 각 지위사 사이의 2번째 경사 아래를 징거주고 가장자

리 심과 연결하여 강화하였다.

6. 화문 깔개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깔개(표 7)이

며 박물관의 도록34에는 조선시대 후기의 ‘모전(毛氈)’으로 

소개가 되어있다. 68.7×144㎝와 60.5×65.8㎝ 크기의 2점

표 6. 십장생문 깔개

제직특성

구분 소재 실직경(㎜) 밀도(올/㎠) 실꼬임 실색상 조직

지경사 면 0.9 2.5 Z 소색

컷파일
지위사 혼섬사 1.0 2.5 S 2올→ Z 소색

문위사 모 3.6 1.5 흑갈색, 갈색: S → Z
소색, 갈색, 황갈색, 흑갈색, 

회색(5색)

사진
① 앞

④ 아랫부분

② 뒤

⑤ 가장자리 마무리

③ 앞 표면

34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 2007, 『명품도록』, p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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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점 모두 무늬가 동일하며 루프파

일(loop pile) 기법(사진 3)으로 직조되었는데 경사방향으

로 고리가 형성되는 경첨모직(warp pile cloth)이다. 제작

에 사용된 경사는 S꼬임의 면사이며 지위사는 Z꼬임의 면

사로 추정된다. 파일경사는 모사로 여겨지는데 소색, 백색, 

자주색, 분홍색, 황색 등의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다. 본 깔

개 가운데 직사각형(표 7-①)은 옅은 홍색의 무명으로 가

장자리만 선을 둘렀으며, 정사각형 깔개(표 7-②)는 흰색 

무명으로 뒤를 씌우고 가장자리를 둘렀다.

Ⅳ.  일본 야마보코(山鉾)의 첨모직 
깔개

일본 교토에는 조선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깔개가 다량 

소장되어 있는데 주로 기온마츠리 기원제(祇園祭)에서 사

용되는 것이다. 기온마츠리는 교토의 기온(祇園, ぎおん)에

서 매년 7월에 열리는 야사카신사 팔판신사(八坂神社, や

さかじんじゃ)의 마츠리로 호화로운 장식을 한 야마보코 (산

모(山鉾), やまぼこ)라고 불리는 다시(산차(山車), だし)가 시

내를 행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야마보코는 전 세계의 염

직물들로 장식되는데 조선의 것으로 알려진 것은 주로 타피

스트리(tapestry) 기법으로 직조된 깔개로 2016년도에 우리

나라에 ‘조선철(朝鮮綴)’로 소개35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타

피스트리직 이외에 첨모직으로 직조된 깔개 몇 점이 17세기

의 조선, 혹은 중국의 청나라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와토야마(岩戶山)의 ‘옥취사자모양전괘(玉取獅子模

樣前掛)’, 나기나타보코(長刀鉾)의 ‘옥취사자모양동괘(玉取

獅子模樣胴掛)’(사진 19), ‘매수문양동괘(梅樹文樣胴掛)’(사

진 20), ‘만자당화문동괘(卍字唐花紋胴掛)’와 칸코보코(函

谷鉾)의 ‘옥취사자모양도(玉取獅子模樣 圖)’와 ‘매수호문양

동괘(梅樹虎文樣胴掛)’(사진 21)가 17세기의 ‘청(淸)·이조(李

朝)’의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데36 이후의 보고서에는 ‘中國

近辺の絨毯(중국 부근의 융담)’으로도 명시37되어 있기도 

하다. 이 장식품들은 야마보코에 걸어서 장식하므로 일본에

서는 ‘걸개(掛)’라고 하지만 실제는 깔개 용도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가메오가마츠리(龜岡祭)에 출품되는 다카

사고야마(高砂山)의 장식품 가운데 호접문의 깔개 여러 점

을 이어 붙인 것(사진 22)이 있다. 이 깔개에 대해서는 19세

35 경운박물관, 2016, 앞의 책.

36 祇園祭染織硏究會, 1971, 『祇園祭染織名品集 下』, 京都: 藝艸堂, pp.71-73.

37 祇園祭山鉾連合會, 2012, 『祇園祭山鉾懸裝品調査報告書 渡來染織品の部』 , pp.23, 25. 

吉田孝次郞, 1998, 『京都祇園祭の染織美術 山․鉾は生きた美術館』, 京都書院, pp.45, 121-123. 

표 7. 화문 깔개

제직특성

구분 소재 실직경(㎜) 실꼬임 실색상 조직

지경사 면 0.7 S 소색

루프파일
지위사 면 0.17 S → Z로 합사 소색

문위사 모 2.0 S → Z로 합사
소색, 갈색, 흑갈색, 청색, 

홍색(5색)

사진

① 깔개 1 ④ 뒤② 깔개 2 ③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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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中國近辺の絨毯’으로 설명하고 있는데38 대구박물관

에 소장되어 있는 호접편복문 깔개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무늬의 구도는 비슷하나 가장자리의 무늬가 다르고 지나치

게 정형화되어 있어 호접편복문에서 보이는 부드럽고 자연

스러운 느낌은 느낄 수가 없다. <사진 21>과 유사한 무늬의 

것이 나기나타보코(長刀鉾)의 유물 중에도 있는데(사진 23) 

이것 역시 17세기 중국 부근의 융담으로 분류39되어 있다.  

<사진 21>과 비교해보면 호랑이가 좀 더 크게 묘사되어 있고 

가장자리의 무늬가 다르나 전체적인 구도는 비슷하다. 일본

의 호문 깔개는 본 연구에서 실물 조사한 호문 깔개와 비교

해보면 가장자리의 장식무늬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복잡

하게 보인다. 전반적으로 국내 소장의 깔개와 비교해보면 일

본에 있는 것이 좀 더 복잡한 문양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에 소장되어 있는 깔개의 정확한 생산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

았는데 추후 좀 더 자세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유물들이다.

Ⅴ.  첨모직 깔개의 소재

1. 모직물 깔개의 수모섬유의 특성

동물성섬유 중 동물털로 만들어진 모직물 깔개[계

(罽), 전(氈), 담(毯)]나 모피류 깔개(방석, 원피, 아다개)에

는 다양한 동물의 털이 이용되었다. 모직물 깔개에는 소털

[牛毛], 너구리털[狸毛], 양털[羊毛], 모피류 깔개에는 호피

(虎皮, 호랑이), 표피(豹皮, 표범), 산양피(山羊皮, 산양), 토

저피(土猪皮, 오소리), 우피(牛皮, 소), 구피(狗皮, 개), 호피

(狐皮, 여우)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깔개에 사용된 동물

털의 식별에는 현미경을 이용하여 털의 단면의 형태, 메듈

라(죽은 세포로 빽빽하게 채워진 털의 심) 및 스케일(털의 

최외곽층, 비늘)의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40 모직물 깔개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 양과 염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38 公益財團法人 祇園祭山鉾車連合會, 2013, 『京都近郊の祭禮幕調査報告書 渡來染織品の部』, pp.15-16.

39 祇園祭山鉾連合會, 2012, 앞의 책, p.24.

40 오준석, 2005,「천연섬유와 모피 식별법」,『천연섬유와 모피 식별 아틀라스』, 국립민속박물관, pp.6-25.

사진 19.   玉取獅子模樣前掛(祇園祭染織硏究會 

1971: 71).

사진 22.   高砂山의 걸개(公益財團法人 祇園祭山鉾
車連合會 2013: 15).

사진 20.  梅樹文樣胴掛(祇園祭染織硏究會 

1971: 72).

사진 23.  長刀鉾의 걸개(祇園祭山鉾連合會 

2012: 24).

사진 21.  紅地錦紋栽絨地毯 
(紫禁城博物館編 201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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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양은 성격이 온화하고 무리지어 서식하던 버릇이 있

어 일찍부터 가축화되어, 용도에 따라 유용종(乳用種), 모

용종(毛用種), 육용종(肉用種) 등 다양한 종류로 변화하였

다. 모방(毛紡) 분야에서는 지난 200여년 동안 용도에 맞

게 개량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품종이 서식하고 있

다. 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모직물을 위해 개량

된 양의 털은 순백색이고 가늘고 굵기가 균일하다. 반면 

카페트용 양종(羊種)은 개량되지 않은 원시적인 양종으

로 비미양(肥尾羊, Fat-tailed sheep), 비고양(肥尻羊, Fat-

rumped sheep), 장각양(長脚羊, Long-legged sheep)이 

있으며 아시아지역에 서식한다.41 유럽 등에서 개량된 모

용종 양모의 양털과 아시아종 양털의 형태에서는 큰 차이

를 보인다. 모용종 양모는 단면이 대부분 원형이나 타원형

으로 가늘고 메듈라가 없는 형태이지만,42 아시아종은 뻣

뻣하고 굵은 hair는 단면이 원형, 타원형, 오목타원형 또는 

불규칙형으로 메듈라가 크며, 가는 wool은 단면이 대부분 

원형으로 메듈라가 없는 형태이다(표 8). 몽골과 같이 추

운 지방의 양털은 큰 메듈라에 공기를 담아 추운 환경에서

도 견딜 수 있는 보온 역할을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의 삼

국시대 기록에서는 양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일본서기(日

本書紀)에 백제 법왕(法王) 원년, 일본의 스이꼬천황(椎古

天皇) 7년(599년)에 양을 보냈다는 기록에서43 삼국시대

에는 양이 산업적으로 중요한 동물이 아니었음을 뜻한다. 

통일신라에는 모전(毛典)이라는 모직물 관련 부서가 있고, 

일본 정창원(正倉院)에는 통일신라에서 보낸 전(氈)이 남

아있으며44, 재질은 양모로 동정되었다.45 이러한 사실로부

터 통일신라시대에는 양이 사육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부터 요(遼), 금(金), 원(元)에서 양이 대량으로 유

입되어 고려시대부터 양이 사육되었음은 확실하며46, 조선

시대에는 양의 사육에 관해 문헌에서 많이 보이나, 조선말

에는 제사용으로 양을 왕실에서 제한적으로 사육하거나 

중국인에게 구입하였다.47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909년에는 양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아48, 한국은 양의 사

육에 적합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2015년 현재에도 

3,255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다49. 삼국시대, 고려나 조선에

서 사육되던 양이 현존하지 않아 정확히 어떤 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방으로부터 들어온 아시아종으로 판단된다.

2) 염소

염소는 양과 함께 가장 오래된 가축화된 동물로, 양

과 마찬가지로 유용종, 모용종, 육용종 등으로 분류된

다. 염소의 모용종으로는 티베트 캐시미르(Kashmir)가 원

산지인 캐시미어(Cashmere) 염소, 터키 기원의 앙고라

(Angora) 염소가 있다. 캐시미어 염소의 솜털인 wool을 

캐시미어 섬유라 부르며, 앙고라 염소의 wool을 모헤어라

고 한다. 캐시미어 wool을 생산하는 여러 품종의 캐시미

41 KOTITI, 2013, 카펫용 양모종, KOTITI Webzine 섬유소재 해설, 13(19).

42 오준석, 2005, 앞의 책, 「양모」, pp.73-78.

43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7年 9月 1日

44 심연옥, 2002, 「전(氈)」 『한국 직물 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pp.54-59.

45 竹之内一昭, 奥村章, 福永重治, 向久保健蔵, 実森康宏, ジョリー ジョンソン, 本出ますみ, 2015,「正倉院宝物特別調査 毛材質調査報告」 『正倉院紀要』, 

pp.1-112.

46 손용석, 2002, 「양(羊)의 생태에 관하여」 『양의 생태와 민속』, 국립민속박물관, pp.31-43.

4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 1984, 『(國譯)韓國誌』, 최선, 김병린 공역, 韓國精神文化硏究院, p.452.

48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49 농림축산식품부, 2016, 「15년 기타 가축통계 조사집계표(총괄)」 『2015年 其他家畜統計』, 농림축산식품부,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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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염소는 캐시미르, 중국(감숙성, 청해성, 요녕성, 내몽골 

등), 몽골 등에서 기르고 있다. 캐시미어 염소모의 hair는 

단면이 원형, 타원형, 오목타원형을 띠고 메듈라가 크고 길

이 방향으로 단순 연속형이며, wool은 단면이 대부분 원

형으로 메듈라가 없는 형태로 양털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50 모헤어는 대부분 원형으로 메듈라는 거의 없

다. 흑염소는 원형, 타원형, 오목타원형, 삼각형 등 다양하

며 메듈라가 크고 단순 연속형이다(표 9). 

염소는 한자어로 고(羔), 고력(羖䍽), 산양(山羊)이라 

표기하며, 이 산양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나라의 야생에

서 서식하는 산양(Naemorhedus causatus)과 혼동을 일

으킬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양이라는 용어가 기록에 등장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양과 염소가 검증되지는 않아 염소가 언제

부터 사육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 말 공민왕(恭愍

王) 2년 원(元)에 염소가죽[羔皮]을 공물로 보낸 기록이 

보이고51 양 관련 물품을 외국으로 보낸 기록은 보이지 않

아, 이때에는 염소 가죽을 외국에 보낼 만큼 염소가 널리 

사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종(太宗) 16년에는 고(羔)

와 양(羊)을 구분하여 기록하였고52, 태종, 세종대에는 경

상도, 충청도에서 염소를 사육하고 있었다53. 광해군대에는 

요동 길이 막혀 황모(黃毛)의 값이 치솟자 진상품을 제외

하고는 염소털로 겉을 싸서 만들어 진상하게 하였다54. 이

러한 사실로부터 조선시대에는 염소가 널리 사육되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제정러시아에서 작성한 19세기말 조선에 

관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야생 동물 항목에서 Antilope 

crispa(일본 산양)가 언급되어 있는데, 한국 고유종 산양

(Naemorhedus causatus)을 잘못 동정한 것으로 보인다. 

Antilope crispa 가죽이 각 가정마다 구비되어 있다고 언

급하고 있으나, 각 가정마다 산양 가죽을 구비할 정도로 

많은 수의 야생 산양이 포획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축

산업의 기타 가축 항목에서 산양(염소)은 찾아보기가 극

히 어려웠다고 기록되어 있었다.55 그러나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 가축 통계에 따르면 1909년 산양(염소)은 5,788마리

로56 소나 돼지의 백분의 일 수준으로 소규모지만 염소를 

사육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15년 염소의 사육 두수는 

284,121마리로 양보다 훨씬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57, 현재

에는 재래종 염소로 흑염소가 있다.

2. 깔개의 소재

본 연구에서 실물 조사한 깔개는 6점이나 성분 분석

이 가능했던 유물은 3점으로 각 깔개의 분석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호접편복문 깔개

호접편복문 깔개의 소재 분석 위치는 <사진 24>, 광학

현미경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지경사에는 면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지위사나 문양

을 짠 위사는 원형, 타원형, 오목타원형 단면과 단순 연속

형 메듈라를 가진 염소 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위사

50 오준석, 2005, 앞의 책, 「염소모」, pp.79-86.

51 『高麗史』, 卷三十八 世家 卷第三十八 恭愍王 2年 1月, “원에 짐승가죽을 바치다”.

52 『太宗實錄』 31卷, 太宗 16年 5月 7日 무술 3번째기사, “전구서와 예빈시에서 기르는 가축은 『농잠집요』의 방법대로 사육하게 하다”.

53 『太宗實錄』 33卷, 太宗 17年 윤5月 9日 갑자 2번째기사, “의정부·육조에서 각도의 진언내용을 검토하여 보고하다”, 『世宗實錄』 55卷, 世宗 14年 2月 18日 

정미 2번째기사, “충청도·경상도 에서 공납한 염소새끼를 매도에 방목케 하다”.

54 『光海君日記』[中草本] 183卷, 光海 14年 11月 9日 신축 2번째기사, “공조가 필묵이 모자르자 염소털을 쓸 것과 필공에게 무명 8동을 지급하도록 아뢰다”.

5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 1984, 앞의 책 31) pp.168, 452.

56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57 농림축산식품부, 2016, 앞의 책,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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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염소모 및 산양모의 광학현미경 분석

품종 사진
형태학적인 특징

원산지
단면 표면 및 메듈라

캐시미어

중국

몽골

앙고라 터키

흑염소 한국

산양 한국

표 8. 모용종 및 아시아종 양모의 광학현미경 분석

분류 품종 사진
형태학적인 특징

원산지
단면 표면 및 메듈라

모용종

메리노 스페인

코리데일
호주

뉴질랜드

롬니 영국

서퍽 영국

아시아종

비미종
우젬친

몽골

비미종
카라쿨

중앙아시아

비미종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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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염소 털로, 가는 털인 wool은 포함되지 않고 굵은 hair

로 구성되어 있다. 흑갈색 파일위사는 흑염소 털을 사용하

였으며, 홍색, 회색, 소색은 백색의 염소 털을 사용하였으며 

wool과 hair가 혼합되어 있다. 호접편복문 깔개의 염소털은 

자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담방장(毛毯房帳)에 사용

된 털과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모담방장은 원

래 깔개용으로 만든 모담을 방장으로 다시 꾸민 것이다.58 

뒷면의 남색 보강천은 경·위사 모두 면섬유를 사용하

였다. 그러나 보강천에 사용된 면섬유는 지경사와 달리 세

포벽이 얇은 죽은 면섬유나 미성숙 면섬유가 많이 사용되

었다. 

2) 호문 깔개

호문 깔개의 재질 분석 위치는 <사진 25>, 광학현미경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0. 호접편복문 깔개 소재 광학현미경 분석

시료 소재
형태학적인 특징

단면 표면 및 메듈라

지경사 면

지위사 염소

파일위사
(소색)

염소

파일위사
(회색)

염소

파일위사
(흑갈색)

흑염소

파일위사
(홍색)

염소

보강천 면

58 심연옥, 2016, 앞의 글, pp.47, 50.

사진 24.   호접편복문 깔개 소재 분석 위치.

사진 25.   호문 깔개 소재 분석 위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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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사에는 면섬유가 사용되었다. 흑갈색 파일위사는 

갈색과 백색의 hair를 혼합한 것으로, 갈색 hair는 원형, 타

원형, 오목타원형 단면이며, 단순 연속형 메듈라이며, 백색 

hair는 원형 단면으로 메듈라가 불연속적인 흔적 형태를 

보여줘, 다른 종의 동물 털을 혼합한 것으로 추정되나 털

의 종류는 알 수 없다. 갈색 파일위사는 원형, 타원형, 오목

타원형 단면이며 단순 연속형, 불규칙적인 결정형 메듈라 

특징을 보여주며, 털의 종류는 알 수 없다.

3) 십장생문 깔개

십장생문 깔개의 재질 분석 위치는 <사진 26>, 광학현

미경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지경사에는 면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지위사는 면

과 비스코스레이온의 혼섬사이며, 비스코스레이온은 

bright(TiO2를 첨가하지 않은 광택사)와 semi dull(TiO2

를 첨가하여 광택을 줄인 원사)이 혼합된 원사를 사용하

였다. 소색 파일위사는 굵은 hair와 가는 wool이 섞여 있

으며, 원형, 오목타원형 단면과 단순 연속형 메듈라나 메듈

라가 없는 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스케일이 돌출되어 

단면 테두리에 요철이 보인다. 이러한 털의 특징은 몽골 비

미종 양털과 유사하다. 갈색 파일위사는 백색 털과 갈색 털

의 hair와 wool이 섞여 있으며, 원형과 타원형 단면과 단

순 연속형 메듈라 특징을 가지나 어떤 동물의 털인지는 알 

수 없다.　

십장생문 깔개의 지위사에 사용된 비스코스레이온

(인견)은 1855년 Georges Audemars에 의해 처음 만들어

졌으며, 1891년에 상업적으로 생산된 반합성섬유로, 한국

에서는 1966년 원진레이온에서 처음 원사가 생산되었지만 

일제강점기(1928년)에 이미 일본에서 들어와 보급되어 양

잠업을 위협한다는 기사59와 앞서 살펴본 깔개의 경사나 

사진 26.   십장생문 깔개 소재 분석 위치.

표 11. 호문 깔개 소재 광학현미경 분석

시료 소재 광학현미경

지위사 면

파일위사
(흑갈색)

불명

파일위사
(갈색)

불명

59 동아일보 1928년 1월 31일 기사, 「人造絹絲發達은 養蠶界에 無關, 悲觀論은 妄論이다」. 

표 12. 십장생문 깔개 소재 광학현미경 분석

시료 소재
광학현미경

단면 표면 및 메듈라

지경사 면

지위사

면
비스코스레이온

(bright)
비스코스레이온

(semi dull)

파일위사
(소색)

비미종 양

파일위사
(갈색)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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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에 혼섬사를 사용한다는 기사를 참조한다면 십장생

문 깔개의 제작 시기는 빨라도 일제강점기로 추정된다.

Ⅳ.  맺음말

우리나라에서는 첨모직 깔개를 고대부터 사용하였을 

것이나 현전하는 유물의 수가 많지 않으며 문헌의 기록에서

도 첨모직의 특성이 분명히 설명되어 있는 것은 거의 드물

어서 어떠한 특성을 지닌 깔개가 제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고문헌에는 모깔개로 여겨지

는 ‘탑등(㲮㲪)’, ‘구수(毬搜), ‘구유(氍毹)’ 등의 기록이 있

으나 구체적인 제작기법이나 특성에 대한 설명은 없다. 조선

시대에는 모담(毛毯), 모석(毛席) 등이 모섬유 깔개를 지칭

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채담(彩毯)이 첨모직의 깔개나 

다채로운 장막을 뜻하기도 했다. 1900년대 초의 기록에 의

하면 융전(絨氈), 단통(緞通), 양탄자(洋彈子)가 첨모직의 깔

개의 통칭이었는데 특히 양탄자는 서양에서 도입된 깔개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왕실을 비롯하여 상류층에서 수

입산 첨모직 깔개가 사용되었는데 국내에서도 첨모직 깔개

는 생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깔개는 궁궐뿐만 아니라 관청과 

가정에서도 사용하였다. 

실물 조사한 깔개는 총 6건 7점이었는데 5건은 컷파일 

기법, 1건은 루프파일기법으로 제작되었다. 루프파일의 깔개

는 2점이나 단지 크기만 다를 뿐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첨모직의 깔개 가운데 제작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은 퇴호 이정렬(1865-1950)이 사용하던 호접사슴문 깔개이

다. 이정렬선생의 생몰연대와 깔개의 상태를 고려하면 늦어

도 1800년대 후반~1900년대 초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컷파일 깔개 가운데 3건의 소재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제작에 사용된 지경사는 모두 면사(綿絲, 무명

실)로 밝혀졌으며, 지위사는 1점은 모사(毛絲), 1점은 면과 

레이온의 혼섬사, 그리고 나머지는 면사로 확인되었다. 파일

위사는 호접편복문은 염소와 흑염소로 밝혀졌고 십장생문

은 비미종 양과 불명한 소재로 판단되었으며, 호문 깔개의 

경우는 다른 종의 동물털이 혼합되어 사용되었는데 정확한 

소재는 판단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색이 있는 파일위사는 

대부분 염색을 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털을 그대로 사용하

였는데 색에 따라 한 종류의 동물털을 단독으로 사용하거

나 경우에 따라서는 혼합하여 사용되었다고 본다. 

컷파일 깔개의 무늬를 보면 가장자리에 卍자 무늬가 

연속으로 반복되어 둘러져있으며 중앙에는 사슴, 나비, 박

쥐가 대칭으로 배치되거나 호랑이 한 마리가 다소 익살스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등 단순하면서 소박한 느낌이 든다. 

현재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깔개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소

장품들이 무늬의 구성에 있어 간결하면서도 단아하게 묘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첨모직의 깔개는 지금까지 알려진 현전 유물이 많지 

않아서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

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성분분석 결과로는 깔개 

소재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러나 현재까지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와 동일한 

무늬의 첨모직 깔개가 조사된 바가 없으며 무늬의 전반적인 

조형성과 제작 연대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실물 조사한 

첨모직의 깔개는 국내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모섬유 깔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보완되

어 전통 첨모직 깔개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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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ile Cloth Rugs Produced after the Late 
Joseon Period

Cheommojik is a pile cloth, a type of textile whose surface is covered with short piles. The term chaedam 

was use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o refer to pile cloth rugs, while the terms yoongjeon, dantong and 

yangtanja were use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Various documents, newspaper articles and photographs 

confirm that pile cloth rugs were used by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the royal family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onward, and that there were domestic manufacturers of such rugs at that time. 

This study investigated six pile cloth rugs that were produced after the late Joseon dynasty, five of which 

feature Persian knots made of cut pile, the other being made with the loop pile method. The cut pile rugs are 

rectangular in shape and measure between 72-98cm by 150-156㎝; and they are decorated in the middle with 

patterns of butterfly, deer, and tiger or the ten longevity symbols, and along the edges with patterns composed 

of 卍 symbols. The ground warp of all six rugs are made from cotton yarn, while the ground weft is made 

of cotton yarn on three pieces, wool on one piece and cotton and viscose rayon. The ground weft yarn from 

four pieces are Z-twist yarn made with two or more S-twist cotton yarn. Four to six colors were used for the 

pile weft, all being natural colors except for red. Two or more S- or Z-twist yarn were twisted together in the 

opposite twist for the pile weft, with the thickness determining the number of threads used. Six or more weft 

threads were used to make the start and end points of the rug; and the ground warp ends were arranged by tying 

every four of them together. For the left and right edges, three or more threads were wrapped together into 

a round stick-like form, and the second and third inner ground warps from the edges were stitched on to the 

wrapped edge. For the loop pile, loops were made in the direction of the warp; the ground warp and the ground 

weft may have been made with cotton, the pile warp with wool yarn.

An analysis of the components of three rug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ich types of animal hair were 

used for the pile weft. Despite some inconclusive results, it was revealed that goat hair and fat-tailed sheep hair 

were used,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various kinds of animal fur were used in the production of pile cloth rugs. 

The six rugs examined in this study are estimated to have been made between the late 1800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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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1900s. Although the manufacturer of the rugs cannot be confirmed, we concluded that the rugs were 

produced in Korea after  referring to the documentation of the domestic production of pile cloth rugs  during 

the aforementioned period and the form and placements of the patterns on the 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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