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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장묘문화 변화에 적합한 수의 제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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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hroud of the Chosun dynasty period originally meant the new start in the next world. Its basic principle
was to wear the best clothes or wedding garments during one's life. The white hemp cloth-shroud worn during this time
was formed after the 20th century. In the beginning it started simply by imitating the shroud of the common people. How-
ever recently many aspects of the trade have deteriorated by the commercialism of the shroud traders. So this study
focuses on the way of keeping traditions and making the shroud desirable. First, the shroud was made of the best mate-
rials such as silk, hemp cloth, ramie cloth and cotton cloth in the past. A thought that the shroud material must be white
hemp cloth is the result from mis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al shroud of the Chosun dynasty period. We can produce
beautiful shrouds using natural materials without losing dignity and at diverse prices. Second, the shroud was produced
not only to keep the dignity of a dead person but also to avoid wasting the original cloth. Third, The shroud has pursued
diversity in classifying the traditional style or the basic style. It is possible to select the shroud flexibly according to one's
sense of values or the way the tomb was made. These days, the Korean full-dress attire and Wonsam (Korean woman's
ceremonial clothes) are the standardized form of the ready-made shroud. The man's Korean full-dress attire on sale is
sewn in the wrong way and its shape looks more like the Wonsam. I offer diverse shrouds of the Chosun dynasty period,
for example, the official uniform, hemp cloth upper garment, men's black upper garment, Korean full-dress attire, Korean
overcoat, Wonsam, the long hood worn by a Korean woman and a woman's long upper garment, so that we can see the
Korean originality and beauty through the different types of shrouds. Also, I adjusted a number of items, undergarments
and other articles according to the price. As mentioned before this study helps to portray a desirable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the shroud. So I corrected many problems of the present shroud and propose a new type of shroud based
on tradition. Furthermore, I recommend a way of making use of the Hanbok which the man wears during his life, at the
wedding ceremony or a his 60th birthday without buying a new sh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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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매장형 장례 방식은 고려

말 신진 유학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주자의『家禮(가례)』

에 근거한 것으로 조선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굴보고된 고고학적 유물

자료나 문헌 자료를 통해 볼 때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상 다양

한 장례방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이후 서구문화의 수용과 더불어 생활방식과 사고방

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다른 의례에 비

해 전통적 요소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상장례 역

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자손들

과 이웃이 협동하여 치르던 장례를 이제는 장례 전문 업체에게

맡기게 되었고 의례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채 편의주의적으

로 또는 허례허식적인 경향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장례의식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수의는 특정 소재를 선

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제적, 상 도덕적 문제를 야

기 시키고 있으며, 윤달이라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구입하

는 관습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수의를 제작판매하는 장례업체에서는 의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상업적 이익 때문에 그 제도나 가격 면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

한 수의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반인들이 장

례 전문 업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폐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의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더불어 수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화장 제도의 확산에 따른 적절한 수의

문화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예서』와출토복식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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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종류와 소재, 색상 등의 변천을 살펴보고 그 변천 과정에

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현 실정에 적합한 수의를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 과거와 현대가 조화될 수 있으며 동시에 변화되는 미래의

장묘제도에도 탄력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수의를 제시하여 궁

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장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상례의식에 관한 전통 및 현대의 변화

우리 민족은 과거부터 예의를 중시하며 우리의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내세사상과 효사상으로 인하여 특히 상례를 가

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왔다. 상례는 부모 혹은 친척이 사망

한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갖추어 행하는 의식 절차와 그 제

도를 말하는 것으로 공자 때부터 생의 마지막을 신중히 맞이하

고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는 의례로서 중요시 되어 왔으며 내

용은 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다(순남숙·임

영자, 2001). 이런 맥락에서 부모님의 수의를 마련하여 장례를

치루는 일은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와

효의 표현으로 여겨져서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서구화된 현대인의 생활 속에 아직까지도 한국적 정

체성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상장례 문화이며 그 중에서

도 특히 수의는 전통복식의 형태를 강하게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의 상장례 문화는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

어 수의형태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는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관행이 급속히 확산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새옷을 입히는 염습과정도 가

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에 소속된 전문직업인인 염사

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들이 수의를 직접 마

주할 기회는 점차 없어지고 동시에 수의제작에 대한 관심도 사

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수의의 형태는 장례업체의 상업성과 염

사의 편의주의적 사고에 근거하여 잘못 변질되고 이로 인하여

한국의 수의문화는 과거의 전통성과 현재의 상업성이 혼재되어

뿌리를 알 수 없는 형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한편 새로운 세

기를 맞이하여 자연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장묘관행도 매장 일변도에서 화장이 병행되는 추세이므로 우리

의 수의도 매장의 관습에 뿌리를 둔 과거의 제도에만 연연해서

는 안된다고 생각된다(조효숙·권영숙, 2002).

2.2. 상례의식에서의 수의

수의의 정의 및 의미 : 수의(壽衣)란 시신에 입히는 옷과 관

련 부속품들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수의라는 용어보다 습의

(襲衣)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수의라는 용어가 언

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수의라는 용

어가 습의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습의는 시신에 입히는 것이고, 염의는 시신을 싸는 것이라고

하였다. 과거에는 시신에 옷을 입히고 다시 시신을 여러 벌의

옷으로 감쌌기 때문에 수의와 염의가 필요했다. 습의에는 본인

의 옷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염의에는 본인의 유

의(遺衣, 생전에 입던 옷)와 함께 가족이나 친구, 왕이 보낸 옷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의 상례는 간편을 쫓아 염의는

사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 둔 수의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의의 사용 목적 및 원칙 : 시신을 입관(入棺)하기까지에는

사흘에 걸쳐 세 단계의 과정, 즉 습과 소렴, 대렴 과정을 거치

게 된다. 수의는 습 단계에서 사용되는 옷과 부속품으로, 다음

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첫째, 수의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장례 자체

가 ‘감춘다[藏]’ 는  뜻이 있는 것처럼, 수의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신을 가림으로써 보호하고 견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시신

을 아름답게 꾸며줌으로써 주변사람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수의는 시신을 갈

무리하는 데 현대 실정에 맞는 실용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의는 애처로운 시신에게 후한 대접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염습을 해서 장사지내는 것은 자식이 어버이의 육

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은 우선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전해줌으로써 양자간에 공유되는 생명의 연대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유교의 생명관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

모의 시신에 대한 존경과 슬픔, 위로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

다(순남숙, 2000).

셋째, 수의는 시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모습에 인위성을 가하여 그 모습을 아름답

게 변형시키는 문식(文飾)(순남숙, 2000)의 방법이다. 그러나 아

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허례허식이라는 오류를

낳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신분 별로 사용

할 수 있는 옷의 종류와 가짓수, 소재 등을 규정하여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상한선의 제시일 뿐 형편에 따라 하라

는 말로 부언하고 있었다. 수의는 평상시 본인의 옷을 사용하

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살았을 때 입던 옷 중 깨끗한 것을

용도에 맞도록 사용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이은주·

박성실, 2002). 요즘의 과도한 수의 비용이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시신을 아름답게 꾸미

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분수에 맞도록 절제하는 상례가 요

구되는 것이다.

2.3. 조선시대의 수의 

조선 전기에 통용되었던 상례 관련 예서로는『가례』와

『국조오례의』가있다.『가례』는중국 송나라 때의 예서이기

때문에 조선 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국조오

례의』가만들어지게 되었다. 의례의 의의나 절차 등과 같은 전

체적인 틀은『가례』에의존했지만 염습에 사용되는 물품과 같

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된『국

조오례의』에 의거한 상례가 치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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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예서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남녀 수의품목을 전

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Table 1이다.

조선 전반기의 남성용 수의 :『국조오례의』에서대부사서

인상(大夫士庶人喪)에 사용하도록 제시한 수의 품목에는 대대,

흑단령, 답호, 철릭, 과두, 한삼, 고와 같은 기본 복식류가 있고

그 외에 망건, 복건, 말, 이, 충이, 멱목, 악수와 같은 부속품이

있다. 여기에 제시된 일반 복식류는 당시 시속(時俗)의 복제(服

制)를 따른 것으로,『가례』에제시된 복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의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된 부위나 성격에

따라 편의상 여섯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두의(頭衣) - 반함을 마친 후에 시신의 이마에 모시로 된

망건을 두르고 그 위에 검정색 명주로 된 감투나 복건을 씌운

다. 특히 복건에 명주(이석명), 무문단(단양 장씨)등이 사용되었

으며 감투에는 무문단(김흠조고운변수이응태)이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색상은 예서에 ‘조색’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흑

색에 가까운 아청색이 주로 사용되었다(이은주·박성실, 2002).

(2) 표의와 대대 - 조선시대에는 수의 중 표의에 해당하는

옷은 ‘상복(上服)’ 또는 ‘상의(上衣)’라고 하였으며 사자의 생

존시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계급적인 성격이 강

한 동시에, 예를 갖춘 최고의 성장(盛裝)인 아청 단령이 보편적

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표의를 입힌 후에는 허리에

대대를 묶어서 수의 착장을 마무리하였다.

(3) 상의류 -『가례』에서는  상복 아래에 받쳐 입는 옷으로

포오와 과두, 한삼을 제시하였다.『국조오례의』에서는  한삼

과 과두, 철릭, 답호를 제시 하고 있다. 색상이나 소재 등을 제

시하지 않는 것은 평소 생시에 착용하던 옷 중에서 가릴 것

없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두라

는 옷은 조선 후기에는 배가리개 또는 머리싸개로 혼란이 있지

만 조선 전기에는 상의류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박성

실, 1992). 사용된 복식의 종류는 적삼, 한삼, 저고리, 철릭, 직

령 등 모두 5종이며, 옷감은 삼베, 모시, 면직물, 견직물 등 다

양하다. 

(4) 하의류 - 조선 전반기의 바지는 당시의 여자 바지와 동

일한 합당고형 바지와 개당고형 바지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

이는데, 1997년 3월에 김흠조 묘의 발굴 현장에서 허리가 함께

꿰매어져 있던 6벌의 수의용 바지류가 수습되면서부터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다(이은주, 1998). 수의로 사용할 때 여러 벌의

옷을 일일이 입히기 불편하므로 미리 여러 겹을 겹쳐 놓은 후,

움직이지 않도록 꿰매어 놓는 관행이 있었다. 

소재는 명주, 면포, 삼베 등 다양하며 구성법도 홑, 겹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바느질 등으로 볼 때, 새로 제작된 신의

가 아니라 평소 착용했던 옷으로 판단된다.

(5) 족의 - 족의는 발 주변에 사용되는 수의용품으로, 버선과

늑백, 신발이 포함되는데 버선은 평소의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거칠게 새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늑백은 바지를 착용한 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복식품

으로 면포를 겹으로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발고리가 있는 형태

이다. 신발은 거친 삼베를 사용하여 코가 약간 올라가는 고무

신과 유사한 형태이다. 

(6) 기타 - 기타 품목에는 시신의 귀에 꽂는 솜뭉치를 뭉쳐

만든 충이와 얼굴을 덮는 사각형 가리개인 멱목과 시신의 손의

흐트러짐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손 싸개인 악수가 있다. 

멱목과 악수는 거의 같은 색상의 견직물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반기의 여성용 수의 -『가례』나 『국조오례의』 모

두 남성의 수의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여성의 수의에 대해서

는 언급이 거의 없다.『국조오례의』에  왕비의 수의에 대해서

만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대에 청주(靑紬)를 사용하라는

제시를 했을 뿐이다. 따라서 여성용 수의 품목에 대해서는 구

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므로 남성의 것에 준해서 사용하는 등 혼

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 두의 - 예서에는 여성용 관모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여

Table 1. 조선시대의 남녀 수의 품목

 남성용 수의 여성용 수의

조선전반기 조선후반기 조선전반기 조선후반기

두의 망건, 복건(견), 감투 망건, 복건(견)

사모(단령착용시)

감투형 소모자(견) 엄, 사(단)

표의 아청단령

(생존시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단령, 심의, 도포, 

직령(사, 저마, 공단)

장삼(시대, 신분 용도에 따라)

장옷, 단령(수의용)(명주)

초록원삼, 홍색대대, 몽두의, 

장오자 현색 심의, 단의

내의 상의 적삼, 한삼, 저고리,

철릭, 직령(삼베, 모시,

면직물, 견직물)

저고리, 소창의(장유)

중치막(창의) (견직물)

모시적삼, 명주적삼, 

솜저고리,홑저고리, 

명주저고리 8점

소삼(홑), 포오, 삼자

당의(견직물)

하의 합당고

개당고 형 바지 

여러겹 겹쳐 꿰맴

(명주, 면포, 삼베) 

홑바지(단고)

겹바지, 솜바지

사폭바지 대님필요

(면포, 삼베, 명주)

합당고, 개당고 바지 합당고, 개당고 바지, 단속곳

(견), 청상(겹)

홍상(홑)(문단, 공단)

족의 버선(면포, 베), 늑백(행전) 면포, 

신발(삼베)

버선(공단), 행전(견직물), 

습신(견직물)

면포 겹버선(안 삼베), 행전

(명주), 신발(삼베 겹버선)

공단겹버선, 채혜

기타부속품 충이(비단솜), 멱목, 악수(견직물) 충이, 멱목, 악수, 모

과두(견직물)

멱목, 악수(견직물) 충이, 멱목, 악수(견직물)



 현대 장묘문화 변화에 적합한 수의 제작에 관한 연구 27

자 묘에서 수습된 감투는 일단 수의 전용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용도를 지닌 관모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2) 표의와 대대 - 여성의 수의용 표의에 대한 기록은『국

조오례의』의국휼조에 ‘장삼(長衫)’이 제시되어 있으나 조선 전

기의 장삼에 대해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장삼형 상복과

장옷 외에 안동대학교 박물관의 장기 정씨의 여성용 단령도 확

인되는데 여성들이 평상시에도 단령을 착용했는지에 대한 문제

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국조오례의』에는  사대부가의

여성용 청주로 만든 대대가 제시되어 있다. 

(3) 상의류 - 상의에는 한삼과 다양한 저고리 종류가 사용되

는데『국조오례의』 국휼조에는 왕비의 수의로 의(衣)와 한삼

(汗衫)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저고리 유형은 적삼과 단저고

리, 옆트임이 있는 장저고리였으며, 소재로는 명주와 문단, 모

시가 사용되었다. 겹옷 없이 홑옷과 솜옷이 사용된 것으로 특

별히 구성법에 대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하의류 - 하의류는 치마와 바지로 구성되고 남자와 거의

같은 합당고형 바지와 개당고형 바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조선 전반기 여성의 상의와 하의에 사용된 옷은 저고리류와

치마, 개당고 합당고 등의 바지류가 확인되었으며 소재에 있어

서는 명주는 물론, 모시, 무명, 문단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삼형 상의와 단령형 상의와 같은 표

의를 제외하고는 바느질이 정교한 편이어서 수의용으로 제작한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5) 족의 - 수의용 버선은 소색의 면포 겹버선으로 안감은

삼베를 사용하였다. 신발은 삼베 겹 신발이며 발 좌우의 조각

을 재단하여 뒤축과 앞코 부분을 꿰매어 연결하고 바닥에 밑창

을 맞추어 그 둘레를 꿰매어 완성시킨 형태이다. 

(6) 기타 - 여자의 멱목도 남자의 것과 같이 사각형 보자기

에 네 모퉁이에 끈을 단 형태이다. 겉감의 색상은 아청색으로

확인되며 소재로는 겉감에 무문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안감

에는 명주나 초를 사용하고 안에 솜을 얇게 두었다. 안감의 색

상은 붉은 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악수는 일반적으로 멱목

과 동일한 소재와 비슷한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손을 싸기에 적

당할 정도로 작으며 솜을 넣었다는 점, 그리고 겉감에 아청색

필단을 사용한 점은 동일하다. 

조선후반기의 남성용 수의 : 조선후반기는 당시 사회의 예학

발전과 더불어 전기보다 더 많은 상례 품목들이 제시되고 있으

며 색상이나 소재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두의 - 조선후반기에는『상례비요』에는  치포관(緇布冠)

이 수의 품목으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여전히 복건과 망

건이 대표적인 두의로 사용되었다. 출토된 두의는 대부분 짙은

갈색으로 확인되는 무문단(공단)이다. 단령을 표의로 착용한 최

숙(崔, 1636~1698)의 경우는 공단 망건에 공단 사모를 사용하

였다(박성실, 1992). 이천 출토의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선산 김씨 묘에서도 단령 수의와 함께 공단

망건과 공단 사모가 수습되었다. 실제 관행으로는 표의와 관모

를 맞추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표의와 대대 - 후기 예서인『상례비요(1620)』, 『상례언

해(1623)』, 『사례편람(1746이전)』에는  세 유형의 표의가 제시

되고 있다. 당시의 시속(時俗)을 감안하여 ‘단령(답호 포함)’이

나 ‘직령’을 표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는 ‘심

의’를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순안집』

에는 도포를 사용하고자 한 경우도 확인된다. 색상은 백색으로

한정되었지만 소재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사, 저마, 공단 등이

사용되었고 흑선을 장식하였다.

예서에는 심의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단령이나 직령을 사용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상례비요』, 『상례언해』, 『사례편람』

언급되어 있다. 단령의 받침옷으로 창의를 사용하였음이 확인

되었다.

심의에는 대대와 조대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대대는 백증과

같은 백색 견직물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심의의 소재와는 다

른 것임에 주목된다.『상례비요』에는  심의의 대대와 함께 오

색사로 짠 조대가 제시되어 있다. 단령을 상복으로 사용한 경

우, 공단에 과판을 그린 각대(角帶) 모양의 화각대(畵角帶)가 사

용되었다.

(3) 상의류 - 우선 가장 안에 입는 한삼은 홑으로 제작되었

으며, 그 위에 견직물로 된 저고리를 입는 경우와 저고리를 사

용하지 않고 소매가 좁고 옆이 트인 긴 포 형태의 소창의가

상의류로 사용되었으며 광수인 중치막이 상의로 겹단령의 받침

옷으로 사용되었다. 

(4) 하의류 - 조선 후반기에는 면포, 삼베 명주로 된 홑바지

(단고)와 겹 또는 솜바지(고)가 사용되었다. 조선 전기와는 달리,

현재와 같은 형태의 사폭바지이며, 그와 함께 다른 소재로 된

허리띠인 소대(小帶)와 대님인 경대(脛帶) 등이 새롭게 수의 품

목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임란을 전후로 남자바지 유형

의 변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시속에 따른 수의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5) 족의 - 족의에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버선과 습신, 행전이

변함없이 사용되었다.『상례비요』를  비롯한 모든 예서에는

소재의 언급 없이, 솜버선을 제시하고 있다. 평상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후기로 가면서 점차 수의용으로 제작

한 공단 겹버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신발의 종류는 표의

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신발의 색상은 주로 흑

색이며 소재로는 명주나 삼베 등을 제안하였지만 실제 사용에

서는 견직물로 제작된 습신이 신겨졌으며 다른 복식품에 비해

장식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전은 주로 주와 단과 같은, 견

직물이 사용되었으며 색상은 백색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기타 - 전기와 마찬가지로 충이와 멱목, 악수 등이 기본

습구에 포함되며, 그 외에 후기에는 모(冒)라고 하는 것과 ‘배

오라기’라는 과두( )가 더 추가되었다. 

조선후반기의 여성용 수의 : 조선 후반기의 예서에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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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에 대해서 전기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전보다

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상

례 실제 기록이나 출토 사례가 많지 않아서 남자 수의의 내용

처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 두의 - 조선 전기에 언급이 없던 여성의 관모에 ‘엄(掩)

(상례비요상례언해사례편람)’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사

례편람에는 엄과 더불어 머리싸개로 ‘사’를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는 데 이 ‘사’는 남자의 망건에 대응되는 복식품으로 보인다.

엄이나 사의 소재는 모단(冒段, 상례언해), 연백(사례편람) 등으

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엄’이라고 불렀던 여모에는 단(段)

종류의 옷감이 사용되었으며 겹으로 만들어졌다. 색상은 검정

색이 주류를 이루나 간혹 자색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과두에는 초록색이나 자색 공단이 사용되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두의와 기타 물품에 속하는 악수, 면모 등의 부속품들

이 동일한 소재로 제작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이은주·박

성실, 2002).

(2) 표의와 대대 -『상례비요』등에는 여자의 수의용 상복

으로 원삼(圓衫)이나 몽두의(蒙頭衣), 장오자를 사용할 것을 제

안하였다.『사례편람』에는  원삼과 더불어, 남자와 같은 제도

의 현색 ‘심의’와 현색 ‘단의’를 제안하였다. 말기의 예서인

『광례람』에는  오로지 원삼(대대 포함)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

라서 여성용 표의에는 대체로 초록 원삼에 홍색의 대대를 사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상의류 -『상례비요』에는  상의류에 해당되는 항에 ‘포

오’라고만 제시되어 있다. 사례편람』에서  비로소 자세한 명칭

이 제시되고 있는데, 소삼(小衫)과 포오, 삼자(衫子)를 제시하고

있다.『광례람(1893)』에는  단삼과 저고리 2점, 견마기를 제

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자의 경우 원삼 안에는 견직물류의 소

삼과 저고리 삼작, 당의를 사용한 경우가 많으며 구성은 홑옷

인 소삼을 제외하고 보통 겹바느질의 저고리류가 사용되었다.

(4) 하의류 - 여자 하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역시『사례

편람』에서확인되며 하의류에는 치마와 바지가 포함된다. 면주

나 면포의 단고와 고를 착용하고 치마를 입는데 2점을 사용하

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착장법은『광례람』에그대로 남

아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단고와 고, 홍상(겹)과 남

상(홑)을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소재는 문단이나 공단이

나타나고 있어 견직물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족의 - 버선은 대부분 겹버선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후대로 가면서 공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한산 이씨(1915)의 경우엔 백공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한편『상례비요』에  채혜(彩鞋)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6) 기타 - 기타 항목에는 충이와 멱목, 악수 등이 있으며 이

물품들은 남녀 공용으로, 조선 전기나 후기의 남자 수의용 물

품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2.4. 현대 수의의 변화

개화기의 수의 : 1895년 갑오경장 이후에는 서양문화의 도

입과 함께 계급이 타파되고 우리의 전통 복식도 신분의 차별

없이 간소화, 단순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타의

에 의해 우리의 전통이 말살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복식 문화는 물론 제반 문화 영역에서도 하층문

화가 상층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의 상향이동이 발생한다.

한 예로 일본 정부는 조선 양반사회의 전통 상장례를 지양하고

상장례의 간소화와 더불어 공동묘지 제도를 처음으로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강요하였다(조선총독부령, 1912). 

이러한 영향으로 중 상류층에서 즐겨 사용하였던 고급 견직

물 수의는 서울과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사라지고, 반면에

서민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값싼 삼베 수의는 양반과 서

민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

었다고 생각된다. 전 국민이 삼베수의를 선호하는 지금과 같은

현상은 일제강점기 이후 전통복식문화의 하향 평준화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윤

달이 되거나 상을 당하면 친지들이 모여서 직접 수의를 만들었

기 때문에 수의의 소재나 형태가 정형화되어 계승된 것이 아니

고, 넓게는 지방별로 좁게는 집안별로 구전이나 경험으로 전해

져서 다양한 형태를 이루었다(조효숙·안지원, 2002).

현대의 수의 : 수의의 기성복화 - 1960년경부터는 한복의 유

통구조가 변하여 한복 맞춤집이 등장하였으며 수의도 과거처럼

가족이나 친지들이 집안에 모여서 만들기보다는 포목점이나 한

복맞춤집에서 장만하는 수의 맞춤 형태가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수의의 소재가 삼베 일습은 아니었다. 1969년

에서 1987년간의《韓國民俗調査報告書》에의하면 서울, 경기

와 강원도 지방에서는 전부 삼베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충청도는 겉은 명주로 하고 안을 삼베로 하는 경우가 70%정도

이었으며, 전라도 역시 겉을 명주로 하고 안을 삼베로 하는 경

우가 많았다. 경상도에서는 안팎을 명주로 하는 것이 지배적이

고 삼베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文化財管理局, 1969-

1987).

1980년경부터는 수의의 기성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1980년

대 초기에는 수의를 장의업체에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소규모

기성 납품업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1990년에는 농업협동조

합에서 장의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성복 수의를 장의업체에 납품

하는 것은 물론 개인에게도 판매하기 시작하여 기성복 수의가

대중화 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기에는 병원 영안실이나 장

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관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유통체제를 갖춘 대형 수의제조업체도 등장하는 등, 전체수의

의 95% 이상이 기성복으로 대치되고 있다(임준, 2001).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수의는 조선시대 수의에 뿌리를 두

었으나 개화기 이후 100여 년 동안 사회문화의 변천과 함께

수의의 종류와 형태, 소재 등이 변화되어 현재의 기성복 수의

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Fig. 1~3).

현행 기성복 수의의 품목과 소재 - 1990년대 이후에는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관행이 급속히 확산되

었고, 유족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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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병원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기성 수의를 구입하게 되었

다. 삼성 의료원, 중앙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백병원, 차병원 등

에 소속된 대표적인 대형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가장 일반적

인 기성 수의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

남자용은 表衣로 도포(홑)와 도포끈이 있고, 內衣로 속저고

리(홑)와 속바지(홑), 겉저고리(겹), 겉바지(홑), 두루마기(홑)등

이 있으며, 겉바지에는 대님과 허리띠가 붙어있다. 그밖에 천금,

지요, 베게, 염포, 교포, 멱목, 악수, 소낭, 버선 등의 부속품이

있다. 여자용은 표의로 원삼(홑)과 대대, 내의로 속저고리(홑)와

속곳(홑), 단속곳(홑), 속치마(홑), 겉저고리(겹), 겉치마(홑)등이

있다. 그 외에 천금, 지요, 베게, 염포, 교포, 멱목, 악수, 소낭,

버선 등의 부속품이 있다. 기성수의의 품목은 대부분 위와 같

으나 맞춤수의는 가격대에 따라 품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격대가 높은 수의 일습에는 천금 이외에, 소렴금이나 대렴금

중에 하나를 더 갖추기도 하였고, 여자의 포 종류에는 원삼 이

외에 당의를 모두 포함시키기도 하였으며 두의용에도 얼굴을

싸는 멱목 외에 고깔형의 머리싸개를 더 갖추기도 하였다. 반

면에 저가 수의 일습에는 가장 겉옷인 남자의 도포와 여자의

원삼을 없애고 두루마기로 표의를 대신한 경우도 있었다(조효

숙·안지원, 2002).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기성 수의의 소재는 대부분이 삼베

라 부르는 소색 마직물이다. 성분 표시 라벨에는 ‘마 100%’로

적혀 있으나 원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안동포와 남

해포 정도만 한국에서 재배된 대마 원사로 제작하고, 그 외에

는 한국산 삼베라 하여도 원사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원단만을

짜서 그 지방 이름을 사용하여 판매한다(이덕진, 2001). 중국산

베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사와 제직을 모두 중국에서 한

것으로 가격대는 비교적 낮으나 여기에도 생산방법이 기계직인

지, 수직으로 제작했는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 극히 적은

물량이지만 견직물 수의도 판매되는데 대부분 중국산 실크로

만들어 우리의 전통 명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전통 수의

용 명주는 광택이 은은하고 촉감이 까슬까슬하며 빳빳한데, 시

판되는 기성 수의에 쓰인 중국산 실크는 합성섬유와 혼방된 듯

한 번쩍거리는 광택과 후줄근한 촉감을 보인다.

현행 기성복 수의의 문제점 - 기성복 수의의 등장은 바쁜 현

대 사회에서 합리적인 수의 상거래를 영위하는데 매우 바람직

한 현상이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기성수의 업체가 매우 영

세하기 때문에 수의의 기성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는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 일대에 한정되었던 삼베 수

의가 1980년대 기성복 수의의 모델이 되어서 대량 생산되어 전

국에 퍼졌으므로 기성복 수의의 소재는 대부분이 일부 지역에

서 유행하였던 삼베라는 점이다. 견직물 수의가 좋으나 서민들

에게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값싼 삼베수의를 사

용하였던 조선시대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현재 명주보다 더

비싸게 유통되며 동시에 전통에 기본을 두지도 않은 삼베 수의

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앞

으로 장묘제도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추세이므로 수의의

재질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섬유가 잘 썩는가에 기준을 두기

보다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천연섬유 중에서 전통을 살린

아름다운 견섬유, 섬세함과 정갈한 이미지의 모시와 삼베, 값싸

고 실용적인 무명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수의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수의 생산업체들이 수의의 역사 및 형태에 관한 연

구를 게을리 하고 단지 업체의 생산 공정상 편리하도록 세부형

태를 변질시켜 만든 수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전

통이 왜곡된 형태의 수의가 획일화되는 현상이 생겼다. 

현행 기성수의에서 기타 부속품의 경우 멱목, 악수, 소낭, 천

금, 지요, 베게, 염포, 교포 등을 갖추고 있는 데 일습의 종류

가 획일화되어서 고가품이나 저가품이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

에 낮은 가격대의 수의는 품질이 좋지 않다. 

현행 기성수의의 색상은 대부분 원래의 직물을 염색하지 않

은 상태인 소색(素色)이 대부분이며 여자 원삼의 경우에만 부

분적으로 유색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죽음을

새로운 출발로 보고 수의를 결혼할 때 예복이나 생시 가장 좋

은 옷으로 곱게 성장하였던 과거 우리의 전통 관념에서 벗어난

것이며, 삼베수의의 거친 삼베를 사용하여 온 것에 영향을 받

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기성복 수의의 형태에서 또다른 문

제점은 치수가 남녀 구분이 없이 일원화된 점이다. 그 치수마

저도 업체마다 차이가 나고 같은 업체 내에서도 고가품 보다는

저가품으로 갈수록 치수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조효숙·안

지원 2002). 최근에는 시신의 염을 가족이 직접 하지 않고 장

      

  Fig. 1. 현행남자수의.   Fig. 2. 현행여자수의.    Fig. 3. 현행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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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병원 영안실에 소속된 ‘염사’가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수의 비용만 지불할 뿐, 형태 및 치수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없으므로 수의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손들은 비싼 값의 수의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

가신 분은 말 한마디 못하고 불편한 수의를 입고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셋째는 수의가 기성화 되는 과정에서 수의의 품질 표시가 세

분화되지 못하고 품질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합당한 적절한

상품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유사상품과 구분도 곤란

하여 수의 유통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수의제품의 품질 뿐

만 아니고 원단 및 원사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 및 유

통 구조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원사

와 원단 품질에도 등급표시가 의무화 되도록 수의 관리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3. 현대 장묘문화에 적절한 수의의 제작 

3.1. 디자인 의도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고, 내세는 현세의 계속이며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을 의미하는 내세 사상이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가치관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슬픈 의미를 가진 반면 새롭게 시

작되는 내세에 대한 경건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서 돌아가신

분에게는 입혀드리는 수의는 반드시 예를 갖춘 의복이어야 한

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에 수의로 사용하였던 복식은 내세

로 가는 예복이었으므로 시속에 착용하였던 복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유관자들은 생전의 예복

인 관복을, 일반인들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혼례복을 그대

로 입었다. 이러한 전통 수의의 정신을 토대로 한국적 정체성

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인의 정서에 수용될 수 있는 새로운 수

의를 디자인 하고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수의는 부모 및 가족의 죽음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표

현되도록 한다. 

둘째, 고인이 곱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으며 동시에 품위를

돋보이게 한다. 

셋째, 경제성을 고려하여 피장자와 상주의 경제능력에 따른

수의를 제시한다. 

넷째, 새로운 세기의 변화되는 상장례 절차를 감안하여 화장

및 매장에 탄력있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수의를

개발하도록 한다. 

다섯째, 한국적 정체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친환경적 요소를 갖도록 한다. 

3.2. 디자인 요소

형태 : 수의는 무엇보다도 예를 중요시하는 복식이므로 두의,

표의, 내의, 족의를 기본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부속

용품을 변화 있게 디자인 하였다.

두의 - 예복에는 관모가 필수적이다. 남자의 경우 단령에는

사모를 써야하고 도포와 두루마기에는 흑립을 써야 하지만 문

헌자료나 출토 수의의 사례에 따라 감투형 소모자를 일습으로

제시하였으며 단 심의와 학창의에만 복식의 특수성에 맞추어

복건으로 디자인 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소모자와 여모가 출토

되었으나 제작과정이 편리하고 현대 수의에 어울릴 수 있는 감

투형 소모자를 디자인 하였다.

표의 - 문헌 및 출토 수의자료에 근거하여 남자 표의는 단령,

심의나 학창의, 도포, 두루마기 등으로 하고 여자 표의는 원삼,

장옷, 당의, 두루마기로 다양화하여 전통 수의의 한국적 아름다

움을 강조하였다.

내의 - 남자는 저고리, 바지를, 여자는 저고리, 치마를 기본

으로 하고 속옷은 속속곳, 바지, 단속곳을 허리 말기에 붙여서

하나로 만들었고 치마는 속치마 겉치마로 만들었다. 

족의 - 현재 시판되는 기성수의에는 버선만 있는데, 습신을

만들어 완전한 예복 일습이 되도록 한다.

부속품 - 오낭, 멱목, 턱받침, 악수, 대렴금, 소렴금, 천금, 지

요, 베개를 일습으로 제시하되 피장자의 가치관이나 장묘방식

에 따라 탄력 있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소재 : 조선시대 수의용 소재로는 문단, 공단, 문사, 명주, 삼

베, 모시, 무명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Table 1). 따라서 현

대의 수의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천연섬유의 범위 내에서

견직물, 마직물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견직물 - 왕실이나 반가의 전통수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소재로 전통성과 품위가 있고 부드럽고 고상한 태로 고인의 모

습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장점이 있다. 고급의 소재임에

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동포보다 저렴하며, 화장 시에도 쉽게 타

서 회색의 재로 변하며 매장 시에도 환경오염을 적게 한다. 과

거에는 견직물이 비싸서 서민이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안동포보다는 낮은 가격대로 장만할 수 있으므로 전통형 수의

에 이상적인 소재이다.

마직물 - 삼베는 개화기 이후부터 일반적인 수의 소재로 사

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가장 대표적인 수의 소재로 인식

되고 있다. 그러나 안동포는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으며, 중국

산 베는 가격이 싸지만 광택이 없고 거칠어 시신의 모습이 흉

하게 보이는 단점이 있다. 한산모시는 정갈해 보이는 장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모시를 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구

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 모시는 얇아서 많이 비치므로

명주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모시와 삼베 역시 화

장 시에 쉽게 타서 흰 재로 변하며 매장 시에도 환경오염을

적게한다.

색상 : 조선시대의 수의제도에서와 같이 혼례복의 청색, 홍

색, 초록, 연두, 노랑 등의 유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의 색상을 아름다운 고인의 모습을 위하여 전통의 예복 색상

을 기본으로 하되 돌아가신 분이 좀 더 편안하게 보일 수 있

도록 파스텔톤의 색상을 제시하였다. 즉 홍색은 분홍색으로, 청

색은 옥색으로, 황색은 미색으로, 초록은 연한 연두색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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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색상들은 쪽, 홍화, 자초 등의 천연염료로 염색하

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아직 천연 염색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대

량생산이 어렵고 원가가 비싸게 들기 때문에 천연염색을 한 기

성수의의 생산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작품 제작 : 수의의 구성 - 수의의 구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예를 중요시하는 복식이므로 남녀 모두 두의, 표의,

내의, 족의를 기본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부속용품을

변화 있게 디자인 하였다. 조선시대와 같이 표의를 단령, 심의,

학창의, 도포, 두루마기, 원삼, 장옷, 당의 등 아름다운 전통수

의를 활용하여 다양한 한국적 정체성을 살리도록 하였다. 

수의는 남녀 조합형으로 기본형과 전통형으로 나누었다. 기

본형은 두의, 내의, 족의를 기본으로 갖추고 평소 입던 두루마

기를 표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전통형은 두의, 내의, 족의는 기

본으로 갖추고 전통적인 다양한 표의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되

어 있다.

Table 3은 남성용수의와 여성용수의를 표의별로 조합을 만들

어서 색상과 소재별로 분류하였다. 

Table 4는 남성용 수의와 여성용 수의의 표의를 제외한 두의,

내의, 족의, 기타 부속품들의 색상과 소재별로 분류하였다. 단

령과 궁중원삼은 겹옷으로 안팎이 색상이 다른 문직물로 된 남

녀조합을 이루고 있다. 심의와 학창의는 검정색 단이 대어져 있

는 홑으로 된 표의로 복건을 두의로 쓴다. 이외에도 도포와, 장

옷이 홑으로 바느질 되어 있다. 민간원삼과 당의는 연한 파스

텔톤으로 겹옷으로 제작하였다. 남녀 두루마기는 평소 입던 견

직물로 된 것이다. 남녀 두의는 소모자 형태로 색상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형태이다. 내의의 경우 살에 닿는 속저고리와 바

지는 안동포를 가지고 홑으로 제작하였으며 위에 입는 저고리

와 바지, 치마는 명주로 제작하였다. 족의의 경우도 버선이나

습신에도 안은 안동포 겉은 명주로 제작 하였다. 기타 부속품

은 흰색 명주로 제작하였다.

작품설명 :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의 복식문

화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최근 무섭게 밀어닥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한복은 일상복으

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결혼이나 상장례시의 예복으로만 착용되

고 있는 현실이며, 그나마 현대사회에 발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

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예복의 자리마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의는 전통수의에 관한 문헌과 출토유물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적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되, 현대인

의 정서에 수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전체적으로 전통수의의 우수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표의

의 종류 및 소재와 색상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매장 장묘제

도를 위하여 조선시대 습의 형태를 비교적 많이 반영한 전통형

수의와 화장 장묘제도를 위하여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서 최소한의 품목을 제시한 기본형 수의로 디자인 하였다.

두의는 전통형과 기본형 모두 소모자 형태.로 하였다(Fig. 4).

단 전통형 남자수의의 심의와 학창의에는 복건을 일습으로 하

였다(Fig. 5).

Table 2와 같이 표의에서 남자의 단령은 여자의 궁중원삼

(Fig. 9)와, 남자의 심의나 학창의는 여자의 장옷(Fig. 10, 11)

  
Table 2. 수의의 구성 

형태 남성용 수의 여성용 수의

두의 소모자, 복건 소모자

내의 상의 속저고리, 겉저고리 속저고리, 저고리, 삼회장 저고리

하의 속바지, 겉바지 속속곳, 바지,속치마, 단속곳, 겉치마

족의 버선, 습신 버선 습신

표의 기본형 두루마기(평소 입던 옷) 두루마기(평소 입던 옷)

전통형 단령, 심의, 학창의, 도포 궁중원삼, 장옷, 민간원삼, 당의

기타부속품 오낭, 턱받침, 소렴금, 멱목, 지요, 대렴금, 악수베게, 천금

Table 3. 표의의 색상 및 소재

남성용 수의(표의) 여성용 수의(표의)

단령 겉감 청색 운문사 궁중원삼 겉감  연두 연화단 금직

안감 홍색 운문사 안감 홍색 연화단

대 대 홍색 연화단

심의 학창의 겉감 생모시, 흰색명주 장옷 겉감 보라 모시, 자주 고름

대 검정선, 검정선 대

도포 겉감

겉감

옥색 화문단 민간원삼 당의 겉감 연두 명주, 옥색 갑사

안감

안감

분홍 명주, 옥색 갑사 

분홍 명주, 옥색 갑사 안감

대 대 분홍, 연두, 미색, 흰색한삼

두루마기 겉감 진한 청색 견직물 두루마기 겉감 진한청색 견직물

안감 견직물 안감 견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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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자의 도포는 민간원삼 혹은 당의(Fig. 12, 13)와 조합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평소 입던 두루마기(Fig. 14)를 남녀 조합에

포함시켰다. 특히 운문사, 연화단 같은 견직물 단령과 원삼의

조합, 명주 심의 혹은 모시 학창의와 모시 장옷의 조합, 명주

도포와 명주 원삼의 조합 등은 전통형 수의로 제시하였으며, 평

소 입던 남자의 두루마기와 여자의 두루마기 조합은 단순화 시

킨 부속품과 일습으로 하여 기본형 수의로 제시하였다. 물론 위

의 제시안은 피장자의 취향이나 경제사정에 따라 형태별로 수

의의 소재와 색상 및 부속 품목을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다. 

남자 내의는 전통형과 기본형 모두 상의에 겹저고리, 홑적삼,

하의에 겹바지, 홑바지를 제시하였다(Fig. 7). 여자 내의는 전통

형은 상의에 삼회장저고리, 겹저고리, 홑적삼의 저고리 삼작을

제시하였고, 하의로는 분홍색 치마와 옥색 속치마·속옷으로

입는 단속곳과 바지, 속곳도 하나의 허리말기에 고정시켰다(Fig.

8). 기본형은 전통형보다 저고리와 치마의 가지 수를 줄이도록

하였다.

족의는 전통형과 기본형 모두 버선과 습신을 제시하였다.

부속품목은 전통형에서 멱목, 턱받침, 악수, 대렴금, 소렴금,

Table 4. 수의의 색상 및 소재

형태 남성용 수의 여성용 수의

두의 소모자 겉감 진한청색, 명주 여모 겉감 연연두, 명주

안감 진한청색, 명주 안감 연연두, 명주

복건 겉감 검정, 명주

내의 상의 속저고리  미색, 명주 속저고리 겉감 안동포

겉저고리 겉감 연한 연두, 명주 저고리 겉감 미색 명주

안감 연한 연두, 명주 안감 미색 명주

삼회장 저고리 겉감 연두 갑사, 자주 회장

안감 연두 갑사 

하의 속바지 겉감 미색, 명주 속속곳 겉감 안동포

겉바지 겉감 연한 연두, 명주 바지 겉감 흰색, 명주 

안감 연한 연두, 명주 안감 흰색, 명주

단속곳 겉감 흰색, 명주 

안감 흰색, 명주 

속치마 겉감 연두, 명주

안감 연두, 명주

겉치마 겉감 분홍, 명주

안감 분홍, 명주

족의 버선 겉감 흰색, 명주 버선 겉감 흰색, 명주

안감 안동포 안감 안동포

습신 겉감 안동포 습신 겉감 안동포

안감 발바닥 안동포 안감 발바닥 안동포

기타부속품 오낭 겉감 흰색, 명주 턱받침 겉감 흰색, 명주 소렴금 겉감 흰색, 명주

안감 목화솜 안감 흰색, 명주

멱목 겉감 흰색, 명주 지요 겉감 흰색, 명주 대렴금 겉감 흰색, 명주

안감 흰색, 명주 안감 흰색, 명주 안감 흰색, 명주

악수 겉감 흰색, 명주 베게 겉감 흰색, 명주 천금 겉감 흰색, 명주

안감 안동포 안감 안감 흰색, 명주

      

Fig. 4. 남녀 소모자.    Fig. 5. 복건.    Fig. 6. 기타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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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 지요, 베개를 제시하였으며, 기본형에서는 남녀 모두 대

렴금과 소렴금, 천금을 생략하여 수의 일습의 간략화를 도모하

였다.

내의와 부속품의 소재는 문헌 및 출토 유물 자료조사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명주, 안동포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혼합하

여 쓸 수도 있다. 표의의 유형에 맞춰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선

택하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전통형은 매장시에 적합한 수의로, 기본형은

주로 화장시에 적합한 수의로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화장의 경우

에 전통형을 격조 있게 갖춤으로서 화장시의 의식 간소화에서 오

는 자손들의 서운한 마음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 결론 및 제언

조선시대에 수의의 본래 의미는 내세로의 새로운 출발을 의

미하는 예복으로 생전의 가장 좋은 옷이나 자신의 혼례복을 두

었다가 입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이었다. 현행의 소색 삼베 수

의는 20세기 이후에 형성된 습속으로 초기에는 서민의 수의를

따라하는 검소함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수의 업체의 상업

주의에 의해 상당히 변질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는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수의를 제작

하였다.

첫째, 현재 수의 소재를 소색 삼베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조

선시대 전통수의를 잘못 이해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견직물과 삼베, 모시 등의 친환경적 천연 소재를

모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격대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수의를

제작하였다.

둘째, 망자의 품위를 잃지 않고 동시에 원단의 낭비를 막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셋째, 수의를 전통형과 기본형으로 구분하여 피장자의 가치

관이나 장묘방식에 따라 탄력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수의에는 표의용으로 단령, 심의, 학창의, 도포, 두루마

기, 원삼, 장옷, 당의와 같이 다양했던 조선시대의 전통 수의를

활용하여 한국적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살린 형태로 제시하였다.

내의 및 기타 염습구의 경우에도 가격대에 따라 품목의 가지수

를 조절하여 피장자의 가치관이나 장묘방식에 따라 변화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1. 학창의와 장옷. Fig. 12. 도포와 민간원삼. Fig. 13. 도포와 당의. Fig. 14. 남녀 두루마기.

    

Fig. 7. 남자내의. Fig. 8. 여자내의. Fig. 9. 단령과 궁중원삼. Fig. 10. 심의와 장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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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현행 수의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고 전통

에 근거한 새로운 수의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수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수의를

모두 새로 장만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생전의 혼례나

회갑에 예복으로 입었던 한복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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