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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군제를 개혁하였다. 고려의 二軍․六衛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10衛 50領으로 개편하였다. 하

지만 사실상의 중앙군사력은 이성계의 친군인 義興親軍衛에 있었다. 이들과 더불어 중앙군사력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각도의 절제사가 상경시킨 侍衛牌였다. 또한 반법제적인 성격의 成衆愛馬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군령과 군정체

제는 정비되기 시작한다. 먼저 군령체제의 개혁으로 지휘체제의 일원화를 위해 義興三軍府를 설립한다. 義興三軍府는

판사 정도전에 의해서 군사전반에 걸친 강력한 統御權을 갖는다. 이어서 정도전은 군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교육기관

인 訓練觀을 설립하고, 진법훈련을 강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령체제의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병혁파였다.

왕자의 난 이후 사병 혁파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일부 왕자와 중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사병을 완전

히 혁파하여 새로운 군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군정의 체계화도 이루어졌다. 태조 때 정도전은 十衛를 十司로 변경하였

다. 이후 세종대에 다시 十二司로 확대한다. 또한 태종은 흩어져 있던 이전의 甲士들이 복립한다. 甲士의 복립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하나의 王府를 지키던 사병적인 甲士가 이제는 국가의 녹에 의하여 길러지는 국가의 기간병으로서 과거에

장번적인 甲士가 이제는 遞番交代를 행하는 국가제도로서 성립된 규범에 의하여 제도화의 시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別侍衛, 內禁衛, 兼司僕 등의 각종 특수병종이 증창설 된다. 이들은 禁軍의 강화라는 측면에

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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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나 예전이나 국가를 방어한다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일이었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

자-이전은 왕, 현재는 대통령-이 있는 수도를 지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조선시기의 군사체제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분된다. 중앙군이 국왕의 시위

와 수도의 경비․방위 등을 담당하고, 지방군은 일정

한 지역의 방위를 전담하거나 유사시에 대처하는 군

사이다. 조선시기에는 前者를 後者보다 훨씬 중시하였

다. 따라서 조선시기에 수도에 위치한 중앙군은 지방

어느 군대보다 강력한 정예병으로 구성되어야 했다.[1]

조선의 중앙군은 도성과 궁성에 근무하는 육군 병력

으로, 국경 지역에 적이 침입하거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이들이 궁성과 도성을 지키는 일

에 종사하였다. 다만 평시에는 番을 나누어 복무하면

서 下番 군사들이 집에 가서 쉬는 한편 당번 군사들

이 다시 교대로 도성과 궁성 경비를 맡는 반면, 유사

시에는 일단 서울에 있는 모든 군사가 동원되고 이어

서 하번 군사들도 징발하여 방어에 임하게 된다는 차

이가 있었다.[2] 이번 논고인 조선 건국 초 중앙군을

살펴보기 전에 그간의 연구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조선전기 중앙군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선도한

천관우는 연구를 통해 조선의 중앙군제가 二軍과 六

衛로 구성된 고려 말의 八衛체제를 이어받아 조선의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과정 속에 6차례의 개편을 거쳐

세조 3년(1457)에 五衛로 정착되는 과정을 밝혔다. 이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병종의 내용과 신분적 성격, 지

휘체계 등이 밝혀졌다. 천관우의 연구는 일부 한계가

있지만, 현재까지도 조선전기 군제사의 연구에 기본적

인 틀로 작용하고 있다. 차문섭 또한 비슷한 시기에

중앙군과 중앙 군제를 연구하였는데, 그는 중앙군의

복합적인 성격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적인 병

종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국왕 직속 병력

으로 편제되어 국왕을 호위하는 병력인 內禁衛, 군사

적인 면에서는 이용 가치가 별로 없으면서도 간접적

인 왕권 강화책과 관련되어 설치 운영된 忠義衛 등을

고찰하였다. 1960년에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 성과는

민현구 등에게 이어졌다. 민현구는 조선 초기 중앙군

제가 변천 정비되는 과정과 군령․군정 기관이 정비

되는 과정을 살폈다. 90년대에는 윤훈표가 조선 건국

초엽의 중앙군제 개편과정이 정력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그는 聖衆愛馬 등의 병력이 別侍衛 등으로 개편

되어간 과정을 치밀하게 고찰하였다. 최근에는 김종수

등의 연구가 나오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의 대한 재해

석과 보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3] 따라

서 이 글은 기존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

초기 중앙군의 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의 八衛가 조선 건국 직후 十衛로 변경되는 과정

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義興親軍衛와 侍衛牌를 통해

이 당시 중앙군의 특색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다

음으로는 중앙군 체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지 軍

令과 軍政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해보도록 하겠다. 이

러한 작업을 통해 조선 건국 직후에 중앙군의 체계를

확인하고 五衛로의 정착의 전 단계에 대해 부족하나

마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현재 조선시대와 같은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국군에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조선 건국 직후의 중앙군

2.1 十衛의 성립

2.1.1 고려 말 중앙군 체계

고려의 중앙군은 二軍․六衛[4]를 바탕으로 하는 것

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려 초기의 군사제도는 시

대가 내려옴에 따라 붕괴의 길을 걸었으며, 무신란 이

후 사병의 존재가 나타남에 이르러 중앙군을 중심으

로 하는 상비군 조직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 후 대몽

항쟁을 거치면서, 고려병제에는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

다. 공민왕대에 이르러 정치 외교상의 변화가 있게 되

고, 그에 따라 군사체제도 다시 다듬어지고, 종래의

二軍․六衛를 八衛로 합칭하였다고 하나, 이때에도 중

앙군 조직이 재편성되지는 못하였다.[5] 특히 우왕대의

격심한 왜구의 침입에 대처하면서 중앙의 원수들이

각도를 分管하여 군사를 징발해서 領率할 뿐만 아니

라 평시에 그 군적까지도 관할하고, 또 그들을 때때로

서울에 番上시키기까지 하는 관행이 이루어졌다. 위화

도 회군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조선으로 넘어갔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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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건국 초 十衛의 설립

먼저, 건국초기 중앙에 있었던 군대를 정리해 보면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十衛 가운데 사실상 왕실 사병

으로서의 義興親軍左․右衛, 그리고 종친․훈신들의

사병적 성격을 띠고 그들의 보호 아래에 있던 侍衛牌

와 反법제적 인정 아래 실제로 궁중 숙위를 담당하고

있었던 成衆愛馬 등의 세 갈래 군대가 존재하여 수도

안의 중앙군으로 있어 병권이 국가 내지는 왕권에 완

전히 귀속되지 못하고 있었다.[7] 조선 초기의 군제개

혁은 이미 공양왕대 부터 추진해 오던 것을 계승․보

완하면서 출발했다.[8] 즉 이성계의 親軍인 都摠中外諸

軍事府를 義興親軍衛로 변경하고,[9] 다시 이를 좌위와

우위로 나눈 후 八衛와 합쳐 十衛로 편성하였다.[10]

또한 1衛마다 5領을 설치하여 총 10衛 50領이 되었

다.[11] 이로써 3,456명이었던 八衛의 군액은 매 위당 4

15명이 되어, 총 3,320명으로 축소 조정되었고, 여기에

이성계의 휘하군사인 義興親軍左․右衛 830명이 덧붙

여져 총수는 4,150명으로 증가하였다.[12] 하지만, 十衛

五十領으로 표현되는 태조 즉위 초의 중앙군은 장교

이상을 관료체제의 정돈과 연결시켜 재편성시킬 방향

을 제시한 것일 뿐, 사실상의 군사체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사실상의 중앙군사력은 義興親軍衛에 집중

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으므로, 조선 건국 초의 十衛

는 형태를 간직하고 있을 뿐인 고려 말엽 이후의 八

衛에 義興親軍衛를 좌우로 나누어 합속 시켰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13] 그러나 親軍衛와 八衛의 성격이 다

르므로 양자를 통합해서 지휘하는 체제는 미처 확립

하지 한 채 완전히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통솔되지는 못했다.[14] 八衛는 고려 말의 부

병제를 그대로 승계한 조직이었다. 이에 정도전은 八

衛가 고려 말과 같이 乳臭子弟․內僚․工商雜類 등

무자격자들이나, 권세가에 의탁해서 祿을 타면서 근무

를 기피하는 자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였다.[15] 반면에

義興親軍衛는 이성계의 휘하군사로서 조선 건국의 무

력적 기반이었다. 조선 건국 이후 이들은 甲士라 칭하

며 국왕 측근 군사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태조는 각

종 行幸時에 이들만 시종할 것을 명할 정도였다.[16]

이와 같이 조선 초기의 十衛 조직에는 부병과 甲士라

는 이질적인 군인들이 합속해 있었다.[17]

2.1.3 成衆愛馬

十衛와는 달리 反법제적인 병력으로 成衆愛馬[18]가

있었다. 고려 말 이래의 成衆愛馬가 그대로 내려와서

별도로 宮室宿衛의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성격은 일반군사와 달랐다.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近

侍의 임무와 연결되는 宿衛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상당한 교양이 필요했고, 하나의 官吏신분으로 간주되

었고,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마치면 다른 관직으로 진

출을 보장하였다. 조선 건국 초에 그대로 설치된 成衆

愛馬는 忠勇四圍, 近侍四衛를 비롯하여 司楯․司衣․

司幕․司彛․司饔 등 여럿이었다. 여러 계열의 成衆愛

馬는 그 설립배경과 기능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고,

그 군사적 성격에도 그러한 차이가 반영되었지만 다

같이 왕궁의 주요한 군사력을 이루는 것이었다. 아무

튼 태종 이전까지 이들이 차지하는 군사적 비중은 매

우 큰 것이었다.[19] 또한 成衆愛馬는 사병적 성격이

강하므로 건국과 동기에 혁거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각각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일단 존속되었던

것이다. 본래 宮官 계통으로 이조의 관할 아래에 있었

던 司楯․司衣․司幕․司彛․司饔에게 十衛에 소속된

각 領의 祿官 중에서 일부를 떼어 제수했다. 즉 十衛

의 녹관수는 유지하되 그 중 일부를 成衆愛馬로 할당

하여 실질적으로 둘이 병합되는 효과를 거두려고 했

다. 兵曹 관할 하에 있었던 忠勇․近侍는 곧 혁파되었

을 것으로 보인다.[20]

2.2 義興親軍衛와 侍衛牌의 성격

2.2.1 義興親軍衛

十衛 가운데 보이는 義興親軍衛는 나머지 八衛와

같이 취급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성계가 즉위한 다음

날에 都摠中外諸軍事府를 罷하고 義興親軍衛를 설립

하였다는 기록[21] 속에 이미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정도전 등 주요한 인물들이 義興親軍衛의 節制使로

임명되었다. 都摠中外諸軍事府의 병력은 사실상 이성

계 휘하의 군사가 그 핵심이었으며, 그가 거느려 온

함경도 출신의 토착적 사병적 성격[22]의 것이었다. 또

한 고려 왕권에 신권으로 대항하여 즉위한 이성계는

그가 국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갖고 있

던 스스로의 사병적 군사집단 속에서 새로운 세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힘을 다시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23] 義興親軍衛의 지휘는 왕자를 비롯하여 종

친과 훈신 가운데 극히 제한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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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졌다. 그들은 절제사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이성

계와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해 온 사람들이었다. 정치기

구상의 중직도 아울러 차지하고 있던 그들은 조선국

왕으로서의 이성계의 정치세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

여 그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중앙군을 재편성해

야 했다. 義興親軍衛의 임무는 궁성을 시위하고 왕의

行幸에 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義興親

軍衛를 이루는 군사에게는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었으

니, 親軍이라는 이유로 하여 고위의 장수에게 항거할

수도 있었다. 상당한 경제적 급부와 정치적 장래가 보

장되었고, 또 상당수는 原從功臣으로 봉하여지기도 하

였다. 그들은 조선국왕으로서 보다는 장군으로서의 이

성계에 충성을 다하는 군사였던 것이다.[24]

2.2.2 侍衛牌

義興親軍衛와 더불어 중앙에서 군사력의 중추를 이

루고 있는 것으로 侍衛牌가 있었다. 이성계는 즉위와

더불어 "종친과 대신에게는 각도의 兵을 분령하게 한

다"[25]는 원칙을 발표하였던 것인데, 이 조치는 고려

말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한 다는 것을 뜻하였다. 주요

한 유력자들이 각도의 절제사의 직임을 띄고 그에 따

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上

京하는 군사들이 바로 侍衛牌였다.[26] 조선의 개국과

동시에 諸道兵을 분령했던 종친과 대신은 대체로 20

명 이내였던 것 같다. 방원이 전라도를, 방번이 동북

면을, 그리고 조윤이 경기를 분관하여 그 侍衛牌를 장

악하였던 기록[27]이 있다. 그들 절제사는 휘하에 掌務

와 鎭撫를 두어 侍衛牌를 영솔하는 데 따르는 실무

처리와 참모의 일을 맡겼다. 절제사들이 각도에 내려

가서 掌兵指揮하는 일은 점차 없어지고, 지방관의 책

임 아래 번상한 侍衛牌들을 장악하였을 따름이지만,

소관 侍衛牌들의 牌記는 절제사의 손 안에 들어 있었

다.[28]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국가는 일찍부터 侍衛牌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갔다. 태조 2년의 군적작성과 정도전의 병권 집중

등을 위한 노력으로 태조 말엽에 이르면 제절제사의

侍衛牌에 대한 예속력은 지극히 약화되었다.[29]

3. 軍令의 강화와 軍政의 체계화

3.1 軍令의 강화

3.1.1 義興三軍府의 설립

十衛로의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들에 대

한 후속조치가 필요했다. 양자의 지휘체제를 일원화하

고 義興親軍衛의 사병적 요소를 불식화, 八衛는 허소

화를 극복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였다.[30] 義興三軍

府의 설립으로 첫 번째의 변화가 시도되었다. 즉 태조

2년(1393) 9월에 三軍摠制府를 義興三軍府로 고쳤다

는 기록이 나타난다.[31] 하지만, 義興三軍府는 각 衛

의 상․대장군들이 모여서 합의하여 군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상이 겸임하는 判事나 節制使를 통해

그들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

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했

다.[32]

그러나 義興三軍府의 새로운 면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정도전이 義興三軍府의 判事로서 등장한 이후부

터이다. 조선 건국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정도전이 그

책임자로 되면서, 강대한 권력을 갖는 군사관계 총본

부로 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조선의 정치권력과 군

사제도를 재정비하고 새 나라의 기반을 굳히려 하였

던 것이다. 義興三軍府의 기능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정도전이 조선의 제도적 바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태조 3년(1394) 5월의 "朝鮮經國典"에 義興三軍府는

군사전반에 걸친 강력한 統御權을 갖도록 되어있다는

점이다. 즉 十衛는 물론, 각 지방에서 번상하여 시위

하는 州郡의 병사도 義興三軍府의 통할을 받도록 하

였다.[33] 義興三軍府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義興三軍府는 강력한 군령기관으로 출발하였지

만, 곧 부병제 편성의 중핵으로서의 군정기관의 성격

도 겸하였다. 이러한 점은 판사인 정도전의 역량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둘째, 義興三軍府는 중신에게 소속

되어 있는 侍衛牌를 그에 흡수함으로써 병권의 소재

를 귀일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는 정

종 2년(1400) 사병의 혁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진

법훈련의 주관 등 여러 가지 준비적 시책이 이루어졌

으며, 모든 군사에 관한 義興三軍府의 감독권과 지휘

권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셋째, 義興三軍府 직속의 군

사는 거의 없었고 十衛가 그의 통할을 받는 것이었다.

義興三軍府의 三軍은 사실상 절제사의 영속되는 군대

였으며, 十衛도 독립된 체제를 갖는 것이었으므로, 義

興三軍府는 관서로서의 성격이 컸다. 그러나 十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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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군으로부터 正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요원이 義興

三軍府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한 관

계에 있었던 것이다.[34]

3.1.2 군사 교육훈련의 강화

조선에 들어오자 訓練觀이 설립되어 武藝訓練 및

兵書․戰陣 등을 교육하였다. 訓練觀의 주관으로 양반

자제를 비롯하여 성중관․各領可敎者 들을 모아 놓고

兵書․陳圖를 강습시키고 어느 정도 성취된 자에 한

해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이 좋으면 탁용하도록 했다.

한편 군사관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 자격과 능

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가 위령직에 입속 했다

고 하더라도 비번일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병

법을 익히도록 했다.[35] 조선 초기 훈련관과 十衛에서

실시하는 兵學 및 병법, 진법 연습은 기본적으로 군사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문적

인 군인층을 양성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었다.[36]

중앙군의 정비가 착수된 일련의 움직임의 하나로 진

법훈련의 강행을 들 수 있다.[37] 진법훈련은 각 절제

사가 장악하고 있는 侍衛牌 대한 통제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처음으로 각 군사에게 진법훈련이 실시된

것은 태조 2년(1393) 11월 정도전이 "여러 절제사가

거느리는 군사 가운데 武略이 있는 자를 뽑아 진도를

교습시키자"[38]고 발의한 데에서 시작된다. 그 후 태

조 3년(1394)년 4월 훈련이 이루어졌고, 태조 4년부터

는 자주 진법강습을 하게 되었고 점차 심해졌다. 이후

지방에까지 확대된 진법훈련은 태조 6년과 7년에 걸

쳐 더욱 고조되어서 習陣에 불참하는 삼군절제사 이

하 상․대장군 및 군관 등을 탄핵하도록 주장되었던

것인데, 이 가운데에는 여러 왕자들도 포함되어 있었

다. 이러한 진법훈련은 군사를 훈련시키고, 더 나아가

서는 侍衛牌를 국가적 목적에서 국가기관이 훈련시킴

으로써 그 사적 성격을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39]

3.1.3 私兵革罷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방원의 정치세력이 확립되고

세자에 봉해져서 권력의 방향이 잡혀지게 되자, 사병

의 혁파론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정종 2년(1400) 4

월 권근과 김약채의 상소[40]로 마침내 사병이 혁파되

고, 왕 및 세자전의 시위를 제외하고는 일절의 사문직

숙을 불허하고 "家不藏兵"의 원칙을 되새기게 된 것

이다.[41] 각 도의 유경제절제사들은 주군에서 번상 숙

위하는 侍衛牌들의 통솔자로 종친이나 훈신 중에서

담당했다. 이는 고려 말에 원수를 혁파하면서 그 대신

병권을 독점하기 위해 태조의 측근 인사들이 諸道兵

을 분장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와

서도 이들은 여전히 三軍府에 통속되지 않은 채, 다만

도평의사사에 呈報해서 임금의 윤허를 받은 다음 군

대를 징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였으므로 왕자의

난 때 절제사들이 도평의사사에 대한 보고조차 생략

하고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고 侍衛牌들도

마치 사병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안

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병혁파는 필요한 조치였

다.[42] 이로써 侍衛牌의 명부라고 할 수 있던 牌記와

武器가 모두 三軍府로 옮겨졌다.[43] 이러한 사병혁파

의 조치는 일부 중신들의 반감을 샀지만, 그대로 추진

되어 마침내 사병은 완전히 혁파되고 말았다. 이 조치

에 이어서 정종 2년 6월 정이오가 궁중에 설치한 鎭

撫와 宮甲을 혁파할 것을 주장하여 실시되었다. 왕이

나 세자 자신도 그들이 절제사였을 때 거느리던 侍衛

牌를 사적으로 거느리고 있었고, 궁중에서 사사로이

軍陣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인데, 사병혁파에 뒤따라

이것도 혁파된 것이다. 이때의 사병혁파를 통해서 조

선초기의 병제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사병의 혁

파는 정치적 안정을 가져 오고 집권화 방향에 큰 힘

을 준만큼, 새로운 군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사실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

다.[44]

3.2 軍政의 체계화

3.2.1 十司 정착과 甲士의 復立

태조 때 義興三軍府가 설립되고 태조 3년 5월에 判

義興三軍府事 정도전이 내 놓은 병제개혁의 하나로

十衛의 명칭을 고쳐 十司로 하였다. 내용상의 변화는

4侍衛司 , 6巡衛司의 구분과 각 司의 三軍 예속이 주

목된다. 정도전의 의도는 十衛를 강화개편하고 그를

수도경비 및 궁성시위의 중심병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시기의 개혁방침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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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軍 : 義興親軍 左衛 → 義興侍衛司

義興親軍 右衛 → 忠佐侍衛司

鷹揚衛 → 雄武侍衛司 金吾衛 → 神武侍衛司

左軍 : 左右衛 → 龍驤巡衛司

神虎衛 → 龍騎巡衛司 興威衛 → 龍武巡衛司

右軍 : 備巡衛 → 虎賁巡衛司

千牛衛 → 虎翼巡衛司 監門衛 → 虎勇巡衛司

정종 2년(태종 즉위년, 1400) 甲士의 復立도 이루어

졌다. "甲士 2,000명을 복립한다. 1,000명으로 여러 衛

의 직을 충당하여 1년씩 서로 교대하는 것으로 한다"

는 조치였다.[46] 甲士는 조선왕조 성립 직후에는 親軍

衛에 소속된 군사로서 왕실과 중앙의 시위를 담당하

였다. 그런데 왕조 초기의 정치적인 큰 사건이었던 왕

자난에서 甲士의 향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47]

서로 다른 편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는 바람에, 甲士

중에는 아예 귀가조치를 당하거나 제거되거나 몰려나

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태종은 즉위하자 곧바로

흩어져 있던 이전의 甲士들을 모두 원상복구 시키려

고 했고, 이것이 곧 ‘復立’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병적인 성격을 없애기 위해서 諸衛職에 충당

하였고,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1년 교대를 선택

하였다.[48] 즉 10司 각 50領이고, 각 領마다 司直 3,

副司直 5, 司正 5, 副司正 7명씩 배치되면 1,000명이

된다. 十司의 임무는 당초 궁궐의 시위 및 왕성 순작

에 두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十司가 국방병력으로서

보다는 수도 치안에 주력하는 병력이라는 점이다. 태

종 2년(1402)의 內․外 甲士 분정 때에 보면, 內甲士

400명과 外甲士 600명은 각각 윤번입직 및 순작을 분

담하도록 하는 조치[49]가 내려졌다.[50] 甲士의 복립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하나의 王府를 지키던 사병적인

甲士가 이제는 국가의 녹에 의하여 길러지는 국가의

기간병으로서 과거에 장번적인 甲士가 이제는 遞番交

代를 행하는 국가제도로서 성립된 규범에 의하여 제

도화의 시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51]

제2차 군개혁은 태종 9년(1409) 10월에 일어났다. 종

래 十司 중 4개 司가 시위, 6개 司가 순위를 맡던 것

을 9개 司가 교대시위, 1개 司와 또 별도의 義勇巡禁

司가 순위를 맡게 된 것이며, 따라서 명칭도 모두 "侍

衛司"로, 神武侍衛司 하나만이 忠武巡禁司로 바뀌게

된 것[52]이다. 전과 같이 궁중시위 4, 성내순위 6의 비

율이 형식상의 整齊에 치우쳐 성내순위에 그 정도의

중점을 둘 필요가 없는데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53]

하지만 복립된 甲士의 "一年相遞" 원칙이 제도화 된

것은 태종 10년(1410)이다. 태종은 甲士를 1,000명 더

증원하였다. 그리하여 3,000명의 甲士가 계급별로 조

정 배치되게 되었고, 그 가운데 2,000명씩 번상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下番 甲士 1,000명은 義興府에

서 장악할 수 있게 하였다. 태종 10년 5월 왕이 3,000

명에게 直牒을 정식으로 수여함으로써 甲士職 및 番

上法은 제도화 되었다.[54]

3.2.2 十二司 증설과 甲士職

태종 9년(1409) 十衛가 시위중심의 十司로 개편된

다음, 同 18년(1418)에 태종이 세종에게 전위하면서

十二司로 확대된다. 龍奮司와 虎牙司가 설치되고, 이

들 十二司는 삼군에 4司씩 분속되었다. 상왕 및 주상

의 양왕을 분담 시위하기 위함과 동시에 계속 병권을

장악하겠다는 상왕의 이례적 시책을 위하여 司 자체

가 늘었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 4년(1422) 태종이

승하하자 다음해 다시 十司로 돌아간다. 그 후 세종 2

7년(1445) 十二司로의 확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앙

군의 핵심부대는 十司 규모를 유지해 나간다.[55] 이

기간 중의 甲士職에 대한 중요한 내면적 변화도 이루

어졌다. 태종 10년 甲士의 職牒 조치 이후, 14년(1414)

에 이르러 冗官을 없애는 조치가 취해질 때 甲士는 3,

000명으로부터 1,000명으로 줄고 정예의 시위군사 500

명이 受祿하도록 하여 2교대로 하는 큰 변화가 일어

났다. 그러다가 태종 17년(1417) 6월에 이르러 甲士의

職窠가 승문원 관원을 위하여 주어지는 甲士직의 변

질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후 태종이 전위하면서 甲士

를 626명으로부터 1,000명으로 늘리고 十司를 十二司

로 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시위군사 이외의

존재도 끼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뒤에 甲士 1,00

0명의 정원이 內禁衛 등 다른 종류의 군사 및 그 밖

의 관서로부터 침삭당하고 있어서, 1,000명 중 200명

만을 他務人에게 제수하자는 의견[56]이 나와 허용되

었다.[57] 甲士의 직임도 兩界甲士가 따로 구분된다.

당초 甲士는 경성을 떠나 근무하는 것은 열외였다. 그

런데 태종 10년(1410) 4월 동북면에서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그 지역 출신으로 甲士가 된 자 15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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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시켰다. 그 후 동․서북면에 한해서는 그 지방에

거주하는 甲士를 하번 시에 부방시키는 일[58]이 자주

있었다. 그러다가 세종 6년(1424)에 이르러 慶源․鏡

城부근에 사는 內禁衛․內侍衛와 當番甲士를 상경시

키지 않고 거주 지역에 부방시키도록 하였다. 마침내

세종 19년(1437) 8월에 "兩界番上甲士防戌本道者"에게

는 주거하는 지방의 洲創에서 급록하게 하는 조치가

취하여진다.[59] 세종 27년(1445) 十司에서 龍奮․虎牙

가 늘어서 十二司로 늘고, 當番甲士수가 1,000명으로

부터 1,500명으로 늘었고, 元額은 세종 22년 6,000명으

로 늘였던 것을 다시 4,500명으로 줄였다.[60] 甲士는

司直(5品)․副司直(6品)․司正(7品)․副司正(8品) 등 5

-8品의 무관직에 올라 科田과 祿俸을 지급받으면서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조선

전기 최강의 정예병으로 평가되었고[61], 중앙군 중에

서 가장 중요한 군사력을 이루었다.[62]

3.2.3 特殊兵種의 증창설

태종으로부터 세종 중엽에 이르는 동안 甲士가 정

비되는 것과 더불어 많은 병종이 나타난다. 중요한 특

징은 여러 병종들이 대체로 禁軍의 강화라는 점에 착

안하여 만들어진 것, 중앙에서의 役事를 포함하는 노

동력 수취에 중점이 있는 것, 그리고 특수한 신분층의

신분적 제역 또는 유월성에 비추어 특혜조치로 취하

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別侍衛는 태종은 즉위하자마

자 경호를 주 임무로 하는 別侍衛를 창설했다.[63] 成

衆愛馬가 점차 소멸해 가는 과정에서 우선 司楯․司

衣가 없어지고 그것을 계기로 別侍衛가 신설된 것이

다.[64] 규모는 세종 1년(1419) 당시 4번 각 50명이었

다. 그 후 세종 중엽이후에는 3,000명에까지 이른다.

한량자제에서 무재가 있는 자를 선발해서 충보하게

했다. 別侍衛의 설치는 각 成衆愛馬에 대한 조직개편

의 출발 신호였다.[65] 다음으로 內禁衛․內侍衛가 있

다. 內禁衛는 태종 7년 內上直이 바뀌어 설치되었

다.[66] 성립당시의 內禁衛는 태종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武才卓異者로서 근시병을 삼았던 것이다. 또한

충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어도 초기에는 京外人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되 北道人과 野人에 우선권을 주었

다. 비록 遞兒職이기는 하나 장번을 섬으로서 四孟朔

連等受綠으로 가장 많은 우대를 받는 군대이며 또한

왕의 신임도가 가장 높은 군대이다. 이들은 이런 조건

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시취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고,

통과한 후에는 鍊才의 관문들을 수없이 통과하지 않

으면 內禁衛직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 軍額은 설치

당시는 60-90명 정도의 수로 생각된다.[67] 內侍衛는

태종 9년에 설치되어 좌․중․우의 3번으로 120명이

왕의 시위를 담당[68]하였고, 세종 6년 5월에 內禁衛에

병합된다. 兼司僕은 세종 7년 이전에 설치되었다. 말

을 관리하는 司僕寺에서 말에 대한 수발만이 아니라,

세자의 護行까지도 책임졌다. 內禁衛와 더불어 근시군

사로 지칭되는 점을 살핀다면, 역시 왕의 측근에서 근

무하는 금군임에 틀림없다. 長番의 武班軍士였다.[69]

태종 15년(1415)년에는 무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防牌가 만들어진다.[70] 당초 十衛 각 領의 尉 20명

과 正 40명(합쳐서 六十)은 말단의 구성원으로 역사에

동원되는 예가 많고 원래의 군사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 대상자에게 사역을 금

하고, 壯實한 자 1,000명을 뽑아 방패라는 무기를 주

어 윤번시위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화된 防牌는

상당히 중요한 병종으로 평가되고, 또 녹을 받으면서

하번 때에는 잡역을 면제받는 등 좋은 대우를 받았다.

대개 일반 서인들 가운데서 시취를 거쳐 충당되었고

중앙군의 군사력을 이루는 중요한 병종이었다.[71] "賤

妻妾子孫"등 특수신분을 補充軍이라고 한 것은 태종

15년(1415)이다. 처음엔 3,000명으로 인원수가 정하여

졌고, 그 봉족으로서 6,000명을 책정하였다.[72] 稱干

稱尺者․限品子孫(주로 관료의 서자)으로 司宰監水軍

에 속하여 있는 자, 各品賤妾 소생으로 贖身할 자 등

범위가 넓었다. 이 補充軍의 관문을 거치고 나오면 "

身良役賤"이 免賤從良 되는 것이다. 1,000일(4교대인

만큼 약 10년이 소요)의 군무를 마치면 從九品雜織이

되어 從良이 되는 것이니, 천인으로서는 일종의 특별

우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하겠다.[73]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의 양반들 중 능력이 거의 없는 이들에 국가

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나아가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으

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것 중의 하

나가 忠義衛이다. 恩典에 의한 특수병 제도를 마련하

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이중에서 뛰어난 자가 있을 때에는 말단

직이나마 문관이나 무관으로의 벼슬길에 나아가게 한

것이다. 세종 즉위년 11월에 충의위를 설치하여 開

國․定社․佐命功臣의 자손들로 이에 충당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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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으로 나누어 숙위케 하되 불충․불효한 자 및 그

자손은 여기서 제외하였다.[74] 일정한 取才規에 의한

서용된 군대가 아닌 이들에게 전문적인 어떤 직임이

부여된다고 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들이 져야 할 임무는 모두가 대동소이한 일반적인 것

이었다. 따라서 이들도 역시 왕의 특수시위병의 영역

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은 당연하다.[75]

4. 결 론

이상으로 조선 건국 초부터 五衛 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의 중앙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의

중앙군사제도는 건국초기 이성계의 친위병을 중심으

로 고려의 二軍六衛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건

국과 동시에 실시된 군제 개혁에서 十衛로 확대 개편

하나, 이것은 이성계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자신의 사

병적 성격이 강한 군사집단인 義興親軍左․右衛를 추

가하여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反법제적인 병력으로 成衆愛馬도

왕실의 측근에서 시위하는 특수부대로 유지하였다. 뿐

만 아니라 개국공신들은 여전히 그들의 사병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각도절제사의 임무를

겸임하면서 지방에서 번상한 侍衛牌를 자신의 사병처

럼 운영하였다. 이런 사병적 요소들은 점차 개혁되어

야 할 대상이었다. 이러한 초기의 군사체제가 점차 변

화를 겪게 된다. 태조는 義興三軍府를 설립하여 八衛

와 義興親軍衛에 대한 지휘통제를 일원화하려고 하였

다. 특히 정도전을 판사로 임명하면서 진법훈련을 강

행하면서, 각 절제사가 장악하고 있는 侍衛牌에 대한

통제를 국가에서 관할하면서 사병적 요소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사병혁파

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었다. 결국 태종은 정권

을 장악하면서 중신들과 왕족들의 일부 반대를 무릎

쓰면서 사병을 혁파하게 되고, 이는 정권의 안정을 가

져오게 된다. 사병혁파를 통한 군령의 강화와 함께 군

정의 체계화도 진행하였다. 태조는 十衛를 十司로 변

경하였고, 이후 다시 十二司로 확대되는 변화의 과정

을 거친다. 이와 함께 甲士의 복립도 이루어졌다. 왕

은 甲士 인원의 증감과 번상에 대한 제도화 및 職牒

을 정식으로 수여하였다. 甲士는 이제 새로운 국가의

기간병으로 제도화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甲士는 5

∼8品의 무관직에서 과전과 녹봉을 지급 받으면서 중

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으로 활동하였다. 甲士가 정비되

는 것과 더불어 別侍衛, 內禁衛 같은 특수한 병종들이

증창설 되면서, 왕의 시위라는 중요한 임무와 함께 여

러 가지 형태의 중앙군은 추가되고 정비되어간다. 현

재 우리군은 수도방위사령부가 편성되어 있으며 이

부대는 조선시대 중앙군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일부는 새로 만

들어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여러 중앙군이 한 역할들

을 잘 살핀다면, 필요시 해당 임무의 부대들을 창설하

고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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