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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別破陣은 大砲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선시대의 병종이었

으며, 대포를 다루는 병사 개개인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본 논

문에서는 별파진의 기원과 역할, 조직, 활동을 검토하여 조선

시대 大砲 운용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별파진에 대한 최초의 사료는 중종대 《各司受敎》에서 등

장한다. 중종대 별파진은 忠贊衛 중에서 선발됐으며, 이들은

軍器寺에서 番上하면서 대포 운용을 익혔다. 별파진 중 일부는

지방으로 파견돼 대포 다루는 법을 교습했다. 중종대 별파진의

정액은 200명이었지만, 정묘호란 직후에는 감소하여 조정에서

는 별파진 부족 현상을 우려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군기시

이외 五軍營에서도 자체적으로 별파진을 모집해서 별파진이

증가했으며, 별파진의 모집 대상층은 충찬위에서 일반 양인으

로 확대됐다.

별파진이 증가하는 17세기 후반에는 별파진의 편제가 계급

과 역할에 따라 세분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별파진의 계급

에는 軍兵과 將校 두 가지가 존재했다. 군병은 대포를 다루는

병사 개개인이었는데, 군병 중 대포를 잘 다루는 일부는 다른

군병들을 감독하거나 대포 교습을 지도하는 직책에 임명됐다.

직책을 맡은 군병들은 그렇지 않은 군병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군영에서 근무했다.

별파진의 장교들은 군병들의 상관으로서 군병들의 대포 운

용 숙련도를 평가하거나 별파진 인원의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등 별파진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했다. 장교들은 전쟁에서 별

파진이 동원됐을 때 군병들을 지휘했다. 군영에서 훈련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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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교들이 별파진을 담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별파진 군병

중에서 군무에 익숙한 인원이 승진하여 담당한 사례도 있었다.

장교로 효과적인 대포 교습과 인원 통제를 위해 별파진의 편

제가 세분화된 사례는 주로 오군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오

군영에 소속돼 수도를 방어하는 병종으로서 별파진이 중시됐

음을 보여준다.

별파진이 수도 방어를 위한 중요한 전력이었다는 점은 17∼

18세기 오군영 소속 별파진의 규모 변화와 정예화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초에는 御營廳과 禁衛營, 守禦廳에 속

한 별파진만 3천 명을 넘었으며, 수도 이외 지역에서는 존재하

지 않은 높은 수치였다. 영조대에는 오군영의 별파진이 감소됐

지만, 군영에서 더 오래 자주 근무하거나 상주하는 인원이 증

가하면서 이전보다 병력이 정예화됐다.

별파진이 중요한 수도 방어 병력이었던 배경으로는 병자호

란 이후 조선후기 방어전략을 들 수 있다. 淸의 감시로 서북의

군비 강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후기 방어전략의 중심은 保

障處와 도성으로 옮겨졌다. 조선후기 방어전략에서는 보장처와

도성을 지키는 수성전을 치루는 것이 중요했는데, 별파진은 수

성전에 능한 병종으로 여겨졌다.

수성전이 주요 임무였던 별파진은 佛狼機를 주력 대포로 활

용했다. 불랑기는 다른 대포들보다 발사속도가 빨라서 성벽으

로 접근하는 적들을 견제하는 데 적합했다. 불랑기를 이용한

수성전술에 따르면, 수성군은 100보 이내의 거리에서 불랑기와

조총으로 사격을 가해 적을 격퇴했다. 영조대에 조선군은 대포

를 수레에 탑재해 야전에서 운용하려고 시도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으며 대포는 여전히 수성전용 무기로 여겨졌다.

별파진의 대포 운용이 방어에 적합했다는 점은 홍경래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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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포 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군은 홍경래군이 점거

한 정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별파진과 대포를 동원했지만,

당시 성벽은 포격을 견딜 수 있었고 주력 대포인 불랑기는 성

을 무너뜨리기에는 화력이 부족했다. 별파진의 대포는 오히려

성 밖으로 나와 관군 진지를 기습하는 홍경래군을 격퇴할 때

위력을 발휘했다. 또한 홍경래군이 관군을 격퇴할 때 구사한

수성전술이 별파진의 수성전술과 유사한 점에서 별파진의 대

포 전술이 방어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을 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별파진의 대포 운용이 조선후기 방위전략에 적합하

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別破陣, 大砲, 전술, 五軍營, 수성전, 佛狼機

학 번 : 2015-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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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別破陣은 大砲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선시대의 병종이었다.1) 즉

별파진은 현대의 포병과 유사한 병종이었다. 또한 별파진은 대포를

다루는 병종을 뜻하면서, 동시에 대포를 다루는 병사 개개인을 의미

했다.2) 조선후기에 이르러 별파진의 수는 증가했고, 이들은 어영청

과 금위영 등 오군영, 그리고 전국 각지의 요새에서 대포 운용과 전

습을 담당했다.

조선후기에 별파진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병자호란을 들 수 있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을 포위한 淸軍은 서구에서 들여온 신식 대

포인 紅夷砲로 남한산성을 포격했다. 이때 청군의 포격에 대응하여

조선군은 남한산성에 있는 대포를 쏴 청군에게 피해를 입혔다.3) 그

렇지만 훗날 조선 관료들이 지적했듯이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

비치된 대포의 수는 적었으며, 조선군은 성 바깥 창고에 있던 대포

를 산성으로 미처 옮기지 못했다. 즉 남한산성 포위 당시 조선군의

대포 전력은 청군의 포격에 맞서기에 부족했다.4) 이런 부실한 대포

1) 《禁衛營謄錄》에 따르면, 별파진은 대포를 장전하고 쏘는 것을 본업으로 삼았

다.《禁衛營謄錄》권53 庚午(1750년) 12월 27일 “別破陣 本技 大砲式藏放等事

不可不 專意敎習”.

2) 예를 들어서 숙종 13년(1687) 금위영에서 작성한 별파진 관련 조항에서는 당시

成案된 별파진의 수를 언급할 때 “별파진 183명”이라고 표기했다. 《禁衛營謄

錄》권3 丁卯 2월 27일 “成案別破陣 一百八十三名”. 이는 별파진이라는 단어가

대포를 다루는 병사 개개인을 가리켰음을 보여준다.

3) 병자호란 당시 인조를 호종한 문신 羅萬甲은 《丙子錄》에서 청군이 대포를 설

치할 때, 조선군이 天字炮를 쏴 청군에게 인명피해를 입혔다고 기록했다. 《丙子

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07) 丁丑 正月 二十四日 “北賊 率七八人 數

日前 上望月峯 將設大炮之際 申景禛 令訓局習放者 設放天字炮 中其胡將及卒數

人 餘賊撤去”.

4) 숙종 33년(1707) 남한산성의 군비를 점검한 趙泰采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

비치된 대포가 단지 수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承政院日記》23책 숙종 33

년 5월 14일 乙丑 “以軍器言之 則丙子守城時 只有大長砲數柄云”. 현종대에 남한

산성을 관장했던 廣州府尹 金壽興은 병자호란 당시 조선군이 甲士倉에 보관해

둔 대포를 남한산성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承政院日記》9책 현종 2

년 6월 17일 甲午 “上曰 我國大砲 其大幾何 壽興曰 其大如椽 穴則可容鴨卵矣 丙

子之亂 不爲入置山城 而置於甲士倉 竟爲資敵之物 甚可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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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은 청군이 지속적으로 성벽과 성내 시설에 피해를 입히고, 조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원인이었다.5)

병자호란 당시 조선군의 경험은 조선후기 방위전략 구상과 무기

제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남한산성처럼

국왕이 피난하는 保障處를 중심에 두고 방위전략을 세웠으며, 대량

의 대포를 제작하여 보장처에 배치했다.6) 대포가 늘어나면서 대포를

운용하는 별파진도 증가했으며, 보장처를 중심으로 배치된 별파진은

중요한 수성 전력으로 여겨졌다.7)

대포를 대량으로 제작하고, 대포를 운용할 별파진을 양성하는 현

상은 모병제를 위주로 운영된 조선후기 중앙 군제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에서는 조총과 대포를

비롯한 화약병기의 중요함을 깨달았고, 화약병기의 제조와 활용인력

의 양성에 힘썼다.8) 특히 직업군인 위주의 五軍營을 중심으로 대량

의 화약병기가 제작됐으며, 조선군 무기체계에서 화약병기가 차지하

5) 《丙子錄》에 따르면 조선군은 포격으로 청군의 대포 설치를 방해했다. 그렇지

만 조선군의 포격에도 불과하고 청군은 대포를 다수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성벽

과 성내에 포격을 가했다. 《丙子錄》 丁丑 正月 二十四日 “今日 賊又設大炮 終

日不絶 每向行宮而放之 見其丸 大如沙椀 落於私倉瓦家上 家中有樓 樓下有堗 貫

穿三重 入地底尺許”; 丁丑 正月 二十五日 “東城 爲大炮所傷城堞 盡毁”. 청군의

포격을 겪은 직후에는 성벽을 지키는 장수 申景禛과 具宏 휘하 장관들이 척화

파를 성 밖으로 내보내라고 행궁 앞에서 시위할 정도로 조선군의 사기가 저하

됐다. 《丙子錄》 丁丑 正月 二十六日 “申景禛具宏陣下將官 又來闕下 請出斥和

臣 蓋指 金尙憲 鄭蘊 尹煌 等人也 直入政院 喧呼不止”.

6) 박재광, 2014 〈조선후기 조선군의 화기 운용과 남한산성〉 《學藝誌》21, 119

쪽; 이홍두, 2002 〈호란 이후 조선군의 전술변화〉 《軍事史 硏究叢書》2, 239

∼240쪽. 숙종 33년(1707) 조태채는 남한산성 군비를 점검한 후,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에 비치된 대포의 수가 수백 문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承政院日

記》23책 숙종 33년 5월 14일 乙丑 “以軍器言之 則丙子守城時 只有大長砲數柄云

厥後如大砲佛狼器 漸次措備 其數將至數百”.

7) 숙종 30년(1704) 釐正廳에서는 남한산성 수비를 담당하는 수어청의 군액을 조정

할 때, 수성전에서 별파진만한 병종이 없다고 평가했다. 《各營釐正廳謄錄》 守

禦廳 變通節目 “別破陣乃是大砲藏放之卒也 守城威敵無過於此”.

8) 임진왜란을 거쳐 병자호란에 이르는 동안 조선에서는 조총의 제작과 보급에 노

력을 기울였고, 조총을 다루는 砲手를 군대의 주력 병종으로 삼았다. 조총 이외

에도 각종 대포를 제조하여 수성전력을 강화했다. 김종수, 2015 〈훈련도감 설치

및 운영의 동아시아적 특성〉 《藏書閣》33, 31∼39쪽; 박재광, 앞의 논문, 106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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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중은 높아졌다.9) 즉 무기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직업군인을 위

주로 화약병기를 지급하고 운용하는 조선후기 군제 아래서 대포가

제작되고 별파진이 양성된 것이다.

화약병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군인이 군대의 주력이 되는

현상은 국내외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전에는 이 현상이 서구에서

주로 나타났다고 파악한 반면, 최근에는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유

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10) 이런 맥락에서

별파진과 대포 운용의 실태는 조선 후기 군대가 어떠한 세계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된

다.

하지만 조선후기 별파진을 언급한 많은 연구에서는 별파진의 구

체적인 역할이나 규모, 활동에 주목하지 않았다.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에서 별파진을 다룬 경우가 있지만, 별파진의 임무나 활동보다

는 별파진 군역의 부담에 더 주목했다. 또한 별파진을 다룬 군제사

연구에서는 특정시기의 일부 군영이나 보장처에 존재했던 별파진을

제한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별파진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파악하

지 못했다.11)

군제사 연구 이외에 조선후기 대포를 다룬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대포의 종류나 수량, 전술을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대포 운용의 수

준을 평가한 바 있지만, 이를 대포를 다루는 주체인 별파진이라는

인적 요소와 연관 지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9) 김종수, 앞의 논문, 46∼50쪽; 오종록, 1983 〈朝鮮後期 首都防衛體制에 대한 一

考察; 五軍營의 三手兵制와 守城戰〉 《史叢》33, 36∼44쪽.

10) 국내에서는 노영구가 서구와 조선의 군사발전경로가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지

적하면서 두 지역의 보편성을 강조한 바 있다. 노영구, 2007 〈'군사혁명론'과

17∼18세기 조선의 군사적 변화〉 《서양사연구》36. 국외의 경우 Tonio

Andrade 가 明과 淸의 화약병기 생산과 운용 인력 양성을 거론하면서, 서구

이외 지역에서도 서구 못지않게 화약병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Tonio Andrade, 2016 The Gunpowder Age, Princeton : Prinston

University Press.

11)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에서 별파진을 다룬 경우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차문섭,

1996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제2장 5절; 최효식, 1999

《조선후기 군제사연구》, 신서원, 54, 104, 210,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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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화약병기 중 대포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선후

기 대포 운용에 대한 평가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 먼저 조선후기 대포 운용이 방어적인 수성전에 한정됐다고

파악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김병륜과 육군본부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후기에는 대포를 탑재하여 운송할 砲架, 특히 대포를 싣는 수레

가 미발달했다. 따라서 조선군이 대포를 이동시켜 야전이나 공성전

에서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반면 수성전의 경우 성곽

위에서 대포를 이동시킬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에, 조선군의 대포 운

용은 자연스럽게 수성전에 한정됐다고 파악했다.13) 강석화와 정연식

에 따르면 수성전에서 주선군이 주로 사용한 대포는 비교적 가벼운

종류였으며, 조선군은 성벽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공성용 대

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다.14)

반면 노영구는 조선후기에 이르면 수성전뿐만이 아니라 야전에서

도 대포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정도로 조선군의 대포 운용이 발달했

다고 봤다. 17∼18세기를 거치면서 조선군의 대포 운용은 대포를 수

레에 탑재하여 야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정조대

의 병서《御定兵學通》 편찬을 통해 보병·기병·포병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야전 전술이 정립됐다는 것이 노영구의 견해이다.15) 노영

구는 《御定兵學通》에서 드러나는 보병·기병·포병 합동전술을 조선

특유의 “三兵戰法”이라고 규정했고, 이를 근대 스웨덴에서 처음 정

12) 조선후기 대포의 제작·운용을 다룬 선행연구로 다음이 있다. 강석화, 2013

〈17, 18세기 조선의 청 군사 기술 수용〉 《朝鮮時代史學報》67; 김병륜,

2006 〈朝鮮時代 火藥兵器 운용 – 有筒式 火器를 중심으로 -〉 《學藝誌》

13; 노영구, 2002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

사학위논문; 노영구, 2016 《조선후기의 전술 – 18세기 『병학통』 연구 -》,

그물; 박재광, 앞의 논문; 유승주, 1996 〈朝鮮後期 銃砲類 硏究〉 《軍史》33;

육군본부(군사연구소), 2012 《한국군사사 13 군사통신·무기》, 경인문화사; 이

은봉, 박영현, 임영숙, 1994 《韓國武器發達史》, 국방군사연구소; 이홍두, 앞의

논문; 정연식, 2001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震檀學報》91; 최형국, 2012

〈19세기 화약무기 발달과 騎兵의 변화〉 《軍史》82.

13) 김병륜, 앞의 논문, 92∼94쪽; 육군본부(군사연구소), 앞의 책, 452∼454쪽.

14) 강석화, 앞의 논문, 354∼356쪽; 정연식, 앞의 논문, 151∼152쪽.

15) 노영구, 앞의 책, 133∼134, 155∼157, 168∼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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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후 서구로 확산된 대포 위주 전술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16)

본 논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과적으로 조선군은 대포를 야전에서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수성전에

서 운용하는 정도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포의 활용이

수성전에 머물렀다고 해서 조선군의 대포 운용이 실전에서 유용하

지 않았다고 저평가할 필요는 없다.17) 오히려 조선군은 당시 조선의

환경에서 대포를 운용하기 가장 적합한 상황이 수성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걸맞는 대포 전술을 활용했다. 이 점은 홍경래란 당

시 정주성을 둘러싼 공방전 당시 별파진의 대포 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홍경래란은 조선 후기 별파진이 실전에서 대포를 운용한 드문 사

례이다. 당시 별파진 관련 사료를 통해 별파진이 어떤 대포가 주력

이었는지, 그리고 대포가 어떻게 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홍경래란은 조선후기 대포 운용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사례

이다.

하지만 조선후기 대포에 대한 연구 중에서 대포 운용을 운용의

주체인 별파진과 결부시켜 살펴본 경우는 드물다. 17∼18세기 조선

군의 전술 변화를 다룬 한 연구에서 별파진을 언급한 바 있지만 조

선후기 별파진이 대포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후

기에 대포가 중시되면서 별파진이 증가됐다는 점만 약술했다.18) 19

세기 조선군의 화약병기 전술을 다루면서 홍경래란을 언급한 연구

가 있지만, 조선군이 화약병기로 정주성을 공격하는 과정을 서술하

는 대목에서 별파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19)

본 논문에서는 별파진의 구체적인 역할과 조직, 그리고 홍경래란

당시 대포 운용을 검토함으로써 조선후기 대포 운용의 성격을 규명

16) 노영구, 앞의 책, 169쪽.

17) 정연식은 조선군이 공성용 대포를 활용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

문에 홍경래란 당시 定州城을 공격할 때 고전했다고 지적했다. 정연식, 앞의

논문, 151∼152쪽.

18) 노영구, 앞의 책, 99, 106, 109∼110쪽.

19) 최형국, 앞의 논문, 112∼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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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자 한다. 우선 1장 1절에서는 별파진의 유래와 역할을 《各司

受敎》와 《承政院日記》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1장 2∼3절에서는 17∼18세기 별파진의 편제와 규모 변화를 《承

政院日記》와 《備邊司謄錄》, 군영 등록류20) 위주로 파악할 것이

다. 조선후기 별파진 편제는 17세기 후반부터 역할과 계급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이 현상은 오군영 별파진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다.

별파진 규모의 급격한 변화도 오군영 별파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데, 두 현상은 수도 방어 병력으로서의 별파진의 중요성을 드러

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2장 1절에서는 오군영을 중심으로 별파진의 편제와 규모가 변화

한 이유가 수도를 중심에 둔 조선후기 방위전략에 있음을 선행연구

에 의존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별파진의 주력 대포와 전술을

분석하여 별파진의 대포 운용이 방어적인 상황에 특화됐음을 보일

것이다. 주로 활용한 사료는 《承政院日記》, 남한산성의 무기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南漢守禦營重記》, 조선후기의 대포와 전술을 다

룬 《戎垣必備》, 《兵學指南》 등의 병서이다.

2장 2절에서는 별파진이 실전에서 대포를 운용한 사례로서 홍경

래란을 선정하고, 별파진·대포의 동원 및 대포 운용 상황을 서술할

것이다. 홍경래란 당시 관군이 별파진과 대포를 동원하는 과정은 당

시 관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보여주는 관찬 사료 《巡撫營謄錄》,

《關西平亂錄》, 《純祖辛未別謄錄》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관찬 사

료 이외에도 일기자료인 《西征日記》과 《陣中日記》를 활용하여

정주성 포위 당시 별파진의 대포 운용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로써

조선후기 대포 운용이 방어가 중시된 조선의 실정에 적합했음을 보

일 것이다.

20) 《訓局謄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400), 《禁衛營謄錄》(한국학중앙

연구원 장서각 K2-3292), 《御營廳都謄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347) 등 군영 등록의 원문 이미지와 전산화 텍스트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에서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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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別破陣의 기원과 조직

제 1 절 別破陣의 유래와 역할

인조대 《承政院日記》 기사에 따르면, “소위 별파진은 원래 忠贊

衛로써 役을 겸하여 정하는 것”이었다.21) 충찬위는 세조대에 설치된

병종으로서, 原從功臣의 자손들을 편입시켜 우대하기 위해 존재했

다. 즉 원래 별파진은 단순히 대포 운용 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원종공신 자손 우대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점은 별파진이 관찬

사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16세기 중반 명종대에는 별파진을 別破

陣忠贊衛라고 부른 점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병조의 계목이다. 전에 의정부에 보고했던 것에 대하여 啓下하시었던

바 ‘대포를 전습한 충찬위 등을 별파진충찬위라고 부르고, 小名으로

구전하여 근무 일수를 헤아려 천거장을 올려 녹을 주라’ 하시었으되

…22)

위 사료는 명종대부터 선조대의 傳敎를 정리한 《各司受敎》에

수록됐는데, 명종 14년(1559)에 작성된 병조 啓目의 도입부이다. 이

를 통해 당시 별파진충찬위는 “대포를 전습한 충찬위”[火砲傳習忠贊

衛]를 의미했음을 알 수 있다.23) “대포 전습”이라는 군사적 기능과

21) 《承政院日記》2책 인조 7년 3월 25일 辛巳 “所謂別破陣 原來以忠贊衛兼定之役”.

22)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엮음, 2002 《각사수교(各司受敎)》, 청년

사, 85조 102쪽 “曺啓目 前矣 報議政府 啓下爲白有在 火砲傳習忠贊衛等乙良 別

破陣忠贊衛稱號 小名口傳 計仕薦狀付祿爲白乎矣 …”.

23)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은 각주 21)의 인용문에 나오는 “火砲傳

習”을 “대포를 전습한”이라고 옮겼다. 엄밀히 말해서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하

는 火砲는 大砲를 포함한 화약병기 전반을 일컫는 용어다. 따라서 화포가 반드

시 대포의 동의어라고 볼 수 없다. 조선후기 관찬 기록에서 대포가 아니라 개

인화기인 鳥銃도 화포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한다. 《承政院日記》14책 숙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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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찬위”라는 신분우대 기능이 같이 포함된 것이다.

병조에서는 위 계목 뒤에 節目을 첨부했는데, 절목에서는 별파진

충찬위의 총 인원과 番次, 근무내용 및 대우 등을 다뤘다. 이 절목

을 통해서 별파진충찬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절목에 따르면 별파진충찬위에 소속된 인원은 순번을 나누어 번

갈아가면서 근무하는 番上兵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軍器寺에서

근무했으며, 총 200명의 인원이 5번으로 나뉘어 한 번에 40명씩 순

환 근무를 했다.24) 이때 40명씩 군기시에서 근무를 할 때는 입번을

면제시켜준다고 했는데, 이는 별파진충찬위의 원래 군역인 충찬위에

입번하는 것을 면제해준다는 뜻으로 보인다.25)

별파진충찬위에 속한 인원 군기시에서 번을 서면서 각종 대포 다

루는 법을 익히고, 시험을 치러 대포 조작법 이해도에 따라 차등한

점수를 받았다.26) 이 때 얻은 점수는 근무 일수를 추가로 채워주거

나, 반대로 별파진충찬위에게 벌을 주는 근거로 활용됐다. 또한 갑

사의 체아직 40명을 덜어내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원에게 녹을

년 3월 17일 丙午 “來善曰 永宗鎭各樣軍器 甚爲虛疏 火砲諸具 只有中椀口一座

鳥銃三十柄”. 그러므로 사료에 나오는 화포가 대포와 총 어느 쪽을 뜻하는지는

문맥을 고려해야 알 수 있다. 별파진의 경우 구체적으로 대포를 전문적으로 다

룬다는 기록이 꾸준히 등장하므로, 별파진이 운용하는 화포는 대포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御營廳都謄錄》권2 乙未(1655년) 5월 16일 “啓曰

本廳若無別破陣 則大砲敎習爲難”; 《禁衛營謄錄》권53 庚午(1750년) 12월 27일

“別破陣 本技 大砲式藏放等事”.

24)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엮음, 앞의 책, 86조 103쪽 “충찬위에 뽑

힌 200인을 5번으로 나누어 40인씩 입번(入番)을 면제해주고, 군기시에 3부로

나누어 5일씩 서로 교대로 항상 근무하고 연습하게 한다.” 이하 인용하는 규정

의 조항 번호는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에서 매긴 것이다.

25) 명종대 이후의 기록이지만 인조대 《承政院日記》 기사에서는 忠翊衛, 곧 충찬

위를 별파진충찬위로 뽑았을 때 충찬위로 번서는 것을 면제하고 군기시에 소속

시킨다고 했다. 《承政院日記》2책 인조 7년 3월 25일 辛巳 “兪伯曾 以兵曹言

啓曰 軍器寺啓辭 … 所謂別破陣 原來以忠贊衛兼定之役 忠翊衛與忠贊衛無異 以

別破陣忠翊衛口傳者 除忠翊之番 仍屬本寺”.

26)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엮음, 앞의 책, 87조 103쪽 “각종의 화포

를 분류하여 책으로 만들어 번(番) 설 때마다 고강(考講)하여 근무 일수를 주되

통을 받은 자에게는 4분, 약을 받은 자에게는 2분을 주고, 불통한 자는 근무 일

수 3일을 깎습니다. 포를 쏘아 맞춘 사람은 10분을 주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법전에 따라 근무 일수 20일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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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했다.27)

별파진충찬위에 소속된 인원은 군기시에서만 근무하지 않았고, 인

원 중 일부는 대포 운용을 필요로 하는 지방의 鎭浦로 파견됐다. 이

때 별파진충찬위 가운데서도 대포를 잘 다루는 인원이 선발돼 파견

됐는데, 이들은 병사나 수사를 동행하는 군관으로 차정됐다.28) 군관

의 자격으로 파견된 별파진충찬위는 지방 武庫에 소속된 인원에게

대포 다루는 법을 가르쳤고, 지방을 순행하는 감사와 병사가 지방으

로 파견된 별파진충찬위의 자질을 시험했다.29)

한편 절목에서는 별파진충찬위에 소속된 인원들이 군기시에서 근

무할 때 대포 교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몇가지 조치를 마련했다. 우

선 군기시 관원과 아전들이 별파진충찬위의 인원을 함부로 사역하

는 것을 엄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30) 또한 별파진충찬위에 속한 인

원들의 경우 모든 방리의 잡역을 줄이거나 면제한다고 명시했다.31)

이상에서 명종대 별파진충찬위에 속한 인원은 기본적으로 충찬위

에 속한 자로써 중앙의 군기시에서 대포 조작법을 습득하는 번상병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녹봉을 받았

는데, 근무의 편의를 위해서 잡역이나 관원들의 부당한 사역으로부

터 면제되는 혜택을 받았다. 별파진충찬위에 소속된 인원은 중앙의

군기시에서만 근무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지방의 진포로 파견돼 유

27)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엮음, 앞의 책, 88조 103쪽 “갑사(甲士)의

체아 40명을 덜어 내어 그 부지런한지 게으른 지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

펴 녹(綠)을 주되 ….”

28)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엮음, 앞의 책, 89조 103쪽 “화약을 재는

기술이 익숙하여 잘 쏘는 자는 병사와 수사의 군관으로 우선 차정하여 보내

고, 각 진과 포의 방어가 긴요한 곳에 아울러 차례로 차정하여 보낸다.”

29)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엮음, 앞의 책, 90조 103쪽 “각 진과 포

에 차정하여 보낸 군관들이 무고(武庫)에 예속된 사람들을 가르쳐 효과를 이

룬 사람은 감사와 병사가 순행할 때 강론하여 그 능한지 아닌지에 따라 상을

주거나 벌을 주고 …”

30)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엮음, 앞의 책, 92조 104쪽 “본시(군기

시) 관원과 하리들이 (군인들을) 침탈하여 부리는 자는 병조에서 계를 들여 추

고하고 무겁게 논죄한다.”

31)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엮음, 앞의 책, 93조 103∼104쪽 “모든

방리(坊里)의 잡역을 모두 줄이거나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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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대포를 조작하고 현지 병력에게 대포 조작법을 보급했다.

하지만 17세기 들어 정묘호란 직후 조정에서는 당시 후금의 공격

을 일선에서 맞이하는 서북지역의 防所로 별파진충찬위를 파견해

방비를 강화하기에는 별파진충찬위가 적다는 점을 실감했다.

인조 12년(1634) 군기시에서 당시 별파진충찬위 군액에 대해 올린

계에 따르면, 군기시는 새로 별파진충찬위를 충정하기 위해서 충정

대상층인 서울·경기 충찬위의 인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되는

충찬위는 총 405명이었다. 문제는 병조에서 무진년(1628) 당시 규정

한 별파진충찬위의 정액이 94명이었다는 것이다.32) 무진년에 정한

정액 94명은 앞서 살펴본 《各司受敎》의 명종 14년 병조 계목에서

규정한 별파진충찬위 정액 200명보다 2배나 적은 수치이다.

군기시에서는 명종대 정액보다 적은 무진년의 별파진충찬위 정액

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군기시는 무진년 당시 정액이 94명인 이

유는 단지 무진년에 병조에서 정액을 규정할 당시 서울·경기에 있던

충찬위의 수가 94명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33) 하필이면 무진년

당시 충찬위가 적었기 때문에 충찬위에서 충정하는 별파진의 수도

감소했을 뿐이라는 것이 군기시의 논리인데, 이는 뒤집어 보면 충찬

위가 94명보다 더 많이 있다면 별파진충찬위도 그만큼 더 늘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군기시가 파악한 충찬위는 94명보다 4배

이상 많은 405명이었으니, 별파진충찬위 정액을 무진년에 정한 94명

보다 더 많이 늘릴 여지가 있었다.

또한 군기시에서는 현재 별파진충찬위 인원으로는 대포 운용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별파진충찬위 소

32) 《承政院日記》3책 인조 12년 11월 8일 庚申 “朴明榑 以軍器寺官員 以提調意啓

曰 戊辰以後京中及京畿新定忠贊衛 依法典別破陣充定事 入啓蒙允後 欲知忠贊衛

元數多寡 令本寺親進都案廳 査得 … 京畿道喬桐兩處實額四百有五名 各人姓名

竝爲傳書以來 … 其後兵曹覆啓 以爲戶牌定設時 別破陣以九十四名啓下 …”.

33) 《承政院日記》3책 인조 12년 11월 8일 庚申 앞의 기사 “該曹以號牌時九十四名

定額者 未知出自何處 而若其戊辰軍籍時初定元數 爲似非其時實跡 其所以只定九

十四名者 非是爲減別破陣元額 而減定者也 軍籍時京畿及京中時存忠贊衛元數只

此 故所定亦只如此 而元無減額之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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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인원들은 서북과 내지 등 각지의 요충지로 번갈아가면서 빈번

히 파견됐다. 잦은 원격지 근무는 별파진충찬위가 줄어든 무진년 이

후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별파진충찬위의 고충이 심했다. 군기시는

마침 충분한 수의 충찬위를 확보한 이 시점에서 별파진충찬위를 증

액해야 훗날 인력난을 겪을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34)

군기시가 별파진충찬위 증액을 요청하는 보고를 올린 직후, 병조

에서 보고를 올려 정액을 총 144명으로 늘릴 것을 건의해 인조의

승인을 받았다.35) 그렇지만 별파진충찬위 부족은 해소되지 않았고,

병자호란 이후 인조 17년(1639)에는 평안도·함경도의 병영과 요충지,

그리고 전라도·충청도의 수영으로 파견된 별파진충찬위의 교대인원

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6)

별파진충찬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조대 이후에는 군기시가

아닌 어영청, 금위영 등 오군영에서도 자체적으로 별파진충찬위를

모집했다. 별파진충찬위의 인원 충정 방식은 17세기부터 중대한 변

화를 겪었는데, 그 것은 바로 충찬위뿐만 아니라 일반 양인들도 충

정 대상층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점은 효종 6년(1655) 당시 중앙

34) 《承政院日記》3책 인조 12년 11월 8일 庚申 앞의 기사 “今此別破陣 則平時所

定西北防所缺亂後內地亦有新設定送之處 前後帥臣 不時出征 別請帶去者 或至數

十名 以此丁卯後八年 輪回赴防 已至五次 稱冤無比 … 失今不定 則此後別破陣

更無充額之日 誠非細事 請依舊額 一一充定 一以爲時存者得保之地 一以爲前期

傳習 俾無臨亂不足之患 宜當”.

35) 《承政院日記》3책 인조 12년 11월 11일 癸亥 “韓必遠 以兵曹言啓曰 以本曹草

記 別破陣 准數定給難便事 答曰 知道 加磨鍊定給 可也事 傳敎矣 … 今承下敎

前定百十四名外 加三十名磨鍊定送 何如 傳曰依啓”.

36) 《承政院日記》 4책 인조 17년 9월 15일 己巳 “金世濂 以兵曹言啓曰 軍器寺牒

呈 破陣軍·別破陣之設 專爲禦郭 故南北兵營 會寧·鍾城·茂山·穩城·慶源·安州·理

山·江界·滿浦上土·渭源高山里·碧潼 全羅左右水營 忠淸水營等處定送 而經亂之後

則無交代之人 不得定送”. 참고로 이 기사에는 별파진 이외에 破陣軍이라는 병

종이 등장한다. 파진군은 성종대부터 존재했던 조선전기의 병종이다. 파진군은

군기시에서 화약병기의 제조를 담당했으며, 실전에서는 직접 화약병기를 운용

하고 지방의 군졸들에게 화약병기 조작법을 가르쳤다. 강성문, 1999 〈朝鮮初

期 火器 放射軍의 實相〉 《學藝誌》6, 128∼131쪽; 허선도, 1994 〈三浦倭亂

이후의 火器發達과 禁秘策의 强化〉 《朝鮮時代火藥兵器史硏究》, 一潮閣, 193

∼194쪽. 그렇지만 인조대 이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 관찬 연대

기와 군영 등록에서는 파진군의 등장 빈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별파진만이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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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영 중 하나인 御營廳에서 별파진을 모집할 필요성을 역설한 다

음 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뢰기를 “본청(어영청)에는 만약 별파진이 없다면 대포를 교습하기

어려우니, 모아서 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양인 중에서 재주가 있

고 역이 없는 자를 본청에 속하게 하여 항상 숙달되도록 연습시킨다

면, 임시에 조치를 잘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37)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영청에서는 별파진, 즉 별파진

충찬위 없이는 대포를 교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양인 층에서 역이

없는 자를 별파진으로 모집할 것을 건의했다. 이듬해인 효종 7년

(1656)에 어영청은 별파진으로 충정시키기 위해 1백 명에 이르는 한

량을 모집했다고 보고했다.38) 어영청 이외에 禁衛營에서는 숙종 13

년(1687)에 별파진을 모집하면서 별파진의 근무 내용과 급료, 시험

규정을 절목으로 정리했다.39) 군기시 이외 오군영에서 별파진을 모

집한 점은 “전에는 군기시 별파진 이외에 대포를 익히고 쓰는 사람

이 없었지만 근래에는 각 軍門에 모두 별파진이 있습니다”라는 숙종

18년(1692) 병조판서 閔宗道의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40)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조선후기 별파진은 대포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병종으로서 16세기 명종대에 나타난 병종인 별파진충찬위

에서 유래했다. 명종대 별파진충찬위는 군기시에서 근무하는 번상

병종으로서, 대포 운용하는 병종인 동시에 그리고 원종공신의 자손

37) 《御營廳都謄錄》권2 乙未(1655년) 5월 16일 “啓曰 本廳若無別破陣 則大砲敎習

爲難 不可不 募得良人之有才無役者 因屬本廳 常時熟習 俾無臨時失措之患”.

38) 《御營廳都謄錄》권2 丙申(1656년) 12월 초 10일 “本廳 若無別破陣 則大砲百介

… 敎習爲難 故募得 有才者 因屬本廳 常時熟習事 前已事啓下矣 閑良募得者 已

至百名”.

39) 《禁衛營謄錄》권3 丁卯(1687년) 2월 27일 別破陣節目. 금위영의 별파진절목에

대해서는 본 논문 1장 2절 “別破陣의 편제”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다

만 여기서는 별파진절목에서 충찬위만을 별파진으로 충정한다는 조항이 없다

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명종대 별파진충찬위와 달리 조선후기 별파진에

서는 충찬위라는 신분적 제약이 거의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40) 《承政院日記》18책 숙종 18년 6월 13일 辛卯 “在前則軍器寺別破陣外 無習用大

砲之人 近來各軍門 皆有別破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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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대하기 위해 설립된 병종이었다. 그렇지만 인조대를 거치면서

대포를 운용할 인력의 수요가 커지자, 군기시가 아닌 오군영에서도

별파진충찬위를 모집했고 모집 대상층도 일반 양인층으로 확대됐다.

실제로 인조대 이후부터 관찬 연대기에서 별파진충찬위를 단순히

별파진이라고 약칭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군문에서 별파진을

모집할 때 충찬위를 넘어서 일반 양인층으로 모집 대상층을 넓힌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별파진충찬위와 조선후기 별파진은 모집 대상층에 있어서는 차이

를 보였지만, 중앙의 숙련된 인원을 위주로 대포 운용법을 지방으로

일방적으로 전파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조선후기에는 오군

영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별파진이 설립됐지만41), 이들은 대포 다루

는 실력이 중앙 별파진보다 떨어진다고 여겨졌다.

舟師에는 모두 화포가 있으나 화약이 충분치 못하므로 평상시 시험

발사를 하지 못하니 그 위력이나 견고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 각읍의 火砲將들이 모두 장전, 발사하는 법을 모르니 군

기시와 어영청의 별파진 가운데에서 발사에 능숙한 자 1인을 택하여

역시 데리고 가도록 한다42)

41) 단편적인 예시지만, 숙종 39년(1713) 군액 조사로 확인된 당시 황해도 병영의

별파진 정액이 100명인 것에서 지방에도 별파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備邊司謄錄》66책 숙종 39년 7월 18일 “黃海監兵營別破陣 皆以戶保各一百名

定額”.

42) 《備邊司謄錄》31책 숙종 1년 2월 4일 “舟師皆有火砲 而以火藥不數之故 常時不

能試放 其精否堅脆 未能的知叱分不喩 外方各邑火砲將輩 皆不知藏放之法 軍器

寺御營廳別破陣中 擇其解放者一人 亦爲帶去爲白齊”. 인용문에 나오는 지방의

화포장(火砲將)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별파진처럼 대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 병종으로 추정된다. 화포장과 유사한 병종으로는 영조대에 同知中樞府事

를 역임한 宋奎斌의 저서 《風泉遺響》에서 확인할 수 있다. 《風泉遺響》에

서는 조선후기 수군 병종 중, 전함에 비치된 화기를 다루는 大砲手와 대포수

들을 지휘하고 훈련시키는 大砲敎師를 언급했다. 《風泉遺響》(이재범, 1997

《防守襍說. 風泉遺響》, 국방군사연구소) 舟師正彀 配定遠近器械. 본 논문에서

는 화포장과 대포수, 대포교사가 어떻게 근무하는지, 그리고 해당 병종들이 별

파진과 어떤 관계에 놓였는지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별파진의 편제(본 논문 1

장 2절 “別破陣의 편제” 참조)에서 확인되는 별파진-별파진 敎師의 관계가 대

포수-대포교사 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試論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화포장, 대포수, 대포교사와 같은 지방 병종들이 별파진과 성격이 매우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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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은 숙종 1년(1675) 당시 삼남의 군비태세를 점검하는 三

南巡撫使를 파견할 때 마련한 절목인데, 삼남순무사가 검사해야할

사항과 유사시 조치 방법을 나열했다. 그 중에는 수군의 대포를 점

검하고 사격할 때 군기시나 어영청의 별파진을 동행하는 것도 있었

다. 지방에서 대포를 다루는 인원들이 미숙하여 숙련된 중앙 별파진

의 도움을 필요했기 때문이다. 숙종대 황해도 所江에 부임한 崔鎭漢

역시 황해도 현지 병력이 대포 쏘는 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

적했다. 최진한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기시 별파진을 황해도로

파견하여 대포 쏘는 법을 가르치게 할 것을 건의했다.43)

명종대에는 군기시 별파진충찬위가 대포 운용을 가르치기 위해

지방의 진포와 병영, 수영 등으로 파견됐듯, 조선후기에는 오군영

별파진이 지방으로 파견돼 상대적으로 미숙한 현지의 대포 운용 인

원을 교습했다. 이 점에서 조선후기 별파진 중 특히 중앙의 별파진

이 대포 운용 습득과 전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병종이거나 혹은 그 자체가 별파진의 다른 명칭일 가능성을 제기해 본다.

43) 《備邊司謄錄》64책 숙종 38년 3월 8일 “且舟師中戰備之緊器 莫如火砲 所江所

屬各邑鎭 各色目火砲 不患不多 而遐方軍卒 不解砲法 … 終不能善放 以此各處

所 在之砲器 作一等棄之物 事之可慮 莫此爲甚 以軍器寺別破陣一人 輪回定送於

所江 計給料布 往來各鎭 敎鍊砲法 則軍兵之初眛藏放者 傳習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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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別破陣의 편제

앞서 1장 1절 “別破陣의 유래와 역할”에서 살펴본 명종 14년

(1559) 별파진충찬위 절목에서는 별파진충찬위의 역할과 근무지, 번

차, 녹봉 등을 규정했다. 그렇지만 절목에서는 별파진 내부의 직책,

지휘체계 등 별파진의 편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았다.

별파진의 구체적인 편제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17세

기 후반 숙종대이다. 당시 작성된 군영등록과 관찬 연대기 기사를

통해 드러난 별파진의 편제는 계급을 기준으로 군병과 장교로 나뉜

다. 별파진의 군병은 대포 운용을 효과적으로 교습하기 위해 역할에

따라 직책이 세분화됐다. 장교는 별파진의 업무에 익숙한 인원이 임

명돼 별파진 군병을 관리하고 통솔했다.

1. 軍兵

별파진은 대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종의 명칭이면서, 동시에

대포 쏘는 법을 익히는 군병 그 자체를 가리켰다. 이는 별파진 관련

자료에서 별파진의 수를 셀 때 별파진 몇 명이라고 표기하는 것에

서 알 수 있다.44) 별파진의 단위명사가 명이라는 점은 員을 단위명

사로 쓰는 장교와 달리, 별파진이 장교의 지휘를 받는 군병이었음을

보여준다.

장교의 지휘를 받는 군병 중에서도 일부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

다. 군병 중에서 대포 운용 능력이 뛰어난 인원은 다른 군병들을 가

르치는 직책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다. 별파진 군병 내부의 직책

분화를 보여주는 자료는 금위영에서 작성한 숙종 13년(1687) 2월 27

44) 숙종 30년(1704) 당시 오군영 소속 병종의 인원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各營釐正廳謄錄》에서도 명(名)이라는 단위명사로써 별파진 군병의 수효를

표기했다. 《各營釐正廳謄錄》 御營廳舊軍制 “別破陣 四百四十三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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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別破陣節目〉이다.

금위영에서는 숙종 13년부터 영조 26년(1750)까지 여러 차례〈別

破陣節目〉을 작성했는데, 그 중에서도 숙종 13년 2월 27일자 〈別

破陣節目〉은 조선후기 별파진 운영 관련 규정을 폭넓게 제시한 자

료이다. 숙종 13년 2월 27일자 〈別破陣節目〉에서는 당시 금위영

별파진 군병의 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군영 소속 별파진의

편제와 유사한 편이다. 따라서 숙종 13년 2월 27일자 〈別破陣節

目〉은 오군영 별파진 편제 전반을 살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숙종 13년 2월 27일자 〈別破陣節目〉을 중심으

로 오군영의 별파진 군병 편제를 살펴보겠다.

숙종 13년 2월 27일자 〈別破陣節目〉에 따르면 금위영의 별파진

군병에는 도패두, 교사, 서자지라는 세 가지 직책이 존재했다. 선발

인원은 전체 별파진 총 14명인데, 이중에서 12명은 敎師, 1명은 都

牌頭, 1명은 書字的였다.45) 세 가지 직책에 차정되는 사람은 별파진

군병 중에서 《火砲式》을 잘 이해하여 대포를 잘 다루는 자였다.46)

직책에 임명되는 기준이 대포 운용 숙련도였던 이유는 세 가지

직책에 속한 군병들이 모두 높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다른 군병의

대포 운용 교습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패두와 서자지의 역

할은 교사와 서자지, 그리고 직책에 속하지 않은 입번(入番) 별파

진을 훈련장으로 이끌어 대포 운용을 연습하는 것이었다.47)

하지만 도패두와 교사, 서자지의 서열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았다.

가장 높은 서열에 있던 직책은 도패두로서 다른 별파진 군병을 통

45) 《禁衛營謄錄》권3 丁卯(1687) 2월 27일 別破陣節目 “別破陣內 擇其稍解火砲式

者十四名 … 十二名段 差定敎師 一朔內 分四番 輪回立番爲旀 一名段 差定都牌

頭 一名段 差定書字的”.

46) 《禁衛營謄錄》권3 丁卯(1687) 2월 27일 別破陣節目 “都牌頭 逐日 與入番敎師

及當番別破陣 講習火砲式”. 《火砲式》은 인조대 병조판서를 역임한 무신 李曙

가 편찬한 병서로서, 조선후기에 사용된 각종 화약병기의 조작법을 기술했다.

인조 13년(1635)에는 《火砲式》을 한글로 풀어쓴 《火砲式諺解》가 간행됐고,

이는 조선후기에 대포를 교습하는 기본교재로 활용됐다.

47) 《禁衛營謄錄》권3 丁卯(1687) 2월 27일 別破陣節目 “一名段 差定都牌頭 一名

段 差定書字的 習陣時 率敎師及立番別破陣 往操場鍊習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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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점은 금위영 별파진과 유사한 편제를 지

닌 어영청 별파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숙종 28년(1702) 《御營

廳都謄錄》 기사에 따르면 어영청 별파진 패두는 어영청 소속 별파

진 전체에서 1명이 임명됐으며, 그 임무는 다른 별파진들을 맡아 다

스리는 것[句管]이었다.48)

교사는 직책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른 별파진 군병의 대포

운용 교습을 지도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숙종 13년 2월 27일자 〈別

破陣節目〉에서는 교사가 도패두 및 당번 별파진과 같이 《火砲

式》을 강습한다고 명시했는데, 도패두는 1명뿐인데다가 별파진 전

체를 통괄하는 만큼 수가 더 많은 교사들이 별파진 군병 교습을 주

도했을 것으로 보인다.49)

별파진 군병이 맡을 수 있는 직책 중에는 도패두와 교사 이외에

서자지가 존재했다. 숙종 13년 2월 27일자 〈別破陣節目〉에서는 서

자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후기

국문학 연구를 참조하면, 서자지는 조선시대 각 군영에서 문서의 작

성과 기록을 맡아보던 군졸이었다.50)

그렇지만 별파진의 서자지는 단순히 문서 작성만을 전담한 직책

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봤듯이, 서자지는 도패두와

함께 입번 별파진을 훈련장으로 이끌어 연습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사료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단언하기 어렵지만, 서자지는 단순

한 서기가 아니라 도패두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도패두와 서자지, 교사의 급료를 비교하여 유추해볼 수 있

48) 《御營廳都謄錄》권3 壬午(1702년) 8월 29일 “御營廳別破陣 京案三百七十五名

楊州三十四名 加平三十四名等 分作十三番 逐朔輪番 故其中一名 定爲都牌頭 使

之句管”.

49) 숙종 41년(1715) 당시 금위영의 지휘관인 中軍이 내린 전령에 따르면, 별파진이

입번하는 동안에는 도패두가 아니라 교사가 날마다 별파진을 영솔하고, 《火

砲式》을 암기시키는 방식으로 훈련시켰다. 《禁衛營謄錄》권25 乙未(1715) 7

월 15일 “中軍了傳令 當初 別破陣 設置意非偶然 學習火砲式 … 立番之間 敎師

訓長 逐日領率 敎習火砲式 務令勤讀背誦爲主”.

50) 정우봉, 2013 〈18세기 馬兵의 한글일기 난리가 연구〉 《古典文學硏究》43,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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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종 13년 2월 27일자 〈別破陣節目〉에 따르면 도패두와 서자지

는 매달 쌀 12두를 지급받고 봄과 가을에 총 12필의 포를 받았다.

교사는 이보다 적은 급료를 받았는데, 매달 쌀 9두, 봄과 가을에 받

는 포 9필이었다51). 도패두와 서자지의 급료가 더 많았던 이유는 이

들이 각각 별파진 통솔과 문서 작성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면

서 군병의 대포 교습도 병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도패두와

서자지는 각각 1명밖에 안되어 사실상 교대 인원 없이 상시 근무했

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반면에 교사의 업무는 군병의 대포 교습뿐

이었으며, 상시 근무하지 않고 1달 동안 4번으로 나누어 근무했

다.52) 따라서 상대적으로 급료가 적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별파진 군병과 비교하면 교사들의 근무도 강도 높은 편

이었다. 숙종 13년(1687) 당시 별도의 직책에 속하지 않은 별파진

군병은 183명이었는데, 이들은 12번으로 나뉘어 1년에 1달씩 번갈아

가며 근무했다.53) 이는 실질적으로 상시 근무하는 도패두와 서자지

는 물론, 1달에 4번으로 나누어 매달마다 1주일 정도 근무하는 교사

보다도 적게 근무했다고 볼 수 있다. 급료에 있어서도 별파진 군병

은 1년에 한 번 입번할 때 포 6필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54)

도패두·교사·서자지가 맡은 역할은 서로 차이가 나지만, 모두 대

포 운용에 숙달된 인원으로서 별파진 군병 교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교사들은 대포

교습이 주요 임무였고, 도패두와 서자지도 교사만큼은 아닐지라도

51) 《禁衛營謄錄》권3 丁卯(1687) 2월 27일 別破陣節目 “都牌頭 書字的段 料米十

二斗 布十二疋 敎師 料米九斗 布九疋 料則逐朔上下 布則分春秋等出給事”.

52) 《禁衛營謄錄》권3 丁卯(1687년) 2월 27일 別破陣節目 “別破陣內 … 敎師 一朔

內 分四番 輪回立番爲旀”.

53) 《禁衛營謄錄》권3 丁卯(1687년) 2월 27일 別破陣節目 “成案別破陣一百八十三

名 分作十二番 每名 奉足三名式 自望充定 受食其番布 一年一朔式 輪回立番 鍊

習火器事”.

54) 금위영 별파진 군병은 18세기 중반까지 입번할 때마다 포 6필을 지급받았다.

《承政院日記》55책 영조 23년 4월 26일 乙酉 “禁御兩營 則皆別破陣三百名 …

則給三保 當其立番之時 仍給六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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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대포 교습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

반 별파진 군병보다 더 높은 급료를 받고 더 오래 군영에서 근무했

다.

별파진·교사·서자지는 금위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군영 별파진

편제에서도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영청의 경우 별파진 군병

전체를 통괄하는 도패두가 존재했다는 것을 숙종 28년(1702) 《御營

廳都謄錄》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55) 한편 숙종 15년(1689) 금

위영에서 작성한 〈別破陣節目〉에 따르면, 금위영 별파진 교사와

서자지는 中日에 시취할 때 어영청[御局]의 예를 따랐다.56) 이는 어

영청의 교사·서자지 관련 규정을 금위영에서 준수했다는 뜻이므로,

어영청 별파진 편제에도 교사·서자지가 포함됐음을 보여준다.

명칭이 다르지만, 훈련도감 별파진 편제에도 도패두·서자지·교사

와 유사한 직책이 존재했다. 영조 38년(1762)에 작성된 〈訓局兼別

破陣節目撮要〉에서는 훈련도감에 설치한 별파진과 관련된 규정을

기재했다. 그 중에서 별파진 내부의 직책과 역할에 대한 규정은 다

음과 같다.

나이가 적고 글자를 아는 자를 … 합쳐서 1백 명을 고른다. ○… 매

隊에 11명씩 나누어 정하고 그 중에서 두목 역할을 가히 맡을 수 있

는 자 1명을 隊長 兼敎師로 임명한다. 都旗摠 1명은 兼都敎師로 임명

한다. ○ 매 사람에게 《火砲式》 1권을 주고, 각자의 대에 있는 兼

敎師로 하여금 가르치게 한다.57)

훈련도감의 별파진은 위에서 보이듯이 총 인원이 100명이었고, 이

55) 《御營廳都謄錄》권3 壬午(1702년) 8월 29일 “御營廳別破陣 京案三百七十五名

楊州三十四名 加平三十四名等 分作十三番 逐朔輪番 故其中一名 定爲都牌頭 使

之句管”.

56) 《禁衛營謄錄》권6 己巳(1689년) 9월 24일 別破陣節目 “都牌頭 書字的 敎師段

… 當其入番 則依御局例 每三日中日及下番時 賞中日試取事”.

57) 《御定洪翼靖公奏藁》(奎 1146-v.1-18 B0000893194)15책 권28 軍旅類一 軍制上

二十六 訓局兼別破陣節目撮要 “年少識字者 … 抄擇合一百名 ○… 每隊十一名

式分定 其中可堪頭目者一名 隊長兼敎師差定 都旗摠一名 兼都敎師差定 ○每名

各授火砲式一卷 使其各隊兼敎師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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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1명 단위의 부대인 대로 분류했다. 1개의 대의 두목 역할을 하

는 대장은 겸교사였으며, 9개의 대에 속한 99명의 별파진을 통솔하

는 도기총 1명은 겸도교사에 임명됐다.58) 즉 훈련도감 별파진 편제

에 따르면 9개의 대에 속한 일반 별파진은 90명, 이들을 대 단위에

서 교습하는 직책인 겸교사는 9명, 일반 별파진과 겸교사의 상위직

책인 겸도교사는 1명으로서 도합 100명이었다.

교습 방법에 있어서 별파진 개개인에게 대포 교재인 《火砲式》

을 1권씩 지급한 후 각 대의 겸교사로 하여금 가르치게 했는데, 이

는 앞서 살펴본 어영청, 금위영의 별파진 교사와 동일한 역할이었

다. 기타 오군영에 있는 서자지의 존재를 훈련도감 별파진에서 확인

할 수는 없지만, 겸도교사는 교사의 상위 직책인 도패두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산성의 수비를 담당한 군영 守禦廳의 경우, 도패두와 서자지

가 편제에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군병의 대포 교습을 중심

적으로 맡았던 교사는 수어청 별파진 편제에도 존재했다.59)

이처럼 17세기 후반부터 오군영 소속 별파진에서는 군병 통솔, 서

류 업무, 대포 교습 등 역할에 따라 직책을 세분화하여 군병들 중에

서 임명시켰다. 군영에 따라 직책의 구체적인 명칭은 차이를 보였고

다른 군영에 있는 직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별파진

중에서 실력 있는 자를 임명해 대포 운용을 교습시키는 교사는 여

러 오군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앙 별파진 군병

의 편제 분화가 대포 운용을 효과적으로 교습하려는 목적으로 이루

어졌음을 보여준다.

58) 都旗總에서 旗總은 조선후기 分軍法에서 隊를 통솔하는 隊長 바로 위의 지휘관

이었다. 《承政院日記》32책 영조 1년 4월 17일 甲申 “夫十人爲一隊 一隊之將

各有隊將 三隊之將 各有旗總”. 이로 미루어 본다면 훈련도감 별파진 편제에서

도기총/겸도교사는 대장/겸교사들을 통솔하는 상위직책인 것으로 보인다.

59) 정조 20년(1796) 당시 남한산성 수어청을 관장한 廣州留守 徐有隣이 수어청 남

한산성 소속 별파진으로서 상을 받는 인원의 목록을 정조에게 올릴 때, 목록

에는 陳昌漢이라는 별파진 교사가 포함됐다. 《日省錄》 정조 20년 1월 22일

己巳 “廣州留守 徐有隣 狀啓 以爲南漢別破陣 敎師 陳昌漢等 二名 各木一疋 布

一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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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將校

오군영 별파진 편제에는 역할에 따라 군병 중에서 선발한 도패두·

교사·서자지 이외에 군병들을 관리하는 장교들이 포함됐다. 별파진

군병을 관리한 장교들의 역할은 다양했지만, 대포 교습이라는 측면

에서 장교들은 도패두, 교사, 서자지를 포함한 별파진 군병 전체의

숙련도를 평가해 고과에 반영했다.

도패두는 매일 번을 서는 교사 및 번을 맞이한 별파진과 함께 《火

砲式》을 1달에 2번 강습한다. 次知千摠과 次知敎鍊官은 《火砲式》

을 시강하여 찌지를 거두어 대장 앞에서 呈課한다. 이렇게 12차례를

넘기면 分數를 계산하여 으뜸에게는 상을 주고 꼴찌에게는 치죄한

다.60)

숙종 13년(1687) 2월 27일자 금위영 〈別破陣節目〉에 실린 위 규

정에서는 차지천총과 차지교련관이라는 장교를 언급했다. 이들은 도

패두와 교사를 포함한 별파진 군병 전체의 대포 운용 능력을 시험

했다. 별파진을 시강한 결과는 직접 대장에게 보고돼 별파진에 대한

상벌의 기준이 됐다. 앞서 본 논문 1장 2절 1항 “軍兵”에서는 도패

두나 교사 같은 군병 직책의 선정 기준이 대포 운용 숙련도였음을

확인했는데, 군병들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주체는 바로 차지천총, 차

지교련관 같이 별파진을 담당한 장교였다.

차지천총과 차지교련관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인 次知는 조선

시대 문헌에서 “책임자, 사무를 담당한 이”를 뜻하는 단어이다.61) 千

摠은 조선후기 군영에서 1천 여 명을 지휘하는 장교였다.62) 敎鍊官

60) 《禁衛營謄錄》권3 丁卯(1687년) 2월 27일 別破陣節目 “都牌頭 逐日 與入番敎

師及當番別破陣 講習火砲式 一朔兩次式 次知千摠與次知敎鍊官 試講火砲式 收

栍呈課於大將前 過十二次後 計其分數 擧首論賞 擧末治罪爲乎矣”.

61) 장세경, 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314쪽 次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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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선후기 군문에서 군무에 밝고 군병의 훈련을 직접 담당하는

장교였다.63)

즉 숙종 13년 2월 27일자〈別破陣節目〉에 등장하는 차지천총과

차지교련관은 금위영의 천총, 교련관으로서 별파진 담당 업무를 처

리하는 장교를 뜻한다. 〈別破陣節目〉은 그 자체가 전부 별파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장교명인 교련관과 천총 앞에 간단히 “차

지”라고만 표기한 것이다. 다만 기타 관찬 사료에서는 별파진을 담

당한 장교를 別破陣次知라고 구체적으로 표기했다.64) 즉 별파진 관

련 사료에서 나타나는 차지의 경우, “별파진차지”라고 완전히 표기

하지 않아도 문맥을 고려할 때 별파진차지, 즉 별파진을 담당한 장

교를 지칭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별파진을 담당한 장교들은 별파진 군병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 이

외에 별파진의 평시 군액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영조 26년

(1750) 12월 27일 금위영에서 작성한 별파진 관련 절목에서는 다음

과 같이 장교의 업무를 설명했다.

兼別破陣의 성명은 七色軍案에 올려서 적는다. 頉이 있어서 대신 정

하는 경우, 해당 읍의 차지와 元別破陣 차지가 동의하여 거행한다.

이미 (별파진을) 이속한 뒤라면 手本 등의 일을 별파진차지가 주관

하여 거행한다.65)

62) 조선후기 분군법에 따르면, 천총은 1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인 초(哨) 10개를

지휘하는 장교였다. 《承政院日記》32책 영조 1년 4월 17일 甲申 “百人爲一哨

一哨之將 各有哨官 五哨之將 有把總 十哨之將 有千總”.

63) 영조 11년(1735)에 工曹參判이었던 趙顯命은 당시 군문의 교련관들은 兵事에

밝으며 親操할 때 그 절차를 잘 알아 능숙히 훈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承政院日記》44책 영조 11년 1월 10일 辛巳 “顯命曰 軍中耳目 專在於執事敎

鍊官 而其中行伍拔薦者 尤爲曉達兵事 故若當親操 則能知頭尾而擧行凡節”. 차문

섭은 교련관을 “軍士操鍊의 直接的인 擔當官”이라고 정의했다. 차문섭, 1973

《朝鮮時代軍制硏究》, 단국대학교 출판부, 363쪽.

64) 영조 33년(1757) 금위영에서는 소속 장교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보고에서 별파

진차지인 천총 洪夏疇를 언급했다. 《承政院日記》64책 영조 33년 12월 10일

戊辰 “又以禁衛營意啓曰 … 別破陣次知 千摠折衝 洪夏疇 … 經年督役 竭誠奉

公 爲國事勤勞 誠爲可嘉”.

65) 《禁衛營謄錄》권53 庚午(1750년) 12월 27일 “兼別破陣名付七色軍案 有頉代定

事 該邑次知與元別破陣次知 同議擧行 而旣已移屬之後 則手本等事 別破陣次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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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료에서 나타나는 겸별파진은 별파진이 감액됐을 때, 군영에

상주하는 七色標下軍 일부에게 별파진을 겸직시킨 병종이다.66) 표하

칠색군으로 이루어진 겸별파진과 달리, 균역법 시행 이전부터 존재

했던 별파진은 위 사료에서처럼 원별파진이라고 불렸다. 주목할 점

은 겸별파진의 인원에 탈이 생겨 다른 사람을 代定할 때, 혹은 이미

다른 인원을 겸별파진으로 이속시켜서 手本를 올릴 때 이를 원별파

진 차지, 곧 별파진을 담당한 장교가 맡았다는 점이다. 이로써 별파

진을 담당한 장교들은 별파진의 인원을 파악하고 보충하는 행정 업

무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 2장 2절 “홍경래란 당시 別破陣과 大砲 운용”에서 살펴보

겠지만, 별파진의 장교는 상관으로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별파진 군

병을 인솔하여 대포를 수송하고, 전투에서는 이들을 지휘하여 대포

를 운용했다.

별파진 담당 장교는 금위영 이외 어영청, 그리고 훈련도감의 별파

진 편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영청의 경우 금위영과

마찬가지로 교련관이 별파진을 담당하는 장교로 임명된 사례가 존

재한다.67) 훈련도감 소속 별파진에도 어영청·금위영처럼 별파진차지

가 편제에 존재했고, 이들은 별파진 군병의 대포 교습을 주관했

主管擧行事”.

66) 차문섭에 따르면 표하군은 將官이나 營에 배속되어 군사기능을 돕는 각종 잡된

군무에 종사하는 군인들이었다. 표하군은 대개 長番하여 매달 급료를 지급받

는 병종이었다. 차문섭, 1973 앞의 책, 386∼389쪽. 겸별파진의 유래와 규모는

본 논문 1장 3절 2항 “兼別破陣 창설과 別破陣의 정예화”에서 구체적으로 다

룰 것이다.

67)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영청의 별파진 담당 장교로는 홍경래란 당시 관군

으로 참전한 金仁煥이 있다. 김인환은 정주성 북쪽을 화약으로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는데, 관련 사료에서 김인환이 별파진차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西

征日記》下 순조 12년 壬申 4월 18일 “別破陣次知金仁煥 攻北將臺掘土中埋藥

放火”. 한편 홍경래란 종료 직후 어영청의 試射에 참여한 군병과 장교를 살펴

보면, 당시 김인환은 어영청의 교련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承政院日記》105

책 순조 12년 6월 25일 丙寅 “洪羲俊 以御營廳言啓曰 本廳出征留營將校軍兵試

射放時 … 敎鍊官金仁煥”. 그렇다면 홍경래란 당시 김인환은 별파진차지를 맡

은 교련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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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8)

수어청 별파진의 편제에도 별파진을 관장한 장교들이 존재했다.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병종과 군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지리지인

《重訂南漢志》에서는 남한산성 별파진의 편제를 다음처럼 설명했

다.69)

별파진 5局의 哨官 5원 … 매 국이 각기 旗牌官 4원을 영솔하여 각

읍에 散在한다. … 아래로 100명을 거느리고 … 별파진은 5국에

2,000명이다.70)

위 사료에 따르면 남한산성에 소속된 별파진은 2천 명으로서 국

이라는 단위 5개로 나뉘었다. 각각의 국은 別破陣五局哨官이라는 장

교 1명이 담당했는데, 별파진오국초관은 다시 장교인 기패관 4명을

영솔했다. 각각의 기패관은 다시 별파진 군병 100명을 거느렸다. 매

국마다 1명의 별파진오국초관, 4명의 기패관, 그리고 400명의 별파

진이 소속된 셈이다.

남한산성 별파진 편제에 등장하는 기패관은 교련관처럼 조선후기

군영에서 군병의 훈련을 직접 담당한 장교였다.71) 기패관의 상급자

68) 영조 38년(1762)에 작성된 〈訓局兼別破陣節目撮要〉에 따르면 (별파진)차지는

훈련 당일에 군영에서 소장한 각종 화기와 별파진을 동원해 대포 교습을 실시

했다. 《御定洪翼靖公奏藁》15책 권28 軍旅類一 軍制上 二十六 訓局兼別破陣

節目撮要 “習操之日 營中所在各樣火器 各哨別破陣 次知領去于敎場 以爲習放之

地”. 영조 38년(1762)에 영의정 洪鳳漢이 훈련도감의 별파진 창설을 영조에게

건의하면서 어영청·금위영의 예를 따른다면 좋다고 한 걸로 볼 때, 훈련도감의

별파진차지도 어영청·금위영의 별파진 담당 장교와 유사한 역할을 맡았을 것

으로 보인다. 《御定洪翼靖公奏藁》 앞의 기사 “奏曰 … 若依禁御兩營別破陣例

而設置 則好矣 上曰 成節目擧行 可也”.

69) 《重訂南漢志》는 정조대 문신 徐命膺이 정조 3년(1779)에 守禦使로 재직할 당

시 편찬을 시작했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한 광주 지리지 《南城志》를 헌종 13

년(1847)에 洪敬謨가 보강하여 완성한 것이다. 김병헌·이의강 옮김, 2005 《重

訂 南漢志》, 광주문화원, 2∼3쪽.

70) 《重訂南漢志》 권4 軍制 “別破陣五局哨官五員 … 每局 各領率旗牌官四員 列在

各邑 哨旗牌官二十二人 將下一百名 … 別破陣五局二千名.” 번역은 김병헌·이의

강 옮김, 앞의 책, 183쪽을 따랐다.

71) 차문섭, 1973 앞의 책, 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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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별파진초관은 어영청이나 금위영에 있었던 별파진 담당장교,

특히 교련관과 유사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사료는 영조 26년(1750)에 작성된 〈守禦廳京廳革罷節目〉이다.

〈守禦廳京廳革罷節目〉은 도성에 있는 수어청 경청을 혁파하여

남한산성에 편입시키면서 시행한 조치를 정리한 자료이다.72) 당시

수어청 경청에도 남한산성처럼 별파진과 별파진초관이 있었는데, 수

어경청혁파절목에 따르면 남한산성과 통합되면서 기존 경청에 있던

별파진초관 4명을 감액했다.

서울의 별파진초관 4명은 별파진으로 단지 (대포를)장전하고 쏘는

것에 익은 자를 택합니다. … 1∼2명을 남기되 비록 교련관차지로써

영솔할지라도 순조로이 진행되지 못할 여지가 없습니다. 초관을 減下

하옵고 교련관으로써 차지를 兼差하게 하옵소서.73)

위 사료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별파진 중

에서 대포를 장전하고 쏘는 것에 익숙한 자를 장교인 별파진초관에

임명한다는 점이다. 별파진초관은 별파진 관련 업무를 보는 장교이

기 때문에 별파진으로서 경험 많고 숙련된 인원을 차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三軍門처럼 수어청에도 교련관차지, 곧 별

72) 병자호란 이후 수어청은 도성에서 수어사가 관장하는 京廳, 그리고 광주부의

남한산성으로 구성됐다. 경청과 남한산성이 분리된 편제에서 수어사는 산성을

관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성에 있어서 유사시에 응변할 수 없었고, 산성으

로 보내야 할 군량과 무기를 도리어 경청에 보관했다. 반대로 남한산성에서

근무하고 유사시 성의 主將이 되는 광주부윤은 정작 남한산성 내 수어청 병력

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런 편제상 모순은

효종대부터 정조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문제시됐고, 수차례에 걸쳐서 경청과

남한산성이 통합됐다가 번복됐다. 수어청 일원화는 정조 19년(1795) 8월에 경

청을 완전히 혁파하여 남한산성에 통합시키고, 광주부윤에게 지휘권을 위임함

으로써 이루어졌다. 차문섭, 1996 앞의 책, 149∼170쪽. 〈守禦廳京廳革罷節

目〉은 경청이 완전히 혁파되기 이전, 영조대에 수어청 편제를 일원화하는 과

정에서 작성됐다.

73) 《禁衛營謄錄》 권53 庚午(1750년) 8월 23일 守禦廳京廳革罷節 “京別破陣哨官

四員段別破陣 只擇其習於粧放者 … 仍置一二員是乎矣 雖以敎鍊官次知領率是白

良置 亦無妨礙之端 哨官減下爲白遣 以敎鍊官兼差次知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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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진을 담당한 교련관이 있었고 이때 교련관은 감액된 별파진초관

의 역할을 대신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두 장교

직의 역할이 유사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오

군영에서 별파진을 담당한 장교도 수어청 별파진초관처럼 군병 중

에서 임명됐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금위영과 어영청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별파진을 담당하는

장교직에 교련관이 임명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그런데 교련관은

군병의 훈련 지도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군사지식과 경험이 풍부

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무하여 군무에 익숙한 군병

중에서 골라 교련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권장됐고, 실제로 좋은 평가

를 받았다.74)

군병 출신 별파진을 실력에 따라 별파진차지장교에 임명하는 것

은 경험 많은 별파진을 기용함으로써 별파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병 가운데서 장교를 선발하는 것은

군병들의 사기를 진작키고, 군병으로 하여금 근무에 열중할 동기를

제공한다. 《重訂南漢志》에 실린 다음 기사를 보자.

성안에서 날래고 용맹스러운 군사로 별파진만한 것이 없으니 … 일

반 卒伍와 각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守廳의 執事 한 자리

와 本府의 집사 한 자리에 올려 차임한 규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별

파진에 들어간 자는 전에는 모두 무사의 아들이나 조카들이어서 신

체가 건장한 자나 무예가 출중한 자들이 대부분 별파진에서 나왔습

니다. 그런데 鎭營을 내보낸 초기에는 營과 府의 집사가 합해져 한

청이 되었으므로 별파진에서 올려 차임하는 한 자리가 결국 결원이

있어도 보충하지 않게 되고 말았으니, 그들 무리들이 억울해하는 것

74) 영조대에 공조참판을 역임한 조현명은 교련관 중에서도 항오에서 선발한 인원

이 특히 兵事와 훈련에 능하다고 칭찬했다. 또한 조현명은 훈련도감과 어영청

에서는 원래 교련관 자리 일부를 항오 출신에게 배정했지만, 摠戎廳에는 그런

제도가 없음을 지적했다. 조현명은 총융청에서도 교련관 중 일부를 항오 출신

으로 채우게 할 것을 건의했다. 《承政院日記》44책 영조 11년 1월 10일 辛巳

“顯命曰 軍中耳目 專在於執事敎鍊官 而其中行伍拔薦者 尤爲曉達兵事 故若當親

操 則能知頭尾而擧行凡節 … 都監·御營廳 則本來有行伍拔薦之窠 而獨摠戎廳無

之 … 今後則本廳敎鍊官中 以行伍薦一窠元定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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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치상 당연한 것입니다. … 본부의 집사가 지금 知彀官이 되었으

니, 그 가운데 한 자리를 별파진에 劃付하여 영구히 遞兒職으로 만드

는 한편 아울러 집사로써 현재 남아 있는 자리를 결원이 생기는 대

로 차임함으로써 영구히 이를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

다.75)

위 사료에서는 정조 19년(1795)에 수어경청을 남한산성으로 出鎭

시킨 후, 즉 수어경청을 혁파하고 그 인력과 물자를 남한산성에 이

속시킨 후 남한산성 별파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남한산

성 별파진은 성내에서 가장 정예 병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어청

집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별파진들로 하여금 본업에 힘쓰게

하는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이다.76) 별파진이 승진할 수 있는 집사의

자리가 줄어들자 본부, 곧 광주부에서 빨리 보충을 한 것도 사환권

이 별파진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별파진을 담당한 장교의 역할과 계급, 선발과정을 검토

했다. 별파진의 장교는 별파진 군병을 관리하는 상급자로서 군병들

의 고강과 인원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런 장교들은 별파진

군병 가운데서 대포를 잘 다루는 인원이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다.

75) 《重訂南漢志》권12 故實 出鎭後厘革節目 “城內精悍之兵 莫如別破陣 … 而又有

守廳執事一窠 本府執事一窠陞差之規 故入於別破陣者 在前則俱是武士之子侄 而

身手之壯健者 武藝之超等者 多從別破陣出矣 出鎭之初 營府執事合爲一廳 而別

破陣陞差一窠 自歸於有闕 勿補是如乎 渠輩之抑鬱事理固然 … 本府執事 今爲知

彀官其中一窠 劃付別破陣 永作遆兒 竝執事 見存窠 隨闕隨差 以爲永久遵行之

地”. 번역은 김병헌·이의강 옮김, 앞의 책, 588쪽을 따랐다.

76) 집사는 조선후기 군영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직책이었다. 집사의 역할에

대해서 領敦寧 魚有龜)는 “훈련도감은 국왕의 친병을 통솔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무가 번거롭고 막중하여 집사들이 분주하고 고된 것이 다른 군문보다 배

는 심하다”고 설명했다. 《承政院日記》45책 영조 11년 10월 15일 庚辰 “領敦

寧魚有龜曰 臣 以都監事 有所仰達矣 都監 卽輦下親兵統率之所 以其事務煩重

故執事輩之奔走勤苦 倍於他軍門”. 영조 19년(1743) 비변사에서는 각 군문에서

집사로 오를 수 있는 장교의 인원을 조정했는데, 조정의 대상이 된 장교는 교

련관과 기패관이었다. 즉 교련관과 기패관은 잠재적인 집사 후보군이었다.

《備邊司謄錄》112책 영조 19년 1월 19일 “司啓辭 上年十月晝講時 以各軍門執

事 … 廟堂與五軍門大將釐正 … 各定其額 作爲節目事命下矣 臣等與各軍門大

將 … 各定額數 別單開列以入之意 敢啓 … 各軍門執事窠節目 禁衛營敎鍊官·旗

牌官 合二十五窠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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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로 승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별파진 군병의 근무 의욕을 고

취시켜 별파진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별파진을 담당하는 장교의 존재를 삼군문과 수어청

등 오군영 별파진에서나 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

소재 별파진에서는 담당 장교의 존재를 포착하기 어렵다. 별파진을

효율적으로 교습하고 통솔하기 위한 편제 변화는 도성과 보장처의

수비를 담당하는 오군영 별파진에서 주로 나타났다. 즉 조선후기 별

파진의 조직과 편제가 도성 일대 방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했음

을 의미한다. 이 점은 이어서 살펴볼 별파진의 규모 변화에서 재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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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別破陣의 규모

1. 17∼18세기 別破陣의 규모 변화

본 논문 1장 1절 “別破陣의 유래와 역할”에서는 인조대 이후부터

군기시 이외에 다른 오군영에서도 별파진을 모집하면서 별파진의

군액이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중앙 별파진의 수는 18세기 초 숙종

대까지 증가했는데, 그 배경으로는 조선에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특히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홍이포 사격을 겪으면서 대포의 중요성

을 절감한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병자호란 직후 조선 각지의 防

所에는 별파진이 부족하여 대포 운용에 차질이 생길 정도였다.

그렇지만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는 조선이 서북지역에 성을 수축

하는 것을 금지했고, 청나라 사절단의 경로 상에는 안주, 평양 등

서북의 요충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섣불리 서북지역의 군비를

확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인조대 이후에는 도성 인근의 남한산성

처럼 국왕이 피난하여 항전하는 보장처의 방비 강화가 중시됐다.77)

17세기 후반부터 오군영인 어영청과 금위영, 그리고 수어청에서 별

파진이 급증한 현상은 이처럼 보장처 중심의 수도 방어가 중시된

국방환경에서 비롯됐다.

17세기 후반 오군영의 별파진 증가 추세를 보면, 먼저 어영청에서

는 효종 8년(1657)에 총 240명에 달하는 별파진을 모집했다.78) 어영

청 별파진은 계속 증가하여 숙종 28년(1702)에는 총 443명에 이르렀

다.79) 금위영에서는 숙종 13년(1687)에 처음으로 별파진을 모집해

총액이 197명에 달했다.80) 수어청의 별파진은 숙종 25년(1699) 시행

77) 노영구, 2014 〈17∼18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조선의 도성 수비체제 이해의 방향〉

《朝鮮時代史學報》71, 232∼235쪽; 이홍두, 앞의 논문, 228쪽, 237∼240쪽.

78) 《承政院日記》8책 효종 8년 8월 14일 甲申 “禦營廳別破陣募得 知數後給料事

曾有稟處之命矣 卽今募得之數 已至二百四十名”.

79) 《承政院日記》21책 숙종 28년 8월 29일 戊申 “御營廳別破陣京案三百七十五名

楊州三十四名 加平三十四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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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己卯査減으로 감축되기 직전 888명이었고, 감축 이후 680명이었

다.81)

중앙 오군영에 속한 어영청·금위영·수어청의 별파진 군액은 숙종

30년(1704) 釐正廳의 군역 조사 결과에서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이정청은 오군영의 군액을 감소시켜 군역을 담당하는 양인의 부

담을 줄이기 위해 숙종 29년(1703)에 설치된 임시 관청이다. 이정청

에서는 《各營釐正廳謄錄》을 편찬해 중앙 군액 조정의 결과를 정

리했다. 이를 참조하여 어영청·금위영·수어청의 별파진 군액 증감을

전체 군액 증감과 비교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전체 군액

은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保人을 제외한 각종 장교 및 병종의 수효

를 모두 합쳐서 계산했다.([표 1] 참조)

80) 숙종 13년 당시 금위영 별파진은 도패두, 교사 혹은 서자지를 맡은 인원 14명,

그리고 그 어느 직책에도 임명되지 않은 183명을 합쳐서 197명이었다. 《禁衛

營謄錄》권3 丁卯(1687년) 2월 27일 別破陣節目 “別破陣內 擇其稍解火砲式者

十四名 … 十二名段 差定敎師 … 一名段 差定都牌頭 一名段 差定書字的”;

《禁衛營謄錄》권3 丁卯(1687년) 2월 27일 別破陣節目 “成案 別破陣 一百八十

三名”.

81) 《備邊司謄錄》50책 숙종 25년 8월 25일 “守禦廳 … 別破陣八百八十八名內 存

六百八十減二百八”. 당시 조정은 숙종 21년(1695) 발생한 을병대기근을 맞아

군액 감축 논의를 진행했고, 군역 부담 인구를 줄이기 위해 기묘사감을 시행

했다. 정연식, 2015,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한국학중앙연구원, 39∼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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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영

인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합계

조정 이전

군액
36,188 21,424 38,231 95,843

조정 이후

군액
20,692 19,460 26,599 66,751

군액 증감 -15,496 -1,964 -11,632 -29,092

조정 이전

별파진 군액
443 300 1,279 2,022

조정 이후

별파진 군액
300 300 2,500 3,100

별파진 군액

증감
-143 0 +1221 +1078

[표 1] 숙종 30년(1704) 중앙 군액 조정 후 총 군액과 別破陣의 증감

※ 전거 : 《各營釐正廳謄錄》 五軍門改軍制變通節目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5062)

[표 1]에 따르면, 보인을 제외한 어영청·금위영·수어청의 군액 총

합은 95,843명에서 66,751명으로 줄어들어 조정 이후 약 30퍼센트

감소했다. 반면에 별파진은 2,022명에서 3,100명으로 늘어나 조정 이

후 약 35퍼센트 증가했다. 어영청의 별파진이 이정 후 143명 감소했

음에도 불구하고 세 군영의 별파진은 3분의 1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수어청의 별파진이 2배 가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체 군

액이 감소한 와중에 별파진은 증액됐기 때문에 별파진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군액 조정 이전 전체 군액 66,751명

중 별파진은 2,022명이었는데 이는 약 2.1퍼센트에 달하는 비율이었

다. 반면 조정 이후에는 전체 군액 66,751명 중에서 별파진이 3,100

명이어서 별파진의 비율이 약 4.6퍼센트이었는데, 이는 군액 조정

이전 비율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중앙 별파진 중에서 특히 수어청 별파진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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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營釐正廳謄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별파진은 대포를 藏放하는 병사이다. 성을 지켜 적을 위협하는데 이

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나 山城大砲式에 적힌 바로써 본 즉 마땅

히 6천 여 명이 있어야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자를 보니

겨우 500명이다. 남은 바는 마땅히 수를 준수하여 더해야겠지만, 수

천 명의 장졸을 채우기 어려우니 우선 1460명을 더한다.82)

위 인용문에서는 성에서 대포를 쏘는 별파진이 가장 좋은 수성

전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정청이 처음에는 별파진을 6천 명으로

늘리려고 할 정도로 별파진 군액 증가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

다. 《各營釐正廳謄錄》이 작성된 18세기 초까지 수도 방어의 중심

은 남한산성같은 보장처였으므로, 유독 수어청의 별파진 군액을 크

게 늘리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83)

18세기 초까지 수도 방어의 초점이 보장처에 맞춰졌다는 점은 숙

종 37년(1711)에 북한산성이 축조된 직후, 북한산성 수비를 담당할

별파진이 200명 모집된 것에서 알 수 있다.84) 북한산성 별파진의 군

액이 정해진 이후, 1710년 경 삼군문과 수어청, 북한산성에 소속된

별파진의 수는 어영청·금위영에 각각 300명, 수어청에 2,500명, 북한

산성에 200명씩 총 3,300명이었다.

물론 조선후기에는 오군영과 보장처에만 별파진이 소속되지 않았

82) 《各營釐正廳謄錄》 守禦廳 變通節目 “別破陣乃是大砲藏放之卒也 守城威敵無過

於此 而以山城大砲式所錄 見之則須得六千餘名可以分排 而即今見存者只是五百

名 餘所當准數加定是白乎矣 累千名丁壯卒 難塡充 姑以一千四百六十名增添”.

83) 조선후기 수도 방위전략에 대해서는 본 논문 2장 1절 1항 “조선후기 방위전략

과 수성전” 참조.

84) 북한산성의 인력과 물자는 經理廳에서 관리했으며, 경리청에 소속돼 북한산성

을 수비하는 별파진의 군액은 200명이었다. 《良役實摠》에 따르면, 북한산성

별파진의 군액은 숙종 40년(1714) 갑오년에 정해졌다. 《良役實摠》(麗江出版

社 영인본, 1984) 8면 “經理廳 別破陣 二百名 … 甲午等年 査正後 創設者”. 영

조 23년(1747)에 경리청이 혁파된 뒤에는 총융청에서 북한산성 별파진을 관리

했다. 《備邊司謄錄》117책 영조 23년 5월 7일 “經理廳號 自今革罷 移屬摠戎廳

令摠戎使專管北漢及蕩春臺 爲白齊 … 北漢及蕩春守城軍段 經理廳元定 … 別破

陣二百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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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에도 별파진이 존재했는데, 예를 들어서 숙종 39년(1713) 황

해도 감영·병영에는 별파진 100명이 있었다.85) 그렇지만 오군영과

보장처 소속 별파진과 비교했을 때, 지방 소재 별파진의 경우 규모

와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으며 확인되는 규모도 작았

던 것으로 보인다.86) 어영청과 금위영,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에 수천

명의 별파진이 집중적으로 소속된 점은 18세기 전반 별파진의 주요

목적이 도성과 보장처 수비였음을 보여준다.

1710년대에 오군영과 보장처에 별파진이 설치된 이후, 영조대를

거치면서 중앙의 별파진은 감액되는 추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서 어

영청과 금위영의 별파진 군액은 숙종 30년(1704) 군역 조정 직후 각

각 300명이었지만, 영조 26년(1750)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전보다 절

반가량 감액됐다.87) 수어청의 경우, 영조 14년(1738) 戊午年에 이르

면 남한산성 안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별파진이 100명으로 대폭 감

소했다.88)

85) 《備邊司謄錄》66책 숙종 39년 7월 18일 “黃海監兵營別破陣 皆以戶保各一百名

定額 而監營餘數三十九名 兵營餘數一百六十二名 汰減爲白齊”.

86) 오군영과 보장처 이외 지방 별파진의 규모를 동일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파악

한 자료는 드물다. 따라서 시기에 따른 지방 소재 별파진 군액의 추이를 정확

히 추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간단한 예시를 들면 영조 24년(1748) 작성된 《良

役實摠》에서는 지방 소재 별파진으로서 황해도 大峴山城의 41명과 正方山城

의 120명을 기재했다. 《良役實摠》 27∼28면 “大峴山城 … 別破陣 四十一名”;

29면 “正方山城 … 別破陣 百二十名”. 평안도의 경우 영조 46년(1770)을 기준

으로 威鳳山城에 28명, 慈母山城에 2초, 약 200명이 있었다. 《增補文獻備考》

제119권 兵考11 州郡兵 平安道; 《增補文獻備考》제119권 兵考11 州郡兵 山城.

서북지역뿐만 아니라 삼남의 산성과 水營에도 별파진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렇지만 오군영 및 보장처에 소속된 별파진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았으

며, 조정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87) 《禁衛營謄錄》권53 庚午(1750년) 12월 27일 “一元別破陣三百名內 因均役廳定

奪減省一百四十名 後錄數一百六十名 分作十六番 每朔每番十名”.

88) 《重訂南漢志》권4 軍制 “戊午又罷外方上番之規 各收米設城內抄壯一百名 每三

十名 十日輪番 給料五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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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兼別破陣 창설과 別破陣의 정예화

1710년대에만 해도 각각 300명에 달하는 규모를 지닌 어영청과

금위영의 별파진이 영조대에 반감되고, 2천 명이 넘던 수어청 소속

별파진의 실제 근무 인원이 100명으로 감소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양인의 군역 부담 감소를 위해 균역법이 시행된 이후 어영청과 금

위영의 별파진이 감액된 것으로 볼 때, 군역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

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번상병이었던 기존 별파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력 일부의 근무횟수를 늘려 숙련도를 높이려고 했

다. 이를 보여주는 조치가 삼군문의 겸별파진 설치이다.

기존의 별파진, 곧 원별파진은 군영에서 항상 근무하는 상비군이

아니라 순서를 나누어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番上軍이었다. 예를

들어서 어영청의 경우 숙종 28년(1702) 기준으로 별파진 443명이 13

번으로 나뉘어 1번에 해당하는 인원이 1달씩 근무했다.89) 겸별파진

을 설치하기 직전인 영조 26년(1750)에는 300명이 20명씩 15번으로

나누어 전과 동일하게 1달 근무했기 때문에 원별파진은 15개월에

한번, 1달씩 근무하는 정도에 불과했다.90) 영조 26년(1750)에는 均役

法을 시행하면서 원별파진 군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별파

진의 질적·양적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

년에 어영청과 금위영은 원별파진을 감액하는 동시에, 항시 근무하

는 겸별파진을 새로 모집했다.

겸별파진은 번상군인 원별파진과 달리, 長番하는 標下軍 일부에게

대포를 교습시킨 병력이다. 어영청에서는 원별파진을 300명에서 160

명을 줄인 대신, 겸별파진 40명을 새로 모집했다.91) 금위영도 어영

89) 《承政院日記》21책 숙종 28년 8월 29일 戊申 “御營廳別破陣 京案三百七十五名

楊州三十四名 加平三十四名等 則作十三番 逐朔輪番”.

90) 승정원일기 58책 영조 26년 12월 5일 갑술 “鳳漢曰 御營別破陣三百名 分十五番

以二十名 每一朔兩處輪番”.

91) 《承政院日記》58책 영조 26년 12월 27일 丙申 “又以御營廳言啓曰 元別破陣一

百六十名 分作十六番 每一朔替番 兼別破陣四十名 分作五番 每三日替番 同爲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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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처럼 기존의 300명이 160명의 별파진과 40명의 겸별파진으로 감

액됐는데, 겸별파진은 大旗手, 吹鼓手 등 잡다한 군무를 맡은 표하

군 병종에서 차출하였다.92)

원별파진과 겸별파진의 근무기간을 비교해보면, 겸별파진은 원별

파진보다 한 번에 근무하는 기간이 짧은 대신 순번이 더 빨리 돌아

왔다. 금위영을 예로 들면 원 별파진은 총 160명이 16번으로 나뉘어

1번에 10명씩 1달을 근무했다.93) 원별파진과 달리 겸별파진은 군영

에서 장번하는 표하군의 특성상 근무교대 기간이 훨씬 짧았다. 겸별

파진 40명은 8명씩 5번으로 나뉘었는데, 각 번은 3일씩 근무한 후

교대했다.94) 이 근무방식에 따르면 겸별파진은 한 달에 두 번, 총 6

일을 근무하며 12개월 동안 총 72일을 근무한다.

즉 겸별파진은 15개월 동안 30일을 근무하는 원별파진보다 동일

한 기간 동안 더 오래 근무하며, 근무 교체주기도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겸별파진은 표하군이라는 특성상 군영에서 상주하는 경우

가 많아서 번상하는 별파진보다 더 오래, 자주 근무할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겸별파진은 원별파진과 달리 “항상 대

포를 채우고 쏘는 방법을 익힌 즉 위급할 때에 힘이 되니 일당백”이

라는 평을 들었다.95) 영조 26년(1750)에 바뀐 원별파진과 겸별파진

의 군액은 홍경래란이 발발하기 3년 전인 순조 8년(1808)에 편찬된

《萬機要覽》에서도 준수됐다.96)

番事 曾已筵中定奪矣 來辛未年正月爲始 元別破陣十名兼別破陣八名 新營南小營

兩處 分排立番之意 敢啓 傳曰知道”.

92) 《禁衛營謄錄》권53 庚午(1750년) 12월 27일 “一元別破陣每番十名 不足於使用

故大旗手十名 左右牙兵各四名 塘報手五名 吹鼓手七名 大將臣中軍所陪旗手各五

名 除出四十名 名以兼別破陣 移屬元別破陣事”.

93) 《禁衛營謄錄》권53 庚午(1750년) 12월 27일 “一元別破陣三百名內 因均役廳定

奪減省一百四十名 後錄數一百六十名 分作十六番 每朔每番十名”.

94) 이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겸별파진 모두에게 해당됐다. 금위영의 경우 《禁衛營謄

錄》권53 庚午(1750년) 12월 27일 “兼別破陣 四十名 分作五番 每番八名式 依京

標下例 每三日輪回” 참조. 어영청의 경우 《承政院日記》1063책 영조 26년 12월

27일 丙申 “又以御營廳言啓曰 兼別破陣四十名 分作五番 每三日替番” 참조.

95) 《承政院日記》58책 영조 26년 12월 5일 甲戌 “鳳漢曰 … 今此兼別破陣 以有料

元軍 恒習大砲藏放之式 則緩急得力 必當一當百矣”.

96) 《萬機要覽》 軍政篇3 禁衛營 軍摠 “別破陣一百六十名 … 兼別破陣四十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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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영청과 금위영에서 원별파진 군액을 줄인 대신 비교적 정예한

소수의 겸별파진을 창설한 이후, 영조 38년(1762) 훈련도감에서도

어영청과 금위영의 선례를 따라 겸별파진을 창설했다. 당시 훈련도

감 대장 具善行은 훈련도감에는 대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없으며,

단지 훈련할 때 군기시 소속 별파진을 임시로 차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97) 당시 좌의정이었던 洪鳳漢은 구선행의 지적에 동의하면

서 군문 중에서 으뜸가는 훈련도감에 유독 별파진이 없을 수는 없

으니, 금위영과 어영청의 예를 따라 별파진을 창설하는 것이 좋겠다

고 건의했다.98) 영조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절목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명했고, 곧이어 訓局兼別破陣節目撮要를 작성하여 겸별파진

100명을 모집했다.

훈련도감에서는 어영청과 금위영처럼 군영 상주 병력 중 일부를

선발해 겸별파진으로 삼았다. 다만 훈련도감에서는 표하군뿐만 아니

라 훈련도감 편제의 左部와 右部에 속한 군병 중에서도 차출하여

다양한 병종에게 대포 운용법을 보급하려고 했다.99) 훈련도감의 겸

별파진은 정조 12년(1788)에 90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영조대에

처음 창설했을 당시 규모인 100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100)

수어청 남한산성의 별파진도 어영청·금위영의 겸별파진처럼 근무

인원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대신 근무교대 기간을 단축하여 별파진

의 정예화를 꾀했다. 숙종 30년(1704) 군역 조정 이후 남한산성의

《萬機要覽》 軍政篇3 御營廳 軍摠 “別破陣一百六十名 … 兼別破陣四十名”.

97) 《御定洪翼靖公奏藁》15책 권28 軍旅類一 軍制上 二十六 “壬午秋 訓將具善行

奏曰 訓局 … 至於大砲 不但敎習無人 … 藏放無曉解之卒 每當習操 以軍器寺別

破陣 若干名借用 豈可恃之道乎”.

98) 《御定洪翼靖公奏藁》15책 권28 軍旅類一 軍制上 二十七 “各軍門 皆有別破陣

而訓局 以首軍門 獨無此軍事 甚疎虞 … 若依禁御兩營別破陣例 而設置則好矣”.

99) 《御定洪翼靖公奏藁》15책 권28 軍旅類一 軍制上 二十七 “左右部二十六哨及七

色軍兵中 年少識字者 … 一哨中 每三名式抄擇 合一百名”. 左右部 26초는 훈련

도감에 소속된 보병 26초를 가리킨다. 七色軍은 巡令手, 軍牢, 吹鼓手 등 표하

군 병종을 뜻한다. 《承政院日記》349책 숙종 18년 8월 20일 丁酉 “七色中 如

巡令手·軍牢·吹鼓手等軍”.

100) 《訓局謄錄》41책 戊申(1788년) 正月 25일 “兼別破陣一百名內十名甲辰年減下

火箭軍十名合作百數矣火箭軍今旣減下兼別破陣以九十名定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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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파진 2천 명은 20명씩 번을 나누어서 한 개의 번이 한 달 동안

근무한 후 교대했다.101) 단순하게 계산해도 20명씩 100번으로 나뉘

어 100개월에 1달 근무하는 방식이라서 근무 교대 간격이 어영청·금

위영과 비교하면 매우 길었다. 따라서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숙

련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102) 18세기 초 남한산성에서는 당

시 조선의 수도 방어에서 보장처가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오군영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별파진을 뒀지만, 규모가 커진 대신 인원의 숙

련도가 떨어진다는 한계를 보인 것이다.

숙련도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수어청에서는 실제 근무 인원을 줄

이는 대신, 근무일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택했다. 영조 10년(1734)

甲寅年에는 남한산성으로 상번을 원치 않는 별파진은 쌀을 납부하

는 것으로 근무를 대신하는 것이 허용됐고, 4년 후인 영조 14년

(1738) 戊午年에는 외방에서 상번하는 규정이 폐기됐다. 상번하지

않는 인원으로부터 얻은 쌀은 산성 안에서 근무하는 별파진 100명

에게 지급할 급료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영조 28년(1752) 壬申年에

는 30명이 추가돼 실제 근무하는 별파진은 130명으로 늘었다. 이들

은 30명 단위로 번을 나누어 10일 동안 근무하고 교대했다.103) 결과

적으로 남한산성 별파진은 매달 10일씩 근무하게 돼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근무하게 됐다. 이는 별파진의 숙련도를 높였고, 남한산성

별파진은 정조대에 이르면 성 안에서 가장 정예한 병력이라는 평을

듣게 됐다.104)

101) 《各營釐正廳謄錄》 守禦廳 變通節目 “舊 山城別破陣 … 自今 每朔二十名式

輪面立番”.

102) 趙顯命은 남한산성의 별파진 2천 명 중 태반이 다른 역에 종사해서 실력있는

별파진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承政院日記》47책 영조 13년 10월 13일 丁

酉 “二千名中 太半 汰定於他役 故卽今城中善放者 只有數三人 若此數三人身死

則更無可繼者 而許多火器 將爲無用之歸 豈不有寒心哉”.

103) 《重訂南漢志》권4 軍制 “上番于山城 不願者納米 使城內別破陣代番 英宗甲寅

良役變通時 減五百名每局爲四百名 以二千名定額 戊午又罷外方上番之規 各收

米設城內抄壯一百名 每三十名十日輪番給料五斗 壬申 加設抄壯三十名 每四十

名 十日輪番”.

104) 《重訂南漢志》권12 故實 出鎭後厘革節目 “城內精悍之兵 莫如別破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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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18세기 초까지는 남한산성 같은 보장처를 중심으로 별

파진이 급증하고, 영조 26년(1750)에는 균역법을 계기로 중앙 별파

진이 감액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액과 동시에 삼군문을 중심으로

겸별파진을 창설해 별파진의 숙련도를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보

장처였던 남한산성에서는 겸별파진을 새로 모집하지 않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을 줄이는 대신 근무 교대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인원의

정예화를 실현했다.

특히 삼군문에서 공통적으로 설치한 겸별파진은 장번하는 표하군

과 훈련도감 군병 위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장번군이라는 특성상 군

영에서 상주했고, 따라서 기존의 별파진보다 같은 기간 동안 더 오

래 근무할 수 있었다. 간단히 비교를 하면 겸별파진 설치 이전 삼군

문 소속 별파진은 어영청과 금위영의 별파진 600명이었다. 겸별파진

설치 직후에는 어영청과 금위영의 원별파진 320명과 겸별파진 80명,

그리고 훈련도감 겸별파진 100명을 합쳐서 총 500명이었다. 겸별파

진 창설 이전에 비해서 총액이 100명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

지만 원별파진보다 숙련도가 높은 겸별파진이 총액 500명의 36퍼센

트인 180명이어서 숙련된 인원의 절대수치와 비율은 오히려 겸별파

진 설치 이전보다 높아졌다.

삼군문 별파진을 중심으로 별파진의 정예화가 이루어진 배경으로

는 영조대를 거치면서 수도 방어의 중심이 보장처에서 도성으로 바

뀐 점을 들 수 있다. 영조대에 이르면서 도성의 중요도가 이전보다

높아지자, 도성 수비를 담당한 삼군문은 겸별파진 설치를 통해 수성

전력인 별파진의 전투력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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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선후기 大砲의 역할과 운용

제 1 절 조선후기 大砲와 수성전

1. 조선후기 방위전략과 수성전

1장에서 살펴봤듯이 조선후기 별파진의 편제 분화와 규모 증강,

겸별파진 설립을 통한 정예화 현상은 오군영 별파진에서 주로 확인

할 수 있다. 지방에도 별파진이 존재했지만 오군영 별파진과 비교하

면 편제가 매우 소략하게 기술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규모

도 영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재 별파진에 대한 조정의 관심

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이유는 조선후기에는 수도 일대 방어가 중

시됐기 때문이다.

인조대 이전 조선의 방위전략에서는 국방력의 핵심을 도성 일대

가 아니라 국경에 두고, 외적의 침입을 국경에 배치한 핵심 군사력

으로 막으려고 했다.105) 국경중심의 방위전략이 전환된 계기는 인조

2년(1624)에 발발한 이괄의 난이었다. 이괄의 난 당시 도성은 이괄

군에게 함락돼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괄의 난은 결국 관군이 진압했

지만, 난의 결과로 서북지역의 군사력은 거의 붕괴했다.

국경을 침범하는 적을 막아야할 서북지역의 군사력이 약한 상황

에서 국경 중심의 방위전략을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괄의

난 이후에는 서북지역에서 적을 직접 막기보다는 지연작전을 통해

적의 군사력을 소모시킨 후, 경기 지역으로 유인하여 도성 일대의

군사력으로 결전을 치루는 방위전략이 채택됐다.106) 이괄의 난 이후

105) 김웅호, 2005 〈조선후기 도성중심 방위전략의 정착과 한강변 관리〉 《서울

학연구》2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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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이 약화된 조선은 정묘호란을 겪으면서 후금군의 우수한 전

투력을 실감했고, 조선에서는 수성전 위주의 방위전략을 도성 중심

방위전략과 같이 채택했다.107)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직후 조선은 청과 정축화약을 맺었는데, 화

약의 내용 중에는 서북 지역의 城池 신축과 수축을 금지하는 규정

이 있었다. 청나라 사신은 사행로를 거치면서 서북지역을 감시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서북의 군비를 확충하는 것은 어려웠다.108) 따라서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서북지역보다는 청나라의 감시로부터 자

유로운 서울 군영을 중심으로 군비를 강화했다.109) 특히 유사시 국

왕이 피난하여 항전하는 남한산성 같은 보장처는 17세기 후반∼18

세기 초 방위전략의 중심이 됐다.110)

그러나 18세기 초에는 보장처보다 도성을 중심으로 방위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장처보다 도성 방어를 우위에

둬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산성 축조 논의가 진행되던 숙종 28년

(1702)에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노론과 소론에서는 보장처로서

북한산성을 축성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도성을 수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일정부분 수용됐고 숙종 30년(1704)부터

36년(1710)까지 도성 수축이 진행됐다. 그렇지만 이듬해인 숙종 37

년(1711)에 북한산성 축조 논의가 대두돼 도성 수축은 더 이상 진행

되지 못했고, 영조 4년(1728) 戊申亂을 계기로 도성 방어 논의가 재

개될 때까지 도성 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

다.111)

무신란이 발발했을 때 삼군문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관군은

이인좌군을 격퇴하여 난을 진압했지만, 이인좌군이 도성 함락을 목

106) 노영구, 2014 〈17∼18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조선의 도성 수비체제 이해의 방향〉

《朝鮮時代史學報》71, 233쪽.

107) 노영구, 2016 《조선후기의 전술 – 18세기 『병학통』 연구 -》, 그물, 83쪽.

108) 노영구, 2014 앞의 논문, 234쪽.

109) 이홍두, 앞의 논문, 234∼235쪽.

110) 김웅호, 앞의 논문, 74∼76쪽.

111) 노영구, 2014 앞의 논문, 237∼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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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북상한다는 소식에 도성민은 동요했다. 이에 영조는 직접 한양

에 남아 도성민과 같이 사수하겠다고 천명하여 도성민을 안집시켰

다. 무신란 이후 도성 방위전략은 삼군문의 도성내 방어구역 배분,

도성민 동원·배치, 수성전술 등 도성 수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守城節目》(1747)과《守城冊子》(1751)가 간행되면서 정립됐다.112)

이상에서 17∼18세기 조선에서는 인조대 이후에 보장처 중심의

방위전략을 유지했으며, 영조대에 도성 중심의 방위전략을 채택했음

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방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남한

산성과 같은 보장처와 도성의 방비를 강화했다. 보장처와 도성에는

모두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후기 방위전략에서는 수성전에 대

한 고려가 필요했다.

인조대 이후 별파진이 오군영을 중심으로 증가했던 이유는 여기

에서 찾을 수 있다. 조총과 대포를 활용하는 수성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鳥銃手 이외에도 대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파진을 확

보·강화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별파진을 모집하는 이유가 수

성전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17∼18세기 관찬 사료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조 17년(1639) 당시 별파진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병조의 보고에서는 별파진을 설치하는 이유가 “오로지 성곽을 방어

하기 위한 것”[專爲禦郭]이라고 강조했다.113) 《釐正廳謄錄》에서는

별파진의 목적이 “성을 지켜 적을 위협”[守城威敵]하는 것이라고 명

시했다. 특히 별파진의 경우 “성을 지켜 적을 위협하는데 이보다 나

은 것이 없다”[守城威敵無過於此]고 여겨졌다.114) 정조대에 수어사를

역임한 鄭民始는 수어청 남한산성의 별파진을 설명하면서, 별파진의

112) 육군본부(군사연구소), 2012 《한국군사사 7 조선후기 Ⅰ》, 경인문화사, 457∼

460쪽, 472∼480쪽; 신효승, 2015 〈영조대 도성 방위와 수성전술 체계〉

《역사와 실학》56, 150∼167쪽.

113) 《承政院日記》 4책 인조 17년 9월 15일 己巳 “金世濂 以兵曹言啓曰 軍器寺牒

呈 破陣軍·別破陣之設 專爲禦郭 …”.

114) 《各營釐正廳謄錄》 守禦廳 變通節目 “別破陣乃是大砲藏放之卒也 守城威敵無

過於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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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다루는 기술[砲技]이 산성의 장기라고 언급했다. 또한 별파진

은 잘 훈련됐기 때문에 “급할 때에 가히 믿을 수 있는 자들”[緩急可

恃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15) 이로써 조선후기에는 별파진

이 중요한 수성전력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후기 주력 大砲와 수성전술

17∼18세기 조선에서는 수성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파진 군액을

증강하는 동시에 별파진이 운용할 대포의 수를 늘려 성곽에 비치했

다. 특히 강화도와 남한산성 등 보장처에 다수의 대포가 비치됐다.

예를 들어서 현종 5년(1664) 당시 강화도의 본부와 鎭堡에는 총 567

문의 대포가 있었다.116) 이후 숙종 4년(1678)에는 강화도 본부에서

별도로 서구식 대포인 佛狼機 300여 문을 각 진보에 배분했고, 숙종

6년(1680)에는 153문을 추가로 제작해 배치했다.117)

남한산성에는 병자호란 당시에만 해도 대포가 불과 수문밖에 없

었지만, 18세기 초 숙종대에는 불랑기를 포함한 각종 대포 수백 문

을 보유했고 지속적으로 대포를 추가 생산·비치했다.118) 예를 들어

서 숙종 37년(1711)에는 불랑기 250문을 새로 제조했으며, 2년 후에

는 불랑기를 포함하여 대포 163문을 제작했다.119)

115) 《承政院日記》 82책 정조 6년 2월 10일 丁丑 “民始曰 砲技卽山城之長技 而別

破陣尤號精鍊 緩急可恃者也”.

116) 《顯宗改修實錄》권11 5년 6월 22일 癸丑 “ 大碗口及大砲、中砲幷六十五坐,

小碗口三十坐, 虎蹲砲三十七 … 大砲一百七十九坐 … 南蠻大砲十二坐 … 佛

狼機二百四十四”.

117) 숙종 4년(1678) 강화도를 시찰한 金錫胄)는 강화도 본부에 있던 불랑기 300문

을 각 진에 배분했다고 보고했다. 《息庵先生遺稿》권17 啓辭 墩臺畢築巡審後

書啓 “本府所上 火器中 各號佛狼機 只是三百餘坐 旣已分置於各鎭”. 숙종 6년

(1680)에는 統營에서 불랑기 153문을 새로 제작해 강화도로 운송했다. 《承政

院日記》14책 숙종 6년 5월 9일 丁酉 “備邊司啓曰 江都 各墩所上 統營所造 佛

狼機 一百五十三坐 旣已一齊運致江上矣”.

118) 《備邊司謄錄》58책 숙종 33년 5월 15일 “以軍器言之 則丙子守城時 只有大長

砲數柄云 闕後如大砲佛狼器 漸次措備 其數將至數百 以卽今打造百座 竝計城堞

堞數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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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조선의 성곽에 배치된 대포 중에서 가장 중시된 종류

는 불랑기였다. 서구에서 유래한 대포인 불랑기는 일반적인 대포처

럼 탄약을 砲口로 넣어서 장전하지 않았다. 보통 대포와 달리 불랑

기는 대포의 본체인 母砲, 그리고 모포와 분리할 수 있는 약실인 子

砲로 구성됐다. 불랑기를 사용할 때는 미리 탄약을 장전한 여러 개

의 자포를 준비한 후, 자포를 모포 안에 번갈아가면서 장착해 발사

했다. 따라서 불랑기는 일반적인 대포보다 발사속도가 빨랐고, 연달

아 쏘는 포탄으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군을 견제할 수 있어서 수

성전에 적합하다고 여겨졌다.120)

빠른 발사속도 이외에도 불랑기는 천자총통이나 지자총통처럼 큰

대포보다 화약 소비량이 적었다는 점 때문에 선호됐다. 예를 들어서

李恒福은 광해군 1년(1609)에 올린 계에서 화약을 지나치게 많이 소

모하는 천자총통이나 지자총통보다는 현자총통과 불랑기가 수성전

에서 더욱 유용하다고 주장했다.121)

조선군이 불랑기와 현자총통을 다른 대포보다 선호했다는 점은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군기 목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순

조 10년(1810) 당시 남한산성에서 보유한 군기 중에서 불랑기와 天

字·地字·玄字·黃字銃筒, 大·中·小碗口의 수량을 정리한 것이다.122)

119) 《備邊司謄錄》63책 숙종 37년 10월 24일 “不可無守城器械 故前 判書閔鎭厚陳

達筵中 擇送禁衛將校 使之打造 佛狼機二百五十坐”; 《備邊司謄錄》65책 숙종

39년 4월 12일 “自守禦廳 出給物力 使鑄南漢所用火器 則別子砲 四百八十門

母砲一百六十位 玄子砲三位”.

120) 《承政院日記》55책 영조 23년 5월 8일 丁酉 “佛狼器 亦是守城之具 子砲 置於

母砲之內 連次放之 則使賊不得近城”. 대포 중에서 특히 불랑기가 수성전에

유용하다는 평은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12책 현종

13년 11월 18일 己丑 “守城之具 無過於佛狼機”; 《備邊司謄錄》46책 숙종 18

년 12월 4일 “又所啓 守城之具 無過於佛狼機”; 《承政院日記》960책 영조 19

년 7월 14일 甲午 “守城之用 佛狼機最好”.

121) 《白沙先生別集》권2 啓辭 請鑄大砲啓 “己酉四月初十日 備邊司郞廳 以都體察

使意 啓曰 … 盖守城之具 專以大砲爲重 本國大炮如天地字銃 則制度過大 藏藥

過多 火力激猛 箭發不直 水戰城守 俱不中用 唯玄字銃及新制五號佛狼機炮 㝡

關於用”. 한번 발사할 때 천자총통은 화약 30냥, 지자총통은 20냥을 소비했는

데, 이는 불랑기나 현자총통의 화약 소비량보다 최대 10배 많은 양이었다. 강

신엽, 2004 《조선의 무기 Ⅱ》, 봉명, 31∼38쪽.

122) 불랑기 이외에 천자·지자·현자·황자총통과 대·중·소완구는 조선후기에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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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수량 대포 수량

천자총통 5문 대완구 1문

지자총통 6문 중완구 4문

현자총통 31문 소완구 1문

황자총통 1문 2호 불랑기 13문

별황자총통 26문 4호 불랑기 102문

5호 불랑기 185문

합계 375문

([표 2] 참조)

[표 2] 순조 10년(1810) 당시 남한산성에서 보유한 大砲

※ 전거 : 《南漢守禦營重記》 舊軍器 各樣軍物秩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산업단, 2013 《남한산성 사료총

서 제4권 역주 남한수어영중기》, 16∼67쪽)

[표 2]에 따르면 순조 10년 남한산성에 비치된 대포 375문 중 2

호, 4호, 5호 불랑기는 모두 300문으로서 전체 대포의 80퍼센트에

달했다. 300문의 불랑기 중에서도 비교적 크기가 작은 4호, 5호 불

랑기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남한산성만큼은 아니지만, 도성 수비

를 담당한 삼군문에서 보유한 대포 중에서도 불랑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123) 즉 수성전에서 조선군이 사용한 주력 대포는 불랑기였

다.124)

인 대포로 분류된 화약병기였다. 《承政院日記》25책 인조 7년 3월 25일 辛

巳 “朴炡以軍器寺官員以都提調意啓曰 所謂大砲 如天地字銃筒大中小 碗口大中

小”.

123) 순조 8년(1808) 《萬機要覽》에 따르면 삼군문에서 보유한 각종 대포 547문

중 3분의 1 이상인 185문이 불랑기였다. 신효승, 앞의 논문, 162∼163쪽 [표]

군영별 주요 무기 편제. 본 논문 [표 2]에서 나타나는 불랑기의 비율 80퍼센

트보다는 떨어지지만, 대포의 수량을 종류별로 나눴을 때 불랑기가 가장 많

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24) 수성을 중시한 조선군이 불랑기를 주력 대포로 채택한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했다. 강석화, 앞의 논문, 336, 353쪽; 유승주, 앞의 논문, 132∼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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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전에서 조선군은 불랑기를 비롯한 대포를 개인화기인 조총과

같이 근거리에서 사격해 적군을 격퇴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조선군

의 수성전술은 조선후기에 널리 보급된 병서인 《兵學指南》을 통

해 알 수 있다. 《兵學指南》에는 조선후기 군대의 신호체계와 진법

이 실렸는데, 그 중에는 수성전의 절차를 담은 城操定式이 포함됐

다. 성조정식에 실린 수성전술은 큰 변화 없이 영조대 도성방어의

절차를 규정한 《守城機要》에도 기재됐다.125) 따라서 《兵學指南》

성조정식에서 묘사하는 전술은 조선후기의 표준적인 수성전술이라

고 볼 수 있다. 성조성식에 실린 수성전술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伏路人이 성 바깥 정면에서 포를 놓고 起火를 들면 중군은 적이 동

쪽을 쳐서 이미 백 보 안에 이른 것을 알린다. 이리하여 동쪽에서는

중군의 호령을 기다리지 않고 포를 놓고 불랑기와 조총을 일제히 놓

으며 또 적이 50보 이내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면, 궁시를 일제히 발사

하고 중군은 포를 그 방향수대로 놓고 …126)

위 사료에서는 성의 한쪽 면을 지킬 때 성벽에서 적을 공격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군은 적군이 성에 다가올 때

두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무기로 공격했다. 첫 번째로 적이 100보

안에 들어오면 지휘관인 중군의 명령이 없어도 불랑기로 조총을 사

격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적이 더 가까이 와 성벽으로부터 50보

이내에 도달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활로 일제히 사격했다.

조선시대의 1보는 20센티미터 가량인 周尺으로 6척이었으므로, 약

1.2미터에 달한다.127) 따라서 불랑기와 조총으로 사격을 시작하는 거

125) 노영구, 2014 앞의 논문, 103∼107쪽.

126) 《兵學指南》권5 一面操 第七 “伏路人于城外本面放砲放起火 中軍稟賊攻東面已

到百步內本面不待中軍號令 自擧砲佛狼機鳥銃齊打 又報賊至五十步內弓矢齊發

中軍擧砲如該方數 …”. 번역문은 정호완의 역주본을 따랐다. 정호완, 2013

《(역주)병학지남》,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89쪽. 정호완의 역주본에서는 정조

11년(1787) 장용영 판본 《兵學指南》을 따랐다.

127) 조선시대 주척(周尺)의 길이에 대해서는 박흥수, 1999 《韓·中度量衡制度史》,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628∼6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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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 100보는 120여 미터라고 볼 수 있다. 불랑기의 최대 사거리는

100보를 훨씬 넘겼지만, 전투에서는 직접 적을 보고 명중시켜야 했

다.128) 따라서 성조정식에서는 사격 개시 거리를 불랑기의 최대 사

거리보다 훨씬 짧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후기 조총의 유효 사거리가 100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조선군은 불랑기와 조총의 화력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는 사거리에

서 적을 막는 전술을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129) 또한 조선군은 대

포의 최대사거리보다 훨씬 짧은 거리인 100보 안에서 불랑기를 운

용할 때, 對人 화력을 높이기 위해 포 하나에 여러 개의 작은 탄환

을 장전하여 일종의 산탄총처럼 활용했다.130) 즉 조선군은 당시의

주력 개인화기였던 조총과 동시에 운용하여 수성군의 화력을 극대

화하는 전술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별파진이 운용한 조선후기 대포의 주 용도는 성곽을 방

어하는 것이었고, 주력 대포는 빠른 발사속도로 성에 접근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불랑기였음을 살펴봤다. 대포를 활용하

128) 불랑기의 최대 사거리는 대포의 크기나 화약 소비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숙종 19년(1693) 수어청에서 올린 보고에서는 불랑기

로 포탄을 쏘면 7,8백 보에 이른다고 설명한 바 있다. 《承政院日記》352책

숙종 19년 5월 18일 辛酉 “南漢山城所儲火器 元來數少 不足爲緩急之用 故其

中佛狼機 … 新造後使之試放 則砲丸 遠達於七八百步之外”. 불랑기의 사거리

가 1천여 보였다는 영조 19년(1743) 기사도 있다. 《承政院日記》962책 영조

19년 8월 26일 丙子 “聖應曰 佛狼機極妙 其力幾至千餘步”. 기록에 따라서 불

랑기의 사거리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兵學指南》 城操定式에서 규정한 사

격 개시 거리인 100보보다 길다는 점은 분명하다.

129) 영조대 군기시에서 올린 보고에 따르면 조선후기 조총의 효력이 미치는 거리

는 100보였다. 《備邊司謄錄》78책 영조 1년 12월 “軍器寺官員 以提調意啓曰

兵器之長技 無過於鳥銃 而軍中行用之銃 則其力所及 不過百步”.

130) 숙종 7년(1681)에 李選은 강화도 방비의 강화를 건의하는 상소에서 적이 100

보 이내에 있을 때 불랑기에 새알만한 탄환을 다수 장전하여 발사하면 많은

적을 맞출 수 있다고 적었다. 《芝湖集》권2 疏箚 進江都事宜別單疏 “臨江禦

敵之具 莫過於火砲及佛狼機 而此皆遠放之器 其丸雖大 所中不至於多 敵若近在

百步之內 則又不若於火砲及佛狼機 多莊小丸 爲所中於人者衆”. 숙종 20년

(1694)에 편찬된 《江都志》에서는 강화도에서 보유한 각종 무기와 활용법을

설명했는데, 불랑기로 작은 무쇠 탄환(水鐵丸)을 다수 발사하면 적에게 큰 인

명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기록했다. 《江都志》下 軍器 佛浪機 “用小丸 則

殺賊甚衆 水鐵小丸多數措置 以備不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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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술 역시 주력 개인화기인 조총과 병행하여 수성전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조선후기 대포 제작·운용에 대한 몇몇 기사, 특히 영조대 초

기 기사에서는 조선군이 대포를 수레에 탑재하여 운용한 사례를 보

여주고 있다. 일례로 영조 2년(1726)에 평안도 병사 李思晟은 휘하

병력 각종 무기를 탑재한 수레를 지급했는데, 그 중에는 대포를 실

은 수레도 있었다.131) 또한 영조 7년(1731) 훈련도감에서는 銅砲 50

문과 서구식 대포인 홍이포 2문을 모두 수레에 실어서 시범 운용을

한 바 있었다.132)

그렇지만 이후 영조 23년(1747)에 병조판서 李周鎭은 당시 조선군

의 대포 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불랑기는 역시 성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모포 안에 자포를 넣으면 여

러 차례 쏠 수 있으니 적이 성에 가까이 오질 못합니다. 혹자는 홍이

포보다 낫다는 말을 하지만, 단지 성 위에 걸어둘 뿐입니다. 또 수레

에 실으면 다루기가 매우 어려우니, 시험 삼아 쏜 후에는 뒤로 5∼6

보나 물러가서 급한 때에 사용하기가 가볍고 편하지 않습니다.133)

위 인용문에서 이주진은 불랑기를 운용하는 방법으로 성 위에 비

치하는 경우, 그리고 수레에 탑재하는 경우를 언급했다. 불랑기를

성 위에 비치해 수성전에서 쓰는 것은 앞서 살펴봤듯이 당시 조선

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방식이다. 주목할 부분은 수레에 탑재한

131) 《承政院日記》624책 영조 2년 10월 5일 癸亥 “兵使李思晟 多造兵車 有大有小

以一哨 領九車 或載大砲 或載矢石 布列而使臣觀之 蓋可用於平原廣野 北道則

率多平原廣野 此兵車 猶可用矣”. 이사성의 휘하 병력이 지급받은 수레로 훈

련하는 모습을 참관한 北評事 金龍慶은 이 수레들이 평원과 넓은 들에서 쓸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132) 《英祖實錄》30권 7년 9월 21일 辛巳 “訓鍊都監言 本局新備銅砲五十 紅夷砲二

所載車五十二輻 而銅砲行丸 爲二千餘步 紅夷砲行丸 爲十餘里 此實緩急可用者

紅夷砲卽我國新制 進備睿覽 請紀監蕫者勞 上許之”.

133) 《承政院日記》55책 영조 23년 7월 29일 “佛狼器 亦是守城之具 子砲 置於母砲

之內 連次放之 則使賊不得近城 或有勝於紅夷砲之論 但掛置城上 且駕車子 擧

措甚難 試放之後 退去五六步 倉卒之際 使用之道 不爲輕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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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랑기의 운용을 평가한 대목이다. 이주진은 불랑기를 수레에 실으

면 그 반동이 5∼6보나 되기 때문에 급한 때에 매우 사용하기 어렵

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수성전에서 쓰

기 위해 “성 위에 걸어둘 뿐”[但掛置城上]이라고 설명했다.

1보를 1.2미터라고 보면 수레의 탑재한 불랑기의 반동거리인 5∼6

보는 6∼7미터나 된다. 매번 발사할 때마다 이렇게 긴 거리만큼 뒤

로 물러나는 불랑기를 다시 옮기고 자포를 교체하여 사격해야 한다

면 운용하기가 번거로웠을 것이다. 그나마 조선후기 대포 중에서 가

벼운 축에 속하는 불랑기도 수레에 탑재해서 원활히 운용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불랑기보다 무겁고 화력이 센 천자총통이나 지자총통같

은 대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결국 조선군은 수레에 탑재한 대포를 영조대 초년에 제작하여 시

범 운용을 했지만, 반동을 완화하여 운용의 편의성을 높일 정도로

발달된 수레를 개발하지 못해 야전용 대포 운용에 난항을 겪은 것

이다.

조선후기에 대포를 탑재해 야전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레가 미비했다는 점은 홍경래란 당시 별파진의 대포 수송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순조 12년(1812) 1월 28일, 순무영

에서는 홍경래군이 점거한 정주성을 포위한 관군에게 남한산성 소

속 별파진과 대포를 보냈다. 남한산성 별파진은 천자총통 2문, 완구

1문, 별황자총통 1문, 4호 불랑기 1문, 도합 5문의 대포를 수레에 싣

고 정주로 향했다.134) 당시 비변사에서 작성한 관문에 따르면 5문의

대포를 싣는데 동원된 수레는 총 3대였다.135) 이를 통해서 당시 조

선군이 수레 1대에 서로 다른 종류의 대포를 여러 문 실었음을 확

134) 《巡撫營謄錄》(驪江出版社 영인본, 1985) 권1 壬申 정월 28일 傳令先鋒中軍兼

兵使朴基豐 “因報請可用器械 及善放軍 與解事將校 竝爲取來於南城 玆以岡夜

車運下送爲去乎 依後錄知悉 宜當者 後 天字銃筒二門 … 碗口一坐 … 別黃字

一門 … 四号佛狼機一坐”.

135) 《純祖辛未別謄錄》(驪江出版社 영인본, 1985) 권2 壬申 정월 26일 京畿海西平

安監司了 “定州下送器械 所載車子三輛 各健實車牛三匹 各人夫六名式 合車牛

九匹 人夫十八名 二十五里式分排 預待以爲次次替代之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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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조선군이 수레 1대에 다수의 대포를 탑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

는 당시 대포를 전투에서 사격할 때 사용한 수레의 경우 1대 당 대

포 1문을 탑재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戎垣必備》에 기재된 童車

※전거 : 《戎垣必備》(강신엽, 2004 《조선의무기Ⅱ》, 봉명)

[그림 1]의 수레는 순조 12년(1812)에 편찬된 병서 《戎垣必備》

에 기재된 대포 사격용 수레인 동차이다. 《戎垣必備》에서는 [그림

1]의 동차를 쓰는 법을 다음처럼 설명했다.

이것은 천자총통을 싣는 수레이다. 총통을 사용할 때에는 수레 벽 안

에 총통의 몸체를 안정시키고 수레 담 위에 총통의 머리를 들어 베

개 枕木을 설치하여 고정시킨다. 또 삼줄로 단단히 묶고 수레 벽 좌

우·상하로 둥글게 묶음으로써 구르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표적

을 향하여 발사한다. … 지자총통·현자총통·황자총통 등을 싣는 동거

는 각각 총통 몸체의 크기에 따라 맞춰서 제작한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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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는 천자총통을 수레 벽 안에 안정시키고 삼줄로 묶

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사격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동차가

대포를 수송할 때가 아니라 사격할 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1대에 다양한 종류의 대포 다수를 싣는 수송용 수레와 달리, 동

차 1대에는 한 종류의 대포를 1문만 탑재했다.([그림 2] 참조)

[그림 2] 현대에 복원한 天字銃筒과 童車

(전쟁기념관 전쟁역사실(1) 조선시대, http://wmk.kr/ko/node/11284 2017-05-28 검색)

대포의 수송용 수레와 발사용 수레가 분리됐다는 점은 야전용 대

포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기동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한번 대포를 비치하면 추가로 기동할 필요 없이 다가오는

적을 사격하면 되는 수성전과 달리, 다수의 부대가 기동하면서 공격

하는 야전에서는 대포 역시 상황에 따라 기동하여 위치를 바꿔야

했다. 만약 야전용 대포의 수송용 수레와 발사용 수레가 서로 달랐

다면, 대포를 움직이고 발사할 때마다 번거롭게 수레를 교체해야 하

136) 강신엽, 앞의 책,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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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효용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전용 대포를 자주 운용하는 군대에서는 대포의

수송과 사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한 종류의 수레에 대포 1문

을 탑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야전용 대포를 적극적

으로 활용한 18세기 청나라 군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레에 대포를

탑재했다.([그림 3] 참조)

[그림 3] 18세기 청나라의 야전용 大砲

※ 전거 : 《皇朝禮器圖式》권16 兵備四 火器 神威將軍礮

(曲延鈞 主編, 2002 《中國清代宮廷版畫 20》, 安徽美術出版社, 537쪽)

[그림 3]은 건륭 31년(1766)에 편찬된 《皇朝禮器圖式》에 실린

삽화인데, 청나라 대포인 神威將軍礮와 신위장군포를 탑재한 수레를

묘사했다. 신위장군포를 실은 차체는 신위장군포보다 컸으며, 수레

에 커다란 바퀴 2개가 달려서 전장에서 이동할 때 편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레 뒤에 한 쌍의 끌채가 돌출됐는데, 이는 대포를

쏠 때 발생하는 반동을 지면으로 흡수시켜서 대포가 뒤로 밀려나는

거리를 줄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위장군포와 대조적으로,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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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천자총통 전용 동차는 간신히 대포를 안착시

킬 정도로 차체가 작았다. 또한 동차는 소형 四輪 수레였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 불편했다.137)

이상에서 조선군은 영조대에 잠깐 수레를 활용해 대포의 기동성

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성전에서

방어적으로 대포를 운용하는 것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차

례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은 야전에서 효과적으로 대포를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수레를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레

에 탑재한 불랑기의 성능에 대한 이주진의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홍경래란 당시까지 수송용 수레와 발사용 수레가 분리된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2장 2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조선군의 대포 운용

이 방어전에 적합했다는 점은 대량의 대포가 활용된 실전 상황, 특

히 홍경래란 당시 대포 운용의 성취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

다.

137) 김병륜, 앞의 논문, 86∼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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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홍경래란 당시 別破陣과 大砲 운용

2장 2절에서 홍경래란을 선정하여 검토하는 이유는 홍경래란이

조선후기에 다수의 별파진과 대포가 실전에서 동원·운용된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당시 관군은 정주성을 점거한 홍경래군을 진압

하기 위하여 다수의 별파진과 대포를 동원했다.

홍경래란 관련 관찬 등록류를 살펴보면 공성에 필요한 대포와 별

파진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동원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

군이 정주성을 공격하면서 대포를 어떤 목적으로 운용했고, 대포 운

용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관찬 사료와 개인 일기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절 1항에서는 우선 관군의 별파진·대포 동원 기록

을 통해 조선후기 대포 구성의 특징을 확인하여 2절 2항을 이해할

기반을 다지겠다.

1. 관군의 別破陣·大砲 동원

홍경래군은 순조 11년(1811) 12월 18일 평안도 가산 다복동에서

거병하여 가산을 점령했다. 19일에는 곽산과 정주성을 점령했으며

28일까지 박천, 용천, 신천 등 청천강 이북의 고을을 관군의 큰 저

항 없이 점령했다. 그러나 29일 박천·송림에서 평안도 관군과 야전

을 벌여 패배한 후, 홍경래군은 정주성으로 후퇴하였다. 홍경래군이

정주성을 점거한 이후, 정주성이 함락되는 순조 12년(1812) 4월 19

일까지 홍경래란은 정주성을 둘러싼 공방전으로 점철됐다.

관군은 정주성을 포위한 후 순조 12년(1812) 1월부터 성을 공격하

기 위해 정주성 인근 평안도 고을에서 각종 대포와 탄약을 동원했

다. 예를 들어 龜城에서는 대완구 1문과 중완구 2문, 화약 100근과

포탄 32개를 정주성으로 보냈다.138) 동일 寧邊에서는 무게가 300근

가량이어서 牛馬로 옮기기 어려운 무게 대포 4문을 포탄 1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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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하기 위해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139) 평안도 병영에서는 천

자총통과 불랑기 6∼7문을 정주로 보냈다.140)

대포 이외에 대포를 운용하는 인력도 동원됐는데, 영변에서는 대

포 이외에도 “포 잘 쏘는 교사”[善放敎師] 3명을 파견했다.141) 당시

영변에서 보낸 교사가 정확히 어떤 병종인지는 사료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대포를 잘 쏜다는 점, 본 논문 1장 2절 1항에서 살펴본 별

파진 군병의 직책 중 대포 교습을 담당하는 교사와 명칭이 동일하

다는 점을 생각하면 평안도 소재, 특히 영변의 별파진으로 여겨진

다. 영변은 평안도 병영의 소재지였는데, 마침 평안도 병영에서 천

자총통과 불랑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평안도 병영에서는 대포와 함

께 대포를 운용할 인원으로 “敎師”를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관군 진영에는 평안도 현지에서 동원한 대포 운용 인력 이

외에 중앙에서 동원한 별파진도 있었다. 이들은 총융청에 소속된 별

파진으로서, 삼군문의 보병과 기병을 주축으로 구성된 巡撫營軍의

일부였고 총 4명이 동원됐다.142) 총융청 별파진은 영변의 “敎師”같

은 현지 대포 운용 인력과 같이 관군의 대포를 운용했는데, 현지의

인력은 중앙 별파진에 비해 숙련도가 떨어져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1월 순무영에서 순무중군 지휘관 朴基

豐에게 보낸 다음 關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계가 비록 있어도 향군 중에는 이해하고 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없을 것이다. … 一等 善放 별파진 10명을 집사 김인환이 이끌게 하

138) 《關西平亂錄》(亞細亞文化社 영인본, 1979) 제4권 제14책 壬申 정월 11일 龜

城府使爲牒報事(103면) “本府軍器所上 大碗口一坐 中碗口二坐 … 火藥一百

斤 水鐵大丸十二介 中丸二十介 … 當日 定將校 輸送了”. 水鐵大丸과 中丸은

무쇠로 만든 포탄이다. 조선후기에는 포탄의 재질로써 무쇠가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承政院日記》52책 영조 19년 8월 26일 丙子 “水鐵 可用於大砲

而不可用於小砲矣”.

139) 《關西平亂錄》 제4권 제14책 壬申 정월 11일 寧邊府使爲牒報事(102∼103면).

140) 《巡撫營謄錄》 권1 壬申 정월 26일 先鋒中軍朴基豐二十三日成貼馳報 二 “兵

營所送 天字銃筒 佛狼機等 六七坐 數次試放”.

141) 《關西平亂錄》 제4권 제14책 壬申 정월 11일 寧邊府使爲牒報事(95면).

142) 《巡撫營謄錄》권1 辛未 12월 24일 軍制軍物秩 “別破陣四名 摠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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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와서 도착하기 전에 (정주성을) 쳐부순다면 다행이다. … 자모

산성에는 천자총통이 있고 영변에는 별황자총통 등이 있으니 있는대

로 취해서 일시에 같이 써야한다.143)

인용문에서는 향군, 즉 평안도 현지 병력은 공성에 필요한 대포가

있어도 능숙히 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의 실력있

는 별파진을 보내 보완하기로 결정했는데, 인용문에 등장하는 “일등

선방 별파진” 10명이 바로 이를 가리킨다. 인용문 마지막 문장에서

순무영은 자모산성과 영변의 대포도 최대한 동원할 것을 지시했는

데, 조선후기 자모산성에도 별파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포 동

원만을 언급한 것은 현지 별파진에 대한 불신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4)

앞선 문단의 인용문에서 나타난 일등 선방 별파진 10명은 삼군문

과 남한산성에서 차출된 인원이었다. 순무영에서는 이들을 1월 23일

에 파견하면서 소속 군영과 인명을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다.

별파진 10명을 하송하는데 훈련도감의 정득화, 오명철, 양조일, 금위

영의 서문약, 장삼재, 어영청의 문복득, 전종업, 남한산성의 심사운,

박인흡, 이춘이다.145)

이에 따르면 훈련도감에서 3명, 금위영과 어영청에서 2명씩을 보

내 삼군문에서 총 7명을 보냈고 남한산성에서는 3명을 파견했다. 당

143) 《巡撫營謄錄》권1 壬申 정월 23일 同日傳令先鋒中軍兼平安兵使朴基豐 “器械

雖有之 鄕軍必無解放者 … 使一等善放別破陣十名 執事金仁煥 領去爲去乎 來

到之前 若已打破則幸矣 … 慈母山城 有天字銃筒 寧邊 有別黃字銃筒等屬 隨存

取來 一時竝用”.

144) 《增補文獻備考》에 따르면 영조 46년(1770)을 기준으로 평안도 자모산성에는

별파진 2哨가 존재했다. 《增補文獻備考》 제119권 兵考11 州郡兵 山城. 조

선후기 군대에서 초는 약 1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였다. 《承政院日記》32책

영조 1년 4월 17일 甲申 “百人爲一哨 一哨之將 各有哨官”. 즉 자모산성 소속

별파진은 200명 가량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45) 《巡撫營謄錄》권1 壬申 정월 23일 同日傳令先鋒中軍兼平安兵使朴基豐 “下送

別破陣十名 訓局 鄭得祐 吳命哲 梁祖一 禁營 徐文約 張三才 御廳 文福得 全

宗業 南漢 沈士運 朴仁洽 李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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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어영청의 교련관이었던 장교 김인환은 별파진차지를 맡아 10명

의 별파진을 정주성으로 인솔했다.146)

삼군문과 남한산성에서 별파진 10명을 차출해 파견한 직후 순무

영에서는 또다시 중앙의 별파진을 파견했는데, 박기풍이 순무영으로

첩보를 보내면서 대포의 일종인 천자총통과 대완구를 요청했기 때

문이다.

성을 공격하는 도구는 마땅히 서둘러서 준비해야 합니다. 대장군전과

대완구 등의 총 및 장약과 포 쏘기를 잘하는 사람 다수를 서둘러 하

송해주십시오.147)

박기풍은 성을 공격하는 도구를 신속히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면

서, 성을 공격하기 위한 대포로 천자총통과 대완구를 언급했다. 천

자총통과 대완구는 조선후기에 사용한 대포 중에서도 체급이 컸고,

화약 소비량도 많아서 그만큼 화력이 우수했다. 천자총통과 대완구

의 체급과 화약 소비량이 독보적이었다는 점은 홍경래란 당시 관군

이 동원한 대포148) 의 제원을 정리한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6) 김인환의 직책에 대해서는 각주 67) 참조.

147) 《巡撫營謄錄》권1 壬申 정월 26일 先鋒中軍朴基豐二十三日成帖馳報 “攻城之

具 亦不可不急急措備 大將軍箭 大碗口等銃 及善於粧放者 多數火速下送”.

148) 홍경래란에서 관군이 동원한 대포의 종류와 수량은 본 논문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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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대포
길이 구경 무게

화약 

소비량
전거

천자총통

133.6cm

(6척 6촌 

3분)

11.2cm

(5촌 6분)

759.9kg

(1,209근)

1178.4g

(30냥)

《戎垣必備》

지자총통

113.4cm

(5척 6촌 

7분)

10cm

(5촌)

455kg

(724근)

942.8g

(24냥)

현자총통
82cm

(4척 1분)

5.8cm

(2촌 9분)

97.4kg

(155근)

157.1g

(4냥)

대완구
62cm

(3척 1촌)

26.2cm

(1척 3촌 

1분)

331.8kg

(528근)

1374.8g

(35냥)

중완구

56.6cm

(2척 8촌 

3분)

20cm

(1척)

182.3kg

(290근)

1374.8g

(35냥)

4호 불랑기 100cm 4cm

60.7kg

(96근 

8냥)149)

117.8g

(3냥)150)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유물
151)

4호 불랑기 103.8cm 3.8cm
58.5kg

(93근)

117.8g

(3냥)

육군박물관 

소장유물
152)

별황자총통 89.2cm 5.9cm
128.2kg

(204근)

157.1g

(4냥)

육군박물관 

소장유물
153)

별황자총통 88.8cm 5cm
65.4kg

(104근)

157.1g

(4냥)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유물
154)

호준포 45cm 4.5cm 21.5kg
235.7g

(6냥)155)

육군박물관 

소장유물
156)

[표 3] 정주성 포위 당시 관군의 大砲 제원

149) [표 3]의 4호 불랑기 유물 2점은 중량이 실측되지 않았고, 銘文으로만 무게가

기재됐다. [표 3]에서는 조선후기 1근이 628.5그램이었다는 연구에 의거해서 명

문의 무게를 현대단위로 환산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했다. 같은 표에

실린 현자총통의 제원도 같은 방법으로 환산했다. 조선후기 1근을 628.5그램으

로 추산한 경우는 박흥수, 앞의 책, 639∼6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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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총통·지자총통·현자총통·황자총통의 제원은 《戎垣必備》(강신엽, 2004 《조선의

무기 Ⅱ》, 봉명)의 내용을 참조했다. 그 외 4호 불랑기, 별황자총통, 호준포의 제원

은현존유물에새겨진銘文과유물측정수치, 《火器都監儀軌》, 《火砲式諺解》를

참조했다.

※ 길이, 구경, 무게는 현대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했다. 《戎垣

必備》원문혹은유물명문에기재된단위는괄호안에표시했다.157)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천자총통은 《戎垣必備》에 실린 대포

중 가장 크고 무거웠다. 포신이 무거운 만큼 화약의 폭발을 잘 견딜

수 있어서 한 번 쏠 때 소모되는 화약량은 [표 3]에서 대완구에 이

어 두 번째로 많은 30냥이었다. 대완구는 천자총통 다음으로 무거웠

으며 화약 소모량은 천자총통보다 많은 35냥이어서 [표 3]의 대포

중 가장 많은 화약을 소비했다. 이처럼 천자총통과 대완구는 홍경래

란 당시 조선군이 동원할 수 있는 대포 중에서 가장 무겁고 화력이

좋았기 때문에 박기풍이 유독 천자총통과 대완구 보급을 강조했다.

중앙의 별파진과 대포 파견을 요청하는 박기풍의 첩보를 받은 순

무영은 이번에는 남한산성에서만 별파진과 대포를 차출하여 정주성

150) 4호 불랑기 유물의 명문에는 화약 소비량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4호 불랑

기의 제원을 기재한 다른 조선후기 기록을 참조하면 3냥을 소비한 것을 알 수

있다. 《火器都監儀軌》(2003, 奎章閣資料叢書 儀軌篇), 6쪽.

151) 문화재관리국, 1986 《과학기술문화재조사보고서(Ⅱ)》, 계문사, 138쪽.

152)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139쪽.

153)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167쪽.

154)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168∼169쪽.

155) 육군박물관 소장 호준포에는 화약 소비량이 명문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호준포

의 화약 소비량 6냥은 《火砲式諺解》에 기재된 양이다. 정호완, 2013 《(역

주)화포식언해 ; 신전자취염소방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00쪽.

156) 조인복 편저, 1974 《韓國古火器圖鑑》, 大韓公論社, 41쪽.

157) 《戎垣必備》에서는 대포의 제원을 주척으로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강신엽, 앞

의 책, 33쪽. 조선후기 주척은 용도와 시기, 제작처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하

나의 표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20센티미터에 해당했다. 박흥수, 앞의

책, 628∼635쪽. 1근의 경우 순조 20년(1820) 당시 1斤鐘의 무게를 측정한 결

과 628.5그램이었다. 박흥수, 앞의 책, 639∼640쪽. 참고로 1근은 16량이다. [표

3]에서는 박흥수의 연구에 참조해 1척을 20센티미터로, 1근을 628.5그램으로

환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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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下送했다. 1월 28일 순무영에서는 별파진과 대포를 하송한다는

관문을 박기풍에게 보냈다.

쓸 수 있는 기계 및 잘쏘는 군사와 일을 잘 아는 장교를 청하는 보

고로 말미암아 아울러 남한산성에서 취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

레로 옮겨 하송하니, 후록에 의거하여 숙지해야 마땅한 일이다.

후록 : 천자총통 2문, 대장군전 1개, 완구 1좌, 비진천뢰 2좌, 천자총

통 鉛衣丸 15개, 별황자 1문, 탄환 15개, 4호 불랑기 1좌, 놋

쇠 자포 5문, 차정 1개, 잠철 1개, 鳥卵丸 10개

領去將校 李廷良, 별파진 姜世寧, 張壽命. 이상은 남한산성에서 보낸

다.158)

위 관문에 따르면 순무영에서 두 번째로 파견한 별파진은 강세녕

과 장수명 총 2명으로서 모두 남한산성 소속이었다. 별파진을 이끄

는 장교는 남한산성의 교련관인 이정량이었다.159) 남한산성 별파진

과 같이 정주성으로 보내진 대포는 천자총통 2문과 완구 1문, 별황

자총통 1문, 4호 불랑기 1문을 합쳐 총 5문이었다. 대포 기타 물자

는 정주성까지 수레로 운송했는데, 대포 운송을 위해 금위영과 훈련

도감, 어영청에서 각각 2명씩 군문 車夫가 동원됐다.

차부는 훈련도감의 김락행, 이복흥, 금위영의 정복이, 최삼손, 어영청

의 강광, 이흥손이다. 차부는 곧 기영에 분부하고 前站과 沿路의 각

읍에 명령하여 각 읍의 소로써 차차 교체하도록 한다.160)

158) 《巡撫營謄錄》권1 壬申 정월 28일 傳令先鋒中軍兼兵使朴基豐 “因報請可用器

械 及善放軍 與解事將校 竝爲取來於南城 玆以岡夜 車運下送爲去乎 依後錄知

悉 宜當者 後 天字銃筒二門 大將軍箭一介 碗口一坐 飛震天雷二坐 天字銃筒鉛

衣丸十五介 別黃字一門 丸十五介 四号佛狼機一坐 鍮子砲五門 釵丁一介 簪鐵

一介 鳥卵丸十介 領去將校 李廷良 別破陣 姜世寧 張壽命 以上 南漢”.

159) 순무영의 관문에서는 이정량을 “領去將校”라고만 표기했지만, 3월에 이정량이

전사한 후 비변사에서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논의할 때 교련관이라고 호칭

한 것으로 이정량이 교련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備邊司謄錄》202책 순조

12년 3월 15일 “又所啓 南漢敎鍊官李廷良 爲領砲具 下送于 巡撫陣矣 致死於初

九日亂兵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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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순무영은 차부들로 하여금 정주성으로 향하는 길

목에 있는 站과 邑에서 수레를 끄는데 필요한 소를 보충할 것을 지

시했다. 비변사에서는 남한산성 별파진의 대포 수송을 돕기 위하여

경기·황해·평안감사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송에 필요한 소와 인

부를 25리마다 대기시킬 것을 아래에서 인용한 관문으로 지시했다.

정주로 하송하는 기계를 실은 수레는 3량이다. 수레마다 각각 건실한

소 3필과 인부 6명, 합쳐서 소 9필과 인부 18명을 25리마다 분배해서

미리 기다리게 함으로써 차차 바꿔서 대신하게 하라.161)

1월 28일 출발한 이정량과 남한산성 별파진, 그리고 차부들은 2월

10일 순무중군에 도달했다. 이정량이 인솔한 별파진보다 앞서 1월

23일에 김인환과 출발한 10명의 별파진도 같은 날에 도착했다.162)

김인환 일행은 정주성의 관군 진영에 들리기 이전 평안도 慈母山城

에서 대량의 대포와 탄약을 징발했다.

2월 15일에 순무중군 박기풍이 순무영에 보낸 관문에 따르면, 김

인환 일행은 자모산성에서 천자총통 1문, 현자총통 4문, 불랑기 4문,

호준포 2문 등을 징발했다.163)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에서 파견된 별

파진이 자모산성과 남한산성, 영변, 구성에서 징발한 대포의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160) 《巡撫營謄錄》권1 壬申 정월 28일 傳令先鋒中軍兼兵使朴基豐 “車夫 金樂行

李福興(訓局) 鄭福伊 崔三孫(禁營) 姜光 李興孫(御廳) 車夫則分付畿營知委前

站沿路各邑以各其邑牛隻使之次次替把之地”.

161) 《純祖辛未別謄錄》권2 壬申 정월 26일 京畿海西平安監司了 “定州下送器械所

載車子三輛 各健實車牛三匹 各人夫六名式 合車牛九匹 人夫十八名 二十五里式

分排預待 以爲次次替代之地”.

162) 이들은 남한산성 외 훈련도감과 어영청, 금위영에서 파견됐고, 순무영은 이들

에게 자모산성의 대포를 징발할 권한를 부여했다. 《巡撫營謄錄》 권1 壬申

정월 23일 傳令先鋒中軍兼兵使朴基豐.

163) 《巡撫營謄錄》권1 壬申 2월 15일 啓 傳令先鋒中軍兼兵使朴基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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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수량

천자총통 3문

현자총통 4문

별황자총통 1문

4호 불랑기 1문

불랑기 4문

호준포 2문

대완구 1문

중완구 2문

완구 1문

합계 19문

[표 4] 홍경래란 당시 중앙 別破陣이 동원한 大砲

※ 전거 : 《巡撫營謄錄》권1 壬申 정월 28일 傳令先鋒中軍兼兵使朴基

豐; 《巡撫營謄錄》권1 壬申 2월 15일 啓 傳令先鋒中軍兼

兵使朴基豐

[표 4]에서 보이듯이 중앙 별파진이 동원한 대포 19문 중 순무중

군 박기풍이 일순위로 보급을 요청한 천자총통과 대완구는 4문에

불과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불랑기가 5문, 불랑기와 비슷한

체급의 현자총통과 별황자총통이 5문, 모두 합쳐서 10문이 동원됐

다.164) 불랑기, 그리고 불랑기와 체급이 비슷한 현자총통이 공성용인

천자총통·대완구보다 2배나 더 많았고, 동원된 대포 19문의 절반 이

상을 차지했다.

164) [표 3]에 따르면 현자총통과 별황자총통은 불랑기보다 50∼100근 정도 무거웠

고, 화약 소비량은 불랑기의 3냥보다 다소 많은 4냥이었다. 천자총통과 대완구

에 비하면 불랑기와 제원이 유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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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의 주력 대포가 불랑기 급이었다는 점은 2장 1절의 내용

과 일치한다. 조선후기 주력 대포가 불랑기였던 이유는 조선군이 기

본적으로 수성전에서 대포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발사속도가 빠른

불랑기는 당시 주력 개인화기였던 조총과 같이 운용했을 경우 성을

지키는데 충분한 화력을 발휘했다. 반면에 조선군은 적국의 요새를

공격할 상황은 거의 없었으므로, 무거운데다가 대량의 화약을 소모

하는 공성용 대포를 많이 갖출 필요가 없었다. 이처럼 별파진이 활

용한 대포의 구성은 수성전과 같은 방어적 전투에 특화됐고, 이는

관군이 정주성을 공격할 때 그 장단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2. 정주성 포위 당시 大砲 활용

2월 10일 순무영에서 하송한 별파진과 대포가 도착하기 이전에

관군은 대완구와 불랑기를 현지에서 동원하여 1월부터 활용했다.165)

관군은 중앙의 별파진이 도착할 때까지 관군은 주로 정주성의 동쪽

과 남쪽에서 대포를 사격했고, 특히 정주성의 남문 성벽을 집중적으

로 포격했다. 정주성의 북문과 동문, 서문은 높고 험준한 지형 위에

있었지만, 남문은 유일하게 평지와 이어졌기 때문에 포격하기 수월

했을 것으로 보인다.166)

諸景彧으로 하여금 병사 50명을 이끌고 남문 밖에서 시험 삼아 大碗

口를 쏘게 했다. 女堞 두 곳을 부수고 혹은 (포탄이) 성 안으로 들어

갔지만, 적은 조금도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167)

165) 1월 초 관군은 정주성을 포위한 직후, 공성용 대포로 쓰기 위해 대완구를 동

원했다. 《陣中日記》 壬申 정월 8일 “大軍載來大碗口 爲破城具”. 1월 16일 정

주성 공격 당일에는 대완구와 함께 子母砲, 즉 불랑기를 준비했다. 《陣中日

記》 壬申 정월 16일 “卽接定州出戰將領等所報 則以爲攻城之具 大碗口·子母砲·

柴·草等物 已皆準備”.

166) 《西征日記》 壬申 정월 11일 “以偵探賊情事 先爲下來 故城池形便賊勢虛實 槩

聞其詳 … 城基則以北柱高峻 有險阻之勢 東西兩門 皆山脊犖确之地 莫有便宜

之方 惟南門一道 在乎平地”.



- 63 -

위 사료에서처럼 1월 13일에 관군은 공성전에 적합한 대완구를

남문 밖에서 사격하여 성벽 위 여장을 부수거나 성 안으로 포탄을

날렸다. 포격을 맞이한 홍경래군은 두려운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지

만, 관군이 1월 14일 동쪽과 남쪽에서 일제히 공격을 했을 때에는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

4경 초에 동쪽과 남쪽 두 길에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먼저 火箭을

쏘고 그 다음에 대완구를 쐈다. 연이어 공격하여 땅이 흔들리고 (동

쪽과 남쪽)두 곳이 상응하니 그 기세가 곧바로 두드리는 것 같아 적

병은 모두 겁을 먹고 물러나서 엎드려 나오지 않았다. … 모든 적이

경악하고 겁을 먹어 모두 성의 북쪽으로 모여 동쪽과 남쪽으로 감히

올 생각을 안했다고 하니 때를 놓친 것이 애석하다.168)

관군은 동쪽과 남쪽 두 곳에서 대완구와 화전을 활용해서 동시에

공격했는데, 1월 13일 당시 공격과 달리 홍경래군의 공황을 유발하

는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관군의 대포 전력은 정주성을 무너뜨리기

에는 부족했다. 이 점은 1월 26일 순무중군 박기풍이 대포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순무영으로 보낸 다음 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저 성을 공격하는 법은 만부득이하여 반드시 기계를 갖추어야 한

다. 그런 후에 가히 손을 댈 수 있다. … 병영에서 보낸 천자총통과

불랑기 등 6∼7좌로 여러 차례 시험삼아 쐈지만 마찬가지로 쓸모가

없었다.169)

당시 관군은 남문을 포격할 때 사용한 대완구 이외에도 평안도

167) 《西征日記》 壬申 정월 13일 “使諸景彧 領兵五十 試放大碗口於南門外 壞女堞

兩處 或放入城中 賊少不震慴”.

168) 《陣中日記》 壬申 1월 14일 “四更初 東南兩路 一時吶喊 先放火箭 次放大碗口

連攻地震砲 兩地相應 勢若直搗 賊兵俱怯 退伏不出 欲戰不得 … 諸賊驚怯 都

聚城北 不敢來東南云 可惜失時”.

169) 《巡撫營謄錄》권1 壬申 정월 26일 先鋒中軍朴基豐二十三日成貼馳報 二 “大抵

功城之法 出於萬不得已必具器械 然後始可措手 (···) 兵營所送天字銃筒佛狼機

等六七坐 數次試放 便同無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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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에서 보낸 대포 6∼7문이 있었고, 그 중에는 조선군의 대포 중

에서 가장 체급이 큰 천자총통도 있었다. 그렇지만 박기풍이 결국에

는 쓸모가 없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충분한 양의 천자총통을 동

원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170)

포격만으로 정주성벽을 무너뜨려 함락시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

에 관군은 등성 공격을 수차례 시도했다. 그 중 한 사례로 1월 15일

관군의 정주성 공격을 들 수 있다. 이때 관군의 병력은 성벽을 넘기

위한 공성도구인 雲梯를 써서 동원하여 사면에서 정주성벽을 공격

했다. 관군은 성벽 뒤에서 조총으로 집중적으로 사격하는 홍경래군

을 제압하지 못한 채 물러났고, 이전에 포격을 가했던 남문에는 화

공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171)

2월 10일 오군영의 별파진이 남한산성과 자모산성의 대포와 탄약

을 수송해온 후 관군의 대포 전력이 증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격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안감사 鄭晩錫이 장계를 올렸다. … 박기풍이 19일에 보고한 즉 …

또 지자총과 현자총으로써 시험 삼아 성 위 여첩을 쏘니 (포탄이)

닿는 곳을 따라 무너졌다. 성 안에서는 분주하고 두려워한다고 말한

다.172)

위 인용문에 따르면 평안감사 정만석은 박기풍의 장계를 재인용

하여 2월 19일 교전 상황을 비변사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관군은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을 사격하여 여장을 무너뜨리고 홍경래군 일부

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그러나 성벽 자체에 직접 피해를 주지 못하

170) 본 논문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중앙 별파진이 서울과 자모산성 등지에

서 모은 대포들 가운데서도 공성전에 적합한 천자총통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순무영에서 대포를 하송한 이후에야 대포 전력이 보강됐으니, 그 이전 정주성

관군이 대량의 공성용 대포를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171) 《純祖實錄》권15 순조 12년 1월 16일 庚寅.

172) 《純祖辛未別謄錄》권3 壬申 2월 23일 平安監司鄭晩錫狀啓 二 “平安監司 鄭晩

錫 狀啓 … 朴基豊 十九日所報則 … 狀 且以地黃字銃 試放 城上女堞 隨觸頹

破 城中奔走 有恐怯意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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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장에만 피해를 준 점에서 대포 운용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2월 25일에도 남한산성 교련관인 이정량, 그리고 별파진차지를 담당

한 어영청 김인환이 별파진을 지휘하여 남문 밖에서 포격을 했지만,

정주성에 유효한 피해를 주었다는 언급이 없다.173)

2월 26일에는 별파진의 인솔자 김인환과 이정량이 대포를 北將臺

로 옮겨 포격의 주요대상을 정주성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환했다.174)

별파진이 위치를 바꾼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추

측해볼 수 있다. 일단 정주성의 북쪽은 험준했지만 남문과 달리 옹

성이 없어서 성벽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수단이 없었다. 또한 북쪽에

있는 북장대는 홍경래군 수뇌부가 전투를 지휘하는 장소여서 포격

의 대상으로 적합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별파진은 1월

26일 대포를 북장대 쪽으로 옮긴 후 29일까지 연이어 정주성 북쪽

을 포격했다.

朔州 수령과 泰川 수령이 中營에 여쭈어 백자총과 완구, 水鐵丸 및

화약 수백 근을 얻기를 청했다. 북장대를 마주보는 곳에서 올라가 종

일 포탄을 쏘아 혹은 여첩에 맞추어 간간이 훼손했다. 적의 무리는

목판 등을 써서 방비를 튼튼히 했으니, 오히려 여첩보다 나았다.175)

위 기사에 따르면 2월 27일 관군은 북장대를 마주보는 고지에서

완구로 정주성 북쪽을 포격했다. 그렇지만 포격의 성과는 여첩을 맞

추어 훼손시키는 선에 그쳤고, 그마저도 홍경래군이 목판 등으로 방

비를 보강하여 무색해졌다. 포격 위치에 상관없이 조선군의 대포는

정주성벽에 유효한 피해를 주지 못하고, 부수적인 방어시설인 여장

을 훼손시키는 점에 그쳐 한계를 드러냈다. 별파진차지장교 이정량

이 보고한 내용을 봐도 며칠 동안 별파진이 대완구로 포격을 했음

173) 《西征日記》 壬申 2월 25일 “執事金仁煥·李廷良 率別破軍 持火器南門外放銃”.

174) 《西征日記》 壬申 2월 26일 “執事金仁煥·李廷良 持火器 往北將臺”.

175) 《西征日記》 壬申 2월 27일 “朔州倅 與泰川倅 禀于中營 請得百子銃 與碗口水

鐵丸及火藥數百斤，登北將臺相望處 終日放丸 或中女堞 間間毁傷 賊徒以木板

等物 萬方堅塞 猶勝於女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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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포격의 성과는 여첩을 조금 훼손시키는 선에 머물렀

다.

집사 이정량이 와서 안에 고하기를 북성이 수일 동안 대완구에 맞은

바, 여첩이 허물고 상하여 긴 곳을 깎아 짧은 곳을 맞춘 것이 1타 반

이라고 했다.176)

이와 달리 박천군수는 북성 포격으로 성벽에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하여 잠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9일 밤 별파진이 대

완구로 북장대 쪽을 포격한 직후, 박천군수는 정탐꾼을 파견하여 북

성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중군 겸 초토사 박천군수가 첩보를 올리는 일. 적이 있는 성의 동정

은 어젯밤 횃불의 수효가 조금 많았사오며 북장대 뒤의 숲에서 대완

구로 쏜 곳을 어제 召募將 李時復으로 하여금 가서 정탐하게 한 즉,

雉堞 사이에 무너지고 부서진 곳이 있으며 體城 역시 많이 이지러지

고 꺾였습니다. 적들이 목판을 가지고 훼손될 때마다 보수한다고 하

오돼 어젯밤엔 단장할 때마다 쏘았습니다.177)

정탐을 한 소모장 이시복은 29일 밤의 포격으로 치첩 중간에도

자잘한 피해를 줬으며, 체성도 많은 부분이 缺折됐다고 전했다. 또

한 홍경래군은 목판 등으로 훼손된 여첩을 보수하려고 시도할 때마

다 관군이 포격으로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만을 읽으면 별파

진의 포격은 북장대로 대상을 바꾼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여장뿐만

이 아니라 성벽 자체에도 유효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2월 이후 전황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관군의 포격이

176) 《西征日記》 壬申 2월 28일 “執事李廷良來告內 北城數日所放大碗 女堞毁傷 折長

補短 則一垜半云”.

177) 《關西平亂錄》 제5권 제17책 壬申 3월 초 1일(21∼22면) “中軍兼討使博川郡

守 爲牒報事 賊城動靜段 昨夜燃炬數爻 比昨稍多是乎旀 北將臺後麓放大碗口處

昨使召募將 李時復徃探 則雉堞間有頹破 軆城亦多缺折 賊徒以木板隨毁隨補是

如爲乎旀 去夜段 隨粧隨放 緣由牒報爲卧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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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에 큰 피해를 입혀 무너뜨릴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군의 정주성 포위는 2월을 넘어 4월까지 이어졌지

만 홍경래군을 진압하지 못했다. 오히려 3월에는 홍경래군의 출성

기습을 받아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178)

공성전이 장기화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관군은 난을

빨리 진압하기 위해 4월 초부터 掘土 작업을 진행했다. 굴토의 목적

은 성벽 밑까지 공간을 확보하여 대량의 화약을 매설한 뒤 폭파시

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관군은 4월 3일부터 정주성 북쪽에

서 굴토를 시작하여 18일에 이르러 북성 밑까지 통로를 확보했

다.179) 지하에서 굴토가 진행되는 동안 별파진은 지상에서 포격을

계속하여 홍경래군을 견제했지만, 홍경래군의 신속한 보수 작업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중·소완구를 토산 한 모퉁이에 숨기고 일시에 모두 발사한 즉 포

성이 땅을 뒤흔들고 연기가 산을 덮었다. 그러나 (포탄이) 여첩에 맞

아도 흠집을 남기는 데 불과했다. 이미 성 안으로 무수히 어지럽게

쏘니 적의 무리가 아름드리되는 큰 나무 여러 그루를 장대의 좌우에

세운 후, 큰 동아줄로 수 丈 너비의 나무 판자를 매달았다. 큰 동아

줄을 두르고 위로 올려 나무그루에 붙이니 여장보다 1장 정도 높았

다. 위에 鋪樓를 세우고 총과 활을 쏘는 구멍을 통해 몸을 숨기고 화

살과 탄환을 쏘니, 전보다 더욱 심했다.180)

위 인용문에서는 관군이 굴토 작업을 개시한 직후인 4월 5일 당

시 관군의 포격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관군은 각종 완구를

178) 예를 들어 3월 8일 밤 4경에 홍경래군은 정주성 서쪽에 위치한 함종부사 윤욱

렬의 진지를 기습했는데, 관군은 야습을 대비하지 못해 혼란에 빠졌고 결국

200여 명의 관군 사상자가 발생했다. 《純祖辛未別謄錄》권3 壬申 3월 13일

平安兵使申鴻周狀啓; 《西征日記》 壬申 3월 초9일.

179) 《純祖實錄》권15 12년 4월 21일 癸亥.

180) 《西征日記》 壬申 4월 5일 “埋大中小碗口於拒堙一隅 一時齊放 則砲聲動地 烟

焰蔽山 而中女堞者 則不過有痕 而已無數亂放 城內賊徒 立數株連抱之木於將臺

之左右 而懸以大索 板木之長廣數丈者 緣大索 而上因付於株木 高過女墻上丈餘

上設鋪樓通 以射穴隱身銃射矢丸之散 比前尤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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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정주성 북쪽을 포격했지만, 포탄이 명중을 해도 여장에 흠집

을 남기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줬다. 이에 대응해 홍경래군은 통

나무와 동아줄, 판자를 활용하여 즉석에서 포루를 세운 뒤, 수성 병

력을 엄폐시켜 활과 총으로 관군을 공격했다. 포루를 세운 후 홍경

래군의 저항이 더욱 거세졌다는 구절에서 홍경래군의 대응이 효과

적이었고, 반대로 관군의 포격이 유효한 피해를 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홍경래란은 관군이 굴토(掘土) 작업으로 정주성 북쪽 성벽을 폭파

함으로써 종결됐다. 관군의 굴토군은 정주성 북쪽 성벽 밑까지 통로

를 구축한 뒤, 4월 19일 새벽에 약선을 점화하여 1,700여 근의 화약

을 폭파시켰다. 폭발로 인해 북쪽의 체성 10여 칸이 무너졌고, 관군

은 폭파된 북성의 틈으로 병력을 투입하여 정주성을 함락시켰다.181)

이상에서 홍경래란 당시 별파진의 대포 운용은 정주성벽을 무너

뜨리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 1절에서

살펴봤듯이 조선후기 방위전략에서는 공성전이 아니라 수성전을 수

행하는데 중점을 뒀고, 따라서 조선군은 불랑기처럼 수성전에 적합

한 대포를 선호했다. 실제로 홍경래란 당시 중앙 별파진이 동원한

대포도 대다수가 불랑기같이 비교적 가벼운 종류였다. 별파진이 동

원했던 대포 중에는 공성에 적합한 대완구도 있었지만, 불랑기에 비

하면 수가 적었다. 완구를 위주로 여러 차례 포격을 한 경우에도 정

주성의 여장을 파괴하거나, 성벽을 조금 손상시키는 선에 그쳤다.182)

181) 《西征日記》 壬申 4월 15일.

182) 별파진이 포격으로 성벽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한 이유는 공성에 적합한 대포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선후기 城制가 포격에 대한 내구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발달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18세기 조선에서는 벽돌과 흙으로 된

성벽이 석성(石城)보다 포격을 잘 견딘다는 점을 인지했고, 직접 성벽에 대포

를 쏴서 내구력을 시험했다. 노영구, 2007 〈조선후기 성제(城制) 변화와 다산

정약용의 축성(築城) 기술론〉 《茶山學》10, 143∼145쪽. 실제로 영조 19년

(1743) 강화도의 土城을 향해 불과 10보 거리에서 대포를 쐈을 때, 근소하게

여장에만 피해를 주는 정도에 그쳐 새로운 성제가 포격에 대한 내구력을 갖췄

음을 알 수 있다. 《承政院日記》52책 영조 19년 4월 5일 戊子 “留守金始㷜 以

甓代石 且以泥灰 築成體城及女墻 臣試以大砲將軍箭 越水放之 則皆不及 而落於

水中 故又以大砲 近城外十餘步放之 則僅傷其女墻 其堅築可知”. 대포에 대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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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란에서 별파진의 대포가 유의미한 활약을 한 경우는 성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원래 목적에 걸맞게 방어적으로 운용된

경우이다. 3월 당시 홍경래군은 3월에 수차례 성 밖으로 병력을 보

내 관군 진지를 습격하는 전술을 구사했고, 불시에 기습을 당한 관

군은 처음에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부실한 초기 대응에서

교훈을 얻은 관군은 이후에 홍경래군의 기습을 효과적으로 격퇴했

는데, 아래 사료가 그 사례를 보여준다.

순무중군에 박천군수가 첩보를 올리는 일 … 군복을 입고 백마를 탄

자 한명이 푸르고 하얀 옷을 입은 자 수백을 거느리고, 西將臺에서

西城으로 올랐다. 포쏘는 소리가 한번 울린 즉, 군복을 입은자 4, 5백

명이 관 뒤의 校洞을 따라서 장비를 갖추어 합세해 북문 밖으로 나

와 진을 쳤다. 고로 함종과 순천 및 허항의 진이 함께 진을 들어 전

진을 하니, 저들이 기병으로 목책 안까지 달려오다가 대완구를 연달

아 네 차례 쏘자 곧 들어갔다.183)

《關西平亂錄》에 기재된 위 기사에서는 홍경래군이 정주성 북문

밖으로 나온 후 관군의 진지를 공격한 사례를 설명했다. 출성한 후

홍경래군은 함종·순천 소속 관군과 허항의 의병군을 상대로 기병 돌

격을 감행했다. 홍경래군은 관군이 방어용으로 설치한 목책을 향해

돌격했지만, 관군은 대완구 같은 대포로 수차례 포격하여 홍경래군

의 공격을 좌절시켰다. 또한 아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관군은

목책 뒤에서 대포를 운용하는 동시에 조총을 다루는 포수들을 동원

하여 홍경래군에게 사격을 가했다.

벽의 내구력을 높이려고 시도한 18세기에 정주성이 증축됐고, 정주성은 돌 뿐

만 아니라 진흙도 같이 섞어서 성벽을 축조했으니 대포에 대한 내구력을 어느

정도 갖췄을 것이다. 《西征日記》 壬申 정월 11일 “城周爲十三里許 而古李大

將森 爲定府時所築也 刻石築址 鹽泥堅固”.

183) 《關西平亂錄》 제2권 제8책 壬申 3월 15일(425∼426면) “巡中軍博川郡守爲牒

報事 … 着軍服一漢 騎白馬 率靑白衣數百漢者 自西將臺 登西城一聲放砲 則着

軍服者四五百 從館後校洞 持器械 合勢出屯北門外 故咸從順川陣及許沆陣 俱爲

擡陳而前進 則彼以騎兵馳 驟於木柵內是如可 連放大碗口四次 後卽爲入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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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15일) 午時 초에 적병 1천 여 명이 북문을 크게 열고 나왔는

데 … 아군에서 … 사격을 잘하는 포수 수백 명이 먼저 나와서 목책

에 기댄 채 총을 쐈다.184)

즉 당시 관군은 목책 뒤에서 대포를 조총과 함께 운용하여 홍경

래군의 선제 돌격을 저지하는 방어적인 전술을 활용했다. 이는 2장

1절 2항 “조선후기 주력 大砲와 수성전술”에서 살펴본 《兵學指南》

성조정식에 기재된 수성전술과 매우 흡사하다. 두 전투 모두 관군이

기동력 높은 수레에 대포를 탑재해 공격적으로 대포를 운용하지 않

고, 적군의 선제공격에 대응해서 방어적으로 대포를 활용했다는 공

통점이 있다. 대포를 운용하는 장소가 성벽이 아니라 목책으로 보강

한 진지라는 점만 제외하면, 이는 조선군이 수성전 당시 대포를 운

용하는 방식과 차이점이 없다. 대포를 개인화기인 조총과 동시에 운

용하여 대인화력의 극대화를 유도한 점도 유사하다.

대포가 방어전에서 제일 큰 위력을 발휘한 점은 관군에 맞서 정

주성을 수비한 홍경래군의 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

듯이 관군은 포격으로 정주성벽에 큰 피해를 줄 수 없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병력을 접근시켜서 직접 성벽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성벽으로 접근하는 관군을 막기 위해 홍경래군은 100보 이내 거리

에서 집중적으로 사격하여 격퇴하는 전술을 활용했다.

관군이 100보 밖에 이르렀을 때 (홍경래군은)화살로써 사격을 했고,

100보 내에 들어오면 총으로써 사격을 하고 50보 내에 들어오면 돌

을 던졌다.185)

위 사료는 1월 14일에 관군이 정주성을 공격했을 때 홍경래군이

구사한 수성전술을 보여준다. 관군이 성벽으로부터 100보 이내에 이

184) 《西征日記》 壬申 3월 15일 “是日午時初 賊兵千餘 大開北門而出 … 我軍 …

善放砲手數百先出 倚木寨放銃”.

185) 《陣中日記》 壬申 정월 14일 “官軍至百步外 則箭以射之 入百步內則銃以放之

五十步則以石投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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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을 때 홍경래군이 총과 활 등 원거리 병기로 사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성전술은 2월 3일에 일어난 전투를 기록한 다음 사료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군이)남문 바깥으로부터 100보 거리에 진입했을 때 남문 위의 적

들은 구름처럼 모여들어 바라보고 분주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총과 활로 아군에게 사격했다.186)

또한 홍경래군은 수성할 때 조총 같은 개인화기뿐만 아니라 각종

대포도 활용했다.187) 즉 홍경래군은 성벽으로 접근하는 관군을 대포

와 조총 등 화약병기로 사격하여 100보 이내 거리에서 격퇴하는 수

성전술을 구사했다. 3월 15일에 목책 뒤에서 대포와 화약병기를 방

어적으로 활용한 관군의 전술처럼, 홍경래군의 수성전술도 《兵學指

南》 성조정식의 전술과 흡사하다. 즉 홍경래군의 수성전술을 통해

별파진이 수성전에 임했다면 어떤 대포 전술을 활용했을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이었을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관군은 별파진의 포격만으로 정주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별파

진의 대포 운용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18세기부터 조선에서는 벽

돌과 흙으로 된 성벽이 포격을 잘 견딘다는 점을 인지했고, 대포를

쏴서 성벽의 내구도를 실험했다.188) 정주성은 이런 논의가 진행된

186) 《西征日記》 壬申 2월 3일 “進入南門外百步之間 南門上賊徒 雲集望見 奔走大

呼 吶喊一時 銃射我軍”.

187) 예를 들어서 홍경래군은 2월 23일 성 밖으로 나가 관군을 공격한 후 퇴각할

때, 정주성 안에서 대완구로 엄호 사격을 가했다. 《關西平亂錄》권2 壬申 2

월 27일 “平安監司鄭晩錫狀 … 中軍李鼎會 二十三日牒呈 則當日平明 賊徒數

百名 從南門出 以銃手亂放前進 故則發銃射手槍手 接戰於四五十步之間 則敵徒

走入曲城 三坐大碗口 一時齊放”. 3월 6일에는 서울에서 동원된 기병과 보병

이 정주성 둘레를 정찰할 때 홍경래군이 포격을 가했다. 《西征日記》 壬申

3월 초6일 “中軍 率京馬步軍 周覽城池 … 中軍到南門前 直南山大路 掀天一聲

自南門出 連聲三放 丸大如鉢 聲若風迅 直從中軍盔上落數十步之地 一軍盡驚”.

188) 노영구, 2007 〈조선후기 성제(城制) 변화와 다산 정약용의 축성(築城) 기술

론〉 《茶山學》10, 143∼145쪽; 《承政院日記》52책 영조 19년 4월 5일 戊子

“留守金始㷜 以甓代石 且以泥灰 築成體城及女墻 臣試以大砲將軍箭 … 近城外

十餘步放之 則僅傷其女墻 其堅築可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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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초에 축조됐고, 정주성 성벽 축조에는 돌과 진흙이 같이 쓰

였다.189) 따라서 정주성도 대포에 대한 내구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포격만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별파진의 대포 운용이 무의미했다고 평가하기는 곤

란하다.190)

조선군은 포격을 견디는 요새를 공격하는 경우가 적고 수성전을

주로 치루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고, 주력 대포와 전

술도 공격보다는 방어에 더욱 적합했다. 홍경래란 당시 별파진의 활

동은 실전에서 조선후기 대포가 조선의 방어적인 전략·전술에 부합

되게 운용됐음을 보여준다.

189) 《西征日記》 壬申 정월 11일 “城周爲十三里許 而古李大將森 爲定府時所築也

刻石築址 鹽泥堅固”.

190) 대포로 성벽을 무너뜨리기 어려웠던 점은 조선군이 적군으로 상정한 청군도

마찬가지였다. 1771∼1776년 四川 서북부 金川에서 苗族의 봉기를 진압할 때

청군은 홍경래란 당시 조선군과 유사한 문제를 겪었다. 청군은 대량의 대포

를 동원했지만, 돌과 흙으로 구축한 성벽과 엄폐물을 활용한 방어전을 벌이

는 묘족 봉기군에게 포격으로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다. 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

館 編著, 2001 中國戰爭發展史(上), 人民出版社, 515∼517쪽. 17∼18세기 서구

의 요새도 포격에 대한 내구도가 높아졌고, 이런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했다. Lynn, John A., 1999 The wars of

Louis XIV, 1664—1714, New York : Addison Wesley Longman, 73∼78쪽.

여기서 17∼18세기 조선과 청, 서구의 보편성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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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대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종인 별파진을 통해

조선후기 대포 운용의 실태와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로써 조선

후기 대포 전술은 당시 조선의 방어적인 전략에 부합했으며, 실전에

서도 방어전에 적합하게 운용됐음을 보였다.

1장 1절에서는 우선 별파진의 기원과 역할을 살펴봤다. 별파진은

대포 운용을 전문적으로 익히는 병종으로서, 그 기원은 명종대 병조

계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병종 별파진충찬위이다. 별파진 충찬위는

중앙의 군기시에서 번상 근무를 하면서 대포 운용을 익혔는데, 공신

의 자제들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된 병종인 충찬위에서만 인원을 충

정했다. 별파진충찬위는 군기시에서 대포를 익혔고, 때로는 대포 운

용을 필요로 하는 지방의 군사 요충지로 파견돼 현지병력에게 대포

운용을 교습했다.

인조대를 거치면서 조정에서는 별파진충찬위만으로 중앙과 지방

에서 효과적으로 대포 운용을 교습할 수 없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별파진충찬위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했고, 17세기 후반부

터는 어영청과 금위영, 수어청 등 오군영에서도 별파진충찬위를 모

집했다. 오군영에서는 별파진충찬위의 모집 대상층을 충찬위로 제한

하지 않고 일반 양인층에서도 인원을 모집했다. 인조대 이후 사료에

서 별파진충찬위를 칭할 때 충찬위를 생략하고 단순히 별파진이라

고 한 이유는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군영을 중심으로 별파진이 늘어나기 시작한 17세기 후반부터는

별파진의 구체적인 편제를 확인할 수 있다. 1장 2절에서 확인한 별

파진의 편제는 계급을 기준으로 크게 군병, 그리고 군병들을 지휘하

는 장교로 나뉘어졌다. 군병 내부에서는 대포를 잘 다루는 인원을

선발해 도패두, 교사, 서자지 같은 직책에 임명했다. 이런 직책을 맡

은 군병들의 주요 역할은 직책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군병들의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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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별파진의 대포 교습을 주도하는

숙련된 인원으로서, 일반 별파진 군병보다 근무일수가 더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급료를 받았다.

장교들은 별파진 군병의 상급자로서 별파진의 대포 숙련도를 평

가해 고과의 기준으로 삼고, 평시에는 별파진의 인원 관리를 맡으며

전시에는 별파진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별파진 관련 업무를 담당했

다. 주로 교련관이나 기패관처럼 군병의 훈련을 맡은 장교들이 별파

진 담당 업무를 맡았다. 또한 장교들은 군병 중에서 실력 있는 인원

으로 충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군병들에게 장교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군병들에게 별파진 업무에 집중할 동기

를 부여했다.

효과적인 대포 교습을 위한 별파진 군병의 직책 분화와 담당장교

임명 사례는 오군영 별파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에서 중앙 별파진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는 1장 3절에서 살펴본 17∼18세기 별파진의 규모 변

화를 통해 확인했다. 17세기 후반부터 군기시 이외 오군영에서도 별

파진을 모집하면서 중앙의 별파진이 증가했는데, 특히 18세기 초에

는 보장처인 남한산성에 소속된 별파진이 급증했다. 18세기 초 중앙

의 별파진은 3천 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모였다. 영조 26년(1750)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중앙 별파진

도 감액됐지만, 줄어든 군액을 보강하기 위해 군영에 상주하는 겸별

파진이 설립됐다. 이 조치로 숙련도가 높은 정예인력의 비율이 감액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따라서 감액으로 중앙 별파진의 전투력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2장 1절에서는 중앙의 별파진이 편제 세부화와 규모 확충을 통해

강화된 이유를 조선후기 방위전략에서 찾고자 했다. 인조대 이후 조

선에서는 이괄의 난으로 서북지역의 군사력을 상당부분 상실했기

때문에 국경지대가 아니라 도성을 중심에 둔 방위전략을 구상했다.

병자호란 직후에는 서북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감시를 의식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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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조선에서는 도성과 보장처 중심의 방위전략을 채택했다. 도성

중심의 방위전략에서는 성곽을 지키는 수성전술이 중요했고, 조선에

서는 대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파진을 가치 있는 수성전력으로

평가했다. 조선에서 도성과 보장처를 중심으로 별파진을 확충한 이

유는 여기에 있다.

조선후기에는 별파진을 수성전에서 활용하기 위해 양성했기 때문

에, 별파진의 주무기인 대포 역시 수성전에 적합했다. 특히 불랑기

는 다른 대포에 비해 발사속도가 빠르고 화약을 적게 썼기 때문에

주력 대포가 됐다. 불랑기를 활용한 조선후기 수성전술에서는 100보

이내의 근거리에서 대포와 조총과 함께 운용해 대인 화력을 극대화

했다.

영조대 초기에는 조선군이 대포를 수레를 탑재해 야전에서 운용

하려고 시도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병조판서 이

주진이 야전용 대포 운용에 회의를 표한 점, 조선군이 대포 수송에

사용한 수레와 대포 사격에 활용한 수레가 서로 달랐다는 점을 고

려하면 조선군이 대포를 야전에서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했을지 의

문스럽다.

조선군의 대포 운용이 수성전 같은 방어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이

었다는 점은 2장 2절에서 다룬 홍경래란 당시 별파진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경래란 당시 관군은 홍경래군이 점거한 정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평안도 현지는 물론 중앙에서도 별파진과 대포를 동

원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군은 천자총통이나 대완구처럼 화력이 강

해서 공성전에 적합한 대포보다는 비교적 가볍고 발사속도가 빠른

이 높은 불랑기를 주로 활용했다. 또한 17∼18세기 城制가 포격을

잘 견디게 바뀌었기 때문에 포격으로 정주성벽에 큰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별파진의 대포 운용은 오히려 목책으로 진지를 구축한 상태에서

홍경래군의 기습을 저지할 때 위력을 발휘했다. 당시 홍경래군은 성

밖으로 나와 관군 진지를 기습하는 전술을 여러 번 구사했는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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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목책 진지 뒤에서 대포를 조총과 같이 운용하여 홍경래군의

기습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 수성전에서 대포를 운용한 사례는 아

니지만, 방어 진지에서 대포를 활용해 적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수성

전과 성격이 일치한다.

별파진의 대포 운용 사례는 아니지만, 대포와 조총을 활용한 홍경

래군의 수성전술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조선후기

대포 운용이 원래 목적이었던 수성에 적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

문이다. 홍경래군은 관군보다 병력과 물자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군은 포격과 등성 공격만으로 정주성을 함락시킬 수 없

었다. 만약 관군이 별파진과 대포를 동원해 성곽을 지켰다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홍경래란 당시 대포 운용은 별파진을 양성해 수성전력을 강화하

고자 한 조선군의 노력이 실전에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별

파진의 대포 전술은 공격보다는 방어를 중시한 조선의 전략에 적합

한 전술이었다. 성벽이 포격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방어력이 높아

진 상황에서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중점을 두고 대포를 운용한 것

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포격에 대한 내구도가 높은 요새의 등장은 조선뿐만 아니라 청과

서구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보편

적인 현상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별파진과 대포를 통해 알아보았다.

보편적인 군사 현상에 대한 조선과 조선 이외 지역의 대응을 비교

사적으로 검토한다면, 조선후기 군사사의 특질을 보다 분명하게 드

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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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Byeolpajin(別破陣),

the military branch specializing in using artillery during Joseon

dynasty, and understand how artillery was employed in late

Joseon dynasty. By examining the origin, purpose, organization,

and tactics of Byeolpajin, this thesis aims to define the role of

artillery in late Joseon military.

The term Byeolpajin was the name of military branch

employing artillery, but the term was also used to refer to

individual gunners serving in Byeolpajin. The earliest account on

Byeolpajin can be found in a collection of royal statutes issued in

sixteenth century. According to the statutes, Byeolpajin were

recruited from Loyal Assistant Guards(忠贊衛), and serv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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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Armory(軍器寺). The role of Byeolpajin was to acquire the

techniques of handling artillery pieces at the Royal Armory, and

instruct the same technique to unskilled soldiers garrisoned

outside the capital city.

The number of Byeolpajin gradually increased from latter half

of seventeenth century, as military institutes other than the Royal

Armory began recruiting them. The recruiting pool was expanded

from the members of Loyal Assistant Guard to general

population, including commoners who held no offices.

As Byeolpajin serving in military institutes increased, the

organization of Byeolpajin saw its first clear subdivision of the

enlisted and the officers in latter half of seventeenth century.

The enlisted were men practicing gunnery under the leadership

of officers. They were further subdivided into several positions

depending on roles, such as instructing or supervising the

enlisted who do not hold any positions. Particularly skillful

enlisted were appointed to such positions, receiving relatively

high pay.

The officers, on the other hand, supervised the enlisted as a

whole. The officers’ duty included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Byeolpajin personnel, evaluation of artillery handling skills, and

command of the enlisted during wartime. In many cases the

officers of Byeolpajin were appointed from the drill instructors of

military institute, but some of the talented enlisted were

promoted to officers occasio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increase of size, the subdivision of

the enlisted and the officers took place primarily inside the

Byeolpajin of Five Military Divisions(五軍營), which primary duty

was to defend the capital city. By the beginn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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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eenth century the Byeolpajin of Five Military Divisions

numbered over three thousand men, the like of which was not

seen outside the capital city.

Even when the overall size of Byeolpajin in Five Military

Divisions dimin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英祖),

Byeolpajin incorporated more elite members to compensate for the

downsizing, thus improving the overall proficiency of Byeolpajin

gunners.

The changes of the size and the organization of Byeolpajin in

Five Military Divisions were due to the strategy of Joseon

military, focused on defending the capital city Hanyang(漢陽).

The strategic importance of Hanyang increased in the

seventeenth century, as bolstering the defense of northwestern

regions became difficult under the close surveillance of Manchu

emissaries following Joseon’s defeat by Qing in 1636. The

Byeolpajin in the Five Military Divisions grew in size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fensive capabilities of fortresses surrounding the

Hanyang, and the walls of Hanyang itself. This demonstrates

that Byeolpajin gunners were primarily raised for defending

fortresses.

The ordnance and the tactic of the Byeolpajin also show the

defensive nature of the corps. The Byeolpajin favored lightweight

breech-loading guns(佛狼機), as these pieces had higher rate of

fire than other pieces did. The defensive tactic using

breech-loading guns emphasized preventing enemy forces from

approaching the walls. This was achieved by combining the

firepower of breech-loading guns and the widely adopted

muskets, inflicting casualties with close range fusillade. Although

Joseon military attempted to mount artillery on mobile carri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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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ield warfare, the attempt seemed to have been fruitless.

The defensive nature of Byeolpajin’s artillery tactics was

demonstrated during the Hong Gyeongrae(洪景來) Rebellion of

1812. To suppress the army of Hong Gyeongrae garrisoned inside

the Fortress of Jeongju(定州城), the central government of Joseon

mobilized Byeolpajin gunners and ordnance. The majority of the

ordnance, however, were breech-loading guns. The firepower of

breech-loading guns was not strong enough to breach the walls,

all the more so as contemporary fortress walls became more

resistant to artillery bombardment.

Artillery was most effective when deployed in defensive

positions. When Hong Gyeongrae’s troops attempted to storm the

encampment of government army, Byeolpajin effectively repelled

them with artillery fusillade from behind wooden barricades.

Artillery tactic similar to that of Byeolpajin was employed by

Hong Gyeongrae’s troops when they repelled government troops

attempting to scale the walls.

Hong Gyeongrae Rebellion of 1812 shows that Byeolpajin

fulfilled its role as artillery corp specializing in defensive warfare.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breaching reinforced walls with

artillery, and the defensive strategy of Joseon, using artillery

primarily as defensive weapon was an apt choice.

keywords : Byeolpajin, Artillery, Tactic, Five Military

Divisions, defense of fortress, breech-loading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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