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 번의 손길을 거쳐  

태어난 종이

매년 11월에서 1월경 닥나무를 베어내 하루 동안 증기로 찌고 닥껍질을 벗겨내면 흑

피가 된다. ‘피닥’이라고 부르는 껍질은 빳빳하게 될 때까지 볕에 말렸다가 다시 물에 

불리면 속껍질만 벗겨낼 수 있다. ‘백닥’이라고 불리는 속껍질은 옅은 황색을 띈다.

말린 메밀대와 콩대 줄기를 태워 우려낸 잿물에 백닥을 삶아 새하얗게 되도록 잡티를 

긁어낸다. 새하얗게 삶아진 백닥을 짓이겨 흐물흐물한 반죽으로 만든 후 백닥 반죽을 

맑은 물에 풀고 닥풀뿌리로 쑨 풀을 첨가해 걸쭉하게 만들면 ‘종이물’이 된다.

이 물을 세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 번갈아 흘려보내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종이결

을 얽히게 만든다. 특히 두 장의 습지를 하나로 합쳐 합지를 만들기 때문에 종이가 더

욱 질기고 강해진다. 이렇게 떠낸 종이를 400~500장 쌓아두고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 

물을 뺀 뒤 젖은 종이를 펴고 비로 쓸어가면서 천천히 고르게 말린다.

지루하게 느껴질 법한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한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듯 한지는 정성을 녹여낸 종이이다.

지정번호 117.

한지장 |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

전통기술

한지장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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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 사용하다

종이를 발견하기 전, 인간은 죽간이나 목간을 주로 사용하였다. 종

이의 기원에 대한 연대와 장소는 분명하지 않으나 기원전 2,500년경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피루스(Papyrus)라는 식물 내피를 가공하여 종이

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식물성 섬유를 종이의 단계로 만

드는 초보적인 단계로 종이의 기원으로는 엄밀히 보기 어렵다.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사용하는 동안 동양에서는 문자를 표기하

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재들, 예를 들어 소나 돼지의 뼈, 거북의 

등껍질, 청동 그릇, 나무판자, 얇은 대나무판, 판석 등을 사용했다. 

중국에서는 상고시대 때 거북이의 껍질이나 죽간, 목간, 비단 위에 

글씨를 쓰고 기록하였으나 서한시대(기원전 206~기원후 224)에 이르

러 마포(식물인 마)의 원료로 식물성 섬유종이를 만들어 사용했다. 『후

한서』의 「채륜전」에 “채륜이 인피 섬유와 마 등의 식물섬유를 원료로 

하여 종이를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한시대 고분이 

발굴되면서 이보다 150~200년 앞서 종이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나오

고 있다.

중국에서는 채륜이 황제에게 종이의 제조 과정을 보고한 이후 종이

를 문서 표기의 대중적인 소재로 사용하도록 결정했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 이후 당, 송 시대에 와서 종이 제조기술이 향상되어 품종과 품

질이 다양해지고 명대에 이르러 선덕 연간에 ‘선지’가 제조되기에 이

른다. 그 후 청대에는 종이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좋은 질의 종이

가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한지’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순수한 한국 종이를 일본의 화지

(和紙), 중국의 당지(唐紙), 서양의 양지(洋紙)와 구분하여 칭하는 말

이다. 제지술이 우리나라에 언제 도입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개 중국과 일본 문헌을 통해 삼국시대라고 알려지고 있다. 『고려사』

에 종이와 관계되는 짤막한 문장이 군데군데 있고, 백제 고이왕 52년

(285)에 천자문과 논어를 일본에 전해 준 사실과 고구려 영양왕 21년

(310)에 담징이 일본에 제지술을 전해주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

시 초지법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종이는 예로부터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큼 명성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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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했다. 송나라 손목(孫穆)이 지은 『계림지(鷄林志)』에는 “고려의 닥종

이는 윤택이 나고 흰 빛이 아름다워서 백추지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고반여사(考槃余事)』에는 “고려 종이는 누에고치 솜으로 만들어져 종

이 색깔은 비단같이 희고 질기기는 마치 비단과 같은데 글자를 쓰면 

먹물을 잘 빨아들여 종이에 대한 애착심이 솟구친다. 이런 종이는 중

국에는 없는 우수한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이는 신라시대에 제조된 『무

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석가탑을 창건할 당시인 신라 경덕왕 10년

(751)에 그 안에 넣어 봉해졌으니 적어도 1200여년을 넘는 오랜 역사

를 견뎌냈다. 이 종이는 중국에서 말하는 ‘백추지’로 여겨지는데, 삼국

시대에는 이 같은 백추지가 주류를 이뤘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지’로 

불리는 ‘견지(繭紙)’, ‘아청지(鵝靑紙)’ 등이 중국에서도 최고급지로 평

가 받았다. 특히 이 고려지는 질기기로 유명하여 중국에서는 고려피

지(高麗皮紙)라는 별칭으로도 불렀다.

이 같은 고려 종이의 명성은 조선으로 이어져 한지가 중국과의 외

교 필수품이 되기도 했다. 한지의 질이 명주와 같이 정밀해서 중국인

편지를 쓰는 데 사용하는 종이(서간지)

조선,27.8×49.2㎝,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출처:국립중앙박물관

편지를쓰는데사용하는종이이다.

직사각형의색지위에붉은선으로

일정한간격을만들어편지를쓸수

있도록하였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통일신라,국보126-6호,

길이620㎝(전체),너비약8㎝,

불교중앙박물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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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것을 비단 섬유로 만든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한

지가 중국과의 외교에서 조공품으로 많이 강요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세종 때 조지서(造紙署)를 두고 종이를 생산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고, ‘상화지(霜華紙)’, ‘백면지(白棉紙)’ 등이 유명했

다. 조선 영조 때 서명웅(1716~1787)이 지은 『보만재총서』에는 “송나

라 사람들이 여러 나라 종이의 품질을 논하면 반드시 고려지를 최고

로 쳤다. 우리나라의 종이가 가장 질겨서 방망이로 두드리는 작업을 

거치면 더욱 고르고 매끄러웠던 것인데 다른 나라 종이는 그렇지 못

하다”라고 적고 있어 한국 종이의 우수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종이가 대량 수입됐고 해방 후에는 

양지가 점차 대중지의 위치를 차지해 버렸다.

천년을 견디다

“견오백 지천년”이라는 말이 있다. 500년을 가는 비단에 비해 한지

는 그 곱절에 해당하는 1,000년을 견딘다는 뜻이다. 한지는 닥나무와 

황촉규(黃蜀葵, 닥풀)를 주재료로 하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장인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닥나무를 베고, 찌고, 삶고, 말리고, 

벗기고, 다시 삶고, 두들기고, 고르게 섞고, 뜨고, 말리는 아흔 아홉 

번의 손질을 거친 후 마지막 사람이 백 번째로 만진다 하여 옛사람들

은 한지를 ‘백지(百紙)’라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한지는 일본의 화지(和紙), 중국의 선지(宣紙)와 구별된

다. 세 나라 간의 종이는 사용 원료도 구별된다. 한지는 닥나무 껍질

로 만들어 질기고 자연스러운 반면, 화지는 일본산 닥나무 껍질로 만

드는데 조직이 치밀하고 매끄러우며, 선지는 중국 닥나무 껍질, 섬유

와 볏짚 등으로 만들어 거칠고 약하다. 한지가 우수한 것은 우리나라 

닥나무를 비롯한 재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질적으로 나은 데다 종이 

제조방식이 껍질을 벗겨 닥섬유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지페스티벌에서도 한지의 우수

성이 드러났다. 한지로 만들어진 갖가지 등이 파리 볼로뉴 숲을 밝히

던 중 갑자기 비가 내렸지만 우리의 전통 한지로 만든 등은 불이 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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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또한 한지는 질기고, 보온성과 통풍성이 아주 우수하다. 바람을 잘 

통하게 해주고 습기를 빨아들이고 내뿜는 성질이 있어 건조되었을 때 

찢어지지 않고 보관성이 좋아서 수명이 오래 간다. 오죽 질기고 튼튼

했으면 이 종이로 삿갓이며 항아리 등을 만들었겠는가.

이 같이 손이 많은 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을 바로 ‘한지장(韓紙匠)’이

라 부른다. 오늘날 한지제작은 생산원가와 제작공정의 편의로 닥나무 

껍질 대신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펄프를 사용하기도 하고, 황

촉규 대신 화학약품인 팜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전

통한지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을 위해 한지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

정하였다. 

“좋은종이는사람보다오래살지만,좋은사람의손끝에서나와야오래

살수있다.”

한지장고(故)장용훈

종이 항아리

전체높이57㎝,입지름31㎝,

바닥지름31.5㎝,

국립민속박물관소장.

•사진출처:국립민속박물관

마른음식물을담아저장하는종이로

만든용기.두꺼운한지를여러겹발

라제작한것으로,표면에칠을하였

으며,군데군데종이를붙인흔적이

있다.

종이 갓

높이14.5㎝,지름75㎝,

국립민속박물관소장.

•사진출처:국립민속박물관

댓살을둥글게엮은후,한지를바르

고기름을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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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기능보유자 고(故) 장용훈은 전라

남도 장성군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이 발발한 17살 무렵부터 한지를 

뜨기 시작했다. 한지 뜨는 일은 조부인 장경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00여 년 전 겨울 농한기 때 질 좋은 닥나무를 거둬 한지를 만들기 시

작한 조부와 그 조부를 따라 한지를 만드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으신 

부친 장세권에 이어 3대째 한지 제작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제는 장용

훈의 아들인 장성우까지 4대째 이어오고 있다. 

또 다른 보유자로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이어

온 홍춘수 보유자의 기술은 맏사위인 노정훈이 전수받아 대를 잇고 

있다. 장용훈과 홍춘수 보유자는 아버지 때부터 시작하여 백 년 넘게 

인연을 맺은 특별한 사이로도 알려져 있다.

한지장 고(故) 장용훈 

(물질하기)

•사진출처:국립무형유산원

한지장 홍춘수 보유자

(바탕 자리에 내리기)

•사진출처:한국문화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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