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실로 그려내다, 자수장

자수는 염색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착색되지 않은 천, 또는 무늬를 넣어 제직할 

줄 몰랐던 무늬 없는 천의 단조로움을 덜고 모양을 내기 위하여 발달되었다. 하지만 

자수는 단순히 직물의 표면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각 민족의 생활환경, 풍습, 신앙 등

에 따라 독자적 양식을 이루면서 발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부녀자들은 모두 수를 

즐겨 놓았으며 수법을 면면히 전승하여 내려왔다. 수를 놓는 일은 하나의 수련이었

고, 자수는 수를 놓는 이의 마음의 여유가 깃들인 정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번호 80.

자수장 | 우리나라 전통 자수 기법으로 수를 놓는 전문 수공예 기술을 가진 장인.

전통기술

자수장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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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를 놓다

우리나라의 자수는 삼국시대를 즈음하여 이미 육조(六朝)시대에 중

국에서 발생한 불교자수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발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자수에 관하여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지』에 나

오며, 부여 사람들이 흰 옷을 즐겨 입었고, 사신이 외국에 나갈 때에

는 문양과 색채를 그려 넣거나 수놓은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

어 있다. 

그 외에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 진덕여왕 4년(650)에 

손수 비단을 짜서 여기에 태평송(太平頌)을 수놓아 당나라 고종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태평송>의 수가 시사해주는 바는 첫째로 

일찍부터 자수품이 국가 간의 친분을 표시하는 외교상의 증여품으로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로 여왕이 손수 비단을 짜서 수를 놓았

다는 기록은 당시 귀족에서 일반평민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어릴 때부

터 습득해야 하는 가사기술로서 바느질·길쌈·염색 등과 함께 자수

를 중요시했다는 사실이다.

『삼국사기』 중에는 고구려에서 관인들이 회의로 모일 때 수놓은 비

단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외에도 가마나 말안장, 일상용

품에 이르기까지 수가 장식되었고, 불교수도 상당히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일본의 고대 기록을 통해 볼 때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에 자수를 전하여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서기』에는 

340년경에 백제의 왕이 옷을 짓는 여공 진모진(眞毛津)을 일본으로 보

냈는데 이 진모진이 일본 자수의 시조가 되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자수품으로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은 평

양 석암리 일대 낙랑 분묘군에서 출토된 직물 조각들이다. 또한 1973

년에 발굴된 경주 천마총 출토 유물 중 옷자락에 금사로 수놓은 흔적

이 발견된 바 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사실주의적 표현과 종교작품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일반백성의 의복에까지 자수 장식을 할 정도로 

성행하였다. 고려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자수사

계분경도(刺繡四季盆景圖)> 및 사찰에서 전하는 몇몇 작품이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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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하고 있어 그 자세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자수가 매우 발달하여 자수미 자체를 완상의 목적으

로 하는 감상용 자수가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도(繡圖)이

다. 수도는 장막을 칠 때 사이사이에 드리우거나 가정의 내실에 걸던 

일종의 실내 장식품으로, 여기에는 산화(山花)·희수·화죽(花竹)·

영모(翎毛)·과실 따위를 수놓았다고 한다. 이 수도가 발달하면서 그 

한 형태로 자수병풍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이 보물 제653호 자수사계분경도는 무늬 없는 비단에 포도무늬

의 분(盆)과 분재(盆栽), 연꽃무늬의 분과 꽃병이 수놓아졌으며, 다른  

2폭에도 매화의 분재와 꽃병에 나비 한 쌍씩이 배치되어 있다. 사찰을 

상징하는 卍자가 수 놓여,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수병풍은 구도·문양·형태 등에서 송나라 자수의 영향을 다

분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송나라 자수가 물감을 사용하는 등 

회수(繪繡)를 지향하는데 반하여, 이 작품은 수사(繡絲)만을 사용하여 

자수의 본령을 충실히 지키고 있어, 송수와는 다른 독자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이것은 자수 자체의 미적 완성을 추구하는 우리 자수의 전

통이 되어 후대에 계승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궁중에서 수방나인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

진 수인 궁수(宮繡)와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수인 민수(民繡)

로 크게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면서 발전하였다. 궁중에서는 

의장이나 의전용품 등에 자수로 문양과 색채를 나타냈으며, 문무관의 

신분과 계급을 구별하기 위해 관복의 앞뒤에 각기 다른 문양의 흉배
자수 사계분경도

고려,보물제653호,

한국자수박물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이야기여행    345344     전통기술



를 착용하는 제도가 제정됨으로써 자수의 수요는 더욱 증진되었다.

한편 『경국대전』·『속대전』·『목민심서』 등에 의하면 민간의 고급 

직물과 함께 자수 의장(衣裝)사용을 금지한 사실이 여러 차례 기술되

는 것으로 볼 때 자수가 서민들에게도 널리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개화기에는 서양 문물의 도입과 기계 등의 발달로 전문적으로 수를 

놓는 사람이 줄었으나, 1960년대에 전통 자수의 부흥이 일어나 보급

되었다. 이후 자수를 놓는 장인인 자수장이 1984년 10월 15일 국가무

형문화재 제80호로 지정되었다. 

자수장으로서 최초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은 이는 한상수로, 한국전

쟁 중이던 16살 때 처음으로 자수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한상수는 전

통자수에 관련된 고증과 유품을 수집하고 연구했으며, 한국 전통 자

수를 복원하는 한편 외국에 한국 자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애썼

자수장 고(故) 한상수

•사진출처:국립무형유산원

자수장 최유현 보유자 

•사진출처: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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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한국 수예의 60여 가지 자수기법을 바로잡아 체계화하였

으며,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자수 공예로 꼽히는 ‘안주수(安州繡)’

기법을 전수받기도 하였다.

1996년에는 최유현이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특히 40대부터는 불화 대작을 수놓기 시작하였는데 팔상

도, 지장보살, 만다라, 아미타불, 팔신장, 십이지 등을 작품으로 완성

했다. 이러한 대작들은 보통 2~3년, 많게는 8년에 걸쳐 완성된다고 

한다. 더욱이 예천 용문사에 있는 만다라를 밑그림으로 자수 작품을 

만들어 1988년 제13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

기도 했다.

자수장 최유현 보유자 평수놓기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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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실로 그려낸 그림 

나는당신의옷을다지어노앗슴니다.

심의도지코도포도지고자리옷도지엇슴니다.

지치아니한것은적은주머니에수놋는것뿐임니다.

그주머니는나의손때가만히무덧슴니다.

짓다가노아두고짓다가노아두고한까닭임니다.

다른사람들은나의바느질솜씨가업는줄로알지마는

그러한비밀은나밧게는아는사람이업슴니다.

나는마음이압흐고쓰린때에주머니에수를노흐라면

나의마음은수놋는금실을따라서바늘구녕으로드러가고

주머니속에서맑은노래가나와서나의마음이됨니다.

그러고아즉이세상에는그주머니에널만한무슨보물이업슴니다.

이적은주머니는지키시려서지치못하는것이아니라

지코십허서다지치안은것임니다.

‘수(繡)의비밀’,만해한용운

우리나라는 예부터 자수를 놓았는데, 이러한 옛 자수를 유형별로 

볼 때 복식자수·기용자수·종교자수·감상자수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복식자수

조선시대 복식은 왕실복식과 사대부의 복식, 서민복식, 그리고 종

교복식과 의례복식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왕실용 복식에는 임

금과 세자의 곤룡포와 이에 곁들인 용보, 황후와 태자비의 원삼과 적

의에 곁들여 착용하는 용보, 활옷 등이 있다. 

그중 이 유물은 흥선대원군의 관복에 달았던 흉배이다. 흉배는 조

선시대 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였던 사각형의 장식물이며 장식의 목적

과 함께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품계에 따라 문양을 달리

하여 만들었다. 주로 계급의 표시가 되는 동물 도안을 중심에 배치하

고, 구름·여의주·파도·바위·불로초 등을 주위에 배열하였는데 

시대에 따라 흉배의 크기·흉배의 제작법·문양의 종류와 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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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변화가 있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바에 의하면 대군이 기린을 수놓은 흉배를 달

았다고 전하는데, 이에 비추어 흥선대원군이 달았다는 기린 흉배는 

대군의 예우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린흉배는 기린 한 마리가 구

름을 헤치고 발굽을 모아 질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약간 검은색이 도

는 청색 단에 금실과 은실로 수를 놓았다. 문양은 기린을 중심으로 위 

흥선대원군 기린흉배

조선,중요민속문화재제65호,

25.5×23.1㎝,국립대구박물관소장.

•사진출처: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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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옆에는 구름무늬를, 아래에는 구름과 물결무늬 등을 배치하였다. 

자수 방법과 문양의 배치가 정교하다. 

한편 활옷은 상류사회에서 가례 때 여성이 입는 예복이었으나 후기

로 가면서 일반 백성의 혼례복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주로 모란, 국

화, 연꽃, 불로초 등의 꽃무늬와 봉황, 학과 같은 길조와 수(壽)를 원

하는 글귀가 놓여 있다. 그밖에 복식과 관련된 자수로서, 화관, 댕기, 

수노리개 등 장신구를 비롯하여 돌옷으로 전복, 복건, 쾌자, 애기굴

레, 버선 등이 있고 굴레, 조바위, 남바위, 꽃신, 수주머니 등이 있다. 

기용자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 기물 중 수가 놓인 것을 상당히 많이 찾

아볼 수 있다. 장롱을 비롯하여 함, 궤, 침구, 방석, 병풍, 등과 베갯

모, 침통, 안경집이 있고, 수저집, 붓주머니, 부채주머니, 노리개주머

니, 도장주머니, 보자기, 말안장 등이 있다. 

종교자수

고려시대 불교가 융성했던 만큼 불교자수가 성행되었을 것으로 추

측되지만 현존하는 작품은 대각국사 의천의 가사, 용문탁의(龍文卓

衣) 등을 꼽을 수 있을 뿐이며, 그 밖에 조선시대의 것으로 가사, 불경

의 표장(表裝) 등이 남아있다. 

그중에서 보물 제654호의 이 자수가사는 18세기 전기의 것으로 전

해 내려오고 있다. 첫 단에는 부처불, 둘째와 셋째 단에는 보살, 넷째 

자수가사

조선18세기전기,보물제654호,

240×63㎝,한국자수박물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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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는 경전, 다섯째 단에는 존자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흰색의 공

단 바탕에 노랑·주홍 등의 색상을 사용하여 정교하고 아름답게 수놓

고 있다. 현재 전해 내려오는 가사로는 10여 점이 있으며, 그 중에서

도 이 가사는 전체가 그림자수로 되어 있어 특기할 만하다. 

감상자수

감상을 하기 위한 자수가 나타난 시기는 고려시대이다. 특히 조선

후기 자수병풍이 많이 번성한 것은 그 시절에 발달한 민화와 관련이 

깊다. 병풍의 바탕이 되는 밑그림에 따라 마치 회화와 같이 산수도·

십장생도·화조도·조충도·신선도·백동자도·백수·백복전도 등

으로 나누어진다. 이외에 농사짓는 풍경을 수놓은 경직수병(耕織繡

屛)과 풀·꽃·벌레 등을 묘사한 초충수병(草蟲繡屛), 꽃과 새를 수놓

은 화조수병(花鳥繡屛), 인간이 꿈꾸는 장생불사의 염원을 표현한 십

장생수병(十長生繡屛)과 물속에 노니는 물고기의 생태를 묘사한 어

락수병(魚樂繡屛), 선인들의 서체나 집안어른의 글씨를 받아 수놓은 

서예수병, 유교의 기본 덕목인 인(仁)·의(儀)·예(禮)·지(智)·효

(孝)·충(忠)자를 수놓은 문자수병, 고사수병, 송학수병, 매화수병 등

이 있다. 

그중 보물 제595호의 이 자수 초충도 병풍은 민들레·패랭이꽃·맨

드라미·벌·나비 등 무려 20여종의 풀과 벌레를 볼 수 있으며, 구도

나 기법이 독특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며, 고상한 멋이 

있어 궁중이나 양반댁에서 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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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초충도 병풍

시대미상,보물제595호,40×64㎝,

동아대학교박물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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