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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cotton fabric armour for lower class soldiers can be found from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mid-Joseon Korea. And the records show that the form and the structure of the armour was 
modified in the late 19th century in order to provide better protection from gunshots for the 
soldiers in the midst of the invasions from the West. This is a survey and research of the only 
artifact of the cotton fabric armour remaining in Korea - for its form, dimensions, and design. 
Using the historical records as reference, we can confirm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tton fabric armour of the Joseon period. This cotton fabric armour, preserved in National 
Museum of Korea, is a vest-type armour made of 30 layers of cotton. On the right shoulder, 
there is a button for tying knots and strings were tied under both armpits. On the surface of the 
cotton fabric armour there were some characters and patterns stamped in black. Presently, this 
artifact in Korea is the only specimen relic of its sort, but there are some other related relics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helmets and belts. Continuous researches would help extend the scope 
of armour study beyond the traditional researches that only focuses on the armours of the offi-
cials, thus helping us to understand the military costumes in tradi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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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갑주의 형태와 구조는 무기의 변화 발달과 불가분

의 관계를 지닌다. 갑주는 단순한 복식이 아니라 방

어용 무기였기에 공격용 무기의 진화에 대응하여 계

속 개발되었던 것이다. 화약병기의 발달로 갑주가 보

호적 기능을 상실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

만 갑주가 쇠퇴하고 소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간의 노력도 존재하였다. 조선시대 문

헌기록을 보면 총탄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을 개발하

고자하는 노력이 발견되며 실제로 이러한 기록에 부

합하는 면갑(綿甲) 유물이 국내와 해외에 소장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면갑 유물을 알리고 시대

적 변화와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문헌기록과 회화,

사진자료에 보이는 면갑 관련 사료들을 고찰하고,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면갑 유물인 국립중

앙박물관 소장품을 대상으로 형태와 재료, 문양 등에

대해 실측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면갑의 구조를 파악하고 특

징을 추출할 뿐 아니라, 장관(將官) 계급 위주로 이

루어지던 갑주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군사복식의 새

로운 면모를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급 군졸

용 방어구였던 면갑은 색상과 문양이 화려하거나 재

료가 고급이지 않아서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

해 전해지는 유물의 수량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병력

의 비율로 볼 때 상급 장관용 갑옷보다 훨씬 더 많

이 착용되었던 갑옷이었다. 또한 국내 전세유물은 현

재 1점 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 유물에 대한 면밀

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 유물의 조사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Ⅱ. 조선시대 면갑의 역사와 유래
1.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본 면갑
면직물로 만든 갑옷은 면갑(綿甲)․목면갑의(木綿

甲衣)․목면갑주(木綿甲冑)․면포배갑(綿布背甲) 등

의 명칭으로 조선 중기 때부터 기록이 확인된다. 인

조(仁祖)는 당시 장수와 군사들이 갑옷을 입지 않으

려는 경향이 패배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갑주를 갖

추도록 하였고, 이에 비변사에서는 철갑(鐵甲)보다

방호력은 약하지만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지갑(紙甲)

과 면갑(綿甲)을 많이 제조하여 갖추고자 하였다.1)

순조(純祖) 대의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다

량의 무명갑옷[木綿甲衣]과 투구를 군사에게 지급하

였다. 용호영(龍虎營)에서는 금군(禁軍)에게 500여

벌, 어영청(御營廳)에서는 1,000여 벌의 무명갑주를

제작하였다.2)

이처럼 군사들에게 널리 착용되었던 면갑은 고종

(高宗) 대의 병인양요(丙寅洋擾:1866년)와 신미양요

(辛未洋擾:1871년)를 기점으로 구조가 변화한다. 흥

선대원군이 면포(綿布)가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말

을 듣고 김기두(金箕斗)와 안윤(安潤)으로 하여금

총탄을 막는 갑옷을 개발하도록 지시했고, 성능실험

을 거쳐 면포 13겹을 겹치고 솜을 두어 만든 배갑

(背甲)을 완성했다.3) 즉 일본과 서구 열강의 문호

개방 요구에 맞서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책을

모으고 있던 중에 면직물을 여러 겹 겹쳐 시험 제작

후에 갑옷의 제도를 완성하고 착용 훈련을 실시하였

던 것이다.4) 이후 신미양요 때에는 40겹의 무명베로

된, 칼이나 총칼로는 뚫을 수 없고 오직 원추형의 탄

환만 관통할 수 있는 갑옷과 투구가 있었다.5) 무위

영(武衛營)의 군기의 완전한 정도와 파손 상태를 구

별하여 정리한 무위영각색군기완파구별성책(武衛營
各色軍器完破區別成冊)을 보면 관마소(官馬所)에

1,003벌의 목면갑주가 보관되어 있었고, 용호영의 군

기색(軍器色)의 목면갑주는 100벌 중 80벌이 완전한

상태였고 나머지 20벌이 파손된 상태였다.6)

삼승포(三升布)로 만든 삼승갑(三升甲)과 면직물

로 만든 면갑은 하급군사의 갑옷으로 착용되어 왔으

나 무기의 변화에 따른 방어구의 개발로 형태 및 제

조방식이 바뀌었다. 총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하기 위해 등거리 형태로 바뀌고 면직물을 여러 겹

겹치거나 혹은 솜을 넣어서 방탄조끼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갑옷을 만들 때 직물을 여러 겹 겹쳐 방어력

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서양에서도 예로부터 사용되

었는데,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포도주와 소금의 혼



服飾 第63卷 4號

- 160 -

<그림 1> 울산성전투도병의 조명연합군

-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 p. 79.

<그림 2> 조명연합군의 갑주

-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 p. 80.

<그림 3> 신미양요의 기록사진

- 수자기: 136년만의 귀환, p. 50.

<그림 4> 조선군 시신의 면갑

- 수자기: 136년만의 귀환, p. 50.

합물에 담가 불린 린넨(linen)을 18겹 겹쳐 아교로

붙인 흉갑(胸甲)이나 튜닉(tunic)을 입었고, 그리스

와 로마에서도 린넨 흉갑을 착용하였다.7) 철저한 성

능실험을 거친 면갑은 방어력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착용 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두께로

인해 한여름에는 더위를 견디지 못하여 군사들이 코

피를 쏟을 정도였고8) 전투 중 비가 오거나 강을 건

너면 물을 흡수한 면직물의 무게로 인해 군사의 기

동력이 떨어졌으며, 대포 파편 때문에 면갑에 불이

붙으면 쉽게 타고 번져버리는 것도 문제였다.

2. 회화와 사진 속의 면갑
≪울산성전투도병(蔚山城戰鬪圖屛)≫은 울산성에

농성 중인 일본군 가토부대를 조선과 명(明)나라 연

합군이 포위하여 공격하는 광경을 묘사한 병풍이다.

<그림 1>9)을 보면 엄청난 수의 조․명 연합군이 모

두 회색 포(袍)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데, 부분을

확대한 <그림 2>10)를 보면 갑주라 판단된다. 첫째,

군사가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위쪽 간주와 상모, 아

래쪽 드림을 보았을 때 투구의 구조와 일치하고, 둘

째, 포의 실루엣이 둥글고 두툼한 것으로 보아 솜이



조선 후기 면갑(綿甲) 유물 분석

- 161 -

<그림 5> 면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한국의 갑주, p. 225.

<그림 6> 면갑 도식화

- 연구자 작성

나 종이를 넣거나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든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소매가 달리고 포의 길이가 길어서

면갑의 전세유물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총

알을 막기 위해 10겹 이상을 겹치면서 신체구간부만

보호하는 배갑(背甲) 형태로 변화하기 전의 면갑의

형태였다고 여겨진다.11)

한편 신미양요의 초지진 점령 기록사진을 보면 미

국 군인 앞에 면갑을 착용한 채 전사한 조선 포군(砲

軍)의 모습이 발견된다. <그림 3>12)에서 조선군 부분

을 확대한 <그림 4>13)를 보면 허벅지까지 오는 길이

에 옆선이 전부 트여있고 앞쪽 아래에 동그란 문양이

있다. 이는 조선 후기 면갑 유물의 형태 및 특징과

정확히 일치하며, 위에서 살펴보았던 조선교회사서
론의 신미양요 무명베 갑주 기록과도 상통한다.

Ⅲ. 면갑의 구조와 특징 분석
1. 면갑의 형태와 크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면갑 유물은 19세기 말 기록

과 사진에 부합하고 있다. <그림 5>14)와 <그림 6>을

보면 목둘레는 둥글고 앞길이가 길고 뒷길이가 짧은

전장후단형 배자 형태이며, 왼쪽 어깨는 솔기가 없이

한 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착용을 위해 오른쪽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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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배자

- 심수륜묘 출토복식,

p. 213.

<그림 8> 배자 도식화

- 심수륜묘 출토복식,

p. 213.

<그림 9> 펼친 상태의 면갑

안쪽 면

- 연구자 촬영

를 터서 매듭단추로 여며주었다. 소매와 깃이 없고

옆선은 모두 트여있으며 겨드랑이 아래에 달린 고름

을 매어 착용하였다. 목둘레선의 파인 정도나 형태는

앞뒤가 동일하지만 길의 형태는 앞과 뒤가 다르다.

앞이 뒤보다 조금 길며, 뒤판에만 삼각형 무가 양쪽

으로 달려있다. 진동과 옆선 사이에 가로로 약 6cm

의 트임을 주었는데 이는 착용 시 옆선을 겹쳐지게

만들고 팔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는 장치로 여겨진다.

구체적인 치수는 앞길이 82.5cm, 뒷길이 76cm로

뒷길이가 6.5cm 짧다. 품은 앞이 48.5cm 뒤가 52cm,

진동은 약 30cm, 어깨나비 22cm, 앞도련 64cm, 뒷도

련 89cm이다. 매듭의 크기는 지름 2cm, 매듭높이

1.8cm, 매듭을 여밀 수 있는 고리길이는 4cm이다.

고름의 크기는 길이 31-34.5cm, 나비 2cm로 겉에서

박아 넘겼다. 면갑의 두께는 1.5cm이고 낡아서 훼손

된 곳이 군데군데 있다.15)

목둘레선이 둥근 배자 유물과 비교해보면, 심수륜

(沈秀崙, 1534-1589) 묘 출토 배자<그림 7>16), <그림

8>17) 역시 면갑<그림 9>처럼 목둘레선이 둥글고 앞

이 뒤보다 긴 전장후단형이며 어깨 경사가 없어서 펼

치면 앞길과 뒷길이 편평하게 놓인다. 한편, 한쪽 어

깨만 튼 것이 아니라 양쪽 어깨 모두 트인 점, 면갑

의 뒷길에 붙은 무가 배자에는 없는 점, 겨드랑이 아

래 고름 대신 매듭단추로 여민 점에서 차이가 난다.

2. 면갑의 재료
면갑은 겉감과 안감 모두 거친 무명으로 만들었고,

<그림 10>과 같이 겉감과 안감을 포함하여 총 30매

를 겹친 후18) 가장자리를 따라 2cm 내외의 선을 둘

러주어 마무리했다. 30겹 중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겉감과 안감은 경위사 밀도가 높은 직물을 사용하고

그 사이에 겹친 면직물은 보다 성긴 직물을 사용하

였다. 겉감의 경사밀도는 14.5올/cm이고 위사밀도는

13.5올/cm, 안감의 경사밀도는 14.3올/cm이고 위사

밀도는 10.5올/cm이다<그림 11>, <그림 12>.

오랜 세월을 거치며 퇴색되어 전체적으로 빛바랜

소색으로 여겨져 왔으나 겉과 안을 비교한 결과 양

자의 색상이 확연히 다르며, 겉감과 가장자리를 두른

직물은 붉은 색 계통으로 염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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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0매 겹침 상태

- 연구자 촬영

<그림 11> 겉감의 경사밀도

- 연구자 촬영

<그림 12> 겉감의 위사밀도

- 연구자 촬영

<그림 13> 매듭단추의 위치와 방향

- 연구자 작성

<그림 14>

매듭단추의 용도

- 해외소장한국

문화재Ⅰ, p. 133.

<그림 15>

엄심

- 무예도보통지

3. 면갑의 여밈 방식
여밈 장치(fastener)로는 매듭단추와 고름을 사용

하였다. 단령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에서 매듭단

추로 여며주었고 앞길에는 매듭단추, 뒷길에는 고리

를 달았다. 옆선은 앞과 뒤를 연결하지 않고 앞․뒷

길의 양쪽으로 2개씩 고름을 달아 겨드랑이 아래에

서 매었다. 총 8개의 고름 중 현재는 4개만이 남아있

다. 앞길의 고름은 너비 2cm, 길이 약 31cm이고, 뒷

길의 고름은 너비 2cm, 길이 33-34.5cm이다.

<그림 13>에서 앞길 오른쪽 어깨 부분을 보면 위

쪽에는 매듭단추가, 아래쪽에는 고리가 있다. 앞길

위쪽의 매듭단추는 뒷길 어깨 부분의 고리와 한 쌍

이 되는데, 앞길 아래쪽의 고리는 짝을 이루는 매듭

단추가 보이지 않는다. 고리가 달려있는 방향을 보았

을 때 매듭단추는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 달려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면갑의 완형을 보여주는

<그림 14>19)의 미국 Smithsonian 박물관 소장 유물

을 살펴보면 가슴부분에 정사각형의 부속갑옷이 덧

대어져있는데 이를 매달기 위해서는 매듭단추가 있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속갑옷의 형태와 위치

로 보아 정조대 병서인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
志) 마예관복도설(馬藝冠服圖說)에 기록된 마군(馬

軍)의 부속갑옷인 ‘엄심(掩心)’<그림 15>20)일 가능성

이 있다.

4. 인문(印紋)
면갑 유물에는 특징적인 문양이 흑색으로 날인되

어 있다. 앞면과 뒤면 중 길이가 긴 면에는 아래쪽

좌우에 각각 문자가 찍혀 있고, 길이가 짧고 무가 달

린 면에는 양쪽 어깨에는 문자문양이, 아래쪽 좌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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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인문의 위치와 크기(앞,뒤)

- 연구자 작성

<그림 17> 목면피갑 앞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한국의 갑주, p. 212.

<그림 18> 목면피갑 뒷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한국의 갑주, p. 212.

앞길 뒷길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위

- - 18×17 18×17

없음 없음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23×22 22×21 22×21.5 22×21

<표 1> 위치별 인문의 형태와 크기

(단위: cm)

는 복숭아나 석류로 추정되는 과일 열매 문양이 도

장 찍혀 있다. 총 6개의 인문(印紋)은 모두 원형으로,

위쪽보다 아래쪽 문양이 조금 더 크다. 위쪽 어깨부

분의 원형 문양은 지름 약 17-18cm, 아래쪽 문양은

지름 약 21-22cm 크기이다.

해외에 소장된 면갑 유물 뿐 아니라 면으로 만든

포(袍)의 안쪽에 가죽갑찰을 댄 목면피갑(木綿皮甲)

유물을 보아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인문이 찍혀 있

어 문양의 내용과 위치가 정해져 있었고 그 규칙을

엄중하게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목면피갑 유물인 <그

림 17>21)과 <그림 18>22)와 해외 소장 면갑 유물들인

<그림 14>, <그림 19>23), <그림 20>24)을 비교해보면,

면갑을 입고 허리띠까지 맨 상태에서의 인문의 위치

와 형태가 목면피갑 유물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나아가 해외소장 유물의 착용방식을 제시할 수 있

는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9>,

<그림 20>에서 보이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

장 면갑 유물은 허리띠의 앞과 뒤가 바뀌어 있다. 목

면피갑에서의 인문 위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허리띠

에서 글자가 빼곡하게 찍힌 면이 뒷면으로 오고

동․서․남․북․중앙의 5방위로 배열된 문양이 앞

면으로 오도록 고쳐 매어야한다.

무위영(武衛營)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신미양요

다음해인 1872년(고종 9년)에 새로 구비한 갑의문판



조선 후기 면갑(綿甲) 유물 분석

- 165 -

<그림 19> 면갑

앞면

- The Gods of War,

p. 16.

<그림 20> 면갑

뒷면

- The Gods of War,

뒷표지.

(甲衣紋板) 4좌(坐)를 군영에 보관하고 10년간 지속

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25) 이 갑의문판이 면

갑과 목면피갑의 문양을 찍기 위한 도구였다고 추정

되고, 직조로써 문양을 표현할 수 없었던 면직물에는

이러한 도장무늬를 찍어 갑옷을 제작한 것으로 여겨

진다.26)

5. 묵서(墨書)
특기할만한 사실은 갑옷의 안쪽에 가로 약 3.5cm,

세로 10cm 크기의 묵서(墨書)가 있다는 점이다. 앞

길 안감 진동 아래쪽 중앙부분에 <그림 21>과 같이

세로로 ‘孔君玉’이라는 세 글자가 먹물로 쓰여 있다.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

관 소장 면갑 유물의 갑옷과 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金○○’, ‘崔仁祿’의 세 글자가 쓰여 있는 것

으로 보아27), 착용자의 이름을 갑주의 안쪽에 적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견양(見樣)

에 따라 전국에서 제조한 군기를 진상할 때에는 서

로 구별이 되지 않아 바뀌는 일이 종종 생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군기에 도장을 찍거나

글자를 새겼다.28)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무기 및 갑옷

에 생산지나 소유주를 표시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림 21> 면갑 안의 묵서

- 연구자 촬영

마침 이 면갑이 사용된 시기에 활동했던 박규수

(朴珪壽, 1807-1877)의 시문집인 환재집(瓛齊集)에
‘공군옥(孔君玉)'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문집은

박규수가 사신으로 두 번째 중국에 갔을 때 작성한

편지로 공군옥이 등장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동생(규수)은 사신의 명을 받들어 연경에 갔다가

지금 조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비록 새로운 지식
을 얻어 연회를 여는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다. 오
래도록 비는 쓸쓸히 내리는데 오직 공군옥(孔君

玉)만이 있어 서로 대화하고 산에서 함께 잠자는
인연을 맺으니 갈팡질팡하던 것이 점점 위안이 됩
니다.29)

박규수는 1861년 연행사절의 부사로 중국에 다녀

왔고, 1866년 평안도 관찰사로 재임하는 중 셔먼호사

건을 겼었으며, 1872년 진하사의 정사로 다시 중국을

다녀왔다.30) 시기와 한자를 보았을 때 동일 인물이었

을 가능성이 높다.31)

Ⅳ. 맺음말
조선시대 면갑은 하급 군사들의 갑옷으로 면갑(綿

甲)․목면갑의(木綿甲衣)․목면갑주(木綿甲冑)․면

포배갑(綿布背甲) 등의 명칭으로 조선 중기 때부터

착용되어 왔으나 19세기 후반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를 겪으며 서구 열강의 총을 막기 위해 형태와 구조

가 변화되었다. 신미양요 때 미국군인 사진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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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는 면갑은 유물이 국내에 1점, 해외에 여러 점

이 전해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내 유일의 면갑 유물

을 대상으로 실측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첫째, 면갑은 면직물 30매를 겹쳐서 만든 전장

후단 배자형의 갑옷으로 앞이 뒤보다 길고 앞에는

없는 무가 뒤에만 달려있다. 둘째, 재료는 성글게 짠

무명으로 겉감과 안감이 안쪽에 겹친 무명보다는 직

물밀도가 조금 높았고 겉감은 붉은 색 계통으로 염

색되어 있었다. 셋째, 왼쪽 어깨는 한 장의 천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에서 매듭단추로 여몄으

며 옆선 아래는 전부 터서 양쪽에 두 쌍씩 달린 끈

을 매어 입었다. 넷째, 문자와 열매문양으로 구성된

총 6개의 흑색 원형 도장문양은 해외에 소장된 면갑

유물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면피갑 유물의 인문(印

紋)과 위치 및 내용이 일치한다. 갑옷에 문양을 찍는

판인 갑의문판(甲衣紋板)을 군영에 보관한 기록과

결합해 보았을 때 갑주의 인문은 당시의 규정에 따

른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갑옷 안쪽에 세로로 적

혀있는 세 글자의 묵서(墨書)는 다른 유물들과 비교

했을 때 착용자의 이름이었다고 판단되며 동시대의

박규수 문집으로부터 동명의 인물을 발견하였다.

갑주는 유난히 해외 소장품이 많은 복식 유물로서

면갑 역시 국내에서는 단 한 점만 전해지고 있지만,

일본 東京國立博物館, 미국의 the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영국의 the Pitt Rivers Museum 등 전세계에서 산견

된다. 그런데 국내 유물은 갑옷만 남아있는 반면 해

외 유물들은 투구, 가슴가리개, 허리띠 등 부속복식

들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보존 상태가

좋아서 보다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신체보

호나 전승을 기원하는 주술적 상징성을 지녔으리라

여겨지는 인문의 문자 내용과 열매문양의 의미, 면갑

안쪽에 보이는 일정한 간격의 녹슨 자국 등도 후속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조선시대 면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

해 군사복식의 새로운 부분을 밝히고 국내 유물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해외의 유물 소장 현황

을 파악하고 바른 지식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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