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문 초 록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8, No.1, March 2015, pp.96~131

Copyrightⓒ2015,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주제어   한지, 닥섬유, 지류문화재, UNESCO 세계기록유산, 문화유산

접수일자  2015. 02. 25  ●  심사일자  2015. 02. 25  ●  게재확정일자  2015. 03. 02

한지는 우리의 옛 선조들의 뛰어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오늘날에도 그 가치와 기술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는 그 시대의 장인정신과 축적된 기술, 한지제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조건인 닥섬유와 물과 햇빛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이고 보존성

이 우수한 천연자숙제 및 점질물 등이 잘 어우러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지는 닥나무 껍질(楮皮)을 가공하여 손으로 만든 종이를 

일컫는 것으로 조선 말엽 일본을 통하여 서양식 기계로 제조한 종이가 생산되면서 그간의 종이는 한지라 하고 서양의 종이를 양지라 

구분하여 부른다. 한지는 재료 및 초지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사용되어져 왔으며, 그 기능 또한 다양하게 활용되어져 왔다. 또한 

한지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동양 3국(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독특하고 우수한 품질로 각광을 받아왔고, 오늘

날 한지 특유의 우수한 보존성으로 수많은 국가지정 지류문화재들이 지금까지 잘 전승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

한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한국은 모두 11건이 등재되었는데 그 중 전통한지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은 8건으로 『훈민정음, 조선

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난중일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한지의 우수한 보존과학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사업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한지에 대한 분석기술과 제조

기술개발, 복원기술연구 등을 통하여 우리 전통한지에 대한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재입증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의 

하나로써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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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 고유의 한지는 주로 닥나무와 닥풀로 만드는데, 

그 품질이 매우 좋아 국내·외 이름이 높아 세계에서 가장 

보존성이 우수한 중성지로 유명하다. ‘종이’라는 말은 본래 

저피楮皮에서 나온 말로 저피가 조비 � 조해 � 종이로 변하

였다. 한지를 만드는 데는 크게 닥나무와 닥풀이 필요한데 

닥나무(Broussonetia kazinoki)는 뽕나무에 속하는 낙엽

성 관목이며, 한지를 만드는 데는 길이 2~3m 정도의 일년

생 가지가 좋다.1 

전통한지를 초지할 때 비섬유상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으로 알칼리성 용액(초본류의 식물성 재)을 가해 높은 온

도로 가열하여 원료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섬유상 물질들

을 가용성물질로 변화시켜 순수한 섬유소만을 추출해 초

지해 왔다. 닥섬유는 상당히 안정된 물질이어서 산류酸類에 

대해서는 다소 약하지만 알칼리류에 대해서는 강하기 때

문에 증해蒸解시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더라도 닥섬유는 그

다지 손상되지 않고 다만 함유되어 있는 비섬유상 물질들

이 용출될 수 있는 것이다.2

닥풀(황촉규 : Hibiscusmanihot L.)은 아욱과에 속하

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뿌리부분의 끈끈한 점액성분을 이용

하여 종이 만들 때 분산제로 사용하는데 지통에서 섬유가 

빨리 가라앉지 않고, 물속에 골고루 퍼지게 하여 섬유의 접

착이 잘되도록 도와준다. 또한 발에서 물 빠지는 속도를 조

절함으로써 종이의 질을 고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닥풀의 농도가 낮으면 종이를 뜰 때 물 빠짐이 빨라 두꺼운 

종이가 만들어 지고, 농도가 높으면 물 빠짐이 느려 얇은 

종이가 된다.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는 서기 105년 중국 후한시대 

채륜蔡倫이 나무껍질, 마, 창포, 어망 등 식물 섬유를 원료

로 만들어 최초로 종이를 만들었다는 설이 대두되다가 채

륜시대 이전의 서사재료들이 발견되면서 채륜이 종이를 개

량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종이 만드는 

기술이 전해진 시기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3세기, 4세기말, 

6세기~7세기 등 다양한 기원들이 있으나 6세기에 신라에서 

많은 유학생과 승려가 당으로 유학을 가는 등 교류가 많아 

먹, 붓, 종이 만드는 법 등이 전해왔고 담징이 610년 일본에 

채색, 종이, 먹 등을 전해주었던 시기이며, 불국사 석가탑에

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

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두루마리가 발견됨으로써 이것은 석가

탑을 창건할 때 넣은 것으로 종이 만드는 기술이 그 이전부

터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3

아울러 우리는 문화의 발달과 함께 문화적 배경과 역

사 그리고 지적 활동의 자취를 회고할 수 있는 각종 문화재

를 가지고 있는데4, 한지로 만들어진 지류문화재는 「쓰고」,

「보존한다」는 용도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 국

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 3,755건으

로 그 중 동산문화재가 1,544건이며, 이 중 지류문화재가 대

부분인 전적류와 서적류가 총 685건으로써 이는 전체 동산

문화재의 44%에 해당된다(2014년 12월 현재)(표 1).5 이와 

같이 많은 지류문화재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잘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는 후손들의 보존과 관리 등의 노력 외에 한

지의 재질 안정성 등 우수한 보존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진정으로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란 

말이 진리로 통할 수 있도록 우리 전통한지에 대한 정체성

正體性을 회복하여 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원료 확충과 전통

초지기법에 대한 전승유지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1 정동찬·유창영·홍현선·윤용현, 2002, 『겨레과학인 우리공예』, 민속원, p.41.

2 정동찬·유창영·홍현선·윤용현·신영순, 1995, 『전통과학기술조사연구(Ⅲ) -한지-』, 국립중앙과학 학술 총서 9 pp.99~129.

3 정동찬·유창영· 홍현선·윤용현, 2002, 『겨레과학인 우리공예』, 민속원, pp.41~44.

4 최광남, 1986, 「지류문화재의 보존」 『文化財』 제19권, 국립문화재연구소.

5 문화재청 행정포털 정책정보, http://portal.e-heritage.go.kr/site/pag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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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한지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인 한지韓紙는 우리나라에 자생

하는 닥나무(楮, Broussoneia kazinoki Sieb) 수피의 인피섬

유(靭皮, bast fiber)를 물에 분산시킨 후 대나무 발을 이용

하여 전통 흘림뜨기 초지방법에 따라 뜬 수록지手漉紙를 말

한다.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는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

와는 달리 장섬유 특유의 길고 강하며, 윤기와 탄력이 있어 

으뜸 원료로 손꼽힌다. 종이라는 말은 본래 저피에서 나온 

말로 저피가 조비 � 조해 � 종이로 변하였다. 한지를 만드는 

주원료는 닥나무, 닥풀(황촉규 뿌리), 잿물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닥나무(Broussoneia kazinoki)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 관목으로, 한지를 만드는데 일년생 맹아萌芽 

줄기가 좋은데 길이는 2~3m정도이다. 같은 종류의 닥나무

라도 기후, 토질에 따라 섬유의 폭, 길이 등이 달라져 품질

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닥풀(황촉규 : Hibiscus manihot L.)

은 아욱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이다. 닥풀은 뿌리의 

점액 성분을 이용하여 종이 만들 때 지통에서 섬유가 빨리 

가라앉지 않고 물속에 골고루 퍼지게 하여 종이를 뜰 때 섬

유의 접착이 용이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발에서 물 빠지는 

속도를 조절하여 물질을 용이하도록 도와 지질을 고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 닥풀의 농도가 낮으면 종이를 뜰 때 물

빠짐이 빨라 두꺼운 종이가 만들어지고 농도가 높으면 물

빠짐이 느려 얇은 종이가 만들어진다. 이렇듯 한지는 선조

들이 재료의 성질을 잘 파악하여 닥나무에 리그닌과 홀로

셀룰로오스 성분이 이상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시기인 가

을에 채취하여 알칼리성의 전통잿물로 증해하고 닥풀(황

촉규)을 분산제로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오래 가는 중성지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한지는 닥나무와 황촉규黃蜀葵를 주재료로 

하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장인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닥나무를 베고, 찌고, 삶고, 말리고, 벗기고, 다시 

삶고, 두들기고, 고르게 섞고, 뜨고, 말리는 등 수십 번(아흔 

아홉 번)의 손길을 거친 후 마지막 사람이 백번째로 만진다 

하여 옛 사람들은 한지를 백지百紙라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한지는 고려시대부터 그 명성이 높아 중국

인들도 제일 좋은 종이를 ‘고려지高麗紙’라 불렀고, 송나라 

손목孫穆은 『계림유사鷄林類事』에서 고려의 닥종이는 빛이 

희고 윤이 나서 사랑스러울 정도라고 극찬하였다. 조선시대

에는 태종대부터 조지서造紙署를 설치해 원료 조달과 종이

의 규격화, 품질 개량을 위해 국가적 관심사로 관리해 오다

가 근·현대를 지나오면서 건축양식과 주거환경의 변화, 서

양지 수입 등으로 전통적인 한지의 명맥은 거의 단절되기

에 이르렀다.6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

면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한지

장韓紙匠” 제도를 통하여 전통한지에 대한 전승지원 및 계

승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동산문화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적류 석적류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과학기기류 유물,유종 계

국보 61 1 25 38 101 4 0 230

보물 543 80 228 145 240 77 1 1,314

계 604 81 253 183 341 81 1 1,544

* 문화재 집계 기준 : 
1. 대표번호(국보/보물/등록문화재는 본번호와 가지번호, 그 외는 본번호)를 기준으로 현재 지정된 문화재 집계
2. 대표번호에 해당하는 문화재 없이 부속문화재만 있는 경우, 그 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집계

6   문화재 전자행정 지정문화재관리,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http://www.e-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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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지의 역사7 

우리나라에 한지 제지술이 언제 도입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현존하는 유물과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삼

국시대 이미 종이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중국의 제지술을 

도입하여 이를 발전시켜 양질의 종이를 제작한 사실이 여

러 기록과 유물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1) 삼국시대

닥나무가 언제부터 종이 원료로 쓰이기 시작했는지

는 불분명하나 삼국시대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삼국시대는 한지의 태동기로 우리나라에서 처

음으로 종이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삼국시대 이전

에 이미 많은 종이와 중국의 제지술이 전해졌을 것으로도 

추측된다. 처음에는 중국의 종이 제작 방식을 모방하였으

나 곧 우리나라 고유의 닥종이 제조방법을 창안해서 발달

시켰을 것으로 보이나 아쉽게도 직접적인 기록이나 유물은 

남아 있지 않다. 몇몇 기록과 유물을 통해 살펴보면 고구려 

영양왕 21년(서기610년)에 고구려 고승 담징이 종이와 먹을 

만드는 기술을 일본에 전했다는 일본의 기록(일본서기)이 

있으며 이미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종이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종이 중 우리나

라에서 가장 오랜 유물은 1959년 감은사感恩寺에서 발견된 

필사지筆寫紙인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범한대다라니경梵漢

陀羅尼經>이다. 이것은 서기 682년(신라 신문왕 2년)에 문무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8 호암미술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서기 754년(신라 경덕왕 

13년)에 해당되는 유물로 내용 중 “닥나무에 향수를 뿌려

가며 길러 껍질을 벗겨내고 그 껍질을 맷돌로 갈아서 종이

를 만든다.”9는 기록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종이인 고구려의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4~5세기 추정)

은 품질이 우수하고 중국의 초지 방식과는 다르게 두드려

서 만든 종이로 추정된다. 중국의 수록지는 섬유를 맷돌로 

갈아 만들지만 우리나라 전통한지는 섬유를 자르지 않고 

두드려서 만들어 왔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이미 중국과 다

른 고유의 제지술이 창안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품

질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는 닥섬유로 만든 종이가 우리의 종이

로 정착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왕권 

최전성기를 누리며 1,000여 년 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

고,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됨에 따라 불경佛經 간행을 위

한 종이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삼국시대에 자리 

잡기 시작한 전통한지 제지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여 우수

한 종이를 생산하였음을 유물과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예로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 보수공사(해체)시에 2

층 탑신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

經』은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본이다. 이 다라니경은 한 

장의 폭이 5.3cm 정도인 종이 12장을 이어 붙인 길이 6.3m

의 두루마리로 한행에 7~8자 또는 9자가 새겨진 인쇄권자

로써 종이의 지질이 닥나무섬유이다. 석가탑을 세운 것이 

신라 경덕왕 10년(751년)이므로 이 인쇄물은 그 이전의 것

으로 추측되는데, 1,200여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

구하고 종이의 밀도가 높아 우리 종이의 우수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후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白紙墨書 大方廣佛華

嚴經』은 경덕왕 14년(755)의 문서로 전통한지 제지법을 사

용하여 초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한지의 발전기로 한지 제조기술이 크게 발

전하였다. 각종 서적의 출판이 활발해졌으며 『팔만대장경』, 

7   문화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한눈에 보는 한지』, pp.18~23.

8 김순철, 2001, 『종이의 역사』, 예진, p.117.

9 김순철, 2001, 『종이의 역사』, 예진,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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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장경』 간행 등 인경사업(경판에 먹물을 발라 종이에 본

을 뜨는 것)이 빈번하였다. 또한 서화, 지폐 등에도 종이가 

많이 쓰였으며 중국과의 교역품에도 한지는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었다. 이와 같이 중국과 국내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지소紙所라는 기관을 두어 전국적으로 닥나무 재배

와 제지를 장려하였는데, 이때가 인종 23년에서 명종 18년

(1145~1188)경이다. 아울러 지색장을 두어 정부에서 관용

지를 조달할 정도로 왕성한 종이 생산과 수요가 있었던 시

기이다. 당시는 닥종이를 지폐로 쓰기도 하였고, 세계 최초 

금속활자 인쇄본인 우리나라 충북 청주 흥덕사의 <직지심

체요절>도 이 시기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 중의 하

나이다. 이는 고려 우왕 3년(1377년)에 인쇄되었으며 직지

심체요절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독일의 요하네스구텐베르크

가 1450년대에 간행한 <42행 성서>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이었다. 직지심체요절은 <백운화상초록불조 직지심

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 直指心體要節>의 약칭이다. 이는 1887

년 우리나라에 주재했던 프랑스 대리공사가 여러 다른 책

들과 함께 수집하여 귀국한 후 골동품 수집가게에 넘긴 것

으로 전해지는데 그 후 골동품 수집가가 사망하자 그 상속

자가 이를 1950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4)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활자주조가 더 활발해짐에 따라 종이

의 수요가 더욱 많았다. 이에 초기부터 나라에서 필요한 종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활용하기 위하여 태종 15년(1415)에 

국영 조지소造紙所(태종 때 설립하였으며 세조 때 조지서 

造紙署로 개칭하였다)를 설치하여 관영화하고, 저화제도의 

정착 등 제지공업의 발전에 노력하였다. 또 각 지방에는 장인

(지장紙匠)을 소집하여 나라에서 필요한 종이를 생산하였

다. 조선시대 왕들은 이 조지소를 통하여 종이의 확보는 

물론 원료 조달, 종이 규격화, 품질 개량을 도모하여 고려시

대로부터 이어진 제지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大典通編, 山林經濟, 紙品弁證說 등의 저서를 통하여 

조선전기 조지서의 규모와 전국에 분포하는 지장에 대한 

분석, 당시 저피의 재배와 채취법 및 닥섬유 분리방법, 초

지 시 사용되는 점질물에 대한 사용방법 등이 전해지고 있

다.11 이와 같이 조선 초기 종이의 품질은 상당히 양호하였

으나 세종 조 이후 종이수요가 급증하고 원·명·청으로 이

어지는 혹독한 조공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종이의 품질

이 나빠지게 되었으며, 급기야 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닥섬

유 이외의 섬유들을 혼합하여 초지하게 되었다.

15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닥나무 공급이 원활하지 못

하고 지장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한지의 생산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1592~1598)으로 인해 조지

서는 상당부분 파괴되면서 관영지소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조선후기 제지술은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임진왜

란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피폐화를 가져왔으며,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종이산업의 피해가 매우 컸다. 임란 후 조지

서 운영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 부분은 강대국으로 부

터의 지나친 조공 요구에 따른 지장의 확보였다. 조선 후기 

양란 이후 국가재정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지서

를 운영할 관리인력 마저 확보하지 못했다. 아울러 지장 확

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닥원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

자 닥섬유 이외의 부원료를 혼합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품

질이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명으로부터의 조공지朝貢紙 헌

납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면서 농가의 짐이 가혹해지고 사

찰제지업까지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요구되

는 조공품朝貢品 등 막대한 양의 종이 수요를 이기지 못하

게 되자 제지업은 쇠퇴일로를 걷게 되었다. 사찰제지업은 

이 시기에 숭유억불사상崇儒斥佛思想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로 승려들의 노역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에 상응하는 

10   김순철, 2001, 『종이의 역사』, 예진, pp.122~123.

11  국립중앙과학관, 2008, 『전통한지의 기능적 특성 분석과 닥나무 대체섬유를 이용한 기능성 강화 한지 개발』, 겨레과학기술응용개발사업 결과보고서,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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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가를 지불하지 않아 사찰은 피폐해지고 결국 수탈당하고 

말았다. 그 후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국영 제지기관

인 조지서가 고종 25년(1888)에 폐쇄되었다.

5) 현대

근래 전통한지를 초지하는 지장에 대한 국가적 관심

도가 증대지면서 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한지장韓紙匠’으

로 제도화하여 그 공예기술에 대한 전승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지장韓紙匠”은 크게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지방지

정 무형문화재로 구분된다. 

‘한지장韓紙匠’이란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으로 대

한민국 건국 이래 2005년 9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117호 한지장이 지정되었다. 초대 한지장 기능보유자는 故 

류행영柳行永 先生으로 2013년 지병으로 타계 시까지 60여년

을 전통한지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평생을 장인정신으로 고

유의 전통한지 재현에 심혈을 기울여 온 그는 박엽지博葉紙 

표 2.  전국 한지 생산업체 현황

연번 지역 업체명 지장경력 주요생산지종

1

전라

북도

전주

대성한지 화선지, 황토지, 오당지 등

2 성일한지 30~50년 한국화용·서화용·수의용 여과지 등

3 용인한지 서예 및 서화용 한지, 한지벽지 등

4 천일한지 40년 공예용한지, 벽지·서예 및 서화용 한지 등

5 고궁한지 30년 민화용·판화용·인테리어 용도의 한지 등

6 천양한지 30~45년 공예용한지, 서화용지, 벽지, 인쇄용지 등

7 전주전통한지원 30년 예술용한지, 공예용한지, 화선지, 색지 등

8
임실

청웅한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60년 순지, 공예용한지, 태지, 창호지, 벽지, 천연염색지 등

9 덕치전통한지 50년 서화용 순지, 창호지, 피지, 천연염색지 등

10 남원 실상한지 50년 창호지

11

경상

남도

함양 이상옥한지 50년 창호지, 화선지, 피지 등

12 진주 조현진한지연구소 옻칠염색한지, 천연염색한지 등

13
의령

의령

의령

봉암한지 52년 순지

14 대동한지 55년 순지 

15 신현세전통한지 50년 문화재보존용지, 서화용지 등

16

경상

북도

경주 박성환전통한지 40년 책지, 창호지, 소지, 피지 등

17 청송 청송전통한지 (경상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3-가호 한지장) 40년 창호지, 화선지, 소지, 벽지, 장판지, 색지 등

18 안동 안동한지 20~40년 창호지, 화선지, 순지, 배접지, 장판지 등

19 영주 선비촌한지 30~50년 색한지, 배접지, 창호지, 화선지, 운용지 등

20 문경 문경전통한지 (경상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3-나호 한지장) 58년 서화지, 민화지, 책지, 탁본지 등

21 충청

북도

단양 단구제지 (충청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한지장) 30년 창호지, 미색전지, 고서용복사지, 화선지 등

22 괴산 신풍한지 (충청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한지장) 30년 보수지, 문화재보존용지, 공예용한지, 포장지, 수의용 한지 등

23
강원도

원주

원주

원주한지 35년 공예용색한지, 순지, 벽지 등

24 원주전통한지 40년 공예용색한지, 수의용한지 등

25 경기도 가평 장지방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60년 특수한지, 공예용한지, 태지, 화선지, 천연염색지 등



10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8. No. 1

로부터 후지厚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종을 초지하였으

며, 색지복원에도 많은 기여를 해온 바 쪽·소목·황벽·홍

화·치자 등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천연색재에 의한 색지

한지 복원에도 우수한 기능을 지녔다. 그러나 지병으로 더 

이상 전승지원 활동이 어려워지자 2008년 12월 30일 명예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그 이후 보유자 없는 종목으로 유

지되다가 2010년 홍춘수(전북 임실 “청웅한지”), 장용훈(경

기도 가평 “장지방”) 先生 등이 우리 전통한지 제조 기술을 

전승하여 우수한 종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받아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의 보유자로 공동 지정

되었다. 지방 도지정 무형문화재로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문

화재 제17호 안치용(충북 괴산 “신풍한지”), 경상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3 - 가호 이자성(경북 청송 “청송전통한지”), 

제23 - 나호 김삼식(경북 문경 “문경전통한지”) 先生 등이 

“한지장”으로 지정되어 전통한지제조기술 전승에 이바지하

고 있다. 이와 같이 ‘한지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

자 인정은 전승 단절의 우려가 있는 전통한지 제작 기능의 

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한지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현황은 전라남·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강

원도, 경기도 등 15개 지역 25곳이 해당된다. <표 2>는 전국

적으로 한지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업체의 주요 생산지종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에 한지 생산업체가 분포되어 있다.12

전국적으로 한지 공방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초

지공들은 그 경력이 30년에서 60년 이상 평생을 한지제조

업에 종사하였으며, 공방규모는 5~10인 이하의 영세한 주

문·생산식 가내수공업 규모이다.

3. 전통한지 제조방법13, 14

1) 닥나무 채취

닥나무(楮, 영명 : Paper Mulberry, 학명 : Broussonetia 

kazinoki Sieb.)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 활엽관목으

로 전국적으로 비탈진 구릉지에 야생상태로 잘 자라는 나

무이다. 닥나무의 최고 조건은 참닥을 구하는 것인데 참닥

이란 섬유질이 좋은 것을 뜻하고 닥나무 줄기가 아무 무늬

없이 매끈한 것보다 독사무늬처럼 얼룩거리는 무늬가 클수

록 참닥에 가깝다.

<사진 1>은 닥나무의 수목전체, 줄기와 잎사귀의 모습

이다. 한지의 제조 원료로써 1년생 맹아萌芽 줄기가 최상의 

상품인데, 11월~2월 경 수확하여 사용하게 된다. 닥나무를 

수확할 때는 잘린 부분이 남쪽을 향하게 하여야 추운 겨울 

동해를 방지하고 다음에 싹이 잘 나올 수 있다.

2) 닥무지

닥무지란 수확한 닥나무를 수증기에 찌는 작업으로 

생가지를 닥가마에서 쪄낸 후 겉대와 속대를 분리하기 쉽

게 준비하는 과정이다(사진 2). 무지가 잘 된 닥은 끝부분

이 살짝 올라가 겉껍질을 벗기기에 용이하다(사진 3). 닥을 

수확해서 오래 방치하면 말라버려 무지를 하여도 껍질 분

리가 잘되지 않으므로 채취 후 한 달 이내에 무지를 하여

야 한다. 또한 1년생 닥나무를 무지하여야 옹이 없이 매끈

한 섬유를 얻을 수 있다. 닥무지를 통하여 얻은 흑피를 저

장해 놓고 한지를 만들 때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게 된다

(사진 4).

3) 백피만들기

닥무지가 끝난 후 닥섬유의 면적을 최대한 넓게 하면

서 위에서부터 끌듯이 잡아당겨 속대로부터 분리한다. 무

12 김형진, 2010, 『한지』, 문화체육관광부 vol.Ⅰ~Ⅳ, pp.1-01~10-23.

13  전통한지 제조공정은 저자가 고)류행영 한지장(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과의 10여년 작업과정을 묘사한 내용으로, 구술로 전한 내용을 정리·요약

한 것이다.

1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민속원, pp.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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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닥나무 (左 : 전체, 中 : 줄기, 右 : 잎사귀)

사진 4.  닥나무 흑피

사진 2.  닥나무 찌기 (닥무지) 사진 3.  닥무지 후 겉대가 살짝 올라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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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후 속대는 공예품이나 땔감으로 사용되므로 닥나무는 

수확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작

업들은 노동력을 상당시간 요구하는 지난한 작업공정이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닥나무 백피 수급에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1차 속대에서 분리한 것이 흑피黑皮인데 이

를 물에 불려 제거하면 백피白皮가 된다. 박피 작업은 숙련

된 기술을 요하며, 흑피나 청피를 남기지 않고 제거하는 것

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완성된 한지의 품질을 떨어뜨리

는 원인이 된다. <사진 5>는 닥나무 흑피를 벗겨내는 과정

이고 이 결과물인 백피상태가 <사진 6>이다.

4) 수세水洗하기

한지제조 공정은 대부분 불과 물을 이용하는 공정이

라 할 수 있다. 불로 끓이고 삶고, 물로 수세하는 공정들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수세水洗공정은 저장된 흑피를 물에 담

궈 불려서 박피剝皮를 통해 백피白皮를 얻는 과정과 백피상

태에서 잿물에 삶기 전 섬유의 불순물을 물에 용출시켜 제

거하고 섬유를 유연하게 할 목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사용

하게 된다. 예전에는 흐르는 개울물에서 수세작업을 하였으

나(사진 7) 요즘은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오염 규제 차원에

서 한지작업장에서 직접 행하게 된다(사진 8). 물에 잘 헹

군 백피는 볕 좋은날 건조대에 널어 말리게 되는데, 이 과

정을 반복할수록 섬유의 백색도가 좋아진다. 

5) 잿물을 이용하여 닥섬유 삶기

닥섬유를 잿물에 삶는 과정을 증해蒸解라고 하는데 

이 때 재로 이용되는 것은 메밀대·콩대·고춧대·볏짚대·목

화대·쑥대 등 농가 부산물로 발생되는 초본류를 태워서 

물로 추출시킨 액을 말한다. <사진 9>는 전통방식으로 볏짚

을 태워 재를 만드는 과정이고, <사진 10>은 만들어진 재에 

사진 5.  백피 만들기 사진 6.  백피

사진 7.  흐르는 개울물에서 수세 및 일광 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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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한지 작업장 수조에서 수세

사진 10.  전통잿물 내리기 

사진 9.  전통재 만들기 (볏짚재) 

미온수를 부어 잿물을 추출시키는 과정이다. 셀룰로오스에 

무리를 가하지 않는 온화한 알칼리 조건으로 6~7시간 동안 

상압에서 증해하여 섬유화를 유도하는 데, 이러한 전통잿

물의 장점은 섬유 고유의 광택을 유지할 수 있고 폐수처리

가 용이한 반면 제조 및 취급이 어렵고 흑피 증해에는 사용

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증해과정을 통하여 알칼리성 

1 2

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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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물은 셀룰로오스 성분만 남기고 한지를 누렇게 변색시키

는 리그닌 성분 및 그 외의 불순물 등을 제거시킨다. <사진 

11>은 전통 잿물을 이용하여 닥섬유를 삶는 과정이다.

6) 수세와 일광표백

삶은 닥섬유는 수조에 넣고 잿물을 제거하면서 티도 

고르고 수세하면서 일광표백도 함께 행한다(사진 12~14). 

잘 삶아진 닥섬유는 물에 잘 세척하여 가용성 물질을 용

출시켜 섬유소 외에 남아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 과정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해야 하며, 흐르는 물에

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세가 끝난 닥섬유는 햇볕에 자

연스럽게 일광 표백시킨 후 잿물이 완전히 제거되면 남은 

잡티를 제거하며 닥섬유를 건져낸다.

7) 닥섬유 두드리기

삶아 수세까지 마친 닥섬유는 어느 정도 물기를 제거

사진 11.  전통잿물로 닥섬유(백닥) 삶기

사진 13.  자숙 수세 후 제진

사진 12.  자숙 후 수세 

사진 14.  자숙 수세 제진 후 일광표백

사진 15.  수타고해 (左 : 닥방망이로 두드리기, 右 : 수타고해 후 닥섬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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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닥돌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들기는 수타고해手打

叩解를 실시한다(사진 15). 수타고해와 같이 전통방식으로 

고해를 하면 닥나무 인피섬유 즉 장섬유에 손상을 주지 않

고 장섬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강하고 견고한 

한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기계한지는 기계에 의해 

단섬유화 되어 강도가 약하다.

8) 닥섬유 해리解離

고해가 완료되면 섬유를 초지할 수 있는 상태로 풀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정이 해리과정이다. 닥방망

이로 두드려 수타고해를 한 닥섬유를 해리통에 넣고 섬유

가 모두 풀어지도록 충분히 저어준다(사진 16). 해리과정은 

초지를 위한 지료조성의 마지막 공정으로써 섬유의 기계적

인 손상없이 충분히 풀어주는 작업이며 이 또한 장섬유의 

특성을 잘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다. 해리가 완료되

면 물을 빼며 망에 걸러 닥죽 상태로 만든다.

9) 닥풀 만들기

황촉규黃蜀葵(학명 : Hibiscus manihot L.)를 일명 닥풀

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욱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류이다. 

황촉규 뿌리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한지를 제조할 때 뿌리

를 짓이겨 분비된 점액을 이용, 초지 시 분산제로 활용한다. 

닥풀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섬유끼리 잘 결속되게 하면서도 

지료가 잘 분산되도록 돕는다. 반면 천연 식물로써 부패하

기 쉬워 보관이 어렵고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은 시간이 갈

수록 점성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15 <사진 17>은 황촉

규 뿌리를 짓이겨 닥풀을 제조하는 과정이다.

10) 지료와 닥풀 섞어 초지하기

황촉규 점액질을 지료에 첨가하는 이유는 장섬유인 

닥나무 인피섬유의 분산을 유도하고 침전을 방지하며 물질

할 때 탈수 속도를 조절하여 섬유가 균일하게 퍼질 수 있도

록 돕고 습지(wet web)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며 특

히 박엽지 제조에 용이하다. 또한 건조 시에 강도 증가와 

광택의 효과를 높이기에 용이하다. 한지를 초지하는데 필요

한 지료조성이 완료되면 지통에 물을 채워 닥섬유와 닥풀

을 잘 섞어 물질을 하게 되는데 과도한 물질은 풀기운을 삭

게 하므로 초지공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사진 18). 전

통한지 초지방식은 외발로 흘려뜨는 방식을 말하는데 한

쪽에 줄을 매달아 앞물질과 옆물질로 종이 두께를 조절하

며 물질을 하는 과정이며 이 또한 상당한 숙련을 필요로 

한다(사진 19). 이 때 사용하는 초지발은 대나무발로써 사

용전 물속에 충분히 담가 대나무촉을 유연하게 해준 다음 

초지작업에 들어간다. 외발뜨기는 오로지 낱장제조만 가능

사진 16.  전통방식 해리 사진 17.  황촉규 뿌리를 짓이겨 닥풀 만들기

15   김순철, 2001, 『종이의 역사』, 예진,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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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지료에 닥풀 섞어 혼합하기

사진 19.  전통식 외발초지 (左 : 앞물질, 右 : 옆물질) 

사진 20.  습지濕紙를 둥글통으로 탈수

사진 21.  압착탈수 

사진 22.  목판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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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섬유의 주행방향이 이방성異方性이라서 쌍발뜨기로 제

조한 일방성一方性 한지에 비해 강도가 강하다. 전통방식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개량식 한지는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

라에 보편화된 초지 방식으로 쌍발로 가둠뜨기 방식을 취

한다. 이는 초지 틀에 두 줄을 매달아 가로 방향으로 흔들

어 주는 방식으로 종이의 두께가 일정하고 표면이 고른 종

이를 초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통한지에 비해 강

도가 약하다.

11) 압착 및 탈수

초지가 완료된 한지는 압착 탈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통 100장 정도의 습지를 쌓아놓고 둥글통을 굴려 탈수

를 시킨 후(사진 20) 예전에는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

은 다음 하룻밤 동안 물기를 천천히 짜면서 물기를 제거하

였는데 요즘에는 압착기를 이용하여 하룻밤 동안 물기를 

짜낸다(사진 21).

12) 건조

탈수된 한지는 건조과정에 들어가는데 전통건조방식

은 일광건조방식인 목판건조를 행하고 개량방식은 열판(철

판)건조 과정을 행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열판건조 방식을 

행하고 있다. 일광건조는 습지를 목판에 붙여 자연스럽게 

햇빛과 바람에 말리는 방법으로 기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사진 22). 열판건조는 열이 가해진 철판 면에 습지를 붙여 

건조하는 방법으로 기후나 계절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생

산성이 높아 능률적이다(사진 23).

13) 도침

한지는 장섬유를 사용하여 지료농도가 낮아 저평량

이고 습윤압착도 낮아 완성된 종이의 지질이 평활하지 못

하여 서사재료로 사용하는데 제한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후처리 방법으로 종이에 수분 등을 가하여 홍두깨 

(사진 24)나 디딜방아(사진 25)로 골고루 두드려 주는 작업

이 도침이다. 도침 효과는 밀도가 높아져서 지질을 치밀하

게 해주고 발묵 특성을 좋게 하며 광택이 생기면서 한지품

질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사진 25.  디딜방아 도침 

사진 23.  열판 건조 사진 24.  홍두깨 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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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지 완성

한지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대표종이로써의 한지韓

紙이면서 순백의 종이라 하여 백지白紙이지만 백번의 손길

을 거쳐 완성된다 하여 백지百紙라고도 불릴 정도로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우수한 종이이다(사진 26). 이렇듯 

수록지로서 한 장 한 장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대량화

작업이 어렵다. 

4. 한지韓紙의 우수성

“지천년견오백紙一千年絹五百”이라 하여 “한지는 천 년

을 가고 비단은 오백년을 간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종이 

이전의 오랜 기간 수백 년의 보존성을 지닌 비단이 그 자

리를 유지해 왔지만 종이라는 서사재료가 발명되면서 천

년 이상 그 보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

가 세계최고목판인쇄물世界最古木版印刷物인 『무구정광대다

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다(사진 27).16 이 다라니경은 1966

년 10월 14일 경주 불국사 석가탑 해체 공사 과정 중 탑신 

일부가 무너져 2층 탑신, 탑석, 상륜부가 해체되면서 그 안

에서 발견된 것으로 폭이 6.7cm, 길이가 6.228m, 상하괴선 

행팔자로써 금동사리함 안 비단보에 싸여져 있었는데 지질

은 닥종이로 된 두루마리로 권자본의 형태였다. 이 다라니

경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불경이 봉안된 경주 불국사 석

가탑이 불국사가 중창될 당시인 751년(통일신라 경덕왕 10

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1,200여년 이상을 탑 

속에서 보내고도 그 형체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우리 제지 기술이 중국보다 훌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

거이다.17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7년 9월 16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사리장엄구 일괄이 국보 제126호

로 지정됨으로써 『무구정광다라니경』도 함께 인정되었으며, 

현재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18

또한 한지는 재료 및 제작기법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

고 사용되었으며, 재료적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용도의 

기능지로도 활용되었다. 아울러 한지의 우수한 보존성의 

결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11

건의 한국 기록유산이 등재되었으며 그 중 전통한지로 만

든 지류유물은 8건에 해당된다.

1) 한지의 기능

한지라는 이름은 근대 이후에 등장한 말로 시대, 용

도, 재료, 색상이나 쓰임새, 생산지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었

다. 조선종이, 창호지, 문종이, 참종이, 닥종이, 닥지, 저지, 

순지 등 다양하게 불렸는데 용도, 생산지역, 제작방법, 재료, 

형태, 등급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다(표 3).19

이상과 같이 한지는 분류에 따라 그 종류가 참으로 

많아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시대, 생산지, 제작자에 따라 부

르는 명칭이 매우 다양하여 명칭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요즘에는 한지의 수요가 급격히 줄고 최첨단 

고급 기능성 종이들이 창출되면서 한지산업은 사양화의 길

사진 26.  완성된 한지 

16   문화재 전자행정 지정문화재관리, 국보 제126호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http://www.e-heritage.go.kr/

17   이승철, 200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현암사, pp.217~220.

18 문화재 전자행정 지정문화재관리, 국보 제126호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http://www.e-heritage.go.kr/

19   정동찬·유창영·홍현선·윤용현, 2002, 『겨레과학인 우리공예』, 민속원,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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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지의 종류

분류 종이명 내용

재료에

의한

분류

고정지藁精紙 귀리짚으로 만든 종이

곡지穀紙 닥껍질로 만든 종이로 사경寫經에 많이 쓰이며 미지梶紙, 가지지加地紙라고도 함

금지金紙 안피지雁皮紙나 석견지石見紙에 금박이나 의사박擬似箔을 발라 만든 종이로 은박을 바른 것은 은지라고 함

대마지大麻紙 대마의 인피섬유靭皮纖維로 만든 종이로 이는 섬유의 강도가 강하여 포장용지로 사용함

등지藤紙 등나무로 만든 종이

마골지麻骨紙 대마의 속대(겨릅대)를 분쇄한 것을 혼합하여 만든 종이

마지麻紙
마의 인피섬유를 쓴 것과 마포를 잘라 쓴 것 2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지질이 곱고 당지唐紙와 비슷하나, 후자는 약간 거칠고 
자른 조각이 나타남

백면지白綿紙 다른 원료와 목화를 섞어 만든 종이

분백지粉白紙 분을 먹인 흰 종이

상지桑紙 뽕나무 껍질을 섞어 만든 종이

송엽지松葉紙 소나무 껍질을 섞어 만든 종이

안피지雁皮紙 안피지는 산닥나무의 껍질섬유로 만든 종이로 매우 얇으나 질기고 투명하여 모사용으로 널리 쓰임

운모지雲母紙 운모가루를 섞어 만든 종이로 운모입지雲母入紙라고도 함

유목지柳木紙 버드나무를 잘게 부숴 섞어 만든 종이

유엽지柳葉紙 버드나무 잎을 섞어 만든 종이

의이지薏苡紙 율무를 원료로 만든 종이

저지楮紙 닥나무 껍질(인피섬유)로 만든 한지

죽지竹紙 대나무 속 얇은 피막으로 만든 종이

태장지苔壯紙 털처럼 가는 해초를 섞어 만든 종이

태지苔紙 이끼를 섞어 만든 종이로 사군자를 칠 때 썼다고 함

피지皮紙 닥껍질을 넣어 만든 종이로 질이 낮음

황마지黃麻紙 황마를 섞어 만든 종이

용도에

의한

분류

간지簡紙 편지쓸 때 쓰던 종이

갑의지甲依紙 병졸의 겨울옷에 솜대신 넣었던 종이

계목지啓目紙 임금께 올리는 서류목록을 적었던 종이

공사지公事紙 관아에서 공사기록에 썼던 종이

궁전지宮箋紙 임금께 길흉을 적어 올릴 때 썼던 종이

권선지勸善紙 절에서 보시를 청하는 종이주머니로 권선대勸善袋, 권지勸紙라고도 하며 불사가 있을 때 추수기에 집을 찾아다니며 나누어 줌

도광지塗壙紙 장사지낼 때 무덤 속 4벽에 대는 흰 종이

도배지塗褙紙 도배용으로 쓰는 종이

면지面紙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리는 오색지

반고지反古紙
이미 사용하여 못쓰는 종이로 한번 사용한 후 이면을 다시 쓴 데서 생긴 이름으로 설지屑紙(부스러기 종이), 고지故紙, 
구지舊紙, 배지排紙, 난지爛紙, 파고지破古紙라고도 함

반절지半切紙 전지를 반절하여 서화에 썼던 종이

배접지褙接紙 화선지 등 종이 뒷면에 붙이는 종이

사진 27.  국보 제12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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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종이명 내용

용도에

의한

분류

봉물지封物紙 봉물을 싸던 종이

봉투지封套紙 봉투를 만들 때 썼던 종이

부본단지副本單紙 서류의 부본을 만들 때 썼던 종이

사록지紗漉紙 종이를 뜰 때 발눈을 없애려고 비단을 씌워 만든 종이

상소지上疏紙 상소를 올릴 때 썼던 종이

서계지書契지 문서를 계약할 때 썼던 종이

서본지書本紙 글체의 본을 썼던 종이 

선자지扇子紙 부채를 만들 때 썼던 종이로 선지扇紙라고도 함

세화지歲畵紙 새해에 까치와 호랑이를 그려 사악한 것을 막던 달력용 그림을 그린 종이

소지燒紙 신에게 소원할 때 태워 올리는 종이

시전지詩箋紙 한시를 썼던 종이

시축지詩軸紙 시를 적던 두루마리 종이

시지試紙 과거시험을 볼 때 썼던 종이

어람지魚籃紙 임금이 보는 글이나 그림의 바탕재로 만든 종이

염지染紙 경문經文을 쓰던 종이로 주로 불교경전을 씀

염습지殮襲紙 염습할 때 썼던 종이

우산지雨傘紙 우산을 만들 때 썼던 종이

월력지月曆紙 달력을 만들 때 썼던 종이

인지印紙 인지를 만들 때 썼던 종이

입모지笠帽紙 갓 위에 쓰던 우장용을 만들 때 썼던 기름종이

자문지咨文紙 중국과 왕래하는 자문咨文(외교문서)을 쓰던 두껍고 단단한 종이

장판지壯版紙 방바닥에 바르는 종이

저주지楮注紙 저화楮貨를 만들 때 썼던 종이

족보지族譜紙 족보를 만들 때 썼던 종이

주지注紙 승지가 왕명을 받아적을 때 썼던 종이

주본지奏本紙 임금께 올리는 문서용으로 만든 종이

주유지注油紙 우산(양산)을 만들 때 썼던 종이

지등지紙燈紙 등에 발랐던 종이로 등롱지

창작지創作紙 조선시대 세금으로 거두던 쌀에 덧붙여 수수료 대신 받았던 종이

창호지窓戶紙 문에 바르는 종이

책지冊紙 책을 만들 때 썼던 종이

첨지籤紙 책에 무언가를 표시하기 위해 붙이는 쪽지로 부전지附箋紙라고도 함

첩지疊紙 절첩折疊하여 만든 책본이나 책 봉투

축문지祝文紙 제사지낼 때 읽는 축문을 적었던 종이

초지草紙 글의 초안을 쓸 때 썼던 종이

초도지初途紙 도배할 때 맨 처음 바르는 종이

포목지布目紙 종이를 뜰 때 발 눈을 없애려고 포를 씌워 만든 종이

표전지表箋紙 임금께 올리는 표문과 전문을 쓰기 위해 만든 종이

표지表紙 책표지로 썼던 종이

피지皮紙 잡티인 피닥지로 만든 질 낮은 종이

화본지畵本紙 글체의 본을 그리는 종이

화선지畵宣紙 그림이나 글씨를 썼던 종이

화지火紙 담뱃불 등을 붙여서 쓰던 종이로 얇은 종이를 길게 말아서 만듦

환지還紙 재생지를 말함

혼서지婚書紙 혼서를 썼던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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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종이명 내용

색채에

의한

분류

감지紺紙
쪽물 등의 염료로 감람새으로 물들인 종이로 감지 위에 먹 대신 금은의 니泥로 불경을 베껴 쓴 사경이 전해지며 
중국에서는 자람지磁藍紙라고 함

계색지繼色紙 점엽장사본粘葉獎寫本의 단편斷片으로 옛 색지 가운데 유명함

남지藍紙 남색 종이 남지에 금니나 은니 또는 박이나 호분 등을 뿌려 사경이나 헌상獻上하는 책을 만들 때 썼던 종이

단목지丹木紙 단목(소목)으로 붉게 물들인 종이

도화지桃花紙 잇꽃紅花으로 붉게 물들인 종이

상지橡紙 도토리나무로 물들인 저지楮紙로 주로 금니나 은니로 사경하는 데 씀

아청초주지鴉靑草注紙 검푸른 물을 들인 얇은 종이

은면지銀面紙 은색으로 반들반들하게 만든 종이

옥색저주지玉色楮注紙 옥색 물을 들인 종이

청색지靑色紙 푸른색 물을 들인 종이

초록지草綠紙 괴화槐花(회화나무꽃)로 물들인 종이

취지翠紙 하늘색 물을 들인 종이

홍저주지紅楮注紙 붉은색 물을 들인 종이

황국지黃菊紙 치자물을 들인 종이

황지黃紙 누런 빛의 종이로 고정지라고도 하며 함경도 지방에서 많이 만듦

황염초주지黃染草注紙 매자 열매로 노란색 물을 들인 얇은 종이

흑지黑紙 검은색 물을 들인 종이

산지에

의한

분류

경장지京壯紙
서울, 지방산을 구분할 때 쓰는 이름으로 세검정에 있던 조지서에서 나온 미장지美壯紙는 경장지京壯紙, 각 지방에서 나온 
장지는 향장지鄕壯紙라고 함

경지慶紙 경상북도 경주에서 만들었던 종이

백로지白露紙 평안도 영변에서 만들던 종이로 영변지라고도 함

상화지霜華紙, 霜花紙 전라북도 순창 부근에서 만들던 종이로 광택이 나고 질김

설화지雪花紙 강원도 평강에서 만들던 백지로 눈송이처럼 흰 백지라는 뜻

완지完紙 전라북도 완주(전주)에서 만들던 한지

크기와 
두께에

 의한
분류

각지角紙 가장 두꺼운 종이

강갱지 넓고 두꺼운 종이

백지白紙 희고 큰 종이로 책을 만드는 데 씀

대호지大好紙 품질이 좋지 않은 넓고 긴 종이

사괴지四傀紙 본本이 크고 두꺼운 백지

소호지小好紙 대호지보다 약간 작고 품질이 떨어지는 종이

삼첩지三疊紙 백지보다 두껍고 크고 누런 종이

선익지蟬翼紙 잠자리 날개처럼 아주 얇은 종이

심해지 폭이 좁고 얇은 종이

장지壯紙 합지로 만든 두껍고 단단한 종이로 길이 3자 8치, 넓이 2자 9치라고 함

후지厚紙 두꺼운 종이로 시지詩紙에 많이 쓰임

죽청지竹靑紙 얇으나 질기고 단단한 종이

대발지 2자×3자 7치의 대발로 뜬 종이

중발지 1자 9치×3자 3치의 중발로 뜬 종이

소발지 1자 7치×3자의 소발로 뜬 종이

일배지一倍紙

~ 육배지六倍紙 
발로 떠 포갠 횟수에 따라 육배지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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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어들어 창호지, 장판지, 화선지, 배접지 정도가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한지의 또다른 기능으로써 친환경적 소재임을 들 수 

있는데, 한지는 그 원료 및 제조공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에서 얻은 부산물로 친환경적 생산공정을 거치기 때

문에 소각 시 불순물 없이 완전하게 연소되고 잘 섞고 빠

르게 분해된다. 또한 닥섬유의 특유의 장섬유로 초지하여 

섬유사이에 공극이 형성되어 통기성이 좋아 습도조절이 잘

되고 빛의 투과율 또한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지는 살

아 숨 쉬는 종이로 우리 선조들은 창호지로 많이 사용하였

다. 아울러 한지는 주로 서화용書畵用으로 사용되어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는 먹이나 채

색안료에 대한 흡수력이 우수하고 잘 번지지 않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완성된 한지를 도침搗砧처리하

여 한지의 밀도를 높여 안료를 잘 흡수하면서 번지지 않

게 한다.

또한 한지는 각종 공예품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이는 

닥나무를 재료로 만든 한지를 이용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

한 소품들로부터 큰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진 

공예품으로, 보통 한지공예, 지공예, 종이공예라 칭하고 있

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염색기법을 활용하여 색한지를 

만들어 공예품을 만든다 하여 색지공예라 부르기도 한다.

한지공예는 종이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여러 가지 

활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으리라 추측된

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한지공예품은 주로 조선 후기의 작

품들로 궁중, 양반, 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표 4). 조선시대에는 문서와 서책의 간행이 활발

하여 종이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종이를 다루는 경공도 배

표 4.  조선후기 한지공예품20

공예품 작품설명

오색전지공예

색실상자

여성들이 곁에 늘 두고 쓰던 것 가운데 하나로 침선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물로 각종 실과 색실을 분류하여 보관하는 등 수를 놓을 때 
쓰이는 아름다운 오색실과 골무, 바느질 용구 등을 넣어 보관하는 
상자로 서랍의 아기자기한 구성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가 
특징이며 바깥 면은 양각기법으로 처리해 중후함을 더했고 안쪽 
면은 오색지와 다양한 색상의 문양지를 오려서 시문한 작품임

정사각 삼합 소품이나 천 등을 넣어 보관하는데 쓰임

양각전지공예 연갑
연사의 일종으로 벼루만 넣어 보관했으며 지공예의 연갑은 흔치
않아 귀중한 자료임

20   상기호, 2002, 『전통오색전지공예』, 한림출판사, pp.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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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작품설명

양각전지공예 문서 대합 문서, 서류 등과 집안에서 사용하는 일반 종이류를 넣어 두는 큰 함

장지공예 지가방
서류, 책 등을 넣어 두는 가방이며 한지를 두껍게 배접한 후 기름을 
먹임

지화공예紙花工藝
어사화 장원급제자에게 임금님이 하사하시는 종이로 만든 꽃

지화공예紙畵工藝

의거리장

사랑방이나 서재에서 주로 쓰여졌고 장의 표면에 한지를 바르고 
그 위에 수묵으로 난초를 그림. 옷을 넣어 보관하는 장으로 윗 칸은 
넓고 깊게 만들어 횃대에 도포류나 긴 옷 등을 걸어둘 수 있게 하였
으며, 밑 칸은 옷을 접어 넣을 수 있도록 꾸밈

빗접
빗, 빗치개, 빗솔 등 머리를 빗는 데 쓰는 기구를 담아 두는 용도로 
쓰임

갓집
갓을 넣어 두는 원형 통으로 대나무로 뼈대를 만든 후 한지를 바르
고 검정 물감으로 문양을 그려 마감함

지승공예紙繩工藝

지승 끈 질긴 닥지를 좁다랗게 길게 잘라 엄지와 검지로 비벼 꼬아 만든 끈

지승방석
집안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행사 때 주로 사용하는 방석으로 팔괘
문양을 수놓고 옻칠을 해 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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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장褙貼匠, 도련장檮鍊匠, 도침장擣砧匠 등으로 세분화 되었

고 이들과 각 지방의 관아에 속해 있던 향공鄕貢들이 각자

의 소임에 따라 한지로 기물들을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또 

민간에서도 한지공예품과 생활소품 등을 만들어 오늘날까

지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 색지공예는 주로 여성용 생활기

물로 많이 만들어져 사용되었는데 색지상자, 접지摺紙, 반짇

고리, 예단함, 사주상자, 패물상자, 색실상자, 색실첩, 소반, 

과반, 장롱 등이 있다. 남성용은 보통 문구류에서 볼 수 있

는데 필통, 서안書案, 연상, 지통, 고비, 갓집, 지갑, 탕건집, 망

건집 등이 있다.

한지공예 작품들을 기법별로 분류해 보면 전지공예煎

紙工藝, 지화공예紙花工藝, 지승공예紙繩工藝, 지호공예紙糊工

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지공예는 골격이 완성된 표면

에 필요한 색지들 단색, 이색, 사색 등을 오려붙인 뒤 그 위

에 필요한 문양을 오려 붙여 장식하여 완성하거나 기물에 

필요한 한지를 재단하여 형태를 만든 공예품을 일컫는 공

예이다. 그 예로 장롱, 반닫이, 함, 궤, 고비, 과반, 붓통, 상자, 

첩 등이 있다. 지화공예는 다양한 꽃들을 오색지로 오려 

만든 것으로 많은 종류의 꽃들을 만들어 궁내의 행사 때

나 불교문화, 무속문화에 많이 쓰였으며, 민간에서는 상여

에 많은 종류의 지화를 치장하였고 지금도 큰 굿판에서는 

지화가 쓰인다. 지승공예는 종이를 좁은 폭으로 길게 잘라

서 비벼 꼬아 종이끈을 만들어 준 후 여러 가지 기물을 만

든 것으로 지노 또는 노역개라고도 한다. 주로 소품으로 다

양하게 만들었으며 색상이 단조로운 것이 특징이다. 지호공

예는 쓰다 남은 폐지나 자투리 종이를 물에 담가 불린 뒤

에 풀을 섞어 반죽하여 일정한 두께로 붙여 말린 뒤 종이

를 덧발라 준 후 칠을 하여 만든 것으로 그릇 대용품으로 

농가나 서민층에서 만들어 사용하였고 주로 대·소 그릇 류 

등을 만들었다.

2) 한지의 우수한 보존성

종이의 보존성이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성질을 유지하

고 있는가 하는 내구성을 포함한다. 종이의 보존성은 종이 

내부의 화학적인 작용과 대기 오염물질에 의해 산화가 촉

진된다. 또한 온도·습도·빛 등에 의해서 화학반응을 일으

키는데 이때 종이가 열화劣化되어 경화되거나 황갈색으로 

황변현상을 일으킨다.21

종이의 보존성은 정보의 저장 및 자료를 영구적으로 

전달하고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19~20세기에 걸쳐 제조된 종이로 만들어진 

도서류가 열람, 복사, 대출이 금지될 정도로 심한 열화를 일

으키고 있어 이러한 귀한 장서류의 복원이 매우 중요한 과

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지와 같은 수초지는 양지에 비해 cellulose의 순도純

度가 높으며 정련된 cellouse는 광의 흡수 특성이 거의 없

으므로 빛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한 편이므로 보존수명

保存壽命이 긴 편이다.22 반면 양지는 광선에 매우 취약하여 

재질이 약화되고 변색 혹은 퇴색이 발생되는데 이와 같은 

반응은 대부분 빛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에 의한 광 변화 현

상이다. 이러한 광열화의 원인은 종이에 함유되어 있는 리

그닌 성분이 빛에 의해 산화되어 종이의 변색을 초래한다. 

정23은 논문에서 한지류와 산성지(신문용지)에 대한 자외

선처리에 의한 열화특성 연구를 통하여 한지 및 화선지에 

비해 신문용지의 백색도 저하가 큰 이유는 리그닌 및 추출

성분을 많이 포함하는 원료펄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종이 내 잔존하는 리그닌 및 추출성분들이 자외선 조사

(280nm)에 의해 착색되어 황변을 야기 시킨다고 보고하였

다. 이와 같이 한지의 우수한 보존성의 결과로써 UNESCO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한국의 기록유산이 총 11건이 등재

되었다. 그 중 전통한지인 저지楮紙 형태의 기록유산은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등 총 8건이다(표 5).

21   전철, 2003, 『韓紙 -역사와 제조-』, 원광대학교 출판국, pp.252~253.

22   한성희 외 2명, 1989, 「광조사에 의한 한지의 지질에 대하여」, 보존과학연구 10, p.253.

23 정선화, 1994, 『인공촉진열화가 종이의 광학적,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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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UNESCO 지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연번 기록유산명 등재시기

1 훈민정음訓民正音 1997.10

2 조선왕조실록 1997.10

3 직지심체요절 2001.09

4 승정원일기 2001.09

5 조선왕조의궤 2007.06

6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06

7 동의보감 2009.07

8 일성록 2011.05

9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05

10 난중일기 2013.06

11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06

5.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기록유산

에 대한 역사적 가치

세계기록유산世界記錄遺産(Memory of the World)은 

UNESCO가 세계 귀중본 기록물을 잘 보존·활용하기 위

하여 선정하는 문화유산으로 1997년부터 매 2년 마다 선

정하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의·추천하고 UNESCO 사

무총장이 선정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국보 제70호 훈민

정음과 제151호 조선왕조실록 2건이 등재되었고 2001년에

는 국보 제303호인 승정원일기와 현존하는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인 불조직지심체요절이 등재되었으며 이후 2007년

에는 조선왕조 의궤와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이, 2009년

에는 1613년 허준이 간행에 직접 관여한 초판 완질본인 보

물 제1085호 및 제1085-2호 동의보감, 2011년에 조선후기 

왕들의 언동을 기록한 일성록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각각 등재되었다. 최근 2013년에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등재되어 우리나라는 총 11개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표 5). 이와 같은 세계기록유산 중 저지楮

紙인 한지로 만들어 우수한 보존성으로 지금까지 후세에 

잘 전달되어 온 기록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

고자 한다. 한지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유산은 훈민정

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난중일기 등 8건이다.

1) 훈민정음訓民正音24

이 책은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왕의 명령으로 정인

지 등 집현전 학사들이 중심이 되어 세종 28년(1446)에 만

든 한문해설서이다.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

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세종 25년(1443)에 왕이 직접 만들었

으며, 세종 28년(1446)에 반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책

에서 서문과 함께 정인지가 근작謹作하였다는 해례를 알 수 

있으며, 한글의 제작원리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은 현존하는 유일한 판각板刻 원본임을 인정받아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간송미술관(서

울특별시 소재)에서 보관·관리하고 있고 보존 상태는 매

우 양호하다. <사진 28>과 <사진 29>는 최근 훈민정음의 보

24   문화재청 전자행정 홈페이지 문화재 정보 관리,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http://www.e-heritage.go.kr/

사진 28.  훈민정음 (세종대왕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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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1997년 10월 UNESCO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고 

있다.

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25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조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

년간(1392~1863)의 사적史跡을 편년체編年體(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술하는 역사서술의 한 방식)로 기술한 

역사 서적으로 조선시대의 정치, 사회, 외교, 경제, 군사, 법

률, 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으며, 역

사적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다. 예부터 이는 매우 중요

한 기록물로 여겨져 개국 초부터 멸실에 대비해 4부의 복

본複本을 제작하고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에 각 1부씩 나

누어 보관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의 실록이 소실되었지만 다시 4부의 부본副本을 

제작하여 태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의 사고로 분산 보

관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실록은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74책, 

기타 산엽본 21책으로 총 2,124책이며 1973년 12월 국보 제

151호로 지정되었고, 이와 같은 가치를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아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귀중

한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다. 실록 편찬은 국왕이 

서거하고 다음 왕이 즉위한 후에 이루어졌다. 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임시 기관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편찬관을 임명

한 다음, 사관史官이 작성한 사초史草와 시정기時政記, 『승정

원일기承政院日記』·『일성록日省錄』등의 정부 기록, 개인 문집 

등을 이용하여 실록을 편찬하였다. 또, 국왕이라도 함부로 

실록이나 사초를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관들이 공정하

게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완성

된 실록은 국가의 중요 서적을 보관하는 서고인 사고史庫에

서 보관하였다. 

규장각 소장 정족산사고본 실록鼎足山史庫本 實錄은 조선 

전기의 전주사고본 실록이 이어진 것이다. 1439년(세종 21) 

전주사고의 설치가 결정됨에 따라 1445년(세종 27)에 춘추

관과 충주 사고본에 소장된 태조~태종실록을 등사함으로

써 전주사고본 실록이 처음 제작되었고, 이후 실록이 편찬

될 때마다 전주사고에 1부씩 보관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주 유생 안의安義, 손홍록孫弘錄 등

이 전주사고본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김으로써 실록이 병화

兵火를 면하게 되었다. 전주사고본 실록은 1593년에 조선 정

부에 인계되었고, 전란 중에 강화도·묘향산 등지에서 보관

되었다. 전란이 끝난 후 전주사고본을 토대로 태조부터 명

종까지의 실록 4부를 추가 간행한 다음, 전주사고본은 강

화사고에 소장되었다. 강화사고는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상

당한 피해를 입었다. 1653년(효종 4)에도 화재로 일부 서적

이 소실되었고, 1665년(현종 6)에 손상된 사고 건물을 보수

하였다. 이후 1678년(숙종 4)에 정족산에 새로 사고를 짓고 

실록을 비롯한 강화사고 소장 서적들을 정족산사고로 이

관하였다. 정족산사고본 실록은 1910년 일제에 의해 서울로 

이관, 규장각도서로 편입되어 조선총독부의 관리를 받다가, 

1928~1930년에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다시 이관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정족산사고본 실

록을 관리했으며, 1990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독립 기관

사진 29.  훈민정음 (합자해)

25   문화재청 전자행정 홈페이지 문화재 정보 관리, 국보 제151-4호 조선왕조실록 기타산엽본 http://www.e-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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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리되면서 규장각이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소장, 관리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1973년 12월 31일 국보 제151-1호로 

지정되었다.26 <사진 30>은 정족산본 중 세종대왕실록 권

42에 해당되는 유물이며, 실록 내지에 밀랍이 도포되어 있

는 밀랍본으로써 이 밀랍은 실록의 영구 보존을 위한 조치

로 장장마다 밀랍을 입혀 보관·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손상

상태가 확인되면서 복원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진 31>은 

실록 내지가 한지로만 되어 있는 생지본으로 수백년이 지

난 오늘날에도 그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27

태백산사고본太白山史庫本은 848책으로, 태조부터 명종

까지 실록은 선조 36년(1603) 7월부터 39년(1606) 3월 사

이에 전주사고본을 토대로 만든 4부 중 하나이다. 그 이후 

고종 2년(1865)에 만든 『철종실록』에 이르기까지 실록이 

편찬되는 대로 첨가되어 온 것으로, 선조 39년(1606)부터 

1910년 일제시대까지 계속 태백산 사고에 보관되어 왔다.

그러나 1930년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하였고, 

광복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그대로 소장되었다가 이관되

어 현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부산광역시 소재)에서 소

장하고 있다. 단 1권卷의 낙권落卷 『문종실록文宗實錄』 권卷 

11이 있기는 하나, 거의 완전한 현존본現存本28으로서 정족

산본(정족산본)과 함께 그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크며 1973

년 12월 31일 국보 제151-2호로 지정되었다.

오대산사고는 1606년(선조 39) 경에 설치되었다. 강

화·태백산·묘향산·오대산 등지에 사고를 새로 건축하여 

서울의 춘추관사고와 함께 5곳의 사고에 실록을 보관하였

는데, 당시 실록을 재간행할 때 4부 중 3부는 정본正本으로 

인쇄했지만, 전란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머지 1부

는 정본 인쇄를 하지 못했다. 이에 조선정부는 최종 교정쇄

본을 장정裝幀하여 정본을 대신하도록 했는데, 이 교정쇄본

이 오대산사고에 보관되었다. 따라서 오대산사고본 실록 중 

태조~명종실록은 교정쇄본이고 이후에 소장된 선조~철종

실록은 정본이다. 오대산사고본 실록五臺山史庫本 實錄은 일

제강점기인 1913년경에 일제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어 동

경제국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었다. 이후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화재로 인해 오대산사고본 실록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오대산 사고본은 모두 787책이었으며 그 중 참화를 면한 

사진 30.  세종실록 권42 (밀랍본) 사진 31.  세종실록 권58 (생지본) 

26 문화재청 전자행정 홈페이지 문화재 정보 관리, 국보 제151-1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http://www.e-heritage.go.kr/

2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종합보고서, p.22.

28 문화재청 전자행정 홈페이지 문화재 정보 관리, 국보 제151-2호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http://www.e-heritage.go.kr/



12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8. No. 1

것은 오직 74책 뿐이었는데 이 책들은 당시 개인에게 대출 

중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화를 면하게 되었다. 이 74책 중에

서 27책은 1932년에 다시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1973. 12. 31 국보 

제151-3호 지정). 그리고 이후에 확인된 오대산사고본 실록 

47책이 2006년에 환수되어 기존 27책과 함께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었다(2007. 2. 26 국보 제151-3호 추가지

정). 그리하여 현재 남아있는 오대산사고본 실록은 모두 74

책이다.29

기타산엽본基他散葉本은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사고본 

이외의 낙질본들로서, 서울의 춘추관사고에서 보관하던 실

록의 낙질본으로 추정된다. 궁궐 안에 있던 춘추관사고는 

전란 및 궁궐 화재 등으로 인해 사고 건물이 여러 차례 불

탔다. 이 과정에서 춘추관 소장 실록의 대부분이 소실되었

고 일부 낙질만 남아 있었는데, 1910년 이후 일제가 정부 

기관 및 각 사고의 서적들을 이관·통합하는 과정에서 규장

각도서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73년 12

월 31일에 국보 제151-4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대학

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

3)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30

『직지심체요절』은 1372년(공민왕 21) 경한景閑(1299~ 

1374)이 부처와 조사祖師의 게송偈頌, 법어法語 등에서 선禪

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이며 수고

본手稿本에 직접 초록한 것으로 상·하 2권으로 이루어졌다. 

정식 서명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鈔錄佛

祖直指心體要節』이나 보통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

『직지심경直指心經』 등으로 불리고 있다. 판본은 경한이 입

적한 3년 뒤인 1377년(우왕 3) 7월 청주목의 흥덕사에서 금

속활자인 주자로 찍어낸 것이 초간본初刊本이 된다. 상하 2

권 중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하권 1책 뿐이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사진 33).31 이 주자본

은 활자의 주조술과 조판술이 미숙했던 고려시대에 관서官

署가 아닌 지방의 사찰이 주성하여 찍은 것이기 때문에 활

자의 크기와 글자의 모양이 고르지 않고 부족활자를 목활

자로 섞어 사용했기 때문에 인쇄상태가 조잡하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전해지던 고려 주자본 중 유일하게 전래된 활

자본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우리 민족이 최초로 금속활자를 

창안하고 발전시킨 문화민족임을 인정하고 그 귀중한 가치

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승정원일기와 함께 UNESCO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4)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32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承

政院에서 왕명의 출납, 각종 행정 사무와 의례儀禮 등에 관

해 기록한 일기이다. 『승정원일기』는 편년체로 기록하였으

며, 1개월분의 일기를 1책으로 만들었는데 분량이 많은 경

29 문화재청 전자행정 홈페이지 문화재 정보 관리, 국보 제151-3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http://www.e-heritage.go.kr/

30 doopedia, 불조직지심체요절, http://www.doopedia.co.kr/

31 청주인쇄출판박람회 조직위원회, 2000, 『직지에서 디지털까지』, 2000 청주인쇄출판박람회 발간자료집, p.85.

32 문화재청 전자행정 홈페이지 문화재 정보 관리,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 http://www.e-heritage.go.kr/

사진 33.  직지심체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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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2책으로 나누어 장정하기도 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초기 세종대부터 작성되었으나 조선전기의 일기는 임

진왜란, 이괄의 난 등을 거치면서 소실되었고, 현재는 1623

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288년간의 일

기만 전해지고 있다. 조선후기에도 궁궐 화재로 인해 『승

정원일기』가 소실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조보朝

報』·『춘방일기春坊日記』·『일성록』 등을 참고하여 보완하였

다. 『승정원일기』의 작성은 승정원의 정7품 관원인 주서注書

가 담당하였다. 주서는 원래 2명이었다가 기록할 국정 업무

가 늘어나면서 가주서假注書 1명이 추가되었고, 또 임진왜란 

때에는 전쟁 관련 기록을 전담하는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이 더 추가되었다. 그 결과 조선후기에는 2명의 주서와 

2명의 가주서가 『승정원일기』의 작성을 담당했다. 일기 작

성 과정은, 먼저 주서들은 국왕을 수행하면서 국정 운영 내

용을 속기한 ‘초책草冊’을 작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매일

의 일기를 정리하였다. 정리된 일기는 승정원의 서리가 정

서하였으며 1개월분의 일기가 모이면 책으로 묶어 승지承旨

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승지가 이를 다시 국왕에게 올려 재

가를 받음으로써 일기가 최종 완성되었다.

『승정원일기』는 총 3,243책 중 서명이 ‘승정원일기’인 

것이 3,045책이고 나머지 198책은 ‘승선원일기’, ‘궁내부일

기’, ‘전비서감일기’, ‘비서원일기’, ‘후비서감일기’, ‘규장각일

기’ 등으로 서명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갑오개혁 이후 

승정원의 명칭이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비서원’ 등으로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승정원일기』는 국

왕의 비서실에서 작성한 자료인 만큼 국왕의 동정과 관련

된 내용들이 매우 자세하다. 특히 국왕과 신하들의 국정 논

의 내용,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 내용 등이 축약 없이 그대

로 수록되어 있어서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으

며, 현재도 조선후기사 연구에 있어 1차 사료로써 그 가치

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이 승정원일기는 국가의 중요한 

공사에서부터 의례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하였던 승정원의 전모가 기록되어 있어 조선왕조

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과 매일 매일의 사

건을 기록함으로써 『조선왕조실록』 편찬의 기초가 되었다

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1999년 4월 9일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에서 보관·관리하고 있고 관련 사진을 <사진 34>와 <사진 

35>에 나타내었다. 2001년 9월에 UNESCO 세계기록유산

으로 등재되었다.

사진 34.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승정원 일기

사진 35.  승정원일기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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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33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는 

조선조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의 전말, 

경과, 비용, 인원, 의식절차, 행사 후의 논상論賞 등을 후세

에 참고하도록 그림과 함께 기록하여 놓은 책으로 모두 25

여 책이다. 실록 등에도 의례의 기록이 남아있지만 내용의 

규모가 방대하고 소상하며 행차모습 등 그림으로 표현되어

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의궤로 제작하였다. 각 책의 제목은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와 같이 해당 행사를 주관한 임

시 관서의 명칭에 ‘의궤’를 붙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이 건국된 초기부터 의궤가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으

로 모두 소실되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제작되었

다. 현재 전해지는 『의궤』로는 1601년(선조34)에 만들어진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장례에 대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19세기까지 시기가 내려올수록 종류도 많고 질적 수준도 

높아졌다. 『의궤』가 작성되는 주요 행사로는 왕비·세자 등

의 책봉冊封이나 책례冊禮, 왕실 구성원의 결혼, 선대先代 인

물들의 지위를 높이는 추숭追崇이나 존호가상尊號加上, 빈전

殯殿이나 혼전魂殿의 마련에서 능원陵園의 조성 및 이장에 

이르는 각종 상례喪禮, 신주를 태묘太廟에 모시는 부묘祔廟

를 비롯한 여러 제례祭禮가 있다. 그밖에 국왕이 모범을 보

이기 위하여 몸소 농사를 짓는 친경親耕, 궁궐 건물의 건설 

및 보수, 공신 녹훈, 왕실 인장印章이나 국왕 초상화의 제작 

등에 편찬되었으며, 정조대에는 화성 신도시의 건설과 국왕

의 수원 행차에 대해서도 각기 장편의 의궤가 작성되었다. 

행사가 끝나면 의궤를 편찬할 기구와 담당자가 결정되고 

주관 관서인 도감과 관련 관서의 기록들을 자료로 삼아 편

찬하였다. 일반적으로, 임금과 신하 사이의 명령 및 보고 또

는 관서들 사이에 오고간 문서인 전교傳敎·계사啓辭·이문移

文·내관來關·감결甘結들과 소요 물품의 제작과 조달을 담당

한 부속 공작소工作所들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작소의 기록들은 각기 개별적인 의궤 형식을 갖추고 있

다. 내용은 행사가 준비되어 진행된 과정, 업무의 분장, 동

원된 인원, 물자 및 비품의 조달과 배정, 경비의 수입과 지

출, 건물 및 비품의 설계 및 제작, 담당 관리와 동원된 인물, 

행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관계된 사실 모두를 수록하는 

33 doopedia, 조선왕조의궤, http://www.doopedia.co.kr

사진 36.  의궤사진 (左 : 명성황후가례도감의궤, 中 : 숙종인현후가례도감의궤, 右 :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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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원칙이었다. 조선시대 의궤에는 그림이 다수 실려있는

데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도구와 건물은 그림으로 그려 

기록하였고, 의례의 행렬을 표현한 반차도班次圖와 같은 그

림은 화려한 천연색으로 실었다. 대체로 5~8부 정도가 제

작되었는데, 임금의 열람을 위하여 고급재료로 화려하게 만

드는 어람용御覽用 1부가 포함되며 나머지는 관련 관서 및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강

화도로 쳐들어온 프랑스군이 외규장각外奎章閣에 보관되던 

많은 수의 의궤를 약탈하여 프랑스로 가져갔다. 파리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재불 서지학자 박병선이 발

견하였고, 한국 정부와 학계의 반환요청이 계속되어 왔다. 

1991년 협상이 처음 시작되었고, 2010년 5년 단위의 임대방

식으로 반환에 합의하여 2011년 4월과 5월에 걸쳐 모두 반

환되었다. 2007년 6월 ‘조선왕조의궤’로 UNESCO 세계기록

유산에 지정되었다. 사진 36은 왕실의 결혼식 관련 의궤 사

진으로써 왼쪽은 명성황후가례도감의궤明成皇后嘉禮都監儀軌

로 1866년 3월 고종이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 혼례

식 과정을 정리한 의궤이고, 가운데는 숙종인현후가례도감

의궤肅宗仁顯后嘉禮都監儀軌로 1681년 3월 숙종이 민유중의 

딸을 계비(인현왕후)로 맞이한 과정을 정리한 의궤이며, 오

른쪽은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로 1627

년 12월 소현세자가 강석기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한 혼

례식 과정을 정리한 의궤이다.34

6) 동의보감東醫寶鑑35

동의보감 중 보물 제1085-1호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의

서라 하여 『동의보감』이라 이름하였으며, 훈련도감자본으

로 발행되었다. 이 책은 중국과 일본에도 소개되었고, 현재

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의서로 인정받아 1991년 9월 30

일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총 25권 25책으로 저지楮紙로 구성

된 목활자 발행본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는 만력萬曆 42년 즉, 광해光海 6년(1614) 2월에 오대

산사고五臺山史庫에 내사內賜한 것으로 선조 30년(1597) 임

금의 병과 건강을 돌보는 어의 허준(1546~1615) 선생이 선

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서적을 하나로 모

아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2년(1610)에 완성하고 광해군 5

년(1613)에 간행한 의학 서적이다.

허준은 선조 7년(1574) 의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내의

원의 의관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모

시고 의주까지 피난을 갔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공신으

로 추대되었으나 중인신분에 과하다는 여론이 일자 취소되

었다. 『동의보감』은 그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16년간의 연

구 끝에 완성한 한의학의 백과사전격인 책이며, 허준 선생

은 이외에도 중국의 의학서적을 번역하는 데에도 많은 업

적을 남겼다. 『동의보감』은 『내경편』 4권, 『외형편』 4권, 『잡

병편』 11권, 『탕액편』 3권, 『침구편』 1권과 이외에 목록 2권

으로 되어 있고, 각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정연한 서적

이다. 사진 37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 제

1085-1호 동의보감이다.

동의보감 보물 제1085-2호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

각) 소장본으로 총 25권 27책 완질본이며 무주 적상산사고

34   문화재청, 2007,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꽃 의궤』, 조선왕조의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발간집, pp.4~5.

35 문화재청 전자행정 홈페이지 문화재 정보 관리, 보물 제1085호 동의보감, http://www.e-heritage.go.kr/

사진 37.  동의보감 (보물 제1085-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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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다. 2008년 8월 28일 지정되었다. 국내에 남아있는 동

의보감 초간본(목활자본)은 전본이 드물어 희소성이 있으

며 한국의학사와 임난 이후 도서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

료가 된다. 사진 38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

는 보물 제1085-2호 동의보감이다.

동의보감 보물 제1085-3호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

학연구원 소장본으로 보물 제1085-2호와 같이 2008년 8월 

28일 지정되었다. 규장각소장 奎貴 1933의 24권 24책은 태

백산사고본으로 雜病篇 권6의 1책이 결본이고 奎 3553의 

17권17책은 8책이 결본이나 태백산사고본의 결본인 雜病篇 

권6을 채울 수 있는 보완이 된다. 사진 39는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 제1085-3호 동의보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의학서인 동의보감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모두 2009년 7월 UNESCO 세계기록유산

으로 등재되었다.

7) 일성록日省綠36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

까지 조선후기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

되어 있는 일기체 형식의 연대기이다.

『일성록』의 모태가 된 것은 정조正祖가 세손世孫시절부

터 직접 자신의 언행과 학문을 기록한 일기인 『존현각일기』

였다. 정조는 『논어論語』에서 증자曾子가 말한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에 깊은 감

명을 받아 일찍부터 자신을 반성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 일

기를 작성하였다. 1776년 즉위 후에도 직접 일기를 작성하던 

정조는 직접 처결할 국정 업무가 점차 늘어나 일기 작성이 

어려워지자 1783년(정조 7)부터 규장각 관원들이 시정施政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기를 작성하고, 작성된 일기를 5일

마다 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일성록』

은 국왕의 개인 일기에서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일성록』이 현재와 같은 체재를 갖춘 것은 1785년(정

조 9)경이다. 정조는 규장각에 명하여 자신이 탄생한 후부

터 『존현각일기』에 이르기까지 기간의 일기 및 자신이 즉

위한 이후에 기록된 『승정원일기』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일목요연한 체재를 갖춘 일기를 편찬하도록 명하였고, 책의 

제목은 ‘일성록日省錄’으로 하였다. 그 결과 1760년(영조 36) 

1월부터의 일기가 일정한 체제에 맞추어 정리되었다. 『일

성록』은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과 함

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관찬 연대기라는 점, 다른 연대기

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 상황 등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처럼 

사진 38.  동의보감 (보물 제1085-2호, 규장각 소장)

사진 39.  동의보감 (보물 제1085-3호, 규장각 소장)

36   문화재청 전자행정 홈페이지 문화재 정보 관리, 국보 제153호 일성록, http://www.e-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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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방대한 기본 사료이며 유일 원본으로써 1973

년 12월 31일 국보 제153호로 지정되어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에서 보관·관리되고 있으며, 2011년 5월에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사진 40>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제153호 일성록이다.

8) 난중일기亂中日記

난중일기는 1962년 12월20일에 국보 제76호로 지정

되었으며, 정식 문화재명칭은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

기李舜臣 亂中日記 및 서간첩 임진장초書簡牒 壬辰狀草>로 난중

일기 7책과 임진장초 1책, 서간첩 1책 등 총 9책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 중 난중일기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이 

임진왜란(1592~1598) 기간 중 7년간 군중軍中에서 직접 기

록한 친필 일기로써 『임진일기(1592년)』를 시작으로 『계사

일기(1593년)』, 『갑오일기(1594년)』, 『을미일기(1595년)』, 『병

신일기(1596년)』, 『정유일기(1597년)』, 『속정유일기(1597년)』,

『무술일기(1598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을미일기

를 뺀 총 7책이 보존되어 전해오고 있다.37 임진장초는 임진

왜란 당시의 출전경과, 왜군의 정황, 군사상의 건의, 진중의 

경비 등을 상세하게 장계狀啓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등초

한 책이다. 서간첩은 다른 전적류와는 달리 충무공이 친필

로 보낸 편지글을 수집한 내용으로 개인의 편지임에도 불

구하고 편지마다 전란을 걱정하는 충무공의 우국충정을 발

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38 4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손들의 노력으로 잘 보존되어 충남 아산시 현충사관리소

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에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는데 등

재심사 시 원본에 대한 영구보존과 영인본 제작에 따른 홍

보방안 대책 마련 등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현충사관

리소의 요청에 의하여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17개월 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국

보 제76호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등 총 9책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하여 소장처에 인계하였고, 현충사관리소

사진 40.  일성록 (국보 제153호, 규장각 소장) 사진 41.  난중일기 보존처리 (보강)

사진 42.  난중일기 보존처리 (보채)

37   문화재청, 2014, 『2014 우리손으로 더듬고 보듬은 문화유산』,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p.215.

38  신효영·홍순천·송정원·조안나, 2014, 「국보 제76호 난중일기 중 이순신 서간첩의 보존과 과학적 분석」,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39회 춘계학술대회, 

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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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영인본을 제작하여 상설전시 등 대국민홍보 서비스

를 지속할 예정이다. 정39, 홍40, 신41 등은 국보 76호 지정문

화재 보존처리 완료에 따른 유물의 지질분석과 과학적 보

존처리에 대한 논문 및 학술발표를 통하여 유물 원재질의 

특성 및 보존처리 전·후의 산성도와 광학적 성질 향상 등

을 발표하였다(사진 41~44).

이 외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2011년 5월 

지정)과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6월 지정) 등이 세계사

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

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1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

하게 되었다.

6. 한지의 보존 과학적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프랑스 고문헌보존센터(CRCDG)

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차에 걸쳐 기록문화유산 보

존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논하기 위하여 공동세미나를 개

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2004년에는 양국의 보존전문가들이 

“한국과 프랑스 전통종이의 손상에 따른 특성과 분석방법

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와 유럽 등의 지

류보존처리 분야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유물의 다양한 손

상기작에 따른 유물의 영향 등에 대해 기술교류를 실시하

였다.42 2005년에는 “종이손상기작과 보존·기술에 대한 경

험과 지식의 교류”라는 주제로 연구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에는 “한지-보존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시

아 종이보존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열화종이 연구를 위한 

최신 분석법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

지와 관련해서 한지제조 기법의 특이성과 한국 지류문화재

의 과학적 보존 연구, 조선시대 기록문화 유산과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하여 소개하였다.43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2007년 연구 사업으로 『전통

한지 제조기술의 수월성 분석 및 특화 기술 개발』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한국 닥 섬유가 

중국의 청단, 일본의 삼지닥 섬유보다 형태적 특성이 우수

하여 종이 내구성에 가장 좋은 원료임을 밝혔고, 전통한지

39 정선화·신효영·홍순천·송정원, 2014, 「국보 제76호 임진장초壬辰狀草의 지질분석과 보존처리」, 문화재 47(4), pp.106~118.

40  홍순천·신효영·송정원·조안나, 2014,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중 임진장초의 지질조사 및 보존처리」,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39회 춘계학술대회, 

pp.119~120.

41  신효영·홍순천·송정원·조안나, 2014, 「국보 제76호 난중일기 중 이순신 서간첩의 보존과 과학적 분석」,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39회 춘계학술대회, 

pp.117~118.

42 국립문화재연구소·CRCDG, 2004, 『한국과 프랑스 전통종이의 손상에 따른 특성과 분석방법에 대한 과학적 고찰』, 한불공동세미나 발표집, pp.7~130.

43  국립문화재연구소·CRCDG, 2006, 『한지-보존과 과학』, 한불공동세미나 발표집, pp.7~144.

사진 43.  국보 제76호 임진장초·서간첩·계사일기·갑오일기 사진 44.  국보 제76호 임진·병신·정유·속정유·무술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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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보다 높은 분자량을 나타내어 

열화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 가장 우수한 보존성을 나타낸

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전통 잿물에 의한 자숙이 화학 약품

에 의한 자숙보다 셀룰로오스 손상을 덜주는 온화하면서 

안정적인 자숙제임을 밝혔다.44

또한 2008년에도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 기술응용 

개발사업으로 『전통한지의 기능적 특성 분석과 닥나무 대

체섬유를 이용한 기능성 강화 한지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

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 

유통되고 있는 한지의 제조 공정 원료 등에 따른 기능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전통 잿물한지에 대한 기초연구와 

고품위 한지제조를 위한 대체보조섬유 모색과 제조된 기능

성 고품위한지의 인쇄적성 및 보존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로 한지의 장방향이 폭방향보다 인장지수, 인열지수, 내

절도 등이 높으며 천연 잿물을 사용한 전통한지가 가성소

다 등을 사용한 개량한지에 비해 물리적인 강도와 고주파

수(2,000Hz) 음향의 흡수능이 높음을 증명하였다. 아울러 

고추대, 콩대 및 대나무 등 단섬유를 대체 보조섬유로 활용

하여 장섬유인 닥나무와 혼합하여 인쇄적성, 평활도, 거칠

음도를 개선시켜 기능성 고품위 한지제조의 적합성을 규명

하였다.45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13년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서울대학

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실록 중 정족산본

은 그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기록물인데 이 중 한지 밀

랍본으로 제작된 실록에 대해 심각한 손상이 발생되어 국

립문화재연구소에 보존처리를 의뢰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

소는 1998년 4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실록의 보존상태조

사를 실시하여 밀랍처리된 실록 훼손이 심각하고 보존 대

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2002년 11월 실록 긴급 보

존방안으로 질소 밀폐처리(저산소 보관)를 제안하고 실록 

수장고에 대한 장기적인 보존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

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

초조사 연구’를 시행하였고 2006년부터 ‘조선왕조실록 밀

납본 복원기술 연구’ R&D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2013년까

지 총 8년간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상태조사 결과 서울

대 규장각 소장 실록 중 한지로 제조된 생지본의 상태는 

‘양호’한 등급에 포함되는 반면, ‘불량’ 등급으로 판단되는 

실록은 대부분 밀랍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밀랍본

의 제작은 생지본(한지로만 제작)의 장기간 보관 시 손상에 

대한 우려로 장기보관기술력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되나 수백년 간의 자연 노화와 전란으로 일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된 것이다. 연구 결과 실록의 주요 손상원인에 

대한 규명연구를 실시하고 손상된 밀랍본에 대한 탈랍 및 

보강기술 적용 연구를 실시 한 후 장기보관기술 연구로써 

저산소 보관기술 적용 연구를 실시하였다.46

결론

종이의 발명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AD 105년 후한後漢

시대 채륜蔡倫에 의해 종이 만드는 방법이 개량되면서 우리

나라에는 삼국시대에 그 기술이 전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지 제조기술이 정착되면서 통일

신라 경덕왕 10년(751년) 불국사 석가탑 중수시기에 봉안되

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세계최고最古 목판인쇄본인 『무구정

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국보 제126호)이 발견되었

다. 고려시대는 불교의 융성으로 사찰 등에서 서적출판 간

행 및 각종 인경사업 등이 활발해지면서 국가에서 종이 만

드는 것을 장려하며 한지의 발전기를 맞게 되었다. 조선시

대에도 문서와 서책의 간행이 활발해지고 공물지貢物紙로써

44 국립중앙과학관, 2007, 『전통한지 제조기술의 수월성 분석 및 특화 기술 개발』, 연구결과보고서, pp.30~61.

45 국립중앙과학관, 2008, 『전통한지의 기능적 특성 분석과 닥나무 대체섬유를 이용한 기능성 강화 한지 개발』, 겨레과학응용개발사업 결과보고서, pp.25~86.

4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종합보고서 1. 본문편,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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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요 품목이었으므로 종이가 널리 파급되었고 국가적으

로 관영 조지서造紙署 및 민간에서도 한지의 수요를 감당하

였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임진왜란 등의 영향으로 국가재

정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한지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아울러 한지의 품질 또한 나

빠져서 한지는 쇠퇴기를 맞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한지장”

이라는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한지 제조기술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전승지원 

및 관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한지 제조

업체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등 총 15개 지역 25개 업체에서 한지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한지韓紙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닥나무의 인피섬

유를 천연잿물로 증해하고 물과 함께 황촉규 뿌리의 점액 

성분을 분산시킨 후 대나무발을 이용하여 전통 흘림뜨기 

초지방법으로 뜬 수록지를 말한다. 전통한지 제조방법은 1

년생 국산 닥나무를 채취하여 닥무지를 통해 백피를 만든

다. 천연잿물로 닥섬유를 삶고 고해와 해리과정을 거친 다

음 황촉규 점질액을 지료와 혼합하여 전통방식인 외발식 

흘림뜨기로 한지를 초지한다. 초지가 완료되면 압착 및 탈

수과정을 거쳐 건조시킨 다음 필요에 따라 도침과정을 거

치면 전통한지가 완성된다. 이와같이 한장 한장 수작업으

로 이루어지는 한지제조 과정은 백번의 손길을 거쳐 완성

된다하여 백지百紙라고도 불릴 정도로 장인의 정성과 노력

이 들어간 완성도 높은 수록지이다.

한지는 창호지, 참종이, 닥종이, 닥지, 순지, 저지 등 다

양하게 불렸는데 사용하는 재료, 용도, 색채, 산지, 크기와 

두께 등으로 분류하며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한

지는 서화용지나 공예품 등 각종 기능지로도 활용되었는데 

다양한 염색기법을 활용하여 색한지를 이용한 공예품들은 

조선시대 궁중, 양반, 서민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현재 조선후기 전지공예, 장지공예, 지화공예, 지승공예 작

품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지천년견오백紙千年絹五百」이라 하여 한지의 보존

수명이 천년이란 말이 전해지듯이 한지의 우수한 보존성은  

UNESCO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 한국의 기록유산

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국보 제

151호 조선왕조실록,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 직지심체

요절, 조선왕조의궤, 보물 제1085호 동의보감, 국보 제76호 

난중일기 등 8건은 한지로 만든 귀중한 우리의 세계기록

문화유산이다.

이와 같이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한지는 국가기

관을 중심으로 한지의 보존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지가 열화에 안정성이 높고, 닥섬유의 형태적 

특성이 우수하여 종이의 내구성이 높으며, 전통한지 제조

공정에 대한 안정적 보존특성, 실록원지의 재질에 대한 안

정성 등 다양한 연구방법 등을 통하여 한지가 보존성이 강

한 안정한 재료임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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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ong Seon Hwa
Conservation Science Cent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 study on manufacturing technologies and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paper

Hanji(Korean traditional paper) is a valuable cultural heritage highly praised, even to this date, for its 

importance and technology by craftsmanship of our ancestors; it is a product of a combination of craftsmanship, 

well-established technologies, natural paper mulberry fiber and eco-friendly and durable natural materials 

and mucilages. Origin of the word ‘Hanji(Korean traditional paper)’ is from handmade paper made of bast 

part of the paper mulberry; as paper manufacturing with paper machines introduced in Japan was adopted 

in late Joseon, paper produced previously was called ‘Hanji’ and paper produced with western machines was 

called ‘Yangji(machine made paper)’. Hanji has been called by many different names and us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materials and production methods; and the functions varied. Hanji, from the era of three states 

to Joseon era, has been praised for its unique and excellent quality in three Asian countries(Korea, China and 

Japan); its unique excellence continues to this date in many paper-related national cultural heritages. Also 

total of 11 cases are registered to UNESCO Memory of the World for its importance, 8 of which are associated 

with traditional Korean paper: Hunminjeongeum,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ikjisimcheyojeol, 

Seungjeongwon Ilgi,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Donguibogam, Ilseongnok and A War Diary. 

To examine excellent characteristics of conservation science in Hanji, many studies have been developed. 

By developing analysis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e excellence of our Hanji should be re-verified 

scientifically and the tradition should continue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Korean cultural heri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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