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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정의례家庭儀澧란 일생동안 출생, 결혼, 장례 등 가족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예절을 일컫는 말로 중국의 주희가 1169년에 쓴 책 『가례家禮』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에서 가례란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일컫는다. 1969년에는

「가정의례준칙」이 반포되었는데, 성년례·혼례·상례·제례·수연례에 관한 

의례 내용 및 간략한 식순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준칙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나 

준칙의 보급과 실천의 권장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는 사상적으로 민속신앙의 기반 위에 불교, 유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적 영향을 받아왔다. 역사적으로는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며 생활 

속 가정의례의 종류와 관습이 변화해왔다. 오늘날에는 도시와 농촌, 지역적 

관습과 종교, 개인의 주거 형태 및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례가 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례의 범위설정을 통해 

도출한 주요 가정의례 범위인 출생, 결혼, 장례를 중심으로 가정의례의 역사와 

유래를 짚어보았다. 특히 의례 상황에서 사용된 의례와 관련된 물품들을 

유형적 매개물Tangible Medium로 정의하고, 각 매개물이 갖는 전통적 의미와

그 형식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작품연구에서는 크게 무병장수, 인연과 금슬, 수호와 염원 등을 상징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문양에서 비롯된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출생, 결혼, 장례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데일리 오브제Daily Objet와 같은 유형적 

매개물의 제안을 통해 전통적인 가정의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안에 있는 

본연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어  가정의례, 통과의례, 관혼상제, 의례, 유형적 매개물

학번  2017-3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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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의례儀禮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선명하게 구분되는 

의상이나 장식물을 수반하고, 사회 연대의 가치나 결혼, 죽음 등의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여 마음에 강하게 새기는 작용을 한다1. 의례는 문자화된 

규칙보다 주로 구전과 답습을 통해 전승되는 특징이 있다. 가정의례Family rite

란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예절을 일컫는 말로 중국의 주희가 1169년에 쓴 책 

『가례家禮』에서 유래되었는데, 여기서 가례란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한다”는 

취지의 「가정의례준칙」이 반포되었다. 혼례, 상례, 제례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가정의례준칙」은 2019년에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유지되고 있으며,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수연례에 관한 내용 및 간략한 식순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준칙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나 준칙의 보급과 실천의 권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도시와 농촌, 지역적 관습과 종교, 

가구 형태 등 개인의 생활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례가 운용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결혼, 이사, 장례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의례가 날마다 치러지고 있다. 이러한 의례는 그 절차와 종류가 

간소화되거나 생략되는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을 겪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급격한 인구 변동과 가구 형태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019년 

현재 전체 가구 수 중 1인 가구는 29.3%2에 달하며 점차 증가하는 중이다. 

혼인율 및 출산율은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가정의례의 양상 역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례나 수연례 같은 전통적인 가정의례는 점차 축소되고 혼례나 돌잔치와 

1     종교학사전편찬위원회,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p.98

2     KOSIS,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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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례 역시 간소화되는 추세이다. 핼러윈 데이와 같은 서양식 기념일이나 

밸런타인 데이, 빼빼로 데이와 같은 새로운 의례가 기업의 마케팅과 소비자의 

호응을 통해 기념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가정의례에 걸맞은 새로운 

시각이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공포한 「건전가정의례 

준칙」에 근거하되 최근의 행태를 분석·종합하여 가정의례의 범위를 

설정하고, 여기에서 파생된 의식적 장식물과 의상, 행동 양식을 시각이미지를 

중심으로 포착하여 그래픽 디자인의 시점에서 현대 가정의례에 대한 유형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늘날 한국의 가정의례는 어디에서 파생되어 

오고 변형된 형태인지, 각 의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역사적 기원을 짚어 

본다.

   폴 랜드Paul Rand는 “작은 메모지에서 거대한 빌딩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시각 디자인을 요구하는 분야는 끝없이 많다. … 여느 문화기관과 달리 기업은 

하루하루 사업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좋은 디자인을 통한 선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3고 말했다. 같은 개념을 가정의례에 적용한다면, 

한국사회의 일상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가정의례에 디자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가정의례에 사용되는 유형적 매개물에 관해 살펴보고 분석하여,

현대 의례 문화에 적합한 새로운 시각연구 작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헬렌 암스트롱, 『그래픽 디자인 이론 그 사상과 흐름』, 이지원 옮김, 비즈앤비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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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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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가정의례의 정의

가정의례라는 개념에 관해 정의하기에 앞서 ‘의례’의 개념과 관혼상제, 

통과의례, 세시풍속에 관한 개념을 살펴본다. 가정의례라는 말이 처음으로 

통용된 건전가정의례준칙 법령의 시행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연구범위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의례

의례儀禮라는 개념은 원래 종교적인 의식이나 일정한 규칙에 따르는 예식을 

가르켰다. 19세기 말 인류학과 민족학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 중에서 행하여지며, 여러 가지 노래나 춤, 선명한 의상이나 

장식물 등을 수반하고, 어떤 경우에는 장엄한 분위기를, 또 어떤 경우에는 

들뜬 상태를 만들며, 일상생활 중의 언어나 통상의 기술적 도구 등으로는 전할 

수 없는, 사회 연대라는 가치나 결혼·죽음 등의 중대한 사건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마음에 강하게 새기는 작용을 한다4”는 정의가 갖추어졌고 이후 

종교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일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 전반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한편 의식儀式, ceremony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방식을 뜻하는 말로 비교적 적은 범위의 의미에 해당한다. 의례란 한마디로 

비일상성을 전제로 하는 인간사의 특별한 예식이다.

2. 관혼상제

관혼상제冠婚喪祭는 관冠·혼婚·상喪·제祭의 4가지 예법의 통칭이다. 과거에는 

남자 나이 20살이 되면 머리에 갓을 쓰는 의식인 관례를 행하고, 여자 나이

15살이 되면 머리에 비녀를 꽂았다. 혼례는 혼인하는 예법, 상례는 상중

4     종교학사전편찬위원회,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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喪中에 행하는 예법, 제례는 제사 지내는 예법이다5.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주희의 「가례家禮」에서 유래된 관혼상제는 현대에 들어서 성년의 날, 결혼식, 

장례식과 제사 및 차례로 그 명맥을 각각 달리하며 전승되고 있다.

3. 통과의례

통과의례通過儀禮, Les Rites de Passa는 개인이 새로운 지위·신분·상태를 통과할 

때 행하는 의식이나 의례를 말한다6.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민속학자인 반 

즈네프Arnold van Gennep가 1909년 처음으로 사용한 말로, 장소,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의 변화에 따른 의례를 가리킨다. 그에 의하면 통과의례의 과정을 통해 

개인은 의례적으로 죽고, 출생하고, 양육되고, 단련되어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다. 통과의례 과정을 통해 출생, 성숙, 번식, 죽음이라는 현실에 기초한 

자연적 현상들로부터 한 개인의 문화적 가치가 부여된다. 신생아를 축하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는 생물학적 현상으로부터 출발한 자연스러운 순리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가장 가까운 경험이며, 이를 통해 개인은 순환적인 통과의 

과정에 참여하여 조직화를 이루고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게 된다7.

4. 세시풍속

세시풍속歲時風俗, Annual Cyclical Rituals은 한 해를 주기로 반복되는 연중의 각 

명절에 행해지는 관행을 의미한다. 민속 현상으로서의 세시풍속은 17세기 

실학이 대두하며 처음 본격적으로 기술되었는데, 중국 중심의 역사의식을 

탈피하고 한민족의 주체성을 찾고자 하는 당시의 학풍에 힘입어 점차 

대두되었다8.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는 설날과 대보름, 화전놀이, 단오, 추석 

등이 있는데, 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한 의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점차 그 의미가 사라져 

5     김시덕, 「관혼상제」『한국일생의례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4

6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6

7     캐서린 벨, 『의례의 이해』 오산, 1989, p,270

8     이은봉 외, 「한국 의례문화 연구사 및 연구방법」 서울:1997,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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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특히 마을, 집안과 같은 공동체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특징으로 인해 실효성이 비교적 적은 등의 문제로 

현대에서는 설과 추석 등이 대표적인 명절로 남아 주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5. 가정의례

가정의례家庭儀澧, Family rite란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예절을 일컫는 말로 

중국의 주희가 1169년에 쓴 책 『가례家禮』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때의 가례란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일컫는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경국대전』에 관례·혼례·상례·제례를 포함한 관혼상제가 규정되었다. 

이 당시에는 신분에 따른 차등에서 비롯된 사치와 낭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기독교의 전파와 산업화, 현대화 

과정을 거치며 점차 도시에서는 전통적인 가정의례가 사라졌지만 농촌에서는 

비교적 꾸준히 계승되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가정의례는 가정 내에서 

벗어나 점차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치러졌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의례를 

중심으로 한 사치와 폐단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1969년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하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가정의례라는 말은 이 준칙에서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9, 이 「가정의례준칙」에 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그 특징과 변화를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6. 가정의례준칙

(1) 가정의례준칙의 제정

   1969년 최초로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조장함으로써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함을 

9     김득중, 「실천가정의례」 서울:중화서원, 2013,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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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10” 취지로 발표되었다. 주로 혼례, 상례, 제례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의례준칙」제정(1969년)11

•근거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69.1.16, 법률 제2079호)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시행령」(1969.1.16, 대통령령 제3749호)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강화」(1969.5.3, 국무총리 훈령 제77호)

• 경과

정부는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제정하여 가정에서 

행하는 혼례 상례 제례와 기타 가정의례를 보급 실천하기 위해 보건사회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가정의례실천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와 시(구를 포함) 군에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에 의거하여 1969년 3월 5일을 기하여 「가정의례준칙」이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어 대통령의 공시로 확정 공포되었다. 정부는 새로 제정된 이 준칙의 보급과 

실천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으로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강화」를 제정하여 공무원과 

각급 관공서가 솔선수범하여 준칙의 보급과 계몽에 앞장서도록 권장하였다.

• 내용

1. 준칙의 기본성격

새로 제정된 준칙의 기본성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가. 복잡다양하고 허례 허식화된 가정의례를 국민 모두가 쉽게 알고 실행하게 하여 어느 

사람도 어색한 느낌이 없으면서 간편하고 정중하게 실천할 수 있기 위한 새 기준의 

설정이다.

나. 지역이나 씨족에 따라 각양각색이던 지금까지의 가정의례를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10     김용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국가정보기록원,  2006

11     정현주,  <「가정의례준칙」 제정(1969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 콘텐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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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종파별로 시행되고 있는 종교의 

예식까지도 그 기본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범국민적 

규범이다.

다. 합리성과 능률 위주의 현대적인 

생활감정에만 치우친 나머지, 엄숙하고 

경건하여야 할 우리 가정의례가 지나치게 

간소화되거나 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의 제시이다.

2. 준칙의 주요내용

가. 혼례

약혼은 당사자의 합의로 호적등본과 

혼인신고서를 첨부한 약혼서의 교환으로 

그치게 하고 사주나 혼서지 교환과 약혼서

        등은 하지 아니한다. 혼인초청의 범위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에 한하고 청첩장은 내지 아니한다. 혼례식 장소는 양가의 

가정이나 공회당12 등으로 하며, 화환을 보내는 등의 화려한 부조 방법은 피하도록 한다. 

혼인신고서에의 서명 날인은 신랑 신부가 혼례식에서 직접 하게 하고, 신행은 당일로 하되 

폐백과 예물은 간소하게 한다.

나. 상례

호곡13은 삼가하게 하며, 상제가 머리를 풀거나 맨발이 되는 일이 없게 하고, 수시14 때 심한 

결박도 하지 아니한다. 부고서식은 한글로 하고, 관공서 및 직장 명의와 관련된 부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례의 염습 및 입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상15의 설치와 성복제16는 지내지 

아니한다. 상제의 복장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남·녀의 양복·한복을 구분하여 한복은 흰 

12     일반 대중이 모임 따위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집, 회관.

13     소리를 내어 슬피 욺. 또는 그런 울음.

14     고복(皐復)이 끝난 뒤, 시신이 굳기 전에 손발을 바로 펴서 끈으로 대충 묶는 행위.

15     영좌 설치 후 제상을 마련하고 고인께 드리는 첫 의례로 초배상이라고도 한다.

16     입관 후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목욕재계를 하고 상복을 입는 의례.

그림 1  가정의례준칙 홍보물

         (국립민속박물관,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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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양복은 검은 색의 평상복으로 하되 굴건17과 머리테 등은 간단한 상장으로 대체한다. 

상가에서 음식 접대는 하지 아니하며 조객도 조화 등은 보내지 아니한다. 장지는 공공묘지 

또는 공공 납골당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구는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로 하되 상여를 

쓰는 경우에는 노제18 등은 지내지 아니한다. 평토제19는 지내지 아니하며 삼우제20는 첫 

성묘로 대신한다. 부모·조부모의 상기는 100일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모두 장일까지로 

하되 궤연21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탈상제는 일반 기제에 준하고 축문은 한글 서식으로 

한다.

다. 제례

제례는 기제22와 종래의 절사23 천신24 묘사25 시제26를 폐합한 절사 및 연시제27로 구분한다. 

기제는 부모·조부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별세한 날 일몰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며 

양위를 합설한다. 절사는 직계조상을 합설하여 추석절 아침에 지낸다. 연시제는 부·

조 2대를 합설하여 1월 1일 아침에 지낸다. 제수는 평상시의 반상음식으로 한다. 지방은 

사진으로 대신하고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의 서식은 한글로 한다. 축문의 서식은 

한글로 한다.

(2) 가정의례준칙의 변화

1973년 가정의례준칙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는데, “허례허식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강제성을 보유하게 되어 

17     상복에 쓰는 관.

18     상여가 장지로 가는 도중에 거리에서 지내는 제사.

19     장례 때 광중의 흙이 평토가 되면 신주를 만들어 그 앞에 모셔놓고 지내는 제사.

20     장례 후 3일째 되는 날 묘지를 찾아가 지내는 제사.

21     빈소.

22     기제사,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23     차례.

24     첫 수확을 끝내고 햇곡식으로 집안의 신을 위하는 제의.

25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로 주로 10월에 5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

26     사시제. 1년에 네 번, 즉 춘하추동의 계절마다 고조 이하의 조상을 함께 제사하던 문중 제사.

27     설날 아침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2대를 함께 지내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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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정의례준칙 상례 학습교구 (국립민속박물관, 1970년대)

그림 2   가정의례준칙홍보물 (국립민속박물관, 1937)

가정의례를 최초로 법률로 규제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사회기풍을 진작하고  

허례허식을 철폐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가에 조화를 열 개 이상 진열할 수 

없다”는 규정에 관한 일제 단속이 시행되기도 했다28. 그 후 「가정의례준칙」은 

개정 및 보완을 거쳐 1999년 8월 31일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되고, 2008년 10월 14일 전면 개정되었다29.

28     박태호, 「장례의 역사」 서울, 2006

29     김종희, 「A Study on Changes in Sound Family Rite Standards」차문화학, 2014. 25권 21p~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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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 가정의례준칙 개정안

2019년 현재의 「건전가정의례준칙첨부 130」은 성년례·혼례·상례·제례·

수연례에 관한 의례 내용 및 간략한 식순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강제성을 

띠지 않으나 준칙의 보급과 실천의 권장을 전제로 한다. 오늘날 도시와 농촌, 

지역적 관습과 종교에 따라 각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례가 운용되고 

있다.

30     본문 pp.106-109. <첨부 1: (개정안)건전가정의례준칙[시행 20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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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의 가정의례

1. 현대의 가정의례 변화의 원인분석

그렇다면 현대의 가정의례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급변하는 인구 형태 및 가구 형태의 변화로 기인한 ‘가정’

개념의 변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발달과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보편화함에 따라 만남 자체가 축소되고 의례의 단계가 

변형되거나 생략되기도 한다. 의례 자체를 허례허식으로 인식하거나 삶 속 

의례에 있어 개개인에 따라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등, 의례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인식에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인구의 변동

유교적 관습을 바탕으로 한 대가족 중심의 문화는 산업화 과정과 함께 

핵가족화를 거쳐왔다. 2019년 현재 평균 가구 수는 2.4명이며 이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29.3%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의 출산율31은 0.98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다. 혼인 건수는 7년 연속 감소 중이며 2019년 2분기의 혼인 

건수는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32.

   통계청은 ‘2017~2047년 장래 가구 특별 추계’를 통해 2047년이 되면 1·2

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2.3%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1인 가구 중 

70대 이상인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가구주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황혼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급증할 것을 예측한 결과이다.

   한편 젊은 층으로 구성된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전통적인 

가정 개념이 해체되고 2000년대 이후 취업난, 경제난으로 비롯된 2030세대의 

31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

32     한재준,  “6월 인구 겨우 1000명 늘어…출산·혼인 또 역대최소” 뉴스1, 20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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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취업 및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비혼주의, 이혼율의 

급증 등에 따라 최근에는 N포세대라는 말도 등장했다. 취업·출산·연애를 

포기한 3포 세대에서 취업·내집마련 포기가 추가된 5포, 더 나아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란 의미이다33. 이러한 N포세대나 1인 가구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가정의례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기에 보다 현대적 

실정에 맞도록 절충된 형태의 신 가정의례 풍속이 등장하고 있다.

(2) 사회관계망의 보급과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의 대두

전통적인 세시풍속을 기념하는 마을 잔치는 과거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가장 먼저 산업화 단계를 거치며 생략되었다. 스마트폰과 SNS

의 보편화로 만남 자체가 줄어들고, 도시화로 인해 집단주의적 성향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에 중시되던 가치체계에 큰 변화가 

도래했다. 개인주의 성향에 따라 만남과 모임 자체가 축소되고, 치러지는 

행사에서도 참석 인원, 행사의 식순과 시간도 간소화되고 있다. 청첩장을 

모바일로 보내거나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카카오뱅크

kakaobank와 같은 모바일 뱅킹으로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경우도 늘었다. 

생일선물을 기프티콘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2. 전통적 의례의 변화양상

앞서 살펴본 원인을 통해 전통적인 가정의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항목에서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의례인 돌잔치, 혼례, 장례식 및 수연례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후 

서구에서 유입된 의례, 데이 문화와 같은 새롭게 등장한 의례를 살펴본다.

(1) 돌잔치

의학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태어난 아이가 백일이 된 것을 기념하던 

33     최한결,  “일본의 사토리 세대, 한국의 N포 세대”, 투데이코리아, 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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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잔치가 현대에는 그 의미가 옅어지고 축소되었다. 백일잔치는 보통 

생략하거나 가족 내에서 축하하고, 돌잔치를 위주로 하되 가까운 친인척만 

모이는 소모임 및 돌파티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출생률이 낮아짐에 따라 

돌잔치의 횟수 자체도 줄어들었다. 과거 돌잡이를 하는 돌상 위에 전통적으로 

남자아이는 종이와 붓, 책과 먹, 활과 화살 등을 올려놓고 여자아이의 상에는 

칼과 가위, 실패와 옷감, 자와 바늘 등을 올렸으나 이 중 공통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실 꾸러미와 국수, 부자가 될 것을 예견하던 곡식과 엽전 꾸러미 

정도가 현대 돌상에 남아있고 뚜렷한 남녀구분은 사라졌으며 새로운 직업과 

장래에 대한 기대로 마이크나 판사봉, 청진기, 축구공과 같은 물건들이 

돌상 위에 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돌잡이의 전통적인 의미에 오늘날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장래희망에 관한 부모의 바람이 곁들여진 절충적 

산물이다.

(2) 혼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혼인율은 2019년 2분기에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 1인 가구 및 비혼주의의 증가와 더불어 높은 이혼율도 혼인율의 저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혼례 과정도 크게 간소화되고 있는데, 예식 전후의 함 

보내기와 폐백 단계가 생략되기도 하고, 과거와는 달라진 성 역할로 인한 성 

의식과 고정관념의 변화로 반반 결혼이나 예단과 예물의 개념이 생략되거나 

대체되는 등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예식의 경우 

전통혼례보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의 서양식 예식이 주를 이루는데,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서양식 피로연은 짧은 시간의 식사 시간으로 간소화되고 

예식 절차 역시 간략히 절충된 양상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주례 

없이 예식을 진행하거나 제한된 인원만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 등 다양한 

형태가 새로이 등장했다. 한편 결혼식에 부를 인원이 적거나, 주변인들의 낮은 

참석률을 걱정한 결과로 하객 인원을 채우기 위한 ‘하객 아르바이트’라는 

새로운 풍토가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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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례

장례문화는 1980년대 이후로 공동묘지 용지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통적인 매장 대신 화장火葬하여 유골함에 보관하는 납골 문화가 확대되었다. 

또 수목장과 같은 새로운 문화도 등장했는데, 의례의 간소화 추세와 환경 

보전에 관한 관심에 따른 대안적인 장례문화가 결합된 결과이다. 한편 

웹상에서 고인을 기리는 ‘디지털 장례문화’도 2000년대 이후 새로이 

등장했다.

(4) 수연례

환갑, 고희연 등 장수를 축하하는 의례를 일컫는 수연례 또한 축소되고 있다. 

과거에는 60세의 환갑, 70세의 고희연, 80세, 90세, 100세의 축하연, 77세의 

희수연, 88세의 미수연 등의 장수를 축하하기도 했다. 현대에 들어서 의학의 

발달과 생활·보건 수준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는데, 

1970년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58.6세, 여성 65.5세였으나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성 79.7세, 여성 

85.7세가 되었다. 이에 신체 및 정신적 나이의 젊음을 위시하고 나이 듦을 

거부하는 사회적 풍토의 확대로 노년층에서도 장수를 기념하는 의례를 

생략하거나 가족과의 식사나 기념 여행 등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또한 

황혼이혼의 증가 및 졸혼卒婚문화의 등장 등 새로운 풍속 또한 가족이 모이는 

수연례 행사 감소의 또 다른 이유일 수 있다.

3. 새로운 의례의 등장

(1) 데이 문화의 등장

국가에서 지정된 공식적인 기념일이나 국경일이 아닌 오늘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세시풍속으로 ‘데이 문화’를 들을 수 있다. 주영애(2015)는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원도 알 수 없는 ‘날’을 일반인들이 제각기 

의미를 부여하여 일련의 행사, 나눔, 교류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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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자본주의와 소비문화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세시풍속을 대체하는 새로운 

연중행사라고 지적했다34. <표 1>35의 

기념일에 관한 인식 조사 통계에 따르면 

기념일로 인식하고 의례를 치르는 데이 

문화로 밸런타인 데이와 빼빼로 데이, 

화이트 데이 등이 조사되었다.

(2)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의례

성탄절은 1949년 최초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기독탄생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었다.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의 경우 교회나 성당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를 지내는 한편, 비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연말연시를 축하하는 명절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표 1>의 기념일 인식 조사를 보면 5위 항목으로 핼러윈 데이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본래 핼러윈 데이는 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켈트족의 

삼하인Samhain 축제에서 유래된 날로 죽은 자의 영혼을 쫓기 위해 귀신 분장을 

하는 풍습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10월 31일에 귀신 분장을 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뿐 아니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탈과 여흥을 중점으로 한 데이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34     주영애, “세시풍속과 데이 시리즈 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 『유학연구』 제 32집,

2015.5 pp.380-381

35     권연수, “웬만하면 챙기는 기념일 1위 ‘밸런타인데이’ 2위 ‘빼빼로데이’, 데이 문화에 대한 생각은?” 디지틀조선일

보,  2019.8.26

표 1    기념일에 대한 중요도 인식 조사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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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범위 설정

앞서 살펴본 바, 전통적으로 가정의례라고 여겨지던 개념이 사회변화에 따라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새로운 의례 문화가 등장하여 의례 문화에 대한 범주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현시점에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여러 의례 

행위를 폭넓게 조사한 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분류하여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1. 가정의례의 범위설정

(1) 공공기관 휴가 운영기준

가정의례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근거로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휴가 

운영기준36」을 <표 2>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이 기준을 토대로 하여 공적인 

상황에서 휴가를 부여함은 곧 개인의 일생 사건 중 그 중요도를 인정받는 

일이라고 가정한다. 「공공기관 휴가 운영기준」은 주로 출산, 결혼, 사망과 

관련된 항목이 대다수이며 항목별로 경조사의 당사자가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세한 휴가일 수가 다르다.

3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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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 10일 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2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90일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5일 5일

임신기간 12∼15주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1일 1일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

자녀돌봄휴가 2일 -

(그 외 사유 추가) - -

표 2 공공기관 휴가운영기준표, 정규직 기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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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례의 종류

통상적으로 의례를 말할 때,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준거한 관혼상제와 같은 

의례 이외에도 국가지정 법정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는 의례나 개인의 생활 

및 신분 변동을 기념하는 통과 의례적 개념에서의 의례, 공적 상황에서의 

의례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각 의례가 발생하는 기간은 짧거나 며칠에 걸쳐 

발생하기도 하는 등 각기 다르기에, 분류 시 특정일이나 상황을 모두 아우르는 

의례 행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삼았다.

1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는 의례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 성탄절(크리스마스)

2 공휴일 이외의 기념일의 의례

 어버이날, 스승의날, 어린이날, 성년의 날

 데이 문화: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3-1 개인의 관혼상제에 연관된 주요 의례

 출생(임신, 출산, 백일, 돌잔치, 생일)

 결혼식(상견례, 함, 예식, 폐백, 신혼여행, 집들이, 결혼기념일, 금혼식)

 수례연(회갑,  고희연)

 제사(성묘, 기제사) / 장례식(임종, 입관, 발인, 장지, 화장 및 매장)

3-2 개인의 생활 변동에서 유래하는 의례

 주거변동: 이사, 집들이

 직위변동: 입학식, 졸업식, 취업, 이직 및 승진, 군입대

4 세시풍속과 전통과 연관된 의례

 정월대보름, 복날, 한식, 동지, 김장

5 그외 공적 의례

 준공식, 개업식, 고사 / 공연, 전시 등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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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례의 연구범위 설정을 위한 그래프

(혼)

(상)

(제)

<법정휴가>

출산 결혼식

수례연

장례식

제사, 차례

<가정의례준칙>

(관) 성년례

설날

<세시풍속>

추석

정월대보름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날

동지

<가정의 달>

복날

한식 ...

어버이날

어린이날

<서구식 명절>

<데이 문화>

성탄절

부활절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스승의날 핼러윈데이

빼빼로데이

사
적

 의
례

<<공적 의례>>

준공식

개업식

개교/창립기념

고사

공
적

의
례

<<사적 의례>>

이사

집들이

<개인의 주거 변동>

<개인의 직위 변동>

입학식, 졸업식

취업, 합격, 이직, 승진

군입대

생일, 기념일

<개인의 축하>

공연, 전시 등

발표회

<통과의례>

가정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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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의례의 범위설정 

(2)에서 나열된 의례를 각 속성에 따라 <표 3>과 같이 재배치하였다.

「가정의례준칙」에 등장하는 항목과 세시풍속, 서구식 명절, 데이 문화, 

국가지정공휴일 등을 기준으로 정렬하였다. 법정 휴가는 <표 2>의 공공기관 

휴가운영기준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앞의 <표 3>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가정의례의 범주로 

재설정하였다. 가정의례준칙에 포함되는 관·혼·상·제와 법정 휴가와 

통과의례 범주에 동시에 해당되는 출생 항목이 포함되었다. 가정의달의 경우 

명확한 인식과 행사를 전제로 하나 어린이날을 제외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또 세시풍속에 해당하는 항목 중 설과 

추석만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에 본 연구범위 내에서 타 개념과 중복되는 

부분관혼상제 중 제의 차례, 성묘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세시풍속은 가구와 

개인별로 의례를 치르는 정도의 의식 수준의 차이가 있기에 설과 추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제외한다.

   이를 토대로 축약한 1차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을 1차 연구범위로 정하고, 1차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시각적 도출물을 적용할 대상으로 2차 연구범위 

설정, 추후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

출생 -출생, 백일, 돌잔치, 생일, 수연례

-상견례, 함, 예식, 폐백,

-임종, 입관, 발인, 장지, 화장 및 매장

결혼식

장례식

가정의례

표 4 1차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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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의례의 요소 분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보다 

세부적으로 도출해 보도록 한다.

(1) 의례의 형태적 분류

 •무형적 요소: 시간적 요소(의례 발생 시간 및 지속시간),

  행동 양식(참석자, 인사, 행사 절차, 절, 축의 및 조의 등의 행동 양식),

  규칙(의례 순서, 허용사항 및 금기사항)

 •유형적 요소: 공간적 요소(의례 발생 장소),

  물리적 요소(화환, 음식, 의복, 의례용 매개체 등)

(2) 의례에 사용되는 유형적 매개물 분류

이 중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의례의 유형적 매개물 

Tangible Medium이라 정의하고, 이를 용도 및 종류별로 분류해본다.

1 화환류: 축하 화환, 꽃다발 

   우리나라에서는 지인의 결혼 및 장례식에 화환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어느 기관의 누가 보냈는지가 리본에 적혀있다. 화환이 많고 크기가 

클수록, 증여자나 기관이 저명할수록 수취인의 위상이 올라가는 제삼자를 

의식하는 전형적인 선물이 된다37. 이외에도 집들이나 개업식에는 화분을, 

졸업식이나 결혼기념일과 같은 날에는 서로 절화로 이루어진 꽃다발을 주고 

받는 경향이 있다. 장례식장에서는 국화를 헌화의 용도로 사용한다.

2 음식류: 의례용 음식(떡국, 송편, 차례 음식, 제사 음식, 잔치 음식, 이바지 음식 등),

    음식에 장식을 하는 경우(돌상, 차례상), 의례 참가자가 의례 전후

            의미를 두고 먹는 음식(백일 떡, 수수 팥떡, 음복, 고시레 등)

   의례를 위해 마련되는 음식과 의례 전후에 의미를 갖고 복을 빌며 먹는 

음식 등으로 나뉜다. 떡은 과거에 갖던 세시풍속에 따라 다른 종류의 떡을 

37     김정주, 『우리는 왜 선물을 주고받는가 - 선물의 문화사회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p.43



33

계절에 맞게 즐겼던 성격과, 통과의례식으로서의 기능이 최근 줄어들고 명절 

차례상에 올리는 용도 혹은 잔치의 답례품의 기능이 주가 되었다38. 

3 의복류: 예복, 드레스코드(행사 당사자 및 참가자의 복장 규정. 한복, 정장, 상복 등)

   백일잔치 및 돌잔치, 결혼식 등의 축하 의례에서는 행사 당사자가 한복이나 

예복을 입고 참가자 및 주변인들은 정장 혹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결혼식은 최근 들어 서양식 결혼문화가 유입된 

이래로 절충적 형태로 굳어져 있다. 신랑과 신부는 턱시도와 드레스 등의 

서양식 예복을 입고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는 한복을 차려입는다. 하객들의 

드레스코드는 단정한 옷차림에 여성 하객은 흰 드레스를 삼가는 등의 암묵적 

규정이 존재한다.

4 선물과 답례품: 의례에 참석하여 주고받는 부조금과 선물(돌 반지, 돈 봉투)

   의례 상황에서 오가는 다양한 선물 중 대표적으로 부조扶助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결혼과 장례는 많은 손님이 오가기에 손님들이 전해준 돈의 

액수를 장부에 기록해두었다가 보답을 할 때 참고하기도 한다. 이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농번기에 노동력을 빌리고 갚던 품앗이 문화와 일맥상통한 

일종의 협동 체제이다39. 

5 의례용 매개체: 그 외 일상생활이 아닌 의례 상황에서 사용하는

              특정 용도의 매개체 및 시각물

              (리본, 공간장식, 초대장, 청첩장, 현수막, 휘장, 돌상 등)

   의례는 기본적으로 비일상을 전제로 하는데, 특히 전통적 의례는 비실용적이고 

비합리적인 특성을 보이기에 다른 일상적 행동과 구분되는 성격을 갖기도 한다

40. 현대의 의례에 사용된 각종 매개체는 현시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절충해 왔다. 

위와 같은 유형적 매개물을 연구범위에 적용하면 <표 5>과 같다.

38     옥정원, 「현대사회에서의 떡의 의미와 기능 - 종로구 낙원동 떡 골목을 중심으로」중앙민속학,  2011, Vol.16, 

p.170

39     같은 책, p.29

40     캐서린 벨, 『의례의 이해』 류성민 옮김, 오산, 1989,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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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종류 소요
시간

발생공간 유형적 매개물

음식 복식규정 선물 의례용 매개체

생 출생 1일 병원/가정 미역국 - 축하선물 -

생일 1일 잔치장소 생일
케이크

- 생일선물 축하카드
(축하 메시지,
이모티콘)

수연례 1일 잔치장소
(혹은
여행으로 
대체)

뷔페 등
잔치음식

한복/정장 축하선물/
부조

초대장, 현수막,  잔치장식, 
부조봉투

백일 1일 잔치장소 백일떡 한복/정장 축하선물 백일상

돌잔치 1일 잔치장소 돌떡 한복/정장 돌반지
답례품

돌상,  돌잡이

혼 상견례 1일 상견례
모임장소

한정식 등 
음식

정장 - -

함 - 신부 집 봉채떡
(시루떡)
마른 북어

(한복/정
장)

예물 함(가방), 사주단자,  혼서지, 
비단(옷), 나무기러기,  오
복주머니

결혼식

1일

결혼식장 피로연
음식

예복 부조
(축의금)

청첩장, 웨딩케이크, 장식, 
부조봉투, 방명록

폐백 폐백장소 고임(대추,  
밤)산적, 
닭, 술

폐백용 
한복

절값 비단

피로연 피로연장 피로연
음식

한복/정장 - 식권

상 장례식 3일 내
외

장례식장(
빈소)

장례음식 상복 부조
(조의금)

관과 관포, 영정, 혼백(패), 
완장, 상장(리본), 조기, 부조
봉투, 방명록

제 제사 1일 내
외

가정 제사음식
고시레
음복

한복/정장
/단정한 옷

- 제삿상, 병풍

설날
(차례)

3일 내
외

가정 떡국
차례음식 
고시레
음복

한복/정장
/단정한 옷
*설빔

설 선물
세뱃돈

차례상, 병풍

추석
(차례)

3일 내
외

가정 송편
차례음식 
고시레
음복

한복/정장
/단정한 옷

추석 선물 차례상, 병풍

표 5 가정의례의 유형적 매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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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표를 보면 현재 설정한 연구 범위 내에 다양한 유형적 매개물이 

존재한다. 특정한 음식이나 화환 등의 장식, 부조 봉투 등 구체적인 매개체를 

4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의례의 매개체의 경우 온라인 부조 

봉투나 생일 축하 메시지처럼 현시점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사례들을 시각 

이미지 및 문양 중심으로 살펴본 후, 현대인이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가정의례 매개물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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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의례의 분석

가정의례에 등장하는 시각적 매개물을 새롭게 제안하기에 앞서 1차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돌잔치, 혼례, 장례에 관한 전통적 유래를 살펴보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가정의례의 전통적 유래

(1) 돌잔치의 유래

민아영, 유안진(2003)은 전통적인 출생에 관련된 의례로 금줄, 산후조리, 신생아 

이름짓기와 첫 돌잔치를 꼽았다41. 금줄은 볏짚을 왼쪽으로 꼬아 삼칠일, 즉 

아이가 태어난 후 21일 동안 대문 앞에 걸어 부정을 물리치는 염원을 담았다.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는 주술적 염원과 동시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예방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42. 숯과 백지와 더불어 남아는 

고추, 여아는 솔가지를 끼웠는데 이 양상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금줄의 양 옆은 자르지 않고 길게 늘어뜨렸는데, 이는 아기와 산모의 장수를 

기원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그림 4.

41     민아영,  유안진,「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출생의례 및 아기행사에 대한 비교연구」2003, 아동 학회지, 

24(3), 45-56

42     구미래,「삼칠일」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편

그림 4   대문에 걸린 금줄 (한국학중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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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비교적 열악했던 의료, 위생 및 영양 조건으로 인해 높았던 영아 

사망률에서 비롯된 출생 의례가 삼칠일생후 21일, 백일생후 100일, 돌생후 1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으며 현대에 와서 그 단계와 의례 과정이 축소되며, 중요도 

또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돌잔치에 관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시대 말과 조선 초기의 문신이었던 권근이 둘째 아들을 위해 지은 시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네가 처음 태어났기에 돌잔치엔 나도 집에 갔었더니라. 재롱이 눈에 삼삼 

어제 같으니 보고픈 이 생각 뉘 그르다 하리. 꿈속에 자주 와 품 안에 드네. 만나 보면 

옷자락으로 끌어당길 걸. 동남쪽을 바라보며 오래 섰으니 아득아득 떠가는 한가한 구름.

   조선왕조실록에도 돌잔치에 관한 기록이 영조 41년을 비롯하여 9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정조실록에 백일과 돌, 돌상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궁중에서 돌 의례가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일百日이 채 안 되어 서고, 일 년도 못 되어서 걸었으며 말도 배우기 전에 문자文字를 

보면 금방 좋아라고 하고 … 돌이 돌아왔을 때 돌상에 차려진 수많은 노리갯감은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다소곳이 앉아 책만 펴들고 읽었다는 것이다.

(정조실록 정조대왕 행장行狀)

   조선 시대의 풍속화 중 하나인 <평생도平生圖, 그림 5>는 8폭 병풍으로 

돌잔치·혼례·과거급제·한림겸수찬·송도유수·병조판서·좌의정·

회혼례에 이르는 개인의 일생을 그린 그림이다. 8폭 병풍은 돌잡이를 하는 

돌잔치 장면이 담긴 초도관희初度觀嬉라는 이름의 첫 장에서 시작한다. 곳곳에 

길상을 상징하는 석류, 괴석, 학, 닭, 사슴 등이 새겨져 장수·입신양명·

부귀·다남 등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평생도는 조선 시대 사대부의 이상적인 

인생 여정을 시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43.

43     박정혜, 「평생도」『한국일생의례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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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평생도 중 <초도관희>에 등장한

          돌잡이 장면 (국립중앙박물관) 

   1912년 고종의 막내딸로 태어난 덕혜옹주의 돌사진그림 6을 보면 화관을 

쓰고 보를 장식한 당의에 스란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44. 

이와 같은 1900년대 초반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첫돌 사진이나 유물을 통해 

추측하면 첫 돌 복식으로는 경제적 여건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는 색깔 있는 옷감을 사용하는 형식이 많다45.

   돌 때부터 착용한 남아의 모자인 호건그림 7은 금색 글씨로 아기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덕담을 새기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나라는 뜻으로 

호랑이의 눈과 귀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남자아이 옷인 전복과 복건의 

가장자리에는 수복강녕壽福康寧, 인의예지仁義禮智, 효제충신孝悌忠信과 같은 

문구를 금박이나 자수로 장식하였는데, 이는 조선 시대에 주로 통용되던 

바람직한 인간상을 뜻하는 유교적 덕목이다46.

44     단국대학교 석주 선기념박물관, 『한국전통 어린이 복식』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p.50

45     같은 책,  p.169

46     조희진,『선비와 피어싱 』도서출판 동아시아, 2003  p.198

그림 6   덕혜옹주의 돌사진

         (국립고궁박물관)



39

그림 7   1920년대 호건. 핑크색으로 덧대어진 안감에 외조부의 글씨로

‘윤경아, 신통하다’라고 금분으로 새겨져 있다.(한국전통 어린이 복식)

그림 8    까치두루마기와 돌띠 (한국전통 어린이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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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아이가 머리에 쓰는 조바위에도 매화, 국화, 연꽃, 학, 복숭아꽃, 나비 

등의 문양과 총명聰明, 충효忠孝, 예의염치禮義廉恥 등의 글자 수·돌 띠그림 8

에는 벽사의 기준을 가진 붉은색을 사용하고 십장생, 모란, 나비, 박쥐와 

같은 문양이나 쌍희囍, 다남多男과 같은 글자를 수놓아 아기의 장수와 건강을 

빌었으며, 수수와 쌀과 같은 곡식을 넣은 주머니를 매어 달아 먹을거리 없이 

평탄하게 살기를 기원하기도 했다47. 또 버선에 아이를 점지하고 보살피는 

별인 칠성 무늬를 수놓기도 했다48.

   이렇듯 화려하고 적극적인 방식의 돌 치레가 있는 반면에 손이 귀한 집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히려 돌잔치를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새롭고 좋은 옷을 입은 아이가 악귀나 병마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다고 믿기기 때문이었다49. 이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개똥이, 쇠똥이와 같은 

아명兒名을 지어 붙였던 맥락과도 일맥상통한다50. 병마와 잡귀에게 아이가 

더럽고 천한 존재로 속여 아이를 보호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아이가 

47     단국대학교 석주 선기념박물관,『한국전통 어린이 복식』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p.109

48     조희진,『선비와 피어싱 』도서출판 동아시아, 2003  p.200

49     같은 책,  p.204

50     민아영,  유안진,「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출생의례 및 아기행사에 대한 비교연구」2003, 아동 학회지, 

24(3), p.48

그림 9  덕온공주의 돌상에 올랐던 오색실타래와 실방석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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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거나 다쳤을 때는 이러한 아명을 계속 부르기도 했다.

   1800년대의 유물인 덕온공주의 돌상에 올랐던 오색실타래와 실방석그림 6

을 통해 당시의 돌상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오색실타래의 경우 오방색을 

기준으로 중간색을 섞어 만들었는데, 이 중 검은색을 제외한 색동을 아기 옷 

뿐만 아니라 신부의 원삼이나 활옷 등의 경사스러운 의식에 사용하였다.

   1938년 동아일보에서도 돌상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51 

‘남아 돌상- 큰팔모판이나 보통모판에 다음에 말슴하는 여러 가지를 차려서 교자상 

같은데 올려노코 어린애는 방석우에 무명한필 까러 안칩니다. 쌀,돈,천자문,활,활살,

핵간지,색두루마기,색붓, 국수,대초,무명실과,명주실,먹,떡, 이상여러가지를 그림에 

보이는대로 위치를 노십시오. 여아돌상-여아돌상도 남아돌상과 같은데 그중에 천자와 

활이 없고 반절자, 가위자가 노입니다. … 떡가지 수효는 보통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힌무리, 콩버무리,콩찰떡,수수경단,찰경단,송편,꿀 떡,팟게피해서찰떡,메떡,

녹두게피한찰떡과메떡을 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빠져도 조흐나 가지수를 짝맞게는 

아니하는 법입니다.’ 

-조자호, 1938.3.19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돌 의례는 가정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며 유지되어 

왔다. 1970년대의 경우 형편이 비교적 나은 

가정에서 돌 사진을 찍어 남겼다. 2000년

전후로 상업화된 돌 이벤트 대행업체가 

등장하였는데 주영애(2014)는 돌 의례가 가정 

내에서 전문화된 인력이 대행해주는 의례로 

변모하고 있다고 보았다52.

51     주영애 「 돌 의례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과 지식, 돌 의례 상품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 회지, 

2014, 18:1, 1-28에서 재인용

52     위 논문, pp.23-25

그림 10  동아일보에 등장한 돌상

          (1938. 3.19. 3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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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례의 유래

신랑은 흰 말을 타고 보랏빛 비단 단령團領을 입으며 서대犀帶를 띠고 복시複翅 사모紗

帽를 쓴다. 청사등롱 네 짝을 들고 앞에 늘어서서 가고 안부雁夫는 주립朱笠에 흑단령 

차림으로 기러기를 받들고 천천히 앞서 간다. 신부는 황동정黃銅頂 팔인교를 타고 

사면에는 발을 드리운다. 청사등롱 네 짝이 앞서 가고 혼수를 들고 가는 사람 한 쌍, 

대추와 포, 옷함, 경대, 부용향을 받든 열두 명의 계집종이 정장 여복 차림으로 짝을 

지어 앞에서 인도한다. 유모는 검은 비단의 멱라를 쓰고 말을 탄 채 뒤를 따라간다. 또한 

이예관아에 딸린 종를 써서 혼행婚行을 호행護行시킨다. 

 -경도잡지

조선 시대의 세시풍속을 

묘사한 유득공의 『경도잡지』

에는 조선 시대 말 혼례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신랑은 당시에 

귀했던 보랏빛 비단으로 된 

단령을 입었다그림 12. 단령과 

서대는 관리의 집무복이었으나, 

혼례 때만은 일반인인 

신랑도 예복으로 착용하였다

53. 문양으로 들어간 쌍학은 

당상관 문관의 흉배에, 쌍호는 

당상관 무관의 흉배에 들어갔던 

양식이다. 신랑의 뒤에는

‘기럭아범’인 안부雁夫가 암수의 

금실이 좋기로 알려진 새인 

53     한국의상협회,

        500년 조선왕조복식 』

        2003, p.114
그림 11   평생도 중 <육례영상>(국립민속박물관) 



43

그림 14   서울 중부지방 활옷과 앞줄 댕기(500년 조선왕조복식)

기러기를 들고 뒤따랐다. 본래 살아 있는 기러기에 삶지 않은 명주실을 매고 

가다가 후에 나무 기러기로 대신했다. 쌍으로 가져갔다고 전하나 한 마리만 

들고 갔다고 한다54. 청사등롱은 청사초롱을 말하는 것으로 양陽을 상징하는 

홍색과 음陰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배색 되어 있는데,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이 조합은 혼수婚需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55. 혼수는 청색과 홍색의 

비단이었는데 청색 비단은 붉은 종이에 싸서 청색 명주실로, 홍색 비단은 청색 

종이에 싸서 홍색 실로 묶었다.

54     진경환,『조선의 잡지, 18~19세기 서울 양반의 취향』2018. 소소의책, p.58

55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규방 문화』1998, 현암사

그림 13   목안木雁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2   보랏빛 비단 단령의

  쌍학무늬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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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나혜석과 김우영의

 공개 청첩 (동아일보, 1920)

그림 15   혼선婚扇

 (국립민속박물관)

   신부는 활옷그림 14을 입었는데 이 역시도 

원래 궁중에서 공주와 옹주가 대례복으로 

입었으나 혼인날에 한하여 민가에서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활옷에는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이성지합 백복지원, 수여산 

부여해二性之合 百福之源, 壽如山 富如海”라는 

덕담이 쓰이고 부귀영화와 수복강녕을 

상징하는 모란꽃, 연꽃, 물결, 불로초, 

어미 봉황, 새끼봉황, 호랑나비, 동자童

子 같은 문양이 수 놓였다. 활옷은 현재의 

예식에도 폐백 단계에 잔존하고 있다. 

혼선그림 15에서도 모란문양 등 자수 장식을 

하였는데, 혼례식 날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궁중 혼례와 

반가에서 쓰였던 진주선을 민가에서도 

모방하여 만든 것이 혼선이라고 한다56.

   일제강점기 이후 서구 문물의 수용 

영향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신식 결혼식이 

유행하였고 전통 혼례는 농촌 지역에서 

이어지다가 점차 사라졌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서구식 절차를 

반영한 신식 결혼식이 정착되었으나, 

사상적으로는 사주와 궁합을 보고 길일을 

받거나, 한복으로 갈아입고 시댁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는 폐백 의례 과정이 남아있는 

56     박대순,「혼선」『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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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통적 맥락이 유지되고 있다57. 우리나라 최초의 청첩장은 서양화가 

나혜석과 변호사 김우영이 1920년 4월 10일 동아일보 광고란에 실었던 공개 

청첩이었다그림 1658.

   최초의 신식 결혼식은 1888년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ler, H. G.의 주례로 

정동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치러진 한국인 전도사 한용경과 과부 박 씨의 

결혼식이었다59. 피로연에는 떡과 아이스크림, 차가 차려졌다60. 20세기 초에는 

“신혼여행을 구라파로 발향국민보, 1913”, “신혼여행에 얼빠져시대일보,1924”와 

같은 당시기사 제목을 통해 신혼여행 또한 유행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후 점차 1920년 후반기부터 서양식 혼례가 선호되고, 1930년대에 전문 

혼례식장이 처음으로 출현하였으나 이 당시에도 신식혼례를 올리고도 다시 

전통혼례를 올리기도 하였다61.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종이 청첩장은 1920년대 중반부터 유행하였는데 

금줄 놓은 모양을 흔히 썼다고 한다. 1957년의 청첩장그림 17을 보면 연도가 

단기 4290년으로 표기되어 있고 좌측에 학, 매화, 대나무, 거북, 바위, 원앙의 

문양이 인쇄되어 있다. 우측 청첩장 중앙에는 오래 살며 길이 복을 누리라는 

덕담인 수복壽福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에 들어서서 한글 표기 및 가로쓰기로 

표기 방식이 바뀌었으며, 주로 금색으로 촛대와 봉황 등이 장식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 청첩장에서 주례와 청첩인의 이름이 사라졌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신랑과 신부가 직접 문구를 작성하거나 사진을 활용하고, 청첩이라는 

문구 대신 ‘Wedding Invitation’등으로 대치되는 경우가 많아졌다.62 

57     이희재,「 유교가례의 변용과 창조적 계승 」유교사상문화연구 31, 2008.3, p.35

58     이창일,『정말 궁금한 우리 예절 53가지』 예담,  2008, p.67

59     신영숙,『한국문화사; 01권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

60     노종해, “한국기독교의 첫 결혼식, 언제 열렸을까?” 당당뉴스,  2016.8.17

61     송재용,「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관ㆍ혼ㆍ상ㆍ제례의 지속과 변용」동아시아고대학 제30집 2013.04 p.168

62     김미향, “‘가문’ 과시하던 청첩장, 신랑·신부가 주인공으로 - 청첩장 문구로 본 결혼문화 변천사” 한겨레, 

201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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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969년, 1971년, 1973년의 청첩장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17   1957년의 청첩장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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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례의 유래

전통적으로 장례문화는 각 시대의 지배적인 종교관의 영향 아래 변모해 왔다. 

불교가 전래하였던 삼국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는 불교적 죽음관과 화장이 

유행하였다가, 주희의 「가례家禮」가 전파된 조선 시대부터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1470년 조선 성종 때부터 시행된 화장금지령을 통해 화장하는 자는 

처벌하는 등 장례를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렸다63.

   일제강점기인 1934년 11월 10일 반포된 <의례준칙>은 당시의 관혼상제 

문화에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중 장례문화에서 특히 조선총독부의 

법령에 따라 일반 개인묘지보다 공동묘지에, 매장보다 화장을 강제하는 등의 

강제적 개정을 시행했다. 이 당시부터 일제가 공동묘지와 화장장을 설치하고, 

상복을 간소화하고 상엿소리를 금지하는 등의 대대적인 외압에 의한 변화를 

통해 유교적 상례 형식을 크게 단축하는 결과를 낳았다64.

63     송현동,「현대 한국 장례의 변화와 그 사회적 의미」종교연구, 32, 2003 p.293

64     송재용,「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관ㆍ혼ㆍ상ㆍ제례의 지속과 변용」동아시아고대학 제30집 2013.04 p.178

그림 19   사례편람에 묘사된 상복과 굴건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20   프랑스의 주간 화보지

‘Journal des Voyages’ 1905년 8월호

에 등장한 초혼招魂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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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 고인이 입는 수의는 가장 좋은 옷인 

비단이나 명주를 사용하거나 생전에 입던 옷을 입곤 했는데, 이는 1474년 

예법을 정리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도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비단, 

명주 등 물자의 강제수탈을 위해 수의의 재질을 삼베로만 만들도록 강제 

규제하였다. 이후 1976년 대마관리법이 만들어진 후 삼베가격이 크게 오른 이후 

장례업계가 “삼베 수의가 고급”이라는 인식을 퍼뜨렸고 이러한 인식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65.

   유교적 전통에 따르면 상복은 부모를 잃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 입는 

옷으로서 가장 거친 삼베로 짓고 소매 끝을 해어진 채로 두었다. 개항기에 

선교사들이 박해로부터 은신하기 위해 상복으로 몸을 숨겼던 일66도 있다.  

오늘날 장례식장에서 흔히 보이는 국화 영정, 완장과 리본의 형태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67. 유족은 전통복장을 입었을 때 왼쪽 가슴에 

나비 모양의 검은 리본을 달고, 양복을 입은 사람은 왼쪽 팔에 검은 완장을 

달게 했는데, 이는 항일인사들이 장례식에 모여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68. 

65     이철재·곽재민, “영정 꽃장식, 삼베 수의, 검은 완장 모두 일제의 흔적” 중앙일보, 2016.4.6

66     조희진,『선비와 피어싱 』도서출판 동아시아, 2003, p.148

67     서울시설공단,  ‘빼앗긴 길, 한국상·장례 문화의 식민지성’ 전, 2018.12.28

68     이철재·곽재민, 위 기사

그림 21    오늘날 장례절차에 사용되는 완장,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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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이후 국토개발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되고 점차 매장에 관한 인식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73년

「가정의례준칙」을 통해 국가에서 장례 기간을 3일장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여의도 면적에 해당되는 묘지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69”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장례 관념에 

변화가 일었다. 이후 가족 납골묘와 사설 공원묘지 등이 등장하였고 주로 도심 

밖이나 도시 근교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과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상례 절차가 많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전통적 상제례의 기반이 되는 대가족제도와 집성촌과 같은 유교적 개념이 

도시지역의 생활양식에서 가장 먼저 해체된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70. 조선 시대 후기부터 양반들 사이에서는 상포계, 민초들 사이에서는 

상두계라는 개념이 존재했는데71 상을 치르는 데에 필요한 경비와 노동력을 

서로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반면 도시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문 장의사가 장례 절차를 위임하였다. 이희재

(2008)는 이러한 현상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귀신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72. 1990년대부터 장의업이 병원 장례식장으로 

흡수되어 주로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영안실과 장례식장도 함께 운영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전문 상조업체가 등장하여 장례절차에 관한 여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꽃으로 고인을 기리는 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충북에서 발견된 4만 년 전의 후기구석기시대 유골인

‘흥수아이’의 사례에서 이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흥수아이는 일정한 

장례 풍습에 의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골 주변에 많은 양의 

국화꽃가루가, 동굴 입구에는 진달래꽃가루가 채집되어 장의용으로 꽃이 

69     김영섭, “전국 묘지면적 서울의1.6배 규모” 중앙일보, 1995.4.5.

70     박종천, 「상제례의 한국적 전개와 유교의례의 문화적 영향」국학연구, 17, p.378

71     박경하, 「상포계(喪布契)」 한국일생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72     이희재, 「유교가례의 변용과 창조적 계승」유교사상문화연구 31, 2008.3,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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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73.

70년대 안동 지역의 유림儒林 빈소에 지역 국회의원이 화환을 보냈는데, 어르신들이

‘상갓집에 무슨 꽃이냐’며 짓밟은 걸 본 적이 있다74. 

- 석전대제공자 등 성현을 제사 지내는 의식 예능 보유자 권오흥

　(1974년 8월 15일 故 육영수 영부인 장례식) 청와대 내 분향소에 제일 큰 백자 화병 

두 개를 놓고 분홍 연꽃을 가득 꽂았다. 남들은 빈소에 분홍색을 쓴다고 뭐라 했지만 못 

들은 척했다. 8월은 연꽃이 한창이고, 연꽃은 부처님 꽃이다. 5년 뒤 10월 26일, 같은 방 

같은 화병에 박 대통령 분향소를 꾸미게 될 줄 그땐 몰랐다. 그땐 가을이니 흰 국화로 했다75.  

-임화공 전 화공회華公會 이사장

   앞의 두 이야기는 장례문화에서의 꽃에 대한 인식의 과도기적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원래 영좌靈座뒤 병풍을 두거나 분향을 통해 고인을 

기렸으나 개항기 이후 점차 장례식에 생화를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하였다. 

73     이종호,  “한민족·한국인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5.2.14

74     이철재·곽재민, 앞의 기사

75     권근영, “박 대통령, 꽃 이름보다 어느 지방 꽃인지부터 물었죠-육영수 여사 ‘꽃꽂이 선생’ 임화공씨의 청와대 이

야기” 중앙일보, 2011.12.8

그림 23    1967년 노란색 국화로 장식된 
  故육영수 영부인의 영구차

그림 22   국화꽃이 쌓인 제단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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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 대신 전통적으로 종이로 만든 꽃인 수파련水波蓮으로 장식하기도 했다. 

수파련은 불교에서 유래되어, 1795년에 행해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과 

같은 조선 시대 궁중과 반가에서 잔치 때 사용되다가 민가로 유래되었다76. 

현재에도 한국의 불교 의례와 무속 의례에서 사용되며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흰 국화꽃은 미군정기에 서구식 장례문화와 

백의민족의 결이 맞물려 확산, 정착되었다는 설이 있다77. 흰색은 부활과 속죄, 

정결과 같은 기독교적 사상이 담겨있다. 일제강점기 의례준칙에서 비롯된 

흰 국화가 일본 왕실의 상징이기 때문에 장례에 있어 국화가 아닌 다른 꽃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78. 헌화나 화환 문화가 서구의 영향을 받았다면, 

오늘날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단형 꽃장식은 일본의 영향이 크다.

   생화 제단은 1967년 일본의 전 총리대신의 국가장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79. 1974년 육영수 박정희 전 대통령 영부인의 장례식 발인 시 영구차가 

노란색과 흰색의 국화로 장식되었다. 80년대를 거치며 전통적인 삼베 굴건 

상복과 양복이 혼용되다가 점차 양복 위에 완장과 리본 등을 갖추고 국화로 

장례식장을 장식하는 모습이 현대 장례문화의 흔한 풍경이 되었다.

76     최진아,「수팔련(水波蓮)」한국민속신앙사전

77     이윤희, 「한국장례 꽃장식의 소비자 선호도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한국화예디자인학 연구 제28집 p.258

78     배성재,  “삼베 수의, 유족 완장… 일제 잔재입니다”  한국일보,  2019.1.1.

79     이윤희,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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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가정의례의 종교적 배경

현대의 가정의례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 보기 위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정신적, 

종교적 기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56%가 무교, 

19.7%가 개신교, 15.5%가 불교를 믿는다80. 이희재(2008)는 한국의 전통적 

가례의 가치관과 철학이 유교적 사상에서 근거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는데

81, 조선 시대의 유교적 사상은 신분제나 장유유서, 남녀유별과 같은 과거의 

가치뿐 아니라 유교 자체의 도덕성과 조화를 강조하는 인간사에 관한 보편적 

의의가 있는 사상이 모두 담겨있음으로 현대적 가치관에 맞는 유교 사상의 

창조적인 계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만태(2009)는 우리나라의 토착 무속신앙의 기반 위에 고려 시대의 불교,  

조선 시대의 유교와 근대 이후 전파된 기독교가 합쳐져 다양한 종교문화가 

교차하였던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인의 일생 의례와 주술, 

종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표 782정리하였다. 주술과 종교를 하나의 연장 

선상에 놓인 개념으로 가정하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대체로 일생과 삶, 

죽음에 대한 인식이 공통으로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80     통계청, 「 2015 인구주택 총조사 」

81     이희재, 「 유교가례의 변용과 창조적 계승 」 유교사상문화연구 31, 2008.3, pp.26-28

82     김만태, 「 한국 일생의례의 성격 규명과 주술성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1호 p.198

생육 상례성인 수연

혼인

주술ㆍ종교성(무교)
기자 제례

生 死

주술성(민간신앙)

종교성(유ㆍ불ㆍ기독교)

인

간

귀

신

천신

사령

마나ㆍ정령주술의례

종교의례

속(俗) 성(聖)성(聖)

전이 분리

(공감원리 오해/초월적 힘 조작/미지 불안 해소/제액ㆍ초복)

(초월적 힘 복종/심리적 위안/해탈ㆍ구원)

陽 陰
天

人

地
ㆍ
物

 

표 7   일생의례와 주술성, 종교성의 관계, 김만태(2009)표 6   한국인의 종교인구 비율, 통계청(2015)

종교 없음

개신교

불교

천주교

2,749만 9,000명 (56.1%)

967만 6,000명 (19.7%)

761만 9,000명 (15.5%)

389만 명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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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Max Weber는 사회과학의 실재를 인식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이념형

Idealplus: 이념적 유형, 이상형을 제안했다. 이념형은 특정한 문화요소가 사람들의 

인식에서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조희진(2003)은 가정의례가 실천되는 다양한 장면의 문화요소를 이념형과 

다르거나 변용되어 일부만을 준비한 형태를 실제형으로 보고 이상적 

이념형과 분류하는 등, 의례 체계를 제한된 이념형 문화요소에 고정하기보다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83. 모든 문화적 층위는 지역성, 개인성, 

집단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 후기나 서울 상류층의 

생활상을 가정의례의 원형으로 두는 것은 다양성과 변수를 축소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83     조희진, 『선비와 피어싱 』도서출판 동아시아, 2003  p.210

이념형 문화요소

Ideal Type

한 시대의

실제형 문화요소

사회경제적 지위
주변인과의 관계
주위의 수행 여부

지역색
의례수행의 가정전통적 성향

Actual Type

표 8   이념형과 실제형 문화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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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표 8>과 같이 이러한 이념형 문화요소를 기본으로 두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기보다 보편적 사회통념과 종교 중립적 기반을 

전제하는 실재형 문화요소의 맥락에서 현대적인 유형적 매개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5장을 통해 전통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여건에 맞춘 새로운 

가정의례의 유형적 매개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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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품연구

1. 사전연구 작업

연구자는 우리나라 유물에 등장하는 회화와 민화 작업에 사용된 요소를 

활용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주로 현존하는 

유물에서 문양을 추출하여 벡터화하거나 이미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환하거나 재해석하여 유물을 디자인 요소의 차원에서 새롭게 가공하는  

방법들을 연구했다. 나아가 이를 일상의 기물에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작업을 통해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1)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 <행복을 부르는 꽃과 새, 화조도>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화조도를 모티브로 하여 개발한 문화상품 라인으로, 

2019년 한국 공예 디자인진흥원과 국립민속박물관이 주관하여 제작되었다. 

문화상품은 생업, 수계도권, 화조도 등 총 3가지 테마로 개발되었으며 

스튜디오 구르메그라프가 <행복을 부르는 꽃과 새, 화조도> 테마 라인을 

전담하여 브랜딩, 일러스트레이션, 제품 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였다. 스튜디오 구르메그라프gourmetgraph는 그래픽디자이너 

임선아, 한지연의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항목에 등장하는 작업은 모두 

공동작업으로 진행하였다.

   화조도는 주거 공간 및 혼례 등의 의례 장소를 장식하던 그림이다. 모티브가 

된 유물은 6폭 병풍으로 구성된 <화조도>그림 24로, 꿩, 원앙, 비둘기, 앵무 

등이 화려하게 그려진 꽃과 더불어 길상에 대한 염원을 상징한다. 크게 핑크

PANTONE 196U와 민트PANTONE 337U색 계열의 키 컬러key color를선정하였고 

화조도에 등장하는 모란과 원앙 등의 요소를 추출하여 그래픽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 방식으로는 크게 원화에서 라인을 추출하여 벡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드는 방식과 원화 이미지의 각 요소를 레이어로 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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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부르는�꽃과�새,
화조도(花鳥圖) 

민화는�길상의�의미를�담아�주거 
공간을�장식하거나�혼례�등�특별한 
행사�때�쓰던�실용적인�그림으로, 
행복을�바라는�인간의�소망을�잘 
드러냅니다. 민화�중에서도�가장�널리 
사랑받은�것은 ‘화조도(花鳥圖)’입니다. 
꽃과�새를�중심으로�동물·바위·물�등이 
등장하는�이�그림들은�다양한�상징을 
담고�있어�지금도�인기가�높습니다. �폭 
병풍에�담긴�이�화조도는�쌍쌍이 
짝지은�꿩이며�비둘기, 앵무�등이 
부부간의�좋은�금슬을�상징하며�정다운 
분위기를�연출하고, 사실적이면서도 
짙게�채색된�새와�꽃나무가�화려한 
느낌을�자아냅니다. 

행복을�부르는�꽃과�새,
화조도(花鳥圖) 

민화는�길상의�의미를�담아�주거 
공간을�장식하거나�혼례�등�특별한 
행사�때�쓰던�실용적인�그림으로, 
행복을�바라는�인간의�소망을�잘 
드러냅니다. 민화�중에서도�가장�널리 
사랑받은�것은 ‘화조도(花鳥圖)’입니다. 
꽃과�새를�중심으로�동물·바위·물�등이 
등장하는�이�그림들은�다양한�상징을 
담고�있어�지금도�인기가�높습니다. �폭 
병풍에�담긴�이�화조도는�쌍쌍이 
짝지은�꿩이며�비둘기, 앵무�등이 
부부간의�좋은�금슬을�상징하며�정다운 
분위기를�연출하고, 사실적이면서도 
짙게�채색된�새와�꽃나무가�화려한 
느낌을�자아냅니다. 

행복을�부르는�꽃과�새,
화조도(花鳥圖) 

민화는�길상의�의미를�담아�주거 
공간을�장식하거나�혼례�등�특별한 
행사�때�쓰던�실용적인�그림으로, 
행복을�바라는�인간의�소망을�잘 
드러냅니다. 민화�중에서도�가장�널리 
사랑받은�것은 ‘화조도(花鳥圖)’입니다. 
꽃과�새를�중심으로�동물·바위·물�등이 
등장하는�이�그림들은�다양한�상징을 
담고�있어�지금도�인기가�높습니다. �폭 
병풍에�담긴�이�화조도는�쌍쌍이 
짝지은�꿩이며�비둘기, 앵무�등이 
부부간의�좋은�금슬을�상징하며�정다운 
분위기를�연출하고, 사실적이면서도 
짙게�채색된�새와�꽃나무가�화려한 
느낌을�자아냅니다. 

그림 24   화조도花鳥圖 작자 및 제작연대 미상,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화조도 제품 작가협업 패키지 시스템

0. 패키지 시스템
E골 박스, 띠지, 종이끈(브라운), 금색 꽃 태그, 스티커
** 띠지 디자인 금박 혹은 금분 인쇄

패턴 4개 라인업을 만들 예정

그림25   화조도花鳥圖 제품개발 과정

          -원화에서 라인의 형태로 요소들을 추출 후 패턴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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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국립민속박물관 화조도花鳥圖 문화상품 (제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후 키 컬러를 적용하여 재배치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었다. 슬로건과 PI Product 

Identity를 설정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은 제품 라인의 대상연령층을 30-40대 여성으로 설정하고 

손수건, 부채, 머그잔 등 적절한 상품군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였다. 상품개발 시 

투명하고 반짝이는 느낌을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트레이싱지나 노루지와 

같은 반투명 재질을 제품 패키지에 두루 활용하였다. 후가공으로 연구리색 

포일 가공을 통해 PI를 강조했다. 화조도 전용상품뿐만 아니라 도자공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작가 등과 협업한 화조도 테마 작가 협업 상품군에도 

키컬러 및 제품 패키징에 있어 같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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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강세황, 1757년 「송도기행첩松都紀行帖」 중
          <영통동 입구靈通洞口>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28   <영통동 입구>
를 테마로 개발한 뱃지

(2) 국립중앙박물관 실경산수화전 문화상품

     -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 시대 실경산수화>

국립중앙박물관은 2019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 시대 

실경산수화> 특별전을 개최하며 특별전 전용 문화상품을 개발, 론칭하였다. 

디자이너 임선아, 한지연으로 구성된 스튜디오 구르메그라프가 디자인, 

제품개발 및 생산을 전담하였다. 본 항목에 등장하는 작업물 역시 

공동작업으로 진행하였다. 본 전시는 정선, 김홍도, 강세황 등의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그려진 실경산수화를 화가의 시선에서 제작과정을 엿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기행 화첩과 초본스케치 등이 함께 전시되며 화가의 주관적 

시선에 따라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산수의 양상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전시의 

기획 의도를 따라, 문화상품은 화가의 행장을 테마로 구성하였다.

   7월에 개관하는 특별전의 특성에 맞추어 여름 테마에 어울리는 상품군을 

구성하였다. 전시 대상에 포함된 산수화 중 파도의 모습이나 유람, 기행 중인 

모습이 강조된 그림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제품개발에 적용하였다. 이미지 

사용 방식은 크게 원화 이미지를 패턴화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전반적으로 

블루와 민트컬러에 맞추어 색상을 적용였다. 또한 ‘화가의 시선’이라는 부제에 

맞도록 그림 속에서 초점이 옮겨가며 발견할 수 있을법한 작은 요소들을 

벡터 이미지로 재창작하여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고 작은 뱃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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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국립중앙박물관 실경산수화전 문화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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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링으로 이를 구현하였다. 뱃지와 키링의 경우 패키지로 활용되는 후지에도 

원본 산수화를 재해석한 라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연출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은 전반적으로 행장을 꾸려 팔도유람을 하러 가는 

화가의 흥취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적용시켜 스케치북, 술잔, 부채, 에코백과 

컬러링북, 피크닉 매트 등 총 30종 13품목의 아이템을  제안하였다.

(3) Society M - 책가도 병풍

Society M은 한국형 파티문화를 위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로, 전통적인 모티프를 현대적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실험해본 

사례이다. 이 중 책가도 병풍은 우리나라 민화에 등장하는 상서로운 동물과 

책가도의 모습을 조합하여 디자인되었다. 앞의 작업이 실존하는 유물을 

변형하는 방식에 집중되었다면 본 작업의 경우 기존 민화의 구성방식을 

참고하여 새롭게 그린 일러스트레이션과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책가도 혹은 책거리는 조선 정조 때부터 크게 유행하던 그림으로, 

책뿐만 아니라 각종 골동품이나 문방구, 이국의 기념품이나 화훼와 같은 

물건들을 놓고 그린 정물 채색화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서양화에서 

유입된 투시도법이나 명암법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로 병풍이나 가리개 형태로 만들어 돌잡이 하는 아기가 앞으로 글공부를 

하며 총명하고 슬기롭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돌상 뒤에 장식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유래되어 현대의 돌잔치 문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안하고자 했다. 특히 사진 촬영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의 돌사진, 소규모

돌 모임 문화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을 고안하여 병풍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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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의 취미생활을 담고 부귀영화를 기원하던 책가도를 모티브로 현대화하여 표현한 병풍     client Society M      2016Society M

그림 30   책가도 Scholar’s Accoutrenem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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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연구

(1) 문양의 선정과 분류

앞 4장에서 1차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돌잔치, 혼례, 장례에 관한 전통적 

의미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5장의 전반부에서는 선행연구 작업을 통해 

전통적인 소재와 문양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소개했다. 본격적인 작품 연구를 

위해 오늘날의 가정의례에 사용되는 유형적 매개물에 적용할 문양을 다음의 

내용을 전제로 추출하였다.

1 커뮤니케이션적 의의 추출

결혼식, 돌잔치 등의 의례는 인간의 일생 중 특별한 날에 맞는 비일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시각적 틀이 곧 의례용 매개체이며 본문에서는 유형적 매개물Tangible Medium 

로 정의한다. 이는 의례라는 무형적 형태가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지점이며, 

나아가 이것이 의례를 접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 또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례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답습했던 의례 용품들의 각종 문양과 

역할에 관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오늘날 가구 형태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가정 의례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거나 변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의례용 매개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모바일 형태의 

인사의 글이나 평상시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봉투 등에 전통적으로 

의미 있는 문양을 추출하여 적용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의례의 정신과 그 뜻을 

새롭게 마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유형적 매개물의 확장적 적용연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형적 매개물은 돌잔치나 결혼식과 같은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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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고받을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매체로의 확장성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금줄은 

전통적으로 아기가 태어난 후 삼칠일 간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예방의학적 

성격과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과거의 SNS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출생뿐 아니라 집을 새로 짓는 터에도 백지 조각을 꽂은 금줄을 쳐두거나 

간장이나 된장을 담근 장독에 두르기도 했다. 이런 경우 금줄에는 새로운 

집터나 새로 지은 장에 부정이 타거나 잡귀가 깃드는 것을 막는 염원이 

담겨있다. 간장독에는 맛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금줄을 치고, 여기에 작게 

오린 버선 모양 백지를 거꾸로 붙여두기도 했다. 거꾸로 붙인 버선본은 장맛이 

다시 돌아오라는 해학적 의미와 함께 종이의 백색에 빛이 반사되어 벌레를 

쫓는 효과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유래와 민간 풍습이 실재형 문화요소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현대적 실정에 맞추어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현대 의례문화에 

있어 더욱 다양한 맥락에서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문양 방향성 설정

본격적으로 문양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작업에 활용할 유물을 선정하는 작업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본 작업 단계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의 스타일이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관해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4장을 통해 가정의례의 발생과 변천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의례에는 그 

저변에 기복祈福 사상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돌잔치와 결혼식에서는 

공통적으로 무병장수를 비는 십장생이나 복의 염원이 들어간 문양이 

활용되었다. 또한 돌을 맞은 아기에게 새 옷을 지어주거나, 결혼식에 쌍학 

흉배가 수놓아진 보랏빛 단령을 입는 등 평상시와는 다른 신분적 전복을 

허용하는 의례 상황의 특수성은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도 명품과 럭셔리

luxury의 열망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통용되는 의례용 매개체 중 조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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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층이나 왕이 사용하던 용 또는 봉황 문양을 차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또 장례문화의 경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급변해 온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변천을 통해 절충된 부분이 특히 많은데, 그렇기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리하여 본 작업은 실재형 문화요소의 맥락에서 보편적 사회통념과 

종교 중립적 기반을 전제하기로 한다. 과거의 특정한 스타일을 이상향으로 

설정하거나 고급화하는 전략을 통해 허례허식의 연장선을 잇기보다는, 보다 

현대적으로 통용되면서 소통에 부담이 없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문자나 추상적 문양보다 그림을 통해 소통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의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뜻과 예를 갖출 수 있는 매개물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자가 앞서 진행한 사전연구 작업을 통해 경험한 

우리 고유 문화유산의 범위 내에서 전통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문양을 추출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 문양의 추출 및 의미별 분류

본 작업에 사용되는 문양은 그 의미와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탄생과 장수와 연관된 무병장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만남과 해로를 

기원하는 인연과 금슬, 복을 빌고 악운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와 염원 등

세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본 작업에서 사용할 문양을 분류한다.

4장에서 연구한 문헌을 토대로 다양한 유물로부터 소재를 중심으로 문양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기준을 통해 유물을 선정하였다.

-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국립기관 소장품으로 한정한다.

- 우리나라 유물로 한정한다. (국립기관 소장품 중 국외에서 유입된 유물을 제외한다.)

- 신분제, 종교, 무속신앙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현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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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테면 십장생과 관련된 문양을 추출하는데 있어 1차적으로 회화, 

도자기, 자수, 나전함 등 넓은 범위에서 해당하는 문양을 찾아 살펴보고,

2차적으로 국립기관 소장품에 해당하는 유물을 중점적으로 분류한다.

3차로 그 중에서 소재와 형태가 현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업한다. 보조적으로 이뮤지엄www.emuseum.go.kr, 문화포털

www.culture.go.kr,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의 전통문양 분류 및 

검색을 통해 그 형태적 특징을 참고하였으며, 이 중 수호동물문 중 호랑이문의 

경우에 한해 문화포털에서 제공하는 범문을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추출 작업에 활용된 유물 원본은 첨부284에 정리하였다.

84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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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병장수無病長壽   for SOUND LONG LIFE

■ 주요 문양- 십장생문十長生紋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사물을 가리킨다.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학, 거북, 사슴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때로는 달이나 대나무가 

포함되기도 한다. 궁중과 민간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십장생 중 일부를 발췌해 그린 장생도長生圖 또한 유행했다85. 

■ 보조 문양- 수복문壽福紋

   수壽와 복福 글자를 활용한 문양 전반을 일컫는데,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문양으로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물에 두루 쓰였다. 수, 복 두 글자가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림을 수복문자도壽福文字圖 또는 

백수백복도百壽百福圖라고도 부른다. 주로 돌잔치나 환갑, 고희연과 같은 수명과 

연관된 의례 상황을 중심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85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규방 문화』현암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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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병장수  ■ 주요 문양- 십장생문 for SOUND LONG LIFE

그림 31   1. 무병장수 - 주요 문양

해
동양적�사고에서�원형은�주로�하늘을 
상징. 우주, 태양을�의미

물 / 파도
영원불멸한�존재이자�생명의�근원인 
물은�장수를�상징

일상문 / 월상문
삼족오가�태양�속에�비치는�일상문과�토끼가�절구에 
불로장생약을�찧는�월상문은�삼한시대부터�유래

구름
성스러움, 풍요, 자연의�조화

돌 / 산수
농경사회에서�자연�숭배�및�생명의�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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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 대나무
절개와�지조의�상징

불로초
한번�먹으면�늙지�않고 
무병장수하는�전설속의 
풀. 부처의�상징인�여의
如意와�그�형태가�유사

사슴
영생이나�재생의 
상징으로
수천�년을�살�수�있다고 
전해지는�영물

학
신선이�타고�다니는�새로 
알려진�새. 천�년�만에 
푸른색으로�변하여�청학이 
되고, 다시�천�년이�되면 
검은�현학이�되어 
불사조로�영원하다고�믿음

거북
수명이�길고�물과�뭍에서 
사는�특성으로�인하여 
신성한�동물

그림 32   1. 무병장수 - 주요 문양

1 무병장수  ■ 주요 문양- 십장생문 for SOUND LO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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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문
장수와�복을�기원하는 
수壽와�복福문양

1 무병장수  ■ 보조 문양- 수복문 for SOUND LONG LIFE

그림 33   1. 무병장수 - 보조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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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연과 금슬 因緣, 琴瑟   GOLD BEAD BLISS86

■ 주요 문양- 화조문花鳥紋: 인연과 금슬을 상징하는 새와 꽃문양을 중심으로 

상견례와 결혼식, 금혼식, 은혼식, 집들이 등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화조도는 자연 속의 꽃과 새가 각각 정靜과 동動의 극적인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진다. 원앙과 물오리 등의 물짐승은 주로 연꽃과 함께 그려지는데, 

연꽃은 연밥과 더불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국화는 상서로움과 절개, 

장수를 기원한다. 비둘기는 서양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시대 때부터 부부의 금슬을 상징한다. 흰색과 검은색 한 

쌍을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검은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부부가 

해로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화조도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모란도를 신방에 장식하기도 했다.

■ 보조 문양- 식물문

   화조도에 주로 등장하는 새와 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문양을 그래픽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86     금슬은 금실琴瑟로 거문고와 비파를 뜻한다. 부부 사이의 조화를 악기에 빗댄 표현으로 

이를 직역하면 Korean harp and lute 또는 부부의 화목을 뜻하는 conjugal harmony로 직역해야 

옳으나, 본 작업에서는 금빛 구슬과 같은 축복이라는 의미로 Gold Bead Bliss로 금슬의 어감을 살려 

의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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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연과 금슬    ■ 주요 문양- 화조문 GOLD BEAD BLISS

그림 34   2. 인연과 금슬 - 주요 문양

비둘기
흰색과�검은색�비둘기�한�쌍은�검은 
머리가�하얗게�셀�때까지�부부가 
해로하기를�염원

화조도
화조도는�자연�속의�꽃과�새가
각각�정靜과�동動의�극적인�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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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연과 금슬    ■ 보조 문양- 식물문 GOLD BEAD BLISS

그림 35.  2. 인연과 금슬 - 보조 문양

꿩
출세와�부귀영화

연꽃
진흙�속에서�피어나는�꽃으로�군자를�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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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호와 염원 守護, 念願   for GUARDIAN AND ASPIRATION

■ 주요 문양- 수호동물문

   예로부터 악귀로부터 수호하고 복을 기원하는 영물인 호랑이, 해태, 기린 

등의 동물 문양들을 재해석해 현대적 부적의 역할을 제안해본다. 이 중 

호랑이는 무인의 용맹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복을 불러다 주는 영험한 동물로 

민화의 소재가 되었다. 봉황은 수컷인 봉鳳과 암컷인 황凰을 함께 이르는데, 

불로장생한다는 상상 속의 새이다. 다람쥐와 토끼는 다산과 풍요 등의 복을 

뜻한다.

■ 보조 문양- 기하 패턴

   문양을 재조합하는 경우의 수에 있어 더욱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기하학적인 패턴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떡살 문양이나 고궁의 창틀, 자수와 

고서적의 표지 문양 등에서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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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호와 염원    ■ 주요 문양- 수호동물문 for GUARDIAN AND ASPIRATION

그림 36   3. 수호와 염원 - 주요 문양

봉황문
수컷인�봉(鳳)과�암컷인�황(凰)을�함께 
이르는�말로�상상�속의�새
다산과�풍요를�기원토끼

복과�장수

다람쥐
다산과�풍요

호랑이
무인의�용맹함, 복을�불러다�주는�영험한�동물

종이宗彞
받침이�있는�한�잔의�술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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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살이나�다식판에서�빗금문은�장수(長壽), 해로(偕老), 
길상(吉祥)의�의미

3 수호와 염원    ■ 보조 문양- 기하패턴 for GUARDIAN AND ASPIRATION

그림 37   3. 수호와 염원 - 보조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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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의 유형적 매개물 제안

오늘날의 의례 상황의 유형적 매개물은 앞서 연구한 바와 같이 유교적 전통과 

일제강점기의 잔재, 그리고 서구적 현대화의 흔적이 혼재되어 있다. 또 한편 

국화꽃이나 상주의 완장처럼 그 유래를 떠나 현시점에서 동시대적으로 

통용되는 아이콘으로 이미 굳어진 예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통적으로 의미 있는 문양과 현대적인 아이콘을 절충한 새로운 

유형적 매개물을 연구하고자 한다.

   답례품의 예를 들면, 기념을 위해 주최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적혀있는 

대신 전통적 의미를 가진 문양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행복을 기원하고 슬픔을 덜어줄 수 있게 하는 지속가능한 매개물을 

고안하고자 한다. 

   앞서 제안된 문양이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의례 

용품과 데일리 오브제Daily Objet로 나누어 제안해보고자 한다.

족자, 금줄액자

레터헤드, 다이어리

기념의 기능

족자, 깃발

화환리본

테이블러너

테이블매트

의례의 알림 기능

초대장, 청첩장 (오프라인)

알림문자/답례문자 (온라인)

메신저의 기능

방명록

봉투

축하카드

참여의 기능

유형적
매개물

先

中

後

의례 이전

의례 이후

의례 상황

D A I L Y  O B J E T

표 9 유형적 매개물과 데일리 오브제로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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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에서와 같이, 의례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의례 발생 이전 

상황과 의례 발생 중 상황, 의례가 모두 치러지고 난 후의 상황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을 나누었다. 앞의 두 범주는 유형적 매개물에 속하며, 

마지막 범주는 데일리 오브제의 성격으로 확장된다.

[의례용 매개체]

1 의례 이전: 메신저의 기능

   의례가 발생하기 이전 의례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대표적으로 결혼식의 청첩장이나 각종 행사나 모임의 초대장을 들 

수 있다. 또,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황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간단한 

초대장 서식과 의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답조장 

서식을 제작하고자 한다.

2-1. 의례 상황: 의례의 알림 기능

   의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의례용 매개체들이다. 

우리나라의 의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족자나 깃발, 화환의 

리본 이외에 오늘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포스터 형태의 족자를 제안한다.

2-2. 의례 상황: 참여의 기능

   의례 상황에서 의례에 참석한 방문객들이 주로 소통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매개체로, 방명록과 각족 부의 봉투, 축하 카드 등의 스테이셔너리를 포함한다.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방문객으로부터 의례 상황을 맞은 당사자에게 더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매개체의 형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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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브제]

3. 의례 이후: 기념의 기능

   의례를 모두 치른 이후에도 의례의 뜻을 기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간직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큰 행사의 의례가 아닌 작은 일상 속에서도 

축하와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매개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5장에서 개발한 

문양을 적용한 액자나 방명록 형태의 다이어리는 평상시에도 수호나 염원의 

마음을 담아 가까이 두고 사용하기 적합한 매체이다. 또 의례의 답례품으로 

와인병이나 초 등의 아이템을 새롭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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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작업

1. 서식류

(1) 의례용 봉투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축의금과 부조금을 주고받는 세로형 봉투로 

각각 국화문양과 연꽃문양, 그릇의 석류와 오리 문양을 먹박과 금박으로 

장식하였다그림 39-40. 봉투 뒷면에는 형압으로 각각 부의賻儀와 축결혼祝結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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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의례용 봉투 - 장례식 조문봉투

그림 39   의례용 봉투 - 결혼식 축의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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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의례용 봉투 - 돌잔치 축하봉투

그림 41   축결혼祝結婚 형압 표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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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겨넣었다.

(2) 일상용 봉투 -일상 축하용 봉투

   일상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는 가로형 봉투로 여러 가지 기복문양을 

소재로 하여 이전, 개업, 생일, 합격, 쾌유 기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봉투이다. 각각의 상징과 의미는 <표 10>과 같다.

문구   소재 의미

祝移轉 축 이전  울림석 청렴한 관직생활

祝開業 축 개업  귤 대길

祝生辰 축 생신  가지 장수와 번영

祝生日 축 생일  토끼 행복과 장수

祝合格  축 합격  거북 장수와 신성함

祈快癒 기쾌유  호랑이 상서로움과 영험함

표 10  일상 축하용 봉투 문양의 소재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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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일상 축하용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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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초대장 서식, 인사의 글 -결혼식, 장례식, 수례연

   부고나 축하를 알리는 모바일 카드와 답례의 글 서식이다그림 43-44. 의례의 

종류와 의미에 어우러지도록 국화와 연꽃문양, 매화나무 및 거북장생도의 

도안을 활용하였다.  

(4) 문자도 카드 - 효,제,충,신,예,의,염,치

   문자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세로형 카드로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 

여덟 글자에 각각 어울리는 소재와 의미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45-

46. 카드 뒷면에는 각 글자의 원형과 글자에 얽힌 고사를 짧게 싣는다. 각각의 

상징과 의미는 <표 11>과 같다.

문자  소재 의미     용도
  

孝 효 귤 육적이 귤을 품은 고사, 부모 섬기는 마음  어버이날

悌 제 비둘기 친구와 동료간의 축하   집들이

忠 충 잉어 입신양명     스승의 날

信 신 거북 신의, 언약, 믿음    합격

禮  예 연꽃 꽃 중의 군자    개업

義 의 쌍새 복     생일

廉 염 울림석 울림석 고사, 청렴함    승진

恥 치 달토끼 만물의 생장과 번창    성년의 날

표 11  문자도 카드의 소재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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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씨의 어머님 

박영애님께서 오늘 02시에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아들

딸

빈소

발인

김수환

김재희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4월 12일 오전 6시

010-2234-9870

02-2258-5940

이경주님이 10월 11일

오전 2시에 영면하셨습니다.

빈소   | 서울성모병원

발인   | 10월 13일 오전 7시  

연락처 | 010-9840-5604

부   고

賻  

儀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고인께서 가시는 길을 잘 

모셨기에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위로와 

격려를 오랫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며 문자로 대신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김수환 拜上

인
사
의 

글

기쁜 날 소중한 발걸음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마운 마음 

평생 간직하면서 아끼고 사랑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주원ㆍ송은수 拜上

인
사
의 

글

김주원 송은수

2021년 3월 3일 오후 1시

문화컨벤션센터 1층 그랜드홀

김주원 송은수

2021년 3월 3일 오후 1시

문화컨벤션센터 1층 그랜드홀

祝
生
辰

그림 43   모바일 부고 및 답조장

그림 44   모바일 초대장, 청첩장, 답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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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문자도 카드 - 효,제,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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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문자도 카드 - 예,의,염,치



88

(5) 방명록-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구름문과 해문을 각각 담아 결혼식이나 장례식뿐 아니라 전시회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에서 두루 활용될 수 있다. 우측의 작은 크기의 

딥그린컬러 방명록은 돌잔치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소형 방명록이다.

그림 47   방명록



89

2. 데일리 오브제

(1) 장식족자 포스터

   의례생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포스터로 활용될 수 있는 장식 족자 포스터 

시리즈이다그림 48-52. 거북과 바위가 등장하는 거북 장생도, 나비와 사슴이 

등장하는 사슴 장생도, 잉어와 학이 등장하는 어해도, 달과 토끼, 그리고 

까치가 등장하는 월묘도, 그리고 연꽃과 개구리가 그려진 연화도이다. 소재 

선정에 있어 전통적으로 민화에 등장하는 조합 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 의미를 담아 신선한 조합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병풍처럼 연결 지어 

사용될 수 있으며 각각 분리해서 활용 역시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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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장식족자 포스터 1 - 거북장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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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장식족자 포스터 2 - 사슴장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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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장식족자 포스터 3 - 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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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장식족자 포스터 4 - 월묘도



94

그림 52   장식족자 포스터 5 - 연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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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데일리 오브제 - 액자, 초, 와인

(2) 액자, 답례품

   수호동물문이 활용된 액자와 초, 와인병 등으로 제작한 답례품의 

어플리케이션이다.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면서 의례의 

비일상적 상황을 기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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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전시 디스플레이 전경 1

3. 전시 디스플레이

월넛 컬러의 책상과 책장을 활용하여 서식류를 전시 후 장식 족자 포스터를 

배치하였다. 책장에는 문자도 카드를 두었고 책상 위에는 방명록, 봉투 등의 

서식류와 함께 데일리 오브제를 함께 배치하였다. 장식족자 포스터는 총

5폭으로 거치대 위에 천으로 출력하여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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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전시 디스플레이 전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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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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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의 가정의례 중 대표적 의례인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을 

중심으로 하여 각 가정의례가 가진 역사를 살펴보고, 각 의례 상황에서 

어떤 매개체가 활용되어 왔는지 그 변천사를 살펴보았다. 소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문양에서 차용할 수 있는 현대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문양을 추출하여 오늘날의 가정의례에 적용할 수 있는 작품을 개발하였다.

   의례에서 사용되는 의복이나 장식, 의례 용품과 같은 매개체와 의례적 

절차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며, 전통적인 의례용 매개체에서 오늘날 

가정의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를테면 

태어난 여자아이에게 아들을 많이 낳으라고 축복을 하는 등의 남녀를 구분 

짓는 덕담이나 다산을 권장하는 관념 등이 그것이다. 또 궁중에서만 쓰이는 

문양, 신분에 따라 제한되어 사용되는 문양, 다양한 종교적 기반을 거쳐 온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불교적이거나 도교적인 문양은 

참고사항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반면 유교적 선비문화 중에서도 정직과 청렴, 

군자의 절개와 같은 오늘날에도 통용될 수 있는 관념을 권장하는 문양을 

채택하고 장수와 행복을 비는 상서로운 기복 문양들을 두루 차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십장생문, 화조문과 같이 소재 및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시대와 소재를 아우르는 유물에서 문양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주로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의 회화나 건축물의 장식, 공예 

유물을 두루 살펴보았다. 도자기나 나전함, 수저집과 의복의 자수 문양 등에서 

다양한 소재로 표현된 문양의 특성을 많이 참고했으며, 이러한 표현 방식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독특한 형태적인 특성을 살리고자 했다. 한편 궁중회화나 

불교미술과 같이 특정한 계층이나 종교적 영향에서부터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려 하다 보니 그 중 주로 민화에서 문양을 많이 차용하는 일종의 

경향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본격적인 작업 단계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었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했으나, 이러한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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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고 오늘날 보다 현대적으로 통용되면서 소통에 부담이 없는 현대적인 

문양을 개발하여 이를 의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개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의례는 비일상성을 전제로 하나 통과의례와 같이 누구나 맞이하는 삶의 

주요한 단계를 관통하기에 역설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밀착되어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다. 따라서 누구나 의례 상황에 마주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나 예전부터 해온 대로, 가족 구성원이 행동하는 대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찾아 따라서 행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의례란 그 

중요성에 비해 구전으로 전승되거나 상황에 따라, 유행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본 연구자는 시각디자인 전공자이면서 생활 속에서 

의례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혼돈을 겪는 또 하나의 개인으로서 이러한 지점에서 

느껴지는 갈증이 있어왔다. 그리하여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가정의례문화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구하고 시각 현상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짚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례의 소재와 문양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여 오늘날 

의례 상황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집중한 결과, 의례의 

절차나 내용에 관한 새로운 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강화하여, 문양뿐 아니라 의례 과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서비스디자인이나 UX 분야와 결합하여 더 깊이 있는 고찰을 

탐구한다면 전통적 의미를 되새긴 새로운 현대 가정의례의 기준을 정립하여 

의례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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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개정안) 건전가정의례준칙 [시행 2019.7.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타),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례(성년례)”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 “혼례(혼례)”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신행)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상례)”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제례)”란 기제사(기제사)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수연례(수연례)”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6. “주상(주상)”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제주(제주)”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장 성년례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제6조(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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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혼례 

제7조(약혼)  ①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약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한다.

1.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혼인)  ①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  혼인을 할 때 혼수(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③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상례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발인제)

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노제)·반우제(반우제) 및 삼우제(삼우제)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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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발인제)  ① 발인제는 영구(영구: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개정 2019.7.2.>

②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9.7.2.>

1. 매장의 경우: 봉분 조성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제수)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헌주), 축문 읽기 및 배례(배례)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유해함)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제12조(장삿날)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9.7.2.>

제13조(상기)  ①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상기)는 사망한 날부터 100

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7.2.>

② 상기 중 신위(신위)를 모셔두는 궤연(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제14조(상복 등)  ①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7.2.> 

제15조(상제)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상제: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개정 2019.7.2.>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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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구) 운구(운구)의 행렬순서는 명정(명정),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제례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제20조(기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제6장 수연례 

제25조(회갑연 등)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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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11

수복문자도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31561

자수십장생도 10폭 병풍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31572



112

화조문방도 8폭 병풍

한국

국립민속박물관, 민속63587

어해도 10폭 병풍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30111

문방도 10폭 병풍

대한제국

국립민속박물관, 민속29065



113

괴석화조도 8폭 병풍

한국

국립민속박물관, 민속63589

화조도

일제강점기

국립민속박물관, 민속17380



114

자수 문자도 6폭 병풍

광복 이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86307

쌍호흉배

조선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증7480

수장생문오방낭

조선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증6531

자수십장생도 8폭 병풍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3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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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국립민속박물관, 민속30500

광화문 홍예개판

조선시대, 2006 복원

나전 그릇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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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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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Visual Images
of Korean Family Rites

Jiyon Ha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Faculty of Craft & Desig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dvisor : Prof. Kymn, Kyungsun

Family rites refer to the family’s customs, such as the celebration of birth, 

marriage, and obsequies. These rites originate from the book “Garye,” 

written by Zhu Xi of China in 1169. The “Family Rite Standards” issued 

in 1969, proposed rites for the coming-of-age, marriage, funerals, and 

rituals. Although there was no obligation to follow the rites, it was broadly 

advocated and disseminated.

   Korea has been, on top of folk beliefs, ideologically influenced by various 

religions, including Buddhism,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modernization have also shaped the ceremonies conducted in 

Korea. Today, a wide variety of family rituals has emerged affected by urban and 

rural areas, local customs, religions, type of housing, and personal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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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the history and origin of family rituals are pointed out, 

focusing on the main family rituals, such as birth, marriage, and funerals. In 

particular, items related to rituals used in ceremonial situations were defined 

as Tangible mediums, and I looked at the traditional meaning of each medium 

and its formal changes.

   In my work, the three categories that symbolize Sound long life, Gold bead 

bliss, and Guardian and aspiration were designed by extracting elements 

from traditional patterns and reinterpreting them in a modern way. I further 

propose Daily Objets for everyday use to rethink the meaning of traditional 

family rituals and expand it through modern society.

Keywords  Family rites, ritual, ceremony, Tangible medium

Student ID  2017-3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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