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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the current status of shroud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Hanji shrouds and sets its goal on suggesting the direction for a futuristic shroud design, suitable 
for the changing funeral culture. For this,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shrouds were studied, 
standard shrouds' and Hanji shrouds' current statuses were researched and analyzed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tion for design of Hanji shroud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Hanji shrouds are superior in cremation and burial, and the design expressions were more 
effective. Also the previously established shrouds were shown to have an increase in value 
through use of different materials, changing designs through various patterns, or through the 
added symbolic value. Thus the direction of shroud development designs based on the 
advantages of Hanji have been drawn out to as follows: First, traditional shrouds used the 
ceremonial dresses, such as official uniforms or wedding dresses, from the Tang dynasty which 
made it multicolored. Afterwards colors were limited with the use of hemp clothes shrouds but 
with the appearance of Hanji shrouds, the possibility for mulitcolors and patterns became larger. 
Second, Hanji is superior in its expression of colors and patterns, making designs with symbolic 
sides such as religion possible, to meet the demands of the customers. Third, Hanji shrouds are 
more environmentaly friendly than the standard shrouds in cremation and burial, and it presents 
a much better image of shrouds for the future society. Such development of Hanji shrouds 
design developments satisfies the distinct and gentrified demands of the customers and it looks to 
be able to suggest an opportunity for environmentaly friendly actions while preparing itself for 
the chaning market demands and values. 

Key words: burial(매장), cremation(화장), funeral(장례), Hanji(한지), shroud(수의)1)

Corresponding author: Yang-Bae Jeon, e-mail: jobfa@hanmail.net



수의(壽衣)현황 및 한지수의(韓紙壽衣)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 93 -

Ⅰ. 서론
장례의식은 각 민족이나 나라의 사상이나 내세관

을 보여주는 통과의례의 하나이다. 각 민족의 정신적

인 바탕을 이루는 종교에서도 육체의 소멸을 끝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그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믿음은 종교마다 공

통적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방식에서는 각각 커다

란 차이를 보인다.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개념으로 순환적인 삶의 지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독교 문화권에는

‘부활’과 내생의 개념을 통해 생명의 지속성을 확보

하고자 했다. 한편 유교 문화권에서는 죽은 자도 산

자의 정신과 신체처럼 사후 세계에서도 생활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죽은 자도 산 자와 똑같이 의·식·주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살아있을 때와 같이 사회적 지

위도 누린다고 믿고 있다.1) 조선왕조 오백 년 동안

유교문화권이었던 한국사회는 장례의식에서도 유교

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사회적인 변화와 함

께 유교적인 장례의식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사회

제도나 인식의 변화, 또는 편리성의 추구에 따라 장

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07년의 전국 화장률은 60%
2)
에 이르고 있어 현재

우리의 장례법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의 준비과정에서 우선시

되었던 품목은 수의로 삼베와 같은 마소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기능성을 살린

한지와 같은 종이 소재를 사용하는 현상도 증가되고

있다. 한지 소재의 개발은 수의 디자인에서 색채, 문

양, 재질감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의 변화를 가져오

게 한다. 따라서 소비자 구매 욕구에 부합되는 수의

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지와 같은 신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로 전통수의에 관한 연구에는 곽명숙
3)
,

이은주4), 남민이5), 유관순6) 등이 있고 출토복식에 관

한 연구로 박성실,7) 등이 있으며 현대수의에 관한 연

구로는 이민주
8)
, 이봉이

9)
, 조효숙 외

10)
, 곽명숙

11)
등

이 있다. 이들 논문은 전통수의문화에 관한 논문이거

나 현대수의문화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로 현행 장례

문화에 적합한 수의의 디자인을 분석하고 제안한 연

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수의의 현황을 연구하고 한

지수의의 개발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적합한 미래적인 수의디자인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통 수의를 일반적 고찰을

통해 알아보고 현행 기존수의와 한지수의의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한지수의 디자인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수의의 일반적 고찰
1. 수의의 정의
수의는 사람이 타계하여 염습(殮襲)할 때 시신에

게 옷을 말하며, 죽음 옷 또는 호상 옷, 저승 옷이라

고 한다. 부모의 환․진갑이 가까워지면 가정 형편에

따라 수의를 지어두는 것이 상례이다. 3년 마다 돌아

오는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는 습관이 있는데 윤년은

예정에 없던 공달이라 하여 한가롭게 가시는 분의

평안을 축복하는 뜻에서 그 풍습은 아직까지 계속되

고 있다.12)

조선시대 장례와 관련된 풍속을 보면 시신에 수의

또는 습의라고 하는 마지막 저승 옷을 입히고 소렴

(小斂)과 대렴(大斂)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옷 등으

로 시신을 싸고 감고 고인 후 이불로 싸서 그 형태

를 방정하게 만든다. 이때 사용되는 옷은 소렴의와

대렴의 라 하고 또 이때 사용되는 이불은 소렴금, 대

련금이라고 한다. 옷은 ‘유의(遺衣)’라고 하여 죽은

자 생전의 옷을 사용하는데 그 외에 형제나 친척, 친

구들이 보내온 수례지의 (襚禮之衣)가 추가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높은 관직에 있던 신하가 사망한

경우에는 왕실에서 의복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는 군

사인수(君使人襚) 라고 한다.13) 이러한 풍습을 보면

수의를 따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복에서

가장 좋고 귀한 옷을 입혀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의문화는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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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금선단 당저고리(평산신씨 묘)

중치막자락에 깃든 사연,

2010, p. 113.

<그림 2> 금선단치마(평산신씨 묘)

중치막자락에 깃든 사연,

2010, p. 113.

게 된다. 조선시대 복식은 임진왜란을 분수령으로,

전기와 후기로 대별되며 복식제도와 복식 형태에 많

은 변화가 확인된다. 조선 전기의 복식은 남녀 모두

신체에 비하여 옷이 크고 넓은 편이었고 전기의 복

식에는 금선단(金線段)을 포함하여 무늬가 있는 고

급비단의 사용이 왕실을 능가할 정도로 화려하게 나

타나고 있어서 적어도 조선 전기의 사회는 풍요롭고

안정된 상황이었음을 시사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을 겪으면서 후기의 복식에서는 토산품의 사용이 증

가하고 복식의 형태도 점차 신체에 맞는 형태로 변

화된다. 19세기 후반 에서 20세기 초, 여성의 저고리

는 가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짧아졌다.14)

이덕무의 청정관전서
15)
에 보면 “예전에는 옷이

넉넉하여 시집올 때 입었던 옷을 소렴할 때 쓸 수

있었다” 하여 전통적으로 혼례복을 수의로 입는 미

풍양속이 있었으며, 생시의 복식을 수의로 착용했었

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이 조선의 전기에는 평상

시에 입던 복식을 수의로 사용하였으나, 조선후기에

는 여자 저고리의 크기가 단소화 경향이 커서 수의

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상복을 그대로

수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2. 수의의 구성
조선시대 수의에서는 조선시대 예서와 실제로 행

해졌던 문헌과 비교해본 결과 남자수의로는 표의(심

의, 단령, 중치막, 창의류), 저고리, 한삼, 고, 단고, 복

건, 망건, 과두, 행전, 말, 리, 악수, 멱목, 버선등을 사

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자 수의는 원삼, 당의, 저

고리3칭, 치마, 고, 단고, 버선, 멱목, 악수, 말, 리, 충

이 등으로 구성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수의

의 표의로는 전기에 단령이 사용되다가 중기에 단령

과 심의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후기에는 심의와 중치

막으로 전착되는 경향을 보였다. 현대와 같이 표의로

도포가 일반화 된 것은 세포수의가 보편화 될 무렵

인 1930년대 이 후부터 남자수의로 직령 대신 근대

의 예복인 도포로 대치된 것이다. 16)

조선시대 수의구성을 살펴보면 성장을 하고 잠을

자는 형태로 구성되며 장례의식을 위한 몇 가지의

소품으로 이루어진다.

3. 수의의 소재
수의의 소재는 조선시대의 출토복식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경 평산 신씨 묘 출토복식에는 대부분 면

직물 중에 깃과 섶, 옆무, 도련 부분에 금선단으로

장식한 당저고리 1점과 금선단으로 만든 치마 1점이

수습되었다17) <그림 1><그림 2>. 단은 두껍고 광택

있는 상품의 견직물
18)
을 말하는 것으로 평산신씨의

묘에서는 면과 견소재가 보인다.

출토복식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수의 재료는 마,

면, 명주, 단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으나 개화기

를 거쳐 현대로 오면서 최근에는 삼베의 사용이 가

장 많다. 이는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 19)

발표 후에 서민들의 전용인 삼베로 수의를 주로 제

작하기 시작했다.20)



수의(壽衣)현황 및 한지수의(韓紙壽衣)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 95 -

구분 두의 표의 상의 하의 공용수의

남자 복건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바지,

속바지
베개,면포,손싸개,

오낭,턱받이,버선,

습신,이불,요,십자포여자 족두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치마, 바지

속바지

<그림 3> 대마수의,

2010. 4. 21,

http://andongsui.com

<그림 4> 명주수의,

2010. 4. 21,

http://536.co.kr

<그림 5> 황금수의,

2010. 4. 21,

http://andongsambe.com

<표 1> 현행수의의 아이템 구성

Ⅲ. 현행 수의의 현황
1. 직물수의의 현황
현행 수의의 주된 판매처는 한복맞춤업체, 병원의

장례식장, 기존 장례식장과 장의사 인터넷의 기성복

수의업체, 시장의 포목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판

매처들 중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수요처는 장례식

장인데, 이곳은 수의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납품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수의의 현황을 분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수요처 보다

는 수의를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를 중심으

로 선정하였다.

이들 수의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수의 제품을 대부분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 현

행 수의를 비교 분석하기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동삼베마을21), 안동수의닷컴22), 명신수의23), 안동삼

베닷컴24), 함창명주25), 고려한지수의26) 등 6개 회사의

78개의 제품을 선별하여 소재와 가격, 색상, 장식, 문

양, 그리고 이미지 등에 대해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1) 수의의 구성

현행수의의 아이템은 78개 제품 모두가 전통적인

한복의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표 1>. 부착

물이나 여밈의 방법 등의 디테일의 변화를 보이는

제품도 보이지만 실루엣과 수의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통 수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 수의의 소재

현행수의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각 회사의 78개

디자인을 소재 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조사방법

은 인터넷에 수록된 제품의 사진에 설명되어 있는

자료에 따라 조사하였다. 수의회사의 대부분이 제품

별 차별화를 소재에 두고 있어 회사별로 소재의 종

류, 재직방법, 생산지 등 자세하게 밝혀놓고 있다.

소재는 주로 마직물(74.4%)인 대마(68%)<그림

3>, 아마(2.6%), 저마(3.8%)순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기타 직물로는 명주(11.6%)<그림 4>와 면(3.8%)등

의 천연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조견, 레이온, 폴

리에스테르 등의 재생 섬유와 화학섬유도 사용되고

있다. 또, 대마를 겉감으로 안감을 면으로 사용한 제

품과 폴리에스테르를 겉감으로 안감을 면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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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대마

명주 한지 저마 아마 면
기타

섬유

국내산 수입산

안동포
남해,

순창등
기계직 수직 기계직

빈도(%) 15.4 10.3 3.8 35.9 2.6 11.6 5.1 3.8 2.6 3.8 5.1

가격

(만원)

540-

380

239-

169
22

150-

55

45-

22

150-

70

120-

70

100-

80

70-

20

69-

16

19-

8

<표 2> 인터넷 기성수의 소재 별 분류

디자인 항목
색채

금색 기본색

빈도 3.8% 96.2%

가격대(만원) 5000-200 540-20

<표 3> 인터넷 기성수의의 색채 별 분류

한 제품도 생산되고 있다. 직물이 아닌 섬유로는 한

지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대마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

분되고 있으며 생산방법에 따라 기계직과 수직으로

구분되고 있다. 국내산은 안동과, 남해, 순창 등의 생

산지를 표기하고 있어 생산지가 제품의 품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 중에서도

원사만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직 한 형태

도 있다.

수의의 소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해 소재 별 가격대를 정리하였다. 다른 소재

에 비하여 대마가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대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 중에서

수입산 보다는 국내산이, 기계직 보다는 수직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다. 같은 국내산 수직가운데에서도

생산지 별로 가격의 차이를 보이는데 안동포가 남해

나 순창포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산 기계직은 수입산 수직에 비해

가격이 낮아 생산지보다 제직의 방법이 가격에 미치

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가 명주에 비해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명주는 기

계직으로 수직대마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기계직

대마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지, 저

마는 120만원에서 7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아마,

면, 기타섬유 등이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

행수의의 가격대는 100만원에서 50만원대의 가격대

에 주로 분포가 되어있어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가격

대로 보인다.

3) 수의의 색채

수의의 색채는 대부분 원단의 기본색을 사용하고

있다. 마직물인 대마, 저마, 아마는 소색을 사용하고

명주와 옥양목은 흰색을 사용하고 있다<표 3>. 이는

개화기에 대마인 삼베로 굳어지면서 보편화된 색으

로 보인다. 일부 디자인에서 대마 전체에 금색으로

도포하거나 일정부분을 금색으로 배색한 디자인도

나타난다.

수의의 색체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현행수의에서 소재의 색채는 디자인의 구성요

소로 보나 가격 결정요인으로 볼 때에도 배제 되어

있다. 다만 소색의 대마에 전체적으로 금색을 도포한

디자인이 보이는데<그림 5> 5000만원과200만원의 아

주 고가의 상품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도 1개의

회사에서 2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듯하다.

4) 수의의 문양

조사 대상 수의 디자인 중 64%의 수의는 소재의

표면에 문양을 구성하지 않고 37%의 표면에는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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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문양 장식

유

무 유 무색상 기법

금색 빨강,검정 도포 자수

가격대(만원) 3000-100 95-78 3000-100 95-63 540-20 220-63 150-20

종류
기하,아자,용,학,소나무,봉황, 삼족오

만자,불경,예수상,성경,시,십자가,
흉배,보

빈도(%) 37% 64% 23% 77%

<표 4> 인터넷 기성수의의 문양 별 분류

<그림 6> 황룡포수의,

2010. 4. 21,

http://andongsui.com

<그림 7> 보리, 불경수의,

2010. 4. 21,

http://andongsambe.com

<그림 8> 사랑수의,

2010. 4. 21,

http://andongsambe.com

을 주어 차별화하고 있었다. 문양의 종류에는 기하,

아자, 용, 학, 소나무, 봉황, 삼족오<그림 6> 등의 전

통문양과 만자, 불경<그림 7> 등의 불교문양, 예수상

<그림 8>, 성경, 십자가 등의 문양이 있다. 문양을 통

하여 제품을 차별화한 회사는 3개의 회사로 모든 제

품에 문양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회사 내 제품에서

도 문양의 유무로 차별화 하고 있다. 문양의 색채는

주로 금색이며 빨강과 검정색 등이 보인다.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에는 실크스크린처럼 도포를

하거나 자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표 4>. 이는 소

색을 사용하는 삼베의 특성상 염색이 용이하지 않고

또, 조직점이 커서 직접 그리거나 프린트하는 기법

등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 또 일부 수

의에서는 흉배와 보 등의 장식을 이용하여 차별화하

는 제품도 보인다.

수의의 문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문

양의 유무에 따라 가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금색이

다른 색에 비하여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다<표 4>. 문

양의 표현방법으로 구분하면 자수<그림 7>보다 도포

기법을 사용한 제품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다<그림

6>. 문양이 없는 무지의 경우에도 500만원에서 200만

원 대의 고가의 가격대가 있는데 그것은 안동포나

국내 수직대마로 대마자체의 가격이 제품가에 반영

된 것이다. 따라서 같은 재질의 소재일 경우 문양의

유무가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수입수직대마인 경우에도 흉베나 보를 장식한

제품이 장식을 하지 않은 제품보다 50%정도 가격대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의의 이미지

현행수의는 아이템의 구성이나 소재, 실루엣, 그리

고 색채면에서는 개화기 이후 크게 변화되는 경향은

보이지 않지만 문양과 장식물을 이용하여 수의에 상

징성을 부여한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의의 기본

적인 스타일을 따른 제품은 64%로 나타났고 상징성

을 부여한 제품이 36%로 나타났다. 문양 등을 이용

하여 상징성을 부여한 제품에서 봉황과 수나무, 삼족

오 등의 문양을 이용하여 전통성(18%)<그림 9>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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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통방식흉배,

2010. 4. 21,

http://009988.com

<그림 10> 기독교용문양,

2010. 4. 21,

http://andongsambe.com

<그림 11> 천주교용 흉배,

2010. 4. 21,

http://andongsambe.com

디자인
상징성

상징적 비상징적

종류 전통(18%),불교(6%),기독교(6%),천주교(4%) 64%

가격대(만원) 220-63 150-20

<표 5> 인터넷 기성수의의 상징성

더욱 부각시킨 디자인이 보이고 만자와 불경 등을

이용하여 불교(6%)<그림 7>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 십자가와 성경, 예수상을 이용하여 기독교

(6%)<그림 10>와 천주교(4%) <그림 11>를 상징화

하고 있는 디자인도 보인다. 기타로는 특정 시구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부여한 수의도 보인다.

상징성이 수의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같은

동일한 실루엣에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상징

성을 부여한 수의는 상징성이 부여되지 않은 수의에

비해 50%정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표 5>.

따라서 상징성이 수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지 수의 현황
1) 소재의 특성

종이의 본고장은 중국으로 알려져 있다. 2세기경

체륜이 그간의 종이에 대한 초지 방법을 정리하고

개량하여 체계화시킨 것27)이 2세기에서 6세기경 한

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다28). 한국은 중국에서 전

해진 초지법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원료와 방법을

개선하여 한국 고유의 초지법으로 발전시켰다.

한지의 고유의 초지법은 장섬유인 닥나무의 인피

를 원료로 하여 외발을 이용한 흘림뜨기를 하는 것

을 말한다<그림 12>. 외발 흘림뜨기는 초지공이 지료

가 섞인 물을 발에 앞뒤와 좌우로 교차시키면서 경

사를 주어 흘리기를 반복하여 발에 섬유의 살을 붙

이는 방식을 말한다. 이 초지법은 초지공이 초지시

발의 앞쪽과 뒤쪽의 종이의 두께가 일정치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조 시 엇갈려

놓여진 한지를 두 장씩 건조대에 붙여 말리는 방식

을 사용하였다.

현행한지수의에 사용되는 한지는 원료와 초지법에

있어 전통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질기고 튼튼한 한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지

가 의상을 구성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제공한다. 다만 생산성을 고려하여 외발뜨기를 하지

않고 좀더 생산성이 높은 쌍발뜨기<그림 13>를 사용

한 한지를 주로 사용한다.

특이한 점은 일반한지와 달리 건조 시 평평한 면

에 붙여 열을 가하여 말리지 않고 주물러서 주름을

주어 태양에 널어 말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한지공예의 전통기법인 줌치기법을 차용한

것으로 이 건조법은 한지가 건조 시 열에 의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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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외발흘림뜨기,

전주한지박물관,

1997. 9. 1. 촬영.

<그림 13> 쌍발뜨기,

대승한지마을,

2010. 9. 15. 촬영.

시료명

항목
기준치

한지

수의

국산

삼베수의

중국

삼베수의
비고

연소성
회분(%) - 1.21 3.01 2.30 KSK 0441

연소속도 - 7.5 21.0 17.0 KSK 0586

연소

가스

CO(ppm) 600이하 575 2,163 5,006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NOx(ppm) 200이하 16 70 79

SO(ppm) 250이하 103 294 363

매연(도) 2이하 2 3 3

생분해도(60일) - 55 12 8 ㈜신한케피탈,

흡수도(mm) 65 28 40 KSM 7094

<표 6> 대마수의와 한지수의의 품질특성 시험결과

되는 것을 막아 강도를 유지시킴으로써 강도와 유연

성을 부여한다. 또 염습 시 소리가 적고 어느 정도의

신도(伸度)가 생겨 착의에 도움을 준다.

2) 품질 및 기능성

한지수의의 품질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삼베수의와

연소 및 생분해에 대해 시험결과를 살펴보았다. 회분

및 연소속도를 측정한 결과 한지수의는 삼베수의보

다 연소속도가 한지수의 삼베수의에 비해 3배정도

빠르고 회분도 절반 정도만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소 시 대기오염배출 오염도를 측정해보면 허용

기준치를 만족시키고 있다<표 6>.

연소속도가 빠른 것은 에너지소모를 줄이거나 화

장장의 처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잔존물인 회

분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토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고 기준치 이상의 연소 가스는 대기오염을 유

발할 수 있다. 한지수의는 회분이 적고 매연도 또한

기준치를 만족시키고 있어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

는 친환경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지수의는

화장용 수의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수의의 매장성을 알아보기 위해 생분해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한지와 삼베의 공시재료를 퇴비

와 함께 생분해도 시험기에 넣어 60일경과 후에 변화

를 측정한 결과 한지수의가 55%로 가장 빠르게 생분

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이유로는 직물인 삼

베에 비하여 섬세한 섬유들이 부직의 형태로 결합되

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장 후 육탈과 함께 수의

가 생분해 되어야 하는 수의의 기능으로 볼 때 한지

수의는 매장용 수의로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색채와 색채대비

한지수의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구성하고

있다<그림 14>. 한지의 전통 수요시장에서 대표적인

것은 서화용이었기 때문에 흰색을 한지의 대표하는

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지의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살려 상품화하기 위하여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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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백색한지수의,

고려한지수의,

2005. 7. 4. 촬영.

<그림 15> 황토한지수의,

고려한지수의,

2005. 7. 4. 촬영.

<그림 16> 활옷형 한지수의,

고려한지수의,

2006. 8. 27. 촬영.

<그림 17> 당의형 한지수의,

고려한지수의,

2006. 8. 27. 촬영.

<그림 18> 기독교용 한지수의,

고려한지수의,

2010. 2. 2. 촬영.

을 수의의 기본 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색상으로 황토로 염색한 수의가<그림 15> 생

산되고 있다. 매장의 풍습이 강했던 한국의 장례문화

에서 흙의 이미지가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천

연염색 중에서도 황토색은 사용하였다. 한국의 색 한

지는 초지 후에 염색하지 않고 닥섬유에 직접 염색

하여 초지하는 방법으로 선염에 속한다. 이 방법은

한국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
29)
으로 따라서 황토한지

수의는 염색방법에 있어 우리 전통한지의 염색법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색상에 변화를 준 디자인도 있다. 활옷형의 한지

수의는 흰색을 기본색으로 홍색·남색 당초문의 끝동

과 백색의 한삼으로 배색한 제품<그림 16>도 보인다.

끝동은 흰색의 한지에 당초문을 나염하고 염색을 하

여 배색하였다. 한지는 흡습도가 좋아 염색성이 뛰어

나고 <표 6> 기본색이 흰색임으로 발색도 우수하다.

따라서 염색과 배색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4) 문양의 종류와 표현방법

현행 한지 수의에 보이는 문양은 쌍학과 용, 그리

고 당초문 등의 전통적인 문양을 사용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문양을 이용해 전통성을 강조한 디자인

이 대부분이었다<그림 16><그림 17>. 종교적인 상징

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제품은 기독교용 1개의 아

이템에 머물고 있다<그림 18>.

장식적인 요소는 보와 흉배를 이용하고 있고 문양

의 표현기법으로는 주로 나염과 프린트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프린트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조직점이 성

근 삼베와 달리 인쇄 적성이 좋기 때문이다. 부직포

이면서도 밀도를 가지고 있는 한지는 조직점이 없어

서 프린트를 통한 문양표현이 용이한 점이 주목된다.

프린트 기법을 사용할 때의 사용되는 한지는 바탕

의 한지와 다른 한지가 사용된다. 수의를 구성하는

기본 한지는 주름을 주어 유연성과 강도, 그리고 신

도를 부여한 한지를 사용한 데 비하여 문양을 집중

적으로 표현하는 보나 흉배에 사용된 한지는 인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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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활옷형(여) 단령형(남) 당의형(여) 일반형(남,여)

가격(만원) 120 100 90 70

<표 8> 한지수의의 아이템 별 가격구조

성이 좋은 한지를 사용한다. 이러한 프린터 기법은

기성수의의 문양 표현에 사용하고 있는 자수기법에

비해 표현력이 우수하고 매장과 화장 시에도 잔존물

을 남기지 않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5) 품목과 가격

한지수의 가격구조를 살펴보면 4가지 형태 모두

국내산수초한지로 동일한 원단의 한지를 사용하고

있고 문양의 사용에 있어서도 기본형인 일반형을 제

외하고는 문양의 변화가 크지 않다. 따라서 수의의

재료와 문양이 수의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많지 않다<표 8>.

가격의 차별화는 디자인전개로 나타나는데 수의의

표의인 두루마기와 도포를 여자는 활옷과 당의로 남

자는 단령으로 바꾸어 디자인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

다. 제품의 가격대가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한정되

어 있어 다양한 계층의 수요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진행시킨 결과 한지수의디자인의 방향

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수의는 조선 시대의 출토복식의 예를 보더라

도 소재를 삼베로 색채를 소색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한지수의는 한지의 염색

성과 바탕재가 흰색인 점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색상

표현과 배색으로 디자인의 다양화를 이루어야한다.

둘째, 한지수의는 삼베수의에 비해 생분해와 연소

성 등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

는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한지수의디자인의 종류와 가격대의 구성은

삼베수의에 비해 단조로워 소비자의 선택적 폭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교적 상징성을 부여한

디자인개발과 같은 상품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가격

과 디자인에 대한 다채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행수의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

하고 한지수의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디자인의 개발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한지가 급변하는 장사문화에 대응

하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수의의 소재

로 활용도가 있음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디자인

의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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