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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통제영은 선조 26년(1593) 8월 창설되어 고종 32년(1895) 폐지될 때까지 약

300년간 존속한 수군의 최고사령부였다. 임진왜란 당시 통제영의 설치는 조선

수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전기 수군은 道 단위 병력

만 지휘할 수 있는 지휘체제만 가지고 있었지만, 통제영의 설치 이후로 이전보

다 대규모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

선 후기 수군은 적 대응에 있어 이전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통제영은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많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해지

역에서의 그 영향력도 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제영은 연구자들의 지속적

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 통제영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통제영의 사령관

* 이 논문 중 2장은 송기중, 2016 조선후기 수군제도의 운영과 변화,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274·한국문화 73

인 통제사에 대한 연구이다. 방상현은 임진왜란 당시 통제영의 설치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 다루었다.1)1)김현구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통제사로 임명된 인물

들의 특징과, 통제사 직임의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2)2)둘째, 통제영

의 재정 연구이다. 이 분야는 주로 통영곡에 주목하고 있다. 김현구는 19세기 통

영곡의 운영과 통제영 창고의 모습을 통해 통제영의 재정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

다.3)3)문용식은 18세기 중후반 移貿立本의 폐단이 통영곡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하

면서 이에 대한 운영양상을 소상히 밝혔다.4)4)송기중은 균역법 실시 이후 통영곡

감소 현상을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서술하였다.5)5)셋째, 통제영의 공해 연구

이다. 김상환과 김현구는 통제영의 公廨와 내부구조에 대한 연구를 상당수 진행

하였다.6)6)

이에 비해 통제영의 본래 설치 목적인 군사부분 즉 지휘체제나 병력운영에 대

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김현구가 통영곡을 연구하면서 지휘

체제에 대해 개관하고 있지만, 병력 운영 형태까지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하

지만 통제영이 수군운영을 위해 설치된 軍門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군사 부분

이 통제영 연구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써 부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통제영의 병력 편제와 동원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논문에서 주로 이용한 자료에 대해 잠시 언급한

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이용한 자료는 輿地圖書와 三道水軍統制使節目이
다.7)7)숙종 30년(1704)에 발간된 兩南水軍變通節目 이나 영조 19년(1743)에 반

1) 方相鉉, 1990 鮮鮮後期水軍統制使硏究: 水軍統制營設置背景을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7.
2) 金鉉丘, 1985 朝鮮後期 統制使에 관한 연구: 그 職任을 中心으로 釜大史學 9.
3) 김현구, 1993 조선후기 통제영의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 통영곡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문용식, 2000 18세기 진정과 환곡운영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 경인문화사.
5) 송기중, 2014 균역법 실시 이후 통영곡 운영의 변화 한국문화 66.
6) 김상환, 2000 조선후기 통제영의 공해건설: ≪統營誌≫를 중심으로 경상사학 15․16;
김현구, 2012 조선후기 통제영의 공해 구성과 변천 역사와 경계 88.

7) 三道水軍統制使節目은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자료로 통제영 연구에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김현구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필

자가 제공받은 이 자료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다. 하지만 통제영에 대한 충실한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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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된 良役實摠는 통제영의 병력을 부분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운영
의 전모를 알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영조 36년(1760) 발간된 輿
地圖書는 통제영의 병력 구조의 전모를 볼 수 있는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주
목된다. 또한 三道水軍統制使節目은 정조 9~11년(1785~1787)에 발간된 것으
로 통제영의 개략적인 역사를 다룬 營門古事記畧 을 비롯하여 統制使先生案

등 통제영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다. 여러 자료 중 통제영의 병력 운영에

대해서는 營門一朔放料都數 가 주목된다. 이 부분에서는 매달 지급되는 급료현

황을 기록하고 있어 평시에 통제영의 병력 동원 현황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 두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통제영의 운영형태를 밝히고자 한다. 이 자

료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9세기 자료인 統營志와 統制營事例
統制營各樣事例 등을 참고하여 설명할 것이다.8)8)이를 통해 통제영의 운영 양
상이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

2. 통제영의 설치와 지휘체제 형성

통제영은 통제사의 설치와 동시에 창설되었다. 통제사는 임진왜란 당시 나타

난 조선 수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관직이었다. 임진왜란 직전 조

선 수군의 지휘체제는 진관체제에 입각하여 지휘관 1명이 도 단위 병력까지 관

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휘체제는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작전을 어렵

담고 있어, 18세기 후반 통제영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이

자료에는 標題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三道水軍統制使節目의 명칭이 볼펜으로 쓰여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그 기록에 따라 이 자료를 三道水軍統制使節目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8) 統制營事例는 前국립민속박물관 관장이신 맹인재 선생님께서 제공해주셨다. 깊은 감사
를 드린다. 이 자료는 1860년대 자료로 통제영에 관련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맹인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이 자료는 1960년 경에 통영시(당시 충무)의 고서점에서 구입한 자

료라고 한다. 이 자료는 통제영의 창고 운영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
는 김현구 선생님에 의해 한 차례 소개된 적이 있지만 연구는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자료 역시 표제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통제영의 운영에 대한 각종 지침

을 담고 있는 만큼, 본 논문에서는 통제영사례로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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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이 침입해 오자 경상좌수영은 괴

멸되었고, 경상우수사와 휘하 부대는 전라 좌수영으로 이동하였다. 이후부터 조

선 수군의 작전은 여러 수영이 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같은 계급

인 수사가 연합작전을 하다 보니 명령체제가 일원화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

하였다. 당시에는 수사들 사이에서 작전상의 이견이나 반목이 생겨난다고 하더

라도 이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수사보다 한 단계 높은 관직을

신설하고, 그 관직을 중심으로 수사들을 복속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였다. 이 결과 통제사는 선조 26년(1593) 8월 충청․전라․경상도의 수

군을 총괄하는 관직으로 설치되었다.9)9)초대 통제사로는 당시 전라 좌수사였던

이순신이 임명되었으며, 그가 지휘하던 전라좌수영이 통제영으로써 기능하게 되

었다.

<그림 1> 통제영의 위치와 적의 예상침입로

9) 통제사 설치에 관해서는 방상현, 1990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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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제사를 중심으로 한 수군지휘체제는 임진왜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에 있었다. 잘 알려졌다시피 경상우수사 元均은 통제사 이

순신의 명령에 불평을 하거나 불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은

중앙에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균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10)10)상명하복은

군법으로 다스려할 중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가 없었던 것은 통제사

의 명령을 수사가 위반할 경우라도 통제사나 중앙정부가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렇게 통제사의 권리가 약한 이유는 선조

29년(1592) 해평군 尹根壽의 지적과 같이 ‘통제사는 삼도수군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직’이며11)11)통제영은 ‘權設衙門’이라는 지적을 고려해볼 때,12)12)통제사

의 위상이 수사의 상위 지휘관으로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

므로 통제사는 임진왜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수사들의 대표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통제사와 통제영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였다. 이 시기 통제영의

개편은 당시 수군 방어 전략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이 시기 수군 방어 전략을

제시한 것은 체찰사 이항복이었다. 선조 29년(1599) 그는 논의를 전개하기 앞서

일본군의 침입로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① 五島에서 三島와 仙山島[청산

도]를 거쳐 古今島와 加里浦로 이르는 길, ② 對馬島에서 동북풍을 타고 蓮花島

와 欲知島를 거쳐 남해 彌助項과 전라도 여수 남단 防踏 사이에 이르는 길, ③

釜山浦로 직접 이르는 길 등이었다. 이항복은 이 세 가지 길 중 ①번 경로는 전

라도를 공격하는 주요 통로로 소규모 병력이 이용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②번

경로는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적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였다. 이에

비해 ③번 경로는 일본군이 대규모 병력을 데리고 침입한다면 반드시 이용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항복은 ③번 경로로 침입해 오는 적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상도에서는 부산진과 見乃梁을 거점으로 방어체제를 구성하고, 전라

도에서는 고금도에 부대를 은닉해 놓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3)13)

10) 宣祖實錄 卷58, 27年 12月 1日 甲辰.
11) 宣祖實錄 卷82, 29年 11月 9日 辛丑.
12) 統營啓錄(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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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항복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라감사 韓孝純은

‘외적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경상도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계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국왕인 선조 역시 전력을 모두 경상도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항복은 ‘兩南의 物力이 모

두 단약하므로 설령 두 道의 힘을 합해서 오로지 一面만을 지킨다 하더라도 오

히려 陣營을 이루지 못할 것인데, 진영을 분열시켜 놓으면 형세가 더욱 고단하

고 멀어서 首尾가 서로 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일축

하였다.14)14)이항복은 임진왜란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한정된 군사력

으로 모든 지역을 다 방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이 오는 주요 길목을 선택해

집중하여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항복의 제안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이 이동했던 이동통로를 바탕으로 구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다. 여러

논의 결과 조정에서도 사실상 이 방안을 기반으로 수군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부산진 방어에 대한 대책은 경상도 즉 동래와 기장 북쪽에 있는 수군진인 左

水營․豆毛浦․開雲浦․甘浦․包伊浦․漆浦이 機張․蔚山․慶州․長鬐․興海에

서 부산진 근처로 이동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15)15)이에 비해 견내량 방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조정에서는 통제사와 통제영의 위

상을 정립하는 한편, 위치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견내량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략을 실현하기 위해 선조 35년(1602) 조정에서는 전라좌수사가 겸임하

던 통제사를 경상우수사가 겸임하도록 하는 한편, 고금도에 있던 통제영을 거제

의 烏兒浦로 이설하였다. 오아포는 거제에 있어 견내량과 상당히 가까운 곳이었

다. 하지만 오아포는 거제 앞부분에 위치하여 적에게 노출되기 쉬웠을 뿐 아니

라 대규모의 군영이 자리하기에는 입지조건도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통

제사가 고성에 주둔하고 있다가 적의 침입 가능성이 높은 풍화시(3~8월)에만

13) 다산 정약용은 民堡議의 서문에서 이 항복의 이 계사를 인용하고, 이를 반박하는 방식
으로 민보의 설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民堡議 序文). 또한 萬機要覽에서도 李

恒福倭寇對策 이라는 이름으로 이 계사를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제안은 후대에
까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萬機要覽 軍政 4, 海防 ).

14) 白沙集 卷1, 舟師事宜啓 .
15) 增補文獻備考 卷32, 輿地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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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포 行營에 가서 근무를 서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16)16)하지

만 행영을 운영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다. 인조 16년(1638) 순검사 任

絖은 통제영의 행영체제에 대해 ‘본영에 배속된 사졸들이 안도할 수 없고, 元帥

[통제사]가 외롭고 위태로운 곳에 머무르고 있으며, 가까운 섬에 오래 거주하는

왜인들이 뜻밖의 변란을 일으킬 걱정이 없지 않았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17)17)

그 결과 조정에서는 통제영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선조 37

년(1604) 고성 頭龍浦로 이전하였다. 두룡포가 통제영의 위치로 선택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두룡포는 판데목과 견내량 옆에 위치하고 있어

견내량 방비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곳은 충청도와 전라도에 사변

이 생기면 경상도 수군을 동원해 격퇴하고, 경상좌도에 적이 침입하면 충청․전

라 수군을 동원에 격퇴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있어 삼도 수군을 통솔할 수 있는

관청이 들어서기 적합하다는 것이다.18)18)셋째, 두룡포는 북쪽과 남쪽에 각각 육지

와 바다를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은폐가 잘되어, 대형 군문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점이다.19)19)결국, 두룡포는 당시 조선의 방어 전략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적의 침입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도 적합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통제영의 위치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영

은 두룡포로 이전한 후, 고종 32년(1895) 폐지될 때까지 이곳에 있었다.

조정에서는 통제영의 위치를 이동한 후 통제사와 통제영의 직제개편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선조 40년(1607) 조정은 본래 수사가 통제사를 겸임

하는 것에서 통제사가 수사를 겸임하도록 조치하였으며,20)20)품계도 정3품에서 종

2품으로 격상하였다. 이로 인해 통제사의 정식 관직명도 慶尙右水使兼統制使에

16) 이민웅, 2013 통제․통어 兩營체제의 형성과 수군의 재정비 한국군사사 8, 150면.
17) 仁祖實錄 卷36, 16年 1月 15日 己卯.
18) 萬機要覽 軍政 4, 海防 “古之設鎭本意 大將居全 慶兩道之間 兼統下三道水軍 全羅忠

淸有變 則督慶尙以左水軍進戰 慶尙左道有變 則督全羅以右水軍進戰.”

19) 頭龍浦記事碑 (시도유형문화재 112호) “頭龍 西依掘浦 東控見梁 南通大洋 北連平陸 深
而不奧 淺而不露 眞水陸之形 便關防之要害.”

20) 宣祖實錄 卷211, 40年 5月 6日 戊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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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統制使兼慶尙右水使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경상우수영의 虞侯 역시 정3품

으로 승격되었고 명칭도 통우후로 변경하였다.21)21)이 조치로 통제사는 수사보다

고위 관리가 파견되는 관직이 되었고, 충청․전라․경상도 水軍을 통솔하는 것

이 본직이 되면서 하삼도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통제영의 전력도 강화되었다. 17세기 전반 통제영의 戰船

[판옥선]의 보유 숫자는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조 7년(1629) 통

제영이 전선 4척을 보유했다는 기록에 비추어보면, 통제영은 임진왜란 직후부터

이 정도의 전선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귀선 1척도 별도로 배치

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22)22)이 기록을 조합해보면 17세기 전반 통제영의 휘하

에는 전선 4척과 귀선 1척이 주력 전투함으로 배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옥선이나 귀선에는 지원선박이 배정되는 것이 常例임을 고려해 볼

때 통제영도 이 시기부터 지원선박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통제영의

전력은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인조 15년(1637) 통제사 申慶煙의 장계로 副船이

설치된 이후, 현종 5년(1664) 통제사 鄭傅賢의 건의로 左․右探船까지 설치되었

다.23)23)별도의 기록은 없지만, 주력 전투함의 증가에 따라 지원선박도 늘어난 것

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인해 통제영의 수군방어체제는 그 모습을 갖추었다. 이

러한 ‘8전선체제’는 19세기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17세기 후반에 접어들자 통제영 방어체제는 재차 정비되었다. 일본과 청나라

의 침략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조야에서 寧古塔 回歸說이나 정금의 일본

연합설들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체제 정비는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였

다. 영고탑 회귀설은 오삼계의 난 직후 청나라가 발상지인 만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당시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 정금의 일본 연합설은 동중

국해 근처를 근거지로 한 강대한 정금 세력이 일본과 연합하여 남해안에 상륙할

지도 모른다는 풍문이었다. 또한 실체적인 위협으로서 황당선이 황해도를 중심

으로 출현하고 있었다. 황당선은 중국의 밀무역선이며, 불시에 출몰하여 단속이

21) 宣祖實錄 卷211, 40年 5月 6日 戊辰.
22) 承政院日記 27冊, 仁祖 7年 7月 7日.
23) 三道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營門故事記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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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면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수군 지휘관을 구타하는 등 연해지역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24)24)이러한 대외 정세의 변화로 인해 서․남해안을 중심

으로 수군 방어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화 되었다. 숙종 7년(1681)

신지도․지도․고금도․위도에 수군진이 설치되는 한편, 황해도 수군방어체제가

개편되고 소강진이 수영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25)25)

이와 함께 통제영의 방어 문제도 다시 제기되었다. 다음은 숙종 10년(1685)

예조판서 尹趾完의 건의이다.

통영이 위치한 곳은 그 형세가 진실로 좋으나 적이 만약 통제사[主將]가 있는 곳

을 알아 바람을 타고 직접 공격하면 동쪽을 향하고 있는 선창은 그 세가 바람을 거

스르고 나와 적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구원하는 병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제

의 8개진 중에 舊水營과 3개진만이 선창이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한산도는 거제와

서로 마주보고 있어 통영의 문호가 되어 신이 본도의 지세를 잘 아는 解事軍官에게

선창 중 합당한 곳을 물어 보았습니다. 한산도는 통제영과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으
며 섬 가운데 거주하는 민호를 볼 때 3척은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북병

사가 行營하는 규정과 같이 통제영의 전선 8척 내에 3척을 우후에게 영솔하여 한산

도로 이동해 두었다가 통영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舊水營 및 3鎭과 함께 좌우에서

성원이 되도록 하면 節置하는 도에 합당하나 실로 변통하고 창설하는 바이니 대신들

에게 물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6)26)

예조판서 윤지완은 東風을 타고 부산에서 통제영으로 공격해오면 자체 수군으

로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이 기습할 경우 자

체 병력으로 일차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후 거제도에 있는 수군진에서 병력을

24) 황당선 출몰에 대해서는 李敏雄, 1995 18세기 江華島 守備體制의 强化 韓國史論 34
참조.

25) 황해도 방어체제의 개편에 대해서는 강석화, 2006 조선후기 황해도 연안 방위체계 한
국문화 38; 李仙喜, 2006 조선후기 황해도 水營의 운영 한국문화 38 참조.

26) 承政院日記 302冊, 肅宗 10年 2月 13日 “禮曹判書尹趾完所啓 (중략) 統營所處之地 形
勢固好 而賊若覘知 則主將所在 乘風直擣 則向東船滄 勢難逆出迎敵 宜有救援之兵 而巨濟

八鎭中 惟舊水營三鎭船滄向西 閑山島與巨濟對峙 爲統營之門戶 臣問本道地勢與統營解事
軍官 則有船滄可合處 正與統營相對 島中所居民戶 可置三船 而如北兵使行營之規 統營戰

船八隻內三隻 使虞侯領率 移住本道 統營有急 則與舊水營三鎭 左右相援 實合制置之道 而

係是變通創行之事 下詢大臣而處之 似當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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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여 통제영을 구원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거제에 있는 수군진 중 동쪽

을 바라보고 있는 船倉을 보유한 진의 경우 逆風을 맞아 출동하기 어렵다는 점

이 문제였다. 그런데 당시 거제에 있는 8개 선창 중에서 舊水營과 3개 수군진의

船倉만이 서쪽으로 향하고 있을 뿐이었다. 조정에서는 舊水營와 3개 수군진에

배치되어 있던 전선으로는 견내량을 거쳐 침입하는 일본군을 방어하기가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조정에서는 우후영을 분리하여 우후에게 유사시 통제영을 구원하도록 함으로

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후영이 들어갈 장소로는 한산도가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예조판서 윤지완은 한산도가 통제영의 水口와 마주보고 있어 통제

영 방어에 요충지일 뿐 아니라 인구가 많아 전선을 2~3척 정도 주둔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결과 조정에서는 숙종 10년(1685) 한

산도에 우후영을 설치하고, 적의 침입가능성이 높은 풍화시(3~8월) 동안 전선

3척을 인솔하여 이곳에 주둔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우후영은 견내량으로 이동

하였다.

이와 더불어 통제영의 자체 방어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산성의 설치였다. 본래 산성의 설치는 인조 21년

(1643) 우부승지 申敏一에 의해 이미 건의된 바가 있었다. 신민일은 통영이 수

전을 위한 戰具는 갖추었지만 수비하는 성곽이 없기 때문에 만약 위급한 상황이

되면 水戰에도 불리할 것이라고 하며 ‘水船陸城之策’을 주장하였다.27)27)이 주장은

한동안 잠잠하였다가 숙종 4년(1678) 통제사 尹天賚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고 수

축이 결정되었다. 산성은 건설 과정에서 倭館의 수축기간과 겹쳐 잠시 중단되기

도 하였지만, 숙종 10년(1685)에 완성되었다.28)28)통제영 산성은 그 둘레가 11,700

자(3.7km)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에 따라 산성을 방어할 병력이 동원될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통제영은 삼도 수군을 통솔하기 위해 임진왜란 당시

27) 謄錄類抄 卷14, 癸未 6月 5日.
28) 통제영의 공해 건설에 대해서는 김현구, 2012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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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된 군문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통제영의 개편은 당시 방어전락과 깊은 관련

이 있다. 조정에서 통제영을 두룡포로 이전한 이유는 견내량을 방비할 수 있으

면서도 대형 군문이 들어설만한 지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룡포는 자체

방어체제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17세기 후반부터

산성이 수축되고 우후영이 독립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병력 운영 형태도 결정되었다. 통제영은 수군의 최고 사령부이기 때문에

많은 수군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통제사가 수군을 거느리고 출동하거

나 혹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군이 침입하는 경우 영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이 결과 통제영에는 수군과 영을 자체를 방어하는 병력

인 육군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3. 통제영의 지휘체제와 병력 편성

수군은 군현이나 진에서 防守․搜討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하였다. 유사시나 정

규적으로 훈련이 열리면 수령이나 수군지휘관들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軍

船을 타고 와서 통제사의 지휘체제에 편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통제사의 지휘

체제는 紀效新書와 兵學指南에 입각해 營-司-哨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지휘할 지휘관인 營將, 把摠, 哨官이 각각 임명되어 있었다.

통제사의 수군 지휘체제의 층위는 크게 세 가지이다(<부표 1> 참조). 첫째, 三

道수군 지휘체제이다. 충청․전라․경상도 수군이 연합작전을 할 경우 통제사는

사령관이 되었다. 이로 인해 18세기 당시 三道 수군 지휘체제는 통제사를 정점

으로 하여 5개 영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5개 영장의 지휘관은 前營將: 전라좌

수사, 左營將: 경상좌수사, 中營將 통우후, 右營將: 전라우수사, 後營將: 충청수

사 등이었다.29)29)본래 영장은 수사 이상 되는 관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었지

만, 통제사가 三道水軍의 최고 사령관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통우후가 중영장

29) 三南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三南舟師司哨分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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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대신하였다. 각 영장의 휘하에 司와 哨가 별도로 편제되어 있었다. 이들

은 해당 영장이 직할하였다.

둘째, 경상우도 수군의 지휘체제였다. 통제사는 통제사라는 직위 이외에 경상

우수사를 겸임하였기 때문에, 통제사는 경상우도 수군이 단독으로 작전할 경우

에도 이를 지휘하였다. 경상우도 지휘체제는 통제사를 정점으로 5개 司와 2개

領 그리고 2개 斥候로 편제되었다. 5개 司는 적의 수비나 방어를 담당하는 주력

전투 부대라고 할 수 있다. 5개 司의 지휘관은 전사파총: 가덕첨사, 좌사파총:

창원부사, 중사파총: 적량첨사, 우사파총: 적량첨사, 후사파총: 미조항 첨사 등

이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파총은 3품 이상의 품계를 가진 수령이나 지

휘관이 주로 담당했다. 파총 휘하에 각기 前․左․右․後 등 4개 哨가 편제되어

있었다. 각 초의 지휘관은 동첨절제사․만호․권관 등의 수군 지휘관과 부사․

현감․현령 등 수령이 담당하고 있었다. 領은 통제사의 호위부대였다. 左別船將

과 右別船將을 중심으로 前․左․中․右․後 5개 領이 존재하였다. 척후는 적의

동태를 살펴보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영등포 만호와 당포 만호가 각각 좌척후와

우척후의 지휘관이었다.30)30)

셋째, 통제영의 내부 방어체제이다. 통제사는 통제영을 운영하고 관리할 책임

이 있었다. 통제영의 내부 지휘체제는 수군과 육군 그리고 행정인원 등 세 가지

로 구분되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輿
地圖書에는 수군을 水軍條에서, 육군과 행정인원은 官職條에서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우선 수군조를 살펴보자.

30) 三南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三南舟師司哨分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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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척
군선 승선인원 防軍

총
계

지휘부(장교) 전투부(병력) 운항부(병력)

합
계

防軍
[水軍]

幷
保

射
夫
添格
射夫

소
계관

할
편
대
소속
군선

척
수
船
將
監
官

知
彀
官

旗
牌
官

都
訓
導

소
계
射
夫

火
砲
手

砲
手

소
계

舵
工

繞
手

碇
手

櫓
軍

소
계

본
영

一
戰
船

戰 1 0 1 6 8 4 19 20 30 24 74 1 1 1 121 124 217 ․ ․ ․ ․ ․ ․

兵 2 2 2 0 0 0 4 20 4 20 44 2 0 0 28 30 78 ․ ․ ․ ․ ․ ․

伺候 6 0 0 0 0 0 0 0 0 0 0 6 0 0 25 31 31 ․ ․ ․ ․ ․ ․

소계 9 2 3 6 8 4 23 40 34 44 118 9 1 1 166 177 318 1,100 550 240 24 1,914 2,232

副
船

副 1 1 0 0 2 2 5 20 20 24 64 1 1 1 117 120 189 ․ ․ ․ ․ ․ ․

兵 1 1 1 0 0 0 2 10 2 10 22 1 0 0 14 15 39 ․ ․ ․ ․ ․ ․

伺候 2 0 0 0 0 0 0 0 0 0 0 2 0 0 8 10 10 ․ ․ ․ ․ ․ ․

소계 4 2 1 0 2 2 7 30 22 34 86 4 1 1 139 145 238 800 400 240 24 1,464 1,702

左
別
船

別船 1 1 0 0 2 2 5 18 20 24 62 1 1 1 117 120 187 ․ ․ ․ ․ ․ ․

兵船 1 1 1 0 0 0 2 10 2 10 22 1 0 0 14 15 39 ․ ․ ․ ․ ․ ․

伺候 2 0 0 0 0 0 0 0 0 0 0 2 0 0 8 10 10 ․ ․ ․ ․ ․ ․

소계 4 2 1 0 2 2 7 28 22 34 84 4 1 1 139 145 236 800 400 212 24 1,436 1,672

右
別
船

別 1 1 0 0 2 2 5 18 20 24 62 1 1 1 117 120 187 ․ ․ ․ ․ ․ ․

兵船 1 1 1 0 0 0 2 10 2 10 22 1 0 0 14 15 39 ․ ․ ․ ․ ․ ․

伺候 2 0 0 0 0 0 0 0 0 0 0 2 0 0 8 10 10 ․ ․ ․ ․ ․ ․

소계 4 2 1 0 2 2 7 28 22 34 84 4 1 1 139 145 236 800 400 212 24 1,436 1,672

龜
船

龜 1 1 0 0 2 2 5 18 20 24 62 1 1 1 117 120 187 ․ ․ ․ ․ ․ ․

兵 1 1 1 0 0 0 2 10 2 10 22 1 0 0 14 15 39 ․ ․ ․ ․ ․ ․

伺候 2 0 0 0 0 0 0 0 0 0 0 2 0 0 8 10 10 ․ ․ ․ ․ ․ ․

소계 4 2 1 0 2 2 7 28 22 34 84 4 1 1 139 145 236 600 300 212 24 1,136 1,372

左
探

防牌 1 1 0 0 2 2 5 10 14 10 34 1 1 1 48 51 90 ․ ․ ․ ․ ․ ․

伺候 2 0 0 0 0 0 0 0 0 0 0 2 0 0 7 9 9 ․ ․ ․ ․ ․ ․

소계 3 1 0 0 2 2 5 10 14 10 34 3 1 1 55 60 99 500 250 120 12 882 981

右
探

防牌 1 1 0 0 2 2 5 10 14 10 34 1 1 1 48 51 90 ․ ․ ․ ․ ․ ․

伺候 2 0 0 0 0 0 0 0 0 0 0 2 0 0 8 10 10 ․ ․ ․ ․ ․ ․

소계 3 1 0 0 2 2 5 10 14 10 34 3 1 1 56 61 100 500 250 120 12 882 982

합계 28 12 7 6 20 16 61 174 150 200 524 31 7 7 841 886 1,471 5,100 2,550 1,356 144 9,150 10,621

우
후

虞
侯
船

虞侯 1 0 0 2 6 2 10 18 20 24 62 1 1 1 117 120 192 ․ ․ ․ ․ ․ ․

兵船 1 1 1 0 0 0 2 10 2 10 22 1 0 0 14 15 39 ․ ․ ․ ․ ․ ․

伺候 2 0 0 0 0 0 0 0 0 0 0 2 0 0 8 10 10 ․ ․ ․ ․ ․ ․

소게 4 1 2 0 6 2 11 28 22 34 84 4 1 1 139 145 240 800 400 212 24 1,436 1,676

총계 13 8 8 26 18 73 202 172 234 608 35 8 8 980 1,031 1,712 5,900 2,950 1,568 168 10,586 12,298

<표 1> 18세기 후반 통제영의 군선 편대와 배속 인원
(단위: 명)

통제영에는 8개 편대가 있었고, 각 편대는 주력 전투함과 지원선박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여지도서에서는 이들 편대를 주력 전투함의 이름을 따서 지칭하였
다. 이로 인해 각 편대의 명칭을 상선․부선․좌별선[좌한선]․우별선[우한

선]․귀선․좌탐선․우탐선․우후선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통제영의 주력 전투함 선종은 전선․거북선․방패선 등 세 종류였다. 이 중 1전

선․우후선․좌한선․우한선․부선 등은 戰船[판옥선]을 주력 전투함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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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편대라면, 좌탐선․우탐선․귀선은 각각 방패선이나 거북선을 주력 전투함으

로 한 편대였다.

이들 편대에는 주력 전투함 이외에 병선․사후선이라는 지원선박도 배치되어

있었다. 병선은 200석 정도를 실을 수 있는 화물선이었다.31)31)이 배는 주력 전투

함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 배치된 군선이었다. 伺候船은 전

선의 좌우에서 초계를 담당하는 소규모 군선이다. 이들 지원선박은 주력 전투함

마다 배치된 숫자가 달랐다. 통제사가 타는 1전선에는 병선 2척과 사후선 6척이

배정되었으며, 부선․좌한선․우한선[우별선]에는 병선 1척과 사후선 2척. 좌․

우탐선에는 사후선 2척이 배정되어 있었다. 지원선박의 배치 숫자가 각 편대마

다 다른 것은 주력 전투함의 규모나 지휘관의 지위 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1

전선에는 다른 편대에 비해 많은 인원이 탑승하였다. 그러므로 1전선에 많은 수

의 지원선박이 배치된 이유는 이 배에는 통제사가 탑승하였으며, 규모도 통제영

의 주력선박 중에서도 가장 컸기 때문이라 판단할 수 있다. 부선․좌별선[좌한

선]․우별선[우한선]은 그 규모가 일반 전선과 같기 때문에, 상례에 따라 병선

1척과 사후선 2척이 배정되었다. 좌탐선과 우탐선은 주력선박이 방패선이었기

때문에, 전선 보다 규모가 작고 운영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 사후선만 배정된 것

으로 보인다.

통제영의 8개 편대는 유사시가 되면 삼도수군지휘체제나 경상우도 지휘체제에

편제되었다. 이러한 지휘체제 속에서 이 편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陣法을 통해서이다. 진법은 각 배들이 전투할 때 취하는 대형이다. 각 지역에 있

는 군선들은 유사시나 훈련시에 진법에 맞추어 대형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진

법 상에서 지시된 위치가 그 군선의 역할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三南水
軍統制使節目에는 여러 진법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중 가장 대표적인 진법 인
尖字陣을 살펴보자. 첨자진은 尖字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주

로 작전지역으로 이동할 때나 복귀할 때 이용하는 대형이었다. 위의 진법에서

哨․司․領는 첨사․만호 등 지휘관이나 수령 등이 탑승한 군선의 편대를 의미

한다. 전초관이 탑승한 전선․귀선․방패선 등 주력 전투함을 前哨, 좌초관이 탑

31) 慶尙道戰漕船通用條例 (奎16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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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한 주력 전투함을 左哨 등으로 표기하

였다. 병선이나 사후선 등 지원선박은

그림에서 생략되어 있다. 이진법은 우수

영이 단독 작전할 때를 가정하고 구성된

것이었다.

이중에서 통제영에 주둔하고 있는 편

대는 진법에서 위의 표와 같이 배치되었

다(검은 부분). 부선은 통제사가 탑승한

1전선 뒤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1전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좌별선[좌한선]과 우별선[우한선]은 통

제사의 친위병력인 1領과 2領를 이끌었

다. 좌탐선과 우탐선은 진법 내에서 위

치를 볼 때 통제사가 타는 전선을 호위

하는 임무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귀선은 1領 휘하의 左領으로 편제되었다.

우후선은 1전선 앞에 위치했다.32)32)진법도 상에서 위치를 볼 때 통제영에 정박하

고 있는 여덟 개의 편대는 일부를 제외하고 1戰船을 보조하거나 호위하는 기능

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치 배정은 長蛇陣, 一字陣, 方陣 등 다른 진

법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통제영에 정박하고 있는 군선에는 선척 별로 병력이 배정되어 있었다. 18세기

당시 군선에 배정된 인원의 총수는 12,298명으로 추산된다. 이 인원은 다시 군선

승선인원과 防軍 등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33)33)군선 승선인원은 총 1,712명이

32) 三道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水操笏記 .
33) 輿地圖書에서 군선의 배속 인원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숙종 30년(1704) 兩南水軍
變通節目 의 반포이후 병력 충원 양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조정에서 수군으로 지급한 병

종은 본래 방군이었다. 하지만 입역자인 이들이 역가로 입역을 대신하게 되자, 鎭下居民
을 군선 승선인원으로 충원하는 조치가 절목의 반포와 함께 시행되었다. 輿地圖書에서
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군선의 배속 인원을 두 종류로 분류하여 서술한 것이라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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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체 군선 배정 인원 중에 14.0%의 비중을 점한다. 군선 승선인원은 그 역

할에 따라 지휘부․전투부․운항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군선의 지휘부에는 船

將․監官․知彀官․旗牌官․都訓導 등의 직책이 있었으며 그 인원은 73명이었

다. 이 병종은 전체 승선 인원인 1,712명 중 약 4%의 비중을 차지한다. 선장은

주력 전투함과 병선에 배치된 함장이다. 1전선과 우후선에 선장이 배치되지 않

은 이유는 이들 군선에는 통제사와 우후가 탑승하여 이들이 지휘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34)34)선장은 17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통제사가 자신이 데려오는 軍

官 중에서 임명했다고 하나, 숙종 11년(1785) 통제사 변공익의 장계로 통제영에

거주하는 장교 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다.35)35)兵船將은 본래 임

명되지 않았는데, 영조 19년(1743) 통제사 李玗의 건의로 인해 임명되기 시작하

였다.36)36)이 결과 18세기 후반에는 선장이 1전선과 우후선을 제외한 전선과 병선

에 임명되어 있는 상태였다. 監官의 업무는 구체적 알 수 없으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휘하 병력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각 군선에는

1~2명 정도 배정되어 있었다. 1전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병선에 탑승하는 것으

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旗牌官은 군선에서 깃발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관직이라 생각되며37)37)평시에는

군기를 관리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38)38)기패관은 1전선[上船] 8명, 우후

선 6명, 좌․우별선 2명, 귀선 2명, 방패선 2명 등 총 26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1

전선과 虞候船에 기패관이 많이 배치된 이유는 명령권자인 통제사와 우후가 탐

승하고 있어 통신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병선이나 사후

선은 주력 전투함과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기패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 같다.

都訓導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배의 위치를 계산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34) 김병륜, 2013 판옥선의 승조원 편성에 대한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20, 185-192면.
35) 統營志(奎10976) 官職.
36) 統營志(奎10976) 官職 “兵船將 乾隆八年(英祖 19年) 李公癸亥 李公玗加設.”
37) 三南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營門一朔放料都摠 .
38) 현충사에 소장된 통영수군고문서 중 外重記 에는 선장과 기패관의 手決이 있다, 외중기
는 甲子年 10月 귀선의 旗鼓什物 등을 기록해 놓은 문서이다. 자료에 기패관이 수결한다

는 것은 평시에 기패관이 군선에 탑재된 물품들을 관리하는데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었

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統營水軍古文書(현충사 소장) 外重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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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였다. 이들은 적선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39)39)도훈도는 1

전선 4명, 기타 전선 2명 등 총 18명이 배정되어 있었다. 知彀官은 군사명령을

포고하는 布告官으로 임무를 담당하며40)40)1전선 6명, 우후선 2명 등 총 8명이 배

치되어 있었다. 지구관은 훈련이나 작전을 할 때 사공․타공․정수 등에게 명령

을 전달하는 임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지휘부는 소속 인원들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병력을 관리하거나 감독하고, 다른 배에서 오는 통신을 수․

발신하며, 배가 움직일 방향을 탐지하여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투부는 사부․화포수․포수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船上에서 활․조총․화포를 이용해 실제로 공격을 담당한 병종이었다.41)41)이들

중에서 사부와 화포수는 조선전기부터 존재하였으며, 포수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총이 보급되면서 추가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전투부의 총원은 608명이었으며,

전체 군선 승선 인원 1,712명 중 약 35.5%를 차지하였다. 사부는 각 전선 마다

20명이나 18명이 있었으며, 좌탐선과 우탐선 등 선종이 방패선인 배에는 각각

1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화포수는 1전선 30명, 우후선․좌별선․우별선․부선․

귀선 20명, 좌탐선․우탐선 14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火砲匠이라고 불리

기도 한다. 포수는 전선 24명, 방패선 10명 정도가 있었다. 이 자료에서 주목되

는 것은 병선에도 전투부가 배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래 병선은 卜物船으로

전투부가 없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숙종 42년(1716)부터 통제영에 새롭게 배치되

었다.42)42)輿地圖書에서는 통제영 소속 병선에는 사부 10명, 화포수 2명, 포수

10명이 배치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공격기능이 없었던 병선에 전투인원을 배치

한 이유는 당시의 대외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전선이

크고 무거워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43)43)이러

39) 홍정하, 九一集 望海島術 .

40) 이민웅, 1999 17~8세기 水軍訓練의 一例考察 군사 38.
41) 당시 판옥선에 탑재하는 거치형 대형 화약무기는 지자총동․현자총통․황자총통․별황

자총통 등 총통류와 불량기 등이 있었다(김병륜, 2014 조선후기 수군의 무기 보유 양상
과 그 특징 이순신연구논총 21, 193면).

42) 三南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營門古事記略 .
43) 承政院日記 452冊, 景宗 2年 7月 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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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에서 황당선이나 왜선 등이 출몰하면 전선 보다는 병선을 출동시켜 대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군선 승선인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배의 운항부였

다. 이들은 1,023명 정도 탑승하였으며 전체 승선인원 1,712명 중 약 59%를 차

지한다. 이 운항부는 타공․요수․정수․노군으로 구분되었다. 운항부는 지휘부

의 명령을 받아 실제적으로 배를 움직인 인원들이었다. 타공은 키를 담당하여

배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고 繚手는 돛을 펴거나 접는 직책이며, 碇手 닻을 내

리거나 올리는 사람이었다.44)44)운항부의 대부분은 노군이었다. 櫓軍은 格軍․能櫓

軍 등이라고 불리며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한다. 당시 전선 1척에는 노가

16~24捉 정도가 있었는데, 노군은 노 1착 당 5~6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배가 움직이는데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였다. 운항부는 지휘부의 지시

에 따라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병종이라 할 수 있다.

여지도서 水軍條에는 군선 승선인원 옆에 防軍[水軍]․사부․첨격사부가 별
도로 기록되어 있다.45)45)이들 병종은 10,586명으로 전체 군선 배정 인원 중 86.0%

를 점하고 있다. 이들은 본래 조정에서 지급해준 수군 직역자였다. 임진왜란 이

후 조정의 수군직역자의 분급에 대한 규정이 정비된 것은 인조 4년(1626) 호패

법 실시부터이다. 하지만 당시 병력 부족으로 인해 조정에서는 군선 승선 인원

중 일부인 格軍과 射夫만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17세기 초반 어느

시기에 첨격사부가 사부에서 분화되면서 조정에서 수군진에 분급해준 병종은 격

군(防軍[水軍])․사부․첨격사부 등 세 종류로 확정되었다. 본래 이들 세 병종

은 직접 입역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조정에서 효종 6년(1655) 이들의 역가 납

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納布軍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46)46)이들이 납부하는

44) 萬機要覽 軍政1, 水操.
45) 輿地圖書에서는 격군․사부․첨격사부를 수군․사부․첨격사부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중 수군이라 표기된 병종은 본래 조정에서 호패법 실시 당시 격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수군은 군선 승선인원과 방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지도서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표기할 경우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防軍[水軍]이라는 말로 대체한다. 이를 防軍으로

지칭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남수군변통절목 의 用例를 따른 것이었다.

46) 송기중, 2011 17~18세기 전반 水軍役制의 운영과 변화: 兩南水軍變通節目을 중심으
로 대동문화연구 7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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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는 원래 3필이었으나, 양역균일화 조치로 인해 숙종 34년(1708) 2필로 삭감

되는 것이 확정되었고, 균역법 실시에 따라 다시 1필로 결정되었다.47)47)

幷保는 인조 4년(1626) 호패법 실시를 기점으로 신설된 병종이었다. 이 병종

은 수군 호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병보는 현종

6년(1665) 병보제의 실시와 더불어 수군과 같이 역가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 역

할이 규정되었다. 병보제는 防軍[水軍] 2명이 각 3필씩 총 6필을 내는 것을 防

軍[水軍] 2명이 竝保 1명에게 2필을 걷어 본래 몫인 2필과 합쳐 총 6필을 진보

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후 숙종 30년(1704) 양

남수군변통절목 의 반포와 함께 防軍[水軍]․사부․첨격사부의 역가 2필로 1필

감축되고 병보제가 폐지되면서 병보가 비변사로 잠시 귀속되었다가, 숙종 34년

(1708) 병보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 복구된 병보제는

병보의 부족으로, 다른 도에서는 실시되지 못하고 경상도에서만 행해졌다. 이에

따라 輿地圖書의 통영조에는 병보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48)48)
防軍[水軍]․병보․사부․첨격사부 등은 군선별로 배치되어 있었다. 방군[수

군]의 숫자는 1전선[座船] 1,100명, 부선․좌한선․우한선․우후선 800명, 귀선

600명, 좌우탐선 500명 등이었다. 병보의 숫자는 1전선 550명, 기타 전선 400명,

귀선 300명, 좌․우탐선 250명 등이 있었다. 병보의 숫자는 방군 숫자의 1/2이었

다. 射夫의 숫자는 1전선․부선 각 240명, 좌한선․우한선․귀선 각 212명, 좌․

우탐선 120명 등이었다. 添格射夫의 숫자는 전선과 귀선 24명, 탐선 12명 등이었

다. 輿地圖書의 방군[수군]의 숫자를 숙종 30년(1704) 양남수군변통절목 과
비교해보면 전체 총액이 동일하다. 다만, 양남수군변통절목 에서 방군[수군]은

각 병종 별로 총액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여지도서에서는 군선 별 방군
[수군]의 배치 현황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49)49)이를 통해 방군[수군]

의 숫자가 숙종 30년(1704)에 결정되어, 영조 36년(1760)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7) 정연식, 1985 17․18세기 良役均一化政策의 推移 韓國史論 13.
48) 송기중, 2013 균역법의 실시와 급대의 운영 역사학보 218, 177-178면.
49) 이외에 1전선에는 差備軍 150명과 把末保 400명이 배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생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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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제영의 내부에 수군만 있다면, 통제사가 전투를 위해 수군과 함께 출

정할 경우 營 자체는 방어의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시 통

제영에는 3,000호 이상의 民戶가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병참 등을 담당할 병종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통제영의 영 자체를 보호

하는 것도 방어체제 유지에 있어 주요한 업무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제영에

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山城을 설치하는 한편, 여기에 배치할 육군을 육성

하여 자체 방어체제를 강화하였다. 통제영의 육군과 행정인원은 輿地圖書 統
營의 官職條에서 기록하고 있다. 다음 표는 본영과 우후영의 장교 및 관리와 병

력 및 하인 숫자이다.

분류 병종 인원 총인원

본
영

군사

장교

軍官 9인, 畵師軍官 1인, 待變軍官 140인, 山城中軍 1인, 親兵千
摠 2인, 親兵把摠 4인, 親兵稚摠 6인, 親兵哨官 16인, 牙兵哨官 3
인, 標下哨官 4인, 城長 28인, 別武士兼假倭將 29인, 左右把守別
將 2인, 彌勒寺僧將 1인, 旗牌官 55인, 旗鼓官 2인. 都訓導 6인,
火砲監官 9인.

318인
(5.9%)

5,185명
(96.6%)병력

親兵 2,039명, 牙兵 407명, 城丁軍 440명, 標下卒 317명, 假倭軍
75명, 僧軍 42명, 火砲手 80명, 吹鼓手 100명, 軍牢 100명, 巡令
手 60명, 在營底吹鼓手 30명, 邑旗手 20명, 旗手 27명.

3,737명
(69.6%)

행정

관리
審藥 1인, 漢學 1인 東西部官 2인, 陸軍器監官 1인, 水軍器監官
6인, 營吏 30인, 馬徒 10인 鎭撫 117인, 知印 13인.

181인
(3.4%)

하인
使令 77명, 船庫直 69명, 沙工 120명, 進上捉復軍 10명, 造船耳匠
18명, 藥漢 9명, 軍器硫黃軍 600명, 營奴 29명, 營婢 17구

949명
(17.7%)

우
후
영

군사

장교 捕盜將校 1인, 待變軍官 19인, 都訓導兼標下哨官 2인, 武士 11인
33인
(0.6%)

185명
(3.4%)

병력 軍牢 30명, 巡令手 20명, 旗手 9명, 吹鼓手 40명.
99명
(1.8%)

행정

관직 兵房軍官 1인, 軍器監官 1인 別餉倉監官 1인, 留防守直將 1인.
4인

(0.15%)

하인 船庫直 13명, 沙工 36명.
49명
(0.9)

<표 2> 18세기 후반 통제영의 육군과 행정인원
(단위: 명)

* 舟師砲手把摠은 제외함.
** 출전: 輿地圖書 下, 統營 官職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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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輿地圖書에 기록된 통제영의 인원수를 도표화 한 것이다. 통제영은
본영과 우후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원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統制使․虞

侯․審藥․漢學이 큰 글씨로 표기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은 통제사와 우후 하단

에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다. 통제사․우후․심약․한학이 큰 글씨로 기록

된 이유는 이들이 중앙정부의 관리였기 때문이다.50)50)통제사와 우후는 중앙에서

임명하는 임명직이었고, 심약은 전의감의 의생이었으며, 한학은 사역원 생도로

시재에 입격한 자였다.51)51)이에 비해 작은 글씨로 표기된 관직들은 통제사가 임

명하는 직책이었다.

또한 輿地圖書에서는 각 직책의 인원수를 셀 때 ‘人’, ‘名’, ‘口’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예를 들면, 軍官은 十‘人’, 화포수는 八十‘名’이

었다. 사람을 셀 때 표기방식이 다른 것은 그 직책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人으로 표기된 직책은 고위관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名이나 口로 표기된

직책은 하인이나 노비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 표에서는 人으로 표기된

것을 장교나 관리로 파악하고, 名이나 口로 표기된 것을 병력이나 하인으로 구

분하고자 한다.

이 관직조에는 전체 5,370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본영에 근무하는

인원이 5,185명으로 전체 9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제영 소속 장교와

병력 등이 대부분 본영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영의 근무 인원은

직종에 따라 군사 직임을 담당하는 인원과 행정을 담당하는 인원 두 가지로 나

누어진다. 우선 전자를 살펴보자. 본영의 군사 직임에 근무하는 인원은 4,055명

으로 전제 관직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장교는 318인(5.9%), 병력은

3,737명(69.6%)이었다.

통제영의 육군 지휘체제는 山城中軍을 중심으로 牙兵․親兵․城丁軍․僧軍․

假倭軍․標下軍․火砲手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산성중군은 통제영의 육군방

어체제를 책임지는 직책으로 가장 고위직 관리였다. 이 직책은 본래 유사시에

거제부사가 겸임하였는데, 숙종 34년(1708) 통제사의 장계로 별도의 관직으로

50) 輿地圖書 下, 統營 官職條.

51) 輿地圖書 下, 統營 官職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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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었다.52)52)아병은 임진왜란 직후에 만들어진 친위병력으로 총원은 407명이

며, 1哨 당 135명씩 총 3哨로 편성되어 있었다. 친병은 효종 6년(1655) 통제사

柳赫然의 장계로 인해 鎭撫 등을 募得하여 설치한 것이다.53)53)초관 3명이 지휘관

으로 배속되어 있었다. 친병은 통제영의 병력 중에서 가장 대규모였다. 친병의

총원은 2,039명이었다. 1초당 140명 정도씩 16哨로 편성되어 있으며, 4초가 1司

로, 2司를 1部로 편성되었다. 이를 통솔하기 위한 지휘관으로 천총 2명, 파총 4

명, 초관 16명이 배정되어 있었다. 이들 친병에는 雉摠도 배속되어 있는데 이들

은 성곽에서 雉를 방어를 담당하는 직책 이었다.54)54)標下軍도 임진왜란 직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4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휘관으로 초관 4명이 있었다.

아병․친병․표하군은 본래 통제사의 친위부대로 창설된 것으로 보이지만, 산성

설치 이후 산성 방어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城丁軍은 성을 방어할 목적으로 설치된 병종이다. 통제영에 성정군이 언제부

터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을 축조한 숙종 10년(1685) 이후에 설치되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城長의 통솔을 받았다. 城長은 영조 21년(1745) 통제사

이언상의 장계로 설치되었다고 한다.55)55)假倭軍은 ‘가짜 왜군’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水操할 때 적군인 일본군 역할을 담당했던 부대였던 것으로 생각

된다. 가왜군의 지휘관인 가왜장은 別武士를 겸임했기 때문에 별무사겸가왜장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통제영에는 전선에 탑승하는 화포수 이외에도 산성을

방비하는 화포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火砲監官에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僧軍은 統營城 내부에 있는 안정사와 미륵사의 스님들을 군으로 편성해 둔 것으

로 보인다. 이외에 취고수․순령수․기수․군뢰 등은 의장 행사나 명령 전달, 범

죄자 처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병종이었다.

참모직으로는 軍官․旗牌官․旗鼓官․都訓導․把守別將 등이 있었다. 軍官은

통제사 휘하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으로 군관과 대변군관으로 구분되어

52) 統營志(奎10976), 官職 “山城中軍一員 康熙四十七年 吳公周重 啓聞加設.”
53) 三南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營門古事記畧 .
54) 수원 화성은 4門 8角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稚를 설치하였다. 치총은 角을 지키는 역
할을 담당하였다(正祖實錄 卷47, 正祖 21年 12月 30日 守城節目 ).

55) 統制營事例(맹인재소장본) 營門將卒實數 “城長 乾隆十年乙丑 李等彦祥加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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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어 있다. 이중 군관은 三南水軍統制使節目이나 통제영사례에서 啓請
軍官이라고 기록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56)56)이들은 중앙에서 통제사가 내려올

때 왕에게 장계를 올려 데려오는 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대변군관

은 그 지역의 유력자로 집에서 변란을 대비하다 비상시에 동원된 군관이었다.

기패관과 기고관은 장병들의 훈련을 담당하거나 수군과 같이 신호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으며, 도훈도는 이동시 길잡이로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파수별장은 영조 27년(1751) 통제사 具善行이 설치한 직책으로

산성의 파수를 담당하는 경비대장이었다.57)57)

관직조의 인원 중에서 행정인원은 1,130명(21.1%)이었다. 이중에 관리가 181

명(3.3%), 하인이 949명(17.7%)이었다. 審藥은 의원이고 漢學은 통역관이었다.

東․西部官은 당시 통제영의 행정구역인 동부와 서부의 책임자이다. 使令은 鄕

吏 중 한 종류로 중앙과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이었다. 船庫直은 船庫를 관

리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병종이었다. 沙工은 뱃사공을 말하며 작은 배를 운행하

는 직종이다. 통제영이 바닷가에 위치해있고 각종 해산물을 진상 명목으로 상납

했기 때문에, 배를 몰 수 있는 뱃사공이 필요하였다. 또한 進上捉復軍은 진상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병종이다. 造船耳匠은 선박을 건조하는 장인이다. 통제

영에서는 군선이나 使行船 등을 건조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었다. 藥漢은

심약 휘하에서 약초를 캐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軍器硫黃軍은 통제영에서 화약

마련을 위해 모운 병종이었다. 이처럼 통제영의 행정인원은 수군과 육군의 군기

를 관리하는 감관과 영리, 그리고 진상을 담당 병종과 각종 창고지기, 노비 등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후영에 근무하는 인원은 181명이었으며, 전체 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 정도로 미미하다. 이는 우후영이 통제영의 본영을 방어하기 위해 우후가

풍화시(3~8월)에 임시적으로 주둔하는 영이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배치할 필요

가 없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우후영에 근무하는 군직으로는 포도장교․대변군

관․표하초관 등이 있었으며, 병력으로는 군뢰․순령수․기수․취고수 등이 있

56) 統制營事例(맹인재소장본) 營門將卒實數 .
57) 統營各樣事例(해군사관학교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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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은 본영에도 있는 병종이었지만 본영 보다 그 인원은 훨씬 적었다. 행

정인원으로는 병방군관․군기감관․별향창감관 등 관리와 선고직 및 사공 등의

하인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우후영에서 이용하는 군기와 창고를 관리했던 인원

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통제영의 방어체제는 수군과 영 자체를 방어하는 육군 두 가지로 나

누어졌다. 통제영에 수군은 8개의 편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편대는 주로 통제영

의 지휘체제에 편입되어 1전선을 보조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편대는 전

투를 하는 주력선박 1척과 지원선박으로 구성되었다. 이 편대에는 승선하는 인

원도 상당히 많았다. 전선에 승선하는 인원은 지휘부, 전투부 운항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각 편대에는 수군직역자였다가 納布軍이 된 병종도 배정되어 있었

다. 營 자체의 방어체제는 산성중군을 중심으로 아병과 친병을 주요 전력으로

하였다.

4. 병력의 입역 실태와 그 특징

輿地圖書에 기록된 병력은 전선의 총 인원이었을 것이다. 통제사는 훈련을
하거나 전란 등이 일어나면 여지도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인원을 배치해 공격
하거나 적을 방어했을 것이다. 하지만 평시에는 통제영에서 이 인원을 모두 보

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지도서의 統營條를 삼남수군통제사절목
의 營門一朔放料都摠 과 비교하여 통제영은 평소에 병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

었는지 확인해보자.

이 기록들을 비교함에 있어 두 가지 유의점이 있다. 첫째, 여지도서는 주로
통제영의 총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營門一朔放料都摠 은 급료를 지급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료적 성격의 차이로 인해

여지도서와 營門一朔放料都摠 에 기록된 병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두 기록을 비교해보면, 두 자료의 병종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특히 영문일삭방료도총 에는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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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록되지 않은 병종이 많은데, 이들은 주로 ‘直’, ‘伺候’, ‘軍’, ‘匠人’ 등 통제

영에서 잡일을 하는 직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여지도서가 통제영 전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절목에는 本營의
상황만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후선과 지원 선박의 승선 인원도 기록되지

않았다. 우후영에 근무하는 인원과 우후선의 승선 인원이 누락된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우후영이 통제영 본영과 달리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급료에 관련한 문서가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본영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다. 다음 표는 두 자료를 비

교한 것이다.

분류 병종
輿地
圖書

營門一朔放料都摠
고용형태

총원 풍화시 풍고시 番次

수
군

군
선
승
선
인
원

장
교

船將 6 6 6 6 長番 전원급료지급
兵船將 6 6 6 6 長番 전원급료지급
監官 7 ․ ․ ․ ․ 미상
知彀官 6 ․ ․ ․ ․ 미상
旗牌官 20 6 6 6 ․ 겸직/일부급료지급
都訓導 16 4 4 4 ․ 겸직/부분급료지급

병
력

射夫 174 174 58 10 3番 윤회입번/급료지급

砲手 200 312 104 9 6番 윤회입번/급료지급

火砲手 150 150 50 10 3番 윤회입번/급료지급

舵工 35 ․ ․ ․ ․ 미상

繚手 7 ․ ․ ․ ․ 미상

碇手 7 7 7 7 長番 전원급료지급

櫓軍 833 ․ ․ ․ ․ 역가납부/훈련참여

방군
防軍[水軍]․幷保 7,650 7,650 510 260 10番 역가납부/훈련참여
射夫 1,356 1,356 114 0 10番 역가납부/훈련참여
添格射夫 144 144 12 0 10番 역가납부/훈련참여

육
군

장
교

軍官 10 12 12 12 長番 전원급료지급

待變軍官 140 36 36 36 ․ 겸직/일부급료지급

山城中軍 1 1 1 1 長番 전원급료지급

親兵千摠 2 2 2 2 長番 전원급료지급

親兵把摠 4 4 4 4 長番 전원급료지급

雉摠 6 ․ ․ ․ ․ 미상

<표 3> 18세기 후반 통제영 본영의 병력운영 형태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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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통제영의 장교와 병력의 입역 방식을 급료 지급을

기준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다. 장교의 입역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모

든 인원에게 급료가 책정되어 있어, 매달 전원이 근무를 섰을 것으로 생각되는

親兵哨官 16 ․ ․ ․ ․ 겸직/일부급료지급
牙兵哨官 3 ․ ․ ․ ․ 겸직/일부급료지급
標下哨官 4 ․ ․ ․ ․ 겸직/일부급료지급
城長 28 6 6 6 ․ 겸직/일부급료지급
兼假倭將 29 6 6 6 ․ 겸직/일부급료지급
把守別將 2 2 2 2 長番 전원급료지급
彌勒寺僧將 1 1 1 1 長番 전원급료지급
旗牌官 55 ․ ․ ․ ․ 미상
旗鼓官 2 1 1 1 ․ 미상
都訓導 6 ․ ․ ․ ․ 미상

火砲監官 9 ․ ․ ․ ․ 미상

병
력

火砲手 80 72 12 7 3番 윤회입번/급료지급
軍牢 100 100 19 19 5番 윤회입번/급료지급
巡令手 60 60 15 15 4番 윤회입번/급료지급
吹鼓手 100 100 19 19 5番 윤회입번/급료지급
親兵 2,039 ․ ․ ․ ․ 역가납부/훈련참여
牙兵 407 ․ ․ ․ ․ 역가납부/훈련참여
城丁軍 440 ․ ․ ․ ․ 역가납부/훈련참여
標下軍 317 ․ ․ ․ ․ 역가납부/훈련참여
假倭軍 75 ․ ․ ․ ․ 역가납부/훈련참여
僧軍 42 ․ ․ ․ ․ 역가납부/훈련참여
旗手 47 ․ ․ ․ ․ 미상
吹鼓手 30 ․ ․ ․ ․ 미상

행
정

관
리

審藥 1 1 1 1 長番 전원급료지급
漢學 1 1 1 1 長番 전원급료지급
東西部官 2 2 2 2 長番 전원급료지급
陸軍器監官 6 6 6 6 長番 전원급료지급
營吏 30 7 7 7 ․ 미상
馬徒 10 1 1 1 ․ 윤회입번/급료지급
鎭撫 117 ․ ․ ․ ․ 미상
知印 13 ․ ․ ․ ․ 미상

하
인

使令 77 77 24 24 3番 윤회입번/급료지급
船庫直 69 ․ ․ ․ ․ 미상
沙工 120 29 29 29 ․ 윤회입번/급료지급
進上捉復軍 10 ․ ․ ․ ․ 미상
造船耳匠 18 2 2 2 ․ 미상
藥漢 9 ․ ․ ․ ․ 미상
軍器硫黃軍 600 ․ ․ ․ ․ 역가납부/훈련참여
營奴 29 ․ ․ ․ ․ 미상
營婢 17 ․ ․ ․ ․ 미상

* 출전: 輿地圖書, 統營條; 三道水軍統制使節目 營門一朔放料都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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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이다. 이들 병종은 위 표에서 ‘전원급료지급’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해

당하는 병종은 수군의 船將과 兵船將 그리고 육군의 軍官․山城中軍․親兵千

摠․親兵把摠․把守別將․彌勒寺僧將 등이었다.

둘째, 체아․겸직 등으로 일부 인원에게만 급료가 책정되어 있어, 정원 중 일

부 인원만 근무를 섰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장교는 육

군의 親兵哨官․牙兵哨官․標下哨官․待變軍官․城長 등과 수군의 旗牌官․道訓

導 등이었다. 이들은 위 표에서 ‘겸직/일부급료지급’으로 표기하였다. 육군의 친

병초관은 총원 16명 중 10명은 軍官이 겸임했고, 나머지 6명은 진무가 겸임했다

고 한다. 표하초관 4명도 鎭撫 중에서 차출하였다고 한다.58)58)아병초관은 친병의

예에 비추어 겸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城長도 전체 인원 중 상당수가 겸직

이었고 일부 인원만 업무에 종사하였다.59)59)육군 기패관 55명은 유사시 모이도록

편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료가 책정되지 않았다.60)60)待變軍官도 일부 인원만

업무를 수행했고 나머지는 편성만 되어 있었다.61)61)수군의 기패관이나 도훈도 등

은 그 직종의 근무형태는 알기 어렵지만, 상당수는 겸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

다. 이를 통해 이들 장교들은 체아나 겸직 등으로 인해 급료 지급 인원수가 정

원보다 적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무형태를 알 수 없는 직종은

미상이라고 표기하였다.

병력의 입역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병력이 輪回入番하여 근무

를 서고 급료를 받는 경우다. 위의 표에서는 ‘윤회입번/급료지급’으로 표기하였

다. 군선 승선인원 중에서 사수․포수․화포수 등 전투부가 해당한다. 이들 중

사부와 화포수는 3番制에 입각해서 근무를 서고 급료를 받았다.62)62)3番制의 운영

58) 統營志(奎10976) 官職 “親兵哨官十六員 (중략) 而十員左右廳軍官中 六員鎭撫中差出”;
“標下哨官四員 (중략) 鎭撫中差出.”

59) 統營志(奎10976) 官職條에 따르면 城長은 49명으로 輿地圖書에 기록된 인원 28명보
다 21명이 많지만, 실제로 근무를 서고 급료를 받는 인원은 7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18세기에도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28명이었지만

실제로 매달 고용되고 있는 인원은 6명밖에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60) 統營志(奎10976) 官職.
61) 統營志(奎10976) 官職.
62) 三南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營門一朔放料都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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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사료를 통해 증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풍화시 매달 입역 인원이 총원의

2/3로 편성되어 있으며, 풍고시 매달 입역 인원은 1/3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근

거로 입역방식을 추론해볼 수 있다. 군선 승선인원 총원을 3개 番 나누고, 이중

2개 番이 3개월씩 풍화시(3~8월) 6개월 동안 근무를 서며, 나머지 1개 番은 6

개 파트로 다시 구분하여 풍고시(9~익년 2월) 6개월간 1개월씩 근무를 서는 방

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수군 사부는 174명으로 책정되었다. 이들을 3개 번으로 편성하면 1개

번이 58명씩 편성된다. 이 3개 번을 1․2․3번으로 지칭한다고 할 때, 1番이

3~5월까지 3개월간 근무를 서면 그 다음 번차인 2番이 6~8월까지 3개월간 근

무를 서는 형태였을 것이다. 나머지 3番 58명은 풍고시 6개월 중 9․10․11․1

2․1월 등 5개월 동안에는 10명씩, 2월에는 8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섰던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營門一朔放料都摠 에서 사부의 입역

방식을 풍화시 58명, 풍고시 10명으로 기록한 것이다.63)63)이러한 번차 운영 방식

은 수군 화포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수군 포수는 여지도서에는 200명
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營門一朔放料都摠 에서는 31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군 포수는 두 자료의 발간 사이에 정원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수군 포

수는 6番制에 입각해서 근무를 섰다고 한다. 하지만 풍화시에는 104명이, 풍고시

에는 9명이 입역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입역 방식은 알 수 없다.64)64)

육군의 화포수․군뢰․순령수․취고수 등도 윤회입번하여 근무를 서고 급료를

지급받는 병종이었다. 육군 화포수의 정원은 여지도서에 8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 영문일삭방료도총 에 72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약 8명 정도의 차

이를 보인다. 그 이유 역시 두 자료의 발간 시기 사이에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3番으로 나누어서 풍화시에는 12명씩, 풍고시에는 7명씩

63) 三南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營門一朔放料都摠 “合百七十四名 風和一朔立番
五十八名 (중략) 風高則 一朔立番十名.”

64) 三南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營門一朔放料都摠 “砲手三百十二名 分作六番 風
和一朔 立番百四名 (중략) 風高則九名.” 삼남수군통제사절목에는 風高時에 9명이 입역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제영사례에 따르면 17명이 입역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
떤 기록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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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급료를 받았다.65)65)軍牢는 19명을 1개 番으로 편성하여,

1개 번 2개월이나 3개월씩 입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취고수의 입역방식은 군뢰

와 같다.66)66)순령수는 60명이 15명씩 4개 번으로 나누어, 1년 동안 근무를 섰다.67)67)

둘째, 역가를 납부하거나 수조에만 참여할 뿐 이외에 다른 행사에 동원되지

않아 급료가 책정되지 않는 병종이다. 이 표에서는 ‘역가납부/훈련참여’로 분류

하였다. 군선 승선인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櫓軍은 숙종 30년(1704) 이후에

진하거민을 충원하고 水操에만 동원하도록 결정되었고, 이 조치는 19세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68)68)이외에도 수군진에서는 이들에게 매년 乾葛 15근을 바쳐야

하는 역을 부과하기도 하였다.69)69)또한 육군 중에서 친병․아병․성정군․표하

군․가왜군․승군․기수․취고수 등 대부분 병력들은 역가를 내거나 훈련에만

동원되는 실정이었다. 친병은 군현에 상주하다가 2番으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훈련에 동원되었다. 이들을 1番과 2番으로 지칭한다고 할 때, 친병 1番이 훈련에

동원되면, 2番은 훈련에 동원되지 않고 米 3斗를 납부하였다. 이들이 납부하는

米는 통제영에서 除操米라고 지칭하였다. 牙兵은 균역법 실시 이전에는 租 1石

을 납부하였다가, 이후에는 錢 2냥씩 납부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아병은 역가

납부로 직역을 대신하였지만, 훈련에는 참여하였다.70)70)城丁軍․標下軍․僧軍․假

倭軍 등은 역가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훈련에는 참여했다.71)71)旗手․吹鼓手 등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역하지 않고 부대로 편성만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65) 三南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營門一朔放料都摠 “山城火砲敎師 七十二名以分

作三番 風和一朔立番 十二名 (중략) 風高一朔立番七名.

66) 三南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營門一朔放料都摠 “軍牢百名以分作五番 一朔立

番 十九名.”

67) 三南水軍統制使節目(김현구소장본) 營門一朔放料都摠 “巡令手六十名以分作四番 一

朔立番 十五名.”

68) 당시 격군은 2番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수조만 참여한다고 하였다[統制營事例(맹인재
소장본) 營門將卒實數 ].

69) 統制營各樣事例(해군사관학교소장본) 官職.
70) 統營志(奎10976) 山城 “親兵 調練則 左右部十六哨式輪回赴操 不赴操八哨改每名除操

米三斗式合米二百二十三石三斗 各設哨官出往軍在邑收納軍倉 別牙兵四白六名 臨急時則守
城設始 初每名租一石式自軍倉收捧矣中年劃付養武倉 而均役後 每名錢二兩式自兵庫收捧.”

71) 統制營事例(맹인재소장본) 營門將卒實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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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직역자인 방군[水軍]․병보․사부․쳠격사부는 각 군현에서 통제영에 와

서 역가를 납부하였다. 방군[水軍]은 番次에 입각하여 역가를 납부하였다. 수군

직역자인 이들이 번차에 따라 역가를 납부했던 이유는 이들이 납포화 되기 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역가 납부 허용 이전에는 번차에 입각하여 입역

하여 근무를 섰다. 역가 납부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차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역가 납부 방식으로 변모한 것이었다. 방군[水軍]은 총원의

1/10이 1개 번으로 편성되었다. 1전선은 110명이, 부선․좌한선․우한선․우선은

80명. 귀선은 60명, 좌․우탐선은 50명이 1개 번의 인원수였다. 당시 방군[水軍]

의 番은 1番, 2番 … 10番 등 10개 번을 숫자로 구분한다. 간지 중 ‘己’자가 들어

가는 해가 1番이 1월과 2월에 포를 납부하는 식년이었다. 1번은 다시 上番과 下

番로 나누어져 1월과 2월에 각기 역가를 납부하였다. 이렇게 己字가 들어가는

해가 식년이 된 이유는 포 납부방식이 개정된 숙종 45년(1719) 기해년이었기 때

문이다. ‘己’자 해의 다음해는 ‘庚’자 해이다. ‘庚’자 해에는 1월과 2월에 포를 납

부했던 1番이 3월에, 不立防軍이었던 10番이 上下로 나누어 1월과 2월에 포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 1番은 9년차 되는 ‘戌’자

가 들어가는 해에 불입방군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1~2개월씩 늦추어

포를 납부하게 하면 모든 번이 10년마다 한번은 불입방군이 될 수 있었다.72)72)불

입방군이 되면 수군진에 오지 않고 거주하는 군현에 포를 납부했다. 병보는 방

군[水軍]에게 역가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번차가 없다.

사부와 첨격사부는 輪回立番하여 역가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방군[水軍]과 같

으나, 番에 편성된 인원이나 번차 운영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군선 별 사부의 1

개 番은 1전선과 부선 각각 20명, 좌별선․우별선․귀선 각각 18명, 좌방패선․

우방패선 각각 10명 등이었다. 첨격사부의 1개 番은 군선 별로 1~2명 정도이다.

이들은 先․後運 6番制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방식은 총원을 先運과 後運 등

72) 수군의 입역방식은 인조 연간에 형성되어 숙종 45년(1719) 해은 부원군 吳命恒의 건의에

의해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영영사례에 기록된 포 납부방식은 숙종 45년(1719)부터 운
영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자료가 헌종 6년(1840)에 발간된 것이니 숙종 45년

(1719)에 만들어진 번차가 그 때까지는 적어도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嶺營事例
(계명대학교동산도서관소장본) 9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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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부대로 구분하였다. 우선 첫해에는 先運이 6番으로 나누어서 풍화시(3~8

월) 6개월 동안 매 1개 번씩 輪回立番하여 역가를 납부하면, 後運은 소재하는

군현에 역가를 납부했다.73)73)다음해에는 첫해와 반대로 後運이 수군진에, 선운이

해당 군현에 역가를 납부하였다. 수군진에 역가를 납부하는 사부는 立防射夫라

고 하였으며, 해당 군현에 역가를 납부하는 사부는 不立防射夫라고 하였다. 첨격

사부는 사부와 역가 납부 방식이 같다.

행정관리의 경우는 일부 병력만 그 근무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審藥․漢學

등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리와 東․西部 監官 등 행정관리 등은 전원이 급료가

책정되어 있다. 이외에 馬徒는 통제영의 각 驛의 役吏가 윤회입번하여 입역하여

급료를 받았기 때문에 1명밖에 급료가 책정되지 않았다.74)74)사령은 77명이 총원

이었는데, 24명씩 3番로 나누어서 윤회입번하고 급료를 받았다. 유황군은 각 군

현에 거주하다가 역가를 납부하였다. 역가는 양인 2냥, 천인 1냥이었다.75)75)이외

에 행정 관련 인원은 그 운영형태를 찾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통제영의 장교와 병력의 입역 방식을 살펴보았다. 통제영의 장교는

크게 전원에게 급료가 책정되어 있어 전원이 매달 근무를 서는 관직과 일부 인

원에게만 급료가 책정되어 있어 정원 중 일부만 근무를 서는 관직 등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병력도 통제영에 輪回立番하여 급료를 받는 병종과 역가를 통

제영에게 납부하거나 훈련만을 참여하는 병종으로 나누어진다. 통제영에서는 다

양한 방식을 이용해 장교와 병력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통제

영에서 이렇게 장교나 병력의 입역 방식을 복잡하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교의 근무 형태가 다른 것은 아무래도 군사지휘체제에서 그 중요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정원이 모두 매달 근무를 서는 관직은 대부분 해당 부대의 고

위 지위관이거나 중앙에서 파견된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지휘체제 상에서 중요

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통제영에서는 전원에게 급료를 책정하여 근무를 서게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겸직․체아 등으로 정원 중에 일부만 근무를

73) 嶺營事例(계명대학교동산도서관소장본) 951.98.
74) 統營志(奎10976) 官職 “馬徒十人 以各役吏 輪回赴番.”
75) 統制營事例(맹인재소장본) 營門將卒實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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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직책은 하급지휘관이나 통신․훈련 등을 담당하는 장교 층에 속했다. 이들

관직은 인원이 많으면서도 지휘체제 상에서 고위 지휘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중

요하지 않은 직책이었다. 또한 비용문제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장교들에게 모두

급료를 줄 경우 통제영의 재정 손실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비용절

감 차원에서 상당수는 겸직으로 두고 일부만 급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병력운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통제영의 병종 중 일부는 輪回立番하여 근무를

서고 급료를 받았다. 이들 부류에 속하는 병종은 활과 조총 그리고 화포 등 병

장기를 다루는 병종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능숙한 기술과 장기간의 수련이 필

요한 병종이라는 특징이 있다. 통제영에서는 이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윤회입번

하게 하여 부대 방비 등에 이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투력을 유지

하게 하고자 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이나 호위 그리고 치안 등을

담당한 병종도 윤회입번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평시에도 통제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주요한 임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일정 인원을 매달 상주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防軍이나 能櫓軍 등 수군 병종이나 친병․아병 등 육군 병종은 대

부분 역가나 신역을 납부하였으며, 비상시나 훈련에만 동원되었다. 이들 병종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첫째, 이들

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통제영

의 재정은 대동법 실시 당시 분급된 需米 등을 제외하면 자체에서 마련한 재원

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재원 마련은 통제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게 신역을 일정부분 면제하여 역가 수입을 거

둠으로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들을 평시에 무리하게 동원할 경우 생겨날 민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 보병이나 櫓軍으로 輪回立番하여 근무를 서고 급

료를 받았던 병종들에 비해 군사적 숙련도가 덜 필요한 병종이었다. 더군다나

이들은 통제영의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양민이나 노비들로 가족

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들을 무리하게 징발하여

입역시킬 경우 이들의 직접적인 반발에 봉착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통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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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시에 이들에게 역가를 걷다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만 갖추고 있었

다고 생각된다. 통제영의 이러한 병력 운영형태에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

면서도 민의 반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숨어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18세기 통제영의 방어체제와 병력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제사와

통제영은 선조 26년(1593) 충청․전라․경상도 등 三道水軍을 통제하기 위해 설

치된 관직과 주둔하는 영이다. 통제사는 임진왜란 당시까지 만하더라도 임시직

으로 설치되었지만,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지휘가 강화되었다. 임진왜란 직

후 통제영에 일어난 변화는 위치 변화와 직제의 승급 두 가지였다. 통제영이 고

금도에 있다가 두룡포로 이전한 이유는 당시 수군전략 때문이었다. 당시 조정에

서는 일본군이 부산진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부산진 일대와 견

내량을 거점으로 하여 방어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조정에서는 경상도 동해안에 위치한 수군진을 부산진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통

제영을 견내량 근처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위치 변경 이후 조정에

서는 다시 통제사의 품계를 2품으로 승격시켜 그 지위를 강화하였다. 두룡포는

조정의 전략을 실현할 적격의 장소였다. 하지만 방어의 문제점도 있었다. 이는

일본군이 바람을 타고 통제영으로 침입해올 경우 이를 방비할 대책이 궁색하다

는 것이었다. 17세기 후반 황당선의 출현 등으로 소규모 병력의 기습적인 침략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정에서는 산성을 설치하고 우후영을 독립시키는 조치를 취

하였다.

통제영은 자체 방어와 수군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수군과 육군을 모두 보유

하고 있었다. 수군은 군선과 배속 인원 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군선은 8

개의 편대로 편성되었으며, 이 편대는 다시 주력선박 1척과 지원선박 몇 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사시 8개 편대의 역할은 통제사가 타는 전선인 1전선[座船]을

보호하는데 있었다. 배속 인원은 군선 승선인원과 방군으로 구분되어 있다. 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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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인원은 그 역할에 따라 지휘부와 공격부 그리고 운항부로 다시 나누어졌는

데, 배 운영에서 각각의 역할을 전담하였다. 지휘부는 병력을 감독하고, 다른 배

와 통신하여 명령을 전달하고 배가 나아갈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통합하여 명령

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투부는 사수․포수․화포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였다. 운항부는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배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였다. 방군은 방군[水軍]․병보․사부․첨격사부 등으로 구

성된다. 이들은 본래 조정에서 분급한 수군 직역자였다. 이들은 조정에서 지급할

당시부터 군선에 배정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여지도서에서도 군선 승선인
원 뒤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영의 자체 수비를 담당할 육군은 산성중

군을 중심으로 친병․아병․성정군 등 다양한 병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통제사의 친위병력으로 창설된 것으로 보이지만, 산성이 설치된 이후

부터는 산성 방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통제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를 섰다. 통제영의 장교의 운영형태

를 살펴보면 그 부대에서 고위 지휘관들은 모두 전원이 매달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하급 지휘관이나 장교 등은 정원 중에서 일부 인원만 급

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고위 지휘관의 경우 그 임무가 중대했

기 때문에 매달 근무를 서도록 한 것이며, 하급 지휘관은 그 인원이 많을 뿐 아

니라 비용 경감 차원에서 겸직이나 체아직 등으로 운영했기 때문이었다. 병력의

동원 방식도 두 가지였다. 포수․화포수․사부 등 기예가 필요한 병종이나, 순령

수․군뢰 등 의장이나 치안 유지를 위해 평시에도 필요한 병력의 경우에는 윤회

입번하여 근무를 서게 하고 급료를 지급하였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예가

덜 필요한 노군이나 보병의 경우는 평소에는 역가를 내고 훈련만 참여하다가 유

사시에만 동원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통제영의 내부 지휘체제와 병력

동원 방식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을 통해 통제영의 내부 지휘체제

의 구조가 대략 밝혀지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통제영은 통제영이 가진

지리적․전략적 상황과 시대 변화에 부흥하면서 지휘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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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하지만 이 논문을 통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

다. 우선 각 병종들이 통제영이나 군선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지에 대해서

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통제영의 재원 마련 방

식과 급료 지급 방식의 실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이는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 통제영, 전선, 통제사, 우후, 수군

투고일(2016. 1. 18), 심사시작일(2016. 1. 26), 심사완료일(201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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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18세기 수군 지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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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fense system and troops management of Tongjeyoung

in the 17~18th century 
76)

Song, Ki-jung*

Tongjesa is public post and Tongjeyoung is the place stationed so as to control 三道

水軍 such as Chungcheong, Jeolla, Gyeongsang, etc. in the 26th year of Seonjo(1593). 

Tongjesa was established as a temporary job until the time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but the command was earnestly strengthened after the end. Right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re were two changes which are duryongporo's moving 

and organization promotion in Tongjeyoung. The strategy of Tongjeyoung could be 

conducted well in Duryongpo, but there were problems of defense. In the late 17th 

century, court established mountain fortress and let uhuyoung be independent. 

Tongjeyoung possessed both naval force and army force because of the two 

characteristics; purpose of self-defense and naval post.  

Naval force was divided into two things; warship and naval force. Warship was 

organized by 8 formations and they are organized by 1 main ship and a few supporting 

ships again. If there is any problem, the role of 8 formations is to protect 1 座船, 

ridden by Tongjesa. In the warships, riding members and banggun were arranged. The 

riding members were divided into command division, attack division and sailing division. 

The army force in charge of self-defense of Tongjeyoung possessed various branches of 

the army, such as chinbyung, abyung, sungjunggun, etc, by focusing on mountain 

fortress junggun. Among them, most of them seem to be established by army force of 

Tongjesa, but they were in charge of the defense of mountain fortress after the 

establishment. 

They worked by various ways in Tongjeyoung. In consideration of officer management 

form of Tongjeyoung, it's regulated to pay salary to all of high-ranked commanders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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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in the troop, but pay it to some of low-ranked commanders, officers, etc. There 

were two methods to collect military force. In case of the branch of the army, which 

needs arts, such as catcher, cannon operator, master, etc, chairmen such as sunryungsoo, 

gunroe, etc, or army force which is necessary usually from an angle of public order 

maintenance, they worked for more than the certain days and received salary. The 

method was considered so as to relieve the burden of people and manage military force 

effectively. 

Key Words : Tongjeyoung battleship, Tongjesa, Wuhu, Nav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