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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직물 문화에 있어, 반포의 역사는 단편적이며 공백이 많다. 문헌 기록이 적은 것이 주요한 이유지만, 현재 

그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도 크다. 반포는 무명의 한 종류이지만,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전통 직물에서는 확인되

지 않는다. 반포는 얼룩이나 반점을 의미하는 반(斑)자와 직물을 의미하는 포(布)자가 결합한 단어이다.

백색 담론의 경계에서 반포는 연구 주제로서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반포를 통해 조선시대 직물 문화의 일부

를 복원하는 시도이다. 반포는 단순히 조선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의 직물 문화와 교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반포의 기록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반포의 기록은 조

선 초기 세조, 성종 때 보이며, 반포의 제작과 실제 사용이 확인된다. 반포는 20세기 초까지 유지되었으나 현재는 단절되었

다. 반포는 오색으로 면실을 물들여 짜는 사염 직조물로 고대 동남아시아에서 출현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반포와 유사한 

형식으로 호, 섬, 침 등의 직물이 있다. 특히 반포와 호의 상관관계는 조선시대 반포를 이해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둘째, 중국·일본의 문헌 기록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반포의 의미 변화와 전개를 조명하였다. 반포의 등장과 

발전은 동아시아에 면화가 도입되는 시기와 맞물려 움직인다. 동아시아에서 면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생산되는 시

기인 송말원초 시기에 반포의 의미는 다변화한다. 중국에서는 명대를 기점으로 반포의 명칭이 화포, 기자포, 기자화포 

등으로 바뀐다. 일본은 면의 도입이 늦은 만큼 변화된 의미가 수용되었고 발전하였다. 일본에서는 반포라는 명칭이 보

이지 않지만, 같은 형식의 류조 직물이 확인된다. 이 류조는 호, 화포와 같은 개념으로 후대에는 호로 통합된다. 호, 화포, 

반포 등과 같은 명칭은 나라마다 쓰임이 다를 뿐 동아시아에서 사염 직조물이라는 형식은 공유되었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공유한 반포의 의미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반포의 형식을 분류하였다. 조선시대 반포의 형식은 

격자와 줄무늬로 나눌 수 있다.

조선시대 반포의 형식은 최근까지 전승되었지만 단절되었다. 앞으로 본 연구가 반포의 복원과 전승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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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직물 문화의 역사적 전개는 단순히 직조 기술의 발

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는 당대의 인간 욕구와 

함께 지역성, 정치 체제, 계급, 성별 등 다양한 요소가 작

용한다. 조선시대의 직물 문화 또한 주요 이념과 제도, 규

범에 따라 발전하였다. 발전 과정에서 직물의 의미는 새

로 형성되거나 변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문헌 기록과 실

물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시대에서 반포는 다른 직물에 

비해 문헌 기록이 매우 적지만, 반포의 실재는 부정하기 

어렵다.

반포는 얼룩이나 반점을 의미하는 반(斑)자와 직물

을 의미하는 포(布)자가 결합한 단어이다. 국어대사전에

서 반포는 “반물빛의 실과 흰 실을 섞어 짠 띠나 수건 감

의 폭이 좁은 무명”으로 정의하고 있다.1 종합해 보면 반

포는 청색과 흰색을 섞어 얼룩무늬를 표현한 직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초상화나 풍속화의 복색(服色) 표현을 살

펴보면 대부분 단일 색이나 백색 등이 많다. 이처럼 여러 

회화 자료에서는 얼룩진 반포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다. 이러한 까닭에 반포의 얼룩진 느낌은 조선시대와 이

질적으로 느껴진다.

조선시대와 백색이라는 주제는 하나의 담론을 형성

하고 있다. 이러한 백색 담론은 예부터 백색을 선호했다

는 설이 중요한 배경이 된다. 백색 담론의 경계를 분명하

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개항 이후 외국인의 눈으로 투

영되고 강화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백색 담론에서 중요

하게 언급되는 소재로는 무명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소박

하고 담백한 무명의 질감이 백색 담론을 잘 설명하기 때

문이다.

국어대사전에서 반포는 무명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백색 담론에서 반포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반포의 특성이 백색 담론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여

기서 굳이 백색 담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백색 담론에서 색은 색의 유무(有無)나 선호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문양 염색 기술에 관해서

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근래에 들어서 조선시대 문양 염색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백색 담론에서 벗어나 조선시대 직물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도이다. 화포(花布,華布)는 

조선시대 문양 염색 기술의 대표라 할 수 있다. 화포를 주

제로 한 연구는 적은 편이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2 최

근 연구에서는 조선인 이구산(李九山)에 의해 전래 된 나

베시마 사라사 비전서가[鍋島更紗秘傳書] 확인되었다.3 

이 비전서를 통해 화려했던 문양 염색 직물이 조선시대에

도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화려한 화포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조선인의 

모습은 선뜻 상상되지 않는다. 이에 대입해보면 얼룩진 

반포의 모습도 생경한 느낌이다. 후술하겠지만 반포는 

화포와도 의미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선시대 직물 문화에 있어 반포의 역사는 단편적이

며 공백이 많다. 화포와 비슷하게도 적은 문헌 기록이 주

요한 이유지만, 현재 그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도 크다. 반포는 무명의 한 종류이나,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전통 직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조선시대 직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 출토 복식

은 실물 자료로써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토 복식

의 직물들은 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색으로 섞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민길자, 1988, 『조선시대의 문양염색직물』, 한림원; 심연옥, 2006,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유지현, 2008, 「조선시대 문양염색직물의 패턴디자

인 연구 -증보화포편람 (增補華布便覽, 1781년)에 나타난 조선 사라사 도안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2권3호; 최정임, 2020, 「조선시대 화포(花布) 

제작기법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일본의 나베시마 사라사는 조선인 이구산으로부터 전래되었고, 그 기술이 『과도갱사비전서(鍋島更紗秘伝書)』, 『과도갱사견본첩(鍋島更紗見本帖)』으로 남아 있다. 

[최정임, 2020. 위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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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짠 반포가 출토 복식에 포함되었더라도, 색이 퇴화한 

상태라면 일반 무명과 구별하기는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반포는 연구 주제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반포를 주제로 한 종합적 연구는 진

행된 바가 없다. 반포 연구는 조선시대 직물 문화의 한 부

분을 복원하는 시도이다. 그리고 반포의 의미 변화와 실

체를 당대의 시각에서 다각도로 조명하는 과정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반포의 

기록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문헌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반포의 의미 변화와 실체

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분절되어 있는 조선 시대 반포

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공유되었던 반포의 의미를 통해 조

선시대 반포의 형식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Ⅱ. 조선시대 반포의 문헌 기록과    
의미

1. 반포의 기록과 인식

조선시대 반포의 가장 이른 기록은 『세조실록』에서 

확인된다. 세조 때 수정사(水精寺)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

하였는데, 면천(沔川) 군수는 신철산(申哲山)을 범인으로 

판단해 투옥했다. 세조는 투옥된 신철산을 풀어 주며 이 

사건의 재조사를 지시하였다. 특이한 것은 본 사건의 중

요한 물증으로 반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점이다. 여

기서 반포는 옷을 기우거나, 철릭의 옷감으로 사용하였

다.4 이 사례를 통해 당시 옷감으로 반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실록』에서는 폐비 된 윤 씨의 과거를 이야기하

면서 반포를 언급하고 있다. “윤 씨는 매우 가난해 일찍

이 스스로 반포를 짜고 팔아 어머니를 봉양했다”고 설명

하고 있다.5 이를 통해 반포의 민간 생산과 거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반포를 생산하고 사용한 기록은 조

선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후 반포는 외국인이 입은 옷

이나 기물을 설명할 때 주로 기록된다.

정조 시기 제주도에 류구국(琉球國) 사람들이 표류

하게 되자 제주 목사는 조정에 상황을 보고한다. 보고 내

용 중에 류구국 7인이 입고 있는 옷을 청색, 황색의 반포

로 묘사하고 있다.6 『왜인작나등록(倭人作拏謄錄)』에서는 

왜반포(倭班布)로 된 저고리, 이불, 보자기 등의 명칭도 

확인된다.7

이 외에 조선 후기 김경선(金景善)이 청에 다녀오면

서 남긴 견문록에서는, 당시 청인들의 복식을 묘사하고 

있는데 반포 수건(斑布洗巾)이 등장한다.8 고종 시기에는 

이양선이 표류하자 현감이 조사 보고하였는데, 당시 서양

인의 모습과 기물을 묘사하고 있다. 서양인의 기물 중에 

반포 깔개(斑布褥)을 확인할 수 있다.9

여러 기록에서 조선인은 외국인의 옷과 기물에 쓰인 

옷감을 반포로 인식하고 있다. 위의 여러 사례는 당시 조

선에서 상응하는 실물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보통 외

국의 물건을 처음 인식할 때는 자국에 상응하는 물건이 

없다면, 신기한 이물로 묘사하기 마련이다. 혹은 자국 내

4 『세조실록』 권45. 세조 14년(1468년) 2월 26일 丁巳 傳旨義禁府曰 沔川郡守金自省 前結城縣監韓玉山等 鞫白丁申哲山時 指爲水精寺强盜 初執石乙石妻 一不

取招而放之 又所探現贓布衣裏布 非不足而不問 補以斑布之由 又不問斑布所餘多少 去處又不問 裁縫人且壯者皆散 而只捕微弱申哲山 拷訊勒招 又不問其帖裏不多 

日問急急縫造之由 又不問帖裏乃自己所有 或是得於他處 又不問帖裏爲自己所着而縫之 或是他人爲自己所着而縫之 又無標斑布及負索 必目爲水精寺僧之物 質之

爲贓...

5 『성종실록』 권144. 성종 13년(1482년) 8월 11일  ...且入闕後 街童巷婦喧說云 尹氏貧甚 嘗自織斑布 賣而奉母...

6 『일성록(日省錄)』 권568. 정조 21년(1797) 윤6월 7일  濟州牧使柳師模以琉球國漂人問情馳啓 …七人俱着斑布周衣或黃靑…

7 『왜인작나등록』 권1. 1690년 4월 16일 我國女人潛奸倭人把守將卒嚴囚訓導等論罪事 …倭人所給倭班布襦衾袱一斑布袱一…

8 『연원직지(燕轅直指)』 권6. 留館別錄 服飾. …左右佩用極繁 繡囊 俗名荷包 或稱憑口子 烟帒 烟包 檳榔 茶香之類裝焉 斑布洗巾…

9 『경상좌병영계록(慶尙左兵營啓錄)』. 고종 2년(1865) …靑紅白綿帳一 白羊裘一 黑羊裘一 斑布褥二 花方席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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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사하거나 대칭되는 물건으로 대체해 인식했을 것이

다. 당시 외국의 직물은 조선에서 반포로 인식될 만큼 유

사점이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2. 반포의 의미와 별칭

반포는 문자 그대로 얼룩진 베로 해석할 수 있다. 조

선시대 교직 중 하나인 반주(斑紬)와 형식적으로 유사하

다. 또한, 반주와 반포는 명칭에서도 반(斑)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주는 『재물보』에서 아룡주로 풀이되어 있다. 아룡

주는 아롱주와 같은 말로 『규합총서』에서도 확인된다. 아

롱의 의미는 『훈민편언해(警民編諺解)』에서 확인된다. 채

의(綵衣)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아롱지게 짠 옷으로 언해

하고 있다.10

반(斑)은 색이 다채하게 섞여진 상태를 의미한다. 반

의 의미로 비추어 보면 반포는 아롱지게 짠 베로 해석할 

수 있다. 반포의 아롱진 의미를 송준길(宋浚吉)의 『동춘

당선생문집(同春堂先生文集)』과 조재삼(趙在三)의 『송남

잡지(松南雜識)』의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율곡 선생의 『격몽요결』에 이르길 호(縞)라는 것이 백

과 흑이 섞인 색으로 과연 지금 시속에서 말하는 반포인가? 11

『설문(說文)』에는 침(綅)으로 쓰는데 붉은색 실[絳綫]이

다. 『집운(集韻)』에서 침은 백색을 경사로, 흑색을 위사로 한 

것을 이른다. 지금의 반포와 비슷하다.12

호에 대한 논의에서 송준길은 ‘호가 반포와 유사한 

것이냐’ 반문하고 있다. 조재삼은 『집운』에서 정의하고 있

는 침을 당시의 반포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포의 

형식은 호·침을 통해 짐작되는데, 흑백이 섞인 상태는 앞

서 서술한 반(斑)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당시 반포는 흑

백이 아롱지게 섞인 모습과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

포와 호·침의 관계는 동아시아에서 반포의 의미 전개에

서 자세히 후술하겠다.

반포의 의미는 별칭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영조 시

기에 증보된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에서 반포의 별칭

이 확인된다. 『역어유해보』에서는 기자포(碁子布) 명칭

이 등장하는데 기자(碁子)는 바둑돌을 의미한다. 기자포

는 직물의 무늬가 흑, 백의 바둑돌을 놓은 모습과 같아 붙

인 이름이다. 『역어유해보』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자포를 

반포라 해석한 것이다.13 기자포를 반포로 풀이했다는 점

은 반포와 기자포가 같은 직물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흰, 백의 바둑돌 색은 앞서 본 호·침의 색상 조합과 유

사하다.

반포를 화포(花布)로 해석한 기록도 확인된다. 1779

년 간행한 한어, 만주어 사전인 『한청문감(漢淸文鑑)』에

서는 화포 수건(花布 手巾)을 반포 수건으로 풀이하고 있

다.14 『한청문감』의 해석은 현재의 화포 정의와 배치된다. 

현재 화포는 인염, 회염 등의 문양 염색 기법을 활용한 직

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당대의 시각으로 접근해

야 의미가 해석된다. 당시 반포와 같이 이색으로 직조한 

것도 화포의 한 종류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반포와 화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

이다.

반포의 별칭을 통해, 반포는 기자포·화포와 같은 종

류의 직물임이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화포와 기자

포의 동일성이 명대 문헌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10 이지원, 2019, 『조선시대 交織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8.

11 『동춘당선생문집』 권4. …栗谷先生擊蒙要訣云 縞者 白黑雜色 果如今俗所謂斑布耶.

12 『송남잡지』. 斑布 說文作綅絳綫 集韻曰白經黑緯 似今斑布.

13 『역어유해보』. 碁키끼子즈布부부○斑布.

14 『한청문감』 권11. 衣이餙部부十三類 巾긴帶대類뤼一則 花布부手巾긴 반뵈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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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 왕오(王鏊)가 저술한 『고소지(姑蘇志)』에서 화

포는 반포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고소지』에서 “청색과 

백색의 실을 써 번갈아 짜 이룬[織成] 것을 기화포(棊花

布)”라 설명하고 있다.15 직성의 의미를 통해 기화포의 제

작 기술이 확인된다. 즉 기화포는 선염한 실을 섞어 무늬

를 표현한 직물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섬라국(暹羅國)16이 명에 기자화포(棋子花

布)를 공물로 보낸 기록이 『예부지고(禮部志稿)』에서 확

인된다.17 반포와 기자포, 기화포, 기자화포의 동일성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반포의 형식이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반포의 모습

지금까지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반포는 흑색이나 청

색에 백색을 섞어 짠 직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시대 반포의 명확한 실물은 없어,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

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많은 출토 복식 가운데 반포의 특

징과 일치하는 직물도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조선시대 반포는 공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강점 시기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강점 시기 반

포를 통해 조선시대 반포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반포는 요시나가 히코타로(吉永彦太郞)가 1915년 

『조선휘보(朝鮮彙報)』에 조사 발표한 「조선향염직물명칭

류휘(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이하 「명칭류휘」)에서 확

인된다.

반포(조선) : 반비(斑比)라 칭한다. 소폭 목면 비슷한 모

양으로 수건감, 머리띠에 쓰는 천. 조선 재래 면포 중 줄무늬

인 경우는 겨우 본품[반포]과 황목(黃木)이 있을 뿐이다.18

위 설명은 조선시대 반포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반포를 재래 

면포의 하나로 설명한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반포

가 제작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고종 때 목반포

(木斑布)로 단주의(單周衣)를 만든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19 그리고 당시 반포를 황목과 비교하고 있어 반

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문헌 기록을 종합해 보면 반포는 흑색이나 청색에 

백색을 섞어 줄무늬를 표현한 직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징과 유사한 실물이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품

(이하 문직 무명)에서 확인된다. 문직 무명은 폭 31.5cm

의 면직물이다. 그리고 수집 시기로 보아 적어도 1909년 

이전에 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사진 1).

「명칭류휘」가 발표된 시점과 문직 무명의 소장 시기

가 비슷하다. 문직 무명은 흰색과 청색이 배열되어 격자

무늬를 만들고 있다. 조합한 색을 보면 기화포와 동일하

다. 직물 폭이 31.5cm로 좁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명칭

류휘」의 설명과도 같다. 문직 무명을 통해 일본 강점 시기 

반포의 실제 모습이 확인되며, 조선시대 반포도 이러한 

사진 1  문직 무명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585).

15 『고소지』 권14. 棊花布 用青白縷相間織成.

16 고대 국명으로 지금의 태국(泰國)을 의미한다.

17 『예부지고』 권35. 暹羅國 貢物 … 紅邊白暗花布 乍蓮花布 烏邊葱白暗花布 細棋子花布….

18 吉永彦太郞, 1915, 「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 『朝鮮彙報』 3月, 朝鮮總督府, p.153. 斑布(朝鮮) 斑比とも稱す小幅木綿なり手巾地鉢卷に用ふ朝鮮在來綿布中縞と

しては僅かに本品と黃木あるのみ.

19 木은 면직물의 약칭이다. [『호남계록(湖南啓錄)』 권5. 光緖五年八月二十七日 …洗濯矣身所着麻布單衫單袴 依前着持後 木斑布單周衣一件製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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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포의 모습은 황목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명

칭류휘」의 설명에 따르면 1915년까지만 해도 반포처럼 

줄무늬가 있는 경우는 황목이 유일했다. 황목은 「명칭류

휘」에서 천연의 다면사[茶棉絲:갈색 면사]를 백색과 섞어 

줄무늬를 넣어 짠 직물로 설명하고 있다. 황목은 다면사

를 사용해 별칭이 붙은 것으로 형식은 반포와 같다.

황목은 30~40년 전까지도 전라도 일대에서 제직되

었는데 전체를 황색으로 짜기도 하고 날실 또는 씨실에 

백면사와 다면사를 섞어 줄무늬를 넣어 짜기도 한다. 나

주에서는 황목을 “노란미영”이라고 한다(사진 2).20

나주에서는 반포와 유사한 띠베를 근래까지 제직하

였다. 띠베는 면사를 검은색, 자색, 붉은색 등으로 물들여 

날실 또는 씨실에 일정한 간격으로 색사를 넣어 줄무늬가 

나게 짠 무명을 말한다.21

나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황목과 띠베의 사례를 놓고 

보면, 조선시대 반포도 다양한 색상을 배열해 줄, 띠무늬

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동아시아의 반포 의미와 전개

조선시대 반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포의 유래와 

전개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시각이 아닌 당대의 인식과 의미 변화 속에서 반추할 필

요가 있다. 반포의 소재와 기법은 면화가 동아시아에 전

래되고 발전하는 과정과 궤를 함께한다. 이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조선시대 반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중국, 일본의 문헌 기록과 회화, 유물 등을 통해 

반포의 의미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대 반포의 의미와 변화

고대 반포의 명칭은 중국 남북조 시기부터 확인된

다. 『양서(梁書)』에서 해남의 여러 국가 중 임읍국(林邑

國) 설명에서 반포가 등장한다.22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패(吉貝), 침목향. 길패는 나무 이름이다. 그 꽃이 

거위 솜털[鵞毳]처럼 영글 때, 뽑아내 그것으로 실을 꼬아 베

를 만든다. 깨끗하고 희기가 저포(紵布)와 다르지 않다. 또한, 

오색으로 물들여 반포를 짠다.23

길패는 목면(木綿)의 고어로써 문헌 기록에서 고패

(古貝), 겁패(劫貝), 고종(古終), 백첩(白氎) 등으로 다양

하게 나타난다.

목면이라는 명칭은 목화가 중국에 일반적으로 재배

되기 시작한 송말원초 시기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전 시

기의 면직물은 원산지역의 말을 음차해 길패나 고패, 백

첩 등으로 사용하였다. 동아시아에서 면직물이 보편적으

로 보급되기 이전에는 반포를 외국의 특산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대의 반포는 면화를 주재료로 한 직물임이 『양서』

를 통해 확인된다. 즉 다양한 색을 염색해 짠 면직물임을 

알 수 있다. 반포가 면직물이었음을 상기하면 우리나라

사진 2 황목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나주샛골나이』, p.39).

2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나주샛골나이』, 국립문화재연구소, pp.36~40.

21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43.

22 문헌 기록의 시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현재 베트남 지역이다

23 『양서』 권54. …吉貝沉木香吉貝者樹名也 其華成時如鵞毳 抽其緒紡之以作布 潔白與紵布不殊 亦染成五色 織為斑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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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포 제직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문헌24에 백첩포(白疊布), 

백첩포(白氎布)로 명명된 면직물을 고구려와 신라에서 

제직하고 중국에 예물로 보낸 기록이 있어 한반도에서의 

면의 재배와 제직의 역사도 거의 2000여 년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25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나온 백제 시대의 면직물은 

삼국시대 면직물이 있었다고 하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확

인시켜 주고 있다.26 이처럼 우리나라는 면직물을 일찍이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반포의 소재도 백첩포와 같은 면

화이며, 색사를 섞어 짜는 기술적 난이도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반포를 제작했을 개연성이 크다.

고대의 반포는 오색을 물들여 짠 것으로 기본적으

로 사염(絲染) 직조물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선염해 

짜는 방식으로, 후염과 달리 색들이 다채롭게 섞이는 효

과가 있다. 고대에는 이러한 효과를 얼룩무늬[斑]으로 인

식하였다. 고대 반포는 후대 반포와 색상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형식은 동일하다.

사염 직조를 의미하던 고대 반포는 면화 보급 이후, 

다양한 문양 염색 기법의 의미가 수용되었다. 이 같은 사

례를 요반포(猺斑布)와 약반포(藥斑布)의 설명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명칭은 반포와 같으나 제작 기술이 이전과 다

르게 나타난다.

요반포 – 요인(猺人)27은 쪽으로 물들여 베에 얼룩무늬

[斑]를 만드는데 그 문양이 매우 섬세하다. 그 방법은 목판 두 

편으로 섬세한 문양[細花]을 새기고, (목판을) 사용해 베를 끼

운다. 그리고 밀랍을 녹여 조각한 속에 붓는다. 이후에 판을 

풀고 베를 가져다 쪽물 속에 넣는다. 베가 쪽물을 받아들여졌

으면 베를 삶아 그 밀랍을 제거한다. 그러면 능히 매우 섬세

한 반화(斑花)를 이루어 받게 되니 분명함이 아름답다. 무릇 

반문 들이는 방법은 요인만한 것이 없다.28

약반포 또한 가정현(嘉定縣) 부근과 안정진(安亭鎮)에

서 나온다. 송 가태(嘉泰)년 중에 귀씨가 그것을 만들어 시작

하였다. 베에 회약(灰藥)을 바르고 청색을 물들인 후 말려 회

약을 제거하면 즉 청백 사이로 루대, 인물, 화조, 시사가 각색

으로 채워진다. 휘장, 천막, 이불, 수건에 사용한다.29

『영외대답』에서 설명하는 요반포는 요인들이 만드

는 반포로써 당시 제작 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고

대 반포는 사염 직조로 정의되었는데, 송대의 요반포는 

문양 염색 직물로 설명하고 있다. 요반포는 특이하게도 

협힐(夾纈)과 납방염(蠟防染) 기법이 혼합되어 있다. 실

을 염색해 짜는 방식에서 색의 대비로 표현되는 기법도 

반(斑)의 개념에서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협힐, 

남방염으로 표현한 모습도 얼룩진 의미로 폭넓게 인식했

었음을 알 수 있다.

반포의 의미 수용과 확장은 약반포에서도 볼 수 있

다. 약반포도 반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작 방식

은 고대의 반포와 차이점이 있다. 약반포 또한 요반포와 

같이 문양 염색 기술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약반포는 

송대에 시작되었는데 요반포처럼 문양 염색 기법이 적용

되었다. 약반포는 회약으로 문양 부분을 방염해 쪽물을 

들인 바탕색과 대비된다. 약반포는 지금 중국에서 인화

포(印花布)로 혹은 지역명을 붙인 남통인화포(南通印花

24 『삼국사기(三國史記)』, 『한원(翰苑)』 등의 기록에서 백첩포 명칭이 확인된다.

25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p.8.

26 심연옥 외 3인, 2011, 「부여능산리 사지 출토 백제 면직물연구」, 『문화재』제44권 3호, p.15.

27 요족(瑤族)으로도 불리며 현재 중국의 광동, 광서, 운남 지역과 베트남·태국 북부의 산지에 분포해 사는 소수 민족이다.

28 『영외대답(嶺外代答)』 권6. 猺斑布 猺人以藍染布為斑 其紋極細 其法以木板二片 鏤成細花 用以夾布 而鎔蠟灌于鏤中 而後乃釋板取布 投諸藍中 布既受藍 則煑布以

去其蠟 故能受成極細斑花 炳然可觀 故夫染斑之法 莫猺人若也.

29 『고소지』 권14. 藥斑布 亦出嘉定縣境及安亭鎮 宋嘉泰中有歸姓者創為之 以布抹灰藥而染青候乾去灰藥 則青白相間 有樓臺人物花鳥詩詞各色充 帳幔衾帨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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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남인화포(南印花布)로 명명되어 전승되고 있다.

약반포의 발생 지역을 보면 가정현과 안정진이다. 

이곳은 지금의 중국 상해(上海) 지역에 속한다. 송대에 

들어 면직물이 양자강 지역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면직물의 보급과 함께 반포의 의미와 기법도 수용 

변화되었다. 그 결과 고대 반포와 다르게 약반포라는 새

로운 직물이 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2. 면직물과 반포·화포의 관계

반포가 다양한 문양 염색 기법을 수용하게 된 배경

은 기본적으로 반포가 면직물이기 때문이다. 화포 또한 

면직물에 표현하는 문양 염색 직물이다. 특이한 점은 여

러 문헌 기록에서 반포, 화포를 동일하게 분류하는 사례

가 다수 확인된다. 당대의 시각에서 반포와 화포는 같은 

직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반포와 화포의 관계는 조

선시대 화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화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면직물로서의 의

미와 사염 직조물로서의 화포로 나눌 수 있다.

1) 면직물 화포와 반포

고대의 화포는 요즘 정의하는 화포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고대 화포는 면직물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고대 

문헌에서 동화포, 백첩화포(白疊花布)30의 명칭이 확인된

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는 영창(永昌) 것으로, 섬세한 베를 잘 만든다. 천구

(千扣)가 있고 그 다음에 동화포(桐花布), 죽포(竹布), 정구포

(井口布), 화마포(火麻布)…31

동화포(橦花布) 베에는 동화가 있다. 촉도부(蜀都賦) 주

석에서 말하길 나무 이름에 동(橦)이 있다. 그 꽃은 부드러워 

포를 짤 수 있다.32

운남(云南)지역의 고대 면화는 진한시대의 문헌 중

에 동화(棟華, 棟花, 桐華), 오동목화(梧桐木花) 등으로 기

재되어 있다.33

고대의 화포는 오동화포, 백첩화포의 약칭으로 볼 수 

있다. 반포 또한 오동화, 백첩화의 열매를 주재료로 했기 

때문에 화포와 의미가 통용될 수 있다. 『광서통지(廣西通

志)』에서 반포는 “고종등(古終藤) 열매로 실을 뽑고 물들여 

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위 사례를 뒷받침하고 있다.34

후대 학자들도 반포와 화포를 동일하게 인식하였다. 

명대 장섭(張燮)은 『동서양고(東西洋考)』에서 화포는 반

포와 같은 직물이라 정의하고 있다.35 『강남통지(江南通

志)』에서는 정 씨가 면화를 타 만드는 정랑자포(丁娘子

布)를 일명 비화포(飛花布)로 명명하고 있다.36 명말 청초 

학자 방이지(方以智)가 편찬한 『물리소식(物理小識)』에

서도 반지화(斑枝花), 길패, 길종(吉終), 백첩, 비화포, 동

화 등을 면화포류(棉花布類)로 분류하고 있다.37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보면 반포와 화포를 면직물로서 

동일하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반포, 화포, 비화포, 면

화포 등은 면직물의 다양한 별칭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 『태평어람(太平御覽)』권820. 白疊 …呉時外國傳曰諸簿國安子織作白疊花布….

31 『전략(滇略)』 권3. 布以永昌之細布為佳 有千扣者 其次有桐花布 竹布 井口布 火麻布….

32 『해록쇄사(海錄碎事)』 권15. 橦花布 布有橦花 蜀都賦注云 有樹名橦 其花柔可織布.

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앞의 책, p.13.

34 『광서통지』 권31 斑布 各州縣出 案南越志云 古終藤結實如鵝毳 核如珠 治出核紡如絲綿 染為斑布.

35 『동서양고』 권6. 花布 景初二年獻斑布 宋時獻白細布.

36 『강남통지』 권86. 松江府 …有丁氏者 彈棉純熟花 皆飛起收以織布 尤為精輭號 丁娘子布一名飛花布….

37 『물리소식』 권6. 棉花布類 古惟枲布老者衣帛鄧潜谷曰元入中國非也禹貢已著卉服梁武用木棉帳唐有木棉詩陶九成記烏泥涇始盛耳廣有木棉髙樹即斑枝花之大者外

域所謂吉貝也吉終為白㲲布今洋來者濶白而有厚薄二種有彌牟絞布甚狹彼中編作耎狀棉花有白紫藍三色紫者煖而耐乆嘉靖時新安孝子方勵齋創製紫飛花布雲間乃後

倣者因有兼絲納文常州有東門闊金齒有桐花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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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염 직조 화포

『절강통지(浙江通志)』에서 화포는 사염 직조물로 정

의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포 『동양현지(東陽縣志)』에서 장인이 짜는 것을 요기

(腰機)라 이르고 농가 스스로 짜는 것을 여기(女機)라 한다. 

흑과 백을 서로 섞거나, 혹은 오색을 이룬 것을 화포라 이른

다.…38

『절강통지』에서 화포는 흑색과 백색을 섞어서 짜거

나, 다채한 색으로 표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흑백의 

조합은 기자포와 같으며, 오색의 조합은 고대 반포의 형

식과도 같다.

『어선명시(御選明詩)』에 수록된 라녀곡(羅女曲)에

서는“시장에서 황사(黃絲)를 사서, 물들여 삼고 화포를 

만든다.”라는 구절이 있다.39 이 구절에서도 화포가 색사

로 직조한 직물임을 알 수 있다. 위 두 기록은 현재 화포

의 정의와는 배치된다. 그러나 당대의 시각에서 사염 직

조, 문양 염색 기술들은 반[斑]이라는 테두리 안에 포괄적

으로 인식했었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

1) 호, 섬의 의미와 반포

지금까지 반포는 외국의 물산으로 동아시아에 전래

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반포는 선염한 실

을 배열해 짜는 직물이다. 이러한 사염 직조물은 문직물

과 달리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반포 같은 사염 직조물은 일찍이 출현

하였다. 직물의 발전 과정에서 직물의 소재는 지역 환경

에 따라 재료가 선택되기 때문이다. 재료가 다르지만 유

사한 형식의 직물들이 출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

다. 고대의 반포가 면직물인 이유는 당시 동남아시아가 

면화 재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 이른 시기에 

모(毛)를 소재로 한 사염 직조물도 확인된다(사진 3).

동아시아에서는 일찍이 견직물이 발달하였는데 사

염 직조에 견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다. 이러한 직물은 고대 문헌 기록에서 호(縞), 섬(纎), 침 

등의 이름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기

록에서 호관(縞冠), 호대(縞帶)의 명칭이 확인된다.40 일

본 정창원(正倉院) 소장품 중 호로 분류되는 직물이 있

다. 이 호 직물은 소재가 견이고 줄무늬 형식으로 고대 호

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사진 4).

사진 3  채색소방격모직물(彩色小方格毛織物), 기원전 10세기 (金维诺·赵丰, 

2010, 『中國美術全集』, p.7).

사진 4  자지호문열(紫地縞文裂), 8세기 (吉岡幸雄, 2014, 『趣味Do楽』 14.12-

15-1월호, p.65).

38 『절강통지』 권106. 花布 東陽縣志 匠織者 謂之腰機 農家自織者 謂之女機 黑白相間 或成五色 謂之花布….

39 『어선명시』 권8 羅女曲 …上市買黄絲 染緝作花布….

40 『고려사(高麗史)』 권135 열전 권제38. …臣始至其第 太師縞冠出 迎詔輿 瞻望其顔 頗有慼慘之色….; 『동인지문사륙(東人之文四六)』 권13. 朝參日客省幕贈物狀 

羅帷繡幕 辱承半面之知 縞帶紵衣 聊表中心之好 雖慙微菲 冀借撿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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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書經)』에는 “궐비현섬호(厥篚𤣥纖縞)”라는 구

절이 나오는데,41 이 구절은 후대에 다양하게 해석된다. 

『상서주소(尚書注疏)』에서는 “현(𤣥)은 흑증(黑繒), 호는 

백증(白繒), 섬은 섬세한 것”으로 해석했다.42 『대학연의

보(大學衍義補)』에서는 현을 적흑색, 섬과 호는 모두 증

(繒)43으로 정의하고 있다.44

이 외에도 섬은 경사가 흑색, 위사는 백색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45 섬의 조합을 한편으로 호라 설명하기도 

한다.46 섬, 호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서경』이 유학의 중

요 경전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후대로 갈수록 호, 섬의 명

칭은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시대마다 ‘궐비현섬호’ 

대한 해석은 늘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대마다 

여러 해석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호·섬과 같은 직물 명칭은 고대에 주로 보이며 반포

의 등장과 면직물의 보급 이후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고대의 반포는 오색으로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그러

나 후대에는 흑백을 섞은 직물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반

포의 의미 변화는 호·섬의 형식이 반포에 흡수되면서 나

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호·섬의 재료는 견이지만 제작 

방식이 반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오색으로 직조

하는 고대의 의미는 반포에서 탈락하고 호·섬의 의미로 

대체된 것이다. 앞서 송준길이 호를 반포와 대칭 해서 해

석한 점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명대 반포 명칭의 변화와 형식

면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송말원초 시기의 중국

에서는 반포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명(明) 

이후부터 반포의 명칭은 화포, 기자포를 설명할 때 인용할 

뿐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반포는 이전과 다르게 면직

물이 일반화되면서 다양한 문양 염색 기법의 의미를 수용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명칭에서 화포로 대체된

다. 송대에 시작된 약반포가 현재 인화포로 명칭이 바뀌어 

전승되고 있는 점도 명칭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포의 명칭이 화포로 대체된 후 다양한 명칭이 파

생되었다. 사염 직조 방식은 기자포로 바뀌거나, 화포와 

결합해 기화포, 기자화포 등으로 분화하였다. 그리고 화

포, 인화포는 갈힐, 인염 등 다양한 문양 염색 기법의 의

미로 변화하였다.

중국에서는 명대 이후로 반포의 명칭이 바뀌었지

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반포의 명칭이 오랫동안 유지

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서 반포 명칭을 빈번

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자포, 화포를 반

포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명칭류휘」에서 반포를 재

래 면포로 설명하고 있어 반포가 근대까지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중국은 명대 이후 반포가 기

자포로 변화하거나 화포로 통합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포 명칭을 유지했는데 이는 중국의 사례와 대비된다.

문헌에서 기록된 명대 반포[기자포]의 모습은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명대 부인초상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5A).

부인초상화의 실제 인물은 알 수 없으나 다양한 복

식과 직물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초상화의 주인공보다는 

같이 등장하고 있는 시녀의 모습이 중요하다. 시녀는 부

인 좌측에 자리잡고 있으며 어깨와 손에 직물이 들려 있

다. 시녀의 어깨에 걸친 직물 모습은 백색과 청색으로 격

자무늬가 형성되어 있다. 이 격자무늬는 기화포의 색상 

조합과도 일치한다(사진 5B).

41 『서경집전(書經集傳) 권2. 厥貢惟土五色羽畎夏翟嶧陽孤桐泗濱浮磬淮夷蠙珠暨魚 厥篚𤣥纖縞.

42 『상서주소』 권5. 厥篚𤣥纎縞 傳𤣥黒繒縞白繒纎細也.

43 증은 견직물을 총칭하는 단어이다. [『전한서(前漢書)』, 권41 …灌嬰雎陽販繒者也 (師古曰繒者帛之總名)…].

44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권22. 厥篚𤣥纖縞(𤣥赤黒色纎縞皆繒).

45 『상서전해(尚書全解)』 권9. 黒經白緯為纎者則纎纊之為二物亦未可知也.

46 『시경통의(詩經通義)』 권5 服縞冠(縞冠絹為之黒經白緯).; 『서찬언(書纂言)』 권2. 厥篚𤣥纎縞𤣥黒繒纎黒經白緯縞白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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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초상화에서 묘사된 격자무늬 직물은 실물로도 

발견되었는데 초상화의 명확성이 확인된다. 이 직물은 

2001년 중국 강서성(江西城) 남창(南昌)에 있는 명대 무

덤에서 발굴되었다. 묘주는 저정왕(宁靖王)의 부인 오 씨

(吴氏)로 명대 인물이다.47

오 씨 묘에서 발굴된 다양한 직물 가운데 면직물 하

나가 흥미롭다(사진 6). 이 직물은 가로, 세로가 서로 교

차해 격자를 형성하고 있다. 격자의 간격과 구성도 부인

초상화에 묘사된 직물과 매우 흡사하다. 이 직물은 변색

되어 원래의 색을 알 수 없지만, 초상화에 비추어 보면 청

색과 백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격자 형태는 

바둑돌을 놓는 바둑판 모습과 유사해, 당시 이러한 직물

들을 기자포·기자화포로 명명했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4. 일본

동아시아에서 반포의 흐름은 면화 도입·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주변 국가와 다르게 

전개된다. 이는 일본의 면화 재배와 발전을 배경으로 하

고 있다.

일본은 면 종자가 799년 곤륜인(昆崙人)에 의해 도

입되었으나 재배에 실패하고, 1500년대 전후로 다수 지

역에서 목화 재배가 이루어진다. 18세기 초에 이르러서

야 각지에 목화 산지가 발전하였다.48

일본은 면화가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자급하기 전까

지는,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였다. 조선 초기에 많은 양

의 면포가 대일 무역의 중요 품목이 된 점도 이러한 이유

이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비해 면직물의 보급

이 늦은 만큼 이미 다변화된 의미와 명칭을 수용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흔적을 호와 화포의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호·화포에 대한 의미와 형식은 조선시대 

반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1) 호와 류조(柳條)

앞서 살펴본 고대의 호는 견 소재의 사염 직조물

로 확인되었다. 형식은 같으나 소재가 면이면 반포로 나

타났다. 특이하게도 일본에서 반포라는 명칭은 확인되

지 않는다. 반면 고대에 사용했던 호 명칭은 주변 국가

와 달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고대의 호 의미

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호는 줄무늬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직물은 호물(縞物), 호

직물(縞織物)이라 명명하며 대부분 면직물을 지칭한다.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서는 호의 다른 명칭이 

보이는데 류조, 오류조(奥柳條)로 확인된다.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사진 5  A: 명대 부인초상, B: 부인초상 확대 부분 (杨新, 2008, 『故宫博物院藏

文物珍品大系：明清肖像画』, p.86).

A B

사진 6 방격면포대(方格棉布袋) (赵丰, 2002, 『纺织品考古新发现』, p.173).

47 오 씨. 생몰년 1439년~1504년.

48 佐貫 尹, 2009, 『続 木綿伝承』, 染織と生活社,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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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조 치야우(ちやう), 시마(しま)

침은 음이 침(侵)이고 백색은 경사, 흑색은 위사이다. 섬

은 음이 섬(暹)이고 흑색은 경사, 백색은 위사이다. 호는 음이 

고(高)이고 백색은 경사, 적색은 위사이다. 지금 류조는 시속

에서 도(島)자로 쓴다.

생각건대 지야우(知也宇)는 서남의 외국 이름이다.49 이 

류조증(柳條繒)이 나온다. 세로로 젓가락 같은 작은 모양이 

많다. 기타로 두껍고 매끄럽다. 아란타(阿蘭陀)나 남경, 복

건 광동산에서 만든 것이 들어온다.50 또한 지야우류조(知也

宇柳條)라 칭한다. 경사(京師)에서 짠 것이 나오는데 모양이 

아름답고, 견처럼 품질이 조금 약한 종류가 있다. 또 견으로 

무늬 없이 짠 것과 같다. 광리색(光𪒔色)으로 유명한 길정충

(吉丁蟲)지야우 또한 매끄럽고 아름다워 저고리 안감으로 할 

만하다.51

오류조 오쿠시마(おくしま)

성다묵(聖多默)·겹유파(唊𠺕吧)·석란산(錫蘭山) 모두 

서남의 외국명이다.

생각건대 삼지녀(三止女)는 남천국명으로 이 오류조라 

칭하는 것이 나온다.52 바탕에 창색(蒼色)이 많고 감색과 갈

색의 세로줄이 있다. 류조는 목면으로 두껍고 아름답다. 산붕

(筭崩) 모양 또한 근년에 나온 것은 조금 좋지 않다. 본래 옛

날에 온 것을 보배로 여긴다.(대체로 보아 바디 한 구멍에 2올

을 넣는데 오류조는 4올을 한 구멍에 넣는다.) 왜에서 나온 것

에 유명한 경오류조는 진품과 같지 않다.

겁유파 : 류조 감색과 천총색이 종횡으로 있다. 고운 류

조 목면은 시속에서 맹도(盲島)라 이른다.

석란산류조 : 천색과 백색이 종횡으로 마디·눈과 같다. 

소류조목면이다. 이상 2종류 또한 수도에서 나오는데 모두 

좋은 품질이다.53

『화환삼재도회』에서는 호·섬·침을 류조에 분류해 설

명하고 있다. 류조는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줄무늬가 선명하다(사진 7). 줄무늬가 있는 류조의 모습

을 통해 고대의 호·섬·침의 형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화환삼재도회』에서 설명하는 호·섬·침은 중국 문헌

에서 설명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호

와 섬을 경사에 흑색, 위사에 백색을 사용한 것이라 말한

다. 그러나 『화한삼재도회』에서 호는 백색과 적색을 조합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색의 조합은 시대와 지역에 따

라 가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환삼재도회』에서 류조 설명은 매우 상세하다. 류조

는 한편으로 치야우라 불리는데 외국명에서 유래하였다. 

사진 7 류조, 오류조 (『화한삼재도회』 島根大學 소장본, 1715).

49 지야우(知也宇)는 외국명 치야우(ちやう)의 한자식 표기이다. 즉 류조를 뜻한다.

50  아란타(阿蘭陀)는  네덜란드(Netherlands)의 한자식 표기이다.

51 『화한삼재도회』 권27. 柳條 ちやう しま 綅音侵白經黑緯 纖音暹黑經白緯 縞音高白經赤緯 今𢨤曰柳條俗用島字 按知也宇西南外夷國名 出於此柳條繒 多縱筯小模

樣 其他厚而滑美 來於阿蘭陀又南京福建廣東之産 亦稱知也宇柳條 京師織出者 模樣美而有品然絲性稍弱 又同絲織無文 光𪒔色名吉丁蟲知也字 是亦滑美堪爲襦裏. 

52 삼지녀는 가타카나로 사소토메하(サソトメハ)라 표기되어 있다. 외국명인 성다묵(聖多默:サソトメ)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53 『화한삼재도회』 권27. 奧柳條 おくしま 聖多默(サソトメ) 唊𠺕吧(ツヤガタラ) 錫蘭山(セイラス) 皆西南外國名 按三止女 南天竺國名出於此稱奧柳條 多地蒼色而

紺與褐縱 柳條木綿厚美也 筭崩模樣亦有近年來者稍劣 故以舊渡之者爲珍(大抵筬一齒入二縷奧柳條四縷爲一齒) 出於倭者名京奧柳條不似眞物 唊𠺕吧柳條 紺與淺

葱縱橫細柳條木綿俗謂盲島 錫蘭山柳條 茜與白縱橫如節目 小柳條木綿 上二種亦出於京共佳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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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조는 당시 네덜란드, 중국 등지에서 주로 수입했지만, 일

본 내에서도 생산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류조를 견직물의 

일종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당시 여러 외국 국

가에서 줄무늬가 있는 견직물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류조는 줄, 격자 등으로 오류조보다 다양하게 표

현되어 있다. 그리고 오류조는 류조와 다르게 면직물이

라 설명하고 있다. 외국명을 하나의 품종으로 인식하며 

오류조의 다양한 색 조합과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류조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는 류조

와 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 중요하다. 류조의 별칭으

로는 치야우, 시마(しま)가 있다. 그리고 시속에는 도(島) 

글자로 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도(島)는 시마(しま)와 

같은 발음의 한자를 선택한 것이다.

호(縞)의 일본식 발음은 시마(しま)로 줄무늬나, 2종 

이상의 색사로 가로·세로·격자 등의 직물을 의미한다. 일

본에서 호의 명칭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류조, 호, 시마, 도는 

줄무늬 직물을 지칭하는 명칭인 것이다.

1841년 도본(嶋本)에는 다양한 호직물 견본이 붙어 

있다(사진 8). 이러한 견본첩은 현재까지 일본에 많이 남

아 있는데, 이를 통해 호직물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견본첩의 명칭이 도본(嶋本)인 점으로 보아도 도와 호, 시

마, 류조의 의미가 상통했음이 확인된다.

『화한삼재도회』의 기록을 보면 편찬 당시까지만 해

도 류조가 주로 수입되었고, 일본 내에서도 류조와 같은 

직물이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일본 면직업의 발달

과 함께 다양한 류조가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류조 명칭

은 사라지고 별칭인 島·縞[시마:しま]가 주로 사용된다. 

島·縞[시마:しま]의 의미는 후술하는 화포와 중요한 관련

성이 있다.

2) 화포와 류조의 의미 관계

일본의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는 화포를 

さらさ(사라사)로 표기하고 “화포는 서양포를 이용하여 

꼭두서니로 화문(花文)을 염색한다. 처음 시작한 곳은 천

축(天竺)·섬라(暹羅)로부터이며, 요즘 만든 중화(中華)로

부터 온 당화포(唐華布)와 일본에서 염색된 것은 세탁하

면 화문이 쉽게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라사라는 

명칭은 본디 외래어이며, 화포, 갱사(更紗), 명사(皿紗), 

좌라사(佐羅紗), 좌량좌(佐良左) 등의 한자는 이에 맞추

어 새롭게 차용된 글자이다.54

화포도 류조와 같이 외국에서 유래한 직물임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다양한 화포의 영향을 받아 

일본 내에서도 제작되었다. 일본에는 사라사 제작에 관

한 많은 책이 남아 있다. 이중 1781년에 편찬한 『증보화

포편람(增補華布便覽)』에서 류조와 화포의 연관성을 확

인할 수 있다.

『증보화포편람』에 나오는 49종의 문양도판 중 22

개에 출처 지명이 조선(朝鮮)·조센(朝セン)·조선야(朝鮮

也)·테우센(テウセン)으로 표기되었으며, 이는 모두 우리

나라를 일컫는 것이다.55

사진 8 도본(嶋本), 1841년 (佐貫 尹, 2009, 위의 책, 앞쪽 부록).

사진 9  『증보화포편람』의 도 문양 (최정임, 2020, 위의 논문, p.26).

54 최정임, 2020, 위의 논문, pp.5~6.

55 최정임, 2020, 앞의 논문,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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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화포편람』에서 도(嶋)는 조선의 문양으로 소개

하고 있다(사진 9). 도(嶋)는 시마(しま)로 발음되는데 앞

서 본 류조의 별칭인 도(島)와 발음이 같다. 즉 도(嶋)와 

도(島)는 통용되는 글자로 류조와 같은 의미이다. 류조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면 『증보화포편람』의 도(嶋)는 조선의 

줄무늬로 해석할 수 있다. 도(嶋) 문양은 적색, 녹색, 백색

을 세로 방향으로 배열해 구성하고 있다. 당시 조선에서

는 이와 같은 줄무늬[嶋] 화포를 생산해 일본에 수출한 것

으로 짐작된다.

화포 염색 기법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크

게 분류하면 손으로 그리는 기법과 판(版)을 사용하는 기

법으로 나눌 수 있다.56 『증보화포편람』의 도(嶋)를 일반

적인 화포 기법에 놓고 보면, 인염으로 줄무늬로 표현했

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으로는 도(嶋)가 류조와 같은 직물임을 상기한

다면, 도(嶋)는 사염 직조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실제 

사염 직조로 된 화포 실물이 존재하는데 이는 와세다대학

교(早稲田大學校) 소장 『포백첩(布帛帖)』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진 10).

『포백첩』의 제작 연도는 알 수 없으나, 문직물, 직금, 

사라사 등 여러 직물 조각들이 붙어 있다. 『포백첩』이 있

는 여러 직물 가운데 세로 방향의 줄무늬 직물이 하나 확

인된다. 이 직물을 살펴보면 사염 직조물의 특징이 관찰

된다. 『증보화포편람』에서 설명하는 도(嶋)와 색과 구성

이 매우 유사하다.

『증보화포편람』, 『포백첩』을 통해 보듯 당시 일본에

서는 사염 직조물을 화포로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조선

에서는 화포를 반포로 동일하게 해석하였다. 또한, 줄무

늬를 뜻하는 도(嶋)가 조선의 문양임을 놓고 본다면, 사염 

직조물이 동아시아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염 직조물은 반포, 기자포, 화포 등의 이름

으로 동아시아에서 폭넓게 공유되고 있었다.

Ⅳ. 조선시대 반포의 형식

조선시대 반포는 여러 문헌과 유물을 통해 알 수 있

듯이 줄, 격자로 표현한 평직의 면직물이라 말할 수 있다. 

평직에서 문양을 나타내는 쉬운 방법은 줄, 격자 등을 조

합하는 것이다. 반포의 기본적인 색상 조합은 흑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색상의 조합은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

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작업자가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반포 유물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다. 반포는 평직에 색사를 조합해 문양을 표현하는 방식

으로, 색이 없어지면 일반 평직물과 구별할 수 없는 특징

이 있다.

조선시대 반포의 형식을 유추할만한 자료는 많지 않

아, 형식을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반포의 조직

과 형식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합 

형식을 2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1. 격자 형식

격자는 가로와 세로를 교차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호, 기자포가 있다. 호는 문헌에서 흑백을 조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배열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가

사진 10 『포백첩』 일부와 확대 (와세다대학교 도서관 소장).

56 최정임, 2020, 앞의 논문,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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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간단한 방식으로는 경사에 흑색, 위사에 백색을 조합

하는 형식이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조합했을 경우 흑백이 아롱지게 

섞여지는 모습이 연출된다. 이는 반포의 특성과 일치한

다. 한편으로 흑백의 조합이 바둑알을 놓은 것처럼 보이

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역어유해보』에서 기자포

를 반포로 풀이한 것으로 짐작된다(그림 1).

명대의 기자포, 문직 무명의 형식을 종합해 보면 다

양한 격자가 가능하다. 기자포 형식은 흑백의 간격과 배

열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즉 경사의 배열과 위사의 직입

에 따라 여러 조합을 만들 수 있다(그림 2).

근대 유물 중 기자포 형식과 유사한 직물이 있다. 경

운박물관 소장 무명57은 흑색과 백색으로 배열되어 있다

(사진 11). 이 형식은 명대 남창 출토 방격문 면직물과 문

직 무명과 유사하다. 근대까지 격자 형식의 반포가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줄무늬 형식

줄무늬 형식은 가로나 세로 중 한 방향으로만 색사

를 배열하는 것이다. 줄무늬 형식은 가로줄과 세로줄로 

분류할 수 있다.

1) 세로줄

우선 세로줄 형식은 배열하는 색사의 너비에 따라 

줄무늬가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베 날기[정경] 때 색을 미

리 배열하기 때문에 제작하기 쉬운 특성도 있다.

반포의 세로줄 형식은 덕온가 전래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명확하지 않으나 윤백영 집안에 전해 오

는 사대부 유물 중 비한(臂捍)이 있다(사진 12).58

비한의 안감은 현재 조사되지 않아 소재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분홍색 줄무늬가 선명하며 직조되어 있

다. 이 비한의 안감은 조선시대 반포의 줄무늬 형식을 가

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비한의 안감은 현재 전승

되고 있는 황목과 형식이 유사하다.

반포의 조합은 흑·백이 기본이기는 하나 비한의 안

감 사례로 보았을 때, 색의 선택은 다양했으리라 짐작된

다. 이는 『증보화포편람』에서 도 문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증보화포편람』에서 조선의 문양으로 설명

하고 있어, 조선시대 세로줄 반포의 형식을 유추할 수 있

그림 1 호 예상도 (연구자 작성). 그림 2 기자포 예상도 (연구자 작성).

사진 11 1950년대 무명 (경운박물관, 2013, 『근대 직물 100년』, p.202).

사진 12  비한 1800년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2,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 p.166).

57 기증자(1905년~1979년)가 짠 면직물이다. 목화솜을 굴뚝에 끼워 연기로 그을려 검은 물을 들였다. [경운박물관, 2013, 위의 책, p.202] 참조.

5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2, 위의 책,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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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보화포편람』에서 도는 세로로 녹색, 백색, 적색을 

배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그림 3).

조선시대 세로줄 반포 형식은 두 가지만 확인되었지

만, 제작자의 의도, 재료 수급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되었

으리라 짐작된다.

이 외에 북한산 무명에서 세로줄 양식의 흔적을 살

펴볼 수 있다(사진 13). 이 북한산 무명의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세로줄 반포 형식이 근래까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산 무명은 청색과 백색을 세로로 배열해 줄

무늬를 구성하고 있다. 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북한산 무명이 보이는 색 조합은 기화포의 설

명과도 일치한다.

2) 가로줄

가로줄 형식은 경사에 색사를 쓰지 않고 위사 방향

으로 색사와 백사를 다양한 간격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즉 세로 방향으로만 무늬가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와 유

사한 형식으로는 조선시대 반주가 있다.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서 반주는 경사에 견사

를 쓰고 위사에 면사 2올, 견사 2올을 쓴 것으로 설명하였

다.59 기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짜고 후염한 

것을 반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반주의 별칭이 아롱

주인 만큼 색사를 섞어 짠 직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위사

에 색사를 사용해 무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포 

또한 반주와 형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포의 가로줄 형식은 조선시대 유물에서 확인된 바

가 없다. 그러나 현재 나주샛골나이에서 반포의 흔적이 

확인된다. 이러한 가로줄 형식은 나주에서 띠베로 명명

되어 전승되고 있다(사진 14). 띠베는 반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형식과 재료가 조선시대 반포와 같다. 

조선시대 반포의 가로줄 형식은 나주의 띠베와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Ⅴ. 맺음말

조선시대 반포의 특징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

다. 반포는 일찍이 출현하였지만,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다

양하게 변화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의 반포 전개는 다양

한 명칭과 얽혀 있다.

조직으로 직물 문양을 표현하기 이전부터, 반포는 

그림 3 도 문양 예상도(연구자 작성).

사진 13 북한산 무명 (민길자, 1997, 『전통 옷감』, p.35).

사진 14 나주 띠베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위의 책, p.44).

59 『임원십육지』 권30 『전공지(展工志)』 권3. 繭絲爲經而棉絲二縷繭絲二縷相間爲緯曰斑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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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단순한 조직에서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색사를 조합하는 방식이 수월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반포의 형식은 지역 환

경과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되었다. 대표적으로 견

직물이 발달한 동아시아에서는 호(縞), 면직물이 발달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반포(斑布)가 출현하였다.

고대에서 말하는 호는 흑백을 중심으로, 반포는 오

색으로 구성되었다. 호나 반포 모두 실을 미리 염색해 짜

는 사염 직조 방식이다. 어떤 직물이 먼저 출현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사염 직조라는 공통점으로 

보았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포의 등장과 발전은 면화의 도입과 맞물려 있다. 

동아시아에 면화가 도입되기 이전은 반포가 외국의 특산

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면직물 자체가 고패, 길패, 백첩 

등으로 명명한 것처럼 외국에서 유입되는 물건이었기 때

문이다.

동아시아에서 면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생산되

는 시기는 송말원초이다. 이 시기부터 반포의 의미는 고대

의 반포와 달라진다. 반포는 다양한 문양 염색 기법의 의

미를 수용하게 되는데, 요반포와 약반포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반포는 명대 이후 명칭이 화포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화포는 다양한 문양 염색 기법의 의미가 있어, 

사염 직조 기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반포는 

화포, 기자포, 기자화포 등의 이름으로 변화한다.

일본은 면의 도입이 늦은 만큼, 이미 변화된 의미를 

수용하고 발전하였다. 일본에서는 반포의 명칭보다 류조

라는 명칭이 확인된다. 이 류조는 다양한 색상을 조합한 줄

무늬, 격자 형식으로 고대 호, 섬, 침과 같은 형식이다. 당시 

류조의 별칭으로는 도(島,嶋)가 있다. 이 도의 발음은 시마

(しま)로 줄무늬를 뜻하는 호(縞:しま)와 발음이 같다.

후대에는 류조, 도(島,嶋)의 명칭보다 줄무늬를 뜻하

는 호[시마]로 정리된다. 이 도[시마]는 『증보화포편람』에

서 조선의 문양으로 소개하고 있다. 당시 류조도 화포의 

한 종류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화포와 반포는 사염 직

조물로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기록에서 호라는 명칭이 확인

된다. 이후 조선에서는 궐비현섬호(厥篚𤣥纖縞)의 구절을 

논의할 때만 호의 명칭이 등장한다. 실질적으로 쓰이는 명

칭은 아니었지만, 당시 존재했던 반포와 대칭 하여 해석하

였다. 호의 의미가 반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기자포와 화포를 반포로 

해석하고 있어 당시 반포의 형식을 가늠할 수 있다.

조선시대 반포는 격자 형식, 줄무늬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격자 형식은 호, 기자포처럼 경위사의 교차를 통

해 표현된다. 줄무늬 형식은 가로나 세로 중 한 방향을 선

택해 표현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반포의 명칭은 사라지고 화포로 대체되

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반포보다 화포, 

류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고대부터 있었던 호 명칭과 

결합해 정리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만이 반

포의 명칭을 오랫동안 유지한 점이다. 조선시대에는 중

국의 기자포나 화포를 반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일본 강점기까지 이어졌다. 반포의 형식이 근대

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이 특별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반포의 명칭과 형식은 단절되었고 나주샛골나이에서 그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반포는 우리나라 

직물 문화의 일부였음이 확인되었다. 반포는 단순히 조

선시대에 국한되는 직물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직물 문화

와 교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이다. 본 연구

는 기존에 단순하게 해석해 온 반포를 여러 각도로 접근

하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근

래까지 유지되었던 반포의 단절이 애석하지만, 본 연구가 

반포 복원과 전승에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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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aning and Types of  Banpo [斑布]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the textile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the historic record of  Banpo is fragmentary and contains many 

missing details. The main reason is a lack of  associated literature, and it is also significant that the actual substance 

used is not clear at present. Banpo is a kind of  cotton, but this has not been confirmed in the traditional textiles that 

are currently handed down. The word Ban [斑] in Banpo means “stain”, and the letter Po [布] means “fabric”.

At the border of  white discourse, Banpo did not receive attention as a research topic.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store some of  the textile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Banpo. Banpo is not just limited to the Joseon 

Dynasty; it is an important material for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textile culture and exchange in East Asia.

This study was broadly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the record and meaning of  Banpo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examined. Records of  Banpo can be seen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during King Sejo and 

Seongjong, and the production and actual use of  Banpo have been confirmed. Banpo was maintained until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ut is no longer observed. Banpo is a woven fabric made of  cotton yarn dyed in many 

colors and has appeared in Southeast Asia since ancient times.  In East Asia, there are other fabrics similar to Banpo, 

such as Ho [縞] , Sum [纖] , and Chim [綅] .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between Banpo and Ho is an important link in 

understanding Banpo in the Joseon Dynasty.

Second, the meaning of  Banpo was examined from various angles through comprehensive analysis of  Chinese 

and Japanese literature records and cases.

The appearance and development of  Banpo moved in sync with the period when cotton was introduced into 

East Asia. In East Asia, cotton was introduced and produced in earnest from the end of  the Song Dynasty to the 

beginning of  the Yuan Dynasty, and the meaning of  Banpo was diversified. In China, the name of  Banpo was 

changed to Hwapo [花布] , Gizapo [碁子布] , Gizahwapo [棋子花布] , etc. Japan was late to introduce cotton and 

developed it in acceptance of  the changed meaning. In Japan, use of  the name Banpo is not on record , but a Ryujo [柳

條] fabric of  the same type as banpo has been identified. This Ryujo is the same concept as Ho and Hwapo, and later 

merged into Ho. Names such as Ho, Hwapo, Banpo , etc. were us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but the form was 

shared across East Asia.

Third, based on the meaning of  Banpo shared in East Asia, the format of  Banpo in the Joseon Dynasty was 

classified. The format of  Banpo in the Joseon Dynasty can be divided into grid and striped versions. 

The name Banpo disappeared over time, but the form remained and was passed down until recentl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restore Banpo in the future.

Abstract

Jiwon Ree 

Corresponding Author : noja86@naver.com

Keywords   Banpo [斑布], Hwapo [花布], Gijapo [碁子布], Weaving technology, Cotton fabric

Received  2020. 06. 29 ● Revised  2020. 07. 22 ● Accepted  2020. 0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