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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淸初 東南沿海 軍事戰略의 推移

― 淸朝의 對鄭氏戰略(1644-1683)을 중심으로 ―

서울大學校 大學院

東洋史學科 蔡暻洙

본고는 청조의 鄭氏戰略을 심으로 명ㆍ청 교체기 동남연해 군사

략의 변화상을 악하고, 이를 통해 청  해양 략의 성격을 살펴본 이

다. 명ㆍ청 교체기 청조의 주 은 내륙세력이었기 때문에 청조의 해상 군

사 략은 軍事史的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淸-鄭 립에 한 연구 

역시 정씨세력의 활동에 편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정 립은 기

본 으로 양자의 상호 계이므로 정씨세력의 활동 못지않게 청조의 입장

과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조의 표  해양 략인 海禁과 遷界의 연구에는 세 가지 문제 이 

있다. 첫째, 두 정책의 군사 략  성격이 간과되고 있다. 둘째, 두 정책이 

시간ㆍ내용 으로 鄭氏戰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 간과되고 있다. 

셋째, 두 정책을 실시하는 청조의 논리에 한 이해가 불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정씨세력에 한 청조의 략을 통시 으로 분석하고, 

그 맥락 속에서 해 과 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군은 신속하게 동남연해지역을 령했으나 곧 鄭成功으로 표되는 

해상세력의 항에 직면했다. 연해지역 일선 지휘 들은 수군을 양성하여 

해상세력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앙 조정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 략을 시도했다. 무 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鄭成功

에게 역이용 당했지만 반청활동의 심인 남명정권을 최우선 으로 제압

해야 하는 앙 조정의 입장에서 이는 大局的 상황을 고려한 합리 인 선

택이었다. 

무 실패 후 청조는 규모 육상군을 투입하여 정씨세력을 도서지역으

로 몰아내고 해 을 통해 물자 공 을 차단하는 고립화 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고립화 략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다. 하나는 청군에게 정씨세

력의 연해 활동을 통제할 물리  능력이 없다는 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해주민과 정씨세력이 이익 구조를 공유하는 경제  유착 계라는 이

었다. 결국 고립화 략은 오히려 정군의 세력을 크게 신장시켰고 이는 

정군의 南京 침공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 ii -

南京 투로 고립화 략의 실패와 새로운 략 모색의 필요성이 분명

해졌지만 수군 양성에 한 앙 조정의 입장은 여 히 소극 이었다. 이

에 수군 없이 해 을 달성할 수 있는 천계가 안으로 제시되었으나 鄭成

功의 臺灣 공략으로 천계의 효과는 반감되었다. 비록 鄭成功의 急死와 네

덜란드의 력을 계기로 청군은 정씨세력을 연해지역에서 축출하는 데 성

공했지만 外海艦隊가 없었기 때문에 鄭經의 臺灣 할거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臺灣으로 물러난 鄭經에 해 청조는 천계를 통해 정치ㆍ경제  압박을 

가하고 무를 통해 항복을 유도하는 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臺灣에서 

독자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시한 鄭經에게 청조의 조치는 

이지도 흥미롭지도 않았기 때문에 청조의 천계- 무 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삼번의 난을 통해 정씨세력이 연해 활동을 재개하자 청조

는 규모 육상군을 투입하여 이들을 도서지역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

만 정군의 연해 침탈은 막지 못하는 과거 고립화 략의 철을 밟았다.

강희 17년(1678) 福建總督이 된 姚啓聖은 강력한 추진력과 뛰어난 자  

동원 능력을 이용하여 정군을 효과 으로 물리쳤고 더 나아가 施琅을 제

독으로 하는 강력한 外海艦隊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姚啓聖과 施琅이 

활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여슈와 강희제라는 두 만주 권력자의 지지가 

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의 비호아래 자신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한 姚啓

聖과 施琅은 강희 22년(1684) 劉國軒의 항을 물리치고 臺灣의 정씨세력

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 다.

정씨세력을 제압하기 해 청조는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 않

은 우여곡 을 겪었다. 주요 반청세력인 李自成, 張獻忠, 南明政權, 三藩 

등을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야 10년 안 이라는 을 감안하면 정

씨세력에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소모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

인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청조의 鄭氏戰略은 5단계로 구분되며 그 

 마지막 단계에서 구 된 外海艦隊 창설을 통한 직  공략만이 소기의 

목 을 달성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략이 1단계부터 4단계에 이르는 

시기에도 일선 지휘 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안되었고 그때마다 앙 조정

에 의해 거부되어 왔다는 이다. 따라서 본고의 근원  질문은 4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앙 조정은 왜 이 략을 지속 으로 거부해 왔는

가 하는 것이다.

표면 으로 이는 개 우선순 와 재정의 문제로 귀착되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청조의 선택에 향을  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永曆政權이 몰락한 후 삼번의 난이 일어날 때까지 10년이 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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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정씨세력은 청조에 항하는 유일한 세력이었으므로 우선순 만

으로 이 시기를 해명하기는 힘들다. , 청조가 동남연해지역 방어 병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 엄청난 비용을 감안하면 수십만 냥에 불과한 함  창

설 비용이 근본 인 원인이라는 해석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여기에 

해 과 천계 등에 의해 발생한 연해 경제의 피해와 세수의 감소까지 고려

한다면 정씨세력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함  창설 비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재정  손실을 래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보완할 세 번째 해답이 한인 군 를 불신하는 만주 엘리트

의 시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삼번의 난 이 까지 만주 엘리트에게 한인 

군 란 완 히 포기할 수도 완 히 신뢰할 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존재

다. 한인 군 에 한 만주 엘리트의 불신은 투력과 충성심 양 측면

을 포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주 엘리트에게 있어 한인으로 구성된 

규모 함 의 구성은 가  피하고 싶은 선택이었고, 이는 동남연해지역

의 략에서 지속 으로 수군 양성이라는 선택지가 배제되는 결과를 래

했다. 그러나 삼번의 난에서 녹 이 활약하여 군사  상이 증가하자 강

희제와 기여슈 등 일부 만주족 권력자는 한인 군 를 극 으로 활용하

는 데 있어 상당히 실용 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결국 姚啓聖과 施琅 

등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게 변화한 시  상황

에 힘입어 外海艦隊 창설과 臺灣 정복이라는 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臺灣 령 후 청조 내부에서는 臺灣의 유지와 포기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연해지역의 안보를 명분으로 삼은 施琅의 주장이 

수용됨으로써 臺灣의 유지가 결정되었다. 臺灣을 유지하기 해서는 상당

한 규모의 수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청조의 臺灣 유지 결정은 福建

水師 유지 결정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즉, 청조의 臺灣 유지는 청조가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일 되게 유지해 왔던 소극  해양 략에서 

어느 정도 탈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결정이었다. 이어지는 천계 해제, 4

개 항구 개방 등의 조치는 청조가 드디어 맹목 인 립 구도에서 벗어나 

해양 세계와 정상 으로 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제어: 鄭成功, 鄭經, 施琅, 姚啓聖, 鄭氏勢力, 福建水師, 海洋政策, 

海禁, 遷界, 東南沿海, 臺灣  

학번: 2006-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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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명ㆍ청 교체기는 단순히 청조에 의한 명조의 교체로만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명조를 무 뜨린 것은 李自成의 농민 반란군이었고, 청이 그 

복수를 명분으로 吳三桂의 력을 얻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입  

후 청조는 군사 으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지만 곧바로 명조를 체하는 

차기 왕조의 지 를 리지 못했다. 명분상 명조를 계승했던 것은 여러 

남명정권이었다. 이들은 각자 독립  지 를 린 채 서로 느슨한 연 를 

유지하는 한편 독자 으로 明軍, 李自成ㆍ張獻忠의 잔당, 각지의 結寨自

保 세력, 해상세력을 포섭하는 등 종횡으로 결합하여 청군에 항했다. 그

러나 남명정권에 포섭된 세력들도 각자의 입장이 있었다. 그  상당수에

게 “復明”이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치  구호에 지나지 않았으며, 

명조에 한 충성은 각자의 이해 계에 따라 朝變夕改할 수 있었다. 이처

럼 명ㆍ청 교체기는 명조 붕괴 이후 다양한 세력이 난립한 시기 다. 물

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청조, 남명정권, 농민 반란군, 해상세력 등은 

국 체 혹은 각 지역의 패권을 다투는 존재로 등하게 활동했고, 그 

요도는 시ㆍ공간  맥락에 따라 변화했다.

동남연해지역을 무 로 활동한 정씨세력은 復明을 구호로 청조에 항

하는 반청세력으로서의 성격과, 동아시아 해양 세계에서 네덜란드 등 유

럽세력과 병렬되는 주요 해상세력으로서의 성격이 공존하는 존재 다. 반

청세력으로서 그들은 청의 입  기부터 경제 추인 江南을 했고, 

남명 패망 후에도 20년 동안 청조에 항했다. 다시 말해, 입  후 청조는 

경제 심지를 하는 을 가장 오랫동안 제압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

편 해상세력으로서 정씨세력은 륙 세계와 해양 세계의 에 있었다. 

정씨세력은 청이 입  후 처음으로 조우한 해상세력으로, 그들의 극  

반청활동은 청조에게 신속한 해상 군사 략의 수립을 강요했다. 청조에게 

해양 세계는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인 곳이었고, 이는 만주 엘리트

가 해양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요

컨 , 청조의 鄭氏戰略은 청조 해양 정책의 출발 이었다. 

명ㆍ청 교체기 청조는 永曆政權과 吳三桂 등 서남 내륙세력을 주 으로 

삼았기 때문에 동남 해상세력에 한 청조의 략은 軍事史的으로 큰 주

목을 받지 못했다. 淸-鄭 립에 한 연구도 청조의 입장이나 정책보다

는 정씨세력, 그 에서도 특히 鄭成功의 활동을 심으로 상황을 이해하

는 경향이 있다.1) , 해상무역,2) 南京 공략으로 표되는 반청 군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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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3) 臺灣 공략과 개발4) 등 특정 시기 정씨세력의 활동에 연구 역량이 편

 1) 方友義가 主編한 �鄭成功硏究�의 부록에는 1994년 이  中ㆍ日의 鄭成功 연구

가 ①總論 ②抗淸 ③復臺 ④開發臺灣 ⑤文物, 史蹟, 文獻, 史實 ⑥有關歷史人物 

⑦故事, 傳說, 詩文, 戱劇 ⑧信息, 動態 ⑨單行本 등으로 분류되어 총망라되어 

있다. 여기서 청조 정책은 분류에 들어가지 못함은 물론 ②抗淸-1.抗淸評價의 

부록으로 들어가 있어 정식 편목으로 취 조차 되지 않고 있다(方友義 主編, �

鄭成功硏究�, 厦門大學出版社, 1994, pp.723-868). , 福建을 심으로 한 국의 

연구논문집의 명칭에서도 연구의 이 鄭成功 개인의 활동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厦門大學歷史系 編, �鄭成功硏究論文集�, 厦門大學出版社, 1965; 厦

門大學歷史系 編, �鄭成功硏究論文選�, 福建人民出版社, 1982; 鄭成功硏究室學術

討論 學術組 編, �鄭成功硏究論文選� 續集, 福建人民出版社, 1984; 厦門大學臺

灣硏究所歷史硏究室 編, �鄭成功硏究國際學術 議論文集�, 江西人民出版社, 

1989; 方友義 主編, �鄭成功硏究�, 厦門大學出版社, 1994; 泉州 鄭成功學術硏究

 編, �鄭成功硏究�, 中國社 科學出版社, 1999; 陳碧笙, �鄭成功歷史硏究�, 九

洲出版社, 2000). 이하 상기 논문집의 편자명, 출 사는 생략하고, 재차 인용하

는 이차자료에 해서는 편ㆍ 자명과 출 연도만 표기하도록 하겠다.

 2) 郭沫若, ｢由鄭成功銀幣的發現說到鄭氏經濟政策的轉變｣; 韓振華, ｢1650-1662年鄭

成功時代的海外貿易和海外貿易商的性質｣; 李瑞良, ｢鄭成功和海外貿易｣(이상 3편

은 �鄭成功硏究論文選�, 1982에 수록); 林其泉ㆍ鄭以靈, ｢鄭成功經濟思想試探｣; 

黃志中, ｢試論鄭成功的經濟思想及其實踐｣; 林仁川, ｢試論著名海商鄭氏的 衰｣; 

韓振華, ｢再論鄭成功 海外貿易的關係｣; 楊彦傑, ｢1650-1662年鄭成功海外貿易的

貿易額和利潤額估算｣(이상 5편은 �鄭成功硏究論文選� 續集, 1984에 수록); 林仁

川, ｢試論鄭氏政權 海商的徵稅制度｣, �鄭成功硏究國際學術 議論文集�, 江西人

民出版社, 1989; 聶德寧ㆍ柯兆利, ｢鄭成功 鄭氏集團的海外貿易｣; 聶德寧, ｢明淸

之際鄭氏集團海上貿易的組織 管理｣; 洪卜仁, ｢試論鄭成功的海上 外貿易｣; 陳

自强, ｢鄭氏長崎存銀訴訟案｣(이상 4편은 �鄭成功硏究�, 1994에 수록); 鄭廣南, ｢

福建における鄭成功及び鄭氏の貿易に關する硏究の現狀｣, �中國硏究月報� 47-6, 

1993. 해외 무역에서는 정씨세력의 기 를 닦은 鄭芝龍의 활동에 해서도 주목

하고 있다(한지선, ｢明末 鄭芝龍의 海上制覇 過程｣, �明淸史硏究� 34, 2010; 최

낙민, ｢明의 海禁政策과 泉州人의 해상활동: 嘉靖年間以後 海寇活動을 심으로

｣, �역사와 경계� 78, 2011; 陳東有, ｢鄭氏集團在中國海洋社 經濟發展史上的地

位｣; 連心豪, ｢鄭氏海上商業活動的幾個問題｣(이상 2편은 �鄭成功硏究�, 1999에 

수록); 陳碧笙, ｢明代末期海上商業資本 鄭芝龍｣, �鄭成功歷史硏究�, 2000). 

 3) 鄭成功의 반청활동에 한 연구에서는 鄭成功 개인의 성향이나 군사  역량에 

한 심이 두드러지며, 특히 국학계는 그를 웅화하려는 경향마  보인다

(郭影秋, ｢談鄭成功和李定國的關係｣; 錢海岳, ｢鄭成功在軍事上的貢獻｣(이상 2편

은 �鄭成功硏究論文選�, 1982에 수록); 施韋靑, ｢有關鄭成功抗淸的幾個問題｣; 呂

榮芳ㆍ葉文程, ｢鄭成功在厦門的軍政建設｣(이상 2편은 �鄭成功硏究論文選� 續集, 

1984에 수록) 薛瑞 , ｢鄭成功北伐戰略新探｣; 李洪彬, ｢鄭成功 南京之役｣; 安雙

成, ｢淸鄭南京戰役的若干問題｣; 馬 , ｢鄭成功應李定國勤王 期試探｣(이상 4편은 

�鄭成功硏究國際學術 議論文集�, 1989에 수록); 楊友庭, ｢論鄭成功的軍事思想｣; 

劉靑泉, ｢論鄭成功之“演武精神”｣; 施天平, ｢從兵種看鄭成功的戰略戰術｣; 陳洋, ｢

鄭成功任 用人得失談｣; 林其泉, ｢淸政府統一中國 鄭成功抗淸鬪爭｣; 肖忠生, ｢

鄭軍在福州地區的抗淸鬪爭｣; 連心豪ㆍ田 晶, ｢略論鄭成功北征南京戰役的決策問

題｣; 徐國祥, ｢鄭成功軍糧問題的探索｣(이상 8편은 �鄭成功硏究�, 1994에 수록); 

陳梧桐, ｢論鄭成功抗淸的英雄業績｣; 倪樂雄, ｢從海權和社 轉型看鄭氏水師｣; 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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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러나 청-정 립은 양자의 상호 계이므로 정씨세력의 활

동 못지않게 청조의 입장과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조의 략  가장 주목받는 것은 海禁과 遷界이다. 그러나 이를 다

滿 , ｢簡論鄭成功的情報工作特色｣; 傅算寶ㆍ廖淵泉, ｢鄭成功以法治軍反腐懲貪｣

(이상 4편은 �鄭成功硏究�, 1999에 수록); 陳碧笙, ｢1657年-1659年鄭成功三次北

上江南戰役｣; ｢ 于鄭成功抗淸的分析和評價｣; ｢鄭成功的三次戰略大轉移｣; ｢論鄭

成功“ 君”而不“忠君”｣; ｢鄭成功抗淸的發展過程及其動搖妥協傾向｣; ｢鄭成功 淸

和議問題及其 明室的關係｣; ｢鄭成功 抗淸友軍和沿海人民群衆的關係｣; ｢淸鄭之

間的和談｣(이상 8편은 �鄭成功歷史硏究�, 2000에 수록); 松浦章, ｢鄭成功-淸朝と

オランダに抵抗した“國姓爺”｣(Sinica 11-10, 2000; Cheng, K'o-ch'eng, “Cheng 

Ch'eng-kung's Maritime Expansion and Early Ch'ing Coastal Prohibition”, Vermeer, 

Eduard B. ed., Development and Decline of Fukien Province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E. J. Brill, 1990).

 4) 臺灣 문제는 鄭成功 연구의 최  화두로 국 측 연구의 심은 여기에 있다고 

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련한 연구는 상당히 많지만 그 논리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크게 臺灣 문제와 민족주의 문제로 나뉘어 국의 민족 웅 鄭成功

이 네덜란드 제국주의 세력을 격 하고 국의 토인 臺灣을 탈환한 후 청조

가 臺灣을 도에 넣음으로써 이 구도가 고착되었다는 기본 인 서사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 한 鄭成功에 한 

웅화 경향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朱傑勤, ｢十七世紀中國人民反抗荷蘭侵

略的鬪爭｣; 丁名楠, ｢鄭成功收復臺灣, 驅逐荷蘭植民 的勝利鬪爭｣; 陳國强, ｢鄭成

功驅逐荷蘭侵略 收復臺灣的偉大鬪爭｣; 陳國强, ｢鄭成功收復臺灣的時間問題｣; 

黃盛璋, ｢有關鄭成功收復臺灣的幾個問題新證｣; 陳詩啓, ｢鄭成功驅逐荷蘭植民 前

後臺灣的社 經濟｣; 胡允恭, ｢鄭成功抗淸驅荷的英雄業績｣; 陳孔立, ｢鄭成功收復

臺灣戰爭的分析｣ (이상 8편은 �鄭成功硏究論文選�, 1982에 수록); 許大齡, ｢民族

英雄鄭成功爲捍衛祖國領土完整而鬪爭｣; 陳國强, ｢民族英雄鄭成功收復臺灣的偉大

貢獻｣; 張宗洽ㆍ潘文貴, ｢論鄭成功的抗淸及其 復臺的關係｣(이상 3편은 �鄭成功

硏究論文選� 續集, 1984에 수록); 李治亭, ｢論淸的統一 鄭成功收復臺灣｣; 陳國

强, ｢論鄭成功收復臺灣｣; 松田吉郞, ｢鄭氏時代臺灣的開發｣(이상 3편은 �鄭成功硏

究國際學術 議論文集�, 1989에 수록); 沈玉水, ｢驅荷衛國 建功立業｣; 許文辛, ｢

鄭成功從金門誓師東征｣; 林文漲ㆍ林三和, ｢鄭成功登陸臺灣 鹿耳門｣; 何丙仲, ｢

鄭成功强渡鹿耳門登陸臺灣的日期新 ｣; 南木, ｢關于鄭成功 荷蘭的締約換文｣; 

黃福才, ｢鄭氏時期臺灣商業的發展及其估計｣(이상 6편은 �鄭成功硏究�, 1994에 

수록); 陳元煦, ｢鄭氏開發臺灣貢獻述略｣; 鄧孔昭, ｢鄭成功在收復臺灣鬪爭中所採

取的幾 戰略措施｣; 張連, ｢重祭開臺聖王鄭成功｣; 吳幼雄, ｢鄭成功收復臺灣是世

界早期反植民主義鬪爭的勝利｣; 郭志超, ｢風潮 荷ㆍ鄭和淸ㆍ鄭戰爭影響例析｣; 

孫英龍, ｢臺灣地名 鄭成功開發臺灣｣; 李國宏, ｢閩臺人民在鄭成功收復臺灣中的貢

獻｣(이상 7편은 �鄭成功硏究�, 1999에 수록); 陳碧笙, ｢鄭成功收復臺灣戰史硏究｣; 

｢十七世紀上半期荷蘭植民 我國臺灣和東南沿海的侵略及其失敗｣; ｢鄭成功在收

復ㆍ開發臺灣科程中所面臨的反 和鬪爭｣; ｢關于鄭成功收復臺灣的幾個問題｣; ｢鄭

成功抗淸硏究: 兼論 收復臺灣的關係｣(이상 5편은 �鄭成功歷史硏究�, 2000에 수

록); Andrade, Tonio, “The Company's Chinese Pirates: How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Tried to Lead a Coalition of Pirates to War against China, 1621-1662”, 

Journal of World History 15-4, 2004; Andrade, Tonio, “Koxinga’s Conquest of 

Taiwan in Global History: Reflections on the Occasion of the 350th Anniversary”, 

Late Imperial China 3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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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연구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해 과 천계를 청조의 군사

략이 아닌 단순한 명조 해 의 계승으로 보거나,5) 연해 무역 혹은 지역 

사회에 끼친 향 등 사회경제  성격에만 집 하는 경향이 있다.6) 물론 

청조 해 의 제도  기원은 명조의 해 이지만 명과 청이라는 상이한 주

체가 왜구와 정씨세력이라는 상이한 객체에게 유사한 략을 취한 것을 

답습으로 야 할지 의문이다.  해 ㆍ천계의 사회ㆍ경제 인 피해는 

이미 정된 것으로 건은 오히려 소기의 정치ㆍ군사  목표 달성 여부

다. 두 번째, 해 (1655-1662)과 천계(1662-1683)가 시간 으로 정씨세력

의 활동시기 체를 포 하고 있지 않으며 내용 으로도 鄭氏戰略의 일

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7) 기존 논의는 해 ㆍ천계와 

그 前後 시기 혹은 동시기 다른 정책과의 계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5) 萬明, �中國融入世界的步履: 明 淸前期海外政策比 硏究�, 社 科學文獻出版社, 

2000, pp.347-382; 王宏斌, �淸代前期海防: 思想 制度�, 社 科學文獻出版社, 

2002, pp.58-59. 이러한 인식에 해서는 이미 홍성구가 지 한 바 있다(홍성구, 

｢청조 해 정책의 성격｣, �한ㆍ ㆍ일의 해양인식과 해 �, 2007, pp.160-161). 

 6) 원정식, ｢淸初 福建社 와 遷界令 實施｣, �東洋史學硏究� 81, 2001; 陳柯雲, ｢論淸

初的“海禁”｣, �首都師範大學學報�, 1980-1; 潘君祥, ｢論淸初的“海禁” 資本主義萌

芽: 陳柯雲同志商榷｣, �首都師範大學學報�, 1981-4; 汪敬虞, ｢論淸代前期的禁海

閉關｣, �中國社 經濟史硏究�, 1983-2; 陳柯雲, ｢論淸初的“海禁” 資本主義萌芽｣, �

首都師範大學學報�, 1983-2; 朱德蘭, ｢淸開海令後的中日長崎貿易商 國內沿海貿易

｣, �中國海洋發展史論文集� 3, 中央硏究院三民主義硏究所, 1988; 韋慶遠, ｢論康熙

時期從禁海到開海的政策演變｣, �中國人民大學學報�, 1989-3; 駐閩海軍軍事編纂室, 

�福建海防史�, 厦門大學出版社, 1990, pp.158-165; 張憲文, ｢略論淸初浙江沿海的遷

界｣, 浙江學刊, 1992-1; 李金明, ｢淸康熙時期開海 禁海的目的初探｣, 南洋問題硏究, 

1992-2; 許毅, ｢試論淸代前期 外貿易政策 海禁的性質｣, �財政硏究�, 1992-7; 冷

東, ｢明淸海禁政策 閩廣地區的影響｣, �人文雜志�, 1999-3; 陳春聲, ｢終“倭亂”到“遷

海”: 明末淸初潮州地方動亂 鄕村社 變遷｣, �明淸論叢�2, 2001; 連心豪, ｢再論施

琅 淸初開放海禁｣, �謝廣生中國社 經濟史硏究�, 2002; ; 韋慶遠, ｢有關淸初禁海

和遷界的若幹問題｣, �明淸論叢�3, 2002; 連心豪, �中國海關 外貿易�, 岳麓書社, 

2004, pp.36-64; 顧盼, ｢淸初海禁政策 平南王財政基礎之關係｣, �淸史論集(下)�(陳

捷先 主編), 人民出版社, 2006; 盧建一, �明淸海疆政策 東南海島硏究�, 福建人民

出版社, 2011, pp.38-49; 松浦章, ｢淸代における沿海貿易について: 船と商品流通

｣, 野和子 編, �明淸時代の政治と社 �, 1983; 劉序楓, ｢十七ㆍ八世紀の中國と東

アシア: 淸朝の海外貿易政策を中心に｣, 溝口雄三 等 編, �(アシアから える[2])地

域システム�, 1993; 松浦章, �淸代海外貿易史の硏究�, 朋友書店, 2002, ; 上田信, �

海と帝國: 明淸時代�, 講談社, 2005; Ku Pan, ｢淸初における廣東・福建の海禁政策

｣, 歷史人類學  編, �史境� 53, 歷史人類學 , 2006; 荒野泰典, ｢近世中期におけ

る長崎貿易體制と拔荷(密貿易): 海禁論の一例證として｣, �史苑� 70-1, 2009.

 7) 후술하듯이 청조는 정씨세력에 해 여러 정책을 조합하여 구사했다. 를 들어, 

해 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두[濟度]를 총사령 으로 하는 육상 병력을 보내 정씨

세력을 고립시키려고 했고, 천계를 실시하는 동시에 네덜란드와 연합하여 厦門 

등지를 공략하거나 무 략을 구사하는 등 복합 인 략을 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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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 번째, 해 과 천계 략을 시행하는 청조의 논리에 한 이해가 

불분명하다. 해 이 성공했다면 왜 천계로 수 를 높여야 했으며, 실패했

다면 왜 동일한 정책의 강화 인 천계를 실시해야 했는가? 유사한 의문을 

천계에도 제기할 수 있다. 천계가 성공했다면 왜 청조는 결국 臺灣 원정

을 감행해야 했으며,8) 실패했다면 왜 이를 20년 넘게 지속해야 했는가? 

왜 처음부터 원정을 시도하지 않았는가? 해 과 천계는 臺灣 원정을 해 

필수불가결한 사 조치 는가? 이 의문들을 해결하려면 정씨세력에 한 

청조의 략을 통시 으로 분석하고,9) 그 맥락 속에서 해 과 천계를 이

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본고는 청조의 鄭氏戰略을 5개 단계로 구분하여 본문의 각 장을 청조 

략의 각 단계에 응시켜 구성하고자 한다. Ⅰ장에서는 청조의 최  

략인 鄭成功 무의 실패와 이에 한 당시 청조의 입장을 서술하겠다. 

Ⅱ장에서는 무 실패 후, 청조가 시도한 정씨세력의 도서지역 고립화 

략의 실패와 이를 통해 세력을 키운 정군이 南京을 공략하게 된 과정을 

다루겠다. Ⅲ장에서는 南京 투 이후 천계 략이 시행된 과정과 이것이 

연해 축출 략으로 발 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1차 臺灣 원정이 가지

는 의의와 한계를 논하겠다. Ⅳ장에서는 청조가 臺灣에 할거한 鄭經에 

해 실시한 장기  천계와 鄭經 무 략의 비실효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 

鄭經이 삼번의 난에 가담하여 연해 활동을 재개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겠

다. Ⅴ장에서는 2차 臺灣 원정의 주역인 福建總督 姚啓聖의 활약과 이를 

가능  한 토 로서 강희제와 기여슈[傑書]로 변되는 만주 엘리트의 한

인 군 에 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8) 청조의 臺灣 원정에 해서는 정씨 측 인 施琅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경향

이 있어 일부 학자들은 그를 鄭成功의 뒤를 잇는 민족 웅으로 추숭하기도 한

다. 이는 그가 鄭成功에 이어 臺灣을 국의 도에 넣었을 뿐 아니라 이후 存

留와 抛棄 논쟁에서 存留의 입장을 철한 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구 경향은 施衛靑 主編, �施琅 臺灣�, 社 科學出版社, 2004에서 잘 드러난

다. 그러나 웅화를 배제하고 평가하면 청조의 臺灣 원정에서 施琅의 역할은 

수군의 술  운용에 국한되어 있어 그를 臺灣 원정 실시와 성공의 근본  원

동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9) 물론 정씨 3 (혹은 4 )를 통시 으로 다룬 연구는 있지만 청조의 정책을 통시

으로 다룬 연구는 여 히 부족하다(王鍾翰, ｢淸政府 臺灣鄭氏關係之始末｣, 

鄭成功硏究室學術討論 學術組 編, �鄭成功硏究論文選� 續集, 福建人民出版社, 

1984; Wills, John. E. Jr., “Maritime China from Wang Chih to Shih Lang: Themes 

in Peripheral History”, Jonathan D. Spence und John E. Wills Jr. ed., From Ming 

to Ch´ing: Conquest, Region, and Continuity in the Seventeenth-Century China, Yale 

University Press, 1979; 楊友庭, �明鄭四世 衰史�, 江西人民出版社, 1991; �林田

芳雄, �鄭氏臺灣史: 鄭成功三代の 亡實紀�, 汲古選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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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선 鄭成功에 편 된 기존 연구에 상 역인 청조의 입장과 정

책을 가미하고, 각 단계 청조 략의 상 계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폭

을 넓히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 주로 사회ㆍ경제 인 측면에

서 주목을 받았던 해 과 천계의 정치ㆍ군사  성격에 한 주의를 환기

시키고자 한다. 끝으로, 륙세력인 청조가 해상세력인 정씨와 조우ㆍ 응

하는 과정에서 청조의 지배층인 만주 엘리트가 취한 입장을 살피고 이것

이 청조의 해양정책과 만 정복에 어떤 향을 끼쳤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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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東南戰線 安定化 戰略과 鄭成功 招撫策

北京을 령한 후 청군은 군세를 둘로 나 었다. 순치 원년(1644) 10월 

아지거[阿濟格]를 靖遠大 軍으로 삼아 李自成 잔당을 추격하는 한편, 도

도[多鐸]를 定國大 軍으로 삼아 국 경제의 심장부 江南을 공략했다.10) 

명의 황족과 유신들은 동남연해11) 각지에 남명정권을 세웠다. 南京의 弘

光政權, 杭州의 魯王政權, 福建의 隆武政權 등은 각 지역에서 향력을 행

사하며 청군에 맞섰지만,12) 력이 우세한 청군은 이들을 손쉽게 제압하

고 동남연해를 도에 넣었다.13) 

동남연해를 평정한 청군은 신속하게 내륙으로 진출했다.14) 순치 5년

(1648) 江西提督 金聲桓이 江西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廣東提督 李成棟이 

이에 가담하면서 내륙지역의 군사  요성은 더욱 높아졌다.15) 이듬해 

金聲桓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張獻忠의 잔당과 永曆政權이 결합하면서 

서남내륙지역에 한 청조의 심은  높아졌다.

그러나 동남연해지역은 청의 도에 완 하게 편입되지 않았다. 杭州에

서 려난 魯王은 근거지를 舟山으로 옮겨 반청활동을 이어갔고, 鄭芝龍

을 제외한 福建 해상세력은 독자노선을 걸었다.16) 동남연해의 반청세력들

10) 입   청군의 최우선 목표는 西賊(이자성 잔당)을 토벌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

으로 요한 것은 동남지역의 공략이었다(�世祖實 � 권5, 治元年 五月 甲戌

條, “今日事勢, 莫急於西賊. (中略) 次第定東南之局.”).
11) 일반 으로 양자강 하류는 ‘동남지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淸-鄭의 립은 江南

에서 廣東에 이르는 연해지역 체를 배경으로 하므로 본고는 이 지역을 ‘동남

연해(지역)’으로 통칭하겠다. , 연해지역 에서 厦門, 金門 등 도서를 지칭할 

때는 ‘도서지역’, 그 밖의 지역을 지칭할 때는 ‘해안지역’이라는 표 을 사용하

여 개념의 혼란을 피하도록 하겠다. 
12) 南炳文, �南明史�, 南開大學出版社, 1992, pp.1-3, 125-129, 140-141.
13) 실제 순치 2년(1645) 4월 5일 河南에서 출발한 도도가 南京을 령한 것은 5월 

15일로, 南京 원정은 행군을 포함해서 불과 4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 순치 3

년 2월에 출발한 볼로[博落]의 원정 는 9개월 만에 汀洲에서 唐王을 붙잡아 참

수하 다. 이처럼 청군은 동남연해의 남명정권을 신속하게 제압했다(�世祖實 � 

권16, 治二年 五月 己酉條; 권29, 治三年 十一月 癸卯條; Wills, John E. Jr., 

1979, pp.220-221).
14) 四川에는 靖遠大 軍 하오거[豪格]의 원정 , 湖廣-兩廣에는 平南大 軍 孔有德

의 원정 가 견되었다(�世祖實 � 권23, 治三年 正月 己巳條; 권27, 治三年 

八月 戊子條).
15) 오 성, ｢淸朝權力의 地方浸透過程: 明末ㆍ淸初의 江西南部地方을 심으로｣, �

東洋史學硏究� 35 1990, pp.62-72.
16) 鄭芝龍의 세력을 계승한 鄭彩는 厦門과 金門을 근거로 하여 魯王을 지지했고, 

鄭芝龍의 친동생 鄭鴻逵와 친아들 鄭成功 역시 독자 인 반청활동의 길을 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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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상세력으로서 강 을 십분 활용하여 청군의 약 을 공략했다. 그들

은 바다를 통해 방비가 취약한 지역에 상륙했다가, 청의 지원군이 근하

면 철수하여 다른 지역을 노리는 해상 게릴라 술을 펼쳤다.17) 때문에 

동남연해의 청군은 력의 압도  우 에도 불구하고 해상세력에게 술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순치 5-6년(1648-1649)에 이루어진 鄭

成功의 활동 양상은 이를 잘 보여 다.18)

순치 5-6년의 투 과정에서 나타난 청군의 약 은 정군의 강 과 맞물

려 있었다. 청군의 첫 번째 약 은 해상 기동력 부재 다. 병력의 부분

이 육상 부 인 청군은 체 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수군을 보

유한 정군에게 술 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보았다. 우선 청군은 병력 

구성과 투 경험 모두에서 水戰에 부 합했기 때문에 주력과의 을 

피하면서 방어가 취약한 지역을 기습하는 정군의 해상 게릴라 술에 제

로 응할 수 없었다. , 수천 리에 달하는 해안지역 체에 군을 주

둔시킬 수 없었던 청군은 정군이 기습할 때마다 가까운 지역의 주둔군을 

소집하여 응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바다로 기동하는 정군과 육지로 기

동하는 청군의 기동력 차이는 정군에게 해안지역을 공략한 후 청군 주력

과 교 하지 않고 물러날 시간  여유를 주었다. 무엇보다 청군은 도서지

역에 치한 정군의 본거지를 직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군이 상륙

했을 때 반격하는 방식으로만 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약 은 지 주민과 정씨세력의 결탁이었다. 표면 으로 동남

연해지역은 청의 도에 들어갔지만 각지의 재지세력은 청조의 지배를 순

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군은 국 부분 지역에서 省ㆍ府ㆍ州ㆍ縣城 

다(徐曉望, ｢淸軍入閩 鄭芝龍 淸事 ｣, 陳捷先 主編, �淸史論集(上)�, 人民出版

社, 2006, p.65; Wills, John E. Jr., 1979, pp.222-223).
17) 浙閩總督 陳錦은 순치 7년(1650) 정씨세력 뿐만 아니라 舟山의 魯王政權도 동일

한 략을 취하고 있음을 지 한 바 있다(<密陳進剿機宜疏>(S7), �淸奏疏選彙�, 

臺灣銀行經濟硏究室編印, 1968, p.1, “惟有舟山一區, 上聯閩廣, 下接 松, 向爲

賊黃斌卿張名振等盤踞. 嗣後僞魯及一 叛 悉聚於彼, 聲勢愈張. 艨艟蔽海, 聯䑸

分泊, 沿海地方, 不時受其焚劫. (中略) 然此，不但爲海洋之患, 蓋因各 勾聯甚

廣，以擁戴僞魯爲名，故各山負固，無不聽其指頤. 水賊登岸, 則山賊爲其接應. 山

賊爲其被剿，則入海以避兵鋒. 逮兵回，而賊復入山矣.”). 문서의 날짜에서 알 벳

은 연호(S는 治, K는 康熙)를 의미하며, 알 벳 뒤의 숫자는 음력 연ㆍ월ㆍ일

을 나타낸다.
18) <趙國祚爲鄭鴻逵鄭成功等圍攻泉州等地事揭帖>(S5.8.6), �鄭成功檔案資料選集�, 福

建人民出版社, 1985, pp.9-11; <陳錦爲雲宵失守旋經恢復事揭帖>(S7.1), �鄭成功檔

案資料選集�, 福建人民出版社, 1985, p.22. 원활한 서술을 해 이하 �鄭成功檔案

資料選集�은 �鄭成功檔案�으로 약칭, 정씨세력의 군 는 정군(鄭軍)으로 통칭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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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장악했을 뿐 향 의 기층 단 를 장악하지 못했다.19) 지 주민은 

정군의 활동에 매우 요한 존재 다. 그들은 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첩

보원이자,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가능  하는 연락책이었고, 필요한 물자

를 제공하는 보 창이었으며, 청군의 이목을 분산시키는 별동 이면서, 육

상 력이 부족한 정군에게 병력을 제공하는 모병소의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했다. 즉, 정군의 반청활동은 연해주민의 조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선 지휘 들은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 지 

주민이 구심 만 있으면 언제든 정군에 가담할 수 있는 잠재  반청세력

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군의 게릴라 술에 시달리던 동남연해의 지휘 들은 수군을 

양성하여 술  주도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연해주민과 정씨세력의 연

를 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병력과 

자원 모두에서 압도  우 에 있는 청군이 몇몇 도서에 의지하여 활동하

는 정군을 제압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순치 7년(1650) 9월 鄭成功은 鄭彩를 격 하고 厦門을 장악함으로써 福

建 해상세력을 규합했다.21) 명실상부한 동남연해 최  해상세력이 된 鄭

成功은 순치 8년 11월 군세를 집 하여 泉州와 漳州를 공격했다.22) 1-2개 

縣을 공략하는 수 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이번 공격은 규모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군은 여 히 기존의 해상 게릴

라 술을 기반으로 하여 청군을 괴롭혔다. 

11월 21일 鄭成功은 군을 총동원하여 同安 인근에 상륙한 뒤 24일 

盈嶺을 령하여 同安과 泉州의 소통을 단 시켰다. 청군은 이를 탈환하

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23) 이에 청군 지휘 은 삼면에서 병력으로 

19) 청군은 李自成, 張獻忠, 南明政權 등 정면으로 도 했던 거  반청세력을 비교

 쉽게 제압한 것에 반해, 지역의 안정을 해서는 지의 紳士層에게 기득권

을 보장해주고 이들을 羽翼化해야 했다(오 성, ｢ 治親政期의 淸朝權力과 江南

紳士｣, �歷史學報� 122, 1988, pp.67-68).
20) 福建巡撫 張學聖은 福建에서 청군이 철수하면 곧바로 반청세력이 발생하는 원인

으로 ①福建 내지에 산지가 많아 여기에 의지해 반기를 드는 세력이 많은 것 ②

福建 연해지역에 魯王이나 정씨세력이 자주 상륙하는 것 ③福建이 浙江, 廣東 등

지와 해로로 연결된 상황을 지 하 다. 그는 책으로 연해민의 제 엄 과 토

벌을 한 수군 확보를 주장했다(<張學聖題爲恭陳閩省近日情形事本>(S6.6.10), �鄭

成功檔案�, p.18). 
21) � 腆紀年� 第5冊-卷17, pp.801-802.
22) 鄭成功의 泉州와 漳州 침입에 한 아래 문단은 <碩子等等題爲馳報漳浦詔安兩

縣失守事本>(S9), �鄭成功檔案�, pp.35-39의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재구

성한 것이다. 
23) � 腆紀年� 第5冊-卷17, p.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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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여 정군을 포 ㆍ섬멸하고자 했지만 사 에 청군의 움직임을 포착

한 정군은 은 히 해상으로 철수하여 포 망을 무력화시키고 청군이 泉州

에 집결한 것을 역이용하여 남쪽의 漳浦로 공격 방향을 환했다. 12월 

10일 100척 규모로 漳浦 인근에 상륙한 정군은 단 하루 만에 수 만에서 

십여 만에 달하는 군으로 불어났다.24) 과부 인데다 내부 배신자까지 

발생한 漳浦가 순식간에 함락되면서 漳州 각지는 기에 빠졌다. 수 으

로 열세인 漳州의 청군 지휘 은 지원군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정군이 

각지의 結寨自保 세력과 백성들의 지원에 힘입어 신속히 세력을 확 하자 

청군은 “사방이 으로 둘러싸인” 처지가 되었다.25) 

이듬해 정월 11일부터 정군은 공성을 시작했다. 漳州는 8개월 이상 포

되었고, 27만으로 불어난 정군은 漳州 주변에 87개의 견고한 요새를 구

축했다.26) 장기간 포 되어 식량 사정이 악화된 漳州에서는 “人相食”의 

참상이 일어나 인구의 8할이 어들기에 이르 지만 漳州의 청군은 군

이 된 정군에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기 때문에 지원군을 기다리며 농성할 

뿐이었다.27) 순치 9년(1652) 10월 平南 軍 金礪의 군이 漳州의 포 를 

풀었고,28) 이듬해 3월 추가 병력이 도착하여 청군의 력이 우월해졌지만 

공략을 해서 해상의 지원이 필요한 海澄은 끝내 탈환하지 못했다.29)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강ㆍ약 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정군은 해상 기

동력의 우세와 지민의 호응을 바탕으로 황을 주도했다. 泉州의 황

이 악화되자 방어가 취약한 漳州로 공격을 환한 정군은 지 주민의 지

24) 지방 들이 정군의 수를 과장했거나 최  상륙한 함 가 정군의 선발 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각지의 주민이 정군에 호응했고 정군이 漳州의 각

지를 동시에 공략할 정도의 육상 병력을 확보했다는 으로 보건 , 정군이 

지의 호응을 통해 세력을 크게 키운 것은 분명하다. 
25) 순치 9년(1652) 정월 3일 泉州의 지원군이 漳州府城에 도착했지만 세는 호

되지 않았다. 海澄의 軍ㆍ官은 縣城을 스스로 바쳤고 海澄이 함락되자 府城이 

鄭成功의 공격에 노출되었다. 주변의 병력이 이미 모두 漳州에 집결되어 漳州 

후방은 무인지경이었으므로 청군은 반격을 포기하고 漳州 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 했다(<吏部殘題本>(S9), �明淸史料� 己篇-第2本, p.119).
26) 순치 9년(1652) 5월 金衢總兵 馬逢知의 지원군이 도착했지만 그는 鄭成功의 계

략에 빠져서 황만 악화시켰다(� 腆紀年� 第5冊-卷18, pp.848-849). 
27) <爲査報漳州解圍功次事殘件>(S10), �鄭成功檔案�, p.48, “漳城被 賊鄭森圍困已八

月餘矣. 聚集二十七萬之悍賊, 砌築八十七座之木寨, 環樹二層柵木, 外挖兩重溝濠, 

棋 星列, 渾如鐵桶. 我城中人自相食, 百姓十死其八, 兵馬盡皆枵腹, 望救豈但燃

眉.” 그러던  閩浙總督인 陳錦이 漳州를 지원하다가 灌口에서 家丁에 의해 살

해되고 그 목이 鄭成功에게 바쳐지는 충격 인 사건도 발생했다(�世祖實 � 권

66, 治九年 七月 丙子條).
28) <爲査報漳州解圍功次事殘件>(S10), �鄭成功檔案�, p.48.
29) <張學聖爲續發大兵抵閩事揭帖>(S10.3.22), �鄭成功檔案�,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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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빠르게 력을 확 하여 순식간에 엄청난 군이 되었다. 福建의 

청군은 해상 기동력의 우 와 지민의 극  호응을 이용한 정군의 공

격에 제 로 응할 수 없었고, 金礪의 군조차 海澄을 공략하지 못함으

로써 수군이 미약한 청군의 한계를 노출했다. 그러나 8개월 동안 漳州를 

함락시키지 못한 , 金礪의 군이 도착하자 27만에 달하던 군이 순식

간에 와해된  등은 정군 육상 병력이 오합지졸에 불과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양측 모두 승기를 잡지 못했고 황은 지루한 소모 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30) 

청조는 무로 이 상황에 처했다. 순치 9년(1652) 10월 황제는 과거의 

항을 불문에 부치며 鄭成功에게 항복을 권했다.31)  鄭芝龍의 前例를 

우려하는 鄭成功을 배려하여 해상 활동의 자유, 연해지역의 선박 통제권

과 세  징수권 부여 등 상당한 우 를 약속했다. 칙유의 내용만 보면 청

조의 무는 상당히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어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 그

러나 鄭成功이 받은 칙유의 안이 된 상주문을 보면 청조의 鄭成功 무

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32) 

상주자는 애 부터 鄭成功이 투항해도 이후 다시 배반할 가능성이 높다

고 보았다. 그러나 서남 선의 반청활동이 격렬해진 당시 상황에서 鄭成

功을 방치할 경우 서남의 과 연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무하여 

양자의 연계를 차단할 것을 건의했다.  鄭成功이 투항을 거부하여 조정

의 신이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일단 비 리에 일을 진행하다가 

항복 의사가 확실해진 후 정식으로 칙유를 달할 것을 건의했다.33) 즉, 

앙 조정의 鄭成功 무 략은 동남연해의 안보 자체보다는 서남 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략 환경 조성을 더 우선 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鄭成功이 아  무를 거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34) 

鄭芝龍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鄭成功은 청조를 불신했기 때문에 아

무런 안 장치 없이 청조에 투항할 의사가  없었다.35) 이에 鄭成功은 

30) 南炳文, 1992, pp.322-327.
31) �世祖實 � 卷69, 治九年 十月 丁未條.
32) 상주자의 신원은 알 수 없지만 내용상의 일치 정도를 감안하면 鄭成功 무 칙유는 

이 상주문을 토 로 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密奏招撫鄭成功稿>(S9), �鄭成功

檔案�, p.44). 
33) 이러한 결정에는 永曆政權으로 통합된 반청세력의 동향도 향을 미쳤을 것이

다. 鄭成功은 魯王이 의탁해 온 후에도 그를 옹립하지 않고 永曆帝의 신하로 활

동했다. 때문에 청조는 鄭成功을 永曆政權에 종속된 존재로 보고 永曆政權을 제

거하면 鄭成功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단했던 것 같다(� 腆紀年� 第

5冊-卷18, pp.860, 868).
34) 南炳文, 1992, pp.31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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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응하여 내실을 추구하면서도 청조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고,36) 

연해지역에 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鄭成功은 병력을 둘로 나

어 자신이 金礪軍을 福建에 묶어두는 동안 張名振을 북상시켜 장강 연안

을 공략했다.37) 순치 11년(1654) 정월 張名振은 장강 내부로 진입하여 鎭

江 등지를 공략하는 등 동남연해 각지를 침탈했다.38) 

국 정복의 일환으로 동남 선을 바라보는 조정과 달리, 일선 지휘

에게는 빈번하게 연해를 침략하는 정군이 최 의 안이었다.39) 게다가 

상이 진행되면서도 선의 긴장은 어들지 않는 모순 인 상황 때문에 

연해 지휘 들은 한편으로는 앙 조정이 鄭成功에게 약속한 사항을 신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군의 연해 침탈에 응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따라서 일선 지휘 은 기본 으로 무 략에 부정 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무가 부진하고 정군의 공세가 거세지자 앙 조정의 한인 료를 심

으로 일선 지휘 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특히 張名振

의 함 가 두 차례나 장강 내부로 진입하여 江南을 하자 일부 한인 

료들은 무의 無用性을 강조하며 鄭成功과의 본격 인 립에 비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40) 우려가  가시화 되어가자 그들은 모두 정군에 

35) �先王實 校註�, 福建人民出版社, 1981, p.62, “當貝勒入閩之時, 父早已 避在家. 

彼乃卑辭巧語, 迎請之使, 車馬不啻十往還, 甚至啗父以三省王爵. (中略) 今已數年

矣, 王爵且勿論, 出鎭且勿論, 卽欲一過故里亦不可得, 彼 豈可信乎.”
36) 청조는 鄭成功의 마음을 돌리기 해 그를 海澄公에 하고 복건 연해의 통제

권을 부여하는 등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鄭成功은 여러 가지 핑계를 

며 확답을 회피했다(�世祖實 � 권75, 治十年 五月 乙亥條; � 腆紀年� 第5冊-

卷18, pp.869, 874-875). 
37) 張名振이 江南과 浙江을 공격하자 漳州를 지원하기 해 福建으로 견되었던 

江南과 浙江의 병력은 허겁지겁 원래의 주둔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劉淸

泰爲原閩官兵各回原汛事揭帖>(S10.11), �鄭成功檔案�, pp.69-70). 
38) � 腆紀年� 第5冊-卷18, pp.866-867.
39) 상이 극비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상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몰랐던 일선 지휘 도 있었다. 이미 海澄公의 칭호를 받은 鄭成功이 饒平에 

견한 리를 潮州協鎭이 격퇴한 사건이 이를 잘 보여 다(<李栖鳳題爲海澄公鄭

成功委官到饒平幷 官兵衝突事本>(S11.3.4), �鄭成功檔案�, p.76).
40) 수군을 양성하여 정씨세력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한군과 한인 료에게

서 나왔기 때문에 본고는 한군과 한인 료의 이름 뒤에 신분을 병기하여 이를 

밝혔다. 물론 한인과 한군을 동질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八旗의 일원인 한군은 신분 으로 분명 일반 한인과 차별화되는 존재 기 때문이

다. 그러나 해양세계에 한 인식과 수군 활용의 문제에 있어서 부분의 한군은 

기마민족인 만주인보다는 문화ㆍ인종 으로 동질한 한인과 유사한 사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문제에 한 인식에 있어서만큼은 한군-한인을 만주인

과 비되는 치에 놓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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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군사  수단으로 수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각각을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左都御史 王永吉(漢人)은 순치 11년(1654) 4월 鄭成功의 답변을 邸報에

서 본 후 그가 로 귀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했다. 그는 鄭成功이 

漳ㆍ泉ㆍ惠ㆍ潮 4府의 錢糧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을 뿐, 

조만간 핑계를 만들어 역모를 시도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鄭成功이 동

남의 큰 우환이 될 것임을 확신했고 무로 인해 동남연해의 방비가 약화

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督撫에게 수군을 정비하여 정군의 기습에 비

할 것을 주장했다.41)

이에 앞서 江寧巡撫 周國佐(漢人)는 순치 10년 11월 松과 浙江 각지

는 수로로 연결되어 내륙처럼 疆界를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요 거

이 해상에 있어 수군이 없으면 신속히 지원할 수 없다는 을 밝혔다. 

그는 정군 함 가 ㆍ浙 지역을 유린하는 실을 호소하며 수군의 필요

성을 역설했다.42) 

이듬해 4월 7일 工科給事中 張王治(漢人)도 재정의 핵심인 江南 四郡과 

그 漕糧이 정군에게 공략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京口와 吳淞의 방

어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며 周國佐의 안을 지지했다.43) 

禮科給事中 孫珀齡(漢人)도 순치 11년(1654) 4월 26일 정군의 연해 침탈

을 지할 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군의 진입로가 되는 

지역에 규모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정군의 해상이동을 

감지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달할 수 있는 정탐ㆍ연락 체계를 강화하

여 신출귀몰하게 연해 각지를 침탈하는 정군 함 에 응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44) 

가장 강한 문제 제기는 무를 총 한 浙閩總督 劉淸泰(漢軍)에게서 나

왔다. 그는 무의 실무를 진행하면서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무가 실패하는 상황에 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

르 다. 그는 순치 11년(1654) 4월 鄭成功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그가 스스

로의 결백을 증명하고 청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45) 

41) <王永吉爲密陳鄭成功 爲東南大患事揭揭>(S11.4), �鄭成功檔案�, pp.88-89.
42) <葛達洪等題爲協擊崇明等處鄭軍事本>(S11.2.28), �鄭成功檔案�, pp.72-73.
43) <張王治題爲請江防移鎭重臣整練水師事本>(S11.4.7), �鄭成功檔案�, pp.87-88.
44) <孫珀齡題爲加强海防以固根本事本>(S11.4.26), �鄭成功檔案�, pp.91-92.
45) <浙江福建總督劉淸泰奏本>(S11.4.15), �明淸史料� 甲編-第4本, p.329. 劉淸泰는 ①

아직까지 체발을 하지 않은 , ②조서의 수령을 아직 공표하지 않은 , ③鄭

成功을 따르던 무리가 약탈 행 를 계속하는  등의 이유로 鄭成功을 의심했

고 그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兵餉을 지 받는 신 鄭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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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7월 그는 福建의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유사시에 정군을 상

할 수 없으니 규모 지원군을 福建에 견해  것을 건의했고,46) 10월 

다시 무의 실패를 확신하는 보고를 올리며 사 에 략을 무에서 토

벌로 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7) 

이상을 정리하면, 鄭成功이 진정성을 가지고 무에 응하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했다는 에서 무를 찬성한 측과 반 한 측은 동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실 인식에서 정반 의 결론을 도출했다. 무에 찬성하는 측은 서

남 선에 집 하기 한 大局的 포석으로서 鄭成功 무를 주장했고, 반

하는 측은 동남연해의 안보를 해 무 포기와 수군 양성을 주장했다. 

다만 鄭成功이 무를 거부하면서 청조의 체면이 손상되고 永曆政權과의 

연  차단에도 실패함에 따라48) 청조의 ‘ 무를 통한 동남 선 안정화 

략’은 소기의 목 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조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청조를 단일한 

주체가 아닌, 앙 조정과 일선 지휘 이라는 두 개의 주체로 상정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49) 大局的 황을 시야에 넣고 략  선택을 하

는 앙 조정과 지역 안보가 최우선인 일선 지휘 의 입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물론 지 정세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일선 지휘 이지만 그

들은 결국 앙 조정의 결정에 종속된다. 그 다면 근본 인 질문은 동남

연해 일선 지휘 들이 제안한 수군 양성 략이 어째서 앙 조정을 설득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이 된다. 이 질문에 답하기 해서는 순치 8년 청

조의 舟山 공략과 그 사후 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순치 4년 12월 浙江巡按50) 秦世禎(漢人)은 舟山에 있는 魯王의 근거지

功이 한 곳에 주둔하여 청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6) <浙江總督劉淸泰揭帖>(S11.7), �明淸史料� 甲編-第6本, p.544.
47) <劉淸泰爲鄭成功終不受撫事揭帖>(S11.10), �鄭成功檔案�, p.109.
48) 鄭成功은 청조의 무는 핑계를 며 즉답을 회피한 반면, 永曆帝가 내린 漳國

公의 칭호를 받고 廣東에 지원군을 보내는 등 永曆政權과 긴 한 계를 유지

했기 때문에 그가 상을 이용해 실리를 추구했을 뿐 청조의 무를 수용할 의

사가 애 부터  없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腆紀年� 第5冊-卷18, p.864; 

林田芳雄, 2003, pp.11-13).
49) 기존의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청을 앙 조정과 지방이라는 두 개의 다른 입장

을 가진 존재로 분리하는 인식이 존재하는데(정병철, �‘天崩地裂’의 時代, 明末

淸初의 華北社 �, 남 학교출 부, 2008, pp.12-13), 본고는 군사 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러한 을 차용하여 앙 조정과 일선 지휘 을 분리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50) 청  巡按御史의 주요 업무는 지방에서 리의 부정부패를 감찰하여 보고ㆍ탄핵하는 

것으로 都察院의 기능이 지방으로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山本英史, ｢淸朝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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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벌할 것을 주장했다.51) 그는 魯王 함 가 수시로 연해지역을 침략하

지만 일선에는 戰船도, 이를 건조할 산도 없는 실을 호소했다. 조정은 

浙江의 餉銀을 存留하여 戰船 건조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다. 그 결과 순

치 6년(1649) 정월 閩浙 지역에는 水艍 120척과 水兵 6천 명을 갖춘 外海

艦隊가 창설되었다.  水戰에 익숙한 병력을 양성ㆍ배치하기 해 앙 

조정은 浙江水師  戰船의 조타 등 핵심  임무를 맡을 30퍼센트의 병력

에 해서 戰兵의 여를 지 하여 정 화를 꾀하 다.52) 

浙閩總督 陳錦(漢軍)은 순치 8년(1651) 7월 출항하여 두 달 만에 舟山을 

함락시켰고 魯王은 張名振과 함께 鄭成功에게 투신했다.53) 舟山 공략을 

통해 청조는 해상 작 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조정과 일선 지휘 이 수군 

확보의 필요성을 공감하자, 조정은 일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고 일선 

지휘 은 함 를 구축하여 舟山을 함락시키는 가시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양자가 단결하자 단기간에 강력한 함 를 구축하여 해상세력을 격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舟山 공략이 끝난 후 앙 조정은 이 함

의 유지를 포기했다. 

鄭成功 등 여타 해상세력의 공격에 비하기 한 수군의 필요성을 

감하고 있던 일선 지휘 들은 함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舟山 공략이 

끝난 직후 陳錦은 松과 浙閩을 잇는 哨制度를 실시하여 해상세력의 

공격에 비할 것을 주장했다.54) 그의 계획은 각지가 哨를 한 충분한 

수의 함을 보유하는 것을 기본 제로 한다. 순치 9년(1652) 10월 江寧巡

撫 周國佐는 舟山 공략 후 방치된 함 가 기능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 

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江南의 지리  특성을 감안하여 缺馬銀兩을 

함의 수리비용으로 체하는 의견을 올렸지만 거부당했다.55) 이는 수군 

江南統治と在地勢力｣, 岩井茂樹 編, �中國近世社 の秩序形成�, 京都大學人文大學硏

究所, 2004, pp.224-225). 
51) <秦世禎爲浙省第一隱憂事揭帖>(S4.12), �鄭成功檔案�, pp.3-4. 
52) <陳錦爲酌定閩浙官丁經制事揭帖>(S6.1.12), �鄭成功檔案�, p.15, “各兵据海爲家, 

日浮泊於風波洶湧之中, 兼偵剿於巨浪洪濤之外, 勞苦維均, 其捕舵隊什等 , 亦必

得戰兵之餉, 庶足以召募勇健, 而得熟知水務之人. 今縱不得爲陸營之例, 相應分戰

三守七, 分別造支, 是亦整練水師之要著也.”. 녹 의 여는 순치 4년 매월 戰兵 

1.5냥, 守兵은 1냥으로 정해졌다. 지역에 따라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戰兵은 언

제나 守兵보다 더 많은 여를 받았다(陳鋒, �淸代軍費硏究�, 武漢大學出版社, 

1992, p.110). 
53) �世祖實 � 卷60, 治八年 九月 壬午條. 
54) <陳錦爲恭報官兵出洋凱旋日期及沿海 哨事揭帖>(S8.11.6), �鄭成功檔案�, p.33.
55) <周國佐爲請撥錢糧以修戰船事揭帖>(S9.10), �鄭成功檔案�, p.46, “昨職以秋汛躬巡

海上, 親見水船沙船朽爛, 杠具什物敝壞, 無一堪用 , 非大 工作不可. (中略) 職

思江南水地以船爲馬, 査得職撫屬各標營缺馬銀兩, (中略) 合無於此 內照數動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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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에 한 조정과 일선 지휘 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보여 다. 

순치 10년 11월, 수리비용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江南總督 馬國柱(漢

軍)는 함의 수리비용을 다른 항목에서 융통해서 쓰고 있는 실을 호소

했다. 황제는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지시했으나 戶部와 工部는 서로 책임

을 미루기 바빴다. 工部는 松과 浙江의 함 는 창설할 때부터 고정된 

항목 없이 명의 制에 따라 地畝正 을 동원하여 만들었으므로 수리비용

도 같은 방식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하며 책임을 戶部로 넘겼다. 戶部는 

각 항의 錢糧이 순치 6년(1649) 이후 각 部에 분배되었으므로 해당 항목

이 工部의 소 임을 주장했다.56) 결국 양자가 서로 비용 책임을 미루는 

동안 함 는 무용지물이 되어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조 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鄭成功에 한 

무 시도는 합리 인 선택이었다. 우선, 무는 직  공략보다 명백하게 

비용과 험 부담이 낮은 방법이었다. 따라서 과거 鄭芝龍 무에 성공했

던 청조가 단기간에 토벌이 쉽지 않은 鄭成功에 해 강경책 신 무 

략을 취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한, 大局的 견

지에서 청조의 최우선 공격 목표는 반청활동의 구심 인 남명정권이었다. 

鄭成功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연해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해도 청

조 앙의 입장에서는 魯王政權이나 永曆政權이 더 요한 공격 목표

다. 만약 鄭成功이 자신에게 투신한 魯王을 면에 내세워 厦門에서 魯王

政權을 부활시켰다면 청조의 태도가 달라졌을 공산이 크지만 鄭成功이 永

曆帝의 신하로 활동하는 이상 청조에게 鄭成功은 永曆政權에 종속된 세력 

 하나에 불과했다. 때문에 청조의 입장에서는 정성공의 투항에 진정성

이 없더라도 당분간 그와 永曆政權의 연 를 차단할 수만 있다면 소기의 

목 을 달성한 셈이었으며, 설사 무에 실패하더라도 大局에 결정 인 

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었다. 이처럼 동남연해지역은 남명정권이 모두 

제압될 때까지 체로 앙 조정의 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안보

를 한 일선 지휘 의 제안은 조정의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

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함 의 유지를 이처럼 쉽게 포

기한 청조의 선택은 분명 지나치게 소극 인 면이 있어 보인다. 수군 양

성에 한 소극성은 이후 청조 략에서 지속 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以作修船繁費. 總以公家之物, 爲公家之用, 不過一轉移間耳.”
56) <車克等題爲 松地方修造戰船銀兩報銷事本>(S11.1.26), �鄭成功檔案�, pp.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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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鄭氏勢力의 孤立化와 陸上戰 追求

순치 11년 11월이 되자 청조는 무 략의 실패를 공식 으로 인정했

다. 이에 의정회의는 鄭成功 토벌을 결의했고57) 순치 11년(1655) 12월 지

두[濟度]를 定遠大 軍으로 임명하여 팔기를 주축으로 한 원정 를 견

했다.58) 순수 육상군으로 구성된 지두 원정 의 견은 정군 토벌을 한 

수군 양성을 주장하던 일선 지휘 의 의견이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을 의미한다. 그 지만 청조가 아무런 책 없이 일선 지휘 의 수군 양

성 주장을 묵살했던 것은 아니었다. 앙 조정은 정씨 세력을 직  타격

하기보다는 규모 육상군을 활용하여 도서지역에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치제는 지두를 定遠大 軍으로 임명하면서 “만약 이 상륙하면 기회

를 서 공격하고 해상에 있으면 요지에 주둔하여 보고를 올려라.”고 지

시했는데,59) 이는 지두 원정 의 목표가 鄭成功을 직  공략하는 데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당시 청조는 병향 공 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연해지역에 산재된 정씨의 재산을 순치 13년(1656) 9월에 이

르러서야 몰수했고, 지두가 귀환한 순치 14년(1657) 3월에 이르러서야 鄭

成功 무를 완 히 포기했다.60) , 청조는 지두 원정 를 견하는 동시

에 정군과 연해주민의 제를 차단하기 해 순치 12년(1655) 6월 연해 

각성의 바다에 엄격한 해 령을 발동했다.61)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종합하면 청조의 진정한 의도는 지두 원정 를 

통해 鄭成功을 직  토벌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규모 육상군을 

투입하여 복건의 해안지역에 진출한 정씨세력을 도서지역으로 몰아내고 

해 을 통해 이들을 고립시키고자 한 것이었으며 최소한 순치 13~14년까

지는 경제ㆍ군사  압박을 통해 鄭成功의 투항을 유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57) �世祖實 � 권87, 治十一年 十一月 庚子條; 권87, 治十一年 十一月 甲辰條.
58) �世祖實 � 권87, 治十一年 十二月 壬申條.
59) �世祖實 � 권87, 治十一年 十二月 壬申條, “賊如登岸, 相機勦撫, 如在海洋, 則

駐劄要地馳奏.” 
60) <漳南道吳執忠啓爲漳州 聚糧料草束事本>(S13.6.13), �鄭成功檔案�, pp.167-168; 

<車等題爲淸査鄭氏田産事本>(S13.9.13), �鄭成功檔案�, pp.181-182; �世祖實 � 권

108, 治十四年 三月 乙丑條).
61) �世祖實 � 권92, 治十二年 六月 壬申條; �大淸 典事例�, 권629, 兵部88, 綠營

處分例-海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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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씨세력을 도서지역에 고립시켜 항복을 유도하려는 청조의 

략은 소기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두 가지 근본 인 한계를 가지고 있

었다. 

첫 번째 한계는 청군에게 정군을 도서지역에 고립시킬 물리  능력이 

없었다는 이다. 순치 12년(1655) 6월 지두 원정 가 福建에 도착하자 鄭

成功은 장을 확 하여 이에 응했다. 鄭成功은 5월에 이미 張名振에게 

병력의 1/3을 맡겨 浙江과 장강 내부를 공략하게 했고 자신은 병력을 厦

門으로 철수시켜 철 히 陸戰을 피하고 水戰을 유도하는 술로 지두 원

정 에 처했다.62) 지두 원정 는 鄭成功이 포기한 지역을 손쉽게 회복

했지만 海澄과 厦門 등 鄭成功이 방어를 시도한 지역은 공략할 수 없었

다. 반면 浙江으로 진출한 張名振은 순치 12년(1655) 7월 吳淞에 상륙하여 

약탈한 뒤,63) 10-11월에는 함 를 나 어 舟山과 浙江 연해를 동시에 공

략했다. 浙江은 히 원군을 요청했지만 연해지역의 병력 부분이 지두

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張名振의 별동 는 순조롭게 浙江을 공략했

다.64) 설상가상으로 상당한 병력과 충분한 식량을 갖춘 舟山의 수비 가 

張名振에게 투항하고, 이듬해 台州도 정군에 투항하면서 이와 경한 지

역마  태로워졌다.65) 이후 張名振의 急死로 浙江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지두 원정 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浙江 연해지역은 큰 피해

를 입었다.66) 

순치 13년(1656) 4월 지두가 厦門ㆍ金門을 공격했다가 처참히 실패하자 

조정은 원정  철수를 결의했다.67) 결국 정군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 지

역  청군이 령한 곳은 海澄 뿐이었다. 이곳도 자신의 지 에 불안을 

느낀 黃梧가 스스로 바쳤을 뿐 청군이 공략에 성공하여 얻은 것이 아니었

다.68) 물론 청조는 黃梧를 海澄公에 하여 그의 투항에 큰 의미를 부여

했지만69) 체 황에서 이는 국지 인 성과에 불과했다. 정군은  고

립되지 않았고 오히려 활동 역을 넓혔다. 지두 원정 의 실패는 육상군

62) � 腆紀年� 第5冊-卷18, pp.880-883. 
63) <張中元題爲鄭軍水師突擊吳淞東溝等地事本>(S12.7), �鄭成功檔案�, p.131.
64) <秦世楨爲鄭軍水師圍困舟山請調援兵事揭帖>(S12.11.3), �鄭成功檔案�, pp.135-136.
65) <葉舟爲舟山副 巴成功 鄭事揭帖>(S12.11), �鄭成功檔案�, pp.138-139; <浙江巡按

葉舟題本>(S13.1.21), �明淸史料� 甲編-第6本, p.566. 
66) <江南總督馬鳴珮揭帖>(S13.3), �明淸史料� 甲編-第4本, p.376. 
67) � 腆紀年� 第5冊-卷18, p.888; �世祖實 � 권100, 治十三年 四月 壬戌條.
68) <候代福建巡撫宜永貴揭帖>(S13.7.6), �明淸史料� 甲編-第4本, p.400; � 腆紀年� 

第5冊-卷18, pp.888-889.
69) <勅諭海澄公黃梧稿>(S13), �鄭成功檔案�,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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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정군을 도서지역에 고립시킬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었다.

순치 13년 6월 지두 원정 가 福建에서 철수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

다. 원정 가 복건을 떠나자 정군은 동남연해지역 체를 더욱 자유롭게 

공략했다.70) 7월 福州의 방비가 약해진 것을 포착한 정군은 閩安鎭을 

령한 뒤 福州를 포 했다. 비록 청군의 방어에 막  물러났지만 12월 정

군은 다시  羅原 등지를 공략했다.71) 이듬해 2월에는 溫州를 공격해 金

鄕鎭 등을 령했고,72) 같은 해 9월 북상하여 黃岩, 台州 등지를 령했

다. 浙閩總督 李率泰는 閩安鎭을 탈환했지만 黃岩을 구원하기 해 다시 

2천 리를 넘게 기동해야 했다. 이처럼 동남연해의 청군은 각지를 공략하

는 정군의 움직임에 제 로 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각지를 구원하느

라  지쳐갔다.73)

두 번째 한계는 연해주민과 정씨세력의 력이 단순한 정치  연 가 

아니라 이익 구조를 공유하는 경제  유착이라는 이다. 해  시행 후, 

浙閩總督 퉁다이[佟代]는 다양한 물자를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연해주민과 

정씨세력의 교류 차단이 매우 어려움을 밝혔다.74) 10년 이상의 란으로 

연해 경제는 매우 피폐해졌다. 특히 福建은 浙閩總督 李率泰(漢軍)가 순치 

3년(1646)과 비교해 인구와 田地를 1/20로 평가할 만큼 극심한 지역 경제

의 괴를 경험했다.75) 이로 인해 해상에 한 福建 경제의 의존도는 더

욱 높아졌다. 따라서 청조가 아무리 삼엄하게 감시하더라도 연해주민은 

이익과 생존이라는, 해 을 피해 정씨세력과 교류해야 할 분명한 실  

70) <爲敷陳坐困鄭成功計議事揭帖>(S14.10.16), �鄭成功檔案�, p.225, “出我不意, 攻我

無備, 始而掠野, 繼而攻城. 防守 領, 苛非精練勇往之人, 計出莫支, 有委而棄之耳. 

如閩之閩安, 浙之台州, 藉寇賫盜, 實爲殷監.”
71) � 腆紀年� 第5冊-卷18, pp.890-891; �世祖實 � 권103, 治十三年 八月 癸巳條. 

지두는 梅勒章京 악샨[阿克善]이 이끄는 청군이 福州에 침입한 정군을 몰아냈다

고 보고했으나 정군이 자진 철수했으며 오히려 甘煇의 반격에 의해서 악샨이 

사했다는 기록도 있다(�世祖實 � 권106, 治十四年 正月 乙卯條; � 腆紀年

� 第5冊-卷18, pp.895-896).
72) <王元曦爲金鄕蒲門失守糾參失職官員事揭帖>(S14.7), �鄭成功檔案�, p.215.
73) <浙閩總督李率泰爲閩安大捷 浙省告警事揭帖>(S14.9), �鄭成功檔案�, pp.224-225, “忽

於十一日接浙江撫提二臣及台郡道協各塘報到職軍中, 內稱黃岩失陷. 至十九日, 又接撫

臣 稿內云, 台州一郡道協府縣等官俱已 賊. (中略) 唯是自閩赴浙, 計程二千餘里, 況

職標營馬匹, 征剿閩寇, 山高路險, 往返奔馳, 已倒斃過半, 疲損太多, 勢難長驅.
74) <浙閩總督佟代題本>(S12.10.15), �明淸史料� 己編-第3本, p.249.
75) <李率泰爲目擊閩省地方凋敝情形事揭帖>(S13.12), �鄭成功檔案�, p.199, “職閱廣信

一帶, 雖云地方凋敝, 然間有村落, 間有民人. 迨一渡分水嶺, 經崇安, 過建陽, 下建

寧, 歷延平ㆍ水口, 以至福州水陸奔馳, 約計千里. (中略) 因思 治三年間, 職隨征

開閩時, 竊喜地方殷盛, 甲於東南. 比 治五年, 職領兵懷閩, 視三年時已減其半, 今

則視五年更十不存一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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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가지고 있었다.76) 

이런 실은 林行可 사건에서 매우 잘 나타난다. 林行可는 정씨세력에 

목재 등 선박 제조에 필요한 물자를 규모로 공 하여 큰 수익을 올렸

다. 그는 단순한 무역상이 아니었다. 鄭成功에게 都督의 지 를 받았고 

지 리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그들과 결탁하 으며, 지 주민에게 목

재처럼 선박 운송이 제한되는 상품 운송을 청부하는 등 체계 인 유통망

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정씨세력에 수백 그루에서 수천 그루에 달하는 

다량의 목재를 정기 으로 공 했다.77) 

순치 15년(1658) 五大商 曾定 의 활동은 더욱 인상 이다. 그는 차용한 

鄭成功의 자 으로 각종 상품을 구매하여 정씨세력에 공 했다. 순치 12

년(1655) 5월 鄭成功의 銀庫에서 5만 냥을 동원해 상단을 견한 후 이를 

결산했고, 11월 다시 10만 냥의 은을 차용한 후 매달 1.3퍼센트의 이자를 

지 했다. 순치 13년(1656) 4월 다시 下海한 후 원리  6만 냥을 鄭成功에

게 보내고 4만 냥은 남겨 향후 활동의 천으로 삼았다. 이 자 은 曾定

에게는 7천 냥만 분배되었고 伍乞娘 등 8명에게 각각 3-6천 냥이 분배

되어 첩보 자 으로 활용되었다.78) 이를 통해 정씨세력과 연해주민의 

제가 단순한 경제  소통을 넘어 첩보 용도로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정군이 청군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직 으로 보여 다. 정씨세력과 연해 상인의 은 하고 조직 인 연 는 

청조의 느슨한 경계망에 쉽사리 노출되지 않았고 설사 발각된다고 해도 

이는 거 한 조직망의 일부에 불과했다. 

물론 이 사례들이 해 의 無力性을 직 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

들은 발각된 사례로, 발각되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지 혹은 없을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지만 이를 통해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하나는 연해 상인은 정씨세력에게 물자를 공 하는 데 상

당히 강한 경제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  상황에서도 이를 쉽

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은 재지 리와 결탁하고 

지 주민을 고용하여 안정 인 유통로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76) 松浦章, �淸代海外貿易史の硏究�, 朋友書店, 2002, pp.452-456.
77) <劉漢祚爲林行可等通洋接濟事揭帖>(S14.5.13), �鄭成功檔案�, p.202. 史 의 사례

도 林行可와 유사하다. 그는 국 내지의 상품을 규모로 공 하여 정씨세력의 

개 무역을 지원했다. 史  역시 재지 료와 유착하여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해

왔고 해 이 실시된 이후에도 기존의 인맥을 통해 규모 무역을 감행하여 여

히 막 한 이윤을 올렸다(<福建巡撫殘件(S14)), �明淸史料� 己編-第4本, p.393).
78) <爲五大商曾定 等私通鄭成功事殘件>(S15), �鄭成功檔案�,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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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되지 않는 한 해 으로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이다.

해 의 성패는 다른 경로로 추정할 수 있다. 해 의 목 은 물자 공

을 단 하는 것이므로 정씨세력이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공 받았는지가 

성패의 기 이 된다. 그런 에서 정군 함 의 함 수 증감은 해 의 성

패를 잘 반 하는 지표이다. 목재 등 물자의 원활한 공 은 함 수 변화

에 직 인 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수백 척에서 최  

2천 척 수 이었던 정군 함 는 해  후 최  7-8천여 척으로 보고될 만

큼 증했다.79) 

해 을 실 하기 해서는 연해주민이 바다로 나가는 것과 정씨세력이 

연해지역에 침입하는 것 모두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

한 것처럼 이 시기 청군은 정군의 연해 침입에 제 로 응할 수가 없었

으므로 해 은 유명무실했다.80) 海澄公 黃梧는 정씨세력이 浙江, 福建, 廣

東의 연해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식량, 군비, 목재를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해 이 정씨세력을 제압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정

군이 해상을 통해 연해 각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반면 청군은 이를  

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 하며 청조의 해 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 했

다.81)

순치 16년(1659) 翰林院 庶吉士 王于玉(漢人)은 청조 고립화 략의 실

패가 수군 부재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 했다. 그는 정군이 수군의 우 를 

통해 수군 력이 미미한 청군의 허 을 공략하여 손쉽게 세력을 확장하

는 반면, 제 로 된 수군이 없는 청군은 정군을 타격할 수 없는 실을 

지 했다. 그가 보기에 수군 양성은 재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안이었

다. 그는 충분한 규모의 수군을 양성해 해상 통제권을 확보해야만 고립화 

략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씨세력을 약화시켜 최종

으로 토벌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82)

79) 물론 이 보고에는 공을 부풀리고 과를 축소하려는 지방 의 농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늘어난 선박이 모두 새롭게 건조된 것이라는 보장 한 없다. 그

러나 비슷한 수치가 차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정군 함 가 수천 척 단 로 

늘어난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 다면 청조의 해 이 정씨세력에게 유입되는 물

자 공 을 차단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만은 분명해 보인다. 
80)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바로 책 을 기다리던 琉球 사 의 사망이다. 청조의 

지시로 7년이나 福州에 기하던 琉球의 사 은 순치 17년(1660) 5월 결국 ‘海

氛未靖’ 때문에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병으로 사망했다. 이는 청조의 해상 통제

력이 미미했음을 상징 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世祖實 � 권118, 治十五年 

六月 丙戌條; 권135, 治十七年 五月 己未條). 
81) �世祖實 � 권108, 治十四年 三月 丁卯條.
82) <敬陳東南戰守便宜疏>(S16), �淸奏疏選彙�, pp.12-14, “夫賊之未殄, 由於水軍之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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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于玉의 상주문에 나타난 수군 양성에 반 하는 측의 논리는 ①과다한 

비용 발생과 ②단기간에 정군 함 를 상 할 수 있는 강한 수군을 창설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두 가지로 요약된다. 王于玉은 각각에 해 반

박을 했는데, 특히 두 번째 논리에 해서는 수군의 수 은 선박 운용 능

력에 좌우되므로 정  수군 양성을 해서는 연해지역의 한인에게 선박의 

운용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  측이 ‘연해 한인에 한 嫌疑’ 

때문에 수군 양성에 거부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과거 舟山 원정의 성공을 

근거로 그러한 嫌疑는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 했다. 비록 王于玉이 

반  측의 정체를 직  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연해 한인에 한 嫌疑’라는 이유 자체가 수군 양성을 

반 하는 목소리가 만주인 사이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한다.83) 

黃梧와 王于玉의 논의는 육상 과 해 을 통해 정씨세력을 도서지역에 

고립시키려는 청조의 략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보여

다.84) 더구나 王于玉의 논의가 순치 16년에 나왔다는 은 수많은 문제

에도 불구하고 고립화 략이 순치 16년까지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청조의 고립화 략은 완 히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군이 정씨세력을 도서지역에 고립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연해 주민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었던 정씨세력은 크게 성장했다. 하지

精. 而水軍之未精, 更由於戰船不備. 今議 率 賊宜海官軍宜陸, 止可列守未可往

攻. (中略) 故賊乘虛而入, 擧 便可飽颺. 官軍逐寇追 , 望海每深浩嘆. (中略) 臣

以爲用天下之全力以治水軍, 何軍弗精. 用天下之全力以營戰艦, 何艦弗成. 在皇上

之獨操乾斷耳. (中略) 我於是聚兵惠ㆍ潮, 斷其入廣之路. 守福守, 絶其入浙之兵. 

全閩之師, 嚴烽堠完堡聚, 以杜其沿邊入掠之 . 江浙之衆, 兵舟山厚戍溫台, 以弭

其奔軼突攻之患. 賊旣糧糗不繼, 卒不至潰離, 油鐵無資, 船艦自然蠹壞. (中略) 

賊無所不攻, 我無所不守. 攻 恒逸守 恒勞, 攻 恒驚守 恒疎, 臣恐財賦奧區, 從

玆嘖嘖多事矣. 
83) <敬陳東南戰守便宜疏>(S16), �淸奏疏選彙�, p.14, “議 輒 制船募兵，費動百萬, 

賊不遽滅，餉已難支. ( 략) 又 賊之水軍使船如馬，我一時召募，應敵恐難. 臣以

爲水軍之伎，惟在駕船. 至彀弓發砲，我又有西北戰兵以佐其不逮. 況斥鹵之民，不

同內地. 其飛篙持舵跳船上桅之技, 勁捷非常. 兼且出沒大洋，是其素習. 一朝檄

募，豈止數萬. 又向來防汛之兵原有定額，兼用新 ，即可破浪乘風. 邇年來我江ㆍ

浙之兵兩定舟山，皆已斬渠執馘. 更何嫌疑而不致力於水戰也.”
84) 순치 13년(1656) 해 을 어기고 어업을 종사하다 붙잡힌 朱雲이나 15년(1658) 무역

을 하다 붙잡힌 李楚와 楊奎 등의 사례는 이러한 실을 잘 보여 다(<浙江巡按秦

世禎題爲 戶朱雲等違禁出海賄買國姓旗事本>(S13.윤5.25), �鄭成功檔案�, p.167, “雲

等垂咽 期, 覓利救饑, 却不就近揷竹网魚, 各不合罔顧寸板不許下海禁止, 輒就違禁出

海. 彼時雲 朱盛各又不合竟自越赴外洋, 因而慮賊擒拿, 潛向交通, 各買僞旗一面, 收

貯船上.”; <兵部題爲李楚楊奎違禁出海事本>(S15), �鄭成功檔案�, p.234, “竊照商等原

系福建 民, 本非鄭 之人, 止因血貨經商, 不得已求鄭氏之牌爲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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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청조 앙의 에서 정씨세력에 한 고립화 략의 실패는 순치 16

년(1659) 7월 정군 함 가 남경을 공략하기 까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주요한 심사라고 보기도 힘들었다. 당시 청조의 심은 

온통 마지막 남명정권인 永曆政權을 공략하는데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순치 11년(1654) 말 雲南, 貴州, 湖南, 廣東, 廣西 5개성에 걸친 도를 

가지고 있던 永曆政權은 定遠大 軍 니칸[尼勘]과 經略大學士 洪承疇의 

반격에 조 씩 리기 시작하여 순치 13년(1656)이 되면 근거지를 雲南으

로 옮기기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순치 14년(1657) 5월 경 永曆政權의 두 

기둥인 李定國과 孫可望의 내분이 본격화되었고, 순치 15년 정월 孫可望

이 청조에 투항하기에 이르 다. 즉 당시 청조는 변하는 永曆政權의 상

황에 이목을 집 하고 있었고 순치 15년 마침내 永曆政權을 공략할 기회

를 잡은 것이다. 청조는 즉각 寧南靖寇大 軍 로토[羅托], 平西大 軍 吳

三桂, 征南 軍 쵸푸타이[趙 泰]가 이끄는 군으로 하여  각각 湖廣, 

四川, 廣西 방면에서 貴州-雲南을 공격하도록 하는 등 규모 공세를 펼

쳤다. 따라서 당시 앙 조정은 동남 선의 상황에 신경 쓸 경황이 없었

다.85) 

鄭成功은 이를 이용하여 南京을 목표로 한 규모 원정을 비하

다.86) 순치 15년(1658) 5월, 1년간의 비를 마친 정군 함 는 북상을 시

작했다.87) 정군의 공격에 浙江 지역은 큰 기에 빠졌다. 6월 말 浙閩總督 

李率泰는 江寧(南京)에 히 지원군을 요청했다.88) 그러나 청측의 진정한 

기는 정군이 浙江을 공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정군의 최종 목표

가 浙江이라고 믿었다는 에서 비롯되었다. 李率泰가 南京에 지원 병력

을 요청했다는 것은 정군이 南京을 공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

었음을 의미한다. 浙江巡撫 陳應泰 역시 3천 척에 달하는 정군 함 가 북

상하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그 최종 목표는 舟山나 定海, 기껏해야 崇明일 

것이라는 풍문을 신뢰하고 있었다.89) 

85) 南炳文, �南明史�, 南開大學出版社, 1992, pp.273-288.
86) �臺灣外記� 권5, pp.164-165. 때문에 鄭成功이 南京 원정을 결심하자 永曆帝는 매

우 기뻐하며 鄭成功에게 延平王의 작 를 내리고 剿討大 軍으로 임명하는 한편 

주요 장수들에게도 작 를 하사하여 南京 공략을 격려했다(� 腆紀年� 第5冊-卷

19, pp.904-905). 
87) 정군 주력이 북상하여 厦門의 방어가 미약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福建의 지휘 들

은 厦門의 門戶인 白沙를 공략했다. 정군 주력의 주력이 빠져나간 厦門 공략은 

상당히 순조로웠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미했다(<福建巡撫劉漢祚揭帖>(S15.6.10), �

明淸史料� 甲編-第5本, p.425; <劉漢祚爲攻克白沙事揭帖>(S15.11.1), �鄭成功檔案�, 

pp.266-267). 
88) �世祖實 � 권118, 治十五年 六月 癸巳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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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군은 이미 南京에 진입할 만반의 비를 갖추고 출병한 반면, 

청군 지휘 들은 정군의 공격 목표를 浙江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앙 조정의 무 심과 일선 지휘 의 오해 덕분에 정군의 南京 공략은 순

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南京을 향해 북상하던 정군은 태

풍과 정면으로 마주쳐 큰 피해를 입었고,90) 이에 鄭成功은 함 를 일단 

舟山으로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91) 이 소식을 한 황제는 일선 지휘

에게 정군을 격멸시킬 것을 독려했고, 연해 각지에서는 표류한 정군을 제

압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지만, 정군의 주력은 패퇴한 것이 아니라 舟山에

서 열을 재정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순치 15년(1658) 8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정군은 함 를 소규모로 나

어 浙江 연해지역을 약탈하며 열을 가다듬었다.92) 사태의 심각성을 인

식한 浙江巡撫 陳應泰(漢人)는 수군의 부재를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지 하며 연해 4省의 병력을 浙江으로 총집결하여 2천 척 이상의 함 를 

신설하는 안을 건의하 다. 그는 함  신설의 재정  어려움을 인정하면

서도 해 에 의한 재정 손해와 연해지역 방어 병력 유지비용이 함 를 창

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부는 그의 

제안을 보류하여 永曆政權 토벌을 완료한 이후 이를 다시 논의하도록 했

다.93) 

陳應泰의 보고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동남 선

에 한 조정의 우선순 가 여 히 매우 낮았다는 이다. 일선 지휘 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永曆政權을 토벌하는 데 집 할 뿐 우선순 가 

낮은 동남 선을 돌아볼 여유와 의지가 없었다. 두 번째는 정군을 경계하

고 있던 동남연해의 일선 지휘 들도 정군의 南京 공략을 측하지 못했

89) <陳應泰爲鄭軍大擧進攻浙海事揭帖>(S15.7.19), �鄭成功檔案�, p.245, “据此, 該職

看得, 閩 悉衆犯溫, 賊衆至十餘萬, 計三千餘隻. 於六月初九日先犯平陽, 瑞安一

帶, 又分船千餘截住飛云江口, 斷我援師. (中略) 今又連据塘報, 賊䑸數千餘隻, 自

南而北, 銜尾不絶. 一半駕泊舟山, 一半徑往北行. 聲 要犯定關, 崇明等處. (中略) 

賊旣分䑸北犯, 督臣提師赴溫, 援剿戡定. 固山ㆍ提督二臣統旅星馳寧紹, 相機堵防.”
90) 정군 포로의 진술에 따르면 이 태풍으로 정군 함 가 입은 피해는 함 

1,500-1,600척, 병력 13,000여 명 정도 다(<趙國祚題爲備報飓散鄭䑸幷述擒獲各犯

口供事本>(S17. 5.6), �鄭成功檔案�, p.350).
91) �世祖實 � 권120, 治十五年 八月 壬辰條; �臺灣外記� 권5, p.172; <浙閩總督李

率泰揭帖>(S15.8), �明淸史料� 己篇-第5本, p.429.
92) 정군은 象山, 海門, 磐石衛 등 浙江 연해지역을 공략하면서 원정 재개를 차근차

근 비하고 있었다(�臺灣外記� 권10, pp.172-173; � 腆紀年� 第5冊-卷19, 

p.915).
93) <陳應泰爲請調集四省兵力合攻鄭成功事揭帖>(S16.1.20), �鄭成功檔案�,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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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다. 만약 李率泰나 陳應泰가 정군의 南京 공략 가능성을 진지하

게 제기했다면 분명 앙 조정의 심을 받았겠지만 그들 역시 정군의 목

표가 南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순치 16년(1659) 2월, 재정비를 끝낸 정군은 원정을 재개했다. 그 동안 

정군 함 는 원래의 두 배인 6-7천 척 규모로 증가했다. 동남연해의 청군

은 물자를 수집하는 정군의 소함 를 기습하여 수집한 물자를 불태우는 

등 소극 으로 응할 뿐 정군 주력은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94) 

순치 16년(1659) 윤3월 浙江總督 趙國祚(漢軍)는 정군 주력이 磐石에 집결

해 있다는 첩보를 받고도 공격을 포기한 후 병력을 원래의 주둔지로 돌려

보내 사실상 정군 함 의 북상을 방치했다.95) 황제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浙江에서 올라간 정군 격퇴 보고의 허 성을 질타했지만96) 실

으로 동남연해의 청군에게는 정군 함 의 북상을 지할 능력이 없었다. 

순치 16년(1659) 5월까지도 청측은 정군의 략 목표가 舟山을 새로운 

근거지로 삼아 활동 무 를 浙江으로 환하는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물론 정군 함 가 장강 내부로 진입할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하지

는 않았지만 실제로 취한 조치는 浙江의 요지인 寧波와 台州에 력을 집

시키는 것이었다.97) 때문에 같은 해 5월 18일 崇明에 나타난 정군 함

가 瓜州, 鎭江을 연이어 령하자 조정과 일선 지휘 들은 모두 큰 충격

에 빠졌다. 南京이 태로워지자 비로소 조정은 병력과 재정을 극 으

로 투입하여 황을 호 시키려 했지만 사후약방문이었다.98) 

鄭成功이 십수만 명의 병력과 수천 척의 함 를 이끌고 신사층을 심

으로 하는 재지세력의 호응을 받으며 南京까지 순조롭게 진격해왔다는 

과 청조의 처가 미진했다는 을 감안하면,99) 정군의 南京 공략이 한 

94) <趙國祚爲鄭成功大䑸屯泊盤石分攻湖霧溫嶺事揭帖>(S16.閏3), �鄭成功檔案�, pp.275-277, 

281.
95) <陳應泰爲鄭成功大䑸離盤石北上事揭帖>(S16.閏3), �鄭成功檔案�, pp.281-282.
96) �世祖實 � 권126, 治十六年 五月 壬午條.
97)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 鄭成功 함 의 규모는 7-8천 척에 이르 다(<佟國

器爲鄭成功大䑸逼近寧波定海事揭帖>(S16.5.6), �鄭成功檔案�, p.291).
98) 조정은 內大臣 다수[達素]를 安南 軍으로 삼아 지원하는 동시에 戶部尙書 처커

[車克]을 견하여 각성의 가용한 모든 재원을 江南에 투입하여 錢糧 보 과 戰

船 제조에 사용하도록 했다(�世祖實 � 권127, 治十六年 七月 丁卯條; 권127, 

治十六年 七月 壬午條). 그러는 가운데 정군 선발 는 7월  이미 南京을 공

략해 들어왔고 이를 지하러 왔던 漕運總督 亢得時는 변변한 응도 하지 못

한 채 高郵에서 익사했다(�世祖實 � 권127, 治十六年 七月 庚辰條).
99) 오 성, �國法과 社 慣行: 明淸時代 社 經濟史 硏究�, 지식산업사, 2007, 

pp.225-227; 謝國楨, �南明史略�, 上海人民出版社, 1957,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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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도 지나지 않아 실패로 끝난 것은 일종의 수수께끼다. 이를 풀 실마리 

 하나가 江南總督 郎廷佐(漢軍)가 鄭成功을 격퇴한 뒤 올린 보고서에 

있다.100) 그 내용에 따르면 정군의 본 는 7월 12일 수천 척의 함 와 십

수만 명의 병력으로 南京을 포 했고 그 당시 청측의 원군은 5천 명 정도

에 불과했다. 그런데 약 10일 후인 7월 23일에 청군이 반격을 감행하자 

진은 거의 비어 있었고 청군이 실제로 공격해서 불태운 정군의 선은 

5백 척에 불과했다. 즉, 南京에서 청군과 정군의 주력은 제 로 격돌한 

이 없었으며 청군이 반격했을 때 정군의 진 은 이미 비어 있었던 것이

다. 그 다면 당시 정군의 주력은 도 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와 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 순치 16년(1659) 8월의 

보고에 따르면 7월 9일 큰 태풍이 台州, 溫州, 黃巖, 太平, 寧海, 海門, 松

門, 盤石, 前所, 新河, 楚門, 健跳 등지를 동시에 덮쳐 성루와 포 , 민간의 

가옥 등이 다수 괴되는 큰 피해를 입혔다.101) 浙江 연해 체와 江  

남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동시에 덮칠 만큼 큰 태풍이 7월 9일에 불

었고 그 력이 육상의 시설물을 다수 괴할 정도로 강했다면 바다 혹은 

강에 떠있는 함 의 피해는 엄청났을 것이다. 정군 함 가 7월 12일에 南

京에 들어왔다는 郎廷佐의 보고에 이 사실을 목하면 정군 함 는 南京

의 청군이 반격을 하기  이미 태풍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물론 이는 정황에 의거한 유추에 불과하며 

이를 극 으로 뒷받침하는 사료는 없다. 그러나 정군이 南京 공략에 실

패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정군 함 는 청군에 의해 격퇴당해 무질서하

게 패퇴한 것이 아니라 열을 갖추고 상당한 력을 유지한 채 남경에서 

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南京에서 철수한 정군 함 의 상태는 8월 7-13일에 일어난 崇明 투에

서 확인할 수 있다.102) 南京에서 물러난 정군은 崇明을 거 으로 열을 

재정비하기 해 2천 척 이상의 함 와 수만 명의 병력으로 崇明을 포  

공격했다. 9일 정군은 20갈래로 병력을 나 어 성을 포 했고, 10일 32개

의 목채를 세웠으며, 11일 운제 20여 기로 공성을 시도했다. 비록 수비

의 강한 항으로 崇明 령을 포기했지만, 정군은 南京에서 후퇴한 뒤에

도 상당한 력을 유지했고 심지어 운제 등 공성병기까지 보유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군이 南京에서 무질서하게 패퇴한 것이 아니라 

100) �世祖實 � 권127, 治十六年 八月 己丑條. 
101) �世祖實 � 권127, 治十六年 八月 乙巳條.
102) <爲報明江寧崇明獲捷有功人員事揭帖(S16), �鄭成功檔案�, pp.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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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정연하게 철수한 것임을 의미한다. 청군 수비 가 崇明 방어에 성공

한 것은 사실이나 정군에게 타격을 입힌 것은 결코 아니므로 崇明에서 철

수할 때 정군은 여 히 2천 척 이상의 함 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야할 

것이다. 



- 28 -

Ⅲ. 沿海地域에서의 鄭軍 逐出 戰略

정군의 南京 공략 실패는 청조와 정씨세력 모두에게 략의 환 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 우선 청조의 입장에서 정군의 함 가 남경을 공략

한 것은 고립화 략의 실패가 가시화 된 사건이었다. 정군 함 의 증

은 그동안 해 이 정씨세력의 물자 공 을 압박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순치 16년(1659) 7월 禮科右給事中 楊雍建(漢人)의 병부 

탄핵과 병부의 동남연해 지휘 에 한 탄핵은 이를 잘 보여 다.

정군이 南京을 공략하자 楊雍建은 즉각 병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도 

높게 비 하며 이들의 처벌을 요청하는 상주를 올렸고, 황제는 병부에 해

명을 지시했다.103) 병부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자 황제는 강하게 질책했

고 결국 병부는 책임을 인정하며 ‘석고 죄’했다.104) 탄핵을 넘긴 병부는 

바로 동남연해지역의 지휘  원을 탄핵했다. 그 에서 南京을 사수하

는 데 큰 공을 세운 江南總督 郎廷佐와 駐防江寧昂邦章京 카카무[喀喀木]

만 공과가 상쇄되어 처벌을 면했고 나머지 일선 지휘 들은 모두 엄한 처

벌을 받았다.105)

두 탄핵안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일선 지휘 에 

한 병부의 탄핵은 병부가 南京 투를 패배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확

실한 공이 있는 郎廷佐나 카카무에 해서조차 공과를 상쇄한 것이 이

를 증명한다. , 정군이 南京에 진출하자마자 楊雍建이 병부를 탄핵한 것

은 투의 승패와는 별개로 정군 함 가 南京에 진출한 것 자체를 병부의 

략  실패, 즉 고립화 략의 실패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씨세력에게도 南京 투는 매우 심각한 군사  실패 다. 비

록 2천 척 가량의 함을 보존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력의 

3/4을 잃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거기에 청군에 의해 永曆政權이 무

지고 永曆帝가 미얀마로 망명함에 따라 고립무원의 상황이 되자 정씨세력 

내부에는 상당한 동요가 발생했다. 그 결과 정씨세력의 인사 상당수가 청

103) �世祖實 � 권127, 治十六年 七月 癸酉條. 물론 군사  사무는 당연히 병부의 

소 이지만 군사 상황의 발생 자체가 병부의 책임인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 이

는 기존의 고립화 략이 정씨세력을  제어하지 못해 南京 공략으로 이어

진 것에 한 탄핵으로 야할 것 같다.
104) �世祖實 � 권127, 治十六年 七月 丙戌條; 권127, 治十六年 八月 辛卯條, 

“辛卯, 兵部遵旨再行回奏, 臣等才識卑庸, 籌畫未周, 以負皇上委任至意, 惟有席槁

待罪, 靜聽處分.”
105) �世祖實 � 권128, 治十六年 九月 癸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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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투항했다.106)

양측 상황을 종합했을 때, 공세를 취할 여력이 있었던 쪽은 아무래도 

청조 을 것이다. 南京 투는 양자 모두에게 군사  실패 지만, 시야를 

체 황으로 넓히면 서남 선이 정리하여 역량을 동남 선에 집 할 수 

있었던 청조가 서남의 우군을 상실하고 력이 크게 어든 정씨세력보다

는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조가 정씨세력을 제

압하기 해서는 기존 략의 문제 을 보완한 새로운 략을 수립할 필

요가 있었다. 과거 략의 실패에 한 반성과 새로운 략의 필요성이 

두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거 차 좌 되었던 수군 양성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그러나 수군 양성 주장은 다시 앙 조정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순치 16년(1659) 10월 조정은 江南과 浙江의 안 을 해 福建과 廣東

의 역량만으로 정군을 공략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福建總督 李率泰(漢軍)

는 반격 명령에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도 실  한계를 호소했다. 그는 

정군 함 가 여 히 2천여 척이 넘는 반면, 270척에 불과한 청군 함  

170척만이 外海用이므로 정씨세력 공략을 해서는 다수의 外海用 함을 

확보해야 함을 호소했다.107) 즉, 조정은 표면 으로는 정씨세력에 한 반

격을 종용했지만 반격을 한 실질  지원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

히 강력한 정군 함 가 江南ㆍ浙江을 공격할 가능성에 했던 것

이다.108) 

순치 17년(1660) 7월 浙江提督 田雄(漢軍)도 유사한 건의를 했다. 그는 

정군 함 가 여 히 청군 함 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을 지 하고 이에 맞

서 싸우려면 최소한 2-3천 척의 함과 수만 명의 수군이 필요함을 주장

했다. 그는 과거처럼 육상 병력을 견하여 응하면 쟁이 장기화되고 

정씨세력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게 되어 방어 병력 유지비용이 결국에는 

함  구축비용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함 를 구

축하여 정군과 자웅을 겨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수용

되지 않았다.109)

106) <韓尙亮稟爲蕭自啓王進忠等投誠事塘報>(S17.1.19), �鄭成功檔案�, p.332; <韓尙亮稟爲劉福

等投誠事文>(S17.1.29), �鄭成功檔案�, p.333; <張承恩爲楊斌投誠事塘報>(S17.4.20), �鄭成

功檔案�, pp.344-345; <尙好仁爲鄭叔盛等投誠事塘報>(S17.4.26), �鄭成功檔案�, pp.346-347; 

<張承恩爲馮至等投誠事塘報>(S17.4.26), �鄭成功檔案�, p.347.
107) <李率泰爲奉旨籌備征剿事揭帖>(S16.10), �鄭成功檔案�, pp.312-313.
108) 鄭成功 토벌의 명을 받은 安南 軍 達素의 원정 는 鄭成功이 포기한 漳州와 

泉州를 쉽사리 회복했지만, 정군 주력과 결한 厦門攻略戰에서는 정군 수군에 

패를 당한 뒤 回京했다(南炳文, 1992, pp.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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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정은 일선 지휘 들에게 정씨세력의 토벌을 독 하면서도 이

를 실 하기 한 일선 지휘 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 인 태도

를 보 다. 조정은 일선 지휘 의 요구를 묵살하면서도 그 이유는 명시하

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직 으로 악하기는 힘들지만 당시 청조 앙

의 주요한 화두를 염두에 둔다면 그 원인은 략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 번째 원인은 당시 장기간 지속된 과도한 군비 지출로 인한 청조의 

재정 기이다.110) 순치 17년(1660) 6월 戶部는 과도한 군비로 인한 재정 

부족과 민생 불안을 지 했다.111) 戶部는 재무 구조 개선을 해  

군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당시 과도한 군비의 근본 원인은 서남의 吳三

桂軍이었다. 순치 16년 정월 永曆帝와 李定國이 雲南城을 버리고 미얀마

로 도주했을 때 이미 서남 선의 세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

기 때문에 서남 선에는 과거와 같은 군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吳

三桂는 여러 가지 핑계를 며 하부 의 감축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

에 조정은 어쩔 수 없이 吳三桂의 병력을 유지하는 신 국 각지에 배

치된 다른 병력을 감축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112) 다시 말해, 永曆政權이 

사실상 무 진 순치 16년 정월을 기 으로 서남 선의 실질  군사  수

요는 크게 어들었지만 하의 군을 유지하려는 吳三桂의 욕망을 꺾지 

못한 청조는 여 히 엄청난 액수의 군비를 서남 선에 쏟아 부어야 했고, 

그 신 다른 부분의 군비를 감축해야 했던 것이다.113) 이와 같은 삼엄한 

군축의 정국에서 추가로 함  구축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았

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남 선에서도 매년 백만 냥에 달하는 군비가 

소요되었다는 은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가에 한 궁 증을 유발한

다.114) 후술할 두 번째 원인이 이와 연 이 있다. 

109) <田雄題爲請勅江浙閩廣各造大船夾攻鄭軍事本>(S17.7.28), �鄭成功檔案�, pp.377-379.
110) 순치연간의 군비는 순치 8-11년 1300만 냥 수 에서 순치 17년에 이르면 3,000

만 냥 이상으로 보고될 정도로 격하게 증가했다(陳鋒, 1992, pp.239-242). 
111) �世祖實 � 권136, 治十七年 六月 乙未條.
112) 吳三桂가 군축에 반 한 명분은 ①미얀마로 달아난 永曆帝와 李定國 ②土司들

의 소요 가능성 ③投誠한 병에 한 통제 등이었다(�世祖實 � 권134, 治十

七年 四月 丙午條).
113) Kessler, Lawrence D., K'ang-hsi and The Consolidation of Ch'ing Rule 1661-1684,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pp.76-78. 실제로 순치 17년(1660) 6월 浙

江道監察御史 季振宜(漢人)는 당시 雲南의 군비가 閩浙의 10배인 천만 냥에 달

한다고 지 했다(�世祖實 � 권136, 治十七年 六月 乙酉條, “如雲南兵餉, 以千

萬計, 閩浙兵餉, 以百萬計.”). 
114) 함의 건조를 해 소요되는 비용은 순치 14년(1657) 6월 福建巡撫 劉漢祚의 

보고를 통해 간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福建에서 55척의 함을 확보하

는 과정에서 劉漢祚는 頭號戰船 7척, 次號戰船 7척을 새롭게 건조하는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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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원인은 이 시기 앙 조정에 팽배했던 한인군 (녹 )에 한 

불신과 견제이다. 이는 만주 翰林院 掌院學士인 쿠 [折庫訥]가 순치 16

년(1659) 8월 4가지 군사 안건을 은 히 상주하면서 본격화되었다.115) 그

는 최근 군사  실패의 원인을 팔기의 비  감소와 녹 의 유명무실에서 

찾았고 그 안으로 팔기의 역할 확 , 녹 의 역할 축소와 더불어 만주

ㆍ몽고인에 의한 녹  지휘권 장악 등을 건의했다.116) 

이에 해 戶部左侍郞 林起龍(漢人)은 정반 의 주장을 펼쳤다.117) 그는 

녹 이 유명무실해진 원인이 제도  결함에 있다고 녹  병력을 1/3로 

이는 신 兵餉을 2배로 늘려 군축과 정 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녹 이 치안 유지 등 각종 잡무에 동원되고 있어 투력

이 하되었다고 보고, 녹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병력을 여 20만

의 정 만 남기면 투력을 제고할 수 있고 비용도 감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표면 으로 그는 녹 의 무능을 꼬집었지만 실제로 그의 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녹 을 각종 잡무에서 해방시키고 일선 투에서 녹

의 비 을 증 시킨다는 녹  정 화론이었다.

그러나 순치제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林起龍의 주장은 지두를 필두로 한 

의정회의에 의해 좌 되었다.118) 지두 등은 그 이유로 녹 에 의한 치안 

유지의 필요성을 들었다. 이를 통해 나타난 녹 에 한 만주 엘리트의 

시각은 명확했다. 치안 유지 등 각종 잡무로 인해 녹 의 투력이 하

되어 군사 상황에 제 로 응할 수 없는 것을 폐단으로 인식한 林起龍과 

달리 만주 엘리트는 이를 폐단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녹 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해 소수 정 보다는 다수 약체

의 녹 이 이상 이라고 생각했다. 만주 엘리트는 녹 의 군사  역할을 

각각 1298.904냥, 1163.723냥을, 민선 26척을 구매하여 改修하는 비용으로 

4499.503냥, 戰船 15척을 修造하는 비용으로 1776.45냥을 보고했다(<福建巡撫劉

漢祚爲報銷造船銀兩事揭帖>(S14.6.15), �鄭成功檔案�, p.209). 따라서 頭號戰船은 

척 당 185.558냥, 次號戰船은 척 당 166.246냥, 민선의 구매  改修는 173.058

냥, 기존 戰船의 修造는 118.43냥의 비용이 산출된다. 앞서 李率泰와 田雄 등이 

건의한 1-3천 척의 戰船을 가장 단가가 높은 頭號戰船으로 확보할 경우 비용은 

약 18-55만 냥 정도로 추산된다.
115) 그 내용은 ①만주병의 경제난 해결 ②녹  정 를 차출하여 한군에 편입 ③녹

 지휘 에 만주ㆍ몽고인의 비율 증가 ④江南 민심의 이반에 한 비로 요

약할 수 있다(�世祖實 � 권127, 治十六年 八月 壬辰條).
116) 쿠 의 주장  녹  정 를 차출하여 한군에 편입시키는 것과 녹  통제권

을 만주ㆍ몽고인이 장악하는 안은 병부와 의정회의의 지지를 받았지만 순치제

에게 거부당했다(�世祖實 � 권129, 治十六年 十月 癸丑條). 
117) �世祖實 � 권127, 治十六年 八月 庚戌條.
118) �世祖實 � 권129, 治十六年 十月 乙卯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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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역 치안 유지 등 잡무로 한정짓고 이들이 정식군 로서 군사 활

동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119) 동남 선의 

군사 상황에 해서도 앙 조정은 이와 유사한 태도를 취했다.

순치 16년(1659) 10월 江南 松巡按 馬騰升(漢人)은 앙 조정의 이와 

같은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조정은 규모 팔기 부 를 鎭江에 

주둔시켜 정군의 재침에 비했는데,120) 이에 해 馬騰升(漢人)은 ①滿兵

에 의한 민심의 동요 ②水戰에 부 합한 滿兵의 특성 ③과도한 兵餉 소모

와 략  공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연해지역에서 팔기의 효용성을 

면 부정했다.121) 황제는 팔기를 폄하하는 그의 주장에 격노하며 해명을 

지시했으나 馬騰升은 해명에서조차 水戰에 유능한 지휘 을 임명하여 수

군을 단련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122) 馬騰升의 지 은 팔기 등 육상

력으로는 정군 함 의 공격에 처할 수 없는 동남연해지역의 략  

실에 한 호소인 동시에 청조가 그동안 동남연해에서 반복해 온 시행착

오에 한 비 이었다. 그의 호소는 당시 동남 선의 군비가 팔기 부 를 

시한 규모 육상 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순치 17년(1660) 6월 浙江道監察御史 季振宜(漢人)는 청조가 동남연해에

서 수군 양성을 기피하는 원인을 보다 직 으로 언 했다. 그는 정씨 

토벌에 水戰이 불가피하다는 에 동의하면서도 수군에 한 청조의 강한 

불신을 명시했다. 그는 정씨를 토벌하기 해서는 함 건조 등 물  요

소도 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인  자원이 가장 요함을 지 하면

서 동시에 이것이 수군 양성에 가장 큰 장애 요인임을 밝혔다.123) 앞서 

王于玉과 마찬가지로 季振宜도 이러한 ‘不信’의 주체가 구인지 명시하

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언 한 지두 등 만주 엘리트들이 보여  녹  불

119) 그 기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녹 은 가장 손쉬운 감축 상이 

되었다. 앞서 언 했던 순치 말년의 재정 기에 한 처에서도 팔기는 正額을 

유지하고 경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반면 각지의 녹  병력은 용도가 

사라지는 즉시 감축 상이 되었다(�世祖實 � 권137, 治十七年 六月 辛丑條).
120) �世祖實 � 권127, 治十六年 八月 癸巳條.
121) �世祖實 � 권129, 治十六年 十月 丁酉條.
122) �世祖實 � 권130, 治十六年 十二月 丁亥條.
123) �世祖實 � 권136, 治十七年 六月 乙酉條, “至鄭 遊魂, 爲閩浙江南三省重患, 

( 략) 而我之兵馬乘風破浪, 不顧萬死以前驅, 則性命全寄於篙師水工之手, 儻 賊

奸細陽爲應募, 而我兵入其谷中, 風水騰湧弓 莫施, 可不爲寒心哉.” 물론 그의 주

장은 표면 으로는 의 奸細가 아군의 水工으로 잠입하여 아군을 기에 처하

게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지만, 함 를 운용할 인원(水工)을 동남연해의 한

인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청조의 실을 고려하면 이는 앞서 王于玉이 지

한 ‘연해 한인에 한 嫌疑’을 다르게 표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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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태도와 당시 앙 조정의 의사결정권이 의정회의를 심으로 하는 

만주 엘리트에게 있었다는 을 감안하면, 그 의의 상당부분은 만주 엘

리트에게 돌아가는 것 같다.124) 

청조의 수군 양성 포기는 정씨세력에게 열 재정비의 기회를 주었다. 

때문에 상당한 세력 이탈에도 불구하고 정군은 동남연해에서 활동을 재개

할 수 있었다. 순치 17년(1660) 3월, 台州 근해에서는 1-2백 척의 정군 함

가 출몰하며 연해지역을 약탈했고,125) 6월 廣東에서는 鄭成功의 통행증

을 가지고 다니는 福建 선박 4척이 발되었다.126) 8월에는 이미 무된 

인사가 정군과 통하여 泉州를 도모하려다 발각되는 등 연해 각지에서 

정군 함 가 방어가 취약한 지역을 노리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127) 

南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군이 수군 력을 바탕으로 동남연해에서 입

지를 유지한 반면, 청조의 통제력은 여 히 불안정했다.128)

순치 18년(1661), 정군은 더욱 범하게 동남연해를 유린했다.129) 순치 

18년(1661) 5월 兩廣總督 李栖鳳은 지난해 12월부터 2천 척 가량의 정군 

함 가 廣東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동남연해지역에서는 정

군이 남하하여 약탈을 감행한다는 설, 북상하여 南京을 재침할 것이라는 

124) 이러한 경향은 순치제가 사망하고 보정 신에 의한 통치가 시작된 순치 18년 

이후 더욱 극심해졌을 것이다. 보정기는 도르곤 섭정기와 순치 친정기에 이루어

진 한화정책  앙집권화에 반발하는 복고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Kessler, 

Lawrence D., 1976, pp.24-25). Oxnam의 연구에 따르면 보정기는 만주의 우월성

에 한 집착, 만주 제도, 만주 료, 만주  발상에 의한 질서를 만들어 내려는 

시기 고 이러한 성격은 군사 분야에서 두드러졌다(Oxnam, Robert b., Ruling 

From Horseback-Manchu Politics in the Oboi Regency 1661-1669,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pp.14, 119, 203). 
125) <趙國祚題爲馬信等舟船南駛事本>(S17.3.4), �鄭成功檔案�, p.340.
126) <李棲鳳題爲拿獲違禁船貨事本>(S17.6.15), �鄭成功檔案�, pp.365-366.
127) 李率泰의 題本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종합 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李率泰題

爲張顯密通鄭軍 破泉城事本>(S17.8.9), �鄭成功檔案�, p.381, “該臣看得, 孽鄭

成功倚海爲穴, 奸 百出. 恃船隻之繁多, 每分䑸而密 , 倏來倏去, 或出或沒, 無一

而非狡計. 如泉州之崇獺ㆍ臭涂, 化之黃石ㆍ氵亟頭, 福淸之江陰ㆍ壁頭等處, 多

有賊船遊移, 希圖搶掠.”).
128) 연해의 불안은 내륙에도 향을 미쳤다. 순치 17년(1660) 2월 赣關의 세수 결손

에 한 주요 이유로 동남연해의 정세 불안과 그로 인한 상인의 통행량 감소가 

지 된 것은 이런 연쇄 효과가 실재함을 보여 다(< 弘祖爲竷關橋稅缺額事揭

帖>(S17.2), �鄭成功檔案�, p.338, “蓋因五六月之間, 傳聞靖藩奉旨移蜀, 搬運兵丁

家口, 船數千, 商賈聞風避匿. 迨六月以後, 海寇猖獗, 九十兩月以來, 土賊因而蜂

起, 沿江阻塞, 上下不通, 檣甚罕. 加之各地調兵, 八旗移鎭, 相續 船, 遂令行旅

愈稀. 緣此缺額, 亦非一方.”). 
129) �聖祖實 � 권5, 治十八年 十二月 己未條, “都察院左都御史魏裔介疏 , 本朝

應天 人, 平定六合. 凡所以優恤生民 , 無不備至, 惟因海寇連年作亂, 兵 不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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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등 각종 풍문이 난무했다. 사실 당시 鄭成功은 臺灣 공략을 비하는 

데 여념이 없었지만 연해지역에는 정군의 공격에 한 불안감이 팽배했

다.130) 정군의 소규모 연해 침략은 계속 이어졌고, 일선 지휘 이 정군이 

약탈을 마치고 철수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추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승

으로 가장하여 책임을 모면하고 공을 꾸며내는 악습이 앙 조정에서 

공식 으로 거론될 정도로 청군은 정군의 공격에 제 로 응하지 못했

다.131) 

이상을 종합하면, 정군의 南京 공략은 실패로 끝났지만 정군은 2천 척 

이상의 함 를 유지한 반면, 청군 함 는 그 1/10 수 에 불과했다. 정씨

세력의 소탕을 기 한 앙 조정에 해 일선 지휘 들은 이를 실 하기 

해서는 최소한 정군과 등한 수 의 수군이 필요함을 호소했지만, 그

들의 요청은 묵살되었다. 여기에는 吳三桂 등으로 인한 청조의 재정 기

가 일차 인 원인이었지만, 그 근간에는 한인 군 에 한 만주 엘리트의 

불신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남연해지역에서 한인 군 에 한 

만주 엘리트의 불신은 수군 양성에 한 소극  태도로 이어졌고 이는 정

씨세력이 재기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세력을 이 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은 분명했

다.  과거 해 이 제 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연해주민과의 

소통 차단이 정씨세력을 제압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해 의 략  당

는 여 히 유효했다. 다만 고립화 략의 실패에서 알 수 있듯 수군 없이 

연해지역에서 해 을 실 할 방법은 매우 제한 이었다. 이 같은 해 의 

략  당 와 수군 부재라는 실  한계 사이에서 도출된 고육지책이 

바로 천계 다.132) 

순치 18년(1661) 8월 청조는 海澄公 黃梧의 주장을 받아들여133) 江南, 

浙江, 福建, 廣東 등 동남연해 역에 해 천계를 실시했다.134) 그의 주

130) 호부상서 처커도 최근 정군의 연해 침략이 격심해지고 있으며 그 행동을 종잡을 수 

없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車克等題爲鄭軍在潮州府屬取糧事本>(S18.5.15), �

鄭成功檔案�, p.384).
131) <李栖鳳題爲査復澄海等縣妄報軍情事本>(S18.8.26), �鄭成功檔案�, pp.391-392.
132) 松提督 梁化鳳이 松의 방비가 튼튼함을 이유로 천계 실시를 거부하고 조정

도 이를 승인한 사례는 천계가 연해의 방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해 을 시행하

기 한 고육지책임을 잘 보여 다(�淸史稿� 권243, 列傳 30-梁化鳳, p.9596, “時

議 以臺灣未復, 用廣東福建例, 松濱海立界, 徙居民於內地. 化鳳曰, 沿海設兵, 

賦擬棄之地以養之. 國旣足兵, 民無廢業, 遷界何爲. 奏入, 上從其 .”). 
133) �淸史稿� 권224, 列傳 11-鄭成功, p.9163, “十八年, 用黃梧議, 徙濱海居民入內地, 

增兵守邊.”
134) �聖祖實 � 권4, 治十八年 八月 己未條.



- 35 -

장은 연해주민 체를 내지로 遷徙하여 소통 창구 자체를 소멸시킴으로써 

해 을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135) 黃梧는 기부터 강력하게 

해 을 주장해 온 인물로, 그는 수군 양성을 포기한 재 상황에서 해

이 실효를 거두려면 천계와 같은 극단 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

다. 그의 주장은 해 의 당 와 실  한계를 모두를 고려한 것이었지만, 

한 가지 요한 을 고려하지 못했다. 천계는 정씨세력이 厦門 등 도서

지역에 근거하여 해안지역에서 물자를 공 받아야 하는 상황을 제로 한 

략이었으므로 鄭成功이 臺灣을 령하자 즉각 효과가 반감되었다.136) 

그런데 청조와 정씨세력 모두 상하지 못한 두 가지 변수가 상황을 반

시켰다. 첫 번째 변수는 鄭成功의 죽음이었다. 鄭成功은 臺灣을 령한 

직후인 강희 원년(1662) 6월 사망했다. 카리스마 인 지도자 鄭成功의 죽

음은 정씨세력에게 南京 공략 실패 이상의 기 다.137) 후계자인 鄭經은 

鄭成功과 격렬하게 립하여 鄭成功이 직  鄭經의 처형을 지시할 정도로 

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臺灣 원정에 참여하지 않고 연해의 근거지를 

리하고 있었다.  권력자와 차기 권력자의 립은 정씨세력을 鄭成功 

지지 [ 만 ]와 鄭經 옹 [ 륙 ]로 분열시켰다. 鄭成功의 죽음으로 

인해 구심 을 잃은 만 는 鄭成功의 막내 동생인 鄭襲을 추 하려 했

으나 鄭經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정씨세력은 내 의 기에 빠졌다.138) 결

국 鄭經의 무력시 가 성공하여 내 은 피할 수 있었지만 鄭經에 한 

만 의 충성심은 희박했다. 때문에 이후 청조에 투항하는 만  인사가 

속출했고, 이탈의 열에 정씨 친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정씨세

력은 심각하게 분열했다.139) 이러한 상은 鄭經이 연해지역을 완 히 포

기하고 臺灣으로 철수할 때까지 지속 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변수는 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지원이었다. 강희 원년(1662) 7

월 네덜란드의 철갑선 12척이 “支援大淸國”이라고 쓴 큰 깃발을 달고 福

州 연해에 들어와 정박했다. 처음에 청조는 그들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곧 

135) �臺灣外記� 권5, p.201.
136) 순치 18년(1661) 4월 21일 3백 척의 함에 25,000명의 병력을 싣고 金門을 떠

난 정군은 이듬해 2월 臺灣을 완 히 장악하 다(戚嘉林, �臺灣史�, 海南出版社, 

2011, pp.59-62).
137) 林田芳雄, 2003, pp.59, 77-81, 107-110.
138) <李栖鳳題爲鄭氏內亂幷鄭成功病患事本>(K1.6.22), �鄭成功檔案�, p.426; <李率泰

題爲密報鄭氏內亂事本>(K1.5.20), �康熙統一臺灣檔案史料選集�, 福建人民出版社, 

1983, pp.1-2. 이하 �康熙統一臺灣檔案史料選集�은 �康熙統一臺灣檔案�으로 약

칭.
139) <李率泰題爲鄭泰等派員議 事本>(K1.9.9), �鄭成功檔案�, pp.447-448; <耿繼茂等題

爲鄭鴻逵之子及鄭之豹生母等投誠事本>(K2.11.20), �康熙統一臺灣檔案�,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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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목 이 臺灣을 공격한 정씨세력에 한 보복임을 알게 되었다. 兵

部尙書 간다리[明安達禮]는 네덜란드 함 의 규모가 작아 그들이 세

에 결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청조를 지원하려 한다는 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

다.140) 

鄭成功의 죽음과 정씨세력의 분열이라는 호재에 이어 네덜란드 함 를 

우군으로 맞이하게 되자, 정씨세력에서 투항해 온 黃梧와 施琅을 심으

로 연해의 소통 창구 쇄를 넘어 연해지역에서 정씨세력을 완 히 축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41)

黃梧는 이 기회를 놓쳐 鄭經에게 세력을 안정시킬 시간을 주는 것은  

하나의 鄭成功을 만드는 일임을 강변하며 정씨세력의 본거지인 厦門을 공

략할 계획을 제안했다. 그는 外海艦隊를 확보할 수 없는 청군의 실을 

고려하여 매 척당 단가가 40-50냥에 불과하고 비교  쉽게 건조할 수 있

으며 내해에서 운용이 용이한 八槳 船을 순수한 상륙함으로 활용하여 厦

門을 령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의 핵심은 厦門을 기습 인 상륙작

으로 령한 후 토화시켜 정씨세력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

다. 이는 분명 비용과 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臺灣 공략

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黃梧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 의 목표

140) <明安達里等題爲荷船來閩請求助攻鄭軍事本>(K1.12.25), �鄭成功檔案�, p.455, “去

年鄭 圍打臺灣, 紅毛人來閩求援, 今又來船告稱, 愿出力剿賊. 唯因彼船無多, 未必

定能得勝. (中略) 竊査紅毛人本意實因鄭 圍攻臺灣, 故欲借機報復. (中略) 故應委

員銷售, 以此鼓勵遐方番人向化之意.” 그러나 이후 하문을 공할 때 동원된 17

척의 네덜란드 함 는 포 440문과 병력 2500명(척 당 탑승인원 약 150명)을 

보유한 정 함 다(Oxnam, Robert b., p.134). 이는 척 당 10-20명 정도를 싣는 

것이 고작이었던 청조의 八槳 船, 十二槳哨船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

거니와 鄭成功이 臺灣 원정에 사용했던 외해용 함(척당 탑승인원 약 80명, 각

주 136 참고)보다도 훨씬 큰 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실제로 본 지 

원은 “이 외국의 철갑선은 견고한 동시에 높고 거 하며  3개의 돛 를 가

지고 있으며 배 에는 3 로 紅衣大炮가 배치되어 있어 보통의 선과는 비교

조차 불가능합니다.”라고 그 용에 감탄하는 보고를 올렸다(<明安達里等題爲荷

船來閩請求助攻鄭軍事本>(K1.12.25), �鄭成功檔案�, p.453, “又經探悉, 該鐵甲番

船, 固高大, 且有三個桅杆, 船上列有三排紅衣大砲, 不可 常賊船相比.”). 
141) 南京 투 이후 정씨세력을 상 하기 해서는 수군 확보와 동시에 黃梧, 施琅

와 같이 水戰에 능한 인재를 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籌畫海寇

疏>(S17), �淸經世文編� 권84, 兵政15-海防中, “其分撥駐守鎮海衛高浦城等處兵

, 靖南王之事也. 分撥海門舟師 , 海澄公之事也. 分撥高浦鼎尾各處舟師 , 副

施琅之事也. 蓋藩兵皆北人, 臣以爲不宜輕試巨浸之中, 而水師用土兵, 則 賊兵分

其長也. 況黄梧於賊勢不兩立, 施琅於賊讐深殺父, 皆足令獨當一面恊力搗巢, 但恐

二人兵 , 宜以漳泉水師之兵 佐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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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씨세력을 臺灣으로 몰아내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142) 

한편 강희 원년(1662) 10월 직  군 를 이끌고 臺灣으로 건 가 권

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곧바로 청-네덜란드 연합군의 공격이라는 

기에 직면한 鄭經은 규모로 함을 건조하고, 매월 은 5냥이라는 높은 

여로 병력을 모으는 등 군세를 확장하기 해 노력했다.  鄭泰 등 자

신과 립하는 일족의 실권을 빼앗고, 최근 휘하에 편입한 周全斌 등에게 

군권을 맡겨 厦門, 金門, 銅山 등의 요지를 방어하게 하는 한편, 그 가족

을 인질로 확보하여 배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자신을 심으로 정씨세

력을 재편했다.143) , 漳州과 同安의 항구를 쇄하고 泉州에서 오는 선

박을 차단하며 金門, 浯洲에 疑兵을 배치하여 습에 비하는 등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144) 그러나 세는 정씨 측에 으로 불리했고 청조

에 투항하는 자들이 을 이었기 때문에 양측의 력 차는  벌어졌

다.145) 

공격의 시기ㆍ목표 등 이견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청-

네덜란드 연합군은 강희 2년(1663) 10월 21일 厦門을 공략한 데 이어 浯

嶼와 金門도 령했고 鄭經은 잔여 병력과 함께 銅山으로 퇴각했다.146) 

청군은 施琅 등 水戰에 능숙한 정씨 출신 지휘 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세

를 늦추고 銅山에 한 쇄망을 형성했다.147) 厦門과 金門을 잃고 內ㆍ

外海에서 포 당한 정씨세력은 사기가 크게 떨어져 투항자가 속출했는데 

그 에는 周全斌 등 거물  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148)

142) <明安達禮等題復海澄公黃梧密陳進攻厦門機宜事本>(K2.6.19), �康熙統一臺灣檔案�, 

pp.8-9. 施琅의 계획도 黃梧와 동소이했다. 다만 그는 병력을 집결시킬 필요 없이 

정씨의 혼란을 이용하여 최단시간 내에 厦門을 기습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채택된 것은 黃梧의 주장이었다(<明安達禮等題復施琅密陳進攻厦門事本>(K2.7.25), �康

熙統一臺灣檔案�, p.13). 
143) <廬崇峻密題探知鄭經在臺厦等地造船招兵等情事本>(K2.5.20), �康熙統一臺灣檔案�, pp.4-5; <明

安達禮等密題厦門防禦及米石來源等事本>(K2.5.23), �康熙統一臺灣檔案�, p.6.
144) <李率泰密報鄭經遷移厦門民戶及兵丁家口事本>(K2.8.21), �康熙統一臺灣檔案�, pp.16-17. 당

시 鄭經은 이미 厦門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솔들을 먼  金

門으로 옮긴 후, 厦門의 모든 민호에게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른 곳에 이주하도록 

지시했다.
145) 이 시기 투항한 鄭鳴駿, 陳輝, 楊福, 何義 등은 수군 지휘 으로서 施琅을 보좌

했을 뿐 아니라 규모 병력과 함께 투항하여 청 수군의 양  증가에도 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과 함께 투항한 병력은 도합 15,000명에 달했고 청조는 정  

1만 명을 추려내어 수군으로 활용했다(<李率泰題爲限定投誠武官所轄兵額以便給

撥兵餉事本>(K3.2.27), �康熙統一臺灣檔案�, p.30). 
146) �聖祖實 � 권10, 康熙二年 十二月 甲午條.
147) <耿繼茂等題報籌防沿海各地幷進兵銅山事宜事本>(K2.11.20), �康熙統一臺灣檔案�, pp.23-24.
148) <盧崇峻題報周全斌自南澳 逸事本>(K3.2.15), �康熙統一臺灣檔案�,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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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3월 청군이 공격을 재개하자 銅山과 그 주변 지역에서 정씨세력

의 인사들이 10만에 달하는 兵ㆍ民을 동반하여 투항했다. 14일 밤 청군이 

銅山을 공격하자 세가 기울었다고 단한 鄭經은 수십 척의 배만 이끌

고 臺灣으로 탈출했다.149) 연이은 승 에 고무된 조정은 강희 3년(1664) 7

월 福建水師提督 施琅을 靖海 軍으로 임명하고 투항한 정씨 인사 周全斌 

등을 보좌로 삼아 臺灣으로 퇴각한 鄭經을 완 히 소탕할 것을 명령했

다.150) 

청-네덜란드 연합군은 정군을 공략하여 그들을 연해지역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청군 함 에게 臺灣 원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임무 다. 

청군 함 는 八槳 船 혹은 十二槳哨船을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외해의 

높은 도를 극복할 수 없었다.  상륙 작 을 해 양성된 청군 함 가 

장거리 항해 후 이어지는 함 에서 해 에 익숙한 정군 함 를 당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151) 施琅에게는 함 를 온 하게 臺灣으로 이동시

키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었다. 때문에 그는 약간의 날씨 변동에도 민감

하게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네덜란드 함 와의 공조를 어렵게 만들

었다. 결국 인내심이 고갈된 네덜란드 함 는 청군과의 연합을 포기하고 

단독으로 臺灣을 공격했다가 정군의 방어에 막히자 바타비아로 귀환해버

렸다.152) 

施琅은 재 력으로는 臺灣 공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

으로 보이지만 조정의 명령이 내려온 이상 이를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 

施琅은 강희 3년 11월 출병했지만 역풍을 만나 회군했고 이를 조정에 보

고하자 조정은 시일을 조율하여 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출병할 것을 

독 했다. 이에 강희 4년(1665) 3월 26일 다시 출병했지만 이번에도 역풍

을 만나 회항했고 결국 金門까지 물러났다. 5월 16일 다시 출병하여 이

번에는 하루 만에 澎湖 인근까지 도달했으나 갑자기 몰아친 폭우와 안개

로 함 가 와해되고 말았다. 潮州에 표류한 施琅은 흩어진 함 를 모아 

149) �聖祖實 � 권12, 康熙三年 五月 丙寅條.
150) �聖祖實 � 권12, 康熙三年 七月 丁未條.
151) 厦門에서는 승리했지만 청군 함 의 능력은 정군 함 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청-네덜란드 함 가 정씨함 를 공하는 형세 음에도 불구하고 정군 함 의 

기습에 청군은 혼란에 빠져 제 로 응하지 못하고 그 와 에 陸路提督의 

함이 고립되어 提督이 사하기에 이르 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耿繼茂題爲査

報提督馬得功陣亡情形事本>(K3.2.27), �康熙統一臺灣檔案�, p.29).
152) �聖祖實 � 권13, 康熙三年 十月 丙寅條; Wills, John E. Jr., “Ch'ing Relations with the 

Dutch, 1662-1690”,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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厦門으로 귀환했지만 이로써 재의 청군 함 로는 臺灣 원정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153) 

이상을 종합하면, 수군 없이 해 을 달성하기 해 청조는 천계라는 고

육지책을 사용하 으나 鄭成功이 만을 공략함에 따라 한계에 부딪혔고, 

臺灣 공략 성공으로 정씨세력의 도는 오히려 최  규모로 늘어났다. 하

지만 鄭成功의 사망으로 상황은 변했다. 지도자를 잃은 정씨세력은 극

심한 내분에 빠져 격히 축되었다. 여기에 네덜란드까지 가세하자 청

조는 정씨세력을 공략할 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黃梧와 施琅은 

內河用 선박을 이용한 상륙작 을 제안하여 外海艦隊를 양성에 소극 인 

조정의 흥미를 끌어냈고, 정군을 능가하는 해  능력을 보유한 네덜란드 

함 의 가세는 작 에 실성을 부여했다. 鄭經은 정씨세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청-네덜란드의 합공을 버텨내지 못하고 臺灣으로 후퇴했

다. 조정은 여세를 몰아 臺灣을 공략하려 했지만 內河用인 청군 함 의 

臺灣 원정은 무모한 시도 다. 만약 이때부터 청조가 체계 으로 外海艦

隊를 구축했다면 몇 년 후에는 臺灣을 공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청조

의 선택은 臺灣의 직  공략을 포기하는 것이었다.154) 결국 정군을 연해

지역에서 축출하고자 한 청조의 략은 부분 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鄭

經이 바다를 건  臺灣에 독립 인 정권을 유지하 으므로 문제를 본질

으로 해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153) 1차 원정 실패 후 施琅은 臺灣을 공략하기 해서는 완벽한 기후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고, 그 단은 조정의 지시가 아닌 일선 지휘 의 재량으로 결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간 으로 인정했다. , 폭우로 원정이 실패했

음에도 불구하고 함 의 피해가 船 2척 침몰, 10여 명 死傷에 불과했다는 

은 施琅의 실패가 고의 인 것일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목이다. (<施琅題

爲舟師進攻臺灣途次被風飄散擬克期復征事本>(K4.5.6), �康熙統一臺灣檔案�, 

p.51).
154) 강희 7년(1668) 臺灣 원정을 재개할 것을 기차게 주장했던 施琅이 해임되어 

京師로 송환되고 바로 福建水師提督 자체가 폐지된 것은 이를 상징 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朱維幹, �福建史稿�下, 福建敎育出版社, 1986, 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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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遷界의 長期化와 鄭經 招撫策

臺灣으로 철수한 鄭經은 연해지역 진출을 포기하고 臺灣에서 고립 이

고 안정 인 정권을 유지하는 데 집 했다. 청조도 1차 臺灣 원정 실패 

후 더 이상 정씨세력을 직  공격할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삼번의 난이 

일어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양자는 별다른 군사  충돌이 없는 교착 상

태에 들어갔다. 

교착 상태에 들어간 후 청조는 鄭經에 한 무를 시도했다. 청조의 

입장에서 정씨세력의 지도자가 강경한 반청주의자 鄭成功에서 그 아들인 

鄭經으로 바 었다는 사실은 분명 다시 한 번 무를 시도해 볼 만한 계

기 을 것이다. 그러나 永曆政權이 무 져 완 히 고립된 당시 정씨세력

의 상황을 고려하면 鄭經 무는 과거 鄭成功 무와 요한 차이가 있

다. 鄭成功 무는 주 인 남명정권을 제압하기 한 청조의 大局的 포석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鄭經 무는 外海艦隊 창설과 臺灣에 한 직

 공격을 피하고자 하는 청조의 의지가 정책에 반 된 것이라고 야할 

것이다.

청조는 천계를 통해 무에서 유리한 고지를 하려 했지만 정씨세력은 

臺灣에서 필요한 물자의 부분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계의 의미

는 크게 어들었다. 강희 2년(1663) 湖廣都御史 李芝芳(漢人)은 이러한 

맥락에서 천계의 장기화를 극렬하게 반 했다.155) 그가 보기에 천계는 명

분도 부족하고 연해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반면 정씨세력을 제압하는 

데는 실효 이지 못한 략이었다. 특히 鄭經이 臺灣에 할거하며 연해지

역으로의 진출을 포기하자 그의 우려가 실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

다. 그러나 이미 청조가 천계로 정씨세력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鄭經을 

무하는 략을 취한 이상 건은 천계가 鄭經의 항복을 이끌어낼 만큼 

충분히 정씨세력을 압박할 수 있는지 여부 다.156) 따라서 본고는 두 가

155) 그는 ①도 을 피해 백성을 옮기는 것은 역사에 없었던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임 ②도 을 피하는 것은 그동안 공을 통해 쌓아올린 청조의 체통을 손상

시키는 것임 ③천계를 강요하면 연해 백성이 오히려 정씨세력에게 투항하게 될 

것임 ④ 박한 천계는 백성의 생계와 거주를 보장하지 못함 ⑤내지의 토지가 

연해주민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이주민이 流寇가 될 것임 ⑥천계로 鄭成功

이 자멸한다는 보장이 없는 반면 5省의 상실은 확정 임 ⑦魚鹽 공 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 ⑧遷徙는 연해 방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등을 근거로 반

했다(�臺灣外記� 권5, pp.202-203). 
156) 천계의 유효성은 논란이 있다. 를 들어, 謝國楨은 천계가 정씨세력의 재정ㆍ자

원 상황에  압박을 가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실효성에 해 단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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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문을 제기하여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천계가 정씨세력보다 청조에게 유리한 략이었는

가 하는 이다. 천계는 기본 으로 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해 우리 

측 피해를 감수하는 淸野 략으로, 그 성패는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

지 혹은 어느 쪽이 더 오래 견딜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鄭成功에

게 천계는 상당히 효과 인 방법일 수 있었다. 물론 鄭成功이 臺灣이라는 

배후지를 확보함으로써 천계의 효과는 반감되었지만,157) 만약 그가 臺灣

을 확보한 이후에도 계속 생존하여 과거와 같은 극 인 반청활동을 지

속했다면 천계 략에 고 을 면치 못했을 공산이 컸을 것이다. 정군은 

연해주민의 조를 구할 수 없어 물자 보 뿐 아니라 병력 충원, 첩보 입

수 등 기존에 리던 많은 술  이 을 잃는 반면, 청군은 아군이 아닌 

존재를 모두 으로 간주할 수 있어 피아식별이 용이해지고 청군의 동정

이 정군의 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鄭經은 鄭成功과 상당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鄭經에게는 연해지역을 극 으로 공략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세가 불리해지자 바로 厦門 등지를 포기하고 臺灣으로 철수

하여 삼번의 난 때까지 연해지역에 진출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지

만, 청조와의 무 상 과정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뒤에서 상술하겠지

만, 鄭經은 기본 으로 臺灣의 독자성을 인정해주면 청조를 섬길 수도 있

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반청활동과 연해 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鄭成功과 달리 鄭經은 

臺灣에서 독자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주안 을 두었기 때문에 천계의 압

력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이었다. 

이는 2차 무 실패 후 施琅이 올린 상주에 잘 나타나 있다. 施琅은 臺

灣에 식량을 생산할 토지와 선박을 제조할 목재가 충분하고 日本, 呂宋, 

廣南 등지와의 무역을 통해 각종 물자를 구할 수 있어 천계의 쇄 효과

가 미미함을 밝혔다. 아직까지는 과거 확보해 둔 함과 병력을 다시 활

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원정을 한 비를 

완 히 새로 해야 한다는 을 지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청조에

인 반면,(謝國楨, 1957, p.208) Oxnam은 천계의 원래 목표가 정씨를 연해지역에서 

몰아내는 데 있었다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한다(Oxnam, Robert 

b., p.131). 즉, 천계의 유효성에 한 평가는 청조가 천계를 실시한 의도가 무엇이

라고 보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본고는 천계의 성격을 ‘정씨세

력을 압박하여 항복을 이끌어내기 한 군사 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157) 松浦章, 2002, pp.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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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불리해질 것이라고 망했다.158)

두 번째 의문은 천계가 과연 청조의 의도 로 철 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이다. 수천 리 연해지역의 주민을 모두 遷徙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 

기반이 완 히 괴됨을 의미한다. 때문에 조정은 일선 지휘 에게 遷徙

되는 백성들의 생계 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과 

재원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 지시는 책임 가에 불과하다. 천계의 신속한 

실시와 연해주민의 생존권 보장은 양립시키기 어려운 임무 다. 때문에 

앞서 李芝芳은 천계가 백성의 항을 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 으로 

치안 악화와 세수 감소를 야기한다고 지 했던 것이다. 강희 원년(1662) 

11월 福建巡撫 許世昌이 천계  죽은 백성이 8,500명에 이른다는 보고를 

올리자 禮科給事中 胡悉寧이 그 원인이 督撫의 리 단속 부실에 있다고 

그를 탄핵한 것은 천계에 한 앙 조정과 일선 지휘 의 온도차를 여실

히 드러내는 사례이다.159) 

이런 상황에서 일선 지휘 들이 천계의 실시를 꺼려 지 혹은 완화를 

건의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순치 18년(1661) 松提督 梁化

鳳은 松의 튼튼한 방비를 이유로 천계를 거부했고,160) 강희 4년(1665) 

山東巡撫 周有德은 어민의 생계를 해 천계 완화를 요청했으며,161) 이듬

해에는 천계의 핵심 지역인 福建의 總督 李率泰마  천계의 완화를 요청

하기에 이르 다.162) 

일선 지휘 의 부정  시각이 천계를 느슨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

하는 것은 분명 일종의 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는 구체 인 

사례도 있다. 를 들면, 강희 4년(1665) 4월 병부는 천계 지역 軍ㆍ官의 

兵餉을 공 하기 해 廣東의 5개의 항구를 열면서 이를 빌미로 무역하

는 자들을 우려했는데,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163) 강희 6년(1667) 

5월 左道御史 王熙가 沿海ㆍ沿江 리들의 무역 행 를 탄핵함으로써 우

려의 실체가 드러났다.164) 강희 6년(1667) 12월 福建의 耿繼茂는 병의 

158) <邊患宜靖疏>(K6.11.24), �靖海紀事�, pp.48-49.
159) �聖祖實 � 권7, 康熙一年 十一月 乙未條.
160) �淸史稿� 권243, 列傳 30-梁化鳳, p.9596. 
161) �聖祖實 � 권14, 康熙四年 三月 乙未條. 周有德은 兩廣總督이 된 후에도 廣東 

海口의 방어가 강화된 것을 이유로 연해민의 생업 복귀를 건의하여 일시 인 

覆界를 허락받았다(�聖祖實 � 권27, 康熙七年 十一月 戊申條)
162) �聖祖實 � 권18, 康熙五年 正月 丁未條.
163) �聖祖實 � 권15, 康熙四年 四月 戊寅條.
164) 이후 요한 역할을 하는 姚啓聖 역시 이 시기 廣東 香山知縣에서 직되었는

데 아마 이 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보인다(�聖祖實 � 권22, 康熙六年 五月 癸丑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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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를 틈탄 奸民의 무역을 막기 해 병력의 교  주기를 연장했지만165) 

정작 廣東의 尙可喜 일가는 직  무역에 종사했다.166) 강희 10년(1671) 

8월 신임 福建總督이 부임 후 연해의 60개 섬을 공격하여 5,380여 명을 

죽이고 7채의 木城과 2,920여 칸의 가옥을 불태운 사건은 그동안 천계를 

통한 연해지역 통제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상징 으로 보여

다.167) 

즉, 천계는 명목상 매우 엄격한 조치 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官ㆍ軍

은 여러 가지 빈틈을 만들었고 심지어 스스로 사익을 추구하기도 했다. 

, 무역의 이익은 당사자들의 것일 뿐 공식 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이므로 천계로 인한 피해는 온 히 청조의 지시를 따른 연해 주민의 몫이 

되었다. 게다가 정씨세력은 더 이상 연해지역의 물자 공 에만 의존하지 

않았으므로 천계는 오히려 청조에게 더 큰 부담이 되었다. 강희 연간 곡

물 수입이 지되어 연해지역의 米價가 석 당 20-30냥까지 오르게 된 사

례는 이를 잘 보여 다. 천계는 지역 민심의 이반, 세수의 감소, 은 등 각

종 필수 수입품 유입량의 감소, 원들의 사익 추구 등 많은 문제를 일으

켰다.168) 

이처럼 천계는 鄭經을 압박하는 데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이를 

토 로 진행된 무 략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청활동의 

압박에서 벗어나 臺灣에 고립 이고 안정 인 정권을 수립한 鄭經은 자신

의 입지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조와의 교섭에서 상 유지

를 기본방침으로 삼았다.169)

1차 교섭은 강희 2년(1663) 10월에 있었다. 鄭經은 厦門을 공략당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조선)의 사례를 근거로 삼아 

만약 청조가 削髮과 登岸을 요구한다면 무에 로 응할 수 없다고 명

확한 선을 그었다.170) 2차 교섭은 강희 6년(1667) 5월에 있었다. 鄭經은 

여 히 東寧(臺灣)은 충분히 自强自立할 수 있어 爵祿이나 토지에는  

심이 없으므로 臺灣을 외국으로 우하면 무를 받아들이겠지만 그

165) �聖祖實 � 권24, 康熙六年 十二月 乙亥條.
166) 松浦章, 2002, pp.494-496.
167) �聖祖實 � 권36, 康熙十年 八月 己卯條.
168) 朱維幹, 1986, pp.412-424.
169) 林田芳雄은 청과 鄭經과의 무 상을 총 7차례로 악한다. 본고는 청-정 교섭 

과정을 악하는 데 그의 연구를 활용했지만 그가 규정한 청-정 교섭의 4가지 특

징  일부에는 견해를 달리한다(林田芳雄, 2003, pp.125-126).
170) �臺灣外記� 권6, p.230, “耿繼茂, 李率泰差官咸至銅山, 傳宣朝廷德意招撫. (中略) 

經仍執高麗事例, 若欲削髮登岸, 雖死不允, 其差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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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교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171) 3차 교섭은 강희 

8년(1669) 6월에 있었다. 臺灣 원정을 공식 으로 포기한 청조는 한층 

극 인 태도로 무에 임했다. 때문에 체발만 요구하고 臺灣 거주는 허가

하는 등 완화된 조건으로 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鄭經은 여 히 登岸과 

剃髮 없이 납공만 하는 계를 고집했다. 강희제는 登岸은 면제해  수 

있지만 剃髮은 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결국 교섭은 결렬되

었다.172) 

4-7차 교섭은 모두 삼번의 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3차 교섭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것은 분명하다. 4차 교

섭은 강희 16년(1677) 4월 鄭經이 厦門으로 후퇴하자 이를 공략하는 것이 

힘들다고 단한 동남 선 사령  기여슈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다시 

剃髮 문제로 결렬되었다.173) 강희 16년(1677) 6월 5차 교섭에서 기여슈는 

만약 鄭經이 연해에서 물러나면 조정에 정경 측 요구 수용을 건의하겠다

는 태도를 보여 교섭이 진 하는 듯 했지만 鄭經이 4府 할양을 추가로 요

구하면서 결렬되었다.174) 6차 교섭이 있었던 강희 17년(1678) 9월 鄭經은 

해안지역을 상실하고 厦門과 海澄 등지만 유지하고 있었다. 海澄 공략에 

곤란을 느낀 福建總督 姚啓聖이 사 을 보냈으나 鄭經은 海澄을 포기할 

뜻이  없었다.175) 7차 교섭도 姚啓聖이 시도했다. 강희 18년(1679) 5

월 海澄을 사이에 둔 공방이 길어지자 姚啓聖은 鄭經이 연해에서 물러나

면 剃髮과 登岸의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鄭經은 청조가 먼  剃髮

과 登岸 면제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고, 다시 말을 바꾸어 海澄을 公所로 

만들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는 청조가 도 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

으므로 결렬되었다.176)

이상을 종합하면, 7차례의 청-정 교섭은 세 가지 공통 인 특징을 가지

고 있었다. 첫째, 교섭은 언제나 청조가 제안했다. 물론 청이 무를 하는 

입장이므로 이는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청조의 지속 인 무 정책

으로 그 동안 정씨 인사들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청조에 귀순해왔다는 

과 1차와 4-7차 때의 세가 鄭經에게 불리했다는 을 감안하면, 鄭經이 

171) <鄭經復董班 書>(K6.6.23), �康熙統一臺灣檔案�, pp.69-70; <鄭經復孔元章書> 

(K6.6.23), �康熙統一臺灣檔案�, p.70.
172) <勅諭明珠蔡毓榮等>(K8.9), �康熙統一臺灣檔案�, p.85.
173) �臺灣外記� 권7, p.321, “經禮待朱ㆍ莊二使, 答以一先王在日, 屢承招撫, 只差剃髮

二字. 若照高麗ㆍ朝鮮例, 則可從議.”
174) 林田芳雄, 2003, pp.135-136.
175) 林田芳雄, 2003, pp.137-138.
176) �臺灣外記� 권8, p.358.



- 45 -

상을 제안한 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은 그에게 청조와 상할 극  

의사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鄭經은 단 한 번도 상 조건을 양보한 이 없었다. 양측은 언제

나 剃髮 면제와 臺灣 체류를 쟁 으로 다리기를 했다. 그런데 청측이 3, 

5, 7차 교섭에서 조건을 양보한 반면 鄭經은 7차례 모두에서 조 도 양보

하지 않았다. 세가 불리했던 때조차 자신의 요구를 고집했으며 심지어 

상이 타결 국면에 이르자 조건을 추가하여 상을 결렬시키기까지 했

다.

셋째, 鄭經은 청조에 臣從하는 것 자체는  꺼리지 않았다. 그는 조

선과 같이 체발이 면제되고 지 체류를 인정받는다면 청에 臣屬할 수 있

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던 청조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겠지만 반청복명을 기조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鄭經이 언제

든 청조에 臣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분명 모순 인 측면이 있

다. 이는 鄭經이 아버지 鄭成功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이라 할 수 있다. 

요컨 , 청조의 천계- 무 략은 臺灣의 독립  지배를 목표로 한 鄭

經에게 그다지 효과 이지 못했다. 그는 鄭成功과 달리 반청복명에 큰 

심이 없었으며 청조가 臺灣의 독자성을 인정하면 청조와 립하지 않고 

심지어 臣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자신의 조건을 청조가 모두 수용되지 않으면 립을 지속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기도 했다. 천계는 臺灣에 정치ㆍ경제 으로 큰 압박이 되지 않았

고 청군이 직  臺灣을 공략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므로, 鄭經은 먼  

교섭을 시도할 필요도 상 타결을 해 조건을 양보할 이유도 없었다. 

상에 만족하고 있던 鄭經은 결정  국면에서 언제나 상 유지를 택했

기 때문에 청조의 천계- 무 략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 안정 으로 세력을 키운 鄭經은 삼번의 난을 기회

로 동남연해지역에 진출했다. 

강희 13년(1674) , 福建에 주둔하던 耿精忠은 공식 으로 청조에 반기

를 들었다. 반격의 기회를 맞이한 鄭經은 흔쾌히 耿精忠과 손을 잡았

다.177) 물론 鄭經과 耿精忠은 기부터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 한 번도 

제 로 된 공조를 이루지 못했지만,178)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청군으로서

는 양자의 연 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청조는 鄭ㆍ

耿 연합군을 江西나 장강 내부로 진출시키지 않고 福建 내부에서 지해

177) 劉鳳雲, �淸代三藩硏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4, pp.181-186, 201-206.
178) 李鴻彬, ｢鄭經 三藩之亂｣, �台灣硏究集刊�, 1984-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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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략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동남 선의 확산을 막는 것은 청조에

게 매우 요한 과업이었다.179)

강희 13년 4월(1674), 청조는 군을 동남 선에 투입했지만180) 황은 

쉽게 호 되지 않았다. 정군은 강희 13년(1674) 5월 海澄과 同安을 령하

고, 6월에는 泉州와 漳州, 7월에는 潮州를 손에 넣는 등 빠르게 세력을 확

장하여 두 달 만에 과거 福建 연해의 도를 모두 회복하고 浙江으로 진

출했다.181) 정군 함 는 浙江 연해 각지를 공략했고182) 溫州, 台州 등지의 

군 이 정군에 투항했다.183) 廣東 역시 鄭經의 지원을 등에 업고 潮州에

서 항하는 劉進忠과 廣西의 반군 등으로 인해 福建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184) 

황이 악화되자 청조는 강희 13년(1674) 7월 和碩康親王 기여슈를 奉

命大 軍으로 임명하여 동남 선의 황을 개선하도록 했다.185) 기여슈는 

제압하기 용이한 耿精忠을 우선 으로 공략했다. 강희 15년(1676) 9월 延

平이 공략 당하자 耿精忠은 항을 포기하고 福州에서 항복했다.186) 耿精

忠이 무 진 후 鄭經은 뒤늦은 반격을 시도했지만 육상에서 정군은 도

히 청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을 뿐이었다.187) 육상에서 청군

179) 劉鳳雲, 1994, pp.273-274. 강희 13년(1674) 4월 5일 浙江提督 서버리[塞白理: 漢

軍]의 상주는 이 문제에 한 일선 지휘 의 기의식을 잘 반 하고 있다. 그

는 浙江은 강이나 바다에 한 지역이 많아 부분 지역이 정군의 사정권에 있

음을 밝히면서 耿精忠이 福建 서부를 통해 江西에 이르러 吳三桂와 호응할 가

능성, 鄭經이 해로로 京口에 진입한 후 장강을 거슬러 湖北을 공격할 가능성 등

을 심각하게 염려했다(<楊捷咨爲耿鄭勾結應嚴加防守沿海江口事文>(K13.5.13), �康

熙統一臺灣檔案�, pp.89-90).
180) �聖祖實 � 권47, 康熙十三年 四月 癸亥條.
181) 鄭經의 세력 확장은 지 한인 지휘 의 투항과 그 연쇄 작용이라는 행운이 크

게 작용했다. (�東南紀事� 권12, 鄭成功下(�明淸筆記史料� 권 106, pp.252-254; <兵

部議復尙可喜題爲趙得勝從叛及陳啓泰自縊事本>(K13.6.10), �康熙統一臺灣檔案�, 

pp.93-94). 
182) <楊捷咨爲浙境海警急請救援事文>(K13.6.29), �康熙統一臺灣檔案�, pp.94-96.
183) �平定三 方略�, 권7, “辛酉, 勅浙江諸 固守台寧. 提督塞伯理奏, 溫州屬 淸等

營, 相繼降賊, 黃巖總兵標下太平營亦叛. 賊兵離黃巖止七八十里, 請速發大兵保守

沿海邊地.”
184) �聖祖實 � 권50, 康熙十三年 十月 己未條; <福全等題復金光祖請遣大兵以保岩

疆事本>(K13.10.6), �康熙統一臺灣檔案�, p.106.
185) �聖祖實 � 권48, 康熙十三年 七月 戊午條. 2개월 후인 9월에 和碩簡親王 라부

[喇 ]를 揚 大 軍으로 삼아 江南을 방어하게 하고 和碩安親王 욜로[岳樂]를 

定遠平寇大 軍으로 삼아 廣東으로 견한 것도 유사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기여슈가 담당한 것은 浙江-福建-江西 동부로 이어지는 지역이었다(�聖祖

實 � 권49, 康熙十三年 九月 己卯條; 권50, 康熙十三年 九月 乙酉條).
186) 劉鳳雲, 1994, pp.26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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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연패하자 鄭經은 스스로 해안지역을 포기하고 도서지역으로 철수했

다. 이듬해 2월 20일 청군이 鄭經이 포기한 해안지역을 회복함으로써 福

建은 완 히 평정된 것처럼 보 다.188) 하지만 과거 고립화 략의 실패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군 함 가 건재한 이상 동남 선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 을 의식한 福建總督 郎廷相은 강희 16년(1667) 정월 수군 재건을 

주장했다.189) 그는 福建에 水師提督이 설치된 선례가 있고 그 병력도 아

직 연해지역에 남아있으므로 단시간에 수군 재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다른 선의 박한 상황으로 인해 논의할 가치가 없

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연 연승하던 동남 선과 달리 다른 선의 황

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湖南의 상황은 단 한 치의 진 도 없었다. 長沙 공략을 해 강희

제는 3년간 일선 지휘 의 요구를 거의 부분 수용하고 병력을 거듭 증

했다.190) 그러나 일선 지휘 들이 갖가지 핑계로 계속 출병을 늦추자 

처음에는 일선 지휘 의 단을 신뢰했던 강희제도 차 그들을 불신하기 

시작했고,191) 강희 16년(1667)에는 공격을 독 하기에 이르 다.192)

尙之信의 배신으로 廣東-廣西의 황도 악화되었다. 廣東의 청군은 廣

187) 鄭經은 3만 병력으로 福州를 공격했지만 참패를 당했고, 昭武와 延平으로 진격한 

별동 도 청군의 반격에 병력의 태반을 잃고 후퇴했다(�聖祖實 � 권64, 康熙十五

年 十一月 丙戌條; <傑淑等題爲恢復邵武等處地方事本>(K15.12.17), �康熙統一臺灣檔

案�, pp.118, 121).
188) <郎廷相題爲收復漳州郡縣情形事本>(K16.3.2), �康熙統一臺灣檔案�, p.125; �聖祖

實 � 권66, 康熙十六年 三月 庚辰條.
189) <福全等題復郎廷相請設水師事本>(K16.1.20), �康熙統一臺灣檔案�, pp.122-123.
190) 劉鳳雲, 1994, pp.279-280. 강희 13년(1674) 11월 安遠靖寇大 軍 돌로[多羅] 등

이 京口의 沙唬船 50척과 水手를 요청하자 받아들 고 이듬해 정월 長沙 지원

을 명받은 和碩安親王 욜로[岳樂]가 江西의 방어를 염려하여 江西 토벌을 완료

한 후 長沙를 지원할 것을 청했지만 황제는 長沙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같은 

해 7월 녹  조총수에 한 요구, 10월 녹  정  7천 명 증  요구, 11월 紅衣

砲 20문과 이를 운 할 녹  3천 명 동원 등 호남 선의 요구는 거의 부분 

즉각 수용되었다(�聖祖實 � 권50, 康熙十三年 十一月 戊辰條; 권52, 康熙十四年 

一月 戊子條; 권57, 康熙十四年 七月 辛亥條; 권57, 康熙十四年 九月 丁亥條; 권

58, 康熙十四年 十一月 庚子條).
191) 강희 13년(1674) 6월 鎭南 軍 니야한[尼雅翰]이 기후 때문에 進兵이 어렵다고 

하자 무리하게 진격하지 말고 만 을 기하도록 했지만 강희 14년(1675) 12월 寧

南靖寇大 軍 러르기연[勒爾錦]이 지원을 요청하자 크게 꾸짖으며 투 의지가 

있는지를 반문했다. 강희 15년(1676) 4월 安遠靖寇大 軍 샹샨[尙善] 등의 長沙 

공격 지연을 꾸짖으며 즉각 출병을 지시했다(�聖祖實 � 권48, 康熙十三年 六月 

辛亥條; 권58, 康熙十四年 十二月 乙亥條; 권60, 康熙十五年 四月 辛未條).
192) �聖祖實 � 권65, 康熙十六年 二月 丙寅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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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 북부에서 려나 江西로 철수했으나 그마  태로웠다.193) 게다가 12

월 福建 서부의 耿精忠의 잔당 수만 명이 江西에 들어와 소요를 일으켰

다.194) 요컨 , 동남 선을 제외한 모든 선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체 황을 고려해야 하는 앙 조정의 입장에 보면 郎廷相의 

건의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여겨진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결국 

조정은 郎廷相의 요청과는 정반 의 결정을 내렸다. 강희 16년(1677) 5월 

江南과 浙江의 가용한 모든 선박을 岳州로 견하고 이후에도 江浙에서 

함을 건조하여 岳州에 공 하게 함으로써 동남 선은 수군의 강화는 고

사하고 가용 함 부분이 차출된 상태에서 정군의 연해 침공을 이겨내

야 했다.195) 

강희 16년(1677) 1년 동안 표면 인 福建의 황은 상당히 양호했다. 鄭

經도 3월 厦門으로 철수한 이후에 다시 泉州나 漳州를 넘보지 않았다. 그

러나 정군의 진정한 강 은 청군의 주력과 직 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충분히 청군을 괴롭힐 수 있다는 데 있었다. 정군 함 는 방어가 취약한 

연해지역을 공격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비록 기여슈의 군이 福建에 있

었지만 상당수의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차출되었으므로 정군은 그 틈을 

공략하기도 했다.196)

강희 16년(1667) 1년 동안 연해 각지의 일선 지휘 들이 연이어 승 보

를 올렸기 때문에 동남 선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 다. 

그러나 연이은 승 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물러간 정군의 

연해지역 침공은 끊이지 않았다.197)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은 

鄭經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청군에게는 도서지역에 치한 鄭經의 본거지

를 타격할 수단이 없었다. 때문에 기여슈는 무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193) �聖祖實 � 권61, 康熙十五年 五月 癸巳條.
194) �聖祖實 � 권64, 康熙十五年 十二月 丙辰條.
195) <兵部題爲合咨江浙督撫等確査戰舡事本>(K16.5), �康熙統一臺灣檔案�, pp.131-132; �聖

祖實 � 권67, 康熙十六年 六月 壬子條; 권69, 康熙十六年 九月 戊戌條.
196) < 努等題復郎廷相亟調滿兵赴閩駐防事本>(K16.4.29), �康熙統一臺灣檔案�, pp.127-128. 

청군을 더욱 곤혹스럽게 했던 것은 강희 16년(1667) 4월 泉州 백성의 항이나, 10월 福建 

安溪의 朱寅이 정군과 연계하여 청군에 항한 것처럼 정군을 지지하는 민심이 연해지역에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이었다(�聖祖實 � 권66, 康熙十六年 四月 己未條; 권69, 康熙十六

年 十月 丁巳條). 강희 16년 7월 左都御史 宋德宜의 福建 해  완화 건의가 거부되고 이

듬해 윤3월 오히려 해 을 강화하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 주된 이유는 연해주민이 정군

에 조하여 지역의 안정을 한다는 것이었다(<福全等題復宋德宜請寬海禁事

本>(K16.7.9), �康熙統一臺灣檔案�, p.137; �聖祖實 � 권72, 康熙十七年 閏三月 丙辰條). 
197) 강희 17년(1668) 정군의 세력이 여 히 수만에 달한다는 은 그 동안 일선 지

휘 들이 올린 승  보고가 과장된 것임을 의미한다(�聖祖實 � 권72, 康熙十七

年 三月 乙未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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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鄭經이 이를 거부했음은 앞서 언 하 다. 

강희 17년(1668) 정군의 공격이 본격화되자 비로소 조정은 동남 선이 

실제로는 상당히 고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3월 福建總督 郎廷相은 

연해 요지를 공략하고 있는 정군을 지할 능력이 없음을 밝히고 조정에 

구원을 요청했다.198) 기여슈도 자신은 福建에서 정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차 廣東을 지원할 여력이 없음을 인정했다.199) 浙江總督 李

之芳도 내륙의 剿撫가 거의 완료된 반면 연해지역은 여 히 鄭克塽의 함

에 의해 빈번하게 침략 당하고 있음을 시인했다.200) 이부는 그 책임을 

總督 郎廷相과 提督 段應擧에게 물었지만201) 앞서 郎廷相의 건의가 조정

에 의해 좌 되었다는 을 상기한다면 그에게 당시 상황은 불가항력이라 

할 수 있었다.

鄭經 무에서 기여슈의 원정 에 의한 해안지역 공략, 도서지역에 고

립되었던 鄭經의 반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과거 鄭成功 무에서 지

두의 원정 에 의한 해안지역 공략，鄭成功의 南京 공략에 이르는 과정과 

상당히 닮아있다. 심지어 郎廷相의 수군 양성 주장이 서남 선의 상황을 

이유로 거부된 것까지도 과거 陳應泰 사례의 재 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에는 鄭成功의 죽음과 네덜란드의 력이라는 변수가 반 의 계기를 제공

했지만 결국 外海艦隊의 부재로 臺灣 공략에 실패하면서 결국 문제의 본

질을 해결하지 못하 다. 그 다면 다시 한 번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청

조는 과연 어떻게 처했을까? 

198) �聖祖實 � 권72, 康熙十七年 三月 癸酉條. 
199) �聖祖實 � 권72, 康熙十七年 三月 癸未條. 
200) �聖祖實 � 권72, 康熙十七年 閏三月 癸卯條. 
201) <吏部題本>(K17.3.29), �明淸史料� 己篇-第7本, p.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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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外海艦隊 創設과 臺灣 遠征

강희 22년(1683) 6월 청조는 施琅을 提督으로 하는 함 를 견하여 臺

灣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永曆帝를 사로잡아 정씨세력을 고립무

원으로 만든 지 약 20년, 정씨세력과 처음 조우한 지 약 40년 만의 일이

었다. 이 긴 세월 동안 청조는 外海艦隊를 창설하여 정씨세력을 공격하는 

략을 한 번도 채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일선 지휘 들의 지속 인 요구

에도 불구하고 앙 조정이 다양한 이유로 함  창설을 기피해왔다는 

을 고려하면 이 시기 청조가 략을 환한 이유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202) 본고는 이를 福建總督 姚啓聖의 활약과 삼번의 난을 통해 형성

된 일부 만주족 결정권자들의 한인 군 에 한 태도 변화에서 찾고자 한

다. 

이부의 탄핵을 받은 福建總督 郎廷相은 자신을 구원하러 온 福建 政使 

姚啓聖을 후임 총독으로 천거하고 물러났다. 지원군으로 왔다가 최악의 

상황에서 총독이 된 姚啓聖은 직무를 행하면서도 그 책임을 온 히 떠

맡는 것을 피하기 해 이를 사양했지만 조정은 郎廷相의 건의에 따라 그

를 福建總督에 임명했다.203) 책임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진 姚啓聖에게 남

은 길은 역량을 최 한 발휘해 임무를 완수하는 것뿐이었다.

부임하자마자 연해 각지의 함락 소식을 한 姚啓聖은 황 개선을 

한 장ㆍ단기 인 계획을 동시에 수립했다. 그는 자신에게 모든 지역을 구

원할 역량이 없다는 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각지의 방어를 과감히 포기

하고 동원 가능한 병력을 총동원하여 교통의 요지인 平和와 漳平 회복에 

력을 집 함으로써 원군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

다.204) 동시에 그는 세 가지 장기  조치를 조정에 건의하여 략의 근본

 환을 꾀했다. 

첫 번째 조치는 동남 선의 면  재정비 다. 姚啓聖은 총 10개 항목

을 건의했다.205) ①외부 병력을 동원하여 泉州와 漳州에 투입할 것 ②투

202) 물론 청조의 만 원정을 가능하게 했던 일차  요인은 삼번의 난이 평정되면

서 청조가 우선순 를 정씨세력에 두게 되었던 일 것이다. 그러나 永曆政權 

토벌에 성공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조가 유일한 반청세력인 정씨세

력을 토벌하는 데 소극 인 태도를 취하 다는 을 염두에 두면 두 시기 사이

에 어떤 차이 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3) <姚啓聖爲瀝陳控辭幷報明誓署總督印務日期事本>(K17.6), �康熙統一臺灣檔案�, pp.155-156.
204) <姚啓聖題爲恢復平和縣城事本>(K17.7.16), �康熙統一臺灣檔案�, pp.160-161.
205) �淸史列傳� 권8, p.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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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병에게 俸餉을 제 로 지 할 것 ③督標를 5천 명 增募할 것 ④浙江의 

賢能한 원 20명을 福建에서 활용할 것206) ⑤가욋돈을 치루더라도 충분

한 병량을 확보할 것 ⑥要路에 站을 설치하여 兵餉 운송을 안정화시킬 것 

⑦漳浦와 同安에 總兵을 다시 세울 것 ⑧福建의 官兵을 18,000명 증설할 

것 ⑨兵額의 冒占을 엄 할 것207) ⑩상벌규정을 확정할 것 등으로 구성된 

그의 계획은 동남 선에 인재, 병력, 물자를 보충하는 동시에 기존 시스템

의 미비 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붕괴된 福建의 군사시스템 

복구와 과거 폐단의 제거를 동시에 진행했다.208) 

두 번째 조치는 정씨세력에 한 무 확 다. 무는 청조가 그동안 

꾸 히 시행해온 것이지만 姚啓聖의 무는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있었

다. 그는 토벌의 용품이 아닌 토벌을 한 토 로서 무를 주장했다. 

그는 청군은 수군이 없어 일시 인 승리를 거두어도 정군의 본거지를 소

탕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정군이 세력을 회복해 돌아오는 패턴이 지난 수

십 년간 반복되어 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 도 육상의 정군은 격멸시킬 

수 있지만 해상 활동을 통해 그들이 재기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므로 

극  무를 통해 정군의 세력 회복을 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그는 무에 들어가는 비용에 한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무에 은 10만 냥 이상의 재원이 필요함을 제시했지만, 조정의 재정 상

황을 감안하여 이를 모두 자신이 捐資로 마련하고 조정은 투항자에게 

직과 록만 지 해  것을 요청했다.209) 즉 姚啓聖은 토벌 계획의 일환

으로서 무를 실시했고 상당한 수 의 비용 부담을 자신이 떠맡음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조정에 철시켰다. 

세 번째 조치는 福建水師을 다시 조직하고 水師提督을 다시 설치하는 

206) 그 외 巡撫 吳 祚가 지의 署理官員을 정식 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주하

다(<福建巡撫吳 祚題本>(K17.7.11), �明淸史料� 己篇-第7本, p.624). 吳 祚는 

姚啓聖와 과거부터 손발을 맞춰 온 인물로, 이 건의는 그와 姚啓聖이 상의한 결

과로 보인다.
207) 姚啓聖이 녹   각종 雜役에 동원되는 인원이 30퍼센트에 달한다는 사실을 

악하고 이를 개 하여 병액을 충족시켰음을 보고하자, 황제는 이를 크게 칭찬

하며 다른 성에서도 본받도록 지시했다(�聖祖實 � 권75, 康熙十七年 七月 戊午

條, “鎭 各官, 多以食餉兵丁, 充伴當書記軍牢等役. 至臨陣十不得七. ( 략) 上諭

兵部, 總督姚啟聖, 革 伊標軍牢等役, 另募入伍, 有禆剿禦. 可嘉. 直隸各省綠旗兵

丁經制額數, 爲防守汛地, 征剿賊寇而設. 該管各官, 自宜實足兵數, 以資戰守.”).

208) 조정은 이  ①과 ⑧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병력 증원은 姚啓聖이 비용

을  督標 5천 명뿐이었다(�淸史列傳� 권8, p.583, “疏下議政王大臣詳議, 衢贛潮

三路兵皆皆要地, 未便調閩, 又旣增督標兵, 毋庸再廣通省經制額, 餘竝如所請行.”). 
209) <姚啓聖題爲特廣招撫條例事本>(K17.9.1), �康熙統一臺灣檔案�,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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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210) 수군 양성에 한 姚啓聖의 주장은 임자들과 동소이했

다. ①정군의 수군 력이 우 에 있다는 실 인식 ②양자의 기동력 차

이에 의한 청군의 열세 ③戰船-水師組織-水師提督을 갖춘 수군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그의 논의는 정군과 립했던 일선 지휘 들이 순치 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姚啓聖은 실 인 재

원 책을 가지고 있었다. 姚啓聖은 수군의 병액을 따로 요청하지 않고 

기존의 병액 안에서 수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海澄公 黃芳

世의 京師 소환으로 발생한 8천 명의 유휴 병액과 福建에 증강 정된 

10,800명의 육상 병력 병액을 수군으로 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水師提

督의 설치는 다소 행운이 따랐다. 福建의 水ㆍ陸提督을 겸하던 楊捷이 임

무 수행의 부담을 호소하면서 姚啓聖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

다.211) 

姚啓聖은 차 황을 호 시켜 나갔지만212) 수세를 공세로 환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난 에 착했다. 강희 18년(1669) 7월 姚啓聖은 자

신의 계획 로 병력 재정비, 무 시행, 변계 방어, 의 보  단  등이 

이루어져 정군이 축되었으므로 이제 공세로 환할 시 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공세 환을 해 가장 요한 수군 정비는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姚啓聖은 이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 다.213)

그는 우선 福建에서 팔기를 감축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 했다. 그

는 팔기에게 매달 은 22냥의 여를 지 하고 있으므로 4천 명만 철수시

켜도 매년 약 은 1,056,000냥을 감할 수 있고, 그 공백을 여가 렴한 

녹  4,500명으로 보강하면 연간 백만 냥을 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214) 

姚啓聖의 문제의식은 명확했다. 福建에서 팔기는 고비용 효율이므로 이

를 녹 으로 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 재원을 수군 창설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역에 사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임 提督 

210) <姚啓聖題爲請復設水師提督事本>(K17.9.1), �康熙統一臺灣檔案�, pp.164-165.
211) �聖祖實 � 권76, 康熙十七年 八月 丙戌條.
212) 耿精忠과 라하다의 병력이 합류하자 漳州를 압박하던 정군을 공격하여 승을 

거두고 長泰를 회복했으며 별동 를 견하여 同安도 되찾았다(<姚啓聖題爲再

漳州城郊大敗劉國軒等事本>(K17.9.22), �康熙統一臺灣檔案�, pp.167-168; �聖祖實

� 권77, 康熙十七年 十月 壬午條; 권77, 康熙十七年 十月 丁亥條). 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는 5개월간 官 1,237명, 兵 11,639명을 무했고 그 공

로로 종1품에 서임되었다(<吳達禮等爲彙報招撫投誠官兵幷請議敍事本>(K17), �康

熙統一臺灣檔案�, pp.173-174).
213) <議政王等題復姚啓聖條陳平海機宜事本>(K18.7.28), �康熙統一臺灣檔案�, p.184.
214) <議政王等題復姚啓聖請減滿兵稍增綠旗事本>(K18.7.28), �康熙統一臺灣檔案�, pp.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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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正色을 상당히 불신하여215) 그를 水戰 경험이 풍부한 施琅으로 교체해 

 것을 요청했다.216)

姚啓聖의 제안은 실효성 여부와는 별개로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

다.217) 의정회의는 팔기의 군사  가치를 평가 하하고 앙의 인사권을 

침범하는 그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러나 姚啓聖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施琅을 水師提督으로 만드는 데 집요한 노력을 기울

다. 강희 18년 8월 姚啓聖은 과거 施琅을 靖海 軍으로 임명했던 에 따

라 軍으로서 수군을 지휘하게 하거나, 萬正色을 廣東水師提督으로 보

시키는 등, 施琅에게 福建水師를 맡기기 한 다양한 제안을 앙 조정에 

올렸다.218)

일선 지휘 에 불과한 姚啓聖이 의정회의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두 건 모두 처음에는 좌 되었다. 그러나 姚啓聖은 

자신의 계획에 해 확신을 가지고 앙 조정을 설득하기 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앙 조정의 결정에 끌려 다니기 했던 과거 지휘 들과는 

조를 이루는 집요한 노력을 통해 姚啓聖은 결국 의정회의의 결정을 뒤

집고 福建에서 팔기를 이는 것을 넘어, 최소한의 수비 를 제외한 팔기 

체를 철수시켜 福建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219) 이후 施

琅도 결국 福建水師提督이 되었다.220)

215) 병부와 일선 지휘 들이 서로 추천을 회피함으로써 표류하던 水師提督에는 결

국 定海 軍 王之鼎이 낙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四川總督으로 

보되었으므로 실질 으로는 후임 提督 萬正色이  提督이었다(<郭四海等

題復王之鼎請定閩省水師經制事本>(K18.5.19), �康熙統一臺灣檔案�, p.178).
216)<議政王等題復姚啓聖擧薦施琅事本>(K18.7.28), �康熙統一臺灣檔案�, p.185. 한 가

지 의문은 왜 그가 처음부터 施琅을 추천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다. 그는 최  

자신에게 주어졌던 水師提督 추천권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福建 政使 시  이

미 施琅을 水師提督으로 천거했던 을 고려하면 그는 처음부터 福建水師提督

을 맡을 사람으로 施琅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217) 동남 선에서 팔기의 비효율성과 일선 지휘 의 인사권 보장이라는 문제의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黃梧, 魏裔介, 林起龍, 馬騰升 등이 이를 지 해 

왔다. 다만 일선의 지휘 이 직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과

거와 달리 묵살이나 탄핵이 아닌 정책의 충돌로 나타났다.
218) <議政王等題復姚啓聖疏請施琅以 軍總統水師事務本>(K18.8.11), �康熙統一臺灣檔案�, p.187.
219) <兵部題爲欽奉上諭議撤福建滿兵事本>(K18.10.7), �康熙統一臺灣檔案�, p.193; <姚啓

聖啓爲遵旨議撤福建滿兵事本>(K19.7.26), �康熙統一臺灣檔案�, p.215. 철수 상은 팔

기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외지 병력이었다. 그는 行糧 지 으로 3배의 비용이 들

어가는 浙江의 지원군 7천 명 역시 浙江으로 돌려보내고 해당 병액을 福建에서 招

募할 것을 제안했다(<議政王題復姚啓聖請裁客兵以膳主兵事本>(K18.12.11), �康熙統一

臺灣檔案�, p.196). 
220) �聖祖實 � 권96, 康熙二十年 七月 己卯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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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姚啓聖은 한편으로 조정과 마찰을 불사하고, 다른 한편으로 조

정에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정씨세력 공략을 한 비를 착실하게 

해나갔다. 강희 18년(1679) 8월 福建水師는 편성이 완료되어 실  배치에 

들어갔지만 함은 아직 제 로 확보되지 않았다. 臺灣 원정을 고려하면 

연해 투로 용도가 국한되는 기존의 船 신에 外海用 선박을 다수 확

보해야만 했다.221) 이에 姚啓聖은 捐資를 통해 雙 艍船222) 74척을 건조하

고 부족분을 廣東에서 鳥船 32척, 䑩艚船 106척을 지원받아 정군 함 를 

상 하려 했다. 그러나 廣東이 갖가지 핑계를 며 지원을 미뤘기 때문에 

姚啓聖은 독자 으로 함 를 마련해야 했다.223) 결국 강희 19년(1680) 정

월이 되어서야 大鳥船을 주력으로 하는224) 大 戰船 240척의 外海艦隊가 

완성되었다.225) 이로써 청군 함 는 양과 질 모두에서 정군 함 와 등

하거나 오히려 정군 함 를 능가하게 되었다.226)

221) 당시 활용 가능한 外海船舶은 水艍, 趕繒船, 鳥船, 雙篷䑩船 등이었다. 목조선박

이기 때문에 제원이 완 히 균일하지는 않으나 개 길이 20ｍ, 폭 5ｍ, 높이 2

ｍ 이상의 선박이 外海用으로 분류되었다. 각 선박에 자세한 제원은 부록의 표

2>, 표3>를 참고
222) 사료에는 䑩艚로 되어 있으나 본고는 이것이 䑩艚船이 아니라 雙篷䑩船(雙 艍

船)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첫째 䑩艚船은 廣東에서만 제작하는 선박이

고, 둘째 內河用인 䑩艚船을 姚啓聖이 捐資까지 해서 만들 이유가 없었으며,(표

2> 참조) 셋째 福建水師에 65척의 雙篷䑩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23) <平南 軍賴塔等題爲請勅粵東舟師夾攻厦門等地事本>(K18.11), �康熙統一臺灣檔

案�, p.195. 만약 廣東에서 선박을 제 로 지원받았다면 福建水師는 雙 䑩船 74

척, 鳥船 32척, 䑩艚船 106척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臺灣 원정 함 의 구성은 

이와 완 히 다르다(주 225 참조). 따라서 廣東의 선박 지원은 臺灣 원정이 실

행되는 시기까지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24) �淸史稿� 권138, 兵志九, p.4114, “當康熙間, 以鄭氏由臺澎據海壇金厦, 故海防獨

重泉漳. 其時水師以沙唬船不適於海戰, 改造鳥船. 施琅之平臺灣, 卽藉鳥船之力.” 
225) 해당 기록에는 구체 인 선박의 구성이 나오지 않지만 이후 臺灣으로 출정한 

함 (大鳥船 70척, 趕繒船 103척, 雙 艍船 65척, 도합 238척)의 구성을 통해 역

으로 추정할 수 있다(<舟師北上疏>(K21.11.25), �靖海紀事�, p.70, “總計帶領官兵

二萬一千有奇, 配駕大鳥船七十隻, 趕繒船一百零三隻, 雙 艍船六十五隻.”).
226) <飛報大捷疏>(K22.6.26), �靖海紀事�, p.80, “臺灣賊夥, 選撥精壯敢死 , 及抽調草

地佃丁民兵, 洋船改爲戰船, 凡各僞文武等官, 所有私船盡行修整, 弔集來澎湖. 大

砲船鳥船趕繒船洋船雙 艍船, 合計二百餘號, 賊夥二萬餘.” 정군 함 가 鄭成功 

시기 수천 척 단 에서 鄭經 시기 수백 척 단 로 어든 것은 정씨세력의 

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연해 투에 활용된 수천 척 규모의 함

는 주로 평균 탑승 인원이 10-20명 수 인 內河用 소형 선박으로 구성된 반면 

만 투에 쓰인 양측 함 는 탑승인원이 90-100명 수 인 外海用 형 선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鄭成功도 순치 18년 臺灣 공략에 300척의 外海用 

선박만을 동원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臺灣 공략의 요성을 감안한다면 이 숫자

가 당시 鄭成功이 동원할 수 있는 外海用 형 선박의 거의 부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각주 136, 140 참조). 따라서 함의 크기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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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 원정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도 姚啓聖의 활약은 이어졌다. 그는 조

정에 臺灣 원정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이에 걸맞은 격 인 포상을 건의

하여 병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227) 해  상황이 추가된 새로운 상

벌 규정을 제정하여 군율을 정돈했다. 그는 새로운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함으로써 이를 수월하게 통과시켰다.228) 그 외에

도 의 보 로 차단,229) 정씨에 한 정보 공작,230) 福建의 군사 배치 조

정231) 등 략 환경 조성을 총 했다. 그  가장 요한 역할은 역시 완

벽한 보 과 捐資를 통한 자  조달이었다.232) 원정 비용 부분을 姚啓

聖이 스스로 마련했기 때문에 조정은 진행 과정을 비교  느 하게 지켜

보았고, 략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했다.233) 施琅 

역시 보 에 한 걱정 없이 함  지휘에 역량을 집 할 수 있게 해  姚

啓聖의 보  능력에 여러 차례 만족감을 드러냈다.234)

姚啓聖의 추진력과 捐資 능력이 外海艦隊를 창설하여 臺灣 원정을 성공

으로 이끈 직  원동력이었다면, 삼번의 난을 계기로 이루어진 일부 만

주족 결정권자들의 한인 군 에 한 태도 변화는 이를 가능  한 정치  

배경이 되었다. 

입  이후 청조는 수많은 한인의 투항을 받아들여 순수 한인 군 인 녹

기군(녹 )을 창설했고, 이로써 청조는 수  열세라는 팔기의 약 을 보완

숫자만으로 鄭成功 시기와 鄭經 시기 정씨세력의 역량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

다. 
227) <姚啓聖題爲特請循例加敍過洋攻臺壯士事本>(K20.10.21), �康熙統一臺灣檔案�, 

p.235.
228) <姚啓聖題爲酌定賞罰則例以鼓用命事本>(K20.10.22), �康熙統一臺灣檔案�, pp.237-241.
229) <姚啓聖題爲派船阻擾臺灣販洋耕種事本>(K22.1.13), �康熙統一臺灣檔案�, pp.258-259.
230) <姚啓聖題爲設間用 以濟剿撫事本>(K22.1.13), �康熙統一臺灣檔案�, p.259.
231) <姚啓聖題爲嚴絶三省接濟臺灣事本>(K22.1), �康熙統一臺灣檔案�, pp.257-258.
232) 姚啓聖은 자신이 臺灣 원정 보 에 동원한 비용이 총 235,370.21냥이며 이를 조

달하기 해서 司庫銀에서 차용 것이 54,823.5냥, 吳三畏에게 몰수한 것이 

10,030.1냥 捐資한 것이 170,516.61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司庫에서 차용한 것

도 그가 갚아야 했으므로 실제 그가 조달한 것은 吳三畏에게 몰수한 10,030.1냥

을 제외한 224,340.11냥이었다. 이를 마련하기 해 姚啓聖은 가산을 탕진한 것

은 물론 큰 빚을 지고 있음을 밝혔다(<姚啓聖題爲捐完器械事本>(K22.閏6.5), �康

熙統一臺灣檔案�, p.282).
233) �聖祖實 � 권102, 康熙二十一年 四月 甲午條, “進剿海寇, 關系重大, 總督姚啓

聖, 提督施琅, 身在地方, 務 海面形勢, 賊中情狀, 審察確實. 如有可破可剿之機, 

著協 合慮, 酌行剿撫, 毋失機 .”
234) 원정이 끝난 직후 施琅은 조정에 선두로 돌진하다가 사한 總兵 朱天貴와 더

불어 보 을 완벽히 수행해  姚啓聖의 공을 강조했다(�聖祖實 � 권110, 康熙

二十二年 閏六月 己巳條, “姚啓聖, 親至厦門彈壓, 殫心催儧糧運, 鼓勵 士, 克奏

捷功, 亦從優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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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토 확장에서 발생한 군사  수요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만주 엘리

트들은 여 히 한인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는 데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235) 그들에게 녹 이란 완 히 포기할 수는 없지만, 팔기처럼 확실

히 신뢰할 수도 없는 존재 다. 때문에 기 녹 은 개 군 라기보다는 

한인 통제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 가까운 조직이었다.236)

한인 군 에 한 만주 엘리트의 불신은 투력과 충성심 양쪽을 포

하는 것이었다. 순치 연간 청조는 엄격한 기 을 통과한 정 만을 녹 으

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237) 녹 의 투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에 녹

에게는 치안 유지 이외의 임무를 거의 맡기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팔기를 투입하여 해결했다. , 吳勝兆ㆍ金聲桓 

등으로 표되는 한인 지휘 의 배반은 만주 엘리트에게 녹 이 언제든지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에 국 각지의 요충에 주방팔

기를 주둔시켜 녹 과 반청세력 모두를 감시ㆍ견제하고238) 한군 지휘 들

이 녹 의 통수권을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녹 을 통제했다.239) 

235) 만주 엘리트는 통치를 유지하기 해서 만주의 군사  우월성을 실질 으로 확

보하려 했을 뿐 아니라 념 으로도 각인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한인 

피지배층 뿐 아니라 만주족에 해서도 이루어졌다(Waley-Cohen, Joanna., The 

Culture of War in China-Empire and the Military under the Qing Dynasty, 

I.B.Tauris & Co Ltd, 2006, p.8). 
236) 羅爾綱, �綠營兵志�, 中華書局, 1984, pp.4-6; 楢木野宣, �淸代重要職官の硏究: 滿

漢倂用の全貌�, 風間書房, 1975, pp.395-397; 송정수, ｢淸初期 綠營制의 理念과 

그 機能｣, �全北史學�7, 1983, pp.184-192; 황효순, ｢淸初 綠旗兵에 關한 一硏究: 漢

人統制를 中心으로｣, 한양 학교 석사학 논문, 1991, pp.26-29. 특히 楢木野宣은 이 

을 더욱 극 으로 해석하여 청조가 녹 을 견제하기 해서 이들을 고의

으로 유명무실화시켰다고 보았다(楢木野宣, 1975, pp.360-361).
237) �世祖實 � 권5, 治元年 六月 戊寅條; 권17, 治二年 六月 己卯條; 권19, 

治二年 七月 壬子條; 권30, 治四年 二月 癸未條.
238) 기존 연구에서 따르면 주방팔기는 이미 治 初期부터 설립되기 시작했고 1670

년 가 되면 제도  기틀이 잡  각지의 추에서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

다고 한다. 그러나 한 省에 수백 명에서 1-2천 명 정도에 불과한 주방팔기가 주

둔지의 치안을 직  통제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오히려 녹 을 통제ㆍ감시하는 

기지로서의 역할과 유사시 지원군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송정

수, 1983, pp.184-192; 황효순, 1991, pp.23-29; 羅爾綱, 1984, pp.2-3; 楢木野宣, 

1975, p.360; 定宜莊, �淸代八旗駐防硏究�, 遼寧民族出版社, 2003, pp.25-29; 마크 

Ｃ．엘리엇 지음, 이훈ㆍ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pp.176-179).
239) 녹  장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녹 에게 시에 독자  

작 권을 부여하지 않고 앙에서 견된 (大) 軍에게 해당 지역 녹 의 지휘권

을 통 하도록 하는 것이다. (大) 軍은 孔有德, 吳三桂 등 외를 제외하면 모두 

만주 군사엘리트 다. 다른 하나는 녹 의 최상층 지휘 을 팔기가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순치 연간(1-17년)의 總督, 提督은 인원으로 보든 근무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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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번의 난 동안 녹 에 한 군사  수요는 크게 증가했다.240) 

그 원인은 단순한 병력의 부족 외에 ①팔기를 신하여 희생해  부

의 필요성241) ②기후ㆍ지리 인 요소로 인한 팔기 운용의 한계242) ③조

총과 화포 운용, 선박 조종 등 팔기가 수행할 수 없는 각종 기능의 수

행243) 등 크게 3가지로 악된다. 이에 새로운 賞格이 규정되어 녹 의 

처우가 개선되고 최 로 녹 으로 구성된 軍府가 구성되기도 하는 등 

녹 의 상이 올라가는 인상을 주는 조치들이 다수 시행되었다.244) 즉, 

삼번의 난을 거치면서 녹 은 경찰과 같은 군사조직에서 정식 군 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이다.245) 

이러한 한인 군 의 군사  상 변화는 동남연해지역에서 청조의 략 

환이 가능하게 된 배경과 연 이 있어 보인다. 해상을 무 로 활동하는 

정군을 제압하기 해서는 청군도 충분한 규모의 수군을 확보해야 했지

만, 팔기는 주로 기마부 로 구성되어 있었고 만주족ㆍ몽고족의 민족  

특성 한 水戰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기로 수군을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246) 수군에 한 동남연해의 높은 수요와 팔기로는 이를 충당

보든 70-80퍼센트를 한군기인이 장악했다(�淸代職官年表�, pp.1342-1351; 

2432-2436; 2994-2996).

總員 漢軍 漢人 總期間 漢軍 漢人

總督
인원(명) 183 142 41 143.9 115.6 28.3

비율(%) 100 77.6 22.4 100 80.3 19.7

提督
인원(명) 97 67 30 82.7 59.6 23.1

비율(%) 100 69.1 30.9 100 72.1 27.9

<표 1> 순치년간 국 총독ㆍ제독의 한군ㆍ한인 비율

240) �淸史稿� 권131, 兵志二, p.3891, “綠營戰功, 自康熙征三藩時, 用綠旗兵至四十萬. 

雲貴多山地, 綠營步兵居前, 旗兵繼之所向輒捷, 其後, 平定準部回疆金川, 咸有勛

績.”
241) �聖祖實 � 권50, 康熙十三年 十一月 己巳條; 권97 康熙二十年 九月 辛未條; 최

동권 외 역, �만주 팔기 증수의 일기�, 박문사, 2012, pp.49, 89, 105-107, 117, 

121, 149.
242) �聖祖實 � 권48, 康熙十三年 六月 辛亥條; 권70, 康熙十六年 十二月 癸丑條; 

권85, 康熙十八年 十月 辛未條.
243) �聖祖實 � 권56 康熙十四年 七月 辛亥條; 권57, 康熙十四年 九月 丁亥條; 권

58, 康熙十四年 十一月 庚子條; 권69, 康熙十六年 九月 戊戌條; 권69, 康熙十六年 

十月 甲寅條; 권70, 康熙十六年 十一月 戊戌條; 권72, 康熙十七年 三月 庚子條; 

권78, 康熙十七年 十二月 己巳條; 권79, 康熙十八年 正月 甲子條.
244) �聖祖實 � 권46, 康熙十三年 三月 壬辰條; 권61, 康熙十五年 五月 壬午條; 권

87, 康熙十八年 十二月 壬戌條.
245) 楢木野宣, 1975, pp.418-419. 녹 의 역할을 가장 극 으로 해석하는 羅爾綱은 순

치 연간 녹 의 군사력이 이미 팔기를 체할 정도로 강력했다고 보지만 이는 다소 

과  해석된 것 같다(羅爾綱, 198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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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인, 그 에서

도 특히 수상 활동에 익숙한 동남연해의 한인들을 수군으로 조직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심각한 신뢰의 문제에 부딪  왔다. 吳勝兆, 金聲桓 

등의 반란을 단기간에 진압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내지 녹 의 반란은 

駐防八旗를 통해 이를 감시하고 禁旅八旗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통해 효과

으로 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인 수군 지휘 이 함 를 이끌고 도

서지역에서 항하거나 정씨세력에 투항하게 되면 청조는 이에 처할 수

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동남연해는 기능 으로 한인 군 의 필요성이 

가장 컸지만, 동시에 신뢰의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컸던 것이다. 이를 상

징 으로 나타내는 것이 앞서 王于玉이 지 한 ‘연해한인에 한 嫌疑’이

나 季振宜가 언 한 ‘鄭氏의 奸細가 水工으로 장 침투하는 것에 한 

두려움’이다. 청조가 동남연해 략에 있어 수군 양성이라는 방안을 지속

으로 외면했던 데에는 이러한 불신의 문제가 일정 정도 작용해왔음을 

앞서 언 한 바 있다. 

그러나 삼번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조는 녹 을 극 으로 활용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고, 녹 은 그 기 에 부응하여 각지에서 삼번의 난

을 토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함으로써 몇몇 주요한 만주족 결정권자들

에게 일정 수  이상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247) 동남연해의 정세와 련

하여 한인을 활용하는 데 유연한 태도를 보인 만주족 결정권자는 바로 동

남 선의 통수권자인 기여슈와 앙 조정의 최고 권력자 강희제 다.

삼번의 난 기 姚啓聖이 사재를 털어 동원한 병력을 동하고 자신에

게 투신한 이래 기여슈는 계속 姚啓聖의 정치  후원자 역할을 하 다. 

그는 일 이 姚啓聖의 군사 보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일개 

직된 지 에 불과했던 姚啓聖을 주요 장에 배치하여 공을 쌓게 하고 

직  그의 승진을 건의하는 등 4년 만에 직 知縣에서 總督이 되는 姚啓

246) 순치 부터 팔기 수군을 양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각지 주방의 

수군은 모두 녹  소속이었고 동북 지역의 수군 역시 부분 연해지역 출신이었다. 

진정한 팔기 수군이 창설된 것은 옹정 연간 이후이다(定宜莊, 2003, pp.45-46). 
247) 그러나 이를 만주 엘리트 보편에게 일어난 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만주엘리트의 뿌리 깊은 녹 에 한 부정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삼

번의 난 기간 에도 만주 엘리트는 여 히 녹 을 무능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

으면 쉽사리 배신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녹 은 무시와 의심, 심지

어 학 의 상이 되었다(�世祖實 � 권45, 康熙十三年 正月 壬辰條; 권49, 康熙

十三年 八月 甲辰條; 권50, 康熙十三年 十一月 甲戌條; 권58, 康熙十四年 十一月 

丁酉條; 권89, 康熙十九年 四月 癸巳條; 권91, 康熙十九年 閏八月 甲午條; 권91, 

康熙十九年 閏八月 乙未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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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의 격 인 승진을 직ㆍ간 으로 지원했다.248) 더 나아가 總督이 된 

姚啓聖이 복건지역의 팔기군 철수 문제로 의정회의와 마찰을 빚었을 때, 

기여슈는 그것이 복건지역에서 자신의 지휘권 배제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姚啓聖의 주장을 지지함으로써 姚啓聖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제공하 다.249) 

강희제는 인재 등용에 있어 개방 이고 실용 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동안 만연해 있던 한인 료에 한 차별을 상당 부분 해소시켰다.250) 

동남연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강희제는 실용  견지에서 주변의 반 를 

무릅쓰고 姚啓聖이 요청한 施琅을 격 으로 등용하 다. 강희 27년 7월 

15일 乾淸門에서 이루어진 施琅과의 면담 내용은 이를 잘 보여 다.251) 

강희제는 과거 施琅이 ‘복건사람(閩人)’이라는 이유로 그를 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施琅이 臺灣 원정에서 공을 세운 이후에도 그를 의심하

여 임지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종용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施琅을 신뢰한다는 을 밝혔다.252) 이는 臺灣 원정을 

해 용된 투항 한인들이 출신 성분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정치  압력

에 시달렸다는 사실과 강희제가 이들을 정치 으로 비호하 음을 시사한

다.253) 

강희제는 臺灣 원정의 비ㆍ진행ㆍ완수되는 과정에서 지속 으로 姚啓

聖과 施琅 등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었다. 병부254)와 의정회의는 마치 서

248) �淸史列傳� 권8, p.583.
249) �聖祖實 � 권82, 康熙十八年 六月 己丑條.
250) Kessler, Lawrence D., 1976, pp.117-124. 
251) �康熙起居注� 第2冊, p.1786. 
252) 施琅은 漢軍 鑲黃旗人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건사람’

이라는 을 이유로 그의 용에 반 하는 세력이 존재했다. 이는 그들이 施琅

의 정체성을 ‘기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한인’이라는 출신에 근거하여 단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복건사람’이라는 표 에는 심지어 정씨에게 호의

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연해지역의 한인’에 한 불신까지도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한군이라는 施琅의 신분은 그의 충성심을 확증하기 한 충

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253) 傅樟綢, ｢談康熙的用人政策｣, �江淮論壇�, 1983-4, p.108. 그러나 한인을 비호한 

강희제의 태도는 한인이라는 민족 자체에 한 신뢰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필

요한 수단을 제 로 활용하기 한 실용 인 선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이

블린 S. 로스키 지음, 구범진 옮김, �최후의 황제들-청 황실의 사회사�, 까치

방, 2010, pp.26-27). 이는 臺灣 원정이 성공리에 끝나자마자 버림받은 姚啓聖의 

말로에서도 잘 나타난다(�康熙起居注� 第2冊, p.1067, 1078).
254) 병부의 의견을 만주 엘리트의 의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그러

나 姚啓聖이 복건총독으로 있었던 강희 17-23년 동안 병부의 한인상서는 宋德

宜(17-21년)와 李芝芳(21-23년) 다(�淸代職官年表�, pp.180-183). 이 둘은 모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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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목소리로 姚啓聖과 施琅의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 다. 그러나 그때마다 강희제는 지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의견에 지지의 뜻을 표하며 그들의 건의를 최 한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희 20년 12월 姚啓聖은 만 원정에 참 하는 원의 사기 진작을 

해 加一級을 요청했고 병부는 이를 거부했지만 강희제는 姚啓聖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병부에 지시했다.255) 같은 달 姚啓聖은 정군의 공격에 해 

平和縣을 방어하는 데 실패한 遊擊 王廷祐 등의 면죄를 요청했고 병부는 

이 역시 거부했지만 강희제가 개입하여 다시 姚啓聖의 요청을 들어주었

다.256) 그 외에도 姚啓聖과 施琅이 요청한 각종 인사이동에 한 병부의 

거부를 강희제가 나서서 번복시킨 것이나,257) 姚啓聖이 복건 연해 주민의 

소선을 이용한 어로 허가를 요청한 것에 해 병부가 반 했으나 강희제

가 나서서 이를 허가한 일258) 등 姚啓聖 등의 건의 → 병부 등의 거부 → 

강희제의 개입이라는 패턴이 臺灣 원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된

다. 강희 22년 7월 강희제는 이부가 施琅의 인사 요구를 거부한 것을 계

기로 각각의 사례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아문에 해서 만 원정

의 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동남 선의 총독, 제독, 순무 등의 요청에 모

든 아문이 극 으로 조할 것을 지시했다.259)

이와 같은 기여슈와 강희제의 지지는 아마도 청조 내부의 수많은 만주 

엘리트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姚啓聖 등 일선 지휘 들이 흔들림 없이 

략  목표의 달성을 해 집 할 수 있게 하는 정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강희 20년(1681) 정월 28일 鄭經이 사하자 정씨세력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다. 馮錫范은 鄭經의 동생 鄭聰과 결탁하여 長子 鄭克墏

을 살해하고 次子인 鄭克塽을 추 하는 동시에 그를 자신의 사 로 삼아 

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陳永華가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정씨세력은 심

각한 내분에 빠졌다. 이제 권력 투쟁에서 물러나 澎湖 수비에 념했던 

렬한 천계 반 론자들로 姚啓聖 등의 주장에 반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인물

들이었다(각주 155, 196 참조). 따라서 姚啓聖 등에게 반 하는 병부의 입장은 

만인상서인 고스하이[郭四海]와 컨[折爾肯] 등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255) �康熙起居注� 第1冊, p.783.
256) �康熙起居注� 第1冊, p.783.
257) �康熙起居注� 第1冊, pp.740, 776, 788.
258) �康熙起居注� 第1冊, p.727.
259) �康熙起居注� 第2冊, p.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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劉國軒만이 청군에게 남은 유일한 장애물이라 할 수 있었다.260) 

臺灣의 상황을 한 청조는 본격 으로 원정을 비했다. 이미 충분한 

규모의 外海艦隊를 확보한 청조에게 부족한 것은 원정을 지휘할 노련한 

지휘 뿐이었다. 이에 청조는 강희 20년(1681) 7월 萬廷色을 陸師提督으로 

변경하고 施琅을 수사제독으로 임명하여 원정 의 인선을 마무리했다.261)

臺灣 공략은 강희 22년(1683) 6월에 실시되었다. 劉國軒은 남은 군사력

을 총동원하여 소 戰船 200여 척과 2만 병력을 澎湖에 집결시켰다. 6월 

14일 銅山을 출발한 청군 함 는 15일 澎湖群島에 정박하여 열을 가다

듬은 뒤 16일 澎湖本島를 공격했다. 그러나 劉國軒이 娘媽宮의 좁은 입구

를 大砲船으로 막고 주변 도서의 포 가 지원 사격을 하자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2차 공격에서 施琅은 각 鎭의 정 를 실은 大鳥船 6척을 

돌격 로 삼아 정군의 방어선을 돌 했고 방어선이 돌 되자 열세인 정군

은 순식간에 무 졌다.262) 청군은 함 159척을 격침시키고 35척을 노획

했으며 12,000명 이상을 격살하고 4,853명의 투항을 받아 정군을 완 히 

무력화시켰다.263) 투력을 상실한 정씨세력은 施琅의 臺灣 공격이 임박

해지자 투항했고 청조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청군은 臺灣을 정복했

다.264) 

260) <姚啓聖題爲報明鄭經病故克墏被殺等事本>(K20.5.19), �康熙統一臺灣檔案�, pp.231-232.
261) �聖祖實 � 권96, 康熙二十年 七月 己卯條.
262) <姚啓聖題爲飛報朱天貴陣亡澎湖克復事本>(K22.6.23), �康熙統一臺灣檔案�, pp.263-264.
263) <姚啓聖題爲攻克澎湖情形事本>(K22.閏6), �康熙統一臺灣檔案�, pp.279-280.
264) �聖祖實 � 권111, 康熙二十二年 七月 丙申條, “海 鄭克塽, 遣僞官鄭平英等, 齎

降表, 至提督施琅軍前, 總督姚啓聖轉奏, 請 赦招撫, 上命撰敕, 發姚啟聖, 同施琅

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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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청군은 신속하게 동남연해지역의 남명정권을 공략했으나 곧 鄭成功으로 

표되는 해상세력의 항에 직면했다. 해상 게릴라 략에 시달리던 연

해지역 일선 지휘 들은 수군 양성을 통해 이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앙 조정은 魯王政權에 해서는 함 를 만들어 토벌을 감행했지만 정씨

세력에 해서는 무 략을 시도했다. 이는 반청활동의 심인 남명정

권을 최우선 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앙 조정의 大局的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鄭成功에게 역이용 

당하고 말았지만 당시 청조의 략  우선순 를 감안하면 鄭成功 무 

략은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선택이었다. 

무 략의 실패 후 청조는 규모 육상군을 투입하여 정군을 도서지

역으로 몰아내고 해 을 통해 물자 공 을 차단하여 정씨세력을 압박하는 

고립화 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고립화 략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다. 

하나는 청군에게 정군의 연해 활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고, 다

른 하나는 연해주민이 정씨세력과 경제 으로 긴 한 유착 계 다는 

이었다. 결국 고립화 략은 청조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정군의 세력

을 크게 신장시키는 결과를 래했고 이는 정군의 南京 침공이라는 형태

로 가시화되었다. 

南京 투로 고립화 략의 실패와 새로운 략 모색의 필요성이 분명

해졌지만 극심한 재정 기와 한인 군  불신으로 인해 수군 양성에 한 

앙 조정의 입장은 여 히 소극 이었다. 때문에 수군 없이 해 을 달성

할 수 있는 천계가 안으로 제시되었으나 鄭成功이 臺灣을 공략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천계의 효과는 반감되었다. 비록 鄭成功의 急死와 네덜란

드의 력을 계기로 청군은 정씨세력을 연해지역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했

지만 臺灣으로 철수하는 鄭經을 추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鄭經이 臺灣으로 물러나면서 소강상태에 어들자 청조는 천계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무를 통해 항복을 유도하는 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臺

灣의 독자정권 유지를 최우선시하는 鄭經에게 청조의 조치는 이지

도 흥미롭지도 않았다. 소강상태를 통해 10년간 안정 으로 정권을 유지

하며 세력을 키운 鄭經은 삼번의 난을 계기로 연해 활동을 재개했다. 청

조는 기여슈를 총사령 으로 하는 규모 육상군을 투입하여 鄭經을 도서

지역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정군의 연해 침탈은 막지 못하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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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화 략의 철을 밟았다. 

강희 17년(1678) 福建總督이 된 姚啓聖은 강력한 추진력과 뛰어난 자  

동원 능력을 이용하여 정군을 연해지역에서 몰아냈고, 나아가 施琅을 제

독으로 하는 강력한 外海艦隊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姚啓聖과 施琅이 

활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여슈와 강희제라는 두 만주 권력자의 지지가 

요했다. 이들의 비호아래 자신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한 姚啓聖과 施琅

은 강희 22년(1684) 劉國軒의 항을 물리치고 臺灣을 공략하는 데 성공

하 다.

술한 바와 같이 정씨세력을 제압하기 해 청조는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 않은 우여곡 을 겪었다. 주요한 반청세력인 李自成, 張獻

忠, 南明政權, 三藩 등을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야 10년 안 이었다

는 을 감안하면 정씨세력에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소모한 데에는 분

명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청조의 鄭氏戰略

은 5단계로 구분되며 그  다섯 번째 단계에서 구 된 外海艦隊 창설을 

통한 직  공략만이 소기의 목 을 달성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략이 

1단계부터 4단계에 이르는 시기에도 일선 지휘 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안

되었고 그때마다 앙 조정에 의해 거부된 것이라는 이다. 따라서 본고

의 근원  질문은 4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청조 앙은 왜 이 략을 

지속 으로 거부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표면 으로 이는 개 우선순 와 재정 문제로 귀착되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청조의 선택에 향을  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러나 永曆政權이 몰락한 후 삼번의 난이 일어날 때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의 정씨세력은 청조에 항하는 유일한 세력이었으므로 우선순

 문제로 이 시기를 해명하기는 힘들다. , 청조가 동남연해지역 방어 

병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 엄청난 비용을 감안하면 수십만 냥에 불과한 

함  창설 비용이 근본 인 원인이라는 해석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여기에 해 과 천계 등에 의해 발생한 연해 경제의 피해와 세수의 감소까

지 고려한다면 정씨세력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함  창설 비

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재정  손실을 래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 을 보완할 세 번째 해답이 한인 군 를 불신하는 만주 엘

리트의 시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삼번의 난 이 까지 만주 엘리트에게 

한인 군 란 완 히 포기할 수도 완 히 신뢰할 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존재 다. 한인 군 에 한 만주 엘리트의 불신은 투력과 충성심 두 

측면을 포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내륙의 녹  부 는 설사 반란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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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고 할지라도 팔기를 투입하여 손쉽게 진압이 가능한 반면, 수군 함

가 반란을 일으켜 도서지역을 근거로 항하거나 정씨세력 등에 투항할 

경우 청조에게는 사실상 이에 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만

주 엘리트에게 한인으로 구성된 규모 함 의 구성은 가  피하고 싶

은 선택이었고, 舟山 공략에서 알 수 있듯 불가피하게 활용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동남연해지역의 략에서 수

군 양성이라는 선택지가 지속 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래했다. 그러나 

삼번의 난에서 녹 이 활약하여 군사  상이 증가하자 강희제와 기여슈 

등 일부 주요한 만주족 권력자들은 한인 군 를 극 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기존의 원리주의  태도에서 벗어나 상당히 실용 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결국 姚啓聖과 施琅 등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게 변화한 시  상황에 힘입어 外海艦隊 창설과 臺灣 정복이라는 

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臺灣을 령한 후 청조 내부에 臺灣의 유지와 포기를 둘러싼 격렬한 논

쟁이 벌어졌고, 결국 연해지역의 안보를 명분으로 삼은 施琅의 주장이 수

용됨으로써 臺灣의 유지가 결정되었다. 臺灣을 유지하기 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수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청조의 臺灣 유지 결정은 福建水

師 유지 결정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즉, 청조의 臺灣 유지는 청조가 지

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일 되게 유지해 왔던 소극  해상 략에서 어

느 정도 탈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결정이었다. 이어지는 천계 해제, 4개 

항구 개방 등의 조치는 청조가 드디어 맹목 인 립 구도에서 벗어나 해

양 세계와 정상 으로 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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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外海戰船 內河戰船

江南

趕繒船 沙船 哨船　唬船　

艍犁船　巡船　水艍船 

犁繒船 决哨船　

唬船　沙船　 哨船　中哨船　

大馬船　中馬船　吧唬船　

快哨船　快巡船　巡船　 快船　　

浙江

水艍船　雙篷艍船　巡船　

趕繒船　快哨船 大趕繒船　

八槳巡船　大唬船　釣船 

六槳巡船　 趕繒船　　

哨船　快唬船　中巡船　

巡船 快船　巡船　唬船　

福建

趕繒船　雙篷艍船　

雙篷䑩船　

平底哨船　圓底雙篷䑩船　

白艕䑩船　白艕哨船　哨船

平底船　雙篷哨船 水底船

花駕座船　八槳哨船　八槳船 

八槳船 六槳平底 巡船　

中八槳船 

大八槳船　花官座船　哨艍船

廣東

趕繒船　艍船 拖風船 

� 仔船 烏� 船 哨船　　　

　　　

四櫓槳船　兩櫓槳船　槳船　

急跳船　

四櫓船　兩櫓船　急跳槳船　

六櫓船　

六櫓槳船　八櫓船 一櫓船　

快槳船　

快船　艟艚船　䑩艚船　

八櫓槳船 

快哨船　　　

부록

<표 2> 각 성의 外海戰船과 內河戰船265)

265) �淸朝文獻通 � 권194, 兵 16-戰船, pp.6593-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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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번호 船種
장

(ｍ)

폭

(ｍ)

높이

(ｍ)
비율

雍正五年諭 266)

① 頭號水艍船 28.5 7.2 2.53 11.3: 2.85: 1

②
二號

趕繒船
25.3 6.1 2.23 11.3: 2.74: 1

③
三號

雙篷䑩船
22.1 5.6 1.95 11.3: 2.87: 1

④
四號

快哨船
15.4 4.5 1.60  9.6: 2.81: 1

雍正六年

浙江題定之例267)

⑤ 趕繒船 23.4 (5.8) (2.07)

(11.3: 2.8: 1)

⑥ 雙篷䑩船 20.5 (5.1) (1.81)

⑦
福建大號

趕繒船

30.7 (7.6) (2.72)

25.6 (6.3) (2.27)

⑧
二號

趕繒船

23.7 (5.9) (2.10)

23.0 (5.7) (2.04)

⑨ 雙篷艍䑩船 19.2 (4.8) (1.70)

⑩
江西南湖營

沙唬船

14.1

-21.8

(3.5

-5.4)

(1.25

-1.93)

⑪

直隸天津

水師營

大 趕繒船

23.7 (5.9) (2.10)

27.5 (6.8) (2.44)

20.8 (5.2) (1.84)

康熙二十二年268) ⑫ 鳥船
48 8.3 (4.2)

39.4 8 (3.5)

39.0 8.5 (3.5)

<표 3> 각종 선박의 재원

※�淸朝文獻通 � 雍正五年諭에는 ①-④까지의 재원이 모두 나와 있지만 다

른 곳에서는 장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다만 ①-③까지의 장-

폭-높이의 비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략 11.3: 2.8: 1이므로 이를 장만 

기재된 다른 기록에 입하여 ⑤-⑫의 재원을 추산하 다.( 호 안의 수치는 추

산치) 다만 鳥船의 경우 높이를 제외한 재원이 �琉球國志略�에 나와 있는데 鳥

船의 장에 비율 11.3: 2.8: 1을 입하면 폭은 9.7-11.9ｍ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8-8.5ｍ의 분포를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鳥船은 장이 다른 형선박보

다 장은 1.4-2.5배에 달하지만 폭은 1.1-1.7배 정도의 비교  날렵한 형태의 

선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66) �淸朝文獻通 � 권194, 兵 16-戰船, p.6592.
267) �淸朝文獻通 � 권194, 兵 16-戰船, p.6592.
268) �琉球國志略� 권5, 山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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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淸初東南沿海軍事戰略的推移

-为主淸朝的 鄭氏戰略(1644-1683)-

蔡暻洙

首 大学 东洋史系

本稿为主清朝的对郑氏战略掌握明清交替期东南沿海地区的军事战略的变

化，由此观察清初海洋战略的性格。明清交替期清朝的主敌是内陆势力，所以

军事史家们对清朝海上军事战略很 关心。关于清郑之间对立的研究也只有讲

论郑氏势力活动的倾向。可是 虑到清郑对立基本上是清郑两 的互相关系，

清朝的立场和政策也有很大的研究价值。

清朝的代表性海洋战略是海禁和迁界。可是关于它们的研究也有三个问题。

第一，忽略这些政策的军事战略的性格。第二，忽略它们是时间上和内容上清

朝对郑氏政策的一部分。第三，不明白实施这些政策的清朝逻辑。为了解决这

些问题，我们要同时地分析清朝的对郑氏战略，由此理解海禁和迁界。

清军迅速地击败东南沿海地区，可就遇到郑成功等海上势力的对抗。清朝沿

海地方长官们一向主张培养水军对付郑军。可是朝廷否决长官们的主张而试图

招抚战略。虽然招抚战略 不但没有效果，而且被郑成功 计就计了。可是朝

廷判断南明政权就是反清活动的中枢，因此为了先解决西南战线朝廷用招抚让

东南战线稳定。所以从朝廷的立场来说，这就是 虑大局的合理性选择。

招抚政策的失败以后，清朝试图隔离战略。隔离战略的内容是一边投入大规

模陆军驱逐郑氏势力于岛屿地域，另一边实施海禁隔断郑氏势力的物资供给。

但是隔离战略有两个大问题。第一清军没有控制郑军的实力。 第二 沿海居民

和郑氏势力之间有非常紧密的经济关系。所以隔离战略倒是帮助郑氏势力的发

展，郑军的南京进攻证明这点。

南京战斗显现隔离战略的失败和新战略的必要，反而朝廷对水军培养还是维

持很消极的 度。所以清朝采用不用水军而可能实现海禁的唯一办法-迁界。

可是随着郑成功攻略台湾，迁界的效果减半了。虽然由于郑成功的急死和荷兰

的帮助清军成功地驱逐郑氏势力在沿海地方，可是没有外海舰队的清军不得不

放置郑经的台湾割据。 

郑经撤 台湾以后，清朝对郑经实施迁界-招抚复合战略。可是郑经只有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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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在台湾维持独立政权，所以对他清朝的战略是不但没有 胁而且没有兴趣

的，因此清朝的迁界-招抚战略没得到所期望的效果。以后以三藩之乱，郑氏

势力重新 始沿海活动，清朝投入大规模陆军让郑军撤 于岛屿地域，但不能

控制郑军的沿海侵略。这就是反复过去隔离战略的失败的。

从康熙17年(1678)姚启圣担当福建总督的任务。姚启圣是很有闯劲和善于理

财的人。他用自己的捐资能力不但效率地击破郑军，而且建设很厉害外海舰队

为施琅提督。姚启圣和施琅活跃的动力是两位满洲权力 的支持。他们是奉命

大 军杰书和康熙皇帝。承蒙他们的庇护姚启圣和施琅能够充分发挥自己的力

量，康熙22年终于打败刘国軒占领台湾。

为了镇压郑氏势力清朝经过40年间的迂回曲折。 虑到为了镇压主要反清势

力(李自成、张献忠、南明政权、三藩等)清朝只 要几年到十年左右的时间，

对郑氏势力消耗40年的长时间好像有特别的理由。根据本稿的分析清朝战略区

分5个阶段，其中只 后的战略(建设外海舰队直接攻打郑氏)达成所期望的目

的。让人很感兴趣的事情是建设外海舰队战略其实从第1阶段到第4阶段的期间

沿海地方 官频频提出来的，反而朝廷一直拒绝接受这战略。因此 本质的提

问是40年的好长时间清朝一直拒绝接受建设外海舰队战略的理由。

表面上优先循序和财政问题显得根本原因，这好像有道理。可是从永历政权

灭亡到勃发三藩之乱间的10年间，郑氏势力是唯一的反清活动势力，所以优先

循序不能成为这期间清朝拒绝接受建设外海舰队战略的根本原因。又， 虑到

为了沿海防御清朝消耗天量的资金，几十万两的银子也不算是根本原因。尤

其，海禁、迁界等极端性政策破坏沿海经济和税源，所以郑氏问题的长期化诱

发与舰队建设费用不能比较的大规模财政损失。

本稿提示可以弥补上面问题的第三原因。这就是满洲精英的对汉人军队不

信。三藩之乱之前满洲精英看做汉人军队是不能完全相信而不能完全抛 的'

鸡肋'。满洲精英的对汉人军队不信包括战力和忠心两个方面，因此满洲精英

很讨厌建设汉人主动的外海舰队。这点诱发在东南沿海战略上水军培养战略一

直被摈 的结果。但是三藩之乱当中绿营建很大功，军事上所占的位置也逐渐

上高，康熙皇帝和杰书等几个满洲权力 渐渐对活用汉人军队采取实用的

度。再说，姚启圣和施琅亏得承蒙这种时代条件的变化，十分发挥自己力量能

够建设外海舰队达成平定台湾的大成果。

占领台湾以后，在清朝围绕台湾的善后发生很激烈的讨论。施琅以沿海地方

的安全的名分主张存留台湾，朝廷终于接受他的意见决定存留台湾。为了存留

台湾要维持相当大的水军，因此存留台湾就是维持福建水师。再说，清朝的存

留台湾决定意味着清朝多 摆脱过去40年间维持下来的消极的海洋战略。连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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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复界和四口通商等政策显得清朝终于摆脱盲目的敌对 始正常地对面海洋世

界。 

关键词: 郑成功, 郑经, 施琅, 姚啓圣, 郑氏势力, 福建水师, 海洋政策, 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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