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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다회장의 분포 및 도구에 관한 연구

박 윤 미†․최 연 우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Abstract

Dahoejangs in the Joseon Dynasty were craftsmen who belonged in the Gyeonggongjang in Hansung government 
office. Out of 2,841 craftsmen who specialized in 129 types of work, 1 of them were Dahoejangs. Dahoejangs were 
craftsmen who made cords. However it was not passed down and currently Maedeupjangs are making cords and 
making Maedeup with the cords they have made. In the Uigwes the composition of Dahoejangs number and types 
of tools used in creating good for ceremonies are indicated. This study has found records of Dahoejangs from 50 
Uigwes. The tools used were indicated as Haesagee, Hapsagee, Hapseongee, Yeonsagee, Sangsagee, Dahoegee, 
Yungjapan and some others. Haesagee is a tool that winds thread from a skein to a spool. Hapsagee is a tool that 
combines more than two yarns together. Hapseon is for combining thicker threads. Yeosagee is not a process of 
scouring for refining, but is assumed to be a tool to twisting yarn. There are no information left about the shape 
or working methods of Sangsagee but it is considered to be a tool for doubling several threads together. Based 
on the existing artifacts and painting of Dahoe, it is assumed that threads were woven on usually a round plate 
or bowl. Youngjapan is considered to be a tool for making tassels. This shows that Dahoejangs made tassels and 
it was completely separate from making Maedeups. There, it is evident that Dahoejangs made cords as well as 
tassels but the work of Maedeupjang were constricted to only making Maedeup with the cords given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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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조선시대 공장(工匠)은 일반적으로 전업적 수공

업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공조(工曹), 각 관서

(官署), 각도 및 각읍 소장의 공장(工匠) 성적(成籍)
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공장들 가운데 다회장(多繪
匠)은 각종 끈목을 짜던 장인들로, 경공장(京工匠)
에 편성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 기능을 갖춘 장인이

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복식을 비롯한 사회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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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가 현대화되면서 전통 다회의 사용이 축소

되었으며, 다회는 주로 매듭의 소재로만 여겨져 매

듭장이 짜서 매듭을 맺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

되었다. 때문에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에서도 ‘매듭

장’은 1968년 정연수 선생을 최초 보유자로 인정하

는 것을 필두로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으나, ‘다회

장’은 인정되지 못하여 전승이 단절된 상태이다.
다회가 매듭의 일부분 혹은 일부 공정으로만 인

식되는 현상은 학계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지금까지 다회 관련 선행연구는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 등 대략 40여편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의 

일부는 학위논문을 재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것

도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고 다회 관련 선행연구의 

수량을 적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매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다회 

자체를 다룬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Park and 
Choi, 2013). 즉, 매듭의 역사와 특징, 제직 기법 등

은 비교적 상세히 연구되었으나, 다회의 역사나 제

직 기법, 엮는 도구, 그리고 다회장 자체에 대한 연

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다회 관련 선행연구경향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아래 두 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

고, 각각의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각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다회장의 분포

를 살핀다. 세부적으로 다회 관련 장인의 명칭과 

소속 관서, 인원, 근무 형태, 평가와 승급 등을 파악

한다. 분석 대상은 조선시대 법전으로 한정한다. 둘
째, 다회 관련 장인들이 사용한 도구의 명칭을 파

악하고, 그 형태와 사용법 등을 유추한다. 연구를 

위해 고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서를 비롯한 

각종 문헌(의궤, 등록, 발기, 홀기, 전례서, 정례, 법
전, 백과전서, 문집 등) 총 716종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총 394종의 문헌에 다회 관련 내용이 수록되

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다회 관련 장인의 도구는 

주로 의궤에 기록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회 관련 도구가 명시된 1605년(선조

38)부터 1906년(광무10)까지의 약 50종 의궤를 주

된 분석 자료로 삼았다. 다만, 의궤에는 도구의 명

칭만 기록되었을 뿐,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지 않

았고, 세부 소재 역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대의 매듭장들이 다회를 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조사하여 의궤에 기록된 도구의 형태와 사용법 등

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의궤의 도구는 다회장에 한

정하지 않고 매듭장까지 포함하여, 다회장과 매듭장

의 도구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다회장과 그들이 사용한 도구, 제작 물품 

등에 관해 전반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II. Spread of Dahoejang

조선시대의 다회장은 기본적으로 경국대전(經
國大典)(1485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조선전기

에 경국대전을 통해 완성된 법체계는 조선후기

에 여러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치며 전록통고(典
錄通考)(1706년), 대전통편(大典通編)(1785년), 
대전회통(大典會通)(1865년) 등으로 편찬된다. 그
러나 장인의 명칭과 인원을 보면 대전회통까지 
경국대전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 따라서 아래에

서는 경국대전의 내용을 기초로 조선시대 다회 

관련 장인에 관해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파악하

고자 한다. 
경국대전은 이전(吏典), 호전(戶典), 예전(禮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으로 나눠, 각종 

법령을 집대성하였다. 법령을 통해 다회 관련 장인

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무형태와 승급 등 

여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1. The name & the number of persons of handi-
craftsman related to Dahoe

다회 관련 장인의 명칭과 인원은 공전 ‘공장

(工匠)’ 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시대 장인은 

근무지에 따라 중앙인 한성의 관청에 소속된 경공

장(京工匠)과 지방의 관청에 소속된 외공장(外工匠)
으로 나눠서 편성된다. 경공장은 129종 2,841명이

고, 외공장은 27종 3,652명으로, 공식적으로 총 6,493
명의 장인이 있었다. 이 중 다회 관련 장인은 경공

장에만 있고, 외공장에는 없다.
다회와 관련되는 장인은 <Table 1>에 정리된 것

처럼 다회장(多繪匠), 매듭장(每緝匠), 합사장(合絲
匠), 연사장(練絲匠)의 4종이 있다. 다회장은 끈목

을 짜는 장인이고, 매듭장은 이 끈목을 엮어 모양

을 내는 장인이다. 합사장은 다회를 짤 때 쓰는 실



60 조선시대 다회장의 분포 및 도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 714 －

<Table 1> The affiliation and the number of craftmen in spinning at the early Joseon dynasty   

Name of handicraftsman
The belonging & the number of persons

Total
Gongjo(工曹 本曹) Sanguiwon(尙衣院) Jeonseolsa(典設司)

Dahoejang(多繪匠) 2  4 6  12

Maedeupjang(每緝匠) 2  4 -   6

Hapsajang(合絲匠) - 10 -  10

Yeonsajang(練絲匠) - 75 -  75

Total 4 93 6 103

을 합사하는 장인이고, 연사장은 실을 정련하는 장

인이다. 여기서 합사장과 연사장은 다회용 실만 다

룬 것이 아니라, 의복을 만들거나, 자수를 놓기 위

한 모든 실을 다루었을 것이므로, 이들이 작업한 

실의 일부만 다회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인은 다시 각 관서별로 소속이 구별되고, 인원

도 규정된다. 다회장은 공조 본조(本曹)에 2명, 상
의원(尙衣院)에 4명, 전설사(典設司)에 6명이 소속

되었다. 매듭장은 공조 본조에 2명, 상의원에 4명이 

소속되었다. 합사장은 상의원에 10명, 연사장은 상

의원에 75명이 소속되었다. 따라서 총 4종의 유형

에 총 103명의 장인이 다회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

된 일에 종사하였다. 특히 이 중 다회장과 매듭장은 

공조 본조, 상의원, 전설사의 세 기구에 소속된 총 

18명이 있었다(Gyeonggukdaejeon, volume 6, Gongjeon 
Gongjang).

2. Working system, status, rank
조선시대의 장인은 명부(名簿)를 만들어 각각 관

리되었고, 일정하게 정해진 근무 형태가 있었으며, 
장인이 될 수 있는 신분과 근무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제한도 있었다.
 
“경공장과 외공장은 명부를 만들어 공조 본조, 

소속 관사, 소속 도(道), 소속 읍(邑)에 비치한다(사
천(私賤)은 소속시키지 못하고, 나이 만 60세가 되

면 역(役)을 면제한다(京外工匠成籍, 藏於本曹․本
司․本道․本邑.【私賤勿屬, 年滿六十除役.】).”

(Gyeonggukdaejeon, vol. 6, Gongjeon Gongjang)

경공장 소속 장인의 명부는 공조 본조와 소속 관

사에 보관되었으므로, 경공장에만 들어있는 4종 다

회 관련 장인의 명부는 공조, 상의원, 전설사에서 

각각 관리했을 것이다. 또, 사천 즉, 개인이 소유한 

노비는 공장이 될 수 없었고, 나이 만 60세가 되면 

공장의 직역에서 면제됨을 알 수 있다.
장인은 물품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제작

품을 수시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장인은 기본적으로 잡직(雜職)에 들어가는데, 경
국대전에 의하면 잡직에 소속된 관원들은 “모두 

(1년에) 네 번의 도목이 있다(皆四都目)”(Gyeong-
gukdaejeon, volume 1, Yijeon Japjik)라고 규정하였

다. 여기서 ‘도목(都目)’은 관원들의 성적을 평가하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인들도 1년에 4번의 평

가를 받고, 이를 종합하여 승급 여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조에 소속된 장인의 근무 형태와 

승급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장인의 수는 공전 에 나온다. 전원을 2반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하고, 재직기간 900일이 되면 품

계를 높이되 종6품에서 그치고, 다만 근무일수[元
仕]만 계산한다.”

(Gyeonggukdaejeon, vol.1, Yijeon Japjik: 
“匠人數見工典, 分二番, 仕滿九百加階, 從六品而止, 

只計元仕.”)

조선시대 장인들은 2교대 근무를 하고, 900일을 

근무하면 품계를 높여주었음이 파악된다. 다만 장

인이 오를 수 있는 품급은 종6품까지이고, 그 이상

은 오를 수 없었다.
이렇게 장인들의 품계가 종6품까지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조에서 잡직을 담당하던 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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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ank of handicraftsman related to Dahoe at the early Joseon dynasty

Public office Jong7pum(從七品)
Gongje(工製)

Jong8pum(從八品)
Gongjo( 工造)

Jong9pum(從九品)
Gongjak(工作)

Gongjo(工曹) - 1 2

Sanguiwon(尙衣院)
4

Neunglajang(綾羅匠), Yajang(冶匠), 
Huandojang(環刀匠)

1
Okjang(玉匠), Huajang(咊匠), 

Eunjang(銀匠)
3

품계는 종6품까지만 규정되었다. 그 중 다회 관련 

장인이 있는 부서의 품계와 직급을 보면 <Table 2>
와 같다.

공조 본조에는 종8품의 공조(工造) 1명, 종9품의 

공작(工作) 2명이 있다. 또 상의원에는 종7품의 공

제(工製) 4명, 종8품의 공조 1명, 종9품의 공작 3명
이 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상의원의 공제는 능

라장(綾羅匠), 야장(冶匠), 환도장(環刀匠)이 맡을 수 

있었고, 공조는 옥장(玉匠), 화장(咊匠), 은장(銀匠)
이 맡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장인은 공작만 맡을 

수 있었다(Gyeonggukdaejeon, volume1, Yijeon Japjik). 
따라서 상의원에 소속된 다회 관련 장인은 모두 종

9품 공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설사에 소속된 장

인의 품급과 직책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전기 다회 관련 장

인의 근무 형태, 신분, 직급 등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총 4종의 다회 관련 장인은 사천이 아

닌 신분에서 선발하여 1일 2교대로 만 60세까지 근

무하며, 1년에 4번 평가를 받는다. 900일마다 품계

를 높이지만, 공조 본조에서는 종8품 공조와 종9품 

공작의 직급까지만 받고, 상의원에서는 종9품 공작

의 직급만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들 장인 위에는 

정2품 공조 판서 1인, 종2품 참판 1인, 정3품 참의 

1인, 종5품 정랑 3인, 정6품 좌랑 3인이 있어, 장인

들이 각종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관리하였다.

III. Tools of Dahoejang

조선시대에는 왕실이나 국가에서 가례(嘉禮), 책
례(冊禮), 국장(國葬), 존숭(尊崇) 등의 큰 의례가 있

을 때 일의 전말, 소요된 재용(財用)과 인원, 의식 

절차, 행사 후의 논상(論賞) 등을 의궤(儀軌)에 기록

하였다. 의궤에서는 때로 각 의례를 거행할 때 소

요된 물품을 제작한 장인에 관한 기록도 찾을 수 

있다. 확인 결과, 그 중 총 50종의 의궤에서 다회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도구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

었다. 다회장에게 소용되었던 도구는 해사기(解絲
機), 합사기(合絲機), 합선기(合線機), 연사기(練絲機, 
鍊絲機), 쌍사기(雙絲機), 다회기(多繪機), 영자판(纓
子板) 등이었다. 이들 도구는 대개 다회장에게 소용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듭장의 소용 도구로는 해

사기 한 종류만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이들 도구 관련 내용을 각각 분석하

고, 현대 장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참조하여 의궤

에 나타나는 각 도구의 형태와 용도를 유추하도록 

한다. 현재는 매듭장이 다회까지 짜므로 조선시대

의 다회장과 매듭장의 제작 물품을 비교하기 위하

여 매듭장의 도구에 관한 기록도 함께 정리하여 비

교, 검토한다. <Table 3>은 다회장의 도구와 제작 

물품 등을 의궤의 간행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고, 
<Table 4>는 매듭장의 도구와 제작 물품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Haesagee(解絲機, spinning wheel)
해사기는 여러 도구 중 유일하게 다회장과 매듭

장에게 모두 소용된다. 다회장의 도구로는 1713년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肅
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부터 

1906년 순종순명황후가례도감의궤(純宗純明皇后嘉
禮都監儀軌)에 이르기까지 총 21종의 의궤에 나타

난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조선후기 내내 

다회장이 다회를 짤 때 해사기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매듭장의 도구로는 1713년의 

위 숙종과 숙종비 존숭의궤부터 1752년 인원왕후

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
尊崇都監儀軌)까지의 5종 의궤에서만 나타난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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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장이 해사기를 사용한 것은 18세기 전반기로 한

정되는 것이다.
해사기는 다회장의 도구에서 주로 단독으로 기

록되지만, 1755년 인원왕후숙빈영조정성왕후존숭

도감의궤(仁元王后淑嬪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에서는 합사기와 함께 기록된다. 1755년에 다회장

이 다회를 짤 때 해사기와 합사기를 함께 사용한 

것이다. 또 1713년 숙종 등의 존숭의궤부터 1752년 

인원왕후 등의 존숭의궤까지 총 5종의 의궤에서는 

해사기, 합사기, 영자판이 함께 기록된다. 이를 통

해 18세기 전반기에 다회장은 해사기, 합사기, 영자

판을 모두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해사기의 수량은 다회장이 대개 1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1736년 사도세자책례도감의

궤(思悼世子冊禮都監儀軌)에서는 2개를 쓰는 것으

로 기록된다. 한편, 매듭장의 해사기는 2개를 쓰는 

것으로 기록된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던 다회는 대부분 명

주실(絹絲)로 만들었다.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자

아낼 때는 온탕(溫湯)에 누에를 담가 고치에서 나

오는 실을 물레나 자새(絲車)에 감고, 실이 일정 분

량 감기면 빼내 타래로 만든다. 이 타래는 풀어서 

가락이나 얼레에 감는데, 이렇게 실을 풀어내는 과

정을 ‘해사(解絲)’라고 한다.
실타래는 용도에 따라 타래를 걸어두는 기구가 

달라질 수 있다. 바느질을 위해 작은 실패에 감을 

때는 양 손목이나 발목에 타래를 걸고 실패에 감지

만, 옷감 직조와 같이 많은 양을 풀어야 할 때는 별

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서유구

<Fig. 1> Sinning silk with Nag-geo
(from Imwongyeongjejee, V.5)

  <Fig. 2> Spinning silk(Photographed by 
author)

<Fig. 3> Spinning cotton with Mok-
myeonbalgeo(from Imwongyeongjejee, V.5)

(徐有榘, 1764~1845년)가 저술한 임원경제지(林園
經濟志) 전공지(展功志) 권5 ‘방직도보(紡織圖譜)’
에는 직조에 필요한 각 과정을 여러 문헌을 인용하

여 자세히 서술하고 나서 도보(圖譜)를 그려 넣어 

기구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공지에

는 ‘낙거(絡車)’(Fig. 1)가 타래의 실을 푸는데 사용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낙거는 4개의 막대를 고

정시켜놓고 거기에 실타래를 걸고 얼레에 감는 구

조로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명주짜기가 전

승되고 있는 경북 성주와 경주에서는 돌것에 타래

를 걸고 실을 푸는데, 이는 예로부터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해 오던 방법이라고 한다(Fig. 2). 그런

데, 이 돌것은 임원경제지의 ‘목면발거(木棉撥車)’ 
(Fig. 3)와 형태가 유사하다. 목면발거는 자아낸 무

명실을 감는데 사용하는 기구이다. 낙거처럼 타래

를 걸치는 부분은 사각형의 막대를 달지만, 가운데 

기둥이 회전되는 구조여서, 타래를 돌려 좀 더 효

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회장의 전승이 단절된 현재 시점에서 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해사기의 정확한 형태를 알 수는 없

다. 다만 민간에서 전통적으로 해 오던 생활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경주와 

성주에서 사용하는 돌것과 유사한 구조의 해사기

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Hapsagee(合絲機, doubling machine)
합사기는 다회장의 도구로만 나타난다. 기록은 

1713년 숙종 등의 존숭의궤부터 1863년 철종대왕

국장도감의궤까지 총 21종의 의궤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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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기와 마찬가지로 조선후기 내내 다회장의 도

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합사기는 다회장의 도구로 단독으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위의 해사기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때로

는 해사기나 영자판과 함께 적혀 있는데, 수량은 모

두 1개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776년 영조국장도

감의궤부터 1863년 철종의 국장의궤까지에는 합

사기를 만드는 세부 재료가 명시되는데, 이에 의하

면 합사기 1개를 만들 때 바탕(所湯)을 만드는 재료

로 장송판(長松板) 3척(尺), 기둥(柱) 재료로 소소조

리목(小小條里木) 반(半)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합

사기는 바닥에 나무판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

운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
다회를 짜기 위해서는 원하는 굵기만큼 실을 여

러 올을 합하여 한 올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사

용하는 기구가 합사기이다. 특히 올이 가는 견사는 

여러 올을 합해야 끈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굵기가 나온다. 자수를 놓는 수실과 같이 실의 길

이가 짧을 때는 별다른 기구 없이 실 끝을 못에 걸

어 고정시켜놓고 손으로 비벼 합사를 하지만, 양이 

많을 때는 합사기가 필요하다. 합사를 할 때는 여

러 개의 얼레에 감긴 실을 한데 모아 물레에 감아

서 합사를 하며, 합사하는 올수에 따라 2합(二合), 3
합(三合), 4합(四合) 등으로 구분한다. 
임원경제지 전공지에는 목면선가(木棉線架)에

서 합사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Fig. 4). 물레와 

비슷한 형태로 높이 2척 정도가 되는 기둥 하나를 

설치하고, 4개의 가락에서 나오는 실이 걸쳐지도록 

  <Fig. 4> Doubling cotton with 
Mokmyeonseonga(from Imwon-
gyeongjejee, V.5)

  <Fig. 5> Sangsageoree and Beetot
  (from Maedeupjang. 1997, p.56)

  <Fig. 6> Samgapso, Property of  
National Court Museum(Photo-
graphed by author)

한 후, 물레에 놓인 2개의 가락에 2올씩 감으며 합

사하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매듭장들

이 합사를 할 때에는 필요한 다회 길이보다 좀 더 

길게(합사를 하면 실 길이가 약간 줄어 듦) 2개의 

상사거리를 놓고, 상사거리 위에 달린 못에 원하는 

올수만큼 왕복하며 실을 건 후, 한쪽 상사거리의 

못에 걸린 실을 빼내어 비톳에 걸고 비톳을 돌리면

서 합사를 한다(Fig. 5).    

3. Hapseongee(合線機, plying machine)
합선기는 1713년 숙종 등의 존숭의궤부터 1776

년 영조의 국장의궤까지 총 7종 의궤에 기록된다. 
수량은 대부분 2개이지만, 영조 국장의궤에서만 1
개로 나타난다.

합선기는 굵은 선(線)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구

이며, 이 굵은 선은 유소와 같이 큰 매듭장식을 만

들거나 책을 장정할 때 사용한다. 현전하는 유물을 

보면 선은 주로 세 가닥을 합한 것을 가장 많이 사

용하였는데, 이것을 각종 의궤에서는 ‘삼갑소(三甲
所)’ 즉 ‘세겹바’로 기록하였고, 현재 매듭 장인들

은 ‘삼선(三線)’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에는 어책(御冊), 어보(御寶)의 부속품으로 많은 삼

갑소가 소장되어 있는데, 연구자가 200여점의 유물

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직경 0.8㎝ 이상의 

굵은 끈목이었다(Fig. 6). 
유소나 책을 만들 때 쓰는 선은 옷감 직조에 사

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실을 합하여 굵게 

만들므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서유구는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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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전공지에서 물레(紡車)를 오른쪽으로 돌려 

무명실을 잣는데 실을 합쳐서 물레를 왼쪽으로 돌

리면 선(線)을 이룰 수 있다고 하여 물레를 합선기

로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대 이후 매듭 

장인들은 <Fig. 5>의 상사거리와 비톳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나 더 무겁고 고리부분

이 큰 비톳을 사용하고 있다.

4. Yeonsagee(鍊絲機, 練絲機, twisting machine)
연사기는 1681년 숙종인현후가례도감의궤부터 

1762년 정조효의왕후가례도감의궤까지 총 10종
의 의궤에 보인다. 그런데 연사기만 단독으로 나타

난 경우는 없고, 모두 쌍사기와 함께 기록되며 필

요 수량은 1개이다.
섬유 공정에서 연사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연사(鍊絲)’ 혹은 ‘연사(練絲)’로 표기

되며, 정련을 통해 누에로부터 자아낸 생사(生絲)의 

표면에 있는 세리신을 제거하여 부드럽게 만든 실

을 뜻한다. 앞서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경공장(京工匠)에는 연사장(練絲匠)이 있다. 직조에 

필요한 생사를 정련하는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장

인들인데, 정련을 하는 정도에 따라 실의 부드러움

과 강도 등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상의

원에 75명의 연사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능

라장(105명)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다. 당시 적지 않

은 양의 실을 정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의원

에서 연사장이 작업한 실은 다회 직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옷감을 짜는데 더 많이 쓰였을 것이

다. 둘째, ‘연사(撚絲)’로 표기되며, 꼬임을 준 실을 

뜻한다. 이 실은 용도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여 꼬

임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한다. 다회장

이 사용한 도구인 연사기는 ‘연사기(練絲機)’ 혹은 

‘연사기(鍊絲機)’로 기록되므로, 글자의 뜻으로만 

보면 이 도구는 위 두 종류 중 전자(前者)에 해당하

여 실을 부드럽게 만드는 기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소용되었던 여러 다회 물품 

관련 기록을 보면 다회의 재료에 색사(色絲)가 포

함되는 것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에는 금보(金寶) 제작에 “술(蘇兀)에 

들어가는 지금(紙金) 1장, 끈의 속심 홍면사(紅綿

絲) 1냥, 영자용 다회 홍진사(紅眞絲) 2냥”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회장에게 염색을 마친 면

사와 견사가 제공되는데, 염색 공정을 염두에 두면 

연사장이 정련을 마친 실을 염색장이 받아서 염색

을 한 후 다회장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렇다면 다회장은 이미 정련과 염색의 기본 공정이 

끝난 상태의 실을 공급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다

회장에게 소용되는 도구인 연사기는 정련을 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회를 짜기 위해 실에 꼬

임을 주는 연사(撚絲)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일 것으

로 추정된다.
유소나 매듭을 맺을 때 쓰는 끈목은 어느 정도의 

꼬임이 들어가 있다. 여러 올의 실을 합사할 때 먼

저 각각의 실에 꼬임을 준 후 합사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이합사(二合絲)를 만들려면 먼저 실을 왼

쪽으로 꼰 후, 이 꼬임을 준 실 2올을 합하여 다시 

오른쪽으로 꼬임을 준다. 합사한 실은 꼰 방향에 

따라 좌사(左絲), 우사(右絲)라 부르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실에 꼬임을 줄 때는 물레나 가락

바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가락바퀴

를 사용하지 않고, 물레만 사용한다. 그리고 다회는 

옷감을 짤 때 사용하는 실보다 굵게 합사한 올을 

사용하므로 가락바퀴보다는 큰 물레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다회를 짤 때는 대체로 필요한 길이만큼만 

실을 꼬므로 합사할 때 실을 꼬는 연사(撚絲)도 함

께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사에 사용하는 상

사거리와 유사한 도구를 연사기(撚絲機)로 사용했

을 가능성이 있다. 의궤에서도 다회장의 도구 가운

데 합사기와 연사기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이는 합사기와 연사기가 유사한 도구였고, 합사와 

연사를 동시에 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5. Ssangsagee(雙絲機, doubling machine)
쌍사기에 관한 기록은 1667년 숙종세자책례도

감의궤(肅宗世子冊禮都監儀軌)부터 1762년 정조의 

가례의궤까지 약 100년간 총 15종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다회장의 도구로 단독으로, 또는 연사기와 함

께 명시되어 있다.
기록이나 그림, 현재 민간에서 사용하는 도구 등

을 모두 종합해도 쌍사기의 형태나 용도를 짐작할

만한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도구의 명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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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실 두 가닥을 가지고 어떤 공정을 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혹은 쌍사기를 사용하여 만

드는 물품이 연(輦), 채여(彩輿), 청개(靑蓋), 회승

(回繩) 등인데, 여기에는 굵은 끈목이 필요하다. 따
라서 여러 가닥의 실을 합하는데 쓴 도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쌍사기가 1667년부터 1762년까지 나타나

는 것에 비해, 합사기는 1745년부터 1863년까지 나

타나며, 합선기는 1713년부터 1776년까지 나타난

다. 이것으로 보아 쌍사기는 합사기였으며, 합사기

로 불리기 이전의 명칭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6. Dahoegee(多繪機, Cord Machine)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다회(多繪)’ 용어는 조선

전기의 국가전례서인 세종실록오례의(世宗實錄五
禮儀)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다회 실물은 삼국시

대 유적지인 천마총, 무령왕릉 등에서 출토되어, 우
리나라에서 고대부터 이미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회를 짤 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다회기’이다. 

그런데, 본 연구를 위해 700여종 이상의 문헌을 모

두 조사한 결과, 다회기의 기록은 3건만 찾을 수 있

었다. 가장 이른 것은 1605년에 편찬된 호성선무

원종삼공신도감의궤(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
이고, 이어 1644년의 영국녹훈도감의궤(寧國錄勳
都監儀軌)(1644), 마지막으로 1729년의 분무녹훈

도감의궤(奮武錄勳都監儀軌)(1729)이다. 다회기의 수

량은 1개이다.
다회기는 의궤에 재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Fig. 7> Dahoegee(Property of 
Sookmyeong Women's University, 
Photographed by author)

<Fig. 8> Genre painting(Property 
of Great Britain Museum, Photo-
graphed by author)

<Fig. 9> Namwon 8sateul(from 
Maedeup, Korean Traditional Knots. 
2004, p.44)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전혀 없으나, 유물

과 그림자료를 통해 그 실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

음이 확인되었다.
다회기 유물은 현재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과 이

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 조선후기 궁중에서 상궁이 

사용하던 다회기가 소장되어 있다. 2점 모두 나무

로 만든 발우(拔羽)의 형태에 입술부분에 홈이 파

여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의 다회기(Fig. 7)
에는 8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다회기에는 16
사가 걸려 있다.(National Museum of Korea, 2004) 

다회기를 묘사한 그림은 근대 풍속화가인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가 있다. <주머니선치며 ‘듸’치는

모양>이라는 풍속화(Fig. 8)에는 두 명의 남자가 다

회를 치고 있는데, 왼쪽 인물은 8사 동다회(童多繪)
를 치고 있으며, 오른쪽 인물은 2대가 함께 작동되

는 반자동식 직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왼쪽 인

물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인 남원 8사틀(Fig. 
9)이 현전하고 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Park and Choi(2013)의 연구에서는 현재 다회 기

능 보유자들이 사용하는 다회기에 대해 조사를 하

였는데, 끈목이 동그란 동다회의 경우 남원 8사틀

과 구조가 비슷한 둥근 형태의 판 위에서 직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7. Youngjapan(纓子板)
영자판은 1713년 숙종 등의 존숭의궤부터 1752

년 영조 등의 존숭의궤까지 총 4종의 의궤에 기록

된다. 영자판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해
사기, 합사기와 함께 나타난다. 세부재료는 기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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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영자(纓子)는 조선시대의 관모류를 비롯한 각종 

복식에 쓰이고, 이 외 어보(御寶), 함(函) 등 다양한 

물품에 쓰이는 끈목이다. 영자판도 옥보(玉寶, 숙
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시옥

인(諡玉印, 단의빈예장도감의궤), 시보(諡寶, 숙
종국장도감도청의궤) 등의 물품을 만드는 재료로 

기록되어 있어, 주로 어보의 인끈(鈕)에 매는 끈을 

제작하기 위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Table 3). 그런

데 현재 남아있는 어보의 인끈은 대개 굵은 동다회

이고, 동다회의 몸체인 끈목을 짤 때 특별하게 고

안된 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다회의 도구로 영자판이 기록되고 있어, 이 

영자판은 동다회가 아닌 다른 물품을 제작하는 도

구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끈에 쓰는 동다회는 끝부분에 방울술이 

달려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울술은 방울모양의 

둥근 부분은 세밀하게 망(網)으로 엮고, 그 아래는 

술을 늘어뜨린다. 의궤에 기록된 영자판은 바로 이 

술을 제작하는 도구로 여겨진다(Fig. 10). 이것은 

다회장이 동다회를 만드는 공정과 방울술을 만드

는 공정을 모두 담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매듭장이 방울술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현재의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사실이다. 또한 중요무형문

화재 제22호 매듭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봉섭 보

유자의 증언에 의하면, 부친이자 최초 매듭장이었

던 정연수 전 보유자가 다회만 짜던 장인으로부터 

다회를 공급 받고 본인은 매듭만 지었다고 말했다

<Fig. 10> Structure of royal seal(from Royal Seals and 
Symbols of Joseon Dynasty, 20012, p.74)

<Fig. 11> Sool-pan(Photographed by author)

고 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는 다회를 짜는 것과 

매듭을 엮는 것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술 

장식이 필요한 경우 다회장이 제작하여 매듭장에

게 공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술을 만들 때는 먼저 왼쪽으로 실을 꼬고, 이어 

왼쪽으로 꼰 실 2가닥을 합하여 오른쪽으로 비빈 

후(실에 꼬임을 주는 과정을 ‘비빈다’라고 표현함), 
판에 박아놓은 못에 길이를 맞춰 팽팽히 걸고, 뜨
거운 수증기로 김을 올려 길이와 형태를 고정한다. 
현재 이 판을 ‘술판’(Fig. 11)이라고 하는데, 영자판

도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구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IV. Conclusion

조선시대의 다회장은 각종 끈목을 짜던 장인들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국대전을 통해 다회 관

련 장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였고, 조선

후기 의궤의 기록을 통해 다회장에게 소용되었던 

도구의 명칭과 재료를 확인한 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구와의 비교를 통해 그 형태와 사용법 등을 

유추하였으며, 세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전기 다회장은 외공장에는 없이 경공장에만 

소속되어 있었다. 다회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장

인은 다회장, 매듭장, 합사장, 연사장의 4종이 있었

고, 이들은 공조 본조와 상의원, 전설사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총 인원은 103명이었다. 그 가운데 다회

장은 12명인데, 공조 본조에 2명, 상의원에 4명, 전
설사에 6명이 배치되었다. 또 매듭장은 총 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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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tools of Dahoejang

Tool Text Artifacts Source Date

Yeonsagee
(鍊絲機)
Sangsagee
(雙絲機)

Yeonsagee 1(鍊絲機一), Sangsagee 
1(雙絲機一), Gwe 1(樻一), 
Gongseok 2(空石二立)

Queen's Seal 
(王妃之寶)

Sookjong-Inhyunhoo Garyedogam-Uigwe 
(肅宗仁顯后嘉禮都監都儀軌),‘諸色
工匠所用雜物秩’

1681

Yeonsagee 1(鍊絲機一), Sangsagee 
1(雙絲機一), Gongseok 2 
(空石二立), Gweja 1(樻子一)

Queen's Seal 
(王妃之寶)

Sookjong-Inwonhoo Garyedogam-Uigwe 
(肅宗仁元后嘉禮都監儀軌), ‘甘結秩’ 1702

Yeonsagee 1(鍊絲機一), Sangsagee 
1(雙絲機一), Gongseok 2 
(空石二立), Gweja 1(樻子一)

Jade Seal(玉印), 
Jade Box(玉盝)

Gyeongjong-Seonuiwanghoo Garyedogam- 
Uigwe(景宗宣懿王后嘉禮都監儀軌), 
三房儀軌 ‘稟目秩’

1718

Yeonsagee 1(鍊絲機一), Sangsagee 
1(雙絲機一), Gongseok 2 
(空石二立), Gwe 1(樻一)

Jade Seal(玉印), 
Seal's Box(印盝)

Youngjo-Wangseja Chaekryedogam- 
Uigwe(英祖王世子冊禮都監儀軌), 
二房儀軌 ‘匠人所用秩’

1721

Yeonsagee 1(鍊絲機一), Sangsagee 
1(雙絲機一), Gongseok 2 
(空石二立), Gwe 1(樻一)

Lacquered Boxes 
(竹册入盛黑漆內
函, 黑漆外樻)

Sadoseja Garyedogam-Uigwe 
(思悼世子嘉禮都監儀軌), 三房儀軌
‘甘結秩’

1744

Yeonsagee 1(鍊絲機一), Sangsagee 
1(雙絲機一), Gongseok 2 
(空石二立), Gwe 1(樻一)

Lacquered Boxes 
(竹冊黑漆內函, 
黑漆外樻, 朱盝), 
Jade Seal(玉印)

Gyeongjong-Seonuiwanghoo Garyedogam- 
Uigwe(景宗端懿后嘉禮都監儀軌), 
三房儀軌 ‘匠人所用秩’

1696

Yeonsagee 1(鍊絲機一) Sangsagee 
1(雙絲機一), Gongseok 2 
(空石二立), Gwe 1(樻一部)

Jade Seal(玉印)
Hyojangseja-Wangseja Chaekryedogam- 
Uigwe(孝章世子王世子冊禮都監儀軌), 
二房儀軌 ‘稟目秩’

1725

Yeonsagee 1(鍊絲機一) Sangsagee 
1(雙絲機一), Gongseok 2 
(空石貳立), Gwe 1(樻壹部) 

Jade Seal(玉印), 
Lacquered Box 
(朱盝)

Hyunbin Okindogam-Uigwe 
(賢嬪玉印都監儀軌), 該房儀軌
‘稟目秩’

1735

Yeonsagee 1(練絲機一部), 
Sangsagee 1(雙絲機一部), 
Gongseok 2(空石二立), 
Gwe 1 (樻一部)

Golden Seal(金寶), 
Jade Book(玉冊)

Youngjo-Jeongsoonwanghoo 
Garyedogam-Uigwe. Vol.2,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卷2), 
三房儀軌 ‘稟目秩’

1759

Yeonsagee 1(練絲機一部), 
Sangsagee 1(雙絲機一部), Gweja 1 
(樻子一部)

Silver Seal(銀印), 
Seal Bos(印盝)

Jeongjo-Hyouiwanghoo Garyedogam- 
Uigwe. Vol.2(正祖孝懿王后嘉禮
都監儀軌卷2), 一房儀軌 ‘稟目秩’

1762

Sangsagee
(雙絲機)

Sangsagee 1(雙絲機一坐), 
Soogeonpo(手巾布二尺), Joogwe 1 
(中樻一部), 破油芚四張付一浮

Palanquins(輦, 彩輿), 
Blue Tectum(靑蓋), 
Peacock Fan(雀扇)

Sookjong-seja Chaekryedogam-Uigwe 
(肅宗世子冊禮都監儀軌), 
‘稟目及手本秩’

1667

Sangsagee 1(雙絲機一坐), 
Soogeonpo(手巾布二尺), Joogwe 1 
(中樻一部), 破油芚四張付一浮

Palanquins(輦), 
Blue Fan(靑扇), 
Cord(回繩) 
Youso(流蘇), 
Maedeup(每緝)

Gyeongjong-Wangseja Chaekryedogam- 
Uigwe(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三房儀軌 ‘諸色工匠所用秩’

1690

Sangsagee 1(雙絲機一坐), 
Soogeonpo(手巾布二尺), 
Joogwe(中樻一部), 
破油芚四張付一浮

Palanquins(腰轝,  
輦轝), Bandana 
(頭巾)

HuibeenJoong-goongjeon Chaekryedogam- 
Uigwe(禧嬪中宮殿冊禮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秩’

1690

Sangsagee 1(雙絲機一坐), 
Soogeonpo(手巾布二尺), Joogwe 1 
(中樻一部), 破油芚四張付一浮

Written Order 
(敎命), 函, Red 
Cover(紅陽繖), 
Palanquins(腰轝, 
彩轝, 腰輿)

Inhyun-Wangseja Chaekryedogam-Uigwe 
(仁顯王后冊禮都監儀軌), ‘一房儀軌’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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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Tool Text Artifacts Source Date

Sangsagee
(雙絲機)

Sangsagee 1(雙絲機一部), 
Soogeonpo(手巾布二尺), Joongwe 1 
(中樻一部), 破油芚四張付一浮

Golden Seal(金寶), 
Boxes(寶盝, 朱盝, 函)

Inhyun-Wanghoo Chaekryedogam-Uigwe 
(仁顯王后冊禮都監儀軌) ‘三房儀軌’ 1694

Haesagee
(解絲機)
Hapsagee
(合絲機)

Haesagee 1(解絲機一), Hapsagee 
1(合絲機一), Gweja with lock 
(樻子一具鎖鑰), 長竹二介

Jade Seal(玉寶), 
Seal Box(寶盝)

Sookjong-Ingyeongwanghoo Inhyunwanghoo 
Jonsoongdogam-Uigwe. Vol.2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
崇都監儀軌) 卷2 二房儀軌 ‘稟目秩’

1713

Haesagee 1(解絲機一), Hapsagee 
1(合絲機一), Gweja with lock 1 
(樻子一部具鎖鑰), 每長竹一介
土火爐一介

Jade Seal(玉寶), 
Seal Box(寶盝, 印
盝, 朱盝)

Inwonwanghoo Sookbin Youngjo 
Jeongseongwanghoo Jonsoongdogam- 
Uigwe. Vol.2 (仁元王后淑嬪英祖
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卷2, 
二房儀軌 ‘稟目秩’

1755

Haesagee
(解絲機)

Youngjapan
(纓子板)
Hapsagee
(合絲機)

Haesagee 1(解絲機一), Youngjapan 
1(纓子板一), Hapsagee 1(合絲機一), 
Maejookjang 2(海長竹二介) 

Boxes(內函, 印盝, 
朱盝), Jade Seal 
(玉印)

Danuibin Yejangdogam-Uigwe, 
Vol.2(端懿嬪禮葬都監儀軌) 卷2, 
‘各樣工匠所用機械雜物秩’

1718

Haesagee 1(解絲機一), Youngjapan 
1(纓子板一), Hapsagee 1(合絲機一), 
Maejookjang 2(海長竹二介) 

Seal(諡寶), 
Boxes(內函, 寶盝, 
朱盝) 

Sookjong Gookjangdogam-Uigwe. 
Vol.2(肅宗國葬都監都廳儀軌) 卷2, 
‘手本秩’

1720

Haesagee 1(解絲機一), Youngjapan 
1(纓子板一), Hapsagee 1(合絲機一), 
Maejookjang 2(海長竹二介) 

Jade Seal(玉寶), 
Seal Box(寶盝)

Inwonwanghoo Youngjo Jeongseongwanghoo 
Jonsoongdogam-Uigwe. Vol.2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
軌) 卷2

1740

Haesagee 1(解絲機一), Youngjapan 
1(纓子板一), Hapsagee 1(合絲機一), 
Maejookjang 2(海長竹二介) 

Jade Seal(玉寶), 
Seal Box(寶盝)

Inwonwanghoo Youngjo Jeongseongwanghoo 
Jonsoongdogam-Uigwe. Vol.2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
軌) 卷2, 三房儀軌 ‘稟目秩’

1752

Haesagee
(解絲機)

Haesagee 1(解絲機一), Daepan 1 
(帶板一), 前排樻子一具鎖鑰

Ornamental Knives 
(銀粧刀, 金粧刀)

Danuiwanghoo Seonuiwanghoo 
Chaekryedogam-Uigwe(端懿王后宣懿
王后冊禮都監儀軌), ‘一房儀軌’ 禀目秩

1722 

Haesagee 2(解絲機二部), Gweja 
with lock 1(樻子一具鎖鑰)

Palanquins(輦輿), 
Golden & 
Ornamental Knife 
(金粧刀, 銀粧刀)

Sadoseja Chaekryedogam-Uigwe 
(思悼世子冊禮都監儀軌), 三房儀軌
‘甘結秩’

1736

Haesagee 1(解絲機一坐), Gweja 
(樻子一部), 海長竹三箇

Golden Painted 
Box(畵金朱紅內函) 
Seal(諡寶)

Jeongseongwanghoo Gookjangdogam-Uigwe 
Vol.2(貞聖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 
卷2, ‘稟目秩’

1757

Haesagee 1(解絲機一部), Braizer 1 
(土火爐一箇), Gweja with lock 1 
(樻子一具鎖鑰), 每長竹一箇

Jade Seal(玉寶), 
Seal Box(寶盝, 
印盝)

Jeongseongwanghoo Jangheonseja-Hyebin 
Jonhodogam-Uigwe(貞純王后莊獻世子
惠嬪尊號都監儀軌), 二房儀軌 ‘稟目秩’

1783 

Haesagee 1(解絲機一部), Gweja 
with lock 1(樻子一具鎖鑰) Palanquin(輦輿)

Moonjoseja Chaekryedogam-Uigwe 
(文孝世子冊禮都監儀軌), 三房儀軌
‘甘結秩’

1784

Haesagee 1(解絲機一部), 吔衣一浮
炭二斗 木梳一介 剪刀一介

Jade Seal(玉寶), 
Seal Box(寶盝)

Jeongsoonwanghoo Gasang-jonhodogam- 
Uigwe(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二房儀軌 ‘稟目’

1787

Haesagee 1(解絲機一坐), Gweja with 
lock 1(樻子一具鎖鑰), 每長竹一
箇, 破地衣一浮

Jade Seal(玉寶), 
Seal Boxes(寶盝, 
印盝), Golden Seal 
(金印)

Jeongsoonwanghoo Jangheonseja- 
hyebinsonhodogam-Uigwe. Vol.2 
(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尊號都監儀
軌) 卷2, 二房儀軌 ‘稟目秩’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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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Tool Text Artifacts Source Date

Haesagee
(解絲機)

Haesagee 1(解絲機一坐), White Paper 
(白休紙二兩), Gweja 1(樻子一部), 
海長竹一箇 空石二立

Jade Seal(玉寶), 
Seal Box(寶盝)

Jeongsoonwanghoo –Hyouiwanghoo 
Jangheon-seja-hyebinonhodogam-Uigwe 
(貞純王后孝懿王后尊崇都監儀軌), 
二房儀軌 ‘稟目’ 匠人所用秩

1802

Haesagee 1(解絲機一坐), Gweja with 
lock 1(樻者鍵鑰一部), 空石二立

Jade Book(玉冊), 
Boxes(朱盝, 寶盝), 
Golden Seal(金寶)

Soonjo-Soonwonwanghoo Garyedogam- 
Uigwe. Vol.2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券2, 三房儀軌 ‘稟目秩’

1802

Haesagee 1(解絲機一部), Jiui(地衣
一浮), Wooden Comb(木梳一箇), Thick 
Oil Paper(厚油紙半半張), Gweja with 
lock 1(樻者一部鎖鑰)

Jade Seal(玉寶), 
Seal Box(寶盝)

Soonjowanghoo Gasang-jonhodogam- 
Uigwe(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二房儀軌 ‘稟目’

1804

Haesagee 1(解絲機一坐), Gweja with 
lock 1(樻子具鎖鑰一部)

Flag(旌), Palanquins 
(腰輿, 彩輿)

Hyomyoungseja Wangseja Chaekryedogam- 
Uigwe. Vol.2 (孝明世子王世子冊禮都監儀軌), 
王世子冊禮都監儀軌 ‘三房儀軌’

1812

Haesagee 1(解絲機一坐), White Paper 
(白休紙二兩), Yellow Wax(黃蜜二
兩) 油之半張 假函一隻 空石二立

Jade Seal(玉印), 
Boxes(朱盝, 內函, 
外樻, 印盝)

Hyomyoungseja Garyedogam-Uigwe. Vol.2 
(孝明世子嘉禮都監儀軌) 卷2, 三房儀軌  
‘稟目’

1819

Haesagee 1(解絲機一坐), Gweja with 
lock 1(樻子具鎖鑰一部)

Flag(旌), Ornamental 
Knives(金粧刀, 
銀粧刀), Palanquins 
(腰輿, 彩輿)

Soonjong Wangseja Chaekryedogam-Uigwe 
(純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三房儀軌 1875

Haesagee 1(解絲機一坐), White Paper 
(白休紙二兩), Oil Paper(油紙半張), 
Yellow Wax(黃蜜二兩) 假函一隻
空石二立

Cover(蓋), Fan 
(雀扇), Ornamental 
Knives(銀粧刀, 
金粧刀)

Wangseja Garye-deungrok. Vol.2 
(王世子嘉禮謄錄) 卷2, ‘稟目’

1881~1
882

Haesagee 1(解絲機一坐), White Paper 
(白休紙二兩), Oil Paper(油紙半張), 
Yellow Wax(黃蜜二兩) 

Bamboo Pole 
(竹冊), Jade Seal 
(玉印), 朱盝

Soonjong Myoungsungwanghoo Garyedogam- 
Uigwe. Vol.2(純宗純明皇后嘉禮都監儀軌) 
卷2, 三房儀軌 ‘稟目’

1906

Hapsagee
(合絲機)

Hapsagee 1(合絲機壹坐), Gweja 1
(樻子壹部)

Musical Instruments 
(編鍾, 編磬, 建鼓, 
敔, 麾, 敔籈柄)

Injeongjeon Akgijoseongcheong Uigwe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 ‘別工作’ 1745

Hapsagee 1(合絲機一部所入所湯次
長松板三尺柱次小小條里木半箇)

Palanquins(大轝, 
肩轝, 外梓宮轝, 
神帛腰轝), Crown 
(冕), Belt(大帶)

Youngjo Gookjangdogam-Uigwe. Vol.2 
(英祖國葬都監儀軌) 卷2, 別工作儀軌  
‘手本秩’

1776

Hapsagee 1(合絲機一部), 
Joongjeonpan 1(中剪板一箇) 

Boxes(內函, 外樻), 
(Palanquins(金印彩
轝, 玉冊腰輿, 
金印彩轝)

Jeongsoonwanghoo Jangheonseja 
Hyunbin Jonhodogamuigwe. Vol.2 
(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尊號都監儀軌) 
卷2, ‘手本秩’

1783

Hapsagee 1(合絲機一部), Gweja 
with lock 1(樻子一具鎖鑰)

Palanquins(腰輿, 
彩輿)

Jeongsoonwanghoo Gawangjonhodogam- 
Uigwe(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別工作儀軌 ‘手本’, ‘用還’

1787

Hapsagee 1(合絲機一部所湯次長
松板三尺柱次小小條里木半箇)

Palanquins(大轝, 
肩轝), Cover(蓋), 
Crown(冕), Belt 
(大帶), Shoes(赤舃)

Jeongjodaewang Gookjangdogam-Uigwe 
(正宗大王國葬都監儀軌) 卷4, ‘造作秩’ 1800

Hapsagee 1(合絲機一部所湯次
長松板三尺柱次小小條里木半箇)

Palanquins(腰輿, 
彩輿)

Jeongsoonwanghoo Gasangjonhodogam- 
Uigwe(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別工作儀軌 ‘手本’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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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Tool Text Artifacts Source Date

Hapsagee
(合絲機)

Hapsagee 1(合絲機一坐 所入薄
松板三尺 樻子具鎖鑰一部)

Palanquins(大輿, 
肩輿, 外梓室輿)

Hyomyoungseja Yejangdogam-Uigwe. 
Vol.4(孝明世子禮葬都監儀軌) 卷4, 
別工作儀軌 ‘造作秩’ 
一房各樣假家器皿秩

1830

Hapsagee 1(合絲機一坐 所湯次
長松板三尺柱次小小條里木半箇)

Palanquins(大輿, 
肩輿, 神輦, 副輦, 
神帛腰輿), Crown 
(冕), Belt(大帶), 
Shoes(赤舃)

Soonjongdaewang Gookjangdogam-Uigwe. 
Vol.4(純宗大王國葬都監儀軌) 卷4, 
別工作儀軌 ‘造作秩’

1834

Hapsagee 1(合絲機一坐 所入所
湯次長松板三尺)

Palanquins(神輦, 
副輦, 神帛腰轝, 
大轝, 肩轝), Red 
Cover(紅蓋), Belt 
(大帶), Shoes(赤舃)

Cheoljongdaewang Gookjangdogam-Uigwe. 
Vol.4(哲宗大王國葬都監儀軌) 卷4, 
別工作儀軌 ‘造作秩’ 
一房各樣假家及器皿秩

1863

Hapseongee
(合線機)

Hapseongee 2(合線機二部) Palanquins(輦轝, 
腰輿, 彩輿)

Sookjong Ingyoungwanghoo 
Inhyounwanghoo Inwonwanghoo 
Jonsoongdogam-Uigwe. 
Vol.2(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
后尊崇都監儀軌) 卷2, 三房儀軌
‘稟目秩’

1713

Hapseongee 2(合線機二部), Gweja 
with lock 1(樻子一部具鎖鑰)

Palanquins(大轝, 
肩轝, 腰轝, 彩轝)

Seonuiwanghoo Gookjangdogam-Uigwe. 
Vol.1(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卷1, 
國葬都監一房儀軌 ‘稟目秩’

1730

Hapseongee 2(合線機二部)
Ornamental Knives 
(銀粧刀, 金粧刀), 
Red Umbrella(紅陽繖)

Inwonwanghoo Youngjo Jeongseong-
wanghoo Jonsoongdogam-Uigwe. 
Vol.2(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
監儀軌) 卷2, 三房儀軌 ‘稟目秩’

1740

Hapseongee 2(合線機二部)
Inwonwanghoo Jonsoongdogam-Uigwe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三房儀軌  
‘稟目秩’

1747

Hapseongee 2(合線機二部), Gweja 
with lock 1(樻子一具鎖鑰) Palanquin(輦輿)

Inwonwanghoo Youngjo Jeongseongwanghoo 
Jonsoongdogam-Uigwe. Vol.2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
軌) 卷2, 三房儀軌 ‘稟目秩’

1752

Hapseongee(合線機) Palanquins(大轝, 
肩轝, 腰轝, 彩轝)

Jeongseongwanghoo Gookjandogam-Uigwe. 
Vol.1(貞聖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 
卷1, 國葬都監一房儀軌 ‘稟目秩’

1757

Hapseongee 1(合線機一介) Palanquins(大轝, 肩轝, 
外梓宮轝, 腰轝)

Youngjo Gookjangdogam-Uigwe. Vol.1 
(英祖國葬都監儀軌) 卷1 
國葬都監一房儀軌 ‘稟目秩’

1776

Dahoegee
(多繪機)

Dahoegee 1(多繪機一部)
Laquered Box 
(畵像黑漆樻子), 
敎書, 敎書軸

Hoseongseonmoowonjongsam Gongsindogam- 
Uigwe(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
別工作所掌 ‘稟目秩’ 

1605

Dahoegee(多繪機)
Scroll(御覽會盟軸), 
Scroll Ornament 
(軸纓子)

Younggook Nokhoondogam-Uigwe 
(寧國錄勳都監儀軌), ‘織造兼敎書色’ 1644

Dahoegee(多繪機)
Scroll(御覽會盟軸), 
Scroll Ornament 
(軸纓子)

Goomoo Nokhoondogam-Uigwe 
(奮武錄勳都監儀軌), ‘織造兼敎書色’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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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tools of Maedeupjang

Tool Text Artifacts Source Date

Haesagee
(解絲機)

Haesagee 2(觧絲機二), Gweja with 
lock 1(樻子一具鎖鑰) 

Jade Seal(玉寶), 
Seal Box(寶盝), 
Palanquins(輦轝, 
腰輿, 彩輿)

Sookjong Inkyoungwanghoo Inhyun-
wanghoo Jonsoongdogam-Uigwe. Vol.2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
都監儀軌) 卷2, 三房儀軌 ‘稟目秩’

1713

Haesagee 2(觧絲機二), Gweja with 
lock 1(樻子一具鎖鑰)

Inwonhanghoo Jonsoongdogam-Uigwe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三房儀軌
‘稟目秩’

1739

Haesagee 2(觧絲機二), Gweja with 
lock 1(樻子一具鎖鑰)

Ornament Knives 
(銀粧刀, 金粧刀), 
Umbrealla(紅陽繖), 
Palanquin(輦輿)

Inwonhanghoo Youngjo Jeongseong-
wanghoo Jonsoongdogam-Uigwe. Vol.2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卷2, 二房儀軌 ‘匠人秩’

1740

Haesagee 2(觧絲機二), Gweja with 
lock 1(樻子一具鎖鑰)

Umbrealla(紅陽繖), 
Covers(紅盖, 黑盖) 

Inwonhanghoo Jonsoongdogam-Uigwe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三房儀軌
‘稟目秩’

1747

Haesagee 2(觧絲機二), Gweja with 
lock 1(樻子一具鎖鑰)

Inwonhanghoo Youngjo Jeongseongwanghoo 
Jonsoongdogam-Uigwe. Vol.2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卷2, 三房儀軌 ‘稟目秩’

1752

공조 본조에 2명, 상의원에 4명이 있었다.
조선시대 공장은 기본적으로 사천(私賤)이 아닌 

신분에서 선발되므로, 개인 노비는 공장이 될 수 

없었다. 이들은 1일 2교대로 만 60세까지 근무하며, 
그들의 업무는 1년에 4번 평가를 받았다. 업무평가

는 주로 제작품의 품질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렇게 평가를 해서 900일마다 품계를 높였다. 다만 

장인들은 종6품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없었으며, 특히 다회 관련 장인들은 공조 본조

에서는 종8품 공조(工造)와 종9품 공작(工作)의 직

급을 받고, 상의원에서는 종9품 공작의 직급만 받

을 수 있었다.
다회장이 사용한 도구는 총 50종의 의궤에서 해

사기(解絲機), 합사기(合絲機), 합선기(合線機), 연사

기(練絲機; 鍊絲機), 쌍사기(雙絲機), 다회기(多繪機), 
영자판(纓子板) 등 총 7종을 확인하였다. 이 중 해사

기는 다회장뿐만 아니라, 매듭장에게도 소용되는 도

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의궤에 매듭장의 

도구로는 해사기 한 종류만 확인되었다. 매듭장이 

다회를 짜는 작업은 하지 않고 대신 다회장이 완성

한 다회를 가지고 엮는 작업만 담당했기 때문에 별

도의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사기는 타래로 감긴 실을 푸는 도구로 조선시

대 해사기는 현재 경상북도 성주와 경주에서 타래

의 실을 풀 때 쓰는 도구인 ‘돌것’과 유사한 구조일

것으로 여겨진다. 합사기는 현재 매듭장들이 합사

를 할 때 상사거리와 비톳을 함께 쓰는데, 조선시

대에도 이러한 도구를 썼을 가능성이 있고, 또 서

유구의 임원경제지에 제시되어 있는 ‘목면선가

(木棉線架)’와 유사한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합선

기는 합사기와 마찬가지로 상사거리와 비톳을 쓰

지만, 굵은 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무겁고 

고리가 큰 비톳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연
사기는 합사기의 일종으로 보이며, 쌍사기는 형태

나 사용법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

나, 합사기라고 불리기 이전의 명칭이었을 가능성

도 있다. 다회기는 동다회를 칠 때 사용하는 유물

과 그림자료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형태 파악이 가

능한데, 주로 둥근 형태의 판이나 용기와 같은 모

양의 물건에 실을 걸어놓고 짠다. 영자판은 술을 

만드는 판으로 볼 수 있어서, 이를 통해 다회장이 

술까지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회장은 끈목

을 비롯하여 술까지 제작하였던 반면, 매듭장을 주

어진 끈목으로 매듭만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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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다회장이 소속되었던 

기관과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 제작 물품 등에 관

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근간 다회에 대한 연구

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를 

계기로 현대에 들어 전승이 단절된 ‘다회장’이 재

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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