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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신은 집단사회의 표식이며 방어 및 위장, 자신을 가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의 문신 문화는 소수 민족에 국한 되거나 개인적인 선호의 장식 요소로 문신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중국 소수 민족인 태족은 아직 문신 문화가 유지되고 있으나 점차 퇴색되고 있다. 따라서 태족의 문신 문화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본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서분석 및 거주 지역의 탐방 조사 그리고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태족의 문신 문화는 전통 문신도감, 문신사의 기억, 문신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해져 왔다. 그러나 1952년부터 1956년 사이 진행되었던 중국의 정치개혁으로 태족의 전통문화와
풍습이 변화되어 문신 문화 규모가 이전보다 축소되어 사라져 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인 태족
의 문신 문화계승을 위해서는 문신 문화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문신사와 문신을 받은 사람
들의 문신 문화의 기록 및 문신의 해석이 연구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진다. 

주제어 : 태족, 소수민족, 문신문화, 문신도감, 신화

Abstract  Tattoo, which has been 5000 years’ history is the symbol of the collective society. It was used 
as one of the methods not only to defense and camouflage but also to decorate themselves. In modern 
society, tattoo culture is either limited to ethnic minorities or be used as a decorative element of 
personal preference. Among them, the Chinese ethnic minority, the Dai, is still maintaining its tattoo 
culture, but gradually faded. Hence,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tattoo culture of the Dai is essential.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this study were conducted by analyzing an antique book, explore 
residential areas, data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through interviews. According to research, the 
tattoo culture of the Dai has been consistently passed down through traditional tattoo pictorial books, 
the memories of tattooists, and the stories of people who got tattoos. However, the Dai’s traditional 
culture and customs are influenced by the China political reform between 1952 and 1956, confirming 
that the size of tattoo culture was reduced than before and evanesces. As a result, in order to inherit 
the ethnic minorities Dai’s tattoo heritage, records of tattoo culture are required. Besides, it is 
considered that the records of tattoo culture and interpretations of tattoo culture by tattooists and the 
people who got a tattoo due to aging in the future should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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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인류는 자신을 가꾸기 위한 치장의 방법으로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로 문신을 행하였으며 
문신은 집단사회의 상징적 의미의 표식이며, 계급 및 위
장의 수단으로 사용 되었다. 문신의 역사는 1991년 고고
학자가 얼음 층에서 발견한 5000년 전 유럽지역 남성으
로 '오층빙인'의 몸에 문신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의 소수 민족인 태족은 지식과 치료의 목적으로 
문신이 사용 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문신 문화
는 소수 민족에 국한 되거나 개인적 취향의 장식 요소로 
문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까지 중국내에서 문신문화
와 관련된 소수민족은 리족, 두롱족, 고산족, 태족 등이 
있다[1]. 

그 중 태족은 1952년부터 1956년까지 민주개혁으로 
주민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전통문화와 관습
에 영향을 미쳤다. 부족사회에 파급된 사회개혁 운동들은 
부족의 문신과 관련된 봉건 미신과 비속으로 간주되어 
금지하거나 제한되었다. 중국은 2017년 군징집 사항 중 
제1장 제11항목에 문신에 대한 사항으로 목 부분이나, 
노출되는 신체에 문신의 크기가 3cm 이거나 또는 비노
출부위 신체의 타투 크기가 10cm 이상 이거나 남성 문
신 아이라이너 등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
음을 명시 하고 있다[2]. 이는 젊은 층에서 문신에 대한 
불이익과 거부감으로 중국내 태족 문신을 하는 태족인들
의 문신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태족의 문신문화 보존을 위해 문신도감의 이미
지에 따른 문신의 의미 및 해석 보존이 필요하며 문신 문
화의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태족의 문신 문화를 연구하
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또한, 문신 시술자인 스님들
의 고령화로 문신시술을 위한 계승자가 필요하며, 문신 
이미지에 대한 해석 작업으로 문신문화의 기록보존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태족의 전통문

신 고서인 문신도감 분석 및 태족의 전통문신 변화를 분
석하고, 태족 문신문화의 특징을 파악 한다. 연구 지역은 
운 남성의 문신을 한 태족의 거주 지역 탐방 조사 및 인
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으로 진행하였다. 지역 탐방의 조
사기간은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8일로 14일간 조사

하였으며, 이후로 부터 2020년 9월 30일 현재까지 통신 
매체인 위쳇(Wechat)을 통해 연구자가 중국어로 직접인
터뷰를 실시하여 태족의 문신문화의 변동사항을 모니터
링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소수민족인 태족인으로 몸에 
문신이 있는 남성 중 20대 5명, 30대 2명으로 총 7명이
다. 조사대상자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는 소수 민족의 전
통 문화로 현재의 시술이 아닌 과거 3세 또는 늦게는 12
세로 15년 전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며 문신을 
받을 횟수는 대상자 마다 상이하다. 

인터뷰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신 시술 방법, 도
구, 이유, 시기, 문신 시술자, 문신 이미지의 해석 및 의
미, 새로운 문신 시술, 문신 전후 금기사항, 문신의 기능, 
효과, 변화 등을 인터뷰 하였다.  

2. 중국 태족 문신의 변화

2.1 신중국의 성립이후 태족
소수민족인 태족의 최대 분포지역인 운남성에는 중국 

내 태족 전체 인구의 약 98.5%인 1,142,139명이 거주한
다.1) 운남성 이외에 사천성(6,642명), 산동성(1,797명), 
광동성(1,256명), 강소성(1,083명)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 성급 행정구역에는 각기 1천 명 미만의 극소수의 태
족민이 각 지역에 산재 거주 하고 있다[3]. 

1952년부터 1956년까지 태족 지역은 민주개혁을 차
례로 사회주의 사회로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신중국성립 
이후 새로운 정치 구도는 태족에게 발전의 기회를 주었
지만, 동시에 전통문화와 풍습에는 타격을 주었다[4]. 
1986년 전 중국에 9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되어 학교 교
육 및 과학 문화 지식이 크게 향상 되었으며 태족 지역의 
경제시장 및 문화발전을 촉진하였고 태족 전통사상의 변
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태족경파족자치구(傣族景颇族
自治州)의 경우 해방 전에는 초등학교34개, 학생1500여
명이 재학중이였고. 그중 태족이 280여 명이었다. 그러
나 1966년에는 초등학교는1100개, 재학생은 63000여
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였고 그 중 태족민족의 재학생
이 절반에 이르렀다. 1990년대 말부터 태족경파족자치
구의 초등학교는 총1,400여개에 달하고, 재학생은 11만
여명으로 늘었으며, 중학교 66개, 재학생은 2,7000여 명
에 달하였다[5]. 중국의 혁명과 같은 정치사회의 혁신적
인 변화는 태족의 종교적 신념에까지 변화가 생겼으며 

1) 운남성의 전체 인구는 42,360,089명으로 약 2.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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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들어가 문신 시술을 하기위해 승려가 되려는 사
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또한 '문화대혁명' 이 후, 전통 문
화 풍습과 종교가 다시 중시 되었으며[6]，문신 의료 현
상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의료여건이 좋지 않아 
종교적인 부처를 모시거나 굿을 하는 것 외에도 문신을 
묘약으로 여겼다. 하지만 신중국 설립 이후 현대의 의료
인력이 대거 태족 지역으로 몰리면서 부족 지역의 의료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7].

현지에는 일찍이 9년간의 의무교육이 보급되어 있었
지만, 의무교육으로 인해 사찰의 학습이 사라지지는 않았
으며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절에 가서 경문과 불학을 
배운 소수의 사람들로, 문신 풍습도 꾸준히 명맥이 유지
되었다. 그러나 현지에 문신을 하지 않는 외래 인구인 한
족이 증가하였으며 중국에서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직업시험에 문신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에 대한 제
한으로 젊은 층에서 문신을 거부하거나 부족생활이 아닌 
외부 생활로 과거에 행한 문신을 지우는 경우가 생겨나
고 있다.

2.2 태족 문신의 인터뷰 현재 
운남성에는 소수민족으로 태족, 도롱족(独龙族) 와족

(佤族)등 문신을 하는 민족이 있으며, 그 중 태족은 인체
의 많은 부위에 문신을 하고 있다. ‘문신도감’은 태족의 
문신사들이 전통풍습을 서로 공유하는 이미지를 말한다. 
각 신체부위에 문신을 새길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태
족의 상징적인 표현 방식으로 사용 되었다. 그러나 문신
이미지 해석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없으며 문신사의 설
명에 따른 이미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태족의 전통 문
신문화 의식에 참여하는 남성은 비교적 여성 참여자의 
수에 비해 많은 편이다[8].

현재 태족 지역의 문신문화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태족 주민은 3살 이후 집 근처의 절로 출가하여 
사찰에서 생활하며 심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태족민
의 출가수행은 3년 이상이며, 사찰에서 부처(佛爷)의 가
르침을 받으며 심신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집에 갈 수 없
다. 부처는 태족 사람들에게 부처의 가르침 뿐 만 아니라 
불도와 개인의 학습 성적 및 경제력 그리고 사회경력에 
따라 문신을 새겨 준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태족 사람들
은 몸에 지니고 있는 문신의 수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학문 경제력 등을 판단하였다. 

문신 풍습의 의식은 성년식 때 사찰에서 이루어지며 
성년이 되면 남자가 먼저 절을 찾아가 수행을 시작하고 
수행을 마친 뒤 문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신은 남

자아이가 성년이 됐음을 알리는 징표와도 같다. 태족은 
지역에 따라 문신을 시작하는 나이에 차이가 있다. 일반
적으로 12세부터 20세 사이에 문신을 한다. 인터뷰를 통
해 우리는 지역마다 문신 풍습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7명 중 2명은 현재 자신의 고
향에서는 문신 풍습을 발견하기 어려워졌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5명은 고향에서 여전히 문신 풍습을 유지하고 있
다고 답했다. 인터뷰 대상자 7명중 2명은 Fig. 1. Dai 
interviews and data surveys과 같이 지금도 문신문화
를 계승하고 있으나 그 외 5명은 어린 시절 사찰에서 문
신한 이후에는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며 문신을 
하게 된다면 고향에서 전통방식의 의식을 갖춘 문신을 
해야지만 문신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다. 사찰 문
신사는 문신도감을 참고해 도안을 선택하여 시술하며, 문
신도안의 의미 및 효과를 해석하고 법력 외에 문신도안
의 금기사항도 안내 한다. 위반 시의 불운은 여러 해 동
안 지속되기 때문에 금기사항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Fig. 1. Dai interviews and data 
surveys

3. 태족 문신문화의 특징 

3.1 문신신화의 구전 설화 
태족 문신에 대한 대표적인 구전 설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호 표식류는 새우잡이 암비절(岩比节)이 그가 잡
은 잉어 한 마리가 용왕의 딸로 변하자 대가를 바라지 않
고 집으로 돌려 보내주자 용왕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임
비절의 다리에 수많은 비늘 문신을 새겨 주었다. 문신을 
새긴 이후 암비절이 물가에 내려갈 때마다 물은 자연적
으로 두 갈래로 갈라졌으며 어부들을 잡아먹던 ‘피액(皮
厄)’이라는 괴물이 암비절을 피해 다니자. 사람들이 암비
절의 다리 문신을 따라해 보호를 받았다는 신화다. 이러
한 신화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신이 몸을 지켜주는 방
패의 역할을 한다는 믿음을 주었다[9]. 

둘째, 불조수여류(佛祖授予类)에서는 석가모니가 설법
을 건네고 다니던 중 절에 있는 스님들에게 율장(律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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읊어 주었는데 한 작은 스님은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석가모니는 그의 행동을 본 후 그의 몸에 꽃 문신을 그려
주었고 이후 작은 스님은 석가모니의 말을 깊게 새겨들
었다. 그 이후 사람들은 그를 따라 몸에 꽃 문신을 새겨 
고통을 감내하고 정신을 가다듬으면 일찍 성과에 들 수 
있다고 여겼다[9]. 

셋째. 민족 영웅의 기록으로 먼 고대시대 하늘에는 태
양이 없었고 태족의 선조에게는 반짝거리는 보석이 매일 
마을을 비추고 태족에게 광명과 행복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요괴가 보석을 훔쳐 하늘로 도망가 태족 마
을 사람들은 빛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자 마을의 완납
파(宛纳帕)라고 불리는 용감한 청년이 자신의 몸 위에 여
태까지 겪은 경험과 길을 문신하고 요괴를 처치해 보석
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온 그의 업적을 기리며 마을의 남
자들은 완납파의 몸 위에 있는 꽃 문신을 자신들의 몸에 
그려 넣었다[6]. 

3.2 태족 문신의 상징성 및 문신 부위
태족 문신의 상징은 복을 기원하는 액막이와 생명 보

호를 위한 무술(巫术)적, 의료보건적 기능이 있고 부락표
식과 감정유지의 기능이 함께 표시 된다고 한다. 또한 성
년 표식과 종교 신앙의 표식도 할 수 있고 등급과 신분지
위를 상징하는 표식과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극대화 
시키는 기능 등 7가지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10].

문신은 태족(傣族)어로 ‘사이먼(塞们)’ 또는 ‘문신’ 이라
고 한다. 이것은 태족의 중요한 문화적 특징으로, 태족의 
사회구성원임을 뜻하며 특히 남자들은 모두 보편적인 생
활 풍습 중의 한가지로 생각한다. 또한 문신을 필수적으
로 이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감 중의 하나라
고 여긴다. 고대문헌 ‘수면(绣面)’과 ‘수각(绣脚)’에 의하면 
명나라와 청나라(明清)시대 이 전에는 머리 및 다리부분
은 태족 남자들이 필수로 문신하는 신체부위 중의 하나
였으나. 명청시대의 들어와서 수면의 풍속은 점점 사라져 
가게 되었다. 중화민국시기에 들어선 이후 문신부위는 이
마, 태양혈, 미간과 입술 부분에 하는 것은 보기 드물어 졌
으며, 가슴과 등, 허리, 복부, 팔뚝 및 다리부분이 태족 남자
들이 문신을 주로 하는 신체부위로 바뀌게 되었다[10].

3.3 문신재료
태족의 문신재료는 Fig. 2. Thorns의 등나무바늘을 

문신 도구로 사용하였다, 등나무바늘은 현지에서 구하기 
쉽고 자신에게 편한 길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

용 시에는 가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껍질을 벗겨서 
말린 후 남은 가지를 사용한다. 태족 문신에 사용되는 색
채는 청색, 검푸른색, 홍색과 검은색을 사용하며, 그중에
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색은 검은색이다. 다음은 
검푸른색, 청색 붉은색 순으로 사용을 많이 한다. 빨간색 
안료는 진액으로 만드는 모세(morse)안료와 주사(朱砂)
가루로 오렌지색의 가루약 '한'(罕)이 있다[11]. 검은색과 
청색안료의 주원료는 담뱃재, 동물의 쓸개즙, 약초다. 이
런 색깔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동
물의 담즙에 남색잎(蓝靛叶)이라는 안료를 넣어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동물 담즙에 등유와 등연재를 적당
량 넣어 배합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로는 명목이라는 소
나무의 재를 뱀, 소, 돼지, 물고기 쓸개에 버무려 만드는 
방법이 있다[8].

Fig. 2. Thorns

3.4 문신 과정
문신사는 문신자에게 문신을 하기위해서는 문신조사

제(文身祖師爷)와 그의 스승에게 제사의식을 시행한다. 
이때 문신에 사용하는 준비물로 안료, 문신침, 문신도감 
등 모든 도구와 재료를 앞에 놔두고 제사를 지낸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도감의 첫 페이지에는 문신조사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데, 도감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곧 조상의 제
사를 지내는 것과 같다. 도감이나 문신침과 같은 도구를 
가지고 절에 가야하기도 하는데, 절에 가져가 경을 읽고 
물을 뿌려 문신바늘에 축복을 받아야만 다음과 같은 과
정을 이어나갈 수 있다. 태족의 전통 문신은 문신을 시술
하기전의 의식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은 준비-제
사-밑그림-마취-문신-딱지 제거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
수하여야 한다[10].

3.5 문신자의 금기사항
문신에는 좋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 외에 많은 문신 

금기사항이 있다. 중국학자 이자천(李子泉)의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살생하지 않는다. 2.도둑짓이나 강도짓을 
하지 않는다. 3.부정한 남녀관계를 하지 않는다. 4.남을 
속이지 않는다. 5.남이 먹던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쥐가 
먹었던 것마저 먹어도 안 된다. 6.다리 밑으로 건너면 안 
된다. 7.대나무 마루 밑을 지나가면 안 된다. 8.여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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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 안 된다. 9.수세미 원두막 아래를 지나가면 안 된
다. 10.대나무 도랑 밑을 지나가면 안 된다. 11.백성은 호
랑이 문양을 금한다(호랑이 문양은 토사 귀족 1등이어야 
하며, 현재는 구체적인 규제 조건이 없다). 12.문신 후 한 
달 동안은 문신자의 집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면 안 되
며 문신자는 문앞에 표시를 해야 한다. 문신자는 이 같은 
내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신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몸이 짓무르고 사람이 미쳐버릴 수도 
있다[12] 이상과 같이 태족은 금기 상항을 지켜야지만 문
신의 효력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4. 태족의 문신도감

4.1 태족의 문신도감
문신도감(文身图谱）은 12-13세기 후반에 제작되었

으며 최초의 문신기록은 Fig. 3. palm leaves Sutra & 
Fold style binding과 같이 베이엽(다라수잎)경(贝叶经)
의 형태로 나타났고 16-17세기부터는 종이로 만들어지
기 시작했다. ‘문신도감’의 면지에는 책명, 본문, 집필 또
는 전사 날짜, 저자 등이 포함되었다. 본문은 일반적으로 
패턴, 문자, 사승 관계, 문신 금기 등을 포함한다, 제작된 
문신도감의 내용은 표지를 비롯해 도안, 도안에 대한 설
명, 저자명과 출판년도, 출판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지에 표시된 성서 연대는 태족 달력을 기본으로 하며, 어
떤 것은 여름 달력의 시간을 함께 표시한다. 문신도감에 
나오는 주문과 부적의 사용은 문신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떤 주문은 직접 물을 뿌려서 그리며 이 경우 문신과는 
다른 형식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특수한 
효능인 호신 기호 등을 위해 사용됐다. 

Fig. 3. palm leaves Sutra & Fold style bnding 

4.2 문신도감의 이미지 분류
문신도감의 이미지는 Table 1.과 같이 3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문자이미지는 주문으로 태문(傣文)을 포함한 
버마문(缅文), 시엔루어(暹逻)문 등이다. 다음은 자연과 
사물의 이미지로 동물, 식물, 도구 등이다. 마지막으로 문
자와 이미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주문이다. 문자 이미지 

조합은 첫째는 동물류로 용, 뱀, 표범, 사자, 기린, 코끼
리, 호랑이, 소 ,양, 공작 등의 동물이다. 둘째는 식물류로 
나뭇잎을 포함해 들풀 대나무, 꽃잎 등 식물이다. 셋째는 
몇 가지 도형류로 직선을 포함한 곡선, 원형, 사각형 및 
비늘 모양의 몇 가지 형태 등으로 나눈다. 넷째는 불교관
련 종교향(向)류로 불상, 절, 불탑 등이 있다. 다섯째는 인
물류로 각종 사람형태 및 반인반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
다. 여섯째는 기타 사물의 형상으로 가위를 포함해 칼, 
검, 방울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13].

Classificati
on

Image
Tattoo type

Text
Sentence[14]

Taemoon, Burmeseomun, Sienluomun, etc.

Nature

.Flora 
+ 

Fauna[15]

Animals, plants, tools, etc

Text & 
images 

Animal 
+ 

Text[6]

Dragons, snakes, leopards, lions, giraffes, elephants, tigers, 
cows, sheep, peacocks, etc.

Plants 
+ 

Text[15]

Wild grass bamboo, petals, including leaves，etc.

Shapes 
+ 

Text[15]

Any of several shapes, such as curves, circles, squares, 
and scales, including straight lines, etc.

Buddhism
 + 

Religion[11] 

A incense burner, a Buddhist statue, a temple, a fire tower, 
etc.

Face 
+ 

Text[15]

Each species of person and semi-human half-human form

Character 
+

Text[15]

 A knife, sword, bell, etc, including scissors

Table 1. Type of Dai Tatto par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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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중국의 소수민족인 태족은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중국의 개혁으로 문신 문화가 점차축소 되고 있다. 중국
의 개방 정책 전 태족의 문신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문신
을 의식적으로 시술 하였으나, 개방정책 이후 몸에 문신
하는 사람들과 문신을 시술하는 문신사에 대해 정부의 
시책에 따른 불이익으로 문신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
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문신을 받
고 있다. 

문신은 불교사찰에서 행해진 예식의 하나로 ‘문신도
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고 사찰스님이 문신을 
시술하였다. 또한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과거와 달리 젊은 세대에서는 어린 시절 신체에 새긴 문
신만을 지니고 있으며 소수 인원에 한하여 성인이 되어
서도 문신예식을 하였다. 그 외 태족 사람들의 현대 문명
인 문신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으며 그로인해 신체
의 문신은 중년 이상의 성인에게서만 점진적인 시술의 
문신을 볼 수 있다. 

문신도감에는 대부분 이미지만 그려져 있으며 문신이
미지 해석은 문신을 받은 사람의 경우 받은 문신에 대한 
해석만 알고 있으며 전체적인 이미지의 해석의 시술자인 
스님만이 알고 있다. 

또한 태족은 문신 시술의 예식을 일반인이 할 경우 문
신이 주는 시술적 의미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문신 시술자인 문신사 스님들의 고령화도 
계승자가 필요하며, 문신 문화의 의식이과 이미지에 따른 
해석이 단절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어 문신 이미지에 
대한 해석 작업으로 문신문화의 기록보존이 필요하므로 
기록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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