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7편 전통문화

1. 한산 모시 개요
한산은 모시의 본 고장이다. 그래서 한산에는 모시와 관련한 문화재 기능보유
자가 많다. 국가지정 한산 모시 짜기 기능보유자 문정옥, 국가지정 한산모시 바
디제작 기능보유자 고 구진갑, 충정남도지정 한산 모시 짜기 기능보유자 나상덕,
도지정 한산 저산팔읍 길쌈놀이 기능보유자 고 이한수, 고 이창규, 구자홍과 한
산 소곡주 기능보유자 고 김영신(김우열) 등이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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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한산지역은 모시와 관련된 문화가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한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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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선 후기에 상품작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정약용은『경세유표』
에
서‘서북 지방의 담배, 한산 지방의 모시, 전주지방의 생강, 강진지방의 고구마,
황주 지방의 지황 등 밭농사의 수입이 논농사의 10배 이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
다. 또한『춘향전』
에서도‘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입던 비단 장옷 봉장 안에 들었으니 그 옷 내어 팔아다가 한산 모시(韓山細苧)
바꾸어서 물색 곱게 도포 짓고, 백방수주(白紡水紬)진 치마를 되는대로 팔아다가
관망(冠網), 신발 사드리고, 절병 천은(天銀) 비녀, 밀화장도, 옥지환이 함속에 들
었으니....(중략)’
라고 하여 한산 모시가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특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한산에서 저방(苧房)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 자
가 있는데 그는 부정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부를 축적하였으니 그 돈을 압수하여
공산성을 보수하라는 진정서가 최근 발견되었다(충남향토연구소,『향토연구』제
6집).
이와 같은 모시의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의 남서부 일대이다. 이 일대
는 모시의 생산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저산팔읍(苧産八邑)이라는 명
칭을 얻게 되었다. 저산팔읍이란 모시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한산·서천·비

인·남포·홍산·정산·부여·임천을 지칭하는 말이다.
저산팔읍은 상품유통에서 모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다. 모시를 중심
으로 하는 저산팔읍 보부상들은 한산 읍내장을 기점으로 서천·비인·남포·은
산·홍산·정산·부여·임천을 하나의 유통 시장권으로 연결하였다. 행상의 순
서에 따라서 두가지 루트로 나뉘는데, 제1루트는 한산 읍내장(1일장) → 서천(2일
장) → 비인(3일장) → 남포(4일장)이고, 제2루트는 은산(1일장) → 홍산(2일장),
또는 정산(2일장) → 부여(3일장) → 임천(4일장)의 순이다.
저산 팔읍을 중심으로 주변시장에서 행상을 하기도 하였는데 한산장의 경우는
읍내장(1일장) → 신장(3일장) → 장등장(4일장) 순이다.@
저산팔읍은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서로 독립된 군현이었으나 1914년의 지방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해 서천군·부여군·보령시·청양군에 편입되게 되었다.
현재는 서천군의 경우 모시의 거래는 한산장·서천장·판교장에서 태모시가
거래되고 있으며 주로 한산 장에서 모시 굿·필 모시가 유통되고 있다.
저산팔읍 중에서도 질이 가장 우수한 것은 한산 모시였다. 예로부터 한산 세모
시는 모시의 대명사가 되었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의 매력 때문에 한산 모시
를 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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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저산팔읍길쌈놀이 시연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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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산팔읍 길쌈놀이 유래

한산 모시 문화제는 서천의 특산품인 한산 모시를 장려하고 전통문화의 육
성·발전 및 7만여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1989년 처음 시작한 문화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1998년 제9회 대회를 맞아 전국 18대 관광문화제 충청남도 3대
문화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저산문화제의 명칭을 알기 쉽게 한산모시문화제로
바꾸었으며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사는 저산팔읍
길쌈놀이 시연을 비롯한 일정별 행사와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된 문화행사의 시
연을 통해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알리는 특별한 기획 행사로 나뉘어 진
다<사진 1>.
모시는 우리고장의 특산물로 특히 서천(舒川)·한산(韓山)·비인(庇仁)·홍산
(鴻山)·임천( 川)·남포(藍浦)·정산(定山)·보령(保 )의 8개 읍은 모시길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모시는 예부터 나라에 진상함은 물론 외국에도 수출도 하였으며 나라에서 생
산을 장려하기 위한 길쌈 경연대회를 개최했다는『삼국사기』기록을 통해 일찍부
터 모시길쌈놀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상거래가 성행하면서 보부상의 조직이 전국각지에 있었고 모시
의 유통이 이러한 조직 아래에 거래되어 왔으며, 오늘날 한산(韓山)은 전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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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일하게 모시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매5일마다 모시 장을 형성, 전국 각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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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해 왔다.
한산 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보급함은 물론 민속놀이를 보존·계승코자 1982
년 제23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도 대표로 저산팔읍(苧産八邑)길쌈놀이를 출전해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1986년에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그 후 1991년 7월 9일 도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매년 한산모시문화제
행사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 행사시 시연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저산팔읍
길쌈놀이 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3. 모시 길쌈놀이
한산 길쌈놀이는 저산 팔읍 주민들이 서로 길쌈을 짜기를 경쟁하여 잘 짠 모시
를 가려내는 놀이이다.
한산 길쌈놀이 참가인원은 남자 13명, 여자 72명, 도합 85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길쌈놀이를 할 때는 베틀 8대·맴틀 8대·날틀 2대·쩐지 32개·생모시다

<사진 2> 한산모시관에 위치한 한산길쌈놀이 전수관

발 8개·모시필육 8개·끌개 8개·삼불 상자 8개가 필요하다. 서천(舒川)·한산
(韓山)·비인(庇仁)·홍산(鴻山)·임천( 川)·남포(藍浦)·정산(定山)·보령(保
한산 사람들의 귀속의식을 강화하고 한산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산 모시 길쌈놀이는 한산모시문화제 행사 중 시연하는데 여섯 마당으
로 이루어져 있다. 여섯 마당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마당은 모시풀베기와 모시 삼기이다. 모시껍질을 벗겨서 모시 톱으로
외피를 벗긴 내피를 물에 적셔서 일광 건조시키는 작업을 거듭하여 표백시키면
바탕색이 깨끗한 모시 원료인 태모시가 되는데 이것을 쪼개어 모시섬유의 굵기
를 일정하게 한 후‘ 쩐지 ’
라는 버팀목에 걸어 놓고 한 올씩 빼어 양쪽 끝을 무릎
위에 놓고 침질을 하며 손바닥으로 균일한 저마 섬유를 만든다. 이런 공정을 하
면서 부르는 노래는 아래와 같다.
금강산 저고대야
옥단편 깃을 달아
두재고름 깊이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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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모시를 가장 잘 짠 고을은 결국 한산으로 귀결된다. 결국 놀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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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시있게 잘파입고
삼선버선 겹버선에
아기자기 모아신고
닥쳤구나 닥쳤구나
않오시네 않오시네
수자씨가 않오시네
강남땅의 강수자는
글이좋아 소문나고
한산땅의 이수자는
솜씨좋아 이름났네
두 번째 마당은 모시 날기와 모시 매기이다. 10개의 모시 굿에서‘젓을대 ’
의
구멍으로 실 끝을 통과시켜 한 묶음으로 하여 날틀에 건 후, 한필의 길이에 맞추
어서 날실의 길이로 날고 새 수에 맞추어 날실의 올수를 맞춘다. 모시 날기가 끝
난 날실 다발은 고리 모양으로 연철하여 날틀에서 빼어서 뭉치로 만든다.
모시 날기가 끝난 날실을‘바디’
에 끼워 한쪽 끝은‘도투마리’
에 매고 또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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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끌개’
에 말아 팽팽하게 한 뒤 풀을 먹여 도투마리에 감아 모시 짜기에 알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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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다음은 이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강실강실 강실도령
강실말을 올라타고
강실책을 옆에끼고
한모퉁이 돌아드니
김창봉네 새악씨가
삼베를 짜드란다
그베짜서 무할나낭
울어머니 생일날에
모시치마 하여가지
그나머지 무할나낭
우리동생 시집갈때
모시적삼 하여가지

세 번째 마당은 모시 굿을 씨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맞게 감는 꾸리감기 마
당이다. 꾸리감기 할 때 하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추야공산 긴긴밤을
전지바탕 마주보며
무릎비벼 삼은모시
서울님을 줄것인가
오동잎이 우러댈 때
감골낭군 줄것인가
편지왔네 편지왔네
강남낭군 편지왔네
한손으로 받아들고
두손으로 펼쳐보니
씨앗죽은 편지여라
올타고년 잘 죽었다
고기반찬 비리드니
소금반찬 고솝구나
꾸리꾸리 모시꾸리
오미상큼 감긴꾸리
삼천리를 열번간다
네 번째 마당은 모시 짜기이다. 날실이 감긴 도투마리를 베틀의‘ 누운다리’
위
에 올리고 바디에 끼운 날실을 긴장시켜 놓는다. 그리고 베틀의 쇠꼬리채를 발로
잡아당겨서 날실을 벌려 손으로 준비된 씨실 꾸리가 담긴 북을 좌우로 엮어 짜서
한필의 모기를 생산한다. 모시 짤 때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하늘에다 베를 놓고
주름잡아 잉아 걸고
항배나무 바디집에
목배나무 북에 다가
윗다리는 돋아놓고
앞다리는 낮춰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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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나무 쇠망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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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한산 길쌈놀이 전수관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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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졸공 짜노라니
조그마는 시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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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케올케 우리 올케
그베짜고 무할라나
서울가신 자네 오빠
강남도포 해 줄라네
진주댁에 두루마리
이슬밤에 내 널어서
은다리미 놋다리미
요모조모 싹다려서
괴송남게 걸어 놓고
올라가는 시선비야
우리선비 아니오나
오기는 오네마는
중당집구 하강잃고
고돌목지 실려오네

다섯 번째 마당은 모시 등급 심사이다.
‘오늘의 장원은 씨앗과 날이 고르며 빛깔이 좋은 한산 모시로 정합니다.’
여섯 번째 마당은 우승자 축하마당이다.
한산 모시가 일등을 하여 한산 사람들이 풍물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
승한 한산 모시를 칭송하며 노는 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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