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산, 모시를 짜다

한산은 비단강으로 불리는 금강을 가운데 두고 군산과 마주 보고 있다. 이승소가 “산 

열리고 들 넓으니 푸른 하늘 나지막한데, 말 놓고 돌아오니 낮 닭 우는 소리 들린다. 

맑은 시냇물 흰 비단 펼쳐놓은 듯, 멀리 별포로 통해 흐르고, 밭두둑 수놓은 듯 착잡

하여 긴 방죽에 둘렀구나”라고 노래한 이곳에서,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한산 모시가 

생산된다.

지정번호 14.

한산모시짜기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의 모시짜기.

전통기술

한산모시짜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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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처럼 흰 모시

저포(苧佈), 저마포(苧麻佈) 등으로 불리는 모시는 모시나무가지를 

꺾어 그 껍질을 벗긴 것을 재료로 한다. 통일신라 경문왕(재위 861∼

875) 때 당나라에 보낸 기록으로 보아 외국과의 교역품으로 이용되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계림유사』에 고려 방언으로 ‘저왈모시배

(苧曰毛施背)’라 하여 오늘날 모시라는 이명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모시옷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

겨 입었던 옷이라 한다. 비단 우리나라뿐이었을까. 앞서 보았듯 신라 

때는 당나라에 모시를 보냈고, 고려 때에는 원나라가 모시를 선호하

여 수출을 요구해온 기록도 남아있다. 

그 외에도 고려 인종 원년(1123) 사신으로 왔던 송나라 사람 서긍이 

보고 들은 풍물을 쓴 『고려도경』에 모시에 대한 여러 기록이 남아 있다.

모시는백옥처럼희고맑아결백을상징하고윗사람이입어도의젓함이

나타나며,백저포로는상복을삼았다.(……)임금도서민들과마찬가지

로흰모시옷으로평상복을입었다.

모시의 생산 지역은 삼베가 전국에서 고르게 생산되는 것과 달리 

충청남도의 부여를 비롯한 서천, 정산, 홍산, 비인, 임천, 남포를 이

르는 저산팔읍과 전라도 일부였다. 그중에서도 충청도의 여덟 고을은 

모시가 많이 나고 모시 거래가 활발한 곳이라서 저산팔읍이라는 이름

이 붙었다. 특히 모시 중에서 고급 옷감은 한산 지역에서 나는 가는 

모시(세모시)를 들 수 있다. 

한산의 아낙네들 모시를 짜다

“진안의담배밭,전주의생강밭,임천과한산의모시밭,안동과예안의

왕골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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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 세모시는 『택리지』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한산 세모시, 즉 한산 모시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지역에서 만드

는 모시로, 이 지역은 여름 평균 기온이 높으며 해풍으로 인해 습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시가 잘 자라서 품질이 우수

하다. 이 때문에 한산모시는 모시의 대명사로 불리어왔다. 더욱이 한

산 모시는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기로 유명하여 ‘밥그릇 하나에 모시 

한 필이 다 들어간다’라는 말이 생길 만큼 결이 가늘고 고운 것이 특징

이다.

지금도 한산 지역에는 한산모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알려 주는 

전설이 남아있다. 신라 때 한 노인이 건지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유

달리 깨끗하고 늠름한 산초가 있어 껍질을 벗겨 보니 그 껍질이 늘씬

하고 보들보들하였다 한다. 이것으로 실을 뽑아 베를 짰는데 이것이 

한산 모시의 시초라 한다. 

이렇듯 한산 지역의 모시짜기는 모시풀이라는 자연 재료를 이용하

여 전통 베틀에서 전통 방법에 따라 모시 옷감을 짜는 기술을 말한다. 

모시짜기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이끄는 가내 작업인데 어머니가 딸 또

는 며느리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한다. 

가볍고 시원한 모시천이 되기까지 그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먼저 베어 낸 모싯대를 물에 적시고 말리기를 여러 번 해야 하고, 그

런 다음에는 낱낱이 손톱으로 뜯고 앞니로 물어서 모시올을 가늘게 째

야 한다. 이 올의 굵기에 따라 모시를 재는 단위인 ‘새’가 정해지는데 

한 가닥에서 몇 올이나 나왔는가에 따라 일곱새에서 보름새까지가 있

고 숫자가 높을수록 공정이 어렵고 천이 얇아지므로 상품으로 친다. 

이 모시올을 다시 무릎에 문질러 꼬아야 하니 한산의 아낙네들은 

손톱이며 무릎이 남아나지를 않았다. 거기에 몇 과정을 더해서 실을 

완성하고 난 뒤에도 정작 천을 짜는 어렵고 까다로운 공정이 기다리

고 있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을 잊으려고 한산의 아낙네들은 베를 짜

면서 이런 소리들을 읊조렸다.

하늘에다베틀놓고

구름잡아잉아걸고

올공졸공짜노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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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고마한시누이가

그베짜서뭐할라요

서울가신자네오빠

강남도포해줄라네

한산모시짜기(모시실 감기) 

방연옥 보유자

•사진출처: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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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한산모시가 화폐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조

선시대에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에게 모시짜기는 

소득의 주된 원천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여러 직물이 도입되면서 모시는 인기를 

잃었으며 아울러 모시 짜는 여성의 수도 감소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

부는 한산모시짜기 기술을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이 전통기술의 전승

을 위해 한산 모시짜기를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었다.

한산모시 제사·제직 과정의 1대 보유자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짜기(모시실 감기) 

방연옥 보유자 

•사진출처: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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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리에 사는 문정옥이다. 그 뒤 문정옥으로부터 모시 짜기를 배운 

방연옥이 모시 짜기 전 과정을 습득하며 2000년 8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외 충청남도

에서 대략 500여 명이 모시짜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한산에 있는 한산모시짜기전수관은 주요한 기술 훈련과 교육장

소이다.

더불어 충청남도 서천군은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부각시키고 

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6월 ‘한산모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

다. 1989년 처음 시작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1998년 제9회 대회

를 맞아 전국 18대 관광문화제, 충청남도 3대 문화제로 선정되었다. 이

에 따라 원래는 저산문화제였던 명칭을 한산모시문화제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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