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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한반도에 터를 잡고 사는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 선조들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북방
지역까지 넓게 퍼져 살았다. 평상시는 여러 나라들과 서로 교역을 하였지만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는 전쟁을 치르면
서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고 사라져갔다. 이러한 역사 속에 다양한 문화가 이루어져 왔고 그 중에 전통무예도 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무예는 조선 후기 화약무기의 발달과 일본의 식민지, 6.25전쟁을 겪으면서 그 명맥이 거의 
단절 되었다. 다행이 사서와, 무예서의 기록과 유물이 뒷받침 되어 우리가 전통무예를 연구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조선후기 편찬된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는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기예를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하
고 조선과 중국, 일본의 기예를 수용하여 엮은 책으로 상세한 설명과 그림, 복식과 무기제원까지 기록 되어 있어 무
예연구에 있어 가치가 있다. 그러나 무예도보통지를 근간으로 하는 무예단체나 개인의 기예가 다르며 어느 단체들은 
가짓수를 가지고 논쟁 하고 있어 문제이다.본 연구는 급변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발맞추어 스마트의 발달과 시장의 
확대로 수많은 교육용 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한 앱은 전무한 현실에서 교수자가 직접 앱을 
개발하여 학교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의 최대 장점인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 수업 내용을 학습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을 만
드는데 있다. 

주제어 : 전통무예, 무예도보통지, 관복, 기예

Abstract We, currently settled on the peninsula, have a long history and our ancestors lived over the vast land 
further to the central Asia and northern China. Normally, our ancestors traded with many countries, but they 
fought battles when they were on bad terms and many countries emerged and disappeared. In this history, a 
variety of cultures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 traditional martial arts is a part of those cultures. Our martial 
arts has been almost sever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fire weapons in the late Chosun Dynasty, Japan's 
colonial rule, and 1950-53 Korean War. Fortunately, we can study the traditional martial arts from history 
books, the records on the martial art books and relics. Muyeadobotongji, the martial art book publish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regrets the negligence of martial arts Giyae(arts)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the Manchu war of 1636 and accommodated the martial art skills from Chosun, China and Japan. It is 
useful for studying martial arts, because it contains detailed description and drawings, clothes and accessories, 
and the specification of the weapons. However, the problem is the level of Giyae of the martial arts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based on Muyeadobotongji vary and some organizations are arguing about the 
numbers.

Key Words : traditional martial arts, Muyeadobotongji, Gwanbok(a crown, a coronet, clothes, helmet and armor), 
Giyae(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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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의 놀라운 경제발 은 다방면의 발 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오랜 역사 속에 내재된 그들의 문화는  

다른 상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

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  하나가 中國武術을 활용한 

액션 화이다. 1990년   黃飛鴻을 비롯한 方世玉, 東

方不敗 등의 화는 李 龍과 成龍으로 이어지다 주춤하

던 국 화를 부흥시켰다. 무술을 활용한 이들 화에

서 일  다 과 개인 주의 화려한 동작을 표 함을 

볼 수 있는데 실제성이 떨어지는 다소 허구 인 표 들

이 많았다. 그러나 1990년  말에 들어오면서 오랜 역사 

속 국 륙에 존재 하 던 나라간의 다 , 쟁장면

을 연출하면서 복식과 무기, 시  사상의 고증은 물론

이고 陣法과 무술의 표 도 실제에 가깝도록 보여주고 

있다는 이다. 국무술의 宗師들은 물론이고 역사 인 

큰 사건들을 화화 하면서 물품들의 고증을 비롯한 무

술동작들의 실제  技藝를 가미한 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그와 반 인 우리나라의 실을 

보면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사극이나 화

를 보면 그 시 에 맞는 물품과, 복식,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시 를 알 수 없는 복식과 무기를 지니고 국의 

무술을 모방 하거나 일본식 동작을 취하고 있다. 조선후

기 국권의 약화와 화약무기의 발달, 일본의 국권침탈, 해

방과 6.25 쟁으로 이어지는 근  우리역사는 선조들의 

武藝를 이어오기에 힘든 시기 을 것이다. 최근 경제 발

과 더불어 사회, 문화 반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시

에서 통문화 부분에 한 심과 硏究는  다른 형

태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傳統武藝에 한 심 

한 많아져 조선후기 한․ ․일의 武藝를 참고하여 編纂

된 武藝書 武藝圖譜通志가 주목 받고 있는데 技藝를 해

석함에 있어 개인과 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武藝

圖譜通志는 (御製序, 總目, 凡例, 兵技總叙, 戚 保茅總兵

事實, 技藝質疑, 引用書目, 24가지 각 技藝의 圖式 ․ 說 

․ 譜 ․ 圖 ․ 總譜 ․ 總圖와 武藝冠服圖說, 異表, 武

藝圖解 순으로 엮어져 있어 가 보아도 쉽게 技藝를 익

힐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러나 승의 맥이 끊긴 상태

에서 각 武藝의 硏究란 그리 쉽지 않다. 평면상에 그려진 

그림과 설명, 이어 놓은 동작의 그림이 있으나 몸과 무기

의 각도, 이어놓은 동작그림 사이사이에 빠져 있는 자세

들을 알기란 쉽지 않아 해석하는 이에 따라 技藝가 달라

진다. 武藝圖譜通志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 마다 

技藝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 때문이다. 옛 

武藝를 근함에 있어 남아있는 史書와 武藝書, 遺物을 

察해 본다면 우리 武藝硏究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武藝圖譜通志를 거론하고 硏究하고 있지만 技

藝解釋에 한 근 방법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무 도

보통지를 살펴보면 그 안에 어느 정도 기 해석에 있어 

방향을 제시해  요소들이 있어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

다. 를 들면 그림에 나와 있는 복과 무기의 갖춤이다. 

어떠한 복과 무기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동작의 차

이가 발생한다. 아직까지 이러한 근 방법을 시도해보

지 않고 복식은 복식 로, 무기는 무기 로, 기 는 기

로 연구되어져 왔다. 따라서 한국 통무  연구에 있

어서 무 도보통지 같은 무 서에 수록되어 있는 기 를 

좀 더 쓰임에 맞게 동작을 연구해내는 일은 다각 인 

근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옛 기록과 유물을 통해 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武藝圖譜通志의 기 들을 제 로 

연구 한다면 조선시 뿐만 아니라 그 이  시  무 를 

연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문화에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한 한국 통무 를 제 로 연구하

여 드라마나 화, 공연에 목시키고, 에 맞는 사회

체육으로 발 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옛 기록과 유물을 토 로 복식과 무기

의 갖춤 상황에서 각 기  의 재 에 문제 을 제시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韓國傳統武藝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 해 

古朝鮮時代에 련된 史書와 夫餘, 高句麗, 百濟, 新羅, 

伽倻, 樂浪, 渤海, 高麗, 朝鮮에 한 기록  武藝 기록을 

탐구 하고 어떤 服飾과 武器를 사용 하 는가와 각 시  

마다의 유물  武藝에 련된 甲冑와 武器를 살펴보았

다. 맨손과 무기를 사용하는 技藝 硏究에 있어 조선후기 

편찬된 武藝圖譜通志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 까

지 우리 傳統武藝에 한 연구는 기존 史書들의 나열과 

비교, 검토에 머물러 있었다. 傳統武藝 硏究에 있어 요

한 의미를 가지는 武藝圖譜通志에 한 연구 한 편찬

과정, 무 사 가치, 편찬의도, 배경 등이 으로 연

구 되었고, 각 技藝에 한 연구 한 한자 풀이와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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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동작 설명에 그쳐 왔다.

본 연구는 武藝圖譜通志를 근간으로 하는 표  무

단체들이 연구, 재 하고 있는 技藝의 문제 들을 冠

服 착용과 武器의 갖춤 상황에서 비교, 분석 했다.

2.1 연구의 제한점

본 硏究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

을 두고자 한다.

(1) 傳統武藝를 한제국 이  쟁을 비하거나 

쟁에 실제 으로 쓰 던 기록에 남아 있는 武藝로 

제한한다. 

(2) 복식착용과 武器 갖춤 상황에서의 기 분석은 武

藝圖譜通志를 근간으로 하는 무 를 오랫동안 수

련 해온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분석되어졌기 때문

에 객 인 입장은 다소 제한 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과 및 논의 

3.1 유물을 통한 武藝 연구 

(1) 服飾과 武器

武藝와 련된 服飾은 투복 이다.

武藝는 에 와서 자기수련을 통한 심신의 건강, 호

신술, 보여주기 한 액션무술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에는 생사가 걸린 싸움에 계가 있다. 쟁에서 무기

의 발달과 더불어 武藝服飾인 투복도 함께 변화를 가

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투복은 상․하의 투복과 투구, 

장신구 등 모든 부속구를 포함한다. 무기는 석기시 , 청

동기시 , 철기시 를 거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들의 지

배계층 확립과정과 한 계를 가지게 된다. 석기, 청

동기 시 의 표 인 무기 유물로 劍, 鏃, 槍 등이 발견 

되고 있으며 기 甲冑의 출토는 매우 다. 기 甲冑는 

만들기 쉽고 사용하는데 편리한 나무, 동물의 , 가죽 등

이 주 재료 을 것이다. 차 으로 속인 구리에 주석

을 섞어 청동을 만들어 B.C 3000〜2000년 는 청동 갑주

를 만들었는데 작은 조각을 연결하거나 못으로 고기비늘

처럼 가죽옷에 고정 시켰다. 철기시 가 도래하면서 기

존의 청동제 무기보다 뛰어난 철제무기를 가진 지배계층

들은 , 劍, 槍, 戈, 斧, 弩機, 車馬具, 鎌, 曲  등 우수한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고 鐵甲冑, 防牌, 馬甲, 馬面 등 防

禦用 武器도 갖추게 된다. 이때의 갑옷을 보면 <그림 1>

처럼 조 씩 크기가 틀린 쇠 찰에 구멍을 뚫어 질긴 끈이

나 가죽으로 엮은 札甲 형태와 <그림 2>처럼 좀 더 큰 

쇠  여러장을 끈이나 가죽, 두정으로 고정시킨 갑 형

태의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오늘날 사회는 차세  IT

융합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속한 발달로 지

식의 가 격히 변하고 있으며 한 정보의 습득도 

매우 빠르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을 

비롯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 과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

고, 다양한 앱이 출시되고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더

불어 고속 차세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장

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구와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폰의 발달로 기업의 사내 교

육과 개인의 교육의 기존의 오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

어진 이러닝 시스템 학습은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어 휴 성, 이동성, 편리성의 장

을 수용한 스마트 러닝이 두되고 있으며 차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콘텐

츠와  학교에서 사용하는 콘텐츠가 무하여 학교에서

는 모바일을 이용한 학습이 불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수자가 업에서 직  작도구를 이용하

여 학습용 앱을 제작하여 학교 수업에서 스마트러닝 학

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커뮤니 이션과 학습 효과를 높이

고자 한다.

[그림 1] 찰갑과 마갑-경주 황호동 쪽샘지구 출토

[그림 2] 횡장판갑-함양 상백리 출토

札甲과 縱長板冑, 馬甲과 馬面으로 무장한 騎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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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高句麗 벽화로만 알 수 있었는데 <그림 1>의 유

물을 통해 실제 쓰 음을 재확인 시켜 주었다. 머리를 보

호하기 한 투구 유형을 보면 크게 縱長板冑와 遮陽冑, 

衝角附冑, 札冑로 볼 수 있다. 縱長板冑는 <그림 3-1>

과 <그림 3-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반구형의 복발에 세

로로 긴 지 을 연결하여 본체를 이루는데, S자형으로 

휘어진 것을 만곡종장 주로 부른다. 이러한 종장 주는 

가장 출토 가 많으며 고구려를 비롯한 유라시아 일

에 범 하게 퍼져있는 투구의 형식과 유사하다.⦗1⦘ 
遮陽冑는 <그림 3-3>처럼 반구상의 주체 앞에 반원형의 

챙을 붙인 의 모자와 닮은 형태이다. 주로 못으로 연

결하 고 투구 상부의 복 과 , 하 의 을 기본

으로 하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모양의 철 으로 메꾼 것

이다. 복 의 상부에는 작은 반구형의 복발이 있고 복발

을 정 에 과 수발이 있다. ⦗2⦘衝角附冑는 <그림 
3-4>와 같이 투구의 평면형태가 살구모양으로 투구 상

부에서 왼쪽으로 튀어나온 주걱모양의 복 이 있다. 구

성철 의 종류와 결합기법에 따라 세분 되는데 횡장 과 

삼각 지 , 철과 정결 등이 있다. 한 차양주와 마찬 

가지로 투구 하부에 목을 가리기 한 상철 인 물미

가 있다.⦗3⦘ 札冑는 <그림 3-5>와 같이 투구를 구성

하는 철 의 형태가 사각형, 오각형 등의 작은 소찰로 구

성되며 투구상부에 평면 타원형의 복 과 복발이 있다.

⦗4⦘

[그림 3-1] 포항 옥성리 29호출토2. 

[그림 3-2] 김해두곡 22호 

[그림 3-3] 고령지역 출토

[그림 3-4] 고령지산동 32호

高句麗 古墳壁畵에서도 縱長板冑 형태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徐 兢이 지은 宣和奉使高麗圖經 이라는 

책 제11, 12권 에서 甲冑에 계되는 부분을 보면 高麗 

甲冑는 검은 가죽과 쇠로 만들었으며 무늬 있는 비단으

로 꿰매어 서로 붙어 있게 하 고 상하가 붙어 있는 포형 

갑옷 형태로 부 별로 장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高麗史

의 記 을 보면 고려 2  혜종 2년(945) 王의 冊 을 축

하하기 해 진에 보낸 물품  공  가치가 높은 武器

와 甲冑를 만들어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後三國을 統一

한 高麗는 三國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흡수하고 북방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통해 武器와 甲冑를 더욱 發展 시

켰다. 日本에 高麗時代 甲冑로 추정되는 遺物도 있으나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遺物을 보면 정지장군의 경번갑과 

화염문주, 출토지를 알 수 없는 복발주가 표 이다.

 

[그림 3-5] 합천 반계제

朝鮮時代 갑옷의 형태는 제작재료와 구조에 따라 구

분 하는데 크게 두정갑과 경번갑, 쇄자갑, 찰갑, 두석린

갑, 지갑, 면갑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朝鮮後期 火藥武

器의 發達로 鐵製와 革製의 갑옷에서 와 종이를 이용

한 갑옷이 등장하기도 하며 갑옷 안쪽에 札을 넣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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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정 시켰던 두정갑은 札이 없어지고 두정만 밖아 놓

기도 하 다. 투구의 경우 테가 있는 첨주와 원추형의 원

주가 주를 이룬다.

[그림 4-1] 경번갑-고려시대

[그림 4-2] 복발주-고려시대

[그림 4-3] 화염문주-고려시대

(2) 冠服과 武器착용시의 武藝 考察

武藝圖譜通志의 馬上六技  擊毬와 馬上才를 제외하

고 나머지 四技의 그림을 보면 기본 으로 갑옷을 입고 

투구(冑)를 쓰고 있으며 짧은 鞭棍을 말안장 깔개 우측안

쪽 복  부분에 착용시키고 허리에는 雙 와 弓袋, 矢服

을 착용하고 弓袋에는 활이 矢服에는 화살, 애기살과 통

아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1>부터 <그림 

6-6>에서 우리는 基本的인 服飾과 武器를 갖추고 있는 

朝鮮騎兵의 모습을 알 수 있다. 基本的인 冠服과 武器의 

갖춤 상황에서 槍과, 月 를 사용함을 알 수 있는데 활, 

화살, 칼은 긴 자루가 달린 武器보다 革帶나 띠를 이용해

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에 수월 했을 것이다. 정조 왕의 

화성 행차를 그린 班次圖<그림 6-6>을 보면 동다리와 

복을 입고 戰笠을 쓴 騎兵과 장교들이 활과 화살, 칼, 

馬上鞭棍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武藝圖譜通志

의 馬上雙劍<그림 6-1>, 馬上月 <그림 6-2>, 騎槍<그

림 6-3>, 馬上鞭棍<그림 6-4>와 班次圖<그림 6-5>, 

<그림 6-6>의 말 탄 이들의 다리 부분을 보면 동다리와 

복을 좌우로 나 어 각각 오른발과 왼발 무릎 윗부분

이나  부분에 묶어 멘 것을 볼 수 있는데 硏究 가 실

제 으로 묶고 기승을 해본 결과 말 타기에 수월하고 말

이 달릴 때 펄럭이며 흩어지지 않아 좋았다.

[그림 6-1] 마상쌍검(馬上雙劍)

[그림 6-2] 마상월도(馬上月刀)

[그림 6-3] 기창(騎槍) 

[그림 6-4] 마상편곤(馬上鞭棍)

[그림 6-5] 반차도(班次圖)

[그림 6-6] 반차도(班次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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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부터 <그림 6-6>과 같이 甲冑를 갖추

어 입거나 구군복에 戰笠을 쓰고 좌우 허리에 基本的인 

武器를 갖춘 상황에서 몸과 무기의 쓰임 동선은 冠服과 

基本的인 武器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임의 동선과 

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 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투구

(冑)나 戰笠의 착용이다. 일반 으로 시는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해 투구(冑)나 戰笠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게 된다. 武藝圖譜通志상의 투구(冑)

는 원주형으로 정개부 에는 철제 반구형에 정 에는 철

제 원통형 간주가 고정되어 있으며 꼭데기에는 삼지창을 

장식하고 상모를 드리고 있다. 이와 비슷한 遺物로 육군

박물 에 소장되어있는 연화당 문 투구(冑), <그림 7>

의 실측 기록을 보면 삼지창 철제부는 남아 있지 않아 제

외하고도 체 높이가 31cm이고 발부 높이가 23cm, 정

개높이 3.5cm, 간주 높이 5.5cm 이다. 남아 있는 유물마

다 높이 차이는 있지만 공통 인 것은 투구(冑)를 걸치는 

머리 부분부터 간주와 철제 삼지창까지의 높이가 25cm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림 7] 연화당초문 투구

戰笠 遺物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 國立民俗博物館

에 소장 되어 있는 戰笠을 보기로 한다. <그림 8>과 같

이 國立民俗博物館 記 을 보면 높이가 13cm이고 지름

이 36.3cm로 되어 있다. 戰笠과 벙거지는 머리 윗부분에 

걸치고 좌우 끈으로 고정 시키게 되어 있어 머리 윗부분

부터 13cm 높이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윗부분 앙

에 목각이 돌출 되어 있고 그곳에 상모를 달기도 하 음

으로 높이가 몇 cm 더 되었을 것이다.

[그림 8] 전립(국립민속박물관)

 실측을 통해서 머리 쪽과 얼굴의 좌우로 일정 거

리를 두고 몸과 武器를 써야 된다는 사실이다. 그 지 않

으면 武器가 투구(冑)와 戰笠의 윗부분과 립의 테두리 

챙에 걸리게 된다. 본 연구자가 실제 으로 투구(冑)와 

戰笠, 鬃笠, 戰巾을 쓰고 技藝를 했을 때와 그 지 않았을 

때의 武器 치와 각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관복도설( 冠服圖說)- 
관류(冠類)

武藝圖譜通志 冠服圖說  옷을 제외한 冠類는  

<그림 9>와 같고 戰巾의 유물은 아직 보지를 못했으나 

유사한 형태의 巾을 쓰고 있는 석상을 우연치 않게 韓國

傳統文化大學校에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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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건(戰巾)과 유사한 건(巾)을 쓰고 있는 석상(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소장)

戰巾은 국 화산 의 巾과 유사하며 儒巾과는 좀 다

른 형태이다. 본 硏究 는 <그림 11>처럼 戰巾 형태를 

만들어 쓰고 技藝를 해 보았다.

[그림 11] 쌍검(雙劍) 시연사진(2006)

[그림 12]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쌍검(雙劍)

<그림 11>와 <그림 12>을 보면 상투의 높이를 최고

10cm로 보았을 때 戰巾의 높이는 그보다 최소 4〜7cm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13-1>과 <그림 

13-2>, <그림 13-3>은 본 硏究 가 각각 립과 두정갑

주, 찰갑주를 착용하고 技藝 시연을 했던 사진 자료들 이다.

[그림 13-1] 해미읍성(2011)

[그림 13-2] 마상월도(2006) 

[그림 13-3] 온달장군승전행렬(2008)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基本的인 武器 갖춤 狀

況에서의 技藝이다. 좌우 허리에 칼과 弓袋, 矢服을 착용

하고 弓袋에는 활이 矢服에는 화살, 애기살과 통아가 들

어 있는 상황에서 武器를 들고 좌우를 르거나 베거나 

치는 동작은 수월 하지 않다. 조 씩 차이는 있겠지만 말

이 달릴 경우 반동에 의해 武器들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

는데 이때 말과 좌우에 착용한 武器와의 간격과 치를 

고려해야 武器를 사용하는 동작에 있어 막힘이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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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武藝圖譜通志를 根幹으로 하는 많은 團體들과 個人의 

技藝를 보면 冠服과 基本的인 武器를 갖추지 않고 있다. 

甲冑를 착용했으나 武器를 갖추지 않고, 武器를 착용 했

으나 투구(冑)나 戰笠을 쓰지 않아 머리 바로 로 武器

를 휘두르는 技藝를 하고 있다. 武藝圖譜通志를 根幹으

로 하는 代表的인 團體들 부분의 技藝에서 에서 언

한 사항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傳統武藝를 復

原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의해야 될 일이다. 馬上才의 경

우도 戰笠을 쓰고 호의 는 구군복, 철릭을 입고 재주를 

해야 되는데 민복이나 짧고 펄럭이지 않는 옷을 입고한

다. 步十八技도 마찬가지로 각 기 에 해당하는 冠服을 

착용 하고 技藝를 硏究 해본다면 武器 쓰임의 동선이 틀

리다는 것을 알 것이다. 冠服과 武器 갖춤 狀況에서의 技

藝硏究와 練習은 갖추지 않고 技藝를 보일 때에도 그

로 이어질 수 있다. 메스미디어가 발달한 는 쉽게 武

藝團體들이나 個人의 시연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참고 하

으면 한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는 傳統武藝를 大韓帝國 以前 戰爭을 備하

거나 戰爭에 實際的으로 쓰 던 記 에 남아 있는 武藝

로 制限하고 史書의 記 과 武藝書, 遺物을 참고 服飾과 

武器의 갖춤 狀況에서 技藝를 察 하여 武藝圖譜通志의 

二十四技 技藝 硏究의 한 方法을 提示 하는데 目的을 두

고 살펴본 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古代부터 19世紀까지 甲冑에 해 살펴보았을 

때 時代에 따라 쓰이는 재료만 다를 뿐 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한 기능은 변함이 없으며 技藝 硏究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투구의 높이는 武藝圖譜通志 그림에 

나와 있는 투구의 높이를 염두 해 두고 再現해야 된다.

둘째, 武藝圖譜通志의 二十四技 技藝를 硏究하기 한 

한 方法으로 各 技藝에 쓰이는 冠服을 着用하고 몸과 武

器를 움직여 보면 어떻게 동선과 武器의 각을 잡아야 되

는지 알 수 있다. 

셋째, 基本的인 武器의 갖춤 狀況에서 다른 武器를 들

고 목표물을 향해 동작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말과 좌우 

허리에 찬 武器와의 간격을 고려해서 技藝를 해야 된다. 

그 지 않으면 좌우 허리에 찬 武器와 부딪치거나 걸릴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武藝圖譜通志에 收  되어 있는 二十四

技 技藝 硏究의 한 方法으로 各 技藝에 해당하는 冠服과 

武器를 갖추고 硏究해 본다면 좀 더 옛 武藝에 接近 할 

수 있을 것이다.

4.2 제언

많은 傳統武藝 團體들이 武藝圖譜通志를 근간으로 하

고 있으면서도 技藝 해석의 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

고 있고 技藝의 가짓수와 해석을 놓고 논쟁하고 있다. 武

藝圖譜通志의 二十四技는 쟁을 비하기 해 군사들

이 이습 하 던 技藝들이다. 그 기 때문에 화려함보다

는 실제 인 쓰임 주의 武藝로 硏究 되어져야 한다.한 

方法으로 冠服과 武器의 갖춤 狀況에서의 技藝 硏究를 

해 보았으나 다소 미흡한 면이 있어 차후 좀 더 세세하게 

논 해볼 필요성이 있다. 傳統武藝 연구와 복원에 있어서 

다방면의 근 방법을 모색해 보고 武藝圖譜通志의 각 

기 들을 합리 , 실증 , 과학 으로 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 傳統武藝를 에 맡게 스포츠화 시켜 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에 한 연구도 검토 되

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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