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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신서(紀效新書) 해제

기효신서는 명나라 장수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종합무예서이다. 척계광(1528∼1587)은 등주

인(登州人)의 명가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무예를 수련하 다. 1544(嘉靖 23년) 16세 때 부친의

관직을 계승하여 등주위첨사(登州衛僉事)가 되었다. 1552년 일본 제후의 지지를 얻은 상인, 무사

와 선인들이 명 조정에 불만이 있는 명나라 인들을 이용하여 명의 동남 연해 지역에 대규모 침입

을 하기 시작하 다. 명은 이러한 왜구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척계광을 서도지첨사(署都指僉

事)로 임명하여 산동지역의 왜구 방비를 맡도록 하 다. 1555년에 절강도사첨서(浙江都司僉書)

에 전임 되었으며, 그 다음 해에는 소대참장(寧紹台參將)으로서 파(寧波), 소흥(紹興), 태주

(台州) 등의 광범위한 지역의 왜구 소탕의 중임을 맡았다. 초기의 왜구 소탕은 명군의 장군들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 저조로 인해서 순조롭지 않았다. 척계광은 여러 번에 걸쳐 왜

구의 침입을 격퇴하 지만, 당시의 군대는 격렬한 싸움을 견뎌낼 능력이 없었고, 또한 잠항(岑港)

에서의 전역(戰役) 중 장시간에 걸친 왜구의 공격을 이겨 낼 수가 없었던 이유로 해임되었다. 그

는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 직접 신병을 모집하여 훈련시킬 것을 결심하 다. 

그리하여 1559년에 그는 광부와 농민 3천여 명을 모집하여 장단 병기를 교대로 사용하는 전법

을 가르치기 시작하 다. 또한 스스로 연구한 진법인 원앙진(鴛鴦陣)을 기본 전투의 대형으로 군

대를 편성하여 공격과 방어의 양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군사의 전면적인 훈련을 실시

하 다. 이러한 훈련 과정 중에 척계광은 군사 훈련의 조항을 정리한 것을 서적으로 편찬하 는

데, 이것이 바로 14권의《기효신서(紀效新書)》이다. 

척계광은 1555년부터 1566년까지 12년간에 걸쳐 절강(浙江), 복건(福建), 광동(廣東) 등지에서

백여 회 이상의 왜구와의 전쟁을 연승으로 이끌었으며, 철저한 왜구 소탕의 성과를 거두었다.  

척계광은 궁시(弓矢), 대봉(大棒), 선창( 槍), 쾌창(快 ) 등의 무기를 전면 개량하 으며, 남

방의 왜구를 방어할 때에 사용했던 등패(藤牌), 낭선(狼 ), 장창(長槍) 등을 좀 더 새롭게 개선하

다. 이후 척계광은 과거에 저술한 18권의《기효신서》와《연병실기(練兵實紀)》를 기초로 하여

1584년에 14권의《기효신서》를 완성 하 다. 14권의《기효신서》는 척계광의 동남 연해의 왜구 토

벌 및 계진( 鎭)에서의 군사 훈련이나 방어 경험 등과 치군사상(治軍思想)의 내용으로 구성된

군사 기술을 체계화한 책이다.  

《기효신서》는 중국‘10대 병서’중의 하나로 그 판본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척소보연보

기편(戚少保年譜耆編)》에 의한《기효신서》의 의미를 보면, ‘기효(紀效)’는 명확히 효과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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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기록한 것이라는 뜻이며, ‘신서(新書)’는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은 새로운 책이라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夫曰紀效，所以明非口耳空言, 曰新書，所以明其出於法而不泥於法，合時措

之宜也.”). 

이후《기효신서》는 후대 인근국가 등에도 많은 향을 미쳐서 중국에는《무비지(武備志)》와

《삼재도회(三才圖會)》등의 병서에, 조선에는《무예제보(武藝諸譜)》,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

譜飜譯續集)》,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등의 병서에, 일본에는《무술조학(武術早學)》,

《군법병기(軍法兵記)》, 《병법오의서(兵法奧義書)》등의 근간이 되었다.

《기효신서》는 저자인 척계광에 의해 저술 되어진 판본과 그가 죽은 후 편찬되어진 판본으로

나뉘어 진다. 척계광에 의해 편찬되어진《기효신서》는‘14권본’두 권과‘18권본’한 권이 있다.

14권본의《기효신서》는 1560년과 1584년의 두 종류가 있다. 척계광이 군사의 훈련 조항을 정

리, 편집하여 1560년에 초판 14권의《기효신서》를 편찬하 다. ‘14권본’은 현존하고 있지 않지

만, 《척소보년보기편》을 보면，척계광이 14권의《기효신서》를 편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척계광은 1584년에는 18권의《기효신서》(1566)와《연병실기》(1571)를 기본으로 하여 14권의《기

효신서》를 저술, 편찬하 다. 이《기효신서》는 척계광이 만년에 자신이 직접 교정한 것으로, 그가

지휘관으로서의 전쟁 경험이나 남방의 왜구와 북방의 여진족을 방어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편찬

된 서적이다. 그래서 1584년의 판본인‘14권본’은 척계광의‘18권본’보다 실용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1560년의‘14권본’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1584년의‘14권본’의 내

용은 속오편(束伍篇), 이목편(耳目篇), 수족편(手足篇), 비교편(比較篇), 진편(營陣篇), 행 편

(行營篇), 야 편(野營篇), 실전편(實戰篇), 담기편(膽氣篇), 주사편(舟師篇), 수초편(守哨篇), 연

장편(練將篇)의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편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수족편은 3권으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 12편 1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계광에 의해 편찬된 18권의《기효신서》는 한 종류의 판본이 있다. 복건(福建)에서 왜구와의

전쟁 중이었던 척계광은 새로운 병서, 무예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본인의 필기본을 명군인 왕도

곤(汪道昆 ; 1525∼1593)으로 하여금 명의 문학가인 왕세정(王世貞 ; 1526∼1590)에게 보내게 하

다. 왕세정은 그 필기본을 책으로 편찬하 는데, 그것이 바로 1566년에 편찬되어진 18권의《기

효신서》이다. 이 책에 왕세정의 서문이 있는데, 이로 인해 이후에‘왕세정본’이라고 불리게 되었

다. 척계광의 18권의《기효신서》는 이후에 조선에 처음 도입된《기효신서》로서 조선의 병법, 무

예서 편찬에 큰 향을 끼쳤다. 

‘18권본’과‘14권본’의 속오편, 비교편, 행 편, 수초편, 수병편(주사편）의 5권의 편명은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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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권 외는 각기 다른 편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4권본’에는‘18권본’에는 없는‘담기편’과

‘연장편’이 포함 되어 있다. 《연병실기》는 연오법(練伍法), 연담기(練膽氣), 연수족(練手足), 연

진(練營陣)(場操, 行營, 戰約), 연장(練將) 등의 9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초편과 주사편은

없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척계광의 세 권의《기효신서》중 1584년의‘14권본’이 가장 풍부한 내용

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기효신서》의 체계에 있어서는‘14권본’은 1588년의‘이승훈본(李承勛本)’과‘장씨중각본(莊

氏重刻本，1592)’, ‘복건포정사간본(福建布政司刊本，1593)’, ‘만력22년간본(1594)’, ‘숭정십

칠년간본(1644)’이 있다.  ‘14권본’은‘18권본’과 달리 청대에 재간행이 되지 않았지만, 모원의

(茅元儀)의《무비지》와 정기홍(鄭起泓)의《주해도편(籌海圖編)》의 재 간행(1693)을 통해서 그

향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18권의《기효신서》는 척계광의‘왕세정본’외에, ‘동모척씨간본(東牟戚氏刊本, 1567)’, ‘주세

선본(周世選本，1595)’, ‘강씨명아당본(江氏明雅堂本，1595)’, ‘조광각본(照曠閣本, 1804)’등

이 있다. 현재 병법이나 무예 등을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판본은 18권의《기효신

서》이다. 현존하는《기효신서》중 가장 오래되고 또 넓게 보급, 참고 되어진 판본은 18권의‘왕세

정본’이다.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실린‘왕세정본’을 이번《기효신서》번역에 있어서 참고로

삼았다. 이는 황제의 명으로 출간된 책이기에 가장 신뢰성이 있고 오자가 적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기효신서》의 향은 중국 국내의 병법, 무예서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웃나라인 조선

과 일본에도 전해졌다. 그러나 양국에서는《기효신서》의 향을 그대로 받아서 인용만 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기효신서》를 재간행을 하기도 했다.

조선의《기효신서》의 도입은, 조선의《권보(拳譜)》, 《무예제보번역속집》, 《무예신보》, 《무예

도보통지》등의 병서, 무예서 편찬에 적지 않은 향을 끼쳤다. ‘민본(뙤本)’인‘왕세정본’, ‘이

승훈본’，‘주세선본’등의 여러 판본들이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도입되었다. 조선본《기효신서》

를 보면, 개정판인‘가경9년본’, ‘가경24년본’등이 도입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현종(顯宗) 5년

(1664）김좌명(金佐明)은 척계광의‘이승훈본’을 참고로 하여 조선본《기효신서》를 재간행 하

다. 이 중국의《기효신서》를 당시의 조선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서적으로 한국의 병법,

무예서의 연구에 많은 향을 끼쳤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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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같은《기효신서》의 판본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기효신서》판본 비교표2)

현재, 국내에는《기효신서》가 두 가지 형식으로 전해지는 데, 앞의 비교표를 참고로 하여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된다. 첫 번째 형식은 앞에서 언급했던 조선본《기효신서》의 형식을 따른 것이며,

두 번째 형식은 중국의 18권본인‘왕세정본’형식이다. 같은 형식의 판본들은 내용면에서는 차이

가 없고 단지 인쇄상태나 자 크기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이번 번역 사업에 있어서 판본선정의 기준은 무예서의 서지학적인 접근 보다는 실기위주의

번역이 1차 목적이 되었다. 따라서 내용면에서 실질적인 무기 사용법과 권술 부분이 번역의 대

상으로 정해졌다. 그런 면에서‘왕세정본’과 조선본《기효신서》를 비교해 본 결과 조선본《기효

신서》에는 왜검보가 실려 있는 등 좀 더 내용면에서 충실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서, 조선 현

종 이후 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 소장 조선본《기효신서》에서 수족편에 해당하는 권4,

권5를 번역 대상 판본으로 선정하 다. 그 밖의 참고서적으로는 첫째, ‘왕세정본’형식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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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점이 찍혀있는 1843년에 간행된 규장각 소장의《기효신서》로 권10 장병편에서 권14 권경편

까지를 참고로 하 다. 이는 비록 구두점이 완벽하다고는 여겨지지 않았으나 해석상의 오류를

가능한 없애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조선본《기효신서》의 형식이면서 번역대상

판본보다는 인쇄 상태가 양호하고 연도가 확실한 1841년도 판을 참고서적으로 선정하 다. 셋

째, 이화여자대학교 소장의 필사본을 참고서적으로 정하 는데, 이는 예부터 필사본은 오자가

적다는 것을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기효신서》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국역이 시도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전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기효신서》를 구해보기란 쉽지 않았다.

이 기회를 빌려 우리 전통 무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한층 고조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사계

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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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신서권4

[설(設)이 제삼편(第三篇)에 보인다.3)]

단병기를 길게 쓰는 법에 대한 설명

등패(藤牌), 요도(腰刀), 장도(長刀), 언월도(偃月刀), 파( ),

곤(棍), 구겸(鉤鎌), 편(鞭), 간(簡), 과(㎾), 추(錘)는 모두 단병

기이다. 이로써 장창(長 )과 대적하게 되면, 상대는 한장[一

丈] 일곱, 여덟자[七,八尺]인데 나는 일곱, 여덟자[七, 八尺]와

두, 세자[二, 三尺]를 넘지 못한다.

옛법에는 파( ), 곤(棍), 대도(大刀) 모두 손잡는 곳이 병

(柄)의 중간에 있으니 손에서 봉두(鋒頭)까지가 두자[二尺]에

못 미친다. 게다가 쌍사도용(雙使倒用)4)하고 원신종횡(遠身縱

橫)5)하니, 이는6) 유방교사(遊方敎師)7)가 한명을 대격(對擊)할

때 구경하는 사람의 눈에 볼거리를 만드는 데에나 가능한 것이

다. 상대의 장창(長 )이 번득이며 나아감이 유성같이 빠르다

면, 단병기(短兵器)를 매우 익숙하도록 연습(수련)하고 담이 큰

이가 용기를 내어 상대하더라도, 단지 상대의 창이 자신을 찌

르지 못하게 막아내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나아가려 할 때가 되면, 상대가 처음에 나의 안으로 들

어왔던 것이 깊지 않아서 한 번만 움츠리면 다시 밖으로 나간

다. 상대의 창을 발정(撥定)8) 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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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紀效效新新書書卷卷之之四四
手足編第四 [說見第三篇內]
短器1) 長用解
藤牌, 腰刀, 長刀, 偃月刀, , 棍, 鉤鎌, 鞭, 簡, ㎾, 錘, 皆短
兵也. 以之敵長 , 彼以一丈七八尺, 我不過七八尺與二三尺.
舊法, , 棍, 大刀, 俱手握在柄中, 其手去鋒頭 不及二尺長.
却又雙使倒用, 遠身縱橫, 此遊方敎師 單人對擊, 飾觀者之
目則可. 彼之長 閃閃而進, 疾如流星, 短器就2)習精熟, 膽
大敢當, 只能格得彼 不中入我身耳. 
及我欲進, 則彼原進我內不深, 一縮復出在外, 我不得撥定
彼 , 

1) 단병기. 도(刀), 곤(棍), 파( ) 등
으로 보통 1장 이내의 길이이다.

2) 취(就)는 성공, 완성의 뜻.
3) 제삼편도 수족에 대한 내용이다.
4) 뒤집어쓰기도 함. 병기의 끝도

사용하고 자루도 사용하는 것을
지칭.

5) 몸을 화려하게 놀리는 모양새
6) 단병기로 장창을 대적하는 것
7) 떠돌아다니면서 무예를 팔아 생

계를 유지하는 무술 시연자(示演
者) ; 또는, 매기자(賣技者)라고
도 한다. 대개 화권(花拳), 화도
(花刀), 화창(花 ) 등 형식화 된
무예를 익혀 보기 좋게 시연은 하
나, 실전에는 쓸모가 거의 없다.

8) 발정(撥定) : 튕기듯 제쳐서 상대
병기를 억제(고정)하는 기법.



반격이 안 된다면 어찌 감히 나아가겠는가? 이와 같이 종일을

지낸다 해도 나는 이길 도리가 없는 것이다. 단병기는 빠르게 나

아가는데 이점이 있는데, 끝내 긴 병기(를 가진 이)와 접(接)하기

어려우니, 시간을 오래 끌면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

요즘 무기는 더욱 길어서 척촌(尺寸)이 더 있는데, 손잡는

곳과 근(根) 사이에 한치[一寸]도 남겨둘 수 없으니(남겨 두지

않으니), 모두 일곱, 여덟자[七, 八尺]가 바깥에 있게 되고, 다리

와 팔이 함께 한 걸음 나아가면 다 합쳐서 한장[一丈]의 거리가

된다. 만약, 상대가 길게 들어온다면, 그가 내 쪽으로 다섯자[五

尺] 거리로 깊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 한 번에 발격(撥格)11)해서

기울여 버리고는 곤법 중의 연타(連打)하는 법을 써서 장병기

위에 잇달아 내려붙이고, 몸을 비틀어 피하는 신법(身法)으로

점착(點戮)13)해 나아간다. 

상대가 내 쪽으로 먼저 다섯자[五尺] 들어오고 내가 한 번 나

가는 것이 다섯자[五尺]이면, 이는 한장[一丈]의 세(勢)가 된다.

나의 연타를 받고 세를 일으킬 수 없으니 빠져나가려 하게 되

지만, 어찌 한장[一丈]을 바로 빠져 나오겠는가? 한번 장병기의

안으로 들어가면 나의 단병기만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니,

장병기는 빈손과 마찬가지이다.

등패(藤牌)와 요도(腰刀)는 본래 단병기 중에서도 짧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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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無反手, 如何敢進? 如此終日, 我無勝理. 短兵利在速進,
終難接長,  持久卽爲所乘.
今俱加長, 別有尺寸. 手握根間, 一寸不可留9), 皆有七八尺
在外, 幷股肱10)進步, 計一丈之遠. 彼若而長來, 待他入我深
五尺間, 一撥格他歪了, 卽用棍內連打之法, 下下着在長兵
上, 流水12)點戮而進. 
彼先進我五尺, 我一進又有五尺, 是得一丈之勢矣. 被我連
打, 勢不得起, 欲抽脫去, 豈能便抽一丈? 一入長兵之內, 則
惟我短兵縱橫, 長兵與赤手同矣.
藤牌, 腰刀 本短中之短也,

9) 류(留)자는 보류(保留), 잉여(剩
餘)의 뜻.

10) 고굉(股肱) : 다리와 팔.
11) 발격(撥格) : 튕기듯 헤쳐 막음.
12) 유수(流水) : 훌쩍 몸을 비켜서

피함=타섬( 閃)
13) 점착(點戮) : 색인 참조



반드시 표창( )을 쓰거나 낭선(狼 )에 의지해 쓰니, 단병기

를 길게 쓰는 법이다.

곤(棍)을 쓰는 것은 사서(四書)14)를 읽듯 해야 하고, 구(鉤), 도

(刀), 창( ), 파( )는 각기 경(經) 하나씩을 익히듯 해야 한다.

사서에 밝아지면 육경(六經)15)의 이치 또한 밝아지듯, 곤에 능해

지면 각 이기(利器)의 법은 따라서 얻게 될 것이다. 대진(大陣)에

쓰기에는 부족한 일체(무기)는 쓸데없이 설명하지 않겠다.

낭(狼)16)과 토(土)17)의 병사들의 예를 본다면, 토관(土官)18) 은

법이 엄하여 전쟁에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처음 훈

련시켜 왜구와 전투를 했을 때19), 항상 부분적 승리는 거두었지

만, 곧이어 패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모두 장패(長牌), 단도(短刀) 고 왜

구들은 장창(長 )을 쓰고 활을 중시했는데, 이것은 이른바,

‘단병기로는 장병기와 붙을 수 없다’는 경우 다. 단도(短刀)

끼리 서로 붙게 되면 왜구보다 훨씬 못하 는데, 이는 이른바,

‘능하지 못한 이가 능한 이와 싸운다’는 경우 다. 

조총이 실로 활보다 좋기는 하다. 단, 총은 정 하면 활을 쓰

는 것보다 낫지만, 총기가 법식에 맞지 않거나 정 히 익히지

않으면 오히려 활만 못하고, 적의 뛰어난 기술에 리게 된다.

보하단병(步下短兵)에는 양가창(楊家 )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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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必用 , 依以狼 , 卽短兵長用之法也.
用棍如讀四書, 鉤, 刀, , 如各習一經. 四書旣明, 六經
之理亦明, 若能棍, 則各利器之法 從此得矣. 一切不足當大
陣者, 俱不贅說.
嘗見狼土之兵, 土官法嚴, 戰無不勝. 初調殺倭, 每得一勝,
旋卽敗 何也? 
所用皆長牌, 短刀, 而倭寇則長 , 重矢, 此所謂‘短不接長’.
及短刀相接, 刀法逈不如倭, 此所謂‘以不能而鬪能’也.
鳥銃固優于矢. 但銃精則勝如用矢, 銃具不如式, 習之不精,
反不如矢, 而讓敵以長技矣.
步下短兵, 有若楊家 . 

14)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네 서
적. 유학의 학습 순서에 있어
서, 먼저 사서를 익힌 후 삼경,
또는 육경을 익히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15) 시(詩), 서(書), 예(禮), 악(樂),
역(易), 춘추(春秋)의 여섯 서적.

16) 낭(狼)은 검몽씨(黔蒙氏), 오서
잠씨(奧西岑氏), 와씨(瓦氏), 동
란(東蘭), 나지(那地), 남단(南
丹) 등을 말함.

17) 순(永順), 보정(保靖) 이선위
사사(二宣慰使司)가 있던 지역.
(현재의 호남(湖南) 서부(西部)) 

18) 토병(土兵)을 통솔하는 장관(將
官).

19) 가정(嘉靖) 34년(1555년)에 명
(明) 나라 조정에서 낭토(狼土)
의 병사들을 훈련시켜 동남 연
해에서 왜구와 싸운 사건을 말
한다.



손으로는 근(根)(자루끝)을 잡는데, 왜구들은 창( )을 잡되 중

절(中截)20)로 한다. 창법은 상대보다 단지 한치[一寸]만 길어도

반드시 이기는데, 왜구와 비교하면 다섯자[五尺]는 길다. 이러

하니 왜창(倭 )은 우리의 창( )을 상대할 수 없다.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신법(身法), 보법(步法)과 수법(手法)

이 함께 나아가되, 손으로는 근(根)을 잡기를 마치 키를 잡아

배를 몰듯이 하는데, 파( ), 곤(棍), 대도(大刀), 장도(長刀)가

모두 그러하다. 

단, 평상시에 교장(敎場－연병장을 뜻함)에서 훈련할 때는

익힌 것이 충분히 정 하고 지극하 다고 말할 것 같더라도, 적

을 상대할 때에는 전과 같이 차분히 교장에서 시합하듯23) 할 것

이지, 무예를 십분(十分) 발휘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배운 것의

삼분(三分)만 이라도(발휘하더라도), 또한 무적일 수 있다.

매번 적을 만나게 되면 사생(死生)이 한순간에 달려있으니,

얼굴은 누렇게 되고 입은 마르며, 손은 조급하고, 다리는 어지

러워져서 사법(射法), 타법(打法)은 모두 잊어버린다. 손에는

힘이 빠지고 몸은 떨리니, 찌르려하나 (병기를) 일으켜 세우지

도 못한다. 단지 서로 난타(亂打)만 하게 되니, 평상시의 공부

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찌 부질없다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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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握于根, 而倭則持 中截. 法惟長彼一寸則必勝, 乃較倭
長可五尺. 是倭 不足以敵吾之 矣. 
用時 必身法, 步法與手法 進, 而手握于根, 卽如把舵使舟,

, 棍, 大刀, 長刀皆然.
但平日在敎場操時, 似謂習之已精已至矣. 臨敵之時, 若使仍
是21) 照前22)從容酬應, 如敎場內比試一般, 不必十分武藝, 只
學得三分, 亦可無敵.
奈每見敵時, 死生呼吸所繫, 面黃口乾, 手忙脚亂, 射法, 打
法 盡都亡失. 手軟身顫, 擧刺不起. 只有互相亂打, 平日工
夫, 一毫無濟. 豈不徒然? 

20) 중국식 창법은 팔을 다 뻗어 창
을 찔 을 때, 두 손은 이어져
함께 창의 끝을 잡지만[진두창
( 頭槍)], 일본식은 두 손을 벌
린 상태에서 창을 찌른다. 중국
식의 길이가 더 길게 된다.

21) 잉시(仍是) ≒ 환시(還是), 의연
환시(依然還是)의 뜻. 

예) 雖然 已爲人師表但在母親
眼中 仍是個小女孩.

22) 조전(照前) - 이 경우, ‘차분히’
정도의 뜻.

23) 비시(比試) : 교량고저(較量高
低) - 여기서는 무예를 서로 겨
루거나, 시범을 보여 그 기량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행위.



화기(火器)는 더욱 일을 그르치니, 하늘을 향해 쏘기도 하

고, 손을 앞으로 해서 총을 쏘면서 머리는 이미 돌려서 달리는

길을 보기도 하고, 먼저 탄환을 입에 머금고 정신없이 조급하

게 총을 쏠 준비를 하다가[裝銃]24) 입 안에 있는 탄환을 잊어버

리고는 숨 쉬다 뱃속으로 삼켜 버리기도 하고, 탄환 넣는 것을

잊기도 하고, 탄환을 먼저 넣고 화약을 나중에 넣기도 하고, 큰

총구에 작은 탄환을 넣어서 겨누어 쏠 때 총구를 낮추면 탄환

이 빠져 나오기도 하고, 설치가 끝났는데 화승(火繩)이 땅에 떨

어져 습기에 꺼져버리기도 하고, (혹은) 지선(持線－약선)의 약

이 저절로 타버리기도 한다. 열 자루의 총 중에 겨우 6, 7 자루

를 쏘고, 6, 7 자루의 총 중에 겨우 2, 3이 적중될 뿐이다.

이것들은 수많은 전투[百戰] 중에 직접 보고 자세히25) 시험해

보아 알게 된 것이다. 

어렵도다! 이에 장수된 자는 문제점을 바로 잡아 훈련을 엄

하게 하고, 합당하게26) 고쳐나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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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器尤爲 事, 或向天而打, 或手向前放銃而頭已回顧走
路, 或先將鉛子 口中, 忙亂裝銃, 忘子在口, 順氣嚥入腹
中, 或忘入鉛子, 或先下鉛子而後入藥, 或子小口大, 照打
時 銃口一低, 銃子流出, 或裝畢而火繩落地, 爲濕氣所滅,
或持線自焚其藥, 十銃之中, 僅有六七銃發出, 六七之中 僅
有二三中耳.
此盖百戰中 面見熟試而知之也. 
難矣哉! 是在爲將者 反其弊而嚴其敎, 比以轉移之而已

24) 총에 화약과 탄환을 넣어 쏠 준
비를 하는 것을 지칭한다.

25) 숙(熟)에‘곰곰이’, ‘자세히’의
뜻.

26) 비(比)에‘맞다’, ‘합당하다’의
뜻이 있다.



등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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藤牌製



등패해

손가락 굵기 만한 노조등(老粗藤)28)을 써서 뼈대를 만들고

등멸(藤 )29)을 전련(纏聯)30)하는데 중심은 바깥으로 튀어 나오

고, 속이 비어 있으니, 화살이 팔에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준다. 둘레는 올라가 있어서 화살이 사람에게 미끄러져 들어오

지 못한다. 안에는 등(藤)으로 아래 위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

팔뚝을 넣어 잡도록 한다.31)

예로부터 둥근 것과 긴 것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유래가 오

래되었다. 방어를 위주로 하고 찌름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 

국초(國初)32)에는 나무에 가죽을 씌워 무겁고 움직이기 불편

하 는데, 등나무로 패(牌)를 만드는 방법은 근래에 남방에서

나왔는데, 비록 총알은 막을 수는 없지만, 화살, 돌, 창, 칼을 모

두 막을 수 있으니 갑옷과 투구를 대신할 수 있다. 

각 병사마다 패(牌)와 요도(腰刀) 한 자루씩을 지니는데, 도

(刀)를 손목에 얹어두고, 한 손에는 표창 하나를 잡는다.33) 상대

의 무기가 길고 나의 무기가 짧아(대치국면으로) 멈추어 틈이

없으매, 표창을 던지는데, 맞았든 안 맞았든 상대는 반드시 대

응을 하기 마련이고, 나는 급히 손에 도(刀)를 (다시)잡고 패

(牌)에 따라서 (패를 앞세우고) 공격해 들어간다. (상대의) 창신

( 身) 안으로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창은 쓸모가 없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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藤牌解
老粗藤如指, 用之爲骨, 藤 纏聯, 中心突向外, 內空, 庶箭
入不及手腕也. 週 高出, 雖矢至不能滑泄及人. 內以藤爲上
下二環, 以容手肱執持.
古有圓長27)二色, 其來尙矣. 主衛而不主刺, 
國初用木加革, 重而不利步, 以藤爲牌, 近出南方, 雖不能禦
銃子, 其矢石 刀皆可蔽, 所以代甲 之用. 
每兵執一牌, 腰刀一把, 閣刀手腕, 一手執 一枝. 彼長我
短, 持定無隙, 將 擲去, 毋論中否, 彼必應, 我急取刀在手,
隨牌殺入. 一入 身內, 則 爲棄物, 我必勝彼矣.

27) 원장(圓張) : 고대에는, 원패(員
牌)는 마병(馬兵)이 사용했고,
장패(長牌)는 보병(步兵)이 사
용했다.

28) 수령이 오래 되고, 굵은 등나무
29) 등(藤)의 껍질인 듯. : 대껍질

[멸]
30) 얽어 감아 엮는 것.
31) 패(牌)를 잡는 때에는 보통 왼손

팔뚝을 패(牌) 뒷면에 있는 고리
하나에 집어넣고, 손으로 다른
고리 하나를 잡는다.

32) 국초 : 중국 명나라 초년(初年)
33) 왼 팔에 등패를 가지고, 오른 손

으로는 표창을 잡으므로, 왼 팔
목에 도(刀)를 각(閣)하게 된다.
각(閣)은‘각( )’과 같다. ~ 얹
어 놓음.



내가 반드시 상대를 이기게 된다. 다만 표창을 던진 후, 종종

정신이 없어 칼을 (다시) 못 잡곤 하는데, 이는 큰 병폐이다. 이

병기로 단병기를 막는 것은 더욱 쉽다.

남쪽 지방의 밭두둑과 진창 속에서 나는데, 자못 가볍고 편

하여 (쓰기에) 알맞다. 몸을 가리고 표창을 함께 쓰는 것은 상

대의 시선을 빼앗아 헛갈리게 해[시선을 빼앗는 의병(疑兵)의

계책으로]이기려는 것인데, 패(牌)에 표창이 없으면 방어는 가

능하지만 상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나아가야겠다 싶은 때가

된 연후에 표창을 세우되 경솔히 던져서는 안 된다. 곧, 악무목

(岳武穆)37)의 방패(旁牌) 마찰도지제(麻札刀之制)이니, 군사로

하여금 머리를 낮춰 단지 말의 발만 베게 해서 올출(兀出)38)의

괴자마(拐子馬)39)를 패퇴시켰다는 것이 이것이다.40)

진중(陣中)에 출입할 때 진퇴(進退)가 편리하며, 막기도 하

고 공격도 할 수 있으니, 남북에서 통용되는 좋은 병기이다. 제

법(製法)에는 비록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행렬의 선두에

배치하고, 반드시 낭선(狼 )의 아래에 둔다.41) 선( )이 세(勢)

가 되어, 위에서 보호하고 막아줌을 의지해서, 비로서 선( )

아래에서 돌진할 수 있으니, 적이 몹시 두려워하여 몸을 웅크

려 사리는 기세로 인해, 출입이 쉽기 때문이다. 만약 선( )이

없으면 패(牌)와 도는 모두 짧아 홀로 출입할 수 없으니,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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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擲 後, 每每倉皇不及取刀, 是一大病. 此器禦短更易.
南方田 泥水間, 頗稱輕便.34) 務使遮蔽一身, 附之以 者,
所以奪人之目, 而爲我之疑兵35), 賴以勝人者也. 牌無 , 能
禦而不能殺, 將欲進步, 然後起 , 勿輕發. 卽岳武穆旁牌麻
札刀之制, 令軍士低頭只９馬足, 以敗兀朮拐子馬是也. 
出入陣中 進退便利, 且衛且殺, 南北通用之利器也. 製雖稍
有不同, 以此置於行伍之先, 必在狼 之下. 盖恃 爲勢, 架
護於上, 方能 下突進, 因勢之⑺ 36), 利於出入故也. 若無

, 則牌刀皆短, 不能獨出獨入, 每爲長器所制.

34) 남방전승니수간(南方田 泥水
間), 파칭경편(頗稱輕便), : 남방
(복건성 등지)에서 나는 등나무
가 방패재료로 적합하다는 뜻.

35) 의병(疑兵) : 가짜로 진을 만들
거나, 가상(假像)을 만들어서 적
을 헛갈리게 하는 것.

36) 국척(⑺ ) : ㉠ 몹시 두려워서
몸을 웅크림. ㉡ 허리를 굽히고,
몸도 구부린채로, 뒷발로 앞발
을 따라 끌면서 아주 조금씩 이
동하는 모습

37) 악무목 : 악비(1103-1142). →
인물색인 참조

38) 올출 : 완안종필(完顔宗弼)(?-
1148). 金 태조 완안아골타의 4
째 아들으로, 당시에 금군을 통
솔하 다.

39) 괴자마는 본래 송나라 기병(騎
兵)의 진법(陳法) 이름인데, 그
안에서 이것은 금군(金軍)의 철
기(鐵騎)를 가리킨다.

40) 송사 365권 악비전에 나오는 말
이다. 송 소흥(紹興) 십년(1140
년)에 악비가 군을 이끌고 금군
과 언성( 城-지금의 하남 지역
에 있음)에서 대전(大戰)을 치를
때, 송나라 병사들이 마찰도(麻
札刀)를 가지고 적진에 뛰어 들
어 말의 발목을 베는 일만을 하
여서, 금의 괴자마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

41) 낭선의 엄폐 아래에 두는 것을
말함.



긴 병기에게 제어 당한다.

기수세

조고관하42)하니 횡행 직진하

며, 모든 세로 변할 수 있고, 훌

쩍 몸을 비켜서 피함의 묘가

있느니라. 

사행세

이는 똑바로 오는 것을 옆으

로 받는 법으로, 움직여 편보

(偏步)43)하며 나아가, 경기룡

(硬騎龍)44)하여(세찬 기룡보를

하여) 왼쪽으로 나아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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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手勢
照高管下, 橫行直進, 諸勢可變, 有 閃之妙.

斜行勢
此乃直來橫受之法, 動偏步上, 硬騎龍, 以進人之左.

42) 조고관하 : 위에서 잘 살펴보아
서 아래(밑) 사정(상황)을 훤히
꿰뚫어 아는 것.

43) 한편으로 치우치는 보법(좌, 우
측 등)

44) 기룡 : 기룡보는 허리를 세우되
낮춰서 양발을 앞뒤로 크게 한
걸음 벌리는데, 앞 무릎은 90°
가까이 굽히고, 뒷발은 발꿈치
를 약간 띄운채로, 뒷무릎을 약
간 구부려 낮춘 자세로, 주로 공
격할 때 사용하는 보법의 하나.



선인지로세

이는 간관하는 법이라. 요보

(拗步)45)로 똑바로 나아가고,

똑바로 물러나며, 모든 세로

변할 수 있도다.

곤패세

이 세는 따라 곤진(滾進)46)하

는 것으로, 사람의 우측으로

엄습하여 먼저 칼이 나가고 후

에 패가 나가니, 빠르기가 바

람과 같음이 묘가 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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僊人指路勢
乃看管之法. 拗步直進直退, 諸勢可變.

滾牌勢
此勢隨滾進, 以襲人之右, 先進刀, 後進牌, 疾速如風爲妙.

45) 요보 : 앞에 나간 손과 발이 서
로 어긋나 있는 자세 예) 좌수우
족전(左手右足前) 등의 보법

46) 곤진 : 몸을 낙법(落法) 등의 신
법(身法)으로 땅에 굴려서 들어
감, 또는 몸을 옆으로 돌리며 들
어감.



약보세

이는 탐마(探馬)47)(보)처럼

기룡(보를)하는 것으로, 칼이

앞에 패가 뒤에 있어 사람을 유

인해 들여서, 패가 앞에 오고

칼이 뒤에 있게끔 돌려서, 저

평세로 앉으며 아래로 고( )

하고 애( )하도다.

저평세

이는 진정대적세이니라. 퇴보(退步)를 쓰는데, 반드시 표

( )하나를 지녀야 하니라. 몸은 패(牌) 안에 있고, 표( )는 보

와 가지런히 하여 나아가면, 백발백중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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躍步勢
此乃騎龍如探馬, 刀前牌後誘人來, 轉過牌來刀在後, 低平坐
下 和 . 

低平勢
此眞正對敵勢也. 用推步, 須要帶 一根. 身在牌內, 步齊
進, 百發百中.

47) 탐마(보) : 앞발은 허(虛)로 발끝
만 땅에 대고 서고, 뒷발로 체중
을 지탱하는 자세의 보법.



금계반두세

반두(畔頭)50)의 세는 가장 좋

으니, 창이 위로 향해 공격해 오

면, 머리를 패를 따라 아래에 숨

고, 바람처럼 나아가니 상대는

내 의도를 알 수 없도다. 방패는

막고, 칼은 저울질하니 감당하

기 어렵도다. 

매복세

이 세는 나아감이 매우 빨라

야 하니, 소행(작은 동작)을 써

서, 혹은 좌로 혹은 우로 움직이

라. 만약 창의 찌름이 패에 있

어, 패로 탈수(脫手)할 수 없으

면, 급히 칼끝을 쓰는데, 장차

패로 하여금 (칼의) 힘을 빌려 정수리(꼭대기) 쪽을 막아 열고

자 함이니, 급히 들어갈수록 절묘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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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鷄畔頭勢
畔頭之勢最爲良, 上頭從牌下藏, 進步如風人莫變. 刀銓48)

牌閘爲難當.

埋伏勢
此勢進步甚速, 用小行或左或右. 如有 在牌, 不能脫手,
急用刀尖, 將牌借力49)頂開, 急進絶妙.

48) 전(銓) : 사람을 가려서 뽑음 /
저울질 하다 - 여기서는 상대의
빈틈을 엿보는 의미로 쓰임. 무
비지에는‘창( )’으로 표기되
었으나, 기효신서에는‘전(銓)’
으로 되어 있다.

49) 력(力)은‘도(刀)’를 바르게 고
친 한자이다.

50) 반두 = 회두(回頭)



국초(國初)의 패(牌) 시험 도패(跳牌) 구법(舊法), 징 소

리로 기준을 삼았는데, 우뚝 세운 등패는 성벽과 같고, 섬패(閃

牌)는 번개 같고, 기복(起伏)은 마땅함을 얻었으며, 번신(륙身)

함에 아래로 몸을 드러냈고, 곤패(滾牌)함에 아래로 발을 드러

내었도다. 

대칠성패가, 근패감도세(  牌９刀勢)53)하고, 상보(上步)54)하

여, 다시 근패감도세하고, 석패경도세(昔牌擎刀勢)하며, 교사

보(絞絲步)55)로 돌면서 철화개정세(撤花盖勢)하여 끝내니라.

출패견도(出牌見刀)세는 몸을 위로 뒤집고, 소조(小跳)세는 몸

을 아래로 뒤집도다. 출패섬도세(出牌纖刀勢)56)는 위로 번신하

고, 소조세는 아래로 번신하나니라.

섬마패가(閃馬牌歌)에 이르기를, “섬패하고 다시 섬패하

여, 감일도하고 다시 일도하여 위로 번신하고, 소조하여 아래

로 번신하고, 또 감일도 하도, 또 다시 일도 하고, 또 감일도 하

고, 또 다시 일도하여, 위로 번신하고 소조하여 아래로 번신하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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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初試牌跳牌51)舊法, 聽 聲爲度,   52)牌如壁, 閃牌如電, 起
伏得宜, 륙身下露身, 滾牌下露足.
大七星牌歌,     牌９刀, 上步, 再 牌９刀, 昔牌擎刀, 絞絲
步 回, 撒花盖頂, 收了. 出牌見刀 륙身上, 小跳륙身下 ; 出
牌纖刀 륙身上, 小跳륙身下.
閃馬牌歌曰, “纖牌再纖牌, ９一刀 復一刀, 륙身上, 小跳 륙
身下. 又９一刀, 又復一刀, 又９一刀, 又復一刀, 륙身上, 小
跳 륙身下.

51) 등패를 쓰는 기술. 등패를 쓸 때
에는 도약하는 보법을 주요 기
술 특징으로 한다.

52) : 음(音)은 [근]. 1.피하다 2.
헌칠하다. 헌칠한 모양. 늠름한
모양 3.높고 위험한 모양. 근패
(   牌)는 등패를 바로 세운다는
뜻.

53) 방패를 세워 막으며, 요도로는
비스듬히 벰.

54) 뒷발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딛
어 전진함.

55) 교사보(絞絲步) : 몸을 옆으로
한 채 삽보(揷步)하여 진퇴하는
보법. 무술 중 측신(側身) 대적
시, 이러한 보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쓰기 편하고 변화가 많
다. 몸과 보법이 뉴곡형( 曲形)
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교
사보(絞絲步)라고 부른다.

56) 도(刀)를 회수하는 동작.     =
섬(纖)자의 고자(古字)이다.



요도모양과 만듦

(그림) 길이가 석자두치[三尺二寸], 무게가 한근 넉냥[一斤四

兩], 병(柄)의 길이가 세치[三寸]이다.

요도해

요도 만드는 법

철(鐵)은 여러 번 단련해야 하며59), 칼날은 순강(純鋼)을 쓴

다. 배(背)에서부터 평산(平뻗)60)하기 시작하는데, 평삭(平削)

해 날[刃]에 이른다. 인망(刃芒)은 평마(平磨)해서 견(肩)이 없

어야61) 날카로운데 묘(妙)는 첨(尖)에 더 달려 있다. 요즘에는

장인들이 날을 때려 두껍게 만들고는 평마(平磨)에 정성을 쏟

으려 하지 않아서 단지 옆 쇠줄을 써서 가로로 가는데 그쳐서

망(芒) 양쪽 아래에 견(肩)이 있어서 감입(９入)해도 깊지가 않

다(칼로 베더라도 깊이 상처를 낼 수 없다.). 인망(刃芒)(날끝)

이 한 번에 둔해지는 것은 완철(頑鐵)이기 때문이다. 이는 꼭

분간해야 하는 것이다. 도(刀)는 손에 가벼워야 하고, 자루는

짧아야 하고, 형(形)은 휘어져 있어야 하고, 방패 아래서 구르

고 변화하는 온갖 짓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습법(習法)은 이미 등패(藤牌) 부분에 나와 있다. 패(牌)가

없으면 도는 짧기 때문에 진(陣)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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腰刀製
(圖)長三尺二寸, 重一斤四兩, 柄長三寸.
腰刀解
腰刀造法
鐵要多煉, 刃用純鋼. 自背起用平뻗, 平削至刃. 刃芒平磨,
無肩乃利, 妙尤在尖. 近時匠役 將刃打厚, 不肯用工平磨, 止
用側 57) 橫出, 芒兩下有肩, ９入不深. 刃芒一禿, 卽爲頑鐵
矣. 此當辨之. 刀要與手相輕, 柄要短, 形要彎, 庶宛58)轉牌
下, 不爲所碍, 盖就牌勢也.
習法已備藤牌中, 無牌刀短, 不可入陣, 惟馬上可用之.

57) 측좌(側 ) : 쇠줄. 쇠를 가는 공
구.

58) 구르는 모양, 천천히 춤추는 모
양.

59)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서 인용하면서‘前冶銅鐵 使成
熟也, 通作煉(전야동철 사성숙
야, 통작련)’이라 하 다.

60)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서 인용하면서‘與 同 削也(여
잔동 삭야)‘라 하 다.

61) 도(刀)의 날 양측이 평평해서 튀
어나온 곳이 없는 것을 견(肩)이
없다고 한다.



마상(馬上)에서만 쓸 수 있을 뿐이다.

표창의 모양과 만듬

앞은 표창( )이다. 조목(稠木)62), 세죽(細竹)을 쓰곤 하는

데, 모두 가능하다. 쇠(꼬챙이) 끝은 무겁고 커야하고, 자루는

앞은 무겁고 뒤는 가벼우며 앞은 굵고 뒤는 가늘어야 법식(法

式)에 맞는다.

장도의 모양과 만듬

(그림) 날[刃]의 길이가 다섯자[五尺]이고, 뒷 부분에 동호인

(銅護刃)63) 한자[一尺]이 있으며, 병(柄)의 길이가 한자 다섯치

[一尺五寸]이니 모두 여섯자 다섯치(六尺五寸)이다. 무게는 두

근여덟량[二斤八兩]이다.

장도를 풀이함

이것은 왜(倭)가 중국을 침범할 때부터 있었다. 그들이 이를

가지고 휘둘러 춤추며 번쩍거리고 뛰어 들어오면, 우리 병사들

은 이미 용기를 잃어 버렸다. 왜(倭)는 잘 뛰어서 한번 뛰면 일

장(一丈) 남짓을 뛰었고, 도의 길이가 다섯자[五尺]이니, (합하

면) 일장다섯자[一丈五尺]이다. 우리 병사들의 짧은 무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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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
右 . 或用稠木, 細竹皆可. 鐵鋒要重大, 柄前重後輕, 前
粗後細, 爲得法.

長刀製
(圖) 刃長五尺, 後用銅護刃一尺, 柄長一尺五寸, 共長六尺五
寸. 重二尺八兩.

長刀解
此自倭犯中國始有之. 彼以此跳舞, 光閃而前, 我兵已奪氣
矣. 倭善躍, 一많足則丈餘, 刀長五尺, 則丈五尺矣. 我兵短器

62) 목재의 일종. 쉽게 갈라지지 않
고, 탄력이 강하다.

63)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보면 손잡이 앞 부분의 칼 일부
분으로 그림이 나옴. 구리나 신
추로 얇은 판을 만들어 칼날의
아래 부분(자루쪽)을 감싼 것으
로 ㉠칼날을 보호하고 ㉡칼날과
호수(護手 : 고동)부분을 고정시
키며 ㉢칼날과 칼집을 고정시켜
서, 칼집에서 칼이 쉽게 빠지지
않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
이다.



긴 무기에 닿기 힘들어 이기지 못했으며, 당하게 되면 몸이 두

동강 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기가 날카롭고 양손으로 써

서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것만 쓰면 방어가 안 된다. 단, 조총수

는 적(賊)이 멀 때는 총을 쏘지만, 적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왔

을 때 다시, 찔러 공격할 만한 다른 무기가 없는데, (다른) 무기

를 겸해 지니자니 총은 무겁고 약과 탄환 또한 많아서 형편상

불가능하다. 오직 이 도만은 가볍고 길어 겸용할 수 있으니, 몸

에 지니고 있다가 총을 못 쓰게 되면 이것을 쓴다. 아무래도 죽

이는데 손이 칼을 당하겠는가. 그래서 장도(長刀)를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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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接長器, 不捷, 遭之者 身多兩斷, 緣器利而雙手使, 用力重
故也. 
今如獨用則無衛. 惟鳥銃手 賊遠發銃, 賊至近身 再無他器可
以攻刺, 如兼殺器則銃重藥子又多, 勢所不能. 惟此刀輕而且
長, 可以兼用, 以備臨身 棄銃用此. 有殺手當鋒, 故用長刀
備之耳.



연습하는 방법

이는 왜이(倭夷)의 원본인데 신유(辛酉)64)년에 진중(陣中)에

서 얻었다.

0306 무예문헌자료집성

習法
此倭夷原本, 辛酉年陣上得之.

64) 명(明) 가정(嘉靖) 40년, 척계광
(戚繼光)장군의 태주대첩(台州
大捷)으로, 지금의 절강성(浙江
省) 임해(臨海)지역에 침략한 왜
구들을 크게 물리쳐서, 1900여
명을 죽이고, 왜도(倭刀)와 그
연습법을 이 전투에서 얻었고,
왜도를 중국에 널리 보급하여

‘장도(長刀)’라 불리는‘쌍수도
(雙手刀)’를 군에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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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도결(刀訣)은 왜구(倭寇)의
쌍수도법( 手刀法)의 극의(極
意)의 비결서(秘訣書) 중 일부이
다. 일본(日本) 무예계(武藝界)에
서는, 정통입문제자(正統入門弟
子)[적전제자(嫡傳弟子)]에게,

‘배움의 단계’가 끝나면 스승이
이러한‘비결서’를 하사하는 것
이 관례로 되어있다. 아마도, 척
계광 장군이 신유년(辛酉年) 대
첩(大捷)에서, 그러한 왜인(倭人)
의 무사(武士)를 사로 잡았든가,
살해하여 얻은 비결서(秘訣書)로
여겨진다. 그 내용은 일본식(日
本式)초서체로 되어 있어서, 해
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그대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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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기효신서

※ 위의 극의(極意)를 상징적 도해
(圖解)로 보충설명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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倭法止

※ 이후(以後) 수록된 15세(勢)의 도
법(刀法)은 조선(朝鮮)의 무예도
보통지(武藝圖譜通志) 권(券)2
첫번째 항목에 수록된‘쌍수도법
( 手刀法)’이다. 무비지(武備
志) 내용과도 동일(同一)하니 참
조할 것이다.



연습하는방법

1. 견적출검(見賊出劒) 2. 지검대적(持劒對賊)

3. 향좌방적(向左防賊) 4. 향우방적(向右防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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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法

一. 見賊出劒
二. 持劒對賊
三. 向左防賊
四. 向右防賊



5. 향상방적(向上防賊) 6. 향전격적(向前擊賊)

7. 초퇴방적(初退防賊) 8. 퇴전살적(退前殺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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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向上防賊
六. 向前擊賊
七. 初退防賊
八. 退前殺賊



9. 지검진좌(持劒進坐) 10. 식검사적(拭劒伺賊)

11. 섬검퇴좌(閃劒退坐) 12. 휘검향적(揮劒向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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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持劒進坐
十. 拭劒伺賊
十一. 閃劒退坐
十二. 揮劒向賊



13. 재퇴방적(再退防賊) 14. 삼퇴방적(三退防賊)

15. 장검고용(藏劒賈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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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 再退防賊
十四. 三退防賊
十五. 藏劒賈勇



당파( )의 모양과 만듦 (그림) 정봉, 횡고

길이는 일곱자 여섯치[七尺六寸]이고, 무게는 다섯근[五斤]이

다. 자루 끝은 파( ) 구멍에 끼운다. 근(根)은 한치[一寸] 굵기이

며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 지지만, 너무 가늘면 단단히 고

정되지 않아서 힘껏 칠 때 철두(鐵頭)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

당파( )를 풀이함.

위로는 날카로운 날을 쓰고, 옆에는 휘어진 고(股)를 만들

고, 날에는 양봉(兩鋒)을 쓰는데, 가운데 척(脊)이 있다. 

만드는 방법

모름지기 척(脊)을 나누고, 도(刀)를 (숯돌에)가는 방법과 같

은 식으로 평마(平磨)하는데, 양날[兩刃]을 척(脊)부터 평감(平

)해서 봉(鋒)까지 가야 그 봉(鋒)이 날카로와 오랜 시일이 지

나도 무디어지지 않는다. 만고(彎股)에는 사릉(四稜)이 있는데,

릉(稜)이 날카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면(四面)을 직삭(直削)

해야 오랜 시일이 지나도 면(面)이 무디어지지 않는다. 중봉두

(中鋒頭) 아래의 고(庫)65)는 핵도(核桃)66)가 들어갈 정도면 나무

끝에 잘 고정되어 손절(損折)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못을 하나

밖아서 고정시키는데, 단, 횡고(橫股)가 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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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
(圖) 正鋒 橫股
長七尺六寸, 重五斤. 柄 合 口. 根粗一寸, 至 漸漸細.
太細則不堅, 用力擊時 鐵頭可墜地也.

解
上用利刃, 橫以彎股, 刃用兩鋒, 中有一脊.
造法
須分脊 平磨, 如磨刀法, 兩刃自脊平 至鋒, 其鋒乃利, 日久
不禿. 彎股四稜, 以稜爲利, 須將稜四面直削, 亦日久面不禿.
中鋒頭下之庫, 可容核桃, 則安於木 , 乃不損折, 仍用一釘
關之, 但橫股壯矣.

65) 당파( )의 중봉(中鋒) 하단에
자루를 끼우는 부분을 고(庫)라
한다.

66) 복숭아씨



정봉두(正鋒頭)가 나무 끝에 가늘고 얕게 박혀 있으면 칠 때

마다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전투시에 봉(鋒)이 빠지면,

이는 무기 하나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제조법에서

는 정봉(正鋒)과 횡고(橫股)를 합쳐 하나의 병(柄)으로 하고,

나무 끝을 철고(鐵庫)에 깊이 넣으며, 횡고(橫股)의 고(庫)도

굵어, 칠 때 빠지지 않는다. 

이 무기는 왜(倭－왜구)가 있던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 민

(뙤), 월(팥), 천(川), 귀(貴), 운(雲), 호(湖)69)에 모두 예로부터

있었는데, 형식이 같지 않더라도, 군중(軍中)의 가장 편리한 무

기이다. 병법70)에“다섯 병기에 다섯 종류의 마땅한 용도가 있

으니71), 긴 무기로 짧은 무기를 구하고(도와주고), 짧은 무기로

긴 무기를 구한다(도와준다).”라 하 는데, 단병기의 종류가 매

우 많지만, 오직 이 무기만은 공격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

어 창과 방패를(공수 양쪽을) 겸한다. 만약 중앙의 봉(鋒)이 너

무 길고, 양옆 갈래가 너무 짧다면 상대의 무기를 가(架), 나( )

할 수 없고, 중앙의 봉(鋒)이 횡고(橫股)와 길이가 같다면, 깊이

찌를 수가 없으니, 중앙의 봉(鋒)은 반드시 2촌 길고, 양(兩) 횡

고(橫股)는 평평해야 한다. (양 횡고가) 평평하면, 화전(火箭)72)

을 걸고 쏠 수가 있으니 따로 전가(箭架)73)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진 병사 두 명마다 화전 삼십대를 주어서, 적이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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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鋒頭冠于木 , 細而淺, 每擊多墜. 臨時鋒墜, 是失一兵矣.
新造, 用正鋒與橫股 合爲一柄, 入鐵庫旣深, 橫股庫又粗,
任擊不落.
此器自有倭時始用. 在뙤팥川貴雲湖, 皆舊有之, 而製不同,
乃軍中最利者. 兵法“五兵五當, 長以救短, 短以救長.”短兵
種類甚多, 而惟此一品可擊可禦兼矛盾兩用. 若中鋒太長, 兩
橫太短, 則不能架 賊器, 若中鋒與橫股67)齊, 則不能深刺,
故中鋒必高二寸, 且兩股平. 平可以架火箭, 不用굄執箭架.
故每執此器之兵二名共給火箭68)三十枝,

67) 횡고(橫股) : 당파의 양옆의 두
갈래로 갈리진 창날.

68) 화전(火箭) : 화전에는 많은 종
류가 있으나, 여기서는 활과 노
가 필요 없는 화전으로 자체 추
진력으로 날아가는, 지금의 불꽃
놀이용 화살과 흡사한 것이다.

69) 민(뙤) : 복건성의 옛이름, 월
(팥) : 광동/광서 지방,  천(川) :
사천성, 귀(貴) : 귀주,  운(雲) :
운남성, 호(湖) : 호북/호남성

70) 사마법(司馬法) 정작제삼(定爵
第三)에 나온 말로, 원문은“凡
五兵五當, 長以衛短, 短以救長
(범오병오당, 장이위단, 단이구
장)”이라 하 다.

71) 오병(五兵)은 아래 여러 개념이
있으나 여기서는‘㉠’뜻으로
볼 수 있다.
㉠ 오종(五種)의 병기(兵器) :

과(戈), 수(씐), 극(戟), 추모
(酋矛), 이모(夷矛)- 거적오병
(車的五兵) / 궁시(弓矢), 수
(씐), 모(矛), 과(戈), 극(戟)-
보졸오병(步卒五兵) 

㉡ 중국의 삼국 시대 위(魏)에
서 오병상서지관(五兵尙書之
官)을 설치했는데, 오병(五
兵)은 중병(中兵), 보병(步
兵), 기병(騎兵), 별병(別兵),
도병(都兵)을 말한다.

㉢ 군대를 두루 말한 것.
72) 자체 추진력이 있는 로켓 식의

화살이다.



면 화살을 걸고 불을 붙여 쏘고, 가까우면 화살은 내버려두고

원래의 무기(당파)를 쓰게 하는데, 백전백승의 계책이다.

연습하는방법

당파( )로 도(刀)를 상대하는 법

상대가 내 사각(四角)74)으로 들어오면, 나는 사각 아래로는

붙이지 않고, 뒷손을 일으켜 세워 위로 방향을 잡아 찌른다.z자

기 생각대로 공격한다{. 몸을 옆으로 해서 대벽(大僻)을 겸해서

중란(中 )한다z대벽시에는 정자보(丁子步)75)가 필요하다{상

대가 위로 높이 일으켜 세우면, 나는 쫓아 들어가 위로 체(剃)한

다. z몸을 옆으로 치우쳐 서서 중란살(中 殺)하는 데는 뒷손

(자루를 쥔 손)은 가슴 높이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중란파(中 )를 하면 상대가 아래를 직타(直打)하니

내가 파( )를 당겨 빼어서, 대문(大門)으로 일으켜 세워서 아

래로 누른다. 만약 내가 곤(棍)을 써서 행한다면(파의 끝인, 삼

지창 날을 쓰지 않고, 당파 곤대를 사용해 누른다면) 상대가 붙

여서 내려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당(大當) 소당(小當)   

대압(大壓)          소압(小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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賊遠則架箭燃而發之, 近則棄箭而用本器, 萬全萬勝之計也.

習法
對刀

他入我四角, 我四下不相粘, 後手起高殺. z自思出{扁身, 中
兼大僻z丁子步要大僻{. 他起高, 我就 上剃.z扁身中

殺, 要後手高平胸去{
我出中 , 他直打下, 我將 抽大門起, 上壓落. 如我用

棍步76) , 勿使他打着.

大當 小當

大壓 小壓

73) 전가(箭架) : 활 쏘는 대.
74) 인체의 양 어깨와 양 무릎 부분
75) 정자보 : 무술 자세의 하나로,

뒷발은 가로 놓아, 중심을 싣
고, 앞발은 뒷발을 밑변으로
한 삼각형 꼭지점에 살짝 발
끝만 땅에 닿게 세워서, 한자
의‘정(丁)’자와 같이 위치시
킨 자세.

76) 보(步) : 여기서는‘하다’, ‘행
하다’또는‘어떤 방식’의 뜻.



이것은 파법( 法)인데, 네 가지가 서로 고리 같이 끝없이

이어진다. 정미롭도다 파( )를 이여! 그 수준이 여기에까지

이르 도다.

파의 보법(步法)

보(步)에 10진족(十進足)79)이 있으니, 고리와 같이 이어져 끝

이 없다. 한 발을 나아가 중평(中平)하여 당대압(當大壓)하고,

또 한 발을 나아가 압사(壓死)80)한다. 또 한 발을 나아가 소압

(小壓)하고, 또 한 발을 나아가 압사(壓死)한다. 또 한 발을 나

아가 고대당(高大當)하고, 또 한 발을 나아가 대압사(大壓死)

하고, 또 한 발을 나아가 고소당(高小當)하고, 또 한 발을 나아

가 소압사(小壓死)하고, 또 한 발을 나아가 고대당(高大當)하

고, 또 한 발을 나아가 대압사(大壓死)한다.

파( )로써, 대문(大門)으로 공기(空起)하여 구하(勾下)하

고, 구보(勾步)함이 절묘하도다. 또한 하류수(下流水)로 구(勾)

하는데, 불차타(不叉他)하라(몸을 밑으로 비틀어 측신으로 만

들어 재빨리 피하는 신법을 쓰면서 휘감아 나갈 때는, 상대 병

기와 얽히지 않도록 하라). 

무릇, 파가 연(軟)81)을 만나 사람을 죽이려면, 모름지기 내가

원래 대선간(大扇 )82)을 기세로 삼음을 밝게 알아야 할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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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 法, 以四者相連如環無端. 微乎 之用! 其止於是乎. 

習 步法
步有十進足, 如環無端. 進一足, 中平當大壓. 又進一足, 壓
死. 又進一足, 小壓. 又進一足, 壓死. 又進一足, 高大當. 又
進一足, 大壓死. 又進一足, 高小當, 又進一足, 小壓死. 又進
一足, 高大當. 又進一足, 大壓死. 

大門空起勾下, 勾步77) 絶妙. 又有下流水78)勾,不叉他.
凡 遇軟殺人, 須照我原大扇 爲氣勢, 容易服人.

77) 파대문공기구하,구보( 大門空
起勾下, 勾步) : 파를 들어서 상
대의 가슴 등의 부위를 노리는
척 하다가, 갑자기 아래로 바꾸
어, 상대의 다리나 발목 등을 갈
고리로 휘감듯 공격 하는 것.

78) 유수(流水) : 몸을 옆으로 비틀
어 피하는 신법

79) 대당(大當), 소당(小當), 대압
(大壓), 소압(小壓)을 사용하며
전진하는 10개의 동작.

80) 압사 : 눌러 찌름, 여기서‘사
(死)’는‘살(殺)’의 의미(殺은
찌름 위주)

81) 연(軟) : 여기서는 상대방이 힘
을 위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지
혜롭게 기교로 나를 상대하는
것을 지칭한다.

82) 대선간(大扇 ) : 파를 가지고
쫓아가며 밑에서 위로 비스듬히
원호를 그리며 치켜올려 공격하
는 것. 



사람을 쉽게 굴복시키기 때문이다. 

무릇, 강맹하게 상대가 전진해 오면, 모름지기 분초(分寸)를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상대의) 사각으로, (파를) 들어

들어가도록 할지니라. 지금 만들어진 파보( 譜)와 같이 상대

에 들어감은 안온해야 하니라. 

대수(對手)하여 직기(直起)하거나, 상대를 대하여 타락(打

落)할 때는, 이처럼 (상대와) 거리를 크게 줄여서, 똑바로 쫓아

(뛰어) 들어감이 가장 좋으니라(바람직하니라).

상대의 칼이 밑으로 오고 내가 혹 대문유수(大門流水)하여

구박(勾迫)거나 소문유수(小門流水)하여 모두 상대 칼을 얽어

매지 못하면, 곤(棍)을 쓰는 것처럼 모름지기 계속해서 상대방

을 대청기(大請起)84)하라.z또한 기세(起勢)할 때에 대문을 버리

고, 몸을 비틀어 재빨리 피해 가는 것도 역시 괜찮다.{

상대 칼이 중란(中 )하여 바로 들어오면 나는 바로 취상압

하(就上壓下)한다. 중란(中 )하여 발보(拔步)85)하고 순세(順

勢)로 전각보(轉角步)86)하여 파( )가 상대 몸을 (적중하지 못

해서) 지나치면, 장차 상대 몸을 휘감아 걸도록 되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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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遇硬83)進步起角入, 須不離分寸. 如今所製 譜,入他爲穩.  
對手直起, 對他身打落, 如是走離大倂,直 爲上好. 
他刀下來, 我或大門流水勾迫, 或小門流水, 俱不叉他刀,

如棍用須繼以對手大請起.z又起勢時, 就 大門, 流水去亦
可{

他刀中 直來, 我直就上壓下. 中 有拔步, 有順勢轉角
步, 又有 過他身, 將他身勾來.

83) 경(硬) : 만력곽상지각본(萬歷郭
尙智刻本)에서‘파(破)’에서

‘경’으로 개정되었다. - 강맹함
을 상징

84) 대청기(大請起) : 파를 잡은 양
손을 모두 올려 치켜 막는 것[도
기(挑起)함].

85) 발보(拔步) : 보법의 하나(=撤
步) - 앞발을 빼어 뒤로 후퇴하
는 보법

86) 전각보(轉角步) : 똑바로 전진하
다가 갑자기 45°이상 몸을 바꾸
는 보법



소문(小門)87)으로 양수(陽手)는 선하(扇下)하고 음수(陰手)

는 청기(請起)하니, 무릇 붙이지 않고 청기(請起)하여, 즉시 급

하게 상대 몸이나 칼을 선하(扇下)할지니, 대소문(大小門)도 모

두 그러하다.

무릇 파( )를 일으키는데 상대가 역대(逆對)88)하면, 상대의

세(勢)에 따라서, 혹은 좌로 혹은 우로 송락(送落)한다. 무릇 하

수(下手)로 기(起)89)함도 역시 그러하나, 모름지기 걸음마다 전

진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상대 칼이 들어와 입각(入角)한즉 좌퇴(坐退)하고 후각칭기

(後脚秤起)한다. z즉 천균칭(千鈞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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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門陽手扇下, 陰手請起, 凡請起如不著, 卽急對他身, 他
刀扇下, 大小門皆然.

凡 起, 他逆對, 須順他勢, 或左或右送落. 凡下手起亦然,
須知步步進脚. 

凡被他刀入角, 卽便坐退, 後脚秤起.z卽千鈞秤{

87) 문(門) : 저본에는 빠져있으나,
기효신서 18권본(隆慶本) 권12
에서 보충했음. 

88) 역대(逆對) : 상대가 하는 행위
를 반대로 억제하여 버팀.

89) 하수기(下手起) : 내가 병기를
일으키거나, 올릴 때, 그것을 상
대병기의 밑에서 붙여서 위로
올림



조천세(朝天勢)

중평세(中平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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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天勢

中平勢



진보세(進步勢)

복호세(伏虎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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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步勢

伏虎勢



나창세(拿 勢)

기룡세(騎龍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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拿 勢

騎龍勢



가창세(架 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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架 勢



낭선의 모양과 만듦

(그림)길이는 일장 오척이고, 무게는 일곱근이다. 대나무로

된 것과 쇠로 된 것의 두 종류가 있는데, (옆에) 붙은 가지는 9

층이 필요하며, 10층, 11층이면 더욱 오묘하다.

낭선을 풀이함

이 병기는 무겁고 움직이기 어려워서 다른 병기처럼 출입이

편하고 빠르지 못하니 좋은 병기가 아닐 듯 보인다. 그러나, 이

는 행렬의 외곽(藩籬－울타리)은 일군(一軍)의 문호(門戶)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사람 사는 집에 문, 빗장, 자물쇠가 있는

데 도적이 쉽게 들어오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

지만, 좋은 사람을 얻어 쓰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그런 사

람을 얻지 못하면 상대에게 당하게 된다.

간장(干將), 태아(太阿)90)와 같이 좋은 무기일지라도, 어린아

이에게 이것을 가지고 나라의 문 밖을 지키라고 한다면, 분명

팔을 걷어붙이고 빼앗아 버리는 이가 있을 것은 어째서인가?

능력이 자신이 가진 상황을 쓸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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狼 製
(圖)長一丈五尺, 重七斤, 有竹鐵二種, 附枝必九層 十層 十
一層尤妙.

狼 解
此器形體重滯, 轉移艱難, 非若他技之出入便捷, 似非利器
也. 殊不知, 乃行伍之藩籬, 一軍之門戶. 如人之居室, 未有
門戶Ξ鍵而盜賊能入者. 雖然, 得人而用之則可以制人, 不得
其人則制於人矣.
干將, 太阿之利, 使童子而持於國門之外, 則必有袒臂而奪之
者, 何也? 其所能乖其所使故也.

90) 간장(干將), 태아(太阿) - 고대의
보검 이름이다.



힘이 세서 이 무기를 쓸 만한 사람을 골라 무기에 끌려가지

않게 하고, 연후에 방패로 그 아래를 보좌하게 하며 장창(長

)을 좌우에 끼게끔 배치하고 당파, 대도가 뒤에 따르게 해

야 한다.

무릇 선( )은 막을 수는 있으나 강한 공격을 할 수는 없으

며91), 여러 종류의 병기로 서로 돕지 않으면 구제 받기(살아남

기)도 힘들다. 이 무기를 반드시 쓰는 이유는, 적을 상대해서

창칼이 마주하게 되면 정신이 나가고 겁을 먹게 되는데, 다른

무기들은 얇고 (줄기도) 하나뿐이라 믿음직해 보이지를 않으

니, 비록 평소에 철저히 연습했다 하더라도 적을 상대하면 두

려워 쓰지를 못하며 예전의 모습을 잃게92) 된다. 오직 낭선만은

가지 끝이 무성하여 몸 하나를 가리기에 충분하니, 듬직해 보

여 겁먹지 않을 수 있어, 여러 사람이 용감히 서게 된다.

만약 적들이 대기(大旗)를 쓴다면, 단지 구(鉤)와 낭선(狼 )

만 있으면 된다. 기(旗)가 펼쳐져 올 때 싸우지 말고, 낭선(狼

) 서너 가지만 가지런히 비스듬히 세워 대기(大旗)의 면상(面

上)으로 보내면, 기(旗)가 낭선(狼 )과 구(鉤)에 걸려 떨어지

는데 무거워 들 수가 없게 되니, 곧 우리의 장창(長 )으로 찔

러 간다. 이것은 확실한 격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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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當擇力大之人, 能以勝此者, 勿爲物之所使, 然後以牌盾佐
其下, 以長 夾其左右, 大刀接翼於後.
夫 能禦而不能殺, 非有諸色利器相資, 鮮克有濟. 兵中所以
必於用此者, 緣臨敵白刃相交, 心奪膽怯, 他器單薄, 不見可
恃, 雖平日十分精習, 臨時張惶失措, 忘其故態. 惟 則枝稍
繁盛, 遮蔽一身有餘, 眼前可恃, 足以壯膽, 庶人敢站定.
如賊用大旗, 則只將有鉤狼 . 遇旗展來不與鬪, 只將 三四
枝齊齊斜立, 送於大旗面上, 旗著 鉤所墜, 重不能擧, 卽以
我長 去, 此必破之方也.

91) 여기에서‘살(殺)’은 죽일 정도
로 강한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한
다.

92) 망(忘)에‘잊다’외에‘잃다’의
뜻도 있음



만약 선( )의 층수가 부족하면 다른 가지를 가지고 덧붙이

는데, 등나무로 묶어 적당한 수가 되면 그친다. 근(根)이 가벼

우면 다른 나무를 붙여서 무겁게 한다. 선봉( 鋒)이 반근(半

斤)을 넘으면 또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손 가까이 있는 두 층을

제외하고 나머지에는 모두 거꾸로 된 갈고리 같은 가시를 써

끄트머리에 씌운다. 근후(根後)는 굵고 무거워야 하는데, 손으

로 중앙을 잡았을 때 앞뒤가 같은 무게이어야 하고, 차라리 뒤

가 무거울지언정 앞이 무거워서는 안 된다. 

붙어 있는 가지가 부드러우면 칼로 자르기 어렵고, 층이 많

으면 장창(長 )이 들어오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이 저절로 담

대해지니, 앞줄에 배치하는데, 이는 곧 남쪽 지방의 좋은 무기

이다. 선죽( 竹)은 절민(浙뙤)93)것이 양광(兩廣)94) 것만 못한

데, 절민(浙뙤)에서는 모죽(茅竹)을 사용하고, 양광(兩廣)에서

는 늑죽( 竹)을 사용한다. 과거 절강(浙江) 등의 지역은, 병사

들이 훈련도 안 되었고 앞에 설 용기도 없어, 적을 상대 하면

매번 무기(낭선)를 놓아 버려서, 오히려 우리의 병마를 저지하

고 찌르니 (낭선을) 거의 버리고 쓰지를 못하는 정도 다. 이에

병사를 다 훈련시키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앞

줄에 두었더니 백전백승을 하 고, 비로소 이의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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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 枝不足層數, 則取他枝增而縛之以藤, 足數後已. 如根
輕, 則加以他木接之使重. 鋒重半斤以上, 亦可附枝, 除近
手二層外, 餘俱用倒鉤冠其 , 根後要粗重, 手執於中, 要前
後相稱, 寧後重, 毋前重.
附枝軟則刀不能斷, 層深則長 不能入. 故人膽自大, 用爲前
列, 乃南方利器. 竹, 浙뙤不如兩廣, 浙뙤用茅竹, 兩廣用

竹. 往日浙江等處, 兵士未練, 無膽執前, 臨敵每每棄之,
反以阻 我兵馬, 幾乎棄而不用. 此因練兵旣成, 便違人言,
必用爲前列, 遂百戰全勝, 始無異議矣.

93) 절민(浙뙤) : 절강, 복건 지역
94) 양광(兩廣) : 광동, 광서 지역



연습하는방법

요보퇴세

곧바로 나아가서

곧바로 찔러야 됨을

그대는 반드시 기억

하라. 서있을 때는

곧 이 중평세니라.

고저(高低) 좌우는

그대의 움직임에 달렸으나, 절(切), 좌(挫), 구(鉤), 갑(閘)은 함

부로 하지 말라. 

중평세

이 세는 앞은 활

이고 뒤는 화살이다.

음양은 전변하고 양

팔은 펴야 하니, 걸

음을 앞으로 내밈은

바람과 같아, 천하에 상대가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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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法
拗步退勢
直進直出君須記. 站住卽是中平勢. 高低左右任君行, 切挫鉤
閘毋輕易. 

中平勢
此勢前弓後箭. 陰陽要轉, 兩手要直, 推步如風, 大下莫敵.

※ 낭선의 모양은《사고전서》에 실
린《기효신서》를 참고로 하 다.
쇠로 주조한 낭선의 모양은 옆의
모양이 표준형이다.



기룡세

폐문(閉門)95) 하는

법은 기룡세로 나가

서, 하갑(下閘)(세)에

서 높이 바로 잡는 것

에 큰 공이 있으니,

만약 앞으로 한 번 내려 쪼갰는데, 실패 했다면, 눈빠르고 발걸

음이 바람 같기를 그대에게 권하노라.

구개세

구법 유래는 대문

을 막음이니 소문으

로 좌하하여 앞을 향

해 달리고, 만약 상대

가 다시 돌이켜 낮은

자세로 (공격해) 오

면, 그대가 편한 대로 밑으로 눌러 막으며 찌를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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騎龍勢
閉門之法 上騎龍, 下閘高 �大有功, 誤若當前披一下, 勸君
眼快脚如風. 

鉤開勢
鉤法由來阻大門, 小門挫下向前奔, 若還他使低來勢, 閘挫憑
君利便分.

95) 신체의 정면 전부를 내려 눌러
막는 것을 말함.



가상세

창이 높이 찔러오면

모름지기 가를 쓰니,

막을 때는 위를 감시하

고, 또 아래를 감시해

야 하며, 음양을 반복

하고 다리는 바람과 같

아야 하나니, 찌름의 두려움에, (또는) 찔러와도 평온하매[상대

창이 아무리 날카롭고, 힘차고, 빠르게 찔러도 아무 소용 없으

매, (가히)] 철주금강98)이라 하겠노라.

갑하세

갑세는 설각(

脚)99)을 필요로 함

이 어찌된 연고인

가? 설각은 곧 기보

(起步)하는 법이니

라. 연이어 몸을 아

래로 앉으며(낮추며) 앞을 향해 찌르는데, 위로는 (상대병기에)

붙이지 않고, 아래로는 붙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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架上勢
打高來須用架, 架時管上又管下, 陰陽反覆脚如風, 鐵柱金

剛也 .

閘下勢96)

閘勢緣何要 脚? 脚乃是起步法. 連身坐下向前沖97), 上面
不着下面着.

96) 《무비지》에서는 갑상세로 되어
있으나 갑하세가 맞다.

97) ‘충’은‘행(行)’을 바르게 고친
것이다.

98) 철주금강(鐵柱金剛) : 쇠기둥처
럼 조금도 빈틈없고 튼튼한 금
강역사(불교의 호법신장의 하
나) - 어떠한 공격에도 빈틈없는
방어기능을 지닌 무인을 지칭

99) 설각 : 다리를 듬 = 제각(提脚)



장창의 모양과 만듦

(그림)이 부분이 중(中)이 된다. 이 뒤로는 점점 굵어지고,

앞으로는 점점 가늘어지는데, 갑자기 굵어지거나 갑자기 가늘

어져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되, 남는 손

가락이 없어야 하고, 남는 대나무(창대를 대나무로 사용할 때)

부분이 없어야 한다.

창두－이것은 넉량[四兩]을 넘어서는 안된다.

장창을 풀이함

창간( 桿)100)에는 조목(稠木)101)이 제일이고, 합목(合木)102)

은 가볍고 조금 부드러워 그 다음이다. 벽개(劈開)103)해야 하는

것이 좋고, 거개(鋸開)104)해야 하는 것105)은 나무결이 기울어져

있어서 쉽게 부러진다. 찬죽( 竹)106)은 요(腰)가 연해서 절대

쓸 수 없다. 북방(北方)은 건조해서 대나무는 쓸 수 없고, 목간

(木桿)은 쓸 수 있다. 동남방(東南方)은 대나무와 목간(木桿)을

모두 통용(通用)할 수 있다.

창( )을 만드는 장인은 반드시 창( )을 쓰는 대의(大意)를

알아야 활시위 당기듯107) (법식에 맞게) 할 수 있다. 10일 정도

가르치면 곧 긍경(肯 )108)을 깨우치게 된다. 뒷손 부분이 가늘

면 단단히 잡을 수가 없으니, 뒷손 부분이 굵어야 하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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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 製
(圖)此處爲中, 向後漸漸粗, 向前漸漸細. 不可輒加輒削.
此處, 要一手可握, 無餘指, 無剩竹.

頭 - 此不可過四兩.
長 解

桿, 稠木第一, 合木輕而稍軟, 次之. 要劈開者佳, 鋸開者
文斜易折. 竹腰軟, 必不可用. 北方乾燥, 竹不可用, 木桿
可用, 東南竹木皆可通用. 
做 工匠須知用 大意, 方做如 , 敎之十日, 便悟肯 . 後
手如細, 則掌把不壯, 後手要粗 可盈把.

100) 간(杆)과 같다. 무예도보통지
에 간(杆)은 간(桿)의 속자(俗
字)라 하 다. 창대를 뜻한다.

101) 목재의 일종. 쉽게 갈라지지 않
고, 탄력이 강하다.

102) 긴 (堅密)한 목재.
103)‘결 따라 쪼개어 지는 것’을 말

하는 것-결이 고르고, 목질(木
質)이 질긴 것.

104) 톱으로 나뭇 결을 거스르며 잘
라 내야 하는 것.-나무질이 너무
딱딱함.

105) 거개(鋸開)한 것
106) 삭죽교합(削竹膠合)한것을말함.
107) 맹자(孟子)에“예(췽)(옛 궁술의

명인)가 사람들에게 활쏘기를 가
르칠 때에는 반드시 활시위를 당
기는 데 뜻을 두도록 했으며, 배
우는 자들도 반드시 활시위를 잡
아당기는 데에 뜻을 두었다. 뛰
어난 목수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에는 반드시 콤파스와 곱자를 사
용했고, 배우는 자들도 반드시
콤파스와 곱자를 사용했다.”라
하 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주자(朱子)는 이에 대해“활시위
를 끝까지 당긴 후에 쏘는 것이
활쏘기의 법식(法式)이다. 일에
는 반드시 법식이 있으니, 이것
을 바르게 한 연후에 일을 이룰
수 있다. 가르치는 이가 이를 버
린다면 가르칠 방법이 없고, 제
자가 이를 버린다면 배울 방법이
없다.”라고 하 다. 여기에서



야) 꽉 잡을 수가 있다. 

근(根)에서부터 점점 가늘어져서 두(頭)109)에 이르러 끝나는

데, 요(腰)110)가 굵으면 경강(硬强)(탄력이 없어)하여 나(拏)할

수가 없고, 요(腰)가 가늘면 연(軟)해서 힘이 없으니, 비록 수법

이 오묘하더라도 상대의 창( )을 나핍(拏逼)111)해 열지 못 한

다. 초( )112)가 굵고 요(腰)가 경(硬)한 것을 가장 꺼리는데, 모

두 손에 들어 사용할 수 없으니, 이는 표창( )이다.(표창으

로만 사용할 수 있다.)

창법의 전함은 양씨113)에서 시작되었으니, ‘이화(梨花)’라

일러 천하가 모두 숭상하 다. 묘(妙)는 숙달하는 데에 달려 있

는데, 숙달하면 마음이 손을 잊고 손은 창을 잊으니 변화가 끝

이 없어114) 막힘이 없다. 또한 차분한 것만큼 귀한 것이 없으니,

차분하면 마음이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아 대처가 여유로우며,

변화를 헤아릴 수 없고 신화(神化)가 무궁하여 후세에 그 오묘

함을 얻은 이가 드물었다. 혹 있었더라도 숨겨져 전해지지 않

았거나, 전해져도 그 진전을 잃은 것이었다. 그래서 세상에 행

해지는 것이 결국 모두 사가(沙家) 마가(馬家)의 창법115)이었는

데, 사가(沙家)는‘간자(竿子)’라고도 부른다.116) 각자 묘(妙)가

있으나, 길고 짧음에 그 쓰임이 다르다.117) 오직 양가(楊家)의

창법만은 손으로 창근( 根)을 잡으니 창을 뻗으면 매우 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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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根起漸漸細, 直至頭而止, 如腰粗則硬强不可拏 , 腰細則
軟而無力, 雖手法之妙, 不能拏逼他 使開. 最忌 粗與腰
硬, 皆不可擧, 是棄 也. 

法之傳, 始於楊氏, 謂之曰‘梨花’, 天下咸尙之. 妙在乎熟,
熟則心能忘手, 手能忘 , 圓神而不滯. 又莫貴於靜, 靜則心
不妄動, 而處之裕如, 變幻莫測神化無窮. 後世鮮有得其奧
者, 蓋有之矣, 或秘焉而不傳, 傳之而失其眞. 是以行於世者,
卒皆沙家馬家之法. 沙家呼爲‘竿子’. 各有其妙, 而長短異其
用. 惟楊家之法, 手執 根, 出 甚長,

‘방주여구(方做如 )는, 창법의
대의를 알아야 기본 법식을 알고
창을 만들 수 있다는 뜻.

108) 긍경(肯 ) : 원래는 동물의 근
골이 결합된 곳을 말하는데, 일
의 관건이 되는 부분을 비유한
말이다. 

109) 그림 참조.
110) 창대의 중간 부분
111) 나핍 : 중평창세에서 창끝을 오

른편으로‘ ’형상으로 돌려 상
대 병기를 눌러 억제하여 핍박
하는 행위.

112) 창대의 앞쪽 끝 부분=초(梢)
113) 양씨(楊氏) 이화창(梨花槍)(槍

= ) - 색인참조
114)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

에“저지덕, 원이신(蓍之德, 圓
而神)”이란 표현이 보이는데,
주자(朱子)는 이에 대해“원신
(圓神)은 변화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원신, 위변화무방(圓
神, 謂變化无方)]이라고 하 다.

115) 사가(沙家), 마가(馬家)의 창법
과 양가(楊家)의 창법은 명(明)
나라 중엽부터 청(淸)나라 초기
까지 가장 유행하던 창법이었
다. → 색인참조

116) 이 부분이 기효신서 14권본에서
는 동일하나, 18권본에서는 沙家
竿子, 馬家 錚, 各有其妙(사가
간자, 마가장창, 각유기묘) (사가
의 간자-창대-와 마가의 장창에는
각자 그 묘가 있다.)로 되어 있다.



허실(虛實)120), 기정(奇正)121), 허허실실(虛虛實實), 기기정정(奇

奇正正)122)이 있어, 나아감은 날카롭고 물러남은 빠르며, 그 기

세(勢)는 준험(險)하고 그 마디(節)가 짧으니, 움직이지 않음에

산과 같고 움직이면 우뢰와 같다.123) 그래서“이화창은 이십 년

간(이나) 천하에 적수가 없었다.”124)고들 하는데, 진실로 그러하

도다!

행진(行陣)125)에서 (창법을 시전) 하게 되면 또 (개인이 수련

한 창법이나, 민간인의 창법과)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것인

가? (전투할 때의 경우) 기법은 대범해야 하고, 자세는 소탈해

야한다. 대범하지 않으면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이리 저리 꼬인 전투 국면을 처리할 수 없으며, 소탈하지

못해서는 기격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불리하다.126)

좌우에서 반드시 단병기로 보좌해 서로 보호해 주어서, 상호

간에 의지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 기(氣)[창을 사용하는 병사

들의 기(氣)]가 펴짐을 얻어서(편안하고 활발해져서),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127) 

연습하는방법

팔모창128) 기수[형(形)을일으키는(시작하는) 수법(手法)]

상대방이 나를 찌르면 나는 나창( )하고, 상대방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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且有虛實, 有奇正, 有虛虛實實, 有奇奇正正, 其進銳, 其退
速, 其勢險, 其節短, 不動如山, 動如雷震. 故曰, “二十年梨
花 , 天下無敵手.”信其然乎!
施之於行陣, 則又有不同者, 何也? 法欲簡, 立欲疎.118) 非簡
無以解亂分糾, 非疎無以 進退. 左右必佐以短兵相衛, 使
彼我有相倚之勢, 得以舒其氣, 展其能, 而不至於敗.

習法
八母 起手

箚119)我, 我 . 箚我, 我 . 箚我脚, 我顚 . 

117) 이 부분도 18권본에서는 有長
短之異(길고 짧은 차이가 있
다.)라고 되어 있다.

118) 간소(簡疎) : 대범하고 소탈함.
119) 찌르는 것을 말한다. 현대에 와

서는‘찰( )’자를 쓴다. 차창
(箚 )은 앞을 향해 창을 찌르
는 것이다. 색인참조

120) 고대 병법과 무술 중의 상용어
이다. 허(虛)는 역량(力量)이 빈
것을, 실(實)은 역량의 꽉 차있
는 것을 표시한다. 의미를 확장
하여 다스려짐과 어지러움, 강
약, 갖추어지고 갖추어지지 않
음, 홍편(哄騙)(속이기 위한 수)
와 실제 타격 등을 나타낸다.

121) 원래는 병법 용어이다. 보통 주
력 부대를 정(正), 기동부대를
기(奇)로, 겉으로 드러나는 공
격을 정(正), 몰래 습격하는 것
을 기(奇), 주된 공격을 정(正),
보조 공격을 기(奇)라고 하는
식이다. 정(正)은 실제의 힘, 기
(奇)는 지혜나 기교를 나타낸
다. 무술 중에서는 뜻을 확장하
여 실제로 치는 것과 거짓으로
속이는 전술적 변화를 말한다.



를 찌르면 나는 란창( )하고, 상대가 내 다리를 찌르면 나는

전창(顚 )하고, 상대가 위로 찌르면 나는 착창(捉 )하고, 상

대가 아래를 찌르면 나는 노창(櫓 )하고, 상대가 위를 찌르면

나는 착창(捉 )하고, 상대가 아래를 찌르면 나는 전창(顚 )하

고, 상대 창이 기(起)하면 나는 아래로 전란(纏 )하여 내리고,

상대가 나를 찌르면 나는 나창( )한다. 

일합(一合) : 먼저 권창위모(圈 爲母)하고 후에 봉폐착나

(封閉捉拏)하니 이화파두구호(梨花擺頭救護)에 밝아야 하고

이파문(裏把門) 하고, 외파문(外把門) 하며, 섬잠화창(閃 花

)한다. 일러‘진왕마기(秦王磨旗)’129)라 한다. 

내가 상대를 찌르면, 상대는 나창(拏 )하고 환창(還 )하니

나는 나창(拏 )한다. 내가 상대를 찌르면 상대는 아래로 란

( )하고 환창(還 )하니, 나는 란창( )한다. 상대가 진두창

( 頭 )하면, 나는 전창(顚 )하고 환창(還 )하니, 상대는 나

창(拏 ) 환창(還 )하고, 나는 나창(拏 )한다. 상대가 나를

찌르면 나는 나창(拏 )하고 위로 섬잠화창(閃 花 )한다. 상

대가 나창(拏 ) 환창(還 )하면, 나는 나창(拏 )한다. 상대가

나를 찌르면, 아래로 란( )하고 위로 섬잠화창(閃 花 )한다.

상대가 아래로 란( )하고 환창(還 )하면, 나는 란창( )한

다. 상대가 나를 진두창( 頭 )으로 찌르면, 나는 전창(顚 )

0334 무예문헌자료집성

上箚, 我捉 . 下箚, 我櫓 . 上箚, 我捉 . 下箚,
我顚 . 起, 我纏 下. 箚我, 我 .

一合 : 先有圈 爲母, 後有封閉捉 . 
梨花擺頭, 救護要明. 裏把門, 外把門, 閃 是花 . 名曰‘秦
王磨旗’.

我箚 , 還 , 我 . 我箚 , 下還 我 .
頭 , 我顚 還 , 還 , 我 . 箚我, 我

, 閃 花 上, 還 , 我 . 箚我, 我 下. 閃
花 上, 下還 , 我 . 箚我 頭 , 我顚 , 閃
花 上, 還 , 

122) 허허실실(虛虛實實), 기기정정
(奇奇正正) : 허(虛) 속에 다시
허(虛)가 있고 실(實) 속에 다시
실(實)이 있으며, 기(奇) 중에
기(奇)가 있고, 정(正) 중에 정
(正)이 있어 변화를 헤아릴 수
가 없음을 말한다.

123) 손자병법(孫子兵法) 군쟁편(軍
爭篇)에서 나온 말이다. 무술의
기격에 있어 싸우기 전에는 힘
을 아끼며 날카롭게 날을 세우
고 있다가 싸우게 되면 극히 빠
르고 사납게 행함을 말한다.

124) 송사(宋史) 477권《이전전(李
全傳)》에 나온 말이다.

125) 군대를 지휘하고, 진을 펼치는
것

126) 붕나( ) : 좌우로 급격히
도약함. 기격 시에 몸을 이동시
키는 것이 자유로운 것을 가리
킨다.

127)「兵法曰“氣盈則戰, 氣奪則避”
병법에 이르기를“사기가 왕성
하면 전투를 하고, 사기를 잃었
으면 싸움을 피한다”(위료자(尉
꼍子) 전위(戰威)에서 나온 말
임)고 한 것이 이것이다.



하고 위로 섬잠화창(閃 花 )한다. 상대는 나창(拏 ) 환창

(還 )하고, 나는 나창(拏 )하고, 요화창(搖花 )한다. 곧‘진

왕마기(秦王磨旗)’이다.

이합(二合)은 먼전 전창(纏 )한 후에 란창( )해서 황룡

점저(黃龍占杵)하고 흑룡입동(黑龍入洞)해서 나창구호( 救

護)하여, 위로 섬잠화창(閃 花 )한다. 일러‘봉점두(鳳點

頭)’라 한다.

내가 상대 창을 전(纏)하고 상대가 나를 찌르면 나는 아래로

란( )하고 환창(還 )한다. 상대는 아래로 란( )하고 환창(還

)하고 나는 란창( )한다. 상대가 나를 찌르면 나는 아래로

나(拏)하고, 상대는 기창(起 )하면 나는 수창(隨 )하여 아래

로 전나(纏拏)한다. 상대가 란창( )하면 나는 환창(還 )하

고, 상대가 아래로 나(拏)하여 환창(還 )하면, 나는 붕퇴구호

( 退救護)하고 상대 창을 나(拏)한다. 상대가 나를 찌르면, 나

는 아래로 란( )하고, 요화창(搖花 )한다. 이것이‘봉점두(鳳

點頭)’이다.

삼합(三合)은 먼저 천지(穿指)하고, 후에 천수(穿袖)하여

요자박암순(탁子撲 )하고, 구호섬잠시화창(救護閃 是花

)하니, 사면시창법(四面是槍法)이라. 이를‘백사롱풍(白蛇弄

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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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 我搖花 . 乃‘秦王磨旗’.
二合, 先有纏 , 後有 , 黃龍占杵,  黑龍入洞, 救

護, 閃 花 上. 名曰, ‘鳳點頭’.
我纏 , 箚我. 我 下還 , 下還 , 我 . 

箚我, 我 下, 起 , 我隨 纏 下130). 我還 , 
下還 , 我 退救護 , 箚我, 我 下, 我搖花 .

乃‘鳳點頭’. 
三合, 先有穿指, 後有穿袖, 타子撲 . 救護131)閃 四132)

花 , 四面是 法. 名曰‘白蛇弄風’. 

128) 창법의 여덟 종류 기본 동작인
데, 창법의 여러 복잡한 동작들
이 모두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모(母-어머니)’라고 부
른다. 팔모창의 역사는 유구한
데, 명나라 이래로 각 명가들이
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왔다. 예를 들면 명나라 정종
유(程宗猶)는《경여잉기(耕餘
剩技)》에서, 명의 승려인 홍전
(洪轉)은《몽록당창법(夢綠堂
槍法)》중에서 각자 해설을 했
다. 색인참조

129) 윗 의‘일합(一合)’에 나온 한
묶음의 공방 동작을 총괄하는 명
칭인데, 이런 것을‘창보(槍譜)’
라고도 한다. 무술은 오랜 기간
발전해온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
로 한 개의 성어(成語) 식의 이름
을 써서 동작을 불러 왔다. 아래

에서‘이화파두(梨花擺頭)’,
‘백사농풍(白蛇弄風)’등도 모
두 이러한 부류이다.

130) 하(下) : 원본에는 빠져있으나,
18권본(융경본) 십권의‘장병
단용설(長兵短用說)’에 보충되
었다.

131)‘탁子撲 , 救護(요자박암순,
구호)’는‘탁子撲 救護(요자
박암순구호)’라 해야 맞다.

132)‘사(四)’는‘시(是)’의 오자



상대가 나를 찌르면, 나는 아래로 나(拏)하여 위로 섬잠화창

(閃 花 )하고, 상대가 나창환창( 還 )하면 나는 나창하

며, 상대가 나를 찌르면, 나는 아래로 란( )하여 위로 섬장화

장하는데, 상대가 아래로 란해서 환창하면, 나는 란창하여 요

화창한다. 이것이‘백사롱풍(白蛇弄風)’이다.

사합(四合)은 먼저 백나창(白 )하고 붕퇴창구호( 退

救護)하며, 후에 백란진보(白 進步)하여 묘착서(猫捉鼠) 같이

하고 구호섬잠시화창(救護閃 花 )한다. 일러‘철소추(鐵掃

)’라 한다.

내가 백라진보(白 進步)하여 상대를 위로 찌르니, 상대는

나창( ) 환창(還 )하고, 내가 붕퇴구호( 退救護)하여 나

창( )한다. 내가 백란진보(白 進步)하여 상대를 위로 찌르

니, 상대는 란창( ) 환창(還 )하고 나는 란창( )한다.

내가 백전진보(白顚進步)하여 섬잠화창(閃 花 )하여 상대를

위로 찌르니, 상대는 나창( ) 환창(還 )하고 나는 나창(

)하여, 요화창(搖花 )한다. 이것이‘철소추(鐵掃 )’이다.

오합(五合)은 먼저 사봉사폐(四封四閉)하고 후에 사중반활

(死中反活)하고, 무중생유(無中生有)해서, 봉접(迎封接)하고

섬잠시화창(閃 是花 )한다. 일러‘발초심사(撥草尋蛇)’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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箚我, 我拏下, 閃 花 上. 還 , 我 . 箚
我, 我 下, 閃 花 上. 下還 , 我 , 我搖花 . 乃

‘白蛇弄風’.
四合, 先有白133) , 退 救護, 後有白 進步, 如猫捉

鼠. 救護閃 是花 , 名曰‘鐵掃 ’. 
我白 進步上箚 , 還 , 我 退救護 . 我白

進步上箚 , 還 , 我 . 我白顚進步, 閃 花 上
箚 , 還 , 我 我搖花 . 乃‘鐵掃 ’.

五合, 先有四封四閉, 後有死中反活, 無中生有, 迎封接,
閃 是花 . 名曰‘撥草尋蛇’.

133) 여기서는‘빈 채로’의 뜻으로,
상대의 병기와 관계없이 접하
지 않고 그냥 허공중에 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색인참조



상대가 나를 찌르면, 내가 나창(拏 )하면서 나아가 상대를

찌르고, 상대가 나창(拏 ) 환창(還 )하면 나는 나창(拏 )한

다. 상대가 나를 찌르면, 나는 란창( )하면서 나아가 상대를

찌르고, 상대는 란창( ) 환창(還 )하면, 나는 란창( )한

다. 상대가 내 창을 아래로 나(拏)하고 상대 창이 기(起)하면,

나는 반대로 상대의 창을 나(拏)하고 상대는 내 창을 아래로 란

( )한다. 상대 창이 기(起)하면, (나는) 반대로 상대 창을 아래

로 란( )하고, 상대가 내 창을 나(拏)하면, 내 창은 재빨리 피

해가며 상대 창을 란( )한다. 상대는 내 창을 란( )하고, 내

창은 재빨리 피해가며 상대 창을 나(拏)한다. 상대는 진두창(

頭 )하면, 나는 전개착주(顚開捉住)하는데, 상대는 반대로 기

(起)하여 나를 찌르고, 나는 아래로 란( )하여 위로 섬잠화창

(閃 花 )한다. 상대가 란창( ) 환창(還 )하면, 나는 란창

( )하고, 요화창(搖花 )한다. 이것이‘발초심사(撥草尋

蛇)’이다.

육합(六合)은 일절(一截) 이진(二進) 삼란(三 ), 사전(四

纏), 오나(五 ), 육직(六直)이니, 섬잠시화창(閃 是花 )이라.

육폐(六閉) 백요(白타) 흑요(黑타) 백사롱풍(白蛇弄風)

철소추(鐵掃 ) 이화창(梨花 ) 오공찬판(蜈蚣鑽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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箚我, 我 進步箚 , 還 , 我 . 箚我,
我 進步箚 , 還 , 我 . 下我 , 起,
我反 . 下我 , 起, 反 下 . 我 ,
我 閃過 , 我 , 我 閃過 . 箚 頭 ,
我顚開捉住, 反起箚我, 我 下閃 花 上. 還 ,
我 , 我搖花 . 乃‘撥草尋蛇’.

六合, 一截, 二進, 三 , 四纏, 五 , 六直. 閃 是花 .
六閉, 白타,  黑타, 白蛇弄風,
鐵掃 , 梨花 , 蜈蚣鑽板,



조천창(朝天 ) 백우전각(白牛轉角) 요(拗) 변창(邊 ) 

군란(裙 )

이상의 창법들은 꽤 번잡한 편에 드니, 어리석은 병사들이

어찌 하나 하나 모두 익힐 수 있겠는가? 단지 기록하여 갖추어

놓지 않을 수 없었을 뿐이니, 스스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

히 익히도록 하고, 병사들을 가르칠 때에는 오직 봉(封), 폐

(閉), 착(捉), 나( ), 상란(上 ), 하란(下 ) 여섯 가지 창법만

을 쓴다. 봉(封), 폐(閉), 착(捉), 나( )에는 대문(大門)이 있고,

소문(小門)이 있으니, 단지 이것만으로도 쓰기에 충분하다.

산동 하남 각처의 교사(敎師)134)들이 양가창법(楊家 法)을

서로 전하는데, 그 음양허실(陰陽虛實)의 이치는 동일하다. 그

최고의 묘(妙)는 좌우의 두 문(門)으로 상대의 창( )을 나(拏)

하는 것이고, 그 폐단은 수법을 펼쳐 강하게 찔러 가되, 걸음이

(따라서) 나아가지 않는데 있다. 만약 그들의 나법(拏法)에 나

의 보법을 겸해 장창수단(將 收短)135)하고 연각간상(連脚

上)136)하며, 또한 상대를 찔러 공격하지 않고, 단지 상대의 창만

을 오로지 상대한다면, 곧 무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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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天 , 白牛轉角, 拗, 邊 , 裙
以上諸法, 頗屬煩雜, 兵士愚下, 豈能一一皆習? 但載之, 不
得不備, 自有用心者精之. 而敎兵惟用封, 閉, 捉, , 上 ,
下 , 六 . 封, 閉, 捉, , 有大門, 有小門, 只此已足用. 
山東河南各處敎師相傳楊家 法, 其陰陽虛實之理相同. 其
最妙是左右二門 他 , 其弊在撒手殺去而脚步不進. 今用
彼之 法, 兼我之進步, 將 收短, 連脚 上, 且勿殺他, 只
管定他 , 則無敵矣. 

134) 무술 사범을 말함
135) 일단 찌른 창을 거두어 들일때

(회수할 때) 다 당겨 빼지 않고
조금만(짧게) 당겨 들이는 행위
를 지칭한다.

136) 연속적으로 쫓아나감.



그 최고의 묘(妙)는 단지 한번 수가 먹힌 후에[일박(一拍)한

후에] 곧 이어서 일나(一拏) 일탁(착)(一 )137)하는 것이, 마치

둥근 돌이 만길 높이의 산에서 굴러 내려오듯 하여서, 중간에

쉼이 없게 하는 데에 있다. 비록 상대가 기술을 익힌 것이 나보

다 몇 배는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번 세(勢)를 잃으면 곧 다시

회복할 틈이 없으니, 비록 사가(師家)라 하더라도 한번 패하면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 이 법으로 장창(長 )을

가르쳐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지극히 묘하고, 지극히 묘

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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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最妙者只在一得手之後, 便一 一 , 如轉圓石於萬 之
山, 再無住歇. 彼雖習藝勝我幾倍, 一失勢便無再復之隙, 雖
有師家, 一敗永不可返矣. 近以此法敎長 , 收明 , 極妙!
極妙!

137) =     : 지를[탁]/찌를[착]



연습하는방법

야차탐해세

(이는) 창을 잡은

채로, 걷고 서고 살

펴서 수비하는 방법

이니라. 상대를 만나

면 세(勢)를 바꾸고,

상황에 따라 응용하

는데, 법도에 맞지 않음이 없도다.

사이빈복138)세

(이는) 곧 중평창

법139)이니라. 육합창

의 근본(主)이며 이

십사세의 으뜸으로

기묘한 변화가 무궁

하여 예로부터 지금

까지 여러 무기들이 그 창끝을 당해내는 경우가 드물었니라.

모든 세(勢)들중 어느 것이 그 나아감을 막을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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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法
夜叉探海勢
乃持 行立看守之法. 遇敵變勢, 隨機應用, 無不中節.

四夷賓服勢
乃中平 法. 爲六合 之主, 作二十四勢之元, 妙變無窮, 自
古 今, 各械鮮有當其鋒. 諸勢, 莫可同其趣.

138) 빈복(賓服) : 고대에 제후가 때
마다 조공을 드리고 천자를 뵙
고 복종을 표하던 것을 지칭하
는데, 변방의 먼 부족들이 복종
하여 때마다 조공을 올리는 것
을 가리키기도 한다.

139) 창법 중에 상평창은 코끝을, 중
평창은 심장을, 하평창은 무릎
을 목표로 하는 창법을 말하는
데, 상, 중, 하의 세 평창(平槍)
은 창법 주요 기술의 하나이다.
→ 색인참조

※ 창세( 勢)들 가운데 나오는 각
종 동작 결(訣)들은 뒤의 색인을
참조할 것이다.

※ 그림이 희미하여 알아보기 힘든
것들은《사고전서》에 실린《기효
신서》에서 뽑아서 대신 하 다.
동작상에 차이는 없고 창에‘수
술’이 달려있다는 점에서만 차이
가 난다.



지남침세

(이는) 곧 상평창

법이니라. 그 쓰는

법은 중평창과 비

슷한 종류이고, 착

수(着數)140)는 육합

의 변화에서 벗어

나지 않도다. 마음속에 깨우치면 이십사세 중의 반은 격파할

수 있도다.

십면매복세

(이는) 곧 하평창

법이니라. 문호는

상평창보다 치 하

고, 기민하고 교

(靈巧)하기는 중평

창에 떨어지지 않는

도다. 이에 정통한 자는 모든 세를 굴복시킬 수 있도다.

0341기효신서

指南針勢
乃上平 法. 其類用近手中平, 而着數不離六合之變. 有心演
悟, 二十四勢之中, 可破其半. 

十面埋伏勢
乃下平 法. 門戶緊於上平, 機巧不亞中式. 精於此者, 諸勢
可降.

140) 초식이 형성된 수법의 도리



청룡헌조세

(이는) 곧 고안출

군창법이니라. 세(勢)

마다, 착(着)마다 창

을 발출하여 상대를

찌름이, 이 법을 벗어

나지 않도다.

변란세

(이는) 곧 이파

문봉폐창법이니라.

문호를 지킴에 전

(纏 ), 착 (捉 ), 전

(顚), 나( ), 섬잠

(閃 )이 있도다.

위로 천지(穿指), 천수(穿袖), 전자고(剪子股)세 등으로 혹시

상대가 즉시 접해 오면, 비파(세)[琵琶(勢)]나 매복(세)[埋伏

(勢)]로 감싸 붙이도록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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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龍獻爪勢
乃孤잤出 法. 勢勢之中, 着着之內, 發 箚人, 不離是法.

邊 勢
乃裏把門封閉 法. 守門戶有纏, 捉, 顚, , 閃 . 上穿指袖
股. 他出馬一 迎, 抱著琵琶埋伏.



철번간세

(이는) 외파문황

룡점간창법이니라.

첫번째는 자르고 두

번째는 나아가니, 사

롱풍(蛇弄風), 박착

암순(撲着 )하여,

(적을) 늦춰주지 말지니라.

과검세

(이는) 곧 군란창

법이니라. 문호를

크게 열어 상대가

나를 쫓아오도록 유

인하다가, 중도에

나타( )하는데,

상대가 허하고 내가 실하면 요화창(搖花 )을 하고, 상대가 실

하고 내가 허하면 재빨리 (힘차게) 물러나 구하는 (피하는) 것

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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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륙竿勢
乃外把門黃龍點竿 法. 一截二進, 蛇弄風, 撲着 , 不放

.

跨劍勢
乃裙欄 法. 大開門戶誘他來, 逐我中途 . 他虛我實搖花

, 他實我虛 退救.



포지금세

(이는) 지사창법

이니라. 기수(起手)

하여 피애(披 )해

서 급히 찌르는데,

높은데서 (찔러) 오

는 것은 똑바로 비벼막기가 넉넉하지(충분치) 못하니라. 만약

상대가 적수인침(滴水認針)으로 천(穿 : 뚫으면)한다면, 사중반

활(死中反活)의 소법(甦法)141)이니라.

조천세

(이는) 상경하취창법이니

라. 요기소지(搖旗掃地)하여

철우경(지)[鐵牛耕(地)]하니,

어찌 상대가 백원타도(白猿

他刀)세로 속임을 두려워하

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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鋪地錦勢
乃地蛇 法. 起手披 急刺, 高來直擦難饒. 若他滴水認針
穿, 甦法死中反活. 

朝天勢
乃上驚下取 法. 搖旗掃地鐵牛耕, 那 他拖刀詭詐?

141) 소법(甦法) : 다시 사는 법 = 소
법( 法)



철우경지세

(이는) 곧 급도

확창법이니라. 강

하고 세차게 가고

강하고 세차게 돌

아와서 연(軟)하지

말지니, 오직 (그래

야) 이 창법이 빈틈이 없도다. 상대가 능히 납작엎드려 내 창을

섬(閃 : 몸을 재빨리 비킴)하면, 나아가 흑룡입동세(黑龍入洞)

를 사용하도다.

적수세

(이는) 제전하는

법이니라. 순수(順

手)하여 봉점두(세)

를 쓰고, 피박(披撲)

하는 가운데 교묘함

을 얻으니, 나아가서는 기룡세를 사용하고, 과감히 힘차게 물

러나 나와서, 만약 (적수세를) 다시 쓰면 저세(低勢)144)를 격파

하는데, 복지창과 싸우면, 백발백중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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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牛耕地勢
乃急搗 法. 硬去硬回莫軟, 惟有此 無空. 他能平伏142)閃吾

, 就使黑龍入洞.

滴水勢
乃提顚之法. 順手鳳點頭, 披撲中取巧, 進勢用騎龍, 出可
退勇, 若還破低勢, 難143)同伏地 , 百發百中.

142) 납작 엎드림
143) 난(難) : 여기서는 전쟁 / 다툼

/ 싸움의 뜻.
144) 저세(低勢) : 낮은 자세의 창법

들 예) 복지창(伏地槍), 지사창
(地蛇槍) 등



기룡세

(이는) 요보창법

이니라. 나아갈 때에

는 발초심사가 있고,

물러날 때에는 변란

구호하느니라. 이화

곤수(梨花滾袖)함이

천사(穿梭)145)와 유사하고, 사면시창(四面是 )은 운조무(雲

霧)146)로다.

백원타도세

(이는) 창을 회

수하는 것처럼 속

이는 창법이니라.

반대로 돌면서 (되

돌아서면서) 강하

고 세차게 상기룡

하고, 순보하여 전란붕고(纏 崩 )하니라. 봉접진(창을 맞

아 나아가)하여 농화창(弄花 )하나니, 이것이 중평(창)을 격

파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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騎龍勢
乃拗步 法. 進有撥草尋蛇, 退有邊 救護. 梨花滾袖似穿
梭, 四面是 雲 霧.

白猿拖刀勢
乃佯輸詐回 法. 逆轉硬上騎龍, 順步纏 崩 . 迎鋒接進弄
花 , 就是中平也破.

145) 베틀에서 베를 짤 때 북[梭]처
럼 재빨리 직선으로 되풀이해
서 드나드는 모습 / 곤법이나
창법의 초식명의 하나이기도
하다.

146)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안개처
럼 모여 있는 모습 / 곤법의 초
식명중 하나이기도 하다 - 오운
조정(烏雲 頂)



비파세

(이는) 백우전각

창법이니라. 위로 오

는 것은 구(鉤), 붕

(崩), 진좌(進挫)하

고, 가운데로 오는

것은 곤(滾), 타( ),

애( ), 나( )를 잘하고(하기에 편하고), 아래로 오는 것은 북

과 같이 제쾌(提快))하나니, 청룡헌조(靑龍獻爪)를 얻느니

라.(상, 중, 하의 공격을 위와 같이 수비하고는, 모두 다 즉시

‘청룡헌조’초식을 써서 반격할 수 있다.)

묘착서세

(이는) 무중생유

창법이니라. 앞으로

내딛어 허한 아래를

박전(樸纏)하고 상

대창을 속여 움직여서, 이화(창)세를 사용하되, 눌림을 당하면

도천충타(挑天 打) 하노라.(위로 치켜올려 막고는, 앞으로 뻗

으며 밑으로 내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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琵琶勢
乃白牛轉角 法. 上來鉤崩進挫, 中來滾 好, 下來提快
如梭, 得手靑龍獻爪.

靈猫捉鼠勢
乃無中生有 法. 進步虛下撲纏, 伊 動, 使梨花, 遇壓挑
天 打. 



태산압란세

(이는) 매가 토끼를 잡는

법이니라, 세는 높이 펴도, 몸

을 그 가운데서 변이하니라.

매복(埋伏)147)이나 지사(地

蛇)148)든 간(間)에 쳐오면, 나

는 또 마기로 소지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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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山壓卵勢
乃鷹捉兎之法. 勢維高發, 身中變異. 任他埋伏地蛇 , 我又
磨旗掃地.

147) 매복(埋伏) : 십면매복세(十面
埋伏勢) ~ 저세 창법의 하나.

148) 지사(地蛇) : 지사창은 저세 창
법의 하나.



미인인침세

(이는) 진두창( 頭

)법이니라. 지사를

잘 파하고 상대의 전

착(顚捉)을 방어하니,

기수(起手)하여 봉점

두(鳳點頭)하고,  피섬

(披閃)하는데 찌름을 착실하게 할지니라.

창룡파미세

(이는) 붕퇴구호의

법이니라, 전전풍회

(번개가 치고 바람이

휘돌아불듯) 하나니,

이화섬잠(梨花閃 )

이 놀라 흩어지도다.

0349기효신서

美人認針勢
乃 頭 法. 好破地蛇, 防他顚捉, 起手鳳點頭, 披閃認眞 .

蒼龍擺尾勢
乃 退救護之法. 電轉風回, 驚散梨花閃 .



틈홍문세

(이는) 포사창법이니

라. 몸이 창을 따라 나

아가서 섬좌하여 타란

하여, 위를 강하게 들어

올려 공격하니라. 경

(經)에 이르기를‘육직

(六直)’이라 했으니 묘가 그 속에 있느니라. 장병기를 쓸 때에

는 짧게 쓰는 것을 중시하고, 단병기를 쓸 때에는 길게 쓰는 것

을 중시하는데, 이는 기예 가운데 묘리인 것이니라. 짧은데 길

게 쓸 수 있으면 상대의 긴 무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니라. 장

병기가 단병기에 들어가 적중하지 않으면, 곧 반대로 (오히려)

장병기의 그릇된 곳이 되나니라. 그래서 장병기를 짧게 쓰면,

험해서 수비하기에 아주 좋으매. 한척 남짓까지 접근하더라도,

법이 늙지 않도다(위력이 줄지 않는다.). 상대가 내 무기가 긴

것을 보고 마음 놓고서, 내가 깊이 나아가 쓰지 못하게 되도록

하려 하지만, 내가 문득 마디마디 짧게 나온다면, 상대의 지혜

는 딸리고 마음은 어긋나서, 창졸간에 상대가 나를 대적할 수

없게 되도다. 이것이 장병기의 묘결이오, 만고의 비론(秘論)인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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闖鴻門勢
乃抛梭 法. 身隨 進, 閃坐 , 提攻硬上. 經曰六直, 妙
在其中. 用長貴短, 用短貴長, 此藝中妙理. 短而長用者, 謂
其可禦彼長. 長入短不中, 則反爲長所誤. 故用長以短, 節節
險嫩, 就近身尺餘, 法更不老. 彼見我長, 安心欲使我進深無
用, 我忽節節短來, 彼乃智屈心違, 倉卒使彼對我不及. 此用
長(之妙訣)149), 萬古之秘論也. 

149)‘之妙訣(지묘결)’: 이 세 자
가 원문에 누락되었다. 《소림창
술집금(少林槍術集錦)》, 156쪽
에 보충됨(1990년 북경체육출
판사 간행)



복호세

(이는) 육봉창법이

니라. 바람처럼 비스

듬히 뒤집어 강하게

위를 공격하고, 재빨

리 뒤로 물러나 제란

전착(提 纏捉)하면,

상대를 압란하듯이 [(산으로) 새알을 누르듯 (세차게)] 란( )하

니, 또한 (나는) 조천세(朝天勢)와 철소세(鐵掃勢)로 봉접고

(迎封接 ) 하느니라.

퇴산색해세

(이는) 무릎을 보호

하는 창법이니, 높이 오

는 요기(搖旗)에는 애

착( 捉)하고, 낮게 오

면 철소로 전제(顚提)

하고, 가운데로 화살 같

이 오면 허(虛)와 진(眞)이 있으니, 철우경지(鐵牛耕地)를 가히

쓸 수 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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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虎勢
乃六封 法. 斜倒硬上, 如風退閃提 纏捉, 他如壓卵 又朝
天鐵掃, 迎封接 . 

推山塞海勢
乃護膝 法. 高來搖旗 捉, 低來鐵 149)顚提, 中來如箭有虛
眞, 可用鐵牛耕地.

149) 추( ) : 빗자루.



요자박암순세

(이는) 발초심사

창법이니, 높이 접

(接)하는데는 비록

전나(纏拿)를 쓰더

라도, 내리는 도중에

는 상대를 똑바로 비벼가니라. 혹시 상대가 붕퇴하면, 창자루

를 다시 돌려서, 중평(中平)으로 한 번 찌를 지어다.

태공조어세

(이는) 마기창법

이니, 모든 세를 대

적할 수 있도다. 가

볍게 애( )하고, 느

슨하게 착(捉)하여

상대에 따라 제나(提

拏)하니라. 진퇴(進

退)가 바람과 같고, 강유(剛柔)는 근본도리(根本道理)를 얻었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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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子撲 勢
乃撥草尋蛇 法. 高接雖用纏拿, 降中彼擦直過. 他棚退,
把 還滾, 手中平一 . 

太公釣魚勢
乃磨旗 法, 諸勢可敵. 輕 緩捉, 順敵提 . 進退如風, 剛
柔得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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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신서권5

수족편제오z설(設)이 제삼편(第三篇)에 보인다.{

대봉의 모양과 만듬

(그림)길이가 일곱자[七尺]이오, 무게는 세근 여덟량이다.

오리 주동아리(모양을)1) 만드는 요령

(그림)날 길이는 두치[二寸]이고, 가운데는 뾰족한 끝머리가

있는데, 한 면에는 척(脊)이 솟아있고 한 면에는 혈조(血漕)2)가

있는데 갈아서 정교하게 만든다. 무게는 넉량(四兩)이다.

대봉을 풀이함

이 무기는 세(勢)가 짧아서 보졸(步卒)들이 익혀 쓰나, 결코

짧은 것으로 긴 것을 상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곤(棍)](사용

기)법의 안에는(내막을 살펴보면)모두 타(打)하거나 자(刺)하

는 것(뿐)이니, 봉(棒)에 날이 없는데 어떻게 자(刺)를 하는가?

날 하나를 덧붙이면 되는데, 다만 날이 너무 길면 봉(棒) 끝에

힘이 없어져서, 상대의 봉(棒)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두

치[二寸]만으로 하며, 형태는 오리부리와 같이 생겼다. 타(打)

하면 봉(棒)에서 유리하고 자(刺)하면 날에서 유리하니, 두 가

지가 서로 보조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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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紀 新新書書券券之之五五
手足篇第五z說見第三篇內{
大棒製
(圖)長七尺, 重三斤八兩.
鴨嘴製
(圖)刃長二寸, 有中鋒, 一面起脊, 一面血漕, 磨精. 重四兩.
大棒解
此器勢短, 步卒習用, 竟不能以短接長. 卽法中皆一打一刺,
而棒無刃, 以何爲刺? 今加一刃, 但刃長則棒頭無力, 不能壓
他棒, 只可二寸, 形如鴨嘴. 打則利於棒, 刺則利於刃, 兩相
濟矣.

1) 오리 주둥이처럼 생긴 봉끝 머리
의 날

2) 혈조 : 피를 받아 흘리는 곳이며
공기를 통하게 해서 생체에서 잘
빠지도록 한 것.



일명 곤(棍)이라고 하는데 남쪽 지방 말이고, 백봉(白棒)이

라고도 하는데 북쪽 지방 말이다. 맹자(孟子)께서“정( )5)을

가지고 진(秦)나라, 초(楚)나라의 튼튼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

를 칠 수 있다.”6)고 하셨다고, 마침내는 봉(棒)이 더 유리하다

고까지 하는데, 맹자의 말 은 인화(人和)를 얻으면 비록 정

( )으로라도 튼튼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를 치게 할 수 있다

는 말 이니, 곧 정( )이 튼튼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만 못하

지만, 튼튼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를 치게 할 수 있다는 것으

로, 인화(人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 하신 것이다. 만약 맹자

(孟子)께서 말 하신 인화(人和)는 없이 정( )을 더 좋은 무기

라고 여긴다면 생각 없음이 심하지 않은가! 필경 말을 탔을 때

의 좋은 무기도 아니니 그릇됨이 더욱 심하다 하겠다.

연습하는방법

전체적으로수련하는마음가짐과동작요령을읊은노래

음양(陰陽)은 수시로 전변(轉變)해야되고, 양팔은 쭉 펴야

하니라.

앞다리는 굽혀야 하고, 뒷다리는 펴야 하니라.

일타(一打), 일게(一揭)에 온 몸의 힘을 쏟아

0355기효신서

一名曰棍, 南方語也. 一名曰白棒, 北方語也. 孟子曰, “執
可以撻秦楚之堅甲利兵,”遂以棒爲利. 夫孟子之言, 謂得其
人和, 則雖 可撻堅利, 正謂其 不如堅利, 而能撻堅利, 言
其人和爲要也. 今無孟子之所謂人和, 而欲以 爲利器, 何其
不思之甚也! 畢竟不是馬上利器, 爲所誤更甚.

習法
總訣歌
陰陽3)要轉, 兩手4)要直.
前脚要曲, 後脚要直.
一打一揭, 遍身着力.

3) 음양(陰陽) : 곤(棍)을 잡는 양손
의 모양새(손바닥이 지면을 向하
면 陰勢, 손바닥이 하늘을 向하면
陽勢)

4) 여기서 양수(兩手)는 양팔을 의
미한다.

5) 맹자 집주에‘정( )은 장(杖)이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 봉
(棒)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6)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장구
(章句) 상(上)에“王如施仁政於
民, 省刑罰, 薄稅斂, 深耕易� . 壯
者以暇日修其孝悌忠信, 入以事其
父兄, 出以事其長上, 可使制?以撻
秦楚之堅甲利兵矣.”라고 하 다.
어진 정치를 베풀면 몽둥이(棒,

)같이 열악한 무기로도 진나라,
초나라 같은 대국(大國)의 좋은
무기를 상대해 목숨을 바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니 천하에 적이 없어라.

전체적으로수련하는마음가짐과동작요령을읊은노래

몸통은 바로 세우고, 팔강(八剛) 십이유(十二柔)를 사용하여,

위로 체(剃)하고 아래로 곤(滾)함에 좌우를 나누고,

고저(高低)로 타살(打殺)함에 좌우(左右)로 접(接)하며,

손의 움직임과 발의 나감이 서로 함께 동작이 이루어지는구나.

풀이하여 이르기를

강함은 상대가 힘쓰기 전에 있어야 하고,

부드러움은 상대가 힘쓴 후를 틈타야 하니라.

상대가 조급해하면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칠 때 (적을 일거에 공격하여 제압할 때)를

(자연히) 알지니, (그런) 싸움 (행위)은 그대에게 맡기노라. 

전체적으로수련하는마음가짐과동작요령을읊은노래

능하지 못해도 능한 것으로 여겨서,

(숙련되지 않고서는) 생소한 채로 적을 상대하지 말라.

뒷손은 반드시 공(功)을 사용해야 하니,

온몸에 두루 힘을 갖춰야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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步步進前, 天下無敵.
總訣歌
中直7) 八剛十二柔,8) 上剃下滾分左右,
打殺高低左右接, 手動足進參互就.

解曰
剛在他力前, 柔乘他力後.
彼忙我靜待, 知拍任君鬪.

總訣歌
視不能如能,  生疎莫臨敵.
後手須用功,  遍身俱有力.

7) 중직(中直) : 입신중정(立身中正)
을 이르는 말로, 항상 몸통을 바
르게 세움을 의미한다.

8) 팔강십이유(八剛十二柔) : 곤(棍)
을 사용하는 무형적 힘 요령들
㉠팔종경공초세(八種硬功招勢)
: ①태산압정(泰山壓頂) ② 면
직통(迎面直統) ③순보쌍장(順
步?掌) ④첩주경공(疊 硬蚣) ⑤
첩문고벽(貼門 壁) ⑥경붕복저
(硬崩伏底) ⑦좌우쌍괴(左右雙
拐) ⑧솔나양분( 拿兩分)
㉡십이종유능극강적수법(十二
種柔能克剛的手法) : ①회수(回
手) ②투수(偸手) ③곤수(滾手)
④구수(勾手) ⑤채수(采手) ⑥누
수(꿈手) ⑦개수( 手) ⑧박수
(멘手) ⑨도수(挑手) ⑩개수(開
手) ⑪점수(粘手) ⑫선수(扇手)



움직일 때는 굳게 잡되,

한번 펼치면 깊이 들어가지 않음이 없구나.

타(打)와 전(剪)은 급히 뚫어 들어가는 것이니

늦게 펼쳐도 먼저 도착하니라.

걸음마다 전진해야 하고

때마다 곧바로 취해야 되니라.

다시 음양결(陰陽訣)도 있으니

익숙히 알기 바라노라.

전체 수법[(手法)/기법(技法)] 종목(제목)

당직파타체대돈좌대전 게도소획좌체소전

주마회두정자보 직부송서살

하기천수상 적수헌화

마전참초 철우입석

고란흉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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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時把得固, 一發未深入
打剪急進鑿, 後發勝先實9)

步步俱要進, 時時俱取直
更有陰陽訣, 請君要熟識.

總步目10)

當直破打剃大頓坐大剪 揭挑小口日(獲) 坐剃小剪
走馬回頭丁字步 直符送書殺
下起穿手上 滴水獻花
馬前斬草 鐵牛入石
高 兇棍

9) 실(實) : 여기서는‘지(至-이르
다)’의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 총보목(總步目) : 해당되는 투로
(套路)[=형(型)]의 근간을 이루
고 있는 초식(招式)[=세(勢)]들
의 이름.



희작과지 이룡쟁주

정사보행 철문연

하기접 단편압

진곤주 섬요전

삼각치 계탁곡

상봉착 순세타

반산탁 제미살

직기합 조전

대벽 자오

도두 추견

곤고 채세 편신중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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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鵲過枝 二龍爭珠
定四步行 鐵門 扁身中 殺
下起接 單鞭壓

棍走 閃腰剪
三脚峙 鷄啄谷
上棒鑿 順勢打
盤山托 齊眉殺
直起 弔剪
大僻 子午
倒頭 推牽
滾敲 採洗

※ 역자주
㉠ 이량흠(李良欽) 전(傳)
㉡ 임염(林琰) 전(傳)
㉢ 유방협(劉邦協) 전(傳)

當

止

起

당(當)

지(止)

기(起)

㉠



앞의 그림은 이량흠(李良欽)이 전한 것이다. 이‘당(當)’자

(字)는 곡(曲)중에 박(拍)의 위치와 같으니 오묘함을 이루 다 말

할 수 없다. 고로 기려서 칭찬하기를, “내가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혀서 (조절해서) 곤(棍)으로 대적하는데, 앞 손은 똑바로 막

으며 뒷손으로는 똑바로 잡아 뺌이 더해진다. 신묘함이 그 가

운데 있도다.”배움이 이에 이르면, 모든 것에 일이관지(一以貫

之)하게 되도다!

앞의 것은 유방협(劉邦協)이 전한 것이다. 중간에 또한 박위

(拍位)가 있는데, 발체세락(拔剃洗落)을 쓰지 않고, 단지 살수

(撒手)로 찌르니 또한 긴요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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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李良欽之傳, 此‘當’字, 如曲中之拍位, 妙不可言. 故贊之
曰, “我月厄他旁, 前手直當, 後直加拔, 有神在中.”學倒此,
一貫乎萬矣!
右劉邦協之傳, 中間亦有拍位, 不用拔剃洗落, 只撒手殺, 則
又緊矣.

拍
位

拍
位

起

左
右
來
俱

有
拍
位

(

拍
位)

박
위

(

拍
位)

박
위

기(起)

(

左
右
來
俱)

좌
우
래
구

(

有
拍
位)

유
박
위

㉡ ㉢



교사(敎師) 임염(林炎)의 시(詩)에 이르기를, “장사(壯士)가

금창(金 )을 에 단지 아홉치[九寸] 길이만을 쓰니, 양손이

한번 (뒤집어) 변화함에, 호한(好漢)13)(상대방)은 염왕(閻王)14)

을 보도다.”

삼교(三敎)가 원래 일가(一家)로, 모두“적을 다가오게 하지

적에게로 다가가지 않는다.”15), “상대가 기술을 펴는 것보다 뒤

에 하 지만, 상대보다 먼저 이른다.”16)는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다.

곤두(棍頭)를 낮추어 상대의 곤(棍) 아래로 파고 들어가 혹

좌변(左邊)으로 한 번 기(起)하고 한 번 체(剃)하거나 혹 우변

(右邊)으로 한 번 기(起)하고 한 번 체(剃)한다. 기(起)의 요점

은 향(響)을 기준으로 함이니, 한 번 향(響)하기만 하면 즉시 기

마세로 앉아서 내려치거나 찌를 수 있다. 

곤(棍)을 제(提)하고 기(起)하는 수(手)는 양(陽)이고17), 살

(殺)과 타(打)는 모두 수(手)가 음(陰)이니18), 음양(陰陽)을 투철

히 알아야 함이 긴요하다.

음양(陰陽) 전환하는 것이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한 번에 시행해야 힘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밝고 밝게

알아야 할 것이다. 보법을 사용해서 방향을 빙돌려 바꾸는 것

은 똑바로 들어감보다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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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師林炎詩曰, “壯士執金 , 只用九寸長, 日月打一轉11), 好
漢見閻王.”

三敎12)原來合一家, “總不外乎致人而不致於人”, “後人發
先人至”之理也. 

將棍頭低穿入他棍下, 或左邊一起一剃, 或右邊一起一剃.
起要有響爲度, 一響卽可坐頓殺焉. 

棍提起手陽, 殺去及打去俱手陰, 陰陽最要識透. 
轉陰陽不可太早, 臨時一下, 乃不費力, 明之, 明之. 折脚

不如直入.

11) 일월타일전(日月打一轉) : 전음
양(轉陰陽)이라는 의미로 양손
의 뒤집는 변화에 따라 창이나
곤(棍)이 변화하는 것을 일컬음.

12) 삼교(三敎) : 위의 이양흠/유방
협/임염의 삼인(三人)의 무술교
사를 지칭함.

13) 호한(好漢)에는 ㉠勇敢有志氣的
男子 ㉡男子的通稱 ㉢强盜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용감한
상대방, 즉 적(敵)을 지칭하는
말이다.

14) 염라대왕(閻羅大王) : 염왕을 본
다는 것은“죽는다”는 말이다.

15) 《손자병법(孫子兵法)》허실편
(虛實篇)에서 나온 말이다. “孫
子曰 凡先處戰地 而待敵者佚,
後處戰地 而趨戰者 勞. 故善戰
者 致人 而不致於人.”먼저 싸울
곳을 차지하고 상대가 오기를
기다림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16)《손자병법(孫子兵法)》군쟁편
(軍爭篇)에서 나온 말이다.

17) 수(手)가 양(陽)인 것에는 두 종
류 상황이 있다. 곤을 잡았을
때, 하나는 두 손의 호구(虎口-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가 모
두 앞을 향한 경우이고, 하나는
장심(掌心)이 모두 위를 향한 경
우이다. 이 경우 제(提)는 수심
이 위를 향한 것이다.

18) 수(手)가 음(陰)인 것에는 두 종
류 상황이 있다. 곤을 잡았을
때, 하나는 두 손의 호구(虎口-



허리힘이 가장 중요하고, 뒷손의 힘이 그 다음이고, 앞 손의

힘이 다시 그 다음이니라.

대문(大門)은 대침(大侵)해 들어가 개( )할 수 있으나, 소

문(小門)은 대침(大侵)해 도(挑)해서는 안 된다. 대문(大門)을

대침(大侵)해 들어가 개( )하면, 상대가 죽을 것이 분명하지

만, 만약 소문(小門)을 대침(大侵)해 들어가 도(挑)할 경우, 상

대의 힘이 커서 치켜 올릴 때 곤(棍)을 들어 올리지 못하면, 상

황이 어려워진다.  도성(挑聲)에 한 번 울리면, 그 다음에 대침

(大侵)해 들어가 치는 것이다. 대저 소문(小門)은 단지 상대를

속여 유혹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상대를 쳐서, 죽이고자 함이

아닌 것이다.

대당세(大當勢)와 대돈세좌[大頓(勢)坐](자세를 낮춰 취함 :

기마세)가 있고, 소게세(小揭勢)와 소획세좌[小獲(勢)坐](자세

를 낮춰 취함 : 기마세)가 있도다. 상대방이 크게 내려쳐 눌러

오면, 나는 소획좌세[小獲坐(勢)]로 막아 모면하니라. 상대방이

작게 눌러오면, 나는 크게 힘차게 눌러서 모면하니, 천보만보

[모든 곤식(棍式)의 임기응변기법]가 이 문단[(文)段]에서 다 하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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腰力爲上, 後手力次之, 前手力又次之.
大門大侵入 , 小門不可大侵入挑. 大門大侵入 , 則彼必

死無疑矣, 小門若大侵入挑, 恐彼力大挑不起, 則難救矣. 若
挑聲一響, 然後大侵入打. 大抵小門只是哄他, 不眞要打他,
殺他也.

大當大頓坐, 小揭小 坐. 他大壓, 我偸過小口日坐. 他小
壓我, 偸過大頓坐. 千步萬步, 此段盡之.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가 서
로 마주보는 경우이고, 하나는
장심(掌心)이 모두 아래를 향한
경우이다. 이 경우 살(殺), 타
(打)는 수심이 아래를 향한 것
이다.



풀이하여 말하기를

획( )은 발도 가고 손도 가는 것이며, 체(剃)는 발은 가고 손

은 돌아오는 것이며, 돈(頓)은 발도 가고 손도 가는 것이며, 전

(剪)은 발은 가고 손은 돌아오는 것이다.

타(打)는 상대의 곤(棍)을 인식하고 타(打)하고, 획( )도

상대의 곤(棍)을 인식하고 획( )하며, 체(剃)도 상대의 곤(棍)

을 인식하고 체(剃)하고, 입(入)도 상대의 곤(棍)을 인식하고

입(入)하고, 도(挑)도 상대의 곤(棍)을 인식하고 도(挑)하는

것이다.

무릇 모든 수(법을)를 행함에 상대의 곤(棍)을 인식해야하

니, 만약 상대는 인식하나(상대의) 곤(棍)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說)이라면(에 의하면), 이것은 상대의 곤은 이미 패해 열려

진 터이고, 단지 다쳐서 패한 상대만 인식하는 것이리라.

곧바로 개( )하는 한소리에 공격해 가고, 발(拔)과 체(剃)

를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몹시 긴요하다. 애석하게도 사람이

곤(棍)의 법(法)에서(곤을 사용하는 법 가운데에서), 죽음에 이

르도록 위태롭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 대저 발(拔)과 체(剃)를

사용하는 것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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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曰
是脚去手去, 剃是脚去手回, 頓是脚去手去, 剪是脚去手回.
打, 認棍打, , 認棍 . 剃, 認棍剃. 入, 認棍入. 挑, 認棍

挑.
凡擧手俱要認他棍. 若認人不認棍之說, 是彼棍已敗開了, 只
管認人坐去也.

直 一聲就殺去, 不用拔剃19)亦甚緊矣. 惜無困死人棍之
法, 大抵用拔剃爲是.

19) 불용발체(不用拔剃) : 여기서는
쓸데없는 이중(二重)동작을 하
지 말라는 의미이다. 본격적 공
격에 앞서서 곤(棍)을 뒤로 빼
거나 훑어 막는 등의 예비행위
는 공격 시기를 놓치거나, 상대
에게 그 기미(機味)를 노출하게
된다.



철우입석(鐵牛入石)은 내가 타(打)해 나가면 상대가 게기

(揭起)하는데 나는 곤미(棍尾)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아가 곤미

(棍尾)를 거꾸로 해 위로 말(抹)했다가 한번 내리는 것이니, 곧

상대의 손을 크게 전(剪)하거나 혹은 곧 상대의 손을 타(打)한

다. 상대가 타(打)하여 오면 나는 게기(揭起)하여 바로 들어가

상대의 소문(小門)을 찌르니, 지극히 묘하고, 묘하도다!

무릇 바로 막은 후 내려치는 것은, 다리를 전진시키며 내려

앉아 내려치는 것만 못하다. (그냥) 내려치면, 즉 나의 세(勢)는

다하 으나, 상대가 반대로 나를 막는다. 밑으로 앉으며 내려

치는 것은, (나에게) 여유가 있는 형세이다. 상대가 다시 기(起)

할 것 같으면, 곧바로 다시 막을 수 있으니, 대소문(大小門)이

모두 그러하다.

무릇 소문(小門)으로 상대방이 게(揭)하거나 타(打)해 올

때, 반드시 게(揭)의 기세를 이용하여 소전(小剪)을 사용하다가

대전(大剪)으로 변해야 하며, z철문연세(勢)10)와 같다.{혹 몸을

빼어 물러나야 한다. 상대가 쳐 오면, 나는 대문(大門)으로 [내

곤(棍)을] 밑에서 일으켜 세워 [상대 곤(棍)에] 붙인다. 전(剪)해

서 찌름으로 변할 때는, 상대가 위로 치켜 올리며 [내 곤(棍)에]

붙이게 하지 마라. 게착(揭着)한 즉 [내 곤(棍)이 상대방에] 미

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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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牛入石, 我打去, 他揭起, 我將棍尾勿墜, 就將棍尾倒抹
上一下, 卽大剪他手, 或卽打他手. 打他來, 我揭起, 卽入殺
小門, 極妙, 極妙!

凡直當之後打下, 不如進脚坐頓下. 打下則自勢盡, 他反
當我. 頓坐下, 則有有餘之勢. 如他再起, 則再當之, 大小門
皆然.

凡小門對揭對打, 必須乘揭用小剪變大剪, z如鐵門 {或
將身抽退. 他打來, 我就大門下起接. 剪殺變時, 勿使他揭着,
揭着則不及矣.

20) 철문연(鐵門 ) : 곤법(棍法)의
초식명(招式名) → 색인참조



처음에는 손을 굴리며 똑바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친다. 다

음에는 크고 거칠게 타(打)하는 것과 게(揭)하는 것 역시 똑바

름이 필요함을 가르친다. 후에는 (상대방의) 세(勢)에 따라 가

벼이 이끌어 당기는 것을 가르친다. 상대가 몸에서 두세치[二

三寸]되는 곳에 이르기를 기다려, 모두 절각(折脚)21)을 사용한

다. 또한 섬퇴법(閃退法)22)이 있고 도퇴법(跳退法)23)이 있다. 채

(採)와 견(牽)이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속여 꼬여서 그 빈틈

을 타서 (수법을) 써야 한다. 부신게(俯身揭), 순세체(順勢剃),

급접타(急接打), 삼각치타정(三脚峙打定)의 네 가지 정해진 타

(打)(법)를 모두 연습해 익혀야만 한다.

위로 대소문(大小門)을 란( )하며, 체(剃)하여, 아래로 대

소문(大小門)을 란( )하고, 체(剃)하는 것을 익혀야한다. 아래

로 소문(小門)을 란( )하고 체(剃)하는 것을 익히는 것은 자못

어려우니, 모름지기 공(功)을 들여 익혀야 한다.

무릇 평소에 곤을 일타일게(一打一揭)하며 스스로 연습할

때, 치거나 치켜 올림에 소리[파공성(破空聲)]가 나니, 오래되

어 자연히 힘이 있는 것이다[공(功)이 들었을 때이다]. 높을 때

는 눈을 넘지 않고[(게세(揭勢)의 곤두(棍頭)위치] 낮을 때는 무

릎을 넘지 아니 한다[타세(打勢)의 곤두(棍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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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敎滾手直入. 次敎大粗打揭, 亦要直. 後敎輕牽順勢. 待
他臨身二三寸之地, 全用折脚. 又有閃退法, 有跳退法. 要知
採與牽不同, 要在哄, 使虛乘之. 俯身揭, 順勢剃, 急接打, 三
脚峙打定, 四打俱要習熟. 

要習上 大小門剃, 下 大小門剃. 下 小門剃頗難, 須用
功習之. 

凡日間將棍一打一揭, 自習打揭聲, 久則自有力, 高不過
目, 低不過膝.

21) 절각(折脚) : 보법(步法)을 이용
해서 내 몸의 방향을 바꾸는 행
위 → 색인참조.

22) 섬퇴법(閃退法) : 피신법의 하
나.

23) 도퇴법(跳退法) : 피신법의 하나
로 도약해서 물러나는 법.



대문(大門)으로 (상대방의) 기세등등한 곤(棍)을 접(接)하는

데 다섯 가지가 있으니, 편신중란세(扁身中 勢)로 접(接)하는

것이 하나요. 봉(捧)을 높이 하여 접(接)하는 것이 둘이요. 아래

로 기(起)하며 개( )하는 것이 셋이요. 내 곤(棍)의 대략 옆으

로 앞손에서 한자(一尺)정도 떨어진 곳으로 상대가 내려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넷이요. 상대의 타(打)가 몸에 이르기를 기

다려, 손앞의 일척(一尺)을 사용하여 상대를 한번 아래로 개

( )하는 것이 다섯이다. 각기 접(接)한 후에 반드시 급하게 대

전세(大剪勢)를 써야 하고 잇달아 찔러야 한다.

높이 접(接)해서 란(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달

라 붙여서 개( )하는 것이요. 하나는 뒷손을 한자(一尺)가량

뽑으며 체(剃)하는 것이요. 하나는 나아가며 찌르는 것이다. 낮

게 치고 들어오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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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門接凶棍有五, 扁身中 接, 一也. 高棒接, 二也. 下起
, 三也. 我棍略橫, 離前手一尺, 受他打一下, 四也. 待他打

將到身, 用手前一尺 他一下, 五也. 各接後, 須急用大剪,
繼之以殺勢.

接高 有三. 一 24) , 一拔後手一尺剃, 一進殺接. 低打
來亦然.

24) 나(   ) : 첩부(貼附)[나] 달라붙
게 하는 수법.(=나( ))



상대가 기(起)하여 높이 란( )하면 나는 빠르게 위로 쫓아

찌르는 듯한 모양으로 상대를 압박한다. 만약 아래로 타(打)하

면 즉시 접(接)하고, 게(揭)는 수시(隨時)로 사용하는 것이 모

두 가(可)하다. 빼면서 양보하는 것 역시 가(可)하니z[곤(棍)]을

뒤로 빼며 양보함이 있고, 빼지 않고 양보하는 것도 있는데 이

것 역시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급히 (보법으로) 방향을 바꾸

며 세(勢)에 따라 전(剪)한다. 만약 가까이 다가갔다면, 흉부와

인후(咽喉)를 쳐가니 모두 묘하다.

상대가 곤(棍)을 들어 높이하면 나는 약간 전진하며 들어간

다. 상대가 떨어뜨리기[밑으로 (곤을)내리기]를 기다려 보법을

사용해서 90°이상 방향을 바꾸어 대문(大門)을 지나, 상대의

곤 가운데를 밑으로 한 번 치고는, 나아가며 찌른다.z정자회두

세(丁字回頭勢) 역시 가(可)하다. 모름지기 순세(順勢)를 알아

야 할 것이다.{상대의 곤(棍)이 쳐서 떨어지든, 쳐서 떨어지지

않든, 가릴 것 없이z나는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상대가 기(起)하며 높이 란( )했다가 타(打)하면, 나는 방

향을 바꾸어 대문(大門)으로 나아가며, 상대의 곤미(棍尾)나

곤(棍)의 가운데를 아래로 두드리고는 제미살(齊眉殺)25)한다.

z모름지기 순세(順勢)를 알아야 한다. 밑으로 두드릴 때 내 곤

(棍)은 절대로 (밑으로) 지나친 힘을 주어 눌러 가라앉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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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起高 , 我徑 上, 迫他如殺狀. 若打下, 卽接揭, 隨時
用俱可, 抽讓亦可z有抽讓, 有不抽讓, 亦須知之.{急折脚,
順勢剪. 若迫近就對胸喉殺去, 俱妙. 

他起高棍, 我略進入. 待他落, 大折過大門, 打他半棍一下,
就進殺z丁字回頭亦可, 須知有順勢.{不論他棍打落, 打不
落, z我都是如此.{

他起高 打, 我折進大門, 將他棍尾或半棍敲下, 齊眉殺
z須知有順勢, 敲時, 切不可沈自棍{.

25) 제미살(齊眉殺) : 곤(棍)끝으로
상대방의 눈 부위를 향하여 찌
르는 동작(곤법초식명)



안 된다.{

무릇 높이 있는 곤(棍)을 접(接)했을 때는, 모름지기 상대의

반산탁(盤山托)을 막으며, 아래로 앉아 소전(小剪)한다.

상대가 높이 란( )하 다가 아래로 쳐올 때 나는 대문(大

門)으로 게기(揭起)하는데, 음양수(陰陽手)를 사용치 않고 다

만 곧바로 게기(揭起)하면, 나는 위에 있고 상대는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상대가 만약 곤(棍)으로 아래로 치거나 아래로 치지

않거나 간에, 막는 나는 게기(揭起)한 것이 상대의 아래에 있게

되면, 나는 패하게 된다. 모든 것은 [전체적(全體的)으로 보면]

곤(棍)이 깊이 들어갔을 때는, 위에 있는 자가 이김을 취하는

것 (이기게 되는 도리) 밖에 있지 않다. 만약 내 곤(棍)이 이미

쳐서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 상대가 치며 들어올 때는, 내가

여러 가지 다른 동작(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모두 미치지 못하

나, 다만 똑바로 강하게 기(起)하는 것이 묘(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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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接高棍, 須防他盤山托, 就坐下小剪.
他高 打下, 我就大門揭起, 不用陰陽手, 只直揭起, 則我

在上而彼在下矣. 他若將棍如打下而不打下, 當我揭起而彼
下, 則我輸矣. 總不外棍深入, 在上者取羸.26) 若我棍打沈了,
他打來, 我用別步27)皆不及, 只直硬起, 妙.

26) 리(羸) : 여윌[리], 약할[리],  역
자(譯者)의 견해로는 첼(남을

) 또는 첸(찰 , 이길 )의
오자가 아닌가 여겨진다.
㉠ 수법의 이치상 곤(棍)이 깊
이 들어갔을 때는 위의 곤(棍)
이 이기게 되어 있다.
㉡ 앞의 수(輸)는‘지는 것’이
오, (첼)(또는 (첸))은‘이
기는 것’으로 수 (輸첼)이라는
용어(用語)가 있다.
유대유(兪大猷)의《검경(劒經)》
※《속무경총요(續武經總要)》
및 18권 본(本) 《기효신서(紀?新
書)》[융경본(隆慶本)]12권(卷)

〈단병장용설(短兵長用說)〉에서
고침.

27) 별보(別步) : 기타 동작(其他動
作) : 여러 가지 다른 동작 ~ 온
갖 동작.



똑바로 찌름을 깨는데 (방법)에는 일곱 가지가 있으니, 한

수의 섬요타(閃腰打)요. 두 수의 보법전환이요. 두 수의 구르는

동작이요. 두 수의 훌쩍 몸을 옆으로 틀어서 비키는 동작이다.

희작과지(喜鵲過枝)29)는 네 가지가 있다. 상대가 똑바로 높

이 치면서 올 때, 나는 곤(棍)을 빼며 대문(大門)을 지나쳐 상대

를[의 곤(棍)을] 아래로 흘리게 하고 (이에)따라 대전세(大剪勢)

를 쓰는 것이 하나요, 상대가 똑바로 높이 들어 내려쳐 올 때,

나는 곤(棍)을 빼며 소문(小門)을 지나쳐 상대를 아래로 흘리게

하고 가슴을 찔러 나가는 것이 둘이요, 상대가 똑바로 수평으

로 치며 올 때, 나는 다리를 가라앉히고 (기마세로 하여) 과지

(過枝)하며, 앞으로 나아가 상대의 소문(小門)을 찌르는 것이

셋이요, 상대가 수평으로 찌르거나 치면서 올 때, 나는 뒷다리

를 방향 전환하여z곧 순세이다{, 대문(大門)으로 전(剪)하여 찌

르는 것이 넷이다. 이상(以上)의 과지(過枝)는 모두 아래로 지

나쳐 상대 곤에 들어가니, 두자[二尺](60cm정도)이면 바로 이

른다.(적중시킨다)

곤체(滾剃)한 후에는 모름지기 다시 쫓아가서 위로 막고

전(剪)하여 상대의 곤(棍)을 꼼짝 못하게 한 연후(然後)에 찌

르는 것이니, 기억하고 기억하라. 대소문(大小門)이 모두 그

러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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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直殺有七, 一步28)閃腰打, 二步折脚, 二步滾, 二步流水.
喜鵲過枝有四, 他直高打來, 我將棍抽過大門, 讓他下, 隨

用大剪, 一也. 他直高他來, 我將棍抽過小門, 讓他下, 對胸
殺去, 二也. 他直平打來, 我坐脚過枝, 進步小門殺他, 三也.
他平殺或打來, 我折後脚z卽順勢{, 大門剪殺, 四也. 以上過
枝, 俱在下面過, 入他棍, 二尺卽過.

滾剃後, 須再 上當, 剪死他棍, 然後殺, 記之, 記之. 大小
門皆然.

28) 보(步) : 여기서는 일보(一步)=
일개동작(一個動作)/수법(手法)
을 의미한다.

29) 희곽과지(喜鵲過枝) : 상대의
곤(棍)을 치켜올려 막고(도(挑))
수세(守勢)에서 공세(攻勢)로
전환하는 기법(技法). 마치 까
치가 나뭇가지에서 날려고 도약
하는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



풀이하여 이르기를, 

곤(滾)이란, 상대가 낮게 수평으로 곧바로 찔러 들어올 때,

나의 곤은 높이 있다가 (기마세로) 앉으며 밑에까지 내리면, 대

략 손앞의 한자(30cm정도)가량 떨어진 곳과 상대의 곤미(棍

尾)와 서로 만나는데, 상대의 손까지 (그 기세를) 따라 곤(滾)하

고 상대의 몸을 찌른다. 체(剃)는 상대가 높이 쳐 오거나, 혹 높

이 찔러 오거나, 혹은 상대가 오로지 곤자루를 잡고 정(定)해서

움직이지 않으나 다만 곤미(棍尾)가 높아 십자(十字)가 있을 때

[내 곤을 상대곤과 십자(十字)로 교차시킬 수 있을 때], 나는 곤

미(棍尾)의 대략 한자[一尺]되는 곳을 사용해서 상대의 곤미(棍

尾)나 혹은 곤중(棍中)을 서로 마주치게 하여, 상대의 손까지

아래로 체(剃)하고 상대의 몸을 찌른다. 이것이 곤(滾)과 체(剃)

의 같지 않음이다. “그러나 밑에서 세워서 내려침을 어떻게 곤

체(滾剃)가 아니고 개( )라 하는가?”이르기를(대답하기를),

“이미 한소리 울림에, 상대는 겁에 질려 곤(棍)으로 막거나, 쳐

뜨려서 나에게 편승할 다리가 없음이라. 그러므로 반드시 타

(打)하고 전(剪)한 연후(然後)에 찌르니라.”

이룡쟁주살(二龍爭珠殺)은 아래로 채(採)는 것으로, 곤을 제

(提)하고 기(起)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묘(妙)는 모두

수법(手法)상에 있다. 전후수(前後手)에 모두 법(法)이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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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曰
滾, 是他低平直殺來, 我棍在高遂坐下, 量離了手前一尺, 與
他棍尾相遇, 順滾至他手, 殺他身. 剃, 是他高打來, 或高殺
來, 或他雖把定未動, 但棍尾高有十字, 我用棍尾量一尺之
處, 與他棍尾或棍中相遇, 剃下至他手, 殺他身. 此滾, 剃之
不同也. “然下起 彈, 何以不滾剃?”曰, “ 旣響一聲, 恐他
棍開或沈, 無橋可乘. 故必打剪然後殺.”

二龍爭珠殺, 就採下, 不用提起棍. 此妙全是手法上. 前後
手俱有法,



있어야 하니 교사(敎師) 동염부(童琰父)가 말한‘임시취력(臨

時取力)’이다. 내가 상대방에 접근해서 거리를 좁히는 것도 또

한‘임시취력(臨時取力)’으로, 모름지기‘임시취력(臨時取

力)’의 구결(口訣)을 깨달아야 한다.

다만 무릇 타(打), 고(敲), 채(採), 세(洗)는 모름지기 뒷손[後

手]의 공부(功夫)를 사용해야 하니, 그러므로 곤을 높이 제기

(提起)하여 쓰지 않는다. 오늘날 힘을 써서 상대를 치려는 자는

오로지 곤을 높이 들어올리지 못한 것을 두려워 하지만, 치는

데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힘이 들어있지 않다). 대개가 단지

(오로지) 앞손[前手]의 힘만 있고 뒷손[後手]의 공(功)은 없는 까

닭이다. 

무릇 좌우문(左右門)으로 치며 올 때, 모두 손앞의 한자(一

尺)거리의 곤초(棍梢)부위를 사용해 상대의 곤미(棍尾)를 바꾼

다31). 무릇 좌우문(左右門)으로 찔러 올 때는, 모두 곤미(棍尾)

를 사용하여 상대 손앞의 한자[一尺]거리의 곤초(棍梢)부위를

바꾼다. 대개 상대가 치며 오는 세(勢)가 중(重)하면, 반드시 내

손앞의 한자[一尺]거리의 곤초(棍梢)부위를 접(接)하여 게(揭)

하니, 상대는 멈추게 된다. 상대가 찔러 오는 손이 가벼울 때도

또한 과지(過枝)가 필요하니, 반드시 나의 곤미(棍尾)를 사용하

여 상대 손앞의 한자[一尺]거리의 곤초(棍梢)부위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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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敎師童琰父所謂‘臨時取力’也. 我 他傍, 亦是‘臨時取
力’. 須要悟他‘臨時取力’口訣.

但凡打 敲 採 洗, 須用後手功夫, 故棍不用提起高. 今之欲
用力打人者, 惟恐棍起不高, 打不重. 蓋只是有前手之力, 無
後手之功故耳.

凡左右門打來, 俱用手前一尺30)改他棍尾. 凡左右門殺來,
俱用棍尾改他手前一尺. 蓋他打來勢重, 必須吾手前一尺, 方
接得揭他住. 他殺來手輕, 又要過枝, 必須用吾棍尾改他手前
一尺.

30) 수척일척(手前一尺) : 손 앞의 1
자(약 30cm)거리의 곤초(棍
梢)(봉 끝)부위.

31) 개(改) 바꾼다. 여기서는 공격해
오는 상대 병기의 방향을 바꾸
는 행위를 지칭한다.



타(打)가 이르는 중간에 상대가 아래로 쳐 올 때, 나는 접

(接)하며 기(起)해야지 내려치지 말라. 상대가 결연히 다시 기

(起)하면 곧바로 급히 다시 막아가면, 상대는 스스로 패한다. 

나는 치고 상대가 접(接)할 때 나는 상대와 접착(接着)하면

안 되니, 곧바로 돌려서 도(挑)하며, 기(起)해 나가며 치거나,

혹 상대의 내려치는 것을 이끌어 아래로 묻어버리고, 나는 기

(起)하여 접(接)하니, 즉 후발선지(後發先至)인 것이다.

상대가 치면서 오고, 내가 치면서 갈 때, 상대가 기(起)하면

나는 상대의 손을 뚫고 소문(小門)으로 들어가면, (상대가) 이

에 따라 양수(兩手)를 높이 봉(捧)할 것이고, 손이 움직일 때에,

즉시 정사보세(定四步勢)34)로 짧게 조금씩 위로 친다. 상대가

소문(小門)으로 찔러오는데 따라서, 소문(小門)을 압(壓)하고,

대문(大門)으로 찔러오면 대문(大門)을 압(壓)한다. 상대가 곤

(棍)을 머리보다 높게 들어 올렸을 때는, 이에 쫓아서 체(剃)하

고 나아가 찌르거나, 혹은 먼저 접(接)하고 후에 찔러야 한다.

상대가 곤(棍)을 머리높이로 들어 올려 공격할 때는, 이에 쫓아

서 크게 접(接)하거나, 혹은 게(揭)하고 작게 체(剃)한다. 

상대가 아래로 치면, 나는 게기(揭起)하는데, 나는 아래로

치려는 것처럼 상대를 속이고 실제로는 치지 않으며, 상대가

힘을 다해 게기(揭起)할 때까지 기다린다. 힘이 다했으면 곧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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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到中間, 他打下, 我接起, 我勿打下. 他快再起, 卽急再
直當去, 則他自敗也.

我打他接, 我須不與他接着, 卽轉挑起進打, 或埋下引他打
下, 我起接, 則爲後發先至.

他打來, 我打去, 他起, 我對手穿入小門, 隨將兩手棒高,
手動時, 卽落定四步, 寸寸打上. 隨他小門殺, 小門壓, 大門
殺, 大門壓. 他起大高32), 上剃, 要就殺, 或先接後殺. 他起
小高33), 上大接, 或揭小剃. 

他打下, 我揭起, 我哄他, 欲打下而實不打下, 待他盡力揭
起. 力使過了,

32) 대고(大高) : 곤(棍)을 머리보다
높이 드는 행위.

33) 소고(小高) : 곤(棍)을 머리높이
로 드는 행위.

34) 정사보(定四步) : 곤법(棍法)의
초식명.



아 상대의 곤을 아래로 체(剃)한다. 체(剃)하고 난 후 상대가 기

(起)하면 앞으로 똑바로 들어올리며 맞서간다.

상대가 (내)몸가까이 쳐왔는데, 소문(小門)에 있는 즉 [소문

(小門)으로 공격해 온 즉], (나는) 진곤주세( 棍走勢)로 한 번

타(打)하고, 대문(大門)인 즉, [대문(大門)으로 공격해 온 즉] 주

마회두정자보(走馬回頭丁字步)로 일타(一打)하고, 그 기세를

타고 곤(棍)으로 위를 따라 한 번 찌르거나, 또는 한 번 대전(大

剪)하고 편신중란세(扁身中 勢)로 찌른다.

대문(大門)으로 가볍게 쳐 상대의 곤을 한 번 내리면, 상대

는 힘을 써서 아래로 낮게 공격해(오)는데, 즉시 정자보(丁字

步)로 크게 나가며 치면, 상대는 스스로 굴복하게 된다.

소문(小門)을 재차 바꾸어 똑바로 뚫는 것은, 다만 상대의

곤을 기(起)하도록 꼬여서 대문(大門)을 지나, 똑바로 막아서

체(剃)한다.

상대의 한자[一尺]를 침투해 들어가z위로 막고 란( )으로

찌르는 모양같이{, 똑바로 상대의 곤(법)을 쳐서 깨뜨린다.z내

려치거나 작패세(作敗勢) 모양도 가능하다{앞으로 나아가 네,

다섯자[四, 五尺]를 침투해 들어가서 소문(小門)을 한 번 게(揭)

하고z또는 유수세(流水勢)로 소전(小剪)을 해서, 상대가 기(起)

할 때 게(揭)하거나{, 크게 앞으로 나아가, 상대방 손을 뚫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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卽 將他棍剃下. 剃後待他起, 進步直當.
他打來臨身, 在小門則 棍走35)一打. 在大門則走馬回頭,

丁字步36)一打, 順棍上一殺, 又一大剪, 扁身中 殺.
大門輕打他棍一下, 他用力來低, 卽丁字步大進打, 彼自

屈矣.
小門更易直鑿, 只哄他棍起, 就過大門, 直當剃下. 
侵他一尺37)z如上 殺狀{, 直破打他棍z打下作敗狀亦可{,

就進步侵四五尺小門一揭z或流水小剪, 他起我揭{, 大進步.
對手鑿. 

35) 진곤주( 棍走) : 초식명.
36) 주마회두정자보(走馬回頭丁字

步) : 초식명.
37) 침타일척(侵他一尺) : 내가 봉을

겨눈 자세로, 봉 끝머리[곤초(棍
梢)]가 상대방의 몸 부위까지의
거리가 1자(30cm정도) 되도록
접근하는 것.



어간다. 혹은 재차 크게 나아가, 상대의 곤미(棍尾)에 의지하여

(상대 곤에 내 곤을 접해 붙여 기대서) 똑바로 아래로 체(剃)하

며 상대의 손이나 머리를 치고 급히 편신중란세(扁身中 勢)로

변화시켜 찌른다. 

상대의 두자[二尺]를 침투해 들어가, 낮게 치거나 낮게 비스

듬히 치켜 올리기를 이어서 몇 번 한다. 상대가 조급해지기를

기다려, 빠르게 나아가 크게 곤을 기(起)하고 소문(小門)을 따

라 나가며 상대의 손을 친다. 맞건 맞지 않건, 급히 물러나며

정자세(丁字勢)로 돌아간다. 상대가 결연히 나오며 소문(小門)

으로 나를 상(傷)하게 하러 올 때, 나는 한 번 게(揭)하고 한 번

전진하여, 압(壓)하고 체(剃)하여 상대의 손을 내려치면 틀림없

이 적중한다. 

상대의 석자[三尺]를 침투해 들어가, 상대의 곤을 내려쳐서

깨뜨린다. 상대가 [내 곤(棍)을] 지나쳐 소문(小門)을 향하여 나

를 상(傷)하게 하러 올 때, 나는 급히 적수세(滴水勢)로 변화시

켜서 크게 나아가 상대의 곤을 받들어 막는다. 만약 상대의 곤

이 기(起)하지 않으면, 나는 소문(小門)으로 나아가z구도(鉤刀)

처럼 상대가 깎아 베어 오려하는데{, 편신중란세(扁身中 勢)

로 뚫는다. 만약 상대의 곤이 기(起)하면, 나는 곤을 상대에게

붙이고, 헌화세(獻花勢)로 똑바로 깨뜨리듯이 쳐 떨어뜨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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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再大進步, 倚他棍尾直剃下, 打他手或頭, 急變扁身中 殺.
侵他二尺, 低打低揭連幾下. 待他忙時, 經進步大起棍, 從

小門去打他手. 不論中不中, 須急退丁字回. 他快進我小門來
傷我, 此時我一揭一進壓剃落, 打他手, 快中矣. 

侵他三尺, 直破打他棍. 打過向小門來傷我, 我急滴水, 大
進步捧他棍. 若他棍不起, 我就小門進步z若鉤刀就將他割
來{, 扁身中 38)鑿. 若他棍起, 我棍粘他, 獻花39)直破打落, 

38) 편신중란(扁身中 ) : 초식명.
39) 헌화(獻花): 초식명.



히 이룡쟁주세(二龍爭珠勢)로 변화시켜서 대문(大門)으로 수

두살(手兜殺)한다. 

먼저 두, 세자[二, 三尺]를 침투해 들어가 한 번 치고, 몸을

기마세로 앉으며 곤(棍) 머리를 밑으로 누르면, 상대는 반드시

전진하며 나를 찌르게 마련이고, 나는 그때 밑에서 기(起)하며

개( )하여 한 번 [상대 곤(棍)에] 부딪쳐 소리를 내고 크게 나

아가 타(打)하고 전(剪)하거나, 혹 정자회타(丁字回打)하고 전

(剪)하고, 그런 뒤에 편신중란세(扁身中 勢)로 상대를 찌른다.

교교사(喬敎師)가 이르기를“탄창(彈 )은 아래에서 얼굴을 향

(向)해 옆으로 올려치는 것이니, 또한 기개(起 )의 법(法)이

다.”다만 재하면횡(在下面橫)은, 곧 소리울림 아님이 없는 이

치이다. 동교사(童敎師)가 이르기를“한번 향(響)이 울리는 곳

이 바로 천금(千金)(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 상대는 제방(堤

防)을 잃고 나는 편히 승리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교교사(喬

敎師)의 설(說)에 의거하여 이에 복회지창(伏回之 )을 알게

되는데, 모두 꾀어내는 것으로 내가 찌르면서 나아가면, 상대

는 곧바로 기(起)하여 나를 탄살(彈殺)[=탄창(彈 )]하는 것이

다. 기억하고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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急變二龍爭珠40), 大門手兜殺41). 
先侵二三尺一打, 坐身沈棍頭, 他必進殺, 俄就下起 一

響, 大進步打剪, 或丁字回打42)剪, 然後扁身殺他. 喬敎師曰,
“彈 則在下面橫捧, 亦起 之法.”但在下面橫43), 則無不響
之理矣. 童敎師曰, “一聲響處直千金, 彼失 防我便羸”44),
是也. 依喬敎師之說, 乃知伏回之 , 俱是哄我殺去, 他卽起
彈殺我也. 記之, 記之.

40) 이룡쟁주(二龍爭珠) : 초식명.
41) 수두살(手兜殺) : 곤세(棍勢) 이

름
42) 정자회타(丁字回打) : 곤세(棍

勢) 이름
43) 재하면횡(在下面橫) : 곤세(棍

勢) 이름
44) 리(羸) : 앞에서와 같이 (첼)나

(첸)의 오자로 여겨짐.



상대가 매우 긴 (창대가) 부드러운 창( )이나 혹은 죽창(竹

)을 사용하면, 나는 모름지기 몸을 (기마세로 낮게) 앉아서

곤두(棍頭)를 높이 들어 올려 천천히 위로 쳐간다. 상대가 아래

로부터 얼굴을 찔러 오기를 기다려, 즉시 변하여 한 번 란( )

하고 [상대 곤(棍)에] 붙여서 고정시키고, 황룡파미보(黃龍擺尾

步)를 사용하여 쫓아 들어가면, 만에 하나도 실수함이 없을 것

이다.

대문(大門)으로 높이 나를 쳐 올 때, 나는 곤을 높이 치켜 든

채로, z연달아 다리를 조금씩 빼며 회수한다.{잠시 느리게 진

보하면서 눌러 밑으로 치고, 느리게 갈라 쪼개며 반드시 진보

(進步)하면서 눌러 밑으로 치고, 즉시 나아가 편신중란세(扁身

中 勢)로 찌른다. 만약 내가 쳐가는데 상대는 곤을 들어 올려

회수해서 나에게 양보하면, 나는 곤미(棍尾)로 내리쳐서는 안

되고, 다만 앞으로 나아가 상대의 흉부(胸部)와 인후(咽喉)를

똑바로 찔러 간다. 

대문(大門)에서 겨룰 때, 상대가 약(弱)하면 나는 강(强)을

사용하고, 상대가 강(强)하면 나는 약(弱)으로 양보한다. 양쪽

이 (모두) 높이 있으면[곤(棍)을 지닌 위치], 양보하여 상대가

먼저 내리치게 하고 나는 나아가 누른다. 양쪽이 (모두) 낮게

있으면[곤(棍)을 지닌 위치], 양보하여 상대가 먼저 들어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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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用極長軟 或竹 , 我須坐身將棍頭提高, 慢慢迫上. 待
他下面殺來, 卽變一 粘定, 用黃龍擺尾步 , 萬無一失. 

大門高對打, 我且將棍起在高45)z連脚抽回些些{, 遲斯須
進步壓打下, 卽進扁身中 殺. 若我打去, 他棍提回讓46)我,
我須勿將棍尾打下, 只進步對他胸喉直殺去. 

大門對打, 他弱我用强, 他强我弱47)讓. 兩在高, 讓他先打
下, 我便進壓. 兩在低, 讓他先提起, 

45) 기재고(起在高) : 사고전서본에
는‘제재고(提在高)’로 되어 있
기에 해석에서는 사고전서본대
로 고쳤음.

46) 양(讓) : 여기서는 공격하는 상
대의 기법이나 병기를 상대의
힘과 기세를 이용해서 받아들이
는 행위를 지칭한다. - 낙공(落
空)시키는 기법

47) 약(弱) : 여기서“약(弱)”은“약
함”이 아니고“유(柔)”즉“부드
러움”의 의미를 더 지닌다.



게 하고 나는 (이에) 편승해 나아가 접(接)하고 잇달아 치고 찌

른다. 

대문(大門)으로 내려치거나 쳐 오는 것에 대해서는, 홀연히

변하여 대벽세(大僻勢)로 흉맹(凶猛)하게 내리친다.z매우 묘하

고, 묘하도다.{양인(兩人)이 서로 점격(點擊)할 때도 또한 이

와 같이 변한다.

점격(點擊)할 때는 크게 앞으로 나아간다. 쫓아 들어가 상대

의 곤미(棍尾)에 체(剃)하거나, 또는 기(起)하며 나아가 찌르는

데, 상대가 기(起)하기를 기다려 똑바로 마주쳐 (막아)간다.

상대가 계탁(鷄啄)하면 나는 모름지기 (상대의) 흉곤(兇棍)

을 기(起)하며 들어가, 상대 손앞의 두자지간[二尺之間]을 전

(剪)한다. 상대가 (이에) 잇달아 기(起)하면, 나는 잇달아 전

(剪)한다. 내가 계탁(鷄啄)하면 상대가 흉곤(兇棍)을 기(起)하

고(일으킬 터이고), 나는 상대가 먼저 기(起)하게 양보하여, 상

대 소문(小門)의 손위로 천(穿)한다.(뚫고 들어간다.) z내가 (상

대의) 흉곤(兇棍)에 접(接)함에 보법(步法)을 사용해도 된다.{

상대가 똑바로 찔러 오면 모름지기 다리를 전진시키며 소문

(小門)을 향해 전(剪)하거나, 혹은 상대 곤미(棍尾)와 소문(小

門)을 향해 기(起)하여 대전세(大剪勢)로 변하거나, 혹은 확실

하게 섬요전세(閃腰剪勢)를 하여 바로 격파한다. 무릇 전(剪)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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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便進接連打殺.
大門對打, 對迫, 忽然變大僻48), 凶猛打下. z甚妙! 甚妙!{

兩人對鷄啄49), 亦如此變.
對鷄啄, 大進步 入, 對棍尾剃, 又起進殺, 待他起, 直當

去. 
他鷄啄, 我須起兇棍50)入, 剪他手前二尺之間. 他連起, 我

連剪. 我鷄啄, 他起兇棍, 我讓他先起, 穿他小門上.z我接兇
棍步亦可{

他直殺來, 須進脚向小門剪, 或向他棍尾小門起變大剪, 或
端51)的直破閃腰剪. 凡剪後, 

48) 대벽(大僻) : 곤법(棍法)의 초식
명.

49) 대계탁(對鷄啄) : 서로 상대방에
게 점격(點擊)하는 행위.: 닭이
모이를 쪼듯이 하는 형상에서
비롯된 초식.

50) 흉곤(兇棍) : 흉곤(凶棍): 상대방
의 흉맹(凶猛) (무시무시하고 사
나운) 곤(棍) → 여기서는 상대
방이 실전에서 내 목숨을 빼앗
기 위해 끊임없이 빈틈을 노리
고 사납게 공격하는 깃를 표현
한 것이다. 

51) 단(端) : 확실하게



후에는 모름지기 나아가 찌르는 것을 사용할지니, 모두 정사보

세(定四步勢)로 앉았다 똑바로 쫓아 들어가는 것만 못하다.

상대가 찔러 들어옴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나는 재빠르게

보법으로 방향을 바꾸어 앞발을 전진하여 대문(大門)을 지난

다. 상대의 손을 찔러 가되, 상대의 곤과는 서로 붙이지 않는

다. 혹은 보법으로 방향을 바꾸어 소문(小門)을 지나는 것도 법

(法)과 맞는다(같다).       

대문(大門)으로 찌르는 척하며 상대가 나를 압(壓)하게 유인

하고는 나는 소문(小門)을 지나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상대가

결연히 찔러 오게 하고서, 나는 한 번 게(揭)하고 보법으로 방

향을 바꾸어 전진하여 찌르거나 내려친다.

상대가 똑바로 찔러 오면 나도 똑바로 찔러 가는데, 나는 다

리로는 보법을 써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며 지나고 손으로는 음

양(陰陽)을 뒤집어 바꾸며 찔러가니, 후발선지(後發先至)의 뜻

이 아닌 것이 없다.

상대가 소문(小門)으로 급하게 찔러 올 때, 나는 (기마세로)

앉으며 앞발을 전진시켜서, 상대의 곤중(棍中)으로 곤(滾)해 들

어가, 연달아 두세 번 전(剪)한 연후에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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須用進殺, 都不如定四步坐52)直 上.
他盡手殺來, 我徑折進前脚過大門. 對手殺去, 不與他棍相

粘, 或折過小門, 亦如法.
大門哄殺, 他壓我, 我過小門, 假作敗狀, 他快殺來, 我一

揭, 折進殺或打.
他直殺來, 我直殺去, 我將脚折過分分, 將手反陰陽蓋殺

去. 莫非後發先至之意.
他小門殺來急, 我坐進前脚, 就他棍中滾入, 連剪二三下,

然後殺.

52) 정사보좌(定四步坐) : 곤법(棍
法)의 신법(身法)과 보법(步法)
의 초식명.



무릇 소문(小門)을 찔러 올 때, 나는 소문(小門)을 지나 움직

여 상대 곤미(棍尾)의 손을 똑바로 내리 친다. 만약 (상대가) 변

하여 대문(大門)을 지나 찔러 오면, 나는 대문(大門)을 지나 움

직여서 상대 곤미(棍尾)의 손을 향해 똑바로 내려치니, 묘하고

묘하도다!

직부송서세(直符送書勢)로 찌르면 게(揭)하기 어려우니, 반

산탁(盤山托)으로 크게 90。이상 방향을 바꾸어 소문(小門)을

지난다.

대문(大門)으로 꾀어 소문(小門)을 지나서 상대가 와서 작게

누르기를 기다리다가, 급히 지나쳐 대전세(大剪勢)로 찌른다.

무릇 속여 꼬임이 많은 즉 용이(容易)하고, 전(剪)한 이후에 찌

르니 후환(後患)이 없다. (그러한) 가운데 (상대방)세(勢)에 따

름이 있으니 모름지기 그것을 알아야 한다.

무릇 곤을 똑바로 (상대를) 가리키고 천천히 침입(侵入)해,

상대가 나를 치기 위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상대를)

찌른다. 상대가 나를 찌르려하면 나는 나아가며 상대의 손을

내려친다.

아래로 꾀어 상대가 위로 전(剪)하기를 기다려 직부송서세

(直符送書勢)로 대문(大門) 위를 찌르거나, 혹은 상대의 손을

치고, 보법으로 방향을 바꾸어 아래로 엎드리며 소문(小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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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過小門殺來, 我就行過小門, 就他棍尾對手直打下. 若變
過大門殺來, 我就行過大門, 就他棍尾對手直打下. 妙! 妙! 

直符送書53)殺難揭, 盤山托54)大折過小.
大哄過小, 待他來小壓, 急過大剪殺. 蓋哄多則容易也, 剪

而後殺則無後患也. 中有順勢須知之.
凡將棍直指, 慢慢侵入, 待他動欲打我, 我就殺打. 他欲殺

我, 我就進打他手.
下哄, 待他剪向上, 直符送書殺上大門. 或打他手, 折脚伏

下小門殺.

53) 직부송서(直符送書) : 곤법(棍
法)의 세명(勢名). 

54) 반산탁(盤山托) : 곤법(棍法)의
세명(勢名).



찌른다. 혹은 아래로 엎드려 상대가 (공격해) 오기를 기다려 게

살(揭殺)하니, 더욱 묘하다!

삽지금창세(揷地金 勢)로 변하여 (기마세로) 앉으며 다리

를 찌른다.

대문(大門)으로 상대가 내려쳐 밑으로 내리 누르면, 나는 아

래로 [곤(棍)을] 잡아빼며 소문(小門)을 지나 찌를 듯이 하고,

(이에) 상대는 결연히 힘을 다해 소압(小壓)해 오는 데 (그것을)

아주 빠르게 잡아빼며 대문(大門)을 지나 전(剪)하여 찌른다.

이 수법은 극히 묘하도다!

오른 편의 이 [일개(一個)]동작은 (상대가) 높이 (상단으로)

쳐 올 때도 또한 이와 같이 속일 수 있다. 급히 뒤집어 전(剪)하

여 찌르거나, (또는)철우입석세(鐵牛入石勢)를 하여 내가 게기

(揭起)하여 내려치면, 상대도 게기(揭起)하니, (상대방 손 옆으

로) 잡아 빼어 회수하며 지나쳐서 대체세(大剃勢)로 친다.(쳐도

된다.)

상대가 대문(大門)을 닫으면(방어하면), 나는 뒷발을 보법을

써서 방향을 바꾸며, 아래로 기(起)하며 곧바로 상대의 대문(大

門)을 찌른다.z대개 전(剪)의 뜻으로{상대가 소문(小門)을 닫

으면(방어하면), 나는 앞발을 전진시키며 아래로 게기(揭起)해

곧바로 상대의 소문(小門)을 착(鑿)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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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伏下待他來, 一揭殺, 更妙! 
揷地金 55) 變坐脚殺.
大門迫他壓低, 我抽下過小門如殺狀, 他快盡力來小壓, 急

急抽過大門剪殺. 此步極妙!
[右此(一)步56), 高打來, 亦如此哄. 急륙剪殺, (且)鐵牛入

石. 我揭起打下, 他方揭起, 我就抽(他手邊)過大剃打. (亦
可)]57). 

他閉大門, 我折後脚, 就下起徑殺他大門z略剪意{. 他閉小
門, 我進前脚, 就下揭起徑鑿他小門.

55) 삽지금창(揷地金 ) : 곤법(棍
法)의 세명(勢名).

56) 우차(일)보[右此(一)步] : 여기서
오른쪽은 바로 전(前)에 설명한
내용[대문박타(大門迫他)차보극
묘(此步極妙)]을 지칭하는 것으
로 옛 서적들은 오른편부터 내
려써서 점차 왼편으로 써가기
때문이다.
(일)보[(一)步] : 여기서는‘걸
음’이나‘보법(步法)’이 아니고
(한 개의) 동작을 말한다.[일초
식(一招式)] 혹은 일세(一勢)

57) 문자‘[  ]’에서‘(  )’안의 내용
은 사고전서에 실린 기효신서
18권본에 기재된 문장들이다.
무비지나 저본으로 한 기효신서
에는 빠져있다. 참고삼아‘(  )’
로 수록한다.



내가 기(起)하여 유수(流水)로 조금씩 전진하면 상대는 결연

히 오며 나의 손을 치는데, 나는 다리를 (기마세로) 아래로 앉

으며 똑바로 상대의 손을 한 번 치거나, 혹은 찌르거나 (간에)

모두 가(可)하다. 또한 상대가 나의 손을 치며 올 때, 나는 소문

(小門)을 따라 한 번 게(揭)하며 접(接)하거나, 혹은 대문(大門)

으로 한 번 기(起)하며 접(接)한다. 중요한 것은 내 오른손 앞의

일곱, 여덟치[七, 八寸]사이와 상대의 곤미(棍尾)가 서로 개( )

해 한 번 향(響)하는 것을 법도로 한다는 것이다. 이문(二門)으

로 기(起)해 모두 이어서 급히 전(剪)하고, 급히 변(變)하여 편

신중란세(扁身中 勢)로 찌른다.

상대가 대전세(大剪勢)일 때 내가 상대를 압타(壓打)하면,

상대는 적수세(滴水勢)로 봉(捧)한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며 곤

(棍)으로 상대의 곤(棍)를 정괘(正掛)62)한 연후에 도두세(倒頭

勢)를 한다.

양인(兩人)이 (서로) 침입해 갈 때, 상대가 적수세(滴水勢)

로 봉(捧)하면 나는 급히 도두세(倒頭勢)를 사용한다. 

내가 적수세(滴水勢)로 상대의 소문(小門)에 들어가니 상대

가 도두세(倒頭勢)를 사용하면, 나는 뒷다리로 앉아서 급히 찔

러 가는데, 상대의 가슴을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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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起流手58)漸進, 他決來打我手, 我將脚坐下, 直對他手一
棒, 或殺, 皆可. 又, 他來打我手, 我從小門一揭接, 或大門一
起接. 要在我右手前七八寸之間與他棍尾相 , 一響爲度. 二
門起, 俱繼以剪, 急變扁身中 殺.

他大剪, 我壓他, 他用滴水捧, 我進步將棍取正掛他, 然後
倒頭59).

兩人侵入之際, 他滴水捧, 我急用倒頭. 
我滴水勢入他小門, 他用倒頭, 我坐後脚急殺去, 認定60)他

胸61).

58) 유수(流水) : 신법(身法)의 하나.
59) 도두(倒頭) : 곤법(棍法)의 초식

명.
60) 인정(認定) : 겨눔.
61) 원본의‘ ’의‘胸’의 이체자

이다.
62) 정괘(正掛) : 곤(棍)을 측면에

바로 세워서 몸 앞에서 등쪽
을 향(向)해 좌(左), 우(右) 양
편(兩便)으로 휘둘러 돌리며
공격해 오는 상대의 병기를
스치거나 비벼 막는 행위. 세
법(洗法)의 하나.



전타(剪打)했다가 급히 기개(起 )하며, 기개(起 )했다가

다시 급하게 전타(剪打)하는데, 전타(剪打)에서 다시 급하게 기

개(起 )하는 것을 서로 연결하여 전진하면, 상대가 어느 곳으

로 찔러 오겠는가? 미묘하고 신기하도다! 금창(金槍)을 깨는 제

일(第一)의 법(法)이니라. 평온(침착)해야 능히 이길 수 있음이

니,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내가 단편세(單鞭勢)로 상대를 누르다가, 마전참초(馬前斬

草)(세)로 변하는데, 또한 내가 크게 일보를 나아가며, 손의 힘

을 강하고 굳세게 사용하면 상대의 곤은 스스로 패한다.

내가 위로 단편(單鞭)을 하는데, 상대가 소문(小門)을 지나,

깊이 들어온다면, 즉시 직부송서세(直符送書勢)를 사용해 찌른

다. 만약 상대가 얕게 들어오면 불가(不可)하니, 상대가 게기

(揭起)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다만 달려 들어가 똑바로 치기만

한다. 무릇 대소문(大小門)으로 찔러 오는 것은 모두 이 예(例)

와 같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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剪打急起 , 起 急剪打, 剪打復急起 , 相連而進, 彼從
何處殺將來? 微乎, 神哉! 破金 之第一法也. 穩而能勝, 習
之, 習之.

我單鞭壓他, 變馬前斬草, 我且大進一步, 硬用手力, 他棍
自輸. 

我單鞭上, 他過小門, 若深入, 卽用直符送書殺. 若他入淺,
則不可, 恐他揭起, 只用 上直打. 凡殺來, 大小門皆如此例.



양곤(兩棍)이 서로 맞대게 되었을 때 상대가 뒤로 빼어 땅에

엎드려 (내) 소문(小門)을 열려고 하면, 나는 똑바로 봉(捧)하

며 천천히 세워 가다가, 상대가 찔러 나오기를 기다려 연후(然

後)에(그렇게 된 후에) 게견(揭牽)하거나 혹은 전(剪)하며 나아

가 상대를 찌른다.

복곤(伏棍)64)이나 저곤(低棍)65)을 다스리는 데는 모름지기

상대 손앞의 한자(30cm정도) 떨어진 곳 사이를 소전(小剪)하

는데 상대가 급히 대문(大門)을 지나면 나는 혹 게(揭)하며 나

아가 치는 것도 가(可)하다z비풍전(飛風箭)66)도 역시 가(可)하

다{. 급히 대전세(大剪勢)로 변하여 찌르는 것도 역시 가(可)하

다z또는, 내가 소전세(小剪勢)로 상대를 공격하면, 상대는 뒤

로 빼며 달아나는데, 나는 급히 전진하며 곤(棍)을 높이 들어

상대를 치는 것으로 모름지기 2종류67)의(또는, 한가지의)(또는,

한걸음의) 보법을 사용해서 방향을 바꾸어 (상대의) 소문(小

門)을 지나야 한다.{

소전(小剪)은 곤법(棍(法)) 중에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수

련하는) 사람들이 의심할 바가 아니다.

내가 편신중란(扁身中 )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때는 목숨

을 돌보지 말고, 다만 양 눈을 상대의 가슴 앞에 맞춰서(가슴을

겨누고), 곤이 헛되이 위에 있으면, 급히 아래로 천(穿)하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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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棍相交, 他抽回伏地開小門, 我直捧慢慢指去, 待他發
殺, 然後揭牽或剪進殺他. 

治伏棍低棍, 須用小剪, 離他手一尺之間, 他急過大門, 我
或揭進打一63)可z飛風箭亦可{, 急變大剪殺亦可z又我小剪
他, 他抽走, 我急進步起高棍打他, 須二步折過小門.{

小剪是棍中至要, 人所不疑者. 
我扁身入深, 此時不顧性命了, 只兩目認他胸前, 棍上空,

急穿下, 棍下空, 急穿上.

63) 일(一) : 亦(역)의 뜻.
64) 복곤(伏棍) : 가장 낮은 위치의

곤(棍)으로서 복좌세(伏坐勢)
등을 취하여 지면(地面)에 아주
가깝게 위치시킨 곤(棍).

65) 저곤(低棍) : 하평세(下平勢)나
기마세를 취하여 무릎부근에 위
치시킨 곤(棍), 또는 내가 들고
있는 곤(棍)보다 낮게 위치시킨
상대의 곤(棍).

66) 비풍전(飛風箭) : 날아가는 화살
같이 속도가 매우 빠르게 앞으
로 찌르는 행위.

67) 이보(二步) : 2종류(2가지)라는
뜻이나, ‘기효신서(紀?新書) 14
권본(卷本)’권오(卷五)에는

‘이보(二步)’를‘일보(一步)’로
바꾼 것을 보면‘일보(一步)(=
한 종류/한 가지)’의 오기(誤記)
인 듯하다.



이 헛되이 아래에 있으면 급히 위로 천(穿)한다.

내가 곤을 친 후에 이어서 찌르는데, 찌른 후에 (상대가) 대

문(大門)이니(으로 공격하면) 곧 막아서 채세(採洗)하며, 세

(洗)하고 나서 소문(小門)으로 찌른다.z모름지기 소견(小牽)을

하고 나서 찌를 것이다.{

양인(兩人)이 게(揭)하고 타(打)할 때, 나는 상대 곤으로 부

터 내 손을 피하는 (기법의) 세(勢)를 타서(이용해서) (상대방

에) 침입해 치는데z타(打)할 때 내 곤(棍)을 밑으로 가라앉히지

말 것{, 상대가 게(揭)하게 하지 말라. 모름지기 뒷손을 (앞으

로) 내 때 앞 손은 옆구리 아래로 빼며 쳐간 즉 상대가 게(揭)

할 수 없으며, 직부송서(直符送書)로도 게(揭)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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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打棍後繼以殺, 殺後大門卽當採洗, 洗而後殺小門z須小
牽{

兩人揭打, 我因手避之順侵打z打時不可沈自棍{, 不使他
揭得, 須手後手出在前手協下去打, 則他揭不得, 直符難揭.



상대가 낮게 (기마세로) 앉아 있으면, 나는 보법(步法)을 사

용해 방향을 바꾸어 소문(小門)을 지나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이다.

때릴 때는 모름지기 나아가며 찌르는 것을 기억하라. 천만

(千萬), 천만(千萬)의 병사들이 다들 그것을 잊는다z미묘하고

도 미묘하니 신(神)과 통하는구나!{

어찌 일찍이 사람들이 타(打)가 중요하지 않다고 떠드는가?

상대의 곤이 나를 치러 오게 꼬드겨서, 만약 상대의 곤을 쳐서

붙는 소리가 한 번 나면, 쉽게 찔러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어찌 일찍이 사람들이 찌름을 중요하지 않다고 떠드는가?

상대가 곤(棍)을 열게 (벌리게) 꼬드겨서 찌르나, 상대가 깊이

찌를 수 있게 힘을 얻을 정도로는 상대 곤(棍)에 붙이지 말라.

찌른 후에 (상대가 내) 대문(大門)에 있으면 곧바로 세(洗)하

고, 소문(小門)에 있으면 곧바로 게(揭)하고 견(牽)하라. 이것

이 이른바, ‘사람에 이르나,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이르지 못

하게 하는 것(이치)’이니라.

무릇 기수(起手)에는 타(打)가 중요하고 살(殺)이 중요한데,

(상대의) 수세가 발하여 전에 모두 상대 문(門)안의 한자[一尺]

거리에 있어야 한다. 상대가 나를 상(傷)하려 쫓아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상대 수세(手勢)가 이미 다했으면, (바로) 이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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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坐低, 我正好折過小門打. 
打時須記得進殺. 千萬, 千萬兵多忘之.z微乎! 微乎! 通于

神矣.{68)

何嘗叫人勿要打? 哄他棍來就我打, 若打他棍, 着響一聲,
便可殺進. 

何嘗叫人勿要殺? 哄他棍開殺去, 勿使他着(方69))力可殺
深. 殺後在大門卽洗, 小門卽揭牽, 此所謂‘致人而不致於人’
也.

凡起手要打 要殺, 俱要在他門內一尺之間, 未可將手勢發
盡. 待他 來傷我, 他手勢已盡,

68) ‘微乎微乎, 通于神矣!”: 아 구
절은 속수 사고전서의《무비지》
를 참고로 첨가하 다.

69) 방(方) : ‘력가살심(力可殺深)’
앞에 삽입해서‘방력가살심(方
力可殺深)’으로 해야 옳다.



크게, 혹은 작게, 혹은 전(剪)하고, 혹은 게(揭)하고, 혹은 스스

로 크게 하기접(下起接)하는데, 각각 (이런 모든 경우에서) 상

대의 곤은 죽었고(꼼짝 못 할 것이고), (그런) 연후에 나아가며

편신중란세(扁身中 勢)로 찌르니 이기지 못함이 없다. 법(法)

에 이르기를“늦게 발(發)하 으나 먼저 이른다”고 하 다. 이

것를 알면, 한발[一發]72)로 편히 사람을 상(傷)하게 하는 것이

결코 불가(不可)[능(能)]할 것이다. 헛되이 자신의 세(勢)가 발

(發)하여 다하게 되면, 상대가 도리어 (자신을) 상(傷)하게 되

니라. 경계하고, 경계할지니라!  

모든 것이 사람(상대방)의 세(勢)를 따르고, 사람(상대방)의

힘을 빌리는 것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빠름과 용이함이며, 또

한 중요한 것은 전진할 듯하다가 실제로는 물러났다가 전진하

니, 곧 크게 이기는 것이니라. “순인지세(順人之勢) 차인지력

(借人之力)”이 어떠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내 주장을 부수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답하면), 곧 지극히 묘하고

묘한 결(訣)을 득(得)한 것이다. 대개 상대의 힘이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를 알아, 나는 그 곳에서 상대와 잠시 동안도 힘을 겨

루며 참아내지 않는다. 옛 힘이 이미 다하고 새로운 힘이 (아

직) 발하지 못한 것(때)을 기다린 연후(然後)에 그에 편승(便

乘)하니, (일컬어) 사람(상대방)의 세(勢)에 따르고, 사람(상대

0385기효신서

此時或大或小, 或剪或揭, 或自大下起接, 各將他棍死了, 然
後進步扁身中 殺, 無不勝也. 法曰“後人發, 先人至.70)”, 知
此, 決不可一發便要傷人. 徒使自勢發盡, 爲他人反傷. 戒之!
戒之! 

俱是順人之勢, 借人之力, 只要快便, 又要似進實退而後
進, 則大勝矣. 問, “如何是順人之勢 借人之力?”曰, “明被
此71), 則得其至妙至妙之訣矣. 蓋須知他出力在何處, 我不於
此處與他鬪力, 姑且忍之, 俟其舊力略過, 新力未發, 然後乘
之,

70) 후인발선인지(後人發先人至) :
‘《손자병법(孫子兵法)》:군쟁편
(軍爭篇)’에 있는 내용.

71) 명파차(明被此) : 내 주장[내 주
견(主見)]을 부숨(버림). 이는 자
신의 주관(主觀)을 버리고, 상대
방의 의도에 따르는 것을 지칭
한다. ~ 태극권(太極拳) 등의 내
가권법(內家拳法)에서 강조하는

‘사기종인(捨己從人)’과 같은
의미이다.

72) 일발(一發) : 단지 한번의 단순
한 공격.



방)의 힘을 빌린다는 것이다.”위로 (공격해오는 것을) 편승해

서 (그 위에 얹어) 밑으로 떨구고, 밑으로 (공격해오는 것을) 편

승해서 (그 밑을 떠받쳐) 위로 일으키니, 모든 것이 그렇다. 

로는 다하기 어려우니, 앞에 말한 박위(拍位)74)가 모두 그러한

이치이다. 

배움이 상하(上下), 고저(高低), 경연(硬軟), 직파타(直破

打), 상하접(上下接)이 모두 하나의 수법(手法)임을 하는데 이

르면, 바야흐로 얻은 것이다(터득한 것이다.). 단지‘직파순세

타(直破順勢打)’이 한 방식인 것이다. 거(去)와 접(接)은 두개

의 절(節)을 이루나 거(去)는 초학(初學)이 쉽게 말할 것이 아니

다. 후수(後手)는 처음에 굽었다가 나중에 똑바로 하니, 굳센

곳을 깨달아 득(得)해야 하고, 전수(前手)를 상대방에 붙임(붙

이는 방법)을 모름지기 깨달아 득(得)해야 한다.

배움이 여기에 이르면, 즉 몸과 손과 발이 마음에 응(應)하

니, 모두가 서로 저촉되어 방해되지 않는다. 배움이 여기에 이

르면, 상대가 [가진 병기(兵器)가] 창( )인지 도(刀)인지를 전

혀 보지 않고(개의치않고), 다만 상대의 손앞을 겨누고 상대의

몸을 찌를 따름이니라.

0386 무예문헌자료집성

所以順人之勢, 借人之力也.”上乘落, 下乘起, 俱有之, 難盡
書. 前言拍位, 都是此理.

學到上下 高低 硬軟 直破打 上下接, 俱是一手法, 方是有
得. 但直破順勢打, 是一套去, 接是做二節去. 初學未易語之.
後手初曲後直, 硬處須悟得, 前手 須悟得.   

學至於此, 則身手足應心, 全不 格73)矣. 學至於此, 全不
看見他是 是刀, 只認定對他手前殺他身而已. 

73) 한격( 格) : 서로 저촉(抵觸)됨
(서로 걸추작거려 방해됨)

74) 박위(拍位) : 상대의 곤(棍)과 접
촉해 부딪치는 (소리를 내는) 위
치.



모든 법(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만 이것이니, 상대를

편승해서‘구력약과, 신력미발(舊力略過新力未發)’[옛 힘은 이

미 다하고, 새로운 힘은 (아직) 발(發)하지 못한 것(때)]하는 여

덟 자일 따름이다. 지극히 묘하고, 지극히 묘하도다! 이것은

다만‘내가 상대방에 접근하여 붙이는 방법(붙임)’이라는 비지

(秘旨)이니, 여기까지 말하 다면 즉 한 마디도 덧붙일 수 없는

것이다.

‘향(響)하고 나서 전진하고, 전진하고 나서 향(響)하라.’이

두 마디 말을 얻어서 분별(分別)이 명백(明白)해지면, 가히 기

(技)를 말할 수 있으리라.

연습하는방법

0387기효신서

全法中總要, 只是乘他‘舊力略過, 新力未發,’八字耳. 至
妙, 至妙! 此只是‘我 他傍’之秘旨. 語到此, 則不能復加
一言矣.
‘響而後進, 進而後響’, 得此二語, 分別明白, 可以語技矣. 

習法



편신중란세

대당세

0388 무예문헌자료집성

扁身中 勢

大當勢

※ 여기 실린‘곤(棍)대련 보(譜)’는
명대(明代) 유대유(兪大猷)장군
이 소림사(少林寺)에 전(傳)한

‘유가(兪家) 곤법(棍法)’이다 →
인물색인 참조.



대전세

선인봉반세

0389기효신서

大剪勢

僊人捧盤勢



대적세

제미살세

0390 무예문헌자료집성

大吊勢

齊眉殺勢



도두세

하천세

0391기효신서

倒頭勢

下穿勢



섬요전세

하접세

0392 무예문헌자료집성

閃腰剪勢

下接勢



적수세

직부송서세

0393기효신서

滴水勢

直符送書勢



주마회두세

상체세

0394 무예문헌자료집성

走馬回頭勢

上剃勢



권법해

권법은 큰 전쟁의 기예와는 관련이 없을 듯하다77).  그러나,

수족을 활동시키고, 지체를 단련하니, 이것은 초보자들이 기예

(무예)에 들어가는 문(호)[門(戶)]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기록하여 일가(一家)를 갖추어 둔다.78)

권(拳)을 배움에 있어서 신법(身法)은 활발하게 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수법(手法)은 편하게 (익숙하게) 쓸 수 있어야

하며, 각법(脚法)은 가볍고도 안정되어야 하며, 진퇴(進退)는

(경우에 따라) 적절해야 하고, 퇴법(腿法)은 비등(飛騰)할 수

있어야 하니, 그 오묘함은 전번도삽(顚飜倒揷)에 있고, 그 용맹

함은 피벽횡권(披劈橫拳)에 있고, 그 쾌속함은 활착조천(活捉

朝天)에 있고, 그 부드러움은 지당사섬(知當斜閃)에 있도다. 그

리하여 拳(法) 가운데 뛰어난 것인‘삼십이세(三十二勢)’를 택

하 으니, 세(勢)마다 서로 이어져서, 적을 만나면 제압하여 이

기고, 변화가 무궁하여 미묘함을 헤아릴 수 없으니, 깊도다! 사

람이 엿보아 알 수 없는 것[일반사람(수련이 어느 경지에 오르

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궁리하여도 알지 못함]을 신(神)이라

이른다.

0395기효신서

拳法解75)

拳法似無預於大戰之技, 然活動手足, 慣勤肢體, 此爲初學入
藝之門也. 故存于後, 以備一家. 
學拳要身法活便, 手法便利, 脚法輕固, 進退得宜, 腿可飛騰.
而其妙也, 顚飜倒揷76), 而其猛也, 披劈橫拳, 而其快也, 活捉
朝天, 而其柔也, 知當斜閃. 故擇其拳之善者三十二勢, 勢勢
相承, 遇敵制勝, 變化無窮, 微妙莫測, 窈焉冥焉! 人不得而
窺者, 謂之神.

75) 판본마다 약간씩 권보의 초식가
지수에 차이가 있다. 이 판본(저
본)에는 32세중 22세가 실려 있
고, 사고전서본에는 24세가 실
려있다. 완비된 내용은《무비지
91卷》에 있으니, 그것을 참고할
것이다.

76) 32세장권의 초식명(전번세(顚飜
勢)/도삽세(倒揷勢)) 뒤의 피벽
횡권(披劈橫拳), 활착조천(活捉
朝天), 지당사섬(知當斜閃)도 32
세장권의 초식명(招式名)이다.

77) 무예(無預) : ‘관련이 없음’의 뜻.
78) 《기효신서》원문에는‘存于後

以備一家(존우후이비일가)’라
고 되어 있음.



속간에 이르기를“권타(拳打)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번

개 같이 빨라서 막을 겨를도 없다는 것이니, 이른바“불초불가

(不招不架)79)하면 이는 다만 하나 아래이지만, 초가(招架)를 행

(行)했다면(범했다면) 십하(十下)에 있게 된다.”80)는 것이다. 널

리 배우고 많은 것을 기억해야만 우세한 조건81)이 많아져 승리

한다.  

고금(古今)의 권가(拳家)에 송(宋) 태조(太祖)의 삼십이세장

권(三十二勢長拳)82)이 있고, 또한 육보권(六步拳), 후권(

拳)83), 와권(콱拳)84)이 있는데, 권법 이름과 세의 이름이 각각 다

르지만, 실제로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지금의 온가칠십이

행권(溫家七十二行拳), 삼십육합쇄(三十六合鎖), 이십사기탐

마(二十四棄探馬), 팔섬번(八閃番)85), 십이단(十二短)86)은 뛰어

난 중에서도 뛰어난 것들이다.

여홍팔하(呂紅八下)87)가 비록 강하지만 면장단타(綿張88)短

打), 산동(山東) 이반천(李半天)89)의 퇴(腿), 응조왕(鷹爪王)90)의

나(拿), 천질장(千跌張)91)의 질(跌), 장백경(張伯敬)의 타(打),

소림사(少林寺)의 곤(棍)과 청전(靑田)(곤)같이 곤법(棍法)과

창법을 겸한 것, 양씨창법(楊氏 法)92)과 파자권곤(把子拳93)棍)

에는 미치지 못 하니, 모두 지금까지도 유명한 것들이다. 

0396 무예문헌자료집성

俗云, “拳打不知”, 是迅雷不及掩耳. 所謂“不招不架, 只是
一下. 犯了招架, 就有十下.”博記廣學, 多算而勝. 
古今拳家, 宋太祖有三十二勢長拳, 又有六步拳, 拳, 콱拳,
名勢各有所稱, 而實大同小異. 至今之溫家七十二行拳, 三十
六合鎖, 二十四棄探馬, 八閃番, 十二短, 此亦善之善者也. 
呂紅八下雖剛, 未及錦張短打, 山東李半天之腿, 鷹爪王之
拿, 千跌張之跌, 張伯敬之打, 少林寺之棍, 與靑田棍法相兼,
楊氏 法, 與把子拳棍, 皆今之有名者.

79) 불초불가(不招不架) : 무술용어중
하나로 상대가 공격할 때 어떠한
초식도 전개하지 않고 오로지 막
지도 않는 것. 예 : 적의 공격을 잠
깐억제하며, 즉시공격해들어감.

80) 무술계의 격언이다. 대련시.
81) 다산이승(多算而勝) : 손자병법

(孫子兵法) 계편(計篇)에 나오
는 말. 산(算)은 계산에 쓰는 주
판알인데, 여기에서는 의미를
확장하여‘승리의 조건’이라는
뜻으로 쓰 다.

82) 홍권(紅拳), 송태조권(宋太祖
拳), 조가권(趙家拳)이라고도 부
른다. 명대(明代)에 유명했던 권
법투로의 하나로, 지금도 중국
의 산동, 하북 경계지역에서 수
련하는 이들이 많다.

83) 명대(明代)에 유행했던 유명한
권법의 하나로 지금은 상형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원숭이의
형상을 모방한 동작으로 구성되
어 있다.

84) 와조(콱鳥 : 후림새-잡을 새를 유
인하기 위해 매어 둔 새)가 상대
를 유인하는 모습을 본 딴 권법.

85) 번자권(륙子拳), 팔문십번권(八
門十륙拳)이라고도 부른다. 권
법의 일종이다. 명(明), 청(淸)
시기 하북(河北) 고양(高陽) 일
대에 전해졌고, 청말(淸末)에 동
북 지방에 전해져, 몇 십년 가까
이 하북, 요동, 감숙, 섬서(陜西)
등지에서 성행하 다. 



비록 각기 장점이 있지만, 각기 전해진 것에 상(上)은 있으

나 하(下)가 없기도 하고, 하(下)는 있으나 상(上)은 없기도 한

데, 곧 상대에게서 승리를 거둘 수는 있지만, 이는 한쪽에 치우

친 것에 불과하다. 

만약 각가(各家)의 권법을 겸해서 익힌다면, 바로 상산사진

법(常山蛇陳法)과 같이, 머리를 공격하면 꼬리가 응(應)하고,

꼬리를 공격하면 머리가 응(應)하고, 그 몸을 공격하면 수미(首

尾)가 서로 응(應)하게 될 것이니, 이를 일러 상하(上下)가 두루

갖추어져서 이기지 못 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저 권(拳), 곤

(棍), 도(刀), 창( ), 차( ), 파( ), 검(劍), 극(戟), 궁시(弓矢),

구겸(鉤鎌), 애패( 牌)의 류(類)는 먼저 권법(拳法)으로 몸을

움직임에서부터 유래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매95), 권이란 것은

무예의 근원이 된다. 여기에 세(勢)를 그리고 결(訣)로 주(註)를

다노라. 

0397기효신서

雖各有所長, 各傳有上而無下, 有下而無上, 就可取勝于人,
此不過偏於一隅.
若以各家拳法兼而習之, 正如常山蛇陳法, 擊首則尾應, 擊尾
則首應, 擊其身而首尾相應, 此謂上下周全, 無有不勝, 大抵
拳 棍 刀 劍 戟 弓矢 鉤鎌 牌之類, 莫不先由拳法
活動身手94)其拳也爲武藝之源95).  今繪之以勢, 註之以訣.

86) 권법의 일종. 단타권(短打拳),
면장단타(綿張短打), 면장이(綿
張李)라고도 부른다. 명(明), 청
(淸) 시기에 하북 고양 일대에
전해졌다. 

87) 여홍팔세(呂紅八勢), 팔세자모
연환수(八勢子母連環手)라고도
부른다. 명(明), 청(淸) 시기 유
행했던 권법의 하나이다. 여홍
(呂紅)은 기록에 따르면 자(字)
는 홍문(鴻文)이고, 산동(山東)
고당(高唐) 사람으로, 팔세자모
연환수(八勢子母連環手)에 뛰어
났는데, 명(明) 시기의 대표적
무술가이다. 

88) 명대(明代)에 단타권(短打拳)으
로 유명했던 무술가.

89) 명대(明代) 산동에서 퇴법(腿
法)으로 유명했던 무술가.

90) 명대(明代) 산동에서 응조권(鷹
爪拳), 금나술(擒拿術)으로 유명
했던 왕씨 성을 가진 무술가.

91) 명대(明代) 산동에서 취팔선권
(醉八仙拳)으로 유명했던 장씨
성을 가진 무술가.

92) 남송(南宋) 말년 홍오군(紅
軍) 수령 이전(李全)의 아내 양
씨(楊氏)가 창제한 창법으로 원
래의 이름은‘양가 이화창(楊家
梨花槍)’이다. 색인참조

93) 명대(明代)에 유행했던 유명한
권법. 이것은 현재 유행하는 팔
극권(八極拳)에 해당된다는 견
해도 있다.



후학(後學)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미 기예(技藝)를 얻었으

면(어느 정도 익숙해 졌다면), 반드시 대적(대련)함을 시험해

보아야 하는데, 절대로 승부에 있어 탓하거나(책망하여 부끄러

움을 주거나) 뛰어나다고(칭찬)하지 말지어다. 어찌해서 이겼

는지, 어찌해서 졌는지를 그때그때 생각하게 하라. 오랫동안

부지런히 대련을 시키면, 기예가 얕아서(서툴러서) 적을 겁내

던 것에서 돌이켜져서, 기예가 반드시 정 하게(익숙하게) 되

니 잘 싸우게 되는 것이니라. 예부터 일컬어지기를“기예가 높

은 사람은 담대하다”고 한 것이 속이지 않는(말) 것이라고 믿

을지어다. 

내가 주산공서(舟山公署)에 있을 때, 참융(參戎) 유초당의

권술 대련법을 얻었는데, 이른바, “상대공격을 막고 반격함을

범(犯)하면, 이것이 곧 10등급 밑이 되니라[‘가장 하수(下手)

수준이다’라는 뜻”]는 일컬음[권결(拳訣)의 하나]이었다. 가장

묘한 것은 이것인데, 곧 곤(법)중에 연달아 치고, 연이어 끊어

자르는 한 가지 기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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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啓後學. 旣得藝, 必試敵, 切不可以勝負爲愧爲奇. 當思何
以勝之, 何以敗之. 勉以久試, 怯敵還是藝淺, 善戰必定藝精.
古云“藝高人膽大”, 信不誣矣.
余在舟山96)公署97), 得參戎劉草堂98)打拳, 所謂“犯了招架99),
便是十下”之謂也. 
此最妙, 卽棍中之連打 連截一法.

94) 신수(身手) : 기예(技藝) 혹 무예
(武藝)

95) 《무비지》에는‘其拳也 爲武藝
之源(기권야 위무예지원)’이라
는 말이 빠져있다.

96) 주산(舟山) : 지역명으로 현재는
주산도(舟山島), 주산시(周山
市)로 되었음.

97) 공서(公署) : 주산에 주둔한 군
대의 사무실 또는 간부요원의
근무처

98) 참장(參戎) = 참장(參將)으로 있
던 유현(劉顯). 초당(草堂)은 유
현의 자(字)이다.

99) 범료초가(犯了招架) : 무술 심법
구결의 하나로 어떤 특정한 초
식을 쓰거나, 형을 취하지 않고,
공격을 막지도 않은 채, 상대공
격을 바로 반격하는 기법으로,
무예가 익숙한 경지에 올라야
가능한 것이다. = 불초불가(不
招不架)



연습하는방법

탐마세(探馬勢)는 태조(太祖)100)로

부터 전하여 지니, 여러 세(勢)를 항

복받을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도다.

나아가며 공격하고 물러나며 피하니

약(弱)에서 강(强)이 생겨나도, 단권

(短拳)을 접(接)함에 가장 좋은 것이

니라.

요단편(拗單鞭)은 황화(黃花)가

긴 히 나아가며 다리로 헤치고

어열며 치켜 올리니 좌우(左右)로 막

아내기 어렵도다. 보(步)로 쳐 부

딪쳐 가고 위로는 권(拳)으로 연달아

벽(劈)하고 게(揭)하도다. 심향(沈

香)101)의 세(勢)가 태산(太山)도 어

넘어뜨리니라. 

0399기효신서

習法

探馬勢 傳自太祖, 諸勢可降可變. 進攻退閃, 弱生强, 接短拳
之至善. 

拗單鞭 黃花緊進, 披挑腿左右難防, 步上拳連劈揭, 沈香
勢推倒太山.

100) 송 태조 조광윤을 말한다.(927-
976) 하북탁주인(河北 州人)
으로 북송(北宋)을 건립(建立)
하여 960-976년까지 재위(在位)
함.[태조장권(太祖長拳)32세
(勢)의 창시자] - 인물색인참조

101) 심향(沈香) : 외삼촌 이랑신(二
郞神)과 싸워서 도끼로 화산(華
山)을 내려쳐 쪼개서 어머니인
화산(華山)의 삼성모(三聖母)를
구했다는 전설상의 인물 : 경극
(京劇) ‘보연등(寶蓮燈)’등에
나온다.

※ 역자주(譯者註) : 원래 무학(武
學)에서 구결(口訣)은 해석함에
필연적인 한계가 있으며, 자칫하
면 궁극적 경지를 오도(誤導)하
기 십상이라, 직역(直譯)도 불가
(不可)한 것이 관례(貫例)인 만
큼, 여기서는 순수 직역(直譯)에
그친다. 권세명(拳勢名)도 인명
(人名)처럼 고유명사(固有名詞)
로 여겨, 그대로 실었다.

※ 역자주 : 요단편은 연달아 팔, 다리
를 교차시키는 보법으로 급속히 전
진하며, 밑으로 눌러 차내리거나
위로 차기도 하여, 상하좌우 어느
곳이든지 적이 막기 어렵다. 양손
이 일제히 도달하는데, 왼손은 내
려치고 오른손은 치켜올린다. 그것
은 심향의 내려누름에다 호랑이가
산을 치는 기세도 겸했구나z황
화(黃花) : 국화(菊花)→여기서는
채화(菜花)~‘꽃을땀’의의미{



칠성권(七星拳)은 수족이 서로

돌보나니, 보(步)로 접근하며 핍박

하고 상하(上下)로 새장에 가두어

버리도다. 그대의 손이 쾌속하고 다

리가 바람 같음은 양보하겠으나, 나

에게는 스스로 교(攪), 충(衝), 벽

(劈), 중(重)104)[과 같은 변화 수법의

결(訣)들]이 있노라.

도기룡(到騎龍)은 패배하여 도망

가는 척 속여, 쫓아 들어오게 하다

가, 마침내 내가 돌아서며 치는 것

이니라. 그대가 용맹하고 강한 힘으

로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나의 연주

포(連珠砲)가 동(動)하니 어찌 당해

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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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星拳 手足相顧, 步逼上下 102)籠, 饒君手快脚如風, 我
自有攪衝劈重.

到103)騎龍 詐輸佯走, 誘追入遂我回衝. 恁伊力猛硬來攻, 
當我連珠砲動?

102) 제(堤)와 같다.
103) 도(到) : 도(倒)와 통함.
104) 상대의 공격을 흔들어 감아 무

산시키며 치고, 무겁게 쪼개 내
려치는 기법.



현각허이(懸脚虛餌)는 상대가 경

솔히 전진해 올 때, 두 번 바꾸어 차

는 것이니, 결코 가볍지 않도다. 위

로 쫓아 일장(一掌)을 가하니 하늘

에 별이 가득하도다. 누가 감히 다

시 와서 겨루겠는가.

구107)유세(邱劉勢)는 좌(左)로는

(막아) 옮기고 우장(右掌)으로는 오

는 다리를 벽(劈)하고, 보(步)로 들

어가 심장부위에 잇닿도다(공격하

도다). 권법(拳法)의 탐마세(探馬勢)

와 교대로 조화롭게 사용하는데, 한

번의 초식으로 사람을 치면(한 번

쳐서 사람에 적중하면) 명(命)이 다

하도다.

0401기효신서

懸脚虛餌 彼輕進, 二換腿105), 快不饒輕, 上一掌滿天星, 誰
敢再來比 . 

邱劉勢 左搬右掌, 劈來脚入步連心106), 更拳法探馬均, 打
人一着命盡.

105) 이환퇴(二換腿) = 이기각(二起
脚), 2단 앞차기.

106) 연심(連心) : 심장부위를 가격
한다는 의미.

107) 구(邱) : 땅 이름[구], 청대(淸
代)부터‘구(丘)’자가‘공자(孔
子)’님의 이름자라 하여‘[구
(丘-언덕)]’자 대신‘구(丘)’가
혼용된다. *원래 이름은‘구류
세(丘劉勢)’이다.



하삽세(下揷勢)는 오로지 빠른 발

차기를 굴복시키는 것이니라. 앞으로

나가며 교(攪)와 고( )를 가리지 않

고, 갈고리 같은 다리와 자물쇠 같은

팔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위로 놀라

게 하여 아래로 넘어뜨리도다.

매복세(埋伏勢)는 와궁(窩弓)109)을

들고 호랑이가 권투(圈套)110)에 들어

오기를 기다리니 촌보(寸步)도 옮기

기 어렵도다. 기회가 오면 여러 번 발

차기를 연발(連發)하나니, 맞은 상대

는 반드시 혼미하고 위태롭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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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揷勢 專降快腿, 得進步攪 無別, 鉤脚鎖臂108)不容離, 上
驚下取一跌.

埋伏勢 窩弓大虎, 犯圈套寸步難移. 就機連發幾腿, 他受打
必定昏危.

108) 구각쇄비(鉤脚鎖臂) : 금나법
(擒拿法 - 적을 잡아 꼼짝못하
게 하는 법)의 하나로 초식명은

‘금사전완(金絲纏腕)’이다.
109) 와궁(窩弓) : 고대(古代) 사냥

도구의 하나로, 숲속에 은 히
위장하여 설치해서, 짐승이 어
떤 장치를 건드리면 자동 발사
되는 활과 화살. ※무예가가 이
것을 본 따서 상대방을 올가미
나 함정에 빠뜨리는 초식을 와
궁(窩弓)이라 함. 와궁은 노(弩)
의 한 종류이다.

110) 권투(圈套) : 새를 잡는 울가미
나 와궁(窩弓)을 쓰기 위해 설
치한 기관과 함정.



포가자(抛架子)는 보(步)로 부딪

쳐 전진하며 피(披)하고 괘(掛)하며,

상퇴(上腿)를 돕는데, 상대가 안다

고 어찌 두려워 하는가? 우(右)로 가

로지르고 좌(左)로 잡아채는 것이

나는 듯이 빠른데, 일장(一掌)을 건

너지르니 천지(天地)를 분간치 못

하도다.

염주세(拈 勢)는 상대가 다리를

놀리는 것을 막는 것이니라. 나는 모

름지기 높고 낮음을 알아서 짧게 끊

어내는 것으로, 벽(劈), 타(打)하고

고[推] 누르는 것[壓]이 모두 (이에)

의지해야 하는데, 절대로 손발을 망

령되이 조급하게 하지 말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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抛架子 步披掛, 補上腿那 他識? 右橫左快如飛, 架一掌
不知天地.

拈 勢 防他弄腿, 我截短須認高低, 劈打推壓要皆依, 切勿
手脚忙急.



일삽보(一 步)는 기회를 따라 응

변하니, 좌우(左右)다리로 연달아 적

을 차도다. 그대의 세(勢)가 굳고 수

법이 풍뢰(風雷)와 같더라도 내가 재

빨리 피하고 놀라게 하여 교묘함을

취하니 어찌 당하겠는가.

금나세(擒拿勢)는 다리를 봉(封)

하는 방법으로 좌우(左右)로 누르니

라. 사평세(四平勢)와 매 한가지여

서, 똑바로 들어오는 주먹을 맞이해

서 내가 꼼짝 못하게 하니 그대의 다

리가 빠르더라도 통융(通融)111)되지

못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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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步 隨機應變, 左右腿衝敵連珠, 恁伊勢固手風雷, 當
我閃驚巧取. 

擒拿勢 封脚套子, 左右壓. 一如四平, 直來拳逢我投活, 恁快
腿不得通融.

111) 통융(通融) : 융통(融通)되는
것 ~ 막히지 않고 쓰여짐.



중사평(中四平)은 세(勢)가 실(實)

해서 미는 것이 안정되어 강하게 공

격해 나아가니, 빠른 다리로도 들어

오기 어렵도다. 양손으로 상대의 한

손을 핍박하나니, 단타(短打)로(를

사용해서)(상대방의) 익숙함(숙련된

기법)을 어긋나게(발휘하지 못하도

록) 하는 것이니라.

복호세(伏虎勢)는 몸을 옆으로 하

고 다리로 희롱하는 것이니라. 단지

내게 달려 들어와 앞에 버티고 서는

데, 상대가 서있는 모습이 평온하지

않은 것을 보면, 후소퇴(後掃腿)를

하나니, 넘어짐이 분명(分明)하도다.

0405기효신서

中四平 勢實推固112), 硬攻進快腿難來. 雙手逼他單手, 短打
以熟爲乖.

伏虎勢 側身弄腿. 但來湊我前撑, 着他立站不穩,  後掃一跌
分明.

112) 고(固) : 여기서는 중심(中心)
이 밑으로 가라앉아 안정된 지
세를 가리킨다.



고사평(高四平)의 신법(身法)을

활발하게 변화하며 좌우(左右)로 짧

게 치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나는

듯 하도다. 적(敵)을 핍박하여 손발

둘 곳이 없게 하나니, 나는 그대를 편

히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도다.

도삽세(倒揷勢)는 초가(招架) 같

지는 않으나, 다리로 고( )하며 빠

르게 상대의 승리를 빼앗는 도다. 등

을 활모양으로 하여 전진하는 보(步)

는 느리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니, 곡

성(谷聲)114)이 상응(相應)하듯이 쳐야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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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四平 身法活變, 左右短出入如飛, 逼敵人手足無措, 恁我
便脚 拳 .

倒揷勢 不與招架, 腿快討他之첸. 背弓113)進步莫遲停, 打
如谷聲相應.

113) 배궁(背弓) : 여기서는 병기사
용법의 배궁세(색인참조)가 아
니고, 등으로 상대에게 부딪혀
가서 [배절고(背折 )], 오른 팔
꿈치로 공격하는 기법을 지칭
한다.

114) 곡성(谷聲) : 산골짜기에 울리
는 메아리 소리.



안시세(잤翅勢)는 몸을 옆으로 하

여 치며 나아가매, 빠른 다리로 달

려가며 머물러 쉬지 않도다. 쫓아가

위를 향해 왕성하게 꿰뚫어 한 번 차

는데 전(剪)과 벽(劈)을 더해야 하고

홍권(紅拳)116)을 어쳐(뻗어쳐)야 하

니라.

과호세(㏃虎勢)는 옮겨 다니며 발

을 내는데, 발이 가는 것을 상대가 알

지 못하게 해야 하니라. 좌우(左右)

발꿈치로 소퇴(掃腿)를 한꺼번에 연

달아 펼치는데 뗀 손(빈손)은 전도

(剪刀)로 나누어 바꿔야 하니라.

0407기효신서

잤翅勢 側身 進, 快脚走不留停. 追上穿庄一腿, 要加剪劈
推紅.

㏃虎勢 那115)移發脚, 要腿去不使他知. 左右 掃一連施, 失
手剪刀分易.

115) 나(那) : 나( )와 동(同)
116) 홍권 : 한번치면(지르면) 상대

의 피(피는 홍색이므로)를 보게
끔 강맹한 주먹질을 지칭한다.
또는 권법투로(拳法套路) 명칭
이기도 하다. 예) 대홍권(大洪
拳), 소홍권(小洪拳)



요란주(拗鸞 )는 앞으로 나아가

며 넘어뜨리고 찍어 눌러 꺾으며, 아

래로 장(掌)을 옮기고 그 심장을 가

려 치도다. 매가 토끼를 잡듯하고, 활

을 세차게 당기듯 하는데, 손과 발은

반드시 상응(相應)해야 하느니라. 

당두포세(當頭砲勢)는 사람을 쳐

서 두렵게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호랑이가 똑바로 양권(兩拳)을 던지

듯이 쭉 펼쳐내니라. 상대가 빠르게

피하며 물러나면 나는 또한 뒤집어

발바닥(발꿈치)으로 차는데, 넘어지

지는 않더라도 상대는 망연(忙然)해

하니라. 

0408 무예문헌자료집성

拗鸞 出步顚 , 搬下掌摘打其心. 拿陰117)捉免118)硬開弓119),
手脚必須相應. 

當頭砲勢衝人 , 進步虎直 120)兩拳. 他退閃 我 又 顚 �, 不
跌倒, 他也忙然.

117) 음(陰) : 조광각본(照曠閣本),
사고전서본(四庫全書本)에

“鷹”(새매 [응])으로 고쳐짐.
118) 나음착토(拿陰捉兎) : 매가 발

톱으로 토끼를 잡듯이 하는 무
술초식.

119) 경개궁(硬開弓) : 힘차게 활을
당기듯 하는 무술초식.

120) 찬( ) : 던질[찬]/신출(伸出)의
뜻.

121) 단(端) : 단각(端脚), 옆차기처
럼 차는 기법인데, 태권도식으
로 족도(足刀)를 쓰지 않고, 발
꿈치 위주의 발바닥 전체를 쓰
는 발차기이다.



순란주(順鸞 )는 몸을 상대방에

부딪쳐 고( )하고 이동시켜서, (팔꿈

치를) 둥 게 굴려서 빠르게 치나니

상대는 막기 어렵도다. 다시 바깥으

로 얽고 떨구며 돌려서 배를 노리는

데, 찌르면 한 번에 넘어지니, 누가

감히 선(先)을 다투겠는가.

기고세(旗鼓勢)는 좌우(左右)로 누

르며 나아가다가, 상대의 손이 가까

이 오면 횡(橫)과 벽(劈)이 같이 써서

얽고 기대어 넘어 뜨리니라. 사람마

다 알아야 하느니, 호포두(虎抱頭)122)

는 피해 나갈 문(門)이 없느니라.

0409기효신서

順鸞 身搬, 打滾快他難遮 . 復外絞刷回 , 搭一跌
誰敢爭前. 

旗鼓勢 左右壓進, 近他手橫劈雙行, 絞 跌. 人人識得, 虎抱
頭要 無門.

122) 호포두(虎抱頭) : 무술 초식의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