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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대 동북아시아 사회에서 將軍은 전쟁 수행을 위해 군사력을 지

휘하는 자를 가리키는 대표적 용어다. 신라의 장군은 官制의 정식 

구성 요소로, 기존에는 장군을 상임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

는 《三國史記》 職官志의 武官條에서 제시한 장군이 배치된 군사 

조직 중, 통일 이전에 등장한 諸停을 상설 광역 군사 조직으로 이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라에서 停은 기본적으로 지휘부와 병력으

로 구성된 군사 조직이 아니라 기지를 의미하는 용어였다. 중앙집권

적 지배 체제의 정비 이후 신라 조정은 전쟁이 발생하면 각 州의 

軍主 소재지에 건설된 정에 주둔하는 왕경 출신 병력과 해당 지역

의 유력자를 매개로 동원한 지방 출신 병력으로 일시적 전쟁 수행 

조직인 軍을 편성했고, 조정에서 임명한 장군이 이들을 지휘했다.

  장군의 임명 규정은 眞骨 신분으로 上堂부터 上臣까지라는 관직

의 범위로 구성되었다. 이는 다른 관직과 구별되는 고유한 형식으

로, 장군이 유사시 진골 집단 안에서 주요 관서의 차관부터 최고위 

관료까지에 해당하는 인물 중 사태 해결에 적합한 자가 임명되는 

비상임직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7세기 후반 삼국 통일 전쟁 중 장

군과 함께 (行軍)摠管이 신라군 지휘관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이

는 당시 늘어난 지휘관의 수요에 대응해 지휘관의 자격 요건을 장

군의 임명 규정보다 완화함과 동시에, 行軍總管을 운용하는 당군과

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해진 보완책이라고 여겨진다.

  신라의 관제에서 장군이 등장하기 전에 軍令權을 행사한 첫 번째 

존재는 君主 본인이다. 君主는 군령권의 본원적 소유자로, 신라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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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본인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자주 출진했다. 그러나 전쟁의 

목적이 달라지고 육체적 피해 가능성이 커지면서 君主의 출진은 급

격히 감소했다. 上古期 사료에서는 군사 관련 직무가 병기된 고위 

관등의 소지자 외에도 다양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의 출진이 함께 

나타난다. 이는 君主가 군령권을 독점하면서 상황에 맞춰 위임·회

수를 반복했음을 의미한다. 군령권의 행사를 위한 최초의 관직으로 

伐休尼師今 2년에 左·右軍主가 설치되었으나 平時의 군령권 보유 

문제로 관제에 안착하지 못했고, 助賁尼師今 2년에 등장하는 大將軍

에서는 장군 계통 관직의 최초 등장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慈悲麻立干 16년(473)에 설치된 左·右將軍을 장군의 제도적 기

원으로 볼 수 있는데, 6세기 중반에 장군이 다시 등장하기까지 약 

50년의 공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이 기간에 설치된 

軍主가 자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신라의 팽창을 선도했다고 보

았다. 그러나 사료에서 그러한 모습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가야 및 

한강 유역 방면의 확보는 모두 조정에서 임명한 장군에 의해 이루

어졌다. 이 시기 다수의 성으로 구축된 각국의 방어 체제를 돌파하

기 위해서는 대량의 병력이 요구되었으므로, 신라 조정은 각 방면의 

군사적 역량을 동시에 동원하면서 지휘관으로 조정의 고관을 장군

으로 임명했다. 장군제는 군령권의 위임·회수 측면에서 상고기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中古期 지배 체제의 정비와 전쟁 수행 방

식의 변화에 대응해 관제의 하나로 마련되었다고 여겨진다.

  전쟁에 임해 君主가 장군에게 위임하는 군령권은 적용 대상을 포

괄적으로 통제하는 배타적 권한이었다. 660년 사비성 공략에 앞서 

김유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武烈王의 군령권을 보호하기 위해 蘇定



- iii -

方과의 충돌을 불사했고, 唐 조정이 文武王을 蕃臣·蕃將으로 취급

하자 문무왕은 신라군의 총지휘관을 당군의 직제와 같은 大摠管으

로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이 당 황제와 동일함을 표방했다.

  군령권의 배타성은 상징물과 관련 의례를 통해 시각화된다. 김유

신이 소정방과 대치했을 때 쥐었던 鉞은 당의 旌節 및 고대 일본의 

節刀처럼 장군 임명 시 君主인 무열왕으로부터 받았다고 추정된다. 

월은 春秋戰國時代까지 소급되는 군령권의 상징물로, 신라의 장군제

가 이른 시기 중국 왕조의 제도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7세기 후반까

지 신라 나름의 방식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군령권의 위임과 회수는 특정한 의례를 통해 이루어졌다. 고구려 

멸망 직후 문무왕은 역대 왕을 모신 先祖廟에 참배해 승전을 고했

는데, 장군에게는 이러한 의례가 법제로 규정되었을 것이다. 출진 

및 귀환 시 종묘에 참배하는 행위는 前漢 시기에 확립된 관행으로, 

신라는 6세기 이래 유학의 수용하며 이러한 의례를 인지했다고 여

겨진다. 그러므로 신라에서 출진을 위해 장군을 임명하고 군령권을 

위임할 때에도 선조묘에서 관련 의례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便宜從事權으로도 불리는 군령권은 처벌과 포상을 통해 군사 조

직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했는데, 행사 주체의 자의적 집행을 의미하

지는 않았다. 신라에서는 개전에 앞서 처벌과 포상의 기준 및 그에 

근거한 집행 의지를 誓라는 행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포했다. 서에

는 지정된 목표의 달성 혹은 실패 시 정해진 포상 혹은 처벌을 받

겠다는 논리가 담겨 있었고, 황제라도 이를 번복한다면 항의를 받을 

만큼 전쟁 중에는 전체 구성원을 강력하게 구속했다.

  처벌의 경우 전쟁에서의 소극적 움직임을 극형으로 처벌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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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지휘

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언제나 중시되는 원칙이었고, 처벌의 최고 

수준은 생명의 박탈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포상의 

경우 재량의 폭이 넓지만, 일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은 동일하

다. 고구려 멸망 직후에 이루어진 포상 관련 사료를 당과 고대 日本

의 軍防令 조문과 비교하면, 신라에도 軍功 포상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신라의 

관제에서는 하나의 관직에 복수의 관등이 대응했으므로, 관등의 승

강은 동일 관직 내에서의 서열과 직무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었다. 

군령권에 의한 포상도 이러한 관제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었음은 

裂起에 대한 포상을 두고 발생했던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군 외에 군령권 행사를 포함해 군사 관련 직무의 수행이 확인

되는 관직으로 軍主가 있다. 기존에는 장군과 軍主를 동일시하는 경

우가 많았다. 그러나 관료 중에서 임명되는 지휘관인 장군과 지정된 

방면을 민정·군사 측면에서 관할하는 軍主는 다른 층위의 관직으

로 보아야 한다. 장군의 출진은 조정의 결정 사항으로, 출진 지역이

나 규모 등에서 자유도가 매우 높았다. 반면 軍主는 관할 영역의 방

어 혹은 상실한 지역의 회복을 위한 출진만을 확인할 수 있다.

  병력 동원 측면에서도 장군은 평소 다른 명령 계통에 속하는 인

력을 군령권에 입각해 자신의 휘하에 편입시켜 활용할 수 있었지만, 

軍主는 관할 영역 내에서의 병력 이동조차 조정의 허락을 구해야 

할 만큼 그 권한이 제한적이었다. 전쟁 수행 외에도 장군은 외교 교

섭 및 점령 지역 통제 등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중앙 관서의 차관 이상 관료를 장군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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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장군의 이러한 역할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軍

主는 평소 병력 및 군수품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도

적 추포 등의 치안 업무를 수행했다. 이처럼 軍主가 평시에 일정 수

준으로 유지한 관할 영역의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장군은 임명 

이후 지정된 방면의 군사력을 곧바로 운용할 수 있었다.

  6세기 중반 이후 동원되는 병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휘부도 

군사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 전쟁 관련 사

료에서 신라군의 대장군·장군·副將軍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1

개 군사 조직의 지휘부는 책임자인 (正)장군과 그를 보좌하는 부장

군으로 구성되었다. 일본 〈養老軍防令〉의 조문과 〈興德王陵碑〉 

비편의 銘文을 통해 신라에서 이러한 구조가 7세기 후반 이전에 이

미 법제로 확립되어 9세기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군사 조직을 동시에 투입하는 빈도가 점차 상승하면서, 대장군이 각 

지휘부의 상위에서 군사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게 되었다. 대장군 

및 (정)장군과 부장군은 장군으로 임명된 자들을 서열과 직무에 따

라 구분한 것으로, 대장군은 伊飡 이상, (정)장군은 沙飡 이상의 관

등을 소지한 장군부터 맡을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7세기 말부터 전쟁 수행을 위해 임명되는 장군과 구별되는 새로

운 유형의 장군이 등장했다. 神文王 5년(685)에 설치된 侍衛府將軍

은 국왕의 친위 군사 조직이자 상설 기구인 시위부의 상임 장관으

로, 장군제 변화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인과 이종족

으로 구성된 九誓幢도 국왕의 권위를 수식하는 상설 조직이었다고 

추정되므로, 여기에 배치된 장군 역시 상임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8세기 이후에도 발해 원정처럼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기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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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의 운영 원리가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과

거와 달리 특정한 장군 칭호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흥덕왕릉비〉 비편에 새겨진 驍騎將軍은 禁軍의 지휘관을 가리킨

다고 보이지만, 일반 관직이라기보다 신라 下代의 왕위 계승 분쟁에

서 승리한 자의 私的 군사력을 통솔하던 자가 친위 군사 조직에 편

입된 후 상시 소유한 장군 칭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神武王의 즉위 과정에서 출현한 平東將軍은 장보고의 군사력에 

의지해야 했던 김우징이 김양을 장군으로 삼기 위해 차선책으로 선

택한 칭호였지만, 본래 戰時에는 君主와 대등한 권한이 인정되었던 

장군의 위상에 균열을 초래했다. 진골이 아닌 장보고에게 수여된 鎭

海將軍은 그가 영구히 갖게 된 칭호이자 淸海鎭에 대한 군령권을 

공인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장군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후 신

라 관제에서 장군은 나타나지 않지만, 신라 말기 각 지역의 유력자

가 장군을 자칭했던 것은 장군이 배타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하는 관

직이었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고려 초기 중앙의 무

관을 대장군으로 임명해 지방의 장군을 통제하도록 한 방식은 신라 

장군제의 운영 원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將軍制, 將軍, 임명 규정, 軍令權, 誓, 軍防令, 軍主, 大將軍,

주요어: 副將軍, 상임 장군

학  번: 2013-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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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1.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

  군사 제도는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 마련된 公的 제도로서, 국가의 군사적 역량은 軍制에 의해 규정

된다. 특히 전쟁 등 각종 군사 활동에 투입되는 군사력은 직접 물리

력을 행사하는 병력과 병력의 운용을 담당하는 지휘부로 구성되며, 

양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효과를 온전히 거둘 수 있다.

  지금까지 신라의 군제에 관한 연구는 병력 동원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1) 중앙집권적 지배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의 피지배

층을 대상으로 하는 兵役 제도는 군사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

회 등 다른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병력 수

요의 증가는 지방 사회 구성원의 동원 확대를 초래했고, 이는 신라 

조정이 구축한 지방 통치 체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中古期 

신라의 성장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에 힘입어, 병역 제도 및 그에 

입각해 구성된 병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반면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부에 관한 연구는 소수의 선구적 성과

를 제외하면,2) 《三國史記》 職官志의 관련 서술을 그대로 수용하

1) 현재까지 생산된 신라의 군제 관련 연구 성과 중 가장 대표적인 단행

본의 제목이 ‘新羅兵制史硏究’(이문기, 1997 《新羅兵制史硏究》, 일

조각)인 것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의미심장하다.

2) 대표적 연구 성과로 井上秀雄, 1974 〈新羅兵制考 -職官志兵制の組織

を中心として-〉 《新羅史基礎硏究》, 東京: 東出版(이 글은 1957 

〈新羅兵制考(上)〉 《朝鮮學報》 11 및 1958 〈新羅兵制考(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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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武官의 정점에 있는 

將軍조차, 중고기 軍主와의 비교 외에는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 물론 장군은 군사력을 지휘하는 관직 혹은 당사자를 

가리키는 대표적 명칭으로, 지금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유서 깊은 용

어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사용된 만큼 장군의 개념에는 다양한 층

위가 존재하며,3) 이로 인해 역사학에서도 장군을 다소 모호하게 이

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신라의 장군은 건국 초기부터 멸망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官制의 안팎에서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

라의 관제에서는 장군이 고려·조선 등 후대 왕조의 장군과 달리 

실질적 지휘관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4) 이는 전

쟁이 발발하면 ‘장군’이라는 관직에 임명된 자가 ‘장군’의 명

의로 軍領權을 행사했다는 의미다.5) 실제로 君主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선두에서 싸워야 했던 신라사의 초기를 제외하

면, 장군이 君主를 대신해 전쟁의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朝鮮學報》 12를 수정·편집한 것이다)을 들 수 있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장군 항목에서 비유적 의미와 역사적 용

례를 제외한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軍의 우두머리로 군을 지

휘하고 통솔하는 무관, 2. 將官 자리의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3. 准

將·少將·中將·大將을 통틀어 이르는 말.

4) 成宗 이래 고려의 관제에서 장군은 《高麗史》에 따르면 2軍 6衛의 

장·차관 및 武散階의 명칭에 사용되었고, 戰時 지휘관으로는 行營都統

使·行營大元帥·八道都統使 등이 있었다. 조선의 관제에서 장군은 

《經國大典》에 따르면 西班 正3品부터 從4品까지의 散階 명칭에 사용

되었고, 전시 지휘관으로는 都元帥·三道水軍統制使 등이 있었다.

5) 군령권은 軍事權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군사력을 운용·행사할 수 있

는 권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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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령권의 행사는 그 방향이 국내외 어디든지 큰 영향을 미친다. 

전쟁에서 드러나는 국외에서의 군령권 행사는 국가 구성원의 보

호·국가의 성장이나 쇠퇴·국제 관계의 변화 등을 초래하며, 국내

에서는 치안 유지·권력 장악 등을 목적으로 그것을 행사하는 경우

가 많다. 그러므로 군령권의 보호와 확보를 위한 노력과 경쟁은 역

사에서 꾸준히 반복되었고, 신라의 장군은 바로 이러한 군령권을 합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관직이었다.

  신라의 將軍制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사

료의 희소성에 있음은 분명하다. 신라의 장군은 기본적으로 전쟁 수

행을 위해 마련된 관직이었으므로, 대부분 전쟁 관련 기사에서 등장

한다. 신라 조정은 7세기 후반 唐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이후 金憲昌

의 난과 張保皐의 반란이 발생하는 9세기 초중반까지 전쟁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통일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에서 장군

의 출현 빈도는 급격히 낮아진다.6) 《삼국사기》 직관지에서 장군

의 제도적 요소를 제시했지만, 전거 자료가 무엇이고 어느 시점의 

모습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다만 사료의 한계는 고대사의 모든 분야가 겪는 문제다. 장군제 

연구가 부진했던 근본적 원인은, 국가 권력의 행사 방식 중 하나인 

전쟁의 결정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과정이 공적 제도에 의

해 진행된다는 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

각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지적 약탈 행위나 타국의 침공에 

대한 변경에서의 즉각적 대응과,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

6) 여기에서의 장군은 신라의 관제에 속하는 장군을 의미하며, 下代 말기

에 지방에서 등장하는 자칭 장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라 말 자칭 장

군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3장 3절에서 검토할 것이다.



- 4 -

의 의사 결정을 거쳐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간단

하게 전쟁으로 포괄해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다.

  아울러 제도는 정태적이고 현실과 거리가 멀다거나 장군 등 군제

의 구성 요소는 지엽적인 소재라는 관념도 연구의 저조함에 일조해, 

장군제의 동태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관

직으로서의 설치 목적과 규정·직무 수행의 근거·현장에서의 운용 

방식 등에 대해서조차 불확실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이로 인

해 지금까지 신라의 장군은 정치·경제 분야에서 부수적으로 취급

되었을 뿐, 오히려 중앙 관직이자 지휘관으로서의 근본 성격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7세기에는 某衛將軍이라는 중국 왕조의 관직을 갖는 

신라인이 사료에서 등장하므로,7) 신라의 장군과 모위장군의 관련성

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모위장군은 隋·唐 등에서 상시적으로 

皇宮과 京師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한 禁軍 소속 무관의 명칭이었다. 

당시 금군 조직과 전쟁 수행 조직은 엄연히 달랐고, 후자를 지휘하

는 신라의 장군과 유사한 중국 왕조의 존재는 左武衛大將軍 蘇定方

이 神丘道行軍大總管으로 임명된 것처럼 行軍(大)總管이었다.8)

  금군 조직과 전쟁 수행 조직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칭의 표면적 동일성에만 근거해 모위장군으로부터 신라의 장군에 

7) 眞德王 2년(648) 金春秋의 아들 文王이 당 조정으로부터 받은 左武衛

將軍이 최초의 사례다(《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眞德王 2年, 

“詔授春秋爲特進 文王爲左武衛將軍”).

8) 〈大唐平百濟國碑〉, “使持節 神丘嵎夷馬韓熊津等一十四道大總管 左武

衛大將軍 上柱國 邢國公 蘇定方”; 이 글에서 사용한 금석문의 원문은 

별도의 출처를 밝힌 일부를 제외하면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譯註 韓國古代金石文》 1~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소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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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경우, 신라 장군의 성격을 이해할 때 오류를 범하기 쉽다.9)

官品을 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武散階에 사용된 將軍號와 

軍의 지휘라는 직무를 갖는 將軍職을 구분해야 함도 물론이다.

  아울러 신라 장군의 활동 배경인 전쟁에 대한 인식에도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6세기에 접어들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대립이 

격화되고, 결국 삼국 통일 전쟁과 신·당 전쟁이라는 정점에 도달했

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로 인해 삼국이 이 기간에 빈

번하게 전쟁을 치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0) 각국이 대

외적 팽창을 추진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일대의 정

9) 연해주 니콜라예프카 성터에서 발견된 符節에는 ‘左驍衛將軍 聶利

計’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기존에는 이 부절이 국경 지대에 배치된 

장군에게 주어져 군사 행동 시에 사용되었다고 보았다(Shavkunov E. 

V., 송기호 역, 1992 〈연해주에서 출토된 발해의 청동제 符節〉 《한

국고대사논총》 3, 419~423쪽). 이는 당에서 병력을 동원할 때 사용하

는 銅魚符[發兵符]를 염두에 둔 견해다. 그러나 명문의 서식과 형태를 

감안하면, 해당 부절은 당에서 소지자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

는 隨身魚符와 같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唐六典》 卷第8 門下省 

符寶郞, “凡國有大事則出納符節 辨其左右之異 藏其左而班其右 以合中

外之契焉 … 三曰隨身魚符 所以明貴賤 應徵召 親王及二品已上散官京官

文武職事五品已上都督刺史大都督府長史司馬諸都護副都護 並給隨身魚符 

… 隨身魚符之制 左二右一 太子以玉 親王以金 庶官以銅 隨身魚符皆題云 

某位姓名 其官只有一員者 不須著姓名 卽官名共曹司同者 雖一員 亦著姓

名”). 또한 左驍衛는 수·당의 금군 조직 중 하나다. 이 부절은 발해 

멸망 이전의 당 혹은 五代 시기에 말갈 首領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것으

로 추정되며(송기호, 2011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129~130쪽), 이것만으로 군사 행동을 유추하거나 신라 장군과

의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10) 삼국이 4세기 후반부터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는 7세기 중반까지 

‘장기적인 전쟁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는 이러한 인식의 극단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김기흥, 1991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22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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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군사적 긴장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치열해진다는 것을 곧바로 전쟁 발생 빈도의 상승으로 해석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은 국가의 경제력을 크게 저하시킨다. 

안시성 전투의 패배로 고구려 원정이 실패한 이후, 당 조정은 대규

모 會戰 대신 소규모 병력을 자주 투입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자국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상대국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당시 당과 고구려의 압도적 국력 차이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11)

  특히 인간의 노동력이 생산 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대

량의 인력을 생산 현장에서 이탈시켜 병력으로 동원하는 것은 지배 

집단으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수 煬帝의 무리

한 고구려 원정 실행이 수 멸망의 주요 원인이었던 점이나, 당 太

宗·高宗의 고구려 원정 추진 시 房玄齡 등 다수의 조정 신료가 반

대한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2)

  그러므로 군사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는 고대에도 중앙집권적 지

배 체제를 갖춘 국가의 전쟁은 지휘관의 선발과 지휘부의 구성·투

입할 병력의 규모와 동원 지역의 선택·軍期 및 전쟁 수행 기간의 

설정 등 각종 제반 사항에 대한 조정의 논의를 거친 후에, 비로소 

11)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12~115쪽.

12) 李君球가 고종에게 올린 表文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백성이 생산 활동

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舊唐書》 卷185上 列傳 第

135上 良吏 上 李君球, “龍朔三年 高宗將伐高麗 君球上疏諫曰 … 彼高

麗者 辟側小醜 潛藏山海之間 得其人不足以彰聖化 棄其地不足以損天威 

何至乎疲中國之人 傾府庫之實 使男子不得耕耘 女子不得蠶織 陛下爲人父

母 不垂惻隱之心 傾其有限之貲 貪於無用之地 設令高麗既滅 即不得不發

兵鎮守 少發則兵威不足 多發則人心不安 是乃疲於轉戍 萬姓無聊生也 萬

姓無聊 卽天下敗矣 天下旣敗 陛下何以自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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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부가 결정되는 일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고대의 군제와 전쟁을 근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식도 연

구의 심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고대의 군사 조직을 ‘軍

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고대 동북아시아 사회에

서 軍·團·軍團이 각각 특정한 의미를 갖는 군제 용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과거의 군사 조직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근대적 상비군(Standing Army) 

조직을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13)

  현대 한국군의 편제에서도 사용하는 ‘군단(Corps)’은 전쟁 수

행이 기본 목적이지만,14) 평소에도 상비군으로서 내부에서 동원·

편성·훈련·기타 작업 등을 수행하며 조직과 규모를 유지한다. 반

면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 수행 조직과 병역 관리 조직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며,15) 평소 후자에서 관리하던 병력이 전쟁 

수행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16)

13) 군사 분야에서 상비군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방의 기본 병력으로

서 항상 편성·유지되는 병력을 의미한다(이강언 외, 2012 《(수정증

보판) 최신 군사용어사전》, 양서각, 230쪽).

14) 군사 분야에서 군단은 1. 상급 부대의 작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

해 작전을 수행하는 최고 서열의 전술 梯隊, 2. 통상 야전군의 일부로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 전술 제대인 사(여)단의 전투를 조직

하고 운용하는 최고 서열의 전술 제대 등을 의미한다(이강언 외, 2012 

앞 책, 70~71쪽).

15) 당의 行軍과 折衝府 및 고대 일본의 征討軍과 軍團이 대표적 사례다.

16) 백제의 사례지만 《周書》 百濟傳에 따르면 각 方에는 평소 

700~1200명 규모의 병력이 존재했다(《周書》 卷49 列傳 第41 異域 

上 百濟, “方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그런데 眞興王 15년

(554) 管山城 전투에 투입된 백제군의 규모는 설령 가야·왜의 병력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사망자의 숫자를 감안할 때 3만 명 전후였다(《三國

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5年, “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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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고대의 전쟁과 그것을 수행한 신라의 장군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당시의 관점에서 관련 사료를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까지 軍制史 안에서도 장군제를 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

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君主의 군령권을 대신 행사하는 장군

에게는 다른 일반 관직과 달리 고도의 재량행위가 허용되었으므로, 

장군으로부터 역으로 신라의 국왕이 가진 성격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개 眞骨 신분의 지배층 구성원이 장군에 취임해 활

동하는 만큼, 지배 체제의 특징과 상태가 장군제의 운영 방식과 변

화상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장군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급 무관에 대한 접

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력 편제 및 전쟁에 관한 연구 성과와도 

충분히 결합할 수 있다. 고대의 전쟁은 사료에 제시된 군사 조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제로는 중앙 지배층과 지방 유력자

가 보유한 여러 형태의 군사력이 혼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근

래 국제 관계에서의 정치·외교적 측면을 중시하는 전쟁사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17) 전쟁에 투입된 군사력의 운용을 담당하는 장

百人 匹馬無反者”). 이 시점에 백제의 5개 방이 각각 1200명의 병력

을 유지했고 그들이 모두 동원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백제군에서 

方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00명×5개 방)/3만 명×100]에 불과

하다. 당의 경우에도 行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府兵이 

아니라, 전쟁의 결정과 함께 지정된 방면에서 동원한 兵募였다(孫繼民, 

1995 《唐代行軍制度硏究》, 臺北: 文津出版社, 102~111쪽).

17) 2018년 6월 23일에 열린 한국고대사탐구학회의 학술대회 《신라 군

사사의 새로운 이해》는 고대 軍事史를 전면에 내세운 드문 행사였다. 

군제사와 함께 군사사를 구성하는 전쟁사의 대표적 연구 성과로 서영

교, 2006 《羅唐戰爭史 硏究 -약자가 선택한 전쟁-》, 아세아문화사; 

노태돈, 2009 앞 책; 이상훈, 2012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등이 있

고, 개별 전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성과도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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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관한 연구는 전쟁사에도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편 장군은 국가의 군사력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관직이었으므로, 

그 성격과 기능은 다른 관직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고대 동북아시아 사회에서 일원적 지배 체제에 입각한 국가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대표적 유형인 ‘律令’이 주목된다. 

중국에서 기원한 율령 및 그에 근거한 국가 체제가 고대 한반도 및 

日本 열도의 정치체에 도입·운영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장군과 

관련된 제도 역시 군사 관련 율령으로 성립했을 것임은 확실하다. 

결국 장군제에 관한 검토는 율령에 대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고대 

신라 율령의 실태 복원이라는 의의도 갖는다. 이처럼 군제사의 심화

는 물론, 다양한 분야와의 통섭이 가능한 장군제 연구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라 관제·법제 연구의 관점에서 장군의 지휘

관으로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장군이라는 관직의 운용 

방식과 그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근거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에 더

해 통일 이후 장군제가 변화하는 양상도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는 

중국 왕조에서 기원한 장군제를 수용한 후 자신들의 지배 체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운영했고, 신라의 제도는 다시 고대 

일본의 체제 정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장군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안에 담긴 주변국과의 교류에 의한 공

통점과 신라 사회의 특징에서 비롯된 독자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군이 신라의 관제에서 차지하

는 위상과 장군제의 역사적 역할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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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 성과의 검토

1) 장군의 임명에 대한 연구사

  장군의 관직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군에 임

명될 수 있는 요건 및 다른 관직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실

제로 기존의 관련 연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三

國史記》 卷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條(이하 무관조라고 약칭함)

에 수록된 六停 소속 장군의 임명 규정에 관한 연구 성과로, 그 내

용이 다른 관직과 명확하게 구별되어 일찍부터 분석이 이루어졌다.

  井上秀雄(이노우에 히데오)는 무관조에 수록된 신라의 무관 조직

을 검토하면서 장군이 제도화된 관직이 아니라 上古期 이래 관습적

으로 성립되었다고 전제한 후, 임명 규정에도 관직과 관위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이른 시기에 사용하던 관위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규정에 진골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신라 조정은 전통적 귀

족이 소유한 사병이 필요할 경우 해당 귀족을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추정했다.18)

  이 견해는 신라의 군제 중에서도 지휘부를 구성하는 주요 무관들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선구적 연구로, 특히 장군과 진골의 관계를 

부각한 점은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라 사회의 성격

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혈족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해 장군이라

는 관직마저 지배층을 구성하는 주요 혈족 집단 사이에서 관습적으

로 등장했다고 전제함으로써, 장군제의 형성 과정과 그 제도적 특징

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한계를 가졌다.

18) 井上秀雄, 1974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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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木村誠(기무라 마코토)는 신라의 골품제 성립 과정에서 등장하는 

관위와 관직의 명칭과 의미를 논의하면서, 6정 소속 장군의 임명 규

정에 사용된 관직을 관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았다.19) 이러한 

이해 방식은 이후에도 답습되어, 다수의 연구자가 장군의 임명 규정 

및 신분상의 특징을 井上秀雄 및 木村誠와 같이 이해했다.20) 그러

나 명확한 근거 없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임명 규정을 임의로 

수정한 그의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장군의 임명 규정만은 관등이 아니라 관직으로 구성되

었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주보돈은 6정 소속 장군은 진골인 

중앙 관서의 장·차관이 겸직하는 관직이었으므로, 임명 규정에 사

용된 관직을 관등으로 전환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

았다.21) 최상기는 전쟁 등의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정의 고

관을 장군으로 임명했으므로 관직을 구성 요소로 삼은 임명 규정이 

등장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22) 박동명은 신라의 관제가 정비되기 

19) 木村誠, 1976 〈6世紀新羅における骨品制の成立〉 《歷史學硏究》 

428.

20) 李成市, 1979 〈新羅六停の再檢討〉 《朝鮮學報》 92; 정경숙, 1985 

〈新羅時代의 ‘將軍’의 成立과 變遷〉 《한국사연구》 48; 이명식, 

1988 〈新羅 統一期의 軍事組織〉 《한국고대사연구》 1; 강봉룡, 

1990 〈6~7세기 신라의 병제와 지방통치조직의 재편〉 《역사와 현

실》 4; 이문기, 1997 앞 책; 노중국, 1999 〈신라 통일기 九誓幢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사론》 41·4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

과; 박수정, 2017 〈三國史記 職官志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

학과 박사학위논문 등.

21) 주보돈, 1987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신라문

화》 3·4.

22) 최상기, 2015 〈6~7세기 신라 장군(將軍)의 역할과 운용〉 《역사와 

현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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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南堂 회의에 참여하는 고위 지배 집단의 구성원이 장군에 취

임했으므로, 임명 규정도 관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았다.23)

  임명 규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장군의 상임 여부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졌다. 정경숙은 신라 상고기의 장군은 대외 

정벌을 위해 임시로 임명되었지만, 軍主의 설치 후에는 軍主가 장군

을 겸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임직이 되었다고 보았다.24) 주보돈은 6

정 중 지방에 주둔한 5개 정의 장군을 軍主로 보면서도, 大幢 소속 

장군만은 복수로 존재하며 예하에 완비된 군관 조직을 갖추고 있었

다고 주장했다.25) 강봉룡은 중고기의 최고 지배자 집단인 大等群이 

곧 휘하에 사적 병단을 거느린 장군들의 집단이었다고 이해하면서, 

이들 중의 일부가 軍主로 선발되어 전방에 주둔하고 비상시에는 집

단 전체가 소유한 병력을 연합해 출진한다고 추정했다.26) 이문기는 

장군이 상임직이지만 평소에는 개별 부대와 지휘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며, 출진 시 각 부대에 배속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군은 다른 관직을 가진 상태에서 임명될 수 있는 겸직 허용 관직으

로, 이렇게 장군을 겸한 관료 집단을 將軍團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고 보았다.27) 정덕기는 麻立干 시기까지 ‘內外兵馬事’로 표현된 

병마 행정권 관련 업무의 상시 관리를 위해 장군도 상임직으로 제

도화되었다고 추측했다.28) 이와 달리 李成市는 사료에서 확인할 수 

23) 박동명, 2016 〈신라 六停 將軍의 就任資格과 그 性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4) 정경숙, 1985 앞 논문.

25) 주보돈, 1987 앞 논문.

26) 강봉룡, 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

과 박사학위논문.

27) 이문기, 1997 앞 책.

28) 정덕기, 2009 〈신라 중고기 중앙행정체계 연구 -육단관직체계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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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군의 활동 양상과 관력을 분석해, 그들 중 상당수가 중앙의 

고관으로 전쟁에 임해 비로소 장군에 임명되고 전쟁이 끝나면 본래

의 관직으로 돌아갔으므로 장군은 임시직이었다고 주장했다.29)

  井上秀雄 이래 장군이 국왕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며 사병을 소유

한 진골이 갖는 전통적 관직이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장군을 상임

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지만 중앙집권적 지배 체제가 

정비된 고대 국가에서 장군은 君主의 고유 권한인 군령권을 위임받

는 관직이었다. 장군이 평소에도 君主와 군령권을 공유했다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다른 관직처럼 상임직이었을 가능성은 낮다.30)

2) 장군과 軍主의 관계에 대한 연구사

  중고기 신라에서는 軍主가 전쟁을 수행하는 사례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라의 지방 통치 체제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장군과 

軍主의 비교가 이루어졌는데, 사료에서 등장하는 軍主·摠管 등을 

장군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았다.31) 이는 그동안 신라의 장군을 

상임직으로 보는 연구 성과가 비교적 우세했던 결과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藤田亮策(후지타 료사쿠)는 삼국 통일 전쟁에서 등장하는 

부중심적 행정운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9) 李成市, 1979 앞 논문; 李成市, 2000 〈軍事組織과 指揮體系〉 《百

濟史上의 戰爭》, 서경문화사.

30) 최상기, 2015 앞 논문.

31) 주보돈, 1979 〈新羅 中古의 地方統治組織에 대하여〉 《한국사연

구》 23; 정경숙, 1985 앞 논문; 주보돈, 1987 앞 논문; 이명식, 1988 

앞 논문; 이수훈, 1988a 〈新羅 中古期 郡의 形態와 城(村)〉 《고대연

구》 1; 주보돈,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

원; 주보돈, 2002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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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군의 총관을 州의 책임자가 아니라 軍의 지휘관, 즉 당의 行軍

總管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32) 여기에서는 총관과 장군의 관계를 

깊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당의 行軍制와의 관련성을 언급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村上四男(무라카미 요시오)도 신라가 삼국 통일 

전쟁 중 당의 원정에 호응해 장군을 총관으로 변경했다고 보았

다.33) 한편 이문기가 신라에서 당군의 지휘관 명칭을 모방해 장군

을 총관으로 변경했다고 본 점은 이들과 같지만, 이때의 총관을 지

휘관 겸 지방관으로 이해했다는 차이가 있다.34)

  한편 李成市는 신라의 총관을 軍主·都督과 마찬가지로 지방관으

로 이해하면서, 이들과 장군은 군사적 색채를 공유하지만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5) 최경선은 武烈王~文武王 시기에 평소에도 특정 

인물이 각 방면의 장군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征討軍을 편성할 

때마다 새롭게 장군이 임명되었음을 확인한 후, 장군은 중앙과 지방

의 관료가 겸직할 수 있는 관직이지만 軍主가 곧 장군인 것은 아니

라고 설명했다.36) 이에 비해 강봉룡은 중앙의 지배 집단 구성원이 

임명되는 장군과 軍主를 동일시하되, 중고기 신라의 軍主를 지방관

이 아니라 당시 주요 거점에 주둔하던 신라군의 지휘관으로 규정한 

32) 藤田亮策, 1963 〈新羅九州五小京攷〉 《朝鮮學論考》, 奈良: 春日野

國立文化硏究所內藤田先生記念事業會(이 글은 1954 〈新羅九州五小京

攷〉 《朝鮮學報》 5를 수정·편집한 것이다).

33) 村上四男, 1978 〈新羅の摠管と都督〉 《朝鮮古代史硏究》, 東京: 開

明書院(이 글은 1967 〈新羅の摠管と都督〉 《東洋史學論集》, 東京: 

山崎先生退官記念會를 수정·편집한 것이다).

34) 이문기, 1990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硏究〉 《국사관논총》 20.

35) 李成市, 1979 앞 논문.

36) 최경선, 2008 〈6세기 신라의 州의 형태와 軍主의 역할〉 연세대학

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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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특징적이다.37)

  결국 장군과 軍主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두 관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중고기에 

주의 책임자로 정비된 軍主와 지휘관인 장군을 구별해야 함은 분명

하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장군과 軍主의 군사

력 운용이 어떻게 구별되며, 특정 지역의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장

군과 軍主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3) 장군의 유형에 대한 연구사

  사료에서는 ‘장군’ 외에 특정한 수식어를 앞에 붙인 여러 유형

의 장군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단편적 기록에 불과하지

만, 일부 유형의 성격과 특징에 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한규는 중국 南北朝時代의 세계 질서를 幕府 체제로 규정하고 

막부의 개설 권한을 가진 장군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한 후, 삼국의 

장군제를 중국의 장군제와 비교했다. 그에 따르면 신라의 장군은 마

립간 시기에 성립된 이후 직능과 위계에 따라 분화했고, 특히 中代

까지는 중앙 집권 체제의 정비에 따라 중앙군의 지휘관으로 유지되

어 漢의 장군과 공통점을 가졌다.38) 이 견해는 남북조시대의 막부 

체제를 도식적으로 적용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중국에서 기원한 장

군제에 입각해 신라 장군의 분화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그러한 분화에 의해 성립한 각 유형의 장군이 수행한 역

할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지는 않았다.

37) 강봉룡, 1994 앞 논문.

38) 김한규, 1985 〈南北朝時代의 中國的 世系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

制〉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역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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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장군의 여러 유형 중에서 강봉룡은 중고기에 각각의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을 총괄하기 위해 大將軍이 등장했고, 대장군을 역임

한 인물들이 모두 上大等에 오른 점을 근거로 신라의 지배자 집단

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대장군으로 임명되었다고 추정했

다.39) 주보돈은 대장군을 兵部令의 이칭 혹은 출진 시 필요에 따라 

붙이는 임시 명칭으로 이해했고,40) 김영하는 중고기에 복수의 장군 

중에서 수석 장군이 대장군 혹은 上將軍으로 분화했지만 기본적으

로 장군 사이에 서열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삼국 통일 전쟁 중 당과

의 교섭을 거치면서 비로소 대장군이 당의 行軍大總管처럼 일반 장

군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했다.41)

  대장군이 장군보다 높은 위상이라는 점은 그 명칭에서 비교적 쉽

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장군이 다른 장군들을 총괄한다거나 

수석 장군이라는 것이 전쟁 수행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한 대

장군은 어떤 기준으로 임명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기존 연구 성과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그 외에 문헌과 금석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副將軍을 언급한 연

구 성과도 존재한다. 井上秀雄와 村上四男는 삼국 통일 전쟁 중에 

출진한 각 부대에 복수로 배치된 장군들을 장군과 그를 보좌하는 

부장군으로 분류했다.42) 이문기는 〈興德王陵碑〉 비편에 새겨진 

부장군을 통해 9세기까지 중앙군의 지휘 체계가 장군과 부장군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했다.43) 지휘부의 구성과 관련해 부장군의 존재

39) 강봉룡, 1994 앞 논문.

40) 주보돈, 1998 앞 책.

41) 김영하, 2007 《新羅中代社會硏究》, 일지사.

42) 井上秀雄, 1974 앞 논문; 村上四男, 1978 앞 논문.

43) 이문기, 1997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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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착한 이들 연구의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다만 부장군의 제도

적 특징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4) 장군제 관련 율령에 대한 연구사

  장군제는 국가 제도의 하나로, 중국 왕조와 일본의 사례를 고려하

면 신라에서도 그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이 율 또는 영의 조문으로 

성립했을 것이다. 신라 율령의 전반적인 복원을 시도하면서 무관조

의 내용이 신라의 軍防令에 수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전봉덕과 

이인철의 연구 성과는,44) 이러한 관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두 견해의 선구적 의의와는 별개로, 율령 편목의 성격에 대

한 구체적 검토 없이 군사 관련 내용을 무조건 군방령에 연결한 점

은 문제가 있다. 군방령은 국가에서 동원한 인적·물적 역량을 조직

적으로 편성하는 원리를 비롯해,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필

요한 수많은 행정 절차를 규정한 편목이다.45) 무관조에 서술된 각

급 무관의 명칭 및 그 임명 규정과 의장 등은,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당·일본의 율령 조문을 감안하면 군방령이 아니라 職員令·

官品令(官位令)·衣服令 등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장군

제 운영과 관련된 율령 조문의 내용은 무관조를 넘어 전쟁에서 나

44) 전봉덕, 1956 〈新羅의 律令攷〉 《논문집》 4, 서울대학교; 이인철, 

1994 〈新羅律令의 篇目과 그 內容〉 《정신문화연구》 17-1.

45) 군방령이라는 명칭은 수의 《開皇令》에서 처음 나타나 唐令으로 이

어졌다(《唐六典》 卷第6 尙書刑部 郎中, “凡令二十有七 … 十三曰軍

防 … 隋開皇命高熲等撰令三十卷 … 十六宮衛軍防”). 8세기에 편찬된 

고대 일본의 《養老令》에서 군방령은 전국에 균등하게 설치한 군단의 

내부 조직을 서술한 軍團大毅條를 시작으로 병력·전쟁·군사 시설 등

에 대한 각종 규정을 포함한 총 7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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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장군의 행위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신범규는 唐律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의 軍律을 추적했는

데, 전쟁 중 지휘관에 의해 한시적으로 반포·집행되는 군율(軍法)

과 律典에 규정된 항시적 조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唐制의 수용을 염두에 두면서도 신라의 군사 관련 율령은 

실체가 모호하다고 서술하는 데에서 그쳤다.46) 한편 禮制 연구에 

속하지만 채미하는 7세기 중후반 당의 軍禮가 신라에 수용되는 과

정을 살피면서 군사 관련 제도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47)

비록 군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大唐開元

禮》 및 唐令의 검토를 통한 소재의 포착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

만 당령도 건국 이후 開元 연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점이나, 신라

가 당제를 수용하면서도 나름의 고유 요소를 유지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신라의 장군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단일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종의 우회 수단으로 전쟁 기사에서 

장군제와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중앙집권적 국

가의 공적 제도는 국가 기구와 구성원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핵

심 기준으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권력이 명시적으로 표출되

46) 신범규, 2014 〈新羅 中代 軍律의 運用 樣相과 特徵〉 고려대학교 대

학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47) 채미하, 2010 〈신라의 軍禮 수용과 왕권〉 《한국사연구》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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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쟁의 구체적 양상으로부터 장군제와 관련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삼국사기》 新羅本紀(이하 신라본기라고 

약칭함)에서는 7세기 중후반 삼국 통일 전쟁부터 신·당 전쟁까지

의 진행 경과를 일자별로 제시해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

라서 이 기간에 나타난 장군의 활동 모습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다른 시기 사료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비슷한 

시기 주변국의 관련 사례와 결합해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폭도 크게 넓어진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미 다루었던 사료의 재검토를 포

함해, 그동안 연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던 문헌 속의 개별 용어

와 전후 맥락을 알 수 없어 단편적 설명에 그쳤던 일부 금석문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신라 조정이 공적으로 생산한 문

자 자료 중에는 군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사료의 작성 맥락을 염두에 두

면서 살펴본다면 장군제와 관련된 의미를 발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군방령이 단 하나의 조문도 전해지지 않는 극

단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대 동북아시아의 활발

한 교류를 배경으로 당과 일본의 율령 조문을 비롯한 법제 관련 사

료를 적극적으로 원용했다. 고대 일본의 율령 편찬 과정에서 신라의 

율령도 당의 율령만큼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法興王 7년(520)에 頒示된 신라의 율령은 일괄 편찬·폐기가 아

니라 필요한 부분만 수시로 수정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48) 지배 

48) 홍승우, 2011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

과 박사학위논문, 211~212·243~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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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 서열·위상에 관한 내용이나 긴급을 요하는 군사 분야는 상

대적으로 신속하게 재정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군사 관련 

율령 편목은 기존의 조문과 변경된 조문이 혼재된 상태로, 중국 왕

조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신라의 독자적 법률 용어로 서술된 

조문이 적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현재 일본·중국 학계에서는 고대 일본의 《大寶令》·《養老

令》과 이들의 典範인 당령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49) 여기

에서 일본의 군방령이 당 군방령의 내용과 형식을 유일한 전범으로 

삼았다는 인식을 기본 전제로 삼은 결과, 양자의 공통점은 당을 중

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의 보편성으로, 차이점은 일본의 고유한 특성

이 반영된 결과로만 해석된다.

  그러나 7세기 후반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에서 신라의 율령이 

고대 일본의 초기 율령에 미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650년대 이

후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倭와 신라·당의 외교 관계

는 단절되었지만, 신·당 전쟁의 발발과 함께 신라와 왜의 관계는 

49) 《양로령》은 주석서인 《令義解》와 《令集解》에 편목별 조문 대부

분이 실려 있어 복원할 수 있다. 게다가 《영집해》에서 인용한 기존의 

여러 주석 중에서 ‘古記’가 《대보령》의 주석서였으므로, 그 내용을 

통해 《대보령》의 상당 부분을 복원할 수 있다. 다만 군방령의 경우 

현존하는 《영집해》의 여러 판본에서 〈大寶軍防令〉에 해당하는 부분

이 사라지고 일부 사료에 소수의 逸文만 남아 있어 〈대보군방령〉의 

복원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養老軍防令〉의 편찬 시 굳이 새로운 군

방령을 제정할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우므로(野田嶺志, 1984 《律令國

家の軍事制》, 東京: 吉川弘文館, 42쪽), 〈양로군방령〉 및 각종 관련 

사료를 활용한 〈대보군방령〉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당의 군

방령은 仁井田陞(니이타 노보루)의 역작인 《唐令拾遺》에서 40개 조문

이 복원된 이래 신규 복원 조문이 추가되고 있고, 이들은 주로 《開元 

7年令》과 《開元 25年令》의 조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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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회복되었다. 이로 인해 사신 왕래만이 아니라 왜(일본) 승려

들의 신라 유학도 한동안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본의 초기 율령은 바로 이 기간에 편찬되었다.50) 당과의 교류

가 중단된 상태에서, 일본 조정은 당으로부터 수입한 율령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유학생이나 승려를 통해 신라로부터 전

해진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율령에

는 신라 율령의 흔적이 강하게 남게 되었고, 실제로 《양로령》의 

각종 조문 중에는 당제보다 신라의 제도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51) 그러므로 당과 고대 일본의 군사 관련 율령 조문의 

50) 《近江令》은 天智 시기에 시행되었고, 《淨御原(律)令》은 持統 3년

(689)에 완성되었다. 《大寶律令》은 大寶 원년(701)에 완성되었고, 

《養老律令》은 養老 2년(718)에 편찬된 후 天平寶字 원년(757)에 시

행되었다. 특히 《정어원(율)령》이 母法으로 삼은 《永徽律令》이 완

성·시행된 永徽 2년(651)과 《정어원(율)령》의 완성 시점 사이에 약 

40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은, 왜(일본) 조정이 율령의 운영을 위한 각종 

정보를 당으로부터 수용하기 곤란했던 7세기 후반의 상황을 암시한다.

51) 〈養老學令〉에서 지정한 算學 교재에는 당의 산학 교재 목록에 없는 

六章·三開重差·九司가 포함되었다[《養老令》 卷第4 學令 第11 算經, 

“凡算經 孫子五曹九章海島六章綴術三開重差周髀九司 各爲一經 學生分

經習業”; 〈復元 唐 學令 7條(開元 7年令)〉, “笇學生課業 孫氏五曹 

共限一年 九章海島 共限二年 周髀五經笇 共限一年 記遺三等數 共限一年 

夏侯陽張丘建笇術 共限二年”; 당령의 복원 조문은 仁井田陞, 1964 

《(復刻板) 唐令拾遺》,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및 仁井田陞, 池田溫 編

輯代表, 1997 《唐令拾遺補 -附唐日兩令對照一覽》, 東京: 東京大學出

版會에서 인용했다]. 그런데 육장과 삼개중차는 신라의 國學에서 사용

한 교재였다(《三國史記》 卷第38 雜志 第7 職官 上, “國學 屬禮部 神

文王二年置 … 或差算學博士若助敎一人 以綴經三開九章六章敎授之”). 

또한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부모에 대한 3년상이 예제로 확립되었지만

(《論語》 陽貨 第17, “子曰 …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

喪 天下之通喪也”), 〈養老喪葬令〉에서는 부모와 君主 등 가장 높은 

등급을 1년복으로 규정했다(《養老令》 卷第9 喪葬令 第26 服紀, “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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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해 확인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신라의 전쟁 관련 기사에서 

나타나는 장군의 운용 양상에 대입함으로써 신라 장군제의 특징에 

접근하는 방식은 일정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본론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신라 장

군의 관직으로서의 성격 및 장군제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료에서 등장하는 각종 장군을 유형별로 정리한 

후, 장군과 결합하는 군사력을 통해 신라 장군의 성격에 접근하겠

다. 특히 ‘6정’은 중고기에 장군이 가장 먼저 소속된 군사력으로 

평가받는데, ‘停’이 신라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관조에 서술된 장군의 임명 규정이 갖는 특

징과 그것이 다른 어떤 관직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 이유를 고찰

할 것이다. 이어서 신라본기의 상고기 기사를 중심으로 장군제의 성

립 이전 신라에서 전쟁을 수행한 존재들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군

령권을 행사하는 위치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중고기 군제의 정비와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 속에서 장군제가 등장했음을 밝히겠다.

  2장에서는 장군과 다른 관직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군사력의 지

휘 근거인 군령권의 성격과 행사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우선 삼국 통일 전쟁 중 당의 군령권 침범에 대한 신라 조정의 

대응 방식으로부터 군령권의 배타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군령권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상징 의례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어서 전쟁의 

服紀者 爲君父母及夫本主一年 祖父母養父母五月”). 고구려와 백제는 

부모의 사망 시 3년상을 지냈으므로(《隋書》 卷81 列傳 第46 東夷 高

麗, “居父母及夫之喪 服皆三年 兄弟三月”; 同 百濟, “喪制如高麗”), 

이 조문은 신라 喪葬制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다(《隋

書》 卷81 列傳 第46 東夷 新羅, “王及父母妻子喪 持服一年”).



- 23 -

현장에서 군령권이 행사될 때 그 매개가 되는 ‘誓’를 조명하고, 

상벌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복원하겠다. 특히 삼국 통일 전쟁 중

의 신라본기 기사는 신뢰도가 높으므로 당·고대 일본의 관련 규정

과 결합해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裂起에 대한 포상을 두고 벌어진 

김유신과 문무왕의 의견 충돌로부터 신라의 장군이 가진 군령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다.

  3장에서는 장군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및 통일 이후의 변화 과

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장군과 軍主의 전쟁 수행 사

례를 비교해 양자의 출진 지역 및 병력 동원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

점을 추출하고, 지휘관과 지방관에게 주어진 군사적 역할을 구체적

으로 고찰하겠다. 다음으로 장군의 여러 유형 중에서 장군의 正·副 

구분 및 복수 장군의 총괄을 의미하는 사례로부터 지휘부의 구성 

원리와 그 기준을 규명하겠다. 이 과정에서 고대 일본의 고유한 제

도로 여겨졌던 내용과 신라 장군제 사이의 관련성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에 새롭게 출현한 장군의 성격 및 기존 장군

과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장군제의 변화 방향을 추적하겠다. 아

울러 신라의 장군제가 하대 말기 지방에서 등장한 자칭 장군 및 고

려 초기의 장군 운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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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將軍制의 성립

  장군제 연구를 위해서는 장군이 신라의 관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관직으로서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신라

의 장군에게 부여된 근본적인 직무가 군사력의 운용임은 누구도 부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서론에서 확인했듯이, 장군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및 장군이 과연 다른 관직처럼 평·전시와 무관

하게 기능하는 상임직인지 여부 등 기본적 정보에 대해서조차 논쟁

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장군이라고 일괄해 부르

는 것과 달리, 사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장군이 등장한다. 그러므

로 이 장에서는 우선 여러 종류의 장군을 유형별로 정리한 후, 장군

의 관직으로서의 특징을 검토하겠다. 나아가 장군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도 살펴보겠다.

1. 將軍職의 성격

  장군제를 비롯해 신라의 군사 분야를 연구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무관조다. 다만 여기에 서술된 항목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과 달리,1) 장군은 신라본기를 비롯한 

다른 문헌 및 금석문 등에서 단편적이나마 여러 형태가 등장한다. 

사료에서 확인되는 여러 장군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무관조의 諸軍官에서 장군에 이어 서술된 大官大監이나 凡軍號에서 두 

번째로 제시된 九誓幢 중 黃衿誓幢 외 8개 서당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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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출처 종류 비고

1

三國

史記

武官條

侍衛府 將軍

2 諸軍官 將軍

3 花 大將軍, 上將軍, 下將軍

4

新羅本紀

~514 대장군, 左·右將軍, 장군 上古期

5 ~544 - 大幢의 설치 전까지

6 ~660 장군, 대장군, 副將軍 백제의 멸망 전까지

7 ~676

대장군, 장군, 左將軍,

大幢將軍, 上州將軍,

下州將軍, 誓幢將軍,

郎幢將軍

삼국 통일 전쟁 및 신·당 전쟁

8 ~935

侍衛府將軍, 장군,

順天軍將軍, 平東將軍,

鎭海將軍

신라의 멸망까지

9

列傳

金庾信
장군, 상장군, 상주장군,

대장군, 부장군

10 居柒夫 장군

11 金仁問 장군

12 金陽 평동장군, 장군, 대장군

13 昔于老 대장군 4번과 동일 사례

14 朴堤上 장군 왜에서 임명했다고 추정

15 貴山 장군

16 金令胤 장군

17 官昌 장군

18

三國

遺事

味鄒王竹葉軍 장군

19 太宗春秋公 장군

20 神武大王閻長弓巴 장군

21 臺山五萬眞身 장군

22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장군

23 勿稽子 장군

24 〈興德王陵碑〉 비편 부장군, 驍騎將軍 동일 비편

표 1 《三國史記》·《三國遺事》 및 금석문의 신라 장군

  [표 1]에서 제시한 신라의 장군은 그 개념과 성격의 층위가 다양

해 소수의 기준으로 유형을 정리하기 어렵다. 다만 우선 별다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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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 없이 단독으로 사용된 장군 중 《三國遺事》 및 《삼국사기》

의 일부 열전에서 등장하는 사례는 지휘관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

에 가까우므로, 관직으로서의 장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장군의 앞에 수식어를 덧붙인 유형에서, 각 수식어는 그 의

미에 따라 지휘하는 대상·지휘관으로서의 서열·지휘관에게 주어

진 목표·지휘 대상의 위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독립된 관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는 한 명의 장군이 동시에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은 장군으로 임명된 

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칭호라고 할 수 있다.

  성격이 불명확한 상고기의 장군을 제외하면 신라의 정식 관직에 

해당하는 유형은 임명 규정을 함께 서술한 무관조의 侍衛府 및 諸

軍官 항목의 장군이므로, 이들이 기본적인 검토 대상이 된다. 이상

의 유형 분류 결과 및 제군관 항목의 장군에 관한 서술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형 성격 명칭

유형 1 정식 관직 장군([표 1]의 1·2번)

유형 2

① 지휘 대상 표시 대당장군·상주장군·순천군장군·효기장군 등

② 지휘 서열 표시 대장군·상장군·하장군·부장군

③ 지휘 목표 표시 평동장군·진해장군

④ 지휘 위치 표시 좌장군([표 1]의 7번)

유형 3 지휘관의 범칭 장군([표 1]의 18~23번 등)

유형 4 성격 미상 상고기의 장군([표 1]의 4번)

표 2 신라 장군의 유형

  [Ⅰ-1-①] 장군. 모두 36명이다. 大幢을 관장하는 자 4명. 貴幢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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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山停 신라 사람은 營을 停이라고 한다. 에 3명. 完山停에 3명. 河西停에 2명. 

牛首停에 2명. 位가 眞骨 上堂에서 上臣까지인 자로 삼았다. 綠衿幢에 2

명. 紫衿幢에 2명. 白衿幢에 2명. 緋衿幢에 2명. 黃衿幢에 2명. 黑衿幢에 2

명. 碧衿幢에 2명. 赤衿幢에 2명. 靑衿幢에 2명. 위가 진골 級飡에서 角干

까지인 자로 삼았다. 景德王 시기에 이르러 熊川州停에 3명을 더 두었다.2)

  [Ⅰ-1-①]의 내용은 장군의 총계를 제외하면,3) 크게 부대별 배

치 인원과 임명 규정으로 구성된다. 장군이 군사력의 운용을 위한 

관직인 이상, 지휘를 위해 배치된 군사력의 성격으로부터 장군의 특

징을 추정할 수 있다. [Ⅰ-1-①]에서 장군이 배치된 곳은 크게 6

정[大幢~牛首停] 및 九誓幢[綠衿(誓)幢~靑衿(誓)幢]과 熊川州停으

로 나뉜다. 이들 중 시간적으로 가장 앞서는 부대는 대당이므로, 무

관조의 凡軍號 항목에서 대당 및 그와 함께 6정을 구성하는 다른 

군사 조직의 정비와 함께 장군제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4)

  문제는 범군호 항목에서 첫 번째 표제어로 제시한 6정의 구성 요

소, 특히 ‘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Ⅰ-1-①]에서 대

당~우수정에 배치되었다고 한 장군의 관직으로서의 성격이 달라진

다는 점이다. 6정에 대한 무관조의 서술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諸軍官, “將軍 共三十六

人 掌大幢四人 貴幢四人 漢山停 羅人謂營爲停 三人 完山停三人 河西停二

人 牛首停二人 位自眞骨上堂至上臣爲之 綠衿幢二人 紫衿幢二人 白衿幢

二人 緋衿幢二人 黃衿幢二人 黑衿幢二人 碧衿幢二人 赤衿幢二人 靑衿幢

二人 位自眞骨級至角干爲之 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置三人”

3) 단, 앞에서 제시한 36명에는 마지막 문장에서 熊川州停에 더 두었다고 

한 3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4) 시위부 및 九誓幢 소속 장군에 대해서는 3장 3절에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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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1-②] 六停. 첫째는 大幢이다. 眞興王 5년에 처음으로 설치했다. 

衿의 색은 紫白이다. 둘째는 上州停이다. 진흥왕 13년에 설치했다. 文武王 

13년에 貴幢으로 고쳤다. 금의 색은 靑赤이다. 셋째는 漢山停이다. 본래 

新州停이었다. 진흥왕 29년에 新州停을 혁파하고 南川停을 설치했다. 眞平

王 26년에 남천정을 혁파하고 한산정을 두었다. 금의 색은 黃靑이다. 넷째

는 牛首停이다. 본래 比烈忽停이었다. 문무왕 13년에 비열홀정을 혁파하고 

우수정을 두었다. 금의 색깔은 綠白이다. 다섯째는 河西停이다. 본래 悉直

停이었다. 太宗王 5년에 실직정을 혁파하고 하서정을 두었다. 금의 색은 

綠白이다. 여섯째는 完山停이다. 본래 下州停이었다. 神文王 5년에 하주정

을 혁파하고 완산정을 두었다. 금의 색은 白紫다.5)

  [Ⅰ-1-②]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은 일찍부터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문무왕 13년(673)에 貴幢으로 고쳤다는 上州

停과 神文王 5년(685)에 설치된 完山停이 공존할 수 없는 이상 이

들을 6정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상주정

과 귀당이 선후 관계가 아니라 문무왕 13년 이전에 이미 귀당이 확

인되는 것처럼 각 집단 사이의 관계에도 오류가 적지 않다.6)

  다만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Ⅰ-1-②]에서 제시한 

12개의 명칭 중에서 대당·귀당을 제외한 10개 정의 명칭과 상호 

5)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六停 一曰大幢 

眞興王五年始置 衿色紫白 二曰上州停 眞興王十三年置 至文武王十三年 

改爲貴幢 衿色靑赤 三曰漢山停 本新州停 眞興王二十九年 罷新州停 置南

川停 眞平王二十六年 罷南川停 置漢山停 衿色黃靑 四曰牛首停 本比烈忽

停 文武王十三年 罷比烈忽停 置牛首停 衿色綠白 五曰河西停 本悉直停 

太宗王五年 罷悉直停 置河西停 衿色綠白 六曰完山停 本下州停 神文王五

年 罷下州停 置完山停 衿色白紫”

6) 末松保和, 1954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門題》, 東京: 東洋文庫, 

323~347쪽; 이문기, 1997 앞 책, 74~82쪽.



- 29 -

관계다. 이들은 크게 ‘지명+정’ 형식의 某停[漢山停·南川停·牛

首停·比烈忽停·河西停·悉直停·完山停]과 ‘주명+정’ 형식의 

某州停[上州停·下州停·新州停]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후자에 

사용된 上州·下州·新州는 분명히 신라의 광역 행정 단위인 주의 

명칭이고, [Ⅰ-1-②]에서는 모정과 모주정을 선후 계승 관계에 입

각해 서술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들을 일괄해서 소위 ‘廣域

停’으로 규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7)

  이에 따른다면 6~7세기 신라에는 출진을 위해 각 주의 성년 남

성을 비롯한 군사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편성한 모(주)정이라는 명

칭의 군사 조직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을 상설 조직

으로 볼 경우, [Ⅰ-1-①]에서 각 정에 배치된 장군 역시 상임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Ⅰ-1-

①·②]를 제외하면 신라에서 지휘부와 병력으로 구성된 전쟁 수행 

조직을 ‘모(주)정’으로 부른 사례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주)정이 과연 상시 존재하는 전쟁 수행을 위한 조직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 자체의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모(주)정의 연혁, 즉 정의 앞에 사용된 지명·주명의 변

화에 관심이 집중되었다.8) 이러한 경향은 신라의 군제에 관한 초기 

7) 주와 결합한 軍管區로 보는 견해(末松保和, 1954 앞 논문, 328~347

쪽) 및 해당 주의 모든 군사력을 결집한 조직으로 보는 견해(이문기, 

1997 앞 책, 91~103쪽)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軍主 소재지[小州]에 

주둔한 정과는 별개로 6정을 군사적 총동원 단위로서 지방 지배 체제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강봉룡, 1994 앞 논문, 159~179쪽).

8) 末松保和, 1954 앞 논문, 323~347쪽; 이문기, 1997 앞 책, 70~122

쪽; 전덕재, 2001 〈신라 중고기 州의 성격 변화와 軍主〉 《역사와 현

실》 40, 58~79쪽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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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이 幢과 다를 바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9) 대부분의 

후속 연구가 문제의식 없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10)

幢이 고구려로부터 전해진 군사 조직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점은,11)

설치 이후 적어도 7세기 후반의 삼국 통일 전쟁까지 신라의 핵심 

전력이었던 [Ⅰ-1-②]의 대당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12) 그렇다면 

정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사용되었을까.

  신라인의 정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첫 번째 자료는 [Ⅰ-1-①]

에서 한산정에 덧붙여진 細注인 ‘羅人謂營爲停’이다. 이 세주는 

《삼국사기》의 편찬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일단 이

를 통해 신라에서 정은 기본적으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시설물, 보

다 직접적으로 지휘부와 병력 등이 주둔하는 기지를 가리키는 용어

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신라본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은 

모두 기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13)

  다음으로 무관조에서는 6정 외에 정을 사용한 표제어와 그 구성 

요소로 十停을 서술했다.14) 무관조의 범군호 항목은 23개의 軍號만 

9) 末松保和, 1954 앞 논문, 370~374쪽.

10) 이문기, 1997 앞 책, 92~93쪽에서는 정의 개념이 군영·군영을 포함

하는 일정한 영역 범위·군사 조직 등 세 종류였다고 보았다. 다만 무

관조의 6정을 군사 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른 견해들과 마찬가지다.

11) 末松保和, 1954 앞 논문, 316~317쪽.

12) 문무왕 원년(661) 및 7년(667)의 출진 기사에서 여러 군사 조직 중 

대당이 언제나 가장 먼저 서술되며, 대당에 배치된 장군이 가장 많고 

그들의 관등이 장군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는 점은 대당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우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13)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7年, “六月十八日 次

南川停”;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元年, “大王領

諸將 至始飴谷停留 … 九月十九日 大王進次熊峴停”; 同 3年, “至十一

月四日班師 至舌 一作后 利停”; 同 7年, “九月 至漢城停”

14)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十停 或云三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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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한 전반부와 각 군호의 세부 내역을 순서대로 설명한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에서 정을 사용한 군호는 6정과 10정 단 2개

며 五州誓와 二弓을 제외한 나머지 19개는 모두 幢으로 끝난다.15)

  이러한 현상은 무관조의 서술 체계에서 6정과 10정이 나머지 군

호와 구별됨과 동시에 양자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우선 위에서 제시한 신라의 정의 

의미에 대한 세주의 위치를 들 수 있다. 세주는 무관조에서 가장 먼

저 등장하는 정인 [Ⅰ-1-①]의 한산정에 붙어 있다. 만약 6정과 

10정에서 사용된 정의 개념이 달랐다면, 10정의 첫 번째 구성 요소

인 音里火停에 대해 서술하면서 별도의 세주를 더했을 것이다.16)

  또한 6정을 구성하는 한산정 등 모정과 10정을 구성하는 음리화

정 이하 10개 정이 모두 명칭에 행정 단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형

식상의 공통점도 간과할 수 없다. 기존에는 6정을 광역 군사 조직으

로 간주했으므로, 모정은 단지 명칭에서 주가 생략된 것이라고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정의 개념에 광역 군사 조직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전제에서 배제하면, 특정 지명과 정을 

幢 一曰音里火停 二曰古良夫里停 三曰居斯勿停 衿色靑 四曰參良火停 五

曰召參停 六曰未多夫里停 衿色黑 七曰南川停 八曰骨乃斤停 衿色黃 九曰

伐力川停 十曰伊火兮停 衿色綠 並眞興王五年置”

15) 幢으로 끝나는 19개의 명칭은 九誓幢·三武幢·罽衿幢·急幢·四千

幢·京五種幢·二節末幢·萬步幢·大匠尺幢·軍師幢·仲幢·百官幢·四

設幢·皆知戟幢·三十九餘甲幢·仇七幢·二罽幢·三邊守幢·新三千幢이

다. 5주서도 誓幢 및 9서당의 예를 고려하면 본래 명칭은 5주서당이었

을 가능성이 있다.

16) 물론 무관조의 편찬자가 6정과 10정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서 기계적으로 세주를 배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인물이 신라의 

고유한 정의 용법을 설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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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시킨 모정의 명칭은 함께 서술된 모주정이 아니라 오히려 縣에 

설치되었음에도 ‘현’을 지명과 정 사이에 사용하지 않은 음리화

정 등 10개 정의 명칭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무관조의 편찬 방식과 그때 사용된 原典의 작성 시점은 6

정과 10정의 관계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준다. 무관조의 편찬자는 

기본적으로 신라인이 작성한 원전을 轉載 및 재정리했다고 보이는

데,17) 최근 범군호 항목의 원전이 통일 이후 景德王 16년(757)을 

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18) 아래에서 구

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시기에는 10정이 실재했다고 추정된다. 

6정 부분의 원전을 작성할 때 모정이라는 용어의 사용 준거는 10정

이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10정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관조의 범군호 항목에서는 음리화정부터 伊火兮停까지 10개의 

정을 제시한 만큼, 이들을 10정으로 총칭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

러나 범군호 항목의 전반부에서 23개의 군호를 열거할 때에는 10

정이 아니라 ‘十幢’으로 표기했고, 후반부에서 10정을 표제어로 

제시하면서도 三千幢이라는 이칭을 덧붙였다.19) 《삼국사기》 地理

志에 따르면 경덕왕 16년(757)의 지명 변경 시, 10개 정의 명칭에 

사용된 지명을 갖는 10개 현은 다른 행정 단위와 달리 일률적으로 

17) 이문기, 1997 앞 책, 19~69쪽에서 무관조의 사료 계통과 작성 방식

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한편 원전의 성격에 관해서는 연구자 사이의 견

해가 나뉘지만, 그것이 신라에서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末松保和(스에마쓰 야스카즈) 이래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

18) 전덕재, 2019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條의 原典과 撰述에 대한 

考察 -諸軍官·凡軍號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6, 

122~133쪽.

19)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二十三 一曰

六停 … 三曰十幢 … 十停 或云三千幢 一曰音里火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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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을 ‘색채[靑·玄·黃·綠]+軍을 연상시키는 상징어[驍·武·

雄]’ 형식으로 바꿨다.20) 이는 10개 현에 군사 관련 기능을 수행

하는 조직이 위치했음을 반영한다.21) 신라인은 해당 조직을 정과 

幢 중 어느 쪽으로 불렀을까.

  이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9세기 초반에 작성된 〈高仙寺 誓幢

和尙碑〉의 명문에서 등장하는 ‘音里火三千幢主’다.22) 三千幢主

는 무관조에 따르면 10개 정에 배치되었으므로,23) 만약 정이 삼천

당과 구분되는 조직으로 존재했다면 ‘音里火停三千幢主’가 맞는 

명칭일 것이다. 그러나 명문에서는 정을 표기하지 않았다. 이는 당

시 신라인이 음리화현에 있던 군사 조직을 音里火三千幢, 나아가 현

재 10정으로 부르는 10개의 집단을 10개의 (삼천)당[10당]으로 

인식했음을 알려준다.24) 그렇다면 음리화정 이하 10개 정은 앞에서 

밝힌 정의 기본 의미[羅人謂營爲停]처럼 이들이 주둔한 10개의 기

20) 《三國史記》 卷第34~36 地理1~3에 따르면 10개 현의 명칭 변경은 

다음과 같다. 音里火縣→靑驍縣, 推良火縣(三良火縣)→玄驍縣, 召彡縣→

玄武縣, 南川縣→黃武縣, 骨乃斤縣→黃驍縣, 伐力川縣→綠驍縣, 伊火兮縣

→綠武縣(緣武縣), 古良夫里縣→靑武縣(靑正縣), 居斯勿縣→靑雄縣, 未

冬夫里縣→玄雄縣.

21) 末松保和, 1954 앞 논문, 362~363쪽.

22) 〈고선사 서당화상비〉, “音里火三千幢主級飡高金□鐫”

23)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諸軍官 三千幢主, “音

里火停六人 古良夫里停六人 居斯勿停六人 參良火停六人 召參停六人 未

多夫里停六人 南川停六人 骨乃斤停六人 伐力川停六人 伊伐兮停六人 共

六十人 著衿 位自舍知至沙飡爲之”

24) 末松保和는 정이 幢과 같은 성격이라는 전제 아래 10정=10삼천당이

라고 이해했다(末松保和, 1954 앞 논문, 366~367쪽). 이문기는 〈고

선사 서당화상비〉의 음리화삼천당주를 音里火停 소속의 삼천당주, 音

里火三千幢의 幢主, 음리화삼천당의 삼천당주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세 

번째일 개연성이 크다고 추정했다(이문기, 1997 앞 책, 126~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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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였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다만 무관조 범군호 항목의 후반부에서 ‘十停’이 표제어로 사

용되고 삼천당이 이칭으로 남은 점은, 정의 개념이 기지 이상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고선사 서당화상비〉의 건립 시기

와 10정의 설치 시점을 감안하면,25) 이들은 설치 이후에 위치 변동

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정이 고정된 군사 기지로 장기간 기능한 

결과, 10개의 정은 그곳에 주둔한 군사 조직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도 사용되었을 것이다.26)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서 광역 군

사 조직으로서의 의미는 찾기 어렵다.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6개의 (畿)停이 수록되었는데.27)

25) 무관조에서는 10개의 정이 모두 眞興王 5년(544)에 설치되었다고 서

술했지만(《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十停 

… 並眞興王五年置”), 통일 이후 확보한 영역에 설치된 정의 존재를 

감안할 때 이는 명백한 오류다. 9주가 완성된 신문왕 9년(685) 이후에 

10개 정이 설치되었다면(末松保和, 1954 앞 논문, 365~367쪽), 음리

화정은 〈고선사 서당화상비〉가 세워진 9세기 초반까지 음리화현에서 

100년 이상 유지된 셈이다. 만약 진흥왕 5년(544) 당시의 신라 영역에 

10개의 정 중 음리화정 등 일부가 우선 건설되었다면(김윤우, 1988 

〈新羅 十停과 所在地名 變遷考〉 《경주사학》 7, 21~24쪽), 그들의 

존속 기간은 약 250년까지 늘어난다.

26) 이와 관련해 10정 자체를 전쟁 수행 조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필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만약 전쟁을 위해서라면 君主가 있는 王京 

주변 혹은 浿江鎭이나 淸海鎭처럼 변경의 거점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

기 때문이다. 10개의 정은 입지 및 명명 방식을 생각할 때 당과 고대 

일본에서 병역 관리를 위해 설치한 절충부·군단과 유사한 성격의 기구

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으나, 이들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겠다.

27) 《三國史記》 卷第34 雜志 第3 地理1 新羅 良州 大城郡, “東畿停 本

毛只停 景德王改名 今合屬慶州”; 同 商城郡, “南畿停 本道品兮停 景德

王改名 今合屬慶州 中畿停 本根乃停 景德王改名 今合屬慶州 西畿停 本

豆良彌知停 景德王改名 今合屬慶州 北畿停 本雨谷停 景德王改名 今合屬



- 35 -

서술 방식을 통해 이들이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현과 비슷한 성격

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제도에서 (기)정과 현의 차이

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정이라는 행정 단위의 성

립은 그 지역에 위치한 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고, 이는 역시 정의 

개념에 군사 조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

각한다. 신라 하대의 주요 군사 기구 중 하나였던 浿江鎭이 지방 제

도에서는 독립 행정 단위로 설정되지 않고 여전히 漢州 예하에 속

했다는 점도,28) 이러한 추정의 방증이 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10정·六(畿)停에 사용된 정이 기본적으로 

군사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기

존에 [Ⅰ-1-②]의 6정을 이들과 다른 성격의 광역 군사 조직으로 

이해한 배경에는, 중고기에 軍主가 배치된 지역에 그를 따라 정이라

는 군사 조직이 주둔했다는 통념이 자리잡고 있다.29) 〈昌寧 新羅 

眞興王 拓境碑〉의 명문에서 등장하는 ‘比子伐軍主’와 ‘比子伐

停助人’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고,30)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광역 행정 단위로 정비된 주와 군사 조직으로

서의 정이 결합한 ‘광역정[모(주)정]’이라는 용어도 창출되었다. 

나아가 이는 [Ⅰ-1-①]에서 서술한 장군이 대당~우수정이라는 광

역정에 상시 배치되는 관직이었다는 해석으로 연결되었다.

慶州 莫耶停 本官阿良支停 一云北阿良 景德王改名 今合屬慶州”

28) 전덕재, 2013a 〈新羅 下代 浿江鎭의 設置와 그 性格〉 《대구사학》 

113, 45~56쪽.

29) 정을 군사 조직으로 보는 견해가 확립된 이후, 중고기의 軍主와 정을 

고찰할 때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한 연구 성과를 찾기 어렵다.

30)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比子伐軍主沙喙登□□智沙尺干 … 比

子伐停助人喙覓薩智大奈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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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 신라 조정이 軍主를 관직의 명칭으로 사

용한 배경을 생각하면, 중고기에 사용된 정의 개념에 처음부터 군사 

조직의 의미가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 당연한 일이지만, 조직을 책

임지는 위치를 가리키는 명칭에는 해당 조직을 명시한다. 이러한 사

례는 신라의 幢主를 비롯해 兵部令·村主·鎭頭나 당의 某衛大將

軍·某道行軍大總管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존재한다. 그런

데 당주와 幢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굳이 軍主와 정을 연결하는 이

해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라의 軍主는 6세기 중반 이후 점차 주를 관할하는 지방관의 성

격을 갖게 되었지만,31) 처음에는 왕경 출신 병력을 통솔해 지방의 

거점에 배치되는 관직으로 설치되었다.32) 만약 당시 파견 병력과 

그 지휘관으로 편성된 군사 조직을 정이라고 불렀다면, 신라 조정은 

軍主가 아니라 停主를 관직의 명칭으로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軍主의 앞에 그가 지휘하는 조직의 이름[모정]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주’는 신라의 관제에서 확인할 수 없고, 비자벌

군주를 비롯해 軍主가 등장하는 신라의 금석문에서 軍主의 앞에 정

을 표기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33)

  신라의 군제에서 군사 조직을 가리키는 용어는 軍과 幢이었다고 

31) 전덕재, 2001 앞 논문, 79~88쪽.

32) 여기에서의 軍主는 智證麻立干 6년(505)에 異斯夫를 임명한 (悉直

州)軍主를 가리킨다. 伐休尼師今 2년에 설치된 左·右軍主 및 중고기 

초반의 軍主에 대해서는 1장 2절에서 검토할 것이다.

33) 〈蔚珍 鳳坪里 新羅碑〉, “悉支軍主”; 〈丹陽 新羅 赤城碑〉, “高

頭林城在軍主等”; 〈北漢山 新羅 眞興王 巡狩碑〉, “南川軍主”; 〈창

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四方軍主 比子伐軍主沙喙登□□智沙尺干 

漢城軍主喙竹夫智沙尺干 碑利城軍主喙福登智沙尺干 甘文軍主沙喙心麥夫

智及尺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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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에서 열거한 관직 중 군사적 

직무와 관련된 것은 軍主와 당주다.34) 眞平王 33년(611) 백제가 

椵岑城을 공격하자 신라 조정이 파견한 상주·하주·신주의 병력은 

三州軍으로 불렸고,35) 진평왕 46년(624) 백제가 速含城 등 6개 성

을 공격하자 신라 조정이 파견한 상주·하주·귀당·法幢·誓幢의 

병력도 五軍으로 서술되었다.36) 사실 軍은 周 이래 군사 조직의 편

제 단위로 사용되었고,37) 曹魏 이래 남북조시대를 중심으로 軍이라

는 조직을 지휘하는 軍主가 확인된다.38)

  한편 [Ⅰ-1-②]에서 서술한 6정의 연혁 및 사료에서 확인되는 

軍主 소재지의 변경을 근거로, 군사 조직으로서의 정이 軍主와 함께 

이동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軍主와 휘하 병력의 주둔 

지역이 달라지면 기지의 명칭도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 변경된다. 

34)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大等与軍主幢主道使与外村主”

35) 《三國史記》 卷第 47 列傳 第7 奚論, “讚德 … 建福二十七年庚午 

眞平大王 選爲岑城縣令 明年辛未冬十月 百濟大發兵 來攻椵岑城一百餘日 

眞平王命將 以上州下州新州之兵救之 遂往與百濟人戰不克 引還 讚德憤恨

之 謂士卒曰 三州軍帥見敵强不進”

36) 《三國史記》 卷第 47 列傳 第7 訥催, “眞平王建福四十一年甲申冬十

月 百濟大擧來侵 分兵圍攻速含櫻岑岐岑烽岑旗懸穴柵等六城 王命上州下

州貴幢法幢誓幢五軍 往救之 … 或立議曰 大王以五軍 委之諸將 … 訥催

以三城固守 及聞五軍不救而還”

37) 《通典》 卷第148 兵1 立軍, “周制 萬二千五百人爲軍 軍將皆命卿 二

千五百人爲師 師帥皆中大夫 五百人爲旅 旅帥皆下大夫 百人爲卒 卒長皆

上士 二十五人爲兩 兩司馬皆中士 五人爲伍 伍皆有長 … 大唐衛公李靖兵

法曰 諸大將出征 且約授兵二萬人 卽分爲七軍”; 1개 軍의 규모는 시대

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軍이 일반적 의미

를 넘어 군사 조직을 가리키는 군제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38) 宮川尙志, 1955 〈南北朝の軍主·隊主·戍主等について〉 《東洋史硏

究》 13-6, 438~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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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②]는 정의 명칭이 軍主의 이동에 종속된다는 점을 알려주

지만, 정을 군사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漢山州 방면에서는 [Ⅰ-1-②]에서 제시한 한산정만이 아

니라, 무열왕 7년(660)에 무열왕이 도착한 南川停과 문무왕 7년

(667)에 문무왕이 도착한 漢城停이 확인된다.39) 이 시기의 기사는 

신라인이 찬술한 실록류의 사서가 원전이었다고 추정되므로 신뢰도

가 높으며,40) 기사의 내용상 여기에서 사용된 정이 기지를 가리킨

다는 점은 확실하다.

  남천정과 한성정이라는 기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한산주를 기반

으로 하는 전쟁 수행 조직의 명칭을 그들과 동일하게 정을 사용해 

표기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와 관련해 문무왕 8년(668) 고구

려 멸망 이후의 포상 대상자 중에 ‘漢山州少監’이 있다.41) 만약 

[Ⅰ-1-②]의 한산정이 광역 군사 조직으로 실재했다면, 한산주소

감이 아니라 ‘漢山(州)停少監’이 바른 표기다. 물론 무관조의 제

군관 항목에서는 少監이 ‘한산정’에 배치되었다고 서술했다.42)

그러나 위의 포상 관련 기사에서 서당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

과 달리,43) 한산주 방면에서 동원된 군사력은 출진 시부터 정을 사

39)《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7年, “六月十八日 次南

川停”;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7年, “九月 至漢

城停 以待英公”

40) 전덕재, 2018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193~195

쪽.

41)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8年, “漢山州少監朴京

漢 平壤城內 殺軍主述脫 功第一 … 漢山州少監金相京 蛇川戰死 功第

一”

42)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諸軍官 少監, “眞興王

二十三年置 … 漢山停十五人”

43)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8年, “誓幢幢主金遁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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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고 단지 ‘漢城州’로  기재되었을 뿐이다.44)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Ⅰ-1-②]에서 사용한 정을 10정·6

(기)정의 정과 구분해서 광역 군사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45) 그런데 앞에서 살핀 3주군·5군 등을 비롯해 광역 행

정 단위인 주에서 동원한 병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46) 이들

은 軍 개념의 범위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平壤軍營戰 功第一”

44)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8年, “二十一日 … 迊

飡軍官大阿飡都儒阿飡龍長爲漢城州行軍摠管”; 이외에 삼국 통일 전쟁 

중 각 방면에서 편성된 군사 조직의 지휘관으로 上州摠管·南川州摠管

(문무왕 원년) 및 卑列城州行軍摠管·河西州行軍摠管(문무왕 8년) 등을 

찾을 수 있다. 신라의 (행군)총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검토할 것이다.

45) 예외적인 사례로 문무왕 8년(668)에 출진한 京停은 분명히 전쟁 수

행을 위해 편성된 조직이다(《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8年, “伊飡陳純 一作春 竹旨爲京停摠管”). 경정은 지휘관의 관등이 

모두 伊飡이고 대당 바로 다음에 서술된 점을 고려할 때 위상이 낮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를 군역 의무가 있는 왕경의 주민을 임시로 징발

해 편성한 조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이문기, 1997 앞 책, 223쪽), 

정의 의미를 생각하면 경정은 원래 수도[京]의 기지[停], 즉 대당의 기

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경정에 주둔하던 대당 병력의 

추가 출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당은 출진 시에도 왕경 

방어 및 치안 유지 등을 위해 일정 비율의 병력을 경정에 잔류시켰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는 신라의 가용 군사력 대부분이 투입되고 문무

왕 본인도 출진했으므로(《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8年, 

“二十七日 王發京 赴唐兵”), 잔류 병력도 당연히 동원되면서 경정을 

조직의 명칭으로 사용했다고 추정된다. 당시 대당은 상·하주 방면의 

군사력까지 통합해 지휘관만 9명이 배치될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으므로

(이상훈, 2018 〈삼국통일기 신라군의 행군편성 구조〉 《한국고대사

탐구》 30, 133쪽), 본래 같은 대당 소속이었다고 해도 별도의 조직으

로 편성하는 쪽이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46) 진흥왕 15년(554) 管山城 전투에 참여한 金武力이 지휘하던 ‘州

兵’도 신주 영역에서 동원된 병력을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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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主가 왕경 출신 병력으로 편성된 軍과 함께 지방에 주둔했음은 

앞에서 서술했다. 즉, 軍主가 운용되기 시작한 직후에는 軍主가 배

치된 방면의 軍이 곧 그 지역의 거점에 건설한 정에 주둔하는 병력

인 셈이다. 그러므로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의 ‘비자벌정조

인’에서 사용된 비자벌정처럼, 당시에도 軍主 휘하의 군사 조직을 

주둔 지역의 기지 명칭[모정]으로 불렀을 수 있다. 단, 이는 어디까

지나 軍主 소재지의 군사 조직으로 한정되며 모주정과 같은 광역 

군사 조직을 설정하기는 곤란하다.47)

  6세기 이후 신라 조정의 지방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군사적으로도 

軍師로 불리는 지방 유력자 및 그가 통솔하는 병력이 동원되기 시

작했다.48) 이는 상주 등 특정 방면의 軍의 범위가 정에 주둔하는 

왕경 출신 병력에 해당 방면 출신의 병력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삼국사기》 竹竹傳에서는 大耶城에 주둔

한 金品釋 휘하의 군사 조직을 金品釋停이나 金品釋軍이 아닌 ‘金

品釋幢’으로 서술했다.49) 김품석이 軍主였던 상황에서 등장한 

47) 당시에는 軍主의 이동이 비교적 빈번했으므로, 통일 이후 한 지역에서 

장기간 유지된 10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의 개념이 확장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비자벌정조인의 상급자가 比子伐停軍主나 比子伐停主가 아니라 

비자벌군주였음을 잊으면 안 된다.

48) 무관조에서는 軍師幢主가 법흥왕 11년(524)에, 軍師幢이 진평왕 26

년(604)에 설치되었다고 서술했는데(《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

官 下 武官 諸軍官 軍師幢主, “法興王十一年置”; 同 凡軍號 軍師幢, 

“眞平王二十六年始置”), 선후 관계에 모종의 오류가 있다고 추정된다. 

다만 이들은 중앙에서 지방 유력자를 군사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이므로, 軍師라는 용어 자체는 신라에서 더 일찍 등장했을 가능성

이 높다. 본래 軍師는 兩漢 교대기에 등장한 官名 혹은 職名이었다(石

井仁, 1991 〈軍師考〉 《日本文化硏究所硏究報告》 27, 132~135쪽).

49)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竹竹, “善德王時爲舍知 佐大耶城都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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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품석당’이라는 표현은 정이 군사 조직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

니었음을 재확인시켜줌과 동시에, 軍의 개념이 軍主의 설치 초기보

다 확대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한 방면의 軍을 구성하는 왕경 출신 병력과 지방 출신 병력

의 결합 정도는 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軍主와 함께 중

앙에서 파견한 상비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자는 軍主 소재지 혹

은 최전방 지역의 주민을 제외하면 전쟁이 결정된 후에야 동원되었

기 때문이다. 문무왕 8년(668) 고구려 멸망 이후의 포상 대상자 중

에는 南漢山 및 斧壤 지역 출신의 軍師 2명이 있다.50) 두 지역은 

모두 한산주에 속하므로,51) 이들도 출진 시 한산주 방면의 軍에 포

함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함께 포상을 받은 한산주소감과 달리 이들

은 단지 남한산과 부양이라는 출신 지역만 밝혔다. 이는 軍師로 대

표되는 지방의 군사적 역량 대부분은 유사시에 편성·투입될 뿐, 평

소에는 군사 조직으로 유지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중앙집권적 지배 체제가 정비된 이후 신라의 장군이 지휘한 군사

력은 대당 등 중앙의 군사 조직 및 위와 같이 하나의 주를 단위로 

軍主 소재지의 정에 주둔한 병력에 지역 유력자를 매개로 동원한 

병력을 더해서 편성한 軍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軍을 구성하는 

金品釋幢下”

50)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8年, “軍師南漢山北渠 

平壤城北門戰 功第一 授位述干 賜粟一千石 軍師斧壤仇杞 平壤南橋戰 功

第一 授位述干 賜粟七百石”

51) 《三國史記》 卷第35 雜志 第4 地理2 新羅 漢州 富平郡 廣平縣, “本

高句麗斧壤縣 景德王改名 今平康縣”; 한편 남한산이라는 지명은 《삼

국사기》에서 이곳을 제외하면 등장하지 않지만, 한강 이남의 서울 지

역이라고 추정된다(전덕재, 2017 〈『三國史記』 地理志의 原典과 編

纂 -新羅志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29,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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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요소 중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후자가 전쟁 중에만 운용

되었다는 점은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軍이 전쟁에 임해 편성되는 

비상설 군사 조직이었음을 의미하므로, 軍의 지휘관인 장군 역시 비

상임 관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관조에서 [Ⅰ-1-②]의 6정과 관련된 장군에 대해 

[Ⅰ-1-①]과 같이 서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사료에서 某

停將軍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6세기 중반 이후 上州將

軍을 비롯해 주의 명칭을 앞에 붙인 장군이 출현한다는 점부터,52)

장군이 배치된 군사 조직을 광역정이라고 본 기존 견해와 어긋난다. 

게다가 [Ⅰ-1-①]에서 대당~우수정에 할당된 장군의 숫자와 부합

하는 사례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53)

  [Ⅰ-1-②]의 원전은 그 내용을 감안할 때 서술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신문왕 5년(685)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이 무렵에는 9주

와 함께 각 주에 정, 즉 10개의 정과 그곳에 주둔한 군사 조직이 

건설·정비되었다. 앞에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Ⅰ-1-②]의 한산

정 등 7개의 ‘지명+정’ 형식의 모정은 당시 운영되던 10정을 염

두에 두면서 軍主 소재지의 정과 그곳에 주둔한 군사 조직을 설명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고 여겨진다. 양자의 병력이 같은 성격이었을

지는 미지수지만, 군사 기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산정 등에 사용된 지명이 6세기 중반 이후에 정비된 주

의 명칭과 같은 상태에서, 함께 서술된 ‘상주정·하주정·신주정’

52)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8年, “迊飡文忠爲上州

將軍 阿飡眞王副之 阿義服爲下州將軍”

53) 전쟁 수행 조직의 규모가 가변적인 상황에서 배치 인원을 고정하는 

것은 군사력 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할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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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역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

금까지 고찰한 정의 개념을 고려할 때, 상주정과 같은 명칭이 신라

에서 정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54) 이와 관련해 각 주에

서 동원된 군사력이 해당 주의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료에서‘상주·하주·신주’의 전쟁 수행이 확인되므로,55) [Ⅰ

-1-②]의 원전을 작성할 때 이들을 포함하려 했을 것이다. 다만 

‘상주’ 등은 표면상 지방 행정 단위의 명칭이었으므로 그대로 표

기하기 곤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의 작성 과정에서 다른 

54) 한편 [Ⅰ-1-①] 말미의 웅천주정 관련 서술[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

置三人]에 대해, 기존에는 웅천주정이라는 새로운 광역 군사 조직에 3

명의 장군을 추가했다고 이해했다(이문기, 1997 앞 책, 366~375쪽). 

하지만 이 서술이 과연 장군에 관한 내용인지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

로 이 부분은 별도의 전거 자료에서 유래했다고 보지만(이문기, 1997 

앞 책, 39~40쪽; 홍승우, 2015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條의 기재

방식과 典據資料〉 《사학연구》 117, 178~179쪽; 전덕재, 2019 앞 

논문, 121~123쪽), 총원 36명이 기록된 중심 자료에 3명의 인원 추가

에 관한 내용을 더하면서 전체 인원을 수정하지 않은 것을 단지 전재의 

결과로 보기에는 주저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후대의 자료지만 《三

國史節要》에서 경덕왕 18년(759) 웅천주정에 장군이 아니라 ‘제군

관’ 3명을 더 두었다고 서술한 것도 이러한 의심에서 비롯된 결과일 

것이다(《三國史節要》 卷第12 己亥年, “熊川州停加置諸軍官三人”). 

아울러 3장 3절에서 서술하듯이 8세기 이후 신라의 관제에서 상임 장

군이 출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덕왕 시기의 사례를 근거로 앞 시기

에 상주정 등이 실재했음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웅천주정은 熊

川州 古良夫里縣에 설치된 古良夫里停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웅천주정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겠다.

55) 《三國史記》 卷第 47 列傳 第7 奚論, “百濟大發兵 來攻椵岑城一百

餘日 眞平王命將 以上州下州新州之兵救之”; 同 訥催, “百濟大擧來侵 

… 王命上州下州貴幢法幢誓幢五軍 往救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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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처럼 뒤에 정을 덧붙여 ‘주명+정’ 형식의 명칭을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과 연결해 서술된 한산정 등에도 광역 개념이 

덧씌워졌을 것이다.

  삼국 통일 전쟁 중에는 대당을 비롯한 여러 幢 및 각 주에서 편

성된 전쟁 수행 조직의 지휘를 위해 다수의 장군이 임명되었다. [Ⅰ

-1-①]의 원전에서 장군이 대당·귀당 및 한산정·완산정·하서

정·우수정에 배치되었다고 서술한 것은,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염

두에 두면서 [Ⅰ-1-②]의 한산정 등을 軍主 소재지의 기지·군사 

조직을 넘어 유사시 각 주에서 편성된 군사 조직으로 확대 해석했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56)

  특히 제군관 항목의 원전은 宣德王 3년(782)에서 憲德王 14년

(822)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보이는데,57) 이 시기 신라에서는 기지 

시설과 군사 조직을 포괄하는 상설 군사 기구인 鎭을 운영했다.58)

이런 상황에서는 이전 시기의 군사 조직도 진과 같은 성격으로, 그

것을 지휘한 장군도 진의 장관처럼 상임직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 그러므로 [Ⅰ-1-①·②]의 맥락을 그대로 수용해 장군을 

상설 광역 군사 조직의 상임 지휘관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56) 이와 관련해 무관조의 제군관 항목이 주로 삼국 통일 전쟁 중 출진 

시마다 상황에 맞게 편성되었던 장군 이하 무관의 배치 상황에 근거해 

서술되었다는 견해가 있다(李成市, 1979 앞 논문, 22~32쪽).

57) 전덕재, 2019 앞 논문, 133~144쪽.

58) 선덕왕 4년(783)에 大谷鎭軍主가 임명되었다(《三國史記》 卷第9 新

羅本紀 第9 宣德王 4年, “春正月 以阿飡體信爲大谷鎭軍主”). 여기에

서의 大谷鎭은 패강진을 가리킨다고 여겨진다(전덕재, 2013a 앞 논문,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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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장황한 검토를 통해 [Ⅰ-1-①]의 6정 관련 장군에 

관한 서술의 문제점이 밝혀진 이상, 장군의 관직으로서의 특성을 밝

히기 위해서는 남은 구성 요소인 임명 규정으로부터 접근해야 한다. 

《삼국사기》 직관지에서 관직의 임명 규정은 대부분 관등의 범위,  

즉 ‘位自[낮은 관등]至[높은 관등]爲之’의 형식으로 서술되었

다.59) 하지만 장군의 임명 규정만은 유일하게 다른 유형이다. 편의

를 위해 해당 부분만 다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Ⅰ-1-③] 位가 眞骨 上堂에서 上臣까지인 자로 삼았다.60)

  執事省中侍와 병부령을 필두로,61) 신라 중앙 관서의 장관은 대부

분 임명이 가능한 최저 관등이 大阿飡이므로 굳이 진골을 더할 필

요가 없다. 그러나 [Ⅰ-1-③]에서는 진골이라는 신분 요소를 덧붙

였다.62) 그 배경에는 군령권을 행사하는 장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므로 보다 넓은 후보군을 설정하면서도 다른 신분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무관은 신분보다 실력이 중요해 하위의 인물

도 발탁했지만 장군만은 군사적 능력 외에 전통적 요소도 요구되었

59) 이밖에 다른 관직과 임명 규정이 같다고 표기하거나(爲與[다른 관직]

同) 아예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결국 관등을 사용하는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60)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諸軍官 將軍, “位自眞

骨上堂至上臣爲之”

61) 《三國史記》 卷第38 雜志 第7 職官 上 執事省, “中侍一人 … 位自

大阿飡至伊飡爲之”; 同 兵部, “令一人 … 位自大阿飡至太大角干爲之 

又得兼宰相私臣” 

62) [Ⅰ-1-③] 외에 임명 규정에 골품을 추가한 경우는 九誓幢의 장군 

및 6정·9서당의 大官大監이 있다. 다만 이들은 신분 요소를 제외하면 

관등의 범위로 임명 규정을 서술했으므로 [Ⅰ-1-③]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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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진골을 덧붙인 것이라는 추정은,63) 신라 사회에서 진골의 

위상을 생각할 때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上臣’과 ‘上堂’이라는, 다른 어떤 관직의 

임명 규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나타난다. 이들을 관위와 관

직이 분화되지 않은 시기에 사용하던 별종의 관위로 간주하는 견해

도 있지만,64) 사료에서 이들이 위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사례

가 전혀 없음에도 大奈麻·舍知 등이 그러했으니 이들도 마찬가지

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성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상신은 상대등의 이칭으로, 그 기능은 摠

知國事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65) 과거에는 상대등을 국

왕과 귀족 세력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정치적 타협의 산

물로 추정하면서,66) 본래 귀족 회의의 의장으로 왕권을 제약했지만 

중대에 전제 왕권이 성립하면서 執事部中侍보다 위상이 낮아졌다고 

보았다.67)

  하지만 상대등에는 대부분 이찬 이상의 국왕과 극히 가까운 왕족

이 임명되었고, 그 위상은 하대에 이르기까지 中侍보다 우위에 있었

다.68) 《日本書紀》에서 신라의 상신으로 異斯夫·金春秋·金庾信

63) 井上秀雄, 1974 앞 논문, 140쪽.

64) 井上秀雄, 1974 앞 논문, 140~141쪽.

65) 《三國史記》 卷第38 雜志 第7 職官 上, “上大等 或云上臣 法興王十

八年始置”;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法興王 18年, “夏四月 

拜伊飡哲夫爲上大等 摠知國事 上大等官 始於此 如今之宰相”

66) 이기백, 1975 〈新羅 初期 佛敎와 貴族勢力〉 《진단학보》 40, 

27~28쪽.

67) 이기백, 1974 《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각, 94~96쪽.

68) 이영호, 2014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188~210쪽; 이와 관련해 불교 공인 과정에서 국왕 세력이 승리하면서 

국왕과 밀착한 귀족이 상대등으로 임명되었다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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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는 것도 6~7세기의 상신이 국왕과 연결된 당대의 실권자

였다는 사실의 방증이 된다.69) 신라의 최고위 관직인 상신이 장군 

임명 규정의 상한이라는 점은, 군사력을 운용하는 장군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있다.

  상신과 달리 상당의 실체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상당이 位和府 

및 諸成典 등의 관직임은 분명하지만,70) [Ⅰ-1-③]의 상당과 위화

부·제성전의 상당은 시간상 거의 겹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군이 활동하는 것은 신·당 전쟁이 종료되는 문무왕 16년

(676)까지다. 시기를 더 내려도 報德國의 반란이 발생한 신문왕 4

년(684) 혹은 완산정을 설치한 신문왕 5년(685)이 한계다.71)

(주보돈, 1990 〈6세기초 新羅王權의 位相과 官等制의 成立〉 《역사

교육논집》 13, 254쪽).

69)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3年 4月, “新羅改遣其上臣伊叱夫禮智

干岐 新羅以大臣爲上臣 一本云 伊叱夫禮知奈末 率衆三千來請聽勅”; 《日本書

紀》 卷25 大化 3年, “新羅遣上臣大阿飡金春秋等 送博士小徳高向黒麻

呂小山中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 鸚鵡一隻”; 《日本書紀》 卷27 天智

天皇 7年 9月 丁未, “中臣內臣使沙門法弁秦筆賜新羅上臣大角干庾信船

一隻”; 《일본서기》의 세주에서 신라에서는 大臣을 상신이라고 한다

고 서술한 것도 실권자로서의 위치를 보여준다. 단, 《삼국사기》에 따

르면 이들 3명 중 상신, 즉 상대등을 역임한 것은 김유신 1명이며 그 

시기도 무열왕 7년(660)으로 차이가 있다.

70) 《三國史記》 卷第38 雜志 第7 職官 上 位和府, “上堂二人 神文王置 

聖德王二年加一人 哀莊王改爲卿 位自級飡至阿飡爲之”; 同 四天王寺成

典, “上堂一人 景德王改爲卿 惠恭王復稱上堂 哀莊王又改爲卿 位自奈麻

至阿飡爲之”; 同 奉聖寺成典, “上堂一人 景德王改爲副使 後復稱上

堂”; 同 感恩寺成典, “上堂一人 景德王改爲副使 惠恭王復稱上堂 哀莊

王改爲卿 一云省卿置赤位”; 同 奉德寺成典, “上堂一人 景德王改爲副使 惠

恭王復稱上堂 哀莊王又改爲卿”; 同 奉恩寺成典, “副使一人 惠恭王始置 

尋改爲上堂 哀莊王又改爲卿”; 同 靈廟寺成典, “上堂一人 景德王改爲判

官 後復稱上堂”; 同 永昌宮成典, “上堂一人 景德王置 又改爲卿 惠恭王

復稱上堂 哀莊王六年又改爲卿 位自級飡至阿飡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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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제성전의 중심적인 운영 기간은 경덕왕 18년(759)부터 哀

莊王 6년(805)까지며, 설치 상한을 문무왕 17년(677)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72) 신문왕 시기에 설치된 위화부의 상당을 제외하

면 永昌宮成典의 상당이 경덕왕 시기에, 奉恩寺成典의 상당이 惠恭

王 시기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정도이며, 비록 永興寺成典이 

신문왕 4년(684)에 설치되었지만 여기에는 상당이 없다.73) 그러므

로 [Ⅰ-1-③]의 상당을 이해하기 위해 위화부·제성전의 상당을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관서들의 상당이 7세기 말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기원으로 추정됨과 동시에 [Ⅰ-1-③]의 상당을 해

석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례를 《삼국사기》 色服志에서 찾을 

수 있다.

  [Ⅰ-1-④] 法興王의 제도. 太大角干부터 大阿飡까지 紫衣다. 阿飡부터 

級飡까지 緋衣다. 모두 牙笏을 잡는다. 大奈麻와 奈麻는 靑衣다. 大舍부터 

先沮知까지 黃衣다. 伊飡과 迊飡은 錦冠이다. 波珍飡과 대아찬 및 衿荷는 

緋冠이다. 上堂·대나마·赤位·대사는 組纓을 매었다.74)

71)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驟徒, “文明元年甲申 高句麗殘賊 據

報德城而叛 神文大王命將討之 以逼實 爲貴幢弟監”; 《三國史記》 卷第

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六停, “六曰完山停 六曰完山停 本下州停 神

文王五年 罷下州停 置完山停 衿色白紫”

72) 이영호, 2014 앞 책, 293·310~311쪽; 다만 四天王寺의 창건을 문

무왕 10년(670)으로 보면 성전의 기원도 올라갈 수 있다.

73) 《三國史記》 卷第38 雜志 第7 職官 上 永興寺成典, “神文王四年始

置 景德王十八年 改爲監永興寺館”

74) 《三國史記》 卷第33 雜志 第2 色服 新羅, “法興王制 自太大角干至

大阿飡 紫衣 阿飡至級飡 緋衣 並牙笏 大奈麻奈麻靑衣 大舍至先沮知黃衣 

伊飡迊飡 錦冠 波珍飡大阿飡衿荷 緋冠 上堂大奈麻赤位大舍組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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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1-④]의 말미에서 상당이 등장한다. 이 기사의 반영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75) 상당은 신라의 옛 관직으로 阿飡~級飡 

소지자가 맡았고 이후 제성전의 상당에 흔적을 남겼다고 추정된

다.76) 한편 稟主에서 調府가 분리되면서 그 차관으로 상당이 정비

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77) 상당이 후대까지 품주 계통과 관련 없

는 관서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설치 범위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

  6세기 초반에 衿荷는 진골 대등이 맡는 관서의 장관, 상당은 차관

의 명칭으로 성립했다고 보인다.78) 상당의 어의를 생각할 때 이는 

堂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의례·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 상급 

관인으로 이해되며,79) 구체적으로 남당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국정 

논의에 참여하는 관직으로 본 최근의 견해는 참고가 된다.80)

  장군에게는 군사 부문 외에 전쟁에 수반되는 복합적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다.81) 그러므로 신라에서는 정무적 의

사 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의 상한인 상신과 함께 그 하한이라고 할 

75) 초기에는 [Ⅰ-1-④] 전체를 법흥왕 시기의 제도로 보았지만, 伊飡과 

迊飡의 錦冠 착용 이하 冠制 관련 부분은 眞德王 5년(651) 무렵의 것

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전덕재, 1996 《新羅六部體制硏究》, 일조각, 

160~169쪽). 이후 이 부분을 법흥왕 시기는 아니라도 진덕왕 시기보

다는 앞선 옛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윤선태, 2000 〈新

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 108, 28~29쪽).

76) 武田幸男, 1965 〈新羅の骨品體制社會〉 《歷史學硏究》 299, 5~6

쪽.

77) 木村誠, 1976 앞 논문, 24~26쪽.

78) 전덕재, 1996 앞 책, 172~173쪽; 박수정, 2017 앞 논문, 146~150

쪽.

79) 윤선태, 2000 앞 논문, 29~30쪽.

80) 박동명, 2016 앞 논문, 21~24쪽.

81) 최상기, 2015 앞 논문, 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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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당을 임명 규정에 사용했다고 여겨진다. 다만 상당에는 

진골 신분이 아닌 아찬 이하의 관등을 가진 자도 임명될 수 있었으

므로, 임명 규정에 진골을 부기해 후보군을 제한한 것이다.

  상신과 상당은 관직이므로, 각각 임명이 가능한 관등 범위를 갖는

다. 이로 인해 [Ⅰ-1-③]을 ‘진골로서 상당으로 임명이 가능한 

하한 관등부터 상신으로 임명이 가능한 상한 관등까지’로 전환한 

견해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82) 상당의 하한 관등과 상신의 상한 

관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83) 이 방식을 수용해 장군의 임명 

규정을 ‘진골 급찬부터 (太大角干·大角干을 포함해) 角干까지’

로 간주하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무관조의 내용이 신라 당대의 자료를 전재한 것일 가능성

이 큰 이상,84) 상당과 상신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오히려 신라의 관등제가 중고기 초반에 거의 완성되었

음이 금석문 등을 통해 확실시됨에도, 장군의 임명 규정에 관직을 

사용한 배경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 직관지의 내용이 편

82) 木村誠, 1976 앞 논문, 26~28쪽.

83) 木村誠는 상대등 중 이찬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근거로 伊伐飡·波

珍飡·大阿飡으로 상대등을 맡은 사례를 예외로 보았고, 특히 이벌찬은 

임명 가능 관등 범위에서 제외했다(木村誠, 1976 앞 논문, 27쪽). 주보

돈은 四天王寺成典에 소속된 상당의 임명 규정이 奈麻~阿飡이므로 6정 

장군의 임명 규정에서 등장하는 상당의 하한 관등도 나마라고 보았다

(주보돈, 1987 앞 논문, 26~27쪽). 단, 여기에서 임명 규정을 관등으

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상당의 임명 규정이 원칙적으로는 

나마~아찬이지만 일반 행정관서의 卿과 같은 위상이므로, 公服 측면에

서 대나마·나마 소지자가 입는 靑衣와 구분하기 위해 실제로는 緋衣를 

착용하는 급찬~아찬 소지자가 임명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덕기, 

2009 앞 논문, 71쪽).

84) 홍승우, 2015 앞 논문,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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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시에 재정리되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다른 관직의 임명 규정이 

관등으로 표현되었으므로 [Ⅰ-1-③]도 관등 범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지만,85) 그렇다면 찬자가 왜 여기에서만 다른 관직과 

구별되는 유형으로 정리·서술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Ⅰ-1-③]의 임명 규정을 관등으로 전환할 경우 그 의도를 온전

히 파악할 수 없음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Ⅰ-1-⑤] 당 황제의 勅에서 智境과 愷元을 장군으로 삼아 요동의 전

쟁으로 나아가게 했다. 왕은 곧 지경을 波珍飡으로 삼고 개원을 大阿飡으

로 삼았다.86)

  당 고종이 특정 인물을 지정했지만,87) 지휘관인 만큼 임명은 형

식적으로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을 것이다. 두 사람에게 波珍飡·

大阿飡을 준 것은 그것이 그들을 장군으로 삼는 것과 관계가 있었

음을 의미한다. 智境과 愷元은 무열왕과 文明王后의 아들이므로 명

확한 진골이다.88) 또한 파진찬과 대아찬은 급찬~각간 사이에 있으

므로, 임명 규정을 관등으로 전환한 경우와도 배치되지 않는다.

85) 박수정, 2017 앞 논문, 151쪽.

86)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7年, “唐皇帝勅以智鏡

愷元爲將軍 赴遼東之役 王卽以智鏡爲波珍飡 愷元爲大阿飡”

87) 당시 당에서 사용하는 지휘관의 명칭은 행군(대)총관이었으므로, 칙서

에서 장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작다. [Ⅰ-1-⑤]의 장군은 

신라의 제도를 반영해 수정된 용어일 것이다.

88)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2年, “立元子法敏爲太

子 庶子文王爲伊飡 … 智鏡愷元各爲伊飡”; 《三國遺事》 卷第1 紀異 

第2 太宗春秋公, “太子法敏 角干仁問 角干文王 角干老且 角干智鏡 角

干愷元等 皆文姬之所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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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배치되지 않는 것과, 그것이 임명 여부의 결정 요인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경과 개원은 무열왕 2년(655)에 이찬이 되었다고 

하지만,89) 문무왕 8년(668) 3월에 지경이 파진찬으로 중시가 되었

고 6월에는 파진찬 지경과 대아찬 개원이 大幢摠管으로 임명되었

다.90) 이를 감안하면 무열왕 2년(655)의 이찬은 아찬의 오기이거

나,91) 그들의 최종 관등을 소급해 서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Ⅰ-1-⑤]가 발생하기 전에 지경·개원은 적어도 아찬이었

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장군의 임명 규정이 (진골)급찬~각간이라

면 조건을 이미 충족시키므로 굳이 파진찬·대아찬으로 삼을 필요

가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은 단순히 ‘급찬 이상의 

관등’이 장군의 임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암시한다.92) 상

당~상신이 전반적으로 급찬~각간에 대응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일 뿐, 신라에서 장군의 임명은 해당 

인물이 보유한 관직이 ‘중앙 관서의 차관~최고위 관직’ 사이에 

속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7세기까지 신라 장군의 임명 규정이 관직으로 구성되었다

면, 장군의 상임 여부가 문제가 된다. 신라의 장군을 상임직으로 간

주하는 견해가 많지만, 그 근거에 문제가 있음은 앞에서 밝혔다. 장

89)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2年, “智鏡愷元各爲伊

飡”

90)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8年, “三月 拜波珍飡智

鏡爲中侍 … 六月 … 二十一日 … 波珍飡智鏡大阿飡良圖愷元欽突爲大幢

摠管”

91) 정구복 외, 2012a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3[주석편(상)], 한

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179~180쪽.

92) 관등은 임명된 장군의 직무 서열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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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임명이 소유한 관직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쟁

에서 군령권을 행사하는 장군을 상임직으로 보기 어렵다.93) 이러한 

특성은 비슷한 시기 당과 고대 일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北周 이래 당 전기까지 운용된 행군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기능

하는 체제로, 지휘관인 행군(대)총관도 전쟁에 임해 임명되며 전쟁

을 마치면 본래의 관직으로 복귀했다.94) 《唐六典》에서 문·무관

으로 군사력을 지휘하는 자를 (행군)총관으로 부른다고 서술한 것

도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다.95)

  8세기 이래 일본에서도 정토군의 장군은 천황에게 직접 통괄되는 

존재로, 율령 국가의 일반 행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구체

93) 이와 관련해 眞聖王 4년(890) 이후 崔致遠이 작성한 〈保寧 聖住寺

址 朗慧和尙塔碑〉의 명문에는 ‘고조와 증조가 모두 안에서는 相, 밖

에서는 將이라는 것을 집집마다 알았다[高曾出入皆將相戶知之].’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물론 朗慧和尙의 가계를 꾸미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

다. 다만 여기에서 사용된 ‘出入將相=出將入相’은 文武 겸비 혹은 고

위 관직을 가리키는 용어로, 조정의 고위 관료가 전쟁에 임해 지휘관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평시에도 특정 인물이 임무 없

이 장군에 임명된 상태로 존재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문기, 1997 

앞 책, 303~311쪽). 그러나 신라본기에서 중고기 이래 7세기 말까지 

군사 활동과 관계없이 장군이 등장하는 사례는 善德王 6년(637) 閼川

의 대장군 임명 단 1건이며, 이조차도 다음 해 고구려와의 전쟁과 연결

해 생각할 수 있다(《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6年, “秋

七月 拜閼川爲大將軍”; 同 7年, “冬十月 高句麗侵北邊七重城 百姓驚擾

入山谷 王命大將軍閼川 安集之 十一月 閼川與高句麗兵 戰於七重城外 克

之 殺虜甚衆”). 그러므로 이 사례만으로 장군을 상임직으로 규정하기

는 어렵다. 다만 대장군은 다른 장군과 달리 평시에도 존재했을 가능성

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 검토할 것이다.

94) 孫繼民, 1995 앞 책, 5~9·146~147쪽.

95) 《唐六典》 卷第5 尙書兵部 兵部郎中, “凡親王總戎則曰元帥 文武官

總統者則曰總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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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에 대응해 나타나므로 본래부터 常置官이 아니었다.96) 〈養

老官位令·職員令〉에는 장군에 대한 항목이 없고, 나아가 《令集

解》의 〈양로관위령〉에 대한 주석에서도 장군은 정토 시 임시로 

임명할 뿐이므로 관위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97) 이러

한 당·일본의 지휘관에 대한 제도적 특징은 신라의 장군이 비상임

직이었다는 추정의 방증이 된다.

  한편 신라의 주요 관료 중에서 장군을 임명한다는 분석 결과의 

반례로 아래의 기사를 들 수 있다.

  [Ⅰ-1-⑥] 왕이 백제로부터 돌아와 공을 논했다. … 백제인은 모두 재

능을 헤아려 임용했다. 佐平 忠常과 常永 및 達率 自簡은 一吉飡의 位를 

주고 摠管의 職을 맡게 했다. 恩率 武守는 大奈麻의 위를 주고 大監의 직

을 맡게 했다. 은솔 仁守는 대나마의 위를 주고 弟監의 직을 맡게 했다.98)

  무열왕 7년(660)에 총관으로 임명된 백제의 遺臣 忠常·自簡 등

은 이후 신라군 지휘부의 구성원으로 출진했다.99) 총관과 장군이 

같은 지휘관이라는 전제 아래 이들의 출신 및 항복 이후 다시 기용

되기까지의 시간을 생각할 때, 충상과 자간이 그 사이에 장군이 될 

96) 野田嶺志, 2010 《日本古代軍事構造の硏究》, 東京: 塙書房, 210쪽.

97) 《令集解》 官位令 第1 正三位, “大納言 勳一等 義云 … 或云 問 除將軍

意何 答 將軍 檢職員令無有職掌 但有所征討者 臨時差充耳 故不載此令也”

98)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7年, “王來自百濟論功 

… 百濟人員 並量才任用 佐平忠常常永達率自簡 授位一吉飡 充職摠管 恩

率武守 授位大奈麻 充職大監 恩率仁守 授位大奈麻 充職弟監”

99)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8年, “王命伊飡品日爲

大幢將軍 文王大阿飡良圖阿飡忠常等副之”;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

紀 第6 文武王 上 元年, “秋七月十七日 … 品日忠常義服爲上州摠管 眞

欽衆臣自簡爲下州摠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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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신라의 주요 관직에 임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00) 그러나 

당시 백제 부흥군의 공세에 직면한 신라 조정의 입장에서 옛 백제 

영역의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 당장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신라에 협력하는 옛 백제의 고위 관료를 지휘관으로 삼을 정도

의 융통성은 허용되었다고 여겨진다.101)

  이와 관련해 신라에서 당의 관제에 속하는 행군총관을 사용한 배

경 및 장군과의 관계를 짚고 넘어가겠다. 신라본기에서는 삼국 통일 

전쟁 중 장군 외에 지휘관으로 (행군)총관이 다수 등장한다. 이들에 

대해 [Ⅰ-1-⑥]을 근거로 신라 조정이 이미 당의 總管制를 원형에 

가깝게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02)

  이 견해에서 언급한 당의 총관제는 지방관인 州總管과 지휘관인 

행군총관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문무왕 원년(661) 7월의 출진에

서 각각의 某州摠管에는 여러 인물이 임명되었다.103) 이들을 해당 

주의 주총관이라고 할 경우 1개 주에 복수의 총관이 존재하게 되므

로 신라의 지방 제도에 어긋난다.104) 특히 5월에 大耶州都督으로 

임명된 宗貞이 불과 2개월 후인 7월에 출진한 下州摠管 3명에 포함

되지 않은 사실은,105) 당시 하주총관이 주총관이 아니었음을 암시

100) 이문기, 1997 앞 책, 190~191쪽.

101) 무열왕 8년(661)과 문무왕 원년(661)의 출진 시 충상과 자간이 모

두 배치된 부대에서 副의 위치였다고 파악되는 점을 통해서도, 그들의 

역할과 임명 이유를 엿볼 수 있다.

102) 한준수, 2017 〈신라 통일기 罽衿幢·二罽幢의 설치와 확대〉 《한

국학논총》 47, 88~92쪽.

103)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元年,“秋七月十七日 

… 品日忠常義服爲上州摠管 眞欽衆臣自簡爲下州摠管 軍官藪世高純爲南

川州摠管 述實達官文穎爲首若州摠管 文訓眞純爲河西州摠管”

104) 村上四男, 1978 앞 논문, 160쪽.

105)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8年, “五月 … 移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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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게다가 당에서는 이미 약 40년 전에 주총관을 도독으로 대체

했다는 점도,106) 7세기 중후반에 신라가 당의 주총관 관련 제도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문무왕 8년(668) 고구려의 멸망까지 신라군의 지휘관으로 (행

군)총관이 늘어나는 추세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기간에 

장군의 출진도 사료에서 계속 나타난다.107) 아울러 당시 신라에서

는 앞에 州名을 붙인 행군총관과 부대명을 붙인 총관을 구분해서 

사용했는데, 특히 전자의 형식은 원정 대상 지역과 관련된 명칭을 

붙이는 당의 방식[某道行軍總管]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108)

  무엇보다 신라 조정은 신라군의 총지휘관과 가장 중요한 부대인 

대당의 지휘관만큼은 대장군·장군을 고수하다가 668년의 고구려 

원정에 이르러서야 대총관·총관으로 변경했다.109) 이는 지휘관의 

督州於大耶 以阿飡宗貞爲都督”;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

武王 上 元年,“秋七月十七日 … 眞欽衆臣自簡爲下州摠管”; 押督州·大

耶(州)·하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지만, 동일 방

면이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106) 당에서 주총관을 도독으로 변경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료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舊唐書》·《唐六典》에서는 武德 4년(621)이

라고 한 반면, 《新唐書》·《通典》·《唐會要》에서는 무덕 7년

(624)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어느 쪽이라고 해도 신라의 총관과는 약 

40년의 시차가 있다.

107)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元年, “秋七月十七日 

以金庾信爲大將軍 仁問眞珠欽突爲大幢將軍”; 同 2年, “王命庾信與仁問

良圖等九將軍 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 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 同 4

年, “秋七月 王命將軍仁問品日軍官文穎等 率一善漢山二州兵與府城兵馬 

攻高句麗突沙城 滅之”; 同 7年, “秋八月 王領大角干金庾信等三十將軍 

出京”

108) 이상훈, 2018 앞 논문, 143~145쪽.

109) 당시 신라 조정이 (대)장군에서 (대)총관으로 직제를 변경한 이유는 

2장 1절에서 검토할 것이다. 한편 문무왕 원년(661)의 출진에서는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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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대부분이 총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장군의 위상이 여전히 그

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신라의 행군총관이 당의 제도를 온전

히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라에서 기존의 장군과 더불어 당의 (행군)총관을 사용한 배경

에 대해서는 앞에서 검토한 장군의 임명 규정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최초로 총관에 임명된 충상·자간은 옛 백제인이므로, 설령 

신라 조정에 협조했다고 해도 이들이 진골 집단에 편입되었을 가능

성은 극히 낮다. 장군 임명의 기본 전제가 당사자의 진골 여부인 이

상, 신라 조정이 충상·자간을 장군으로 임명하기는 곤란했을 것이

다. 하지만 백제 멸망 이후 백제 부흥군과의 충돌과 고구려 원정으

로 이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진골 신분의 상당 이상 관료를 장군

으로 임명한다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늘어나는 장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110)

幢將軍이 임명되었지만, 다음 해에 대당총관이 등장한다(《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元年, “仁問眞珠欽突爲大幢將軍”; 同 

2年, “大幢摠管眞珠南川州摠管眞欽 詐稱病 閑放不恤國事 遂誅之 幷夷

其族”). 그러나 이때 처형되었다고 한 대당총관 진주가 문무왕 10년

(670)에 다시 출현하므로(《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10年, “漢城州摠管藪世 取百濟△△△△△△國 適彼事覺 遣大阿眞珠誅

之”), 문무왕 2년(662)의 대당총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 다

만 설령 이 해에 대당장군에서 대당총관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지휘관 

명칭의 변경이 다른 부대보다 늦었다는 점은 변함없다.

110) 문무왕 원년(661)~8년(668) 중 지휘부를 구성한 총관(장군)의 총

원을 알 수 있는 사례로 24명(661)·19명(662)·28 혹은 30명

(663)·30명(667)·28명(668) 등이 있다. 단순한 계산이지만 《삼국

사기》 직관지에서 668년을 기준으로 상대등 및 주요 중앙 관서[部·

府]의 장·차관 숫자를 합치면 36(±α)명이고, 여기에 주의 책임자를 

더해도 40명 안팎일 것이다. 굳이 겸직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들 중 국

가 기능의 유지를 담당하거나 군사적 재능이 부족해 지휘관으로 임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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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라 조정은 기존의 규정으로는 장군 

임명이 불가능했던 인물을 (행군)총관으로 삼아 지휘부에 포함시켰

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무열왕 7년(660) 충상과 

자간의 총관 임명은 신라군 전체에 정식으로 총관을 도입하기에 앞

서 잠정적으로 취해진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군과의 원

활한 연합 작전을 위해 외형상으로라도 총관을 중심으로 하는 편제

의 통일이 필요했으므로,111) 신라 조정은 이후 지휘관의 명칭을 장

군에서 (행군)총관으로 급속히 변경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에는 다양

한 유형의 장군이 존재했는데, 별도의 수식어를 더하지 않은 ‘장

군’이 관직으로서의 정식 명칭이었다. 기존에는 장군이 6정을 구성

하는 군사 조직에 상시 배치되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정의 개념을 

재검토한 결과 이러한 상설 군사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장군 역시 상임직으로 볼 수 없다. 장군의 관직으로서의 특징은 임

명 규정을 통해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장군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각 부서의 차관[상당] 이상부터 최고위 관직[상신=상대등]까지에 

해당하는 진골 신분의 인물에게 주어졌으므로,112) 결국 장군은 신

라 조정을 구성하는 핵심 관료가 상황에 따라 임명되는 비상임 관

지 않고 잔류한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므로, 기존의 임명 규정만

으로는 위와 같은 대규모 지휘부를 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111) 최상기, 2015 앞 논문, 79~81쪽.

112) 이와 관련해 소유한 관직에 의해 장군으로 임명되지만, 그것이 겸직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신라에서 소수의 진골

이 중요 관직을 독점하기 위해 겸직을 활용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장군에 임명되는 순간부터 기존 관직의 직무는 정지되었을 것이므

로, 장군을 겸직 가능 관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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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삼국 통일 전쟁 중에는 장군 외에 

(행군)총관이 유사한 성격의 지휘관으로 등장했다. 이는 위와 같은 

임명 규정만으로는 당시 급증한 지휘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도입한, 일종의 한시적 보완책이었다고 추정된다.

2. 장군제의 형성 배경

  앞 절에서 밝혔듯이 신라의 장군은 군사력의 운용을 위해 마련된 

비상임 관직이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서 병부령이나 상대등과 

같은 다른 고위 관직의 설치 시점을 명시한 것과 달리,113) 장군은 

처음부터 전쟁 기사에서 등장할 뿐이다. 인류의 역사 초기부터 전쟁

이 발생했던 만큼, 이를 담당한 지휘관도 일찍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관제를 구성하는 장군이라는 관직은, 지배 체제의 

정비에 의해 君主의 권한과 의무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군의 출현 이전에 출진이 확인되는 존재들의 특

징과 전쟁 방식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장군이 과연 다른 관직과 

다를 바 없는 분화의 결과인지 그 형성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군에 선행하는 전쟁 수행의 주체 중 첫 번째는 다름 아닌 君主 

본인이다. 한 집단의 지배자가 분쟁의 해결에 직접 나서는 것은 어

느 시대와 사회에서도 드문 일이 아니다. 다만 君主의 출진도 시기

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우선 신라본기를 중심으로 신라의 

113) 《三國史記》 卷第38 雜志 第7 職官 上, “兵部 令一人 法興王三年

始置”;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法興王 18年, “夏四月 拜伊

飡哲夫爲上大等 摠知國事 上大等官 始於此 如今之宰相”; 《三國史記》 

卷第38 雜志 第7 職官 上, “上大等 或云上臣 法興王十八年始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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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主가 직접 출진한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순번 시기 내용 비고

1 파사17 加耶人襲南鄙 … 王怒率勇士五千 出戰敗之 虜獲甚多

2 지마04 親征加耶 帥步騎度黃山河 … 王揮軍奮擊 決圍而退

3 지마05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以繼之

4 아달라14 命一吉飡興宣 領兵二萬伐之 王又率騎八千 自漢水臨之 백제본기에서도 서술

5 나해17 骨浦柒浦古史浦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물계자전에 근거

6 나해23 百濟人來圍獐山城 王親率兵出擊走之 백제본기에서도 서술

7 조분03 倭人猝至圍金城 王親出戰

8 실성04 倭兵來攻明活城 不克而歸 王率騎兵 要之獨山之南

9 눌지28 倭兵圍金城十日 … 王欲出兵追之 … 率數千餘騎 追及於獨山之東

10 진평25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고구려본기에서도 서술

11 무열07 王與庾信眞珠天存等 領兵出京 백제본기에서도 서술

12 문무01 大王領諸將 至始飴谷停留 김유신전에서도 서술

13 문무07 王領大角干金庾信等三十將軍 出京

14 문무08 王發京 赴唐兵

표 3 신라 君主의 출진

  [표 3]의 사례를 살펴보면 君主의 출진은 대략 중고기를 경계로 

앞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성격도 다소 달라지는 점을 포착할 수 

있다. [표 3]의 9번까지 君主가 적과 직접 교전하는 경향이 강하지

만, 이후부터는 국가의 상징이자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들에 대

한 독려 차원에서 현장에 갔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모습은 문무왕 

원년(661)의 甕山城 전투([표 3]의 12번)에서 문무왕이 높은 곳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격려하니 병사들이 분발해 적을 겁내지 않았다

는 《삼국사기》 金庾信傳의 서술에서 전형적으로 묘사되었다.114)

114) 《三國史記》 卷第42 列傳 第2 金庾信 中, “大王登高見戰士 淚語激

勵之 士皆奮突 鋒刃不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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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중고기 전까지 君主의 출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은 초기의 전쟁 수행 계층 및 

전쟁 방식에서 연유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夫餘에서 적이 있으면 諸

加가 스스로 싸우고 下戶는 양식을 보급했듯이,115) 대부분의 사회

에서 초기 군사력의 중심은 지배 계층의 구성원이었다.116)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에게도 

자신과 같은 위상을 가질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했고, 상대방을 굴복

시킴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유지·상승시키는 것이 전쟁의 

근본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전쟁도 일정한 관례와 절차에 의해 규제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라 사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변 지역의 관련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Ⅰ-2-①] 宋公이 楚人과 泓水에서 싸웠다. 宋人은 이미 대열을 이루었

지만, 초인은 아직 다 건너지 못했다. 司馬가 말하길, “저들은 많고 우리

는 적습니다. 아직 다 건너지 못했으니 공격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 

公이 말하길, “그럴 수 없다.”라고 했다. 다 건넜지만 대열을 아직 이루

지 못했으니 (공격할 것을: 필자) 다시 고했다. 공이 말하길, “아직 그럴 

115)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東夷 夫餘, “有敵 諸加

自戰下戶俱擔糧飲食之”

116) 이렇게 무장과 급양을 본인이 책임지며 전쟁에 참여하는 집단을 名

望家軍으로 정의하기도 한다(Weber Max, 금종우·전남석 공역, 1993 

《支配의 社會學》, 한길사, 91~93쪽). 이와 관련해 통일 이전 신라의 

군제를 일괄적으로 명망가군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다(이기백, 1977 

〈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 《한국학보》 6, 6~11쪽). 그러나 법흥왕 

시기의 율령 반포로 상징되는 중고기 신라의 체제 정비를 감안하면, 지

배 계층에 속한 개개인을 강조하는 명망가군은 6세기 초반에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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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라고 했다. (초인이: 필자) 陣을 다 친 후에 공격하니, 宋의 군

대가 패배했다. 공은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고, 門官은 모두 죽었다. 國人이 

모두 공을 비난하자 공이 말하길, “군자는 (다친 자를: 필자) 거듭 다치

게 하지 않고, 늙은 자는 잡지 않는다. 옛날의 전쟁에서는 험한 지형을 이

용하지 않았다. 과인이 비록 망국의 후예지만, 대열을 이루지 않았으니 (공

격의: 필자) 북을 치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다.117)

  [Ⅰ-2-②] 忍熊王이 軍營에서 나와 싸우고자 하니, 당시 熊之凝이라는 

자가 있어 인웅왕이 지휘하는 軍의 선봉이 되었다. … 자신의 무리를 격려

하려고 크게 외치며 노래하길, “… 貴人(うまひと=宇摩比等)은 귀인끼리, 

親友(いとこ=伊徒姑)는 친우끼리, 자, 싸우자, 우리들 …”라고 했다.118)

  [Ⅰ-2-③] 백제의 왕자 餘昌이 … 나라 안의 병력을 모두 내어 고려국

으로 향했다. 百合野塞를 쌓고 군사들과 자고 먹었는데 … 총 5명의 (고구

려: 필자) 기병이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와서 말하길, “아이들이 우리 들

판에 손님이 있다고 말하니 어찌 예로써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와 예로써 문답할 자의 성과 이름, 나이와 관위를 속히 알기를 원한

다.”라고 했다. 여창이 대답해 이르길, “성은 (나라와=백제 왕실과: 필

자) 같은 성이고 관위는 扞率, 나이는 29세다.”라고 했다. 백제에서 반문

하니 또한 앞에서의 법도와 같이 대답했다. 마침내 標를 세우고 싸웠

다.119)

117) 《春秋左氏傳》 魯僖公 中 22年, “宋公及楚人戰于泓 宋人旣成列 楚

人未旣濟 司馬曰 彼衆我寡 及其未旣濟也 請擊之 公曰 不可 旣濟而未成

列 又以告 公曰 未可 旣陳而後擊之 宋師敗績 公傷股 門官殲焉 國人皆咎

公 公曰 君子不重傷 不禽二毛 古之爲軍也 不以阻隘也 寡人雖亡國之餘 

不鼓不成列”

118)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攝政 元年 3月 庚子, “忍熊王出營欲戰 

時有熊之凝者 爲忍熊王軍之先鋒 … 則欲勸己衆 因以高唱之歌曰 … 宇摩

比等破 于摩譬苔奴知野 伊徒姑播茂 伊徒姑奴池 伊裝阿波那和例波 …”

119)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4年 10月 己酉, “百濟王子餘昌 … 

悉發國中兵 向高麗國 築百合野塞眠食軍士 … 并五騎 連轡到來問曰 小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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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2-①]은 고사성어인 宋襄之仁의 유래가 된 사건인데, 성어

의 의미와는 별개로 春秋時代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알려준다. 패전

을 비난하는 國人에 대한 宋公의 답변은 극히 이상적이며, 이미 당

시에도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문맥을 통해 일반적

으로 富國强兵·弱肉强食·合從連橫 등을 떠오르게 하는 戰國時代

와 달리, 춘추시대에는 본래 전투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덕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120) 송공이 본인을 망국의 후예라고 표현한 것은, 부상

자와 포로 및 지형과 대열 등 전투 방식에 대한 암묵적 규정을 준

수하면서 승리할 때 비로소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

야 한다는 인식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Ⅰ-2-②]에서는 仲哀天皇의 사망 이후 神功皇后에 대항했던 熊

之凝이라는 인물이 아군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불렀던 노래가 

등장한다. 《일본서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고, 

이 기사도 설화적 성격이 강하다. 다만 노래 중간의 貴人은 귀인끼

리, 親友는 친우끼리 싸우자는 가사는 고대의 전쟁에서 계층별로 동

격의 인물끼리 싸워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121)

  [Ⅰ-2-③]은 6세기 중반 백제군과 고구려군의 교전 초반에 이루

어진 餘昌과 신원 미상인 고구려 장수의 대결 직전 장면이다. 이 사

等言 於吾野中客人有在 何得不迎禮也 今欲早知 與吾可以禮問答者姓名年

位 餘昌對曰 姓是同姓 位是杆率 年廿九矣 百濟反問 亦如前法而對答焉 

遂乃立標而合戰”

120) 최세탁, 2003 〈戰國時代 戰爭槪念의 變化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

교 대학원 사학과 동양사전공 박사학위논문, 5~6쪽.

121) 大林太郞, 1983 〈爭いと戰い〉 《稻と鐵 -さまざまな王權の基盤

-》, 東京: 小學館, 350~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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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지만,122) 그와 별개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서로 묻고 대답하는 모습으로

부터 전쟁에서 비슷한 수준의 상대방과 겨루고자 하는 관념이 遺風

일지라도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이어져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신라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馬

韓에서 “(전쟁에서) 굴복한 상대를 서로 귀하게 여긴다.”는 《晉

書》의 서술은 마한 사회에도 전쟁에 대한 일정한 규범이 존재했음

을 암시하며, 이는 마한과 유사한 풍속을 가졌던 辰韓에서도 마찬가

지였을 것이다.123) 그렇다면 신라도 중앙집권적 지배 체제를 갖춘 

국가로 성장하기 이전에는 君主를 비롯한 지배 계층이 전투 방식에 

대한 관습적 원칙에 따라 전쟁을 수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124)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지배 계층 구성원만 참여하고 의례적 절차

와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던 기존의 전쟁 방식은 달라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념이 단기간 내에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전쟁에서의 승리를 

122) 《일본서기》의 기년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550년대 초반 한강 하

류 유역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분쟁 상황을 고려하면서 실제로는 

553년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123) 《晉書》 卷97 列傳第67 四夷 東夷 馬韓, “雖有鬭爭攻戰 而貴相屈

服”; 同 辰韓, “其風俗可類馬韓 兵器亦與之同”

124) 전쟁에서 작동하는 관례적 원칙이 동북아시아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

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는 전쟁과 관련해 선전포고의 시행, 올림픽 

기간 중의 도발 금지, 전쟁 참여자의 제한과 관습적 도전 의식의 수용, 

사용할 수 없는 병기, 전사자 및 포로의 처우 등에 대한 협약을 맺고 

있었다. 또한 2~3세기 인도에서도 전쟁이 발생하면 동급의 고위 카스

트에 속한 인물들이 도전 절차를 통해 대결을 진행했고, 당사자는 부상

자·포로 및 사용할 수 없는 병기 등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했다(John 

A. Lynn, 이내주·박일송 역, 2006 《배틀, 전쟁의 문화사》, 청어람미

디어, 45~49·136~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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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획득한 명예와 권위가 통치의 정당성에 직결된다는 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정되는 명제였다. 그러므로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 신라의 君主는 본인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전쟁

에 직접 참여해 선두에서 군사력을 지휘했던 것이다.

  전근대 왕조 국가에서 군령권의 본원적 소유자인 君主가 전쟁에 

참여해 군령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표 3]

에 따르면 신라에서 君主의 출진은 중고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668년 이후에는 신라의 멸망까지 단 한 차례도 확인할 수 없다. 이

러한 추세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전쟁 목적의 변화가 있었다. 전쟁에 

참여한 당사자 사이의 서열 확인이나 명예와 권위의 획득 같은 기

존의 목적 대신, 국가의 성장과 경쟁의 심화에 동반해 인력과 재물

의 약탈 및 영역의 보호와 확장이 전쟁의 목표가 되었다. 고구려인

의 성격이 “흉악하고 급하며 노략질을 좋아한다.”라는 《三國志》

의 서술은,125) 고구려의 척박한 생업 환경과 함께 3세기 무렵 고구

려인의 전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암시한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는 계층도 달라졌다.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대량의 병력 

증강을 추진한 결과,126) 이제 직접적인 전투는 다수의 피지배층이 

수행하고 君主를 비롯한 지배층 대부분은 중앙에 머무르게 되었다. 

[표 3]에서 나타나는 추세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25)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東夷 高句麗, “其人性

凶急, 喜寇鈔”

126) 전쟁 기술 및 병기의 질도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

에서는 당시 이러한 요소의 우열 차이에 의해 한두 번의 전쟁만으로 국

가의 운명이 결정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전제 아래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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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부상·사망 등의 가능성은 전쟁 규모의 확대에 비례하며, 

특히 君主가 노출될 경우 적의 공격이 집중됨으로써 그 확률은 급

격히 늘어난다. 故國原王과 聖王의 전사는 君主의 참전에 따르는 위

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127) 물론 승전으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득이 막대했던 만큼, 당 태종처럼 군을 지휘

하며 본인의 역량을 과시하는 사례는 후대에도 드물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君主 스스로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으므로, 삼국 

통일 전쟁과 같은 예외적인 총력전이 아니라면 君主의 출진은 점차 

권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君主의 출진이 줄어드는 이상, 그를 대신해 현장에서 군령권의 행

사를 담당할 존재가 필요해진다. 신라본기의 상고기 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 군사권과 연관성을 갖는 직책 중에서 君主를 제외하면 가

장 먼저 등장하는 유형은, 大輔를 포함해 직무에 대한 설명이 덧붙

여진 일부 관등이다. 해당하는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27) 《三國史記》 卷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41年, “冬十月 百

濟王率兵三萬 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是月二十三日 薨”; 

《三國史記》 卷第26 百濟本紀 第4 聖王 32年, “秋七月 王欲襲新羅 

親帥步騎五十 夜至狗川 新羅伏兵發與戰 爲亂兵所害薨”; 특히 《일본서

기》에 따르면 당시 성왕은 자신을 죽이려는 苦都에게 왕의 머리를 노

비에게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고도는 신라의 법에서는 맹약을 어기

면 왕이라도 노비에게 죽는다는 말로 성왕의 항변을 일축했다(《日本書

紀》 卷19 欽明天皇 15年 12月, “已而苦都乃獲明王 再拜曰 請斬王首 

明王對曰 王頭不合受奴手 苦都曰 我國法違背所盟 雖曰國王當受奴手”). 

이 기사의 신뢰성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내용 자체는 전쟁에 

대한 옛 관념과 새로운 인식의 충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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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기 명칭 담당자 직무 비고

1 남해07 대보 탈해 委以軍國政事

2 탈해11 이벌찬 순정 委以政事

3 지마02 이찬 창영 以參政事

4 지마18 이찬 옥권 以參政事

5 일성03 이찬 웅선 兼知內外兵馬事

6 일성18 이찬 대선 兼知內外兵馬事

7 아달라01 이찬 계원 委軍國政事

8 나해10 일벌찬 진충 以參國政

9 나해12 이벌찬 이음 兼知內外兵馬事 출진 사례 존재

10 나해25 이벌찬 충훤 兼知兵馬事 출진 사례 존재

11 나해27 이벌찬 연진 兼知兵馬事 출진 사례 존재

12 조분01 이찬 연충 委軍國事

13 조분15 서불한 우로 兼知兵馬事 출진 사례 존재

14 첨해02 서불한 장훤 以參國政

15 미추02 서불한 양부 兼知內外兵馬事

16 유례02 서불한 홍권 委以機務

17 유례08 이벌찬 말구 王常訪問政要(?)

18 기림02 이찬 장흔 兼知內外兵馬事

19 흘해02 아찬 급리 委以政要 兼知內外兵馬事 흘해 5년에 이찬으로 승급

20 실성02 서불한 미사품 委以軍國之事

21 소지08 이벌찬 내숙 以參國政

표 4 大輔 및 직무가 부기된 신라의 관등

  [표 4]의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신라본기의 상고기 기사가 당

시에 사용하던 용어 등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기사는 신라 중대에 改修된 《國史》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 《舊三國史》가 주요 전거 자료였다고 여

겨진다. 단적으로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某飡 형식의 관등은 

7세기 이후에 비로소 채택되었고, 그전까지 실제로 사용된 관등의 

형식은 某干支 혹은 某干이었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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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의 직무에 대한 표기도 일부 글자의 출입 외에는 매우 흡

사해 관등과 마찬가지로 모종의 수정을 거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삼국사기》의 기사가 일정한 집필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

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표 4]의 사례와 주변 기사를 통해 군령권

의 행사와 관련된 일정한 경향성을 추출할 수 있다.

  [표 4]의 사례로부터 우선 직무의 표현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政事’와 ‘兵馬事’ 두 계열로 구분되는 점과, 이러한 직무

를 담당하는 직위에서 소위 ‘伊伐飡(舒弗邯·一伐飡)’과 ‘이

찬’이 압도적으로 다수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129) 특히 

신라본기에서 17개 관등을 설치했다고 하는 儒理尼師今 9년 이후 

여러 관등이 잇달아 등장함에도,130) 위의 두 계열의 직무가 대보 

및 ‘이벌찬·이찬’ 등에만 덧붙여진 점은 당시 지배 집단 내부에

서 발생한 변화와 구분선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표 4]의 사례는 신라 君主의 위상 강화에 따른 초기 

128) 전덕재, 2018 앞 책, 38~66쪽; 금석문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의 모찬 형식 관등은 신문왕 2년(682)에 만들어진 〈新羅 文武大

王陵碑〉 명문의 級飱, 聖德王 18년(719)에 제작된 〈慶州 甘山寺 石

造彌勒菩薩立像 造像記〉의 伊飡·重阿飡·一吉飡·薩飡 등이 있다. 반

면 진흥왕 28년(568)에 세워진 〈摩雲嶺 眞興王 巡狩碑〉의 명문에서

는 伊飡·沙飡을 伊干·沙干으로, 眞智王 3년(578)에 건립한 〈大邱 

戊戌銘 塢作碑〉의 명문에서는 아찬을 阿尺干으로 표기했다.

129) 현재로서는 본래의 명칭을 알 수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신라본기의 

표기에 따라 서술하되 작은따옴표를 사용해 후대의 사례와 구별하겠다.

130) 《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第1 儒理尼師今 9年, “又設官有十七

等”; 이후 ‘이벌찬’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脫解尼師今 11년이고 탈

해이사금 21년에 ‘아찬’이 출현하므로, ‘이벌찬·이찬’ 등과 다른 

관등의 등장 시점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第1 脫解尼師今 11年, “二月 以順貞爲伊伐飡 委以政事”; 同 

21年, “秋八月 阿飡吉門與加耶兵 戰於黃山津口”).



- 69 -

통치 체제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131)

대보 및 ‘이벌찬·이찬’ 등은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의 성격을 깊게 분석할 여유는 없다. 다만 대보에 이어 ‘이벌

찬·이찬’ 등이 출현하고, 이들이 갖는 두 종류의 직무에 관한 서

술이 중고기에 설치된 상대등 및 병부령의 그것과 통하며,132) 상대

등과 병부령이 설치된 이후 더 이상 직무가 부기된 관등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君主로부터 군사 분야를 포함한 국정 전

131) ‘이벌찬·이찬’ 등을 관등으로만 생각해 [표 4]의 인물이 모두 대

보였다고 추정한 견해(신태현, 1959 〈新羅 職官 및 軍制의 硏究〉 

《논문집》 2, 경희대학교, 6쪽), ‘이벌찬·이찬’ 등을 일종의 관직으

로 인정하며 대보가 가졌던 포괄적 권한으로부터 兵馬權이 점차 분리되

었다는 견해(신형식, 1974 〈新羅 兵部令考〉 《역사학보》 61, 

59~69쪽; 김병완, 1988 〈新羅 軍事權의 推移 -大輔, 軍主, 兵部令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6~11쪽), ‘이벌

찬·이찬’ 등에 붙은 ‘參國政’과 ‘兼知兵馬事’는 관등과 관직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시기의 수석 관등에 부과된 직임으로 별개의 것이 

아니며, 양자는 중고기에 상대등과 병부령이 설치되면서 비로소 분화했

다고 본 견해(김영하,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학

교 민족문화연구원, 212~241쪽) 등이 있다.

132) 상대등의 직무는 ‘총지국사’, 병부령의 직무는 ‘掌內外兵馬事’

로 서술되어 각각 이전의 ‘정사’ 및 ‘병마사’ 계열 직무와 통한다

고 볼 수 있다(《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法興王 18年, “夏四

月 拜伊飡哲夫爲上大等 摠知國事 上大等官 始於此 如今之宰相”; 同 眞

興王 2年, “拜異斯夫爲兵部令 掌內外兵馬事”). 단, 여기에서 양자의 

내용과 그에 대한 권한이 동등한 수준으로 분화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

다. [표 4]의 7·12·20번처럼 일부 ‘이찬’의 직무가 대보의 ‘委以

軍國政事’와 유사하게 서술되었듯이, 상대등으로 연결되는 ‘정사’ 

계열은 국정 전반에 대한 총괄로서 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도 직무에 

포함했을 것이다. ‘병마사’ 계열은 후대의 무관 인사나 군수품 관리

처럼 더욱 전문적인 군사 분야 직무가 통치 체제의 정교화·복잡화 과

정에서 분리·독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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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대한 권한이 대보에게 위임되는 단계를 거쳐 다시 ‘이벌찬·

이찬’ 등의 ‘兼知(內外)兵馬事’가 상징하는 군사권의 분화로 이

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보 및 ‘이벌찬·이찬’ 등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군

령권의 행사가 포함되었을까.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의 군사권 분화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군사권은 일반적으로 軍의 편성과 조직·확충 및 동원·인사 등을 

관장하는 국방력으로서의 군대를 유지하는 행정권인 軍政權과 軍의 

용병·작전 등에 관련되어 실제 군대의 운용과 직결되는 지휘·감

독·명령에 대한 권한인 군령권으로 구성된다고 받아들여진다.133)

  이러한 군령권이 표출되는 대표적 행위가 전쟁임은 부언이 필요

하지 않다. 그런데 [표 4]에서 출진이 확인되는 경우는 4건

(9·10·11·13번)에 불과하다. 주변 세력과의 분쟁에 관한 기사

가 이 시기의 신라본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염두

에 두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물론 직무에 ‘軍’ 혹은 ‘병마’

를 사용한 만큼 이들이 군사권의 일부를 보유했음은 확실하고, 특히 

출진 경험자의 직무는 모두 ‘겸지(내외)병마사’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전쟁이 빈발하는 와중에도 동일·유사 직무를 가졌던 자

들의 출진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134) 과연 대보 및 ‘이벌

찬·이찬’ 등이 군령권의 행사를 위해 마련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이어서 살펴볼 左·右將軍이 등장하기 전까지 君主를 제외한 

133) 이문기, 1997 앞 책, 278쪽; 한편 군정권과 군령권 외에 군대 구성

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인 軍事司法權을 추가하는 견해도 있다(石

井仁, 1992 〈都督考〉 《東洋史硏究》 51-3, 51쪽).

134) [표 4]의 5·6·7·12·15·18·19·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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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이 확인되는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순번 시기 지휘관 내용 비고

1 탈해17 각간 우오 倭人侵木出島 王遣角干羽烏禦之

2 탈해21 아찬 길문 阿飡吉門與加耶兵 戰於黃山津口

3 탈해 ? 변관 거도 擊其不意 以滅二國(于尸山國·居柒山國) 거도전에 근거

4 파사15 아찬 길원 加耶賊圍馬頭城 遣阿飡吉元 將騎一千擊走之

5 파사17 가성주 장세 加耶人襲南鄙 遣加城主長世拒之

6 파사27 마두성주 命馬頭城主 伐加耶

7 아달라14 일길찬 흥선 命一吉飡興宣 領兵二萬伐之

8 벌휴02
파진찬 구도

일길찬 구수혜
拜波珍飡仇道一吉飡仇須兮爲左右軍主 伐召文國 좌·우군주 임명

9 벌휴05 파진찬 구도 百濟來攻母山城 命波珍飡仇道 出兵拒之

10 벌휴06 구도 仇道與百濟 戰於狗壤勝之

11 벌휴07 구도
百濟襲西境圓山鄕 又進圍缶谷城

仇道率勁騎五百擊之

백제본기에서는

장군으로 서술

12 나해13 이벌찬 이음 倭人犯境 遣伊伐飡利音 將兵拒之

13 나해14
태자 우로

이벌찬 이음

浦上八國 謀侵加羅

… 王命太子于老與伊伐飡利音 將六部兵

물계자전에서는

왕손 捺音 등장

14 나해19 이벌찬 이음 王命伊伐飡利音 率精兵六千伐百濟
백제본기에서는

將으로 임명

15 나해27 이벌찬 충훤 百濟兵入牛頭州 伊伐飡忠萱 將兵拒之
백제본기에서는

羅將으로 서술

16 나해29 이벌찬 연진 伊伐飡連珍 與百濟戰烽山下 破之
백제본기에서는

일길찬으로 서술

17 조분02 이찬 우로 以伊飡于老爲大將軍 討破甘文國 대장군 임명

18 조분04 이찬 우로 伊飡于老與倭人戰沙道

19 조분16 우로 高句麗侵北邊 于老將兵 出擊之

20 첨해09 일벌찬 익종 百濟來侵 一伐飡翊宗 逆戰於槐谷西
백제본기에서는

將으로만 서술

21 미추05 봉산성주 직선 百濟來攻烽山城 城主直宣 率壯士二百人 出擊之

표 5 左·右將軍의 등장 이전 君主 외 지휘관의 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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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를 통해 적어도 좌·우장군이 임명되는 慈悲麻立干 16년

(473) 이전의 전쟁 기사에서 ‘이벌찬·이찬’ 등보다 낮은 관등으

로 표기된 자의 등장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표 

4]와 겹치는 ‘이벌찬(서불한)’ 利音·忠萱·連珍·于老의 사례를 

제외하면 ‘이벌찬·이찬’ 등을 지닌 자의 출진 사례는 3건에 그

치지만, 통시적 용어로 그 성격이 모호한 ‘某城主·邊官’을 제외

하더라도 다른 관등의 지휘관은 11건에 달한다.135) 즉, 출진 여부

는 ‘이벌찬·이찬’ 등과 그 아래의 관등으로 구분되는 서열 및 

전자의 직무와 큰 관계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君主 외에 ‘이벌찬·이찬’ 등만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더해진 ‘委軍國政事’·‘겸지(내외)병마

사’ 등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래의 사료가 시사점을 준다.

  [Ⅰ-2-④] 가을 7월. 여러 신하를 불러 말갈을 정벌할 것을 논의했다. 

伊飡 雄宣이 불가하다고 말을 올리니 이에 그쳤다.136)

135) [표 5]의 26번에서 伐智와 德智의 관등은 서술하지 않았지만, 10년 

후 두 사람은 각각 ‘아찬’과 ‘급찬’으로 좌·우장군에 임명되었으

므로 ‘이벌찬·이찬’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136) 《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第1 逸聖尼師今 8年, “秋七月 召羣公

議征靺鞨 伊飡雄宣上言不可 乃止”

22 미추17 파진찬 정원 百濟兵來圍槐谷城 命波珍飡正源 領兵拒之

23 미추22 일길찬 양질 (百濟: 필자)圍槐谷城 命一吉飡良質 領兵禦之

24 유례09 일길찬 대곡 倭兵攻陷沙道城 命一吉飡大谷 領兵救完之

25 흘해36 이벌찬 강세
倭兵猝至風島 … 又進圍金城急攻

… 命康世率勁騎 追擊走之

26 자비06 벌지·덕지
倭人侵歃良城 … 王命伐智德智 領兵伏候於路

要擊大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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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2-⑤] 봄.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길, “… 내가 백제와 함께 모의해 

일시에 바다를 건너 그 나라(왜: 필자)에 들어가 공격하려 하니 어떠한

가?”라고 했다. 舒弗邯 弘權이 대답해 말하길, “우리는 물에서의 싸움에 

익숙하지 않으니, 위험을 무릅쓰고 원정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있을

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백제는 속임이 많고 항상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마음이 있으니 또한 더불어 모의하기에 어려울까 두렵습니다.”라고 했다. 

왕이 좋다고 했다.137)

  [Ⅰ-2-⑥] 왜병이 갑자기 風島에 이르러 … 왕이 병사를 내어 더불어 

싸우고자 했다. 伊伐飡 康世가 말하길, “적은 멀리에서 이르러 그 날카로

움을 당해낼 수 없으니 그 부대가 피로해지는 것을 기다리며 지연시키는 

것만 같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왕이 그렇다고 여겨 문을 닫고 나가지 않

았다.138)

  [Ⅰ-2-⑦] 봄 2월. 그들(왜인: 필자)이 아직 일을 내기 전에 먼저 정병

을 뽑아 적병을 격파하고자 했다. 舒弗邯 未斯品이 말하길, “신이 듣기에 

무기는 흉한 물건이고 전쟁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큰 바다

를 건너 남을 정벌하는 것은 만에 하나 손해를 보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으니, 험한 곳에 의지해 관을 설치하고 오면 막아서 침략해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고 유리하면 나아가 사로잡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했

다. 왕이 따랐다.139)

137) 《三國史記》 卷第2 新羅本紀 第2 儒禮尼師今 12年, “春 王謂臣下

曰 … 吾欲與百濟謀 一時浮海 入擊其國 如何  舒弗邯弘權對曰 吾人不習

水戰 冒險遠征 恐有不測之危 況百濟多詐 常有呑噬我國之心 亦恐難與同

謀 王曰 善”

138) 《三國史記》 卷第2 新羅本紀 第2 訖解尼師今 37年, “倭兵猝至風

島 … 王欲出兵相戰 伊伐飡康世曰 賊遠至 其鋒不可當 不若緩之待其師老 

王然之 閉門不出”

139) 《三國史記》 卷第3 新羅本紀 第3 實聖尼師今 7年, “春二月 … 欲

先其未發 揀精兵擊破兵儲 舒弗邯未斯品曰 臣聞 兵凶器戰危事 況涉巨浸

以伐人 萬一失利 則悔不可追 不若依嶮設關 來則禦之 使不得侵猾 便則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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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2-④~⑦]은 모두 君主의 적에 대한 공격 주장 → ‘이벌찬

(서불한)·이찬’의 반대 의견 개진 → 君主의 주장 철회라는 과정

을 보여준다. 이때 雄宣·弘權·未斯品의 직무는 [표 4]에 따르면 

‘겸지내외병마사’·‘委以機務’·‘委以軍國之事’였고, 康世는 

임명 시 직무를 서술하지 않았지만 전임자였던 急利의 직무인 ‘委

以政要 兼知內外兵馬事’를 이었을 것이다.140) 위 기사에서 문제가 

된 출진 여부의 결정은 중대한 군사 관련 사항이었으므로, 웅선 등 

4명은 자신의 직무를 근거로 견해를 밝혔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위의 사례를 왕의 군령권 행사가 신료에 의해 견제당하

는 모습으로 해석하면서, 점차 왕이 독점적으로 군령권을 집행하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보았다.141) 하지만 [표 3]에 따르면 [Ⅰ-2-

④~⑦]의 기간에도 君主의 출진은 이어지며, [Ⅰ-2-④·⑦]의 앞

뒤로 확인할 수 있는 君主의 출진 횟수도 삼국 통일 전쟁에 해당하

는 [표 3]의 11~14번을 제외하면 각각 2건으로 같아 유의미한 변

而禽之 … 王從之”

140) 《三國史記》卷第2 新羅本紀 第2 訖解尼師今 36年, “春正月 拜康

世爲伊伐飡”; 이와 관련해 신라본기의 상고기 기사에서 직무를 갖지 

않는 ‘이벌찬·이찬’ 등은 각 부족의 대표로 부족장 회의에 참여하는 

인물이라고 본 견해가 있다(신형식, 1974 앞 논문, 63~64쪽).

141) 이문기, 1997 앞 책, 281~283쪽; 이 견해에서는 [Ⅰ-2-④~⑦]과 

달리 君主의 의지가 관철되는 사례로 신료들의 출진 요청에 대한 奈勿

尼師今의 거부 및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訥祗麻立干의 출진

을 제시했다(《三國史記》 卷第3 新羅本紀 第3 奈勿尼師今 38年, “夏

五月 倭人來圍金城 五日不解 將士皆請出戰 王曰 今賊棄舟深入 在於死地 

鋒不可當 乃閉城門”; 同 訥祗麻立干 28年, “夏四月 倭兵圍金城十日 

糧盡乃歸 王欲出兵追之 左右曰 兵家之說曰窮寇勿追 王其舍之 不聽 率數

千餘騎 追及於獨山之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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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찾을 수 없다.

  또한 군령권은 전쟁 및 계엄·열병 등의 군사 행동이 발생했을 

때 군사력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행사하는 권한이다. 그런데 전쟁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국정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진 君主 및 

지배 집단의 정치적 행위로, 군령권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

로 위의 사례를 근거로 신라 君主의 군령권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

로 신라의 군령 체계가 변화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Ⅰ-2-④~

⑦]에서 웅선 등이 전쟁과 관련된 논의에 결정적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던 배경인 ‘위군국정사’·‘겸지(내외)병마사’ 등은 군령권

의 행사가 아니라, 후대의 병부령·상대등처럼 君主와 더불어 군사 

관련 중요 안건을 논의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신라 君主의 위상이 상승하면서 君主가 가진 총체적 권한으로부

터 통치를 위한 구체적인 직무가 분화하고, 그에 따라 군사권의 일

부도 지배 집단의 구성원이 君主를 대신해 행사하게 되었음은 분명

하다. 그러나 분화된 군사권 안에 군령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에

서 이미 ‘겸지(내외)병마사’를 갖는 ‘이벌찬(서불한)’ 소지자

와 ‘이찬’ 미만의 관등을 가진 자의 출진이 모두 확인된다는 점

을 언급했다. 이러한 현상이 상고기에 군령 체계가 제도적으로 성

립·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142) 하지만 

그보다는 군령권이 관제의 정비 와중에도 여전히 君主의 고유한 권

142) 이문기, 1997 앞 책, 285쪽; 고려 건국 초기에도 지휘관에게서 官

階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국식 武官職制가 수용되기 이전

에는 관계가 관료 사이의 위계질서를 구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관

직의 역할도 맡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권영국, 2011 〈고려 초기 

장군직의 기능과 성격〉 《숭실사학》 27, 2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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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으로 남아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황에 적합한 인물에게 위

임·회수되었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이처럼 신라본기의 상고기 기사에서 각종 관등만을 소지한 유형

의 지휘관이 거듭 등장하는 와중에도 군령권의 행사와 관련된 관직

이 차츰 출현한다. 그들 중 첫 번째가 伐休尼師今 2년의 左·右軍主

로, 임명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Ⅰ-2-⑧] 2월. 波珍飡 仇道와 一吉飡 仇須兮를 左·右軍主로 삼아 召

文國을 정벌했다. 軍主의 명칭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143)

  좌·우군주는 중고기~중대 초반 신라 조정이 각 지역에 배치한 

軍主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144) 관련 사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기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후대의 수정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좌·우군주의 구체적 성격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

만 벌휴이사금 시기에 신라 조정이 지휘관과 일정 규모의 병력을 

지방 각지에 체계적으로 배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좌·우군주

가 중앙의 군사력을 운용하는 역할이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145)

143) 《三國史記》 卷第2 新羅本紀 第2 伐休尼師今 2年, “二月 拜波珍飡

仇道一吉飡仇須兮爲左右軍主 伐召文國 軍主之名 始於此”

144) 특히 智證麻立干 6년조에서는 悉直州軍主로부터 軍主의 명칭이 비롯

되었다고 서술했으므로(《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 

6年,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 始於此”), 軍主의 기원에 대

해서는 《삼국사기》의 편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145)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좌·우군주를 언급한 견해들 대부분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정경숙, 1985 앞 논문, 3쪽; 김병완, 

1988 앞 논문 12~14쪽; 이수훈, 1988b 〈新羅 中古期 州의 構造와 

性格〉 《부대사학》 12, 11~13쪽 ; 이우태, 1991 〈新羅 中古期의 

地方勢力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7~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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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2-⑧]에서 주목할 부분은 좌·우군주의 임명이 召文國의 정

벌과 연동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표 5]에서 본 것처럼 상고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전쟁 기사는 관등만을 갖는 인물이 군사력을 운

용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좌·우군주는 ‘파진찬’과 

‘一吉飡’을 소지한 인물들이 전쟁 수행을 위해 임명된 관직으로, 

신라본기에서 대보 이후 최초로 서술된 중앙관이 군령권의 행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려준다.146)

  다만 좌·우군주는 신라의 정식 관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보인다. 좌·우군주의 출진이 명기된 기사는 [Ⅰ

-2-⑧] 단 1건에 그치며, 이후에도 장군이 등장하기 전까지 기존

과 같이 관등을 지닌 인물이 지휘관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좌·

우군주와 후대에 설치된 좌·우장군의 성격이 같았다고 보기도 하

지만,147) 아래의 기사를 통해 양자의 차이점을 짐작할 수 있다.

  [Ⅰ-2-⑨] 가을 8월. 백제가 서쪽 경계의 圓山鄕을 습격하고, 다시 나

아가 缶谷城을 포위했다. 仇道가 굳센 기병 5백 명을 이끌고 공격하니 백

제의 병력이 거짓으로 도망갔다. 구도가 추격해 蛙山에 이르렀는데 백제에 

패배했다. 왕은 구도가 실책한 것을 이유로 缶谷城主로 좌천시키고, 薛支를 

左軍主로 삼았다.148)

최경선, 2008 앞 논문, 12쪽).

146) 신라본기에서 좌·우군주보다 앞선 시기에 등장한 관직은 脫解尼師

今 11년에 설치한 州主와 郡主다(《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第1 脫

解尼師今 11年, “春正月 以朴氏貴戚 分理國內州郡 號爲州主郡主”). 

기사의 맥락상 주주와 군주를 지방관으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을 중고기 

이후 정비된 신라의 관직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147) 이우태, 1991 앞 논문, 19쪽.

148) 《三國史記》 卷第2 新羅本紀 第2 伐休尼師今 7年, “秋八月 百濟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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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진찬’ 仇道는 左軍主로 임명되어 소문국을 정벌한 후에도 

몇 차례 더 출진을 경험했는데([표 5]의 9~11번), 각 기사에서는 

그의 관등과 이름 앞에 좌군주를 표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Ⅰ

-2-⑧]의 후반부에서 구도가 패전으로 인해 좌천되고 薛支가 좌군

주로 임명되었다는 서술로부터, 구도가 임명 이후 좌군주직을 유지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장군에 임명된 인물은 君主로부

터 군령권을 위임받아 전쟁에서 행사한 후 전쟁이 종료되면 군령권

을 반납하고 장군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좌·우

군주는 군령권 행사를 위해 마련된 관직이었음에도, 구도라는 특정 

인물이 평·전시의 구분 없이 임명된 상태였던 것이다. 설지의 좌군

주 임명이 [Ⅰ-2-⑧]과 달리 출진에 관한 내용 없이 단독으로 서

술된 것도, 좌·우군주가 평시에도 특정 인물이 임명되어 기능하는 

관직이었음을 암시한다.

  좌·우군주가 처음부터 이러한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모종의 이유

로 인한 변화였는지는 알 수 없다.149) 그러나 君主의 고유 권한인 

군령권을 상시 보유·행사하는 관직이 장기간 존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Ⅰ-2-⑨] 이후 신라본기에서 좌·우군주를 찾을 수 없고 

西境圓山鄕 又進圍缶谷城 仇道率勁騎五百擊之 百濟兵佯走 仇道追及蛙山 

爲百濟所敗 王以仇道失策 貶爲缶谷城主 以薛支爲左軍主”

149) 이와 관련해 신라를 구성한 세력 중에서 김씨 족단이 부상할 수 있

었던 배경에 구도의 군사적 활약이 있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주보돈, 

2002 〈新羅國家 形成期 金氏族團의 成長背景〉 《한국고대사연구》 

26, 136~141쪽). 그의 지속적인 군사 행동을 좌군주직의 장기 유지와 

연결해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상의 영역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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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새로운 관직인 장군이 등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좌·우군주

는 오래지 않아 폐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신라의 장군을 살피기에 앞서 장군이 중국에서 기원한 관직인 만

큼 중국 왕조에서 장군이 관직으로 성립하는 과정과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장군이 출현하기 전 西周의 天子는 제후 휘하의 일부

를 卿으로 임명해 제후의 군대를 감독·통솔하도록 했다. 각 제후국

도 천자의 예를 따라 지휘관을 경으로 임명했는데, 집정 대신인 正

卿(上卿)이 中軍을 통솔하며 전군을 지휘했고 다른 경들이 左·右

軍을 통솔하며 중군을 보좌했다.150) 이렇게 경을 중심으로 하는 지

휘 구조는 춘추시대 후기부터 달라지는데, 이 무렵부터 문헌에서 지

휘관을 가리키는 장군을 발견할 수 있다.151)

  장군이 정식 관직으로 성립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전국시대로 받

아들여진다. 본래 相으로 대표되는 최고관이 문무를 겸직해 평소에

는 왕을 보좌하고 전쟁이 발생하면 군을 통솔하는 것이 춘추시대 

이래의 전통이었다. 그렇지만 통치 기구의 정비 과정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존의 世族이 가졌던 군사권을 분산시키

기 위해 행정과 군사가 분리된 결과, 장군이 전시의 지휘를 전담하

는 관직으로 보편화되었다.152) 또한 전국시대에 접어들어 병력 규

150) 劉展 主編, 1992 《中國古代軍制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74~80쪽.

151) 《通典》에서는 장군의 기원을 晉 獻公 시기에서 찾았으나(《通典》 

卷第28 職官10 武官 上 將軍總緖, “晉獻公初作二軍 公將上軍 則將軍

之名起於此也”), 여기에서의 將은 軍을 통솔한다는 의미의 동사이므로 

관직으로서의 장군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 장군이 명사로 문헌에 등

장한 것은 《春秋左氏傳》의 魯昭公 28년조부터다(《春秋左氏傳》 魯昭

公7 28年, “中置 自咎曰 豈將軍食之而有不足”). 다만 이 시기는 아직 

춘추시대에 속하므로, 지휘관의 정식 명칭은 여전히 경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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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병종이 증가하고 전략과 전술의 수준이 심화된 점도 군사 전

문가인 장군의 출현을 촉진한 배경이 되었다.153)

  전국시대에 확립된 장군은 이후에도 꾸준히 운용되었다. 특히 始

皇帝의 치세 중 전시 체제와 평시 체제의 구별이 확립되었고, 장군

도 전시의 임시 관직으로서 평시의 상임 관직과 명확하게 구분되었

다. 전쟁이 발생하면 문·무관을 불문하고 적임자가 장군으로 임명

되어 출진했고, 전쟁이 끝나면 본래의 관직으로 복귀했다.154) 또한 

이 시기까지는 장군의 앞에 수식어를 더하는 경우가 적었다. 장군에 

임명되는 자가 적고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관직보다 위상이 높

아, 그것만으로도 지위를 나타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155)

  이러한 모습은 신라에서 군령권의 행사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진

행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라의 장군과 관련

해 사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助賁尼師今 2년조의 ‘대장군’이

다. 해당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Ⅰ-2-⑩] 가을 7월. 伊飡 于老를 大將軍으로 삼아 甘文國을 정벌해 

깨뜨렸고, 그 땅을 郡으로 삼았다.156)

  여기에서 이찬 우로가 임명된 ‘대장군’은 장군의 앞에 수식어 

152) 김동오, 2019 〈中國 古代 職官制度의 구조와 그 변화〉 서울대학

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24~154쪽.

153) 박석철, 2013 〈春秋戰國時代의 將軍〉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동양사전공 석사학위논문, 4~12쪽.

154) 孫繼民, 1995 앞 책, 30~33쪽.

155) 大庭脩, 1982 《秦漢法制史の硏究》, 東京: 創文社, 380쪽.

156) 《三國史記》 卷第2 新羅本紀 第2 助賁尼師今 2年, “秋七月 以伊飡

于老爲大將軍 討破甘文國 以其地爲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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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를 붙인 형태이므로, 장군의 설치를 전제로 존재할 수 있다. 

선행 기사에서 장군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출현한 대장군은 후대에 

정비된 지방 행정 단위인 郡과 더불어 어느 시점에 수정된 용어임

이 분명하다.157) 신라본기에서 조분이사금 2년으로부터 오랜 시간

이 지난 7세기 초반에 대장군이 다시 나타난다는 점도,158) 위 기사

의 ‘대장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Ⅰ-2-⑧]에서 소문국 정벌을 위해 좌·우군주를 임명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감문국 정벌을 위해 ‘대장군’을 임명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이다. 물론 신라본기의 상고기 기사에 대한 

사료 비판과 신라 사회의 성장 정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조분

이사금 2년을 신라에서 장군직의 형성 시점으로 단정하는 것은 합

리적이지 않다. 하지만 신라 말기까지 운용된 장군과 같은 계통 및 

역할로 분류할 수 있는 대상이 이사금기 중반에 이르러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장군직 형성 배경의 한 단계로 이 기사에 일정

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살핀 ‘대장군’에 이어 자비마립간 16년(473)에는 좌·

우장군의 임명이 이루어졌다. 해당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57) [Ⅰ-2-⑩]보다 먼저 祗摩尼師今 14년조와 奈解尼師今 14년조에서 

장군이 보이지만, 이들은 각각 백제와 浦上八國의 장군을 가리키므로, 

신라의 장군과는 관계가 없다(《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第1 祗摩尼

師今 14年, “秋七月 … 王移書百濟請救 百濟遣五將軍助之 賊聞而退”; 

《三國史記》 卷第2 新羅本紀 第2 奈解尼師今 14年, “秋七月 浦上八

國 謀侵加羅 … 擊殺八國將軍 奪所虜六千人 還之”).

158)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51年, “秋八月 王遣大將

軍龍春舒玄 副將軍庾信 侵高句麗娘臂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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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2-⑪] 봄 정월. 阿飡 伐智와 級飡 德智를 左·右將軍으로 삼았

다.159)

  伐智와 德智가 소지한 관등은 앞에서의 仇道·仇須兮나 우로보다 

낮지만, 기사 자체는 좌·우군주와 대장군의 임명과 같은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그런데 [Ⅰ-2-⑧·⑩]과 달리, 여기에서는 임명 기사

의 뒤에 이로부터 장군의 명칭이 비롯되었다거나 임명 목적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지 않았다. 전자의 경우 [Ⅰ-2-⑩]에서 이미 대장군 

임명을 서술했으므로, 《삼국사기》의 편찬 시에는 ‘將軍之名 始於

此’와 같은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문제는 후자다. 출진 등 군사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의 좌·우장군 

임명은 이들이 상임직이었음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

렇지만 [Ⅰ-2-⑪]에서 右將軍으로 임명된 덕지가 정작 이후의 출

진에서는 ‘우장군’이 아니라 계속 ‘장군’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160)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한 글자의 유무로 넘길 

수도 있지만 [Ⅰ-2-⑨]에서 좌군주 구도의 후임자인 설지의 관직

을 정확히 좌군주로 서술한 점을 생각하면, 동일인에게 다른 직명을 

사용한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159) 《三國史記》 卷第3 新羅本紀 第3 慈悲麻立干 16年, “春正月 以阿

飡伐智級飡德智爲左右將軍”

160) 《三國史記》 卷第3 新羅本紀 第3 慈悲麻立干 19年, “夏六月 倭人

侵東邊 王命將軍德智擊敗之”; 同 炤知麻立干 17年, “秋八月 高句麗圍

百濟雉壤城 百濟請救 王命將軍德智 率兵以救之”; 아울러 이 두 기사에

서 덕지를 장군으로 표기한 점은, 그가 우장군으로 임명되기 전인 자비

마립간 6년(463)의 출진 기사에서 단지 이름만 표기된 점과 좋은 대조

를 이룬다(《三國史記》 卷第3 新羅本紀 第3 慈悲麻立干 6年, “春二月 

倭人侵歃良城 不克而去 王命伐智德智 領兵伏候於路 要擊大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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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2-⑪] 이후 한동안 장군의 활동이 이어지는데,161) 그 모습

은 좌·우군주를 제외한 상고기의 사례와 같지만 이제 항상 장군으

로 표기되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상고기의 기사인 만큼 용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古朝鮮 시기부터 한반

도 일대의 집단과 중국 왕조의 교섭이 이어져 온 만큼 신라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중국의 장군이라는 관직을 인식·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162)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좌·우장군의 임명을 신라에서 장

군직이 제도화되는 기점으로 평가하기도 한다.163)

  흥미로운 사실은 炤知麻立干 18년(496)의 장군 實竹을 마지막으

로 다시 장군이 출현하는 眞興王 9년(548)까지 사료에서 약 50년 

동안 장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164) 이 기간에는 軍主가 설

161) 자비마립간 19년(476) 장군 덕지의 출진, 炤知麻立干 16년(494) 

장군 實竹의 출진, 同 17년(495) 장군 덕지의 출진, 同 18년(496) 장

군 실죽의 출진 등 총 4건이며, 소지마립간 8년(486) 산성의 개축을 

위한 인력 동원과 관련된 실죽의 장군 임명까지 포함하면 총 5건이다.

162) 고조선 조정에 장군이 존재했고 前漢의 左將軍과 樓船將軍이 고조선

을 멸망시킨 일은 유명한 사건이며(《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 

“左將軍已并兩軍 卽急擊朝鮮 朝鮮相路人相韓陰尼谿相參將軍王唊相與謀

曰 始欲降樓船 樓船今執 獨左將軍并將 戰益急 恐不能與 王又不肯降 陰

唊路人皆亡降漢”), 이후에도 진한이 樂浪郡과 접촉했음은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고조선

의 장군 王唊이 왕실 직할의 주민 집단 출신으로 구성된 부대를 왕을 

대신해 관장하던 인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노태돈, 2000 〈위만조

선(衛滿朝鮮)의 정치구조 –관명 분석을 중심으로〉 《단군과 고조선

사》, 사계절, 104~105쪽).

163) 정경숙, 1985 앞 논문, 2~4쪽; 이문기, 1997 앞 책, 285~286쪽.

164) 《三國史記》 卷第3 新羅本紀 第3 炤知麻立干 18年, “秋七月 高句

麗來攻牛山城 將軍實竹出擊 泥河上破之”;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

紀 第4 眞興王 9年, “春二月 高句麗與穢人 攻百濟獨山城 百濟請救 王

遣將軍朱玲 領勁卒三千擊之 殺獲甚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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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었고, 새로운 군사 조직 및 그에 입각한 전쟁 수행 방식도 점차 

마련되었다. 이는 상고기에서 중고기로 진입하면서 진행된 신라의 

지배 체제 정비 중에 장군제가 형성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상고기 신라의 핵심 군사력은 초기 신라 六部의 구성원을 기반으

로 하는 六部兵으로 알려져 있다.165) 6부병은 침입한 적을 방어하

거나 주변 지역을 침공하는 등 상고기 신라의 팽창 과정에서 활약

했고, 지금까지 검토한 君主 이하 상고기의 다양한 지휘관이 지휘한 

병력도 대부분 6부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6세기에 이르러 군사력

의 운용에 변화가 발생했다. 해당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Ⅰ-2-⑫] 悉直州를 설치하고 異斯夫를 軍主로 삼았다. 軍主라는 명칭

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166)

  [Ⅰ-2-⑫]는 신라의 지방 제도 정비 과정에서 큰 의미를 갖는 

기사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당시 이사부가 임명된 

軍主는 후대의 지방관이라기보다, 지방에 파견되어 일정 기간 주둔

165) 이기백, 1977 앞 논문, 4~5쪽; 전덕재, 1996 앞 책, 50쪽; 이문기, 

2001 〈新羅의 六部兵과 그 性格〉 《역사교육논집》 27, 95~98쪽; 

사료에서 6부병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은 南解次次雄 11년이며(《三

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第1 南解次次雄 11年, “倭人遣兵船百餘艘 

掠海邊民戶 發六部勁兵以禦之 樂浪謂內虛 來攻金城 甚急 夜有流星 墜於

賊營 衆懼而退 屯於閼川之上 造石堆二十而去 六部兵一千人追之 自吐含

山東至閼川 見石堆 知賊衆乃止”), 신라본기의 상고기 기사에서 나타나

는 精兵·騎兵·勁騎·勇士 등도 6부병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문기, 2001 앞 논문, 89~95쪽). 

166)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 6年, “置悉直州 以異

斯夫爲軍主 軍主之名 始於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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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왕경 출신 병력의 지휘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167) 이러

한 성격은 智證麻立干 13년(512) (何瑟羅州)軍主 이사부의 于山國 

공략에서 잘 나타난다.168)

  이사부 이후 지방에 배치된 軍主의 숫자가 점차 증가했음은 〈창

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의 ‘四方軍主’에서 명시적으로 알 수 있

다. 이렇게 각 방면에 배치된 중고기의 軍主가 신라의 영역 팽창을 

선도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169) 여기에는 당시 軍主가 자율

적으로 빈번하게 타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수도를 벗어난 군사력과 그 지휘관은 언제나 중앙의 경계 

대상이었다. 신라의 淸海鎭大使 장보고를 비롯해 고려의 行營都統使 

康兆와 右軍都統使 李成桂 및 조선의 平安道兵馬節度使 兼 副元帥 

李适 등은 군령권을 보유한 자가 독단적 행동을 선택할 경우의 위

험성을 잘 보여준다. 물론 중고기 신라의 軍主가 위의 인물들처럼 

반란을 일으킨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는 신라 조정이 

각 방면의 軍主를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해석해야 한다.170)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도 春秋戰國時代에 장군을 감찰하기 위해 

지휘 계통과 별개로 監軍을 임명하는 등,171) 중앙을 떠난 지휘관을 

167) 주보돈, 1998 앞 책, 83쪽; 최경선, 2008 앞 논문, 52~53쪽.

168)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 13年, “伊飡異斯夫

爲何瑟羅州軍主 謂 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

戰船 抵其國海岸 誑告曰 汝若不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 則降” 

169) 軍主가 파견된 곳이 신라의 팽창을 위해 설치된 군사적 전진 기지였

다고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강봉룡, 1994 앞 논문, 95~96쪽).

170) 7세기 중후반 삼국 통일 전쟁 및 신·당 전쟁 중 일부 지휘관이 國

事 소홀 및 謀反 등의 혐의로 처형된 것은 군령권 보유자의 이탈 가능

성에 대한 신라 조정의 강력한 통제 의지를 드러낸다.

171) 《史記》 卷64 司馬穰苴列傳 第4, “臣素卑賤 君擢之閭伍之中 加之

大夫之上 士卒未附 百姓不信 人微權輕 願得君之寵臣 國之所尊 以監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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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위한 수단은 일찍부터 마련되었다. 특히 장기간의 대립으

로 戰線이 고착된 三國時代에는 각 방면의 都督某州諸軍事로 임명

된 자가 여러 주에 걸쳐 방대한 군령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

었는데, 曹魏에서는 황실의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宗室의 曹氏·夏

侯氏 인물만 도독으로 임명했고 司馬懿를 시작으로 異姓 인물의 도

독 임명이 불가피해지자 감군을 함께 임명해 파견했다.172) 또한 北

魏에서는 대규모 군사력을 장악하고 백성을 동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征討都督이 각 방면에 파견되었는데, 각 지역에 설정된 行

臺가 이들에 대한 통제를 담당했다.173)

  한편 중고기에 軍主의 군령권이 능동적으로 자주 행사되었다는 

통념이 타당한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장군과 軍主의 군령권을 비

롯한 제도·운영상의 차이점은 3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

이므로, 여기에서는 신라본기를 중심으로 軍主가 설치된 505년부터 

660년 신라군이 泗沘城으로 출진하기 전까지 신라가 치른 전쟁이 

과연 얼마나 자주 발생했고 그 결정 주체가 누구였는지 확인하겠다. 

해당하는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乃可 於是景公許之 使莊賈往”

172) 森本淳, 2012 《三國軍制と長沙吳簡》, 東京: 汲古書院, 55~72쪽.

173) 窪添慶文, 2003 《魏晉南北朝官僚制硏究》, 東京: 汲古書院, 

265~267쪽; 이와 관련해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에서 등장하는 

州行使大等과 남북조시대 행대와의 관련성을 제기한 견해가 주목된다

(전덕재, 2001 앞 논문, 86~88쪽). 여기에서는 주행사대등의 행정적 

역할을 주로 강조했지만, 주행사대등을 행대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

다면 군사적 측면에서 북위의 정토도독-행대와 6세기 중반 신라의 軍

主-주행사대등의 관계를 연결해 생각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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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기 사건 왕의 지시 최고 지휘관 병력 비고

1 지증 ? 신라의 가야 공격 × 연변관 이사부 - 이사부전

2
지증13

(512)
신라의 우산국 공격 ×

하슬라주군주

이찬 이사부
-

유사에서는

王命 표기

3
진흥09

(548)

신라의 백제 구원

(백제 독산성)
○ 장군 주령(주진) 勁卒 3천

4
진흥11

(550)

신라의 고구려·백제 공격

(금현성·도살성)
○ 이찬 이사부

甲士 1천

포함

5
진흥12

(551)

신라의 고구려 공격

(고구려 10군)
○ 거칠부 -

거칠부전에서는

8장군 추가

6
진흥15

(554)

백제의 신라 공격

(관산성 일대)
× 군주 각간 우덕 -

7
진흥15

(554)

백제의 신라 공격

(관산성 일대)
× 신주군주 김무력 州兵

김유신전에서는

신주도행군총관

8
진흥23

(562)

백제의 신라 공격

(侵掠 邊戶)
○ - 師

9
진흥23

(562)
신라의 가야 공격 ○ 이사부 5천 騎 포함

사다함전에서는

元帥·貴幢 표기

10
진지02

(577)

백제의 신라 공격

(西邊 州郡)
○ 이찬 세종 -

11
진평24

(602)

백제의 신라 공격

(아막성 일대)
○ - 將士

백제본기·귀산

전에서는 장군 

(파진간) 건품

12
진평25

(603)

고구려의 신라 공격

(북한산성)
- 진평왕 兵 1만

13
진평27

(605)
신라의 백제 공격 × - 兵

백제본기에서는

東鄙

14
진평30

(608)

고구려의 신라 공격

(北境)
× - - 교전 기사 부재

15
진평30

(608)

고구려의 신라 공격

(우명산성)
× - - 교전 기사 부재

16
진평33

(611)

백제의 신라 공격

(가잠성)
× 현령 찬덕 -

표 6 505~659년 사이 신라가 치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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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진평34

(612)

백제의 신라 공격

(가잠성)
○ -

上州·下州

·新州의 

兵(三州軍)

해론전

18
진평38

(616)

백제의 신라 공격

(모산성)
× - - 교전 기사 부재

19
진평40

(618)

신라의 백제 공격

(가잠성)
× 북한산주군주 변품 -

해론전에서는

한산주도독

20
진평46

(624)

백제의 신라 공격

(속함성 등 6성)
× 급찬 눌최

봉잠성 등

三城兵

21
진평46

(624)

백제의 신라 공격

(속함성 등 6성)
○ -

상주·하주·

귀당·법당·

서당 5軍

눌최전

22
진평48

(626)

백제의 신라 공격

(주재성)
× 성주 동소 -

백제본기에서는

왕재성

23
진평49

(627)

백제의 신라 공격

(西鄙 2성)
× - - 교전 기사 부재

24
진평50

(628)

백제의 신라 공격

(가잠성)
○ - 師

25
진평51

(629)

신라의 고구려 공격

(낭비성)
○ 대장군 용춘 -

김유신전에서는

이찬 임말리

26
선덕01

(632)
백제의 신라 공격 × - -

백제본기

교전 기사 부재

27
선덕02

(633)

백제의 신라 공격

(西邊)
× - - 교전 기사 부재

28
선덕05

(636)

백제의 신라 공격

(독산성·옥문곡)
○ 장군 알천·필탄 -

삼국유사에서는

각 1천 명 지휘

29
선덕07

(638)

고구려의 신라 공격

(北邊 칠중성)
○ 대장군 알천 -

30
선덕11

(642)

백제의 신라 공격

(國西 40여 성)
× - - 교전 기사 부재

31
선덕11

(642)

백제의 신라 공격

(대야성)
× 도독 이찬 품석 -

백제본기에서는

성주 품석

32
선덕11

(642)

신라의 고구려 공격

(南境)
○ 대장군 김유신 死士 1만

김유신전에서는

勇士 3천

33
선덕13

(644)

신라의 백제 공격

(7성)
○ 대장군 김유신 兵

김유신전에서는

상장군

34
선덕14

(645)

백제의 신라 공격

(邊)
○ 유신 -

김유신전에서는

매리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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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에 따르면 우선 신라는 150여 년 동안 약 50회의 전쟁을 

경험했다.174) 3년에 1회라는 평균 빈도는 관점에 따라 잦다고 할 

174) [표 6]의 6·7, 16·17, 20·21번은 한 戰役(Campaign)으로 묶을 

35
선덕14

(645)
백제의 신라 공격 ○ 유신 -

김유신전에서는

國界

36
선덕14

(645)
신라의 고구려 공격 ○ - 兵 3만

37
선덕14

(645)

백제의 신라 공격

(國西 7성)
× - - 교전 기사 부재

38
선덕14

(645)
신라의 백제 공격 ○ 장군 유신 - 백제본기

39 선덕 ?
신라의 백제 공격

(邊邑)
× 심나(?) - 소나전

40
진덕01

(647)

백제의 신라 공격

(무산성 등 3성)
○ 유신 步騎 1만

41
진덕02

(648)

백제의 신라 공격

(서변 요거성 등 10여 성)
× - - 교전 기사 부재

42
진덕02

(648)

신라의 백제 공격

(옥문곡·대량성·

악성 등 12성)

○ 압독주도독 유신 -
김유신전에서는

압량주군주

43
진덕02

(648)

신라의 백제 공격

(진례성 등 9성)
○

상주행군대총관

이찬 유신
- 김유신전

44
진덕03

(649)

백제의 신라 공격

(석토성 등 7성)
× - - 교전 기사 부재

45
진덕03

(649)

신라의 백제 공격

(도살성)
○ 대장군 유신 -

46
무열02

(655)

고구려·백제

·말갈의 신라 공격

(北境 33 성)

× - - 교전 기사 부재

47
무열02

(655)

신라의 백제 공격

(조천성)
○ -

낭당·

삼천당 포함

취도전

·김흠운전

48
무열02

(655)

신라의 백제 공격

(도비천성)
× 유신 - 김유신전

49
무열06

(659)

백제의 신라 공격

(독산성·동잠성)
× - -

백제본기

교전 기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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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이 기간을 신라의 戰亂期로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는 신라 조정이 결정할 수 없는 타국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까지 포함한 수치다. 영역 팽창을 위한 선제적 공세를 비롯해 신라 

조정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전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는 19건으

로 전체 49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175) 이들 중 10건은 640년 

이후의 약 20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성격과는 별

개로, 신라가 빈번하게 전쟁을 기획·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표 6]에서 軍主의 자율적인 전쟁 수행으로 분류할 수 있

는 사례는 매우 적다. 공·방을 막론하고 왕의 지시에 의한 출진은 

25건이다.176) 또한 적군의 공격을 받은 지역의 응전이 4건이

고,177) 공격을 받았음에도 교전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12건이다. 

두 경우 모두 해당 방면에 소재한 軍主의 출진은 나타나지 않았

다.178) 기타 13번은 기사가 소략해 관련 정보를 알 수 없고, 39번

은 변경에서 벌어지는 약탈전에 가깝다. 또한 48번에서 지휘관으로 

등장하는 김유신의 관직은 미상이다.

  軍主가 확인되는 출진은 이사부를 沿邊官으로 표기한 1번을 포함

해 5건[1·2·6·7·19번]이다.179) 6번은 백제군의 공격을 받은 

수 있다.

175) [표 6]의 1~5·9·13·19·25·32·33·36·38·39·42·43

     ·45·47·48번.

176) 진평왕 본인의 출진([표 6]의 12번)을 포함한 수치다.

177) [표 6]의 16·20·22·31번.

178) 후자의 경우 사료에 교전 기사가 수록되지 않았지만, 공격을 받은 

지역의 응전 혹은 항복이나 탈주는 발생했을 것이다. 한편 전자에 포함

된 31번에서 大耶城都督(大耶州軍主) 김품석의 응전이 확인되지만, 이

는 軍主의 권한에 입각한 행위라기보다 16·20번의 讚德·訥催처럼 공

격을 받은 성의 책임자로서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79) 이 사례들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장군과 軍主의 권한 비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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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의 管山城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출진이었을 가능성이 매

우 크다. 하지만 7번은 3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지만, 비록 

사료에서 지휘관이 新州軍主로 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장군으로 임

명되어 출진한 사례로 여겨진다. 19번은 전쟁에 앞서 진평왕이 金

山幢主의 합류를 지시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180) 이는 처음부터 신

라 조정이 가잠성 공격을 기획했거나, 적어도 북한산주군주가 수립

한 출진 계획이 조정에 보고·승인되었음을 암시한다. 결과적으로 

사전 보고 없는 軍主의 군령권 행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3건, 만

약 최초의 軍主인 이사부의 사례[1·2번]를 제외하면 505년부터 

659년까지의 기간 중에 1건에 불과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丹陽 新羅 赤城碑〉의 명문에서 등장하는 ‘高頭

林城在軍主等’을 근거로,181) 軍主의 자격으로도 영역 확장을 위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 비석이 진

흥왕 12년(551) 신라의 고구려 침공 중에 발생한 적성 공략과 관

련해 세워졌다는 인식이 전제로 설정되어 있다고 여겨진다.182)

  그러나 비문에서 比次夫智가 지닌 관등인 阿干支가 551년 시점의 

관련해 3장 1절에서 검토할 것이다.

180)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奚論, “王命奚論 爲金山幢主 與漢山

州都督邊品 興師襲椵岑城 取之”

181) 〈단양 신라 적성비〉, “高頭林城在軍主等 喙部比次夫智阿干支 沙

喙部武力智阿干支”; 이 비석에서 ‘軍’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래 판독

할 수 없다. 하지만 위 명문의 앞뒤에서 등장한 大衆等과 幢主 및 〈창

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의 유사한 서술 구조[大等-軍主-幢主]를 함께 

고려하면 ‘軍’으로 추독할 수 있다(이기백, 1978 〈丹陽赤城碑 發見

의 意義와 赤城碑 王敎事部分의 檢討〉 《사학지》 12, 26~27쪽).

182)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2年, “王命居柒夫等 侵

高句麗 乘勝取十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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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찬보다 낮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183) 현재까지 알려진 〈단양 

신라 적성비〉의 명문에서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로 상정할 수 있

는 공세적 전쟁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또한 ‘고두림성재군주등’

은 비문의 소위 ‘王敎事’ 부분에 속한다.184) 이 부분은 某月中에 

국왕으로부터 직접 敎를 받은 인물들을 열거한 것이므로,185) 비석

의 건립 혹은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의 발생 시점에 ‘고두림성재군

주등’이 적성 지역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근래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6세기 초반 신라와 고구려의 

和約으로 남한강 상류 유역은 신라에 속하게 되었고, 적성 역시 이 

시기에 신라가 단양 일대를 확보한 후 변경이 된 이 지역의 방어를 

위해 건설했다고 추정된다.186) 결국 고구려의 적성을 신라가 공략

했다는 전제 자체가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고두림성재군주

등’을 통해 軍主의 자율적 군령권 행사를 증명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중고기에 전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던가, 

183)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居柒夫, “十二年辛未 王命居柒夫及 

…  比次夫大阿飡 … 與百濟侵高句麗”; 〈단양 신라 적성비〉, “喙部

比次夫智阿干支”

184) 〈단양 신라 적성비〉의 명문은 크게 王敎 관련 부분과 立碑 관련 

부분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다시 ‘王敎事’에 속한 부분, ‘節敎事’에 

속한 부분, ‘別敎’에 속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武田幸男, 1979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3~4쪽).

185) 주보돈, 1984 〈丹陽新羅赤城碑의 再檢討 -碑文의 復元과 分析을 

中心으로-〉 《복현사림》 7, 14~15쪽; 단, 여기에서는 국왕의 敎를 

적성 공략에 대한 명령으로 보았다.

186) 박성현, 2011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

와 현실》 82, 74~79쪽; 이와 관련해 적성 인근의 단양 하방리 고분군

에서 6세기 중엽부터 등장하는 短脚高杯보다 선행하는 二段透窓高杯가 

출토되었다(山本孝文, 2003 〈考古資料로 본 南漢江 上流地域의 三國 

領域變遷〉 《한국상고사학보》 40, 3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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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主가 자유롭게 전쟁을 수행하면서 신라의 영역 팽창을 선도했다

는 기존의 관념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이 

기간에 신라의 팽창은 크게 가야 및 한강 유역 방향으로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방면의 확보는 모두 軍主가 아니라 조정의 

고관이 임명된 장군 및 그가 지휘하는 군사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잊으면 안 된다([표 6]의 5·9번).

  軍主의 군사적 역할은 기본적으로 배치된 영역의 유지를 위한 방

어였다고 보아야 한다.187) 이것은 軍主가 휘하의 병력과 함께 최전

방에 주둔했다는 의미가 아니다.188) 이와 관련해 軍主가 변경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물러난 교통의 중심지에 배치되고, 유사시 공격

187) 《삼국사기》 김유신전의 서두에서 그의 부친 金舒玄이 大梁州都督 

按撫大梁州諸軍事에 이르렀다고 했는데(《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父舒玄 官至蘇判大梁州都督安撫大梁州諸軍事”), 후반부에

서 인용한 문무왕의 언급에서는 良州摠管이 되었다고 했다. 김서현의 

활동 시점을 고려하면 두 명칭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고, 실제로는 大耶

州軍主였을 것이다. 그가 백제와 여러 차례 싸워 그 기세를 꺾어 변경

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는 문무왕의 언급은 軍主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三國史記》 卷第43 列傳 第3 金庾信 下, “文武大王旣與英

公 破平壤 還到南漢州 謂羣臣曰 … 又其父舒玄 爲良州摠管 屢與百濟戰 

挫其銳 使不得犯境 故邊民安農桑之業 君臣無宵旰之憂”). 이러한 모습

은 軍主가 배치된 각 방면이 점차 주로 정비되고, 그에 따라 軍主도 지

방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 점과 관계가 있다. 軍主가 지방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군사적 직무에 대해서는 3장 1절에서 검토할 것이다.

188) 근대 이전까지 변경을 따라 대규모의 상비군을 배치하는 방식은 선

호되지 않았다. 두 나라의 국력에 절대적인 차이가 없다면 공격하는 쪽

의 집중된 병력에 비해 공격을 당하는 지점의 방어 병력은 적을 수밖에 

없고, 만약 공격하는 쪽이 단시간 내에 돌파에 성공한다면 변경의 다른 

지역에 배치된 방어 병력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게

다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성년 남성의 과도한 동원은 국가의 경제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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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성의 병력이 농성하는 동안 軍主와 그가 통솔하는 병력이 

그 지역으로 이동·지원하는 방식을 구상한 견해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189) 6세기 중반부터 한산주에 구축된 軍主 소재지-중간 거점

성[郡城]-전방 성[縣城]으로 구성된 종심 방어 체제는 위 견해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190)

  이러한 구조는 전방의 성이 갖춘 농성 역량이 소진되기 전에 후

방에서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지원 병력을 보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적군의 접근을 관측해 보고할 수 있는 

소규모 초소를 최전방 일대에 다수 설치했다.191) 6세기 중반까지 

고구려가 운영하던 구의동 및 아차산 일대의 보루가 대표적 사례로, 

각 보루에는 10~100명 사이의 병력이 머물렀다고 추정된다.192)

  최전방 초소에서 확인한 적군의 접근은 전방의 성을 거쳐 후방의 

거점과 軍主 소재지, 최종적으로 중앙에 보고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189) 최경선, 2008 앞 논문, 61~64쪽.

190) 서영일, 2009 〈신라의 국가형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방어체계 연

구〉 《신라문화》 34, 18~23쪽; 여기에서는 구체적 유적으로 아차산

성[軍主 소재지]-대모산성 및 반월산성[거점성]-오두산성~칠중성~대

전리산성 및 고소성~성동리산성~냉정리산성[전방의 성들로 연결된 방

어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고기 이전의 일이지만, 지증마립간 6년

(505) 이사부의 실직주군주 임명 당시에 소재지 북쪽의 하슬라 지역이 

4세기 말기부터 고구려와의 교섭 거점이자 방어를 위한 전진 기지로 기

능하고 있었다는 점(홍영호, 2016 《新羅의 何瑟羅 經營 硏究》, 경인

문화사, 199~254쪽)도 軍主의 군사적 역할을 생각할 때 참고가 된다.

191) 약탈 등 국지적 도발의 격퇴도 설치 목적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192) 임효재 외, 2000 《아차산 제4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서울

대학교 박물관 외, 240~243쪽; 당에서 변경에 설치한 최하위 군사 단

위인 戍의 경우 上戍는 50명, 中戍는 30명, 下戍는 30명 미만의 병력

으로 구성되었다(《新唐書》 卷49下 志 第39下 百官 4下 外官 鎭, 

“五十人爲上戍 三十人爲中戍 不及者爲下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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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면의 軍主와 병력만으로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

에서는 중앙 혹은 다른 방면의 병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삼국사

기》 김유신전에서 선덕왕에게 보고된 백제의 買利浦城 공격과 그

에 따른 김유신의 상주장군 임명 및 파견([표 6]의 34번)은 이러한 

방식이 당시 신라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193)

  지금까지 서술한 방어 체제가 신라의 고유한 제도였다고는 생각

하기 어렵다. 고구려는 평양 천도 이후 중국 왕조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랴오허(遼河) 유역부터 랴오둥반도(遼東半島) 서쪽 해안까지 

이어지는 변경 일대의 다수의 산성으로 연결된 방어선, 중심 거점에 

건설한 대형 평지성과 중형 산성, 방어선과 중심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로에 건설한 중소형 산성 등으로 방어 체제를 구축했

다.194) 이는 신라의 그것과 유사하며, 같은 시기 백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195)

193)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乙巳正月 歸未見王 封

人急報 百濟大軍來攻我買利浦城 王又拜庾信爲上州將軍 令拒之”; 매리

포성은 경남 함안(정구복 외, 2012b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664쪽) 혹은 경남 밀양(김태

식, 1997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交涉과 征服〉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65쪽) 지역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두 

지역 모두 하주 영역에 속하므로, 이 사건은 하주 방면의 군사적 위기

에 상주 방면의 병력을 투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封人은 《周

禮》에서 등장하는 관명으로, 춘추시대부터 封疆, 즉 강토의 변경[邊疆]

을 관리하는 관직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변경 지역에서 올라오는 다양

한 정보를 수합·보고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인다.

194) 양시은, 2013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계〉 《고고학》 

12-3, 131~134쪽.

195) 6세기 중반 이후 백제의 광역 방어 체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당시 백제의 지방 제도가 方-郡-城으로 구성되었고 

方의 성격이 軍管區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하면(김영심, 1997 〈百濟 



- 96 -

  신라의 장군제는 위와 같은 방어 체제를 돌파하기 위한 전쟁 수

행 방식의 변화와 함께 정비되었다고 여겨진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상대해야 하는 존재는 변경 일대의 성에 주둔한 병력이

다. 이들을 제압하는 방법으로는 會戰을 유도한 후의 격파, 공격하

지 않은 상태에서의 우회, 그리고 攻城 등이 있다.196) 그러나 성의 

병력이 강력한 방어 구조물인 성을 포기할 가능성이 작고, 우회했을 

경우 보급 및 퇴각 경로가 차단될 우려가 크다.197) 결국 일반적으

로는 공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공성은 《孫子兵法》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큼,198) 화약 

병기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공격하는 쪽이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전술이었다. 게다가 지나치게 시간을 소모하면 주변의 성 및 

후방의 거점에서 파견된 지원 병력에 의해 포위될 위험이 컸다. 결

地方統治體制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38~142쪽),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196) 이들은 지휘관의 역량, 병력의 훈련도와 사기, 병기의 우열 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의 해결책이다. 또한 정치적 공작 및 간첩

의 활동 등 직접적 전투가 아닌 방식은 제외했다.

197) 두 번째 방법의 위험성은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 시 安市城

을 우회하자는 의견에 대한 李世勣·長孫無忌 등의 반대에서 잘 나타난

다(《三國史記》 卷第21 高句麗本紀 第9 寶藏王 上 4年, “帝之克白巖

也 謂李世勣曰 吾聞 安市城險而兵精 其城主材勇 莫離支之亂 城守不服 

莫離支擊之 不能下 因而與之 建安兵弱而糧少 若出其不意 攻之必克 公可

先攻建安 建安下 則安市在吾腹中 此兵法所謂城有所不攻者也 對曰 建安

在南 安市在北 吾軍糧皆在遼東 今踰安市而攻建安 若麗人斷吾糧道 將若

之何 不如先攻安市 安市下 則鼓行而取建安耳 … 獨長孫無忌以爲 天子親

征異於諸將 不可乘危徼倖 今建安新城之虜衆 猶十萬 若向烏骨 皆躡吾後 

不如先破安市 取建安 然後長驅而進 此萬全之策也”).

198) 《孫子兵法》 作戰, “攻城則力屈 久暴師則國用不足 夫鈍兵挫銳 屈

力殫貨 則諸侯乘其弊而起 雖有智者 不能善其後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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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함락되었으나 구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100일 이상 농성에 성공

한 椵岑城縣令 讚德의 사례는,199) 성이 방어에서 갖는 이점과 그로 

인한 공성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 내에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성의 역량을 

압도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야 했다. 이는 軍主 소재지의 

파견 병력만으로는 영역 확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

음을 의미한다. 이제 타국의 방어 체제를 돌파하고 새로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군사력, 즉 왕경을 기반으로 하는 

대당에 더해 1장 1절에서 검토한 각 정에 주둔한 軍主 직할의 왕경 

출신 병력과 각 지역의 유력자를 매개로 하는 지방 출신 병력을 필

요한 만큼 동시에 동원해야 했다.

  6세기 중반부터 재차 등장한 장군은 이렇게 동원된 병력으로 편

성한 전쟁 수행 조직을 지휘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이때의 장군은 

君主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인물에게 군령권을 위임하는 상고기

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렇지만 중고기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정비된 군사 조직과 방어 체제 및 그에 따른 전쟁 수행 방식의 변

화에 대응하는 지휘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임명 규정 

및 운용을 위한 각종 절차 등으로 구성된 장군제가 정식 관제의 하

나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군 이전의 군

령권 행사 주체 중 君主는 본인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자주 출진

했지만, 전쟁 목적이 달라지고 육체적 피해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출

199) 《三國史記》 卷第 47 列傳 第7 奚論, “其父讚德 有勇志英節 … 眞

平大王 選爲椵岑城縣令 明年辛未冬十月 百濟大發兵 來攻椵岑城一百餘日 

眞平王命將 以上州下州新州之兵救之 遂往與百濟人戰不克 引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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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빈도가 급격히 감소했다. 기존에는 대보 및 군사 관련 직무가 더

해진 관등의 소지자에게 군령권이 분화되었다고 보았으나, 상고기의 

출진은 이들로만 제한되지 않았다. 이는 군령권이 君主의 고유 권한

으로 상황에 맞는 인물에게 위임·회수되었음을 의미한다. 좌·우군

주는 평시의 군령권 보유로 인해 관직으로 정착하지 못했고, 대장군

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좌·우장군을 장군제의 기점으로 

볼 수 있지만, 중고기에 장군이 다시 출현하기까지 약 50년의 공백

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軍主가 독립적으로 군령

권을 행사해 신라의 팽창을 선도했다고 하지만, 軍主는 배치된 방면

의 방어를 맡았다고 보인다. 당시 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 체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병력이 필요했다. 조정에서는 전쟁 결정

과 함께 여러 방면에서 병력을 동원해 군사 조직을 편성했고, 장군

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장군은 군령권의 위임·회수 측면에서 상

고기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중고기의 지배 체제 정비 및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에 대응해 관제의 하나로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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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軍令權의 특성과 행사

  1장에서는 장군이 신라 조정의 주요 관료 중에서 상황에 부합하

는 인물이 임명되는 비상임 관직이며, 장군제가 상고기 이래의 군령

권 행사 방식을 계승함과 동시에 중고기의 군제 변화라는 배경 아

래 형성되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장군이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한 

근거인 군령권의 특성과 행사 방식을 보다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

다. 지금까지 군령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君主의 권한이므로 제약 없

이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우선 삼국 통일 전쟁 중의 사례를 통해 

군령권의 고유한 성격을 추출한 후, 그것을 반영한 의례의 특징을 

검토하겠다. 나아가 군령권이 작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경로 및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 마련된 규정을 확인하겠다.

1. 군령권의 배타성과 의례

  군령권의 구체적인 면모는 주로 전쟁에서 드러나는데, 근본적으로

는 그 범위 안의 모든 대상에 대한 포괄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군령권은 군사 행동에 임해 君主

로부터 장군에게 위임되었고, 위임 과정에서도 특별한 의례를 요구

했다. 전한의 蕭何가 韓信을 大將으로 기용하기 위해서는 齋戒와 壇

場이 필요하다고 劉邦을 설득한 일이나,1) 장군을 임명할 때에는 君

1) 《漢書》 卷34 韓彭英盧吳傳 第4 韓信, “王曰 吾亦欲東耳 安能鬱鬱久

居此乎 何曰 王計必東 能用信 信即留 不能用信 信終亡耳 王曰 吾爲公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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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와 신하가 남북으로 마주하는 구도가 아니라 賓主 관계를 의미하

는 동서 구도를 취한다는 설명 등은,2) 비록 고대 중국의 사례지만 

장군이 군령권을 위임받는 순간부터 君主에 준하는 위치에 있었음

을 잘 보여준다.3)

  이렇게 다른 관직과 구별되는 특수 의례를 장군에게만 적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연히 君主의 고유 권한이었던 군령권의 배타적 

위상이 있었다. 그러므로 신라의 장군이 행사하는 군령권에 대한 검

토를 통해 장군이라는 관직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장군에게 부

여된 군령권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직접 알려주는 사료는 없다. 그렇지만 7세기 중후반 삼국 통일 전쟁 

중 군령권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한 사건을 통해, 신라 조정의 구성

원이 군령권에 대해 가졌던 인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Ⅱ-1-①] 定方이 庾信 등이 軍期보다 늦었으므로, 신라의 督軍 金文穎 

혹은 永이라고 쓴다, 을 軍門에서 참하려 했다. 유신이 무리에게 말하기를, 

“… 반드시 먼저 당군과 결전을 치르고 그런 후에 백제를 깨뜨리겠다.”

라고 했다. 이에 도끼를 쥐고 군문에 서니, 성난 머리카락이 꼿꼿이 서고 

爲將 何曰 雖爲將 信不留 王曰 以爲大將 何曰 幸甚 於是王欲召信拜之 

何曰 王素嫚無禮 今拜大將如召小兒 此乃信所以去也 必欲拜之 擇日齋戒 

設壇場具禮 乃可 王許之”

2) 《淮南子》 卷15 兵略訓, “凡國有難 君自宮召將 … 將軍受命 … 君入

設廟門 西面而立 將入廟門 趨至堂下 北面而立”

3) 물론 이는 이상화된 개념이다. 君主는 언제나 장군이 자신의 지배 범위

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큰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춘추시대 이래 거의 

모든 고대의 兵書에서는 승리를 위한 중요 요소로 君主로부터 독립된 

지휘권을 강조했고, 신라 역시 이상적인 지휘권 행사에 대한 인식이 분

명히 존재했을 것이다(최상기, 2015 앞 논문,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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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에 찬 보검이 저절로 칼집에서 튀어나왔다.4)

  무열왕 7년(660) 사비성 공격에 앞서 신라의 장군 김유신과 당

의 신구도행군대총관 소정방이 양국 군대의 집결을 위해 약정했던 

기한을 넘긴 일에 대한 처벌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사실은 잘 알려

져 있다. 사실 당률에서 軍期를 위반했다면 원칙적으로 斬刑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5) 게다가 당의 입장에서 소정방은 고종의 명령에 

의해 백제를 공격하는 모든 병력의 총지휘관인 행군대총관이었던 

반면, 김유신·金文穎 등은 그 예하 행군총관인 嵎夷道行軍總管 김

춘추의 副將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으로, 소정방은 신라군의 지휘

권을 장악하기 위해 굳이 당 군제의 원칙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정

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반대로 김유신은 이를 빌미로 차후 신

라군의 모든 행동이 당군에 종속될 수 있다는 현실적 위험성을 인

지했으므로,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정치적 결단을 선택했다.6) 그리고 

양자 갈등의 근본 원인은 군령권의 주요 작동 방식 중의 하나인 처

4)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7年, “定方以庾信等後

期 將斬新羅督軍金文穎 或作永 於軍門 庾信言於衆曰 … 必先與唐軍決戰 

然後破百濟 乃杖鉞軍門 怒髮如植 其腰間寶劒 自躍出鞘”

5) 《唐律疏議》 卷第16 擅興8 征人稽留, “(律文1: 필자) 卽臨軍征討而

稽期者 流三千里 三日 斬 … (律文2: 필자) 若用捨從權 不拘此律 或応

期赴難 違期即斬 或捨罪求功 雖怠不戮”

6) 연합군을 구성하는 국가 사이의 주도권 다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하는 정치적 사건이고, 이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당시 당

군이 기본적으로 신라군보다 우위에 있다는 태도를 견지했다고 보는 견

해가 있다(이상훈, 2012 앞 책, 68~72쪽). 한편 신라의 군기 관련 군

율이 당과 달랐으므로 김유신이 김문영의 처벌 여부는 본인의 소관임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신범규, 2014 앞 논문,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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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에서, 그 주체가 과연 누구이냐는 점에 있었다. 김유신은 본인이 

우이도행군총관 김춘추의 부장이 아니라 신라왕 김춘추의 장군이라

는 입장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자신에게 있고 소정방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다.

  김유신이 소정방과 충돌했던 사건은 신라 정계에 곧 공유되었을 

것이다. 당군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라 조정은 군령

권에 대한 침범을 막으려 했겠지만, 당은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제도

적으로도 신라의 왕을 황제의 신하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Ⅱ-1-②] 당이 우리나라를 雞林大都督府로 삼고, 왕을 雞林州大都督으

로 임명했다.7)

  [Ⅱ-1-③] 당의 留鎭將軍 劉仁願이 천자의 칙명을 전해 선포하며 고구

려 정벌을 도우라 하고, 왕에게 大將軍의 旌節을 주었다.8)

  당은 인근 국가와 종족을 복속시켜 羈縻州 체제로 편제한다는 방

침에 따라, [Ⅱ-1-②]처럼 문무왕을 雞林州大都督으로 삼았을 뿐

만 아니라 2년 후에는 문무왕을 熊津都督 扶餘隆과 就利山에서 회

맹하게 했다.9) 이는 신라가 근본적 안위를 우려할 만큼 자극적인 

사건이었다.10) 신라 조정은 이러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고구려 원정

을 준비해야 했는데, [Ⅱ-1-③]에서 당 고종이 문무왕에게 준 

7)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3年, “夏四月 大唐以我

國爲雞林大都督府 以王爲雞林州大都督”

8)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7年, “唐留鎭將軍劉仁願 

傳宣天子勅命 助征高句麗 仍賜王大將軍旌節”

9)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5年, “秋八月 王與勅使

劉仁願 熊津都督扶餘隆 盟于熊津就利山”

10) 노태돈, 2009 앞 책,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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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의 旌節’이 주목된다.

  정절은 당에서 행군대총관과 같은 군령권의 행사자에게 지급하던 

군령권의 상징물이었다.11) 이는 춘추전국시대 이래 君主의 의지를 

대리하는 자에게 지급하던 節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절을 지

닌 자는 사형을 포함한 강제력 행사가 가능했고, 특히 군령권을 위

임받아 외부에서 활동하는 장군을 통제하기 위해 절을 지닌 사신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12) 과거 고조선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武帝

가 左將軍과 樓船將軍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했던 公孫遂가 

누선장군을 좌장군의 진영으로 소환해 체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절을 소지했기 때문이었다.13)

  한편 대장군의 경우, 문무왕이 당으로부터 받은 관직에는 계림주

대도독 외에 左衛大將軍도 있었다.14) 물론 이는 당 南衙禁軍 諸衛

의 職事官이 아니며, 당시 당에 귀부했던 突厥 수령들이 羈縻都督府

나 기미주의 都督·刺史職과 함께 받은 假銜의 諸衛將軍·郎將號와 

같은 유형일 것이다. 돌궐 蕃將 대부분은 당의 변경에서 자신의 부

락을 통솔하며 유사시 부락민들과 함께 종군했는데,15) 당은 계림주

11) 中村裕一, 1991 〈唐代の軍制に關する若干の考察〉 《唐代官文書硏

究》, 京都: 中文出版社, 138~142쪽.

12) 大庭脩, 1982 앞 책, 410~434쪽; 《史記》 高祖本紀 元年條에 등장

하는 秦王 子嬰이 封한 皇璽符節에 대해, 《史記索隱》에서는 《釋名》

을 인용해 節이 號令賞罰의 節이라는 주석을 붙였다.

13) 《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 “(武帝: 필자)使濟南太守公孫遂往征

之 有便宜得以從事 … 而以節召樓船將軍入左將軍營計事 即命左將軍麾下

執捕樓船將軍 并其軍 以報天子”

14) 문무왕 11년(671)에 문무왕이 雞林道行軍總管 薛仁貴에게 보내는 답

서를 마무리하면서 표기한 자신의 지위 중에 좌위대장군이 포함되었다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下 11年, “鷄林州大都督左

衛大將軍開府儀同三司上柱國新羅王金法敏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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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독으로 삼은 金法敏에게 좌위대장군의 직함을 주면서 번장으로

서의 군사적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문무왕이 받은 ‘대장군의 정절’이 과연 좌위대장군의 

정절이었을지는 의심스럽다. 정절은 출진에 임해 지휘관에게 주는 

것이었고, 돌궐 번장도 전쟁이 발생하면 평시의 官銜이 아니라 행군

총관의 자격으로 출진했기 때문이다. 당 조정의 입장에서 문무왕은 

고종의 명령에 따라 신라군을 지휘하는 존재였다. 그렇다면 고종은 

무열왕을 신구도행군대총관 소정방 예하의 우이도행군총관으로 삼

았듯이, 문무왕을 당시 총지휘관이었던 遼東道行軍大總管 李勣 예하

의 모도행군총관으로 삼아 신라군의 동원을 지시하면서 정절을 지

급했을 가능성이 크다.16)

  문무왕은 본인을 당군의 지휘관으로 설정한 이 구도를 수용하기 

곤란했을 것이다. 신라 조정의 대응은 이후 출진한 신라군의 지휘부 

구성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Ⅱ-1-④] (6월: 필자) 21일. 大角干 金庾信을 大摠管으로, 角干 金仁

問·欽純·天存·文忠, 迊飡 眞福, 波珍飡 智鏡, 大阿飡 良圖·愷元·欽突

을 大幢摠管으로, … 伊飡 品日, 잡찬 文訓, 대아찬 天品을 貴幢摠管으로 

… 阿飡 日原과 興元을 罽衿幢摠管으로 삼았다.17)

15) 이효재, 2010 〈唐太宗期 西北遊牧君長의 宿衛와 對外遠征 從軍〉 

《역사학보》 206, 103~121.

16) 이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대장군의 정절’은 중대 신라인들이 

《삼국사기》의 저본이 되는 자료를 작성하면서 수정한 표현일 것이다.

17)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8年, “二十一日 以大角

干金庾信爲大摠管 角干金仁問欽純天存文忠 迊飡眞福 波珍飡智鏡 大阿飡

良圖愷元欽突爲大幢摠管 … 伊飡品日迊飡文訓大阿飡天品爲貴幢摠管 … 

阿飡日原興元爲罽衿幢摠管”; 이와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삼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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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는 당과 연합 작전을 진행하면서, 적어도 지휘부의 외형은 운

용의 편의를 위해 당의 행군제를 수용해 기존의 장군을 (행군)총관

으로 수정했다.18) 그런데 이를 문무왕 원년(661)의 첫 고구려 원

정군 지휘부와 비교하면 작지만 중요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Ⅱ-1-⑤] 가을 7월 17일. 金庾信을 大將軍으로 삼고, 仁問·眞珠·欽

突을 大幢將軍으로 삼고, 天存·竹旨·天品을 貴幢摠管으로 삼고, … 慰知

를 罽衿大監으로 삼았다.19)

  [Ⅱ-1-⑤]에 따르면 신라는 661년에 이미 지휘관 대부분의 명

칭을 총관으로 변경했다. 이는 분명히 당의 행군총관을 감안해 바꾼 

것이겠지만, 신라군의 총지휘관과 핵심 전력인 대당의 지휘관만큼은 

대장군·장군을 유지했다. 그러나 문무왕의 위상과 군령권에 대한 

당의 침범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라 조정은 기존의 직제만으로는 

당의 압력에 명분상 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역주본에서는 壬申本 《三國史記》의 ‘以大角干金庾信大幢爲大摠管’

에서 ‘大幢爲’를 ‘爲大幢’으로 감교해 당시 김유신이 大幢大摠管이 

되었다고 번역했다. 그러나 문무왕 원년조에서 위 구절에 대응하는 부

분[以金庾信爲大將軍]과 비교하면 ‘大幢’은 衍字일 가능성이 높다. 

《三國史節要》에서도 김유신이 단지 ‘대총관’이 되었다고 서술했다

(《三國史節要》 卷第10 戊辰年, “王以大角干金庾信爲大摠管”).

18) 신라 조정의 행군제 도입 및 행군총관의 사용 배경에 대해서는 1장 1

절에서 검토했다.

19)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元年, “秋七月十七日 

以金庾信爲大將軍 仁問眞珠欽突爲大幢將軍 天存竹旨天品爲貴幢摠管 … 

慰知爲罽衿大監”; 이때 대당과 罽衿幢을 제외한 다른 군사 조직의 지

휘관은 모두 총관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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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문무왕은 당의 번장 및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신라의 

국왕으로서, 당의 황제가 행군대총관을 임명하듯이 김유신을 7년 전

과 같은 대장군이 아니라 大摠管으로 임명했다고 추정된다.20)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당을 의식한 명칭 변경이었으므로 대총관·총관에

게 부여된 군령권 자체는 대장군·장군과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

렇지만 당과의 갈등이 예상됨에도 오랜 기간 유지하던 장군직에 변

경을 가할 정도로, 문무왕과 신라 조정이 군령권의 향방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신라군의 총지휘관을 대총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길게 유

지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고구려 멸망 이후 당과의 전면전이 발생

한 상황에서 당의 지휘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하

다. 신·당 전쟁 발발부터 종료까지의 기간 중 신라군의 지휘관으로 

(행군)총관은 1명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문무왕 12년(672) 신·

당 전쟁의 최대 고비였던 石門 전투에서 신라군의 지휘관으로 대장

군과 상장군이 확인된다.21) 이는 [Ⅱ-1-④]의 대총관이 일시적 변

경이며, 신·당 전쟁의 개전과 함께 지휘관의 명칭이 장군으로 복구

되었음을 암시한다. 문무왕 16년(676) 신·당 전쟁이 끝나고 한동

안의 냉각기를 거쳐 聖德王 시기에 다시 당의 세계 질서에 편입되

어 우호 관계를 회복한 후 드물게 나타나는 신라군의 지휘관이 모

두 장군이라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22)

20) 문무왕 10년(670)에 安勝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한 일도 같은 인식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21) 《三國史記》 卷第43 列傳 第3 金庾信 下, “時 長槍幢獨別營 遇唐兵

三千餘人 捉送大將軍之營 … 隨上將軍出蕪荑嶺 唐兵追及之 … 大將軍等 

微行入京”

22)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31年, “冬十二月 以角干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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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신라에서도 군령권의 배타성을 중시했다면, 그러한 군령권

을 위임받는 장군이 임명될 때 앞에서 살핀 고대 중국의 사례처럼 

일정한 절차에 입각한 의례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신라의 장군 임명 시 실시되었을 의례를 추정할 때, [Ⅱ-1-①]에

서 소정방에게 맞서 김유신이 쥐었던 도끼[鉞]가 단서가 된다.23)

  월 혹은 斧鉞은 유서 깊은 군령권의 상징물이다. 춘추시대 孫武가 

吳王의 총희와 궁녀들을 훈련시키다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오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처벌했던 장소에 설치한 鐵鉞은,24) 고대에 확립

된 부월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특히 김문영의 처벌이 갈등의 원인

이 되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장군의 도끼는 군령권 안에서도 처

벌에 대한 권한을 상징했다.25) 이와 관련해 당과 일본의 지휘관 임

恭伊飡貞宗允忠思仁 各爲將軍”;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憲德王 11年, “王奉勅旨 命順天軍將軍金雄元 率甲兵三萬以助之”

23) 이문기, 1997 앞 책, 301쪽에서도 신라에 斧鉞 수여를 포함한 의례

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24) 《史記》 卷65 孫子吳起列傳 第5 孫子, “出宮中美女 得百八十人 孫

子分爲二隊 以王之寵姬二人各爲隊長 … 約束既布 乃設鐵鉞 即三令五申

之”

25) 《漢書》 刑法志에서도 부월을 甲兵과 함께 大刑의 수단으로 제시했

다(《漢書》 卷23 刑法志 第3, “大刑用甲兵 其次用斧鉞 … 大者陳諸原

野 小者致之市朝”). 여기에서 제시한 대형의 두 수단 중 갑병[軍]은 

天命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정벌 수단이며, 부월은 軍 내부에서 명

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 수단이다(大庭脩, 1982 앞 책, 

366~367쪽). 이와 관련해 1990년에 발굴 조사된 한우물 유적의 통일

신라시대 석축에서 나무 자루가 달린 날폭 10.3㎝ 전후의 소형 도끼가 

출토되었다(임효재·최종택, 1990 《한우물 虎岩山城 및 蓮池發掘調査

報告書》, 서울대학교 박물관, 68쪽). 다만 군령권의 상징물로 지휘관에

게 주어지는 월은 날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지고 실제로 사용되는 도끼

에 비해 대형이므로(郑轶伟, 2008 《中国古代冷兵器》, 上海: 上海文化

出版社, 29~31쪽), 한우물 유적의 도끼는 상징물보다 실용품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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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및 상징물 수여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26)

  [Ⅱ-1-⑥] 무릇 大將이 출정함에 모두 太廟에 고하고 斧鉞을 주며 齊

太公廟에 알린다. 알리는 것이 끝나면 돌아가서 집에 머무르지 않는다. 軍

에 임해 적과 대치하는데 사졸이 명을 따르지 않으면, 그 벌을 모두 재량

껏 집행할 수 있다. … 元帥가 개선하는 날에 천자는 사신을 보내 교외에

서 노고를 위로한다. 有司는 먼저 태묘에 捷書를 바치고 또한 제태공묘에 

고한다.27)

  [Ⅱ-1-⑦] 무릇 大將이 출정함에 모두 節刀를 준다. 임명이 끝나면 돌

아가서 집에 머무를 수 없다. … 개선하는 날에 아뢰어 사신을 보내 교외

에서 노고를 위로한다.28)

  [Ⅱ-1-⑥·⑦]에서는 당과 일본에서 지휘관을 임명할 때 각각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도끼의 날과 같은 형태의 유물이 경주 월지 유적

에서 출토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들을 대팻날로 추정했다(문화공보

부 문화재관리국, 1978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302~303·315

쪽). 한편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도끼를 자루의 길이에 따라 

鉞[長]과 斧[短]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남궁호, 2015 〈統一新羅武

器 硏究 -남한 지역의 공격용 무기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65~73·99~100쪽).

26) 이하 서론에서 서술한 당·고대 일본·신라 율령의 관계가 타당하다

는 전제 아래 당과 일본의 각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27) 《唐六典》 卷第5 尙書兵部 兵部郎中, “凡大將出征 皆告廟 授斧鉞 

辭齊太公廟 辭訖 不反宿於家 臨軍對寇 士卒不用命 竝得專行其罰 … 元

帥凱旋之日 天子遣使郊勞 有司先獻捷於太廟 又告齊太公廟”; 여기에서 

齊太公廟와 관련된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복원 당 군방령 11

조(개원 7년령)〉의 복원 근거가 되었다(池田溫 編輯代表, 1997 앞 책, 

611~612쪽).

28) 《養老令》 卷第6 軍防令 第17 節刀, “凡大將出征 皆授節刀 辭訖 不

得反宿於家 … 凱旋之日 奏遣使郊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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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월과 節刀를 지급했다고 서술했다. 이들 중 우선 일본의 절도는 

앞에서 살폈던 중국의 절과 부월을 합쳐 제도화한 것으로, 《淨御原

令》 혹은 《대보령》 단계에서 당의 정절 사용을 계기로 성립했다

고 추정된다. 절도는 당에 파견한 사신단의 大使에게도 주어졌는데, 

이를 받은 자에게는 死罪에 대한 專決權이 부여되었다.29) 일본은 

천황이 중국의 황제와 동등한 위상이라는 태도를 견지했으므로, 헤

이안시대까지 꾸준히 절도를 사용했다. 하지만 사료에 따르면 672

년 壬申의 亂 당시에는 장군을 임명할 때 부월을 지급했고,30) 최초

의 절도 수여는 大寶 원년(701) 入唐使 粟田朝臣眞人의 사례에서 

등장한다.31) 그러므로 《대보령》의 편찬 전인 7세기 후반까지 왜

에서도 군령권의 상징물은 신라와 마찬가지로 부월이었고, 지휘관 

임명에 대한 의례에서도 부월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에서의 월 사용은 [Ⅱ-1-⑥]과 같은 당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이 다시 왜·일본에 전해진 것이었을까. 전자

에 대해서 신라의 월을 당제의 수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Ⅱ

-1-⑥]의 내용은 법적 규정임과 동시에 예제로서 《대당개원례》

의 군례 항목에 실려 있는데,32) 여기에서는 의례의 과정에 부월 수

29) 北啓太, 1993 〈律令國家における將軍について〉 《日本律令制論集》 

上, 東京: 吉川弘文館, 492~495쪽.

30) 《日本書紀》 卷28 天武天皇 元年 7月 辛卯, “是時 近江將軍羽田公

矢國其子大人等率己族來降 因授斧鉞拜將軍”

31) 《續日本記》 卷2 大寶 元年 5月 己卯, “入唐使粟田朝臣眞人授節

刀”

32) 《大唐開元禮》 卷第88 軍禮 制遣大將出征有司告於太廟條와 制遣大將

出征有司告於齊太公廟條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通典》에서도 당의 

군사 관련 제도가 《대당개원례》와 같다고 했으므로(《通典》 卷第76 

禮36 沿革36 軍禮1 命將出征, “大唐之制 如開元禮”), 節度使制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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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Ⅱ-1-⑥]이 수록된 《당육전》에

서조차 정작 각종 병기 중의 하나로 鉞斧가 등장할 뿐, 부월이 무엇

이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서술하지 않았다.33) 부월이 당 황제의 군

령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으로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에서는 부월

이 아니라 門下省 符寶郞이 八寶와 함께 관리하는 정절이 군령권의 

상징물로 지휘관에게 주어졌다고 추정된다.34)

  신라의 월은 당보다 상당히 앞선 시기의 중국 왕조에까지 관련성

을 소급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소 장황하지만 北齊 및 북주·

수의 지휘관 임명 시의 의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Ⅱ-1-⑧] 後齊에서 將에게 출정을 명령함에, … 황제는 法駕를 늘어놓

고 곤룡포와 면류관을 착용한 후 廟에 이르러 太祖에게 참배한다. 고하는 

것이 모두 끝나면 내려와 中階로 가서 장수를 위로 오르도록 한 후 鉞을 

잡고 자루를 주며 말하기를, “이로부터 위로는 天에 이르기까지 장군이 

통제하시오.”라고 한다. 다시 斧를 잡고 자루를 주며 말하기를, “이로부

터 아래로는 黃泉에 이르기까지 장군이 통제하시오.”라고 한다. 장군이 이

미 斧鉞을 받았다면 대답해 말하기를, “나라는 밖에서 다스려질 수 없고, 

군은 안에서 통제될 수 없습니다. 신이 이미 명을 받았고 鼓·旗·斧·鉞

편적으로 운용하기 전까지 당에서는 《대당개원례》에 수록된 의례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33) 《唐六典》 卷第16 衛尉宗正寺 兩京武庫, “武庫令掌藏天下之兵丈器

械 … 器用之制有八 … 三曰鉞斧”; 함께 제시된 다른 품목[大角·纛·

鐵蒺藜·棒·鉤·鐵盂·水斗]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의 월부는 지휘권

의 상징물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물품이었다고 보인다.

34) 《唐六典》 卷第8 門下省 符寶郞, “凡國有大事則出納符節 辨其左右

之異 藏其左而班其右 以合中外之契焉 … 五曰旌節 所以委良能 假賞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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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엄을 갖게 되었으니, 원컨대 한 마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한

다. 황제가 말하기를, “사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장군의 재량대로 하

시오.”라고 한다. 장군이 수레로 가서 부월을 싣고 출발한다. 황제는 수레

를 밀어 문턱을 지나며 말하기를, “이로부터 밖에서는 장군이 통제하시

오.”라고 한다.35)

  [Ⅱ-1-⑨] 周에서 大將이 출정함에, … 司憲이 鉞을 받들고 나아가 대

장에게 준다. 대장은 절하고 받으며, 따르는 자에게 준다. 예가 끝나면 나

가서 甲兵을 받는다.36)

  [Ⅱ-1-⑩] 隋制에서 皇太子가 직접 정벌하거나 大將이 출진함에, … 모

두 社廟에 고한다. 斧鉞을 받는 것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 머무를 수 없

다.37)

  [Ⅱ-1-⑧~⑩]의 의례에서 사용된 월·부는 모두 지휘관에게 맡

겨진 임무 및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된 군령권의 중요성을 

35) 《隋書》 卷8 志第3 禮儀3 命將出征, “後齊命將出征 … 皇帝陳法駕 

服袞冕 至廟 拜於太祖 徧告訖 降就中階 引上將 操鉞授柯 曰 從此上至天 

將軍制之 又操斧授柯 曰 從此下至泉 將軍制之 將軍既受斧鉞 對曰 國不

可從外理 軍不可從中制 臣既受命 有鼓旗斧鉞之威 願假一言之命於臣 帝

曰 苟利社稷 將軍裁之 將軍就車 載斧鉞而出 皇帝推轂度閫 曰 從此以外 

將軍制之”; 한편 여기에서는 장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북제

는 그 이전의 北魏·東魏와 마찬가지로 도독이 전쟁에서 군을 지휘했으

므로(劉展 主編, 1992 앞 책, 216~218쪽), 이때의 장군은 지휘관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일 것이다.

36) 《隋書》 卷8 志第3 禮儀3 命將出征, “周大將出征 … 司憲奉鉞 進授

大將 大將拜受 以授從者 禮畢 出受甲兵”

37) 《隋書》 卷8 志第3 禮儀3 命將出征, “隋制 皇太子親戎及大將出師 

則以豭肫一釁鼓 皆告社廟 受斧鉞訖 不得反宿於家”; 한편 《隋書》에서 

북주·수의 의례를 북제의 의례와 비교해 간략하게 서술한 것은 전자가 

당의 규정과 유사해 생략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中村裕一, 

1991 앞 논문,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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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며, 결국 군령권을 행사하는 지휘관이 다른 일반 관직과 구분

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7세기의 이들 

왕조는 부월을 사용하되 실제로 출진하는 지휘관의 명칭은 도독 등

으로 신라의 장군과 달랐다. 도독은 後漢 말기에 변경에서 장기 주

둔하던 장군이 늘어나자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관직으로,38)

三國·晉 및 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절과 결합해 使持節·持節·假

節 제도도 등장하는 등 후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39) 반면 장군

은 남북조시대에 접어들면서 虛號로서 단지 관직의 서열을 나타내

는 역할만 담당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40) 이러한 점을 고

려하면 신라에서의 군령권에 대한 인식은 고대 동북아시아 지역에

서 일찍부터 공유되던 것임과 동시에, 월·장군과 관련된 구체적 제

도는 漢 혹은 그 이전 시기와 상통하면서 이후의 중국 왕조와 다른 

신라 나름의 방식으로 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신라의 월이 배타적 군령권의 상징물로서 장

38) 도독의 기원과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建

安 21년(216) 曹操가 夏侯惇으로 하여금 ‘都督二十六軍’하게 했다는 

기록을 도독의 시초로 본다(陳仲安·王素, 1993 《漢唐職官制度硏究》, 

北京: 中華書局, 172쪽). 한편 후한 말기에 발호했던 군벌이 내부의 사

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사법 담당관으로부터 도독이 기원

했다고 보거나(石井仁, 1992 앞 논문, 54~57쪽), 같은 시기 조조가 휘

하의 장군들을 지휘하기 위해 그 상위에 설치했던 別部司馬가 발전해 

도독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森本淳, 2012 앞 책, 17쪽).

39) 《通典》 卷第32 職官14 州郡 上 都督總管節度團練都統等使附, “晉

受魏禪 … 使持節爲上 持節次之 假節爲下 使持節得殺二千石以下 持節殺

無官位人 若軍事 得與使持節同 假節 唯軍事得殺犯軍令者”

40) 西晉 시기까지 장군이 여전히 군관으로 기능했고, 南朝의 마지막까지 

장군호의 보유가 도독 및 지방관의 지휘권 행사의 법적 근거였다고 보

는 견해도 있다(山口正晃, 2017 〈將軍から都督へ -都督制に對する誤

解-〉 《東洋史硏究》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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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라에도 [Ⅱ-1-⑥~⑩]과 같이 군령권의 위임과 관련된 

의례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의례의 전체 과정과 모

습을 알려주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례의 일부 절차와 연결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Ⅱ-1-⑪] 11월 5일. 왕이 포로로 잡은 고구려인 7천 명을 데리고 王

京에 들어왔다. 6일. 문무 신료를 인솔해 先祖廟를 朝謁하고 고하기를, 

“삼가 선조의 뜻을 이어 大唐과 함께 의로운 군대를 일으켜 백제와 고구

려에 죄를 물었습니다. 원흉이 죗값을 받고 나라의 운명이 태평스럽게 안

정되었습니다. 감히 여기에서 고하니 신령께서 들으소서.”라고 했다.41)

  고구려의 멸망 이후 문무왕은 王京으로 돌아온 다음 날에 신료와 

함께 先祖廟에 가서 승전을 고했다. 이러한 행위로부터 [Ⅱ-1-⑪]

에서 지휘관의 출진과 귀환을 太廟에 고하도록 한 것과 유사한 관

념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 백제 멸망 직후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

나지 않으므로, 문무왕의 선조묘 참배는 일회성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眞德王 2년(648) 김춘추와 당 태종의 협상 당시부터 

신라·당의 침공 대상은 백제와 고구려였고,42) [Ⅱ-1-⑪]에서도 

문무왕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함께 언급했다. 그러므로 연이은 

41)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8年, “十一月五日 王以

所虜高句麗人七千入京 六日 率文武臣寮 朝謁先祖廟 告曰 祗承先志 與大

唐同擧義兵 問罪於百濟高句麗 元凶伏罪 國步泰靜 敢玆控告 神之聽之”

42)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下 11年, “大王報書云 先

王貞觀二十二年 入朝 面奉太宗文皇帝 恩勅 … 我平定兩國 平壤已南百濟

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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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고구려와의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의 작전으로 기획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며, 백제 멸망 직후 무열왕이 선조묘에 가서 승

전을 고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으로 [Ⅱ-1-⑪]의 선조묘와 [Ⅱ-1-⑥]의 태묘가 같은 시

설이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태묘는 帝王의 선조를 제사하는 사당

으로, 宗廟와 같다.43) 《삼국사기》 祭祀志에서는 혜공왕 시기에 비

로소 五廟를 정했다고 서술했지만,44) 신문왕 7년(687)에 이미 祖

廟에서 太祖와 직계 선조 4명에게 제사를 지냈다.45) 특히 이때의 

제사는 전년(686) 신라의 요청으로 당에서 제공한 吉凶要禮에 입각

해 진행되었을 것이므로,46) 중대 초기에 중국의 예제에서 규정한 

종묘제가 확립되었고 종묘를 조묘로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신문왕 7년(687)의 기사는 어디까지나 5묘제의 운영을 명

시적으로 알려줄 뿐이며, 종묘제의 기점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문무

왕 5년(665)에 문무왕은 부여융 등과 회맹한 후, 맹세문을 신라의 

종묘에 보관했다.47) 이 종묘가 일반 명사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

43) 羅竹風 主編, 1990~1993 《漢語大詞典》 1~13, 上海: 漢語大詞典出

版社의 太廟·祖廟·宮廟 항목을 참고할 수 있다.

44) 《三國史記》 卷第32 雜志 第1 祭祀 新羅宗廟之祭, “至第三十六代惠

恭王 始定五廟 以味鄒王爲金姓始祖 以太宗大王文武大王 平百濟高句麗 

有大功德 並爲世世不毁之宗 兼親廟二爲五廟”

45)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7年, “遣大臣於祖廟 致祭

曰 王某稽首再拜 謹言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之靈”

46)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6年, “遣使入唐 奏請禮記

幷文章 則天令所司 寫吉凶要禮 幷於文館詞林 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

卷 賜之”; 여기에서 길흉요례는 당시 당에서 함께 사용되던 《貞觀

禮》와 《顯慶禮》 혹은 그 이전에 정리된 禮典에서 吉禮와 凶禮 부분

을 발췌한 것으로 여겨진다(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

업사, 178~179쪽).

47)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5年, “秋八月 王與勅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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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식 종묘제의 수용과 관련해 사용한 용어였을 가능성이 높다.48)

게다가 문무왕 5년조에는 취리산 회맹 당시 劉仁軌가 작성한 盟文

이 거의 그대로 실려 있으므로,49) 종묘를 포함한 기사 전체의 신뢰

도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국식 종묘제는 진덕왕 시기 김춘추의 주도로 당의 여러 

문물과 함께 수용되었다고 여겨진다.50) 하지만 그 이전에도 신라 

왕실의 선조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는 시설과 제도는 존재했을 것이

다. 이와 관련해 신라의 始祖廟와 神宮이 주목된다.51) 시조묘가 본

래 赫居世를 모시는 시설이었다는 점과 달리, 신궁의 성격에 대해서

는 아직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다.52) 다만 소지마립간 7년(485) 시

조묘에 대한 守廟 20家의 증치를 당시까지 개별·소그룹별로 거행

하던 역대 왕들에 대한 제사를 시조묘에 합친 일로 해석한 견해

는,53) 신궁 설치와 관련된 시조묘의 성격 변화 차원에서 인정할 수 

劉仁願 熊津都督扶餘隆 盟于熊津就利山 … 埋牲幣於壇之壬地 藏其書於

我之宗廟”

48) 나희라, 2003 앞 책, 180쪽.

49) 《天地瑞祥志》 卷20 盟誓 항목에서도 취리산 회맹의 맹문을 전재했

으므로, 《삼국사기》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 두 책에 수록된 맹문 

모두 증표인 金書鐵券을 ‘종묘’에 간직하라고 서술했다[藏之宗廟].

50) 나희라, 2003 앞 책, 180~182쪽.

51) 《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第1 南解次次雄 3年, “春正月 立始祖

廟”; 《三國史記》卷第3 新羅本紀 第3 炤智麻立干 9年, “春二月 置神

宮於奈乙 奈乙始祖初生之處也”; 《三國史記》 卷第32 雜志 第1 祭祀 

新羅宗廟之祭,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

妹阿老主祭 第二十二代智證王 於始祖誕降之地奈乙 創立神宮 以享之”

52) 신궁의 主神 및 여기에서 거행하는 제사의 성격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나희라, 2003 앞 책, 139~147쪽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신궁을 김씨 시조가 誕降한 곳에 설치한 祠堂으로 본 견해가 제

기되었다(김나경, 2019 〈新羅 五廟制의 成立과 그 意義〉 단국대학교 

사학과 한국사전공 석사학위논문, 1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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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4) 650년대를 전후해 중국식 종묘제가 원활하게 도입·운영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5세기 후반부터 시조묘에서 이루어지던 역

대 선조 왕에 대한 제사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Ⅱ-1-

⑪]에서 문무왕이 참배한 선조묘는 語義 측면에서 시조묘와 통함과 

동시에, 중국식 종묘[태묘]와 같은 성격의 시설로 볼 수 있다.

  [Ⅱ-1-⑪]에서 문무왕이 선조묘에 가서 승전을 고했던 것은, 그

가 668년의 고구려 원정 당시 직접 출진해 상징적인 총지휘관의 위

치에 있었기 때문이다.55) 그렇다면 신라의 君主로부터 군령권을 위

임받아 출진한 장군에게도 이러한 의례가 적용되었을지 여부가 문

제가 된다. 당에서도 [Ⅱ-1-⑥]은 어디까지나 君主가 아닌 지휘관

에게 해당하는 제도였으므로, 이것만으로 문무왕의 사례를 일반화시

키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당개원례》에는 황제의 親征 및 지휘관의 出征 시 태

묘에서 행하는 의례가 모두 실려 있다.56) 당 군방령의 조문으로 추

정되는 [Ⅱ-1-⑥]과 《대당개원례》의 관련 의례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중국에서 법과 예의 영역이 구별되고 중국의 君主[천자]는 

53) 나희라, 2003 앞 책, 135~137쪽.

54) 《北史》 및 《通典》에서 인용한 《東蕃風俗記》의 신라 왕위가 30

여 세에 이어져 진평왕에 이르렀다는 서술 역시 김씨의 단독 왕위 계승

이 확립된 후에도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역대 왕계가 공식적으로 표방

되고 그들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반영한다(《北史》 卷94 列傳 

第82 四夷 上 新羅, “傳世三十 至眞平”; 《通典》 卷第185 邊防1 東

夷 上 新羅, “至隋文帝時 遣使來貢 其王姓金名眞平 隋東蕃風俗記云 金

姓相承三十餘葉”).

55)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8年, “二十七日 王發京 

赴唐兵 …  秋七月十六日 王行次漢城州 敎諸摠管 往會大軍”

56) 《大唐開元禮》 卷第83 軍禮 皇帝親征告於太廟條와 制遣大將出征有司

告於太廟條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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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질서에 포섭되었던 점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57) 그러므로 

문무왕이 예제 차원에서 선조묘에 승전을 고하는 의례를 실행했다

면, 신라의 장군은 예제를 넘어 법제 차원에서도 승전을 고하도록 

규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Ⅱ-1-⑥]에서 출진·귀환 시 모두 태묘에 고하도록 한 점에도 

유의할 부분이 있다. 중국에서 이른 시기부터 전쟁 관련 관행으로 

확립된 告廟 의례는 君主의 권능이 祖靈으로부터 위탁된 것임을 확

인시키는 행위로, 늦어도 전한 宣帝 시기에 성립한 《禮記》에서 君

主와 지휘관의 구분 없이 ‘선조에 대한 자손의 예’로 규정되어 

큰 변경 없이 《대당개원례》까지 이어졌다.58) 《예기》는 신문왕 

2년(682)에 설치된 國學의 교재였을 뿐만 아니라,59) 〈壬申誓記

石〉에서 명문의 당사자들이 익히기로 한 경전에 포함될 만큼 신라

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60)

57) 吉田孝, 1983 《律令國家と古代の社會》, 東京: 岩波書店, 32~39쪽.

58) 丸橋充拓, 2013 〈中國古代の戰爭と出征儀禮〉 《東洋史硏究》 

72-3, 37~45쪽.

59) 《三國史記》 卷第38 雜志 第7 職官 上, “國學 屬禮部 神文王二年置 

… 敎授之法 以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60) 〈임신서기석〉, “又別先辛未年七月廿二日大誓 詩尙書礼傳倫得誓三

年”; 이 명문의 작성 시점은 연구자에 따라 진흥왕 13년(552)부터 성

덕왕 31년(732)까지 제시되었다(최광식, 1992 〈壬申誓記石〉 《譯註 

韓國古代金石文》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소, 175~176쪽). 고구려는 늦

어도 5세기에 《예기》를 포함한 5경이 유통되었고(권인한, 2015 〈출

토 문자자료로 본 신라의 유교경전 문화〉 《구결연구》 35, 25~31

쪽), 〈임신서기석〉 명문의 작성 시점을 진흥왕 13년(552)으로 볼 수 

있다면 신라 사회에 《예기》가 전해진 시점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와 관련해 지증마립간 시기에는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했다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노중국, 2008 〈신라 中古期 儒學 사상의 수용과 확산〉 

《대구사학》 93,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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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신라의 지배 계층 구성원은 출진·귀환 시

의 고묘 의례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장군의 임명과 관련해 출

진 시에도 君主로부터의 군령권 위임과 더불어 선조묘[종묘]를 방

문하는 절차를 포함한 의례가 정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善德王 14

년(645) 백제의 빈번한 공격에 대응하는 와중에도 김유신에 대한 

임명과 그의 復命이 반복된 것은,61) 출진·귀환 시마다 거행하는 

이러한 의례를 암시한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예기》의 내용이 전

한 시기에 성립했다는 점도, 신라에서 군령권과 관련된 요소가 한 

혹은 그 이전 시기의 관념·제도와 통한다는 앞에서의 추정을 뒷받

침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군이 행사하

는 군령권은 적용 대상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권한으로, 그 범위만

큼 강력한 배타성을 갖는다. 우세한 당군 앞에서도 김유신이 소정방

과의 의견 충돌을 피하지 않은 것은, 본인에게 위임된 군령권이 침

해받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또한 당 조정

이 문무왕을 蕃臣·蕃將으로 취급하자 신라 조정은 총지휘관의 명

칭을 당처럼 대총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문무왕의 위상이 당의 황제

와 동일함을 공식적으로 표방했다. 이러한 군령권의 배타성은 상징

물과 의례를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난다. 김유신이 지녔던 월은 당의 

정절 및 고대 일본의 절도와 같이 군령권의 상징물로 추정되는데, 

61)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乙巳正月 歸未見王 封人

急報 百濟大軍來攻我買利浦城 王又拜庾信爲上州將軍 令拒之 庾信聞命卽

駕 不見妻子 逆擊百濟軍走之 斬首二千級 三月 還命王宮 未歸家 又急告 

百濟兵出屯于其國界 將大擧兵侵我 王復告庾信曰 請公不憚勞遄行 及其未

至備之 庾信又不入家 練軍繕兵 向西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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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 혹은 그 이전의 제도와 연결된다. 아울러 고구려 멸망 직후

에 이루어진 문무왕의 선조묘 참배는 군령권을 포함한 君主 권한의 

위임·회수와 관련된 의례로 볼 수 있는데, 장군의 임명·귀환 시에

는 법제 차원에서 이러한 의례를 거행하도록 규정했다고 추정된다.

2. 誓의 반포와 상벌의 집행

  군령권의 목적은 적용 대상자를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이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처벌과 포

상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는 참형처럼 두려움을 매개로 인간을 

통제하는 처벌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만, 포상도 유인책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6세기 신라의 영역 확장 과정에서, 법흥왕 이래 

일관되게 추진한 지방민에 대한 적극적 포상 정책과 홍보가 그들의 

자발적인 전투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은 포상의 효력을 잘 보여준

다.62) 군령권이 처벌 및 포상의 형태로 행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Ⅱ-2-①] 장군 定方이 庾信·仁問·良圖 3명에게 말하기를, “내가 

便宜從事하도록 명을 받았으므로, 지금 획득한 백제의 땅을 가지고 공들에

게 나누어 주어 식읍으로 삼아 그 공에 보답하고자 한다. 어떠한가?”라고 

했다.63)

62) 이우태, 1991 앞 논문, 117~119쪽.

63) 《三國史記》 卷第42 列傳 第2 金庾信 中, “將軍定方謂庾信仁問良圖

三人曰 吾受命以便宜從事 今以所得百濟之地 分錫公等爲食邑 以酬厥功 

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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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2-②] 장차 가려고 할 때 왕이 직접 쓴 서신을 주었는데, “국경을 

나간 후 상과 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했다.64)

  [Ⅱ-2-①]에서 소정방은 백제의 멸망 후 자신이 ‘便宜從事’의 

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김유신 등에게 백제의 땅을 주겠다고 

했다. 이 표현처럼 신라의 장군이 君主로부터 받은 군령권은 ‘便宜

從事權’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중국 왕조와의 접촉을 통해 신라인

들이 편의종사권의 개념을 숙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65) 이는 장

군이 재량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로서, [Ⅱ-2-②]에서 

문무왕이 김유신에게 준 서신의 내용처럼 장군의 판단에 따라 처벌

과 포상이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처벌과 포상에 대한 편의종사가 장군 개인의 자의에 따른 

집행은 아니었다. 이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행 기준이 합

목적성을 갖는다는 전제 아래 적용 대상자가 그것을 분명하게 주지

해야 하며, 실제로 처벌과 포상이 기준에 따라 그대로 집행될 것이

라는 예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신라의 장군이 

결정하는 상벌의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신라에서 전쟁 시 처벌과 

포상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료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64) 《三國史記》 卷第42 列傳 第2 金庾信 中, “將行 王以手書告庾信 出

疆之後 賞罰專之 可也”

65) 김한규, 1985 앞 논문, 158~159쪽; 이문기, 1997 앞 책, 300쪽; 

[Ⅱ-2-①]은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실린 내용이므로 사용된 용어

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편의종사 혹은 便宜行事 

등의 표현은 중국 사료에서 다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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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2-③] 9월 19일. 대왕이 나아가 熊峴停에 머무르며, 여러 摠管과 

大監을 모아 직접 임한 후 誓했다. 25일. 진군해서 甕山城을 포위했다.66)

  문무왕 원년(661) 당의 고구려 원정 지원 요청에 따라 출진한 문

무왕은 옹산성에서 저항하던 옛 백제의 병력과 마주치자, 공성을 시

작하기 전에 지휘관을 모아 서를 실시했다. 기존에는 [Ⅱ-2-③]의 

서를 문무왕에 대한 지휘관의 충성 서약으로 해석했다.67) 하지만 

신라의 서는 이 기사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Ⅱ-2-④] 壬申年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誓하여 쓴다. 하늘 앞에 

서하니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忠道를 굳게 지키고 과실이 없을 것을 

서한다. 만약 이 일을 잃는다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얻을 것을 서한다.68)

  [Ⅱ-2-⑤] 辛亥年 2월 26일. 南山新城을 만들 때, 법에 따라 만든 후 

3년 안에 무너져 파괴되면 죄로 다스릴 것임을 널리 알려 誓하게 했다.69)

  [Ⅱ-2-⑥] (신라와 웅진도독부는: 필자) 혼인을 약속하고 盟誓를 밝혀

야 한다. … 만약 맹서를 배반한다면 … 밝은 신께서 살피셔서 온갖 재앙

이 내려올 것이고, 자손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사직을 지키지 못할 것이

고, 제사가 끊어져 후손이 없을 것이다.70)

66)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元年, “九月十九日 大

王進次熊峴停 集諸摠管大監 親臨誓之 二十五日 進軍圍甕山城”

67) 이문기, 2004 〈新羅 文武王代의 軍事政策에 대하여〉 《역사교육논

집》 32, 189쪽; 九誓幢의 기원이 되는 서당을 국왕에게 충성 서약을 

한 직속 부대로 간주하는 견해(末松保和, 1954 앞 논문, 349쪽)도 같

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68) 〈임신서기석〉,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幷誓記天前誓今自三年以後忠

道執持過失无誓若此事失天大罪淂誓”

69) 〈慶州 南山新城碑 第1碑〉, “辛亥年二月卄六日 南山新城作節如法以

作後三年崩破者罪敎事爲聞敎令誓事之”

70)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5年, “約之以婚姻 申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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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중 [Ⅱ-2-⑤]의 서를 [Ⅱ-2-③]의 서에 대한 기존의 견

해처럼 법에 대한 복종이자 국왕에 대한 충성 맹세로 이해하기도 

한다.71) 그렇지만 서를 君主에 대한 충성 표명으로만 볼 경우, [Ⅱ

-2-④·⑥]에서 등장하는 (盟)誓의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 각 

사례의 서와 관련된 맥락을 살펴보면 [Ⅱ-2-④]는 ‘忠道를 굳게 

지키고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초자연

적 처벌을 받을 것을 서한 것이고, [Ⅱ-2-⑤]는 ‘3년 이내 성이 

무너질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한 것이며, [Ⅱ-2-

⑥] 역시 ‘신라와 熊津都督府가 화친 약속을 어길 경우’ 초자연

적 처벌을 받을 것을 서한 것이다.

  [Ⅱ-2-④~⑥]을 비교하면, 서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

에 없다. 하지만 각 서의 내부에서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논리 구조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포상을 받는다는 명제도 성립할 것이므로, 신

라에서 서가 처벌 및 포상과 관련된 행위였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앞에서 장군이 집행하는 처벌과 포상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

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전쟁에서 軍의 운용을 위한 규정

은 군법·군령 등으로 불리는데, 전한의 한신이 정비한 군법에는 당

시 장군이 사용하는 처벌과 포상에 대한 기준도 포함되었다고 추정

以盟誓 … 若有背盟 … 明神監之 百殃是降 子孫不育 社稷無守 禋祀磨滅 

罔有遺餘”

71) 주보돈, 1994 〈南山新城의 築造와 南山新城碑 -第9碑를 중심으로

-〉 《신라문화》 10·11, 39쪽; 이 글은 〈慶州 南山新城碑 第9碑〉

를 검토한 글이지만, 서가 포함된 문장은 [Ⅱ-2-⑤]의 제1비와 같으므

로 논지 적용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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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72) 한편 수·당에서는 군령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군령

은 지휘관이 정하는 일종의 私的 기준으로 전쟁 중에만 한시적으로 

통용되었다. 부월이나 정절을 받은 지휘관은 독자적으로 군령을 정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되고, 군령은 적과 교전하는 동안 엄격

하게 집행되며, 전쟁을 끝내고 귀환해 부월·정절을 반납함으로써 

군령의 효력도 종료되었다고 추정된다.73)

  고대 일본에서도 전시에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군령·군율

이 통용되며, 이는 장군이 천황으로부터 절도를 받는 것을 기점으로 

계엄령이 선포됨으로써 발효되었다.74) 특히 和銅 2년(709) 에조

(蝦夷)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출진하는 장군에게 절도와 함께 

‘군령’을 주었는데,75) 여기에서의 군령은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형벌권을 명기한 칙서로 그 배후에 천황의 권력이 있었음을 보여준

다.76) 이는 [Ⅱ-2-②]에서 문무왕이 출진하는 김유신에게 내려준, 

재량에 따른 상벌 집행을 허락한다고 쓴 서신을 상기시킨다.

  신라의 장군도 君主로부터 위임받은 군령권에 근거해 처벌과 포

상의 기준 등을 정했을 텐데, 부대 구성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반

포되었을까. 이와 관련해 손무가 오왕의 총희·궁녀에게 ‘約束’을 

선포한 후 훈련을 시작했고,77) 司馬穰苴가 출진 준비를 마친 후 

72) 大庭脩, 1982 앞 책, 371~374쪽.

73) 中村裕一, 1991 앞 논문, 142~145쪽.

74) 瀧川政次郞, 1963 〈律の罪刑法定主義〉 《日本歷史》 185(野田嶺

志, 2010 앞 책, 209쪽에서 재인용).

75) 《續日本記》 卷4 和銅 2年 3月 壬戌, “陸奥越後二國蝦夷 野心難馴 

屡害良民 … 以左大弁正四位下巨勢朝臣麻呂爲陸奥鎭東將軍 … 出自兩道

征伐 因授節刀并軍令”

76) 北啓太, 1993 앞 논문, 504~506쪽.

77) 《史記》 卷65 孫子吳起列傳 第5 孫子, “出宮中美女 得百八十人 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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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78) 장군이 반포하는 군법·군

령은 상호 간의 ‘약속’이고, 이를 통해 공지된 내용은 전쟁이 종

료되기 전까지는 황제의 詔보다도 앞서 부대 구성원을 구속했다.79)

그런데 《說文解字》에 따르면 서가 곧 약속이므로,80) 결국 전쟁에

서 지휘관은 ‘서’라는 형식을 통해 처벌과 포상의 기준을 반포했

다고 정리할 수 있다.81) 지휘관이 이미 반포한 서를 번복할 때 발

생하는 사태는 아래의 사료에서 잘 나타난다.

  [Ⅱ-2-⑦] (貞觀 19년: 필자) 4월. 勣(李勣)이 遼水를 건너니 高麗가 

모두 농성하며 지켰다. 황제가 크게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幽州 남쪽

에 장막을 치고 長孫無忌에게 詔를 내려 군대에 誓했다. 이어서 이끌고 동

子分爲二隊 以王之寵姬二人各爲隊長 … 約束既布 乃設鐵鉞 即三令五申

之”

78) 《史記》 卷64 司馬穰苴列傳 第4, “景公召穰苴 與語兵事 大說之 以

爲將軍 將兵扞燕晉之師 … 日中而賈不至 穰苴則仆表決漏 入 行軍勒兵 

申明約束 約束既定 … 召軍正問曰 軍法期而後至者云何 對曰 當斬 … 於

是遂斬莊賈以徇三軍 … 久之 景公遣使者持節赦賈 馳入軍中 穰苴曰 將在

軍 君令有所不受 問軍正曰 馳三軍法何 正曰 當斬 使者大懼 穰苴曰 君之

使不可殺之 乃斬其僕 車之左駙 馬之左驂 以徇三軍”

79) 大庭脩, 1982 앞 책, 362~365쪽.

80) 《說文解字》 卷3 言部, “誓約束也”; 淸의 段玉裁가 편찬한 《說文

解字注》에서도 《周禮》의 5戒 중 하나가 서로서, 전쟁[軍旅]에서 쓴

다고 했다.

81) 魯 哀公 2년(기원전 493) 趙鞅(趙簡子)은 전쟁에 임해 구성원에게 

서를 행하면서, 전쟁의 명분 및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포상 기준과 패전 

시의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밝혔다(《春秋左氏傳》 魯哀公 上 2年, 

“簡子誓曰 范氏中行氏 反易天明 斬艾百姓 欲擅晉國 而滅其君 寡君恃鄭

而保焉 今鄭爲不道 棄君助臣 二三子順天明 從君命 經德義 除詬恥 在此

行也 克敵者 上大夫受縣 下大夫受郡 士田十萬 庶人工商遂 人臣隷圉免 

志父無罪 君實圖之 若其有罪 絞縊以戮 桐棺三寸 不設屬辟 素車樸馬 無

入于兆 下卿之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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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향했다. … 나아가 白崖城을 공격했다. … 오랑캐의 우두머리 孫伐

音이 몰래 항복을 청했다. 그러나 성 안의 뜻을 하나로 할 수 없었으므로 

황제가 깃발을 주며 말하기를, “만약 항복할 것이라면 성가퀴에 꽂아 신

호로 삼아라.”라고 했다. 곧 깃발을 올리자 성의 사람들이 모두 당병이 올

라왔다고 여겨 항복했다. 처음에 벌음이 중도에 후회하자 황제가 화를 내

며 포로를 장수들에게 주겠다고 約했다. (그러나 황제가 항복을 허락하니: 

필자) 이에 이적이 말하기를, “군사들이 다투어 앞에 나서는 것은 포로와 

전리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이 곧 함락되려 하는데 항복을 허락

해 군사들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장군의 말이 맞소. 그러나 군사를 풀어 살육하게 하고 남의 처자를 사로

잡는 일은 짐이 차마 할 수 없소. 장군의 휘하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짐이 

창고의 물건으로 상을 줄 수 있으니, 장군으로부터 성 1개를 사겠소.”라

고 했다.82)

  貞觀 19년(645)에 당 태종은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에 長孫

無忌를 통해 서를 행한 후 고구려 공략에 나섰다. 이때의 서에서는 

포괄적으로 처벌과 포상의 집행 기준을 제시했을 것이고, 실제로 얼

마 후 고구려군과 교전하다 퇴각한 張君艾는 사형을 당했다.83) 그

런데 태종은 白崖城 공격 중에 성의 주민을 포로로 삼는 것을 허용

82)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四月 勣濟遼水 高麗皆嬰

城守 帝大饗士 帳幽州之南 詔長孫无忌誓師 乃引而東 … 進攻白崖城 … 

虜酋孫伐音陰丐降 然城中不能一 帝賜幟曰 若降 建于堞以信 俄而舉幟 城

人皆以唐兵登矣 乃降 初 伐音中悔 帝怒 約以虜口畀諸將 及是 李勣曰 士

奮而先 貪虜獲也 今城危拔 不可許降以孤士心 帝曰 將軍言是也 然縱兵殺

戮 略人妻孥 朕不忍 將軍麾下有功者 朕能以庫物賞之 庶因將軍贖一城

乎”

83)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高麗發新城國內城騎四萬

救遼東 道宗率張君乂逆戰 君乂却 … 誅君乂以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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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約을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항복을 받아들였다.84) 그러자 요

동도행군대총관 이적이 곧바로 부당함을 지적했고, 태종은 포로 대

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했

다. 여기에서 군사들이 포로와 전리품을 원한 것은 군공을 세운 자

에게 그것을 지급한다는 약의 실행을 기대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실

현되지 않자 두 명의 행군대총관 중 한 명인 이적이 나설 정도로 

불만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일단 선포된 서를 번복

한다면 설령 번복 주체가 황제였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만

큼 전쟁에서 서가 갖는 의미는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서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다시 [Ⅱ-2-③]으로 돌아가면, 

옹산성 공격에 앞서 문무왕이 지휘관들과 함께 직접 행한 서에는 

전쟁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처벌 및 포상 기준이 포함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옹산성 함락 후 포상이 이루어졌는데,85) 이

는 서가 단지 君主에 대한 충성 맹세가 아니라 처벌 및 포상과 관

련된 행위였다는 앞에서의 가정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즉, 신라에서 

君主 혹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장군은 전쟁에 임해 군령권의 

행사 기준과 그에 입각한 집행 의사를 ‘서’라는 방식으로 공식화

시켰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서를 통해 기준이 확립되었다면, 전쟁에서 처벌과 포상의 

구체적 형태와 절차는 어떠했을까. 우선 처벌 사례는 대부분 결과만

을 제시해 분석이 쉽지 않다. 해당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84) 이때의 약은 약속·서와 같은 의미일 것이다.

85)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元年, “論功 賜角干伊

飡爲摠管者劒 迊飡波珍飡大阿飡爲摠管者戟 已下各一品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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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2-⑧] 仇道가 추격해 蛙山에 이르렀는데 백제에 패배했다. 왕은 구

도가 실책한 것을 이유로 缶谷城主로 좌천시켰다.86)

  [Ⅱ-2-⑨] 겨울 10월. 백제의 병력이 牛頭州에 침입했다. 伊伐飡 忠萱

이 병력을 이끌고 막았는데, 熊谷에 이르러 적에게 패해 單騎로 돌아왔으

므로 鎭主로 좌천시켰다.87)

  [Ⅱ-2-⑩] (3월: 필자) 12일. 대군이 古沙比城 밖에 와서 주둔했다. 나

아가 豆良尹城을 공격했지만 한 달하고 6일이 지나도 이기지 못했다. 여름 

4월 19일. 군대를 돌렸다. 大幢과 誓幢이 먼저 가고 下州의 병력이 가장 

뒤에 있었는데 賓骨壤에 이르러 백제군과 만나 서로 싸웠지만 져서 물러났

다. 죽은 자는 비록 적었지만 잃어버린 병장기와 군수품이 매우 많았다. … 

왕은 여러 장수들이 패했으므로 벌을 논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88)

  [Ⅱ-2-⑪]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토벌했다. 品日·文忠·衆臣·義官·

天官 등이 63개 성을 공취하고, 그 주민을 내지로 옮겼다. … 왕이 돌아와 

중신·의관·達官·興元 등은 △△△寺 군영에서 퇴각해 죄가 사형이 마땅

하지만 용서하고 면직시켰다.89)

  [Ⅱ-2-⑫] 庾信의 아들 元述이 裨將이 되었는데, … 마침내 죽을 수 없

어 上將軍을 따라 蕪荑嶺으로 나왔다. … 대왕이 듣고서 유신에게 묻기를, 

“軍의 패배가 이와 같으니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대답하기를, 

86) 《三國史記》 卷第2 新羅本紀 第2 伐休尼師今 7年, “仇道追及蛙山 

爲百濟所敗 王以仇道失策 貶爲缶谷城主”

87) 《三國史記》 卷第2 新羅本紀 第2 奈解尼師今 27年, “冬十月 百濟兵

入牛頭州 伊伐飡忠萱 將兵拒之 至熊谷 爲賊所敗 單騎而返 貶爲鎭主”

88)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8年, “十二日 大軍來

屯古沙比城外 進攻豆良尹城 一朔有六日 不克 夏四月十九日 班師 大幢誓

幢先行 下州軍殿後 至賓骨壤 遇百濟軍 相鬪敗退 死者雖小 失亡兵械輜重

甚多 … 王以諸將敗績 論罰有差”

89)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10年, “擧兵討百濟 品

日文忠衆臣義官天官等 攻取城六十三 徙其人於內地 … 王還 以衆臣義官

達官興元等△△△寺營退却 罪當死 赦之免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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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원술은 왕명을 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훈을 져버렸으

니 참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대왕이 말하기를, “원술은 비장이므로 홀

로 重刑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고 사면했다.90)

  [Ⅱ-2-⑧·⑨]에서는 패전에 대한 처벌로 좌천이 나타나지만, 

상고기 기사의 사료 비판 문제와 더불어 이 시기에 전시의 처벌이 

제도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91) 한편 [Ⅱ-2-⑩]에서 패배한 장

수들에 대한 처벌에 차이가 있었다고 서술한 부분은 당시 모종의 

처벌 기준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며, [Ⅱ-2-⑪·⑫]는 모두 최종적

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전쟁에서의 퇴각에 대한 처벌이 원

칙적으로 참형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처벌되는 행위의 종류나 세부적인 양형 기준은 [Ⅱ-2-⑩]의 

‘論罰有差’처럼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92) 그러나 전

투를 소극적으로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극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은 

비슷한 시기 주변국은 물론, 춘추전국시대 이래 변함없이 유지되었

던 것 같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항복·패전하거나 퇴각한 자를 참

형에 처했고,93) 손무 이후 고대 중국의 대표적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魏 武帝[曹操]와 李靖 등이 제시한 군령에서도 참형에 해당하

90) 《三國史記》 卷第43 列傳 第3 金庾信 下, “庾信子元述 爲裨將 … 

遂不能死 隨上將軍出蕪荑嶺 … 大王聞之 問庾信曰 軍敗如此 奈何 對曰 

… 但元述不惟辱王命 而亦負家訓 可斬也 大王曰 元述裨將 不可獨施重刑 

乃赦之”

91) 신범규, 2014 앞 논문, 6~7쪽.

92) 신범규, 2014 앞 논문, 23~34쪽.

93)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守城降敵 臨陣敗北 

殺人行劫者斬”;《周書》 卷49 列傳 第41 異域 上 百濟, “反叛退軍及

殺人者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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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종 행동을 열거했다.94)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배경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서 

지휘관의 지시에 대한 복종은 언제나 중시되었고 처벌은 생명의 박

탈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 있었을 것이다.95) 아울러 《손자병법》

부터 《李衛公兵法》에 이르기까지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조하는 대

부분의 병서들이 일찍부터 고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통용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처벌이 비교적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포상은 혜택이나 

물품 측면에서 제공하는 자의 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

다. 하지만 부대 구성원이 불만을 느끼지 않으려면, 서에 의해 반포

된 포상 기준의 준수에 더해 軍功을 세운 자에 대한 포상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신라본기에 수록된 포상 기

사를 실마리로 삼아 신라의 군공 포상 방식을 살필 수 있다.

  [Ⅱ-2-⑬] 겨울 10월 22일. … 大幢少監 本得은 蛇川 전투에서 功이 

第一이다. 漢山州少監 朴京漢은 平壤城 안에서 軍主 述脫을 죽여 공이 제1

94) 《通典》 卷第149 兵2 法制, “後漢魏武軍令 … 步戰令曰 … 陣兵疏

數 兵曹舉白不如令者 斬 … 不聞令而擅前後左右者 斬 … 伍中有不進者 

伍長殺之 伍長有不進者 什長殺之 什長有不進者 都伯殺之 督戰部曲將 拔

刃在後察 違令不進者 斬之 … 無將軍令 有妄行陣閒者 斬 … 兵進退入陣

閒者 斬 … 吏士向陣騎馳馬者 斬　吏士有妄呼大聲者 斬 … 士將戰 皆不

得取牛馬衣物 犯令者斬 … 卒逃歸 斬之”; 《通典》 卷第157 兵10 下

營斥候并防捍及分布陣附, “衛公李靖兵法曰 … 諸每隊布立 第一立隊頭 

居前引戰 … 隊副一人撰兵後立 執陌刀 觀兵士不入者便斬 果毅領傔人 又

居後立督戰 觀不入便斬”

95) 이와 관련해 지휘관이 반포하는 군령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필수 요소를 규정하므로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공통성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中村裕一, 1991 앞 논문,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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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黑嶽令 宣極은 평양성 大門 전투에서 공이 제1이다. 모두 一吉飡의 

位를 주고 租 1천 석을 내렸다. 誓幢幢主 金遁山은 평양 軍營 전투에서 공

이 제1이다. 沙飡의 위를 주고 조 7백 석을 내렸다. 軍師 南漢山의 北渠는 

평양성 北門 전투에서 공이 제1이다. 述干의 위를 주고 粟 1천 석을 내렸

다. 군사 斧壤의 仇杞는 평양 남쪽 다리 전투에서 공이 제1이다. 술간의 

위를 주고 속 7백 석을 주었다. 假軍師 比列忽의 世活은 평양 少城 전투에

서 공이 제1이다. 高干의 위를 주고 속 5백 석을 주었다. 한산주소감 金相

京은 사천 전투에서 죽었는데 공이 제1이다. 일길찬의 위를 추증하고 조 1

천 석을 주었다. 牙述의 사찬 求律은 사천 전투에서 다리 아래로 가서 물

을 건너 나아가 적과 싸워 크게 이겼지만, 군령 없이 스스로 위험한 길에 

들어갔으므로 공이 비록 제일이지만 기록되지 않았다.96)

  문무왕 8년(668) 고구려의 멸망 직후, 문무왕은 군공을 세운 자

에 대한 대규모 포상을 시행했다. 《삼국사기》 안에서도 무열왕·

문무왕 시기의 기사는 신뢰성이 매우 높으므로,97) [Ⅱ-2-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개인별 포상 내용도 신라 당대의 자료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포상을 위해서는 그 근

거가 되는 군공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Ⅱ-2-⑬]의 마지막

96)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8年, “冬十月二十二日 

… 大幢少監本得 蛇川戰 功第一 漢山州少監朴京漢 平壤城內 殺軍主述脫 

功第一 黑嶽令宣極 平壤城大門戰 功第一 並授位一吉飡 賜租一千石 誓幢

幢主金遁山 平壤軍營戰 功第一 授位沙飡 賜租七百石 軍師南漢山北渠 平

壤城北門戰 功第一 授位述干 賜粟一千石 軍師斧壤仇杞 平壤南橋戰 功第

一 授位述干 賜粟七百石 假軍師比列忽世活 平壤少城戰 功第一 授位高干 

賜粟五百石 漢山州少監金相京 蛇川戰死 功第一 贈位一吉飡 賜租一千石 

牙述沙飡求律 蛇川之戰 就橋下涉水 出與賊鬪大勝 以無軍令 自入危道 功

雖第一而不錄”

97) 전덕재, 2018 앞 책, 193~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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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장하는 求律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결과, 공을 세웠음에도 그것

이 ‘기록되지 않았다[不錄]’고 한다. 이는 당시 신라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군공 여부를 결정한 후, 포상 대상자와 그의 군공을 기

록한 문서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98)

  다만 이 기사가 당시 신라인이 작성한 포상 관련 문서 자체를 그

대로 옮겨 실은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포상이 여러 

등급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본래의 문서에는 최소한 등급

별 포상 대상자의 이름 및 각각의 군공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반면 

[Ⅱ-2-⑬]에서는 각 전투에서 가장 높은 군공을 세운 자의 포상에 

관해서만 서술했다. 이는 [Ⅱ-2-⑬]의 전거 자료였을 실록류 사서

의 해당 기사 자체가 포상 대상자 등을 기록한 문서의 내용을 발췌

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Ⅱ-2-⑬]의 

내용은 엄선된 것인 만큼 신뢰도가 높지만, 탈락한 정보도 적지 않

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서는 전쟁을 마친 후 장군을 포함한 지휘부가 작성해 

조정에 제출했다고 예상되지만, 《삼국사기》에서는 더 이상의 추적

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당과 일본에서 관련 제도를 찾을 수 있다.

  [Ⅱ-2-⑭] 무릇 大將이 출정할 때 … 전쟁에서 이겼으면 軍이 아직 해

98) 문무왕 11년조에 실린 〈答薛仁貴書〉에서, 이적이 신라군에 대해 과

거 軍期를 어겼던 일을 헤아려 포상 여부를 정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한 

부분 및 공을 세운 장군이 모두 ‘기록’되어 당에 들어갔다고 한 부분

도 포상 여부에 대한 심사와 대상자 명부와 같은 성격의 문서가 존재했

음을 보여준다(《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下 11年, 

“英公漏云 新羅前失軍期 亦須計定 新羅兵士 得聞此語 更增怕懼 又立功

軍將 並錄入朝 已到京下 卽云 今新羅並無功 夫軍將歸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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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 전에 모두 모이게 해서 공로와 그 비용·포로·목을 벤 자의 수를 

기록해 모두 露布로 아뢰고 太廟에 고한다.99)

  [Ⅱ-2-⑮] 무릇 大將이 출정해 이긴 이후 諸軍이 아직 해산하기 전에, 

마땅히 병사들과 대면해 상세히 勳功을 정하고 더불어 軍이 출진한 이후 

이겨서 얻은 것 및 제비용과 軍人·兵馬·甲仗의 현재 수량과 손실한 양을 

기록해 대장 이하가 連署한다. 군이 돌아온 날에 軍監 이하 錄事 이상은 

각각 本司에 가서 (출진 전에 받은 물품을: 필자) 맞춰 확인한다. 끝난 이

후에 돌아간다.100)

  [Ⅱ-2-◯16] 무릇 勳簿를 보고할 때에는 陣別 勳功 상황·훈공이 있는 

자의 官位와 이름·左右廂 지휘관의 이름·사람별 사용한 무기·소속 軍團

과 主帥·本屬·관군과 적군의 다소·피차가 살상한 수와 포로로 잡은 

적·군자와 병기를 모두 갖추어 기록한다. 전투 시점과 전투 지역을 변별

해 모두 진별로 交戰圖를 그리고 그림 위에 副將軍 이상의 이름을 注記해 

훈부에 첨부해 太政官에 보내어 고한다. 勳賞의 높고 낮음은 때에 맞춰 칙

에 따른다.101)

  [Ⅱ-2-◯17] 무릇 行軍에서 서훈하기 위해 勳簿를 작성함에 각 隊마다 

선봉을 第一로 한다. 그 다음을 第二로 한다. 제1등이 될 수 없지만 공훈

99) 《唐六典》 卷第5 尙書兵部 兵部郎中, “凡大將出征 … 旣捷 及軍未

散 皆會衆而書勞與其費用執俘折馘之數 皆露布以聞 乃告太廟”; 이 규정

은 〈복원 당 군방령 16조(개원 7년령)〉의 복원 근거가 되었다(仁井

田陞, 1964 앞 책, 611~612쪽).

100) 《養老令》 卷第6 軍防令 第17 定勳功, “凡大將出征 克捷以後 諸軍

未散之前 卽須対衆詳定勳功 幷録軍行以来 有所克捷 及諸費用 軍人兵馬

甲仗見在損失 大將以下連署 軍還之日 軍監以下録事以上 各赴本司勾勘 

訖然後放還”

101) 《養老令》 卷第6 軍防令 第17 申勳簿, “凡申勳簿 皆具録陣別勳狀 

勲人官位姓名 左右廂相捉姓名 人別所執器仗 当團 主帥 本属 官軍賊衆多

少 彼此傷殺之數 及獲賊 軍資 器械 弁戰時日月戰処 幷画陣別戰圖 仍於

圖上 具注副將軍以上姓名 附簿申送太政官 勳賞高下 臨時聽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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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2보다 많은 경우, 즉 勳의 종류가 비록 같더라도 우열이 조금 다른 

경우에는 모두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한다. 만약 전부 서훈할 수 없다면 뒤

에서부터 줄인다.102)

  [Ⅱ-2-⑭]를 통해 당에서는 지휘관이 승전 이후 전쟁 중에 발생

한 모든 사항을 정리한 露布라고 불리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제출

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103) 노포는 尙書兵部·門下省 및 御史臺 

소속 監察御史의 심사를 거쳐 황제에게 보고되었고, 각 전투에서 군

공을 세운 자를 정리한 문서는 노포 말미에 첨부하는 別簿에 포함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04) 이와 달리 고대 일본에서는 노포제를 실

시하지 않고 위에서 설명한 당의 노포와 별부를 통합한 성격의 勳

102) 《養老令》 卷第6 軍防令 第17 敍勳, “凡行軍 敍勳定簿 每隊以先鋒

者爲第一 其次爲第二 不得第一等 勳多於第二 卽勲色雖同 而優劣少異者 

皆以次歷名 若不合全敍 則從後減退”

103) 노포라는 용어의 기원은 후한 시기까지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군사

만이 아니라 赦令·贖令·大喪 등 공표할 일이 있을 때 사용했다. 이후 

후한 말기 馬超가 조조를 토벌할 때 쓴 격문을 노포라고 부르면서 군사 

용어가 되었고, 북위 시기에 승전 사실을 비단 등에 적어 장대에 달아 

천하에 널리 알리는 것을 노포라고 하면서 노포가 승전 보고서의 성격

을 갖게 되었다.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포의 의미는 여기에 해당한

다. 다만 이와 별개로 公式令·露布式 등에서 규정하는 官文 서식으로

서의 노포는 開皇 9년(589) 陳의 멸망과 함께 성립해 당으로 이어졌다

고 추정된다(中村裕一, 1975 〈唐公式令·露布式の硏究 -唐公式令硏究

(2)-〉 《大手前女子大學論集》 9, 133~136쪽). 《당육전》에서는 신

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 형식 중 하나로 노포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隋令을 따른 것이라고 서술했다(《唐六典》 卷第8 門下省 侍中, “凡下

之通于上 其制有六 … 三曰露布 謂諸軍破賊 申尙書兵部而聞奏焉 … 隋

令有奏抄奏彈露布等 皇朝因之”).

104) 中村裕一, 1975 앞 논문, 153~157쪽; 이에 따르면 노포는 총론 성

격의 문서로, 세부 사항은 별부에 기록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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簿를 작성했다.105) 여기에는 [Ⅱ-2-⑮·◯16]에서 열거한 사항을 기

록했고, 지휘부 구성원들의 서명과 함께 太政官에 보고되어 포상 심

의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었다.106)

  현재까지 신라 조정이 노포를 사용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107)

또한 [Ⅱ-2-⑬]에서 소속 부대와 전투·전과별로 포상 대상자를 

나열한 점은 陣별로 관련 사항을 기록한 일본의 방식에 더 가까웠

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포상 대상자의 표기 방

식을 분석하면, 왕경인은 ‘소속+직위+이름+군공을 세운 전투(혹

은 구체적 戰果)+군공 등급’으로,108) 지방인은 ‘직위+출신+이

름+군공을 세운 전투+군공 등급’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양자는 

출신과 소속의 포함 여부가 다르다. 그렇지만 전자는 소속과 직위를 

밝히는 것만으로 왕경 출신임을 알 수 있고 후자는 직위[(假)軍師]

를 통해 소속[軍師幢]이 드러나므로, 두 유형의 차이는 출신 지역에 

따라 세부 서식이 구분된 결과라고 보인다.

  위에서 정리한 표기 유형의 구성 요소 중 소속·직위·출신·이

름은 [Ⅱ-2-◯16]에서 일본의 훈부에 기록되는 포상 대상자의 관위

와 성명[勳人官位姓名]·소속 군단[当團]·본관[本屬] 등에 대응한

105) 菊池英夫, 1979 〈日唐軍制比較硏究上の若干の問題〉 《隋唐帝國と

東アジア世界》, 東京: 汲古書院, 408~409쪽.

106) 下向井龍彦, 2005 〈軍團〉 《文字と古代日本》 2, 東京: 吉川弘文

館, 317~318쪽.

107) 한국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노포는 《東文選》 卷49 露

布에 수록된 〈揔兵官中書平章事鄭世雲平紅賊露布〉다. 이는 고려 후기

의 사례이므로, 중국식 노포는 상당히 후대에 수용되었다고 여겨진다.

108) [Ⅱ-2-⑬]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黑嶽令 宣極은 ‘黑嶽縣[소

속]+縣令[직위]+선극’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흑악현의 현재 위치

는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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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모든 포상 대상자가 군공을 세운 전투를 명시한 점은 신

라의 포상 관련 문서가 각 전투 지역에 투입된 군사 조직별로 작성

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Ⅱ-2-◯16]에서 진별로 勳功의 상황을 

기록하도록 규정한 것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Ⅱ-2-⑬]을 통해 신

라에서도 장군에 의해 포상 집행을 위한 근거 자료가 세밀하게 작

성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Ⅱ-2-⑬]에서 포상 대상자의 군공 등급으로 추정되는 

‘第一’도 관심을 끈다. 이를 공이 가장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다른 포상 기사에서도 같은 표현

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제1’은 신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

는 표현이었을 수 있다.109) [Ⅱ-2-◯17]에서도 훈부를 작성할 때 각 

隊의 先鋒을 제1로, 次鋒을 第二로 판정한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대

한 《令義解》의 주석에 따르면 제1과 제2는 선봉과 차봉을 가리키

는 용어임과 동시에 포상을 위한 기본적인 군공 등급이었다.110) 또

109)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下 11年, “冬十月六日 

擊唐漕船七十餘艘 捉郞將鉗耳大侯 士卒百餘人 其淪沒死者 不可勝數 級

飡當千 功第一 授位沙飡”;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驟徒, “後

咸享二年辛未 文武大王發兵 使踐百濟邊地之禾 遂與百濟人 戰於熊津之南 

時夫果 以幢主戰死 論功第一”; 군공의 등급과는 별개로 신라 조정은 

희귀한 물품을 바친 자에게 포상으로 ‘南邊第一’이라는 位를 주었다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孝昭王 8年, “新村人美肹 得黃金一

枚 重百分 獻之 授位南邊第一 賜租一百石”; 《三國史記》 卷9 新羅本

紀 第9 景德王 15年, “大永郞獻白狐 授位南邊第一”). 남변제일이 무

엇인지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신라 조정의 포상에 사용된 표현인 만

큼, ‘제1’이 법제 용어였다는 추정의 방증이 된다.

110) 대는 당의 절충부와 행군 및 일본의 군단과 정토군 등 양국의 전·

평시 군사 조직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단위로, 정원은 50명이

며 책임자는 隊正이다. 일본에서는 교전에 앞서 각 대의 정원 50명을 

양분해 前列과 後列에 25명씩 배치하는데 전열 25명이 선봉, 후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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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에서도 勳品 획득과 관련된 규정에서 ‘제1등·제2등·제3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111) 신라에서 시행된 포상 체계의 전

모를 알 수 없고 일본과 당의 용어 사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판

단하기 어렵지만,112) [Ⅱ-2-⑬]의 ‘제1’이 신라의 법제에서 사

용하는 용어였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한편 [Ⅱ-2-⑬]에서 등장하는 8명 중 한산주소감 朴京漢은 나머

지 7명과 비교할 때 유일하게 군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

다. 그가 本得·宣極·金相京과 더불어 가장 높은 관등과 가장 많은 

租를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고구려의 軍主를 죽인 일이 다른 군공과 

똑같이 ‘제1’로 판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일본의 규

정이지만 [Ⅱ-2-⑭·◯16]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인 군공 평가 

기준의 하나는 적 수급의 수량이었다. 박경한이 고구려의 軍主 1명

만을 죽였다고 가정한다면, 살해한 상대방의 정체를 고려하지 않고 

명이 차봉이 된다(《令義解》 軍防令 第17 敍勳, “… 其次爲第二 謂 假

令 陳列之法 一隊十楯 五楯列前 五楯列後 楯別配兵五人 卽以前列廿五人爲先鋒 後列廿五人

爲次鋒之類 凡未戰之前 預定先次鋒 故申勳之日 亦據之爲次也 不得第一等 勳多於第

二 謂 第一第二者 猶云先鋒次鋒也 此顯歷名之次第 假令 大將下令曰 斬首五級以上爲上勳 

四級以下爲次勳 若有先鋒甲乙斬首五級 丙丁四級 次鋒戊己斬首五級 庚申四級者 則是戊己雖

不得爲先鋒 而其功勳 過多於次鋒之人 卽以甲乙戊其丙丁庚申 爲歷名次第之類 其勳等之日 

卽依先次鋒 以爲次序 功有輕重 卽量其勳級 以爲進退 故制此文也 …”). 단, 여기에서

의 설명에 의하면 제1과 제2는 변동될 수 있다. 즉, 전열에 서서 적에

게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선봉 구성원에게 제1등을, 선봉의 

뒤에 위치한 차봉 구성원에게 제2등을 부여한 후, 다시 지휘관이 구체

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종전 후 군공 등급을 재조정하는 방식이었다.

111) 《唐六典》 卷第5 尙書兵部 兵部員外郎, “勳獲之等級 謂軍士戰功之

等級 若牢城苦戰 第一等酬勳三轉 第二第三等差減一轉”

112) 일본의 제1·제2가 군공 판정의 첫 단계에서부터 사용되었다면, 당

의 제1등~제3등은 훈품의 등급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의 표기 방식이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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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의 양만으로 군공을 판정하는 것은 오히려 포상의 형평성을 해

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에서는 적의 

장수를 베는 것처럼 매우 특별한 군공은 지휘관이 기록해 아뢰도록 

규정했다.113) 박경한에 대한 포상은 신라에도 누군가의 군공이 일

반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제도가 있었음을 암시하며, 그것 역시 장군의 책임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라에서 군령권이 처벌과 포상을 통해 행사되는 구체

적인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문무왕 2년(662) 김유신과 함께 

고구려 원정에 참여했던 열기라는 인물의 포상 사례에서 다소 특이

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해당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Ⅱ-2-◯18] 庾信이 왕에게 고해 말하기를, “裂起와 仇近은 천하의 용사

입니다. 신이 便宜로 級飡의 位를 허락했지만 공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沙飡의 위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사찬의 

지위는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했다. 유신이 두 번 절하고 말하기를, 

“爵祿은 公器입니다. 공에 보답하는데 어찌 지나치다고 하십니까?”라고 

했다. 왕이 허락했다.114)

  열기에 대한 沙飡 수여를 둘러싸고 김유신과 문무왕 사이에서 발

생했던 의견 충돌은 김유신의 뜻대로 마무리되었다. 이 일화는 일반

적으로 [Ⅱ-2-②]에서 고구려로 출진하기 전에 문무왕이 허락한 

113) 《唐六典》 卷第5 尙書兵部 兵部員外郎, “若破國全勝 事愈常格 或

斬將搴旗 功效尤異 雖不合格 竝委軍將臨時錄奏”

114)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裂起, “庾信告王曰 裂起仇近天下之

勇士也 臣以便宜許位級飡 而未副功勞 願加位沙飡 王曰 沙飡之秩 不亦過

乎 庾信再拜曰 爵祿公器 所以酬功 何謂過乎 王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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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에 대한 재량권과 함께 편의종사권, 즉 군령권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다. 하지만 김유신이 분명히 군령권을 위임받았음에도 열기에

게 사찬을 줄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지 사령관의 

재량은 급찬이 한계였고 사찬 이상은 국왕만 줄 수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115) 문무왕도 처음에는 사찬 수여에 부정적이었으므

로 당시 김유신과 문무왕의 권한은 동일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열

기에게 사찬을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우선 열기와 비슷한 

공을 세운 江深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Ⅱ-2-◯19] 겨울 10월 2일. 英公이 평양성 북쪽 200리 지점에 도착해 

尒同兮村主 大奈麻 江深을 뽑아 보냈다. … 이에 강심에게 級飡의 位를 주

고 粟 500석을 내렸다.116)

  문무왕 7년(667)에 강심은 이적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평양성 

북쪽 지역에서 漢城까지 이동했는데, 이는 獐塞[황해 수안]에서 평

양까지 이동한 열기 일행과 비슷한 양상이다.117) 강심은 이 공으로 

대나마에서 급찬으로 1단계 승급했는데, 이는 신라에서 자주 사용하

던 포상 방식이었다고 여겨진다.118)

  열기의 관등을 步騎監에 임명될 수 있는 최저 관등인 사지로 가

115) 이우태, 1991 앞 논문, 187쪽.

116)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7年, “冬十月二日 英

公到平壤城北二百里 差遣尒同兮村主大奈麻江深 … 仍授江深位級飡 賜粟

五百石”

117)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2年, “二月一日 庾信

等至獐塞 距平壤三萬六千步 先遣步騎監裂起等十五人 赴唐營”

118) 《삼국사기》 에서는 奈勿尼師今 2년 이래 포상으로 관등을 한 단계 

높여주는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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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경우,119) 급찬이면 4단계, 사찬이면 5단계 승급에 해당하므로 

당시에 파격으로 받아들여졌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평양성 함락 이

후의 포상인 [Ⅱ-2-⑬]에서도 관등을 5단계 혹은 그 이상 승급시

킨 사례가 있다.120) 열기가 공을 세웠던 문무왕 2년(662)의 출진

은 지배층 대부분이 우려했을 정도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으므

로,121) 출진 시 반포하는 포상 기준도 상당히 광범위했을 것이다.

  한편 열기의 신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는 열전에

서 族姓을 잃었다고 서술되었고,122) 대개 김유신과 사적으로 관계

를 맺은 낮은 신분의 인물로 받아들여진다.123) 그러나 열기는 보기

119) 신라본기와 《삼국사기》 裂起傳 모두 당시 그의 관직을 보기감으로 

명기했다(《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2年, “二月一日 

庾信等至獐塞 距平壤三萬六千步 先遣步騎監裂起等十五人 赴唐營”;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裂起, “時裂起以步騎監輔行 … 遂與軍

師仇近等十五人 持弓劒走馬”). 무관조에 따르면 보기감의 임명 규정은 

軍師監과 동일하게 사지부터 奈麻까지였다(《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諸軍官, “軍師監 … 位自舍知至奈麻爲之 … 步騎監 

… 位與軍師監同”).

120) 大幢少監 본득과 한산주소감 박경한이 일길찬으로 승급했는데 소감

의 임명 규정은 대사 이하이므로(《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諸軍官, “少監 … 位自大舍已下爲之”), 최소 5단계의 관등 승

급이다.

121) 《三國史記》 卷第42 列傳 第2 金庾信 中, “大王問群臣 如之何而可 

皆言深入敵境輸粮 勢不得達矣 大王患之咨嗟”

122)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裂起, “史失族姓”

123) 노태돈, 1978 〈羅代의 門客〉 《한국사연구》 21·22, 16~17쪽; 

한편 열기가 萬弩郡에서 태어난 김유신과 함께 성장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서의식, 1990 〈新羅 「中古」期 六部의 部役動員과 地方支

配〉 《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17~119쪽), 

이는 열기를 지방인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그러나 사료에 나타난 모습

만으로는 김유신과 열기가 같이 성장했거나 화랑과 낭도처럼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노태돈, 1978 앞 논문,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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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인 이상 분명히 왕경인이었고, 비록 청탁에 의한 결과지만 三年山

郡의 太守가 되었다.124)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열기를 사찬 소지

가 불가능한 신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김유신이 조정에서 

차지하는 위상 및 문무왕과 김유신의 관계로 볼 때, 김유신의 의사

를 거스를 정도의 반대 의견이 문무왕의 주변에서 비공식적으로라

도 표출되었을 가능성은 작다.

  김유신의 의견이 관철되었으므로, 열기의 관등을 올리는 일이 관

련 제도를 정면으로 위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문무왕이 난

색을 표시했던 만큼 사찬 승급이 무언가 변화를 초래했음은 분명하

다.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 직관지에 실린 신라 관직 중 임명을 

위한 최저 관등이 사찬인 관직은 없다. 즉, 골품이 같다면 사찬 소

지자가 임명될 수 있는 관직은 급찬으로도 문제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관등 승급과 직무의 관련성이

다. 3장 2절에서 서술할 장군의 역할 구분에 대한 분석 결과만 먼

저 제시하면, 관등이 사찬일 경우 1개 군을 책임질 수 있지만, 급찬

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진골이 독점하는 장군의 사례지만, 다른 무관에게도 관등에 따라 같

은 관직 내에서의 역할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열기

의 사찬 승급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은 그가 소지한 관등에 따라 맡

을 수 있는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신라 사회를 구성하는 제요소의 기본 전제가 골품제임은 분명하

다. 다만 같은 관직 사이의 서열과 직무를 구분할 때에는 관등도 중

124)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裂起, “後庾信之子三光執政 裂起就

求郡守 … 順憬說三光 三光授以三年山郡太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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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 이는 하나의 관직에 복수의 관등이 대응

하는 신라 관제의 특성상 필연적인 결과였을 것이다. 게다가 당·일

본이 官品制(官位制)와는 별도로 勳品制(勳位制)를 정비해 군공에 

의한 포상 체계를 확립한 것과 달리,125) 신라에서는 관등이 곧바로 

포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관등 승급은 경우에 따라 경제

적 이득을 넘어 모종의 권한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열기의 

사례처럼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결국 군령권의 배타적 성격에

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행사 방식에는 신라 관제의 틀 안에서 규

제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군령권은 처벌과 포상

을 통해 부대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군령권이 비록 편의종사권으로 

규정될 만큼 배타적 권한이지만, 그것이 독단적 집행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처벌과 포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

한데, 신라에서는 지휘관의 서를 통해 처벌·포상의 기준과 그에 근

거한 집행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반포했다. 서를 통해 반포된 내용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휘관을 포함한 부대 구성원 전체를 구속했다. 

처벌의 기준과 내용은 폭이 좁은 편인데, 이는 지휘관에 대한 복종 

원칙이 일찍부터 확립되었고 최고형이 생명의 박탈을 넘을 수 없었

125) 《唐六典》 卷第5 尙書兵部 兵部員外郞條 및 《養老令》 卷第6 軍

防令 第17 應加轉條 등에서 당과 일본의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훈위제는 당의 武德 혹은 貞觀 시기에 정비된 훈품제를 계승해 

《대보령》의 시행과 함께 실시되었다. 다만 당의 훈품이 官品과 연동

하는 散官의 등급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勳位는 군공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평가·승급되는 것으로 근무 성적에 의해 정기적으

로 승진하는 관인의 文位와 구별되는 독립 체계였다[井上光貞 外 校注, 

1976 《律令》(日本思想大系 3), 東京: 岩波書店, 62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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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었다. 포상에는 지휘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넓게 작용할 

수 있지만, 문무왕 8년(668)의 포상 기사와 당·일본의 관련 규정

의 비교를 통해 신라에도 군공 포상을 위한 행정 절차가 세밀하게 

마련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한편 열기의 포상을 두고 발생했던 논

쟁은 군공 분야의 등급 체계를 갖추지 않은 신라 관제의 특성으로 

인한 군령권 행사의 한계 지점을 반영하는 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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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장군제의 운영과 변화

  2장에서는 장군의 핵심 권한인 군령권의 배타성과 그에 기반을 

둔 의례의 특징, 그리고 군령권의 행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경로와 

구체적인 행사를 위해 마련된 각종 절차를 규명했다. 그렇다면 군령

권이 부여된 장군이 과연 전쟁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장군제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장군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관과의 비교를 제외하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에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

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우선 장군과 軍主의 전쟁 수행에서 나타

나는 차이점을 통해 장군의 운용 원리를 명확하게 밝힌 후, 실제 전

쟁에서 대규모의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 복수의 장군으로 구성된 지

휘부의 구조와 구성 방식을 복원하겠다. 나아가 삼국 통일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 출현한 새로운 성격의 장군을 검토하겠다.

1. 장군과 軍主의 운용

  전쟁에서 장군이 본인과 보좌진의 판단 아래 군사력을 지휘한다

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 다만 장군 외에 군사 관

련 직무를 수행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 관직으로 6~7세기의 軍主를 

들 수 있다. 벌휴이사금 2년의 좌·우군주와는 별개로 지증마립간 

6년(505)에 처음으로 설치된 軍主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래 

지방에 주둔하는 왕경 출신 병력의 지휘관이었지만, 배치된 거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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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점차 주로 정비되면서 6세기 중반에는 군사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도 담당하는 관직으로 바뀌었다고 여겨진다.1)

  그런데 軍主가 전쟁을 수행하는 사례가 나타나므로, 장군과 軍主

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즉, 外官

은 언제나 장군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대당 외

에 지방에서 편성된 부대에는 해당 군관구에 파견된 전·현직 지방

관이 장군으로 취임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하거나,2) 평시에는 주의 

장관인 軍主가 전시에는 해당 주에 설치된 부대를 통솔하는 장군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다.3)

  6세기 중반부터 지방 지배 체제의 구축과 함께 각 주의 군사력이 

정비되었을 것이므로, 軍主가 유사시에 장군처럼 병력을 지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같은 군령권의 행사라도, 장군과 

軍主를 같은 성격의 관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양자는 임명 규정이 다르다. 1장 1절에서 검토했듯이 장군은 진골 

신분으로 상당부터 상신까지의 관료 중에서 전쟁 수행에 적합한 인

물을 임명하는 비상임직이었지만, 軍主는 그 후신인 도독을 감안하

면 상임직으로 보아야 한다.4)

1)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外官, “都督 九人 智證王六年 

以異斯夫爲悉直州軍主”; 전덕재, 2001 앞 논문, 79~88쪽; 한편 軍主

를 6세기 이래 최전방의 군사적 거점에서 신라의 팽창을 주도하는 장군

과 같은 성격의 관직으로 보거나(강봉룡, 1994 앞 논문, 94~114쪽), 

軍主와 주가 결합한 것은 7세기 이후라고 추정하기도 한다(최경선, 

2008 앞 논문, 54~69쪽).

2) 李成市, 1979 앞 논문, 28~32쪽.

3) 정경숙, 1985 앞 논문, 5~6쪽.

4)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外官, “都督 九人 … 位自級

飡至伊飡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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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중고기 이래 신라가 처한 대외 상황에서 군사적 재능을 갖

춘 자가 軍主로 임명되었을 것이고, 삼국 통일 전쟁 중에도 특정 주

의 장관이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 조직의 지휘관으로 임명

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5)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중앙 관서의 상당 

이상 관료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관을 긴급한 상황에서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6) 특히 무열왕 8년(661) 5월에 대야

주도독으로 임명된 종정이 2개월 후의 출진에서 하주총관 3명에 포

함되지 않은 사실은,7) 전·현직 지방관이 장군으로 임명되는 원칙

이 있었다는 추정의 반례가 된다.

  총관이나 도독이 등장하기 전인 6세기 중반에도 진흥왕 12년

(551)의 고구려 원정 시 신라군의 지휘관 8명을 장군이라고 불렀

는데,8) 이들 모두가 軍主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軍主를 포함해 상대

등이나 병부령 등에 임명된 진골 신분의 인물 중 일부가 평소에도 

‘장군단’을 형성하고 있었다거나,9) 무관조의 6정 중 대당을 제외

5) 문무왕 4년(664)에 漢山州都督으로 임명된 軍官은 그 해에 一善州와 

한산주 병력을 지휘하는 장군으로 임명되었고, 문무왕 8년(668)의 고

구려 원정에서도 漢城州行軍摠管으로 종군했다(《三國史記》 卷第6 新

羅本紀 第6 文武王 上 4年, “以阿飡軍官爲漢山州都督 … 秋七月 王命

將軍仁問品日軍官文穎等 率一善漢山二州兵與府城兵馬 攻高句麗突沙城 

滅之”; 同 8年, “迊飡軍官大阿飡都儒阿飡龍長爲漢城州行軍摠管”).

6) 삼국 통일 전쟁 당시 기존의 임명 규정만으로는 장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점은 1장 1절에서 서술했다.

7)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8年, “五月 … 移押督

州於大耶 以阿飡宗貞爲都督”;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

王 上 元年,“秋七月十七日 … 眞欽衆臣自簡爲下州摠管”

8)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居柒夫, “十二年辛未 王命居柒夫及仇

珍大角飡比台角飡耽知迊飡非西迊飡奴夫波珍飡西力夫波珍飡比次夫大阿飡

未珍夫阿飡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거칠부까지 포함하면 9명의 장

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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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개 정의 장군은 곧 軍主고 대당에만 복수의 장군이 상시 배치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10) 그렇지만 장군단은 그 구성 기준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존재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고,11) 장군이 비상임직으

로 설치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밝혔다.

  이처럼 관제 차원에서 장군과 軍主가 명확히 구별된다면, 전시의 

운용에서도 차이점을 예상할 수 있다. 문헌에서 軍主의 설치 이후 

장군이 명기된 출진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 이문기, 1997 앞 책, 181~197쪽.

10) 주보돈, 1987 앞 논문, 13~15쪽.

11) 주보돈, 1987 앞 논문, 11~12쪽.

순번 시기 출전 지휘관 교전 지역 출진 이유 비고

1
진흥09

(548)

신본 장군 주령 백제 독산성

신라의 백제 구원백본
장군 주진

한북 독산성

고본 백제 독산성

2
진흥12

(551)

신본 거칠부 등 고구려 10군
신라와 백제의

고구려 공격
거칠부 거칠부 외 8장군

죽령 이외 고현 

이내 10군

3
진평24

(602)

백본 장군 건품 및 무은
소타성 등 4성

및 大澤
백제의 신라 공격

少監(小將) 귀산

·추항 제외
귀산

장군 파진간 건품 

외 4명 

아막성 및

泉山之澤

4
진평40

(618)

신본 북한산주군주 변품

가잠성 신라의 백제 공격 금산당주 해론 제외백본 장군 변품

해론 한산주도독 변품

5
진평51

(629)

신본 대장군 용춘 외 2명

고구려 낭비성 신라의 고구려 공격

부장군 유신 포함

고본 장군 김유신

김유신 이찬 임말리 외 4명 중당당주 유신 제외

6
선덕05

(636)

신본 장군 알천·필탄
옥문곡

백제의 신라 공격백본 장군 알천

유사 각간 알천·필탄 여근곡

7
선덕07

(638)

신본 대장군 알천 칠중성
고구려의 신라 공격

고본 장군 알천 신라 북변 칠중성

표 7 신라 장군의 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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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덕11

(642)

신본 대장군 김유신 고구려 남경
신라의 고구려 공격

(김춘추 구출)
김유신 장군 유신 -

병사들의 언급 중

등장

9
선덕13

(644)

신본 대장군 유신 7성

신라의 백제 공격백본 장군 유신 7성

김유신 상장군 유신 백제 가혜성 등 7성

10
선덕14

(645)

신본 유신 -

백제의 신라 공격

김유신 상주장군(김유신) 매리포성
병사들이 대장군으로

지칭

11
선덕14

(645)

신본 - 國西 7성
백제의 신라 공격

백본 장군 유신 신라 7성

12
진덕01

(647)

신본 유신

무산성 등 3성 백제의 신라 공격
백본 장군 유신

김유신 유신

비령자 유신

13
진덕02

(648)
백본 장군 유신 옥문곡 백제의 신라 공격

14
진덕02

(648)
김유신 상주행군대총관 진례성 등 9성 신라의 백제 공격

15
진덕03

(649)

신본 대장군 유신 외 3명

도살성 백제의 신라 공격백본 장군 유신 외 3명

김유신 장군 유신 외 3명

16
무열07

(660)

신본 대장군 유신 외 2명

황산벌 및 사비성 신라의 백제 공격
태자·독군 김문영

·반굴·관창 제외

백본 장군 김유신

김인문 장군 유신 외 2명

유사 장군 김유신

17
무열08

(661)

신본
대당장군 이찬 품일

외 10명
사비성

백제부흥군의

신라·당 공격

남천대감 무훌·욱천

제외
김유신

장군 이찬 품일

외 2명

18
무열08

(661)

신본 장군 김순 외 3명

-

백제부흥군의

신라·당 공격

(선견 부대 구원)

김순=김흠=김흠순백본 將 김흠

김유신 이찬 흠순 외 3명

19
문무01

(661)

신본
대장군 김유신

외 22명
옹산성

신라의 고구려 공격

(도중의 백제

부흥군과 교전)

이하 총관은 장군에

포함

계금대감 위지 제외김유신 유신 외 2명

20
문무01

(661)
신본 상주총관 품일 우술성

신라의 고구려 공격

(도중의 백제

부흥군과 교전)

일모산군태수 대당

·사시산군태수 철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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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을 통해 장군의 출진은 지휘부의 규모나 활동에서 자유도

가 매우 높고, 특히 삼국 통일 전쟁기로 진입하는 7세기 중반부터는 

출진 빈도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12) 이는 장군이 군령권을 통해 

21
문무01

(661)

김유신
유신 외 부장군 

3명(9장군)
이현·과천

신라의

고구려 공격

(당군에 군량 보급)

귀당제감 성천

·군사 술천

·보기감(중군) 열기

·대감 인선 등 제외

신본 유신 외 9명

-

열기 대각간 유신

22
문무02

(662)
신본 흠순 등 19장군 내사지성

신라의

백제부흥군 공격

23
문무03

(663)

신본
김유신 등

28(30)장군
두릉윤성·주류성

신라와 당의

백제부흥군 공격
김유신 유신 외 3장군 두솔성

24
문무04

(664)
신본 장군 인문 외 3명 고구려 돌사성 신라의 고구려 공격

25
문무07

(667)
신본 김유신 등 30장군 - 신라의 고구려 공격

26
문무08

(668)

신본
대총관 김유신

외 27명
- 신라의 고구려 공격 비열도총관 인태 제외

김유신 장군 흠순·인문

27
문무11

(671)
신본 장군 죽지 등 석성

신라의 옛 백제

주둔 당군 공격

28
문무12

(672)

신본
대아찬 효천

·사찬 의문 등

석문 당의 신라 공격

아찬 능신·두선

·사찬 산세

·일길찬 안나함

(거열주대감 아진함 

일길간)·양신

·비장 원술 등 제외

김유신

대장군·상장군

·장군 의복·춘장

·효천·의문 등

29
문무15

(675)
신본 장군 문훈 등 천성 당의 신라 공격

30

성덕31

(732) 신본
각간 사공 외 3장군 - -

성덕32

(733)

- 말갈 南鄙

신라의 발해 공격
김유신

윤중·윤문

등 4장군
발해

① 특정 사건에 대한 기사의 출전 중 1곳에서라도 장군이 등장할 경우 포함시켰다.

   단, 하대에 등장하는 장군의 출진 관련 기사는 제외했다.

② 출전의 신본·백본·고본은 《삼국사기》의 각국 본기를 가리키다.

③ 출전의 인명은 《삼국사기》의 해당 인물의 열전을 가리킨다.

④ 출전의 유사는 《삼국유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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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主의 의지를 대행하는 관직인 이상 당연한 결과다. 특히 [표 7]의 

내용을 교전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침입한 적을 막기 위한 신

라 영역 내부에서의 출진이 8건(3·6·7·10~13·15번)이고, 점

령한 지역을 아직 확고하게 영역화하지 못한 삼국 통일 전쟁과 

신·당 전쟁 중의 사례 14건(16~29번)을 제외해도 외부로의 출진

이 7건(1·2·5·8·9·14·30번)이다.13) 그러므로 신라에서 장

군을 운용할 때에는 출진 지역이 신라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영

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軍主가 명기된 출

진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2) 삼국 통일 전쟁의 시점은 641년으로 볼 수 있다(노태돈, 2009 앞 

책, 51~53쪽). 한편 여러 문헌의 전쟁 기사에서 장군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장군의 출진은 [표 7]

을 통해 확인한 사례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13) 단, [표 7]의 4번은 비록 백제본기에서 지휘관을 장군으로 표기했지

만, 신라본기와 《삼국사기》 奚論傳에서 軍主·도독으로 서술한 점을 

중시해 [표 8]에서 정리한 軍主의 출진 사례에 포함해 분석하겠다.

순번 시기 출전 지휘관 교전 지역 출진 이유 비고

1
지증13

(512)

신본
하슬라주군주

이찬 이사부

- 신라의 우산국 공격이사부 아슬라주군주

유사 이찬 박이종

2
진흥15

(554)
신본

군주 각간 우덕

·이찬 탐지
관산성 백제의 신라 공격

3
진흥15

(554)

신본 신주군주 김무력
관산성 백제의 신라 공격

비장 삼년산군

고간 도도 참전김유신 신주도행군총관 무력

4
진평40

(618)

신본 북한산주군주 변품

가잠성 신라의 백제 공격 금산당주 해론 참전백본 장군 변품

해론 한산주도독 변품

표 8 신라 軍主의 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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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 앞서 [표 8]의 1번은 지방관의 성격이 부여되기 전 지방 

거점에 주둔하는 군사 조직의 지휘관이며, 7번의 匹夫는 열전의 서

술을 고려하면 총관·도독의 전신인 軍主라고 할 수 없다.14) 그러

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례를 [표 7]과 같이 교전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신라 영역 내부에서의 출진이 3건(2·3·5번)

이고, 외부로의 출진이 2건(4·6번)이다. 장군의 출진에 비해 사례

가 많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각 사례의 교전 지역을 자세히 검토하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2번은 백제군의 관산성 공격에 대한 신라군의 1차 반격인

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軍主 2명 중 적어도 1명은 관산성[충북 옥

천]에 인접한 沙伐[경북 상주]에 주둔한 沙伐軍主였을 것이다.15)

14)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匹夫, “沙梁人也 父尊臺阿飡 … 大王

聞之 哭甚痛 追贈級飡”; 급찬을 추증했다는 점은 필부가 사망 전에 그

보다 낮은 관등을 소지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軍主는 아니지만 그 

후신인 도독의 임명 규정[급찬~이찬]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필부가 

軍主였다는 신라본기의 서술에 무언가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15) 전덕재, 2009 〈관산성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신라문화》 34, 

5
선덕11

(642)

신본 대야성도독 이찬 품석

대야성 백제의 신라 공격
사지 죽죽·용석 등

참전
백본 대야성성주 품석

죽죽 대야성도독 김품석

6
진덕02

(648)

신본 압독주도독 유신 -
신라의 백제 공격

김유신 압량주군주 유신 대량성·옥문곡

7
무열07

(660)

신본 군주 필부
칠중성 고구려의 신라 공격

필부 七重城下縣令 필부

① 특정 사건에 대한 기사의 출전 중 1곳에서라도 軍主(도독)가 등장할 경우에 포함시켰다.

   단, 벌휴이사금 2년에 임명된 좌·우군주와 관련된 기사 및

   중대 이후 軍主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총관·도독의 출진 관련 기사는 제외했다.

② 출전의 신본·백본은 《삼국사기》의 신라본기·백제본기를 가리키다.

③ 출전의 인명은 《삼국사기》의 해당 인물의 열전을 가리킨다.

④ 출전의 유사는 《삼국유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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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산성은 주변의 三年山城[충북 보은] 등과 함께 사벌군주의 

통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2번은 軍主가 자신의 관할 영역을 방어하

기 위해 출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번은 대야성 자체가 당시 도

독(軍主)의 소재지였으므로, 2번과 마찬가지로 관할 영역에 대한 방

어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16)

  한편 4번은 분명히 백제의 가잠성을 신라가 공격한 사례다. 하지

만 이곳은 본래 신라 영역으로, 7년 전 백제에 빼앗긴 지역이었

다.17)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가잠성은 ‘三國有名未詳地分’ 항

목에 속하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18) 근래 가잠성을 전북 무주 혹은 충북 영동으로 추

정하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는데,19) 특히 후자는 옛 지명의 발음·의

미 관계를 정교하게 추적하고 그것을 물질 자료로 뒷받침해 설득력

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가잠성은 永同郡보다 북쪽, 보다 구체적으로 北漢山州 

60~62쪽; 다만 여기에서는 軍主 于德과 耽知를 大幢軍主와 사벌군주로 

추정했는데,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의 ‘사방군주’를 생각하면 

왕경을 기반으로 하는 대당에 軍主가 배치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16) [표 8]의 5번은 엄밀히 말하면 軍主(도독)의 출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守城이라도 백제의 공격에 항복하기 전까지는 교전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軍主의 출진 사례에 포함시켰다.

17)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33年, “冬十月 百濟兵來圍

椵岑城百日 縣令讚德固守 力竭死之 城沒”; 《삼국사기》 奚論傳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18) 가잠성의 위치에 대한 여러 견해는 전덕재, 2013b 〈椵岑城의 位置

와 그 戰鬪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 경계》 87, 3~8쪽을 참고할 수 

있다.

19) 윤선태, 2010 〈武王과 彌勒寺 –익산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국립문화

재연구소, 63~65쪽; 전덕재, 2013b 앞 논문, 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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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안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7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강 유역 일대

는 백제만이 아니라 고구려의 지속적인 공세에 노출되어, 진평왕이 

직접 北漢山城까지 출진하거나 수·당에 군사적 지원을 거듭 요청

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20) 이러한 상황에서 북

한산주의 軍主가 가잠성으로 출진했다는 것은 가잠성이 軍主 소재

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가잠성이 영동군, 즉 상주에 속했다면, 7년 전에 상실한 이곳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경북 선산 지역에 주둔한 一善軍主와 그

의 병력이 첫 번째로 출진하는 것이 상주와 영동군의 소속 계통과 

지리적 관계를 생각할 때 합리적이다.21) 그런데도 신라본기에서 북

한산주군주가 가잠성의 회복[復]을 도모했다고 서술한 점은,22) 가

잠성 일대가 본래 북한산주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울러 신문왕 4년(684)에 발생한 보덕국의 반란도 가잠성의 위

치에 시사점을 준다. 당시 보덕국은 신라 조정이 국왕 安勝을 왕경

으로 소환하고 그를 보좌하던 大文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거된 후 

소멸 직전의 상태였다.23) 悉伏은 사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

20)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25年, “秋八月 高句麗侵北

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진평왕 시기 신라 조정의 중국 왕조에 

대한 구원 요청은 진평왕 30년(608) 이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

21) 《三國史記》 卷第34 雜志 第3 地理1 新羅 尙州 永同郡, “本吉同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軍主 소재지인 一善[경북 선산]에서 영동

군까지 직선거리로 약 45㎞, 현재의 교통로로 약 70km에 불과하다.

22)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40年, “北漢山州軍主邊品 

謀復椵岑城 發兵與百濟戰”

23)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3年, “冬十月 徵報德王安

勝爲蘇判 賜姓金氏 留京都 賜甲第良田”; 同 4年, “十一月 安勝族子將

軍大文 在金馬渚謀叛 事發伏誅 餘人見大文誅死 殺害官吏 據邑叛 王命將

士討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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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차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이는데,24) 그가 인솔하는 반란군은 

報德城[전북 익산]에서 출발해 가잠성에서 신라군과 충돌했다.25)

  인력과 물자가 모두 열악했을 실복의 입장을 감안하면, 그의 당면 

과제는 신라로부터의 탈출이었다고 여겨진다. 신라에 대한 반란인 

만큼 왕경이 목표였다고 볼 수도 있다.26) 그러나 보덕국의 건국 전

부터 고구려 유민 집단은 당군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어 군사적 역

량이 약화된 상태였으므로,27) 실복이 과연 철저히 보호되는 신라의 

왕경을 별다른 고려 없이 무조건 공격하려 했을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안승이 신라에 귀순하기 전 고구려 부흥군의 활동 거점이 

한성[황남 신원] 일대였던 점을 감안하면,28) 실복이 염두에 둔 목

적지도 이곳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劍牟岑은 한성을 포기하고 金

馬渚로 이주하는 것을 반대하다 안승에게 살해되었다고 추정되므

24) 이형민, 2012 〈신문왕대 報德城民의 반란과 신라의 대응〉 경북대학

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5~10쪽.

25)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金令胤, “神文大王時 高句麗殘賊悉伏 

以報德城叛 … 及見悉伏出椵岑城南七里 結陣以待之”

26) 김병남, 2002 〈百濟 武王代의 영역 확대와 그 의의〉 《한국상고사

학보》 38, 60~61쪽; 단, 여기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진평왕 40년(618)

에 북한산주군주가 가잠성으로 출진한 일 및 고구려 유민이라는 실복의 

출신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이동 방향 등을 근거로 가잠성이 충북 이북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7) 김수진, 2017 〈唐京 高句麗 遺民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

과 박사학위논문, 19~23쪽; 이와 달리 보덕국의 반란 시 신라군이 상

당한 피해를 입었던 점을 중시해 보덕국의 무력 기반이 일정하게 유지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임기환, 2003 〈報德國考〉 《강좌 한국고

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그러나 여기에서도 익산 왕궁리 유

적에서 무기류가 극히 적게 출토되는 점은 보덕국의 취약한 무력 기반

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28) 이정빈, 2009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

와 현실》 72, 140~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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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29) 보덕국 내부는 금마저 정착을 주장한 안승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 및 검모잠의 주장에 동조하던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을 가능

성이 크다. 실복의 반란 당시 보덕국의 구성원이 보덕성에 남아 저

항한 집단과 실복을 따라 이동한 집단으로 갈라진 일도,30) 이러한 

구도에서 비롯된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실복은 검모잠 세력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검모잠의 주장처럼 한성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북상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가잠성이 영동군에 있었다면, 시간이 부족했을 실복과 반

란군이 보덕성에서 동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우회한 셈이 된다. 심지

어 영동군의 북쪽에는 관산성·삼년산성 등 신라의 군사 거점이 다

수 존재했으므로, 실복의 입장에서 이 지역을 공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비록 정황에 의

지하는 면이 크지만, 가잠성의 위치를 북한산주에 속하는 介山郡[경

기 안성] 혹은 槐壤郡[충북 괴산]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고자 한

다.31) 결과적으로 [표 8]의 4번 역시 軍主가 관할 영역 안에서 군

령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6번도 표면적으로는 백제의 大梁城을 신라가 공격한 사

29) 김수진, 2017 앞 논문, 28~31쪽.

30) 실복을 따르지 않고 보덕성에 잔류한 집단의 존재는 이들과 싸우다 

사망한 貴幢弟監 逼實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驟徒, “文明元年甲申 高句麗殘賊 據報德城而叛 神文大王命將

討之 以逼實 爲貴幢弟監 臨行 … 及對陣 獨出奮擊 斬殺數十人而死”).

31) 전자에 대해서는 김태식, 1997 앞 논문, 77쪽 및 이형민, 2012 앞 

논문, 11~19쪽을, 후자에 대해서는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22~123쪽을 참고할 수 있다. 서영일 역시 실복

이 소백산맥을 넘어 경주로 향하기보다 옛 고구려 영역을 목표로 대

전·청주 방향으로 북상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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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다. 그러나 당시 김유신의 관직인 押梁州軍主(押督州都督)는 6년 

전인 선덕왕 11년(642)에 대야성(대량성)을 상실한 후 불가피하게 

州治를 押梁[경북 경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변경한 명칭이었다. 즉, 

이 사건 역시 4번의 가잠성 전투와 마찬가지로 압량주군주가 본래 

자신의 관할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야성 일대를 회복하기 위한 

성격의 출진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사례와 [표 7]의 14번을 

연결하면 軍主와 장군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해당

하는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Ⅲ-1-①] 眞德王 太和 원년 … 당시 庾信이 押梁州軍主가 되었는데 

… 대왕에게 고해 이르길, “지금 민심을 살피니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백제를 정벌해 大梁州 전투를 보복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 … 왕이 

이에 허락했다. 마침내 주의 병력을 선발·훈련해 적에게 나아가 大梁城 

밖에 이르렀다. 백제가 맞서 저항하니 거짓으로 패배해 이기지 못하는 것

처럼 해서 玉門谷에 이르렀다. 백제가 가볍게 여겨서 크게 무리를 이끌고 

오니 복병이 일어나 그 앞뒤를 공격해 크게 패배시켰다. … 마침내 승세를 

타고 백제 영역으로 들어가 嶽城 등 12성을 공격해 함락시켰으며 2만여 

명의 목을 베고 9천 명을 생포했다. 공을 논해 伊飡으로 승급시키고 上州

行軍大摠管으로 삼았다. 다시 적의 영역에 들어가 進禮 등 9성을 깨뜨려 9

천여 명의 목을 베고 6백 명을 생포했다.32)

32)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眞德王太和元年 … 時庾

信爲押梁州軍主 … 告大王曰 今觀民心 可以有事 請伐百濟 以報大梁州之

役 … 王乃許之 遂簡練州兵赴敵 至大梁城外 百濟逆拒之 佯北不勝 至玉

門谷 百濟輕之 大率衆來 伏發擊其前後 大敗之 … 遂乘勝入百濟之境 攻

拔嶽城等十二城 斬首二萬餘級 生獲九千人 論功增秩伊飡 爲上州行軍大摠

管 又入賊境 屠進禮等九城 斬首九千餘級 虜得六百人”; 신라본기에 따

르면 진덕왕 원년(647)이 太和 원년이지만, 태화 원년은 진덕왕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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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량주군주 유신은 대량성(대야성) 주변에서 백제군을 격파한 후 

연이어 백제의 12성을 함락시켰는데,33) 당시 전쟁의 전개 방향을 

감안하면 이들은 대량성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방어 거점이었다

고 볼 수 있다. [Ⅲ-1-①]에서는 백제 영역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入百濟之境], 이 단계까지 백제군과의 교전은 과거 대야주의 중심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점은 12성의 함락 이후 신라 조정이 그를 上州行軍大摠

管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행군(대)총관은 660년대에 도입되

었으므로, 실제 명칭은 上州(大)將軍이었다고 보아야 한다.34) 대량

성 일대를 장악한 후 김유신이 지휘했던 압량 방면의 병력은 한동

안 이 지역에 주둔하며 경계·치안 등을 담당했겠지만, 김유신은 상

주 방면의 병력을 지휘하는 장군으로 관직을 옮겨 백제의 進禮城

[충남 금산] 등을 함락시킨 것이다.35) 그러므로 [Ⅲ-1-①]을 통해 

(648)이다(정구복 외, 2012b 앞 책, 667쪽).

33) 특히 당시의 출진이 압량주군주 김유신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진덕

왕에게 출진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허락을 얻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은, 침공에 대한 즉각적 방어를 넘어서는 수준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중

앙 조정의 결정 사항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34) 김유신은 선덕왕 14년(634)에 상주장군으로 임명된 경험이 있고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乙巳正月 歸未見王 封人

急報 百濟大軍來攻我買利浦城 王又拜庾信爲上州將軍 令拒之”), 무열왕 

8년(661)에는 잡찬 文忠과 아찬 眞王이 상주장군으로 임명되었다(《三

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8年, “迊飡文忠爲上州將軍 

阿眞王副之”).

35) 진례성 등 충남 방면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갓 마무리된 大耶

[경남 합천] 일대의 병력보다 一善[경북 선산] 지역을 포함해 상주 방

면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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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의 압량주군주로서의 전쟁 수행도 2·4·5번의 성격과 같이 대

야성 일대, 즉 그가 관할하거나 관할해야 할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

고, 백제처럼 목표 지역이 관할 영역을 넘어설 때는 장군으로 임명

된 이후 비로소 출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8]의 3번을 이러한 검토 결과의 반례로 생각할 수 있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산성은 사벌군주의 통제를 받는 상주 예하

의 성이었는데, 신라본기에서 金武力이 新州軍主로 관산성 전투에 

참여했다고 서술했기 때문이다.36) 하지만 그의 실제 관직은 南川軍

主였을 것이므로,37) 일단 신주군주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김유신전에서는 김무력의 관직을 新州道行軍摠管이라고 표현

했다.38) 이 용어가 진흥왕 15년(554) 당시의 것이 아님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표 7]의 14번에서 등장하는 상주행군대총관

과 더불어 양자가 신라의 고유한 표기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장 1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행군총관은 본래 중국 왕조

에서 사용된 관직으로 명칭의 기본 형식이 ‘원정 지역과 연관된 

명칭+道+행군총관’이었지만, 신라에서는 ‘해당 전쟁 수행 조직

의 동원 방면 명칭+州+행군총관’의 형식이었고 그 사용 범위도 

삼국 통일 전쟁 중 장군의 대체 관직으로 한정되었다.39)

  7세기 후반 이후 신라의 행군총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록 

36)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5年, “百濟王明襛與加良 

來攻管山城 … 新州軍主金武力 以州兵赴之”

37) 전덕재, 2009 앞 논문, 62~63쪽.

38)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祖武力 爲新州道行軍摠

管 嘗領兵獲百濟王及其將四人 斬首一萬餘級”

39) 전자의 대표적 사례로 660년 김춘추가 임명된 우이도행군총관, 후자

의 대표적 사례로 668년 軍官 등이 임명된 漢城州行軍摠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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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중간에 삽입되기도 했지만 ‘신주도행군총관·상주행군대

총관’ 등은 《삼국사기》의 김유신전을 편찬할 때 金長淸이 작성

한 김유신의 《行錄》에서 인용된 후 수정 없이 전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김장청이 김무력의 관직을 이렇게 서술한 

것은, 관산성 전투에서 김무력의 위치가 남천군주(신주군주)가 아니

라 장군이었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40) 결국 [표 

8]의 3번은 장군의 출진에 속하는 것으로, 軍主의 군령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정의 반례라고 할 수 없다.

  장군과 軍主의 군령권 행사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다른 분야에서

도 발견할 수 있다. 관련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Ⅲ-1-②] 建福 35년 戊寅에 이르러 왕이 奚論을 金山幢主로 삼아 漢

山州都督 邊品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椵岑城을 공격해 취하도록 명했

다.41)

  [Ⅲ-1-③] 白城郡 蛇山 사람이다. … 素那는 용맹함과 호걸스러움에 아

버지의 기풍이 있었다. 백제가 멸망한 후 漢州都督 都儒公이 대왕에게 소

나를 阿達城으로 옮겨 북쪽 변경을 막도록 청했다.42)

  [Ⅲ-1-④] 新州軍主 金武力이 州兵을 끌고 나아가 교전했는데, 裨將 三

年山郡의 高干 都刀가 급히 공격해 백제의 왕을 죽였다.43)

40) 상주장군·하주장군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두면 당시의 명칭은 新州將

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41)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奚論, “至建福三十五年戊寅 王命奚論 

爲金山幢主 與漢山州都督邊品 興師襲椵岑城 取之”

42)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素那, “白城郡蛇山人也 … 素那雄豪

有父風 百濟滅後 漢州都督都儒公請大王遷素那於阿達城 禦俾北鄙”

43)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5年, “新州軍主金武力 以

州兵赴之 及交戰 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 急擊殺百濟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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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1-②]는 [표 8]의 4번에 대한 기사인데, 가잠성 공격에 漢

山州都督(북한산주군주) 邊品 외에 금산당주 奚論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金山[경북 김천]은 한산주(북한산주)가 아니라 상

주에 속한 지역이었다.44) 이로 인해 기존에는 郡이나 城·村에 공

동체적 유대에 바탕을 둔 독자적 부대가 조직되었다고 추정하거

나,45) 당주의 독자적인 군사력 지휘를 강조했다.46) 하지만 금산당

주 해론의 출진은 해론 본인의 자유 의지 혹은 한산주도독의 동원

이 아니라 진평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Ⅲ

-1-②]는 郡·당주의 독자성보다 軍主의 권한이 설령 하급자라도 

그의 관할 영역 외부에 있는 자에게 직접 작용할 수 없었음을 알려

주는 사례로 해석해야 한다.47)

  병력 동원 측면에서 軍主의 군령권이 제한되었음은 [Ⅲ-1-③]에

서도 드러난다.48) 여기에서 素那를 묘사한 ‘용맹함과 호걸스러움

44) 《三國史記》 卷第34 雜志 第3 地理1 新羅 尙州 開寧郡, “金山縣 景

德王改州縣名及今 並因之”

45) 주보돈, 1987 앞 논문, 40~41쪽.

46) 전덕재, 2009 앞 논문, 56~57쪽; 전덕재, 2013b 앞 논문, 4~5쪽.

47) 이와 관련해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잠성이 안성 지역에 있었다면, 김천 

지역에 주둔한 해론과 그의 병력이 이동하기에 너무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김천에서 안성까지 직선거리로 약 130㎞, 현재의 교통로로 약 

180㎞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론이 적국의 영역 혹은 교전 지역을 통과

해 가잠성까지 간 것이 아니고, 軍期는 개전 이전에 미리 정해진다. 당

시 1일 행군 속도는 평시 30리(12㎞)·전시 최대 60리(24㎞)였다[袁

庭棟, 2008 《解秘中國古代戰爭》, 濟南: 山東畵報出版社, 89쪽(이상훈, 

2012 앞 책, 90쪽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해론의 병력은 지정된 군기

로부터 약 10일 전에 출진하면 가잠성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

약 가잠성이 괴산 지역에 있었다면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더 줄어든다.

48) 물론 7세기 중후반 주의 장관은 더 이상 軍主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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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雄豪]’은 단순히 소나 개인의 물리력이 아니라, 그가 출신 지역의 

유력자로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군사 조직의 통솔자였음을 의미

하는 표현이라고 여겨진다.49) 漢州都督 都儒가 북변 방어를 위해 

소나를 이동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소나가 

원래 거주하던 白城郡 蛇山縣[충남 천안]과 阿達城[강원 철원]은 

모두 漢州에 속한 지역이었다.50) 결국 한주도독 도유는 관할 영역 

안에서의 병력 이동이었음에도 국왕의 허락을 얻은 이후에 비로소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던 셈이다. 사실 평·전시와 관계없이 병력 

동원은 당·일본에서도 철저하게 통제되는 분야였다.

  [Ⅲ-1-⑤] 무릇 함부로 發兵했다면 10명 이상은 徒 1년, 100명이면 

도 1년 반, 100명이 더해질 때마다 1등을 더하고 1000명이면 絞刑이

다.51)

  [Ⅲ-1-⑥] 令(군방령: 필자)에 의하면, “10명 이상을 동원할 때에는 

모두 銅魚와 칙서를 맞춰 일치해야 비로소 동원할 수 있다. 만약 급히 병

력이 필요한 곳에서 거리에 비추어 (먼저: 필자) 아뢸 수 없다면 편의에 

의한 동원을 허락하되, 반드시 곧바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했

기에서는 軍主와 도독의 지방관으로서의 권한에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전제 아래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49) 소나가 신라본기에 阿達城主로 표기되고 사후에 잡찬으로 추증된 점

을 고려해 그를 白城郡의 유력 재지 세력가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문

기, 1997 앞 책, 216쪽).

50) 《三國史記》 卷第35 雜志 第4 地理2 新羅 漢州 白城郡, “蛇山縣 本

高句麗縣 景德王因之 今稷山縣”; 同 兔山郡, “安峽縣 本高句麗阿珍押

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아달성은 安峽縣의 다른 명칭으로 여겨진다

(정구복 외, 2012b 앞 책, 261쪽).

51) 《唐律疏議》 卷第16 擅興1 擅發兵, “(律文: 필자)諸擅發兵 十人以

上徒一年 百人徒一年半 百人加一等 千人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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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2)

  [Ⅲ-1-⑦] 무릇 병사 20명 이상을 동원할 때에는 반드시 契勅을 기다

려 맞춘 후 비로소 동원할 수 있다.53)

  [Ⅲ-1-⑤·⑥]과 [Ⅲ-1-⑦]에서는 각각 당의 절충부와 일본의 

군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력을 동원할 때 필요한 절차와 위반 

시의 처벌 내용을 규정했는데, 기준선에 차이가 있지만 그 취지는 

같다. 특히 [Ⅲ-1-⑤]의 처벌과 함께 [Ⅲ-1-⑥]에서 급히 병력을 

동원할 때에도 곧바로 보고하도록 한 점은,54) 전국의 병력을 중앙

에서 철저하게 장악하고자 했음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제도와 그 

배경의 병력 관리 구조는 신라에서도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그러

므로 군사적 긴장 상황 속에서 관할 지역의 방어 강화를 위한 병력 

이동도 국왕의 허락을 얻어야 했던 [Ⅲ-1-③]의 모습은,55) 軍主

52) 《唐律疏議》 卷第16 擅興1 擅發兵, “(疏議: 필자)依令 差兵十人以

上 並須銅魚 勅書勘同 始合差發 若急須兵處 準程不得奏聞者 聽便差發 

卽須言上”; 여기에서 제시한 ‘依令’ 이하 부분은 〈복원 당 군방령 

10조(개원 25년령)〉의 복원 근거가 되었다(池田溫 編輯代表, 1997 

앞 책, 611쪽).

53) 《養老令》 卷第6 軍防令 第17 差兵, “凡差兵卄人以上者 須契勅 始

合差發”

54) [Ⅲ-1-⑥]의 급히 병력이 필요한 곳[急須兵處]은 내외의 적의 갑작

스러운 공격이나 城屯의 반란 등을 가리킨다(《唐律疏議》 卷第16 擅興

1 擅發兵, “(律文: 필자)其寇賊卒來 欲有攻襲 卽城屯反叛 若賊有内応 

急須兵者 得便調發”). 아울러 즉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에 대

한 조문도 마련되어 있었다(《唐律疏議》 卷第16 擅興1 擅發兵, “(律

文: 필자)… 其不卽言上者 亦準所發人數 減罪一等”).

55) 한주도독 박도유는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에 실린 〈答薛仁貴書〉에 

따르면 668년에 사망했다(《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下 

11年, “大王報書云 … 至總章元年 … 又將百濟婦女 嫁與新羅漢城都督

朴都儒 同謀合計 偸取新羅兵器 襲打一州之地 賴得事覺 卽斬都儒 所謀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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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독)의 군령권 행사가 관할 영역 안에서도 상당히 제약되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Ⅲ-1-④]에서는 軍主와 구별되는 장군의 군령권 행사를 

엿볼 수 있다. 앞에서 김무력이 실제로는 軍主가 아닌 장군으로 활

동했음을 밝혔다. 그런데 삼년산군 출신의 都刀가 김무력의 裨將으

로 등장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김무력은 신주 방면의 병력을 

지휘했을 텐데, 삼년산군은 상주에 속한 군이었기 때문이다.56)

  물론 [Ⅲ-1-②]의 해론처럼 君主가 특별히 도도의 합류를 지시

했고, 단지 그 사실이 사료에서 빠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라 조

정이 지방 출신인 그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비장으로 삼았을 개연

성은 크지 않다. 비장은 主將을 보좌하는 부장을 의미하므로,57) 지

휘부 안에서 비장으로 표현된 자의 지위가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신라의 최상위 지배층에 속했던 斯多含이 이사부의 아

래에서 貴幢裨將을 맡아 선봉으로 활약한 일이 대표적 사례다.58)

왜에서도 율령에 입각한 군제를 마련하기 전까지 비장은 장군 바로 

아래의 지휘관을 가리키는 용어였고,59) 開皇 10년(599) 江表 지역

成”). 그러므로 [Ⅲ-1-③]은 660~668년 사이의 일이라고 할 수 있

고, 고구려 원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주 북쪽 변경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56) 《三國史記》 卷第34 雜志 第3 地理1 新羅 尙州 三年郡, “本三年山

郡 景德王改名 今保齡郡 領縣二”

57) 羅竹風 主編, 1990~1993 앞 책의 裨將 항목을 참고할 수 있다.

58)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斯多含, “系出眞骨 奈密王七世孫也 

父仇梨知級飡 本高門華胄 風標淸秀 志氣方正 … 遂命爲貴幢裨將”;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22年, “九月 加耶叛 王命異

斯夫討之 斯多含副之”

59) 下向井龍彦, 1991 〈日本律令軍制の形成過程〉 《史學雜誌》 

100-6, 39~40쪽.



- 163 -

에서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진한 행군총관 楊素 휘하의 

子總管 來護兒에 대해서도 주석에서 비장으로 설명했다.60)

  평소 사벌군주의 통제를 받았을 도도가 비장이 된 것은, 南川[경

기 이천]에서 관산성으로 남하하는 경로 중간에 있는 삼년산군을 

거치면서 그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김무력의 재량행위였다고 생각

한다.61) 이 무렵 아찬 정도의 관등을 소지한 김무력이 (사벌)군주 

각간 于德(혹은 이찬 耽知)의 지휘 계통에 속한 인물을 자신의 부

대에 편입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다.62) 그러나 

軍主가 등장하는 6세기의 금석문을 확인하면 軍主의 관등은 奈麻~

아찬 사이에 있었으므로,63) 우덕(혹은 탐지)의 당시 실제 관등이 

60) 《資治通鑑》 卷第177 隋紀1 文帝 開皇 10年, “冬 十一月 … 詔以

楊素爲行軍總管 以討之 … 子總管南陽來護兒言於素曰”; “子總管 裨將 

領兵 屬總管”(李宗侗·夏德儀 等 校註, 1957 《資治通鑑今注》 3, 臺

北 : 中華叢書委員會, 556쪽의 주석 111).

61) 이와 관련해 《일본서기》에서는 도도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佐知

村飼馬奴 苦都’가 등장한다(《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5年, “是

時新羅謂佐知村飼馬奴苦都 更名谷智 曰 苦都賤奴也 明王名主也 今使賤奴

殺名主 冀傅後世莫忘於口”). 이때‘奴’를 근거로 고도(도도)가 비장

이 될 수 없을 정도의 천한 신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

사 자체의 신빙성과는 별개로, 奴는 지방인에 대한 관용적 표현 혹은 

그가 살해한 백제 성왕과의 극적 대비에서 유래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말은 전근대 시기의 전략 물자로, 4세기 이래 왜의 河內 지역을 중심으

로 말의 사육을 담당한 집단[馬飼部]이 성장해 5세기 大和 정권의 군사

력 제고에 공헌했다고 보인다(直木孝次郞, 1968 《日本古代兵制史の硏

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207쪽). 그러므로 飼馬奴는 말의 사육을 

담당한 지방인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삼국사기》에

서 도도의 관등을 高干으로 서술한 것과 합쳐서 생각하면 그의 사회적 

위치와 역량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

62) 〈단양 신라 적성비〉, “高頭林城在軍主等 … 沙喙部武力智阿干支”;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5年, “百濟王明襛與加良 

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伊飡耽知等 逆戰失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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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간(혹은 이찬)이었을 가능성은 작다.

  설령 김무력이 신라 지배층의 외곽에 머물렀다고 해도 조정에 의

해 장군으로 임명되어 군령권을 받은 이상, 긴급한 상황에서 평시의 

지휘 계통을 넘어서는 일은 사후 보고 등을 통해 용인되었을 것이

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大功을 세웠으므로,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김무력의 가문이 성왕의 사망을 배경으로 급부상했

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는 직접 성왕을 살해한 도도의 공이 관산

성 전투에서의 직속상관이었던 김무력에게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김무력과 도도의 관계는 軍主의 제한적 군령권 행사와 명확히 

다른 장군 운용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한편 군령권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군사 분야에서도 

장군과 軍主에게는 별개의 역할이 기대되었던 것 같다. 1장 1절에

서 살폈듯이 신라의 장군은 조정의 고위 관료 중에서 임명되었는데, 

이는 장군에게 전쟁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외교·행정 업무의 처리

도 동시에 기대했기 때문이다. 무열왕 7년(660) 백제 멸망 이후 당

군과 함께 사비성에 주둔했던 신라군의 최고 지휘관은 단순한 무관

으로 보기 어려운 무열왕의 왕자 仁泰였다.64) 두 나라의 주둔군은 

한동안 백제 부흥군과 교전해야 했지만, 본래 신라·당 조정은 고구

63) 〈울진 봉평리 신라비〉, “悉支軍主 喙部尒夫智奈麻”; 〈단양 신라 

적성비〉, “高頭林城在軍主等 喙部比次夫智阿干支 沙喙部武力智阿干

支”;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四方軍主 比子伐軍主沙喙登□□

智沙尺干 漢城軍主喙竹夫智沙尺干 碑利城軍主喙福登智沙尺干 甘文軍主

沙喙心麥夫智及尺干”

64)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7年, “九月三日 郞將

劉仁願 以兵一萬人 留鎭泗沘城 王子仁泰與沙飡日原級飡吉那 以兵七千副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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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방면으로의 출진을 염두에 두고 일정 병력을 옛 백제 영역에 잔

류시켰다고 여겨진다.65) 실제로 그 계획은 7년 후 劉仁願과 金仁泰

의 卑列道總管 임명과 출진으로 실현되었다.66)

  이 기간에 인태 등 신라군의 지휘부 구성원은 전쟁 외에도 신라 

조정과 당 조정·당군 지휘부의 사이에서 고구려 원정에 대한 작전 

조율을 비롯해 각종 대외 교섭 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옛 백제 영역에서 당군을 지휘한 유인궤는 전쟁으로 유실된 

호구 상황을 수습하고 도로를 복구하는 등 통치 질서 구축에 노력

했고,67) 百濟鎭將 유인원은 왜 조정과 여러 차례 교섭했다.68) 8세

기 이후 일본 조정의 에조(蝦夷)에 대한 전쟁이 단순한 토벌로 끝

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지배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일반 무관이 아니라 태정관을 구성하는 고도의 정치적 역량을 보유

65) 당의 군제에서 1개 행군의 표준 규모는 《通典》에 인용된 《李靖兵

法》의 내용에 근거해 2만 명이었다고 추정된다(孫繼民, 1995 앞 책, 

217~219쪽). 당시 사비성에 주둔한 당군 1만 명과 신라군 7천 명을 

합치면 표준 규모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66) 최상기, 2016 〈백제 멸망 이후 예씨(禰氏) 일족의 위상 –묘지명(墓

誌銘)과 관련 문헌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역사와 현실》 101, 

96~97쪽;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7年, “高宗命

劉仁願金仁泰 從卑列道 又徵我兵 從多谷海谷二道 以會平壤”; 同 8年, 

“二十一日 以大角干金庾信爲大摠管 … 伊飡仁泰爲卑列道摠管”; 《新

唐書》 卷108 列傳第33 劉仁軌, “時劉仁願爲卑列道總管 詔率兵度海 

使代舊屯 與仁軌俱還”

67) 《舊唐書》 卷84 列傳 第34 劉仁軌, “初 百濟經福信之亂 合境凋殘 

殭屍相屬 仁軌始令收斂骸骨 瘞埋弔祭之 修錄戶口 署置官長 開通塗路 整

理村落 建立橋梁 補葺堤堰 修復陂塘 勸課耕種 賑貸貧乏 存問孤老 頒宗

廟忌諱 立皇家社稷 百濟餘眾 各安其業”

68) 박지현, 2012 〈熊津都督府의 성립과 운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

사학위논문, 4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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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관을 征夷大將軍 혹은 征夷使 등으로 임명했다는 점도,69) 장

군에게 맡겨진 복합적 업무를 암시한다.

  장군과 달리 軍主에게는 관할 영역이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軍主

의 군사 업무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관제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알려주는 직원령을 비롯해 신라의 율령

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당과 일본의 관련 조문과 연결할 수 있는 

軍主의 업무를 사료에서 추출해보겠다.

  [Ⅲ-1-⑧] 무릇 府(절충부: 필자)에 있는 兵馬는 매년 季冬에 折衝都

尉가 五校의 무리를 통솔해 그 軍陣과 戰鬪의 법을 교습한다. 모두 교습 장부

가 있다.70)

  [Ⅲ-1-⑨] 매년 季冬에 折衝都尉는 府(절충부: 필자)에 있는 五校의 

兵馬를 통솔하는데, 좌우에 두 校尉를 두고 서로 1백 보 간격으로 선다.71)

  [Ⅲ-1-⑩] 무릇 國司는 매년 孟冬에 戎具를 조사·검열한다.72)

  [Ⅲ-1-⑧·⑨]에 따르면 절충부의 장관인 折衝都尉는 관할 절충

69) 松本政春, 2002 《律令兵制史の研究》, 大阪: 清文堂, 98~101쪽.

70) 《舊唐書》 卷44 志第24 職官3 武官 諸府, “凡兵馬在府 每歲季冬 

折衝都尉率五校之屬 以教其軍陣戰鬬之法也 具有教習簿籍”; 이 기사는 당 

군방령 補8甲조(개원 7년령)의 복원 근거가 되었다(榎本淳一, 2005 

〈『新唐書』兵志の軍制記事について〉 《日本古代史硏究と史料》, 東

京: 靑史出版, 236쪽).

71) 《新唐書》 卷50 志諸40 兵 府兵之制, “每歲季冬 折衝都尉率五校兵

馬之在府者 置左右二校尉 位相距百步”; 이 부분에 이어 훈련의 구체적

인 진행 절차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며, 전체 내용은 〈복원 당 군방령 

補8乙조(개원 25년령)〉의 복원 근거가 되었다(榎本淳一, 2005 앞 논

문, 237쪽).

72) 《養老令》 卷第6 軍防令 第17 簡閱戎具, “凡國司 每年孟冬 簡閱戎

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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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상번한 병력을 대상으로 매년 음력 12월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다. [Ⅲ-1-⑩]은 [Ⅲ-1-⑧·⑨]의 취지를 계승한 〈養老

軍防令〉의 조문으로,73) 國司는 병기의 상태와 병사의 훈련도를 매

년 음력 10월에 검사해야 했다. 특히 州刺史[민정]와 절충도위[군

사]가 직제상 병립하는 당과 달리, 고대 일본에서는 국사가 군단의 

책임자인 軍毅를 통제했다. 이는 신라의 軍主가 민정·군사를 모두 

관장했던 사실을 연상시키는데, 신라에서도 훈련 및 병기에 대한 軍

主의 권한을 짐작할 수 있다.

  [Ⅲ-1-⑪] 그때(648년: 필자) 庾信이 押梁州軍主가 되었는데, 軍事에 

뜻이 없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수개월을 보냈다. 주의 사람

들이 유신을 어리석은 장수라고 여겨 비난해 말하길, “사람들이 편안히 

지낸 지 오래되어 일전을 벌일 만큼 힘이 남는데 장군이 게으르니 어찌할 

것인가.”라고 했다.74)

  당시 압량주군주 김유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대야성 일대의 회복

이었다. 백제와의 전쟁을 예상하던 州人들이 김유신을 게으르다고 

비난한 이유는 그가 임무 달성을 위한 군사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

73) 北啓太, 1982 〈軍團兵士の訓練に關する一考察 -「季冬習戰」の存否

をめぐって〉 《續日本記硏究》 224, 20~23쪽; 이 조문이 國司가 직접 

훈련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나뉜다. 국

사의 훈련 시행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野田嶺志, 1984 앞 책, 18~24쪽; 

松本政春, 2002 앞 책, 19~23쪽 등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는 

北啓太, 1982 앞 논문, 23~26쪽; 下向井龍彦, 1987 〈日本律令軍制の

基本構造〉 《史學硏究》 175, 22~28쪽 등이 있다.

74)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時庾信爲押梁州軍主 若

無意於軍事 飮酒作樂 屢經旬月 州人以庾信爲庸將 譏謗之曰 衆人安居日

久 力有餘 可以一戰 而將軍慵惰 如之何”



- 168 -

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훈련은 인력과 병기가 결합해야 비로소 

가능한 행위이며, 병기는 군사력의 통제 차원에서 병고에 수납된

다.75) 김유신이 훈련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병기·병고 관리도 이루

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본래 軍主에게 그에 대한 권한

이 있었음을 의미한다.76)

  단편적이지만 이후 진덕왕의 허락을 얻은 김유신이 곧 州兵을 선

발·훈련해[簡練州兵] 대량성을 공격했다는 서술도 김유신이 의도

적으로 방기했던 軍事에 훈련 및 병기·병고 관리가 포함되었을 가

능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중앙에서 임명·파견한 장군이 지방의 

군사력을 곧바로 운용할 수 있었던 것도, 軍主가 규정에 따라 정기

적으로 병력 훈련 및 군수품 관리 등을 통해 각 방면의 군사적 역

량을 유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전근대에는 국방과 치안이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당과 일본

의 지방관에게는 치안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권한이 인정되었다.

  [Ⅲ-1-⑫] 捕亡令에 의하면, “도적 및 살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인근의 

官司·村坊·屯驛에 알린다. 보고를 받은 곳에서는 인군의 軍人 및 丁夫를 

인솔해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追捕해야 한다.”라고 했다.77)

75) 최상기, 2013 〈6~7세기 신라 六停의 戰時 운용〉 서울대학교 대학

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4~29쪽.

76) 문무왕 11년조에 실린 〈答薛仁貴書〉에 따르면, 문무왕 8년(668)에 

漢城都督 朴都儒는 모반을 꾀하다 처형되었다(《三國史記》 卷第7 新羅

本紀 第7 文武王 下 11年, “大王報書云 … 至總章元年 … 又將百濟婦

女 嫁與新羅漢城都督朴都儒 同謀合計 偸取新羅兵器 襲打一州之地 賴得

事覺 卽斬都儒 所謀不成”). 이때 그가 ‘新羅兵器’를 취할 수 있었던 

것도 도독(軍主)이 관할 영역의 병고와 그 안의 병기에 대한 관리 권한

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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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1-⑬] 무릇 도적 및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인근의 官

司·坊里에 알린다. 보고를 받은 곳에서는 인근의 兵士 및 人夫를 인솔해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종적을 찾아 함께 追捕한다. 만약 인근 지역으

로 옮겨가면 반드시 인근 지역과 함께 추포한다. 만약 다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면 관할 관사와 종적을 헤아린다.78)

  [Ⅲ-1-⑭] 무릇 죄인을 追捕하는 일에서 발생한 곳의 人夫와 兵士는 

모두 일에 따라 헤아려 많고 적은 사람으로 감당하도록 한다. 그 해당 지

역에 軍團이 있으면 곧바로 더불어 서로 알려 쳐서 잡도록 한다. … 적을 

잡았거나 잡지 못했거나 國·郡·軍團은 모두 考에 붙인다.79)

  다른 많은 조문처럼 당 捕亡令의 逸文인 [Ⅲ-1-⑫]와 일본 〈養

老捕亡令〉의 조문인 [Ⅲ-1-⑬·⑭]는 취지와 내용이 대응한다. 

다만 당의 관제에서 도적 등을 추포하는 관직은 都督府의 法曹參軍

事와 주의 司法參軍事였다.80) 반면 일본에서는 [Ⅲ-1-⑭]를 통해 

77) 《唐律疏議》 卷第28 捕亡1 鄰里被强盜, “(疏議: 필자)依捕亡令 有

盜賊及傷殺者 卽告隨近官司村坊屯驛 聞告之處 率隨近軍人及夫 從發處追

捕”; 여기에서 제시한 ‘依捕亡令’ 이하 부분은 〈복원 당 捕亡令 2

조(개원 25년령)〉의 복원 근거가 되었다(仁井田陞, 1964 앞 책, 729

쪽).

78) 《養老令》 卷第10 捕亡令 第28 有盜賊, “凡有盜賊及被傷殺者 卽告

隨近官司坊里 聞告之處 率隨近兵及夫 從發處尋蹤 登共追捕 若轉入比界 

須共比界追捕 若更入他界 與所部官司對量蹤跡”

79) 《養老令》 卷第10 捕亡令 第28 追捕罪人, “凡追捕罪人 所發人兵 皆

隨事斟酌 使多少堪濟 其當界有軍團 卽與相知 隨卽討撲 … 其得賊不得賊 

國郡軍團 皆附考”

80) 《唐六典》 卷第30 三府都督州縣官吏, “法曹司法參軍掌律令格式 鞫

獄定刑 督捕盜賊 糾逖姦非之事 以究其情僞 而制其文法 赦從重而罰從輕 

使人知所避而遷善遠罪”; 여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法曹參軍事는 

大都督府에 2명, 中·下都督府에 1명이 배치되었고, 司法參軍事는 上州

에 2명, 中·下州에 1명이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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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포를 위한 인력 동원이 국사의 지휘 아래 국·군 및 군단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81) 이러한 규정과 통하는 신라의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Ⅲ-1-⑮] 3월. 초적이 곳곳에서 일어나니 諸州郡의 都督과 太守에게 

잡도록 명했다.82)

  [Ⅲ-1-◯16] 봄 정월. 憲昌의 아들 梵文이 高達山의 도적 壽神 등 백여 

명과 함께 모반을 꾀해 平壤에 도읍을 세우고자 北漢山州를 공격했다. 都

督 聰明이 병력을 통솔해 잡아서 죽였다.83)

  비록 하대 헌덕왕 시기의 일이지만, [Ⅲ-1-⑮]에서 州都督과 郡

太守에게 초적 체포[捕捉]를 명령한 것은 [Ⅲ-1-⑬·⑭]의 국·군

과 마찬가지로 신라의 주·군이 추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일 것이

다. 그러므로 [Ⅲ-1-◯16]에서 北漢山州都督 聰明이 도적을 토벌할 

수 있었던 것도, [Ⅲ-1-⑪]의 압량주군주 김유신의 사례를 통해 

추정했던 軍主의 병고·병기 관리 권한에 더해 추포를 위한 인력 

동원 권한이 주도독에게 허용된 결과라고 생각한다.84)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군과 軍主는 군령권

81) 吉永匡史, 2016 《律令國家の軍事構造》, 東京: 同成社, 228~242쪽.

82)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憲德王 11年, “三月 草賊遍起 

命諸州郡都督太守 捕捉之”

83)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憲德王 17年. “春正月 憲昌子

梵文 與高達山賊壽神等百餘人 同謀叛 欲立都於平壤 攻北漢山州 都督聰

明 率兵捕殺之”

84) 한편 憲康王 시기 梵文 등이 공격한 平壤은 北漢山郡의 관할이었으므

로 북한산주는 북한산군의 오기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전덕재, 2018 

앞 책, 198~199쪽).



- 171 -

의 행사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명 규정부터 

다른 양자는 운용 양상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장군의 운용은 규모

와 활동에서 자유도가 높고, 특히 전쟁 지역이 신라 영역에 포함되

는지 여부는 출진과 관계가 없었다. 반면 軍主의 경우 관할 영역의 

방어 혹은 상실한 관할 영역의 회복을 위한 전쟁 수행만 확인할 수 

있다. 병력 동원 측면에서도 軍主가 관할 영역 안에서의 병력 이동

조차 중앙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반면, 장군은 평시에 다른 조직 계

통에 속한 군사력이라도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휘하로 편입시키

는 일이 가능했다. 군령권의 행사 외에도, 장군에게는 전쟁 수행과 

관련해 타국과의 교섭 및 점령 지역의 통제 등 다양한 외교·행정 

업무의 수행이 기대되었다. 이와 달리 軍主는 상시 근무하는 지방관

으로서, 관할 영역의 병력·군수품 관리 및 치안 유지 등의 업무가 

주어졌다. 아울러 중앙에서 임명·파견한 장군이 해당 방면의 군사

력을 곧바로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은, 軍主가 평시에 관할 영역의 군

사적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휘부의 구성과 그 기준

  수직적 조직 구조에서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지배 체제를 정비한 국가에 의해 동원된 병력은 무질

서한 집단이 아니라 1개 이상의 단위로 편성되며,85) 투입되는 병력

85) 전쟁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니지만, 고대 일본의 1개 군단은 정원 1

천 명으로 5개 校-10개 旅-20개 隊로 구성되었다(《養老令》 卷第6 

軍防令 第17 軍團大毅, “凡軍團大毅 領一千人 少毅副領 校尉二百人 旅

帥一百人 隊正五十人”). 당의 절충부는 규모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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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는 복수의 지휘관으로 구성된 지휘부의 성립으로 연결된다. 

《삼국사기》에서는 진흥왕 12년(551)의 한반도 중부 지역 공략 

이래,86) 하나의 전쟁에 참여한 복수의 장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삼국 통일 전쟁과 신·당 전쟁에서는 여러 군사 조직의 연합 

편성 및 지휘부를 구성한 다수의 장군(총관)이 확인된다.87)

  신라 조정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 지휘부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을 것이다. 군사 조직의 특성상 

지휘부는 상하 구조를 형성하게 되므로, 사료에서 동일하게 장군으

로 표기되었어도 여러 장군은 특정한 기준에 의해 서열이 구분되며 

그에 따라 직무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신라 장군 사이의 서열을 짐작케 하는 자료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관조의 花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는 대장군·

상장군·下將軍이다.88) 그러나 화 항목은 구체적 맥락을 파악하기 

고 구성에 아직 불확실한 점이 있지만, 그 내부가 團-旅-隊로 구성된 

점은 일본과 유사하다(《唐律疏議》 卷第16 擅興5 征人冒名相代, “(疏

議4: 필자)依軍防令 毎一旅帥管二隊正 毎一校尉管二旅帥”; 《通典》 

卷第29 職官12 武官 下 折衝府果毅別將等附, “衛士以三百人爲團 團有

校尉 五十人爲隊 隊有正”). 한편 당에서 전시에 편성되는 행군의 지휘 

계통은 크게 總管-子總管-押官-(建忠帥·立義帥)-隊頭의 상하 구조

를 형성한다(孫繼民, 1995 앞 책, 162~183쪽).

86)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2年, “王命居柒夫等 侵高

句麗 乘勝取十郡”;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居柒夫, “十二年辛

未 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飡比台角飡耽知迊飡非西迊飡奴夫波珍飡西力夫

波珍飡比次夫大阿飡未珍夫阿飡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87) 1장 1절에서 확인했듯이 장군과 총관은 임명이 가능한 후보군의 범위

가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지휘관이었다는 점은 같다. 이하에서는 삼국 

통일 전쟁 중에 보이는 신라군의 총관도 장군으로 통일해 서술하겠다.

88)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大將軍花 三副 長九

寸 廣三寸三分 上將軍花 四副 長九寸五分 下將軍花 五副 長一尺”



- 173 -

어려운 단편적 정보에 불과해,89) 이를 통해서는 신라의 장군이 어

느 시점에 3등급으로 분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90)

  아래에서 자세히 검토할 대장군을 제외하고, 이들과 관련된 자료

로는 《삼국사기》 김유신전에서 선덕왕 13년(644)에 김유신이 임

명된 상장군과 문무왕 12년(672) 석문 전투에서 등장하는 상장군

이 있다.91) 그러나 전자에 대해 신라본기에서는 대장군에 임명되었

다고 서술했고,92) 후자의 상장군은 석문 전투의 초반 및 마지막 단

계에서는 찾을 수 없고 대신 총지휘관으로 추정되는 대장군이 등장

한다.93) 현재로서는 이러한 대장군과 상장군의 충돌을 해결하기 어

렵다. 게다가 하장군은 화 항목의 下將軍花가 유일한 사료다.

  한편 당의 관제에서 상장군과 대장군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

의 상장군은 貞元 2년(786)에 16衛의 책임자로 새롭게 설치된 관

직이며,94) 16위는 금군으로 전쟁 수행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게다

89) 화 항목은 극히 빈약한 자료를 토대로 무관조의 찬자가 재정리한 것

이라는 견해(이문기, 1997 앞 책, 36~37쪽)와 신라 당대의 규정을 그

대로 옮겨 실었다는 견해(홍승우, 2015 앞 논문, 177쪽)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느 시기의 어떤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90) 이문기, 1997 앞 책, 309쪽.

91)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十三年爲蘇判 秋九月 王

命爲上將軍 使領兵伐百濟加兮城省熱城同火城等七城 大克之”; 《三國史

記》 卷第43 列傳 第3 金庾信 下, “遂不能死 隨上將軍出蕪荑嶺 唐兵追

及之 居烈州大監阿珍含一吉干 謂上將軍曰 公等努力速去”

92)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13年, “秋九月 王命庾信爲

大將軍 領兵伐百濟 大克之 取城七”

93) 《三國史記》 卷第43 列傳 第3 金庾信 下, “長槍幢獨別營 遇唐兵三

千餘人 捉送大將軍之營 … 大將軍等 微行入京”

94) 《新唐書》 卷49上 志 第39上 百官4上 十六衛 左右衛, “貞元二年 

初置十六衞上將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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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관조의 화 항목에서 대장군이 상장군보다 먼저 서술된 것과 

달리, 당의 상장군은 대장군보다 품계가 높았다.95) 북위·북제의 관

직 중 하장군이 있지만 품계가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

로 상·중·하장군의 구조로,96) 신라의 대·상·하장군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 항목의 3종 장군으로부터 지휘부의 구성 

원리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장군의 서열 구조를 알려주는 두 번째 자료는 1장 1절의 [표 

1·2]에서 확인했듯이, 신라본기 및 열전의 전쟁 관련 기사에서 등

장하는 대장군·장군·부장군이다. 대장군이 장군보다 상위에 있음

은 명칭에서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신라에서 대장군이 활동한 사례 

중 상당수는 그 휘하에 복수의 장군도 함께 임명되었는데, 이들이 

지휘부에 병렬적으로 배치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부장군

은 지휘관 사이의 정·부 구분과 연결할 수 있는 사례로 특별히 주

목된다.97) 우선 부장군이 등장하는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Ⅲ-2-①] 가을 8월. 왕이 大將軍 龍春 및 舒玄과 副將軍 庾信을 보내 

고구려 娘臂城을 침공했다.98)

95) 《新唐書》 卷49上 志 第39上 百官4上 十六衛 左右衛, “上將軍各一

人 從二品 大將軍各一人 正三品”

96) 《魏書》 卷113 官氏志9 第19 職官 從第8品, “皇子上中下將軍”; 

同 從第9品, “王公國上中下將軍”; 《隋書》 卷27 志 第22 百官 中 後

齊, “後齊制官 … 皇子上中下將軍 … 爲從第八品 … 王公國上中下將軍 

… 爲從第九品”

97) 이와 관련해 신라의 장군이 직능과 위계의 두 방향으로 분화되었고, 

특히 대장군과 부장군은 직능 분화에 대응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

한규, 1985 앞 논문, 162쪽).

98)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51年, “秋八月 王遣大將軍

龍春舒玄副將軍庾信 侵高句麗娘臂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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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사기》에서 ‘부장군’을 명기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렇

지만 [Ⅲ-2-①]은 조분이사금 2년조의 대장군을 제외하면 대장군

과 부장군이 동시에 최초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장군의 서열과 지휘

부의 구조를 생각할 때 시사점을 준다.99) 또한 부장군이라는 용어

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99) 한편 《삼국사기》 김유신전에서는 당시 김유신이 中幢幢主였다고 서

술했다(《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建福四十六年 己丑

秋八月 … 庾信 時爲中幢幢主”). 부장군과 중당당주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김유신의 위치를 각각 다른 측면에서 나타내는 칭호라고 여겨

진다. 전쟁 수행 조직은 복수의 편제 단위로 구성되며, 中幢은 표기 방

식으로 미루어 보면 신라군의 중앙 부분을 구성하는 단위라고 여겨진

다. 그러므로 중당당주는 김유신이 전체 신라군을 구성하는 여러 단위 

중 중당에 배치된 무관이었음을 알려준다. 반면 부장군은 본문에서 후

술하듯이, 복수의 장군으로 구성된 지휘부에서 正 역할의 장군을 보좌

[副]하는 장군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즉, 김유신은 지휘부 안에서는 부

장군으로서 龍春 등을 보좌하고, 지휘부에서 결정한 작전에 따라 중당

당주로서 중당의 병력을 지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660년 백

제 멸망 시 당군 지휘부의 구성원이었던 유인원의 지위를 참고할 수 있

다. 〈大唐平百濟國碑〉의 명문에 따르면 유인원은 嵎夷道行軍의 右一

軍摠管이었다(〈대당평백제국비〉, “右一軍摠管 宣威將軍 行左驍衛郞

將 上柱國 劉仁願”). 그런데 〈劉仁願紀功碑〉의 명문에 따르면 당시 

그는 嵎夷道行軍의 子摠管이었다(〈유인원기공비〉, “(顯慶: 필자)五年 

授嵎夷道行軍子摠管”). 당의 1개 행군은 7개의 軍, 구체적으로 中軍·

左虞候軍·左(廂)一軍·左(廂)二軍·右虞候軍·右(廂)一軍·右(廂)二軍

으로 구성되며, 자총관은 행군 지휘부에서 총관을 보좌하는 부장에 해

당한다(孫繼民, 1995 앞 책, 163~167·217~225쪽). 결국 유인원은 

우이도행군총관을 보좌하는 자총관이자, 우이도행군을 구성하는 우

(상)1군의 지휘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인원기공비〉의 명문은 박

지현, 2015 〈劉仁願紀功碑〉 《한국고대 문자자료연구 백제(하) -주

제별-》, 주류성, 574~576쪽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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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2-②] 봄 2월. 백제의 남은 적이 와서 泗沘城을 공격했다. 왕이 伊

飡 品日을 大幢將軍으로 삼고 迊飡 文王·大阿飡 良圖·阿飡 忠常 등이 보

좌하게 했으며, 잡찬 文忠을 上州將軍으로 삼고 아찬 眞王이 보좌하게 했

으며, 아찬 義服을 下州將軍으로 삼고, 武欻·旭川 등을 南川大監으로 삼

고, 文品을 誓幢將軍으로 삼고, 義光을 郎幢將軍으로 삼아 가서 구원하도록 

명했다.100)

  여기에서 大幢將軍 品日과 上州將軍 文忠을 보좌[副]하도록 임명

된 文王·良圖·忠常·眞王 등은 정확한 직명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주어진 역할을 고려하면 부장군으로 임명되었다고 여겨진다.101) 나

아가 [Ⅲ-2-②] 이후 대규모의 지휘부 편성에서도 각 부대에 복수

의 장군이 임명되었는데,102) 이때에도 첫 번째로 제시된 인물이 정, 

나머지 인물들이 부의 위치에서 지휘를 맡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

어도 진평왕의 치세 후기에는 복수의 장군이 지휘부를 구성할 때 

(정)장군-부장군의 서열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103)

  《삼국사기》를 비롯한 문헌에서 7세기 후반의 전란이 끝난 후에

는 부장군과 관련된 사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의 구조가 신·당 

전쟁의 종료까지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00)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8年, “春二月 百濟殘

賊 來攻泗沘城 王命伊飡品日爲大幢將軍 迊飡文王大阿飡良圖阿飡忠常等

副之 迊飡文忠爲上州將軍 阿飡眞王副之 阿飡義服爲下州將軍 武欻旭川等

爲南川大監 文品爲誓幢將軍 義光爲郞幢將軍 往救之”

101) 村上四男, 1978 앞 논문, 160쪽의 표1; 井上秀雄, 1974 앞 논문, 

144~145쪽.

102) 문무왕 원년 및 8년조에서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03) 이하 1개 군사 조직의 지휘부에서 정의 위치에 있는 장군을 (정)장

군으로 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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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왕릉비〉의 비편 중 하나에서 아래의 명문을 읽을 수 있다.

  [Ⅲ-2-③] 副將軍을 제수하다.104)

  비록 전후 맥락을 전혀 알 수 없는 단편적인 자료지만, 신라 조정

이 공식적으로 제작했을 왕의 능비에서 부장군이라는 용어가 출현

한 점은 간과할 없다. 興德王은 그의 치세 중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

았다. 하지만 선왕인 헌덕왕 14년(822)에 김헌창의 난이 발생했고, 

당시 진압을 지시한 자는 헌덕왕이지만 실제로 진압을 주도했던 인

물은 副君이었던 秀宗, 즉 흥덕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105)

  김헌창의 난은 신라의 국가 체제가 유지되던 중에 발발한 전쟁으

로, 신라 조정이 파견한 진압군의 선발대와 본대는 삼국 통일 전쟁

이나 신·당 전쟁에서의 신라군과 다를 바 없이 복수의 지휘관으로 

지휘부를 편성했다.106) 〈흥덕왕릉비〉에는 그의 부군 시절 반란 

진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크므로,107) [Ⅲ-2-③]의 

104) 〈흥덕왕릉비편(경주박물관 소장품: 21)〉, “除副將軍”

105) 이기동, 1997 《新羅社會史硏究》, 일조각, 157쪽.

106)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憲德王 14年, “遂差員將八人 

守王都八方 然後出師 一吉飡張雄先發 迊飡衛恭波珍飡悌凌繼之 伊飡均貞

迊飡雄元大阿飡祐徵等 掌三軍徂征”; 다만 이 기사에서는 장군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규명하기 어렵다.

107) 김헌창의 난 외에 헌덕왕~흥덕왕 시기의 군사 관련 사건으로, 《遼

史》 地理志에 元和 연간(806~820) 발해와 신라의 충돌을 암시하는 

서술이 있다(《遼史》 卷38 志第8 地理志2 東京道 東京遼陽府, “興遼

縣 … 唐元和中 渤海王大仁秀 南定新羅”). 헌덕왕 18년(826)의 浿江 

장성 축조도 이 사건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三國史記》 卷第10 新羅

本紀 第10 憲德王 18年, “秋七月 命牛岑太守白永 徵漢山北諸州郡人一

萬 築浿江長城三百里”). 흥덕왕 3년(828)의 淸海鎭 설치와 9년(834)

의 군대 사열 등도 있지만, 직접적 군사 행동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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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군도 이와 관련된 용어라고 여겨진다. 결국 부장군은 신라 하대

까지 사용된 공식 용어로, 신라군 지휘부의 (정)장군-부장군 구조

도 7세기 초중반 이래 이 시기까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장군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진평왕 51년(629)과 [Ⅲ-2-

③]의 시간적 배경인 9세기 초반 사이에는 다소 간격이 있어, 부장

군이 과연 7세기 초중반에 제도적으로 정착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양로군방령〉의 조문에도 부장군이 사용되었다.

  [Ⅲ-2-④] 무릇 將帥가 출정할 때 병사 1만 명 이상을 채우면 將軍 1

명, 副將軍 2명, 軍監 2명, 軍曹 4명, 錄事 4명이다. 5천 명 이상이면 부장

군·군감 각 1명, 녹사 2명을 줄인다. 3천 명 이상이면 군조 2명을 줄인

다. 각 1軍을 이루어 총 3군마다 大將軍 1명이다.108)

  여기에서는 효율적 지휘를 위해 출진하는 병력의 규모를 일정 구

간으로 구분하고 규모가 줄어들수록 지휘부 구성원의 숫자를 줄였

는데, 장군의 아래에 부장군이 배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데 이 조문에 대응한다고 추정되는 당의 규정에서는 같은 원리임에

도 [Ⅲ-2-④]와 달리 지휘관과 구별되는 長史 이하 사무 관인의 

숫자만 줄였다는 점이 흥미롭다.109) 이로 인해 병력 규모에 따라 

108) 《養老令》 卷第6 軍防令 第17 將帥出征, “凡將帥出征 兵滿一萬人

以上 將軍一人 副將軍二人 軍監二人 軍曹四人 錄事四人 五千人以上 減

副將軍軍監各一人 錄事二人 三千人以上 減軍曹二人 各爲一軍 每惣三軍 

大將軍一人”; 여기에서 제시한 무관 중 실제로 병력을 지휘하는 것은 

軍監까지며, 이하의 軍曹와 錄事는 사무 관인이다(《令義解》 軍防令 

第17 將帥出征, “軍曹四人 錄事四人 爲軍曹者 大主典也 錄事者 小主典也”).

109) 《唐六典》 卷第5 尙書兵部 兵部郎中, “凡將帥出征 兵滿一萬人已上 

置長史司馬倉曹冑曹兵曹參軍各一人 五千人已上 減司馬”;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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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의 전체 구성이 달라지도록 규정한 점과 조문에서 사용된 용

어를 일본 율령 군제의 독자적 고안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10)

  그러나 부장군은 물론 [Ⅲ-2-④] 말미의 대장군도 신라에서는 7

세기 초중반에 이미 출현했고, 중국 왕조의 관제에서 장군은 남북조

시대 이래 지휘관으로서의 위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그러므

로 이 조문은 신라의 관련 제도를 참고해 성립했다고 보는 편이 합

리적이다. 결과적으로 [Ⅲ-2-④]를 통해, 늦어도 7세기 무렵에는 

신라에서 부장군 및 장군·대장군 등의 용어가 전쟁 및 법제에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 장군과 부장군이 별개의 관직으로 설치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Ⅲ-2-⑤] 왕이 庾信에게 仁問·良圖 등 9명의 장군과 더불어 수레 2

천여 대에 米 4천 석과 租 2만 2천여 석을 싣고 평양으로 가도록 명했

다.111)

  [Ⅲ-2-⑥] 12월 10일. 副將軍 仁問·眞服·良圖 등 9명의 장군과 함

께 병사를 인솔해 식량을 싣고 고구려 영역으로 들어갔다.112)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Ⅲ-2-⑤·⑥]은 같은 사건에 대한 서술

〈복원 당 군방령 12조(개원 7년령)〉의 복원 근거가 되었다(仁井田陞, 

1964 앞 책, 372쪽). 또한 여기에서는 병력 규모를 1만 명 이상과 5천 

명 이상이라는 2개 구간으로 나눠, [Ⅲ-2-④]에서 설정한 3개 구간과 

차이를 보인다.

110) 野田嶺志, 1984 앞 책, 109쪽.

111)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2年, “王命庾信與仁問

良圖等九將軍 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 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

112) 《三國史記》 卷第42 列傳 第2 金庾信 中, “十二月十日 與副將軍仁

問眞服良圖等九將軍 率兵載粮 入高句麗之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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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당시 김유신이 전체 책임자였으므로, 仁問 등 9명이 [Ⅲ-2-

⑥]에서 표현한 것처럼 부장군이었을 것임은 쉽게 추측된다. 그런데 

두 기사 모두 이들을 묶어 장군으로도 표현했으므로, 신라의 제도에

서 부장군은 장군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무관조에서 임명 규정이 설정된 것은 장군뿐이며, 부장군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제도적 차원에서 지휘관은 모두 장군으로 임명하

고, 그들을 책임자인 (정)장군과 그를 보좌하는 부장군으로 재차 구

분해 지휘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부장군에 대한 별도의 임명 규정은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

장군은 지휘부 구성을 위해 세분화된 장군의 유형 중 하나였고, 나

아가 신라에서 장군은 1개 부대에서 부장군의 상위에 위치한 (정)

장군만 제한적으로 가리키는 경우와 양자를 포괄하는 지휘관을 의

미하는 경우 등 두 층위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음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라의 대장군은 (정)장군-부장군과 어떤 관계였을까. 

문헌에서 대장군이 확인되는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순번 시기 대장군 사건 기타 지휘관 출전 이표기

1 조분02 우로 감문국 공격 신라본기

2
진평51

(629)

용춘·

서현(?)
고구려 공격

이찬 임말리·파진찬 백룡

·소판 대인·부장군

(중당당주) 유신

신라본기

김유신전

3
선덕06

(637)
알천 임명 신라본기

4
선덕07

(638)
알천

백성 안집
신라본기 장군(고구려본기)

고구려군 방어

5
선덕11

(642)
유신

고구려 공격

(김춘추 구출)
신라본기 장군(김유신전)

6
선덕13

(644)
유신 백제 공격 신라본기

장군(백제본기)

상장군(김유신전)

표 9 신라의 대장군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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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장군 1명만 등장하는 기

사군(1·3~7번)과 복수의 장군이 함께 등장하는 기사군(2·8~13

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전자에서 7번은 《삼국사기》의 김유

신전에서도 병사들의 말 중에 등장하므로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해 

분석에서 제외하겠다.113) 나머지 사례 중 1·4~6번은 주변국과의 

교전 기사인데, 사료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휘하의 다른 지휘관이 누

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14) 다만 단 1개의 사례지만 3

번에서 군사 활동과 무관하게 대장군을 임명한 일은, 신라에서 전쟁 

수행을 위해 임명되는 비상임직인 장군과는 다른 성격의 대장군이 

존재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113)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軍衆皆云 大將軍猶如此 

我輩豈以離別骨肉爲恨乎”

114) 상고기에 해당하는 1번의 대장군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는 점은 1장 2절에서 서술했다.

7
선덕14

(645)
유신 백제군 방어 김유신전

8
진덕03

(649)
유신 백제군 방어 장군 진춘·죽지·천존 신라본기

장(백제본기)

장군(김유신전)

9
무열07

(660)
유신 백제 공격

태자·진주·천존·

(좌)장군 품일·장군 흠춘
신라본기

장군(백제본기·

김유신전·삼국유사)

10
문무01

(661)
유신 고구려 공격 대당장군 인문 등 23명 신라본기

11
문무08

(688)
유신 고구려 공격 대당총관 인문 등 27명 신라본기

12
문무12

(672)
某 당군 방어

상장군 某·장군 대아찬

효천·장군 사찬 의문·

장군 의복·춘장·사찬

산세·아찬 능신·두선·

일길찬 안나함(거열주

대감 일길간 아진함)·

일길찬 양신 등

김유신전

13
민애02

(839)
김흔 청해진군 방어 대아찬 윤린·억훈 등 김양전 이찬 대흔(신라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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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 당에서는 전시에 임명하는 行軍元帥·행군(대)총관과는 

별개로 금군을 구성하는 각 衛의 장관으로 대장군을 설치했고, 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신라에서 금군 역할을 맡은 侍衛府에 장군을 

설치한 것은 신문왕 원년(681)이므로,115) 3번의 대장군을 수·당

의 대장군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라의 장군과 관련된 요소는 이보다 앞선 한 혹은 그보다 이른 시

기와 통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다. 대장군은 전국시대에 이미 출

현했는데,116) 戰場에서 장군들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본

래 장군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직이었다.

  대장군의 이러한 성격은 전한 무제 말기부터 달라졌다. 본래 景帝 

시기까지 평시의 최고위 무관직은 太尉였다. 그런데 무제는 사망 직

전 霍光을 대장군으로 임명함으로써, 황제 교체 시기의 불안한 정국

에서 군령권의 행사를 통해 후계자[昭帝]를 지켜줄 것을 기대했

다.117) 그러나 새 황제가 일찍 사망하면서 곽광은 전쟁과 무관하게 

廢帝(昌邑王)·선제 시기까지 대장군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이후에도 황제 교체 전후에 외척 등 실권자가 곽광의 전례를 답습

해 대장군·車騎將軍 등에 취임한 결과, 대장군은 점차 평시에도 군

사권을 대표하는 상임직이 되었다.118)

115)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元年, “冬十月 罷侍衛監 

置將軍六人”;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侍衛府, 

“將軍六人 神文王元年 罷監置將軍 位自級飡至阿飡爲之”

116) 劉展 主編, 1992 앞 책, 79쪽.

117) 《漢書》 卷7 昭帝紀 第7, “孝昭皇帝 武帝少子也 … 後元二年二月

上(武帝)疾病 遂立昭帝爲太子 年八歲 以侍中奉車都尉霍光爲大司馬大將

軍 受遺詔輔少主”

118) 이상 전한의 대장군에 대해서는 大庭脩, 1982 앞 책, 384~395쪽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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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3번에서 閼川이 임명된 대장군을 

이렇게 군사권을 대표하는 상임직으로 추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알

천은 이전부터 무관으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등도 역임했

고,119) 진덕왕 사후에는 그의 섭정이 논의될 정도로 당시 신라 조

정에서 높은 군사적·정치적 위상을 인정받고 있었다.120) 일본에서

도 대장군은 《大寶律令》의 제정 이전부터 존재했고, 율령에 입각

한 체제 정비 이후에도 천황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천황과 밀착

한 호족이 임명되는 관직으로서 태정관의 외부에 위치했다.121) 이

러한 점을 방증으로 삼아 신라에서도 최고위 무관직으로 대장군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22) 그리고 대장군

119)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5年, “夏五月 … 乃命將

軍閼川弼呑 率兵 往搜之 果百濟將軍于召 欲襲獨山城 率甲士五百人 來伏

其處 閼川掩擊盡殺之”; 同 眞德王 元年, “二月 拜伊飡閼川爲上大等”

120)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及眞德薨 臣請閼川

伊飡攝政”

121) 請田正幸, 1978 〈七世紀末の兵政官 -新羅官制と比較して〉 《ヒス

トリア》 81, 7~8쪽; 野田嶺志, 1984 앞 책, 131~140쪽.

122)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관직을 확인할 수 있다. 

《翰苑》에서 인용한 《高麗記》에 따르면 고구려에는 大模達이라는 무

관이 있었다(《翰苑》 卷30 蕃夷部 高麗, “高麗記曰 … 其武官曰大模

達 比衛將軍 一名莫何邏繡支 一名大幢主 以皂衣頭大兄以上爲之”). 이

는 고구려 말기에 대장군이 등장하기 전까지, 적어도 陳大德이 고구려

에 파견된 641년까지는 최고위 무관직이었다(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475~480쪽). 한편 백제에는 古爾王 7년에 처음 등장

해 義慈王 9년(649)까지 활동이 확인되는 左將이 있었다(《三國史記》 

卷第24 百濟本紀 第2 古爾王 7年, “夏四月 拜眞忠爲左將 委以內外兵

馬事”; 《三國史記》 卷第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9年, “秋八月 王遣

左將殷相 帥精兵七千 攻取新羅石吐等七城”). 좌장은 기존 左·右輔의 

직무인 軍國政事에서 비중이 큰 군사 부문이 독립하면서 설치된 관직으

로, 평소에는 국가 전체의 軍政 업무를 처리하고 유사시에는 部兵 연합

의 지휘를 맡았다고 여겨진다(정동준, 2008 〈百濟 政治制度史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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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자체에 군령권이 허용되었으므로, 단독 출진 시에도 다시 장

군으로 임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 후자의 기사군에서는 대장군이 여러 장군과 함께 등장하고, 

특히 10·11번에서는 군사 조직별 (정)장군-부장군 구성까지 상세

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대장군의 아래에 복수의 조직과 장군이 배

치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과 관련해, 1장 2절에서 살폈던 

6세기 중반 이후 달라진 전쟁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 조

정은 이 시기부터 대당 및 각 방면의 군사력을 필요한 만큼 연합해 

투입했으므로, 전체 군사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존재가 필요해진

다. 2·8~13번의 대장군은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고 여겨진다.

  즉, 6~7세기 신라군 1개 전쟁 수행 조직 지휘부의 기본 구조는 

(정)장군-부장군이고, 복수의 조직을 연합 편성할 때에는 각 조직

의 지휘부 위에 대장군이 배치되었다. [Ⅲ-2-④]에서 3개의 단위 

[軍]에 대장군 1명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방식을 제도화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대장군이 장군 중에서 선임되었는지, 아니

면 별도의 인물을 임명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부장군

과 마찬가지로 대장군도 무관조에 별도의 임명 규정이 없고 신라군

이 전장에서 좌·중·우 3군 체제를 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

면,123) 중군의 (정)장군이 직할 병력의 지휘와 함께 대장군으로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21~25쪽).

123) [표 9]의 9번에 해당하는 무열왕 7년조에서 대장군 김유신이 지휘

하는 신라군을 3군으로 표기했다(《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

宗武烈王 7年, “三軍見之 慷慨有死志 鼓噪進擊 百濟衆大敗”). 이를 全

軍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김유신 휘하의 좌장군 

품일은 3군이 구체적인 실체를 갖는 편제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와 관련해 8세기 초반 화동 연간의 일본에서 확인되는 左軍·右軍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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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작전을 책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신라의 장군은 상임직으로서의 대장군을 제

외하면 임명 이후 지휘부 내에서 대장군·(정)장군·부장군 등으로 

서열이 구분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임명 규정을 생각하면 일단 

장군으로 임명된 자의 신분은 진골로 같다.124) 그렇다면 신분이 같

은 복수의 장군 사이에서, 물론 군사적 재능도 중시했겠지만, 서열 

구분은 지배 체제 내의 명시적 지표인 관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과연 어느 관등을 경계로 구분이 이루어졌을까. 이와 관련

해 다수의 장군 사이에 존재하는 층위를 암시하는 사례가 있다.

  [Ⅲ-2-⑦] 功을 논해 角干·伊飡으로 摠管이 된 자에게 劍을, 迊飡·波

珍飡·大阿飡으로 총관이 된 자에게 戟을 주었다. 이하 각각 1品位를 올렸

다.125)

  [Ⅲ-2-⑧] 겨울 10월 22일. 庾信에게 太大角干의 位를 주었다. 仁問에

게 大角干을 주었다. 이외 伊飡인 장군은 모두 角干으로 삼았다. 蘇判 이하

는 모두 位를 1급 더했다.126)

이 대장군제가 운용되던 시기에만 보이는 군제였다는 견해도 참고할 수 

있다(野田嶺志, 1984 앞 책, 150~151쪽).

124) 단, 삼국 통일 전쟁 중 신라 조정이 자격 제한을 완화한 (행군)총관

을 채택한 일은 1장 1절에서 서술했다.

125)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元年, “論功 賜角干伊

飡爲摠管者劒 迊飡波珍飡大阿飡爲摠管者戟 已下各一品位”

126)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8年, “冬十月二十二日 

賜庾信位太大角干 仁問大角干 已外伊飡將軍等並爲角干 蘇判已下並增位

一級”; 현재 널리 활용되는 《삼국사기》의 역주본에서는 위 기사의 

‘伊飡將軍等’을 ‘이찬과 장군들’로 해석했다(정구복 외, 2012c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2[번역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192쪽).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어서 등장하는 소판 이하의 장군에 

대한 포상과 충돌하게 되며, [Ⅲ-2-⑦]의 서술 방식을 감안해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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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2-⑦·⑧]은 각각 문무왕 원년(661)의 옹산성 전투와 8년

(668)의 평양성 전투 이후에 이루어진 논공행상 중 장군(총관)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당시 전투에서 부대별 군공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사료는 없으므로, [Ⅲ-2-⑦·⑧]은 승전에 

따른 각 부대의 지휘부에 대한 일괄 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Ⅲ-2-⑦]에서는 포상 물품의 종류에서 이찬 이상의 장

군과 잡찬 이하의 장군 사이에 차이가 있다. [Ⅲ-2-⑧]에서도 이

찬을 각간으로 삼는 것과 蘇判 이하에게 位를 1급 더해주는 것이 

같은 방식임에도 양자를 구분해 서술했다. 2장 2절에서 고찰한 것

처럼 신라 조정은 일정한 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

하면 별개의 두 전투에 대한 포상에서 동일하게 이찬과 잡찬 사이

에 구분선이 그어진다는 점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같은 ‘장군’이라도, 이찬 이상의 관등을 소지한 장

군과 잡찬 이하의 관등을 가진 장군 사이에 모종의 자격 차이가 설

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의 전쟁 기사를 살펴보면, 개별 부대의 (정)장군을 임명할 

때에는 이러한 구분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장군들 

전체를 총괄하는 대장군은 어떠했을까. [표 9]의 2번에서 龍春은 

김유신전에 따르면 파진찬이었지만, 신라본기에서는 그 이전인 진평

왕 44년(622)에 이미 이찬으로 內省私臣이 되었다.127) 알천은 진

찬인 장군’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구절을 ‘이찬위의 장군 

등’으로 해석하는 역주본도 있다(이병도 역주, 1996 《(개정판) 삼국

사기》 상, 을유문화사, 154쪽).

127)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建福四十六年 己丑秋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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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왕 원년(647)에 비로소 이찬이라는 관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

로,128) 선덕왕 시기([표 9]의 3·4번)에는 관등이 이찬보다 낮았

을 수도 있다. 다만 《삼국유사》에서 선덕왕 5년(636)에 이미 알

천이 각간으로 나타나고,129) 당시의 대장군이 다른 성격의 관직이

었을 가능성도 남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다음

으로 김유신은 신라본기에서 선덕왕 11년(642)부터 대장군으로 등

장했지만, 헌창의 목적이 강한 《삼국사기》 김유신전에서 정작 이

후에도 그를 (상)장군으로 표기한 점([표 9]의 5·6·8번)은 간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김유신이 대장군을 맡은 것이 확실한 경우

([표 9]의 9~11번)의 관등은 이찬 혹은 대각간이었다. 한편 金昕

의 대장군 임명은 《삼국사기》 金陽傳에서만 등장하지만, 일단 신

라본기에서 그의 관등은 이찬이었다([표 9]의 13번).

  이들은 매우 적은 사례지만, 현재까지 사료에서 확인되는 대장군

의 관등이 이찬 이상이라는 점을 위에서 이찬과 잡찬 사이에 잠정

적으로 설정했던 구분선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복수의 

전쟁 수행 조직과 장군이 투입될 경우 대장군은 이찬 이상의 장군 

月 王遣伊飡任末里 波珍飡龍春白龍 蘇判大因舒玄等 率兵攻高句麗娘臂

城”;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44年, “二月 以伊飡龍

樹爲內省私臣”; 한편 신라본기에서는 당시 舒玄도 대장군이었던 것처

럼 서술했다(《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51年, “秋八月 

王遣大將軍龍春舒玄副將軍庾信 侵高句麗娘臂城”). 그러나 대장군이 복

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용춘만을 대장군으로 인정했다.

128)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眞德王 元年, “二月 拜伊飡閼川

爲上大等”

129) 《三國遺事》 卷第1 紀異 第2 善德王知幾三事, “於靈廟寺玉門池 冬

月衆蛙集鳴三四日 國人怪之 問於王 王急命角干閼川弼呑等 鍊精兵二千人 

速去西郊 問女根谷 必有賊兵 掩取殺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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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발했던 것이다. 고구려에서도 대장군은 제2관등인 太大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추정되는 점도,130) 신라

의 대장군과 장군의 구분 기준을 생각할 때 참고가 된다.

  이찬과 잡찬을 경계로 대장군의 취임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그 아

래의 장군 사이에서도 같은 성격의 구분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휘부의 구성을 가장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문무왕 8년조에서는 1

개 부대의 정 역할을 맡은 지휘관의 관등이 각간부터 아찬까지 다

양하게 나타난다.131) 문제는 그 아래의 일길찬·사찬·급찬인데, 사

료에서 일길찬·사찬을 가진 인물이 장군으로 임명되는 예는 존재

하지 않지만 아래의 기사를 통해 (정)장군과 부장군의 구분 기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Ⅲ-2-⑨] 3월. 沙飡 薛烏儒가 고구려 太大兄 高延武와 함께 각각 정

병 1만 명을 인솔해 압록강을 건너 屋骨△△△에 이르렀다.132)

  [Ⅲ-2-⑩] 왕이 노해 佐平 解讐에게 步騎 4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그 4개 성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신라의 장군 乾品·武殷이 무리를 거느

리고 맞서 싸웠다. … 무은이 승세를 타고 甲卒 1천 명을 이끌고 추격해 

큰 늪에 이르렀다.133)

130) 이정빈, 2016 〈「천남생 묘지」에 보이는 將軍과 7세기 고구려의 

군사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22, 96~100쪽.

131)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8年, “二十一日 以大

角干金庾信爲大幢大摠管 角干金仁問 … 爲大幢摠管 伊飡陳純 … 爲京停

摠管 伊飡品日 … 爲貴幢摠管 … 迊飡軍官 … 爲漢城州行軍摠管 迊飡崇

信 … 爲卑列城州行軍摠管 波珍飡宣光 … 爲河西州行軍摠管 波珍飡 宜

福 … 爲誓幢摠管 阿飡日原 … 爲衿幢摠管”

132)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10年, “三月 沙飡薛

烏儒與高句麗太大兄高延武 各率精兵一萬 度鴨淥江 至屋骨△△△”

133) 《三國史記》 卷第27 百濟本紀 第5 武王 3年, “王怒 令佐平解讎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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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2-⑪] 진평왕 建福 19년 壬戌 가을 8월. … 왕이 장군 波珍干 乾

品·武梨屈·伊梨伐, 級干 武殷·比梨耶 등으로 하여금 병력을 이끌고 막

게 했다. … 우리 軍이 진격하다가 힘이 다해 돌아왔다. 그때 무은이 후군

이 되어 부대 뒤편에 섰다.134)

  우선 [Ⅲ-2-⑨]에서 진골일 리 없는 薛烏儒는 임명 규정을 감안

하면 장군일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출진은 신라의 주력 병력이 한

반도 남부의 웅진도독부를 공략하는 동안 육로로 남하할 당군을 지

연시키기 위해 기획된 정규 작전이었으므로,135) 설오유를 포함한 

신라군의 지휘부도 규정에 맞춰 편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진골이 

아닌 사찬 소지자가 대규모 원정을 지휘한 사례가 존재하는 이상, 

사찬 관등의 장군이 1개 부대의 (정)장군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

졌다고 볼 수 있다.136)

  다음으로 [Ⅲ-2-⑩·⑪]은 진평왕 24년(602)에 발생한 阿莫城 

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新羅將軍乾品武殷帥衆拒戰 … 武殷乘勝 領甲卒一

千 追至大澤”

134) 《三國史記》 卷第45 列傳 第5 貴山, “眞平王建福十九年壬戌秋八月 

… 王使將軍波珍干乾品武梨屈伊梨伐級干武殷比梨耶等 領兵拒之 … 我軍

進擊 力困引還 時武殷爲殿 立於軍尾”

135) 이와 관련해 설오유가 지휘한 신라군이 특별히 모집한 정예병으로 

구성되었고, 그 목표도 명확하게 견제 작전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상훈, 2012 앞 책, 97~108쪽).

136) 이와 관련해 문무왕 21년(681)에 사찬 武仙이 정병 3천 명으로 比

列忽을 지켰다고 한다(《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下 21

年, “沙飡武仙率精兵三千 以戍比列忽”).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

에서는 이 해에 泉井郡을 빼앗았다고 서술했다(《三國史記》 卷第35 雜

志 第4 地理2 新羅 朔州 井泉郡, “本高句麗泉井郡 文武王二十一年取

之”). 두 기사를 연결할 수 있다면, 무선의 사례도 사찬 관등 지휘관의 

작전 수행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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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 관한 내용인데, 신라군의 지휘관 중 급찬(級干) 武殷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137) 두 기사에서 나타나는 무은의 활동 모습은 약

간 다르지만, 당시 신라군이 복수의 군사 조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

이지 않는 점, 그가 모두 장군으로 기록된 점, 아울러 지휘부의 말

단을 구성하면서 분견대 혹은 後軍[殿]처럼 1개 조직 내부의 일정 

단위를 지휘한 점 등을 생각하면, 무은은 (정)장군인 건품 아래의 

부장군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급찬으로 장군에 임명된 자가 1개 부대의 (정)장군도 

맡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국지전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출진하는 신라군의 지휘부는 1명의 (정)장군과 

1명 이상의 부장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장군

이 급찬이라면 그를 보좌하는 부장군으로 삼을 수 있는 더 낮은 관

등의 장군이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비록 1건이지

만 급찬을 소지한 장군의 직무가 부장군으로 추정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비약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일단 급

찬 관등의 장군은 1개 부대에서 부장군을 넘어서는 역할은 맡지 못

했다고 간주하고자 한다. 결국 (정)장군의 취임 여부를 결정하는 기

준선은 사찬과 급찬 사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쟁에 투입되는 군사

력의 증가에 맞춰 지휘부의 규모도 효율적 운용을 위해 확대된다. 

이로 인해 지휘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장군 사이에서 서열 구조가 

137) 《삼국사기》 貴山傳의 서두에서는 부친이 무은 阿干이라고 했다

(《三國史記》 卷第45 列傳 第5 貴山, “父武殷阿干”). 그러나 이어지

는 서술에서는 급간 무은이라고 했으므로([Ⅲ-2-⑪]), 아간(아찬)은 

그가 얻은 최종 관등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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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 신라 장군의 서열을 알려주는 자료 중 무관조 화 항목의 

3종 장군을 통한 지휘부 구성 원리의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만 전쟁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장군·장군·부장군은 신

라군 지휘부의 구조 및 전체적인 부대 편성 방식을 알려준다. 대장

군과 부장군은 7세기 초중반부터 나타난다. 부장군은 1개 부대의 

지휘부에서 (정)장군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정)장군

-부장군 구조는 9세기 초반까지 유지되었고, 7세기에 이미 전쟁만

이 아니라 법제로도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장군은 최고위 상

임 무관으로 볼 수 있는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복수의 전쟁 수행 

조직이 동원될 경우 각 조직의 지휘부와 전체 군사력을 총괄 지휘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대장군·(정)장군·부장군은 임명된 장

군 사이에서 관등을 기준으로 선발되었는데, 대장군은 이찬 이상, 

(정)장군은 사찬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맡을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3. 8세기 이후 상임 장군의 출현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통해, 장군제의 성격과 운영 원리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는 7세기 

후반, 직접적으로는 신·당 전쟁의 종료까지의 사례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장군제는 이후에도 기존의 성격을 유지했을까. 하대 말기의 

전란에서 출현한 신라 관제에 속하지 않는 장군을 제외하면,138) 사

료에서 신라의 장군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

138) 신라 말기에 각지에서 등장하는 소위 ‘성주·장군’ 및 마진·태

봉·고려·후백제 등의 장군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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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빈약한 사례에서도 변화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신·당 전쟁이 끝난 후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장군은 시위부의 

장군이다. 시위부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왕의 친위 군사 조직

이므로, 일찍부터 軍事史만이 아니라 정치사 등에서도 적지 않은 관

심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시위부장군 자체에 대해서는 군제의 다른 

구성 요소와 마찬가지로 자료가 많지 않아, 설치 시점의 정치 상황

과 무관조에 수록된 임명 규정을 근거로 국왕과의 관계를 추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139) 《삼국사기》에 실린 시위부장군에 대한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Ⅲ-3-①] 겨울 10월. 侍衛監을 없애고 장군 6명을 두었다.140)

  [Ⅲ-3-②] 三徒가 있다. 진덕왕 5년에 설치했다. 장군은 6명이다. 신문

왕 원년에 監을 없애고 장군을 두었다. 位가 級飡부터 阿飡까지인 자로 삼

는다. 大監은 6명이다. 位가 奈麻부터 아찬까지인 자로 삼는다. 隊頭는 15

명이다. 位가 舍知부터 沙飡까지인 자로 삼는다. 項은 36명이다. 位가 사

지부터 大奈麻까지인 자로 삼는다. 卒은 117명이다. 位가 先沮知부터 大舍

까지인 자로 삼는다.141)

139) 무관조에 수록된 시위부장군의 임명 규정에 신분 제한이 없는 점을 

근거로, 시위부장군은 6두품을 위해 마련된 관직이고 임명 규정 자체가 

진골 세력의 침투를 배제하는 조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문기, 

1997 앞 책, 167~168쪽). 한편 시위부장군이 6두품에게 개방되었음을 

인정하되, 젊은 진골의 임명도 고려했다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서영

교, 2009 〈新羅 侍衛府 -警護와 警備의 相異-〉 《한국 고대사 연구

의 현단계(石門 李基東敎授 停年記念論叢)》, 주류성, 684쪽].

140)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元年, “冬十月 罷侍衛監 

置將軍六人”

141)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侍衛府, “有三徒 眞德

王五年置 將軍六人 神文王元年 罷監置將軍 位自級飡至阿飡爲之 大監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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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3-①·②]에서 서술한 것처럼 시위부장군은 신문왕 원년

(681)에 설치되었는데, [Ⅲ-3-①]에서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侍衛監을 없애고 (시위부)장군을 두었다고 한 부분에 주의해야 한

다. 즉, 장군 이전에 시위부의 장관으로 ‘시위감’이라는 명칭을 

갖는 별도의 관직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거에는 시위부가 본래 大監 이하의 조직이 기본이었

고 시위부장군의 설치는 단지 명칭만 승격한 것이라고 보거나,142)

[Ⅲ-3-②]에서 罷했다고 서술한 監이 진평왕 46년(624)에 설치된 

侍衛府大監인지 [Ⅲ-3-①]의 시위감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보류하

기도 했다.143)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덕왕 5년(651)에 시위부를 三

徒로 정비하면서 그 통솔을 위해 시위감이라는 관직을 설치했다고 

추정하는 견해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44)

  시위감을 상정하는 견해의 근거는, [Ⅲ-3-②]에서 감을 파하고 

장군을 설치했다고 서술했음에도 대감의 정원과 임명 규정에 관한 

서술이 이어진다는 점이다.145) 그 배경에는 시위부 항목이 《舊唐

書》의 무관조처럼 완결된 구조이므로 일차적으로 정리된 하나의 

저본 자료를 전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고 여겨진다.146)

人 位自奈麻至阿飡爲之 隊頭十五人 位自舍知至沙飡爲之 項三十六人 位

自舍知至大奈麻爲之 卒百十七人 位自先沮知至大舍爲之”

142) 井上秀雄, 1974 앞 논문, 155~157쪽; 여기에서도 장군이 대감보다 

상위의 관직임은 인정했지만, 동시에 임명 규정의 차이를 근거로 시위

부장군과 6정·九誓幢의 장군을 다른 성격의 관직으로 구별했다.

143) 이기백·이기동, 1982 《韓國史講座: 古代編》 1, 일조각, 340쪽.

144) 이문기, 1997 앞 책, 158~159쪽.

145) 이문기, 1997 앞 책, 158쪽.

146) 이문기, 1997 앞 책, 2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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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3-②]의 내용은 3도의 설치 시점, 시위부장군의 연혁과 임

명 규정, 시위부대감 이하 무관들의 임명 규정 등 총 3부분으로 나

눌 수 있다. 이들 중 대감~졸 부분은 완전히 같은 서식인데, 특히 

신라본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위부대감의 설치 시점을 삽입하지 

않은 것은 단일 자료를 전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147)

  반면 장군에 대해서는 연혁까지 포함해 서술했으므로, 이 부분이 

대감 등과 같은 자료에서 유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위부 항목 

전체가 관원에 관한 규정과 연혁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格 관련 

자료에 근거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148) 말단 관료인 弩幢의 연

혁까지 누락 없이 서술한 병부 등의 주요 관서와 비교하면 연혁을 

전혀 서술하지 않은 시위부대감 이하 부분과 시위부장군에 대한 내

용의 전거 자료는 구별해야 한다.149) 결국 [Ⅲ-3-②]에서 3도의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부분이 별개의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을 

연결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이상, 시위감과 시위부대감을 다른 관직

147)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46年, “春正月 置侍衛府

大監六員 賞賜署大正一員 大道署大正一員”; 시위부대감과 함께 설치된 

賞賜署와 大道署의 大正에 대해 《삼국사기》 직관지의 각 해당 항목에

서 설치 시점을 명기한 점도 무관조의 시위부 항목을 편찬할 때 진평왕 

46년조의 대감 설치에 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음을 암시한다.

148) 홍승우, 2015 앞 논문, 168~170쪽.

149) 《三國史記》 卷第38 雜志 第7 職官 上 兵部, “令一人 法興王三年

始置 眞興王五年 加一人 太宗王六年 又加一人 位自大阿飡至太大角干爲

之 又得兼宰相私臣 大監二人 眞平王四十五年初置 文武王十五年 加一人 

景德王改爲侍郞 惠恭王復稱大監 位自級飡至阿飡爲之 弟監二人 眞平王十

一年置 太宗王五年 改爲大舍 景德王改爲郞中 惠恭王復稱大舍 位自舍知

至奈麻爲之 弩舍知一人 文武王十二年始置 景德王改爲司兵 惠恭王復稱弩

舍知 位自舍知至大舍爲之 史十二人 文武王十一年加二人 十二年加三人 

位自先沮知至大舍爲之 弩幢一人 文武王十一年置 景德王改爲小司兵 惠恭

王復故 位與史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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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만약 시위감의 존재를 설정한다면, 시위감-시위부대감이라는 조

직 구조가 발생한다. 신라의 관제에서 감은 관직 명칭의 마지막 글

자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군사 관련 관직에서 대감·弟監·소감

이 6세기 중반부터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50) 이들의 기원

이 감이고 특히 대감은 상향 분화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이상 

시위감-시위부대감은 시간적 선후 관계가 무시된, 혹은 서열이 역

전된 구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51) 게다가 《삼국사기》 직관지

에서 감을 장관으로 갖는 관서가 비교적 위상이 낮은 실무 관서라

는 점도,152) 신라의 유일한 친위 군사 조직인 시위부의 장관으로 

시위감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시위감은 시위부대감의 약칭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근거 사료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Ⅲ-3-③] 봄 정월. 兵部와 倉部의 卿과 監을 侍郞으로 고치고, 大舍를 

郎中으로 고쳤다.153)

  [Ⅲ-3-④] 大監. … 경덕왕이 侍郞으로 고쳤다. 혜공왕이 다시 대감으

150) 《삼국사기》에 따르면, 兵部大監은 진평왕 45년(623), 兵部弟監은 

진평왕 11년(589), 船府署大監과 船府署弟監은 진평왕 5년(583), 대당 

등에 배치되는 大官大監은 진흥왕 10년(549), 대당 등에 배치되는 제

감과 소감은 진흥왕 23년(562)에 설치되었다.

151) 이와 관련해 [Ⅲ-3-②]에서 등장하는 감과 대감을 별개로 볼 경우, 

대감이 감의 상위에 있었을 것이므로 ‘罷監置將軍’은 불가능해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신태현, 1959 앞 논문, 41쪽).

152) 《三國史記》 卷第38 雜志 第7 職官 上에서 工匠府부터 南市典까지 

9개 관서의 장관이 감이다.

153) 《三國史記》 卷第9 新羅本紀 第9 景德王 18年, “春正月 改兵部倉

部卿監爲侍郞 大舍爲郞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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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칭했다.154)

  신라의 병부에는 경이 설치된 적이 없으므로, [Ⅲ-3-③]의 경이 

倉部卿임은 분명하다.155) 그렇다면 남은 감은 병부의 감, 즉 兵部監

이고 이를 兵部侍郎으로 고친 셈이다. 하지만 병부의 관직 중 감을 

명칭에 포함하는 것은 대감과 제감뿐이고, [Ⅲ-3-④]에서 (병부)

시랑의 본래 명칭을 (병부)대감으로 명기했으므로 [Ⅲ-3-③]의 감

은 대감의 약칭이 된다.

  이러한 감과 대감의 관계를 [Ⅲ-3-①]의 시위감에 적용하면 시

위감의 정식 명칭은 시위(부)대감이 되므로, 시위부장군의 전신은 

시위감이라는 별개의 관직이 아니라 시위부대감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해할 경우 시위부의 조직이 신문왕 5년(685)의 

5등관제 실시 전까지 유지되던 4등관제에 부합한다는 점도 시위부

장군이 시위부대감을 변경한 것이라는 추정의 방증이 된다.156)

154) 《三國史記》 卷第38 雜志 第7 職官 上 兵部, “大監 … 景德王改爲

侍郞 惠恭王復稱大監”

155) 《三國史記》 卷第38 雜志 第7 職官 上 倉部, “卿二人 眞德王五年

置 文武王十五年加一人 景德王改爲侍郞 惠恭王復稱卿 位與兵部大監同”

156) 시위감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진덕왕 5년(651)에 3도를 설치할 때 

시위감만이 아니라 隊頭·項·卒도 함께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이문기, 1997 앞 책, 159쪽). 그러나 대두·항·졸은 무관조의 

시위부 항목 외에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명칭도 신라

의 다른 관직과 비교하면 이질적이다. 이와 관련해 졸은 고대 중국의 

군제에서 사용하는 편성 단위였는데(《通典》 卷第148 兵1 立軍, “周

制 萬二千五百人爲軍 軍將皆命卿 … 百人爲卒 卒長皆上士 … 管子言於

齊桓公曰 … 於是乃制五家以爲軌 軌爲之長 … 故二百人爲卒，連長率

之”), 대두·항·졸 등이 중국 古制의 영향을 받아 이른 시기에 설치

된 무관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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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직제 변경이 단순한 명칭 수정만은 아니었다. [Ⅲ-3-②]

에서 알 수 있듯이 시위부대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최저 관등은 나

마였지만, 시위부장군의 그것은 급찬이었다. 양자의 임명 규정에서 

상한 관등이 아찬으로 같음에도 하한 관등만 상승시킨 것은, 당시까

지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에 임명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관등이 급찬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157)

  시위부대감을 시위부장군으로 바꾼 신문왕 원년(681)은 대외적으

로 당과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즉위 직후에 金欽突의 난이 발생했다가 진압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신문왕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위부의 장관을 장군으로 개

편함으로써 일종의 위상 상승을 기대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도 시

위부를 통한 군령권 행사의 범위 확대를 의도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시위부장군이 다른 일반 관서처럼 상설 기구인 시위부의 

장관이었다는 점은 신라의 장군제에 변화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다. 

하대까지 시위부의 조직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고 전제한다면,158)

시위부장군은 [Ⅲ-3-②]의 임명 규정에 따라 급찬~아찬을 소지한 

인물을 임명하는 상임직으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이는 관료 중에서 

선발되어 전쟁 중에만 한시적으로 기능하는 비상임직 장군과 근본

157) 장군의 임명 규정인 ‘位自眞骨上堂至上臣爲之’에서 상당인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관등이 급찬이었음은 1장 1절에서 밝혔다.

158) 이와 관련해 《舊唐書》·《新唐書》 新羅傳에서는 금군으로 추정되

는 衛兵·獅子隊 등이 등장한다(《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

夷 新羅國, “王之所居曰金城 周七八里 衛兵三千人 設獅子隊”; 《新唐

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新羅, “王居金城 環八里所 衛兵三千

人”). 이 부분은 8세기 중후반의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이므로, 시위부

에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련 자료가 없

으므로, 여기에서는 시위부와 위병·사자대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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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른 특징이다. 그러므로 시위부장군이 비록 기존의 장군과

는 다른 계통에서 기원했고 기능도 다르지만, 그 설치는 장군제 변

화의 첫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살펴볼 대상은 9서당의 장군이다. 9서당은 진평왕 5년

(583)에 설치된 서당에서 그 명칭이 비롯되었지만, ‘某衿(誓)幢’

이라는 동일 형식의 명칭을 갖는 9개의 조직이 하나의 집단으로 묶

이게 된 시점은 長槍幢이 緋衿誓幢으로 개편되는 孝昭王 2년(693)

일 것이다.159) 9서당 장군의 배치 및 임명 규정은 아래와 같다.

  [Ⅲ-3-⑤] 장군. … 綠衿幢에 2명이다. 紫衿幢에 2명이다. 白衿幢에 2

명이다. 緋衿幢에 2명이다. 黃衿幢에 2명이다. 黑衿幢에 2명이다. 碧衿幢에 

2명이다. 赤衿幢에 2명이다. 靑衿幢에 2명이다. 位가 眞骨 級飡에서 角干

까지인 자로 삼았다.160)

  훗날 綠衿誓幢으로 개편되는 서당은 무열왕 8년(661) 및 문무왕 

원년(661)·8년(668)의 출진 시에 장군 혹은 총관이 임명되는 만

159)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九誓幢, “一曰

綠衿誓幢 眞平王五年始置 但名誓幢 三十五年 改爲綠衿誓幢 衿色綠紫 二

曰紫衿誓幢 眞平王四十七年 始置郞幢 文武王十七年 改爲紫衿誓幢 衿色

紫綠 三曰白衿誓幢 文武王十二年 以百濟民爲幢 衿色白靑 四曰緋衿誓幢 

文武王十二年 始置長槍幢 孝昭王二年 改爲緋衿誓幢 五曰黃衿誓幢 神文

王三年 以高句麗民爲幢 衿色黃赤 六曰黑衿誓幢 神文王三年 以靺鞨國民

爲幢 衿色黑赤 七曰碧衿誓幢 神文王六年 以報德城民爲幢 衿色碧黃 八曰

赤衿誓幢 神文王六年 又以報德城民爲幢 衿色赤黑 九曰靑衿誓幢 神文王

七年 以百濟殘民爲幢 衿色靑白”

160)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諸軍官 將軍, “將軍 

… 綠衿幢二人 紫衿幢二人 白衿幢二人 緋衿幢二人 黃衿幢二人 黑衿幢二

人 碧衿幢二人 赤衿幢二人 靑衿幢二人 位自眞骨級飡至角干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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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161) 당시까지 서당의 지휘관 임명은 대당 등 다른 군사 조직과 

마찬가지로 1장 1절에서 검토한 기존의 임명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

을 것이다. 그런데 [Ⅲ-3-⑤]에 따르면 9개의 (서)당에 배치된 장

군은 진골 신분으로 급찬부터 각간까지라는, 즉 관등으로 구성된 임

명 규정을 가졌다. 이는 9서당에 배치된 장군이 기존 전쟁 수행 조

직의 장군과 달리, 오히려 시위부장군 및 다른 일반 관직처럼 상임

직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통일 이전의 서당과 별개로 9서당에 대해서는 이들이 신라인과 

더불어 타국의 유민으로 구성된 점을 근거로 통일 이후의 민족 융

합 및 왕권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보는 견해가 등장한 이후,162) 큰 

반론은 제기되지 않았다. 단, 과거에는 9서당에서 무관을 제외한 일

반 병력은 천민 신분이었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163) 그렇지만 신

라인으로 구성된 3개 서당[녹금·자금·비금서당]의 존재 및 각 서

당에 馬兵을 지휘하는 무관이 배치된 점을 고려할 때,164) 일반 백

성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유력 계층에 속한 자들로 9서당을 구성했

161)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8年, “文品爲誓幢將

軍”;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元年, “眞福爲誓幢

摠管”; 同 8年, “波珍飡宜福阿飡天光爲誓幢摠管”

162) 末松保和, 1954 앞 논문, 357~358쪽; 이기백, 1977 앞 논문, 11

쪽; 노중국, 1999 앞 논문, 189~193쪽.

163) 백남운, 1933 《朝鮮社會經濟史》, 東京: 改造社, 335~338쪽; 이기

백, 1957 〈新羅私兵考〉 《역사학보》 9, 55쪽; 이기백, 1977 앞 논

문, 11쪽; 이기백·이기동, 1982 앞 책, 340~342쪽.

164)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武官 諸軍官 隊大監, “領馬

兵 … 綠衿幢三人 紫衿幢三人 白衿幢三人 黃衿幢三人 黑衿幢三人 碧衿

幢三人 赤衿幢三人 靑衿幢三人”; 同 少監, “領馬兵 … 緋衿幢三人 碧

衿幢六人 綠衿幢六人 白衿幢六人 黃衿幢六人 黑衿幢六人 紫衿幢六人 赤

衿幢六人 靑衿幢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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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165)

  9서당의 성격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이 글

의 논지와도 거리가 있다. 다만 9서당에 배치된 장군의 성격과 관련

해 일부 ‘모(금)서당’이 실전에 투입되었다고 해도,166) 9개의 구

성 요소로 완비된 이후의 9서당의 역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7세기 초중반 당 조정이 귀순한 돌궐 수령에게 가함으로 제

위의 장군호 등을 수여함으로써, 도성은 직사관인 제위의 漢族 장군

이 지키고 도성의 이념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제국은 돌궐 

번장이 수호한다는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황제의 위상을 제고했다

는 견해가 시사점을 준다.167)

  9서당 중 신라인으로 구성된 3개 서당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6

개 서당은 동원 기반을 염두에 두면 조직이 장기간 유지되었을지 

불확실하다.168) 그러나 적어도 신문왕~효소왕 시기에 신라인의 입

165) 노중국, 1999 앞 논문, 196~199쪽; 홍성열, 2017 〈신라 誓幢의 

설치와 확대〉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사(Ⅰ)전공 석사학위논

문, 33~35쪽.

166) 신문왕 4년(684)에 발생한 보덕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黃衿誓

幢이 투입되었다(《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金令胤, “神文大王時 

高句麗殘賊悉伏 以報德城叛 王命討之 以令胤爲黃衿誓幢步騎監”). 한편 

문무왕 12년(672)의 石門 전투에서 효소왕 2년(693)에 비금서당으로 

개편되는 장창당이 확인되지만(《三國史記》 卷第43 列傳 第3 金庾信 

下, “唐軍與靺鞨 營於石門之野 王遣將軍義福春長等禦之 營於帶方之野 

時 長槍幢獨別營 遇唐兵三千餘人 捉送大將軍之營”), 어디까지나 개편 

이전인 만큼 9서당의 구성 요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녹

금서당으로 개편되기 전의 서당도 마찬가지다.

167) 이기천, 2011 〈唐前期 唐朝의 蕃將 관리와 諸衛將軍號 수여〉 서

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4~49쪽.

168) 9서당의 존속에 대해서는 선조의 출신지가 고구려·백제·말갈·보

덕국이거나, 본래 이들 나라의 영토였던 곳의 주민으로 충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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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이종족인 자들로 구성된 9서당의 존립 의의는 당 황제와 돌

궐 번장의 관계와 같은 구도의 구축이었다고 여겨진다.169)

  이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완성된 9서당은 전쟁 수행보다는 국왕

의 권위를 수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상설 조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9서당에 배치된 장군은 상임직이 된다. 시위부장군에 이

어 9서당의 장군까지, 8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의 중심부에서는 지

금까지와는 다른 성격의 장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위부장군과 9서당 소속 장군의 등장 이후에도 신라 조정

이 전쟁에 임해 장군을 임명한 사례는 찾을 수 있다.

  [Ⅲ-3-⑥] 겨울 12월. 角干 思恭 및 伊飡 貞宗·允忠·思仁을 각각 장

군으로 삼았다.170)

  [Ⅲ-3-⑦] 가을 7월. … 왕에게 開府儀同三司 寧海軍使를 더해주고 병

력을 내어 말갈(발해: 필자)의 남쪽 변경을 공격하게 했다.171)

  [Ⅲ-3-⑥]에서는 출진 기사 없이 장군의 임명만 서술했지만, 이

는 다음 해(733)에 이루어진 [Ⅲ-3-⑦]의 발해 원정을 위한 지휘

부 편성이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장군으로 임명된 4명의 관직은 

알 수 없지만 이들 중 思恭은 성덕왕 27년(728)에 상대등으로, 允

으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홍성열, 2017 앞 논문, 34쪽).

169) 다만 9서당 장군의 임명 규정에 진골이 포함된 만큼([Ⅲ-3-⑤]), 

9서당이 표방하는 목표도 어디까지나 신라의 폐쇄적 진골 집단에 의한 

이종족 통제라는 전제 아래에서 추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70)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31年, “冬十二月 以角干

思恭伊飡貞宗允忠思仁 各爲將軍”

171)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32年, “秋七月 … 仍加

授王爲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發兵擊靺鞨南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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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은 성덕왕 24년(725)에 중시로 임명되어 재임 중이었다.172) 나

머지 2명도 관직은 알 수 없지만 장군 임명 당시의 관등[이찬] 및 

貞宗이 성덕왕 12년(713)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사실과 후대

의 일이지만 양자 모두 상대등을 역임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

면,173) 성덕왕 31년(732)의 장군 임명 당시에 이미 조정의 차관급 

이상 관료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Ⅲ-3-⑥·⑦]을 통해 8

세기 중반까지 전쟁 수행을 위한 장군의 기본 성격과 관련 제도에 

큰 변화는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헌덕왕 11년(819)에는 順天軍將軍이라는 명칭이 출현한다.

  [Ⅲ-3-⑧] 가을 7월. 당 鄆州節度使 李師道가 반란을 일으키니 憲宗이 

장차 이를 토벌하고자 楊州節度使 趙恭을 보내 우리의 병마를 징발했다. 

왕이 勅旨를 받들어 順天軍將軍 金雄元에게 甲兵 3만을 통솔해 돕도록 명

했다.174)

172)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27年, “上大等裴賦請老 

從之 以伊飡思恭爲上大等”; 同 24年, “中侍宣宗退 伊飡允忠爲中侍”;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 김유신전에서는 김유신의 적손 允中·允文이 

발해를 공격한 4명의 장군에 포함되었다고 서술했다(《三國史記》 卷第

43 列傳 第3 金庾信 下, “於是大王命允中弟允文 等四將軍 率兵會唐兵 

伐渤海”). 이들 중 윤중은 [Ⅲ-3-⑥]의 윤충이라고 보이지만, 윤문은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장군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윤충

과 윤중을 동일시하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박해현, 1996 〈新羅 中代 

政治勢力 硏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82~83쪽), 

이 글의 논지와는 관계가 없다.

173)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12年, “春二月 … 遣使

入唐朝貢 玄宗御樓門以見之 冬十月 入唐使金貞宗廻”; 신라본기에 따르

면 정종은 효성왕 원년(737), 思仁은 경덕왕 4년(745)에 상대등으로 

임명되었다.

174)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憲德王 11年, “秋七月 唐鄆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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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의 병력이 실제로 李師道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175) 그러나 順天軍이라는 원정 조직이 확인되

는 만큼, 적어도 편성과 함께 金雄元이 장군으로 임명되었을 것이

다. 이는 [Ⅲ-3-⑥·⑦]의 발해 원정을 위한 장군 임명과 마찬가

지로, 7세기까지의 장군제 운영 원리에 부합한다. 김웅원은 헌덕왕 

3년(811)에 이찬으로 完山州都督이 되었고 헌덕왕 14년(822)에는 

김헌창의 반란을 진압하는 신라군의 지휘관으로 등장했으므로,176)

장군의 임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다만 순천군이라는 부대의 특수성은 이후 장군 명칭의 사용에 변

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전쟁이 발생하면 해당 상황

에 적합한 인물을 중앙군 혹은 지방에서 편성한 군사 조직의 장군

으로 임명했으므로,177) 특정인이 하나의 군사 조직에 고정적으로 

취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누군가를 계속 특정 

군사 조직의 장군으로 부른다는 관념은 성립하기 어려웠다.

節度使李師道叛 憲宗將欲討平 詔遣楊州節度使趙恭 徵發我兵馬 王奉勅旨 

命順天軍將軍金雄元 率甲兵三萬以助之”

175) 이사도가 5개월 전에 이미 살해되었으므로, 신라군이 토벌전에 참여

했는지 의문스럽다는 견해가 있다(정구복 외, 2012a 앞 책, 328쪽).

176)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憲德王 3年, “二月 以伊飡雄

元 爲完山州都督”; 同 14年, “遂差員將八人 守王都八方 然後出師 … 

伊飡均貞迊飡雄元大阿飡祐徵等 掌三軍徂征”; 단, 헌덕왕 3년조에서는 

웅원의 관등이 이찬인데 14년조에서는 잡찬이라고 했으므로 모종의 오

류가 있다고 여겨진다.

177) 대표적으로 선덕왕 14년(634)에 김유신이 상주장군으로, 무열왕 8

년(661)에 잡찬 문충과 아찬 진왕이 상주장군으로, 문무왕 원년(661)

에 품일·충상·의복이 상주총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상주

만이 아니라 다른 군사 조직의 지휘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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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과 달리 순천군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즉 [Ⅲ-3-⑧]에

서 알 수 있듯이 당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편성한 1회성 전

쟁 수행 조직이었다. 순천군의 해체와 함께 김웅원은 본래의 관직으

로 복귀했을 것이고, 그에게 부여된 순천군장군이라는 직함도 다시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김웅원

이 유일무이한 순천군장군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순천군장군이라는 

명칭 자체가 김웅원이라는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 즉 상시적 장

군호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정과 통하는 사례를 3장 2절에서 장군의 서열 구조를 

논의할 때 제시했던 〈흥덕왕릉비〉의 비편에서 찾을 수 있다.

  [Ⅲ-3-⑨] 飡 驍騎將軍 叡恭178)

  [Ⅲ-2-③]에서 제시했던 ‘除副將軍’의 다음 행에서 등장하는 

이 명문도 전후 맥락을 알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하지만 이 인물이 

헌덕왕 14년(822) 김헌창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진했던 잡찬 

衛恭이라면,179) 신라 조정 상층부의 인물이 美稱에 가까운 수식어

가 붙은 장군으로 불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3-⑨]의 효기장군을 당 武散階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

러나 무산계를 비롯한 당의 관제에 효기장군은 존재하지 않는

178) 〈흥덕왕릉비편(경주박물관 소장품: 21)〉, “飡驍騎將軍叡恭”

179)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憲德王 14年, “遂差員將八人 

守王都八方 然後出師 … 一吉飡張雄先發 迊飡衛恭波珍飡悌凌繼之”; 이

기동, 1980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역사학보》 85,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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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0) 훈품제에서 4轉을 획득한 자에게 정6품에 해당하는 驍騎尉

를 주었지만,181) 효기위와 효기장군은 엄연히 다르다. 아울러 2장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에서 군공 평가를 위해 훈품제와 같은 

제도를 추가로 마련한 흔적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8세기부터 당의 賓貢科에서 급제한 자들을 중심으로 당에서 받은 

文散階로 자신의 지위를 표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그 

경우 본인의 본래 관등은 생략한다.182) 반면 [Ⅲ-3-⑨]의 ‘飡’

은 叡恭이 가진 관등의 마지막 글자일 것이므로, 효기장군이 문산계

처럼 관직의 위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작다.

  효기장군은 驍騎를 지휘하는 장군을 지칭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에서 설명한 관제와 별개로 당의 금군 16위 중 左·右衛 소속 병사

를 효기라고 불렀다는 점은,183) 효기장군의 성격을 생각할 때 간과

할 수 없다. 본래 효기장군은 전한 무제 시기에 名將 李廣이 임명되

었던 무관직이었고,184) 특히 光武帝 즉위 초기에 효기장군이 통솔

180) 《唐六典》 卷第5 尙書兵部 (兵部)郎中條에서 武散官의 전체 구성

[종1품 驃騎大將軍~종9품하 陪戎副尉]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효기장

군은 없다.

181) 《唐六典》 卷第2 尙書吏部 司勳郎中, “司勳郎中員外郞掌邦國官人

之勳級 凡勳十有二等 … 四轉爲驍騎尉 比正六品”

182) 신라에서 당의 문산계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점은 신라본기에 따

르면 성덕왕 13년(714), 금석문에서는 聖德大王神鍾이 제작된 혜공왕 

7년(771)이다(《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13年, “閏二

月 遣級飡朴裕入唐賀正 賜朝散大夫員外奉御還之”; 〈聖德大王神鍾銘〉, 

“朝散大夫兼太子師議郞 翰林郎 金弼奧”).

183) 《唐六典》 卷第5 尙書兵部 (兵部)郎中, “凡兵士隸衛 各有其名 左

右衛曰驍騎”; 좌·우위 소속 병사를 효기라고 부르는 것은 수 大業 3

년(607)부터였다(《唐六典》 卷第24 諸衛府 左右衛, “大將軍各一人 

正三品 … 煬帝大業三年 復置左右衛爲左右翊衛 其所領名爲驍騎 皇朝復

左右衛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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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효기 부대를 경사 주둔 방어군으로 설치했다고 추정된다.185)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효기장군은 신라 조정이 채택한 시위부장군 

혹은 그에 준하는 금군 조직 장관의 명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예공(위공)의 관등이 신라본기 헌덕왕 14년조에 서술된 것

처럼 잡찬이었다면, 시위부장군의 임명 규정[급찬~아찬]에 부합하

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애장왕 10년(809) 金彦昇의 반란 시 애장

왕을 ‘侍衛’하다 살해당한 體明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186) 그

는 1년 전 당 조정으로부터 門戟을 받은 소판 金添明과 동일인이었

다고 여겨지며,187) 아울러 그의 마지막 모습으로 미루어 보건대 시

위부의 장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사망 당시 체명의 관등이 소

판이었으므로, 시위부장군의 임명 규정은 달라졌거나 반드시 지켜지

지는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관등을 이유로 효기장군이 금군 조직

의 지휘관이라는 추정을 배척할 수 없다.

  다만 효기장군이 친위 군사 조직의 장관이 된 누구에게나 붙여지

는 명칭은 아니었던 것 같다. [Ⅲ-3-⑨]의 명문은 ‘□찬+효기장

군+예공’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하대의 금석문에서 인물을 표기

184) 《漢書》 卷6 武帝劉徹紀 第6 元光 元年, “… 衞尉李廣爲驍騎將軍

屯雲中 中尉程不識爲車騎將軍屯鴈門 六月罷”

185) 賓口重國, 1966 〈光武帝の軍備縮小と其の影響〉 《秦漢隋唐史の硏

究》 上,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310~313쪽; 이에 따르면 광무제 建武 

15년(39)에 설치한 중앙군의 지휘관 중 하나인 屯騎校尉의 전신이 효

기장군이었다.

186)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哀莊王 10年, “王叔父彦昇與

弟伊飡悌邕 將兵入內 作亂弑王 王弟體明侍衛王 幷害之”

187)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新羅, “又爲其宰相金彥昇金仲

恭王之弟蘇判金添明丐門戟 詔皆可”; 이문기, 2015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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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주로 취하는 ‘관직+관등+인명’ 형식과 구분된다.188) 인명 

바로 앞에 놓인 효기장군은 그것이 일반적인 관직의 명칭이 아니라 

예공 개인에게 귀속된 칭호였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흥덕왕 사후 均貞을 숙위한 ‘族兵’처럼,189) 하대 이후 격화된 

왕위 계승 분쟁에는 유력자가 사적으로 양성한 군사력이 동원되었

고 그 소유자가 승리해 즉위하면 그들 역시 시위부 조직으로 재편

되었다.190) 그리고 사적 군사력의 편입과 함께, 본래 그들을 지휘하

던 인물도 정식으로 시위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비록 외형적으로는 공적 조직을 내세웠겠지만, 위로는 국

왕과 밀접하고 아래로는 처음 사병을 양성할 때부터 그들과 유대 

관계를 맺었을 특정 지휘관이 독점적으로 시위부의 구성원을 장악

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 과정에서 효기장군처럼 친위 군사

력을 통솔하는 상임직의 명칭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1~2명에게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Ⅲ-3-⑨]의 효기장군은 통솔하는 군사력과 직무를 

나타냄과 동시에, 특정 인물을 상시적으로 가리키는 고유한 칭호로

도 기능했다고 생각한다. 신라의 장군 중에서도 시위부장군은 신문

188) 대표적 사례로 혜공왕 7년에 작성된 〈聖德大王神鍾銘〉의 ‘檢校使 

兵部令 兼殿中令司馭府令修城府令監四天王寺府令 幷檢校眞智大王寺使 

上相 大角干 臣 金邕’과 애장왕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고선

사 서당화상비〉의 ‘音里火三千幢主 級飡 高金□’, 〈慶州 皇龍寺 九

層木塔 金銅刹柱本記〉의 ‘上堂 前兵部大監 阿干 臣 金李臣’ 등이 있

다. 이들과 달리 文聖王 17년(855)에 작성된 〈昌林寺 無垢淨光塔願

記〉에서는 관직이 관등 뒤에 오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189)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金陽, “陽與均貞之子阿飡祐徵均貞妹

壻禮徵 奉均貞爲王 入積板宮 以族兵宿衛”

190) 이문기, 1997 앞 책, 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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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원년(681)의 설치 이후 상임직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개인

에 대한 귀속을 제외하면 상시 사용이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신라의 공식 관직인 금군 조직의 장관, 즉 시

위부장군에서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될 여지가 충분

했다. 결국 같은 〈흥덕왕릉비〉 비편의 ‘부장군’이 신라 장군제

의 기본적인 운용 방식이 9세기 초중반까지 유지되었음을 알려준다

면, ‘효기장군’은 장군의 성격과 장군제의 운용 원리가 변화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효기장군에 이어 신라의 통치 체제가 붕괴하기 전에 사료에서 마

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장군은 平東將軍과 鎭海將軍이다. 이들은 

모두 閔哀王과 神武王의 충돌에 개입한 淸海鎭과 관련이 깊은데, 우

선 전자에 대한 사료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Ⅲ-3-⑩] 겨울 12월. 金陽이 平東將軍이 되어 閻長·張弁·鄭年·駱

金·張建榮·李順行과 함께 軍을 통솔해 武州 鐵冶縣에 이르렀다.191)

  [Ⅲ-3-⑪] 陽이 平東將軍을 칭하고 12월에 다시 출진하니, 金亮詢이 

武州軍을 이끌고 왔다. 祐徵이 또 날쌔고 용감한 閻長·張弁·鄭年·駱

金·張建榮·李順行 등 여섯 장수를 보내 병력을 통솔하게 하니, 軍의 위

용이 매우 성대했다.192)

  당시 민애왕이 재위 중이었으므로, 평동장군은 공인되지 않은 장

191)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閔哀王 (卽位年), “冬十二月 

金陽爲平東將軍 與閻長張弁鄭年駱金張建榮李順行統軍 至武州鐵冶縣”

192)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金陽, “陽號爲平東將軍 十二月再出 

金亮詢以鵡洲軍來 祐徵又遣驍勇閻長張弁鄭年駱金張建榮李順行六將統兵 

軍容甚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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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었다. 그렇지만 金祐徵과 그 세력이 민애왕의 집권을 인정했을 

리 없으므로, 金陽의 평동장군 임명은 정당한 계승권을 내세웠을 김

우징에 의해 정식 임명과 다를 바 없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김양 본

인도 진골 신분으로 흥덕왕 시기에 武州都督을 역임했던 만큼, 장군

으로 임명되기에 충분한 사회적·제도적 자격을 갖고 있었다.193)

  그런데 [Ⅲ-3-⑩·⑪]에 따르면 반란군의 지휘부에는 김양 외에 

6명의 장수가 더 있었고, 그들 중 2명은 장군으로도 서술되었

다.194) 여기에서 김양은 이들의 상위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3장 2절에서 살폈던 대장군과 유사하다. 대장군이 

신라의 군제에서 여전히 효력을 가졌음은 민애왕이 반란군을 저지

하기 위해 김흔을 대장군으로 삼아 출진시켰던 사례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데,195) 김우징이 반란 세력이라는 입장 때문에 김양을 대장

군으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김양을 굳이 평동

장군으로 임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평동장군에게도 군령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당장군·순천군장군·효기장군 등 기존의 장군과 달리, 평

193)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金陽, “字魏昕 太宗大王九世孫也 曾

祖周元伊飡 祖宗基蘇判 考貞茹波珍飡 皆以世家爲將相 陽生而英傑 太和

二年 興德王三年 爲固城郡太守 尋拜中原大尹 俄轉武州都督 所臨有政

譽”; 흥덕왕 사후 균정과 悌隆의 무력 분쟁 시, 김양이 균정측 군사력

의 지휘관으로 전면에 나섰다는 점은 그가 군사적 소양도 갖췄음을 의

미한다(《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金陽, “悌隆之黨金明利弘等來圍 

陽陳兵宮門 以拒之曰 新君在此 爾等何敢兇逆如此 遂引弓射殺十數人”).

194)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金陽, “鼓行至武州鐵冶縣北川 新羅

大監金敏周 以兵逆之 將軍駱金李順行 以馬兵三千 突入彼軍 殺傷殆盡”

195)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金陽, “從父兄昕 字泰 … 開成己未

閏正月 爲大將軍 領軍十萬 禦淸海兵於大丘敗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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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군은 지휘하는 군사력에 대한 정보 없이 東方[왕경] 평정이라

는 목표만 나타내는 수식어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였다. 그 배경에는 

김양 휘하의 군사력 대부분이 청해진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반란군의 주력은 장보고가 제공한 5천 명의 병사였고,196) 閻長 등 

6명의 지휘관도 마찬가지였다. 김양의 직할 군사력으로 김우징이 탈

주 과정에서 수습한 족병의 일부와 김양이 청해진으로 가면서 모집

한 모사·병졸 등이 있지만,197) 비중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

  청해진을 포함한 진이 신라 하대의 공적 군사 기구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보고가 청해진을 장악한 이상, 김양

이 설령 표면적으로 반란군을 대표하는 지휘관이라도 장보고를 제

쳐두고 청해진의 군사력에 대한 포괄적 통제권이 담긴 ‘靑海鎭將

軍’이나 다른 무관들의 명백한 상급자임을 의미하는 ‘대장군’으

로 임명하기는 곤란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우징이 김양을 본인의 목표를 표방하는 평동

장군으로 임명한 것은 일종의 차선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이 휘하의 군사력에 군령권을 온전히 관철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임명 규정에 미달하

는 인물들이 지휘부에 편입된 사실은, 지금까지 신라 조정이 독점했

던 장군의 위상에 균열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고 여겨진다.

196)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閔哀王 (元年), “弓福曰 古人

有言 見義不爲無勇 吾雖庸劣 唯命是從 遂分兵五千人 與其友鄭年曰”

197)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金陽, “至開成二年八月 前侍中祐徵 

收殘兵 入淸海鎭 結大使弓福 謀報不同天之讎 陽聞之 募集謀士兵卒 以三

年二月 入海 見祐徵 與謀擧事”; 이외에 진군 중에 합류한 金亮詢이 인

솔하는 武州軍도 김양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三國史記》 卷第44 列

傳 第4 金陽, “十二月再出 金亮詢以鵡洲軍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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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진해장군은 文聖王 원년(839)에 장보고에게 주어졌다.

  [Ⅲ-3-⑫] 8월. 크게 사면했다. 敎하여 이르길, “淸海鎭大使 弓福은 

일찍이 군대로써 돌아가신 나의 부친을 도와 先朝의 큰 적을 멸했으니 그 

공을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鎭海將軍으로 삼고 겸하여 章服

을 내려주었다.198)

  [Ⅲ-3-⑫] 이후에도 장보고를 청해진대사로 표기했으므로,199)

진해장군이 문성왕의 즉위와 함께 특례로 주어진 포상이었음은 분

명하다. 단, 명칭에 유서 깊은 ‘장군’을 사용했다는 점은 상징적

으로라도 그의 군령권을 공인하는 의미였던 듯하다. 만약 순수하게 

공적을 포상하려 했다면, 신무왕이 내려준 ‘感義軍使’처럼 직관적

인 미칭을 사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200) 오

히려 ‘鎭海’는 청해진의 군사력을 지휘해 신라 남서부 해안 일대

의 안정을 담당한 장보고의 직무를 반영한 표현이었다고 추정된다.

  진해장군은 장보고 한 명에게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례라고 해도 진골 신분이 아닌 자에게 영구히 귀속된 상임과 다

름없는 장군호가 출현했다는 사실은, 1년 전 민애왕을 몰아내기 위

해 출진했을 때 한시적으로 장군에 임명되었을 염장·鄭年 등의 사

198) 《三國史記》 卷第11 新羅本紀 第11 文聖王 (卽位年), “八月 大赦 

敎曰 淸海鎭大使弓福 嘗以兵助神考 滅先朝之巨賊 其功烈可忘耶 乃拜爲

鎭海將軍 兼賜章服”

199) 《三國史記》 卷第11 新羅本紀 第11 文聖王 7年, “春三月 欲娶淸

海鎭大使弓福女爲次妃”

200)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神武王 (卽位年), “封淸海鎭

大使弓福爲感義軍使 食實封二千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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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변동이었다.

  진해장군이 실효성이 전혀 없는 명예직이 아니었음은, 청해진 외

에 신라 하대에 설치된 수많은 진의 장관에게 某將軍 혹은 某使가 

단 1회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201) 장보고의 반

란을 경험한 이후 신라 조정은 지방 군사 기구의 책임자에 대한 통

제를 강화했을 것이므로, 명예직이라도 장군호의 수여는 엄격하게 

배제되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8세기 이래 장군이 특정인

의 상임직으로 변해가는 추세와 더불어 그러한 와중에도 군령권의 

행사라는 근본 성격은 장군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평동장군과 진해장군을 마지막으로 신라의 관제 안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장군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眞聖王 3년(889)을 기점으

로 신라 전역이 장기 전란 상태에 빠지면서 각지에서 장군이 무수

히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군사적 재능과 통솔하는 세력에 기

반을 둔 자칭이었다. 신라 조정과 우호적 관계를 맺은 일부 존재도 

확인되나, 그들의 칭호 역시 통제력을 상실한 신라 조정의 형식적 

임명 혹은 추인이었을 뿐이다.202) 이 시기의 자칭 장군에 대해서는 

후삼국시대의 사회 변동을 추진한 핵심 요소라는 측면에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졌고,203) 신라의 공적 제도로서의 장군제를 고찰하는 

201) 하대 진의 장관직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軍主(선덕왕 4년조)·鎭頭

(문성왕 6년조)·頭上大監(무관조)·頭上(김유신전)·都護(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 등이 있다.

202) 대표적으로 崔致遠이 찬술한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에서 

등장하는 護國義營都將 重閼粲 異才를 들 수 있다. 이재가 칭한 호국의

영도장에 대해서는 신라 조정이 부여했다고 추정하거나(윤경진, 2001 

〈나말려초 성주(城主)의 존재양태와 고려의 대성주정책〉 《역사와 현

실》 40, 114~115쪽), 이재 본인의 자칭으로 간주한다(이문기, 2015 

앞 책, 392~396쪽). 어느 쪽이라도 신라의 공식 군제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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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방의 유력자가 성주와 함께 자신의 지

위를 표시하기 위해 선택한 칭호가 도독·태수·仕臣 및 진두나 頭

上大監처럼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접했을 지방 행정·군사 기구의 

장관이 아니라 장군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당시 재지 성주가 

본인이 일정 규모의 군사력을 지휘하는 유능한 군관이었음을 표방

하기 위해 우대 칭호였던 장군을 사용했다고 보기도 한다.204) 그러

나 그보다는 장군이 군령권 안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君主의 개

입조차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직이었

다는 점을 지방의 유력자들이 인지하고 이용하려 한 것이 장군 자

칭의 근본적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대개 ‘지역+장군’ 형식의 장군호를 취한 것은, 과거의 

상주장군처럼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편성한 군사 조직의 지휘관이

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군령권, 즉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하

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아울러 장군호가 그것을 소유한 개인의 권력

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었으므로, 護國義營都將이나 明義將軍처

럼 소유자의 권위 과시를 위해 추상적 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205)

203) 윤희면, 1982 〈新羅下代의 城主·將軍 -眞寶城主 洪術과 載巖城將

軍 善弼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39; 이순근, 1992 〈新羅末 地

方勢力의 構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

문; 최종석, 2000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대두와 변동추이〉 서

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윤경진, 2001 앞 논문; 최종

석, 2004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한국사론》 

5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강문석, 2016 〈나말려초 재지성주

의 장군칭호의 의미〉 《신라사학보》 37 등.

204) 강문석, 2016 앞 논문, 111~121쪽.

205)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天祐五年戊辰冬十月 護國義營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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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칭 장군호가 늘어나면서 9세기 초반부터 흔들리던 장군

의 위상은 필연적으로 급락했을 텐데, 10세기 초반에 이르면 ‘知

州(혹은 府·郡)諸軍事’ 계통의 칭호를 갖는 유력자가 새롭게 출

현했다.206) 지주제군사직의 기원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207)

하지만 후한 말기 장군호 남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장군의 위

에 도독모주제군사를 설치한 점을 염두에 둘 때,208) 신라 하대의 

지주제군사가 위상이 저하된 장군을 대체해 선택되었음은 분명하다

고 생각한다.209) 신라의 장군제가 더 이상 실효를 거둘 수 없었음

은, 이 무렵에 활동했다고 추정되는 경순왕의 백부 知大耶郡事 金億

將重閼粲異才 建八角燈樓于南嶺 所以資國慶而攘兵釁”; 〈昌原 鳳林寺

址 眞鏡大師塔碑〉, “先是知金海府進禮城諸軍事明義將軍金仁匡 鯉庭稟

訓 龍闕馳誠 歸仰禪門 助修寶所”; 이와 관련해 의영도장의 ‘義’가 

개인이 규합한 사적 군사력을 국가에서 인정해 국가 체제에 연결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윤경진, 2001 앞 논문, 115쪽).

206)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인물로는 知州蘇判 王池本·知金海府進禮

城諸軍事 明義將軍 金仁匡·知金海府 蘇忠子·金海府知軍府事 蘇律熙·

知基州諸軍事 上國 康公萱·東南道招討使 知牙州諸軍事 金行濤·知當州

軍州事 太匡 王順式·權知康州事 王逢規·知大耶郡事 億廉 迊干 등 9명

이 있다(전기웅, 1987 〈羅末麗初의 地方社會와 知州諸軍事〉 《경남

사학》 4, 5~14쪽).

207) 진성왕 말기부터 孝恭王 초기 사이에 唐末五代 知州軍州事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지방 제도라고 보는 견해(전기웅, 1987 앞 논문, 15~18

쪽)와, 신라 하대의 지방질서 와해와 중국 왕조에서 知州制가 본격적으

로 실시된 시기 등을 감안할 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견해(최종석, 

2000 앞 논문, 12쪽)가 대립하고 있다.

208) 大庭脩, 1982 앞 책, 457~458쪽; 孫繼民, 1995 앞 책, 40~46쪽.

209) 이와 관련해 장군을 임명하는 위치에 있는 신라의 국왕이 적어도 憲

康王까지 대대로 大都督雞林州諸軍事 등으로 책봉된 사실도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이 있다(《三國史記》 卷第11 新羅本紀 第11 憲康王 4年, 

“夏四月 唐僖宗降使 冊封王爲使持節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大都督雞林州

諸軍事新羅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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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210)

  한편 마진·태봉 및 고려 태조 시기에는 다양한 장군직이 나타나

는데, 그 안에는 1회성 칭호부터 비상임·상임 성격의 장군이 모두 

존재한다.211) 특히 馬軍將軍·海軍將軍처럼 지휘하는 兵種을 명시

하는 수식어를 장군의 앞에 덧붙인 유형은 신라의 장군제에서는 찾

아볼 수 없다.212) 이는 9세기 후반 이래 전시 상태가 이어지면서 

당시의 중앙군이 전쟁을 목적으로 야전군 편제를 채택하고 있었

고,213) 통치 체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 동원 기반

의 公私 구분도 모호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신라 장군제의 흔적은 고려 초기까지 미세하게나마 남아 있

었던 듯하다. 고려 조정은 최전방 요충지에 지주제군사를 파견해 일

대의 성주·장군을 관리했는데,214) 이는 유력자들의 세력 기반을 

해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210) 《三國史記》 卷第12 新羅本紀 第12 敬順王 9年, “(敬順王: 필자)

答曰 我伯父億廉迊干 知大耶郡事 其女子德容雙美 非是無以備內政”; 이

와 관련해 孝恭王 5년(901) 견훤의 첫 공격 이래 景明王 4년(920)에 

함락되기까지 대야성 일대의 방어를 책임졌던 인물이 지대야군사 김억

렴이었다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전기웅, 1987 앞 논문, 13~14쪽).

211) 정경현, 1988 앞 논문, 134~142쪽; 백승진, 2004 〈高麗前期 將軍

職의 成立과 運營〉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

문, 8~9쪽.

212) 《高麗史節要》 卷1 太祖神聖大王 元年, “秋七月 … 王然之 遣馬軍

將軍洪儒庾黔弼等 率兵千五百 鎭鎭州 以備之”; 《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太祖 10年, “夏四月 壬戌 遣海軍將軍英昌能式等 率舟師往擊康州 

下轉伊山老浦平西山突山等四鄕 虜人物而還”; 태봉의 精騎將軍도 같은 

성격일 것이다(《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太祖總序, “三年丙寅 裔命

太祖 率精騎將軍黔式等 領兵三千 攻尙州沙火鎭 與甄萱累戰克之”).

213) 정경현, 1988 앞 논문, 142쪽.

214) 윤경진, 2001 앞 논문, 11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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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직접 전쟁을 결정·출진했을 때의 총지휘관만큼은 여전히 

대장군을 고수했다.215)

  당시 고려 군사력의 내부 구성은 중앙과 지방 유력자 사이의 역

량 차이로 인해 균질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에서 임명·파

견한 대장군이 각 장군과 군사 조직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방식은, 

과거 신라에서 君主의 고유한 군령권에 입각해 장군제를 운영하던 

원리가 고려 초기까지 인식·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의 장군제는 8세기

에 접어들면서 성격이 달라졌다. 우선 시위부장군은 시위부대감을 

변경한 것이며, 상설 조직인 시위부의 책임자로 설치된 이상 상임직

이라고 할 수 있다. 9서당에 배치된 장군도 무관조의 임명 규정 및 

통일 이후 9서당의 역할을 고려할 때, 상임직이었다고 여겨진다. 이

들과 별개로 성덕왕 시기의 발해 원정 및 헌덕왕 시기의 순천군장

군은 기존 장군제의 운영 원리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러

나 동시에 순천군장군과 〈흥덕왕릉비〉 비편의 효기장군은 장군호

가 특정 인물에게 상시적으로 고정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평동

장군은 휘하의 병력이 장보고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김우징이 대

안으로 선택한 명칭이지만 장군의 위상에 균열을 가져왔고, 장보고

가 실제 직무를 반영한 진해장군의 칭호를 상시 보유하게 된 것은 

장군제의 중요한 변화였다. 이후 신라의 관제에서 장군은 찾을 수 

없지만, 지역 유력자의 장군호 자칭과 고려 초기 대장군의 운영 방

식에 신라 장군제의 특징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15) 이와 관련해 고려 조정이 귀부한 재지의 장군을 대장군으로 임명한 

사례는 없으며, 중앙의 군관만 대장군으로 임명해 재지의 장군을 통제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강문석, 2016 앞 논문, 123~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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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군은 이른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의 운용 주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유서 

깊은 용어다. 신라에서는 장군이 관직의 정식 명칭으로 사용되었는

데, 사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 중 무관조에 수록된 별도의 수

식어를 앞에 더하지 않은 ‘장군’이 그에 해당한다.

  무관조에서 장군이 ‘6정’이라는 군사 조직에 배치되었다고 서

술된 것에 근거해, 장군을 상임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는 초기의 군제 연구에서 정과 당이 같다고 제시한 이후, 6정의 구

성 요소가 상시 존재하는 광역 군사 조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된 

결과였다. 그러나 정의 용법을 검토한 결과, 신라의 정은 기본적으

로 군사 조직이 아니라 기지를 가리키는 용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중앙집권적 지배 체제의 정비 이후, 유사시 각 주에서는 軍主 소

재지의 정에 주둔하는 왕경 출신 병력과 지역 유력자를 매개로 동

원한 지방 출신 병력으로 일시적 전쟁 수행 조직인 軍이 편성되었

다. 그런데 무관조의 원전이 작성될 때 상주정과 같은 형식의 용어

가 만들어지면서 6정에 광역 개념이 더해졌고, 삼국 통일 전쟁 중 

주에서 편성된 전쟁 수행 조직을 장군이 지휘한 사례로부터 정에 

장군이 배치되었다는 인식이 비롯되었다. 당시 진과 같은 상설 군사 

기구가 운영 중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무관조의 장

군의 배치에 대한 서술 맥락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장군의 관직으로서의 성격은 무관조에서 제시한 임명 규정을 통

해 파악할 수 있다. 장군의 임명 규정은 다른 어떤 관직과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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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을 관직의 범위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이를 관등으로 전환

해서 이해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전쟁 등의 유사시에 진골이라는 범

위 안에서 주요 관서의 차관에 해당하는 상당부터 최고 관직인 상

대등까지의 관료 중 사태 해결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해 이

러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해석해야 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장군은 

비상임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 통일 전쟁 중에는 장군만이 아니라 당의 (행군)총관도 

지휘관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행군)총관의 도입은 장군의 임명 

규정만으로는 증가한 지휘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

에서 지휘관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당군과의 연합 작전을 효율적

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해진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장군이 관직인 만큼, 국가 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장군이 

등장하기 이전에 군령권을 행사하던 존재를 살필 필요가 있다. 君主

는 군령권의 본원적 소유자라는 측면에서 일찍부터 출진이 확인된

다. 다만 君主의 출진 목적은 집단 사이의 관습적 규범이 통용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본인 역량의 증명이었다. 그러므로 전쟁의 

목적이 달라지고 육체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君主의 

출진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상고기에 君主를 대신해 출진하는 존재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군국정사·겸지병마사 등 군사 관련 직무가 더해진 관등의 소

지자였다. 지금까지는 이들에게 君主의 군령권이 완전히 분화되었다

고 간주했으나, 상고기의 출진 기사에서는 이들 외에 다양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君主가 군령권을 여전히 보유한 

채 상황에 맞춰 위임·회수를 반복했음을 의미한다. ‘이벌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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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등에게 덧붙여진 군사 관련 직무는 군령권이 아니라 그들이 

君主와 함께 군사 분야 중요 안건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음

을 보여주는 표현이었다.

  군령권 행사를 위한 최초의 관직은 벌휴이사금 2년에 설치된 

좌·우군주였다. 하지만 소문국 정벌을 위해 설치된 좌·우군주가 

이후에도 유지된 점이 君主의 군령권 독점과 충돌한 결과, 좌·우군

주는 관제에 정착하지 못했다. 조분이사금 2년에 감문국 정벌을 위

해 대장군이 임명되었다고 하지만, 장군 계통 관직의 최초 등장이라

는 점 이상의 의미는 찾기 어렵다.

  자비마립간 16년(473)에 설치된 좌·우장군을 장군의 기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상고기의 마지막 장군 출현으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6세기 중반에 장군이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기간

에 신라는 軍主를 설치·운영했는데, 기존에는 軍主가 능동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영역 팽창을 선도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백제의 멸

망 전까지 150여 년 동안 軍主의 자율적 군령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중고기의 가장 큰 성과인 가야 및 한강 유역 

방면의 확보는 모두 조정에서 임명한 장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시기 삼국의 방어 체제는 변경에서부터 후방의 핵심 거점까지 

조밀하게 건설된 다수의 성으로 구성되었고, 신라에서는 각 방면의 

軍主가 그 책임자였다. 이러한 방어 체제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적

의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성을 신속하게 함락시켜야 했으므로, 대량

의 병력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각 방면의 정에 주둔하는 왕경 출신 

병력에 더해 해당 지역의 주민도 유력자를 매개로 동원되었고, 이들

로 편성한 군사 조직의 지휘를 위해 조정의 고관이 장군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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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중고기에 재등장한 장군은 군령권의 위임·회수 측면에서 

상고기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지배 체제 및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에 맞춰 관제의 하나로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군이 君主로부터 위임받는 군령권은 범위 안의 모든 대상을 통

제하는 배타적 권한이었다. 사비성 공략 시 김유신이 휘하 무관에 

대한 처벌을 두고 소정방과의 충돌을 감수한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무열왕의 군령권에 대한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었다. 또한 당 조정이 문무왕을 신라의 국왕이 아니라 당의 계림주

대도독이자 행군총관으로 취급하자, 문무왕은 당 황제가 행군대총관

을 임명하듯이 신라군의 총지휘관을 대총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본인

의 위상과 군령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러한 군령권의 배타성은 상징물과 관련 의례를 통해 구체적으

로 드러난다. 소정방과의 갈등 시 김유신이 쥐었던 월은 당의 지휘

관이 받는 정절이나 고대 일본의 지휘관이 받는 절도와 마찬가지로 

김유신이 장군으로 임명될 때 무열왕으로부터 받은 군령권의 상징

물로 추정된다. 특히 월은 중국에서 한 혹은 그 이전까지 용법이 소

급되는 군령권의 상징물로, 신라의 장군제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중

국 왕조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7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독자적 방

식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군령권의 배타성 및 월과 같은 상징물을 감안할 때, 장군의 임명 

및 군령권의 위임과 관련된 의례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다. 고구려

의 멸망 직후 문무왕은 중국 왕조의 태묘처럼 역대 왕을 모신 시설

로 추정되는 선조묘에 참배해 승전을 고했다. 그렇다면 왕이 임명한 

장군도 전쟁 종료 이후 같은 성격의 의례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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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君主와 신하에게 적용되는 예제와 법제의 차이를 생각하면 

장군에게는 이러한 의례가 법제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문무왕이 귀환해서 선조묘를 참배했다는 것은 출진할 때에

도 모종의 의례를 거행했음을 암시한다. 출진·귀환 시 종묘에 참배

하는 것은 《예기》가 성립한 전한 시기에는 이미 확립된 관행으로, 

현 君主의 권한이 선조로부터 위탁된 것임을 확인시키는 행위였다. 

신라에서는 6세기 이래 유학을 수용하며 이러한 의례를 인지했다고 

여겨지므로, 장군을 임명해 군령권을 위임할 때에도 선조묘에서 관

련 의례가 실시되었을 것이다.

  군령권은 처벌과 포상을 통해 군사 조직의 구성원이 전쟁 현장에

서 지휘관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강제했다. 군령권이 비록 편의종

사권으로 불릴 정도로 행사 주체의 의지를 보장하지만, 그것이 기준 

없는 자의적 집행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처벌과 포상이 실효를 거두

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구성원에게 주지시킨 후, 지정된 절차에 

의해 집행되어야 했다.

  신라에서는 전쟁 개시에 앞서 처벌과 포상의 기준 및 그에 입각

한 집행 의지를 서라는 행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포했다. 기존에는 

서를 君主에 대한 충성 맹세로 이해했지만, 서에는 지정된 목표의 

달성 혹은 실패 시 포상 혹은 처벌을 받겠다는 논리가 담겨 있었다. 

서를 통해 공지된 내용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휘관을 포함한 전

체 구성원을 구속했음은, 고구려 원정 중에 약속을 번복한 태종에게 

행군대총관 이적이 이의를 제기한 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벌의 경우 대상이 되는 행위의 종류 및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쟁에서의 소극적 움직임을 극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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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벌한다는 원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획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은 언제

나 중시되었다는 점, 처벌의 최고 수준은 생명의 박탈 이상일 수 없

다는 점, 고대 중국의 병서가 일찍부터 광범위하게 통용된 점 등에

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포상의 경우 장군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비교적 넓지만, 

구성원의 불만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했다. 고구려 멸망 직후에 이루어진 포상의 내용은 사료로서 신뢰도

가 높아 당·일본 군방령의 관련 규정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7세기 후반 신라에서도 장군에 의한 포상 관련 문서의 작성, 해당 

문서에 기재해야 하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군공 등급, 특별한 군

공에 대한 특례 규정 등 포상을 위한 각종 절차와 방식이 세밀하게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구려 원정 시 공을 세웠던 열기에게 수여할 관등을 두고 

김유신과 문무왕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신라의 관제에서는 하나의 

관직에 복수의 관등이 대응했고, 당·일본처럼 군공 포상을 위한 별

도의 서열 체계 없이 관등이 포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관등의 변화는 동일 관직 내에서의 서열과 직무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었고, 군령권에 근거한 포상도 관제의 틀 안에서 행사되었다.

  장군 외에 군령권 행사 등 군사 관련 직무의 수행이 확인되는 관

직으로 軍主가 있다. 기존에는 장군과 軍主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

했다. 그렇지만 전쟁에 임해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장군과 달리, 6세

기 중반 이후 지방관의 성격이 강해진 軍主는 후속 관직인 도독의 

임명 규정을 고려할 때 상임직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삼국 통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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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중에 임명된 대야주도독이 불과 2개월 후의 출진에서 해당 방면

의 군사력을 지휘하는 하주총관 3명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장군(총

관)과 軍主(도독)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장군과 軍主가 구별되는 만큼, 군령권의 행사에서도 양자의 차이

를 발견할 수 있다. 하대 이전까지 장군의 출진 사례를 검토하면 운

용의 자유도가 매우 높은데, 특히 전쟁 지역이 신라 영역에 속하는

지 여부는 장군과 관계가 없었다. 반면 軍主는 관할 영역의 방어 혹

은 관할 영역이었다가 상실한 지역의 회복을 위한 출진만 확인할 

수 있다. 김유신이 대야성과 그 일대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에서는 

압량주군주의 위치였지만, 이후 상주 방면 군사력을 지휘해 백제를 

침공하게 되자 상주행군대총관[상주장군]으로 새로 임명된 일은 장

군과 軍主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병력 동원 측면에서도 장군과 軍主의 권한에는 격차가 있었다. 한

주도독 도유가 변경 방어의 강화를 위해 관할 영역 내에서 소나를 

이동시키는 일에 대해서조차 조정의 허락을 구했던 것처럼, 중앙이 

전국의 군사력을 철저히 장악하는 상황에서 軍主의 동원 권한은 제

한적이었다. 반면 관산성 전투에서 신주 방면의 군사력을 지휘한 김

무력이 평소 사벌군주의 통제를 받았을 삼년삼군 출신의 도도를 자

신의 휘하에 편입시킨 일은, 장군에게 허용된 높은 수준의 동원 권

한을 반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전쟁 수행 외에도 장군에게는 타국과의 교섭 및 점령 

지역의 통제 등 전쟁과 관련된 외교·행정 업무의 수행이 기대되었

다. 중앙 주요 관서의 차관인 상당 이상부터 장군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일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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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軍主는 지방관의 위치에서 관할 영역 내의 병력과 군수품을 정

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적 추포 등의 업무도 수행했

다. 중앙에서 임명·파견한 장군이 해당 방면의 군사력을 곧바로 운

용할 수 있었던 것도, 軍主가 평시에 관할 영역의 군사적 역량을 일

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라의 지배 체제가 정비되고 삼국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전쟁

에 투입되는 군사력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지휘부 역시 확

대된 군사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는데, 복수

의 장군 사이에서 형성되는 서열과 그에 따른 직무의 차이가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다. 무관조의 화 항목에서 제시한 3종의 장군은 서

열을 보여주지만 작성 맥락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도 충

분하지 않아, 이들을 통해 지휘부의 구조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전쟁 관련 기사에서는 대장군·장군·부장군을 확인할 수 있다. 

대장군과 부장군은 7세기 초중반부터 나타나는데, 특히 부장군은 장

군을 보좌하는 장군이라는 의미에서, 지휘부 내의 서열과 역할 구분

을 보여준다. 1개 군사 조직의 지휘부는 1명의 (정)장군과 나머지

의 부장군으로 구성되었고, 〈흥덕왕릉비〉 비편에 새겨진 부장군을 

통해 이러한 구조가 9세기 초반까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양로군방령〉의 조문에서 부장군이 등장한다. 

7세기 후반의 국제 관계에서 신라 율령이 일본 율령에 미친 영향이 

인정되므로, 해당 조문을 통해 신라에서 그 이전부터 법제 차원에서 

(정)장군-부장군 구조가 확립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장군 임명 이후의 세부 구분이며, 부장군이 장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관직은 아니었다. 아울러 장군은 (정)장군만 가리키거나 (정)장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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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군을 포괄하는 두 층위의 용어로 사용되었음도 알 수 있다.

  대장군은 최고위의 상임 무관직일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사례를 제

외하면, 복수의 전쟁 수행 조직과 그 지휘부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

었다. 이러한 구조는 6세기 중반 이후 여러 방면의 군사력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달라진 전쟁 수행 방식에 의해 출현했다고 추정

된다. 대장군도 별도의 임명 규정이 없는 이상, 각 군사 조직의 

(정)장군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자가 대장군을 겸했다고 여겨진다.

  지휘부에서 대장군·(정)장군·부장군의 구분 기준은 관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 통일 전쟁 중 장군에 대한 포상에서 이찬 이상

과 잡찬 이하가 구분되는데, 대장군은 이찬 이상의 장군이 취임했던 

것 같다. 한편 진골이 아닌 사찬 소지자의 지휘 사례 및 급찬을 소

지한 (정)장군을 상정할 경우 부장군으로 삼을 수 있는 더 낮은 관

등의 장군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장군

이 될 수 있는 최저 기준은 사찬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신·당 전쟁의 종료 이후 새로운 유형의 장군이 등장했다. 시위부

장군은 시위감이라는 약칭을 갖는 시위부대감을 개편한 것이었다. 

신문왕은 즉위 직후의 불안한 상황에서 시위부 장관의 위상을 전쟁

을 수행하는 장군 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군령권 행사의 범위를 넓

히고자 했다. 시위부가 상설 기구인 이상 시위부장군도 상임직이었

고, 이는 장군제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였다.

  무관조에 따르면 9개의 ‘모금(서)당’에는 각각 2명의 장군이 

배치되었다. 신라인과 이종족으로 구성된 9서당은 당에서 16위의 

漢將과 번장이 제국을 수호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처럼, 전쟁 수

행보다 국왕의 권위를 수식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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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여기에 배치된 장군 역시 상임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임직 장군의 출현과 별개로, 성덕왕 시기 발해 원정을 위한 장

군 임명 및 헌덕왕 시기 순천군장군의 임명은 기존 장군제의 운영 

원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순천군장군은 순천군

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시에 임명되었던 김웅원 1명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와 같은 성격의 장군호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

  한편 〈흥덕왕릉비〉 비편에 새겨진 효기장군은 금군의 책임자를 

가리켰다. 하지만 왕위 계승 분쟁에서 승리한 자의 사적 군사력이 

금군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휘관도 국가 조직에 함께 편

입되어 금군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결과, 효기장군은 일반 관직이라

기보다 특정 인물이 상시 소유하는 장군호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우징과 민애왕의 충돌에서 나타난 평동장군은, 청해진의 군사력

에 군령권을 관철할 수 없었던 김우징이 김양을 총지휘관으로 임명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칭호였다. 이는 전쟁 중에 君主와 다

를 바 없었던 장군의 위상에 균열을 초래했다. 장보고가 받은 진해

장군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그의 평소 직무를 명시한 칭호이자, 

군령권 공인의 의미를 가졌다. 진골이 아닌 장보고에게 이러한 상임 

장군호가 주어진 일은 달라진 장군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진해장군을 마지막으로 신라 관제에서 장군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 말기에 각 지역의 유력자가 장군호를 자칭했던 

것은, 신라의 장군이 君主의 개입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하는 관직이었다는 점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지주제군사 계통의 관직이 출현하면서 장군제는 실효성을 상실했다. 

다만 고려 초기 유사시에 중앙에서 대장군을 임명·파견해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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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을 통제하도록 한 방식은 신라 장군제의 운영 원리가 일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장군과 그 제도는 前史라고 할 수 있는 상고기의 군령권 

행사 주체를 거쳐, 국가 체제가 정비된 6세기 중반에 성립했다. 장

군제의 운영은 삼국 간의 전쟁이 격화되던 7세기에 절정에 이르렀

고, 8세기 이후 상임 장군의 출현과 함께 점차 쇠퇴했다. 장군제는 

君主로 대표되는 중앙 지배 집단의 군사력 독점을 전제이자 목적으

로 삼은 제도였다. 그러므로 君主로부터 한시적으로 군령권을 위임

받아 행사하는 장군이 상임직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君主를 정점으

로 하는 지배 구조의 이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신라의 장군이 관직으로서 갖는 개념 및 장군제

가 신라 관제의 하나로 형성된 배경, 장군을 다른 관직과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속성인 군령권의 특징과 행사 방식, 장군제가 현장에서 

운용되는 원리와 장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서열 구조, 통일 이후 

장군제의 변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군 외에 지휘부를 구성하는 참모 집단, 지휘부와 병력을 

잇는 중·초급 지휘관, 전쟁 현장에서의 병력 편성 등 전쟁 수행 조

직의 다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또한 軍

政 기구인 병부의 구체적 역할, 전쟁 수행 조직과 병역 제도의 관계

와 실태, 통일 이후 새롭게 등장한 군사 기구의 운영 방식 등 신라

의 군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이 많다. 아울러 문헌에 

의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사 연구의 입장에서 관련 사

료의 특징에도 살펴볼 부분이 남아 있다. 차후 본 연구의 결과를 디

딤돌로 삼아, 이들 분야에까지 연구를 확장·심화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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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Janggun

System in Silla

Choi, Sang Ki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ancient Northeast Asian society, the Janggun(將軍) 

was one of the most widely recognized titles that indicated a 

general who commands military power to conduct wars. In 

Silla(新羅), the post of Janggun was a formal component of 

the public office and was often considered a permanent 

position. The fact that all the Jeong(停) that had been 

established before the unification of Silla, among the military 

organizations with Jangguns that appear in the Jikgwan-Ji(職

官志) of the Samguk Sagi(三國史記: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were considered to be permanent and 

region-wide military organizations supports this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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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illa, however, the Jeong was not a military organization 

consisting of the command and troops but was a term that 

was used to describe a military base. After improving its 

centralized governmental system, the royal court of Silla 

organized the army, which consisted of the military forces 

from the capital stationed at the Jeong constructed at the 

seat of the military governor of each Ju(州), that is, the 

Gunju(軍主), as well as regional troops mobilized by 

influential individuals in the area, at wartime. This army was 

commanded by the Janggun appointed by the royal court.

  The rules for appointment of Janggun post stipulated that 

the appointee should be a member of the Jingol(眞骨) 

nobility and one of the officials from the Sangdang(上堂) to 

Sangsin(上臣). This post was unique in its form and was 

different from other public posts, and showed that the 

Janggun was a temporary post and that the right person, 

who was a Jingol, held the position of at least vice minister 

or higher ranking offices and had the abilities to resolve the 

crisis, could be appointed in the time of emergency. During 

the war for unifying the three kingdoms in the late seventh 

century, the title (Haenggun)Chongwan[(行軍)摠管] was used 

along with Janggun to describe the commanders of the Silla 

army. This could be understood as a temporary 

countermeasure to enable the qualification threshol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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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mmanders to become lower than the regulations 

for appointing Jangguns, on account of the increasing demand 

for military commanders. This was also a measure taken to 

facilitate the relations with the Tang(唐) army, which used 

the title of HaenggunChonggwan(行軍總管).

  Before the Janggun was first introduced into Silla’s public 

office, the first individual who exercised military command 

was the monarch. As the commander-in-chief, the monarch 

frequently took the field at wartime to prove their 

competence in the early stages of Silla. However, as the 

purpose of war changed, and as the possibility of physical 

damage increased, the monarchs rarely began to participate 

in the battles. Historical records from the early ancient 

period show that individuals from various positions 

participated in wars alongside the high-ranking personnel 

with military duties. That is, the monarch monopolized the 

military command authority and was further able to delegate 

and withdraw the power flexib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Left and Right Gunju(左·右軍主) were instated as the 

first public posts that have command over the military in the 

second year of the reign of Beolhyu Isageum(伐休尼師今). 

These posts, however, were not incorporated into the public 

office system because the issue of who would have the 

command at peacetime came under debate. While the po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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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eJanggun(大將軍) did appear in the second year of the 

reign of Jobun Isageum(助賁尼師今), it held little significance, 

other than the fact that it was the first time a Janggun post 

was instated.

  The institutional origin of the Janggun post could be traced 

back to the Left and Right Janggun(左·右將軍) instated in 

the sixteenth year of the reign of Jabi Maripgan(慈悲麻立干) 

(473). Interestingly, there was a 50 years’ gap until the 

post of Janggun reappeared in records in the mid-sixth 

century. Previous studies have speculated that the Gunju 

took initiatives during this period by engaging in wars and 

leading the way to the expansion of Silla. It is, however, 

difficult to find evidence of such actions in historical records. 

Instead, research suggests the Gaya(加耶) region and the 

area near the Han River(漢江) were annexed by Jangguns 

appointed from the royal court. A large military force was 

needed to breach the defensive system of each kingdom that 

was fortified by many fortresses, and the Silla court 

mobilized its military capacity from every field and appointed 

high-ranking officials as military commanders. The Janggun

post was a continuation of the ancient tradition in that the 

commanding power was delegated and could be withdrawn. 

At the same time, the Janggun was a new post instated in 

response to the improvements made into Si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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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al system and the changes in warfare as Silla 

transitioned into the middle-ancient period.

  The military command authority the monarch delegated to 

the Janggun during wartime was an exclusive authority with 

a comprehensive control. Before attacking Sabi Fortress(泗沘

城) in 660, Kim Yu-shin(金庾信) was willing to face military 

collision with Su Dingfang(蘇定方) to protect the military 

command authority vested in him by King Muyeol(武烈王). 

When the Tang court treated him as a subject and a feudal 

lord to China, King Munmu(文武王) appointe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Silla army as the DaeChonggwan(大摠管), 

which was a position used in the Tang army, to show that 

his status was commensurate to that of the Tang emperor.

  The exclusiveness of the military command authority was 

visualized through symbols and related rituals. The ax Kim 

Yu-shin held when confronting Su Dingfang was supposedly 

a symbol from his monarch, King Muyeol, upon Kim 

Yu-shin’s appointment as Janggun, thereby serving a 

similar function as the banner[旌節] used during the Tang 

dynasty or the ceremonial sword[節刀] used in ancient 

Japan. Axes were commonly used to signify one’s military 

command authority until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China. 

It shows how the Janggun post in Silla until the end of the 

seventh century was related to the systems of th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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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sties in China while having unique characteristics.

  The military command authority was delegated and 

withdrawn through a specific ceremony. Directly after the 

fall of Goguryeo(高句麗), King Munmu paid his respects at 

the ancestral shrines of former kings and announced his 

victory, a ritual which would have been mandatory for 

Jangguns by law. Visits to ancestral shrines before going 

into war and returning from the battlefield first became 

rituals in the Former Han(前漢) dynasty. The Silla court 

would have been aware of this rite as they accepted 

Confucianism in the sixth century. It is, therefore, likely that 

there were ceremonies held at ancestral shrines in Silla 

where Jangguns were newly appointed and were given the 

authority to command the military.

  The military command authority, also called 

Pyeoneuijongsagwon(便宜從事權: the authority to take 

actions), granted the commander with authority to control 

the action of the member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by 

giving out punishments and rewards. This authority, 

however, did not imply that the commander could execute 

any arbitrary decisions. An official set of military commands, 

called Seo(誓), was promulgated in Silla before the war was 

declared and became the standards for punishments and 

rewards and the will of execution based on th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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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 stipulated that soldiers would be either rewarded or 

punished if they succeed or fail to attain the assigned goal 

and that the rules were binding to everyone during wartime, 

at such a degree that even the emperor was not free from 

censure if they were to reverse their position.

  In regards to punishments, the wartime law of punishing 

passive soldiers with death is timeless and universal. This 

phenomenon could be traced back to the fact that disobeying 

orders of a military commander was unforgivable and that no 

punishment could be heavier than the death sentence. There 

was more discretion for rewards, but rewards also had to be 

granted by following a particular protocol. A comparison of 

the historical records on the rewards given directly after the 

fall of Goguryeo with the provisions of the Gunbangryeong(軍

防令: military laws) of ancient Japan shows that Silla had 

various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rewarding military 

victories. In Silla, one governmental post was held by 

multiple official ranks, and promotions or demotions in the 

official ranks could lead to changes in the hierarchy and 

duties within the same government office. The dispute 

surrounding rewards described in Yeol-gi(裂起) shows that 

rewards given by the military law could not be exceptions to 

the official ranks.

  The governmental post that has been confirmed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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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d military functions, including the military command 

authority, aside from the Janggun, was the Gunju. Previous 

studies have equated the Janggun with Gunju. However, the 

Janggun post, which was assumed by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e Gunju, who oversaw 

the governance and the military aspects of specific regions 

and was a governmental post of a different level. A Janggun

could go into war only after the royal court made the 

decision and had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freedom to 

which region he held battles or in what scales. The Gunju, 

on the other hand, could only engage in battles for defending 

his jurisdictional boundaries or retrieving lost lands.

  The Janggun was also able to mobilize troops under 

another chain of command using his military command 

authority, while the Gunju had limited competences, such that 

he needed to ask permission from the royal court to move 

the troops within his jurisdiction. The Janggun was also in 

charge of various war-related tasks aside engaging in 

warfare, such as diplomatic negotiations, or controlling the 

occupied territories. This may be why the law stipulated that 

only the officials of the central government who held the 

position higher than vice minister could be appointed Janggun

since the Janggun was required to play such roles. The 

Gunju, on the other hand, made routine checks of his tr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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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unitions in peacetime and, at times, maintained law and 

order by arresting thieves. The Janggun was thus able to 

utilize the military power of a selected area after being 

appointed to the post, based on the military capacity 

maintained by the Gunju of the region in peacetime.

  As the scale of mobilized troops increased after the 

mid-sixth century, the command was also systemized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military power. Historical 

records on wars show that the Silla army had the posts of 

DaeJanggun, Janggun, and BuJanggun(副將軍). The command 

of a single military organization, first of all, consisted of the 

(Jeong)Janggun[(正)將軍] and a BuJanggun that assists him. 

Rules found in ancient Japan's YangroGunbangryeong(養老軍防

令), along with the passages from the tablet found in the 

Royal Tomb of King Heungdeok(興德王), show that this 

structure had been stipulated in Silla before the end of the 

seventh century and until the ninth century. Moreover, as 

more military organizations began to be mobilized, the 

DaeJanggun assumed a higher command of each command 

group and took a comprehensive control over the military 

power. The posts of DaeJanggun, (Jeong)Janggun, and 

BuJanggun were distinguished by the hierarchy and duties 

among the people appointed as Janggun; it is speculated that 

government officials with the rank of Yichan(伊飡: 2n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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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higher could be appointed as DaeJanggun whereas officials 

with the rank of Sachan(沙飡: 7th rate) or higher could be 

appointed as (Jeong)Janggun.

  A new type of Janggun that differed from the Janggun

appointed for warfare appeared at the end of the seventh 

century. The SiwuibuJanggun(侍衛府將軍), a new and 

permanent post instated in the fif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inmun(神文王) (685), was the minister of the Siwibu(侍衛

府), which was a permanent organization that functioned as 

the royal guard. This marked the first change in the Janggun

post. Considering that the Nine-Seodang(九誓幢), consisting 

of Silla people and people from other ethnic groups, were 

permanent organizations that reinforced the authority of the 

monarch, the Janggun post at the Nine-Seodang would also 

have been permanent.

  The Janggun post was managed based on the existing 

principle in wartime, even after the eighth century, during 

Silla’s military expedition to Balhae(渤海). However, there 

were also cases in which the title of Janggun was vested in 

an individual. It is likely that the title HyogiJanggun(驍騎將

軍), which could be found in the tablet from the Royal Tomb 

of King Heungdeok, was used to indicate the commander of 

the palace guards. Nevertheless, it is more likely that the 

title, in this case, did not signify a governmental pos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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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 permanent title for someone who had been 

commanding the private military power of a victor in a 

dispute over succession in the late Silla period, and was 

assigned to the palace guards in the aftermath.

  The new title of PyeongdongJanggun(平東將軍) first 

appeared as King Sinmu(神武王) acceded to the throne. It 

was created by Kim Woo-jing(金祐徵), who had been 

dependent on Jang Bo-go(張保皐)’s military power, in order 

to make Kim Yang(金陽) a Janggun. This new post, however, 

created a rift in the status of the Janggun post, which had 

wielded the same authority as the monarch during wartime. 

The title of JinhaeJanggun(鎭海將軍), which was given to 

Jang Bo-go, who was not a Jingol, was a permanent title 

that officially recognized his military command authority over 

the Cheonghae-Jin(淸海鎭) and a reflection of the changes in 

the Janggun title. While the Janggun post cannot be found in 

the public office of Silla afterward, prominent figures of each 

region declared themselves to be Jangguns because they 

were aware of the fact that it was a governmental post with 

military command authority. The decision to appoint military 

officers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DaeJanggun and to 

command the regional Jangguns in the early Goryeo(高麗) 

dynasty was also an outcome that reflected the operating 

principles of the Janggun system in Silla.



- 254 -

Keywords: Janggun system(將軍制), Janggun(將軍), rules for

Keywords: appointment, military command authority(軍令權),

Keywords: Seo(誓), Gunbangryeong(軍防令), Gunju(軍主), Dae

Keywords: Janggun(大將軍), BuJanggun(副將軍), permanent

Keywords: Janggun post

Student Number: 2013-30030


	序論  
	一. 將軍制의 성립  
	1. 將軍職의 성격  
	2. 장군제의 형성 배경  

	二. 軍令權의 특성과 행사  
	1. 군령권의 배타성과 의례  
	2. 誓의 반포와 상벌의 집행  

	三. 장군제의 운영과 변화  
	1. 장군과 軍主의 운용  
	2. 지휘부의 구성과 그 기준  
	3. 8세기 이후 상임 장군의 출현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2
序論   1
一. 將軍制의 성립   24
 1. 將軍職의 성격   24
 2. 장군제의 형성 배경   59
二. 軍令權의 특성과 행사   99
 1. 군령권의 배타성과 의례   99
 2. 誓의 반포와 상벌의 집행   119
三. 장군제의 운영과 변화   143
 1. 장군과 軍主의 운용   143
 2. 지휘부의 구성과 그 기준   171
 3. 8세기 이후 상임 장군의 출현   191
結論   217
참고문헌   228
Abstract   24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