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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focuses on Yusam, a military raincoat that was wor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ypes and management system of Yusam. 
Documentary records, paintings and relics were used as research materials. Yusam was recorded 
as either Yusam(油衫) or Yu-ui(油衣) in writing. It usually looked like a skirt and was worn like 
a cape,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length. Some of them took the form of a short coat with 
half-sleeves and side slits. Research analysis results of Silrok, Ilseongrok and the archives of the 
military camp in the later Joseon are as follows: First, Mokyusam and Jiyusam coexisted as mili-
tary raincoats. Mokyusam was made with cotton and perilla oil, while Jiyusam was made with tra-
ditional Korean paper, a cotton edging and perilla oil. Second, the differences between general 
Yusam and military Yusam include the material of the clothing, the materials for waterproofing, 
the color, and the manufacturer. Third, each military camp supplied soldiers with hundreds to 
thousands of Yusam. Military officers and King’s guards wore Mokyusam because Mokyusam was 
higher than Jiyusam. Fourth, soldiers Yusam together with Yujeongeon, Chorip, Galmo, or 
Hwihang as a hat. Fifth, the higher the rank, the higher the price of Yusam and the longer the 
term of usage. On the other hand, as the rank got higher, the cost of the supplementary oil 
rose, while the duration of usage got sh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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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선시대 군사복식은 갑주(甲冑)․군복(軍服)․융

복(戎服)․방령(方領)으로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현

대 군복과 마찬가지로 우비용, 방한용, 군사훈련용

복식도 존재했다. 조선시대 군사관련 기록을 보면 군

장(軍裝)은 기본복식인 협수(挾袖)와 쾌자(快子)의

군복, 전투보호용인 갑주, 우비용인 유삼(油衫)에 무

기를 갖춘 의미였다.1) 이에 군사복식을 이해하기 위

해서 유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유삼을 포함한 우의(雨衣)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중국 고대 우의의 고찰2), 18세기 이후 통신사 복식

품목 중 하나로서의 유삼 연구3), 조선시대 유삼의

사용례와 형태를 확인하고 재현품을 제작한 연구4)가

있었으나 일반적인 우의나 유삼에 대한 연구였다. 또

한 군사복식으로서의 유삼을 다룬 연구들5)도 있었으

나 여러 군사복식중 한 품목으로 다루어서 재료나

제작방법, 군영 내 운용방식, 일반용 유삼과의 차이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군사들이 착용한 우비용

의류인 유삼을 대상으로 군사들의 의생활문화를 고

찰함으로써 조선시대 군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복식의 명칭과 종류별 제작방식을 밝힐 뿐 아

니라 지급, 관리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군사복식의

실질적 운용 체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아직까지 군사용 유삼 유물이나 회화

는 발견된 예가 드물어서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연구

를 전개하였다. 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
의궤 등 관찬사료와 개인문집, 장서각과 규장각에

소장된 군정 관련 고서(古書)와 군영에 관한 각종

고문서(古文書)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즉 만기요
람(萬機要覽) 군정(軍政)편과 함께 유삼이 기록된

훈련도감․금위영․장용영․무위영의 고문서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Ⅱ. 유삼의 명칭과 형태
유삼(油衫)은 비와 눈을 막기 위해 기름에 결은

옷으로 우의(雨衣)를 의미한다. 물명고(物名攷)에

는 ‘雨衣’가 ‘油衫’으로 언해되어 있고, 역어유해보편
(譯語類解補編)․동문유해(同文類解)․몽어유해
(蒙語類解)․방언유해(方言類解)에는 ‘유삼’이 ‘雨

衣’로, 역어유해(譯語類解)․왜어유해(倭語類解)
에는 ‘유삼’이 ‘油衫’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어 있

다.6)

유의(油衣) 역시 유삼과 같은 의미로 여겨진다.

일성록(日省錄)에는 종이로 만든 군사용 비옷이

기록되어 있는데7), 다른 문헌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

와 유삼이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
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 이덕무는 갓[笠]의 폐단

을 말하면서 유의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 언급하였다.

“유의(油衣)는 치마[裙]처럼 생겨서 머리에 두르

고 손으로 잡는다. 비바람이 불면 갓이 펄럭여 일
정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끈을 풀고 손을 내
밀어 갓의 좌우를 잡아야 하는데, 넓은 소매로 빗

물이 흘러 들어오므로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 말
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손으로 고삐를 잡겠
는가. 이렇게 되면 위용을 잃은 것을 부끄러워할

겨를도 없이 죽고 사는 것이 시각에 달리게 된다.
이는 다 모자가 좁아 이마를 덮지 못하고 차양이
넓어 바람을 많이 타기 때문이다.

일찍이 여진(女眞) 사람이 말 타는 것을 보았는데,
소나기를 만나면 소매와 옷깃이 있는 유의(油衣)
를 입고 또 복건(幅巾)처럼 부드러운 모자를 쓰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렸다. 그러니 어찌 쾌활하지 않
겠는가?8)”

이상의 기록으로부터 유의나 유삼의 형태는 여자

의 치마 형태로 처네처럼 머리에 둘러서 착용한 것

으로 추정된다. 여진인이 소매와 깃이 달려있는 유의

를 입고 우비용 모자를 착용한 모습을 좋다고 여긴

점으로 보아 당시 조선의 유삼은 소매와 깃이 달려

있지 않은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의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유삼은9) 
청장관전서의 설명과 부합하는 유물이고, <그림 2>

의 심사정(沈師正)이 1766년에 그린 ≪파교심매도

≫10)에서의 유삼 역시 길이가 길 뿐 유물과 비슷한

형태로서 치마형태의 유삼을 어깨 위로 둘러 걸치고

앞에서 끈을 묶고 안쪽에서 손으로 쥐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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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유삼

- 우리 민속 오백년의 모습, p. 102

<그림 2> ≪파교심매도≫의 유삼

-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Ⅱ, p. 14

<그림 3> 취고수의 유삼

- (세밀한 일러스트와 희귀 사진으로 본) 근대 조선, p. 32

<그림 4> ≪평양감사향연도≫의 유삼

-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Ⅱ,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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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는 군악대 중 나발(喇叭)을 부는 취

고수(吹鼓手)의 유삼이 보이는데11) 외국인의 눈에

비추어진 모습이므로 다소 과장되거나 틀리게 표현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또한 케이프(cape)처럼

치마형태의 유삼을 어깨 위로 둘러 걸쳤다. 다만

≪파교심매도≫에 비해 유삼의 길이가 굉장히 짧다.

18세기 후반, 단원 김홍도의 ≪평양감사향연도≫

중 제3폭에 그려진 연회장면인 <그림 4>12)에서 다양

한 형태의 유삼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피바디 에섹

스 박물관(Peabody Essex Museum) 소장본에 보이

는 군복 위에 걸친 황토색 계열의 옷은 군병의 유삼

이라 생각된다.13) 대부분은 짧은 소매가 달리고 옆트

임이 있으며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유삼이고, 치마형

태에 엉덩이를 덮는 길이로 어깨에 둘러 목 앞에서

묶어 입은 유삼도 있으며, 왼쪽 아래처럼 치마형태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의 유삼도 있다. 함께 쓴

모자를 보면 전립(戰笠)이나 초립(草笠)도 있고 갈

모를 쓴 경우도 있다.

유삼의 형태와 특징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대

체품인 사의(簑衣)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물명고
에 ‘雨衣’를 ‘油衫’으로 언해했지만, 조선시대 우의로

는 유삼 이외에 사의도 있었다. 사의는 도롱이로서

볏짚이나 띠 같은 풀을 엮어 빗물이 스며들어가지

않게 만든 우의이고14) 착용한 모습은 <그림 5>와

같다.15) 역어유해․동문유해․몽어유해․방
언유해․한청문감(漢淸文鑑)에는 ‘簑衣’가 ‘누역’

으로, 왜어유해에는 ‘사의’로 해석되었다.16) 오주
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사마치’를

‘발석(襏襫)’이라고 하였는데, 역어유해에는 발석

이 ‘사의(簑衣)’라고 하면서 ‘사의’를 다시 ‘누역’이

라고 풀이하였다.17) 이상의 명칭을 종합해보면 사의

는 누역, 발석, 사마치 등으로 불리웠다.

실록을 보면 사의는 중국 사신에게 진배하는 진
상품인 동시에 하직하는 신하, 도원수(都元帥)․부원

수(副元帥)․순변사(巡邊使)․도체찰사(都體察使)

등에게 주는 하사품이었으며, 이 물량을 감당하기 위

해 전국 각지에서 진상을 받았던 품목이었다. 외국

사신에게 진배하는 사의는 공조(工曹)에서 제작을

담당한 반면, 유삼은 별공작(別工作)에서 제작하였

다.18) 원래 융복 위에는 사의를 입는 것이 원칙이었

으나 조선 후기에는 융복 위에 유삼을 입는 경향이

심했다.19) 이는 사의에 비해 유삼이 가볍고 간편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림 5> 도롱이

- https://mirror.enha.kr/wiki

Ⅲ. 군사 유삼의 종류와 제작
1. 군사용 유삼의 종류

1) 관찬사료에 기록된 군사용 유삼

실록과 일성록 등 관찬사료의 유삼 관련 기록
중 군사용으로 사용된 유삼으로 제한해서 찾아보면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고종실록에는 1882년 임오군란 때 구식군대의

군졸들이 장어영(壯禦營)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유삼

을 탈취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일성록의 내용은
정조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정조가 왕권강화와

국왕호위를 위해 설치한 장용영(壯勇營)의 군기를

확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2) 군영 관련 고문서에 기록된 유삼

순조 8년(1808) 국가 재정과 군정의 내역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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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영 고문서명 시기 관련 기록 내용

훈련

도감

訓局事例撮要
영조년간

(1765-1775)

- 油衫에 필요한 낙폭지를 비변사에 청해서 얻음

- 영조5년 8월 29일, 紙衫을 제작 지급할 것을 건의함

訓局總要

헌종년간

(1845-1849),

고종년간

(1864-1895)

- 馬兵官, 步軍官, 별무사의 油衫 기한은 7년.

- 巡牢兩色 어전전배의 靑紙雨具 40개, 靑木油衫 128령, 靑三升露雨具 40개

- 兼內吹의 黃天翼 12건, 草笠 12립, 油衫 12건

금위영 禁衛營事例草 고종11(1874)
- 木油衫 1領의 제작 재료와 가유 재료

- 紙油衫 1領의 제작 재료

장용영

壯勇營故事

순조년간

(1801-1834)

추정

- 정조12년 3월 28일, 장용영에서 새로 만든 油衫 50령

- 새로 구비한 油衫 791령

- 보수한 油衫 1,944령

壯勇營大節目
정조15-순조2

(1791-1802)

- 馬軍官, 步軍官, 火兵, 각색표하군, 壯勇衛官에게 지급되는 油衫

- 소속, 신분별 油衫의 지급 연한과 油衫價錢

- 소속, 신분별 油衫의 가유(加油) 연한과 비용

- 매년 2,8월에 油衫 점고

壯勇廳所在軍物

器械成冊

정조,순조년간

추정

- 軍裝: 협수,쾌자,油衫,旗,갑주,조총,염통

- 油衫 50령

壯勇營節目抄
정조,순조년간

추정
- 장용위 번소에서 착용하는 군복,전립,전대,油衫 등은 연한을 정함

무위영

軍色重記 고종12(1875) - 內入番巡牢處所의 油衫 20部, 揮項 20件

大旗手色重記 고종12(1875) - 御前 大旗手가 착용하는 絹綾戰巾 42정, 木油戰巾 42정

武衛營各色軍器

完破區別成冊
고종19(1882)

- 牢子色: 靑油衫 25령 : 모두 완전함

- 廵令手色: 靑油衫 35령 : 모두 완전함

武衛營軍器閪失 고종19(1882)
- 巡令手色: 靑木油衫 24령

- 吹鼓手色: 木油衫 40령

巡視色重記 고종12(1875)?
- 御前前排: 靑木油衫 29령

- 陣前排: 油戰巾 74정

吹鼓手色重記 고종12(1875) - 木油衫 40령

<표 2> 군영 고문서에 기록된 유삼과 유전건

사료명 시기 관련 기록 내용

實錄 고종19년(1882) - 어영청에서 반란 군졸들이 장어영의 무기와 油衫을 탈취해 갔음을 보고하다

日省錄

정조 8년(1784)
- 융복(戎服)을 한 자는 油衫을 입을 수 없고 반드시 사의(簑衣)를 입는 것이 법인데,

지금 사의를 입은 자를 보지 못했다.”

정조12년(1788)
- 장용영(壯勇營)이 새로 갖춘 군기(軍器) 및 감관(監官)과 공장(工匠)의 별단을 아

뢰었다 : 油衫 350령

정조12년(1788)

- 장용영이 새로 갖춘 군기와 보수한 군기의 수량에 대해 별단으로 아뢰었다. 새로 갖

춘 군기는... 영기 우비(令旗雨備) 12건, 영기 우비 10건, 군막 우비(軍幕雨備) 1부,

장막 우비(帳幕雨備) 30부, 油衫 196령, ...

정조17년(1793)

- 장용영의 관사들을 새로 짓고 군물(軍物)을 개수할 때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장교

세 사람에게 규례대로 상을 주라고 명하였다. 군물을 새로 갖춘 항목은 ... 油衫 161

벌, ... 군기를 보수한 항목은... 油衫 1237벌, ...

<표 1> 관찬사료에 기록된 유삼

한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용호영․훈련도감․금위

영․어영청․총융청에 지급된 지유삼(紙油衫)과 목

유삼(木油衫)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훈련도감․금위

영․장용영 등 각 군영(軍營)의 고문서에서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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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같이 유삼에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표 2>에서 일반적으로 ‘유삼(油衫)’이라 통칭되었

으나 금위영사례초에서와 같이 유삼의 종류는 사

용된 주요재료에 따라 무명으로 만든 목유삼(木油

衫)과 종이로 만든 지유삼(紙油衫)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만기요람의 기록과도 부합되는 구분
이다. 그리고 종이로 만든 지유삼은 지삼(紙衫)이라

고도 불리웠음이 확인된다. 훈국사례촬요에서 목록
에는 “유삼 제작할 때 들어가는 낙폭지(落幅紙)를

비변사에 요청하여 얻다”라고 쓰여 있고,20) 본문의

내용은 “을유년(영조 5, 1729년) 8월 29일, 훈련도감

의 군졸에 대해 어가행렬 수행할 때 비가 와서 젖으

면 군용(軍容)이 저하되므로 지삼(紙衫)을 제작 지

급할 것을 건의하였다. 능행 전에 법유(法油)와 비변

사의 낙폭지 800축을 가져와서 새로 제작하기를 청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21)고 했기 때문이다.

한편 목유삼은 청색 무명으로 만들어져서 청목유

삼(靑木油衫)으로 기록된 경우가 많았다. 훈국총요,
무위영군기서실, 순시색중기가 그 예이고 무위
영각색군기완파구별성책에서 청유삼(靑油衫)으로 쓰
인 것도 실제로는 청색 무명으로 제작한 청목유삼을

가리킨 것으로 판단된다.

2. 군사용 유삼의 제작방법
1) 우구(雨具)의 종류와 제작

조선시대 비를 가리기 위하여 사용한 우구에는 다

양한 종류가 있었다. 비옷․우산․갈모․삿갓․도롱

이․징신․나막신 등은 사람이 비를 피하기 위한 우

구였고, 이밖에도 의장물과 깃발[旗]이 젖지 않도록

각종 우비(雨備)를 만들어서 의례행사나 이동할 때

지참하였다. 비가 올 때 바닥에 깔기 위하여 두꺼운

종이를 이어붙이고 기름을 먹인 유둔(油芚) 역시 중

요한 우구였다.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와 지역마다

배치되었던 수많은 유구장(油具匠)22)은 이러한 우구

를 제작할 때 종이나 직물에 기름을 바르는 작업을

담당한 외공장으로 추측된다. 가례도감의궤와 흉례도

감의궤에 기록된 우구장(雨具匠)․우비장(雨備匠)․

우산장(雨傘匠)도 우구 제작과 연관된 장인이었다.

군영에서도 여러 가지 우구가 필요하였다. 군사가

착용하는 유삼(油衫)과 유전건(油戰巾)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기의 화약이 젖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했다. 예를 들어 화차(火車)의 경우,

화차용 우비 2장, 화차 유격지(油隔紙) 8장, 화차의

도화선[藥線]을 담는 기름종이주머니인 유지낭(油紙

囊) 1개를 갖추어 비를 대비하였다.23) 군대의 막사인

군막(軍幕)을 설치할 때에도 비나 눈을 대비하여 군

막용 우비와 유둔을 준비하였다.24) 정조대 무예청(武

藝廳)에 소속된 우구지기[雨具直] 20명25)은 군사용

우구를 관리하는 인물이었으리라 판단된다.

2) 군사용 유삼 제작의 실제

조선시대 군사가 착용한 무명유삼[木油衫]과 종이

유삼[紙油衫] 1벌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료와 비용

은 <표 3>과 같다. 목유삼 1벌을 제작하려면 무명 26

자, 다듬질한 실이 필요했고 무명과 실의 가격은 4전

이었으며 여기에 법유 3되가 들었다. 또한 가유(加

油), 즉 기름을 덧바르는 작업에는 법유 1되가 들었

다. 한편 지유삼 1벌을 제작하려면 정초지(正草紙) 3

장, 바느질하는 장인[縫造匠]의 공임 3전, 가장자리

를 두르기 위한 무명 1/4폭짜리 1자 1치, 법유 3되가

소요되었다.26)

두 가지 모두 들기름인 법유(法油)27)를 발라서 방

수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무명유삼은 무명에

법유 3되를 바르고 말린 후 다시 1되를 덧발랐으며,

종이유삼은 과거시험 종이인 정초지로 만들고 가장

자리를 무명으로 두른 후 법유 3되를 발라서 방수처

리를 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때 사용한 법유의 가

격은 1되에 7전이었다.28)

종류 木油衫 紙油衫

재료 무명[木], 실, 법유 정초지, 무명, 법유

비용 무명과 실 : 4錢 바느질 공임 : 3錢

제작방식
法油 3升 +

1升 덧바르기
法油 3升

<표 3> 조선시대 유삼의 종류별 제작 비교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과거시험용 종이인 정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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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하기도 하였다. 영조 5년(1729) 어가행렬을 수

행하는 훈련도감 군졸에게 종이유삼[紙衫]을 지급했

을 때 과거시험에서 떨어진 시험지인 낙폭지(落幅

紙) 800축을 비변사에서 훈련도감으로 보내어 삼

(衫)을 만들고 여기에 법유를 발라서 유삼을 만들도

록 하였다.29) 원래 낙폭지로 종이갑옷[紙甲]30), 서북

변방 군사들의 방한용 의복인 유의(襦衣)나 납의(衲

衣)31), 우비용 의복인 유의(油衣)32) 등 군사복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호조(戶曹)와 각 지역

의 관찰사는 과거시험을 마치고 나면 낙폭지를 모아

서 비변사(備邊司)로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33) 이러

한 재료공급 체제로 인해 유의나 유삼을 제작해야하

는 경우 해당 군영에서는 비변사에서 낙폭지를 받아

서 사용하였다.

유삼을 비롯하여 군사용 우구는 청색(靑色)으로

염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살펴 본 <표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무위영의 유삼은 청색에 집중되

어 있어서 무위영각색군기완파구별성책에는 뇌자

색의 청유삼(靑油衫) 25벌, 순령수색의 청유삼 35벌

이, 무위영군기서실에는 순령수색의 청색 무명 유

삼[靑木油衫] 24벌이, 순시색중기에는 어전전배(御
前前排) 군사의 청목유삼 29벌이 적혀 있다. 만기요
람 군정편에는 금위영의 청색 무명 유삼 154벌, 어

영청의 청색 무명 유삼 82벌을 지급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특히 훈국총요의 기록은 순뢰양색(巡牢
兩色), 다시 말해서 순령수색과 뇌자색의 청목유삼

128벌 뿐 아니라 청지우구(靑紙雨具) 40개, 청삼승로

우구(靑三升露雨具) 40개가 나란히 적혀 있어서 무

명ㆍ종이ㆍ삼승포 등 재료에 상관없이 군사용 우구

를 청색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군사용 유삼과 기타 유삼 제작의 차이점

군사용 유삼은 색상과 재료 등에서 일반인들이나

다른 용도의 유삼과는 차이가 있었다. 차이점을 밝히

기 위해 영조 42년(1766)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
濟)에 기록된 유삼의 제작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34) 첫째, 의주(義州) 지역의 민간

법으로서 주(紬) 26자로 옷을 만든 후 삼씨기름과

들기름 각 5홉을 섞어서 입으로 뿜어 바르고 기름종

이로 싸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방에 놓아두는 방법

이다. 둘째, 의주 지역의 강해동이라는 사람이 만드

는 당시 최고의 유삼 제작법으로 삼승포 반폭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셋째, 다른 민간법으로서 참기름을

발라 그늘에서 말리는데, 계란가루ㆍ활석가루ㆍ송진

가루ㆍ태포즙(太泡汁)ㆍ법유를 섞어 비옷 안팎에

4-5번 바르는 방법이다.

먼 길을 오가야 하는 사신(使臣)에게 우구는 중요

한 필수품이었기에 외국의 사신에게 우구를 만들어

진배하였고, 반대로 외국에 나가는 사신에게도 우구

를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인조대 승정원일기에는
외국 사신에게 선물하는 유삼(油衫)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 유삼의 재료와 제작을 담당한 기관에 대

해 알 수 있다. 금나라 사신이 유삼을 만들 방사주

(紡絲紬) 1필을 요구하자 조선에서는 백주(白紬)로

유삼을 만든다고 답하였다.35) 칙사의 우구(雨具)를

진배함에 있어서 우구의 종류별로 담당기관이 달라

서 칙사의 유삼(油衫)은 별공작(別工作)에서 맡았고

사의(蓑衣)는 공조(工曹)가 진배하였다.36) 만기요람
에 의하면 신사(信使)에게 지급되는 물품으로 매우

섬세하게 만든 도롱이인 상세사(上細簑)와 적유삼

(赤油衫) 각 3건, 숙사(熟簑) 44부, 초사(草簑) 45부

등의 우구가 포함되었다.37)

이상의 유삼들과 군사용 유삼을 비교해보면 몇 가

지 다른 점이 발견된다. 우선 의복용 재료는 일반적

으로 유삼은 주(紬)나 삼승포로 만든 데 비해 군사

용은 대부분 무명이나 종이로 만들었고38), 방수용 재

료는 일반에서는 삼씨기름ㆍ들기름ㆍ참기름에 계란

ㆍ활석ㆍ송진ㆍ태포즙(太泡汁) 등 다양한 재료를 혼

용한 데 반해 군사용은 들기름인 법유를 주로 사용

하였다. 다음 색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유삼이 백색

직물을 기름에 결은 황토색이었고 외국 사신용 유삼

은 적색인 경우도 있었으며 군사용 유삼은 청색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제작을 담당하는 주체에 있어서

일반용은 개인이 만들었고 칙사용은 행사 부대시설

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인 별공작에서 담당하였으며

군사용은 각 군영에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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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군사 유삼의 지급과 관리
1. 군사용 유삼의 지급과 착용

1) 만기요람에 기록된 군영별 유삼의 지급 상황

1808년(순조 8) 국왕의 정사[萬機]에 참고하도록

국가 재정과 군정의 내역을 정리한 만기요람(萬機
要覽)에는 <표 4>와 같이 각 군영에 지급된 군기

(軍器)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39)

용호영에는 지유삼(紙油衫) 336벌과 목면유삼(木

綿油衫) 592벌이 지급되었다. 지유삼 50벌은 가후군

에게 나누어 주고 286벌은 표하군에게 나누어 주었

으며, 목면유삼은 전부 7개 번의 금군에게 나누어 주

도록 했다.

군영 지급대상 유삼

용호영

(龍虎營)

가후군,표하군 지유삼 336벌

금군 목면유삼 592벌

훈련도감

(訓鍊都監)

마군,보군 각1벌씩 지급

어전전배 목유삼 120벌

(파총․초관) 목유삼 58벌

금위영

(禁衛營)
-

지유삼 1,108벌

(청목면 154건)

(향군 350건)

어영청

(御營廳)
-

지유삼 1,061벌

(청목면 82벌)

(향군 400벌)

총융청

(摠戎廳)
- 지유삼 247벌

<표 4> 만기요람에 기록된 군영별 유삼

훈련도감의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에게는 1인당

1벌씩의 유삼이 지급되었다. 당시 훈련도감의 군총

(軍摠)40)을 보면 별대마병 1초·마병 7초·보군 26초·

제색표하군 및 문기수 1,26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별대마병은 별무사 68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

며, 마병은 1초당 119명이어서 7초의 총인원은 833명

이었고 보군 26초는 포수 20초 2,440명과 살수 6초

738명으로 구성되었다.41) 군영의 인원수로 계산해보

면 마군과 보군을 합친 인원은 4,000명이 넘고 이들

에게 유삼을 1벌씩 지급했다. 여기에 마군이나 보군

에 해당되지 않는 군사들, 예를 들어 의장물이나 깃

발을 든 군사, 수레와 가마를 끌고 드는 군사 등이

착용하는 목유삼을 178벌 마련하였다.

금위영․어영청․총융청의 유삼 기록은 군사에 따

른 분류라기보다는 전체 지급량 위주로 정리되어 있

다. 금위영에는 지유삼 1,108벌이 있는데 청색 무명

으로 만든 것이 154벌, 지방군인인 향군에게 지급되

는 지유삼 350벌을 포함하였으며, 어영청에는 1,061

벌의 지유삼 중 청색 무명으로 만든 유삼 82벌, 향군

이 착용하는 유삼 400벌을 포함한 수량이다. 총융청

에는 지유삼 247벌이 지급되었다.

이상의 기록으로부터 유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유삼은 종이로 만

든 유삼[紙油衫]과 무명으로 만든 유삼[木綿油衫, 木

油衫]의 2가지 종류가 존재했다. 금위영과 어영청의

기록에서 청목면으로 만든 유삼을 포함한 것으로 보

아 두 군영 모두 청색 무명으로 만든 목유삼과 종이

로 만든 지유삼이 공존했다. 다만 지유삼의 수량이

목유삼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기록에는 지유삼

으로 통칭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목유삼이 지유삼보다 고급이었다. 왕을 직접

호위하던 친위군영인 용호영과 훈련도감에서는 목유

삼의 기록이 두드러지고 금위영․어영청․총융청에

서는 지유삼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용호영 내에서도

궁궐을 수비하고 왕을 호위하던 금군은 목유삼, 왕의

행차시 수레 뒤를 따라가면서 호위하는 가후군이나

각 대장․장관의 수하인 표하군은 지유삼을 착용하

였다, 즉 왕의 측근에 있거나 무관직(武官職)을 가진

파총․초관 등은 목유삼을 착용하였다.

셋째, 목유삼은 청색 무명으로 제작되었다. 모든

군사용 목유삼이 청색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금위영과 어영청의 유삼 중 일부는 청색 무명으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리고 제작방법에서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무위영의 청유삼과 청목유삼,

훈국총요의 청목유삼 등의 사례들로부터 군사용 유

삼과 우구는 대부분 청색으로 염색하였다.

2) 유삼의 착용 일습

유삼과 함께 착용한 관모로는 유전건(油戰巾)을

들 수 있다. 무위영의 대기수색(大旗手色) 비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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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무명에 기름을 입힌 목유전건(木油戰巾) 42정

(頂)이 있고42), 순시색의 비품 목록에도 유전건 74정

이 포함되어 있다.43) 큰 깃발을 든 대기수가 착용한

복식은 검정색 무명 겹 협수(挾袖) 47벌, 청색 무명

겹 괘자(掛子) 47벌, 남색 명주 전대(戰帶) 47개, 견

릉전건(絹綾戰巾) 42정, 목유전건 42정이다. 이러한

목록으로부터 대기수 40여 명이 협수 위에 괘자를

입고 전대를 묶어 맨 후, 평상시에는 비단으로 만든

전건을 쓰다가 비가 오면 무명에 기름을 발라 만든

목유전건으로 바꿔 쓰는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전건은 모단(冐緞)으로 만든 군사용 모자로서 원

래 훈련도감 군사 전용 관모로 시작되었으며 다른

군영에서는 전건 대신 전립(戰笠)을 쓰도록 되어 있

었으나 실제로는 순조 초 훈련도감에 지급된 모단전

건 57정 뿐 아니라 금위영의 모단전건 75정, 어영청

의 모단전건 47정, 총융청의 모단전건 10립 등이 지

급된 사실을 보아 오군영에서 전부 사용하였다.44)

그러나 유삼을 착용할 때 항상 유전건을 착용한

것은 아니어서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유전건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모자와 함께 쓴 예도 있다. 왕실

군악대의 취고수인 겸내취(兼內吹)는 황색 철릭[黃天

翼] 12건, 초립(草笠) 12립, 유삼 12건을 갖추었다.45)

이는 초립을 쓰고 철릭을 입고 취타를 연주하다가 비

가 오면 유삼을 덧입었음을 의미한다. 유전건 등 우

비용 모자가 함께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초립의 재료

가 우구인 도롱이[簑衣]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별

도의 우비용 모자 없이 그대로 썼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전립 위에 갈모를 쓰기도 하였다.

관청에 들어가 차례대로 숙직하는[入番] 순뢰수의

처소 비품에는 유삼 20부와 휘항(揮項) 20건이 들어

있고, 입번하는 파수군(把守軍)의 처소에는 휘항 30

부가 갖추어졌다.46) 이는 숙직을 하는 군사들의 방한

용 복식으로, 유삼이 비만 막는 것이 아니라 눈과 바

람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군사용 유삼의 관리체계
1) 훈련도감 및 용호영의 관리 사례

오늘날 군대에 입대하면 전투복․전투화․운동

화․내의․세면도구 등 기본품목이 지급되고,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소모성 피복 및 위생구가 정기적으

로 보급된다. 조선시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만기요람과 각 군영관련 고문서에 훈련도감․용호

영․금위영․총융청 군사에게 지급된 유삼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장용영대절목에서는 장용영의 군사들
에게 유삼비용 지급과 기름을 다시 바르는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만기요람을 먼저 살펴보면, 훈련도감의 마군과

보군에게는 1인당 각 1벌의 유삼을 지급하였고, 연한

은 모두 7년이었다. 다른 군기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환도․편곤․화살 등의 무기는 연한이 없었고 활의

연한은 8년이었으며, 갑주는 새로 제작한 신품인 경

우 10년, 사용하던 중고품은 7년의 기한이었다.47) 군

기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연한을 구분하여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훈국총요 역시
비슷한 내용이지만 마병관(馬兵官)․보군관(步軍

官)․별무사(別武士)의 유삼 기한은 7년이라 적혀

있어서48) 마군과 보군 전체가 아니라 장관(將官) 이

상으로 지급 대상이 제한되었거나 신분에 따라 지급

연한이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별무사는 훈

련도감․금위영․어영청 군사 중에서 활쏘기와 말타

기에 능한 자를 선발하여 승급한 군사로서 일반 군

졸과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

훈국(訓局)이라고도 불리우는 훈련도감은 조선 후

기 오군영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었으며 수도의

수비를 담당하였고 최대 병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

서 다른 군영들에서 훈련도감의 방식을 기준삼는 경

우가 자주 있었다. 용호영의 유삼 지급과 관리규정을

확인해 보면, 금군(禁軍)은 갑주․환도․교자궁․편

곤․유삼을 연한에 따라 관청에서 만들어서 지급하

였고 군병(軍兵)은 조총․환도․유삼으로 지급품목

을 달리 하였다.49) 이때 용호영의 지급 연한은 훈련

도감에 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지정된 연한 내에 파손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적

지 않았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상에 관련된

규정도 정해놓았다. 유삼을 비롯한 군기를 연한 이내

에 파손하는 군사는 곤장으로 처벌하였고, 분실하는

군사는 곤장을 치고 배상도 하게 하였다. 다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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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 가유

신분 비용 연한 신분 비용 연한

- - - 장관․장교 4전 2년에 1번

순령수․뇌자 2냥 2전 3년에 1번 순령수․뇌자 (3전 5푼) 3년에 1번

취고수․세악수․대기수․당보수

․등롱군․장막군․아병․향색배

기수․초군

(2냥 2전) 4년에 1번

취고수․세악수․대기수․당보수

․등롱군․장막군․아병․향색배

기수․초군

(3전 5푼) 4년에 1번

별장표하․사취수․선기장표하․

공장아병
2냥 2전

5년에 1번

선기대 4전

5년에 2번

선기대 2냥 7전
별장표하․사취수․선기장표하․

공장아병
3전 5푼

장관․장교

(초관․지구관․교련관․장용위․

별무사)

2냥 7전 7년에 1번 - - -

( ) 안은 추정치임.

<표 5> 장용영의 유삼 지급과 가유(加油)의 비용 및 연한

에서 마군과 보군에게 지급한 군기가 공무로 인해

파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환해 주었고, 화재가 발생

하여 타버린 것은 배상시키지 않았다. 현재의 의가사

제대나 의병제대처럼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군복무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기를 전부 회수하여 새로

들어오는 군사[新入軍]에게 넘겨주었다.50)

2) 장용영의 관리 사례

장용영의 군기 및 유삼 지급 규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군관(馬軍官)․보군관(步軍官)․화병(火兵)

․각색표하군(各色標下軍)에게 유삼이 지급되었고, 장

용위관(壯勇衛官)이 지급받은 갑주․활․화살․조총

․화약․편곤․주락․유삼․패영은 장관의 예에 따

라 시행하되 새로 만든 갑주의 기한은 10년, 쓰던 것

은 7년으로 기한이 차기 전에 파손되면 벌을 받고

변상하도록 하였다.51) 갑주의 기한과 관리 규정이 만
기요람 훈련도감이나 용호영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다른 군기나 유삼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판단된다.

군대에서 지급, 보급된 물품은 주기적으로 군장

(軍裝) 검열(檢閱)을 실시하게 되는데, 조선시대 또

한 마찬가지였다. 장용영의 경우 연 2회, 2월과 8월

에 해당 장령과 차지관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유삼

을 점검하였으며, 지정된 연한이 되기 전에 파손되거

나 분실하면 벌을 받았다.52)

소속과 신분에 따라 유삼값[油衫價錢] 2냥 2전에

서 2냥 7전이 지급되는데 각각 연한이 달랐고, ‘가유

(加油)’라 하여 몇 년에 한 차례씩 기름을 다시 바르

는 비용도 1벌 당 3전 5푼에서 4전까지 신분에 따라

달랐으며 기름 덧칠하는 연한에도 차등을 두었다.

<표 5>에서는 장용영에서 군사들에게 지급한 유삼가

전과 연한, 가유비용과 연한을 정리하였다.53)

유삼은 신분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았고 연한은 길

었다. 유삼의 가격은 두 종류가 있어서 장관․장교․

선기대는 2냥 7전짜리 유삼을, 나머지는 2냥 2전짜리

유삼을 받았다. <표 5>에서와 같이 취고수․세악수

등의 유삼 가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맥락상 2냥

2전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지급 연한을 살펴보면 행차

호위․형벌 시행․순찰 등의 역할을 담당한 군졸인

순령수와 뇌자는 유삼의 지급 연한이 짧아서 자주

지급되었다. 비록 신분은 낮지만 실외에서 일하는 경

우가 워낙 많아서 연한이 짧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신분이 가장 높은 장관과 장교는 주로 실내

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연한이 길었다.

기름을 덧바르는 가유는 지급과는 조금 다른 경향

을 보인다. 신분이 높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 연한

도 짧았다. 가유 비용도 두 종류가 있어서 장관․장

교․선기대는 4전이 들었고 나머지는 3전 5푼이 들

었다. 연한은 최고위층인 장관과 장교는 2년에 1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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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름을 자주 덧발라서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고 선기대와 표하군 등은 2년 반에 1번씩 기름을

덧발랐다. 순령수와 뇌자는 신분이 낮았지만 워낙 실

외 근무가 많아서 3년에 1번 가유했다. 연한이 같아

도 선기대(善騎隊)는 말을 타는 마군이었으므로 군

사의 위용을 높이고자 고급 유삼을 입고 가유비용도

많이 들었다.

Ⅴ.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군사들이 우비용 의류로

착용한 유삼을 대상으로 고서와 고문서의 문헌자료

를 심도있게 살펴봄으로써 명칭․종류․제작 등 복

식 자체에 대한 연구는 물론 지급․보관․관리 등

생활문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유삼은 ‘油衫’이나 ‘油衣’로 기록되었다.

문헌․실물․회화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 치마형태

로 어깨에 둘러 목 앞에서 끈을 묶는 구조가 일반적

이었으나 길이에 차이가 있었고, 짧은 소매에 옆트임

이 있는 형태도 발견되었다. 한편 유삼의 대체품인

사의(簑衣)는 짚이나 띠풀로 만든 도롱이로서 누

역․발석․사마치 등으로 불리웠다. 전체적인 형태와

착용방식은 치마형태의 유삼과 비슷하지만 무겁고

부피가 커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융복 위에 사의 대

신 유삼을 입는 경향이 생겼다.

실록과 일성록 등 관찬사료와 훈련도감․금위

영․장용영․무위영의 군영 관련 고문서를 분석한 결

과, 군사용 유삼은 무명유삼[木油衫]과 종이유삼[紙

油衫]의 두 가지가 공존하였다. 무명유삼은 무명으로

옷을 만들고 들기름인 법유를 바르고 덧발라서 만들

었고, 종이유삼은 낙폭지나 정초지로 옷을 만들고 가

장자리를 무명으로 두른 후 법유를 발라서 방수처리

를 하였다. 군영에서는 비옷인 유삼 뿐 아니라 화약

무기와 군막을 눈과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우구(雨具)를 제작했는데 용도나 재료에 상관없이 청

색으로 염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유삼과 군사용

유삼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의복용 재료에서 일반적

으로 주(紬)나 삼승(三升)을 사용한데 비해 군사용은

무명이나 종이를 주로 사용하였다. 둘째, 방수용 재료

에서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기름에 계란․태포즙 등

을 혼합한 반면 군사용은 법유에 결어 만들었다. 셋

째, 대부분의 유삼이 황토색이고 사신용 유삼이 적색

인 경우가 있었는데 군사용은 청색이 많았다. 넷째,

민간에서는 개인이 유삼을 제작하고 칙사용은 별공작

에서, 군사용은 각 군영에서 제작하였다.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영과 용호영, 장용영 등

각 군영에서는 군사들에게 수백 벌에서 수천 벌에

이르는 유삼을 지급하였다. 군영과 병종별로 목유삼

과 지유삼의 지급비율은 달랐으나, 목유삼이 지유삼

보다 고급이어서 왕을 호위하거나 무관직을 가진 경

우 목유삼을 착용하였다. 군사들이 우의(雨衣)로 유

삼을 착용할 때 우모(雨帽)로는 유전건(油戰巾)을

쓴 기록이 많았고 이외에도 초립이나 갈모를 쓰기도

했다. 방한용으로 유삼을 착용한 경우에는 휘항을 함

께 갖추기도 하였다. 유삼의 관리체계를 고찰한 결과,

동일 복식이라도 신분에 따라 지급빈도가 다르고 관

리기준이 달라졌다. 신분과 역할별로 유삼의 지급 연

한을 정해놓고 매년 2월과 8월에 점검하여 연한이

되기 전에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해당 군사를 처

벌하고 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단 공무로 인한 파손,

화재로 인한 소실은 배상 대신 즉시 교환이나 지급

을 해주었고 사고나 질병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하면

새로 들어오는 군사에게 넘겨주었다. 유삼은 신분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되 연한이 길었고, 기름을 다시

바르는 가유(加油)는 신분이 높을수록 비용이 높고

연한도 짧았다. 신분과 역할,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군사의 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세한 규정

을 마련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유삼을 중심으로 명칭과 형태,

종류별 재료와 제작법, 착용방식, 지급방식과 연한,

관리와 점검방식 등 군사의 의생활을 밝혀내었다. 연

구의 제한점으로는 군사용 유삼의 유물 및 회화, 사

진자료의 부족으로 문헌기록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

며, 문헌에서는 청색 유삼이 많았는데 회화에서는 황

토색인 차이에 대해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후속연구로는 군사용 유삼과 일반 유삼의 형태

및 구조적 차이, 가격의 차이 등을 살펴보고 군사용

유삼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러한 연



服飾 第64卷 7號

- 154 -

구의 축적을 통해 군사복식과 의생활문화를 살펴보

고 나아가 조선시대 군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壯勇營 編 (순조년간), 壯勇廳所在軍物器械成冊, 軍裝.

2) 박춘순 (2004), 중국 고대 雨衣에 대한 史的 고찰, 한
국생활과학회지, 13(4), pp. 617-623.

3) 박선희 (2011), 18세기 이후 통신사 복식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은정 (2013), 조선시대 유삼(油衫)의 용례와 형태 재

현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16(1), pp. 39-50.

5) 박가영, 이은주 (2004), 정조시대의 군사복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한복문화, 7(3), pp. 129-143; 염정
하 (2016), 조선 후기 五軍營의 軍事服飾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김은정 (2006),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복식명

칭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21.

7) 자료검색일 2014. 6. 29, http://db.itkc.or.kr/index.jsp?b

izName=MI&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

zName=MI&jwId=G02&moId=061&daId=060&gaL

id=063&gaId=&yoId=&ilId=&leId=&NodeId=mi

_k-G001&setid=4887880&Pos=0&TotalCount=2&vi

pyunid=undefined; http://db.itkc.or.kr/index.jsp?bizN

ame=MI&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

ame=MI&jwId=G07&moId=020&daId=210&gaLid

=215&gaId=&yoId=&ilId=&leId=&NodeId=mi_k

-G001&setid=4887880&Pos=1&TotalCount=2&vipy

unid=undefined 국역 일성록, 정조 2년 윤6월 갑자;

국역 일성록, 정조 7년 2월 임오.

8) 자료검색일 2014. 7. 5, http://db.itkc.or.kr/index.jsp?bi

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

izName=MM&seojiId=kc_mm_a577&gunchaId=av

061&muncheId=01&finId=033&NodeId=&setid=488

7364&Pos=4&TotalCount=10&searchUrl=ok 청장관
전서, 제61권 앙엽기(盎葉記)8, 笠弊.

9) 온양민속박물관 편 (2005), 우리 민속 오백년의 모습 :
온양민속박물관 도록, p. 102.

10) 자료검색일 2014. 6. 26, http://www.museum.go.kr/si

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114

&menuid=001005002&boardid=17017

11) 김장춘 편 (2008), (세밀한 일러스트와 희귀 사진으로
본) 근대 조선, 파주 : 살림, p. 32.

12) 국립국악원 편 (2004),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Ⅱ, 서
울: 민속원, p. 14.

13) 염정하 (2016), op. cit., p. 139.

14) 박춘순 (2004), op. cit., p. 617.

15) “도롱이벌레”, 자료검색일 2014. 6. 26, https://mirror.

enha.kr/wiki/%EB%8F%84%EB%A1%B1%EC%9

D%B4%EB%B2%8C%EB%A0%88

16) 김은정 (2006), op. cit., p. 86.

17) “사마치”, 자료검색일 2014. 6. 26, http://www.dic-co

stumekorea.org/search/?q=%EC%82%AC%EB%A

7%88%EC%B9%98&r=

18) 자료검색일 2014. 6. 29, http://db.itkc.or.kr/index.jsp?

bizName=MS&url=/itkcdb/text/nodeViewIframe.js

p?bizName=MS&jwId=A17&moId=110&daId=240

&gaLid=378&gaId=&yoId=&ilId=&leId=&NodeI

d=ms_k-A001&setid=4887592&Pos=1&TotalCoun

t=3&vipyunid=undefined 국역 승정원일기, 인조 17

년 11월 정축.

19) 자료검색일 2014. 6. 29, http://db.itkc.or.kr/index.jsp?

bizName=MI&url=/itkcdb/text/nodeViewIframe.js

p?bizName=MI&jwId=G08&moId=030&daId=250

&gaLid=328&gaId=&yoId=&ilId=&leId=&NodeI

d=mi_k-G001&setid=4887594&Pos=0&TotalCount

=4&vipyunid=undefined 국역 일성록, 정조 8년 3월

경술. “이 일뿐만이 아니라 법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매우 많은데 ... 융복(戎服)을 한 자는 유삼(油衫)을

입을 수 없고 반드시 사의(簑衣)를 입는 것이 법인데,

지금 사의를 입은 자를 보지 못했다.”

20) 訓鍊都監 編 (1765-1775), 訓局事例撮要, 下卷 目錄.

“油衫所入落幅紙請得備局”

21) Ibid., 己酉 8月 29日.

22) 經國大典, 卷6 工典 外工匠.

23) 壯勇營 編 (순조년간), 壯勇營故事, 軍器新備秩.

24) Ibid., 軍器新備秩.

25) 자료검색일 2014. 6. 29, http://db.itkc.or.kr/index.jsp?

bizName=MI&url=/itkcdb/text/nodeViewIframe.js

p?bizName=MI&jwId=G12&moId=010&daId=220

&gaLid=154&gaId=&yoId=&ilId=&leId=&NodeI

d=mi_k-G001&setid=4887734&Pos=2&TotalCount

=8&vipyunid=undefined 국역 일성록, 정조 12년 1

월 을유.

26) 禁衛營 編 (1874), 禁衛營事例草, 式例.

27) 世宗實錄, 地理志 京畿와 忠淸道. 소자유(蘇子油)의 속

명을 법유(法油)라고 하였는데, 소자는 차조기 씨로서

들깨이므로 소자유는 들깨기름이고, 따라서 법유는 들

기름의 속명이다.

28) 禁衛營 編 (1874), op. cit., 式例.

29) 訓鍊都監 編 (1765-1775), op. cit., 己酉 8月 29日.

30) 世宗實錄, 卷24 世宗 6年 5月 己亥.

31) 中宗實錄, 卷43 中宗 17年 1月 壬戌; 明宗實錄, 卷6
明宗 2年 8月 辛巳; 宣祖實錄, 卷134 宣祖 34年 2月

癸巳; 宣祖實錄, 卷160 宣祖 36年 3月 丁卯; 宣祖實
錄, 卷192 宣祖 38年 10月 乙巳; 光海君日記, 卷116
光海君 9年 6月 乙卯; 光海君日記, 卷121 光海君 9年

11月 壬申;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9月 壬申; 仁祖
實錄 卷19, 仁祖 6年 9月 甲戌; 英祖實錄 卷47, 英祖

14年 2月 己亥.

32) 자료검색일 2014. 6. 29, http://db.itkc.or.kr/index.jsp?

bizName=MI&url=/itkcdb/text/nodeViewIframe.js

p?bizName=MI&jwId=G02&moId=061&daId=060

&gaLid=063&gaId=&yoId=&ilId=&leId=&NodeI

d=mi_k-G001&setid=4887880&Pos=0&TotalCount



조선시대 군사 유삼(油衫)의 종류와 운용 체계

- 155 -

=2&vipyunid=undefined; http://db.itkc.or.kr/index.

jsp?bizName=MI&url=/itkcdb/text/nodeViewIfram

e.jsp?bizName=MI&jwId=G07&moId=020&daId=2

10&gaLid=215&gaId=&yoId=&ilId=&leId=&Nod

eId=mi_k-G001&setid=4887880&Pos=1&TotalCou

nt=2&vipyunid=undefined 국역 일성록, 정조 2년

윤6월 갑자; 국역 일성록, 정조 7년 2월 임오.

33) 宣祖實錄, 卷201 宣祖 39年 7月 乙巳; 光海君日記, 卷
116 光海君 9年 6月 乙卯; 英祖實錄, 卷47 英祖 14年

2月 己亥.

34) 박선희 (2011), op. cit., pp. 185-186과 김은정 (2013),
op. cit., pp. 44-45를 참조하였다.

35) 자료검색일 2014. 6. 29, http://db.itkc.or.kr/index.jsp?

bizName=MS&url=/itkcdb/text/nodeViewIframe.js

p?bizName=MS&jwId=A07&moId=020&daId=25

0&gaLid=447&gaId=&yoId=&ilId=&leId=&Nod

eId=ms_k-A001&setid=4887592&Pos=0&TotalCo

unt=3&vipyunid=undefined 국역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신해.

36) 자료검색일 2014. 6. 29, http://db.itkc.or.kr/index.jsp?

bizName=MS&url=/itkcdb/text/nodeViewIframe.js

p?bizName=MS&jwId=A17&moId=110&daId=240

&gaLid=378&gaId=&yoId=&ilId=&leId=&NodeI

d=ms_k-A001&setid=4887592&Pos=1&TotalCoun

t=3&vipyunid=undefined 국역 승정원일기, 인조 17

년 11월 정축.

37)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1a), 국역 만기요람 Ⅰ, 財用
編, p. 599.

38) Ibid., p. 401. 왕을 호위하는 별군직(別軍職)에게 신차
(新差)했을 때 유삼용 옷감으로 삼승(三升) 3필을 지

급하고, 식년(式年)마다 유삼용 옷감 삼승 3필을 지급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군사용 유삼에서도 삼승포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39)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1b), 국역 만기요람 Ⅱ, 軍政
編, pp. 193-360.

40) 조선시대 군영의 정원규정에 따른 군사의 총수. 군액

(軍額)과 비슷한 말로, 원역(員役)·무관(武官)을 제외

한 각색군(各色軍)의 총인원수를 말한다. 번차(番次)

에 따라 동원되어 상근하는 인원을 뜻하며 군액이나

군보 등 군적(軍籍)에 있는 모든 인원과는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41)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1b), op. cit., pp. 204-208.

42) 武衛營 編 (1875), 大旗手色重記, 大旗手色.

43) 武衛營 編 (1875), 巡視色重記, 巡視色.

44)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1b), op. cit., pp. 193-360.

45) 訓鍊都監 編 (1845-1895), 訓局總要, 移文粮餉色軍物
造成秩

46) 武衛營 編 (1875), 軍色重記, 軍色.

47)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1b), op. cit., p. 237.

48) 訓鍊都監 編 (1845-1895), op. cit., 雜式.

49)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1b), op. cit., p. 191.

50) Ibid., p. 191, p. 237.

51) 壯勇營 編 (1791-1802), 壯勇營大節目, 軍器.

52) Ibid., 雜式.

53) Ibid., 年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