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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군  기록 원 의 편찬

4. 맺음말

1. 머리말

�삼국사기� 잡지제9 직 (하) 무 조(이하 무 조라고 약칭)는 신라 군사조직

에 해 종합 이면서도 체계 으로 하고 있는 사료이다. 종래에 무 조와 군

사조직 련 신라본기의 기록을 기 로 신라 군사조직에 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나름 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신라 군

사조직에 한 정확한 실상과 변천, 그리고 그것에 한 이해를 좀 더 심화시키

기 해서는 무 조의 거자료와 찬술과정에 한 치 한 분석과 정리가 필수

임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이를 둘러싼 연구가 활발한 편이었다고 보기 어려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단국 학교 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 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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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실정이다. 

일 이 末松保和는 �삼국사기� 찬자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무 조를 편찬하 거나 는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에 이용하 던 史料에 열거

되어 있었던 것을 기 로 하여 무 조를 찬술하 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1)1) 

한 井上秀雄은 무 조의 거자료는 신라본기에 하는 군사조직 련 기록과

는 별개로서, 신문왕 에서 그리 멀지 않은 中代에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 다.2)2)이와 같은 일본인 학자의 연구를 기 로 하여, 최 로 무 조의 

거자료와 찬술과정을 체계 으로 검토한 연구자가 바로 이문기 다. 이문기는 

직 지 찬자가 신문왕 에서 경덕왕  사이에 존재하 던 軍團과 軍官들에 해 

정리한 기본 거자료의 내용을 체로 轉載하여 무 조의 기본 골격으로 삼은 

다음, 거기에 경덕왕  이후에 새로 창설한 군단에 한 승자료  군단과 군

, 衿과 軍官花에 한 단편 인 정보를 정리한 승자료에 하는 내용을 추

가하여 무 조를 편술하 다는 견해를 제기하 다.3)3) 

이문기의 연구에 의하여, 무 조 제군 ․범군호조의 거자료와 찬술과정에 

한 기본 인 이해가 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의 연구는 주로 직 지 

찬자가 참조한 무 조 거자료의 성격을 추 하는 것에 이 맞추어졌다. 홍

승우는 무  제군 조의 거자료는 직 (상)의 거자료와 마찬가지로 군 직

에 한 규정을 담은 ‘格’ 형식의 법조문 혹은 그것을 정리한 자료 고, 범군호

조의 거자료는 특정 시기의 법조문을 그 로 재한 것이었다고 이해하 다. 

아울러 직 지 찬자는 기본 거자료 이외에 군 직의 정원과 등규정, 衿에 

해 정리한 별도의 추가자료를 참조하여 제군  기록을 완비하 고, 범군호 기

록의 경우는 기본 거자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자료에 하는 衿에 한 정보를 

추가하여 완성하 다고 악하 다.4)4)한편 최근에 직 지 찬자는 무열왕․문무

왕  정벌군 편성의 임시  군  배치상황을 하는 승자료를 주요한 거자

1) 末松保和, 1954 ｢新羅幢停 ｣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311면. 

2) 井上秀雄, 1974 ｢新羅兵制 ｣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37면.

3) 이문기, 1997 �신라병제사연구�, 일조각, 28-57면. 

4) 홍승우, 2015 ｢�삼국사기� 직 지 무 조의 기재방식과 거자료｣ �사학연구�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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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활용하여 제군  기록의 기본 골격을 삼은 다음, 이밖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재정리 과정을 거친 승자료에 하는 무  련 사료 등을 두루 참조하여 제

군  기록을 완비하 고, 범군호조의 경우는 특정 시 에 성립되어 있던 부 명

을 일 으로 하는 승자료가 아니라 이미 산실된 자료를 후 에 재정리한 

어떤 승자료에 기 하여 정리하 다는 견해를 제기하 다.5)5) 

이상에서 열거한 기존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무 조 거자료의 성격에 한 

기 인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

에서 무 조 원 의 성격이나 내용, 그리고 그것의 찬술 시 이나 과정에 해 

충분히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무 조의 찬술과정이

나 직 지 찬자의 편찬 태도 등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에도 한계를 노정

시켰음은 물론이다. 본고는 바로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

조 원 의 성격이나 그것의 찬술과정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에 일조하기 

하여 비된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무 조 가운데 제군 ․범군호 기록 원

의 성격  그것의 찬술과정을 검토하는 데에 을 맞출 것이다. 본고에서

는 먼  직 지 찬자가 무  제군 ․범군호 기록 원 에 하는 내용을 체로 

인용한 다음, 거기에 별도의 승자료에 하는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제군 ․

범군호 기록을 찬술하 음을 살피고, 이어서 제군 ․범군호 기록 원 의 성격, 

그것의 찬술 시 과 과정을 고찰하는 순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부족한 

은 추후에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질정을 바란다. 

2. 諸軍官․凡軍號 기록의 원 과 편찬

무 조는 侍衛府, 諸軍官, 凡軍號, 衿, 軍官花, 政官에 해 기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무  범군호조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軍號 23개의 명칭을 나열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23개의 軍號 각각에 해서 

설명한 부분이다. 凡軍號 6停, 10停, 五州誓, 萬步幢, 二罽幢, 三邊守幢, 新三千幢

5) 박수정, 2016 ��삼국사기� 직 지 연구�,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 80-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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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에 여러 地名이 한다. 이들 기록에 하는 지명은 모두 경덕왕 16년에 지명

을 개정하기 이 에 사용된 것임을 살필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혜공왕에서 애장왕 까지의 기록에 하는 지명을 조사

하면, 경덕왕 에 개정한 지명은 원성왕 6년 정월 기록(全州)과 애장왕 5년 7월 

기록(蘭山縣)에만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덕왕 16년 이 의 본래 지명임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헌덕왕 부터 문성왕 까지의 기록에는 경덕왕 16년 이

의 본래 지명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경덕왕 에 개정한 지명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6)6)한편 청해진이 설치된 흥덕왕 3년(828)에서 청해진이 된 

문성왕 13년(851) 사이의 사실을 하는 祀와 中祀의 상으로 지정된 주․

군․ 의 표기를 조사한 결과, 경덕왕  이  지명과 개정 지명을 혼용하 음을 

살필 수 있고, 석문에 하는 원성왕 부터 진성왕 까지의 지명을 살펴본 결

과, 원성왕 부터 흥덕왕 까지 경덕왕  이 의 본래 지명으로 표기하다가 문

성왕 17년(855) 이후부터 경덕왕  개정 지명을 리 사용하는 추세 음을 확인

할 수 있다.7)7) 

혜공왕  이후의 신라본기  祭祀志의 기록과 석문 등에 하는 지명의 표

기를 두루 고려하건 , 경덕왕  이  본래의 지명만을 冠稱한 범군호조에 하

는 여러 군단은 헌덕왕  이 에 존속하 던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나아

가 제군  장군조에서 경덕왕 때에 이르러 熊川州停에 軍 3명을 더 두었다고 

언 하 으나, 범군호 6정조에 웅천주정에 한 정보가 하지 않은 을 감안

한다면, 범군호조에서 소개한 군단들은 지명을 漢式으로 개정하기 이  시기, 즉 

경덕왕 16년 이  시기에 존재한 것이라고 좁 서 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범군호조에 소개한 군단 가운데 長槍幢을 효소왕 2년(693)에 緋衿誓幢으로 개칭

하 다고 하는 바, 결과 으로 범군호조는 효소왕 2년에서 경덕왕 16년 사이

에 존재한 군단들에 해 정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8)8) 

6) 김태식, 1995 ｢�삼국사기� 지리지 신라조의 사료  검토｣ �삼국사기의 원  검토�,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236-244면의 ‘<참고표>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재 경덕왕  이후 지명의 신

라지와의 비교’ 참조.

7) 덕재, 2017 ｢�삼국사기� 지리지의 원 과 편찬: 신라지를 심으로｣ � 구사학� 129, 

195-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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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직 지 찬자가 23개의 군단에 해 기술한 다양한 거자료를 

참조하여 범군호조를 찬술하 는가, 아니면 그들이 범군호조의 典據가 되는 어

떤 승자료에 하는 내용을 체로 인용하여 직 (하) 무 조에 添入하 는가

의 여부에 해서이다. 이와 련하여 범군호조 서두에 23개의 군단 명칭을 나

열한 부분과 23개 군단에 해 소개한 부분에서 일부 군단의 표기가 차이가 나

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단 명칭을 나열한 부분에서는 ‘三曰十幢’이라고 

하 으나, 개별 군단을 소개한 부분에서는 ‘十停<或云三千幢>’이라고 표기하여 

차이를 보인다. 한 군단 명칭을 나열한 부분에서는 ‘二十曰二罽’, ‘二十二曰三

邊守’라고 표기하 으나, 개별 군단을 소개한 부분에서는 ‘二罽幢<或云外罽>’, ‘三

邊守幢<或云邊守>’이라고 표기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停’과 ‘幢’은 상호 치환

할 수 있는 자이고, 군단 명칭에서 ‘停’ 는 ‘幢’을 생략한 경우가 발견되기 

때문에 군단 명칭을 나열한 부분과 개별 군단을 소개한 부분의 표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크게 문제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직 지 찬자가 다양한 거자

료를 참조하여 범군호조를 찬술하 다고 가정한다면, 군단 명칭을 나열한 부분

과 개별 군단을 소개한 부분의 표기가 다른 것을 가볍게 넘겨버리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제군 조에서 9주에 설치한 10停 군단을 모두 ‘~停’으로 표

기하 음을 고려한다면, 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단 명칭

을 나열한 부분과 개별 군단을 소개한 부분의 표기가 약간 차이가 났던 사실은 

오히려 직 지 찬자가 무 조를 찬술할 때에 그들이 참조한 거자료에 하는 

표기를 그 로 轉載하 음을 시사해주는 증거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단된다.9)9) 

8) 이문기, 1997 앞의 책, 49-55면에서 범군호 부분에 소개된 23군호는 7세기 후반 에 진행

된 범한 군사조직 개편작업의 결과를 서술한 것이며, 늦어도 경덕왕 를 후하여 이루

어진  한번의 군사조직의 변화가 있기까지 어도 형식 으로는 병존하고 있었던 군사

조직들이었다고 이해하 다. 한편 박수정, 2016 앞의 논문, 86면에서는 범군호조는 특정 

시 에 성립되어 있던 부 명을 일 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산실된 자료를 후

에 재정리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 다. 

9) 홍승우, 2015 앞의 논문, 174-176면에서 범군호 항목의 뒷부분(개별 군단에 해 기술한 

부분)은 앞부분(군단 명칭을 나열한 부분)과 동일한 거자료를 그 로 재한 것이 아니

라, 직 지 찬자가 다른 자료에 의거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하 거나 는 별개의 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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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지 찬자가 무 조를 찬술할 때에 그들이 참조한 거자료에 하는 내용

을 체로 轉載하 음을 보완해주는 자료를 범군호조에서 찾을 수 있다. 범군호 

10정조에서 10정을 ‘모두 진흥왕 5년(544)에 설치하 다(並眞 王五年置).’라고 

서술하 다. 한 5주서조에서 ‘모두 문무왕 12년(672)에 설치하 다(並文武王十

二年置).’라고 서술하 다. 주지하듯이 10정은 8주에 1정씩, 한산주에 2정을 설치

한 것이다. 신라본기에서 신라가 신문왕 5년(685)에 9주를 완비하 다고 밝혔

다.10)10)따라서 10정을 모두 진흥왕 5년에 설치하 다는 기록은 명백한 杜撰이라

고 볼 수 있다. 직 지 찬자 역시 신라본기에 신문왕 5년에 9주를 완비하 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9주에 10정을 설치하

다는 사실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 지 찬자가 9주에 설치한 10정에 해 기술한 다양한 거자료를 참조하여 

범군호 10정조를 정리하 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신문왕 5년이 아니라 진흥왕 

5년에 10정을 모두 설치하 다고 기술하 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해하는 것

이 합리 일 듯싶다. 

한편 5주서에는 菁州誓와 完山州誓가 존재하 다. 주지하듯이 청주와 완산주

를 설치한 것은 신문왕 5년이었다. 한 범군호조에서 한산주계당을 태종왕 17

년에 설치하 다고 언 하 는데, 태종왕은 8년 동안만 재 하 다. 결국 5주서

조의 ‘並文武王十二年置’와 이계당조의 ‘太宗王十七年置’라는 기록은 杜撰인 셈이 

된다. 직 지 찬자가 다양한 거자료를 근거로 5주서조와 이계당조를 찬술하

다면, 이와 같은 명백한 두찬에 해 의문을 제기하 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범군호조에서 보주와 같은 형식으로 이러한 杜撰에 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에 유의하여, 직 지 찬자가 범군호조를 찬술하면

 료에 입각하여 찬술하 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한 바 있다. 반면에 박수정, 2016 앞의  

 논문, 87면에서 범군호조 앞부분과 뒷부분에 하는 군호의 표기 차이가 의미가 달라질  

 만큼 큰 것이 아니고, 직 지 편찬 당시 참고한 자료가 이미 몇 단계의 정리 과정을 거쳤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부와 후반부가 각기 다른 거자료에서 채택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 

10) �삼국사기� 신라본기제8 신문왕 5년  “復置完山州 以龍元爲摠管. 挺居列州以置菁州 始

備九州 以大阿飡福世爲摠管.”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條의 原典과 撰述에 대한 考察·115

서 그들이 참조한 거자료의 기록을 체로 轉載하 을 것이라는 합리 인 의

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직 지 찬자가 거자료에 하는 내용만을 인용하여 범군호조를 찬술한 

것만은 아니었다. 개별 군단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체로 각 군단의 衿色에 

한 정보를 밝혔고, 군단의 衿(깃발)이 없는 경우는 無衿이라고 표기하 다. 그런

데 신삼천당조에서는 ‘衿色이 未詳이다(衿色未祥).’라고 기술하 다. 신삼천당을 

제외한 22개의 군단 가운데 3武幢에 해서만 衿色에 해 기술하지 않았고, 나

머지는 衿色을 밝히거나 ‘無衿’이라고 표기하 다. 3무당은 白衿武幢, 赤衿武幢, 

黃衿武幢을 가리키는데, 군단의 명칭에서 衿色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색에 한 정보를 생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른다면, 신삼천당만 

색에 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직 지 찬자는 

23개 군단의 명칭을 나열한 부분과 23개 각각의 군단에 해 설명한 부분을 정

리한 거자료의 내용을 체로 인용하여 범군호조를 찬술하면서, 신삼천당만이 

유일하게 색에 한 정보가 하지 않자, 이에 신삼천당에 해 ‘衿色未詳’이

라고 추가로 직  기술한 다음, 이밖에 다른 승자료를 참조하여 일부 군단의 

異稱을 보주로서 소개함으로써 범군호조를 완비한 것으로 이해된다.

諸軍官條는 6停과 9誓幢을 비롯한 주요 軍團에 배속된 軍官들, 軍師幢主를 비

롯한 여러 군단의 幢主  監, 그리고 法幢火尺과 法幢頭上, 法幢壁主  三千卒

에 해 기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제군 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軍團의 명칭을 약간씩 다르게 표기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군단의 명칭을 다르게 표기한 사례 일람

軍團 表記 內容 軍官 備

六停

Ⅰ-①
漢山停, 牛首停, 河西停, 

牛首停

軍, 大官大監, 隊大監, 弟監, 

監 知, 監, 火尺, 軍師幢主, 

大匠尺幢主, 軍師監, 大匠大監

Ⅰ-② 牛首州, 完山州 步騎幢主

漢山停은 ‘漢山’으

로만 표기하고, ‘河

西停’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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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군호조에서 6정을 大幢, 上州停, 漢山停, 牛首停, 河西停. 完山停이라고 밝혔

다. <표 1>을 통해, 보기당주의 경우는 牛首停, 完山停이 아니라 牛首州와 完山

州에 배속되었다고 표기하 고, 보기감과 흑의장창말보당주의 경우는 단지 漢山, 

牛首, 完山에 배속되었다고 표기하 음을 살필 수 있다. 軍官이 배속된 6停에 

한 표기가 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무 조 

범군호조에서 5州誓를 菁州誓, 完山州誓, 漢山州誓, 牛首州誓, 河西州誓라고 밝혔

다. 諸軍官 隊大監, 監, 火尺條에서는 범군호조의 표기를 그 로 따랐지만, 착

기당주조에서는 5주서를 菁州, 完山州, 漢山州, 河西州, 牛首幢이라고 표기하

고, 착 감조에서는 菁州, 漢山, 完山, 河西, 牛首幢이라고 기술하 다. 제군 조

에 하는 5주서의 표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9誓幢과 罽衿幢의 경우는 ‘~幢’이라고 표기한 유형과 ‘幢’을 생략하고 단지 군단 

11) 목 본에는 ‘靑州’라고 하나, 이것은 菁州의 오기로 추정된다. 

Ⅰ-③ 漢山, 牛首, 完山 步騎監, 黑衣長槍末步幢主 
‘河西停’을 모두 생

략함

九誓幢

Ⅱ-①

綠衿幢, 紫衿幢, 白衿幢, 

緋衿幢, 黃衿幢, 黑衿幢, 

碧衿幢,  赤衿幢,  靑衿幢

軍, 大官大監, 隊大監, 弟監, 

監 知, 監, 火尺, 軍師幢主, 

大匠尺幢主, 步騎幢主, 著衿騎

幢主, 軍師監, 大匠大監, 步騎

監, 著衿監

범군호조에서는 ‘~

誓幢’이라고 표기하

음. 

Ⅱ-②

綠衿, 紫衿, 白衿, 緋衿, 

黃衿, 黑衿, 碧衿, 赤衿, 

靑衿

黑衣長槍末步幢主

五州誓

Ⅲ-①
菁州誓, 漢山州誓, 

完山州誓
감, 소감, 화척

Ⅲ-②
菁州, 完山州, 漢山州, 

河西州
착 기당주

Ⅲ-③ 牛首幢 착 기당주, 착 감

Ⅲ-④ 漢山, 完山, 河西 착 감

착 감조에 ‘菁州

誓’를 ‘菁州’라고11)
11) 

표기함.

罽衿幢
Ⅳ-① 罽衿幢

제감, 감사지, 소감, 

착 기당주

Ⅳ-② 罽衿 감, 화척, 착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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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만을 표기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면,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일부 군단 명칭의 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6정 군단 명칭의 표기를 유의하건 , 제군  보기당

주․감  흑의장창말보당주조의 거자료와 장군을 비롯한 여러 군 조의 거

자료는 분명하게 달랐다고 이 합리 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군  감과 

소감, 화척조의 거자료와 착 기당주․착 감의 거자료 역시 동일하다고 보

기 어려울 것이다.12)12)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직 지 찬자가 다양한 거자료를 

참조하여 제군 조를 찬술하 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제군 조 원 의 찬자

가 다양한 승자료를 참조하여 제군 조의 원 을 찬술하 고, 직 지 찬자는 

단지 직 (하) 무 조를 찬술하면서 이것을 체로 轉載하 다고 볼 수 있는가

의 여부에 해서이다. 

만약에 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면, 직 지 찬자가 6정과 5주서 등의 

표기를 통일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제군  보기당주

조에서는 6정을 ‘~州’라고, 착 기당주조에서는 5주서를 ‘~州’라고 표기하 는

데, 이와 같이 표기하면 독자들이 그것이 가리키는 군단이 무엇인가에 해 혼

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건 , 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여기다가 

착 기당주․착 감조에서는 牛首州誓의 경우는 다른 州誓와 달리 ‘牛首幢’이라

고 표기함으로써 일 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직 지 찬자가 다양

한 거자료를 참조하여 제군 조를 찬술하 다고 가정할 때, 일부 군단의 표기

를 통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거자료에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는 표

기까지도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식 으로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측면은 직 지 찬자가 그들이 참조한 거자료에 

하는 내용을 체로 轉載하여 제군 조를 편찬하 다고 제할 때, 합리 으

로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직 지 찬자가 그들이 참조한 거자료에 하는 내용을 체로 재하여 제

군 조를 찬술하 을 것이라는 사실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보완이 가능하다. 

제군 조에서 부분의 군 직은 6정의 하나인 貴幢에 배속되었다고 기술한 것

12)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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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하여, 監 知와 軍師幢主․監, 大匠尺幢主․大匠大監의 경우는 上州停에 배

속되었다고 기술하여 차이를 보 다. 범군호 6정조에서 문무왕 13년(673)에 上

州停을 貴幢으로 改稱하 다고 하 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명백한 杜撰이고, 

실제로는 673년에 경주에 주둔하 던 貴幢을 一善으로 옮기고, 일선지역에 치

한 一善停(上州停)과 귀당을 합친 이후에, 그것을 귀당이라고 불 던 사실을 반

한 것으로 이해된다.13)13)범군호조에 上州停이라고 하는 것을 제군 조에서 

귀당 는 상주정이라고 표기한 것은 직 지 찬자가 그들이 참조한 거자료에 

하는 내용을 그 로 재하 음을 시사해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한편 제군 조에서 군 직의 총 인원수 표기방식이 여러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 (서두) 共〇〇人 : 장군, 감사지

두 번째 유형: (말미) 共〇〇人 : 감, 감, 소감, 화척, 군사당주, 장척

당주, 보기당주, 삼천당주, 착 기당주, 사자 당주, 법당주, 만보당

주, 흑의장창말보당주, 군사감, 장 감, 보기감, 삼천감, 법당감, 

착 감, 법당벽주, 법당화척

세 번째 유형: (서두) 〇〇人 ---- (말미) 共〇〇人 : 비 당주, 보기감

네 번째 유형: (서두) 〇〇人 : 사자 당감, 비 감, 개지극당감, 법당두상, 삼천졸

네 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형 인 것은 말미에 ‘共〇〇人’이라고 표기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법당두상을 제외하고 개별 군단 는 州에 

배속된 인원수에 한 언 이 없고, 단지 총 인원수만을 표기한 사례에 해당하

기 때문에 특별하게 외 인 표기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특징 인 표기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기존에 연구자

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세 번째 유형이었다. 일부 연구자는 서두에 기술

된 총 인원수는 직 지 찬자가 참조한 본자료에 하는 내용을 그 로 轉載한 

것이고, 말미에 기술된 ‘共〇〇人’은 찬자에 의해 재정리․서술된 집계기록으로 

이해하 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첫 번째 유형은 직 지 찬자가 본자료에 

13) 이에 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논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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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을 그 로 재한 것으로, 두 번째 유형은 찬자에 의해 재정리․서

술된 집계기록을 반 한 것이라고 악하 다.14)14)이에 반해 일부 연구자는 세 

번째 유형의 서두에 기술된 총 인원수와 말미에 기술된 총 인원수는 모두 거

자료에 하는 내용을 그 로 재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결과 으로 세 번째 

유형은 복수의 거자료를 활용하여 찬술하 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

다. 그리고 뒤에서 살핀 바와 같이 步騎幢主와 著衿監의 경우, 각 군단에 배속

된 인원수의 총합과 제군 조에 기술된 총 인원수가 차이가 난다는 을 주목하

여 나머지 유형의 경우는 모두 직 지 찬자가 참조한 거자료에 하는 내용을 

그 로 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15)15) 

그 다면 에서 설명한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타당할까가 궁

하다. 이와 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보기당주와 착 감의 경우, 각 군단에 배속

된 보기당주, 착 감의 실제 인원과 제군 조에 기술된 총 인원수가 차이가 난

다는 이다. 보기당주의 경우, 각 군단에 배속된 보기당주의 실제 인원은 62명

인데, 제군 조에서는 ‘共六十三人’이라고 표기하 다. 착 감의 경우, 각 군단에 

배속된 인원은 177명인데, 제군 조에서는 ‘共一百七十五人’이라고 표기하 다. 

종래에 보기감과 마찬가지로 黃衿武幢에 소속된 步騎幢主의 배속 인원은 2명이

었는데, 직 지 찬자가 1인으로 誤記하 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16)16)보기당

주와 보기감의 군단 배속 인원수를 비교하면, 이와 같은 추정이 잘못이라고 보

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각 군단에 배속된 착 기당주의 총 인원수는 178명이고, 각 군단에 배

속된 착 감의 총 인원수는 177명이다. 착 기당주는 河西州誓에 4인이 배속되

었음에 반하여, 착 감은 거기에 3인이 배속되어 1인의 편차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제군 조에서는 177인이 아니라 총 인원수가 175명이라고 기술하여 오류

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보기당주와 보기감의 사례를 감안한다면, 착 감의 경우 

하서주서에 본래 4인이 배속되어 있었는데, 직 지 찬자가 3인으로 잘못 기록하

14) 이문기, 1997 앞의 책, 42-45면. 

15) 홍승우, 2015 앞의 논문, 179-181면.

16) 이문기, 1997 앞의 책, 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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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재과정에서 ‘二’를 ‘一’로 잘못 인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지만, 재과정에서 ‘四’를 ‘三’으로 잘못 인용하 을 

가능성이 낮다고 단되기 때문에 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울 것이다. 결과 으로 착 감의 총 인원수 표기는 직 지 찬자가 잘못 계산한 

사실을 반 한 것이거나, 아니면 거자료에 하는 표기를 그 로 재한 사실

을 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군  참 기당주  착 감조에서 5州誓를 

菁州, 漢山州, 完山州, 河西州  漢山, 完山, 河西, 그리고 牛首幢 등 다양한 방

식으로 표기하 음을 염두에 둔다면, 필자는 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

를 두고자 한다. 만약에 필자의 이와 같은 추정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앞에서 설

명한 두 가지 견해 가운데 두 번째 견해, 즉 직 지 찬자가 그들이 참조한 거

자료에 하는 총 인원수의 표기를 그 로 재하 다는 견해가 보다 더 타당성

을 지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17)17) 

이밖에도 직 지 찬자가 그들이 참조한 거자료의 내용을 체로 재하여 

제군 조를 찬술하 음을 시사해주는 증거를 더 제시할 수 있다. 제군  법당주

조에서는 百官幢, 京餘甲幢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지만, 실제로는 百官幢主, 京

餘甲幢主 등이라고 기술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만보

당주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표기상의 오류 역시 직 지 찬자의 단순

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자료에서 그 로 재한 것에서 비

롯되었다고 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한편 제군 조에서 삼천당주와 착 기

당주, 비 당주의 순으로 배열하 는데, 착 기당주와 비 당주의 등규정이 같

았음에도 불구하고, 착 기당주의 경우는 ‘位 三千幢主同’이라고 표기하 음에 

반하여, 비 당주의 경우는 ‘位自 知至沙飡爲之’라고 표기하 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를 더 발견할 수 있다. 제군 조에서 만보당주, 장 감, 보기감, 

사자 당감, 법당감, 착 감, 개지극당감의 순으로 배열하 는데, 군사감과 보기

17) 홍승우, 2015 앞의 논문, 179-181면에서 세 번째 유형은 무 조 찬자가 두 개의 거자료

에 하는 내용을 인용한 사실을 반 한 것이라고 이해하 지만, 필자는 무 조 원 의 

찬자가 비 당주․보기감조의 거자료들에 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무 조 원 을 찬

술하면서 인용한 사실을 반 한 것이라고 악하 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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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법당감, 개지극당감의 등규정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기감의 경우는 ‘位

軍師監同’이라고 표기한 반면, 법당감과 개지극당감의 경우는 ‘位自 知至奈麻

爲之’라고 표기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만보당주와 장 감, 삼천감의 

등규정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 용 방식을 활용하여 등규정을 

표기하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다. 만약에 직 지 찬자가 다양한 거자료를 참

조하여 제군 조를 찬술하 다고 한다면, 이처럼 동일한 등규정을 가진 군

직에 한 등규정을 표기할 때, 서술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  사례 용 방

식을 극 활용하 을 것이라고 상해볼 수 있지만, 제군 조의 등규정의 표

기를 보면, 이러한 상과 달리 임용 가능한 등의 범 를 직  밝히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역시 직 지 찬자가 그들이 참조한 거자료에 하

는 내용을 체로 재하여 제군 조를 찬술하 다고 볼 때, 합리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8)18) 

마지막으로 제군 조에서 幢主의 경우는 착 기당주-비 당주-사자 당주-법

당주의 순으로 배열하 는데, 監의 경우는 사자 당감-법당감-비 감-착 감의 

순으로 배열하 음을 알 수 있다. 당주와 감의 배열 순서가 서로 조응되지 않았

음을 엿볼 수 있는데,19)19)직 지 찬자가 나름 로 일 성을 가지고 무 조를 서

술하 다고 가정할 때, 당주와 감의 배열 순서가 다른 것을 합리 으로 설명하

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 역시 직 지 찬자가 거자료에 하

는 내용을 재하여 제군 조를 찬술하 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유의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직 지 찬자가 그들이 참조한 거자료에 하는 내용을 체로 

재하여 제군 조를 찬술하 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범군호조와 마찬가지로 제

군 조에서도 직 지 찬자가 추가로 첨입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제군  장

18) 홍승우, 2015 앞의 논문, 173면. 

19) 무 조에서 법당주의 경우 임용 가능한 등의 범 에 해 언 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나머지 당주의 경우는 등규정을 제시하 다. 사자 당주와 임용 가능한 등규정에 

한 언 이 없는 법당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당주는 임명 가능한 등의 서열이 높은 순서

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감의 경우는 임명 가능 등 범 를 고려하지 

않고 배열하 음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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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 말미에 ‘경덕왕 때에 이르러 熊川州停에 ( 軍) 3인을 더 두었다(至景德王

時 熊川州停加置三人)’라고 한다. 웅천주정에 장군 3인을 더 두었다고 하 으

므로, 이때에 웅천주정에 장군 이하의 군 직도 아울러 설치하 다고 이 합리

일 것이다. 그런데 제군 조의 어디에서도 웅천주정에 배속된 군 직에 한 

언 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직 지 찬자가 참조한 거자료에 웅천주

정에 배속된 군 에 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았음을 제로 할 때, 

합리 으로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른다면, ‘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

置三人’은 직 지 찬자가 제군 조의 원 과 별개의 거자료에서 인용하여 추

가로 첨입한 것이라고 이해한 기존의 견해가20)
20)나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직 지 찬자가 그들이 참조한 거자료에 하는 내용을 그

로 재한 다음, 별도의 승자료에 하는 ‘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置三人’이

란 기록을 추가로 첨입하여 제군 조를 완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겠다. 

3. 諸軍官․凡軍號 기록 원 의 성격과 찬술

1) 범군호 기록 원 의 찬술

앞 장에서 직 지 찬자가 제군 과 범군호조의 원 에 하는 내용을 거의 그

로 재하여 두 기록의 기본 골격으로 삼고, 거기에 단편 인 승자료를 참

조하여 일부 기록을 추가로 添入한 다음, 일부 군단의 異稱을 보주로 제시함으

로써 제군 ․범군호조를 완비하 음을 살폈다. 그 다면, 이제 제군 ․범군호 

기록 원 의 성격과 그것의 찬술과정을 살필 차례인데, 凡軍號 六停 기록 原典

의 성립과정을 추 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육정 기록의 문

을 번역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六停은 첫째는 大幢이다. 眞 王 5년(544)에 처음으로 설치하 다. 衿의 색깔은 

紫白이다. 둘째는 上州停이다. 眞 王 13년(552)에 설치하 다. 文武王 13년(673)에 

20) 이문기, 1997 앞의 책,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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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幢으로 고쳤다. 衿의 색깔은 靑赤이다. 셋째는 漢山停이다. 본래 新州停이었다. 眞

王 29년(568)에 新州停을 하고 南川停을 설치하 다가 眞平王 26년(604)에 

南川停을 하고 漢山停을 두었다. 衿의 색깔은 黃靑이다. 넷째는 牛首停이다. 본

래 比烈忽停이었다. 文武王 13년(673)에 比烈忽停을 하고 牛首停을 두었다. 衿의 

색깔은 綠白이다. 다섯째는 河西停이다. 본래 悉直停이었다. 太宗王 5년(658)에 悉直

停을 하고 河西停을 두었다. 衿의 색깔은 綠白이다. 여섯째는 完山停이다. 본래 

下州停이었다. 神文王 5년(685)에 下州停을 하고 完山停을 두었다. 衿의 색깔은 

白紫이다(�三國史記� 雜志第9 職官<下> 武官 凡軍號).

6정 가운데 大幢은 신라의 王京에 치한 군단이었다. 나머지 5정 가운데 漢

山停, 牛首停, 河西停, 完山停은 각 군단이 주둔한 지역명을 冠稱한 군단인데, 6

정조 원 의 찬자는 결과 으로 각 군단의 최종 명칭을 標題語로 제시하 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上州停의 경우는 최종 명칭을 표제어로 제시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에서 인용한 기록에서 문무왕 13년에 이르러 上州停을 貴幢으로 改稱

하 다고 언 하 다. �삼국사기� 사다함열 에 신라가 진흥왕 23년(562)에 

가야를 정벌할 때에 斯多含이 貴幢裨 으로 從軍하 다고 한다. 한 최열

에 貴幢이 진평왕 46년(624)에 速含城 등의 투에 참 하 다는 기록이 한

다. 이밖에도 문무왕 13년 이 에 귀당이 여러 투에 참여하 음을 신라본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1)21)그리고 신문왕 4년(684) 11월에 高句麗殘賊이 

報德城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貴幢弟監 逼實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도 에 

사하 다는 기록이 列傳第7 驟徒條에 한다.22)22)신라본기와 열 의 비당 련 

기록을 두루 참조하건 , 문무왕 13년에 상주정을 貴幢으로 개칭한 것이 아니라, 

왕경에 주둔하 던 貴幢을  上州의 州治 던 一善으로 옮기고, 그것을 여기

에 치하 던 一善停(上州停)과 합친 이후, 일선지역에 주둔한 停軍團을 貴幢

이라고 불 다고 이 옳을 것이다.23)23)다만 무  범군호 10정 기록 원 의 찬자

21) 신라본기 문무왕 원년 7월 17일, 문무왕 2년 정월, 문무왕 8년 6월 21일 기록에 귀당총  

는 귀당제감에 임명된 인물들이 보이고 있다.  

22) �三國史記� 列傳第7 驟徒 “文明 元年甲申(신문왕 4; 684) 高句麗殘賊據報德城而叛. 神文

大王命 討之 以逼實爲貴幢第監. 臨行 其婦曰 吾二兄 旣死於王事 名垂不朽 吾雖不肖 何

得畏死而苟存乎. 今日 爾生離 終是死別也 好住無傷. 及 陣 獨出奮擊 斬殺數十人而死.”

23) 이상의 내용에 한 자세한 논증과 련하여 덕재, 2018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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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4정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貴幢이 주둔한 지역 명칭, 즉 上州停을 표제

어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무  범군호 6정조에서 문무왕 13년에 上州停을 貴幢으로 改稱하고, 신문왕 5

년에 下州停을 革罷하고 完山停을 설치하 다고 언 하 는데, 여기서 문제는 

문무왕 13년, 신문왕 5년까지 과연 ‘上州停’, ‘下州停’이란 명칭을 사용하 을까의 

여부에 해서이다. �삼국사기� 잡지제3 지리1 良州條에 ‘문무왕 5년, 麟德 2년

(665)에 上州․下州의 땅을 분할하여 歃良州를 설치하 다.’고 한다. 에 필

자는 문무왕 5년 이후에 본래 上州는 一善州, 下州는 居烈州(居列州)라고 부르

기 시작하 음을 밝힌 바 있다.24)24)이에 따른다면, 문무왕 13년, 신문왕 5년까지 

‘상주정’, ‘하주정’이라고 불리는 정군단이 존재하 다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면, 문무왕 5년 이후에  상주와 하주의 주치에 주둔하 던 정

군단을 무엇이라고 불 을까가 궁 하다. 이와 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나라 군 가 말갈군과 함께 石門에 주둔하니, 왕이 장군 義福과 春長 등을 보내 

방어하게 하 는데, 帶方의 들에 군 을 설치하 다. ---- 당나라 군사가 말갈과 함

께 미처 진을 치지 아니한 틈을 타서 공격하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장군 曉川

과 義文 등이 죽었다. --- 居烈州大監 一吉干 阿珍含이 上 軍에게 말하기를, ‘공 등

은 힘을 다하여 빨리 떠나가십시오. 내 나이 이미 70이니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때야말로 나의 죽을 날입니다.’라고 하며, 창을 비껴들고 진 가운데로 돌입하여 

사하 는데, 그 아들도 따라 죽었다. 大 軍 등은 슬며시 서울로 들어왔다(�삼국사

기� 열 제3 김유신). 

�삼국사기� 신라본기제7 문무왕 12년(672) 7월 기록에 石門戰鬪에서 아찬 

曉川과 사찬 義文 등이 사하 다고 한다. 이에 따른다면, 의 기록은 문무

본 신라 왕경의 실상: 문무왕  이후 신라본기와 잡지, 열 에 하는 기록을 심으로｣ 

� 구사학� 132, 31-33면이 참조된다. 참고로 문무왕 13년에 상주정을 귀당에 합속시켰

음에도 불구하고, 무 조에 상주정을 귀당으로 개칭하 다고 하게 된 배경은 귀당의 

주둔지를 一善州( 의 上州 州治)로 옮겨 일선정(上州停)과 합친 이후에 그 군단을 

귀당이라고 불 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4) 덕재, 2001 ｢신라 고기 주의 성격 변화와 군주｣ �역사와 실� 40, 60-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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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12년 7월에 일어난 석문 투와 련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문무왕 

12년 7월 당시에 일길간 아진함이 居烈州大監이었다고 하 다. 신라본기제5 태

종무열왕 8년(661) 2월 기록에 ‘百濟 殘賊이 泗沘城을 공격하자, 王이 伊飡 品日

을 大幢 軍으로 삼고, 迊飡 文王․大阿飡 良圖․阿飡 忠常 등으로 그를 보좌하

게 하 으며, 迊飡 文忠을 上州 軍으로 삼고 阿飡 眞王으로 하여  그를 보좌

 하고, 阿飡 義服을 下州 軍으로, 武欻과 旭川 등을 南川大監, 文品을 誓幢

軍, 義光을 郞幢 軍으로 삼아 가서 구원하게 하 다.’라고 한다. 태종무열왕 7

년(660) 5월 26일에 왕이 유신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하여 6월 

18일에 南川停에 다다랐다고 신라본기에 한다.25)25)이에 따른다면 태종무열왕 8

년 2월에 무염과 욱천 등을 바로 정군단인 南川停의 大監으로 임명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문무왕 12년 7월에 아진함은 거열주에 치한 

居烈停의 감이었다고 이 합리 일 것이다. 

문무왕 5년 겨울에 一善州와 居列州의 백성들로 하여  軍資를 하서주로 운반

하게 하 다는 기록이 신라본기에 한다.26)26)이것은 문무왕 5년에 상주와 하주

의 땅을 분할하여 삽량주를 설치한 이후, 옛 상주와 하주를 각기 일선주와 거열

주로 불 음을 알려주는 결정 인 증거 자료이다. 신라본기 문무왕 13년 9월 기

록에 居烈州 萬 寺山城 등을 쌓았다고 하고, 신문왕 5년 에 居列州를 빼고 

菁州를 설치하 다고 하므로, 문무왕 5년부터 신문왕 5년까지 옛 하주지역을 

居列州(居烈州)라고 불 음이 확실시된다고 하겠다. 진흥왕순수비 창녕비에서 

진흥왕 22년(561)에 정군단의 명칭을 下州停이 아니라 下州의 州治名을 冠稱하

여 比子伐停이라고 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통일 이 에 통상 

州治에 停軍團이 치하 던 을 두루 고려하건 , 거열주의 州治인 거열에 

치한 정군단을 居烈停(居列停)이라고 불 다고 이 자연스러울 것이다.27)27)무  

범군호 6정조에 신문왕 5년에 下州停을 하고 完山停을 설치하 다고 하는 

25) �삼국사기� 신라본기제5 태종무열왕 7년 “夏五月二十六日 王 庾信眞珠天存等領兵出京 

六月十八日 次南川停.”

26) �삼국사기� 신라본기제6 문무왕 5년 “冬 以一善․居列二州民 輸軍資於河西州.”

27) 덕재, 2001 앞의 논문, 6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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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실제로는 신문왕 5년에 거열정을 하고 완산정을 설치한 사실을 반 한 

것이라고 이 옳을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문무왕 5년 이후에 일선주에 치

한 정군단 역시 一善停이라고 불 고, 문무왕 13년에 왕경에 치한 귀당을 일

선으로 옮겨 일선정과 합친 이후에, 그것을 귀당이라고 불 다고 보는 것이 합

리 이라고 단된다. 그 다면 여기서 문제는 무  6정조에 거열정이 하주정, 

일선정이 상주정이라고 하는가에 해서이다. 

무  제군 조에 6정 군단마다 장군을 2~4인 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유

신열 에 선덕여왕 14년(645), 즉 乙巳年에 김유신을 上州 軍으로 삼았고, 太和 

원년 무신(648, 진덕왕 2)에 김유신을 上州行軍大摠管에 임명하 다고 한다. 

한편 신라본기제5 태종무열왕 8년 2월 기록에 迊飡 文忠을 上州 軍, 阿飡 義服

을 下州 軍에 임명하 다고 하고, 문무왕 원년 7월 17일 기록에 品日․忠

常․義服을 上州摠管, 眞欽․衆臣․自簡을 下州摠管, 軍官․藪世․高純을 南川州

摠管, 述實․達官․文穎을 首若州摠管으로, 文訓․眞純을 河西州摠管으로 임명하

다고 한다. ‘~州 軍’ 는 ‘~州摠管’은 주 단 로 편성된 행군군단을 지휘

한 것으로 이해된다.28)28)특히 문무왕 원년 행군군단을 편성할 때에 각 주 단 로 

편성된 행군군단을 지휘하는 총 에 복수의 인물을 임명하 음을 볼 수 있는데, 

6정군단에 복수의 장군을 임명한 것과 상통하는 측면으로 유의된다. 본래 옛 상

주와 하주에 치한 정군단을 주치명을 冠稱하여 一善停, 居烈停(居列停) 등이

라고 불 음을 앞에서 살핀 바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  범군호 6정조 원

의 찬자는 신라 당 에 상주와 하주 단 로 편성한 행군군단의 지휘 을 상

주․하주장군 는 상주․하주총 이라고 불 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옛 상주

와 하주의 州治에 치하 던 停軍團을 上州停, 下州停이라고 표 한 것이 아닌

가 한다. 이 다고 이해할 때, 무  범군호 6정조에서 문무왕 13년에 상주정을 

귀당으로 개칭하 다거나29)
29)신문왕 5년에 하주정을 하고 완산정을 설치하

다라고 기술한 사실을 합리 으로 설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8) 덕재, 의 논문, 72-79면. 

29) 무  범군호조 원 의 찬자가 문무왕 13년에 왕경에 치한 귀당을 일선지역으로 옮겨 

일선정과 합친 이후, 신라인들이 일선지역에 치한 정군단을 貴幢이라고 불 음에도 불

구하고 ‘문무왕 13년에 상주정을 귀당으로 개칭하 다.’고 잘못 기술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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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조 원 의 찬자가 옛 상주와 하주의 주치에 치한 정군단을 상주정, 하주

정이라고 표 하 을 것이라는 추정은 新州의 州治에 치한 停軍團을 漢城停이

라고 불 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新州停이라고 표 한 사례를 통해서

도 보완할 수 있다. 무  범군호 6정조에서 진흥왕 29년에 신주정을 하고, 

남천정을 설치하 다고 하 다. 그런데 신라본기에서 진흥왕 14년(553) 7월에 

新州를 설치하 다가 진흥왕 18년(557)에 新州를 하고 北漢山州를 설치하

으며, 진흥왕 29년(568) 10월에 北漢山州를 하고, 南川州를 설치하 다고 하

다. 신라본기에 따르면, 진흥왕 18년에 신주를 革罷하 으므로, 직 (하) 무  

범군호 6정조에서 진흥왕 29년에 신주정을 하 다고 언 한 것은 무엇인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561년(진흥왕 22)에 건립된 진흥왕순수비 

창녕비에 하주의 주치에 치한 정군단이 比子伐停, 그 사령 이 比子伐軍主

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비에 漢城軍主가 나오는데, 그는 漢城停의 사령 이었

다고 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 열 제7 해론조에 611년(진평왕 33)에 백제군이 椵岑城을 공

격하자, 진평왕이 上州와 下州, 新州의 군사로써 구원하게 하 다고 한다. 이

것은 어도 진평왕 33년(611)까지 신주라는 명칭이 존재하 음을 알려주는 증

거 자료이다. 에 필자는 선덕왕 6년(637)에 신주를 분할하여 우수주와 한산주

를 설치하 음을 살핀 바 있다.30)30)따라서 신라본기에 하는 州의 置廢는 실제

로는 新州 州治의 이동 사실을 반 한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진흥왕 29년에 

북한산주를 하고 남천주를 설치하 다고 하는 사실과 무  범군호 6정조

에서 신주정을 하고 남천정을 설치하 다고 하는 사실을 서로 연결시켜 

본다면, 州의 置廢記事는 州治의 이동뿐만 아니라 정군단의 移置 사실을 반 한

다고 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31)31)  

30) 덕재, 의 논문, 62-66면. 

31)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덕재, 2018 �삼국사기 본기의 원 과 편찬�, 주류성, 80-86면

이 참조된다. 한편 필자는 에 진흥왕  이후 상주와 하주, 신주에 치한 정군단을 상

주정, 하주정, 신주정이라고 별칭하는 행이 성립되었고, 이러한 행이 승되어 �삼국

사기� 찬자가 직 지에 반 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본고에서 이에 한 필자의 견해를 

재고하 음을 밝 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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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진흥왕순수비 창녕비를 통해, 진흥왕 22년(561)에 新州의 州治에 설치

한 停軍團을 漢城停이라고 불 을 것이라고 추론한 바 있다. 한편 진흥왕 29년

(568)에 건립된 진흥왕순수비 북한산비에 남천군주가 하는데, 이는 南川停의 

사령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진흥왕 22년에서 29년 9월까지 신주에 치

한 정군단을 漢城停( 는 漢山停)이라고 불 다가, 진흥왕 29년 10월에 신주의 

주치를 남천으로 옮기면서 정군단도 남천으로 이동시켜 남천정이라고 개칭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  범군호 6정조 원 의 

찬자는 漢城停을 新州停이라고 개서하 는데, 그들은 진흥왕 14년(553)에 신주

를 설치한 사실  상주정과 하주정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신주에 치한 정군

단을 신주정이라고 표 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진흥왕 29년에 한성정에서 남

천정으로 개칭한 사실을 신주정을 하고 남천정을 설치한 것으로 기술하 다

고 짐작된다. 

이상에서 본래 상주와 하주, 신주의 州治名을 칭한 停軍團을 무  범군호 6

정조 원 의 찬자가 상주정, 하주정, 신주정이라고 고쳐 표 하 음을 살펴보았

다. 그런데 상주의 州治는 沙伐에서 甘文으로, 감문에서 다시 사벌로, 사벌에서 

一善으로, 일선에서 사벌로 바 었고, 이에 따라 정군단도 동일하게 이동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주의 주치는 比斯伐(比子伐)에서 大耶로, 야에서 押梁으

로, 압량에서 야로, 야에서 거열로 옮겼고, 물론 정군단도 동일하게 移置시

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牛首州의 州治는 문무왕 8년에 우수에서 比列忽로, 문

무왕 13년에 비열홀에서 牛首(首若)로 옮겼고, 이에 따라 정군단도 동일하게 이

동하 을 것이다. 선덕왕 6년까지 신주의 주치는 체로 남천에서 한성(북한산)

으로, 북한산에서 다시 남천으로, 남천에서 북한산으로 옮겼고, 그 이후 주치의 

이동에 따라 주의 명칭도 한산주, 남천주로 바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32)32)동해

안지역에 河西州를 설치한 것은 체로 태종무열왕 5년을 후한 시기로 추정된

다.33)33)이  시기에 동해안지역에 정군단을 배치하 는데, 신라본기에서는 정군단

32) 선덕왕 6년 이후 곧 漢山州라고 부르다가 태종무열왕 8년에 州治를 南川으로 옮기면서 

南川州라고 改稱하 으며, 이후 문무왕 4년에 州治를 漢山으로 옮기고 漢山州로 改稱하

음이 확인된다. 

33) 덕재, 2001 앞의 논문, 6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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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동 사실을 주의 치폐 사실로 改書하여 기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

실에 근거하여 동해안지역에서 정군단의 이동 사실을 정리하면, 실직에서 하슬

라로, 하슬라에서 悉直(悉支)으로, 실직에서 비열홀로, 비열홀에서 達忽로, 달홀에

서 하슬라로, 하슬라에서 실직으로, 실직에서 하슬라로 옮겼다고 볼 수 있다.34)34)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고기에 정군단의 이동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무  

범군호 6정조에서 각 정군단의 이치 사실에 해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6

정조에서는 체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정군단의 이동 사실만을 간략하게 기술

하 을 뿐이고, 당과 상주정 이외에 처음으로 설치한 연 조차도 언 하지 않

았음을 살필 수 있다.35)35)이러한 사실에 유의하건 , 6정조의 원 은 매우 不備한 

내용이었다고 정리하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종래에 범군호조의 개별 군단에 해 소개한 부분은 법조문을 轉載한 기록과 

더불어 衿色에 해 정리한 추가 인 거자료에서 인용한 기록으로 구성되었다

고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었다.36)36)그런데 6정조 원 의 기록에 각 군단의 설치 

연 뿐만 아니라 정군단의 이동 사실조차도 거의 기술되어 있지 않은 , 게다

가 본래 고기에 상주와 하주, 신주의 주치명을 冠稱한 정군단이 존재하 음에

도 불구하고 6정조 원 의 찬자가 이것들을 상주정, 하주정, 신주정이라고 改書

하여 표 하 던  등을 두루 감안한다면, 6정조의 기본원 이 신라 당 에 정

리한 법 류 을 것이라는 추정은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하겠다. 필자가 

34) 停軍團의 移置 사실에 한 내용은 州의 置廢 사실을 하는 신라본기와 열 의 기록, 울

진 평신라비에 하는 여러 정보 등을 망라하여 정리한 것이다. 

35) 무  범군호 6정조에 상주정을 진흥왕 13년에 설치하 다고 하나, 법흥왕 12년(525) 2

월에 아찬 伊登을 沙伐州 軍主로 삼았다고 신라본기에 하는 것으로 보건 , 그 로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법흥왕 12년에 사벌정을 설치하고, 그 사령 으로서 伊登을 임명

하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무왕 13년에 상주정을 귀당으로 개칭하 다고 하는 

것에서 무  범군호 6정조 원 의 찬자가 상주정과 귀당을 동일하게 생각하 다고 추론

할 수 있고, 한 사다함열 에 사다함이 진흥왕 23년(562)에 귀당비장으로 종군하 다

고 하는 사실을 통해 진흥왕 23년 이 에 귀당을 설치하 음을 엿볼 수 있는 바, 그것

을 진흥왕 13년에 설치하 을 가능성도 한번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추정이 허락된다면, 6정조 원 의 찬자가 진흥왕 13년에 귀당을 설치한 사실을 상주정을 

설치하 다고 이해하여 서술하 을 가능성도 완 히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 

36) 홍승우, 2015 앞의 논문,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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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자세하게 살핀 바에 따르면, 6정조 원 의 찬자는 6정군단의 연 에 

해 간단하게 기술한 승자료를 기 로 하여 6정조 원 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

고, 이어 일부 정군단의 명칭을 상주정, 하주정, 신주정으로 개서한 다음, 정군단

이 치한 지역명을 칭한 정군단의 명칭을 표제어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衿

色에 한 정보를 추가로 添入하여 6정조 원 을 정리하 다고 이 합리 이라

고 단된다.  

범군호 9서당과 10정, 5주서조 원 의 성격과 성립과정을 추 할 수 있는 실

마리는 각 군단의 설치연 를 잘못 기술하고 있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9서

당조는 誓幢, 郎幢, 長槍幢의 설치연 와 그것들을 녹 서당과 자 서당, 비 서

당으로 개편한 시기, 나머지 6서당의 구성원과 설치연 , 그리고 각 서당의 衿色

에 해 설명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9서당조의 서술 구성 방식을 

염두에 두건 , 9서당조의 기본원 은 군단에 한 사항을 규정한 법 류이거나 

는 9서당의 성립과정과 련된 王敎  왕교를 집 한 格이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더 합리 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삼국사기� 열 제7 최조에 建福 41년, 즉 진평왕 46년(624) 10월에 백제군

이 速含城 등을 공격하자, 왕이 上州와 下州, 貴幢, 法幢, 誓幢 등 5軍에 출병하

여 구원하도록 하 다고 한다.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8년(661) 2월 기록에 백

제 殘賊을 토벌하기 해, 문무왕 원년(661) 7월 17일과 문무왕 8년(668) 6월 

21일 기록에 고구려 원정을 해 서당을 행군군단의 일원으로 편성하 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기록을 참조하건 , 진평왕 35년에 誓幢을 녹 서당이라고 

개편하 다고 하는 9서당조의 기록은 杜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진평왕 35년에 서당을 녹 서당으로 개편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王敎에 의거하

여 誓幢을 綠衿誓幢으로 개편하 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 으로 9서당조의 원

이 王敎 는 王敎를 집 한 格에 기 하여 찬술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반 으로 법 류와 직 지류 등에 군단의 연 에 해 

소개하고 있는 을 염두에 둔다면, 9서당조 원 의 찬자는 9서당의 연 에 

해 기술하고 있는 법 류 는 직 지류 등과 같은 승자료를 참조하여 원 을 

정리하 다고 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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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범군호 10정조의 찬자는 보주로서 10정을 ‘혹은 三千幢이라고도 불 다.’

라고 소개하 다. 직 지 찬자는 10정을 삼천당이라고도 불 다는  다른 승

자료를 참조하여 10정조를 찬술하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0정은 9주를 완비

한 신문왕 5년이나 그 후에 설치하 다고 이 합리 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  범군호 10정조에는 ‘모두 진흥왕 5년(544)에 설치하 다(並眞 王五年置).’

라고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왜 10정조 원 의 찬자가 10정을 모두 진흥

왕 5년에 설치하 다고 기술하 는가에 해서이다. 이와 련하여 10정을 혹은 

삼천당이라고도 불 다고 하는 보주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 열 제7 취도조에 사량부 사람인 驟徒가 三千幢에 從軍하여 태종

무열왕 2년(655)에 일어난 助川城戰鬪에 참 하 다고 한다. 10정의 설치 이

에 삼천당이 존재하 음을 알려 다. 新三千幢 가운데 牛首州三千幢과 奈吐郡

三千幢은 문무왕 12년, 奈生郡三千幢은 문무왕 17년에 설치하 다. 新三千幢을 

外三千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건 , 삼천당은 왕경에 치한 군단이고, 어도 奈

生郡三千幢을 설치한 문무왕 17년까지 존재하 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후 10

정군단을 설치하고, 삼천당주와 삼천감을 거기에 배속시키면서 왕경에 치한 

삼천당을 폐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삼천당주와 삼천감은 오직 10정에만 배속되

었던 바, 10정은 삼천당조직을 기 로 하여 편성하 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

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라인들은 三千幢의 後身이 10정이라고 이해하

을 것이고, 무  범군호 10정조 찬자는 이러한 신라인들의 인식을 반 한 승

자료를 참조하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0정조 원 의 찬자는 삼천당을 진흥왕 

5년에 설치하 다고 하는 승자료, 10정을 삼천당이라고도 불 다고 하는 

승자료 등을 두루 참조하여 진흥왕 5년에 10정을 모두 설치하 다고 기술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무  범군호 5주서조에 5주서를 ‘모두 문무왕 12년에 설치하 다.’라고 한다. 

오주서 가운데 신문왕 5년에 비로소 설치한 菁州와 完山州의 州誓가 있다. 그러

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5주서를 모두 문무왕 12년에 설치하 다고 기술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되는 가정은 한산

주서와 우수주서, 하서주서를 문무왕 12년에 설치하 고, 신문왕 5년이나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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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청주서와 완산주서를 설치하 지만, 5주서조 원 의 찬자가 마치 5주서를 

모두 문무왕 12년에 설치하 다고 잘못 기술하 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

이 허락된다면, 무  범군호 5주서조 원 의 찬자는 5주서의 명칭과 衿色을 나

열한 승자료와 더불어 5주서 가운데 일부 군단을 문무왕 12년에 설치하 다고 

하는 승자료를 참조하여, 5주서조 원 을 찬술하면서, 5주서의 명칭과 색

을 나열하고, 이것들은 모두 문무왕 12년에 설치하 다고 기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밖에 범군호조에서 소개한 군단에 해서는 설치연 와 색, 는 단지 

색에 한 정보만을 소개하 음을 살필 수 있다. 만보당조에서 9주 가운데 完山

州에 한 설명이 빠져 있는 , 제군 조에서 군사당주를 법흥왕 11년에 설치

하 다고 하는 것에 반하여 범군호 군사당조에 군사당을 진평왕 26년에 설치

하 다고 하여 차이를 보이는 이 유의된다. 만보당조 원 의 찬자가 완산주

를 생략한 이유를 정확하게 고구하기 어렵다. 재 제군 조에 법흥왕 11년에 

군사당주를 설치하 다고 하는 것은 법당주를 법흥왕 11년에 설치한 사실을 

반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37)37)6정 가운데 당을 진흥왕 5년(544)에 설치하

고, 군사당주가 6정군단에 배속된 군 이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견해가 

나름 타당성을 지녔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군사당은 진평왕 26년에 설

치하 다고 하는 범군호 군사당조의 기록은 그 로 신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싶다. 무  범군호조 원 의 찬자는 완산주가 생략된 만보당과 련된 

승자료를 그 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근거로 그들이 군사당과 삼무

당을 비롯한 여러 군단에 해 소개한 승자료에 하는 내용을 그 로 인용하

여 범군호조의 원 , 즉 23개 군단에 해 설명한 부분의 원 을 찬술하 다고 

상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38)38)다만 23개 군단의 명칭만을 나열한 부분의 

37) 이인철, 1988 ｢신라 법당군단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61․62합(1993 �신라정치제도사

연구�, 일지사, 304면); 이우태, 1991 �신라 고기의 지방세력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49-155면; 이문기, 2018 ｢신라 법당의 신고찰｣ � 구사학� 131, 105-107면.    

38) 범군호조 찬자는 凡軍號 三十九餘甲幢條의 보주에서 삼십구여갑당은 ‘경여갑, 소경여갑, 

외여갑 등을 말하며, 그 수는 자세하지 않다.’고 기술하 다. 여기서 삼십구여갑당의 실체

를 밝힐 겨를은 없지만, 범군호조의 찬자는 제군 조 원 에 경여갑당, 소경여갑당, 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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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자료는 이것들과는 별도의 승자료에 의거하여 찬술하 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결과 으로 범군호 기록 원 의 찬자는 23군호의 개별 명칭을 나열한 승자

료에 하는 내용을 범군호 기록 原典에 그 로 재한 다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각각의 군단에 한 사항을 여러 승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으로써 범군

호 기록 원 을 완성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에서 살핀 바

와 같이 일부 내용에 해 잘못 기술하여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한 것으로 이해된

다. 한편 범군호조에서 소개한 23개 군단이 효소왕 2년에서 경덕왕 16년 사이에 

존재한 것이었던 바, 범군호조 원 의 찬자가 그 원 을 정리한 시  역시 경덕

왕 16년 이  의 어느 시기 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제군  기록 원 의 편찬

앞 에서 범군호조 원 의 찬자가 경덕왕 16년 이  에 법 류와 다양한 

승자료를 참조하여 23개 군단에 한 기록을 찬술하 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제군 조 원 의 성격과 그 찬술과정을 살필 차례인데, 이와 련하여 군 직마

다 6정과 9서당, 5주서에 한 표기가 약간 달랐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앞에서 정리한 <표 1>을 통해, 諸軍官 軍과 大官大監, 隊大監, 弟監, 監

知, 監, 火尺條에서 6정을 大幢과 ‘~停’으로, 9서당을 ‘~幢’으로 표기하 고, 

감과 소감, 화척조에서 5주서를 ‘~州誓’라고 표기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군  장군과 감조에서는 ‘掌大幢○人’이라고 표기하 음에 반하여, 

감과 제감, 감사지, 소감조에서는 ‘領馬兵(步兵)’, ‘領大幢○人’이라고 표기하

여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제감과 감사지, 소감조에서는 罽衿幢, 감과 화척

조에서는 罽衿이라고 표기하여 차이를 보이는 사실도 발견된다. 이와 더불어 감

사지조에서는 上州停이라고 소개하 으나, 장군을 비롯한 나머지 군  기록에서

갑당이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주에 이와 같이 소개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범

군호조 찬자가 제군 조의 원  이외에 다른 승자료를 참조할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으나, 그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건 , 이러하 을 가능성은 그

리 높지 않았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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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貴幢이라고 소개하 다. 비록 군단 명칭의 표기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제군  장군과 감, 감, 제감, 소감, 화척조는 하나의 승자료

에 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찬술하 다고 보아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감

사지조의 경우는 다른 군  기록과 달리 상주정이라고 표기하 는데, 감사지조

의 거자료는 다른 군  기록의 거자료와 별개로 존재하 을 가능성을 시사

해주는 측면으로 유의된다고 하겠다. 

감사지조의 거자료와 한 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바로 군사당주․

감  장척당주․ 장 감조의 거자료이다. 군사당주․감  장척당주․

장 감조에서는 감사지조와 마찬가지로 貴幢이 아니라 上州停이라고 소개하

고, 6정을 ‘~停’, 9서당을 ‘~幢’이라고 표기하 다. 종래에 제군 조에서 체로 

6정군단의 경우는 군 이 많이 배속된 군단을 앞에 제시하 고, 9서당의 경우는 

군 이 게 배속된 군단을 앞에 서술하는 경향성을 보 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39)39)그런데 감사지와 군사당주․감  장척당주․ 장 감의 경우는 6정

과 9서당에 배속된 인원이 1인 는 2인으로 모두 동일하 다. 이럼에도 불구하

고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감사지와 군사당주․감  장척당주․ 장

감조 6정의 배열 순서는 완 히 일치하 음을 살필 수 있다. 한 군사당주․감 

 장척당주․ 장 감조 9서당의 배열 순서는 碧衿幢-綠衿幢-緋衿幢-白衿幢-

黃衿幢-黑衿幢-紫衿幢-赤衿幢-靑衿幢(g유형)이었는데, 감사지조의 9서당 배열 

순서(d유형)는 白衿幢과 緋衿幢의 순서가 바 었을 뿐, 나머지는 군사당주조의 

그것과 동일하 음이 확인된다. 

<표 2> 군 직에 따른 6정 군단의 배열 순서 일람

39) 홍승우, 2015 앞의 논문, 181-187면. 

유형  6정 배열 순서  군 비고

 A
당-귀당-한산정-완산정-하서정-

우수정
장군

 B
당-귀당-한산정-우수정-하서정-

완산정
감, 제감, 화척

D유형은 귀당 신 상

주정 표기

 C 당-한산정-귀당-우수정-완산정
감, 소감(보병), 화척

(보병), 보기당주, 보기감 
하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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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군 직에 따른 9서당 군단의 배열 순서 일람

유형  9서당 배열 순서  군 비고

a
녹 당-자 당-백 당-비 당-황 당-흑 당-벽

당- 당-청 당
장군, 감

b
녹 당-자 당-백 당-황 당-흑 당-벽 당-

당-청 당
감(마병) 비 당 생략

c
벽 당-녹 당-백 당-황 당-흑 당-자 당-

당-청 당-비 당

감(보병), 소감(보

병), 화척(기병, 보병), 

보기당주, 보기감, 착

기당주, 착 감

d
벽 당-녹 당-백 당-비 당-황 당-흑 당-자

당- 당-청 당
제감, 감사지, 소감

g유형은 비

당-백 당 

순서

e
비 당-벽 당-녹 당-백 당-황 당-흑 당-자

당- 당-청 당
소감(기병)

f
녹 당-비 당-자 당-백 당-황 당-흑 당-벽

당- 당-청 당
화척(屬大官)

g
벽 당-녹 당-비 당-백 당-황 당-흑 당-자

당- 당-청 당

군사당주, 장척당주, 

군사감, 장 감

d유형은 백

당-비 당 

순서

h 자 -황 -흑 -벽 - -청 -녹 흑의장창말보당주
‘幢’과 비 , 

백  생략

제군  군사당주․감  장척당주․ 장 감조의 경우, 6정과 9서당 군단에 

한 표기가 동일하 을 뿐만 아니라 6정과 9서당 군단의 배열 순서도 완 히 

일치하 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 군  기록은 동일한 거자료에 하는 내용

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아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감사지조의 경우, 9서당 군단의 

배열 순서가 사소하게 차이가 나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기록은 군사당주․감 

 장척당주․ 장 감조의 기록과 일치하 던 바, 감사지조의 거자료와 군

 D
당-상주정-한산정-우수정-하서정

-완산정

감사지, 군사당주, 장척당

주, 군사감, 장 감

B유형은 상주정 신 

귀당 표기

 E
당-귀당-한산정-하서정-우수정-

완산정
소감

 F 당-귀당-한산-우수-완산 흑의장창말보당주 ‘停’과 하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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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주․감  장척당주․ 장 감조의 원 은 계통이 같은 승자료에 기

하여 찬술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여겨진다.40)40)

한편 제군  흑의장창말보당주조에서 다른 군  기록과 달리 군 의 배속 인

원과 무 하게 6정, 9서당 군단을 배열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41)41)그리고 <표 

2>와 <표 3>을 통해, 흑의장창말보당주의 경우, 6정과 9서당 군단의 배열 순서가 

다른 군 들의 그것과 달랐음을 살필 수 있다. 게다가 6정과 9서당의 군단 명칭

도 ‘停’과 ‘幢’을 모두 생략하고 기재하는 특징을 보인 도 유의된다. 이처럼 매

우 특징 인 기재 방식을 보인 흑의장창말보당주조는 다른 군  기록의 원 과 

명확하게 다른 승자료에 의거하여 찬술되었음이 확실시된다고 하겠다.42)42)  

제군 조에서 보기당주가 6정 군단인 大幢, 漢山, 貴幢, 牛首州, 完山州에 6~4

人이 배속되었다고 서술하 다. 한 ‘~幢’이라고 표기한 9서당 군단에 각기 

4~2인이 배속되었다고 하 다. 步騎監의 경우는 6정 군단인 大幢, 漢山, 貴幢, 

牛首, 完山에 6~4인이, ‘~幢’이라고 표기한 9서당 군단에 각기 4~2인이 배속되

었다고 하 다. ‘州’를 생략한 것 외에 나머지 6정 군단에 한 제군  보기감조

와 보기당주조의 표기가 동일하고, 두 기록에 하는 9서당 군단의 표기도 서로 

일치하 을 뿐만 아니라 두 기록에 보이는 6정과 9서당의 배열 순서가 같다는 

 등을 두루 감안하건 , 보기당주와 보기감조의 원 은 동일한 거자료를 기

로 하여 찬술되었다고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싶다. 

제군  보기당주․보기감조 원 의 거자료와 한 련을 지닌 것이 착

기당주․착 감조 원 의 거자료이다. 착 기당주․착 감조에서 ‘~幢’이라고 

표기한 9서당 군단에 착 기당주와 착 감을 각기 18인씩 배속하 다고 하 고, 

두 군 이 배속된 9서당 군단의 배열 순서 역시 동일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이들 승자료에 貴幢 신 그것의 신인 上州停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통해 

범군호 기록 원 을 편찬한 이후에 貴幢과 上州停을 혼용하여 함께 표기하기도 하 음

을 짐작해볼 수 있다.   

41) 흑의장창말보당주조에 하는 6정과 9서당의 말보당주의 배속 군단과 인원을 정리하면, 

당(30인)-귀당(22인)-한산(28인)-우수(20인)-완산(20인), 자 (20인)-황 (20인)-흑

(20인)-벽 (20인)- (20인)-청 (20인)-녹 (24인)이다. 

42) 홍승우, 2015 앞의 논문,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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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기당주조에서 착 기당주가 배속된 5州誓 가운데 4州誓의 경우는 ‘~州’라고 

표기하 고, 반면에 牛首州誓의 경우는 牛首幢이라고 표기하 음을 살필 수 있

다. 착 감조에서 우수주서의 경우는 牛首幢이라고 표기하고, 나머지는 菁州, 漢

山, 完山, 河西라고 기술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산주서 등의 표기가 약간 

다르지만, 나머지 착 기당주․착 감조에 하는 군단의 표기가 모두 동일하

던 바, 착 기당주․착 감조 원 은 동일한 거자료에 기 하여 찬술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43)43) 

한편 보기당주와 착 기당주조에 하는 군단의 표기를 서로 비교하면, 자

에서는 6정 군단을, 후자에서는 5주서를 ‘~州’라고 표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

다. 그리고 9서당 군단의 표기와 배열 순서(c유형)도 같았음이 확인된다. 보기감

조와 착 감조의 경우, 우수주서의 표기만 달랐을 뿐 나머지 4주서 군단의 표기

가 동일하 음을 살필 수 있다. 이밖에 <표 3>에서 보듯이, 보기감과 착 감조의 

경우, 당주와 마찬가지로 9서당 군단의 표기  배열 순서(c유형)도 모두 일치

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부 군단의 표기에서 공통 을 보인 과 더불어 

9서당 군단의 표기  배열 순서가 동일하 음을 두루 감안하건 , 보기당주․보

기감조와 착 기당주․착 감조 원 은 동일한 거자료나 는 매우 유사한 성

격을 지닌 두 개의 거자료에 기 하여 편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데,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에 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44)44) 

비 당주․비 감  사자 당주․사자 당감은 범군호조에서 소개한 23軍號

가 아니라 모두 9주에 배속된 군 직이었음을 공통 으로 지 할 수 있다.45)45) 

한 비 당주․사자 당주조와 달리 제군  비 감․사자 당감조에서는 9州에 

한 언 을 생략하 음을 살필 수 있는데, 이에서 본래 비 당주․비 감조, 사

자 당주․사자 당감조 원 의 거자료에는 비 당주와 비 감, 사자 당주와 

사자 당감에 한 내용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연이어 기술되어 있었던 것을 

43) 다만 착 기당주조에서는 罽衿幢, 착 감조에서는 罽衿이라고 표기하여 차이를 보인다. 

44) 제군  보기감조에서 서두에 ‘六十三人’이라고 기술하고, 말미에 다시 ‘共六十三人’이라고 

표기하 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보기당주․보기감조 원 의 거자료가 복수

로 존재하 음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5) 다만 사자 당주와 사자 당감은 왕도에도 배치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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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 찬자가 원 을 찬술할 때에 당주와 감에 한 기록을 분리하여 배치하

다는 추론이 가능할 듯싶다. 비 당주․비 감  사자 당주․사자 당감이 군

호 23군단이 아니라 9주에 배속된 군 직이었고, 비 감․사자 당감조에서 모

두 9주에 한 언 을 생략하 다는 사실 등을 염두에 둔다면, 본래 비 당주․

비 감조  사자 당주․사자 당감조 원 의 거자료는 하나의 세트로서 연

이어 기술되어 있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46)46)  

제군 조에 ‘三千’이란 표 이 들어간 삼천당주, 삼천감, 삼천졸 등이 모두 10

정에 배속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건 , 이들 군 에 해 정리한 별도의 

승자료가 존재하 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된다. 한편 제군  만보당주와 삼무

당주, 개지극당감조의 기본원 이 무엇인가에 해 고구하기가 쉽지 않다. 재

로서는 각 군 직에 해 정리한 간략한 승자료가 존재하 고, 제군 조 원

의 찬자가 그것을 참조하여 원 에 첨입하 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 이지 않

을까 한다. 

제군 조에는 ‘法幢’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5개의 軍官이 소개되어 있다. 法幢

主, 法幢監, 法幢火尺, 法幢頭上, 法幢辟主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이 배속된 군단

의 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法幢’이란 표 이 들어간 군 의 군단 배속 황

軍官  배속 군단과 인원

法幢主
百官幢(30인), 京餘甲幢(15인), 京餘甲幢(16인), 外餘甲幢(52인), 弩幢(15인), 

雲梯幢(6인), 衝幢(12인), 石投幢(12인)

法幢監
百官幢(30인), 京餘甲幢(15인), 外餘甲幢(68인), 石投幢(12인), 衝幢(12인), 弩幢

(45인), 雲梯幢(12인), 

法幢火尺
軍師幢(30인), 師子衿幢(20인), 京餘甲幢(15인), 外餘甲幢(102인), 弩幢(45인), 

雲梯幢(11인), 衝幢(18인), 石投幢(18인)

法幢頭上 餘甲幢(45인), 外法幢 (102인), 弩幢(45인)

法幢辟主 餘甲幢(45인), 外法幢 (306인), 弩幢(135인)

46) 한편 제군  비 당주조에서 서두에 ‘四十人’이라고 기술하고, 말미에 다시 ‘共四十人’이

라고 표기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 당주․비 감조 원 의 거자료가 복수로 존재

하 음을 이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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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군 조에서 법당주가 ‘百官幢主’와 같이 ‘軍團+主’에 배속되었다고 표기하

는데, 제군 조 원 의 찬자가 ‘主’字를 잘못 기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당주와 

법당감, 법당화척은 경여갑당, 외여갑당에 배속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반면, 법

당두상과 법당벽주는 여갑당, 외법당에 배속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래에 여갑당은 경여갑당, 외법당은 외여갑당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견

해가 제기되었지만,47)47)아무튼 군단에 한 표기가 달랐다는 측면에서 법당주․

법당감조와 법당두상․법당벽주조 원 의 거자료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듯싶다. 법당두상의 경우, 외법당에 102인, 노당에 45인이 배속되었고, 법당벽주

의 경우, 외법당과 노당에 법당두상의 3배수인 306인, 135인이 배속되었다고 

하는 바, 법당두상․법당벽주조 원 은 동일한 거자료에 기 하여 찬술되었음

이 확실시된다고 하겠다. 

법당주조와 법당감조를 비교하면, 자에 법당주가 소경여갑당과 외여갑당에 

각기 16인, 52인이 배속되었다고 하는 반면, 후자에 소경여갑당에 한 언 이 

없고, 단지 법당감이 외여갑당에 68인이 배속되었다고 언 하 을 뿐이다. 종래

에 소경여갑당과 외여갑당에 배속된 법당주의 수와 외여갑당에 배속된 법당감의 

수가 같았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법당감조에서 소경여갑당을 빠트리고, 외여갑당

에 법당감이 68인 배속되었다고 기술하 다고 이해하 다.48)48) 재로서 이와 같

은 견해가 옳은지에 해서 선뜻 단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법당감조는 법당주조

와 하게 연 되어 있었다는 추정만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물

론 이와 같은 차이  이외에 사설당의 배열 순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심스

러운 측면이 없지 않으나, 필자는 일단 법당주와 법당감조 원 은 동일한 거

자료에 기 하여 찬술되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

정임을 밝 둔다.  

47) 武田幸男, 1981 ｢中古 新羅의 軍事的 基盤｣ �민족문화논총� 1, 105-106면; 이문기, 2016 

｢�삼국사기� ‘법당 칭 군 ’ 기사의 새로운 이해: 신라 법당의 재검토를 하여｣ �역사

교육논집� 60, 152-153면; 이문기, 2018 ｢신라 법당 연구의 진 을 한 기  검토｣ �신

라사학보� 42, 305-306면.  

48) 武田幸男, 1984 ｢古新羅の軍事的基盤: 法幢軍團とその展開｣ �東アジア史における國家と

農民�(西嶋定生博士還暦記念), 山川出版社, 237면; 이인철, 1993 앞의 책,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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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법당화척조의 거자료에 해서이다. 법당화척이 경여갑당과 

외여갑당, 四設幢에 배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의거한다면, 법당주․법당감조

의 거자료와 련성을 지녔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외여갑당․노당에 배속

된 법당화척의 인원과 외법당․노당에 배속된 법당두상의 인원수가 같았다는 측

면에서 법당두상․법당벽주조의 거자료와의 련성도 완 히 배제하기 어렵다

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법당화척이 백 당에 배속되었다는 언 은 하지 않고, 

군사당과 사자 당에도 배속되었다고 하는 바, 법당화척조의 거자료가 법당

주․법당감조의 거자료와 동일한 승자료에 기 하여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기

도 그리 간단치 않은 실정이다. 재로서 법당화척조의 거자료와 법당주․법

당감조  법당두상․법당벽주조의 거자료와의 계를 명확하게 究하기 힘

든 상황인데, 법당화척의 성격과 더불어 법당화척조의 거자료에 한 상세한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른다면, 제군 조 원 의 찬자는 장군과 감, 

감, 제감, 소감, 화척에 해 기술한 승자료, 군사당주․군사감  장척당

주․ 장 감에 해 기술한 승자료 는 이들 군 과 더불어 감사지에 해 

기술한 승자료, 보기당주․보기감  착 기당주․착 감에 해 기록한 승

자료 는 자와 후자에 해 각기 기술한 계통이 같은 승자료, 비 당주․

비 감  사자 당주․사자 당감에 해 기재한 승자료, 흑의장창말보당주

에 해 기술한 승자료, 법당주․법당감, 법당두상․법당벽주, 삼천당주․삼천

감․삼천졸, 그리고 기타 삼무당주, 만보당주, 개지극당감에 해 기술한 각각의 

승자료 등을 참조하여 제군 조 원 을 찬술하 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 다면, 이제 제군 조 원 의 찬자가 원 을 언제 찬술하 는가를 살필 차

례인데, 이와 련하여 緋衿幢의 설치 연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군 조에서 

9서당의 하나인 緋衿誓幢을 일반 으로 緋衿幢이라고 표기하 다. 이러한 사실

에 유의한다면, 9주에 배치된 비 당과 9서당의 하나인 비 당은 성격이 유사한 

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지하듯이 비 서당은 효소왕 2년에 長槍幢을 개칭

한 군단이었다. 따라서 9주에 배치된 비 당 역시 長槍을 무기로 다루는 군단이

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할 수 있다. 9주에 배치된 비 당이 효소왕 2년에서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條의 原典과 撰述에 대한 考察·141

경덕왕 16년 사이에 존재하 던 23군호에 들지 않았음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결과 으로 경덕왕 16년 이후에 설치되었다고 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이

와 련하여 경덕왕  이후에 6정과 9서당을 폐지하고 三軍을 주로 신라의 행

군군단을 재편하 으며, 이와 더불어 비 당을 9주에 배치하 던 사실이 참조된

다고 하겠다.49)49)이를 통해 비 당과 마찬가지로 23군호에 속하지 않았던 사자

당 역시 경덕왕  이후에 설치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다

면, 제군 조 원 은 비 당과 사자 당이 설치된 이후, 즉 경덕왕  이후에 찬

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 인 찬술 시기를 추 하고자 할 때, 法幢頭上의 

설치 연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직 (하) 외  패강진 조에 ‘頭上大監은 1명이었다. 宣德王 3년

(782)에 처음으로 大谷城頭上을 설치하 다.’고 한다.50)50)한편 열 제3 김유신

조에 ‘允中의 庶孫 巖이 --- 大曆 연간에 귀국하여 司天大博士가 되었고, 良․

康․漢州의 태수를 역임하고, 다시 執事侍郞과 浿江鎭頭上을 역임하 다.’고 

한다. 김암은 당에서 귀국하고 력 14년(779, 혜공왕 15)에 일본에 사신으로 

견되었다. 그는 그후에 지방의 태수와 더불어 집사시랑, 패강진두상을 역임한 것

으로 보인다. 아마도 김암이 패강진두상을 역임한 시기는 790년에서 800년 사이

로 추정된다. 직 지와 김유신열 에 하는 기록에 의거하건 , 선덕왕 3년에 

곡성에 패강진( 는 大谷鎭)을 설치하 고, 그 책임자로 두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패강진 을 정비하면서, 頭上은 頭上大監으로 불 던 것으로 이해된다. 

패강진 에는 두상 감 이외에 頭上弟監이란 군 도 존재하 다. 

여기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은 頭上이란 군 직을 선덕왕 3년 무렵에 

처음으로 설치하 다고 볼 수 있는가의 여부에 해서이다. 문성왕 6년(844)에 

설치한 穴口鎭의 책임자를 鎭頭라고 불 다.51)51)여기서 鎭頭는 ‘鎭의 頭上’과 통

하는 직명으로 이해된다. 872년(경문왕 12)에 작성한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에 

浿江鎭都護란 職名이 보인다. 경문왕 12년(872) 이 에 패강진두상(두상 감)을 

49) 덕재, 1997 ｢신라 하  진의 설치와 성격｣ �군사� 35, 47-55면. 

50) 한편 신라본기에는 선덕왕 4년 정월에 아찬 體信을 大谷鎭 軍主로 삼았다고 한다.  

51) �삼국사기� 신라본기제11 문성왕 6년 가을 8월 “置穴口鎭 以阿飡啓弘爲鎭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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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강진도호로 개칭하 음을 알려 다. 이에 따른다면, 패강진두상 는 두상 감

은 선덕왕 3년에서 경문왕 12년 사이에 사용한 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의 <표 4>에서 보듯이 법당화척이 경덕왕  이후에 설치하 다고 이해되는 

사자 당에도 배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당화척이란 군 이 경덕왕

 이후에도 존재하 음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법당화척은 외여갑당에 

102인, 노당에 45인이 배속되었고, 법당두상은 외법당에 102인, 노당에 45인 배

속되었다. 법당화척과 법당두상이 모두 외법당과 노당에 동일한 인원으로 배속

되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법당두상 역시 법당화척과 마찬가지로 경덕왕  이후

에 존재하 다고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직 지 

무  범군호조에 소개된 23군호 가운데 최고 지휘 을 두상이라고 불 다고 

하는 군단이 없었다. 이와 더불어 선덕왕 3년에 설치한 大谷鎭(浿江鎭)의 책임

자를 頭上이라고 불 다고 하는 사실을 감안하건 , 법당두상을 설치한 시기

는 범군호 23군단이 존재한 경덕왕 16년 이 이 아니라, 그 이후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 이라고 단된다. 아마도 선덕왕 3년에 곡진(패강진) 두상을 

설치하고, 구진의 책임자를 鎭頭라고 부른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지방에 주

둔한 軍鎭의 사령 을 頭上(頭上大監, 鎭頭)이라고 부르면서, 법당군단에도 法幢

頭上이란 군 직을 추가로 설치하 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한다. 물론 이와 

동시에 법당벽주도 설치하 음은 물론이다.

만약에 필자의 이와 같은 추론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법당두상․법당벽주조 

원 의 거자료는 선덕왕 3년 이후에 찬술되었다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

다. 패강진을 설치한 이후 흥덕왕 3년(828)에 청해진, 흥덕왕 4년(829)에 唐城

鎭, 문성왕 6년에 구진을 설치하 다. 그런데 직 (하) 제군 조에서 패강진을 

비롯한 하 에 설치한 軍鎭에 한 정보를  소개하지 않았다. 한편 872년

(경문왕 12)에 작성한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에 찬자인 朴居勿이 ‘侍讀右軍大

監兼省公’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右軍大監은 三軍의 하나인 右軍의 大監을 가

리킨다. 이를 통해 경문왕 12년(872)에 삼군이 상설 인 군사조직이었음을 추론

할 수 있는데, 제군 조에서 이에 한 언 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제군

조의 원 이 찬술된 시기는 선덕왕 3년에서 경문왕 12년 사이로 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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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에 필자는 822년(헌덕왕 14)에 熊川州都督 金憲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6정과 9서당이 아니라 中軍과 左軍, 右軍으로 편성된 三軍을 출정시킨 사

실을 주목하여, 헌덕왕 14년 이 에 6정과 9서당을 폐지하고, 삼군을 심으로 

행군군단을 편성하는 군사조직의 개편을 단행하 음을 살핀 바 있는데,52)52)이에 

따른다면, 제군 조의 원 이 찬술된 시기는 선덕왕 3년에서 헌덕왕 14년 사이

라고 좁 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추정은 신라본기와 제사지, 석문 

등에 하는 지명 표기의 양상을 통해서도 보완이 가능하다. 

앞에서 혜공왕에서 애장왕 까지의 신라본기 기록에서 경덕왕 에 개정한 지

명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헌덕왕 부터 문성왕 까지의 기록에는 경덕왕 16

년 이 의 본래 지명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경덕왕 에 개정한 지명

도 다수 발견된다고 언 한 바 있다. 한 청해진이 설치된 흥덕왕 3년(828)에

서 청해진이 된 문성왕 13년(851) 사이의 사실을 하는 祀와 中祀의 

상으로 지정된 주․군․ 의 표기를 조사한 결과, 경덕왕  이  지명과 개정 

지명을 혼용하 음을 살핀 바 있다. 그런데 제군  사자 당주조와 비 당주조

에 하는 지명 표기를 보면, 모두 경덕왕  이  지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의 제군 조에서 경덕왕  개정 지명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지명 

표기의 특징을 염두에 둔다면, 제군 조의 원 이 찬술된 시기를 헌덕왕  이후

로 보기가 그리 쉽지 않을 듯싶다. 결국 제군 조 원 의 찬자는 선덕왕 3년에

서 헌덕왕  사이의 어느 시기에 다양한 거자료를 참조하여 제군 조의 원

을 찬술하 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무  제군 조에서 군 직에 한 등규정과 각 군 의 衿의 착용여부에 

해 설명하 다. 종래에 직 지 찬자가 별도의 추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등규정

과 의 착용 여부에 해 기술하 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53)53)필자는 앞에

서 제군 조 원 의 찬자가 원 을 찬술하 고, 직 지 찬자는 이것을 체로 

인용하 음을 살핀 바 있다. 이에 따른다면, 제군 조 원 의 찬자가 제군 조 

원 을 찬술하면서 군 직에 한 등규정을 정리한 승자료, 의 착용 여부

52) 덕재, 1997 앞의 논문, 49-51면. 

53) 홍승우, 2015 앞의 논문, 188-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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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한 별도의 승자료에 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군 직의 등규정  衿

의 착용 여부 등에 해 추가로 첨입하 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제군 조에서 어떤 군 의 경우는 ‘無衿’이라고 기술하 고, 軍과 火尺, 흑의

장창말보당주, 삼무당주, 사자 당감, 비 감, 착 감, 개지극당감, 법당두상, 법

당벽주, 법당화척, 삼천졸에 해서는 의 착용 여부에 해 기술하지 않았다. 

이들 군 의 衿의 착용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해 기술하지 않았다

고 보인다. 그런데 만약에 직 지 찬자가 衿의 착용 여부에 해 직  추가하여 

첨입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의 착용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기술하 을 것으

로 상되지만, 제군 조에서는 이와 련된 기술을  찾을 수 없다. 제군

조에서 직 지 찬자가 의 착용 여부에 해 알 수 없다고 기술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역설 으로 직 지 찬자가 제군 조 원 에 하

는 내용을 기 로 서술하면서, 衿의 착용 여부에 한 내용도 그 로 轉載하

다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앞에서 직 지 찬자가 군 직의 임용 가능

한 등규정을 추가로 첨입한 것이 아니라, 제군 조 원 에 하는 내용을 그

로 재하 음을 살핀 바 있다. 이처럼 직 지 찬자가 별도의 추가자료에 기

하여 의 착용 여부, 군 직의 등규정에 한 정보를 제군 조에 추가로 

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결과 으로 제군 조 원 의 찬자가 제군 조 

원 을 찬술할 때에 의 착용 여부를 정리한 승자료와 군 직의 등규정에 

해 정리한 승자료에 입각하여 군 직의 등규정  衿의 착용 여부 등을 

추가로 첨입한 것이라고 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이에 따른다면, 제군 조 

원 의 찬자는 군 들에 해 기술한 다양한 승자료, 군 직의 등규정에 

해 기재한 승자료, 의 착용 여부에 해 기록한 별도의 승자료를 기 로 

하여 원 을 찬술하 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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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지 까지 본문에서 �삼국사기� 잡지제9 직 (하) 무  제군 ․범군호 기록의 

찬술과정  두 기록 원 의 성격  그것의 찬술 시 과 과정에 해 살펴보았

다. 본문에서 살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서 맺음말에 신하고자 한다. 

무  범군호 6정 기록 원 의 찬자는 6정군단의 연 에 해 기술한 승자료

를 기 로 하여 6정 기록 원 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이어 일부 정군단의 명

칭을 上州停, 下州停, 新州停으로 改書한 다음, 정군단이 치한 지역명을 冠稱

한 정군단의 명칭을 표제어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衿色에 한 정보를 추가로 

첨입하여 6정조 원 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서당조의 기본 원 은 군

단에 한 사항을 규정한 법 류와 직 지류 등과 같은 승자료 다고 보이고, 

이밖에 범군호 기록 원 의 찬자는 경덕왕 16년 이  의 어느 시기에 삼천

당을 진흥왕 5년에 설치하 다고 하는 승자료, 10정을 삼천당이라고도 불

다고 하는 승자료  10정에 해 정리한 승자료 등을 두루 참조하여 10

정 기록의 원 을 찬술하 을 뿐만 아니라 5주서와 군사당을 비롯한 여러 군단

에 해 소개한 승자료에 하는 내용을 그 로 인용하여 범군호조의 23개 군

단에 해 설명한 부분의 원 을 찬술한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범군호 기록 원

의 찬자는 23군호의 개별 명칭을 나열한 승자료에 하는 내용을 범군호 기

록 原典에 그 로 재한 다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각각의 군단에 한 사항

을 여러 승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으로써 원 을 완성하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  제군 조의 원 은 軍과 大官大監, 隊大監, 弟監, 監, 火尺에 

해 기술한 승자료, 軍師幢主․監  大匠尺幢主․大匠大監에 해 기술한 

승자료 는 이들 군 과 더불어 監 知에 해 기술한 승자료, 步騎幢主․步

騎監  著衿騎幢主․著衿監에 해 기록한 승자료 는 자와 후자에 해 

각기 기술한 계통이 같은 승자료, 緋衿幢主․緋衿監  師子衿幢主․師子衿幢

監에 해 기재한 승자료, 黑衣長槍末步幢主에 해 기술한 승자료, 法幢

主․法幢監, 法幢頭上․法幢辟主, 三千幢主․三千監․三千卒, 三武幢主, 萬步幢

主, 皆知戟幢監에 해 기술한 각각의 승자료 등에 기 하여 찬술되었음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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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 무 조 원 의 찬자는 宣德王 3년에서 憲德王代 사이에 여러 군 에 

해 정리한 다양한 승자료에 하는 내용을 체로 재하여 제군  기록 원

의 기본 골격으로 삼은 다음, 여기에 군 직의 등규정, 衿의 착용 여부에 해 

기록한 승자료를 참조하여 군 의 등규정과 의 착용 여부 등을 추가로 첨

입하여 제군  기록의 원 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직 지 찬자는 23군단의 명칭을 나열한 부분과 23개 각각의 군단에 해 설명

한 부분을 정리한 원 에 하는 내용을 체로 轉載하여 범군호 기록의 기본 

골격으로 삼은 다음, 新三千幢에 ‘衿色未詳’이라고 추가로 직  기술하고, 이밖에 

다른 승자료를 참조하여 일부 군단의 異稱을 보주로서 소개함으로써 범군호조

를 완비하 다. 한편 그들은 제군  기록의 원 에 하는 내용을 체로 轉載

하고, 軍 련 기록에 별도의 승자료에 하는 ‘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置三

人’이라는 文句를 추가로 첨입하여 제군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에서 언 한 내용이 본문에서 살핀 핵심 요지이다. 본고에서 무 조에 

하는 시 부, 衿, 軍官花, 政官에 한 기록의 원 과 찬술과정을 살피지 못하

다. 이와 더불어 직 (하)에 하는 外官과 浿江鎭典, 外位 등에 한 기록, 고

구려와 백제, 태 의 제에 한 기록 등의 원 과 찬술과정에 해서도 고찰

하지 못하 다. 이상에서 언 한 기록들의 원 과 찬술과정에 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살필 정임을 밝 두고자 한다. 무  제군 ․범군호 기록의 원 과 

찬술과정에 한 연구의 진 은 신라 군사조직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결과는 향후 직 지의 원 과 찬술

과정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신라 군사조직에 한 연구의 심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주제어 : �삼국사기� 직 지 무 조, 범군호 기록, 제군  기록, 23군호,  

          무 조의 원

투고일(2019. 3. 30),  심사시작일(2019. 4. 17),  심사완료일(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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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al text and compilation of the Mugwan 

section in Samguksagi Jikgwanji 

- focused on the Jegungwan․Beomgunho records - 
54)

  Jeon Deogjae *

This paper examines the editing process of the Jegungwan․Beomgunho records of 

Mugwan section in Samguksagi Jikgwanji(ha) and the nature of two original text of it. 

This thesis further looks into the compilation process and timing of the two original 

text. The editor of the original text of Beomgunho records reproduced some transmitted 

materials in this original text. These materials listed each name of 23-Gunho that existed 

during the middle period of Silla. Furthermore, he completed the original text by 

arranging the details of each corps listed there by referring to several transmitted 

materials. The editor of the original text of Jegungwan records established the basic 

framework of this original text by arranging several transmitted materials which 

contained contents about corps between the 3rd year of King Seondeog and the period 

of King Heondeog. He completed the original text by adding some contents such as 

officer rank system of soldiers and whether soldiers could wear neckband of military 

uniform. The editor of Jikgwanji also reprinted the contents from the original text in 

Beomgunho records of Mugwan section but he wrote some contents by himself and 

completed it by introducing other names of some corps as footnote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editors of Jikgwanji compiled Jegungwan records of Mugwan section 

by reprinting some contents from the original text and adding some contents by 

themselves. 

Key Words : Mugwan section in Samguksagi Jikgwanji, Beomgunho records, 

Jegungwan records, 23-Gunho, Original text of the Mugwan section

* Professor, History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148·한국문화 86

<부 록>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 諸軍官․凡軍號 기록

諸軍官 軍共三十六人 掌大幢四人 貴幢四人 漢山停<羅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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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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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位自眞骨級飡至角干爲之. 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置三人.

大官大監 眞 王十年置. 掌大幢五人 貴幢五人 漢山停四人 牛首停四人 河西停

四人 完山停四人 無衿. 綠衿幢四人 紫衿幢四人 白衿幢四人 緋衿幢四人 黃衿

幢四人 黑衿幢四人 碧衿幢四人 赤衿幢四人 靑衿幢四人 共六十二人 着衿. 眞

骨 位自 知至阿飡爲之 次品自奈麻至四重阿飡爲之.

隊大監 領馬兵 罽衿一人 音里火停一人 古良夫里停一人 居斯勿停一人 參良火停

一人 召參停一人 未多夫里停一人 南川停一人 骨乃斤停一人 伐力川停一人 伊

火兮停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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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菁州誓一人 漢山州誓一人 完山州誓一人. 

領步兵 大幢三人 漢山停三人 貴幢二人 牛首停二人 完山停二人 碧衿幢二人 

綠衿幢二人 白衿幢二人 黃衿幢二人 黑衿幢二人 紫衿幢二人 赤衿幢二人 靑衿

幢二人 緋衿幢四人 共七十人. 並着衿 位自奈麻至阿飡爲之.

弟監 眞 王二十三年置. 領大幢五人 貴幢五人 漢山停四人 牛首停四人 河西停

四人 完山停四人 無衿. 碧衿幢四人 綠衿幢四人 白衿幢四人 緋衿幢四人 黃衿

幢四人 黑衿幢四人 紫衿幢四人 赤衿幢四人 靑衿幢四人 罽衿幢一人 共六十三

人. 位自 知至大奈麻爲之.

監 知 共十九人 法 王十年置. 大幢一人 上州停一人 漢山停一人 牛首停一人 

河西停一人 完山停一人 碧衿幢一人 綠衿幢一人 白衿幢一人 緋衿幢一人 黃衿

幢一人 黑衿幢一人 紫衿幢一人 赤衿幢一人 靑衿幢一人 罽衿幢一人 白衿武幢

一人 赤衿武幢一人 黃衿武幢一人. 無衿 位自 知至大 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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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 眞 王二十三年置. 大幢十五人 貴幢十五人 漢山停十五人 河西停十二人 

牛首停十三人 完山停十三人 碧今幢十三人 綠衿幢十三人 白衿幢十三人 緋衿

幢十三人 黃今幢十三人 黑衿幢十三人 紫衿幢十三人 赤衿幢十三人 靑衿幢十

三人. 領騎兵 音里火停二人 古良夫里停二人 居斯勿停二人 參良火停二人 召

參停二人 未多夫里停二人 南川停二人 骨乃斤停二人 伐力川停二人 伊火兮停

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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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罽衿幢一人 菁州誓三人 漢山州誓三人 完

山州誓三人. 領步兵 大幢六人 漢山停六人 貴幢四人 牛首停四人 完山停四人 

碧衿幢四人 綠衿幢四人 白衿幢四人 黃衿幢四人 黑衿幢四人 紫衿幢四人 赤衿

幢四人 靑衿幢四人 緋衿幢八人 菁州誓九人 漢山州誓九人 完山州誓九人 共三

百七十二人. 六停無衿 此外皆着衿 位自大 已下爲之.

火尺 大幢十五人 貴幢十人 漢山停十人 牛首停十人 河西停十人 完山停十人 綠

衿幢十人 緋衿幢十人 紫衿幢十人 白衿幢十三人 黃衿幢十三人 黑衿幢十三人 

碧衿幢十三人 赤衿幢十三人 靑衿幢十三人 屬大官. 罽衿七人 音里火停二人 

古良夫里停二人 居斯勿停二人 參良火停二人 召參停二人 未多夫里停二人 南

川停二人 骨乃斤停二人 伐力川停二人 伊火兮停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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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菁州

誓二人 漢山州誓二人 完山州誓二人 領騎兵. 大幢六人 漢山停六人 貴幢四人 

牛首停四人 完山停四人 碧衿幢四人 綠衿幢四人 白衿幢四人 黃衿幢四人 黑衿

幢四人 紫衿幢四人 赤衿幢四人 靑衿幢四人 緋衿幢八人 白衿武幢八人 赤衿武

幢八人 黃衿武幢八人 領步兵. 共三百四十二人 位 監同.

軍師幢主 法 王十一年置. 王都一人 無衿. 大幢一人 上州停一人 漢山停一人 牛

首停一人 河西停一人 完山停一人 碧衿幢一人 綠衿幢一人 緋衿幢一人 白衿幢

一人 黃衿幢一人 黑衿幢一人 紫衿幢一人 赤衿幢一人 靑衿幢一人 白衿武幢一

人 赤衿武幢一人 黃衿武幢一人 共十九人 著衿. 位自奈麻至一吉飡爲之. 六.

大匠尺幢主 大幢一人 上州停一人 漢山停一人 牛首停一人 河西停一人 完山停一

人 碧衿幢一人 綠衿幢一人 緋衿幢一人 白衿幢一人 黃衿幢一人 黑衿幢一人 

紫衿幢一人 赤衿幢一人 靑衿幢一人 共十五人 無衿. 位 軍師幢主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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步騎幢主 王都一人 無衿. 大幢六人 漢山六人 貴幢四人 牛首州四人 完山州四人 

碧衿幢四人 綠衿幢四人 白衿幢四人 黃衿幢四人 黑衿幢四人 紫衿幢四人 赤衿

幢四人 靑衿幢四人 白衿武幢二人 赤衿武幢二人 黃衿武幢一人 共六十三人. 

位自奈麻至沙飡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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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至沙飡爲之.

著衿騎幢主 碧衿幢十八人 綠衿幢十八人 白衿幢十八人 黃衿幢十八人 黑衿幢十

八人 紫衿幢十八人 赤衿幢十八人 靑衿幢十八人 罽衿幢六人 菁州六人 完山州

六人 漢山州六人 河西州四人 牛首幢三人 四千幢三人 共一百七十八人 位 三

千幢主同.

緋衿幢主 四十人 沙伐州三人 歃良州三人 菁州三人 漢山州二人 牛首州六人 河

西州六人 熊川州五人 完山州四人 武珍州八人 共四十人. 著衿 位自 知至沙

飡爲之.

師子衿幢主 王都三人 沙伐州三人 歃良州三人 菁州三人 漢山州三人 牛首州三人 

河西州三人 熊川州三人 完山州三人 武珍州三人 共三十人. 著衿 位自 知至

一吉飡爲之.

法幢主 百官幢主三十人 京餘甲幢主十五人 京餘甲幢主十六人 外餘甲幢主五十

二人 弩幢主十五人 雲梯幢主六人 衝幢主十二人 石投幢主十二人 共一百五十

八人 無衿.

黑衣長槍末步幢主 大幢三十人 貴幢二十二人 漢山二十八人 牛首二十人 完山二

十人 紫衿二十人 黃衿二十人 黑衿二十人 碧衿二十人 赤衿二十人 靑衿二十人 

綠衿二十四人 共二百六十四人. 位自 知至級飡爲之.

三武幢主 白衿武幢十六人 赤衿武幢十六人 黃衿武幢十六人 共四十八人. 位 末

步幢主同.

萬步幢主 京五種幢主十五人 節末幢主四人 九州萬步幢主十八人 共三十七人. 無

衿 位自 知至大奈麻爲之.

軍師監 王都二人 無衿. 大幢二人 上州停二人 漢山停二人 牛首停二人 河西停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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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完山停二人 碧衿幢二人 綠衿幢二人 緋衿幢二人 白衿幢二人 黃衿幢二人 

黑衿幢二人 紫衿幢二人 赤衿幢二人 靑衿幢二人 共三十二人. 著衿 位自 知

至奈麻爲之.

大匠大監 大幢一人 上州停一人 漢山停一人 牛首停一人 河西停一人 完山停一人 

碧衿幢一人 綠衿幢一人 緋衿幢一人 白衿幢一人 黃衿幢一人 黑衿幢一人 紫衿

幢一人 赤衿幢一人 靑衿幢一人 共十五人. 無衿 位自 知至大奈麻爲之.

步騎監 六十三人 王都一人 大幢六人 漢山六人 貴幢四人 牛首四人 完山四人 碧

衿幢四人 綠衿幢四人 白衿幢四人 黃衿幢四人 黑衿幢四人 紫衿幢四人 赤衿幢

四人 靑衿幢四人 白衿武幢二人 赤衿武幢二人 黃衿武幢二人 著衿 共六十三

人. 位 軍師監同.

三千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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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伊火兮停六人 共六

十人. 著衿 位自 知至大奈麻爲之.

師子衿幢監 三十人 位自幢至奈麻爲之.

法幢監 百官幢三十人 京餘甲幢十五人 外餘甲幢六十八人 石投幢十二人 衝幢十

二人 弩幢四十五人 雲梯幢十二人 共一百九十四人. 無衿 位自 知至奈麻爲之.

緋衿監 四十八人 領幢四十人 領馬兵八人.

著衿監 碧衿幢十八人 綠衿幢十八人 白衿幢十八人 黃衿幢十八人 黑衿幢十八人 

紫衿幢十八人 赤衿幢十八人 靑衿幢十八人 罽衿六人 靑州六人 漢山六人 完山

六人 河西三人 牛首幢三人 四千幢三人 共一百七十五人. 位自幢至奈麻爲之.

皆知戟幢監 四人 並王都 位自 知至奈麻爲之.

法幢頭上 百九十二人 餘甲幢四十五人 外法幢百二人 弩幢四十五人.

法幢火尺 軍師幢三十人 師子衿幢二十人 京餘甲幢十五人 外餘甲幢百二人 弩幢

四十五人 雲梯幢十一人 衝幢十八人 石投幢十八人 共二百五十九人.

法幢辟主 餘甲幢四十五人 外法幢三百六人 弩幢百三十五人 共四百八十六人.

三千卒 百五十人 位自大奈麻已下爲之.

凡軍號二十三 一曰六停 二曰九誓幢 三曰十幢 四曰五州誓 五曰三武幢 六曰罽衿

幢 七曰急幢 八曰四千幢 九曰京五種幢 十曰二節末幢 十一曰萬步幢 十二曰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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匠尺幢 十三曰軍師幢 十四曰仲幢 十五曰百官幢 十六曰四設幢 十七曰皆知戟

幢 十八曰三十九餘甲幢 十九曰仇七幢 二十曰二罽 二十一曰二弓 二十二曰三

邊守 二十三曰新三千幢.

六停 一曰大幢 眞 王五年始置 衿色紫白. 二曰上州停 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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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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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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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十停<或云三千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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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王五年置.

五州誓 一曰菁州誓 二曰完山州誓 三曰漢山州誓 衿色紫綠. 四曰牛首州誓 五曰

河西州誓 衿色綠紫. 並文武王十二年置.

三武幢 一曰白衿武幢 文武王十五年置. 二曰赤衿武幢 神文王七年置. 三曰黃衿武

幢 九年置.

罽衿幢 太宗王元年置 衿色罽.

急幢 眞平王二十七年置 衿色黃綠.

四千幢 眞平王十三年置 衿色黃黑.

京五種幢 衿色 一靑綠 二赤紫 三黃白 四白黑 五黑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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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節末幢 衿色 一綠紫 二紫綠.

萬步幢 九州各二衿色 沙伐州 靑黃靑紫. 歃良州 赤靑赤白. 菁州 赤黃赤綠. 漢山

州 黃黑黃綠. 牛首州 黑綠黑白. 熊川州 黃紫黃靑. 河西州 靑黑靑赤. 武珍州 

白赤白黃.

大匠尺幢 無衿.

軍師幢 眞平王二十六年始置 衿色白.

仲幢 文武王十一年始置 衿色白.

百官幢 無衿.

四設幢 一曰弩幢 二曰雲梯幢 三曰衝幢 四曰石投幢 無衿.

皆知戟幢 神文王十年始置 衿色黑紫白.

三十九餘甲幢 無衿< 京餘甲 京餘甲外餘甲等也 其數未詳>.

仇七幢 文武王十六年始置 衿色白.

二罽幢<或云外罽> 一曰漢山州罽幢 太宗王十七年置. 二曰牛首州罽幢 文武王十  

 二年置 衿色皆罽.

二弓<或云外弓> 一曰漢山州弓尺 眞德王六年置. 二曰河西州弓尺 眞平王二十年  

 置 無衿.

三邊守幢<一云邊守> 神文王十年置 一曰漢山邊 二曰牛首邊 三曰河西邊 無衿.

新三千幢<一云外三千> 一曰牛首州三千幢 二曰奈吐郡三千幢 文武王十二年置. 

三曰奈生郡三千幢 十六年置. 衿色未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