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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제국과 화약무기 
 

무카이 마사키（도시샤 대학） 

발표요지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보는 몽골제국의 이미지는 90 년대 이후 크게 변화했다. 특히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씨는 일련의 저서나 언론보도를 통해 몽골제국의 이미지를 쇄신했으며, 그 영향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차원에서의 몽골 침공의 이미지는 그것이 민족의 정체성 강화에 이용된 2 차대전 전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된 것일까. 서양화가인 야다 잇쇼(矢田一嘯,1859－1913）의 파노라마화인 

「몽골습래화」와 최근 일본 만화에서 그려진 묘사를 비교해 보았다. 몽골군을 그리는 그림, 영상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선진적인 화약무기의 묘사이다. 특히 최근의 전문연구에서 그 시대에 존재한 것이 증명되지 않은 종류의 화약무기를 

몽골군이 이미 실용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몽골은 중앙아시아・호라즘 왕국정복 중 바그다드침공의 과정에서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공략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도입하고, 나아가  남중국원정에서는 수군도 창설되었다. 몽골제국은 중국이나 호라즘 

왕조 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각지의 다양한 기술（과 기술집단）을 흡수해 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것은 

군사기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본 발표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점이 많은 몽골제국의 화약무기 사용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문헌이나 고고학 등 다양한 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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