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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s a documentary survey, field survey and textile's characteristics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Punggi Viscose Rayon. Punggi's textile industry grew as people migrated from Pyeongan Province in the 
1900s. Little is known regarding early production conditions, but documents show cottage industries in the 
1940s made union cloth using silk and rayon. The Punggi weaving industry peaked after the Korean War and 
declined in the late 1950s. Punggi rayon at that time was mainly used for lingerie or lining, with miliary or 
polka dot patterns. The industry regained momentum when the power loom was introduced in the 1960s. Ma- 
nufacturers also started weaving union cloth with synthetic fibers and rayon. In the 1990s, jacquard looms 
enabled the weaving of elaborately colored and patterned textiles for outer fabric that made Punggi rayon 
famous. Most Punggi rayon looms have developed in the order of manual handlooms, semiautomatic looms, 
Jokdapgi, to power looms. Looms equipped with dobbies or jacquard devices also changed from wooden do- 
bby looms to wooden jacquard looms and then to iron jacquard looms. Punggi Rayon currently has its own 
trademark and tag, but lacks specific regulations on the blending of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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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견은 비스코스 레이온(viscose rayon)이며, 이는 

재생된 셀룰로오스로부터 제조된 인조섬유로 목재 펄

프(pulp)나 면의 린터(linter)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섬

유이다. 풍기인견은 오랜 전통을 가진 경상북도 영주

시 풍기읍의 주요 특산물이다. 과거에는 강화도, 서울, 

부산 등 우리나라 곳곳에서 인견이 생산되었으나, 현

재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곳은 풍기뿐이다. 풍

기는 전국 인견직물 80% 이상을 공급하는 국내 최대 

인견섬유의 생산지이며(Lee, 2017) 인견에 대한 다양

한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및 풍기인견의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풍기인견이라는 직물에 대한 자료

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으며, 풍기인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리학

적, 경제학적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Oh(1979)는 인삼, 

사과와 함께 풍기의 인견산업의 발달 과정을 고찰하

였고, Lee(1993)는 일제강점기 풍기의 직조산업 전개

에 대하여 연구했다. Han(1997)은 한국 농촌 기업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풍기 직물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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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그리고 Lee(2017)는 풍기인견 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Heo 

(2016)는 경상북도 풍기인견 산업 산지의 가치 사슬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풍기인견의 역사와 변천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물

리적 특성, 문양, 그리고 직기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였

다. 문헌은 선행연구와 고문헌(세종실록지리지, 임
원경제지) 그리고 근현대의 신문자료(경향신문, 한

겨레, 매일경제, 동아일보, 연합뉴스, 경성일보)를 조

사하였다. 그리고 현지를 방문하여 풍기인견 산업 관

련 종사자 총 17인을 대상으로 풍기인견의 역사, 변천, 

시대별 사용 직기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중  6인을 심

층적으로 면담하였다(Table 1). 조사 과정 중 수집한 인

견은 시기별로 분류한 후 현미경 촬영을 하고 조직과 

실의 특성, 직물의 두께와 밀도 등을 정리하였다. 직기

는 현재 풍기에 현전하거나 사용했던 직기를 중심으

로 조작의 원동력과 구조에 따라 분류 후 시기별로 정

리하였다. 풍기인견의 현황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 자료

((사)풍기인견발전협의회 홈페이지, 풍기인견협동조합 

홈페이지), 자치단체 관계자 면담 그리고 선행연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고찰하였다.

II. 풍기직조업의성립배경

1. 조선시대

순흥면은 풍기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에 부군면 통폐합에 의해 순흥군, 풍기군, 영주군이 병

합되어 영주군 순흥면이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
實錄地理志)(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

에 따르면 경상도 순흥도호부에 대해 토의(土宜)(“토

의 [To-ui]”, n.d.)는 벼ㆍ기장ㆍ조ㆍ콩ㆍ보리ㆍ메밀ㆍ

뽕나무[桑]ㆍ삼[麻]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으

로 보아 예로부터 영주시 일대의 토질이 뽕과 삼을 심

는 데에 적합하여 천연직물산업이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예규지(倪圭志)｣(Seo, 

19C/2019)에는 19세기 영주지역인 풍기, 순흥, 영천장

에서 마포, 면포, 명주, 그리고 섬유원료인 면화와 잠사

(蠶絲)가 거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풍기군

의 호수는 1,300호였고 부업이나 겸업으로 직물을 짜

는 가구는 1,000호에 달하였다(Sakyejul Editorial Dep- 

artment, 1983). 그런데 경북 12개 군현의 전체 농가에 

대한 직물생산 농가 호수가 35% 정도인 것에 비해 풍

기의 직물생산 농가는 77%라는 것은 이곳이 직물의 

생산이 많았으며 직조의 전통이 있던 곳이었음을 증

명한다(Lee, 1993).

2. 근대

영주지역은 일본제국주의의 잠업장려정책으로 잠

전(蠶田)의 확장이 진행되었다(Lee, 1993). Tsuji(1931)

의 경북연선발전지(慶北沿線發展誌)에 따르면 영주, 

풍기에 1924년 <군기업조합(郡機業組合)>이 설치되어 

지역민에게 직물 관련 기술을 장려하고 지도하였다. 

1926년부터는 견포와 마포의 품질척도를 통일하고 원

료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도 알선하였는데(Tsuji, 1931), 

이것은 풍기의 직조업에는 부업이나 가내수공업의 형

태보다 더 발전된 직조 전문 수공업자들의 모임이 있

었고, 이 조합은 동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음을 

말해준다(Lee, 1993).

풍기의 직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주민의 유

입이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정
감록(鄭鑑錄)에 의하면 풍기는 이른바 ‘십승지지(十
勝之地)’의 첫 번째 피난처라고 기록되어 있어(Noh & 

Name Birth year and place Career Interview date

Yoon, Jung Dae 1923, Hwanghaedo Jang-yeon Daegwang Textile Founder 2018. 12. 10., 2019. 5. 14.

Yoon, Yong Chae 1944, Hamgyeongnamdo Anbyeon Sinyong Textile Founder 2019. 1. 14., 2019. 4. 11.

Yoon, Sun Hee 1962, Gyeong-gido Gimpo Sinwha Textile CEO 2019. 4. 11., 2019. 5. 14.

Heo, Young Lan 1965, Gyeongsangbukdo Punggi Daegwang Rayon CEO 2019. 5. 13., 2019. 5. 14.

Yang, Soon Ja 1944, Pyeong-anbugdo Yeongbyeon Seomoon Textile 2019. 5. 14.

Lee, Gyeong Nam 1949 Youngjin Lining CEO 2019. 6. 15.

Table 1. Interviewee's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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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1995/ 2011) 조선 말기부터 1950년 한국전쟁 사

이에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들 중에서 특히 

평안도 사람들이 고향에서 항라를 짜던 기술을 토대

로 명주를 짜기 시작했다. 1930년대 초에 평안북도 삭

주 출신인 김형석, 평양 출신인 김필주 등이 풍기 직물

업을 기업 형태로 발전시켰다(Song, 1987).

평안남도 평양 출신인 원경중은 1932년 풍기 성내

동에 제사 시설과 직기 10대로 직물공장을 가동하고 

점차 규모를 확장하였으나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

장의 가동률은 전시 동원 체제에 묶여 점점 낮아졌다

(Lee, 1993). 평남 덕천 출신의 송석홍도 26세 되던 해

인 1936년에 풍기에 정착하여 <풍기직물사>를 설립하

고 명주를 생산하였다(Lee, 1993).

위와 같이 풍기에서는 1930년경부터 이북 출신 사

업가들에 의해 공장형 직물업체가 설립되었고, 고향에

서의 직조경력을 살려 명주를 짜기 시작하였다. 이렇

듯 풍기의 잠재력과 외부인들의 발달된 직조기술이 

만나 직조업에 대한 기반이 성립하게 되었다.

III. 풍기인견의발달과정과
직물의종류

1. 우리나라 인견의 역사

1) 인견의 유입

우리나라에 인견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14년경으

로, 프랑스에서 수입되었다. 당시의 인견은 의복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장식품으로 이용되는 정도였다(Cen- 

tral Institute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1936). 그 

후 일본 인견공업의 발달과 함께 인견이 종류별로 개

량되면서 가격이 저렴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

기를 끌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Tanaka(1928)의 직물의 실제연구(織物の實際硏究)
에 의하면 1920년대에 견직물로 유명한 일본의 군마현 

기류[桐生]지역에서 광폭의 가공용 인견을 생산했으며, 

기류에서 생산된 직물은 일본뿐 아니라 인도, 조선, 유

럽, 호주, 중국 등으로 수출했었다. <Fig. 1>은 이 책에 

부착된 견본으로 명칭은 ‘レイロン廣巾(加工用)’, 즉 

레이온 광폭(가공용)으로 기재되어있다(Tanaka, 1928). 

<Fig. 2>는 현미경으로 확대 촬영한 것으로 실의 꼬임

이 없고, 조직은 평직으로 광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Central Institute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1936)의 보고에 의하면 기류에서 경사는 견사, 

위사는 인견사로 직조한 교직물인 문명금(文明錦)이 

1925년에 수입되었으며, 그해 가을에는 같은 교직물

인 고배직(高配織)이 들어와 엄청난 유행을 하며 고급 

가공 면포를 압도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다음 해인 

1926년 후쿠이[福井]지역에서 쌍인견직물(雙人絹織
物)인 문화견(文華絹)이 유입되었다고 한다. 문화견은 

경위사 모두 인견사로 직조한 직물이다(Joseon Cotton 

Yarn Textile Dealers Association, 1929).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 인견이 도입된 것은 1900년

대 초로 알려져 있으나 1800년대 후반에 도입된 것으

로 짐작되는 유물이 보고되었다. 경운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견과 인견의 교직(交織)으로 만든 저고리는 

1890년대의 것으로 개항기 초기에 수입된 옷감으로 

Fig. 1. Rayon sample produced
in Kiryu area.

Reprinted from Tanaka (1928). p. 16.

Fig. 2. Enlarged photograph
of rayon sample produced in Kiryu area.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Apri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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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있다(Kyungwoon Museum, 2013). 또한 네델

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치마는 1885년

에 기증받은 것으로 인견항라로 만든 홑치마라고 한다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2016). 

이 두 유물들은 우리나라에 인견이 수입된 시기가 

1800년대 후반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후 좀 더 명

확한 시기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인견사의 수입과 생산

193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견사가 생산

되지 않아서 원사는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하였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인견펄프의 수입이 억제되어 인

견사 및 스프사의 공급이 감소했다(Bae, 1993). 1939년

에  <(주)대일본방적> 청진공장이 설립되었고 <북선제

지>에서 펄프를 공급받아 인견사를 생산하였는데(Ko- 

rea Textile Association, 1943), 이 공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생섬유가 ‘실’로 생산된 곳이다(Korea Sci- 

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1993). <종연방적> 평

양공장에서는 갈대를 원료로 하여 스프사를 생산하였

다(Fukuoka, 2004).

해방 후 인견사 수입은 전혀 없다가 1948년부터 홍

콩, 일본, 그 외에는 이탈리아, 영국 등으로부터 수입하

게 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대규모 면방직공장이 

파괴되었고, 그나마 피해를 입지 않은 공장의 생산품

은 대부분 군납화되어 민수용 직물은 공급하지 못 하

였다. 이런 상황으로 인견사는 면 대체용으로써 한국

전쟁 중 가장 많이 수입되는 상품이었다(Cha, 2002).

대한민국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

환으로 <(주)흥한화학섬유>를 비스코스 레이온 공장

으로 선정하여 1967년 11월에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

러나 설립 초기부터 경영이 부실하여 여러 차례 경영

진과 상호가 바뀌었다. 1976년 <원진산업>에서 인수

하여 상호를 <원진레이온>으로 변경하였으며(“源進
産業 [Wonjin industrial co.]”, 1976) 노후화된 시설의 생

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황화탄소가 작업장 내부에 많

이 유출되면서 250여 명의 직업병 환자가 발생했다(Jang, 

1993). 이러한 이유로 1994년 <원진레이온>은 폐업을 

하고 방사기, 직기 등 생산설비 모두를 중국으로 매각

하였다(Park, 1994).

3) 인견 직조업의 시작

우리나라에서 인견이 최초로 제직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중반 이후이다. 견직물을 생산하던 <대창직

물>(서울)에서 시험적으로 몇 대의 직기를 설치하고 

인견을 생산하였다. 이후 1932년 11월 염색 가공 설비

를 갖춘 <조선직물>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인견생산에 

돌입하였고, 종래의 직물공장은 대부분 인견의 생산으

로 전환하거나 인견의 생산과 병행하였다(Bae, 1993). 

순수 인견만을 전문적으로 직조한 최초의 공장은 1935년 

강화도에 설립한 <조양방직>이었다.

부산 또한 주요 인견 생산지 중의 한 곳이었다. 한국

전쟁 중 부산의 대규모 공장이 군수공장으로 전환되어 

민수품 생산이 줄어들었고(Gyeongnam Yearbook Com- 

pilation Committee, 1955) 부족한 민수용 직물은 주로 

중소 직물업자들이 생산하였는데 이들이 사용한 면사

는 대부분 일본 수입품이었다. 그러나 1955년 일본 면

사의 수입이 완전 금지되자 원료난에 봉착했고 대체 

직물인 인견이 많이 생산되었다(Cha, 2002). 그리고 

1953년까지 서울, 경기지역의 시설 복구 지연도 부산

지역의 생산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Korea 

Development Bank's Investigation Research Department, 

1960).

인견의 소비가 증가하고 농촌직물업이 개량되어감

에 따라 소폭 인견교직물(人絹交織物)의 생산이 증가

하였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1932년과 1934년에 

의하면 1932년부터 소폭 인견교직물의 통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순인견직물은 대부분이 공장 생산품이며, 

인견교직물 광폭물은 공장 생산품, 소폭물은 대부분 

농촌직물업 생산품이라고 한다. 강화도와 평안남도의 

경우 1930년 중반 이후에 이르면 면과 인견교직물의 

생산이 전체 직물생산액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Joseon Product Survey Research Association, 1936; Pyong- 

yang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943). 이렇듯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인견

교직물이 제직되었지만 현재 그 유물은 찾아보기 힘

들다. 

2. 풍기인견의 발달

1) 풍기지역의 인견 사용 시작(1930년대)

1930년대는 인견이 고급 직물로 전국적으로 유행한 

시기이나 당시 풍기에서 인견을 제직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1938년 동아일보의 내용에 

의하면 풍기의 여공들이 인견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



풍기인견에 관한 연구

– 895 –

었으며, 이에 대해 ‘옷차림이 너무도 도에 지나치다’라

고 하였다(“動員된五百婦女曝陽下 [The mobilized 500 

female employees]”, 1938). 이는 풍기에서의 인견이 통

용된 사실을 알 수 있는 한 예이다.

2) 인견 직조업 시작(광복 이후~1967년)

(1) 광복 이후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직조업의 성행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전시 비상 체제하에서 

누에고치와 명주실이 군수산업의 목적으로 공출 대상

이었고 그로 인해 풍기의 견직업이 쇠퇴일로에 있었

다. 그 결과 1945년에는 풍기의 명주산업이 가내수공

업 수준으로 전락하여 5가구에서 10대의 직기를 운영

하는데 불과하였다(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1995).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풍기 직물산업

은 급격히 확장되어 1946년까지 1년 사이에 직물업체 

수는 6배, 직기 수는 25배 증가하였고, 그 이후 1951년

까지의 5년 사이에 직물업체 수와 직기 수는 또 다시 

각각 4배와 12배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풍기 직물산업

이 견직물 생산에서 인견직물 생산으로 전환되었다

(Han, 1997). 풍기지역에 전기가 유입되는 1968년에는 

직물업체 수가 반으로 줄었는데 동력직기의 유입으로 

수직기의 수가 줄어들었으리라 짐작된다(Table 2).

전쟁 중에도 풍기 직물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

유는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직물공장이 파괴되

었지만 풍기는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는 직물산업이 침체된다. 대구, 부

산,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산업 시설이 복구되면서 대규

모 직물업체들이 동력직기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고품질의 직물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풍기

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수직기와 석유 발동기를 이

용한 소규모 직물업체 위주였으며, 다른 지역 직물업체

의 나일론 생산은 풍기지역의 직물산업을 더욱 침체

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풍

기의 직물업체 수가 1951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는 

것을 <Table 2>를 통해 알 수 있다(Han, 1997).

(2) 인견교직물의 직조

초기의 인견사는 강도, 신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위사로만 사용되다가 품질이 안정화된 후, 경위사 100% 

인견직물이 가능하게 되었다(Kim, 2003).

<Fig. 3>은 Joseon Textile Association(1941)에 부착되

어 있는 견본으로 경위사 모두 견사와 인견사를 사용

한 교직격자직(交織格子織)이다. 부인의 상의, 또는 남

자 와이셔츠용으로 시직을 한 것이다.

풍기에서도 1940년대 인견사와 천연섬유사 교직물

의 직조 사실이 확인되었다. 1946년 가을에 풍기로 이

주하여 1947년 <대광직물>을 창업한 윤정대(1923년

생)와의 2019년 5월 14일 면담에 의하면 풍기에 도착

했을 당시 그보다 먼저 직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견

과 인견의 교직물을 직조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견

사를 날실로 쓰고 인견사를 씨실로 사용하여 직조했

으며 가내에서 소규모로 제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1932년, 1934년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순인

견직물은 대부분 공장 생산품이고 인견교직 광폭물은 

공장에서 생산을 했고, 소폭물은 대부분 농촌직물업 

생산품이었다는 내용(Bae, 1993)과 일치한다.

(3) 속옷, 안감용 인견의 직조

이 시기는 풍기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으로, 주로 속

Year 1934 1938 1945 1946 1951 1968

Number of textile companies 1 2 5 30 120 69

Number of looms 15 70 10 250 3,000 -

Adapted from Han (1997). p. 11.

Table 2. The number of textile companies and the number of looms per year in Punggi

Fig. 3. Checked union cloth sample. 
Reprinted from Joseon Textile Association (1941).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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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나 양복의 안감용 인견이 생산되었다. 속옷용 인

견의 무늬는 땡땡이, 좁쌀 등으로 도비직기를 이용하

여 제직한 간단한 무늬였다. <신용직물> 윤용채(1944년

생)에 의하면 안감용 인견은 3매 능직이었으며 직접 

염색한 실을 사용하여 세로 줄무늬를 넣어 짜기도 했

다. 세로줄의 간격은 보통 2cm였으며 바지허리 안감용 

인견은 가는 줄무늬를 넣어 직조하였고, 소매 안감용 

인견은 굵은 줄무늬를 넣어 짰다고 한다.

① 평직 인견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의 인견으로 인견생산 초기

인 194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생산되고 있으며 의

류, 이불, 소품 등 다용도로 쓰이고 있다. 풍기에서는 평

직을 ‘민평직’, ‘민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Table 3①).

② 땡땡이 인견

땡땡이 인견<Table 3②>은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초기의 형태를 유지하며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대표

적인 인견의 무늬이다. 소비자들에게도 가장 많이 알

려진 무늬인데 연속의 작은 점무늬가 인견의 특성인 

광택과 부드러운 질감을 잘 나타내 준다. 색상은 주로 

흰색으로 사용되며 속옷용, 여름용 이불에 주로 쓰이

고 있다. 

③ 좁쌀무늬 인견

좁쌀무늬 인견<Table 3③>은 1965년에 윤용채가 최

초로 도안한 무늬로 <Fig. 4>는 그가 직접 그린 조직도

이다. 평직 바탕에 무늬는 변형평직으로 기존의 땡땡

이 무늬보다 더 작은 무늬이며, 이 조직이 인기를 많이 

끌게 되자 풍기의 다른 업체에서도 모방하여 짜기 시

작했다. 땡땡이 인견의 매끄러움은 유지하며 무늬가 

작아져서 눈에 띄지 않아 다양한 용도로 두루 쓸 수 있

으며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다. 좁쌀무늬 인견에 추가 

가공을 하여 촉감과 기능성을 향상시킨 곰보주름 인

견<Table 5⑤>이 의류용으로 쓰이고 있다.

④ 안감용 날염 인견

양장용 안감은 1960년대 말까지 36inch의 좁은 폭으

로 제직되었다. <Table 3④>는 1960년대 중반에 풍기

에서 제직된 36inch의 안감용 날염 인견이다. 이 날염 인

견은 <영진안감> 이경남(1949년생)이 제공한 것이며, 

이 직물은 경위사 모두 100% 인견으로 촉감이 좋아 인

Name Characteristic (warp × weft) Picture Enlargement Pattern

① Plain
rayon

Diameter of thread 0.22 × 0.20mm

None
Density 45 × 36cm

Thickness 0.17mm

Weaving type Plain

② Polka dot
rayon

Diameter of thread 0.27 × 0.26mm

Density 28 × 27cm

Thickness 0.27mm

Weaving type
Ground-plain

Pattern-modified plain

③ Miliary
rayon

Diameter of thread 0.30 × 0.32mm

Density 28 × 29cm

Thickness 0.20mm

Weaving type
Ground-plain

Pattern-modified plain

④
Printed
rayon

for lining

Diameter of thread 0.19 × 0.23mm

Density 62 × 27cm

Thickness 0.19mm

Weaving type 3/1 twill

Illustrated and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June).

Table 3. Rayon for underwear and 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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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있었던 원단으로 원래는 검은색 민무늬로 제직

하였다가 판매량이 저조하여 무늬를 찍은 것이라고 

한다.

3) 동력 도입에 따른 인견의 다양화(1967~1995년)

풍기지역 직물업은 1960년대 말부터 동력직기로의 

대거 전환을 시작한다. 1970년대 초부터는 내수는 물

론 수출 하청도 시작해 풍기인견의 명성을 되찾기 시작

하였다(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1995). 윤정

대에 따르면 그는 1978년 중소기업 차관자금을 받아 

이태리 철제 쟈카드 32대를 들여와 풍기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철제 쟈카드직기는 54inch 직물을 

짤 수 있는 광폭직기였다.

(1) 합성섬유사와 인견사 교직물

윤용채와의 2019년 4월 11일 면담에 따르면 1960년

대에 들어서면서 합성섬유와 인견의 교직물이 나타났

다고 한다. 주로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교직을 짰으

며, 폴리에스터사나 나일론사와 인견사의 교직을 했

다. 이 시기에는 교직은 품질이 낮다고 여겨 선호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산 레이온 스프사를 위사로 넣어서 

짠 직물도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

<Table 4①>은 <서문직물> 양순자(1944년생)의 소

장 직물이며 30여 년 전에 풍기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 경위사의 단면을 전자주사현미경으로 관찰한 결

과 경사의 단면<Fig. 5>은 꼭지점이 둥그스름한 삼각

형의 형태로 나일론66 단면과 비슷한 형태였고, 위사

의 단면<Fig. 6>은 아세테이트 단면과 유사하여 나일

론과 아세테이트의 교직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1990년대 이전 풍기에서는 인견 40%, 아세테이

트 30%, 나일론 30%의 비율로 제품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Kim, 2001) 이 시기에 직조된 직물로 추정된다. 

100% 인견사의 단면<Fig. 7>은 윤곽이 불규칙한 꽃모

양이다(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5).

이처럼 1990년 이전에는 풍기에서 인견사 이외의 섬

유를 사용하여 인견의 무늬로 제직한 직물이 생산되

기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풍기에서

는 인견에 타 섬유를 혼방하거나 교직하는 것을 꺼리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 다른 섬유와의 교직이 

행해졌던 것은 새로운 섬유가 도입되었을 때 자연스

Fig. 5. Warp cross section of a 
cloth presumed to be synthetic 

fiber and rayon's union.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June 2).

Fig. 6. Weft cross section of a 
cloth presumed to be synthetic 

fiber and rayon's union.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June 2).

Fig. 7. Cross section of
100% rayon.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June 2).

Fig. 4. Miliary pattern's initial organizational chart
1965 Yoon, Yong Chae design.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Januar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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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시도해 보게 되는 직조 발달 과정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왕(王)’자 무늬 인견

1978년에 풍기에 최초로 철제 쟈카드직기가 도입

되어 크고 정교한 무늬를 짤 수 있게 되었다. ‘왕(王)’자 

무늬 인견<Table 4②>은 쟈카드직기로 제직된 것이며 

이 직기가 도입되었을 당시부터 생산되었고 현재까지

도 수요가 많은 원단이다. ‘수(壽)’자를 시문한 인견으

로 풍기에서는 ‘왕(王)’자 무늬라고 부른다. ‘왕(王)’자 

무늬 외에도 새, 구름, 꽃, 업체의 상표 등의 무늬가 들

어간 인견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3) 안감용 민무늬 인견

안감 인견<Table 4③>‒<Table 4④>은 1970년대에 

풍기에서 제직된 것으로 폭은 27inch와 44inch이다. 경

위사는 100% 인견이며 생지(生地)로 먼저 짠 다음 염

색을 한 것이다.

(4) 안감용 쟈카드 인견

안감용 쟈카드 인견<Table 4⑤>은 <대광인견>에서 

1980년대 초에 54inch의 광폭 쟈카드직기로 생산한 것

이다. 바탕은 3매 능직(좌능)이고 무늬는 변형능직이다. 

안감 인견의 폭은 27inch, 36inch, 44inch, 54inch, 75inch

의 순으로 점차 넓어졌다.

4) 겉감용 개발에 따른 인견의 대유행(1995년~현재)

(1) 겉감용 인견의 개발과 발전

풍기에서는 1995년 무렵부터 인견을 겉감용으로 개

발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등장한 신생 업체들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 세대에게 어필 가능한 제품을 

Name Characteristic (warp × weft) Picture Enlargement Pattern

①
Union fabrics 
with synthetic 
fiber and rayon

Diameter of thread 0.20 × 0.25mm

Density 40 × 28cm

Thickness 0.11mm

Weaving type
Ground-plain

Pattern-modified plain

② 王 pattern
rayon

Diameter of thread 0.22 × 0.18mm

Density 49 × 27cm

Thickness 0.28mm

Weaving type
Ground-plain

Pattern-modified plain

③ Plain lining 
rayon 1

Diameter of thread 0.21 × 0.21mm

None
Density 58 × 30cm

Thickness 0.18mm

Weaving type 3/1 twill

④ Plain lining 
rayon 2

Diameter of thread 0.17 × 0.27mm

None
Density 42 × 30cm

Thickness 0.10mm

Weaving type Plain

⑤ Jacquard lining 
rayon

Diameter of thread 0.24 × 0.28mm

Density 50 × 32cm

Thickness 0.17mm

Weaving type
Ground-3/1 twill

Pattern-modified twill

Illustrated and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June).

Table 4. Rayon after the introduction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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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견을 각종 합성섬유와 혼방하여 기

능성, 심미성을 향상시켰다.

(2) 겉감용 인견의 무늬와 조직

① 요루 인견

요루[よる, 縒るㆍ撚る]는 일본어로 실이나 끈 따위

를 꼰다는 뜻이다(“よる [Yoru]”, n.d.). 실을 꼬아서 가

공 후 주름이 지게 만든 직물을 요루라고 한다. 현재 요

루는 108inch 폭의 평직으로 제직한다. 경사는 꼬지 않

고 위사만 2400~2500TM 정도의 꼬임을 준 실을 사용

한다. 직조 후 호발(糊拔)을 하기 위해 따뜻한 물에 담

글 때 가로 방향으로 크게 수축하며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긴다. 요루 가공 후에는 요철이 생겨 폭이 55~60inch 

정도로 크게 줄고 더욱 시원한 느낌을 내게 된다. <Ta- 

ble 5①>‒<Table 5②>는 요루 인견의 가공 전과 후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공 전 뻣뻣한 느낌에서 가공 후 찰

랑거리며 부드러운 느낌으로 변하였다.

② 꽃무늬 인견

1990년대에 중반부터는 색사를 구입하여 제직을 시

작하였다. <대광인견>에서는 색사를 이용한 다양한 직

물을 시도하였는데, <Table 5③>의 직물이 한 예이다.

③ 체크무늬 인견

<대광직물>에서는 색사를 활용한 체크무늬 인견을 

겉감용으로 생산하였고 1996년에는 특허청에 의장등

록을 하였다. <Table 5④>는 <대광직물>이 1996년 의

장등록을 한 체크무늬 인견이다. <Fig. 8>과 <Table 5

④>의 동그라미 부분은 ‘바람구멍’이라고 하며 통기

성을 향상시키고 시각적으로도 타 업체와의 인견을 

구분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④ 곰보주름 인견

곰보주름<Table 5⑤>은 좁쌀무늬 인견<Table 3③>

에 주름 가공을 한 것으로 착용 시 구김이 잘 생기는 인

견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⑤ 치르멘 인견

풍기인견의 치르멘<Table 5⑥>은 지리멘[crepe , 縮
緬, ちりめん]을 말하며 지리멘은 날실에 생실, 씨실에 

강한 꼬임을 준 생실을 사용하여 정련에 의해 주름을 

나타내는 직물 또는 이에 유사한 직물을 뜻한다(“지리

멘 [Crepe]”, n.d.).

⑥ 시폰 인견

시폰(Chiffon)은 가볍고 얇은 견직물을 말한다. 최

근에는 원단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견 대신 견 느낌을 살

려서 합성섬유로 제직하기도 한다(“시폰 [Chiffon]”, 

n.d.). 주로 여성용 의류에 쓰이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 

<Table 5⑦>은 경위사에 모두 강한 꼬임을 준 인견사

를 사용하여 찰랑거리는 실크의 느낌을 낸 시폰 인견

이다.

⑦ 스판 인견

스판 인견<Table 5⑧>은 인견 54%, 폴리에스터 42%, 

스판덱스 4%의 혼방이며 가로 방향으로 신축성이 좋다.

⑧ 다이마루 인견

다이마루 인견<Table 5⑨>은 인견 96%, 스판덱스 

4%의 혼방이다. 편물로 짜여져 신축성이 매우 좋으며 

촉감이 매끄럽고 흡습성이 뛰어나 속옷이나 실내복, 

운동복 등에 적합하다.

의류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인견업체에서는 심미성

과 기능성 향상을 위해서 인견과 타 섬유의 혼방을 필

수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풍기에서는 인견과 

Fig. 8. Daegwang textile's design notice
of a checked rayon (1997). 

Reprinted from Yoon (1997). 
https://doi.org/10.8080/3019960018229.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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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haracteristic (warp × weft) Picture Enlargement Pattern

①
Yoru rayon: 

before 
processing

Diameter of thread 0.24 × 0.14mm

None
Density 32 × 25cm

Thickness 0.24mm

Weaving type plain

②
Yoru rayon: 

after 
processing

Diameter of thread 0.28 × 0.15mm

None
Density 38 × 32cm

Thickness 0.71mm

Weaving type plain

③ Flower
rayon

Diameter of thread 0.23 × 0.29mm

Density 52 × 29cm

Thickness 0.24mm

Weaving type
Ground-plain

Pattern-modified plain

④ Check
rayon

Diameter of thread 0.22 × 0.28mm

Density 51 × 30cm

Thickness 0.29mm

Weaving type twill

⑤
Gombo 
wrinkle
rayon

Diameter of thread 0.26 × 0.30mm

Density 31 × 32cm

Thickness 0.25mm

Weaving type
Ground-plain

Pattern-modified plain

⑥ Crepe
rayon

Diameter of thread 0.26 × 0.18mm

Density 34 × 36cm

Thickness 0.20mm

Weaving type Plain

⑦ Chiffon
rayon 

Diameter of thread 0.21 × 0.21mm

Density 37 × 28cm

Thickness 0.24mm

Weaving type Plain

⑧ Span
rayon

Diameter of thread 0.22 × 0.34mm

Density 44 × 28cm

Thickness 0.30mm

Weaving type Plain

⑨ Knitted
rayon

Diameter of thread 0.21mm

None
Density -

Thickness 0.42mm

Weaving type Knit

Illustrated and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June).

Table 5. Rayon for clothes from 1995 to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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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섬유의 혼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소비자들 또한 

100% 인견만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3. 풍기지역의 직기

직기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

재하며, 직기의 구조ㆍ조작방법ㆍ직기재료ㆍ직물소

재ㆍ직물조직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직물 생산지에서 사용하는 직기의 명칭은 동일 

직기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많으며 동일 

지역에서도 명칭을 달리 부르는 경우도 있다. 본 장에

서는 풍기지역의 직조 관계자들이 언급하는 직기를 

수직기, 역직기, 문직기로 나누어서 정리하고자 하며 

직기 분류 방식 Pyeon(2018)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1) 수직기(手織機)

수직기는 전 과정을 직조자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직조하는 유형의 직기이다. 요기형, 수동식, 반자동식, 

족답기의 4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요기형(腰機形) 수직기: 전통베틀

우리나라 전통베틀은 요기형 수직기에 속하는 직기

이다. 잉앗대[綜絖]를 끌신에 연결하여 개구를 벌리며, 

직조자의 허리를 움직이며 작동하는 구조이다. <Fig. 9>

는 경북지역의 전통베틀 사진으로 현전하는 직기의 형

태와 구조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풍기지역에서도 이

러한 베틀을 사용하였으리라 짐작은 하지만 직조 관련

자들과의 면담 결과 풍기에서는 직접 전통베틀을 이용

하여 직조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북한 이주민들에 의해 개량직기가 유입된 후 

명주산업에서 인견산업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통베틀이 사라지고 개량직

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 수동식 수직기: 족답형 수직기

수동식 수직기의 형태는 현재 서천지역에서 사용하

고 있는 개량베틀<Fig. 10>의 형태이며,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직기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Department of Ancient Cult- 

ural Heritage of The Baekje Culture Foundation, 2016)

이러한 수동식 수직기를 풍기에서는 ‘수족기’라고 

칭하는데, 윤용채는 요기형 수직기인 전통베틀의 다

음 발전 단계로 수족기를 말했다. 수족기는 손과 발을 

이용하여 제직하는 직기로, 손 수(手)자와 발 족(足)자

를 써서 수족기라고 하며 당시의 명주의 폭에 맞춰 만

들었기 때문에 직기의 폭이 좁고, 답판을 밟아도 소리

가 나지 않는 작은 직기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수족기

에 밧탄장치를 달면 족닥기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수

족기는 수동식 수직기를 뜻한다. 풍기지역에서는 답

판을 ‘발대’로 부르기도 한다.

(3) 반자동식 수직기: 밧탄직기

반자동식 수직기는 종광의 조작과 바디를 치는 동

작은 손으로 하나 북을 개구(開口)에 넣는 동작은 반자

Fig. 9. A loom of Daegu in the 1890s.
Reprinted from Daegu Jung-gu Downtown
Regeneration & Culture Foundation (2010)

http://www.djdrcf.or.kr
Fig. 10. Renovated loom in Seocheon region.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8, Novemb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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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작동하는 밧탄장치<Fig. 11>를 설치한 직기이

다(Park & Kim, 2017). 이러한 밧탄직기는 전통베틀이

나 수동식 수직기에 비해 직기 조작이 간단하여 직조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량이 2배 정도 증가되며 넓은 

폭의 직조를 혼자서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밧

탄직기는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오랜 기간 사용된 것

으로 짐작된다. <Fig. 12>는 1910년대 경북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밧탄직기로 밧탄장치를 개량화된 직기 기

대에 설치하였으며, 1940년대 풍기지역에서 사용했던 

직기를 복원한 <Fig. 13>의 수직기에도 밧탄장치가 부

착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풍기지역에서는 밧탄직기를 ‘족닥기’ 혹은 ‘쪽딱

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북이 왕복운동을 하며 부딪

히며 내는 소리를 본 따 만들어진 명칭이라고 한다. 그

러나 ‘족닥기’와 발음이 비슷한 ‘족답기’를 ‘족닥기’와 

동일한 직기로 칭하는 면담자들과 연구자들이 많았

다. 윤용채는 수족기에 밧탄장치를 달면 ‘족닥기’가 되

고, ‘족답기’와 ‘족닥기’는 다른 형태의 직기로 풍기지

역에서 ‘족닥기’는 1930년대에 이미 사용이 되었으며, 

‘족답기’는 1960년대에 유입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지

역에서는 이 밧탄직기를 ‘똑딱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Park & Kim, 2017).

Lee(1993)는 1920년대 풍기지역에 개량된 목제 수

직기가 도입되고, 1940년대에 이규호가 목제 족답기

를 제작하였으며, 이 직기들은 당시에 일본에서 도입

된 북 등의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 베틀의 2~2.5배

로 평가되었다는 내용을 서술하며 ‘개량된 목제 수직

기’와 ‘목제 족답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목제 

족답기가 베틀의 2~2.5배 생산 성능을 가졌다는 부분

을 Kwon(1980)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이 직기는 밧탄

직기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도입된 북 등의 부품은  <Fig. 11>의 밧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풍기지역에서는 밧탄직기

에 대한 명칭으로 족닥기와 수족기를 구분하지 않고 

족닥기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 외에도 족답

기, 수직기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풍기지역에서의 밧탄직기는 1930년대 초반부터 1960년

대까지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족답기

족답기는 직조자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답판을 밟

으면 개구, 북침, 바디침의 3가지 운동이 연동되면서 

직조에 필요한 직기 조작이 모두 이루어지는 직기로 

수직기 중 가장 발달된 직기이며, 역직기로 변환되는 

과도기적 직기이다(Pyeon, 2018).

<Fig. 14>는 윤용채에 의해 복원된 1960년대 풍기의 

철제 족답기이다. 2019년 1월 14일 윤용채와의 면담에 

의하면 풍기지역에는 족답기가 1960년대 유입되었으

며, 역 앞에 위치한 곳에 4대, 동부동에 위치한 곳에 

6대를 놓고 제직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런데 족답

기가 족닥기에 비해 답판을 밟는 힘이 많이 들었기 때

문에 족답기가 더 이상 증설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제직을 담당하였었

고, 남성 노동력의 공급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한

Fig. 11. Image of operating
the Japanese battan device.

Reprinted from Maeda (1992).
p. 193

Fig. 12. Battan loom in the 
Gyeongbook province.
Reprinted from Kim (2005).

p. 107

Fig. 13. A restored battan device on a 
manual loom Punggi rayon exhibition 

hall, Punggi, Korea.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8, Decemb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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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곧이어 1960년대 후반에 풍기지역으로 전기가 들

어오면서 기존의 직기에 모터를 달아 동력직기로 사

용하거나 폐기 후 새로운 동력직기로 교체했다고 한

다. 이러한 상황으로 풍기에서는 족답기가 다른 직기 

종류에 비해 사용기간이 짧아 10여 년만 사용되었다.

2) 역직기

(1) 셔틀직기

역직기는 직조의 과정이 동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형의 직기이다. 풍기에서는 전기가 유입되는 1960년

대 후반 역직기가 도입되면서 동력시대를 열게 된다. 

역직기에 대해 ‘동력직기’와 ‘동력기’라는 두 가지 명

칭을 사용하고 있다. 풍기지역의 역직기 초기 형태는 

셔틀직기이다. 목제 틀에 철제 부속기기를 부착하여 

짧은 기간 반자동화 직기로 제직을 하다가 완전 철제

직기를 사용하게 되었다(Kim, 2001).

(2) 셔틀리스직기

풍기지역에서 최첨단 직기로의 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제트직기의 일종인 워터제트직기를 도입하

는 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 <Fig. 15>은 에어제트직

기를 보유한 <신화직물> 공장 내부 사진이며 윤선희

에 의하면 현재 풍기지역의 에어제트직기는 대부분 

벨기에의 <피카놀(Picanol)사(社)>의 제품을 쓰고 있

다고 한다.

3) 문직기(紋織機)

(1) 다종광다섭기(多綜纊多躡機)

풍기지역에서는 목도비기가 도입되기 전부터 여러 

개의 답판이 부착된 직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조직과 

무늬의 인견을 직조하였다. 윤정대는 목도비가 나오기 

전에 인견을 짜던 사람들이 8개 답판이 달린 직기를 사

용해서 간단한 무늬를 직조했었다고 설명하였다. 예

전에 직기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고 답판 연결 부분만 

남아있는 부속을 본 적이 있는데, 5개 답판용으로 5매 

주자직인 실크공단을 직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

하였다.

Song(1987)의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답판  8개를 

이용하여 은방견을 직조하였는데, 은방견은 명주 숙사

로 짰으며 폭이 명주보다 갑절 이상이나 넓었고, 간단

한 기하학무늬가 놓인 고급 옷감이었다고 한다. 풍기지

역 인견 관련 면담자들은 ‘은방견’이 아닌 ‘은반견’이

라 표현했으며, 양순자는 “1970년대에 흰색의 바둑무

늬 은반을 짜기도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내용

들로 미루어 볼 때, 풍기에서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

대까지 다종광다섭기를 써서 은반견을 직조했던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은반견은 가로, 세로 0.5cm 정도의 

정사각형이 바둑판 모양으로 반복되며, 각각의 정사각

형 안에는 능직의 능선이 각도를 달리하여 엇갈리게 

직조되어서 빛에 반사되면 반짝이는 호화로운 질감과 

분위기를 주는 직물이다(Lee, 1999).

(2) 도비기

도비는 여러 개의 종광을 이용하여 무늬를 직조하

는 장치로 직선의 형태나 점을 이용한 작은 단위무늬

를 낼 수 있다. 풍기지역에 도비기가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에 대해 Song(1987)은 영주⋅영풍향토지 상에서 

평안도에서 이주한 이응두가 1948년경 강화도에 가서 

개량식 베틀 7대에 빔 1대, 기술자를 들여왔다고 하였

Fig. 15. Shinhwa textiles factory facilities.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 14).

Fig. 14. Yoon, Yong Chae demonstrating
on a restored Jokdapgi.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Januar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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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당시에 들여온 직기는 두 발로 발대를 번갈아 누

르고 두 손으로 바디집과 북 줄을 당겨야하는 수직기

로, 머리 쪽 양편에 무늬판이 날개처럼 달려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발로 발대를 번갈아 

누른다는 부분은 직기의 답판을 이용하여 종광을 움직

인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두 손으로 바디를 당기고 북 

줄을 당긴다는 표현은 밧탄장치를 설치한 직기를 설

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머리 쪽 양편에 무

늬판이 날개처럼 달려있다는 것은 도비장치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직기는 풍기에

서 칭하는 수족기에 밧탄장치를 설치한 족닥기이며 

이 족닥기 위에 도비장치를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6>은 현재 <풍기인견홍보전시관>에 전시되

어 있는 직기이다. 1940년대의 풍기인견 직기를 당시

의 직물업계 원로들의 고증에 의해 <신용직물> 윤용

채가 복원한 것이며, 안내문에는 ‘수직기’라고 적혀있

다. 그러나 이 직기를 복원한 윤용채에 의하면 이 직기

는 수족기 위에 목도비장치를 설치한 목도비기이다. 

풍기지역에서는 목제로 만든 도비장치를 ‘목도비’라

고 부르며, 또한 이 목도비가 설치된 직기를 수직기로 

칭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Fig. 17>은 현재 <신용직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

비기로 <스타코마[津田駒]사> 직기 위에 <야마다도

비[山田ドビ―]사> 도비장치를 얹어 사용하고 있다. 

<Fig. 18>은 <신화직물>의 도비기로 <피카놀(Picanol)

사> 직기에 <스타브리(Staubli)사> 도비를 설치한 것

이다.

(3) 쟈카드기

쟈카드장치는 경사를 한 올 한 올 단독으로 들어 올

려 경사에 변화가 많은 무늬를 직조할 수 있는 장치로 

도비장치에 비하여 크고 복잡한 무늬 제직이 가능하

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부터 풍기에서는 목쟈카드

기로 보다 복잡하고 화려한 새, 꽃, 구름 등의 무늬를 

직조하게 되었다.

윤용채에 의하면 목쟈카드장치를 답판이 하나인 수

직기에 올린 목쟈카드기가 1950년대까지 사용되었지

만, 답판이 2개인 수직기에 비해 힘과 시간이 많이 소

요되어 답판 2개인 직기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답판이 

하나인 수직기 위에 설치된 목쟈카드기가 풍기에는 

현존하지 않으나  <Fig. 19>의 목쟈카드기와 같은 구조

를 가졌다고 한다.

윤용채와의 면담에 따르면 <Fig. 20>은 풍기지역에 

소재했던 송국용의 <풍용직물> 공장 내부 사진이며 

1959년경에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사진의 좌측 동그

라미 부분은 쟈카드기에서만 볼 수 있는 통사종광장

치로써 이 직기는 목쟈카드기이다. 또 사진에서는 반

대편 직기의 구조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그의 증언

에 따르면 목도비기였다고 한다.

목제에 이어 철제 쟈카드장치가 풍기에 도입된 때

는 1978년이다. <대광직물>의 윤정대가 이탈리아산 

철제 쟈카드기 32대를 마련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목

쟈카드기보다 큰 무늬를 직조하게 되었고 그간 소폭 

Fig. 16. Restored manual loom.
Punggi rayon exhibition hall,

Punggi, Korea.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8, December 10).

Fig. 17. Iron dobby device.
Shinhwa textiles,
Punggi, Korea.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January 14).

Fig. 18. State of the art dobby 
device. Shinhwa textiles,

Punggi, Korea.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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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만 제직하던 풍기에서 54inch 대폭(大幅) 직물을 

생산하게 되면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그리고 철제 쟈카드기는 목쟈카드기와 달리 철쟈카드

가 아닌 그냥 쟈카드로 불리고 있으며, 일부 면담자는 

목도비기와 목쟈카드기를 수직기로 통칭하고, 철제 

쟈카드기만 쟈카드기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Fig. 

21>는 셔틀직기에 올라간 철제 쟈카드장치이며, <Fig. 

22>은 첨단 직기에 첨단 쟈카드를 올린 모습이다.

IV. 풍기인견의현황

1. 풍기인견의 현황

현재 풍기에는 인견사와 사가공 업체가 전무하며, 

제직과 판매를 주로하고 두 분야를 겸하는 기업도 있

다(Lee, 2017). 그러나 원단의 생산부터 의류 완제품의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디자이너 등의 

Fig. 21. Iron jacquard device.
Silk road, Punggi, Korea.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 14). 

Fig. 22. State of the art jacquard device.
Silk road, Punggi, Korea.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 14). 

Fig. 19. Wooden jacquard device (left) and
the treadles for the wooden jacquard device (right).

Textile museum Yukari, Gunma, Japan.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6, October 20).

Fig. 20. Inside the Pungyong textile 
factory, 1959. 

Adapted from Kim (2001).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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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을 두어 운영하는 업체는 소수이다. 업종별

로는 제직준비 4개, 제직 20개, 염색 2개, 봉제 7개, 판

매 24개의 업체가 있다. 원사의 연간 사용량 및 수급량

은 제조업 25개사를 통틀어 1,254.5톤에 달하며 전량 

수입을 하고 있다. 인견 제조기업 중 66.7%의 기업은 

지역조합을 통한 공동 구매 형태로, 22.2%는 대행업체 

의뢰, 11.1%는 개인무역으로 인견 원사 전량을 중국에

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원사 종류는 인견필라멘트

가 100%이다(Lee, 2017).

2. 풍기인견 관련 기관

영주시와 인견업체는 2007년 <(사)풍기인견발전협

의회>를 구성하여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 공동 브랜드 

개발 등에 힘을 써왔다(Park, 2007). 2019년 현재까지 

12년 연속 특산 명품 웰빙 인증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

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Fig. 23>을 등록

하며 인견의 산지로 입지를 굳혔다(Punggi Viscose Ra- 

yon Development Association [PRDA], n.d.). 지리적 표

시제(“지리적표시제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n.d.)로 등록한 ‘풍기인견’의 명칭과 상표는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은 생산 주체, 제직 및 편직 설비, 공장 등이 모두 영주

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생산한 원단에 한하고, 국내에

서 가공(염색, 봉제 등 포함)되어 자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라벨(label)<Fig. 

24>‒<Fig. 25>, 택(tag) 사용<Fig. 26>‒<Fig. 27>, 문구 사

용 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사)풍기인견발전협의회>

에서는 타 섬유와의 혼방에 대한 세부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015년 1월 <풍기인견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공동 

생산, 공동 마케팅, 공동 판매를 함으로써 조합 회원사

들의 원가 절감, 경쟁력 확보, 매출 증대에 힘쓰고 있다.

<Fig. 28>은 <풍기인견협동조합>의 로고이며 사용 

자격은 조합의 정⋅준조합원, 조합원이 생산한 원단을 

구매한 업체와 정조합원의 OEM 업체, 그리고 정⋅준

조합원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업체이다. <Fig. 

29①>은 조합사 인증택, <Fig. 29②>는 조합사 원단 인

증택이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풍기인견이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부터 

현재까지의 변천 과정을 직물, 직기, 문양에 중점을 두

어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풍기는 조선시대부터 마, 견 등의 직물 직조가 활발

히 이루어졌다. 1900년대에는 평안도에서 이주해 온 사

람들에 의해 직물 직조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인견 직조는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

  

Fig. 23.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Punggi rayon 

- (Korea patent No. 
44-0000142).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 14).

Fig. 24.
Punggi rayon 

label for 
clothing. 

Reprinted from 
PRDA (n.d.).
http://www.
prda.or.kr

Fig. 25.
Punggi rayon

label for bedding.
Reprinted from PRDA (n.d.). 

http://www.prda.or.kr 

Fig. 26. Product tag,
front and back.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 14). 

Fig. 27.
Textile tag,

front and back.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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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지만, 이때는 일본산 인견사를 수입하여 직조

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인견사를 만든 것은 1939년부

터이다. 처음 인견사가 개발되었을 때는 위사로만 사

용되다가, 실의 품질이 안정화되면서 경위사 모두 인

견사를 쓴 100% 인견이 직조된다.

풍기의 초기 인견 직조에 관한 상황은 현재 파악되

지 않으나 1940년대 중반에 가내수공업 형태로 경사

에 견사, 위사에 인견사를 쓴 교직물을 직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풍기의 직물업은 여러 차

례 변화를 맞는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타 지역에 비해 

공장 시설이 덜 파괴되어 직물업이 한때 전성기를 맞

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는 타 지역에 비해 동력직기

의 도입이 늦어져 직물업이 쇠퇴하게 된다. 이 시기에 

직조된 인견은 주로 속옷이나 안감용으로 좁쌀이나 

땡땡이와 같은 간단한 무늬였다. 풍기의 인견업은 

1960년대 후반 동력직기의 도입으로 활기를 찾기 시

작하였으며, 100% 인견뿐만 아니라 인견사와 합성섬

유의 교직물도 직조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쟈카

드직기를 이용한 다양한 색과 무늬의 겉감용 인견을 

직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풍기인견이 더욱 유행하

게 되었다.

풍기지역의 직기는 전통베틀부터 사용되었을 것이

지만 본 연구에서는 밧탄장치를 설치한 반자동식 수

직기부터 확인되었다. 직기는 서로 다른 형태가 공존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동식 수직기(풍기 명칭 ‘수족

기’)→반자동 수직기(풍기 명칭 ‘족닥기’)→족답기→

역직기 순으로 발전하고 문직장치가 설치된 직기의 

경우에는 목도비→목쟈카드→철제 쟈카드 순으로 바

뀐다. 풍기의 직물 변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직기

는 크게 족닥기→목도비→목쟈카드→철제 쟈카드로 

변화한다. 족닥기로는 무늬가 없는 평직을 주로 직조

하고, 목도비로는 땡땡이나 좁쌀 같은 작은 무늬를 직

조하였으며, 목쟈카드로 새, 꽃, 구름 등 곡선 형태의 

무늬를 직조하였으며, 철제 쟈카드로는 보다 크고 화

려한 무늬의 원단을 직조하였다.

풍기인견의 상표권 보호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특

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였고 이를 사

용할 수 있는 제품은 생산 주체, 제직 및 편직 설비, 공

장 등이 모두 영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생산한 원단

에 한하고 있으나, 섬유의 혼방에 대한 세부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상으로 풍기인견의 발생배경부터 현재의 상황까

지 알아보았으며 오랜 전통을 가진 풍기인견이 앞으

로도 그 명성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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