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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제섬(製纖)이란 원료에서 섬유를 갈라내거나 뽑아내는 일로 식물의 섬유질을 추출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용어의 정

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제섬은 식물 재료에 행해지는 1차 재료 가공 기술로 인피 섬유가 발달한 식물에 행해진다. 대표적

인 인피식물로는 모시풀(苧麻), 삼(大麻), 아마(亞麻), 닥나무(楮) 등이 있는데 그 중 삼은 재배의 역사가 길고 분포 지역도 

광범위하여 인류의 생활과 문화의 재료로서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식물이다. 

 본 연구는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술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전승되고 있지 않은 자연건조쇄경식 제섬 기술을 

재현 실험하여 기술의 이행 가능성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헌에 기록된 방식으로 인피를 채취하고 실험한 결과, 

실제로 삼 섬유를 얻을 수 있었다. 

삼 줄기에서 속대와 껍질을 분리하기 위한 요인은 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조의 정도였으며, 완전히 누렇게 변색

된 면적에 한해서 속대와 껍질을 분리할 수 있었다. 일조량과 기온은 건조를 보다 가속시키는 조건이었다. 다만 오랜 시

간 동안 노출되기만 한다면 일조량과 기온에 상관없이 인피를 채취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리깨질의 물리적 힘을 이용하는 자연건조쇄경식은 함경도 육진 지역 제섬 기술의 핵심 공정으로 여겨진다. 삼의 

껍질과 속대는 두드릴수록 분리되었고, 인피는 가늘게 쪼개지며 외피는 벗겨져 실로 채취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섬유를 채취하는 방식은 섬유에 잔털이 피는 현상을 유발하는 탓에 인피섬유직물인 삼베나 모시 

제작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양되었다. 그러나 함경도 육진의 제섬법은 이 원리를 역이용하여 섬세한 직물을 만드는 방식

에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 안동 지역에서 확인되는 증열식 피마 제섬법과는 구분되며, 

삼을 방적하여 직물을 제작하는 서양의 사례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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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인류는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물건을 만들고 사용해왔다. 전통시대의 자연 재료는 크게 

유기물과 무기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기물은 풀, 나무 등

과 같은 식물 재료, 무기물은 돌이나 흙을 구성하는 광물 재

료가 해당된다. 특히 식물 재료는 가공이 쉽고 주변에서 구

하기 쉬워 실이나 끈, 바구니 등과 같은 작은 생활 도구에

서부터 실내의 가구나 건축물의 자재로까지 널리 이용되

었다. 자연 상태의 원료는 일정한 공정을 거쳐 재료로 가공

되고, 가공된 재료는 이후 다양한 제작 기술을 통해 구체적

인 물품으로 탄생된다. 이처럼 자연 상태의 식물을 이용해 

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채취하여 제작의 재료로 

가공하는 1차 재료 가공 공정이 필수적이다. 

제섬(製纖)이란 원료에서 섬유를 갈라내거나 뽑아내

는 일로 식물의 섬유질을 추출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용어

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제섬은 식물 재료에 행해지는 1

차 재료 가공 기술로 인피 섬유가 발달한 식물에 행해진다. 

대표적인 인피식물로는 모시풀(苧麻), 삼(大麻), 아마(亞

麻), 닥나무(楮) 등이 있는데 그 중 삼은 재배의 역사가 길

고 분포 지역도 광범위하여 인류의 생활과 문화의 재료로

서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식물이다. 

삼 제섬 기술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드무나 지역 특

산품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술 개량 연구 등이 진행된 바 

있고1 삼베와 삼베 제작 기술, 지역의 전승 현황 및 길쌈 문

화를 고찰한 연구들에서 제섬과 관련한 내용을 일부 찾아

볼 수 있다.2 발굴 유구의 기능을 유추하는 연구를 통해 제

섬 시설의 존재 가능성과 도입 시기 등을 밝히는 연구도 진

행된 바 있다.3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섬 기술은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대

부분 삼베 제작 과정의 일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마저

도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지역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삼 제섬 기술의 역사적 맥락과 기술 유형

을 고찰한 연구는 전무하다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삼의 이용과 삼베 제작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

섬 기술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문헌은 매우 드물다. 그 중 

조선 후기 이규경이 집필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

長箋散稿)』에는 당시 삼 제섬 기술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전

하고 있지 않은 기술이어서 눈길을 끈다. 

 본 연구에서는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조선 후

기 삼 제섬 기술을 논의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조선 후기 삼 

제섬 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록으로는 확인되나 현전

하지 않는 자연건조쇄경식(이하 ‘쇄경식(碎莖式)’이라 한

다) 제섬 기술을 재현·실험해보고, 쇄경식 제섬 기술의 이

행 가능성과 이 기술이 갖는 기술사적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Ⅱ.   삼의 이용과 조선 후기 삼  
제섬 기술

1. 제섬 기술과 삼의 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섬이란 원료에서 섬유를 

갈라내거나 뽑아내는 일을 말한다. 주로 잎이나 줄기의 

인피(靭皮) 조직이 발달한 식물의 섬유를 채취하기 위해 

1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1997, 『섬유작물가공 초생력화 생물공정개발』, 농림부; 김규식·윤인화·서기봉, 1964, 「화학 및 발효법에 의한 대마의 박피, 제섬에 관한 

시험/ 대마의 화학 및 발효법에 의한 가공시험」, 農村振興廳 農工利用硏究所.

2 고부자, 2004, 「보성 삼베 연구」 『服飾文化硏究』 vol.12; 고부자, 2006, 「무주삼베의 생산과정과 전승양상」 『비교민속학』 vol.32; 최승연, 2014, 「근대 시기

(1920~1980) 전라남도 구례군의 전통 삼베 수공업 생산 방식의 특징과 변화」 『服飾文化硏究』 vol.22; 심연옥·금다운, 2016, 「삼베짜기 전승현황과 지역별 특

성」 『韓服文化』 vol.19; 박광숙, 2002, 「안동포 삼베 직조과정의 특성」 『안동 삼베 연구』, 안동대학교박물관; 배영동, 2002, 「안동포 전통의 형성과 변화」 『안동 

삼베 연구』, 안동대학교박물관; 배영동, 2003, 「안동포 생산과 소비의 전통과 현대적 의미」 『한국민속학』 37집 등이 있다.

3 박광열·손호성, 2008, 「삼가마 유적의 연구와 조사방법론」 『야외고고학』 vol.4; 임형진, 2009, 「‘삼가마’ 유구에 대한 민속학적 논증 - ‘삼가마(삼굿)의 축조와 구

조, 운용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 『문화재지』 vol.42; 전미영, 2011, 「돌굿유구의 구조」 『야외고고학』 vol.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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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되는 제섬 공정은 식물의 섬유를 재료로 한 공예품을 

제작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공예의 재료로서 식물은 가장 구하기 쉽고 비교적 

다루기 쉬운 재료이지만 식물을 채취하여 바로 쓰는 경우

는 드물다. 건축물이나 가구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나무

를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목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채상(彩箱)이나 전통(箭筒) 등 대나무를 이용한 생

활 기물 역시 제작을 위해서는 치죽(治竹) 과정이 필수적

이다. 이처럼 식물을 공예의 재료로 쓰기 위해서는 1차적

인 재료 가공 과정이 요구되며 제섬 공정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제섬은 제작품의 재료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

적인 공정이며 재료에 행하는 1차 가공 기술로 제작의 시

작이라 할 수 있다. 

제섬 공정을 요하는 인피식물류 중 대표적인 것으로

는 삼, 아마, 모시풀, 닥나무 등이 있는데, 각 식물은 생육 

조건과 특성에 따라 재배 지역과 가공 방법이 상이하다. 

특히 삼은 재배와 이용의 역사가 길고 기후에 대한 적응

력이 강하여 재배 범위 역시 가장 넓은 작물이다. 삼의 원

산지는 중앙아시아로, 몽골과 남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서 기원전 12,000년경부터 재배되었을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4 현재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러시

아, 유럽, 인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재배하고 있으나 재

배 지역에 따라 삼을 가공하고 이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부터 삼의 섬유를 이용하여 생

활에 사용하였다. 평안남도 온천군 궁산 유적 Ⅰ기층(BC 

4500년)에서는 뼈바늘에 꿰어 있는 베실이 출토되어5 신

석기시대부터 삼의 섬유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전라남도 광주 신창동 유적지(BC 100~AD 100년)에서

는 마직물편이 발견되기도 하여 삼 섬유로 직물을 제작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에 삼은 우리나라에 목화씨

가 전래되기 전까지 주된 섬유 재료였는데, 삼을 재료로 

한 삼베는 매우 대중적인 직물로 민간에서 널리 제직되

었다. 고려시대에는 승수, 조직, 산지, 용도에 따라 직물

의 명칭이 세분화되었으며6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상공업

의 발달과 교통로의 확충으로 지역의 물산이 명산지화되

기 시작하면서 북포(北布), 영포(嶺布), 강포(江布), 안동

포(安東布)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삼베가 명성을 얻게 된

다. 근대기에도 그 명성이 유지되어 현대에도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삼은 지붕의 이엉이나 줄 또는 끈, 포대

(布袋) 등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2.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조선 후기 삼 제섬 기술

우리나라에서 삼은 주로 삼베 제작의 재료로 사용되

었으며 『후한서』, 『삼국사기』 등 고대 문헌에 ‘마(麻)’, ‘마

포(麻布)’의 기록이 남아 있어 고대부터 삼을 이용해 직물

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7 삼의 오랜 이용 

역사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인 삼에서 인피섬유를 채취하

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된 문헌은 매우 드문데, 그 중 조

선 후기 이규경이 집필한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현전

하지 않는 제섬법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4 Barney Warf, 2014, ‘An Historical Geography Of Cannabis’, Geographical Review,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of New York, 

pp.418~419.

5 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1996, 『조선기술발전사 1 - 원시·고대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59.

6 임재해, 2004, 「안동의 생활환경과 민속문화의 형성 양상」 『안동학연구』 제3집, p.193.

7 민길자, 『한국전통직물사 연구』, 한림원, 2000, p.18 표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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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漢書(東夷傳濊傳), 梁書(諸夷傳新羅), 魏書(高句麗傳), 南史(東夷傳新羅), 三國史記(高句麗本記, 新羅本記, 雜志第二色服), 

三國遺事(第二紀異第二金傳大王), 鷄林類事, 慈藏定律, 宣和奉使高麗圖經(第二十卷八)

挹婁濊

高麗
麻布 産物 後漢書(東夷傳挹傳), 三國志魏志東夷傳(北沃沮, 挹婁), 高麗史(志卷三十三食貨二料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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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9 『오주연문장전산고』, 人事編 服食類 <練麻辨證說>. “北關六鎭中。鍾城府涪溪等處筒布法。取細麻之脩直無旁枝節目者。編作簾箔。置屋上或架上。曝陽承露。幾過一

朔。取下鋪淨地。以枷打之。去其楷骨無餘。則麻皮自成細絛如髮。更擇其中極細且精者。緝以爲絲。” 본 논문에 인용한 구절 뒤로는 제사와 제직에 해당하는 공정이 기

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제섬 기술로 한정하였으므로 제섬에 해당하는 구절만을 인용하였다. 제섬을 포함한 제사·제직의 함경도 육진 삼베의 

전체 제작 공정은 공상희, 2017, 「북포의 내력과 제섬 기술의 변천」 『文化財』 제50권 제3호, pp.52~54를 참고.

10 공상희, 2017, 「북포의 내력과 제섬 기술의 변천」 『文化財』 제50권 제3호, pp.52~53.

11 『오주연문장전산고』, 人事編 服食類 <練麻辨證說>. “則刈麻, 去其枝葉作束。先作長竈, 竈上掛大釜二坐。盛水, 竈上 四方築欄牆。置麻于釜上, 燃火釜中。以草厚覆麻

上 不使點風透入。至三日, 取見釜水漸涸, 候其水涸而開見。如涸更添他水。釜上麻相易以置, 期於遍熟。如此至於十日, 待其均熟後, 沈于淸川。經數日 剝出作東風乾後, 

更沈水洽潤。取一絛置于木板上 以刀精刮外麁皮。極淨緝以爲經。”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지역과 해당 지역의 특산품

명을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의 제섬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은 육진(六塵)의 통포(筒布)와 영남(嶺南)의 세포(細

布)이다. 그 중 육진의 통포는 북포(北布)의 이칭 중 하나

로, 북포는 조선시대에 함경북도에서 생산하던 올이 가늘

고 고운 삼베를 말한다.8 함경도 육진의 제섬법은 정세하

고 고운 삼베를 생산하는 지역의 방식으로 이 제섬 기술은 

현재 국내에서 전승 및 이행되고 있지 않는 방식이다. 

북관의 육진(六鎭) 가운데 종성부 부계 등지에서의 통포 

짜는 방법을 보자. 위로 곧게 쭉쭉 자란 가는 삼[細麻]을 취하

여 곁가지와 마디가 없는 것을 염박처럼 엮는다. 지붕 위 혹은 

시렁 위에 설치해 해를 쪼이고 이슬을 받게 한다. 달포를 넘긴 

뒤 그것을 내려서 깨끗한 땅에 펼쳐놓고 도리깨로 두드린다. 

그 본뼈대(속대)를 없애서 남겨둠이 없으면 곧 삼 껍질[麻皮]

이 저절로 머리카락처럼 가는 실이 된다. 다시 그 가운데 아주 

가늘고 정한 것을 가려 삼아서 실을 만든다.9

함경도 육진의 제섬법은 가는 삼을 채취하여 발을 

엮어 지붕이나 시렁에 널어두고 한 달가량 햇볕과 이슬을 

맞추었다는 점과 삼을 도리깨질하여 껍질과 속대를 분리

하는 동시에 인피를 만든 점, 최종적으로 제작자가 섬유

질 중 가늘고 깨끗한 것을 골라 실을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10 

이와 함께 기록된 기타 세포 제작을 위한 제섬법은 

삼을 솥 위에 놓고 찌는 방식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을 베어 그 가지와 잎을 제거하고 묶음으로 만든다. 우선 

긴 아궁이를 만들어 아궁이 위에 큰 솥 2좌를 건다. 물을 채우고 

아궁이 위에 사방으로 난간과 담을 쌓는다. 삼을 솥 위에 놓고 

솥 가운데 불을 피운다. 풀로 두텁게 삼 위에 덮고 점풍이 스며

들지 않게 한다. 삼일에 이르러 솥에 물이 점점 마르는 게 보이

는데 후에 물이 마르면 열어 본다. 마르는 것 같으면 다시 다른 

물을 보탠다. 솥 위에 삼을 서로 바꾸어놓고 골고루 익힌다. 이

와 같이 십여 일이 이르고 균일하게 익길 기다린 후 맑은 냇가에 

씻긴다. 수일이 지나 벗겨져 나오면 동풍에 건조한 후 다시 물

에 담가 불린다. 한 줄기를 취해 목판에 놓고 칼로 정교하게 겉

의 거친 껍질을 벗겨낸다. 매우 깨끗한 것을 삼아 날실로 쓴다.11

이 방식의 특징은 솥을 활용한 구조물에 삼을 익혀

서 껍질과 속대를 분리했다는 점과 칼을 사용하여 껍질의 

외피를 제거하여 삼을 삼았다는 점이다. 증기와 칼을 이

용하는 이 제섬법은 현재 국내에서 전승되고 있는 증열식

(蒸熱式) 피마(皮麻) 제섬법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조선 후기 제섬 기술

을 정리해보면 조선 후기 제섬 방식에는 원재료인 삼을 

자연 상태로 두고 겉면을 타작하여 삼의 껍질과 속대를 

분리하고 실을 취하는 방식과 열과 증기를 이용하여 삼의 

껍질과 속대를 분리한 뒤 칼과 손을 이용해 실을 취하는 

방식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함경도 육진 지역의 제섬법, 즉 도구를 이용해 삼을 타

작하여 껍질과 속대를 분리하는 제섬 방식은 현재 국내에

서 전승되고 있지 않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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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 후기 자연건조쇄경식  
제섬 기술 재현 실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쇄경식 제섬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방식으로 실제 이

행 가능한지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실험은 채취한 삼을 

문헌에 서술된 내용을 토대로 고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고자 한다. 

1. 실험 조건

현재 삼의 재배는 정선, 당진, 보성, 안동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배 및 생산이 가장 활발

한 안동 금소리마을의 삼 줄기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사진 1).

재배 장소는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마을 일대이

며 품종은 당진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삼’으

로 확인되었다.12 안동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종은 춘분 전

후로, 수확은 하지 전후에 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던 2018

년의 파종은 3월 28일, 수확은 6월 29일에 이루어졌다. 재

배 방식은 일모작으로, 1년간 생산할 삼베의 수량을 정하

여 필요한 양만큼 파종한다(표 1). 

이와 더불어 재배지의 기상 여건은 삼의 재배 환경

을 고려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경작 환경의 

표본으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0년간의 파종부터 수

확시기까지의 기상 조건을 확인하였고 항목마다의 평균

치를 구하여 표로 작성하였다.(표 2).

실험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의 비닐하우스에서 

진행했다. 실험 기간은 삼을 가져와 실험 준비를 완료한 

2018년 6월 30일부터 20일간 진행하였다. 기후 조건은 강

수량과 기온, 습도, 풍속, 일조량을 비교 항목으로 삼았

다. 일조량과 강수량, 기온과 습도 등은 식물의 상태에 강

한 영향을 끼치므로 본 데이터는 실험에 있어 주요한 기

준이 된다. 기후 정보를 토대로 실험군 및 실험체 상태 변

화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표 3).13

2. 자연건조쇄경식 제섬 기술 재현

함경도 육진 지역의 제섬 기술이 기록된 문헌의 내

표 1 안동 삼의 재배 요건

항목 내용

재배 장소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마을 일대

재배 품종 당진농업기술센터 소장 ‘청삼’

파종 시기 춘분(春分) 전후 (2018년의 경우 3월 28일)

수확 시기 하지(夏至) 전후 (2018년의 경우 6월 29일)

재배 방식 일모작

표 2 1981~2010년 안동시 기후 자료(출처: 기상청 날씨누리)

항목 3월 4월 5월 6월 평균

평균강수량(mm) 44.9 68.2 91.5 136.8 85.35

최고기온(°c) 11.8 19.4 24.2 27.4 20.7

최저기온(°c) -0.5 5.2 10.8 16.1 7.9

평균기온(°c) 5.3 12.2 17.4 21.4 14

평균습도(%) 59.8 56.7 63.0 71.3 62.7

평균풍속(m/s) 2.1 2.1 1.7 1.6 1.8

평균일조량 7.2 8.1 8.4 7.6 238.5

12 사전조사 당시 당진농업기술센터와 금소리마을 안동포짜기조합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13 <표 3>의 측정값 중 7월 6일과 7월 7일의 습도 및 최고기온의 경우 측정값이 없거나 직접 측정한 기온과 상이하여 직접 측정한 값으로 기록하였다.

사진 1   수확한 삼 줄기(안동 금소리마을, 2018. 6. 29,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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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공정 단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문헌 내용을 바

탕으로 정리된 공정은 <표 4>와 같다.

위 공정은 크게 3단계로 분류된다. 1, 2는 속대와 껍

질의 분리가 용이한 상태가 되도록 물성을 변환하는 공정

이며 3, 4는 속대와 껍질을 분리하고 인피를 채취하는 공

정이다. 또한 5의 경우 채취한 인피를 이어 실의 형태로 

만드는 제사(製絲) 단계에 속한다. 제사에 속하는 5를 제

외하고 1~4단계의 공정을 삼 줄기의 물성 변환과 인피 채

취라는 공정별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1) 삼발 엮기 및 건조

문헌에는 염박을 엮는 방식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발은 개체를 개별로 엮는 방식으로 확인

된다. 20여개의 삼 줄기를 좌우 각각에 3개의 끈을 번갈

아가며 개체별로 엮어 고정했다. 실험 개체14는 실험 장소 

외부에 걸어두고 햇볕과 비에 노출시킨 후 섬유를 채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실험 대상의 변화 과정을 살폈

다(사진 2).

실험 과정은 실험 대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찰

되는 변화를 기록하여 정리했다. 2018년 6월 30일 실험 

준비를 완료하였고 하루가 경과한 7월 1일부터 실험군의 

상태를 확인했다.

7월 1일과 2일에는 비가 왔고 실험군15은 지속적으

로 비와 습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외관상의 특별한 변화

는 확인할 수 없었고 풀 냄새가 강하게 났다.

7월 3일은 하루 종일 맑고 30℃의 높은 기온이 유지

되어 외관상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속

적인 습기와 비에 노출된 탓으로 희고 검은 곰팡이가 줄

기 끝과 손상된 상태의 줄기 상당부에 핀 것이 확인되었

다. 한편 갑자기 맑아진 날씨에 의한 많은 일조량과 높은 

표 4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쇄경식 제섬 기술 공정(필자 작성, 『오주연

문장전산고』, 인사편 복식류 「연마변증설」)

공정 내용

1 삼발(麻簾) 엮기
마디가 없고 세한 삼을 채취하여 가지를 정리한 

후 발을 엮음

2 지붕 및 시렁에 널기
엮은 발을 지붕이나 시렁 위에 두고 한 달가량 

햇볕과 이슬을 맞춤

3 도리깨질하기 깨끗한 곳에 펼쳐두고 도리깨질하여 섬유를 피움

4 실 고르기 인피 중 극세하고 정한 것을 고름

5 삼 삼기 삼실을 만듦

표 3 실험 장소의 기후 조건 일람표(출처: 기상청 날씨누리)

구분 7/1 7/2 7/3 7/4 7/5 7/6 7/7 7/8 7/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강수량(mm) 187 73 0 0 0.3 5 0 0 13.5 0 0 0 0 0 0 0 0 0 0

최고기온(°c) 23.7 28.3 30.6 30.6 31.3 25.3 30.0 27.8 21.8 31.7 32.4 32.3 32.3 32.5 34.4 33.5 32.8 33.5 34.4

최저기온(°c) 20.1 20.4 22.6 22.1 22.5 21.4 21.7 18.5 18.9 19.6 23 23.6 24.5 23.4 22.8 21.7 22 22.4 23.4

평균기온(°c) 21.2 23.2 26.2 26 25.8 23.3 25.2 22.7 20.2 25.9 27.4 27.5 27.6 27.1 27.9 27.2 27.2 27.5 27.8

습도(%) 98 94.3 80.1 81.8 84.3 87 70 68.4 95.9 80.8 82.1 80 78 79 75.5 74 74.3 74.3 75.5

평균풍속(m/s) 1.4 1.3 2 1.8 1.1 1.2 1.7 1.6 1.4 1.2 0.9 1.2 1.2 1.1 0.8 1 1.1 0.9 0.9

일조량(hr) 0 1.3 7.4 8.8 3.3 0.1 7.6 4.2 0 3.7 2.4 7.9 9.5 7.9 12.9 11.3 12.4 9.7 10.8

14 삼 줄기 하나를 실험 개체로 지칭하였다.

15 염박한 한 묶음의 삼 줄기를 실험군으로 지칭하였다.

사진 2 실험 준비 과정 및 완료 상태(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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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탓으로 껍질 사이에 속대가 드러난 실험체가 확인되

었고 섬유질처럼 가늘고 흰 실이 핀 곳도 확인되었다(사

진 3A). 7월 4일은 7월 3일과 일기가 흡사했고 실험군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다만 표면이 누렇게 변색되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

7월 5일에는 실험군의 개체 중 색이 완전히 누렇게 

변색된 면적이 확인되었고 변색되어가는 개체의 수량이 

증가했다. 특히 줄기 양 끝부터 시작해서 변색되는 면적

이 점차 넓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변색된 부위에 

속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속대가 드러난 껍질을 

관찰한 결과, 속대와 껍질의 분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

었다(사진 3B).

그러나 변색되지 않은 면적은 벗겨지지 않았으며 강

제로 벗길 경우 벗겨지는 껍질의 두께가 점차 얇아지고 내

피는 잠깐 벗겨지다가 속대에 붙은 채로 떨어지지 않아서 

껍질을 속대로부터 온전히 분리하기에 어려웠다. 풀 냄새

는 누그러들었다.

7월 7일에는 외관상 대부분 누렇게 변색된 개체를 대

상으로 껍질을 벗겨보았다. 시작 부분은 잘 벗겨졌으나 점

차 속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아 녹색을 띠며 아직 변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껍질은 벗기는 중에 잘 벗겨지기도 

하고 속대에 붙어 벗겨지지 않기도 하는 등 실험체의 상태

가 균일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껍질이 끝까지 벗

겨져 실로 가공이 가능한 면적도 있었다(사진 3C).

건조된 면이 속대와 껍질의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삼 줄기의 건조 정도가 껍질을 속대로부터 분리시

키는 조건 중 하나로 파악하였고 건조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시일이 지날수록 변색된 면적이 넓어지고 

변색된 개체의 수가 증가하였다. 7월 11일에는 대부분의 

개체에 변색이 진행되었고 볕을 받는 부분은 변색이 완전

히 진행되었다. 변색이 된 부분은 앞서 7월 7일에 확인한 

것처럼 속대와 껍질의 분리가 용이했다. 그러나 볕을 받

지 못하는 실험군 뒤쪽은 변색이 진행된 곳도 확인되었으

나, 전체적으로 변색의 진행이 더뎠고 푸른색을 띠는 실

험체가 다수 확인되었다(사진 3D).

7월 12일에는 볕을 받지 못한 실험군의 면적을 조정

하였고 실험을 지속하였다. 변색되는 면적이 넓어지는 것 

외에 다른 변화는 감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속대와 껍질이 

분리되는 조건에 있어서도 건조되는 것 이외에 다른 조건

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7월 14일에는 실험군 내의 모든 개체의 표면이 완전

히 변색되었고 임의의 실험체를 대상으로 껍질을 벗겨본 

결과, 속대와 껍질의 분리가 용이했으며 실을 채취하는 단

계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풀 냄새는 거의 나지 

않게 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 쇄경 및 인피 섬유 채취

쇄경과 인피 섬유 채취에 앞서 실험군의 상태가 껍

질을 채취하기에 합당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문헌에 기

록된 것처럼 삼 줄기 외면에 충격을 가하기 위해 도리깨

를 준비하여 도리깨로 외면을 내려치는 공정을 진행했다

(사진 4A).

주위를 잘 정돈한 바닥 위에 실험군을 깔고 도리깨

로 계속해서 타작했으며 변화 과정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

였다. 20회 남짓 도리깨질을 하였을 때 속대가 분할되고 

깨지며 잘게 쪼개졌으나 껍질과 분리되지는 않았다(사진 

4B).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친 결과, 속대는 잘게 부수어

지면서 껍질로부터 떨어져나갔고(사진 4C), 속대가 전부 

떨어져나가면서 껍질은 섬유질이 피면서 점차 얇은 단위

사진 3   실험군의 상태(필자 촬영), A: 7월 3일, B: 7월 5일, C: 7월 7일, D: 7월 11일.

A

C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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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쪼개졌다(사진 4D). 도리깨질 과정을 반복할수록 삼

의 껍질은 더 잘게 부서졌고 섬유질 역시 더 가늘게 피어

났다. 그 결과, 결대로 쪼개진 껍질과 섬유질이 핀 삼의 

인피 중 정세한 섬유 가닥을 고를 수 있었다(사진 4E).

쇄경은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속대 분쇄 - 속대 

제거 - 외피 제거 - 인피 분할 단계로 이행되었다. 다만 인

피의 분할은 균일하지 않았다.

Ⅳ.   결과 분석 및 자연건조쇄경식  
제섬의 기술사적 의의

1. 실험 결과 분석

지속적인 관찰 결과, 실험군은 표면의 건조 상태에 

따라 인피 채취의 용이성에 차이를 보였다. 문헌의 내용

대로 전 기간 동안 외부에서 비와 볕에 노출된 상태로 실

험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 중에 육안 및 냄새를 통해 확인

되는 특별한 화학적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누

렇게 변색된 정도에 따라 속대와 껍질의 분리 용이성 정

도에 차이가 나타난 점은 쇄경식 제섬법의 특징을 나타

낸다.

쇄경 방식에 있어서 인피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 요인은 건조 상태를 촉진시키는 일조량과 기온이었

으며, 강우가 많고 날이 흐리면 일조량이 줄고 기온은 떨

어지며 습도가 높아져 건조의 진척이 더뎠다. 실험군이 

아닌 옆에 따로 적치해 둔 삼 줄기의 경우 특정한 방법 없

이 방치시킨 상태였음에도 20일가량 경과한 뒤에는 실험

군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된 것이 확인되었다. 건조 기간

이 늘어난다면 발 형태로 준비하는 과정이나 노출 면적, 

일조량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았으며, 결국 모든 개체가 건

조되면서 제섬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건조 기간은 일조량 및 노출 면적과 간섭성을 가지며 

빠른 이행을 위해서는 노출 면적에 대한 조정과 많은 일

조량이 요구되었다. 

인피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손으로 갈라진 부분을 벗겨내는 것도 가능했지만, 도리

깨를 이용해 내리치는 방식을 이행하면 채취가 더욱 간

편하며 섬유질이 피게끔 하는 작용을 하여 실을 채취하

는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일정한 충격을 가함으로

써 속대는 파쇄되어 껍질로부터 분리되고 인피는 잘게 

표 5   실험군 변화 과정(필자 작성)

날짜 특이사항 채취 가능

7/1 •변화 없음 ×

7/2 •변화 없음 ×

7/3 •섬유질처럼 가늘고 흰 실이 핌. 희고 검은 곰팡이가 핌 ×

7/4 •첫날보다 색이 바랜 것이 확인됨 ×

7/5 •색이 누래진 부분은 속대와 껍질이 분리됨 △

7/6
•  색이 바랜 면적을 보유한 개체 수 및 껍질이 터져 속대가 

보이는 개체 수 증가함
△

7/7
•  완벽히 바랜 부분은 쉽게, 갈라짐이 적게 껍질이 벗겨짐

•덜 바랜 부분은 그렇지 않음
△

7/8 •큰 변화 없음 △

7/9 •큰 변화 없음 △

7/10 •큰 변화 없음 △

7/11
•큰 변화 없으며 수일 내에 완전히 마를 듯함

•  거의 모든 면적이 건조되었으나 볕을 받지 못한 뒤쪽

은 상당 부분에 푸른 기운이 남아 있음

△

7/12
•  빛을 받지 못해 푸른 기운이 남아 있는 부분을 밖으로 

노출시킴
△

7/13 •큰 변화 없음 △

7/14 •실험체 전부 완전히 건조됨 ○

사진 4 인피 채취 과정(필자 촬영).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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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는 섬유를 채취하는 데 용

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쇄경식 제섬법의 특성은 완전한 

건조 상태로 만드는 것과, 겉면에 충격을 가하여 속대의 

분리 및 섬유를 피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문헌 기록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실험한 결과, 삼 

줄기의 속대는 부서져 탈락되었고 인피만 남았다. 도리

깨질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인피는 점점 잘게 쪼개지는 현

상도 확인되었다. 이 현상은 문헌 기록에서 “삼 껍질이 저

절로 머리카락처럼 가는 실이 된다”는 표현과 일치한다.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실험 개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 5).

속대는 모두 제거되어 보이지 않으며 삼 줄기의 인

피만 확인된다. 인피는 줄기의 결 방향대로 쪼개져 있으

며 크기와 모양은 균일하지 않다. 인피는 외피와 내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쪼개지지 않은 부위에만 외피가 붙어 

있다(사진 5A). 잘게 쪼개진 부분에서는 외피가 탈락한 

상태이며 잔털처럼 섬유가 피어나는 현상도 확인된다(사

진 5B).

삼베 같은 인피 섬유 직물을 제작할 때에는 식물의 

인피 중 내피만을 사용한다. 내피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외피를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한다. 현재 

안동 지역에서는 칼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외피를 벗기며, 

곡성 지역에서는 삼의 인피를 잿물에 띄우는 화학적 방식

으로 외피를 제거한다. 도리깨질의 물리적인 힘은 섬유

를 쪼개는 동시에 외피와 내피를 분리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다.

도리깨질을 반복할수록 인피가 계속 쪼개지는 것을 

앞선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현미경을 통해 보면 잘 쪼

개지지 않은 부분과 잘게 쪼개진 부분이 동시에 나타난

다. 이는 도리깨질의 물리적인 힘이 인피에 균일하게 전

달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쪼개지는 인피의 정도가 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채취할 수 있는 섬유의 굵기도 다양

하다. 앞서 살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다시 그 가운데 

아주 가늘고 정한 것을 가려 삼아서 실을 만든다’는 기록

을 통해 당시에도 쪼개진 정도를 가늠하고 그 정도를 제

작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리깨질이 끝난 인피는 뭉쳐 있는 상태였으며, 이 

가운데 문헌 기록처럼 가장 섬세한 가닥을 골라 현미경을 

통해 분석하였다(사진 6).

섬유는 투명하고 매끈하며 줄기의 방향대로 결이 있

음이 확인된다. <사진 6B>에서는 인피 섬유가 쪼개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데, <사진 6A>에 비해 넓은 면적의 

섬유 사이에 틈이 보인다. 이는 균일한 힘이 가해지지 않

은 부분의 섬유로, 이 섬유에 물리적 힘을 더 가하면 섬유

는 보다 잘게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5 실험 개체 전자현미경 촬영 사진(필자 촬영), A·B: 100배, C·D: 200배.

A B

C DD

사진 6   선별된 실험 개체 전자현미경 촬영 사진(필자 촬영), A·B: 100배, C·D: 

200배.

A B

C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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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방적을 하기 위해서는 섬유가 쪼개지고 뭉쳐진 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목화는 섬유 자체가 솜 형태로 얻어 지기 때문에 곧바로 방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피섬

유는 목화 솜 형태로 만들어야 방적할 수 있다. 인피섬유를 솜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서양에서는 cottonization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상태를 

cottonization hemp fiber로 명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삼 솜으로 번역하여 서술하였다.

2. 자연건조쇄경식 제섬법의 기술사적 의의

쇄경식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가공

된 섬유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증열식으로 가공한 

안동 지역의 피삼과 건조쇄경식으로 가공한 서양의 삼 솜16

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사진 7, 8).

현재 안동에서는 삼 줄기를 찐 후 속대를 분리해 인

피를 얻는다. 껍질의 외피를 제거하기 위해 찐 삼의 껍질

을 나무판에 올려놓고 칼로 벗겨낸다. 현미경 사진을 보

면 안동 피삼에는 미처 칼로 벗겨지지 않는 외피가 부분

적으로 내피와 결착되어 있다. 또한 가공된 면적이 실험

군 개체나 서양의 삼 솜과는 달리 넓다. 삼 줄기를 찌고 

속대와 분리한 상태에서 칼로 외피를 벗겨내기 때문에 그 

면적이 넓을수록 외피 제거에 유리했을 것이다(사진 9).

서양에서도 삼 같은 인피 섬유를 사용해 직물을 제

작하고 있다. 제작 기술은 아시아의 방식과 달리 방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방적을 하기 위해서는 섬유가 쪼개

지고 뭉쳐진 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양의 제

섬 방식은 솜을 만들기 위해 발달해왔다. 

기본적으로 서양에서는 삼 줄기를 자연 건조한 후 

쇄경/타마(Scutching)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는 『오주연

문장전산고』에 기록된 함경도 육진의 제섬 기술과 유사

하다. 18세기 프랑스의 작업 공정에서 쇄경 방식을 구체

적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삼을 가공하는 공정을 여러 

사람이 분업하고 있는데 삼 줄기를 빻는 장면도 확인된

다. 작두와 비슷한 형태의 ‘Hemp braker’라는 도구를 사

용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속대가 분리되고 인피는 잘

게 쪼개지면서 섬유가 피어나게 된다. 쇄경 과정 이후 빗

질(Hackling)을 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면 방적하기 알맞

은 솜의 상태가 된다(그림 1). 현대에는 이러한 방식이 기

계화되었지만 원리는 같다. 서양 삼 솜을 확대해 보면 잘

게 쪼개진 섬유가 많이 보이며 본 실험 개체의 상태와도 

흡사하다(사진 9C).

본 실험 개체(사진 9A)를 안동 피삼(사진 9B)과 비

교하면 섬유의 상태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서양 

A

사진 9   비교군의 각 개체별 전자현미경 촬영 사진(필자 촬영), A: 실험 개체, 

B: 안동 피삼, C: 서양 삼 솜.

B DC

사진 7 안동 피삼(필자 촬영). 사진 8 서양 삼 솜(필자 촬영).

그림 1   18세기 프랑스의 제섬 과정과 도구(Denis Diderot, Jean Le Rond 

d'Alembert, Robert Bénard, 1762, 「Culture et Travail du Chanvre」 

『Recueil de planches, sur les sciences, les arts libéraux, et les arts 

mechaniques : avec leur explication』, Smithsonian Libraries,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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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솜(사진 9C)과 비교하면 섬유의 상태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같은 재료이지만 가공 방식에 따라 결과물이 달

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제섬 방식을 지역에 따라 단순 구분

하면 안동은 증열·박피이며 함경도 육진은 건조·쇄경인

데, 서양 방식은 사용하는 도구나 기술의 차이점이 있기

는 하지만 그 원리는 함경도 육진처럼 건조 후 외면에 물

리적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동일하다.

함경도 육진이나 서양 방식에서 보이는 쇄경의 의미

는 인피에 물리적 힘을 가한다는 것이다. 모시, 삼, 아마 

등 인피 섬유는 물리적 힘이 가해질수록 잘게 쪼개지면서 

섬유가 피는 현상이 발생한다. 섬유가 피는 것은 솜처럼 

잔털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

는 내용은 『규합총서』에서도 확인된다.

태모시를 물 묻혀 머리털처럼 째고 실을 삼을 때 너무 비벼

서 피게 말고 잇기만 단단히 한다.17 

모시실을 이을 때는 꼬임을 주어야 하는데, 기록에

서는 이때 너무 비벼 섬유가 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즉 

인피 섬유를 비비게 되면 섬유질이 쪼개져 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같은 현상을 조선시대에도 인식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섬유가 피게 되면 잔털이 생겨 매끈하지 

않으며 직물 제작 시에 실이 엉겨 붙게 된다. 이러한 현상

을 방지하기 위해 인피 섬유를 쪼갤 때 섬유가 피어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모시를 쪼갤 때 침

을 바르는 것도 섬유가 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기술로 

볼 수 있다. 

삼베는 모시처럼 침을 바르지는 않지만 물레로 꼬임

을 주어 섬유가 피는 것을 방지한다. 실에 꼬임을 주면 실

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이 매끈해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모시와 일반적인 삼베의 사례에서 볼 때 인피

에서 섬유가 피는 현상은 작업 공정마다 제거해야 할 단

점이다. 흥미롭게도 실험 결과로 보았을 때 타격에 의해 

섬유가 피는 현상은 가는 섬유를 얻기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였다. 쇄경식 제섬 기술은, 인피 섬유에서 생기면 

단점일 수 있는 물성적 특징을 역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정세한 직물을 제작하는 방식에 적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제섬 기술은 원료에서 제작의 재료인 식물 섬유를 

추출하는 기술로 주로 인피식물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인피식물의 섬유는 주로 직물 제작의 재료가 되는데, 이 

때문에 제섬 기술은 직물 제작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

다. 특히 삼베의 재료가 되는 삼의 제섬 기술은 국내의 현

전하는 기술 방식이 증열식으로 모두 동일하여 기타의 제

섬 기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증열식 제섬 방식 이

외에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자연건조쇄경식 제섬 기술의 

이행 가능성과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현 실험

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껍질의 분리부터 실의 채취까

지 자연건조쇄경식 제섬법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삼 줄기는 건조됨에 따라 속대와 껍질의 분리가 가

능했고, 이 외의 특별한 요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공정상

에서는 일조량과 기온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나 긴 시간 

노출된다면 주요하지 않은 조건이었다. 또한 외면에 물

리적인 타격을 가하여 속대와 껍질을 분리하고 인피를 쪼

개는 방식은, 증열 후 삼칼을 이용하는 안동의 피삼 방식

과는 구분되며 오히려 서양 삼 솜의 제작 방식과 유사한 

원리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적인 힘은 솜

의 섬유처럼 가는 가닥을 만들 수 있기에 인피 직물인 삼

베나 모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양되었으나, 쇄경식 제섬

17  『규합총서』, 국립중앙도서관본. “태모시  믈무쳐 머리털 티 야 실삼듯  너므 브 여 피게 말고 니에만 단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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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 원리를 역이용하여 섬세한 직물을 만드는 방식에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섬 기술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방식 외에도 여러 방식이 존재 할 수 있다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물성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적용하는 기술 원리

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데에서 의의가 크다. 기술의 

발현이 물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원리에 따른 것이라면, 

공예품의 제작 기술은 발달이라는 기준뿐 아니라 자연 환

경 및 생활 문화 등 또 다른 기준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삼 제섬 기술이 제한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함경도 육진 지역의 

자연건조쇄경식 제섬 기술을 재현 실험하고, 이를 통해 

기술의 이행 가능성 및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제섬 기술이 제사·제직의 결과물과 어떠

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기후 조건 및 환경에 따른 재료의 

물성 차이는 어떤지 등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넘기

고자 하며, 앞으로 제섬 기술을 포함한 재료 가공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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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production Experimental of 
Breaking of  dried stalks technique of Record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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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 scutching refers to the process of  extracting fibers from plants by separating or extracting fibers from the 

raw materials. As the definition of  the term implies, the "Fiber Scutching" is performed on plants with advanced 

bast fiber as the primary material processing technique performed on plant materials. Some of  the most popular 

phosphorus plants are ramie, hemp, flax, and the paper mulberry, which have a long history of  cultivation and a wide 

range of  distribution, making them very universal as a material supporting human life and culture. 

This study was described in Oju-yeonmunjangjeon-sango but was designed to re-examine the method of breaking dried 

stalks, which is currently unused in Korea, to examine the feasibi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y. As a result of 

sampling and experimenting with hemp bast using the method recorded in the literature, hemp fiber was actually produced. 

The criteria for removing the shell from the hemp stem were the degree of discoloration and drying, and only when 

the stalk was  completely discolored to yellow could segregation of the stalk from the shell be performed. The amount 

of sunlight and temperature were conditions that accelerated drying. However, if  exposed for a long time, it is confirmed 

that hemp bast will be in a suitable condition to process, regardless of the amount of sunlight and temperature.

'Breaking of  dried stalks', which utilizes the physical power of  'threshing with a flail' is considered a core process 

of  the fiber scutching technique in 'Yukjin' in Hamgyeong-do. The bark and the core of  the hemp were separated by 

tapping, the bast was thinly split, and the shell was peeled off, making it suitable for collecting with thread. The method 

of collecting the fibers by applying physical power causes downing on the fibers, which is to be generally avoided in 

the manufacture of  bast fabric woven hemp or ramie. However, Hamgyeong-do's fiber scutching method seems to 

have applied this principle to the method of making fragile fabrics by using it in reverse. This method is distinct from 

the steaming or boiling of  the stalks' in Andong, Korea, and it is similar to the Western method of spinning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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