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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선시대 다회장과 매듭장의 협업 관계 규명을 시도하였다. 근대 변혁기를 거치며 다회장은 해체되었

으며 매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는 과거를 매듭장 중심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다회장의 

인식과 연구는 매듭장의 일부 공정 정도로만 소략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다회장

과 매듭장의 역할을 규명해보았다.

다회장은 여러 올의 명주실을 엮거나 꼬아 띠와 끈을 만든 장인이었다. 제작한 끈으로 매듭을 맺거나 망수·술을 

만들어 장엄용 공예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다회는 품목과 기법이 다양한 공예 기술이었다. 예복, 예악, 장황 등 장엄

물과 관끈, 조대, 주머니끈, 노리개 등 일상품으로 폭넓게 제작되었다. 대형유소부터 방석끝까지 크고 작은 쓰임새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궤에 다회장이 소속되었다. 현대사회에는 매듭장이 정련, 염색, 합사, 다회, 매듭, 술 등 전 

과정을 담당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다회장이 과정의 주축을 담당하였다.

도감 설치 시 다회장과 매듭장이 모두 귀속된 방은 연여를 제작하는 방이었다. 다회장과 매듭장의 협업 관계는 연

여에 수식되는 대형유소에서 발생하였다. 대형유소는 2m 넘는 길이의 굵은 원다회로 매듭을 맺은 장엄용 공예품이

다. 다회장이 원다회를 짜면 매듭장이 섬세하고 균형 있는 매듭을 맺었다. 또 굵은 원다회에 망수와 술을 달아 인장을 

꾸미는 인수도 분담하여 제작하였다.

기술은 인간의 생애 속에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 발전과 쇠퇴를 반복한다. 전통 기술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제도와 사회상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때 보편적인 장색이었으나 오늘날 낯선 존재가 된 

다회장을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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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다회(多繪, 끈목)는 여러 올의 명주실로 엮어 짠 끈

을 통칭한다. 고대사회부터 다회는 주술적이며 장엄적인 

상징물로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끈이나 조대(絛

帶, 허리띠), 유소(流蘇) 등 일상품부터 의물(義物)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진사전(眞

絲廛)과 광희문(光熙門) 부근 등에서 다종다량의 다회 품

목을 취급할 정도로 저변화되었다. 조선시대까지 보편적 

직군이었던 다회장(多繪匠)은 급변하는 근대화 속에 서

구 복식 유입 등의 변화로 축소되었다.1 본 연구는 사라진 

직업인 조선시대 경공장(京工匠) 다회장의 소임과, 매듭

장과의 협업 체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현재 다회 제작 기술은 매듭장의 일부 공정으로 소

략하게 인식된다. 근대기 생활 양식이 변모하면서 다회

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진 탓이다. 20세기 초에는 매듭을 

맺을 수 있는 8사 다회 정도만 전승되었으나, 기계화로 

정착되어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일부 전수자들만 작업하

는 실정이다.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김

희진 명예보유자의 회고에 따르면 전북 남원 노암리 박용

학 끈목장에게 8사 치기를 전승받으면서 사라질 뻔한 기

술이 조금이나마 이어졌다고 한다.2 자연스럽게 매듭장

을 주축으로 다회 기술이 전승 및 복원되었다. 최근 원다

회 외 다회 기술 복원 연구가 조금씩 다뤄지고 있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을 살피면 다회장에 관한 설명

은 ‘다회’에서 짧게 언급된다. 반면 매듭장은 “명주실 올을 

꼬아 합사(合絲)하고 염색하여 끈목을 친 다음 그것을 갖

은 모양으로 맺거나 술을 다는 기술 및 그 일에 종사하는 

장인”이라고 정의된다.3 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매듭

장의 소임을 의미한다.

현재 네이버 지식백과에 서술된 다회장과 매듭장의 

역할은 김희진의 논저 『끈목과 매듭(多繪와 每緝)』(국립

중앙박물관 1968)에서 처음 정의되었다. 이후 『매듭장』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에 온전히 반영되면서 현재까지 

자리 잡은 전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희진의 논저에는 

다회장을 정확히 정의하진 않았으나 ‘다회’ 파트에 경공장 

다회장의 기록을 일부 언급하여 매듭 재료로서 다회만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조선시

대의 여러 문헌을 살피면 다회장 수와 작업량이 매듭장에 

비해 2~3배가량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시

대 다회장과 매듭장 역할의 재고 필요성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다회와 매듭 관련 연구를 살피면 1960년부

터 2020년까지 매듭 논문은 94건, 다회 논문은 26건이 있

다. 다회와 매듭을 모두 다룬 논문은 9건이다. 다회와 매

듭 분야 모두 제작 기술 연구가 지배적이며, 매듭 논문 수

가 압도적이다.4 이는 실기 영역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한 것을 보여준다. 반면 제작 주체인 다회장에 주목

한 연구는 2건에 불과하며, 매듭장 연구는 전무하다.

박윤미·최연우는 조선시대 경공장 다회장을 주목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5 그러나 『경국대전(經國大典)』 기록

을 살핀 것에 그치며 의궤에 기록된 다회 제작 도구의 파

악에 집중되었다. 설지희(2018a)는 광희동 다회장 집단

의 고찰과 초대 국가무형문화재의 연결 지점을 연구하였

다는 점에 인문학적 의의가 있으나, 근대기라는 시기와 

민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경공장 다회장 연구와는 범위를 

달리한다.6 이처럼 무형문화유산 기술 전승의 주체인 장

1 설지희, 2018a, 「1910~1930년대 광희동 끈목장 집단과 매듭장 정연수」, 『무형유산』 제4호, 국립무형유산원 참고.

2 김희진, 2004, 「나의 매듭 인생」, 『한국 전통 매듭』,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p.302.

3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검색어 ‘매듭장’.

4 설지희, 2018b, 「한국 다회의 기술과 변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I장 및 부록 참고.

5 박윤미·최연우, 2014, 「조선시대 다회장의 분포 및 도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22권, 복식문화학회.

6 설지희, 2018b,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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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도서(이하 ‘기록화 

도서’)인 『매듭장』과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국립무형유

산원 2018)을 조선시대 문헌과 비교하여 경공장 다회장

과 매듭장의 역할 범주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시

대 왕실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다회장의 소임과 처우를 살

펴본다. 둘째, 문헌과 유물을 통해 다회장의 제작 품목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의궤를 분석하여 다회장과 매듭

장의 협업 구조를 기술문화적 관점으로 상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 왕실 법전과 의궤를 중심으로 제작 주체의 처우

와 활동, 제작 품목을 파악하여 다회장과 매듭장의 역할

을 규명하고 협업이 발생하는 지점을 추적해본다.

Ⅱ. 다회장의 역할과 처우

『매듭장』에서 다회장과 매듭장을 정의한 문장은 없

다. 대신 다회장이 언급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한 문장

에 불과하다.

“장인들은 한성 안의 궁과 관청에 속한 경공장과, 각 지방 

관아에 속해 있었던 외공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특이

한 것은 다회장은 경공장에만 있었다는 것이다.”7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에서는 경공장 다회장에 관

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으며, 매듭장은 “끈목으로 매듭을 

맺거나 술을 다는 기능을 가진 장인”이라고 정의하였다.8

“경공장으로 기록된 장인들 중 연사장, 합사장, 홍염장, 청

염장, 다회장 등이 매듭장과 관련이 깊다. … 다회장이 다회틀

로 매듭에 필요한 끈목을 짠 뒤, 매듭장이 매듭을 조이는 등 장

인 간의 협력을 통해 매듭 제작이 진행되었다.”9

첫 기록화 도서에서 다회장과 매듭장에 대해 별도

의 정의를 내리지 않은 것은 서술된 모든 공정이 매듭장

의 소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록화 도서에

서는 정련부터 매듭을 맺기까지의 공정을 경공장 연사장, 

합사장, 홍염장, 청염장, 다회장의 협업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무형문화재 매듭장의 두 가지 현재 상황을 알려준

다. 첫째, 현재 무형문화재 매듭장은 정련부터 매듭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둘째, <표 1>과 같이 전통사회에서 

매듭장은 다회장을 포함해서 단계별 장인과 협업한 것으

로 정의된다.

『경국대전』을 보면 다회장은 공조(工曹)에 2명, 상의

원(尙衣院)에 4명, 전설사(典設司)에 6명으로 총 12명이 

배정되며, 매듭장[每緝匠]은 공조에 2명, 상의원에 4명 총 

6명이 활동한다. 법전에서도 다회장이 12명, 매듭장이 6

명으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다회장과 매듭장 모두 

외공장(外工匠) 기록은 없다. 외공장이 부재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다회장과 매듭장이 연여와 악기, 

장황 등 의물을 장엄하는 역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궁

중 의례를 거행하는 왕실의 전담 경공장이 필요하였던 것

이다. 또 하나는 그 외 민가에서 쓰이던 다회 품목인 주머

니나 호패끈, 선추 등은 외공장을 둘 필요 없이 시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7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매듭장』, p.21.

8 『매듭장』과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은 이하 ‘기록화 도서’로 약칭.

9 국립무형유산원, 2018,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p.20.

표 1 현대와 조선시대의 매듭 공정별 담당(기록화 도서 『매듭장』 기준) 

단계 1단계: 정련 2단계: 염색 3단계: 다회 4단계: 매듭

현대 매듭장

조선 합사장, 연사장 홍엽장, 청염장 다회장 매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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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장을 포함한 경공장은 아래와 같은 체제에서 운

영되었다. 장인의 정원을 2개 반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재직 기간 900일이 되면 품계를 높이되 종6품에서 그쳤

다.10 경공장은 공제(工製) 종7품, 공조(工造)는 종8품, 공

작(工作)은 종9품으로 진품되었다. 공제와 공조에는 주로 

능라장(綾羅匠), 야장(冶匠), 환도장(環刀匠), 옥장(玉匠) 

등이 소속되었다. 다회장과 매듭장은 종9품 공작에 그쳤

다. 제용감(濟用監)에서는 다회장, 매듭장, 목환장(木環

匠) 등에게 전습하여 익힐 사람 각각 1명씩을 궁노 중에

서 뽑도록 하여11 지속적인 전승 활동을 조성해주었다.

왕실 내 각종 의례 과정을 세세히 기록한 의궤에 따

르면 도감 설치 후 장인들에게 임시 작업 처소[假家]가 제

공되었다. 임시 처소의 크기로 장인의 비중 및 작업 규모

를 파악할 수 있다. 가례도감의 대표적인 의궤인 『영조정

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定順王后嘉禮都監儀軌)』(1759) 

「이방의궤」 ‘품목질’에 기록된 임시 처소를 <표 2>와 같

이 정리하였다.

2임시 처소는 분야의 특성상 재료 보관 및 가공 규

모가 큰 경우 배정이 이루어졌다. <표 2>를 보면 큰 규

모의 품목을 제작하는 소목장(小木匠)은 3간, 야장(冶匠)

은 2간을 제공받았다. 다회장과 피장(皮匠)은 1간이 제공

되었다. 영조 정순왕후 가례 시 이방의궤 배전 장인은 다

회장 4명, 매듭장이 4명이었다. 그 중 임시 처소를 배정받

은 장인은 다회장이었다. 다회장과 매듭장의 작업 공정

이 밀접한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다회장에게 배정된 임시 

처소를 매듭장이 함께 사용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다회

장에게 임시 처소 1간을 제공한 것은 담당 공정의 비중과 

관련이 깊으며, 다회장의 역할 비중이 매듭장보다 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은 장인들의 요미(料米)를 정리한 것이다. 

영조 시기에 제색 공장에게는 쌀 9말과 무명 1필, 육조역

(肉助役)에게는 쌀 3말과 무명 2필을 주었다. 고종 시기

에는 장인에게는 매일 3냥, 육조역에게는 1냥 2전이 지급

되었다. 영조 28년(1752)에 베 1필 값이 쌀 6말과 같다고 

하며,12 고종 40년(1902) 화폐의 폐단으로 인해 쌀 1되가  

1냥을 훨씬 넘었다.13 즉 영조 시기에 장인 한 달치 급여

는 16말(약 128㎏) 정도였다. 고종 시기에는 하루 3냥은 

3되(약 4.8㎏)로, 한 달(30일)로 계산해보면 1섬(144㎏)

으로 책정되었다. 조선 후기 전반에 걸쳐 한 달에 약 1섬 

정도의 급여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다회장이  

10 『經國大典』. 匠人啓目公典, 分典番, 仕滿九百加者, 從六品而止.

11 『經國大典』, 「工典」. 『續錄』 濟用監, 擣母二, 多繪匠五, 每緝匠二, 吐環匠二, 練絲匠十五, 加定, 毛冠匠·裁作匠·吐環匠·多繪匠·每緝匠·粉匠·荷葉綠匠·黃丹匠, 傳習各

一, 以監奴子擇定, 監奴子不足, 則無役良人擇定.

12 『英祖實錄』 卷76, 영조 28년(1752) 3월 30일. 曾捧六斗者未知, 何故? 而六斗自是一匹, 則又何可減半乎?.

13 『高宗實錄』 卷41, 고종 38년(1901) 11월 1일. 巡行各郡, 抄出饒戶之百石以上者, 取其贏餘, 等分納官, 依國典常定價米一石三兩式, 出給該戶.

표 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이방의궤」 ‘품목질’ 임시 처소[假家] 배정 장인

임시 처소[假家] 배정 장인

3간
소목장(小木匠), 모절장(旄節匠), 입사장(入絲匠), 납장(鑞匠), 안자

장(鞍子匠)

2간

야장(冶匠), 마경장(磨鏡匠), 천혈장(穿穴匠), 주장(注匠), 궁장(弓

匠), 관자장(貫子匠), 두석장(豆錫匠), 도자장(刀子匠), 은장(銀匠), 

마조장(磨造匠)

1간 다회장(多繪匠), 피장(皮匠)

표 3 의궤 장인 및 육조역 시기별 급여 비교

의궤명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1759)

구분 소속 급여(월)

내용

제색공장(諸色工匠) 쌀 9말, 무명 1필

육조역(肉助役) 쌀 3말, 무명 2필

의궤명 『진연의궤』(1902)

구분 소속 급여(일)

내용

각색공장(各色工匠) 3냥

육조역(肉助役) 1냥 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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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노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덕온공주가

례등록(德溫公主嘉禮謄錄)』(1837)에 따르면 “다회장 2명

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근무 기한을 정해주었

으며 “각 3일 1인당 매일 6푼씩” 지급하였다.14 실제로 왕

실 의례에 장인이 받는 급여는 쌀 10되 정도로 파악된다.

기록화 도서에서 다회장은 정확한 정의 없이 서술되

며, 매듭을 완성하는 단계별 장인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경공장 다회장과 매듭장은 종9품  

공작에 해당한다. 더불어 제용감에서는 전습생을 차출

하여 전승 체계를 마련해주었다. 각종 의례 시 도감이 설

치되었으며, 작업이 용이하도록 경공장을 위한 임시 처

소가 제공되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따르

면 다회장과 매듭장이 동일한 인원수로 배정되었으나, 다

회장에게만 임시 처소 1간이 배정되었다. 작업 공정이 밀

접한 다회장과 매듭장의 특성상 다회장에게만 임시 처소  

1간이 제공된 점은 다회장의 작업 비중을 재고해볼 여지

를 준다.

Ⅲ. 다회장의 품목과 기술

기술과 제작 품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밀접하

다. 솜씨 있는 장인이 어떤 재료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서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 공예품이 만들어지

고 쓰이기 때문이다. 기록화 도서를 살펴보면 다회의 경

우 다회와 매듭의 별다른 구분 없이 정리되어 있다. 주지

하였듯이 조선시대에는 다회장과 매듭장이 존재하였으

나 현대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 매듭장만이 계승되면

서 전체 공정이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다회장과 매듭장

의 합일 현상은 기록화 도서에서 정리한 제작 품목과 제

작 과정을 살펴보면 뚜렷이 나타난다.

『매듭장』에는 다회에 매듭이 맺어진 유물을 정리한 

품목을 파악하였으며,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장신

구용, 실내장식용, 종교의식용, 악기장식용, 예복용, 궁중

용 기물과 복식, 민간 예식 등 총 7가지로 분류하였다. 다

회는 다양한 기물의 장식과 장엄물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

한 끈부터 화려한 유소(流蘇)까지 쓰임새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품목에 대한 분류법 또한 시대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의 제작 과정을 살피면 정련

부터 염색, 다회 치기, 매듭과 술 제작 등 전 과정이 다뤄

지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경공장 다회장 및 매듭장과 오

늘날 무형문화재 매듭장의 소임과 기술, 도구들이 구분 없

이 인식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백과에

서 검색어 ‘매듭장’의 기술은 다회장과 혼재되어 있으며, 

검색어 ‘다회장’은 ‘다회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짧은 소개

에 그친다. 3장에서는 기록화 도서와 조선시대 문헌을 토

대로 경공장 다회장의 기술과 품목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제작 품목

다회장은 상의원과 공조, 전설사에 상시 비치되어 

지속적으로 왕실에 공급하였다. 일반 끈부터 의복, 의장, 

악기 등을 포함하는 의례용 다회까지 제작하였다. 선진

시대부터 다회는 의례 장엄물로서 제작되었고, 단어들이 

14 德溫公主嘉禮謄錄』, 헌종 3년(1837). 多繪匠二名, 自七月初九日, 以十一日至; 屛風匠二名, 金匠三名, 多繪匠, 二名合七名, 各三日, 每名每日六分式.

표 4 매듭의 제작 품목(출처 : 『매듭장』, 1997: 23~50)

구분 매듭 제작 품목

장신구용 노리개, 주머니끈, 도포끈, 호패술, 선추, 대자 등

실내장식용 발걸이, 방장걸이, 횃대, 족자, 편액, 붓걸이, 고비 등

종교의식용 연, 번, 불자

악기장식용 건고, 장구채, 퉁소, 해금, 박 등

예복용 금관끈, 대대, 후수, 패옥 등

궁중용 

기물과 복식
의장기, 낙영, 연여 유소 등

민간 예식 대봉유소, 소봉유소, 앙장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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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하여 24가지 정도로 파악되었다.15

<표 5>에서 정리하였듯이 예부터 색상과 용도에 

따라 명칭을 모두 구별하였을 만큼 의례와 관련하여 다양

한 다회 물품들이 각별히 제작되었다. 다회에 주요하게 

소용되는 대표적인 의물은 바로 예복이었다. 일례로 면

복(冕服)을 살피면 면류관끈[纓, 紘, 紞, 緌]과 대대, 폐슬, 

패옥, 후수에 두루 쓰였다. 두께와 길이, 색깔, 제직 종류

까지 모두 구분되어 기록되었다. 면복을 포함한 의례의 

질서는 한대에 작성한 걸로 알려진 삼례(三禮)에 자세히 

나온다.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유교 국가 조선에서 

다회는 필수적이었으며, 폭넓은 쓰임새를 가진 공예 영역

으로 자리 잡았다.

5문헌기록과 유물자료를 통해 파악한 다회장의 제

작 물품은 <표 5>와 같다. 크게 의례와 생활로 대별하

였다. 세부적으로 예복과 예악, 장엄, 사복, 소품, 장식으

로 구분하였다. 다회의 핵심 가치는 의례와 밀접하다. 신

이한 대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꾸밈새 중 하나의 

방식이었다. 더불어 ‘끈’이라는 기능성이 있으므로 조대, 

주머니끈, 걸이끈 등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다회장의 제작품으로 익히 알려진 의

례용(관끈, 대대, 폐슬, 패옥, 후수)과 생활용(갓끈, 조대, 

주머니끈 등) 외에 왕실에서 제작된 책끈, 금전지, 오색다

회를 의궤 기록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16

1) 책끈[冊絲]

일반 서책은 물론 옥책, 죽책을 엮는 끈은 다회장의 

손에 탄생하였다. 『영종대왕실록청의궤』를 보면 “책끈을 

위해 다회장 4명을 대령하라”는 전교처럼17 책 마감에 필

요한 책끈 역시 다회장의 솜씨였다.

다회장이 책끈을 제작한 내용은 다회장의 다른 제

작품에 비해 기록이 많은 편이다. 『개수일기등록』(1748)

에는 책 30권을 장책(粧冊)하기 위해 다회장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18 실록 제작에는 1~2명의 다회장이 배치되

었다. 왕실 족보인 『선원보략(璿源譜略)』 작업 시 다회장 

1~5명이 항시 요구되었다. 

2) 금전지

금전지는 4사 원다회에 술을 단 뒤 금지(金紙)를 끼

운 것이다. <그림 1, 2>와 같이 연여(輦輿)나 장황, 보자

기 등에 두루 수식되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일방의궤(一房儀軌)」에서 “홑보자기 1건 –금전지도 갖추

어-, 부건 1건 –금전지를 갖추어-”와 같은 기록을 쉽게 찾

을 수 있다.19 유소와 같은 대형 수식물인 낙영(落纓)의 구

성으로 애용되었다. 금지와 술이 더해진 금전지는 기물

에 수식되어 움직일 때마다 빛이 반사되어 시각적 특별함

을 더했다.

15 ‘다회’는 『세종실록』 세종 7년(1425)에 등장한다. 이전까지는 絛, 組, 絛帶, 絛兒 등이 꾸준히 사용되었다. 명나라 사신 제현(齊賢)이 왕세자에게 각종 비단과 향관

토환다회(香串吐環多繪)를 바쳤다는 기록이다(설지희, 2018b, 앞의 논문, p.17).

16 인수(印綬)와 유소는 4장에서 살펴보겠다.

17 『英宗大王實錄廳儀軌』, 「校正廳捧甘秩」, 정조 5년(1781). 辛丑六月初九日, … 右甘結爲粧䌙所用冊絲多繪次, 多繪匠四名待令事尙衣院.

18 『改修日記謄錄』, 영조 24년(1748). 右甘結爲. 本廳所修日記三十卷, 爲先粧冊時用絲, 合絲次, 多繪匠一名, 卽刻內定送事.

19 『英宗大王實錄廳儀軌』, 정조 5년(1781). 單袱一件, 金牋紙具, … 覆件一件, 金牋紙具.

표 5 조선시대 다회장 제작 품목

항 목 제작 품목

의례

예복 관끈, 대대, 폐슬, 패옥, 후수

예악 악기유소, 악무유소

장엄 대형유소, 낙영, 인수, 오색다회, 금전지, 휘장 등

생활

사복 갓끈, 조대[허리띠]

소품 주머니끈, 열쇠끈, 걸이끈 등

장식 노리개, 선추, 장도끈, 호패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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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대왕실록청의궤』(1781)에 따르면 낙영으로 27

장의 금전지가 사용되었다. 재료로는 금지 27장, 홍진사

(紅眞絲) 3냥, 초록진사(草綠眞絲) 3냥, 남진사(藍眞絲)  

3냥이 쓰였는데,20 여러 색상의 명주실로 된 다회와 술로 

금전지가 제작되었다는 점은 금전지가 다회장의 제작품

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3) 오색다회

오색다회는 교명(敎命)을 감아 묶는 띠이다. 좁은 폭

의 평직 형태 대자(帶子, 평직 광다회)에 속한다. 대자는 

왕실의 각종 교명, 궤(机), 함(涵) 등을 포장할 때 쓰였다. 

교명은 왕의 임명장으로, 세종 19년(1437) 명나라 제도에 

따라 비단 장황과 오색다회의 모습을 갖추었다.21 의물을 

포장하는 용도에 더하여 왕실의 격조를 엄격히 담아내는 

데 긴요하였다. <그림 3, 4>처럼 의도적으로 마감하지 

않아 대자와 술 부분을 이어 만들기도 하였다.

오색다회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감 계사(啓事)

에 “교명에 쓰이는 각종 직조(織造)는 으레 상방(上房)에

서 거행하였습니다”라 했듯이 도감이 아닌 상의원에서 제

작하였기 때문이다.22 교명과 비슷한 교서(敎書)를 제작

한 녹훈도감(錄勳都監)을 살펴보겠다. 녹훈도감은 공신

들의 공을 녹훈한 것으로, 교서를 반포하고 공신화상을 

남겼다. 1627년 『소무영사녹훈도감의궤』 「織造色」에 따르

면 4명의 다회장이 배정되었다. 1644년 『녹훈도감의궤』 

「織造兼敎書色」과 『분무녹훈도감의궤』 「一房織造兼敎書

色」에서는 2명의 다회장이 소속되었다. 교서에는 교명과 

같이 오색다회가 직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회장이 소속

되어 작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술과 도구 

다회는 크게 두 가지이다. 줄처럼 둥글어 매듭을 맺

을 수 있는 원다회[紃, 동다회]와 편평한 광다회[組]이다.23 

<표 6>은 다회 제작 기법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연(輦), 19세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2   〈태조어진〉, 1872년, 경기전 

소장

그림 3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1671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4   장도 노리개 포장용구, 20세기 

초,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0 英宗大王實錄廳儀軌』, 정조 5년(1781). 金牋紙, 次紙金十三張, 半紅藍草綠眞絲, 各一兩二戔.

21 『世宗實錄』 卷76, 세종 19년(1437) 2월 28일. 前此冊封敎命, 皆書以紙, 至是始依中國之制, 織用五色絲, 飾以黃金軸, 篆織敎命二字於始面.

22 『英宗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啓事秩」, 영조 35년(1759). 

23 『常變通攷』 卷29, 「家禮考疑」 上, 通禮-深衣制度. 織紝組紃. 疏: 組紃, 俱絛也. 薄闊爲組, 似繩者爲紃.

표 6 다회 제직 기법 분류

구분 분류 도구 제직법(製織法)

원다회

짜는 끈
다회틀

[合絲機]

원판 다회틀에 토짝을 8사, 16사 등

으로 걸어 규칙적인 순서에 맞춰 둥

글게 침

꼬는 끈
합선기

(合線機)
노끈처럼 굵게 명주실을 꼬아 만듦

광다회

환조

(丸組)

다회틀

[合絲機]

사각판 다회틀에 토짝을 12사, 16
사, 20사 등으로 걸어 규칙적인 순

서에 맞춰 침

편조

(編組)

다회기

(多繪氣)

다회기에 토짝을 25사, 88사 등으

로 걸어 규칙적으로 옮기며 타작함

평직

(平織)

대자기

(帶子機)

소형 베틀인 대자기에 소폭의 경사

를 걸어 평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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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회는 굵은 노끈과 같이 꼬아 만드는 ‘꼬는 끈’과 

다회틀에 토짝을 걸어 짜는 ‘짜는 끈’으로 세분화된다. 꼬

는 끈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는 다회 제작 기법으

로, 김준근의 <목팔사 치는 모양>(그림 5)에서 그 제작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광다회는 환조(丸組)와 편조(編組), 

평직(平織)으로 나뉜다. 환조는 짜는 끈과 마찬가지로 다

회틀을 이용하여 짰다. 12사를 기본으로 토짝을 4개씩 늘

려 16사, 20사, 24사 등으로 짜며 원다회에 비해 살짝 납

작한 모양새이다. 편조는 다회기로 짰다. 다회기는 ⼌ 모

양이었다. 빈 변은 제작자가 앉는 자리였다. 제직할 다회

의 종류에 맞춰 25사, 36사, 72사 등 토짝들을 중간 변에 

나누어 걸었다. 평직은 말 그대로 소폭의 평직물을 의미

한다. 『경모궁의궤』 「교명축도설」을 보면 평직으로 제작

된 장황끈을 오색대자(五色帶子)라 하였다. 평직은 대자

기로 제직했는데, 이는 김준근의 <요대 치는 모양>(그

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의 다회 제작 기술들 중 원다회만 전승되고 

있다. 현재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복원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기록화 도서에 명시된 기술은 매듭을 맺을 수 있

는 원다회 짜는 끈(8사)과 광다회 환조(12사)다.

박윤미(2014: 61)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다회를 재

직하는 도구로는 연사기(練絲機), 쌍사기(雙絲機), 해사

기(解絲機), 합사기(合絲機), 합선기(合線機) 등으로, 실

을 풀거나 합하는 도구였다. 『순조대왕국장도감의궤』

(1835)에는 합사기를 만들 때 긴 송판 3자(약 90㎝), 원뿔 

모양인 활기와 작은 기둥이 소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다회장이 직접 해당 직기들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

었으며, 나아가 자신의 손맛에 맞춰 썼을 것이다. 합사기

의 모양새는 <그림 7>에 보이듯이 현재 ‘다회틀’이라 명

명되는 도구와 일치한 것으로 보아 8사, 12사 등 다회를 

짜는 도구였다. 그 외에도 실을 푸는 연사기, 굵은 꼰 끈

[세겹바, 三甲]을 만드는 합선기 등 여러 종류의 다회를 

모두 담당한 것이 다회장의 소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매듭장 도구는 『인원왕후오존호존숭도감의궤』

(1740)과 『순조국장도감의궤』(1843) 등 여러 의궤 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다양한 직기를 보유하고 있던 다회장

과 달리 매듭장은 송곳과 궤짝을 지급받았다. 송곳은 매

듭을 맺기 위한 필수 도구였다(그림 8). 다회를 엮어 꼼꼼

히 매듭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송곳으로 매듭의 틈새를 

만들고 비례를 맞추기 편리했다. 궤짝은 모든 장인들에

게 배정되는 것으로 여러 도구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함으로 쓰였다.

<표 7>은 의궤와 기록화 도서 내용 중 다회장과 매

듭장의 도구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한자 단어

와 한글 단어이다. 도제식으로서 입말로 전승되는 장인

의 특징에 맞게 기록화 도서에는 ‘토짝’, ‘테 치는 기구’ 등 

한글 단어가 많다. 그리고 기록화 도서에 상대적으로 많

은 도구가 서술되어 있다. 이는 매듭장에 다른 장인의 역

할이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취급하는 도구가 많아졌다

는 점뿐 아니라 도구의 규모가 크지 않고 명칭이 한글이

므로 굳이 의궤에 기록되지 않은 도구들도 상당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론적으로 다회장은 실로 다회를 만

들기 위한 해사기, 합사기 등 직기들을 다뤘으며, 매듭장

은 매듭을 맺기 위한 송곳을 사용하였다.

그림 5   김준근, 〈목팔사 치는 모양〉, 

19세기, 동베를린미술관 소장

그림 6   김준근, 〈요대 치는 모양〉, 19

세기 말, 프랑스 국립기메동양

박물관 소장 

그림 7   다회틀 , 국가무형문화재 

제 2 2 호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소장

그림 8   매듭 송곳,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박형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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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매듭장과의 협업 관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예복에 쓰이는 관끈, 조대, 후

수는 물론 책끈, 금전지, 오색다회 등 많은 다회 품목이 

있다. 해당 다회 품목들은 매듭장 없이 다회장만이 오롯

이 투입되어 제작되었다. 이는 기존 매듭 논문에서 다회

와 매듭, 술이 들어간 모든 공예품을 매듭장의 품목으로 

취급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다회장과 매듭장의 밀접한 협업 관계가 없

다고 확언할 수 없다. 본 장에서는 대부분의 다회 품목을 

다회장이 모두 소화했던 전통사회에서 다회장과 매듭장

의 분업이 어떤 품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하고자 한

다. 먼저 의궤를 중심으로 다회장이 소용된 빈도를 확인

한 다음 다회장과 매듭장이 함께 기록된 부분에 해당 품

목을 고찰하여 분업 관계를 유추한다.

<표 9, 10>은 조선 후기 가례도감과 국장도감 내 

다회장과 매듭장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가례도감과 국

장도감은 조선시대의 오례(五禮) 중 두 가지 대례에 속했

다. 국왕의 혼례와 상례는 어느 시대건 가장 성대하고 체

계적으로 거행되었기 때문에 장엄과 장식에 쓰임새가 많

은 다회장과 매듭장의 협력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다회장은 건물 조성 의궤를 제외한 모든 의궤에 등

장한다. 조선시대 다회의 쓰임은 실용과 장엄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천막과 방석을 만들 때

도, 화려한 유소와 교명끈을 만들 때도 다회가 쓰였다. 특

히 국가의 주요한 행사일수록 장엄물이 다량 제작되었다. 

표 7 의궤 기록 내 다회장과 매듭장 소용 도구

구분

도구

『인원왕후오존호존승도감의궤』

(1740)

『순조대왕국장도감의궤』

(1843)

다회장

궤짝 1부, 해사기 1좌, 

영자판 1좌, 합사기 1좌, 

합선기 2좌

합사기 1좌

(송판 3자, 활기[活只], 작은 기둥)

매듭장
궤짝 1부, 해사기 1좌, 

전판 2개
송곳 1개, 궤짝 1부

표 8 기록화 도서 내 매듭장 소용 도구

출처 연도 도구

『매듭장』 1997
자애, 자구리, 상사거리, 비톳, 토짝, 다회틀, 

술틀, 술판, 돗바늘, 나무 실패, 사장못

『매듭장 정봉섭 

보유자』
2018

테 치는 기구, 바람둘레, 얼레 끼운 딸랭이, 

상사거리, 나무 비톳, 금속 비톳, 침척자, 

방울(토짝), 다회틀, 송곳, 대바늘, 술 비비는 틀, 

술판, 낙지발틀, 얼레, 바탕

표 9 가례도감 소용 다회장·매듭장 수(명)

가례도감의궤

대상 연도 다회장 매듭장

인조, 장렬왕후 1638(인조 15) 5 1

현종, 명성왕후 1651(효종 2) 16 1

숙종, 인경왕후 1670(헌종 11) 13 6

경종, 선의왕후 1718(숙종 44) 11 2

영조, 정순왕후 1759(영조 35) 10 4

정조, 효의왕후 1761(영조 37) 9 6

문조, 신정왕후 1819(순조 19) 10 6

헌종, 효현왕후 1837(헌종 3) 4 5

철종, 철인왕후 1852(철종 3) 5 4

순종, 순명황후 1885(고종 18) 6 5

합계 89 40

표 10 국장도감 소용 다회장·매듭장 수(명)

국장도감의궤

대상 연도 다회장 매듭장

인조 1649(효종 즉위) 7 3

효종 1659(현종 즉위) 11 1

현종 1675(숙종 1) 10 1

숙종 1720(경종 즉위) 15 5

영조 1776(정조 즉위) 15 5

정조 1800(순조 즉위) 21 4

순조 1834(헌종 즉위) 22 4

헌종 1849(철종 즉위) 8 2

철종 1865(고종 2) 5 5

명성황후 1695(고종 32) 5 3

합계 11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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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는 술, 금전지, 유소 등의 형태로 대부분 왕실 의물에 

수식되었다. 조선 후기 가례와 국장의 전범으로 여겨지는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와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

를 중심으로 다회장과 매듭장의 협업 관계를 살피겠다. 

<표 11>은 가례도감과 국장도감 삼방(三房)에 차출된 

다회장과 매듭장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다회장과 매듭장

이 모두 배속된 곳은 가례도감 이방(二房)과 국장도감 일

방(一房)이었다.

먼저 협업 지점을 고찰한 다음 나머지를 살펴보겠

다. 가례도감 이방은 중궁전 연여(輦輿)와 의장(儀仗), 은

관자(銀灌子), 은교의(銀交椅) 등을 담당하였다. 이방의 

가장 큰 업무는 연여 제작이었다. 연여 수식으로 금전지, 

세겹바, 낙영, 봉두매듭[鳳頭每緝], 향낭(香囊) 등이 필요

하였다. 국장도감 일방은 대여와 소여, 채여 등 연여와 관

련 품목인 평상, 교의, 향좌아 등을 제작하였다. 그 중 대

여 조작질을 보면 유소와 낙영, 요삭(腰索), 영삭(領索) 등

이 소요되었다.

다회장과 매듭장이 함께 소속된 경우는 가례도감 

이방과 국장도감 일방이었다. 방은 다르나 제작품을 살

핀 결과 ‘연여’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림 9>처럼 연

여에는 대형유소가 필수적으로 수식되었다. 다회장과 매

듭장은 큰 규모의 화려한 매듭이 필요한 유소 제작 시 분

업하였다. <그림 10>의 모습처럼 매듭장의 솜씨가 발휘

되었다.24 가례도감과 국장도감 내 다회장·매듭장의 협업

은 연여의 대형유소(봉두매듭 포함)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다회장만 차출된 가례도감 일방에서는 교

명, 의대, 포진, 의주, 상탁, 함, 궤를, 삼방에서는 옥책, 외

궤, 금보(金寶), 보록(譜錄), 기명(器皿) 등을 각각 맡았

다. 국장도감 이방에서는 길의장(吉儀仗)과 방상시(方

相氏), 복완, 명기 등을, 삼방에서는 시책, 시보, 보록, 함, 

궤, 보자기, 기명 등을 각각 만들었다. 해당 방에 다회장

만 배속되었다는 것은 다회 제작뿐 아니라 소형유소를 포

함한 수식을 일괄 담당했다는 의미이다.

흥미로운 점은 대형유소는 협업품이지만 소형유

소는 다회장이 온전히 제작했다는 점이다. 소형유소는  

표 11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와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 내 다회장과  

매듭장 수(명)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1759)

一房 二房 三房

다회장 매듭장 다회장 매듭장 다회장 매듭장

2 - 4 4 3 -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1800)

一房 二房 三房

다회장 매듭장 다회장 매듭장 다회장 매듭장

4 4 5 - 6 -

24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와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가 조선 후기 가례도감과 국장도감의 대표성을 띠고 있으나 전부를 대변하기는 어렵다. <표 9, 10>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크고 작은 소용 수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임시 도감 외 상의원, 제용감 등 상설 기구 소속 장인들이 제작 납품하는 경우나 기존 의물을 수리

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인이 필요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9   鳳轎, 150㎝, 대한제국,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10   매듭장 최은순 前 보유자의 

대형유소 매듭 맺는 모습

그림 11 牙拍, 『進饌儀軌』 그림 12  태조어진 유소 매듭 부분 ,  

경기전 소장



6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3

<그림 11>처럼 의장과 악기에 수식되는 노리개 크기의 

유소이다. 『진찬의궤』(1848) 「악기·풍물」에서는 족자와 

아박에 수식되는 소형유소 제작을 다회장 2명이 담당했

음을 명시하였다(표 12).

<표 12>는 『진찬의궤(1848)』 「악기·풍물」에서 족자

와 아박 제작에 소용되는 다회장을 표로 정리하였다. 해

당 다회장들은 족자와 아박에 수식되는 소형유소를 제작

했음을 알 수 있다.

대형유소는 굵게 꼬는 끈에 화려하게 매듭을 맺어 

만든 의물로, 왕실 연여에 장엄하여 왕실의 권위를 가시

화하였다.25 대형유소가 다회장과 매듭장의 협업이라는 

전거는 오례뿐만 아니라 영정모사도감(이하 ‘모사도감’)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6 해당 표는 1670년도부터 1902

년까지 총 12권의 모사도감 다회장과 매듭장 여부를 표시

하였다. 12권 중 9권에 다회장과 매듭장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3권은 장인 목록이 탈락하였다. 모사도감 다회장

과 매듭장의 소속 수는 1~9명까지 편차가 컸다. 『영정모

사도감의궤』(1900)에는 다회장과 매듭장 각각 1명씩 배

정되었으나 『어진도사도감의궤』(1902)에는 다회장 8명, 

매듭장 9명이 투입되었다.

<표 13>은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내 다회장

과 매듭장의 제작 범주를 정리한 것이다. 협업 관계가 발

생하는 대형유소와 그 외 의물로 구분하였다. 원다회 재

료로 합홍진사(合紅眞絲) 20냥, 속실에 홍향사(紅鄕絲)  

10냥이 들어갔다. 대형유소 길이는 7자 5치(약 2m 30㎝), 

둘레는 8푼(약 2.4㎝)이었다. <그림 12>처럼 금빛이 은

근히 나면서 광매듭 모양을 잡도록 금종이를 입힌 사각판

을 삽입하였다. 호로박 모양의 남색 방울술[胡虜網藍方

兀蘇兀]로 유소를 마무리하였다.

왕실 인장(印章) 제작에서도 다회장과 매듭장의 협

업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인장은 국가의 대표적인 상징

물이다. 국새, 어보 등으로 불렸다. 인장 제작 시 당상관

부터 장인에 이르기까지 총 65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27 

그 중 인수(印綬) 제작 시 다회장과 매듭장이 소용되었

다.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1876)의 장색을 보면 다회

장과 매듭장이 함께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대형유소와 달리 인수의 경우는 의궤에 따라 

다회장만 투입되거나 매듭장과 함께 차출되었다. 왕실 

인장은 책봉과 존호, 시호, 묘호 등의 호칭을 담았다. 따

라서 오례는 물론 산릉, 녹훈, 존호 등 도감 시 인장 제작

이 이뤄졌다. 일례로 앞서 살펴본 가례도감과 국장도감

의 삼방에서 인장을 제작하였으나 다회장만이 소속되었

다. 이는 인수의 형태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인수는 유

소처럼 화려한 매듭은 없으나 망수가 더해진 방울술을 한 

굵은 꼰 끈을 알맞게 엮었다. 꼰 끈 자체가 굵기 때문에 

25 “유소는 크게 색사유소와 직물유소로 구분되며 색사(色絲), 목면사(木綿絲) 등이 사용되고, … 색사는 술처럼 사방에 드리우며, 직물은 길게 댕기처럼 재단하여 

금박을 찍어 장식하기도 하고, 당에 드리운 것처럼 직물을 중간에 리본으로 묶어 장식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오면 유소의 개념은 굵게 꼰 실을 가지고 엮어

서 만든 크고 긴 장엄용 장식 매듭을 지칭하게 된다.”(심연옥, 2008. 「끈목·매듭의 역사와 기법」, 『끈목·매듭』, 한국자수박물관, p.45).

26 모사도감의 다회장과 매듭장 분포는 박진영, 2010, 「조선시대 공신화상 유소 연구」, 용인대학교 문화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2의 <표 11>에서 확인 가능

하다.

27 성인근, 2018, 『국새와 어보』, ㈜현암사, p.133.

표 13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내 다회장과 매듭장의 제작 범주

구분 다회장 매듭장

대형
유소

圓多繪(길이 7자 5치, 둘레 8푼)
광매듭[廣每緝], 매듭, 胡虜網藍, 

方兀蘇兀, 隔紙金 20장 

그 외 

의물

책끈, 장황 수식, 금전지, 조대, 

인수, 소형유소, 열쇠끈, 각종 끈
-

표 12 소형유소 제작 시 소용 장인(『진찬의궤』(1849) 「악기·풍물」 참고)

物名 製作 재료 소용 장인

몽금척 족자 1건 유소 4건, 금전지 10개 五色絨絲, 金紙 다회장 2명

아박 1쌍 유소 2줄 六色絨絲, 金紙 다회장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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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작업하기 어려우므로 망수나 술 작업을 분업하여 제

작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회장은 다회 제작과 매듭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

며, 규모가 큰 대형유소의 경우 업무 효율을 위해 다회장

과 매듭장이 협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궤에 기

록된 장색 목록을 확인했을 때 일부 다회장이 매듭장으로 

차출되기도 하였다.28 이는 일부 솜씨가 뛰어난 다회장이 

매듭장의 역할을 소화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다회

장과 매듭장의 소임은 유사하였다.  다회장은 다회를 짜

는 기술과 매듭으로 맺는 기술을 폭넓게 보유하였다. 반

면 매듭장은 다회의 길이와 굵기에 상관없이 섬세한 균형 

잡힌 매듭 기술을 전문적으로 갖추었다.

Ⅴ. 맺음말

다회장은 여러 올의 명주실을 엮거나 꼬아 띠와 끈

을 만든 장인이었다. 제작한 끈으로 매듭을 맺거나 망수·

술을 만들어 장엄용 공예품을 제작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매듭장이 정련, 염색, 합사, 다회, 매듭, 술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것처럼 조선시대 다회장은 해당 과정의 주축이

었다. 이는 의궤에 차출된 장인 수와 보유 기술, 제작 품

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다회장은 경공장 128종 중에 속했다. 종

9품 공작으로, 제용감에서 전습생을 마련하여 양성하였

다. 왕실 의례 시 도감이 설치되면 임시 처소를 마련하여 

작업 공간을 제공받았다. 같은 도감에 매듭장이 배정된 

경우에도 다회장에게만 임시 처소가 배정된 것으로 보아 

매듭장과 공유하였을 것이다.

다회는 품목과 기법이 다양한 공예 기술이었다. 예

복, 예악, 장황 등에 수식하는 필수적인 장엄물로 소요되

었다. 관끈과 조대, 주머니끈, 노리개 등 일상품으로도 쓰

임새가 많았다. 다회 기법으로는 짜는 끈, 꼬는 끈, 환조, 

편조, 평직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매듭, 망수, 술 제작이 가

능하였다.

건축물 조성 의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궤에 다회장

이 기록되었다. 대형유소부터 방석끈까지 크고 작은 쓰

임새가 많았기 때문이다. 의궤 기록을 통해 다회장과 매

듭장의 협업 관계를 규명해보았다. 조선 후기 의궤인 『영

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와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에 

집중하였다. 삼방 중 다회장과 매듭장이 모두 귀속된 방

은 연여를 제작하는 곳이었다. 연여는 필수적으로 큰 원

다회로 매듭을 맺는 대형유소로 제작되었다. 또한 왕실 

인장의 인수를 협업하기도 하였다. 인수는 굵은 원다회

에 망수와 술을 달아 인장에 엮는 것이다. 다회장과 매듭

장은 규모가 큰 작업 시 효율적으로 분담하였다.

다회장은 기본적으로 다회 재료인 명주실과 염료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 본인의 소임인 다회 치는 다양

한 기법을 습득 및 활용할 수 있었다. 나아가 매듭과 망수·

술을 맺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이는 다회 공예품을 모두 다

회장이 소화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매듭장은 다회 제작품의 규모가 큰 경우 매듭과 술 등 

정세함이 요구되는 기법의 전문직으로 투입되었다. 따라

서 굵기에 상관없이 맺고 조이는 기술과 균형미가 탁월해

야 하며, 망수와 술 등 세밀한 솜씨를 갖춰야 하는 전문 기

량이 요구되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초대 보유자인 故 정연수

(程延壽, 1904~1974)는 다회 짜는 기술 없이 대형유소 제

작에 숙련된 솜씨를 보였다. 그의 부인이자 2대 보유자였

던 故 최은순(崔銀順, 1917~2009)은 정연수를 도와 망수

나 금박 같은 섬세한 작업을 맡았다.29 정연수와 최은순의 

모습은 조선시대 의궤 기록으로 파악한 매듭장 역할의 전

형이다.

28 박진영, 2010, 「조선시대 공신화상 유소 연구」, 용인대학교 문화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1.

29 국립무형유산원, 앞의 책,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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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까지 보편적인 직군이었던 다회장은 근대

화의 물결에서 기계화와 함께 해체되었다. 손 기술로만 

제작이 가능한 매듭이 직업으로서 유지되었다. 1962년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지정과 1970년대부터 취미공예

와 부업으로 유행하면서 매듭은 여성 중심의 규방공예로 

확립되었다. 과거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다회는 오늘날 

일반인들에게 낯선 단어로만 여겨지고 있다.

다회장과 매듭장은 왕실과 민가에서 다양한 장엄과 

수식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다회장의 입지가 매듭

장보다 넓었으나, 현대에는 매듭장이 다회장의 역할을 대

체하고 있다. 다행히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김희진 명

예보유자가 전북 남원에서 8사 치기를 전수받아 한국 다

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매듭장이 제작하

는 끈은 매듭을 짓기 위한 8사, 12사에 집중되면서 다회

장의 다양한 제작 기술은 사라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지속되면서 1983년부터 다회 작업을 하고 있는 다회장 

임금희와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다회 문헌 연구과 기술 

복원이 지속되고 있다.30 

기술은 인간의 생애 속에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 발

전과 쇠퇴를 반복한다. 전통 기술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제도와 사회상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고는 조선시대에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이었던 하나의 장

색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시대별 명확한 고

찰이 있어야만 어제와 오늘날의 인문학적 맥락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전통사회의 층위와 무관하게 폭넓은 품목

을 제작했고 왕실 의물 제작에 필수적이었던 다회장의 의

미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30 다회 기술 복원에 관한 연구로는 백지선·전광용, 2017, 「조선시대 도검 패용 광다회의 제작 기법 분석」, 『문화재』 제50권 제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윤미, 

2015, 「전통 반자동식 동다회직기의 특성과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복식』 제65권 제6호, 한국복식학회; 임금희·조우현, 2009, 「고려조 기법의 조선시대 광다

회 복원 고찰」, 『복식』 제59권 제6호, 한복문화학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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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roles of  and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Daheojang and 

Maedeupjang. Daheojang and Maedeupjang share a similar manufacturing process . However, in modern times, 

Daheojang totally disappeared, and Maedeupjang was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he present 

study will investigate the role of  Daheojang and Maedeupjang based on the literature of  the Joseon dynasty. 

Daheojang were craftsmen who made bands and strings of  woven or twisted silk strands. They made mangsu 

and tassels or made knots to produce magnificent artifacts. Maedeupjang complete all steps of  the process, from 

refining, dyeing, combining threads, daheo, maedeup, to the tassel. Daheojang in the Joseon dynasty was the center 

of  this process.

Daheojang belonged to almost all Uigwe because it used items ranging from large uso to cushion straps. Dahoe 

is a craft with various items and techniques. It has been widely used to produce majestic items like formal dresses, 

ritual ceremony pieces, and mountings, as well as daily items like jodae , pocket straps, and norigae.

Based on the records of  Uigw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tudy explored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Daheojang and Maedeupjang . Sambang, the room where both Daheojang and Maedeupjang belong, was 

the room to produce the royal chair . The royal chair essentially includes large uso. The large uso is an artifact that 

ties a knot in a thick circle more than two meters long. While Daheojang made rounded daheo, Maedeupjang made 

delicate and balanced knots. Also, they produced royal inscriptions together with a royal seal with decorative mangsu 

and a seal of  thick rounded daheo.

In order to learn about tradition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ystem of  the times and social trends. 

Therefore, the study focused on Daheojang, who were common master craftsmen during the Joseon dynasty but 

now are not familiar to most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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