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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깬폭력여기서이러시면안됩니다”

격구라는무예가있다. 서양의기마스포츠중폴로(Polo)처

럼말을타고공을치는마상무예의일종으로당대최고의인기

를누렸던종목이다. 그것도조선전기무과시험의핵심과목으

로 지정돼 무관이 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필수종목이었다.

특히무과시험에합격해야만장수로서당상관에오를수있는

자격을줬기에, 요즘으로치면장군이되려면격구는통과의례

같은무예였다. 말을타고자유롭게움직이면서공을쫓아가며

펼쳤던격구는단체전으로펼치면기병전술을연마하는것에

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

격구 장비(장시)로사람 때리지 마세요

필자가격구경기를시연하는모습. 홍·청팀이말을달리며나무

를 둥글게 깎아 붉게 칠한 ‘목구(木毬)’를 쫓아가는 격구 경기의

박진감은 현대 스포츠를 능가한다. 필자제공

사극드라마 ‘무신’에서주인공이격구경기중장시로상대를공

격하는 장면. 격구는 결코 폭력적인 경기가 아닌데 이런 장면이

대중들에게 왜곡된 모습을 심어준다.

　▶격구, 서양의 폴로경기보다 어렵다

　우리에게 고급 의류 상표로도 잘 알려진 서양의

폴로(Polo) 경기는일종의망치방식의채를이용한

다. 그래서긴채끝에망치처럼달린부위를이용해

공을 때리며 이동시킨다. 그런데 우리 전통무예인

격구는 ‘장시’(杖匙)라는 장비를 이용한다. 장시는

끝부분이망치가아닌숟가락처럼생겨그위에공

을 퍼 올려 이리저리 휘돌리는 것이 가능한 형태였

다. 그 숟가락처럼생긴모양이소코뚜레처럼아래

로뚫려있어이곳에공을퍼올려돌리면원심력으

로공이떨어지지않는원리다. 그런데움직이는말

위에서 장시에 공을 퍼 올리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필자도 격구를 종종 연습하지만, 할 때마다 진땀을

쏙뺄정도다. 특히공을장시에담아휘돌리며다른

말을피해골문으로달려가기위해서는방향전환이

필수적인데, 다른 말과 신경전을 벌이거나 진로가

막히면 여지없이 공이 땅에 떨어지기 일쑤다. 그래

서 폴로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무과시험에선 개인전, 전술훈련에선 단체전

　그래서격구를익히면말을타고다양한임기응변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무과시험의 핵심과목으로 채

택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과시험에서는 장시에

공을퍼올리는자세를시작으로 1명이일정한코스

를다양한자세와함께진행해구문(골문)에공을넣

고 다시 공을 담아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점

수를줬다. 전술훈련을병행하는상황에서는단체로

조를 나눠 공을 서로 빼앗아 가며 훈련했기에 더욱

박진감 넘쳤다. 특히 고려 후반부터는 공개적으로

격구경기를펼쳐요즘의프로스포츠를능가하는열

띤응원전속에격구경기가펼쳐지기도했다. 고려

말 최고의 격구 스포츠 스타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였다. 당시이성계는뛰어난격구선수로이름

을 날렸기에 정계에 입문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쉬웠다. 거기에격구는군사무예였기때문에장수로

서전투능력을평가하는주요한수단으로이성계의

군사적 입지강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기도 했다.

　▶드라마 속 격구는 본질 외면한 폭력 그 자체

　그러나과거TV사극으로방영된 ‘태왕사신기’나

‘무신’ 등을 비롯한몇몇드라마에서 격구는 완전히

왜곡된모습으로시청자들에게각인돼버렸다. 격구

채인장시로공이아니라, 말탄상대편머리를때려

부수고떨어진사람을집요하게쫓아가끝내목숨을

취하는 모습이었다. 격구를 피가 낭자한 살육의 폭

력물로 왜곡한 것이다.

　단언컨대,격구경기에서는장시로사람을때릴수

없었다. 그것이 격구의 규칙이다. 문제는이런왜곡

된기억때문에대중들은 ‘격구’ 하면전투를능가하

는무시무시한폭력경기로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보통 군대에서 하는 축구를 전투축구라고 한다. 그

런데만약공이아니라, 상대편을향해돌진해축구

화로일단머리를부숴놓고모두쓰러진후에유유

히 공을 골대에 넣는 것이라고 드라마에 나오면 어

떻게봐야할까. 물론전투축구때부상당하는일도

있는것이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본질인공을버

리고 사람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말도 안 되

는것이다. 아무리사극에허구(fiction)를가미한다

지만격구에대한폭력적발상은이제멈춰야한다.

좀 더 나가면 아이들의 놀이인 비석 치기를 투석전

처럼 사극에서 그려낼지도 모를 일이다.

최형국 역사학 박사·한국전통무예연구소장

정조의 명으로 1794년 편찬된 병서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격구 모습. 정조시대 당시 격구는 이미 사라졌지만, 기병의

무예 강화를 위해 특별히 복원해 수록했다.

마상무예인기종목이

전투능가하는폭력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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