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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n though Joseon Dynasty strictly identified between military and civil officials, the dress and its ornament 
have been studied only based on embroidery emblems that are correctly identified between military and civil 
officials. Thus, this study intends to research the features of the only military officials uniform, Cheollik, different 
from the civil officials’s identifying them with other features shown from the records, unearthed relics, stone statue, 
Joseon-tongsinsa-haengnyeoldo(Illustration of Joseon Delegation to Japan), etc., and i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wearing examples of the military officials, from the facts that they had worn mainly ordinary clothes, etc. on 
announcement of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ilitary and civil officials's clothes 
by Daejeonhusokrok and the other documents, and there was an assertion that the form of the military and civil 
officials’s clothes should be different by the document, Hongjejeonseo, in the latter term of the Joseon Dynasty. 
It is presumed that length, width and shape of sleeves might have been different. Second, unearthed Cheollik of 
the military officials are mostly from the 16th～17th centuries and most of them have removable sleeves according 
to statistics. The skirt had an opening and one or two slits. Various textiles were used. Third, military official statues 
of high governor wear small caps and helmets. They wear Cheollik with the collars same as the collar of 
Bangryeong and Jikryeong, which is also called Dopji Cheollik. It would be considered as they wear the Bangryeong 
on top of the Cheollik. Fourth, militarly officials described on the Joseon-tongsinsa-haengnyeoldo(Illustration of 
Joseon Delegation to Japan) wear Cheollik, Rip, Donggae, Okro, Hongsadae, Hwando, Deungchae.

Key words: military official(武官), Cheollik(帖裏), Joseon Dynasty(朝鮮), stone statue(石人像).

 

Ⅰ. 머리말
朝鮮時代의 官僚制는 文班과 武班으로 이루어진 

兩班官僚制였다. 文․武班에 대한 명칭은 의례를 행

사함에 있어 문관은 동쪽에 위치하여 東班, 무관은 
서쪽에 위치하여 西班이라고 일컬기도 한다. 이렇
듯 조선시대는 양반관료제로 철저한 文 위주의 사
회였으나, 크고 작은 전쟁 등으로 무관의 역할도 
중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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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훈표, “조선초기 무과제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沈勝求, “조선전기 武科 연구” (國民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4). 
鄭海恩, “朝鮮後期 武科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4). 
유현옥, “朝鮮初期 武科制度의 運營과 武班의 進出” (慶北大學校 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4). 
沈勝求, “17세기와 무관 김여온,” (길짐승흉배와 함께 하는)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서울: 민속원, 2005). 

 2) 鄭海恩, “조선시대 武科榜目의 현황과 사료적 특성”, 軍史 47권 (2002).
 3) 나영일, 무과총요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무과총요는 순조 10년(1810)에 무선사(武選司)의 서리로 있던 임인묵이 조선시대 무관에 대해 집대성한 자
료이다. 

 4) 鄭海恩, “朝鮮後期 武科及第者 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2). 
 5) 담인복식미술관, (최원립 장군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서울: 민속원, 2006). 
 6) 金賢舜, “軍服 에 對한 硏究: 具軍服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金華善, “우리나라 軍服史의 考察”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7) 金正子, “韓國軍服의 變遷硏究,” 대한가정학회지 67권 (1986). 

金正子, “韓國 軍服의 變遷史 연구: 전투복을 중심으로” (世宗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6). 
國防軍史硏究所, 韓國의 軍服飾發達史ⅠⅡ: 古代-獨立運動期, (서울: 國防軍史硏究所, 1997, 1998). 

 8) 권오선, “조선후기 동다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9) 박가영, 이은주, “정조시대의 군사복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韓服文化 7권 3호 (2004).
10) 朴聖實, “華城 鳩浦里 出土服飾 小考,” 韓國服飾 第十四號 (1996). 

충주박물관,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 (충주: 충주박물관, 2004). 
이은주, “김여온 묘의 출토복식 분석”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서울: 민속원, 2005).
국립민속박물관, 남오성 묘 출토복식,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4). 
담인복식미술관, op. cit. 
박성실, “신경유墓 출토 복식 고찰”, 韓國服飾 第二十六號 (2008). 
이은주, “출토복식을 통해 본 정담의 몰년 추정” 정담부부를 따라 떠나는 500년 전 천상여행 학술대회, (안동: 
국립안동대학교 박물관, 2009). 

11) 柳喜卿, 李康七, 許東華, 李順子, 大韓帝國時代 文武百官服制度, (서울: 韓國刺繡博物館 出版部, 1991). 
12) 김흥진, “조선시대 백관복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무관의 복식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3) 이은주, “조선시대 무관의 길짐승흉배제도와 실제,” 服飾 58권 5호 (2008). 

조선시대 무관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高麗時代

까지 없었던 무과시험을 위주로 사학 분야에서 많
이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전기는 윤훈표
와 심승구와 유현옥이, 후기는 정해은이 무과제도1)

의 선발 및 무과과목 등을 연구하여 무사시취제도
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무과가 치러질 때마다 기록해서 남겨져 있
는 무과방목을 근거로 한 연구2)와 실질적인 무과 
연구인 무과총요3)를 근거로 한 것이 있다. 그 이외
에도 무과급제자4)와 무과출신 집안5)에 대한 연구
도 있다. 이렇듯 1980년대 후반부터 무과제도 및 
무관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식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軍服飾에 대해 연구가 
되어 왔다. 1980년대에 金賢舜은 군복을, 金華善은 
상대부터 한일합방까지 군복과 융복을 중심6)으로, 
80년 후반에서 90년대에는 김정자가 군복을 삼국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연구7)하였다. 

군복의 대표적인 의복인 동다리 연구는 권오선이 연
구하였다8). 이외에 박가영과 이은주는 정조시대의 
군사복식9)을 연구하였다.  

이후에 무관의 출토 복식이 발굴되면서 무관복
식에 대해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무관인 최숙․

이응해․김여온․남오성․최원립․신경유․정담 묘
에서 나온 출토복식연구10) 등 본격적인 무관의 복
식을 연구하기에 이른다. 제목에 무관으로 명칭한 
연구는 대한제국시기의 무관복11)과 무관복을 응용
한 디자인12), 무관의 흉배에 관한 연구13) 등이 있다. 
무관복식은 점차 무관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복식과 
연관 지어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충분하지
는 않다. 

최근 문관과 다른 무관복식의 특징에 대하여 이
은주 외14)는 소매의 탈부착과 배자, 협수, 전복, 전
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무관만의 특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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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은주, op. cit. (2005), pp. 46-48. 
홍나영, “17세기 조선 무관 최원립 묘 출토복식”, 출토복식연구회 제6회 전기 학술세미나 (2007). pp. 13-20. 
이은주, op. cit. (2008), pp. 102-117. 
박성실, op. cit. (2008), pp. 174-176. 
무관복식의 특징에 관하여 이은주는 소매 한쪽의 탈부착과 배자 등을 제시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관연 무관
만의 특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홍나영은 협수, 전복, 전대, 토시 등, 박성실은 한쪽소
매의 탈부착과 방령의 옆트임의 끈 연결과 화려한 비단옷의 구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15) 肅宗實錄 5卷, 肅宗 2年 2月 庚申, ‘承旨吳始復請對白 上曰武科放榜時近萬及第難辦紗帽團領宜依辛卯放榜例

以白笠白帖裏應榜 上可之’.
16) 英祖實錄 10卷, 英祖 2年 10月 丙寅, ‘敎曰曾在 先朝輪對武臣必於戎服上着冠袍近來則不然冠袍之內皆着敞衣

申飭可也都承旨鄭亨益曰武臣之服黑天翼着水鞾子 爲其便放射利行步也 孝廟曾以此申飭今皆厭着殊可駭矣’.
17) 英祖實錄 11卷, 英祖 3年 閏3月 丙子, ‘武弁之着天翼水靴旣有朝令而黃海兵使元百揆親承 聖敎至以申飭管下仰

對而及夫莅任全不檢朿身且犯禁終未免面謾之歸’.
18) 英祖實錄 11卷, 英祖 3年 4月 辛丑, ‘命仍任百揆, 仍令定式自兩局大將以下着天翼則勿着項靴’. 

水靴과 項靴은 靴의 종류이다. 그 구분에 관해서 이은주는 수화는 신목 높이가 높은 것을 뜻하고, 항화는 
신목 높이가 낮은 것으로 하고 있다. 이은주, op. cit. (2005), p. 172.

19) 英祖實錄 57卷, 英祖 19年 3月 戊辰, ‘武臣不肯着貼裏衣必着直領此謬習也請加申飭’.

무관 복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령에 부착된 흉배
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문무관이 엄격히 구분하였던 
시대인 만큼 다른 복식도 특징이 있었으리라 생각
되며, 더 세부적인 연구의 필요성으로 무관의 帖裏

(명칭이 한자는 帖裡․帖裏․貼裡․天益․天翼, 한
글은 철릭․텰릭․쳠니․쳔닉으로 다양하나, 본고
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로써 한자는 “帖裏”
를 한글로는 “철릭”을 사용하고자 한다)에 대해 연
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문헌을 통해 문
관과 다른 무관 철릭의 특징을 알아본다. 둘째, 지
금까지 출토된 철릭을 조사하고, 그 중 무관 묘의 
철릭 15건 63점을 근거로 문관 유물과의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셋째, 사대부묘의 무인석 총 23기 
중 5기를 통하여 조선 초기 무관의 철릭을 형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조선 후기의 회화 자료 중 
무관인 軍官의 그림이 잘 묘사되어 朝鮮時代 通信

使行列圖 등을 통하여 철릭의 착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문헌에 나타난 무관 철릭의 특성
『大明會典』․『朝鮮王朝實錄』․『續大典』․『大典

後續錄』․『大典會通』․『林下筆記』․『弘齋全書』․

『星湖僿設』․『心田稿』․『戊午燕行錄』․『薊山紀

程』등을 참고하여, 武官이 철릭을 착용한 예와 형

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착용례
『朝鮮王朝實錄』에서 무관의 철릭에 관한 내용은 

肅宗․英祖․正祖․純祖代에 있다. 武科 放榜時 입
었다는 것과 무신이 평상복으로 입었는데 이후 문
신처럼 입기를 즐겨 착용하기 꺼려 한다는 내용 등
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신들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융복과 군복으로 문무관을 구분
하기도 하였다.

먼저 武科 放榜時의 내용으로 肅宗2年(1676) 2月
에 만 명에 가까운 급제자들의 사모와 단령을 마련
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白笠․白帖裏으로 榜하
게 하도록 하고 있다15).

무신의 평상복과 관련된 것은 英祖代 2年(1726) 
10月에 先王朝에서 輪對 때 武臣들은 반드시 戎服

위에 冠袍를 입었었는데, 요사이는 관포 안에 모두 
敞衣를 입으니 申飭하도록 하고 있다16). 3年(1727) 
3月에는 사간원에서 무인들이 天翼과 水靴를 착용
하도록 신칙하지 않은 황해 병사 元百揆를 탄핵하
고 있다17). 同年 4月에는 파직되었던 元百揆를 仍任

하고 대장 이하는 천익을 입으면 項靴를 신지 못하
게 하는 무신의 복색 규정을 하게 된다18). 19年
(1743) 3月에는 武臣이 貼裏衣를 입으려 하지 않고 
반드시 直領을 입으니, 잘못된 습관으로 申飭을 하
도록 하고 있다19). 26年(1750) 3月 훈련대장 金聖應

이 출입할 때에 天翼을 입지 않은 것은 아주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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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英祖實錄 71卷, 英祖 26年 3月 丙寅, ‘訓鍊大將金聖應出入不着天翼極非矣 上曰申汝哲常着天翼矣仍 敎曰近來

武臣處身若文臣爲今痼弊…此後武弁着直領者嚴飭’.
21) 正朝實錄 34卷, 正朝 16年 1月 壬辰, ‘帖裏自是武弁服色請依 先朝庚午武弁直領禁條申明知委’.
22) 正祖實錄 38卷, 正朝 17年 10月 戊辰, ‘至於帖裏武臣之平常所着’.
23) 純祖實錄 34卷, 純祖 34年 5月 庚辰, ‘武臣便服帖裏自曾經梱帥以上始許着紗緞雜色而防禦使以下則一切禁斷

別軍職勿論…陵幸時文蔭武堂下官紅帖裏亦依紅袍變通例自今以靑苧帖裏改用而毋論京外職官紅色帖裏一幷禁

除之’.
24) 林下筆記 春明逸史 武官吊例, ‘見武官之來問者。皆俱帖裡紅帶。…盖公服外無他服色而然也。近日所謂直領。

卽帖裡之代者云。’
25) 星湖僿設 萬物門 道袍, ‘今世士大夫蕪服皆用道袍而武弁則用裰翼’.
26) 心田稿 燕薊紀程(1828, 純祖 28) 12月 5日, ‘入自德盛門卽瀋之南門也觀者如堵指我國貼裡者曰文的狹袖者曰武

的云’.
27) 大典會通 禮典/ 儀章 / 服, ‘堂上三品以上 戎服藍色帖裏 堂下三品以下… 凡帖裏內着軍服’.
28) 大明會典 卷之六十一 冠服二 文武官冠服 常服, ‘凡常服制度。洪武二十三年、令官員人等、衣服寬窄、以身為

度。文職官、衣長自領至裔、去地一寸。袖長過手復回至肘。袖樁廣一尺。袖口九寸。公侯駙馬、與文職官

同。武職官、衣長去地五寸。袖長過手七寸。袖樁廣一尺。袖口僅出拳’.

된다고 지적하고, 근래에 무신이 처신을 문신처럼 
하는 것은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이 있어 무변이 
直領을 입는 것을 엄히 신칙하게 하였다20).

正朝 16年(1792) 1月에는 무관이 철릭 대신 직령
을 입는 것을 금한 조항21)을 다시 밝히고 있다. 17
年(1793) 10月에는 복색을 논의함에 있어 철릭에 
있어서는 무신이 평상시에 입는 것으로 복색을 예
전대로 입게 하였다22). 
純祖 34年(1834) 5月에는 武臣의 便服인 帖裏은 

일찍이 閫帥 이상을 거친 자만 비로소 紗緞 雜色을 
착용하도록 허락하고, 防禦使 이하는 일체로 금단
하며 別軍職은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능에 
거둥할 때 문관․음관․무관의 당하관은 지금부터
는 靑苧의 철릭으로 改用하되, 京外의 관직을 논하
지 말고 紅色 철릭은 모두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23).  

조선 후기의 철릭은 무변이 평상시에 착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착용한 
예는 다른 문헌에도 나타난다.『林下筆記』에서 무
관이 위문하는 것을 보니 모두 貼裏과 붉은 띠를 
착용하였는데, 이는 公服외에 다른 복색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었다. 근래 直領이 바로 철릭의 대용이
라고 하였다24). 또한,『星湖僿設』에는 지금 세상에 
士大夫는 평상시에 입는 옷을 모두 도포를 사용하
고, 武弁은 모두 裰翼을 사용한다고 하였다25).

그리고 우리나라 사신들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융복과 군복으로 문무관을 구분하는 내
용은『戊午燕行錄』과『心田稿』․『薊山紀程』에서 
보는 자가 철릭을 입은 이를 文的라 하니 文官이라

는 말이요, 군복 입은 이를 武的라 하니 武官을 일
컫는 말26)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확연히 문무관
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정확히 구분을 하
고 있지는 않지만『大典會通』에서 堂上 三品 以上

의 융복은 변함없이 藍色 帖裏를 着用한다고 되어 
있으나, 堂下 三品 以下는 대개 帖裏에는 軍服을 着
用한다27)라고 하고 있어 융복인 철릭이 군복에 비
해 上位의 개념으로 받아 들여졌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형태
무관의 철릭이 문관의 것에 비해 길이와 소매의 

길이 및 너비 등의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大明會典』常服에는 文武官의 옷 길이와 소매

의 길이와 너비가 다르다고 되어 있다. 문관의 옷
은 땅까지의 거리가 1寸이고, 무관의 옷은 땅까지 
5寸인데 소매는 넓어 모두 1尺쯤이나 된다. 그리고 
소매부리[袪]는 문관은 9寸이고, 무관은 겨우 주먹
이 나갈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고 있다28).

그러나 조선시대는 명과는 다름을 알 수 있는데,
『續大典』에서 大小人員을 막론하고 文武官職者의 
表衣는 앞은 地上에서 3寸을 떨어지게 하며 뒤는 2
寸을 떨어지게 하고 소매 길이는 손을 지나서 다시 
팔꿈치에 닿을 만하게 하고 소매속의 넓이는 1尺, 
소매 끝의 넓이는 7寸으로 하며 철릭도 이와 같다29)

라고 되어 있어 중국과는 달리 조선에는 문무관 옷



176 朝鮮時代 武官의 철릭[帖裏] 연구 복식문화연구

－ 964 －

29) 續大典 禮典 ‘大小人員 勿論文武職 表衣 前則去地三寸 後則去地二寸 袖長 過手復回至肘 袖椿廣一尺 袖口七

寸帖裏同 庶民表衣 前則去地四寸 後則去地三寸 袖長 過手椿廣八寸 袖口五寸 裏衣 亦以此遞減其寸分’.
30) 大典後續錄 卷之一 雜令. ‘大小人貟勿論文武職表衣前則去地三寸後則去地二寸袖長過手復回至肘袖椿廣一尺袖

口七寸庶民表衣前則去地四寸後則去地三寸袖長過手六寸袖椿廣八寸袖口五寸裏衣亦以次遞減寸分’.
31) 弘齋全書 卷百六十九, 日得錄 九, 政事 四, ‘貼裏卽五禮儀所載。文武元無異制。而近年以來。一種制樣。創出

新式。文官所著。必皆團其袖而別其裳。事之無稽。莫甚於此。自今以往。令前已製者。無容議爲。令後新製

者。一從五禮儀制度可也。’
32) 中宗實錄 68卷, 中宗 25年 4月 甲子, ‘且武班之人衣服之制宜與搢紳之士異矣今之武士務闊其袖…在前武士衣

袖甚窄如決拾【俗所謂臂指】而今則一如搢紳之士當射之時不得已去衣而射之不然則不能射與古異矣’.
33) 소매가 없는 것도 양쪽 분리형으로 구분하였음.

의 형태를 구분 짓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大典後續錄』에서도 제
시하고 있어 문무관의 차이는 없는 것30)으로 보인
다. 

그러나『弘齋全書』에서 貼裏은 곧『五禮儀』에 실
린 바로서 文官이나 武官의 제도가 원래 다르지 않
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이래로 한 종류의 양식이 
新式을 만들어 내어 문관이 입는 것은 반드시 모두 
그 소매를 둥글게 하고 그 아랫도리를 따로 만드니, 
황당무계한 일로서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 지
금부터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만든 것은 거론하
지 말고 명령을 내린 후에 새로 만드는 것은 한결
같이『五禮儀』의 제도에 따라야 할 것이다31)고 하
여 조선 후기에는 문무관의 차이가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무관들의 복제를 문관과는 달라야 한
다는 건의는 中宗 25年(1530)에 지금 무사들은 일
부러 옷소매를 넓게 하여 지금은 모두 文士의 것과 
똑같이 하므로, 활을 쏠 때에는 부득이 옷을 벗어
야 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쏠 수가 없으니, 옛날
과는 달라졌다32)고 하고 있어 소매의 너비는 차이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출토복식을 통해 본 무관 철릭의 특성
무관 묘에서 출토된 철릭을 근거로 소매의 탈부

착, 裳의 트임과 피륙의 다양성 등으로 나누어 특징
을 살펴본다. 

1. 출토 현황
출토된 철릭 유물은 2010년 5월 현재 총 58건의 

236점이다. 이 중에서 무관의 철릭은 총 15건의 63
점이다. 무관 묘 출토 철릭은 16세기에 6건 32점, 

17세기에는 9건 31점으로 건수로는 임진왜란 후에 
집중적으로 많다. 묘주의 관직은 丁聃이 종 5품,  
晉州柳氏가 종 4품, 宋效商과 김 어모장군과 洪禹協
은 정 3품 당하관, 그 외에는 정 3품 당상관 이상이
다. 

문무관을 비교를 하기 위하여 16～17세기의 묘
주를 분류하면〈표 1〉과 같으며, 무관의 출토 철릭
을 정리하면〈표 2〉와 같다. 

2. 유물 분석
무관 묘 출토 철릭 15건의 63점을 정리한〈표 

2〉를 근거로 소매의 탈부착과 裳의 트임과 피륙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소매의 탈부착
소매의 탈부착에는 한쪽과 양쪽이 있다. 
한쪽 소매의 탈부착 철릭은 총 20점이다. 이 중 

무관의 철릭에서 한쪽 분리형 소매는 17점이다. 나
머지 3점은 長興任氏(女, 17세기 초 추정), 海南尹氏
(善言, 1580～1628, 無職), 金炳學(1821～1879, 文
官)의 유물이 있다. 

무관의 유물로써 16세기에는 原州邊氏(脩, 1447～
1524)의 철릭 6점, 17세기에는 김여온 2점, 최원립 1점, 
홍우엽 2점, 최숙 3점, 이행익 3점 등 11점이 있다.

양쪽 분리형 소매33)는 총 70점으로 16세기에는 
46점, 17세기에는 24점이다. 문관의 철릭은 임진왜
란 전인 16세기에 29점, 17세기에는 1점으로 16세
기에 집중해 있다. 무관의 철릭은 26점이며, 16세기
에는 11점, 17세기에 15점이다. 그 외 16세기에는 
충주박씨 여성묘의 보공품 1점, 관직을 알 수 없는 
남양홍씨 묘 유물 5점, 17세기에는 無職인 윤선언 
묘의 유물 8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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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관의 철릭 소매가 임진왜란 후에도 탈
부착이 많은 것은 전쟁의 영향으로 좀 더 효과적으
로 활을 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양쪽 분리형 소매는 신경유의 철릭 8점 중 6점 
이후로 보이지 않는다. 신경유의 철릭은 양쪽 탈부

<표 1> 16～17세기 문무관 묘주 분류
문관 연대 묘주 관직 점수 무관 연대 묘주 관직 점수

16
세
기

 1461～1528  義城金氏(欽祖)
 掌隷院 判決事

 (정3품)
 12

16
세
기

 1447～1524  原州邊氏(脩)
 이조참판
 (종2품)무과급제 16

 1479～1530  長興高氏(雲)  
 刑曹佐郞
 (정6품)

  6
 1476～?
 (1520～1540년대
 몰년추정)

 羅州丁氏(聃)
 부사직
 (종5품)

 2

 1481～1538  慶州鄭氏(溫) 
 통례원 찬의
 (정5품)

  7  15～16세기 추정  礪山宋氏(效商)
 어모장군
 (정3품 당하관)

 4

 1508～1572  羅州丁氏(應斗) 
 判府事
 (종1품)

 23
 ～1576 추정  김 어모장군  어모장군

 (정3품 당하관)
 2

 1530～1580  高靈申氏(汝灌)
 郡守
 (종4품)

 10
 1567～1596  金德齡

 追贈
 병조판서
 (정2품)

 2

 1519～1582  高靈申氏(彦湜) 
 參奉
 (종9품)

  3  16세기 중후반
 추정  晋州柳氏

 內禁衛 定略將軍

 (종4품)
 6

 1524～1582  星州李氏(彦忠) 
 大司憲

 (종2품)
  4

17
세
기

 1541～1609  豐壤趙氏(儆)
 御營大將

 (종2품)
 3

 1513～1583  碧珍李氏(碩明) 
 郡守
 (종4품)

  8

 1547～1626  陜川李氏(應獬)
 병사공양
 (종2품)

 6
 1534～1589  靑松沈氏(秀崙)

 從仕郞
 (정9품)

  9

 16세기 말～

 17세기 초
 南以興

 (1576～1627)
 장군일가 유품

 병마절도사
 (종2품)

 3
 16세기 중후 추정 礪山宋氏(喜從)

 通訓大夫 軍資監

 判事(정3품)
  3

 1581～1633  平山申氏(景裕) 
 자헌대부
 (정2품)

 8

17
세
기

 17세기 초  金緯
 縣監
 (종6품)

  3

 1596～1665  金汝溫
 오위장
 (종2품)

 2 1529～1604  東萊鄭氏(休復)
 郡守
 (종4품)

  4

 1541～1624  晋州姜氏(大虎)
 掌隷院 判決使

 (종2품)
  8

 1618～1690  崔元立
 수군절도사
 (정3품)

 1

 1572～1633  安東金氏(矱)
 通訓大夫

 (정3품)
  9

 1655～1691  洪禹協
 풍천부사
 (정3품 당하관)

 2
 1572～1637  龍仁李氏(弘望)

 동부승지
 (정3품)

  1

 1636～1698  隋城崔氏(橚)
 수군절도사
 (정3품)

 3
 1574～1647  東萊鄭氏(良佑)

 通政大夫

 (정3품)
  2

 1636～1700  李行益
 수군절도사
 (정3품)

 3 1612～1669  東萊鄭氏(泰齊)
 承旨

 (정3품)

112 63

착인데 반해 창의나 중치막과 방령은 한쪽 탈부착
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무관의 철릭 63점 중 소매가 한쪽 분
리형은 17점, 양쪽 분리형은 26점, 통수형은 19점, 
솜만 남아 있어 확인 할 수 없는 1점이 있다. 무관



178 朝鮮時代 武官의 철릭[帖裏] 연구 복식문화연구

－ 966 －

<표 2> 무관 묘 출토 철릭 현황
번호 묘주

연대 구성 피륙
(겉/안)

소매
[수구]

裳 너비/
폭수(트임)

유물 출토지 출처

1

原州邊氏

(脩)
1447～
1524

겹 연화만초문단/
면주

통소매
(착수형)

60
7폭

경기도 
양평
(1997)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2000)
생활문물연구
제11호 (2003)

겹 면주(면주)
한쪽 분리소매
(착수형)

33.5～
34.5
14폭

겹 면주(면주)
분리소매
(착수형)

33.5
14폭

겹 면주(면주)
한쪽 분리소매
(착수형)

61.5
8폭

홑 연화만초문사 통소매
(착수형)

33.8
13폭

겹 면주(면주)
한쪽 분리소매
(착수형)

30
14폭

홑 견 통소매
(착수형)

35
12폭

겹 면주(면주)
한쪽 분리소매
(착수형)

30
14폭

겹 견(면주)
통소매
(착수형)

70
7폭

겹 면주(면주)
통소매
(착수형)

32
14폭

겹 면주(면주)
한쪽 분리소매
(착수형)

32
14폭

겹 면주(면주)
통소매
(착수형)

31
13폭

겹 면주(면주)
한쪽 분리소매
(착수형)

32
14폭

겹 운보문단
(면주)

통소매
(착수형)

65
7폭

홑 素緞
통소매
(착수형)

68
7폭

홑 羅
통소매
(착수형)

61
7폭

2

羅州丁氏

(聃)
1476～?
(1520～
1540년대
몰년추정)

솜 사면교직(면)
통소매
(착수형)

12폭 충북 
음성군
(2009)

출토복식을 통해 본 
정담의 몰년 추정
(2009)겹 주(거친주)

통소매
(착수형)

12폭

3

礪山宋氏

(效商)
15～
16세기

누비 명주
(명주)

통소매
(착수형)

30
14폭

대전시 
중구
(2004)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2007)
옷섶 사이로 비치는 
조선(2009)

누비 명주
(명주, 모시)

통소매
(착수형)

38
13폭

홑 교직 통소매
(착수형)

37
14폭

홑 모시 소매없음 35
14폭

4

김 
어모장군
～

1576
추정

겹 면주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32
12폭 충북 

옥천
(2000)

생활문물연구 
제8호(2003)겹 면주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34
11폭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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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번호 묘주

연대 구성 피륙
(겉/안)

소매
[수구]

裳 너비/
폭수(트임)

유물 출토지 출처

5
金德齡

1567～
1596

홑 모시 분리소매
(착수형)

33
10폭 광주시 

금곡동
(1965)

조선중기 
광주․전남 
출토복식의 형태적 
특징과 보수에 관한 
연구(2005)

누비 ◆ ◆ ◆

6

晋州柳氏

16세기 
중후반
추정

겹 면주
(주-저주지)

분리소매
(착수형)

28～39
13폭+10

안성시 
대덕면
(2004)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
(2006)

겹 주(주) 소매없음 29.5～30.5
16폭

겸 면주(주)
분리소매
(착수형)

33～34
14폭

겹 면주(주)
분리소매
(착수형)

35.5～38
14폭

누비 주(주)
분리소매
(착수형)

34～35
12폭

솜 주(주)
분리소매
(착수형)

29.5～34.5
13폭

7

豐壤趙氏

(儆)
1541～
1609

홑 大花紋緞
분리소매
(착수형)

63～66
7폭

경기도 
화성군 
(1998)

趙儆墓出土遺衣

(2003)
겹 추사(명주)

분리소매
(착수형)

32.5
13폭

겹 吐紬(명주)
분리소매
(착수형)

34
13폭

8

陜川李氏

(應獬)
1547～
1626

겹 貢緞(紬)
통소매
(두리소매형)

 

  

강원도 
원주시 
(2002)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2004)

홑 雲寶紋緞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홑 모시 분리소매

홑 모시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홑 雲寶紋緞
통소매
(두리소매형)

겹 細紬(紬)
통소매
(두리소매형)

9

南以興

(1576～
1627)
장군일가 
유품
16세기말
～17세기
초

겹 명주(명주)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35
13폭

 

경기도 
광주

重要民俗資料調査

報告書 (2004)
문화재대관(2006)

겹 명주(명주)
분리소매
(소매없음)

35
14폭

겹 명주(명주)
분리소매
(소매없음)

14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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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번호 묘주

연대 구성 피륙
(겉/안)

소매
[수구]

裳 너비/
폭수(트임) 유물 출토지 출처

10

平山申氏

(景裕)
1581∼
1633

홑 운보문단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68
3폭+1폭+3폭
(세자락)

경기도 
광주
(2006)

韓國服飾 제26호
(2008)

홑 견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46
4폭+1폭반+4폭

겹 토주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37
5폭+2폭반+5폭
(세자락)

겹 주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36.5
5폭+2폭+21cm+
5폭(세자락)

홑 오족항라 통소매
(두리소매형)

55
2폭+2/3폭+38+
3폭+1/3폭

홑 무문능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69
2폭+31+57+4폭
(두자락)

홑 운보문사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64.5
3폭+1폭+30+3폭
(세자락)

홑 운보문단 통소매
(두리소매형)

67
2폭+35+1폭+
2폭+27.5

11
金汝溫

1596～
1665

홑 운문단 한쪽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67
5폭 경기도 

이천군
(2001)

17세기의 무관옷 
이야기(2005)홑 무문능

한쪽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35

56～62.5
7폭

12
崔元立

1618～
1690

홑 운보문단 한쪽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62

전남 
영암군
(2001)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2006)

13
洪禹協

1655～
1691

홑 명주 한쪽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8폭

 

경기도 
시흥
(1983)

홍우협묘 출토 
17세기 복식논고
(1993)홑 명주 7폭

14

隋城崔氏

(橚)
1636～
1698

홑 운보문단
한쪽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68
6폭+26

  경기도
화성군 
(1994)

韓國服飾
제14호
(1996)

홑 공단 66
7폭

홑 운보문단 66.5
7폭+36

15
李行益

1636～
1700

홑 絹

한쪽 분리소매
(두리소매형)

강원도 
춘천시
(1983)

박물관지 
제3호
(1996)

홑 3족항라

홑 絹

총 63점



제 18 권 제 5 호 금  종  숙 181

－ 969 －

34) 피륙[織物]이란 날실[經絲]과 씨실[緯絲]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짠 옷감을 말하며, 재료와 짜임새․색 등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하다. 피륙 중에는 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무늬가 있는 것을 “무늬피륙[紋
織物]”이라고 한다.
高富子, “조선시대 피륙[織物]의 무늬,”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02), 
p. 195.

35) 中宗實錄 68卷, 中宗 25年 4月 甲子, ‘大抵武班之人到處務以衣服驕人’.
36) 이은주 , 송미경, “석인상에 나타난 복식 연구,”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下], (경기: 경기도박물관, 2008), pp. 

291-294.
37) 국립민속박물관, 죽은자, 또한 산자의 공간 무덤,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7). 

의 철릭 소매는 많은 양이 탈부착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17세기 무관의 철릭 소매가 대부분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裳의 트임
전체 유물에서 裳에 트임이 있는 것은 총 21점이

다. 두자락(트임이 뒤 또는 옆)인 것은 4점, 세자락
(트임이 양쪽 옆)은 17점이다. 

두자락은 문관인 정온(1481～1538)의 유물 2점
이 옆트임, 정응두(1508～1572)의 유물 1점은 뒤트
임이며, 무관인 신경유(1581～1633)의 유물 1점은 
옆트임이다.  

세자락은 17세기 윤선언(1580～1628)의 유물 2
점에서 처음으로 보이며, 신경유의 유물에도 4점이 
있다. 18～19세기의 철릭은 대부분 세자락이다. 

즉, 16세기에는 문관인 정온의 유물 2점과 정응
두의 유물 1점에서 옆트임이 있고, 17세기에는 無
職인 윤선언의 유물 2점과 무관인 신경유의 8점 중 
5점에 트임이 있다. 이렇듯 裳의 트임에서는 문무
관의 차이를 통계상 단정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
한 裳의 트임은 말을 탈 때 편리함을 주어 무관인 
신경유의 유물에서 많이 있었을 것이다.   

3) 피륙[織物]의 다양성
전체 유물에서 피륙[織物]34)은 확인 가능한 231

점에서 크게 분류하면 絹이 197점, 苧布 17점, 麻布
6점, 綿布 5점, 기타(교직) 6점으로 견이 가장 많았
다. 무늬(연화문 3점, 연화보문 1점, 수파문 1점, 운
문 2점, 운보문 28점, 보상화문 2점, 대화문 1점, 화
조문 1점)가 있는 것은 총 39점이다. 

이 중에서 무관의 철릭의 피륙은 명주(견․주․

세주․토주․면주 포함) 34점, 교직 2점, 모시 4점, 
대화문단 1점, 연화만초문단 1점, 운보문단 8점, 운

문단 1점, 공단 2점, 소단 1점, 연화만초문사 1점, 
운보문사 1점, 오족항라 1점, 3족항라 1점, 라 1점, 
추사 1점, 무문능 2점, 1점은 솜만 남아 있어 피륙
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무늬가 있는 것은 13점이다. 
철릭 유물만으로는 문무관이 확연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무관 묘 전체 유물의 피륙으로는 매우 다
양했음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 예로 신경유묘 유
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은 中宗 25年(1530)에 
무반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치스러운 의
복으로 뽐내려 한다는 것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Ⅳ. 사대부 묘 무인석에 나타난 무관 
철릭의 특성

조선시대 왕릉의 석인상 중 무인석에는 모두 갑
주를 입고 있다. 그러나 사대부 묘 무인석에는 갑
주․철릭․직령․전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조선 전기의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의 무
인 복식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따라서 
2010년 1월까지 조사된 무인석의 현황과 그 중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철릭을 조사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무인석의 현황
사대부 묘에 대한 연구로 경기도박물관36)과 국

립민속박물관37)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경기도박물관에서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사대부 
묘가 146기,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전국의 사대부 
묘가 258기(육지무덤 225기, 제주도 무덤 33기)로 
조사되어 있다. 

위의 조사된 것 중 무인석은 총 23기이다. 서
울․경기 지역의 무인석은 21개이고, 충청남도 천
안시의 무인석은 2기가 있다. 무인석 중 철릭을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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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기도박물관의 설명과 이은주, 송미경의 연구를 바탕으로 5기로 하였다. 

<표 3> 사대부 묘 무인석의 철릭 착용 현황
년대 묘주명 지역 사진 그림 服飾 기타

冠帽 衣 검(대)

1
15세기 
전반

이애(李薆)
(1363～1414)
慶愼公主

(?～1426) 

용인 소모자 철릭
(對襟形)

검×
대

(끈)

2
15세기 
중반

이사검
(李思儉)
(1381～1446)

포천 소모자 철릭 검, 
요대

3
15세기 
중반

황희
(黃喜)
(1363～1452)

파주 소모자 철릭
(對襟形)

검×
대

(끈)

4
15세기 
중반

박중손
(朴仲孫)
(1412～1466)

파주 소모자 철릭 검, 
요대

5
15세기
말

노사신
(盧思愼)
(1427～1498)

파주 투구 철릭 검, 
요대

출처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2008), pp. 190-191, p. 213, 
pp. 214-216, p. 230, p. 254.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2008), p. 191, p. 215, 
p. 231.

것은 5기38)가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표 3〉과 같다.

2. 복식 분석
무인석의 복식을 구분함에 있어 冠帽와 衣와 帶

와 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와 신 등은 확연히 구

분하기 어려워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관모와 
철릭으로 나누었다. 

1) 관모
5기 중 4기가 소모자, 1기가 투구를 쓰고 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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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宣祖實錄 45卷, 宣祖 26年 閏11月 壬寅, ‘朝議爲依 華制下人輩皆着小帽子禁着笠子而竟不果行’.
40) 宣祖實錄 106卷, 宣祖 31年 11月 丁亥, ‘賤庶依唐制着小帽子曾有受 敎行之未久禁制遽弛爭着笠子習俗難變至此’.
41) 周汛, 高春明, 中國衣冠服饰大辞典 上, (上海: 上海辞书出版社, 1996), p. 81. ‘明淸男子所載的圆頂小帽。因制

作時先被剖成六瓣, 尔后合为一体, 故以“六合一統”为名, 寓意为天下归一。相传为明太祖所创。一般用作便

帽。士大夫燕居所載。’
42) 五禮 軍禮序例 兵器 甲ㆍ胄, ‘有簷曰簷冑無簷曰圓冑’.

<표 4> 15세기 무인석 - 관모 

묘주명
이애(李薆)(1363～1414)

경신공주(慶愼公主)
(?～1426) 

이사검(李思儉)
(1381～1446)

황희(黃喜)
(1363～1452)

박중손(朴仲孫)
(1412～1466)

노사신(盧思愼)
(1427～1498)

세기 15세기 전반 15세기 중반 15세기 중반 15세기 중반 15세기 말

앞

뒤

소모자 소모자 소모자 소모자 투구(상모가 있음)

출처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2008),
 p. 190, p. 191.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2008),
p. 213.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2008),
p. 214, p. 216.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2008),
p. 230.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2008),
p. 254.

(1) 소모자
소모자에 대한 기록으로 宣祖 26年(1593)에는 조

정에서 중국 제도에 따라 하인들은 다 小帽子를 쓰
게 하고 笠子를 쓰는 것을 금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였다39)고 하였다. 31年(1598)
에도 賤人과 庶人은 중국 제도에 의해 小帽子를 쓰
도록 하라고 전에 하교를 받았었는데, 시행한 지 
얼마 후에 禁令이 해이해져 서로 다투어 笠子를 쓰
고 있으니, 습속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다40)

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六合一統帽’라 하여 ‘明淸시대 남자

가 쓰던 원형의 小帽이다. 만들 때 먼저 6조각을 이
루게 하여 이후 한 개로 합친다. 그래서 “六合一統”
이라 명하였으며, 천하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함축
된 의미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明太祖에 시작하
였고, 일반적으로 편모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사
대부는 燕居시에 썼다’41)라고 하고 있다. 

(2) 투구
투구는『世宗實錄』五禮(1450)에서 둘레[簷]가 있

는 것은 ‘簷胄’라 하고, 둘레[簷]가 없는 것은 ‘圓胄’
라 한다42).
盧思愼(1427～1498)의 무인석에는 둘레가 없는 

원주형의 투구이며, 뒤에는 象毛가 길게 등 뒤까지 
늘어져 있다. 

2) 철릭
철릭의 형태는 총 5기가 있다(표 5). 이 중에서 

2기는 깃 모양이 對襟形이다. 
이사검(1381～1446)과 박중손(1412～1466) 묘 무

인석의 철릭은 衣의 길이가 길고 치마의 주름도 묘
사가 잘 되어 있으며, 그 당시에 출토된 유물과 비
슷하다. 노사신(1427～1498) 묘 무인석의 철릭은 앞
의 두 무인석에 비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대금형 철릭에 대해서 이은주와 송미경43)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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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은주 , 송미경, op. cit., p. 301.
44) 경기도박물관,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경기: 경기도박물관, 2008), p. 191, p. 215. 
4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상, (서울: 두산동아, 2000), p. 1626.
46) 김미자, “元의 軍服․戎服에 관한 硏究,” 學藝誌 第4輯 (1995), p. 166. 

<표 5> 15세기 무인석 - 철릭

묘주명
이애(李薆)(1363～1414)

경신공주(慶愼公主)
(?～1426) 

이사검(李思儉)
(1381～1446)

황희(黃喜)
(1363～1452)

박중손(朴仲孫)
(1412～1466)

노사신(盧思愼)
(1427～1498)

세기 15세기 전반 15세기 중반 15세기 중반 15세기 중반 15세기 말

무인상

衣 철릭+대금형 철릭 철릭+대금형 철릭 철릭

출처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2008),
p. 190.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2008),
p. 213.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2008),
p. 214.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2008),
p. 230.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上] (2008),
p. 254.

애(1363～1414), 황희(1363～1452)묘 무인석의 복
식을 ‘돕지철릭’으로 명칭 하였다. 앞 중심에서 만
나는 對襟에 매듭단추가 여며 있으며, 下裳에는 고
운 주름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깃 모양
은 『樂學軌範』의 呈才 服飾中 비단으로 만든 五
色段甲의 깃 형태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
기도 박물관의 도록에서의 설명은 ‘방령의 철릭’과 
‘방령포’를 입었다44)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6> 원․명대의 辮線襖와 方領 褶 및 短袖褲褶
원대 명대

辮線襖

中國古代服飾史 (1992), p. 389. 
方領 褶

中國古代服飾史 (1992). p. 435. 
短袖褲褶

中國古代服飾史 (1992), p. 436. 

앞에서 제시한 ‘돕지’라는 말은 한글로써 ‘갑옷 
이나 마고자 따위의 섶, 앞을 여미지 아니하고 두 
쪽이 나란히 맞닿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돕지텰
릭’은 ‘더그레의 옛말’45)이라고도 하고 있다. 김미
자는 이러한 돕지철릭을 ‘철릭형 반수의’46)로 지칭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원대 복식 중 깃이 방령이면서 허리
에 주름이 잡혀 있는 辮線襖와 명대의 方領 褶4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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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周錫保, op. cit., p. 389. p. 435. ‘出土的實物-上下作兩裁縫製, 領作方領式, 腰間打折, 下作裙式的辮線襖。

成都附近出土, 四川省博物館。戴六合一統帽, 穿方領 褶, 其下截似裙式 亦由元時的衣制發展而形成的。’
48) 데 바이에르, 박원길 역, 몽골석인상의 연구, (서울: 혜안, 1994). 
49) 박성실, 김향미, “조선시대 기능적 마상의류의 실증적 고찰,” 韓國服飾 第22號 (2002), p. 59.

<표 7> 몽골 석인상-철릭
27번 44번 47번 48번

몽골석인상의 연구 (1994),
p. 200.

몽골석인상의 연구 (1994),
p. 211, p. 108

몽골석인상의 연구 (1994),
p. 213, p. 109. 

몽골석인상의 연구 (1994),
p. 214, p. 116. 

短袖褲褶이 있다(표 6).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이 대금형의 철릭이 돕지철

릭일 가능성도 있으나, 도록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철릭 위에 방령포를 착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무인석에서는 철릭만이 확인
되나, 몽골 무인상에서는 철릭뿐만 아니라 요선철
릭의 모양도 보이고 있다. 몽골의 석인상48) 중 27, 
44, 47, 48번째 것에서 볼 수 있다. 특히 47, 48번째 
석인상의 철릭은 허리에 요선이 있는 요선오자이
다(표 7). 유물로는 2009년도 7월 현재 몽골역사박
물관에 1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요선오자가 전
시되어 있다. 

Ⅴ. 朝鮮通信使行列圖에 나타난 무관 
철릭의 특징

조선 후기의 회화 자료 중 官職과 그림이 잘 묘
사되어 朝鮮通信使行列圖를 통하여 무관인 軍官의 
철릭 착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通信使는 국왕의 명의로 일본의 幕府
將軍(足利․德川幕府 등)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
사절로 조선을 대표해서 일본으로 가는 사절단이
며, 이것을 그린 그림에 軍官이 철릭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通信使行列圖』에서 문무관의 차이점에 대해 박

성실과 김향미는 ‘철릭 차림으로 말을 타고 있는 
관리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 수 있
다. 그림상으로 보면 철릭을 입은 사람들이 두 部類
로 구분되는데, 한 부류는 철릭을 입고 동개를 메
고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철릭만 입고 있다. 동개를 
멘 사람들은 무관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관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49)라고 하였다. 이렇듯 동
개의 유무로 문무관이 차이가 나는 것은『朝鮮訳官

行列圖』의 문관인 小通詞와 무관인 軍官을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표 8).  

또한 군관이『正德元年朝鮮通信使正裝服飾圖』에
서는 笠․玉鷺․철릭․紅紗帶․동개․환도․등채, 
『正德度朝․鮮通信使行列絵卷』에서는 笠․철릭․

동개,『通信使人物圖』에서는 笠․철릭․동개․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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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朝鮮通信使行列圖의 文․武官

『通信使行列圖』 『朝鮮訳官行列圖』

 

文官(笠․철릭) 武官(笠․철릭․동개 ) 文官(笠․철릭)
武官(笠․철릭․

환도․동개 )

朝鮮時代通信使 (1986), pp. 34-35. (大系)朝鮮通信使 8 (1993), p. 55 .

<표 9> 朝鮮通信使의 軍官

正德元年朝鮮通信使

正裝服飾圖
正德度朝․鮮通信使行列絵卷 通信使人物圖

그림

服飾

부속
笠․玉鷺․철릭․紅紗帶

․동개․환도․등채 笠․철릭․동개 笠․철릭․동개․환도

출처 朝鮮時代 通信使 行列

(2005), p. 361.
(大系)朝鮮通信使 4 (1993), p. 16. 朝鮮時代通信使 (1986), p. 48.  

를 착용하고 있다. 이렇듯 군관을 그린 그림에는 
동개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Ⅵ. 맺음말
조선시대는 文을 위주로 한 양반관료제로써 文

武官이 엄격히 구분되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복
식 분야에서는 문무관이 정확히 구분되는 흉배 위
주로만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릭
에서 문헌과 출토 유물과 무인석과 통신사행렬도 
등으로 구분하여 문관과 다른 무관만의 특징을 연
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관의 착용례는 武科 放榜時와 평상복 등
으로 주로 입었다. 모양은『大典後續錄』에서는 문
무관의 차이가 없다가, 조선 후기『弘齋全書』의 내
용에서 문무관의 모양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매의 길이와 너비와 모양이 틀렸으리라 추
정된다. 또한,『大典會通』에서 堂下 三品 以下는 대
개 帖裏에는 軍服을 着用한다고 하고 있어 융복인 
철릭이 군복에 비해 上位의 개념으로 받아 들여졌
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청나라 
사절단으로 간 사람들의 복식을 보고 융복을 입은 
사람은 문관, 군복을 입은 사람은 무관으로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문무관의 복식 착용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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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무관의 출토 유물은 16세기와 17세기에 집

중적으로 발굴되었으며, 총 15건의 63점이 있다. 철
릭의 소매가 한쪽 분리형은 17점, 양쪽 분리형은 
26점, 통수형은 19점, 솜만 남아 있어 확인할 수 없
는 1점이 있다. 문관의 탈부착 소매는 16세기에 집
중되어 있는 반면 무관의 소매는 16～17세기에 걸
쳐 많이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철릭의 裳 트임은 16세기에는 문관인 정응두의 
유물 2점과 정온의 유물 1점이 두자락 이다. 17세
기에는 무관인 신경유의 유물 중 두자락은 1점, 세
자락은 4점이고, 無職인 윤선언의 유물 2점이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대부분 세자락이다. 이렇듯 裳의 
트임에서는 문무관의 차이를 통계상 단정할 수 없
을 것이나, 이러한 裳의 트임은 말을 탈 때 편리함
을 주어 무관인 신경유의 유물에서 많이 있었을 것
이다.  

철릭 유물의 피륙만으로는 문무관이 명확하게 구
분되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신경유의 전체 유물
의 피륙이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
은 中宗 25年(1530) 무반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
마다 사치스러운 의복으로 뽐내려 한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사대부 묘 석인상에서도 문인석과 무인석
의 복식을 표현하는데도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된 무인석 23점 중 5점이 철릭인데, 
이 중에는 깃이 서로 마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2점
이 있다. 이를 ‘돕지철릭’이라고도 명명하기도 하나, 
방령포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朝鮮通信使行列圖의 武官인 軍官의 그림을 
보면 철릭 착용시 笠과 동개를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외에 玉鷺․紅紗帶․환도․등채 등을 착
용하기도 하였다.

제한점으로 실질적인 유물에서도 문무관의 특징
을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이유는 출토 묘주 등의 
관직이 대부분 높다는 것이다. 종 2품 이상이면 무
관도 문관으로 품계를 받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사회로 문무관의 복식
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
지 연구된 것과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많은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철릭은 문관 및 무관이 함께 
입었기 때문에 정확한 문관과 무관의 차이를 구분
하기는 어려웠다. 더 많은 문헌과 유물 등을 보완
하여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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