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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힐( 頰纈)은 직물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조각한 목판 사이에 끼워 넣은 후 염색하여 무늬를 표현하는 방염(防染) 

기법이다. 통일신라 흥덕왕 9년 복식금제(服飾禁制)에는 육두품녀(六頭品女)와 오두품녀(五頭品女)의 여러 가지 복식 품

종에 협힐 사용을 금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협힐 직물이 당시 널리 사용되었으며 협힐 기법도 통일신

라시대 또는 그 이전에 완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 자료에는 용어만이 언급되었을 뿐 염색 기법이나 정

의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유물도 고려시대의 것만 극히 소량 남아 있어 협힐의 유형이나 특징을 알 수 없다.

공예 기술은 각 나라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요인에 의해 변화하며 주변국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한다. 따라

서 본 논문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문헌 및 유물을 조사 분석하여 협힐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협힐은 

국가별 특징보다 무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색의 가짓수에 따라 단색(單色)과 다색(多色)으로 나누어지며, 무늬 구조에 

따라 단독(單獨)·좌우대칭(左右對稱)·상하좌우대칭(上下左右對稱)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

서 전승 및 재현되고 있는 염색 기법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직물에 무늬가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색의 

가짓수와 무늬의 특징에 맞추어 협힐판을 양각(陽刻)·투각(透刻)·음각(陰刻)으로 각각 다르게 조각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무늬와 색이 온전히 남아 있는 유일한 유물인 1302년 아미타불복장 소화문협힐견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염색 기법 사례 연구에서 얻어진 기초자료를 근거로 실증적 실험을 통해 협힐 기법을 재현하였다. 

본 논문은 추후 계속 연구할 협힐 기법 재현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전승되고 있지 않는 협힐 기법의 재현

을 시도하여 기법의 특징을 확인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적인 무늬 염색 기법과 접목시켜 한국적 무늬 

염색의 세계를 넓히며 재창조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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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협힐(頰纈)은 직물에 무늬를 표현하는 염색 기법 중 

한 가지이다. 무늬 염색 기법에는 회염(繪染)·인염(印染)·

힐염(纈染) 등이 있으며 회염과 인염은 안료화한 염료를 

직물에 그리거나 찍는 것이다. 힐염은 방염(防染) 기법으

로 교힐(纐纈)·갈힐(臈纈)·협힐 등이 있다. 교힐은 실이나 

끈을 이용하여 바느질한 후 당기거나 묶어서 염색하는 것

으로 당겨진 곳이나 묶인 곳에 염액이 들어가지 않아 무

늬가 나타나는 기법이다. 갈힐은 납(蠟)이나 풀(糊)을 염

색하고 싶지 않은 곳에 칠하여 염액의 침투를 막는 염색 

방법이다. 협힐은 직물을 두 개 이상의 조각한 목판 사이

에 끼워 넣은 후 염색하여 무늬를 표현하는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무늬 염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고분 벽화의 인물들이 착용한 복식과 

국내외 문헌을 통해 일찍부터 발달되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한원(翰苑)』에는 “고구려인은 금을 짜는데 자색 

바탕에 힐문한 것을 가장 상품(上品)으로 치며 다음은 오

색금, 그다음은 운포금이 있다. 또 백첩포와 청포도 짰다”

라는 기록이 있다.1 『삼국사기(三國史記)』 흥덕왕 복식금

제(服飾禁制)에는 육두품녀와 오두품녀의 복식에 협힐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일본 정창원 「동대사헌물장(東大

寺獻物帳)」에는 “돌로 조각한 피리 한 개를 넣던 주머니

가 고려금을 사용하고 안에는 엷은 녹색으로 물들인 갈힐 

염직물로 받쳐져 있다”라는 기록도 있다.2 이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힐염이 성행하였으며 그 수준 

또한 우수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회염 또는 인염에 의한 무늬 염색 유물은 여러 품목

으로 남아 있다. 회염은 주로 중앙에 봉황 한 쌍이 있고 

주위에는 부귀·장수·길복(吉福)의 글자나 무늬가 다채롭

게 채색된, 궁중에서 사용하던 보자기와 소박하고 민화적

인 무늬가 그려진 서민들이 애용하던 보자기 등이 남아 

있다. 또한 백호·청룡·현무·주작·북두칠성 등의 무늬가 

의례에 맞추어 그려진, 군중(軍中)에서 쓰는 군기(軍旗)

와 궁에서 사용하던 의장기(儀仗旗) 등도 다수 남아 있

다. 인염은 조각한 판에 먹물을 발라 보자기나 주머니 등

에 찍어 기하학·동물·식물·문자 등 다양한 소재의 무늬를 

드러낸 것과 금니(金泥)나 은니(銀泥)를 묻혀 복식 등에 

찍어 무늬를 표현한 것이 다량 남아 있다. 

힐염에 의해 무늬를 표현한 유물은 1302년 아미타불 

복장유물 4점과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 복장유물 1

점, 1346년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불 복장유물 1점, 조선

시대(1457~1458년)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불 복장유

물 1점, 총 4건 7점이 확인된다.3 그중 협힐일 것으로 추정되

는 것은 3점이며 모두 직물편이다. 또한 유물 중 무늬가 완

전하고 색이 뚜렷이 남아 있는 것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302년 아미타불 복장유물 소화문협힐견 2점이 유일하다.

협힐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기하학 무늬 또는 

간단한 무늬의 나무판을 이용하여 염색한 것으로 기법을 

소개하거나 용어를 설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확인한 

연구 중 실험을 통해 염색 기법을 재현한 연구는 2건으로 

실험 직물 소재를 마·모시·무명 등 식물성 섬유를 위주로 

사용하고 염액을 가열하지 않는 홍화 염색으로 연구한 것

과 일본 정창원의 협힐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 있다.4

1 『한원』 蕃夷部 高麗. “...高麗其人亦造錦紫地纈文者爲上次有五色錦次有雲布錦又造白氎布靑布…”.

2 「동대사헌물장」, “...彫石橫笛一口納高麗錦袋淺錄臈纈裏…”.

3 김영숙, 1997, 『조선 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 - 흑석사 아미타불 복장유물』, 도서출판 미술문화, p.62; 허흥식·남권희·김영숙·권순정, 1999,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 계몽사, pp.27~28, p.46, 74; 심연옥, 2002, 『한국직물 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pp.300~301; 수덕사 근역성보관, 2004, 『지심귀명례 - 한국의 불복

장 특별전』, 신명기획, p.46; 국립대구박물관, 2013,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불 복장』, 포핀, p.67; 국립중앙박물관, 2015,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 불교

미술의 후원자들』, ㈜지앤에이커뮤니케이션, p.97, 178; 정은우·신은제, 2017, 『고려의 성물, 불복장』, 경인문화사, p.178, 191.

4 김지희, 2003, 「자연염색에 의한 삼힐 문양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은, 2018, 「고대 협힐염 재현방법 연구」, 한국전통복식연구소 학술심포지엄 

Vol.201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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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확인된 유물 중 유일하게 일 완전무늬를 

알 수 있고 색이 남아 있는 1302년 아미타불 복장유물인 

소화문협힐견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협힐 기법을 실험하

고자 하며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선행 연구 자료

를 정리하여 사용하고자 한다.5 또한 협힐 기법에 대한 문

헌 자료가 없으며 남아 있는 유물도 극히 소량이므로 협

힐 기법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문헌 및 유물을 고찰하고 전승 또는 재현되고 있는 협힐 

기법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협힐 기법을 재

현하는데 토대로 삼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협힐 염색 기법을 실증적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향후 계속 연구할 협힐 염색 기법 연구 및 염색 유

물 복원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Ⅱ. 협힐의 유형과 특징
 

협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헌 자료는 한정되고 그 

또한 협힐이라는 용어가 기록되어 있을 뿐 정의나 염색 

기법이 기록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물은 

고려시대의 것 3점만이 발견되어 유형 및 특징을 추정하

기 어렵다. 공예 기술은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

라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가변적 요인에 의해 변화

하며 주변국과의 교류를 통해 전래되고 발전하며 다시 주

변국에 전파된다. 그러므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문

헌 및 유물을 분석하여 협힐의 유형과 특징을 살피고 전

승 또는 재현되고 있는 협힐 기법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

리나라의 협힐 기법을 유추하고자 한다.

1. 문헌 고찰

우리나라 문헌 자료 중 협힐에 대한 것은 『삼국사기

(三國史記)』 흥덕왕 9년 복식금제에 “육두품녀의 표상(表

裳)과 오두품녀의 배당(褙襠)·단의(短衣)·표상·요반(䙅

襻)·내상(內裳)에 협힐 사용을 금한다”는 기록이 확인된

다.6 이를 통해 협힐 직물이 당시 복식에 널리 유행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협힐 기법도 통일신라시대 또

는 그 이전에 완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당대(唐代) 『안록산사적(安祿山事迹)』에는 

“현종이 안록산에게 협힐라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으

며,7 오대(五代) 마호(馬縞)가 쓴 『중화고금주(中華古今

注)』에는 “대업(大業) 연간에 수양제는 오채협힐라 치마

를 만들어 궁인과 백료의 어머니와 처에게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8 일본의 『왜명류취초(倭名類聚抄)』에는 “협

힐은 동관절운석(東官切韻米睪)이 말하기를 견직물을 묶어 

무늬와 채색을 이룬 것이며, 손면(孫愐)이 말하기를 견직

물에 무늬가 들어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9 

협힐에 대한 문헌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명확하게 규

정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복

식에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견직물에 무늬와 색을 

표현하기 위해 협힐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유물 현황 및 특징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협힐 유물은 2건으로 총 3점이 

확인된다. 1건은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302

년 아미타불 복장유물인 소화문협힐견 2점이다10(표 1-

①). 이것은 동일한 직물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단색으

5 온양민속박물관, 1991, 『1302년 아미타불 복장물의 조사 연구』; 조효숙, 1992, 「한국 견직물 연구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김영숙, 1995, 「고려시대 후기 불복

장직물의 일고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302년 아미타불 복장직물을 중심으로-」; 허흥식 외, 1999, 앞의 책.

6 『삼국사기』 卷第三十二六 雜志 第二. “六頭品女...表裳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金銀泥 頰纈...五頭品女...褙襠禁罽繡錦野草羅布紡羅金銀泥 頰纈短衣禁罽繡錦野草羅

布紡羅繐羅金銀泥 頰纈表裳禁罽繡錦野草羅繐羅金銀泥 頰纈䙅襻禁罽繡錦羅内裳禁罽繡錦野草羅金銀泥 頰纈...”.

7 『안록산사적』 卷上(唐) 姚汝能 六載. “...玄宗賜...夾頡羅頂額織成錦簾二領...”.

8 『중화고금주』 後漢 馬縞撰. “...大業中隨煬帝制五彩夾纈花羅裙以賜宮人及百僚母妻...”.

9 『왜명류취초』 卷十二 錦綺類第百五十九. “夾纈 東官切韻米睪氏曰纈胡結反夾纈此間云加宇介知結帛爲文綵也孫愐曰繒之有夾花也”.

1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 직물』, ㈜눌와,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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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하좌우대칭 무늬이다. 무늬 부분이 염색되지 않고 

바탕이 염색되었다. 다른 1건은 불교중앙박물관에 위탁 

소장되어 있는 1346년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불복장

물 협힐라(頰纈羅)이다11(표 1-②). 바탕색은 초록색이고 

무늬가 소색이며 무늬가 잘려진 상태로 일부분만 남아 있

어 정확한 무늬는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유물은 모두 고

려시대의 것으로 극히 소량만이 남아 있어 유물의 유형이

나 특징을 언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중국의 협힐 유물은 6~8세기 신장(新疆) 투루판(吐

魯番) 아스타나 유적과 8~9세기 둔황 유적에서 다수 출토

되었다. 유물을 무늬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색의 가짓수

와 무늬 구조로 나누고 주요한 유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둔황에서 출토된 남지백점문협힐견(藍地白點紋夾

纈絹)은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빅토리아박물관에 소장되

어 있으며 남색에 흰 점무늬가 상하좌우대칭 구조이다. 

중간중간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황색은 염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염(移染)이나 오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표 

1-③). 협힐단편(夾纈斷片)은 아스타나 유적에서 출토되

었으며 뉴델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12 일정한 간

격으로 황색과 남색 줄무늬가 반복되며 줄무늬 안에 꽃무

늬가 있고 상하좌우대칭 구조이다(표 1-④). 연엽타화협

힐견(連葉朵花夾纈絹)은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황색·적색·녹색·남색으로 화려하게 염색되어 있다. 꽃무

늬가 여백 없이 상하좌우대칭 구조이다(표 1-⑤). 대마협

힐견(對馬夾纈絹)은 남색 바탕 직물에 말과 사슴을 소색

과 황색으로 표현하였다. 말을 중심으로 상단의 사슴 무

늬는 뿔 부분이 파손되어 보이지 않으나 하단에서 사슴뿔 

무늬가 확인되며 동일한 사슴 무늬가 반복되어 상하좌우

대칭 구조를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13(표 1-⑥). 나무석가

모니불협힐견(南無釋迦牟尼佛夾纈絹)은 산시성 쉬저우 

사원 탑에서 출토되었으며 쉬저우목판문물보관에 소장

되어 있다. 황색·녹색·남색·적색으로 염색되었으며 석가

모니불의 몸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구조이다. 특히 ‘나무

석가모니불’이라는 글씨가 거울에 반사한 것 같이 좌우로 

대칭되어 있다. 이것은 직물을 반으로 접어서 염색하였

음을 확실히 보여준다14(표 1-⑦).

일본은 정창원에 소장된 다수의 염직물 중 협힐 직

물이 많이 남아 있으며 주로 8~9세기의 것이다. 협힐의 

무늬는 단독·좌우대칭·상하좌우대칭 무늬로 구분되며 대

표적인 유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목석협힐병풍

(鳥木石夾纈屛風)은 무늬가 대칭되지 않고 산수화를 그

린 것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15(표 1-⑧, ⑨). 감지화수쌍

조문협힐시(紺地花樹双鳥文夾纈絁)는 가장 많이 알려

진 유물로 황색·홍색·녹색·남색으로 다채하게 염색되었

다. 무늬는 좌우대칭 구조이며 표현이 매우 섬세하다16(표 

1-⑩). 천홍지화엽문협힐박견(浅紅地花葉文夾纈薄絹)

은 바탕색이 옅은 홍색이며 무늬는 진한 홍색으로 염색

되었고 상하좌우대칭 구조이다(표 1-⑪). 황지화문협힐

라(黃地化文夾纈羅)는 바탕색이 황색이고 녹색의 꽃무늬

와 짙은 남색의 꽃무늬가 탑자형으로 상하좌우대칭이다17 

(표 1-⑫). 

유물은 국가 및 시대별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무늬가 단독인 것과 좌우대칭, 상하좌우대칭인 것으로 분

류할 수 있다. 또한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색에 따

라 단색(單色)과 다색(多色)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정

리하면 <표 1>과 같다.

11 정은우·신은제, 2017, 『고려의 성물, 불복장』, 경인문화사, p.191.

12 吉岡幸雄, 1984, 『染織の美 第30号』, 京都書院, p.42.

13 赵丰, 2007, 『敦煌丝绸艺术全集』, 东华大学岀版社, p.162, 168, 172.

14 国家文物局 中国科学技术协会, 2008, 『奇迹天工 - 中国古代发明创造文物展』, 文物出版社, p.73. 

15  中野政樹·平田寛·阿部弘·菊竹淳一, 1992, 『正倉院と上代絵画』, 講談社, p.145.

16 松本包夫, 1984,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紫紅社, p.70.

17 正倉院事務所, 1963, 『正倉院宝物 染織 上』, 朝日新聞社,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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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색과 무늬 구조에 따른 유물 유형

국가 한국 중국 일본

시대 14세기
6세기

~8세기

8세기 말

~9세기

10세기 초

~12세기
8세기

유형

색 단색 단색 다색 다색 다색 다색 다색 단색 다색

무늬 상하좌우대칭 상하좌우대칭 상하좌우대칭 좌우대칭 단독 좌우대칭 상하좌우대칭

유물

사진

①

③

④

⑤

⑦

⑧

⑩

⑪

⑫

② ⑥

⑨

표 2 협힐판 유형별 정리

국가 중국 일본

조각

방법
양각 투각 음각 음각

목판 

명칭
무변테철판

단색식 

요문공판
루화식공판 착동식공판

침염식 

요문공판
협힐판

목판

사진

본 

논문 

명명

양각판 A 양각판 B 투각판 음각판 A 음각판 B 음각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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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郑巨欣, 2009, 『浙南夹缬』, 苏州大学出版社, pp.108~115.

Ⅲ. 중국과 일본의 협힐 기법 사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는 염색 기법이 기

록된 문헌이 확인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유물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협힐 기법

이 재현 또는 전승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염색 기법을 살

펴 우리나라의 협힐 기법을 유추하고자 한다.

협힐 기법은 크게 협힐판 조각 방법, 직물을 협힐판에 

넣을 때 접는 방법, 협힐판 고정 방법, 염색 방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중국의 절남(浙南) 지역에서 행해지는 기법과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대상으로 협힐 기법 

재현 및 복원을 하고 있는 일본 교토 요시오까(吉岡) 공방

의 작업 기법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하였다.

1. 조각 방법

협힐판의 조각 방법은 직물에 표현할 색과 무늬에 

따라 크게 양각(陽刻), 투각(透刻), 음각(陰刻)으로 나누

어진다. 

중국에서는 색의 가짓수와 무늬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협힐판을 조각하고 있다. 양각으로 조

각한 목판은 주로 단색으로 염색할 때 사용하며 무늬 부

분이 직물 본연의 색이고 바탕이 염색된다. 그중 가장자

리 주변에 액자와 같은 틀이 없을 때 무변테철판(無邊框

凸版)이라고 하며, 틀이 있을 때 단색식(單色式) 요문공

판(凹紋孔版)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색으로 염색할 때는 

투각과 음각으로 조각한 목판이 사용되며 투각판을 루

화식공판(鏤花式孔版)이라고 한다. 또한 음각판 중 무늬

와 바탕색 모두 염색하는 경우 사용하는 판을 착동식공판

(鑿洞式孔版)이라 하며, 무늬만 염색하고 바탕색을 염색

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판을 침염식(浸染式) 요문공판(凹

紋孔版)이라고 칭한다.18 

일본 요시오까 공방은 무늬와 바탕을 모두 염색하

며 주로 좌우대칭 구조의 무늬를 염색하고 있다. 협힐판

을 칭하는 특별한 이름은 없으며 중국의 착동식공판과 같

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표 2>는 목판 조각 방법에 따

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변테철판

을 양각판 A, 단색식 요문공판을 양각판 B, 루화식공판을 

투각판, 착동식공판을 음각판 A, 침염식 요문공판을 음각

판 B로 명명한다.

2. 직물 접는 방법

협힐은 표현하고자 하는 무늬의 구조에 따라 직물을 

접는 방법이 다르며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병풍 접기와 반으로 접기이다. 병풍 접

기는 단색의 단독 또는 좌우대칭 무늬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며 협힐판을 접힌 직물 사이에 넣어 염색한다. 반

으로 접기는 좌우대칭 무늬를 표현할 때 쓰인다. 일본 요

시오까 공방의 경우 염액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물

을 반으로 접을 때 한지를 끼워 넣는다.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표 3 직물 접는 방법

접는 유형 사진 도식

병풍 접기

중국 원저우

(연구자 촬영)

중국 원저우

(연구자 작성)

반 접기

일본 요시오까 공방 

(연구자 촬영)

일본 요시오까 공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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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힐판 고정 방법

협힐은 일정 부분에만 염액이 침투되는 방염 기법으

로 협힐판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에서는 철제로 된 타원형 고리를 협힐판 사이에 끼우고 

<사진 1>과 같이 한쪽이 뾰족한 나무조각을 넣어 단단

하게 고정시킨다. 일본 요시오까 공방은 <사진 2>와 같

이 위아래의 버팀목을 한 쌍씩 두 줄의 끈으로 묶은 후 한

쪽의 두 줄 끈 사이에 작은 나무막대를 넣어 꼬아준다. 끼

워 넣은 나무막대가 풀어지지 않도록 다른 쪽 두 줄 사이

에 걸어 고정시킨다. 최근에는 바이스(vise)를 사용하기

도 한다.

4. 염색 방법

협힐의 염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림 1>과 같이 바탕색을 염색하지 않거나 바탕색을 

먼저 염색한 후 무늬색에 맞추어 염액을 부어주는 방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주입식 염색 방법이라 명명한다. 두 번

째는 <사진 3>과 같이 협힐판과 끼워 넣은 직물을 염액 

안에 담가 염색하는 방법으로 침염이라고 한다. 여러 가

지 색으로 염색할 경우는 <사진 4>처럼 색깔별로 염색

하고자 하는 곳은 협힐판의 구멍을 열고 염색하고 싶지 

않은 곳은 구멍을 막아가면서 염색하는 방법이다.

Ⅳ. 소화문협힐견 유물 분석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소화문협힐견은 발견 당시 상

당히 파손된 상태였으며 총 2점으로 <사진 5, 6>과 같이 

1점은 다른 직물과 묶여 있었고 또 다른 1점은 단독으로 

떨어져 있었다. 다른 직물과 함께 묶여 있는 것을 유물번

호 DB-31-1이라 하고 단독인 것을 유물번호 DB-32로 구

19 黃永松, 1997, 『夾纈』, 英文漢聲出版有限公司, p.75.

사진 1 중국 협힐판 고정 방법.19

사진 2 일본 협힐판 고정 방법(연구자 촬영).

그림 1   주입식 염색(黃永松, 1997, 『夾纈』, 

英文漢聲出版有限公司, p.10).

사진 3 침염식 염색(연구자 촬영). 사진 4 협힐판 구멍 막기(연구자 촬영).



261  1302년 아미타불복장 소화문협힐견(小花紋 頰纈絹) 염색기법 재현

분하여 선행 연구되었다. 두 유물은 크기는 다르나 직물

조직, 일 완전무늬, 실 꼬임, 경사밀도, 위사밀도가 같다. 

유물의 색은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퇴색된 상태이므

로 염색 당시의 색은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꽃무늬의 색

은 소색이고 바탕색은 노란색이 가미된 붉은색으로 먼셀

(Munsell) 표색계 색상 3.5YR, 명도 7.8, 채도 4.3이다.20

1. 섬유

소재는 견이며 직물조직은 평직이다. 2점의 직물 조

각은 실 꼬임이 없는 무연사로 생사를 사용하여 제직되었

다. 섬유밀도는 1㎝에 경사 40올 위사 33올이며 섬유두께

는 0.0015㎝이다.23 두 직물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2. 무늬

직물 전체에 준제구자도(准提九字圖)가 찍혀 있으

며 크기는 2.2㎝이다. 이것은 염색 후 찍은 것으로 추정된

다. 무늬는 소화문이 반복되고 중간에 두 가지의 6엽 과

문(窠紋)이 있다. 일 완전무늬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모

두 11.4㎝이며 상하좌우 대칭이다.24 <표 5>는 인염인 준

제구자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협힐에 의한 무늬일 것으

로 추정되는 것만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25

3. 염색기법

소화문협힐견은 전체적으로 색이 균일한 것으로 보

아 주입식 염색이 아닌 침염에 의한 염색이었을 것으로 보

이며 힐염 중 협힐 기법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6엽 과문1의 중심 무늬인 0.1

㎝ 두께의 직선 부분을 깨끗하게 표현하는 것은 협힐로 표

현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둘째, 갈힐로 염색하기 위해 

20 허흥식 외, 1999, 앞의 책, p.238, 245.

21 허흥식 외, 1999, 앞의 책, p.28.

22 허흥식 외, 1999, 앞의 책, p.27.

23 섬유분석은 온양민속박물관, 1991, 앞의 책, p.133: 조효숙, 1992, 앞의 논문, p.92: 김영숙, 1995, 앞의 논문, p.134: 허흥식 외, 1999, 앞의 책, p.238, 

p.245를 참조하였다. 온양민속박물관, 조효숙, 김영숙은 섬유밀도를 1㎝에 경사 40올 위사 33올이라고 하였는데, 허흥식 외는 섬유밀도를 1㎝에 경사 37.8올, 

위사 31.5올이라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경사 40올 위사 33올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따랐다.

24 무늬분석은 김영숙, 1995, 앞의 논문, p.134: 허흥식 외, 1999, 앞의 책, p.214를 참조하였다.

25 <표 5>는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p.151의 사진자료를 일부분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도식은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사진 5 소화문협힐견 유물 DB-31-1.21 사진 6   소화문협힐견 유물 

DB-32.22

표 4 섬유분석

유물번호
직물
소재

직물
조직

직물크기
(가로×세로)

실 
꼬임

경사
밀도

위사
밀도

섬유
두께

DB-31-1 견 평직 47.5×85 무연 40올 33올 0.0015

DB-32 견 평직 48.5×47 무연 40올 33올 0.0015

(단위: ㎝)

표 5 무늬분석

무늬 명 형태 크기

소화문
꽃문: 0.9

꽃문 안 중심원: 0.2

6엽 과문1
과문: 4

과분 안의 무늬 두께: 0.1

6엽 과문2
과문: 3

과문 안 꽃문: 0.7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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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型紙)를 만들면 <사진 7>의 6엽 과문의 안쪽 무늬와 

소화문 안에 있는 작은 원이 분리되어 표현되지 않는다. 

셋째, 교힐로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크기가 작고 조밀

한 간격으로 구성된 무늬를 바느질하거나 묶어 당기면 직

물이 접히는 곳이 중첩되어 색이 균일하게 염색되지 않는

다. 또한 무늬가 염색되지 않고 바탕이 염색된 경우는 무늬 

부분을 비닐과 같은 방수되는 것으로 쌓아 주어야 염색되

지 않는다. 그런데 무늬가 작고 간격이 촘촘하며 빽빽한 것

을 다 쌓아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넷째, <사진 8>와 같이 

소화문의 중심원이 두 개인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발견되

는데 이는 협힐판에 직물을 접어 넣을 때 발생한 현상으로 

짐작된다. 다섯째, 협힐은 염색 특성상 염색된 부분이 살

짝 퍼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이 선행 연구자료  

<사진 9>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소화문협힐견은 협힐기

법으로 염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Ⅴ. 협힐기법 재현

1. 협힐판 

1) 목판 소재

목판의 재질은 섬유조직이 치밀하고 옹이가 없으며, 

충격 및 병충해에 강하고 습기에 의해 변형이 없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떡갈나무를 사용한다고 하며,29 일본 요시오까 

공방에서는 박달나무를 사용하고 있다. 선행 연구자에 따

르면 “벚꽃나무는 안되며, 박달나무와 돌배나무 등 단단한 

나무만을 취급한다”고 한다.30 

본 논문은 단절된 협힐기법을 시도하고 기법의 특성

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무늬를 조각하기 쉽고 구

입이 용이한 은행나무를 사용하였다.

2) 일 완전무늬

협힐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 완전무늬의 크기와 무

늬의 구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 완전

무늬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모두 11.4㎝이며 소화문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문 하나의 크기는 약 0.9㎝이며 소화문

의 중심원은 약 0.2㎝이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있는 두 가지 

6엽 과문의 크기는 각각 4㎝, 3㎝이다. 조사한 크기와 무늬 

구성을 종합하여 일러스트로 제작하면 <그림 2>와 같다.

사진 7 형지를 만들 때 떨어지는 부분.26

사진 8 접혀진 부분.27 사진 9 염료가 퍼진 부분.28 그림 2 일 완전무늬(연구자 작성).

2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p.151의 사진자료를 일부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2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p.151의 사진자료를 일부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28 허흥식 외, 1999, 앞의 책, p.28.

29 郑巨欣, 2009, 앞의 책, p.115.

30 김지희, 2003, 앞의 논문,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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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힐판 제작

소화문협힐견 유물번호 DB-31-1은 남아있는 직물 

폭이 47.5㎝이고 유물번호 DB-32는 48.5㎝이다. 그리

고 두 직물 모두 한쪽에만 식서가 있다.31 이와 같이 식서

가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손상되기 전의 직물 폭을 알 수 

없으며, 협힐 작업할 때 접은 직물의 폭도 알 수 없다. 선

행연구의 사진자료32로 보아 접힌 부분이 없으므로 단언

할 수는 없으나 협힐판의 가로 크기는 48.5㎝이상이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물 중 상대적으로 직물의 길

이가 긴 유물번호 DB-31-1에 대한 사진자료가 부족하여 

직물을 접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유물번호 

DB-32만 사진자료33를 통해 접힌 부분이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협힐판의 세로 크기는 47㎝이상이었

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화문협힐견 직물

의 크기와 무늬를 표현하기 위한 접는 방법 및 횟수를 정

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접어서 염색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협힐판의 크기를 일 완전무늬 크기로 제작하였다.

소화문협힐견은 꽃무늬가 직물 본연의 색인 소색이

며 바탕 직물이 단색으로 염색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무늬

를 표현하기 가장 적합한 조각 방법은 양각판 A라고 판단

되어 <사진 10>과 같이 양각으로 조각하여 협힐판 2개

를 제작하였다. 또한 제작한 협힐판에 염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무늬에 맞추어 구멍을 뚫어 주었다. 그 결과 구멍

이 너무 작아 염액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되었다. 이에 좁은 구멍을 보완하기 위해 <사진 11>과 

같이 뒤판에만 처음보다 조금 더 큰 원을 한 번 더 뚫어 

염액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였다.

4) 협힐판 관리

협힐판은 목재 특성상 장시간 염액 안에 잠겨 있다

가 건조되는 공정의 반복에 의해 휘어지거나 틀어질 가능

성이 있다. 그러므로 염색 후 협힐판을 건조할 때는 염색

할 때와 동일하게 고정된 상태로 건조하였다. 만약 장마

철이나 습도가 높은 곳에서 건조할 때는 겉과 속을 하루

에 한 번씩 뒤집어 가며 건조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염색

1) 사전준비

(1) 직물과 협힐판

1차 실험 때는 마른 상태의 직물을 그대로 사용하였

고 2차 실험부터는 직물과 직물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염색하기 전에 직물을 물에 담가 사용하였다. 또한 협힐

판도 염색 전에 물에 충분히 담가 염색할 때 목판의 형태 

변화가 없도록 하였다. 실험직물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평조직의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2) 염액 준비

식물염색으로 직물에 홍색을 물들이는 염료는 홍화, 

꼭두서니, 소목 등이 있다. 그중 홍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염액을 가열하여 염색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온도와 협필

판의 관계도 확인하고자 가열하여 염색하는 염료를 선택

하였다. 또한 추후 염료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실행되어야 

정확한 염료를 알 수 있으나 선행연구 자료로 보아 노란색

사진 10   협힐판 앞면(연구

자 촬영).

사진 11   협힐판 뒷면(연구자 촬영).

31 허흥식 외, 1999, 앞의 책, p.238, p.328.

3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p.151.

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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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미된 홍색으로 판단되어 꼭두서니를 선택하였다. 

건조된 꼭두서니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불린 후 

흙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찬물에 넣고 끓였

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1시간 정도 삶은 후 소쿠

리 위에 면포를 깔고 걸러 염액을 준비하였다.

 

2) 염색하기

물에 담가 둔 직물을 <사진 12>와 같이 협힐판 위

에 직물 폭을 반으로 접고, 직물 길이를 V자 형태로 다시 

접어주었다. 그리고 접은 직물을 다른 협힐판으로 덮어 

<사진 13>와 같이 바이스를 사용하여 고정시켰다. 

꼭두서니는 매염제와 색소가 만나야 색이 발색되

는 매염염료이므로 백반 매염부터 진행하였다. 백반매염

을 20분 동안 한 후 수세하고 다시 염색을 20분 동안 한 

후 수세하였다. 견뢰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진한 염

액에서 염색하지 않고 염색을 거듭하여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백반, 수세, 염색, 수세 과정을 반복하였다. 원하

는 색으로 염색되면 협힐판과 직물을 분리하고 직물을 깨

끗이 수세하여 건조하였다.

3. 실험 결과

실험은 모두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실험은 직물

이 물에 적셔지면 힘이 없어 직물의 올을 똑바로 맞추어 협

힐판에 넣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건조된 상태로 접어 

넣었다. 처음 직물 폭을 반으로 접을 때는 무리가 없었으나 

두 겹으로 접힌 직물을 다시 접을 때 접혀진 직물이 모두 

협힐판 테두리 무늬와 오차 없이 일치시키는 것이 용이하

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나 염

색 후 확인된 결과물의 무늬가 정확하게 맞지 않았으며 일 

완전무늬와 일 완전무늬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또

한 염색할 때 협힐판을 염액 안에 넣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염색하였으나 위 협힐판과 접한 직물은 진하게, 아래 

협힐판과 접한 직물은 흐리게 염색되었다(표 6-①). 

2차 실험은 1차 실험의 보완을 위해 직물을 염색하

기 전에 물에 담가 사용하였으며 염색할 때 5분마다 위아

래를 뒤집어 매염 및 염색을 하였다. 그 결과 협힐판과 직

물, 직물과 직물의 밀착력이 높아지고 직물이 부드러워 

꺾일 때도 자연스러웠으며 위아래 모두 같은 농도로 염색

되었다. 그리고 최종 염색 결과물을 확인한 결과 소화문 

중심의 작은 원이 두 개로 표현된 곳이 있었다. 이것은 직

물을 접어 넣을 때 당겨지는 힘의 크기가 달라 처진 부분

이 아래 직물과 접착할 때 밀려 접혀 있던 곳에 생긴 것임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우연한 무늬 표현은 소

화문협힐견의 염색 기법을 협힐로 추정한 네 번째 근거를 

뒷받침해주었다(표 6-②). 

3차 염색 실험을 하기 전에 높은 온도의 물 안에서 

장시간 가열했다가 건조하기를 반복한 협힐판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협힐판 가장자리 부분이 약간 휘어

져 두 개의 협힐판을 묶을 때 틈이 발생했다. 이것을 보완

하기 위해 협힐판을 충분히 물에 담가 나무의 섬유조직 

사이사이에 수분을 채워준 후 확인해보니 틈새를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은 없이 거의 유물과 유사

하게 염색이 되었다. 이와 같이 3차에 걸친 실험을 통해 

소화문협힐견 유물이 힐염 중 협힐 염색 기법을 사용하였

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할 수 있었다. 

사진 12   협힐판에 직물 넣기(연구자 

촬영).

사진 13 협힐판 고정하기(연구자 촬영).

표 6 실험 결과 비교

유물 사진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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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힐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분 벽화의 인물들이 착용한 복식과 국내외 

문헌을 통해 일찍부터 발달되었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

다. 또한 『삼국사기』 흥덕왕 9년 복식금제 기록을 통해 협

힐 직물이 당시 널리 유행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

며 협힐 기법도 통일신라시대 또는 그 이전에 완성되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 자료는 용어만 기록되

어 있어 염색 기법을 알 수 없으며 유물도 고려시대의 것

만 극히 소량 남아 있어 협힐의 유형 및 특징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남아 있는 유물 중 무늬와 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302년 아미타불 복장유물 소화문협힐견이 

유일하다.

공예 기술은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교류를 통해 전래되고 발전하여 주변국에 다

시 전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문헌 및 유물을 분석하고 전승 

또는 재현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대와 국가별

로 특별한 유형과 특징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무늬를 표

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색의 가짓수로 단색과 다색으로 나

누어지며 무늬 구성에 따라 단독 무늬, 좌우대칭 무늬, 상

하좌우대칭 무늬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직물에 표현

할 색과 무늬의 특징에 맞추어 협힐판을 조각하여야 한다

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색 염색이며 가장자리 주변

에 액자와 같은 틀이 없으면 무변테철판(양각판 A), 액자

와 같은 틀이 있으면 단색식 요문공판(양각판 B), 무늬가 

여백이 없이 상하좌우대칭인 경우는 투각으로 조각한 판

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다색이며 바탕을 염색할 때

는 착동식 요문공판(음각판 A), 바탕을 염색하지 않을 때

는 침염식 요문공판(음각판 B)이 무늬를 표현하는데 적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소화문협힐견 유물과 같이 무

늬가 직물 본연의 소색이고 바탕이 염색되어 있으며 액자

와 같은 틀이 없는 경우는 양각으로 조각하는 것이 무늬

를 나타내는 데 가장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실험을 통해 협힐판과 직물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는 염색하기 전에 직물을 물에 담가두어야 하며 협힐판도 

염액 안에서의 형태 변형을 막기 위해 염색 전에 물에 담

가두어야 하는 것을 알았다. 또한 염색할 때 협힐판을 주

기적으로 위아래를 바꾸어주어야 직물 전체 농도가 일정

하게 염색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2차 실험 결과 소화문 

안의 작은 구멍이 두 개인 부분이 생겨 협힐판에 직물을 

접어 넣을 때 생겼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해주었다. 

이와 같이 3차 실험을 통해 소화문협힐견이 협힐 기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전승되고 있지 않는 협힐 염색을 시도하고 

협힐 기법의 특징을 확인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

리고 현대적인 무늬 염색 기법과 접목시켜 한국적 무늬 염

색의 세계를 넓히며 재창조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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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 resist dyeing is a resist dyeing technique in which a fabric is sandwiched between two or more pieces of  

woodcarving and then a pattern is expressed by dyeing. Records from nine years of  King Heungdeok’s reign dur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show that the use of  the clamp resist dyeing technique was banned for different garments. 

This was only for garments of  YOOKDUPUMNYEO (六頭品女) or OHDUPUMNYEO (五頭品女). Given this, 

it can be assumed that clamp resisted fabrics were widely used, and the technique had been established dur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or before. However, only the term can be found in the records. Neither its definition nor how 

this technique was used is explained. Also, it is difficult to assume the types and features of  clamp resist dyeing due 

to a lack of  materials. A small number of  relics from the Goryeo dynasty still remain, though.

Craft techniques have developed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and have changed according to respective 

nations’ circumstances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Hence, this research analyzed documents 

and relics from China and Japan, two countries neighbor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studied the different types 

and features of  clamp resist dyeing techniques. Clamp resist dyeing techniques were divided into monochromatic or 

multichromatic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lors that represented patterns, rather than according to the respective 

nations’ features. They were also classified into mono, bilateral symmetry, or vertical-bilateral symmetry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the patterns. Through the study of  examples of  inherited or reproduced dyeing techniques in China 

and Japan, it was confirmed that different engraving techniques, including relief, openwork, intaglio fit for the feature 

of  a pattern and the number of  colors, were applied in order to vividly represent patterns on fabric.

Using small flower pattern clamp resist dyed fine tabby in Amitabha of  1302, the only relic showing its patterns 

and colors in Korea, as the experiment subject , this research successfully reproduced a clamp resist dyeing technique 

through a successful experiment based on the basic materials from the dyeing technique case study.

Due to the significance of  the experiment on a clamp resist dyeing technique that stopped its transmission  

and shows the features of  the techniqu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basic resource that can be used for future 

reproductions of  multichromatic clamp resist dyeing techniques. Also, it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widening and 

recreating the world of  Korean pattern dyeing with modern dye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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