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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

장세길32)

북발 연구원 문화 연구부( 라북도 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국문요약

이 논문은 농 의 통문화자원인 한지의 산업화를 한 표 화의 방향을 모색

하는 연구이다. 한지는 종이로서의 쓰임새를 넘어, 융복합화를 통해 건축용, 농

업용, 의류용, 의료용, 식품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표 화가 미흡해 한

지시장 확 가 한지 계자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화를 해서

는 첫째, 다른 종이와 차별화되는 한지 고유특성을 반 한 한지의 산업  정의

가 필요하다. 통성을 유지하되, 한지산업의 실  여건을 고려해 한지정의와 

품질기 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한지품질을 좌우하는 한지만의 특성(닥섬유 

함유량, 장기보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표 화해야 

한다. 셋째, 한지제품 선택 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해 제품표 이 시 하

다.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거나, 새롭게 개발된 한지 융복합 제품과 기술의 표

화가 필요하다. 

주요어: 한지, 한지산업, 표준화, 한지정의

* 이 은 ｢지식경제 기술 신사업 한스타일( 통문화) 표 화 개발｣(장세길, 김시백, & 

변혜진, 2014)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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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

한지(韓紙)는 종이로 분류돼 산업 역에서 다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상품이 개발되면서1) 농업농 과 련이 많

아지고 있다. 농 특산품의 기능성 한지포장지, 농업용비닐 체용으로 

한지멀 지(부지포), 한지모종  등 한지의 기능성을 활용한 제품이 개

발되거나 출시되고 있다. 한지산업이 성장할수록 닥나무 재배농가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2) 농업농  역에서도 한지산업의 육성  진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한지는 고려시 에서 조선 후기만 해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주

요 수출품목으로 꼽혔다. 하지만 1919년에 신의주에 목재펄 를 주원료

로 하는 제지공장(양지공장)이 생긴 뒤로 한지산업은 격하게 축

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이 추

진되고, 다양한 융합상품이 개발되면서 한지산업이 회복되는 모양새다. 

한지산업이 성장하는데 시 한 과제로 꼽히는 것이 표 화다. 실제로 

값싼 국산 한지가 국산 한지로 둔갑해 국내 시장에 다량 유통되고 있

으나, 한지에 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근거한 표 이 없어 한지 원형을 

유지하려는 업체는 기술경쟁력과 수익기회를 상실하고 있다.3) 

1) 표 인 사례가 한지로 만든 섬유 ‘한지사’(韓紙絲)이다. 친환경소재로 각 을 받으

며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지사를 활용한 한지청바지가 미국, 일본 

등의 유명 백화 에서 매되고 있다(조선닷컴 2013.12.27일자 뉴스, “명품 랜드 

샤넬, ‘韓紙’로 만든 옷을 세계 매장서 다는데...” 참조)

2) 한지산업이 축되면서 닥나무 재배농가도 격히 어들었으나, 정부의 한지산업 지

원정책에 힘입어 2010년을 기 으로 조 씩 증가하고 있다. 1997년 448,188kg이

었던 닥나무류 인피섬유 생산량은 지속 으로 감소해 2009년 9,723kg까지 떨어졌

으나, 2010년11,381kg로 1,658kg이 증가했다(산림청,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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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표 화가 필요하다는 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제 표 화까지

는 녹록치 않다. 우선 ‘합의’된 한지 정의가 없다. 정통성을 강조하는 

문가들은 원료와 제조방법이 통 이어야 한다며, 원료는 국내산 닥섬

유여야 하고, 제조방법에는 외발뜨기와 도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이에 반해 생산업체 계자들은 높은 생산단가라는 실  어려움

을 호소하며 국내산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며, 닥섬유 외의 섬유 는 펄

까지 포함시켜  것을 요구한다. 외발뜨기, 도침의 제조방식이 제외

된 기계식 제조방식 한 한지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의된 한지 정의가 없을 경우 한지 품질기  역시 확립하기 어렵다. 

정통성을 강조하는 문가의 주장처럼 한지의 핵심요소를 닥섬유라는 재

료로 설정한다면 품질기 도 닥섬유 함유여부  함유량으로 단해야 

한다. 만약 한지의 장기보존성4)을 핵심요소로 삼는다면 타 종이와 차별

화되는 한지만의 장기보존성을 품질기 을 설정하고 이에 한 측정방법

을 표 화해야 한다. 한지산업 육성을 한 표 화의 최우선 과제로 한

지의 산업  정의가 손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첫째, 한지산업  표 화의 실태를 분

석하고 표 화의 방향과 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둘째, 표 화 

상으로서 한지를 정의해보고, 셋째, 한지와 련한 이해 계자의 조사

를 통해 표 화 상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표 화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5) 

지 까지 한지 정의와 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산업 육성을 

한 표 화 상으로 한지를 정의하거나,6) 통성을 반 한 표 화 계

3) “ 통한지 원료가 수입산이라니…”(한국일보 2011. 12. 22) 참조.

4) 紙千年 絹五百: 종이는 천 년을 가고 비단은 오백 년을 간다 (신 , 『警修 全藁』

책13, 책27; 문화체육 부, 2013: 16에서 재인용).

5) 표 화 상은 한지 계자의 수요조사(상향식)와 문가 자문, 문헌조사(하향식), 

국가기술표 원의 한지 부문 문 원회 회의 등을 통해 선정했음을 미리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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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체계 으로 정립한 사례가 많지 않다. 통문화의 산업화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통문화산업에 한 정부 차원의 표 화 계

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만으로도7) 한지 표 화를 다루는 이 연구

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2. 표 화의 개념과 목 , 방법

‘ISO/IEC Guide2: 2004’에 따르면, ‘표 화(standardization)’란 

“일상 이고 반복 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표

(standards)’은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합리  기 을 의미하는데, 국가

기술표 원에서는 표 을 “합의(consensus)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 에 의해 승인되며, 공통 이고 반복 인 사용을 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라고 정의한다.8)  

표 의 표 는 한국산업표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으

로, ‘제품표 (제품의 향상ㆍ치수ㆍ품질 등 규정)’, ‘방법표 (시험ㆍ분석ㆍ

검사  측정방법, 작업표  등 규정)’, ‘ 달표 (용어ㆍ기술ㆍ단 ㆍ수열 

등 규정)’으로 분류되어 있다(장세길, 김시백, & 변혜진, 2013: 3). 

표 화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표 화는 생산공정 신과 시장확 를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를 가능하게 하고, 신기술 개발을 진해 매출이 증 되는 효과를 불러온다. 

6) 서화용지 표 (KS M 7077:2011)에서 한지 제조방법을 정의하고 있으나, 통한지 

제조방법에 한 설명일 뿐 한지의 산업  정의라고 보기 어렵다. 

7) 국가기술표 원이 2004년 ‘문화산업 표 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통문화 부문

을 포함시켰으나 총론  내용에 그쳤으며, 통문화 분야별 표 화 항목을 발굴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국가기술원, 2004 참조).

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 원 홈페이지(www.kat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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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품⋅서비스⋅생산과정에 한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탐색비용과 측정비용이 감소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권익을 보호 받는다. 셋째, 공공  측면에서 보면, 표 화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 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한다. 넷째, 국제  측면에서 보면, 표 화를 통해 기술  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제거됨으로써 무역을 진하고 제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9) 

통문화와 련해서 표 화를 논할 때 가장 먼  등장하는 지 이 

‘ 통문화가 표 화의 상이 될 수 있는가?’이다. ‘창조  결과물인 문화

를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 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 은 표 을 획

일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표 은 단순

히 통일된 규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표 은 규정, 매뉴얼, 세칙, 규칙, 

분류체계 등을 통틀어 일컫는다. 오히려 표 화는 획일화와 상반된 개념

으로 다양성과 문성을 유도한다. 

통문화의 표 화는 고정화된 ‘표 의 통일’을 통한 상품의 획일화가 

아니라, 통문화상품의 창조성을 활성화시키는 랫폼(platform)이다. 

통문화 정수를 보여주는 ‘Type(型)’ 형태의 표 화된 기반을 마련하

고, 이 기반 에 ‘Style(形)’ 형태의 다양한 제품이 끊임없이 창조되도

록 유도한다(최연수, 2011: 13). ‘발효’라는 김치의 정수를 보여주는 

Type의 국제규격화(Kimchi)가 표 화이며, 이 기반 에서 다양한 

Style의 김치를 만들어 세계화하는 것이 표 화의 효과인 것이다(장세길 

외, 2013: 8).

이러한 맥락에서 통문화 표 화의 목 을 정립하면, 우선 생산자 측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통문화상품의 비싼 가격은 통문화산업의 성

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생산, 유통, 소비, 서비스 등 가치사슬

9) 국가표 인증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standard.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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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로세스별 표 화를 통해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제작비용을 감시킬 

수 있다. 둘째, 표 화 핵심요소를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했을 때 

이해당사자의 요한 한 축인 소비자가 통문화상품을 신뢰할 수 있도

록 만들어 소비를 진시킬 수 있다. 셋째, 공공  측면에서 통지식10)

을 체계화함으로써 통지식의 해 행 를 방지할 뿐 아니라,11) 궁극

으로 통지식을 활용한 창조산업을 활성화시킨다. 넷째, 타국 문화와 

차별화되는 한국 통문화만의 핵심요소를 과학 으로 분석해 국제표 화 

함으로써 통문화의 정체성을 국제 으로 인정받는데 있다. 

표 화 방법에서 요한 것 의 하나가 표 화 상설정, 즉 통문

화상품을 어느 범 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한 기 이다. 이와 련해 

이원태(2011)는 통  요소를 소재, 제작기법, 생산체계, 디자인 등으

로 말하며, 통  요소의 원형성(originality)이 통문화산업과 통

문화상품을 규정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유동환(2012)은 통문화

자원 속의 소재(유/무형재료, 통지식, 통문화 표 물 등), 기법(도

구, 기술, 생산체계 등), 이미지(형태, 문양, 디자인 등) 가운데 1가지 

이상의 원형을 활용하고, 통문화가치를 지식재산화 해 경제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상품을 통문화상품으로 규정한다. 

국가기술표 원(2004)은 통문화 표 화 상설정과 련해 통문

화 분야별 가치사슬을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 표 화 상을 설정하되, 

pre_production 단계는 통문화의 원형  창조성과 련된 역이기 

10) 특정한 사람 는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승되어오면서 생성된 통기술이나 창조물

에 내재하는 지식체계(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말한다. △생업기술(농업, 임

업, 축산, 잠업/양 , 어업), △생활기술(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환경보 , 민간요

법), △창조  기술(문화  창조기술, 제도  창조기술)로 분류된다. 

11) 인도의 TKDL(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F가 USPTO DB를 

상으로 TK 련 특허를 분석한 결과, 90개 약용식물과 련된 미국의 4,896개 특

허  80%가 7개 인도 특산식물과 련된 특허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의한 제

3세계의 통지식의 침해사례가 심각한 수 이다(김미희, 20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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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표 화 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림 1> 참조).

자료: 국가기술표준원(2004)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1> 통문화산업 공정단계  표 화 상 역

표 화 추진방법과 련해서는 강제성 정도를 단해야 한다. 시장메

커니즘에 의해 자율 으로 제정되고 수하는 ‘사실상의 표 ’과 정부  

표 화 기 의 권 에 의해 결정되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수반되는 ‘공

표 ’이 있다.12) 통문화는 시장의 규모가 작고 세하여 산업  기반

이 취약하다. 시장 메커니즘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 통문화의 

특성상 창작  술성을 시하는 장인 주의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표 화의 필요성을 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강

제성을 수반하는 공  표 이 필요한 이유다(장세길 외, 2013: 13).

한, 표 화는 다양한 이해 계자의 합의가 필수다. 모두를 만족하는 

12) 국가표 인증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standard.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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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을 제시해야 하고, 장기 인 계획을 담고 있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특정 분야의 표 화를 진행할 때, 이해 계자들이 표 화

의 당 성에 해 공감하지 않는다면 표 을 만들어도 산업계에서 통용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기술표 원은 

표 화가 시 한 분야를 먼  진행할 수 있도록 표 화 우선순 를 매겨 

단계별로 표 화 할 것을 주문한다.13)

2. 한지산업 황과 표 화 실태

2.1. 한지산업  연구개발 황

한지 원료인 닥나무 생산량은 지속 으로 감소하다 2010년 이후 소폭 

상승했다. 2007년부터 한지산업이 조 씩 활성화된 향으로 보인다. 

닥나무  기타 인피섬유 수입 역시 감소추세다. 1992년 1,117천불까지 

수입액이 증가했으나, 2007년 이후부터 감소하다가 2011년 190천불에 

그치고 있다. 산업규모는 조 씩 커지고 있는데, 닥나무 인피섬유 수입

량이 어든다는 것은 정책 으로 닥나무 재배단지가 조성된 2010년 이

후로 국산닥의 수입닥 체 가능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한지산업체 역시 소폭 상승추세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국 사업체 수 

조사(2011)의 ‘펄 ,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항목을 제지업으로 통칭

했을 때, 제지업체는 5,576개이며, 한지업체는 32개(약 0.6%)이다. 연

도별 생산액은 2006년 45.6억 원에서 2012년 8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계한지 업체는 1996년부터 재까지 국 으로 9개(2006년만 10개)

1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 원 홈페이지(www.kat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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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연도별 생산액은 2006년 123억에서 2012년 200억으로 증

가했다.

한지산업시장(한지제조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은 500억원 규모

(2012)로, 한지공 산업⋅한지체험 산업을 추가할 경우 1,000억 원

로 추정된다.14) LOHAS를 지향하는 흐름과 맞물려 친환경성을 강조

한 한지벽지, 한지사 등이 개발되었고, 특히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2007~2012) 추진되면서 한지시장이 조 씩 확 되고 있다는 것이 

론이다. 

하지만, 한지제품에 한 소비자의 심이 높아진 만큼 혼란 역시 커

지고 있다. 소비자가 통문화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큰 불만족으로 비

싼 가격을 꼽을 정도로(유동환, 2012) 만만치 않은 가격 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품질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출비용이 합한지, 

기 하는 만큼 친환경성을 갖췄는지( ,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분이 불가

능)15), 구입하는 한지가 통 인 것인지를 단하지 못한다. 닥나무 

생산량이 증가하고 한지시장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 한지의 품질, 한지

의 친환경성, 통  요소 등에 한 표 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해 마련한 표정책이 ‘한지품질표시제’로, 

한지 제품인지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한지에 생산자, 제조방법, 

제반 사항(원산지 포함)을 표기하는 제도이다. 문화체육 부가 후원하

고, 한국공 디자인문화진흥원,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운 하고 있다.16) 

하지만 한지품질표시제 역시 명확한 품질기  없이 품질‘인증제’로 발

14) 한지산업지원센터 내부자료(2013) 참조

15) “ 통한지 원료가 수입산이라니…”(한국일보 2011. 12. 22) 참조

16) 재 문경⋅안동⋅가평⋅완주⋅원주⋅ 주⋅의령⋅괴산에 각각 1곳, 임실에 2곳, 

주 8곳을 포함하는 18곳이 한지품질표시제 제품을 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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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채 제품생산이력(생산자, 제조방법, 제반사항)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지산업화를 한 연구개발 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미래창

조과학부는 1990년 에 수록한지의 기계화, 한지의 량생산, 다양한 

용도의 한지 개발 등 통한지제조기술의 기계화  실용화를 한 연구

를 진행했다. 국립 앙과학 은 2007년 통한지 제작 과정 등에 한 

과학  분석연구를 수행했다. 2011년 연구에서는 통색한지 재 기술

을 개발했고, 통한지 천연염색을 한 DB구축 등을 추진했다. 

문화체육 부는 2006년에 한지의 문화상품으로서의 변 확 를 

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지의 기반기술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0년

에는 국의 한지업체를 방문해 수집한 309종의 한지에 해 제조공정

과 물리  특성을 분석한 국내 최 의 한지  『한지』를 4책 1질로 

발간했다. 이밖에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문화체육 부)을 진행하

면서 보존용한지에 한 표 화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17)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7년에 복원용 통한지 제작기술의 표 화 연

구를, 2008년에 국산한지 인증제  기능성 한지개발 방안 연구를, 

2010년에 한지산업 지원을 한 종합 실태조사를, 2011년에 통 천연

염색 한지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첨단 융복합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통한지 제조기법을 활용한 공 용 한지소재 개발  

규격화 연구가 진행 (2012∼2015)이다. 

교육부는 1996년에 한국 통기술의 국제화에 한 연구를 통해 한지

산업 황을 분석하고 진흥책을 모색했다. 소기업청은 2012년에 한지

장 지 제조 일 화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 

17)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주사고에 보 된 태조에서 명종까지의 정족산본(614책, 

5만 3130면)을 복원했다. 2013년부터 3년간 18억 원을 투입해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선조부터 철종까지의 조선왕조실록(588책 7만9558면) 태백산본을 복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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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연구명 연도 내용 등

미래창조
과학부

한국전통기술(한지) 
실용화 1994

-국내외 전통지의 종류에 따른 물리적 성질 비
교

-황촉규근 점액과 닥나무 청피성분의 분석 연
구와 주요 활성분리 및 합성 등  

전통한지제조기술의 기계화
에 의한 새로운 용도 개발(Ⅰ)

1995
-수록한지의 기계화
-제조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

전통한지제조기술의 기계화
에 의한 새로운 용도 개발(Ⅱ)

1996
-기계한지 제조업체 현황
-한지 포장지⋅명함지 개발에 관한 내용
-기계한지 활성화 방안 등

전통한지 제조기술의 수월성 
분석 및 특화 기술 개발: 원형 
구현 통한 한지제품 명품화

2007
-전통한지의 제작 과정과 한지 재료에 대한 과
학적 해석

전통색한지 재현기술 
개발 2011

-전통 색한지 재현 기술 개발 및 전통한지 천연
염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재청

한지의 문화상품화 
기반기술 연구 2006

-한지의 문화상품화로서의 저변확대 구체적 
조사⋅연구

-전통한지의 염색지 개발 연구, 한지의 첨단기
반기술 연구 등

전통한지제작기술 
표준화연구 2007 -복원용 전통한지 제작기술 표준화

국산한지 인증제 및 기능성 한
지개발 방안: 한지산업 발전전
략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2008
-국산 한지산업 현황
-전통한지 고유제조 방식 보존, 활성화 
-한지산업의 활성화 방안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보고서 2010

-한지산업 현황 분석
-물성분석
-한지 품질표시제 시범사업 내용 등

한지생산자 지원을 위한 
한지산업 분석 자료집 2010 -국내 한지업체 상세 현황 

전통 천연 염색지를 이용한 보
존⋅보관용 기능성 재료개발 2010

-천연 염색물질의 발굴
-천연 염색지의 기능성 탐색
-보존상자 마감재용, 유물포장지 시제품 

전통 천연 염색 한지의 
활용 및 성능 평가 연구 2011

-기능성 전통 천연 염색 한지 개발품의 활용 
연구, 천연 염색 한지 개발품의 내구성 평가 
및 성능 향상 연구 등 

전통한지 제조기법을 활용한 
공예용 한지소재 개발 및 규격
화

진행중

-전통적 제조기법 복원, 한지골격 개발
-한지공예 제작기법에 따른 공예용 한지소재 
제조기술 개발

-공예용 한지제품 상용화, 규격⋅인증제 

교육부
한국전통기술의 국제화에 관
한 연구: 한지 분야 1996

-한지공업 역사적 배경과 제조기술 점검
-한지공업 현황조사, 진흥책 모색 등

중소
기업청

한지장판지 제조 일관화시스
템 개발 2012

-장판지 제조 일관화시스템 기술개발
-한지장판지 대량생산화
-한지장판의 품질 균일성 확보와 표준화

<표 1> 정부 부처별 한지 표 화 R&D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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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련 특허는 2000년 에 들어서면서 늘어나고 있다. 특허정보검

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를 통해 악한 결과, 

한지 련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은 467건이며, 이 에서 174건이 등록

돼 있다. 한지를 1차 재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기술이나 제품에 한 특

허가 76%로 가장 많으며, 제작기술은 15%를 차지하고 있다.18)

최근 3년 동안의 특허내용을 보면, 기능성한지, 한지복합사, 한지시

트, 마스크팩 한지시트, 한지안경테, 차량용 한지내장재, 친환경 스피커

진동  한지페이퍼바디, 차량용 내장재, 기능성 한지벽지 등 융⋅복합상

품  기술에 한 특허가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융‧복합 한지제

품과 새로운 한지융합기술의 표 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2.2. 한국산업규격(KS) 황

한지와 직  련된 KS는 창호지(KS M 7301), 장 지(KS M 

7302), 서화용지(KS M 7707) 등 3건(2013년 12월 기 )이다. 상

으로 최근에 제정된 서화용지조차 양지 시험방법 등을 인용해 품질기

을 설정했으며, 최근 개정작업 역시 뚜렷하게 변화된 내용은 없다.19) 

창호지(Paper for window(Changhoji))는 ‘창호에 사용하는 창호

지’에 한 표 으로, 종류(수록한지와 기계한지로 구분, 섬유 조성 비율

에 따른 등  구분), 치수, 품질(겉모양, 색상  무늬, 특성(평량, 열

강도, 백색도)) 등의 기 과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장 지(Paper for ondol(Jangpanji))는 온돌에 사용하는 장 지에 

18) 체 170건 에서 문구류를 포함한 기능성한지가 30건(약 18%), 한지를 활용해 

제작한 섬유, 직물, 의복, 응용제품이 30건(약 18%), 한지 응용한 화장품이 27건

(약 16%)을 차지한다.  

19) 창호지, 장 지도 2012년 개정 으나, 이것은 세부기 에 한 개정이 아니라, 인용

하는 국제표 (ISO)이 변경되면서 자동 으로 표기내용이 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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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으로, 섬유조성(닥섬유와 목재펄 의 조성비율), 치수, 품질

(겉모양, 색상 냄새  감), 특성(평량, 인장강도, 습윤 인장강도, 

열강도, 알칼리 추출분) 등의 기 을 담고 있다. 

2006년에 제정 다가 2011년에 개정된 서화용지(Tradition paper)

는 닥섬유를 주원료로 하고 통방법을 이용한 수록지 형태로 제조된 원

지에 해 규정하고 있다. 용범 는 가치성이 요구되는 표창장용, 졸

업장용  기록물 보존을 한 간지  서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지로 한정한다. 다른 표 과 달리 통한지 제조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분야 한국산업규격(KS)명 구분 표준번호 제정년도 개정년도

한지

창호지(Changhoji) 제품표준 KS M 7301 1975 2012

서화용지(Jangpanji) 제품표준 KS M 7707 2006 2011

장판지(Tradition paper) 제품표준 KS M 7302 1975 2012

<표 2> 한스타일 분야 한국산업표 (KS) 제정 황

등록된 KS에서 가장 큰 문제 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한지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이다. 창호지, 장 지, 서화용지 모두 용범

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한지에 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특히 각 제품별 

등 을 구분하고 있으나, 품질의 기 과 이를 평가할 시험방법 등이 명

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통한지 제조방법을 정의하고 있는 서화용

지조차 규정하고 있는 서화용지 기 과 정의하고 있는 통한지 제조방

법이 달라 정의와 용기 이 모순되어 있다. 

한, 품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 부분이 양지 시험방법을 용하고 

있어( , 보존성을 측정하는 가속열화시험방법) 한지가 갖는 고유의 특

성을 제 로 용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한 재료와 방법으로 제조되는 

화지(일본), 선지( 국)와 차별화되는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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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한지 정의와 제품별 표 에 용해야 한다는 지 도 비슷한 맥락이다. 

2.3. 표 화의 과제  방향

한지는 통문화의 산업화를 표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융복합화의 성과에 비해 표 화는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개발 황에서 살펴봤듯이, 정부부처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하면, 

유사한 사업과 연구개발이 복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지 않다. 

한, 등록된 KS조차 한지정의와 기 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한지

특성을 측정하는 시험표 이 부재하거나, 양지의 시험방법을 차용함으로

써 한지 고유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통성은 한국인이 느끼

는 감성과 직결된다. 즉, 한지와 련해 오래 부터 느껴온 한국인의 감

성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표 에 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지 표 화를 해서는 첫째, 한지의 고유특성을 반 하되, 한지산업

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표 범 를 설정해야 한다( 달표 ). 즉, 양지, 

화지, 선지 등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반 하기 해 통  제조방식‧원료

(재료)‧제작도구 등을 분석하여 핵심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표 에 반 하

되, 한지산업의 실  여건( , 통  방식에 따른 제조단가의 비효율

성)을 반 한 한지정의와 품질기 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한지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한지 고유의 시험방법이 표 화돼

야 한다(시험표 ). 양지 기 의 시험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한지 고유의 

특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장기보존성, 통기성, 항

균성, 탈취성) 한지 고유의 특성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하고 표

화함으로써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시 하게 한지제품에 한 표 을 제정해 소비자 혼란을 해소함

과 동시에 융복합한 상품과 기술로 표 화 상을 확 해야 한다(제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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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벽지, 한지사(韓紙絲), 농업용‧의료용‧식품용 한지제품 등 다양

한 산업분야에서 한지 융‧복합상품 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 제정된 한지 KS는 서화용지, 장 지, 창호지처럼 한지제품에 한 

표 에 불과하다. 

3. 표 화를 한 한지 정의

3.1. 한지의 특성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법으로 만든 통종이”(문화체육 부, 2013: 

14)라는 것이 한지에 한 일반  정의이다. 하지만 한지라는 개념은 양

지와 변되는 개념으로, 1952년 한민국통계연감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록지의 통칭  의미로 한지(Korean Paper)라는 명칭이 처

음 등장했다고 한다( 철, 2012: 293). 즉, 한지라는 용어는 한지의 특

성을 토 로 만들어졌다기보다 통계의 수월성을 해 개발된 것이다. 

한지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후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한지에 한 정

의가 내려지고 있다. 체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닥나무를 원료

로 하여 수록법으로 두껍게 뜨는 소  한국 재래의 종이를 총칭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둘째, 닥나무 인피섬유(이하 닥섬유)를 주원료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 고유의 지방법인 외발뜨기를 강조한다. 셋째, 황

규근과 같은 식물성 제의 사용과 나무발을 사용한 수록 지까지 

포함시킨 정의이다. 즉, 한지 고유의 특성과 련해 재료로서는 닥나무 

인피섬유, 제조방법으로는 손으로 뜨는 수록법, 지방법으로는 외발뜨

기, 제작도구로는 나무발, 한지 특성으로는 두꺼움을 꼽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특히 화지, 선지와 차별화되는 것임과 동시에 한지만의 



장세길 / 한지산업 육성을 한 표 화 방안 연구136

고유한 특성인 장기보존성과 련돼 있다. 한지 제조방법  화지 제조

방법과 다른 표 인 것이 외발뜨기인데, 이 지방법으로 인해 한지는 

화지보다 더 질기고 더 오래가며, 두껍게 만들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황

규근 등의 식물성 제 역시 보존성에 향을 미친다. 

<그림 2> 한지의 제조공정별 재료, 제조방법

종합하면, 한지가 타 종이(화지, 선지)와 차별화되는 요소는 제조방법

에서 외발뜨기, 황 규근 등의 식물성 제, 도침 등이며, 이러한 요소는 

특히 질기고, 오래 가는 특성과 련돼 있다(최태호, 조남석, 최인호, & 

정택상, 2001; 철, 2002). 즉, 한지의 표 인 고유특성을 내구성으

로 설정해도 무방함을 의미한다. 

물론 한지 특성이 내구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연구에서 증명

듯이, 한지는 양지 는 섬유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통기성을 비롯해, 보온성, 내수성, 경량성, 차음성, 항균성, 흡취

성, 오염배출 능력 등 다양한 기능  특성 외에도 한지가 주는 심미  

특성과 친환경  상징성 등이 우수하다. 다만, 한지와 유사한 제조방법

으로 제작되는 화지, 선지 등과 비교해 제조방법과 재료, 특징 등에서 뚜

렷하게 차이가 나는 특성이 내구성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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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특성

내구성
▸중성지로서, ‘견오백 지천년’으로 불릴 정도로 장기 보
존 가능 (박진아 & 채승진, 2010)

인열강도
▸장섬유 특성상 목재펄프보다 조직의 강도가 뛰어나며, 섬
유의 결합이 강해 질김 (심재인 & 이현수, 2012)

통기성
▸섬유 속에 미세한 구멍이 공기를 소통시켜 환기 및 공기
정화와 통풍 가능 (이종호 외 1984)

인장⋅압축
강도

▸끊임없이 겹쳐 수백에 이르면 종이구조체가 되는 특성

보온성 ▸치밀한 섬유조직사이로 열 보유 (박진아 & 채승진, 2010)

빛의 
반사

▸반투명 재료로 빛의 직진을 교란시켜 확산광을 형성하여 
직사 일광을 조절 (박진아 & 채승진, 2010)

내수성
▸한지 자체를 응축 또는 확장시키면서 습도를 자동방출하
는 습기조절 기능

차음성
▸도침과정을 거치면 조직이 치밀해짐에 따라 흡음 및 차음
효과 향상(최태호, 조남석, 최인호, & 정택상, 2001)

항균성 ▸산성을 선호하는 곰핑이균의 억제(박태영, 2011)

흡취성 ▸매크로 공극과 넓은 표면적으로 인한 성질(박태영, 2011)

오염물질
배출 및 
습도조절

▸외기 유입시 한지의 필터성은 47.5%, 실내외 오염물질의 
농도차 만으로도 CO2, CO, 프름알데히드, 톨루엔의 자연
배출 기능 (이종원 & 임정명, 2004)

조형성
▸공예품을 제작할 때 형태 자유성, 빛 투과성, 착색성 등이 
우수(박진아 & 채승진, 2010)

감성적
특성20)

상징성 ▸한국문화의 정체성

심미성
▸질감표현 및 색채표현 용이, 소박함, 화려함 등 장식적 연
출가능성

치료성 ▸사회성 향상, 노인미술치료 등 활용

<표 3> 련 논문에서 강조되는 한지의 특성 

20) 심재인 & 이 수,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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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 화 련 기존 연구에서의 정의

한국산업규격으로 정의된 내용을 보면, 구체 인 정의는 없으나 핵심

요소로 닥섬유( 피섬유)를 설정하고 있으며, 닥섬유 함량에 따라 제품

의 등 을 나  것으로 보아 한지품질의 핵심요소 역시 닥섬유로 설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품질과 련한 핵심기 으로 pH가 강조된

다. pH는 보존과 련해 요한 요소라는 에서 세 표  모두 한지의 

요 특성으로 내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분 정의 관련 주요 내용

장판지
▸저피섬유: 1급 60%이상, 2급 30%이상, 3급 30%미만/ 
알칼리 추출분: 40% 이상

서화용지

▸닥섬유를 주원료로 하고, 전통방법을 이용한 수록지 형태로 제조▸품질: 닥섬유를 주원료 하고, 중성 또는 알칼리 조건에서 제조 한지▸공정: 닥나무의 껍질을 적당하게 벗겨서, 닥껍질 삶은 후 흑피 제거, 
이를 잿물에 삶은 다음 2~3회 이상 맑은 물로 씻겨낸 다음, 일광산
화 표백한 다음 칼비터 또는 이와 동등한 설비 이용, 닥섬유(인피섬
유) 부드럽게 하여 서화용지 주원료로 사용▸화학약제인 오존, 과산화수소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전통방식(가듬뜨기, 흘림뜨기)으로 수록지 제조▸품질기준(1~4종): 평량, 밀도, 인장강도, 내절도, pH, 변색도, 백색도

창호지
▸저피섬유: 1급 100%, 2급 70%이상, 3급 40%이상▸수록한지와 기계한지로 구분: 평량, 파열강도 차이

<표 4> 한국산업규격에서의 한지 정의 내용 

정부부처별로 추진된 한지 련 연구개발에서의 정의는 동소이하다. 

통한지와 련한 연구에서는 통제조방법에 따른 한지를 정의하고 있

는 반면, 융복합상품 개발과 련해서는 닥섬유를 주요요소로 설정하되 

재생펄 를 사용해 제작한 한지까지 상으로 삼고 있다. 이밖에 국내산 

닥섬유를 사용한 것과 외국산닥섬유를 사용한 것을 구분하기도 한다. 



농 지도와 개발 제21권 3호(2014) 121-154 139

이와 달리, 표 화와 련해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구체 인 기 을 설

정하고 한지정의를 세분화하고 있다. 먼 , 한지인증제 도입을 한 연

구(지식경제부의 기능성 닥소재 RIS사업, 2008)에서는 제조방식에 따

라 통한지, 계량한지, 기계한지로 구분한다. 한지 종류별로 사용약제

( 통한지는 잿물, 황 규근 뿌리 액을 사용해야만 하고, 나머지는 화

학약품 포함), 제조방법(가로뜨기, 세로뜨기, 기계사용), 주요 사용원료

(국산닥, 외국산닥, 목재  재생펄 ), 사용용도(보존, 기록, 문화, 인

쇄, 식품포장, 상장용)로 세분화해서 정의하고 있다. 

구분 정의

전통한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닥나무 인피섬유 혹은 화본과류 섬유를 혼합해 
원료로 이용하고 원료 처리공정이나 초지방법이 우리나라 전통식 방
법에 따라 제조한 한지

계량한지

원료는 산지에 관계없고, 닥나무 인피섬유나 화본과류 섬유에 목재펄
프와 리사이클 섬유를 혼합해 사용하고, 원료 처리는 동력기계와 화
학약품을 사용하고, 초지방법은 가로뜨기로 하고, 건조는 열원을 이용
해 건조한 한지

기계한지
장망, 환망이 조합되어 있는 초지기로 초지하며, 원료 조성 시 분산제 
이용 이외에 용도에 따라 첨가제를 넣어 초지공정, 압착, 건조공정이 
양지와 같아 롤상으로 제조되는 한지

<표 5> 한지인증제 도입 연구에서의 한지 정의

철(2012) 역시 제조방식에 따라 한지를 구분하고 있으나, 기존 연

구와 달리 통일 인 한지 정의를 내리고, 제조방법에 따라 세분화한다. 

그는 한지를 “인피섬유나 화본과류 섬유로만으로 지하거나, 혹은 목

재펄 나 리사이클 섬유를 혼합해 지한 종이”(294)로 규정하고, 토

착한지, 통한지, 개량한지, 수록한지, 반자동기계한지, 기계한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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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토착한지
닥나무 인피섬유만 혹은 화본과류 섬유를 혼합해 원료로 이용하고 원
료 처리공정이나 초지방법이 토착식 공정(1882년 이전 방식)에 따라 
원료를 펄프화한 후 외발이나, 장판지의 경우 둘이서 초지한 한지

전통한지

원료와 제조방법은 토착한지와 같고 원료처리공정에서 동력 가해지고 
건조과정에서 열을 가해 건조한 한지(닥나무 백피 사용 원칙, 자숙제
는 가성소다 10% 내외와 소다회 허용, 표백은 천연표백방법만 실시, 
초지방법은 외발뜨기/쌍발뜨기 인정)

개량한지
원료는 산지에 상관없으며, 펄프화/표백/지료조성공정에서 화학약품 
사용, 재생펄프나 버진 화학펄프를 혼합해 개량식으로 초지한 한지

수록한지 토착한지, 전통한지, 개량한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

반자동기
계한지

초지부분만 반자동화시설 도입

기계한지
개량한지와 펄프화공정을 동일, 기계‘한지’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
서는 반드시 인피섬유가 50%이상 혼합

<표 6> 한지인증제 도입 연구에서의 한지 정의

3.3. 표 화 상으로서 한지의 정의

일본표 (JIS)에서는 일본의 통종이인 화지를 “일본에서 발달해온 

종이의 총칭”으로 규정하고, “본래는 인피섬유를 원료로 하여 제를 이

용해 수록으로 제조해야 하지만, 오늘날 화학펄 를 이용하게 기계 지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화지의 산업화를 해 통  방

식만을 고수하지 않고 화된 제조방법까지 포 하고 있는 것이다. 

국 선지(宣紙, Xuan Paper)는 지리  표시제 특성을 갖는 지방정

부 표 으로 제정돼 있다. 선지에 해 “안휘성 경 과 주변 지역의 청단

피(青檀皮)와 모래밭볏짚을 이용하여, 기타 원료를 첨가하지 않고 경

특유의 산천수를 이용하고, 통공 방법을 통해 생산된 종이”로 정의하

고 있다. 청단피와 모래밭볏짚을 이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료배합

비율에 따라 정피류, 면표류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시험방법은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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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을 인용하고 있으나, 능지표에 “희미하게 죽렴( 나무발) 무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지만의 감성  특성을 담고 있

다.21) 

일본과 국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지의 산업화를 해서는 통

인 특성을 유지하는 범 에서 인 제조방식을 포 하는 정의가 필

요하다. 통성은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핵심요소)을 기 으로 삼되, 한

지의 국제화를 해 화지, 선지와 같은 유사한 제조방식의 종이와 차별

화되는 특성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그 다고 하더라도 산업화를 해서

는 통성에 한 지나친 기  설정은 지양해야 한다.

한지 련 연구를 종합해보면, 1,000년 이상을 간다는 장기보존성, 즉 

‘내구성’이 한지의 여러 특성 에서 타 종이(양지, 화지, 선지)와 차별화

되는 한지만의 특성이랄 수 있다. 한지가 내구성이 뛰어난 이유는 주원

료인 닥나무 인피섬유가 장섬유라는 , 외발뜨기라는 제조방식, 그리고 

성 는 알칼리 조건에서 제조된다는 데에 있다. 이 에서 외발뜨기

는 한지만의 제조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술수 으로는 기계제조

방식으로 실 되지 않기 때문에 한지 정의에 포함시킬 경우 이해 계자

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기존에 수립된 한지 련 KS(창호지, 장 지, 서화용지)에서도 한지

의 핵심요소를 닥섬유( 는 닥섬유를 주원료로 하고 기타 섬유를 혼용)

로 설정하고, 장기보존성과 련해서 성 는 알칼리성을 품질기 에 

일 되게 포함시키고 있다. 한, 한지인증제 연구(지식경제부 2008)와 

한지 정의 연구( , 철, 2012)에서는 닥섬유를 핵심요소로 설정하되, 

제조방법에 따라 한지를 구분하고( 통한지/계량한지, 수록한지/기계한

지) 원료의 혼용여부 등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성  알칼리성에 

한 기 은 장기보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용하고 있다. 

21) 中國國家標準管理委員  홈페이지(http://www.sac.gov.c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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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표 화 상으로서 한지에 해 “닥섬유만을 원료로 사용하

거나, 닥섬유를 원료로 하여 타 섬유 는 펄 를 혼합해 사용하고, 성 

는 알칼리 조건에서 제조된 종이”로 규정할 수 있다. 한, 제조방법에 

따라 원료( , 닥섬유 함유량, 닥섬유 외 혼용 섬유 혹은 펄 ), 물성

( , pH, 백색도, 내 도) 등이 차별화되는 ‘ 통한지’, ‘수록한지’, ‘개량

한지’, ‘기계한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지 표 화 상과 내용

4.1. 표 화 상 조사방법  분석결과

한지 표 화 상은 하향식과 상향식 조사를 병행해 선정했다. 하향식 

발굴은 기존 한지 련 KS 분석, 문가 자문, 문헌 분석, 논문 분석, 

부처별 연구개발 분석, 특허 분석 등을 토 로 달표 , 시험표 , 제품

표 별 상을 선정했다. 상향식 조사는 한지 계자(교수, 연구자, 정책

담당자, 한지장인, 한지생산자, 한지 매자, 한지공 장인 등)를 상으

로 이 졌다. 각 분야별 계자 50여명을 샘 링한 뒤 2014년 4월 1

일~21일 기간 동안 응답자의 편의에 따라 방문면 조사, e-mail, fax 

 우편조사를 병행했고, 이  3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우선 문가 제안, 국내외 사례조사,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토 로 발굴

된 하향식 발굴 상과 계자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상향식 상을 놓

고 복 여부, 한 분야로의 통합가능 여부, 상호 치 여부 등을 상호교차

하면서 분석했다. 이 게 선정된 상에 해 5가지 항목( 통성  고

유성, 합성, 실효성, 시 성, 성)을22) 심으로 다면분석( 문가

자문, 계자 수요조사)을 실시했고, 최종 으로 국가기술표 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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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통해 최종 인 표 화 상안을 확정했다. 

한지

<그림 3> 한지산업의 표 화 상안 도출방법

하향식 방법에 의해 표 화 수 을 진단한 결과, 무엇보다 한지 정의와 

한지만의 품질 시험방법이 시 하다는 것이 도출 다. 연구개발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지를 응용한 융⋅복합 상품과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련한 표 화가 필요하다는 이 도출 다. 문가 자문에서

는 양지  화지, 선지와 차별화되는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한지 

정의, 한지의 국내외 산지 식별방법 등이 강조 다. 

상향식 수요조사 결과, 모두 38개의 표 화 상이 발굴 으며, 이  

달표  10개, 방법표  11개, 제품표  17개가 제안 다.23) 연구자 

22) ‘ 통성  고유성’이란 한스타일 분야별 핵심요소와 고유특징의 반  여부, ‘ 합성’이란 

기존 표 (KS, ISO등)과의 합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실효성’이란 분야별 산업화 

정도( 황)에 따른 실제 용가능성, ‘시 성’이란 업계의 요구정도  정책  필요성, 

‘ 성’이란 련 산업에의 효과 정도  융⋅복합 가능성을 말한다. 

23)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표 화 상(안): 국산 닥섬유와 수입 닥섬유의 구분에 의한 

등  표 , 인피섬유 종류별 구분방법  혼입에 따른 등  표 , 제조과정의 사용원료(화학

표백제, 해약제, 분산제)에 따른 섬유 구분  물성 등  표 , 공 용 한지 표 , 색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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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는 방법표 을 심으로 제안했으며, 특히 한지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의 종류를 측정하는 방법과 원료별 등 설정 등을 제시했다. 

생산업체, 매업체 계자는 달표 (한지크기, 명칭)과 제품표 을 

주로 제안했다. 매 계자나 한지체험 계자는 제품종류별 표 의 시

성을, 생산업체 계자는 백색도 등 물성의 명확한 기 을 요청했다. 

계자들이 공통 으로 제안된 내용은 한지 정의뿐 아니라, 크기, 두

께, 제품명칭 등에 한 기 인 달표 ,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측

정하는 시험표 , 새롭게 융⋅복합되면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한지 

융⋅복합제품  기술에 한 제품⋅시험표  등이다. 하향식 방법으로 

도출된 표 화 상과 동소이했다. 하지만 상향식 조사에서는 이미 

KS가 제정돼 있거나( , 한지장 ) 시장성이 약해 시 하지 않은 제품

( , 표구형 한지, 조명기구한지)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발굴된 상 에서 복성, 부 격성을 단해 

1차 으로 표 화 상 10개를 선정했다. 구체 으로, ‘한지 정의’, ‘한지 

재료  제조 과정에서의 부재 규격’, ‘닥섬유 함량 측정방법  등 ’, 

‘한지 가속열화 시험방법’, ‘한지의 국내외 산지 식별방법’, ‘한지 발묵 시

험방법  등 ’, ‘한지 거칠기 측정방법  등 ’, ‘지사용 한지’, ‘공 용 

한지’, ‘수의용 한지’ 등이다.24) 

표 , 인쇄용 한지 표 , 복본용 한지 표 , 한지벽지 표 , 한지크기 표 , 한지무게 

표 , 한지종류 표 , 제조방법 표 , 백색도 표 , 한지와 한지풍한지, 닥섬유 함유량 

표시, 조명기구용한지, 통한지, 한지장 의 정의, 황 규 사용 유무, 수의용한지, 한지 

힘에 한 복원력 측정법, 한지포장지, 개량한지의 규격과 제조특성  규격화, 개량한지

(기계한지), 국산한지, 고회방법, 한지표면 보  측정 방법, 복본용한지(내 도, 백색도), 

한지두방지(삽입), 표백유무, 보 상자용한지, 한지의 강도보 강재료, 표구형  한지, 한지

사, 한지종류별 표 , 용어통일, 능검사(1~5등 )

24) 한지포장지, 한지벽지, 복본용한지, 인쇄용한지는 소비자 혼란 감소 측면에서 시 한 

표 화 상이나, 이 연구가 진행되는 시기에 KS제정안 개발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기술료사업 ‘한스타일( 통문화) 표 화개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향

후 표 제정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고 표 화 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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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항  목 중요도(%)

전달규격
표준화

한지 정의 73.0 

한지 재료 및 제조과정에서의 부재 규격 27.0 

한지고유
특성측정
방법개발

닥섬유 함량 측정방법 및 등급 45.9 

한지 가속열화 시험방법 21.5 

한지의 국내외 산지 식별방법 18.9 

한지 발묵 시험방법 및 등급 8.6 

한지 거칠기 측정방법 및 등급 5.1 

한지제품
규격표준화

지사용 한지 60.5 

공예용 한지 28.3 

수의용 한지 11.2 

<표 7> 한지 표 화 상 요도 종합평가

1차 으로 선정된 상에 해서는 2차 수요조사를 통해 표 화 상

에 한 상  요도와 우선순 (AHP)를 조사했다. 한지산업의 ‘ 달

규격’ 표 화 상 간 요도를 산출한 결과, ‘한지 정의’(73.0%), ‘한지 

재료  제조과정에서의 부재 규격’(27.0%) 순으로 조사 다. 한지 ‘고

유특성 측정방법’ 개발 상 간 요도에서는 ‘닥섬유 함량 측정방법  

등 ’이 45.9%로 가장 높았다. 한지 ‘제품규격’ 표 화 상 간 요도를 

산출한 결과, ‘지사용 한지’가 6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

용 한지’(28.3%), ‘수의용 한지’(11.2%)의 순이었다. 

상⋅하향식 방법을 통해 도출된 표 화 상은 최종 으로 국가기술표

원 한지 분야 문 원회 회의(2014.05.08)에서 논의 다. 문 원

회 회의에서도 2차 수요조사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논의 다. 즉, 표

화의 선결과제로 한지 정의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한지의 핵심요소

가 닥섬유이어야 함에 동의하면서 닥섬유 함유량 측정방법을 통해 품질

기 을 설정하는 시험표 의 시 함을 강조했다. 융합상품  기술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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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제목 내용 비고

한지:
정의/용어/ 
제조방법

⋅한지 KS(창호지, 장판지, 서화용지)에서 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각 KS간 정의의 통일성 부재⋅한지제품별 치수 규격 및 표시방법의 통일 필요⋅표준화 세부내용: 한지 고유특성을 반영해 한지원지‧한지제품
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정의를 포함
-닥섬유를 주원료로 사용, 중성조건
-제조방법별 한지정의: 전통한지, 개량한지, 수록한지, 기계한
지 (제조방법, 사용원료, 주요물성 등을 표시)

-한지 규격(두께, 크기, 무게), 주요 물성, 표시방법 등과 관련해 
총괄적으로 정의

 * ‘한지’ 독자항목으로 KS 등록추진 또는 기존 KS 내용 개정

전달
표준

<표 8> 한지 표 화 상과 내용

는 시장성을 고려할 때 지사용한지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한지 문가, 장 계자(특히 생산 계자)가 강조한 국산닥

섬유와 외산닥섬유의 구별방법에 해서는 실 으로 시험방법을 개발

할 수 없으며, 산업의 활성화와 WTO 측면에서 외산닥섬유를 제한하는 

것이 부 하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다. 한, 한지 재료  제조과정

에서의 부재규격 등은 한지 정의 는 제품표  등에서 한지제조방법 내

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4.2. 표 화 상과 추진내용

연구진은 이상과 같은 다면분석을 통해 최종 으로 8개의 한지 표 화 

상(안)을 최종 으로 선정했으며, 각 상별로 다음(<표 8>)과 같이 

표 화 필요성과 표 화 내용, 표 화 추진방안 등을 수립했다. 한지의 

구성요소별 통/개량 제조공정, 재료, 제조방법, 응용분야와 표 화 

상과의 연 성을 악해보면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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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제목 내용 비고

한지의 
닥섬유 함량 
측정방법 및 

등급

⋅닥섬유는 한지 고유특성이면서 함량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핵심요소. 목재섬유는 닥섬유에 비해 섬유장이 10배 정도 작기 
때문에 기계로 생산하기에 적합하나, 다량을 닥섬유와 혼합해 
제작할 경우 한지의 강도 및 보존성 저하

⋅닥섬유의 고기능성 및 친환경성으로 신소재 개발이 활발하나, 
한지 품질을 판단하는 닥섬유 함량에 대한 측정방법이 없어 
시장과 소비자 혼란이 가중

⋅표준화 세부내용: 한지 및 닥펄프-섬유 지료 분석 표준화

-Morphological 특성 분석, 화학 조성분의 분석, 당 분석, 정색반
응 등을 통한 닥섬유 데이터 축적

-펄프와 차별화되는 닥섬유 특성(장섬유 등) 활용한 측정기술 
개발

-닥섬유 함량에 따른 한지특성 분석, 등급화

 * 한지품질 가늠하는 핵심(예, 한지사 품질기준), 우선 추진 필요

시험
표준

한지 
장기보존성 

측정 
가속열화 
시험방법

⋅양지와 차별화되는 대표 특성인 장기보존성(내구성)을 측정하
는 방법이 부재함으로써 한지의 장점 부각 곤란

⋅한지 손상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손상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지 열화원인에 대한 종합분석법 필요

⋅표준화 세부내용: 인공적 가속열화 시험방법(온도, 습도, 자외
선)의 통일된 시험방법

-내구성 시험방법보다는 가속열화 방법을 통한 보존 추정 연대 
데이터 축적

-가속열화 데이터 통한 추정연대 계산법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시험
표준

지사용 한지

⋅지사 제조용 한지는 주원료(닥섬유) 함량뿐 아니라, 평량, 두께
와 같은 구조적 성질과 강연도(stiffness) 같은 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자적 기준 필요

⋅한지사 활용한 의류제품이 해외수출되고 있으나, 품질평가방법 
및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수출에 걸림돌

-한지사로 수출되지 못하고 paper yarm으로 표시
⋅표준화 세부내용

-한지사의 정의, 규격, 물성, 등급, 표시방법 등 표준화

-지사용 닥섬유 함량 측정방법 및 함량별 등급화

제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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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제목 내용 비고

공예용 한지

⋅최근 시장성 증가하는 한지공예의 품질향상 위한 맞춤형 한지 
필요. 특히 공예용한지는 닥섬유 함량뿐 아니라, 2차 가공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물리적 성질이 중요

⋅표준화 세부내용: 한지공예 제작에 가장 적절한 닥섬유 함량 
기준 및 물리적 성질에 대한 기준 설정

-차별화된 제품으로서 물성 및 기능성 범위 선정 

제품
표준

수의용 한지

⋅한지수의 소재는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생분해가 빠르고 연소 
시 대기오염배출 또한 허용 기준치 만족 필요

⋅표준화 세부내용: 가장 적절한 제작방법으로 평가받는 줌치기
법(건조 시 주물러서 주름을 주어 태양에 널어 말리는 방법)을 
기준으로 제작방법 및 물성 표준화

-평량에 따른 물성(강도 등)을 측정한 기존 연구결과 참조

-수의에 적합한 강도, 유연성, 생분해성, 연소성 등 기준

제품
표준

한지 발묵 
시험방법 및 

등급

⋅서화용지의 원료에 따른 먹물의 번짐성이 균일적이지 못함
⋅한지 발묵에 대한 규격화된 시험방법 필요
⋅표준화 세부내용

-원료에 따른 발묵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화용지 등급 분류에 
활용할 수 있는 합의된 시험방법 개발 및 이를 토대로 한 
등급 선정

시험
표준

한지 거칠기 
측정방법 및 

등급

⋅인쇄용지나 고급 포장지로 사용되는 경우 한지 표면의 불균일성
은 제품의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

⋅양지 경우 중요성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지 경우 구조 및 
표면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진 연구 미비

⋅표준화 세부내용

-인쇄용 한지, 서화용지, 공예용한지 선택 시, 한지 표면 거칠기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 개발, 등급 표준화

시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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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제정안을 개발 중인 대상: 한지벽지, 인쇄용한지, 한지포장지, 문화재복원용한지

<그림 4> 한지 제조공정, 재료, 제조방법, 응용분야와 표 화 상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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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한지는 종이로서의 쓰임새를 넘어, 융복합화를 통해 건축용, 농업용, 

의류용, 의료용, 식품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표 화가 한지산업 활성

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한지산업

의 육성을 한 표 화의 방안에 해서 살펴봤다. 

한지산업, 정책동향, 표 화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한지 표 화를 

해서는 첫째, 한지 고유의 특성을 반 하면서 국제표 화를 염두에 둔 

한지의 산업  정의가 필요했다( 달표 ). 둘째, 양지, 화지, 선지 등과 

차별화되는 한지만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요구 다(시험표 ). 셋째, 소비자가 한지제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도

록 품질기 (특히 융복합 제품  기술)을 설정한 제품표 이 시 했다. 

기존 연구  KS를 분석해보면, 1,000년 이상을 간다는 내구성이 타 

종이와 차별화되는 한지만의 특성이다. 한지의 내구성은 주원료인 닥섬

유가 장섬유라는 , 외발뜨기 방식, 성 조건에서 제조된다는 데서 기

인한다. 외발뜨기는 기계제조방식으로 구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

외하고 닥섬유와 제조조건을 심으로 한지를 정의하면, “닥섬유만을 원

료로 사용하거나, 닥섬유를 원료로 하여 타 섬유 는 펄 를 혼합해 사

용하고, 성 는 알칼리 조건에서 제조된 종이”로 규정할 수 있다. 

표 화 항목과 련해서는 상⋅하향식 방법과 다면  분석, 국가기술

표 원 문 원회의를 통해 모두 8개의 표 화 상안을 발굴했다. 구

체 으로 ‘한지: 정의, 용어, 제조방법’, ‘한지의 닥섬유 함량 측정방법  

등 ’, ‘한지 장기보존성 측정 가속열화 시험방법’, ‘지사용 한지’, ‘공 용 

한지’, ‘수의용 한지’, ‘한지 발묵 시험방법  등 ’, ‘한지 거칠기 측정방

법  등 ’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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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standardization plans concerning industrialization 

of Hanjii which is traditional culture resources of rural community. Hanji 

is very useful in many ways, and its usefulness is not confined to only 

paper. In other words, it comes to have architectural uses, agricultural 

uses, clothing uses, and medical uses through fusion and convergence. 

However, the expansion of Hanji market dose not lead to profits for related 

stake holders because its standardization is not nurtured yet.

For standardization, this paper argues, first, a industrial definition 

of Hanji is needed in which Hanji's own characteristics is involved. Besides 

maintaining traditional characteristics, the definition and quality 

standards of Hanji needs to be established by considering a given condition 

of Hanji industy. Second, a satisfactory method to measure Hanji's own 

material characteristics(i.g., mulberry paper content and long-term 

sustainability), which affects Hanji's quality, needs to be developed and 

standardized. Third, a government standard is urgently needed in order 

to keep consumers from being confused when they select Hanji products. 

The standardization of Hanji products and technology needs to be 

established in both case of current Hanji market and newly developed 

products and technology.   

key words: Hanji Industry, Standard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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