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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매듭의 종류와 용도

1. 끈목(다회)의 종류와 용도

매듭을 맺으려면 먼저 끈목이 필요하다. 끈목은 실을 합사(合絲)하여 두가닥 혹은 세

가닥 이상으로 꼬는 끈과 네가닥 이상의 여러 가닥으로 쳐서 짜는 끈으로 나눌 수 있

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짜는 끈을 ‘다회(多繪)’, 끈 만드는 것을 ‘다회(多繪)친다’고 했

다.

다회에는 동다회[원다회(圓多繪)]와 광다회(廣多繪)가 있다. 동다회는 원다회라고도 

하며 끈목의 둘레가 둥 며 4사(絲)․8사(絲) 등이 있는데, 주로 노리개․주머니끈․각

종 유소를 만드는데 쓰인다.

사진 16. 동다회(4사)  

사진 17. 동다회(8사)  

광다회는 폭이 넓고 납작한 평직의 끈으로 허리띠로 많이 쓰 고, 방울술 노리개․선

초․안경집 장식 등에 쓰 다. 광다회의 기본 조직은 12사(絲)이며, 다회를 치는데 드는 

실의 가닥수에 따라 16사(絲)․24사(絲)․36사(絲) 등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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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광다회(12사)  

사진 19. 광다회 띠(실 가닥 수 미상),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우리 나라에서는 광다회의 기법이 단절되었으나, 12사의 경우 김희진씨가 일본의 다

회장 구미히모(組ひも)의 실기를 본 후 재현하여 다시 그 기능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16사 이상을 두사람이나 세 사람이 마주 앉아 가닥을 돌려가며 쳤다고 구전되고 있으나 

현재 단절된 상태이다.

아름다운 광다회가 이미 우리 고대 복식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고분 벽화의 그림을 통

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궁중유물전시관과 이대 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등에 보관되

어 있는 대자띠․분합끈 등의 유물에서도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여러 궁(宮)과 각 사(司)에서 필요한 수공예품을 조달하기 위해 일정한 

수의 장인을 궁과 관청에 예속시켰다. 장인들은 한성(漢城) 안의 궁과 관청에 속한 경공

장(京工匠)과 각 지방관아에 속해 있었던 외공장(外工匠)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특

이한 것은 다회장(多繪匠)은 경공장에만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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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고구려 무용총(舞踊塚) 고분 벽화의 의상에 나타난 광다회 띠  

《동국여지비고》에는 “서울의 여러 중앙 관서의 장인은 그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공

조와 소속 관서에 비치했다”고 하며, 다회장은 공조(工曹)에 2명․상의원(尙衣院)에 4

명․전설사(典設司)에 6명이 있었다고 했다. 매듭장은 《대전회통》 공장(工匠)에 따르

면 본조에 2명․상의원(尙衣院)에 12명이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합

사(合絲)․연사(鍊絲)․염색(染色) 등 공정을 세분하여 합사장(合絲匠) 10명․연사장(練

絲匠) 75명을 따로 두었고, 홍염장(紅染匠)․청염장(靑染匠)을 구분해 두었다. 이런 점

으로 보아 끈목을 만드는 공정이 복잡했고, 궁중과 관청에서 그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 매듭의 종류와 용도

1) 기본형 매듭의 종류와 지역별 명칭

우리 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기본형 매듭은 33종에 이르며, 그 호칭은 지방에 따

라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표로 만들면 <표1>과 같다.

2) 매듭의 용도

매듭은 신석기시대부터 이미 실생활 전반에 걸쳐 생활용 매듭으로 활용되었다. 고대 

잉카의 퀴푸스 매듭1)이나 중국의 《역계사(易繫辭)》․《후한서(後漢書)》․《장자(壯

子)》등에 보이는 결승(結繩)에 관한 기록으로 보아 매듭은 숫자나 문자를 대신하는 기

능을 하 으며, 정사(政事)에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매듭은 삼국시대․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접어 들면서 보다 용도가 다양해

1) quipu[quipo]는 고대 잉카 제국에서 계산할 때 쓰던 도구이다. 하나의 길고 굵은 끈에 여러 가닥의 가는 끈을 

직각으로 달아매 썼다. 가는 끈은 여러 색으로 채색되어 용도를 나타내고, 매듭은 수효를 나타낸다. 즉 적당한 

간격을 두고 48개의 제1끈을 묶어 늘어뜨리고, 제2의 끈에 다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된 제 3의 끈을 매듭지어 

단 단위․10단위․100단위를 나타냈다.

퀴푸스 매듭은 인구통계나 재산목록 등 계산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보전되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노끈의 색을 달리하여 공물․토지․생산물․의

식 및 전쟁과 평화 등 다양한 국가 업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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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사용 계층이 확산되는 등 실생활 전반에 널리 장식용으로 애용되었다. 이러한 장

식용 매듭을 가지고 좀더 자세히 용도를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1) 장신구용

장신구로는 노리개, 선추술, 도포끈, 호패술, 귀걸이 등을 위시하여 귀주머니․두루 주

머니․필낭․약낭․수저집 등 각종 주머니에 꿰어 매는 여러 가지 양식의 매듭이 있다.

<표1> 기본형 매듭의 종류와 지역별 명칭

순서 궁중2) 서울 지방3) 대구 지방 남원 지방

1 외벌도래매듭 외도리매듭

2 도래매듭 도래매듭 도리매듭 도리매듭

3 외귀매듭 납짝이매듭 귀도리매듭 콩매듭

4 단추매듭 연봉매듭 단추매듭 단추매듭

5 매화매듭

6 잠자리매듭 잠자리매듭 온정자매듭 오발창매듭

7 나비매듭 나비매듭 암나비매듭 나비매듭

8 수나비매듭

9 안경매듭 안경매듭 안경매듭

10 동심결매듭 동결매듭 동승결매듭

11 생쪽매듭 생쪽매듭 정자(井字)매듭 정자매듭

12 파리매듭

13 이귀매듭 장구매듭 삼정자(三井字)매듭 삼정자(三井字)매듭

14 벌매듭 벌매듭

15 가지방석 매듭

16 십일고매듭 십일고매듭

17 석씨매듭

18 난간매듭 난간매듭

19 국화매듭 두벌감개매듭 국화매듭 국화매듭

20 소차매듭 세벌감개매듭 세벌강정매듭 방석매듭

21 대차매듭 네벌감개매듭 네벌강정매듭

22 다섯벌감개매듭 다섯벌강정매듭

23 사색판매듭 거북매듭

24 가재눈매듭

25 매미매듭 게눈매듭

26 꼰디기매듭

27 날개매듭

28 전복술매듭

29 망사매듭

30 생(生)동심결매듭

31 사(死)동심결매듭

32 혼백매듭

33 가락지 가락지 가락지

2) 궁중 매듭의 명칭과 종류에 대해서는 순조의 외증손녀인 윤백  할머니(1963년 당시 76세)가 김희진씨에게 제공

한 자료를 근거로 하 다.

3) 19번에서 23번까지는 모두 합쳐서 방상(方相)매듭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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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향갑투호은장도 노리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① 노리개

조선시대 여성의 장신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형태와 재질, 용도와 계절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노리개는 저고리의 겉고름이나 안고름․치마허리 또는 대례

복의 띠에 달아 단조롭게 보이기 쉬운 우리 고유 의상의 미를 한층 더 화사하면서도 우

아하게 강조해 준다.

노리개는 패물의 진귀함과 그 규모에 따라 예복용과 평복용으로 구분하여 궁중과 상

류 사회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애용하 다. 궁중 의식이나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에 

차기도 했고, 종류에 따라서는 평상시에도 사용했다. 또한 친가(親家)나 시가(媤家)에서 

예물로 받아 자손에게 물려주는 대물림으로 인해 가보(家寶)로서 귀히 여겼다.

홍․남․황의 삼원색을 기본으로 하고 분홍․연두․보라․자주․옥색 등 다채로운 색

의 다회로 매듭을 맺고, 술을 늘어뜨린 노리개 세점을 한벌로 하여 ‘노리개 삼작’이라 

불 다. 노리개에 쓰이는 매듭은 주로 도래․생쪽․매화․국화․삼정자․병아리․나

비․가지방석매듭 등이고, 색실과 금실로 만든 가락지를 끼우고 봉술․딸기술․낙지발

술 등을 늘어뜨렸다. 그리고 노리개의 형태나 무늬에는 조선조 여인들의 현세에 대한 

희망과 기원을 뜻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

또 단작 노리개로 장식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을 겸한 노리개도 있다. 향집․비취발

향․줄향 등을 고체 향제를 넣어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베어 나오도록 했다. 특

히 향갑에는 사향을 주로 넣어 바깥 출입시 뱀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급체 때에는 

그것을 갈아서 먹는 등 구급 약품으로도 사용하 다. 그리고 바늘겨리는 갑자기 옷을 

손볼 일이 생겼을 때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한 휴대용 바늘 보관 도구의 역할을 했다. 

장도 노리개는 호신용으로 여성의 정절을 상징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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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색동봉술 노리개 대삼작, 이대 박물관 소장  

사진 23. 나비향낭, 이대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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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비취발향, 이대 박물관 소장  

사진 25. 줄향,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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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대례복에 장식한 노리개대삼작, 김희진 소장  

② 각종 주머니

우리 옛 의상의 특징 중 하나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용과 미를 겸한 장

신구로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남녀노소 구분없이 몸에 지녔다. 주머니는 형태․장

식․용도별로 또는 그 소재에 따라 귀주머니․염낭[두루 주머니]․약낭(藥囊)․필낭(筆

囊)․수저집․안경집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주머니의 종류만큼 매듭과 술의 종류도 다양해서 끈술․딸기술․봉술․오발창매듭․

안경매듭․잠자리매듭․생쪽매듭․국화매듭․병아리매듭 등 다양한 형태의 매듭과 술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기록된 《규합총서(閨閤叢書)》의 주머니끈과 갓끈 매듭에 의하면, “당사

(唐絲) 팔척(八尺)에 날아 동다회를 치면 예자[육척(六尺)]되니, 도래매듭 상․중․하 모

두 열, 외귀매듭 상․하 둘, 가운데에 나비매듭 하나하면 되니, 이것이 궁중의 주머니 

만드는 모양이니 품스럽고 좋다. 그러나 요즘 주머니끈은 방석매듭으로 코를 빼어 드리

우고 거꾸로 꿰니 몹시 천하되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많다”하여 궁중의 주머니 매듭이 

까다로운 격식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궁중 주머니 매듭은 《규합총서》의 

저자인 빙허각 이씨의 신분 계충인 사대부 집안에서도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기록은 매듭이 점차 간략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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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귀주머니,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사진 28. 봉술로 장식한 염낭,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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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필낭(左)과 수저집,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사진 30. 수저집,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③ 도포끈(쾌자띠)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편복으로 애용한 도포에는 동다회 양끈에 딸기술을 단 띠를 했

고, 길다란 쾌자띠를 가슴에 둘러 생동심결로 매고 두끝은 무릎 아래까지 늘어뜨려 멋

을 냈다. 쾌자띠의 빛깔은 계급에 따라 구분되어 당상관은 다홍․분홍․자주색, 선비는 

초록색, 참봉이나 주사는 회색, 초시는 보라색을 사용했고 상주(喪主)는 어느 계층이든 간

에 흰색을 둘 다.

《동국여지비고》 제2권 한성부의 의장조서에 의하면, 조선시대 사대부들 중 1품관과 

당상관 3품 이상은 중단(中單: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을 입을 때 구름과 학을 수놓은 금

고리에 술있는 때(운학금환수:雲鶴金鐶綬)를, 3품관 이상이 중단을 착용할 때도 수리가 

앉아 있는 수놓은 고리에 술있는 때(반조은환수:盤雕銀環綬)를 했으며, 4품관의 중단에

는 은고리에 술띠(연은환수:鍊銀環綬)를, 5․6품 이상은 중단 착용시에 동환수(銅環綬)

를 사용하 다고 했다. 그리고 1품관 이하 나장․조예(皂隸)까지도 사복에는 색채를 달

리한 실띠를 사용하 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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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도포끈-원다회에 딸기술․광다회에 딸기술․원다회에 딸기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④ 호패술

남자의 바지 허리끈에 달았던 호패는 대부분 방망이술로 장식했다. 사회적 지위에 따

라 호패의 재료와 새겨진 명문(銘文)이 달랐으며, 술이나 끈목의 색깔도 달랐다.

⑤선추술

부채의 고리에는 다회에 선추를 끼워 술을 늘어뜨렸다.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선추․초혜집 등이 사용되었으며, 끈목의 색깔도 달리 하 다.

선추에 늘어뜨린 끈목은 대체로 가늘고 빳빳한 8사를 썼고 중간에 양옆의 고를 길게 

뺀 동심결을 맺었으며, 방울술이나 딸기술을 주로 달았다. 여자용인 경우에는 딸기술․

봉술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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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호패술-광다회에 방망이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33. 선추술-딸기술․방울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⑥ 대자띠

대자띠란 평직으로 짠 넓은 띠 양 끝에 전복술 매듭을 여러 단 맺고 그 끝을 그대로 

늘어뜨린 허리띠로, 궁중유물 전시관에 연두․분홍․남색․색동으로 된 유물이 소장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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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광다회 대자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2) 실내 장식용

실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매듭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발걸이․방장걸이․횃대․족

자․편액․붓걸이․고비 등 실내용 기물에 매듭을 장식하여 무미한 실내 분위기를 아름

답고 우아하게 꾸몄다. 발걸이는 매듭을 맺고 딸기술․봉술․끈술을 썼으며, 겨울에 바

람을 막아주는 방장이나 옷을 걸어두는 횃대에도 발걸이와 같이 매듭 장식을 했다.

조선 후기 문신(文臣)으로 의정을 지낸 윤두수(尹斗壽)의 5대손인 윤급(尹汲: 숙종 

23∼ 조 46)의 초상화라고 전해지는 초상화의 걸이로 만든 유소는 장식과 실용을 겸한 

술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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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전(傳) 윤급의 초상화에 장식된 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36. 순종 어진 걸이에 장식된 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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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 의식용

사찰에서 사용하던 연․번․불자 등에도 매듭 장식을 하여 장엄하 다. 특히 연(輦:부

처를 모셔 오는 가마)에는 옥․유리 구슬․수향갑․조각한 나무 등에 매듭과 술을 달아 

연의 처마 밑에 사방으로 촘촘히 둘러 늘 으며, 네 모서리에는 석씨매듭을 넣은 대봉

유소를 달아 길게 늘여 장엄하 다. 현재 연의 오래된 완벽한 일습의 매듭 유물은 없으

나, 일부 보수되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유물로 그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인로왕번(引路王幡)4)의 양쪽 옆에도 쪽빛․다홍․노랑․검정․흰색의 오방색으로 매

듭을 맺고 오색 방망이술로 장식한 대봉유소를 늘어뜨렸다. 그리고 스님들이 지니는 불

자에도 내면에 매듭 장식이 있다.

사진 37. 연의 장엄 장식, 서울 봉원사 소장  

4) 죽은 사람을 인도한다는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의 이름을 쓴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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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 인로왕번의 매듭 장식, 양 표충사 소장  

사진 39. 송광사 국사전(國師殿) 제5세 조사(第五世祖師) 정(影幀)의 불자, 조선시대      

(17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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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0. 불자(佛子)의 매듭 장식, 사명대사 유품, 양 표충사 소장  

(4) 악기 장식용

조선시대 악기 중 유소 장식을 단 것이 많다. 《세종실록》악기조(樂器條)에 의하면, 

건고(建鼓)․방향(方響)․당필률(唐觱栗)․적(笛)․향필률(鄕觱栗)․대적(大笛)․장구

채․통소(洞簫)․해금(奚琴)․박(拍) 등에 유소를 장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철제은상감적(鐵製銀象嵌笛)․죽간자(竹竿子)․황개(黃蓋)․라(螺)․편종(編

鐘)․대금(大琴)․방향(方響) 등의 악기에도 유소를 늘어뜨려 장식했다. 그리고 박(拍)

의 고리에는 사색 판매듭을 넣고 사봉 딸기술을 늘어뜨린 유소로 장식하기도 했다.



- 18 -

그림1-1. 악기의 유소 장식1,《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壯憲大王實錄)》제132권 가례    

          서례(家禮序例) 악기(樂器)편 참고

①해금(奚琴)  

②박(拍)

③향필률(鄕觱栗) 

④대적(大笛) 

⑤통소(洞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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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악기의 유소 장식1,《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壯憲大王實錄)》제132권 가례    

          서례(家禮序例) 악기(樂器)편 참고

그림2. 악기의 유소 장식2 《신축진찬의궤(辛丑進饌儀軌)》5) 권수(卷首) 도식(圖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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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철제적(鐵製笛)에 장식한 매듭,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5) 예복용

조선시대 관복(官服) 중에 경축일에 입었던 조복(朝服)이나 종묘제사 때 입던 백관의 

제복(祭服)에 부착된 후수(後綬)는 청색 실로 망수를 맺고 그 끝에 후수술을 달았으며, 

금관에는 딸기술을 양편에 달았다. 왕비의 적의에도 뒷면의 대대(大帶)에 후수를 달았

고, 후수 끝에는 술이 달렸다. 그리고 임금이나 왕비 또는 고관들만이 패용했던 패옥(珮

玉)에도 밑에 매듭으로 망수(網繡)를 맺고 술을 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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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왕비의 적의에 장식하던 후수, 궁중유물 전시관 소장  

사진 43. 금관조복(金冠朝服)에 장식한 후수,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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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궁중용 기물과 복식

《세종실록》 제134권 흉례서례(凶禮序例) 거여(車與)조에 보면 일명 견여(肩輿)라 하

는 순(輴)과 반우거(返虞車)에는 낙 (落纓)을 만들어 사방의 처마에 드리운다고 했다. 

대여(大轝)에는 삼색의 저사(紵絲)를 사용하여 낙 을 만들어 서로 섞어서 사면에 드리

운 처마의 

5) 고종(高宗) 광무(光武) 5년(1901) 음력 5월 명헌태후궁(明憲太后宮)의 보령(寶令)의 망팔지경년(望八之

慶年)을 맞이하여 5월 14일의 길일(吉日)을 택하여 경운당(慶運堂)에서 진찬의(進饌儀)를 베풀 때까지의 경위

와 제반 준비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張師勛 <<인정전 악기조성청 의궤 외 3책(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 外三

冊)>>, 국립국악원, 1987, 12쪽)

안에 매단다. 그리고 대여의 충연(衝椽) 4각(角)에는 용(龍)을 만들어 오채를 나타내

고, 고리를 용구(龍口)에 설치하여 홍초(紅綃)로 된 길이 17척 2촌의 유소를 드리운다고 

하 다.

《세종실록》 제132권 가례서례(家禮序例) 노부(鹵簿)편의 청룡당(靑龍幢)․주작당(朱

雀幢)․백호당(白虎幢)․현무당(玄武幢)과 청양산(靑陽繖)․홍양산(紅陽繖)의 그림 및 

설명에 유소를 드리운 양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왕의 여연(轝輦)과 소연(小輦)․중궁

의 대연과 소연 및 동궁의 연에도 유소와 발장식을 드리운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44. 왕비의 패옥,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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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청룡당(靑龍幢)6)

그림4. 동궁(東宮) 연(輦)의 유소 장식,《세종장헌대왕실록》제132권 가례서례 여연   

        (轝輦)편 참고

《상방정례(尙方定例)》 천(天)의 대전법복조(大殿法服條)에 의하면 면복(冕腹)에 수

(綬)․대대(大帶)․오색다회(五色多繪)․패옥(珮玉)․방심곡령 등을 갖추어 구비하 음

을 기록하고 있다. 강사포에는 수(綬)․대대(大帶)․청조(靑組)․오색다회(五色多繪)․

패옥(珮玉) 등을 구비하 음을 기록하고 있어 매듭술이 복식의 중요한 구성요소 음을 

밝히고 있다.

또 왕 및 동궁의 평천관(平天冠)의 소삼색주(旒三色珠)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평천관

에는 구슬을 꿴 매듭 장식을 하 음이 확인된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매듭 유물로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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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물전시관 소장 태조(太祖)의 어도(御刀)에 부착된 매듭이 최고(最古)의 것으로 추정

된다.

사진 45. 조선 태조의 어도에 장식된 매듭,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7) 민간 의예식용

민간에서 새색시가 시집갈 때와 사대부집 부녀자가 나들이할 때 타는 가마를 위시하

여, 마지막 저승길에 타고 가는 상여에 대봉유소․소봉유소․앙장유소 등의 매듭과 술

을 장식하 다. 그리고 시신을 넣는 관은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밑으로 천민에 이르기까

지 백포(白布)로 매듭을 묶었다.

사진 46. 가마에 늘어뜨린 딸기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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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7. 상여의 유소 장식,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48. 상여에 장식하는 대봉유소,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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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홍․백 삼색의 저사(紵絲)로 4겹의 처마를 일산(日傘)과 같이 만드나 작다. 위에 청색 생초(生綃)로 

덮고 청룡을 그린다. 사방 옆으로는 이무기 머리를 설치하고 각각 유소를 드리운다. 한복판에는 도금한 정자

(頂子)를 설치하고, 가죽으로 간두(竿頭)의 용구(龍口) 고리에 매어 단다. 그 당간은 붉은 빛깔로 칠하고 아래

쪽의 끝은 쇠로써 장식한다. 주작당․백호당․현무당도 만드는 방법은 같고 위에 그리는 그림만 다르다. (

<<세종장헌대왕실록>> 제132권 가례서례(嘉禮序例) 노부(鹵簿)편 참고)

3. 술의 종류와 용도

다회와 매듭의 구성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만으로는 장식용 매듭으로 비례가 맞지 

않으며, 술이 있어야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즉 다회․매듭․술의 세가지가 합쳐져

야 아름다운 장식용 유소가 완성된다. 술의 종류를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딸기술

술머리를 딸기처럼 틀었다하여 딸기술이라 하며, 도포끈․노리개․선추․각종 실내 

장식용 유소 등에 많이 쓰인다. 홑딸기술․겹딸기술․색동딸기술이 있다.

사진 49. 봉술로 장식한 귀걸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2) 봉술

봉술은 술머리에 봉을 감을 때 새기는 자에 따라 희자(囍字)술․수자(壽字)술․왕자

(王字)봉술로 구분한다. 노리개․선추․주머니끈․각종 유소․연(輦)이나 가마의 대자띠 

밑에 늘이는 술로 쓰 으며, 귀걸이 장식에도 봉술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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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망이술

술의 머리를 나무로 구형(球形)이나 호리병 모양으로 깎아 금색 물을 올리고 색실로 

그물처럼 망을 떠서 덮고 그 밑에 술을 늘어뜨린 것과, 서각(犀角)이나 상아로 둥 게 

술의 머리를 깎아 만든 뒤 술을 늘어뜨린 것이 있다.

국악기․연․어진․족자․인로왕번․상여․가마 등에 쓰이는 대형 유소 끝에 많이 쓰

으며, 호패에도 달았다.

(4) 낙지발술

매듭을 맺는 동다회와 같은 끈목으로 여러 겹 가지런히 늘어뜨린다. 이봉낙지발술․

삼봉낙지발술 등이 있으며, 끈술이라고도 불 다. 주로 노리개에 많이 쓰이며 왕실용 가

마의 유소에도 쓰 다.

(5) 방울술

12사 끈목으로 연봉매듭을 맺고 끈의 두끝을 그대로 늘어뜨려 끝부분에 금실이나 은

실, 또는 배색이 잘되는 색실을 감았다. 방울술 노리개․남자용 선추․장도․안경집에 

많이 달았으며, 애기 노리개에도 쓰 다.

(6) 후수술

목노7)를 가로로 팽팽하게 매어 놓고 술길이에 맞추어 자른 술실을 반으로 접어 목노

에 엮어 놓고 한올 한올 서로 엮어 조여서 섬세한 무늬를 만들어 내려가며 끝부분을 약

간 남겨 늘어지게 한 것을 후수술이라고 한다. 후수(後綬) 자락 끝에 달았으며, 허리끈

인 대자띠 끝부분에도 달았다.

7) 목실을 여러 겹으로 꼬아 질기게 만든 끈

사진 50. 후수술, 김희진 소장  

(7) 금전지술

삼각형으로 모양을 만든 은종이나 금종이 사이에 짧게 자른 비단실을 넣어 같이 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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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만든 것으로, 보자기 네 귀와 화관에 주로 달았다.

사진 51. 보자기에 장식한 금전지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8) 잔술

봉술의 일종으로 아주 작고 짧게 만들어 주머니나 조바위․남바위에 많이 달았다.

사진 52. 조바위의 잔술 장식,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