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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세기 직물유형과 문양의 배치구도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 출토복식에 나타난 화문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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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 Methods of Pattern and Weaving Types of Fabrics 

During 16~17th Century

- Centering Flower Patterned Fabrics of Exhumed Clothing in Chosun Dynas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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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arrangement methods and weaving types of fab-
rics during 16-17 century. Research was done through the references of exhumed clothing in Chosun Dynesty. Seeing the
waving types of fabrics of flower patterned fabrics of total 108 items, satin damask(Dahn) was 71items, took the majority.
And the next order was twill(Neung) and plain(Ju). It means Dahn was the most popular fabric among the upper classes.
It was regarded as one of the noble textiles, because of its luxurious appearance and pleasant touch. Flower patterned
plain fabric(Munju) was found only 9items, even though the plain fabric was the most common used type. Assumed for
the reason, Chosun government had restrict to extravagance of the people. In terms of the arrangement of flower pattern,
i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methods. The most common arrangement method was Arabesque type, followed by open
order shaped type and scattering shaped type. In the repetition of pattern, there were brick-shaped pattern and half drop
pattern which were spread flower pattern all over the surface of fabric. 

Key words : exhumed clothing, satin damask(Dahn), twill(Neung), flower patterned plain fabric(Munju), Arabesque type

1. 서 론

동·서양 구분 없이 예로부터 꽃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

단이며 동시에 안정과 위로를 주는 심미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래서 고대 사회로부터 자연 속에 있는 꽃을 하나의 문양으로

표현하였고, 그 결과 화문은 복식뿐 만 아니라 건축·공예품·

자수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불교, 도교, 유

교 등과 같은 동양사상에 기인하여 화문은 장수(長壽), 번영(繁

榮), 다손(多孫)과 같은 현실적인 염원과 더불어 충절(忠節), 명

예(名譽), 절개(節槪)와 같은 그 나라만의 민족성을 담고 있다. 

16~17세기 출토직물에 나타난 화문의 유형에는 연화문, 목단

문, 당초문, 매화문, 국화문, 석류문, 초화문 그리고 보상화문

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유형들은 단독 혹은 다른 화문이나 길

상어문 등과 함께 조합되어 한층 더 완성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직물에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직조, 자수, 염색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화문을 직물에 표현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직조와 자수법이었다. 자수법은 주로 여성

의 혼례복이나 대례복 등에 사용되었고, 직조에 의한 화문표현

법은 성별과 상관없이 여성 의복뿐 아니라 남성의 겉옷인 포류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와같이 다양한 문양의 표현방식이나 발달된 직조법이 복

식과 깊은 관계가 있음에도,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복

식의 형태에 초점을 맞춰 복식의 유형과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으며, 출토직물유형에 대한 연구와 직조에 의해 나

타나는 문양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상세히 다루

어지지 않았다. 현재 발표된 문양에 관한 연구로는 조선시대

16~17세기 출토복식의 직물유형 및 문양에 관한 연구(임현주,

2003), 조선시대 철릭의 피륙연구(김주영, 2003), 조선시대 출

토복식 중 포류에 사용된 직물유형연구(조효숙 외, 2003), 조선

시대 출토 견직물의 특성(장현주, 2002) 그리고 직물에 나타난

구름문양의 유형과 특성(장현주, 2004)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6~17세기 조선시대 출토복식에 나타난 화문직을

중심으로 직물의 유형과 배치구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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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출토복식은 다른 유물에 비하여 물리·화학적인 열화현상이

커서 원상태로 보존하기 어려우므로 본래 직물의 색상과 재질

을 유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조사대상의 모든 유물을 직접

조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까닭에 조선시대

출토복식에 나타난 화문을 중심으로 그간 발행된 출토복식 관

련보고서, 전시도록, 학위논문, 학회지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선시대 15세기 후반부터 말기까지 수합된 출토복식의 전

체적 수량 중에서 약 90%이상이 16~17세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윤애정, 2000; 임현주, 2003), 그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

는 108여점의 화문직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출처는

Table 1과 같다. 

견직물을 조직에 따라 평직물인 주(紬)·능직물인 능(綾)·

익직물인 사(紗)와 라(羅)·주자직물인 단(緞)·중조직물인 직

금단(織金緞, 織錦緞)으로 분류하였다. 

직물에 표현된 화문 배치유형은 크게 산개형(散開形)과 산재

형(散在形)으로 살펴 볼 수 있으며, 산개형 가운데 당초와 연결

된 화문형이 많아 그 유형을 따로 분류하여 당초형이라 하였고,

화문배치유형을 당초형·산개형·산재형으로 세분하였다. 또

한 문양이 반복되는 배열방법은 brick형, half drop형, 그리고

diamond형으로 나누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화문직물의 종류와 특징

조선시대의 직물 사용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

았으며, 상류층에 한정되어 다양한 문직물(紋織物)을 사용할 수

있었다. 16~17C 출토복식의 문양을 보면, 문직물의 비율이

15%를 조금 넘으며 조선 후기로 갈수록 경제사정이 어려워짐

에 따라 유문직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문

양의 사용을 보면, 우문과 화문 등이 많이 나타나고 그중 화문

은 다양한 의복과 염습류에 사용되었으며, 남성의 관복인 단령

에도 화문이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화문은 남녀의 구분 없이

널리 선호된 문양임을 알 수 있다(임현주, 2003). 그런 연유로

출토된 직물 중 화문을 표현한 직물을 살펴보면 대체로 견직물

이 많았으며 양반사회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신분들이 착용했

음을 알 수 있었다(조효숙 외, 2003; 임현주, 2003; 김주영,

2003). 

직물 제직특성에 따라, 견사로 무늬를 넣은 일반직물과 견사

와 함께 금사로 직조한 중조직 직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러

한 분류에 따라 단, 능, 사, 라, 주 등과 같은 일반 직물의 사

용이 금사, 은사, 색사를 이용하여 제직한 직금단의 사용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장현주, 2004). 본 연구의 자료를 직물유형

별로 분류한 Table 2를 보면 단조직 직물의 사용이 71점으로

가장 많았고, 능·사·주·라직물 순으로 그 사용빈도가 차츰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직물조직에 비하여 촉감

이 부드럽고 화려한 광택이 나는 단직물이 조선시대 지배계층

에게 선호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단직물은 조선후기로

가면 갈수록 그 사용량이 늘어났으며, 조선시대에서 가장 발달

한 고급 견직물이었다(민길자, 2000; 임현주, 2003; 김주영,

2003; 장현주, 2004). 

단 : 단(鍛)은 라·사·주·능 조직의 발상 이후에 가장 늦

게 발상된 주자직 조직이 직입된 직물의 총칭이다(민길자,

2000). 고려 시대에 단을 사용하였으나 그 비중이 낮았고,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단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되어갔다(이정인,

1999; 장현주, 1999). 평직과 능직은 조직점이 직물 표면에 많

이 나타나고 조직점이 연속되어 짜임이 단단하고 광택이 없는

반면, 단조직은 조직점을 적게하기 위해 경위사의 부장을 길게

하고 조직점이 분산되어 있기에 직물 표면이 평활하며 다른 조

직의 직물보다 광택이 많고 화려하며 촉감이 부드럽다. 

조선실록에 따르면 몇 차례의 금단(禁斷)기록이 있었으며(장

현주·권영숙 1993), 제직 금지령, 무역금지령, 사치금지령 등

 
Table 1. 본 연구에서 조사되어진 출토직물의 출처

묘주 및 연도 추정 시기
출토직물의 

수량 
출토지역 출토시기

용인 이씨(龍仁 李氏) 16-17C 5 경기도 이천 1978

청주 한씨(淸州 韓氏) 16C 9 경기도 과천 1979

황주 이씨(黃州 李氏) 16C 1 경기도 과천 1979

탐릉군( 陵君) 16-17C 1 경기도 여주 1981

탐릉군( 陵君) 17C 14 경기도 용인 1981

남양 홍씨(南陽洪氏) 16-17C 9 경기도 여주 1987

통래 정씨(東萊 鄭氏) 17C 8 경기도 여주 1987

은진 송씨(恩津 宋氏) 16C 3 경기도 고양 1988

나주 정씨(羅州 丁氏) 16C 2 경기도 고양 1988

양천 허씨 (陽川 許氏) 16-17C 2 경기도 고양 1992

동래 정씨(東萊 鄭氏) 17C 9 경기도 서울 1992

경주 정씨(慶州 鄭氏) 16C 1 경기도 파주 1995

고령 신씨 (高靈 申氏) 16C 1 경기도 일영 1998

양천 허씨(陽川 許氏) 16-17C 6 경기도 일영 1998

풍양 조씨( 壤 趙氏) 16C 2 경기도 화성 1998

의원군 이혁(義原君 李爀) 17C 6 경기도 하남 1999

안동 권씨(安東 權氏) 17C 21 경기도 하남 1999

청송 심씨(靑松 沈氏) 16C 5 경기도 용인 2001

105점/총 108점 

단양 우씨(丹陽 偶氏) 16-17C 3 충남 천안 1995

3점/총108점 

Table 2. 본 연구에서 조사되어진 화문 직물의 유형

직물의 유형

단(鍛, satin) 71

능(綾, twill) 16

주(紬, plain) 9

사(紗, gauze) 7

직금단(織金緞, 織錦緞) 4

라(羅, gauze) 1

합계 10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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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항상 단의 명칭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문단의 생산이 위

축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영·정조

시대 이후에 중국단의 다양한 품종이 문헌에 나타날 정도로 조

선시대에 다른 조직 직물에 비하여 널리 사용되었던 직물이 단

이었다(장현주, 1999; 김주영, 2003). 조선전기에 나타난 단직

물은 대부분 5매 주자직이었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8매 주자직

으로 발전하였다(이정인, 1999; 임현주, 2003). 또한 대부분의

문단에는 바탕조직을 경주자직으로 많이 제직되었다(장현주,

1999). 

Fig. 1의 경우 가는 경사를 사용하여 바탕을 경주자직으로

짜고, 문양은 굵은 위사를 사용하여 위주자직으로 제직하였다.

경위사 굵기에 따라 빛이 반사되는 정도를 다르게 하여 직물에

문양을 나타나게 하며, 보통 위사의 굵기는 경사의 2배에서 3

배 이상 굵은 실을 사용하여 제직하였다(김주영, 2003). 이러한

제직방법은 바탕의 경사를 길게 띄워 주므로 광택을 좋게 하고

문양을 확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문양이 바탕보다 어

두워 보여 암화단(暗花鍛)이라고도 하였다. 

능 : 능(綾)선이 나타나는 능직물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사용

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문릉, 화릉, 이색릉 등으로 다채롭게 쓰

이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단조직 직물이 널리 사용되면서부터

그 사용이 차츰 줄어들었다(이정인, 1999; 민길자, 2000). 단조

직 직물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단에 비하여 지질이 치밀하고 평직에 비하여 탄력성이 좋으며

은은한 광택을 지닌 직물이었다(조효숙, 2003; 임현주, 2003).

사문직(斜紋織)이라고도 불리며 경사가 3올씩 한번 순환이 되

는 3매 조직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능선의 방향에 따라 좌

능·우능으로 불리고, 직물 표면에 경사가 많이 보일 때는 경

능, 위사가 많이 보일 때에는 위능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의

능조직보다 조선시대 이르러 바탕조직은 5매 경능직까지 문양

조직은 8매 위능직까지 훨씬 다양해졌고 능직물은 더욱 가는

실을 사용하여 치밀한 조직으로 제직되어졌다(장현주, 1999).

주가 겉, 안감에 두루 사용된 것에 비해 능은 주보다는 광택

이 있고 촉감이 부드럽고 문양이 있어 주로 겉감에 사용되었다

(장현주, 2002). 또한 문능은 경능조직의 바탕에 위능조직으로

문양을 나타내는 직물이며(심연옥, 1998), 화문이 주로 표현된

경우 릉지릉문릉(綾地綾紋綾)이라 하여(장현주, 1999) Fig. 2과

같이 문릉은 좌능직으로 바탕을 짜고 문양은 능조직 매수를 크

게 하고 위사를 길게 띄워 화문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짜임

을 사용하였다.

주 : 주(紬)는 일반적인 평견직의 총칭이며, 전반적으로 조선

시대 주을 제직함에 있어서 제직상의 변화는 거의 없어 보인다

(민길자, 2000). 조선시대 견직물 중에서 명주가 제일 많은데,

이는 임란과 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은 후에 국토가 극도로

황폐화되고 경제사정도 어려워져 끊임없이 제직 금지령, 사치

금지령, 무역 금지령, 사직 금지령이 내려졌고, 비교적 제직이

간단한 문양이 없는 주로 제직하도록 권장되었기 때문이다(임

현주, 2003; 장현주, 1999). 

관청소속 직조기관인 상의원에서 매우 섬세한 주를 제직했

다는 16~17C 문헌적 고찰에서 미루어 평견직물의 제직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장현주, 1999), 실의 품질에 따라

Fig. 1. 화문단. 장의(깃)(동래 정씨(17C) 묘 경기도 여주군(1992)출토).

Fig. 2. 화 문능. 대렴금(길)(동래 정씨(17C) 묘 경기도 여주군(1992)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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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세주(細紬)로 나누어진다. 주는, Fig. 3(a)과 같이 중등품

이나 하등품의 견사를 사용하였으므로 잔털이 많고 실의 길이

가 짧아 연결부위가 자주 나타나며, 경사와 우사가 성글고 직

각으로 반듯하게 교차되지 않고 교차점의 공간도 일정하지 않

아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였다(조효숙, 2003; 김주영, 2003). 세

주의 경우는 Fig. 3(b)과 같이 비교적 균일한 실의 굵기와 높

은 경위사 밀도로 구성되어 있다. 

출토복식을 살펴보면, 주로 안감용으로 주을 많이 사용하였

고, 문양이 있는 경우에 문주라고 표현하였으며 문주 가운데에

서도 저고리·치마·포 등의 겉감용으로는 화문주를 많이 사

용하였다. Fig. 4과 같이 화문주는 평조직 바탕에 능직으로 문

양을 표현하여 제직한 경우가 많았다. 

사와 라 : 익직물은 지경사와 익경사로 구성된 두가닥의 경

사가 교차하면서 위사와 얽혀 공간이 많고 거즈상의 구조를 가

진 조직물로서 사(紗)와 라(羅)가 익직물에 포함된다(김성련,

2005; Collier·Tortora, 1997). 

사라는 용어는 ‘실이 적다’라는 의미에서 혹은 체그물에서

유래한 사라는 문자에서 변화하여 사용되었다고 할 만큼 견직

물 중에서 가볍고 얇은 직물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전통직물 중

가장 종류가 많은 직물로 색과 문양이 다른 갑사의 이름이

200여종 가까이 조사되었다(이정인, 1999). 대체로 사라고 불리

는 직물은 경사 2본을 일조로 하는 익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두 경사가 위사 사이에 서로 교차하여 조직되어 그 교차한 곳

에 틈이 만들어져 투공효과가 생긴다. 두께가 얇아 여름용 의

복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화문이 나타난 염습구류 중에서 세

가지 형태의 구의가 있는데, 모두 사조직 직물로 되어 있는 것

이 독특하다. 조선시대에 문사( 紗)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직

물로 여겨 혼례의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점(장현주,

1993)을 미루어 볼 때 염습 후 관위를 화려한 문사직물로 덮은

것은 시신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구의로 사

용된 Fig. 5(a)와 (b)의 경우, 문양은 평직이고 바탕은 2경 꼬

임의 익조직으로 이루어진 짜임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라는 위사 3올 이상마다 익경사가 얽혀가는 익조직

을 말하며, 경사 가닥수에 따라 2경·3경·4경 문라 조직으로

나타낸다. 조직이 그물처럼 성기어 대체로 가볍고 얇으며 성근

투공 직물이며, 우리나라에서 라가 문헌에 기록된 때는 삼국시

대부터이다(민길자, 2000; 임현주, 2003). 통일신라시대 때에 라

가 복식금제에 포함되어 각종 복식사용에 제한을 받을 만큼 많

이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에 특히 널리 사용되던 직물이었다

(장현주, 1999). 조선시대가 되면서 3경, 4경과 같은 비교적 복

잡한 문라(紋羅)조직은 쇠퇴하고 2경문라조직도 대부분 사에 흡

수되어 항라조직만 남게 되었다(장현주·권영숙, 1993; 장현주,

199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있는 전통직물 중

의 하나이며, 일본에서 4경이 익경된 라가 복원되고 있다(이정

인, 1999). 조선 16~17세기 화문직물 가운데 문라직물은 한 점

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Fig. 6(a)와 (b)처럼 문라 중 2경 문

라 직물은 일반적으로 바탕을 3·1여직( 織)으로 문양을 사

직 혹은 평직으로 제직하는 짜임을 하고 있다(이정인, 1999).

직금단(織金鍛) : 직금은 여러 조직의 바탕에 금사와 색사를

이용하여 문양을 나타낸 중조직 직물이며 제직방법은 일반적으

 

 

Fig. 3. 주 조직.

Fig. 4. 화문주. 누비배자(탐릉군(17C) 경기도 용인(1981) 출토).

Fig. 5. 화문사. 구의 (양천 허씨(17C)묘. 경기도 일영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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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사가 견사와 함께 제직되어 직물 전체 퍼져 있는 직금(織

錦)과 부분적으로만 사용되는 장금(粧錦)으로 나뉠 수 있다. 또

한 금사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서 주로 사용된 방법은, 얇은 종이 위에 금을 얇게 입힌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가늘게 잘라 직물 위에 직입하는 Fig. 7(a)와

같은 편금사(片金絲)와 심으로 견사를 이용하고 그 표면에 금

사나 은사를 돌아가며 감은 Fig. 7(b)의 연금사(撚金絲)의 두

종류가 있었다(심연옥, 1998; 장현주, 1999; 이정인, 1999). 직

금종류의 직물은 고려시대에 가장 발달하였고 편금사는 고려시

대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연금사는 조선시대 중·후기가 되면

서 금사 제직기술이 한층 발달하여 그 사용이 증가하였다(장현

주, 1999).

화문이 나타난 직금단 직물은 주자직 바탕에 금사와 색사를

사용하여 위부직 또는 능직으로 문양을 나타내었고, 편금사로

직금하므로 경위사 굵기 차이가 3~5배까지 났으며, 조선후기로

갈수록 경사 굵기에 비하여 위사가 훨씬 굵어졌다(장현주,

1999). 

직금단은 대체로 16~17C 출토직물 가운데 여성용 저고리에

서 나타나고 있으며, Fig. 8의 경우처럼 바탕조직은 경주자직으

로, 문양조직은 굵은 위사로 짜여진 주자직으로 제직된 단직물

에 직금되어 보다 화려하게 표현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다른 조

직에 비하여 촉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화려한 단조직에 직금되

는 경우가 많았다. 

3.2. 화문의 배치구도와 특징

화문의 전개방법 : 일반적으로 전개방식 구도에서 모티브가

상하, 좌우, 사선으로 연속해서 배열되어 있을 때, 직선으로 전

개될 경우에는 정적인 느낌을, 곡선으로 전개된 경우에는 완만

한 리듬감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화문직물의 전개구도 가운데

직선적 라인 구도를 수평적 배열과 수직적 배열로, 혹은 규칙

적인 산개형 구도와 불규칙적인 산재형 구도로 화문직물을 분

류하였다. 특히 산개형의 경우에는 당초와 화문이 연결된 경우

가 많아 따로 구분지어 당초형이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

사한 16~17세기 화문직물에서 나타난 화문의 전개방법을 살펴

보면 Table 3과 같다. 즉 직선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당초를

이용하여 곡선적인 리듬감을 추구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당초형이 약 58%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 산

개형과 산재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꽃과 당초의 조합으로 직물 표면을 가득 메우는 당초

형은 Fig. 9(a)처럼 특정한 꽃 주변에 바람이 부는 형태를 수

평적 배열로 전개되면서 정적인 안정감을 부여하였다. Fig. 9(b)

는 당초줄기가 뻗어나가는 대로 꽃이 만발하게 피는 형태를 수

직적인 배열로 나타내어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형상처럼 부드

러운 곡선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두 번

째, 일정한 면적으로 나뉘어 규칙적으로 꽃을 배열한 산개형으

로 대체로 Fig. 10처럼 화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여백과

화문의 조합을 수평적 배열로 표현한 예가 많았다. 조사한 조

선시대의 화문직물을 보면, 수평적인 전개방식이 많이 나타났

Fig. 6. 화문라. 겹저고리 (나주 정씨(16C)묘. 경기도 고양 출토).

Fig. 8. 화문 직금단·반회장 저고리(청주 한씨(16C)묘. 경기도 과천 출토).

Fig. 7. 직금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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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단순한 수평라인보다 당초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리듬감을

부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세 번째로 꽃잎이 마치 흩뿌려진

형태처럼 전개된 산재형의 수는 매우 적었으나, Fig. 11처럼 단

순한 꽃잎과 꽃들이 적절하게 배치되는 형식을 갖추었다. 전체

적으로 당초형과 산개형은 각 상하의 문양을 서로 마주보면서

도 조금씩 서로 어긋나게 배치되어 있어 보다 율동적인 리듬감

으로 표현되었다. 그리하여 문양 배치 경향을 볼 때, 당초형과

산개형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일정한 배열과 형식에 따라

문직물을 제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문의 반복 배열 형식 : 16~17세기의 화문직을 문양이 반

복되는 유형에 따라 Table 3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brick형(Fig.

12), half drop형(Fig. 13), 그리고 diamond형(Fig. 14)으로 구

분된다. 그중 brick형 이 84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래

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직조에 의한 규칙적인 배열방법에 따라

직물표면 전체를 채우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상하의 문양을

연결하면서 좌우 문양을 반씩 엇갈리게 이동시켜 연결한 half

drop형보다 벽돌을 쌓은 것처럼 상하의 문양을 반씩 이동시켜

각 문양을 배치한 brick형이 훨씬 많이 나타난 이유는 그 당시

문양을 배치하는 직조기술로 half drop형보다 brick형으로 제직

하는 게 비교적 쉬웠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사선에 의한 반복 패턴인, diamond형은 8점으로 그 수는 비

교적 적었지만, 이러한 패턴은 그 당시에 나타난 brick형의 예

보다 공간적인 여백뿐만 아니라 사선이 주는 역동성을 느끼게

하면서 상하좌우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4. 결 론

16~17세기 조선시대의 출토직물을 대상으로 화문직물의 직

물유형과 문양의 배치구도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화문 직물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단이 가장 많았으며 능,

주, 사, 직금단, 라의 순서로 다른 조직의 직물 수는 그 이전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조직

에 비하여 주자직인 단의 촉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나므로 고급

Table 3. 배열 방법에 따른 화문양의 유형

구분 화문의 전개방법 화문의 반복 배열 형식

유형 당초형(Arabesque) 산개형(Open order) 산재형(being Scattered) 브릭형(Brick shape) 하프 드롭형(Half-drop) 격자형(Daimond)

62 43 3 84 16 8

합계 108 108

   

Fig. 9. 당초형. Fig. 10. 산개형. Fig. 11. 산재형.

   

     

        Fig. 12. 브릭형.           .                 Fig. 13. 하프 드롭형         Fig. 14. 격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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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직물로 애용되었다. 또한 조선시대 중·후기로 가면서

단직물의 비중이 높아지며, 5매 주자직 사용에서 8매 주자직

사용이 늘어났다. 

2. 화문직물을 제직할 때 대체로 바탕조직과 문양조직을 다

르게 구성하여 문양을 뚜렷하게 나타내거나, 직물의 광택을 증

가시키기 위하여 경위사의 실 두께와 밀도를 달리하여 빛의 각

도에 따라 문양이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

하였다. 이는 음영의 효과에 의한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조형미

를 연출한 것으로 생각되며 출토직물에 나타나는 화문 직물에

서 이색 문직물보다는 단색 문직물이 많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화문직물의 문양 표현방법을 살펴보면, 당초문양을 사용하

여 부드러운 곡선을 살리고자 하였으며, 당초형은 화문 혹은 다

른 문양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직물전체를 가득 메우거나, 수

평적 혹은 수직적인 형상으로 뻗어나가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반복되는 문양의 배열 측면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brick형

의 배치가 많았다. 그리하여 우리조상들이 화문 직물을 제직할

때 일정한 형식과 배열에 의해 문양을 제직하였고 문양을 배치

할 때는 완만한 리듬감과 곡선미의 조형성을 부여하고자 했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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