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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 and use of two kinds of textiles goods (Cheongpo [blue textile] and Sam-

seung) sold by Cheongpo-jeon merchants in the Joseon Dynasty of Korea.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an analysis of relevant documents published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Cheongpo-jeon was a mer-

chant group that predated 1637. They sold various imported goods such as Cheongpo, Samseung, cotton tex-

tiles, felts, hats, incense, and needles. Cheongpo and Samseung were the main products among these imp-

orted goods. Cheongpo was a blue cotton textile imported from China that was sold by Chengpo-jeon mer-

chants. The Samseung sold by merchants was a kind of imported textile whose surface provided a feeling

like cotton flannel. The concept of the two textiles were different from existing ideas. Generally, the Che-

ongpo was believed to be a hemp fabric dyed in blue and the Samseung was a textile with a density of three

seung (a traditional density unit of textiles). Cheongpo was used as a currency for war supplies during the

two Japanese invasions of Korea (1592 to 1598). In addition, it was also used to make military uniforms,

tents, and flag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Samseung was used in the combat uniforms of Chinese soldiers

from Ming China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addition, it was continuously used to make

quilted gambeson amour and some of military uniforms until the 19
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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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는 조선후기의 도성 상인을 대표하는 육의전

가운데 청포전(靑布廛)이 포함되었음을 주목하면서, 청

포전에서 판매된 ‘청포(靑布)’라는 직물이 도대체 무엇

이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에 육의전에 속하는

시전의 이름에 붙여질 정도였을까 하는 의문에서 비롯

되었다. 청포의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청포전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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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또 다른 대표적인 직물로서 삼승(三升), 즉 삼승포(三

升布)가 확인되었다. 청포와 삼승을 주요 판매 물종으로

하여 하나의 시전이 성립될 정도였다는 사실은 국내에

서 이들의 소비 물량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암시해 준

다. 따라서 이들 청포와 삼승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이용

된 직물이었을까 또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시대의 직물에 관한 연구는 제

직 기술사적 연구, 섬유 분석에 의한 고고학적 연구, 직

물 문양의 조형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어 왔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청포와 삼

승은 제직 기술이나 섬유 분석, 문양 조형성 분류 등에

의해 특정 유형에 속하는 직물이 아니다. 본 연구의 대상

인 청포와 삼승은 청포전이라는 시전, 즉 특정 상인집단

의 존재 때문에 주목하게 되었다. 청포전이라는 상인집

단의 존재가 청포라는 직물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상업 환경 내에서 청포

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고해 보게 된 것이다. 이처럼 특

정 물화를 취급했던 상인집단을 통해 상품으로서의 직

물을 주목하는 것은 당시의 상업과 유통, 무역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상품들의 중요성을 재고해

보게 하는 역할을 하며 복식사와 직물사 연구영역을 더

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포전이 취급했던 청포와 삼승이

라는 직물의 정체가 무엇이며 이들 상품이 어떠한 용도

로 사용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조선후기의 상업과 무

역 환경 내에서 직물의 정체를 파악하고 직물 개념과 사

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다. 구체적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포전의 유래와 주요 판매 물

종을 파악한다. 둘째, 청포전의 판매 물종 가운데 청포와

삼승의 개념을 고찰한다. 셋째, 청포전의 판매 물종 가운

데 청포와 삼승의 용도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이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편년 사료인『조선왕조실록』(National Institute of Kore-

an History [NIKH], 2005-2015),『승정원일기』(NIKH, 2001-

2015),『비변사등록』(NIKH, 2005-2012)을 주 자료로 하고,

『탁지지』(Park, 1788/n.d.),『만기요람』(Seo, 1808/1982-

1986)에서 시전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외『부연일

기』(부연일기(赴燕日記) [Buyeon ilgi], 1828/1982),『성

호사설』(Yi, 18th century/1976-1978),『연원직지』(Kim,

1832-1833/1982),『열하일기』(Park, late 18th century/1985),

『오주연문장전산고』(Lee, 19th century/1981-1985),『우

서』(Yu, 18th century/1982-1985),『청장관전서』(Lee, 1795/

1978-1982) 등 개인저서와,『방언유석』(Hong, 1778/1985),

『역어유해보』(Kim, 1775/1974) 등 조선후기의 중국어

어휘사전을 이용하였다.

II. 청포전의 유래와 판매 물종

1. 청포전의 유래

Byun(2001)에 의하면 육의전의 시전 구성은 대부분 조

선초기부터 내려온 것이며 육의전은 정부의 재정적 필

요에 따라 때로는 주비시전이 7개 또는 8개로 구성되기

도 하였는데 여기에 선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저포전,

포전, 내어물전, 외어물전, 청포전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청포전은 통공논의 이전까지 내어물전과 합하여 하나

의 주비를 구성한 조선시대 주요 시전 가운데 하나였다

(Byun, 2001).

청포전이 정확히 언제부터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

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승정원일기』현종 11년(1670)

10월 8일 “청포는 군병(軍兵)에 쓰이는 바가 있는 물건입

니다. 옛날에 그 시전이 있었는데 정축란(병자호란이 끝

난 인조 15년(1637)을 지칭함) 이후에 당물(唐物)이 오가

지 못해 혁파되었다가 신이 무신년(1668) 가을에 맡은 이

후 다시 설립하였으나 신설 이전의 물력에 미치지 못하

고 또 백사(白絲)의 이익이 막중한 고로 청포의 공급 길

이 장차 끊어지려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청포전이

1637년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당물, 즉 중국산 물

화를 취급했던 시전임을 알 수 있다.

청포전은 또한 모자전이라고도 칭해졌다.『탁지지』

권2 판적사 시전 유분각전 청포전의 세주에 ‘모자를 판

다. 내어물전 5분, 청포전 3분으로 합이 8분[賣帽子 內魚

物廛五分 靑布廛三分 合八分]’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만기요람』재용편 5 각전 유분각전 청포전의 세주에도

‘모자를 판다. 삼분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18세

기 후반~19세기 초 청포전은 모자를 파는 시전으로도 널

리 알려져 있었다. 청포전을 모자전이라 부른 이유는 당

시 청포전에서 판매된 대표적인 물품 가운데 하나가 모

자였기 때문이었다. 18세기 후반 모자 무역의 정황과 이

에 관련된 역관과 상인층의 활동에 대해서는 Lee(2000)

의 연구에 상세히 나와 있다. 모자는 18세기 후반 조선

과 청나라 사이의 무역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무

역품으로서 조선 정부의 부연사행에 필요한 공용은(公

用銀)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수입이 장려된 물품이었

다(Lee, 2000). 수입된 모자는 사상들이나 호조에 수납

되었으며 호조에 수납된 모자는 모자전에 다시 출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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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되었다(Lee, 2000).

2. 청포전의 판매 물종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청포가 군병에 쓰인 전개가 있

는 물건이고 옛날에 그 시전이 있었다고 한『승정원일

기』현종 11년(1670) 10월 8일의 기사로 미루어 짐작컨

대, 17세기 혹은 그 이전 시기 청포전의 판매 물종으로

서 가장 주된 것은 청포였으며 청포전이라는 이름도 여

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포전의 판매 물종은 조금씩 다양해지면서 확대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각종 문헌에서 청포 이외에 청포전의

판매 물종을 찾아보면 대포(大布), 삼승(三升), 각색 전

(氈), 각색 향(香), 모자, 바늘[針子], 서양포(西洋布) 등이

확인된다.

18세기 청포전의 판매 물종으로는 대포, 삼승, 백전(또

는 백모전), 홍전, 각색 향, 전축(氈軸), 모자, 바늘이 등

장한다.『비변사등록』영조 17년(1741) 11월 18일 공인

등의 폐막 상황을 보고한 비변사의 계에 따르면, 탕감질

에 ‘청포전 시민 등의 대포 백전(白 ) 유재’가, 신칙질

에 ‘청포전 시민 등의 군문 소용 삼승’, ‘청포전 시민 등

이 바치는 백모전(白毛氈)과 궁내로 들이는 홍전(紅氈)’

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 청포전의 판매 물품으로

대포, 삼승, 백전(또는 백모전), 홍전을 볼 수 있다.

『열하일기』구외이문 심의에는 대포에 대한 설명이 기

록되어 있는데, 면포가 곧 대포라 하였다. 또한 같은 자

료에 삼승포의 설명도 등장하는데, 중국의 삼승포는 면

에 양모를 섞어 함께 실을 뽑아 포(布)를 만든 것이며 우

리나라 장사치들이 삼승포를 도매로 떼어다 파는 곳을

유독 청포전이라 한다는 내용이다. 삼승포가 청포전의 주

요 물종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백전(또

는 백모전)은 백색의 전, 홍전은 홍색의 전을 지칭하는

것이다. 전은 직조나 편직에 의해 짜인 직물이 아니라

동물 털의 축융성을 이용하여 만든 펠트를 말한다(Sim,

2002).

『일성록』(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

sics, 1998-2015) 정조 12년(1788) 9월 4일 형조가 격쟁

인들의 원정을 아뢴 기사에 모자전의 판매 물품으로서

각색 향, 삼승, 전축(氈軸), 모자, 침자(針子)가 기록되어

있다. 모자전이 곧 청포전이었으므로 이 기사로부터 18세

기 청포전의 판매 물종에 각색 향, 전축, 모자, 바늘이 추

가됨을 알 수 있다. ‘전축’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청포전

에서 판매되었던 각색 모전은 전립(氈笠)과 같은 완성품

이 아니라 굴대, 즉 두루마리처럼 말린 상태의 모전이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립과 같은 완성품은 별도로 내

외전립전(內外氈笠廛)에서 판매되었다(Byun, 2001). 바

늘의 경우 조선후기에 침자전(針子廛)이 별도로 존재했

으나(Byun, 2001), 상전과 청포전에서도 함께 판매된 것

으로 이해된다.『일성록』정조 12년(1788) 9월 4일 등의

기사에서 18세기 후반 바늘의 상권을 두고 상전(床廛)과

모자전이 대립한 정황이 확인된다.

모자는 청포전의 이름을 모자전이라 부르기도 했을 만

큼 18세기 후반~19세기 초 청포전의 가장 주요한 판매

물품이었다.『열하일기』일신수필 7월 22일자 기록에 의

하면, 조선에서 쓰는 털모자[ 帽]는 모두 요동의 중후

소(中後所)에서 제작되었는데 재료가 양털이었으며 삼

동(三冬: 겨울 석 달)을 쓰면 낡아서 버리게 되는 소모품

이었다고 한다. 청포전에서 판매된 털모자의 형태에 대

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정조 8년(1784)

에 그려진『문효세자보양청계병』(National Museum of

Korea [NMK], 2011)에 사대부들이 유건과 흑립 아래에

쓴 털모자가 보이는데 이러한 띠 형태의 털모자가 18세

기 후반 청포전에서 판매된 모자의 일종이었을 가능성

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Fig. 1).

19세기에도 청포전의 판매 활동은 계속되었다.『비변

사등록』헌종 3년(1837) 1월 11일 공시인의 폐막과 대책

을 보고한 비변사의 계에 백목전과 상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청포전의 판매 물종으로서 서양포, 대포, 삼승이 등

장한다. 이 기록에서 청포전의 판매 물품에 새롭게 서양

포가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비변사등록』철종 1년

(1850) 2월 12일, 3년(1852) 1월 25일, 4년(1853) 1월 18일

등에서 청포전의 품목으로 ‘각색전속(各色氈屬)’과 ‘서양

Fig. 1. Fur hat worn under Yugeon and Heugnip.

From NMK. (2011).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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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西洋各種)’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을 볼 때 각색의 펠

트와 여러 종류의 서양포가 19세기 청포전의 주요한 판

매 물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청포전의 판매 물종 가운데 본 연

구에서는 청포전 본래의 판매 물종이었던 것으로 추정

되는 ‘청포’와 18~19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판매된 주

요 상품 가운데 하나였던 ‘삼승’에 초점을 두어 이들 두

직물의 개념을 재고하고 용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III. 청포와 삼승의 개념

1. 청포의 개념

일반적으로 알려진 청포의 사전적 의미는 ‘푸른 빛깔

의 베’이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IKL],

2014). ‘베’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광의로는 ‘삼실,

무명실, 명주실 따위로 짠 피륙’을 총칭하는 말이고 협의

로는 ‘삼베’를 지칭하는데(NIKL, 2014), 흔히 후자의 의

미로 학계와 일반에서 널리 통용된다. 그런데 청포전의

주요 판매 물종이었던 ‘청포’가 과연 ‘푸른 빛깔의 베 또

는 삼베’를 지칭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청

포전과 관련 없이 문헌에 등장하는 청포는 ‘푸른 빛깔

의 베 또는 삼베’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청포전이 취

급했던 판매 물종의 하나인 청포는 이러한 일반적 의미

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포전의 주요 판매 물종이었던 청포의 정체에 관해서

는 다음의 몇몇 기사를 참조할 만하다.『선조실록』(NI-

KH, 2005-2015) 선조 31년(1598) 3월 27일 기사에 군대

의 소용과 관련하여 명나라에서 들여온 4색의 포가 기

록되어 있는데 청포(靑布), 백포(白布), 표남포(漂藍布),

남평기포(藍平機布)가 이들이었다.『비변사등록』인조

12년(1634) 4월 7일 기사에서도 청포가 역시 ‘당물(唐物)’

이라는 기록이 등장한다.『영조실록』영조 34년(1758)

1월 13일에는 청포를 연경(燕京)에서 사 오는 것을 금하

고 청색으로 물들인 목면(木綿)으로 대용하라고 전교를

내린 기록도 있다. 상기의 기록들로 미루어 보건대 청

포는 중국에서 수입된 직물의 일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포는 어떤 소재의 직물이었을까? 청포를 청

염 토산 목면으로 대용하라고 명했음을 볼 때 청포가 청

염 무명과 유사한 소재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청포의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도 발견된

다. 청포에는 대포(大布)와 소포(小布)의 구분이 있었다.

『비변사등록』영조 34년(1758) 1월 15일 좌의정 김상로

가 중국으로부터의 청포 수입을 금하고 청염한[染靑] 토

산 목면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한 기사에서, 김상로는

“대소청포(大小靑布)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이 아니어서 해마다 연경에서 사서 수많은 수요에 대비

하고 있으니 형편이 어렵고 군색합니다. ... 대포(大布)와

소포(小布)의 가격이 같아 전인(廛人)이 원망하는 것은

그 형세가 필연적인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열하일

기』구외이문 심의에는 대포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

는데, 면포(綿布)가 곧 대포이며 청포전에서 중국의 삼

승포(三升布), 대포, 문삼승(門三升)을 파는데 백목전(白

木廛)에서 이를 알아내지 못함이 언급되어 있다. 즉 대

포가 실질적으로는 면포인데도 토산 목면을 판매하는

백목전에서 그 이름이 달라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

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들 기록으로 볼 때 청포전에서

판매된 청포는 ‘중국에서 수입된 청색 면포’ 정도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포’와 ‘소포’라는 이름은 중국

어를 조선 한자어 발음으로 그대로 읽은 말로 보인다.

『방언유석』에 의하면 중국어 ‘대포(大布, 다부)’는 한자

음 그대로 ‘대포’로 언해되어 있다.

『만기요람』재용편 5 중강개시 중강개시공매매총수

(中江開市公買賣摠數)에 의하면 소청포가 중강개시에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소청포 매 1필은 은 3전(錢)

5분(分)에 준하며 소청포는 품질이 추하고 뒤떨어지며

짧고 좁아서 쓸데가 거의 없다. 우리의 유용한 재화를

가져다가 저들의 무용한 물종과 교역하게 되니 비록 명

목상으로는 호시(互市: 외국과의 교역)라고 하나 그 실

은 부질없이 실어 나르는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청

포 가운데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은 것을 소청포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청포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청포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기록에서 소

청포가 청과 조선의 불공정 교역 품목으로 인식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연원직지』1권 출강록 임

진년(1832, 순조 32년) 11월 21일 중강기에서도 재확인

되는데, “매년 봄과 가을에 여기에다 시장을 여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소, 종이, 소금, 해삼을, 저들은 청포를 가

지고 교역하니 이른바 중강개시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

러나 사실상은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며 불공정 교역임을 밝히고 있

다. 이상의 기록으로부터 청포에는 대청포와 소청포 두

종류가 있었으며 대청포에 비해 소청포는 품질이 열등

하고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은 것으로서 소용되는 바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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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에 비해 적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선후기 각종 문헌에 기

록된 ‘청포’가 일반적의 의미의 ‘청색 베’ 또는 ‘청색 삼

베’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된 청색 면포’인지는 문

맥에 따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문맥 중

에 청포전과 관계된 내용이 있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것

이라는 정보가 있을 때, 또는 ‘대청포’, ‘소청포’ 등의 언

급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청색 면포’로 이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문맥을 잘 파악하여 청

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삼승의 개념

‘승’은 일반적으로 전통직물의 밀도 단위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삼승포라 하면 ‘직물의 밀도가 3승인 직물’

로 이해하기 쉽다.『세조실록』세조 6년(1460) 8월 12일

에 ‘오승포 상등, 삼승포 중등, 저화 하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서 삼승포는 화폐로 이용된 것으로서

‘삼승의 삼베’ 또는 ‘삼승의 무명’ 정도로 이해할 수 있

다.『성종실록』성종 14년(1483) 8월 4일에는 ‘삼승면포

(三升綿布)’가,『중종실록』중종 37년(1542) 8월 15일에

는 ‘삼승목면(三升木綿)’이 등장한다.『선조실록』선조

37년(1604) 2월 2일, 38년(1605) 5월 29일에는 ‘삼승필

단(三升疋緞)’도 등장한다. 이처럼 삼승은 삼베, 면포(목

면), 필단 등의 밀도 단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후

기 청포전에서 판매되었던 삼승은 이러한 직물 밀도 개

념의 삼승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포전의 판매 물종이었던 삼승의 정체에 관해서는

다음의 몇몇 기사를 참조할 만하다. 앞서 청포전의 판매

물종에서『열하일기』구외이문 심의를 인용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청포전에서 판매된 중국의 삼승포(三升布)는

면(綿)에 양모(羊毛)를 섞어 함께 실을 뽑아 포(布)를 만

든 것이었다. 즉, 방적 단계에서 면솜과 양털을 섞어서 실

을 만들고 그것으로 직조를 한 천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

된다. 면솜에 양털이 섞였으므로 면포보다는 더 모감이

있었을 것 같다.『숙종실록』숙종 30년(1704) 12월 28일

기사에는 삼승이 곧 ‘융포(絨布)의 속명(俗名)’이라고 세

주가 기록되어 있다. 융은 ‘솜털이 일어나게 짠 피륙’을

말한다(“絨 [Yung]”, n.d.). 두 기록을 종합해 본다면 삼

승은 ‘면에 양모를 섞어 만든 방적사로 짠 피륙으로서

표면에 짧은 솜털이 일어나 있어 융과 비슷한 촉감을

주는 천’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삼승에 대한 또 다른 설명도 있다.『방언유석』에 삼승

은 중국어인 ‘삼사포(三梭布: 산소부)’를 언해한 말로 나

와 있다. 즉, 중국어 ‘삼사포’를 조선어로 ‘삼승’이라 한

것이다. ‘삼사(三梭)’의 중국어 발음이 ‘san suo’이므로

이 발음과 가장 유사한 조선어 단어로서 ‘삼승’을 사용

한 것은 아닐까 추측되기도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인사편 복식류 포백 포백금단변

증설에는『삼재도회』를 인용하여 “갈포(褐布)는 일명 삼

사포인데 몽고에서 나는 것이 최고이다. 목면과 모를 합

하여 직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갈포, 즉 삼사포는 목

면과 모를 합하여 직조한다고 했으므로 앞서 삼승의 제

작 설명과 유사하다. 그리고 몽고에서 나는 것이 최고라

했으므로 삼사포의 유래가 양을 키우는 환경의 북방 지

역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삼승의 유형과 몽고 삼승에 대한 추가 정보도 있다. 저

자 미상의 청나라 연행기인『부연일기』주견제사 방적

에는 “소위 삼승포(三升布)에는 모포(毛布)와 승포(繩布)

의 구별이 있으며 몽고 삼승을 상(上)으로 쳐주는데 이

것은 면포와 비슷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승포에 모

포와 승포 두 종류가 있음을 말하였는데 둘의 차이가 무

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도 몽고 삼승

이 상등품이라 했으므로 앞의 기록과 정보가 일맥상통

한다. 다만 면포와 비슷하다고 한 점은, 삼승포가 면에

양모를 섞어 방적한 실로 만든 포였으므로 면포에 빗대

어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삼사포에 대한 또 다른 설명도 있다. Zhou and

Gao(1996, p. 525)는 삼사포에 대해 “명나라 송강(松江)

소산의 저사(紵絲)의 일종으로서 전융담(剪絨 : 담요나

모포처럼 짧은 기모가 있는 피륙)이다.”라고 설명하였

다. 장강 하류의 삼각주 지대, 즉 오늘날의 상하이 부근

에 위치한 송강은 원 ·명 시기에 면직물 생산으로 유명

한 도시였다. 송 ·원 시기에 광동(廣東), 복건(福建) 등지

로부터 북쪽으로 면화가 확산되면서 송강 일대에 면화

재배가 시작되었고 원대에 면방직 기술이 더욱 발전하

면서 원 ·명 시기에 송강의 면직물은 매우 유명해져 중

국 전역에 퍼졌으며 일본, 조선으로 수출되기도 했다고

한다(“松江布 [Songjiangbu]”, n.d.).

삼사포는 송강포의 일종으로서 폭이 3척 정도로 넓고

윤이 나고 깨끗하며 세밀하다고 알려져 있다(“松江棉布

[Songjiangmianbu]”, n.d.). 명나라 때에는 송강에서 매년

조정으로 진공하는 공물이었으며 이 천으로 황제의 내

의(內衣)를 제작하기도 했다고 한다(“松江棉布 [Songji-

angmianbu]”, n.d.). 송강 삼사포와 몽고 삼승과의 유사성

및 차이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앞서 몽고 삼승도 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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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빗대어 설명했고 기모감이 있는 천이라는 점에서 공

통점이 있으므로 광택이나 세밀함 등의 차이는 있을지

라도 제작 기법에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비록 조선에 수입된 삼승이 면솜과 양털을 섞어 만든

실로 짠 몽고 삼승인지 송강 삼사포인지 단언할 수는 없

으나, 어느 경우에도 털의 느낌이나 기모감이 있는 융과

비슷한 피륙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털의 느낌이나 기

모감이 있는 피륙 가운데 청색을 일컬어 삼승청포, 또는

청삼승이라 지칭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청장관전서』

57권 양엽기 4 복식을 바꾸라고 명한 일에는 ‘청남삼승

(靑藍三升)’이 곧 ‘모포(毛布)’라고 설명되어 있다. ‘청삼

승’은 중국어 ‘모청포(毛靑布: 마오칭부)’를 언해한 말인

데(Kim, 1775/1974), 이 ‘모청포’에 대해 Zhou and Gao

(1996, p. 529)는 “모감(毛感)이 풍부한 심청색 면포의 일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삼승은 면포과 모포의

중간적 성격 때문에 때로는 모포에, 때로는 면포에 빗대

어 설명되고 있다.

이상에서 조선후기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삼승 또는

삼승포가 조선산 삼승마포, 삼승면포 등인지, 아니면 기

모감이 있는 중국산 삼승인지는 문맥에 따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문맥 중에 청포전과 관계된

내용이 있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라는 정보, 군용 재

료임이 확인되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모감

이 있는 중국산 삼승’일 가능성이 크다. 수입 정황과 용

도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삼승의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

이다.

IV. 청포와 삼승의 용도

1. 청포의 용도

본 절에서는 문맥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조선후기 청

포전의 판매 물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포, 즉 ‘중국

에서 수입된 청색 면포’의 용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1) 왜란 시기 물품교환수단

『조선왕조실록』에서 중국으로부터 청포가 유입된 기

록들을 찾아보면 관련 내용들이 16세기 말, 즉 임진왜란

에서 정유재란 사이 전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된

다. 왜란 시기 청포가 대량으로 유입된 이유는 조선에 원

군으로 파병된 명병(明兵)의 군량미와 군수품 조달이 필

요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의 기사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다.

청포는 1592년 임진왜란 시기에 곡식이나 소금과 맞

바꾸어지는 등 물품교환수단으로 긴요하게 사용되었다.

『선조실록』선조 25년(1592) 12월 22일 명나라 장수가

은 대신에 청포 등의 물건을 가져와서 시가에 따라 곡식

과 무역하고자 한 기록이 있으며, 선조 26년(1593) 6월

9일에는 원군으로 온 중국 군대에서 소금이 부족하여 조

선 조정이 청포로 소금을 매입하여 중국 군대에 보낸 기

록이 있다.

청포는 1597년 정유재란 시기에도 대량으로 유입되었

다.『선조실록』선조 30년(1597) 10월 11일 군량을 주관

한 명나라 관리 진동지(陳同知)가 아뢰기를 “천조에서 곡

식이 없어 운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서 운송하

지 못하므로 은 20만 냥과 청포(靑布) 화융(花絨) 등의 물

건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미 은자(銀子) 1천여 냥과 청

포 1천여 필을 평안 감사에게 교부해서 모두 압령관(押

領官)을 시켜 곡식을 무역하게 했으나, 서울 이남은 매우

조치하기가 어려우니 포화(布貨)나 은자를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무역하되 저자의 값에 따라 낮은 값으로 무역

하면 어찌 어렵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대량

의 은자와 함께 청포, 화융 등이 명병의 군량미를 구매할

용도로 조선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1597년, 1598년 두 해에 걸쳐 유입된 청포

의 수량을 정리한 것이다. 1597년 10월에 들여온 청포는

평안도에서 교역된 수량이 1,000필이었고, 그 이듬해 봄

까지 경상도에 할당된 청포, 표남포, 남평기포, 백평기포

의 전체 수량은 5,500필에 달했다. 기록에는 없지만 청포

는 다른 도에도 할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수량과 은

자를 청포로 바꾼 물량까지 합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

은 수량이었을 것이다. 1598년 10월에 다시 대량의 청포

가 유입되었는데 이 때는 청포 3만여 필, 남포 5만여 필

을 포함하여 총 8만 필이 넘는 포가 들어왔다.

이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된 은자와 청

포 등은 반드시 쌀과 콩 등의 곡식과 교환되어야 했는

데 조선의 사정상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선조실

록』선조 30년(1597) 10월 13일 “청포나 화융은 바로 추

위를 막는 물건이니 시가에 따라 대등하게 무역하면 백

성들이 반드시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곳에서도 바

꿀 수 있겠지만, 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익숙지 못하고 또한 중국의 절가(折價)가 너무 높기 때

문에 사람들이 교역하려 하지 않으나 평양 서쪽 지방에

서는 의주(義州)와 강상(江上)에서 매매하는 일이 있으

므로 평안도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는 기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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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볼 때 평안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시 조선 백

성들 사이에서는 은자보다는 청포가 현실적 교환수단

으로서 더 선호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은자의 일부는 먼저 청람포 등으로 교환되고

이로써 곡식이 구매되기도 했다.『선조실록』선조 31년

(1598) 2월 4일, 은자 1만 5천 냥으로 바꾼 청람포가 5만

여 필에 이르며 이들 포를 함경, 전라, 강원, 경기에 나누

어 보내 군량미를 구매하게 한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나

양곡의 지속적 방출은 조선으로서도 매우 곤란한 사정

이었다.『선조실록』선조 31년(1598) 2월 7일 명병의 군

량을 한 달에 10일은 쌀로 지급하고 10일은 은자나 청포

로 주는 것으로 합의한 기록이나, 3월 27일 제 값을 받

기 어려운 청포의 일부를 일단 보관하였다가 가을 추수

뒤에 환매하자고 건의한 기록 등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16세기 말, 왜란의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대량 유입된

청포는 조선 조정으로 하여금 적절한 곳에 청포를 지급

할 수 있는 여유, 또는 재고량을 사용해야 할 필요를 제

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가 바로 군인을 격려하거나

호인(胡人)을 달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들에게 상으

로 청포를 주는 것이었다.『선조실록』선조 26년(1593)

12월 13일, 27년(1594) 7월 5일 등 기사에서는 청포와 면

포 등을 겨루기를 잘 한 군인에게 시상으로 준 기록이 확

인된다. 또한『선조실록』선조 29년(1596) 3월 25일에는

해당 관청에 비축된 청포를 북방을 지키는 군병들의 노

고에 대한 보답으로 보낸 기록도 있다. 청포가 전시 물품

교환수단으로 이용되었으므로 필요한 물건과 맞바꾸거

나 군대에서 필요한 용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선은 전기 이래 17세기까지 유통경제에서 포화(布貨) 특

히 면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Lee, 2003). 이러한 포

화유통의 관습으로 인해 수입품인 청포가 전시라는 특

수한 상황에서 교환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었던 것으

로 이해된다.

청포는 남포와 더불어 조선에 출병했던 명나라 장수가

호인에게 주는 상으로도 쓰였다.『선조실록』선조 28년

(1595) 12월 5일 명 장수 여희원이 말하기를 “이 물건(청

포와 남포 각 190필)을 만일 귀국의 사람이 가서 무역하

면 반드시 고가를 요구할 염려가 있으니, 내가 가정(家丁)

1인과 귀국의 적당한 원역(員役) 1인을 거느리고 요동으

로 달려가서 무역하여 강을 건너 정월 초승에 만포로 달

려가서 노을가적에게 ... 상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였

다. 이 기사에서 16세기 말, 청포를 요동에서 무역해 들

어올 수 있었는데 조선인이 무역할 때는 고가가 책정되

는 관행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2) 군복

16세기 말, 명으로부터 대량 유입된 청포는 왜란과 호

란 시기에, 그리고 전란이 끝난 이후인 17, 18세기에도

군복을 만드는 재료로서 한동안 계속 이용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선조실록』선조 34년(1601) 1월 11일 종사관 강첨이

동래에 있으면서 3백 명 가량의 군사를 모았으나 모양

새를 갖추지 못하여 군복을 마련하기 위한 재료로서 남

포 2백 필과 청포 2백 필을 내려달라고 청한 기사가 확인

된다. 청포가 왜란 직후 조선군의 군복에 이용된 것이다.

청포는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이후 후금(청)의 장

수들이 조선에 강제적으로 요구했던 물품 가운데 하나이

기도 했다.『인조실록』인조 6년(1628) 12월 10일에 후

금의 장수인 호차가 인삼 480여 근을 내놓고 청포 1만

9천여 필과 바꿔달라고 행패를 부린 기록이 있으며,『인

Table 1. Amount of Cheongpo imported in 1597 and 1598

Import time

(Month-Year)
Type of textile

Quantity

(Unit: Pil)

Allocation

province
Date of Sillok

10-1597

Cheongpo [靑布] 1,000 Pyeongan-do
October 11, 1597

(the 30
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Cheongpo [靑布] 2,020

Gyeongsang-do
March 27, 1598

(the 31
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Pyonampo [漂藍布] 1,410

Nampyeonggipo [藍平機布] 120

Baekpyeonggipo [白平機布] 2,000

10-1598
Cheongpo [靑布] 30,759 October 23, 1598

(the 31
th
 year of King Seonjo's reign)Nampo [藍布] 51,767

From NIKH (2005-2015).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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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실록』인조 7년(1629) 2월 27일에도 은자 1천여 냥을

내놓고 청포와 각색 비단, 가죽과 종이 등을 구매한 기

사가 있다.『인조실록』인조 8년(1630) 6월 4일에 인삼

의 거래 품목으로 청포가 또 요구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산품도 아닌 당물(唐物)을 지속적으로 달라

고 하는 청나라 장수의 요청에 조선 정부는 입장이 몹시

난처했다.『비변사등록』인조 12년(1634) 4월 7일, 청 장

수 용호를 만난 조선의 관리들은 “인삼의 수량을 줄여서

매매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나 이 또한 당물과 바꾸

자고 한다면 결코 불가한 일이오. 우리의 토산품인 목면

과 바꾼다면 차라리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이오. ... 청포

도 역시 당물이어서 이 또한 하나도 없으니 어찌할 수 없

는 형편이오.”라고 조선의 사정을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

은 어느 정도 외교상의 대화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비변사등록』인조 16년(1638) 8월 13일 기사에 의

하면 당시 관향소(管餉所: 군수품 창고)에 비축되어 있던

청포의 수량은 5만여 필이나 되었다.

그렇다면 청 장수들이 지속적으로 청포를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당시 청포가 청나라 사람들의

의복 재료로서 요긴한 품목이기 때문이었다.『비변사등

록』인조 19년(1641) 1월 22일에 비변사가 아뢰기를 “세

폐(歲幣) 가운데 마포를 면포로 바꾸어 보내는 일을 어

제 이미 아뢰어 윤허가 내린 바 있습니다. 기묘년에는 마

포로 바치는 것을 허락하였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런 말

이 있게 된 것인 바, 듣건대 청나라에서는 면포가 가장

긴요한 물품이므로 이것을 염색하여 청포로 만들어 가

지고 의복의 자료로 삼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저들이 면

포가 절실하여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인조 5년(1627)의 정묘호란, 인조 14년(1636)의 병자호

란 시기에 조선에 침략했던 청나라 군대의 군복 재료,

혹은 군수 물자로서 청포가 많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승정원일기』현종 11년(1670) 10월 8일 기사에는 청

포전에서 취급하는 청포가 ‘군병(軍兵)에 쓰이는 바가

있는 물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군병의 무

엇에 쓰였는지 알 수 없으나 청포가 군복을 만드는 재료

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포는 금군(禁軍)의

우구(雨具)를 제작하는데도 쓰였다.『비변사등록』숙종

1년(1675) 윤5월 26일 병조판서 김석주가 아뢰기를 “금

군에게 우구를 만들어 지급한 것은 을미, 병신년의 일인

데 지금 20년이 지나 모두 망가져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일제히 개조하여 지급해야 하나 본조의 재력

이 다하여 실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들으니, 관향

(管餉) ·고마(雇馬) 등 창고에 비축되어 있는 청포가 자

못 넉넉하다고 하니 1천 5백 필을 가져다 사용해야 하겠

습니다.”라고 청하여 임금이 허락하였다. 호란이 끝난

17세기 후반에도 청포가 조선군 군병에게 쓰이는 바가

있는 물건이었고 금군의 우구 제작에 계속 이용된 것이

다.

한편 청포에는 대포와 소포의 구분이 있었는데 18세기

중반 이들 직물은 모두 군복 쾌자를 만드는데 이용되기

도 했다. Yum(2014, p. 124)에 의하면, 영조 41년(1765)

의『어영청등록』복식류에 “대흑포협수(大黑布挾袖) 60령

(領), 대청포쾌자(大靑布掛子) 60령, 소흑포협수 173령,

소청포쾌자 193령”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18세기에

대청포와 소청포가 군복 품목 가운데 하나인 쾌자를 만

드는데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청포의 개념을 설

명한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조 34년(1758)에 청포

의 무역 금제령이 있었으나 금제 이후에도 한동안 어영

청 군복 쾌자에 청포가 여전히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초에는 어영청 군복 쾌자에 이용된 청

포가 목면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된다.『만기요람』군정

편 3 어영청 군기에는 어영청 군병들의 군복이 ‘흑목면

협수 1010령【삼승 7령, 포(布) 48령】청목면 쾌자 776령

【홍목면 92령, 청저포 48령, 청삼승 7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조의 수입 청포 금제령이 19세기 초에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며 국산 목면으로 대체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3) 대내(大內) 수리, 휘장, 장막, 깃발

청포는 군복 이외에도 궁궐 수리 및 각종 휘장과 장

막, 깃발 등에 널리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비변사등록』

현종 2년(1661) 4월 26일 호조에서 아뢰기를 “앞으로 대

내(大內)를 수리할 때나 각처의 소용으로 청목(靑木)이

사용될 수량은 꽤 많은데 근래에 이것이 시중에 품절되

었습니다. 관향에 있는 청포 20통과 남포 5통을 전례대

로 가져다 쓰겠습니다.”하여 임금이 허락한 바 있다. 궁

궐 각 전의 수리에 청포와 남포 등이 이용된 전례가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실록』영조 34년(1758) 1월 13일 좌의정이 “청

포는 우리나라의 생산이 아닌데 연경의 값이 날마다 뛰

어서 시민(市民)이 이(利)를 잃고 또 그 수용(需用)도 목

면의 단단하고 질긴 것만 못하니 연경에서 사 오는 수

량을 조금 줄일 것”을 청하여 임금이 모든 유역( )

·기복(旗服) 등 일찍이 청포를 쓰던 것을 모두 물들인 무

명으로 대신하게 한 기사가 있다. 수입산 청포의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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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하나는 조선산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받기

가 어려워 시전민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면보다 그다지 질기지도 않다는 문제점이다. 이들 문

제점과 함께 상기 기사로부터 18세기에 청포가 휘장과

장막, 깃발 등에도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삼승의 용도

본 절에서는 문맥을 고려하면서 조선후기 청포전의 판

매 품목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삼승, 즉 ‘털

의 느낌이나 기모감이 있는 융과 비슷한 피륙으로서 중

국산 삼승’의 용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1) 명병의 전복(戰服), 조선군의 갑주(甲 )

각종 문헌에서 삼승(삼승포)의 용도를 찾아본 결과,

삼승이 임진왜란 시기에 명나라 군인들의 전복, 지갑(紙

匣)의 안과 겉, 군병과 장수들의 포상 물품 등으로 사용

되었고, 임란 이후에는 조선 군인들의 갑주에 사용된 기

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조실록』선조 26년(1593) 3월 18일 “명병[天兵]의

전복(戰服)은 위엄을 보이고 용맹을 떨치기에 가장 적합

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의주에 있을 때에 지은 중국의 옷

[唐服] 3백여 벌은 그 수가 많지 않고 또 제독의 명령도

있었으니 더 지어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데 옷감을 구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내린 삼승포가 남아있는

것이 아직 많으니 이것을 가지고 전복 4백~5백 벌을 짓

고 그 값은 그 고을 창고의 곡식으로 충급하게 하소서.”

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 삼승포가 명으로부터 들

어온 직물이며 임진왜란 시 군인들의 전복을 만드는 용

도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승포는 종이로 만든 갑옷[紙甲]에도 쓰이는 재료였

다.『선조실록』선조 31년(1598) 1월 20일 명나라 장수

가 지갑 제작법을 소개하면서 “먼저 종이를 두텁게 깔고

삼승포를 안팎에 붙인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삼승

포는 군병과 장수들의 포상 물품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선조실록』선조 27년(1594) 1월 21일, 남쪽 변방에서 장

수들이 고전한 공로를 치하하면서 ‘청람삼승포 각 2필씩’

을 부송한 기록이 있다.『승정원일기』경종 2년(1722) 1월

13일, 훈련도감이 입직군병과 장수에게 상으로 내린 ‘청

삼승 2필’의 기록도 있다. 청삼승포와 남삼승포가 군영에

서 요긴하게 쓰였던 재료임을 짐작할 수 있다.

17세기에 삼승은 조선군 마병(馬兵)의 갑주, 금군(禁軍)

의 철갑 등에 이용되었다.『인조실록』인조 27년(1649)

3월 20일에는 훈련도감이 삼승청포 구입의 어려움을 아

뢴 기록이 발견된다. “마병이 착용할 갑옷과 투구 만드

는 일을 지금 막 시작하였는데, 철물은 본국(本局)에 저

축한 것을 쓰겠으나 삼승청포는 경시(京市)에서 사서 쓰

기가 매우 어려우니, 황해도에서 병조가 거둘 포(布)를

관향에 쌓아둔 그것과 바꾸어 쓰게 하소서.”라고 아뢰

었다.『비변사등록』숙종 8년(1682) 1월 28일 금군의 철

갑을 개조하는데 소용될 삼승 조달의 문제를 논의한 기

록에 의하면 “소용될 삼승이 무려 1천 2백여 필에 이르

는데 먼저 관향소의 비축을 가져다 쓰는 것이 편리하므

로 본도로 하여금 각색 삼승으로서 완전하게 짜여져 갑

의(甲衣)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수량대로 올려 보

내게 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상의 기록에서 17세기에

삼승이 마병의 갑주, 금군의 철갑 제작에 이용되었으며,

삼승을 관향소에 군용으로 비축해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승의 색이 청색뿐만 아니라 다른 색도 있

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Park(2003, pp. 63−64)에 의하면 “삼승으로 만든 삼승

갑(三升甲)과 무명으로 만든 목면갑(木棉甲)은 하급 병

졸의 갑옷이었는데 삼승갑이 목면갑보다는 상품이며 삼

승갑은 겉감은 청포, 안감은 목면으로 만든 갑옷”이라

고 하였다. 유수원은『우서』1권 ‘사민을 총괄하여 논함’

에서 삼사포(三梭布, 즉 삼승)의 튼튼함이 면의(棉衣)를

능가하는데 그 직조의 묘방을 배워오지 않음을 안타까워

한 바 있다. 유수원의 기록에서 삼사포, 즉 삼승이 면포

보다 질긴 실용적인 직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갑옷, 투구 등의 재료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영조 대가 되면 삼승의 견고함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면서 삼승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한

다.『승정원일기』영조 27년(1751) 2월 5일, 전배군(前

排軍) 순뢰(巡牢)가 입는 유삼(油衫)은 예전부터 청삼승

으로 만들었는데 기름을 바른 삼승은 품질이 심히 견고

하지 못하고 기름을 바른 뒤에는 손상되기 더욱 쉬우니

차후로 좋은 품질의 면포를 청색으로 물들이고 기름을

발라 쓸 것이 건의되었고 임금이 승낙하였다.『비변사등

록』영조 34년(1758) 1월 13일에는 임금이 문단의 사용

을 금함과 동시에 삼승 대신 목면을 사용하도록 군문(軍

門)에 하교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호조가 본전(本

廛)에서 가져다 사용하는 것과 군문이 연경에서 사오는

것을 모두 금하고 일찍이 있었던 것은 다 사용하기를 기

다리도록 명을 내린 것이다. 삼승의 재고를 소진시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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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무역은 금하는 조치를 취한 내용이다.

그러나 영조 34년(1758) 1월 13일 영조가 내린 삼승의

무역 규제는 군문의 실무를 담당한 관리들이 실행하기

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영조실록』영

조 35년(1759) 2월 4일 병조판서가 삼승포의 무역을 주

청하였는데 “삼승의 중국 무역을 방색(防塞)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만 삼승이 아니면 갑의(甲衣)를 만들 수가 없

으니 변통(變通)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청하였고 왕

이 결국 허락하였다. 동일 내용을 다룬『비변사등록』영

조 35년(1759) 2월 10일의 기사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더

구체적이다. 병조판서가 “금군[禁旅]의 갑의(甲衣)를 개

수(改修)할 물력을 막 구획하였으니 역사를 시작해야 하

겠으나 으레 삼승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산물이 아닙니

다. 그러므로 각 군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

찍이 금령이 있으니 어찌하리까?”라고 아뢰었고 임금이

“갑주(甲 )를 삼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삼승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이상의 기록들로 볼 때 18세기에 삼

승 사용에 일부 금제가 있었지만 삼승이 갑옷 등의 중요

한 재료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기요람』군정편 3 어영청 군기에 어영청이 보유한

‘삼승갑의(三升甲衣) 136령(領)’이 기록되어 있고, 고종

연간의『어영청등록』에 여전히 ‘삼승철갑(三升鐵甲)’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Yum, 2014), 갑옷 재료로

서 삼승이 19세기에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철릭, 하례복, 군복

삼승을 재료로 사용한 복식으로서 갑옷과 투구 이외

에 철릭, 하례복, 군복 등의 용도가 발견된다.

『성호사설』권15 인사문 임진란후공복(壬辰亂後公服)

에는 “임진왜란 때 중국에서 물품이 점차 들어오면서 시

속에 이른바 삼승으로 만든 철릭[帖裡]이 상품복(上品服)

으로 되었고 갑오년(1594, 선조 27년) 이후에는 삼승이

이례(吏隷)의 복(服)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

란 중에 명으로부터 들어온 삼승이 갑주뿐만 아니라 철

릭에 이용되기도 했으며 하례의 옷에 이용되기도 했음

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숙종실록』숙종 8년(1682) 12월 11일 기사에 의하면,

선조대왕이 맏옹주에게 물려준 의대 가운데 ‘청염삼승

단유의(靑染三升短 衣)’와 ‘삼승유고(三升 袴)’가 있

었다고 한다. 승지 서문중은 이 옷이 선조대왕의 평상시

옷[平日所服]이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청삼승이 왜란

시기 왕의 솜저고리와 솜바지에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숙종실록』숙종 25년(1699) 4월 12일,『승정원일

기』순조 19년(1819) 8월 2일 기사에서도 선조의 ‘삼승

의(三升衣)’, ‘청삼승의대(靑三升衣 )’가 재차 인용되면

서 군왕의 검소한 덕을 숭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삼승은

임진왜란 등 전란의 시기에 융복과 하례복을 비롯하여

국왕의 저고리와 바지 등 기본복에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승은 또한 군사들의 유삼, 협수, 쾌자 등에도 널리 쓰

였던 것으로 보인다.『승정원일기』영조 27년(1751) 2월

5일 임금 행행시의 전배군(前排軍) 순뢰(巡牢)가 입는 유

삼(油衫)을 ‘청삼승’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영조

28년(1752)의『어영청등록』복식류에는 ‘삼승협수(三升

挾袖)’가 포함되어 있다(Yum, 2014).『비변사등록』순조

2년(1802) 9월 2일, 장용영의 해우( 宇) ·기계(器械) ·군

물(軍物) 구처 별단에는 ‘흑삼승갑주, 흑삼승협수, 청삼

승쾌자(靑三升掛子)’가 기록되어 있다. 협수에 전복이나

쾌자를 함께 입은 차림을 군복이라 하는데(Park, 2003;

Yum, 2014),『만기요람』에도 삼승협수와 삼승쾌자가 기

록되어 있다.『만기요람』군정편 2 훈련도감 군기에는 어

전전배가 착용하는 ‘흑목갑협수(黑木甲挾袖) 홍삼승갑쾌

자(紅三升甲掛子) 각 120벌’, 중국 사절이 올 때에 사용

할 취타수의 ‘흑삼승단협수(黑三升單挾袖) 홍삼승단쾌자

(紅三升單掛子) 각 24벌’이 등장한다. 고종 4년(1867)의

『금위영사례』에 기록된 전복과 협수의 재료에도 삼승이

포함되었다고 한다(Yum, 20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승은 실용성을 필요로 하는 군복의 일부 품목에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조선후기 육의전 가운데 하나였던 청포전

의 유래와 판매 물종을 살펴보고, 청포전의 판매 물품 가

운데 주요한 상품이었던 청포와 삼승의 개념과 용도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포전은 1637년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시전

으로서 당물, 즉 중국산 물화의 판매를 담당했던 상인

집단이다. 17세기 혹은 그 이전 시기 청포전의 판매 물

종으로서 가장 주된 것은 청포였으며 청포전이라는 이

름도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포전의 판매 물종은 조금씩 다양해지면서 확대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청포전의 판매 물종으로는 대

포, 삼승, 백전(또는 백모전), 홍전, 각색 향, 전축(氈軸),

모자, 바늘이 확인된다. 모자는 청포전의 이름을 모자전

이라 부르기도 했을 만큼 18세기 후반~19세기 초 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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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주요한 판매 물품 가운데 하나였다. 19세기에는 여

러 종류의 서양포가 추가되면서 각색 전, 대포, 삼승이

지속적으로 판매된 물품이었다.

둘째, 청포와 삼승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청포의 사전적 의미는 ‘푸른 빛

깔의 베’이지만 청포전의 판매 물종이었던 청포는 ‘중

국에서 수입된 청색 면포’로 이해된다. 삼승은 직물의

일반적인 밀도 단위로서 ‘삼승포’라 하면 ‘삼승 밀도의

삼베나 무명’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청포전의 판매 물종

이었던 삼승은 ‘털의 느낌이나 기모감이 있는 융과 비슷

한 중국산 피륙’으로 이해된다.

셋째, 청포와 삼승의 용도를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수

입된 청색 면포의 용도로는 16세기 말 왜란 시기에 물품

교환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사용된 경우, 왜란과 호란 이

후 금군의 우구, 어영청 군병의 쾌자 등과 같은 군복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대내의 수리나 휘장, 장막, 깃발 등

에 사용된 경우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중국에서 수입된

삼승의 용도로는 임진왜란 시 명나라 군인들의 전복(戰

服)과 지갑(紙匣) 등에 이용된 경우와 임란 이후부터 19세

기까지 조선 군인들의 갑주에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 또

한 삼승은 왜란 시기에 융복과 하례복, 국왕의 솜바지저

고리 등에, 18세기 군사들의 유삼, 협수, 쾌자 등에 이용

되었으며 전복과 협수 등 실용성을 필요로 하는 군복의

일부 품목에 19세기까지 이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청포전이 취급했던 청포와

삼승이라는 직물의 정체가 재고되었으며 이들 직물이 어

떠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청포전이라는 상인집단과 그들의 판매 물종을

주목함으로써 상업과 무역의 맥락에서 직물의 정체를 파

악하고 복식에 사용된 직물 종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자료가 대부분 조선후기

에 치우쳐 있어 조선전기 청포와 삼승의 개념과 용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청포와 삼승이 언제

부터 조선 군병에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가 필요하다. 군문에서의 청포와 삼승의 사용 시작 시점

은 청포전의 성립 시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청포와 삼승의 용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청포전의 판매 물종이거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직물

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도를 분석하고자 노력했

으나, 일부 문헌기록의 경우 이들이 조선산 청색 베, 3승

베를 지칭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청

포와 삼승의 용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광범위한 문헌

자료의 검토를 토대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된 정황이 없는 경우이거나 조선산으로

추정되는 청색 베, 3승 베의 용례와 비교해 본다면 수입

청포와 삼승의 쓰임새가 보다 정교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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