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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ituation of domestic production and import of dyes as well as type of dye sup-

plier and type of dyer in the Joseon Dynasty based on an analysis of relevant docume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Many kinds of natural dyes and natural mordant were produced in the Joseon Dynasty. Some

were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when in short supply or for diplomatic reasons. As the government or-

ganization in charge of the dyes supply and demand, the Jeyonggam was cooperated with the Gongin mer-

chants. As private merchants, there existed Hwapijeon merchants and Cheongramgye merchants. Cheong-

ramgye merchants were both the producer and the seller of indigo sediment. There existed two types of

dyers, such as government-operated dyers and private dyers. The Yeomjang (master dyers) and Yeommo

(female dyers) were subjugated to government departments in the early part of Joseon Dynasty, but gradu-

ally allowed to pursue self-profit. The Yeomga was the private dye house that existed in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Ladies and female servants were also allowed to dye for family use or to help in

livelihoods. Jeonyeomga was a branch specialized in indigo dyeing. Lastly, the Yoemgye were the merch-

ants of dyed paper and textiles as well as dyers.

Key words: Domestic dyes, Imported dyes, Jeyonggam, Government-operated dyers, Private dyers; 국내

산 염료, 수입 염료, 제용감, 관영 염색업자, 민영 염색업자

I. 서 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염료와 염색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조선시대 염료의 생산 및 수

입 정황, 염료 수급(需給) 주체의 종류와 활동 내용, 그

리고 염색 수공업자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

을 둔 것이다.

지금까지 홍화와 소목 등 일부 개별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나 수입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에 관

한 연구들(Kim, 1986; So, 1984)이 있었으나 조선시대 전

체 염료의 생산 및 수입에 관한 총체적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다. 또한 조선시대 염료 상품의 수급 주체들

과 염색 장인들의 실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염료의 생산

과 수입 정황, 염료 수급 주체의 종류와 활동을 고찰하

여 조선시대 염료의 수급 체계를 이해하고, 염색 장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여 조선시대 염료와 염색 문화를

상품과 행위자 중심으로 보다 유기적으로 이해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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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염

료와 매염제의 국내 생산 및 수입 정황을 살펴본다. 둘

째, 염료 수급에 관련된 정부 관청과 민간 상인 집단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들의 활동을 고찰한다. 셋째, 염색

수공업 성격을 기준으로 조선시대 염색 장인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염색 장인의 특징을 살펴본

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자료는

조선시대의 염료와 염색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사서

이다. 기술서로서『산가요록』(Jeon, 1459/2004),『규합총

서』(Lee, 1809/1975),『임원경제지』(Seo, 1842-1845/1983)

를 살펴보았다. 편년사료로서『조선왕조실록』(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5), 『승정원일기』(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0-2011),『비변사등록』(備

邊司謄錄 [The record of the Bibyeonsa], (1617-1892/1990)

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산 염료와 매염제의 산지 파악

을 위해서『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지리지(National In-

stitute of Korean History, 2005)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

다. 그 외에 조선 전기의 염색 장인에 관한 기록이 있는

자료로서『경국대전』(Hanguk Jeongsin Munhwa Yeongu-

won, 1485/1985)과『묵재일기』(Lee, 16C/1998)를 고찰

하였다.

II. 염료 생산 및 수입 정황

1. 국내산 염료 및 매염제

1) 국내산 염료

조선시대에 이용된 많은 염료들은 국내에서 생산 가능

했던 품목과 수입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

생산이 가능했던 품목을 살펴보고자 한다.『산가요록』,

『규합총서』,『임원경제지』에 기록된 염료 가운데,『세종

실록지리지』(이하『세지』로 명명)에 등장하는 품목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세지』에 기록된 염료와 매염

제는 대부분 각 지방의 토의, 토산, 토공, 약재 범주 내에

기재되어 있어 지역의 산업에 관한 항목을 상세하게 보

여주고 있다.

적색계 염료 가운데에는 홍화, 천초, 주토, 도인(桃仁:

복숭아씨), 행인(杏仁: 살구씨), 호장근의 산지가 확인되

었다. 도인과 행인은 비록 그 자체로 염료는 아니지만

복숭아나무[桃皮]와 살구나무[山杏木]의 생산지와 연관

될 것으로 생각되어 포함하였다. 적색계 염료 가운데 홍

화가 전국 8도에서 모두 산출되었으며, 천초 역시 기후

와 상관없이 전라, 황해, 평안, 함길도에서 산출되었다.

주토는 황해, 강원 이남 지역에서 주로 산출되었다. 복숭

아나무는 평안도 이남 지역에서, 살구나무는 황해도 이

남 지역에서 고루 산출되었다. 호장근은 함길도를 제외

한 전국에서 산출되었다.

황색/주황색계 염료 가운데에 괴화, 치자, 심황의 산지

가 확인되었다. 괴화는 평안도와 함길도를 제외한 전국

에서 고루 산출되었으며, 치자와 심황은 경상도와 전라

도, 즉 기후가 온화한 남부 지방에서만 생산되었다.

청색계 염료인 남과 관련해서는 남칠(藍漆), 청대(靑黛),

청태(靑苔)의 산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남칠은 ‘남등근(藍

藤根)’ 또는 ‘가사새’라고도 했는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고 뿌리는 세신(細辛)과 같다고 했으나 정확히 어떤 식

물인지는 알 수 없다(Han et al., 1997). 다만 남칠이라는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청색계 염료 식물인 남과 관련된

품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단 조사에 포함

하였다. 남칠은 전국 8도에서 고루 산출되었다. 청대는

숭람(즉, 오늘날의 대청) 식물, 혹은 남 염료, 혹은 남 부

산물을 지칭하는 조선시대의 용어이다(S. Y. Kim, 2008).

청태(靑苔) 역시 청대(靑黛)와 동일한 의미의 한자 표기

로 짐작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실록에서 ‘청태(靑苔)’에 관한 비교적 이른 기록은『태

종실록』태종 15년(1415) 9월 21일 기사에서 확인된다. 화

재를 방비하기 위하여 너무 조밀한 인가를 헐어내야 하

는데 집이 헐린 사람에게 남전(藍田) ·청태전(靑苔田) 등

의 채지(菜地)를 나누어 줄 것을 한성부가 국왕에게 건

의하는 내용이다. 문맥상으로 볼 때, 남전과 청태전은 서

로 다른 작물의 경작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태종실록』태종 16년(1416) 3월 10일에는 내섬시 소

속의 ‘태전(苔田)’을 혁파한 기사도 있다. “내섬시에서 진

상에 의하여 물을 들이는데 태전을 많이 점령하고 전주

(田主)로 하여금 경작하지 못하게 하지만, 매양 물들일 때

를 당하여 염모(染母)로 하여금 시중에서 구하게 하니, 무

익할 뿐만 아니라 전주도 원망한다.”라는 내용에서 태전

이 염재를 생산하기 위한 밭임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에

서 ‘태전’은 곧 ‘청태전’의 줄임말로 이해된다.

청태전에 관한 또 다른 기록으로『승정원일기』인조

3년(1625) 2월 10일에 개성부에 위치한 청태전이 등장

한다.『승정원일기』인조 15년(1637) 6월 26일에도 개성

부에 있는 상의원 소속의 청태전이 등장하는데, 청태전

에서 청태 상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의원이 염

색을 어찌할까 걱정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청태전에서 생

산되는 청태가 염색에 사용된 재료임을 알 수 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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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실록』성종 9년(1478) 7월 21일에는 제용감의 청태(靑

苔)와 사포서의 채소 같은 일로 개성부의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함을 아뢴 내용도 있다. 그런데『인조실록』인조

6년(1628) 9월 24일에는 개성부에 위치한 제용감 소속의

‘청대전(靑黛田)’이 또 등장한다. ‘청태전(靑苔田)’이 곧

‘청대전’을 지칭하는 말로서 추정되는 중요한 대목이다.

한편, 청태(靑苔)는 또한 ‘청태(靑笞)’로 표기되기도 했

다.『문종실록』문종 1년(1451) 11월 12일 개성부의 폐단

에 관한 군신 간의 대화에서 “청태(靑笞) ·홍화를 갈고 심

을 때 관리를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전에 홍화 ·

청태(靑笞)를 경작하였기 때문에 내자시 내섬시 인순부

인수부 도염서 등 5개 사의 관원 각각 1인이 내려갔었는

데... 홍화 ·청태(靑笞)를 갈고 심는 것과 김장의 일을 부

득이 하여야 한다면 그전대로 관원을 보내는 것이 편합

니다.”라는 내용이 발견된다. 청태를 한자로 표기할 때

‘靑笞’라 쓰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기사에서

청태는 홍화와 함께 관청에서 관리했던 중요한 염재였

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록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청태(靑苔 또는 靑

笞)는 바로 조선시대 남 품종의 일종이었던 청대(靑黛),

곧 숭람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세지』에서 청대는 경상도, 청태는 경상도와

황해도의 산물로 확인되었다.

자색계 염료인 지초는 모든 염료 가운데 가장 많은 생

산지가 확인된 염료이다. 전국 8도에서 모두 산출되었는

데, 공물로서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염료로 이해할 수 있

다.

갈색계 염료와 관련된 물종으로는 밤[栗], 뽕[桑], 석

류(石榴), 상수리나무[ 木], 상수리(혹은 도토리)[橡],

연꽃 열매[蓮子], 호도(胡桃)의 생산지가 확인되었다. 밤

은 함길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뽕은 전국 8도에서 모두

산출되었다. 밤나무와 뽕나무가 한반도 전역에서 매우

Table 1. Frequency of dye-producing area of each province

Colors Dyes
Gyeon

gi

Chung

cheong

Gyeong

sang
Jeolla

Hwang

hae

Gang

won

Pyeong

an

Ham

gil
Sum

Red

Safflower [紅花] 1 4 3 1 7 1 1 14 33

Madder [ 草] 1 1 1 1 4

Red ocher [朱土] 2 3 2 2 5 14

Peach seed [桃仁] 1 1 1 1 2 1 7

Apricot seed [杏仁] 1 1 1 1 4

Reynoutria japonica Houtt.

[虎杖根]
1 1 1 1 1 1 1 7

Yellow/

Orange

Pagoda tree blossom [槐花] 1 1 1 1 1 1 6

Cape jasmine [梔子] 1 4 5

Tumeric [深黃] 1 5 6

Blue

Namchil (藍漆) 1 2 1 1 1 2 1 3 12

Cheongdae (靑黛) 1 1

Cheongtae (靑苔) 1 1 2

Purple Gromwell [芝草] 31 31 35 14 24 21 33 15 204

Brown

Chestnut [栗] 2 2 2 7 1 25 30 69

Mulberry [桑] 36 23 26 42 16 25 44 9 221

Pomegranate [石榴] 9 31 1 41

Oak tree [ 木] 1 1

Acorn [橡] 2 1 3

Lotus fruit [蓮子] 9 7 5 3 2 3 29

Walnut [胡桃] 9 16 2 8 35

Gray/

Black

Chinese ink [墨] 2 2

Galla rhois [五倍子] 2 1 2 1 21 27

From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5).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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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석류는 강원도 1곳

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상도와 전라도의 산물로서 주로

기후가 온화한 남부 지방의 산물이었다. 상수리나무는

경기도의 산물로, 상수리(혹은 도토리)는 경기도와 황해

도의 산물로 기록되어 있었다. 연꽃 열매는 경상도와 평

안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고루 산출되었다. 호도는 경상,

전라, 충청, 강원 4도의 중남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었

다. 회색/흑색계 염료 가운데 먹[墨]과 오배자(五倍子)의

산지 기록이 있었다. 먹은 충청도에서, 오배자는 경상, 전

라, 충청, 황해, 강원 5도에서 생산되었는데 특히 강원도

산지가 가장 많았다.

2) 국내산 매염제

조선시대에 이용된 매염제 가운데 국내 생산이 가능

했던 품목을 알아보기 위하여『산가요록』,『규합총서』,

『임원경제지』에 기록된 매염제 가운데,『세지』에 등장하

는 품목들을 찾아 보았다. 백반, 녹반, 오미자, 오매(烏梅),

황회(黃灰: 노린재)의 산지가 확인되었다. 상기의 세 문

헌에는 기록이 없지만『상방정례』에서 추가적으로 발견

되는 매염제로서『세지』에서 산지 기록이 확인된 품목

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품목에 매실(梅實), 명아주

재[藜灰], 굴껍질재[蠣灰]가 있었다. 매실은 오미자나 오

매 대신 이용 가능했으며, 명아주재는 잿물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재료 가운데 하나였다. 굴껍질재는 석회나 조개

껍질재[蛤灰] 대신 이용 가능한 재료였다.

백반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함길도에서 산출되고 있

었다. 녹반은 충청, 경상, 함길도의 산물로 기록되어 있

었다. 한반도 지형을 고려해 볼 때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

역에서 광물 매염제 생산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오미

자는 전국 8도에서 생산 가능했고, 오매와 매실은 경상

도와 전라도, 따뜻한 남부 지방 산물이었다. 노린재와 명

아주재는 경기도의 산물이었고, 굴껍질재는 경기도와 황

해도의 산물로 기록되어 있었다.

2. 수입 염료 및 매염제

1) 수입 염료

『조선왕조실록』에서 수입 기록이 확인되는 염료로 홍

화, 지초, 심황, 치자, 소목이 있었다. 소목을 제외한 나

머지 염료들은 국내에서 생산 가능했지만 공급량이 부족

하거나 외교적 상황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수입되는 품목

이었으며, 소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 염료였다. 홍화, 지

초의 무역에 관하여 다음의 기사들이 확인된다.『성종실

록』성종 22년(1491) 10월 12일 “홍화, 지초, 매실, 양모

등의 공물을 금년에는 이미 다 바쳤는데, 또다시 명년(明

年)의 공물까지 인납(引納)하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

합니다. 양모 같은 것은 그만이지만, 지초, 매실, 홍화 같

은 것은 모두 제철이 아닌데 만약 인납하게 한다면 수령

이 반드시 백성에게 거두어 들일 것이므로 백성이 받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무역하여 쓰도록 하

소서.”라고 하였다.『연산군일기』연산군 6년(1500) 2월

13일 “홍화 3백 42근 8냥을 무역하라 하셨기 때문에 지

난 겨울부터 무역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 얻은 것은 30근

뿐입니다. 이 물건을 널리 시중에서 구해보았지만 저장된

것이 드물어서, 만일 수량대로 다 무역하려 하면 폐단이

반드시 많겠기에 감히 품의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홍화, 지초, 매실의 경우 국내 공급량이 부족할 때 수입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황은 경상도와 전라도 등 따뜻한 남부 지역의 공물

이었으나 때로는 일본과 유구국,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기

도 했다.『태종실록』태종 17년(1417) 5월 20일 예조에서

황색 금제로 인하여 일본 사신이 바치는 심황을 받지 말

도록 청한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심황은 이후에도 계속

조선으로 유입되었다.『세종실록』세종 즉위년(1418) 8월

14일 유구국 사신이 단목, 백반, 심황을 가져온 기록이

있으며, 같은 해 12월 29일 일본 사신이 소목, 백반, 심

황을 가져온 기록이 있다. 조선 전기에 심황은 일본과 유

구국 등과의 외교에서 거래된 주요 무역품 가운데 하나

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 심황은 연경(燕京) 무역을 통

해 조선으로 수입되기도 했는데, 이는 국내 재고가 부족

할 경우 호조가 추가적으로 사들인 것으로서 필요에 의

한 부정기적 무역으로 볼 수 있다(Kim, 2013).

치자 역시 심황과 마찬가지로 온화한 남부 지역의 공

물이었으며 때로는 일본에서 수입되기도 했다.『성종실

록』성종 4년(1473) 8월 9일, 17년(1486) 4월 9일, 18년

(1487) 1월 12일, 25년(1494) 3월 18일, 25년(1494) 4월

7일 등 여러 기사로부터 일본 사신들이 조선에 들여온

치자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치자는 무역 물량이 너무

많아 조정의 골치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이에 관한 다음

의 기사가 흥미롭다.『중종실록』중종 18년(1523) 12월

1일 “왜인이 바친 치자는 예조가 용도에 긴요하지 않다

하여 받지 말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사사로이 가져온 물

건이라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

번에는 진헌이라 칭하니 긴요하지 않다 하여 받지 않는

다면 이적(夷狄)을 대접하는 도리로서 어떠하겠는가? 이

뜻을 삼공(三公)에게 의논하게 하라.”하였다. 남곤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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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왜인이 간사하여 진상이라

청탁하고 잡물(雜物)을 많이 가져오는데 그들이 바치는

대로 반드시 다 받으면 역시 뒷폐단이 있을 것이니 예조

가 청한 대로 받지 않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라고 답했

다. 이 기사를 볼 때 치자는 조선에서 그리 긴요한 것이

아닌데 일본인들이 자주 무역하기를 청했고, 조선 조정

은 면포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으므로 외교적 도

리와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심

황과 치자는 주로 외교적 이유로 인해 조선으로 유입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홍화와 지초가 물량이 부족하여

수입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조선에서 황염 재료의 물

량은 홍색 및 자색 염료에 비해 그리 부족하지도 긴요하

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전 물량을 수입에

의존했던 염료로서 대표적인 것이 소목(蘇木), 즉 단목(丹

木)이었다.『세종실록』세종 9년(1427) 2월 19일 사간원

상소에 “지초와 홍화는 비록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지

만 극히 희귀한 것이고, 단목은 전적으로 왜객의 매매에

힘입어 국용(國用)에 제공됩니다.”라고 하였다. 소목은

인도 중남부 지역, 버마, 태국, 인도차이나와 중국 남부

지역, 말레이시아 등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Cardon,

2007), 주로 일본 사신이나 상인의 중개 무역에 의해 조

선으로 수입되었다(Lee, 2002). 소목은 조선 전기에는 동

남아시아로부터 직접 유입되기도 했다.『태조실록』태조

2년(1892) 6월 16일,『세조실록』세조 4년(1458) 3월 9일,

『연산군일기』연산군 6년(1500) 11월 17일 등의 기사에서

소목이 섬라곡국(暹羅斛國: 태국), 유구국(琉球國: 오키

나와)과의 사신 무역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었음이 확

인된다.『만기요람』에서 소목이 동래부(부산)로부터 해

마다 호조에 봉납된 사실이 확인되는데(Kim, 2013) 이로

보아 조선 후기에도 소목이 꾸준히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수입 매염제

『조선왕조실록』에서 수입 기록이 확인되는 매염제로

서 백반, 녹반, 매실이 있었다. 백반은『세지』에서 함길

도의 공물로 등장하지만, 조선 초부터 일본이나 유구국

과의 무역에 의해 조선으로 유입된 경우가 잦았다.『태종

실록』태종 1년(1401) 9월 29일,『세종실록』세종 13년

(1431) 11월 9일 등의 기사에서 백반이 일본과 유구국으

로부터 수입되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백반은 소목

염색에 반드시 필요한 매염제였으므로 소목과 함께 수입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백반 수입 기록 가운데 특히『태종

실록』태종 18년(1418) 7월 2일의 기사를 주목할 만하다.

순승부 판관 임목 등이 진언하기를, “단필(段匹) ·능라

(綾羅)는 본국의 소산이 아니므로 이미 금령이 있으나,

초자( 子)와 단목과 백반 등의 물건은 또한 본국의 소

산이 아니나 금령이 없으므로 상고(商賈)와 천례(賤隷)

의 무리가 물을 들여서 옷의 안을 만드니 이제부터 일체

모두 금지하소서.”라고 하여 단목과 마찬가지로 백반이

조선산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세지』에서 백반

은 함길도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원래 조선산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백

반이『세지』에서 함길도의 공물로 기록된 것은 어떤 연

유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백반의 국산화를 추진한 조선

정부의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반이 조선 초기에

는 주로 수입되었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백반의 국내 산

출지를 파악하고 그 제조법을 가르쳐 국가의 공물로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세종실록』세종 2년

(1420) 8월 9일 공조에서 금과 은의 산출지와 함께 아뢰

기를 “갑산(甲山)에서 생산되는 백반도 그 고을의 영리

한 사람을 시켜 구워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알게 하여 세

공(歲貢)으로 바치도록 정하소서.”라고 청하였고 국왕이

그대로 따랐다.『세지』에 의하면 갑산군은 백반을 토산

으로 공납하는 함길도내 두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세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백반은 경상도 지역

에서도 산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세종실록』세종 28년

(1446) 8월 10일 기사에 “경상도 경주 북쪽 사라현에서

백반석이 산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백반석의 산

지 파악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

결실은 약 100여 년 뒤 조선 전기의 인문지리서인『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 재확인된다(Lee & Hong, 1530/2014).

백반이 함경도 갑산도호부 지항포와 경상도 경주부 사

라현의 토산 물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16세기 초

반 무렵 조선 정부는 백반의 국산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인다.

녹반은 충청도, 경상도, 함길도 등 국내에서 생산되었

지만 때로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조선으로 수입되기

도 했다.『성종실록』성종 22년(1491) 9월 30일 북경 가

는 사신 일행의 사무역 폐단을 아뢴 사역원의 상소에서

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사신 일

행이 조선 포(布)를 사사로이 백철(白鐵)과 녹반(綠礬)

등으로 바꾸어 가져오는데 백철과 녹반은 사라 능단에

비해 구하기가 쉬우므로 선호되었으나 중량이 무거워 수

송자와 말의 고생이 매우 크다고 호소한 것이다. 녹반의

수입은 국내의 녹반 생산 물량이 감소한 데에 그 연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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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듯하다.『중종실록』중종 37년(1542) 윤5월 6일

기사에서 “고성의 녹반과 철물은 옛날에는 산출되었지

만 지금은 끊어져 백성들의 폐해가 적지 않다고 하였습

니다.”라고 하여『세지』에서 확인되는 경상도 진주목 고

성현의 녹반 공납의 폐단을 말하고 있다.『세지』에 의하

면 경상도 고성은 특히 품질 좋은 녹반을 공납했던 지

역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매실은 앞서『성종실록』성종 22년(1491) 10월 12일

홍화, 지초 등의 무역과 함께 논의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었지만 공급량이 부족할 경

우 수입되었던 품목이다.

III. 염료 수급 주체의 종류와 활동

1. 정부 관청과 공인(貢人)

1) 제용감(濟用監)

조선시대의 염료와 매염제 수급에 관련된 조직은 정

부 관청과 공인(貢人), 그리고 민간 상인 집단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정부 관청 가운데 염료 수급 및 염색 업

무를 책임진 대표적 기관이 바로 제용감(濟用監)이었다.

『경국대전』권1 이전(吏典)에 의하면 제용감은 진헌하는

포물(布物)과 인삼, 사여의복과 사라능단포화(私羅綾段

布貨), 채색입염, 직조 등의 일을 관장하는 정3품 아문

으로서 제조(提調) 1명과 주부(主簿) 이상 4명의 관원이

소속된 관청으로 기록되어 있다(Hanguk Jeongsin Mun-

hwa Yeonguwon, 1485/1985).

제용감은 고려시대의 제용고(濟用庫)와 도염서(都染

署)가 합쳐진 관청이다(Lee, 2011).『태종실록』태종 9년

(1409) 12월 24일 기사에서 제용고를 제용감으로 승격시

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세조실록』세조 6년(1460)

5월 22일, 5월 24일 기사들로부터 도염서가 관원 수를 줄

이거나 혁파해야 하는 관청에 포함되었으며 도염서를 제

용감에 합속시킬 것을 주장하는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세조실록』세조 8년(1462) 2월 27일의 기사에 “도

염서가 이미 모두 혁파되었다(都染署已皆革罷).”고 되어

있어 1462년 2월 27일 이전에 도염서가 제용감으로 통합

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용감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염색이었으므로

제용감에는 일정량의 염료와 매염제가 상시 보관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염서가 혁파되기 이전에는

도염서에 염료가 보관되어 있었다.『세종실록』세종 7년

(1425) 10월 9일 기사에서 평안도의 지초가 도염서로 공

납된 사실이 확인되며,『성종실록』성종 24년(1493) 6월

25일 기사에서 치자와 삼보초(三甫草)와 같은 염재가 제

용감에 보관되었음이 확인된다.『연산군일기』연산군 6년

(1500) 10월 27일 기사에 “제용감의 소목은 여러 대에 걸

쳐 축적한 것으로서 이루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지

금 탕진되어 버리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수

입 염료인 소목도 제용감에 일정량의 재고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목, 즉 단목이 제용감에 보관되

었던 사실은『중종실록』중종 12년(1517) 윤12월 25일,

28년(1533) 2월 18일 등 여러 기사에서 확인된다.

대부분의 염료는 제품, 혹은 상품의 상태로 제용감으

로 운반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청염의 재료인 쪽은 입

고 체계가 좀 달랐던 듯 하다.『성종실록』성종 9년(1478)

7월 21일에 “제용감의 청태와 사포서(司圃署)의 채소 같

은 일을 백성들이 매우 괴로와하는데”라고 하여 당시에

제용감 소속의 청태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태종실

록』 태종 16년(1416) 3월 10일에 “내섬시(內贍寺)에서 진

상(進上)에 의하여 물을 들이는데, 태전을 많이 점령하고,

전주로 하여금 경작하지 못하게 하지만, 매양 물 들일

때를 당하여 염모로 하여금 시중에서 구하게 하니, 무익

할 뿐만 아니라 전주도 원망한다. 이제부터 태전을 경작

하지 말고 각각 본 주인에게로 돌려주라.”고 하여 내섬

시 소속의 청태전도 확인된다. 이처럼 조선 초기부터 관

청 소속의 청태전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

에도 제용감과 상의원 소속의 청대전이 계속 남아 있었

다(Kim, 2013). 청염은 다른 염색과 달리 재료가 되는 쪽

풀을 관청 소속의 쪽밭에서 직접 재배토록 하여 필요시

에 조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염료 조달 방식과 조달자

제용감의 염료와 매염제 등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조달되었을까? 제용감의 물목들은『세지』에서 확

인되는 바와 같이 조선 전기에는 주로 각 지방의 토산

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공납제에 의해 충당되었다.『세조

실록』세조 10년(1464) 12월 13일 기사에서 “지금 제용감

공안(貢案)을 상고하니 아무 고을에 물목(物目) 얼마씩

일정한 공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망[物故]하거

나 추가하여 나타나더라도 공안을 고치지 않는 것은 미

편하니...”라고 하여 당시 제용감 공안에 의거하여 여러

고을로부터 공물이 수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산물의 공납 이외에 일부는 민간 상인 집단과의 거

래나 외국과의 무역에 의해 수납되기도 했다.『단종실록』

단종 1년(1453) 8월 12일 기사에서 시전(市廛), 제색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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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色匠人), 행상(行商), 좌고(坐賈) 등으로부터 거두어들

인 세전(稅錢)의 일부가 제용감으로 보내어진 정황을 파

악할 수 있는데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전으로 필요

물품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성종실록』성종

24년(1493) 10월 5일에는 제용감 관리와 상인들[商賈人]

이 부동(符同)하여 이익을 도모한 사건도 확인된다.『중

종실록』중종 30년(1535) 6월 7일, 32년(1537) 1월 23일

등의 기사에서는 제용감이 시전으로부터 채색안료인 주

홍을 사들인 정황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기록들로 볼 때

제용감이 민간 상인 집단과 물품을 거래했음을 알 수 있

다.

제용감의 중국[唐物] 무역에 관해서는『태종실록』태

종 16년(1416) 5월 1일,『성종실록』성종 23년(1492) 11월

4일,『연산군일기』연산군 6년(1500) 3월 22일,『중종실

록』중종 7년(1512) 6월 4일, 11년(1516) 9월 30일, 13년

(1518) 3월 3일, 20년(1525) 4월 26일, 23년(1528) 12월

10일, 25년(1530) 9월 26일 등 여러 기사에서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제용감은 포목 등 각종 재화가 보관되는

국가의 중요한 창고였기에 절검을 강조하면서 중국 무

역의 폐단을 아뢴 내용의 기사들이 많았다.

조선 후기에는 공물을 현물 대신에 당시 교역의 수단

이던 물품 화폐, 즉 쌀[大同米]과 포[大同布] 등으로 거두

는 대동법이 실시되었다(Kim, 2013).『현종개수실록』현

종 4년(1663) 9월 11일, 11년(1670) 7월 28일 등 기사에서

제용감에 할당된 공물가미(貢物價米)의 존재가 확인된

다.『비변사등록』숙종 2년(1676) 4월 13일, 3년(1677)

3월 14일에는 지방의 여러 고을에서 제용감에 바치는 정

포(正布)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제용감으로 공

납된 쌀과 포의 일부는 제용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

들이는 재원으로 다시 사용되었다.『영조실록』영조 37년

(1761) 1월 16일 호조가 아뢰기를, “제용감의 정포 원공

(元貢) 가운데 40동(同)을 덜어내어, 지초 ·홍화 ·수주 ·

저포 등 매년 별무(別貿)하는 조목과 양서(兩西) 원공 지

초 가운데 참작하여 옮겨 온 것으로써 수를 채워 환작(換

作: 다른 종류의 물품으로 대신 바침)하게 하고 그 나머

지 양서의 지초는 삼남(三南)으로 옮겨 정하여 일체로

마련(磨鍊)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여 지초와 홍화 등 매

년 재고가 부족한 염재들을 마련하기 위해 대동포의 일

부를 사용하거나 공물배정 지역을 조정하면서 수급을 맞

추었음을 알 수 있다.

『만기요람』재용편 1 각공 선혜청57공에는 각 관청에

배정된 공물의 종류와 분량, 각 관청에서 구비했던 품목

들의 단가가 기록되어 있다. 제용감에 할당된 쌀은 총

17,395석이었며 대부분 원공미(元貢米)였다. 제용감이 구

비한 품목들 가운데 염료와 매염제의 역가(役價)를 살펴

보면 백반은 매근에 8두, 황회목은 매동에 8두, 홍화는

매근에 1석, 오미자는 매근에 5두, 지초는 매근에 10두로

기록되어 있다(Seo & Sim, 1808/2014). 선혜청 예산 이외

에 호조가 별도로 지급한 별무공가(別貿貢價)에도 제용

감의 물목이 포함되어 있다.『만기요람』재용편 3 호조공

물 별무1년공가에서 제용감의 황회목, 백반, 울금, 삼보

(三甫), 괴화, 각태회(角太灰) 등을 구매하는데 호조 예산

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Seo & Sim, 1808/2014).

조선 후기 공물의 조달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소정의

공가(貢價)를 받은 공인들이 담당하였다. 공인은 소속 아

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다(Kim, 2013).

『비변사등륵』영조 17년(1741) 11월 18일 공인 등의 폐

막을 기록한 비변사 별단에 제용감의 ‘백반 공물주인(貢

物主人)’이 등장한다.『비변사등륵』영조 32년(1756) 1월

19일, 정조 22년(1798) 1월 3일,『순조실록』순조 21년

(1821) 2월 13일,『고종실록』고종 1년(1864) 5월 1일,

17년(1880) 7월 21일, 21년(1884) 4월 1일 기사 등 18~

19세기의 편년사료에는 ‘제용감 공인’의 기록이 매우 많

다. 이들 기록으로부터 제용감에서 필요로 했던 물화를

공급해 준 공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기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도 필요한 경우 민간 상인 집단

으로부터 조달하거나 외국과의 무역에 의해 일부 염료

와 매염제가 충당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민간 상인 집단

1) 화피전(樺皮廛)

민간 상인 집단 가운데 염료를 판매했던 대표적 상인

조직이 바로 화피전(樺皮廛)이었다. 화피전은 도성내 시

전의 일종이었다. 조선은 국초부터 농업을 장려하는 반

면 상업과 수공업에 대해서는 말업(末業)으로 천시하고

억누르면서 이들을 국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취

하였다(Lee, 2011; Park, 2006). 억말책(抑末策)에 근거하

여 정부주도로 도성 상업을 편성한 결과가 바로 시전 체

제였으며, 시전 상인들은 전안(廛案) 물종에 의거하여 도

성 내 물품 판매의 독점권을 부여받으면서 그 대가로 국

가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응급한 물화의 공급 책임을 맡

았다(Park, 2006).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등 편

년 사서에서 화피전의 기록은 대부분 18세기 중엽 영조

대 이후에 많이 등장하였다. 비록 조선 전기의 문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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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피전의 기록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화피전은 국초부

터 존재해왔을 가능성이 크다.『승정원일기』영조 28년

(1752) 12월 17일 화피전 시민(市民) 박시호 등이 아뢴

기사에서 화피전 시전민들이 스스로를 “삼백년유민(三

百年遺民)”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만기요람』에서

화피전은 각양 채색(彩色) 등의 물건을 파는, 1분역의 국

역을 담당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전으로 확인된다(Kim,

2010).

조선 후기에 소상인의 난전 세력이 성장하고 일부 시

전 상인 및 사상(私商)들의 도고(都賈: 독점) 행위가 커다

란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면서 마침내 정조 15년(1789) 통

공발매(通共發賣) 정책 이른바 신해통공이 시행된다(By-

un, 2001). 이로써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

권(禁亂廛權)이 폐지되었고 특정 시전만 취급할 수 있었

던 물종을 다른 상인 집단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되

었다. 화피전의 영업 활동 역시 신해통공 이후 다른 상인

들의 도전을 받게 된다. 19세기 화피전의 상권 분쟁에 대

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는데, 화피전의 경

쟁 상인은 주로 약국(藥局)과 상전(床廛) 상인들인 경우

가 많았다(Kim, 2010).

2) 청람계(靑藍契)

조선 후기의 신설 공계(貢契) 가운데 하나인 청람계는

청람(靑藍: 쪽 염료)을 만들어 판매했던 민간 상인 조직

으로서 때로는 청람전(靑藍廛)이라 칭해지기도 했다. 계

(契)는 본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형

성한 인적 결사를 말하며, 공계는 조선 후기에 공인 집단

이 다양화되면서 나온 조직 가운데 하나이다(M. S. Kim,

2008). 본래 공인은 대동미를 받아 필요한 공물을 구입하

여 공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공계는 구입하여 거

래하는 공인 외에도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공인, 세금 징

수를 받는 공인, 방역(坊役: 부역)을 전담하는 공인으로

서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M. S. Kim, 2008). 조선

후기의 청람계는 준천역(濬川役: 물이 잘 흐르도록 개천

바닥을 파내는 부역)을 전담함으로써 공인권(貢人權)을

획득하여 상업 조직으로 정착한 경우였다(M. S. Kim,

2008).

조선 후기에 청람은 청대, 또는 숭람( 藍)의 다른 이

름이었으며, 청대는 또한 전( )이라고도 일컬어졌다(S.

Y. Kim, 2008). 청람계는 청람(청대, 혹은 이람: 진흙 상

태의 쪽 앙금)의 제조자이자 판매자였다. 즉, 수공업자와

상인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했던 복합적 성격의 공계로

이해할 수 있다.『승정원일기』영조 36년(1760) 6월 15일

에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래 호소하는 백성이 과히 많

다.’ 봉한이 답하기를 ‘이는 중도배(中都輩)가 하는 바입

니다.’ 계희가 말하기를 ‘청람 한 단지[靑藍一甕]는 전인

(廛人)이 14관(貫)으로 값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도랑이

흐르게 되니 값이 작다고 하며 마침내 반드시 그것을 받

으니 호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께서 말씀하

시기를 ‘차후에 청람가(靑藍價)가 조금 내릴 수 있겠는

가?’ 봉한이 답하기를 ‘청람은 귀천을 막론하고 상복(常

服)에 쓰는 물건인데, 원가가 만약 높으면 염가(染價)가

두렵거나 혹은 비싸지고 귀해지는 것이 염려됩니다.’ 상

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람전은 준천(濬川) 설치자이다. 그

세는 이미 준천소에 속하였으니 그것을 전(廛)이라 칭할

필요가 없고 계로써 그것을 두는 것이 가하다.’”라는 기

록이 있다. 이로써 청람전이 청람의 판매자였다는 사실

과 청람의 원가가 남염(藍染)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람전(靑藍廛)과 청람계로 혼

용되던 이름이 청람계 하나로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영조 36년(1760) 6월 26일 기사에서 청

람전인(靑藍廛人)은 남녀 모두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조선 후기의 신설 공계는 처음에는 기존의 시전이 미처

장악하지 못했던 물종이나 유통로, 또는 생산 공간을 장

악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며, 생필품을 취급

하거나 가공 영역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M. S. Kim,

2008). 쪽풀을 앙금 상태의 쪽염료로 가공하여 단지에

넣어 시중에 판매했던 청람계도 이러한 신설 공계 가운

데 하나였던 것이다.

청람계는 비록 자신들 고유의 영역은 아니었지만 때

로는 쪽풀의 유통에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청람계

가 쪽풀의 운송에 관여했음은 다음의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다.『승정원일기』영조 36년(1760) 6월 14일에 “상

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람전(靑藍田) 민인(民人)이 의동

에 이르러 계인(契人)을 불러 들였다. 호판에게 명하여

전교하기를, 남전 민인이 청람 하나로써 싣고 와서 팔

고자 하여 성 안으로 싣고 들어오는데 경조(京兆: 한성

부) 속공(贖公: 죄를 면하기 위해 돈을 바침)의 일을 원

통하다 한다.”라고 하여 청람전(靑藍田)의 백성들이 쪽

농사 지은 수확을 성내로 들여와 팔고자 할 때 계인들이

단속하며 횡포를 부렸음을 알 수 있다. 이 일은『승정원

일기』같은 날짜의 다른 대화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청람전(靑藍田) 민인의 소

고(所告)를 들으니, 남을 싣고 성에 들어올 때 경조로부

터 난전이라 하여 징속을 바치는 일이 있으니 전무후무

하다. 청람계가 변통할 때에 이르러 백성의 무리가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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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하니 의심이 그치지 않는다. 경조 해당 당상이 추고

하여 속공지물(贖公之物)을 돌려 주는 일을 분부함이 가

하다.”라고 하여 청람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쪽풀을 운송하고 판매하는 일은 원래 청람전민(靑

藍田民), 즉 청람전(쪽밭)에서 쪽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권한이었으나 이를 청람계가 개입하여 전횡을 가한 경

우가 있었던 것이다.

IV. 염색 수공업자의 유형과 특성

1. 관영 염색 수공업자

1) 염장(染匠)

조선의 염색 수공업은 운영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인

지에 따라서 관영 염색 수공업과 민영 염색 수공업으로

대별된다. 관영 염색 수공업에 관계된 기관은 공조, 상

의원, 제용감 등 중앙 정부의 수공업 관청들이었다. 여

기에 소속되어 관역(官役)에 종사했던 장인들을 관영 염

색 수공업자들로 볼 수 있는데 경공장(京工匠)에 소속된

염장(染匠)과 여성 염색 장인인 염모(染母)가 바로 이들

이었다. 먼저 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15세기에 편찬된『경국대전』에는 오직 염장의 기록이

있을 뿐이며 염모의 기록은 없다. 염장의 경우에도 외공

장에는 기록이 없으며, 경공장에서만 기록이 확인된다.

『경국대전』권6 공전(工典)에 기록된 경공장 가운데 염

색, 채색 관련 장인의 소속 관청, 종류와 수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염색 및 채색 관련 장인으로 청염장,

홍염장, 초염장, 하엽록장, 황단장이 존재했으며 이들 장

인이 소속된 관청은 공조, 상의원, 제용감이었다. 청염장

은 상의원에 10명, 제용감에 20명 있었으며, 홍염장은 상

의원에 10명, 제용감에 10명 있었다. 제용감의 청염장 수

가 홍염장의 2배임을 볼 때 관청의 청염 물량이 매우 많

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상의원과 제용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수공업 관청으

로서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인들이 소속되어 있었

다. 조선후기 상의원의 염색 장인에 관해서는 Kim(2013)

의 연구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용감의 장인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경국대전』권

6 공전에 기록된 제용감 소속 장인의 종류와 수를 정리

하면 <Table 3>과 같다. 제용감에 소속된 장인의 종류는

13종이며 장인의 수는 총 108명이다. 그 중 방직장, 침선

장, 청염장, 홍염장 4종 장인의 수가 84명으로 다른 종류

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로 보아 제용감의 주요 업무가

직조, 의복제작, 염색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제용감에서 장인들이 염색을 한 정황들을 문헌에서 찾

아보면 다음과 같다.『세종실록』세종 27년(1445) 8월 6일

에 “근래 제용감이 청염(靑染)으로써 이어나가기 어려우

니 바꾸어 조색( 色)을 사용하는데 그 색이 심히 더럽다.”

고 하여 조선 초기 제용감의 청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성종실록』성종 9년(1478) 12월 6일에 “소격

서(昭格署)의 여러 초례(醮禮)에 쓸 청사지(靑詞紙)와 봉

상시의 여러 제사에 쓸 네 가지 색의 폐백은 제용감에 주

어서 물들이는데...”라고 하여 제용감이 중앙 정부의 각

종 행사에 이용되는 색지와 천의 염색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제용감 등의 수공업 관청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경우

때로는 노임을 주고 민간의 장인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Table 2. Kinds and number of artisans who managed

dyeing and coloring

Affiliation

Artisan

Gongjo

(工曹)

Sanguiwon

(尙衣院)

Jeyonggam

(濟用監)

Cheongyeomjang (靑染匠) 10 20

Hongyeomjang (紅染匠) 10 10

Choyeomjang (草染匠) 6 4

Hayeoprokjang (荷葉綠匠) 2 2

Hwangdanjang (黃丹匠) 2

From Hanguk Jeongsin Munhwa Yeonguwon. (1485/1985).

pp. 490−506.

Table 3. Kinds and number of artisans who belonged

to the Jeyonggam (濟用監)

Kind of

Artisans

Number of

artisans

Kind of

artisans

Number of

artisans

Sukpijang

(熟皮匠)
2

Dochimjang

(濤砧匠)
6

Mogwanjang

(毛冠匠)
2

Sedapjang

(洗踏匠)
4

Hayeoprokjang

(荷葉綠匠)
2

Chimseonjang

(針線匠)
24

Bunjang (粉匠) 2
Bangjikjang

(紡織匠)
30

Hwangdanjang

(黃丹匠)
2

Seongjang

(筬匠)
2

Jaejakjang

(裁作匠)
2

Cheongyeomjang

(靑染匠)
20

Hongyeomjang

(紅染匠)
10 Sum 108

From Hanguk Jeongsin Munhwa Yeonbuwon. (1485/1985).

pp. 5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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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연산군 10년(1504) 5월 10일에 “왕이 궐내

에 총애하는 자가 많아 날마다 쓸 기물 ·복식과 상줄 물

건을 만들어 들이는 것을 일삼으니, 공조 ·상의원 ·제용

감 등 관청에서 제조하기에 시달리고 관리가 감독하여도

미처 되지 못하여 형장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공인(工人)

이 부족하여 민간 공장(工匠)을 다 모아다가 날마다 관청

에서 일 시켜 의식을 도모할 수 없게 하니, 민간에서 소

란하여 원망과 탄식하는 사람이 길에 가득하였다. 또 공

장들을 대궐 안으로 모아 들여 온갖 일을 다하니, 그 급

료 주는 비용이 이루 셀 수 없어 창고가 모두 비게 되었

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형원은『반계수록』권16 직관지제(職官之制) 관직

제도개혁세칙[職官因革事宜]에서 제용감을 상의원에 합

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Yu, 1670/2014), 그의 주장

은 19세기 말에 현실화되었다. 제용감은 고종 31년(1894)

에 상의원에 포함되었으며 1904년 제용사(濟用司)로 잠

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05년에 영구히 폐지되었다(Kim,

2010). 한편, 정약용은『경세유표』권2 동관공조(冬官工

曹)에서 “제용감은 본래 염직을 맡았는데 요즈음에는 염

색만 하고 직조는 하지 않는다.”(Jeong, 1817/2014)라고

하였다. 이로써 19세기 초에 제용감은 더 이상 직조 관청

이 아니었으며 염색 관청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편찬된『동국여지비고』에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예빈시 제용감... 은 지금 공장이

없다.”고 되어있다(Kim, 2013). 이 시기 제용감에 소속된

염장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민영 염색 수

공업자에게 노임을 주고 염색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2) 염모(染母)

염모는 관청에 소속되어 염색 활동을 했던 여성 장인

들이다. 비록『경국대전』에는 염모에 관한 기록이 없지

만 염모의 존재는 조선 초기부터 확인된다. 앞서 2장에서

청태의 논의에서 인용했던『태종실록』태종 16년(1416)

3월 10일 기사에 “내섬시에서 물을 들이는데... 매양 물 들

일 때를 당하여 염모로 하여금 시중에서 구하게 하니.”

라는 내용이 있었다. 문맥으로 볼 때 이 기록상의 염모는

내섬시 소속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짐작하건대 내섬시에만 염모가 있었을 것 같지

는 않다.

『경국대전』권1 이전에 내섬시는 “각궁 각전의 공상

(供上), 2품 이상의 술, 왜인과 야인에 대한 음식물 공급,

직조 등을 관장했던 정3품 아문”으로 기록되어 있다.『경

국대전』권6 공전에 의하면, 내섬시에는 옹장(瓮匠) 8인,

방직장(紡織匠) 30인, 성장(筬匠: 바디장) 2인이 소속되

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직조 관련 장인은 방직장과 성

장이었다. 염색이 직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방

직장과 성장이 속해 있던 다른 관청에도 염모가 소속되

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내섬시와 가장 유사한 관청으로 내자시(內資寺)가 있

다. 내자시에는 옹장 8인, 화장(花匠) 2인, 방직장 30인,

성장 2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연회를 위한 꽃을 만드는

화장을 제외하고는 장인의 종류와 수과 내섬시와 동일

하다. 방직장과 성장은 또한 상의원과 제용감에도 있었

다. 상의원에는 방직장 20인과 성장 10인이, 제용감에는

방직장 30인과 성장 2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들 4개 관청에는 모두 염모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염모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색의 염색을

담당했거나 청염장, 홍염장, 초염장 아래에서 보조 역할

이나 잔심부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조 장인의 존재

에 관한 단서는『경국대전』권6 공전 공조, 봉상시, 상의

원, 예빈시, 내수사 등에 소속되어 있었던 옹장의 기록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옹장) 각자에게 조역 2인을 주었

다(各給助役二人).”고 되어 있다. 문서화된 기록은 비록

옹장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다른 장인의 경우에

도 필요한 경우에 조력자를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경국대전』의 경공장과 외공장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존재가 확실시되는 염모의 신분은 무엇

이었을까? Lee(2006)는 조선 전기 장인의 신분 구성은

일반적으로 노비층, 양민층, 그리고 백정과 같은 신량

역천층(양민의 신분으로 천역에 종사하던 무리)으로 나

눌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노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

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선 초기의 염모 역시 관청의

노비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염모는 조선 초기에는 관청에 예속된 신분이었을 것

으로 추정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비입역 기간에

는 개인의 영리 활동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중종실록』 중종 31년(1536) 12월 9일에 “이번에

는 해사(該司)에 저장된 청염이 떨어졌으므로 두목(頭目)

에게 의복을 지급해야 함에 이르러 사염모(私染母)에게

나누어주어 물들이게까지 하였다 합니다.”라고 하여 16세

기 ‘사염모’의 존재가 확인된다. 또한『묵재일기』에는 여

러 차례 염모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가정 33년(1554) 2월

26일 “염모가 와서 황색 빛깔[黃味]을 남겼다.”, 가정 34년

(1555) 3월 3일 “또 염모가 와서 잡담을 이야기하니 심히

싫어서 당(堂)으로 돌아왔다.”, 가정 40년(1561) 5월 16일

– 764 –



조선시대의 염료 수급 체계와 염색 수공업자 유형 155

“오래 드러누워서 잠이 들려는데 염모가 왔다.”, 가정 44년

(1565) 7월 18일 “병이 나서 염모가 가지[茄子] 20개를 보

내왔다.”는 기록들이다(Lee, 16C/1998). 염모가 사사로

이 묵재 이문건의 집에 드나들며 염색을 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염모가 개인적으로 염색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관역(官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

었던 듯하다.『선조의인왕후인목왕후존숭도감의궤(宣祖

懿仁王后仁穆王后尊崇都監儀軌)』의 장인질(匠人秩)에 염

모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난원(蘭元)

이었다(Jonsung Dogam, 1604/2014). 이로써 염모가 염색

이 필요한 경우 관청에 불려가서 입역에 종사했음을 추

측할 수 있다.『승정원일기』인조 17년(1639) 3월 7일에

“면주전이 시역(市役)을 피하기를 도모하여 제용감에 속

하고자 합니다. ... 면주전은 무역 등의 일이 있고 지금 그

값을 호조로부터 일일이 승인하여 공급받고 있습니다.

입염(入染)시에는 염모가 있습니다.”라고 하여 17세기 전

반, 면주전 혹은 제용감에 속한 염모의 존재를 알려주

고 있다. 19세기 후반에 편찬된『탁지준절』에도 여전히

염모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관역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의 댓가로 일정한 노임을 받고 있었다(Kim, 2010).

민영 수공업자인 것이다.

이상에서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여성 염

색 수공업자인 염모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성격이 조선 초기에는 관청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관역

에 종사해야 하는 관영 수공업자였으나 16세기 이후에는

관역에도 종사하면서 동시에 비입역 기간에는 어느 정

도 자유롭게 자기 영리를 추구할 수 있었던 민영 수공업

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2. 민영 염색 수공업자

1) 염가(染家)

조선시대의 민영 염색 수공업자로는 염가(染家), 사가

의 부녀자와 여비, 염계를 들 수 있다. 먼저 염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염가는 직물에 물들이는 것을 직업으로 삼

는 집으로 우리 말로는 ‘물집’과 같은 말이다. 조선 전기

의 수공업은 주로 관청의 주도하에 있었지만 개인적으

로 염색을 업으로 삼는 집이 없지 않았다.『세종실록』세

종 32년(1450) 1월 13일 기사에 “경기에 배정한 마필의

수효가 부족하게 되면 전례에 따라 잘 사는 사람[富居人]

과 공(工), 상(商), 염가에 나누어 배정케 하고, 각 도에 배

정한 마필의 수효가 부족하게 되면 도내의 군민인호(軍

民人戶)에 분정케 하소서.”라고 청한 내용이 있다. 이 기

록에서 조선 초기 염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525년 간행된 성현의『용재총화』에는 “옛날에는 매

매(賣買)에 부정이 없어서 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오늘

날에는 간교가 날로 심하여 물건에 반은 잡것이 섞여 있

고, 한 자[尺] 되는 생선을 겉곡식 한 말과 서로 바꾼다.

한 수레의 값도 여러 가지가 있어 한 바리의 베[輸布]와

바꾸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염가에서 가장 심하여 값이

비싸서 견디기 어려우나 호인(豪人)들은 오히려 사치를

일삼아 값을 다투지 않아서 값만 더할 뿐이다.”(Seong,

1525/2014)라고 기록되어 있어 16세기의 부유한 염가와

사치를 좋아한 그들 고객의 존재를 알 수 있다.

19세기에 간행된『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여러 전염

가( 染家)에게 물어보니, 전( )을 물들이는데 있어서 조

기의 것은 전화( 華)로 윗면에 뜨고, 잠깐 지나면 전화

( 花)는 항아리 바닥에 가라앉는다.”라고 되어 있다(Lee,

19C/1959). 이 기록에서 전(즉 진흙 상태의 쪽 앙금)을 이

용하여 남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을 ‘전염가’라고 칭했

음을 알 수 있다. 전염가는 또한 ‘염전국(染 局)’이라 칭

해지기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Kim, 2010).

2) 사가(私家)의 부녀자와 여비(女婢)

염가 이외에 사가(私家)에서도 직접 염료를 생산하거

나 염색을 했다.『묵재일기』에서 가정 30년(1551) 8월

13일 “며느리가 어제 직접 남을 물들였다.”, 가정 33년

(1554) 7월 10일 “가인(家人)이 남 1필을 염색했는데 간

색(間色)이다. 이도에게 서신을 주어 먼저 얼음을 구하

게 하여 그것을 사용했다.”, 가정 36년(1557) 5월 20일

“마람(馬藍)을 수확하여 전(澱)을 만들었다.”, 가정37년

(1558) 6월 29일 “집의 여종[婢]이 남전(藍澱)을 만들었

다.”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Lee, 16C/1998). 사가의 부

녀자와 여비(女婢)가 염색을 하거나 쪽 염료를 만드는

활동을 했던 것이다. 사가 부녀자의 염색은 대부분 가내

소용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규합총서』의 염색 기

록을 고려해 볼 때 조선 후기에는 염색이 부업 활동으

로서 장려되기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Kim, 2010).

3) 염계(染契)

염계(染契)는 조선 후기의 신설 공계 가운데 하나로서

소정의 공가(貢價, 즉 입염가)를 받고 염지(染紙)와 염직

물 등을 장흥고, 제용감 등 해당 관청에 진배했던 조직이

었다(Kim, 2010). 이들은 염계인(染契人), 염계시인(染契

市人), 염계공인(染契貢人) 등으로 지칭되었다.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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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기의 기록들에서 ‘염계인’, ‘염계시인’과 같은 명

칭이 보이는데『승정원일기』숙종 14년(1688) 3월 12일,

숙종 27년(1701) 2월 29일, 숙종 28년(1702) 3월 6일 기

사에 ‘염계인(染契人)’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비변사등록』숙종 21년(1695) 4월 14일 기사에서는

“도성의 백성 중에서 시민(市民)의 응역이 가장 무거운데

그 중에서 염계는 국가의 길흉사에 물들일 일이 있으면

전부를 염계하인(染契下人)에게 맡기고 있으나 하나하나

값을 쳐주지는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염계를 ‘시민’

으로 표현한 점이다.『승정원일기』숙종 29년(1703) 3월

25일에도 “염계시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시민(혹은

시인)은 곧 시전민을 일컫는 말로서 염계가 상인 집단이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비변사등록』숙종 21년(1695)

4월 14일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염

계하인’의 존재이다. 염계가 염계하인에게 염색을 맡겼

다 함은 염계 내에 신분 위계가 존재했으며 이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기록에서 염계

는 판매자였으며 염계하인은 염색 수공업자 즉, 장인이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염계 조직 내에 상인과 수공

업자가 모두 존재했던 것이다.

‘염계공인’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후대의 기록들 즉,

『비변사등록』정조 14년(1790) 2월 15일, 헌종 14년(1848)

1월 20일, 철종 1년(1850) 2월 12일, 철종 5년(1854) 4월

2일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염지와 염직물의 공납

업자로서 염계의 정체성이 더욱 공고해진 결과가 아닐

까 여겨진다.『만기요람』호조공물 별무일년공가에는 호

조가 지출한 염계입염가(染契入染價)가 기록되어 있다.

정종 무술년(1778)에는 5,382냥, 정종 을사년(1785)에

는 4,115냥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Seo & Sim, 1808/

2014).

V.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염료의 생산 및 수입 정황, 염료

수급 주체의 종류와 활동 내용, 그리고 염색 수공업자

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조선시대 염료의 생산 및 수입 정황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산 염료로는 홍화, 천초, 주토, 도인,

행인, 호장근, 괴화, 치자, 심황, 남칠, 청대, 청태, 지초,

밤, 뽕, 석류, 상수리나무, 상수리(혹은 도토리), 연꽃 열

매, 호도, 먹, 오배자 등이 있었다. 국내산 매염제로는 백

반, 녹반, 오미자, 오매, 황회, 매실, 명아주재, 굴껍질재

가 있었다. 수입 염료로는 홍화, 지초, 심황, 치자, 소목

이 있었는데 소목을 제외한 나머지 염료들은 국내 생산

이 가능했지만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외교적 상황에 의

해 부정기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이었으며 소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 염료였다. 수입 매염제로는 백반, 녹반, 매

실이 있었는데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수입되었다.

염료 수급 주체의 종류와 활동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조선시대의 염료와 매염제 수급에 관련된 조직

은 첫째, 정부 관청과 공인, 둘째, 민간 상인 집단으로 나

누어 볼 수 있었다. 정부 관청 가운데 염료 수급 및 염색

업무를 책임진 대표적 기관이 바로 제용감이었다. 제용

감의 물목들은 조선 전기에는 주로 공납제에 의해 충당

되었다. 토산물의 공납 이외에 일부는 민간 상인 집단과

의 거래나 외국과의 무역에 의해 수납되기도 했다. 조

선 후기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제용감으로 공납된 쌀과

포의 일부가 염료를 사들이는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제

용감으로의 염료 조달은 소정의 공가를 받은 제용감 공

인들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상인 집단 가

운데 염료를 판매했던 대표적 시전 조직은 화피전이었

다. 청람계는 조선 후기의 신설 공계 가운데 하나로서 청

람(청대, 혹은 이람: 진흙 상태의 쪽 앙금)의 제조자이자

판매자였다.

염색 수공업자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조선시대의 염색 수공업자는 관청에 소속되어

관역에 종사했던 관영 염색 수공업자와 개인적으로 영

업할 수 있었던 민영 염색 수공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관영 염색 수공업자로는 경공장에 소속된 염장과 여

성 염색 장인인 염모가 있었다. 염장과 염모는 조선 초

기에는 관청에 예속된 신분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개인의 영리 활동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민영 염색 수공업자로는 염가, 사가의 부녀

자와 여비, 염계가 있었다. 염가 가운데 특히 남염을 전

문적으로 하는 집을 ‘전염가(혹은 염전국)’이라 했다. 조

선 후기의 염계는 염지와 염직물의 판매자임과 동시에

염색 수공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녔던 복합적 성격의

공계였다.

본 연구는 상품과 행위자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염료

와 염색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 하나의 시도이다. 이러

한 시도는 물질적 대상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까지 함

께 해석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추후 복식사 연구방

법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 파악된 조선시대의 염료 산지 정황은 지역의 특

용 작물 개발과 관련된 요긴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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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대의 염료 상업 세력과 염색 수공업자의 실체는 학

계에는 새로운 정보로서, 대중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

의 소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조선시대에는 청염장, 홍염장 등 여러 종류의 전문 장

인이 각각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염색장 한 종

류로 되어 있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의 전문화 및 분업

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의

전통 염색 기술을 복원하고 전통 색을 찾는 일에 장인

들이 더욱 전문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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