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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the reproduction of Baekje's armor-lamellar made for the Hanseong Baekje Mus-

eum exhibitio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o categorize Baekje armor by type based

on ancient documents and the excavated relics. Second, to reproduce categorized armor that provide a vis-

ual work for use in diverse areas. Baekje armor can be examined through the ancient records and several

excavated relic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aekje armor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by material: 1) brass 2) iron 3) leather 4) bone. The can also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by fini-

shing a) Hyeongnyubongnyun type (the leather skin interweaves with the lamellar armor method) b) Hyeok-

pobongnyun type (the method which wraps around the edges of leather skin) c) leather cloth added to clothe

type. Second, we reproduced metal armor, iron armor and leather armor using brass, iron and leather (but

not bone). Each type of armor were made life-size for exhibition purposes. We used Hyeongnyubongnyun

method, Hyeokpobongnyung method and leather cloth; in addition, reproductions were made based on the

Yangdang method that connected the front and the back from both sides of the shoulders so it can be open

and close at the sid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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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갑옷이란 전쟁 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

기 위한 방어용(防禦用) 전투 옷으로 갑(甲)은 화살이나

창검 등을 막기 위해 쇠나 가죽 등을 이어 붙여 만든 갑

옷을 의미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古代) 한국은

삼국시대를 이루며 건국 초기부터 주변국들과 수많은

전쟁을 통해 공격과 방어를 위한 다양한 갑옷을 발전시

켜왔다. 함경북도 무산 범의구석 유적, 요녕 금서현 오금

당 유적, 평양 정백동 유적 등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지에서 갑옷이나 투구 재료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

되는 파편조각이나 무기 등이 출토되고 있으며, 그 재료

는 동물의 뼈부터 시작하여 가죽, 청동, 철 등으로 다양

하다.

B.C. 1C 고조선 멸망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로 분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전승되어 온 고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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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옷은 우수한 품질과 제작 기술력으로 중국과 일본 등

여러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 ·신라 ·가야의

갑옷은 출토 유물 및 시각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여 그 형

태 및 제작 과정을 유추할 수 있으나 백제 갑옷은 실물

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유물과 사료가 현저히 부족하다.

현재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된 갑주는 450여 건을 상

회하는 가운데 백제 갑주는 26건으로 전체의 6%를 차지

할 정도로 고고학 자료가 빈약하나(Lee, 2011) 백제 역

시 다른 고대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우수한 갑옷

생산 기술을 이어받았을 것이며 영토와 활동무대를 넓

히는 데에 갑옷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구려 갑옷은 고서(古書) 기록과 고구려 고분벽화 속

무인(武人)들의 갑옷 묘사를 통해 그 구성과 형태에 대

한 추측이 가능하고, 신라 ·가야 역시 해당 지역에서 출

토된 갑옷들을 통해 성분 재료나 제작 방법에 관한 연구

가 가능하다. 그러나 백제 갑옷은 단편적 고서 기록과 소

량의 출토 유물만을 통해 그 형태나 제작 방법을 추측하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때문에 국내 많은 학자와 박물

관 등지에서 고대 갑옷을 재현하였으나 주로 고구려 ·신

라 ·가야 시기에 국한되었고, 백제 갑옷은 유물 및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고증 재현 작품의 수가 많지 않다.

백제 시대 갑옷에 대한 고서 기록으로는『삼국사기(三

國史記)』,『신당서(新唐書)』의 명광개(明光鎧), 철갑(鐵

甲), 금갑(金甲), 금휴개(金髹鎧), 현금문개(玄金文鎧) 등

이 있다. 백제 갑옷 관련 유물로는 몽촌토성 출토 뼈 갑

편(3C), 청주 봉명동 출토 철 갑편(4C), 부여 부소산성 출

토 비늘 갑편(6~7C) 등이 출토되었으며 2011년에는 백

제의 웅진 시기 수도였던 공주 공산성에서 국내에서 가

장 오래된 옻칠 갑옷(7C) 및 마구(馬具)가 출토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사료와 유물의 부족으로 특정 유물(고

흥군 길두리 갑옷)의 재현품에 집중되어있던 백제 갑옷

재현 제작을 위한 연구로 한성백제박물관 개관특별전

《백제의 맵시》전시를 목적으로 한성백제박물관과의 협

업으로 제작된 결과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고서

기록 및 출토 유물을 통해 백제 갑옷을 유형별로 분류

하고 둘째, 유형별로 분류된 갑옷을 전시를 위한 실물로

제작 ·재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시각

적인 결과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백제 갑옷 전시를 위한 제작 ·재현을 목적

으로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로 고서 기록, 역사서, 고고학 관련서, 출토

유물 보고서, 고대 복식 관련서, 백제 갑옷에 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복식 전문가 외에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성백제박물

관과의 협업으로 백제 갑옷을 재현하였다.

문헌 연구 외에 백제 갑옷의 형태와 재료, 제작 방법

을 유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출토 유물뿐 아니라, 고

대 삼국의 지리적 범위, 문화 교류 등을 참고하여 동시

대 한반도 고구려 고분벽화 및 신라, 가야 등지에서 출

토된 갑옷 관련 유물들을 참고하여 한성 시기(B.C. 18~

A.D. 475) 백제 찰갑(札甲)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전시

재현 작업을 진행하였다.

3. 백제 갑옷 연구 현황

지금까지 백제 지역에서는 안성 망이산성, 청주 신봉

동고분군,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등지에서 판갑(板甲)이

출토되기도 하였으나 백제 갑옷의 대부분 유물은 소찰

편(小札片)을 이용해 만든 찰갑의 형태이다. 찰갑편은 시

기적으로 한성기에서 사비기에 걸쳐 출토되었으나 주로

한성기에 출토되었으며, 찰편이 어느 부위에 사용되었

는지는 정확하지 않아 사용 부위를 판별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으나 주로 고분군보다는 취락에서 출토되어 한

성기 백제에서는 갑옷이 부장품보다는 실용품으로 사용

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eong, 2011).

고대 갑옷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 군복의 변천사 연구

(Kim, 1998), 고대 한국 갑주의 유형(Park, 1997), 한국 고

대 갑주의 문화콘텐츠적 활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Park,

2013), 고대 한국 갑옷의 원류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Park, 2007), 한국 고대의 갑옷과 투구(Gimhae National

Museum, 2002) 등이 있다. 백제 갑주에 관한 연구로 Shin

(as cited in Seong, 2011)은 백제 갑옷을 대부분 소찰로 보

고 중국 갑옷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Song

(as cited in Seong, 2011)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갑옷이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것으로 보았으나 백제만의

독자적 기술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Lee(2011)는 백제

갑주의 형성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에서 백제 갑옷의 전

형적인 형태를 찰갑으로 분류하여 백제 찰갑의 구조적

특징을 제시하였으며 제작 기술의 원형을 고구려적인

전통에서 유래하여 자체적으로 발전을 거친 것으로 보

았다. Seong(2011)은 백제 갑주 복원 연구를 위한 시고

에서 한성기 백제 갑옷 제작 기술이 북방계에 연결될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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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토된 백제 철제(鐵製) 갑주의 복원 제작에 관한 연

구(Lee & Chung, 2016), 백제와 고구려, 신라와의 관계

성을 토대한 고구려 갑주의 고증 제작(Park, 2001), 대가

야의 기병 찰갑(Cho et al., 2007)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

하였다.

II. 문헌으로 기록된

고대 한국 갑옷과 백제 갑옷

백제는『삼국사기』를 비롯하여『삼국지(三國志)』,『주

서(周書)』,『위서(魏書)』,『북사(北史)』,『남사(南史)』,『수

서(隋書)』,『양서(梁書)』에 “언어와 음식, 복장이 고구려

와 같다(其衣服飮食與高麗同)”고 하였고, 신라 또한 “풍

속과 형정, 의복이 고구려 ·백제와 같다(風俗刑政衣服略

與高麗百濟同)”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 ·백

제 ·신라의 의복이 서로 유사했음을 알 수 있고, 백제 갑

옷 양식 역시 고구려의 갑옷 양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Kim, 1998). 전기가야(변한(弁韓)) 또한 진한(辰韓)과 섞

여 살며 언어, 법속, 의식주가 같다는 기록(『三國志』“弁

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

似, 祠祭鬼神有異....”)과 진한이 마한(馬韓)의 풍속을 따

랐다는 기록(『三國志』“辰韓常用馬韓人作主...其風俗可

類馬韓, 兵器亦與之同”)을 통해 마한(백제의 전신)과 진

한(신라의 전신), 변한(가야의 전신)이 같은 문화 기반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백제와 가야의

갑옷 또한 유사성을 지녔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백제 갑옷 재현 연구를 위해 본 장에서는 백제 및 동

일 시기 주변국인 고구려 ·신라 ·가야와의 관계성을 토

대하여 고서 기록을 중심으로 당시 한반도 갑옷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고서 기록을 통한 백제의 갑옷

고대 갑옷에 관한 문헌 기록은 그 구체적 형태나 구성

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을 통해

명칭이나 재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성호사설(星湖僿

說)』제4권 만물문(萬物門)의 기록(“鎧甲也周禮司甲註

古用革謂之甲今用金謂之鎧”)에 따르면 개(鎧)는 갑옷인

데,『주례(周禮)』사갑(司甲)의 주에, ‘예전에는 가죽으

로 만들어 갑이라 했고, 지금은 쇠로 만들어 개라고 한

다.’ 하여 갑옷의 용어에 있어 갑은 가죽으로 만든 갑옷

을, 개는 금속으로 만든 갑옷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백제 갑옷에 관한 고서 기록은,『삼국사기』백제본기

(百濟本記) 무왕조(武王條)에 가장 많이 보이는데 27년

조(年條)에 당나라에 예물로 명광개를 보내고(“二十七年

遣使入唐獻明光鎧因訟髙句麗梗道路不許來朝上國髙

祖遣散騎常侍朱子奢來詔諭我及髙句麗平其怨秋”), 38년

조에는 철갑옷[鐵甲]을(“冬十二月遣使入唐獻鐡甲雕斧太

宗優勞之賜錦袍并彩帛三千段”), 40년조에는 금갑옷[金

甲]을(“四十年冬十月又遣使於唐獻金甲雕斧”)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또『삼국사기』고구려본기(高句麗本記) 보

장왕(寶藏王) 4년조에, 백제의 금휴개를 고구려에 바쳤

는데 갑옷이 햇빛에 비치면 그 광채 때문에 당나라 군사

들이 눈이 부셔했다는 기록(“...百濟上金髤鎧丈以玄金為

文鎧士被以從帝與勣㑹甲光炫日南風急帝遣銳卒登衝竿

之未爇...”)이 있다.

명광개는 일반적으로 금속 재질의 갑옷에 황금빛의 칠

[黃漆]을 하여 반짝반짝 빛나보이게 한 갑옷을 말하고,

금휴개는 금색의 옻칠을 한 갑옷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

여 백제의 명광개와 금갑은 동이나 철(鐵)로 만든 갑옷

에 황동을 씌운 갑옷을 의미하고, 금휴개는 황칠수(黃漆

樹)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금빛의 수액을 칠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Park, 2002). 이 외에도 백제가 고구려에 현

금(玄金)으로 문개(文鎧)를 만들어 보냈다는 기록(『三國

史記』卷第二十一髙句麗本紀第九寶藏王 “丈以玄金為

文鎧”)을 통해 백제 갑옷에 문양을 넣은 철로 만든 갑옷

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 고서 기록을 통한 주변국 갑옷

고구려 갑옷에 관한 기록으로『양서(梁書)』동이열전

고구려전에 “철갑옷을 입고 전투를 익혔다(國人...有鎧

甲習戰鬪)”는 기록으로 미루어 고구려 군사들 역시 백제

와 마찬가지로 철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갑옷을 만들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당나

라 군사가 고구려에게서 1만 개의 명광개를 전리품으로

거두었다(...獲馬五萬匹牛五萬頭明光鎧萬領...)”는 기록을

통해 고구려 역시 명광개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고구려는 백제를 통해 금휴개와 문

개를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를 비롯하여『삼국지』,『위서』,『북사』,『남

사』,『수서』,『양서』등에 “(백제의) 언어와 음식, 복장이

고구려와 같다(其衣服飮食與高麗同)”는 고서 기록(『周

書』卷49 列傳異域上百濟傳,『魏書』卷100 百濟傳,『北

史』卷94 列傳百濟傳,『梁書』卷54 列傳百濟傳,『南史』

卷79 百濟傳)으로 미루어, 갑옷에 있어서도 백제와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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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유사한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

다.

신라의 갑옷은 풍부한 출토 유물에 비해 문헌 기록에

는 뚜렷한 명칭이나 재료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삼

국사기』잡지(雜志)에 신라의 계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

는 거기(車騎) 장식의 재료를 분류한 기록에서 금(金), 은

(銀), 유석(鍮石), 철, 동(銅), 납(鑞) 등 금속 재료의 명칭

이 있는 것으로 보아(“眞骨...金銀鍮石...白蠟...鐵銅...”) 신

라 갑옷이나 무기류에서 이러한 재료들이 사용되지 않

았을까 유추할 수 있다.『수서』,『북사』,『남사』,『구당

서』에 “신라의 풍속, 형정, 의복이 대략 고구려 ·백제와

같다(風俗刑政衣服略與高麗百濟同)”는 기록으로 미루어

신라 역시 고구려, 백제와 유사한 복식 생활을 공유했음

을 알 수 있다.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삼국 성립 이전 마한, 변한,

진한의 삼한(三韓)은 마한이 백제로, 변한이 가야로, 진

한이 신라  각각 발전하였다.『삼국지』오환선비동이전

(烏丸鮮卑東夷傳)에 “진한이 마한의 풍속을 따랐다(辰韓

常用馬韓人作主...其風俗可類馬韓, 兵器亦與之同)”는 기

록, 그리고 “변진이 진한과 섞여 살며 언어, 법속, 의식주

가 같다(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는 기록을 통해 마한 ·진

한 ·변한의 복식 역시 같은 문화기반을 가졌음을 알 수

있고, 갑옷의 기술과 재료 또한 공유하였을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특히 가야의 갑옷에 관한 기록은 가야가 변한소국연

맹체(弁韓小國聯盟體) 곧 전기가야연맹체(加耶聯盟體)

였음에 근거하여『삼국지』의 변진(弁辰)전에 의존할 수

있는데, 철의 생산이 많았다는 기록(『三國志』卷30 烏丸

鮮卑東夷傳韓(弁辰)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을 통해

철로 만든 갑옷이 기본적으로 애용되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 또한 후에 가야와 백제가 일본 열도로 건너가 각

각 야요이[彌生]시대와 야마토[大和]시대를 전개했다는

주장(Hong, 2003)을 통해 마한(백제)-변한(가야)-왜국 간

의 긴밀한 문화교류를 생각할 수 있으며, 가야 지역에

서 출토된 갑옷은 마한-변한의 관계성으로 미루어 백제

갑옷을 연구하는데 중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상 고서 기록에 따라 백제를 비롯하여 고구려 ·신

라 ·가야는 풍속이나 의복에 유사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백제 갑옷 연구에 고구려 ·신라 ·가야의 갑옷을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고서 기록뿐 아니라 출토 유물, 고

분벽화 등을 통해 세 나라의 갑옷 형태나 재료의 유사성

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출토 유물에 나타난

고대 한국 갑옷과 백제 갑옷

백제 갑옷에 관한 자료는 고서에 갑옷에 대한 몇몇 명

칭이 보이지만 신라와 가야지역에 비해 출토 유물 수가

현저히 적어 문헌과 유물에 대한 비교가 쉽지 않다. 고

구려 갑옷은 고분벽화를 통해 그 형태와 구성의 분석이

가능하고, 신라와 가야는 다량의 출토 유물을 통해 성분

재료와 제작 방법의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보

다 확실한 백제 갑옷 분석을 위해 백제와 주변국 출토

갑옷을 토대로 살펴본다. 백제 갑옷 재현을 위해 본 장

에서는 동일 시기 주변국인 고구려 ·신라 ·가야와의 관

계성을 토대하여 고서 기록을 중심으로 당시 한반도 갑

옷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백제 갑옷은 유형별로 고서 기록과 출토 유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재료에 근거하여 황동, 철, 가죽, 뼈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제작 방식에 따라 판갑과 찰갑으로 구분된다.

백제 지역에서는 공주, 부여, 안성, 파주, 청주, 이천, 고

흥 등에서 갑주가 출토되었으며 청주 신봉동 고분군, 파

주 주월리, 고흥 길두리 안동 고분 등지에서 판갑이 출토

되었으나 그 수가 매우 적고 찰갑은 10여 곳 이상에서 출

토되어 그 수는 많으나 갑옷의 일부만 출토되어 백제 갑

옷의 기본 구조나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고대 갑옷 출토 유물은 옛 가야와 신라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 대부분 출토되고 있으며 백제 유물은 상대적

으로 적은 편이다. 한반도 지역 내에서 출토된 갑주 유

물의 현황과 통계를 Bokcheon Museum and Lee(2010)

의 표를 재인용한 <Table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구성과 재료에 따른 갑옷

고대 갑옷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Fig. 1>과 같이 그

림으로 그려보았다. 고대 전투용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冑], 상체에 걸치는 흉갑(胸甲), 양어깨를 보호하는

견갑(肩甲), 목을 보호하는 목가리개인 경갑(頸甲), 팔뚝

에 차는 비갑(臂甲), 허리부분의 요갑(腰甲), 허벅지와 정

강이를 보호하는 대퇴갑(大腿甲)과 경갑(脛甲)으로 이루

어져 있다.

Jang(2000)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출토된 갑옷은 재질

을 중심으로 가죽으로 만든 피갑, 금속으로 만든 철갑 혹

은 개갑(鎧甲), 나무로 만든 목갑(木甲), 뼈로 만든 골제

찰갑(骨製札甲), 그 외 금동제(金銅製) 갑옷, 은제(銀製)

갑옷 등으로 분류되며 금속제 이외의 유기질제 갑옷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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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는 극히 일부분이며 상태가 온전한 것이 없다. 고대 갑

옷을 재질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갑(皮甲)

피갑 유물은 공주 공산성과 평양 석암리에서 출토된

피갑편이 있다. 공주 공산성에서는 백제 의자왕 재위 당

시(A.D. 7C)의 것으로 추정되는 말에게 입혔던 마갑(馬

甲) 피갑편과 황칠갑옷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피갑편은

가죽을 잘라 엮기만 하면 그 견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시 보호의 목적으로 옻칠을 더하여 유연한 가죽을

단단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말이 입는 마갑에 옻칠

을 한 점으로 미루어 사람이 착용하였던 갑옷 역시 옻칠

을 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평양 석암리에서

출토된 피갑편은 B.C. 1세기 고조선 시대의 것이긴 하나,

공주 공산성 마갑과 마찬가지로 표면에 옻칠 흔적이 있

어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가죽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옻

칠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열된 찰편 위로 약 1cm

너비의 끈이 지나간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는 가죽 끈

으로 연결한 후에 전체 표면은 옻칠로 덮어서 생긴 자국

으로 추측되며 이를 통해 가죽 갑편끼리 엮을 때도 역시

가죽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철갑

철갑은 갑옷 유물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유물로, 고

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재료인 만큼 고구려 ·백제 ·

신라 ·가야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철갑

은 판(板)의 형태로 된 판갑(板甲)과 작은 소찰편들을 연

결하여 붙인 찰갑, 그 외의 투구, 경갑 등이 출토되고 있

다. 찰편의 형태는 주로 세로로 긴 장방형이며, 모양에

따라 직사각형, 사다리꼴, 윗부분이 둥근 사각형, 밑부

분이 둥근 사각형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백제 출토 유물을 살펴보면, 가평 대성리를

비롯한 원삼국 시대 유적과 백제 한성, 웅진, 사비기 유

적에서 주로 찰갑편이 출토되었다. 부여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철제 갑편은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

정되며, 찰편이 분해되어 있어 정확한 배열 방법을 추측

하기는 어려우나 크기 및 비율을 참고할 수 있다. 청주

봉명동에서 출토된 철제 찰갑편은 백제 중기인 4세기로

추정되며, 완벽하게 일정한 크기는 아니지만 크게 분류

하였을 때 약 4종류의 찰편들이 출토되어 다양한 크기

의 찰편과 구멍의 위치를 참고할 수 있다.

3) 골제 찰갑

백제 지역이었던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뼈 갑옷은 소

의 뼈로 추정되며 제작 시기는 백제 중 한성도읍기에 해

당하는 시기인 3세기로 추정된다(Kim, 2008). 그 형태는

세로로 긴 장방형의 뼈에 구멍을 뚫어 서로 엮은 형태로,

출토 당시 놓인 형태로 보아 서로 겹쳐지게 엮어 사용하

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제작 방식에 따른 갑옷

갑옷은 제작시 개폐 형태에 따라 동환식(胴丸式)과 양

Table 1. The excavation rate of regional armor

B.C. 4C Silla Gaya Baekje Goguryeo Total

Quantity 14 94 284 26 32 450

Rate 3% 21% 63% 6% 7% 100%

From Bokcheon Museum and Lee. (2010). p. 351.

Fig. 1. Items of ancient ar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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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식(裲襠式)으로 구분되며 갑편 크기와 형태, 제작 방법

에 따라 판갑과 찰갑으로 나뉜다(Kim, 1998). 동환식이

란 소찰(小札)로 앞판과 뒤판을 만들고 앞판 중앙에서

개폐하도록 된 기마용 갑옷이며 양당식 갑옷은 앞판과

뒤판을 양 어깨에서 연결하여 옆구리에서 개폐하도록

되어 있다(Cho et al., 2007). 판갑은 넓은 금속 철판을 체

구에 맞게 두드려 앞뒤를 못이나 끈으로 연결하여 만든

갑옷을 말하며 작은 철판 조각인 소찰편들을 끈으로 연

결하여 만든 갑옷을 찰갑이라 한다. 출토된 갑옷의 구성

으로 미루어 백제 갑옷의 전형적인 형태는 찰갑이다.

1) 판갑

판갑은 <Fig. 2>와 같이 몸의 형상을 딴 금속판 형태로

철판 모양과 철판을 엮는 방법에 따라 판갑은 여러 가지

로 구분된다. 철판 모양으로 세로로 긴 철판인 종장판(縱

長板), 삼각형의 철판인 삼각판(三角板), 가로로 긴 철판

인 횡장판(橫長板) 등이 있으며 연결 방법으로는 가죽으

로 엮기도 하고 못으로 고정하여 만들기도 하며 이와 같

이 모양과 연결 방법에 따라 종장판정결 판갑(縱長板釘

結 板甲), 종장판혁철 판갑(縱長板革綴 板甲), 방형판혁

철 판갑(方形板革綴 板甲), 장방판혁철 판갑(長方板革綴

板甲), 삼각판정결 판갑(三角板釘結 板甲), 삼각판혁철

판갑(三角板革綴 板甲), 횡장판정결 판갑(橫長板釘結 板

甲) 등으로 나뉜다. Kim(1998)은 판갑이 주로 신라나 가

야가 있던 영남 지역에서 출토되는데 두 국가가 고구려

와 달리 기마전을 주된 전술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판갑은 주로 보병(步兵)들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정

하였다. 백제 판갑 유물로는 청주 신봉동 출토 삼각판정

결 판갑과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판갑 등이 있다. <Fig. 3>

은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횡장판갑의 전개도

이며 <Fig. 4>는 재현된 갑주 결과물이다(Lee & Chung,

2016).

2) 찰갑

판갑과 더불어 전쟁 시 몸을 보호하는 주요 방호구인

찰갑은 작은 철판 조각인 소찰편들을 끈으로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물고기 비늘처럼 보여 ‘비늘 갑옷’이라고도

한다. 찰갑은 소찰편들을 대개 가로로 엮은 후 이를 다시

세로로 이어 붙여 제작한다. 평양 석암리(B.C. 1C), 공주

공산성(A.D. 7C) 출토 피갑편, 청주 봉명동(A.D. 4C), 부

여 부소산성(A.D. 6~7C) 출토 철갑편, 몽촌토성(A.D. 3C)

출토 골제 갑편이 모두 찰갑에 속한다. 그러나 백제 찰갑

Fig. 2. Laminar armor, Excavated from

the ancient tombs at Gildu-ri, Goheung,

Andong, Hanseong period.

From Lee and Chung. (2016). p. 237.

Fig. 3. Extended elevation of laminar armor

excavated from the ancient tombs at Gildu-ri,

Goheung, Andong.

From Lee and Chung. (2016). p. 238.

Fig. 4. Reproduction of armor, which was

excavated from the ancient tombs at Gilduri,

Goheung, Andong.

From Lee and Chung. (2016).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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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찰갑편으로 출토되어 완전한 형태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고서에 기록된 고구려와 백제 복식의 유

사성을 근거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형태를 유추하

고자 한다.

<Fig. 5>와 같이 고구려 벽화에서 찰갑의 형태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주로 말을 탄 기마병(騎馬兵)들이 착용하

고 있는데, 이는 전쟁 시 기마전을 전술로 사용한 고구

려 기마병에게 찰갑의 갑옷이 편리하였기 때문이다(Kim,

1998). 고구려 안악3호분 벽화<Fig. 6>를 보면 고구려 보

병 또한 기마병과 같은 찰갑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는

데, 앞서 판갑이 주로 보병들이 착용한 것과 달리 고구려

에서는 보병과 기마병 구분 없이 주로 찰갑을 착용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찰갑은 잘게 조각난 파편들이 상하로 연결되어 판갑

에 비해 움직임이 용이하고 갑옷 자체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시 판갑보다 빈번하게 착용되었을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백제 찰갑의 형태는 찰편의 구멍이나 가죽 끈의 흔적

등을 통한 연결 방식, 그리고 주변국 유물,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형태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벽화를

통해 제작 방법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 ·하의 구성

이나 소매 유무, 그리고 어느 계급의 인물이 착용하였는

지 등 실질적 외형을 유추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에 나타난 비늘 갑옷, 즉 찰갑은 기마병, 보병, 창수, 문지

기 등 다양한 인물들에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신라시대

경주 황오동 고분군에서 거의 완전한 형태로 철제 갑옷

<Fig. 7>이 마갑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이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비늘 갑옷을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보여

백제 찰갑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의 인물들은 안악3호분의 궁수를

제외하고 모두 투구를 착용하고 상 ·하의로 이루어진 갑

옷을 입고 있으며, 기마병은 말에도 마갑을 씌운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벽화 속 갑옷의 가장자리가 붉은 색 띠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복륜(覆輪)이라 하여, 금속

제의 갑옷이 인체와 직접 닿게 하지 않기 위해 가장자리

를 가죽으로 부드럽게 감싼 것을 뜻한다(Cho et al., 2007).

실제로 출토 유물에서 복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가

죽에 구멍을 뚫어 찰갑과 함께 엮는 혁뉴복륜(革紐覆輪)

과 이어붙인 찰갑의 가장자리를 감싸 두르는 혁포복륜

(革包覆輪)이 있다. 그러나 벽화만으로 복륜으로 단정 지
Fig. 5. Cavalry's armor, the mural painting

of the Goguryo Anak tomb No.3, 4C.

From Chae. (2017). p. 332.

Fig. 6. Foot soldiers's armor, The mural painting

of the Goguryo Anak tomb No.3, 4C.

From Chae. (2017). p. 332.

Fig. 7. Iron armor of Gyeongju Hwangdodong.

From Seo. (2009). http://month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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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으므로 찰갑 안쪽의 의복을 보호하기 위해 가죽

으로 받침옷을 한 겹 더 입은 후 그 받침옷의 아랫단 부

분이 겉으로 드러나게 착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IV. 백제 갑옷 전시를 위한 재현 제작

전술하였듯이 백제 갑옷은 찰갑이 대표적인 형태로 본

연구는 백제 갑옷 중 한성시대(B.C. 18년~A.D. 475년) 찰

갑으로 한정하여 한성백제박물관과의 협업 과정으로 제

작하였다. 백제 시기 출토된 찰갑 및 갑옷 관련 유물을 정

리하면 <Table 2>와 같다. 찰갑은 제작에 필요한 찰편을

결합하는 재료로 가죽 끈과 못이 사용되며 가죽 끈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혁철법(革綴法), 못으로 연결하는 방법

을 정결법(釘結法)이라 한다. 찰편을 가로로 연결하면 횡

결법(橫結法), 세로로 연결하면 수결법(垂結法)이라 하며

갑옷 착용 시 인체와 접촉되는 부분의 내면에 가죽을 한

겹 덧대거나 가장자리를 마무리하는 기술을 복륜이라

한다(Cho et al., 2007). 앞서 분류한 소재 중 뼈 갑옷은 재

료 특성상 제작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황동, 철, 가죽으로

된 갑옷만을 재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작하였다. 고구

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갑옷의 붉은색 가장자리 표현

방법에 따라 가죽에 구멍을 뚫어 찰갑과 함께 엮는 혁뉴

복륜형, 이어붙인 찰갑의 가장자리를 감싸 두르는 혁포

복륜형, 찰갑 안쪽의 의복을 보호하기 위하며 가죽으로

받침옷을 한 겹 더 입은 가죽 받침옷형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위의 세 가지 소재에 하나씩 적용시켰다.

찰갑옷의 개폐 형태에 있어서는 4세기 전 ·후반 복천

동 38호, 임당 IB-60호, 월성로 가-29호, 대성동 2호분 등

한반도에서 출토된 양당식 찰갑을 토대하였으며(Kim,

2011), 이와 함께 고구려 벽화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한

성백제박물관과의 협의 끝에 양당식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황동 소재에 혁뉴복륜형을 적용시킨 금갑,

철 소재에 가죽 받침옷형을 적용시킨 철갑, 가죽 소재에

혁포복륜형을 적용시킨 피갑을 양당식으로 제작하였다.

각각의 갑옷 제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금갑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의 금빛이 나는 갑옷인 금

갑 혹은 명광개, 금휴개를 표현하기 위해 황동 소재를 이

용한 갑옷을 제작하였다. Park(2002)은『삼국사기』에 기

록된 신라의 유석이 황동이라고 보고 금갑과 명광개는

유석으로 만들어진 갑옷, 금휴개는 황칠수를 칠한 갑옷

이라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황동을 사용하여 금갑을 제작하였다. 금갑은 청

주 봉명동 고분군 출토 찰편을 토대로 찰편을 제작하였

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백제 복식이 고구려 복식과 유사

하다는 기록을 토대하여 안악3호분 행렬도의 개마무사

를 참고하여 투구, 흉갑, 견갑, 경갑, 비갑, 요갑, 대퇴갑,

경갑으로 구성하여 신체 모두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하

였다. 또한 금속 재질의 찰갑에 의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

여 갑옷 안에 면 소재의 누빔 저고리와 바지를 제작하

였다.

찰편의 형태와 크기는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갑옷 유

물들 중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 형태가 확인 가능한 청주

봉명동 고분군 출토 찰편 중 가장 개수가 많고 평균적

인 크기에 해당하는 찰편들을 4그룹으로 분류하여 그

크기를 따랐다(Fig. 8)−(Fig. 9). 구멍의 위치가 불분명한

것은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뼈 갑옷 찰편을 참고하여 제

작하였다. 찰갑을 서로 겹치게 배열하여 가는 가죽 끈으

로 가로로 연결한 후(횡결법), 겉면에 폭 1cm의 긴 가죽

끈을 이용하여 세로로 연결(수결법)하였다(Fig. 10)−(Fig.

12). 찰편의 가장자리에는 3cm 너비의 가죽 끈을 두른

후 찰편의 구멍에 맞추어 끼워 엮는 혁뉴복륜법을 이용

하여, 고구려 고분벽화 속 개마무사의 갑옷 가장자리와

유사하게 표현하였다(Fig. 13)−(Fig. 14).

2. 철갑

백제뿐만 아니라 고대 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철갑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강철 소

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철갑의 형태는 청주 봉명동에서 출토된 찰편을 바탕

으로 <Fig. 15>의 고구려 삼실총에 그려진 문지기가 착

용한 갑옷을 참고하여 투구, 흉갑, 견갑, 경갑, 비갑, 요

갑, 대퇴갑, 경갑으로 구성하였으며, 고구려 안악3호분

개마무사와는 다르게 고구려 삼실총 문지기는 어깨에

견갑을 걸친 부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견갑은 제외하였

다. 특히 삼실총 문지기의 투구에 양 옆으로 나온 뿔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였다. 또, 앞서의 금갑이 고구려 고

분벽화 속 갑옷에 표현된 가장자리의 덧댄 부분을 재현

하기 위하여 혁뉴복륜법을 적용시킨 반면, 철갑은 가죽

받침옷을 착용하여 아랫단 부분이 삐져나온 것처럼 보

이도록 상의와 하의에 가죽으로 만든 받침옷을 제작 ·

착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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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rmor in Baekje's relics

Excavated relics
Findspot

Period Material
Contents

Excavated from the ancient tumbs in Gilduri,

Goheung, Andong-si

Hanseong

period
Iron

Laminar armor (Iron plate armor)

Excavated from the ancient tombs in Anseong

Hanseong

period
Iron

Laminar armor (Iron plate armor)

Mongchontoseong, Seoul

A.D. 3C Bone

Lamellar armor

The ancient tombs in Bongmyeong-dong,

Cheongju-si

A.D. 3-4C Iron

Lamellar armor

The ancient tombs in Sinbong-dong, Cheongju-si

A.D. 4-6C Iron

Lamellar armor

Busosanseong, Buyeo

A.D. 6-7C Iron

Lamellar armor

Gongsanseong, Gongju

A.D. 7C
Leather,

Iron

Lamellar armor, B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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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agram of reproducted brass armor's lamellar.

Fig. 10. Connection of scales 

(front).

Fig. 11. Connection of lamellars 

(back).

Fig. 12. Connection of breast 

armor's lamellar.

Fig. 8. Brass armor's lamellar, excavated in Bongmyung-dong, Cheongju-si.

From Chae. (2017). p.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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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편의 형태는 금갑과 동일하게 청주 봉명동에서 출

토된 찰편을 참고하여 <Fig. 16>과 같이 제작하였는데,

구멍의 위치는 금갑과는 다르게 중앙에 뚫린 구멍이 없

이 좌우가 대칭된 찰편을 참고하였으며 이러한 형태의

찰갑을 연결한 결과 금갑의 연결 방법과는 다르게 표현

됨을 알 수 있었다. 금갑의 찰편은 중앙의 구멍으로 인

하여 세로로 연결하는 수결법이 필수적이었으나, 철갑

의 찰편은 좌우대칭의 구멍만 있을 뿐 중앙의 구멍이 없

어 가로로 연결하는 횡결법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횡결법만 이용할 경우 찰편이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부

족할 수 있으므로, <Fig. 17>−<Fig. 18>과 같이 받침옷

으로 착용한 가죽 상 ·하의에 찰편을 부분적으로 연결

하여 무거운 찰편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남 미

사리 출토 한성기 백제 찰갑의 투공 형태로 볼 때 소찰

끼리 연결된 형태가 아닌 가죽이나 포 위에 연결하는 구

조로 분석한 연구(Seong, 2011) 등을 토대하여 가죽 받

침옷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철갑옷을 제

작하여 직접 착용하였을 때, 이러한 제작 방법은 인체의

활동에는 용이하나 받침옷에 여유분이 적으면 입고 벗

는데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외에 기타 투

구, 경갑, 비갑의 크기와 형태는 출토 유물을 참고하여

이를 <Fig. 19>와 같이 일러스트로 표현하였으며 제작

된 백제의 금갑 형태는 <Fig. 20>과 같다.

Fig. 15. Warrior, the mural painting

of the Goguryo Samsil tomb, 4-5C.

From Chae. (2017). p. 332.

Fig. 16. Diagram of reproducted iron armor's scale.

Fig. 13. Illustration of

reproduction of Baekje

gilt-bronze armor.

Fig. 14. Reproduction

of Baekje gilt-bronze

ar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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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갑

가죽은 고대 한국에서 갑옷뿐 아니라 복식에 자주 사

용되던 소재로, 평양 석암리 출토 가죽 찰편과 고구려

안악3호분 행렬도의 궁수의 모습<Fig. 21>을 통해 백제

피갑을 제작하였다. 가죽 소재는 돈피(豚皮)를 사용하였

으며, 평양 석암리에서 출토된 가죽 찰편과 마찬가지로,

전쟁 시 갑옷의 견고함을 위하여 옻칠을 2회 하였다.

갑옷에 옻칠을 사용하는 방법은 문헌이나 출토 유물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작 기법으로 옻칠을 2회 반

복했을 때 한 번만 했을 때보다 가죽 찰편이 훨씬 더 견

고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안악3호분 궁수는 완

전한 갑옷을 모두 착용하지 않고, 책(幘)이라고 불리는

관모에 저고리 ·바지를 착용하고 그 위에 찰편이 연결

된 흉갑만을 착용하였다.

가죽 찰편은 한성백제 시기와 겹치는 시기로 추정되

는 평양 석암리에서 출토된 옻칠 찰갑<Fig. 22>의 크

기와 형태를 따라 <Fig. 23>과 같이 표현하였으며, 연결

방법은 고증재현한 금갑과 동일하게 가죽 끈을 이용하

Fig. 19. Illustration of

reproduction of Baekje

iron armor.

Fig. 20. Reproduction

of Baekje

iron armor.

Fig. 17. Leather

underwear

of iron armor.

Fig. 18. Attached

armor on leather

underwear.

Fig. 22. Lacquered armor, excavated in

Seokamli, Pyeonyang.

From Chae. (2017). p. 331.

Fig. 21. Archer, the mural painting

of the Goguryo Anak tomb No.3, 4C.

From Chae. (2017). p. 332

Fig. 23. Diagram of reproducted leather armor's 

lame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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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횡결법과 수결법으로 하였다(Fig. 24)−(Fig. 25). 먼저

횡결법으로 찰편들을 가로로 엮은 후 수결법으로 상하

를 연결하였으며, 그 위에 옻칠을 하여 연결에 사용된 가

죽 끈들에도 옻칠이 되게끔 하였다(Fig. 26)−(Fig. 27).

이는 전술하였듯이 평양 석암리에서 출토된 찰편 위로

가죽 끈이 지나간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고대의

피갑에 옻칠을 할 경우 끈으로 먼저 연결한 후에 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갑이 혁뉴복

륜법을 이용한 반면, 피갑은 안악3호분의 궁수의 갑옷

가장자리에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가죽을

감싸 두르는 혁포복륜법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Fig. 28).

벽화 속 색상과 유사하게 제작하기 위해 붉은색 돈피를

사용하였으며, 이렇게 제작된 백제 피갑의 일러스트와

제작물은 <Fig. 29>−<Fig. 30>와 같다.

이상을 <Table 3>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성백제박물관 전시를 위해 제작된 백제

Fig. 24. Connection of breast armor's lamellar 

(horizontal line).

Fig. 25. Connection of breast armor's lamellar 

(vertical line).

Fig. 26. Lacquer process (I). Fig. 28. Ornamental border 

style with leather wrap.

Fig. 27. Lacquer process (II).

Fig. 29. Illustration of

reproduction of Baekje

leather armor.

Fig. 30. Reproduction

of Baekje

leather ar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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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옷-찰갑 재현에 관한 연구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고서 기록 및 출토 유물을 통해 백제 갑옷을 유형별로 분

류하고 둘째, 유형별로 분류된 갑옷을 실물로 제작 ·재

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시각적인 결

과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 갑옷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소재에 따라

① 황동 ② 철 ③ 가죽 ④ 뼈로 나눌 수 있고, 마무리 방

법에 따라 ⓐ 혁뉴복륜형 ⓑ 혁포복륜형 ⓒ 가죽 받침옷

형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유형별로 분류된 갑옷을 전

시용 실물작품으로 제작 ·재현하기 위하여 소재별로 분

류한 백제 갑옷 중 뼈 갑옷을 제외한 황동, 철, 가죽을 이

용하여 각각 금갑, 철갑, 피갑으로 제작하였으며, 각각

의 작품에 혁뉴복륜법, 혁포복륜법, 그리고 가죽 받침옷

을 이용하여 양당식으로 제작 ·재현하였다.

본 연구는 백제 갑옷에 대한 문헌 연구에만 그치지 않

고 갑옷 전시를 위해 재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백제 찰

갑을 실물로 제작하여 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시각

적인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재현한 갑옷은 전시용으로 제작된 갑옷으로 그 유형이

모두 정확한 형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갑

옷 재현 방법에 있어 하나의 가설로서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출토 유물을 실증 자료로 활용하여 세 종류의 백제

갑옷을 재현한 연구로써, 자료의 한계로 연구에 제한을

받는 고대 복식에 대해 실증 자료를 활용해 연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시용 갑옷을 재현하는데 있어, 철갑에 가죽 받

침옷을 제작하여 부분적으로 연결한 방법은 찰편의 무

게를 지탱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유형의

갑옷 재현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다. 또한 출토된 찰편들은 서로 겹쳤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좌우 한쪽이 좀

더 얇게 두드려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그를 따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때문에 추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

고 심도 깊은 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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