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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염습의(殮襲衣)에 사용된 화문직물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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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Flower Patterned Fabrics used for the 
Shrouds in Chosun Dynasty 

Munyoung Park and Hoj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of the flower patterned fabrics used for the Shrouds during 15~18th
century in Chosun Dynasty. The Shrouds at that time could be classified by the garments for the dead(殮襲衣) and the
utensils used in religious services(殮襲諸具). And we looked into the types and the compounding methods of the flower
pattern used for the utensils used in religious services(殮襲諸具) as well as the Shrouds accounting to the use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flower patterned fabrics weaved as the uses of the garments for the dead(殮襲衣), item by item, were divided into
the upper garment, the lower garment and men's Po(coat).
2) Seeing Jeogori, mixed various flower patterned fabrics, among the upper garment, there were focused on the various
good meanings such as longevity, integrity and prosperity etc.
3) The flower patterns in men's Po(coat) were used a lot in Jangui and Dahnryoung. Cheollik, Dappo, Jeonbok, etc made
of the flower patterned fabrics, were of small number but we can feel an aesthetic sense of men at that time.
4) The flower patterned fabrics weaved the lower garments, were used much more in the skirts than in the trousers, for
reasons of the wrapping a dead body.
5) Seeing the flower pattern used the utensils used in religious services(殮襲諸具), the pattern of Lotus and Arabesque,
among the types of flower pattern, had a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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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장례(葬禮)문화는 무속신앙의 영향 하에 조상숭

배의 한 형태로 정착하고 발달하면서 그 기반을 형성하였다. 불

교의 영향을 받았던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인도인들로부터 전래

된 화장(火葬)이 보편화되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문화

가 주도되면서 화장보다는 매장(埋葬)이 더 선호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장례문화의 일종으로 일정 시일동안 엄격한 염습과

정을 거쳐서 매장을 하였다. 습(襲)이란 시신에 옷을 입히는 절

차를 의미하며, 그것을 염(殮)으로 둘러싸고 교(絞)로써 묶는 절

차는 소렴(小殮)과 대렴(大斂)으로 칭한다. 따라서 염습의 의미

는 우선 시신에 옷을 입히고 그것을 다시 의금(衣衾)으로 겉을

감싸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염습은 장례(葬禮)에 앞서서 시

신을 천이나 관으로 감싸는 절차라는 점에서 볼 때, 불교의 화

장이든 기타 종교의 장례이든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염(殮)과 습(襲)에 의미와 절차를 부여하고 특별한 명칭으

로 불리는 점은 유교가 중심이 되어온 동아시아 장례 문화의

독특한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순남숙, 1999). 

염(殮)과 습(襲)에 사용하는 복식을 염습의(殮襲衣), 시신에게

부착되는 상구(喪具)는 염습제구(殮襲諸具)라고 하는데, 이를 합

하여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총칭 염습구(殮襲具)라고

칭했다. 염습구는 상례의 진행에 필수적인 항목이었으므로 상

례를 다룬 예서(禮書) 가운데 염습구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 정도이다. 조선 개국 후『주자가례(朱子家禮)』식의 복

잡한 염습과정을 따르기 시작하여 조선 의례의 기틀이『된국

조오례의(國朝五禮儀)』·『상비비요(喪禮備要)』뿐 아니라 18

세기의 『사례편람(四禮便覽)』등을 통해서 볼 때도 조선 후

기까지 상장례의 풍습이 꾸준히 지켜져 왔음을 살펴 볼 수 있

다(김영자 외, 1999; 임영주, 2003). 이렇게 엄격히 상장례의

풍습을 지키려 했던 까닭은 망자에 대한 최대의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라 여겨진다. 

조선시대 15~18세기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그 당시 까다

로운 염습과정에 따른 염습의나 염습제구를 보면 염습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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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직물이 비교적 다양했음을 볼 수 있다. 16~17세기 임란과

호란이라는 오랜 전쟁을 치른 까닭에 정부에선 검소한 상장례

풍습을 조장하였고 단순한 무문직물 사용이 권장되었다(임현주

, 2003). 그리하여 차츰 유문직물의 사용빈도가 조선후기로 넘

어갈수록 줄어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孝)와 인(仁)

이라는 유교사상에 의해 시신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의미로(순

남숙, 1999) 혹은 문양자체가 가지고 있는 길상적 의미로 내세

의 영생적인 삶을 기원하고자 화려한 사라능단(紗羅綾緞)의 유

문직물이 꾸준하게 사용되었다. 대체로 그 당시의 염습과정은

초종(初終)·습(襲)·소렴(小殮)·대렴(大斂)·성복(成服)·제

(弟)·문상(聞喪)의 순으로 이루어졌는데(참고문헌삭제), 그 절

차에 사용된 염습구의 유문직물 문양은, 영혼불멸사상(靈魂不

滅思想)에서 비롯된 죽은 이의 영생과 길복(吉服)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추측된다(김영자 외, 1999; 남민이, 2001; 최충

정, 2004). 그 중 화문은, 조선시대 15~18세기의 출토복식을

살펴보면, 비교적 성별에 구애받지 않은 듯 남성용 염습의의 문

양으로도 사용되었고 염과 습에 사용되는 염습제구에도 다른

문양보다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선행연구에서, 조선시대 16~17세기의 출토복식에서 나타

난 화문직물을 중심으로 화문의 유형들을 연구한 결과, 화문직

물에 직조된 화문 유형의 종류로 연화문·당초문·매화문·모

란문·초화문·보상화문·국화문·석류문 등의 순으로 분류

할 수 있었으며, 화문의 유형에 따라 장수(長壽)·번영(繁榮)·

다손(多孫)과 같은 현실적 염원과 충절(忠節)·명예(名譽)·절

개(節槪)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살펴 불 수 있었

다. 그 당시 화문은 문양에 나타난 조형미·외형미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에서도 현세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질 바라는 염원까

지 포함되어 염습구 직물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박문영, 김호정, 2008). 그러므로 조선시대 15~18세기로

추정되는 염습구 중에서 화문직물의 용도에 따라 염습의와 염

습제구로 나누어 길상적 문양으로서 사용된 화문의 특성을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염습의와 염습제구를 각

각의 품목별로 분류하고 그 품목에 따라 화문 유형과 구성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조선시대에 애용된 화문이 염습구

의 직물 문양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화

문은 내세로 이어지는 삶의 연속성으로 죽은 이의 축원을 기리

는 불교적 의미와, 죽은 이에 대한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 효와

인을 표현하고자 한 유교적 의미를 내포하는 데, 이러한 화문

의 상징적 의미가 직물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출토복식에 나타난 화문직물을 중

심으로 그간 발행된 출토복식 관련보고서·전시도록·학위논

문·학회지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발굴된 출토복식을 바탕으로 그 수량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

는 조선시대 15~18세기에 한정시켜 비교적 그 형태가 분명하

게 남아있는 유문직물(有紋織物) 가운데 202여점의 화문직물을

선별하여 조사하였고, 그 출처는 Table 1과 같다. 

이들 자료를 통해 출토직물에서 나타난 화문직물을 염습의(

殮襲衣)와 염습제구(殮襲諸具)로 분류하였다. 염습의는 크게 상

의류와 하의류로 분류하였고, 분류항목에 따라 그 사용실태를

빈도수 별로 조사하였다. 염습제구도 대략적으로 침구류와 기

타 소품류로 나누어 그 사용실태를 빈도수 별로 살펴보았다. 또

한 빈도수에 따라 각 품목에 해당하는 염습구를 선별하여 직물

Table 1. 본 연구대상의 출토직물

묘주 추정 시기
출토된 

화문직물의 수량
출토 지역 출처

양천 허씨(楊川 許氏) 15C 3 충남 청양(1982)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청주 한씨(淸州 韓氏) 16C 9 경기 과천(1979)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은진 송씨(恩津 宋氏) 16C 3 경기 고양(1987)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황주 이씨(黃州 李氏) 16C 1 경기 과천(1979)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나주 정씨(羅州 丁氏/丁應斗) 16C 2 경기 고양(1988)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고령 신씨(高靈 申氏) 16C 1 경기 일영(1998)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여흥 민씨(驪興閔氏) 16C 17 경기 서울(1992)  경기도박물관도록(2003)

영일 정씨(迎日 鄭氏) 16C 1 경기 파주(1992)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경주 정씨(慶州 鄭氏) 16C 1 경기 파주(1995)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풍양 조씨(壤 趙氏) 16C 2 경기 화성(1998)  서울 박물관 도록(2003)

청송 심씨(靑松 沈氏/沈秀崙) 16C 3 경기 용인(2001)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파평 윤씨(坡平 尹氏) 16C 3 경기 파주(2002)  고려대박물관도록(2003)

의인 박씨(宜人 朴氏) 16C 7 경기 안성(2004)  경기도박물관도록(2006) 

진주 류씨(晋州 柳氏) 16C 1 경기 안성(2004)  경기도박물관도록(2006)



76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0권 제5호, 2008년

에 나타난 화문의 유형과 구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염습구

에 가장 많이 나타난 화문의 유형과 구성을 통하여 화문의 함

축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염습의에 사용된 화문직

사망 후 3일에 걸쳐 행해지는 염습과정에서 사용되는 의복

을 통칭 염습의라고 하는데, 염습의는 습의(襲衣)·소렴의(小殮

衣)·대렴의(大斂衣)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망한 첫날 시신

에게 입히는 습의는 시신의 옷으로 새로 지어 만들거나,『예

기(禮記)』에 의하면 평소에 입었던 본인의 옷을 사용하여 시

신에 직접 입혀지는 옷들을 말한다.『상례비요(喪禮備要)』에

따르면 습의를 입힐 때 옷의 여밈은 우임(右)을 하였는데, 이는

생시의 여밈과 같은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살아 돌아오리라는

효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 추측된다(국립민속박물관 편저, 1990).

습의 후 바로 거행하는 소렴과 소렴 다음날 죽은 지 3일 후에

하는 대렴 과정에 사용되는 의복은 소렴의와 대렴의라고 칭한

다. 대소렴에 사용되는 의복은 평상시에 본인이 입었던 옷 뿐

아니라 평소 가까웠던 주변 인물들 예를 들어 친자(親子)나 서

형제(庶兄弟), 붕우(朋友), 군(君)이 넣어주는 수의도 포함된다(

이의정, 곽명숙, 2006). 그 용도는 시신을 감싸거나 관 속의

목과 다리 쪽의 빈 공간을 채우고자 넣어두던 보공의(補空衣)

즉 수례의(禮衣)로 주로 사용되었다(이은주, 1999). 따라서 염

의에 사용되는 의복은 전부 망자의 것만은 아니었다(권영숙,

2006). 또한 시신에게 입히는 염의의 여밈은 주로 좌임을 하였

는데『상대기주(喪大記註)』에 따르면 죽음을 인정하는 절차

로 여밈을 다시 풀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국립민속박물

관 편저, 1990). 혹은 대소렴 시 염의는 대부분 평상복이라 옷

을 여러 겹 끼워 입히므로 자연히 옷깃을 여밀 수 없게 되어

좌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이의정·곽명숙,
2006).

통칭 이러한 염습의로 제직된 화문직물은, Table 2와 같이

조선시대 15~18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화문직물 총 202점 중

에서 153점(약 75.74%)으로 다소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녀의

복식구분은 이장이 끝난 후 유물이 인수되어지는 탓으로 복식

구분이 다소 애매하였다. 또한 발굴 혹은 이장상황에 따라 부

패나 훼손의 정도가 습의보다는 보공의가 심하지 않아 보공의

(補空衣)의 상태가 나은 편(조희진, 2003) 이지만 유물 인수과

정에 서 염의와 보공의가 섞여 오는 예가 많아 습의와 염습

그리고 보공의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다(문경새재박물관

편저, 2005). 그리하여 염습의의 구분을 용도에 따른 품목별로

나누어 Table 2와 같이 염습의 총 153점 중 상의류(82점/

53.59%), 하의류(27점/17.64%), 포류(44점/28.75%) 등으로 분류

Table 1. 본 연구대상의 출토직물(계속)

묘주 추정 시기
출토된 

화문직물의 수량
출토 지역 출처

평산 신씨(平山 申氏) 16C 7 경북 문경(2004)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안동 김씨(安東金氏/金 擴) 16-17C 2 경기 포천(2001)  경기도박물관도록(2007)

양천 허씨(陽川 許氏) 16-17C 2 경기 고양(1992)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이 응해(李應懈 ) 16-17C 2 충북 충주(2002)  충주시립박물관도록(2004)

용인 이씨(龍仁 李氏) 16-17C 5 경기 이천(1978)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단양 우씨(丹陽 偶氏) 16-17C 3 충남 천안(1995)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남양 홍씨(南陽洪氏) 16-17C 9 경기 여주(1987)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양천 허씨(陽川 許氏) 16-17C 6 경기 일영(1998)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연안 김씨(延安 金氏) 16-17C 1 경기 양평(2005)  경기도박물관도록(2006)

장기 정씨(長鄭氏) 16-17C 3 경북 포항(2000)  경기도박물관도록(2003)

동래 정씨(東萊 鄭氏/鄭廣敬) 17C 13 경기 서울(1998)  경기도박물관도록(2003)

동래 정씨(東萊 鄭氏) 17C 8 경기 여주(1987)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동래 정씨(東萊 鄭氏) 17C 19 경기 포천(2001)  경기도박물관도록(2007)

탐릉군 (陵君) 17-18C 10 경기 용인(1981)  석주선박물관도록(2001)

의원군 이혁(義原君 李爀) 17-18C 6 경기 하남(1999)  경기도박물관도록(2002)

안동 권씨(安東 權氏) 17-18C 26 경기 하남(1999)  경기도박물관도록(2002)

광산 김씨(光山金氏/金元澤) 17-18C 1 충북 청주(2003)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청송 심씨(靑松 沈氏) 17-18C 23 충북 청주(2003)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한산 이씨(韓山 李氏) 18C 3 충북 청주(2003)  석주선박물관도록(2005)

총 2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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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상의 중에서 저고리는 조선중기까지 남녀복식 구분이 어려

울 정도로 유사하여 단순히, 저고리의 깃·끝동 등 부분적으로

화문직이 사용된 경우와 화문직을 저고리 형태 구분 없이 겹저

고리·회장저고리 등으로 구성한 경우를 통틀어 묶어서 저고리

류로 분류하였다. 그 저고리류가 총 82점으로 조사되어져 여러

의복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던 품목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그 중 16~17세기로 추정되는 여흥 민씨(驪興閔氏)의 저

고리(Fig. 1)에 사용된 화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길부분(Fig. 1)

은 연화당초문의 단조직을, 깃부분(Fig. 1)은 국화+매화+당초문

의 주조직을, 끝동(Fig. 1)은 매화문의 능조직을 사용하였다. 이

는 하나의 저고리를 구성할 때 특정 조직의 직물만을 사용하거

나, 면을 분할할 때 특정한 화문만을 사용하여 의도적인 장식

효과를 내고자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화문직물을

하나의 저고리에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조화미를 나타

내면서 동시에 화문이 갖고 있는 길상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16세기로 추정되는 안동 김씨 김확(金擴)의 묘에서 화

문직의 저고리가 발굴되었는데, 문중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성

으로 추정되는 묘에서 여성용 저고리(Fig. 2)가 나온 것으로 보

아 염의 과정에서 보공의(補空衣)의 일종으로 넣은 것으로 여

겨진다(경기도박물관, 2007). 그 저고리에 나타난 화문의 유형

은 모란당초문으로 분류된다. 모란문은 물질적 번영·화목·장

생(長生)을, 당초문은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연속성과 자연스러

운 조화미를 상징한다. 이러한 화문이 내포하는 길상적인 의미

에 초점을 두고 내세로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번영을 바라는

기원을 담아 시신 곁에 화문직물의 저고리를 보공의로 둔 것으

로 여겨진다.

방령(Fig. 3), 단령(Fig. 4), 철릭, 장의, 답호, 창의, 전복, 중

치막 등을 포류로 분류하였을 때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44점(약 22.22%)이 조사되었으며, 의복 품목 중 상의류 다음으

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Table 2. 화문직 염습의의 분류 

 품목 점수 품목 점수

상의 (82)
 저고리 77 당의  3

원삼 1  속적삼  1

하의 (27) 치마 24 바지  3

포류 (44)

장의 24 단령  6

철릭  5 중치막  3

답포  2 방령  1

창의  1 배자  1

전복  1

Total 153/202 (염습의 수/전체 수)

 Fig. 1. 여흥 민씨(16~17C)의 저고리 

 Fig. 2. 김 확(16C)의 저고리(수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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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으로 정착한 장의를 제외하더라도 남성의 겉옷으로 여겨졌던

포류에 화문직물이 사용되었다라는 점은 조선시대에 그만큼 화문

이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를 중요시 여겼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포류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장의는 총 24점이며 그 중

16-17세기로 추정되는 양천 허씨(陽川許氏)의 장의(Fig. 3)를 살

펴보면 매화+모란+연화+석류+새 등으로 조합된 복합문의 유형

을 보여주며, (Fig. 5)과 유사한 화문의 유형을 나타낸다. 두

염습의에 나타나 문양의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장의에서는

겨울 꽃 매화, 봄꽃 모란, 여름꽃 연화, 가을꽃 석류 등 각 계

절의 꽃으로, 단령포(Fig. 5)에서는 봄꽃 모란, 여름 꽃 연화,

가을 꽃 국화 등 각 계절의 꽃으로 표현되었다. 『역어유해(譯

語類解)』언해본에 따르면, 각 계절의 꽃이 직조된 문양을 사

계화라 하였다. 1510년에 저술된 『박통사』와 1677년에 저

술된『박통사 언해』에서도 사계화 혹은 사화로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희안의『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는 사계화는

매월 개화한다하여 월계화(月季花)라고 하며, 사계가 끊이지 않

는다하여 장춘화(長春花)라고도 일컫는다고 하였다. 또한 양천

허씨의 장의와 이 응해의 단령포에는 화문 이외에 새가 꽃가지

를 물고 있거나 보문을 물고 날고 있는데 이는 사계경축의 상

징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심연옥, 2006). 이렇듯 사

계화는 조선시대 직물에 길상적 문양의 도안으로 자주 사용된

듯하다. 또한 7세기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이응해(李應)의

묘에서 출토된 방령포(Fig. 4)는 모란 단독문의 유형을, 단령포

(Fig. 5)는 연화+모란+국화+새+보문 등으로 조합된 복합문의 유

형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에 모란문은 물질적 번영·화목·장

생(長生)의 의미를, 연화문은 청렴과 장수의 의미를, 국화문은

충절과 청렴한 의지의 상징을 나타내었다. 남성의 겉옷에 나타

난 화문직물은 화문의 다양한 유형과 화려한 외형미를 보여주

면서 우리 조상들이 기원하는 구체적인 길상적인 의미를 담았

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관복으로 갖춰야하는 엄격한 규율

성과 획일성을 피하고 개성을 추구하고 싶은 그 당시 남성들의

미적욕구도 느낄 수 있다(이은주 외; 2006).

염습의에 사용된 화문직물의 용도 중 하의류로 조사된 27점

은 홑치마·겹치마·누비치마·솜치마등의 치마류 24점과 단

속곳·누비속곳·솜속곳등을 포함한 바지류 3점으로 묶어 살

펴 볼 수 있었다. 하의류들은 주로 솜을 넣어 부피감을 주었는

데, 이는 염습과정에서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공용이나 습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 추측된다. 16세기로 추정되는 청주

한씨의 치마(Fig. 6)를 보더라도 보문+연화+당초문의 단조직 직

물에 두텁게 솜을 넣어 두께감과 부피감을 두어 시신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치마에 나타난 문양의 크기대비

를 살펴보면, 연화당초문이 보문보다 크게 나타나 역동적인 생

동감과 율동감을 표현한 외형미를 자아내었다. 동래 정씨(17C)

의 치마(Fig. 7)를 보면, 봉황과 봄꽃 모란, 여름 꽃 연화, 가

을 꽃 국화 등의 사계화로 시문되어 있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

며 날고 있는 봉황을 수컷인 봉과 암컷인 황을 꼬리를 달리하

여 도안하였으며 봉과 황을 상하 교대로 한 줄씩 4종류의 사

계절을 대표하는 꽃무늬를 넣어 가득 메우는 충전감이 강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문양을 1727년 『진종효순후가례

도감』등에서는 화봉문(花鳳紋)이라고 하였다(경기도 박물관,

2007). 이렇듯 조선시대 15~18세기 염습의에 사용된 화문직물

총 153점에 나타난 화문은 각 문양의 화려한 외형미를 잘 보

여주면서 동시에 각 화문의 유형마다 내재하고 있는 길상적 의

미와 죽은 이의 영생을 바라는 영혼불멸사상을 내재한 문양으

Fig. 3. 양천 허씨 (16~17C)의 장의 

Fig. 4. 이 응해(17C)의 방령                                 Fig. 5. 이 응해(17C)의 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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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염습의 용으로 사용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3.2. 염습제구에 사용된 화문직

복식 이외에 상사(喪事)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소품들을 염

습제구라고 하며(이은주, 1999; 송미경, 2002). 대렴금·소령

금·천금과 같은 이불과 관련된 기타 침구류와 망자의 얼굴과

손을 감싸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15~18세기의 출토복식에 나타난

화문직 202점 가운데 염습제구로 사용된 화문직물은 총 49점(

약 24.25%)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에 염습 절차의 하나로 시

신에게 옷을 입히고 이불로 싸는 일을 두 번하였는데 처음 싸

는 이불을 소렴금(小殮衾)이라 하고 그 다음 싸는 이불을 대렴

금(大斂衾)(Fig. 7)이라 하였다. 또한 시신을 관안에 넣고 이불

로 또 한 차례 덮었는데 이를 천금(天衾)(Fig. 8)이라 한다. 관

의 제일 아래에 까는 자리는 지요(地褥)라하고 대렴금·소렴금

과는 다르게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다(이은주, 1999). 대체로

이런 침구류로 사용된 염습제구의 화문직물이 전체 49점 중에

서 33점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침구류 중에서도 대렴금

이 16점으로 비교적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렴상태

에서 이장하면 시신에서 가장 먼 윗부분에 위치하여 보존상태

가 다른 상태보다 양호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문경새재박물관

편저, 2005). 

17세기로 추정되는 동래 정씨의 대렴금(Fig. 8)과 소렴금 그

리고 여흥 민씨의 천금(Fig. 9)에 사용된 직물의 문양을 살펴보

면, 연화+모란+석류+벌문이 한줄 씩 교차 배열되어 있다. 직물

에 봄꽃 모란, 여름 꽃 연화, 가을 꽃 석류 등이 시문되어 있

고 석류꽃에는 벌통이 달려 있어 벌통 앞에 벌이 날고 있다.

벌은 더듬이, 다리 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되

어 있다. 이러한 직물문양을 화봉문(花蜂紋)이라 하고(심연옥,

2006). 이와 동일한 문양이 40년 정도 앞선 16~17C의 장기정

씨 보공용 필단(Fig. 10)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그 시대

의 직물 유행과 문양의 선호정도를 짐작케 한다. 또한 40년이

라는 시간차를 생각하면 당시의 유행 변천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동래 정씨의 대렴금(Fig. 8)의 동부분의 문양을 보면,

『역어유해(譯語類解)』언해본에서 천화봉(穿花鳳)이라고 한자

로 기록하고 ‘봉이 꽃에 나드는 문양’이라고 번역하였고(경기

도박물관, 2003), 『노걸대』언해본에서는 천화봉이라 하고 ‘

천화봉문’이라 언해하였으며,『박통사』언해본에서는 심청계

지천화봉저사주비갑(深靑界.地天花鳳紵絲做比甲)이라 하여 ‘천

화봉문’을 언급할 정도로, 꽃과 봉황이 어우러진 문양은 조선

시대에 애용되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심연옥, 2006). 

더불어 Fig. 8과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화문의

상징적 의미와 결부되어 보문이 조합된 경우가 염습제구에서

10점정도 있었으며, 이러한 화문직물은 주로 대렴금·소렴금·

  Fig 6. 청주 한씨(16C)의 솜치마                        Fig. 7. 동래 정씨(17C)의 솜치마 

Table 3. 화문직 염습제구의 분류 

품목 점수 품목 점수

침구류(33)

 대렴금 16 천금  7

지요  4 배개  3

소렴금  3

기타(16)

구의  3 악수  3

멱목  3 폐백  2

습신  2 오낭  2

과두  1

Total 49/202 (염습제구 수/전체 수)

Fig. 8. 동래 정씨(17C)의 대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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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구의등 시신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화문과 함께

조합된 보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잡보 보문이 많고, 잡보

는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기고 풍요롭게 오래 살며 항상 만사

가 여의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주영

외, 2004). 화문과 보문의 조합으로 시문된 직물을 염습제구로

사용한 까닭은 죽은 이의 영생과 길복을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내세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익이 쓴 『성호사설(星

湖僿說)』이나『역경(易經)』을 보더라도, 삶과 죽음은 음양

의 조화에 따른 이치라고 여겨(국립민속박물관, 1990), 죽음을

단절이 아닌 새로운 삶의 연속성으로 여겨 최대한 그 예를 갖

추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밖에 Table 3에서와 같이 화문직물이 사용된 제구들을 보

면, 습의를 입힐 때 망자의 배와 허리를 싸는데 사용하는 과두

( ), 머리카락을 싸는 망건(網巾), 망자의 귀를 막는 충이(

充耳), 시신의 얼굴을 감싸는 멱목(目)과 손을 싸는 악수(握手),

시신을 넣은 널을 덮는 구의(柩衣), 시신에게 신기는 습신 등이

있다. 그 절차는『국조오례의』와『상례비요』·『사례편람』

등에 자세히 적혀져있고 조선시대에 엄격히 그 예를 따르고자

노력한 듯하다. 주로 시신을 감싸는 염습제구에 사용된 직물은

시신의 몸에 직접 닿는 부분이 많아 시신과 함께 부패되거나

그 훼손 정도가 심하여 염습의 보다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음

을 감안하더라도 빈도수가 의외로 적었다. 그럼에도 발굴된 유

문직물 가운데 화문직물이 사용된 예가 다수 눈에 띄었으며, 습

의 과정 중에서 특히 멱목(Fig. 11)과 악수용(Fig. 12)으로 사

용된 예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16~17세기 출토직물에 많이

나타나는 연화당초문은 모란이나 보문처럼 길상적 의미를 갖는

여러 문양들과 다양하게 결합된 형태였으나 안동 권씨(17~18C)

의 멱목과 악수를 살펴보면 연화를 중심으로 당초가 C형으로

얽히는 가장 기본적 유형을 보이며 연화의 크기는 보다 크게

표현되어 조형성이 강하게 드러나도록 도안되어 보다 화려한

느낌을 준다. 조선시대에 연화문은 청렴과 장수를 상징할 뿐 아

니라 만개된 연화문에 담겨져 있는 불교의 영생(永生)적 기원

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로 갈수록 연화문이 크고 화

려해지는 듯하다.

염습제구로 사용된 직물 49점에 나타난 화문을 살펴보면, 화

문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는 3점이었다. 여러 화문 중에서 단독

문의 경향을 나타낸 화문은 매화문이었고, 동래정씨(17C)의 대

렴금 2점과 청송 심씨(17~18C)의 멱목 1점으로 살펴볼 수 있

었다. 매화문은 추운 겨울에 홀로 피는 매화의 외형미와 더불

어 군자의 지조·절개 혹은 여인의 절개에 비유되면서(정미숙,

1998) 조선시대 염습구에 사용되었고, 본 선행연구 결과 직물을

제직할 때 일정한 면적으로 나뉘어 규칙적으로 꽃을 배열하는

산개형으로 주로 표현되면서 단독으로 나타난 문양이었다(박문

영 외, 2006). 그 밖의 46점에 나타난 화문은 여러 화문이나

다른 문양과 함께 조형성을 이룬 복합문이었다. 염습제구 직물

에 중복적으로 구성된 화문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총 92점이

었고 이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초문(29점/31.52%),

연화문(28점/30.43%), 모란문(11점/11.95%), 매화문(8점/8.63%),

국화문(6점/6.52%), 초화문(3점/3.26%), 보상화문(3점/3.26%),

석류문(3점/3.26%), 난초문(1점/1.08%)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염습제구에 사용된 화문 중 연화문과 당초문의 빈도수

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당초문은 예부터 덩굴을 이루

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당초의 연속성과 자연스럽게 주변과

어우러지는 조화미에 비중을 두고 표현되었다. 직물 상에서 나

 

            Fig. 9. 여흥 민씨(17C)의 천금                    Fig. 10. 장기 정씨(16~17C)의 필단 

Fig. 11. 안동 권씨(17~18C)                           Fig. 12. 안동 권씨(17~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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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당초문을 살펴보면, 화문과 화문 사이를 연결해주는 문

양으로 연화문·모란문 등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데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15~18세기 염습제구용으

로 사용된 화문직물에 나타난 화문은 대체로 염습의에 나타나

는 화문의 유형과 구성적 측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며, 이

를 통하여 죽은 이의 영생과 길복을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내

세관을 짐작케 한다. 특히 연화문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그 문

양의 크기가 커지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상의 영생적 삶

을 기원하는 불교적 의미와 조상에 대한 최대의 예를 갖추고자

하는 유교적 의미가 어우러진 대표적 문양으로 조선시대에 즐

겨 애용되었으리라고 미루어 추측케 한다.

4. 결   론

조선시대 15~18세기로 추정되는 염습구 가운데 화문직물 총

202점을 대상으로 화문직의 용도에 따라 크게 염습의 153점과

염습제구 49점으로 분류하였다. 그 사용실태를 빈도수별로 나

누었으며, 품목에 따라 화문의 유형과 구성적 측면에서 화문직

물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1. 염습의로 제직된 화문직물 153점은 품목에 따라 상의류

(82점/53.59%), 포류(44점/28.75%), 하의류(27점/17.64%) 등으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중 상의류인 저고리가 77점

(50.32%)으로 조사되어져 여러 의복 품목 가운데 과반수 넘는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2. 상의 중에서 저고리에 나타난 화문 직물의 특징을 살펴보

면, 특정조직 혹은 유형의 화문직물을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조직 혹은 유형의 화문직물을 저고리 구성요소에 적절히 배치

하여 자연스러운 조화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저고리에

나타난 화문의 구성은 대체로 다른 화문이나 조문·보문 등의

문양과 함께 어우러진 여러 조합의 복합문 형태로 이루어져 있

었다. 이는 화문이 지닌 길상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3. 포류로 분류되어 나타난 화문직물은 남녀 공통으로 즐겨

착용하였던 장의로 비교적 많이 제작된 듯하다. 또한 다소 그

수는 적지만 단령·철력·중치막·방령·창의 등과 같은 남

성용 포류로 화문직물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관복으로 갖춰야

하는 엄격한 규율성 혹은 획일성을 피하고 개성을 추구하고 싶

은 그 당시 남성들의 미적욕구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4. 염습의에서 화문직물로 제작된 하의류는 총 27점이며, 바

지보다는 여성용 치마의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하의류에

나타난 화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문양의 대비구조나 사계

화로 직물표면을 메우는 충전감을 통하여 화문의 화려한 조형

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대체로 치마는 누비치마나 솜치마의 경

우가 많았는데 이는 직물에 두께감과 부피감을 두어 시신을 감

싸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짐작되어 진다. 

5. 염습제구로 제직된 화문직물은 49점이 있으며, 주로 시신

을 감싸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 중 침구류가 대렴금 16

점·천금7점·지요4점·베개3점·소렴3점으로 총 33점을 차

지하였다. 시신에서 가장 먼 윗부분에 위치한 염습제구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탓인지 화문직물로 제작된 대렴금의 수가 16점

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6. 염습제구용 직물에 나타난 화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연화

문과 당초문이 직물문양으로 즐겨 애용된 듯하며, 조선후기로

갈수록 연화문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화문의

구성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계절을 나타내는 여러 꽃문양이

고루 나타나는 복합문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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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염습제구에 나타난 화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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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28/92) (11/92) (8/92) (6/92)

초화문 보상화문 석류문 난초문

(3/92) (3/92) (3/92)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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