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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끈을 일컫는 다회는 우리의 복식사, 문화사, 생활사가 녹아있는 산물로서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국내외 다수의 유물이 현존하고 있으나 연구의 주요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연구가 미흡하고 기법 전승 

등에서도 접근성이 낮아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도검의 패용(佩用)을 위해 사용된 광다회의 제작기법을 분석하여 다회의 비파괴적인 제작기법 분석 방안을 마련 

하고, 다회의 올바른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패용 광다회는 물건의 패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끈이며, 매듭을 맺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여 현재는 매듭장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제작원리는 원다회와 동일하고 다회틀 상판의 심지가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작된 다회의 중앙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다회는 3차원적으로 제작되어 제작기법이 복잡하고 

현재까지 올의 개수와 배열에 따라 제작되는 다회에 관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제작기법의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제작기법의 추정을 위해 올을 해체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제작기법의 규명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다회의 비파괴적인 제작기법 분석방안 마련과 실제 유물에 대한 적용 가능성 평가의 필요성이 크다.

유물의 제작기법 분석은 다회 제작기법의 DB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고, DB구축을 위하여 다회의 도식화 및 복원샘플 

제작, 형태적 특징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DB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물의 X-ray CT 촬영으로 분석결과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촬영결과는 다회치기기법에 근거하여 제작기법을 해석하였다. 제작기법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패용 광다회는 

경인미술관 소장 도검(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 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의 패용을 위한 것으로 다회의 예술성, 기능성과 상징성을 

겸비한 유산이며 광다회가 온전히 남아있어 띠돈을 비롯한 패용장식이 모두 온전한 유물이다.

유물의 제작기법 분석결과를 토대로 짜임형태를 관찰하였고 2점 모두 좌우측면에서 1회 교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짜임형태 

길이비 측정을 통해 20개의 올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X-ray CT 촬영결과 DB의 분석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 

되어 차후 국내외에 산재되어있는 다회의 분석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미력하게나마 소중한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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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회(多繪)는 조선시대 끈을 일컫는 말로서 생활용품, 

군사용품, 의례용품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국내외 다수

의 다회 유물이 산재되어 있지만 연구의 초점대상으로 선

정되지 못하여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조선시대 다회를 

제작하는 다회장은 여러 의궤에서 매듭장에 비해 그 수가 

많은 것이 확인되지만, 현재 다회는 매듭장에 의해 매듭에 

사용되는 소수의 기법(8사, 12사, 16사)만이 전승되고 있다. 

현존하는 유물의 대다수가 12사 이상의 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제작기법의 규명에 대한 연구는 중요성이 크고, 최

근 학자와 장인들에 의해 다양한 다회의 제작기법 복원에 

대한 연구1가 진행되고 있다.

다회는 완성된 형태와 제작틀에 따라 원다회와 광다

회로 구분되며, 광다회라고 불리는 끈은 편조(扁條)의 광

다회와 환조(丸條)의 광다회로 나눌 수 있다. 편조의 광다

회는 주로 허리띠로 사용된 끈이고, 환조의 광다회는 지금

의 매듭장이 매듭을 맺기 위해 사용하는 끈이다. 현재 두 

종류의 광다회는 모두 광다회로 불리고 있지만 제작원리와 

형태, 제작틀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는 이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회에 대해 연구한 책이나 논문마다 다회를 분

류하고 명명한 용어에 다소 차이2가 있고, 특히 광다회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용도에 따른 명칭 및 제작기법, 짜임원

리나 형태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더욱 미흡하다. 따라

서 본 논고에서는 다회를 전승하고 있는 장인들이 통상적

으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원다회와 광다회의 용어를 사용

하였고, 차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명칭에 따른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본 논고에 사용된 용어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명시한다.

다회의 제작에 소용된 올 개수와 배열에 따라 다양한 

짜임형태가 나타나고, 한 가지 짜임형태에도 소용된 올의 

개수에 차이가 있어 올의 개수 파악을 위해서 다회의 짜임

형태를 해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다회의 형태를 유지

하고 있더라도 오랜 시간을 지나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

상된 경우 다회의 형태를 해체하여 올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한번 훼손된 다회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파괴적으로 다회의 제작기

법을 분석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다회의 기능성과 필요성이 두드러지며,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도검에 사용된 패(佩)용 광다회3

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회가 모든 도검에 동일한 양

식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일반적인 도검에는 

칼자루 끝부분의 장식용 유소로 원다회, 손잡이 부분에 미

끄럼 방지를 위하여 편조 광다회나 가죽, 칼집에 칼집과 띠

돈을 연결하기 위하여 환조 광다회를 사용하였다. 특히 원

다회와 동일한 원리로 제작되는 환조의 광다회는 패용장식

과 띠돈을 연결함으로써 칼집전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도검 외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호패, 안경집 등을 패용하기 

위한 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패용 광다회는 일정 힘 이

상의 장력을 견디는 기능성을 가지며 도검류를 포함한 상

류층의 물품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장식성과 상징성까

1 임금희, 2008, 「조선시대 능조직 광다회의 복원적 연구 :신라조·고려조 기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립고궁박물관, 2011, 『상·폐슬 - 

국립고궁박물관 복원·복제 제작기술서 -』, 비에이디자인; 백지선·정광용, 2015, 「오색교사(五色交絲) 제작기법의 복원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V.18 N.4, 

한국조형디자인학회 등이 있다. 

2 김희진, 1974, 『每緝과 多會 -매듭과 끈목-』, 광명출판사; 김희진, 2008, 『아름다운 우리매듭』, 그라픽네트; 김은영·김혜순, 2001, 『매듭』, 삼정인쇄공사; 김

은영, 2003, 『김은영 매듭』, 문성원색; 김시재, 2008, 「조선시대(條帶)의 형태적 특징과 제작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시재·조우

현, 2012, 「조선시대 조대(條帶) 와 끈목 제작에 관한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제15집 제3권, 조형디자인학회; 임금희, 2008, 「조선시대 능조직 광다회의 복원

적 연구 :신라조·고려조 기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금희·조우현, 2009, 「고려조 기법의 조선시대 광다회 복원 고찰」 『한국복식학회』

59권 6호, 박진영, 2010, 「조선시대 공신화상 유소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윤미, 2015a, 「전통 다회 직기의 형태와 구조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제18권 2호, 한복문화학회; 박윤미, 2015b, 「일본에 전래된 다회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제 18권 3호, 한복문화학회; 최연우·박윤미·김명이, 2016, 「조선

시대 왕실 예복에 사용된 다회(多繪) 및 망수(網綬)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66권 5호, 한국복식학회 등의 논문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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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겸비한 산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다회에 

대한 기술보존과 연구에 힘써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다회의 

비파괴적 분석방안을 고안함으로써 차후 다회에 대한 다양

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Ⅱ. 이론적 배경

1. 도검

조선시대 법률적으로는 외날의 도와 양날의 검을 구분

하였으며, 도검은 도(刀)와 검(劒)을 통칭하는 말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도와 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

고, 검에만 존재하던 칼집을 도에도 제작함으로써 장식성을 

높여 조선시대 중기 이후로는 도가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4 

운검(雲劍), 패검(佩劍), 패도(佩刀) 등은 외날의 칼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조선시대 단병기를 일컫는 

환도의 일종이고 사용자나 장식에 따라 명칭에 차이를 두었

다. 사인검, 죽장도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된 도검을 제외

하고 조선시대의 도검은 환도로 분류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검이라는 용어는 조선

시대 일반적으로 사용된 칼인 환도를 지칭하였다. 환도(環

刀)라는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환

도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몽골족의 사브르와 환도의 공통점

은 둥근 고리와 끈이다. 따라서 ‘환도’는 칼집을 매는 둥근 고

리와 끈에서 유래된 것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명칭이 이 

부분에서 비롯될 만큼 중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도검의 대표적인 특징은 칼날의 길이, 칼날의 

단면, 칼날의 휘임각, 칼끝, 코등이, 칼자루, 패용장식 등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5 특히 조선시대 도검은 띠돈을 비롯

한 패용장식 등의 부속을 갖추고 대(帶)를 이용해 허리에 차

는 방식으로 패용하였고, 패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고

리에 직접 대를 통과시키는 고리매기 방식을 제외하고는 고

리에 광다회를 걸고 대를 광다회에 통과시키거나 광다회에 

띠돈을 달아 대를 띠돈에 통과시켜 허리에 차도록 하였다.6

2. 다회

1) 다회의 종류

다회는 제작된 형태에 따라 단면이 동그란 형태는 원다

회(圓多繪), 넓고 각이진 형태는 광다회(廣多繪)로 구분하였

으며, 다회를 짜는 일을 ‘다회친다’고 하였다.7,8  원다회는 장

식용 끈인 유소, 주머니 끈, 노리개, 허리띠 등 다양한 유물에 

남아있고, 광다회는 주로 허리띠의 용도로 이용하는 광다회

와 선추, 호패, 안경집, 도검 등을 패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

다회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帶)용 광다회는 편조이고, 패(佩)

용 광다회는 원다회와 동일한 원리로 제작되어 원다회에 비

해 넓고 각이 있는 환조이다. 광다회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

는 틀은 유물로 현존하는 틀이 없고, ‘광다회’에 대해서도 조

선시대 사용하던 용어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

지 않지만 유물을 관찰하였을 때 짜임형태와 원리를 바탕으

로 용도와 제작틀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두 종류의 광다회는 모두 짜임형태가 다양하지만 편

조 광다회9는 제작틀의 종류가 다양하고 환조 광다회는 원

다회틀과 유사한 한 가지 종류의 틀을 사용한다. 이들은 제

3 경인미술관 소장 도검인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와 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의 패용을 위한 광다회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4 국방군사연구소, 1994, 『한국무기발달사』, 군인공제회, pp.256~270.

5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 전통무기 조사 - 도검·화기류 -』, 경희정보인쇄(주), pp.17~20.

6 고려대학교박물관·경인미술관, 2008, 『칼, 실용과 상징』, (주)중앙문화인쇄, pp176~180. 

7 김희진, 1974, 『每緝과 多會 - 매듭과 끈목 -』, 광명출판사, p.4.

8 국립중앙박물관, 2004, 『한국 전통 매듭 - 균형과 질서의 미학 -』, 한국박물관회, p.31.

9 김시재·조우현, 2012, 「조선시대 조대(條帶)와 끈목 제작에 관한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제15집 제3권, 조형디자인학회, pp.43~44에서 다양한 편조의 조

직과 제작틀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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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시 사용되는 틀, 짜임형태, 제작원리에 차이가 존재하지

만 외형적인 형태가 유사하여 대다수가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회 제작 시 사용되는 올의 개수와 너비가 증

가할수록 두 종류의 광다회는 짜임형태가 유사해져 구분

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작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제작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성된 끈에서도 차이

가 존재한다. 편조의 광다회는 중앙에 별도의 심지가 없이 

실이 교차하며 제작되어 심지가 있던 빈 공간이 없으며, 환

조의 광다회는 원다회와 동일한 원리로 제작되어 지지대 역

할을 하는 심지가 존재한다. 또한 완성된 다회에도 내부의 

중심에 심지가 있던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번 논고에서 다

루고자 하는 주제는 환조의 패(佩)용 광다회이므로 차후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는 광다회 또는 다회는 모두 환조의 

패용 광다회를 일컫는 것이다.

<표 1>에 다회를 크게 분류하였다. 편조 광다회의 경

우에는 언급한 사진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이

번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1가지 예시

만 언급하였다. 또한 표에 삽입된 환조의 광다회는 중앙에 

심지가 있던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심지를 잘라 삽입

한 상태이며, 실제 제작된 다회에서는 심지가 있던 공간이 

비어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2) 다회치기

다회틀에 실을 얹어 다양한 형태의 끈을 짜는 것을 

다회치기라 하며, 제작자의 앞쪽으로 다회틀을 위치시키고 

올은 심지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방법으로 제작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광다회는 심지를 기준으로 전면, 후

면, 좌측면, 우측면이 대칭되게 존재하고, 제작된 끈목은 다

회틀의 위쪽으로 올라온다.10 다회의 짜임형태 또한 전면과 

표 1. 다회의 종류

원다회 편조 광다회 환조 광다회

측면

단면

제작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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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이 동일하고 좌측면과 우측면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짜

임형태는 올의 배열, 올의 꼬임, 심지의 두께, 올의 회전속

도, 토짝의 무게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광다회 제작은 그 원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4가지 규

칙이 존재한다. 첫째, 광다회의 제작은 12사(絲)를 기본으

로 한다. 둘째, 제작에 소용되는 올의 개수는 4의 배수이다. 

셋째, 다회틀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올(왼올)과 시

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올(오른올)의 개수는 같다. 넷째, 왼

올과 오른올은 심지에 대칭적으로 배열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원다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회전’은 왼올과 

오른올이 각각 한 번씩 회전한 것이다.11

다회틀의 상판은 8구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5구역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올을 배열하는 구역

이고, 4, 8구역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오른올을 배열하

는 구역이다. 올의 배열은 1구역과 5구역이 동일하며, 4구역

과 8구역이 동일하다. 또한 2구역과 6구역이 심지를 중심으

로 대칭적이며, 3구역과 7구역이 대칭적이다. 

광다회 제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먼저 왼올의 이

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왼손을 이용하여 1구역의 가장 좌측

에 위치한 왼올을 이동하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5구역의 가

장 우측에 위치한 왼올을 이동한다. 회전방향은 반시계방향

으로 이동하면서 올의 위치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왼올을 1회 회전한 후 오른올을 이동하게 되며 오른올은 4

구역의 가장 좌측의 오른올을 왼손으로 이동하고, 이와 동

시에 8구역의 가장 우측에 위치한 오른올을 오른손으로 이

동한다. 즉 왼손을 이용하여 다회의 좌측면, 오른손을 이용

하여 다회의 우측면을 제작하게 된다. 올이 회전할 때 이동

하는 올과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올을 순차적으로 교

체하는데 이때 회전하는 올 아래에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

는 올이 위치하게 된다. 올의 이동과 배열에 대한 설명을 위

해 회전하는 올이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올을 아래에 깔고 

지나가는 것을 ‘교차한다’고 표현하였다. 왼올 이동 시 좌측

면에서 교차되는 횟수를 ‘교차 횟수’의 기준으로 삼았다.

광다회는 12사를 제작의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10 설명의 편의상 제작자가 바라보는 면을 전면, 그에 대칭인 면을 후면, 제작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하는 면을 좌측면, 우측에 위치하는 면을 우측면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는 다회를 제작하는 장인도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11 백지선·정광용, 2015, 「오색교사(五色交絲) 제작기법의 복원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Vol.18 No.4, 한국조형디자인학회, p.318.

그림 1.    (A)제작자와 다회틀 상판의 관계, (B)다회틀 측면 모식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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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백지선, 2017, 「조선시대 도검 패용 광다회의 제작기법 분석 및 복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16. 

를 예시로 다회치기를 설명하여 제작기법의 이해를 높이

고자 한다. 다회틀에 위치한 청색 올은 왼올(반시계방향으

로 회전하는 올), 적색 올은 오른올(시계방향으로 회전하

는 올)을 나타낸 것이며, 청색의 화살표는 왼손으로 이동하

는 올, 적색의 화살표는 오른손으로 이동하는 올을 나타내

었다. 12사는 전후면에 각각 4개의 올, 좌우측면에 각각 2

개의 올을 배열한다. 1구역과 5구역에 각각 왼올 2개, 4구역

과 8구역에 각각 오른올을 2개, 3구역과 7구역에 각각 왼올 

1개, 2구역과 6구역에 각각 오른올 1개씩을 배열한다. 다회

틀에 배열된 올의 위치에 번호를 부여하여 설명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고, 각 번호에 위치한 올을 ‘O번 위치의 올’

이라 하고자 한다. ‘O번 위치의 올’은 올에 숫자를 고정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 시 해당 번호에 위치하는 올은 계

속적으로 바뀌게 된다.

왼손으로 1구역의 가장 좌측에 위치한 왼올인 3번 위

치의 올을 12번 위치로 이동하며, 12번 위치에 있던 올은 

10번 위치로 이동하고, 10번 위치에 있던 올은 9번 위치로 

이동한다. 이때 좌우측면에서 각각 12번과 11번 위치의 올

이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좌측면에서 왼올이 1회 교차

하였으므로 이 같은 배열은 ‘12사 1회 교차’라고 정의하였

다. 이와 동시에 오른손으로 5구역의 가장 우측에 위치한 

왼올인 9번 위치의 올을 6번 위치로 이동하며, 6번 위치에 

있던 올은 4번 위치로 이동하고, 4번 위치에 있던 올은 3번 

위치로 이동한다. 다음으로 오른올을 이동시키며, 왼올의 

이동방법과 동일하다. 오른손을 이용하여 2번 위치의 오른

올을 5번 위치로 이동하며 5번 위치의 올은 7번 위치로 이

동하고, 7번 위치에 있던 올은 8번 위치로 이동한다. 이와 

동시에 왼손으로 8번 위치의 올을 11번 위치로 이동하고 11

번 위치에 있던 올은 1번 위치로, 1번 위치에 있던 올은 2

번 위치로 이동한다.12

그림 2.   (A)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올, (B)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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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광다회의 제작기법 DB구축

유물의 제작에 소용된 올의 개수와 올의 배열 등 제

작기법의 분석을 위하여 다회의 제작기법 DB구축을 선행

하였다. 제작기법 DB구축에서는 도식화와 복원샘플 제작, 

형태적 특징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작기법 분석의 방안을 

고안하고 원활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번 연구에 처음 사

용되는 용어가 일부 존재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도 다

른 의미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논고에 사용된 용어의 기

준을 <표 2>에 정리하였다. 

1. 도식화와 복원샘플 제작

도식화와 복원샘플 제작에서는 다회의 제작에 소용되

는 올의 개수와 배열에 따라 제작되는 다회와 올의 배열을 

도식화하고 제작하였다. 도식화는 광다회의 기본인 12사를 

시작으로 올의 개수를 4개씩 증가시키며 12사, 16사, 20사, 

24사에 대해 실시하였다.

<표 3>은 올의 개수와 교차 횟수로 나누어 표현하였

으며, 교차 횟수는 올의 배열로 보아도 무방하다. 올의 개수

에 따라 다회틀의 좌우측면에서 교차되는 횟수로 분류하였

고, ‘O사 O회 교차’라고 서술하였다. 교차 횟수와 올의 개

수가 동일한 경우는 ‘O사 O회 교차(O)’으로 표기하였다. 

차후 형태적 특징 분석에서 언급하는 이름은 모두 <표 3>

의 교차 횟수를 지칭하는 명칭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2. 용어의 사용기준

번호 용어 기준

1 제작기법
●●● 다회치기기법
●●● 다회틀에 배치되는 올의 개수와 배열

2
올의 개수와

배열
●●● 다회틀에 배치된 올의 개수와 배열

3 복원샘플
●●● 올의 배열 도식화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샘플
●●● 올의 개수 및 배열에 따른 형태적 분석을 위해 제작

4 짜임형태

●●● 다회의 좌우측면에 나타나는 마름모 또는 직사각형의 

형태
●●● 다회틀의 양측면에서 올이 교차되며 생성

5 길이비
●●● 좌우측면의 너비와 짜임형태의 길이를 측정
●●● (좌우측면 너비/짜임형태 길이)로 산출

6 왼올

●●● 다회틀에서 심지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

하는 올
●●● 원고에서는 청색으로 표현

7 오른올

●●● 다회틀에서 심지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

하는 올
●●● 원고에서는 적색으로 표현

표 3. 다회의 도식화와 복원샘플 제작

번호
올의
개수

교차
횟수

도식화 복원 샘플

올의 배열 측면 좌우측면 전후면

1 12사
1회

교차

(1)

2 16사
1회

교차

(1)

3 16사
1회

교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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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올의
개수

교차
횟수

도식화 복원 샘플

올의 배열 측면 좌우측면 전후면

4 16사
2회

교차

(1)

5 20사
1회

교차

(1)

6 20사
1회

교차

(2)

7 20사
1회

교차

(3)

8 20사
2회

교차

(1)

9 20사
2회

교차

(2)

10 20사
2회

교차

(3)

11 20사
3회

교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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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올의
개수

교차
횟수

도식화 복원 샘플

올의 배열 측면 좌우측면 전후면

12 24사
1회

교차

(1)

13 24사
1회

교차

(2)

14 24사
1회

교차

(3)

15 24사
1회

교차

(4)

16 24사
2회

교차

(1)

17 24사
2회

교차

(2)

18 24사
2회

교차

(3)

19 24사
2회

교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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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올의
개수

교차
횟수

도식화 복원 샘플

올의 배열 측면 좌우측면 전후면

20 24사
2사

교차

(5)

21 24사
2회

교차

(6)

22 24사
3회

교차

(1)

23 24사
3회

교차

(2)

24 24사
3회

교차

(3)

25 24사
3회

교차

(4)

26 24사
4회

교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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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부터 24사까지 제작 가능한 다회의 종류는 12

사 1가지, 16사 3가지, 20사 7가지, 24사 15가지로 총 26가

지이다. 복원샘플을 제작하여 관찰한 결과 다회틀의 전후면

과 양측면에 배열되는 올의 개수와 배열이 제작되는 다회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식화 결과와 

복원샘플을 비교하였을 때 도식화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형

태가 존재하여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20사 1회 교차(2)의 육안관찰 시 올이 이동하는 

위치와 실제 올의 위치를 비교하였고, 흰색으로 표기한 오

른올의 아래로 지나가는 올을 검정색으로 표시하였다. 형

태관찰 시 오른올의 아래로 1개의 왼올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좌우측면에 각각 4개씩 총 

8개의 올이 배열된 이 같은 경우는 1개의 올 아래로 2개의 

올이 지나가기 때문에 외형적 관찰의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4>.13

또한 1회 교차(1)의 배열은 전후면과 좌우측면에 배열

되는 올의 개수 차이가 많아지면 짜임형태가 고르지 못하

게 제작되는 것이 확인되어 실제 제작 시 20사 이상을 사

용하여 제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5>.

표 4. 20사 1회 교차(2)의 짜임형태를 통한 올의 위치에 대한 해석오류

좌우측면 짜임형태 도식화 육안관찰 시 올의 위치(오류) 실제 올의 위치

13 좌우측면에 각각 올이 4개씩 총 8개가 배열되는 경우 다회틀에서 올의 배열과 제작된 다회에서 올의 위치에 대해 연구(백지선·정광용 2015)한 바가 있고, 그 

결과 짜임형태부분에서 1개의 올 아래로 2개의 올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회의 제작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육안관찰도 오류없이 가능하

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5. 12, 16, 20, 24사 1회 교차(1)의 다회 형태

1회 교차(1)

12사 16사 20사 24사

측면

전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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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적 특징 분석

복원샘플 제작을 통해 다회 제작에 소용되는 올의 개

수 및 배열에 따라 다회의 형태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형태적 특징을 밝혔다. 형태적 특징

에는 올의 배열과 짜임형태, 짜임형태 길이비의 상관관계

를 포함하였다. 짜임형태는 제작된 다회의 좌우측면에서 

관찰되는 사각형으로 왼올과 오른올이 교차하면서 형성되

는 모양이며, 짜임형태를 통해 다회틀의 좌우측면에 배열

되는 올의 개수와 배열을 알 수 있다. 짜임형태의 길이비는 

측면의 너비(A+B+C)와 짜임형태(C)의 비율로 정의하였고, 

(A+B+C+)/C의 값을 산출하였다.

1) 올의 배열과 짜임형태

복원샘플을 관찰한 결과 다회틀 좌우측면 올의 배열

에 따라 제작된 다회의 짜임형태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짜임형태를 통해 좌우측면 올의 배열을 확인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제작된 다회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짜임형태

의 마름모 개수를 확인한다. 이는 교차 횟수와 연관성을 가

지며 1회 교차의 경우 측면의 마름모꼴 개수는 2개, 교차 

횟수가 1회 증가할 때마다 마름모꼴의 개수는 2개씩 증가

한다. <표 6>에 짜임형태에 따른 좌우측면 올의 배열을 나

타냈으며, 1개의 올 아래에 1개의 올이 지나가는 배열이다.

표 6. 올의 배열 판단 방법 1

1회 교차 2회 교차

좌우측면 짜임형태 올의 배열 좌우측면 짜임형태 올의 배열

1회 교차 다회 복원샘플 (16사) 2회 교차 다회 복원샘플 (16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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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짜임형태에 나타나는 직사각형+마름모꼴 개

수 또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짜임형태는 

일반적으로 ‘入’ 또는 ‘M’과 같은 형태를 보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관찰된다. 이전의 방법과 동일하게 짜임형태

를 통해 교차 횟수를 확인하고, 직사각형의 길이에 따라 올

의 배열이 결정된다. <표 7>에 나타나는 직사각형은 아래쪽

으로 2개의 올이 지나가기 때문에 좌우측면에 왼올과 오른

올을 각각 2개씩 배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다회는 최소한 

4개씩의 올이 전면과 후면에 배열되어야 하기 때문에 16사 

이상이어야 하고, 심지는 직사각형 형태를 사용한다.

도식화 도면 및 복원샘플을 통해 짜임형태와 올의 배

열에 대해 부분적으로 규명하였지만, 이론적인 도면과 실제 

제작되는 다회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이

와 같은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① 1회 교차

12사, 16사, 20사, 24사의 1회 교차(1)과 1회 교차(2)

를 비교하였을 때 1회 교차(2)의 경우 직사각형의 짜임형

태 아래로 2개의 올이 지나가지만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24사 1회 교차(3), (4)의 경우도 각각 2개, 3개의 올

이 아래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

에 제작된 다회와 올의 배열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의 필요

성이 크다.

표 7. 올의 배열 판단 방법 2

1회 교차 2회 교차

좌우측면 짜임형태 올의 배열 좌우측면 짜임형태 올의 배열

1회 교차 다회 복원샘플 (20사) 2회 교차 다회 복원샘플 (20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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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회 교차 이상

교차 횟수가 2회 교차 이상일 때에도 샘플과 도식화 

결과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2회, 3회, 4회 교차

(1)은 왼올과 오른올이 1개씩 건너뛰는 회전방식으로 제작

되지만 올의 전체적인 크기가 균일하지 않다. 다만 좌우측

면 올의 배열이 동일한 경우 완성된 형태는 중심에 대칭적

으로 나타난다. 관찰되는 올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지만 전

반적으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고, 전후면에서 좌우측면

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인접한 올은 축소되어 나타나는 경

향이 있다.

2) 올의 배열과 짜임형태 길이비

도식화와 복원샘플 제작을 통해 짜임형태가 동일하더

라도 올의 개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들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1회 교차(1), 1회 교차(2), 2회 교차

(1)에 대하여 짜임형태의 길이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3가

지 모두 중앙의 짜임형태(C)에서는 변화가 미미하지만 전후

면에서 좌우측면으로 이어지는 부분(A+B)의 길이가 증가

하여 전체 너비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12, 16, 20, 24사 1회 교차(1), (2)의 다회 형태

1회 교차(1) 12사 16사 20사 24사

1회 교차

(1)

1회 교차 

(2)

표 9. 24사 1회 교차(1), (2), (3), (4)의 다회 형태

24사

1회 교차(1) 1회 교차(2) 1회 교차(3) 1회 교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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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2, 16, 20, 24사 1회 교차(1)의 다회 형태와 짜임형태 길이비의 상관관계

1회 교차(1)

12사 1회 교차(1) 16사 1회 교차(1) 20사 1회 교차(1) 24사 1회 교차(1)

좌우측면의 너비와 짜임형태 길이 길이비

표 11. 12, 16, 20, 24사 1회 교차(2)의 다회 형태와 짜임형태 길이비의 상관관계

1회 교차(2)

16사 1회 교차(2) 20사 1회 교차(2) 24사 1회 교차(2)

좌우측면의 너비와 짜임형태 길이 길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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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검 패용 광다회의 제작기법 분석

도검 패용 광다회의 제작기법 분석을 실시한 대상은 

조선시대 도검 중 패용을 위한 광다회가 온전히 남아있어 

띠돈을 비롯한 패용장식이 존재하는 유물을 대상으로 하

였다. 경인미술관의 협조를 통해 경인미술관이 소장하고 있

는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綠漆魚皮甲金銅裝別雲刀)와 

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魚皮甲金銅裝曲柄環刀) 패용 광다

회에 대한 제작기법 분석을 실시하였다.14

1. 짜임형태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와 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의 

패용 광다회 모두 짜임형태에서 2개의 사각형이 확인되어 

표 12. 12, 16, 20, 24사 2회 교차(1)의 다회 형태와 짜임형태 길이비의 상관관계

2회 교차(1)

16사 2회 교차(1) 20사 2회 교차(1) 24사 2회 교차(1)

좌우측면의 너비와 짜임형태 길이 길이비

그림 3.   (A)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綠漆魚皮甲金銅裝別雲刀),  

(B)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魚皮甲金銅裝曲柄環刀).

A

B

14 육군박물관, 2013, 『조선의 도검, 충을 벼루다』, 디자인포스, p.4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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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측면에서 올이 1회 교차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

회틀의 좌우측면에는 왼올과 오른올이 각각 4개씩 배열되

는 1회 교차(2)의 배열로 확인되었다.

2. 짜임형태 길이비

1회 교차(2)의 배열을 가지는 16사, 20사, 24사의 짜

임형태 길이비를 기준으로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와 어

피갑금동장곡병환도 패용 광다회의 길이비를 비교하였다.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 패용 광다회(DG-1)의 길이비는 

2.04로 20사 1회 교차(2)의 배열에서 나타나는 길이비와 

가장 유사하였고 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 패용 광다회(DG-

2)도 1.99로 20사 1회 교차(2)의 배열에서 나타나는 길이비

와 가장 유사하였다.

3. X-ray CT 촬영

X-ray 검사기(X-eye SF160FCT, SEC, Korea)를 이용

하여 70kv, 120uA 조건에서 단면관찰을 실시하였다. 촬영

된 사진의 각 장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올에 차이가 있었

그림 4.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 패용 광다회. (A)좌우측면, (B)전후면.

A

B

그림 5.    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 패용 광다회. (A)좌우측면, (B)전후면.

A

B

그림 6.   (A)다회틀 좌우측면 올의 배열, (B)16사, 20사, 24사 올의 배열에 따른 길이비와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 패용 광다회의 길이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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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올의 형태 구별이 가능한 사진을 기준으로 전후 

사진을 검토하여 올의 개수와 이동방향을 확인하였다. 

1) 올의 개수와 심지

두 점의 도검에 사용된 패용 광다회는 모두 총 20개 

올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에 심지가 위치하였던 

흔적인 빈 공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은 전반적으로 심지

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형태를 보이고 빈 공간을 주변으로 

회전하듯이 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올의 이동

①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 패용 광다회

X-ray CT 촬영을 통해 전반적인 올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으며, 1개의 올을 지정하여 이동 경로를 살펴보았다. 

숫자를 표기한 올은 모두 동일한 올이고, 이동 위치에 따라 

차례를 부여한 것이다. 숫자를 표기한 올은 심지를 중심으

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오른올이고, 심지에 가까워지는 

부분과 심지에서 멀어지는 부분에서 올의 이동을 관찰하

였다. 숫자가 표기된 올을 기준으로 적색과 자색으로 나타

낸 올은 바깥쪽으로 이동하며 회전하고, 녹색과 청색으로 

나타낸 올은 안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

개의 올은 좌우측면을 지날 때 2개의 올은 위쪽으로 지나

가며 다른 2개의 올은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확인되었

다. 이와 같은 올의 이동은 다회틀에서 올의 이동과 직접적

인 연관성을 보인다.

그림 7.   (A)다회틀 좌우측면 올의 배열, (B)16사, 20사, 24사 올의 배열에 따른 길이비와 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 패용 광다회의 길이비.

A B

그림 8.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 패용 광다회 중앙의 심지 흔적.

그림 9.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 패용 광다회 올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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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틀에서 올이 2회전하게 되면 10번 위치에 있던 

올은 6번 위치까지 이동하게 되고, 9번과 10번에 올이 위

치하면서 위쪽으로 7, 8번 위치에 있던 2개의 올이 지나간

다. 또한 10번 위치에 있던 올이 6번 위치로 이동하면서 7, 

8번 위치에 있던 2개의 올 위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X-ray CT 촬영결과와 다회틀에서 올의 이동을 비교해보면, 

그림 11.   20사 1회 교차(2)의 회전방법.

그림 10.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 패용 광다회의 올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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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위치의 올이 11번 위치로 이동할 때 9, 10번의 올 2개

를 아래에 두고 회전하는 것과 10번 위치의 올이 6번 위치

까지 이동할 때 7, 8번 위치의 올 2개를 아래에 두고 회전

하는 것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② 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 패용 광다회

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의 패용 광다회도 이동 위치에 

따라 순서를 부여하고 올의 이동을 살펴본 결과 녹칠어피

갑금동장별운도 패용 광다회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올

의 이동과 해석은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와 동일하기 때

문에 <그림 13>에서는 왼올과 오른올이 번갈아가며 회전한

다는 증거의 해석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그 증거가 되는 

올의 이동은 황색 올로 표기하였다.

황색의 올은 숫자를 표기한 올 보다 1번 앞서 회전하

는 올이며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올이다. 황색과 숫자로 표

기한 올 사이로 반대방향의 진로를 가진 청색 올이 지나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색과 적색이 이동할 때 두 올

의 사이로 황색 올이 이동하는 것도 왼올과 오른올이 한 

번씩 차례로 이동한다는 증거이다.

그림 12.   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 패용 광다회의 X-ray CT 촬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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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다회의 비파괴적 분석방안을 마련하

기 위하여 다회의 제작기법 DB구축을 실시하였고 이를 실

제 유물에 적용하여 차후 다양한 방법과 관점으로 다회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하였

다. 특히 현미경 및 X-ray CT 촬영결과를 다회치기기법에 

근거하여 해석함으로써 분석자와 제작자, 연구자 모두에게 

다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다회의 제작기법 DB구축을 위하여 도식화와 복원

샘플 제작, 형태적 특징 분석을 실시하였다. 12사부터 24사

까지 제작가능한 올의 배열을 도식화하였고, 12사 1가지, 

16사 3가지, 20사 7가지 24사 15가지로 총 26가지로 나타

났다. 올의 배열 도식화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샘플을 제작

한 결과 실제 제작되는 다회와 이론적인 다회의 형태에 다

소 차이점을 보기 때문에 DB를 토대로 유물의 대조를 통

해 진행하는 제작기법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0사 이

상이 사용된 1회 교차(1)의 경우 제작 시 손의 이동이 원활

하지 못하고, 제작된 다회의 형태 또한 고르지 못하기 때문

에 이와 같은 배열의 경우 20사 이상의 올은 사용하지 않

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O회 교차(1)의 경우 좌우측면

에서 왼올과 오른올이 1개씩 번갈아가며 제작되기 때문에 

이론상 짜임형태는 모두 동일해야 하지만 실제 제작된 다회

에서는 일정하지 않은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형태적 특징 분석은 다회의 짜임형태 관찰, 짜임형

태 길이비 산출을 실시하였으며, 도식화 및 복원샘플 제작

결과와 형태적 특징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물의 제작

기법 분석을 위한 DB를 구축하였다. 먼저 짜임형태의 사각

형 개수를 통해 올의 교차 횟수를 추정할 수 있었고, 사각

형의 길이로 사각형의 아래에 위치하는 올의 개수를 파악

할 수 있었다. 동일한 짜임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는 짜임형

그림 13.   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 패용 광다회의 올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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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길이비를 통해 올의 배열을 유추할 수 있었고, 이번 연

구에서는 1회 교차(1), 1회 교차(2), 2회 교차(1)에 대하여 

길이비를 산출하였다. 좌우측면 전체너비(A+B+C)를 짜임

형태의 길이(C)로 나눈 값은 1회 교차(1)이 최소 1.98, 최대 

2.60, 1회 교차(2)는 최소 1.82, 최대 2.16, 2회 교차(1)은 최

소 1.67, 최대 2.05의 값을 가졌다.

■ DB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유물의 제작기법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을 진행한 녹칠어피갑금동장별운도(綠漆

魚皮甲金銅裝別雲刀)와 어피갑금동장곡병환도(魚皮甲金

銅裝曲柄環刀)의 패용 광다회는 두 점 모두 짜임형태에서 

2개의 사각형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1회 교차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짜임형태의 길이비가 2.04, 1.99로 20사의 배

열에서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20사를 이용하여 1회 

교차(2)의 배열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24사까지의 다회에 대해 제작기법 

DB구축을 진행하였지만 다수의 다회유물에서 28사 이상

의 올을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법으로 제작된 경

우가 존재한다. 짜임형태의 개수가 2개 또는 4개인 것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이처럼 다양한 다회제작기법 중 어떠한 

방법이 전통기법인지에 대해 밝히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다회의 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다회치기

의 능숙도, 올의 꼬임정도와 회전속도, 토짝의 무게 등 이번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통공예

품이라는 문화재는 제작자의 제작환경, 습관 등 다양한 차

이가 존재하였을 것이고 각각의 유물마다 그 차이가 투영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작기법에 따라 전체적인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

다는 것을 인지하며 분석하고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차후 도검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에 사용된 다회에 대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우리의 전통 끈에 대한 연구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국내외 산재되어있는 다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번 연구가 충분

히 활용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지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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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oe is a traditional braid in Joseon Dynasty. There are many Dahoe artifacts, which can give us a glimpse of 

the costume, culture, and life of that era. The study of Dahoe is necessary in various fields, but it is difficult because 

this manufacturing technique has been passed down from hand to hand. Few studies have been done so far.

This research examines the manufacturing technique of KwangDahoe which is passed down by Maedeupjang 

(Decorative Knotting) and is generally used for knotting and/or tying object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ie-

KwangDahoe, made through the same method as WonDahoe, is the square hole in the middle. It was impossibile 

to remake the original braid because there is no confirmed number of the strand. Especially it is very difficult to 

do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n serious degradation state of the fib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non-destructive manufacturing techniques method for Dahoe and assess their applicability. 

First , we analyzed the art ifacts’ manufacturing technique based on the database of the Dahoe’s 

manufacturing technique. In order to do that, we undertook schematization, restoration, morphological 

analyzation of the Dahoe.

And then, X-ray CT scans were perform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DB. These results of scanning 

were interpreted based on the manufacturing technique. The selected Tie-KwangDahoe on the sword for the 

study are artifacts including artistic value and symbolism in Joseon Dynast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anufacturing technique, we found that both artifacts were made of 20-strand 

braid of single cross according to the length-scale measure. It was manufactured using 8-strand on left-right 

side, 12-strand on front-back side by the braiding manufacturing technique method .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non-destructive analysis method of Dahoe’s manufacturing technique is based on the database and 

the analysis results. I hope this research can be useful in various professional fields of Dahoe in the future. 

Moreover, I hope this can be of any help in preserving Korean cultural  heritag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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