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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was intended as fundamental materials to recognize the current status of 

furniture hard ware in Korean market and to fix the identity of Korean furniture, by investigat-

ing and comparing the furniture hard ware used in the Joseon era and in modern times by 

type, function, shape and material. The analysis of furniture hard ware of the Joseon era and 

modern times from the view of functional aspects was oriented to the hard ware necessary to 

open and close the door & drawer on one side, and to that being attached to the main body of 

furniture not to scratch the wood by another wood on the other side, and from this the follow-

ing conclusion was drawn. First of all, “Gwangdoojung” - a kind of spike- and metal decoration 

on the edge of the furniture disappeared, while the function-oriented hard wares have been di-

versified in modern tim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nge of kinds. Second,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furniture hard ware was emphasized in modern times than the Joseon era. In other 

words, the hard wares of the Joseon era came into view due to their strong appeal to deco-

ration, whereas those of modern times were mostly hidden or moderated, keeping the function 

substantially. Third, the hard wares from the Joseon era were shown in concrete and detailed 

shape motivated by natural objects and furthermore even gloriously, but the modern hard wares 

are simple & basic geometry, from a formative point of view. Fourth, the material aspects pres-

ent that the Joseon era’s hard ware was mainly cast iron, whereas that of modern times shows 

the diversification from metal to even plastic. Finally, the recent trend in naming of the hard 

wares is the words of foreign origin. This resulted from that the foreign names of hard wares 

are valid also after import process in Korean market, so the domestic development of hard 

ware as the essential factor for the furniture design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Korean modern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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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ardware of cabinet.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가구의 재료는 크게 원자재와 부자재로 나누며, 

원자재로는 목재를 비롯하여 금속, 플라스틱, 유

리, 가죽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부자재

로는 가구하드웨어를 들 수 있는데, 현대가구에 사

용되는 하드웨어는 기술 발달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으며, 이것은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대부분의 하드웨어가 미국, 독일 등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면서 하드웨어의 명칭 또한 외래어 그

대로 유입되어 영어명칭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실

정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가구를 연구할 때, 하드웨어에 

관한 것은 경첩과 들쇠 그리고 앞바탕과 같은 장

식성이 강한 것들이 조금씩 소개되었을 뿐 심도 

있게 연구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하

여 남아있는 유물이 그리 많지 않음과 동시에 전

문가들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물로 전해지는 조선시대의 

가구에 사용된 하드웨어의 종류와 기능 등을 알아

보고,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하드웨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내 가구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토대로 가구디자인의 한 

요소로 작용하는 하드웨어의 현황을 인식하고, 국

내가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가구하드웨어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그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와 현재의 가구

에 사용된 하드웨어의 명칭과 종류, 기능, 형태 및 

재료들을 살펴본다. 조선시대와 현대를 잇는 근대 

자료의 수집이 어렵고 논문의 제한된 분량으로 인

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연구방법은 1차적으로 관련 전문서적과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2차적으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매장을 현장 답사한다. 조사

한 자료를 조선시대와 현대로 분류한 후 당시의 

기능을 조사한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서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사라진 것 그리고 현대에 

새로 등장한 것으로 분류하여 기능, 형태, 재료측

면에서 비교한다.

2. 조선시대의 가구하드웨어

조선시대에 사용 된 하드웨어로는 기능적 측면

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문이나 

서랍을 열고 닫는데 필요한 경첩, 앞바탕, 들쇠, 

자물쇠, 뻗침대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새발장식, 

귀장식(귀싸개장식), 거멀잡이(감잡이), 광두정 등

과 같이 가구의 몸통에 부착하여 목재가 서로 와

해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형태면에서 볼 때 조선시대 9개의 하드웨어는 공

통점을 갖는다. 대부분이 꽃, 새, 나비, 물고기, 박

쥐 등의 동식물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으며, 부분적

으로는 둥근형, 실패형, 부채형 등 기하학적 이거

나 인공물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료는 대부분 

무쇠를 사용했으며, 명칭은 순우리말이 중심을 이

루며 한문이 섞여있기도 하다. Fig. 1은 반닫이에 

사용된 하드웨어의 예이다.

2.1. 문의 개폐에 관련된 하드웨어의 종류 및 기능

2.1.1. 경첩

경첩은 가구의 몸통과 문짝에 하나씩 연결되어 

축을 중심으로 문이 열리거나 닫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경첩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 크게 돌저귀형, 

노출형, 숨은형으로 나누고, 특히 숨은형은 조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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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형 여의두형 둥근형 나비형 호리병형 실패형

Fig. 2. kind of hinge.

둥근형 나비형 부채형 실패형

Fig. 3. kind of the front foundation.

활형 박쥐형 새형 물고기형

Fig. 4. kind of drop handles.

기에 나타나며 양 날개가 밖으로 보이지 않으며, 

축만 밖으로 드러나는 경첩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는 Fig. 2와 같이 초형(草形), 나비형, 화형(花形), 

여의두형(如意頭形), 둥근경첩, 호리병경첩, 돌쩌귀

경첩, 실패형경첩 등 다양하다. 이렇듯 경첩은 문

을 여닫는 기능 외에도 장식적인 효과를 꾀하고 

있다. 재료는 무쇠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주철로도 알려져 있다. 주철은 탄소를 함유하는 철

의 합금으로 단단하나 잘 부러지고 강철보다 녹이 

잘 스는 것이 단점이다. 

2.1.2. 앞바탕

앞바탕은 들쇠나 고리를 서랍이나 문의 앞판 또

는 가구의 측면에 연결할 때 나무가 손상되지 않

도록 부착하는 것으로 경첩보다 장식성이 크다. 앞

바탕의 종류에는 Fig. 3과 같이 형태에 따라 둥근

형, 화형, 나비형, 약과형, 부채형, 실패형 등이 있

으며, 재료는 경첩과 마찬가지로 무쇠로 만들어 졌다.

2.1.3. 들쇠

들쇠는 기물을 들어 옮기거나 당기기 위한 금속

장식으로 예로부터 서랍이나 문짝 또는 가구의 

측판에 달려있는 반달모양의 손잡이를 일컫는다

(조 2010). 들쇠는 배목에 의해 서랍 앞판이나 문에 

부착되는데 배목이 하나로 연결된 들쇠가 배목이 

두 개로 연결된 들쇠보다 더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배 1993). 들쇠의 종류는 Fig. 4

와 같이 형태에 따라 활형, 박쥐형, 구름형, 죽절

들쇠형, 새형 그리고 물고기형이 있으며, 이들 중 

손잡이 기능보다는 장식에 치우친 경우도 보인다. 

재료는 경첩과 마찬가지로 무쇠가 대부분이다.

2.1.4. 자물쇠

자물쇠는 문을 걸어 잠그는 장치로 앞바탕과 

유사하나 다른 점은 열쇠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 

잠글 수 있다는 것이다. 형태에 따라 Fig. 5와 같

이 붙박이 꺾쇠자물쇠, 은혈(隱穴)자물쇠, 박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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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 꺾쇠자물쇠 봉수성화 은혈자물쇠 ㄷ자형 자물쇠 둥근 은혈자물쇠

Fig. 5. kind of lock.

꺾쇠형뻗침대 선뻗침대

Fig. 6. kind of extention pole.

국수형 망두형

 

십자형

Fig. 7. kind of bird-Foot decoration.

화형귀장식 여의두형귀장식

화형귀싸개장식 낙과형귀싸개장식

Fig. 8. kind of corner decoration.

은혈자물쇠, 둥근 은혈자물쇠, ㄷ자형 자물쇠 등이 

있으며, 재료로는 무쇠가 사용되며, 자물쇠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두는 뚜껑이 있는 것도 있다.

2.1.5. 뻗침대

뻗침대는 뚜껑이 있는 상자나 함 등의 앞바탕에 

설치되는 것으로 함의 중심을 잡으면서 뚜껑이 열려 

위로 젖혀질 때도 경첩에 가해지는 무리를 완화시

켜준다. 또한 자물쇠를 잠그는 기능도 하며 재료로

는 무쇠와 주석이 사용되었다(Fig. 6).

2.2.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꾀하는 하드웨어의 

종류 및 기능

2.2.1. 새발장식

새의 발처럼 벌어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가

구의 이음새를 튼튼하게 고정시키면서 장식적인 

효과를 겸하고 있다. 새발처럼 세 방향으로 된 것과 

ㅡ자형으로 된 것이 있으며, 형태에 따라 Fig. 7과 

같이 국수형과 망두형(望頭形), 십자형 등이 있다.

2.2.2. 귀장식(귀싸개장식)

가구 모서리의 구조적인 안정감을 위하여 붙이

는 금속을 말하며, 다른 물체가 닿아도 가구모서리

가 파손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평면에 

대는 귀장식과 2면이나 3면을 감싸는 귀싸개장식

으로 나뉜다. 귀장식은 형태에 따라 Fig. 8과 같이 

화형, 여의두형(如意頭形), 둥근귀장식 그리고 두

루마리귀장식 등이 있으며, 귀싸개장식에는 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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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형 화형 제비초리 망두형

Fig. 9. kind of splice plate.

둥근광두정 화형 사슴형 한자형

Fig. 10. kind of nail with big head.

초형, 약과형 등이 있다.

2.2.3. 거멀감잡이(감잡이)

짜임이나 이음으로 만들어진 가구의 몸체에 부

착되어 두 부분을 잡아줌으로써 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금속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귀장식과 유

사하다. 그러나 반드시 모서리에 부착되지 않기 때

문에 귀장식과 구별되며, 귀장식이 넓은 면으로 되

어있는 것과 달리 거멀잡이는 얇은 띠로 된 것도 

있다. 종류에는 형태에 따라 Fig. 9와 같이 국수

형, 화형, 제비초리, 망두형, 여의두형 등이 있다.

2.2.4. 광두정

못의 머리가 넓어 광두정이라 하며, 다른 하드

웨어와 달리 장식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가구의 

몸체에 부착한 것이 특징이다. 즉 못 자국을 감추

거나 넓고 허전한 부분에 장식을 위해 넣은 것이

다(배 1998). 형태에 따라 Fig. 10과 같이 둥근형, 

화형, 사슴형, 한자형, 박쥐형 등이 있다.

3. 한국 현대의 가구하드웨어

3.1. 현대 가구하드웨어의 종류 및 기능

현대 가구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조선시대와 

같은 기준으로 나누면, 먼저 문이나 서랍을 열고 

닫는데 필요한 경첩, 손잡이, 래치, 가스쇼바, 서랍

런너, 잠금장치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볼트와 너

트, 라픽스, 미니픽스, 맥스픽스 등과 같이 가구의 

부품을 연결하면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꾀하는 것

이다. 이 외에 다리와 캐스터가 있는데, 이것은 조

선시대의 가구다리가 가구와 일체형으로 된 것과 

달리 현대에는 따로 분리되어 나사로 체결되는 양

상이므로 하드웨어로 분류된다. 경첩은 유리문에 

사용하는 유리경첩, 피아노 덮개에 사용하는 피아

노 경첩 등 과거보다 세분화되었다. 손잡이는 돌출

형, 매립형, 자체해결형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조 2003), 세부적으로 꼭지형, 활형, 고리형, ㄷ자

형 등으로 구분된다. 래치는 두 짝으로 된 문이 양

쪽으로 열리는 가구의 한 쪽 문에 설치하여 잠금

장치를 사용해 열리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한다. 가

스쇼바는 주로 부엌가구에 사용되며, 서랍런너는 

서랍과 가구몸통에 설치되어 서랍의 개폐를 부드

럽게 하는 기능을 한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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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ind of contemporary furniture hardware in Korea

이미지 특징

문이나 서랍의 

개폐에 관련된 

하드웨어

경첩

문을 고정시키는 래치, 손잡이를 잡

아당기면 문이나 서랍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가스쇼바, 서랍이 쉽게 열

리고 닫히도록 도와주는 서랍 런너

는 조선시대에 없었던 하드웨어임.

손잡이

래치

가스쇼바

서랍런너

잠금장치

가구의 부품 

연결 하드웨어

볼트, 너트

가구의 부품(천판, 측판, 밑판, 중간

선반, 하드웨어 등)을 연결하는 연결

하드웨어는 조선시대에 없었던 하드

웨어임.

라픽스

미니픽스

맥스픽스

기타

다리(발통)
조선시대에는 가구의 몸통과 일체형

이던 다리가 분리됨.
캐스터

3.2. 현대 가구하드웨어의 재료

현대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주로 금속이나 플

라스틱이다. 금속은 튼튼하며,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종

류에는 강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등이 사

용된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단단하며,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강한 충격에 파

손되고, 스크래치가 잘 생기는 단점이 있다.

4. 조선시대와 현대의 가구하드웨어 비교

조선시대와 현대의 가구하드웨어를 2장과 3장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이나 서랍을 열고 닫는데 필

요한 조선시대의 하드웨어는 경첩, 앞바탕, 들쇠, 

자물쇠, 뻗침대가 있으며, 현대에는 경첩, 손잡이, 

래치, 가스쇼바, 서랍런너, 자물쇠가 있다. 손잡이와 

경첩은 형태와 기능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 

과거와 현대에 모두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들쇠

는 현대에 들어서 가구를 들어 올리는 기능이 사

라지면서 손잡이로만 불리운다. 경첩은 용도에 따

라 다양화 되었는데 외국에서 개발된 것이 유입되

면서 힌지(Hinge)라는 명칭과 경첩과 함께 혼재되

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물쇠는 현대에 그 크

기가 매우 작아졌으며, 자물쇠라기보다 잠금장치

라 불리운다. 앞바탕과 뻗침대는 현대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래치, 가스쇼바, 서랍런너 등은 현대

에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외국에서 유입되어 외래

어를 그대로 쓰는 명칭 중의 하나이다. 둘째, 가구

의 몸통에 부착하여 목재가 서로 와해되지 않도록 

부품을 연결하는 하드웨어로 조선시대에는 새발

장식, 귀장식(귀싸개장식), 거멀잡이(감잡이), 광두

정이 있으며, 현대에는 볼트와 너트, 라픽스, 미니

픽스, 맥스픽스가 있다. 즉 조선시대 가구의 조립

은 목재와 목재를 짜임이나 이음으로 결합하는 것

으로 금속 못이 따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조립이 와해되는 문제를 귀장식과 같은 하드웨어

를 달아 보완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가구몸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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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between Chosun Dynasty and contemporary hardware for furniture

기능에 따른 분류
조선시대 현대 공통으로 

사용되는 하드웨어하드웨어 명칭 재료 하드웨어 명칭 재료

문이나 서랍의 

개폐에 관련된 

하드웨어

경첩, 앞바탕, 들쇠, 자물쇠, 

뻗침대 무쇠,

주석

경첩, 손잡이, 래치, 가스

쇼바, 서랍런너, 자물쇠
강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플라스틱

경첩, 들쇠(손잡이), 

잠금장치(자물쇠)가구의 부품 연결 

하드웨어

새발장식, 귀장식(귀싸개장식), 

거멀잡이(감잡이), 광두정

볼트와 너트, 라픽스, 미니

픽스, 맥스픽스

기타 없음 다리, 캐스터 플라스틱, 금속, 목재

Table 3. Overlapping hardware for furniture between Chosun Dynasty and contemporary

조선시대 현      대

기능 형태 명칭 이미지 이미지 명칭 형태 기능

가구의 문을 

열고 닫음

초형(草形), 나비형, 

화형(花形), 둥근형, 

돌쩌귀경첩, 실패형

경첩

경첩,

힌지

(Hinge)

나비경첩, 

플랩경첩, 

숨은경첩, 

유리경첩,

피아노경첩

가구의 문을 

열고 닫음

가구를 들거나 

서랍을 여닫는 

손잡이

활형, 박쥐형, 구름형, 

죽절들쇠형, 새형
들쇠 손잡이

활형, 고리형

ㄷ자형, 꼭지형, 

매립형,

자체해결형

서랍을 여닫는 

손잡이

가구가 열리지 

않도록 잠그는 

장치

화형, 

박쥐형, 

둥근형 등

자물쇠

잠금

장치
사각형, 

둥근형 등 

기하학적 형태

가구가 열리지 

않도록 잠그는 

장치

자물쇠

제 디자인이 중시되면서 볼트나 너트와 같은 금속

하드웨어를 눈에 보이지 않게 결합함으로써 견고

성을 높혀 자연적으로 장식성이 약화되었다.

그 외에 기타로 분류되는 것은 현대의 다리와 

캐스터가 있다. 과거 가구의 다리는 족통이라고 하

여 가구의 몸체에 같이 붙어있어 하드웨어 개념이 

아니었으며, 형태에 따라 호족, 마족, 구족 등과 

같이 동물다리를 형상화한 것(문 2010)이 많았다. 

형태면에서 비교하면 조선시대의 하드웨어가 기

능만큼이나 장식적인 효과에 치중한 반면 현대의 

것은 기능에 중심을 두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것

은 동식물과 같은 자연에서 가져온 형상이 많은 

반면 현대의 하드웨어는 둥글거나 네모진 기하학

적이며 단순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겉으로 드

러나기 보다는 숨어있으면서 기능에 충실한 경우

가 많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가구가 장인에 의해 

소량으로 만들어진 일품공예인 반면 현대의 가구

가 규격화되고 대량생산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able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조선시대와 현

대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경첩, 들쇠(손

잡이), 자물쇠(잠금장치)이다. 이 세 가지는 다음 

Table 3과 같이 비교⋅분석된다. 즉 경첩은 과거

의 나비경첩 및 돌쩌귀 경첩에서 벗어나 기능과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유리문에 사용하는 유리경

첩, 숨어서 밖으로 보이지 않는 숨은 경첩,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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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몸체가 편편하게 180°를 이루는 플랩경첩, 

피아노 덮개에 장착하는 피아노 경첩 등이 생겨났

다. 들쇠의 경우는 가구를 들어 올리는 기능이 강

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손잡이라는 명칭이 주

로 쓰이면서 들어 올리는 기능은 사라지고, 서랍을 

열고 닫는 손잡이 기능만 남아있다. 자물쇠의 경우 

과거에는 장식적인 효과를 겸하여 가구에서 차지

하는 범위가 컸으나, 현대에는 열쇠구멍 크기정도

까지 작아져 기능에만 충실하게 바뀌었다. 명칭도 

현대에는 자물쇠가 아닌 잠금장치가 올바르며, 자

물쇠는 열쇠가 들어가는 원형 또는 사각형의 금속

으로 가구에 부착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물

건이다. 또한 손잡이 부분과 함께 있거나 구멍만 

따로 부착되는 경우가 있다.

5. 결  론

조선시대와 현대에 있어서 가구에 사용된 하드

웨어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종류의 변화측면에서 볼 때, 조선시대의 

장식성에 치우쳤던 광두정 및 귀장식 등이 사라지고, 

현대에는 기능중심의 하드웨어로 다양화 되었다.

둘째,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현대의 하드웨어가 

조선시대의 것보다 기능이 강조되었다. 즉 조선시

대의 것은 장식성이 강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은 반면 현대의 것은 기능에 충실하며 절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형태적 측면에서는 조선시대의 것은 자연

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구체적이며, 화려한 형태가 

많으나 현대의 것은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가 대

부분이다.

넷째, 재료측면에서 조선시대의 것은 주로 무쇠

이나 현대에는 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에 이르기

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다섯째, 하드웨어의 명칭이 현대에 들어와 외래

어가 많아졌다. 제작현장에서 붙여졌던 순 우리말

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과거와 달리 외국으로부

터 하드웨어를 수입하면서 편의상 명칭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한국 현대가구의 정체성 확

립을 위해서 가구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인 하드웨

어의 국내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현대의 가구 하드웨어는 과거보다 종

류가 다양해지고, 가구디자인에서의 기능적 측면

이 강조되면서 가구를 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가구원자재를 수입

하는 국내 가구산업은 부자재인 하드웨어도 수입

에 의존하면서 가격경쟁력은 저가의 동남아시아 

가구에 밀리고 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 따라서 가구제조업뿐만 아

니라 가구관련 하드웨어 산업 또한 기술개발에 주

력해야하며 본 연구가 그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사    사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

제지원사업’(KRF 2009)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참 고 문 헌

김삼대자. 2000. 전통 목가구. 대원: 11.

문선옥. 2010. 전통가구의 다리와 발 스타일 용어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21(1): 95.

박영규. 1982.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280-320쪽.

배만실. 1998. 이조목공가구의 미. 보성문화사, 131쪽.

배만실. 1993.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0쪽.

조숙경. 2010. A Study of Drop Handles Design. 한국

가구학회지 21(3): 254.

조숙경. 2003. 가구 손잡이에 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14(1):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