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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모시는 한자어로‘저마(苧·紵麻)',‘저포(苧布)'로 쓰고, 민간에서는‘모시' 또
는‘모시베'라고 한다. 인피(靭皮)섬유이며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다. 또 얇게 비치
는 맛은 입은 사람이나 보는 이들도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여름용 고급옷감이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까다롭고 생산지역이나 계절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주로 상
류층 외출복으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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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까지도 부녀자의 부업거리로 가정경제에 큰 몫을 하였으며, 이에‘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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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짜는 며느리’
는 최고의 신부감으로 대우받았다.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을
치른 후 의식구조와 생활환경이 변함에 따라 생산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60년대
말 이후는 값싸고 간편한 화학섬유로 인하여 생산량도 줄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우수성이 인식되면서 수요가 늘기 시작하고 있다. 조상들 시
절처럼 천연섬유인‘한산세모시’
의 영예가 거듭나고 각광받으면서 경쟁력을 욕
심내 볼 수 있는 영예가 자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참고문헌과 유물 및 2005년 7월까지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
로 작성하였다.

2. 한산모시 연혁
모시에 대한 기록은 통일신라 때부터 보인다.
『三國史記』
에 860년(헌안왕 4)에는‘마저(麻紵)’
로, A.D.869년(경문왕 9년)에
는 30승저삼단사십필(三十升紵衫段四十匹)을 당(唐)으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

다. 당시에도외국수출품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으며, 국내경제 발전과 함께 국위
를 선양하던 특산품이기도 하였다. 세저포(細苧布)만이 아니라 문저포(紋苧布)와
사저포(紗苧布) 또 황저포와 홍저포가 있으니 염색까지 한 다양한 모시가 이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때는『고려도경』
에“여자의 옷은 흰모시 노랑치마인데 왕가의 친척과 귀
한 집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의 처첩에 이르기까지 한 모양이어서 구별이 없다.
모시[白苧]와 삼[麻]을 심어 베옷을 많이 입는다. 제일 좋은 것을‘시(

)’
라고 하

는데 깨끗하고 희기가 옥과 같고 폭이 좁은데 왕과 귀신(貴臣)들이 다 입는다”
고
하였다. 1276년(충렬왕 2)에는 20升포(布)에 대한 표현으로“이는 실이 너무 가
늘어서 매미 날개처럼 투명하다”
라고 하였다. 1354(공민왕 3)년에는 원(元)으로
부터 무늬가 있는 문저포의 빈번한 요구를 받다가, 왕 4년에는 공물에서 제외시
켜준다. 고려시대 각 지방 특산 공물(貢物)중 해양(海陽. 남해, 광주)의 백저포가
보이는데 이는 서해와 남해안의 해안 지역이 중심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토산(土産)직물은 포(布)·주(紬)·견(絹)·면(綿)이 있었는데 포류
(布類)에는 저포와 마포(麻布)가 대표적이었다. 토산직물을 팔도별로 구분한 자
료에 의하면 충청지역이 저포생산지로 처음 기록되는 것은 1800년대부터이다.
『만기요람』
(1808년)에는 충청·전라·경상도,『임원십육지』
에는 호서(韓山 林川
산, 황저포는 연천, 세포(細布)는 경성(鏡城)으로 나온다. 조선말『궁중발기』
에충
청도는 저포와 극세저,
『조선여속
고』
(1909년)에는 모시는 한산,
저마는 장성과 정읍이 보인다.
조선후기에는 저산팔읍(苧産
八邑)으로 한산·서천·비인·
임천·홍산·남포·보령·정산,
저포칠처(苧布七處)로 한산·서
천·홍산·비인·임천·정산·
염포가 있었으나, 말기에는 주로
한산이 명맥을 유지한다. 굵기와
색을 구분하여 생저(生苧), 7·
<사진 1> 모시풀

8·9·12승백저포, 백·극상·

2005년 7월 10일(화양면 월산리)

황세저포, 대홍(大紅)·자세(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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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영호남과 경기(高陽 開城),『규합총서』
(1818년)에 저(苧)는 한산·진안·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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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백·홍·청·흑·아청저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모시가 생산되었음
을 입증한다. 이 외에 장성저(長城苧)·청양저·한산저 등 지역에 따른 명칭이 보
이는가 하면, 백당저(白唐苧)·세당저(細唐苧)·생당저(生唐苧) 등도 있어 중국에
서 수입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궁중발기』
에는 분홍·백·황·다홍·옥색·분
홍·갈매·반물 등이 있는데 이는 모시에 여러가지 염색까지 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형태가 확실한 지상유물은 1246년 고려시대 문주사(文殊寺) 금동여래좌상
불 복장(腹藏)물로 12승에 가까운 생모시로 만든 소매가 짧은 답호와, 금동비로자나
불(해인사소장), 1302년 년기가 있는 아미타불 복장물(온양박물관 소장)이 있다.@@@
조선시대 무덤에서 나온 출토유물 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임진왜란
전후 인물로 보이는 제주 고씨의 홑 직령포(直領袍)가 있는데 폭 36㎝에 13승 모시
이며, 적삼(赤衫)은 너비 31cm에 9.6승이며, 이외에도 모시적삼이 많이 보인다.

3.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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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모시 생산지역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한하고 있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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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짜기는 주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일대에서 하고 있다.
특히 한산모시는‘한산세모시’
라는 이름으로 그 명성이 오래 이어 오고 있으
나 지금은‘한산모시’
로 통칭되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처럼 무늬를 넣거나, 고운
색도 없고 곱게 짜지도 않아서 한산모시의 질이 쇠퇴하였음을 말한다. 1900년대
초까지도 15새(
‘보름새’
라 함)를 짰다고 하는데, 근간에는 12새가 최상품이었으
며, 현재는 대부분 너비 30㎝에 상품(上品)이 10새 정도이며 대부분 8승2~4모를
많이 짜고 있다.

1) 생산
⑴ 지역
현재 모시 생산지역은 서천·보령·청양·부여군이며 서해를 끼고 금강이 흐
르는 지역이다. 서천군에서는 모시재배도 하지만 태모시나 모시굿을 사다가 주
로 필모시를 짜고 있다.@

⑵ 과정
모시생산은 모시풀 재배 및 수확→껍질[外皮]벗기기→태모시 만들기→모시째
기→모시삼기→모시날기→모시매기→꾸리감기→모시짜기→모시표백(마전) 등
의 순서로 이어진다.
30여년 전에까지도 집집마다 모시풀생산에서부터 모시짜기까지 자급자족하
였지만 요즘은 각기 분업으로 모시를 재배하여 태모시 만드는 사람, 째기와 삼아
서 모시굿을 만드는 사람, 짜는 사람으로 나뉜다.@@
@@

가. 모시풀 재배
모시풀(저마)을 재배하는 밭을‘모시 밭’
이라고 한다. 모시는 1~2m쯤 자라며,
굵기는 1.2~1.5㎝정도이다. 보통 40~60일이면 자라며, 채취는 1년에 3회 또는 4
회까지도 가능하다. 처음 베는 것을‘초수'라 하고, 다음은‘이수', 세 번째는‘삼수'
라 한다. 채취하는 간격은 대개 초수에서 삼수까지 각기 40여일 씩 뒤에 한다. 초수
는 하지(夏至) 전후로 대개 6월 중순, 이수는 7월 하순, 삼수는 9월 상순쯤에 한다.@
품질은 초수는 굵고 억세기 때문에 좋지 않고, 이수는 쨈(째기)이 좋아서 근이 많
이 나가서 제일 좋은 것으로 치며, 삼수는 껍질이 얇고 짧아서 모시굿 양이 적다.
모시풀 재배는 전라북도 고창과 정읍 신태인이 제일 많이 하며, 다음은 충청남
@@

나. 태모시 만들기
모시풀을 벤 다음에 잎사귀를 제거하고 껍질[外皮]을 벗겨 껍질과 속대를 분리
시킨다.
모시칼로 껍질의 외피를 벗기면 속살이 나오는 이것을“태모시”
라고 한다.
태모시는 4~5회 물에 적시면서 10여일 햇볕에 바랜다.@@@
태모시는 모시실을 만드는 재료이다. 말린 것은 습기가 차서 눅눅해지면 염기
가 있어서 상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한다.@
@@

다. 모시째기
태모시를 가는 실로 만드는 일인데 모시작업에서 제일 어려운 과정이다. 숙련
정도에 따라 품질이 상저, 중저, 막저로 구분된다.@
태모시를 엄지손가락에 감길 분량(
“한 베비”
라 한다)만큼 물에 적시어 엄지손
가락에 감는데 이를“모시 짝”
이라고 한다. 손가락에 감긴 모시 가닥을 하나씩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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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태모시는 모시중심지인 한산지방으로 많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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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넣어 혀와 입술로 가름하고 이(이빨)로 굵기를 고르면서 긁어내고 손톱으로
짼다. 이빨로 굵기를 조절할 때 작은 부스러기가 나오는데 이를“침 밥”
이라고 한
다. 숙련공은 한 베비를 마치는데 1~2시간 소요된다.
“쨈이 좋다, 쨈이 좋아야”
라는 말을 한다.‘쨈'이란 태모시의 상태를 가늠하는 말이
며 길면서 가늘게 쪼갤 수 있는 것이 상품이다. 초수는 억세서 나쁘고, 이수는 쪽수(가
닥)가 나서 덜 좋고, 삼수는 갓이 얇아서 쪽수가 안나면서 가늘게 쪼갤 수 있어좋다.
모시 쨀 때는 왼쪽 엄지손가락에 모시짝을 감고, 엄지와 둘째 사이에는 좋은
올을 끼워두는데 이를“모시 추어 댄다”
고 한다. 둘째와 셋째 손가락 사이는 길이
가 짧고 품질이 덜 좋은 것인‘꾸묵’
을 끼운다. 이 꾸묵을 모아 두었다가 꼬아서
빨랫줄이나 연(鳶)줄로 썼다.
모시를 쨀 때 실오라기 가닥이 나오는데 이를“방아다리”
라 한다. 이 가닥들은
버리지 말고 두었다가 모시 삼을 때 찢으면서 쓴다.@@@@@@@@
쪼갠 실의 길이는 보통 1m이며, 긴 것은 2m, 짧은 것은 60㎝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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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모시째기(모시축제 시연 모습)

라. 톱(프)기
짼 모시 머리쪽을 물에 담갔다가 톱짓날(톱판대기) 위에 놓고 모시톱(톱칼)으
로 눌러 훑으면서 가늘게 만드는 과정이다. 톱칼은 손잡이와 쇠 날이 달린 것이
다. 톱풀때는 톱칼에 힘을 고르게 주고 해야하기 때문에 어깨와 팔에 근력이 좋
아야 한다. 톱기를 마치면 엉킨 것들을 성근 빗으로 빗겨 준다.

마. 모시삼기(모시굿 완성)
가늘게 쪼갠 모시 올을 연
결하여 긴 실을 만드는 과정
이다.
어깨 높이의 버팀목(
“쩐지”
라고 한다)에 실을 걸어놓고
침을 발라가며 잇는다. 실은
양쪽 끝을 허벅지 위에 맞이
<사진 3> 모시 삼기·화양면 월산리-2005년 7월

어 손바닥으로 비비면서 연결

(권예식, 1950年生, 한산모시 기능 전승자)
(황영희, 1965年生, 한산모시 기능 계승자)

시키고 광주리(
‘체’
를 쓰기도
한다)에 쌓아 놓는다. 한 덩어

리를“모시굿”
이라 하며, 20굿(씨실과 날실을 각기
“열 굿”
이라 함)정도이면 한
필을 짤 수 있다. 한 굿을 만드는데 보통 2일 정도 걸린다. 보통 중저 한굿을 째
고, 삼는데 3일 정도 걸린다.
실을 삼을 때 연결방법은‘곰비비기’
로 한다. 꼬리와 대가리를 각기 입안에 넣
어 침밥을 긁어내면서 습기도 주고 굵기를 조절한 다음 양쪽 실 두 가닥을 무릎
위에 얹어 안(앞)쪽으로 미는데 이를“매 비빈다”
고 한다.@@@@@@@@
“모시 째고 삼을 때는 비시개가 좋아야 한다”
고 한다. 비시개란 모시 올이 하얗고
기를 사용한다. 보자기를 아래에 두는데, 없을 때는 그늘지고 어두운 문턱아래 바싹
붙어서 한다.
한필을 짜는데 태모시는 3~4근, 모시굿은 날실 열굿과 씨실 열굿(꾸리 18개
~20개 정도)이 든다. 꾸리용은 날실보다는 가는 실로 한다.
모시굿 하나의 가격은 세저(細苧)용은 20,000~30,000원, 굵은 것은 10,000~15,000
원정도한다.@
@@

바. 모시 날기
날실의 새[升]수와 길이를 정하는 과정이다.
10개의 모시굿을 기본으로 한다. 길이는 실을‘젖을대(조슬대)’
에 난 구멍 10
개에 넣고 날틀(말틀)에 걸어 한 필의 길이에 맞추어 난다. 날 때에는 실이 엉키지
않도록 쌀겨를 뿌린다. 특히
‘새 좆기’
가 정확해야 하므로 잘하는 사람을 청해서
품값을 주거나 또는 품앗이로 하기도 한다.@
모시를다날면실고리를만들어두는데실고리를모시갖침’
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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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늘어서 잘 보이기 않기 때문에 잘 보이게 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주로 검정색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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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모시날기

사. 바디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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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날기가 끝나면 원하는 승수를 정하여 바디 한 칸(구멍)에 두올 씩 끼고 사

제1절 한산 세모시 짜기

침대를 끼워둔다. 이 때는 바디 외에 곁막대·사침대·참새대·개새대(0.7㎝)·
뒷대(1.5~1.8㎝ 가장 굵다)등 가늘고 굵은 긴 대[竹]막대기들이 쓰인다. 모든 작
업이 끝나면 모시 끝 올은 4~5개 묶음으로 묶어 두는데 이 부분이 처음 짜는 곳
이 되며 이를“가슴내기”
라고 한다. @@
@

아. 모시매기
베를 짤때 실이 엉키지 않도록 날줄을 정리하는 과정이며 부드럽게 하기 위해
서 날줄에 콩풀을 매긴다. 모시 맬 때는 풀과 풀(벳)솔·도투마리·끌대(개)·뱃
(볏)불 등이 필요하다.@풀은 생콩가루와 소금을 풀어 만드는데 이를“풋닛가루”
라고 한다. 뱃솔에 풀(풋닛가루)을 묻혀 날실에 골고루 먹여 이음새를 매끄럽게
하고 왕겻불로 말리면서 도투마리에 감는다. 끝나면 처음처럼 4~5가닥으로 실
을 묶고 마무리한다.@@@@
맬 때는 두 사람[2人]이 필요하다. 한사람은 풀을 바르고, 한사람은 도중에 실이
끊기는 것이나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다 된 것은 도투마리에 감기 등 일을 도운다.
좋은 것은 한필 매는데 4~5시간, 나쁜 것은 하루, 이틀 걸린다.

자. 꾸리감기
씨줄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실은“전대”
라고 하는 길고(15㎝) 가는(1,5㎝) 대
[竹]로 만든 대통에 직경 4㎝정도 굵게 감아 놓는다. 꾸리는 전에는 손으로 감았
는데 지금은 대부분 물레를 쓴다. 꾸리는 베를 짤 때는 물을 축이고 배모양의 북
(꾸리집) 속에 넣고 짠다. 짜면서 마르지 않게 물을 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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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모시매기

<사진 6> 꾸리감기

베틀[織機]은‘전통베틀’
과‘개량베틀’두 가지가 있다.
‘전통베틀’
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해체가 가능하다. 20여년 전까지도 드물게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기능보유자들의 시연용으로 쓰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반자동‘족답기(足踏器)’
가 나왔는데 이를“개량베틀, 쇠베틀, 기계베틀”
이라고
하며, 바디나 부속들이 쇠로 되어있다. 1990년 후는 모두 개량베틀로 바뀌었다.
전통베틀과 개량베틀 둘 다 장단점이 있다. 개량베틀은 해체를 못하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지만, 매기나 베짜기가 훨씬 수월하여 많이 짤 수 있으며, 전통베틀
보다 배 이상 능률이 난다. 또, 전통베틀로 짠것보다는 개량베틀로 짠 것이 발이
고와 매끄럽다. 그러나 전통베틀로 짠 것이 훨씬 탄력이 있고 질기다. 나무베틀로
짤 때는 바디 폭 때문에 너비가 30~32㎝정도까지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쇠바디
로는 주문에 따라 넓게 짤 수 있으며 이렇게 넓은 것을“광폭(廣幅)”
이라 한다.
모시 짜기는 습기가 많고 더운 여름 하지(夏至)가 제일 적기이며, 장소는 반지

제6장 무형문화재

차. 모시짜기

하에 땅을 파서 만든‘토굴(土窟)’
이 좋다. 지금은 방안에서 비닐을 치고 가습기를
틀어 놓고 사계절 계속 짤 수 있어서 많은 량을 생산 해 낼 수 있다. 기술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주로 삯모시를 짜는데 공임은 한 필에 2~3만원 정도 받는다.
@

카. 모시정련
모시를 하얗게 하는 일로 전에는“마전”
이라고 했다. 생산자가 직접 했으나,
지금은 삯을 주고 맡기고 있다. 이런 곳을“마전집”
이라고 했는데 지금은“표백
소”
라고 하고 있다. 표백소는 2005년 7월 현재 한산·기산·서천에 각 한 곳씩
모두 3곳이 있다. 현재 한 필 마전 공전은 20,000원이다.
흰 것보다 약간 노란 것을 원하면 치자물을 들여주기도 한다.@
@@@@@@@@@@

⑶ 생산자
한산모시의 전통 맥을 잇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기능보유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지원기관은 문화재청, 노동청 산하 한국산업인
력공단, 충청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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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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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 14호 한산모시짜기 보유자 문정옥(여.
1928년생. 한산면 지현리)씨를 1967년도에 지정했는데 지금은 노환으로 작업
을 중단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방연옥(여. 1947년생. 한산면 지현리)씨가 2000
년에 지정되었다.

② 충청남도
도 지정으로 무형문화재 제 1호 한산세모시짜기 나상덕(여. 1934년생. 한산
면 동산리)씨가 1974년 지정되었다.

③ 노동청
1995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한산모시”
라는 종목으로 2000년까지 5
년 동안 기능전승자(여. 정정순. 화양면 월산리)와 계승자를 선정하여 1차 지원
이 끝났으며, 2001년부터 다시 2차 선정하여 지원(여. 권예식. 1950년생. 화양
면 월산리)중이다.@ @@

나. 민간
30대는 모시짜는 사람이 없다. 40대도 드물고, 대부분 60~70대이다. 80대도
있지만, 이들은 주로 힘이 안 드는 실 만드는 일을 한다.@
국가에서 정한 기능보유자 밑에 약 10여명의 교육생이 있다. 역시 20대는 없
고, 대체로 40대 이상이다.
@

⑷ 새와 승의 구별
현재 한산에서는 굵기와 품질을 가늠하는 말로‘새’
와‘승’
을 쓰고 있다. 이는
다른 전통 피륙[織物] 즉, 명주나 삼베·무명의 굵기를 모두‘새’
로 통일시켜 부
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유념하여야 한다.“언제부터,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산에서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러왔다”
고 한다. 우리 나라 전통직물의 1새[升]
는 80올이며, 1모는 10올이다.
9를 기준으로 이상은‘새’
로, 이하는‘승’
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9이상은“9
새1번(아홉새 한벌)걸이, 10새2번(열새 두번)걸이, 12새(열두새)”
등이다. 9이하는
“8승5모걸이, 8승”
이라고 한다. 즉 9이상은 가늘다는 세(細)의 의미로 통용‘새’
로, 9에서 그 이하는‘승[升]’
으로 부르는 것이다. 또 한산모시를 칭할 때는 9이
상을“아홉새, 열새, 보름새…”등 우리말을 쓰고, 그 이하를 부를 때는 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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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8(팔)승 7(칠)승…”
이라고 한다.@ @

2) 유통과 거래
⑴ 거래상황
가. 한산모시장
모시의 품질과 공식거래를 하기
위해 군청에서 3년 전에 지은 건물
을 말한다(사진 7). 한산의‘5일장
터’안에 있으며, 모시의 품질판정
과, 생모시 및 모시굿을 거래하고
있다. 수수료가 있는데 필모시 검
사와, 생저(生苧 : 생모시)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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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한산모시장
(2005년 7월11일 오전3시50분)

될 때 각기 1,000원씩 낸다. 거래에 대한 통계와 수수료 관리 등은 총무 백낙용
(남. 1933년 생)씨가 담당하고 있다.

① 장소 및 시간
모시장은 한산과 판교 두 곳에 설치하였는데, 직원
이 판교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따로 출장 가지 않고
한산에서만 하고 있다.
개장시간은 겨울에는 6시, 여름에는 5시부터이다.
그러나 생산자는 개장 이전 4시부터 모시품질 검사를
받는다.
<사진 8> 모시검사 2005년 7월 11일 오전 5시

② 모인 사람들

(백낙용 : 한산모시조합 총무)

생산자, 상고, 중개인 세 부류로 분류(사진 9)되는데 상고와 중개인은 모두 남
자이다. 상고는 모시베를 사는 장사꾼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주로 서
울 대전 부산 광주 등지에서 온다. 2005년도 한산모시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상고는 13명이다. 중개인은 이 지방 사람들로 모시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를“모
시 약 먹인다”
고 한다. 모시굿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흥정하여 사고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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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조합에서 관여하지 않는다(사진 10).

제1절 한산 세모시 짜기
<사진 9> 한산모시장모시[生苧]거래

<사진 10> 한산모시장 : 모시옷고르기

(생산자, 상고, 중개인)
2005년 7월 11일

2005년 7월 11일

③ 모시검사소
한산모시장 건물안에 있으며 모시품질을 검사하는 곳이다. 검사는 4시부터 시
작한다. 검사소는 창구가 2곳 있는데 한가할 때는 한곳에서만 한다. 규격은 길이
와 너비를 보는데 그려놓은 선(線)에 대고 맞으면 모시 양쪽 끝에 검정 스탬프를
찍어준다. 검사대는 안에 설치되었으며. 모시의 너비[幅]와 길이를 가름하기 위

한 두 개의 선(線)이 그어져 있는데 한산모시와 판교모시에 대한 기준치이다. 한
산은 길이 l10㎝×너비 31㎝, 판교는 길이 120㎝×너비 33㎝이다. 길이는 펴지
않고 접힌 상태로만 대본다.
모시규격은 서천군에서 1989년에 통일시켰다. 한자[1尺] 길이는 60㎝, 너비
[폭]는 32㎝, 1필의 길이는 40자으로 하였다. 그러나 검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2005년 7월 현재는 자(尺)길이 60㎝, 폭 31㎝, 1필 총길이는 36자(50㎝로는
43.2자), 총길이 21.6m로 하였다.
한산모시는 가늘어서 보통 8승~9새이다. 판교 것은 보통 7승 6모이며 아주 고
운 것이라야 8승 정도이다.

④ 모시판매장@@@@@
모시를 거래하는 방으로 모시판매대가
10대 있는데, 각기 세 개의 긴 의자와 전
등(스탠드)이 한 틀로 되어있다. 가운데
의자에는 모시를 거래는 하는 곳으로 전
등이 있고, 남자 두 사람(상고와 중개인)
이 마주보고 자리잡고 앉아 있다.

<사진 11> 모시판매장
(한산모시장)

생산자가 물건을 내놓으면 중개인이 품질을 관찰하고 연필로 모시에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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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다(28, 35, 45 등). 흥정은 중개인이 제시한 가격에 따라 맞으면 결정된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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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된 것은 표백하러 보낸다. 2005년 현재 표백 공전은 필 당 20,000원이다.

⑤ 2005년 거래상황
2005년 7월 11일 새벽 4~6시까지 한
산모시장의 거래상황이다.
이날 상고와 중개인은 13명이었으며,
대략 여자 60명, 남자 15명 정도였다.
4시부터 생저 품질검사를 마치고, 5
시 개장 시간이 되자 일제히 등불이 켜
지고 거래가 시작되었다. 5시 20분쯤 반
이상 빠져나갔으며 10여분 후에는 20여
명만 남았다. <표 1>은 2005년 모시장의
생저 거래 상황이다(한산모시장 통계
참조).

<사진 12> 한산모시장 생산현황

<표 1> 2005년 한산모시장 월별 거래상황
월@ 별

1

2

3

4

5

6

거래량(필)

65

42

101

246

301

349

누계(필)

65

107

208

454

755

1104

@ 7
1일

51

6일

32

11일

21 *우천

⑥ 거래품목
거래는 생모시와 모시굿 두 가지만 한다. 생모시는 모시장에서 관여하지만, 모
시굿은 자유거래이다. 생모시는 길이와 너비에 대한 합격도장이 찍힌 것만 거래
된다. 2005년 7월 11일 검사는 46필, 거래는 21필로 다른 날에 비해 비가 많이
와서 적은 편이었다.@
거래량은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작년보다 금년이 늘었다.
@@

나. 한산 오일장
거래되는 것은 태모시와 모시굿이며, 필모시로 주로 생저(生苧)가 나온다.
장[市場]은 보통 4시쯤에 시작하여 9시 지나면 한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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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모시가 한산모시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모시는 직
조상태가 거칠고 매듭과 이음새가 많으며, 올이 굵고, 윤기가 없고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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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민간거래
현재 모시굿은 중간 상인들이 집집마다 돌며 사기 때문에 장에서는 그리 많이
거래되지 않는다. 일반 시중 것보다 좋은 상품(上品)인‘새’짜리가 거래된다. 아
홉새 이상은 모시장이나 오일장에도 많은 양이 나오지 않고, 특별 주문판매를 하
고 있다. 특히 너비나 길이에 대해 주문하는데 대개 너비는 31㎝이상, 길이는
40~44자를 원하고 있다.@@ @
@

(2) 품질 및 가격
가. 품질
품질은 여러 가지로 가늠된다. 우선 발이 고르고 가는 것이 상품(上品)이다.
‘보름새 모시’
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만한 모시가 드물기 때문에 12새 이상
이면“보름새”
라고 붙여준다.
요즘 모시는 길이나 폭이 기준에 못 미친 것도 있다. 특히 폭이 문제인데, 이는

“검사소에서 폭보다는 주로 길이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고 한다. 또 시중에 파는
것은 대부분 길이가 36자인데 더 짧아서 옷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불평이 많다.
남녀 옷 두벌을 만들려면 장척(長尺 : 60㎝)으로 44자를 가져야 한다. 기준은
여자의 옷에 옷고름을 달고, 내외 것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중의 것은
36자(
‘서른예자’
라 함)로 여자 적삼과 치마 및 남방(소매 짧은 것)만 나온다. 요
즘은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치마허리를 쳐서‘후레야’
처럼 하는 것이 유행인데
보통 9폭이 든다. 여자 것만도 치마와 저고리옷고름 달면 26~27자(스물 예자나
일곱자)를 써야 된다.
80세 이상 노인층에서는“보름새(15새)는 젊어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짠것을
본적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 짜고 열두새는 짰다”
고 한다. 또“전에는 대[竹]
바디나 실이 좋아서 곱게 짰다. 폭은 지금은 가는 대[竹]바디가 없어도 쇠바디로
넓게 짤 수는 있지만, 실을 마련하지 못해서 곱게 못 짠다”
고 한다.
한산모시와 판교모시를 구별하는데 판교 것은 전에는 6승도 있었으며, 여자
옷을 하기에는 너무 굵어서 대개 남자 바지감으로 쓰였다.@ @
@

나. 가격
<표 2> 한산모시거래 상황 (길이 1척=60㎝ 36자, 너비=폭 30㎝ 기준)

년도

막저
(7승 8승2모
5~6모)

8승
3모

8승4모,
5~6모

9새

1981년 2.000

1,200,000
(폭31㎝)

2005년

1) 400.000
1)8승4모
~ 500.000
410.000
2) 400.000
370,000 2)8승
~ 450.000.
5~6모
3) 350.000
500.000
~ 380,000

1,800,000
(폭38㎝)
일본계약

1,500,000
(폭31㎝)

500.000 410,000 600.000 700.000 700.000

500.000
˜
600.000

가장 많다
* ___친 것은 2005년 7월11일 모시장에서 생저로 판매된 가격이다.

인건에
비해서
시세
좋았음

35.000
~
40.,000

25.000

2002년

2004년

9새4모 9새5모 10새5모 11새5모 13새2모
(아홉새 (아홉새 (열새 (열한쇄 (열석새 비 고
닷모)
닷모) 두모)
너모) 닷모)

1,000,000
(폭33cm)

1.000,000
(폭
33,6cm
38,36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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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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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시가격이“5만원 정도 올랐다”
고 한다. 한산 오일장(매 1일과 6일)과 판
교장(매 5일과 10일)에서 유통되는데 생산량의 80%는 한산장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4~9월에 성시를 이룬다.
모시굿은 주로 서천군에서 온다.“모시가 좋으려면 모시 굿을 잘 써야 한다”
고
한다. 근으로 따지는데 1근은 400g이다. 가는 것은 4근이면 한 필 짠다. 한 필 짜려
면 20굿이 드는데 가격은 2005년 현재 초수는 1굿에 10,000원, 삼수는 13,000
원 정도인데 비쌀 때는 16,000원도 한다.
시세와 거래현황에 대하여 사람들은“작년보다 올랐다. 좋아졌다. 공급과 수요가
잘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도시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것 같다”
고 한다.
위 중 일부는 필자가 구입한 가격이다. 가장 잘 짜는 사람이라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 것으로 특별히 가격이 다른 것은 개인에 따른 차이이다. 가격은 각기“값
이 없다, 주인 만나기 나름”
이라고 한다. 이는 너비와 길이와 폭이 다르고, 또 생
저의 경우 삼이 많고 적고 색깔이 고운가에 달렸다. 너비는 평균 30~31㎝인데
좁은 것은 29.5㎝, 넓은 것은 33㎝이상 되는 것도 있다. 길이도 36자에서 38자까
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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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官) 주도 모시장려정책
⑴ 한산모시관
한산모시관은 서천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한산 세모시의 맥을 잇고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군민의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3년 개관하였다. 한산
면 지현리에 있으며, 부지 85,000㎡이다. 입장료는 1,000원이다.

<사진 13> 모시짜기시연(한산모시관)

<사진 14> 모시 문화상품(한산모시관)
2007년 7월 10일

모시짜기의 전 과정
과 자료를 전시하고, 모
시짜기 시연(사진13),
모시옷과 모시로 만든
문화상품(사진14)을 만
들어 전시 및 구입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
로는 전통공방(농기구
전시관), 전수교육관(사
진15), 저산팔읍길쌈놀

<사진 15> 한산모시 전수관
2007년 7월 10일

이전수관 외에 한옥 건물로 안채(중요무형문화재 제 14호 방연옥 모시짜기 시연
장)와 토속관, 민가(모시 바느질 시연), 모시밭(비닐 하우스) 등이 있다.

⑵ 한산모시문화제
서천군에서는 1985년부터 정부모시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특산품 제1호로
한산모시를 지정하였다. 1989년부터는 저산문화제를 시작하여 매년 5월초에 거
행되고 있으며 1998년에는 전국 제10대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었다.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제16회 한산모시문화제는 6개 분야에 59개 단위행사로
강화됐으며, 2010년 세계 천연섬유(모시)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진 16> 모시문화제

<사진 17> 모시문화제 행사장

제6장 무형문화재

특히 세계 최초의 천연섬유로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의 도약을 위한 원년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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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서천군청
2005년 6월「한산모시 지리적표시등록을 위한 주민설명회」
(문서번호 86700)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2월중 모시생산 가구와 전수조사, 유통경로조사, 필모
시생산지 조사(2003, 7~9월) 및 지리적표시선진지 시찰 및 모시수요처 조사 등
을 실시하였다. 2005년 3월에는 지리적표시등록시행을 위하여 한국지적재산관
리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5년부터 기계모시 원사 확보를 위한 모시종근
지원사업으로 모시시재배면적이 당초 8,300평에서 5만평까지 확대하였고, 산업
화하면서 기계모시 육성 대책에 유의하고 있다.@
서천군에서는 한산모시의 체계적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2005. 7‘한산모시
세계화 사업단을 조직’
하고 전통 모시 육성팀과 모시제품 개발팀에서 업무를 분
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한산모시 클러스터 사업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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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모시상품

4. 한산모시의 전망
오늘날 인간의 삶은 편리주의 기능주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의생활도 마
찬가지이다. 이런 편리와 기능성 선호에 의해 다양한 의료(衣料)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것들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공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5년 7월 서천 기차역에서 만난 한산의 60대 중반 아주머니 말씀이 매우 인
상적이었다.“모시는 여자 일이여, 앉아서 얌전하게 하니까”이 말은 한산모시가
안고 가야 할 우리의 과제와 희망을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천연섬유로 여름철 가장 많이 애용되고 사랑을 받았던
삼베가 무공해요 친환경적이지만, 그 공정이 힘들어서 이제 7~80대 어른들이 가
면 맥이 끊길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모시는 희망이 있다. 한국여성의
섬세하고 끈기 있는 성품을 살리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
이다. 모시는 삼베에 비하면 아주머니 말씀처럼 앉아서 하는 얌전한 일이며, 공
정이 수월하다.@매미날개 같은 고급품으로, 고려시대 최고의 교역상품으로 제기
해서 분명히‘한산세모시’
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다만, 과제는 다량 생산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특히 구김을 극복 할 수 있는 연
구가 뒷받침 되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를 이어가기 위한 젊은 세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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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기능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다. 또 모시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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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장려하는 등 실질적인 밑 거름작업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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