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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군사훈련은 군사들의 전투 기술을 단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군

사력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된다. 군사훈련은 군사제도 정

비의 결과물로만 이해되었으며, 당대의 전술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서 군사훈련이 얼마나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라는 그 군사적 기능과 

효용성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많은 수의 군사들이 미리 정

해진 절차에 따라 동작하는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식

(ceremony)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儒學을 국가 경영을 근본이념으

로 하였던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들은 禮治를 통해 유교적 이상을 구

현하고자 하였고, 儀禮(rituals)는 예치를 위한 주요한 도구로서 활용

되었다. 황제 혹은 국왕이 주관하는 군사훈련은 유교적 국가의례체계

에서 하나의 軍禮로서 인식되었다. 이러한 유교 사회내의 군사훈련의 

군사훈련이자 의례로서 특성을 부각하여, ‘군사훈련의례’라 구분할 

수 있다. 

조선의 군사훈련 역시 단순히 군사들의 전투 기술을 단련하기 위

한 일만은 아니었다. 군사훈련은 국왕에 의한 군사력 행사의 정당성

을 확인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한 위계질서를 구성원들에게 각인시키

는 국가의례이기도 하였다. 조선 건국이후 유교적 의례제도를 정비하

면서, 군사훈련을 ‘講武’와 ‘大閱’이란 이름의 ‘군사훈련의례’

로서 정립하였다. 이 논문은 조선 초기 강무와 대열의 정립되는 과정

과 변화,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일찍부터 의례로서 여겨졌다. 周

代에는 매 계절마다 ‘훈련-사냥-제사’의 순서로 시행되는 군사훈

련의례가 『周禮』에 규정되어 있었다. 『주례』의 제도는 군사훈련

의례의 이상으로서 후대에 전해졌고, 유교적 국가의례를 새롭게 五禮

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였던 唐 역시 기본적으로 『주례』의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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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하였다. 다만 사냥훈련과 진법훈련의 두 가지로 군사훈련의례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훈련 내용도 당대 예론에 입각하여 바꾸었다. 그

럼에도 당의 군사훈련의례는 새로운 古制로서 후대에 계승되었다. 

당의 군사훈련의례는 이념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중시하였다면, 

宋의 군사훈련의례는 군사훈련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송대 武學의 설립 및 武科의 실시, 그리고 병학의 정

립과 관련된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송대 사냥의례는 점차 군사훈

련의례이기보다는 군신간의 충성의례로 변화하였고, 그 시행도 중지

되었다. 

반면에 몽골에서는 칭기즈 칸 시기부터 국가의 중대사로서 대사냥

을 시행하였다. 칭기즈 칸의 대사냥은 군사훈련이자 전 부족민의 질

서와 화합을 위한 일이었으며, 겨울철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이기도 

하였다. 이는 古制로서 사냥의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元 

건국 이후로 쿠빌라이는 전통적인 사냥을 현실에 맞게 변화하여 시

행하였다. 매년 兩都를 순행하며 자신의 숙위인 케시크와 함께 대규

모 사냥을 시행하였고, 이와 함께 지방관들은 각지에서 사냥하여 그 

사냥감을 칸에게 바치도록 하였다. 이로서 전국적인 사냥을 의례적으

로 시행한 것이다. 

이러한 元의 사냥은 고려 말 고려 국왕의 사냥 시행에 영향을 끼

쳤다. 원 간섭기 고려 국왕들은 세자 시절 원 수도에서 숙위하였는

데, 이때 원의 사냥을 경험하며, 이상적인 사냥의례로서 인식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고려 말의 국왕들은 국왕의 권위를 확립하고, 응방을 

중심으로 국왕 친위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냥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신료들은 遊獵이라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왕조를 개창한 조선의 건국 세력들은 유교적 국

가체제를 추구함에 따라 군사훈련도 『주례』의 이상적인 군사훈련

의례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 작업은 태조의 후원을 받은 정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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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였다. 하지만 당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은 정도전이 

주도한 군사훈련의례 정립을 군사 운용의 권한을 국가 공적인 조직

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정도전 개인의 군권 장악

으로 이해하였다. 때문에 정도전의 군제개혁에 반발하였고, 결국 왕

자의 난으로 태종을 위시한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정권을 장악한 태종 역시 군사력 운용의 권한을 국가 공적 조직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군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군사훈련 또

한 국왕 주도로 시행하고자 하였고, 우선 사냥 형식의 군사훈련을 시

행하였다. 고려 말과 마찬가지로 태종이 주도한 사냥 훈련에 대해 당

시 신료들은 遊獵이라 비판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태종은 唐의 의례

제도를 참고하여 사냥 훈련을 ‘講武’라 명명하고 군사훈련의례로

서 정립하였다. 초기의 강무는 의례로서 제도를 갖추지 못하였지만, 

태종 후반 강무와 관련한 일련의 제도를 정비하고, 행행의 규모도 갖

추면서 명실상부한 군사훈련의례가 되었다. 

또한 태종 후반 지방군사제도의 정비가 진행되면서, 강무에 지방

군을 동원하고 강무 때 지방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 이를 통해 국왕

의 전국적인 지배를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군사훈련의례

로서 강무가 정착되었고, 군사훈련의 방식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이 

국가와 국왕의 독점적인 권한이라는 인식을 관료와 군사들에게 각인

시켰다. 

태종대 군사훈련의례로서 강무 시행 정착과 전국적인 군사제도 정

비, 그리고 군사훈련의 시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지

방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시행도 국가에서 관리·통제하게 되었다. 태

종 후반에는 진법훈련을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는데, 진법훈

련은 평지의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의 특성상 사냥훈련에 비하

여 군사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대 

진법훈련은 시행 초기부터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을 염두에 두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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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이를 위해 태종은 변계량에게 당시 전하는 다양한 진법론

을 고찰하여 진법 운용의 원칙을 정하게 하였다. 세종 초 만들어진 

『진도법』은 그 결과물이었다. 『진도법』의 편찬으로 조선의 진법 

정론이 정해질 수 있었다.

세종대에는 古制에 입각하여 군사훈련의례의 제도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진법 중심의 병학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講武와 관련된 

여러 의식 절차를 古制에 의거하여 정비하여, 군사훈련의례로서 격식

을 갖추어나갔다. 이와 함께 강무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폐

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다. 강무의 일정과 규모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강무의 시행도 사전에 계획대로 운영하여 의례로

서 정형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훈련으로서의 기능도 보완하

고자 하였다. 강무 때에도 진법훈련과 동일한 신호체계를 운용하게 

하였고, 驅軍들은 강무때 사냥에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강무이외

에 정기적으로 군사들만의 사냥훈련을 제도화하였다. 

다음으로 진법훈련의례는 『大唐開元禮』등 중국 禮典을 바탕으로 

진법훈련의례인 大閱이 정립되었다. 이때 대열의 의례 절차는 『개원

례』를 따랐지만, 진법훈련의 절차는 『진도법』의 진법론에 의거하

였다. 『진도법』의 훈련절차는 『주례』의 제도를 지향하였던 정도

전의 진법론을 따른 것이었다. 세종대 군사훈련의례로서 大閱儀 정립

의 과제는 唐의 의례제도와 『주례』의 훈련 형식을 결합하는 일이

었다. 세종대 편찬된 진법서인 『계축진설』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었

다. 『계축진설』의 편찬으로 조선의 이상적인 진법훈련의례로서 대

열의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에서는 중국의 여러 병서를 검토하였고, 진법을 

비롯한 병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높아졌다. 그 결과 진법의 

운용을 위해서는 군사들의 훈련 뿐 아니라 군사를 지휘하는 무장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어, 무장을 대상으로 병학 교육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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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하였다. 세종 후반 이후 국가 주도로 다양한 병서를 간행하

고 편찬하였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러한 병서 편찬은 조선 사회의 

병학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다시 군사훈련의 형식과 방법에 변

화를 가져왔다. 

軍事와 병학에 관심이 많았던 문종은 재위 초부터 대열 훈련 방식

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일상적인 진법훈

련인 閱武 혹은 習陣 등에 친림하여 새로운 훈련법을 시험하였고, 그 

결과물을 정리하여 『(오위)진법』을 편찬하였다. 이전까지 조선에서 

편찬했던 진법서에서는 중국 병학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는 수준

이었다면, 『(오위)진법』은 독자적인 奇正운용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진법훈련 방식을 창안하였다. 새로운 훈련법은 

『(오위)진법』「대열의주」에 6가지로 정리되었다. 

문종대 이후 진법훈련의 변화는 계속되었고, 점차 이념적이고 형

식적인 훈련으로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으로 변화하였다. 세

조대에는 고정적인 형식을 탈피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무장의 

임기응변을 기르고자 하였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절차 없이 군사들

을 나누어 실전과 같이 전투하도록 하였고, 즉석에서 금군에게 훈련 

중인 군사들을 공격하도록 하는 등 돌발적인 상황을 만들어 장수들

의 지휘 능력을 시험하였다. 일상적인 훈련이 실전적인 훈련으로 변

화하면서, 군사훈련의례인 강무와 대열은 군사훈련의 기능보다는 국

왕의례로서 의례적 기능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군사훈련의례의 변화

는 병학의 발전으로 유교적 이념을 추구한 훈련 방식을 모방하는 일

을 넘어서, 유교적 이념을 추구하되 현실에 맞는 군사훈련 방식으로 

변용하는 단계로 진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의 정립과정은 의례로서 유교적 이상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병학에 근거한 진법 운용의 원칙을 정하는 과정이

었다. 또한 군사훈련의례를 정립함으로써 군사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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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일은 국가에서 정하는 공적인 업무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

에 따라 국가에서 用兵 및 養兵에 필요한 전문지식, 즉 병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세종대 후반부터 세조대까지 다양한 병서가 편찬

되고, 무장에 대한 병학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는 조선의 병학이 정립되고, 공적인 무장 양성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병학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교육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개별적으로 병학 

지식을 전승하여 무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체계 내에서 

무장을 양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군사훈련의례, 군사의례, 군사훈련, 병학, 병학사상, 講武, 

大閱, 진법

학  번 : 2012-30020



vii

목 차

서론 ···················································································································1

一. 군사훈련의례의 역사성 ·······································································15

 1. 古制: 『周禮』 四時講武와 『大唐開元禮』 군사훈련의례 ·······15

 2. 송대 병학의 정립과 군사훈련의례 변화 ········································24

 3. 古制로 인식된 元의 사냥 ··································································34

 4. 고려의 군사훈련과 군사의례 ····························································41

 5. 조선 초 군사훈련의례 정립 시도 ····················································53

二. 태종대 군사훈련의례 정립과 군사훈련 시행 장악 ·······················72

 1. 태종 초의 사냥과 ‘講武’의 정립 ················································73

 2. 태종대 후반 강무의 의례화 ······························································90

  1) 강무의 제도적 정비 ··········································································90

  2) 강무 규모 확대와 시행 논의 ·······················································100

 3. 태종대 후반 진법훈련 재개와 전국적 시행 ································111

  1) 태종대 후반 진법훈련과 大閱 시행 ···········································111

  2) 『진도법』의 편찬과 진법 正論 형성 ·······································118

三. 세종대 군사훈련의례의 정비와 公的 병학의 발생 ····················129

 1. 세종대 대외관계와 군사훈련 변화의 배경 ··································130

 2. 세종대 講武 제도 정비와 훈련 기능 강화 ··································138

  1) 국가의례와 왕실의례로서 講武 인식 ·······································138

  2) 세종대 강무 제도의 정비 ·····························································150

 3. 大閱儀 정립과 陣法 중심의 兵學 연구 ········································164

  1) 儀注와 陣法書 융합을 통한 大閱儀 정립 ·································164



viii

  2) 중국 병학 수용과 진법론의 심화 ···············································179

四. 15세기 후반 병학 발전과 군사훈련 변화 ···································194

 1. 병학 교육을 위한 병서 편찬 ··························································194

 2. 『(오위)진법』의 진법론과 실질적 大閱 훈련법 ······················209

  1) 문종대 진법훈련 개선과 『(오위)진법』의 편찬 ···················209

  2)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의거한 習陣 ·························219

 3. 세조대 실질적 군사훈련의례 지향 ················································233

  1) 세조 후반 실전 형식의 習陣 ·······················································233

  2) 세조대 군사훈련의례의 의례적 기능 강화 ·······························240

결론 ··············································································································249

참고문헌 ······································································································256

Abstract ·····································································································282



ix

표 목차

<표 1-1> 北宋 군사훈련의례 시행 횟수 ·············································25

<표 2-1> 정종 ~ 태종 초반 講武 및 대규모 사냥 ··························77

<표 2-2> 태종 후반 주요 사냥 훈련 시행 사례 및 사건 ···············95

<표 3-1> 1424년(세종 6) 이후 강무 시행 사례 ··························149

<표 3-2> 세종 초 대열의주 의례 절차 ············································170

<표 3-3> 『계축진설』, 『태백음경』 군령 관련 조항 비교 ·····189

<표 4-1> 『(오위)진법』 大閱儀注 ‘용겁지세 1’·‘용겁지세 

2’의 절차 ···········································································221

<표 4-2> 『(오위)진법』 大閱儀注 ‘용겁지세 3’·‘승패지형 

1’의 절차 ···········································································223

<표 4-3> 『(오위)진법』 大閱儀注 ‘승패지형 2’·‘승패지형 

3’의 절차 ···········································································225

<표 4-4> 단종-세조 전반 주요 훈련 사례 ·····································230

<표 4-5> 세조 후반~예종 재위기 주요 훈련 사례 ························235

<표 4-6> 세조대 대열, 강무, 巡幸 ····················································241

그림 목차

<그림 3-1> 세종대 평강 지역 강무 경로 ········································156

<그림 3-2> 『대당개원례』 皇帝講武 훈련 절차 개념도 ············166

<그림 3-3> 『진도법』 교장 훈련 절차 개념도 ···························167

<그림 3-4> 『계축진설』 교장 훈련 절차 개념도 ························175





- 1 -

서론

군사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군사들의 전투 기술을 단련하고, 이

를 통해 국가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많은 수의 군사들을 동

원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군사훈련은 하나의 의식

(ceremony)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특히 국가의 수장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은 훈련일 뿐 아니라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군사

훈련의 특성은 현대 사회의 閱兵式이나 국가적 훈련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난다. 儒學을 국가 경영의 근본이념으로 하였던 전근대 동아

시아 국가들은 禮治를 통해 유교 정치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였

다.1) 의례(rituals)는 예치를 위한 주요한 도구였고, 황제 혹은 국

왕이 주관하는 군사훈련은 軍禮로서 인식되었다.

유교적 국가의례체계에서 군례는 戰時 의례와 平時 의례로 나눌 

수 있다.2) 전시 의례는 출정과 회군할 때 시행되는 제사와 각종 의

식, 그 외 전쟁 중의 의식들로 구성된다. 평시 의례는 사냥 훈련인 

畋獵, 진법훈련인 講武, 射禮, 일식 관련 의식 및 儺禮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평시의 군례 중 대규모 군사들이 직접 의례의 행위자로

서 참여하는 사냥 훈련과 진법훈련을 군사훈련이자 의례라는 그 특

성을 부각하여 ‘군사훈련의례’로 구분하고자 한다.3) 한국사에서 

1) 조선의 유교적 이상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통치방식은 禮治였다. 조선 초기 왕실 
중심으로 오례를 체계화시킴으로써 왕권에 대한 명분과 국가 정치질서를 형성
하고자 하였다(이범직, 1991 『韓國中世禮思想硏究-五禮를 中心으로-』 일조
각, 401-406쪽).

2) 군례의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杨志刚은 親征, 命將, 露布, 受降, 
강무, 전렵, 大射, 伐鼓救日, 大儺로 구분하였다(杨志刚, 2000 『中国礼仪制度硏
究』 上海: 华东师范大学出版社, 426쪽). 丸橋充拓은 군례를 크게 출정시 의례, 
평시 의례로 나누고, 출정시 의례는 출정전, 출정시, 출정중, 종료후로 구분하였
고, 평시의례는 수렵의례, 연병의식, 射禮, 말[馬] 관련 제사, 일식 및 대나 관련 
의례로 구분하였다(丸橋充拓, 2005, 「唐宋變革期の軍禮と秩序」 『東洋史硏
究』 64-3, 493-494쪽).

3) 射禮에서 활을 쏘는 행위를 무예훈련으로 보아 군사훈련으로 볼 수 있지만 射
禮의 주요 행위자는 국왕, 종친 및 백관으로, 군사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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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의례를 국가의례로서 정립하고 시행하였던 것은 조선 건국 

이후의 일이었다.4) 

조선의 군사훈련은 군사들의 전투 기술을 단련하고, 군사력을 건

설하기 위한 일만은 아니었다. 국왕 주도로 행해지는 군사훈련은 국

왕에 의한 군사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구성원들에게 각인시키는 국가의례이기도 했다. 의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주례』에 군사훈련은 軍禮의 하나로 포함되

어 있었고, 조선에서도 유교적 의례제도를 정비하면서 군사훈련을 

‘講武’와 ‘大閱’이란 이름의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하였다.

지금까지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 정립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

해 주목하지 않았다. 조선 초기 군사훈련은 보통 제도사의 관점에서 

건국 초기 군사제도 정비의 결과물로만 이해되었다.5) 국왕을 중심

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하면서 군역, 군사조직을 비롯한 군사제

도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그 일환으로 군사훈련이 제도화되어 정기

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또 당시 조선에서 상정

하고 있는 전술과 진법과 군사훈련의 관련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여진, 왜구 등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용

하기 위해 조선에서의 군사훈련이 얼마나 적합하게 변화하였는가를 

설명하고자 했다.6) 이는 군사학의 관점에서 조선의 군사훈련의례가 

갖는 군사훈련으로서의 기능과 효용성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례가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 규정한 군사훈련의례와는 차이가 있다.
4)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국왕이 주관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행한 기록이 있

고, 이러한 군사훈련은 정치적 함의를 가졌지만 이를 국가의례의 하나로 분류하
고 인식한 것은 조선 건국 이후였다. 

5) 대표적으로 최근 육군군사연구소에서 편찬한 『한국군사사』의 조선 전기 군사
훈련에 대하여 대열, 진법훈련, 강무 등의 군사훈련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중심
으로 서술하였다(육군군사연구소, 2012 『한국군사사 6 – 조선전기Ⅱ』 육군본
부).

6) 특히 조선 초기 진법훈련과 그 내용을 담은 진법서에 대한 연구들이 대표적이
다(河且大, 1989 「朝鮮初期 軍事政策과 兵法書의 發展」 『軍史』 제19호 ; 
김광수, 1996 「鄭道傳의 『陣法』에 대한 고찰」 『陸士論文集』 50 ; 윤훈
표, 2011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軍史』 제81호). 



- 3 -

기존의 인식은 군사훈련의 제도화를 조선에서 상정한 전술의 구

현을 목적을 위한 것으로만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선 

초기 일련의 진법서를 편찬하였던 것은 당시 대외적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

다. 조선시대에 진법과 전술이 발전한 사실을 부각하는데 중점을 두

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군사훈련의례 뿐 아니라 조선 초기 군사제도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초기 武科의 실시나 武將의 교육 및 평

가에 병학을 활용하였던 것은 고려시대와 다른 조선의 특징이라 해

석된다.7) 이와 관련하여 조선이 건국된 이후 문무겸전의 역량을 갖

춘 무장이 필요해짐에 따라 병학이 중시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

로 이해되었다. 

이 역시 전과 비교하여 조선시대에 이르러 발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을 뿐 새로운 무장을 양성하기 위해서 병학을 익혀야 한다

는 인식의 전환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였나에 대해

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제도는 그 사회에 사상과 문화에 영향을 받

아 형성된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한 조선의 군사제도를 군사학의 

시각에서 군사적 효율성만으로 평가하고 해석해서는 조선 사회 내 

軍事의 기능과 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사학의 관점에서 군사훈련의 방식과 내용은 그 국가의 兵學8)

7) 윤훈표, 2007 「조선초기 무경강습제」 『역사와실학』 32 ; 윤훈표, 2014 
「조선 전기 병서의 강의와 무학교육」 『역사문화연구』 49.

8) 兵學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兵’에 관한 학문을 지칭한다. ‘兵’이란 글자는 
‘사람들이 도끼를 가지고 있는 모양[从升持斤]’을 형상화 한 것으로 무기 혹
은 무기를 든 사람이란 의미였다. ‘兵’의 개념은 무기를 든 사람에서 軍士, 
軍隊로 확대되었고, 나아가 군사활동이라는 뜻까지 포괄하였다. 결국 ‘兵’이
란 용어는 軍事와 관련된 사람, 사물, 사건을 아우르면서 兵器, 治兵, 用兵으로 
확장되었다(‘兵’의 의미와 그 변천에 대해서는 趙國華, 2004, 『中國兵學
史』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2쪽 참조). ‘兵’의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兵
學의 범주도 확장되어, 兵學은 국가의 차원에서 군사정책, 군사제도, 養兵을 비
롯해 군대를 운용하는 用兵을 그리고 무기 및 무기를 다루는 기술, 전쟁의 승패
와 길흉을 예측하는 음양·술수까지 포괄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서구의 軍事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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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하여 정해진다. 국가는 평시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건설

하며, 전시에는 병학을 바탕으로 실체화된 전략과 전술에 따라 군사

력을 운용한다. 이 때 군사훈련의 방식과 내용은 전시에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군사력의 운용은 군사

훈련을 통해 양성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제도사 

혹은 군사학의 관점으로 조선 초기 군사훈련이 제도화되고 정립되

었다는 결과와 그 군사적 기능이 확인되었고, 그 이유는 군사훈련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는 당위적인 결론만 제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군사훈련은 군사훈련이자 의례였고, 군사적인 논리만으로 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의례에 대한 연구들은 국가의례체계의 정립과정의 

일환으로 군사훈련의례를 검토하였다. 그간 의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吉禮에 집중되어있으며, 軍禮 연구는 많지 않다.9) 의례 연구의 

경우 군례의 의례적 절차와 그 행위가 갖는 의례적 상징을 분석하

는 데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 국왕의 위상 변화 혹은 조선 사

회의 예 인식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 군사의례가 갖는 의례

적 특성에만 집중하였다. 

군례 중에서도 군사훈련의례는 단순히 의례적 의미에 적합하게 

구성할 뿐만이 아니라 군사훈련으로서 기능도 갖출 필요가 있었다. 

이는 兵學의 원리가 禮治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만 

을 수용하면서 병학이란 용어는 점차 군사학으로 대체되었다(군사학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해서는 박용현, 2014 「군사학이란 무엇인가」 『군사학개론』 플래
닛미디어, 44-59쪽 참조). 때문에 전근대 軍事에 대한 학문을 지칭할 때에 병
학과 군사학을 혼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초기 軍事에 관한 지식들
과 이를 군사훈련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대상으로 하므로 ‘兵學’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자 한다. 

9) 조선시대 군례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소순규, 2012 「조선초 대열의의 의례 구
조와 정치적 의미」 『사총』 75, 43-45쪽 참조. 五禮의 연구 중 군례의 연구
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비단 한국학계뿐 아니라 중국, 일본의 경우도 유사
하다. 이는 군례와 관련된 기록이 다른 의례에 비하여 많지 않다는 점과 군례는 
군사제도와 관련되어 변화가 많았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王博, 2014 『唐宋軍
禮の比較構造論的硏究』 早稲田大學 博士學位論文,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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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훈련을 군사훈련의례로 인식하는 일은 

유학의 체계 안에서 병학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의 정립과 변천을 검토함으로써 군사훈련의례의 

정립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그 과정에서 병학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文治主義를 표방한 조선 사회에서 軍事의 역할과 위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초기 군사훈련에 대한 연구는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우선 조선 초기 군역제도 연구의 일환

으로 각 병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차문섭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중앙군인 甲士와 忠義衛, 忠贊衛, 忠順衛 그리고 금군인 內禁

衛 등의 존재양태와 제도적 변천을 검토하였다.10) 천관우는 五衛의 

형성과정과 그 병종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오위의 편성방식을 

비롯하여 오위체제와 『(五衛)陣法』(1451)의 관련성을 규명하였

다.11) 이후 조선 전기 기간병종이라 할 수 있는 甲士와 正兵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 군역 체계 전

반에 대한 이해가 진전될 수 있었다.12) 이 과정에서 각 병종의 시

취 및 무예 교육 등 군사훈련에 대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언급되었

다. 

10) 車文燮, 1959·1960 「鮮初의 甲士에 대하여(上·下)」 『史叢』 4·5 ; 
1964, 「鮮初의 內禁衛에 대하여」 『史學硏究』 18 ; 1967, 「鮮初의 忠義·
忠贊·忠順衛에 대하여」 『史學硏究』 19.

11) 千寬宇, 1962 「朝鮮初期 五衛의 形性」 『歷史學報』 17·18 合輯 ; 1964 
「朝鮮初期 五衛의 兵種」 『史學硏究』 18 ; 1964 「五衛와 朝鮮初期의 國防
體制」 『李相佰博士華甲紀念論叢』. 이상의 연구 성과는 이후 단행본으로 다시 
간행되었다(千寬宇, 1979 『近世朝鮮史硏究』 一潮閣).

12) 柳昌圭, 1985 「朝鮮初 親軍衛의 甲士」 『歷史學報』 106 ; 金鍾洙, 1992 
「16세기 갑사의 소멸과 정병입역의 변화」 『國史館論叢』 32 ; 金鍾洙, 
1996 「조선초기 갑사의 성립과 변질」 『典農史論』 2 ; 윤훈표, 2000 「朝
鮮初期 甲士의 統率體系」 『實學思想硏究』 17·18 ; 오종록, 1996 「朝鮮初
期 正兵의 軍役」 『韓國史學報』 1 ; 이현수, 1997 『朝鮮初期 軍役制度 硏
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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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구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 군사제도를 종합하

여 중앙의 五衛體制와 지방의 鎭管體制 성립 과정을 정리하였다.13)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軍政·軍令기관으로서 병조와 오위도총부의 

정비과정을 고찰하여 조선 전기 군사제도와 그 운영의 큰 틀을 밝

혔다.14) 이후 조선 초 군령기관에 대해서는 각 시기별로 세부적으

로 검토되어 중앙군 지휘체계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기도 하였다.15) 

이상의 군사 제도 연구를 토대로 조선 초기 중앙군과 지방군의 

운영 방식이 대체적으로 밝혀졌고, 군사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가 가능해졌다. 조선시대 군사훈련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따라 講

武, 閱武, 大閱, 習陣 등으로 구분된다. 초기 군사훈련 연구는 훈련

별로 나누어 각각의 군사훈련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그리고 어떻게 

제도화되었나에 주목하였다. 

 먼저 각각의 훈련 중 조선 초기 활발하게 시행되었던 국왕 주도

의 사냥 훈련인 講武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선 초기 국왕의 

사냥이 군사훈련으로서 의미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태종대부터 

중종대에 이르는 시기 동안 각 국왕별로 강무의 시행 횟수, 규모, 

장소 등 강무의 제도가 정리되었다.16) 이후 강무의 군사적 의미 이

외에 국왕의례로서 강무의 성격을 부각한 연구와 捕虎정책과 관련

하여 강무 시행의 정치적인 함의를 분석한 연구도 제출되어 강무가 

13) 閔賢九, 1968 「近世朝鮮前期 軍事制度의 成立」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
篇)』, 陸軍本部. 이후 단행본으로 다시 간행되었다(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4) 閔賢九, 1983 「朝鮮初期 軍令·軍政機關의 整備」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5) 韓忠熙, 1994 「朝鮮初(태조 2년~태종 1년) 義興三軍府硏究」 『啓明史學』 
5 ; 이재훈, 2003 「太宗·世宗代의 三軍都摠制府」 『史學硏究』 69 ; 이재
훈, 2005 「朝鮮 太宗代 三軍鎭撫所의 成立과 國王의 兵權 掌握」 『史叢』 
61.

16) 박도식, 1987 「조선초기 강무제에 관한 일고찰」 『박성봉교수회갑기념논
총』 경희사학 ; 강동원, 1996 「韓國 中世의 軍事訓練-講武制-」 『한국체육
사학회지』 창간호 ; 이현수, 2002 「조선초기 강무 시행사례와 군사적 기능」 
『軍史』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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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다양한 성격이 밝혀졌다.17) 그 외에 조선시대 사냥 문화를 고

찰하는 과정에서 사냥훈련인 강무를 다루거나,18) 조선 후기 국왕 

행차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의 과정에서 국왕의 사냥을 위한 

행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19) 

이를 통해 강무의 제도가 정리되었고, 강무는 군사훈련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국왕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으로서 의례의 성격을 갖는

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강무의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이 갖

는 의의를 부각하진 않았다.

大閱의 경우 조선시대 군례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 초기 

大閱儀의 예제를 검토하여 그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20) 조선 후기 국왕이 참관한 진법훈련으로서 열무 및 대열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 정치적 의미와 군사적 의미가 정리되기도 하였

다.21) 대열의 경우 그 시행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기록이 주로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 성과 역시 조선 후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의 군사의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講武와 大閱 두 군사

훈련의례의 절차와 시행 사례를 조선 전 시기에 걸쳐 검토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22) 이를 통해 조선의 군사의례는 조선 전 시기

에 지속적으로 시행됨으로서 왕조의 영속을 지탱하였다고 평가하였

다. 하지만 조선의 군사의례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군

17) 정재훈, 2009 「조선전기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강무(講武)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0 ; 김동진, 2007 「朝鮮前期 講武의 施行과 捕虎政策」 
『조선시대사학보』 40.

18) 심승구, 2007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역사민속학』 24 ; 김광언, 
2007 『韓·日·東시베리아의 사냥 : 狩獵文化 比較志』, 민속원.

19) 김지영, 2017 『길 위의 조정–조선시대 국왕 행차와 정치적 문화』 민속원.
20) 소순규, 앞의 논문.
21) 백기인, 2007 「조선후기 국왕의 열무 시행과 그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

총』 27-2 ; 노영구, 2008 「조선후기 漢城에서의 閱武시행과 그 의미-大閱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22) 이왕무, 2019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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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훈련의례가 가지는 군사훈련으로서 기능과 특수성에 주목하진 않

았고, 때문에 군사훈련의례의 정립과정에서 兵學의 역할을 검토하지 

않았다. 

군사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兵書를 군사사 연구에 활용하

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허선도는 『(오위)진법』(1451), 

『제승방략』 등의 병서를 분석하여, 병서와 전술 및 군사제도의 관

련성을 밝혔고, 이를 계기로 병서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었다.23) 이

후 조선 초기 편찬된 진법서인 정도전의 「진법」, 『陣圖法』

(1421), 『癸丑陣說』(1433), 『(오위)진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조선 초기 진법과 이를 활용한 전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4) 

이를 통해 조선 초기 진법체제인 五陣체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밝혀

였다. 최근에는 진법서의 내용이 조선 초기 실전과 훈련에서 적용되

고 활용되는 양상을 검토한 연구도 제출되었다.25) 이상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조선 초기 진법과 전술을 복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때문에 진법훈련의례인 대열은 조선 전기 대규모 군대 편성과 이를 

위한 전술을 적용을 위한 것으로만 이해하였다. 

윤훈표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진법서와 훈련체계의 변화를 고

찰하여 『진도법』은 고전 이론에 충실하게 진법훈련을 표준화하는 

작업, 『계축진설』은 실전적인 요소의 추가, 『(오위)진법』은 진

관체제 개편과정에서 진법 훈련을 체계화하는 과정임을 규명하였

다.26) 그의 연구는 조선 초기 진법서의 내용과 군사훈련 제도를 관

23) 許善道, 1970 「〈陣法〉考-서명 〈兵將圖說〉의 잘못을 바로 잡음」 『歷史
學報』 47 ; 1973·1974 「制勝方略 硏究(상·하)」 『震檀學報』 36·37.

24) 河且大, 1989 「朝鮮初期 軍事政策과 兵法書의 發展」 『軍史』 제19호 ; 김
광수, 1996 「鄭道傳의 『陣法』에 대한 고찰」 『陸士論文集』 50.

25) 김동경, 2008 「조선초기 진법의 발전과 군사기능」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 김동경, 2010 「조선 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軍史』 제74
호 ; 김동경, 2011 「정도전의 『진법(陣法)』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 『한국
문화』 53 ; 김동경, 2013 「고대진법과 『오위진법(五衛陣法)』의 구조적 특
징」 『軍史』 제87호 ; 곽성훈, 2015 「조선 초기 진법서의 편찬 배경과 활
용」 『역사와현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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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설명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군

사학의 관점에서 군사훈련의례를 이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 외에 조선 전기 군사훈련을 습진으로 통칭하여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고,27) 군사훈련이나 무사의 試取 등에 활용된 개인 무예 

과목인 擊毬, 騎射 등의 구체적인 평가방식에 대한 연구 성과도 제

출되었다.28)

이상의 군사훈련에 대한 연구 성과는 조선시대 군사훈련에 대해 

개별적인 훈련의 명목별로 그 시행 사례와 제도를 구명하고, 각각의 

훈련이 갖는 군사적인 의미를 부각하였다. 때문에 조선시대 군사훈

련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군사훈련을 다룬 경

우 각각의 훈련을 나열하여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왕이 

참여하였던 대열과 강무의 경우 군사훈련의 기능과 함께 의례의 기

능도 가졌다는 점도 지적되었지만, 군사훈련을 ‘군사훈련의례’로

서 파악하고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의 시

행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지 못하였다. 

한편 병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물 혹은 개별 병서의 내용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병서를 군사사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

면서 한국의 병서에 대한 서지학적 정리와 대략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다.29) 이후 국방군사연구소에서 『兵將說』, 『陣法』, 『歷代兵

要』 등 조선의 주요한 병서를 비롯하여 『무경칠서』와 같이 조선

26) 윤훈표, 2004 「여말선초 군사훈련체계의 개편」 『軍史』 제53호 ; 윤훈표, 
2011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軍史』 제81호 ; 운
훈표, 2011 「조선전기 진법훈련 체계의 변화-이른바 오위진법과 진관체제의 
성립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46.

27) 곽낙현, 2009 「조선전기 습진과 군사훈련」 『동양고전연구』 35
28) 심승구, 1999 「朝鮮時代의 武藝史 硏究-毛毬를 중심으로-」 『軍史』 제

38호 ; 최형국, 2015 『조선군 기병 전술 변화와 동아시아 : 조선전기를 중심
으로』 민속원

29) 강성문 외, 1973 『한국군사사적해제』 육군사관학교 ; 정하명, 1979 『고병
서해제』 육군본부 ; 정해은, 2004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 정해은, 2008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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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병학에 큰 영향을 끼친 병서들의 번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병학 

연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병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노영구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兵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안에 

담긴 ‘戰法’을 고찰하였다.30) 전법을 직접적으로 용병과 관련된 

기술, 지식을 포함하여 무기체계, 군사제도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전법은 병서에 담긴 지식(=병학)과 그 지식들이 

구체화되어 실현된 것을 뜻하므로 兵學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새로운 병서와 전법이 유입되자, 조선에

서 이를 수용하여 병서를 편찬하고 전법을 재편하는 과정을 추적하

였다. 그의 연구는 진법이나 용병술을 넘어 조선의 군사 제도와 병

학의 관련성을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군사학의 입장에서 전근대의 군사사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31) 군사사상은 병학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들은 군사학의 시각에서 조선시대 병학의 가

치를 평가하는 한계가 있지만, 병학을 개별 병서나 인물의 사상이 

아닌 국가의 군사제도와 정책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점에

서 조선시대 병학 이해에 시사점을 준다. 

최근에는 고대부터 조선후기까지 거시적 관점에서 병학의 추이를 

다룬 연구가 제출되었다.32) 한국 병학의 형성과정을 ‘고대부터 고

30) 노영구, 2002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의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1) 백기인, 1996 『中國軍事思想史』 국방군사연구소 ; 백기인, 2016 『한국 군
사사상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노영구, 2009 「한국군사사상사 연구의 
흐름과 근세 군사사상의 일례」 『군사학연구』 7 ; 노영구, 2013 「한국의 역
대 군사사상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정립의 방향」 『이순신연구논총』 20 
; 박창희, 2020 『한국의 군사사상 : 전통의 단절과 근대성의 왜곡』 플래닛미
디어

32) 윤무학, 2011 「중국 병서의 유입과 지식인들의 이해양상」 『한국철학논
집』 31 ; 윤무학, 2012 「조선 초기의 병서 편찬과 병학 사상」 『동양고전연
구』 49 ; 윤무학, 2013 「조선 후기의 병서 편찬과 병학 사상」 『한국철학논
집』 36.



- 11 -

려시대 / 여말선초 / 조선 후기’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중국 병

학의 수용과 현실적 운용의 단계, 병학의 윤리화 단계, 병학의 실학

화 단계로 규정하였다. 한국사 전반의 병학을 다루었다는 점과 유학

과의 관계 속에서 병학을 규정하려는 시도라는 의의가 있지만, 각 

시기 병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유학의 역사적 전개에 맞

춰 각 시기 병학의 특성을 설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조선시대 병학에 대한 연구는 개별 병서와 인물에 집중한 연구에

서 벗어나, 무장 교육 및 선발, 전술, 군사 조직 등의 군사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는 중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군사훈련의례 정립과정에서 병학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

봄으로써, 조선 초기 병학을 무과 및 무장 교육·평가에 활용한 역

사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조선 초기 군사훈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 형식과 절차 등의 제도적인 측면과 국왕이 참여한 군사

훈련은 의례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조선의 군

사훈련을 ‘군사훈련의례’로서 파악하지 않아, 그 군사적 기능과 

효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때문에 군사훈련의례를 정립하는 과

정에서 나타난 조선의 병학의 발달과 변화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부각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해 필자는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활용

하여 조선 초 군사훈련의 시행 사례와 관련 논의를 정리하여, 군사

훈련의 의례이자 훈련으로서 정립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조선 초기 

군사훈련은 국왕의 참여 여부, 군사훈련의 형식 등 다양한 요건에 

의해서 대열, 강무, 습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 

형식면에서 크게 사냥 형식과 진법훈련의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

다. 또한 조선에서 정립한 군사훈련의례 역시 사냥 형식과 진법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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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나누어지므로 군사훈련의례의 정립과정과 그 변천을 사냥 

형식과 진법훈련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군사훈련의 방법과 형식의 변화를 군사학의 관

점에서 전략·전술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훈련 제도 변화의 배경으로 국제관계의 변동 혹은 

대외정벌의 경험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국제관

계 변동이라는 거시적인 변화는 군사훈련 제도의 변화의 遠因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군사훈련의 구체적인 절차가 어떠한 

내적 논리에서 형성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군사훈련의례 정립과정

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이론적 배경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三峯集』 「陣法」, 『진도법』, 『계축진설』, 『(오위)진

법』 등의 병서 및 『世宗實錄』 五禮, 『國朝五禮儀』(1474) 등 

국가전례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그러한 변화의 이론적·사상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조선에서 군

사훈련 정립을 위해 참고하였던 중국의 관련 병서와 전례서를 아울

러 검토하여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의 정립과 병학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조선 초기 군사훈련은 시행 초기부터 의례로서 정립이 함께 진행

되었던 만큼 군사훈련의 의례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의 군사훈련 정립과정은 군사훈련을 유

교적 국가의례로 자리하게 함으로써 군사훈련을 국가 공적인 업무

로 이해시키는 일이었으며, 사적으로 유통되던 군사 관련 지식을 병

학이란 이름으로 국가의 공적 영역에 수용하는 일이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연구 방법에 기초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조선 초 태조대 군사훈련을 『주례』에 의거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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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훈련의례로서 정립하고자했던 배경으로서 중국사에서 군사훈련의

례와 고려 말 군사훈련 시행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주례』의 四

時講武는 군사훈련의례의 이상으로 여겨졌고, 중국 역사상 군사훈련

의례는 모두 『주례』의 제도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각 시기

의 군사 환경, 병학 등의 영향을 받아 『주례』의 형식을 그대로 적

용할 수는 없었고, 각자 다른 형식의 훈련을 구상하되 이념적으로만 

『주례』의 이상을 따랐던 것이었다. 고려 말에는 주로 元 제국의 

전통에 따른 사냥 형식의 군사훈련을 시행하였고, 출정의식과 같은 

군사의례 도교 의례와 함께 시행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정도전은 

고려 말까지의 군사훈련 제도를 古制에 입각하여 군사훈련이자 의

례로서 정립하고자 하였지만, 기존 무장 세력의 반발로 새로운 군사

훈련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정도전이 구상한 진법 훈련

을 적용하는 것을 정도전에 의한 軍權의 장악으로 인식하였던 것임

을 살피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태종대 사냥훈련인 講武의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

과 이로 인한 당대인들의 군사훈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태종은 무장들이 반발하였던 진법 훈련을 대신하여 사냥 훈련

을 국왕 주도로 시행하고자 하였다. 태종 초까지 국왕의 사냥은 遊

獵이라 비판받았는데, 태종은 국왕의 사냥을 ‘講武’라 칭하고 古

制에 따른 군사훈련의례로 인식하였다. 태종 초까지는 강무라 명칭

만 변화하였을 뿐 의례로서 제도를 갖추지 않았다면, 태종대 후반에 

이르면 강무의 의례 절차를 정비하면서 점차 명실상부한 군사훈련

의례로 정립되는 과정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강무의 의례화를 통

해서 국왕 주도의 군사훈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찰하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군사훈련의 내용과 시행을 국가가 독점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또 이후 진법 훈련의 시행은 군사훈련을 국가가 독

점한 결과로서 이해하고, 진법 훈련의 시행을 위해 편찬된 『陣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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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 가지는 兵學史적 의의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古制에 입각한 군사훈련의례의 이념형을 형성하면

서 진법 중심의 병학 연구가 진전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세종

대 강무와 관련된 각종 제도 정비 과정을 검토하고, 이는 古制에 의

거하여 禮制에 부합하게 하고, 군사훈련의례로서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강무 때 종묘에 천금하는 의례의 정비와 

강무 장소 및 일정을 정형화하였던 것이 대표적이다. 세종대에는 진

법훈련의례인 大閱을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하였다. 대열의의 정립

과정에서 편찬된 『陣圖法』과 『癸丑陣說』 두 병서는 『주례』의 

이상적인 군사훈련 형식과 唐代이후의 병학을 수용한 이론적 탐구

의 결과임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의 병학 이해 수준이 높

아지면서, 국가 주도 병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을 확인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15세기 후반 병학 교육을 통한 무장 양성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국가에서 병서를 편찬·간행하면서 병학의 발전을 주

도하였던 양상과 높아진 병학 이해 수준을 바탕으로 군사훈련의 형

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세종 후반부터 세조대까지 진

법서 이외의 戰爭史, 火器, 軍事行政, 고전 병서의 주해서 등 다양한 

종류의 병서가 국가 주도로 편찬되었다. 당시 편찬된 병서의 내용 

및 활용 양상을 검토하여, 이러한 병서들이 무장의 교육 및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병학의 발전을 

통해 用兵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진법 훈련의 형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종대 이후 세조대까지 군사훈련

의례로서 형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군사훈련의 시행은 제도의 붕

괴가 아닌 兵學에 의거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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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군사훈련의례의 역사성

대규모 군사들이 일정한 동작으로 계획된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의례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국왕이 주관하는 

군사훈련은 국가의례로서 위상을 더하게 된다. 전근대 동아시아 사

회에서는 국가의례를 五禮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고, 국왕이 주관한 

사냥과 진법훈련과 같은 군사훈련을 군례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한

국사에서도 삼국시대부터 국왕이 주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시행이 

확인되지만 군사훈련의례를 五禮의 하나로서 구분하여 국가의례로

서 제도화한 것은 조선 건국 이후의 일이었다.

군사훈련을 의례로서 정립하는 일은 국가의 군사훈련의 절차와 

방식을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군사훈련의 내용을 결정하는 

여러 병학 이론 중 하나의 정론을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

로 군사훈련의례의 정립은 군사훈련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군사훈련의례의 역사적 전개를 

검토하여, 군사훈련의례의 정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군사훈련의 변화

와 병학의 전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조선 건국 이전 군사훈련과 

군사의례의 시행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 정

립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古制: 『周禮』 四時講武와 『大唐開元禮』 군사

훈련의례  

『周禮』의 제도가 동아시아 사회 여러 제도의 이상으로 여겨지

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상 여러 국가의 군례와 군사훈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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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의 제도를 본받고자 하였다. 『주례』의 군례는 ‘나라를 

하나로 하는 것(同邦國)’을 의미하였으며, 이를 다시 大師之禮, 大

均之禮, 大田之禮, 大役之禮, 大封之禮로 구분하였다.1) 大師는 군대

를 동원하여 정벌하는 일, 大田은 사냥하며 훈련하고 군사[車徒]의 

수를 검열하는 일로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軍事와 관련된 의례

와 제도이다. 그 외 大均, 大役, 大封은 조세, 군역, 부역 등에 관련

된 일이었지만, 국가의 인력을 동원하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군례로 

여겨졌다. 

『주례』 春官에는 군례의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

진 않다. 군사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례』 夏官 司馬에 자세하

다.2) 그 훈련 방식을 살펴보면, 봄에는 교장에서 ‘振旅’를 시행하

여 金鼓 등의 음성 신호를 숙달시키고 나서, 들판에 불을 놓아 구역

을 설정하고[火弊] ‘봄 사냥[蒐]’을 하였다. 여름에는 ‘茇舍’를 

시행하여 野營을 하면서 아군끼리 서로를 분별하는 훈련을 하였으

며, 사냥 훈련으로는 車兵만을 사용하여 몰이[車弊]하는 ‘여름 사

냥[苗]’ 훈련을 하였다. 봄 사냥에 불을 놓은 후 따로 몰이는 하지 

않았고 여름에는 車兵만을 사용하여 몰이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포

위하지 않았는데, 봄과 여름은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는 시기이기 때

문에 많은 수의 짐승을 사냥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가을에는 깃발류

의 시각 신호를 숙달하는 훈련인 ‘治兵’을 행하고, 그물을 사용한

[羅弊] ‘가을 사냥[獮]’을 하였다. 겨울철에는 교장에서는 ‘大

閱’을 하고, 겨울사냥인 ‘狩’를 하는데, 겨울 사냥은 보병[徒]들

을 총 동원하여 몰이한다[徒乃弊]. 가을과 겨울은 만물이 장성한 시

기이므로, 가을에는 그물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사냥했던 것이다.

『주례』의 훈련 방식은 춘추시대 초기까지 귀족으로 구성된 전

1) 『周禮』 卷5, 「春官宗伯」 第三.
2) 『周禮』 卷7, 「夏官司馬」 第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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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車]를 탄 士를 중심으로 전투하였던 당시 전쟁 수행 방식과 관

련이 있다.3) 전국시대를 거치며 전쟁이 잦아짐에 따라 일반민들을 

보병[徒]으로 동원하기 시작하였지만, 보병은 대체로 車兵을 보조하

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周의 군사훈련은 車兵의 훈련이 중

심이 되었고, 보병들에게 신호체계에 따라 앉고 서며 나가고 돌아오

는[坐作進退] 기본적인 움직임만을 익히게 하고, 사냥을 통해서 車

兵과 함께 실제 전시와 같이 군대를 운용하는 훈련 방식을 채택하

였던 것이다. 또한 제사는 이러한 다른 계층의 군사들의 공동체 의

식을 고양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정리하면 주대의 군사훈련은 ①교장에서의 훈련, ②사냥 훈련, ③

제사의 세 가지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군사훈련이자 의례였다. 

훈련 중 행해지는 사냥 행위 역시 의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

으며, 제사는 훈련의 마지막 단계로서 국왕의 善政을 하늘에 보고하

는 의례였다. 이로써 각 계절의 사냥훈련을 단순한 사냥이 아닌 의

례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였다. 교장에서의 진법훈련은 ‘金鼓旌

旗’의 신호를 눈과 귀에 숙달하고 ‘坐作進退’의 훈련을 하는 것

이며, 사냥 훈련은 ‘때 아닌 사냥(非時畋獵)은 하지 않는 것’이었

다. 이러한 『주례』의 四時講武는 군사훈련이자 제사[儀禮], 사냥, 

정치, 경제, 오락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4)

춘추전국시대를 지나며 周代 전통적인 봉건적 가치체계는 붕괴하

였고, 기존의 의례제도도 변화하였다. 군례 역시 마찬가지였고 秦漢

代에 이르면 과거의 의례체계는 소실되고, 개별적인 의례만이 잔존

하였다.5) 춘추전국시대 이후 붕괴된 의례체계가 다시 정립되기 시

3) 춘추전국시대의 전쟁관과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기세찬, 2017 「춘추시대
의 전쟁수행방식과 전쟁관」『사총』91, 158-174쪽 ; 기세찬, 2017 「전국시
대의 전쟁양상과 그 군사사상」『국방연구』60-3, 43-46쪽 참조.

4) 孫方圓, 2014 「北宋廢止皇帝“田獵”之禮考述」『中國史硏究』 2014年第1期, 
69쪽.

5) 先秦시기 군례의 전개와 소멸에 대해서는 杨志刚, 2000 『中国礼仪制度硏究』 
上海: 华东师范大学出版社, 423-4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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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것은 魏晉시기였다.6) 魏蜀吳의 삼국, 그 이후 남북조시기까지 

분열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당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정통성을 과시

하는 일이 중요했다. 때문에 대대적인 국가의례를 시행함으로써 공

적인 권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7) 군사훈련 역시 고대의 이상에 따라 제도화하고자 하

였다. 魏晉시기 이래 국가의례를 제도화하면서 실제 훈련의 내용은 

『주례』와 차이가 있더라도, 이념적으로 『주례』를 추구하여 용어

와 절차 등을 『주례』에서 차용하였다.8)

유교적 국가의례를 새롭게 五禮로 분류하고 체계화한 것은 唐代

의 일이었다.9) 이때 군례에 속한 의례의 종류도 재정리되었다. 당 

6) 秦漢代에 통일 국가의 등장으로 국가의례가 시행되면서 과거의 의례를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하였지만 의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진 않았다. 의례제
도를 五禮로 구분하고 다시 체계화하기 시작한 것은 魏晉시기부터였다. 위진남
북조시기 오례제도의 발전양상에 대해서는 梁滿仓, 2009 『魏晉南北朝五禮制度
考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30-146쪽 참조.

7) 杨志刚, 앞의 책, 424-426쪽.
8) 曹操의 魏代에는 가을철에 시행되는 군사훈련을 『주례』 제도에 따라 ‘治

兵’이라 하였고, 내용은 漢의 제도를 따라 진법훈련을 위주로 하였다. 이는 이
념적으로 『주례』의 군사훈련 이상을 추구하는 한편, 실제 훈련은 진법훈련 위
주로 하여 군사적인 실효성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남북
조시기에도 이어졌다. 『宋書』(488) 禮志에 군사훈련의례인 ‘大蒐’의 제도
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때 ‘大蒐’는 『주례』의 봄 사냥인 春蒐를 따라 봄철
에 시행되었다. 이후 남조의 국가들 역시 기본적으로 송의 제도를 계승하였다. 
북조의 경우 北魏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大蒐를 시행하였다. 북위의 大蒐의 경우 
남조 국가들과는 달리 매년 7월에 행해졌다. 이는 북위의 대수가 『주례』와는 
다른 전통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북위의 뒤를 이은 北齊와 北周의 
경우 점차 『주례』의 제도를 차용하였던 것 같다. 『隋書』(636) 禮志에 北齊
와 北周의 사냥의례 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례』의 제도를 따라 계절마다 
시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魏晉南北朝시기 군사훈련의 방식과 특징에 대해서는 
梁滿仓, 앞의 책, 415-446쪽 참조.

9) 五禮 체계로 禮典을 편찬한 것은 『晉書』에서 처음 나타난다. 西晉시기에 이르
면 군사훈련을 의례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지만 국가의례를 오례체계로 분류하
고 정리하면서 군사훈련을 군례로 여기기 시작한 것은 唐代 이후의 일이었다. 
남북조시기에 편찬된 史書인 『宋書』, 『南齊書』(537), 『魏書』(554)의 경
우 의례를 오례로 분류하지 않은 반면, 방현령이 저술한 『晉書』, 위징과 장손
무기 등이 지은 『隋書』의 경우 국가의례를 오례로 분류하였고, 그 중 군례 항
목에서는 과거 군례 시행 사례들을 따로 하위분류 없이 서술하였다. 남북조시기 
편찬된 사서의 군례 서술 방식에 대해서는 丸橋充拓, 2011, 「魏晉南北朝隋唐
時代における「軍禮」確立過程の槪觀」 『社会文化論集』 第7号, 56-58쪽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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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大唐開元禮』(732)(이하 『개원

례』)에는 총 23종의 군례가 수록되었다.10) 이 군례들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戰時 의례와 平時 의례로 나눌 수 있다.11) 전시 의례는 

출정하기 전 종묘 등에 지내는 제사, 행군하며 지나는 산천의 산천

신에 대한 제사, 장수가 출정할 경우 장수에게 군대의 통수권을 이

양하는 의식, 전쟁의 승리와 참전자의 전공을 공표하는 露布의례 등

이 포함된다. 평시 의례는 군사훈련의례와 그 외의 의례로 나눌 수 

있다. 연말에 행하는 驅儺, 그리고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자연현상

이 있을 때 행하는 의례 등이 군사훈련 이외의 평시 군례이다.12)

『개원례』의 군사훈련의례는 『주례』의 제도와 비교하여 몇 가

지 주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주례』의 사시강무가 교장에서

의 훈련, 사냥, 제사를 하나의 의례로 인식하고 시행하였다면, 『개

원례』의 군사훈련의례는 훈련장에서 부대를 左·右廂으로 나누어 

陣法의 훈련을 하고 모의전투를 행하는 훈련인 ‘皇帝講武’와 사

조.
10) 당 국가의례는 『貞觀禮』(637), 『顯慶禮』(658)를 거치 현종대 『大唐開元

禮』의 편찬으로 마무리되었다. 당대 典禮書 정비과정과 『대당개원례』의 특징
에 대해서는 김정식, 2015 「唐 玄宗朝 國家儀禮書의 편찬과 그 특징」 『東方
學』 第33輯 참조.

11) 군례의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杨志刚은 親征, 命將, 露布, 受降, 
강무, 전렵, 大射, 伐鼓救日과 大儺로 구분하였다(杨志刚, 앞의 책, 426쪽). 丸
橋充拓은 군례를 크게 출정시 의례, 평시 의례로 나누고, 출정시 의례는 출정전, 
출정시, 출정중, 종료후로 구분하였고, 평시의례는 수렵의례, 연병의식, 射禮, 말
[馬] 관련 제사, 일식 및 대나 관련 의례로 구분하였다(丸橋充拓, 2005, 「唐宋
變革期の軍禮と秩序」 『東洋史硏究』 64-3, 493-494쪽).

12) 儺禮儀와 日蝕관련 의례는 각각 『주례』 春官과 地官에 수록되었으나, 唐代 
오례가 새로 정립되면서 군례로 분류되었다. 『晉書』에 軍禮를 ‘軍으로써 밖
을 화합하고 안을 안녕케하는 것(軍所以和外寧內)’이라 하였던 것으로 보아, 
救日食儀와 儺禮儀는 자연현상을 군의 힘을 빌어서 적극적으로 평상의 질서로 
회복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의례로서 군례의 하나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임민혁, 2010,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국조오례의』를 중심으
로-」 『역사와 실학』 43, 67쪽). 혹은 구일식의는 五兵과 諸衛 군사가 참여
하여 일식과 역병과 싸워 극복한다고 인식하였으며, 漢代이후 천인감응설에 의
거 하여 해를 황제에 달을 황후에 대응시키는 의식 진전되면서 황제의 권위를 
구원하는 의미에서 군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王博, 2014 『唐宋軍禮
の比較構造論的硏究』 早稲田大學 博士學位論文,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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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훈련인 ‘皇帝田狩’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훈련이자 의례

로 인식하였다.13) 남북조시기까지는 훈련 전에 행해졌던 ‘종묘의

례’와 사냥훈련인 ‘전렵’, 그리고 훈련으로 잡은 짐승을 바치는 

또 다른 ‘종묘의례’와 같이 별개의 3가지 의례를 차례로 행한다

고 여겼다면, 『개원례』 단계에는‘황제전수’ 혹은 ‘황제강무’

라는 하나의 군사의례에 종묘에 고묘하는 일과 사냥 후 薦禽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하나의 儀註로 정리되었다.

다음으로 군사훈련의례 시행 시기를 仲冬으로 정한 것이다. 당대 

이전의 군사훈련은 각 왕조에 따라 가을 혹은 봄철에 실시하였다. 

唐代에는 오행론의 이념에 따라 兵은 金性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은 

겨울철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禮記』 月令의 예론에 

의거해 의례의 시기를 정한 것이다.14) 

『개원례』 군례는 황제의 권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 그 주

된 목적이었다.15) 이때 군례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이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은 ‘무엇에 제사하는가?’이다. 즉, 황제의 권위를 형

성하는 데에 있어 제사를 통해 하늘[天]과 황제를 매개하는 것을 

중시하였던 것이다.16) 이러한 특징은 군사훈련의 세부 절차에도 영

향을 끼쳤다. 『개원례』 군사훈련의례의 훈련절차를 살펴보면, 형

식적이고 이념적인 절차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황제강무’는 周 사시강무의 겨울 훈련인 大閱을 계승하

여, 훈련장에 기준점[標]을 설정하고 전진, 후퇴, 동작, 정지하는 이

른바 進退坐作의 훈련을 하였다.17) 이때 『주례』와의 차이는 군을 

13) 『新唐書』에서는 각각 ‘仲冬講武’, ‘仲冬皇帝田獵’이라 하였다.  
14) 당 예제에 있어서 『예기』 월령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상범, 2005 「시령과 

당대 예제」 『당대 국가권력과 민간신앙』 신서원, 269-311쪽 참조. 
15) 丸橋充拓, 2005, 앞의 논문, 499-501쪽 ; 王博, 앞의 논문, 65-66쪽.
16) 이와 관련하여 『개원례』 군례는 神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를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吉禮的인 성격을 가졌다고 한 지적이 주목된다(王博, 앞의 논문, 18-23
쪽).

17) 『주례』 대열 훈련의 절차에 대해서는 허대영, 2020, 「정도전의 「陣法」에 
보이는 병학사상에 대한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92, 27-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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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右廂軍으로 나누어 서로 대결하는 형식으로 바꾸고, 양군이 진

퇴하는 사이에 오행진의 변진훈련을 더한 것이다. 『개원례』 ‘황

제강무’ 중 군사훈련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大唐開元禮』 皇帝講武18)

Ÿ 誓 : 양군의 대장이 강무 중 군법 엄수를 誓하고, 이를 군사들에

게 전달.

Ÿ 進陣 : 신호에 따라 坐作하며 2번째 表까지 전진 후 정립

Ÿ 五行變陣 : 양군 오행상승지법에 따라 번갈아 진형을 바꿈(밑줄 

및 강조: 필자)

Ÿ 挑戰 : 변진할 때 마다 양군에서 선발된 군사 50명이 나와 挑戰 

Ÿ 擬戰 : 양군은 直陣으로 대기하다가 신호에 따라 中表로 모두 달려가 擬擊

Ÿ 退陣 : 신호에 따라 첫 번째 표까지 坐作하며 물러남

Ÿ 騎兵 훈련 : 侍中이 騎軍의 훈련을 보기를 청하면 보군과 마찬가

지로 훈련 진행

‘황제강무’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오행상승지법에 따른 좌·

우상군의 오행진 변진훈련이라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북을 치고 각 

오행진을 상징하는 색 오방기를 들어 신호하면, 이에 따라 진형을 

변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東軍에서 靑旗를 들면, 木性인 直陣으

로 변진하면, 서군은 白旗를 들어 方陣으로 변진하게 하는데, 金이 

木을 이기기 때문이다. 

진법훈련 위주의 군사훈련의례가 독립적인 의례로 체계화된 것은 

漢代이래 진법 위주의 병학 발전과 관계가 있다. 漢代이후 전쟁 양

상은 흉노로 대표되는 북방의 유목민족과의 대결이 주를 이뤘다. 중

국의 보병으로 유목민족의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陣法을 형성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漢代에 고대 진법을 정리한 병서인 『握奇

經』에 대한 해설이 등장하고 제갈량의 八陣 재정립되는 등 진법과 

18) 『通典』 卷132, 禮92 「開元禮纂類」 27 軍1 ‘皇帝講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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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병학이 진전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진법 중심의 병

학 발전은 이후로도 이어져, 唐代 명장이자 병학가인 李靖은 漢代이

래 진법에 대한 논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진법 운용의 원리인 奇正

에 대해 주요한 의견을 남겼다.19) 

‘황제강무’의 오행변진 훈련은 실제 군사적 효용보다는 군사훈

련 의례로서 절차와 형식을 오행 관념과 일치시키는 것에 방점을 

맞춘 것이다. 李靖은 오행진의 본질은 지형에 따라 진의 형태를 이

루는 것인데, 術數에 相生·相剋하는 뜻을 따라 오행진이라 명명한 

것이라 말하였다.20)‘황제강무’에서 군사들이 오행의 운행에 맞게 

움직이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황제의 권위가 제대로 작동함

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주의 古制를 계승하되, 오행론에 합치하

는 오행변진 훈련을 더하여 새로운 이상적인 훈련 방식을 만든 것

이다.

다음으로 사냥의례인 ‘皇帝田狩’를 살펴보자. 당의 사냥의례는 

隋의 사냥의례의 제도를 수용하여 정리한 것이다.21) 隋의 사냥의례

는 기본적으로 북조의 제도를 따랐으며 남조의 제도와 『주례』 등

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의례 절차 중 ‘三驅’를 사냥할 때 

짐승을 3차례 몰이하는 ‘三度驅禽’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22) 

『개원례』 ‘황제전수’는 隋 사냥의례의 ‘三驅’를 계승하면서, 

‘三驅’의 다른 해설 중 하나인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3등급으

로 나누어 각각 乾豆로 만들거나 빈객을 대접하거나 庖廚를 채운

다.’는 의미도 추가하였다. 『개원례』 황제전수의 의례절차를 간

19) 백기인, 1996 『中國軍事思想史』 국방군사연구소, 139-140쪽 참조.
20) 『李衛公問對』中卷.
21) 『隋書』 卷8, 志3.
22) 당시 三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였는데, 사냥을 1년에 3회 실

시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해석,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乾豆로 만들거나 빈객을 대접하거나 庖廚를 채운다는 해석, 사냥을 할 때 짐승
을 3차례 몰이한다는 해석, 사냥을 할 때에 3면을 둘러싸고 1면은 틔워준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三驅의 해석에 대해서는 李建国, 1984 「三驅三田辨」 『辭
書硏究』 2 참조(王博, 앞의 논문, 75쪽 註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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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大唐開元禮』 皇帝田狩23)

Ÿ 사전 준비: 사냥 10일전 사냥령[田令]을 내려 사냥의례를 시행

할 장소를 확정. 

Ÿ 집결: 2일전 집결지에 깃발을 세우고, 의례 전날 未明에 제장과 

군사들은 깃발 아래 집결.

Ÿ 사냥의례: 황제가 입장하고 몰이 기병이 한 차례 몰이하면 有司

가 궁시를 정돈하여 나오고, 두 번째 몰이하면 궁시를 올리고, 

세 번째 몰이하면 황제가 사냥.(밑줄 및 강조: 필자(이하 동일) 

이후 위계에 따라 公王 등 사냥. 사냥을 마치고 몰이 기병을 정

지시킨 후 백성들의 사냥 허가. 

Ÿ 사냥 후 의례 : 사냥을 정지한 뒤 깃발을 세우면, 잡은 짐승을 

깃발 아래에 바치되 왼쪽 귀를 올림. 큰 짐승은 공용으로 작은 

짐승은 자기 소유로 한 뒤, 上等은 종묘에, 中等은 빈객에게, 下

等은 庖廚에 충당. 

隋代 사냥의례의 특징이었던 사냥 중 세 번 몰이하는 ‘三驅’와 

사냥 후 사냥감을 3등급으로 나누는 ‘三驅’의 제도가 모두 적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三驅’ 이외에도 사냥 행위 역시 구체적인 규정이 정해져있었

다. 무리로 다니는 짐승을 모두 죽이면 안 된다는 것, 이미 화살에 

맞은 짐승을 향해 활을 쏘면 안 된다는 것, 짐승의 얼굴을 쏘면 안 

된다는 것, 짐승의 털을 깎으면 안 된다는 것, 규정된 범위[標]를 

벗어난 짐승은 쫓지 않는다는 것 등의 사냥 규정은 ‘황제전수’를 

보다 의례적인 사냥으로 만들어주었을 것이다.24)

또 사냥 후 의례에서 사냥을 통해 얻은 성과 중 가장 질이 좋은 

것을 종묘에 공헌하였는데, 이는 통치자의 善政으로 만물이 성하게 

23) 『通典』 卷133, 禮93 「開元禮纂類」 27 軍1 ‘皇帝田狩’.
24) 『通典』 卷133, 禮93 「開元禮纂類」 27 軍1 ‘皇帝田狩’ “射群獸相從不

盡殺 已被射者不射 又不射其面 不翦其毛 其出表者不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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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음을 하늘에 보고하는 전통적인 사냥의례의 가치를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원례』 군사훈련의례는 唐代까지 진법 중심의 병학 발전 결

과를 수용하면서, 의례적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로 구성되었

으며, 진법훈련과 사냥훈련을 구분하였다. 이는 훈련, 사냥, 제사를 

하나의 군사훈련의례로 인식하였던『주례』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

럼에도 『개원례』의 군사훈련의례는 古制를 계승한 이상적인 의례

로 인식되었고, 후대의 의례제도 정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2. 송대 병학의 정립과 군사훈련의례 변화

송대 禮制는 기본적으로 당의 『개원례』를 계승하였다.25) 송 

건국 초 『開寶通禮』(973) 편찬이후로 『太常因革禮』(1065)(이

하 『인혁례』)와 『政和五禮新儀』(1113)(이하 『오례신의』)를 

편찬하였다. 『인혁례』와 『오례신의』에 나타난 의례 변화는 송대 

예제가 당의 의례제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

하였음을 보여준다.26) 군례에 나타난 큰 변화는 의례 절차 중 제사

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황제 혹은 장수 등 의례를 주관하는 주체의 

행위가 중시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27) 이러한 경향은 군사훈련의례

25) 송 건국 이전의 이른바 五代시기에는 국가의례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않
았다고 인식되어왔다. 이는 五代의 禮制가 문란하였다는 송 사대부의 평가를 그
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五代의 여러 국가들도 당의 예제에 
입각하여 의례를 시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즉, 송대의 예제는 당의 의례 제도
를 계승한 五代의 제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五代 예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耿元驪, 2003 「五代礼制考」 東北師範大學碩士論文 참조.   

26) 『인혁례』의 군례들은 『개원례』의 군례를 축약하는 정도였지만 『오례신
의』의 단계에서는 의례절차의 내용이 변화하고 재편성되어 당의 제도에서 완
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풍격을 보인다고 평가된다(王博, 앞의 논문, 27쪽).

27) 宋代 군례는 『개원례』와 비교하여 그 성격이 對神의례로부터 對人의례로 변
화하였다고 평하기도 한다.(王博, 앞의 논문 31-35쪽) 한편 당·송 군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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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정형화되고 이념적인 훈련방식에서 실전적인 군사훈련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나타났다. 

송대 군사훈련의례의 시행 추이와 함께 구체적인 훈련 방식 변화

와 그 특징을 살펴보자. 북송시기 군사훈련의례 시행은 그 특징에 

따라 건국 초기 군사활동이 활발하였던 태조~진종 재위기, 그리고 

사냥의례인 전렵의 시행은 줄어들고 강무 위주의 군사훈련의례가 

시행되었던 인종~신종 재위기, 마지막으로 군사훈련의례가 거의 시

행되지 않았던 철종~흠종 재위기로 나눌 수 있다. 북송시기 군사훈

련의례의 시행 횟수를 전렵과 강무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28) 

해서 任爽은 唐代의 군례는 새로 증가한 내용이 많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고대 군사 활동의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크게 
옅어졌으며 군례에서 행사는 제사들도 虛文이었고, 강무, 大射 등도 형식뿐이었
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송의 군례는 명목과 규정이 간결해졌으며, 전쟁 승리 이
후 축하연 등의 의례가 중시되면서 몇몇 군례들은 군사적 성격이 없어졌다고 
보았다(王美華, 2004 『唐宋禮制硏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135쪽).

28) 久保田和男은 송 태조~인종 재위기 동안 시행된 사냥의례를 총 43회로 파악
하였다(久保田和男, 2007 「宋代の「田獵」おめぐって-文治政府確立の一側
面」 『福井重雅先生古稀退職記念論集 古代東アジアの社會と文化』 汲古書院, 
490-491쪽).

황제 전렵 강무 비고

1
기

太祖(960-976) 28 31 『개보통례』(973)
太宗(976-997) 15 17
眞宗(997-1022) 6 20

2
기

仁宗(1022-1063) 2 23
英宗(1063-1067) 0 1 『태상인혁례』(1065)
神宗(1067-1085) 0 14

3
기

哲宗(1085-1100) 0 3
徽宗(1100-1125) 0 0 『정화오례신의』(1113)
欽宗(1125-1127) 0 1

*丸橋充拓, 2005, 「唐宋變革期の軍禮と秩序」 『東洋史硏究』 64-3, 표3을 
참조하여 재작성.
*황제 묘호 옆 괄호는 재위연도. 

<표 1-1> 北宋 군사훈련의례 시행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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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기에는 송 건국 초기로 통일전쟁을 비롯한 활발한 군

사 활동이 진행되었고, 당시 군사훈련은 일정한 체계 없이 실시하였

다. 통일 이후에도 송 태종과 진종은 주변국인 遼, 西夏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에 강무, 전렵과 같은 군사훈련의례

를 자주 시행하였지만, 禮制에 입각하여 군사훈련의례의 구체적인 

절차와 형식을 마련하진 않았던 것 같다. 

두 번째 시기에는 사냥의례는 폐지되고 진법훈련인 강무를 중심

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하였다. 1047년(仁宗 慶曆 7) 인종은 ‘사냥

의 혁파(罷田獵)’를 선언하였고, 이후 북송 말까지 사냥의례는 다

시 시행되지 않았다. 반면에 진종대 이래 강무의 구체적 절차를 수

립한 이후 강무는 신종대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1065년(英宗 

治平 2) 편찬된 『인혁례』의 군례에서 사냥의례는 보이지 않고 강

무례만 보이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시기인 철종 즉위 이후에는 강무의 시행 횟수도 급감하였

다. 철종 재위기 신법파와 구법파의 대립, 그리고 휘종대에는 농민

반란과 대외적 위협의 증가 등의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만큼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의례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

웠을 것이다.29) 그런데 이 시기 편찬된 『오례신의』에는 군사훈련

의례 중 강무는 탈락하고 사냥의례만 수록되었다. 하지만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오례신의』가 편찬된 이후로도 사냥의례는 다

시 시행되지 않았다. 『오례신의』 단계에서 사냥의례를 재정립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먼저 송대 사냥의례를 폐지하였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자. 기존 

연구에서는 당시 송과 遼, 西夏의 대외관계 변화에 주목하였다.30) 

29) 북송 후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申採湜, 2010 『宋代 皇帝權 硏究』 한국
학술정보, 422-438쪽 참조.

30) 북송 초 사냥의례의 시행 추이와 대외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孫方圓, 앞의 논문, 72-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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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송 인종대에는 서하와 화의, 이른바 慶曆和約을 맺은 이후 대

외관계가 안정되었다. 대외정책도 경제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제어하

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황제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냥의례와 같

이 주변국을 자극할만한 활동은 불필요해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설명은 같은 시기 강무 형식의 훈련은 지속되었던 점

을 잘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인종대 사냥의례 폐지의 원인으로 정치·문화적 

배경을 제기한 연구가 주목된다.31) 송 인종 재위기는 이른바 宋學

의 형성기로 인종 嘉祐연간(1056-1063)부터 신종 초까지 송학의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송학의 발전으로 疑古학풍이 진작되면서, 古

制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주례』에 입각한 훈련 제도를 구현하는 

일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歐陽修는 

『주례』의 사시강무 제도를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고 여겼다.32) 또 1047년 인종이 사냥을 준비하게 하자 御

使 何郯은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사냥의 禮로서 지위와 가

치는 인정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폐지되어 무사들이 익히지 않고 예

관들은 그 의례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33) 

사냥의례에 대한 당시 인식은 古制로서 가치가 있지만 현실적인 

실효에 의문을 갖고 있었으며, 오히려 민폐를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사냥을 지속하는 것은 황제 개인의 遊戲로 여겨졌

고, 결국 사냥의례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즉, 인종대 사냥의례가 정

지되었던 것은 대외관계 등의 배경도 있었지만 사냥의례에 대한 인

식의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1) 孫方圓, 앞의 논문, 75-79쪽.
32) 孫方圓, 위의 논문, 76쪽.
33) 孫方圓, 위의 논문,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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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무는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냥의례와는 

달리 강무는 군사훈련으로서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송 초 강무의 훈련방식은 『개원례』 ‘황제

강무’의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훈련 방식과 비교하여 실전적인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아래는 『宋史』에 기록된 진종대 강무의 훈련

절차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眞宗代 閱武 절차34)

Ÿ 군대를 두 진영으로 나누되 도지휘사가 오방기로 진퇴를 節制, 

양 진영 1명은 기를 들어 신호에 응답.

Ÿ 황기를 들면, 모든 군사들은 拜禮.

Ÿ 적기를 들면 기병 나아감.

Ÿ 청기를 들면 보병 나아감.

Ÿ 매번 旗가 움직이면 북을 빠르게 치고 군사들은 소리를 지르되 

모두 세 번 挑戰후 물러남.

Ÿ 백기를 들면 모든 군사들은 再拜禮하고 만세를 외침, 有司가 

“진은 견고하며 가지런하고 군사는 용맹하고 위엄이 있습니

다.”라고 아룀. 

Ÿ 흑기를 들면 군을 거두어 정돈하고 개선하며 물러남.

唐代 『개원례』의 강무의 주요 훈련 절차였던 오행변진은 오행

상승에 따라 진형을 변화시키는 형식적인 훈련이었다. 송대 열무의 

경우 열무의 진행에 五方旗를 사용하지만, 각각의 훈련의 절차를 구

분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오행의 이념에 따라 진형을 변경하는 당

의 제도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주례』 훈련의 전형인 

‘좌작진퇴’의 형식도 보이지 않는다. 정형화된 형식과 의주가 있

었던 唐代 강무와 비교하여 군사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

여 의주로 만들지 않았던 것이며, 이는 상징적인 훈련 방식이 아닌 

실전적인 훈련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하나의 방식으로 정형화하

34) 『宋史』 卷121, 禮志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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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사냥형식의 군사훈련의례보다 강무가 실용적이었던 것은 송의 

군사체제가 보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35) 兩

宋 시기 내내 보병 중심 군사체제를 유지하였던 송의 군대는 요, 서

하, 금 등의 주변국과 비교하여 기병이 열세였다. 이에 화약무기를 

개발하고 화포를 다루는 군사를 독립적인 병종으로 구성하는 등 보

병의 전술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상황

에서 사냥의례보다는 진법 훈련 위주의 강무를 중시하였던 것이다. 

송 초 강무 훈련방식에 보이는 변화는 당시 병학 발달과도 관련

되어 있다. 송 건국 초기부터 관 주도로 병학 연구를 선도하여 문신

들이 그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병서로 편찬하였다.36) 그 결과 송대의 

편찬된 병서는 이전과 비교하여 그 수와 종류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무기나 城制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군사 기술에 

대한 서술도 증가하였다. 또 전반적으로 병서의 내용이 통속적으로 

변화하였고, 전대의 병서에 대한 주석서가 편찬되면서 병학의 교육

을 목적으로 한 병서도 증가하였다.37) 

병학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송대 주요한 변화는 武學과 武科 제

도를 정립하고 시행한 것이다.38) 무학과 무과의 정립은 병학 관련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39) 무학과 무과의 성

35) 송의 보병 중심 군사체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馮東礼·毛元佑, 
1996 『中國軍事通史(第十二卷 北宋遼夏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100-101
쪽 ; 韓志远, 1996  『中國軍事通史(第十三卷 南宋金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124-129쪽 ; 백기인, 1998 『中國軍事制度史』 國防軍史硏究所, 159-169쪽.

36) 송 초 병학 연구와 병서 편찬에 대해서는 邱逸, 2012 『兵書上的戰車-宋代的
《孫子兵法》硏究-』 香港: 中華書局, 61-102쪽 참조.

37) 송대 병학 발전양상과 그 특징에 대해서는 劉慶, 1994 「“文人论兵”与宋代
兵学的发展」 『社会科学家』 1994年第5期(总第49期), 59-60쪽 참조.

38) 송대 무학의 설치 및 무과의 운영에 대해서는 张希淸, 2017, 『中國科擧制度
通史·宋代卷』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635-644쪽 ; 方震華, 2004 「文武糾結
的困境─宋代的武舉與武學」 『臺大歷史學報』 第33期, 3-21쪽 참조.

39) 무과제도가 운영되기 이전 무신 선발의 주요한 방법은 蔭補였고, 그 다음은 
行伍에서 군공을 이룬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었다. 항오에서 선발된 인원 중 많
은 수는 將帥의 家系였으므로, 무신 관료의 집안은 대를 이어 무신으로 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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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은 병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국가의 공적인 것으로 바꾸었으

며,40) 무신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武力보다는 장수로서 韜

略, 즉 兵學을 중시하게 되었다.41) 이에 따라 과거에는 가문 혹은 

사제지간으로 口傳心授로 전래되었던 전쟁기술, 용병술 등이 교육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서 학문으로서 ‘兵學’이 정립될 

수 있었다.42)

신종 원풍연간(1078-1085)에는 『孫子』, 『吳子』 등 춘추시

대부터 당대까지 주요한 7가지 병서를 모아 武經七書란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무경칠서의 간행으로 이들 병서는 경전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으며, 무학의 교재로서 활용되었다. 즉, 송대에는 무학

을 중심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병학’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무신 

관료를 선발하였던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병학의 교육과 무신 선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병학

에서 다루는 내용도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변화되었

다. 1029년(天聖 7)에 송에서 처음 무과를 실시하였을 때 활쏘기 

뿐 아니라 책문도 시험하였는데, 당시 책문의 주된 내용은 陰陽書 

중 風角, 望雲, 遁甲 등의 술수에 대한 것이었다.43) 하지만 1064년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학과 관련된 기술과 지식은 가
문 혹은 개인에 의해 계승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 북송대 무신 관료 임용의 
방식과 그 비율은 안준광, 1998, 「北宋 武臣官僚의 任用과 陞進 遷補」 『복
현사림』 21, 7-11쪽 참조.

40) 군사 개인의 무예 훈련 및 교육도 공적인 체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송대 이전까지 무예의 전승이 秘法 혹은 口訣을 통해 전승되었으나, 송대에는 
군사들의 무예 교육을 전담하는 敎頭를 두었는데, 이들은 군사의 지휘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만 무예 교육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였다(張純本·崔樂
泉, 1993 『中國武術史』 北京: 文津出版, 149-150쪽 ; 225쪽).

41) 송 가우연간에 추밀원에서 송 인종대 시행되었다가 중단되었던 무과의 재설치
를 요청하면서 文武不可偏閉, 韜略을 익힌 장수의 필요성, 당시 임용된 무인 중 
무과출신이 인재로서 쓸 만하다는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张希淸, 앞의 책, 
640-643쪽).

42) ‘兵學’이라는 말이 북송시기 郭雍이 지은 『沖晦郭氏兵學』이란 서명으로 
처음 나타났다(趙國華, 2004 『中國兵學史』 福州 : 福建人民出版社, 2쪽). 이 
역시 송대 병학의 정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3) 송대 무과에서 책문의 내용 및 변천에 대해서는 张希淸, 앞의 책, 670-6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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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平 1)에 다시 중단되었던 무과를 다시 설치하면서 ‘智勇武干之

人을 얻기 위해 『六韜』, 『三略』, 『孫子』, 『吳子』, 『司馬

法』이나 經書나 史書에서 군사 관련된 일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

에 따라 병서에 대한 시험을 추가하고, 책문도 時務邊防策을 중심으

로 출제하였다. 

현전하는 송대 무과의 책문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병서에 대한 이론으로 특정 병서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 혹은 

여러 병서에서 같은 군사 원칙을 다르게 서술한 내용에 대해 논하

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병서의 내용을 역사상 전쟁이나 군사가의 

사적에 대응하여 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당대의 정치·군사적 형

세와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비교하여, 현재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

는 것이었다. 이처럼 송대 병학의 정립으로 병학은 이론적인 내용 

혹은 음양·술수류의 지식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군사 문제에 

대해 집중하였던 것이다. 군사훈련의례의 성격변화도 이러한 병학의 

정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면 송대 병학의 발달은 당시 송의 보병중심 군사체제와 맞

물려 진법훈련을 강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냥의례보다는 강무 

형식의 군사훈련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강무 훈련의 형식

적이고 이념적인 절차도 보다 실용적인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던 철

종대 이후 편찬된 『오례신의』에 사냥의례만 수록되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오례신의』 皇帝田獵儀의 절차를 살펴보자.  

『政和五禮新儀』 皇帝田獵儀44)

Ÿ 時日 : 사냥의례 시행일을 仲冬의 剛日로 택함

Ÿ 祭告 : 황제가 장차 사냥할 것을 종묘, 사직에 고하고, 命將出征

참조.
44) 『政和五禮新儀』 卷160, 皇帝田獵儀上 ; 卷161, 皇帝田獵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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儀의 예에 따라 黃帝의 신위에 지내는 禡祭를 시행.

Ÿ 陳設 : 사냥의례 장소를 확정하고 깃발을 세우고 군문을 만듦. 

의례 전날 미명에 제장과 군사들은 깃발 아래 집결.

Ÿ 車駕詣田獵所 : 황제가 사냥의례 장소로 이동.

Ÿ 田獵 : 황제가 몰이한 짐승을 쏘아 맞추면, 왕공이하가 말에서 

내려 再拜하여 축하. 황제가 사냥을 마치면 왕공이하가 차례로 

사냥. 만약 짐승을 맞추면 말에서 내려 황제에게 再拜. 사냥이 

끝나면 북을 치고 군사들은 소리를 지름. 종묘, 빈객, 포주를 위

한 짐승을 충당.

Ÿ 賜射餘獲 : 사냥의례를 마치고 유사는 남은 짐승을 모아두고, 왕

공이하에게 활을 쏘게 하여 이를 맞춘 자에게 수여. 

Ÿ 車駕還內 : 황제가 환궁한다. 

이상의 『오례신의』 사냥의례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 의례의 절

차는 『개원례』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오례신의』 단계에서 새롭

게 나타난 두 절차가 눈에 띈다. 하나는 사냥 중 행해지는 황제-신

하 사이의 의례적 謝恩 행위이다. 사냥할 때 황제가 사냥감을 맞추

면 수행한 인원이 모두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고, 반대로 王公이하

가 활을 쏘아 맞추었을 때에도 임금에게 감사의 예를 갖추었다. 이

는 인종대 시행된 마지막 사냥의례의 예를 따른 것이다. 다른 하나

는 사냥이 끝난 후 행해지는 사냥감을 나누어갖는 ‘賜射餘獲’ 절

차의 추가이다. 사냥이 마무리되고 획득한 짐승을 종묘 등에 충당한 

후, 남은 짐승은 활을 쏘아 맞춰야만 가져갈 수 있었다. 사냥이 끝

난 후 일종의 射禮를 통해 사냥감을 재분배하였던 것이다.

 사냥에서 짐승을 잡았더라도 射禮에서 맞추지 못하면 짐승을 가

져가지 못하고, 사냥에서 짐승을 잡지 못했어도 射禮에서 맞추면 짐

승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는 仁義를 귀히 여기고 勇力을 천시하

는 뜻이었다.45) 즉, 『오례신의』 사냥의례는 군사훈련으로의 기능

45) 『春秋穀梁傳』 昭公第十 “禽雖多 天子取三十焉 其餘與士衆 以習射於射宫 射
而中田不得禽則得禽 田得禽而射不中則不得禽 是以知古之貴仁義而賤勇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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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의례적 사냥과 射禮를 결합한 군신간의 충성의례로서 군례 

중 하나로 부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송대 병학의 발전으로 군사훈련을 이념적이고 형식적인 儀註에 

따르기 보다는 병학에 의거하여 실용적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禮

典에 강무의 절차가 간략하게 서술되었던 것은 진법 운용의 원칙을 

의주에 세세하게 기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냥의례의 경우 병

학이 발전하면서 보병 중심으로 군사체제를 갖추었던 당시 송의 군

사환경에 적합한 훈련방식이 아니라 여겨졌고, 북송 말에는 군사훈

련의 성격은 줄어들고, 황제-신료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일종의 

충성의례로서 재정립되었다. 이처럼 송대 군사훈련의례는 실용적이

고 실전적인 방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송대에도 유지되었다. 남송 초 고종은 황제 주

도의 군사훈련의례를 재정립하고자 하였고, 형식의 구분 없이 강무

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훈련을 함께 시행하였다.46) 그 안에는 

진법훈련, 기병을 동원한 포위 훈련인 打圍, 그리고 화포, 활과 쇠뇌

의 사격 등 무예 훈련이 포함되었다. 이때 打圍는 과거 사냥 훈련의 

주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사냥의례의 제사나 종묘천금 등의 의례적 

절차를 제외하되, 사냥할 때 포위, 섬멸하는 기동훈련의 실효성을 

중시한 것이다. 송대 이후에도 국가예전에서 군사훈련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서술하지 않고, 다른 의례와 같이 의주를 마련하지 않았

다.47) 

46) 『宋史』 卷121, 禮志24.
47) 송대 이후 예전에는 군례 중 군사훈련의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다. 史書에는 종종 군주가 참여한 군사훈련을 열무 혹은 강무란 명목으로 정리
하였다. 이는 전근대 국가에서 군주의 모든 행위가 하나의 의례로서 여겨진다는 
의미에서 군주가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일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
행사례를 나열할 뿐 唐代와 같이 구체적인 의주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明 
초 편찬된 『大明集禮』의 군례도 親征, 遣將, 大射의 3가지로 정리되어 있어 
군사훈련은 의례로 정리되지 않았다(『大明集禮』 卷33, 親征篇 ; 卷34, 遣將篇 
; 卷35, 大射). 다만 『明史』 禮志에는 군례 중 大閱 항목을 두었으나 훈련 내
용은 평상시 법식에 따른 진법훈련, 활쏘기, 도검 및 화기 무예로 구성되었다



- 34 -

『개원례』의 군사훈련의례는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제국의 의례

로서 상징성을 부각하며, 이념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중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송대의 군사훈련의례는 군사적인 실효성을 중시하였고, 

이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는 간소화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례

적 성격이 강한 사냥의례보다는 진법훈련 중심의 강무가 군사훈련

의례로서 더 중시되었다. 사냥의례의 경우 북송 말에 『오례신의』

에는 군신간의 충성의례를 더 부각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여 수록되

게 되었다. 이러한 송대 군사훈련의례에 나타난 변화는 무학과 무과 

제도가 형성되고, 국가적 학문으로서 병학 정립을 배경으로 한 것이

었다. 

3. 古制로 인식된 元의 사냥

후대에 편찬된 史書에 元의 의례제도는 대체로 몽골의 전통에 의

거하여 시행되었다고 전하며, 『元史』, 『元史新編』 등의 史書에

는 유교적 이념을 따른 祭祀의 시행만을 기록하고 있다.48) 이러한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데, 史書에 등장하는 단편적인 기록을 통

해 출정 및 개선의례, 사냥, 射禮, 投壺 등이 군례로서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49) 이 중 군사훈련의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냥이

다.50) 

(『明史』 卷57, 禮志11 大閱).
48) 『元史新編』에는 ‘元의 의례는 모두 몽골의 본래 관습을 따라 행해졌고 오

직 제사만 옛 예의를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49) 元에서 행해진 군사 의례에 대해서는 陈戍国, 2002 『中国礼制史(元明淸

卷)』 长沙: 湖南敎育出版社, 71-89쪽 참조.
50) 元에서 사냥 이외의 唐宋代 강무와 같은 진법훈련 형식의 훈련이 행해졌는지

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기병중심 군사체제의 몽골 군대에 있어서 보병의 진
법훈련보다는 대대적인 사냥을 통해 포위망을 구축이라는 하나의 명확한 목표 
하에 부대 기동을 익히는 훈련 방식이 더 적합하였을 것이다. 또 몽골제국의 통
치 방식 또한 전군의 행동을 통일하는 훈련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몽골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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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들에게 사냥은 전쟁[征伐], 大會[宴饗]와 함께 국가 대사 

중 하나로 여겨졌다.51) 국가 대사로서 사냥은 네르게(Nerge 혹은 

Jerge)라 불리었고, 漢文기록에는 ‘蒐狩’, ‘大打圍’, ‘大圍

獵’이라고 기록되었는데,52) 이는 대칸이 수만의 군사와 기마를 이

끌어 직접 참여하고 지휘하는 국가적인 유희이자 군사훈련이었고, 

한편으로는 겨울철을 나기 위한 대규모 양식을 축적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또한 대칸부터 일반 군사들까지의 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례로서의 성격도 가졌다. 이러한 몽골의 사냥은 元 건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그 형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원 건국 이전 칭기즈 칸의 사냥을 살펴보자. 칭기즈 칸 시

기 대사냥(great hunt)의 모습은 13세기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바이

니(Juvayni)가 자세히 기록하였다.53) 칸은 겨울철이 시작될 때 대

사냥을 선포하였다. 사냥령이 내려지면 개인들은 사냥을 위한 정비

를 마치고, 전군은 전쟁 때와 동일하게 左·中·右의 3군으로 편제

되었다. 사냥은 넓은 영역에 걸쳐 원형의 포위를 형성하고, 이 포위

를 2-3개월 동안 밤낮으로 유지하여야 했다. 이 때 포위망을 제대

칭기즈칸 일족을 대상으로 하는 분봉을 통해 국가를 경영하였는데,(분봉을 통한 
몽골의 국가 경영방식에 대해서는 윤은숙, 2010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소
나무, 24-36쪽 참조) 전쟁을 통해 획득한 토지와 재화를 칸의 子弟에게 분봉
하였고, 이들은 자신의 분봉지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였다. 몽골제국의 정
복전쟁에 참여할 때에도 각각의 왕가들은 자신들의 군사를 독자적으로 운용하
였다. 특히 쿠빌라이가 카안에 즉위하고 元을 건국한 이후에는 우구데이 칸국의 
카이두와 반목하였던 것처럼 다른 몽골제국과의 관계도 그리 좋지 못하였다. 게
다가 몽골의 각 군내의 부대도 민족별로 나뉘어져 있었다. 1217년 금 정벌을 
위한 무칼리 군의 편제를 살펴보면, 몽골군, 거란, 여진, 한족 등 각 민족별로 
부대를 이루었다(윤은숙, 앞의 책, 113쪽 [표6]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전 제
국의 군사들의 행동을 통일하는 훈련을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각 군은 
상당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 받아 개별적으로 훈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1) 『秋澗先生大全文集』 57 「碑」 大元故關西軍儲大使呂公神道碑銘, “國朝大
事曰征伐 曰蒐狩 曰宴饗 三者而已”(설배환, 2016 『蒙·元제국 쿠릴타이
(Quriltai)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9쪽 각주 
118) 에서 재인용).

52) 설배환, 앞의 논문, 125쪽.
53) Kennedy, Hugh, 2002, Mongols, Huns and Vikings : nomads at war, 

London: Cassel, 12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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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성하지 못하여 사냥감들이 빠져나가면 해당지역의 포위를 맡

은 千戶나 百戶들은 笞刑에 처해졌다. 종종 사망자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였다. 최종적으로 포위의 지름이 대략 

15~20km정도로 줄어들면, 칸이 먼저 포위 안으로 들어가 사냥을 

한다. 그 후 차례로 칸의 子弟, 귀족[noyan], 군 지휘관, 일반 병사

들이 사냥하였다. 이런 사냥 행위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

상의 원의 사냥은 군사들의 騎射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대간의 소통

과 협동 작전을 익히는 데 매우 효과적인 군사훈련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조직화된 사냥은 다른 유목민족과는 차별화된 칭기

즈 칸의 독창적인 것이었다.54) 

또한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도 전시의 군율을 엄격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

을 것이다. 엄중한 처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냥을 통해 획득

한 사냥감을 분배하고 연회를 베풂으로써 사냥에 참가한 인원의 결

속을 강화하고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었다.55) 그리고 대사냥의 마

지막 단계에서 대칸부터 위계에 따라 차례로 사냥하는 장면은 『개

원례』의 ‘황제전수’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사냥 절차는 대칸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례로서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사냥을 통해 수 만 마리의 사냥감을 획득할 수 있었고, 이

는 겨울철 식량이 되었다.56) 즉, 대규모 경제활동이기도 하였던 것

이다. 

元代 쿠빌라이의 사냥에 대한 마르코 폴로의 기록을 따르면, 쿠

54) Kennedy, Hugh, 위의 책, 122쪽.
55) 일반적으로 유목 국가는 ‘친정→약탈→頒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유목

적 군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재화를 분배하고 구성원의 충성심을 확보하였다.
(최진열, 2011 『북위황제의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21-122쪽) 전쟁과 같은 맥락으로 시행되었던 몽골의 대사냥 역시 ‘훈련→
사냥→頒賜, 연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는 ‘유목적 군사활동’과 같은 맥
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6) 설배환, 앞의 논문, 12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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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이의 사냥 방식은 칭기즈 칸 시기 몽골 전통 사냥방식과는 다

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쿠빌라이는 몽골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그 

형식은 현실에 맞게 변화한 순행과 사냥을 결합한 형태의 사냥을 

실시하였다.57) 그는 겨울철에 大都에 머물며 대도를 중심으로 60일 

거리 안의 지역에 사냥령을 내렸다.58)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지역

의 관료와 백성들은 각각 사냥을 하여 잡은 짐승을 쿠빌라이에게 

바쳤다. 이 때 각 지방의 사냥의 방식은 칭기즈 칸의 대사냥과 비슷

하였다. 즉, 과거 대칸의 휘하에서 모두 모여서 진행하던 대사냥은 

이제 각지의 지방관의 지휘 하에 시행되고, 대칸은 직접 사냥에 참

여하는 대신 그들이 포획한 짐승을 공물로서 받았던 것이다. 그 후 

겨울철이 지나고 3월이 되면 쿠빌라이는 大都로부터 上都로 순행을 

떠났는데, 이때 쿠빌라이와 그를 수행하였던 케시크들은 매와 사냥

개를 동원하여 사냥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8월이나 9월에 다시 대

도로 환궁할 때에도 중간에 일정기간 체류하며 사냥을 하였다.59)

정리하면 쿠빌라이는 양도를 순행하면서 대체로 봄과 가을에 직

접 대규모의 사냥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각지에서 자체적으로 

사냥하게 하고 그 성과를 중앙으로 거두어들였다. 이는 ‘諸王들에

게 鷹人이 있어 사냥한 것을 종묘와 천자에게 바치는데, 사냥의 지

역과 시기가 제한되어 있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았다’,60) ‘겨울

과 봄 사이에 천자가 직접 근교에서 사냥한다’61)는 등 『원사』의 

57) 요·금 등의 유목적 전통을 계승한 국가들은 계절에 따라 순행하는 이른바 
‘四時捺鉢’을 시행하였다. 원 역시 사시날발과 유사한 순행을 시행하였는데, 
점차 대도와 상도를 거점으로 하는 양도 순행으로 변화하였다. 원의 양도 순행
에 대해서는 金浩東, 2002 「몽골帝國 君主들의 兩都巡幸과 遊牧的 習俗」 
『中央아시아硏究』 第7號, 1-25쪽 참조.

58) 쿠빌라이 시절 元의 사냥 방식에 대해서는 김호동 역주, 2005 『마르코 폴로
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259-267쪽 참조.

59) 김호동, 2002, 앞의 논문, 19-20쪽.
60) 『元史』 卷149, 兵志4 鷹房捕獵 ‘元制自御位及諸王 皆有昔寶赤蓋鷹人也 是

故捕獵有戶 使之致鮮食以薦宗廟 供天庖而齒革羽毛 又皆足以備用 此殆不可闕焉
者也 然地有禁取有時 而違者則罪之’

61) 『元史』 卷149, 兵志4 鷹房捕獵 ‘冬春之交 天子或親幸近郊 縱鷹隼搏擊 以



- 38 -

기록과도 일치한다.  이때 漢人들의 사냥은 엄격히 금지되었던 것을 

보면,62) 당시 사냥은 의무이자 권리로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쿠빌라이의 사냥은 칭기즈 칸의 사냥과 비교하여 의례적 의미에

서 차이가 있다. 쿠빌라이가 남송을 병합함에 따라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의 유목국가의 전통을 완전하게 계승하여 전국의 군

사들을 모아 대사냥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냥의

례를 통해서 대칸부터 일반 군사까지 차례로 사냥하며 대칸으로서 

권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사냥령을 통해 각지에서 자체적

으로 사냥하고 그 결과물을 바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지방의 관리

와 군사들은 개별적으로 사냥하고 포획물을 바침으로써 상징적으로 

국가의 사냥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쿠빌라이는 현실적으로 

과거와 같은 대사냥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지의 주요 관리

와 諸王들에게 개별적으로 사냥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 대사냥

을 상징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칭기즈 칸의 단계의 대사냥은 국가의례이자 군사훈련, 그리고 겨

울을 보낼 양식을 확보하는 경제활동이기도 하였다. 또 몽골족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구성원의 화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

이다. 쿠빌라이의 사냥은 칭기즈 칸의 그것과 비교하여 규모가 줄어

들었지만, 쿠빌라이가 직접 주관하는 사냥과 지방의 관리 및 諸王들

이 수행하는 사냥을 통해서 대사냥을 상징적으로 구현하였다. 

북송 말에 이르면 사냥의례의 군사적 기능은 줄어들고 황제의 권

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례로 존속했다. 하지만 몽골의 전통에 따라 

시행되었던 원의 사냥은 이와는 달랐다. 본래 몽골의 대사냥은 군사

훈련이자 국가의례였으며, 양식을 획득하는 경제활동이기도 했다. 

원 성립 이후 대사냥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었지만 대칸

의 사냥과 각지 지방관과 諸王들의 사냥을 통해 상징적으로 대사냥

爲游豫之度 謂之飛放’
62) 陈戍国, 2002, 앞의 책, 84-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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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현하였다. 이와 같은 원의 사냥은 사냥을 군사훈련이자 의례로

서 존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주례』의 사시강무 제도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오락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능하였던 것과 마찬

가지로 종합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닮아있다. 당대인의 입장

에서 원의 사냥과 같은 형식을 古制의 이상과 일치시켜 인식할 가

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고려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전기에는 국왕 

주도의 사냥 시행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고려 국왕들은 건국 초기

부터 서경으로 순행하며 관방의 형세를 살피는 일 뿐만 아니라 민

심을 확보하고, 지방 관원을 검찰하였다.63) 중국 남북조시대 북위를 

비롯해 유목제국은 정기적으로 순행을 하였는데, 이때 가장 주요한 

목적은 사냥이었다. 고려와 같은 시기 遼·金의 경우도 비슷하였다. 

하지만 고려 국왕들은 여러 차례 순행을 하면서도 사냥을 시행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송대 국왕의 사냥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64) 

하지만 고려 전기에 사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고

려 목종이 어려서부터 射御에 능하였고 술을 즐기고 사냥을 좋아했

다[好獵]는 기록이나, 고려 문종대 국상이나 동짓날에 전국적인 사

냥 금지령을 내렸던 일을 보면 고려사회에 사냥 전통이 없었던 것

은 아니었다.65) 1019년(고려 현종 10)이래 겨울철 臘日에 짐승을 

사냥하여 종묘에 제사하는 의례적 사냥 행위는 고려 전기에 지속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66) 그리고 지방 수령의 경우 수시로 사냥하여 

중앙에서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이때 사냥을 금지하

63) 고려시대 서경 순행에 대해서는 김지영, 앞의 책, 46-58쪽 참조.
64) 북송과 남송의 신료들은 사냥을 위해 거행되는 황제의 순행을 반대하는 일이 

많았는데, 당시 황제의 사냥은 부덕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최진열, 앞
의 책, 305쪽.

65) 『고려사』 권7, 문종 9년 9월 ; 권9, 문종 30년 11월 ; 문종 31년 5월. 
66) 『고려사』 권9, 문종 3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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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가 주목되는데 ‘만물이 발생하는 봄철에는 짐승의 새끼를 

잡거나 알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예법으로서 정해져 있다’는 것이

었다.67) 이는 사냥을 시행하는 시기와 방법을 예법에 맞게 해야한

다는 것으로 의례로서 사냥을 시행할 때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하

지만 고려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냥을 금지하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

하면 고려 전기에는 국왕의 사냥 행위를 군사훈련이나 의례로서 인

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68)

고려 국왕의 사냥 기록은 충렬왕 재위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다.69) 그간 고려 후기 국왕의 사냥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여 국왕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판단해왔

다.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鷹坊에 대한 인식과 평

가이다.70) 원의 공물 요구 중 발생하는 민폐가 가장 큰 것은 해동

청을 포획하는 일이었다. 응방은 해동청의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고, 

그 결과 원 세력을 등에 업고 각종 특권을 자행한 집단으로 이해되

었다. 

충렬왕이 사냥을 좋아했던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충렬

왕 개인의 기호만으로 당시 사냥의 급증을 전부 설명하긴 어렵다. 

고려 전기 내내 국왕의 사냥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사회에서 국왕이 

적극적으로 사냥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국왕의 公的인 사냥 행위

가 가지는 긍정적 작용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소한 충

67) 『고려사』 권12, 예종 2년 3월.
68) 고려시대의 사냥은 개인적인 유희라는 인식이 강하였고, 어떤 방식으로도 의

례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주목된다(김지영, 2017 『길 위의 조정-조선시대 
국왕 행차와 정치적 문화』 민속원, 65-66쪽 각주 87) 참조).

69) 『고려사』 세가에 등장하는 국왕의 사냥 기록은 충렬왕대 이후에만 나타나는 
데, 총 186건 중 충렬왕의 사냥이 71회에 달한다. 『고려사』 국왕의 사냥 관
련 기록에 대해서는 김광언, 2007 『韓·日·東시베리아의 사냥 : 狩獵文化 比
較志』, 민속원, 65-71쪽 참조.

70)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6 『신편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395-396쪽 
; 朴洪培, 1986 「高麗 鷹坊의 弊政-主로 忠烈王대를 중심으로-」 『경주사
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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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왕 자신은 그런 인식을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의 배경은 원 간섭기 고려 세자들이 원에서 

숙위하는 동안 의례로서 사냥에 참여한 경험에 있었다.71) 매 계절 

양도를 순행하는 대규모 행렬과 사냥터에서 수천~수만 마리 사냥개

와 매를 동원한 사냥의 장면은 그 자체로도 장관을 이루었을 것이

다. 또한 전국적인 사냥령을 통해 각지의 지방관과 諸王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사냥하고 잡은 짐승을 중앙에 바침으로써 대칸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의례를 통한 군주의 권위 형성 방식

을 익힐 수 있었을 것이다.72) 이처럼 元의 사냥은 송대 이후 군사

훈련의례로서 중요성이 비교적 줄어들었던 사냥의례를 재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이를 직접 경험하였던 원 간섭기의 고려 국왕들

은 사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렇다면 고려 말 국왕의 사냥 

이외의 군사훈련이나 군사의례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자. 

4. 고려의 군사훈련과 군사의례 

『高麗史』「禮志」에서는 고려시대 의례를 五禮로 구분하였

다.73) 그 중 군례는 遣將出征儀, 師還儀, 救日月蝕儀, 季冬大儺儀의 

71) 충렬왕이 원에서 숙위하는 동안 다양한 몽골의 전통을 경험하면서 원의 지배
층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사냥의 유용성을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임형수, 2020 「고려 충렬왕대 鷹坊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담론』 93, 34-36쪽 참조).

72) 고려의 세자들이 참여했던 쿠빌라이의 사냥에는 케시크들이 참여했다. 이들 
케시크는 황제의 측근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으로도 황제의 정국 
운영을 돕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충렬왕이 즉위 이후 응방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사냥을 시행하였던 것은 케시크 제도를 활용하여 왕권을 확립하고
자 하는 의도였다(김보광, 2012, 「고려 충렬왕의 케시크(怯薛, kesig)제 도입
과 그 의도」 『사학연구』 제107호, 152-154쪽). 국왕의 직속기구로 여러 
가지 폐단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충렬왕대 응방의 활동이 지속되었던 이유였다. 

73) 고려시대에도 의례제도를 오례로 구분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고려시대 편
찬된 『상정고금례』에는 국가의례를 오례의 체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유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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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만 수록되었고 군사훈련의례는 없다. 물론 군사훈련이 「禮

志」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고려시대에 군사훈련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고려사』에는 국왕이 참여한 閱兵과 사냥에 

대한 기록이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군사훈련을 군사의례로 인식하

고 의례로서 시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74) 

고려 초기에는 지역단위의 자위공동체가 행정조직이자 군사조직

으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군사훈련 제도를 마

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75) 고려시대 군사훈련 제도는 1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거란과 여진의 대규모 침입에 대

응하기 위해서 지방군의 효율적인 동원과 운용을 위한 군사제도 정

비를 비롯하여, 개경의 나성 축조, 전국적인 역로망과 봉수제도 정

비와 같은 국방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각종 제도 정비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76) 이와 함께 또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나타난 

례 이외에 다양한 종교를 배경으로 한 의례를 포함하였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
다. 『상정고금례』의 편찬과정에 대해서는 김아네스, 2019 『고려의 국가제사
와 왕실의례』 경인문화사, 9쪽 참조.

74) 조수인은 『고려사』 예지에 군사훈련에 관련된 의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누락된 것으로 보고, 고려 전기에 시행된 열병, 관사, 巡幸, 擊毬의 네 가지를 
군례로 규정하였다(조수인, 2016 「고려전기 군례의 시행과 그 의미」 경북대
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하지만 중국 禮典에서 열병 등을 군례로 분류하였
으므로 고려시대에도 열병 등의 군사훈련 들을 의례로 여겼을 것이라 상정하였
다. 고려 후기의 열병은 실질적인 군사훈련의 목적뿐 아니라 국왕의 군 통수권
자로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례화되었다는 의견도 제
시되었다(권기현, 2020 「고려시대 열병의 시행과 그 의미」 『軍史硏究』 제
149집, 39-45쪽). 고려시대 시행된 열병 등이 국왕의 정치적 활동으로서 함의
를 가질 수 있으나 의례로서 여겨졌느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75) 8세기 말 이후 고려에 의한 후삼국통일까지의 시기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의 
혼란 상태였으며, 지방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지역단위의 자위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고려가 건국된 이후로 자위공동체는 각자의 세력을 유지한 채로 고
려의 행정 체계 내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고려사회의 특성은 전쟁 수행 방식에
도 영향을 끼쳐, 외침에 대한 방어전은 일차적으로 자위공동체 단위의 수성전과 
유격전에 의존한 지역방어를 기본으로 하고, 이후 중앙군이 적의 주력부대를 상
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전쟁 양상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군사
조직과 훈련을 수행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고려 초 자위공동체의 성립과 이후 
고려 사회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45쪽 참조.

76) 고려-거란 전쟁 이후 군사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전경숙, 2014 「고려 성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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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고려-거란 전쟁으로 인한 대

규모 군사 운용의 경험을 통해, 군사들 간의 통일된 움직임이나 규

칙들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1050년(고려 문종 4)에 도병마사 王寵之는 군사훈련 제도 개선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諸衛軍士들에게 ‘金鼓旌旗坐作之節’

을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다. 

(문종) 4년 10월에 도병마사 王寵之가 아뢰기를 “전하길 ‘평안하

여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하였고, 또 ‘적이 오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방비가 있음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

므로 국가에서는 매년 仲秋에 東南班 員吏를 교외에 모아 射御를 익

히게 합니다. 하물며 여러 위의 군사는 나라의 爪牙이니 마땅히 농

한기에 金鼓旌旗坐作의 절도를 가르쳐야 합니다.(밑줄 :필자) 또 마

군은 모두 연습하지 않는데, 청하건대 먼저 선봉마병을 선발하여 매 

1대마다 마갑 10부를 주고 달리고 쫓는 것을 익히게 하되 어사대, 

병부, 6위로 하여금 그 敎閱을 맡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 그에 따

랐다.77)

이에 따르면 매년 가을에 東南班 관원들을 대상으로 射御를 훈련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군사훈련의 대상을 확대하여 무관 이외

의 군사들을 대상으로 ‘金鼓旌旗坐作之節’을 가르쳐 진법을 익히

게 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78) 진법을 상징하는 금고, 정기, 좌작 등

의 용어는 이때 『高麗史』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는 고려-거란 전

거란의 침략과 군사제도 개편」 『軍史』 第91號 249-255쪽 ; 전경숙, 2017 
「고려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과 군사제도 정비」 『역사와담론』 82, 75-79쪽 
참조.

77) 『고려사』 권81, 병지, 병제 “四年十月 都兵馬使王寵之奏 傳曰 安不忘危 又
曰 無恃敵之不來 恃吾有備 故國家每當仲秋 召會東南班員吏於郊外 敎習射御 而
况諸衛軍士 國之爪牙 宜於農隙 敎金鼓旌旗坐作之節 又馬軍皆不練習 請先選先鋒
馬兵 每一隊給馬甲十副 俾習馳逐 仍令御史臺兵部六衛 掌其敎閱 從之”.

78) 金鼓란 북과 징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음성신호를 의미하며, 旌旗는 깃발류
의 시각신호를 가리킨다. 坐作이란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방식을 말한다. 
즉, ‘金鼓旌旗坐作之節’을 익힌다는 것은 진법훈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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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이후 진법훈련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보여주지만 반대로 그 이

전에는 진법훈련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1055년(문종 9)과 1106년(예종 1)에 使臣을 보내 지방의 군사

들을 훈련시키도록 한 일이나 1104년(숙종 9) 保勝軍의 兵陣을 보

았던 일을 보면,79) 왕총지의 요청 이후 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

법훈련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던 것 같다. 『고려사』 등의 閱兵의 

시행기록이 12세기부터 그 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고려시대 대규모 

군사훈련은 이 시기에 들어와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확인케 해준

다.80) 

고려시대 시행된 열병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은 알 수 없다. 진

법이나 射御 등의 훈련을 동반하기도 했으나 훈련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268년(원종 9) 몽골에서 보낸 톡토르가 주관한 열

병은 원의 요청에 의한 군사와 전함 상태를 점검한 것으로 훈련과 

관련된 일은 아니었다.81) 군대를 출정하기 전 출정의례의 일환으로 

시행된 열병도 있었다.82) 

‘대규모 열병[大閱]’의 시행도 몇 차례 눈에 띈다.83) 1115년

(예종 10)에 처음 東郊에서 대열을 하였다. 이때 中書侍郞平章事인 

金緣이 섭행했던 것 같다. 그 이전까지 예종대 열병은 대체로 궐내

79) 『고려사』 권81, 병지, 병제, 문종 9년 ; 숙종 9년 ; 예종 1년.
80) 고려시대 閱兵 시행 사례는 권기현, 앞의 논문, 37쪽 <표-1> ; 39-40쪽 

<표-2> 참조.
81) 『고려사』 권25, 원종 9년 12월.
82) 1271년(원종 12) 몽골과 고려 연합군의 삼별초를 토벌 전 열병, 1281년(충

렬왕 7) 일본 원정 출발 전의 대열, 1287년(충렬왕 13) 나얀 반란 원군 출정 
전 열병, 1374년(공민왕 23) 최영의 제주 토벌 전 열병 등이다. 1135년(인종 
13)에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기 전 3일간 열병한 경우는 
출정의식이긴 하지만 군사훈련을 병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려사』 권27, 
원종 12년 5월 ; 권29, 충렬왕 7년 4월 ; 권30, 충렬왕 13년 6월 ; 권98, 열
전11 김부식 ; 권113, 열전26 최영).

83) 『고려사』 권14, 예종 10년 10월 ; 권16, 인종 7년 12월 ; 권20, 명종 14
년 11월 ; 권29 충렬왕 7년 4월 ; 권81, 병지, 병제, 명종 18년 ; 권135, 열전
48 우왕 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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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해졌던 것과 비교하여,84) 교외의 넓은 장소로 옮긴 것으로 

보아 射御와 같은 개인의 무예 훈련이 아닌 진법훈련을 시행했던 

것 같다. ‘大閱’이라 기록한 다른 사례의 경우도 東郊에서 시행하

였다. 도성 안에서 시행한 경우는 毬庭에서 대열을 시행하였다. 

1385년(우왕 11)의 대열은 廉興邦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구정에서 

대열을 시행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다음을 통해 알 수 있

다. 

어느 날 毬庭에서 大閱을 하려는데 廉興邦의 매부인 대사헌 任獻이 

臺吏를 보내 도당에 말하기를, “구정은 선왕께서 큰 조회를 열고 

예를 행하던 장소일 뿐 아니라 景靈殿 바로 가까이에 있어 太祖와 

역대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 곳이니 어찌 군사를 마음대로 풀어

놓고 그 안에서 말을 달리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염흥방

은 “공민왕[玄陵]께서도 일찍이 이곳에서 五軍을 査閱하였으니, 넓

고 한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임헌은 불가하다고 고

집했다. 염흥방이 노하여 말하기를,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講武之

事]은 비단 도당뿐만 아니라 憲司도 깊이 고민해야 마땅한 것이

오.”라고 하였다.85)

인용문을 통해 당시 대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염흥방

은 대열을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講武之事]’로서 국가의 업무로 

인식하였다. 毬庭에서의 대열 시행을 반대하였던 任獻은 구정은 

‘예를 행하는 장소[行禮之所]’이고 景靈殿이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뛰어다니며 훈련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

다. 임헌 역시 대열이 국가의 공적인 업무임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행장소를 ‘의례의 장소’인 毬庭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

84) 『고려사』 권12, 예종 1년 11월 ; 권13, 예종 4년 2월 ; 예종 4년 3월.
85) 『고려사』 권126, 열전39 염흥방 “一日 將大閱于毬庭 大司憲任獻興邦妹壻

也 遣臺吏 告都堂曰 此庭非惟先王大朝會行禮之所 密邇景靈殿 太祖列聖神御在 
豈可縱軍士 馳騁於其閒乎 興邦曰 玄陵嘗閱五軍於此 取其閑曠也 獻執不可 興邦
怒曰 講武之事 非惟都堂 亦憲司所宜深慮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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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대열은 의례가 아니라고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염흥방은 구정에서 공민왕 시기 구정에서 대열을 시행했던 사

실과 구정이 넓고 한적하여 대열을 하기 적합하다며 반박하였다. 염

흥방의 대응은 그 역시 대열을 의례로서 인식하진 않았음을 보여준

다.  

공민왕대에 의례의 장소인 구정에서 이미 두 차례 열병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임헌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민왕대 시행

한 열병의 경우는 단순한 사열이었고, 1385년 염흥방이 시행하고자

한 대열은 군사훈련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염흥방의 경우 공민

왕대에 구정에서 시행된 열병과 대열을 같은 ‘講武之事’라 이해

하고 있는 반면, 임헌의 경우 열병의 경우 단순한 사열로 일종의 의

례로 인식하였지만 대열의 경우 의례가 아닌 군사훈련이라 인식하

였던 것이다.

당시 군사훈련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되진 않았다. 1385년 

1월에 군사훈련 때 군사를 두 진영으로 나누어 서로 겨루게 하였는

데, 부상자가 많았다는 기록을 보면,86) 훈련할 때 의례와 같이 통제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군사훈련인 대열은 

의례가 아니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대열 혹은 열병은 반드시 군사훈련을 지칭하

지 않았다. 단순한 사열이거나 출정의식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조선

의 경우 사냥형식의 훈련을 ‘講武’, 진법훈련 의식을 ‘大閱’이

라 명명하여 하나의 독립된 의례이자 훈련을 지칭하였던 것과는 차

이가 있다. 독립된 명칭조차 없었던 만큼 열병 혹은 대열을 국가의

례로서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열에 대한 임헌과 

염흥방의 논의에서도 대열은 군사훈련으로서 국가의 공적인 업무로 

인식되긴 하였지만 의례[禮行]라고 여겨지진 않았다.

86) 『고려사』 권81, 병지, 병제, 우왕 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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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례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전기에는 국왕이 

주도한 사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원 간섭기 이후에 元의 영향

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냥이 시행되었다. 당시 국왕의 사냥 행위는 

국왕의 측근에서 활동하는 응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외

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응방은 元 내에서도 단지 사냥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었

다.87) 전국에 분포한 응방의 인원들은 지방의 재물을 수집하고 운

반하는 조세기구의 역할도 하였다. 즉, 대칸의 직할기구로서 대칸의 

전국적인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고려에서 응

방 인원들이 행한 비위 역시 단지 폐단으로만 인식할 수 없다. 충렬

왕은 응방을 통해 왕실 재원을 마련하여 원과의 대외무역에 활용하

거나, 원과의 외교문제를 풀어나갈 때 매 진헌을 통해 상대방의 환

심을 사기도 했다.88) 즉, 원간섭기 고려 국왕의 사냥은 국왕의 권위

를 강화하기 위한 의례적인 목적과 응방과 같은 국왕의 측근 세력 

양성을 통해 국왕 중심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왕의 잦은 사냥 시행이 응방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정치적 후원으로써 작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한 폐단도 분

명히 존재했다. 이에 대한 불만은 국왕의 사냥을 절차와 형식을 갖

추지 않은 遊獵이라 여기는 비판으로 나타났다.89) 국왕 측근의 숙

위인 홀치[忽赤]와 응방을 거느리고, 사냥개와 매를 활용하여 무질

서하게 진행하였음을 비판하거나,90) 『주례』의 제도에 따라 사냥

하는 시기를 조절하여 농사에 폐가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1) 

87) 이강한, 2013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44-54쪽.
88) 대외 무역 및 대원외교에 있어 응방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강한, 2009 

「1270~80년대 고려내 鷹坊 운영 및 대외무역」 『한국사연구』 146, 
94-114쪽 ; 임형수, 앞의 논문, 50-59쪽 참조.

89) 원간섭기 고려 국왕의 사냥과 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김지영, 앞의 책, 
65-74쪽 참조.

90) 『고려사』 권28, 충렬왕 2년 8월.
91) 『고려사』 권30, 충렬왕 12년 5월.



- 48 -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국왕의 무분별한 사냥, 즉 유교적인 의례 절차

와 이념에 따라 시행하지 않음을 문제시하였던 것이다. 

국왕의 사냥은 문제가 되었던 반면 관료들의 사냥은 국왕에 의해 

몇 차례 지적될 뿐이었다.92) 이는 국왕의 사냥을 비판하였던 배경

이 유교적 의례로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왕이 사냥을 통해 기존 국가조직과는 별개의 응방과 같은 친위조

직을 육성하였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즉, 기존 관료 조직의 권한 침

해에 대한 반응이었다. 

충렬왕의 뒤를 이은 충선왕은 개인적으로 사냥을 좋아하지 않아

서 사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평가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사실 

충선왕은 복위 후 고려가 아닌 元에 머물며 통치하였기 때문에 충

렬왕과 같이 기존 고려 기구를 초월한 직속기구를 성장시키려 하지 

않았다. 응방과 사냥 등에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자면, 복위

한 직후 응방을 혁파하였다.93) 그 후 응방이 하던 매 포획은 중앙

에서 별감을 파견하다가, 1311년부터는 提察司에서 주관하도록 하

였다.94) 때문에 고려 관료와 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잘못된 

사냥’을 하지 않았다고 인식된 것이다. 

이는 고려 국왕의 사냥이 원의 사냥과 같이 전국적인 사냥령에 

따라 행해지는 국가의례로서 인식되지 못하였던 상황을 보여준다. 

고려 국왕 개인과 그 측근들에 의해 수행되는 사냥일 뿐이었던 것

92) 고려 말 관료들의 사냥을 금지한 조치는 충선왕과 공민왕대에 몇 건 보인다. 
충선왕은 1311년(충선왕 2) 당시 관료들이 祈恩을 구실로 사냥을 하여 폐를 
일으킨다며, 提察司에게 이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공민왕은 1356년(공민왕 5)
과 1363년(공민왕 12)에 사냥 금지를 명하였는데, 1363년에는 “사냥을 하는 
것이 때에 맞지 않아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짐승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고 있
어서 仁政에 어긋난다.”며 각 지역의 군관의 사냥을 금지하였다(『고려사』 권
84, 형법지, 직제, 충선왕 3년 3월 ; 6월 ; 『고려사』 권85, 형법지, 금령, 편
년금령 공민왕 5년 12월 ; 『고려사』 권84, 형법지, 직제, 공민왕 12년 5월 
“十二年五月 敎曰 比來各處防禦軍官 率兵田獵 不以其時 敗傷胎卵 有乖仁政 仰
諸道存撫按廉使 痛行禁理”).

93) 『고려사절요』 권23, 충선왕 복위원년 4월.
94) 『고려사』 권84, 형법지, 직제, 충선왕 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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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왕의 사냥을 의례로서 행하지 못하고, 신료들의 개별적인 사냥

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은 우왕대에도 이어졌다. 1380년(고려 우왕 

6) 7월 당시 고려의 신료들이 사냥하려는 우왕을 만류하자 우왕은 

“내가 본래 사냥을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 재상들이 나를 인도한 

것이다. 경들도 사냥을 좋아하는데, 곡식을 밟지 않고 날아다니며 

할 수 있는가?”라며 반문하였다.95) 이를 보면 당시 무장들의 개별

적인 사냥은 국가에서 제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6) 

우왕 대에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최영이 우왕과 함께 사냥하기 

시작하였다.97) 우왕 연간 고려의 지방군사제도는 원수제로 운영되

었는데, 각 원수들은 휘하에 자신과 인척 관계이거나 개인적으로 신

임하는 사람을 도진무와 진무로 배치하였다. 이들은 원수의 사병이

라 할 수 있는 麾下士를 통할하였다.98) 이런 상황에서 우왕의 사냥

에 최영이 동참한 것은 우왕에 대한 최영의 지지를 보여준다.99) 우

왕대에는 원간섭기의 국왕처럼 응방과 같은 국왕의 개인 조직보다

는 군사 권력자와의 제휴를 통해 정국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국왕이 

95) 『高麗史』 권134, 열전47 우왕 6년 7월.
96) 고려시대에 무장들은 각자의 개별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을 것이라 추측

할 수 있다. 이는 고려의 무반세력들이 대체로 대를 이어 무반가계로 성장하고 
있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김종수는 고려시대 5품 이하의 무관으로서 전문적
인 무사집단을 府兵으로 이해하였고, 부병들은 정치적·학문적 활동은 차단된 
채 다른 관료보다 많은 양의 田地를 지급받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김종수, 
『한국 고대·중세 군사제도사』 국학자료원, 285-321쪽) 이런 상황에서 무반
가계는 독자적인 무력기반을 유지하면서 나름의 훈련체계 그리고 병학적 지식
을 개별적으로 유통하였을 것이다. 이는 여말선초 최무선 가계의 사례를 통해서
도 확인이 가능하다. 여말선초 화약에 대한 지식은 최무선 개인에게 귀속되어있
었고, 그는 『화약수련법』을 지어 그의 아들 최해산에게 관련 지식을 전승하였
다.(민병만, 2009 『한국의 화약 역사』 아이워크북, 107-110쪽 참조).

97) 『고려사』 권47, 열전 우왕 6년 3월 ; 권48, 열전 우왕 11년 1월 ; 권49, 
열전 우왕 13년 11월.

98) 우왕대 지방군사제도에 대해서는 오종록, 2014 『여말선초 지방군제 연구』 
국학자료원, 57-67쪽 참조.

99)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한 1392년(공양왕 4) 3월에는 王弟 王瑀와 함께 세자
를 맞이하러 황주에 나가서 사냥을 하였다(『고려사』 권46, 공양왕 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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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사냥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었겠지만, 사냥을 국가의례로

서 시행하지 못하고 국왕 주변의 일부 세력만이 향유하였다는 한계

에서 벗어나진 못하였다. 

고려 말 국왕의 사냥은 元의 영향을 받아,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

기 위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려 말 국왕들은 사냥

을 통해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사냥을 통해 응

방 등 국왕 측근 세력을 양성하여 정치활동을 펼치고자 하였다. 응

방과 사냥을 매개로 한 국왕 주도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존 정치세

력의 불만은 국왕의 사냥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표출

되었다. 고려말 신료들은 유교적 이념에 따라 의례로서 형식과 절차

를 갖추지 않은 국왕의 사냥을 ‘遊獵’이라 비판하였다. 이러한 국

왕의 사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조선 초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

이다. 

이와 같이 고려말 열병과 사냥은 군사훈련으로 기능하긴 했지만 

유교적 의례로서 정립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외의 군례

는 어땠을까? 앞서 열병과 함께 언급한 출정의례를 중심으로 검토

해보자. 『고려사』 「禮志」 군례에는 출정의례로 遣將出征儀가 수

록되어 있다.100) 그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출정에 앞서서 

大社에서 宜祭를 지내고 太廟에 告하고, 경령전에서 국왕의 군통수

권을 상징하는 斧鉞을 받는다. 그 이후 군대를 이끌고 행진하며 마

무리하였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고려의 출정의례는 「禮

志」에 정리된 절차 외에도 다양한 절차가 확인된다.

1287년 사례의 경우 열병 후 친히 纛祭를 지냈던 것이 주목된

다. 1287년의 사례 이외에도 충렬왕은 1281년 3월과 1290년 9월

에 일본 출정을 위한 둑제를 지냈다.101) 1281년의 경우는 그 다음 

달에 열병을 한 후 5월엔 실제로 출정을 하였으며, 1290년의 경우 

100) 『고려사』 권64, 예지, 군례.
101) 『고려사』 권63, 예지, 길례소사, 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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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비록 1287년의 사례에서처럼 열병

을 마치고 바로 둑제를 시행하진 않았지만, 충렬왕대에 군대를 출정

하기 전 둑제와 열병을 시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충선왕대

에 제도화되었던 것 같다. 충선왕은 태청관에 종9품 판관을 두어 纛

旗를 보관하는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정벌을 나갈 때는 태청관

에서 禡祭를 지냈다고 한다.102)

『고려사』 「百官志」의 기록을 보면 태청관은 충선왕대에 와서 

출정의례의 장소로 변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태청

관은 출정의례와 관련된 장소였다. 본래 태청관은 개성에 위치한 道

觀으로 고려 문종 때 順天館에 마련한 天皇祠와 地眞祠였으며, 태청

관으로 불린 것은 충선왕 때 순천관에서 독립하면서부터이다.103) 

순천관은 대명궁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고려사』에는 순천관 혹

은 대명궁에서 출정의례를 행했던 기록이 종종 보인다. 

1107년(고려 예종 2)에 순천관 남문에서 여진정벌군을 열병하

고 윤관을 원수로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았다.104) 1135년(고려 인

종 13)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자 김부식 등이 출정하려고 궐에 나아

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안 등이 출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왕에게 金 사신을 접견하고 조서를 받은 후 대명궁에 이어해 장수

를 보내도 늦지 않다고 했다.105) 이는 대명궁이 ‘장수를 출정시키

는[遣將出征]’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또 1216년(고려 고종 3) 거

란군이 침입해 오자 정숙첨을 원수로 조충을 부원수로 하여 정벌하

게 하였는데, 이 때 순천관에서 點兵하고 왕이 숭문전에 와서 斧鉞

을 주는 의식을 행하였다.106) 

102) 『고려사』 권77, 백관지 대청관.
103) 대명궁, 순천관과 태청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김창현, 2010 「고려 및 조

선전기 도교의 비교와 그를 통한 고려 도교의 복원－태일 신앙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0, 292~296쪽.

104) 『고려사』 권12, 예종 2년 윤10월.
105) 『고려사』 권127, 열전40 묘청.
106) 『고려사』 권103, 열전16 조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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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도교시설 인근에서 초제와 함께 출정의

례를 행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에도 태청관은 출

정의례의 장소로 인식되었다. 1421년(세종 3) 당시 이조판서 맹사

성은 “태청관은 고려 때 창건되었는데, 그 동쪽에 射廳이 있으며 

장수로서 명을 받아 나아가는 자는 醮祭를 지내는 것이 오랜 전

례”라고 하였다.107)

고려의 출정의례는 12세기 초부터 태청관 등의 道觀에서 도교식 

의례인 초제와 함께 진행되었다.108) 충렬왕대 이르면 둑제 혹은 둑

기를 대상으로 하는 禡祭 등의 의례가 출정의례의 절차 중 하나로 

포함되었고, 본래 출정의례를 담당했던 태청관에서 자연스럽게 둑기

의 보관 및 관리를 맡았던 것이다.109) 개선의식인 師還儀 역시 마

찬가지로 도교의례로 행해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고려의 열병과 사냥은 국왕이 주관하고, 상당한 규모로 시행되었

다는 면에서 분명히 의례로서 역할과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

다. 하지만 당대인들은 군사훈련을 의례로서 인식하진 않았다. 특히 

사냥의 경우 국왕 친화적인 정치세력 양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됨에 

따라, 사냥 행위 자체를 遊戲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다. 

107) 『세종실록』 권13, 세종 3년 10월 2일 신묘.
108) 고려 태조대부터 국가제례로서 도교식 의례가 거행되고 있었다. 경상도 하양

현의 초례산의 명칭은 고려 태조가 공산전투에 나가기 전에 승전을 기원하기 
위해 도교 의례인 초례를 거행하였기 붙여졌다. 고종 때에는 몽골에 쫓겨 거란
의 잔병들이 고려를 침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때 고려에서는 병난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미의 도교식 의례인 鎭兵醮禮를 거행하였다(김철웅, 2017 
『고려시대의 道敎』 경인문화사, 50-51쪽 ; 87쪽).

109) 『고려사』 예지의 견장출정의에 초제나 둑제 등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고려사』의 편찬은 조선 초에 유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의 의례를 오례에 입각하여 정리하는 과정
에서 출군의례 중 초제나 둑제를 행하는 내용 배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충선왕대 태청관에서 둑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에 대하
여, 이 시기 태청관이 도관이라는 고유 기능에서 둑제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이 변화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고려 전기에는 출정식에서 軷祭, 
壓兵祭 등을 지내고 장수에게 부월을 전달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충선왕대 이후 
부월대신 大纛, 纛旗를 전달하는 의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았고, 이를 원의 영
향을 받아 변형된 것으로 이해하였다(김철웅, 앞의 책, 241-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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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출정의식과 개선의식은 의례로서 존재하였는데, 그 의례절차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 도교식 제례와 함께 거행되었고, 그 의례의 장

소도 도교 건물과 관련된 곳이었다. 

5. 조선 초 군사훈련의례 정립 시도

12세기 중엽 이후 권세가들이 토지를 확대하면서, 군인 선발과 

함께 이들에게 주어지던 군인전 지급이 어려워지고 있었다.110) 군

인전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 하면 군인의 선발과 유지에 문제가 생

기는 것은 당연하였다. 군인전을 권세가들이 탈점하면서 군인들이 

땅을 잃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군역에서 도피하거나, 혹은 

토지를 받은 군인들 중 힘 없는 사람들만이 소집령에 응하는 문제

가 있었다.111) 이에 따라 2군 6위로 구성된 중앙군 조직은 점진적

으로 해체되어갔다.112)

무신정변 이후 都房과 삼별초 등의 국가 공적인 군사조직에 속한 

군사들이 국왕의 명령보다 자신들을 거느리고 있는 권력자의 명령

에 우선하여, 公兵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것도 문제였다.113) 

110) 권세가에 의한 대규모 토지 탈점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계기는 무신정변이었
다. 이는 몽골의 침입으로 인한 장기간의 전쟁 과정에서 民들을 섬이나 산성으
로 입보시키면서 농민들은 경작하던 토지와 유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장 취
약한 私田이었던 군인전에서 토지와 인구의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고려후기 田
丁의 해체과정에 대해서는 이민우, 2015 『여말선초 私田 혁파와 토지제도 개
혁구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40-48쪽 참조.  

111) 고려 후기 군인전 점탈로 인한 選軍 제도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김인호, 
2012 「제6장 몽골과의 전쟁과 방어전략의 변화」 『한국군사사-고려Ⅱ』 경
인문화사, 118-120쪽 참조. 

112) 고려 말기 군제의 문제점과 군제개혁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윤훈표, 
2000 『麗末鮮初 軍制改革硏究』 혜안, 19-77쪽 참조.

113) 무신정변과 그 이후 무신 세력의 토지겸병 이전부터 사병의 존재는 확인된다
(林英正, 1980 「麗末鮮初의 私兵-高麗時代 私兵의 發生과 그 背景(上)-」 
『韓國史論』 제7집, 國史編纂委員會, 35-58쪽 참조). 하지만 무신정변 이후 
사병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으며, 당시의 사병은 공적 조직에 속한 상태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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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편으로는 수도인 개경방어를 담당하여, 개경에 거주한 왕

족과 권세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

로 그들의 역할은 국가 방위가 아니라 개인의 신변 보호가 그 목적

이었다. 최충헌은 자신의 문객이 관군에 속하여 종군하겠다고 하자 

그를 먼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114)

고려 말 군제개혁은 이러한 군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

앙군 조직을 재건하고, 권력가에 의해 점유된 군사들을 다시 국가 

공적 체제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당시 개혁이 지향한 것

은 고려 전기 이래의 체제를 복구하는 것으로 選軍給田에 의한 군

인 선발을 통해 府兵으로서 2군 6위의 중앙군 조직의 재건을 추구

하려는 것이었다.115) 이는 田丁連立에 의한 토지제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고려 말에는 직역과 토지의 결합이 해체됨에 따

라,116) 군사제도 역시 단순히 고려 전기의 제도로 복구할 수는 없

었다. 때문에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의 군제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앙 군사조직과 별개로 운영되었던 숙위조직을 

정비하지 못하였고, 군인전 탈점 문제 역시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

다. 

이런 상황에서 원의 공격이나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나하추[納

哈出]의 동북면 침공 등 외침을 비롯해 興王寺의 난과 崔濡의 반란

이 발생하면서, 고려 조정에서는 募軍을 통해 추가로 군사들을 모집

가 개인에 충성하고 있었다. 무신집권기 사병의 성격에 대해서는 오영선, 1996 
「高麗 武臣執權期 私兵의 성격」 『軍史』 33, 70-82쪽 참조. 

114) 『고려사』 권129, 열전42 최충헌.
115) 고려말 공민왕과 우왕대 군제개혁의 내용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윤훈표, 앞

의 책, 92-143쪽 ; 홍영의, 2002 「高麗末 軍制改革案의 基本方向과 性格-恭
愍王·禑王代를 中心으로-」 『軍史』 45, 267-280쪽 참조.

116) 고려 말에 이르면 토지와 직역의 결합된 전정은 소멸하고 사전은 단순히 수
조권이 위임된 토지로 변화하였다. 충렬왕 이후 고려의 토지제도 개혁은 田丁을 
복구한다는 방침과 현재 상태의 토지를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교차
하였다. 공민왕대에는 사전의 주인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세를 부과하는 방식
으로 토지제도 개혁이 진행되었다. 원간섭기 고려 토지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이
민우, 앞의 논문, 50-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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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편성하여 대응해야만 했다. 

특히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은 元의 쇠퇴와 그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발생하여 장기간 고려의 국방문제로 대두하였다. 고려 말 홍

건적과의 전투 상황이나 원정군의 편성 등의 정황을 보면, 당시 고

려 군사들은 소규모 정예 기병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홍건적 침입 당시 1362년(공민왕 11) 개경 전투에 이

성계는 麾下兵 2,000명을 데리고 참전하였으며, 1365년 德興君 사

건 때에는 이성계 정예기병[精騎] 1,000명, 안우는 정예기병 300

명을 각각 지휘하여 전투에 임하였다. 이때 麾下兵, 精騎 등은 고려 

군제에 따라 군역을 지는 군사나 임시로 모집한 인원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은 고려 말 무장들의 휘하에서 평소에 훈련을 같이하였

던 군사였을 가능성이 높다.117) 때문에 고려 말의 전투는 소규모 

정예 기병을 활용한 요격전으로 이루어졌고, 대규모로 군대를 조직

하더라도 각각의 장수가 자신의 군사를 따로 지휘하는 형태였

다.118) 이는 우왕대 이후 지방군이 元帥制로 운영될 때도 일정부분 

유지되었다. 평상시 각 지방의 원수가 휘하의 군사들을 지휘하다가, 

대규모 군사작전에는 중앙에서 별도의 고위 장수가 파견되어 각도

의 원수들을 지휘하였다.119) 

117) 고려 말 사병에 대해서는 유재리, 1997 「高麗末 朝鮮初 私兵 硏究」 『韓
國學硏究』 第7輯, 176-194쪽 참조.

118) 1353년(공민왕 2) 고우성 전투에 파견한 고려 원병을 살펴보면 당시 유탁, 
염제신 등 40여명이 군사 2,000명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중간에 연경에서 군사
를 모집하여 총 23,000명으로 부대를 편성하였으나 지휘관의 수가 상당히 많았
던 상황을 알 수 있다(『고려사』 권38, 공민왕 3년 7월 ; 『고려사절요』 권
26, 공민왕 3년 11월). 1359년, 1361년 홍건적의 침입 당시 안우, 이방실 등
은 소규모의 정예병을 이끌고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하지만 소규모 병력으로 홍
건적의 남하를 저지할 수 없었다. 고려 말 홍건적의 침입과 그에 대한 고려군의 
대응 양상에 대해서는 홍영의, 2012 「제8장 고려말 전란과 새로운 군사체제 
지향」 『한국군사사 4-고려Ⅱ』 239-255쪽 참조. 홍건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고려군의 전술에 대해 임용한은 고려의 군사제도 변화로 인하여 수성전이 아닌 
정예 무장에 의한 요격작전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임용한, 2008 『전쟁의 
역사 3-고려후기편』 혜안, 256-261쪽).

119) 1376년 9월 홍산대첩에서 최영은 양광전라경상도 도통사로서 양광도 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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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예기병 중심의 군사조직과 이를 주로 활용한 전술이 기

본인 상황에서 고려말 군제개혁을 통해 새로 편입된 군사들은 보조

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농사

를 짓다가 유사시에 군사로 편성되었으므로, 정예병과는 거리가 있

었으며 대체로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병이 증가하고 이들을 

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전술체제의 

정립을 필요로 하였다.120) 이러한 배경에서 1372년(공민왕 21) 간

관 禹玄寶 등이 군사들에게 金鼓旌旗, 즉 진법을 익히게 하고 장수

들에게는 병법을 익히게 하고 병서로 시험하여 선발하고자 하였

다.121) 이는 소수의 무장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군사 조직의 운용 

방식을 견제하고, 지휘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하지만 우왕 재위기간 동안 왜구의 침입이 지속되면서, 元帥 중

심의 군사제도 운영은 지속되었다. 상황은 이성계 일파가 위화도 회

군 이후 정권을 장악하면서 변화했다. 우왕대까지 원수제에 대한 비

판은 원수들이 많아 발생하는 民에 대한 침탈에 주목하였다면,122) 

공양왕 즉위 이후 당시 원수에 임명된 장수들의 자질에 대한 비판

이 제기되었다.123) 장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적의 침입에 의

한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공양왕 즉위 이후 

무사 최공철 외에 조전원수, 병마사 등을 지휘하였고, 1377년 9월 왜구가 전라
도에 상륙하여 양광도로 북상하자 11원수를 거느리고 막기도 하였다. 1380년 
8월 진포로부터 상륙한 왜구가 하삼도를 휩쓸고 지리산으로 들어갔을 때 이성
계가 양광전라경상도 3도 도순찰사로서 3도 도체찰사 변안렬 이하 9원수를 지
휘하여 황산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일도 한 예이다(오종록, 앞의 책, 77-82쪽).

120) 일반적으로 騎士를 중심으로 한 중세의 전쟁에서 근대의 전쟁으로 변화하면
서 군 편제에서 보병의 비율이 증가한다. 보병의 증가는 근대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자들이 고대 전쟁의 기술, 즉 병학에 대한 탐구를 유발하였다(크리스터 외
르겐젠 외, 최파일 옮김, 2011 『근대전쟁의 탄생:1500~1763년 유럽의 무기, 
전투, 전술』 미지북스, 147-148쪽).

121) 『고려사』 권81, 병지, 병제, 공민왕 21년 10월.
122) 『고려사』 권81, 병지, 병제, 우왕 6년 6월 ; 우왕 14년 8월.
123) 『고려사』 권81, 병지, 병제, 공양왕 원년 2월 ; 공양왕 원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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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의 침략 횟수는 줄어들고 있었다.124) 그러므로 당시 장수의 자

질에 대한 비판은 이성계 일파가 병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기존 

무장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성계 일파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도 군사제도 개혁은 군 통수

권을 일원화하고 국왕의 숙위군을 비롯해 주요 세력의 군사력을 점

진적으로 공적인 지휘체계내로 포섭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삼군

도총제부를 설치하여 이성계를 도총제사로 하고 그의 일파인 裵克

廉, 趙浚, 정도전을 삼군총제사로 임명하였던 것은 일원적인 군 통

수체제의 확립을 위해서였다.125) 1389년(공양왕 1) 十學에 敎授官

을 설치하면서 兵學을 軍候所에 두었던 것126)과 1390년(공양왕 2) 

과거 공민왕 재위기에 시행하려다가 무산되었던 무과의 제도를 만

들었던 일127)도 무장의 선발과 교육 방식을 국가에서 주도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새 왕조 건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태조는 

즉위 교서를 통해 “文科와 武科는 그 중 하나를 폐할 수 없다”고 

하여 문과와 마찬가지로 무과를 시행하고자 하였다.128) 또 訓鍊觀

을 설치하여 무예를 익히고, 병서와 戰陣을 강습하는 일은 물론 무

과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1393년(태조 2) 7월 훈련관을 중

심으로 양반자제와 성중관들에게 병서와 陣圖를 강습하게 한 뒤로 

한 달여 뒤 정도전은 ‘四時蒐狩圖’를 만들어 바쳤다.129) ‘사시

수수도’는 그 명칭으로 보아 『周禮』의 군사훈련법인 四時講武에 

따른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124) 공양왕 재위기간 왜구의 침략 상황에 대해서는 崔炳鈺 외, 1993 『倭寇討伐
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61-171쪽 참조.

125)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3년 1월.
126) 『고려사』 권77, 백관지, 제사도감각색, 십학.
127) 『고려사』 권74, 선거지, 과목 2, 무과 공민왕 원년 4월 ; 공양왕 2년 윤4

월.
128)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129)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7월 13일 병진 ; 8월 20일 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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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와 정도전은 새로운 무인 교육제도와 군사 훈련 제도를 통해 

고려 말의 私的인 군사훈련 풍토를 변화시키고, 公的인 제도에서 통

일된 군사훈련을 지향하였다. 구체적으로 군사훈련을 어떻게 바꾸려 

하였는지는 1396년(태조 5) 의흥삼군부에서 올린 상소를 통해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周는 봄과 여름에는 振旅와 茇舍 훈련을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治

兵과 大閱을 하여 사계절에 항상 모두 가르치므로 그 훈련한 것이 

정밀하였고, 안팎으로 다 가르치므로 그 쓰임이 이로웠으니, 이것이 

주나라가 나라 지키는 도를 얻은 것입니다. 西漢 때에는 임금이 戎

輅에 올라서 쇠뇌를 잡고, 비단을 武官에게 주어서 孫吳의 법을 익

히고, 싸우고 陣치는 제도를 훈련하니, 五營의 군사를 모아 八陣法

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京師들의 훈련[講武]으로 ‘乘之’라고 합니

다. 지방에서는 郡守와 都尉가 있어서 都試로 시험하는데, 모든 車

騎才官과 樓船이 모두 훈련하니 이것은 지방[郡國]의 훈련[講武]으

로 ‘都試’라고 합니다.(…) 도성에서는 사계절의 마지막 달에 훈

련[講武]하고 짐승을 잡아서 종묘와 사직에 제사하며, 외방에서는 

봄과 가을에 훈련[講武]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지방의 귀신에게 제

사지내면, 武事가 익숙해지고 神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강무할 때에 御駕가 친히 거둥하시는 일과 섭행의식, 외방 관원들이 

감독하고 성적을 매기는 법을 禮官에게 상정하게 하소서.130)

위의 상소는 의흥삼군부에서 중국 역대 훈련[講武]제도를 상고하

여 보고하면서, 전국적인 군사훈련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요

청한 것이다. 상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중국의 

역대 강무제도를 『源流至論』((宋)林駉 撰)의 강무조 내용을 바탕

으로 요약한 것이다.131) 그리고 후반부는 이를 참고하여 조선에서 

시행할 군사훈련 제도의 안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정도전이 판의흥

삼군부사로 있었으므로 이 역시 그의 의지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

130)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1월 30일 갑신.
131) 『源流至論』 續集卷8 講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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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의흥삼군부에서 언급한 ‘講武’를 태종대 이후 정립된 ‘사냥

형식의 군사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선 위의 상소 전반부를 보

면 주와 서한의 제도 중 본받을만한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周에서

는 연 4회 계절마다 정기적으로 훈련하였고 중앙과 지방[內外]에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西漢도 마찬가지로 중앙과 지방에서 정기적으

로 군사훈련을 시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소에서 거

론한 周의 ‘振旅’, ‘茇舍’, ‘治兵’, ‘大閱’은 모두 교장에서

의 훈련에 해당한다. 또 西漢의 훈련 역시 ‘孫武와 吳起의 병법’, 

그리고 ‘八陣의 法’이라 하여 병학과 진법훈련이다. 즉, 이때 말

한 ‘강무’는 일반적인 군사훈련을 뜻한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제안한 군사훈련은 ‘군사훈련하고 짐승

을 잡아서 종묘·사직에 제사(講武獲禽 以祭宗社)’하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주례』의 군사훈련 형식인 교장에서의 훈련, 사

냥, 제사가 결합된 의례이자 군사훈련을 의미한다. 상소 말미에 강

무의 친행, 섭행의주와 지방관의 군사훈련 감독하고 평가하는 규정

을 禮官에게 상정하도록 요청한 것에서도 군사훈련을 의례로서 정

립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군사 훈련의 내용은 ‘孫武

와 吳起의 병법’, 그리고 ‘八陣의 法’으로 대표되는 진법훈련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였다. 또 중앙에서는 국왕, 지방에서는 지방관 

주도로 훈련을 행하여 전국적인 군사훈련 제도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정리하면 정도전이 지향한 군사훈련은 『주례』의 제도에 

입각한 의례로서 훈련이었고, 유교적 의례로서 중앙과 지방에 모두 

통일적으로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군사훈련을 『주례』의 제도에 따라 의례로서 시행하는 것은 훈

련에 참여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국가의 公兵, 즉 公家之兵이라는 인

식을 내면화하기 위함이다. 정도전은 ‘兵’이란 인군을 지켜 인군

이 베푸는 仁政이 만민에게 온전히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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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古制의 인식을 따른 것이었다.132) 

고려 말의 군사훈련은 공적인 제도에 의해 통일된 훈련 양식에 

따라 시행되진 않았고, 개별 무장 혹은 관료들에 의해 나름의 방식

으로 시행되었던 것 같다. 1380년(우왕 6) 7월 사냥하려는 우왕을 

만류하자 우왕은 자신은 본래 사냥을 좋아하지 않는데, 재상들이 본

인을 이끌었으며, 신료들도 사냥하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반문하였

다.133) 태종 역시 자신을 武家의 자손으로서 어려서부터 말달리고 

사냥하는 것을 일삼았다고 하였다.134) 즉 고려 말에는 사냥을 통해 

국왕, 무장 등이 각자 자신의 휘하 군사들을 훈련하였던 것이다. 이

는 고려시대에 무장들이 각자의 가계를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실시

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게다가 고려 말의 출정 및 개선의례의 경우 

도교의례와 함께 시행되었으므로 군사훈련 및 군사의례를 유교적 

의례로 체계화하는 일도 필요하였다. 

이러한 고려 말의 군사훈련을 쇄신하여 국가의 체제에서 운영하

기 위해서 정도전은 사냥 형식의 훈련보다는 진법훈련을 중시하였

다. 『朝鮮經國典』 「政典」의 항목 구성과 그 내용을 통해서 정도

전이 지향하였던 군사훈련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정전」 중 

군사훈련과 관련된 것은 4번째 ‘敎習’과 마지막 15번째인 ‘畋
獵’이다. 먼저 교습조의 내용을 보면, “『주례』에는 봄에는 蒐, 

여름에는 苗, 가을에는 獮, 겨울에는 狩로써 武事를 강습하여 때를 

거르는 일이 없었고, 징과 북, 깃발을 사용하는 절차를 밝히고, 나아

가고 물러나며 치고 찌르는 방법을 익혔다”고 하여 교장에서의 훈

련 방식만을 설명하고 있다.135)  

132) 정일태, 2019 「여말선초 병제개혁 논의와 사병혁파(私兵革罷)를 통한 ‘공
가지병(公家之兵)’의 구현」, 『군사』 112호, 182-187쪽.

133) 『고려사』 권134, 열전47 우왕 6년 7월.
134)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10월 1일 을사.
135) 『三峯集』 조선경국전 하, 정전, 교습 “周禮春蒐夏苗秋獮冬狩 以講武事 無

闕於時 明金鼓旗麾之節 習進退擊刺之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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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렵조에는 “『주례』 大司徒136)는 봄에는 蒐, 여름에

는 苗, 가을에는 獮, 겨울에는 狩로써 武事를 강습하였으나, 그 폐단

이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을 해치는 일에 이르기도 하니 모두 농한

기에 실시하였다. 또 사냥[畋獵]은 안일한 유희에 가까우니 짐승을 

잡아 스스로를 봉양한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성인은 이를 염려하여 

사냥[蒐狩]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하나는 백성과 곡식을 해치는 짐

승을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는 잡은 짐승을 바쳐 제사를 받는 것이

다”라고 하여 武事를 강습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사냥은 유의해서 

해야 한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137) 그리고 사냥 훈련의 의의

로 害獸 제거와 사냥감을 종묘에 바치는 薦禽의 두 가지를 지목하

였다. 즉, 사냥훈련의 경우 의례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

처럼 정도전은 사냥 형식의 훈련과 교장에서의 훈련을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坐作進退를 위주로 하는 교장에서의 훈련이 건국 초 조

선의 상황에서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는 군역제도의 개혁을 통해 많은 수의 양인들이 군사로 편입되

었던 상황과 관련 있다. 기존의 전문적인 戰士들과는 달리 이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兵農一致 제도의 군사였다. 때문에 사

냥훈련보다는 진법훈련이 더 적합하였다. 또 기존의 훈련방식을 유

지할 경우에는 군사와 지휘관 사이의 사적 결속을 차단하기 어려웠

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훈련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1393년 11월부터 정도전이 작성한 

‘陣圖’에 따른 훈련이 진행되었다.138) 이듬해 임진 壽美浦에서 

진행된 진법 훈련에는 태조가 직접 친림할 것을 예고하며, 여러 절

136) 정도전의 『三峯集』에는 大司徒라 표기되어 있으나, 『周禮』의 내용에 따
르면 大司馬가 옳다.

137) 『삼봉집』 조선경국전 하, 정전, 전렵 “故周禮大司徒 春蒐夏苗秋獮冬狩 以
講武事 然其弊或至於妨農害民 故皆於農隙習之 且畋獵近於逸遊 從禽嫌於自奉 於
是聖人慮之作蒐狩之法 一則曰除禽獸之害民穀者 一則曰獻禽以供祭祀”.

138)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1월 12일 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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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에게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나 명령을 어긴 자를 처벌할 것이라 

하였다.139) 1397년(태조 6) 8월에는 陣圖訓導官을 각 도와 각 진

에 파견하여 지방에서도 진법 훈련을 시행하도록 하였는데,140) 

1398년(태조 7)에는 태조가 환관인 朴永文을 보내 경상도와 전라

도 지역의 진법훈련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이를 처벌하였다.141) 

이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진법 훈련을 태조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조대 중앙을 중심으로 시행된 진법 훈련은 점차 지방으로 확대

되고 있었다. 그에 반하여 국왕 주도의 사냥은 비교적 줄어든 것 같

다. 『태조실록』에는 조선 건국 이전 태조의 사냥 기록이 여러 차

례 등장하는데,142) 즉위 후에는 그 횟수가 비교적 적다. 게다가 건

국 초부터 수령을 대상으로 시기에 맞지 않는 사냥을 금지하도록 

하였다.143) 정도전의 정치적 목표와 지향을 지지했던 태조였으므로, 

정도전의 진법훈련 중심의 군사훈련 구상에 따라 즉위 이후에는 사

적인 사냥행위를 자제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1397년 12월 楊州 목장에서 講武하였다는 기록이 눈에 띈

다.144) 이때 ‘강무’ 역시 단순히 사냥 형식의 훈련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음 해 윤5월 같은 장소에서 이틀 연속 

陣圖를 연습하였던 기록으로 볼 때 1397년의 양주 목장에서의 강

무 역시 진법훈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145) 또 1396년 2월과 

1397년 2월에 ‘화렵을 보았다[觀火獵]’고 하였는데,146) 화렵이 

139)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3월 11일 경술.
140)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8월 9일 戊子
141)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6월 24일 무진 ; 7월 25일 戊戌 ; 7월 27일 

경자.
142) 『태조실록』 권1, 총서.
143)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9월 24일 임인.
144)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2월 15일 계사. 
145)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윤5월 28일 계묘.
146) 실록에서 태조대 화렵 실시 기사 이외 화렵에 대한 기록은 세조대와 성종대 

사사로이 화렵을 한 인물에 대한 처벌을 논의한 내용만 전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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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주

례』 사시강무 제도 중 봄 사냥인 蒐를 시행할 때 들판에 불을 놓

아서[火弊] 사냥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것이라 예상된다. 

정도전이 구상한 진법 훈련의 내용은 어떠하였을까? 정도전은 

「진법」에서 오행진법을 채택하고 5진체제147)를 정립하였다.148) 

하지만 정도전의 「진법」에 수록된 병학은 고대 진법인 八陣에 대

한 이론이었다. 

정도전의 「진법」은 진법 훈련과 편제에 대한 내용과 병학이론

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149) 이 중 진법 훈련과 편제에 대한 

부분 중 ‘總述’과 ‘正陣’은 風后 『握奇經』에 대한 해설인 西

晉 馬隆의 「八陣總述」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였으며, 그 외 부분도 

『악기경』의 내용을 참고하였다.150) 서술방식도 『악기경』에서 

팔진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讚의 형식으로 진법의 운용법 

및 특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비슷하게 차용하였다.

또 「진법」에 나타난 신호체계와 운용은 『악기경』의 그것과 

유사하다. 정도전은 나팔[角]을 사용한 음성신호체계를 노래의 형식

(『태조실록』 권9, 태조 5년 2월 19일 정미 ; 권11, 태조 6년 2월 29일 임자 
;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1월 4일 甲戌 ; 『성종실록』 권109, 성종 10년 
10월 30일 임자).

147) 진법체계는 대체로 ‘숫자 + 진’의 형태로 칭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진법은 2가지 계통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진형의 종류(kind 
of battle formation)를 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개의 진형을 배열하는 원
리(organizing principle of battle formation)를 뜻하는 것이다. 

148) 하차대, 1989 「조선초기 군사정책과 병학서의 발전」 『군사』 제19호, 
107쪽.

149) 정도전 「진법」의 구성 및 편찬 방식과 각 편의 전거에 대해서는 허대영, 
앞의 논문, 11-13쪽 참조.

150) 『악기경』은 黃帝의 신하인 풍후의 이름에 가탁한 후대의 저술로 알려져 있
다. 『악기경』에 대한 漢 公孫宏의 해설과 西晉의 馬隆의 해설인 「八陣總述」
이 전해져, 漢대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악기경』에 대한 언급
이 주로 宋대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唐대 이후의 저작으로 보기도 한다
(『四庫全書總目』 卷99 子部 兵家類 ‘握奇經一卷’). 풍후의 팔진의 원리에 
대해서는 홍을표, 2008, 「風后의 『握奇經』 硏究」 강원대학교 대학원 중어
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73-1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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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角警歌’로 만들어 기록하였는데, 이는 『악기경』의 신호체계

에 바탕하였다. 『악기경』에 따르면 각의 신호는 두 가지로 첫 번

째 각 신호는 군사들에게 이어서 올 金鼓의 신호를 경청할 수 있도

록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하며, 그 후 金鼓의 신호를 통해 진형의 

변형 혹은 부대의 움직임을 전달한다.151) 이후 두 번째 각 신호는 

앞서 전달한 金鼓의 신호에 따라 대오를 정비하는[收兵] 신호이다. 

「진법」의 ‘각경가’ 역시 각 소리 사이에 金鼓의 신호를 전달하

고, 이에 따라 부대를 정돈하는 각의 기능이 『악기경』의 용법과 

동일하다. 정도전은 『악기경』의 八陣을 진법의 근본으로서 인식하

였기 때문에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도전이 

고려 말에 八陣에 관한 병서인 『八陣三十六變圖譜』를 저술한 것

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정도전의 진법은 최종적으로 5진체제를 택하였다. 그 이

유는 무엇일까? 우선 八陣의 배열법과 훈련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으로 전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진법의 전통을 계

승한 후대의 이론과 훈련법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朝鮮經國典』 政典 敎習의 내용을 살펴보자.

그 때(周:필자) 이후로 晉文公이 被廬에서 훈련[蒐]하였으니 齊民王

의 技擊의 군대, 魏惠王의 武卒, 秦昭襄王의 銳士가 있어 비록 詐力

을 숭상하였으나 그 용병술에 있어서는 후세에 미칠 바가 아니었습

니다. 전국시대 司馬穰苴, 당의 이정도 병법을 알았으나, 오직 제갈

량의 용병술만이 인의에 마땅하고 절제가 있었기에 朱文公께서 용병

을 잘한다고 한 것입니다. 신은 그 뜻에 근본하여 五行陣出奇圖를 

지어 바쳤으며, (周) 사마의 법을 증감하여 講武圖를 지어 바쳤습니

다. 전하께서 이를 보고 좋다고 칭찬하시고 군사에게 명하여 익히게 

하였습니다. 신이 주 사마의 훈련법과 진, 위, 제, 진, 사마양저, 이

151) 『握奇經』 「握奇經續圖」 “角音二　初警衆　末收衆 (중략) 其金革之閒 加
一角音者 在天爲兼風 在地爲兼雲 在龍爲兼鳥 在虎爲兼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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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의 병법을 취하여 앞에다 적은 것은 옛날 것에서 본받을 것을 

취하려는 것이고, 신이 올린 출기도, 강무도를 뒤에다 적은 것은 지

금의 것을 익히려는 것입니다. 고금의 제도를 갖추고 교습의 법을 

밝게 하면 군사를 쓸 만해 질 것입니다.152)

이 내용은 전국시대 荀子가 趙 孝成王의 앞에서 臨武君과 함께 

군사에 대해 논한 『荀子』 ‘議兵’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 때 임

무군이 孫武와 吳起의 병학을 주창하지만 순자는 王者와 仁人의 병

학을 주창하며 백성을 하나로 뭉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효성왕과 임무군이 王者의 병법을 운용하는 방법을 묻자 순자

는 齊의 技擊之士는 魏의 武卒을 이기지 못하고, 魏의 무졸은 秦의 

銳士를 이기지 못하며, 진의 예사는 齊桓公과 晉文公의 節制를 갖춘 

군대를 이길 수 없으며, 제환공과 진문공의 군대는 湯武의 仁義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였다.153) 즉, 군사들의 훈련 방식에 있

어서 어떠한 것이 근본적이고 옳은 것인지를 논한 것이다. 결국 군

사들 개개인의 기량보다는 진법에 따른 움직임의 節制가 있는 군대

가 더 낫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仁義로 즉, 정당한 명분을 

갖추는 것이라는 軍事觀을 말한 것이다. 정도전은 이를 인용하여 군

사훈련에 있어서도 개인 기량의 숙달보다는 진법훈련과 같은 집단 

훈련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이러한 군사훈련을 통해 仁義와 節制를 

군사들에게 배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순자』의 내용에 이어서 전국시대 司馬穰苴, 後漢 諸葛亮, 唐 

152) 『朝鮮經國典』 政典 敎習 “自是以來 晉文之蒐于被廬 齊愍之技擊 魏惠之武
卒 秦昭之銳士 雖有詐力之尙 而其用兵之術 非後世所能及也 戰國之司馬穰苴唐之
李靖 皆有兵法 惟諸葛武侯之用兵也 蓋於仁義之中 而有節制之意焉 故朱文公以爲
善用兵也 臣祖其意 作五行陣出奇圖 又增損司馬法 作講武圖以獻 殿下稱之曰善 
命軍士肄之 臣取司馬蒐狩之法 晉魏齊秦穰苴李靖等兵法書之於先 欲其取法乎古也 
以臣所獻出奇講武圖書之於後 欲其熟之於今也 古今之制備 而敎習之法明 則兵可
用也”.

153) 『荀子』 卷10 議兵 第15 “故齊之技擊不可以遇魏氏之武卒 魏氏之武卒不可
以遇秦之鋭士 秦之鋭士不可以當桓文之節制 桓文之節制不可以敵湯武之仁義 有遇
之者若以焦熬投石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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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靖 등 병학가에 대한 평가를 덧붙였다. 그 중 제갈량의 용병술이 

인의와 절제를 갖추었다고 말하여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하였고, 자

신이 지은 五行陣出奇圖와 講武圖가 제갈량과 周 司馬의 훈련법을 

계승한 것이며 齊, 魏, 秦, 사마양저, 이정의 병법을 참고하였다고 

하였다. 즉 정도전의 군사훈련은 周-제갈량으로 이어지는 고대 진

법의 본의를 계승하되, 그 외 사마양저, 이정 등의 병학을 참고하였

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법과 군사훈련의 계통에 대한 

정도전의 인식을 정리하면, ‘『악기경』 팔진 - 周 司馬 - (진문

공) - (사마양저) - 제갈량 - (이정) - 정도전’ 이라 할 수 있

다.154) 

비록 이정의 병학이 제갈량의 인의절제의 용병술에는 이르지 못

한다고 평가하였지만, 정도전이 진법을 오행진과 5진체제로 정립한 

것은 이정의 진법론과 군사훈련 방식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155) 군사훈련에서 오진의 제도를 사용한 것은 앞서 살펴본 

『개원례』의 ‘황제강무’에 처음 나타난다. 또 『李衛公問對』에

서는 오행진은 方圓曲直銳의 다섯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형에 따라 

형성한 것으로 평소에 군사들은 오행진을 익혀야 한다고 하였

154) 정도전의 진법 계통인식은 李靖의 인식과 유사하다. 唐太宗은 이정에게 黃帝
의 兵法인 握奇文과 팔진에 대해서 물은 뒤, 후대에 黃帝의 진법을 계승한 자가 
누구인지 질문하였다. 이정은 황제 팔진의 정수는 태공에게 이어져서 周나라 司
馬의 제도로 만들어졌고, 태공 사후 제나라에서 전해져 제환공이 이어받아 節制
의 군대를 양성하여 패자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 제갈량이 어복포에 돌을 종횡
으로 쌓아 방진의 모양으로 포진한 것이 팔진의 정수를 계승하였으며 자신의 
군사훈련법은 이를 이은 것이라 하였다(『李衛公問對』 上卷). 이러한 진법의 
계통에 대한 인식은 조선 후기까지도 유지되었다. 정조 때 교련관을 역임한 李
象鼎이 편찬한 『兵學指南演義』에도 黃帝의 진법은 강태공, 관중, 제갈량을 거
쳐 이정에게 이어진 후 그 뒤로는 법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성백효 
역, 1995 『兵學指南演義』 국방군사연구소, 26-29쪽).

155) 정도전의 「진법」에서 이정이나 이정의 저술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
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도전은 「진법」에 『管子』의 내용을 여러 차례 
인용하였는데, 『이위공문대』에서 당태종과 이정은 관중의 병법을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정도전이 진법을 저술할 때 『관자』의 내용을 적극 인용한 것은 
이러한 관중에 대한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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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6) 후술하겠지만 조선 세종대 진법서를 편찬하면서 이정의 병

서 내용을 이용한 것도 이정에 대한 정도전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정도전은 『주례』의 이상적인 의례이자 군사훈련의 제

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제에 입각한 훈련이자 의례를 통해

서 仁義節制를 갖춘 군대를 양성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인의절제를 갖춘 군대는 장수와 사적으로 결속한 私兵이 아닌 

국가의 공병으로 형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을 것이다. 구체적으

로 그 훈련 방식은 『주례』의 사시강무제도와 마찬가지로 진법훈

련, 사냥, 제사를 결합한 형식이었다. 이중 특히 진법훈련을 중시하

였는데, 黃帝의 진법에 기원한 『악기경』의 진법제도를 수용하되, 

구체적인 훈련법은 당 이정의 제도에 따라 5진체제로 하였다. 

조선 초 시행된 군사훈련이 의례화된 훈련을 지향했음은 1394년 

임진 壽美浦에서의 군사훈련 시행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57) 

먼저 수미포에서 ‘五軍陣圖’ 훈련을 시행한 후 태조는 정도전에

게 봄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종묘에 바치는 것이 어떠한지 물었다. 

이는 진법 훈련, 사냥, 종묘 제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을 

보여준다. 

의례로서 군사훈련을 정착시키는 일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진

법 위주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이를 정도전의 주도하에 시행하였

던 것은 당시 군사력을 장악했던 공신 및 종친 세력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로 여겨졌던 것 같다. 고려 말 이래 무장이 개별

적으로 자신 휘하의 군사들과 함께 사냥 등을 통해서 훈련하였던 

과거에는 군사들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무장 개인의 독립적

인 권한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武人’들이 보기에 정도전은 

이론만으로 말하는 일개 文人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156) 『李衛公問對』 中卷.
157)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3월 11일 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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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주례』의 제도를 따라 坐作進退 형식의 진법훈련은 전

문적인 무장들에게 있어서 실전적이지 않고 무용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정도전이 지향한 진법훈련은 『주례』의 이상을 추구하며, 

군사들의 움직임을 하나로 만드는 훈련이므로, 주된 훈련 내용 역시 

좌작진퇴를 절제에 따라 행하는 것에 있었다. 이는 군사제도 개혁으

로 새로 편제된 군사들을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유사시에 군사로 

편성하는 병농일치 개병제의 보병의 주 훈련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

이었다. 이에 비하여 사냥 훈련은 기본적으로 기마술과 궁술에 능한 

戰士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다음을 보면 사냥 훈련에 참여하는 군

사들은 뛰어난 騎射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무릇 짐승을 쏠 적에는 왼쪽 膘에서 쏘아서 오른쪽 腢로 관통하는 

것을 上으로 삼는데, 乾豆로 만들어 宗廟에 바친다. 오른쪽 귀 부근

을 관통하는 것이 이에 다음 여기는데, 賓客을 접대한다. 왼쪽 脾에

서 오른쪽 䯚을 관통하는 것을 下로 삼는데, 庖廚에 충당한다.158) 

인용문은 세종대 만들어진 사냥훈련의례인 講武儀 儀注 중 훈련 

중 짐승을 사냥할 때 명중한 부위에 따라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

는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상등의 경우 심장을 관통한 것을 의미하

고, 그 다음은 머리를 관통한 것, 마지막 등급은 다리를 맞춘 것이

었다.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 騎射를 통해서 정확한 사격을 하는 것

은 높은 수준의 戰士라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고려 말 이래 무반가

계로서 오랜 전통을 가졌던 집단들은 당연히 소수 정예 기병 중심

의 군사편제와 훈련방식을 지향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진법 위주의 훈련인 大閱에 대해 “대열은 이득

될 것이 없습니다. 모이기 어렵고 훈련 제도가 심히 간략하여 쓰기 

좋지 않습니다.”라는 세조의 평을 참고할 만하다.159) 이러한 진법

158) 『세종실록』 권133, 오례 군례 강무의 “凡射獸 自左膘而射之 達于右腢爲
上 以爲乾豆奉宗廟 達右耳本者次之 以供賓客 左脾達于右䯚爲下 以充庖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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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대한 인식은 조선 초기의 경우도 비슷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기존 무장들은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1397년 8월 진법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공신과 종친 등을 

처벌하고자 그 휘하의 인물에게 태형을 내리고, 지방의 절제사로서 

진법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곤장을 치는 조치가 뒤따랐다.160) 군

사훈련제도 변화를 둘러싼 대립에 대해 史官은 정도전 등이 요동 

공략을 위해서 무리하게 진법 훈련을 추진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하

지만 건국 초기부터 진법훈련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요동 

공략 기도와 정도전의 군사훈련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

리가 있다고 여겨진다.161) 오히려 당시 종친 등 공신 세력, 즉 이후 

왕자의 난 주도세력이 정도전과 그가 주도한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무장들과 군사들이 공적 조직에 속하여 국가의 公兵으로 전

환되는 것과는 별개로 휘하의 군사들을 통할하고 군사훈련의 내용

을 결정하는 것은 무장들의 고유한 권한이라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

는 국가의 公兵이란 국왕이라는 존재를 보위하여 仁政이 온전히 民

에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군사훈련의례를 통해 이러

한 의식을 내면화하고자 했던 정도전의 軍事觀과 충돌할 수밖에 없

159) 『세조실록』 권1, 총서 
160)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8월 9일 임자.
161) 정도전의 요동 공격 시도는 정도전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닌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민족적 차원의 시도로서 이해되었다(정도전의 요동 공
격과 관련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정다함, 2017 「朝鮮 太祖代 遼東 공격 시도
에 대한 史學史와 그에 대한 탈경계적 분석과 비판」 『한국사연구』 178, 
133-164쪽 참조). 이와 함께 정도전이 실시하였던 진법훈련은 요동 공격을 위
한 직접적인 준비과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절차 및 내용을 정비하
는 과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례』의 이상적인 형식과 절차를 구현하
고, 이를 통해서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군사들과 장수들로 하여금 
내면화하는 의례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관련하여 정도전의 요동 공격시
도 자체가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며, 군제개혁의 최종 목
표였던 사병혁파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본 박홍규의 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박홍규, 2004 「정도전의 ‘공요(攻遼)’기도 재검도 :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정치사상연구』 제10집 1호, 20-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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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대립의 분위기는 조선 초 纛祭의 실시에서도 느낄 수 있

다. 조선 건국이후 새로 군사훈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군사의례의 상

징인 둑기[纛旗]도 새로 제작하였던 것 같다.162) 진법훈련을 시작

한 이후인 1594년(태조 3)에 태조는 판의흥삼군부사인 정도전에게 

纛祭를 주관하게 하였는데,163) 이는 정도전의 진법훈련이 단지 개

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왕의 의지이며 국가 공적인 일임을 강조하고

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제사를 마치고 난 후 千戶 兪瑞鳳이 

갑자기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도전이 주도한 진법훈련과 

둑제에 대한 반감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되는데,164) 단순한 우연인 

사건을 인과관계인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날 둑제에 

참석하지 않은 절제사들의 장무와 진무를 처벌하였던 것을 보

면,165) 이를 통해서 둑제와 유서봉의 죽음에 대한 의혹들을 일축하

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 그해 9월에는 둑기를 강무당으로 옮겼

다.166) 아마도 고려의 전례에 따라서 태청관에 있던 것을 둑제를 

유교의례로 변화시킴에 따라 옮겼던 것 같다. 

의례로서 훈련제도의 정립은 태조의 강력한 후원을 통해 실시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사례와 같이 훈련에 불참하거

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였다. 정도전이 군사훈련을 통

해서 이러한 이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지만 역설적

이게도 의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을 의례에 참여시키기 

162)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1월 16일 임술.
163)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1월 27일 정묘.
164) 2차 왕자의 난 당시 기록을 보면 纛祭에 쓸 祭需를 명분으로 종친 등이 근

교에서 사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1월 
28일 갑오). 둑제는 사적인 군사훈련의 시행과 군사를 동원하는 명분으로 활용
되었을 것이다. 또한 세종대 정해진 의주에 의하면 둑제에는 무관들만 참여하였
다(『세종실록』 권89, 세종 22년 6월 13일 계미). 즉, 무관들만의 의례로서 
여겨졌던 둑제를 정도전이 주관하는 것이 당시 무관들은 불쾌하였을 것이다. 

165)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1월 28일 무진.
166)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9월 16일 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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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강력한 實力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군사들을 공적인 체제에서 통제하는 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비단 무장이나 군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1394년(태조 3) 

卞仲良은 의흥부에 政權과 兵權이 집중된 당시 상황에 대해 병조정

랑 李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로부터 정권과 병권을 한 사람이 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병권은 

종실에 있는 것이 마땅하며, 정권은 宰輔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이 이미 병권을 장악하고 또 정권을 장

악하였으니 실로 옳지 않다.167)

인용문에 보이는 변중량의 의견은 소수의 재신 중심의 정치 운영

에 대한 다수의 개국공신들의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었

다.168) 이러한 해석은 분명 타당하지만 군사력 운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군사력의 운용이 공적인 시스

템이 아닌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작동하였던 상황에서 의흥부라

는 공적 조직에 군사 운용의 권한이 귀속되어있는 것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변중량은 의흥부 판사인 

정도전 개인에 의해 군권이 장악된 것으로 오해하여 위와 같은 발

언을 한 것이다. 다른 공신 및 종친 세력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의흥부에 의해 주도된 군사훈련에 반발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

간의 갈등은 결국 왕자의 난과 함께 폭발하였던 것이다. 이후 태종

을 위시한 세력이 국정을 장악하면서 군사훈련의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67)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1월 4일 경자.
168) 최승희, 2002 『朝鮮初期 政治史硏究』 지식산업사,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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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태종대 군사훈련의례 정립과 군사훈련 시

행 장악

2차 왕자의 난 이후 정권을 장악한 태종은 사병을 혁파하고, 군

제 개혁을 진행하였다. 군사훈련 역시 태종대에 제도화가 진전되었

다. 태종 재위 초반에는 태조대 시행되었던 진법훈련은 정지되고, 

기병 중심의 사냥 훈련을 시행하였고, 사냥 훈련은 군사훈련의례인 

講武1)로 정립되었다. 진법훈련은 1409년(태종 9)부터 재개되었고, 

세종에게 전위한 이후 상왕 시절 태종은 진법훈련의례인 大閱을 정

립하기 위해 진법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진법훈련과 사냥 훈련의 군사적인 차이는 전자는 보병, 후자는 

기병 중심의 편제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태종 초 

강무의 시행 배경은 명의 여진 초무와 그 영향으로 인한 여진과의 

대립과 관련하여 이해되었다. 소규모 기병에 의한 산발적인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기병 중심의 군사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본 것이다.2) 

1) 講武란 원래 ‘武事를 講習하다’라는 의미로 군사훈련을 의미하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의 예전에서는 진법훈련 의례를 강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조선에서는 태종대 이후 정립된 ‘국왕에 의해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사냥
형식의 군사훈련’을 ‘講武’라 지칭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강무
란 용어는 사냥형식의 군사훈련으로 이해하였다. 박도식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무비의 해이를 막기 위해 사냥을 통해 실시하는 군사훈련이라고 하였고(박도식, 
1987 「조선초기 강무제에 관한 일고찰」 『박성봉교수회갑기념논총』 경희사
학), 이현수는 ‘강무는 국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사냥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이현수, 2002 「조선초기 강무 시행사례와 군사적 기능」 『군사』 제45호) 
심승구는 조선 초기 강무의 용례가 ①순수 군사훈련 ②사냥 ③사냥과 군사훈련
을 결합한 형태의 세 가지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심승구, 2007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역사민속학』 24, 174-175쪽) 이처럼 조선에서 강무
라는 용어가 항상 사냥형식의 훈련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2장 이후로 강무는 조선시대 사료의 표현에 따라 조선에서 시행된 사냥형식의 
군사훈련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사료에 강무란 용어가 그 외에 뜻으로 사
용되었을 때는 별도의 설명을 더하여 구분하도록 하겠다.

2) 김동경, 2010 「조선 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군사』74, 
118-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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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법훈련의 경우 15세기 후반 오이라트의 흥기와 관련하여 대규모 

전면전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군사 동원 체제를 갖춘 

대열의 시행이 강화된 것으로 이해되었다.3) 이는 조선의 군사훈련

의례의 군사훈련으로서의 기능만을 고려한 이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는 태종 초반 진법훈련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행되었던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태종대부터 세종 초반

까지 조선의 주요한 위협은 북방의 여진세력이었고, 대체로 소규모 

침입이었다. 그런데 진법훈련이 재개되고 대열의가 만들어진 것은 

이 시기였다. 게다가 태종 후반 진법훈련을 재개하면서 태조대에는 

반대하였던 정도전의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태조대에는 수용되

지 못하였던 진법훈련이 태종대에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태종대 강무와 대열이라는 군사훈련의

례의 정립이 가지는 군사훈련으로서 필요성이외의 다른 함의를 고

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4) 

 

1. 태종 초의 사냥과 ‘講武’의 정립 

태조대 정도전이 주도한 진법훈련 위주의 군사훈련 도입은 古制

의 이상에 따라 의례로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훈련에 

참여하는 군사들에게 국가의 公兵으로서의 의식을 내면화하기 위함

이었다. 하지만 군사훈련 방식을 통일하는 일은 私的 관계 속에서 

군사들을 지휘하고 훈련하였던 무장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 때문에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고, 결국 왕자의 난으

3) 노영구, 2008 「조선후기 漢城에서의 閱武 시행과 그 의미-大閱 사례를 중심
으로-」『서울학연구』 32, 7-9쪽 김동경, 위의 논문, 130-134쪽.

4) 이와 관련하여 사냥훈련은 특성상 국왕이 훈련의 모든 절차를 주관하고 장악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열과 비교하여 정치적 함의가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주목된다(노영구, 위의 논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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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폭발하였다. 이때 조선 초 일련의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었던 정

도전이 주살되었는데, 이는 태종을 위시한 왕자의 난 주도 세력이 

정도전의 개혁을 국가 공권력의 강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재상이었

던 정도전 개인이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왕자의 난 이후 정권을 장악한 태종은 군제개혁을 통해 사병을 

혁파하고 군 통수체제를 일원화하고자 했는데, ‘병권은 흩어져 계

통이 없을 수 없고, 치우쳐서 홀로 專斷할 수 없다(兵權不可散而無

統, 亦不可偏而獨專)’5)라는 개혁의 기본적인 취지는 정도전의 개

혁 구상과 마찬가지였다.6) 즉, 태종은 정도전이 사병 혁파를 위해 

진행한 군제개혁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지만, 그 자신도 사병 혁파

를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2차 왕자의 난 이후 李芳毅와 李芳幹의 

사병까지 장악하면서 1400년(정종 2) 4월에 사병혁파를 단행되었

다.7)  

사병 혁파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더라도 무장과 군사들 사이의 사

병제적 관계를 한순간 변화시킬 순 없었다.8)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사병 혁파 이후 몇 년이 지난 후까지도 무장과 군사들 사이의 사적

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9) 1406년(태종 6) 閔

5)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4월 6일 신축.
6) 태종대 군제 개혁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윤훈표, 2000, 『麗末鮮初 軍制改革硏

究』 혜안, 221-247쪽 참조.
7)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4월 6일 신축.
8) 사병제란 ‘국가의 공적인 군제에서 장군과 군인이 비교적 고정적인 관계를 유

지하는 제도’로 고정된 지휘관과 고정된 군인이 없는[無定將 無軍卒] 공병제
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사병제의 개념과 한국사에서 사병제와 공병제의 전개에 
대해서는 김종수, 2012 「임진왜란 전후 중앙군제 변화」 『군사』 84, 
88-95쪽 참조. 

9) 김종수는 1400년 사병 혁파 이후 태종은 철저한 공병제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
적으로 군제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조선 전기 公兵制가 확립되고 조선 사
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적 관계 철폐를 위한 군제 개혁
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사병 혁파 이후인 태종대에도 사병제의 관행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준다. 태종대 지휘관과 군사, 혹은 군사들 사이의 사적 관계 
철폐를 위한 태종대 군제 개혁에 대해서는 김종수, 2020 「조선초기 부병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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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疾이 군무에서 물러나자 그의 휘하에 있던 군사 100여 명이 상소

하여 민무질을 구직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상소하였다.10) 1408년

(태종 8) 12월 睦仁海가 태종의 부마이자 掌軍 摠制인 趙大臨에게 

다른 장군총제 중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꾀어내어 모반

을 꾸민다.11) 당시 조대림이 역모를 꾸미는 자가 있다고 태종에게 

알리려 하자, 목인해는 “어느 군의 갑사인지 모르는 데 어찌 고할 

수 있겠습니까!(不知是某軍甲士 豈可告之)”12) 라고 하였다. 

이는 갑사를 특정할 수 있으면 역모의 당사자를 알 수 있다는 논

리로 갑사와 장군 총제 사이의 사적 결속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듬해에는 불시에 도성의 군사들을 궐문 밖에 집결시키는 일종의 

비상소집령인 취각령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로 당시 삼군이 번을 

나누어 숙위하는데 출번한 군사들은 장군 총제의 집에서 호령을 들

었던 점을 들었다.13) 즉, 비상시 출번한 갑사들의 지휘체계가 명확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사들은 평상시 사적 관계가 있었던 총제의 

집으로 모였던 것이다. 

세종 초의 일이지만 龍驤衛 前領 護軍을 지낸 金邁卿이 사망하자 

龍驤衛 前領 隊長 윤사필 등이 발인하는 날에 맞춰 휴가를 주어 매

장할 수 있게 해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세종은 전례에 의해 10인에

게 3일의 휴가를 주었는데, 당시 사졸들은 소속 領 지휘관이 비록 

편」 『한국 고대·중세 군사제도사』 국학자료원, 386-387쪽 참조.
10)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8월 16일 임인.
11) 기존 연구에서는 조대림 무고사건 혹은 조대림 역모사건이라 지칭되었다. 이 

사건은 사실 반란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해프닝에 가까운 일이었고, 때문에 대체
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종친인 조대림의 처우를 둘러싼 태종과 대간의 대립
에 집중하여 다루어졌다(김윤주, 2010 『조선 태조-태종대 정치와 정치세력』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166-167쪽. ; 이정주, 2009 「태조~태종 연간 孟
思誠의 정치적 좌절과 극복」 『조선시대사학보』 50, 24-28쪽. 이윤복, 2020 
「고려 말 조선 초기 왕권의 문제와 태종의 대간 언론 인식」 『한국언론정보
학보』 99, 230-237쪽).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 초 비상시 도성 내 
군사 동원 방식 등 군사적인 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2월 5일 무인.
13)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27일 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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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을에서 객사하였더라도 가서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속

이었다고 한다.14) 이처럼 사병 혁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

도 군사들은 자신들을 지휘하던 총제에게 일종의 소속감을 가지며, 

한동안 사병제적인 관성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훈련 제도를 정도전이 지향했던 것과 같이 진

법훈련 중심의 군사훈련이자 의례로서 정립하는 일은 어려웠다. 훈

련의 형식을 급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정도전의 진법훈련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을 야기할 뿐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태종 초 

군사훈련 제도는 고려 말이래 익숙한 형식인 사냥 형식으로 정립되

었다.15) 게다가 태종대에는 소규모 정예 기병 중심으로 군사를 운

용했기 때문에 사냥 형식으로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16) 

태종 초의 사냥은 대체로 국왕의 행차로서 의장을 갖추지 않고 

군사들만을 동원한 국왕 개인의 사냥에 가까웠고, 그 때문에 고려 

14)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2월 28일 기묘.
15) 동북면 무장 가계였던 태조의 군사 조직은 유목적 전통에 기반한 정예 기병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김동경, 앞의 논문, 113-118쪽). 태종을 비롯한 조선 초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주요 세력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유목적 전통
의 군사훈련은 몰이사냥과 騎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태종은 사냥과 관련하여 
자신은 ‘武家의 자손’이라 말하며 적당히 사냥을 즐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10월 1일 을사 ; 권16, 태종 8년 11월 
7일 신해 ; 권33 태종 17년 2월 2일 기미).

16) 태종대 명과의 관계는 명의 대외확장 정책과 조선의 여진정책의 충돌하기 전
까지 대체로 원만하였다(태종 초 대명외교의 기조에 대해서는 이규철, 2013 
『조선초기의 對外征伐과 對明意識』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7-30쪽 참조). 또한 명과 조선의 대외정책의 충돌도 직접적인 대립으로 나아
가진 않았고, 일부 여진 세력의 침략으로 나타났을 뿐이었다(영락제 재위 초 여
진초무 전개와 조선과의 대립에 대해서는 박원호, 2002 『明初期朝鮮關係史硏
究』 일조각, 170-179쪽 참조). 한편 태종대에는 왜구의 침입도 그 규모와 빈
도가 줄어들고 있었다(崔炳鈺 외, 1993 『倭寇討伐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85-202쪽). 즉, 태종대에는 국방상의 문제는 주로 북방에 집중되었고, 특히 
조선과 반목한 일부 여진 세력으로 한정되었다. 때문에 소규모 군사 운용으로도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었다. 1410년 여진정벌 당시 기병으로만 구성된 
1,150명의 비교적 소수의 군사를 운용하여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것에서
도 이를 확인할 후 있다(『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3월 9일 을해).



- 77 -

말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遊戲라 비판을 받았다. 태종은 국왕의 사냥

을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국가 공적인 군사훈련으로서 ‘講武’라 

명명하였던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태종 초 강무는 

그 이전 국왕 개인의 사냥과 비교하여 그 형식상 크게 차이나지 않

았지만, 국왕의 사냥을 개인의 유희가 아닌 군국중사로 인식하는 계

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점차 국왕 행차로서 의장을 갖추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진행될 수 있었다. 태종 초 사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와 국왕의 사냥이 강무로 정립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태종은 정종대부터 이미 세자로서 군국사무를 총괄하며, 군사들

을 거느리고 사냥을 행하기도 하였다. 태종 초 사냥 훈련의 시행과 

정착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402년(태종 2)부터 예조에서 ‘사

냥 규정[蒐狩之法]’과 ‘사냥의례[蒐狩之儀]’를 보고한 이후 공

식적으로 講武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사냥 훈련 이외에도 그 이전의 

사냥 훈련 사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태종 초반 공식

적으로 시행한 講武와 정종 재위기와 태종 초반 시행한 사냥 중 공

식적인 講武와 비슷한 규모와 형식으로 시행한 사냥을 함께 표로 

정리한 것이다.17)

17) 태종 재위기간에는 표에 수록된 사냥 이외에 도성 근교에서 하루 일정으로 觀
獵, 매사냥 등을 종종 시행하였다. 해당 사냥 기록은 다만 사냥을 시행하였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으며, 당대에도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군사훈련의례로 여긴 
흔적이 보이지 않아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 월/일 장소 명목 비고
1400년(정종 2) 10/11-15 황해 평주 溫行
1401년(태종 1) 10/8-13 황해 평주 온행

1402년(태종 2)
6/11

예조, 사냥 규정[蒐狩之法]과 
사냥 의례[蒐狩之儀] 올림

9/26-29 황해 해주 온행 軍行*18)

1403년(태종 3)
3/13-17 황해 송림 강무
10/11-18 황해 해주 강무 삼군 동원

1404년(태종 4) 2/6-18 황해 해주 강무

<표 2-1> 정종 ~ 태종 초반 講武 및 대규모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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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전반의 강무는 1402년 가을부터 대체로 1년에 봄과 가을

에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408년(태종 8) 

5월에 태조가 사망하고 태조의 삼년상 기간 동안 군사훈련인 강무

를 정지하였다.20) 삼년상이 끝난 1410년 가을부터 다시 정기적으

18) 공식적으로는 온행을 목적으로 행차하였으나, 당시 태종이 ‘이번 행차는 군
사들의 움직임[軍行]을 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며 사냥을 하였기 때문에 강
무를 겸한 행행으로 보아 포함하였다(『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9월 27일 정
미).

19) 기존 연구에서는 1405년 춘등강무 시행일을 2/15-28로 파악하였으나, 당시 
기록을 보면 강무는 15일에 시작하여 17일에 환궁하여 마무리하였다. 기존 연
구에서 15-28일로 본 것은 21일 행주에서 觀獵한 일과 25일부터 28일까지 
한양에서 개성으로 환도하며 사냥한 것을 하나의 강무로 파악한 오류이다.

20) 국상기간에 군례를 행하지 못하는 일은 특별히 예전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시기의 사례를 보면 강무 이외의 소규모로 도성 내에서 행했던 習陣, 觀射 
등의 군사훈련은 국상과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게다가 1409년 12월 臘日에는 
臘祭를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하여 사냥하고 제사하기도 하였다(『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2월 3일 경자). 당시 臘祭을 위한 사냥은 오히려 예에 합당하
다고 하였다. 이 납일에 행해지는 사냥과 제사는 『개원례』에는 길례의 하나로 
분류되었으며, 조선에서도 길례 중 四時와 臘日에 종묘에 享하는 의례가 포함되
었다. 즉, 국상기간에 의례의 일환으로 사냥을 하는 일이나 일상적인 군사훈련
을 시행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태조의 국상기간에 강
무를 정지하였던 것은 국가의례로서 강무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

1405년(태종 5) 2/15-1719) 경기 양주 강무

1406년(태종 6)
2/28-3/3

경기 광주,
수원 등

강무

9/11-20 경기 철원 강무

1407년(태종 7)
2/13-18 경기 광주 강무
2/28-3/1 경기 양주 강무
10/12-17 경기 衿川 강무

1410년(태종 10) 10/1-6 황해 강음 강무

1411년(태종 11)
2/27-3/2 경기 광주 강무 文昭殿 제사

10/6-10/11 경기 광주 강무
종묘 고묘 및 薦禽
갑사 1,000

*이현수, 2002 「조선초기 강무 시행사례와 군사적 기능」 『군사』 제45호, 
239쪽, 〈표 1〉 ; 김웅호, 2017 『조선초기 중앙군 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20-121쪽, 〈표 1-7〉 ; 이왕무, 2019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출판사, 176쪽, 〈표 6〉을 참조하고 『정종실
록』, 『태종실록』의 기록을 통해 재작성.
*1402년 예조의 蒐狩之法 제정 이후에는 실록 기록 상 공식적으로 강무라 한 
경우를 포함하였고, 그 이전의 시기의 사냥 중 1403년 이후 시행한 강무와 마
찬가지로 여러 날 동안 근교에서 시행한 사냥은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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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무를 시행하였다. 

태종 전반 시행한 강무는 그 규모가 후대와 비교하여 작은 편이

었다. 강무 장소는 대체로 수도 인근이었다. 1406년 가을에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강무를 했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1405년에 한양으로 

재천도하기 이전에는 개성 인근인 황해도 해주에서, 이후에는 경기 

지역에서 강무를 실시하였다. 일정도 5~6일 내외로 태종 후반에는 

주로 10일 내외의 일정을 기본으로 하였던 것에 비하여 짧은 일정

이었다. 

동원되는 인원의 숫자도 적어 보인다. 1411년(태종 11)까지 시

행된 강무 중 동원된 군사의 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1411년 

가을 강무뿐인데, 그 인원은 甲士 1,000명이었다.21) 강무는 아니었

지만 1402년과 1403년 명 사신의 방문을 맞아 사냥을 시연할 때 

각각 갑사 500명, 기병 1,000명을 동원하였다.22) 조선 초 1,000명

이었던 갑사의 정원이 1403년 1,500명으로 증가했고, 1410년(태

종 10)에 3,000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강무에 동원되는 인원은 

1,000명을 넘지 않았던 것을 보면,23) 태종 초의 강무는 소수 정예

기병의 군사훈련을 지향하였던 것 같다.24) 

기존 연구에서는 1403년 정국이 안정되면서 강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이해하였다.25) 군사제도 정비의 당연한 결과로 여겼

다. 즉, 태종 초까지는 군사훈련이 국가의례로서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였던 것
이다. 한편 세종대 군사훈련이 의례로서 정립된 이후로도 국상기간에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정지하였는데, 이는 최초 태조의 국상기간에 훈련을 정지하였던 일
이 전례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1)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0월 4일 임진.
22)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0월 26일 병자 ;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4월 12일 무오.
23) 태종 초 금군 기능강화와 갑사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는 閔賢九, 1983 『朝鮮

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16-123쪽 참조.
24) 태종 후반에 시행된 강무의 경우 지방군이 몰이군[驅軍]으로 동원되어 수천의 

규모였으며, 보병도 동원하였던 것과 차이가 있다. 본문 2장 2절 ‘2) 강무 규
모의 확대와 강무 시행에 대한 논의’ 참조.

25) 이현수, 앞의 논문, 236쪽 ; 심승구, 앞의 논문,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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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403년 이전에도 

온행을 명분으로 비슷한 규모와 내용으로 사냥을 실시하였다. 1400

년과 1401년에는 온천으로의 행행하면서, 그 노정 중에 사냥을 시

행하였다. 게다가 趙思義의 난 직전이었던 1402년 9월 해주 온천행

에서도 사냥을 하였고, 그 해 10월 명 사신을 맞아 사냥을 시연했

던 것을 보면, 1403년 이후 정국의 안정으로 사냥 훈련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이해에 재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1403년부터 국왕의 

사냥을 ‘강무’라는 이름으로 칭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

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무 명칭의 사용은 국왕의 사냥 행

위를 국왕 개인의 유희로 이해하는 관료집단의 인식을 변화시켜 사

냥을 국가의 공식적인 훈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402년 6월 예조에서 ‘사냥 규정[蒐狩之法]’

을 수립한 것이 주목된다. 당시 예조의 계문은 사냥의 원칙과 의의 

그리고 사냥의례의 절차의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래

는 그 중 사냥의 원칙과 의의에 관한 내용이다. 

삼가 고전을 살펴보니 “천자와 제후는 일이 없으면 한 해에 세 번

씩 사냥한다. ㉠일이 없어도 사냥하지 않는 것을 ‘不敬’이라 하

고, ㉡사냥을 禮로써 하지 않는 것을 ‘暴殄天物’ 이라 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미 세 가지 짐승[三牲]이 있는데도 반드

시 사냥을 하는 것은 ㉢孝子의 마음에 천지자연의 짐승의 고기가 자

기가 기른 것보다 좋다[逸豫肥美]고 여기기 때문이다. 짐승이 많으

면 ㉣五穀을 해치기 때문에 兵事를 익히는 것이다. 해설에 ‘불경’

이라는 것은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고 賓客을 소홀하게 대접하는 것

이며, ‘포진천물’은 못[澤]을 가둬 떼[群]로 짐승을 잡거나 새끼

와 알을 취하고 뱃속의 胎를 죽여, 短命에 죽게 하며 둥지를 뒤엎어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없을 때에 사냥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고, 사냥함에 생물을 모조리 잡는 것 또한 불가합

니다. 신 등은 역대 사냥의 의례[蒐狩之儀]를 참고하여 아래에 갖추

어 아뢰오니, 전하께서 해마다 세 번씩 친히 근교에서 사냥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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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를 받드시고, 武事를 강습하소서.26)  

이는 예조에서 『주례』와 『예기』 등 고전의 사냥에 관한 서술

을 인용하여 의례로서 사냥의 필요성과 의의를 말한 것이다. 주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사냥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不敬이라고 하였는데, 불경이

란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고 빈객을 소홀하게 대접함을 뜻 한다. 즉, 

사냥훈련의 목적은 사냥을 통해 짐승을 잡아 제사의 희생을 풍성하

게 하고, 빈객을 접대하기 위함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사냥의 

목적은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은 사냥훈련의 목적

이 제사일 뿐 아니라 사냥을 하는 행위자체도 의례적 행위여야 함

을 의미한다. 禮로써 사냥하지 않는 것을 ‘暴殄天物’이라 하였는

데, ‘포진천물’은 사냥할 때 짐승의 새끼와 알을 취하거나, 포위

하여 몰살하는 과도한 사냥을 말한다. ㉢과 ㉣은 사냥훈련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은 사냥을 통해 잡은 짐승은 종묘에 제사하여 하늘을 

받들어야 하는데, 이는 하늘에 대한 孝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임을 

나타내며, ㉣은 사냥이 아래로 백성들의 농사를 굽어보는 愛民에 입

각한 행위이자 군사훈련임을 말한 것이다. 즉, 遊獵 형태의 무분별

한 사냥 행위가 아닌 유교적 의례로서의 사냥이자 군사훈련인 강무

를 시행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다. 

당시 예조의 계문에는 위의 인용문에 이어서 사냥의례[蒐狩之儀]

의 절차를 정리하였는데. 이때 사냥의 절차는 『大唐開元禮』(732) 

‘皇帝田狩’를 조선의 관서와 관직 체계에 따라 명칭을 바꾸었을 

뿐 전체적인 절차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미 1402

년에 의례로서의 강무의 절차는 갖추어졌던 것이다.27) 의례로서 강

26)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6월 11일 계해.
27) 이때 정리된 蒐狩之儀 절차는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의 講武儀 

儀註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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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절차는 정립되었지만 이후로 시행된 강무가 의례 절차에 따라 

수행되진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강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말 이래 국왕의 사냥 행위는 유렵으로 비판받았고, 이는 조

선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태종 재위기간동안 강무와 관련한 

언관의 활동이 활발하였다.28) 당시 대간들은 대체로 대간의 강무 

수종을 요청하거나 혹은 강무의 정지 혹은 연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태종의 논리는 일관되진 않았지만 보통 강무 시행을 강행

하고자 하였다.29) 그렇다면 태종 재위 전반 강무 시행을 둘러싼 대

간과의 논의를 통해 사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자. 

1399년 9월 정종은 해주에서 사냥[畋]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헌부에서는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고 왜구의 침략이 발생

하고 있으니 거둥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30) 즉, 국가의 대외

적인 위기 상황에서 유희인 사냥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논리이

다. 이에 대해 정종은 사냥을 위한 행행이 아니라 병 치료를 위해 

온천에 가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행행을 강행한다. 이듬해인 

1400년 10월에도 정종은 평주 온천에 거둥하고자 하였는데, 대간

이 이에 반대하자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천에 가는 것이지 사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본래 四時의 사냥이 고전에 실려 있

으나 자신은 1년에 1회 나갈 뿐이라고 말하였다.31) 이는 정종 자신

28) 태종 때 언론활동 중 98회의 간쟁 중 강무와 관련된 간쟁이 25회로 가장 많
았다(최승희, 2004 『朝鮮初期 言論史硏究』 지식산업사, 391-393쪽).

29) 박성준은 태종 재위기간 태종과 대간 사이의 강무에 관한 논의를 통해 태종의 
유가적 군주로서 정체성 변화를 알 수있다고 하였다. 강무 시행을 둘러싼 대립
은 태종 집권 초기에는 무인적 정체성에 대한 표출과 이를 유가적 교의에 따라 
교화하려는 신료들의 대응으로 이해하였고, 태종 후반 정체성의 변화를 지향한 
이후에도 강무 시행의 정당성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던 것은 군신관계에서 왕권
의 우월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라 하였다(박성준, 2010, 『조선초 군신간 관
계와 공론정치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73-184쪽).

30)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9월 10일 정축.
31)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0월 3일 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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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냥이 유렵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도 자신은 횟수가 

적은편이라고 변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냥을 강행하는 

명분을 국왕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함을 주장하였다.

1401년 3월 태종은 태조의 행차를 배웅한 뒤 무신들과 매사냥

을 하였으며, 그해 10월에는 태조의 생일을 맞아 평주 온천에 방문

하였다.32) 당시 임금의 侍讀이었던 金科가 태종이 사냥을 좋아하니 

오가는 길에 사냥을 할 것을 걱정하자 태종은 “장차 醮禮가 있어

서 치재를 하고 가는데 어찌 사냥[縱獵] 하겠는가.”라고 하여 안심

시킨 후 평주 인근에서 사냥을 하였다. 이처럼 정종과 태종 모두 명

분 없이 시행된 국왕의 사냥을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 인식하고 있

었다. 그 때문에 국왕의 사냥을 신료들이 遊獵이라 비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온행 혹은 태조를 방문 등의 

다른 명분으로 거둥한 다음 사냥을 강행하곤 하였다. 

1402년 사냥의례 정립 이후로는 국왕의 사냥에 대한 대간의 비

판에 대응하는 태종의 논리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해 9월 태종과 

대간의 논의를 살펴보자. 당시 태종이 평주 온천에 행행할 것이라 

하자 대간은 “온천을 핑계로 사냥을 했다고 후세에 평할 것”이라

며 거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33) 이전과 마찬가지로 태종이 

온행을 명분으로 거둥하고자 하자 대간은 태종의 사냥을 유렵이라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태종은 화를 내며 봄과 가을에 ‘講武’를 

시행이 제도로 정해졌으니 온천 행행이 아닌 ‘講武’를 준비할 것

을 요구한다. 이에 상호군 박순이 해주에 開墾한 곳이 많아 사냥

[狩]하기 어렵다고 하니 태종은 “사냥[狩]이 아니라 ‘講武’다”

라고 하였다. 대간의 비판에 대해 태종은 유희로서의 사냥이 아닌 

강무, 즉 군사훈련으로서의 사냥이라고 말하며 행행의 정당성을 주

32)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3월 18일 정축 ; 『태종실록』 권2, 태종 1년 
10월 4일 기미.

33)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9월 19일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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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것이다. 특히 이 때 태종이 “사냥[狩]이 아니라 ‘講武’다” 

라고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대간들은 이에 반박하지 못하였고 결

국 26일 평주 온천으로 출발하여 미륵당에서 사냥을 하고 29일에 

환궁하였다.34) 당시 행행의 공식적인 명목은 온행이었으나 태종이 

“이번 행차는 軍行을 보고자 한 것이다.”라 하여 군사훈련을 겸하

였음을 명확히 하여, 사냥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1403년 9월에 태종은 명으로부터 고명을 받은 사실을 한양의 

종묘에 고하기 위해 행행하는 도중에 의장을 갖추지 않고 군사 몇 

명만으로 몰래 사냥을 하였다.35) 이에 대해 대간은 이번 행행은 사

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묘에 고하기 위한 것이고 사냥을 하려면 

미리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며, 告廟와 사냥을 겸하

여 행한 태종을 비판하였다. 이에 태종은 언짢아하며 이미 사냥을 

행하여 致齋를 하지 못하였으니 본 목적이었던 고묘를 할 수 없다

며 행행을 중단하였다. 

이때 대간의 비판은 미리 계획하여 사냥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

과 告廟하러 가는 길에 사냥을 하였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

해 태종은 ‘사냥하는 일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人君은 

사냥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마치 대간들이 국왕의 사냥에 자체를 

부정한 것처럼 몰아붙였다.36) 이에 더하여 태종은 종묘를 위해 사

냥하는 것은 禮文에 실려 있다는 사실과 『大學衍義』, 『書經』 無

逸의 古事를 언급하며 사냥 행위가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

게 하지 말 것을 경계한 것이라며 자신의 사냥 행위를 정당화하였

다. 이에 사헌장령 李灌은 국왕의 사냥을 못 하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고묘를 위한 행행이었고, 지형이 험하여 사고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라고 답하였다.  

34)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9월 26일 병오 ; 27일 정미 ; 29일 기유.
35)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9월 28일 계묘
36)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10월 1일 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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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태종의 사냥은 분명히 사전에 의례로서 준비하여 거행된 것

은 아니었고, 즉흥적으로 몇 기의 군사를 동원한 유희에 가까운 행

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묘를 받들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왕

의 사냥은 정당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대간도 반박할 수 없었다. 

태종은 이러한 논리를 더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李灌과의 문답 

직후, 禮官이었던 金瞻과 金科 등에게 『文獻通考』에서 제왕이 사

냥하는 예를 상고하여 보고하고, 사냥한 짐승을 종묘에 바치는 의례

를 상정하라 명하였다. 

1403년 첫 강무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국왕에 의한 사냥은 존재

하였고, 군사훈련이자 의례라고 여겼던 강무의 형식과 내용도 강무

라 불리기 이전 사냥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1402년 사냥규정

[蒐狩之法]과 사냥의례[蒐狩之儀]를 수립하고 그 뒤로 국왕의 사냥

을 강무라 칭하면서, 국왕의 사냥이 군사훈련이자 의례로서 古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사냥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태종은 의례로서 강무의 주요한 의의로 사냥을 통해 잡은 짐승을 

종묘에 薦禽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당시 강무에서 薦禽을 행

하지 않았던 것은 태종대 강무가 의례로서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보

여준다. 1402년 예조에서 올린 사냥의례 절차에 의하면 국왕의 사

냥 훈련은 종묘의 제사와 연계되어 ‘사냥을 통해 잡은 짐승을 종

묘에 바침[薦禽]’으로써 끝마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1407년(태종 

7)까지의 강무에서는 종묘 제사를 지내거나 薦禽하진 않았던 것 같

다. 1407년 황희가 강무 때 잡은 것으로 젓을 담가 제사에 활용하

자고 하면서 강무에 잡은 짐승을 처음으로 제사에 활용하였다.37) 

당시 태종은 황희의 제안에 대해 이제야 명실이 상부한다며 “왜 

처음 강무할 때 고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강무에서 잡은 짐

37)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2월 18일 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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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을 즉시 종묘에 薦禽하는 일이 이미 1402년 蒐狩之儀에 정해졌

지만 1407년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이보다 앞서 1403년 태종이 金瞻에게 명하여 종묘에 薦新

하는 의례를 상정하도록 한 이후, 강무 시행 전에 태조에게 이를 고

하는 일38)이나 강무 중에 잡은 짐승을 태조에게 보내는 일이 나타

나기 시작한다.39) 이는 강무 전에 종묘에 고하고, 잡은 짐승을 종묘

에 제사하는 행위와 상징적으로 유사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행위의 의례적 의미는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국왕의 권위와 정

통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 후자는 孝라는 사적인 가치를 상징

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강무할 때 의장이나 시위를 따로 갖추지 않았다. 1406년

과 1407년 봄 강무 때 대간의 상소에서 “강무는 명목 없는 행차

가 아니므로 마땅히 각사에서 모두 시위하여야 하는데, 전하께서 백

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군관, 갑사, 내시만 이끌고 행차”한다고 

하였으며, “사냥의례[蒐狩之禮]는 다만 쏘아 잡는 데에만 있는 것

이 아니라 등위를 밝히고 상하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

무할 때 백관을 거느리고 의장을 갖추는 것이 예전의 제도인데, 전

하께서 백성에게 폐해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百司의 호위를 없애고 

다만 대간과 형조만 따르도록 법으로 정하였다.”고 하였다.40) 이를 

통해 보면 태종 초반의 강무는 군사들만을 위주로 그 외 인원은 최

소화하였던 것 같다. 대간과 형조의 관원이 수행하고자 했지만 태종

은 강무에 대간이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매번 강무 때마다 

대간은 여러 차례의 요청 끝에 강무에 따르는 것을 허가받거나 혹

38)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2월 3일 갑술 ; 권11, 태종 6년 2월 26일 정해 
; 권12, 태종 6년 9월 10일 병인 ; 권13, 태종 7년 2월 13일 무술 

39)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10월 12일 병진 ; 권7, 태종 4년 2월 8일 기묘 
; 권12, 태종 6년 9월 12일 무진

40)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2월 26일 정해 ; 권13, 태종 7년 2월 10일 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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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행을 허가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태종 전반 강무는 진법훈련, 사냥훈련, 제사가 통합된 유

교적 의례이자 군사훈련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1402년 사냥의

례의 제도를 정립한 이후 국왕의 사냥인 ‘講武’는 공식적인 군사

훈련 제도로 정착되어, 매년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시행되었다. 사

냥 훈련의 유교적 명분을 강화하면서, 遊獵이 아닌 ‘강무’라는 이

름의 공적인 군사훈련으로서 이해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냥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기존의 무장 개개인이 사냥을 

통해 군사들을 훈련하던 관행에 변화를 주었던 것 같다. 1405년부

터 사사로운 사냥에 대한 제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조치는 

점진적으로 강화되었다. 1405년 3월 총제와 절제사가 금군을 거느

리고 사사로이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41) 하지만 이때까지도 출

번한 중앙군이나 지방에 있는 군사들은 강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해 5월 사간원에서 掌兵官이 出番한 府衛兵을 사사로이 

거느리고 사냥한 일을 언급하며, 이들의 유렵을 금지하여 민폐를 줄

이고 출번한 부병도 쉬게 하자고 했으나 태종이 회답하지 않았

다.42) 그 다음 해에 대사헌 韓尙敬 時務十事를 올려 농번기에 함부

로 사냥하는 일을 엄금하자고 하였으나 이때도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었다.43) 

사적인 사냥에 대한 조치는 1407년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병조

에서는 軍政에 관한 여러 안건을 올리면서, 각 군 총제가 그 군에 

속한 갑사를 데리고 사사로이 사냥하는 것을 엄금하며, 特旨로 사냥

할 때도 병조에 명령을 받고 군사를 통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

방에서 侍衛軍官을 수령들이 사냥에 동원하는 일도 금지하였다.44)

41)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 3월 20일 을묘 
42)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 5월 29일 계해 
43)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윤7월 6일 계해
44)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4월 7일 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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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년부터는 실제로 사사로운 사냥에 대한 처벌도 나타난다. 5

월 충청도 수군도절제사인 柳濕이 지방에서 사사로이 사냥하고 불

법 행위를 저질러 탄핵당하였다. 본래는 丈 1백에 徒 3년이지만 다

만 私馬로 上京하게 하였다.45) 그해 7월 도성에서 갑사를 데리고 

사냥을 했던 좌우군의 총제들은 갑사를 동원하여 전답을 밟은 죄가 

크다며 杖을 치게 하였다.46) 10월에는 上黨君 李佇가 사냥을 하다

가 인명사고를 일으키자 관련자를 처벌하였다.47) 1411년에는 총제 

郭承祐가 금군 9명을 데리고 성 밖에서 사냥을 한 일이 문제가 되

었다.48) 이에 대해 대간들은 사사로이 금군을 움직인 것은 반역죄

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탄핵하였다. 태종은 다만 9명의 군사들을 데

리고 간 것으로 보아 반역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 하지만 죄 자체는 삼족을 멸할 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고

신을 거두고 遠方에 付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태종 초 국왕 중심의 사냥훈련 제도가 마련되고, 종묘에 薦禽하

는 의례도 상정하면서 사냥행위의 정당성 마련하였다. 이는 반대로 

종묘에 공헌한다는 공적인 목적이 없는 사사로운 사냥을 통제하는 

명분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태종대 강무를 정착시킨 

후에 자연스럽게 사적인 사냥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군사훈련에 대한 주도권을 국왕인 태종이 장악하면서 사병 

혁파 이후에도 무장과 군사들 사이에 잔존하였던 私兵制的인 관계

도 점차 이완될 수 있었다. 

1412년(태종 12)에 이르면 무장과 장수들 사이의 사적 관계가 

거의 청산되어가고 있었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사병을 혁파하여 군사가 장수의 얼굴

45)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5월 17일 무자
46)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7월 19일 기축 
47)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1월 15일 계미
48)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1월 26일 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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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지 못하니, 만일 군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어 장수가 비록 위태

하더라도 구원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장수는 군사를 훈련하지 못하

고, 군사는 장수를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모두 힘써 싸우지 

않으니, 어찌 반드시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의 급무는 장수에게 명

하여 각도의 군사를 主掌하고 사졸을 훈련하여 장차 그 상관과 친하

게 하고 그 長을 위해 죽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합니다.49)

代言 韓尙德이 태종에게 各衛·各道 절제사의 공석이 없이 임명

할 것을 건의하면서 당시 떠도는 말을 전한 것이다. 사병 혁파로 인

해서 군사력이 약화되었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태종대 무장과 군사

들 사이의 사적 관계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

다.  

이처럼 태종 초 공적인 군사훈련인 ‘강무’를 정립하고 정례적

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군사제도는 완전히 公兵制로 정착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군사훈련을 의례로서 시행할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1411년 강무 시행 논의 중 태종이 “강무는 禮行이니 

갖추지 않을 수 없다.”50)라고 하였던 것은 태종이 강무를 의례로 

인식하고 시행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며, 실제로 이때 강무에서 잡

은 짐승을 종묘에 처음으로 薦禽하였다.51) 강무의 의례로서 제도 

정비는 태종 후반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 함께 진법훈련의 시

행도 재개되었는데, 태조 후반 정도전의 진법훈련 도입 때와는 달리 

무장들이나 군사들의 반발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태종 후반에 나타

나는 강무의 제도 정비와 진법훈련 시행은 이러한 군사문화의 변화

를 통해 가능하였던 것이다. 

49)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4월 22일 병자.
50)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2월 25일 병진.
51)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0월 7일 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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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종대 후반 강무의 의례화

1) 강무의 제도적 정비

1410년(태종 10)을 전후하여 태종 정권을 위협하는 대내외적인 

요소가 거의 제거되었다. 우선 대외적으로 태종은 즉위 이래 명과의 

관계를 대체로 원만하게 유지하였다. 명의 영락제가 대외 확장정책

으로 여진 招撫를 위해 요동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두만강 지역에 여

진 세력에 대한 조선과 명의 정책이 충돌하면서 대립하기도 하였지

만,52) 1410년부터 영락제의 북정이 시작되면서 명의 주된 관심사

는 몽골지역에 집중되어 조선과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

다.53) 하지만 그 여파로 조선과 여진세력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

다. 

명의 정책은 조선 조정을 긴장하게 하였고, 조선은 명의 회유에 

응한 여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서 경원 무역을 중단하여 경제적으

로 압박하였다. 이 조치는 여진세력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었고, 

1406년 嫌進兀狄哈54) 金文乃가 경원지역을 침략하였다.55) 이때부

터 조선 건국 이래 안정적이었던 여진과의 관계는 급변하여 국경 

52) 태종 즉위 초 명에서는 영락제가 내전에서 승리하여 황제로 즉위하였고, 태종
은 축하사절을 보내 영락제를 지지하였다. 이후로도 명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
적으로 사대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여진에 대한 주도권이라는 현
실적인 국익문제에 있어서는 명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태종 초 대명외교의 기조
에 대해서는 이규철, 앞의 논문, 27-30쪽 참조.

53) 명에서는 140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두만강 지역 여진 세력을 초유하기 시
작하여, 그 해 1403년 11월과 12월 建州衛와 兀者衛를 설치하였다.(『明太宗
實錄』 권25, 永樂 원년 11월 27일 신축 ; 권26, 永樂 원년 12월 8일 신사) 
명은 귀부한 여진 각 부에 차례로 위소를 설치하였고, 1404년부터 1409년까지 
총 115개의 위소를 설립하였다. 영락제 재위 초 여진초무 전개와 조선과의 대
립에 대해서는 박원호, 앞의 책, 170-179쪽 참조.

54) 조선은 여진의 생활양식과 종족에 따라 여진, 오랑캐[兀良哈], 우디캐[兀狄哈]
로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조선시대 女眞의 종족 구분과 분포에 대해서는 金九
鎭, 1989 『13~17C 女眞 社會의 硏究-金 滅亡 以後 淸 建國 以前까지 女眞
社會의 組織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7-117
쪽 참조. 

55)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2월 18일 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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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여진의 침입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56) 결국 1410년에 

조선은 여진 정벌을 단행하였다. 정벌 자체는 성공하였지만 정벌 이

후 그 해에는 여진 세력의 지속적인 침입이 발생하였고, 결국 조선

에서는 경흥지역에 위치한 덕릉과 안릉을 함흥으로 옮기고 경원군

을 폐지하여 경성지역으로 물러났다. 함경도 북단의 영역을 포기하

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북면 지역의 여진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은 

확고해져 이후 태종 재위기간동안 여진과의 관계는 대체로 안정적

으로 유지되었다.57)

또 고려 말 이래 주요한 대외적 문제 중 하나였던 왜구의 침입도 

태종대에 이르러 규모와 빈도가 줄어들고 있었다.58) 태조~태종 시

기 왜구의 활동은 고려 말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태종 

즉위 이후에는 대체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국한되었다. 특히 

1410년부터 1418년까지는 사실상 왜구의 활동이 거의 소멸하였는

데, 이는 일본 북규슈 정세가 안정되고 대마도의 통치도 대마도주인 

소 사다시게(宗貞茂)를 중심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이었다.59) 이로써 

1410년 이후의 태종 정권을 남방과 북방이 모두 안정되면서 대내

적인 체제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56) 박정민, 앞의 책, 33쪽.
57) 박정민, 앞의 책, 39-44쪽 ; 이규철, 앞의 논문, 33쪽.
58) 조선 초기 왜구의 침구 및 토벌 상황에 대해서는 崔炳鈺 외, 앞의 책, 

185-202쪽 ; 송종호, 2019 「조선초 왜구 활동과 조선-일본 관계 연구 –태
조~태종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석사학위논
문, 18~31쪽 참조.

59) 1398년 소 사다시게가 대마도의 정권을 장악하면서 대마도와의 통교가 재개
되었다. 이후 소 사다시게를 비롯한 대마도의 유력자들이 북규슈의 전란에 참여
하면서 대마도의 권력은 空洞化되었다(여말선초 왜구 발생의 배경과 규슈 지역
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영, 2013 『팍스 몽골리카의 동요와 고려 말 왜구』 
혜안, 47-83쪽 참조). 1405년 북규슈의 전란이 마무리된 이후 1408년 소 사
다시게는 다시 대마도로 돌아와 정착하였다. 1408년 이후 왜구의 침입이 급감
하고 대마도로부터 도항하는 통교자가 등장한 것은 소 사다시게에 의해 대마도
의 통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여말선초 대마도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
문종, 2013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對馬」 『東北亞歷史論叢』 41, 65-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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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 태종은 집권 초기부터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60) 태종대 정치체제 개혁은 舊制를 古典에 입각

해 새로운 朝鮮的 정치체제와 법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

고, 그 작업은 1409년 즈음에는 거의 일단락되었다.61) 새로운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태종은 강력한 제재로 이를 위

협하는 세력을 제압하였다. 특히 왕실의 친인척과 공신 등의 세력화

를 견제하였는데, 1407년(태종 7)에는 閔無咎, 閔無疾 형제를 賜死

하고 이어서, 1409년에는 이와 관련하여 李茂, 尹穆 등을 주살하였

다. 1415년에는 閔無恤, 閔無悔를 서인으로 폐하여, 왕권을 견제할 

만한 공신이나 외척 세력을 제거하였다. 이때 태종은 이들을 죄를 

입증하는 논리로서 『春秋公羊傳』의 ‘君親無將’의 원칙을 내세

움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였다.62) 이처럼 태종 후반에는 정치제도

의 일신과 함께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전제적인 방식이 아닌 유교적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관철해나갔다.  

태종 후반에 이르면 대내외적인 안정에 기반하여 집권 초기부터 

추진하였던 새로운 정치체제를 정착시키고 유교적 논리에 입각하여 

정국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례는 주요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1410년 8월 의례상정소를 설치하여 과거

제도, 관복제, 祀典제도와 같은 국가적인 대사를 비롯하여 개별 의

례의 座次와 복식 등을 정비하고,63) 여진 세력에 대한 외교정책의 

60) 태종대 중앙집권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와 국정운영방식 대해서는 최승희, 
2002 『朝鮮初期 政治史硏究』 지식산업사, 72-92쪽 참조.

61) 태종 집권 초기 정치체제 개혁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김윤주, 앞의 논문, 
149-156쪽 참조.

62) ‘君親無將’이란 군친에게는 將次가 없어야 하고 장차가 있으면 주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왕실의 친인척 세력이 정치권력을 잡고 반역을 꾀하는 일을 경
계하는 의미이다. 태종이 종친세력의 죄를 입증하는 논리로서 ‘군친무장’의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유교적 군주의 면모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왕권 강화와 종
사의 안정을 꾀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김윤주, 앞의 논문, 163-181쪽 참
조. 

63) 임용한, 2002 「조선 초기 儀禮詳定所의 운영과 기능」 『실학사상연구』 
24, 9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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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正朝와 冬至에 朝賀하는 의례를 활용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64) 즉, 1410년을 전후한 시기 국가의례의 

기능과 상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65), 정치 도구로서 의례의 

활용이 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군사훈련 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태종 후

반 강무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태종 후반 강무의 변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儀禮化라 할 수 

있다. 1411년 강무 시행에 대해 논의하던 중 태종이 “강무는 禮行

이니 갖추지 않을 수 없다.”66)라고 하였던 것은 태종이 강무를 하

나의 의례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는 태종대 후반 

강무의 성격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다음해 2

월 예조해서 정리해 보고한 田狩儀 7조목을 보면, 강무를 의례로서 

시행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田狩儀67)

- 여러 장수들은 사졸들을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할 것.

- 大駕 앞에 반드시 旗를 세우고 대가를 움직이면 반드시 기를 따

64) 1410년 여진 정벌을 통해 조선 경내에 침입하거나 조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명에 내조하려는 세력을 굴복시킨 이후, 적극적인 여진 정책을 통한 조선 중심 
외교 질서 형성하고자 하였다. 조선 초 외교정책을 명과의 사대관계를 여진과 
일본 등에 그대로 적용하여 조선 중심의 상하관계를 수립하여, 명 중심 국제질
서에서 다시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구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선에
서는 조선의 외교 질서에 참여하여 正朝賀禮에 정기적으로 내조하는 여진 세력
에게는 回賜品을 주며 여진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여진 세
력의 동향 뿐 아니라 명의 북방정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여진 
세력을 정치·경제적으로 조선에 예속시킴으로써 이들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
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태종대 조선의 여진에 대한 외교 구상과 여진의 내
조에 대해서는 박정민, 앞의 책, 44-53쪽 참조.

65) 태종이 『禮記』 月令의 편제를 수용하여 국가운영원리로 만들고자 하였고, 
1410년을 전후하여 조선적인 ‘월령’ 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정수, 2010 「조선 초 月令의 이해와 국가운영」 『한국사상사학』 36, 
153-160쪽 참조.

66)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2월 25일 병진.
67)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11일 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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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하여 瞻視를 구별하게 할 것.

- 근시·내시위·별사금 외에 대소 雜人은 일절 금지할 것.

- 임금이 화살을 쏘기 전에는 근시하는 자는 화살을 쏘지 않을 것.

- 禽獸를 모두 대가 앞으로 몰되, 모이는 것은 쏘지 않으며 도망하

는 것만 쏘게 할 것.

- 대소 잡인과 매와 개는 圍內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

- 대소인은 포위한 앞으로 먼저 가지 못하게 할 것. 

무릇 명령을 어기는 자는 의흥부에서 고찰하는데, [죄가] 가벼운 자

는 笞 50대를 때리고, [죄가] 무거운 자는 杖 80대를 때린다. 2품 

이상은 根隨하는 자를 죄준다.

1402년(태종 2) 蒐狩之儀는 儀註의 형식이었다면, 위의 田狩儀

는 의주보다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었다. 그 규정

은 총 7개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조항은 강무 때 의

장과 시위에 관한 것이다. 사졸들은 각 부대별로 섞이지 말 것과 국

왕의 지근에서 호위하는 병종이외에는 잡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

으며, 국왕 행차시 국왕을 상징하는 儀仗旗를 두어 위의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 외의 4개 조항은 강무를 진행하는 핵심장소인 ‘圍內’

에서의 금지행동이다. 이상의 田狩儀는 강무를 의례로서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무를 할 때 

강무의 절차 뿐 아니라 의례 중 행동에 대한 규정도 정비되어 점차 

의례로서 체계를 갖추어갔음을 알 수 있다. 1414년 2월에는 위의 

조항들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68) 

1411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강무의 의례화는 1412년 강무의례

의 기본 행동지침인 田狩儀를 정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아래의 표

는 1412년 이후 태종이 사망할 때까지 시행된 주요한 사냥 훈련 

사례와 사건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68)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2월 25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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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일 장소 규모 명목 비고

1412년
(태종 12)

2/11 田狩儀 7조목 상정

2/25-3/4
경기
철원

강무
종묘 천금
세자 호종

2/26 강무시 薦禽儀 규정 상정

9/24-30 경기 강무
종묘 천금 
세자 호종

1413년
(태종 13)

2/8-1969) 황해
평주

온행 인덕궁에 고함

9/24
-10/1270)

전라
임실

驅軍 6,000 온행
성비전·상왕전에 獻
종묘 천금
지방 산천 제사

1414년
(태종 14)

2/27-3/6
경기
철원 

강무 지방 산천 제사

3/15-20
경기
광주

사냥 지방 산천 제사

윤9/3-19
강원
횡성

구군 5,000 강무
종묘 천금
지방 산천 제사
四方之神 제사

10/3-6
경기
풍양

사냥 지방 산천 제사

1415년
(태종 15)

2/6-29
황해
해주

해주 구군 강무
지방 산천 제사
제릉 배알 겸

9/25-10/12
강원
횡성

구군 5,400 강무
지방 산천 제사
종묘 천금

1416년
(태종 16)

2/4-22
충청
태안

구군 7,000 강무 지방 산천 제사

3/2-6
경기
포천

구군 1,000 사냥 정종 동행

10/15-27
강원
평강

강무
지방 산천 제사
종묘 천금

1417년
(태종 17)

2/27-3/9
강원
원주

구군 3,550 강무 春蒐71)

9/28-10/3
경기
이천

강무
세자 호종
종묘 천금
인덕궁에 獻

10/8-10
경기
포천

사냥

1419년
(세종 1)

2/26-29
경기
양주

구군4,000 사냥 태종, 정종 동행

3/10-20
경기
철원

갑사 
구군 600

강무 태종, 정종 동행

11/3-13
강원
원주

2,000여
구군9,000

강무

1420년 2/1-22 황해 삼군 갑사 강무 지방 산천 제사 

<표 2-2> 태종 후반 주요 사냥 훈련 시행 사례 및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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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태종 후반 대규모 사냥의 시행 사례는 태종 초와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가 보인다. 우선 강무에 앞서 종묘에 고묘하고, 강무 

69) 행행은 2월 3일에 시작하여 2월 28일에 환궁하였으나 2월 8일 평주 온천에 
도착한 뒤 탕목하기엔 날씨가 차니 해주에서 사냥을 하기로 하고, 19일까지 사
냥을 실시하였다. 그 후 제릉을 배알한 뒤 한양으로 돌아왔다.

70) 유성 온천으로의 행행은 9월 11일 시작하였고, 유성 온천에서 탕목한 후 사냥
을 위해 출발한 것은 9월 24일이었다. 

71) 이때의 행차의 공식적인 명분은 “각림사 행행 겸 春蒐 講習(駕幸原州覺林寺 
兼講春蒐也)”였다. 당시 태종은 강무라는 명목은 없애고 다만 각림사의 행차로
만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강무를 폐할 수 없다는 신료들의 의견에 따라 강무를 
겸하는 행차로 명목을 정했던 것 같다. 그런데 당시 강무를 제대로 행했는지 명
확하지 않다. 당시 행행을 전과 다르게 春蒐라고 기록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
한 것으로 보인다(『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2월 6일 계해 ; 27일 갑신).

72) 온행을 명분으로 출발하였으나, 온천으로 가는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온행은 
취소하고 사냥만 하였다.

(세종 2) 해주
기병 1,000
보병 2,000
해주 구군

1421년
(세종 3)

2/13-15
경기
철원

강무

2/25-3/12
강원
진부

강무
광효전에 고함
종묘, 광효전, 공정대
왕 혼전에 천금. 

3/29-4/1
경기
포천

갑사 500
隊 長 , 隊 副 ,
別軍 2,000

사냥

4/18-25
경기
철원

온행
72)

종묘, 문소전, 광효전, 
공정대왕 혼전에 獻

10/11-16
경기
우봉

사냥
지방 산천 제사
종묘 천금
四方之神 제사

1422년
(세종 4)

3/9-16
경기
우봉

강무 지방 산천 제사

3/28-4/6
경기
철원

사냥

*이현수, 2002 「조선초기 강무 시행사례와 군사적 기능」 『군사』 제45호, 
239쪽, 〈표 1〉 ; 243쪽, 〈표 2〉 ; 김웅호, 2017 『조선초기 중앙군 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20-121쪽, 〈표 1-7〉, 
187-188쪽, 〈표 2-10〉 ; 이왕무, 2019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출판
사, 176쪽, 〈표 6〉; 180쪽, 〈표 7〉을 참조하고, 『태종실록』, 『세종실
록』의 기록을 통해 필자 재작성 
*공식적으로 강무의 명목으로 행하지 않았지만, 종묘의례·山川祭 등의 강무에 
동반하는 의식을 행했거나, 지방군을 驅軍으로 동원하여 강무에 준하는 규모로 
시행한 사냥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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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잡은 짐승을 薦禽한 기록이 등장한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1413년 이후로 중앙군이 아닌 지방군을 구군으로 동원하였다. 그 

구체적인 인원이 명시되어, 중앙군 갑사 500~1,000명 정도 위주로 

시행하였던 태종 초에 비하여 강무의 규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강무 중 지나는 지역의 산천에 제사를 행한 것도 특징이

다. 태종 초반 강무의 장소가 수도 인근 지역에 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강원 철원이나 원주, 진부, 황해도 등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

동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일종의 강무를 목적으로 하는 순행이라 이

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명목으로 시행한 강무 이외에도 강

무에 못지않은 일정과 규모를 갖춘 비공식적인 사냥이 이루어지기

도 하였는데, 비공식적인 사냥에서도 종묘에 천금하거나 지방 산천

에 제사를 행하기도 하는 등 의례적 행위도 공식적인 강무와 마찬

가지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종묘의례를 비롯해 강

무를 시행하기 전에 행하는 각종 의례 절차가 정착되었다. 1411년 

봄 文昭殿에 제사를 지내고 강무를 떠났다.73) 이는 태종 초반 태조

에게 고하고 강무를 시행하였던 전례를 따랐던 것이다. 그 해 가을

부터는 강무 전에 종묘 제사가 시행되었다. 당시 출발 1일전에 玉川

君 劉敞과 대제학 柳觀을 보내어 종묘와 사직에 강무시행을 고하고, 

기청제를 지냈다.74) 

강무에 종묘의례가 정착되면서 강무 때 잡은 짐승을 종묘에 천금

하는 일도 나타났다. 태종은 “강무는 종묘를 위해 籩豆를 채우는 

일이자 군사를 敎閱하고 武儀를 익히는 것”이라며 강무는 종묘를 

받들고자 하는 것이니 짐승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75) 

실제로 이때 강무에서 잡은 짐승을 종묘에 천금하였데, 강무 때 잡

73)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2월 27일 무오.
74)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0월 5일 계사.
75)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0월 4일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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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짐승을 천금한 첫 사례였다.76) 강무에서 종묘와 관련된 의례를 

중시하고 천금을 한 것은 이전과 비교하여 강무를 의례로서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1411년 이후 강무 전 종묘에 행하는 고묘가 지속적으로 행

해졌는지는 명확치 않다. 1411년에 국왕이 아닌 신료들이 섭행하였

던 것을 보면, 그 뒤로도 섭행으로 지속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한편 

1413년에는 상왕인 정종이 거처하는 인덕궁에, 1421년에는 태종비

이자 세종의 모후인 元敬王后의 魂殿인 廣孝殿에 강무를 고했다. 이

를 보면 강무 시행 전 종묘 혹은 그에 준하는 元廟 등에 고하는 일

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묘의례 이외에 강무에 앞서 禡祭와 기청제가 행해졌다. 唐의 

제도에 의하면 天子가 출정할 때 上帝에 類祭를, 社에 宜祭를, 사당

[禰]에 造祭를, 정벌하는 곳에서는 禡祭를 지냈다.77) 정벌 지역에서 

행해지는 마제는 통치자의 권력이 미치는 영역을 일시적으로 확장

시키는 의례적 의미를 가진다.78) 그러므로 조선에서 강무에 앞서 

시행된 마제는 국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역을 의례적으로 확장하

고 공고히 하는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강무를 시행하기 전에 마제를 지내는 일이 언제부터 정착하였는

지는 명확치 않다.79) 1422년 3월 태종이 마제에서 黃帝에게 치제

하는데 사복직장이 헌관이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의

례절차를 다시 상고하라고 명한 것을 보면80), 태종 후반 어느 시점

76)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0월 7일 을미.
77) 『通典』 卷76 禮36 軍1 ‘天子諸侯將出征類宜造禡并祭所過山川’ “周制天

子將出征 類於上帝 宜於社 造於禰 肆師為帝位 禡於所征之地”.
78) 정다함, 2013 「征伐이라는 戰爭/征伐이라는 祭祀」 『한국사학보』 제52호, 

285-288쪽.
79) 중국의 경우 남북조시기 북조 국가들과 이를 계승한 隋에서 군사훈련 전에 禡

祭를 시행하였다. 唐에서는 군사훈련 전에 마제를 지내는 절차를 제거하였으나, 
북송 후반 『政和五禮新儀』의 田獵儀에서 다시 나타난다. 하지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송 초에 이미 사냥의례는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송대 군사훈련을 시행할 때 마제를 지냈는지는 명확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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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복시에서 마제를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 같다. 고려시대 

군대가 출정할 때 마제를 시행하였던 전례에 따라 시행하였던 것으

로 보이는데 아마도 1410년 의례상정소를 설치하고 여러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81) 

한편 강무에 앞서 기청제를 지내는 것은 특징적이다. 이는 중국

의 옛 제도나 고려의 『詳定古今禮』에 없던 것82)으로 태종대에 만

들어진 것이었다.83) 그런데 1414년에 태종은 강무 전 시행되는 기

청제를 폐지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기청제를 지냈는데 비가 오게 

되면 국왕인 태종 자신은 하늘에 감격하는 정성이 부족한 것이 되

고, 祖宗에 있어서도 자손을 도와주는 은혜가 없게 된다는 것이었

다.84) 즉 강무에 앞서 행하는 기청제의 의례로서 부적합하다는 것

으로, 이는 의례의 기능과 상징에 대한 이해가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강무 전에 하는 기청제는 依例的으로 행해졌고,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431년(세종 13)이 지나서였다.85) 이처럼 

태종 후반 강무에 앞서 종묘의례, 마제, 기청제 등의 의례 절차가 

정착되었다. 

강무 중에 잡은 짐승을 종묘에 바치는 薦禽儀도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지고 대체로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1407년까지는 종묘에 천금하는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다만 

태조에게 잡은 짐승을 보내 봉양하는 수준이었다. 1411년 가을 강

80) 『세종실록』 권15, 세종 4년 3월 6일 계해.
81) 마제는 『國朝五禮儀』에 길례 소사로 편입되었고, 강무 1일전에 마제를 시행

하는 일이 정례가 되었다. 마제를 비롯한 馬祖·先牧·馬社·馬步 등 군사 관련 
제사들의 정립 과정과 운영에 대해서는 한형주, 2002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
究』 일조각, 187-214쪽 참조.

82)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7일 임인.
83) 기청제 자체는 삼국시대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군사훈련인 강무에 앞서 기

청제를 지내는 일은 조선에 들어서 생겨난 일이었다. 기청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최종성, 2005 「한국 祈晴祭 연구」 『역사민속학』 제20호, 37-53
쪽 참조.

84)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2월 29일 정유.
85)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7일 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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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처음으로 종묘에 천금한 뒤 그 다음해에 강무 때 잡은 짐승

을 종묘에 바치는 천금의의 규정이 만들어졌다.86) 1412년에 정립

된 천금의 규정에 따르면 천금은 薦新儀注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짐

승을 잡은 시기가 朔望이면 삭망에 겸해서 천신하고 삭망일이 아닐 

경우에는 바로 천신하도록 하였다. 

1412년 薦禽儀 규정이 정해지면서 이후 강무에서는 종묘에 천금

하는 일은 상례가 되었다. 1412년 가을 강무에서는 애초에 종묘에 

천금하였던 짐승의 등급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짐승을 잡아 

종묘로 보내 천금하게 했을 정도로 잘 갖추어 행하고자 하였다.87) 

1413년 봄부터는 봄 사냥에서 잡은 짐승은 종묘에 천금하지 않도

록 하여,88) 이후 태종 재위기간 동안에는 가을 강무 때만 종묘에 

천금하였다. 다만 태종이 상왕으로 있었던 세종 재위 초반에는 종묘

에 천금하는 기록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상왕 태종이 주도한 

공식·비공식적인 사냥의 시행 그리고 정종과 원경왕후 사망 등으

로 강무의 시행 자체가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여겨진

다. 

이처럼 태종 후반에는 강무 시행전후의 의례 절차들이 갖추어졌

고, 태종 전반과는 달리 제도만 갖춘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시행

하고 있었다. 즉, 태종 후반의 의례화를 통해 강무는 명실상부한 

‘군사훈련의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강무 규모 확대와 시행 논의

태종 후반 강무의 의례화가 진행되고 강무와 관련한 제도가 보완

됨에 따라, 강무의 규모도 확대되어 갔다. 

먼저 강무 때의 의장이 정비되고, 시위 인원도 늘어났다. 1414년 

86)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26일 신사.
87)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28일 계미. 
88)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2월 12일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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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강무에는 지신사 李灌, 좌대언 柳思訥이 따라갔고, 2품 이상으

로 수행한 관원이 총 20명이었다.89) 이듬해인 1415년 봄 강무에는 

司禁, 內禁衛, 內侍衛, 別侍衛, 三軍 鎭撫 및 갑사가 금군으로서 따

르며, 忠扈衛, 司饔房, 司僕寺, 乳牛所의 관원 및 제원 그리고 洗手

間 별감이 호종하였다.90)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났던 1419년에는 

의장을 시위하는 군사만 2,000여 명으로 국왕의례로서 의장과 威儀

를 갖추어 강무를 시행했다.91) 태종 초반 강무는 군사들 이외의 관

원의 수행을 배제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태종 후반 강무는 威儀를 

갖추어 시행하고 있다. 

대간과 형조 관원의 강무 참석은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이미 태

종 초부터 강무에 대간과 형조에서 각 1명씩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

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매번 국왕에게 품의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했

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태종은 강무에 대간과 형조의 인원이 

시종하는 것은 폐지한 것으로 여겼다.92) 아마도 강무에 따르는 관

원이 증가하고, 의례로서의 절차가 필요해짐에 따라 대간과 형조의 

관원이 따라와 강무의 절차에 대해 비판하는 일이 불편했던 것 같

다. 그럼에도 태종의 허가를 얻어 대간과 형조의 관원이 강무에 함

께하기도 하였으나, 세종 재위 초기까지도 태종은 강무 때 호종하겠

다는 삼성의 요청을 거절하곤 하였다.93)

강무의 일정 및 수행인원, 참여 군사의 규모가 커진 만큼 강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선지와 숙박 장소를 정할 필요

가 있었다. 1412년에는 강무 시행 7일전 철원부 평야를 강무장으로 

정하고 일대에서 私獵을 금지하였다.94) 1414년 봄 강무를 대비하

89)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윤9월 3일 계묘. 
90)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2월 29일 정유.
91) 『세종실록』 권6, 세종 1년 11월 3일 계묘.
92)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2월 25일 기사.
93)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윤1월 19일 무자. 
94)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18일 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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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전해 11월에 총제 柳殷之, 대호군 李君實 등을 강원도 원주

로 보내 강무장을 살피게 하고,95) 또 강무 시행 한 달 전쯤 재차 

조사하게 하였다.96) 1414년 가을 강무 때에는 한 달쯤 전에 강원

도 橫川(현재의 횡성)을 강무 장소로 정하고 사람을 보내 준비시켰

다.97) 이처럼 강무가 의례화되고, 그 행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강

무를 시행할 장소를 미리 정하고 사렵을 금지하여, 강무에 대비하였

다. 

경기 광주 및 수원 일대에서 진행된 1412년 가을 강무에는 지방

군을 驅軍으로 동원하지 않아 태종 초와 마찬가지로 다소 작은 규

모로 강무를 시행했던 만큼 즉흥적으로 행선지와 숙박 장소를 변경

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계획은 수원 북부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한양으로 환궁하는 것이었으나 태종은 수원 북부까지의 일정

은 계획한 것이었지만 그 뒤의 일정은 확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갑

자기 동쪽으로 이동하였다.98) 이런 일들은 강무를 준비하는 신료들

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어가의 이동경로에 따라 도로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민폐가 몇 배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강무의 

의례화가 진전되면서 이후에는 다수의 지방군을 동원함에 따라 

1412년의 사례처럼 강무일정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었으며, 계획했

던 강무의 정지도 난감한 일이 되었다.

1414년 가을 강무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강무 시행 한 달 전부

터 횡성 지역으로 장소가 확정되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사헌부에서 그 해가 흉년이라는 점과 길이 험

하여 국왕의 부상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이유로 강무 정지를 요청

하였다.99) 그러자 태종은 화를 내며 횡성으로 가는 길이 험하여 걱

95)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11월 24일 경자.
96)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1월 8일 계미.
97)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9월 10일 경진. 
98)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9월 25일 정미.
99)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9월 29일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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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면 가깝고 길이 편한 해주로 변경할 것을 명한다. 이에 병조

에서는 이미 횡성 지역의 준비가 끝났는데, 해주로 행선지를 변경하

면 두 지역의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태종은 

강무 행선지를 광주로 변경하고, 강무를 반대하였던 지평 鄭淵을 行

宮察訪으로 임명하여 책임지고 기한 내에 지역의 추수를 끝내고 국

왕 행차 맞이를 완료하라 명했다. 이렇게 태종이 대간을 압박한 결

과 애초의 계획대로 횡성에서 강무를 시행하였다. 

1415년과 1416년 봄 강무는 각각 풍해도, 충청도 지역의 강무

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간에서 흉년을 이유로 강무 정지를 요청하

자 태종은 “그렇다면 강원도로 가겠다.” 혹은 “강무를 정지하겠

다.”고 말하며 계획을 급히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간을 압박하였

다.100) 장소를 변경하여 새로운 행정적 소요와 민폐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이미 준비가 진행되었던 장소에서 강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태종 후반 강무 장소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101) 강무 장소를 제한하여 상시적으로 관

리함으로써 강무 때 발생할 수 있는 민폐와 행정적인 소요를 최소

화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종묘에 천금하기 위해 많은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짐승이 많은 장소에서 강무를 하는 것도 중요했다. 

이 때문에 강무 장소를 어디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복

되었고, 강무 대상지는 자주 변경되었다. 1414년 강무 상소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숙번은 강무를 시행하는 것은 본래 군사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만 짐승을 바치는 예 또한 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기 

지역으로 강무장을 정하게 될 경우에는 잡을 짐승이 적어 예를 갖

100)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1월 18일 정사 ; 권31, 태종 16년 1월 20
일 계축.

101) 태종 후반 강무 常所를 정하기 위한 논의에 대해서는 김웅호, 『조선초기 중
앙군 운용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23-1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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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102) 그러므로 강무장을 특정하지 말

고 그 해의 풍흉에 따라 마땅한 곳을 정하여 진행할 것을 건의하였

다. 강무 장소에 대한 논의는 태종 후반 내내 지속되었는데, 그 결

과 크게 3~4구역으로 한정하고 매해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장소를 

정해서 시행하였다. 강무 장소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 역시 강무의 

의례화가 진행되면서, 그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강무에 나타난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지방군의 동원과 

강무를 시행하며 지나는 지방 山川에 제사를 지낸 것이다. 지방군 

동원과 지방 산천 제사는 1413년 전라도에서 진행한 강무에서 처

음 시행되었다. 이때 강무를 위해 충청도, 경상도에서 각 1,000명, 

전라도 2,000명, 총 4,000명을 구군으로 동원하였다.103) 당시 태종

은 “구릉 坑坎에는 모두 神이 있으니, 마땅히 매일 제사지내야 한

다.”고 하며 매일 새벽에 지나는 지역의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냈

다.104) 이후 강무 때 마다 지방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105) 지방군의 동원도 마찬가지 비슷한 시기 정착되었다. 

1414년 가을 강무에 중앙군과 경기 군사 5,000명이 구군으로 동원

하였으며,106) 1415년 가을에는 강원도에서 4,400명, 충청도에서 

1,000명을 구군으로 동원하였다.107) 1416년 봄 강무는 충청도에서 

7,000명을 동원하였다.108) 

지방 산천에 대한 제사는 국왕의 국토에 대한 지배에 대한 정당

102)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30일 경오.
103)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9월 16일 임진.
104)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9월 11일 정해.
105) 〈표 2-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413년 이후 태종이 사망할 때 까지 

1417-1419년 3년 동안을 제외하고 매년 지방의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를 지냈
다. 

106)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윤9월 3일 계묘. 
107)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9월 29일 계해.
108)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2월 4일 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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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대내적으로 공표하는 의례적 의미를 가진다.109) 정벌 지역에

서 지내는 禡祭가 일상적인 통치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국경 외부

까지 확장해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이, 강무 때 지나는 산

천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국가의 통치 권력을 의례적으로 전국으

로 확장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태종대 후반 중앙군 뿐 아니

라 지방군까지 국왕을 정점으로 한 일원적인 지휘체계 아래 통합하

면서, 이를 의례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지방군을 驅軍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1408년을 전

후하여 지방에 도절제사를 설치하여, 지방 군사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408년 7월부터 도 단위의 지방 軍事를 관장하는 도절제

사 혹은 겸도절제사를 두기 시작하여, 1417년에는 양계지역에도 전

임 도절제사를 임명하여 지휘하게 되었다. 이로써 양계지역과 그 외 

지방의 차별성을 극복하고 통일적인 지방군사제도가 만들어졌

다.110) 이와 함께 고려 말부터 건국 초까지 중요한 군사력을 이루

었던 侍衛牌는 점차 선군이나 營鎭軍으로 이속·흡수되어 지방군의 

강화를 이루었다.111)

한편으로 지방 軍務의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중앙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지방군을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중앙군

을 확대하면서 외방에서 번상하도록 하고, 하번한 군사들을 중앙에

서 통제하고 관리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112) 지방의 자체적인 군

사훈련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은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군대를 

움직이는 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113) 당시 사냥 형식의 

훈련은 산천으로 나가서 시행해야 했던 만큼 지방군에 대한 통제가 

109) 정벌할 때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다함, 2013, 앞의 논
문, 285-288쪽 참조.

110) 오종록, 2014 『여말선초 지방군제 연구』 국학자료원, 112-125쪽.
111) 閔賢九, 앞의 책, 236-239쪽. 
112) 김웅호, 앞의 논문, 74-75쪽.
113) 지방군에 대한 군사훈련은 1420년(세종 2)에 되어서야 시작되었다(오종록, 

앞의 책,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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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방군의 자체적인 사냥훈련을 시행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었다. 때문에 강무를 시행할 때 지방군을 

동원하여 훈련하였던 것이다. 

태종 후반 강무는 종묘의례와의 연계, 규모의 확대와 의장 등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의례화가 진전되었다. 게다가 지방군의 강무 

동원과 지방산천에 대한 제사를 통해 강무는 의례적으로 국왕의 권

위와 통치의 영역을 전국적으로 확장해주었다. 

한편 강무의 시행을 둘러싼 대간과 태종의 대립은 강무가 의례이

자 훈련으로서 인식되고 정립되었음에도 계속되었다. 태종 후반에도 

대간들은 강무 시행을 정지할 것을 종종 요청하였는데, 강무 정지를 

요청하는 근거는 태종 전반과는 달라졌다. 크게 두 가지 이유였는

데, 첫 번째는 먼 길을 행행하고 또 직접 말을 달리며 사냥하다가 

부상을 입을 위험성, 그리고 대규모 국왕의 행행을 支應하느라 지역

민들이 農期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국왕의 신변을 걱정하는 원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태종은 “며칠 

정도 즐기는 일이 불가하지 않다.”라던가 “친히 사냥하여 조종에 

제사하는 것이 古法”이라고 대응하였다.114) 대체로 태종과 대간들

이 대립하였던 것은 두 번째 이유로 이는 앞서 살펴본 강무의 장소

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강무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냥하기 좋고, 사냥할 짐승이 충분한가였다. 때문에 

그 해 흉년으로 해당 지역으로의 강무를 정지하자는 대간의 요청에 

대해 태종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강무 장소를 바꾸겠다

고 으름장을 놓아 자신이 원하는 강무 장소를 관철하였다. 

사실 강무에서 짐승을 많이 획득해야 한다는 명분은 종묘를 받들

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종묘에 천금하는 것은 많은 수의 짐승이 필

요한 것은 아니었다. 군사훈련의 측면에서도 강무를 위해 군사들을 

114)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9월 29일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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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하여 포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강무 

때 많은 짐승을 사냥할 수 있도록 강무 장소를 미리 정하고 준비하

였던 것은 태종에게 있어 ‘국왕’으로서 국가의 군사훈련의례로서 

강무를 시행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王家의 일원’으로서 왕실의 

의례로서 사냥을 행하고 이를 전승하는 일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

는 국왕으로서 文武兼全의 이상적 군주상을 보이는 일이기도 했다.  

태종은 1411년 가을 강무에 세자를 호종시키고자 하여 “강무를 

하는 것은 종묘를 위하여 邊豆를 채우기 위함이 한 가지요, 군사들

을 간열하고 군례[武儀]를 익히기 위함이 다른 한 가지이니, 손수 

짐승을 잡고 말 달리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내 세자에게 사냥의 

법을 보이고자 할 뿐이다.”115)고 하였다. 1412년 봄 강무 때에도 

세자를 강무에 참여시키며 “지금 이후로는 鷹犬의 오락이나 사냥

[田獵]의 유희를 누가 그 마음을 이끌어 주겠는가?”116)라고 하였

다. 당시 신료들은 세자는 학문에 집중해야 하며, 세자가 국왕의 사

냥에 따라간 사례가 없다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본인이 직접 

魏 明帝가 태자시절 황제를 호종하여 사냥에 참여하였던 일을 언급

하며 관련한 고사를 알아볼 것을 명했다. 결국 신료들의 반대에도 

세자의 강무 호종은 관철되었고,117) 그 해 가을에도 강무에 세자가 

참여하였다.118) 

한편 태종 후반에는 비공식적인 강무 시행이나 사냥을 즐기는 일

도 필요하다는 언행이 종종 나타난다. 1412년 가을에는 경기 지역

의 강무 시행 당시 태종은 “강무는 정지하고 간략하게 사냥[觀獵]

을 하고자 하는 게 나의 뜻이다.”라고 하였다.119) 또 1417년 봄 

강무는 강원도 원주 覺林寺 행행과 병행하였는데,120) 본래 태종은 

115)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0월 4일 임진.
116)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14일 기사.
117)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19일 갑술.
118)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9월 18일 경자.
119)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9월 24일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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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공식적인 강무를 정지하고 다만 각림사 행행으로 하고자 하

였다.121) 태종은 행행으로 이번 강무할 시기를 놓치면 3월 20일 이

후에는 농사철이 되어 강무를 할 수 없다고 하며, 몰이사냥을 하지 

않으면 몇 기의 기병만 데리고 사냥을 다녀올 수 있다고 하였

다.122) 이때 태종은 의장을 갖춰서 의례로서 강무를 시행하기 보다

는 가볍게 사냥을 즐기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히려 신하

들이 강무를 시행하는 것은 ‘萬世의 成憲이니 정지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각림사 행행은 공식적으로 강무로서 시행되었다. 강원도

와 충청도 등지에서 3,500여 명을 구군으로 동원하였는데, 일상적

인 강무와는 달리 이동하는 도중 사냥을 한 기록이 전혀 없다. 게다

가 각림사에 도착하자마자 구군을 전부 放軍하고 각림사 인근에서

만 머물다가 환궁하였다. 이런 전후 상황을 보면 결국은 태종의 의

지대로 의례적인 강무는 정지하고, 소규모 인원을 동원한 사냥을 시

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해 가을의 강무는 명목상 강무였지만 당시 세자가 말을 달리

며 노루를 쏘다가 낙마하였다는 기록과 후에 태종이 그날 일에 대

해 “강무를 잘못 행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던 것을 보면 제대로 

威儀를 갖추어 강무를 진행하진 않았던 것 같다.123) 이처럼 태종 

후반에는 종종 의례로서 제도를 갖추지 않은 비공식의 강무를 시행

하곤 하였다. 특히 태종이 상왕으로 자리하였을 때는 소규모 중앙군 

갑사만을 동원한 비공식적인 사냥을 자주 시행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124)

120)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2월 27일 갑신.
121)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2월 6일 계해.
122)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2월 24일 신사. 
123)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 9월 28일 경진 ; 29일 신사 ; 10월 1일 계

미.
124) 당시 태종의 잦은 사냥 시행에 세종도 여러 차례 참여하였는데, 이에 대해 

항간에서는 禑王의 사례를 들며 비판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권3, 세종 1
년 12월 25일 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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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초반에 태종이 직접 나서서 강무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군사훈련이자 의례임을 강조하여 사냥을 시행하려 했던 것과는 반

대로 태종 후반에는 태종 스스로 강무는 유희라 말하거나, 먼저 강

무를 중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1413년 가을에는 유성 온행을 겸하여 임실지역에서 사냥을 하고

자 하여, 태종이 미리 사람을 보내 강무장을 정비하였다. 신료들이 

임실에서 사냥하는 일을 반대하자, 아직 확정한 일은 아니라고 하며 

다만 거리가 가깝고 짐승이 많다고 하니 사냥을 구경하는 일도 좋

을 것이라고 말한다. 신료들은 명분이 없는 행차는 후세에 비난을 

받을 것이라 하자 “무사한 때를 맞아 국왕이 한번 나가 유렵하는 

일이 무엇이 해롭겠는가!”125)라고 말하고, 강무를 시행하였다. 이

후로도 태종은 종종 강무를 유희라 말하기도 하였다.126) 

1415년에는 강무 장소에 대해 신료들과 논의하던 중 신료들이 

먼 곳에서의 강무시행을 반대하자, 도성과 가까운 곳에서는 사냥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앞으로는 강무를 아예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반문한다.127) 그러자 오히려 신료들이 강무는 군사훈

련이자 예를 행하는 일이니 폐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계획한대로 강

무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태종 후반에 보이는 강무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강무가 

의례로서 정비됨에 따라 국왕인 자신은 한 명의 ‘개인’으로서 이

전과 같이 가볍게 사냥하고 즐기는 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태종

은 국왕으로서 공적인 훈련이자 의례인 강무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 

경우 군사들에 의해서 圍內로 몰이된 짐승에게 활을 쏘아야 했는데, 

이는 과거 자유롭게 사냥했던 것과 비하여 흥미가 떨어지는 일이었

다. 한편으로 왕가의 일원으로서 사냥을 통해 무인적 기질을 후대에 

125)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9월 20일 병신.
126)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9월 29일 기해.
127)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6월 17일 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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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할 필요도 있었다. 태종이 스스로 ‘武家의 후손’이라 말하며 

遊獵을 즐기는 일을 정당화하였던 것은 이러한 이유였다.128) 태종 

후반 그리고 태종이 상왕으로 있었던 세종 초반의 비공식적인 사냥

을 행하며, 국왕인 세종에게 호종하도록 하였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태종 초반 사냥의 의례제도를 정립하고 강무란 명칭으로 사냥 훈

련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군사훈련을 국가주도로 시행하며 고려 

말 이래 잔존하였던 무장과 군사들의 私兵制的 기풍을 제거할 수 

있었다. 태종 후반에는 대외적으로 안정되어 대내적인 정치체제 개

혁에 집중할 수 있었다. 유교적 논리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古制에 입각한 의례를 정립하고 시행하기 시

작하였고, 강무는 종묘의례, 薦禽儀와 함께 진행되며 의례로서 정비

되었다. 

태종 후반 강무는 도절제사 중심의 지방군사제도 정비와 맞물려 

지방군을 驅軍으로 동원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강무 중 지방 

산천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례적으로 국왕의 권위와 통

치의 확장을 의미하며, 태종대 강화된 국왕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태종 후반 

강무의 의례화가 진행되면서, 중앙 뿐 아니라 전국의 군사훈련 시행

을 국왕이 실질적·의례적으로 독점하였던 것이다. 태종 후반 진법

훈련을 재개하고 세종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러한 바탕에서 가능했다.  

 

128) 태종은 강무와 관련하여 신료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종종 자신은 武家의 
자손이라 말하며 적당히 사냥을 즐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태종실
록』 권6, 태종 3년 10월 1일 을사 ; 권16, 태종 8년 11월 7일 신해 ; 권33 
태종 17년 2월 2일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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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종대 후반 진법훈련 재개와 전국적 시행

1) 태종대 후반 진법훈련과 大閱 시행

태종 후반에는 국가의례 제도의 정비와 함께 의례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었고, 태종 초부터 중시되었던 사냥 훈련인 강무가 의례화되

면서 군사훈련이자 국왕의 권위를 확인하는 의례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 군사훈련 제도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바로 진법

훈련의 시행이었다.

진법훈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조대 정도전의 주도로 처음 

시행되었다. 당시 정도전은 『주례』의 제도에 따라 진법훈련, 사냥, 

제사가 결합된 군사훈련이자 의례를 지향하였고, 이를 중앙을 비롯

해 지방까지 확대하여 전국의 훈련방식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하지

만 무장들의 반발로 중단되어 한동안 진법훈련은 시행되지 않았고, 

태종대 군사훈련은 사냥 훈련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태종대 진법훈련에 관한 기록은 1409년(태종 9) 3월에 처음 나

타난다.129) 당시 태종은 田甫를 虎勇侍衛司 大護軍에 임명하고 진

도훈도관으로 삼아 삼군 갑사와 鷹揚衛, 別侍衛 등에게 진법을 훈련

시켰다. 이때 태종은 전보에게 “듣자하니 鄭道傳이 진법을 훈련할 

때 네가 司馬였다고 하니 지금도 잊지 않았겠지?(聞鄭道傳 肄習陣

法之時 爾爲司馬 今不忘否)”라고 물었다. 

태조대 훈련관을 설치하여 병서 및 진법 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법 훈련을 중앙군을 비롯해 지방까지 확대하고자 

시도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전혀 전승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진법 훈련을 ‘정도전의 훈련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게다가 개인의 기억을 통해 이를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兵學과 軍事 관련 지식 등이 공적인 체제 내에서 

129)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21일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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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지 않고 사적으로 향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도 알 수 있다. 

정도전의 훈련 방식을 다시 도입하고자 하였던 것도 중요하다. 

태조대 정도전의 방식에 따른 진법훈련에 무장과 군사들이 반발하

였지만, 태종 후반에는 무리없이 수용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면 국

가에서 군사훈련의 방식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의 주도권을 장악

하였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講武를 군사훈

련의례로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사사로운 사냥을 제재함으로써, 

군사훈련의 내용과 그 시행을 결정하는 일이 국왕의 독점적인 권한

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130) 

게다가 1408년 이후 점진적으로 지방에 도절제사를 설치하여, 

지방의 군무는 도절제사를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131) 도절제

사를 중심으로 지방 군사제도가 정비되면서 지방에서의 자체적인 

군사훈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는데, 중앙에서 군사훈련이자 

의례로 행해졌던 강무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었다. 강무가 국

가의례이자 왕실의례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고, 현

실적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사냥

형식의 군사훈련을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

험부담이 있었다. 사냥 훈련은 그 특성상 산천으로 이동하며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진법훈련은 너른 벌판에서 시행

하므로 관리의 차원에서 보다 안전하였을 것이다. 또 지방의 주요한 

군사력을 이루고 있던 守城軍은 보병이었으므로 훈련장에서 진법훈

련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었다.132) 즉, 태종 후반에 진법훈련이 재개

되었던 것은 지방군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130) 사적인 사냥을 제한하자는 의견은 1409년보다 앞서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처벌(『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5월 17일 무자 ; 권18, 태종 9년 7월 19일 
기축 ; 권22, 태종 11년 11월 26일 계미)은 14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도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131) 오종록, 앞의 책, 112-125쪽.
132) 지방군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김순남, 2012 「제4장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 『한국군사사-조선전기Ⅰ』 경인문화사, 312-3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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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적인 훈련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진법훈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었다.

전보에게 진법훈련을 지시한 다음 날 柳觀, 李行, 鄭以吾를 兵書

習讀提調에 임명하고, 대호군 田甫와 호군 堅椽, 行司直 李恪을 陣

圖訓導官으로 삼았다.133) 다시 3일 후에는 平壤君 趙大臨 등 여러 

掌軍摠制들을 兵書講討摠制에 임명하여 兵書와 陣圖를 익히도록 하

였다.134) 陣圖訓導官으로 임명된 전보 등은 그 이전까지 특별한 기

록이 없는데 이때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보아, 전보와 마찬가지로 

정도전대 시행한 진법훈련을 기억하여 훈련을 담당할 인물을 급히 

차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날 兵書習讀提調로 임명된 유관, 

이행, 정이오는 태종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인물들이었

다.135) 이들이 병서습독제조에 임명되었던 것은 당시 진법훈련과 

병서 학습에 대한 태종의 깊은 관심을 알 수 있다.136) 

兵書와 陣圖에 대한 연구와 학습이 진행된 지 20여 일이 지나 

실제 훈련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그해 4월에 盤松亭에

서 진법훈련을 하면서 ‘처음으로 진법훈련을 하였다[始習陣圖

]’137)고 기록하였다. 그 다음해 4월 東郊에서 習陣을 실시하였다. 

당시 훈련을 담당한 장군 총제 중 한 명이었던 李天祐는 진법훈련

이 잘 되었으니 태종에게 친림할 것을 요청하고, 외방 시위군도 매

월 번상할 때 습진하는 곳[習陣所]에서 훈련시킬 것을 건의하였

133)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22일 을축.
134)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25일 무진.
135) 『태조실록』 편찬은 하륜이 주도하고 유관, 이행, 정이오가 참여하였다. 이

때 과거 역사 편찬은 모두 3代 이후에 이루어졌고, 태조의 舊臣들이 실록을 편
찬하면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라는 이유로 대간과 史官들은 『태조실록』의 편
찬에 반대하였다. 『태조실록』의 편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이정주, 2009 
「鄭以吾의 交遊 관계와 정치활동」 『한국인물사연구』 제12호, 89-95쪽 참
조.

136) 태종의 명을 받아 진법이론을 정리하여 진법서를 편찬하였던 변계량 역시 병
서습독제조로 임명된 정이오 등과 마찬가지로 『태조실록』 편찬의 참여자였다.

137)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13일 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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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8) 이를 통해 최소한 중앙군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진법훈련

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대상을 외방 시위

군까지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새로 정립한 진법훈련은 점진적으

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지방에서 도절제사에 의해 독자적인 훈련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세

종 즉위 후에나 가능했다. 1420년에 전라도 도절제사가 陣圖와 陣

說을 내려보내서 전라도 각 鎭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할 것을 요청하

였던 것을 보면,139) 이때까지 지방에서의 자체적인 훈련제도가 마

련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지방의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그 규정을 만들어, 이듬해 7월에는 「諸道陣法訓導事目」

이 정해져 시행되었다.140)

진법훈련을 재개하기 전까지 태종대 병서 교육 제도는 주로 무신 

관료를 대상으로 막연하게 兵書의 강습을 장려할 뿐이었다.141) 진

법훈련을 실시한 뒤로 그해 11월부터는 의흥부 총제 이하 관원들은 

매일 병서를 講하고 승지를 보내 이를 참고하게 하였으며,142) 훈련

관에서 주관하여 무과 입격자를 대상으로 武經을 강습하고 이를 연

말에 결산하여 1등을 서용하는 규정도 정하였다.143) 또, 1417년

(태종 17) 5월에는 병조에서 입직한 상·대호군, 삼군 鎭撫 등을 

대상으로 馬兒를 가지고 진도를 익히게 하였던 것을 보면 태종 후

반 동안 진법훈련과 진법에 대한 교육은 지속되었던 같다.144)

그 다음 단계는 진법훈련을 강무와 마찬가지로 국왕의례로서 정

립하는 일이었다. 이는 세종이 즉위하고 태종이 상왕으로 있던 세종 

초에 大閱의 정립으로 귀결되었다. 대열은 본래 『주례』 사시강무 

138)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26일 임술.
139)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3월 17일 을유. 
140)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28일 무자.
141) 윤훈표, 2007 「朝鮮初期 武經講習制」 『역사와실학』 32, 390-392쪽.
142)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1월 29일 정유.
143)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2월 21일 정미.
144)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5월 7일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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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겨울철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조선에서는 사냥 

형식의 군사훈련의례를 ‘강무’라 칭하였던 것처럼 진법훈련 형식

의 군사훈련의례를 ‘대열’이라고 하였다. 세종 즉위 초까지는 대

열이라는 말은 특정한 의례를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인 훈련이란 뜻

으로 사용되었다. 1419년(세종 1) 10월 병조에서는 그해 11월에 

강무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강무는 나라의 큰 법이고, 사계절의 사냥은 법전에 실려 있으니 본

래 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하께서는 다만 『春秋傳』 

“事故가 없는데도 사냥을 하지 않으면, 不敬이라고 한다”’는 말

을 인용하면서도 흉년으로 인해 (강무를:필자) 거행하지 않은 것이 

3년이나 되었고, 또 올 가을에도 거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미 

喪制도 끝났으니, 옛날 仲冬에 大閱한다는 전거에 따라 옛 제도를 

준수하기를 바랍니다.145)

사실 강무를 거행하지 않은지 3년이 되었다는 병조의 말은 사실

과는 다르다.146) 병조에서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정종이 위독하여 

정지하였던 가을 강무를 정종의 喪禮를 달을 날로 바꾸어(以日易

月) 마친 후에 다시 시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147) 병조에서는 평

소보다 다소 늦은 시기인 11월 강무 시행을 『주례』 겨울 훈련인 

대열에 근거하였던 것이다. 즉, 1419년 말까지는 대열이란 용어가 

특정한 훈련을 지칭하진 않았던 것이다. 대규모 열병과 진법훈련을 

겸한 의례로서 ‘대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421년(세종 3)의 일이었다. 

1421년 4월, 향후 대열의 시행을 위해 미리 한성부의 衙門과 백

관을 中衛의 5所에 어떻게 분속시킬지 논의한 후 대열을 대비한 진

145)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10월 29일 경자.
146) 본문 2장 2절 ‘1) 강무의 제도적 정비’ <표 2-2> 참조
147)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9월 21일 계해 ; 10월 28일 기해 ; 10월 29

일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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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연습을 시행하였다.148) 그런데 당시 진법연습에 대해 ‘이 때 

진도 연습을 시작하였다(時始習陳[陣]圖)’라고 기록하고 있다. 진

법훈련은 이미 1409년에 재개되었음은 앞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 때 처음 연습하였다는 ‘陣圖’는 무엇일까? 이는 태종의 명을 

받아 卞季良이 저술한 진법서였다. 변계량이 저술한 진법서 『진도

법』이 완성된 것은 1421년 7월이지만149) 변계량이 진도법 초안을 

완성한 것은 그 해 5월 이전이었다.150) 

즉, ‘陣圖 연습을 시작하였다’는 말은 大閱을 위한 『진도법』

의 훈련법을 적용하여 연습을 시작하였다는 뜻으로 보인다. 1421년 

5월 처음 대열을 시행한 이후 변계량의 진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도, 당시 대열이 변계량의 진법서에 따라 시행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때 세종은 변계량의 진법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변계량은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

가 아니라 여러 병학의 진법론에 의거한 것이라며 반대하였다.151) 

이에 세종은 자신의 의견과 변계량의 의견을 모두 정리하여 태종에

게 보고하였다. 이는 태종이 변계량의 『진도법』 작성에 깊이 관여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첫 대열 시행 이후 朴訔에게 대열의 의례절차를 다시 정하

도록 하였던 것을 보면, 152) 대열은 초기부터 의례이자 훈련으로 

정립하고자 했던 것 같다. 진법과 의례제도를 보완하여 그 해 6월 

148)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4월 14일 병오.
149)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150) 1421년 5월 18일에 낙천정에서 대열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실록 기사에 

태종이 이보다 앞서 변계량에게 명하여 진법서를 만들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
다. 이보다 앞서 대열을 준비할 때 도성의 아문과 백관의 편제를 정할 때 5衛
-5所로 정하였다. 그런데 당시 변계량이 작성한 「陳說問答」에 따르면 그가 
『진도법』을 작성할 때 참고하였던 이제현, 정도전, 하륜 등의 진법서에는 모
두 衛가 아닌 軍이라는 편제명을 사용하였고, 변계량이 저술한 진서만 衛라고 
칭하였다. 1421년 4월 초에는 『진도법』의 초본이 완성되어 이를 바탕으로 
‘陣圖’연습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51)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5월 20일 신사.
152)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5월 20일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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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大閱儀注를 정하였고, 이어서 7월에는 수정·보완한 『진

도법』을 ‘다시’ 완성하였다.153) 

당시 상왕이었던 태종은 그 뒤로도 대열을 실시하고자 했다. 

『진도법』이 완성된 직후 諸道에 훈도관을 보내 대열을 위한 훈련

을 시키고, 그 해 번상하는 갑사가 체번하는 시기에 上下番 군사들

을 모아서 대열을 시행하고자 하였다.154) 하지만 당시 명 사신의 

체류가 길어짐에 따라 대열을 시행하진 못 하고 지방에 보냈던 훈

도관들도 다시 소환하였다. 이듬해에 태종이 사망하여, 태종은 대열

을 한 차례밖에 시행하지 못하였고, 국상기간동안 강무나 대열과 같

은 대규모 군사훈련은 정지되었다가 1424년(세종 6) 이후에 재개

되었다. 

진법훈련 중심의 군사훈련의례인 대열의 시행과 관련하여, 훈련

을 위한 진법서를 편찬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155) 이는 변계량의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라, 태종의 명에 의한 국가적인 업무로 이해하

여야 한다. 당시 변계량은 태종의 명에 따라 진법을 정리하여 『진

도법』을 편찬하였고, 1421년 5월 첫 번째 대열 실시 이후 이를 수

정·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군사훈련의례로서 ‘大閱儀’가 정립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진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군

사훈련의례로서 대열 정립과정에서 『진도법』의 의의를 확인해보

자.

153)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6월 1일 임진 ; 7월 9일 기사.
154)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28일 무자 ; 권13, 세종 3년 9월 26일 

병술.
155) 북송 초 官 주도로 병학 연구를 진행하며 문신들이 병서를 저술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병학 연구와 병서 편찬을 바탕으로 북송대에는 무학을 설치하고 
무거를 실시하였으며, 무학의 경전으로서 무경칠서를 간행하였다. 이는 학문으
로서 병학이 정립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송 초 병서 편찬과 병학의 
전개에 대해서는 邱逸, 2012 『兵書上的戰車-宋代的《孫子兵法》硏究-』 香
港: 中華書局, 61-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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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도법』의 편찬과 진법 正論 형성

『진도법』은 그 전체 분량이 약 1,400자 정도로 매우 짧으며 

大閱儀를 진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따로 책으

로 전하지 않고 그 전문이 『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앞서 살

펴본 것처럼 1421년 첫 대열 시행이후 변계량이 작성한 진법서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었다. 변계량은 비판에 대한 자신의 주장

을 정리해 「陣說問答」을 저술하였다. 「진설문답」 통해 『진도

법』에 담기지 않은 변계량의 兵學이론을 유추할 수 있다. 「진설문

답」과 『진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특징을 살펴

보자.  

변계량은 조선 초까지 전해지는 兵學과 陣法論156)들은 정리하여 

대열의 구체적인 행동원칙을 정하고자 하였다. 변계량이 『진도법』

를 저술할 당시 진법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계열로 나뉘었다. 그 

중 하나는 정도전의 진법론이고, 다른 한 계열은 이제현과 하륜의 

진법론이었다.157) 이제현과 하륜이 지은 진법서는 전하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변계량의 평에 의하면 정도전의 

진법은 내용이 간결하고 핵심만을 논하였는 데에 비하여 하륜의 진

156) 본고에서 사용한 진법론은 병학의 하위 분야로 단순히 진의 형태와 군사들의 
배열 방식에 대한 이론뿐 아니라 진법의 운용 원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하였다. 

157) 여말선초 정도전, 이제현, 하륜 등이 진법서를 저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색의 문인이거나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이었음이 지적되었
다(김병륜, 2017 『조선시대 군사 혁신 : 성공과 실패』 국방정신전력원, 
17-22쪽). 고려 말에 문인들이 진법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의 송 초기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중국 송
대 이전에는 병학 혹은 무예와 같은 지식과 기술은 무인 집단에 의해 점유되고 
개별적으로 전승되었다. 때문에 송대 이전의 병서는 대체로 무인들에 의해 작성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송대에는 병학 혹은 병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들
을 국가의 공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국가의 무반 관료에게 공통적으로 교육되
어야 할 지식으로 변모함에 따라 황제의 명에 의해 병서가 공적으로 만들어지
거나, 혹은 문인들에 의해서 관련 지식이 정리되어 병서로서 집필되기도 하였
다. 송 초기 병서 편찬과 병학 발전에 대해서는 丘逸, 2012 『兵書上的戰車:宋
代的《孫子兵法》硏究』 香港:中華書局, 61-9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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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세하였고 대체로 이제현의 진법론을 따랐다고 하였다.158) 

두 계열의 진법론의 핵심은 정도전의 ‘후충이 먼저 앞으로 나아

간다(後衝先出)는 설’ 과 이제현, 하륜 계열의 ‘부딪히는 곳이 前

隊가 된다(觸處爲前)는 설’이다. 사실 두 설은 상충되지 않지만 당

시 대부분 사람들이 정도전의 ‘후충선출’은 그른 것으로 여겼다

는 것을 보면, 조선 초에는 두 가지를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 

같다. 하지만 변계량은 ‘촉처위전’이란 적의 위치를 전방으로 상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고, ‘후충선출’의 설은 

적이 앞으로 다가왔을 때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 하여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음을 이해하였다. 변계량은 정도전의 진법론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진법론을 하나의 체계로 녹여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도

전의 진법이론을 “스스로를 굳게 지키는 계책이 두루 미쳐 옛 사

람이 제정한 진법의 본의를 터득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설은 이를 

따라갈 수 없다.”159)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즉, 변계량의 『진도법』 저술은 고려 말 이래의 여러 학자들의 

병학 지식과 저술을 탐구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다양한 병

학 지식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려는 노력이었다. 이 작업은 국가의 

공식 훈련서를 만드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훈련서로서 갖추

어야할 기본적인 내용인 用兵의 원칙을 상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충하는 이론을 함께 비교하고 논리

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변계량은 여

말선초 이래 조선의 병학 저술 뿐 아니라 『무경칠서』 등의 중국 

병서도 활용하였다. 이는 조선 건국 초에 비하여 전반적인 병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정도전-변계량으로 이어진 『진도법』의 진법론에 대

158) 『春亭集』 卷5 「雜著」 陣說問答.
159) 『春亭集』 卷5 「雜著」 陣說問答 “自固之計甚周 似得古人制陣之本意 而

非諸說之所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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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用兵의 원칙으로 이른바 병학에서 

말하는 奇正에 대한 이론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160) 먼저 정도

전의 기정운용 방식은 그의 저술인 ‘五行出陣歌’와 ‘奇正總讚’ 

에 잘 나타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행출진가161)

前衡과 中軸은 守兵이 되니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으니 마치 큰 언

덕과 같네

後衡은 뒤에서 正兵이 되니 먼저 나가 적을 치는 용맹 당할 수 없네 

좌익과 우익은 奇兵이 되니 옆으로 나가 돌격하는 것이 벽력과 같다

守兵은 가계를 갖추어 패주하니 비록 흩어져도 다시 합쳐지니 패해

도 망하진 않네

正兵으로 싸우고 奇兵으로 승리함에 때에 따라 뜻대로 부리니 고정

된 형태가 없구나

기정총찬162)

衡이니 翼이란 것은 正兵과 奇兵이 되니 

적과 싸워 이기고자 각각 마땅한 바를 따르네

무엇이 守兵이냐 전충과 중축이다 

편안함으로써 피로한 것을 기다리니 아군은 돌아가 쉴 곳이 있구나 

어지럽게 싸우나 어지럽지 않고 중간이 끊어져도 항오를 이룬다 

이것이 家計이니 패하더라도 망하지 않는구나 

160) ‘奇正’이란 병학용어로서 奇는 기발한 것, 보편적이지 않은 것, 기습, 복병
과 같은 요소를 뜻하고, 正은 정당한 것, 보편적인 것, 正攻 등과 같은 요소를 
뜻하며, 기정론이란 전투에서 기와 정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 등을 말한
다. 기정에 대해서는 그 해석에 따라 定義와 범주가 차이가 난다(역대 병서에 
보이는 기정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는 성백효 역, 1995 『兵學指南演義 Ⅱ』 국
방군사연구소, 22-25쪽 ; 리링, 김숭호 역, 2012, 『전쟁은 속임수다』, 글항
아리, 366-385쪽 참조).

161) 『三峯集』 권7 「陣法」 ‘五行出陣歌’ “前衡中軸爲守兵 按列不動如陵岡 
後衡居後爲正兵 先出致敵勇莫當 左翼右翼爲奇兵 旁出突擊如雷霆 守兵家計備敗
走 雖散復合敗不亡 接戰以正勝以奇 臨時操縱無常形”.

162) 『三峯集』 권7 「陣法」 ‘奇正總讚’ “曰衡曰翼爲正爲奇 受敵制勝各隨其
宜 何爲守兵前衡中軸 以逸待勞軍有歸宿 鬪亂不亂雖絶成行 是謂家計敗不至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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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은 부대를 그 운용의 특성에 따라 奇兵과 正兵 그리고 守

兵으로 나누었다. 오진체제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는 부대는 전충과 

중축이 守兵이 되고, 후충이 正兵이 되며, 좌우익은 奇兵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도전의 진법 운용은 전투활동을 하는 부대와 

진형을 유지하는 부대를 구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守兵의 역

할을 따로 나눈 것은 다른 병서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정도전의 독

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守兵은 적이 공격해왔을 때 진형을 형성

하고 이를 고수하여, 아군이 전투 중 歸宿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정병과 기병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데, 정

병은 적의 공격에 대응하여 이를 맞이하고[當敵], 기병은 옆으로 나

아가서 기습적인 공격을 펼친다.[旁出突擊] 이런 기정운용은 중국 

魏의 曹操의 기정에 대한 해석과 유사하다.163)

정도전의 진법 운용의 핵심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후충선출’

에 있었다. 정도전 「진법」 ‘正陣’은 『握奇經』 「八陣總述」 

‘正陣讚’164)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마지막에 “군사들이 

앞을 지키면 뒤의 부대는 나가지 않는다.”165)라는 한 구절을 “군

을 멈춰 앞을 지키고 뒤의 부대가 나아간다.”166)라고 수정하였다. 

163) 曹操는 孫子의 기정에 대한 설명에 “먼저 나가 적과 싸우는 것이 정, 뒤에 
나가는 것이 기이다(先出合戰爲正 後出爲奇).”, “정병은 적과 맞서 싸우고, 기
병은 옆에서 적이 방비하지 않은 곳을 친다(正者當敵 奇兵從旁擊不備).”라고 
해석하였다.(『十一家註孫子』 卷上) 고려에서 송에 보낸 병서 중 조조가 저술
한 병서인 『병서접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고려사』 권10, 세
가10 선종 8년 6월 18일 병오), 고려시대에 이미 조조의 병학이 유포되어 전
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4) 현전하는 『악기경』 「팔진총술」의 판본에 따라 匹陣讚으로 판독되는 경우
도 있으나, 明代 관료 茅元儀의 저술 『武備志』에서는 팔진총술의 내용을 전게
하면서 이를 正陣讚으로 수정하였고, 다른 병서에서도 이에 따른 경우가 많았
다. 팔진총술의 서술구조가 정진찬 이후 정진에 해당하는 天陣讚, 地陣讚, 風陣
讚, 雲陣讚이 나오고 그 뒤에 奇兵에 해당하는 飛龍, 翔鳥, 蛇蟠, 虎翼이 나오고 
이후 奇兵讚이 나온다. 匹陣은 정진으로 보는 것이 옮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正陣 4가지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四陣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홍을표, 2013 
「서진 마륭의 서정으로 본 팔진도」 『중국사연구』 83, 14쪽).

165) 『握奇經』 「八陣總述」 匹陣讚 “有兵前守 後隊勿進”.
166) 『三峯集』 권7 「陣法」 正陣 “按兵前守 後隊乃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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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팔진총술」의 내용은 진열을 이루고 있을 때 뒷열의 부대가 

앞을 넘어가서 진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

다. 하지만 정도전은 이를 기정의 운용과 관계된 것이라 파악하였

고, 자신의 해석한 기정운용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정한 것이다. 

세종 초 변계량이 『진도법』을 편찬할 당시 논자들이 정도전의 

진법 운용 원리인 ‘후충선출’에 대해서 ‘만일 후방을 공격당하

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등의 비판을 하였다.167) 이는 

병서에서 말하는 전후좌우를 고정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나타나

는 비판으로 당시 병학의 수준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변계량은 정도전을 비롯하여 이제현, 하륜 등의 진

법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두 가지 이론이 상충하지 않음을 이

해하였다. 변계량은 ‘후충선출’은 것은 적이 전면으로 왔을 때를 

상정한 것으로 적이 진영의 한쪽 방향으로 공격해온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하며, 실제 상황은 전면, 혹은 전후면, 삼사면을 공격할 경

우도 있어 그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법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또 갑자기 적과 조우하였을 때는 ‘촉처위전’하여 적과 부딪힌 곳

을 전면으로 상정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168) 

이러한 변계량의 진법론은 『진도법』에 반영되어 應敵편에서 

“적군이 나타나면 中衛의 신호에 따라 黑旗를 指하면 後衛가 먼저 

나가 적과 맞서고, 赤旗를 指하면 前衛가 먼저 나가 적과 맞선다. 

다른 위의 경우도 이와 같다.”169)라고 하여 상황에 따라 뒤로부터 

앞으로 나아가 적을 맞서는 正兵이 되는 부대가 변화함을 표현하였

다. 이는 「진법」에 비하여 『진도법』의 단계에서 기정의 운용에 

대한 이해가 진전된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적의 방향에 따라 

전후좌우가 변화한다는 것은 그에 따라 正兵, 奇兵, 守兵의 역할 역

167) 『春亭集』 권5 「陣說問答」.
168) 上同.
169)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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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각 부대에 고정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변계량은 여말선초 이래 다양한 진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정도전의 기정운용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되 보다 유연한 형태로 발

전시켰던 것이다. 

다음으로 진법을 직접 지휘하고 통제하는 방법인 신호체계의 작

동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정도전의 「진법」의 신호체계와 운용은 

『握奇經』의 그것과 유사하다. 정도전은 나팔[角]을 사용한 음성신

호체계를 노래의 형식인 角警歌로서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악

기경』의 신호체계를 바탕하여 작성하였다. 『악기경』의 각을 사용

한 신호의 용법과 角警歌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角의 신호[音]는 둘로 처음 신호는 군사들을 경계시키고 뒤의 신호

는 군사들을 정리한다. (중략) 쇠[=징류]와 가죽[=북] 소리 사이에 

각의 음을 더하면 天陣은 風陣을 겸하고 地陣은 雲陣을 겸하고 龍陣

은 鳥陣을 겸하고 虎陣은 蛇陣을 겸한다. (『握奇經』 「握奇經續

圖」)170)

角의 처음 오성은 경계하라는 신호이고, 각의 뒤 오성은 다시 군사

를 정리하네. (각 소리) 사이에 금고로서 부대를 정돈하니 진퇴의 

절목을 자세히 들으라. (『三峯集』 「陣法」 ‘角警歌’)171)

『악기경』에 따르면 각의 신호는 두 가지로 첫 번째 각 신호는 

군사들에게 이어서 올 金鼓의 신호를 경청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

기하는 역할을 하며, 그 후 金鼓의 신호를 통해 진형의 변형 혹은 

부대의 움직임을 전달한다. 두 번째 각 신호는 앞서 전달한 金鼓의 

신호에 따라 대오를 정비한다[收兵]는 것이다. 「진법」의 각경가 

170) 『握奇經』 「握奇經續圖」 “角音二　初警衆　末收衆 (중략) 其金革之閒 加
一角音者 在天爲兼風 在地爲兼雲 在龍爲兼鳥 在虎爲兼蛇”.

171) 『三峯集』 「陣法」 角警歌 “角初五聲乃警衆 角後五聲復收兵 間以金鼓整部
伍 進退之節仔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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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각 소리 사리에 金鼓의 신호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부대를 정

돈하는 각의 기능이 『악기경』의 용법과 동일하다.

 『진도법』의 角을 사용한 신호 역시 이와 유사하다. 『진도

법』에서는 신호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行陣 및 結陣

시 부대 운용법을 서술할 때 신호체계의 운용 방식이 보인다. 보통 

모든 신호는 중위에서 발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角의 소리를 

시작으로 신호가 시작된다. 행진편을 보면, 군대를 움직일 때 먼저 

예비신호로 중위에서 ‘角一通鼓一通’의 신호를 발하면, 각 위는 

이에 응하여 군사들을 정돈한다. 그 후 다시 ‘吹角’하고 ‘行鼓

動’하면 ‘우위-전위-중위-후위-좌위’의 순으로 행진하였다. 

마찬가지로 결진을 할 때에도 각을 사용하여 신호를 시작하였다. 결

진시 ‘角一通’하면 중위를 제외한 4개 위 後所의 마병을 먼저 진

영 밖의 사방으로 내보내고 이어서 깃발과 북의 신호에 따라 5위가 

진형을 변화시킨다. 

이상의 행진 및 결진시 각 신호의 사용례를 보면, 角소리는 새로

운 신호를 발할 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처음에 명령대기 상태로의 전환, 명령대기 상태에서 행진

으로 전환, 그 다음 진형 배열로의 전환시에 각의 신호를 사용하고 

있다. 

『진도법』 敎場편에서 훈련의 마지막에 진을 물릴 때 金을 이용

한 신호의 경우도 『악기경』의 신호체계를 수용하여 적용한 것이

다.172) 진도법의 교장에서 4표에서 전투행위를 할 때 정지 및 퇴각 

신호로 5차례 金소리 신호를 보낸다. 이 때 『악기경』과 마찬가지

로 첫 번째는 전투의 속도를 늦추고, 두 번째에는 전투를 정지하고, 

세 번째에는 물러나서 전투를 시작하기 전의 위치인 제3표로 돌아

172) 金音五　一緩鬬　二止鬬　三退　四背　五急背 (『握奇經』 「握奇經續圖」) 
; 金一聲緩鬪 二聲止鬪 三聲回背行退(중략) 金四聲 趨退(중략) 金五聲 急退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己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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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그 다음인 네 번째 金聲이 들리면 2표로 趨退하고 5번째 金

聲에는 1표로 急退하였다. 

이와 같이 『진도법』에서는 『악기경』의 古代 진법 신호체계를 

수용한 정도전의 진법론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경칠

서 등의 중국 병서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진도법』의 관련 서술이 

충분하지 않아서 중국 병학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편제와 군령에 관련된 내용에서 『尉繚子』와 『衛公

兵法』173)의 영향을 받았음은 확인할 수 있다.174) 『진도법』 결진

편의 마지막 부분에 전투의 결과에 따른 상벌에 해당 내용을 덧붙

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명 중 2명을 잃으면 (그들을) 구하지 않은 3인을 벌하고, 소대에

서 4명을 잃으면 구하지 않은 6명을 벌하며 25인으로 구성된 대에

서 8명을 잃으면 구하지 않은 대를 벌한다. (아군) 伍를 잃고 (적

군) 伍를 잡거나 (아군) 隊長을 잃고 (적군) 隊長을 잡거나 (아군) 

173) 『衛公兵法』은 이정이 지은 병서로 알려져 있는데, 현전하지 않는다. 송대
의 저작인 『태평어람』과 『무경총요』 등의 인용서목에 등장할 뿐이었다. 청
대 汪宗沂가 『통전』, 『태평어람』, 『무경총요』 등에 있는 내용을 모아서 
『衛公兵法輯本』으로 만들어 현재 전한다(趙國華, 2004 『中國兵學史』 福州 
: 福建人民出版社, 309-310쪽).

174) 변계량이 당 이정의 병학을 참고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진설문답」에 진법
의 오행활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위공문대』에서 이정이 태종에
게 오행에 구애되어서도 안 되지만 완전히 폐할 순 없다는 답변을 차용하였다. 
(『春亭集』 卷5 「雜著」 陣說問答) 또 『진도법』이 완성된 직후 지방에 내
린 陣法訓導事目에 “23진을 한꺼번에 敎閱하는 것은 어려우니, 방진·원진·
곡진·직진·예진의 다섯 진과 行陣으로써 교습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세
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28일 무자) 그런데 진법과 관련된 수 중 23이라
는 용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위공문대』에서 육화진을 大閱할 때 5개진을 
각각 오행진의 한 형태로 5회 변진하여 총 25변진한 뒤에 그쳤다고 말하였다.
(『李衛公問對』 中卷  “大閱 地方千二百步者 (중략) 五為方圓曲直銳之形 每
陣五變 凡二十五變而止”) 세종대 내려진 진법훈도사목의 23진은 『이위공문
대』의 5진 훈련과정의 25변진의 ‘五’를 ‘三’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닐
까 한다. 1450년(문종 3) 도진무 황수신이 진법훈련 개선사항을 말하면서 
“25변진은 매월 초 2일, 12일, 22일에 번갈아 익히도록 하자.”(『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 9월 19일 경신)라고 한 것을 보면 세종대 23진 훈련은 25변
진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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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를 잃고 (적군) 장수를 잡으면 각각 상쇄한다.[當之] 伍를 잃고 

伍를 잡지 못하고 隊長을 잃고 隊長을 잡지 못하고 장수를 잃고 장

수를 잡지 못하면 벌한다. 伍를 잡고 伍를 잃지 않고 隊長을 잡고 

隊長을 잃지 않고 장수를 잡고 장수를 잃지 않으면 상을 준다.175)

위의 내용은 전투시 위기상황에서 서로를 구원하며 전투하도록, 

전투 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연좌하는 군법이다. 크게 두 부분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인용문의 앞부분은 부대원이 서로 구하지 않았

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수치상 대략 1/3에 해당하는 인원

이 사망할 경우 남은 인원을 벌하게 되어있다. 이는 『위공병법』의 

규정과 비슷하다. 『위공병법』의 군 편제는 3인을 小隊로, 9인을 

中隊로, 5개 中隊 45인과 지휘관 5인을 大隊로 하여, 50인을 최소

의 전술단위로 형성하였고, 소대에서 1인을 잃거나 중대에서 2인을 

잃으면 구하지 않은 자들을 참하도록 하였다.176) 이 역시 대략 1/3

의 인원을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처벌 규정 

외에도 50인의 편제를 최소의 전술단위로 인식한 점도 동일한데, 

『진도법』 역시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스스로 모이게 한다는 

원칙과 50인이 마음을 함께하며 움직인다고 하였다.177) 

인용문의 뒷부분은 무경칠서 중 하나인 『尉繚子』 「束伍令」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178) 『위료자』는 天時, 地利, 人和 중 人和

175)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五中失二人 罰不救三人 小隊
失四人 罰不救六人 二十五人隊失八人者 罰專隊不救 亡五而得五 亡長而得長 亡
將而得將者各當之 亡五不得五 亡長不得長 亡將不得將者罰 得五而不失五 得長而
不失長 得將而不失將者賞”.

176) 『衛公兵法輯本』 卷中 部伍營陳 “凡以五十人爲隊 其隊内兵士須結其心 每三
人自相得意者 結爲一小隊 又合三小隊得意者 結爲一中隊 又合五中隊爲一大隊 餘
欠五人 押官一人 隊頭一人執旗 副隊頭一人 左右傔旗二人 卽充五十 至於行立前
卻 當隊並須自相依附 如三人隊失一人者 九人隊失小隊二人者 臨陣日仰押官隊頭
便斬不救人 陣散計會隊内少者 勘不救所由斬”. 

177)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結隊五人 自相得意者結爲伍 
伍中有長 二五爲小隊 中有長 五五爲中隊 隊有正 五十有大隊 隊有校 五十人 須
結其心 行立前却 當隊幷須依附 戰則五五而立 將校在後督戰”.

178) 인용문의 내용은 『尉繚子直解』 卷4 「束伍令第十六」에 나온다. 『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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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전투 현장에서의 전술적인 요인보다는 

전쟁의 계획단계에서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

고 있었다.179) 『진도법』에서 인용한 『위료자』 「속오령」은 연

좌제를 적용한 엄격한 군율을 수록하고 있다.

이상으로 『진도법』의 편찬이 여말선초 이래 여러 인물들의 병

학 관련 저술들과 그 내용을 정도전의 병학에 따라 통합하고, 하나

의 원칙을 만드는 작업임을 확인하였다.180) 이러한 작업은 통일적

인 군사훈련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리고 태종의 명에 

의해 다시 진법이론의 정립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논박함으로써 정리된 결과물은 더 이상 정도전 개인의 

병학이 아닌 조선의 진법 정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尉繚子와 李靖의 병학을 활용하였음도 확인하

였다. 尉繚子와 李靖은 고대 병학의 天時, 地利, 風角 등의 주술적인 

요소보다는 人爲에 의한 군사제도 운영, 전략, 전술 등의 요소를 중

시한 것으로 평가된다.181) 특히 李靖의 『李衛公問對』에 보이는 

기정에 대한 해설은 손자의 기정론을 계승·발전하여 중국 병학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주었다. 즉, 진법훈련의 정립을 위해 조선에서 

자』는 隋代까지 잡가와 병가로 구분되는 2종이 전해지다가 宋代 무경칠서를 
편찬하면서 하나로 통합되고 병서로만 여겨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내용상 크
게 2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부와 「兵令」 상하편은 법가적인 성격과 
잡가의 성격을 가지며, 후반의 10여 편은 병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성애, 
2013 「《尉繚子直解》 解題」 『譯註 尉繚子直解·李衛公問對直解』 전통문
화연구회, 5-18쪽).

179) 趙國華, 앞의 책, 154-159쪽.
180) 윤훈표는 이를 고전 이론에 충실한 정도전의 병학에 따라 표준화를 시도한 

것이라 평가하였다.(윤훈표, 2011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
편」 『軍史』 81, 78-82쪽)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나, 변계량의 『진
도법』 편찬과 이에 담긴 진법이론은 특정 이론을 선택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이론들을 하나의 진법이론에서 설명한 것으로 조선 초 병학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181) 湯淺邦弘, 1999 『中國古代軍事思想史の硏究』, 東京: 硏究出版, 124-130
쪽 ; 湯淺邦弘, 1999 「『李衛公問對』の兵學思想」 『大阪大学文学部紀要』 
39,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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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병학 연구는 진법훈련의례를 위한 진법 정론의 형성과 함께 

인간 중심 병학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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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세종대 군사훈련의례의 정비와 公的 병학

의 발생

태종대 군사훈련의례 정립을 통해서 군사훈련의 시행과 그 방식

을 정하는 일을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전국적인 군사훈련 시행

도 가능해지면서, 이에 따라 진법훈련 제도를 정비하고, 진법훈련의

례인 대열을 시행하였다. 세종대에는 태종대 정립된 강무의 제도적 

정비가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진법훈련의례인 대열의 훈련 방식도 

구체화되었다. 

세종대에는 4군 6진의 개척과 이 지역을 조선의 영역으로 구축

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방어병력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보병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보병을 활용한 전술도 개발되고 있었다. 특히 

『계축진설』의 편찬은 1433년(세종 15) 파저강 야인정벌의 실전

경험을 반영하여 『진도법』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기병 중심의 훈련인 강무는 정기적으로 시행된 반면에 실

전 경험을 통해 보병을 활용하는 전술을 보완하였음에도 『계축진

설』이 편찬된 직후 대열을 몇 차례 행한 것이 전부였다. 그렇다면 

군사훈련의례 대열의 정립과 시행에 있어서 『계축진설』의 편찬이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 장에서는 세종대 군사 편제가 기병 중심에서 기병과 보병의 

합동이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에도 강무가 강조될 수 있었던 

배경과 대열의 훈련 절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병학이 공적인 체계

에서 연구되고 발전한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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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대 대외관계와 군사훈련 변화의 배경

1410년(태종 10) 여진 정벌 이후 종종 국경지역의 소규모 침입

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조선과 여진 관계는 

1422년(세종 4) 이후 점차 이상이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그 해 9

월과 10월 각각 嫌進兀狄哈과 兀良哈이 경원부를 침입하였고,1) 그 

다음해에는 童猛哥帖木兒의 회령 복귀와 李滿住의 波猪江 이주로 

조선-여진 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발생하였다.2) 당시 명과 우호 관

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동맹가첩목아와 이만주 등은 명 永樂帝의 북

정에 종군하기도 하였다. 영락제 북정의 여파가 요동지역까지 확대

되어 요동지역이 戰場化되자, 이를 피해 남하하였던 것이다.3) 

당시 조선에서는 동맹가첩목아의 귀환은 비교적 환영하였으나 建

州衛 이만주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4) 동맹가첩목아는 

본래 두만강 지역 兀良哈 출신으로 1411년(태종 11) 開元지역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가 이주한 

후에도 조선은 두만강 지역 여진 세력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

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만주는 본래 조선과 왕래가 없었던 건주위의 인물로 일찍부터 

명과 우호관계를 맺으며 조선과는 대립하였다. 때문에 조선은 그의 

來朝뿐 아니라 교역도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이만주는 명에 기댈 

1) 『세종실록』 권17, 세종 4년 9월 24일 무인 ; 『세종실록』 권18, 세종 4년 
10월 2일 병술.

2) 조선시대 女眞에 대한 구분은 明은 지역에 따라 建州女眞, 海西女眞, 野人女眞
으로 구분하였고, 조선은 그 생활양식과 종족에 따라 여진, 오랑캐[兀良哈], 우
디캐[兀狄哈]로 구분하였다. 조선시대 女眞의 종족 구분과 분포에 대해서는 金
九鎭, 1989 『13~17C 女眞 社會의 硏究-金 滅亡 以後 淸 建國 以前까지 女
眞社會의 組織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7-117쪽 참조.

3) 영락제의 북정과 여진세력의 동향에 대해서는 박원호, 2002 『明初朝鮮關係史
硏究』 일조각, 188-199쪽 참조.

4) 박정민, 2015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경인문화사, 6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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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고 파저강으로 이주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명에 내조하

였다. 이로써 세종대 조선은 두만강 지역뿐 아니라 압록강 지역의 

여진에 대해서도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1432년(세종 14) 야인 400여 기가 평안도 閭延을 침입하는 사

건이 발생한다.5) 이는 후에 이만주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1433년

(세종 15) 4월 세종은 崔潤德 등을 보내 이만주 세력의 본거지를 

공략하였다.6) 정벌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 건주위 이만주 

세력의 내조를 수용하며 조선과 건주위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설

정되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여진의 침입이 계속되자 

1437년(세종 19) 9월 파저강 여진 정벌이 재차 이루어졌다.7) 이

로써 건주위 세력을 渾河 상류 지역으로 축출할 수 있었고, 한동안 

건주위와 조선의 관계는 단절상태로 이어졌다. 이어 압록강 상류 지

역의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閭延, 慈城, 茂昌, 虞芮 4개 지

역을 군으로 승격시켜, 이른바 4군을 개척하였다.8)

한편 1433년 10월 童孟哥帖木兒 부자가 嫌眞兀狄哈 세력에게 

살해당하면서 두만강 지역 여진 세력의 동향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두만강 지역 여진 세력의 혼란을 틈타 두만강 

하류 일대의 영토를 조선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추진하였

다.9) 1434년 寧北鎭과 慶原의 이동을 시작으로 鍾城鎭, 慶興鎭 등

5) 『세종실록』 권58, 세종 14년 12월 9일 갑오.
6) 세종대 파저강 정벌의 경과와 그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강성문, 2000 「朝鮮時代의 女眞征伐」 『韓民族의 軍事的 傳統』 봉
명 ; 노영구, 2008 「세종의 전쟁수행과 리더십」 『오늘의 동양사상』 ; 이규
철, 2013 『조선초기의 對外征伐과 大明意識』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
위논문, 55-96쪽).

7) 세종대 파저강 재정벌은 기본적으로 건주위 여진세력의 침입으로 촉발되었지만, 
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만주를 정벌함으로써 여진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강하게 작용하였다. 1437년 파저강 정벌 배
경에 대해서는 이규철, 앞의 논문, 78-90쫌 참조.

8) 압록강 상류 지역 4군 개척 과정은 유재성, 1999 『國土開拓史』 국방군사연
구소, 107-108쪽 참조.

9) 세종대 육진개척의 과정에 대해서는 유재성, 앞의 책, 127-178쪽 ; 강성문, 
2000 「朝鮮初期의 六鎭 開拓」 『韓民族의 軍事的 傳統』 봉명, 28-45쪽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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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가 차례로 이루어졌고, 1449년(세종 31) 옛 石幕에 富寧都

護府가 설치되면서 6鎭 설치가 완성되었다. 세종대 두 차례 여진 정

벌과 4군 6진의 개척을 통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여진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는 1445년(세종 27) 11월 

여진인 통교 원칙을 세밀하게 정하여 그 이후 여진과의 관계에 이

를 관철하였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10) 

고려 말부터 태조대까지 주요한 대외적 문제 중 하나였던 왜구의 

침입은 1410년(태종 10)이후로 그 규모와 빈도가 줄어들고 있었

다.11) 1418년(태종 18) 대마도 정세 변화로 왜구의 침입이 잠시 

증가하였지만 1419년(세종 1) 대마도 정벌 이후 왜구는 점차 소멸

하였다.12) 1443년(세종 25)에는 이른바 癸亥約條의 체결을 통해 

대마도주를 중심으로 한 대일외교체제를 확립하였다.13) 이상의 과

정을 통해 조선은 자국의 藩籬로 인식하였던 여진 세력과 대마도와

의 관계를 조약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조선 중심의 외교체제를 구축

할 수 있었다.14) 

조. 당시 조선에서 적극적인 확장정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명의 요동 및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었던 것도 관련이 있다(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여직인 연구』 경인문화사, 35쪽 ; 남의현, 2004 「明 前期 遼
東都司와 遼東八站占據」 『明淸史硏究』 21, 23-28쪽).

10) 1445년 만들어진 여진인 통교 규정에는 여진 종족별 내조 횟수, 인원, 기간, 
시기, 위반자의 처리 등의 규정이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다. 박정민은 이 규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1443년 대일외교체제를 확립한 ‘癸亥約條’에 준하는 것으
로 평가하여, ‘乙丑約條’라 하였다(박정민, 앞의 책, 81-87쪽).

11) 조선 초기 왜구의 침구 및 토벌 상황에 대해서는 崔炳鈺 외, 1993 『倭寇討
伐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85-202쪽 참조.

12) 1418년 대마도주였던 소 사다시게(宗貞茂)의 사망 이후 대마도 통제력이 약
화됨에 따라 왜구의 침입이 증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진행된 1419년 대마도 정
벌은 왜구의 침입을 근절시키는 효과뿐 아니라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대일 외
교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조선과 일본 관계에 있어서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의에 대해서는 한문종, 2013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對馬」 
『東北亞歷史論叢』 41, 68-71쪽 참조.

13) 1443년 계해약조 체결의 의의에 대해서는 장준혁, 2020 「1443년(세종 25) 
계해약조 체결의 의미」 『韓日關係史硏究』 제70집, 234-241쪽 참조.

14) 조선은 유화책과 강경책을 함께 사용하며 여진 세력과 왜구를 조선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였다. 조선 경내에 침입하거나 조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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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의 대외 정책은 대마도를 중심으로 통교하며 안정되어가고 

있었던 반면에, 북방의 여진 세력은 대마도와 같은 확실한 매개 역

할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직접 여진 각 세력을 통제하여야 했

다. 때문에 세종 재위기간 동안 군사정책의 주요한 관심사는 서북면

과 동북면의 여진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는 일이었다. 

이와 함께 이른바 4군 6진의 개척을 통해 새로 형성된 국경지역

의 방어체제를 수립하여야 했다. 태종대에는 내지의 산성을 중심으

로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면, 세종대에는 行城 축조와 변방지역 鎭

堡과 口子의 설치 등을 통해 국경지역에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자 하였다.15) 이는 세종대 개척한 북방지역을 영토로 확보하기 위

해서는 농민을 정착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산성중심의 방

어와 청야입보 전략은 거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는 적합하지 않았

다. 세종 후반 행성축조를 통한 방어 전략은 국경선 상의 방어시설

을 강화함하고 이를 연결하여 적의 침입을 국경지역에서 저지하고

자 하였던 것이다.

내조하려는 여진 세력은 무력으로 굴복시켰으며, 조선의 외교 질서에 참여하여 
正祖賀禮에 정기적으로 내조하는 여진 세력에게는 回賜品을 주며 여진과의 관
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왜구에 대해서도 대마도 정벌 등의 강경책과 함께 
통교를 원하거나 내조를 원하는 왜인들을 수용하는 회유책을 구사하였다. 이러
한 조선의 외교정책을 박정민은 조선 초 외교정책을 명과의 사대관계를 여진과 
일본 등에 그대로 적용하여 조선 중심의 상하관계를 수립하여, 명 중심 국제질
서에서 다시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구현하는 것으로 보았다.(박정민, 앞
의 책, 44-53쪽) 여진과 대마도 세력에 대한 조선의 藩籬인식에 대해서는 한
성주, 2011 「제6장 女眞 藩籬·藩胡 형성과 수직정책의 상관관계」 『조선전
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 한문종, 1992 「朝鮮前期의 對馬島 敬差
官」 『전북사학』 15 등의 연구가 있다.

15) 태종대 국경지역 방어 전략으로서 각 고을 내에 하나의 산성을 정하여 미리 
군량을 저축하여 두었다가, 유사시 백성들은 산성에 집결하도록 하는 이른바 청
야입보의 비변책이 만들어졌다. 14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성을 수축하여 관방
을 정비하였고, 1413년에는 유사시 산성을 중심으로 한 비변책이 정립되었다. 
세종대에는 단지 방어뿐 아니라 4군 6진 지역에 농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
경지역에서 적의 침입을 저지하고자 하였고, 이는 국경지역에 鎭堡와 口子를 설
치하고 이를 연결한 행성을 축조하는 방어 전략으로 귀결되었다. 세종대 행성축
조론에 대해서는 강성문, 2000 「朝鮮前期의 關防論」 『韓民族의 軍事的 傳
統』 봉명, 75-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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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어 전략의 변화는 관방의 요충지를 중심으로 군사를 집

결시켰던 기존보다 많은 수의 병력을 필요로 하였다. 4군 6진 개척

으로 넓어진 영토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진과 구자

를 설치하면서, 이를 방어할 군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16) 조선 

초와 같이 정예 기병만으로 이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때문에 보병을 

양계지역 방어에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1421년(세종 3) 평안도의 

익군은 대략 馬兵 8,000~9,000명과 步兵 5,000~6,000명으로 구

성되었다.17) 1438년(세종 20)에는 익군의 마병과 보병의 편성 원

칙이 정해졌다.18) 진의 경우 마병 200명과 보병 100명을 편성하되 

보병 중 방패군과 화포군을 각각 30명씩 두고, 구자의 경우 마병 

100명, 보병 50명을 편성하되 보병 중 방패군과 화포군을 각각 15

명씩 두도록 하였다. 즉, 방패군과 화포군을 각각 전군의 10% 편성

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보병과 기병의 합동 전술에서 화포

와 방패의 역할이 중요성을 보여준다. 세종대 화포와 방패를 활용한 

전술의 활용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1418년(태종 18) 함길도 도관찰사 柳思訥은 함흥부와 평양부에 

속한 대장·대부에게 마땅한 군사로서 업무가 없어 使令 구실만 하

고 있으므로, 방패의 법[防牌之法]을 연습시켜서 활용하자는 의견을 

낸다.19) 이때까지만 해도 여유인력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훈련을 

시켜보는 정도였던 것 같다. 하지만 세종대 여진과의 전투에서 방패

군이 효과적이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1422년 함

길도 병마도절제사는 “여진 군사들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상대하

기 어려운데, 방패를 전열에 세우고 그 뒤에서 騎槍과 騎射를 배치

하면 겁 많고 약한 자도 도망가지 않고 싸울 것”이라며 방패를 활

16) 세종대 양계지역의 국방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오종록, 2014 『조선초기 양
계의 군사제도와 국방』 국학자료원, 239-276쪽 참조.

17) 오종록, 앞의 책, 350쪽.
18) 『세종실록』 권80, 세종 20년 1월 15일 경자.
19) 『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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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것을 청하였다.20) 그 뒤로 점차 방패군을 충원하기 시작하였

다.21)

세종대에는 화약무기와 제조기술의 발달로 화포가 경량화되면서 

기존에는 守城 혹은 海戰에서만 사용하였던 화포를 야전에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22) 그리고 화포는 세종 초부터 여진을 제어하는 

데 유용하다고 인식하여, 1422년부터 평안도에 銃筒을 사용하도록 

하였다.23) 소형화기들은 개발하여 제조한 후 북방으로 보내 발사법

을 교습하였던 것을 보면, 여진과의 전투에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

로 보인다. 이후로도 雙箭銃筒, 四箭銃筒, 細銃筒 등의 소형화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화약 사용 효율 및 사거리 등을 개선해나갔

다.24) 화포의 개량으로 인해 보병도 기병만큼이나 적군에 대한 살

상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늙거나 다쳐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

지는 병사라 하여도 화포 발사에는 활용할 수 있었다. 본래 군기감 

별군은 화포를 전담하는 부대로 그 중 일부는 나이가 50이 되면 老

牌로 이속하였는데, 1433년에 이 규정을 바꾸어 나이가 50세가 되

면 모두 화포 쏘는 것을 연습시키고 능숙한 자는 60세까지 별군에 

속하였다가 노패에 이속시키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다.25) 세종은 

1433년 1월에 기존에 수성용으로만 사용하였던 화포를 야전에서 

사용하고자, 1명이 말에 화포를 실어 나르고, 화포를 쏘는 사람[放

20) 『세종실록』 권1, 세종 4년 7월 18일 계유.
21)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 4월 6일 신해 ; 권49, 세종 12년 8월 18일 병

술 ; 권51, 세종 13년 3월 17일 신사.
22) 1423년에는 小火㷁, 1426년에는 小火砲의 제조 기록이 나타난다.(『세종실

록』 권19, 세종 5년 1월 9일 신묘 ; 권33, 세종 8년 7월 2일 癸巳)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로 북방지역으로 보냈던 것을 보면 여진을 
상대하기 위해 야전에서 활용하도록 만든 소형화기로 생각된다. 세종 전기 화약
무기 발달에 대해서는 허선도, 1994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硏究』 일조각, 
41-45쪽 참조.

23) 『세종실록』 권18, 세종 4년 12월 17일 경자.
24) 서윤희, 2019 「문헌 기록과 명문으로 본 14~16세기 소형총통류의 전개」 

『소형화약무기』 국립진주박물관, 393-396쪽.
25)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8월 9일 기축 ; 9월 10일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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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之人]도 말을 타고 전장에 참여하여 유사시에 말에서 내려 화포

를 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26) 

세종대 두 차례의 파저강 정벌에는 1410년(태종 10) 태종대 여

진정벌에는 기병 1,150명이 동원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정벌군의 규

모가 매우 커졌으며 상당수의 보병이 동원되어 기병과 보병의 합동 

작전을 수행하였다. 1433년 1차 파저강 정벌 당시 정벌군은 총 

15,000명이 동원되었는데 그중 보병이 5,000명이었고 기병이 

10,000명이었다. 이때 화기 전문가인 崔海山이 좌군절제사로 참전

하였던 것은 야전에서 화기를 운용한 전술을 시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27) 최해산의 부대가 그다지 전술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에

도28) 그 이후로 여진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화포와 방패의 역할이 

중요하였다고 기억되었던 것을 보면,29) 보병과 기병의 합동전술의 

가치는 인정받았던 것 같다. 이후 1437년 2차 파저강 정벌을 위한 

논의를 살펴보면, 기병과 보병의 전술적 역할에 대한 변화한 인식을 

알 수 있다. 

 

- 경[=평안도 도절제사 李蕆]의 장계에, “기병 2,500명과 보병 

500명”이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기병은 충분하지만 험한 길에

는 보병이 제일이고, 또 적을 상대하는 데는 화포와 방패만한 것이 

없으니, 보병 500명은 적은 것 같다. 경은 이 뜻을 헤아려 적당히 

보졸을 더할 것이다. (중략)

- 올라산성[兀剌山城]이 만약에 공격해서 취할 만하거든, 성 밖에

26)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1월 15일 기사.
27) 당시 정벌 논의 초기부터 세종은 최해산을 지휘관으로 기용하고자 하였고, 전

쟁을 위해 압록강지역 부교 설치 등을 따로 최해산에게 명하기도 하였던 것을 
보면, 최해산을 지휘관으로 참전시켰던 데에는 세종의 의지가 작용하였던 것 같
다(『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2월 21일 을사 ; 2월 26일 경술). 이는 당
시 화포를 사용한 전술을 활용하고자 했던 세종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28) 당시 정벌에 참여한 장수 중 최해산의 부대가 가장 전공이 적다고 평가되었다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5월 11일 계해).

29) 『세종실록』 권75, 세종 18년 11월 1일 임진 ; 권80, 세종 20년 1월 15일 
경자 ; 권83, 세종 20년 11월 24일 갑진 ; 권93, 세종 23년 6월 3일 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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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혹은 보병으로 혹은 기병으로 적당하게 벌려 서서, 그 공격하기 

쉬운 곳을 골라 화포를 단단히 준비하여 적이 성위에 서지 못하게 

하고, 보졸 1천여 명으로 하여금 각각 布袋를 가지고 흙 7, 8斗를 

담아서 성 밖 한 쪽을 쌓아 올리게 하고, 올라가서 돌격을 하게 되

면 가히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30)

세종은 단순히 기병과 보병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

형에 따라 기병보다 보병이 우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

며, 특히 화포와 방패를 활용한 전술이 여진 기병에게 효과적이라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방어전뿐만 아니라 공성전에서도 

화포와 보병을 운용한 전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실제 2차 파저강 전투에서는 공격해 들어오는 적군을 상대로 화포

와 방패를 사용한 전술로 성과를 올렸다.31) 

이후 군사제도 정비과정에서 1445년(세종 27) 화포를 전담하는 

총통위를 설치한 일과 1448년(세종 30) 『銃筒謄錄』을 간행하여 

여러 도의 절제사와 處置使에게 분급하였던 것은 이후 화포 운용이 

조선 전술체계에 정착하였음을 확인시켜준다.32) 

이처럼 세종대에는 4군 6진 개척과 함께 국경 지역 중심의 방어

체제를 지향함에 따라 많은 수의 군사가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 보

병을 동원하여야만 했다. 이로써 기존의 기병 중심의 전술이 아닌 

기병과 보병의 합동전술을 운용하게 되었다. 세종대 지방군을 대상

으로 진법 훈련을 확대 시행하고, 진법서를 편찬하는 등의 노력을 

했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군사훈련의례로서 講武는 사냥 형식의 훈련으로 기병중심의 군사

체제에 적합한 훈련 방식이라면, 大閱은 진법 훈련을 중심으로 하여 

30)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7월 18일 병오.
31)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9월 22일 기유.
32) 『세종실록』 권109, 세종 27년 7월 18일 경인 ;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9월 13일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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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병과 보병의 합동 전술에 적합한 훈련이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종대 군사 편제는 보병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기병과 

보병을 혼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군사훈련의례의 시행은 강무

가 대열보다는 우선시되었다. 태종 사후 세종이 주도하여 군사훈련

의례를 시행하기 시작한 1424년(세종 6) 이후 강무는 세종 후반에 

세자가 대행하였던 3회를 포함하면 총 27회였던 반면에 대열은 4

회 실시하였을 뿐이었다.33) 

 세종대 강무와 대열에 대한 인식과 그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서, 

당시 실제 군사적 상황에서는 진법훈련인 대열이 더 적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대열보다는 강무가 더 활발하게 시행되었던 배경에 대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자. 

2. 세종대 講武 제도 정비와 훈련 기능 강화

1) 국가의례와 왕실의례로서 講武 인식 

태종대 講武가 국가의례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정기적인 강무

의 시행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신료들의 입장에서는 국왕이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매년 두 차례 

행행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았다. 강무에는 적으면 수천에서 많으

면 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어 함께 이동하였다. 이때 이들의 숙

식을 위한 물품과 이를 도울 인력은 도성에서부터 지참하거나 대동

하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 현지에서 조달하였다. 특히 많은 수의 戰

馬들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말들을 먹일 꼴[芻]을 구하는 것도 어려

운 일이었다. 때문에 신료들은 흉년으로 곤궁한 백성들에게 민폐를 

33) 세종은 1448년(세종 30)에 본인이 즉위한 이후 대열을 3회 시행하였다고 말
하였지만,(『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7월 3일 정해 ) 1424년 9월, 1426
년 9월, 1433년 8월, 1434년 9월 총 4회 시행한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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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강무의 정지를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 

때문에 세종대에는 강무 시행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안

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갔다. 태종 사후인 

1424년(세종 6) 가을 처음으로 세종이 주관하여 강무를 시행하였

다.34) 이때 세종은 강무 시행에 앞서 講武支應使를 두고, 강무를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민폐 등을 줄이기 위한 규정인 강무시 금령조

건을 제정하였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강무시 금령조건35)

- 都差使員을 임명하여 소재한 고을 수령에게 지응할 모든 일을 검

속하여 거행하게 할 것.

- 사복시의 마필은 들풀이나 곡초를 가리지 말고 먹일 것.

- 사옹·사복·충호위와 상의원의 여러 관원들이 각 고을의 공급하

는 吏民을 함부로 구타하지 못하고, 만약 어기고 그릇된 것이 있으

면 代言司에 進告할 것.

- 시위 대소 군사의 마필을 먹일 건초는 각 숙소에 미리 적치하여 

놓되, 비록 부족하더라도 민간에서 거둬들이지 말게 할 것.

- 경기도·함길도·평안도·황해도의 진상은 행재소로 바치며, 기

타 각도에서는 서울로 진상할 것.

- 부득이하여 물이 깊은 곳에 다리 놓는 것 이외에는 도로를 수리

하지 말 것.

- 그 도의 감사·수령관과 경과하는 고을 수령 외의 각 고을 수령

들은 경계를 넘어 알현하지 말 것. 

- 어가를 따르는 각 驛의 역마는 서울을 떠난 지 3일 후에 料를 줄 

것.

-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일 외에 감사나 수령이 민간에서 거둬들여 

은밀하게 인정을 쓰는 자는 어가를 따르는 찰방이 수시로 수색하고 

체포하여 논죄할 것

강무지응사가 마련한 강무 금령조건은 총 9가지였는데, 전반적으

34)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27일 기해. 
35)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14일 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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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무 때 필요한 물품들을 최대한 국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

고 불필요하게 민간에서 거둬들이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 외에 

강무 때에 지방 관원이 국왕에게 지응하고 방물을 진상하는 일도 

제한을 두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차적인 민폐를 방지하고자 하였

다. 

세종은 국가의례인 강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일에 강력한 의

지를 보였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강무 시행에 있어서 민

폐를 줄이는 일이 주요한 화두였다. 세종이 처음 주관하는 강무에서 

위와 같은 금령을 공표한 것은 신료들이 민폐를 명분으로 강무 정

지를 요청하는 일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당시 강무 시행과 관련한 국왕과 신료들 사이의 논의를 통해 강

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425년(세종 7) 12월 

이듬해 봄 강무의 시행 여부를 두고 좌사간 許誠 등은 그 해 경기 

지역에 가뭄이 있었으니 이듬해 봄 강무를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

다.36) 이때 대간은 세종이 강무에서 발생하는 민폐를 많이 줄였음

에도 강무를 시행하면 민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세종은 올해 흉년이라고 해도 국가의 중대사인 강무를 정지할 수

는 없으니 4~5일 정도로 일정을 줄여서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자 

좌정언 曺尙治는 강무를 위한 행차가 경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 

供役의 피해가 갈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강무의 중지를 요청한다. 결

국 세종은 강원도까지 예정되었던 강무의 규모를 줄여서, 장소를 경

기 지역으로 한정하고, 일정도 4~5일로 줄여서 준비하도록 명한다. 

이에 대간은 경기 지역보다 강원도의 농사가 더 잘되었고, 경기에는 

강무할 곳이 없으니 계획대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편이 낫다고 하

였다. 세종의 발언은 사실 논조가 부드러울 뿐 태종대와 마찬가지로 

대간들을 압박하여 강무 시행을 관철한 것이었다. 규모를 줄여서라

36)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2월 15일 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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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무를 시행해야하며 강무 자체를 정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세

종의 입장이었다. 다음 날에도 대신과 대간들은 여러 명분으로 강무

의 정지를 요청하였지만 세종은 이를 차례차례 논파하였다.37) 이때 

세종은 ‘강무는 유희가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존재한 오랜 전통으

로 조선이 건국된 이후로 王法으로 정한 것’이라며 폐지할 수 없

다고 하였다. 

그 뒤로도 신료들은 그 해의 풍흉에 따라 강무의 정지를 종종 요

청하였다. 강무 정지 요청은 때에 따라 수용되기도 하였으나, 기본

적으로 세종은 강무야말로 軍國重事이며 선왕의 제도로 폐할 수 없

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논쟁이 반복되자 1433년(세종 

15)에는 강무는 국가의 큰일이므로 따로 시행여부를 품의하지 말고 

다만 강무를 시행할 吉日을 정해 아뢰도록 정하였다.38) 이는 강무

는 국왕의 의지에 따라 시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공무

로 일정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선 초기 국왕인 태종과 세종이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무 

시행을 관철하였던 것은 강무를 국가 중대사인 군사훈련의례로서 

인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왕실의 전통으로서 여겼던 것도 큰 

이유였다. 왕실의 의례로서 강무 인식과 관련하여 세자의 강무 참여 

및 섭행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무에 세자를 참여시

키려 한 시도는 강무의 의례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던 1411년(태

종 11) 가을에 처음 나타났다.39) 태종은 강무에 세자를 수행시켜 

사냥을 가르치는 일을 본인의 의무라 여겼다.40) 

1411년 태종은 “강무를 하는 것은 종묘를 위하여 邊豆를 채우

37)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2월 16일 신사.
38)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윤8월 23일 계유 ; 25일 을해.
39)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0월 4일 임진.
40)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14일 기사.



- 142 -

기 위함이 한 가지요, 군사들을 간열하고 군례[武儀]를 익히기 위함

이 다른 한 가지이니, 손수 짐승을 잡고 말 달리기를 좋아해서가 아

니다. 내 세자에게 사냥의 법을 보이고자 할 뿐이다.”41)고 하며, 

세자를 강무에 호종시키고자 하였다. 대간들은 국왕이 도성을 비웠

을 때 세자는 監國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강무보단 학문을 익혀야 

할 때라며 반대하였지만, 결국 세자는 강무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봄 강무 때에도 세자의 강무 참여에 대해 마찬가지의 논

란이 있었지만, 이때도 태종의 뜻대로 세자가 강무를 호종하였다.42) 

원칙적으로는 국왕의 거둥시 세자는 留都하여 監國하여야 했지만, 

태종대 세자가 강무에 참여하는 일을 특별히 큰 문제로 여겨지진 

않았고 그 해 가을에도 세자는 강무에 참여하였다.43) 이는 세자에

게 射御를 익히게 하는 것 또한 국왕이자 왕실의 구성원으로서 의

무로 여겼기 때문이다.

1432년(세종 14)에는 세자에게 활쏘기를 가르칠 것을 명하며, 

“세자가 이미 壯盛하였는데 비록 强勇한 氣質이 없어 말 달리고 

활쏘기에 적합하지 않으나, 때때로 과녁[的]을 쏘아서 기력과 신체

를 기르는 것이 마땅하다. … 이것은 학문을 폐하는 것이 아니며, 

하물며 활 쏘고 말 달리는 것은 내 祖宗의 일이 아닌가?”44)라고 

하였다. 또 1442년(세종 24) 봄 강무 때에는 대간들이 여러 大君

들을 비롯해서 나이 어린 대군들이 종일 사냥한 일에 대해 비판하

자, 세종은 여러 大君들이 사냥하여 이를 통해 군사들의 尙武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일이며 ‘祖宗의 家業’이므로 폐할 수 없다고 답

41)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0월 4일 임진.
42)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14일 기사 ; 19일 갑술.
43)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9월 18일 경자.
44) 세종은 과거 태종은 양녕대군이 16세가 되었을 때부터 활쏘기를 배우도록 하

였다는 점을 밝히며, 당시 양녕대군이 광패한 행동을 하면 신료들은 일찍 활쏘
기를 배웠기 때문이라 여겼지만 활쏘기와 그의 광패함은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射御을 익히는 일을 조종의 일이라 여겼던 것은 태종이 양녕대군에게 했
듯이 자신도 세자에게 활쏘기로 상징되는 武人的 기풍을 전승하고자 했던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세종실록』 권58, 세종 14년 10월 25일 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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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45) 그러므로 강무라는 군사훈련의례는 국왕의 권위를 상징

적으로 구현하는 국가의례로서 기능 뿐 아니라 ‘祖宗의 家業’을 

익히는 왕실의 의례이자 전통이었던 것이다. 

세종이 강무 때 여러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녕대군을 참

여하도록 하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1427년(세종 9) 이후부터 양녕

대군이 강무에 종종 참여하였다.46) 세종은 강무를 출발한 이후 양

녕대군을 따로 불러 함께 사냥할 수 있게 하였다. 1428년(세종 

10)에는 양녕대군의 아들이었던 順成君 李도 강무에 수종하였

다.47) 이에 신료들은 양녕대군과 이개의 강무 호종을 중지할 것을 

항상 요청하였지만, 세종은 양녕대군에 관한 상언은 애초에 차단하

여 듣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강무는 궁궐이라는 정무의 공간에서 벗

어나 왕실의 일원으로서 종친과 어울리고 화합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종친세력들을 관리·통제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

다. 

세종대에는 세자가 강무 호종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431년(세종 13) 봄 강무에 세자가 동행할 때 ‘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다.48) 신료들은 이번 일이 후대의 전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세종은 따로 

장막과 의위를 갖추는 일이 무례한 일이 되며, 세자가 동행하여 의

위를 갖추게 되면 강무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므로 최소한의 인원만 

더하여 세자를 수행하게 하였다. 결국 세종의 의견에 따라 최소한의 

수행인원만 더하여 그해 봄 평강 강무에 세자가 동행하였다.49) 

45) 『세종실록』 권95, 세종 24년 3월 10일 신미.
46) 『세종실록』 권38, 세종 9년 10월 1일 을묘 ; 권57, 세종 14년 9월 29일 

갑신 ; 권61, 세종 15년 9월 27일 병오 ; 권63, 세종 16년 2월 5일 계축 ; 권
67, 세종 17년 2월 13일 을묘 ; 권70, 세종 17년 10월 10일 무신 ; 권79, 세
종 19년 10월 6일 임술.

47) 『세종실록』 권42,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48)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1월 30일 을미 ; 2월 5일 경자 ; 2월 8일 계

묘.
49)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12일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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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강무 출발 당일 세자의 의장문제로 우헌납 閔厚生과 세종

의 충돌이 있었다. 우헌납 민후생이 세자의 의장을 갖추지 않아 세

자를 지나칠 때 下馬하지 못하였다며 세종에게 죄를 청하였다. 이에 

세종은 자신이 세자의 의장을 갖추지 말라고 하였다며, 민후생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그러자 민후생은 세자의 행차에 의장을 갖추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다시 아뢰었는데, 애초에 민후생이 세종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그 뜻을 파악한 세종은 화를 

내며 민후생을 귀가시키고 待罪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이미 세자는 

따로 의장을 갖추지 않고 강무에 동행하는 것이 결정되어 강무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이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세종은 과거에 상왕인 태종을 모시고 강무할 때에 세종이 

의장을 갖추는 일은 압존이 되므로 예조에서 宋制에 따라 의장을 

철거할 것을 건의한 일이 있었음을 거론하며, “너희들은 의장을 갖

춰서 대가를 따르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따로 행차를 만들겠다는 것

이냐”고 세자의 의장을 강화하려는 일을 질책하였다.50) 그 뒤로 

강무에 종종 세자가 동행하였으나 반대의견이나 특별한 논의가 없

었던 것을 보면,51) 세종의 뜻에 따라 국왕의 강무에 따르는 세자의 

의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것 같다. 

1436년(세종 18)에는 세자가 강무를 代行해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52) 당시 흉년으로 인해 이미 2차례 강무를 정지한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해 봄 강무도 정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세

종은 세자에게 의장을 축소하여 강무를 대행하면 강무에 소모되는 

인적·물적 소요를 줄여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

만 영의정이었던 黃喜가 兵權은 세자라 해도 대신할 수 없다며 반

50)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15일 경술.
51)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9월 27일 병오 ; 권63, 세종 16년 2월 6일 

갑인 ; 권65, 세종 16년 9월 28일 임인 ; 권67, 세종 17년 2월 13일 을묘 ; 
권79, 세종 19년 10월 2일 무오.

52) 『세종실록』 권75, 세종 18년 11월 16일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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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자 세종은 이에 수긍하였다. 

하지만 1437년(세종 19) 가을에도 대간에서 강무의 정지를 요

청하자, 세종은 세자에게 강무를 대행하게 해서라도 강무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세종은 세자가 강무를 대행할 때의 의장 

제도를 다음과 같이 직접 정하였다. 

行幸은 山行이라 하고, 동가는 上馬라 하며, 下輦은 하마로, 수가는 

隨行으로, 駕前은 馬前으로, 환궁은 귀궁으로, 敬奉敎旨는 奉令旨로, 

啓는 申이라 하되, 파오달, 晝停은 그대로 부르게 하라. 군사는 3분

의 2만 따르고 병조와 진무소는 반을 감한다. 공사의 출납은 서연관

이 맡아 보되, 빈객 1명과 서연관 4명으로 한다. 司禁은 司導라고 

일컬어 4품 군사 8명으로 하여 烏杖을 잡게 한다. 군중의 일은 모두 

令旨를 받아서 시행하되 귀궁 뒤에 계문하도록 하며, 외관으로 2품 

이상은 지영하지 말고, 막차에서 이르러서 예를 거행하되, 세자의 

답배는 보통 때와 같게 하고, 주정 때에는 세자는 동쪽에서 서향하

고 대군 이하는 서쪽 벽에서 동향하게 한다. 交龍旗는 孤靑龍旗로 

대신하고, 사복시 관원은 반을 감하며 翊衛司에서 다 거행하라.53)

세자가 강무를 대행할 때에는 행차의 인원을 줄이고, 그 명칭을 

달리함으로써 격식에 차등을 두었다. 晝停 때에 세자는 동쪽에서 서

향하게 함으로써 국왕의 강무와는 명확히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세

자의 강무 때 행차 규정이 정해졌지만 그 해 가을 강무는 결국 정

지되어, 세자의 강무 대행도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439년(세종 21) 세자에게 강무를 대행시키기 위해, 관련한 사

례나 제도를 상고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54) 집현전에서는 太子가 

군사를 맡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나, 隋唐代에 태자가 군사를 맡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답한다.55) 이에 세종은 당태종의 사례에 따라 세

53)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9월 11일 무술.
54)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6월 21일 정유.
55)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7월 1일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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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강무를 대행하겠다고 하였고, 의정부를 비롯한 여러 신료들은 

계속하여 반대하였다.56) 그러자 세종은 강무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

므로 세자가 대행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고안하라 명하였다. 결

국 강무를 정지할 때는 군사들만 근교의 사냥터에 보내 사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57) 

세종은 軍國의 중대사로서 강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신료들은 군권은 아무리 세자라도 대신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국왕의 군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군사의

례인 강무는 국왕만이 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결국 군

사들만 보내 훈련을 시킨다는 형식으로 타협을 이루었으나, 본질적

으로 세자가 군례를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1442년(세종 24) 다시 세자의 강무 대행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58)

당시 세자의 섭행을 반대하는 명분은 강무는 제왕의 의례이기 때

문에 臣子로서 대행할 수 없다는 점, 禁衛가 국왕을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점, 금위를 비우지 않기 위해 일부 군사만으로 강무를 한다

면 이는 강무가 아니라 遊獵이 될 것이라는 점, 국왕에게 병이 있어 

세자가 하루 세 번 문안하고 食膳을 살피는 일이 세자의 의무이므

로 폐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후대의 전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

다. 

이에 더하여 강무를 정지할 수 없는 이유가 종묘에 薦禽하기 위

해서라면 이전에도 강무를 정지한 일이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을 것이며, 군국의 중대사라 훈련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한다

면 평상시 정기적인 훈련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봄에 강무를 하였기 

56)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7월 2일 무신 ; 3일 기유 ; 4일 경술.
57)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7월 21일 정묘.
58) 『세종실록』 권97, 세종 24년 9월 3일 경신 ; 4일 신유 ; 5일 임술 ; 6일 

계해 ; 8일 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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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군사들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

대하였다. 

이러한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실제 강무에서 군사

를 호령하는 것은 삼군진무이며, 군용을 정제하기 위해 강무를 정지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강무를 세자가 섭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병조

에서 세자가 국왕을 대신하여 강무를 시행할 때 의장 및 업무 처리 

규정인 「世子代行講武事目」을 정하여 보고하였다.59) 

그 후로도 신료들의 반대는 지속되었으나,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60) 마지막에 사헌부에서는 세자 대행을 만류하는 대신 군사

들의 겨울옷 준비가 미비하다며 강무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그마저

도 수용되지 않았다.61) 결국 그해 강무는 비록 짧게 행해졌지만 왕

세자가 대행하였다.62)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세자가 강무를 대행하

였다.63) 

세자의 강무 대행에 관한 논의는 군사훈련의례로서 강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신료들의 반대 명분을 통해 이전과 

비교하여 의례로서 강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무를 정지하더라도 종묘에 천금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강무에서 종묘에 천금하는 일이 의례 절차

로서 중요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군사를 줄여서 강무

59) 『세종실록』 권97, 세종 24년 9월 12일 기사.
60) 『세종실록』 권97, 세종 24년 9월 13일 경오 ; 18일 을해 ; 19일 병자.
61) 『세종실록』 권97, 세종 24년 9월 24일 신사.
62) 『세종실록』 권98, 세종 24년 10월 7일 갑오.
63) 1445년 가을 강무, 1449년 봄 강무를 세자가 대행하였으며, 1446년 봄과 

1448년 가을에도 대행강무를 계획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중지되었다.(『세종실
록』 권109, 세종 27년 9월 29일 기해 ; 권111, 세종 28년 1월 15일 계미 ; 
권121, 세종 30년 9월 22일 을사 ; 권123, 세종 31년 2월 28일 기묘) 특히 
1449년 봄 강무의 경우 당시 세자였던 문종도 강무를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세종은 종친인 臨瀛大君이나 益峴君 혹은 병조당상이 강무를 대행해서
라도 강무를 시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신료들의 반발로 종친이나 병조당상의 대
행은 거부되었고, 최종적으로 강원도로 예정되었던 강무의 행선지를 가까운 풍
양으로 변경하여 세자가 대행하였다(『세종실록』 권123, 세종 31년 1월 20일 
신축).



- 148 -

를 시행하면 유렵이 된다는 인식은 종묘 천금이라는 의례 행위보다

는 국왕의례로서 행행의 규모와 격식을 갖추어 강무를 시행하는 것

이 더 중요하였다. 또한 1년에 2회 시행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평상

시 군사훈련제도가 마련되어, 1년에 1회 시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고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료들의 의견에 대해 세종은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국왕의 군사지휘권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국가 의례로서, 국

가의 수장인 국왕만이 행할 수 있다고 인식에 대해서 강무에서 실

제 군사들을 지휘하는 것은 삼군진무라 주관하는 인물이 꼭 국왕일 

필요는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는 강무를 국가의례이자 왕실의례

로서 복합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떄문에 그 주체가 세자여

도 무관하였고, 심지어 종친이 시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이다. 

신료들이 강무를 중지하고자 했던 배경에는 종친 세력이 대거 참

여하는 왕실의 의례로서 강무를 시행하였던 점을 왕권에 위해를 끼

치는 일로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군사들만 따로 나가 의례가 아닌 사냥 훈련을 하는 것은 문제

가 없었지만 의례를 세자나 종친이 대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겼

던 것이다.

세종대 강무의 변화는 강무를 보다 공적인 국가의례로 정비하는 

것이었다. 본연의 기능인 군사훈련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강무를 정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국왕의 입장에서

도 필요한 일이었다. 즉, 신료들의 입장에서는 강무를 국가의례로 

정립하기 위해서, 국왕의 입장에서는 국가의례이자 왕실의례를 안정

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 강무의 의례화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러

한 배경에서 세종대 강무의 제도는 정비되어갔고, 꾸준히 시행될 수 

있었다. 다음은 태종 사후 세종 재위기간동안 강무 시행 사례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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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것이다.

연 월/일 장소 명목 비고

1424년(세종 6) 9/27-10/5 평강 강무
宗廟 告廟
宗廟 薦禽

1425년(세종 7)
3/9-19 철원 강무

경기·충청·전라·경상도
시위패 동원

9/28-10/2 광주 강무 종묘 천금

1426년(세종 8)
2/13-19 횡성 강무

10/4-11 평강 강무
종묘 고묘·祝文 親傳
종묘 천금

1427년(세종 9) 10/1-5 광주 강무 종묘 천금

1428년(세종 10)
3/9-12 양주 강무 종묘 고묘·축문 친전
10/4-12 평강 강무

1429년(세종 11) 2/26-3/6 평강 강무 종묘 고묘·축문 친전
1430년(세종 12) 3/9-17 평강 강무
1431년(세종 13) 2/12-21 평강 강무 세자 수행

1432년(세종 14)
2/19-3/2 평강 강무
9/27-10/2 양주 강무

1433년(세종 15) 9/27-10/5 평강 강무
세자 수행
종묘 천금

1434년(세종 16)

2/6-19 평강 강무 세자 수행 

9/28-10/6 평강 강무

종묘 천금
세자 수행
지방산천제사
강원, 황해 시위패 동원

1435년(세종 17)
2/13-22 철원 강무

종묘 고묘·축문 친전
세자 수행
종묘 천금

10/10-14 경기 강무
1436년(세종 18) 3/8-19 강원 강무
1437년(세종 19) 10/2-12 평강 강무 세자 수행

1438년(세종 20) 10/9-14 황해 강무
종묘 고묘
제릉 배알

1439년(세종 21) 윤2/19- 28 철원 강무

1440년(세종 22) 10/1-10 평강 강무
충청, 경상, 전라상도 
군사동원

1442년(세종 24)
3/3-16 伊川

온행
강무

종묘 고묘·축문 친전
세자 수행
종묘 천금

10/7-10 양주 강무 세자 代行
1445년(세종 27) 9/29-10/6 평강 강무 세자 대행
1449년(세종 31) 2/28-3/4 풍양 강무 세자 대행

<표 3-1> 1424년(세종 6) 이후 강무 시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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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눈에 띄는 것은 태종 후반과 같이 비공식적인 강무 시행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1442년(세종 24) 봄에는 공식적으로 온행과 

봄 강무를 겸한다고 밝히고 시행하였으므로, 공식적인 강무로 이해

해도 무방하다. 강무 시행 규정대로 1년에 2회씩 봄, 가을로 시행되

진 못하였지만 대체로 1년에 1회 정도 꼴로 시행되었다. 

태종대 강무와 비교하여 강무의 목적지도 일정한 편이다. 대체로 

강원도 평강이 그 목적지였으며, 평강으로 강무를 행할 때의 일정도 

대체로 10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평강과 접한 철원으로 행

한 경우도 유사하다. 태종대 황해도 지역 혹은 충청도 蓴堤串 지역

에서 강무를 시행했던 것에 비해 한성과의 거리도 가까웠다. 

한편 동원된 군사들의 숫자를 명시한 경우가 없고, 다만 몇몇 경

우 어느 도와 어느 도의 시위패를 동원하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는 번상 제도를 정비하면서 따로 인원수를 정하여 징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번상 인원을 강무에 동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

무 시행을 종묘에 고묘하는 일이 전에 비하여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묘 이외의 魂殿에 고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 표면적인 변화에서도 세종대 강무는 태종대와 비교하여 제

도적으로 정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종대 

강무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2) 세종대 강무 제도의 정비

세종대 강무의 변화는 크게 세 방면으로 나타난다. 강무와 관련

된 의례의 정비, 그리고 민폐에 대한 대응과 보상책 마련, 마지막으

*이현수, 2002 「조선초기 강무 시행사례와 군사적 기능」 『군사』 제45호, 
243쪽, 〈표 2〉 ; 김웅호, 2017 『조선초기 중앙군 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87-188쪽, 〈표 2-10〉, 이왕무, 2019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출판사, 180쪽, 〈표 7〉을 참조하고, 『세종실
록』의 기록을 통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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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군사훈련 기능의 강화이다. 

먼저 강무와 관련된 의례들이 古制에 의거하여 정비되었다. 이는 

세종대의 전반적인 의례제도의 정비 경향과도 일치한다. 古制에 따

른 의례의 정비를 통해 강무 시행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무 하루 전에 黃帝와 蚩尤를 대상으로 지냈던 禡
祭는 1424년(세종 6) 2월 『通典』에 훈련 때의 마제는 치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서술에 따라 마제 의주를 정하였다.64) 강무 전에 

시행하였던 기청제는 1431년(세종 13)에 古制가 아니며『詳定古今

禮』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었다.65) 

강무와 연계된 종묘 의례도 禮制에 따라 정비되었다. 세종은 강

무 전날에 종묘에 고묘할 때 사용할 향과 축문을 親傳하였다.66) 태

종대에는 강무를 종묘 이외에 문소전, 광효전 등에 고하는 일도 있

었으나 세종대에는 원칙대로 종묘에 고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

종은 “종묘를 세워 태고의 禮를 숭상하는 것은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元廟 만들어 살아계실 때와 같이 섬기는 것은 친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67) 즉, 강무를 원묘가 아닌 종묘에 고

하는 것은 국왕이 강무를 주관하는 일이 국왕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군주로서의 업무로 파악한 것이다. 강무를 시행할 때 전과 달리 종

묘 고묘만 나타나는 것은 강무가 국가의 공적인 의례임을 인식하고 

이를 의례적으로 실천한 것이다. 

강무 때 잡은 짐승을 천금하는 것도 의주에 따라 禮에 적합하게 

시행하였다. 의주에 따르면 강무 때마다 上品의 짐승은 乾豆로 만들

어 종묘에 바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태종 후반까지는 사슴으로 만

64) 『세종실록』 권23, 세종 6년 2월 7일 계축 ; 권25, 세종 6년 9월 22일 갑
오.

65)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7일 임인.
66)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0월 3일 계해 ; 권39, 세종 10년 3월 8일 경

인 ; 권43, 세종 11년 2월 25일 신축 ; 권67, 세종 17년 2월 12일 갑인 ; 권
83, 세종 20년 10월 7일 무오 ; 권95, 세종 24년 3월 2일 계해.

67)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5월 3일 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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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젓[鹿醢]을 종묘에 바쳤으며, 다만 가을에 잡은 것만 천금하고 

봄에 잡은 짐승은 천금하지 않아 의주와는 차이가 있었다.68) 세종

은 본래 四時의 강무마다 종묘에 바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봄에 잡

은 것으로 젓갈을 만들어 여름·가을 제사에 사용하고, 가을에 잡은 

것으로 겨울·봄의 제사에 사용하도록 바꾸었다.69) 1425년(세종 

7)에는 의주대로 사슴과 노루를 乾豆로 만들어 종묘에 바치는 것으

로 정하여 그해 가을 강무부터 시행하였다.70) 그리고 강무에서 잡

은 짐승을 종묘에 천금할 때 이전에는 다만 사람을 시켜 보냈으나, 

세종대부터는 승정원의 注書를 보내 천금하도록 하여 체계를 갖추

었다.71) 

한편 강무를 끝내고 환궁하는 날에 안전하게 돌아왔음을 축하하

는 의미와 신하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으레 호종한 관료들

을 대상으로 연회를 하였다.72) 참여하는 인원은 어가를 따른 종친 

등 2품 이상, 留都한 2품 이상 관원으로 한정되었다.73) 본래 환궁

하는 날에 풍정을 하였다. 1432년(세종 14) 당시 세종이 건강상의 

이유로 풍정을 중지하려다가 환궁 2~3일 후에 하는 것으로 정하면

서,74) 환궁 이후 적당한 날에 풍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강무 

후 풍정이 따로 날을 정해 진행되면서 별도의 의례와 같이 여겨지

게 되었다. 결국 1439년(세종 21)에는 講武後豐呈儀라 명명되어 

그 의주가 정해졌으며, 『경국대전』 禮典 宴享條에도 강무 후에는 

의정부와 육조에서 주관하여 연회를 여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졌

68)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2월 12일 신유.
69) 『세종실록』 권15, 세종 4년 2월 30일 정사.
70)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9월 10일 병오 ; 29일 을축 ; 권30, 세종 7년 

10월 1일 병인.
71)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0월 6일 병인 ; 권38, 세종 9년 10월 2일 병

진 ; 권66, 세종 16년 10월 1일 갑진 ; 권67, 세종 17년 2월 16일 무오.
72)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2월 27일 병진.
73) 『세종실록』 권92, 세종 23년 5월 7일 임인. 
74)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2월 27일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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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5) 

의례적 절차의 정비와 함께 강무 중 사냥도 보다 절제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실행하고자 했다. 일단 무질서한 사냥을 줄이기 위해 

사냥개와 매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1425년 병조에서 강무 때 大君

과 左·右議政, 府院君, 병조, 代言에게 사냥개를 각각 2마리까지만 

허용하고, 매는 鷹牌를 가진 자만 허용하도록 하였다.76) 또 화살도 

각기 표를 붙여서 누구의 화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냥감의 분배 방식도 정비하였다. 1417년(태종 17) 강무 당시 

康勸善과 金漢老 등이 사냥감을 다툰 사례에서 보이듯 강무에서 잡

은 사냥감은 잡은 사람의 소유였는데, 사냥을 하다보면 누가 잡은 

것인지 명확치 않을 때가 있어 분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러

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430년(세종 12) 3월 예조에서 강무 때 

대소인원이 잡은 짐승을 각자 사사로이 사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

해 꿩과 토끼 등 작은 짐승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에 반납하

게 하였고,77) 활로 잡은 경우 그 3분의 1을, 개로 잡은 경우 그 2

분의 1을 잡은 사람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관에 바치도록 구체적

인 규정을 정했다.78) 이후 잡은 짐승의 수를 속이는 일이 발생하자 

우선 鎭撫所에 잡은 짐승을 모두 바친 후 각자 포획한 수를 보고하

면, 그에 따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79) 이상의 조치로 기

존의 경쟁적인 사냥을 완화시킬 수 있었고, 전보다 의례적 절차에 

따라 강무를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종대에는 강무와 관련된 의례의 제도적인 정비와 함

께 강무 중 사냥 행위도 난잡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강무는 국가의례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

75)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 3월 2일 경술 ; 『經國大典』 卷3 禮典 宴享.
76)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2월 30일 경오.
77)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3월 24일 갑자.
78)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10월 1일 무진.
79)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10월 1일 무진.



- 154 -

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규모 의례로서 강무의 시행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행

정적인 소요와 민폐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강무 대상지는 

私獵 및 개간이 금지되었고, 거주할 수도 없었다. 때문에 세종대에

는 태종대 정한 강무장 일부를 혁파하거나, 일부 지역의 경우 사냥

은 금지하더라도 개간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무 장소를 정하기 위한 논의는 태종 후반부터 나타났다. 1414

년(태종 14) 8월에 태종은 泰安, 海州, 橫川, 廣州 등을 강무장으로 

정해서 강무를 시행하자고 하였다.80) 이때의 논의는 강무 때 사냥

할 동물이 많아야 하는데, 미리 정한 곳에 동물이 너무 적거나 동물

이 많은 것만을 쫓아 너무 먼 곳에 강무장을 정하는 것도 문제란 

의견에 강무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강무 때마다 임시로 정하는 것

으로 하였다. 

1415년(태종 15) 2월에는 충청도 태안과 전라도 임실을 강무 

장소에서 제외하고, 경기 남부와 북부, 강원 북부의 平康, 伊川 방면

과 강원 橫川, 원주, 珍寶, 實美院 방면, 황해도 및 개성인근 지역을 

강무장으로 정하였다.81)  이후 몇 차례 변경을 거쳐 1416년(태종 

16)에는 楊州, 加平, 永平 등 경기 지역과 平康, 鐵原, 安朔 등 지

역, 臨江, 牛峯 등 開城 인근 지역, 橫城 지역의 크게 4곳을 강무장

으로 정하였다.82) 

이처럼 태종 후반 강무장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실제 강무 

시행은 이와 무관하게 태종의 의지에 의해서 강무장에서 제외된 곳

에서도 시행되기도 하였다. 1415년 태안 지역을 강무 장소에서 제

외하였지만, 이듬해 2월에 태안에서 강무를 시행하였다.83) 그리고 

80)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26일 병인 ; 30일 경오.
81)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2월 3일 신미.
82)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 7월 5일 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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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1416년 해주 지역을 강무장에서 제외하였지만, 1420년

(세종 2) 태종이 상왕으로 강무를 주관하였을 때 해주 지역에서 강

무를 시행하였다.84) 또 사냥을 위해 즉흥적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등, 태종대에는 강무장을 줄이는 일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세종이 강무를 주관하게 된 이후에도 태종대 강무장 논의는 이어

졌고, 강무장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자 하여 기존의 강무장 중 일

부를 혁파하였다.85) 이후 1428년(세종 10)에는 남아있는 강무장이

었던 경기의 永平, 鐵原, 朔寧, 廣州, 楊根과 강원도 平康, 淮陽에서

의 私獵은 금지하되 개간은 허용하였다.86)

세종대 강무는 규정된 지역을 벗어나서 시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종은 강무 장소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일정과 숙영지도 미리 계획

한 대로 시행하였다. 강무할 곳과 숙박 일정을 미리 정하여 강무에 

지응하는 폐단을 줄이고, 예정된 계획대로 강무를 추진함으로써 백

성들에게 신의를 보이고자 하였던 것이다.87) 

세종이 주도한 1424년 이후의 강무 중 세자가 代行하였던 1442

년(세종24) 이후의 3차례의 강무를 제외하면 총 24회인데, 그 중 

13회의 강무가 거의 동일한 경로로 시행되었다. 주로 평강을 목적

지로 한 강무였는데, 이때의 이동 경로는 아래와 같다. 

출궁 – 녹양역, 양주 楓川 – 연천 松折院 – 철원 馬山原 - 평강 

積山(2~3일 숙박) – 철원 大也盞(=多也盞) - 영평 窟洞 – 포천 

每場院 – 환궁88)

83)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2월 4일 정묘.
84)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2월 1일 기해.
85)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19일 신묘 ; 권38, 세종 9년 10월 18일 

임신
86)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5월 26일 정축
87)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9월 24일 기유.
88) 1424년 봄 평강 강무, 1425년 봄 철원 강무, 1426년 가을 평강 강무, 1428

년 가을 평강 강무, 1429년 봄 평강 강무, 1430년 봄 평강 강무, 1431년 봄 
평강 강무, 1432년 봄 평강 강무, 1434년 봄 평강 강무, 1435년 봄 철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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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종대 평강 강무는 목적지는 강원도 평강이었고, 평강에

서 2~3일 숙박하면서 분수령 인근의 積山 지역에서 사냥을 하였

다.89) 강원도에서 주로 강무를 시행함에 따라 조세 운송이나 지방

무, 1437년 가을 평강 강무, 1439년 봄 철원 강무, 1440년 가을 평강 강무 이
상의 13회 강무 경로가 평강현에서의 숙박 장소가 조금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비슷하였다. 

89) 세종대 평강지역에서 주로 강무를 시행함에 따라 한양에서 경흥방면으로의 일
상적인 교통로가 고려시대 이래 활용되었던 기존의 평강-남곡-교주으로 이어
지는 이른바 남곡로로부터 철원-김화-회양 방면의 김화로로 변화되기도 하였

<그림 3-1> 세종대 평강 지역 강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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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번상 등에서 편의를 봐주기도 하였다. 강원도 지역의 조세는 중

앙으로 옮기지 않고 강무 때 사용하도록 축적하였으며,90) 강무에 

동원되는 驅軍도 강원도 군사를 제외하고 경기·충청·경상·전라

도의 군사만 동원하였다.91) 

그런데 대부분의 일정은 경기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영평과 포

천의 왕방산, 해룡산, 보장산, 주엽산 등에서도 종종 사냥을 시행하

였다. 이에 따라 강무 행차를 위한 지대와 요역의 많은 부분을 경기

도에서 부담하여야 했다. 강무에 소모되는 경기도의 支待 부담을 줄

이기 위해 1434년(세종 16) 철원과 안협을 강원도로 이속시키고, 

충청도의 죽산을 경기도로 이속시켰다.92) 이와 같이 강무의 절차와 

규모를 규격화함으로써 강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상하

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민폐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무를 시행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추가적

인 供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강무로 인한 민폐는 시행 지역의 

지방민의 노동력과 물품 징발, 대규모 행행에 의한 농토의 훼손, 지

방관의 支應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등이 있었다. 또한 주로 농한

기를 이용하여 강무를 진행하다보니 겨울철의 경우 추위로 인해 동

원된 군사들이 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날씨가 궂어서 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동사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강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도 있었다. 

1424년의 강무시 금령 조건은 이러한 민폐를 줄이기 위한 규정

들이었다. 그러나 그 뒤로도 민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고, 

1429년(세종 11) 강무시 금령 조건을 다시 한 번 내려 거듭 강조

하였다.93) 추가적으로 강무에 동원된 말을 먹이기 위한 꼴을 현지

다(정요근, 2019 「고려~조선 시대 강원 지역 역 분포와 영서 북부 지역 간선 
교통로의 변화」 『江原史學』 第32輯, 126-129쪽).

90)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8월 20일 갑신.
91)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2월 21일 신유.
92) 『세종실록』 권66, 세종 16년 11월 1일 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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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달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거가를 따르는 대소인원들의 짐

말 및 수행원의 수와 그에 따른 쌀과 콩의 지급 규정을 정리하였

다.94) 또 강무 때 사용할 가마솥을 보통 민가에서 빌려서 사용하였

는데, 세종대에는 가마솥을 주조하여 각 고을과 참에 분배하여 강무 

때 사용하도록 하였다.95) 1425년 가을 강무 때에는 掌軍節制使 田

興과 趙慕가 군사 인솔을 제대로 못해 밭을 밟아 손해를 입히자, 두 

사람을 해임하고 礪山郡 宋居信과 僉摠制 崔甫老를 掌軍節制使로 

대체하기도 하였다.96)

한편 1431년 봄 강무 때에는 포천 每場院에서 숙박할 때에 눈으

로 인해 날씨가 추워지면서 군사 26명, 말 69마리, 소 1마리가 동

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97) 당시 세종은 군사들을 위해 밥과 술

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애초에 세종에게 사태 보고가 

늦었기 때문에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에 즉시 국왕에게 보고 하지 

않은 崔濕을 장 80에 처했고, 동사한 驅軍들에게는 船軍의 예에 따

라 賻儀를 내리고 復戶하였다.98) 

그 후 매장원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신료들을 처벌하

고,99) 파악하지 못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부 조사하도록 하였

다.100) 또 당시 동상 피해자를 구원을 위해 지역의 백성들을 동원

하였는데, 동원된 이들과 자발적으로 구원에 참여한 백성들을 조사

하여 치상하였다.101) 최종적으로 책임자들은 그 경중에 따라 각지

에 付處하거나 파직하였다.102) 

93) 『세종실록』 권43, 세종 11년 2월 16일 임진.
94) 『세종실록』 권43, 세종 11년 2월 18일 갑오.
95)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1월 15일 병술. 
96)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9월 29일 을축.
97)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20일 을묘.
98)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21일 병진.
99)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24일 기미.
100)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25일 경신.
101)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26일 신유.
102)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27일 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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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종의 조처는 1416년(태종 16)에 강무 중 독초를 잘못 

먹고 6명이 사망하였을 때의 후속처리와 비교된다.103) 당시 태종은 

강무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일에 대해 대간이 비판할 것을 걱정

하여, 이들을 산에 묻고 돌아와 사망한 6인의 집에 쌀과 콩을 각각 

2石씩 주게 하였다. 세종의 경우 사망한 군사들을 법에 따라 復戶하

고, 이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행한 민들도 포상하는 등 강무로 인한 

피해를 공적으로 보상하였다. 이처럼 세종대에는 강무로 인한 폐단

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 국왕의 행차를 맞아 각 지방관들이 方物을 바치는 일도 

문제였다.104) 강무 때 지방관들은 국왕에 대한 문안을 겸하여 방물

을 바치곤 하였다. 그런데 그 지역의 지방관 뿐 아니라 인근 군현의 

지방관들도 국왕의 행차가 머무는 곳에 찾아왔다. 이들을 수행하는 

관원과 이들이 올리는 방물들은 결국 백성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였다. 때문에 강무 때 지방관들의 문안을 금지하도록 미리 명령

을 내렸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1429년(세종 11) 강무시 금령조

건을 다시 신칙하였을 때 강조된 부분이 바로 강무 때 지방관들이 

바치는 방물 문제였다. 지방관의 방문을 완전히 차단하는 일은 어려

웠기 때문에 강무 때 국왕에게 바치기 위해 따로 민간에서 물자를 

거둘 경우 이를 贓物로 계산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105) 

강무 장소는 태종대에 비하여 근거리로 점차 제한되었고, 대부분 

강원 평강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일정 및 경로도 일정하였다. 그리

고 강무와 관련된 행정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세종대 강무는 의

례로서 정형성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3)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3월 5일 정유.
104)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3월 15일 무자 ; 『세종실록』 권33, 세종 

8년 8월 1일 임술 ; 권39, 세종 10년 1월 18일 신축.
105) 『세종실록』 권43, 세종 11년 2월 16일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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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무의 군사훈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세종은 ‘강무는 遊觀하려는 것이 아니고, 乾豆를 장만하고 사졸을 

단련시키는 일’이며 ‘강무를 하지 않으면 사졸들이 기운을 기르

고 行伍를 익힐 수 없다’고 말하며 강무는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임을 강조하였다.106) 그런데 실상 강무에서는 驅軍들은 몰이만 

행할 뿐 사냥하는 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107) 물론 몰이를 하는 

행위자체가 군사훈련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세종은 구군들도 사냥

에 참여하도록 하여 구군의 훈련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구군

이 사냥에 참여할 경우 혼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대로 구군은 몰이만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세종은 강무는 군사들의 훈련을 위한 것이지 종친들의 사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은 분명히 하였다.108)

그 뒤로도 종친들만 사냥에 참여하는 일은 문제가 되었다. 1442

년 봄 강무 때 정언 李徽가 강무에서 여러 대군들이 종일 말 달리

고 사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특명으로 장수에게 射圍안에서 사냥

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109) 그런데 당시 강무는 태종대 정해진 대

로 射場을 3구역으로 나누어 종친들이 사냥하는 장소를 구분하고, 

그 밖으로 나가는 짐승은 군사들이 잡게 하였다. 세종은 이러한 방

식은 강무 시행 전에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한 것이지만, 대간이 발

의한 김에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에 皇甫仁 등은 군사들로 하여금 사냥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行伍를 잃고 제자리를 떠나게 되어 군사훈련의 본의를 잃을 수 있

으며, 현재 강무의 방식은 태종이 정한 ‘바꿀 수 없는 良法’이라 

하였고, 세종도 이에 동의하며 종친들이 말 달리고 활을 쏘는 것은 

106)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1월 18일 계미 ; 19일 갑신.
107)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2월 21일 경술.
108)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9월 30일 기유.
109) 『세종실록』 권95, 세종 24년 3월 10일 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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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들의 尙武 정신을 진작하는 일이며 ‘祖宗의 家業’으로 태종

도 가장 사랑한 바였고, 이는 大體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하였다. 

즉 강무는 국가의 군사훈련의례이지만 또한 왕실의 의례로서 그 안

에서 王家의 전통을 계승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강무 때 군사들을 직접 사냥에 동원하는 방식이 어렵다고 판단되

자, 강무 때 지휘·통제를 엄히 하는 방식으로 군사훈련의 의미를 

강화하려 시도하였다. 우선 강무 때 군사들은 병조와 진무소의 명령

에만 움직이고, 잡인이 傳敎라 칭하더라도 듣지 못하도록 하여 지휘 

계통을 정비하였다.110) 또 기존에는 구군을 지휘할 때 吹角만을 사

용하였는데, 이 경우 삼군이 각각의 신호를 내릴 수 없으니 삼색 大

麾를 추가하여 각 군별로 따로 신호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111) 

1434년 가을 강무에서는 군사들이 깃발의 신호에 익숙하지 않아 

삼군 중 中軍과 左軍이 깃발의 신호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자 진무 

李升忠과 장수 李順蒙 등을 처벌하였다.112) 

이외에도 세종은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자 하였다. 1426년(세종 8) 가을 강무에서는 군사들에게 갑옷을 갖

추어 입고 시행해보고자 하였으며,113) 강무가 아니더라도 모화관에

서 군사들을 모아 격구, 모구, 기사를 시험하고, 편을 나누어 격투를 

시키는 등의 훈련을 진행하였다.114) 또 강무가 아닌 군사들만의 사

냥 훈련을 시행하였다.115) 당번 군사들을 윤번으로 한 달에 한 번

씩 사냥하도록 하여, 御膳에 이바지하고 군사훈련의 방편으로 삼도

록 한 것이다. 

군사들만 보낸 사냥이 계획한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110) 『세종실록』 권58, 세종 14년 10월 10일 을미.
111)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2월 8일 병진. 
112) 『세종실록』 권66, 세종 16년 10월 1일 갑진.
113) 『세종실록』 권33, 세종 8년 8월 23일 갑신.
114)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3월 9일 계유 ; 18일 임오.
115) 『세종실록』 권65, 세종 16년 7월 1일 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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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군사들만의 사냥 훈련은 그 

뒤로도 점차 제도화되고 있다. 1437년 병조에서는 평상시 군사훈련

을 위하여 병조가 임시로 계문하면 군사들을 보내 사슴이나 노루를 

사냥하도록 하는 일을 항식으로 삼았다.116) 그해 11월에는 도진무 

李順蒙 등이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광주에 나가 사냥하여 군사훈

련을 실시하였다. 1439년에는 위의 조치에 이어서 평상시에 임시로 

병조의 계문에 따라 사냥하는 일과 함께 강무가 정지되면 한양의 

군사들을 3차례로 나누어 근교로 내보내 사냥하여 훈련하도록 하였

다.117) 

1444년(세종 26) 도진무 趙惠가 군사를 동원하여 사냥하고 밤

에 함부로 성문으로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되어 파직되었다.118) 이때 

처벌이 단지 파직으로 그쳤던 것을 보면, 군사들을 동원하여 사냥을 

했던 것은 公務였고, 성문 출입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세종은 초수로 온행을 떠난 상태였으므

로, 1439년의 규정대로 정지된 강무 대신 한양의 군사들을 근교로 

보내 사냥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1449년(세종 31)에는 최종적으로 매년 상번한 군사들을 대상으

로 정월에 入番한 군사들은 둘로 나누어 2월 보름 후와 3월 보름 

전에, 5월에 입번한 군사들은 5월 보름 전과 8월 보름 후에, 9월에 

입번한 군사들은 10월 보름 전과 보름 후에 한 번씩 사냥을 하도록 

하여 군사들만의 사냥제도가 마련되었다.119) 이러한 군사들만의 사

냥훈련은 대규모로 행해지는 강무에서 부족했던 군사들의 훈련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는 古制의 이상을 따르면서도 군사훈련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

116)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9월 27일 갑인. 
117)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7월 21일 정묘.
118) 『세종실록』 권105, 세종 26년 8월 28일 갑술. 
119) 『세종실록』 권124, 세종 31년 4월 17일 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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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실적인 변용을 가한 것이었다. 세종대 완성된 강무는 『주례』 

혹은 唐, 宋 등의 古制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이념적으로 계승

하고 조선의 군사적 현실을 반영하여 정립되었던 것이다.

세종은 재위기간 내내 강력한 의지로 강무를 정례적으로 실시하

였다. 국왕으로서 세종에게 강무는 국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군사훈

련의례였으며, 왕실의 수장으로서 ‘祖宗의 家業’을 계승하는 의미

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료들의 입장에서 강무라는 군사훈

련의례는 국왕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국가의례였다. 

이에 강무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행정적인 문제나 민폐 등의 문

제를 해결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의례를 시행하기 위해 제도 정

비가 필요하였다. 

먼저 의례로서 명분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古制에 입각하여 

강무와 관련된 의례제도를 정비하였고, 민폐를 줄이기 위한 법령을 

강화하는 한편 동원된 군사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켰다. 또 군사훈

련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쏟았다. 이를 위

해 驅軍이 직접 사냥을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강무의 지휘체계

를 강화하여 강무에서의 군사훈련 기능을 강화하였고, 의례가 아닌 

군사들의 정기적인 사냥 훈련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세종 사후 강무는 국상을 이유로 정지되었다. 이후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사망함에 따라 단종대에도 강무는 시행되지 않았고, 세조

가 즉위한 이후에야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 강무가 정지되었던 동

안 군사훈련은 진법훈련을 중심으로 한 大閱을 중심으로 시행되었

다. 이와 함께 병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조선의 병학 수준이 높

아지면서 강무와 같은 군사훈련의례는 세조대 또 한 차례 변화하였

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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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大閱儀 정립과 陣法 중심의 兵學 연구

1) 儀注와 陣法書 융합을 통한 大閱儀 정립 

세종대에는 태종 후반부터 진행되었던 진법훈련의례의 정비가 지

속되어, 그 결과 大閱儀가 정립되었다. 강무의 경우 기존의 사냥 형

식의 훈련을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의례로서 제도를 마련해나갔다

면, 진법훈련인 대열은 정립 단계에서부터 군사훈련이자 의례로서 

만들어졌다. 

군사훈련을 의례로서 정립한다는 것은 군사훈련의 절차와 방식을 

통일시키고, 이를 하나의 정론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

해서 병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했고, 이를 공론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은 이미 태종이 상왕으로 재위하였던 시기에 

진행되었다. 조선의 첫 대열은 1421년(세종 3) 5월에 시행되었다. 

태종은 그보다 앞서 卞季良에게 대열을 위한 진법서를 만들도록 하

였고, 그 초안에 바탕하여 1421년 4월부터 훈련을 시작하였다.120) 

첫 대열 시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조에서는 大閱儀注를 정하

였고, 한 달쯤 지나 병조에서 『陣圖法』을 완성하여 보고하였

다.121) 이후 지방의 진법훈련은 『진도법』에 따라 시행하고 대열 

때 지방군의 훈련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진도법』 완성 직후 태종은 諸道에 훈도관을 보내 대열을 위한 

훈련을 시행하였지만, 그 해에는 명 사신 영접으로 시행하지 못하였

다.122) 태종이 1422년(세종 4)에 사망하면서 대열은 1424년(세종 

6) 이후에 다시 시행되었다. 

120)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4월 14일 병오.
121)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6월 1일 임진 ; 7월 9일 기사.
122)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28일 무자 ; 권13, 세종 3년 9월 26일 

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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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년 9월 초 대열을 준비하였다. 7일 대열에 참여할 군사들을 

결정하고, 10일 左·右廂에서 사용할 깃발을 제작하였다.123) 12일

에는 5위를 상징하는 오방색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정하였다.124) 

이상의 준비를 거쳐 24일에는 대열을 거행하였고 대열의주를 다시 

상정하였다.125) 이 때 재상정한 대열의주는 전체적인 절차는 동일

하였고, 다만 왕세자가 대열에 참여할 때 위차와 의식을 포함하였으

며 국왕에 대한 拜禮를 再拜에서 四拜로 바꾸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었다.126)

이처럼 대열은 시행 초부터 군사훈련이자 의례로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당시 예조에서 정한 대열의주와 병조에서 보고한 『진도

법』의 훈련법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대열의주는 唐의 

전례서인 『개원례』 ‘皇帝講武’127)의 절차에 따라 군을 左廂과 

右廂으로 나누어 서로 대항하는 형식인 반면, 『진도법』의 훈련법

은 『주례』의 대열 절차인 ‘四表進退坐作’ 훈련과 같이 全軍이 

함께 신호에 따라 坐作進退하는 형식이었다.128) 

먼저 『개원례』 황제강무의 훈련과정을 살펴보자. 교장의 양쪽

에 위치하였던 左廂과 右廂의 군사들은 신호에 따라 서로를 향해 

전진하다가, 계획된 두 번째 위치[表]에 이르면 정지한다. 양군은 

123)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7일 기묘 ; 10일 임오.
124)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12일 갑신.
125)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24일 병신.
126) 국왕에 대한 拜禮가 再拜에서 四拜로 변화한 것은 명의 예제를 수용하는 과

정에서 나타난 변화로 이해되기도 한다. 1421년과 1424년 대열의주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순규, 2012, 「조선초 大閱儀의 의례 구조와 정치적 의미」 『사
총』 75, 51-59쪽 참조. 

127) 『개원례』 군례에서 講武는 진법훈련을 지칭하였고, 사냥 훈련은 ‘皇帝田
狩’라 하였다. 

128) 태종 후반 재개된 조선의 진법훈련은 정도전의 훈련 방식을 따랐다. 정도전
은 『주례』의 군사훈련을 이상적으로 여겼으며, 『진도법』의 저술한 변계량은 
정도전의 진법론을 중심으로 다른 이론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진도법』의 
훈련법은 『주례』의 방식을 따랐다. 『주례』의 ‘四表進退坐作’ 훈련 방식에 
대해서는 허대영, 2020, 「정도전의 「陣法」에 보이는 병학사상에 대한 검
토」 『조선시대사학보』 92, 29-30쪽 참조.



- 166 -

두 번째 위치에서 각각 오행상승지법에 따라 변진하고, 각각 변진할 

때마다 양군에서는 50명씩 내보내서 교전한다. 이때 전투의 양상은 

미리 계획된 형식인 勇怯, 敵均, 勝敗의 형상으로 시행하였다. 양군

이 결진하고 대결하는 절차가 끝나면 전군이 교장의 ‘가운데 표

[中表]’로 달려나가 전투하는 ‘모의전투’를 실시한 후 훈련 전 

위치로 퇴진하면 훈련절차가 마무리된다. 세종 초 대열의주는 이러

한 절차는 그대로 따랐다. 아래의 그림은 『개원례』 황제강무의 절

차를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2> 『대당개원례』 皇帝講武 훈련 절차 개념도

다음으로 『진도법』 훈련은 서술한 바와 같이 『주례』의 제도

와 유사하여, 훈련장에 4개의 표식을 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표식까지 나가면서 坐作하고, 4표에서는 군사들은 

3차례 공격 행위를 시행한다. 보병과 기병은 각각 旋鬪·旋馳하다

가, 정지신호에 정지하고 다시 퇴진신호에 따라 네 번째에서 첫 번

째 표식까지 되돌아온다. 『주례』와의 차이는 車兵이 아닌 騎兵을 

운용한다는 점이다. 『주례』의 훈련방식으로 채용한 『진도법』 훈

련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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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진도법』 교장 훈련 절차 개념도 

1421년 최초의 대열 이후 훈련 방식을 『주례』의 방식에서 唐

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대열의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

열의주가 만들어지고 한 달이 지난 후 『진도법』을 공표하였음에

도 『진도법』은 여전히 『주례』의 방식을 수록하였던 점은 이해

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대열과 관련하여 예조에

서 관장하는 영역과 병조에서 관장하는 영역이 달랐기 때문이라 생

각된다. 즉, 예조는 대열의 의례 절차를 규정하여 의주를 작성하였

고, 구체적인 훈련절차는 진법서에 따라 병조에서 정하였던 것이다.

대열의주는 『개원례』 ‘皇帝講武’의 내용에서 관직과 관서의 

명칭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정도였고, 그 외의 내용은 『개

원례』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 다만 대열 시행 하루 전 장수들이 군

사들에게 미리 진법을 가르치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오행변진 훈련

의 절차와 같이 구체적인 훈련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였다.  

생략된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자. 먼저 대열 하루 전에는 장수들

이 미리 군사들을 교육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조선의 경우 다만 깃

발과 金鼓의 신호를 교육한다고 하였다. 반면 『개원례』의 경우 진

법을 편성하는 규정에 대해서 ‘긴 사람은 궁시를 잡고, 짧은 사람

은 戈矛를 잡으며 힘이 있는 자는 旌旗를 잡고, 용맹한 자는 鉦鼓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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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다.’, ‘칼과 방패가 前行이 되고, 창 잡은 자가 그 다음, 활이 

後行이 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129) 이는 진의 편성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긴 사람은 궁시를 잡고’ 등의 내용은 

무경칠서 중 하나인 『吳子』 「治兵」 敎戰之令의 내용이다. 고전

적인 내용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었다. 또 병종별 배치에 

관한 내용도 조선의 경우 火㷁手와 騎兵 등의 배치를 고려할 필요

가 있었다. 하지만 군사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예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주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오행변진 훈련의 경우 『개원례』는 좌군과 우군이 서

로 번갈아가며 오행의 속성에 상생, 상극하는 진형으로 변진하는 방

식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開元禮』 皇帝講武 중 五行變陣 절차130)

-東軍이 북을 치고 靑旗를 들어 直陣이 되면, 西軍은 북을 치고 

白旗를 들어 方陣이 되어 응한다.

-서군이 북을 치고 赤旗를 들어 銳陣이 되면, 동군은 북을 치고 

黑旗를 들어 曲陣이 되어 응한다.

-동군이 북을 치고 黃旗를 들어 圓陣이 되면, 서군은 북을 치고 

靑旗를 들어 直陣이 되어 응한다.

-서군이 북을 치고 白旗를 들어 方陣이 되면, 동군은 북을 치고 

赤旗를 들어 銳陣이 되어 응한다.

-동군이 북을 치고 黑旗를 들어 曲陣이 되면, 서군은 북을 치고 

黃旗를 들어 圓陣이 되어 응한다. 

 

129) 『通典』 卷132 禮92 「開元禮纂類」 27 軍1 ‘皇帝講武’ “前一日 (중
략) 凡敎爲陣 少者在前 長者在後 其還則長者在前 少者在後 長者持弓矢 短者持
戈矛 力者持旌旗 勇者持鉦鼓 刀楯爲前行 持矟者次之 弓箭爲後行 將帥先敎士衆 
習見族旗指麾之踨 旗臥卽跪 旗擧卽起 金鼓動止之節 聲鼓卽進 嗚金卽止”. 

130) 『通典』 卷132 禮92 「開元禮纂類」 27 軍1 ‘皇帝講武’ “東軍 一鼓擧
靑旗 爲直陣 西軍 亦鼓而擧白旗 爲方陣 以應之 次南[西]軍 一鼓而擧赤旗 爲銳
陣 北[東]軍 亦鼓而擧黑旗 爲曲陣 以應之 次東軍 鼓而擧黃旗 爲圓陣 西軍 亦鼓
而擧靑旗 爲直陣 以應之 次西軍 鼓而擧白旗 爲方陣 東軍 亦鼓而擧赤旗 爲銳陣 
以應之 次東軍 鼓而擧黑旗 爲曲陣 西軍 亦鼓而擧黃旗 爲圓陣 以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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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은 서로 主客을 바꾸어가며 진형을 바꾸는데, 먼저 진을 형

성하는 쪽이 主가 되고 응하는 쪽인 客이 된다. 主軍의 진형의 순서

는 기본 진형인 木性의 直陣으로 시작하여 木火土金水의 오행 相生

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客軍은 이에 응하여 主軍의 

속성에 相剋하는 진형으로 변진하였다. 이러한 오행변진 훈련은 오

행론에 따른 이념적인 훈련법이었고, 또 번거로운 방식이었다. 매번 

진형을 바꿀 때마다 기본 진형인 直陣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변진하

였기 때문에 양군의 오행변진훈련을 위해서는 약 10여 회 변진해야 

했다. 이러한 내용이 의주에 실리지 않았던 것 역시 구체적인 훈련

법이기 때문에 예조에서 다룰 영역이 아니기도 했고, 기존의 훈련 

방식과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진도법』의 진법훈련 방식은 唐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진도법』 結陣 항목의 오행진 변진을 살펴보자.131)

『진도법』 結陣132)

-中衛를 중심으로 사방에 각 위가 위치하여 방위에 따라 진을 형성

(中衛는 圓陣, 左衛는 直陣, 前衛는 銳陣, 右衛는 方陣, 後衛는 曲

陣).

-中衛의 5개의 기를 모두 눕히고[俱臥], 북을 치고 白旗를 點133)하

면, 5위 모두 方陣으로 變陣.

-中衛의 5개의 기를 합치고, 북을 치고 白旗를 點하면, 4위를 中衛

에 합하여 방진을 이룸.

-中衛에서 黑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曲陣으로 변진.

131) 『진도법』은 行陣, 結陣, 應敵, 敎場의 4개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축진
설』은 행진, 결진, 교장, 군령, 응적의 5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敎場條
에서 주로 대열의 훈련절차를 다루고 있다. 『진도법』과 『계축진설』의 각 부
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김동경, 2008 「조선초기 진법의 발전과 
군사기능」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쪽 ; 30-31쪽 참조. 다만 김동경
은 각 병서에서 제시한 분류가 아닌 내용에 따라 새로 분류하여 각각 7가지와 
6가지로 나누었다. 

132)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133) 點은 기나 휘 등을 활용한 신호 용법 중 하나로 깃발을 눕히되 땅에 닿지 않

고 다시 일으키는 신호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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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衛에서) 靑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直陣으로 변진.

-(中衛에서) 赤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銳陣으로 변진.

-(中衛에서) 黃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圓陣으로 변진.

-(中衛에서) 白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方陣으로 변진.

위와 같이 『진도법』의 오행변진은 전군이 하나로 合陣하여 진

을 이룬 후 方陣부터 圓陣까지 다섯 가지 진형을 오행상생의 차례

로 변진하여 마무리하였다. 조선의 방식이 唐의 방식에 비하여 간략

하다. 한편 唐의 경우 直陣을 기본으로 하여, 진법 훈련을 시작과 

끝을 직진으로 하였던 반면, 조선의 경우 方陣을 기본으로 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唐制와 조선의 방식의 차이는 唐制이

외의 다른 禮制를 참고한 결과가 아니었으며, 조선의 진법론 다시 

말해『진도법』에 정리된 병학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처럼 唐의 제도와 조선에서 시행하던 훈련의 방식과 내용에 차

이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훈련의 방식은 훈련을 담당하는 병조

와의 조율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예조에서는 구체적

인 군사훈련 방법을 다룬 부분은 제외하고, 의례 절차와 관련된 부

분만 다루었던 것이며, 구체적인 훈련절차는 병조의 업무로서 그 내

용은 진법서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34)

그렇다면 의주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었을까? 다음은 세

종 초 대열의주의 의례 절차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大閱儀의 절

차는 의례 전 사전 준비 과정과 의례 당일에 훈련 전후로 행해지는 

사전·사후 의례 절차와 군사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134) 후대이지만 『國朝五禮儀』 ‘大閱儀’에 구체적인 의주를 기록하지 않고 다
만 “병전과 『진법』을 보라(見兵典 及陣法)”고 설명한 것도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 11일 전 병조 대열 거행 요청 및 허가, 동원 장병 선발, 교장 정비

<표 3-2> 세종 초 대열의주 의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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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의례의 절차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421년 처음 정해진 

후 1424년에 왕세자 관련한 의례 절차를 추가하고, 국왕에 대한 拜

禮를 변경하였을 뿐 그 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최종적으로 

『세종실록』 오례에 군례 중 하나로 정리되었는데, 이때에도 훈련

과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 채, 사전과 사후의례의 출궁 및 환궁 절

차를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여 수정하였을 뿐이다.136)

1431년(세종 13) 세종은 許稠와 대열 중 국왕과 시위하는 신료

135) 전시 상황에서 군대가 출동하기 전에 장수가 군주로부터 받은 군령권에 의해 
군법을 행사할 것이라는 ‘誓’를 공표하는 의례적 행위를 말한다. 將帥에 의한 
誓의 반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최상기, 2020 『新羅 將軍制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19-142쪽 참조.

136) 1421년과 1424년 대열의주에는 의례 당일 어가가 출궁할 때 백관이 도열하
는 장소 등은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오례의 단계에서 근정전으
로부터 광화문 밖으로 어가가 나아갈 때 백관과 군사들의 위차가 상세히 정리
되었다.  

준비
2일 전 국왕의 거처 및 위치 마련, 왕세자 및 관료의 위치 선정
1일 전 장병 소집 및 오리엔테이션, 군문 설정 및 사전 훈련

사전
의례

일출 전
10각

장병 直陣 형성 대기, 지휘관 旗麾아래 집결 

일출 전
7각

초엄, 궁문과 성문 개방

일출 전
5각

이엄, 판통례 국왕에게 의식 참여 요청, 호종 시위진 정돈, 
소가의장 진열

일출 전
2각

삼엄, 어가 교장에 도착, 국왕 소차로·문무백관 배소로 이
동, 국왕 金甲 착용후 대차로 이동, 문무백관 배례 

훈련
과정

誓135)
대각 3회, 양군 중군장이 제장을 기고아래 집결시킴
동서 양군의 대장이 군법 엄수를 盟誓할 것을 명함.
제장은 소속한 부에 誓辭 전달

전진
1표, 2표까지 坐作하며 전진.
2표에 이른 양군은 각각 결진

결진
양군은 오행상승지법에 따라 變陣.
매 변진시마다 양군은 50명의 군사 선발하여 앞으로 나아
가 교전(제1,2회 勇怯, 3회 敵均, 4,5회 勝敗의 형상)

모의전투 양군 中表로 달려 擬擊
퇴진 2표, 1표까지 坐作하며 물러남

사후
의례

정리
대열 마친 후 국왕 소차로 이동, 국왕 갑옷 탈의, 국왕 대
차 이동 후 茶床을 받고 예를 마친 후 환궁

*이왕무, 2019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출판사, 136쪽 <표 4>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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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복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대열의 제도는 오로지 宋의 제도

를 취하였다.”고 말한다.137) 이때 세종은 대열의 제도가 宋制를 따

랐다고 말했지만 사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唐制를 따르고 있었다. 

宋代 閱武의 훈련 절차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唐의 ‘황제강

무’와는 전혀 달랐다.138)

그렇다면 세종이 대열 제도는 송제를 따랐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

일까? 세종대 대열의주에서 宋의 제도를 따른 것은 국왕과 문무백

관의 복식, 그리고 군사훈련이후 茶床을 받는 절차였다. 1421년과 

1424년 대열의주에 의하면, 국왕은 金甲을 착용하고 문무백관은 甲

冑를 갖추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대열 훈련을 마친 후 茶

床을 받고 의례에 참여한 인원들과 飮酒하고 賜恩하는 예를 행하는 

것도 송의 제도를 따른 것이었다.139) 그러므로 세종이 대열의 제도

는 오로지 宋制를 따랐따고 말한 것은 훈련 과정이 아닌 사전·사

후 의례 절차에 한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大閱儀의 의례 제도와 훈

련 제도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열의 훈련 방법은 의주의 정립과 별개로 계속 변화하였던 

것에서도 훈련제도와 의례제도를 따로 정립하였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424년 9월 대열을 준비하면서 左·右廂에서 사용할 깃발

을 제작하였던 것을 보면,140) 이때 이미 ‘四表坐作進退’의 훈련

이 아닌 左右廂의 모의전투 형식을 차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26년(세종 8) 대열에서도 군을 둘로 나누어 진형을 변진하

는 훈련을 5차례 시행하고, 변진할 때 마다 서로 모의전투를 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141) 본래 의주대로라면 모의전투는 서로 칼날을 

137)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0월 15일 병오.
138) 송대 閱武 절차는 1장 1절 ‘송대 병학 정립과 군사훈련의례’ 참조.
139) 세종대 대열의주에 의하면 대열 의례를 마친 후 국왕은 小次에서 갑옷을 벗

어놓고, 大次로 나아가서 茶床을 올리면 평상시 의식대로 하였다. 唐 『개원
례』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나, 宋의 제도에는 훈련 이후 신료들과 술을 
주고받는 의례를 동반하였다(『宋史』 卷121, 禮志24).

140)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10일 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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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치지 않고 싸우는 척[擬擊]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대열에서는 

격한 전투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화포를 사용하여 人馬가 상

하기도 하였다.142) 

당시 대간들은 훈련을 의주대로 시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일

과 또 양군이 결투하여 이긴 측이 상대편 군사들을 포로로 잡아 마

치 수급을 바치듯이 국왕에게 보고하였던 일 등이 국왕을 공경하는 

예의가 아니라며 대열 때 군사들을 지휘한 崔潤德 등을 처벌할 것

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세종은 이러한 훈련 방식 자체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만 훈련 중 북을 치면 진군하고 징

을 치면 정지하는 신호체계에 따른 움직임이 절도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할 뿐이었다.143) 때문에 대열 당시 지휘한 장수들의 처벌은 윤

허하지 않았고, 직접 훈련을 담당하였던 사람만 처벌하였다. 

즉, 대열의 전체적인 절차는 의주에 따라 모의 전투 형식으로 변

화하였지만, 구체적인 훈련의 방식은 훈련을 담당한 사람들에 의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용되었던 것이다. 세종은 그 제도가 『진도

법』의 원칙에 따를 것만 요구하였다. 

모의전투 방식의 훈련방식은 1433년(세종 15) 『癸丑陣說』을 

편찬할 때 반영되었다.144) 『계축진설』 1433년(세종 15) 4월에 

있었던 파저강 정벌이 마무리 되고, 그 직후인 그해 7월에 편찬되었

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파저강 정벌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

로 보다 실용적인 방면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45) 이러한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축진설』의 대열 훈련 제도는 실용

적이기보다는 기존의 『주례』의 방식과 『개원례』의 방식을 적절

141) 『세종실록』 권33, 세종 8년 9월 24일 갑인.
142)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0월 1일 신유 ; 10월 3일 계해.
143) 『세종실록』 권33, 세종 8년 9월 24일 갑인.
144)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145) 하차대, 1989, 「朝鮮初期 軍事政策과 兵法書의 發展」 『軍史』 19, 

122-134쪽, 윤훈표, 2011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軍史』 81, 94-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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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조합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병학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계축진설』에서 『주례』의 제도와 唐制를 어떤 방식으로 결합

하였는지 살펴보자. 『계축진설』 敎場條에서는 먼저 한 면이 

1,200步인 방형의 교장을 교장의 규격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唐 군

사훈련의 교장 규격이었다. 1,200步라는 교장의 크기는 唐의 군사

훈련 때 左廂과 右廂의 군대를 각각 3군으로 편성하여, 총 6군을 

훈련하기 위해 정해진 크기였다.146) 양군은 300보 거리를 두고 배

치되었고, 그 사이에는 50보 간격으로 총 5개의 표가 만들어졌다. 

훈련장의 규격이나 모의전투라는 전반적인 틀은 唐制를 따랐다면, 

그 안에서 진퇴좌작하는 방식은 『주례』 방식을 적용하였다. 

『계축진설』에서 양측의 부대는 첫 번째 표식에서 네 번째 표식

까지 3차례 전진한다. 그런데 양쪽 부대가 50보씩 3차례 전진하면 

아래의 개념도처럼 가운데 지점에서 이미 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달려나가서 모의전투를 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 앞서 살펴

본 당의 제도는 양쪽에서 2차례만 전진하고 나서 100보 거리가 떨

어진 상태에서 달려 나가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서 전투하였다.147) 

즉, 『계축진설』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주례』의 절차와 

당의 절차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계축진

설』 교장의 훈련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46) 『이위공문대』에서 6군을 한 번에 배치하여 교열하기 위한 교장의 크기를 
1,200보로 상정하였다. 5위의 편제를 두었던 조선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훈련장의 규격은 1,200보로 정하였으며, 이는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조선 후기 대열이 주로 시행되었던 露梁 훈련장의 크기도 이 규격에 맞추어졌
다(『漢京識略』 卷2 山川 露梁). 이러한 훈련장의 크기는 실제 훈련 규모를 따
랐다기보다는 당의 제도를 이상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147) 『通典』 卷132 禮92 『開元禮纂類』 卷27 軍1 ‘皇帝講武’.



- 175 -

<그림 3-4> 『계축진설』 교장 훈련 절차 개념도

1421년과 1424년 예조에서 제출한 대열의주는 이미 당 『개원

례』의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양군이 2차례만 전진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대열의를 의주대로 시행해왔다면 1433년 

『계축진설』을 만들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의주와 

진법서 간의 괴리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예조에서 작성한 의주

의 영역과 병조에서 담당하는 진법서의 영역이 차이가 있었음을 보

여준다. 

『진도법』의 편찬은 『주례』에서 정도전으로 이어진 훈련방식

을 계승한 조선의 진법 정론을 형성하였다는 의미였다면, 『계축진

설』은 조선 초 이래 조선의 전통적인 군사훈련 방식과 『개원례』

의 의주를 결합하여 이상적인 진법훈련의례의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졌다. 이는 古典 진법이라고 할 수 있는 五行陣과 五陣체

제를 군사훈련에 적용하고, 나아가 실제 군사편제에도 적용하고자 

했던 일관적인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계축진설』 편찬 이후 훈련뿐 아니라 실제 군 편제에서도 五陣

체제를 적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만

은 않았던 것 같다. 1434년(세종 16)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는 

『계축진설』의 진법체계를 실전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을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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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8) 이에 따르면 “野人들은 특정한 진형을 이루지 않고 새처럼 

흩어지고 구름처럼 움직이는데, 적이 많을 경우 이들을 포위할 수가 

없고, 적이 적은 경우 흩어진 상태로 나무와 돌에 의지해 강궁을 쏘

기 때문에 벌떼처럼 진을 치고 모여있는 아군은 적의 공격에 취약

하다.”고 하였다. 즉, 실제 상황에서 진법을 이루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을 상대하는 데에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계축진설』의 5인 1伍 체제가 아니라 3인 1伍의 체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진 세력과 마찬가지로 군사

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산개하여 전투를 수행하자는 것으로, 이전까

지 북방 지역에서의 전투 양상이 대체로 이와 같았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 시대 양계 지역은 軍翼道마다 중·좌·우의 3翼을 

두는 3익 체제였으며, 그 아래도 중·좌·우의 3所를 두어 3진법의 

체계를 따랐다.149) 이때 翼의 군사는 千戶와 百戶가 파악하고 지휘

하였는데, 이들은 戶首와 奉足의 구분 없이 각각 軍丁 1,000명을 

천호가, 100명 단위를 백호가 지휘했다. 正軍만을 고려하면 천호가 

160~240명, 백호가 20명을 지휘하였다. 즉, 『계축진설』 이전의 

양계지역의 군 편제는 상당히 소규모로 이루어졌었고,150) 1434년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의 문제 제기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세종은 전투 때에만 3인을 오로 하는 것은 평상시 훈련

제도와 통일되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할 것이니 結陣과 行陣시의 운

148)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26일 계유.
149) 조선 초 양계지역의 군익도체제와 익군의 편성에 대해서는 오종록, 앞의 책, 

177-188쪽 ; 351-377쪽 참조.
150) 세종대 남부지역 시위패는 50명 단위의 總牌와 25명 단위의 小牌로 구성되

었는데, 1438년(세종 20) 함길도에서 隣保法을 실시하여 총패[100호]-두목
[50호]-통주[10호]의 조직을 갖추었다. 즉, 총패는 백호와 같은 크기의 단위로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세종 후반 5진법 체제로 군 편제를 갖추기 
이전 백호가 20명 정도의 正軍을 지휘하였던 것을 보면 『계축진설』의 편제와 
비교하여 절반 이하의 소규모 단위로 군사를 운용하였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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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방법도 고려하여 다시 아뢰도록 한다.151) 세종은 오진체제와 5인

을 단위로 하는 군 편제를 정합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듬해에 세종의 의지대로 5인으로 伍를 만드는 것으로 수정

하되, 그 중 1명은 전투 할 때 伍의 군사들이 말에서 내리면, 그들

의 戰馬를 관리하는 인원으로 정하였다.152) 즉, 전투시 편제를 4인 

1伍로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필요에 따라 장수가 전마를 

관리하는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였던 것을 보면, 사실상 

3인을 기본 편제로 정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

으로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5인 단위의 군 편제를 형성하되, 실전에

서는 장수의 운용에 따라 소규모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여지를 남

겨둔 것이다.

이는 『계축진설』의 내용이 실전 상황에 바탕하여 이를 훈련에 

적용하기 위한 병서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진법 이론을 현실에 적용

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계축진설』

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던 인물은 河敬復, 鄭招, 鄭欽之, 皇甫仁였

는데, 기존에는 파저강 정벌에 참여한 武臣이었던 하경복에 집중하

여 『계축진설』은 군사적으로 실용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 판

단해왔다. 하지만 하경복을 제외한 인물들은 文臣이었으며, 정초와 

정흠지는 曆法 전문가이기도 하였다. 

조선 초에는 『太一算』을 병학의 하나로서 중시하여, 武學의 교

재로서 활용하기도 하였다.153) 게다가 세종은 兵學에 있어서 天時

와 地利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陰陽·術數를 폐할 수는 없다고 여

겼다.154) 정초와 정흠지가 진법서 개정작업에 참여하였던 것은 군

사적인 실무보다도 五行의 이론을 해석하여 진법에 적용하는 데에 

151)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26일 계유.
152)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16일 병진.
153)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2월 10일 을해 ;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3월 18일 무오 ; 『厖村先生文集』 卷3 啓 陳諸學試才標準書籍啓.
154)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7월 12일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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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종대 편찬한 『(오위)진법』

의 경우 진법 훈련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많은 金孝誠, 黃

守身, 趙由禮, 金有銑 등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陰陽이나 曆學과 관

련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 점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세종대 『계축진설』을 편찬하였던 것은 실전적인 군사훈련과 진

법체계를 정립하였다는 것 뿐 아니라 군사훈련의례의 훈련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적인 업무로서 파저강 정벌에 참여한 하경복

과 같은 武臣, 陰陽·術數 전문가 등 병학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

들이 모여서 『진도법』 단계에서 정립된 조선의 진법 정론을 발전

시켰다.  

조선 건국 초에는 정도전, 하륜 등 개인에 의해서 진법에 관한 

이론이 연구되었다. 『진도법』을 편찬은 변계량 개인의 역할이 컸

지만, 태종의 명에 의한 것이었으며 초안을 완성한 직후 비판을 수

용하고 이를 논박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

문에 『진도법』의 병학은 조선의 공적인 이론으로 인정받을 수 있

었고, 세종대 대열의주 정립때 이를 기반으로 군사훈련의 절차와 내

용에 변용을 가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계축진설』의 편찬과정은 예전의 의주와 『진도법』의 

훈련절차를 종합하여, 통일된 군사훈련의례의 절차를 마련한다는 목

표아래 진행된 국가적 차원에서 병학 연구로 이해할 수 있다. 대열

의 정립 과정에서 그 전까지 私的 영역에서 유통되었던 병학 지식

을 公的 영역에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조선 사회에서 병학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계축진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조선 초기 진법론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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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병학 수용과 진법론의 심화

『계축진설』의 편찬은 『진도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의 작

업이었다. 세종대 大閱儀는 唐制에 따르고 있었으며, 송의 의례 절

차를 참고하였다. 병학 연구도 당·송의 병학을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55) 『진도법』과 비교하여 『계축진설』 단계에서 변화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계축진설』은 정도전의 「진법」과 『진도법』의 기정운용 원

칙을 그대로 계승하여 正兵, 奇兵, 守兵으로 군사들의 전술적 역할

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부대 운용을 설명하였다. 『계축진설』 應敵

條 첫머리에는 奇正운용에 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中軸과 前衝은 굳게 도열하고 움직이지 않으니 守兵이라 하고, 後衝

은 적을 맞을 때 먼저 나아가 적에게 이르니 正兵이라 하고, 좌·우

군은 적을 맞을 때 옆으로 나아가 돌격하니 奇兵이라 한다.156) 

이는 정도전의 기정운용 원칙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

어서 前面에서 적을 맞이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前軍이 受敵하고 後

軍이 먼저 나가 적을 상대하고, 좌·우군이 옆으로 나가 구원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신호법을 서술하였다. 그 다음 다른 쪽에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해당 방면의 부대가 前軍과 같이 하되 부

155) 당시 유입된 최신의 병학 지식의 연한은 唐宋代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북송
대 편찬된 『孫子』에 대한 주석을 모은 『十一家註孫子』가 1409년에 조선에
서 간행된 것이 확인되며(윤병태, 1986 「朝鮮朝 前期의 兵書刊行」 『출판학
연구』 28, 108쪽), 세조대에는 북송 인종대에 편찬된 『攻守圖術』을 얻어 이
를 연구하기도 하였다(『세조실록』권21, 세조 6년 8월 27일 경오 ; 권43, 세
조 13년 7월 26일 기축). 또한 북송대 편찬된 대표적인 종합 兵書인 『武經總
要』(1044)가 조선에 유입된 것은 1547년(명종 2)의 일이었다(『명종실록』 
권5, 명종 2년 4월 4일 을유).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조선 초기부터 점진적으
로 宋代 병서가 유입되면서 송의 병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정도전 
등의 진법에 대한 이해를 보면, 唐代의 병학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 유입되어 연
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56)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中軍與前衡按列不動曰守兵 
後衝當戰時先出致敵曰正兵 左右軍當戰時旁出突擊曰奇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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딪히는 곳이 前隊가 되어 중군의 지휘에 따라 호응한다고 하였

다.157) ‘後衝先出’과 ‘觸處爲前’의 두 이론을 결합하여 설명하

는 방식이 『진도법』의 단계와 비교하여 세련되어졌다. 

그리고 수병과 정병, 기병의 움직임의 핵심인 ‘按列不動’, ‘正

兵當敵’, ‘奇兵旁出夾擊’에 대해 세부적인 부대 배치까지 더하여 

서술하였다. 세종대의 부대는 方牌手, 槍·長劍手, 火㷁·弓手, 騎

槍, 騎射의 다섯 종류의 병종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때 진을 펼칠 

때 진의 외곽에 방패수, 창·장검수, 화통·궁수, 騎槍과 騎射의 순

으로 배치되었다.158) 그런데 적과 조우하여 전투태세로 변화하게 

되면, 중군의 군사들은 ‘按列不動’하게 되는데, 방패수들은 본래

의 위치를 고수하고 창·장검수들은 방패수의 바깥쪽에 배열하여 

진을 2열로 만든다.159)

그 다음은 ‘正兵當敵’을 설명하는데, 前軍이 그 역할을 할 때

를 예로 들었다.160) 이때 前軍 휘하의 5개 所 중 前所와 中所의 기

창, 기사, 화통·궁수를 전방으로 배치한다. 그 배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前所의 기사병과 중소의 기사병이 한 줄이 되어서 앞줄로 서는데, 

전소 기사병은 나누어서 좌우 모퉁이의 조금 앞으로 서고, 中所 기

사병은 가운데에 늘어서며, 다음은 전소의 기창병이 한 줄이 되고, 

다음은 중소의 기창병이 한 줄이 되고, 다음은 전소의 화통 궁수가 

한 줄이 되고, 다음은 중소의 화통궁수가 한 줄이 되어 모두 다섯 

157)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158) 사실 실전의 상황에서 화통수와 궁수는 별도로 취급되었지만 병종을 5종으

로 맞추기 위해 하나의 병종으로 상정하였던 것 같다.
159)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160) 김동경과 권병웅은 이 부분은 그 보다 앞의 내용인 鳥雲陣의 변진신호와 이

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조운진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두 항목
은 별개의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동경, 2008 「조선초기 진법의 발전
과 군사기능」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36쪽 ; 권병웅·노영구, 2014 
「조선초기 진법의 원리와 문화원형의 시각적 복원-세종시대 『계축진설』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49-4, 9-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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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正兵으로 적을 맞는 것이다.(正兵當

敵)161)

守兵의 역할을 하는 방패수와 창·장검수를 제외한 다른 병종의 

군사들이 진형의 앞으로 나아가 ‘기사-기창-화통·궁수’의 형태

로 배열하였다. 이어서 다음은 ‘奇兵旁出夾擊’의 배열법을 설명하

였다. 이 때 中所, 左所, 右所, 後所의 4개 所의 기창, 기사, 화통·

궁수를 좌우로 나누어 7행으로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기록상의 오류

인지 혹은 애초에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소 착오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162) 여하튼 따로 진형의 좌측과 우측에 기사, 기창, 화

통·궁수로 편성된 부대를 진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곧게 도열하

여 정렬하였을 때는 물고기를 꿴 것과 같고, 움직일 때는 기러기가 

날아가듯 멀리서 보면 키[箕]의 형상이 되도록 하였다. 즉, 횡으로 

늘어서되 양쪽 끝으로 갈수록 적의 방향으로 굽어있는 ‘U’ 혹은 

’V’ 형태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들은 正兵의 전면에서 적을 상대

하면 奇兵으로서 본진의 좌우에서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

다. 

이때 기정운용의 원칙과 실제 사이에 몇 가지 차이를 확인할 수 

161)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前所騎射中所騎射 爲一行在
前行 前所騎射 分居左右角少前 中所騎射連排居中 次前所騎槍爲一行 次中所騎槍
爲一行 次前所火㷁弓手爲一行 次中所火㷁弓手爲一行 凡五行 此乃正兵當敵者
也”.

162) 현재 실록의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中所의 기창, 기사, 화통궁수가 각각 총 
6회씩, 左所의 부대가 2회씩, 右所의 부대가가 2회씩, 後所의 부대가 2회씩 나
타나는데, 몇 가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일단 어느 군에 소속한 所 인
지 명확하지 않다. 앞의 내용과 이어서 前軍의 소라고 한다면, 이미 中所의 기
창, 기사, 화통궁수는 진형의 전면에 배치된 상태이다. 게다가 所의 인원을 나누
어서 배치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소대, 중대, 대대의 인원이 각 10, 25, 50명으로 
구성되는 데 中所의 경우 6단위로 분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종이 『오위진법』을 편찬하면서 “내가 옛 陣書를 보니, ‘아무 군사가 적을 
받으면 아무 군사가 구원한다.’ 하였는데, 牽合不通하니 고치는 것이 옳다(予
觀舊陣書 有曰某軍受敵某軍救之 牽合不通 改之可也)”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을 
지칭한 것은 아닐까 추측한다(『문종실록』 권8, 문종 1년 6월 19일 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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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선 守兵을 살펴보면, 원칙에서는 前軍과 中軍의 군사들이 

수병의 역할을 하여야하지만, 실제로는 보병인 방패수와 창·장검수

들이 진형을 유지하여, 병종에 따라 守兵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正兵과 奇兵으로 동원되는 군사들 역시 기창, 

기사, 화통·궁수의 3종의 병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방패수와 

창·장검수들은 제외되어 있다. 특히 보병으로 전투에 동원되는 병

종이 長兵을 사용하는 화통궁수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술적인 유

연성을 낮추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실제 운용과 원칙사이의 괴리가 

있었지만 이를 정리하여 정합적으로 만들지 못하였던 상황을 보여

준다. 이런 문제들은 후에 『(오위)진법』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해소

된다. 

또 하나의 검토해야할 요소는 遊軍의 존재이다.163) 유군은 『진

도법』에서부터 나타나긴 하지만 진을 펼치기 전후로 척후의 역할

로 간략하게 설명할 뿐 구체적인 유군의 편제 비율이나 활용에 대

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유군에 대한 내용은 『계축진설』에서

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우선 그 편제 비율은 1,000명 당 

200명, 즉 1/5로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유군의 역할은 행군, 결진, 

합전할 때 疑兵을 설치하거나, 부족한 곳을 보충하고 척후를 하는 

일을 한다고 하였으니, 예비대(reserve formation)의 역할과 함께 

奇兵으로서의 역할을 지닌 유연성있는 부대라 할 수 있다. 『계축진

설』의 유군에 대한 해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000명 중 200인을 遊軍으로 삼아 항상 그 군대의 뒤편에 위치한

다. 무릇 行軍·結陣·전투할 때에 疑兵을 배치하고, 부족한 곳을 

채우고, 척후를 하는 일들은 오로지 이 遊軍에게 있다. 만약 군의 

숫자가 많아도 이 비율로 정한다. ㉠여러 부대가 진영을 칠 때[下

營] 모두 지역을 나누어 고랑을 파서 그 경계를 분명히 하여 통행을 

163) 遊軍의 역할과 군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동경, 앞의 논문, 32-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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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고, 길을 말끔히 하여 대장의 명령이 아니면 통행할 수 없게 한

다. 땔나무를 구해 오거나 목초 따위를 베어 오는 자는 모두 항오를 

이루게 하고, 항오를 이루지 않으면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 

군영의 군막에서 밥을 짓는 일은 반드시 일찍이 하며, 날이 어두워

지면 불을 꺼야 한다. 각 군영마다 바깥 4면과 네 모퉁이에 반드시 

작은 堡를 세우고, 그 위에 땔나무를 쌓아 놓았다가, 밤 어두운 후

에 먼저 적군이 오는 것을 알게 되면, 북을 치고 전령을 달려가게 

하고 불을 밝혀 대낮같이 밝게 하여, 적군이 형체를 감추지 못하게 

한다. ㉢밤이 되면 군영 안의 巡更人이라도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

치지 못하게 한다. ㉣진 앞쪽 100보 밖마다 소리 듣는 사람[聽子] 

둘씩을 두어, 1更에 한 번씩 교대하며 불의의 변을 듣게 하며, 소리 

듣는 자들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만약 군중에서 밤에 놀랄 만

한 기척이 있으면 軍吏들은 굳게 앉아 있고, 陣將은 병기를 가지고 

(군사들이) 떠들거나 동요하지 못하게 한다. ㉥낮에는 모든 부대의 

앞쪽에 높은 곳에 척후병을 배치하여 동정을 살피게 한다.164)

위의 인용문은 『계축진설』 중 유군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예

시를 들어 설명한 부분이다. 실제 부대 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축진설』이 실전 경험을 반영하여 전

술상의 발전을 이룬 부분으로 이해되었다.165) 실제 진영을 설치하

고 운영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尉繚子』, 

『衛公兵法』 등 중국 병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다. 즉, 실전 경

험이라기보다는 古典에 의거하여 행동요령을 정한 것이었다. 

㉠은 『尉繚子』 分塞令의 내용이다.166) 『尉繚子』分塞令은 진

164)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每一千人 以二百人爲遊軍 
在其軍陣之後 凡行軍結陣合戰 設疑補闕斥候 專在遊軍 若軍數更多 以此爲率 諸
軍下營 皆有分地 畫其溝域 而明其界限 禁行淸道 非將令不得通行 採薪芻牧者 皆
成行伍 不成行伍者 不得通行 諸營幕作食須及早 昏暗以後 須卽滅火 每營壘外 四
面四隅 必立小堡 上致燔柴 夜黑之後 先知賊至 擊皷傳令走 火燎之明如晝日 使賊
不得遁形 至夜令營內分更巡探人 不得高聲唱號 每陣前百步外 各著聽子二人 一更
一替 以聽不虞 仍令探聽子勿令眠睡 若軍中夜驚 則軍吏堅坐 陣將持兵 無得喧嘩
動搖 其晝日 諸軍前各亦逐高處 安置斥候 以示動靜”.

165) 하차대, 앞의 논문, 130-132쪽.
166) 『尉繚子』 卷4 分塞令 “中軍左右前後軍 皆有地分 方之以行垣 而無通其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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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쳤을 때 진영의 구역을 설정하고 통행을 제한하여 관리하는 방

법과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축진설』은 그 내

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요약하였다. 그 뒤로는 주간과 야간에 

진영의 경계하는 법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는데, 그 중 ㉡167), 

㉢168), ㉣과 ㉥169)은 모두 『衛公兵法』의 내용이다. ㉤은 漢文帝 

당시 명장인 周亞夫와 관련된 일화로 여러 병서에 인용되는 내용인

데, 『通典』과 문구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통전』에서 인용한 것

으로 보인다.170) 이처럼 유군의 행동 요령 역시 중국 병서에 근거

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축진설』은 『진도법』 단계에서 확립된 기정운용 원칙에 근

본하되, 점차 그 운용의 유연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

다. 이는 병학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奇兵과 正兵, 그리고 守兵의 역할을 하는 고정적인 병종을 설정

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계축진설』의 단계에 이르면 奇正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실전에서 구체적인 배치를 상정하여 서

술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五陣체제에 맞추기 위해서 병종을 

5가지로 구분하고, 병종별로 역할을 따로 설정하였던 점은 세종대 

병학 이해의 한계라 이해할 수 있다. 

신호체계는 큰 틀에서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고, 누락되거나 오류

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다. 각 신호의 용례가 몇 가지 추가되었는

往 將有分地 帥有分地 伯有分地 皆營其溝洫 而明其塞令 (중략) 禁行清道 非將
吏之符節 不得通行 采薪芻牧者 皆成行伍 不成行伍者 不得通行(후략)”.

167) 『衛公兵法輯本』 卷上 將務兵謀 “諸營幕作食事須及早 天暗以後卽須滅火如
夜”.

168) 『衛公兵法輯本』 卷中 部伍營陳 “諸軍營隊伍 每夜分更 令人巡探人 不得高
聲唱號”.

169) 『衛公兵法輯本』 卷中 部伍營陳 “至夜 每陣前百步外 著聽子二人 一更一替 
以聽不虞 仍令探更人 探聽子細 勿令眠睡 其晝日 諸軍前 各亦逐高要處 安置斥候 
以視動靜”.

170) 『通典』 卷149 兵2 法制附 “軍夜驚 吏士堅坐 陣將持兵 無讙譁動搖 有起離
陣者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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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계축진설』에 추가된 내용은 『진도법』의 내용을 수정·보완

하는 차원이었다. 먼저 행군 중 위급시 행군대형에서 전투대형으로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각을 사용한다. 신호체계의 원칙 상 행군에서 

진법 배열로 신호가 변화해야 하므로 각을 사용하는 것이 절차상 

적절하다. 하지만 『진도법』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계축진

설』에서는 ‘角一通’의 신호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 『계축진

설』 應敵條에도 적과 교전 중 퇴각하고자 할 때도 ‘角一通’ 신

호를 하여 전투에서 후퇴로 변화할 때 각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진도법』의 교장에서 4표에서 1표로 퇴할 때 단지 金의 신호만을 

사용하였던 데에 반하여, 『계축진설』에서는 각을 사용한 뒤 퇴각

하도록 한 것이다. 이 역시 신호의 종류가 변화하므로 각 소리로 신

호의 변경을 알리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진도법』의 단계에

서는 누락되었던 것을 『계축진설』의 단계에서 보완한 것이다.

한편 깃발을 사용한 신호체계의 경우 『진도법』에서 旗와 麾를 

나누어 활용하였던 정도전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기만 사용하는 것

으로 간략화하였으나, 『계축진설』에서는 다시 정도전의 방식을 따

라 기와 휘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 旗麾의 사용법

을 익히기 위해서 정도전이 지은 旗麾歌를 활용하였다.171) 이에 따

르면 ‘휘로 지휘하고 기로 응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급부대에

서 하급부대로 명령을 전달할 때는 휘를 사용하고 이에 응답하는 

하급부대는 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게다가 金鼓를 활

용하는 신호의 사용법을 정리한 ‘고진금퇴가’도 수록되었는데, 이 

내용은 『握奇經』의 金과 革을 사용한 음성 신호에 대한 내용을 

변용한 것이다. 『계축진설』과 『악기경』의 음성 신호 사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71)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旗麾歌 (麾色有五旗亦五 指
揮以麾應以旗 中黃後黑前則赤 左靑右白各隨宜 東西南北視麾指 擧則軍動伏止之 
揮則騎步皆戰鬪 或徐或疾將所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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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첫 번째에 부대를 정돈하고, 두 번째에 결진하네. 북소리 세 

번째에 앞으로 나아가고, 네 번째에 빨리 나아가며. 북소리 다섯 번

째에 급히 달려 전투하니. 삼군의 나아감이 그 뜻이 하나로다. 쇳소

리 첫 번째에 전투를 늦추고, 두 번째에 전투를 그친다. 쇳소리 세 

번째에 몸을 돌리고, 네 번째에 뒤로 물러난다. 쇳소리 다섯째에 급

히 퇴각하여 돌아와 진을 이루니. 삼군의 물러남이 그 뜻이 하나로

다.(『계축진설』)172) 

가죽소리는 다섯으로 첫 번째는 무기를 잡고, 두 번째는 진을 이루

며, 세 번째는 행진하고 네 번째는 달려가며, 다섯째는 급히 싸운다. 

쇳소리는 다섯으로 첫 번째는 전투를 늦추고, 두 번째는 전투를 그

치며, 세 번째는 물러나고 네 번째는 뒤로 돌며, 다섯 번째는 급히 

돌아온다.(『握奇經』「握奇經續圖」)173) 

『계축진설』과 『악기경』의 金鼓 신호는 모두 5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각각의 북과 징의 신호 횟수가 증가할수록 동작도 고조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진도법』과 『계

축진설』 모두 정도전의 「진법」과 마찬가지로 『握奇經』의 진법

과 신호체계에 그 근간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축진설』은 군법 조항이 따로 독립되고, 구체화

되었던 점이 특징이다. 세종대 진법서의 군법 조항들은 일상적인 군

법이 아니라 戰時 상황에 부여되는 군법이었다. 출정하는 장수들은 

군주에게 군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후 출군 전에 군법을 

공표하는 의례인 誓를 시행하였다. 誓의 시행은 군사들에게 앞으로

는 일상적인 법이 아닌 군법에 의해서 일이 처리될 것이며, 그 책임

172)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鼓一整兵二結陣 鼓三前進四
疾行 鼓五急走仍急鬪 三軍之進同一情 金一緩鬪二止鬪 金三曲背四退行 金五急退
還就陣 三軍之退同一情”.

173) 『握奇經』 「握奇經續圖」 “革音五　一持兵　二結陣　三行　四趨走 五急鬭 
/ 金音五　一緩鬬　二止鬬　三退　四背　五急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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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장수임을 각인시키는 의미를 갖는다.174) 

실제로 1433년(세종 15) 파저강 정벌 당시 主將인 崔潤德은 출

병할 때 誓를 행하였다.175) 당시 誓의 첫 번째 조항은 여진인들이 

명 황제의 勅書를 들어 말하더라도 오로지 국왕의 교서에 의해서 

주장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즉, 전시에는 국왕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주장의 명령만을 따라야 하며, 황제의 명령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誓를 통해서 군사들에게 각인시켰다. 세종대 진법

서의 군법들은 바로 誓를 전제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진도법』에 군령이 독립적인 항목으로 있지 않고 敎場에 포함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진도법』의 군령들이 훈련과 관계된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진도법』에서 군령 관련 내용은 ‘무릇 出軍할 

때는’이라 하며 군대가 출정할 때 主將에 의해 군령을 공표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계축진설』 단계에는 『진도법』에 비하여 여

러 가지 군법들이 추가되며 군령 항목이 따로 독립되었는데,176) 그 

내용은 唐 李筌이 지은 『太白陰經』 軍令誓衆篇에 수록된 誓를 전

제한 것이었으며 서술순도 『계축진설』과 거의 동일하다.177) 『계

174) 誓는 고대부터 존재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로 군사훈련을 시작할 
때 행해졌다. 조선 후기 군사훈련시 군법을 발령하는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박금수, 2013 『조선후기 진법과 무예의 훈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체육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3-25쪽 참조.

175)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5월 7일 기미.
176) 세종대 진법서에 군법 조항의 증가는 조선 전기 군역제의 특성상 강력한 군

법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윤훈표는 고려시대 군사조직은 군인
전 분급 및 전정연립을 근간으로 田制와 군역제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군율이 관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고려시대 전장에 출정한 軍將들은 전정연립
을 통해 역과 토지의 상속이 결합된 친족을 포함한 군호를 대표하였고, 군율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집단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게 될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조선 전기에는 전제와 군역제가 결합되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들을 하나의 군대로 조직하여 묶어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법의 적
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윤훈표, 2003 「고려시대 군율의 구조와 그 
성격」 『사학연구』 69, 23-35쪽 ; 윤훈표, 2003 「여말선초 군법의 운영체
계와 개편안」 『한국사상사학』 21, 167~172쪽).

177) 『태백음경』은 唐대 편찬된 종합 병서로 당대까지 유가, 도가, 법가적 사상
의 병학을 비롯하여 술수 등 병음양적 병학도 포괄하였다. 『태백음경』 병학사
적 특징에 대해서는 趙國華, 2004 『中國兵學史』 福州 : 福建人民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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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진설』과 『태백음경』의 군령 조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39-341쪽 ; 湯淺邦弘, 2000 「『太白陰經』の兵學思想」 『大阪大学大学院
文学硏究科紀要』 40 참조. 

『계축진설』 군령178) 『태백음경』 軍令誓衆篇179)

계1

전진하여야 함에 전진하지 않고, 
물러나야 함에 물러나지 않거나, 
나아가지 말아야 함에 나아가고, 
물러나지 않아야 함에 물러나며 
함부로 좌우로 가거나, 휘장[章
服]을 잃은 자는 참한다.

- -

계2 군의 일을 누설하면 참한다. 태1
군대의 일을 누설한 자는 참한
다. 군중에 음모를 누설시킨 자
도 모두 죽을죄이다.

계3 군을 배신하고 도주하면 참한다. 태2
군을 배신하고 도주하면 참한다. 
邪道를 전장에 이르게 한 것도 
같다. 

계4
싸우지 않고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집을 몰수한다. 

태3
싸우지 않고 항복한 자는 참한
다. 순리를 저버리고 적을 따르
는 것도 같다.

계5
기일에 늦으면 참한다.(큰 비나 
눈, 수재나 화재로 인한 것은 처
벌하지 않는다.)

태4
기일에 늦으면 참한다. 큰 비나 
눈, 수재나 화재로 인한 것은 처
벌하지 않는다.

계6
행렬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깃발
이 바르지 않거나, 金鼓가 울리
지 않으면 참한다.

- -

계7 적과 사사로이 교류하면 참한다. 태5
적과 사사로이 교류하면 참한다. 
글로 교신한 자도 같다.

계8 주장을 잃으면 참한다. 태6
주장을 잃으면 참한다. 수행원은 
처벌하지 않는다.

계9
깃발, 북, 부절, 부월을 잃으면 
전 부대를 참한다.

태7
정기, 부절, 부월 등을 잃으면 
참한다. 적에게 준 것도 같다.

계10
어려움에 임해 서로 구하지 않으
면 참한다.

태8
어려움에 임해 서로 구하지 않
으면 참한다. 적대하여 위급할 
때 서로 돕지 않은 것도 같다.

계11
거짓된 말로 현혹시키거나 음양, 
점술 등의 말을 망령되이 하면 
참한다.

태9
거짓된 말로 현혹시키면 참한다. 
음양 등의 말을 망령되이 하여 
군중을 동요한 것도 같다.

계12
이유 없이 군대를 놀라게 하면 
참한다.

태10

이유 없이 군대를 동요시키면 
참한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며 
적이 나타났다고 헛소문 내는 
경우도 같다.

계13 무기와 군장을 버리면 참한다. 태11 무기와 군장을 버린 자는 참한

<표 3-3> 『계축진설』, 『태백음경』 군령 관련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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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其有應進而不進 應退而不退 
不應進而進 不應退而退 擅左右者 亡章服者斬 漏軍事者斬 背軍走者斬 不戰而降
敵者沒其家 後期者斬(阻雨雪水火不坐) 行列不齊旌旗不正金革不鳴者斬 與敵私交
通者斬 失主將者斬 失旗鼓節鉞者全隊斬 臨亂不相救者斬 訛言誑惑妄說陰陽卜筮
者斬 無故驚軍者斬 遺棄五兵軍裝者斬 將吏職事不平藏情相容者斬 以强陵弱樗蒲
忿爭酗酒喧嘩惡罵無禮於理不順者斬(因公宴會 醉不坐) 軍中奔車走馬者斬(將軍以
下 竝步入營) 破敵先擄掠者斬 更鋪失候 犯夜失號 止宿他舍者斬 守圍不固者斬 
不伏差遣及主吏役不平者斬 侵欺百姓奸居人子女及將婦女入營者斬 違主將一時之
令者斬”.

다. 성실히 검찰하지 않은 자도 
같다.

- - 태12
아군끼리 훔치면 참한다. 많고 
적음을 계산하지 않고 참한다.

계14
將吏로서 업무를 불평등하게 하
고 사정을 감추어 서로 용납하면 
참한다.

태13

將吏로서 업무를 불평등하게 하
고 사정을 감춰 서로 용납한 것
은 법을 왜곡한 것과 같이 다스
린다. 

계15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고 도박으
로 분쟁하거나 술주정으로 소란
하고 무례하게 욕설하며 다스려
도 따르지 않으면 참한다.(공적
인 연회에서 취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태14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고 도박으
로 분쟁하거나 술주정으로 소란
하고 무례하게 욕설하며 법에 
따라 다스려도 따르지 않으면 
참한다. (공적인 연회에서 취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계16
군중에서 말과 수레를 달린 자는 
참한다. (將軍이하는 모두 걸어
서 군영에 들어간다)

태15

군중에서 말과 수레를 달린 자
는 참한다. 軍將이하 모두 걸어
서 군영에 들어가야 하는데 말 
타고 입영한 자도 같다. 

계17
적을 격파하였을 때 먼저 노략질
하면 참한다.

태16
적을 격파하였을 때 먼저 노략
질한 자는 참한다. 적의 국경을 
들어간 자도 같다.

계18
鋪를 바꾸는 시기를 잃거나 밤에 
군호를 잊고 다른 숙소에서 묵으
면 참한다.

태17
鋪를 바꾸는 시기를 잃거나 밤
에 군호를 잊고 다른 火180)에 
가서 숙박한 자는 참한다.

계19
경계를 지키는 것을 굳게 하지 
않으면 참한다.

태18
경계 근무를 굳게 하지 못한 자
는 참한다. 죄는 1火까지 적용한
다.

계20
파견이나 主吏 임무 맡김에 불복
하고 불평하면 참한다.

태19
파견이나 主吏역에 불복하고 불
평하면 참한다. 사적으로 횡포한 
자도 같다.

계21
백성을 침탈하고 주민자녀를 간
음하거나 부녀자를 군영에 들이
면 참한다.

태20

백성 자녀를 침탈하거나 부녀자
들을 군영에 들인 자는 참한다. 
군중에서 여자의 기운을 삼가는 
것이다.

계22
주장의 임시의 명령이라도 어기
면 참한다. 

태21
장군의 임시의 명령을 하나라도 
어기면 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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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3>는 『계축진설』의 군령과 『태백음경』 軍令誓

衆篇을 비교한 것이다. 『계축진설』의 항목은 각각 계1~22로 『태

백음경』 항목은 각각 태1~21로 표기하였으며, 병서의 수록 순서대

로 배치하되 같은 내용의 항목이 같은 항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

를 살펴보면 『계축진설』의 군령 22개 중 20개가 『태백음경』의 

내용과 같으며, 전체적인 항목의 배열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둘을 비교하면 『계축진설』의 경우 각 군령에 대한 부가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이 ‘죄상 + 처분’의 형식으로 간략하다. 부가

설명이 있는 계5, 계15의 경우 그 설명은 細註로 처리하였다. 이는 

실제 戰時나 대열 훈련시 행하는 誓에서 활용할 때 군사들이 직관

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계14와 같은 내용인 태

13의 경우 『태백음경』은 법을 왜곡한 일로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계축진설』에서는 斬刑에 처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해졌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들이 전시 상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참형에 해당하

는 중죄 위주로 수록한 것도 誓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위의 군령 조항들이 등장하는 주요 서적 중 『계축진설』의 편자

들이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서적은 『통전』, 『태백음경』, 그

리고 『위공병법』의 3가지가 있다. 그런데 『통전』을 직접 인용하

면서, 『태백음경』의 서술 순서대로 우연히 편집하는 것은 가능성

179) 『太白陰經』 卷3 雜儀類 軍令誓衆篇 “一漏軍事者斬 漏泄軍中陰謀者 皆死
罪 一背軍走者斬 左道及臨陣者同 一不戰而降者斬 背順歸逆者同 一不當日時而後
期者斬 阻雨雪水火大者不坐 一與敵人私行交通者斬 言語書信者同　一失主將者斬 
隨從者不坐 一失旌旗節鉞者斬 與敵人所取者同 一臨難不相救者斬 爲敵所急不相
救助者同 一誑惑訛言者斬 妄說陰陽以動衆者同 一無故驚軍者斬 呌呼奔走妄言煙
塵有賊者同 一遺棄五兵軍裝者斬 不謹固檢察者同 一自相盜者斬 不計多少斬 一將
吏守機不平藏情相容者 理事曲法同 一以强凌弱 樗蒲忿爭 酗酒喧競 惡罵無禮于理
不順者斬(因公宴醉者不坐) 一軍中奔馳車馬者斬 軍將以下 並步入營 乘騎者同 一
破敵先虜者斬 入敵境者同 一更鋪失候 犯夜失號 擅宿他火者斬 一守圍不固者斬 
罪及一火 一不伏差遣及主吏役使不平者斬 有私及强梁者同 一侵欺百姓子女及將婦
人入營者斬 軍中愼女子氣 一違將軍一時一命皆斬”.

180) 火는 당 府兵의 편제 단위로 10명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당 부병의 조직 구
성에 대해서는 백기인, 1998 『중국군사제도사』 국방군사연구소, 136-1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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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희박하다. 『태백음경』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위 인용문 중 태3은 ‘싸우지 않고 

항복한 자는 참한다.’고 하였는데, 같은 조항은 계4는 “싸우지 않

고 항복한 자는 집을 몰수한다.”고 하였다. 『위공병법』에서도 

『계축진설』과 마찬가지로 통전에서 인용한 “싸우지 않고 항복한 

자는 집을 몰수한다.”라고 하였다.181) 또 『태백음경』에는 없는 

계6 ‘행렬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깃발이 바르지 않거나, 金鼓가 울

리지 않으면 참한다.’는 조항은 『통전』과 『위공병법』에는 수록

되어 있다. 『위공병법』의 경우 언제 失傳되었는지 명확히 않으며, 

조선에 유입되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결국 『계축진설』의 내

용은 『태백음경』의 軍令誓衆篇의 내용을 인용하되 『통전』의 내

용을 함께 검토하여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182) 

『계축진설』 군령 항목에서 『태백음경』의 軍令誓衆과 같은 순

서로 배치한 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세종대 진법서의 군령 조항

들은 단순히 군령을 나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대열의례 절차 

중 장수에 의해 군령을 공표하는 誓를 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군령 항목의 순서를 『태백음경』 軍令誓衆을 따라 정리

한 것이다. 1433년 파저강 정벌 당시 誓의 사례를 보면, 『계축진

설』의 군령 항목과 유사한 내용도 있지만 渡江할 때 대오를 갖추

어 질서정연하게 할 것이라던가, 매일 진무 1명과 한양에서 파견된 

軍官 4명이 번을 나누어 營門을 지킬 것 등의 실제 부대 상황에 따

라 정한 것도 있었다.183) 즉, 『계축진설』 군령 항목은 誓에서 행

181) 『위공병법집본』의 찬자는 『태백음경』의 서술을 인용하면서, “이미 적에
게 항복하였는데 어떻게 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집을 몰수하는 것이 옳
다”라고 하였다. 

182) 혹은 『위공병법』을 직접보고 인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공병법』이 
현전하지 않고, 이미 송대에 실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
다. 하지만 『계축진설』에서 『위공병법』의 내용을 인용한 『통전』이나 『태
평어람』, 혹은 『태백음경』 중 특정한 하나의 서적을 통해서 인용한 것이 아
님에도 『위공병법』의 내용을 산발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위공병
법』을 직접 인용하였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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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보편적인 군령을 당 병서에서 갖추어 놓은 것으로, 誓를 행할 主

將들이 참고할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 외 『계축진설』의 내용 중 단편전인 규정 및 잡령들도 중국 

병학, 특히 이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았다. 진형의 배열할 때 간

격의 규정은 『진도법』에서는 보병은 서로 6尺 거리, 마병은 그 2

배라 하였는데, 『계축진설』에서는 가로는 5步, 세로는 4步라고 하

였고, 진과 진 사이는 진의 규격만큼, 대와 대 사이는 대의 규격만

큼 거리를 벌리도록 하였다. 이는 『이위공문대』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184) 또 『계축진설』에서 행군시 선두에 있는 ‘우군은 교

량과 진흙 수렁을 수리하고 좁은 길을 개척하며, 좌군은 뒤를 막아 

잔류물[闌遺]을 수습한다.’는 내용 역시 『위공병법』을 인용한 것

이었다.185) 

이상 『계축진설』에 담긴 진법론과 신호체계, 군법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이해는 파저강 정벌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내

용을 보완하여 실용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보

다는 『진도법』 이래 진법론을 보다 체계화하고 이론적으로 보완

하는 과정에서 기정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어 나름 구체적인 전술로

서 응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전

술적인 유연성이 증대되었고, 이런 경향 때문에 실전의 경험에 바탕

하여 실용적인 내용을 보완했다고 평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진법

이론의 발달은 大閱이라는 군사훈련의례의 정립과정에서 진법과 병

학에 대한 연구과 진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진법서의 편찬과 병학에 대한 연구는 진법훈련을 제도화하

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었다. 기병과 보병의 합동전술을 운용하기 

183)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5월 7일 기미.
184) 『李衛公問對』 中卷 “每部占地二十步之方 橫以五步立一人 縱以四步立一人 

凡二千五百人 分五方空地四處 所謂陣間容陣者也”
185) 『衛公兵法輯本』 卷中 部伍營陳 “右虞候 先將此兵 修理橋梁泥濘 開拓窄路 

左虞候 排窄路捍後 收拾闌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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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진법훈련을 정립하는 일과 함께, 무장들에 대한 교육과 훈

련 그리고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였다. 기존 소수 정예 기병 중심의 

전술체계에서 무장은 군사들과 함께 선봉에서 전투하는 戰士型 장

수였다면, 화기가 개발되고 보병이 늘어나면서 전장의 상황이 복잡

해짐에 따라 후방에서 전체를 조망하며 지휘하는 指揮型 장수가 필

요해졌다.186) 『진도법』과 『계축진설』에서 가장 작은 전술단위

인 隊부터 각각 지휘관을 두고, 후방에서 督戰할 것을 명시하고 있

었던 것도 이러한 변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계축진설』 군법 

조항의 강화 역시 실용적인 군사 법령의 마련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변화하는 군사체제에서 지휘형 무장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진법에 대한 이론을 탐구하고 병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되

면서, 장수에 대한 병학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었다. 15세기 후반에는 이와 같은 병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결

과, 국가에서 주도하여 다양한 병서를 편찬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군사훈련의 형식과 절차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186) 강성문은 화포의 야전 활용으로 기존의 직접 전투하는 지휘관에서 후방에서 
지휘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강성문, 2000 「崔茂宣의 火器製造
로 인한 戰術과 外交變化」 『韓民族의 軍事的 傳統』 봉명, 397쪽) 화포의 야
전 활용은 기병 중심이 편제에서 기병과 보병의 합동 전술로의 전환되면서, 보
병의 전술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戰士型 장수
에서 指揮型 장수로의 전환은 보병 편제 강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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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15세기 후반 병학 발전과 군사훈련 변화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군사훈련의 시행과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에서 결정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병학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古制와 조선의 진법론을 결합하

여 이상적인 군사훈련의례를 갖출 수 있었다. 

세종 후반 이후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병서가 편찬되고, 병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이상적인 군사훈련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

였다. 군사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도 중요하지만, 군사들을 지휘

하는 무장에 대한 병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이

다. 군사들의 움직임을 통일하는 군사훈련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군사들을 운용하는 일은 무장의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종대 정립된 군사훈련의례는 이상적인 형식을 만들고자 

하였다면, 15세기 후반의 군사훈련의례는 실전적인 내용을 군사훈

련의 ‘이상’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15세기 후반 군사훈련의례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군사

훈련 시행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기존의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훈

련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병학 이해의 진전을 통해 실전적 형식의 군사훈련의 필요성

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15세기 후

반 조선의 병서 편찬을 통해 병학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이후 군

사훈련 변화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1. 병학 교육을 위한 병서 편찬

조선 초 진법훈련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진법을 중심으로 한 병학 

연구가 진행되었다. 세종대 진법훈련의례는 『주례』의 제도와 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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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융합하여 이상적 훈련으로서 大閱儀를 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 초부터 중시되었던 무경칠서 이외의 다양한 중국 兵學가 유입

되었고, 세종 후반부터는 중국의 병서를 간행하여 반포하거나 조선

에서 재정리한 병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사회의 

병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고, 군사훈련을 위해서 무장들에게 병

학을 익히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었다. 

15세기 후반 무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은 조선 사회 병학 

수준 향상과 함께 당시 양계 지역 방어 전략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

해할 수 있다. 세종 중엽 이른바 4군 6진 개척을 통한 양계의 영토 

확장이 추진되면서 邊鎭의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1) 새로 

개척된 지역의 변진에는 口子의 설치가 수반되었고, 구자에도 성을 

쌓게 되었다. 이는 나아가 행성 축조로 이어졌고, 국경지역을 중심

으로 한 방어체계를 형성하였다. 세종 연간에 변진의 지휘관인 鎭將

은 진이 설치된 고을의 수령이 겸임하였고, 때문에 모두 무관이 임

명되었다. 鎭將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해당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었

지만 수령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장수로서 군사적인 능력만 

요구되진 않았다.

1433년(세종 15) 여진 세력이 여연을 침범한 일에 대해 童孟哥

帖木兒가 忽剌溫 兀狄哈 세력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세종은 두 

세력이 공모한 것을 의심하였다.2) 이에 邊將에게 공적으로 탐문하

지 말고, 비밀리에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또 邊將들은 

조선에서 여진 세력과 통교하는 것을 명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여

진 세력의 방문과 공물을 중간에서 처리해야만 했다.3) 조선 조정에

서는 원칙에 따라 여진 세력의 공물을 받지 않으면 이를 원망할 것

1) 오종록, 2014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 국학자료원, 239-258쪽 
참조. 

2)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1월 15일 기사.
3)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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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받아들이고, 공물에 따라 면포나 미곡을 回賜品으로 주되, 국

가에서 공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변장이 개인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변장들은 무장으로서 전투하는 일 이외에도 

국경 지역에서 여진과 통교하는 일을 관리하며 외교적인 문제로 비

화되지 않도록 대처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1436년(세종 18)에는 4품 이상의 관원들에게 외적을 제어할 방

책을 올리게 하였다.4) 원론적인 대책부터 구체적인 평안도 지역 관

방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중 장수에 대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武才와 吏才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는 인

식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침략은 武로써 막는 것이지만 사람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德에 근본해야 하는데, 변방의 주민들은 야인과 

가까워 습속이 사납기 때문에 이들을 마음으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는 덕망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智勇이 뛰어나고 

文武를 겸비한 자를 발탁하여 郡邑을 맡기면 忠義를 民들에게 가르

칠 것이니 민정이 밝아지면 군무도 강화될 것’이란 의견 등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킨다거나 文武兼全과 같은 말은 원론적인 내

용이기도 하지만 세종 후반 변장을 임명할 때 武才와 吏才의 겸비

는 실질적인 고려의 대상이었다.5) 

邊將의 갖추어야할 요소로서 군사적 역량 이외 다양한 능력이 강

조되면서, 세종대 후반에는 진법서 이외의 병서를 본격적으로 수입

하고 편찬하기 시작하였다.6) 1429년(세종 11) 宋 戴溪가 춘추시대

부터 五代까지 武將들의 행적을 논평한 『歷代將鑑博議(이하 장감

박의)』가 조선에 전래되었고, 세종은 이를 武經習讀官이 익혀야 할 

4) 『세종실록』 권73, 세종 18년 윤6월 19일 계미.
5) 『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 6월 5일 무자.
6) 세종 후반부터 진법서 이외에 전쟁사, 화기 등으로 다양한 주제의 병서가 편찬

되거나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전기에 간행된 병서에 대해서는 노영구, 
2002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2-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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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로 정했다.7) 『장감박의』는 세종대에 별시 무과의 과목에 포

함되었고, 무경칠서, 『陣圖』, 『太一算』과 함께 武學 試才의 표준

서적으로 선택되었다.8) 

1437년(세종 19)에 조선에서는 『장감박의』에 실린 장수들의 

논평에 事跡을 추가하여 간행하였다.9) 그 발문에 의하면 “權謀에

는 孫武, 吳起와 같은 이가 있고, 죽이고 항복받은 데에는 白起 같

은 이가 있으니, 비록 요행으로 공을 이루었더라도 실로 취할 것이 

없다. 諸葛亮, 郭子儀와 같은 忠義正大한 이에 대하여 장수된 자는 

진실로 알아야 한다. 우리 殿下가 將略에 뜻을 두어 이 책을 編纂하

여 武士를 가르치게 하시니 대체로 제갈량, 곽자의와 같은 人才를 

얻어 쓰려는 것이다.”라 하였다.10) 즉, 장수로서 무예나 병학이 뛰

어난 자보다도 忠義가 있는 자를 높이 평가하였고, 『장감박의』와 

같은 병서를 통해 이를 내면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더하여 세종은 무신들에게 귀감이 될 전쟁 사례를 정리한 

『歷代兵要』를 편찬하도록 하였다.11) 『역대병요』는 고대 黃帝와 

蚩尤의 전투부터 고려 말 이성계와 여진의 전투까지 망라하여, 총 

13권 262개의 전쟁을 수록하였다. 『역대병요』는 세종 생전에 완

성되진 못하였고, 1451년(문종 1) 9월에야 마무리 되었다.12) 문종

은 『역대병요』의 편찬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삼국시

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전쟁 사례를 따로 모아 『동국병감』을 편찬

7) 『세종실록』 권45, 세종 11년 7월 11일 을묘.
8)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3월 4일 신사 ; 권117, 세종 29년 8월 5일 갑

자 ; 권47, 세종 12년 3월 18일 무오 ; 『厖村先生文集』 卷3 啓 陳諸學試才標
準書籍啓.

9)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7월 19일 정미.
10) 上同.
11) 『역대병요』는 세종의 행장에 “古今의 군사를 운용하던 事迹을 모아서 武經

에 對質하여 『역대병요』라 이름을 지었다.” 라고 하여 세종의 주요한 업적으
로 기억되었다. 『역대병요』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는 李在範, 1996 「『歷
代兵要』의 文獻的 考察」 『軍事史硏究資料集』 1, 국방군사연구소, 1-16쪽 ; 
정해은, 2004, 『한국 전통 병서의 이해』, 군사편찬연구소, 143-152쪽 참조.

12) 『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9월 16일 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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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는 당시 북방 침입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13) 이는 

『동국병감』에 왜구와의 전투 및 교전 기록이 누락된 것을 통해서

도 알 수 있다.14) 

이처럼 세종대 진법서 편찬에 이어서 戰爭史 관련한 병서들이 편

찬되었다. 진법서를 편찬하여 진법 이론의 정론을 형성하고 훈련의 

이념형을 완성하였다면, 전쟁사를 수록한 병서들을 무장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군사훈련의 정립을 통해 군사들의 통일된 움

직임을 형성하였다면, 그 다음은 이들을 지휘할 장수들의 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전쟁사를 교육하여 무장들에게 단순히 무

예가 강한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무장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병서 편찬은 병학에 대한 인식에 있

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전까지는 장수가 갖추어야할 능력으

로 개인의 무예 능력과 이를 통한 전투 수행능력 등을 중요하게 인

식하였다면, 세종 후반 이후에는 병학을 익히는 일이 장수로서 갖추

어야 할 핵심적인 능력으로 여겨진 것이다.15) 이는 兵學을 口傳心

授하는 기술(art)이란 인식에서 교육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학문

(science)으로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무장 양성을 위한 병학 교육은 세조대에 더욱 강화되었다. 세조

는 武臣 중 장수로 성장할만한 인재를 선발하여 武才錄이라 칭하고, 

그들에게 평상시 병서를 읽도록 하였다.16) 무재록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것은 1434년(세종 16)이다.17) 당시에는 의정부와 육

13) 『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3월 11일 을묘.
14) 『동국병감』의 편찬배경과 그 특징에 대해서는 정해은, 2015 「조선 초기 

역사서와 『동국병감』의 편찬」 『한국사학사학보』 32, 218-229쪽 참조.
15) 조선 초 무과의 제도를 정하면서 무경칠서를 講하는 것을 그 과목에 포함하였

던 것을 보면, 장수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병학을 인식하였던 것은 이보다 앞선 
시기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세종대 이후 자체적으로 병서를 편찬하여 장수의 
교육 및 양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는 것은 병학의 수준이 이전
과 비교하여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16) 『세조실록』 권32, 세조 10년 1월 28일 신사 ; 권34, 세조 10년 8월 1일 
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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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서, 도진무가 매 식년마다 武略이 있는 자들을 추천하여 기록

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조대 이전의 무재록은 단지 장수

후보자로 추천된 인물이었다면, 세조대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인 병학을 교육하고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장수로 육성하였던 것이

다.18)

세조는 재위 초기부터 장수를 양성하는 데에 개인의 무예 기량보

다도 병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19) 1461년(세조 7) 세조는 입

직한 衛將들에게 陣書를 講하게 하였는데 모두 통하지 못하자, “武

才만으로 등용하였다면 너희 같은 재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라며 질책하기도 하였다.20) 세조는 무장들에게만 병서를 통

해 병학을 익힐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병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세조는 『역대병요』의 편찬 작업에 참

여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 전기 진법서를 집대성한 『(오위)진법』

의 편찬에도 관여하였다. 그 외에도 『武經七書註解』, 『兵政』, 

『兵將說』 등 다양한 병서 저술에 관여하기도 하였다.21) 

 특히 세조는 자신이 편찬에 간여하였던 『역대병요』, 『(오위)

진법』, 『병정』을 ‘兵家之要’라하여 중시하였다.22) 세 병서는 

각각 전쟁사, 진법, 그리고 군사행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세조가 추구하였던 이상적인 將帥像을 엿볼 수 있다. 

『(오위)진법』은 앞서 살펴본 鄭道傳의 「陣法」, 세종대 편찬

17) 당시 세종은 무재록에 실려 있는 인재들은 선발된 지 오래되어 임용하기 어렵
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을 따로 기록한 무재록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세종실록』 권66, 세종 16년 12월 2일 을사). 그리
고 본래 장수후보자 명단이라는 뜻의 무재록이란 말이 전용되어 세조대에는 
‘무재록’이라는 말 자체가 장수후보자를 지칭하는 말로 인식되었다.

18)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 9월 23일 계유.
19) 『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 2월 27일 병진.
20) 『세조실록』 권26, 세조 7년 10월 20일 병술.
21) 윤훈표, 2012 「『兵將說』의 체계적 분석과 조선 병학의 새로운 이해 –판본

별 구성과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48, 5-6쪽.
22) 『세조실록』 권26, 세조 7년 11월 7일 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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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진도법』과 『계축진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 초기 진법

론과 훈련법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병서이다. 앞서 세종대 편찬된 

두 병서는 大閱을 위한 훈련서로서 성격이 강하였다면, 『(오위)진

법』은 편제와 신호체계, 진법이론, 훈련 절차 등을 망라하여 독립

적인 진법서로서 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즉, 『(오위)진법』

을 통해 군사훈련을 지휘하고 실전에서 군대를 운용하기 위한 이론

과 원칙을 익힐 수 있었을 것이다.23) 세조는 즉위 이후에 『(오위)

진법』을 두 차례 개정하였는데, 새로 주석을 덧붙이고 形名圖와 陣

圖를 그려 넣어 진법을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무

장들이 진법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작업이었다.24) 

『역대병요』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고대부터 고려 말까지

의 귀감이 되는 전쟁 사례를 엮은 병서이다. 단종 초 『역대병요』 

修撰 작업을 세조가 주도하면서, 『역대병요』는 세조의 주요한 업

적으로 여겨지며 병서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452년(단종 즉위

년) 5월 승정원에서 『역대병요』를 진상하였는데, 세조가 직접 작

성한 것이 아님에도 ‘世祖所撰’이라 기록하고 있다.25) 세조가 

『역대병요』를 중시하였던 것은 세종, 문종 등 선대 국왕이 시작한 

『역대병요』 편찬 작업을 자신이 마무리하였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이다. 

癸酉靖難 이후 『역대병요』는 더욱 중시되었다.26) 1454년(단

종 2) 武科 講書 과목에 『역대병요』가 포함되는 것을 시작으

로,27) 그 해 11월 알성시 전시 무과 강서에서 四書, 五經, 무경칠

서, 『역대병요』, 『資治通鑑』 중 한 책을 자원에 따라 講하게 하

23) 『(오위)진법』에 수록된 진법 이론에 대해서는 본문 4장 2절 ‘1) 문종대 
진법훈련 개선과 『(오위)진법』의 편찬’ 참조.

24) 정해은, 앞의 책, 96-98쪽.
25)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5월 26일 무오.
26) 세조대 『역대병요』 활용 양상에 대해서는 李在範, 앞의 논문, 16-18쪽 참

조.
27) 『단종실록』 권11, 단종 2년 4월 19일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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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대병요』를 선택한 자는 획득한 점수를 2배로 주도록 하였

다.28) 세조 즉위 이후에도 『역대병요』는 무과 강서 과목으로 계

속 사용되었고, 도총부 당하관, 部將, 宣傳官 등 장차 장수가 될 무

관들의 取才 과목으로 포함되었다.29) 게다가 평소에도 무신들을 대

상으로 『역대병요』를 읽도록 하였다.30)  이러한 조치로 『역대병

요』는 무과에 합격하고, 고위 무장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익혀

야 하는 병서로 여겨졌을 것이다. 

『역대병요』를 중시하였던 것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역

대 전쟁 사례를 통해서 진법의 원리가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었기 때

문이었다. 

또한 세조는 무관뿐 아니라 문관들에게도 『역대병요』를 읽도록 

하였다. 國學의 생도들에게도 『역대병요』를 정기적으로 시험하도

록 하여 이를 익히도록 장려하였다.31) 1463년 종친 및 재추들에게 

將才가 있는 인물을 추천하게 하자, 총 100여명이 천거되었다.32) 

이들 중 10여명은 문신이었는데, 그들을 나머지 무신들의 敎訓官으

로 삼아서 『역대병요』와 『무경』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는 병

학이 단순히 전투를 위한 기술이 아닌 軍事에 관한 지식으로서 여

겨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병정』은 오위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군사 관련 

세부 조항을 수록한 법령집의 성격을 가진 병서로 1459년(세조 5) 

경에 편찬되었다.33) 1451년(문종 1) 조선 건국 이래 10司 혹은 

28) 『단종실록』 권12, 단종 2년 9월 9일 정사.
29) 『경국대전』 권4 「병전」 試取.
30) 『세조실록』 권12, 세조 4년 3월 3일 경인 ; 권18, 세조 5년 11월 20일 무

술.
31) 『세조실록』 권21, 세조 6년 9월 17일 경인.
32) 『세조실록』 권30, 세조 7년 7월 29일 병진.
33) 『병정』은 세조 초기 오위제의 수립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

기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편찬되었으며, 『경국대전』 「병전」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병정』에 편찬 배경에 대해서는 정해은, 200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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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司로 구성되었던 중앙의 군사조직 5司로 개편하였다. 1457년(세

조 3) 세조는 이를 다시 5衛로 변경하였다.34) 이때의 조치는 단순

히 司에서 衛로 조직의 명칭만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는 甲

士, 別侍衛 등 같은 병종에 속한 군사를 5司에 적절히 분산하여 배

치시켰던 것을 바꾸어 병종별로 각 위에 배치하여, 갑사 전체가 하

나의 위에 속하게 하였다. 

5衛체제로의 변화에 따라 실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중앙의 군사 

행정 운용 방식도 따라서 변화하였다. 『병정』의 여러 조항들은 이

러한 중앙의 군사조직의 운용상의 변화점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啓本平關牒報」는 병조, 진무소와 5위의 衛將 사이의 공문서 

양식을 정한 것으로 당시 새로 정립한 5위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

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入直, 行巡 등 중앙군의 기본적인 업무부터 

大閱, 疊鐘, 疊鼓 등의 주요한 군사훈련 때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병정』의 내용은 5위의 군사들의 일상적인 주요업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았다. 세조대 

『병정』을 무장들이 익혀야하는 핵심적인 병서로 여겼던 것은 무

장도 武官으로서 吏才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병

정』에 수록된 대부분의 규정은 이후 『경국대전』 병전에 수록되

었던 것을 보아도, 『병정』에 수록된 내용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상 세조대 중시되었던 병서들의 내용을 통해 당시 지향하였던 

장수상을 유추할 수 있다. 『(오위)진법』을 통해 군사들에게 진법

을 훈련시키고 이를 운용하는 用兵 능력을 배양하였을 것이고, 『역

대병요』는 역대 전쟁 사례를 익힘으로써 훈련만으로 익힐 수 없는 

국 전통병서의 이해(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18쪽 ; 윤훈표, 2009 
「조선 세조 때 병정 편찬의 의미와 그 활용」 『역사와실학』 40, 8-17쪽 참
조.

34) 조선 초기 중앙군의 오위체제 개편과정에 대해서는 김웅호, 2017 『조선초기 
중앙군 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64-166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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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과 응용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정』을 통

해서 무장으로서의 역량과 함께 관료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무겸전의 장수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세조대에는 『역대병요』, 『(오위)진법』, 『병정』 외에도 다양

한 병서가 편찬되었다. 그 중 당시 조선의 병학 교육과 병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경칠서

주해』의 편찬이다.35) 알려진 바와 같이 1402년(태종 2) 처음 무

과가 실시되었고, 무경칠서는 무과 중 講書 과목의 대상이었다. 무

과에서 강서의 중요성은 그 제도 정비과정에서 부침이 있었지만, 배

점이 상당하여 무과의 등차를 결정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때문에 무경칠서는 조선 초 무과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만 

했다. 

이에 조선 초에도 무경칠서와 관련된 서적들이 간행되었다. 

1404년(태종 4) 11월에는 무경칠서 중 하나인 『三略』의 저자의 

다른 병서인 『黃石公素書』를 간행하였고,36) 1409년(태종 9) 4월

에는 『孫子』에 대한 曹操부터 宋代 주석가들 11인의 주석을 모은 

『十一家註孫子』를 간행하였다.37) 하지만 조선 초 병학과 병서에 

대한 이해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무인들이 무경칠서를 

익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孫子』의 경우 그나마 『十一家

註孫子』와 같이 참고할 만한 주해서가 있었지만 다른 6종의 병서

는 별다른 주해도 없던 실정이었다.38) 이러한 배경에서 『무경칠서

주해』를 편찬하여 병학의 학습을 돕고자 하였던 것이다.39) 

35) 무경칠서는 송대 병학의 정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병서라 할 수 있는데, 
조선에서 『무경칠서주해』를 편찬한 일은 무경칠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6) 박철상, 2008 「조선 최고(最古)의 병서(兵書) 제주도판 『황석공소서(黃石
公素書)』의 출현과 의미」 『문헌과해석』 45, 271-272쪽.

37) 윤병태, 1986 「朝鮮朝 前期의 兵書刊行」 『출판학연구』 28, 108쪽.
38) 『太虛亭集』 卷2, 跋類 ‘武經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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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문종이 세조에게 명하여 『손자』 등 책의 구결과 주해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 작업은 단종대로 이어져 『역대병요』 수찬 

작업과 함께 진행되었다.40) 『손자』 주해 작업은 『역대병요』 수

찬 작업과 비슷하게 완료되었지만 『손자』 외의 무경칠서의 주해 

작업은 이후에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경칠서주해』 

편찬 작업은 1460년(세조 6) 초부터 최항 등에 의해 진행되어 

1463년(세조 9)에 마무리되었다.41) 이를 통해 무경칠서에 대한 기

초적인 이해가 가능해졌고, 다른 병서의 편찬에도 활용하였다. 

1462년 편찬된『兵將說』에는 무경칠서나 『將鑑博議』등의 병서

의 구절을 인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1459년에는 『奇正圖譜』가 간행되었다.42) 『기정도보』는 세

조가 잠저시절 작성한 내편과 외편, 그리고 세조의 명에 따라 李純

之와 崔灝元 등이 『기정도보』 내용 중 占術과 관련된 내용을 풀

이한 속편으로 구성되었다. 1459년에 이순지 등이 속편을 작성하고 

기존의 내·외편과 합쳐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기정도보』는 현전

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奇正이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병학 중에서도 奇正의 운용에 대한 이론을 다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정도보』는 기정의 운용법을 해설하고, 아울러 군사

와 관련된 天時와 地理를 정리한 종합 병서로 추측된다.43)

39) 세조대 『무경칠서주해』의 편찬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무경칠서 및 병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경칠서주해』는 무경칠서의 
본문에 口訣과 주해를 붙인 정도로 그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된다. 조선 전기 무경칠서 및 병학 이해수준에 대해서는 노영구, 2017 「조선
시대 『무경칠서』의 간행과 활용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0, 121-126
쪽 참조.

40) 『단종실록』 권4, 단종 즉위년 11월 12일 경오.
41) 『세조실록』 권19, 세조 6년 2월 12일 기미 ; 3월 29일 병오 ; 『太虛亭

集』 卷2, 跋類 ‘武經跋’.
42) 『세조실록』 권18, 세조 5년 10월 7일 을묘.
43) 세종 후반까지도 전쟁을 할 때 吉日을 점예문지치는 陰陽·術數와 관련된 일

은 전적으로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폐지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7월 12일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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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지의 서문에서 奇正이라는 것은 陰陽과 다르지 않으며, 책의 

제목을 奇正이라고 한 것은 병법은 기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라

고 하였고,44) 19세기 말 프랑스인 모리스 쿠랑이 저술한 『한국서

지(Bibliographie Coréenne)』에도 기정도보의 내편은 전술

(tactique)에 대해, 외편은 지리, 속편은 점성술에 대해 다루었다고 

기록한 것을 통해서도 이 책의 진법 이론과 음양을 망라한 종합 병

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45) 

이러한 종합 병서의 편찬 시도는 唐宋시기 병서 편찬 경향과도 

통한다. 唐代 『太白陰經』, 宋代 『虎鈐經』46)과 『武經總要』등의 

종합 병서가 편찬되었다. 이 병서들은 그 이전까지 병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지식들을 망라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陰陽·術數 등의 兵

陰陽의 병학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는 唐宋代에 점차 진법론이 진

전되고 兵形勢 중심의 병학이 발전하면서, 병음양적인 내용들을 법

칙으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군의 사기를 높이거나 적군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다.47) 

세종은 병가의 핵심은 천시, 지리, 인화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말

하며, 음양·술수를 폐할 수는 없다고 인식하였다.48) 당시 2차 파

저강 정벌 세종은 서운관에 명하여『태일병법』에 따라 8,9월의 길

흉을 계산하여 평안도와 함경도 도절제사에게 참고하도록 하였다. 

44) 『東文選』 卷94 序, ‘奇正圖譜序’.
45) 모리스 꾸랑 저, 이희재 역, 2005, 『한국서지』 일조각, ‘2450.奇正圖譜’.

KRPIA.CO.KR, ⓒ 2020 ㈜누리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http://www.krpia.co.kr.libproxy.snu.ac.kr/viewer?plctId=PLCT00004830&t
abNodeId=NODE03878467(검색일 : 2020년 8월 12일).

46) 『虎鈐經』은 北宋 초 許洞이 지은 종합병서로 병학, 진법, 무장 선발, 훈련 
및 술수 등의 송 이전 병학과 관련한 내용을 망라하였다. 『虎鈐經』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趙國華, 2004 『中國兵學史』 福州 : 福建人民出版社, 쪽 ; 허
순영, 2017 「『虎鈐經』試論 및 校釋 硏究」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
위논문 참조. 

47) 湯淺邦弘, 2000 「『太白陰經』の兵學思想」 『大阪大学大学院文学硏究科紀
要』 40, 35-36쪽.

48)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7월 12일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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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대 진법론 및 병음양을 아우르는 종합 병서인 『기정도보』를 

편찬한 것 역시 병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지식들을 망라한 종합 

병서의 편찬하려는 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 구체적인 성곽 제도 및 攻城 및 守城 도구 및 그 전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병서인 『聖製攻守圖』49)도 세조대에 유입되었

다.50) 병서를 본 세조는 제도는 현재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1464년(세조 10) 양성지가 군제 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성과 

수성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성제공수도』를 참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1467년(세조 13)에는 양성지와 壽城都正 李昌에게 이

를 연구하도록 하였다.51) 이후 구체적인 성과는 알 수 없지만 다방

면의 병서를 도입하고 이를 연구하는 작업이 세조대 동안 지속되었

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세조대까지 조선의 병서 편찬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진법훈련을 위한 매뉴얼로서 진법서의 편찬이 시작되어, 점차 체계

를 갖추며 진법론과 훈련법을 담은 병서로 발전하였다. 『진도법』, 

『계축진설』의 진법서를 분석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조선의 진법

이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훈

련을 위한 병서 뿐 아니라 훈련을 담당하는 무장들의 교육을 위한 

병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戰爭史를 다룬 병서를 편찬하기 시작

하였다. 그 후 火器, 軍法, 고전 병서의 註解書, 그리고 天文, 地理 

등 병학에서 다루는 여러 분야의 병서를 수입하고 혹은 내용을 정

리하여 직접 편찬하기도 하면서, 병학의 범주도 확대되고 있었다. 

다양한 주제의 병서가 국가 주도하에 문신들에 의해 연구되고 편

49) 『宋史』 「예문지」에 북송 인종대 편찬한 병서 중 『攻守圖術』의 서명이 
전해진다. 세조대 전해진 『성제공수도』는 『공수도술』과 관련있는 병서로 판
단된다. 중종대에 大內에서 전해진 『聖製攻守圖術』을 호군 徐厚에게 연구하도
록 하였는데, 서후는 이를 元의 병서로 판단하였다(『중종실록』 권51, 중종 
19년 8월 9일 신축).

50) 『세조실록』 권21, 세조 6년 8월 27일 경오.
51) 『세조실록』 권43, 세조 13년 7월 26일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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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되는 현상은 宋代 관주도로 병서를 편찬하면서 병학이 질적·양

적으로 성장하였던 양상과 유사하다.52) 송대 병학의 발전은 이후 

무학과 무과의 실시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 공인의 병학의 정립’

으로 이어졌다. 당시 병학의 정립이 가지는 의미는 더 이상 개별적

인 지식 전승에 의해서 무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공적인 체계 내

에서 무장을 양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세기 후반 조선

에서 나타난 다양한 병서 편찬과 함께 진행된 병학의 발전은 그 이

전까지 개별적으로 익히고 전승되었던 군사 기술과 지식을 공적인 

체제에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은 무장들의 인식전환이다. 당시 새

로 편찬된 병서는 편찬된 직후부터 武科를 비롯하여 무장으로 성장

할 무반관료들의 試取에 활용하였으며, 무장들은 평상시에 여러 차

례 병서를 익히게 하고, 수시로 親講하여 점검함으로써 병서 학습에 

대한 열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무장들에게 병학을 익히게 하

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세조는 장수된 자들은 武才뿐 아니라 병법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고 말하며, 평상시에 무예뿐 아니라 병학을 익혀야 함을 강조했지

만,53) 무장들은 병학을 익히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1461

년(세조 7) 세조가 입직한 衛將들을 대상으로 진법서를 講하게 하

였지만 당시 입직한 인물 중 누구도 ‘通’을 받지 못했다.54) 

특히 金處義는 세조대 장수로 양성될 후보인 武才錄 중 한 명이

52) 송대 국가에 의해서 병학 연구가 진행되자, 문인들이 병서를 편찬하기 시작하
였다. 이때 편찬되는 병서의 수량이 증가하였고, 병서에 무기와 축성기술과 같
은 구체적인 군사 기술과 관련된 내용도 늘어났다. 그리고 고전 병서에 대한 주
석서가 편찬되고, 병서의 서술이 통속적으로 변하였는데, 이는 무학 교육을 목
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송대 병학 발전 양상과 병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劉
慶, 1994 「“文人论兵”与宋代兵学的发展」 『社会科学家』 1994年第5期(总
第49期), 59-60쪽 참조.

53) 『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 2월 27일 병진 ; 권26, 세조 7년 10월 20일 
병술.

54) 『세조실록』 권26, 세조 7년 10월 20일 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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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평시 제대로 병서를 읽지 않아서 推覈을 받았다.55) 그런데 

오히려 죄를 추문하기 위한 公緘을 전달한 관리를 구타하며, “너희 

司의 관원들은 앉아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이처럼 작은 일로 

자주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는가? 너희 같은 것들 2,3명 정도 죽인

다한들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폭언을 하였다. 武才錄에게 병서

를 읽도록 한 것이나 사헌부에 명하여 이를 추핵하도록 한 것도 모

두 세조의 명이었음에도 이처럼 말한 것이었다. 이에 김처의를 의금

부에 하옥하고 국문하게 하였다. 

새로운 병서를 편찬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평가의 제도를 만든

다고 해도 장수들이 스스로 익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다. 이런 분

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조는 이상적인 武將像과 병서 학습의 

중요성 등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장수들의 병서 학습을 독려하

기 위한 『병장설』을 편찬하였다. 『병장설』은 1461년 말부터 

1463년 말까지 세조가 작성한 병학에 관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56) 

『병장설』은 「兵說」, 「將說」, 「諭將篇」, 「兵法大旨」, 

「病說」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兵說」과 「將說」은 세조가 

병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논한 것으로 用兵에 있어서 정신적인 

면인 ‘智’와 실천적인 면인 ‘用’이 상호보완적이므로 두 가지

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과 장수가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태도 

등을 다루었다. 「諭將篇」은 장수들에게 전하는 훈시들을 엮은 것

이다. 그 내용은 대체로 개인의 기량보다는 군사제도와 조직을 제대

로 파악하여 운용해야 하며, 평상시에 항상 무예뿐 아니라 병법을 

익혀야 함을 강조하고 그리고 마음가짐의 중요성 등을 역설하였다. 

「兵法大旨」는 군사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

로 장수로서 행정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55)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10월 22일 정미.
56) 『병장설』의 편찬과정에 대해서는 윤훈표, 2012 「『兵將說』의 체계적 분

석과 조선 병학의 새로운 이해」 『역사와실학』 48, 8-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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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說」은 처음에는 軍事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7가지로 

정리하였는데, 『병장설』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打圍病處」라는 

제목으로 바뀌고 사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7가지만 남았다. 

『병장설』은 어떻게 良將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세조의 고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 『(오위)진법』의 진법론과 실질적 大閱 훈련법

1) 문종대 진법훈련 개선과 『(오위)진법』의 편찬

세종 후반부터 진행되었던 병서 편찬과 이로 인한 병학의 발달은 

같은 시기 군사훈련 형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본격적으로 군사훈련 

형식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문종 즉위 이후부터이다. 

문종은 재위기간은 짧았으나 『(오위)진법』의 편찬을 비롯하여 

火車의 제조 등 군사방면으로 다양한 업적을 남겨 군사에 대한 관

심이 높았던 국왕으로 알려져 있다. 문종은 이미 세자시절부터 강무

를 代行하거나,57) 모의 전투 형식의 수군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

다.58) 그리고 총통군의 火器 운용을 시험하는 등 軍務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59) 이처럼 군사에 관심이 많았던 문종은 일찍이 

수양대군과 군사훈련에 대해 논하면서 대열의 훈련 제도가 너무 간

략하다는 수양대군의 비판에 동조하며 마치 장난[幻戲] 같다고 평

가하였다.60) 문종은 당시 진법과 대열 등의 훈련제도에 만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57) 세종 재위기 문종의 강무 대행 사례는 본문 3장 2절 ‘1) 국가의례와 왕실의
례로서 講武 인식’참조.

58)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10월 20일 을축 ; 권107, 세종 27년 3월 2
일 을해.

59) 『세종실록』 권108, 세종 27년 5월 25일 무술 ; 6월 3일 을사.
60) 『세조실록』 권1,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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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종은 기존의 진법 및 훈련제도의 개

선을 위해 黃守身에게 진법훈련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명하였

다.61) 그로부터 약 한달 후 황수신은 기존 진법훈련의 문제점을 다

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습진할 때 오직 遊軍과 敵의 공격을 받는 면의 군졸만이 움직여 

나아가 싸우고 물러나 지키는 형상을 하고, 그 나머지 사졸들은 陣

列을 지키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들이 생각하기를, 진

법의 싸우고 지키는 방법은 다만 이와 같다고 여기며, 行軍의 緩急

과 나아가고 물러나며 모이고 흩어지는 법은 전혀 익히지 않으니 심

히 불가합니다. 지금부터는 매번 습진 하는 날에 ㉡진을 파하고 돌

아올 때 行陣을 이루어 기휘금고의 신호에 따라 전진하고 퇴각하는 

절도를 익히는 것을 恒式으로 삼고, 그 25變陣은 매월 초2일, 12일, 

22일에 돌아가면서 연습하도록 하되, 병조, 도진무, 훈련 제조는 장

부에 기록하고 서명하여 후일의 근거로 삼게 하소서.62)

황수신은 문종의 명령을 수행하여, 현행 진법 훈련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은 당시 진법 훈련의 시행 양상을 설

명한 것으로 황수신은 훈련할 때 遊軍과 적의 공격을 받는 면의 군

사만 전투 훈련을 수행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전

투에 참여한 군사들 이외 대부분의 군사들은 진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 실제 전투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대 정해진 대열의 절차에 따라 이념형의 대열 훈련을 

하였던 상황을 보여준다. ‘대열의주’에는 大閱儀에서 左·右廂의 

군사들이 좌작하며 제2표까지 나아간 후에 오행진의 변진훈련을 한 

뒤, 勇怯, 敵均, 勝敗 등의 형식에 따라 모의전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좌·우상에서 각 50명의 선발된 군사들만 모의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싸우는 시늉[擬擊]을 

61)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 8월 12일 계미.
62)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 9월 19일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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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군사들은 다만 처음에 전군이 坐作進退할 때 

잠시 움직일 뿐 그 나머지 훈련 중에는 단지 隊伍를 갖춘 채 서있

기만 했던 것이다.

세종 초 대열에서는 오히려 儀注에 따르지 않은 실전과 같은 훈

련이 문제였던 것63)과는 반대로 의주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훈련하

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즉, 훈련의 방식이 너무 단순하여 실전에

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열의 절차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지만, 세종대 정립된 의주를 가볍

게 바꿀 수는 없었다.

황수신이 진법 훈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수정 방안

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은 황수신이 제시한 진

법훈련 개선방안인데, 習陣을 마치고 돌아올 때 旗麾金鼓에 따라 진

퇴의 절도를 익히게 하자는 것과 매월 3회씩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

으로 25변진의 훈련을 실시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신호에 따라 좌

작진퇴하는 훈련이란 『주례』에 나오는 군사훈련의 기본적인 이념

이고, 25변진의 훈련은 기존에 해오던 오행진의 변진훈련을 뜻하는 

것이었다. 황수신은 진법 훈련과 관련한 원론적인 내용을 말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군사훈련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진법훈련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

행되었던 것 같다. 그 해 10월 황수신은 다시 기존 진법서를 검토

하여, 적을 상대할 때 槍과 長劍을 사용하는 보병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보병이 적으니 步卒을 추가하자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64) 또 

평상시 습진할 때 기병에게 보병의 훈련을 시켜서 유사시에 보병으

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진법 이론

에서 병종에 따라 역할이 고정되어 있던 것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63)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0월 1일 신유.
64)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0월 21일 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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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였다. 문종은 보병의 중요성에 대한 황수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防牌軍과 攝六十을 보병으로 더하게 하였지만, 기병에게 보병 훈련

을 시키는 일은 시행하지 않았다. 1450년(문종 즉위년) 8월 처음 

진법훈련 제도를 개선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책이 논의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논의된 진법훈련 개선안은 문종대 습진, 親閱65) 등의 군

사훈련에 적용하여 시험하였다. 1450년 11월 동교에서 마병과 보

병 합쳐서 2,5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親閱을 시행하였다.66) 문종

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병학 연구를 진행하고

자 했다. 친열 시행 3일 후 경연에서 병서를 강독하고자 하는 의견

을 표명하였는데,67) 이는 당시 진법훈련의 시행 및 개선에 대한 문

종의 열정을 보여준다. 그 다음해에도 진법훈련에 대한 문종의 관심

은 계속되었다. 

특히 1451년(문종 1) 1월 오이라트 에센[也先]의 군세가 변방

지역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요동을 통해 전달되어 대외적 긴장이 고

조되었다.68) 서몽골 지역을 장악한 에센은 1436년 경 부터 동몽골

로 세력을 확장하였고, 1449년에는 명과 말무역 문제를 계기로 대

립하기 시작하면서 섬서, 산서, 요동 일대를 침공하였다.69) 명 영종

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親征을 나섰다가 패배하고, 토목보에서 포

로가 되었다. 명 황제가 포로가 된 초유의 사태는 명 중심 국제질서

에 동조하고 있던 여러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조선에서는 이 사

65) 조선 초에는 선대 국왕의 국상기간동안은 군사훈련 의례인 강무 등은 정지되
었다. 때문에 재위기간이 짧았던 문종대에는 강무나 대열은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종종 진법훈련을 시행하고 이를 직접 참관하였다. 『문종실록』
에는 이를 習陣, 親閱 등으로 기록하였는데, 그 훈련 내용을 살펴보면 두 용어 
사이에 특별한 차이 없이 혼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6)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1월 20일 경신.
67)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1월 23일 계해.
68)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 1월 4일 갑진.
69) 에센의 세력 확장과정은 박원호, 2002 「15세기 東아시아 정세」 『明初期朝

鮮關係史硏究』 일조각, 250-253쪽 참조.



- 213 -

건의 여파가 조선에 미쳐 전란에 휩싸일 것을 염려하였고, 방어전략 

및 군사제도를 정비하였다.70) 

문종은 대외적인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진법훈련 시행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해 1월 16일 모화관에서의 습진에서는 군사 700

여명을 左·右廂으로 나누어 ‘勝敗之狀’을 이루었다.71) 이 때 

‘승패지상’은 대열의에서 행하는 모의 전투의 양식 중 하나였다. 

게다가 당시 습진은 문종이 친림하였다. 즉, 문종대 습진은 그 규모

가 작았을 뿐 군사훈련의 내용은 대열과 같았다고 할 수 있다. 문종

은 공식적인 의례로서 강무나 대열을 대신하여 습진을 통해 대열의

의 절차에 따른 군사훈련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문종 초 親閱·習陣 등의 군사훈련 시행을 통해 기존 진법 훈련

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기존 진법서의 내용을 수

정·보완하여 새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1451년 1월 습진 후 며칠 

뒤 경연에서 知經筵事 鄭麟趾는 문종에게 진법의 설을 강력하게 진

언하였고, 이로부터 5개월 후 『(오위)진법』의 초본이라 할 수 있

는 『新陣法』이 완성되었다.72) 이때 편찬 작업에는 문종 초부터 

진법훈련의 개선작업을 이끈 황수신을 비롯해서 『계축진설』의 편

찬 과정에 참여하였던 鄭麟趾가 참여하였다.73) 이는 당시 진법서가 

문종 재위 초부터 진행된 일련의 진법훈련 개선 논의의 결과물이었

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 편찬 작업에 참여한 인물 중에는 金孝誠, 

趙由禮, 金有銑 등 여러 무신이 있었는데, 그 중 김효성은 세종대에 

『太公兵法』에 근거하여 兵車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74) 

문종 즉위 후에도 여진 방비를 위한 대책을 상소할 때 여러 병서의 

70) 오이라트의 위협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는 임용한, 2011 「오이
라트의 위협과 조선의 방어전략 –진관체제 성립의 역사적 배경-」 『역사와실
학』 46, 43-49쪽 참조.

71)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 1월 16일 병진.
72)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 1월 20일 경신 ; 권8, 문종 1년 6월 19일 병술.
73) 『陣法』 序.
74) 『세종실록』권99, 세종 25년 2월 14일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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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인용하였던 것을 보면, 특히 병학에 밝았던 것 같다.75) 

『(오위)진법』은 조선 전기 진법서를 집대성한 병서로 그 내용

의 발전뿐 아니라 독립적인 병서로서 체계를 갖추었다.76) 앞서 살

펴본 것처럼 『진도법』과 『계축진설』은 대열의의 훈련절차를 정

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훈련의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인 군사 편제, 신호체계 등을 따로 편

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오위)진

법』은 分數, 形名, 結陣式, 用兵, 軍令, 章標, 大閱儀注로 편을 나누

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1451년 중앙군의 조직을 기존의 12司로부터 5司로 재편하

여, 진법체계와 평상시 부대조직을 일원적인 구조로 통일하였다. 이

로써 평상시 軍政계통과 유사시 진법 편성을 일치시킬 수 있었

다.77) 이처럼 조선 전기 군사제도와 관련하여 『(오위)진법』의 편

찬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이전의 조선에서 편찬한 진법서와 비

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가 진법훈련을 통해 구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78)

『(오위)진법』에 의한 진법 훈련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계축진설』 혹은 그 이전 진법서와 진법이론의 핵심인 奇正에 대

75) 『문종실록』 권2, 문종 즉위년 7월 18일 경신.
76) 『(오위)진법』은 그 후 세조대와 성종대 재간행하여 形名圖와 陣圖를 추가하

고 해설을 더하였다. 『오위진법』의 변천에 대해서는 정해은, 2004, 앞의 책, 
96-98쪽 참조.

77) 하차대, 1989 「조선초기 군사정책과 병법서의 발전」 『軍史』 19, 
136-140쪽 ; 정해은, 위의 책, 94-96쪽.  

78) 하차대는 『(오위)진법』은 『계축진설』과 비교하여 이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하지는 않았다(하차대, 앞의 논문, 136
쪽). 김동경은 『(오위)진법』의 진법 이론을 중국의 고대 진법인 九井法, 『握
奇經』, 八陣의 원리와 비교하여 고대 진법과 마찬가지로 기정운용을 중시하였
음을 밝혔지만, 세종대 진법서와 계통적으로 비교하여 조선에서의 기정 이론 발
전 양상을 주목하지는 않았다. 한편 『(오위)진법』에서 오행사상의 수용하였던 
점을 그 특징으로 부각하였다(김동경, 2013 「고대진법과 『오위진법(五衛陣
法)』의 구조적 특징」 『軍史』 87, 195-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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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술방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오위)진법』의 내용을 검토

하며 그 안에 수록된 奇正 이론과 훈련 절차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

자. 

먼저 직접적으로 기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면, 『(오위)진

법』 서문 중에 “番兵과 漢兵의 장점을 겸하고, 奇正의 변화를 다

하였다. 하늘과 땅을 본받고 인륜을 밝히셨으며 옛 哲人들이 남긴 

교훈을 집대성하여 후세의 큰 법규로 만드셨다.”라고 하고 『(오

위)진법』의 편찬이 가지는 의의를 서술하면서 奇正에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주석을 덧붙였는데, 그 주에는 우선 『孫子』에 등장하는 

기정에 대한 구절을 인용하고, 孫子의 奇正論에 대한 尉繚子, 曹操, 

李靖의 해설을 소개한다. 하지만 단순히 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해설에 대해 ‘이는 모두 奇는 奇로서만, 正은 正으로서만 

이해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唐太宗이 ‘奇로써 正을 삼아 적에게 

正으로 인식시킨 뒤 아군의 奇로써 공격하고, 正으로 奇를 삼아 적

에게 奇로 보인 후 아군의 正으로써 공격한다.’라 해설한 것이 奇

正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하였

다.79) 기정에 대한 해석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설

을 비교하고 우열을 판단할 정도로 기정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본문 중에 기정을 언급한 부분은 군 편제에 대해 논한 分數篇에 

보인다. 『(오위)진법』 分數篇에는 전군을 5개의 衛로, 衛는 다시 

5개의 部로, 部는 4개의 統으로 구성하고, 통을 이루는 하위부대는 

125명으로 이루어진 旅, 25명으로 이루어진 隊, 5명으로 이루어진 

伍로 나뉜다고 하였다. 이러한 편제에서 각 단위부대의 將은 하위부

대의 將을 통제하였다. 지휘관들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

79) 『陣法』 序 “奇正之說 諸家不同(중략) 此皆以正爲正 以奇爲奇 曾不說相變循
環之義 唯唐太宗曰 以奇爲正 使敵視以爲正 則吾以奇擊之 以正爲奇 使敵視以爲
奇 則吾以正擊之 混爲一法 使敵莫測 玆最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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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기정이 상생하고 駐統과 戰統의 변화는 모두 장수의 절

도에 달려있을 뿐이다.”80)라고 서술하였고, 기정상생이란 “혹은 

正兵을 사용하되 奇兵을 사용하지 않고, 혹은 奇兵을 사용하되 正兵

을 사용하지 않으며, 혹은 奇兵과 正兵을 함께 사용한다.”81)라고 

해설하였다. 『진도법』과 『계축진설』의 경우 정병, 기병, 守兵의 

고정적인 역할을 설정하고 구분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병과 기병

의 운용에 있어서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강조한 설명이라 할 수 있

다. 

『(오위)진법』에도 『계축진설』과 마찬가지로 遊軍을 상정하고 

그 운용법도 정리하였다. 『(오위)진법』에서는 遊軍의 편제 비율을 

전군의 30%로 규정하여 『계축진설』 단계에서 20%였던 것과 비

교하여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계축진설』의 경우 진영을 설치하

고, 운용할 때 유군의 활용에 대해서 중국 병서의 내용을 인용하였

다면, 『(오위)진법』의 경우 이와 함께 대열 훈련 때에 구체적으로 

유군의 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오위)진법』이 『계

축진설』에 비하여 이론적 특성을 갖는다는 기존의 평가와 오히려 

상반되는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오위)진법』에 나타난 전투 상황

에서 유군의 역할은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훈련 내용을 

검토하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군 편제의 원칙 뿐 아니라 실제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보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위)진법』의 상부 편제는 5衛-5部-4統의 

구조를 갖는다. 이 때 1개 통은 상황에 따라 125명으로 구성된 1개 

旅가 되기도 하고, 25명인 隊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오위)진

법』의 통이라는 편제가 특징적이다.82) 이는 다만 5軍(혹은 衛)-5

80) 『陣法』 「分數」 “奇正相生 駐戰無常 係將之節度耳”.
81) 『陣法』 「分數」 “或用正而不用奇 或用奇而不用正 或奇正竝用”.
82) 『(오위)진법』 군사 편제 중 하나인 統은 奇正운용의 핵심이었으며, 진법 운

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편제였다. 『(오위)진법』 편제 統이 갖는 군사적 의
미에 대해서는 김동경, 앞의 논문, 195-1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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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로만 편제하였던 『진도법』과 『계축진설』 단계에는 없던 부대 

단위이다.83) 4개의 통은 2개의 駐統과 2개의 戰統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다시 騎兵과 步兵으로 나뉜다. 즉 4개의 통은 騎戰統, 騎駐

統, 步戰統, 步駐統으로 나뉜다. 진을 형성할 때 步駐統은 기본적으

로 진형의 외곽에 늘어서서 진형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3

개의 통은 그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84) 이때 통을 구성하는 병력은 

다소 증감해도 무방하지만 통의 편제를 4개로 두는 것은 변경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황에 따라 각 통의 역할을 바꾸어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오위)진법』에는 戰統과 駐統을 상황에 따라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바꾸어 운용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였다.85) 즉, 駐

隊라고 하여 반드시 대기할 필요가 없고, 戰隊라 하여 반드시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장수가 판단하여 변

통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진도법』과 『계축진설』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50명을 기본 전술단위로 여겼고, 보병의 경우 

50명은 方牌手, 銃筒手, 槍手, 長劍手, 弓手 각 10명으로 구성되었

다.86) 이때 군사들의 병종과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역할이 부여되

어, 방패수와 창·장검수로 구성된 隊는 진형을 형성하는 역할을 부

여받았고, 총통수와 궁수는 공격하는 적을 상대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오위)진법』에서는 보전통과 보주통 내에 

방패수, 총통수, 창수, 장검수, 궁수의 5종의 병종을 동등하게 배치

하여,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꿀 수 있게 하였다. 기주통과 기전통내

의 병종 구성도 마찬가지로 騎射와 騎槍을 동등하게 두었다. 

83)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
묘 ; 『陣法』 「分數」 

84) 『陣法』 「結陣」.
85) 『陣法』 「分數」 “駐戰無常(戰統兵或疲勞 則與駐統兵相換 或戰駐竝出)”.
86)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

묘.



- 218 -

정리하면 『(오위)진법』은 4개의 통을 운용하는 것이 전술의 

기본이었다. 1개 통을 구성하는 병력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의 부

대 편제상 보병과 기병, 전대와 주대를 동등하게 편성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를 구성하는 인원의 숫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

더라도 駐統과 戰統, 그리고 步統과 騎統은 동등한 숫자로 편제되어

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는 기정을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먼저 나누

어 둘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불특정한 면을 강조

한 『李衛公問對』의 기정론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세종대 

이래로 이정의 병학은 조선의 병학 발전에 꾸준히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위)진법』 서문에서는 역대 기정

에 대한 여러 해석 중 당태종의 해석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하였는

데, 당태종의 기정론 역시 『이위공문대』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

다.87)

『(오위)진법』에 나타난 기정 운용은 알려진 바와 같이 앞서 조

선에서 편찬된 진법서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다. 세종대 진법서들의 

경우 중국 병서에서 당시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인용하는 단계

였다면, 『(오위)진법』에서는 군대의 편제와 운용 원칙 등을 나름

의 원칙을 정하여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奇正, 陰陽 등

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여 전통 병학을 한 단계 발전시켰던88) 당 

李靖의 병학을 수용하였던 결과이기도 하다. 이정의 기정 이해의 핵

심은 기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즉, 기정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혼재하여 있다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87) 『李衛公問對』 上卷.
88) 『李衛公問對』에 보이는 李靖 병학의 특징은 奇正, 蕃漢, 陰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정은 奇正과 蕃漢을 고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유연하게 해석하고자 하
였다. 예를 들어 蕃兵은 말을 잘 다루기에 騎兵이 正이 되며, 漢兵은 弩를 잘 
다루므로 보병이 正이 된다고 하여, 기정이 병종에 따라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대의 전체적인 편제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위공문대』
에 나타나는 이정의 병학사상에 대해서는 湯淺邦弘, 1999 「『李衛公問對』の
兵學思想」 『大阪大学文学部紀要』 39, 29-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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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군사 훈련에 적용됨으로써 이념에 따른 의례적인 훈련에서 

보다 실질적인 훈련으로 변화하게 된다.

문종대 『(오위)진법』의 편찬이 갖는 병학사적 의미는 중국의 

병학을 단순히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조

선의 현실에 맞게 변용한 결과라 평할 수 있다. 이러한 문종대 

『(오위)진법』으로 상징되는 병학의 발전은 當代에도 높이 평가되

었다. 李承召가 지은 시 ‘東郊習陣’의 구절 중에는 “八陣을 孔明

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六花陣이 당나라에서 전해진 것도 아니구

나. 이 진법은 문종조에 처음 만들었으니 신묘하고 밝은 계책이 깊

고 또 장대하다.”89)라 하여 문종대에 정비한 진법체계를 새로 창

제한 것과 같이 이해하였으며 諸葛亮의 八陣이나 李靖의 六花陣과 

비교하여 못지않다는 자신감을 표출하였다.

2)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의거한 習陣 

진법 훈련을 체계화하는 초기부터 의례로서 대열은 함께 정립되

었다.90) 세종 초에 대열의 의례절차는 『개원례』를 수용하였고, 진

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진법서를 간행하여 大閱 중 군사훈련의 

절차를 갖추어 나갔다. 『(오위)진법』도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대열 군사훈련 절차를 정리하여 「대열의주」 항목에 정리하였다. 

세종대의 대열 훈련은 『주례』와 당의 제도, 즉 古制를 재현하는 

이념적 성격이 강했다면, 문종대 진법 훈련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편찬된 『(오위)진법』의 「대열의주」는 구체적이

고 실질적인 훈련 절차로 구성되었다. 『(오위)진법』 「대열의주」 

89) 『三灘集』 卷1, 詩 ‘東郊習陣’ “不是八陣師孔明 不是六花傳于唐 此法創自
文宗朝 神謀睿算深且長”.

90) 소순규는 세종 초 태종이 대열을 ‘의례 의식’으로 정비하고자 하였고, 일반
적인 열병의 형태보다는 ‘의례’로서 행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한 결과
로 보았다(소순규, 2012, 「조선초 大閱儀의 의례 구조와 정치적 의미」 『사
총』 75,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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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書의 의주와는 그 성격이 달라 대열의 중 전후의 의례로서의 절

차를 제외한 군사훈련 절차만 다루고 있다. 즉, 진법서로서 의주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대 대열의와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차이를 중심으로 『(오위)진법』 훈련법의 특징을 

살펴보자.

세종대 대열의의 군사훈련절차는 ‘誓 - 전진 – 결진 – 모의전

투 – 퇴진’ 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나, 『(오위)진법』 대열의는 

‘誓 - 용겁·승패 형식 훈련’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인 변화내

용을 대열의 진행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군사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행하는 誓는 『(오위)진법』 대열의에서도 시행하였다. 하지만 

세종대 대열의는 좌군과 우군의 大將이 諸將에게 誓辭91)를 전달하

면, 그 아래 군사들에게는 좌군과 우군의 伺候 각각 2명이 전파하였

다. 이에 반해 『(오위)진법』에서는 ‘대장 – 위장 – 부장·遊軍將 

– 통장·領將 - 이하 부대’ 로 하위부대까지 각급 지휘관이 그 위

계에 따라 하급지휘관에게 직접 誓辭를 전파했다. 『(오위)진법』의 

誓辭 전파방식은 세종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자신

들에게 명령할 상급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의례적으로도 대장으로부터 하급부대까지 지휘계통을 

명확히 보여주어, 군의 위엄을 세우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세종대 대열의에서는 誓를 행한 후 양군이 오행 이념에 따라 진

형을 바꾸는 오행진 변진 훈련을 하였다. 이 오행진 변진 훈련은 형

식적·의례적 성격이 강했고, 실질적인 훈련 효과는 적은 편이었다. 

『(오위)진법』 「대열의주」에서는 이 절차는 생략되었는데, 이와 

91) 誓는 출정하는 장수들은 군주에게 군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후 출군 
전에 군법을 공표하는 의례이다. 誓의 시행은 군사들에게 앞으로는 일상적인 법
이 아닌 군법에 의해서 일이 처리될 것이며, 그 책임자가 장수임을 각인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將帥에 의한 誓의 반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최상기, 
2020 『新羅 將軍制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19-1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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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오위)진법』 「五衛連陣」에 “五陣의 相生·相克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으나 그러나 교습하기가 참으로 어려우므로, 이제 

權道로 간편함을 좇아서 方陣만을 연습하는 것이 옳다.”92)라고 한 

것이 참고가 된다. 앞서 세종대 진법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唐의 오

행변진과 비교하여 조선에서의 오행변진 훈련은 비교적 간략하였다. 

그럼에도 교습이 어렵다고 한 것은 오행의 속성에 따른 진형의 승

패는 실질적인 전투에서 승리와 패배를 의미하기 보다는 이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오위)진법』 「대열의주」에서는 誓 이후 모의전투 훈련을 시

행하였다. 모의전투는 勇怯之勢 3가지와 勝敗之形 3가지로 총 6가

지 형식이 있었다.93) 『(오위)진법』에서는 용겁과 승패의 구분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의전투의 결과로 상대측 군사를 

완전히 섬멸하여 승패를 맺느냐 여부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훈련 방식을 살펴보면, ‘용겁지세 1’과 ‘용겁지세 2’, ‘용겁지

세 3’과 ‘승패지형 1’, ‘승패지형 2’와 ‘승패지형 3’으로 

각각 짝을 지을 수 있다. 그럼 각각의 훈련 절차의 내용을 검토해보

자.

92) 『陣法』 「五衛連陣」.
93) 『문종실록』 권8, 문종 1년 6월 19일 병술 ; 『陣法』 「大閱儀註」.

용겁지세 1 용겁지세 2
○ 結陣 ○ 결진
좌·우군 300보 거리를 두고 마주보
며 결진

좌·우군 300보 거리를 두고 마주보
며 결진

○ 전진 ○ 전진
좌·우군 前衛 5部의 騎·步戰統과 遊
軍 3領, 좌작진퇴 하면 1~2표까지 전
진 후 정립

좌·우군 前衛 5部의 騎·步戰統과 遊
軍 3領, 좌작진퇴 하면 1~2표까지 전
진 후 정립

○ 合戰 ○ 합전

전투신호에 따라 騎·步戰統 合戰
遊軍 대기하며 소리로 勢를 도움

전투신호에 따라 騎·步戰統 合戰
遊軍 대기하며 소리로 勢를 도움

<표 4-1> 『(오위)진법』 大閱儀注 ‘용겁지세 1’·‘용겁지세 2’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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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1>은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6가지 훈련 

양식 중 용겁지세 1과 2의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94) ‘용

겁지세 1’과 ‘용겁지세 2’는 기존 세종대 대열의 군사훈련 절차

를 변용한 훈련 방식이다. 다시 말해 『개원례』 ‘황제강무’ 절차

를 기본으로 양군이 좌우에서 진을 치고 신호에 따라 좌작하며 전

진하여 훈련장 가운데에서 접전을 하는 훈련이다. 두 훈련의 차이는 

‘용겁지세 1’은 양군이 3회 합전한 뒤 승패를 가리지 않고 신호

에 따라 본진으로 복귀하고,  ‘용겁지세 2’는 양군이 처음 진을 

펼쳤을 때 양측 진형의 오행상승 원리에 따라 승패를 미리 정해놓

고, 합전 후 패배하여 물러나는 군대를 승리하는 군대가 추격하였다

가 돌아오는 형식이었다.   

‘용겁지세 1’의 전체적인 절차는 세종대 대열의주의 훈련 절

차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세종대의 훈련 규정에는 양군은 전투를 

하는 척[擬擊]만 했다면, 이제는 실제 6~7차례 정도 접전할 것을 

명시하였다. ‘용겁지세 2’는 양군이 합전하는 단계까지는 동일하

게 시행한 후 미리 정해진 승패에 따라 한쪽은 퇴각하고, 다른 한쪽

은 추격하는 형식이었다. 이때 패배하기로 한부대가 퇴각을 시작하

면, 뒤에서 대기하였던 遊軍이 앞으로 나와 구원한다. 상대방의 유

94) 결진, 전진 등 각 절차의 제목은 필자가 훈련 내용에 따라 구분을 위해 정한 
것이다. 이하 <표 4-2>와 <표 4-3>의 경우도 동일하다.

매 합전마다 6,7회 접전, 총 3회 합전 매 합전마다 6,7회 접전, 총 3회 합전
○ 퇴진 ○ 퇴진
양군이 신호에 따라 함께 물러남
매 퇴진 마다 20보씩 물러나 賈勇의 
형세를 보임, 총 3회 퇴진과 賈勇
대기 중인 遊軍과 합류하여 본진으로 
복귀
유군은 본진 복귀시 후방을 경계 

패배하는 부대[負軍]가 물러나기 시작
하면, 負軍의 遊軍이 나아가 구원
負軍 유군에 대응하여 勝軍 유군도 나
아가 합전
負軍은 방어하며 퇴각
勝軍은 負軍 본진 앞에서 賈勇의 형세
를 보임
勝軍 20보씩 물러나며 고용의 형세를 
보이고, 본진으로 들어감
(물러날 때 양군 유군은 후방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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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움직이면 승리하는 부대의 유군도 나와서 함께 전투를 벌여서 

패군의 본진 앞까지 추격한다. 이처럼 유군은 부대의 후미에서 전체

적인 전황을 살피다가, 유사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주요한 변화는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다. 세종대 대열의주에서

는 전군이 좌작진퇴 한 후 전투 훈련은 선발된 50명만 참여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양군은 300보 거리를 두고 결진한 후에 양군의 前衛

에 속한 騎·步戰統과 遊軍 3領의 군사들이 동원되었다. 統을 隊 

25명이나 旅 125명으로 편성하였다면, 합전에 참여한 인원은 각각 

약 380명, 1,895명 정도가 된다.95) 전투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군사 중 일부라는 점은 변화가 없지만 그 인원수는 매우 늘어났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규군이 퇴각할 때에 遊軍은 정규군의 후위

에서 움직이며,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용겁지세 2’에서 패배하는 군대가 퇴각할 때에 遊軍은 군의 후

방으로 이동하여 捍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용겁지세 1’과 

‘용겁지세 2’는 『주례』의 좌작진퇴 훈련과 唐代 皇帝講武 형식

을 융합하였던, 조선의 大閱儀의 형식을 변형하고 응용한 것이다. 

이어서 ‘용겁지세 3’과 ‘승패지형 1’을 함께 살펴보자. 

95) 『陣法』 「分數」에 의하면 統을 1隊로 편성할 경우 遊軍 1領은 약 42-3명
이 되고, 1旅로 편성할 경우에는 214-5명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용겁지세 3 승패지형 1
○ 客軍의 主軍 도발 ○ 합전 중 主軍의 거짓 패배
客軍의 前·左·右 3衛의 戰統과 遊軍
이 主軍의 진영 앞에서 함성을 지르며 
도발
主軍은 동요하지 않고 진영을 수비

좌·우군의 전·좌·우 3衛의 戰統과 
遊軍이 합전
主軍이 거짓으로 패배하여 본진으로 
회군
客軍이 승세를 타고 主軍의 陣營 공격
主軍은 전·좌·우 3위 戰統과 駐統 
동원하여 방어

○ 客軍 퇴각과 主軍 반격 ○ 主軍 遊軍 출격, 客軍 공격부대 패
산

<표 4-2> 『(오위)진법』 大閱儀注 ‘용겁지세 3’·‘승패지형 1’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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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2>는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6가지 훈련 

양식 중 ‘용겁지세 3’과 ‘승패지형 1’의 절차를 정리한 것이

다. 두 훈련 절차는 용겁과 승패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만, 주로 

훈련에 동원되는 군사가 前·左·右 3개 衛의 군사들이라는 점과 

主軍이 客軍에 의해 본진을 공격을 받다가 遊軍을 출격하여 전황을 

극복하는 동일한 양상의 훈련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따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두 훈련 양식은 『계축진설』 단계에서 제시한 

奇兵운용 원칙인 ‘傍出突擊’을 응용한 훈련이다. 

‘용겁지세 3’은 전·좌·우 3면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後衛

와 中衛의 군사들이 각각 진영의 좌·우측으로 나아가 左翼과 右翼

이 되어 적군을 공격하였다. ‘승패지형 1’의 경우 방어를 하고 있

던 전·좌·우 3衛의 유군을 둘로 나누어 좌·우익을 형성하여 반

격을 시도한다. 이때 두 훈련에서 奇兵으로 편성되는 군사들은 상황

에 따라 다르다. ‘용겁지세 3’의 경우 후위의 遊軍과 기전통을 좌

익으로 중위의 遊軍과 기전통을 우익으로 편성하였고, ‘승패지형 

客軍은 主軍의 반응이 없자 퇴각
客軍이 퇴각하면 主軍의 전·좌·우 3
위 遊軍이 출진하여 客軍의 후미를 공
격
客軍이 응하여 반격하며, 主軍의 遊軍
은 다시 진영으로 회군
客軍이 다시 퇴각하면, 主軍 遊軍이 
客軍 후미 공격하기를 3회 반복

客軍이 主軍의 진영을 함락을 위해 깊
이 진입
主軍은 전·좌·우 遊軍을 출진하여 
客軍을 가로질러 遊軍과 본군 사이를 
차단
깊이 들어온 客軍 부대 사방으로 흩어
짐

○ 主軍의 총공격(奇兵 운용) ○ 主軍 총공격과 客軍의 敗散
客軍이 3회째 퇴각할 때, 주군은 奇兵
을 출동
주군의 中衛와 後衛의 군사를 각각 
左·右翼으로 편성하여 客軍의 퇴로를 
차단
奇兵인 좌·우익의 공격에 맞춰서 방
어하던 전·좌·우위의 군도 출진하여 
공격
客軍이 敗散하여 본진으로 회군하면, 
主軍의 兩翼과 3衛 군사들은 客軍의 
左右前面을 포위하고 賈勇한 후 회군

主軍 5위 戰統 모두 출격 遊軍과 함께 
客軍의 본진 공격
진형을 유지하던 5위 駐統도 모두 출
격
客軍의 전·좌·우위가 무너지자 중·
후위도 퇴각
主軍은 客軍을 추격하여 쫓아내고 행
군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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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는 전·좌·우 3衛의 유군 중 좌위와 우위의 유군은 각각 

좌익과 우익이 되고, 전위의 遊軍 중 前·右·中領은 우익, 左·後

領은 좌익이 되었다. 즉, 奇兵으로 편제되는 부대가 미리 정해져 있

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전황에 따라 적을 상대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

는 군사들을 중 일부를 奇兵으로 운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정병과 기병의 운용을 미리 정하거나 고정할 수 없기 때문

에 장수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오위)진법』의 기정 운용 원칙

과도 합치한다. 때문에 『(오위)진법』에서는 이전 세종대 진법서와 

같이 ‘正兵當敵’이나 ‘傍出突擊’ 등의 기정에 따른 교전원칙을 

설정하고 있진 않다. 대열의 훈련 절차는 기병 운용 방법 중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두 절차와 비교하여 前·左·右 3개 衛의 군사들이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의 규모가 커졌다. 이는 문종 초 기존 진법훈

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적을 상대하는 면의 군사들만 훈련에 

참여하였던 점을 개선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승패지형 2’와 ‘승패지형 3’은 전군을 동원하

여 적군을 포위 섬멸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라 할 수 있다. 먼

저 훈련의 절차를 살펴보자. 

승패지형 2 승패지형 3
○ 客軍이 主軍 포위 공격 ○ 양군 행군하여 접근
客軍 中衛 제외한 4衛가 鳥雲陣으로 
主軍 方陣의 4면을 포위
主軍은 遊軍까지 총 동원하여 방어

主軍은 길목마다 伏兵을 설치 
客軍은 길목에서 점검만 하고 지나침

○ 客軍 본진 2표까지 전진 ○ 主軍 却月陣 vs 客軍 長蛇陣
客軍 中衛는 신호에 따라 2표까지 전
진
中衛의 군사는 疑兵이 되고, 遊軍을 
몰래 伏兵으로 설치

主軍 客軍을 발견하고 却月陣 형성
客軍 長蛇陣 형성하여 主軍의 중앙을 
공격

○ 主軍 長蛇陣 vs 客軍 鶴翼陣 ○ 主軍 거짓패배 후 客軍 대장 포위 
客軍 거짓 퇴각, 疑兵도 퇴각 主軍은 부대를 일부러 양분하고 방어

<표 4-3> 『(오위)진법』 大閱儀注 ‘승패지형 2’·‘승패지형 3’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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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에 보이는 ‘승패지형 2’와 ‘승패지형 3’는 훈련은 

대열에 참여한 양군이 전군을 기동하여 각각 長蛇陣과 鶴翼陣 등의 

진형을 상대편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사진과 

학익진 혹은 却月陣96)의 운용 방식은 두 훈련 방식이 쌍을 이루는

데, ‘승패지형 2’에서는 학익진을 이룬 상대방을 장사진으로 격파

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승패지형 3’는 반대로 상대방이 장사진

으로 아군을 돌파하고자 하였을 때 이를 역이용하여 적을 격파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학익진으로 橫으로 벌여선 적군을 상대할 때, ‘승패지형 2’는 

縱으로 늘어선 장사진으로 학익진을 둘로 나눈다. 그 후 둘로 나누

어진 학익진 중 적장이 있는 부분을 포위하여 섬멸하였다. ‘승패지

형 3’의 경우는 ‘승패지형 2’와 반대로 적군이 아군의 진형을 

장사진으로 돌파하고자 하면, 거짓으로 패배해 부대를 둘로 나누었

다가 아군을 지나치는 적장을 포위하였다.

장사진, 학익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부대를 포위하기 전에는 

客軍의 4衛가 主軍의 진영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상황과 양군이 행

96) 각월진은 ‘∩’ 혹은 ‘∧’ 형태로 부대를 배열한 진법이다. 조선 후기 병
서인 『演機新篇』에 4統의 부대로 장사진, 학익진, 각월진, 언월진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기신편』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柳在城, 2010 
「安命老의 생애와 『演機新篇』에 대하여」 『軍史』 75, 278-289쪽 참조.  

主軍은 이를 쫓지 않고, 진형을 지킴
主軍이 반응하지 않자, 客軍은 5衛를 
횡으로 배치한 鶴翼陣 형성
主軍은 이에 대응하여 5衛를 종으로 
배치한 도열한 長蛇陣 형성 

함
客軍이 主軍을 양분하여 통과할 때 主
軍은 역공하여 客軍의 長蛇陣을 절단
하고 長蛇陣의 앞부분을 포위 
客軍 후미는 포위된 대장을 구하고자 
力戰

○ 主軍이 客軍 포위, 客軍 패산 ○ 客軍의 패산
主軍이 客軍의 중앙으로 돌격하여 객
군을 양분하고, 대장이 있는 쪽을 파
악하여 포위
客軍 대장이 항복하면 외부의 客軍은 
패산

主軍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며 내부
를 압박 
主軍 포위를 유지한 채 客軍을 伏兵 
설치 지점까지 유인
伏兵과 함께 客軍을 공격하여 客軍 대
장이 항복하면 客軍은 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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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하다가 서로를 맞닥뜨리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는 다양한 상황

에 대한 훈련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승패지형 2’와 

‘승패지형 3’에서는 戰統과 駐統의 구분 없이 전체 군사가 동원

되어 대열의 훈련 형식 중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또 유군을 

복병으로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의 훈련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상의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보이는 6가지 훈련절차

를 살펴보면, 군대의 일부만 동원하여 전투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戰統과 駐統의 구분 없이 진영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여 공

격하기도 한다. 이는 훈련시 일부 군사만을 동원하였던 문제점을 보

완한 것이다. 또 훈련의 형식도 다양해져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

하여, 진법 이론을 실전 상황에 적용하는 방안을 익힐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로써 『(오위)진법』의 대열은 세종대 『주례』와 唐制의 

제도에 따른 이상형(Ideal type)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actual) 

훈련 형식을 만들 수 있었다. 

『(오위)진법』의 규정과 내용은 마치 전범과 같이 인식되기보다

는 다양한 훈련 방식과 진법 이론을 형상화한 하나의 사례로서 인

식되었다. 『(오위)진법』 「대열의주」에서는 “전투[兵]에는 일정

한 형상이 없으나, 한때의 의주로 이와 같이 훈련[敎閱]할 뿐이

다.”고 하였다.97) 이러한 훈련 절차에 대한 유연한 인식인 『(오

위)진법』의 병학에서 보이는 奇正을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하는 것

으로 인식하였던 경향과도 일치한다. 

이는 1453년(단종 2) 지방에서는 군사수가 부족하므로 『(오

위)진법』에 규정된 5위-5부-4통의 편제가 아닌, 2위-2부-2통으

로 편제의 규모를 축소한 『略抄陣書』를 간행하여 지방에 보내도

록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98) 『(오위)진법』의 단계에서 4통 편

97) 『陣法』 「大閱儀註」 ‘兵無常形 而一時儀注 則如此敎閱耳’.
98) 『단종실록』 권10, 단종 2년 3월 10일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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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기본으로 하여, 통에 소속한 군사 수를 줄이더라도 4통 편제는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과 고려하면, 『약초진서』의 2통 편제는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였던 것

은 진법과 진법 이론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편제의 숫자 혹은 

형식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법을 운용하는 원리에 있다는 것

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실제 진법 훈련의 사례를 검토하면, 『(오위)진법』의 편찬 직후

에는 『(오위)진법』에서 규정한 6가지 형식에 따라 훈련을 하다가 

점차 정해진 형식을 따르기 보다는 규모와 형식 등에 다양한 변용

을 가하여 시행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문종대에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대열은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

위)진법』의 간행을 통해 정해진 새로운 형식의 군사훈련은 親閱, 

閱武, 習陣 등을 통해서 실제 시행되었다. 『(오위)진법』이 완성되

고 2개월 후에는 『(오위)진법』 편찬에 참여한 金宗瑞를 비롯해 

병조 관원들과 도진무 金孝誠 등에게 명하여 새로 정한 진법에 따

라 2일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99) 며칠 후 친열에서도 마찬가지

로 새로 편찬한 『(오위)진법』의 훈련을 시행하였다.100) 그 후로

도 친열에서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따라 훈련을 지속하고 있

음은 그 해 10월 친열 때 ‘6가지 형식’을 모두 거행하기 어려우

니 그때마다 임의로 정하여 시행하겠다고 한 일과, 그해 11월에 당

번 군사들을 동원하여 파록도에서 친열할 때 ‘6變의 법’을 연습

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01) 이 ‘6가지 형식’과 

‘6變의 법’은 대열의 6가지 형식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종대 이후 세조 초까지 『(오위)진법』에 의거한 군사훈련은 

99) 『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8월 20일 을유.
100) 『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8월 28일 계사.
101) 『문종실록』 권10, 문종 1년 10월 16일 신사 ; 11월 8일 임인 ; 11월 10

일 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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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었다. 문종은 재위기간 동안 국상으로 인해 강무와 대열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행하진 못하였지만 습진, 친열 등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군사훈련을 하였다. 문종 사망 후 1452년(단종 즉위

년) 9월 단종은 군사훈련한지 오래 되었다며 병조 당상과 도진무 

등이 주관하여 습진하도록 명하였다.102) 이후 관련 기록이 없어서 

단종대 습진의 시행여부는 명확치 않지만 세종대 정한 정기적인 습

진 시행 제도에 따라 실시하였을 것이다.103) 단종 즉위 이후 군사

훈련에 대한 기록은 癸酉靖難으로 세조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나

타나기 시작한다. 

세조대 군사훈련을 2가지 계통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하나는 정

기적으로 행해졌던 습진과 열병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훈련의례인 

대열과 강무이다.104) 후술하겠지만 세조대 대열과 강무는 15세기 

전반의 대열이나 강무와 비교하여 그 형식과 절차가 다소 변경되었

다. 여기서는 『(오위)진법』에 의거한 훈련을 시행한 문종 사후 

1463년(세조 9)까지 습진과 열병을 살펴보자. 세조대 습진과 열병

에서 진법훈련만 한 것은 아니었으며, 똑같이 습진이라 칭하였음에

도 시기에 따라 훈련 내용이 달랐다. 1463년까지 시행되는 습진은 

대체로 『(오위)진법』의 훈련제도를 따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은 문종 사후부터 1463년까지 습진과 열병 사례를 정리한 것이

다.105) 

102) 『단종실록』 권3, 단종 즉위년 9월 20일 己酉.
103) 습진은 세종대 월 2회하던 것을 1450년(문종 즉위년) 9월에 매월 3회로 확

대하였다가 다시 월 2회로 축소하였다. 단종 즉위 초 습진 재개의 논의는 국상
기간동안 정기적인 습진이 정지되었던 것을 다시 복구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 습진은 『經國大典』 「兵典」 敎閱條에 의하면 매월 2일과 16일에 하는 것
으로 정해졌다. 습진의 시행과 관련된 대한 논의는 김웅호, 앞의 논문, 197쪽 
참조.

104) 도성 근교에 하루 일정으로 사냥하는 훈련도 자주 시행되었지만, 사냥 관련 
기사의 경우 다만 사냥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구체적인 방식의 변화를 고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

105) 『세조실록』에 閱兵, 習陣, 閱武, 親閱, 形名 등 훈련 관련용어로 검색 후 
훈련 시행 사례만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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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일 명목 장소 훈련 대상 및 훈련 내용

1454년
(단종 2) 

4월 2일 親閱 살곶이 세조 주관
7월 4일 習陣 녹양평 세조 주관

1455년
(세조 1) 

9월 7일 습진 아차산 아차산에서 觀獵·習陣
11월 11일 습진 모화관
11월 22일 습진 모화관

1456년
(세조 2) 7월 6일 閱兵 모화관

1457년
(세조 3) 

3월 20일 行軍 모화관 以新陣法行軍
10월 23일 閱武 후원 禁軍 동원

1458년
(세조 4) 

1월 23일 습진 동교 매사냥·습진
1월 25일 습진 후원 내금위 등 동원, 小形名
윤2월 7일 습진 대야원
3월 1일 열무 살곶이 영릉·헌릉 제사 후 閱武·매사냥
3월 22일 습진 모화관
8월 22일 습진 살곶이

1459년
(세조 5) 

4월 19일 습진 동교
5월 19일 습진 모화관 觀射·習陣
9월 12일 습진 내원 小形名
9월 13일 습진 살곶이
9월 28일 습진 후원 小形名
11월 22일 습진 후원  

1460년
(세조 6)

6월 15일 습진 살곶이

12월 22일 습진 충순당 입직군사 동원, 形名·타위·戰鬪之
勢

1461년
(세조 7) 

9월 11일 觀射 모화관 南山에서 몰이 후 形名 훈련
10월 14일 습진 후원 충순당에서 觀射·소형명
10월 15일 습진 후원 충순당에서 觀射·소형명

1462년
(세조 8) 

4월 22일 습진 삼전도 동교 관렵, 형명
6월 4일 습진 모화관
8월 25일 閱陣 후원
9월 21일 습진 서현정
10월 19일 습진 후원 習講武打圍
12월 2일 열진 서현정

1463년
(세조 9) 

4월 2일 습진 모화관
4월 16일 친열 모화관 겸사복 동원, 甲乙槍
8월 3일 습진 모화관 西郊에서 觀獵 후 習陣
8월 25일 습진 서현정
9월 5일 습진 서현정 小形名
9월 7일 습진 미륵동 東郊에서 觀獵 후 小形名
9월 9일 습진 서현정 小形名
9월 12일 습진 서현정 小形名
9월 17일 습진 서현정 小形名

<표 4-4> 단종-세조 전반 주요 훈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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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 사후 국왕이 참관하는 군사훈련이 재개된 것은 계유정난 이

후의 일이었다. 1454년(단종 2) 4월에는 세조가 주관한 첫 열병이 

살곶이에서 시행되었는데, 훈련 내용은 『(오위)진법』에 의거하였

다.106) 친열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단종도 함께 훈련을 참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훈련에 동원된 인원은 좌·우상군 3,541명, 

훈도 189명, 시위군사 850명으로 대략 4,500여 인이었다. 세종대 

대열 때 상·하번 군사 6,000여 명을 동원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

열에 준하는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세조 즉위 초의 습진의 훈련 내용을 보면 주로 ‘형명을 사용했

다.[用形名]’ 혹은 규모를 작게 하여 ‘小形名’을 사용했다고 기

록하고 있다. 이때 形名이란 『(오위)진법』의 신호체계를 말하는

데, 형명을 숙달하는 일은 많은 수의 군사를 마치 한 사람의 몸과 

같이 움직이도록 훈련하는 일을 뜻한다. 그러므로 형명 혹은 소형명

을 사용하였다고 기록한 훈련은 『(오위)진법』의 내용에 따른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오위)진법』을 중시하였던 세조

의 성향과도 통한다. 1455년(세조 1) 11월에 세조는 “진서(=

『(오위)진법』)를 반포한지 오래되었는데 습진할 때 제대로 익힌 

자가 드물다”며 평상시 이를 考講하여 都目政事에 반영하도록 하

였다.107) 특히 어전에서의 고강하는 경우에는 상벌을 모두 2배로 

적용하였다. 1455년(세조 1) 7월에 『(오위)진법』의 形名圖와 陣

106) 『단종실록』 권11, 단종 2년 4월 2일 계미.
107)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11월 16일 정해.

9월 20일 습진 서현정 小形名
9월 25일 습진 서현정 入直騎士 동원, 小形名
10월 12일 습진 서현정 입직군사 동원, 小形名
10월 19일 습진 서현정 입직군사 동원, 小形名
10월 20일 습진 서현정 小形名
12월 2일 습진 서현정 입직군사 동원
12월 22일 습진 白沙亭 좌우상 전투 중 奇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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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를 추가하여 새로 인출하였고, 이후 훈도관, 내금위, 위장, 부장을 

대상으로 이를 익히게 하였다.108) 

이와 같이 문종대 이래 일상적인 진법 훈련에서는 『(오위)진

법』의 형식을 적용하여 훈련하였고, 이는 세조 초까지 유지되었다. 

그런데 1457년(세조 3)을 경계로 진법훈련의 규모와 대상에 변화

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그 이전까지는 훈련의 장소가 모화

관, 아차산 등 도성 외부의 근교였다면, 1457년 후반부터 대부분의 

훈련이 경복궁 후원에 위치한 序賢亭, 忠順堂 등의 장소에서 시행되

었다. 이와 함께 훈련에 주로 참여하는 대상도 금군인 내금위나 겸

사복, 그리고 입직군사 등의 소수로만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형명이라는 말도 보통 후원에서 금군을 대상으로 진법

훈련을 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초진서』의 사례에

서처럼 훈련 규모에 맡게 형명제도를 축소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63년(세조 9) 8월에는 입직군사들을 대상으로 3일

마다 후원에서 소형명을 사용해 습진하게 하였는데,109) 이 조치 이

후 그 해 시행된 습진은 12월 22일 백사정에서의 습진을 제외하고 

모두 후원 서현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일반 군사가 아닌, 금군을 비롯한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가 주요한 군사훈련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일반 군사들에게 진퇴를 훈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진법의 

원리, 즉 병학을 익혀 이를 실제 전장에서 활용하는 장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는 『(오위)진법』을 편찬하면서 

함께 병학 발전이 진행되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세조대에는 일반 군사보다는 무장의 병학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

108)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11월 23일 갑오 ; 12월 7일 무신 ; 권3, 세조 
2년 1월 29일 기해 ; 권7, 세조 3년 3월 21일 갑신.

109)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8월 27일 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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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조대 후반의 군사훈련의 변

화에서도 지속되었다. 

3. 세조대 실질적 군사훈련의례 지향

1) 세조 후반 실전 형식의 習陣

세조 전반 습진과 열병의 시행 사례를 검토하여, 『(오위)진법』

의 훈련 내용에 따라 습진을 실시하였으며 점차 금군 중심의 소규

모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1464년(세조 10) 이

후에는 훈련 내용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존 훈련

이 『(오위)진법』의 훈련 절차에 따른 훈련이었다면, 1464년 이후

의 훈련은 규정된 절차를 벗어나서 실전과 같이 대결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런 변화는 1463년(세조 9) 12월 白沙亭에서 행해진 

습진에서부터 나타났다. 다음은 당시 습진 중의 한 장면이다. 

백사정에 거둥하여 습진을 보았다. 獅子衛, 射隊, 겸사복과 左廂, 右

廂으로 하여금 ㉠羽箭으로 서로 쏘게 하고, 朱槍으로 서로 찌르게 

하였다. 右翊衛 卞袍에게 명하여 흑의를 입고 高笠을 쓰고 우전을 

가지고 겸사복을 이끌고 ㉡奇計를 써서 좌상과 우상에 뛰어 들어가

서 大將을 쏘게 하고 말하기를, “이들은 자객이다.” 하였다. 변포

가 우상에 이르렀으나 들어가지 못하였고, 좌상에 이르러서는 진내

로 돌입하여 大將 沈安義를 쏘았다.110)

1463년 백사정에서의 습진 기록은 獅子衛, 射隊 등 국왕이 행행

할 때 근시에서 호위하였던 부대와 금군인 겸사복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두 부대로 나누어 서로 실전과 같이 전투를 벌이도록 

하였던 상황을 보여준다. 세조는 훈련 중 따로 명령하여 각 부대의 

110)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12월 22일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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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을 노리는 별동대를 투입시켜 돌발적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 

당시 훈련 모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양군은 ㉠에 보이는 것과 같이 羽箭과 朱槍을 사용하여 서로 교

전하였다. 우전과 주창은 三甲射, 三甲槍 등의 훈련에 사용되는 무

기로 서로 교전할 때 군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화살 끝과 창끝을 가

죽으로 싸고 붉게 칠한 것이다.111) 당시 습진에서 좌상과 우상의 

군사들이 서로 우전을 쏘고 주창으로 찔렀다는 것을 보면, 삼갑사와 

삼갑창 훈련처럼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전과 

주창을 활용한 삼갑사 등의 무예 훈련은 보통 觀射 혹은 觀武才 때

에 소규모로 행해져왔는데,112) 습진에서 활용한 것은 이때가 처음

이었다.

이후의 습진에서도 군사훈련의 변화 경향은 유지되어, 금군을 중

심으로 한 소규모 훈련과 규정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훈련이 진행

되었다. 1464년에는 창덕궁 후원에 거둥하여 궐내에서 기르던 노루

와 사슴을 몰이하였다.113) 內苑에서 습진을 하였는데, 부대를 좌·

우상으로 나누고 그 아래 각각 2위를 두었으며, 각 위마다 50명씩 

총 200명 규모였다.114) 당시 겸사복 20명을 동원하여 1개 위의 

50명과 羽箭을 사용하여 대결하게 하였는데,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세조는 당시 습진에 참여한 장수들에게 평소 습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유시하였다. 

이처럼 세조대 후반에는 羽箭을 활용하여 실제 교전하는 형식의 

훈련이 자주 시행되었던 것 같다. 1468년(세조 14) 요동에서 습진

111) 삼갑사와 삼갑창은 군사들을 갑, 을, 병의 셋으로 나누어 갑은 을을, 을은 병
을, 병은 갑을 공격하는 방식의 훈련법이다.(『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6월 
6일 신해) 이는 본래 甲乙槍 혹은 甲乙射라하여 2팀의 騎兵이 서로 대결하는 
세종대 이래 훈련 방식(『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3월 10일 계해)을 변형
하여 3팀으로 운용한 것이다. 

112) 『세조실록』 권17, 세조 5년 9월 29일 무신.
113)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 9월 30일 경진.
114) 『세조실록』 권41, 세조 13년 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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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람하였던 의주 사람 李精에게 요동 총병관이 조선에서는 진법 

훈련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그는 “우리나라는 

우전을 사용하여 달리고 쫓으며 서로 쏘아 맞은 자는 반드시 죽으

나, 모두 화살을 잘 피하여 화살을 맞고 죽는 자가 없다”고 대답하

였다.115) 이정의 답변 중 훈련 중 화살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과장

이 더하여진 것이지만, 세조대 습진에서 우전을 사용하여 서로 대결

하는 형식으로 훈련하는 일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세조 후반에 나타난 훈련의 변화는 예종대까지 유지되었다. 다음

은 1464년 이후 예종 재위기간 동안 주요 훈련 사례를 정리한 것

이다. 

115) 『세조실록』 권45, 세조 14년 1월 15일 병자. 

연 월일 명목 장소 훈련 대상 및 훈련 내용

1464년
(세조 10) 

7월 2일 - 화위당 입직군사 동원, 金鼓·進退 훈련
7월 22일 - 경회루 三甲戰法
7월 23일 - 경회루 三甲槍

8월 20일 타위 칠덕정
남산 강변에서 三甲戰

9월 30일 습진 창덕궁
후원 후원에서 사슴 몰이

10월 5일 습진 서현정

1465년
(세조 11) 

5월 16일 열무 동교
6월 12일 試藝 모화관 금군 동원, 武藝·甲乙槍

1466년
(세조 12) 

10월 2일 습진 모화관
10월 24일 습형명 후원 坐作進退
11월 28일 습진 내원

1467년
(세조 13) 

1월 19일 습진 모화관 겸사복·내금위 대결
2월 25일 습진 내원 겸사복 동원, 군사 대결
3월 2일 습진 후원 겸사복·諸將 대결
5월 1일 열무 후원
5월 7일 - 모화관 羽箭·擊毬·騎槍

6월 3일 열병 모화관 甲乙射·擊毬·三甲槍·角抵·射
毛毬

7월 9일 열병 녹양 세자 代行, 경기군 2,000여 명
8월 13일 열병 모화관 11,396명

1469년 2월 2일 열병 모화관

<표 4-5> 세조 후반~예종 재위기 주요 훈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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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훈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달라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의 명목은 대부분 습진으로 변화가 없

으나 그 내용은 과거 形名을 사용하여 진법을 익히던 훈련이 아니

라 주로 삼갑창, 삼갑사 등의 대결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거기

에 擊毬, 角抵, 射毛毬117) 등 일종의 스포츠 경기와 같이 유희적 성

격이 강한 훈련도 행해졌다. 

세조는 일상적이지 않고 예측이 어려운 방식의 훈련을 선호하였

던 것 같다. 1467년(세조 13) 5월에 군사들을 9위로 나누고 정문

형 등을 각각 장수로 삼아 200명씩 데리고 후원에서 기르는 돼지를 

잡도록 하였는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돼지에게 상처 없이 잡도록 

하였다.118) 또 금군인 겸사복과 내금위를 서로 겨루게 하거나, 겸사

복과 장수들을 주창과 우전으로 싸우게 하여 이긴 자에게 각궁을 

내려주는 등 대결 형식을 통해 부대별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도 즐

겼다.119) 

예종대의 훈련도 세조 후반의 훈련방식과 유사하게 금군을 중심

으로 훈련하였으며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 1469년(예종 1) 

116) 1469년 4월 2일에 친열의 시행여부는 명확치 않다. 하루 전에 친열을 명 사
신에게 관람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사신의 참관은 중지되었으나 
친열을 중지 하진 않았던 것 같다.  

117) 毛毬는 말을 달리며 말탄 앞 사람에 의해 끌려가는 毛毬를 쏘아 맞추는 일종
의 유희이자 무예이다. 조선에서의 모구 시행과 그 방식에 대해서는 심승구, 
1999 「조선시대의 武藝史 硏究-毛毬를 중심으로-」 『군사』 38호, 
111-119쪽 참조. 

118) 『세조실록』 권42, 세조 13년 5월 1일 을축.
119) 『세조실록』 권41, 세조 13년 1월 19일 병술 ; 3월 2일 정묘.

(예종 1)

2월 15일 열무 칠덕정 금군을 奇兵으로 활용하여 공격
윤2월 2일 습진 열무정

4월 2일 친
열116) 칠덕정 結陣·甲乙槍·羽箭

8월 2일 친열 모화관 形名 
8월 25일 친열 칠덕정
11월 16일 친열 충순당 입직군사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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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칠덕정에서 시행된 열무에서는 군사를 좌·중·우의 3廂으로 

나누어 서로 겨루게 하였고, 내금위와 겸사복으로 따로 명령하여 각 

군을 공격하게 하였다.120) 이때 左廂의 군사들은 진형이 뚫려 진중

의 깃발을 빼앗겼지만, 右廂의 군사들은 오히려 돌격해온 겸사복 군

사들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실전과 같은 훈련과 돌발적 상황을 제시

는 앞의 『세조실록』 인용문에서 보인 훈련 양상과 유사하다. 세조 

후반 대결 형식의 훈련이 예종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인용문의 ㉡을 보자. 좌우상이 서로 우전을 쏘며 대결하는 

와중에 奇計로써 따로 겸사복으로 구성된 군사를 이끌어 양군의 대

장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러한 실전적인 군사훈련은 의주에 의거하

여 의례적 형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군사훈련과 비교하였을 때 

훈련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다. 즉 훈련에 임하는 군사들은 임기응

변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세조는 계획되지 않았던 

돌발 상황을 만들어 훈련에 임한 지휘관들이 임기응변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훈련방식의 변화는 세조대 병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됨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세조는 평상시 훈련을 잘한다고 해도 

실전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장수라 할 수 없다고 여겼다. 종종 무신

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策問을 통해 병학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곤 

하였다. 

오랑캐 기병[胡騎] 3,000명이 날랜 말과 우수한 군졸로 갑자기 돌

격하여 아군의 어떤 衛를 침범하는데, 大將이 미처 形名을 사용하지 

못하면 衛將이 움직이지 못하고, 衛將이 미처 形名을 사용하지 못하

면 部將이 움직이지 못하고, 部將이 미처 形名을 사용하지 못하면 

統將이 움직이지 못하고, 統將이 미처 形名을 사용하지 못하면 旅·

120) 『예종실록』 권3, 예종 1년 2월 15일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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隊·伍의 군사도 모두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차례대로 形名을 

사용하기를 기다리면 죽거나 사로잡혀 거의 다 없어지고 陣은 이미 

어지러워서, 우리 군사가 비록 30,000명이 되더라도 반드시 패배를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리어 오랑캐 기병이 채찍을 휘두르고 퉁소

를 불면서 북을 치면 전진하고 징[金]을 치면 퇴각하는 것보다도 못

하고 말 것이니,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121)

위의 글은 세조가 1459년 12월 입시한 衛將들에게 내린 御書로, 

여진 기병의 갑작스런 돌격에 아군이 계획된 신호체계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은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답을 구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무장들에게 병학에 대한 관

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세조는 병학이란 원론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461년(세조 7) 세조가 평안도 도절제사 黃石生에게 내린 유시

를 통해서 병학에 대한 세조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122) 세조는 

황석생에게 “병법은 말로 전할 수도 없고 손으로 전해 줄 수도 없

는 것으로 그 요체는 임기응변으로 승리하는 것뿐이다.”라 하며 병

법에 있어서 ‘權變’ 역시 미리 의논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것이

니 스스로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병학을 익히는 것은 

기본을 익히는 것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장수된 사람이 항

상 병학을 탐구하여야 했다. 때문에 세조는 기존의 진법서에 의거한 

고정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형식의 훈련을 추구하였던 것

이다. 

이는 앞서 『(오위)진법』 단계에서 나타난 훈련 방식의 변화와 

같은 맥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세종대까지는 이념적인 형식에 맞

121) 『세조실록』 권18, 세조 5년 12월 16일 갑자.
122) 『세조실록』 권23, 세조 7년 2월 17일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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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훈련하였으나, 점차 병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오위)진

법』에서는 이념형의 훈련 방식이 아닌 실재적인 훈련 방식을 제도

화하였다. 세조대에는 점차 군사 훈련을 미리 정해진 형식으로 시행

하지 않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세조는 주로 군사들을 나누어 실전

과 같이 전투하는 형식의 훈련을 시행하였는데, 이 때 금군을 활용

하여 양군의 본진을 공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수들의 임기응변을 

시험하곤 하였다. 

변화된 형식의 훈련(즉, 정해진 형식이 없는 훈련)이 갖는 의례

적 의미는 군사훈련을 통해 국왕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였던 

이전의 강무와 대열 등과는 달랐다. 앞서 내금위와 겸사복을 겨루게 

하고 승자에게 각궁을 내려주었던 것처럼, 세조 후반 이후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대결에서 승리한 인원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1464

년(세조 10)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전라도의 지방군을 이끌고 짧

게 경기 지역에서 강무를 하였다.123) 강무를 마친 다음날 강무에 

참여한 지방군 중 旅帥, 隊正을 소집하여 후원에서 좌·우상으로 나

누어 습진을 하였고, 습진을 마친 후 이들을 호궤하였다.124) 

군사훈련과 이어지는 포상 행위를 통해 세조는 금군 및 무장 세

력의 결속을 강화하고 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왕의 권위를 

의례를 통해 상징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상벌을 통해 형

성하였던 것이다. 

중요한 점은 세조대 정형화되지 않은 훈련을 규범에 어긋난 훈련

으로 인식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 태종 초 의례로서 행해지지 

않는 사냥에 대해 유렵으로 비판하였던 것과 달리 세조대 행해진 

변칙적인 훈련 방식은 세조 개인의 유희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는 

조선 사회의 병학 이해 수준의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왕이 주관하는 군사훈련의 이상형은 고정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123)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 10월 2일 임오 ; 3일 계미 ; 4일 갑신.
124)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 10월 5일 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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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병학에 따라 이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

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조가 행한 다양한 형태의 훈련들은 모두 

올바른 훈련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2) 세조대 군사훈련의례의 의례적 기능 강화

『(오위)진법』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진법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

면서, 세조대 진법 훈련은 고정적 형식을 탈피하고 실전과 같은 대

결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군사훈련의례로 정립되었던 

강무와 대열의 경우는 세조대에 어떻게 시행되었을까? 군사훈련이 

정형화된 형식이 없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강무 및 대열과 같

은 군사훈련의례는 군사훈련으로의 기능보다는 의례로서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어 변화하였던 것 같다. 

기본적으로 강무와 대열과 같은 군사훈련의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태종이나 세종대와 

비교하여 강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진 않았다. 한편 세조대에는 강

무와 함께 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25) 세조는 재위기간 동안 

강원도, 평안도, 충청도, 황해도 등지로 순행을 실시하였는데, 순행

은 지방관에 대한 감찰 및 격려를 실시하거나 순행 지역에서 과거

를 시행하여 친왕 세력을 양성하는 등의 기능을 하였다. 한편 순행

을 오가면서 사냥이나 진법 훈련을 행하기도 하였으며, 순행을 하는 

시기가 보통 강무를 시행하는 봄과 가을이었기에 기존의 강무를 대

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세조대부터는 강무와 대열이 결합되어서 행해졌다.126) 문종대 이

후 대열에서 훈련방식을 평상시 습진, 열병에 적용하고, 또 강무와 

125) 세조는 몇 차례 지방 순행을 하였는데, 순행의 과정에서 사냥 및 진법훈련을 
실시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별시 문무과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세조대 순
행과 구체적 일정은 김순남, 2017 「조선 세조의 지방 巡幸의 정치성」 『한국
사학보』 69, 298-307쪽 참조.

126) 김웅호, 앞의 논문,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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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열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대열과 열병에 대한 구분도 모호해진 경

향이 있는 것 같다. 세조대에는 강무를 출발하기 전날 강무를 위해 

도성에 집결한 군사들을 열병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대

열과 강무가 결합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세조대 

대규모 훈련이자 의례로서 대열, 강무, 순행 그리고 강무에 앞서 시

행된 열병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조대 시행한 대열, 강무, 

순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 월일 명목 장소 비고
1454년
(단종 2) 9/29-10/3 능행

127) 소릉 소릉 친제

1455년
(세조 1) 9/28-10/3 관렵

128) 포천·양주 종묘 천금

1456년
(세조 2) 9/27-10/12 강무 평강·철원 제릉 배알 및 講武

1458년
(세조 4) 9/26-10/1  

대열 낙천정 26일 대열
강무 광주·풍양 28일 습진

1459년
(세조 5) 

2/24-3/1 행행 풍양 종묘 천금

10/10-19
대열 화양정 10일 대열
강무 풍양·포천

1460년
(세조 6) 10/4-11/4 순행 황해도

평안도 觀獵·五衛 훈련

1461년
(세조 7) 

2/28-3/3
열병 살곶이 28일 군사 살곶이→녹양평 

이동

강무 포천 29일 어가 출발
30일 종묘 천금

10/10-12 강무 풍양 12일 종묘 천금

1462년
(세조 8)

9/27-10/6
열병 살곶이 27일 군사 살곶이→녹양평 

이동

강무 철원·평강 28일 종묘 천금
四方神 제사

10/26-11/5
열병 살곶이 26일 군사 살곶이→중량포 

이동
강무 양주·풍양

1463년
(세조 9) 

2/18-19 강무 청계산 19일 具致寬 강무 代行

10/3-7 강무 풍양 3일 종묘 천금 
7일 군사 點閱 후 환궁

1464년
(세조 10) 

2/18-3/21 순행 온양 觀獵·結陣 훈련, 세자 遊獵
文武科 시행

10/2-4 강무 풍양 3일 종묘 천금
4일 살곶이에서 結陣

<표 4-6> 세조대 대열, 강무, 巡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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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년(세조 10) 이전까지는 대체로 세종대와 같이 군사의례로

서 대열과 강무를 시행하는 전통이 유지되었다면, 이후로는 강무보

다는 순행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조대 

대규모 훈련과 순행 사례를 검토하여 그 함의를 알아보자. 

먼저 세조대부터 나타난 군사훈련 의례의 특징은 ‘대열’과 

‘강무’의 결합이다. 두 군사훈련의례의 결합 양상은 1456년(세조 

2) 강무 때 진법훈련을 시행하면서부터 나타났다. 당시 세조는 “내

가 친히 오군을 통솔하여 병법을 크게 사열하겠다(予旣親摠五軍 大

閱兵法).”129)라고 하였는데, 문맥상 의례로서 ‘대열’을 시행하기

보다는 『(오위)진법』의 훈련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강무는 

아니었지만 1460년(세조 6) 황해도 및 평안도 지역으로의 순행 중 

평산부 남산에서 세조는 직접 5衛를 지휘하여 衛將들의 得失을 평

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조는 강무 혹은 순행 중에 종종 진법 훈

련을 시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위)진법』 편찬 이후 대

열에서의 훈련법과 평상시 진법 훈련은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되었

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대열과 구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는 대열과 강무라는 두 종류의 군사훈련의례를 연

달아 시행하는 형태였다. 1458년(세조 4)과 1459년(세조 5)의 사

127) 소릉 친제가 행행의 공식적인 명목이었으나 오가는 길에 사냥을 행하였으며, 
당시 도통사로서 세조가 군사 관련업무를 주관하였기에 함께 다루었다.

128) 당시 강무라고 명시하진 않았으나 사냥으로 잡은 짐승을 종묘에 천금하였
고,(『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9월 28일 경자) 이보다 한 달 쯤 앞서 풍양 
지역으로의 가을 강무를 준비하라고 명하였던 것(『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8월 20일 계해)으로 보아 강무에 준하여 파악할 수 있다.  

129) 『세조실록』 권5, 세조 2년 9월 27일 갑오.

1465년
(세조 11) 8/17-9/13 순행 온양 청계산 觀獵, 세자 遊獵

1466년
(세조 12) 

3/16-윤3/24 순행 고성 觀獵
9/26-28 - 모화관 26일 군사 집결

1468년
(세조 14) 1/27-3/12 순행 온양 打圍·結陣, 세자 遊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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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보면 훈련의 첫날에 대열을 실시한 뒤 강무를 출발하였다. 

1458년의 경우 대열 하루 전에는 미리 위장, 부장, 통장을 대상으

로 陣法을 익히게 하였다.130) 1459년에는 강무에서 돌아오는 날에

도 풍양천변에서 군을 좌·우상으로 나누어 전투하는 훈련을 하였

다.131) 강무와 대열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세조대 강무를 살펴보면, 1458년과 1459년의 사례와 같이 

‘대열’이라는 명목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강무 전

후로 열병을 시행하였다. 1461년(세조 7) 2월에는 살곶이에서 열

병을 한 후 군사들은 녹양평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국왕은 다음날 

군사들과 합류한 뒤 강무를 출발하였다.132) 1462년(세조 8) 9월과 

10월에 시행한 강무 때에도 1461년과 동일하게 첫날 살곶이에서 

열병을 마치고 군사들은 미리 이동시키고, 그 후 御駕는 威儀를 갖

추어 군사들과 합류하여 강무를 출발하였다.133) 1463년과 1464년 

가을 강무의 경우는 강무를 마치고 도성으로 돌아온 마지막 날에 

點閱, 結陣을 행한 후 해산하였다.134) 이는 군례로서 ‘대열’과 

‘강무’가 함께 시행된다기보다는 ‘대열’의 의례가 생략되고 

‘강무’에 흡수되어 하나의 군사훈련 의례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

으로 보인다.

이는 강무 때의 부대 편제를 『(오위)진법』의 衛-部-統으로 

하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위-부의 편제는 평상시 

5위 체제에 따라 구성하지 않고, 강무 때마다 다르게 구성하였다. 

이는 훈련의 편제로서 이를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 1461년(세조 

130) 『세조실록』 권14, 세조 4년 9월 25일 기유.
131) 『세조실록』 권18, 세조 5년 10월 18일 병인.
132) 『세조실록』 권23, 세조 7년 2월 28일 기해 ; 29일 경자.
133) 『세조실록』 권29, 세조 8년 9월 27일 무오 ; 10월 26일 정해 ; 10월 27

일 무자.
134)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10월 7일 임진 ; 권34, 세조 10년 10월 4일 

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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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월 강무에는 기병 8,840명 보병 800명이 동원하였고, 이를 

좌·우상으로 나누고 각각 3위-4부-4통으로 편성하였다.135) 그 

해 10월 강무 때에는 마찬가지로 좌·우상으로 나누고 각각 4위-4

부로 편제하였다.136) 이때는 統의 편제는 어떻게 하였는지 기록되

어 있지 않지만 1462년(세종 8) 9월과 10월 강무 때 모두 1部에 

4개 統을 두었던 것을 보면,137) 세조대 강무의 군 편제는 衛·部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변용하였지만 1部에 속하는 統의 숫자는 『(오

위)진법』의 규정대로 4통을 유지하였던 것 같다.

이처럼 강무 때 군 편제를 대열 훈련의 좌·우상 편제와 일치시

킴으로써, 강무를 시행하는 중 진법 훈련 혹은 모의 전투 훈련을 함

께 시행할 수 있었다. 세조는 1459년 강무 때 풍양에서 전투 훈련

을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1464년 가을에도 강무 중에 진법 훈련을 

시행하였다. 강무 때 따로 진법 훈련을 시행하였던 기록이 없지만, 

춘양부정 李徠가 1462년 강무 때 위장의 역할을 맡았던 경험을 바

탕으로 현재 신호[形名]도구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오위)진

법』의 원칙에 따라 신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을 비판하는 상소

를 올렸던 것을 보면,138) 1462년 강무 때에도 진법훈련을 병행하

였던 것 같다. 이처럼 대열은 점차 독립적으로 시행되기 보다는 강

무와 연계되어 시행되거나 강무 중에 진법 훈련을 병행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대열의 독립적인 의례로서 갖는 위상은 낮아

졌던 것 같다.

1465년(세조 11) 임시로 정한 대열의주에 의하면 “당일 大駕

가 훈련장에 도착하면 鼓吹를 振作하고, 임금이 자리[座]에 오르면 

병조 판서가 나아가 아뢴다. 砲 3번 쏘고, 어전에서 대각을 불고 북

135) 『세조실록』 권23, 세조 7년 2월 28일 기해.
136) 『세조실록』 권26, 세조 7년 10월 10일 병자.
137) 『세조실록』 권29, 세조 8년 9월 27일 무오 ; 10월 26일 정해. 
138)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8월 1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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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鼓] 一通을 치면, 장상과 백관이 들어와 절하고 물러나서 각기 자

리에 위치한다.”라고 하여, 기존의 의주에 비하여 굉장히 소략해졌

다.139) 이는 세조대 후반 일상적인 진법 훈련에서도 형식적인 절차

는 간소화되고, 실전에서의 임기응변을 시험하는 전형적인 형식이 

없는 훈련이 시행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후대이지

만 『國朝五禮儀』 軍禮 중 大閱儀는 항목만 있고 그 儀注가 없으

며, 다만 ‘「兵典」과 『陣法』을 보라.’고 설명한 것은140) 정형

적인 형식을 탈피해나갔던 대열의 변화를 보여준다.141)

한편 세조는 재위기간 동안 총 다섯 번 지방으로 순행했다.142) 

그 중 1460년 황해도, 평안도 순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1464년 이

후에 온양으로의 온천행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순행의 시기가 보

통 강무의 시행시기와 비슷하였고, 순행 중 종종 사냥과 진법 훈련

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순행은 강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

다. 앞서 세조 후반 강무와 대열이 합쳐지면서 강무에서도 진법 훈

련을 시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외견상 세조 후반의 강무와 순행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순행은 정해진 강무장이 아닌 지방

의 주요 거점을 목적지로 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었다. 

강무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순행을 통해서 세조는 강무에서

는 부차적이라 할 수 있었던 지방 통치 감찰 및 친왕세력의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143) 세조는 순행 중 비행을 행한 지방

관들의 처벌 및 경고를 행하였고, 관찰사·절제사·수령 등으로 하

139) 『세조실록』 권36, 세조 11년 6월 20일 병신.
140) 『國朝五禮儀』 卷6, 軍禮 ‘大閱儀(見兵典及陣法)’.
141) 『經國大典』 중 大閱과 관련된 규정은 兵典 중 侍衛, 疊鐘, 符信, 屬衛 4곳

에 나타나는데, 대열의 절차에 관련한 내용은 없다.
142) 김순남은 1462년(세조 8) 10월 강무를 순행으로 파악하여 세조대 순행을 

총 6회라 하였다(김순남, 앞의 논문, 272쪽). 그만큼 세조 후반 강무와 순행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강무와 순행을 구분
하기 위해서 1462년 10월의 행행은 실록의 표현에 따라 강무로 보았다. 

143) 세조대 순행의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는 김순남, 위의 논문, 287-296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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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국왕에 대한 충성을 다하면서 백성들을 침탈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또 세조는 순행을 행한 지역에서 양로연을 베풀거나 세

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 지역 백성들에게 혜택을 내려주었

으며, 또 文武科를 실시하여 자신에게 호의적인 세력을 양성하였다. 

즉, 강무에서 순행으로의 변화는 앞서 습진 등 군사훈련의 변화

와 마찬가지로 국왕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례로부터 백

성과 신료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상벌을 행사함으로써 국왕의 권

위를 보다 직접적으로 각인시키는 의례로의 변화를 뜻한다. 또한 순

행은 강무와 같이 국가의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순행 중 시행되는 

사냥은 의례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이다. 때문

에 세조 후반의 순행 중에는 세자의 遊獵이 종종 시행되기도 하였

다. 

한편 세조는 강무를 통해서 종친들의 군사적 역량을 시험하기도 

하였다.144) 1461년 가을 강무 때 翼峴君을 강무대장에 제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조는 종친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강무 때 

강무대장 혹은 衛將으로 기용하였다.145) 종친들이 강무에 참여하였

던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지휘관의 역할을 맡았던 것은 

세조대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종친들은 가장 신뢰할만한 인

물이면서도, 동시에 세조 자신이 그랬던 것과 같이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인 무관직에 기용하

여 군사를 맡길 수는 없었지만 임시직인 강무대장 등의 직책을 맡

겨 장수로서 역량을 시험하였던 것 같다. 1467년(세조 13) 이시애

의 난 당시 龜城君 李浚에게 토벌군의 지휘를 맡겼던 것은146) 강무

를 통해 종친들의 역량을 확인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

144) 세조대 강무에서 종친의 역할에 대해서는 박진, 2009 「朝鮮 世祖의 宗親 
양성과 軍事的 역할」 『군사』 72, 116-117쪽 참조.

145) 『세조실록』 권26, 세조 7년 10월 10일 병자 ; 『세조실록』 권29, 세조 
8년 9월 27일 무오.

146) 『세조실록』 권42, 세조 13년 5월 17일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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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조대 중앙군의 습진은 점차 금군 중심으로 시행되고, 지방군을 

대규모 동원했던 강무도 점차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국적인 군사훈련 제도가 체계화되고, 전국의 군사에 대한 

중앙 통제력이 강화됨에 따라 평상시에 정기적인 군사훈련이 시행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457년에 중앙군의 5위체제 정비

에 이어서 지방의 군사조직도 좌·중·우익의 익군 체제에서 巨鎭

과 諸鎭의 진관체계로 정비되었다.147) 이 조치로 중앙과 지방의 군

사조직을 모두 5위체제로 통합하였으며, 지방의 군사조직에 대한 통

제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군사훈련도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지방에 장수를 파견하여 지방군의 습진 상황을 점

검하였으며, 진관체제에 성립에 맞추어 諸道 巨鎭의 습진사목을 정

하였다.148) 

즉, 세조대에 이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이를 중앙에서 감독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중앙에

서 상번 군사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은 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나 유

연한 형식의 훈련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방군

을 동원하여 대규모로 행해졌던 군사훈련의례에서도 사냥이나 진법

훈련보다는 지방 순행으로서 기능이 더 중시되고 있었다. 일상적이

고 정기적인 군사훈련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조선의 병학 수준은 중국 병서의 내용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를 정리하여 자체적으로 병서를 

편찬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러한 병학의 발전은 세종대 禮制와 병학

의 논리를 적절히 수용하여 구성하였던 군사훈련의례의 이상형

147)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10월 20일 경술.
148) 『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 1월 20일 기묘 ; 2월 26일 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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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 type)을 보다 실질적인 형식(actual type)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병학의 발전을 통해  군사훈련은 정형화된 형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였던 것이다. 『(오위)진법』 「대열의주」 6가

지 훈련 형식을 ‘제안’하면서 “전투에는 일정한 형상이 없으나

(兵無常形), 한때의 의주로 이와 같이 훈련할 뿐이다.”고 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149) 즉, 병학에 의거한 군사훈련의례의 의주는 

“전투에는 일정한 형상이 없다.”였다.

이처럼 국왕이 주관하는 군사훈련의례가 정형화된 형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군사훈련 제도가 정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종대 군사훈련

의례의 정립 과정에서 국가에서 군사훈련의 시행과 방식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태종 후반 도절제사 중심으로 지방 군사제

도를 정비하면서, 전국적으로 군사훈련을 통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형성하였고 세종대에 「諸道陣法訓導事目」을 정하여 시행하

였다.150) 결국 매월 2차례 습진하는 것이 법제화 되었다.151) 이러

한 큰 틀안에서 세조대 군사훈련의례는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149) 『陣法』 「大閱儀註」 ‘兵無常形 而一時儀注 則如此敎閱耳’.
150)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28일 무자.
151) 『經國大典』 「兵典」 敎閱.



- 249 -

결론

본 논문은 조선 초기 국왕 주도의 대규모 군사훈련으로서 사냥 

훈련인 강무와 진법훈련인 대열, 두 훈련의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

과정과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군사훈련의례의 정립으로 조선에서는 

군사훈련의 시행을 국가에서 주도하게 되었고, 군사훈련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조선 사회의 병학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 결과 

군사들을 대상으로 한 진법훈련뿐 아니라 그들을 지휘할 무장에 대

한 병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적인 체제에서 병학을 교육하

고 무장을 육성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의례적으로 이상적인 형식을 

추구하였던 군사훈련의례는 실질적인 형식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

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일찍부터 국가의례의 하나로서 

여겨졌다. 周代에는 매 계절마다 ‘훈련-사냥-제사’의 절차로 군

사훈련의례를 시행하였다. 『주례』의 제도는 군사훈련의례의 이상

으로 여겨졌고, 이후 여러 국가들은 이에 따라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자 하였다. 유교적 국가의례를 새롭게 五禮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였

던 唐代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의 군사훈련의례는 큰 틀에서 『주

례』의 제도를 계승하였지만, 『주례』와는 달리 사냥훈련과 진법훈

련의 두 가지로 나뉘었고, 구체적인 훈련 방식도 『禮記』月令의 예

제와 오행론의 이념에 따라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당의 의례제도는 

古制를 계승한 이상적 의례로 후대에 이어졌다. 

宋代 군사훈련의례 또한 사냥훈련과 진법훈련 두 가지로 구분되

었다. 당의 군사훈련의례는 이념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하였

다면, 송의 군사훈련의례는 군사훈련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중시하

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송대 무학의 설립 및 무과의 시행,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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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의 정립과 관련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군사훈련보다는 군신간

의 충성의례로 변화하였던 사냥의례는 북송 중기 이후 시행되지 않

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반면에 몽골에서는 칭기즈 칸시기부터 국가 

大事로서 수만의 군사와 부족민이 참여하는 대사냥을 시행하였다. 

이는 元 건국 이후에도 이어져, 쿠빌라이는 몽골 전통 사냥방식을  

현실에 맞게 변화하여 매년 兩都를 순행하면서 자신을 수행한 케시

크와 함께 사냥하였다. 이와 함께 쿠빌라이는 지방관들로 하여금 각

자 사냥하게 하고, 획득한 사냥물을 칸에게 바치도록 하여 의례적으

로 전국적인 사냥을 시행하였다. 이처럼 元의 사냥은 군사훈련이자 

국가의례로서 시행되었고, 당·송 시기를 거치면서 사냥의례가 점차 

시행되지 않게 되었던 상황에서 元의 사냥은 이상적인 사냥의례로 

인식될 수 있었다. 고려 말 사냥의 유행은 사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에 의한 것이었다.  

『주례』의 이상적인 군사훈련을 추구하였던 것은 조선에서도 유

사하게 나타났다. 고려 말까지 군사훈련은 유교적 의례제도로 정립

되어 시행되진 않았으며, 무장 세력은 각자 개별적인 사냥을 통해 

私的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었다. 조선 건국 이후 태조와 정도

전 등은 이러한 군사훈련을 개선하여 유교적 이상에 따른 훈련제도

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즉, 군사훈련을 군사훈련의례로서 시행하고

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례』의 형식과 절차를 따른 진법훈련

을 추구하였으나, 이를 주도한 정도전이 사망하면서 『주례』에 의

거한 군사훈련 정립은 정지되었다.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 정립의 실패는 정도전이 주도한 군사훈

련 제도 정립을 공적 조직에 군사 운용의 권한을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도전 개인이 군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

었다. 태종은 정도전의 군제개혁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지만, 왕자

의 난 이후 정권을 장악한 뒤 그 자신도 군 통수체제를 일원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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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적 체제로 군사들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태

종은 사병을 혁파한 뒤, 국왕 주도의 군사훈련을 시행하고자 하였

다. 당시 군사훈련은 고려 말 전통을 계승한 사냥 형식으로 시행되

었다. 태종에 의해 사냥훈련이 주도되는 상황을 당시 신료들은 ‘遊

獵’이라 비판하며 견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태종은 唐의 의례 제

도를 참고하여 사냥 훈련을 ‘講武’라 명명하고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하였다. 이후 태종은 “사냥[狩]이 아니라 ‘講武’다.”라 말

하며, 유희가 아닌 군사훈련의례라는 명분으로 사냥훈련 시행을 반

대하는 의견에 대응하였다. 

태종 후반에 이르면 강무와 관련한 의례 제도를 정비하고 국왕의 

행행으로서 의장도 갖추어나갔다. 또한 지방군사제도 정비가 진행되

었고, 강무에 지방군을 동원하는 한편 강무 때 지방 산천의 제사를 

주관하면서 국왕의 전국적인 지배를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

는 군사훈련의례로서 講武가 정착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

사훈련 방식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이 국왕의 독점적인 권한이라

는 인식도 관료와 군사들에게 각인되었다.

태종 초반 ‘강무’의 정립으로 군사훈련 시행을 국가에서 주도

하기 시작하였다. 태종대 후반에는 도절제사를 중심으로 지방 군사

제도가 정비되면서, 국가 주도의 군사훈련도 지방까지 확장될 수 있

게 되었다. 진법훈련은 사냥 훈련보다 관리와 통제 차원에서 유리하

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군사훈련을 위해서 진법훈련을 체계화할 필

요가 있었다. 이에 태종대 후반에는 건국 초기 시행하였던 진법훈련

을 재개하였다. 태종대 진법훈련은 시행 초기부터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태종은 卞季良에게 당시 

전하는 다양한 진법론을 고찰하고 통합하여 진법 운용의 원칙을 정

하도록 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진도법』을 편찬하였다. 이 과정에

서 진법 정론을 형성함으로서 조선의 병학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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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세종대에는 講武儀와 관련된 여러 의식 절차를 古制에 의거하여 

정비하여, 국가의례이자 국왕의례로서 격식을 갖추어나갔다. 이와 

함께 강무 시행의 장애요소였던 강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민폐를 방

지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강무의 목적지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되도록 사전에 계획한 대로 강무를 시행하여 의례로서 정

형성을 갖추었다. 군사훈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법훈

련과 동일한 신호체계를 운용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강무를 실시하

지 못할 때에는 장수와 군사들만 근교에서 사냥하는 일을 제도화하

였다. 세종대 강무는 거의 일정한 장소와 노정으로 시행되었으며, 

의례이자 훈련으로 실효를 갖춘 군사훈련의례로 정비되었다. 

세종대 진법훈련은 병학의 발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의례로서 정

립하기 시작하였다. 진법훈련의례 ‘大閱’의 의례 절차는 『大唐開

元禮』 등의 중국 禮典을 바탕으로 정리하였고, 훈련 절차는 태종이 

편찬을 주도한 『진도법』의 진법 운용 원칙을 따랐다. 『진도법』

의 훈련절차는 『주례』 大閱의 절차를 수용한 것이었다. 세종대 大

閱儀 정립의 과제는 唐의 의례제도와 『주례』 형식의 군사훈련을 

결합하는 일이었다. 세종대 편찬한 진법서인 『癸丑陣說』은 그 고

민의 결과물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의 진법훈련 방식과 『大唐開元

禮』 형식을 결합하여, 古制를 이념적으로 계승한 조선의 이상적인 

진법훈련의례를 만들 수 있었다. 

大閱儀 이상형을 형성하기 위해서 조선에서는 중국의 여러 병서

를 검토하고 연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법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었

다. 이를 통해 진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진법을 구성하는 군사들의 

훈련도 중요하였지만, 그들을 지휘하는 무장에 대한 병학 교육이 필

요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실제 전장에서 군사를 운용하는 일은 변화

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장수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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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에 15세기 후반에는 무장에 대한 兵學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며 다양한 병서가 편찬되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병학 연구

의 진행은 조선 사회의 병학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병학의 발전은 다시 군사훈련의 형식과 방법을 변화시켰다. 軍事

와 兵學에 관심이 많았던 문종은 재위 초부터 기존 대열의 훈련 방

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물을 

정리한 것이 문종대 편찬된 『(오위)진법』이다. 세종대 진법서 단

계에서는 중국 병학의 내용을 단순히 수용하였다면, 『(오위)진법』

은 독자적인 奇正운용의 원칙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군사훈련의 방

식을 창안하였다.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6가지 훈련 방식

은 그 전과 비교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조대에 더 강화되어, 점차 고정된 형식을 탈피

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무장의 임기응변을 기르고자 하였다. 

세조대에는 미리 정해진 절차가 없이 군사들을 나누어 실전과 같이 

전투하는 형식의 훈련을 시행하였다. 게다가 세조는 금군을 활용하

여 돌발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 군사훈련이 이와 같이 실전적인 

훈련으로 변화하면서, 군사훈련의례인 강무와 대열 등은 군사훈련의 

기능보다는 국왕의례로서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는 병학의 

발전으로 유교적 이념을 추구한 훈련 방식을 모방하는 일을 넘어서, 

유교적 이념을 추구하되 현실에 맞는 군사훈련 방식으로 변용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의 정립과정은 의례로서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병학에 근거한 진법 운용 원칙을 정립하는 과정이

었다. 이상적인 군사훈련의례를 정립함으로써 군사훈련을 국가의 주

요 업무로 인식되었다. 이로써 그 시행과 구체적인 방법을 국가에서 

결정하게 되었던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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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의례의 정립과정은 군사훈련의 절차를 정하는 일로서, 

군사훈련에 있어서는 하나의 군사교리(military doctine)를 형성하

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사훈련의례 정립과정에서 병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될 수 있었고, 국가 차원의 병학 연구가 진행되어

야 했다. 특히 진법훈련을 군사훈련의례로 정립하면서 진법의 배치 

및 진법 운용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조선의 진법론이 구

체화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군사훈련의 의례화는 병학 정립을 위한 선결조건

이라 할 수 있다. 군사훈련의례의 정립과정에서 用兵 및 養兵에 필

요한 전문지식, 兵學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무

장에 대한 병학 교육이 강조되고, 세종대 후반부터 세조대까지 다양

한 병서가 편찬되었다. 이는 조선의 병학이 정립되고, 공적인 무장 

양성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병학의 발전은 다시 군사훈련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는 조선 

초 군사훈련의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대외적인 위협이나 군

사적인 충돌뿐 아니라 병학에 근거한 이론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보여준다. 병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심화됨에 따라 조선

의 군사훈련의례는 의례로서 이념적이고 정형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서 진법 운용의 원칙에 따른 실전적인 훈련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이는 전투의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야 하는 軍事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상의 이해를 통해서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는 의례로서의 전
형성과 함께 군사훈련으로서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확인
하였다. 이는 군사훈련에 있어서 유교적 이념의 어떤 방식으로 구현

할 것인가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古禮로

의 회귀를 의미하진 않았다. 오히려 진법에 대한 탐구와 논의를 발

생시켰고, 그 결과 조선은 국가 차원에서 병학 연구를 진행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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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로써 군사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뿐 아니라 이들을 지휘할 

병학을 익힌 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병학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교육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인

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개별적인 지식 전승에 의해서 무

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공적인 체계 내에서 무장을 양성하게 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종 초 처음 실시되었던 武科가 조선시대 

내내 유지되고, 무장의 선발이라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선 초기 조선의 국가 차원의 병

학 정립은 이후 조선 전 시기 동안 무과를 통해 무장이 될 만한 인

재를 선발한다는 인식의 기틀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명으로부터 유입된 『기효신서』의 병학과 

새로운 전법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군사훈련의례로서 유

교적 이념을 따르는 한편 병학에 의거한 구체적인 훈련 방식을 접

목하였던 조선의 병학 전통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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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training rituals’ and Military 

science(兵學) in early Chosŏ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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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training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combat skills of the soldiers and building the nation's 

military power through this. Military training was understood 

only as a result of organization of the military system, and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its military function and 

effectiveness, such as how well it was configured as a tool 

for realizing the tactics of that time. However, military 

training in which a large number of soldiers operate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procedure has the character as 

a ceremony in itself. The pre-modern East Asian countries, 

which had Confucianism as their fundamental ideology, tried 

to realize the Confucian ideal through ‘rule system by 

rites’(禮治), and rituals(儀禮) was used as a major tool for 

deposits. Military training conducted by the emperor or king 

was recognized as a ‘military ritual’ in the Confu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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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ual system. It can be classified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s' by highlighting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training 

in the Confucian society as both a military training and a 

ritual.

Chosŏn's military training was not just for training the 

soldiers' combat skills. Military training was also a national 

ritual to confirm the legitimacy of the exercise of military 

power by the king and to imprint the hierarchical order. 

After the founding of the Chosŏn Dynasty, the Confucian 

ritual system was reorganized, and military training was 

established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named '講武

(Gangmu)' and '大閱(Daeyeul)'. This thesis examines the 

process and changes in the establishment of Gangmu and 

Daeyeul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and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Large-scale military training led by the state were 

considered rituals from ancient times. In the Zhou, military 

training rites were stipulated in Rites of Zhou(周禮), which 

were conducted in the order of 'training-hunting-sacrificing' 

every season. The military training rituals of Rites of Zhou 

was hand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as the ideal. At Tang 

Dynasty which newly classified and systematized the 

Confucian national rituals into five rituals, also basically 

inherited the Rites of Zhou. However, military training rituals 

were divided into two types, hunting training and Jinbeop(陣

法 : battle formation) training, and the specific training 

contents were also changed based on the rites theor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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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Nevertheless, the Tang Dynasty's military training 

rituals were inherited as a new ideal model.

While the Tang Dynasty's military training rituals 

emphasized ideological and formal procedures, the military 

training rituals of the Song Dynasty emphasized practical 

functions as military training. These changes wer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Muhak(武學 : national academy of 

military science) in the Song dynasty, the implementation of 

Mugwa(武科 : state examination of military officer), and the 

establishment of Byeonghak(兵學 : military science). In the 

same context, the Song dynasty hunting rite gradually 

changed to a rite of loyalty between emperor and military 

officers rather than a military training ritual. at last it was 

stpped.

On the other hand, Mongolia has been conducting great 

hunting as an important national work since the time of 

Genghis Khan. Genghis Khan's great hunting was a military 

training and was for the order and harmony of the entire 

tribe, and it was also an economic activity for survival in 

winter. It was similar to ancient hunting rites. After the 

founding of the Yuan Dynasty, Kublai changed traditional 

hunting according to sitiation at that time. Every year, he 

toured the capital city and conducted a large-scale hunting 

with his imperial guards, Keshik, and along with this, local 

officials hunted in their territory and offered the game to the 

Khan. As a result, nationwide hunting was carried out as a 

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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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nting of the Yuan influenced the hunting of the 

Koryŏ at the end of 14th century. Kings of Koryŏ was in 

capital of Yuan as a hostage when they were crown princes, 

during the Yuan Intervention Period. For this reason, the 

kings of the Koryŏ conducted hunting to establish the king's 

authority and to grow the royal guards, especially Eungbang

(鷹坊). The scholars criticized this as hunting for play.

The founding forces of Chosŏn pursued a Confucian state 

system, and tried to establish military training as an ideal 

military training rituals of Rites of Zhou. The work was led 

by Jeong Dojeon, who was supported by Taejo. However, 

the forces that were in control of the military power at that 

time did not underst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training rituals led by Jeong Dojeon did not mean that the 

authority of military operation belonged to the public 

organization of the state, but understood that it was the 

individual seizure of military power by Jeong Dojeon. 

Because of this, they resisted the military reform of Jeong 

Dojeon, and in the end, due to the prince's rebellion, Taejong 

took control of the government.

Taejong promoted reform of the military system, unifying 

the military authority to the national organization. Military 

training was also planned to be conduc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king, and first of all, hunting military 

training was carried out. As in the end of Koryŏ, the 

bureaucrats criticized the hunting training led by Taejong as 

hunting for play. In response, Taejong referred to the 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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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f Tang and named hunting training ‘Gangmu’ and 

established it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At first, Gangmu 

did not conduct as a ritual, but it became a authentical 

military training ritual by improving the system. 

In addition, as the local military system was improved in 

the King Taejong's reign, local troops were mobilized in 

Gangmu, and sacrifice were held in local mountains and 

streams during Gangmu. Through this, Gangmu was 

established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that symbolically and 

practically embodies the king's nationwide rule, and it 

imprints on the bureaucrats and soldiers the recognition that 

it is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state to determine and 

implement military training methods.

At the King Taejong's reign, Jinbeop training was 

implemented and expanded nationwide. Because the Jinbeop 

training was advantageous in managing and controlling the 

soldiers compared to the hunting training. Jinbeop training 

was conducted with the establishment in mind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from the beginning of its implementation. 

Taejong had Byun Gyeryang to determine the principles of 

Jinbeop operation by researching theories of Jinbeop 

delivered at the time. Jindobeop, the book of battle 

formations published in King Sejong’s reign, was the result. 

With the compilation of Jindobeop, Chosŏn's theory of 

Jinbeop could be determined.

In King Sejong’s reign, the military training rituals was 

reorganized based on the tradition model, and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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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science studies were conducted. First, various 

ceremonial procedures related to Gangmu were rearranged 

according to the tradition model. At the same time, 

institutional supplements were made to prevent various 

inconveniences that may occur during the Gangmu. The 

schedule of the Gangmu were kept constant, and the 

performance of the Gangmu was operated as planned in 

advance to strengthen the formality as a rite. Also enhanced 

the function of military training. The same signal system as 

the jinbeop training was operated during the Gangmu. And 

because it was difficult for the chasing cavalries to 

participate in the hunting during the Gangmu, hunting training 

for the chasing cavalries was institutionalized.

Next, the Jinbeop training ritual, the Daeyeul,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Tang‘s text of the rite such as 

Kaiyuan Rites. The ritual procedure of the Daeyeul followed 

Kaiyuan Rites, but the training procedure was based on the 

Jinbeop theory of Jindobeop. The training process of 

Jindobeop followed Jeong Do-jeon's theory, which pursued 

the system of Rites of Zhou. The goal of establishing the 大

閱儀 as the military training ritual of King Sejong’s period 

was to combine the ritual format of Tang and the training 

format of Rites of Zhou. Gyechuk Jinseol was the result of 

that thought. With the compilation of Gyechuk Jinseol, it was 

possible to establish a Daeyeul as the ideal jinbeop training 

ritual of the Chosŏn Dynasty.

During this process, Chosŏn reviewed various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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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books(兵書), and the overall level of understanding 

of military science including Jinbeop increased. As a result, 

for the operation of Jinbeop, not only the training of the 

soldiers but also the ability of the officers to command the 

army was considered to be important. So various military 

books were published and compiled in the King Sejong 

period. This compilation of military books improved the level 

of military science in Chosŏn, which changes in the military 

training rituals.

Munjong, who was interested in military affairs and 

military studies, recognized the problem with the training 

method in Daeyeul and tried to fix it. He tested the new 

training method by visiting the routine training such as 

Yeulmu(閱武) or Subjin(習陣). And compiled the 

(Owi)Jinbeop, it set the principle of ki-jung(奇正) operation 

and created a new jinbeop training process. 

Changes in Jinbeop training continued after Munjong 

period, and gradually changed from ideological and formal 

training to practical and concrete training. In the Sejo period, 

it was attempted to improvising training similar to actual 

combat by breaking the fixed form. So, without a 

pre-determined procedure, the troops were divided into two 

group and training like in actual battle. And for testing the 

officers’ commanding ability, created a sudden situation 

such as having royal guard attack the soldiers in training. As 

regular training changed to practical training, the military 

training ritual, Gangmu and Daeyeol, focu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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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monial function as a royal rite rather than the function 

of military training. This change in military training rituals 

can be evaluated as progressing from mimicking the 

Confucian ideal type, transforming it into a military training 

method suitable for reality.

The establishing military training rituals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was a establishing the principles of jinbeop 

operation based on military science while pursuing the 

Confucian ideal as a ritual. In addition, by establishing 

military training rituals, the task of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the process of military training could be 

recognized as a public task determined by the state. As a 

result, research on the military knowledge required for the 

tactics and building the army  was carried out in the 

country. Various military books were compiled from the late 

King Sejong to the King Sejo’s reign, and military education 

for officers was emphasized.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establishing the military 

science of Chosŏn and forming a public military officer 

training system. It means that there has been a shift in the 

perception that military knowledge and skills can be 

transmitted through education. Also means that military 

knowledge are nurtured within the public system, rather than 

individually by passing. 

Keywords : Military training rituals, military training, military 

rituals, military science, military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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