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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한지, 향을 품다.
한지는 무엇으로 만들어 졌을까요?
1. 한지의 원료 탐구하기Ⅰ
2. 한지의 원료 탐구하기Ⅱ
나만의 한지를 만들어 봅시다.
1. 한지 제조과정 이해하기
2. 나만의 한지 만들기
닥죽으로 연화문 수막새를 만들어 볼까요?
1. 닥죽의 상태 변화 이해하기
2. 닥죽과 종이죽으로 색 만들기

우리나라에는 천년 세월을 견디며 썩지 않는 뛰어난 종이, 한지가 있습니다. 한지의
보존성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여러 유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불국사 석가탑에서 1,300년만에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과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금속활자본‘직지심체요절’이 600년 만에 프랑스
에서 세계인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 것, 그리고 조선왕조 오백년의 실록을 오늘날 우리가
읽어 볼 수 있는 것은 한지가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한지 다시보기, 한국교육개발원)

(사진출처:나무위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불국사 석가탑
학생용워크북 4학년

한지는 무엇으로 만들어 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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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해살이 나무와 닥나무를 비교 관찰하여 식물의 특징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활동 1 한지의 원료 탐구하기 Ⅰ
1. 닥나무 사진을 관찰하여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2. 제시된 여러 가지 나무 사진 중 하나를 관찰하여 닥나무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활동지 1, 2<9쪽~10쪽>

활동 2 한지의 원료 탐구하기 Ⅱ
1. 삶은 닥나무 껍질을 관찰해보고 글로 써봅시다.
2. 제시된 여러 가지 나무 사진중 하나를 관찰하여 닥나무와의 공통점 및
닥섬유를 자세히 관찰하여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활동지 3<11쪽>

▶닥나무 껍질

▶삶은 닥나무 껍질과 펼친 모양

나만의 한지를 만들어 봅시다.
한지 제조과정을 통해 혼합물의 분리 과정을 이해하고 나만의 한지를 만들어 봅시다.

활동 1 한지 제조과정 이해하기
1. 한지 제조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2. 닥죽과 물을 분리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지 써 봅시다. 활동지 4<12쪽>

활동 2 나만의 한지 만들기
1. 어떤 방법으로 나만의 한지를 만들지 생각해 봅시다.
천년한지, 향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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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만의 한지를 만들 때 넣을 재료를 생각해 봅시다.

예시

재료에 따른 종이 이름

(출처 : 한지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상지(桑紙) : 뽕나무 껍질을 원료로 만든 종이

●

송피지(松皮紙) : 소나무의 속껍질을 혼합하여 만든 종이

●

태지(苔紙) : 물이끼를 섞어서 만든 종이

●

유엽지(柳葉紙) : 버드나무 잎을 섞어서 만든 종이

닥죽으로 연화문 수막새를 만들어 볼까요?
닥죽으로 연화문 수막새를 만들어 봄으로써 물의 상태 변화를 이해해 봅시다.

활동 1

닥죽의 상태 변화 이해하기
1. 닥죽으로 연화문 수막새를 만들어 건조하면 물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봅시다.

학생용워크북 4학년

2. 우리 생활에서 물의 증발과 관련된 예를 찾아 설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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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 과정에서 닥죽에 포함된 물의 증발 과정을 관찰해 봅시다.
활동지 5<14쪽>

활동 2

닥죽과 종이죽으로 색 만들기
1. 닥죽(흰색)과 종이죽(갈색)을 섞어서 원하는 색의 연화문 수막새를 만들어 본다.
예시

도움자료

한지설화/닥나무 이름의 유래
익산 미륵사지석탑 출토 수막새

활동지

1. 식물카드
2. 닥나무 비교 관찰하기
3. 삶은 닥나무 껍질 관찰하기
4. 한지 제조과정 알아보기
5. 물의 상태 변화 알아보기

도움자료

한지설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라시대, 경남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뒷산 국사봉에 대동사(大同寺)라는 절이 있었는데,‘설씨(薛氏)’성을 가진
주지승이 살고 있었다. 이 절 주변에는 닥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동국여지승람
東國與地勝覽 의령현 토산조에 닥(楮), 종이(紙)가 보인다). 하루는 이 주지승이 닥나무
를 꺾어 지팡이로 삼아 가지고 다니다가 절 앞의 반석에 앉아 이를 두드리며 놀았다.
그러다가 지팡이를 그냥 두고 돌아갔다. 다음날 와 봤더니, 닥나무의 껍질이 반석에
말라붙어 얇은 막처럼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본 주지승은 이번에는 일부러
닥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돌로 짓이겨 반석에 늘어놓고 다음날 다시 와 봤다. 아니나
다를까, 이 껍질이 역시 엉겨 붙어서 말라 있었다. 여기에서 착상한 주지승은 이를
발전시켜 한지를 만들어 쓰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의령 사람들은 한지 제조의 시원은 의령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의령에 국사봉은 있지만
학생용워크북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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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절인 대동사는 남아 있지 않다.
이와 조금 다른 내용으로 구전설화가 의령의 향우지인『의령향우』에 정리되어 있다.“1,000년
전 고려 때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에 국사봉 중턱에 약 20년전까지 터가 있었다는 대동사의 주지
‘설(薛)’씨가 어느 봄날 닥나무 껍질을 흐르는 냇물에 담가 두더니 껍질이 물에 풀리면서 삼베
올처럼 섬유질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손으로 주물러서 바위 위에 건져 놓았더니 종이와
같은 물체가 만들어져, 이것을 계속하여 종이를 만들었다” 고 전해진다.

(출처 : 한지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도움자료

닥나무 이름의 유래
줄기를 꺾으면‘딱’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서‘딱나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닥나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보통 산기슭의 양지쪽이나 밭둑에서 자생하며,
암꽃과 수꽃이 한 개체에 달리는 꽃은 4~5월에 피고 열매는 6~7월에 익어 한약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닥나무 껍질은 한지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

▶닥나무 꽃

▶닥나무 열매

(출처 : 수목도감, 나무위키)

▶닥나무 잎

활동지

1

식물카드

3) 수목도감, 나무위키

반

번

이름 :

절취선

닥나무(열매)

닥나무(잎)

닥나무(줄기)

석류나무(꽃)

석류나무(열매)

석류나무(잎)

석류나무(줄기)

사과나무(꽃)

사과나무(열매)

사과나무(잎)

사과나무(줄기)

밤나무(꽃)

밤나무(열매)

밤나무(잎)

밤나무(줄기)

매실나무(꽃)

매실나무(열매)

매실나무(잎)

매실나무(줄기)

천년한지, 향을 품다

닥나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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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2

닥나무 비교 관찰하기

반

번

이름 :

닥나무 사진을 관찰하여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나무 사진 중 하나를 정하여 닥나무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글로 써 봅시다.
닥나무
특징

학생용워크북 4학년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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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

잎

줄기

기타

나무이름 :
공통점

차이점

활동지

3

삶은 닥나무 껍질 관찰하기

반

번

이름 :

삶은 닥나무 껍질의 특징을 관찰해 보고 글로 써 봅시다.
생김새
색 깔
만졌을 때 느낌

닥섬유를 자세히 관찰하여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 닥섬유를 자세히 그려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써봅시다.

연상되는 단어

천년한지, 향을 품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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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4

한지 제조과정 알아보기

반

번

이름 :

한지의 제조과정을 정리하여 봅시다.

학생용워크북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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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죽과 물을 분리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지 써 봅시다.

도움자료

익산 미륵사지석탑 출토 수막새

1 익산 미륵사지석탑

2 연꽃무늬수막새

천년한지, 향을 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益山 彌勒寺址 石塔)은 전라
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에 있으며, 한국에 남아
있는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국보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제 무왕의 재위기간 중인 639년에 만들어진 이
석탑은 백제 석탑의 시원 형식(始原形式)이라고 불
리며, 여러 면에서 한국 석탑 전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해체 당시 높이는 14.2 m로, 원래는 9층
으로 추정되는 한국 최대의 석탑이다. 이 석탑은
목조 건물을 석재로 구현하여 백제의 목탑 모습을
잘 보여준다.(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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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백제막새

국적/시대

한국-백제

출 토 지

전라북도-익산시-미륵사지

창건 기와는 어떤 건물을 처음 조영할 때 가장 주체적으로 채용된
기와를 말한다.
미륵사지의 창건 기와는 드림새의 가운데에 있는 큰 자방의 안에
1+6과의 굵은 연자(蓮子)가 배치되어 있으며 가운데의 자방을
중심으로 6개의 넓적한 꽃잎이 펼쳐져있는 형식이다. 꽃잎의 안에
꽃술이나 세 잎으로 갈라진 인동초 자엽이 표현되어 있다.
미륵사지에서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된 수막새는 6개의 연꽃잎 안에
꽃술을 장식한 6엽의 수막새들이지만 꽃잎이 8개인 수막새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 형식은 익산 왕궁리 유적뿐 아니라 부여 부소
산성이나 관북리 유적 등지에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부여식
수막새”로 부르는 연구자도 있다.(출처 :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활동지

5

물의 상태변화 알아보기

반

번

이름 :

아래 사진은 닥죽으로 연화문 수막새를 만들어 건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학생용워크북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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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물에 풀어 놓은 닥죽

[그림2] 닥죽으로 만든 연화문 수막새를 틀에서
꺼내 수분을 일부 제거한 상태

[그림3] 건조된 상태

건조된 연화문 수막새에 대한 상태를 글로 표현해 봅시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낱말을 써 봅시다.

[그림3]처럼 닥죽으로 만든 연화문 수막새 표면에 변화가 생긴 까닭은
액체인 물이 표면에서 기체인 (
흩어졌기 때문이며, 이를 (

)로 변해 공기 중으로
)이라 한다.

■

본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2018 학교 밖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운영’결과물입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 및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