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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本稿는 淸의 구체적인 入關 과정과 北京 遷都 이후 旗人의 北京 이주

와 정착 과정에 주목한 연구이다. 入關은 順治 원년(1644) 4월 攝政王 

도르곤이 이끈 淸軍이 山海關을 통과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 入關 

후 淸軍은 北京에 입성하 고, 淸은 도르곤의 주도 하에 盛京에서 北京

으로 遷都하 다. 北京은 淸의 새로운 수도로서도 중요했지만, 먼 이주 

거리와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정착해야 했던 만주의 새로운 보금자리

이기도 했다. 本稿는 淸의 入關과 北京 遷都 과정을 재검토하여 만주의 

중원 정복이 역사적 필연이고 오랜 청사진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 다. 또한 그간 무관심으로 가려졌던 淸의 

北京 통치의 특징과 旗人의 北京 정착 과정을 세 하게 고찰하 다.

淸은 그들의 새로운 수도가 된 北京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이전 

明의 제도와 경험을 계승하여 수용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이주

해 오는 旗人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부분을 재편해 나갔다. 이러한 

의미에서 淸의 北京 점령과 통치는 이후 성공적인 중국 정복을 위한 시

금석이자 시험 무대 다. 淸의 入關과 北京 遷都, 그리고 旗人의 北京 

이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정복자로서 만주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작업

인 동시에, 그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위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주에게 入關과 北京 遷都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遷都 이후 

北京 통치와 旗人의 北京 이주는 과연 그들의 의도대로 계획되고 실천되

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만주의 고민과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入關을 전후한 淸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이해하

고 淸의 중국 정복과 통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누르하치 시기부터 만주는 고질적인 식량난에 시달렸고, 이를 타개하

기 위해 홍타이지는 明의 변경을 공격하여 물자와 식량 등의 전리품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 다. 홍타이지는 만주 대신과의 토론을 통해 明을 

상대로 한 신속한 약탈전이야말로 만주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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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다. 이때 山海關을 돌파하여 北京을 향하는 최단 루트를 확

보하는 것이 明을 공략하는 안정적인 방법이었으나, 山海關의 확보는 당

시 만주에게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새로 투항해 

온 明의 書生들과 기존의 漢人 관원들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통

해 적극적인 北京 공략을 건의하 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만주 대신과 

漢人들의 이상적인 낙관론을 비판하고 기존의 약탈전을 고수하면서 신중

한 자세를 취하 다. 淸軍은 점차 약탈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갔으

나 여전히 山海關을 피해 華北으로 우회하여 중원을 침공하 다. 홍타이

지는 수차례 시도된 중원 침공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

하고, 山海關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정복 전쟁으로 발

전시킬 수 없었다.

홍타이지가 盛京에서 돌연 사망한 뒤 順治 원년(1644) 攝政王 도르곤

은 다시 한 번 중원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도르곤의 출정은 吳三桂의 

투항과 山海關 전투라는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출정 직후만 하더라도 淸軍에게 가장 익숙했

던 華北 우회 경로를 따라 진군을 시작한 도르곤은 뜻밖에도 山海關을 

지키고 있던 吳三桂에게 지원 요청의 서신을 받은 뒤 결단을 내려 山海

關으로 방향을 돌렸다. 급박한 행군 끝에 山海關에 도착한 도르곤은 투

항한 吳三桂의 군대와 연합하여 山海關에서 李自成의 군대를 대패시켰

다. 山海關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도르곤은 패주하는 농민군을 추격하며 

빠른 속도로 北京을 향해 진군하 다.

5월 2일 마침내 北京에 입성한 도르곤은 곧바로 다양한 점령 정책을 

펼쳤다. 淸軍의 北京 입성이 의도치 않게 달성된 만큼 도르곤의 초기 北

京 점령 정책도 다소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北京의 안정적인 장악은 도르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권력 기반이

었기 때문에 도르곤은 다양한 노력과 양보를 통해 北京 인근 지역을 안

정화시켰다. 도르곤의 ‘北京 朝廷’과 順治帝의 ‘盛京 朝廷’의 의견 교환을 

통해 淸의 北京 遷都는 점차 가시화되었고, 順治 원년(1644) 9월 19일 

北京에 입성한 順治帝가 10월 1일 새로 즉위식을 거행함으로써, 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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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 遷都는 비로소 완성되었다.

만주는 入關 전부터 만주와 漢人의 거주 공간을 분리하 고, 이 원칙

은 淸의 새로운 수도가 된 北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도르곤은 기존 

北京의 內城과 外城의 구조를 유지해서 滿 · 漢, 즉 旗人과 民人의 분리

와 통제에 이용하 다. 淸 朝廷은 民人의 강제 이주에 따른 불만과 불편

을 고려해서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하 지만, 淸의 근간인 旗人을 北京에 

안전하게 이주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다. 지금까

지 旗人의 北京 이주 및 滿 · 漢 分居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

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 바로 淸의 圈地 정책과 그 결과 형성된 

旗地 문제이다. 入關 이후 北京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旗地는 정복을 

기념하는 전리품이자 旗人을 北京에 정착시키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었

다. 그리고 圈地 정책의 결과 民人은 北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려나

고, 旗人의 공간은 北京을 향해 더 안쪽으로 집하게 되었다.

이러한 旗地 설치가 順治 4년(1647)에 절정을 이룬 것은 旗人의 北京 

이주가 遷都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 시기 어느 정도 마무리되

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淸 朝廷은 더 이상의 圈地를 금지하 으나 이후

에도 圈地는 끊이지 않았고, 그 추세는 비록 수그러들었으나 旗地는 여

전히 旗人의 주요 생계 수단으로 기능하 다. 또한 圈地를 통해 확보한 

旗地에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淸 朝廷은 民人의 投充을 제한적으로 허

용하 다. 投充으로 인한 혼란과 분쟁이 고조되자 淸 朝廷은 投充을 전

면 금지하 으나, 圈地와 마찬가지로 投充 현상도 결코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順治 연간 北京 지역에서 시행된 圈地 정책은 만주가 새로운 보

금자리 北京에 정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들의 군사적 정복

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제 기반이었으며, 滿 · 漢 分居라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시행된 旗人의 이주 전략이었다.

淸의 入關은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라기보다는, 李自成의 北京 점

령과 吳三桂의 투항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도르곤이 적극적으로 반응함에 

따라 거둔 ‘목표의 초과 달성’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후 北京 遷都와 滿 

· 漢 分居, 그리고 圈地로 이어지는 淸의 주요 정책은 서로 접한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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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

에 봉착한 淸은 정복과 이주 상황에 맞추어 일부 정책을 양보하고 조율

하는 모습을 보 지만,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

들은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시켰다.

주요어: 만주, 入關, 旗人, 北京, 遷都, 도르곤, 滿漢分居, 旗地, 圈地, 

投充, 山海關, 淸軍, 홍타이지

학  번: 2008-30768



v

목  차

국문초록

緖 論 ···················································································································· 1

제1장 入關 이전 만주의 中原 침공 ······························································ 19

1. 天聰 연간 홍타이지의 中原 공략 ······················································· 19

2. 崇德 연간 淸軍의 군사적 성취와 한계 ············································· 41

제2장 淸軍의 入關과 北京 入城 ···································································· 55

1. 攝政王 도르곤의 出征 ··········································································· 55

2. 吳三桂의 투항과 山海關 전투 ····························································· 69

3. 淸軍의 進軍과 北京 入城 ····································································· 84

제3장 淸의 北京 遷都 ······················································································ 97

1. 도르곤의 ‘北京 朝廷’과 점령 정책 ····················································· 97

2. 遷都의 준비와 실행 ············································································· 118

제4장 淸의 首都 北京과 滿ㆍ漢 分居 ························································ 137

1. 滿ㆍ漢 分居와 北京 행정조직의 再編 ············································· 137

2. 北京 인근 旗地의 설치 과정 ····························································· 160



vi

제5장 旗人의 移住와 圈地 정책 ·································································· 176

1. 順治 연간 圈地 정책의 추이 ····························································· 176

2. 投充과 圈地의 확대 ············································································· 190

結 論 ················································································································ 211

參考文獻 ············································································································ 220

Abstract ············································································································ 255



vii

표 목 차

<표 1-1> 天聰 7년 6월 ‘대토론’의 의견 정리 ········································· 26

<표 2-1> 攝政王 도르곤의 출정 당시 淸軍의 구성과 병력 규모 ········· 68

<표 4-1> 淸初 각 旗별 획득 旗地 규모 ·················································· 164

<표 4-2> 八旗 人丁에 따른 旗地 분배 상황 ·········································· 166

<표 4-3> 順治 4년 정월 圈地와 撥補의 내용 ········································ 172

<표 5-1> 淸代 畿輔 지역 旗地 통계 ························································ 182

<표 5-2> 旗地 수치의 세부 항목 비교 ···················································· 183

<표 5-3> 順治 연간 順天府 州縣의 圈占 진행표 ·································· 184

<표 5-4> 直隸 각 府 및 順天府 州縣의 圈地 통계 ······························ 186

<표 5-5> 順天府 州縣별 地方志의 圈地 통계 ········································ 188

<표 5-6> 順治 연간 直隸 각 府의 投充旗地 현황 ································ 200

그림 목차

<그림 1-1> 홍타이지 시기 中原 침공의 경로 ··········································· 43

<그림 1-2> 松錦 전투의 경과 ······································································ 47

<그림 2-1> 山海關 전투와 北京을 향한 淸軍의 ‘대장정’ ······················ 83

<그림 2-2> 入關 이후 淸軍의 北京 진군 경로 ········································· 91

<그림 4-1> 北京 內城의 八旗 배치도 ······················································ 149

<그림 4-2> 淸의 北京 行政區域(a)과 明의 北京 行政區域(b) ············ 158

<그림 4-3> 順治 4년 정월 圈占과 撥補 대상 州縣의 위치 ················ 174

<그림 5-1> 順治 연간 順天府의 圈占 추이 ············································ 177

<그림 5-2> 順天府 州縣의 圈占量과 圈占率 분포 ································ 189



- 1 -

緖 論

順治 원년(1644) 4월 9일1) 盛京을 출발한 攝政王 도르곤(Dorgon, 多

爾袞)2)의 淸軍은 4월 22일 山海關을 돌파하 고, 5월 2일 無主空山이 

된 北京에 입성하 다. 北京 遷都를 선언한 順治帝는 8월 20일 盛京을 

출발하여 9월 19일 北京에 입성하 고 10월 1일 紫禁城에서 새로 즉위

식을 거행하 다. 이후 淸은 明의 잔존 세력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광

범한 지역의 수많은 백성을 통치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다.

入關은 도르곤이 이끈 淸軍이 長城의 관문 중 하나인 山海關을 통과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3) 山海關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면 만주4)는 이

전 홍타이지(Hong Taiji, 皇太極)5) 시기에도 수차례 長城의 다른 관문을 

1) 本稿의 날짜 표기는 後金 및 淸의 연호와 음력 날짜를 사용한다.

2) 本稿에 등장하는 만주어 고유명사인 인명 · 지명 · 관직명 등은 만주어 원음을 한글

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주어 고유 명사가 처음 나올 때 괄호 안에 만

주어의 로마자 전사 및 한자를 병기하고, 이후에는 만주어의 한글 표기만을 사용한

다. 만주어는 묄렌도르프 방식에 따라 로마자로 옮긴 것이다. 다만 史料에 한자로만 

전사되어 있고 만주어 원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한자 전사로만 나타내기로 한

다. 그리고 한문으로 훨씬 잘 알려져 있는 일부 명사의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 만주어

의 로마자 전사를 표기한다.

3) 袁良義, ｢淸兵入關的歷史功績 -爲紀念淸兵入關350周年而作｣, 史學集刊 , 1994-4, 

p.22. 이하에서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인용하는 문헌은 ‘저자, 출판연도’ 식으

로 약칭한다.

4) 앞으로 本稿에서 사용하는 용어 ‘만주’는 지명이 아니라 민족명이다. 주지하다시피 滿

洲[Manchuria]를 지명으로 사용한 것은 18세기 말 일본과 유럽에서부터 다. 다만 

本稿는 ‘만주족’이라는 용어 대신 ‘만주’를 사용하려 하는데, 근대적 개념인 ‘민족’을 

떠올리는 혼란을 피하고 그들이 自稱한 이름인 ‘만주(manju)’를 만주어 그대로 불러

주기 위함이다. 또한 18세기 乾隆 연간까지 ‘만주’라는 용어가 민족적인 구분을 나타

내기 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旗人’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만

주를 넓은 의미의 旗人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좁은 의미의 민

족을 가리켜야 할 때는 ‘만주인’ 혹은 ‘滿人’ 등의 용어를 써서 구별한다. Mark C. 

Elliott,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p.14-15.

5) 홍타이지는 한문으로 皇太極으로 표기되어 종종 그가 皇太子 던 것으로 오인되었다. 

明末과 淸初의 문헌에는 黃太子, 黃台吉, 洪太及, 洪太主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그러

나 홍타이지라는 이름은 사실 몽골인 사이에서 흔한 이름으로 ‘훌륭한 아들’이란 뜻

이다. 홍타이지는 그의 姓인 아이신 기오로(Aisin Gioro, 愛新覺羅)를 제외한 이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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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明을 침공한 적이 있었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吳三桂

의 투항과 李自成과의 대결 끝에 달성한 淸의 入關은 그 이전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入關 후 北京을 점령한 淸은 그

들의 수도를 盛京에서 北京으로 옮겼다. 그런데 淸의 중국 정복은 北京 

遷都와 함께 ‘완성’된 것이 아니라 北京 遷都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遷都 그 자체보다도 遷都 이후 旗人의 대규모 이주와 정복

전의 확대와 같은 후속조치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淸의 역사는 明末에 발흥하여 아이신 구룬(Aisin Gurun, 金

國)을 건국하고 다이칭 구룬(Daicing Gurun, 大淸國)6)으로 발전한 소위 

‘入關前史’와 明이 멸망한 이후 北京으로 遷都하여 중국을 정복하고 지

배해 나가는 중원 왕조로서 ‘淸朝’의 역사가 구분되어 서술되었다. 그러

다 보니 入關과 北京 遷都를 전후로 하여 淸의 성격은 서로 단절된 것으

로 그려졌고, 연구의 관심과 대상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滿 · 蒙 

· 漢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淸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明의 수

도 던 北京으로 수도를 옮긴 것을 애초부터 중국을 정복하고 통치하려

는 확고한 의도 하에 계획된 ‘정복 왕조’의 발전 수순이었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7)

그동안 성공의 결과로만 여겨졌던 淸의 入關과 北京 遷都를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入關 전 만주 내부의 상황과 이후 淸 朝廷이 직면한 문

제와 해결 과정, 그리고 明 · 淸 교체라는 시대 상황을 큰 시야에 놓고 

연속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北京은 淸의 새로운 수도로서도 중요했

지만, 먼 이주 거리와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정착해야 했던 만주의 새

뿐이고 결코 그의 공식적인 호칭은 아니었다. Tatiana A. Pang and Giovanni Stary, 

New Light on Manchu Historiography and Literature,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98, p.13; Mark C. Elliott, 2001, pp.396-397.

6) ‘다이칭’이라는 국호가 어디서 기원하 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예

컨대 샤머니즘에서 숭상하는 글자 ‘靑’에서 따왔다는 설, 明朝의 ‘明’이 火德이기 때문

에 이를 제압하는 水德을 상징하는 ‘淸’을 채택했다는 설, ‘淸’과 ‘金’이 만주어로는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후에 그저 표기를 다르게 한 것뿐이라는 설 등이 있다. 그리고 

몽골인이 흔히 사용하는 귀족의 호칭으로 ‘統率者’ 혹은 ‘용감한 전사’를 의미하는 칭

호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존재한다. 鄭天挺, 淸史探微 ,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pp.72-73; Mark C. Elliott, 2001, pp.402-403의 설명 참조.

7) 李洵 · 薛虹 主編, 淸代全史 , 瀋陽: 遼寧人民出版社, 1995,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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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보금자리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淸은 수도 北京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한편으로 이전 明의 舊制와 舊例를 계승하여 수용하 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이주해 오는 旗人들을 위해 많은 부분을 재편

하고 조정해 나갔다. 이러한 의미에서 北京의 점령과 통치는 이후 성공

적인 중국 정복을 위한 시금석이자 시험 무대 다. 淸의 入關과 北京 遷

都, 그리고 旗人의 北京 이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정복자로서 만주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그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위치를 강조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淸의 北京 遷都는 ‘정복’과 ‘천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역사

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역대로 北京에 수도를 둔 ‘정복 왕조’ 遼, 金, 元

의 경우는 물론이고,8) 수십 년에 걸쳐 北京 遷都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

긴 明의 지난했던 경험과 비교해 보면 淸의 신속한 北京 遷都는 분명 흥

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淸의 北京 遷都는 소위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국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과정으로 포

장되고, 실제로 ‘어떻게’ 遷都와 이주가 진행되었고 그들이 北京을 ‘어떻

게’ 운 해 나갔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서 淸의 入關과 旗人의 北京 이주에 대한 세 한 고

증과 규명보다는 北京 遷都에 대한 의미 부여와 이민족 왕조의 성공 요

인을 밝히려는 결과론적 접근이 우선시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淸의 入關과 遷都에 대한 적지 않은 ‘오해’와 ‘무관심’이 발

생하게 되었다. 우선 ‘오해’의 역은 만주가 일찍부터 중국 정복을 자신

의 大業으로 생각했고 그들이 中原에 진입하여 통일 왕조를 세우려는 청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들의 의도를 확대해석한 것이다.9) 당시 明과

8) 이들 ‘정복 왕조’는 모두 多京制를 채택하 기 때문에 北京은 이들 제국의 여러 수도 

중 하나에 불과하 으며, 황제는 巡幸이라는 이름으로 수도 사이를 빈번하게 왕래하

다. 多京制의 시각으로 분석한 수도 北京의 위상에 대해서는 조 헌, ｢원 · 명 · 청 

시대 首都 북경과 陪都의 변천｣, 歷史學報 209, 2011의 설명이 자세하다.

9) 劉承軍, ｢淸代開國政權意識形態探析 -以淸太祖、太宗正統觀爲中心的考察｣, 商丘師範

學院學報 , 2012-11; 吳剛, ｢“搶西邊”和“欲得中原” -“己巳之役”中滿洲貴族新舊“戰爭

理念”的碰撞和沖突｣, 淸史硏究 , 2011-4; 王思治 · 李鴻彬, ｢論皇太極時期對明作戰

策略的演變｣, 中國第一歷史檔案館 編, 明淸檔案與歷史硏究: 中國第一歷史檔案館六十

周年紀念論文集 , 北京: 中華書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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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결구도가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赤)와 홍타이지에게 정권의 정

당성 확보와 세력 확장의 원동력으로 활용된 측면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明을 완전히 정복하고 대체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와 노력으로 발전하

는지는 별도의 고증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淸의 군사적 성공

을 설명하는 것과 원래 그들의 의도와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규명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무관심’의 역은 淸의 北京 점령과 통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하

다. 이는 淸의 성공이 기본적으로 明의 제도와 이념을 충실히 수용한 

‘漢化’(Sinicization)에 기반을 두었다는 오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10) 淸은 중국 통치를 위해 明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 고 수

도 北京을 운 한 방식도 明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간주해 버

렸기 때문에, 실제 淸의 北京 점령 과정과 특히 淸의 근간이었던 旗人의 

北京 이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상은 지금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

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明 · 淸 교체에 주목하여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연

구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시 최대의 ‘사건’이었던 淸의 

入關과 北京 遷都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가 드문 편이다. 대신 이민

족 왕조의 군사 정복이라는 측면에서 민족 갈등과 탄압을 강조하고, ‘봉

건’ 왕조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통치체제와 지배이념 등에 주목하는 연

구가 淸史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11) 또한 이 경우 淸이 入關을 전

후로 하여 연속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는데, 만주가 入關 후에 수많은 

10) 淸史에 있어서 ‘漢化’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은 로스키의 1996년 AAS 회장 연설로

부터 촉발되었고 이에 대한 호핑티의 반박으로 본격화되었다. Evelyn S. Rawski,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55, No.4, 1996; Ping‐ti Ho, “In 

Defense of Sinicization: A Rebuttal of Evelyn Rawski’s ‘Reenvisioning the 

Qing’”,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57, No.1, 1998.

11) 王明德, ｢論淸初定都及其歷史意蘊｣, 滿族硏究 , 2009-1; 汪榮祖, ｢三方風雲會京師 

-論李自成、吳三桂、多爾袞在甲申年的選擇｣, 中華文化的傳承與創新: 紀念牟復禮敎授

論文集 , 香港: 香港中文大學, 2009; 褚若千, ｢淸政權定都北京的最終決策｣, 中國檔案

報 , 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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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人을 통치하기 위해 明의 제도와 이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入關 이전

에 지녔던 개성과 특징들이 점차 희미해져 갔다는 것이다.12)

그러나 入關 이전 만주의 특징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고, 入關 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변화된 통치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다.13) 淸

은 중앙과 지방 통치를 위해 明의 제도와 경험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한편, 八旗制度를 고수하면서 만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려 노력

하 다. 淸은 八旗 조직을 明의 기존 제도의 상부에 결합시켰고, 旗人은 

入關 전과 마찬가지로 八旗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남아 있었다.14) 즉 入

關 전에 八旗를 골격으로 하여 구성되었던 淸의 국가 시스템은 入關 후

에도 중국식 행정제도의 상부에서 작동하 던 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八旗[jakūn gūsa]란 여덟 개의 구사(gūsa, 固山)를 

의미하며,15) 각 구사는 기층 조직 단위인 니루(niru, 牛錄)16)가 모여 이

12) 管東貴, ｢滿族的入關與漢化｣,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集刊 43-3, 1971; 汪榮祖 

· 林冠群 主編, 胡人漢化與漢人胡化 , 嘉義: 國立中正大學臺灣人文硏究中心, 2006; 

Pei Huang, Reorienting the Manchus: A Study of Sinicization, 1583-1795, 

Ithaca, N.Y.: 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2011.

13) R. Kent Guy, Qing Governors and Their Provinces: The Evolution of 
Territorial Administration in China, 1644-1796,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0, p.48.

14) 旗人은 皇室 宗親과 諸王, 버일러(beile, 貝勒), 버이서(beise, 貝子), 궁(gung, 公), 

文武 大小官員, 兵丁과 그들의 奴僕까지 포함하고 만주인, 몽골인, 遼東 지역에서 만

주화한 漢人과 조선인 男女老少를 모두 포함하 다. 旗人의 자격은 후천적으로 획득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으로, 이들은 일반적인 직

업 군대와는 다른 특수한 세습적 사회집단이었다. 旗人의 특권적 지위는 만주의 민족

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淸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이상 

Mark C. Elliott, 2001, p.39의 설명을 참조.

15) 구사의 漢譯語는 원래 만주어의 발음을 따라 ‘固山’으로 쓰이다가, 順治 17년(1660) 

이후 ‘旗’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楠木賢道, 淸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硏究 , 東京: 汲

古書院, 2009, p.4.

16) 八旗의 병사는 그의 家率, 奴僕과 함께 니루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었다. 내륙아시아

의 전통에서 니루와 같은 협동조직은 임시적이어서 수렵이나 전투가 끝나면 구성원은 

가정으로 돌아갔다. 니루를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고 조직을 상설화한 것은 군사 준비

태세를 항상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부대 단위로서 니루는 1601년을 전후로 시행되었

고, 니루의 수장인 니루어전(niru-i ejen, 牛錄額眞)은 니루에 등록된 사람들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병사의 선발과 훈련까지 책임졌다. 漢人에게 지방의 州縣官이 곧 정

부 듯이, 旗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니루어전은 곧 八旗 다. Mark C. Elliott, 2001,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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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행정 · 군사 조직이었다. 壯丁 300丁으로 1개 니루를 편성하고, 

5개의 니루가 모여 1개의 잘란(jalan, 甲喇)을, 5개의 잘란이 모여 1개의 

구사를 구성하 다.17) 1615년경 8개 구사로 확대되어 八旗 체제가 성립

된 후, 天聰 9년(1635) 차하르 部의 歸附와 함께 팔기몽고가 새로 편성

되었고, 漢人으로 이루어진 니루 조직은 崇德 7년(1642) 구사로 편성되

고 소위 팔기한군이 되어, 八旗 안에 滿 · 蒙 · 漢 24旗로 구성된 八旗 

체제가 완성되었다.18)

지금까지 淸의 근간을 이룬 八旗制度에 대해서는 일일이 매거할 수 없

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19) 우선 중국과 대만에서는 入關 전 

만주의 국가 건설20), 淸 皇室에 대한 연구21), 官制와 國家機構에 대한 

연구22), 法律關係의 특징23), 入關 후 전국에 설치된 八旗駐防에 관한 연

구24)와 같은 전통적인 주제 외에도, 최근에는 旗人社會에 대한 사회사적 

17) 니루와 구사의 연원과 그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三田村泰助, 淸朝前史の硏究 , 東

洋史硏究會, 1965, pp.290-303; Mark C. Elliott, 2001, pp.58-59 등을 참조.

18) 이상 八旗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劉小萌,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 北京: 中國

社會科學出版社, 2007; Gertraude Roth Li, “State Building Before 1644”, Willard 

J. Peterson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등의 설명을 참조.

19) 구체적인 연구 현황은 劉小萌, ｢淸朝史中的八旗硏究｣, 淸史硏究 , 2010-2; 李沛倩, 

｢近年來關於佐領的硏究綜述｣, 長春師範大學學報 , 2014-9; 孫守朋, ｢近代以來淸代漢

軍旗人硏究的回溯與反思｣, 吉林師範大學學報 , 2014-6 등을 참조.

20) 李鴻彬, 滿族崛起與淸帝國建立 ,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3; 孟森, 滿洲開國史 ,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孫文良, 滿族崛起與明淸興亡 ,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2; 閻崇年, 淸朝開國史 , 北京: 中華書局, 2014; 王鍾翰, 淸史滿族史講義稿 , 厦

門: 鷺江出版社, 2006; 姚念慈, 淸初政治史探微 ,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8; 周遠

廉, 淸朝開國史硏究 , 瀋陽: 遼寧人民出版社, 1981.

21) 賴惠敏, 天潢貴胄 -淸皇族的階層結構與經濟生活 , 臺北: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997; 劉小萌, 愛新覺羅家族全史 ,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7; 李中淸 · 郭松義 主

編, 淸代皇族人口行爲和社會環境 ,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4.

22) 祁美琴, 淸代內務府 ,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8; 杜家驥, 淸代八旗官制與行

政 ,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杜家驥, 八旗與淸朝政治論稿 , 北京: 人民出

版社, 2008; 張德澤, 淸代國家機關考略 , 北京: 學苑出版社, 2002.

23) 賴惠敏, ｢從法律看淸朝的旗籍政策｣, 淸史硏究 , 2011-1; 賴惠敏, 但問旗民 –淸代

的法律與社會 , 臺北: 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2007; 劉景輝, 滿洲法律及其制度之

演變 , 臺北: 嘉新水泥公司文化基金會, 1968; 林建, ｢淸代旗民法律關係的調整 -以“犯

罪免發遣”律爲中心｣, 淸史硏究 2004-1; 孟昭信, ｢從檔案資料看淸代八旗奴僕｣, 歷

史檔案 , 1981-2; 張晉藩 · 郭成康, 淸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 , 瀋陽: 遼寧人民出版

社, 1988; 張晉藩 主編, 中國法制通史 第八卷 淸 , 北京: 法律出版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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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25)

그 중에서도 특별히 北京 지역의 旗人社會에 주목한 연구들이 눈에 띄

는데,26)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가 바로 劉小萌이다. 그는 다양

한 주제를 통해 旗人과 民人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고찰하 다.27) 특히 

그는 八旗制度가 旗人社會의 발전에 이중적인 향을 미쳤다고 보았는

데, 즉 八旗制度는 旗人社會를 유지하고 조직하는 데 중요한 전제 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旗人을 속박하고 旗人이 民人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초래하 다는 것이다.28) 劉小萌은 旗 · 民 간의 교류와 상

호 작용이야말로 北京 旗人社會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

다.

한편 일본에서도 오랜 연구의 전통을 바탕으로, 최근까지도 수준 높은 

연구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29) 그 중에서도 淸의 지배구조와 발전을 

八旗制度와 긴 하게 연결시켜 설명한 杉山淸彦은 최근 많은 주목을 받

고 있다.30) 또한 谷井陽子는 八旗制度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통해 入關 

전 만주의 발전과 八旗制度에 관한 지식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하

24) 任桂淳, 淸朝八旗駐防興衰史 , 北京: 三聯書店, 1993; 任玉雪, ｢從八旗駐防到地方行

政制度 -以淸代盛京八旗駐防制度的嬗變爲中心｣, 中國歷史地理論叢 , 2007-3; 定宜

莊, 淸代八旗駐防硏究 , 瀋陽: 遼寧民族出版社, 2002; 朱永傑, 淸代駐防城時空結構

硏究 , 北京: 人民出版社, 2010; 朱永傑 · 韓光輝, ｢淸代畿輔地區駐防城的創建及其形

制硏究｣, 江漢論壇 , 2015-4; 韓光輝, ｢淸代圓明園八旗駐防的設立及其戶口演變與戶

口特徵｣, 淸史硏究 , 2000-1.

25) 邱源媛, 找尋京郊旗人社會 –口述與文獻雙重視角下的城市邊緣群體 , 北京: 北京出版

社, 2014; 劉小萌, 淸代八旗子弟 ,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8; 劉小萌, 滿族的社

會與生活 ,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1998; 王麗亞, ｢淸代八旗基層行政管理硏究｣, 南

開大學 博士學位論文, 2011; 張佳生, ｢八旗制度與八旗社會之整合｣, 滿語硏究 , 

2011-2.

26) 金啓孮, 北京郊區的滿族 ,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1989; 孔震, ｢北京旗人文化

硏究｣,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論文, 2013; 常書紅, ｢淸代北京的旗、民一體化進程 -兼

論北京滿漢文化的交融｣, 北京師範大學學報 , 2004-1; 張建, ｢從方志看淸代直隸地區

旗人社會之演進 -以順天、保定二府爲中心｣, 河北學刊 , 2009-4.

27) 劉小萌, 淸代北京旗人社會 ,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28) 劉小萌, 2008, p.8.

29) 구체적인 연구 현황은 劉小萌, ｢近年來日本的八旗問題硏究綜述｣, 支運亭 主編, 八旗

制度與滿族文化 ,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2; 杉山淸彦, ｢大淸帝國史硏究の現在 -

日本における槪況と展望｣, 東洋文化硏究 10, 2008 등을 참조.

30) 杉山淸彦, 大淸帝國の形成と八旗制 ,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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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 특히 만주가 처한 정치 · 경제 · 군사 · 사회적 상황을 면 히 고

찰하여 만주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결국 만주의 독특한 발전 형

태를 낳았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磯部淳史는 淸初 皇帝의 權力 강화가 

중앙집권화 내지 ‘漢化’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종래의 주장을 비판

하고, ‘旗王’으로서 八旗의 조직을 활용하는 만주 특유의 방법으로 皇帝

政治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하 다.32) 이 밖에도 淸代 몽골을 연구

의 시야에 넣으면서 淸을 유라시아 제국으로 확장하여 볼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한 연구들도 높은 학문적 수준을 보여준다.33)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만주의 중국 정복의 원동력34)과 중국 통치의 특

징35)을 고찰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만주의 정체성과 민족성 

문제가 淸의 역사에서 중요한 요소 음을 강조하는 소위 ‘新淸史’(New 

Qing History) 학파가 대두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36) ‘新淸史’ 

31) 谷井陽子, 八旗制度の硏究 ,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5.

32) 磯部淳史, 淸初皇帝政治の硏究 , 東京: 風間書房, 2016.

33) 楠木賢道, 2009; 承志, ダイチン・グルンとその時代: 帝國の形成と八旗社會 , 名古

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9.

34) Michael H. Franz, The Origin of Manchu Rule in China: Frontier and 
Bureaucracy as Interacting Forces in the Chinese Empir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42; Gertraude Roth Li, “The Manchu-Chinese 

Relationship: 1618~1636”, Jonathan D. Spence and John E. Wills. Jr. ed., From 
Ming to Ch'ing: Conquest, Region, and Continuity in Seventeenth-Century 
Chi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35) Adam Yuen-chung Lui, Chinese Censors and the Alien Emperor 1644-1660, 

Hong Kong: Centre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Hong Kong, 1978; Haihong 

Li, “Preserving Manchu Tradition with Chinese Culture: The Banner People's 

Kinship Organizations (1644–1911)”,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11; Harry Miller, State Versus Gentry in Early Qing Dynasty China, 
1644-1699,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R. Kent Guy, 2010.

36) ‘新淸史’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저서는 다음과 같다. Beatrice S. Bartlett, Monarchs 
and Ministers: The Grand Council in Mid-Ch'ing China, 1723-182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Edward J. M. Rhoads, Manchus and Han: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Evelyn S. Rawski,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Berkeley: 

California Press, 1998; James A. Millward, Ruth W. Dunnell, Mark C. Elliott, 

and Philippe Forêt ed.,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urzon, 2004; 

James Millward, Beyond the Pass: Economy, Ethnicity, and Empire in Q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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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淸의 통치 집단인 만주족에 대한 관심과 ‘漢化’ 

이론에 대한 비판이다. 이 과정에서 한문 사료 이외에 만주어와 몽골어 

자료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 다.37) 특히 ‘新淸史’ 학파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엘리엇은 淸의 통치가 중국의 정치적 전통을 수용하는 능력과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능력 모두에 기반했다고 주장하 다. 그

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통해 만주족의 민족성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규

명하고, 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확인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八旗制度

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38)

국내에서도 일찍부터 八旗의 제도적 분석39), 만주의 통치 방식40), 淸

Central Asia, 1759-186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Joanna 

Waley-Cohen, The Culture of War in China: Empire and the Military under the 
Qing Dynasty, New York: I.B. Tauris, 2006; Mark C. Elliott, 2001; Pamela 

Kyle Crossley,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eter C. Perdue,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37) Beatrice S. Bartlett, “Research Note: The Newly Digitized Archives Program 

at China's Number One Historical Archives, Beijing”, Late Imperial China, 

Vol.32, No.1, 2011; Mark C. Elliott, “The Manchu-Language Archives of the 

Qing Dynasty and the Origins of the Palace Memorial System”, Late Imperial 
China, Vol.22, No.1, 2001; Pamela Kyle Crossley and Evelyn S. Rawski, “A 

Profile of the Manchu Language in Ch'ing Histor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53, No.1, 1993.

38) Mark C. Elliott, “Frontier Stories: Periphery as Center in Qing History”, 

Frontiers of History in China, Vol.9, No.3, 2014; Mark C. Elliott, “Hushuo: 

The Northern Other and the Naming of the Han Chinese”, Thomas S. 

Mullaney[et al.] ed., Critical Han Studies: The History, Representation, and 
Identity of China's Major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Mark C. Elliott, “Ethnicity in the Qing Eight Banners”, Pamela Kyle Crossley, 

Helen Siu, and Donald S. Sutton, ed., Empire at the Margins: Culture, 
Ethnicity, and Frontier in Early Moder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Mark C. Elliott, “The Limits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59, 

No.3, 2000; Mark C. Elliott, “Manchu Widows and Ethnicity in Qing Chin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41, No.1, 1999.

39) 金斗鉉, ｢八旗制度의 구조분석을 위한 시론｣, 蔚山史學 5, 1992; 徐正欽, ｢팔기제

와 만주족의 중국지배 -팔기제의 興衰와 滿洲政權의 消長｣, 만주연구 3, 2004; 趙

載德, ｢淸初滿洲佐領에 관한 一考察｣, 慶熙史學 20, 1996.

40) 尹振榮, ｢滿洲族王朝의 中國 統治와 이미지 만들기 -康熙年間 北京의 外國人 宣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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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 皇帝權의 강화41) 등의 주제로 八旗制度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그리고 ‘新淸史’와 관련된 논쟁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한국 淸史 연구

의 독자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2) 최근에는 해외의 수준 

높은 교양서와 학술서를 번역하여 출판하고,43) 국내 연구자들의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저서들도 출간되어 만주와 淸 제국에 관한 관심을 높이

고 있다.44)

그러나 시야를 좁혀 本稿의 관심사인 淸의 入關과 北京 遷都, 그리고 

旗人의 北京 이주와 정착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를 종

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또한 入關과 遷都의 주

역이었던 攝政王 도르곤에 대해서는 소설적 허구가 가미된 교양서 수준

의 評傳과 더불어,45) 實錄 등의 史料를 바탕으로 하는 학술적인 연구들

師 記述을 중심으로｣, 明淸史硏究 37, 2012; 李善愛, ｢淸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理藩院｣, 高麗大學校 博士學位論文, 2014; 이 옥, ｢대청회전(大淸會典) -

명문화된 만주인의 중국지배｣, 史叢 71, 2010; ; 李勳, ｢17-18세기 淸朝의 滿洲地

域에 대한 政策과 認識 -건륭기 만주족의 위기와 관련하여｣, 高麗大學校 博士學位論

文, 2013.

41) 김주희, ｢淸初 皇位繼承과 皇權의 강화｣, 朝鮮大學校 碩士學位論文, 2010; 송미령, ｢
淸初 정책 결정기구 속의 滿洲人｣, 만주연구 14, 2012; 송미령, ｢淸 順治帝의 혼인

에 대한 정치적 해석｣, 전북사학 40, 2012; 전승호, ｢홍타이지의 皇帝權 강화와 大

淸帝國 성립｣, 朝鮮大學校 碩士學位論文, 2009.

42) 김선민, ｢만주제국인가 청 제국인가 -최근 미국의 청대사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史叢 74, 2011; 김형종, ｢최근의 명청대 한 · 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연구동향

의 분석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2016; 윤욱, ｢新淸史와 앞으로의 과제｣, 역

사와 세계 47, 2015; 홍성구, ｢국내 소장 滿文 文書 소개｣, 古文書硏究 47, 2015; 

홍성구, ｢만주 역사를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의 한 모색 -許穆과 丁若鏞의 만주 諸種

族 인식을 端緖로｣, 역사와 담론 55, 2010.

43) 마크 C. 엘리엇 지음, 양휘웅 옮김, 건륭제: 하늘의 아들 현세의 인간 , 서울: 천지

인, 2011;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 · 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 , 서울: 푸른

역사, 2009; 유소맹 지음, 이훈 · 이선애 · 김선민 옮김,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 서울: 푸른역사, 2013; 윌리엄 T. 로 지음, 기세찬 옮김, 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 서울: 너머북스, 2014; 이블린 S. 로스키 지음, 구범진 옮김, 최후의 

황제들: 청 황실의 사회사 , 서울: 까치글방, 2010; 이시바시 다카오 지음, 홍성구 옮

김, 대청제국 1616~1799 , 서울: 휴머니스트, 2009; 제임스 A. 워드 지음, 김찬

 · 이광태 옮김, 신장의 역사 , 서울: 사계절, 2013; 패멀라 카일 크로슬리 지음, 

양휘웅 옮김, 만주족의 역사 , 서울: 돌베게, 2013; 피터 C. 퍼듀 지음, 공원국 옮김, 

중국의 西進: 淸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 서울: 길, 2012.

44) 구범진,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 서울: 민음사, 2012; 이 옥, 견제받는 권력: 만

주인 청나라의 정치구조, 1616~1912 ,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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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전히 만주의 최고 권력자로서 그의 성공과 실패를 재조명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46) 물론 도르곤의 권력 획득 과정을 八旗制度의 변화와 발

전이라는 측면에서 규명하고 있는 연구들은 주목할 만하다.47) 그러나 대

부분 滿 · 漢 관계에 기초한 민족 갈등에 집중하거나,48) 淸初의 弊政과 

정책 실패49) 등에 주목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웨이크만의 선구적 연구는 그의 저서 제목 그대로 

‘위대한 사업’을 이룩했다.50) 그는 만주의 흥기와 淸의 건국에서부터 淸

45) 闞紅柳, 多爾袞傳奇 ,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3; 宮寶利, 順治帝與多爾袞 ,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99; 紀連海, 歷史上的多爾袞 , 北京: 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06; 滕紹箴, 多爾袞之謎 ,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葉赫那拉圖鴻, 攝政

王多爾袞 , 北京: 藍天出版社, 1997; 周遠廉 · 趙世瑜, 淸攝政王多爾袞全傳 ,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8.

46) 高平, ｢完成大淸一統基業的關鍵人物 -多爾袞｣, 北京敎育學院學報 , 2002-3; 金成

基, ｢評多爾袞｣, 淸史硏究集 第四集，成都: 四川人民大學出版社, 1986; 蘇亮, ｢淺析

淸初多爾袞鏟除豪格集團的鬪爭｣, 牡丹江敎育學院學報 , 2007-1; 宋國强, ｢多爾袞爭

位質疑｣, 滿族硏究 , 1994-1; 張瑞泉, ｢順治初年攝政王體制述論｣, 唐都學刊 , 

1993-1; 趙豐年, ｢濟爾哈朗與多爾袞比較硏究｣, 黑龍江史志 , 2015-7; 周曉光, ｢論

多爾袞 -多鐸聯盟與順治初年政局｣, 故宮博物院院刊 , 1994-2; 陳作榮, ｢論多爾袞攝

政之歷史的和個人的條件｣, 東北師大學報 , 1981-3; Adam Yuen-chung Lui, Two 
Rulers in One Reign: Dorgon and Shun-chih 1644-1660, Canberra: Faculty of 

Asian Studi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9.

47) 杜家驥, ｢淸初兩白旗主多爾袞與多鐸換旗問題的考察｣, 淸史硏究 , 1998-3; 杜家驥, 

｢順治朝八旗統領關係變化考察｣, 南開學報 , 1996-5; 阿南惟敬, ｢睿親王多爾袞の領旗

について｣, 淸初軍事史論考 , 東京: 甲陽書房, 1980.

48) 劉永强, ｢李自成與多爾袞在北京時期所實行的政策的得失｣, 牡丹江師範學院學報 , 

2006-1; 劉仲華, ｢略述多爾袞進京後的招降安撫與京城局勢｣, 東北史地 , 2015-5; 李

凱燦, ｢多爾袞與淸初民族關係｣, 河南師範大學學報 , 2003-5; 李月春, ｢多爾袞與淸初

統治的建立 -以滿漢關係爲中心的探討｣, 國立中央大學 碩士學位論文, 2009; 鄭克晟, ｢
試論多爾袞在淸初統一中國過程中的歷史作用｣, 歷史敎學 , 1980-6; 陳作榮, ｢論多爾

袞在建立淸政權過程中政策的兩重性｣, 東北師大學報 , 1983-2; 馮年臻, ｢淸入關時期

的民族政策及其局限性｣, 社會科學戰線 , 2002-3; 何宇, ｢試論多爾袞的漢族士大夫政

策｣, 徐州師範大學學報 , 2009-3.

49) 李凱燦, ｢多爾袞與淸初弊政整飭｣, 北京科技大學學報 , 2003-2; 孟姝芳, ｢多爾袞入

關之初是否取消了“三餉”加派｣, 內蒙古社會科學 , 2001-2; 王思治, ｢多爾袞攝政後之

滿洲貴族間的矛盾與衝突｣, 中國史硏究 , 1985-4; 張中政, ｢多爾袞和明淸之際的社會

歷史動向｣, 唐都學刊 , 1993-2; 趙毅, ｢淸初攝政時期的國家財政收支及特點 -再評攝

政王多爾袞｣, 東北師大學報 , 1992-1; 朱崇業, ｢淺論淸初多爾袞推行的若干政策｣, 
徐州師範學院學報 , 1982-2.

50) Frederic Wakeman Jr.,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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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 北京 점령과 南京 함락, 反淸 세력의 진압과 內地의 통일 사업에 

이르기까지 17세기 제국 질서의 재건 과정을 긴 호흡으로 정리하 다. 

그는 비록 만주의 정체성이나 八旗制度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도하

지도 않았고 만주의 군사적 정복에 직면한 漢人 엘리트의 대응이라는 전

통적인 주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 지만, 入關과 遷都를 전후한 만주의 

역사적 상황을 실증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51) 그의 연구는 계

급 투쟁과 민족 갈등의 관점에서 明 · 淸 교체와 만주의 중국 정복을 이

해한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들52) 사이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웨이크만 또한 당시 활용 가능한 史料의 제한과 중국 중심의 서술 방식

으로 인해, 만주의 고민과 선택이라는 측면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또한 北京 遷都와 관련하여 역대 首都에 대한 논의를 통해 왕조의 성

격과 통치 방식을 이해하고, 수도 北京의 역사적 의미와 변화상을 실증

적으로 고찰한 최근의 연구들이 주목된다.53) 특히 明의 北京 遷都에 대

해서는 종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北京 遷都 사업의 전체상을 새롭게 

밝힌 新宮學의 연구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54) 그는 永樂帝의 北京 遷都

와 그 후 南京 還都의 움직임, 수도 北京의 공간 정비와 定都 등 永樂 

연간에서 正統 연간까지를 시야에 넣고 遷都의 전모를 밝힌 역작으로 北

California Press, 1985.

51) Philip A. Kuhn,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Book Review)”,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19, No.2, 1988, p.389.

52) 關文發, ｢試論我國古代的民族關係和淸兵入關戰爭的性質 -兼評“統一戰爭”說｣, 武漢

大學學報 , 1986-1; 李光濤, ｢多爾袞入關始末｣,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集刊 25, 

1954; 李洵, ｢四十天與一百年 -論明淸兩王朝交替的歷史對中國社會發展的影響｣, 下學

集 ,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李鴻彬, ｢多爾袞與山海關大戰 –兼論淸初社會矛

盾的變化｣, 中國人民大學淸史硏究所 編, 淸史硏究集 第五輯,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86.

53) 조 헌, 2011; 조 헌, ｢청조의 수도론과 황제의 순행｣, 김형종 등, 중국의 청사편

찬과 청사연구 ,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Susan Naquin, Peking: Temples and 
City Life 1400-19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54) 新宮學, 北京遷都の硏究 -近世中國の首都移轉 , 東京: 汲古書院, 2004. (→ 아라미

야 마나부 지음, 전순동 · 임대희 옮김, 북경 천도 연구 –근세 중국의 首都 이전 , 

서경문화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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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 遷都 연구의 기본서가 되고 있다. 반면 淸의 北京 遷都에 대한 연구

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明 · 淸 

교체기의 혼란상과 중국 최후의 왕조로서 淸의 성격과 특징을 도출하는 

데 그치고 있다.55)

사실 明의 수도 北京과 淸의 수도 北京은 같은 ‘北京’이라 할지라도 구

체적인 遷都 논의와 준비 과정, 그리고 제국 전체에서 가지는 위상에 이

르기까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明의 北京이 약 40여 년에 걸친 치

열한 논쟁과 시행착오 끝에 제국의 수도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還都의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것에 반해,56) 淸의 北京 遷都는 攝政王 도

르곤의 주도 하에 淸軍이 北京에 입성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明의 北京이 농경사회의 최북단으로서 유목 세력의 남

하를 막는 전진 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면,57) 淸의 北京은 농

경지대와 유목지대의 경계에서 두 지역을 연결하고 지킬 수 있는 ‘咽喉’

와 같은 역할을 하 다.

한편 北京 遷都와 더불어 旗人의 北京 이주 및 정착 과정을 가장 대표

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淸의 圈地 정책과 그로 인해 형성된 旗地

이다. 淸初 圈地 정책과 旗地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학계의 많은 주목

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의 周藤吉之와 대만의 劉家駒가 선구적

인 역할을 하 다. 周藤吉之의 연구는 旗地의 측량 문제, 畿輔 旗地의 

성립 과정, 撥補地, 投充과 投充旗地, 賦稅와 租銀, 八旗의 村落制 등을 

세 하게 고증하여 후속 연구에 풍부한 자양분 역할을 하 다.58) 한편 

劉家駒는 淸初 圈地 정책과 그에 수반된 投充, 逃人 등의 문제를 다루면

서 圈地의 경제적 의미와 더불어 군사적 ·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 다.59)

반면 중국 학계는 주로 토지 제도와 생산 관계의 측면에 주목하여 圈

55) 吳蔚, 1644中國式王朝興替 ,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于德源, 明淸之際

北京的歷史波瀾 , 北京: 北京出版社, 2000; 丁燕石, 這一年中國有三個皇帝 ,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2003.

56) 新宮學, 2004, p.520.

57) 조 헌, 2011, p.87.

58) 周藤吉之, 淸代東アジア史硏究 ,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1972.

59) 劉家駒, 淸朝初期的八旗圈地 , 臺北: 國立臺灣大學文學院,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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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가 노예제 생산 방식으로의 회귀 고 이민족 정복자의 봉건적 수탈 방

식이었다는 등 반동적이고 후진적인 弊政이었음을 강조해 왔다. 물론 그 

과정에서 旗地의 형성과 성질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나, 

대부분 단편적인 논문에 불과하여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계통적이고 전

문적인 연구가 등장하지는 못했다. 그 대략적인 연구 경향을 유형화해보

면, ① 入關 전 遼東 지역의 토지 문제,60) ② 八旗制度와 旗地의 관

계61), ③ 圈地를 통한 旗地의 형성과 확대62), ④ 旗地의 경  방식과 경

작인 문제63), ⑤ 圈地로 인해 파생된 폐단과 민족 문제64) 등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65) 한편 국내에서는 徐正欽의 일련의 연구가 주목되지만, 

60) 趙令志, ｢試論淸入關前旗地的經營狀況｣, 民大史學 第2輯，1998; 趙令志, ｢再論“計

丁授田”問題｣, 中央民族大學學報 , 1997-4; 趙令志, ｢試論皇太極時期的旗地政策｣, 

滿族硏究 , 1995-1.

61) 劉景泉, ｢淸代旗地制度始末｣, 歷史敎學 , 1985-5; 吳興堯, ｢試論八旗制度的盛衰與

旗地的興廢｣, 學習與探索 , 1989-3; 王景澤, ｢再論淸初的圈地｣, 黑龍江社會科學 , 

2012-3; 韋慶遠, ｢論八旗生計｣, 明淸史新析 ,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62) 雷大受, ｢淸初在北京地區的圈地｣, 北京師範學院學報 , 1981-4; 宋國强, ｢淸初圈地

芻議｣, 滿族硏究 , 1988-4; 宋秀元, ｢從檔案史料看淸初的圈地與投充｣, 故宮博物院

院刊 , 1987-1; 王立群, ｢淸代直隸旗地考述｣, 黑龍江史志 , 2014-5; 于德源, ｢淸代

北京的旗地｣, 中國農史 , 1989-3; 趙令志, ｢淸代直省駐防旗地淺探｣, 黑龍江民族叢

刊 , 2001-2; 趙令志, ｢京畿駐防旗地淺探｣, 淸史硏究 1999-3; 左雲鵬, ｢論淸代旗

地的形成, 演變及其性質｣, 歷史硏究 1961-5; 鐵男, ｢淸代河北旗地初探｣, 滿族硏究

, 1994-2.

63) 邱源媛, ｢淸代畿輔地區內務府莊頭戶口冊硏究｣, 中國社會科學院歷史硏究所學刊 第

九集, 北京: 商務印書館, 2014; 李華, ｢淸初的圈地運動及旗地生産關係的轉化｣, 文史

第八輯, 北京: 中華書局, 1980; 王鐘翰, ｢淸代旗地性質初探｣, 王鐘翰學術論著自選集 ,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9; 趙令志, ｢論淸初畿輔的投充旗地｣, 河北學刊

2002-1; 黃風新, ｢論淸代旗地占有形式的演變｣,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1998-6.

64) 李立民, ｢淸順治年間“泛濫投充”現象探析｣, 河北北方學院學報 , 2014-2; 尤淑君, ｢
從朱昌祚之死看康熙朝初年的圈地問題｣, 政大史粹 , 2005-9; 秦佩珩, ｢淸代前期圈地

問題闡釋｣, 中州學刊 , 1982-3; 崔勇, ｢淸中葉畿輔旗地買賣的特點｣, 河北師範大學

學報 , 1994-2; 胡鴻保, ｢旗地與華北的宗族問題 -二手文獻分析的體會｣, 靑海民族大

學學報 , 2016-2.

65) 한편 中國人民大學 淸史硏究所에서 편찬한 사료집 淸代的旗地 는 淸代 旗地, 地租, 

官莊佃戶 등에 대한 史料를 한 데 모아 편의를 제공하고, 圈地 정책과 旗人의 생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필수적인 공구서 역할을 하고 있다(韋慶遠 主編, 淸代的旗地 , 

北京: 中華書局, 1989). 그리고 趙令志는 기존의 학풍을 벗어나 구체적인 자료를 바

탕으로 실증적인 연구에 주력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일련의 연구는 趙令

志, 淸前期八旗土地制度硏究 , 北京: 民族出版社, 2001에 종합되어 있다. 또한 定宜

莊은 莊頭 계층에 주목하여 현지조사와 후손들의 인터뷰를 통해 旗地의 관리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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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周藤吉之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 다.66) 이를 제외하고는 국내

에 圈地와 旗地에 대한 연구는 결코 활발하다고 할 수 없다.67)

圈地나 旗地에 대한 선행 연구는 漢人 탄압, 봉건적 착취 등 부정적이

고 퇴행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 다. 그러나 정책의 일부 부

정적인 결과가 그 정책의 원래 의도나 제도의 구체적인 운  방식까지 

외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의도와 결과의 인과관계 혹은 선후관계를 

확실히 따지지 않고 이를 ‘異民族의 弊政’으로만 규정하는 안이한 관점

은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淸의 圈地 정책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

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주가 入關한 뒤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北

京 인근 지역에 광범한 旗地를 형성하 는지, 혹은 圈地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本稿는 淸의 入關과 北京 遷都, 그리고 

旗人의 北京 이주 과정을 면 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淸의 入關과 北

京 遷都를 전후로 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만주의 고민과 선택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本稿의 주안점이며, 또한 선행 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기도 하다. 만주에게 入關과 北京 遷都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 遷都 이후 北京 통치와 旗人의 北京 이주는 과연 그들의 의도대로 

계획되고 실천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드러난 만주의 고민과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入關을 전후한 淸의 역사를 연속적

으로 이해하고 淸의 중국 정복과 통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방식을 밝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하 다. 定宜莊 · 邱源媛, 近畿五百里 -淸代

畿輔地區的旗地與莊頭 ,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6. 

66) 徐正欽, ｢淸代旗地의 崩壤防止策과 그 性格｣, 安東大學論文集 6, 1984; 徐正欽, ｢
淸初 圈地의 發展過程 ―順治 ․ 康熙年間의 畿輔를 中心으로｣, 安東大學論文集 5, 

1983; 徐正欽, ｢八旗制와 淸初社會｣, 安東大學論文集 4, 1982.

67) 다만 投充人을 분석하여 淸初의 旗地 형성 과정을 明 중기 이후의 사회 변화와 연

결시켜 해석한 李沅埈의 연구와, 崇德 연간 톡소의 형성과 운 을 고찰하여 入關을 

전후로 한 旗地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밝힌 李在璟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李沅埈, 

｢淸初 旗地 投充人의 성격｣, 서울大東洋史學科論集 30, 2006; 李在璟, ｢入關 이전 

‘莊(톡소)’의 형성 및 운  -崇德 연간 瀋陽狀啓 의 農所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서울大東洋史學科論集 3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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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本稿는 淸의 入關과 北京 遷都 과정을 재검토하여 만주의 

중원 정복이 역사적 필연이고 오랜 청사진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그간 ‘무관심’으로 가려졌던 

淸의 北京 통치의 특징과 旗人의 北京 정착 과정을 세 하게 고찰해 볼 

것이다. 우선 제1장에서는 入關 이전 만주의 中原 침공의 양상을 크게 

天聰 연간과 崇德 연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홍타이지가 수차례 

계속해서 중원 공략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고, 이때 만주 대신과 

漢人 관원 및 서생들은 어떠한 전략을 건의하 으며, 이에 대해 홍타이

지는 어떻게 반응하고 실천하 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도출

된 만주의 약점은 무엇이었고, 또한 그것이 실제 전투 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살펴봄으로써 入關 전 만주의 중원 공략의 특징을 도출해 

볼 것이다.

이어 제2장에서는 수차례 시도된 중원 공략 끝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山海關 전투와 北京 입성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홍타이지의 사망 후 새

로운 권력자로 부상한 攝政王 도르곤의 출정은 지금까지 淸이 중원의 패

자가 될 수 있었던 소위 ‘신의 한 수’로 지나치게 과장되고 윤색되어 왔

다. 本稿는 順治 원년(1644) 도르곤의 출정이 이전 홍타이지 시기 중원 

공략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떠한 계획과 

판단을 거쳐 山海關 전투에 임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山海關 전투의 승리가 어떠한 요인들 때문에 가능하 고, 이

것이 추후 도르곤의 北京 입성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것이

다. 그리고 지금까지 순조롭고 평화로운 모습으로만 설명되었던 淸軍의 

北京 입성이 실제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다양한 史料를 동원하

여 다시 그려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淸軍의 北京 입성이 향후 

淸의 발전과 어떻게 정합될 수 있는지 이해의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順治 원년(1644) 5월 北京에 도착한 도르곤이 구

체적으로 어떠한 점령 정책을 펼쳐 나갔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北京 

遷都를 위한 준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추적할 것이다. 도르곤이 

당면했던 北京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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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北京 遷都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어떠한 과

정을 거쳤고, 北京 통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그간 淸의 北京 장악을 

그저 明의 유산을 답습한 것으로 여기고 무심하게 지나쳐 버린 淸의 다

양한 노력들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淸의 새로운 수도가 된 北京에 드러난 만주의 특

징을 滿 · 漢 分居 조치와 旗地 설치 과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入關 

전부터 만주와 漢人의 거주 공간을 분리한 만주의 전통은 새로운 수도 

北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를 위해 淸 朝廷은 北京城의 구조를 어

떻게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새로 정착한 旗人과 강제로 이주당한 民人을 효과적으

로 통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조

직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旗人의 경제적 기반으

로서 旗地가 北京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설치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

생한 문제점에 대한 淸 朝廷의 대응은 어떠하 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旗人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淸 朝廷이 어떠한 원칙과 목표를 세우

고 있었는지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旗人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圈地 정

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규명하기 위해, 順治 연간 圈地 정책의 추

이를 살펴보고 旗地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다. 圈地 정

책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여전히 민족적인 갈등과 봉건적인 착취라는 의미 

부여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圈地 정책을 旗人의 이주와 정착

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本稿의 시도는 당시 만주의 고민

과 선택을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圈

地로 인해 발생한 投充과 같은 새로운 사회 현상이 기존의 질서와 어떻

게 충돌하고 타협하 는지 살펴봄으로써, 旗人의 이주 및 정착과 관련하

여 淸의 圈地 정책에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淸이 제국의 새로운 중심이 

된 北京을 어떻게 인식하 고, 단기간 내에 어떻게 새로운 통치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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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 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의 물음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北京을 수도로 하

여 淸이 본격적인 중국 정복에 나서게 된 원동력을 규명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淸의 入關과 旗人의 北京 이주 과정에 주목한 本稿의 분석을 통

해, 明의 수도 던 北京에 만주적 색채가 가미되어 淸의 수도 北京으로 

다시 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함과 동시에, ‘중원 왕조’를 넘어 유라시아의 

대제국으로 발전해 간 淸 제국의 운  원리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게 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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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入關 이전 만주의 中原 침공

1. 天聰 연간 홍타이지의 中原 공략

누르하치는 여진 부락을 통합하고 天命 원년(1616) 아이신 구룬을 건

국하 다.1) “英明한 지도자”라는 뜻의 겅기연 한(genggiyen han)을 칭

한 누르하치는 자신의 연호이기도 한 天命 사상을 빌어 자신이 遼東을 

정복한 것은 하늘의 뜻에 부응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 다.2) 또한 누

르하치는 12세기 中原 진출에 성공한 金의 역사를 거울삼아 아이신 구

룬의 토 확장과 앞으로 다가올 중원 왕조와의 대결을 기약하 다.3)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도 이러한 전략을 계승하여 金史 를 

만주어로 번역할 것을 지시하 고, 이와 동시에 遼史 와 元史 또한 

만주어 및 몽골어로 번역하게 하 다.4) 홍타이지는 遼-金-元과 중원 왕

조 宋의 역사적 대결 구도를 차용하여 明과의 라이벌 관계를 설명하고, 

종국에는 자신이 승리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정권의 합법성과 속

성을 강조하 다. 또한 홍타이지는 자신이 중원의 天子가 되는 것이 만

주의 기원 혹은 정체성과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 다.5) 이처럼 

1) 누르하치의 등장과 초기 여진 부락 통합 과정에 대해서는 劉小萌, 2007의 자세한 설

명을 참조.

2) Mark C. Elliott, “Whose Empire Shall It Be?: Manchu Figurations of Historical 

Process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Lynn Struve ed., Time, 
Temporality, and Imperial Transi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pp.39-41.

3) 舊滿洲檔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 (二), 天命 7년 4월 17일, p.1127.

4) Mark C. Elliott, 2005, pp.31-32. 엘리엇은 遼史 , 金史 , 元史 의 한문본과 만

주어 번역본의 권수와 페이지수를 서로 대조하여, 삼국의 正史에 대한 만주어 번역은 

각 本紀의 요약본에 가깝고 列傳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추가하 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 번역 프로젝트가 만주 자신의 역사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5) ‘만주’의 어원과 의미, 그리고 이 말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 는지

는 여전히 다양한 추측과 설명이 존재한다. 天聰 9년(1635) 홍타이지가 만주를 민족

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전에도, 만주는 아이신 구룬을 구성하는 집단을 통

틀어 일컫는 말로 통용되었다. 本稿에서는 따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근거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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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의식적으로 만주의 제국 건설을 이전 遼-金-元

이 보여준 성공의 역사와 연결시킴으로써 정당화하려 하 다.6)

그러나 역사상 遼와 金은 중국의 일부만을 정복하는 데에 그쳤고, 누

르하치 또한 이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을 정

복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주저하기도 하 다. 天聰 원년(1627) 4월 8일 

홍타이지는 아버지 누르하치의 고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 다.

(天命 7년(1622)에) 廣寧을 얻은 후, 모든 왕과 대신들이 곧바로 山

海關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자, 아버지 한(han, 汗)이 이르시기

를, “예전 大遼, 大金, 大元이 각자의 땅에 살지 않고 漢人의 內地로 

들어가 거주하여 사는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모두 漢人이 되어 버렸

다. 山海關으로 나아가 사느니, 우리의 遼東 땅에서 사는 편이 낫

다.”고 하셨다.7)

위 기록으로부터 당시 누르하치가 가지고 있었던 중원 진출에 대한 경

계심을 엿볼 수 있다. 홍타이지가 직면하게 된 현실도 그리 녹록치 않았

다. 홍타이지 시기 아이신 구룬은 이전 누르하치 시기와 마찬가지로 식

량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8) 홍타이지가 즉위한 해 마침 대

기근이 발생하 는데, 天聰 원년(1627) 6월 23일 아이신 구룬의 열악한 

식량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일이 소개하지 않고, 아이신 구룬과 다이칭 구룬을 건설한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 

자신의 공동체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용어로서 ‘만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한다. 姚

大力 · 孫靜, ｢“滿洲”如何演變爲民族｣, 社會科學 , 2006-7; Pamela Kyle Crossley, 

The Manchus, Cambridge, Mass.: Blackwell, 1997 등의 설명을 참조.

6) Mark C. Elliott, 2005, pp.60-63.

7) 舊滿洲檔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 (六), 天聰 원년 4월 8일, pp.2605-2606, 

“Guwangning be baha manggi, geren wang, coohai ambasa uthai Šanaha dosiki 

seci, ama kan hendume, julge Dailio, Daigin, Dai iowan meni meni bade 

teherakū, nikan i dorgi bade dosifi tefi doro forgošoro jaka de gemu nikan 

ohobi, aika Šanahaci casi tekini, musei Liodon i bade teki,” 이하 舊滿洲檔 과 

滿文老檔 의 번역문은 譯註本의 번역을 따르지 않고 만주어 원문을 참고하여 필자

가 새로 번역한 것이다.

8) 劉小萌, 2007,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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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糧食 1斗 8升이 銀 8兩에 달했다. 백성들이 

人肉도 먹었다. 이때 나라에 銀은 풍부했지만 교역할 바가 없어서 은

값은 싸고 물건값은 비쌌다. 駿馬 한 마리가 銀 300兩, 좋은 소 한 

마리가 100兩, 비단 한 필이 150兩, 면포 한 필이 9兩에 달했다. 도

적이 일어나 말과 소를 훔치고 사람을 죽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

어졌다.9)

당시 만주 사회는 수렵 · 목축 · 채집 경제로부터 농업 경제로 이행해 

가는 ‘半農半牧’의 과도기적 발전 단계에 있었다.10) 아이신 구룬은 明과 

朝鮮과의 변경 무역으로 상당량의 銀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잦은 무력 

충돌로 교역이 제한되기도 하고, 銀은 풍부하지만 糧食과 같은 실물은 

부족한 비자립적 경제 구조 하에서 기근이 발생했을 때 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11)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홍타이지가 내세운 기본적인 

방침은 약탈전을 통한 물자와 식량의 획득이었다.12) 비록 출정의 비용은 

병사 스스로가 부담해야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이상의 전리품

을 분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출정은 그들에게 富를 얻는 수단이기도 

하 다.13) 즉 전쟁 준비와 참여는 전리품을 얻기 위한 일종의 ‘投資’

고 국가는 전쟁을 통해 사람들에게 富를 얻을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하

다.14) 漢人 농경 사회에 대한 침공은 북방 민족으로서 재화 획득을 위

9) 滿文老檔 (滿文老檔硏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59) (4), 天聰 원년 6월 23일, 

pp.87-88, “gurun yuyume ofi, emu sin jeku de jakūn yan menggun salimbihe, 

irgen, niyalmai yali be inu jeke, tere ucuri gurun de menggun elgiyen, 

hūdašara ba akū ofi, menggun i hūda ja, ulin yaya jaka i hūda mangga, emu 

yebken morin de ilan tanggū yan menggun, emu sain ihan de emu tanggū yan, 

emu gecuheri de, emu tanggū susai yan, emu mocin de uyun yan salimbihe, 

holo hūlha dekdefi, morin ihan hūlhara, niyalma wanure facuhūn oho,”

10) 임계순,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 서울: 신서원, 2000, p.43.

11)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 아이신 구룬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식량 부족 상황은 谷

井陽子, ｢八旗制度再考(二) -經濟的背景｣, 天理大學學報 57-2, 2006의 설명이 자

세하다.

12) 谷井陽子, 2006, p.47.

13) 李民寏, 紫巖集 (韓國文集叢刊82,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2) 卷6, ｢建州聞見錄｣, 

pp.5b-6a.

14) 蘇燦永, ｢入關前 淸朝의 經濟的 狀況 -崇德 年間의 掠奪戰과 奴僕(aha) 계층을 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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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장 일반적이면서 중요한 수단이었고,15) 만주 또한 ‘半農半牧’의 경

제적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농경사회 중국에 대한 약탈과 정복에 나서

게 되었다.

天聰 3년(1629) 10월 2일 홍타이지는 친히 대군을 이끌고 하라친부의 

타이지(Taiji, 台吉) 부르가두(Burgadu, 布爾噶都)를 길잡이로 삼아 제1

차 중원 침공에 나섰다.16) 이때 최초의 중원 공략이 시도된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의 고질적인 식량난 때문이었다. 특히 天聰 3년

(1629) 關外에는 큰 가뭄이 들어 심각한 饑饉이 발생하 고, 귀부해 온 

漠南 몽고 諸部도 먹을 식량이 없어 ‘人相食’할 정도 다.17) 홍타이지는 

심각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중원 침공이라

는 모험을 결행한 것이다.

홍타이지는 아민(Amin, 阿敏)으로 하여금 瀋陽을 지키게 하고, 지르갈

랑(Jirgalang, 濟爾哈朗)은 錦州와 寧遠 인근을 공격하게 하여 明의 薊遼

督師 袁崇煥의 시선을 遼西 지역에 묶어놓은 다음, 자신은 직접 주력군

과 몽골의 각 部에서 징발한 군사를 이끌고 西進하여 내몽골 초원 방면

으로 長城을 넘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쳤다. 홍타이지는 袁崇煥이 굳게 

지키고 있던 寧遠城과 山海關을 피해 永平 방면의 龍井關과 遵化 방면의 

大安口와 喜峰口를 통해 직접 北京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다.18) 山海關에

서 寧遠城으로 이어지는 遼西回廊 방어에 집중하고 있던 明軍은 그만 허

를 찔리고 말았고, 10월 27일 홍타이지는 처음으로 장성을 넘어 遵化 

인근의 洪山口에 진입하 다.19)

寧遠城을 방어하던 袁崇煥은 홍타이지의 중원 진입 소식을 접하고 병

력을 끌어 모아 北京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袁崇煥은 山海關에 도착한 

으로｣, 서울大 東洋史學科論集 34, 2010, pp.184-185.

15) 金浩東, ｢古代 遊牧國家의 構造｣, 서울大學校東洋史硏究室 편, 講座 中國史 2 , 서

울: 지식산업사, 1989, pp.262-263.

16) 淸太宗實錄 卷5, 天聰 3년 10월 癸丑(2). 이하 實錄의 날짜 표기는 원래의 干支와 

더불어 괄호 안에 음력 날짜를 병기하여 시간의 선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 다.

17) 明淸史料 甲編, 第八本, ｢兵部行督師袁崇煥題稿｣(崇禎 2년 3월 2일), pp.707a-b.

18) 淸太宗實錄 卷5, 天聰 3년 10월 乙亥(24).

19) 淸太宗實錄 卷5, 天聰 3년 10월 戊寅(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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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參將 趙率敎에게 遵化를 구원하도록 명했다. 11월 3일 홍타이지는 

遵化 공격에 나섰고 山海總兵 王元雅가 이끄는 明軍이 힘껏 저항했지만 

결국 지켜내지 못했으며, 遵化를 향해 달려오던 趙率敎 또한 중간에 복

병을 만나 전사하 다.20) 중원의 城 가운데 최초로 함락된 遵化에서는 

대학살이 자행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北京의 明 朝廷은 전율하

다. 이어 良鄕縣, 固安縣, 香河縣이 함락되었고 順義, 灤州, 遷安 등의 州

縣은 저항 없이 곧바로 투항하 다. 홍타이지는 투항한 州縣 관원과 衛

所 군관을 극진히 대우하면서 明의 황제와 자신을 대비시켰다.21)

한편 11월 17일 병력을 이끌고 밤낮으로 달려온 袁崇煥은 北京 廣渠

門 앞에 이르렀고, 20일에 後金軍과 치열한 전투를 벌 다. 십여 차례의 

사투 끝에 홍타이지는 결국 뒤로 물러났다.22) 袁崇煥의 재빠른 대응으로 

홍타이지는 北京城 안으로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北京을 공황 상태로 몰

아넣기에는 충분하 다. 더구나 明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 자신의 숙적이

었던 袁崇煥을 反間計로 제거하는 뜻밖의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明 朝

廷은 後金軍이 山海關을 피해 華北으로 우회하여 北京으로 접근하리라고

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遼西回廊을 지키던 袁崇煥의 공모를 의

심했던 것이다.23)

後金軍은 이듬해 2월까지 4개월 여 동안 北京 인근 지역을 휩쓸면서 

많은 인구와 물자를 전리품으로 끌어 모았다. 天聰 4년(1630) 3월 홍타

이지는 瀋陽으로 귀환하 고 대신 瀋陽을 지키던 아민과 쇼토(Šoto, 碩

託)를 불러들여 永平, 遵化, 灤州, 遷安 등 4개 城을 지키게 하 다.24) 

그러나 곧 明의 總兵 祖大壽가 반격하여 灤州를 수복하 다. 軍中의 대

신들은 나머지 3개 城을 굳게 지키며 성 안의 백성을 보호할 것을 건의

하 으나, 아민은 이를 듣지 않고 遷安과 永平에서 대대적인 屠城을 자

20) 滿文老檔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中國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 譯註, 北京: 中華書局, 

1990) 下冊, 天聰 3년 11월 3일, p.946.

21) 淸史稿 卷237, 列傳二十四, 孟喬芳, p.9476.

22) 閻崇年, ｢論明代保衛北京的民族英雄袁崇煥｣, 北京史論文集 第1輯, 北京: 北京史硏

究會, 1980, pp.130-132.

23) 李鴻彬, 2003, pp.137-138.

24) 滿文老檔 下冊, pp.1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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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다. 아민은 학살 이후에 전리품을 챙겨 城을 버렸고, 明軍은 곧바

로 황폐해진 城을 수복하 다.25) 홍타이지는 크게 노하여 7월 瀋陽으로 

귀환한 아민을 체포하 다. 버일러 대신들은 아민을 심문한 뒤 주살할 

것을 청하 으나 홍타이지는 그를 유폐시켰고,26) 10년 후 아민은 구금

된 장소에서 사망하 다.

이번 제1차 중원 침공은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의 숙적 袁崇煥을 제거하

고 새로운 루트를 통한 기습 작전이 明의 北京에 커다란 공포와 충격을 

안김으로써, 이후 明을 상대로 한 전투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최초

의 중원 침공이자 北京 쇄도 던 이번 전투를 통해 홍타이지는 明 공략

에 한층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袁崇煥이 反間計로 제거된 후 兵部尙書에 오른 孫承宗은 後金軍이 점

령했던 遵化, 灤州, 永平, 遷安을 수복하고, 군대를 다시 關外로 집중시

켜 大陵河城을 수축하는 등 방어태세를 강화하 다. 遼西 지역에 새로운 

방위 태세가 정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홍타이지는 天聰 5년(1631) 8월 

2일 몽고 버일러들이 이끄는 부대를 출격시키고, 버일러 더걸러이

(Degelei, 德格類), 요토(Yoto, 岳托), 아지거(Ajige, 阿濟格)에게 2만의 

군대를 이끌고 錦州와 大陵河 사이에 주둔하게 하 다.27) 홍타이지는 8

월 5일 밤에 군대를 이끌고 출발하 고,28) 계획대로 6일 두 부대가 大

陵河에 집결하 다.29) 그날 사로잡은 포로의 진술에 따르면, 袁崇煥의 

측근이었던 祖大壽가 지키는 大陵河城의 군사가 1만 4천 정도에 불과하

다고 하여 홍타이지의 부대는 곧바로 그날 밤 大陵河城을 포위하 다.30) 

홍타이지는 天聰 원년(1627) 寧遠 · 錦州 전투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성벽

을 향해 돌격하는 전통적인 공격법을 자제하고, 大陵河城에서 錦州로 이

어지는 길에 군사를 배치하여 지원군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성을 고립시

25) Frederic Wakeman Jr., 1985, p.165.

26) 滿文老檔 (4), p.392-399. 아민의 숙청으로 인해 홍타이지의 권위는 크게 강화되

었고, 아민의 鑲藍旗는 아민의 동생이자 홍타이지의 심복이었던 지르갈랑의 수중에 

들어갔다.

27) 淸太宗實錄 卷9, 天聰 5년 8월 癸卯(2).

28) 淸太宗實錄 卷9, 天聰 5년 8월 丙午(5).

29) 淸太宗實錄 卷9, 天聰 5년 8월 丁未(6).

30) 淸太宗實錄 卷9, 天聰 5년 8월 丁未(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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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상태로 장기전을 펼쳐 고사시키는 작전을 구사하 다. 祖大壽는 소규

모 국지전을 통해 포위망을 뚫고자 하 으나 모두 실패하 고, 인근 松

山城과 錦州城에서도 몇 차례 지원군을 보냈지만 이 또한 모두 격퇴당하

다. 특히 9월 27일 山海關 방면에서 출동한 지원군마저 大敗하자,31) 

식량 고갈로 끝내 버티지 못한 祖大壽는 10월 28일 스스로 성문을 열고 

투항하 다.32)

제1차 중원 침공에 이어 大陵河까지 손에 얻은 홍타이지는 明 공략에 

한층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大陵河 전투 이후 잠시 숨을 고른 홍타이지

는 天聰 7년(1633) 6월 18일 明, 朝鮮, 차하르 중 어느 곳을 먼저 공격

해야 할지 버일러와 구사어전(gūsa-i ejen, 固山額眞)들에게 각자의 의

견을 밝히게 하 다. 實錄에는 이날 ‘대토론’에 참석한 버일러 9명33)과 

구사어전 7명, 총 16명의 의견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34) 이들 16명

은 공통적으로 조선은 이미 和議를 맺었으니 나중에 처리해도 상관없고, 

차하르의 경우에도 가까이 접근하면 토벌에 나서고 멀리 도망치면 굳이 

이를 쫓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明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대신들이 신속한 침입과 효율적인 약탈을 통해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대

업을 이루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때 山海關 공략 여부를 두고 대신들의 의견은 두 진 으로 갈렸는

데, ⓐ 山海關 공략을 반대하고 내몽골 초원을 거쳐 內地로 진입해야 한

다는 주장과 ⓐ′ 山海關을 언젠가는 공략해야 하고 이를 위해 遼西 지역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또한 北京을 공략하는 방

법에 있어서도 ⓑ 北京을 즉각 공격하여 약탈을 극대화하자는 단기전 주

31) 淸太宗實錄 卷9, 天聰 5년 9월 戊戌(27).

32) 淸太宗實錄 卷10, 天聰 5년 10월 戊辰(28).

33) 버일러 9명 중 5명이 당시 六部의 장관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즉 天聰 5년(1631) 六部를 처음 설립하면서 홍타이지의 子弟들이 六部를 관장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淸太宗實錄 卷9, 天聰 5년 7월 庚辰). 다만 戶部 버일러 

더걸러이는 이 논의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그가 당시 출정 중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부재중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만주의 六部 설치와 諸王의 임명에 대해서는 

磯部淳史, 2016, pp.17-40의 설명을 참조.

34) 이하 본문에서 소개하는 만주 대신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별도의 주가 없는 한 淸

太宗實錄 卷14, 天聰 7년 6월 戊寅(18)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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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 北京을 포위하고 인근 도시를 점령하여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해야 한다는 장기전 주장이 서로 맞섰다.

<표 1-1> 天聰 7년 6월 ‘대토론’의 의견 정리

※ 차하르 우선 공략 주장: 버일러 두두

우선 위 · 아래로 구분되는 ⓐ와 ⓐ′ 山海關 공략 여부에 대해 살펴보

자. 우선 山海關 공략을 반대하고 내몽골 초원을 거쳐 明의 內地로 침투

해야 한다는 ⓐ 의견이 훨씬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병사의 사기를 올

리고 전쟁 자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많은 전리품이 예상되기 때문

이었다. 이 전략은 차하르가 근접해 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몽골 초원

을 통해 明의 경계를 비교적 쉽게 드나들 수 있고, 明이 모든 장성 지역

을 굳건히 지키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山海關을 직접 공략하는 것보

다는 훨씬 효율적이었다. 더욱이 이 시기 明軍은 중원에서 발생한 流賊

의 토벌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華北으로 우회하는 만주의 침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華北 지역 침투에 일단 성공하기만 

하면 만주의 將領과 병사들은 수월하게 약탈을 행할 수 있었다.35)

35) 谷井陽子, 2015, pp.223-229.

北京

山海關

ⓑ 北京 즉각 공격, 

단기전, 약탈과 분배 강조

ⓑ′ 北京 포위 압박, 

장기전, 전략 거점 마련

ⓐ 山海關 공략 

반대, 내몽골 

초원 경유 침투

버일러 아지거
吏部 버일러 도르곤

버일러 도도

버일러 호오거구사어전 여천

구사어전 피양구

구사어전 양구리구사어전 일던

兵部 버일러 요토
工部 버일러 아바타이

구사어전 칵두리

ⓐ′ 山海關 공략 

기약, 遼西 지역 

확보 필요

구사어전 렁거리

刑部 버일러 지르갈랑

禮部 버일러 사할리얀

구사어전 호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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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버일러 도도(Dodo, 多鐸)는 “우리 병사는 전쟁에 겁을 내

지 않지만, 각자의 욕망을 채우게 해주면 죽더라도 거리낌 없이 달려드

는 데 반해,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싸울 뜻을 금세 접어버립니

다. 만약 山海關 외곽의 城만 공격하는 데 그친다면 마치 엎어놓은 그릇 

속에다 목표물을 놓아두고 활을 쏘아 맞추는 것과 같이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山海關 밖의 城을 공격하는 것은 燕京이나 通州의 城을 

공격하는 것과 비록 이름은 같지 않지만 거기에 드는 노고는 마찬가지입

니다.”36)라고 하여, 기왕 공격에 나섰다면 즉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

는 北京이나 通州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 다. 이는 당시 

만주가 明과의 전쟁을 그들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투자 대

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여겼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구사어전 양구리(Yangguri, 楊古利)는 明 원정에 있어서 승리의 

원동력이 병사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약탈에 달려 

있음을 재삼 강조하 다. 양구리는 도도와 마찬가지로 山海關 바깥의 寧

遠이나 錦州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明의 內地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유

리하다고 보았고, 일단 明의 內地에 자리를 잡게 되면 조선이나 차하르

는 저절로 복속할 것이라고 장담하 다.37) 도도의 형 아지거 또한 明을 

치고자 할 때 城을 차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버일러, 장수, 사졸에게 명하여 백성의 재물과 식량을 충분히 

약탈하여 전리품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렇게 살

인과 약탈을 확실하게 한다면 이르는 곳마다 항복을 권하기에도 좋고 형

세를 보고 완급을 조절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華北 방면으로 우회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전리품에 대한 기대 때

문이기도 했지만, 山海關 공략 자체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기도 하 다. 홍타이지의 長子인 버일러 호오거(Hooge, 豪格)는 만주의 

36) 淸太宗實錄 卷14, 天聰 7년 6월 戊寅(18), “我國之兵, 非怯於鬪者. 但使所得各飽

其欲, 則雖死不恤, 稍不如意, 遂無鬪志. 若止攻山海關外之城, 有如射覆, 豈可必得. 夫

攻山海關以外之城, 與攻燕京、通州之城, 名雖不同, 勞苦則一.”

37) 양구리의 상주는 만주어 원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東洋

文庫淸代史硏究室 譯註, 東洋文庫淸代史硏究委員會, 2003), 天聰 7년 6월 27일,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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攻城 전략을 明軍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山海關 외곽의 錦州와 寧遠

은 공격해도 이익이 없고, 더욱이 예전부터 공격에 실패했는데 이를 계

속 고집하면 병사들이 어려워할 것이라고 우려하 다. 鑲白旗 구사어전 

일던(Ilden, 伊爾登)도 山海關 바깥에서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華

北으로 우회하여 들어가 城을 취할 만하면 취하고, 취하지 못할 것 같으

면 城의 백성을 죽이고 집을 불태워 유린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하 다.

다만 明의 內地로 진입했을 때 만주에게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것

은 천연두 문제 다.38) 이미 16세기 중엽 이후부터 장성 이북 지역에서 

천연두 감염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한 가운데, 만주는 천연두에 

극도로 취약했고 면역도 없었으며 제대로 된 치료법도 개발되지 않은 상

태 다.39) 구사어전 양구리가 內地의 城을 정복하면 홍타이지와 천연두

를 앓은 적이 없는 버일러는 잠시 瀋陽으로 귀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처럼 만주는 천연두에 매우 민감했다.40) 양구리뿐만 아니라, 지르갈랑도 

천연두를 앓은 적이 없는 ‘生身’(eshun) 홍타이지의 親征 자체를 크게 

우려하 고, 요토와 사할리얀(Sahaliyan, 薩哈廉)도 홍타이지와 천연두에 

면역이 없는 버일러를 모두 중원 진입 작전에서 제외시켰으며, 설사 內

地에 진입하더라도 이들은 주둔하지 말고 곧바로 瀋陽으로 돌아오게 해

야 한다고 강조하 다.

한편 山海關 공략을 반대하고 내몽골 초원을 거쳐 內地로 진격해야 한

다는 ⓐ 의견에 맞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든 山海關을 공략해야 

하고 이를 위해 錦州와 寧遠 등 遼西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 의견이 제기되었다. 물론 그들 또한 중원에 침입하여 北京 인근의 

인구와 물자를 약탈하는 전리품의 확보와 분배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山海關을 뚫어내기 위한 포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38) 談遷, 北游錄 (北京: 中華書局, 1960), 紀聞下, 驅疹, p.355.

39) Chia-Feng Chang, “Disease and Its Impact on Politics, Diplomacy, and the 

Military: The Case of Smallpox and the Manchus (1613-1795),”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 Vol.57, No.2, 2002, pp.178-179.

40) 淸은 중국 역사상 어떤 왕조보다도 천연두 문제에 예민하여 정치 · 군사 · 외교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천연두에 관련된 기록을 남겼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의 연구인 구범진, ｢병자호란과 천연두｣, 민족문화

연구 72, 2016의 설명이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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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北京을 포위하여 지원군을 차단하고 인근 거점을 확보하는 것도 결

국 山海關을 안팎으로 협공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 다.

이 경우 明에 대한 침공 전략은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

었다. 예컨대 禮部 버일러 사할리얀은 明 공략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

어, 우선 明의 內地를 습격하여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한 다음, 一片石으

로 들어가 山海關을 공략하여 寧遠과 錦州의 방어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 다. 마찬가지로 正黃旗 구사어전 렁거리(Lenggeri, 楞額禮)

도 우선은 明의 內地로 깊숙이 파고들어 北京 주변을 마음껏 유린하고 

약탈하되, 그 다음에는 군대를 정비하여 다시 山海關으로 들어가서 험한 

요새에 기대어 그간 쌓아 놓은 식량으로 나중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하 다.41) 이러한 의견들은 당장 明의 內地에 침투하여 약탈을 행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획득한 전리품은 결국 山海關을 견제하고 공

략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山海關을 

공략해 내는 것이 明과의 대결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 다.

더 나아가 正紅旗 구사어전 호쇼투(Hošotu, 和碩圖)는 山海關 주변의 

城堡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明과 南面하는 城들을 거점

으로 하여 개간과 경작에 힘쓴 뒤에 비로소 明의 변경으로 들어가 식량

을 취하고 말과 병사를 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병력을 반

으로 나누어 한쪽은 山海關 以東과 錦州 以西로 진출하여 明의 경작과 

방어 체계를 교란하고, 나머지 반은 關內로 진입하여 약탈을 행하자는 

刑部 버일러 지르갈랑의 내외 협공 전략도 결국 山海關의 존재가 만주에

게 중원 공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이상의 ⓐ′ 의견들은 물론 신속하게 明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 의견과 다르지 않지만, 막상 전쟁을 시작한 후에는 상황에 

대한 예측과 미래를 위한 대비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표 1-1>에서 좌 · 우로 구분되는 北京을 어떻게 공략할 것

인가에 대해서도 ⓑ와 ⓑ′ 두 편으로 갈린다. 北京을 비롯한 인근 州縣

41) 렁거리의 상주도 內國史院檔에 만주어 원문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한문 실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天聰 7년 6월 27일,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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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탈한 뒤 치고 빠지는 단기적 전략을 주장하는 ⓑ 측의 가장 큰 근

거는, 병사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사기를 올리는 전리품의 획득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사어전 여천(Yecen, 葉臣)의 주장에 

따르면, 北京 주변의 풍부한 물자와 인구를 약탈하는 것이야말로 明 원

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당장 北京을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

해 병사의 소득과 사기를 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었다. 그러

나 이때 군량을 어떻게 확보할지, 차하르의 공격은 어떻게 견제해야 할

지, 北京을 구하러 사방에서 몰려드는 지원군을 어떻게 격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北京 주

변을 오랜 시간 포위하는 장기적인 전략 자체가 현실적으로 요원해 보

기 때문이다. 따라서 ⓑ 측의 논자들은 구사어전 피양구(Fiyanggū, 篇

古)처럼 그저 “京師에 가까운 城堡를 불태워 없애고 백성을 죽이고 실컷 

약탈한다면, 일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42)는 식으로 호탕

한 장담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 측은 北京의 완벽한 공략을 위해서는 결국 北京 인근의 여러 

州縣을 점령하여 거점으로 마련하거나, 나중의 공격을 위한 식량을 비축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 다. 중원에 침공한 이후 거점을 버리

고 급하게 귀환하면 고생한 보람도 없고, 나중의 공격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훗날 홍타이지 사후 함께 섭정에 나서는 도르곤과 

지르갈랑, 그리고 도르곤의 가장 큰 경쟁자 던 호오거 또한 北京의 신

속한 공격을 강조하되, 근처에 通州와 같은 전략적인 거점을 마련하여 

이후 계속되는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하 다.43) 또한 北京 사방의 

도로를 끊고 식량을 자체조달하며 거점을 마련하여 굳게 지키고 돌아오

지 않는다면 2-3년 중에는 기회를 보아 큰 공을 세울 수 있으니, 큰 공

을 세우기 전에 급하게 병사를 철수시키는 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42) 淸太宗實錄 卷14, 天聰 7년 6월 戊寅(18), “宜即進邊, 焚毀其近京之城堡, 殺其人

民, 戮力進取, 何憂事之不成.”

43) 通州는 大運河를 통해 1년에 약 400만 石의 漕糧을 운송하는 漕運船의 종착지로서, 

북경에 공급하는 물자와 식량이 운집하는 거대한 창고와 같은 요충지 다. 明의 수도 

北京과 大運河의 역할에 대해서는 曺永憲, ｢北京 首都論과 大運河 -明朝를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55, 2008, pp.127-139의 설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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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北京 포위 작전을 제안하기도 하 다.

그러나 그들이 진지하게 北京 점령을 목표로 했다면, 중원 내의 거점

에서는 물론이고 遼東 본진으로부터의 병력 교체와 물자의 보급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최단거리의 관문인 山海

關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논의는 다시 ⓐ와 ⓐ′ 山海關 공략 

논쟁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山海關 공략과 北京 점령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연결 고리 던 셈이다. 몽골의 여러 부족이 아직 완전

히 복속해 오지 않은 것을 차치하더라도, 山海關을 피해 내몽골 초원을 

경유하는 원정 경로는 만주에게 너무나 멀고 험난하 다.44) 이러한 상황

에서 군량과 마초는 전적으로 현지 조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

직 明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겨우 몇 개의 城을 점거하는 정도에 불과

한 상황에서는 현지 조달도 결코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山海關을 돌파하여 北京을 향하는 최단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행군 거리를 최소화하고 차하르의 기습도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明

을 공략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따라 사할리얀과 호오거의 

의견과 같이 錦州와 寧遠에서 山海關을 동쪽에서 공격하면서 동시에 華

北으로 우회하여 확보한 北京 부근의 거점으로부터 山海關을 서쪽에서 

협공하자는 작전이 제안되었다. 이 밖에도 만주에 투항한 明의 관원 및 

서생들 또한 獨石口나 密雲 등 되도록 동쪽으로부터 장성을 깨고 들어가

야 한다거나,45) 바다로부터 山海關을 공격하여 水陸 양면에서 협공하자

는 등의 山海關 공략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46)

그러나 홍타이지는 이러한 제안을 모두 안이한 생각이라며 질책하

다. 홍타이지는 天聰 7년(1633) 10월 10일 漢人 啓心郞과 生員들을 다

음과 같이 추궁하 다.

44) 谷井陽子, 2011, pp.31-32.

45) 天聰朝臣工奏議 , ｢寧完我等謹陳兵機奏｣(天聰 6년 4월 24일); 天聰朝臣工奏議 , 

｢(張弘謨)請乘時進取奏｣(天聰 6년).

46) 天聰朝臣工奏議 , ｢周一元直陳愚見奏｣(天聰 7년 5월); 天聰朝臣工奏議 , ｢(寧完我)

請急圖山海奏｣; 天聰朝臣工奏議 , ｢(馬光遠)請水陸幷進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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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人 啓心郞과 生員들 너희가 나에게 글 올릴 때에 즉시 바다를 건

너 山東을 취하자거나, 굳게 지키고 있는 山海關을 공격하자고 상주

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다른 사람의 고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바

다를 건너가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고, 굳게 지키고 있는 城을 공

격하면 병사가 상하지 않겠는가.47)

즉, 山海關의 확보는 분명 만주가 일관되게 염원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 혹은 아직은 너무나 무

모하고 위험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토론’의 결과, 16명의 만주 대신 가운데 조선을 먼저 공

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차하르를 먼저 정벌해

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두두(Dudu, 杜度)가 유일했다. 조선과는 이미 

和議를 맺었기 때문에 다시 공격할 필요가 없다거나, 만약 明을 얻게 되

면 원하는 것들이 朝鮮으로부터 저절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 다. 

또한 차하르는 가까이 접근하면 상대하되 만약 멀리 도망쳐 버리면 형세

를 관망하며 정벌을 미루어 두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대신 明에 대

한 공격은 하루라도 늦추면 그들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내란

도 점차 진압되어 반격할 여지를 주게 될 것이니 하루 빨리 明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야 하고, 明을 도모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멸하거나 훨씬 

쉽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실제로 이후 홍타이지는 天聰 8년(1634)부터 崇德 3년(1638)에 이르

기까지 5년 동안 무려 네 차례에 걸쳐 明을 공격하 다. 天聰 3년

(1629) 제1차 침공에 이어 天聰 8년(1634)에 시도된 제2차 중원 침공

은 앞서 살펴본 天聰 7년(1633) 6월 만주 대신의 ‘대토론’ 이후 홍타이

지가 처음으로 明 공략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天聰 8년(1634) 5월 

11일 홍타이지는 버일러 대신들에게 지금 明을 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47)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天聰 7년 10월 10일, p.167, “nikan mujilen bahabukū 

šusai se suwe minde bithe weimbume ohode dule mederi be doome Sandung 

be gaisu, bekilehe šanaha be afa seme wesimburengge, suwe gemu gūwai 

joboro be gūnirakūngge kai, mederi doome geneci muke de bucekini, bekilehe 

hoton be afaci cooha kokirakini serengge w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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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로 가야할지 하문하 다. 3년 전 大陵河城을 성공적으로 얻은 터라 

자신감에 넘친 일부 버일러 대신들은 山海關의 大路를 따라 들어갈 것을 

권하 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이를 반박하고 宣府와 大同을 향해 나아가

기로 결정하 다. 이 경로는 멀리 내몽골 초원을 경유하는 길이었는데, 

홍타이지는 이번 공격이 혼란에 빠져 있는 차하르의 버일러들과 官民들

을 적극적으로 귀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48) 

즉 明을 공략하는 동시에 차하르까지 견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天聰 8년(1634) 5월 22일 홍타이지는 대버일러 다이샨(Daišan, 

代善), 버일러 아바타이(Abatai, 阿巴泰), 더걸러이, 아지거, 도르곤, 도

도, 요토, 사할리얀, 호오거 등 거의 모든 만주 대신과 군대를 이끌고 盛

京49)을 출발하 다.50) 서쪽으로 내몽골 초원 깊숙이 진군하여 7월 上方

堡로 들어가 山西의 宣府와 大同 지역을 유린한 뒤, 별다른 저지를 받지 

않은 채 9월 盛京으로 귀환하 다.51)

그리고 제3차 중원 침공은 다음 해 天聰 9년(1635) 5월부터 7월까지 

차하르의 잔여 세력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도르

곤, 요토, 사할리얀, 호오거 등이 이끄는 차하르 원정군은 明의 山西 지

역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太原府의 忻州, 定襄, 五臺 등의 州縣을 포위하

고 행군에 필요한 군량을 약탈하 다. 또한 大同과 錦州 등지에서 구원

하러 온 明軍을 상대로 크게 승리하여 8만여 명에 가까운 포로를 획득

하 다.52)

48) 淸太宗實錄 卷18, 天聰 8년 5월 丙申(11).

49) 홍타이지는 天聰 8년(1634) 4월 1일에 國語, 즉 만주어 사용을 강조하는 諭旨를 내

려 總兵, 副將, 參將 등의 한어 관직명을 모두 암반장긴(amban-i janggin, 昂邦章京), 

머이런장긴(meiren-i janggin, 梅勒章京), 잘란장긴(jalan-i janggin, 甲剌章京) 등의 

만주어 관직명으로 바꾸어 부르게 하는 한편, 기존의 수도 瀋陽도 만주어로 묵던

(Mukden), 한문으로는 盛京으로 새로 바꾸어 부르게 하고, 이전 한어 이름인 瀋陽을 

계속 쓰는 경우 국법을 어긴 죄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 다( 淸太宗實錄 卷18, 天

聰 8년 4월 辛酉). 즉 天聰 8년 4월 이후 아이신 구룬의 수도, 그리고 훗날 다이칭 

구룬의 수도를 칭할 때는 반드시 묵던이라는 만주어 혹은 盛京이라는 한어 표기를 사

용해야 했다. 本稿에서도 天聰 8년(1634) 이후 이 도시를 언급할 때에는 瀋陽 대신 

盛京 혹은 묵던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50) 淸太宗實錄 卷18, 天聰 8년 5월 丁未(22).

51) 淸太宗實錄 卷20, 天聰 8년 9월 壬申(19).

52) 舊滿州檔: 天聰九年 (2), 天聰 9년 8월 26일, pp.2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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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타이지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효과적인 중원 공략을 위

해 투항해 온 漢人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다. 특히 大陵河 전투 승리

이후 많은 수의 漢人 서생과 관원들이 투항해 오자, 홍타이지는 明 내부

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漢人 문관의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렴하 다.53) 먼저 天聰 8년(1634) 7월 25일 大同에서 투항해 온 監生 

張文衡은 明의 부정부패를 비판한 뒤 明의 공략 대책을 다음과 같이 내

놓았다. 우선 宣府와 大同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인근의 州縣을 포위해 

나가면 總兵官들이 머지않아 투항 권유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혹

은 곧바로 北京으로 진격하여 동쪽으로는 식량의 운송로를 막고 서쪽으

로는 석탄 및 연료의 운송을 차단하며 지원군을 대비한다면, 北京은 곧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하 다. 이때 겨우 두세 곳의 작은 城만을 

얻고 대군을 돌린다면, 明의 皇帝는 기회를 엿보며 훗날 준비를 단단히 

할 것이니 그 이후로는 北京을 직접 공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계

하 다.54)

또한 天聰 9년(1635) 2월 18일에는 귀순한 漢人 生員 楊明顯, 楊譽顯, 

楊生輝 등이 明 공략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종합하여 보고하 다.55) 우

선 ① “한께서 하루라도 빨리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北京을 공략하

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北京은 天下의 머리요, 天下는 곧 北京의 팔

다리이니, 머리를 제거해 버리면 팔다리는 자연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안과 밖에 돕는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北京이 함락되어 민심이 흩

어졌을 때 한께서 군대를 내신다면 그야말로 돌로 계란을 치고 대나무를 

쪼개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힘을 한번 써서 최대한 빨

리 공격하는 방법입니다.”56)라고 하 고, ② “한께서 느긋하게 도모하고

53) Frederic Wakeman Jr., 1985, pp.160-170.

54) 淸太宗實錄 卷19, 天聰 8년 7월 己酉(25).

55) 이들 生員의 上奏文은 만주어로 작성된 舊滿洲檔 에는 물론이고, 한문본인 淸太宗

實錄 과 天聰朝臣工奏議 , 그리고 현대 중국어로 번역된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에 모두 실려 있는데, 각각의 문장과 세세한 표현이 서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本稿는 당시의 어감을 살리기 위해 舊滿洲檔 에 수록된 만주어본을 활용하 다. 舊

滿州檔: 天聰九年 (1), 天聰 9년 2월 18일, pp.72-76,

56) 舊滿州檔: 天聰九年 (1), 天聰 9년 2월 18일, pp.73-74, “kan hūdun kiceki seci 

neneme Bejing be afara de isirakū, Bejing abkai fejergi uju, abkai fejer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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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신다면, 먼저 北京에 가까운 府와 縣을 공격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

니다. 府와 縣은 北京의 날개요, 北京은 府와 縣의 몸통이니, 날개를 제

거해 버리면 몸통은 자연히 시들 것입니다. 게다가 北京 남쪽의 군대는 

방어 준비가 아직 잘 안되어 있고 城도 견고하지 않으니, 한께서 훈련시

킨 병사가 한번 출동하기만 하면 주머니 속의 물건을 취하는 것처럼 쉬

울 것입니다. 北京 인근의 城을 얻고 나서, 北京의 (동쪽으로) 식량 운송

로를 끊고 (서쪽으로) 연료 운송로를 끊고 오래도록 포위하면 北京은 공

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힘들이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57)라고 하 으며, 이어 ③ “한께서 

천천히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屯田을 개척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寧遠과 錦州 근처에 주둔하고 屯田을 개척하면서 수시로 약탈에 나

서 그들의 경작을 방해하면 결국 明軍은 寧遠과 錦州를 버릴 것이고, 우

리가 寧遠과 錦州를 손에 넣으면 山海關 또한 손쉽게 얻을 것입니다. 山

海關이 우리 것이 되면 우리가 중원에 들어가고 나갈 때 험난함을 피해 

멀리 돌아가는 수고가 없어질 것이니, 그들은 입술이 없어져 이빨이 시

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점차로 진입해 들어가는 방법이고 고생

하지 않고 萬金을 거두는 방법입니다.”58)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④ 

Bejing ni gala bethe, uju be gaici gala bethe bici ombio, udu dolo dalire 

cooha, tule aisilara cooha bihe seme geren i mujilen fakcashūn, kan i 

hūwaliyaka cooha be ucarahade wehei umhan be faksalara, cuse moo be 

howalara gese kai, ere hūsun be baitalafi gung be hūdun muterengge kai,”

57) 舊滿州檔: 天聰九年 (1), 天聰 9년 2월 18일, p.74, “kan elhei kiceki seci, 

neneme Bejing ni hanciki fu, hiyan be gaijarade isirakū, fu, hiyan Bejing ni 

ashan dethe, Bejing fu, hiyan i niyaman, ashan dethe be gaici niyaman ini 

cisui katambi, terei anggala Bejing ni julergi bade cooha belgehekūbi, hoton 

hecen beki akū, kan i urebuhe cooha i terei hoton hecen be efuleci, fulgū i 

dorgi jaka be gaijara gese ja, Bejing ni hanciki hoton hecen be bahade, terei 

jeku i jugūn be lashalara, terei moo gaijara be ilibure, šurdeme kafi goidara 

ohode, Bejing be afarakū ini cisui bahambi, ere suilarakū wang ojorongge,”

58) 舊滿州檔: 天聰九年 (1), 天聰 9년 2월 18일, pp.74-75, “kan elheken kiceki 

seci, ba feshelefi usin tarire de isirakū, Ning Iowan, Ginju i hanci tefi usin 

tarire erin de jing tabcilame terebe usin weileburakū ohode Ning Iowan, Ginju 

be urunakū waliyafi burlambi, Ning Iowan, Ginju be bahaci Šanaha jai aide 

akdambi, Šanaha musede ohode musei dosire tucire haksan hafirahūn be 

dabara goro yabure jobolon akū ombi, terei femen akū oci weihe šahūra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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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께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文武를 함께 흥하게 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무장들이 귀순해 오는 것은 한이 武를 숭상하기 때

문이고, 반면 문신들이 죽을망정 귀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한이 文을 

흥하게 하는 노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文武를 겸한 인재는 당연히 가

장 먼저 발탁해야 하되, 武는 뛰어나지만 文이 약한 자나 혹은 文은 뛰

어나지만 武가 약한 자 또한 모두 서로 보완하여 등용하신다면 천하의 

인재가 이를 듣고 귀순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王業을 크게 세우는 방

법입니다.”59)라고 하 다. 이처럼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분류한 다양한 

전략을 단순히 上策, 中策, 下策의 구분이 아니라 각자의 장점이 있고, 

모두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차하르 몽골을 복속시킨 天聰 9년(1635) 이후에는 만주 대신이

나 새로 투항한 明의 서생뿐만 아니라 일찍이 만주에 투항한 뒤 상당한 

지위에 오른 漢人 관원들 또한 본격적으로 北京 공략을 건의하는 분위기

가 형성되었다. 예컨대 정월 27일 都司 陳錦은 지금 조선은 온순하고 중

원과 차하르에서는 귀순자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중원을 

공략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다. 작은 城을 공격하여 병력을 피곤하게 

하느니 모든 전력을 北京에 쏟아 부어 明의 뿌리를 흔드는 게 중요하며, 

北京을 확보하고 나면 山海關도 저절로 열릴 것이고 결국 河北 지역 전

ere ulhiyen ulhiyen i dosime oksondoro arga, ere suilarakū tumen yooni 

bargiyarangge,”

59) 舊滿州檔: 天聰九年 (1), 天聰 9년 2월 18일, pp.75-76, “kan abkai fejergi be 

dasaki seci, emu niyalmai teile dasarangge mangga, bithe cooha be sasa 

yendeburede isirakū, te tuwaci cooha i jiyanggiyun sa daharangge kan cooha i 

amban be dele obuha turgunde kai, bithei hafan bucehe seme daharakūngge 

kan i bithe be yendebure be ulhire unde ofi tuttu kai, kan neneme bithe be 

yendebure mujilen be tucibufi jai simneme sonjofi acabume baitalara be 

buyere, simnere de sain ehe bi, bithe cooha i erdume yongkiyahangge be uju 

obure, coohai erdemu fulu bithei erdemu komso bicibe inu baitalara ohode tere 

bithei hebe be tucibumbi, bithe coohai erdemu gemu komso oci tere be 

nakabu, geren saisa be gūtubure, tondo be tukiyere miosihon be bederebure 

amba jugūn be neihede musei gurun i niyalmai erdemu inenggidari yendere 

anggala abkai fejergi saisa inu edun be donjime mujilen dahambi, tede 

fergecuke(→ferguwecuke) saisa be bahafi wang ni amba doro be toktobuci 

ombi 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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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60)

또한 天聰 9년(1635) 2월 副將 祖可法은 차하르 세력이 복속해 온 지

금이야말로 “南朝”, 즉 明을 공략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하 다. 멀리

로는 北京을 노려야 하니 천하의 머리로서 이곳을 얻기만 하면 누구든 

감히 불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하 고, 가까이로는 山海關을 노려

야 하니 이곳에 兵馬를 주둔시킬 수만 있다면 주변 지역이 자연히 귀순

해 올 것이라고 하 다.61)

그러나 정작 최고 결정권자 홍타이지는 차분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

었다. 오히려 漢人들이 올리는 도발적인 明 공략 건의에 대해서 홍타이

지는 대부분 실망을 표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62) 天聰 9년(1635) 

2월 7일 홍타이지는 漢人들의 천편일률적인 상주문에 불만을 터뜨리고, 

이들이 전쟁의 참혹함과 긴박함은 모르고 功을 세우기에 급급하여 탁상

공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 다. 또한 차하르 몽골이 이제 막 귀부한 상

태에서 大軍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리인지 설명하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속한 明 정벌과 군대 동원만 주장하는 이들을 꾸

짖었다. 대신 홍타이지는 자신이 정작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

을 좀 더 원숙한 漢人 관원들의 입을 통해 듣고자 하 다.

지금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라를 안정시켜서 大軍을 일으

켰을 때, ① 明의 황제가 北京을 버리고 패주할 때 추격해야 좋은 것

인가. 추격하지 않고 北京을 공격해야 좋은 것인가. 포위해서 지켜보

는 것이 좋은 것인가. ② 明의 황제가 혹시나 지금 和議를 하자고 했

을 때 즉시 응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응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

가. ③ 北京에 몰아놓고 압박한 후에 (明의 황제가) 和議하고 싶다고 

했을 때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④ 하늘의 은혜로 北京을 얻었을 

때 백성을 어떻게 안정시켜야 하는지, ⑤ 우리나라의 왕자들과 공주

들은 모두 재물에 욕심 부리는 것이 너무 심한데 이를 어떻게 멈추

게 할 수 있을지 이 문제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高鴻中, 鮑承先, 

60) 舊滿州檔: 天聰九年 (1), 天聰 9년 정월 27일, pp.43-45.

61) 明淸史料 甲編, 第一本, ｢副將祖可法奏本｣(天聰 9년 2월), p.54.

62) 谷井陽子, 2015, p.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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寧完我, 范文程 너희들은 생각해보고 마땅한 것을 글로 작성해서 나

에게 올려라.63) (번호는 인용자)

홍타이지의 질문은 ① 明 황제에 대한 추격 여부와 北京의 공략 방침, 

② 혹시 있을 明의 和議 요청에 대한 대응과 ③ 北京 포위 후 明의 和議 

요청에 대한 대응, 그리고 北京 점령 후 ④ 백성의 안정화 정책과 ⑤ 만

주 귀족들의 통제 방침 등 다섯 가지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4일 후 2월 11일에 刑部承政 머이런장긴 高鴻中64)은 위 홍타이지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 다. 홍타이지의 질문 순서에 따라 상주문의 내용

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65) 우선 ① 明 황제가 南遷한다면 굳

이 뒤쫓을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설령 많은 皇族을 사로잡는다 해도 

明은 결국 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을 추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

들이 결사항전하며 南遷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京城의 방비에 자

신이 있다는 뜻이므로, 이때에는 北京을 고립시켜 변란이 발생하기를 기

다려야 한다고 하 다. ② 明의 和議 요청에 대해서는 그 眞僞 여하를 

따져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도 진심으로 허락하되, 그들이 

63) 舊滿州檔: 天聰九年 (1), 天聰 9년 2월 7일, pp.63-64, “te mini jing gūnirengge, 

gurun be toktobufi amba cooha aššaha de ①nikan kan Bejing be waliyafi 

burlaha de amaci saiyūn, amcarakū Bejing be afaci saiyūn, kafi tiwakiyaci 

saiyūn, ②nikan kan aika bade te acaki sehe de uthai acaci saiyun, acarakū oci 

saiyūn, ③Bejing de kabufi hafirabufi acaki sembihe de geli ainambi, ④abkai 

keside Bejing be bahade irgen be adarame toktobure, ⑤musei gurun i beise ci 

aname, gu te, gege se gemu ulin de dosingge ambula, adarame ilibuci acambi 

seme ere uba be jing gūnihai bi, G’ao Hūng Sung, Boo Ceng Hiyan, Ning Wan 

Oo, Fan Wen Ceng suwe bodofi acara be tuwame bithe arafi minde wesimbu 

sehe,” (번호는 인용자)

64) 高鴻中은 홍타이지의 질문을 받은 대신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인물이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이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天聰 3년(1629) 袁崇煥을 제거하는 

反間計에 참여하 고, 天聰 10년(1636) 文館을 內三院으로 고치면서 漢人 중에서 고

위직을 역임하 다는 등의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65) 高鴻中이 올린 상주문 내용의 순서는 홍타이지가 던진 질문의 순서와는 약간 다르

게 구성되어 있다. 明의 和議 요청과 관련된 ②와 ③이 가장 먼저 나오고, 다음으로 

① 明 황제에 대한 추격 여부와 北京 공략 방침을 자세하게 설명하 으며, 이후 ④, 

⑤의 순서로 나타나 있다. 이 상주문의 만주어본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明淸史料

에 수록되어 있는 한문본만 확인된다.



- 39 -

여전히 명분을 중히 여긴다면 和議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 다. 

또한 ③ 포위된 明이 급히 和議를 청하며 黃河를 경계로 삼자고 하면 허

락해 줄 수 있지만, 山海關을 경계로 하자고 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하

다. 北京 점령 후 백성의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④ 屯田을 실시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工商이 모두 생업에 안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고 하 고, ⑤ 창고에 있는 錢糧을 조사하고 만주 귀족이 분수에 넘게 

재물을 빼돌리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건의하

다.66)

또한 都察院 承政 張存仁은 天聰 9년(1635) 12월 21일에 12가지의 

건의 사항을 상주하 는데, 그 중 中原 공략과 관련된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67) 우선 明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되, 앞으로의 중원 

공격은 이전과 같은 잔혹한 도살과 약탈보다는 백성을 안무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중원의 각 城에 효유할 내용까

지 구체적으로 예로 들면서, 이전의 무자비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인정하

고 앞으로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건의하 다. 

그의 주장은 그동안 漢人 관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온 명분의 중요성

과 궤를 같이 하는데, 중원과 중원의 백성을 약탈의 대상이 아닌 대업을 

완성하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對 중국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만주 대신들의 ‘대토론’에서는 이러한 중원 백성에 대한 고

려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좋은 대비를 이룬다. 

즉 만주 대신들은 對 중국 전략을 논의할 때 만주 병사의 사기나 전리품

의 분배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반면, 漢人 관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

은 明을 상대로 한 완전한 승리, 즉 明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왕

조를 건설하는 것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어 天聰 9년(1635) 2월 7일 홍타이지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

로 北京 공략의 구체적인 방법과 점령 이후의 행동 지침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논하 다.

66) 明淸史料 丙編, 第一本, ｢高鴻中奏本｣(天聰 9년 2월 11일), p.45.

67) 이하 별도의 주가 없는 한 舊滿州檔: 天聰九年 (2) (神田信夫 · 松村潤 · 岡田英弘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75), 天聰 9년 12월 21일, pp.361-367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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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은 城이 커서 城內의 병사가 이곳저곳을 지키느라 힘이 다 미치

지 못합니다. 공격하면 얻기는 쉽겠지만 우리의 병력을 수고롭게 하

는 것입니다. 城內에는 할 일 없이 떠도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많

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질 때를 헤아려 기다리면 며칠 되지 않아 안

에서 반드시 난리가 일어날 것이니, 포위만 해도 얻기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포위하면 城內 사람들은 압박을 받아서 우리

의 병사를 돌아가게 하려고 틀림없이 거짓으로 和議하자고 할 것입

니다. 한께서는 가볍게 허락하지 마시고, “영토를 많이 나누어 가지

고 오라. 金銀과 비단,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라.”고 정하십시오. 한

의 마음에 드는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공격을 하건 포위를 하

건 성을 반드시 얻으십시오. 北京을 얻은 후에 明의 황제가 패주하면 

쫓지 마시고, 사로잡으면 죽이지 마십시오. 사로잡아서 各省의 諸王

을 투항하게 하면 우리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천하를 하나로 통일해

서 인심을 안정시킨 후에 다시 明의 황제를 弑害하고 諸王을 죽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68)

아울러 만주 관원과 병사들이 함부로 백성의 물건을 범하지 않도록 단

속할 것을 건의하 다. 약탈을 금하고 백성이 스스로 교역하고 평소대로 

살아가게 한다면, 黃河 이북의 백성이 그 평판을 듣고서 스스로 와 귀순

할 것이니 따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다. 물론 여기

68) 舊滿州檔: 天聰九年 (2), 天聰 9년 12월 21일, pp.363-364, “Bejing ni hecen 

amban, dorgi cooha ubabe tubabe tuwakiyaci hūsun hamirakū, afaha de 

baharangge ja, musei cooha i hūsun suilambi, hoton i dorgi de heturi sula 

yabure antaha ambula, yadara niyalma geren, kemneme bisire jeku orho wajiha 

de, emu udu inenggi ojirakū dorgici urunakū facuhūrambi, kahade baharangge 

ele ja, muse hoton be kame jakade, hoton i dorgi niyalma hafirabufi, musei 

cooha be bederekini seme urunakū holtome acaki sembi, han weihuken i ume 

angga aljara, urunakū ba na be ambula dendeme gaji, aisin menggun, suje ulin 

be ambula gaji seme bila, han i gūnin de acabume bilaha ton de isibume 

burakū ohode, afacibe kacibe hoton be urunakū bahambi, baha manggi, nikan 

han burlahade ume fargara, weihun jafaha de ume wara, weihun asarafi golo 

goloi beise be dahabuci musei ciha, abkai fejergi be emken de uhelefi, 

niyalmai mujilen be toktobuha manggi, jai nikan i han be belere beise be wara 

oci inu goidarak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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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전리품 획득이라는 만주 병사의 입장보다는, 漢人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전형적인 漢人 관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高鴻中이나 張存仁과 같은 漢人 고위 관원들의 제안을 과연 홍타이지가 

어떻게 받아들 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漢人 관원이 이렇게 다양하고 

현실적인 건의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天聰 연간의 홍타이지에게는 당장의 경제적 곤

란을 해결하고 군대와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 하기 위한 물자와 인구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 다. 이때 논의되고 시도되었던 明에 대한 침공도 

장기적인 중국 정복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장의 경

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필요가 무엇보

다 우선시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의 對 중국 전략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

인 약탈전에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만주의 對 중국 전략은 결국 중국 내에서 발생할 새로운 변수를 

기다리거나, 혹은 만주 내부에서 중국 정복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체화할 때에 비로소 수정될 수 있었다.

2. 崇德 연간 淸軍의 군사적 성취와 한계

天聰 10년(1636) 4월 다이칭 구룬의 황제에 오른 홍타이지는 마치 이

를 과시하려는 듯 崇德 원년(1636)69) 5월 30일 아지거, 아바타이, 양구

리 등으로 하여금 제4차 중원 침공에 나서게 하 다.70) ‘後金軍’에서 ‘淸

軍’으로 새로이 탄생한 만주의 군대는 6월 27일 獨石口를 통해 장성을 

넘은 뒤 延慶을 거쳐 居庸關으로 진입하여 順義, 昌平 등 北京 인근의 

성을 공략하 다. 淸軍은 이때 畿內 10여 곳의 州縣을 유린하고 20만에 

가까운 人畜을 획득하 으며,71) 9월 초 冷口關을 넘어 9월 28일 盛京으

69) 天聰 10년(1636) 4월 11일 홍타이지가 崇德으로 改元하면서, 4월 12일부터는 崇德 

원년으로 불리게 된다.

70) 淸太宗實錄 卷29, 崇德 원년 5월 癸酉(30).

71) 淸太宗實錄 卷30, 崇德 원년 7월 辛酉(19). 이 시기 만주의 전리품 기록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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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환하 다.72)

중원 침공이 한창이던 8월 12일에는 和碩睿親王 도르곤을 右翼의 사

령관으로 임명하여 中後所로 들어가게 하고, 和碩豫親王 도도를 左翼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錦州로 들어가게 하 다.73) 이는 關外에 주둔해 있

는 明軍이 內地로 이동하여 중원 침공 부대의 후방을 공격하는 것을 막

기 위한 시선 분산 작전이었다. 도르곤과 도도 등은 아지거가 이끈 중원 

침공 부대의 귀환 직후인 10월 2일에 盛京으로 돌아왔다.74)

2년 후 崇德 3년(1638) 9월 淸軍은 다섯 번째로 내몽골 초원을 거쳐 

중원에 침입하 다. 寧遠 방면으로 진군하여 明軍의 시선을 돌린 홍타이

지는 도르곤과 요토로 하여금 華北으로 우회하여 장성을 넘게 하 다. 

도르곤은 淸山關, 요토는 墻子嶺을 넘어 關內로 진입한 뒤 北京 주변 畿

內 지역은 물론 山東 濟南까지 무인지경으로 휩쓸고 다녔다.75) 홍타이지 

자신은 錦州와 寧遠 일대에서 明의 주력군을 묶어두는 역할을 하 다. 

제5차 중원 침공에서는 비록 요토가 전사하는 손실을 입었으나, 총 70

여 개 城을 함락시키고 山東 濟南에서는 德王 朱由樞를 사로잡아 盛京으

로 압송하 으며 포로 46만 명에 銀 100만 량 이상을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76) 淸軍은 이듬해 崇德 4년(1639) 3월 山東에서 天津을 거쳐 

靑山關을 넘는 길로 귀환하 다.77) 이상 살펴본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중

원 침공의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면 <그림 1-1>과 같다.

“人畜 몇 만”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사람과 가축을 같은 맥락으로 파악

했음을 의미한다. 즉 포로와 가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경제적인 잣대로 파악했다는 

말이다.

72) 滿文老檔 (滿文老檔硏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63) (7), 崇德 원년 9월, 

pp.1246-1276; 崇德 원년 9월 28일, pp.1292-1296.

73) 淸太宗實錄 卷30, 崇德 원년 8월 癸未(12).

74) 淸太宗實錄 卷31, 崇德 원년 10월 癸酉(2).

75) 정하  등 역주, 瀋陽狀啓 -심양에서 온 편지 , 서울: 창비, 2008, pp.290-291.

76) 제5차 중원 침공 때 거두어들인 전리품은 이전까지 시도한 총 네 차례에 걸친 중원 

침공의 전리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 다. 王先謙, 東華錄 , 崇德 4년 

3월 丙寅(9).

77) 淸太宗實錄 卷45, 崇德 4년 3월 乙亥(18).



- 43 -

<그림 1-1> 홍타이지 시기 中原 침공의 경로

<그림 1-1>에 보이는 중원 침공은 예외 없이 모두 山海關을 피해 華

北으로 우회하여 長城의 다른 관문을 넘어 이루어졌다. 일단 중원에 진

입한 부대는 신속한 약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 고, 약탈이 끝나면 

다시 장성을 넘어 盛京으로 귀환하 다. 이는 만주 대신들의 ‘대토론’ 의

견 <표 1-1> 중에서 ⓐ′ 산해관 공략 - ⓑ′ 거점 확보의 중장기적 전략

보다 ⓐ 산해관 우회 - ⓑ 전리품 획득 중심의 단기적 전략이 채택되었

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총 다섯 차례의 중원 침공 모두 盛京을 출발한 

지 보통 6개월 이내로 귀환하는 단기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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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홍타이지는 왜 이토록 여러 차례에 걸쳐 중원 침공을 시도했

을까? 그것도 山海關을 직접 돌파하지 못하고 내몽골 초원으로 멀리 우

회하여 華北으로 진입하는 공격을 수차례나 되풀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

까? 이는 天聰 연간과 崇德 연간 중원 침공의 성과를 史料에서 어떻게 

적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 전리품의 

기록에 빠지지 않는 항목은 금, 은, 비단 등의 재화도 있지만 가장 중시

된 것은 다름 아닌 人口, 즉 漢人 포로 다.78)

누르하치의 漢人 탄압 정책으로 遼東 지역에는 노동 인구가 절대적으

로 부족한 상태 고, 홍타이지는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인구와 토지를 

재편하기 위해 “計丁授田”, “編丁立莊” 등과 같은 토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작의 경험이 풍부한 漢人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79) 즉 

홍타이지는 만주의 새로운 근거지가 된 遼東 지역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문적인 농업 노동력을 확보해야 했고, 수차례에 걸친 중원 침공

은 漢人 포로와 가축들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급 방식이었던 

것이다.80)

淸軍은 華北 각지의 州縣을 점령하더라도 守城을 고집하지 않고 인구

와 재물을 약탈한 뒤 곧바로 퇴각하는 게릴라식 전술을 활용하 다. 홍

타이지 시기 중원 침공은 정복이나 지배보다는 약탈이 주된 목적이었으

므로 그 파괴상은 더욱 심각하 고, 그 결과 해당 지역의 민심을 크게 

동요시켜 국지적인 반란을 촉발시키기도 하 다.81) 淸軍이 華北 지역을 

유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황폐화와 백성의 流離를 초래하 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北直隸와 山東 곳곳에서 토적 반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된 것

78) 王思治 · 李鴻彬, ｢論皇太極時期對明作戰策略的演變｣, 中國第一歷史檔案館 編, 明淸

檔案與歷史硏究: 中國第一歷史檔案館六十周年紀念論文集 , 北京: 中華書局, 1988.

79) 周藤吉之는 일찍이 慣行 報告書와 滿鐵이 펴낸 다양한 조사 보고를 활용하여 奉天, 

吉林, 黑龍江 지역의 入關 이전 토지 제도와 경제 형태의 특수성을 고찰한 바 있다. 

周藤吉之, 淸代滿洲土地政策の硏究 -特に旗地政策を中心として , 東京: 河出書房, 

1944.

80) 정병철, ‘天崩地裂’의 時代, 明末淸初의 華北社會 ,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p.69.

81) 明淸史料 乙編, 第六本, ｢兵部行兵科抄出山東巡按余日新題稿｣(崇禎 16년 4월 10

일), pp.539a-b; 明淸史料 壬編, 第五本, ｢兵部題行兵科抄出分守倒馬關副總兵劉有

實題稿｣, pp.473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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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82)

그러나 山海關을 얻지 못하는 한 淸軍은 먼 길을 우회하여 장성의 다

른 관문을 돌파해야 했고, 너무 길어진 행군 경로로 인해 불의의 습격을 

받거나 퇴로가 쉽게 차단당할 가능성도 상존하 다. 결국 홍타이지는 수

차례 중원 침공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山海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코 明을 상대로 결정타를 날릴 수가 없었

다.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중원 침공 중에 北京城을 포위하기도 

하고 畿內 지역과 山西 · 山東의 여러 州縣을 유린하며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 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城도 거점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山海關

을 피해 華北으로 우회하는 행군이 明의 허를 찌르는 효과적인 전략이기

는 했지만, 山海關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정복 전쟁으

로 발전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성공을 뒤로 한 채 홍타이지의 눈은 이제 山海關을 

향하 다. 天聰 5년(1631) 大陵河城이 만주의 세력권에 들어옴에 따라 

錦州가 淸 쪽으로 돌출해 있는 明의 최전선이 되었다. 錦州는 明 遼西 

지역의 군사 重鎭으로, 남쪽으로 18리에는 松山城이 있고 서남 40리에

는 杏山城이 있었으며, 杏山에서 다시 서남으로 20리에는 塔山城이 있어 

후방기지로 기능하고 있었다. 또 다른 遼西回廊의 重鎭인 寧遠은 錦州에

서 서남쪽으로 120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83) 明에게 寧遠과 錦州는 關

內와 關外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遼東 방어선의 가장 중요한 관

문이었다. 반면 淸의 입장에서는 寧遠과 錦州를 얻지 못하면 山海關은 

공략하기 어려웠고, 山海關을 얻지 못하면 淸軍은 이전처럼 계속 내몽골 

초원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홍타이지는 먼저 關外의 4개 城, 

즉 錦州, 松山, 杏山, 塔山을 공략하여 山海關에 접근하고자 하 다.84)

이로부터 시작된 전투가 바로 유명한 松山 · 錦州 전투이다. 소위 ‘松

錦 전투’는 崇德 5년(1640) 3월부터 崇德 7년(1642) 4월에 걸쳐 2년 

여 간 지속된 전투로서, 만주가 유례없이 긴 시간을 투자한 회심의 승부

82) 정병철, 2008, pp.73-76.

83) 周遠廉 · 趙世瑜, 2008, pp.88-89.

84) 魏源, 聖武記 (北京: 中華書局, 1984) 卷1, 開國龍興記三,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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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本稿는 이에 대한 보다 다채로운 분석을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자

료와는 다른 성격의 史料를 활용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本稿는 주로 만

주의 입장과 시선에서 그들의 전략과 전투를 분석해 왔다. 하지만 그들

이 중원에 진출하기 시작했을 때 이를 바로 그들의 곁에서 관찰한 시선

이 있었다. 바로 병자호란 패배 직후 조선 국왕 仁祖를 대신하여 볼모로 

瀋陽에 억류되어 있었던 昭顯世子 일행이 작성한 昭顯瀋陽日記 (이하 

심양일기 )와 瀋陽狀啓 이다.85) 심양일기 는 崇德 2년(1637) 1월 30

일부터 順治 원년(1644) 8월 18일까지 세자의 동정과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과 대화, 상황 묘사와 견문 등을 세자 侍講院이 기록한 문건이다.86) 

그리고 심양장계 는 昭顯世子를 배종하여 瀋陽에 간 宰臣들이 崇德 2

년(1637) 2월 11일부터 崇德 8년(1643) 12월 15일까지 조선으로 보낸 

狀啓를 모아 謄錄한 것이다.87)

本稿가 이 두 史料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즉, 淸 측의 史料는 주요 전투들의 간략한 경과를 기록하는 

입장에 있었던 반면, 심양일기 와 심양장계 는 세자가 從軍 중에 겪은 

경험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렇게 다른 입장과 

관점을 가진 두 史料가 동일한 사건을 다룰 때에 나타나는 충돌과 긴장

이 서로 표리를 이루며 당시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85) 本稿에서 인용하는 두 史料의 번역문과 원문은 별도의 주가 없는 한 譯註 昭顯瀋

陽日記 1-4 (奎章閣所藏東宮日記譯註叢書 10, 서울: 민속원, 2008)와 瀋陽狀啓 -심

양에서 온 편지 (정하  등 역주, 서울: 창비, 2008)를 이용하 다.

86) 심양일기 는 일기체 기록으로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짧게라도 거의 매일 昭顯世子

의 동정을 기록하 다. 심양일기 는 매일의 날씨와 淸人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당

시 瀋陽의 상황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昭顯世子가 瀋陽에 머문 

8년간은 홍타이지는 물론 도르곤의 활동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이므로 本稿의 관심 

시기와도 거의 일치한다. 또한 本稿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實錄과 內國史院滿文檔

案 등의 史料는 淸 朝廷의 입장에서 주요한 사건의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기록할 뿐이

지 그 사건의 과정이나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심양일기 의 세세

한 묘사는 기존 史料의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다.

87) 심양장계 는 임금에게 보내는 보고서 형식의 글로서, 발신자는 세자 侍講院의 宰臣

이고 수신자는 承政院이었다. 심양일기 에 그날의 일기 뒤에 狀啓를 몇 통 보냈다는 

기사가 자주 있는데, 이것은 심양장계 에 실려 있는 狀啓와 거의 일치한다. 주요 내

용 가운데에서도 특히 淸이 행한 여러 의례들, 예컨대 朝參, 太廟 祭祀, 陳賀禮 및 홍

타이지와 諸王이 베푼 잔치, 몽골과의 혼인, 사냥 행차에 대한 관찰 내용은 淸 측의 

사료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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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實錄과 內國史院滿文檔案 이외에도 동일한 사건과 정황을 서

로 다르게 기록한 심양일기 와 심양장계 의 내용을 본문과 각주 등에

서 소개하면서 살펴보도록 한다.

崇德 5년(1640) 3월 18일 홍타이지는 지르갈랑과 도도를 각각 좌 · 

우익군의 대장으로 임명하여 錦州에서 90리 떨어진 義州에 주둔시키고 

屯田을 행하여 공격 거점을 구축하게 하 다.88) 그리고 6월 15일에는 

도르곤, 호오거, 두두, 아바타이 등으로 하여금 수하 병력의 절반을 동원

하여 먼저 파견된 지르갈랑을 대신하여 義州에 성을 쌓고 둔전하게 하여 

錦州를 더욱 압박하 다.89)

 <그림 1-2> 松錦 전투의 경과

明은 錦州의 포위를 뚫기 

위해 수차례 군대를 파견하

으나 도르곤이 이를 요격하면

서 포위망을 지켜냈다.90) 그

리고 9월에는 지르갈랑이 돌

아와 도르곤과 교대하 고,91) 

12월에는 또다시 도르곤, 호

오거, 두두, 아바타이가 錦州

를 포위하러 왔다.92) 이렇게 

교대로 포위망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소규모 전투를 일으

켜 寧遠과 錦州 지역에서 제

대로 경작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93)

88) 淸太宗實錄 卷51, 崇德 5년 3월 己亥(18).

89) 淸太宗實錄 卷52, 崇德 5년 6월 乙丑(15).

90) 淸太宗實錄 卷52, 崇德 5년 7월 乙酉(6).

91) 淸太宗實錄 卷52, 崇德 5년 9월 丙戌(8).

92) 淸太宗實錄 卷53, 崇德 5년 12월 庚戌(3).

93) 이 전략은 앞서 天聰 9년(1635) 明에서 투항해 온 儒學生員 沈佩瑞가 제출한 遼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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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타이지는 두 달마다 친히 이 지역을 순찰하 고 군사들로 하여금 錦

州城 주변을 약탈하게 하 으며, 錦州를 포위하는 병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하 다. 홍타이지는 그동안 수차례 錦州를 공격한 경험을 

교훈 삼아 장기적인 포위 공격의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때 錦州城을 지키고 있던 장수는 다름 아닌 前鋒總兵官 祖大壽로서, 

10년 전 天聰 5년(1631) 大陵河城 전투 때 홍타이지에게 항복했다가 배

반하고 다시 明에 귀순한 인물이었다. 祖大壽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진 명장이라 하더라도 인원과 병사를 계속 교대시키면서 錦州를 압박

하는 淸軍의 포위를 쉽사리 뚫어낼 수가 없었다.94) 이에 明 朝廷은 13

만 대군을 錦州의 서남쪽 寧遠城에 집결시키고 薊遼總督 洪承疇로 하여

금 錦州城을 지원하게 하 다. 이때 洪承疇는 군량과 군수품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성을 굳게 지키며 淸軍을 피로하게 만드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으나, 그의 정치적 라이벌 兵部尙書 陳新甲은 지구전에 따른 戰費 

급증을 이유로 속전속결을 주장하 고 崇禎帝 역시 洪承疇에게 단기전을 

독려하 다.95)

결국 崇德 6년(1641) 8월 양 진  간에 첫 전투가 벌어졌다. 처음에

는 洪承疇의 明軍이 기선을 잡아 淸軍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패전 소

식이 盛京에 전해지자 홍타이지는 친히 정예기병을 이끌고 엿새 밤낮으

로 달려 8월 19일 松山에 도착하 다.96) 홍타이지의 참전으로 사기가 

지역의 屯田 활용 방안을 거의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舊滿州檔: 

天聰九年 (1), 天聰 9년 2월 8일, pp.64-67.

94) 崇德 6년(1641) 3월에 지르갈랑이 도르곤과 교대하기 위해 다시 盛京에서 錦州로 

출발하 는데, 도르곤이 지르갈랑의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군사를 빼내 빨리 복

귀하는 바람에 홍타이지가 대노하는 사건이 발생하 다. 지금까지 도르곤은 수많은 

전투에서 거의 아무런 실책 없이 홍타이지의 명을 수행하 다. 그런데 錦州 전투에서 

잠깐 허술한 모습을 보여 포위 작전에 향을 미치자 홍타이지는 전무후무하게 도르

곤을 추궁하 던 것이다. 홍타이지는 도르곤을 親王에서 郡王으로 격하시키고 罰銀 1

만 兩과 두 개 니루의 戶口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연루된 호오거, 아바타

이, 두두 등 수많은 만주 대신과 장수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이처럼 당시 홍

타이지에게 錦州 포위 작전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淸太宗實錄 卷55, 崇德 6년 3

월 丁酉(22).

95) 崇禎實錄 , 崇禎 14년 6월 乙巳(1).

96) 홍타이지는 너무나 다급하게 달려온 나머지 흐르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 그릇으로 

받아냈고 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멈추었다고 한다. 淸太宗實錄 卷57, 崇德 6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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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淸軍은 明軍의 후방을 찔러 퇴로를 차단하고 군량미와 건초의 공급 

루트를 차단하 다. 그 결과 포위된 明軍은 크게 동요하 고, 吳三桂 등

은 야밤을 틈타 후방 거점 寧遠城으로 달아나려다 도중에 淸軍의 매복에 

걸려 대패하 다.97) 심양일기 에서는 松山 전투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묘사하 다.

(8월 25일) 明軍은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은 적은 데다 해변 창고의 

군량을 미처 운반해 들여오기 전에 청나라에 빼앗겼다. 松山城을 지

키는 군대는 1년분의 군량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 밖에 주둔하고 있

는 10만의 구원병은 군량 보급로가 이미 끊긴 상태였다. 성 안의 군

량을 나누고자 하나 부족하므로 수문장이 문을 닫아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軍門(洪承疇)이 군대를 나누어 내보내 서쪽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 淸人이 두려워하는 것은 火砲인지라 감히 성

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는 중도에서 습격하였다. 鐵騎軍이 멀리까지 추격하자 굶주린 명나라 

병졸이 당해내지 못하고 산에 숨거나 바다에 몸을 던지니 당연한 형

세였다. 淸軍이 사흘 동안 수색하여 죽이며 참혹한 짓을 다했으나, 

明軍은 죽음을 고향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 항복하는 자가 드물었

고, 그들의 장군을 옹위하여 바다 가운데 서서 팔을 뻗어 가려주어 

화살을 맞지 않게 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공경하는 모습을 잃지 않다

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 일은 淸人들 또한 말하는 바

이다. 明軍이 처음에는 매우 강하고 용병술 또한 기묘했으나, 軍糧이 

없었던 탓에 병사를 나누어 내보내다가 이러한 실패를 당하여 기세

가 꺾이고 형세가 곤궁해졌다.98)

월 壬戌(19).

97) 淸太宗實錄 卷57, 崇德 6년 8월 壬戌(19).

98) 심양일기 2 , p.227(430), “漢兵人多食少, 海倉之糧, 未及運入, 爲淸所奪. 松山城中

守兵, 自有一年之糧, 城外列屯十萬援兵, 糧道旣絶. 城中之糧, 欲分不足, 守將閉門不通. 

以此, 軍門分兵出送歸西云. 淸人之所畏者火砲, 不敢近城矣, 見其西歸, 邀擊中路. 鐵器長

驅, 飢卒莫當, 匿山投海, 其勢固然. 淸人三日搜殺, 極其慘酷, 而漢人視死如歸, 鮮有乞降

者, 擁荷其將, 立於海中, 伸臂翼蔽, 俾不中箭, 不失禮敬, 死而後已. 此事淸人亦言之. 漢

兵初勢極壯, 用兵亦奇, 乃以無糧, 分兵出送, 取此喪敗, 氣挫勢窮.” 이하에서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본문에서 직접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양일기 의 원문은 따로 소

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용문의 경우 페이지 표기는 “번역문(원문)”식으로 해놓는다.



- 50 -

또한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明軍 53,783명을 베고 군마 7,440필, 낙

타 66마리와 갑옷 9,346벌을 노획하 다. 杏山에서 남쪽의 塔山으로 이

어지는 지역에서 다급한 나머지 바다로 뛰어들다가 목숨을 잃은 明軍이 

헤아릴 수 없었다. 그들이 팽개친 갑옷과 군마는 수없이 많았고 해수면

에 떠있는 시신은 기러기나 오리떼처럼 보 다.”고 하 다.99) 

洪承疇는 패잔병을 이끌고 다시 松山城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하

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松山城을 포위한 채 다시 시간을 끌었다.100) 해

가 바뀌어 崇德 7년(1642) 2월 淸軍은 야간에 성안으로 진입해 결국 洪

承疇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 다.101) 松山城의 함락과 洪承疇의 생포 소

식이 전해지면서 錦州城의 軍心은 크게 흔들렸고, 人相食하는 군량 부족 

상황에 이르자 祖大壽 또한 결국 淸에 투항하 다.102) 기세가 오른 淸軍

은 4월 9일 塔山을 함락시켰고, 21일에는 杏山城의 항복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홍타이지는 明의 주요 關外 거점 가운데 寧遠城을 제외한 錦州와 

松山, 杏山, 塔山 등 4개 城을 수중에 넣게 되었다.

이번 松錦 전투에서 明軍과 淸軍이 직접 전투를 벌인 것은 불과 며칠

에 불과했지만, 그 전후 과정은 무려 2년이 소요되었다. 松錦 전투의 결

과 明은 山海關 외곽 2백리 지역의 군사 거점을 상실하여 크게 위축된 

99) 谷應泰, 明朝紀事本末補遺 卷5, 錦寧戰守.

100) 당시 淸軍 또한 포위를 지속하기 위한 식량 보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양일기 에서는 9월 2일 淸軍의 열악한 보급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 다. 심양일기 2 , p.230, “이곳은 일찍 추워지고 들판의 풀은 무성하지 않

아 요사이 여러 진 의 말 · 낙타 · 소 · 양을 무리지어 방목한 지 며칠이 지나고 나

니 반나절 거리의 범위가 모두 맨땅이 되어 버렸다. 말은 굶주려 병들고 사람들은 밥 

지을 땔감이 없었다. 몽골인이 때때로 낙타를 가지고 먼 곳에서 풀을 거두어 와서 팔

았으나 조금밖에 안 되는 풀은 비싸기 이를 데 없었다. 노자는 날로 떨어져 가는데 

오랫동안 머물러 돌아가지 못하니 말들은 모두 죽어갈 지경이었다. 날씨가 갑자기 추

워졌는데 옷은 얇아 병이 생기니 상하 모두 허둥대며 날마다 속히 돌아가기만을 바랐

다. 그런데도 오히려 방한복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오랫동안 머물겠다는 

뜻임을 알 수 있었다.”

101) 淸太宗實錄 卷59, 崇德 7년 2월 辛酉(21).

102) 淸太宗實錄 卷59, 崇德 7년 3월 己卯(10). 祖大壽가 투항해 오자 淸의 대신들은 

10년 전 大陵河城 함락 당시 항복했다가 錦州城을 설득해 바치겠다고 속여 탈출한 

죄를 물어 그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홍타이지는 예전과 같이 그를 후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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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淸은 關外 지역을 석권하고 山海關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山海關을 통한 중원 진입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淸軍이 崇德 7년(1642) 4월 松錦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遼西 지역을 거점으로 확보하자, 漢人 관원들은 좀 더 과감하게 北京을 

직접 공격할 것을 상주하 다. 특히 崇德 7년(1642) 9월 5일 구사어전 

머르건 히야 툴라이(Tulai, 圖賴)와 祖澤潤, 그리고 머이런장긴 祖可法과 

張存仁은 기존의 약탈전이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만 유리할 뿐

이라고 지적하 다. 將領은 거느리는 從役103)이 많고 부유한 자는 말이 

많고 건장하니 얻는 것이 많은 반면, 가난한 軍士는 그저 자기 한 몸과 

말 한 필 밖에 없으니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전리품의 혜

택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北京을 점령하는 것이

야말로 모두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 다. 

즉, 만주 대신들이 강조해 온 對 중국 전략의 경제적 효과를 다른 관점

에서 비판한 것이다. 이미 수차례 중원 침공을 통해 상당한 재물을 획득

하 고, 流賊의 발호로 인해 北京 일대의 방어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

제는 北京을 직접 공략하고 山海關을 제어하는 것이 만주의 병사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하 다. 차하르 몽골 복속과 

조선 침공 이후 만주 내부의 역량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반대로 明의 

내부 사정은 잇따른 자연 재해와 流賊의 횡행 등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漢人 관원들은 새로운 對 중국 전략의 전환을 건의한 것이

다.104)

그러나 홍타이지는 그들의 제안을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거절하 다.

103) ‘從役’이란 바로 만주어로 쿠툴러(kutule, 庫圖勒)를 가리키는데, 跟馬人, 控馬奴라

고 의역하여 주로 말을 관리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康熙 연간의 御製淸文鑑(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 에 따르면, “dahame yabure ahasi”라 하여 “따

라 가는 노복들’이라 하 다. 쿠툴러는 참전하여 말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잡

일을 담당하 고, 무엇보다 쿠툴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노획물을 약탈하고 운

반할 수 있었다. 이상 이훈, ｢조선의 거덜과 만주족의 쿠툴러｣, 웹진 民硏, 2012년 

09월호 통권 017호를 참조.

104)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國第一歷史檔案館 編, 光明日報出版社, 1989) 上冊, 

崇德 7년 9월 5일, p.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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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건의한 대로 北京을 곧바로 취하라는 것은 朕의 생각으로

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北京을 취하는 것은 마치 큰 나무를 

벌목하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먼저 양쪽에서 계속 찍어 들어가면 

(힘들게 어 넘기지 않아도) 큰 나무가 스스로 넘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山海關 바깥의 4개 城을 모두 취하지 못했는데 어찌 곧바로 

山海關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지금 明國의 精兵이 이미 소진되었으

니 우리 군대가 사방에서 약탈을 가하면, 저들의 세력은 나날이 쇠퇴

할 것이고 우리의 병력은 나날이 강해질 것이니, 그제야 비로소 北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105)

위 내용에 따르면, 漢人 관원들의 끈질긴 北京 공략 주장에도 불구하

고 홍타이지는 여전히 北京 공략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北京을 취하는 것을 “큰 나무를 베는” 일에 비유한 것은 당시 홍타

이지가 北京 공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 한 번의 공격으로 단

숨에 끝낼 수는 없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홍타이지는 北京 공략에 앞

서 山海關 공략을 선결 과제로 삼았고, 山海關 공략을 위해서는 山海關 

외곽의 城들을 정복하여 서로의 연계를 끊어놔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활

용하 다. 즉 北京이건 山海關이건 기습적으로 곧바로 나아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 근방을 우선 점령해 놓고 이를 거점으로 

사방에서 포위해 나가는 正攻法에 가까운 전략을 고수하 다. 이미 天聰 

연간부터 만주 대신들은 물론, 투항해 온 明의 서생을 비롯해 기존의 漢

人 관원들까지도 홍타이지에게 北京 공략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여전히 기존의 약탈전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신중한 관점을 쉽게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타이지 생전 최후의 중원 공략인 제6차 중원 침공을 살

펴보도록 하자. 崇德 7년(1642) 10월 홍타이지는 아바타이를 奉命大將

軍에 임명하여 중원 침공에 나서게 하 다.106) 이번에도 山海關을 피해 

105)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上冊, 崇德 7년 9월 5일, p.479, “聖汗覽畢, 諭曰: 爾

等建議, 直取北京, 朕意以爲不可. 取北京如伐大樹, 須先從兩旁斫削, 則大樹自仆. 今我

不取山海關外四城, 豈能卽克山海關. 如今明國精兵已盡, 我兵四圍縱略, 彼國勢日衰, 我

兵力日强, 從此北京可得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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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하여 界嶺口와 黃厓口를 통해 장성을 넘어간 淸軍은 北京 외곽을 거

쳐 山東까지 거침없이 누비며 약탈전을 수행하 다. 이때 총 88개 城을 

점령하고 金 1만 2천여 량, 銀 220만 량, 포로 37만 명, 駝馬 · 騾驢 · 

牛羊 32만 마리를 획득하 다.107) 이듬해 6월 全軍이 盛京으로 귀환할 

때까지 淸軍은 장장 8개월 간 北直隸와 山東 일대를 무인지경으로 휩쓸

고 다녔다. 淸軍은 明軍의 저항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귀환한 것이 아니

라, 8개월 동안 신속한 이동으로 군사들이 피로하여 스스로 물러난 것이

었다고 한다.108) 

이상 살펴본 崇德 연간 淸軍의 중원 공략은 평균 2년 정도의 휴식기를 

가진 뒤 이루어지는 계획적인 약탈전으로서, 신생국가 다이칭 구룬의 주

요한 경제활동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약탈은 결코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없었다. 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 물적 손실을 차치하고 약

탈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초토화되면 점점 더 중국 內地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위험 부담도 증가하 다.109) 횟수를 거듭할수록 淸軍의 

중원 공략 범위는 장성과 인접한 山西와 北京 인근으로부터 점차 山東과 

河南에 이르기까지 內地로 확대되었다. 淸軍이 한 번 휩쓸고 간 지역에

서는 더 이상 충분한 약탈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

원 내부로 진입해 들어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홍타이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松錦 전투 이후 

淸에게 확실하게 유리한 전황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明과의 和議 

노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예컨대 崇德 7년(1642) 3월 16일 明의 

兵部尙書 陳新甲이 보낸 다급한 講和 요청을 받고 홍타이지는 서신의 무

례함과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음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明과의 和議

106) 淸太宗實錄 卷63, 崇德 7년 10월 辛亥(14).

107) 淸太宗實錄 卷64, 崇德 8년 5월 癸卯(11).

108) 周遠廉 · 趙世瑜, 2008, p.129.

109) 특히 농경국가를 상대로 한 약탈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목국가의 화평 

제안 패턴을 바필드는 ‘외부변경 전략’이라 명명하 다(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 파주: 돌베개, 2010, pp.55-56). 물론 만주는 주지하다시피 유목 세력도 아니

고 만주와 明의 대결을 유목국가와 정주국가의 대결로 보기에도 많은 무리가 따르지

만, 홍타이지 또한 약탈전을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明과 和議를 맺으려는 노력을 멈추

지 않은 사실은 만주 또한 약탈전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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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 나라의 君臣百姓이 공존하는 길이고 자신도 오랫동안 바라온 점이

라고 강조하 다.110) 또한 錦州城을 함락한 뒤 崇德 7년(1642) 10월 마

지막 제6차 중원 침공에 나설 때까지도 홍타이지는 明과 和議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111) 즉, 홍타이지는 무리해서 山海關을 

통해 入關하거나 北京을 점령할 의도가 없었고, 가능하다면 明과 和議를 

맺고 淸 내부의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하 다.

요컨대 崇德 연간에는 중원 약탈전이 확대되고 松錦 전투 승리를 토대

로 遼西 진출이 성사되었으나, 홍타이지는 여전히 對明 和議를 염두에 

두면서 山海關과 北京에 대한 공략을 끝까지 실행하지 않았다. 天聰 연

간에 이어 崇德 연간까지 홍타이지는 明과 수차례 전쟁을 벌 지만 山海

關 돌파는 한 번도 고려되거나 시도되지 않았다. 홍타이지는 예전의 중

원 침공 방식, 즉 단기적인 약탈전을 계속해야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

하고 원정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 결국 山海關을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변수의 등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110) 다만 양국 간에 진정한 和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모두 明이 淸을 멸시하는 오

만함 때문이라고 비판하 다. 淸太宗實錄 卷59, 崇德 7년 3월 乙酉(16).

111) 淸太宗實錄 卷63, 崇德 7년 10월 辛亥(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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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淸軍의 入關과 北京 入城

1. 攝政王 도르곤의 出征

崇德 8년(1643) 8월 9일 홍타이지가 52세의 나이로 盛京에서 돌연 

사망함으로써,1) 중원에 대한 공격은 잠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홍타이지

는 생전에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위 계승 문제를 놓고 심각한 권력 투쟁이 전개될 조짐이 보

다. 홍타이지의 아들 11명 중 8명이 남아 있었고, 누르하치의 12子이자 

홍타이지의 이복형제 던 武英郡王 아지거, 14子 和碩睿親王 도르곤, 15

子 和碩豫親王 도도, 그리고 홍타이지의 종형제 和碩鄭親王 지르갈랑 등

도 잠재적인 경쟁자 다.2)

그 중에서도 도르곤은 일찍이 홍타이지의 신임을 받으며 부상하 다. 

그는 鑲白旗의 旗主로서 正白旗의 旗主인 동생 도도와 함께 여러 원정에 

참가하 고, 天聰 5년(1631) 六部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吏部의 수장이 

되었다. 특히 天聰 9년(1635) 차하르 원정 때 傳國玉璽를 홍타이지에게 

헌상하 고, 崇德 원년(1636) 조선 침공에도 참여하여 강화도를 함락시

키는 공을 세웠다. 崇德 3년(1638)에는 제5차 중원 침공을 위한 奉命大

將軍에 임명되는 등 대부분의 주요 원정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3) 이

러한 도르곤에 비견할 만한 인물이 바로 홍타이지의 장자 和碩肅親王 호

오거 다. 비록 모친 나라씨는 五宮 后妃에 봉해지지 못한 낮은 신분이

었지만, 호오거는 正藍旗의 旗主로서 正藍旗와 鑲藍旗, 그리고 鑲黃旗 

일부 대신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4)

황위를 둘러싼 호오거와 도르곤의 대결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1) 淸太宗實錄 卷65, 崇德 8년 8월 庚午(9).

2) 최소자, ｢淸初의 王位繼承과 多爾袞｣, 이화사학연구 9, 1970, p.9.

3) 淸史稿 卷218, 列傳五, 諸王四, 睿忠親王多爾袞, pp.9021-9023.

4) 磯部淳史, ｢淸朝順治初期における政治抗爭とドルゴン政權 -八旗制度からの考察を中心

に｣, 立命館東洋史學 30, 2007,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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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주요 경과만 살펴보도록 한다.5) 홍타이지가 사망한 지 5일 

후 崇德 8년(1643) 8월 14일 새로운 황제를 세우기 위한 八旗 王公大

臣 회의가 盛京의 崇政殿에서 열렸다.6) 崇政殿 회의는 홍타이지의 아들

을 추대하고자 하는 兩黃旗 將領의 무장 시위로 시작되어, 다이샨의 호

오거 추대와 호오거의 고사, 兩黃旗 將領의 위협적인 발언과 도르곤의 

저지, 아지거와 도도의 도르곤 추대와 도르곤의 사양, 도도의 自薦과 반

대, 그리고 도르곤의 풀린(Fulin, 福臨) 추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황위

의 계승 자격을 先帝의 아들로 못 박은 兩黃旗 將領의 주장은 도르곤을 

비롯한 홍타이지 형제의 후보 자격을 제한하 다.7) 도르곤은 이를 수용

하고 莊妃 소생의 제9子, 여섯 살에 불과한 풀린을 추대하 던 것이다.8) 

풀린의 즉위는 당시 淸 조정 내부의 권력 투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

의 결정이었다고 평가된다.9)

5) 홍타이지 사후 황위 계승 분쟁에 대해서는 紀連海, ｢多爾袞奪帝位失敗之謎｣, 領導文

萃 , 2006-10; 蘇亮, 2007; 孫德昌, ｢也談攝政王多爾袞｣, 社會科學輯刊 , 1991-1; 

宋國强, 1994; 陳作榮, 1983 등을 참조.

6) 淸世祖實錄 卷1, 崇德 8년 8월 乙亥(14).

7) 兩黃旗 대신들은 兩白旗의 지지를 받는 도르곤이 황위를 이을 경우, 홍타이지 즉위 

직후에 있었던 ‘換旗’의 선례가 재연될까봐 우려하고 있었다. 홍타이지는 누르하치가 

正黃旗와 鑲黃旗를 지휘한 관례에 따라 자신의 수하 던 正白旗를 正黃旗, 그의 아들 

호오거의 鑲白旗를 鑲黃旗로 바꾸고, 도도의 鑲黃旗는 正白旗로, 아지거의 正黃旗(도

르곤의 15니루 포함)를 鑲白旗로 맞바꾸었다. 兩白旗가 兩黃旗로 바뀌면서 좌우익의 

우두머리로 올라섰고, 반대로 원래의 兩黃旗는 兩白旗로 개명된 후 그 지위가 兩黃旗

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도르곤이 황위에 오르면 현재의 兩白旗가 다시 兩黃

旗가 되고 현재의 兩黃旗는 다시 兩白旗가 될 것이 분명했다. 旗의 색깔이 바뀌면 그

들의 지위도 바뀌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兩黃旗 將領들은 무력시위를 불사하고 도

르곤의 즉위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淸初 ‘換旗’와 권력 이동에 대

해서는 杜家驥, 1998의 분석이 자세하다.

8) 한편 같은 皇子인 正藍旗의 旗主 호오거가 즉위하는 것도 正黃 · 鑲黃旗의 입장에서

는 썩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內廷의 수장인 호르친부 보르지기트(Borjigit, 博

爾濟吉特) 가문 출신 홍타이지의 皇后와 풀린의 生母 莊妃(훗날 孝莊太后)는 호오거

가 황제 자리에 오르면 바로 太后가 아닌 大妃로 격하되며, 도르곤의 生母로서 홍타

이지 사후 순장된 아바하이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

기 때문에 호오거의 즉위를 결코 원하지 않았다. 이처럼 당시 正黃 · 鑲黃旗와 內廷

의 입장에서는 풀린을 황제 자리에 앉히는 것만이 자신의 위치를 보전할 수 있는 유

일한 길이었다. 磯部淳史, ｢順治帝卽位をめぐる黃旗旗人の動向について -バブハイ斷

罪事件を例として｣, 立命館東洋史學 29, 2006.

9) 당시 황위를 둘러싼 諸王의 치열한 논쟁과 긴박한 상황이 심양장계 에 소상히 적혀 

있다. 심양장계 의 묘사는 實錄을 비롯한 淸 측의 어떠한 史料에서도 찾아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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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德 8년(1643) 8월 14일 풀린이 順治帝로 즉위하고 도르곤은 지르갈

랑과 함께 攝政에 올랐다. 사실 지르갈랑과 도르곤이 攝政을 맡게 된 것

은 그렇게 의외의 결과는 아니었다. 홍타이지가 만년에 가장 신임했고 

중용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이다.10) 예컨대 崇德 7년

(1642) 10월에 홍타이지가 갑자기 정사의 일부를 諸王에게 위임하 는

데, 諸王의 명단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지르갈랑과 도르곤

이었다.11) 또한 崇德 8년(1643) 6월 11일 제5차 중원 침공을 성공리에 

마치고 개선하는 奉命大將軍 버일러 아바타이 등이 盛京에 도착했을 때 

몸이 불편한 홍타이지는 諸王과 大臣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 접하게 

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대화의 내용과 긴박한 사건 전개 묘사가 돋보인다. 심양장계

, pp.923-925, “(8월) 14일에 諸王이 모두 대아문에 모이니 大王(다이샨)이 말하기

를, ‘호오거는 황제의 맏아들이니 마땅히 大統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하 는데, 호오

거가 ‘福이 적고 德이 박하여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굳이 사양하고 물러가버려, 

대책을 정하는 회의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황제 수하의 장수 무리들이 칼을 

차고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들은 황제 덕택에 먹을 수 있었고 황제 덕택에 입

을 수 있었으니 길러주신 은혜가 하늘과 같이 큽니다. 만약 황제의 아들을 세우지 않

으면 차라리 죽어 지하에 계신 황제를 좇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大王이 

말하기를, ‘내가 황제의 형으로서 평상시 조정의 정치에 지금까지 관여하지 않았다. 

어찌 이러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며 곧장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八王(아지

거) 또한 쫓아서 나가고 十王(도도)은 묵묵히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九王(도르곤)

은 이에 응해, ‘너희들의 말이 옳다. 호구왕(호오거)은 이미 양위하고 물러나가 王統

을 이을 뜻이 없으니 황제의 셋째아들(풀린)을 세움이 마땅하나 나이가 어리다. 八旗

의 軍兵은 나와 우진왕(지르갈랑)이 나누어 그 반씩을 담당하니, 좌우에서 정치를 보

좌하여 나이가 든 후에 즉위케 하여 정권을 돌려줌이 마땅하다.’라고 하고는 하늘에 

맹세하고서 끝내었다 합니다. 이른바 셋째아들은 나이가 금년 6세이니 俊王(아달리, 

다이샨의 손자)과 小退(소토, 다이샨의 2子)가 大王에게 몰래 말하기를, ‘지금 어린아

이를 왕위에 세우면 나라의 일을 알 만합니다. 속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大王이 ‘이미 하늘에 맹세를 했는데 어찌 이런 말을 내겠는가. 다시는 다른 뜻

을 품지 마라.’하고 九王에게 가서 물으니, 九王 또한 굳이 거부하고 들어가 버렸다 

합니다. 十王의 집에 가서 만나려고 하니, ‘지금은 서로 방문할 때가 아니다.’하고 끝

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大王에게 물으니 大王이 ‘어떻게 다시 망령된 말

을 하는가? 禍가 반드시 곧 이를 것이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하고, 뒤이어 

알렸더니 九王이 말하기를, ‘나도 이를 들어 알고 있다.’고 하 습니다. 16일 저녁에 

俊王과 小退를 아문에 잡아들여 옷을 벗겨 동아줄로 묶어서 俊王의 어미와 小退의 妻

와 함께 곧 목매어 죽 습니다.” 반면 당시 淸의 實錄에는 간단하게 회의의 최종 결

과와 만주 대신들의 서약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서 좋은 대비를 보인다. 淸世祖

實錄 卷1, 崇德 8년 8월 乙亥(14).

10) 趙豐年, 2015, p.22.

11) 淸太宗實錄 卷63, 崇德 7년 10월 甲子(27).



- 58 -

했는데, 이때에도 지르갈랑과 도르곤이 가장 선두에 섰다.12) 그리고 8월 

4일 諸王 大臣이 稱賀表를 올릴 때에도 지르갈랑과 도르곤의 이름이 맨 

앞에 등장하 다.13)

攝政을 시작한 지르갈랑과 도르곤은 諸王과 버일러들이 참여하는 기존 

합의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 을 명목으로, 崇德 8

년(1643) 12월 諸王과 버일러가 맡고 있던 六部의 관할권을 회수하여 

일반 대신에게 부여하려 하 다.14) 이 과정에서 두 攝政王과 만주 諸王, 

그리고 大臣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으나 결국 六部의 업무는 諸王과 버

일러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지르갈랑과 도르곤 두 攝政王의 권위와 

국정 장악력은 크게 제고되었다.15)

그런데 해가 바뀌고 새로운 연호를 쓰게 된 順治 원년(1644) 정월 10

일 지르갈랑은 돌연 內三院, 六部, 都察院, 理藩院의 堂官에게 令旨를 내

려, 앞으로 각 아문이 처리하는 업무를 보고할 때 도르곤에게 먼저 보고

하고 檔案에도 도르곤의 이름을 먼저 적도록 지시하 다.16) 공동 攝政王 

지르갈랑이 이렇게 스스로 도르곤의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17) 다만 坐立의 班次 및 行禮의 儀注는 前例대로 

행하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책의 입안과 결재의 우선권만을 도르

곤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對明 전략과 그 실행도 攝

政王 도르곤의 의지와 결정에 더 큰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홍타이지 死後 전열을 가다듬은 淸 朝廷이 재차 明에 대한 약탈전을 

12) 淸太宗實錄 卷40, 崇德 8년 6월 癸酉(11).

13) 淸太宗實錄 卷40, 崇德 8년 8월 乙丑(4).

14) 淸世祖實錄 卷2, 崇德 8년 12월 乙亥(15).

15) 六部에서 諸王과 버일러를 배제하는 방침은 도르곤 섭정기 내내 유지되었고, 도르곤

이 사망한 직후 順治 8년(1651)에 잠깐 취소되었다가 다음 해 順治 9년(1652) 3월 

이후로 정착되었다. 磯部淳史, 2016, p.19.

16) 淸世祖實錄 卷3, 順治 원년 정월 己亥(10).

17) 한 가지 단서로 崇德 8년(1643) 9월 지르갈랑이 山海關으로 통하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寧遠으로 출정하 으나 예상보다 明軍의 방어가 견고하여 결국 아무런 소득 없

이 회군하는 사건이 있었다. 물론 실패한 전투 한 번으로 지르갈랑의 권위와 위신이 

크게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 攝政王에 오른 직후 처음 나서는 원정

에서 지르갈랑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분명 도르곤과의 양립 구도에 적지 않

은 향을 미쳤을 것이다. 趙毅 · 王景澤, 中國政治通史 9: 落日餘暉的淸朝政治 , 濟

南: 泰山出版社, 2003, p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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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있을 때, 蓋州에서 요양을 취하고 있던 內秘書院 大學士 范文

程이 順治 원년(1644) 4월 4일 도르곤에게 啓를 올려 당시의 시국을 분

석하고 향후 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건의하 다.18) 流寇가 西에 자리 

잡고 水陸의 도적떼가 南을 위협하고 있으며, 兵民이 北에서 반란을 일

으키고 淸의 군대가 東을 정벌하고 있는 가운데, 사방에서 적을 맞이하

고 있는 明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우니, 지금이야말로 攝政 諸

王이 功을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호소하 다. 특히 지금 流寇가 中原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마치 秦이 민심을 잃자 楚와 漢이 다투어 일

어난 것과 같기 때문에, 淸은 당장 明과 천하를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 향후에는 결국 流寇와 각축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 다.19)

그리고 流寇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단순히 강한 군대를 믿는 것보

다는, 기율을 바로 세워 明과 流寇로 인해 피폐해진 백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또한 정복 지역의 관

원은 원래의 관직을 유지시켜 주고 民人은 생업을 보장해 주되 현능한 

자를 기용하면 모든 사람이 淸으로 와 귀순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流

寇를 몰아내면 이번에야말로 대업을 세울 수 있다고 건의하 다. 그리고 

이번 원정은 北京으로 곧바로 치고 들어가든, 아니면 하나하나 주변의 

성을 취하면서 전진하든지 간에, 중원에 진입한 후에는 山海關 以西 지

역에 단단한 城 하나를 골라 병사를 주둔시켜 굳게 지킴으로써 군대가 

왕래할 때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20)

이상 范文程이 도르곤에게 올린 건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18) 당시 范文程이 盛京이 아닌 蓋州에 있었던 이유는 몇 개월 전 도도가 그의 妻를 빼

앗으려 한 사건이 발생한 뒤 심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蓋州의 온천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攝政王 도르곤은 도도가 아무리 큰 공을 세운 자신의 동복동생이라 하더라

도, 홍타이지가 사망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服喪 기간에 三朝를 섬겨온 漢

臣의 우두머리인 范文程에게 치욕을 안겨준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이에 

도도에게 罰銀 1000량을 부과하고 그의 소속 15니루를 빼앗았으며, 和碩肅親王 호오

거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罰銀 3000량에 처해졌다. 淸世祖實錄 卷2, 崇德 8년 10

월 戊子(28).

19) ‘流寇’ 李自成은 이미 3월 19일 北京을 점령하여 明을 무너뜨린 상황이었다. 范文程

의 이러한 건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北京 함락 소식은 아직까지 盛京에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辛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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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漢人 서생과 관원들이 홍타이지에게 올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21) 다만 그 때의 상황과 지금이 다른 점은 ① 

明의 국내 사정이 예전보다 훨씬 악화되었다는 점, ② 淸이 山海關 以東

의 錦州와 寧遠 등을 거점으로 확보하 다는 점, 그리고 ③ 華北으로 우

회하는 중원 침공에 많은 경험과 요령이 생겼다는 점 등 모두 淸에게는 

유리하고 明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훨씬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르곤은 곧바로 范文程을 盛京으로 돌아오게 하 고 范文程은 諸王을 

알현하고 다음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자고로 살육을 좋아하는 

자가 천하를 얻은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국가가 단지 關東만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攻掠을 함께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을 

통일하고자 한다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22) 누르하

치와 홍타이지에 이어 이제는 順治帝와 도르곤을 위해 范文程이 줄기차

게 내놓고 있는 주장은 關外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중원에 진출하여 새로

운 대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范文程은 중원의 농민군과 연합하여 明의 혼란을 극대화하려 한 

기존 淸 朝廷의 입장과 달리, 李自成의 농민군을 연합의 대상이 아닌 명

백한 경쟁 상대 혹은 적으로 간주하 다. 예컨대 홍타이지는 崇德 7년

(1642) 10월 제6차 중원 공격에 나선 버일러 아바타이와 內大臣 투르거

이(Turgei, 圖爾格)에게 다음과 같이 일렀다.

21) 范文程의 ｢上攝政王啓｣는 만주가 中原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대업을 시작해야 한다

는 방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건으로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

나 范文程의 文集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 연구는 이를 인용할 때 주로 淸世祖

實錄 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한 연구는 淸史稿 의 ｢范文

程傳｣에 요약 수록된 范文程의 啓本이 實錄의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 다. 

이에 宋犖(1634-1714)의 筠廊二筆 에 수록된 또 다른 ｢上攝政王啓｣를 實錄의 원문

과 대조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는 바로 實錄에 수록된 내용이 후대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范文程의 文集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원본에 가깝고 무엇이 수정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상 潘榮生, ｢范文程“上攝政王啓”別本小議｣, 歷史檔案 , 2009-2, 

pp.129-130의 설명을 참조.

22) 李霨, ｢內秘書院大學士范文肅公墓志銘｣(錢儀吉 輯, 碑傳集 卷4), “自古未有嗜殺而

得天下者. 國家止欲帝關東, 當攻掠兼施; 倘思統一區夏, 非乂安百姓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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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정 중에 流寇를 만나게 되면 “너희들은 明의 정치가 문란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난을 일으킨 것이다. 우리가 정벌에 나선 것 또

한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좋은 말로 잘 타일러라. 혹여나 士卒이 

그들의 사람 한두 명을 잘못 죽여 서로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단단

히 일러야 한다.23)

淸 朝廷은 이렇게 당시 중원에서 횡행하고 있는 농민군 세력과 충돌을 

피하여 그들과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 다.24) 또한 李自成이 

西安에서 大順 정권을 건립하고 그 세력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자, 順治 

원년(1644) 정월 27일에는 다음과 같은 서신을 작성하여 正白旗의 遲起

龍 등으로 하여금 李自成에게 전달하게 하 다.

大淸國의 皇帝가 서쪽에서 明의 땅을 점거하고 있는 여러 장수(“諸

帥”)에게 서신을 보낸다. 朕은 公들과 山河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전쟁에 승리하고 (明의 城을) 공격하여 취했다는 명성을 들었다. (당

신의) 칭호를 알 수가 없어 서신중에 언급하지 않았으니 부디 여기

에 개의치 않기를 바란다. 지금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것은 諸公과 

함께 계책을 모으고 힘을 모아 중원을 함께 취하기 위함이다. 만약 

천하를 통일하고 나면 富貴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뜻

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서신을 가지고 멀리 찾아간 사자에게 당신의 

생각을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25)

23) 皇淸開國方略 卷31, 太宗文皇帝, 崇德 7년 10월 壬子(15), “如遇流寇, 宜云: 爾等

見明政紊亂, 激而成變. 我國來征, 亦正在此. 以善言撫慰之. 申戒士卒勿誤殺彼一二人, 

致與交惡.”

24) 일찍이 天聰 7년(1633) 6월 18일 ‘대토론’에서 버일러 호오거도 중원에 진입한 뒤 

流賊과 합작하여 明을 흔드는 전략을 제출한 바 있었다. 淸太宗實錄 卷14, 天聰 7

년 6월 戊寅(18).

25) 內閣大庫檔案 #179903-001, ｢大淸國皇帝致書西據明地諸帥書事｣(順治 원년 정월 

27일), “大淸國皇帝致書於西據明地之諸帥: 朕與公等, 山河遠隔, 但聞戰勝攻取之名. 不

能悉知稱號, 故書中不及, 幸毋以此而介意也. 玆者致書, 欲與諸公協謀同力, 倂取中原. 

倘混一區宇, 富貴共之矣. 不知尊意何如耳. 惟遠馳書使傾懷以告, 是誠至願也.” 이하 本

稿에서 활용한 內閣大庫檔案 은 대만 中央硏究院 歷史語言硏究所에서 제공하는 온

라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檔案의 影印本을 직접 다운로드받아 원문을 확인한 것

이다(http://archive.ihp.sinica.edu.tw/mctkm2/index.html). 이하에서는 인용의 편의

를 위해 ‘#登錄號’, ‘｢題名｣’, ‘(責任時間)’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檔案의 세부 정



- 62 -

서신의 봉투 아래와 위, 그리고 年月을 적은 부분에 御寶를 찍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서신은 淸 황제의 명의로 작성된 최고의 격식을 갖

춘 것이었다.26) 다만 수신자를 李自成 혹은 특정 직위로 지정하지 못하

고 “諸帥”로만 적은 것은 당시 淸이 그 해 정월 西安에서 건립된 大順 

정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혀 가지지 못했던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내용

만 놓고 본다면 淸은 분명 이때까지만 해도 농민군과의 연대를 사뭇 진

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월 3일에 陝西 楡林城에 도착한 遲起龍은 이 서신을 李自成의 부하 

大都督 王良智에게 전달하 고, 王良智는 봉투의 수신자에 “諸帥”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서신을 뜯어서 내용을 확인하 다. 그러나 이

것이 李自成에게 전달되었어야 함을 깨닫고 王良智는 차마 자신이 먼저 

뜯은 서신을 그대로 보낼 수 없다며, 遲起龍에게 돌아가 다시 서신을 작

성하여 전달해 줄 것을 청하 다.27)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린 遲起龍

은 3월 29일에 盛京에 도착하 는데, 이때는 이미 3월 19일 李自成이 

北京을 점령하고 崇禎帝가 자진한 지 열흘이나 지나 버린 시점이었다.28) 

결국 위 서신은 李自成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그 결과 淸이 꾀했던 농민

군과의 연합도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范文程은 이상과 같은 기존 농민군과의 연합 노선을 반대하고 백성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明이나 농민군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며, 이들 사

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약탈 일변도의 태도를 버리고 백성의 생

업을 보장해 주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29) 사실 范文程

이 지금까지 이렇듯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의 생각을 드러낸 적은 없었

다. 范文程은 10여 년 전에 홍타이지에게 明의 백성에 대한 살육을 멈추

보를 나타내도록 한다.

26) 御寶가 찍혀 있기는 하지만 이 서신의 작성과 전달은 분명 당시 두 攝政王의 의지

와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사자가 도르곤의 正白旗 출

신 遲起龍과 지르갈랑의 鑲藍旗 출신 繆尙義라는 점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明

淸史料 丙編, 第一本, ｢順治元年致西據明地諸帥書稿｣, p.89.

27) 明淸史料 丙編, 第一本, ｢抄遲起龍等回書稿｣, p.89.

28) 丁燕石, 2003, pp.114-115.

29)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辛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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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청한 적이 있었지만 홍타이지에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30) 

그러나 도르곤은 홍타이지와 달리 范文程의 건의를 진지하게 받아들 고 

이를 직접 실행에 옮겼다. 정당한 대의명분과 적절한 타이밍의 외부 원

정은 내부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완성해 가고 있던 攝政王 도르곤에게 畵

龍點睛의 기회 기 때문이다.

順治 원년(1644) 4월 8일 도르곤은 奉命大將軍印을 하사받고 順治帝

를 대신하여 중원 공략에 나섰다.31) 이튿날 4월 9일 도르곤은 여러 郡

王과 버일러, 公 및 조선의 昭顯世子 등을 대동하고 堂子에 나아가 行禮

하고, 팔기만주 · 팔기몽고의 3분의 2의 병력, 그리고 팔기한군과 三順

王 및 續順公의 병사를 통솔하여 진군을 시작하 다.32) 심양일기 에서

는 당시 淸軍의 규모에 대해 “군병과 수레와 말이 너른 벌판에 가득하니 

모래바람이 눈을 가려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하 다.33)

淸世祖實錄 이나 심양일기 에 기록된 攝政王 도르곤의 출정 모습은 

한결같이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참전시킨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도르곤의 출정은 결과적으로 山海關 전투의 승리와 北京 입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거사가 淸의 운명을 건 乾坤一擲의 출격이었다는 

식의 수사와 과장이 최근까지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당시 도르곤이 이끈 병력이 과연 이전 홍타이지의 중원 공략 때 동원된 

군대에 비해 양적 · 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고, 실제로 얼마만큼의 

병력이 출정하 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34) 참전 병력에 대한 제대로 된 추산이 당시 전쟁의 실상에 대한 역

사적 이해의 전제가 된다는 최근 한 연구의 주장은 여기에도 그대로 적

30) Frederic Wakeman Jr., 1985, pp.302-305.

31)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乙丑(8).

32)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丙寅(9).

33) 심양일기 4 , p.89.

34) 웨이크만은 이번에 차출된 병력이 팔기만주 총 278개 니루 중 壯丁과 정규 병사를 

포함하여 12만 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밖에 팔기몽고 120니루에서 약 2만 4천

명, 팔기한군 165니루에서 약 3만 3천 명 정도가 차출된 것으로 계산하여 총 병력 

규모를 약 16만 명 정도로 추정하 다(Frederic Wakeman Jr., 1985, pp.301-302). 

그러나 그의 추정 또한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 방법에 의존한 수치로서 여전히 병력의 

규모를 부풀린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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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35)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최근의 연구 

방법을 참조하는 동시에 당시 淸의 상황과 다양한 史料에 근거하여 이번 

攝政王 도르곤의 출정에 참가했던 淸軍의 구성과 정규 병력의 규모를 재

구성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淸 측의 史料에 보이는 병력 묘사 부분을 살펴보자. 順治 원년

(1644) 4월 9일의 淸實錄과 東華錄에는 모두 구체적인 병력 규모가 나

타나 있지 않고, 대신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의 2/3의 병력, 그리고 팔기

한군과 三順王 및 續順公의 병사들이 출정하 다는 대략적인 서술만 보

인다.36) 그리고 皇朝經世文續編 에서는 八旗를 처음 설립했을 때 만주

의 총 병력이 6만 명이었고, 天聰 연간에 팔기몽고 6,840명, 崇德 연간

에 팔기한군 2만 4,050명이 추가로 편제되었으며, 順治 원년(1644) 順

治帝와 함께 入關한 八旗兵이 20만 명 정도라고 하 다.37) 또한 國榷 , 

流寇志 , 聖武記 등의 史料를 참조하여 入關 당시 淸軍의 규모를 계

산한 한 연구는 약 10만 내외로 보기도 한다.38)

한편 조선 측 史料에서는 朝鮮仁祖實錄 에 “九王(도르곤)이 중국의 本

坐가 텅 비었다는 말을 듣고 며칠 사이에 급히 병마를 거두어 떠났는데, 

男丁으로서 70세 이하 10세 이상은 종군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39)라

고 하여 가용한 男丁을 모두 동원하 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40) 또한 당

시 李自成의 군세가 騎兵이 10만, 步卒이 20만에 달하 지만, 도르곤의 

淸軍은 이보다 두 배는 많고 청나라 사람들도 지금까지 군대를 일으킨 

것 중에 가장 큰 규모 다고 하는 말을 전하 다.41) 그리고 심양일기

35) 구범진 · 이재경, ｢丙子胡亂 당시 淸軍의 構成과 規模｣, 韓國文化 72, 2015, 

p.434.

36)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丙寅(9); 蔣良騏 東華錄 (中華書局, 1980), 卷4, 

順治 원년 4월, p.61.

37) 皇朝經世文續編 卷62, 兵政一, 八旗兵制考.

38) 谷井陽子, ｢淸朝漢地征服考｣, 小野和子 編, 明末淸初の社會と文化 , 京都: 京都大學

人文科學硏究所, 1996, p.107.

39) 朝鮮仁祖實錄 卷45, 仁祖 22년 4월 23일.

40) 이 말을 한 사람은 유명한 淸의 사신 鄭命壽로서, 그의 과장 섞인 진술을 액면 그대

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조선의 모든 기록에서 鄭命壽는 淸의 세력에 의존하여 횡포

를 부린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되었다. 金宣旼, ｢朝鮮通事 굴마훈, 淸譯 鄭命壽｣, 

明淸史硏究 41, 2014,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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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北京을 점령하고 난 뒤 瀋陽으로 돌아가는 軍兵이 10여 萬에 달

하 다고 하 다.42) 이처럼 조선 측 史料는 전반적으로 淸의 병력을 과

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淸世祖實錄 의 順治 원년 4월 22일 

기록에는 吳三桂의 수하 병력을 1만으로 적고 있는 데 비해, 심양일기

4월 23일 기록에는 吳三桂가 기병 수만 명을 이끌었다고 하 다.43)

이렇게 淸 측과 조선 측의 實錄 史料는 모두 당시의 병력 규모를 두루

뭉술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 淸世祖實錄 에 보이는 ① “팔기

만주와 팔기몽고의 3분의 2”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자. 天聰 연간 이후 각 니루는 200명의 壯丁을 표준으로 구성

되었다. 天聰 5년(1631) 이후에는 니루마다 60甲, 즉 전체 200丁의 대

략 3분의 1을 정규 병사인 甲士[uksin]로 차출하는 관례가 정착되었고, 

이러한 표준은 崇德 6년(1641)까지도 확인된다.44) 1개 니루에 甲士 60

명이 차출되는 가운데, 실제로 공격에 투입되는 인원은 이 중에 다시 3

분의 2, 즉 40명이고, 나머지 3분의 1인 20명은 본토 수비에 임하

다.45) 그렇다면 실제 공격에 투입되는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의 출정 병력

은 각각의 니루 숫자에 40명을 곱한 수가 된다. 당시 니루의 수는 入關 

전야에 팔기만주가 250니루, 팔기몽고는 110니루, 팔기한군은 160니루, 

총 520니루에 달하 다고 한다.46) 그러면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의 니루

는 총 360개이고, 여기에 甲士 40명을 곱하면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의 

차출된 출정 병력은 1만 4,400명으로 계산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② 팔기한군의 전체 병력을 계산해 보면, 160개 니

루에 200명의 장정을 곱하여 약 3만 2,000명의 장정이 병력으로 동원

될 수 있었다. 그리고 皇朝經世文續編 에서는 崇德 연간에 八旗로 편입

된 漢軍의 병력을 구체적으로 2만 4,05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47) 이에 

41) 朝鮮仁祖實錄 卷45, 仁祖 22년 8월 23일. 그러나 이 진술 또한 昭顯世子를 배종

한 조선 관원의 견문에 의지한 추정과 소문에 불과하다.

42) 심양일기 4 , p.110.

43)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己卯(22); 심양일기 4 , p.98.

44) 구범진 · 이재경, 2015, pp.440-441.

45) 楠木賢道, 2009, p.149.

46) 張晉藩 · 郭成康, 1988, pp.205-210.

47) 皇朝經世文續編 卷62, 兵政一, 八旗兵制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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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팔기한군의 전체 병력은 2만 4,050~3만 2,000명으로 잡을 수 있

다. 문제는 팔기한군의 전체 동원 가능 병력 중 얼마의 비율로 정규 甲

士를 차출하 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와 같이 니루 장정의 약 3분의 1을 정규 

甲士로 차출했다고 적용해 본다면, 약 8,000~1만 1,000명이 출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팔기한군과 함께 열거된 ③ 三順王 및 續順公 휘하의 병력을 

살펴보자. 홍타이지에게 투항하여 王位를 수여 받은 恭順王 孔有德, 懷

順王 耿仲明, 智順王 尙可喜는 일찍이 병자호란 때부터 天佑兵[abkai 

aisilaha cooha]과 天助兵[abkai nonggiha cooha]의 이름으로 八旗軍

과 함께 주요 전투에 참전하 다. 崇德 7년(1643) 8월에는 三順王과 續

順公이 소속 병력을 이끌고 漢軍旗下를 따라 行走하겠다는 요청이 수용

됨에 따라,48) 孔有德의 병력은 正紅旗漢軍, 耿仲明의 병력은 正黃旗漢

軍, 尙可喜의 병력은 鑲藍旗漢軍, 續順公 沈志祥의 병력은 正白旗漢軍에 

각각 예속되었다.49) 우선 三順王의 병력 규모를 살펴보면, 병자호란 전

야의 天佑兵과 天助兵의 전체 병력은 6,700~7,000명 정도 고,50) 順治 

6년(1649) 5월 三順王의 入關 전 ‘舊兵’을 나타내는 기록에는 총 7,900

명으로 확인된다.51) 이상 세 왕의 入關 직전 병력 약 7,000~8,000명에, 

續順公 沈志祥의 崇德 3년(1638) 항복 당시 병력인 1,964명을 더하

면,52) 三順王 및 續順公 휘하의 총 병력은 약 9,000~10,000명으로 추

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도 팔기한군과 마찬가지로 전체 병력 중 

甲士 차출의 비율을 알려주는 기록이 없으므로, 병자호란 당시 30% 동

원 사례를 적용한다면 약 3,000~3,300명 정도가 출정했을 것으로 추산

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④ 외번몽고53)의 참전 상황을 살펴보자. 欽定外藩蒙古王

48) 淸太宗實錄 卷62, 崇德 7년 8월 甲子(27).

49) 張晉藩 · 郭成康, 1988, p.399.

50) 구범진 · 이재경, 2015, p.447.

51) 淸世祖實錄 卷44, 順治 6년 5월 丁丑(19).

52)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淸崇德三年漢文檔案選編｣, 歷史檔案 , 1982-2, p.21, ｢沈志

祥奏報降淸官兵確數事本｣(崇德 3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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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表傳 에 따르면, 도르곤과 함께 山海關으로 들어가 流賊 李自成을 격

파한 몽고 諸部는 코르친, 잘라이트, 두르베트, 고를로스, 카라친, 투메

트, 아오한, 나이만, 바린, 자루트, 아루 코르친, 옹니우트, 四子部(두르벤 

커오커트) 등이다.54) 그러나 入關 당시 각 몽고 부족의 병력 동원 기준

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병자호란 대비 할당 병력을 기준으로 

삼아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55) 위의 명단을 병자호란에 참전한 외번

몽고의 명단과 비교해 보면 카라친과 투메트가 추가되고, 모밍간, 카라 

체릭, 우라트가 빠져 있다. 우선 병자호란 대비 할당 병력에서 모밍간, 

카라 체릭, 우라트를 뺀 병력은 약 1만 1,000명이다. 그리고 이번 원정

에 새로 추가된 카라친과 투메트는 天聰 9년(1635)에 丁數가 9,122丁으

로 확인되며,56) 崇德 2년(1637)에는 5,362家로 파악된다.57) 八旗의 甲

士 차출 비율 3분의 1을 이들에게 적용해 보면, 天聰 9년에 파악된 丁

數 기준으로는 약 3,000甲, 崇德 2년의 家數 기준으로는 약 1,700甲이 

차출되었을 것으로 계산된다. 종합해 보면 외번몽고의 차출된 출정 병력

은 약 1만 2,700~1만 4,000명 정도로 추정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규모는 작지만 ⑤ 조선의 병력을 추가할 수 있는데, 4월 11일 遼河에 

昭顯世子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600명과,58) 4월 22일 寧遠衛에서 들어

온 砲手 135명을 합치면59), 총 735명이 이번 전투에 참전하 다.60)

53) 홍타이지 시기부터 ‘外藩蒙古’라는 표현은 내몽고 각 部의 범칭으로 사용되었고, 내

몽고의 수장들은 ‘外藩王公’으로 불려 만주 왕공과 구분되었다. 李善愛, 2014, 

pp.1-2.

54) 欽定外藩蒙古王公表傳 , 卷17, 傳第一, 科爾沁部總傳; 卷19, 傳第三, 附輔國公圖訥

赫列傳; 卷23, 傳第七, 喀喇沁部總傳; 卷25, 傳第九, 土黙特部總傳; 卷26, 傳第十, 敖

漢部總傳; 卷27, 傳第十一, 柰曼部總傳; 卷28, 傳第十二, 巴林部總傳; 卷28, 傳第十二, 

扎薩克多羅郡王色布騰列傳; 卷29, 傳第十三, 扎嚕特部總傳; 卷30, 傳第十四, 阿嚕科爾

沁部總傳; 卷31, 傳第十五, 翁牛特部總傳; 卷39, 傳第二十三, 四子部落總傳.

55) 외번몽고의 참전 병력 규모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구범진 · 이재경, 

2015, pp.453-459를 참조.

56) 舊滿洲檔: 天聡九年 (1), 天聰 9년 2월 6일, pp.56-61.

57) 達力扎布, ｢淸初“外藩蒙古十三旗”雜考｣, 黑龍江民族叢刊 , 2003-1, pp.103-105.

58) 심양일기 4 , p.90.

59) 심양일기 4 , p.98.

60) 5월 18일에는 도르곤이 세자를 陪衛한 砲手 134명과 領兵將이 거느린 6백 명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고 하 다. 심양일기 4 ,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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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攝政王 도르곤의 출정 당시 淸軍의 구성과 전체 병력, 그리

고 정규 甲士로 차출된 출정 병력 규모를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를 간

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攝政王 도르곤의 출정 당시 淸軍의 구성과 병력 규모

부대 구성 니루 수 전체 동원 가능 병력 차출된 출정 병력

①
팔기만주 250 15,000 10,000

팔기몽고 110 6,600 4,400

② 팔기한군 160 24,050~32,000 8,000~11,000

③ 三順王, 續順公 · 9,000~10,000 3,000~3,300

④ 외번몽고 · · 12,700~14,000

⑤ 조선군 · · 735

총  계 · · 38,835~43,435

이상의 추산 수치는 淸과 조선의 實錄 등의 사료에 보이는 수십만에 

달했다는 두루뭉술한 수사적 표현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

다. <표 2-1>에 보이는 차출된 출정 병력은 병자호란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동원 가능한 총 병력의 약 30% 정도가 차출되었다고 가정한 최소

한의 수치로서, 攝政王 도르곤과 함께 이번에 출정한 정규 병력은 약 4

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61) 이는 天聰 5년(1631) 大陵河 원정과 

天聰 8년(1634) 제2차 중원 침공 때 참전한 약 3만 명, 崇德 원년

(1636) 병자호란 때 참전한 3만 4,000명과 비교했을 때,62) 서로 큰 차

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攝政王 도르곤의 출정은 이전 홍타이지 

시기 중원 공략이나 조선과의 전쟁보다 특별히 더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

거나 더 큰 비중을 두고 특별히 구성한 부대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61) 여기에 팔기만주, 팔기몽골, 외번몽고 병력에는 정규 甲士 이외에도 군량이나 무기

의 운반 등을 맡았던 쿠툴러가 따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원수는 더 늘어날 수 있

다. 병자호란 전후의 선례에 따라 甲士 1명당 0.5명으로 계산하면, 약 1만 4,000명의 

쿠툴러를 대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범진 · 이재경, 2015, pp.460-461.

62) 구범진 · 이재경, 2015, pp.46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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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체적인 병력 추산을 통해, 이번 원정이 처음부터 北京 점령을 목표

로 했다거나 중원의 왕조를 세우기 위한 乾坤一擲으로 포장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본 것이다. 그러나 보통 규모의 정상적인 출정

에 가까웠던 攝政王 도르곤의 출정은 앞으로 살펴볼 吳三桂의 투항과 山

海關 전투라는 우발적인 변수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게 되었다.

2. 吳三桂의 투항과 山海關 전투

본 절에서는 攝政王 도르곤이 이끈 淸軍의 구체적인 진군과 전투 상황

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는 淸世祖

實錄 의 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하 기 때문에 다루는 내용이나 설명이 대

동소이한 모습을 보 다. 實錄은 주요한 사건의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기

록할 뿐 그 사건의 과정이나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행군과 전투 과정을 살피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實錄의 기사는 淸 朝廷의 검열과 윤색이 수차례 가미되었기 때문에 아무

래도 淸에게 유리한 측면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本稿는 實錄의 기사를 가능한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도르곤과 淸軍의 활동을 새롭게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우선 

實錄에는 도르곤이 이끄는 淸軍의 경로가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內國史院滿文檔案의 기록을 참조하여 淸軍의 경로를 추적하기로 한

다.63) 그리고 앞서 소개한 조선 측의 심양일기 는 이보다 훨씬 구체적

으로 당시 행군의 상황을 묘사하 다. 특히 매일의 날씨, 하루 행군의 

시작과 끝, 행군거리, 주요 전장에 대한 설명과 묘사, 경유하거나 도착한 

城의 연혁과 현재 상황, 군량 보급 상황과 매끼 식사, 실제 전투 장면, 

전리품의 획득 성과 등의 정보들은 현존하는 거의 유일한 ‘행군일지’와 

63) 이하 淸軍의 행군 정보는 별도의 주가 없는 한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國第

一歷史檔案館 編, 光明日報出版社, 1989) 中冊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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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64) 더욱이 도르곤의 성공적인 원정을 요약한 實

錄의 기사를, 淸軍의 실상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한 심양일기 의 기

사와 함께 살펴본다면, 당시 출정한 도르곤의 고민과 선택을 이전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심양일기 에 

수록된 같은 날 기사를 본문과 각주에 인용하면서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

도록 한다.

행군을 시작한 淸軍은 4월 10일65)에 六哈, 11일66)에 楊檉木을 거쳐, 

12일에는 張郭臺口를 차례로 경유하 다.67) 淸軍은 거센 비바람을 무릅

쓰고 遼河를 건넜는데, 이때 행군의 고단함을 심양일기 는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 다.

아침에 비가 조금씩 뿌리므로 날이 개기를 기다려 출발하였다. 교체

할 군대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行役의 고달픔을 눈으로 보니 

사람은 귀신 형상이고 말은 다리가 성한 것이 없었다. 병든 사람은 

말에 실려 신음하고 병든 말은 길에 버려져 거꾸러져 있었다. 이런 

행색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니 그 형상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었

다.68)

64) 昭顯世子 일행은 항상 도르곤의 본진 가까이에 머물렀기 때문에, 昭顯世子의 이동 

상황이 곧 도르곤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65) 심양일기 4 , p.90, “卯時에 출발하여 구왕의 진중에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 서쪽으

로 옛 長城을 나갔다. 이곳은 바로 遼와 蒙古의 접경이다. 구왕이 잠시 행군을 멈추

자 세자도 말에서 내려 잠시 쉬었다. 申時에 遼河 동쪽 가에 멈추어 묵었다. 이곳은 

안교에서 60리 거리이다. 바람의 기세가 어제와 같았는데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

다. 초저녁에 바람이 멎고 비가 내리다 한밤중에야 개었다. 일행이 각각 천막을 설치

하여 겨우 비에 젖는 것을 면하 다.”

66) 심양일기 4 , p.90, “卯時에 遼河에 도착하 는데 수심이 1丈 가량 되었다. 마부와 

말은 안장을 풀어 헤엄쳐 건넜고, 말에 실은 짐은 배에 실었으나 배가 몇 척 안 되어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세자가 말에서 내려 한참 동안 강가에 앉아 있었다. 구왕이 

먼저 강을 건너가서 두 박시(baksi)를 보내 세자를 호위하여 건너오게 하고, 또 작은 

배 1척을 보냈다. 세자가 배종 인원들을 거느리고 무사히 강을 건너 진중으로 들어가 

구왕을 만났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 遼河에서 20리 떨어진 곳에서 묵었다.”

67)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冊, p.1.

68) 심양일기 4 , p.91(169), “朝雨微灑, 待晴發行. 與交替軍, 或相先後, 目見其行役之

苦, 人如鬼形, 馬無完足. 人病者, 載馬而呻吟, 馬病者, 棄路而顚覆. 其間關跋涉之狀, 有

不忍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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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13일 도르곤은 遼河에 주둔한 채 洪承疇에게 北京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 다. 이에 洪承疇는 도르곤에게 구체적인 전

략을 헌상하 다.

지금 마땅히 먼저 관원을 파견하여 王令을 선포하여 알리기를, ① 이

번 行軍은 특별히 반역을 꾀한 이들을 몰아내고 流賊을 멸하기 위한 

것이니 저항하는 자는 반드시 주살할 것이고, 백성을 도살하지 않고 

가옥을 불태우지 않으며 재물을 약탈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야 합

니다. 또한 ② 각 府 · 州 · 縣에 포고하여 문을 열고 歸降하면 관원

은 加陞하고 軍民은 추호도 범하지 않겠지만, 만약 항거하고 투항하

지 않으면 성을 함락하는 날에 官吏를 모두 주살할 것이며, 다만 百

姓은 여전히 안전하게 대한다고 선전해야 하겠습니다. 앞장서 내응하

여 큰 공을 세운 자에게 파격적으로 상을 내리고 法이 제대로 운영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물며 流寇가 처음 

일어났을 때에는 약한 상대를 만나면 싸우고 강한 상대를 만나면 도

망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京城을 얻어 재물이 충족하여 교만

해져 있고 처음의 굳은 뜻도 없어졌으니, 일단 우리 군대가 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궁전과 창고를 불태우고 서쪽으로 도

망갈 것입니다. 그들의 騾馬는 30여 萬 이상으로 밤낮으로 200-300

리를 갈 수 있으니, ③ 우리 병사가 京城에 도착하면 賊은 이미 멀리 

가버리고 재물은 모두 비어 있을 터이니, 반역한 악한 무리를 제거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병사들도 얻을 바가 전혀 없으니 이렇게 

되면 큰 낭패입니다. 지금 마땅히 道里를 계산하고 시일을 정해, ④ 

輜重은 후방에 놓고 精兵은 전방에 놓아 불의에 출정하여 薊州와 密

雲을 거쳐 京城으로 신속하게 진군한다면, 賊이 도망가기 전에 그들

을 추격하여 섬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69) (번호는 인용자)

69)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庚午(13), “今宜先遣官, 宣布王令, ①示以此行, 特

掃除亂逆, 期於滅賊, 有抗拒者, 必加誅戮, 不屠人民, 不焚廬舍, 不掠財物之意, ②仍布

告各府州縣, 有開門歸降者, 官則加陞, 軍民秋毫無犯, 若抗拒不服者, 城下之日, 官吏誅, 

百姓仍予安全. 有首倡內應立大功者, 則破格封賞, 法在必行, 此要務也. 況流寇初起時, 

遇弱則戰, 遇强則遁. 今得京城, 財足志驕, 已無固志, 一旦聞我軍至, 必焚其宮殿府庫, 

遁而西行. 賊之騾馬, 不下三十餘萬, 晝夜兼程可二三百里, ③及我兵抵京, 賊已遠去, 財

物悉空, 逆惡不得除, 士卒無所獲, 亦大可惜也. 今宜計道里、限時日, ④輜重在後, 精兵

在前, 出其不意, 從薊州、密雲近京處疾行, 而前賊走, 則即行追剿.”(번호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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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군 도중 洪承疇가 도르곤에게 올린 전략은 사실 출병 전 范文程이 

도르곤에게 올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① 淸軍의 타도 대상은 

明이 아닌 明을 무너뜨린 流賊이고, 새로운 적을 소탕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②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北京 인근의 

州縣을 점거해 나가면서 淸軍의 새로운 對民 정책, 즉 약탈을 금지하고 

생업을 보장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만주의 모습을 각인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 다. 

그러나 대의명분을 강조한 范文程과는 달리 행군 중에 洪承疇가 올린 

전략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③ 淸軍이 거두어들일 전리품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流賊이 이미 北京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淸軍의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이 北京의 재물을 빼돌리거나 훼손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이었다. 流賊이 北京의 궁전과 창고를 불태우거나 재물을 약탈하고 도주

해 버리는 상황이야말로 淸軍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④ 적군의 허를 찌르는 변칙적인 병력 운 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北京에 도달해야 하고, 北京의 재물을 온전히 확보하여 淸軍의 사

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때 薊州와 密雲을 거쳐 

北京으로 신속하게 진군한다는 내용과 明의 변경에 진입하 을 때 특별

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을 보면, 洪承疇가 제시한 전략은 여전히 홍타이

지가 사용했던 기존의 山海關을 피해 華北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행군 초반만 하더라도 그들이 山海關을 통과

하리라는 것은 아직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北京이 李

自成의 농민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르곤은 여전히 淸軍에

게 가장 익숙했던 華北 우회 경로로 北京에 접근하려 한 것이다.

다음날 卯時(오전 5시-7시)에 행군을 시작한 淸軍은 4월 14일70)에 卓

所, 15일에는 翁後에 도착하 는데, 이때 뜻밖에도 明의 山海關 總兵 吳

70) 昭顯世子는 이 날 처음으로 몽골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았다고 적고 있다. 몽골인들

은 모포를 씌운 수레에서 혹은 갈대로 만든 천막에서 대여섯 사람씩 모여 곳곳에 살

고 있었다. 이날 昭顯世子는 60리의 행군을 마치고 蒙古村에서 묵었다. 심양일기 4 ,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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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桂가 副將 楊珅과 遊擊 郭雲龍을 보내 서신을 보내왔다.71)

지금 우리나라(明)가 寧遠을 고립되게 두고 일부러 저로 하여금 寧遠

을 버리고 山海關을 지키게 한 것은 동편의 수비를 강화하고 京師를 

굳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流賊이 天命을 거슬러 

대궐을 침범하여 몰래 훔치려 했으니 오합지졸이 어찌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만 京城의 人心이 굳건하지 못하고 간사한 무리가 문

을 열고 복종하니 先帝(崇禎帝)께서 불행을 당하시고 九廟가 불타 없

어졌습니다. 지금 流賊의 우두머리가 尊號를 참칭하고 婦女와 재물을 

약탈하여 罪惡이 이미 극에 달하였으니, 참으로 赤眉, 綠林, 黃巢, 

(安)祿山의 무리와 같습니다.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하고 衆志가 

이미 떠났으니 조만간 분명 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明)는 德

과 仁을 쌓아왔기 때문에 아직 희망을 잃지 않고 各省의 宗室이 마

치 晉 文公, 漢 光武帝와 같이 중흥의 뜻을 품고 遠近에서 이미 義兵

을 일으켜 부리나케 달려오고 있으니, 山東과 江北에 이미 별처럼 

집해 있습니다. 저 三桂도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갚고 백성의 고난을 

덜기 위해 굳게 관문을 지키고 군대를 일으켜 (流賊의) 죄를 묻고 人

心을 위로하려 하였으나, 京師의 동쪽인 이곳은 땅이 좁고 병력이 충

분치 않아 이에 피눈물을 머금고 구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나

라(明)와 北朝(淸)는 通好한 지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무고하

게 國難을 맞았으니, 北朝 또한 응당 이를 불쌍히 여기고 또한 亂臣

賊子를 北朝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무릇 포악하고 악랄

한 무리를 없애는 것은 ‘大順’이요, 위태하고 쓰러진 이를 돕는 것은 

‘大義’요, 백성을 水火에서 구하는 것은 ‘大仁’이요, 멸망하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은 ‘大名’이요, 위세를 얻어 霸業을 이루는 것은 ‘大

功’이라 하였습니다. 하물며 流寇가 끌어 모은 재물과 부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義兵인 淸軍이 도착하면 모두 왕의 차지가 

71) 심양일기 는 도르곤이 吳三桂의 편지를 받아본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

다. 심양일기 4 , pp.92-93, “卯時에 5리쯤 행군한 후 구왕이 군사들을 멈추게 

하고 나아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윽고 漢人을 붙잡았다는 말이 들

렸다. 세자가 譯官 徐尙賢으로 하여금 陣中의 소식을 알아보게 하니 范文程이 은 히 

이렇게 말하 다. ‘山海總兵 吳三桂가 副總兵 1인과 遊擊 1인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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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니, 이 또한 큰 이익일 것입니다. 왕께서는 천하의 영웅으로

서 이번의 기회는 마르고 썩은 나무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디 亡國의 孤臣이 올리는 忠義의 

말을 받아들이시어 精兵을 이끌고 속히 中協과 西協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 三桂는 속하의 모든 병사를 이끌고 都門에 다다라 流寇

를 宮廷에서 멸하고 大義를 ‘中國’에 보일 터이니, ‘我朝’가 ‘北朝’에 

보답함에 비단 재물뿐만 아니라 땅을 떼어 보답할 것이라고 감히 확

신합니다.72) (강조는 인용자)

위 서신에서 吳三桂는 北京을 점령하고 帝位를 찬탈한 流賊의 무리를 

협공하여 물리쳐 줄 것을 요청하면서, 北京을 되찾은 뒤 그 보상으로 재

물과 부녀는 물론 땅까지 떼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는 전리품

에 대한 만주의 본능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으로, 吳三桂는 심지어 이것

을 마르고 썩은 나무를 부러뜨리는, 식은 죽 먹기와 같은 절호의 기회라

고 강조하 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吳三桂가 아직까지 자신을 亡

國의 孤臣이라 자칭하고 ‘我國’, ‘我朝’ 등의 표현을 고수하면서 淸 朝廷

을 ‘北朝’라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 순간까지도 吳三桂는 

淸에 투항할 생각이 아니라, 단지 도르곤이 이끄는 淸軍의 도움을 요청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吳三桂의 이번 제안은 분

명히 淸軍의 진군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73)

72)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壬申(15), “今我國以寧遠右偏孤立之, 故令三桂棄

寧遠而鎭山海, 思欲堅守東陲, 而鞏固京師也. 不意流寇逆天犯闕, 以彼狗偷, 烏合之衆, 

何能成事. 但京城人心不固, 奸黨開門納款, 先帝不幸, 九廟灰燼. 今賊首僭稱尊號, 擄掠

婦女財帛, 罪惡已極, 誠赤眉、綠林、黃巢、祿山之流. 天人共憤, 衆志已離, 其敗可立而

待也. 我國積德累仁, 謳思未泯, 各省宗室, 如晉文公、漢光武之中興者, 容或有之, 遠近

已起義兵, 羽檄交馳, 山左江北, 密如星布. 三桂受國厚恩, 憫斯民之罹難, 拒守邊門, 欲

興師問罪, 以慰人心, 奈京東地小兵力未集, 特泣血求助. 我國與北朝, 通好二百餘年. 今

無故而遭國難, 北朝應惻然念之, 而亂臣賊子, 亦非北朝所宜容也. 夫除暴剪惡大順也; 拯

危扶顚大義也; 出民水火大仁也; 興滅繼絕大名也; 取威定霸大功也. 況流寇所聚金帛、子

女, 不可勝數, 義兵一至, 皆爲王有, 此又大利也. 王以蓋世英雄, 値此摧枯拉朽之會, 誠

難再得之時也. 乞念亡國孤臣, 忠義之言, 速選精兵, 直入中協西協. 三桂自率所部合兵, 

以抵都門, 滅流寇於宮廷, 示大義於中國, 則我朝之報北朝者, 豈惟財帛, 將裂地以酬, 不

敢食言.”

73) 한편 심양일기 에 수록된 吳三桂의 서신은 위 實錄의 내용 및 어감과 미묘한 차이

를 보인다. 물론 昭顯世子가 당시 吳三桂의 서신을 직접 보았을 리는 만무하지만, 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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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吳三桂의 서신을 받아본 도르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吳三桂가 투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전혀 의외의 

내용이라 吳三桂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도르곤은 아지

거와 도도를 불러 “吳三桂가 어떻게 우리가 南來하고 있음을 알고 이렇

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가. 게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세 차례나 北京을 

포위하고도 끝내 점령하지 못했지만 李自成은 일거에 깨뜨렸으니, 그 지

모와 용맹이 필시 凡人보다 뛰어날 것이다. 지금 그가 大軍을 이끌고 친

히 이르렀는데, 그 뜻은 분명 작은 성취에 있지 않고 정예를 몰고 와 遼

東을 엿보려는 뜻이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차라리 병사를 나누어 굳

게 지키면서 동정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다.”74)라며 출병을 심각하게 

망설 다고 한다. 이 대화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도르곤의 망설

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될 정도로 당시 전황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75)

결국 도르곤은 學士 詹霸와 來袞을 錦州로 보내 漢軍 부대로 하여금 

홍의포를 운반하여 山海關으로 향할 것을 지시하 다.76) 행군 초에 洪承

疇가 건의했던 공격 루트인 薊州와 密雲을 거쳐 신속하게 北京으로 진공

과 조선이 동일한 서신을 각각 다르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흥미로운 점이다. 

양자 간의 비교를 위해 심양일기 에 수록된 吳三桂의 서신의 내용을 인용해 놓는다. 

심양일기 4 , p.93, “서쪽 流賊이 초봄에 皇城을 포위하여 3월에 皇城이 함락되었습

니다. 황제는 군대가 들이닥치자 목을 매 자살하 고 后妃들도 불에 뛰어들어 자결하

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적의 銳鋒이 동쪽

으로 향하자 여러 고을이 와해되고 오직 山海關만 남아 있으나 힘이 약하고 군사가 

적어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이미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

었으니, 이에 군사를 재촉하여 와서 구원해 주신다면 마땅히 山海關 문을 열고 대왕

을 맞이할 것입니다. 대왕께서 일단 관문으로 들어오시면 北京에 입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속히 군대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74) 計六奇, 明季北略 (北京: 中華書局, 2006) 卷20, 吳三桂請兵始末, p.495, “豈三桂知

我南來, 故設此誘耶. 且吾嘗三圍彼都, 不能遽克, 自成一擧破之, 其智勇必有大過人者. 

今統大衆親至, 志不在小, 得毋乘戰勝精甲, 有窺遼之意乎. 不如分兵固守, 以覘動静.”

75) 이 밖에도 明季北略 에 따르면, 도르곤이 吳三桂를 쉽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애가 

탄 吳三桂가 이후 8차례나 서신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군대를 움직 다고 전하고 있

다. 明季北略 의 사료적 신빙성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이하에서는 다양

한 관점과 해석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인용하기로 한다. 計

六奇, 明季北略 卷20, 吳三桂請兵始末, p.495.

76)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壬申(15).



- 76 -

하려는 애초의 계획을 수정하고, 山海關으로 진격하여 吳三桂의 투항을 

압박하고 전략적 요지를 선점하려 한 것이다. 이는 盛京에서 출발한 도

르곤이 애초부터 山海關을 목표로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李自成이 이끄는 大軍이 山海關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吳三桂가 급박하게 원군 요청을 해오자, 이전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그렇게 염원해 마지않았던 山海關을 드디어 직접 통과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도르곤에게 찾아온 것이다.

다음날 도르곤은 西拉塔拉에 도착하여,77) 吳三桂가 파견한 遊擊 郭雲

龍에게 답서를 주어 전하게 하 다.78) 도르곤은 답신에서 淸이 계속 明

과 修好를 맺기를 원했으나 거절한 쪽은 明의 君臣이었다는 점을 확실히 

한 뒤, 이번에 京師가 함락되고 明의 군주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군대를 

일으켜 백성을 구출하려 했는데 마침 吳三桂의 서신을 받아 기쁘다고 하

다. 특히 吳三桂에 대해서는 비록 지금까지 遼東을 지키며 적으로 상

대했지만 옛날 管仲이 桓公을 겨누었지만 桓公은 오히려 그를 중용하여 

霸業을 이룬 것처럼, 자신 또한 吳三桂를 받아들여 원수를 갚게 하고 藩

王으로 임명하여 대대손손 부귀를 누리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 다.79) 앞

서 吳三桂가 여전히 明의 부활을 믿으며 대등하게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

인 반면, 도르곤은 明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하고 吳三桂를 淸의 신하로 

중용하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한 것이다.

淸軍은 진군을 계속하여 17일80)에는 團山堡, 18일81)에는 基扎堡, 19

77) 이날 심양일기 에서는 행군의 어려움을 주로 묘사하 다. 심양일기 4 , p.94, “卯

時에 출발하 다. 세자가 행군하는 진중에서 구왕을 찾아가 만났다. 남쪽으로 빙 돌

아 50리쯤 가서 언덕 위에서 잠시 쉬었다. 다시 60리쯤 가서 묵었다. 남쪽으로 옛 長

城과 15리 거리 다. 지나온 곳에는 늪지가 많았다. 어떤 도랑에 이르니 부들이 빽빽

이 덮여 있어 평평한 땅과 다름없어 보 지만 실은 진흙 늪이어서 말이 빠졌다. 淸人 

중에 앞서 가다가 늪에 빠지는 자가 많았다. 겨우 말을 건져냈지만 노새나 나귀는 진

흙탕에 빠져 죽은 것이 상당히 많았다.”

78) 한편 심양일기 는 范文程의 말을 인용하여, 吳三桂가 보낸 서신의 허실을 탐지하고

자 도르곤은 자신의 처남 拜然을 불러 吳三桂의 서신을 전달한 명나라 장수 한 사람

과 함께 山海關으로 가게 하 고, 다른 明 장수 한 사람은 군중에 머물게 하 다고 

전하 다. 이와 같은 내용은 內國史院滿文檔案이나 實錄에는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

다. 심양일기 4 , p.93.

79)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癸酉(16).

80) 심양일기 4 , p.94, “卯時에 출발하여 옛 長城을 넘자 곧 中原 땅이었다. 臨寧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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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2)에는 鄂新河를 거쳐, 20일83)에는 連山에서 숙 하 다. 이때 吳三

桂가 山海關에서 다시 郭雲龍과 孫文煥을 보내 서신을 전달하 다. 吳三

桂는 도르곤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정예를 뽑아 山海關 서쪽의 요충지에 

주둔하여 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도르곤이 곧바로 山海關으로 들

어오면 적의 머리와 꼬리를 협공하여 逆賊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 다. 그리고 吳三桂는 淸軍으로 하여금 백성을 범하지 못하게 한

다면 民心이 금방 복속하고 재물 또한 저절로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하

다.84) 도르곤은 이 서신을 받고 곧바로 진군 속도를 높여 寧遠을 넘어 

沙河 지역에 도착하 다. 심양일기 에서는 당시의 급박한 행군을 다음

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 다.

吳三桂가 九王(도르곤)에게 將官을 보내 말하였다. “적병이 이미 들

이닥쳐 매우 위급합니다. 약속대로 군사를 속히 보내 구원해 주십시

오.” 구왕이 즉시 말을 치달려 가면서 세자에게 날랜 기병만 거느리

고 따라오라고 재촉하였다. 상하 모두가 황망히 차비하여 말 탄 사람

들만 급히 떠나고, 짐바리는 司禦 朴宗寧으로 하여금 가지고 뒤좇아 

서쪽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 申時에 義州衛 남쪽 20리쯤 되는 곳에 이르러 묵었

다. 이날 80리를 갔다.”

81) 심양일기 4 , p.94, “卯時에 출발하 다. 申時에 雙曷之라는 곳에 도착하여 묵었다. 

이날 80리를 갔다.

82) 심양일기 4 , p.95, “卯時에 출발하여 午時에 錦州衛에 도착하 다. 大軍이 북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군병과 말이 어지럽게 섞여 대오를 이루지 못하 다. 

성 안에는 여염집이 즐비하 으나 전쟁으로 불탄 뒤라 사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세자가 祖大壽와 祖大樂의 옛 집에 들렀다. 范文程도 함께 가서 두 사람의 집을 두루 

보았다. 집의 규모가 매우 커서 성 안에서 으뜸이었고 重門과 複室에 금칠한 벽은 휘

황찬란하 으며, 벽돌과 섬돌에는 기이한 문양을 새겨 놓았고 무늬를 넣어 색칠한 담

장은 지극히 화려하 다. 祖大壽의 집은 더욱 사치스러웠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

다. ‘중원에는 이보다 규모가 큰 집이 많으나, 우리나라는 비록 至尊의 거처라 해도 

이러할 수 없다. 화려하고 사치하며 재물을 탐함이 원망을 불러 결국 나라가 망하기

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허튼 소리가 아닌 듯하다.’”

83) 심양일기 4 , pp.94-95, “卯時에 출발하 다. 30리 쯤 갔을 때 구왕이 천막을 치

고 자리를 마련하여 세자를 부르더니 ‘나는 잠시 쉬어 갈 터이니, 세자는 먼저 묵을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하 다. 세자가 먼저 떠나 連山驛에 이르니, 성 동쪽에 淸의 

군대가 먼저 진을 치고 이미 천막을 치고 있었다. 구왕이 뒤따라 도착하자 세자가 가

서 만났다.”

84)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丁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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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게 하였다. 일행 모두가 미처 밥을 짓지도 못하였다. 밤새도록 급

히 말을 달리다 보니 사람과 말이 기갈이 심하였다. 황사가 하늘에 

가득하여 밤이 칠흑처럼 어두워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지척도 

분간할 수 없었다. 寧遠城 아래에 이르니 이미 밤 三更이었다. …… 

첫새벽에 성 밖의 沙河에 이르러 구왕이 군사들을 머물게 하고 잠시 

쉬었다. 세자는 노천의 밭두둑 사이에 앉았고, 배종하는 사람들은 서

로 엉켜서 고단한 몸을 기대고 누웠다. 이슬에 젖고 모래먼지를 뒤집

어써서 얼굴이며 옷차림이 딴사람처럼 변해 있었다.85)

다음날 21일에도 혼을 빼는 고속 행군은 계속되어 淸軍과 세자 일행

은 이 날 하루에만 무려 200리를 행군하 다.86) 李自成과 吳三桂의 군

대가 山海關에서 대전을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제는 淸軍이 얼마

나 빨리 山海關에 도착하는지가 전장의 상황을 좌지우지할 변수가 되었

기 때문에, 도르곤의 입장에서는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었다. 결국 이날 

淸軍은 山海關 10리 밖에 도착하 다. 吳三桂의 정찰병으로부터 적이 이

미 병 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르곤은 諸王으로 하여금 精兵을 이

끌고 요격하게 하여 明의 투항 장수 唐通이 이끄는 馬兵 수백을 만나 2

명을 사로잡았다.87) 이는 도르곤의 淸軍이 처음으로 李自成의 군대와 조

우한 전투로서, 그 규모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다음 날 대규모 전투를 

앞두고 전초전의 의미를 가졌다.88)

85) 심양일기 4 , p.96(171-172), “又遣將官於九王曰: 賊兵已迫, 朝夕且急, 願如約促兵

以救. 九王卽發馳行, 促令世子只率輕騎以隨, 上下顚倒, 單騎趕行, 卜馱則使司禦朴宗寧, 

領率追來, 一行皆未及打火矣. 達夜疾馳, 人馬飢渴, 黃埃漲天, 夜色如漆, 人莫開眼, 咫

尺不辨. 至寧遠城下, 夜已三更矣. …… 曉頭, 至沙河所城外, 九王駐兵少歇, 世子露坐田

疇間, 陪從之人, 各持纏牽, 困頓相枕, 露氣沾濕, 塵沙蒙羃, 安眠衣冠, 變如他人.”

86) 심양일기 4 , p.96, “黎明에 행군을 시작하여 40리쯤 가서 잠깐 쉬고 다시 출발하

다. 우리 일행의 원역은 일부는 먹고 일부는 굶은 채 中後所, 前屯衛, 中前所를 지

났다. 山海關 밖 15리쯤에 이르니 해가 이미 저물어 캄캄하 다. 군대를 주둔시키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하루 낮밤 사이에 2백리를 갔다.”

87)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戊寅(21).

88) 明季北略 에서는 이 전투가 山海關의 북쪽에 위치한 장성의 관문 一片石에서 발생

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도르곤은 이미 이 전투에서 吳三桂를 선봉에 서게 하여 吳三

桂의 투항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또 한편으로 李自成 부대의 실력을 확인하는 어부지

리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 다. 計六奇, 明季北略 卷20, 吳三桂請兵始末, p.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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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順治 원년(1644) 4월 22일 도르곤이 이끄는 淸軍이 마침내 吳

三桂와 연합하여 山海關에서 李自成이 이끄는 大順 정권의 군대를 대패

시키니, 이것이 널리 알려진 山海關 전투이다. 淸世祖實錄 에 묘사되어 

있는 山海關 전투 장면은 다음과 같다.

군대가 山海關에 이르러 吳三桂

가 무리를 이끌고 환영을 나오

니 攝政王(도르곤)이 크게 기뻐

하였다. 儀仗을 준비하고 나팔을 

불게하며 吳三桂와 함께 하늘에 

行禮하였다. 끝나자 吳三桂가 수

하의 관원들을 이끌고 攝政王을 

알현하였다. 攝政王이 吳三桂에

게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 너의 

병사들에게 각자 흰 천을 어깨

에 묶어 표식으로 삼게 하라. 그

렇지 않으면 같은 漢人인데 어

찌 구별할 수 있겠는가. 잘못 죽

일까 걱정이다.”89)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먼저 가게 하였다. 

마침내 入關할 때가 되자 적의 

우두머리 李自成이 馬步兵 20여 萬을 이끌고 北山으로부터 옆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길게 진을 펼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날 큰 바

람이 갑자기 불어 모래바람이 하늘을 뒤덮고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

었다. 아군은 賊을 향하여 진을 폈으나 바다에 이르기까지 진을 펼칠 

수는 없었다.90) 攝政和碩睿親王(도르곤)이 諸王, 버일러, 버이서, 公 

89) 明季北略 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투항한 병사들이 모두 변발을 하지 못

한 상황에서 淸軍이 구별할 수 있도록 세 손가락 너비로 白布를 찢어 몸에 묶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천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발을 쌌던 천까지 동원하여 표식으로 

삼았다고 하 다. 計六奇, 明季北略 卷20, 吳三桂請兵始末, p.495.

90) 여기서 당시 淸軍의 병력 규모가 이미 진을 펼쳐 놓은 李自成 병력에 훨씬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淸軍의 출정 병력 추산과도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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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諸大臣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성급하게 대오를 넘어 나

아가지 말라. 이 병사는 쉽게 격파할 수 없으니 마땅히 각자 힘을 다

해 이들을 쳐부수어야만 大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였다. 우리 병

사는 바다 쪽으로 賊을 대적하고 진의 꼬리를 비늘처럼 촘촘히 배치

하였고, 吳三桂의 병사는 나누어 우익의 말단에 넣었다. 호령이 끝난 

후 모든 군사들이 가지런히 열을 지어 섰고 진군할 때에 군사들로 

하여금 크게 소리치게 하였다. 다시 바람이 갑자기 멈추자 각자 진영

을 상대로 크게 싸워 결국 賊의 병사를 크게 무너뜨리고 40리를 쫓

아가며 죽였다. 적은 머리와 꼬리를 서로 돌보지 못하고 燕京으로 달

아났다. 획득한 나귀와 말, 비단과 재화 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이를 모두 전투에 나선 장사들에게 상으로 내렸다. 그날 吳三桂에게 

平西王 작위를 내렸고, 玉帶, 蟒袍, 貂裘, 鞍馬, 玲瓏, 撒袋, 弓矢 등

의 물품을 하사하였다. 山海關 성내의 군인들로 하여금 薙髮하게 하

고 馬步兵 1만을 平西王에 예속시켜 攝政睿親王을 따라 燕京으로 곧

바로 진군하여 流賊을 추적하며 죽이게 하였다.91) (강조는 인용자)

위 실록의 기사는 吳三桂의 투항, 도르곤의 작전 지시,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이겨낸 극적인 반전, 그리고 승리 후의 전과와 향후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實錄 기사의 특성상 구체적인 장면 묘사보다는 

도르곤의 주요 조치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92) 한편 제3자의 

91)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己卯(22), “師至山海關, 吳三桂率衆出迎, 王大喜. 

設儀仗, 吹螺, 同三桂向天行禮. 畢, 三桂率所屬各官謁王. 王謂三桂曰: 爾回可令爾兵, 

各以白布繫肩爲號. 不然同係漢人, 以何爲辨. 恐致誤殺. 語畢, 令之先行. 遂入關時, 賊

首李自成, 率馬步兵二十餘萬, 自北山橫亙至海, 列陣以待. 是日, 大風迅作, 塵沙蔽天, 

咫尺莫辨. 我軍對賊布陣, 不能橫列及海. 攝政和碩睿親王, 集諸王、貝勒、貝子、公, 及

諸大臣等謂曰: 爾等毋得越伍躁進. 此兵不可輕擊, 須各努力破此, 則大業成矣. 我兵可向

海對賊, 陣尾鱗次布列; 吳三桂兵, 分列右翼之末. 號令畢, 諸軍齊列, 及進兵令軍士呼噪

者. 再風遂止, 各對陣奮擊, 大敗賊衆, 追殺至四十里. 賊首尾不相顧, 遁走燕京. 獲駝馬

緞幣無算, 俱給賞隨征將士. 是日, 進吳三桂爵爲平西王, 賜玉帶、蟒袍、貂裘、鞍馬、玲

瓏、撒袋、弓矢等物. 令山海城內軍人各薙髮, 以馬步兵一萬, 隸平西王, 隨攝政睿親王, 

直趨燕京, 追殺流賊.”

92)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은 도르곤이 山海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뒤에 바

로 그날 吳三桂에게 平西王 작위를 내린 장면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淸의 역사상 

漢人이 王 작위를 받은 경우는 통틀어서 총 4명에 불과한데, 智順王 尙可喜(入關 후 

平南王), 恭順王 孔有德(定南王), 懷順王 耿仲明(靖南王), 그리고 이번에 平西王에 봉

해진 吳三桂이다. 앞의 3명은 모두 天聰 7년(1633)에 山東 登州에서 戰船을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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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山海關 전투를 기록한 심양일기 의 전투 장면 묘사는 다음과 

같다.

밝을 녘에 청나라 군대가 진군하여 관문 앞 5리쯤까지 다가갔다. 포

탄 연기 아래 포성이 크게 일어나더니, 이윽고 吳三桂가 장수 십 수 

명과 갑옷 입은 기병 수백을 거느리고 성에서 나와 맞이하며 투항하

였다. 九王(도르곤)이 진중에서 拜禮를 받고 성 아래 몇 리쯤 되는 

곳까지 군대를 나아가게 한 뒤 말에서 내려 자리에 앉았다. 漢人과 

淸人이 수차례 오고가더니, 淸兵의 좌 · 우 陣이 동시에 관문으로 말

을 달려 들어가 성위에 白旗를 세웠고, 연후에 九王이 뒤이어 入關하

였다. 吳三桂 장군은 곧바로 流賊과 교전을 벌이기 위해 성을 나갔

다. 양쪽 진영이 성 안 몇 리쯤에 있는 廟堂 앞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여 성문에 탄환과 화살이 난무하였다. …… 포성이 우레 같았고 화

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淸軍이 세 번 뿔피리를 불고 세 번 함성을 지

르더니 동시에 적진을 향해 돌진하며 화살을 여러 차례 쏘고 劍光을 

번뜩였다. 이때 바람이 크게 일어나며 한 떼의 누런 먼지가 가까이에

서 일어나 멀어지므로 비로소 적병이 패한 것을 알았다. 한 식경이 

지나자 텅 빈 전장에 시체가 이리저리 뒤엉켜 쌓여 큰 벌판에 가득

하였다. 달아난 적의 기병들은 20리를 뒤쫓아 성 동쪽 海口에 이르

러 모두 죽였다. 그들 중 몸을 던져 물에 빠져 죽은 자도 부지기수였

다.93) (강조는 인용자)

투항하여 만주가 가지지 못했던 水軍과 大砲를 전해준 공으로 홍타이지가 왕 작위를 

내린 것이었고, 이번 吳三桂는 만주가 지금껏 돌파하지 못했던 山海關 입성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한 공으로 왕 작위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吳三桂는 전투가 끝난 직후 

황제인 順治帝가 아닌 攝政王 도르곤에게 王 작위를 수여 받았고, 그대로 도르곤을 

따라 北京을 향하게 되었다. 盛京에 미처 보고하기도 전에 바로 도르곤의 명의로 王 

작위를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山海關 입성이 淸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당시 도르곤이 출정 중에 황제와 다를 바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

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참고로 明代에는 朱氏가 아닌 異姓의 공신이 

王 작위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93) 심양일기 4 , pp.97-98(172), “平明, 淸兵進迫關門五里許, 煙塵下, 砲聲大發, 俄而

吳三桂, 率諸將十數員、甲軍數百騎, 出城迎降. 九王受拜禮於陣中, 進兵城下數里許, 下

馬而坐. 漢人、淸人, 頻數往來, 淸兵左右陣, 一時馳入關門, 竪白旗於城上, 然後九王繼

之入關. 蓋吳將方與流賊交兵而出城矣. 兩陣酣戰於城內數里許廟堂前, 飛丸亂射於城門. 

…… 砲聲如雷, 矢集如雨. 淸兵三吹角三吶喊, 一時衝突賊陣, 發矢數三巡, 劍光閃爍. 是

時風勢大作, 一陣黃埃, 自近而遠, 始知賊兵之敗北也. 一食之頃, 戰場空虛, 積屍相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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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양일기 의 내용은 淸世祖實錄 의 기사에 비해 도르곤의 入關과 

전투 장면에 대한 묘사가 훨씬 생동감 넘치며 시간 순서에 따른 진행 상

황도 잘 보여준다. 지면의 제한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분석해 볼 

수는 없겠지만, 두 史料 사이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보인다. 

바로 吳三桂 군대의 역할이다. 먼저 實錄의 기사에서 吳三桂가 이끄는 

군대는 淸軍 우익의 말단에 배치되었고 전투에서의 활약 모습도 따로 보

이지 않는다. 그저 도르곤의 호령에 따라 일제히 돌격하는 淸軍의 모습

만 보일 뿐, 전투 당시 吳三桂에 대한 언급은 따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

나 심양일기 에서 吳三桂의 군대는 도르곤이 山海關에 입성한 뒤 淸軍

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나서기 전에 곧바로 성을 나가 流賊과 교전을 시

작하 고, 특히 성 안의 廟堂 앞에서 탄환과 화살이 난무하는 가운데 격

렬한 전투를 벌 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도르곤의 지시에 따른 뿔피리

와 함성과 함께 淸軍이 본격적으로 적진을 향해 돌진하여 전투를 벌인 

것이다. 즉 심양일기 에서 선봉에 서서 농민군과 가장 먼저 교전을 벌

인 부대는 바로 吳三桂의 군대 으며, 도르곤의 淸軍은 사태를 지켜보다

가 결정적인 타이밍에 공격을 개시하 다. 이밖에 明季北略 에서도 李

自成의 군대와 먼저 전투를 시작한 부대는 바로 吳三桂의 부대 고, 도

르곤이 이끄는 鐵騎는 전황을 관망하다가 뒤늦게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

다.94)

그러나 吳三桂의 활약이 아무리 중요했다 하더라도, 山海關 전투의 승

리는 결국 도르곤이 이끄는 淸軍의 움직임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즉 

吳三桂의 역할을 재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 상황을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

시킨 도르곤의 판단과 선택이 山海關 전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 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吳三桂의 서신 한 통에 곧바로 원

래의 행군 계획을 수정하여 山海關으로 향한 단호한 선택, 吳三桂의 향

彌滿大野. 騎賊之奔北者, 追逐二十里, 至城東海口, 盡爲斬殺. 其投水溺死者, 亦不知其

幾矣.”

94) 計六奇, 明季北略 卷20, 吳三桂請兵始末, p.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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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끝까지 주시하며 淸軍의 進退를 지시한 신중한 결정, 그리고 戰況

의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한 대응은 모두 도르곤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吳三桂의 극적인 투항과 도르곤의 빠른 판단이 합쳐져 완성된 山海關 

전투의 승리는 이후 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山海關을 획득

한 것만으로도 이번 도르곤의 출정은 이미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이었

다. 그러나 일단 山海關을 돌파한 도르곤의 눈은 다시 北京을 향하 고, 

도르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을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림 2-1> 山海關 전투와 北京을 향한 淸軍의 ‘대장정’

※ 출처: 丁燕石, 2003,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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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淸軍의 進軍과 北京 入城

山海關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도르곤은 이튿날 4월 23일95)부터 패주하

는 농민군을 추격하며 北京으로 계속 진군하 다. 北山의 산기슭에 도착

한 吳三桂는 李自成이 투항을 권유하러 보낸 관원 王則堯를 억류하 다. 

王則堯는 원래 明의 密雲巡撫 다가 李自成에게 투항하고 난 뒤 兵政府

尙書가 되어 吳三桂를 투항시키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吳三桂는 

그를 도르곤에게 넘겼고 도르곤은 그를 참수하 다.96)

도르곤은 北京을 향해 출발하면서 淸의 攝政王으로서 明의 官民百姓에

게 투항을 권유하는 令旨를 내렸다.

明國의 官兵들아, 너희들은 결코 流寇의 부하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賊이 너희의 황제를 폐하였는데도 어찌하여 賊을 위해 애써 죽으려 

하는가. 이번 참에 우리는 장차 流賊과 한차례 승부를 보려 한다. 만

약 너희 官民이 의혹을 품고 따르지 않는다면 兵家에는 두 편 모두

가 이기거나 지는 일이 없으니, 너희가 우리를 도와 賊을 박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귀순하여 협조하라. 나는 너희 자손에게 官爵을 

대대로 承襲하게 하여 함께 태평을 누릴 것이다. 너희들은 첫째로 나

라의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둘째로 너희 자신을 보전할 수 있다. 만

약 너희들이 나라의 원수를 생각하지 않고 流賊에게 귀부한다면, 첫

째로 군주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요, 둘째로 너희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니 賊들과 함께 큰 난리를 맞이할 것이다. 마땅히 지금의 형세를 

잘 헤아려 공을 세울 기회를 맞이하라. 나는 결코 이전의 잘못을 따

지지 않겠다. 만약 이전의 잘못을 따지고 든다면 어찌 천하의 백성에

게 믿음을 살 수 있겠는가. 하물며 流賊의 屬下에 있는 官兵이 투항

95) 이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 행군에 많은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양일기 4 , 

p.98, “卯時에 행군하여 10리쯤 가서 묵었다. 오후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일행이 

모두 길에서 비에 젖었다. 땔나무나 풀이 전혀 없어 불을 피울 수 없었으므로, 사람

과 말이 굶주리고 지쳤지만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96) 한편 심양일기 에서는 그 이름을 尙時弼로 적고 있다. 그리고 그는 吳三桂를 설득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北京에서 李自成에게 투항한 후 山海關 전투에 참전하여 

패한 뒤 淸人에게 사로잡혀 참수된 것으로 나와 있다. 심양일기 4 ,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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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오는 경우에도 또한 그 官爵을 유지하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世

襲罔替하게 할 것이니 함께 태평을 누릴 것이다.97)

이 令旨는 官兵의 무조건적인 투항을 설득하고 장려하고 있다. 특히 

농민군에게 투항하는 것은 明 황제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자 자신의 몸

을 망치는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특히 李自成에게 투항한 明 관

원 출신의 ‘僞官’이나 流賊 가담자의 귀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당장

의 우군으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날 도르곤은 수하의 만주 장병에게도 기율을 정돈하는 令旨

를 내렸는데, 范文程의 건의에 따라 이번 원정이 기왕의 원정과는 같지 

않음을 강조하며 특히 무고한 살상이나 약탈을 엄격히 금지하고 세부적

인 처벌 규정과 범위를 세세하게 밝혀 놓았다.98) 특히 諸王, 버일러, 버

이서, 公 등 고위급 將領은 물론이고 구사어전 이하 니루장긴(niru-i 

janggin, 牛錄章京) 이상 각 관원에게 엄히 단속을 명하면서 수하가 문

제를 일으켰을 시 반드시 연좌책임을 묻겠다고 하나하나 예를 들어 강조

하 다.99)

97)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冊, 順治 원년 4월 23일, pp.6-7, “明國諸官兵, 爾等

幷非流寇部下. 爾今賊廢爾帝, 何須爲賊奔死. 此次我將與流賊一決勝負. 若爾等官民疑惑

不從, 則兵無兩勝兩負者, 若有願助我滅賊者, 可歸順協助. 予准其子孫官爵世代承襲, 共

享太平. 爾等一則國仇可報, 二則身家可保也. 若爾等不念國仇, 依附流賊, 一則忘却主恩, 

二則忘却身家, 必與賊共遭大亂. 宜識時務, 此乃立功之會也. 予素旣往不咎. 若究以往, 

豈不失信於天下之民乎. 況流賊屬下官兵來投者, 亦尊其官爵, 准其子孫世襲罔替, 共享太

平.”

98)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冊, 順治 원년 4월 23일, pp.7-8.

99) 內國史院滿文檔案에서 확인되는 이 令旨는 實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심

양일기 에 수록된 도르곤의 令旨는 內國史院滿文檔案의 漢譯本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심양일기 4 , pp.98-99, “攝政王이 다음과 같은 

令旨를 내려 관원과 병사들에게 알게 하 다. 지난날 세 차례에 걸쳐 明을 정벌할 때

에는 모두 사람을 사로잡고 재물을 빼앗았으나, 이번의 거사에서는 그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늘의 도움을 입어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켜 大業을 이루어야 한다. 山海關

을 넘어 들어간 후 귀순해 오는 城에서는 살인을 불허하며, 머리를 깎아 辮髮하는 일 

외에는 털끝 하나 범하지 말라. 마을에 흩어져 사는 백성 또한 함부로 살해하지 말 

것이며, 함부로 빼앗아 奴로 삼는 일, 신발과 의복을 벗기는 일, 집을 훼손하는 일, 

민간의 기물을 함부로 빼앗는 일도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 공격하여 취한 城에서 법

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죽이고, 포로가 된 자는 그대로 奴로 삼는다. 성 안의 모

든 재화는 거두어 公用으로 삼는다. 그 성과 마을이 공격해서 취한 것이건 귀순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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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新河驛100)에 도착한 도르곤은 侍衛 아할리얀(Ahaliyan, 阿

哈連)과 바얀(Bayan, 巴顔)을 內閣學士 詹覇와 함께 盛京으로 보내 吳三

桂의 투항과 山海關 전투의 승전보를 전하는 한편, 자신은 吳三桂의 병

력과 함께 직접 北京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보고하 다.101) 다음날 25

일102) 淸軍은 永平府 撫寧縣에 도착하 는데, 撫寧知縣 侯益光 등이 軍

民을 이끌고 5리 밖까지 접을 나와 항복하 다.103) 도르곤은 성 안의 

모든 백성을 薙髮시키고 이전대로 생업에 안주하게 하며, 縣城의 창고에 

있던 粟 3500石 가운데 1500石을 饑民에게 베풀어 賑濟하 다.104)

4월 26일 도르곤이 이끄는 淸軍은 남쪽을 향하여 70리를 행군한 뒤 

永平府 昌黎縣에 도착하 다.105) 이때 昌黎知縣 徐可大가 守備 3인과 함

것이건 간에 집은 불태우지 말라. 이 명령을 어긴 자는 죽여서 여러 사람에게 경계로 

삼을 것이다. 구사어전, 머이런장긴, 바야라투장긴(bayarai tui janggin, 巴雅喇纛章京

=護軍統領)이 휘하 군사들에게 이 명을 알리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다. 만약 구사

어전, 머이런장긴, 바야라투장긴이 이미 명을 알렸으나 잘란장긴이 태만하여 하달하

지 않았다면 잘란장긴에게 죄가 미칠 것이다. 만약 구사어전, 머이런장긴, 바야라투장

긴, 잘란장긴이 이미 모두 하달하 으나 병사 중에 명령을 어긴 자가 있으면, 그 범

한 정황을 따져 잘못의 크고 작음에 따라 本官 니루장긴 및 푼더보쇼쿠(funde 

bošokū, 封得撥什庫=驍騎校), 보쇼쿠(撥什庫=領催) 등의 처벌을 정한다. 만약 바야라

(bayara, 擺牙喇=護軍)에 소속된 자나 바야라의 말을 끄는 자(kutule, 跟役)가 범한 

경우에는 本官 잘란장긴과 바야라장다(bayara jangda, 壯達=護軍校)를 처벌한다. 만

약 糧草를 취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을 통솔하는 大人의 지휘에 따라 취해야 한다. 만

일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민간의 물건을 하나라도 취했을 경우에는 그 통솔한 大人 

및 잘란장긴, 니루장긴, 보쇼쿠 등을 모두 처벌한다. 만약 장막에 이를 때까지 발각해

내지 못한 경우에는 本官 니루장긴 및 보쇼쿠 등이 처벌을 받는다. 바야라에 소속된 

자라면 本官 잘란장긴과 바야라장다가 처벌을 받는다. 무릇 우리 장군들은 휘하 관원

과 병사에게 마땅히 이 명령을 되풀이 전달하여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100) 實錄과 內國史院滿文檔案에서는 新河驛으로 적은 반면, 심양일기 에서는 深河驛으

로 적고 있다. 이날은 卯時에 출발하여 총 40리를 행군하 다. 심양일기 4 , p.99.

101) 승전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앞서 살펴본 淸世祖實錄 에 묘사되어 있

는 山海關 전투 장면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淸世祖實錄 卷

5, 順治 원년 4월 辛巳(24).

102) 이날도 卯時에 행군을 시작하 고, 총 60리를 행군하여 撫寧縣城에 도착하 다. 이날은 

큰 바람이 불어 황사 때문에 사람들이 큰 고생을 했다고 한다. 심양일기 4 , p.100.

103) 그러나 심양일기 에서는 撫寧知縣은 변란이 일어난 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 고, 

永平府에서도 降書를 보내왔지만 정작 永平知府는 마찬가지로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

다. 이는 內國史院滿文檔案의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심양일기 4 , p.100.

104)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冊, 順治 원년 4월 25일, p.9.

105) 심양일기 4 ,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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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투항해 왔고, 도르곤은 그들에게 선물을 하사하며 원래의 관직을 유

지하게 하고 昌黎縣의 官民을 모두 薙髮하게 하 다. 이날 도르곤은 吳

三桂로 하여금 漢人 官民에게 격문을 반포하여 淸軍에 귀순하도록 호소

하게 하 다. 이 격문에서 吳三桂는 李自成의 악행을 규탄하고 大淸의 

관대함을 칭송하 는데, 특히 攝政王의 출정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

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 다. 그런데 아직도 淸의 군대가 백성을 학살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지방의 백성들은 大淸의 德意를 헤아려 조속

히 投誠하여 목숨을 구하고 각자 생업에 안주하여 혼란에 빠지지 말라고 

타일렀다.106) 이튿날 27일 도르곤은 서쪽으로 80리를 가서 永平府 灤州

에 도착하여 투항한 學正 孫維寧을 灤州知州로 승진시키고 창고를 열어 

灤州의 民人을 賑濟하 다.107)

4월 28일108) 開平衛에 도착하니 開平衛指揮使 陳仁重과 管屯指揮 李

培元 등이 薙髮하고 항복하여 그대로 留任시키고, 大順 정권이 임명한 

‘僞官’ 開平知縣은 붙잡아 살해하 다. 그리고 이 날 灤州의 生員 3명이 

李自成의 패잔병을 만나 2명을 살해하고 군마 5필을 끌고 開平에 도착

하여 도르곤에게 바치자, 도르곤은 그들 중 한 명을 灤州州同으로 특별 

채용하고 그들이 바친 말을 상으로 내렸다. 또한 遵化의 관원이 吳三桂

에게 사람을 보내 투항을 약속했고 도르곤은 이를 환 하는 서신을 보냈

다. 이번 출병이 流賊을 몰아내고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원정이라는 점

을 재차 강조하고 투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내용이었다.109)

4월 29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100여 리를 행군한 끝에 順天府 玉田縣

에 도착하 는데, 玉田知縣은 이미 도망쳐버리고 대신 都司와 守備가 무

리를 이끌고 투항하 다. 같은 날 順天府 豐潤縣의 經歷 張彦, 主簿 王

家春, 守備 盧文宇 등이 薙髮하고 군 으로 와 투항하여, 도르곤은 主簿 

王嘉春을 豐潤知縣으로 승진시켰다. 한편 이 날 李自成은 北京 武英殿에

서 부랴부랴 황제로 즉위하고 새 연호 永昌을 선포하 다. 그러나 곧바

106) 計六奇, 明季北略 卷20, 附記野史, pp.500-501.

107)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甲申(27).

108) 이날은 무려 110리를 행군하여 많은 인마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 다고 한다. 

심양일기 4 , pp.100-101.

109)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冊, 順治 원년 4월 28일,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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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淸軍과 吳三桂의 군대가 北京으로 들이닥칠 것을 두려워하여 西安으

로 후퇴하여 재기를 도모하기로 하 다. 이 날 밤 二更에 明의 궁전과 

九門의 城樓를 불태워 오직 太廟와 武英殿만 남게 되었다. 五更 즈음 李

自成의 군대는 모두 北京을 빠져나가고, 北京 성내는 일대 혼란에 빠지

게 되었다. 이로써 李自成은 3월 19일에 입성한 이후 약 40여 일 동안

의 짧은 北京 통치를 마감하 다.110) 

李自成이 北京에서 철수한 직후, 北京 성내에서는 급한 대로 옛 明의 

舊官들이 나서 혼란을 수습하려 하 다. 御史 曹溶이 五城御史 중 城西

巡視를 자임하여 城隍廟에 崇禎帝의 靈牌를 세우고 遺老 高爾儼, 孫承

澤, 梁兆陽 등이 發喪하고 哭臨하 으며, 張懋爵, 柳寅東, 韓文銓, 朱朗鑅 
등도 각각 五城 중 다른 4개 城의 御史를 자임하여 잠시 직권을 행사하

여 질서를 회복하 다.111) 또한 농민군에 투항했던 明의 관원 吏部侍郞 

沈惟炳, 戶部侍郞 王鰲永, 錦衣衛指揮使 駱養性 등도 역시 午門에 崇禎

帝의 牌位를 세우고 哭臨을 行禮하 다.112)

4월 30일 淸軍은 薊州에 진입하 고 도르곤은 羅公店에 숙 하 다. 

薊州參將, 都司, 遊擊, 守備 등 9명의 관원이 귀순하 고, 李自成에게 투

항했던 豐潤縣의 副將 趙國祚가 수하 3천 명을 이끌고 투항하 으며, 이 

밖에도 通州와 遵化 등지의 都司, 副將, 守備, 千總 등이 와서 차례로 투

항하 다. 이 날 도르곤은 李自成이 이미 北京을 버리고 西安으로 철수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諸王, 버일러, 버이서, 公에게 매 니루마다 병

사를 차출하여 밤낮으로 급히 추격하게 하고 李自成을 반드시 생포하라

고 지시하 다.113)

110) 王崗 主編, 北京政治史 , 北京: 人民出版社, 2008, p.323. 중간에 14일 동안 北京

을 떠나 山海關 전투에 임한 것을 고려한다면, 李自成이 北京의 황궁에 머문 것은 겨

우 27일에 불과하 다. 그리고 武英殿에서 황제 즉위를 선포한 지 겨우 20시간 만에 

北京을 빠져나간 셈이었다.

111) 彭孫貽, 流寇志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3) 卷12, p.193.

112) 彭孫貽, 平寇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卷11, 崇禎十七年ㆍ順治元年, p.250.

113) 반면 심양일기 에서는 행군을 서두른 이유가 流賊이 通州에서 강변을 방어하며 

다시 싸우려 한다는 보고를 듣고 급히 군대를 전진시킨 것으로 적고 있다. 이 때문에 

昭顯世子 일행은 밥도 지어먹지 못하고 황급히 뒤따라 움직 고 밤길을 20리쯤 가서 

묵었다고 하 다. 심양일기 4 ,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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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도르곤은 三河縣을 거쳐 通州에 도착하 고, 通州知州가 백성

을 이끌고 와 투항하 다. 도르곤은 薙髮을 명하고 각자의 생업에 안주

하도록 명했다. 이날 盛京의 淸 朝廷은 도르곤이 올린 승전 첩보를 조선

과 외번의 몽고 諸王과 버일러에게 宣示하 다.114) 이튿날 5월 2일 도

르곤은 마침내 北京에 도착하 다.

지금까지 살펴본 행군의 구체적인 여정과 경유지, 그리고 관원의 투항 

및 백성의 귀순 상황만을 떼어 놓고 보면, 淸軍의 진군은 순조롭다 못해 

지극히 평화로워 보인다. 지나는 곳마다 明의 관원과 大順 정권의 僞官

이 백성을 이끌고 투항해 옴으로써 淸軍은 거의 이렇다 할 교전 없이 北

京에 도착한 것으로 나와 있다. 實錄과 內國史院滿文檔案에는 모두 이와 

같이 淸에게 유리한 장면들만 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심양일기 에 

나타난 淸의 진군은 그렇게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도르곤과 동행한 昭

顯世子는 北京 입성을 눈앞에 두고 조바심을 내며 계속해서 몰아치는 무

리한 행군의 긴박함과 고단함, 그리고 행군 중에 보이는 민간의 황폐한 

모습까지 모두 생생하게 기록하 다.

淸의 군대가 앞서 이미 출발했으므로 급히 말을 달려 60여 리를 가

서 三河縣의 夏店에 이르렀다. 날씨가 몹시 더워 인마가 모두 굶주리

고 지쳐 세자가 길가의 關王廟에서 잠시 쉬었다. …… 東門 밖 좌우

로 가게가 즐비하였는데 모두 텅 비어 있었다. 流賊 중에 정탐하러 

온 騎兵 5명이 가게에 숨어 있다가 淸人에게 붙잡혀 참수되었다. 午

時에 가게들이 있는 길을 지났는데, 여기서 通州까지는 40리 거리였

다. 通州 강변에 이르자 십왕(도도)이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먼저 갔

다.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이 문을 열고 맞아 들였다. 십왕이 이미 성 

안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지나간 뒤였다. 酉時에 大軍이 강을 건넜다. 

오래도록 가뭄이 들어 물이 얕았으므로 배를 타지 않고 건넜는데 겨

우 무릎이 잠길 정도였다. 성 밖의 배들이 아득히 먼 나루에 바라보

였는데 모두 장사하는 배들이었다. 우리 일행이 잠깐 멈추어 미처 밥

을 짓기도 전에 淸의 군대가 갑자기 출발하였다. 세자가 하령하였다. 

114)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戊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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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급히 말을 달려와 人馬가 굶주리고 피곤하니 오늘은 전진하기 

어렵지만, 大軍이 이미 출발하였고 날도 저물어 이처럼 위험하고 두

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 일행만 따로 뒤떨어져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속히 말을 일으키도록 하라.”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여 간신

히 수라를 올리니 그 고초가 매우 심하였다. 일행이 엎어질 듯 급히 

출발하여 해 저문 뒤에 강을 건너 성 밑을 지나는데 구덩이가 곳곳

에 있어 軍馬가 어지러이 날뛰니 말을 달리며 엎어지고 자빠지던 모

습을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성의 서쪽 10리쯤 되는 곳에서 천둥번

개가 크게 치더니 폭풍우가 몰려왔다. 세자만 밭 가운데 천막을 쳤

고, 배종한 사람들은 모두 노천에서 비를 맞으며 말에 의지한 채 밤

을 새웠다. 청나라 군대 역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날이 개기를 

기다려 출발하기로 하였다.115)

이밖에도 지금까지 각주에서 內國史院滿文檔案을 보충하여 살펴본 심

양일기 의 기록들은 山海關 전투 직후 4월 23일부터 北京에 도착하기 

전날 5월 1일까지의 행군을 매우 긴박하고 험난한 것으로 묘사하 다. 

이는 實錄이나 內國史院滿文檔案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밥을 먹을 새도 없이 행군을 계속하고, 행군 도중에 만난 거친 모래바람

과 억수로 쏟아지는 비, 그리고 숙 의 어려움 등을 한편의 종군 르포와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 다. 즉, 淸의 공식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당시 행군의 또 다른 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昭顯世子 일행이 

보고 겪은 행군의 어려움은 당시 淸軍의 진군이 일분일초의 시간도 지체

할 수 없는 긴박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115) 심양일기 4 , pp.101-102(174-185), “淸陣先已前進矣, 疾馳行六十餘里, 至三河

縣夏店. 日氣甚熱, 人馬飢困, 世子少歇於路上關王廟. …… 東門外左右, 店舍櫛比, 盡爲

空虛. 流賊偵探者五騎, 隱匿於店舍, 爲淸人所獲斬之. 午時過店, 此去通州四十里也. 至

通州江邊, 則十王率精騎先行. 城中居民, 開門迎入. 十王已慰諭居民而過去矣. 酉時大軍

渡江, 而久旱水淺, 不用船隻而渡涉, 僅纔沒膝. 城外舟楫, 一望迷津, 皆商船、賈舶也. 

我行蹔駐, 未及打火, 淸陣遽發. 世子下令曰: 罔夜疾馳, 人馬飢乏, 今日前進爲難, 而大

軍已行, 日勢且暮, 到此危懼之境, 尤不可孤單落後. 令速起馬. 行廚蒼黃, 僅辦水刺以進, 

其艱楚莫甚. 一行顚倒發行, 日沒後渡江, 行過城底, 出沒坑塹, 軍馬紛沓, 其奔馳顚沛之

狀, 不可形容云. 城西十里許, 雷電大作, 風雨暴至. 世子只設幕於田中, 陪從皆露處冒雨, 

倚馬經夜. 淸兵亦不爲前進, 待晴而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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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軍의 北京 진군은 山海關 入關 이후 5월 2일 北京城에 진입하기까

지 약 9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때 淸軍의 진군 속도는 매일 100리 이

상을 주파하는 강행군이었다. 4월 23일부터 시작된 淸軍의 진군 경로를 

구글맵에 표시해 보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入關 이후 淸軍의 北京 진군 경로

현재의 도로 기준으로 山海關으로부터 內國史院滿文檔案에 기록된 경

유지를 거쳐 北京의 朝陽門에 이르는 거리는 약 340km로,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을 경우 70시간, 약 3일이 소요된다.116) 물론 도르곤이 이끄는 

八旗軍의 주력은 騎兵으로 속도가 훨씬 빨랐을 테지만, 홍의포 등 군수

물자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 속도는 크게 느려졌을 것이다. 그리

고 도르곤은 경과하는 주요 거점 도시마다 투항 관원을 맞이하고 백성을 

賑濟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했고, 폭우 등의 악천후와 순탄치 않은 도로 

사정, 그리고 위험을 무릅쓴 渡河 등 행군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 다. 심양일기 에 기록된 대로 淸軍의 행군은 거의 매

일 卯時(오전 5~7시)에 시작되었고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도르곤의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행군했다고 가정한

다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약 40km, 北京에 도달할 때까지 

약 8.5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총 9일 만에 이 거리를 주

116) 구글맵에서는 도보 속도를 4.8km/h로 잡고 있는데, 널리 알려진 평균 도보 속도는 

이보다 약간 느린 4km/h 정도이다. 이 속도로 340km를 24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을 경우 총 85시간, 약 3.5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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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한 도르곤은 결국 경유하는 도시에 주둔하여 제대로 된 안무 활동을 

벌이거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부대를 정비하는 등 조금의 여유도 가지지 

못하고, 오로지 北京을 향해 달리는 것에만 몰두한 셈이 된다.117) 盛京

을 출발한 도르곤의 淸軍이 하루 이상 머무른 도시는 단 한 곳도 없었

다. 즉 도르곤은 北京을 행군의 종착지로 여겼고, 행군 도중에 지나는 

중원의 도시들은 그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밤을 지내는 정류장에 불과

했다.

實錄과 內國史院滿文檔案, 그리고 심양일기 의 기사 이외에도 당시 

淸軍의 진군과 北京 입성 과정을 소상히 적은 기록을 朝鮮仁祖實錄 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는 昭顯世子가 禁軍 洪繼立을 조선에 보내 仁祖

에게 보고한 馳啓의 내용이다.

 

九王(도르곤) 이하 여러 진영은 流賊을 대파한 후에 승승장구의 기세

를 얻었고, 또한 吳三桂가 미리 前路의 州縣에 문서를 돌려서 모두 

구왕을 맞아 항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왕의 군대가 撫寧縣에 도착하

자 그 성 안의 백성들이 5리쯤 되는 길을 미리 마중 나와 기다렸다

가 구왕을 영접하여 성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구왕이 그 백성

들을 어루만져 曉諭하고 告示文 한 장을 주어 각자 생업에 편히 종

사하도록 타일렀습니다. 이때 구왕은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縣의 서

쪽으로 10리쯤 되는 곳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묵었습니다. 다음날에

는 일찍 출발하여 永平의 큰 길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縣의 서쪽 

아랫길을 향하여 갔으니, 이는 대개 流賊이 왔다간 후로 沿途에 풀 

한 포기도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아랫길이 조금 멀기는 하지만 풀이 

있어 말을 먹이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昌黎

117) 淸軍의 진군 속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 1636년 조선이 明에 보낸 최후의 使行이었

던 金堉(1580-1658)의 사행단이 山海關에서 北京까지 이동한 노선과 일정을 참고해 

볼 수 있다. 金堉 일행도 당시 뒤숭숭한 조선-淸 관계 하에서 하루라도 빨리 明의 北

京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朝京日錄 의 기록에 따르면, 金堉은 10월 18

일 山海關에서 출발하여 11월 5일 北京의 玉河館에 도착하 는데, 즉 노선은 거의 

비슷하지만 총 18일이 소요되었다. 단순 계산으로도 淸軍의 진군 속도는 사행단의 이

동 속도의 거의 두 배에 달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金堉 使行의 구체적인 路程에 

대해서는 李迎春, ｢丙子胡亂 전후의 朝鮮 · 明 · 淸 관계와 金堉의 朝京日錄 ｣, 朝

鮮時代史學報 38, 2006, pp.86-9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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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에 도착하여 묵었습니다. 27일에는 永平府 灤河의 하류인 灤州의 

남쪽에서 묵었고, 28일에는 開平衛의 성 서쪽으로 10리쯤 되는 곳에 

도착하였고, 29일에는 玉田縣 앞에 도착하였으며, 30일에는 薊州의 

남쪽으로 20리쯤 되는 지역에 도착하여 묵었습니다. 5월 1일에는 通

州江의 얕은 여울을 건너 저녁에 通州의 서쪽으로 20리쯤 되는 지역

에 이르러 묵었습니다. 하루 평균 행군이 120∼30리 정도였습니다. 

지난번 薊州에 있을 적에 流賊 1백여 인이 와서 항복하며 말하기를 

“山海關에서 패배한 후에 그들은 청나라 군대가 쫓아올 줄 알고 황

급히 財貨와 부녀자들을 수탈한 다음, 29일 저녁에 화약을 터뜨려 

궁전을 불태우고 성문으로 도망쳐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구

왕이 여러 진영의 정예 군졸들을 뽑아 八王(아지거)과 十王(도도) 및 

吳三桂 등에게 주어 그들을 급히 추격하도록 하고 구왕도 이틀 길을 

하루로 당겨서 급히 전진하였기 때문에, 일행의 짐 보따리가 미처 通

州에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118)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山海關을 통과한 이후 淸軍의 진군 속도가 놀랄 만큼 빨랐던 

것은 모두 도르곤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빈 북경을 얻는 것

은 도르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북경을 접수해서 전

리품을 최대한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淸軍이 入關한 뒤 北京을 향한 진군에서 吳三桂는 항상 농민군을 추격

하는 선봉에 섰으며, 그 과정에서 吳三桂는 淸軍의 진군 속도를 가속하

는 역할을 하 다. 농민군을 추격하면서 경유하는 곳곳의 州縣과 군사 

거점에 淸軍이 도착하기 전 미리 항복을 권유하는 포고를 돌려 불필요한 

무력 충돌과 저항을 사전에 예방한 것이다. 吳三桂의 발 빠른 조처가 주

118) 朝鮮仁祖實錄 卷45, 仁祖 22년 5월 23일, “九王以下諸陣, 大破流賊之後, 已得破

竹之勢, 而且吳三桂先移文帖于前路州縣, 使皆迎降. 故兵到撫寧縣, 城中之民迎候五里程, 

開門請入, 九王撫諭其民, 且給告示一張, 各安其業. 九王不入城內, 而行到縣西十里地下

營. 翌日早發, 不由永平大路, 直向縣西下路而行, 蓋以流賊往返之後, 沿路無寸草, 下路

雖稍遠, 取便喂馬之故也. 夕到昌黎縣止宿, 二十七日宿永平府 灤河下流灤州之南. 二十

八日到開平衛城西十里地, 二十九日到玉田縣前, 三十日到薊州之南二十里地止宿. 五月初

一日涉通州江淺灘, 夕至通州西二十里地止宿, 每日之行, 殆一百二三十里. 前在薊州, 流

賊百餘人來降言: 山海關見敗之後, 知淸兵之來追, 蒼黃收掠財貨、婦女, 二十九日夕, 以

焇藥燒宮宇城門逃走. 云. 九王抄諸陣銳兵, 使八王、十王及吳三桂等急追之, 而九王亦倍

道以進, 故一行輜重, 未及通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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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하여 淸軍은 행군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고, 하루 120리에 달하

는 강행군을 며칠 동안이나 계속하 다.

도르곤은 入關 이후 吳三桂의 군대를 항상 추격의 선봉에 서게 하고, 

吳三桂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있었다.119) 그런데 4월 30일 李自成

의 군대가 이미 北京城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르곤은 분명 크

게 당황했을 것이다. 李自成이 이렇듯 쉽게 北京을 버릴 줄 몰랐다는 의

외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吳三桂가 이미 北京城에 근접한 

교외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20) 정작 도르곤 자신은 北京城에서 

100리 넘게 떨어진 玉田縣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주인을 잃은 北京城

은 예전 范文程이 예견한 것처럼 秦末 劉邦과 項羽가 다투던 咸陽城과 

마찬가지로 먼저 입성하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吳三

桂가 먼저 北京城에 입성한다면 淸의 北京 입성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설사 그가 딴 마음을 품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르곤에게는 상당

한 위협과 불안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도르곤은 

吳三桂에게 명하여 진군의 방향을 바꾸어 아지거와 도도와 함께 西安으

로 도주 중인 李自成을 추격하게 하 다.121)

도르곤의 입장에서 吳三桂는 山海關 入關의 가장 큰 은인이기는 했지

만, 그와 동행함으로써 만주의 기념비적인 北京 입성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는 없었다. 도르곤에게 北京 입성은 오롯이 만주의 가장 극적인 승리

를 장식하는 순간이어야만 했다. 무엇보다 吳三桂와 동행하게 되면 北京

에 남아있는 明의 문무관원과 백성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기는 힘들었

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北京 입성의 주인공이자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

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도르곤 한 사람이었다. 여진 부락을 국가로 결집

시킨 아버지 누르하치도, 만 · 몽 · 한의 추대를 받아 황제에 오른 형 홍

119) 于德源, 2000, pp.91-92.

120) 丁燕石, 2003, pp.176-178.

121) 李自成은 北京을 떠나면서 수많은 재물을 지참하고 많은 부녀자를 동반하 기 때

문에 행군 속도가 매우 느렸다. 北京을 떠난 지 3일 만인 5월 3일에 吳三桂의 군대

에 따라잡혀 定州와 眞定 등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 다. 결국 吳三桂의 부대가 크게 

승리하고 李自成이 끌고 가던 온갖 보물과 부녀자들, 그리고 많은 군마와 식량을 차

지하 다. 彭孫貽, 平寇志 卷11,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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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지도 이루지 못한 업적인 山海關을 돌파해낸 攝政王 도르곤은 드디

어 중국의 수도 北京에 첫 발을 내딛었다. 도르곤이 北京에 도착한 직후

의 광경을 實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군대는 마침내 燕京에 이르렀다. 옛 明의 문무 관원이 성 밖 5리까

지 나와서 이들을 맞이하였다. 攝政和碩睿親王(도르곤)이 朝陽門으로 

입성하였다. 노인과 어린이가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어 맞이하였다. 

內監이 옛 明의 鹵簿와 御輦을 皇城 밖에 늘어놓고 길 왼쪽에서 무

릎을 꿇고 맞이하며 왕에게 輦에 오르도록 권하였다. 이에 왕이 이르

기를, “나는 周公이 어린 주군을 보좌한 것을 모범으로 삼고 있으니 

輦에 오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무리들은 머리를 조아

리며 말하기를, “周公 또한 일찍이 병풍 뒤에서 나라의 정치를 대신

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輦에 오르셔야 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나

는 천하를 안정시키기 위해 온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너희의 뜻을 따

르겠다.”고 하였다. 鹵簿를 궁문에 이르기까지 늘어놓게 하고, 왕은 

儀仗의 앞 열에서 음악이 연주되자 하늘에 절하고 三跪九叩頭의 禮

를 행하였다. 또한 望闕하면서 三跪九叩頭의 禮를 행하였다. 禮를 마

친 후 輦에 올라 武英殿으로 들어가 御座에 올랐다. 옛 明의 관원들

이 모두 엎드려 절하며 萬歲를 크게 외쳤다.122) (강조는 인용자)

위 實錄의 묘사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도르곤이 처음에는 周公의 고사

를 들면서 옛 明의 환관과 문무 관원이 준비한 황제의 儀仗을 극구 마다

하 으나, 결국은 그들이 이끄는 대로 황제의 典禮를 그대로 행하 다는 

점이다. 望闕하면서 三跪九叩頭의 禮를 행한 장면을 제외한다면, 황제만

이 탈 수 있는 輦에 올라 武英殿에 들어가 御座에 앉아 관원들이 외치는 

만세 소리를 듣는 도르곤은 황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123)

122)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己丑(2), “師至燕京. 故明文武官員, 出迎五里外. 

攝政和碩睿親王進朝陽門. 老幼焚香跪迎. 內監以故明鹵簿御輦, 陳皇城外, 跪迎路左, 啓

王乘輦. 王曰: 予法周公輔沖主, 不當乘輦. 衆叩頭曰: 周公曾負扆攝國事, 今宜乘輦. 王

曰: 予來定天下, 不可不從衆意. 令將鹵簿向宮門陳設, 王儀仗前列, 奏樂拜天, 行三跪九

叩頭禮. 復望闕行三跪九叩頭禮. 畢, 乘輦入武英殿陞座. 故明衆官, 俱拜伏呼萬歲.”

123) 朝鮮仁祖實錄 에 수록되어 있는 이 날의 관찰 내용은 實錄의 내용보다 훨씬 생생

하고 구체적이며 전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朝鮮仁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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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상의 모습은 淸의 공식 기록인 實錄의 묘사이기 때문에 당시 

도르곤의 겸손함과 淸軍 입성의 웅장함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장과 오해가 많았다고 전해진다.124) 원래 北京 성내에 널리 퍼졌던 소

문에 따르면 明의 太子 朱慈烺이 吳三桂의 軍中에 있어 5월 2일에 吳三

桂의 군대를 이끌고 입성한다고 하 다. 이 소문을 전해 들은 옛 明의 

遺老와 太監들이 위에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明의 황제를 위한 鹵簿와 

御輦을 대기시켜 놓고 융숭한 환  의식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다. 그러

나 막상 당일 오전에 멀리 먼지를 날리며 다가오는 大軍의 정체는 그들

이 기다리던 明의 太子가 아니라 바로 辮髮을 하고 異服을 한 攝政王 도

르곤과 淸軍이었다.125)

卷45, 仁祖 22년 5월 23일, “한편 2일에는 일찍 출발하여 皇城을 둘러 나갈 적에 九

王(도르곤)이 황제에게서 지난번에 받은 황색 儀仗을 前導로 삼고, 가마를 타고서 북

을 치고 피리를 불며 갔습니다. 그리하여 朝陽門으로부터 들어가 대궐문 근처에 이르

니, 錦衣衛의 관원이 황제의 黃屋轎와 儀仗으로 구왕을 맞이하 습니다. 구왕은 황옥

교를 타고 의장을 앞길에 배열하고서, 長安門으로부터 들어가 武英殿에 당도하여서는 

황옥교에서 내려 걸상에 올라 앉아, 金瓜와 玉節을 궁전 앞에 나열시켰습니다. 신은 

이때 구왕의 참모관과 함께 동서로 나누어 앉아 있었습니다. 환관을 불러 流賊의 형

세와 皇城이 함락된 이유를 물으니, 환관이 대답하기를 ‘流賊이 2월경부터 皇城을 포

위하여 大砲와 火箭으로 城中을 공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을 지키던 군졸들은 

여러 달 동안 군량을 공급받지 못하여 모두 싸울 마음이 없어져서 밖으로 흩어져 나

가 있다가 미처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4-5堞씩을 지키다가 도

저히 버틸 수 없어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적이 마침내 성을 타고 

넘어오니, 황제와 황후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태자와 皇子인 세 왕은 그들에게 붙잡

혔습니다. 그 후 황성의 백성들이 황제와 황후를 황성에서 1백 리쯤 떨어진 북쪽 鎭

山에 장사지냈습니다.’고 하 습니다. 적이 이미 성에 들어와서는 국호를 大順이라 하

고, 원년의 연호를 永昌이라 하고서 황제라 자칭한 지 42일 동안에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 침탈하는 행위를 금지했었는데, 山海關에서 패배하여 돌아온 이후로 성중의 재

물과 보화를 모조리 수탈하여 가지고 가면서 화약으로 궁전과 여러 성문을 불태웠으

나 다만 인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구왕이 황성에 들어가자 황성의 백성들이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마주잡고서 경의를 표하 으며, 심지어는 만세를 부르는 자도 있었습

니다. 그리고 성중의 크고 작은 官員 및 환관 7-8천 명이 또한 모두 명함을 내 고 

와서 배알하 습니다. 궁전이 모두 불탔는데 오직 武英殿만이 우뚝하게 홀로 남아 있

었고, 內禁川과 外禁川의 玉石橋도 파손된 데 없이 완연하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124) 周遠廉 · 趙世瑜, 2008, p.144. 

125) 도르곤이 이끄는 八旗軍이 正白旗와 鑲白旗 기 때문에, 그들의 軍旗가 모두 흰 색

인 것을 보고 마중을 나갔던 사람들이 모두 태자와 吳三桂가 崇禎帝의 發喪을 준비한 

것으로 오해했다고도 전해진다. 彭孫貽, 流寇志 卷12,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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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淸의 北京 遷都

1. 도르곤의 ‘北京 朝廷’과 점령 정책

順治 원년(1644) 4월 9일 盛京을 출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5월 2일 北京 入城에 성공한 도르곤은 北京 및 인근 지역의 수많은 문

무 관원과 백성을 대면하게 되었다. 北京 점령에 성공한 淸의 최고 사령

관 도르곤은 곧바로 점령지 北京을 어떻게 운 해 나갈지 스스로 판단하

고 실천에 옮겨야 했다. 北京의 武英殿에 오른 도르곤의 계획과 결정은 

盛京의 崇政殿에 앉아 있는 황제 順治帝의 명령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 다.

본 장에서는 順治 원년(1644) 5월 2일 淸軍이 北京에 입성한 직후부

터 9월 19일 順治帝가 北京에 도착하기 전까지 北京에서 또 하나의 朝

廷과 다를 바 없는 모습과 활동을 보인 도르곤의 사령부를 ‘北京 朝廷’

이라 칭하고, 그들이 펼친 北京 접수 노력과 다양한 점령 정책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北京에 입성한 다음날 5월 3일, 도르곤은 곧바로 총 3건의 令旨를 내

렸다. 우선 첫 번째로 北京의 백성들이 농민군의 잔당을 색출하고 붙잡

는다는 명분으로 서로 분분히 고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데 오용되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러한 무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 다.1) 그리고 두 번째는 兵部에 내린 아래의 令

旨이다.

지금 本朝가 燕京에 새로 도읍을 정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天下의 

軍民을 모두 우리의 赤子로 여겨 水火에서 구출하고 보전하려 한다. 

각처의 城堡에 檄文을 소지한 인원을 파견하여 招撫하게 하는데, 檄

文이 도착한 날에 곧바로 薙髮하고 귀순하면 地方官은 각 一級 승진

1)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庚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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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軍民은 그 遷徙를 면해 준다. 투항한 문무 관원은 즉시 錢糧

의 장부와 兵馬의 數目을 직접 챙겨 가지고 京師로 와서 朝見하라. 

귀순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薙髮하지 않는 것은 의심을 품고 관

망하려는 뜻이다. 응당 지방의 遠近을 헤아려 기한을 정하고 이에 맞

추어 京師로 오면 헤아려 은혜를 더하겠다. 만약 기한을 넘겨도 京師

에 이르지 않는 것은 확실히 抗拒에 속하므로 반드시 죄를 물어 병

사를 동원하여 토벌하겠다. 朱姓의 각 王이 귀순하면, 또한 그 王爵

을 빼앗지 않고 예전대로 恩養을 더한다.2) (강조는 인용자)

위 令旨에서 도르곤은 우선 “지금 本朝가 燕京에 새로 도읍을 정한 것

이”(今本朝定鼎燕京)3) 단순한 정복과 약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의 

백성을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다시금 확인하 다. 그

리고 北京 인근의 地方官과 軍民에게 귀순을 장려하면서, 특히 투항한 

문무 관원으로 하여금 京師로 직접 와서 자신을 알현하고 錢糧의 장부와 

兵馬의 현황을 보고하게 하 다.4) 이는 무력 토벌이 아닌 평화적인 초

무를 유도하여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기한 내에 투항할 

경우에는 승진과 遷徙 면제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한을 어길 경우

에는 무력 토벌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활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北京 인근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도르

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令旨의 내용이 지방관의 임명 및 상벌과 관련되었음에도 吏部를 

2)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庚寅(3), “今本朝定鼎燕京, 天下罹難軍民, 皆吾赤子, 

出之水火而安全之. 各處城堡, 著遣人持檄招撫, 檄文到日, 薙髮歸順者, 地方官各陞一級, 

軍民免其遷徙. 其爲首文武官員, 即將錢糧丹籍、兵馬數目, 親齎來京朝見. 有雖稱歸順, 

而不薙髮者, 是有狐疑觀望之意. 宜核地方遠近, 定爲限期, 屆期至京, 酌量加恩. 如過限

不至, 顯屬抗拒, 定行問罪, 發兵征剿. 至朱姓各王歸順者, 亦不奪其王爵, 仍加恩養.”

3) 5월 3일 현재 淸은 아직 北京을 새로운 수도로 정한다는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심지

어 도르곤은 北京 입성에 대한 소식을 ‘盛京 朝廷’에 아직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황

에서 “定鼎”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물론 이 令旨가 후대의 윤색을 거쳐 작성된 

實錄의 기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도르곤의 北京 遷都 건의와 이에 대한 

‘北京 朝廷’과 ‘盛京 朝廷’의 반응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4) “朝見”이라는 표현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도르곤의 황제와 다름없는 위상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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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지 않고, 錢糧 장부의 보고와 관련되었음에도 戶部를 포함시키

지 않았으며, 또한 朱姓 각 王의 王爵과 관련되었음에도 禮部를 언급하

지 않은 채 오로지 兵部에만 令旨를 내린 것을 보면, 위 내용은 본격적

인 실무 처리를 위한 지시사항이 아닌, 초무와 투항 권유의 전체적인 가

이드라인을 兵部에 확인시키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5) 그리고 地方官

이건 軍民이건 간에 淸에 충성을 약속하는 표지는 바로 薙髮로서, 특히 

투항한 문무 관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薙髮한 채로 京師에 출두하여 직

접 자신의 상태를 보여야 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도르곤은 옛 明의 內外 관원과 民人에게 다음과 

같은 세 번째 令旨를 내렸다.

각 아문의 관원은 모두 예전대로 임용할 것이니 조속히 (원래의) 職

名을 신고하라. 만약 허위로 꾸며 사칭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賊을 

피하여 原籍으로 돌아갔거나 山林에 은거한 자들도 보고하면 모두 

원래의 관직으로 채용한다. 兵丁 중에는 從軍을 원하는 자도 있고 歸

農을 원하는 자도 있는데, 관할 관원으로 하여금 兵部로 보내 각각 

머물게 하거나 보내게 한다. 귀순한 官吏와 軍民은 모두 薙髮하게 하

고, 衣冠은 모두 本朝의 제도를 따르도록 하라. 각 관원은 마땅히 옛 

明의 陋習을 철저하게 고쳐 함께 忠廉에 힘쓰고 백성을 착취하여 이

익을 추구하지 말라. 우리 朝廷의 신하는 뇌물을 받지 않고 사리사욕

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며 원한을 갚지 않으니, 이를 어기면 반드

시 무겁게 처벌하겠다. 새로 복속한 모든 관원과 백성이 만약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반드시 처벌하고 國法으로 용서하지 않겠다.6) 

5) 여기서 유의할 점은 淸의 정식 六部는 엄연히 盛京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본 절에 등장하는 北京 점령 정책의 수행 기구인 ‘北京 朝廷’의 六部는 이전 舊明의 

조직에 도르곤과 함께 들어온 만주 대신과 漢官들이 추가된 다소 애매한 조직이었을 

것이다. ‘盛京 朝廷’이 北京으로 옮겨와 완전히 정착하기 전 北京 및 중원에 대한 통

치를 수행했던 北京의 관료 기구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기약

하기로 한다.

6)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庚寅(3), “各衙門官員, 俱照舊錄用, 可速將職名開報. 

如虛飾假冒者罪之. 其避賊回籍、隱居山林者, 亦具以聞, 仍以原官錄用. 兵丁願從軍, 或

願歸農者, 許該管官送至兵部, 分別留遣. 凡投誠官吏軍民, 皆著薙髮, 衣冠悉遵本朝制度. 

各官宜痛改故明陋習, 共砥忠廉, 毋朘民自利. 我朝臣工不納賄、不徇私、不修怨, 違者必

置重典. 凡新服官民人等, 如蹈此等罪犯, 定治以國法不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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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兵部에 내린 令旨가 北京 인근의 지방 관원과 백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위에 보이는 세 번째 令旨는 주로 중앙 아문의 관원과 

北京에 머물고 있는 백성을 포용하기 위한 제안으로 보인다. 우선 각 아

문의 관원이 예전의 관직을 신고하면 원래의 관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7) 기존의 질서를 하루 빨리 회복하기 위해

서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이전 관원들의 복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

다.8) 그리고 北京에 남아 있던 군사들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淸軍을 따

라 從軍하거나 歸農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귀순의 증거로 薙髮과 衣冠을 비롯한 겉모습은 모두 淸의 제도

를 따르고, 특히 관원들은 옛 明 朝廷에 만연했던 풍조를 쇄신하고 새로 

충성을 다하여 소박한 태도로 업무에 복귀해야 했다.9) 도르곤은 亡國의 

관원과 이전 明 朝廷의 부정부패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

다.10) 옛 明의 京師인 北京을 그들의 새로운 京師로 운 하고자 하는 도

르곤의 입장에서 이전 明의 관원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 던 

동시에, 기존의 모습을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통제의 대상이기

도 했다.

한편 당시 北京의 상황은 새로 들어온 만주에게도, 남아 있는 옛 明의 

7) 투항 漢人 관료에 대한 우대 정책은 入關 전 홍타이지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현직의 明 관원이 투항하는 경우 그 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民人이 관

원을 사살하고 투항해 오는 경우에는 살해된 자의 관직을 그대로 수여하 으며, 단신

으로 투항해 오면 생활의 방편을 제공하고,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는 경우에는 그 인

원수에 따라서 관직을 수여하 다. 孫文良, 淸太宗全傳 ,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3, pp.107-148.

8) 3일 후 5월 6일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內閣, 六部, 都察院 등의 京官들을 原職 그대

로 등용하여 만주 관원들과 함께 일을 처리하게 하 다.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

년 5월 癸巳(6).

9) 일찍이 만주는 사치와 반대되는 소박함[gulu]과 순수함[nomhon]을 자신들의 특징으

로 꼽았다. 이러한 덕목을 소위 “滿洲簡樸之道”라고 불렀는데, 누르하치 시절부터 절

약 정신을 강조하여 사치와 방탕에 젖어있는 남방의 漢人과 스스로를 구별하는 기준

으로 삼아왔다. 또한 乾隆 연간에는 “만주의 법도”[manjusai doro]로서 國語(만주어), 

騎射와 함께 소박한 생활을 꼽기도 하 다. Mark C. Elliott, 2001, pp.284-285.

10) 한 달 뒤 6월 20일에도 도르곤은 內外 관원들에게 만연한 뇌물 수수 풍조를 舊明의 

惡習과 연결시키면서, 이후 절대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梟示에 처하겠다고 강력히 천

명하 다.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6월 丙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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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과 軍民에게도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특히 北京 성내의 식량 사정

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도르곤과 함께 北京에 머물고 있던 昭顯世子 일

행은 5월 3일 당시의 열악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 다.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군병들은 九王(도르곤)의 標旗가 세워져 있어

야만 출입할 수 있었다. 배종한 사람들이 매우 고단하였으나, 성 밖

에 있는 員役들은 임의로 성에 들어올 수 없었다. 마초와 식량이 다 

떨어졌어도 民家에 출입하는 것을 매우 엄하게 금하였기 때문에, 비

록 약간 남은 노자가 있어도 민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바꾸어 올 수

가 없었다. 또 성 밖은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들판에 푸른빛이라

고는 전혀 없어 人馬의 굶주림이 이곳에 이르러 더욱 심하였다.11)

이 같은 사정은 實錄 등 淸 측의 史料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北京 입성이라는 눈부신 업적 뒤에 감추어진 北京의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도르곤의 출정 직후 4월 13일 洪承疇의 자문에도 잘 나

타나 있지만, 北京 함락의 가장 큰 목표는 사실 北京에 쌓여 있는 막대

한 전리품이었다.12)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는 정반대로 山海關 전투 이후

의 실제 상황은 洪承疇가 예견했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 버렸

다. 즉, 전투에서 패한 李自成은 北京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가옥과 

궁전을 모두 불태워 버렸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성내에 식량이 전혀 남

아 있지 않아 北京에 도착한 淸軍의 군량을 대는 것은 물론이고 北京 성

내의 많은 인구를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도

르곤은 軍兵의 北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민간과의 교류도 금하 다. 

예전의 약탈과 살인이 만주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약탈과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北

京에 정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11) 심양일기 4 , p.104(176), “凡軍兵出入城門者, 有九王標旗然後, 方得出入. 陪從甚爲

孤單, 而員役之在城外者, 不得任意入城, 蒭糧罄竭, 而閭家出入之禁極嚴, 故雖有些少餘

資者, 亦不得貿換於民間. 且城外遠近, 野無靑色, 人馬飢乏之患, 到此益甚焉.”

12) 淸世祖實錄 卷4, 順治 원년 4월 庚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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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朝鮮仁祖實錄 은 文學 李䅘13)의 보고를 통해 당시 北京의 식량 

부족 상황을 위 심양일기 의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

다.

上(仁祖)이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나올 때에 城中(北京)의 人心은 

이미 진정되었던가?”고 하니, 대답하기를, “兵火를 연이어 겪은 데다 

또 마침 큰 가뭄이 들었고 가깝고 먼 전답이 모조리 兵馬에 짓밟혀

서 도성 밖 수백 리 들판에 푸른 풀포기 하나 없었습니다. 성중 사람

들은 서로 모여 도적이 되니,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우환이 많습니

다.”고 하였다. 또한 上이 이르시기를, “창고의 저축은 얼마나 되던

가?”고 하니, 대답하기를, “明朝에서 축적해 놓은 것이 매우 많았으

나 대부분 流賊들이 가져가 버렸고,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여러 해 된 

케케묵은 쌀뿐이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을 먹이기도 

하고 혹은 자신들이 먹기도 하였습니다만, 胡의 풍속은 대부분 고기

와 우유로 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우 몇 숟

가락만 먹어도 며칠 동안 복통을 앓곤 합니다.”고 하였다.14)

위 기록도 實錄을 비롯한 당시 淸 측의 어떠한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적나라한 묘사이다.15) 명목상 北京이라는 가장 큰 전리품을 얻었음

13) 文學 李䅘는 세자 侍講院의 正五品 관원으로, 도르곤의 山海關 전투와 北京 입성에 

동행했던 昭顯世子가 5월 24일 도르곤의 허락을 받고 잠시 盛京으로 귀환한 뒤 그동

안의 전쟁 경과를 仁祖에게 보고하기 위해 조선으로 파견되었다. 李䅘는 8월 21일 

한양에 도착하여 仁祖가 소집한 비변사 당상과 대신들의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明의 

멸망, 流賊의 상황, 도르곤의 정책, 北京의 민심 등에 대한 仁祖의 다양한 질문에 답

하 다.

14) 朝鮮仁祖實錄 卷45, 仁祖 22년 8월 23일, “上曰: 爾等出來之時, 城中人心, 其已鎭

定耶. 對曰: 連經兵火, 又値大旱, 遠近田疇, 盡爲兵馬所蹂躪, 城底數百里, 野無靑草. 城

中之人, 相聚爲盜, 多有殺越奪掠之患云. 上曰: 倉儲幾何. 對曰: 明朝畜積甚富, 而盡爲

流賊所取, 餘存者皆積年陳腐之米而已. 淸人或飼其馬, 或自食之, 而胡俗多以肉酪充飢, 

我國之人, 則纔喫數匙, 輒腹痛數三日矣.”

15) 앞서 제2장에서도 조선의 瀋陽日記 , 瀋陽狀啓 및 朝鮮仁祖實錄 에 수록된 다

양한 견문과 묘사가 淸 측의 史料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 측의 기록은 만주가 入關 

전 遼東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入關 후 昭顯世子가 北京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조선으로의 보고가 계속되었

던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조선 측의 자료를 참고하여 淸이 점령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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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도르곤의 ‘北京 朝廷’은 최악의 보급 상황에 봉착해 있었

다. 폐허화된 北京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둘째 치고, 당장 淸軍이 北京에 

주둔해 있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4일 도르곤은 흉흉한 北京 성내의 여론을 자신

의 편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계속될 초무와 점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李自成의 北京 함락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崇禎帝의 發喪 문제 다. 도르곤은 옛 明의 官員, 耆老, 兵

民에게 다음과 같은 令旨를 내렸다.

流賊 李自成은 원래 옛 明의 백성으로 추한 무리를 불러 모아 京城

을 압박하여 함락시키고, 군주를 시해하고 시신까지 손상했으며, 諸

王, 公主, 駙馬, 官民의 재화를 약탈하고 酷刑을 남발하였으니, 실로 

天人이 공분할 일이고 法으로도 誅殺에 그치지 않을 자이다. 우리는 

비록 敵國이었지만 매우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한다. 지금 관원과 民

人 등으로 하여금 崇禎皇帝를 위해 3일간 服喪하게 하니 백성의 도

리를 표하라. 禮部와 太常寺는 황제의 禮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라. 

脫喪하여 상복을 벗은 후에 官民은 모두 규정에 따라 薙髮하게 하

라.16) (강조는 인용자)

그동안 淸이 明의 敵國이었음을 인정하지만, 北京 입성과 앞으로의 군

사 활동은 모두 明을 위한 복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도

르곤이 지시한 崇禎帝에 대한 극진한 의례는 그의 의도대로 옛 明의 관

원과 지식인뿐만 아니라 백성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

다.17) 백성을 구원하고 明을 위해 복수한다는 淸軍의 명분은 北京 점령

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 고, 실제로 服喪 이후 옛 明

京의 모습을 훨씬 풍부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6)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辛卯(4), “流賊李自成, 原係故明百姓, 糾集醜類, 

逼陷京城, 弑主暴屍, 括取諸王、公主、駙馬、官民財貨, 酷刑肆虐, 誠天人共憤, 法不容

誅者. 我雖敵國, 深用憫傷. 今令官民人等, 爲崇禎皇帝服喪三日, 以展輿情. 著禮部、太

常寺, 備帝禮具葬. 除服後, 官民俱著遵制薙髮.”

17) 崔甲洵 · 金相範, ｢淸朝 支配의 理念的 指向과 國家祭祀 運營 -順治~乾隆時期를 중

심으로｣, 역사문화연구 34, 2009, pp.3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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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무관원이 자발적으로 투항해 오는 사례가 급증하 다.

한편 南明 정권의 많은 관원들도 입을 모아 도르곤을 칭찬하 다. 물

론 어느 정도는 도르곤과 和議를 진행하기 위한 사탕발림이기도 했지만, 

이번 도르곤의 조치는 분명히 南明의 입장에서도 감사한 일이었다. 예컨

대 馬紹愉가 吳三桂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淸兵은 逆賊을 죽여 물리치고 

燕京을 회복하 으며, 또한 先帝를 위해 發喪하고 安葬하 으니 온 나라

가 淸朝의 의리에 감격하고 史書에 드리워 원히 전해질 만 합니다.”18)

라고 하 고, 또한 大學士 史可法 또한 도르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도

르곤이 北京에 들어오자마자 자신들의 先皇帝를 위해 發喪하여 예를 다

하고 백성들을 안무한 조치는 明의 신하된 자로서 북쪽을 보고 깊이 절

을 올려야 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칭송하 다.19)

그러나 亡君을 추억하고 나서 옛 明의 문무 관원과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현실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새로운 왕조 淸의 臣民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적이 없던 ‘孝의 시작’, 즉 

온전히 지켜왔던 身體髮膚를 훼손하고 만주의 풍속대로 薙髮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누려 왔던 지위와 특권을 보전해 주고 예전의 의리

를 지키게 해주는 친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배자가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薙髮令이었다. 즉 出仕하고 立身하여 이름

을 후세에 드날리는 ‘孝의 끝’을 보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을 잘라 ‘孝의 

시작’을 어겨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만주의 薙髮令은 모든 남성을 剃髮하여 만주족 전통의 辮髮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었다.20) 入關 전부터 만주는 포로가 되었거나 항복한 자에게 

복종의 증거로 薙髮하게 했는데, 이러한 만주의 전통을 入關 후 중원 지

역의 백성들에게도 적용하여 귀순의 증거로 삼은 것이다. 入關과 함께 

18) 明淸史料 丙編, 第一本, ｢馬紹愉致吳三桂書｣, p.94, “淸兵殺退逆賊, 恢復燕京, 又發

喪安葬先帝, 擧國感淸朝之情, 可以垂史書, 傳不朽矣.”

19) 計六奇, 明季南略 (北京: 中華書局, 2006) 卷2, 史可法答書, p.143.

20) 辮髮 혹은 薙髮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의 머리를 뒷부분만 일부 남기고 나머

지 부분을 깎아 뒤로 길게 땋아 늘인 머리 모양이다. 이러한 두발 형태는 사실 만주

족만의 것은 아니고 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남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던 풍습으로

서, 개인의 사회적 · 정치적 소속감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다. 이시바시 다카오, 2009,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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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관민에게 요구한 도르곤의 薙髮令은 만주가 그동안 학습하고 계승

하고자 했던 金과 元의 선례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21) 다만 淸은 金이

나 元보다 훨씬 촉박하고 엄격하게 진행하 는데, 이는 薙髮 여부로 투

항의 眞否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인 선전 효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었

다.22) 北京을 점령한 것이 만주에게 획기적인 성과 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정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상, 귀순한 관원과 백성에게 확

실한 충성을 약속받는 것은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고 이때 辮髮은 가장 확실한 충성의 표지 다. 그러

나 薙髮令이 정복자 만주에게 중요한 문제 던 만큼, 피정복자 漢人의 

입장에서도 결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음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漢人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며칠 지나지 않아 北京 인근에서 薙髮令

에 저항하는 무장 봉기가 폭발하 다. 順天府 三河縣의 백성들이 縣 아

문을 공격하 다는 소식이 도르곤에게 전해진 것이다. 5월 5일 도르곤은 

三河縣 知縣에게 주의를 기울여 방비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縣의 백성

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薙髮할 것을 재차 지시하 다.23) 다음날 6일에도 

昌平州의 백성이 궐기하여 저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르곤은 급히 

구사어전 바얀과 石廷柱 등을 파견하여 진압에 나섰다.24) 10일과 12일

에도 紅西口 및 天津 등지에서 봉기가 발생하여 구사어전들이 진압에 나

섰다.25) 잇달아 발생하는 北京 인근의 무장 봉기에도 불구하고 도르곤은 

薙髮令을 곧바로 철회하지 않았다. 5월 11일 도르곤은 北京 인근 지역

에서 연이어 발생한 민간 폭동에 대해 투항을 종용하면서도 여전히 薙髮

21) 12세기 金이 遼를 멸망시키고 華北 지역을 점령하면서 薙髮과 服飾에 관한 명령을 

내렸고, 金 太宗 天會 7년(1129)에는 河東, 河北으로부터 멀리는 남방의 漢人에게까

지 辮髮 및 胡服의 풍속을 강요하여, 南宋의 투항 관원이나 사신은 귀순의 증거로 반

드시 薙髮을 해야 했다. 또한 13세기 元이 金의 뒤를 이어 중국을 통치하 을 때도 

역시 辮髮과 胡服을 강요하 고, 그 대상은 漢人을 비롯하여 고려에까지 광범하게 실

시되었다. 全明姬, ｢順治初期의 反淸運動 硏究 -薙髮令과 漢族의 抵抗運動을 中心으

로｣, 淑大史論 10, 1979, pp.82-84.

22) Frederic Wakeman Jr., 1985, pp.646-650.

23)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壬辰(5).

24)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癸巳(6).

25)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丁酉(10); 己亥(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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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 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토벌 의

지를 내비쳤다.26) 

그러나 도르곤의 고집은 오래 가지 못하 다. 점차 전장이 확대되고 

투항해 오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도르곤은 5월 24일 兵部에 令旨를 내

려 귀순 관원에 대한 방침을 다시 한 번 고지하 다.27)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등은 처음 5월 3일에 내린 令旨와 거의 비슷했지만, 가장 눈에 띄

는 차이점은 바로 귀순의 전제 조건이자 도르곤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았던 薙髮을 잠시 유보하 다는 점이다. 즉, “나는 예전에 귀순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 薙髮을 하게 하여 順逆을 가리고자 하 다. 지금 

듣건대 이것이 民人을 크게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내가 民人을 

文敎로 안정시키려는 원래의 마음과 다른 것이다. 지금 이후 天下의 臣

民은 예전대로 束髮하고 모두 편한 대로 따르게 하라.”28)고 하여, 기존

의 강경한 입장에서 후퇴하 다. 薙髮令 실시 이후 연이어 발생한 北京 

인근 州縣의 무장 봉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귀순의 증거로 요구한 薙

髮이 오히려 귀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현실이 도르곤에게 큰 부담

이 되었던 것이다.29) 물론 도르곤은 薙髮令의 포기가 백성을 위한 것이

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후의 사정으로 볼 때 北京 인근 지역의 

시급한 안정을 위해 한 발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30)

26)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戊戌(11).

27)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辛亥(24).

28)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辛亥(24), “予前因歸順之民, 無所分別, 故令其薙

髮, 以別順逆. 今聞甚拂民願, 反非予以文敎定民之本心矣. 自茲以後, 天下臣民, 照舊束

髮, 悉從其便.”

29) 훗날 順治 2년(1645) 5월 南京을 함락하고 南明 弘光 정권을 멸망시킨 후 중원 정

복에 자신감을 갖게 된 淸 朝廷은 6월 15일 禮部에 諭旨를 내려 그동안 유보해둔 薙

髮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 다. 北京城 내외는 10일을 기한으로, 각 省 또한 布告가 

하달된 후 10일을 기한으로 모두 薙髮을 실시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반역을 꾀한 流

寇와 마찬가지로 重罪에 처한다고 하 다( 淸世祖實錄 卷17, 順治 2년 6월 丙寅

(15)). 이처럼 入關 후 薙髮令의 실시는 淸軍의 중원 진출 상황과 긴 하게 연동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0) 몇 개월 후 順治 원년(1644) 7월 順治帝가 盛京에서 北京을 향해 출발하자 도르곤

은 아예 직접적으로 沿途 지역에 薙髮을 면한다는 令旨를 내렸다. 이는 順治帝의 이

동 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投誠 작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초조한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그런데 總兵官 郝之潤은 薙髮 면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오히려 標下의 관원과 병정의 薙髮을 완료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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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漢人들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明에 몰래 투항했던 몽골

인이나 淸으로부터 도망친 만주인과 몽골인을 다시 품으려는 노력도 보

인다. 도르곤은 6월 1일 이들에게 令旨를 내려, “너희들이 숨어서 나오

지 않는 것은 明으로 도망쳐 온 것 때문에 斬刑에 처해질까 두려워서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전란을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절대 살육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

고 투항해 와서 다시 大淸의 보살핌을 받으라.”고 권유하 다.31) 北京에 

도착한 도르곤은 漢人뿐만 아니라 淸을 배신한 전력이 있는 만주인과 몽

골인마저도 새로운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들을 포

용하려 한 것이다.

사방에서 귀순해 오는 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도르곤의 ‘北京 朝廷’

은 어느새 어엿한 모양새를 차리게 되었다. 예컨대 5월 27일 도르곤은 

武英殿에서 옛 明의 禮樂을 배경으로 친히 御座에 올랐고 大學士 이하 

문무 群臣의 稱賀를 받았다.32) 北京의 紫禁城에서 도르곤은 엄연한 황제

로 보 다. 도르곤은 그날 退朝하면서 관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잘못

을 보면 즉시 지적하여 타이르는데, 내가 섭정한 이래 너희들은 나의 잘

못을 한마디도 간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도리에 맞는 일이겠는가.”33)

라며 그들의 수동적인 태도를 탓하면서, 앞으로 타당하지 않은 일이 있

을 때 반드시 솔직하게 간언할 것을 주문하 다.

당시 도르곤은 ‘盛京 朝廷’을 대신해서 北京의 모든 정무를 도맡아 처

리하고 있었고, 北京의 紫禁城에서 황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황제

하 다. 도르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薙髮하지 말라는 姑息策을 沿途의 장관들에

게 지시한 것인데, 郝之潤은 굳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보고를 올린 

것이다. 요컨대 도르곤은 順治帝가 아직 北京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그간 

이룩한 업적을 훼손할 수 있는 薙髮令을 마음대로 시행할 수 없었다. 內閣大庫檔案

#059967-001, ｢紫馬三關總兵官郝之潤揭帖｣(順治 원년 7월).

31)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冊, 順治 원년 6월 1일, pp.30-31. 이 내용은 實錄

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內國史院滿文檔案에만 보이는 도르곤의 令旨로서, 北京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淸을 도망쳐 明에 투항한 만주인과 몽골인들이 적지 않았음을 보

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32)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甲寅(27).

33)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甲寅(27), “予見爾等有過, 即行誡飭. 乃予自攝政以

來, 並未聞爾等一言規諫, 豈所行盡合於道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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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할 법한 이야기를 신하들과 나누고 있었다.34) 같은 맥락에서 8월 8

일에 도르곤이 禮部에 내린 令旨를 살펴보면, 개국 초 시급한 정국에 啓

本이나 奏本을 올릴 때 古典을 인용하거나 꾸미는 말이 너무 많아 효율

적인 정무 운 을 방해한다며, 앞으로는 요점만 간추려서 핵심만 일목요

연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하 다.35) 이와 같은 사례들은 결국 도르곤의 

‘北京 朝廷’이라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기 實錄과 內國史院滿文檔案의 기사들

을 날짜별로 서로 대조해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實錄에는 

주로 도르곤이 내린 令旨와 정책 실시 등 ‘北京 朝廷’의 활동이 주로 수

록되어 있는 것에 반해, 內國史院滿文檔案에는 順治帝가 받은 보고 내용

이나 遼東 지역의 상황, 그리고 다른 버일러들의 신상 변화 등 소위 ‘盛

京 朝廷’을 위주로 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같은 날짜에 서로 같

은 내용이 보이기도 하고, 특히 ‘北京 朝廷’의 도르곤이 ‘盛京 朝廷’의 順

治帝에게 보고한 내용은 양쪽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實錄은 北京 

중심’, ‘內國史院滿文檔案은 盛京 중심’이라는 공식이 거의 예외 없이 적

용되어 있다. 예컨대 도르곤이 北京에서 내린 令旨와 주요 정책, 투항 

관원에 대한 정보와 李自成의 잔당에 대한 추격 전황 등 ‘北京 朝廷’의 

상황은 도르곤이 盛京으로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한 內國史院滿文檔

案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반대로 實錄에는 ‘盛京 朝廷’

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과 조치를 아주 간략하게 한두 줄로 정리하거나 

아예 수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內國史院滿文檔案 기사의 주체

는 거의 예외 없이 ‘盛京 朝廷’의 順治帝인 반면, 實錄 기사의 주체는 많

은 경우 攝政王 도르곤의 이름으로 기사가 시작된다.

34) 실제로 ‘北京 朝廷’ 관원들의 상주문은 거의 예외 없이 攝政王 도르곤을 수신자로 

삼았고, 그들의 건의에 반응을 보인 것도 결코 ‘盛京 朝廷’이 아니라 도르곤이었다. 

특히 도르곤이 北京에 입성한 順治 원년(1644) 5월부터 順治帝가 北京에 입성하여 

즉위식을 올리는 10월까지 약 5개월 간 漢人 관료의 수많은 상황 보고와 정책 건의

는 모두 北京에 있는 도르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孫甄陶, ｢淸史貳臣傳及淸初政局｣, 
淸史述論 , 香港: 亞洲出版社, 1957, pp.10-15.

35) 內閣大庫檔案 #038196-001, ｢攝政王令旨諭禮部啓奏本章宜簡｣(順治 원년 8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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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史料만 놓고 본다면 順治 원년(1644) 9월 順治帝가 北京에 

도착하기 전까지 淸 朝廷은 도르곤의 ‘北京 朝廷’과 順治帝의 ‘盛京 朝

廷’으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도르곤의 ‘北

京 朝廷’의 활동에 더 무게가 실릴 만큼 도르곤의 北京 접수와 점령 정

책은 入關 직후 淸의 역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北京 점

령 후 도르곤의 계획과 실천은 곧 淸의 운명과 직결되었으며, 도르곤이

야말로 順治帝를 비롯한 淸 朝廷의 모든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

력자 다.36) 이러한 측면에서 北京의 안정적인 장악은 도르곤에게 가장 

중요한 권력 기반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아버지 누르하치와 형 홍타이지

가 이룩하지 못한 과업을 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도르곤에게 새로 정복한 

北京은 곧 자기 권력의 化身이자 상징이었기 때문이다.37)

그러나 北京의 조속한 안정을 꾀하는 도르곤의 바람과 노력에도 불구

하고, 北京의 어수선한 상황은 쉽게 정돈되지 않았다. 6월 10일 順天府

府丞 兼管府尹事 張若麒38)는 淸軍의 입성 이후 北京의 혼란한 상황을 

36) 권력의 창출 면에서 도르곤 정권은 홍타이지의 황제 권력 확보 과정과 비슷한 부분

이 많았다. 홍타이지는 황제에 오른 뒤 8개의 旗 중 3개의 旗를 장악하여 諸王 가운

데서 우위를 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과 차별화된 존재인 다이칭 구룬의 황제가 

되었다. 도르곤은 홍타이지 사후 풀린을 황제에 앉히고 攝政王에 만족했지만, 홍타이

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총 3개의 旗를 장악하 다. 훗날의 일이지만 順治帝 또한 도르

곤 死後 도르곤의 正白旗를 자신의 수중에 넣고, 鑲黃 · 正黃 · 正白旗를 소위 ‘上三

旗’로 묶어 황제 직할로 만들었다. 즉, 8개의 旗 중 3개 旗를 장악하는 것은 만주에

게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그러나 3개의 旗 확보가 황제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었다는 점은 다름 아닌 도르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도

르곤 또한 홍타이지 死後 3개의 旗를 확보하 지만 결코 자신을 ‘황제’로 칭하지 못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황제’라 부를 수 없었다. 그러나 도르곤의 ‘北京 朝廷’은 

결코 戰時의 과도적이고 임시적인 정권이 아니라, 淸初 황제 권력의 특징을 공유하고 

궤를 같이 하는 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磯部淳史, 2007, pp.22-23의 설명을 

참조.

37) 실제로 順治 원년(1644) 5월 北京에 입성한 뒤 도르곤은 北京에 머무른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농민군의 잔당을 추격하거나 이후 南明 정권에 대한 공략에도 도르

곤은 직접 나서지 않고 北京에 머물면서 모든 작전을 北京에서 지휘하 다.

38) 張若麒(?-1656)는 明-順-淸 세 왕조에 걸쳐 北京을 주 무대로 활동한 ‘貳臣’의 전

형이었다. 그는 山東 膠州 출신으로 崇禎 4년(1631) 進士에 올랐고 北直隸 지역의 知

縣으로 6년간 근무한 뒤 능력을 인정받아 給事中을 제수 받았다. 이어 兵部職方司主

事, 兵部職方司郞中 등을 거쳐 崇禎 14년(1641)에 淸軍이 錦州를 공격해 오자 錦州

前線監軍으로 임명되어 파견되었다. 그는 總督 洪承疇에게 進兵을 건의하 다가 松山 

전투에서 패하여 절반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兵部尙書 陳新甲의 비호로 책임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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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며 도르곤에게 5가지 건의사항을 올렸다.39) 우선 ① 軍 · 民 · 官 

· 商을 모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北京 성내의 거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40) 도르곤은 입성 후 東 · 西 · 中 3城에는 군대를 

머물게 하고 南 · 北 2城에는 民人을 머물게 했는데, 대부분의 民人이 

기거할 곳을 찾지 못해 노숙하거나 너무 많은 民人이 몰려 거주하고 있

다고 보고하 다. 또한 ② 漕運의 불통과 北京의 식량 수급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明의 舊例를 인용하면서 원래 北京의 

軍糧은 전적으로 남방의 漕運에 의지하는데, 지금 河道가 막히고 漕運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京城과 通州의 창고에 있는 식량만으로는 현재 北

京에 주둔하고 있는 淸軍과 北京의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고 진단하

다. 이에 淸軍을 北京 주변의 州縣에 분산 배치하여 流賊에 대한 방어

와 군량 조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고 건의하 다.

그리고 ③ 城外의 逆賊이 횡행하고 도로가 통하지 않아서 비록 商賈가 

있어도 감히 行商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육상 도로와 河道에 모

두 군대를 주둔시키고 관원을 두어 상인을 보호하고 통상 경로를 확보해

야 한다고 주장하 다. 近畿 지역의 상황만이라도 우선 호전시킬 수 있

다면 곧 商賈가 알아서 물자를 원활하게 유통시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다음 ④ 北京 인근 지역 농민의 경작지를 보전하고 생업에 착수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 다. 京城 부근 100리 내외의 

경작지가 모두 軍馬에 짓밟혔고, 마침 농번기임에도 淸軍이 경작지 부근

궁 받지 않았다. 그러나 崇禎 15년(1642)에 松山城이 淸軍에게 함락되고 洪承疇가 

사로잡혀 淸에 투항하자 張若麒는 寧遠에서 北京으로 도망쳤으나 崇禎帝는 오히려 그

에게 死罪를 내렸다. 崇禎 17년(1644) 3월 大順軍이 北京을 점령하고 감옥을 열어 

모든 죄수를 풀어주었는데, 張若麒는 이에 감격하여 李自成에게 투항하 다. 그는 明

의 監軍 경력을 바탕으로 大順 정권에서 兵政府尙書에 올랐고, 山海防禦使로서 특히 

山海關의 吳三桂에게 투항 권유 사절로 파견되기도 하 다. 그러나 山海關으로 요격

을 나갔던 李自成의 군대가 대패하고 5월 도르곤이 北京에 입성하자 그는 다시 성문

을 열고 투항의 무리에 합류하 다. 그는 吳三桂의 도움에 힘입어 결국 順天府丞 兼

管府尹事에 임명되어 北京 지역의 최고 민정 장관 역할을 수행하 다. 淸史列傳 卷

79, 貳臣傳乙, ｢張若麒｣, pp.6603-6605.

39) 이하 구체적인 건의 내용은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冊, 順治 원년 6월 10일, 

pp.36-38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0) 淸軍의 입성과 旗人의 이주로 촉발된 北京 성내의 거주지 문제와 이에 대한 淸 朝

廷의 대응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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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軍馬를 방목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감히 경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고 보고하 다. 이에 民人의 거주지와 경작지 부근에서 軍馬를 방목하는 

것을 금하고 民人이 경작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면, 곧 民人의 식량이 

충분해질 것이고 軍糧 또한 자연히 충분해 질 것이라고 설득하 다. 마

지막으로 그는 ⑤ 北京의 불안한 치안 상황을 언급하 다. 지금 北京城 

안에서는 백주 대낮에도 살인과 약탈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며, 民

人 거주 지역에 査巡官이나 巡街官을 따로 설치하여 조속히 기강을 세우

고 법을 시행하여 민심을 안정시켜 줄 것을 건의하 다.

비슷한 시기 北京 外城을 관할하고 있던 巡視西城御史 曹溶 또한 6가

지 항목을 도르곤에게 건의하 다. ① 官制를 명확히 하여 책임을 분명

히 하고 서로 미루지 못하게 할 것, ② 屯田, 鹽法, 錢法의 規制를 하루

빨리 정할 것, ③ 兵丁이 말을 방목하여 농작물을 망치게 하지 말 것, 

④ 지방관에게 土賊의 순찰과 체포를 맡게 하여 병력의 수고를 덜게 할 

것, ⑤ 帑金을 동원하여 近畿 지역의 식량을 사들여 창고를 채우고 진휼

에 대비할 것, ⑥ 도적에게 길이 막혀 있는 京師의 연료 공급지 西山 인

근에 병력을 배치하여 약탈을 방지할 것 등의 건의에 대해 도르곤 또한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라며 담당 아문으로 하여금 즉시 시행하게 

하 다.41)

또한 8월 6일 巡視南城御史 趙開心은 北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현상을 지적하 다.42) 우선 ① 생업을 제대로 안정시켜 주지 

않는다면 성 안의 백성이 성 밖의 도적과 내통하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

된다고 하 다. 그리고 ② 旗人이 北京의 民人과 함께 피차 무역을 하면

서 서로 속이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고발하 다. 이어 ③ 

지금 淸의 新錢이 이미 經制에 따라 錢 7文에 銀 1分으로 환산되어 유

통되고 있지만, 明末의 舊錢은 參差가 일정하지 않으니 錢 14文에 銀 1

分으로 확정할 것을 건의하 다.43) 또한 ④ 北京의 풍속을 진단하며 立

41) 淸史列傳 卷78, 貳臣傳甲, ｢曹溶｣, p.6491.

42)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內閣大庫檔案 #038328-001, ｢陝西道監察御史趙開心啓本｣
(順治 원년 8월 6일)을 정리한 것이다.

43) 5월에 北京에 입성한 도르곤이 이미 벌써 淸의 새로운 錢을 주조하고 있었다는 사

실과 함께 明末의 옛 동전도 유통을 허락하지만 그 銀錢 교환 비율이 淸의 錢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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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의 초기에는 응당 移風易俗해서 儉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 으

며, 마지막으로 ⑤ 惡少들이 좋은 옷을 입고 살찐 말을 타고 다니며 稅

課를 거두거나, 거세를 하고 皇室의 宦官이라고 행세하면서 물건을 빼앗

고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고발하 다.

한편 北京 성내에 治所를 두고 있는 大興縣의 知縣 吳聞詩는 7월 24

일 도르곤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 다. 吳聞詩는 淸軍이 北京

을 점령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이 그동안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하나하나 거론하 다. 그런데 자신의 俸銀 지급이 이미 기한을 넘겼고, 

자신과 비슷한 경력을 가진 관원들은 모두 行取되었는데 자신만 누락되

었다며 시정을 요구하 다.44) 그의 불만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明末에 이미 行取의 조건인 지방관 3년 경력을 무사히 마쳤고,45) 

李自成에게 투항하지 않고 고초를 겪다가 北京에 입성한 도르곤을 누구

보다 열렬히 환 하 으며, 도르곤의 令旨에 따라 솔선하여 薙髮하고 錢

糧 장부를 바쳐 加一級 승진의 요건도 모두 갖춘 상황이었다. 이렇게 行

取를 받아 중앙 관리로 승진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고, 더구나 동료 孟

明輔 등도 이전 知縣의 경력을 인정받아 科道官으로 발탁되었는데,46) 자

겨우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錢法과 관련되어 

順治 원년(1644) 7월 한 달만 해도 총 4건의 題本이 보고되는데, 조속한 경제 부양

을 위해 北京에서 當五錢을 제작하자거나 紙幣를 발행하여 유통시키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內閣大庫檔案 #185067-057, ｢戶部啓爲裕國蘇民轉乏爲饒

事｣(順治 원년 7월 25일); 內閣大庫檔案 #038696-001, ｢工部左侍郞葉初春啓本｣
(順治 원년 7월 26일); 內閣大庫檔案 #037390-001, ｢揭報以銅鑄鈔滯重難行｣(順治 

원년 7월); 內閣大庫檔案 #037392-001, ｢揭請購買硬煤以供鼓鑄｣(順治 원년 7월).

44) 內閣大庫檔案 #185067-054, ｢大興縣知縣啓爲祈恩收考事｣(順治 원년 7월 24일).

45) 明代에 知縣이나 推官 중에 科擧 출신자이면서 三年考滿인 자는 지방 고위 관원들

의 保擧와 考選을 거쳐 吏部와 都察院이 논의하여 授職하는데, 이를 行取라 하 다. 

즉, 지방관으로서 3년 경력을 무리 없이 채웠을 경우 중앙 관리로 발탁하는 제도

다. 우수자는 보통 給事中을 제수 받고, 다음은 御史, 그 다음은 六部의 官職을 제수 

받았다. 淸初에도 이를 계승하여 3년에 한 번 실시하 고 雍正 연간 이후에는 점차 

폐지되었다. 車惠媛, ｢18世紀 淸朝에서의 淸官의 位相｣, 中國史硏究 18, 2002, 

p.221; 車惠媛, ｢淸代의 행정개혁과 淸官論의 展開 –康熙年間 前半을 中心으로｣, 歷

史學報 172, 2001, p.205.

46) 孟明輔는 崇禎 5년(1632) 進士로서 明末에 부임지 미상의 知縣을 역임하 고 順治 

원년(1644) 6월에 禮科給事中으로 승진하 다.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6월 癸

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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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그대로 知縣에 머물러 있을 뿐더러 심지어 俸銀까지 지급받지 못하

고 있으니, 그가 이렇게 억울한 심정을 구구절절이 늘어놓는 것도 무리

가 아니었다. 특히 北京 지역의 지방 행정을 책임지는 京縣 知縣으로

서,47) 그동안 도르곤의 北京 접수와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정당한 문제

제기 다. 이에 도르곤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吏部에 조사와 보고를 

명하 다.48) 이상 吳聞詩의 사례는 도르곤의 北京 입성 직후의 상황을 

北京 지방관의 눈을 통해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淸 朝廷의 보상과 우

대를 기대하는 귀순 관원의 심리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49)

도르곤의 ‘北京 朝廷’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귀순과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順治 원년

(1644) 6월 18일 順天巡按御史 柳寅東은 현재 각 관원의 승진과 관직 

제수 상황을 살펴보면, 前朝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여 관직에

서 쫓겨난 이들이나 流賊의 僞官들도 거의 그대로 채용되고 있다며, 淸

47) 順天府 속하의 附郭縣인 大興縣은 宛平縣과 더불어 ‘京縣’이라 불렸다. 두 縣의 知縣

은 皇城 지역을 둘러싼 유일한 親民官으로서, 다른 直省 知縣의 品秩이 正七品인 것

에 비해 正六品으로 加一等 우대되었다. 京縣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제4장 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48) 康熙 大興縣志 에 따르면, 吳聞詩는 順治 원년(1644) 미상월에 刑部主事로 陞任되

었다. 결국 그의 요청대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康熙 大興縣志 卷4, 政事, 職

官.

49) 유사한 사례로 副千戶 宋運臣이 順治 원년(1644) 6월 도르곤에게 올린 揭本을 간략

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宋運臣은 明末에 錦衣衛 衣中所 副千戶로 복무하다가 도적을 

체포한 공적을 인정받아 參將으로 加陞되어, 崇禎 17년(1644) 2월 27일에 兵部로부

터 승인을 받고 山海車右營參將으로 부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마침 流寇

가 北京을 함락하여 弑君하고 자신은 사로잡혀 고문과 적몰을 당하 다. 다행히 淸軍

이 입성하여 流寇를 소탕하고, 令旨를 내려 明의 舊官 중에 아직 原任을 떠나지 않은 

경우에는 復職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자신은 副千戶의 職을 마치고 막 參

將으로 부임할 순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副千戶가 아닌 參將으로 복직되

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 다. 물론 이렇게 애매한 상황은 특별한 예외가 아

니라, 당시 ‘北京 朝廷’에 합류한 적지 않은 관원들이 가졌을 만한 공통의 문제 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르곤의 批答도 없고 이후 그의 이력도 전혀 알려지지 않아 최종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明의 관원을 그대로 임용한다는 ‘北京 朝廷’의 대원칙 

하에서도 이렇게 애매한 상황과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이었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內閣大庫檔案 #059976-001, ｢錦衣衛副千戶揭爲伏乞敕

部察推事｣(順治 원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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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록 관대한 정치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관원 선발이 필

요하다고 건의하 다.50) 그러나 도르곤은 “귀순 관원들은 이미 추천과 

확인 작업을 거쳤으니 엄하게 가려낼 필요가 없고, 다만 차후 관원의 犯

贓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斬刑에 처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데 그쳤

다.51)

하지만 도르곤도 인재 추천과 등용 과정에 대해 서서히 불만을 표출하

기 시작하 다. 7월 29일 도르곤의 令旨에 따르면 인재 확보의 중요성

을 재삼 강조하면서, 근래 廷臣이 천거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明

末의 舊吏이거나 혁직된 廢員 뿐이고 어찌해서 山林에 은둔하고 명예를 

좇지 않는 인물은 하나도 천거하지 않느냐며 의문을 제기하 다. 앞으로 

천거를 하는 자의 책임을 물어 추천을 받은 사람이 훌륭하면 상을 주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연좌해서 처벌하겠다고 하 다. 그리고 천거하는 문

서에는 鄕貫이나 履歷만 작성하여 올리고, 어떤 관직을 맡길지 혹은 어

느 지역에 부임시킬지 朝廷이 결정할 일을 추천자가 함부로 나서지 못하

게 하 다.52)

또한 도르곤은 都察院, 六科, 監察御史에게 감찰을 업무로 하는 관원으

로서 어떻게 현능한 사람을 단 한 명도 추천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탐

욕스러운 사람을 왜 단 한 번도 탄핵한 적이 없냐며 다그쳤다.53) 바야흐

로 새로운 淸의 역사가 시작될 중요한 순간에 重任을 맡은 ‘北京 朝廷’

의 관원들이 여전히 明의 구태의연함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 도르곤에게 

50) 그의 비판은 일견 타당하고 정곡을 찌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 또한 僞官 출신

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柳寅東은 崇禎 4년(1631) 進士로서 崇禎 17년(1644) 

順天巡按 재임 중에 李自成의 군대가 北京을 공격하자 곧바로 투항하여 直指使를 제

수 받았다. 이후 淸軍이 北京에 입성하자 그는 또다시 투항하여 順天巡按으로 복귀하

다. 그는 많은 貳臣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만주의 특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 후술할 順治 원년(1644) 12월 ‘旗 · 民 分治’ 정책을 최초

로 발의한 것은 물론, 이후 圈地의 확대 실시와 관련된 일련의 상소까지 그는 당시 

北京 지역에서 충실한 만주의 하수인으로 활약하 다.

51)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6월 甲戌(18). 柳寅東은 또한 만주의 鞭責이 五刑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시정을 요구하 으나, 도르곤은 여기에 대해서도 별다

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52) 明淸史料 丙編, 第三本, ｢都察院揭帖｣(順治 원년 7월 29일), p.221.

53) 明淸史料 丙編, 第三本, ｢都察院揭帖｣(順治 원년 7월 29일),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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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불만이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도르곤은 8월 17일 兵部에 令旨를 내

려 “각 지방의 귀순한 문무 관원 중에는 불분명한 태도로 망설이며 형세

를 관망하고, 겉으로는 귀순을 하 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하 다.54)

마지막으로 도르곤의 ‘北京 朝廷’이 실시한 점령 정책 중 몇 가지 중요

한 조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淸의 새로운 臣民으로 포섭된 백

성들이 새로운 왕조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을 세금 정책을 살펴보자. 7

월 17일 도르곤은 明末의 三餉 加派를 前朝의 가장 가혹한 弊政으로 지

적하면서, 遼餉을 가파하여 백성을 궁핍하게 만들고 도적이 일어나게 만

들어 놓고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剿餉을 가파하고, 또한 변경에서 훈련

을 한다는 명분으로 練餉을 추가로 징수한 것이 정규 세금의 몇 배에 달

하 다고 비판하 다. 이에 도르곤은 順治 원년(1644)을 시작으로 正額 

이외의 일체의 加派를 모두 蠲免한다고 선포하 다.55) 이러한 도르곤의 

결정은 지금까지 많은 兵亂을 겪어온 백성과 지방 아문이 기대할 수 있

는 최고의 혜택이었다.56)

다만 유의할 점은 淸軍이 北京을 점령한 5월 2일 이후의 세금은 예전

처럼 그대로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8월 8일 도르곤은 令旨를 내려 

5월 1일 이전의 세금을 모두 면제한다는 방침을 공지하는 한편, 5월 2

일 이후의 세금은 舊例에 따라 확실히 거두되, 이를 따로 本色으로 거두

지 말고 銀으로 절납하게 하 다.57) 이를 통해 ‘北京 朝廷’의 세금 정책

은 결코 모든 세금에 대한 면제가 아니라 체납액 면제라는 점, 그리고 

54) 淸世祖實錄 卷7, 順治 원년 8월 壬申(17).

55) 淸世祖實錄 卷6, 順治 원년 7월 壬寅(17).

56) 다만 淸初 三餉 加派 금지의 실상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었

다. 즉 수차례 반복된 三餉 징수 금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새로운 명목으로 계속 

존재하 고, 賦稅의 蠲免 또한 실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얼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에 백성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明末과 비교해 보았을 

때 淸初는 결코 ‘輕徭薄賦’의 시대가 아니었고, 淸 朝廷의 새로운 정책이 당시 사회경

제 회복에 미친 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 다. 이상 陳支平, ｢淸初地丁錢糧徵收

新探｣, 中國社會經濟史硏究 , 1986-4, pp.88-95; 陳鋒, ｢淸初‘輕徭薄賦’政策考論｣, 
武漢大學學報 , 1999-2, pp.80-85; 黃仁宇, 阿風 等譯, 十六世紀明代中國之財政與

稅收 ,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2001, p.361 등을 참조.

57) 內閣大庫檔案 #038194-001, ｢攝政王令旨諭戶部蠲免錢糧｣(順治 원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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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은 淸軍의 北京 입성 당일인 5월 2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58)

이 밖에도 明末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잡다한 세금 항목과 징수 과정

에서 드러나는 여러 비효율적인 문제들 또한 도르곤이 당장 풀어야 할 

숙제 다. 예컨대 7월 29일 順天巡按 柳寅東의 보고에 따르면, 近畿 지

역에서 驛遞의 부담이 너무 크니 이를 토지에 따라 銀을 부과해서 인원

을 모집하면 백성의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하 다. 또한 京師로 올려 

보내는 錢糧의 항목이 번다하고 어떤 항목은 운송비용이 원래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는 각 항목을 총합하여 이것을 계절별

로 나누어 府로 올려 보내고 이를 수합하여 戶部로 올릴 것을 건의하

다.59)

다음으로 사회 안정을 위한 민간의 越訴와 誣告 금지 조항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이는 7월 17일 도르곤이 내린 令旨에 잘 나타나 있는데, 李

自成이 北京을 휩쓸고 간 뒤 여염에서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서로 다

투고 소송을 거는 일이 많아져서 越訴나 誣告가 만연해 있었다. 소송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곧 風俗이 각박해지고 민간의 재물이 낭비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했다. 도르곤은 이러한 풍조를 쇄신하기 위해 5월 2일 새

벽 이전을 기점으로, 京師에서건 지방에서건, 사건이 크건 작건, 이미 발

각되었건 아직 발각되지 않았건, 완결되었건 아직 완결되지 않았건 간에 

모든 소송과 관련된 罪를 사면한다고 반포하 다. 만약 이를 어기고 5월 

2일 이전의 소송을 다시 거론할 경우 고발자를 처벌하고, 그것을 수리한 

관원 또한 처벌한다고 하 다. 한편 5월 2일 이후에 발생한 구타나 폭

력, 戶婚과 田土 문제 등의 세세한 고발 안건은 道 · 府 · 州 · 縣의 지

방 관원이 판결하여 완결하고,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만 巡撫와 按察使가 

58) 규정대로 거두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자 했을 때는 도르곤 또한 ‘盛京 朝廷’

의 윤허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25일 도르곤은 특별히 內閣學士 來袞을 

盛京으로 파견하여 盛京의 攝政王 지르갈랑에게 서신을 전달하게 하 다. 예전에 遼

東에서 만주의 방식대로 滿人에게 징수했던 糧草 및 漢人에게 징수했던 糧布 등의 雜

稅를 北京에서는 모두 응당 蠲免해 주어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각 항목의 

雜稅를 징수할지 여부도 따로 皇上의 결재를 바란다고 하 다. 淸初內國史院滿文檔

案譯編 中冊, 順治 원년 6월 25일, p.44.

59) 淸世祖實錄 卷6, 順治 원년 7월 甲寅(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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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을 수리하고 이를 京師로 보내 通政司를 거쳐 刑部에서 판결하게 한

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 다. 그리고 北京의 五城御史는 응당 수리해야 

할 고발만 접수하고 기 이나 중대한 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못

하게 하여, 많은 사람이 北京으로 와서 함부로 越訴하는 행위를 근절하

고자 하 다.60)

이와 같이 淸軍이 北京에 입성하기 전에 발생한 모든 범죄와 소송을 

없던 것으로 처리한 것은 明末 이래 문란해진 풍속을 다스리기 위한 결

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복잡하게 얽힌 소

송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도르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北京의 새로

운 주인이 된 淸의 입장에서 明 혹은 順 정권 치하에서 발생한 범죄 행

위를 처벌할 근거나 권한, 명분 등이 취약하거나 애매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61) 예컨대 도르곤이 北京에 입성하기 2개월 전 崇禎 17년(1644) 

3월 2일에 明의 北京에서 발생한 未決 소송을 淸이 과연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永昌 원년(1644) 4월 2일에 順의 北京에서 발생한 

범죄를 淸이 처벌할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등은 결코 간단한 문제

가 아니었다. 즉 明의 복수를 위해 順 정권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北京

을 점령한 淸으로서는, 그들이 도착하기 이전의 사건 사고에 대해 明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지, 順 정권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지, 아

니면 자신들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르곤은 이전의 범죄와 소송을 모두 없던 것으

로 선언하고, 차후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해결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겠

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도르곤의 ‘北京 朝廷’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일종의 선긋기 고, 명분과 현실의 괴

리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선택이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淸軍의 北京 입성이 의도치 않게 달성된 만큼 

60) 明淸史料 丙編, 第一本, ｢攝政王諭官吏軍民人等令旨｣(順治 원년 7월 17일), p.90.

61) 入關 후 3개월이 지난 順治 원년(1644) 8월에 刑科給事中 孫襄이 淸의 새로운 律令 

제정을 건의하 고, 이후 順治 3년(1646)에야 비로소 大淸律集解附例 가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內閣大庫檔案 #038708-001, ｢刑科給事中孫襄啓本｣(順治 원년 8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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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곤의 초기 北京 점령 정책도 다소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北京의 안정적인 장악은 당시 도르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권력 기반이었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넘길 수 없는 문제 다. 北

京이라는 최대의 전리품을 얻은 도르곤은 이미 ‘騎虎之勢’에 처해 있었

고, 이는 결국 北京 遷都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귀결되어야 했다.

2. 遷都의 준비와 실행

그렇다면 北京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淸의 새로운 수도로 자리매김하

게 되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淸은 언제부터 北京을 그들의 새로운 수

도로 염두에 두게 되었을까? 지금까지도 그 진상을 보여주는 사료가 확

인되지 않기 때문에, 선행 연구 또한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

하 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대신 관점을 바꾸어 당시 

‘北京 朝廷’과 ‘盛京 朝廷’의 의견 교환을 집중 조명해 보고, 특히 도르곤

의 北京 遷都 준비 작업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해답의 실마

리를 찾아보기로 한다.

‘北京 朝廷’의 도르곤은 北京 입성에 관한 소식을 입성 후 열흘이 지난 

5월 12일에 ‘盛京 朝廷’에 보고하 다.

臣이 大軍을 이끌고 燕京으로 나아가니 山海關 以西의 각 城堡로부

터 文武 將吏가 모두 앞 다투어 表文을 받들고 투항해 왔습니다. 4

월 26일에 流賊 李自成이 金銀幣帛을 모조리 긁어모아 長安으로 실

어 보냈고, 30일에는 宮闕을 불태우고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臣은 內

外의 藩王과 버일러, 버이서, 公, 구서어전, 護軍統領 등을 보내 군대

를 이끌고 추격하게 하였습니다. 臣은 나머지 병사를 친히 이끌고 5

월 2일 燕京에 도착하였습니다. 京城의 文武 관원, 耆老, 士庶가 모

두 성을 나와 영접하며 항복하였고 巳刻(오전 10시 경)에 入城하였

습니다.62)

62)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己亥(12), “臣統大軍, 前往燕京, 自山海以西各城



- 119 -

사실 도르곤이 보고한 위 내용은 지금까지 살펴본 實錄이나 內國史院

滿文檔案에 수록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만주가 그토록 염원해 

마지않았던 北京을 마침내 점령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치고는 너무 간결

해 보인다. 중요한 승전보에 으레 보이는 화려한 修飾, 예컨대 하늘과 

선조의 보살핌 덕분이었다든지, 황제의 功德에 힘입었다든지 등의 의례

적인 표현은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시간 순서대로 결과만을 

간결하게 나열하고 있다.

5월 12일에 도르곤이 작성한 北京 점령 소식은 5월 15일 ‘盛京 朝廷’

에 전해졌다. 順治帝는 盛京에 남아 있는 攝政和碩鄭親王 지르갈랑과 諸

王, 버일러, 群臣을 이끌고 拜天 의식을 거행하 고 御殿에 올라 慶賀禮

를 받았다.63) ‘盛京 朝廷’의 攝政王 지르갈랑은 만 · 몽 · 한의 대소 관

원들을 이끌고 北京 점령을 경하하는 表文을 올려, ‘北京 朝廷’의 攝政王 

도르곤의 공적을 치하하고 이를 모두 順治帝의 크나큰 洪福과 功德으로 

돌렸다.64) 順治帝는 慶賀禮를 치루고 난 바로 다음날 16일에 北京을 평

정했다는 승전보를 朝鮮과 외번몽고의 諸王 및 버일러에게 宣示하 다. 

그리고 3일 후 5월 18일에는 學士 詹霸와 侍衛 바타이(Batai, 巴泰)를 

北京으로 보내 도르곤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諭旨를 전하게 하 다.65)

堡, 文武將吏, 皆爭先奉表迎降. 四月二十六日, 流賊李自成, 盡括金銀幣帛, 載發長安. 

三十日, 自成焚燬宮闕遁走. 臣隨遣內外藩王貝勒、貝子、公、固山額眞、護軍統領等, 率

師追擊. 臣親率餘兵, 於五月初二日抵燕京. 京城文武官吏、耆老、士庶, 悉出城迎降, 以

巳刻入城.”

63)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壬寅(15). 그런데 實錄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

리한 반면, 內國史院滿文檔案에서는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구체적인 의례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는 도르곤의 ‘北京 朝廷’과 順治帝의 ‘盛京 朝廷’, 그리고 實

錄과 內國史院滿文檔案의 미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冊, 順治 원년 5월 15일, p.16.

64) 內閣大庫檔案 #038170-001, ｢攝政鄭王吉兒哈朗賀得京表｣(順治 원년 5월 15일). 

表文 중에 攝政 睿王을 ‘頴王’으로, 流賊의 우두머리 李自成을 ‘李志誠’으로, 明의 晉

王 朱審烜을 ‘朱新宣’으로 잘못 표기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는 만주어 원건을 한문

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생각된다.

65)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乙巳(18). 한편 이 날 파견된 侍衛 바타이는 약 

한 달 뒤 6월 22일에 北京으로부터 돌아와 順治帝에게 復命하며 도르곤의 表文과 上

奏文을 전달하 다.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6월 戊寅(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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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北京 점령 보고로부터 한 달 뒤 6월 11일 도르곤은 北京 遷都의 

당위성과 順治帝를 北京으로 맞이하겠다는 ‘北京 朝廷’의 논의 결과를 

‘盛京 朝廷’에 上奏하 다.

攝政和碩睿親王 도르곤이 諸王, 버일러, 大臣 등과 함께 응당 燕京에 

수도를 세워야 함을 논의하여 정하였다. 輔國公 툰치허(Tuncihe, 

吞齊喀), 호토(Hoto, 和托)와 구사어전 何洛會 등을 보내 奏本을 소

지하고 御駕를 맞이하게 하였다. 상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

늘의 보살핌과 皇上의 洪福을 받들어 이미 燕京을 함락하였습니다. 

臣이 거듭 생각해 보건대, 燕京은 지세와 풍경이 뛰어나 예로부터 興

王의 땅이었기 때문에 明 또한 이곳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지금 기왕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으니 皇上께서는 이곳으로 遷都하시어 천

하를 안정시킨다면, 천하의 중심에서 통치함이 온 누리와 祖宗에 두

루 미쳐 천하가 우러르는 마음을 위로하고 사방이 화목해지는 福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皇上께서는 심사숙고하시

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66)

위 實錄의 기사는 도르곤이 北京에 도착한 뒤 順治帝에게 北京 遷都를 

언급한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이를 전후하여 盛京에서건 北京에서건 北

京 遷都에 대해 順治帝나 도르곤 혹은 大臣들이 논의한 흔적은 현재 어

느 史料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北京을 점령한 뒤 수도를 옮기

자는 논의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서로의 진 은 어떠한 논리로 논쟁을 벌 는

지 등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볼 방법도 없고 섣불리 추론하기도 힘들다. 다만 위 기사에 의

거한다면 도르곤은 北京에 있는 諸王, 버일러, 大臣 등과 함께 北京 遷

都를 먼저 합의하 고, 이 결정을 ‘盛京 朝廷’에 전달하여 윤허를 바라는 

66)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6월 丁卯(11), “攝政和碩睿親王多爾袞, 與諸王、貝

勒、大臣等定議, 應建都燕京. 遣輔國公吞齊喀、和托, 固山額眞何洛會等, 齎奏迎駕. 奏

言: 仰荷天眷, 及皇上洪福, 已克燕京. 臣再三思, 惟燕京勢踞形勝, 乃自古興王之地, 有

明建都之所. 今既蒙天畀, 皇上遷都於此, 以定天下, 則宅中圖治, 宇內朝宗, 無不通達, 

可以慰天下仰望之心, 可以錫四方和恒之福. 伏祈皇上熟慮俯納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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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北京 朝廷’ 내에서도 北京 遷都에 대한 의견 수렴이 순조롭게 진

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朝鮮仁祖實錄 에 수록된 文學 李䅘의 보고에 따

르면, 도르곤의 동복형이자 도르곤과 함께 北京에 입성한 英王 아지거가 

北京 遷都를 강력하게 반대하 다고 한다. 아지거는 도르곤에게,

처음 遼東을 얻었을 때 살육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淸人이 遼民에

게 살해되었다. 지금 마땅히 군대의 위세를 빌어 燕京의 백성을 대대

적으로 도륙하고 난 뒤 諸王을 남겨 燕都를 지키게 하고, 大軍은 돌

아가 瀋陽을 지키든지 아니면 물러나 山海關을 보전하는 것이 훗날 

걱정이 없을 것이다.67)

라고 하 고, 이이 대해 도르곤은

先皇帝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北京을 얻는다면 곧바로 수

도를 옮겨 大業을 도모하라.”고 하셨다. 하물며 지금은 人心이 아직 

안정되지도 않았으니 (北京을) 버리고 東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68)

고 반박하 다. 정리하자면, 아지거는 누르하치 시절 처음 遼東을 점령

했을 때 滿 · 漢 同居로 인해 발생한 학살 사건을 근거로 하루빨리 北京

을 떠나 盛京으로 귀환할 것을 주장하 고, 도르곤은 先帝 홍타이지가 

진작부터 北京으로 遷都하기 원했다는 것을 근거로 北京에서 大業을 도

모해야 한다고 대립한 것이다.69) 北京 遷都에 대한 의견 충돌로 아지거

67) 朝鮮仁祖實錄 卷45, 仁祖 22년 8월 23일, “初得遼東, 不行殺戮, 故淸人多爲遼民所

殺. 今宜乘此兵威, 大肆屠戮, 留置諸王, 以鎭燕都, 而大兵則或還守瀋陽, 或退保山海, 

可無後患.”

68) 朝鮮仁祖實錄 卷45, 仁祖 22년 8월 23일, “先皇帝嘗言, 若得北京, 當卽徙都, 以圖

進取. 況今人心未定, 不可棄而東還.”

69) 朝鮮仁祖實錄 에 수록된 아지거와 도르곤의 대화는 北京 遷都에 관한 거의 유일한 

논쟁 장면으로서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인용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제1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홍타이지는 만주 대신과 투항 漢人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北京 

공략을 신중하게 생각했고, 北京을 얻어 새로운 수도로 삼는 것도 당장은 요원한 일

로 여겼다. 그런데 이렇게 先皇帝가 北京 遷都를 원했다는 도르곤의 주장을 뒷받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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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르곤 사이에 악감정이 생겼다는 李䅘의 보고를 들은 仁祖는 이어 

北京으로 이주한 청나라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 고, 李䅘는 정확

한 수치를 보고하는 대신 鳳凰城을 비롯한 遼東 지역의 淸人이 이주를 

시작하 으나, 대부분 고향 떠나기를 싫어하고 盛京에 곡식이 여물어 이

주 결정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70) 이상 朝鮮

仁祖實錄 의 기록은 昭顯世子와 동행한 조선 관원의 見聞에 의지한 것이

기는 하지만, 도르곤의 北京 遷都 계획과 실행이 예상만큼 순조롭게 진

행되지 않았던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北京 遷都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바

로 北京의 치안 유지와 성내 주민의 안정적인 통제 다. 예컨대 5월 17

일 도르곤은 北京 내외의 城門을 지키는 官兵을 배치함과 동시에 士卒들

이 민간의 재물을 搶奪하지 못하게 엄금하 다.71) 또한 다음날 18일에

는 宮女를 은닉하거나 주인 없는 재물과 자녀를 가로채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家産을 적몰한다는 명을 내렸다.72)

특히 도르곤은 淸軍의 범죄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 다. 正黃旗 니

야한(Niyahan, 尼雅翰) 니루73) 소속 3명이 民家의 개를 도살하고 저항

하는 개 주인에게 화살을 쏜 사건이 발생하자 도르곤은 화살을 쏜 사람

을 즉시 斬하고 나머지는 각 鞭一百에 처하고 귀와 코를 뚫게 하 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의 재물을 강제로 취하는 경우에 아무리 작은 물건이

라도 모두 鞭八十에 귀를 뚫는 엄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지시하 다.74) 

또한 니루장긴 등의 八旗 관원을 본보기 삼아 무겁게 처벌한 사례도 있

었다. 니루장긴 李都, 黃得功, 王奎職은 昌平州에서 멋대로 駝馬를 방목

했다는 죄목으로 革職되었고, 또 다른 니루장긴 郭紀元은 민간의 부녀자

를 강간한 죄목으로 棄市에 처해졌다.75)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北京 지

만한 홍타이지의 실제 언행을 淸 측 史料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주장

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70) 朝鮮仁祖實錄 卷45, 仁祖 22년 8월 23일.

71)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甲辰(17).

72)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乙巳(18).

73) 보통 王公이나 관원을 가리킬 때는 이름 앞에 爵位나 官位가 붙지만, 일반 旗人을 

가리킬 때는 아무개 니루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74)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5월 癸巳(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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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조속한 안정과 치안 유지를 위한 一罰百戒의 본보기 다.

비단 士卒과 하급 관원뿐만 아니라 5월 24일에는 만주 諸王과 大臣에

게 令旨를 내려 성실과 충성을 새삼 강조하기도 하 다. 하늘이 도와 중

원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럴 때일수록 각자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힘

써 충성해야 한다며, 자기 분수에 맞는 富貴를 넘어 눈앞의 이익만을 추

구하거나, 재화를 탐닉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몰래 뇌물을 받고 사

사로이 봐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論功할 때에 이전의 功이 있더라도 이

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76) 특히 한 순간의 이익을 취하려

다가 후대 자손에게까지 이어질 이익을 놓치지 말라는 엄포는 비단 말단 

士卒뿐만 아니라 최고위 諸王과 大臣까지 단단히 단속하여 北京의 안정

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르곤의 苦心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6월 10일 도르곤은 涿州參將 朱萬齊에게 北京 인근 지역의 流

賊 진압과 안정화 방침에 관한 令旨를 내렸다.77) 淸軍의 入關과 北京 점

령 이후에도 北京 인근의 州縣에서는 여전히 농민군의 잔당과 다양한 배

경을 가진 도적떼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르곤은 당장의 

北京 遷都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北京 인근 州縣에 대한 약탈과 공격을 

철저하게 진압해야 했으며, 이들을 하루빨리 척결하여 北京을 중심으로 

하는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을 복원해야 했다.

또한 같은 날 燕山左衛鎭撫官 李繼祖는 北京 지역의 순찰 인원을 늘려

서 유동인구가 많고 불안 요소가 많은 北京의 치안을 잘 유지해야 한다

고 주장하 다. 北京 지역은 재물이 쌓여 있고 官民이 사방에서 모여들

며 商賈가 왕래하는 要地이기 때문에 원래 도적이 발생하기 쉬운데, 지

금 도적들은 武裝하여 도로를 막거나 變裝하여 민가와 점포로 들어가 搶

奪을 행하니 이는 현재 民人이 파산하고 고통 받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하

다. 이에 巡捕提督 1員, 東 · 西兩營 參將 2員, 把總 18員을 두어 각

자 관할 구역에 따라 밤낮으로 순찰하여 逆匪를 적발하고 야간의 행인을 

75)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6월 乙酉(29).

76) 內閣大庫檔案 #038144-001, ｢攝政王令旨諭諸王及大臣各盡厥職｣(順治 원년 5월 

24일).

77)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冊, 順治 원년 6월 10일,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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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히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하 다. 또한 佐貳官 1員과 主政官 1員

을 두어 巡街官의 활동을 감독하고 성과를 기록하게 하여 功過를 나누면 

모두가 업무에 충실해 질 것이라 하 다.78) 이는 北京에 주둔하고 있는 

淸軍과는 별개로 전문적인 순찰 관원을 추가하자는 건의로서, 당시 北京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중 하나 다.

또한 6월 17일 도르곤은 李自成의 北京 점령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窮民에 대한 구제를 지시하 는데, 특히 鰥寡孤獨 및 乞丐를 조사하고 

錢糧을 지급해 주었다.79) 그런데 이는 단순한 貧民 구제를 위한 것이 아

니라, 京城 내의 유동인구를 조사하여 치안을 확보하려는 더 큰 목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淸軍이 北京에 

입성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淸軍과 관련된 유언비어가 北京 

성내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6월 18일 도르곤이 京城 내외의 軍民

에게 내린 令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我朝는 流寇를 물리쳐 난리를 안정시키고 燕京에 도읍을 세워 백성

이 나라의 근본임을 깊이 새기고 있다. 民生을 안정시키기 위해 大小 

諸臣과 진심으로 함께 거행하지 않음이 없는데도, 人民은 난리를 겪

은 후에 놀라움과 의심이 가시지 않아 아직도 訛言을 퍼트리고 있으

니 매우 놀랍고 괴이하다. 근래 듣건대 (우리가) 7~8월 사이에 동쪽

으로 돌아간다는 헛소문이 있다고 한다. 우리 國家는 兵力에 의지하

지 않고 오직 德化에 힘써 萬方을 다스리려 한다. 지금 燕京이야말로 

수도로 정한 땅인데, 무슨 이유로 여기에 수도를 세우지 않고 또다시 

동쪽으로 가려 하겠는가. 지금 大小 各官과 將士 등이 家屬을 이끌고 

날짜에 맞추어 도착할 것이다. 너희 民人은 어찌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간사한 무리가 고의로 선동하는 것과 流賊의 간첩이 헛소문을 만들

어 미혹하는 것만 믿는가. 이에 특별히 두루 曉示하니 우리 國家가 

나라를 평안히 다스리고 백성을 안무하려는 지극한 뜻을 알도록 하

라.80) (강조는 인용자)

78)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冊, 順治 원년 6월 10일, p.36.

79)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6월 癸酉(17).

80) 淸世祖實錄 권5, 順治 원년 6월 甲戌(18), “我朝剿寇定亂, 建都燕京, 深念民爲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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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곤이 접한 北京 성내의 유언비어는 淸軍이 원래 본거지인 동쪽, 

즉 遼東으로 곧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도르곤은 淸

이 北京에 수도를 정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淸軍은 武力에 의지하지 않고 

德으로 백성을 돌보려 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관원과 장병들이 家屬

을 이끌고 遼東으로부터 北京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하 다. 그러면서 

도르곤은 北京을 버리고 돌아간다는 소문은 流賊의 간첩이 北京을 선동

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하 다.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면, 도르곤의 위와 같은 설명이야말로 “확실한 

증거도 없는” 변명에 가까웠다. 우선 도르곤이 ‘盛京 朝廷’에 처음으로 

北京 遷都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은 6월 11일이었고, 불과 일주일이 

지난 현재 6월 18일에는 ‘盛京 朝廷’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北京 朝

廷’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 다. 즉 “燕京을 수도로 정했다.”는 말 자체는 

도르곤의 ‘北京 朝廷’의 의지일 뿐 여전히 淸 朝廷의 공식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동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당시 아지거 등 일부 諸

王과 만주 대신이 北京을 살육하고 盛京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도르

곤과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 또한 “지금 大小 各官과 將士 등이 家屬을 이끌고 오고 있

다.”는 말도 아직 ‘盛京 朝廷’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한 도르곤이 마음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81) 요컨대 北京에서 돌고 있던 

소문은 결코 근거 없는 헛소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北京

의 흉흉한 사정과 ‘北京 朝廷’의 조급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盛京 朝廷’의 遷都 결정이 아직 北京에 전해지지 않았음

本. 凡可以計安民生者, 無不與大小諸臣, 實心擧行, 乃人民經亂離之後, 驚疑未定, 傳布

訛言, 最可駭異. 聞有訛傳, 七八月間東遷者. 我國家不恃兵力, 惟務德化, 統馭萬方. 自

今伊始, 燕京乃定鼎之地, 何故不建都於此, 而又欲東移. 今大小各官, 及將士等, 移取家

屬, 計日可到. 爾民人豈無確聞, 恐有奸徒故意鼓煽, 並流賊奸細造言搖惑. 故特遍行曉示, 

務使知我國家安邦撫民至意.”

81) 후술하겠지만 실제로 順治帝 이하 盛京의 대소 관원과 旗人들이 北京으로 이주를 

시작한 것은 8월 20일 이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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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도르곤은 馮銓 등을 파견하여 明 太祖를 비롯

한 明의 황제들에게 祭文을 올려 淸이 北京에 새로 도읍을 정하고 천하

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 다.

바야흐로 流寇 李自成이 明 황실을 顚覆시켜 國祚가 이미 다하였다. 

나는 逆寇를 몰아내어 없애버리고 燕都에 새로 도읍을 정하였다. 생

각건대 明은 一代之運을 타고 천하를 얻었으나 四時가 변하는 것처

럼 明의 운명 또한 바뀌었으니, 이는 비단 明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天地의 정해진 운수이다. 宗廟之主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자고

로 정해진 例가 있다. 그런데 한 때 천하의 주인이었던 것을 생각하

면 함부로 가볍고 무례하게 할 수 없으니, 지금 이렇게 옮기는 연유

를 관원을 파견하여 제사지내 고한 뒤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한

다.82)

우선 이렇게 중차대한 작업이 ‘盛京 朝廷’의 順治帝가 아닌 ‘北京 朝

廷’의 도르곤의 명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83) 도르곤은 北京에 새롭게 도읍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盛京 朝廷’의 

어떠한 응답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北京의 관원이나 백성들에

게 선전한 바 있지만, 明 太祖의 位牌 이전과 관련된 왕조 차원의 공식

적인 행사를 통해 다시 한 번 北京 遷都를 기정사실로 확정하고 있다. 

위 祭文을 올린 바로 다음 날 6월 28일 도르곤은 明 太祖 洪武帝의 神

牌를 北京의 歷代帝王廟에 안치시켰다.84) 이는 明을 이미 멸망한 옛 왕

조로 규정하는 행위로서, 앞선 崇禎帝에 대한 發喪과 더불어 淸이 明을 

완전히 대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도의 정치행위 다. 문제는 

아직 順治帝가 北京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盛京 朝廷’에 따로 보고조차 

82)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6월 癸未(27), “茲者流寇李自成, 顚覆明室, 國祚已終. 

予驅除逆寇, 定鼎燕都. 惟明乘一代之運以有天下, 歷數轉移, 如四時遞禪, 非獨有明爲然, 

乃天地之定數也. 至於宗廟之主, 遷置別所, 自古以來厥有成例. 第念曾爲一代天下主, 罔

宜輕褻, 茲以移置之故, 遣官祀告, 遷於別所.”

83) 위 내용은 ‘盛京 朝廷’에는 전혀 보고되지 않은 내용으로, 內國史院滿文檔案 등에서

도 전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84)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6월 甲申(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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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행해졌다는 점이다.

한편 盛京의 順治帝는 6월 11일 도르곤이 北京 遷都를 건의한 이후 6

월 26일 北京으로 관원을 파견하여 도르곤을 비롯한 北京의 諸王, 버일

러, 버이서, 公 및 將士들에게 北京을 평정하고 流寇를 토벌한 功으로 

牛羊을 각각 賞으로 내렸다.85) 비록 北京 遷都에 대한 ‘盛京 朝廷’의 논

의는 史料 상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順治帝를 비롯한 ‘盛京 朝廷’

은 도르곤 이하 ‘北京 朝廷’의 將領들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7월 8일 ‘盛京 朝廷’은 上帝, 太廟, 福陵 등에 祭官을 파견하여 

중원을 평정한 사실과 北京 遷都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공식적으로 선포하

다. 이 날 實錄의 기사에는 祭文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

다. 먼저 上帝에게 고한 祭文은 비교적 간결한데, 하늘이 우리 淸에게 

옛 明의 ‘燕土’를 하사하시니 寇亂을 평정하고 이곳으로 遷都하여 京師

를 燕京에 두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86) 반면 太廟와 누르하치의 福陵에 

바친 祭文은 좀 더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臣이 듣건대 流寇 李自成이 거침없이 반역을 꾀하여 明의 ‘北京’을 

함락시켜 崇禎帝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곧바로 攝政睿親王 

도르곤을 奉命大將軍으로 삼고 군대를 통솔하여 西征에 나섰습니다. 

山海關에 미처 도착하기 전에 明의 總兵 吳三桂가 사자를 보내 우리 

군대를 환영하면서 문을 열고 귀순해 왔습니다. 우리 병사는 즉시 그 

날로 대오를 정비하여 入關하였습니다. 李自成은 馬步軍 20여 萬을 

이끌고 우리에게 저항해 왔습니다. 大將軍 도르곤이 三軍을 독려하여 

한 번 전투로 그들을 패배시키니, 40여 리를 추격하여 사로잡고 죽

인 자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賊은 앞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낭패

하여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우리 大兵이 그 뒤를 쫓으며 지나가는 

郡縣을 안무하고 곧바로 ‘燕京’에 도달하니, 李自成은 크게 놀라 明

의 궁궐을 불태우고 급히 陝西로 도망쳤습니다. 大將軍은 다시 精兵

을 골라 각 王과 구사어전 등으로 하여금 賊을 뒤쫓게 하였습니다. 

85)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6월 壬午(26).

86) 淸世祖實錄 卷6, 順治 원년 7월 癸巳(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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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친히 군대를 이끌고 入京하여 백성을 安撫했습니다. 大軍은 

賊兵을 추격하여 眞定의 慶都縣에 이르러 두 번 크게 싸워 패퇴시키

니, 賊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河北, 山東, 

山西의 郡縣 人民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앞 다투어 잇달아 귀순하

였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皇祖께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 온 소망입

니다. 이에 특별히 삼가 고하여 하늘에 계신 靈을 위로합니다. ‘燕地’

는 歷代 帝王이 수도로 삼은 곳으로 諸王과 朝臣이 모두 이곳을 새

로운 수도로 청하고 있습니다. 臣은 뭇사람의 뜻에 따라 ‘燕’으로 遷

都하여 하늘이 내려주신 백성을 어루만지고 억만년이 지나도 흔들리

지 않는 基業을 세우겠습니다.87)

祭文에 묘사되어 있는 淸軍의 山海關 전투와 北京 입성 과정은 그간 

도르곤이 보고해 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별히 새로운 부분도 없

다.88)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표현은 바로 “燕으로 遷都”하는 것이 

“뭇 사람의 뜻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그간 遷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祭文에서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北

京에 새로운 수도를 두는 것이 先帝의 뜻이라거나 혹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역대로 수도 던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른다는 식의 설명은 아무래도 좀 미진해 보인다. 더

구나 6월 11일 도르곤이 北京 遷都를 상주한 이후 7월 8일 順治帝가 위

87) 淸世祖實錄 卷6, 順治 원년 7월 癸巳(8), “告太廟文曰: 臣聞流寇李自成, 鴟張肆逆, 

陷明北京, 崇禎帝自經. 隨命攝政睿親王多爾袞, 爲奉命大將軍, 統師西征. 未抵山海關, 

明總兵吳三桂遣使來迎我師, 比至開門納款. 我兵即以是日, 整伍入關. 自成猶擁馬步軍二

十餘萬, 逆我顔行. 大將軍多爾袞, 奮張三軍, 一戰敗之, 追逐四十餘里, 俘斬無算. 賊首

尾不相顧, 狼狽西遁. 我大兵躡其後, 撫諭所過郡縣, 直抵燕京, 自成惶懼, 焚明宮闕, 竄

走西秦. 大將軍復簡精兵, 令各王同固山額眞等, 統領追賊. 隨親率師入京, 安撫百姓. 其

大軍追擊賊兵, 至眞定之慶都, 兩戰兩敗之, 賊勢益不支, 鳥獸駭散. 河北、山東、山西郡

縣人民, 悉聞風歸降, 接踵恐後. 此皆我皇祖之素志也. 茲特虔告, 仰慰在天之靈. 至燕地

爲歷代帝王都會, 諸王、朝臣請都其地. 臣順衆志, 遷都於燕, 以撫天畀之民, 以建億萬年

不拔之業. 謹告祭. 福陵文同.”

88) 다만 實錄에 수록된 祭文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遷都의 대상이 되는 도시를 ‘北京’, 

‘燕京’, ‘燕地’, ‘燕’ 등으로 일관되지 않게 쓰고 있다는 점은 다소 의문스럽다. 아마도 

만주어 원문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보이지만, 현재 만주어 원

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 대해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는 없

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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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祭文을 올리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實錄을 비롯한 淸의 어떠한 공

식문서에도 北京 遷都에 대한 ‘盛京 朝廷’의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

실은 이러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리고 비록 “뭇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다름 아닌 

‘北京 朝廷’의 攝政王 도르곤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

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祭文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山海關 전투의 

승리와 北京 입성, 그리고 농민군 잔당의 토벌까지 北京 遷都가 가능하

게 된 거의 모든 조건을 도르곤이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北京 遷都를 

사실상 결정한 것도 ‘盛京 朝廷’의 順治帝나 攝政王 지르갈랑이 아니라 

‘北京 朝廷’의 도르곤이었다. 물론 史料의 제한 탓에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힘들지만, 北京 遷都와 관련된 ‘盛京 朝廷’의 수동적인 모

습은 확실히 도르곤에게 크게 치우쳐 있는 당시 淸의 권력 구조를 고스

란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하겠다.

7월 8일 祭文을 올린 ‘盛京 朝廷’은 한 달여의 준비 끝에 8월 20일 마

침내 入關 전 만주의 수도 던 盛京을 뒤로 하고 새로운 수도가 된 北京

으로 향하 다.89) 이후 實錄에는 하루하루 順治帝가 머문 지역이 기재되

어 있어 대략적인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入關 직후 촌각을 다투었던 

도르곤의 北京 행군과는 달리, 順治帝의 北京 행렬은 승리 후에 遷都를 

위한 행진이었기 때문에 여정이 비교적 여유로웠다. 서쪽으로 진군을 시

작하여 8월 21일에는 遼河 강변에 이르렀고, 22일에는 遼河를 건너 開

城에 도착했으며, 23일에는 楊石木에 도착하 다. 이어 24일에는 張古臺

口에 머물렀으며, 25일에는 廣城에 도착하고, 26일에는 蘇爾濟에 도착했

다. 27일 順治帝는 행렬을 멈추고 몽고 王公과 버일러들을 알현하고 연

회를 베풀었으며, 28일에는 魏家嶺關을 통과한 뒤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40여 리를 행군하여 廣寧에 도착했다. 29일에는 謝家臺에 머물고, 9월 

1일에는 大陵河에 도착하 으며, 2일에는 小凌河에 이르렀다. 이후 順治

帝의 행렬은 예전 明과 淸의 격전지 던 塔山, 寧遠, 曲樹河堡, 沙河驛, 

前屯衛, 老軍屯 등을 차례로 경과하 고, 9월 9일에는 마침내 山海關에 

89) 淸世祖實錄 卷7, 順治 원년 8월 乙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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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여 山海關總兵 高第 등의 朝見을 받았다. 山海關을 넘은 뒤에는 

深河驛, 兎兒山河, 永平府, 王家店, 豐潤縣, 梁家店, 薊州를 차례로 통과

하 다.90)

그런데 朝鮮仁祖實錄 에는 당시 順治帝의 행차를 상세하게 묘사한 부

분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賓客 任絖이 (소현)세자를 모시고 瀋陽을 출발하여 北京으로 가던 도

중 8월 23일 遼河에 당도하여 馳啓하기를, “서쪽(北京)으로 가는 황

제의 행차가 이미 20일에 출발하였습니다. …… 21일에는 遼河에서 

자고, 22일에는 遼河를 건너 煙臺에 머물러 잤습니다. 황제의 행차가 

앞서가고, 諸王과 八高山(八旗) 및 그 家屬들의 輜重이 그 뒤를 이어 

도로에 가득 찼으며, 兩宮의 행차는 가장 뒤에 따르면서 조금씩 전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으로 헤아려보면, 1천 6백여 리나 되

는 노정이라 한 달 내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비바람을 맞아

가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위아래가 모두 고생하는 모습을 이루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任絖이 또한 아뢰기를, “세자가 

(瀋陽을) 출발하면서 諸王 · 大君과 함께 前汗(홍타이지)의 陵所에 

拜辭하였습니다. 요즈음 北京의 소식을 들으니 모두 말하기를, ‘쌀값

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鳳凰城 서쪽 各鎭에 비축되어 있는 쌀을 모

두 꺼내어 三叉河로 운반해 關內로 옮겨 수송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데, 이는 장구한 방도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91)

우선 위와 같은 자세한 기록이 조선의 實錄에 남아 있는 이유는 도르

곤과 함께 北京에 입성했던 昭顯世子가 順治 원년(1644) 5월 24일 도르

90) 이상 順治帝 행렬의 구체적인 여정에 대해서는 周遠廉 · 趙世瑜, 2008, pp.151-152

의 설명을 참조.

91) 朝鮮仁祖實錄 卷45, 仁祖 22년 9월 6일, “賓客任絖陪世子, 發瀋陽向北京. 八月二

十三日到遼河馳啓曰: 皇帝西行, 已發於二十日. …… 二十一日宿遼河, 二十二日渡遼河, 

止宿煙臺. 帝行在前, 諸王、八高山及其家屬輜重繼之, 彌滿道路, 兩宮之行, 最在於後, 

寸寸前進. 以此計之, 則前路一千六百餘里, 一朔之內, 似難得達. 暴露跋涉, 上下艱苦之

狀, 有難盡陳云. 任絖又啓曰: 世子臨行, 與諸王、大君, 拜辭于前汗陵所. 比聞北京消息, 

則皆言: 米價極貴, 以此罄出鳳城以西各鎭所儲米, 運下三叉河, 以爲轉輸關內之計, 而此

非長久之道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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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의 허락을 받고 盛京으로 귀환한 뒤,92) 다시 8월에 順治帝의 北京 遷

都 행렬과 동행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狀啓로 조선에 보고하 기 때문이

다. 이는 당시 淸 측 자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더

욱이 당시 北京의 열악한 식량 상황을 보여주는 소식까지 첨부하여, 淸 

측의 史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도르곤이 順治帝가 아직 盛京을 떠나기 전 8월 5일 조선국왕에

게 令旨를 내려 올해 수확한 米粟을 北京으로 보내라고 한 사실도 참고

할 만하다.93) 물론 수송과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順治帝가 盛京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도르곤이 직접 조선국왕에게 令

旨를 내려 北京으로 식량을 보내게 한 것은 그만큼 당시 北京의 식량 상

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94)

한편 도르곤은 順治帝가 盛京에서 아직 출발하기 전 8월 18일 禮部에 

令旨를 내려 中外의 문무 관원에게 順治帝 접에 대한 방침을 전달하

다. 聖駕가 통과하는 지방의 대소 문무 관원은 행렬을 공손히 맞이하여 

전송하되 10리 이내로만 나가고, 20리를 넘어가거나 交界 지역을 넘어

서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통솔 인원도 너무 많이 데려가지 말

고 최소한의 인원만 동행하도록 하 다.95) 이는 황제를 맞이하는 沿途 

지역 관원의 과잉 충성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의 불

편함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96)

그러나 정작 도르곤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令旨 말미에 보이는 천

연두에 대한 주의 사항인데, 만약 해당 성내에 천연두가 돌고 있는 지역

92) 심양일기 4 , pp.109-110.

93) 淸世祖實錄 卷7, 順治 원년 8월 庚申(5).

94) 仁祖가 도르곤의 令旨에 따라 보낸 白米 5만여 石은 이듬해 10월 北京에 도착했다. 

淸世祖實錄 卷21, 順治 2년 10월 壬午(4).

95) 內閣大庫檔案 #038199-001, ｢奉攝政王令旨迎送聖駕｣(順治 원년 8월 18일).

96)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8월 29일 天津總督 駱養性은 屬吏

를 이끌고 通州로 나아가 順治帝의 御駕를 맞이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題本을 도르곤

에게 올렸다. 도르곤이 굳이 10리로 확정지어 令旨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明末 錦衣

衛左都督 출신이었던 駱養性은 順治帝를 꼭 접하고 싶다고 조른 것이다. 도르곤은 

批答을 내려, “이미 旨를 내렸으니 信地를 삼가 지키고 通州로 나올 필요가 없다.”고 

타일렀다. 內閣大庫檔案 #185045-031, ｢天津總督啓爲趨迎聖駕事｣(順治 원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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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원은 절대 접을 나가거나 알현하지 못하게 했다. 홍타이지 시기 

시도된 중원 침공 때부터 일찍이 만주의 천연두에 대한 공포는 홍타이지

의 親征은 물론 버일러의 참전에도 많은 제약을 가한 바 있었다.97) 중원 

지역에 처음 발을 내딛는 順治帝 또한 천연두에 아무런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도르곤은 順治帝가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해 천연두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려 한 것이다.98)

그런데 順治帝가 점차 北京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北京 성내에는 또

다시 流言이 돌기 시작했다. 이를 포착하고 다급해진 도르곤은 앞선 6월 

18일에 이어 9월 2일 두 번째 安民告示를 발표하여 뒤숭숭한 北京의 여

론을 잠재우려 하 다.

지금 訛傳을 듣자 하니, 9월내로 聖駕가 京城에 도착하는데 東兵이 

함께 와서 3일 동안 약탈하고 老壯을 모조리 죽여 어린 아이들만 남

겨 놓는다고 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 너희 兵民老幼가 이미 

誠心으로 歸服했는데 무슨 이유로 죄를 씌워 도살하겠는가. 너희들이 

한 번 생각해 보라. ① 지금 皇上께서 億萬에 달하는 將士家口와 함

께 오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이겠는가. 바로 燕京의 軍民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② 이전 東來한 각 관원 중 10여 명에게 督撫, 司

道, 正印 등의 관직을 준 것은 무슨 이유이겠는가. 바로 천하를 통일

하기 위함이다. ③ 이미 盛京의 帑銀을 취해 온 것이 100여 萬에 이

르고 이후 또한 계속 이곳으로 운반해 오는 것은 무슨 이유이겠는가. 

바로 너희 京城 내외의 兵民에게 쓰기 위함이다. 게다가 나는 최근 

山西와 陝西의 백성이 도적의 피해를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병사

를 보내 토벌하게 하였고, 오히려 조속히 평정하여 백성들을 水火에

서 구해내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는데 어찌 京城의 軍民에게 살육을 

자행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은 모두 너희들이 목격한 일이니 더 말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무고하게 流言을 퍼트리고 있는 것은 京師 부

근의 土寇가 고의로 民情을 선동하고 도망가게 하여 그 틈을 타 약

97) 구범진, 2016; Chia-Feng Chang, 2002.

98) 入關한 이후에도 順治帝는 천연두 유행의 가능성이 높은 겨울과 봄이면 은둔 생활

에 들어가 천연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재위 17년 만에 천연두에 

걸려 24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 다. 구범진, 2016,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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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하기 위함이 아니면, 流賊의 간사한 간첩이 몰래 선동하여 지방에 

해를 끼치기 위함일 것이다. 응당 頒示하고 널리 曉諭하여 여러 사람

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99) (번호는 인용자)

앞서 6월 18일 도르곤이 北京 내 유언비어를 해명한 첫 번째 고시문

은 北京 遷都와 관련한 설명이 오히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위에 보이

는 두 번째 고시문은 논리적으로 流言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으며, 무

엇보다 遷都와 관련된 사항을 北京의 軍民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좀 더 설득력 있게 보인다. 특히 중간에 보이는 세 항목의 自問自

答이 告示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① 順治帝가 직접 많은 무리를 이끌

고 北京에 정착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점, ② 遼東에서 온 관원들에게 

중원을 관할하는 관직을 수여한 점, ③ 盛京에 저장되어 있는 재물을 北

京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점 등이 앞으로 北京이 새로운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라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順治帝의 행렬이 점점 北京에 가까

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르곤은 또다시 北京에서 돌고 있는 유언비어를 

접하고 한층 더 초조해졌을 것이고, 그간 4개월에 걸쳐 겨우 이룩해 놓

은 北京의 안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느꼈을 것이

다.

곧이어 9월 7일에는 위에서 언급한 유언비어를 재차 해명하는 令旨를 

내렸다. 도르곤은 大學士 馮銓 · 洪承疇 · 謝陞 및 六部侍郞, 都察院, 詹

事府, 通政司, 光祿寺, 翰林院, 五城御史, 錦衣衛, 鴻臚寺 등 아문의 관원

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99) 淸世祖實錄 卷8, 順治 원년 9월 丁亥(2), “今聞訛傳, 九月內聖駕至京, 東兵俱來, 

放搶三日, 盡殺老壯, 止存孩赤等語. 民乃國之本, 爾等兵民老幼, 既已誠心歸服, 復以何

罪而戮之. 爾等試思: ①今皇上攜帶將士家口, 不下億萬, 與之俱來者, 何故. 爲安燕京軍

民也. ②昨將東來各官內, 命十餘員爲督撫、司道、正印等官者, 何故. 爲統一天下也. ③

已將盛京帑銀, 取至百餘萬, 後又挽運不絶者, 何故. 爲供爾京城內外兵民之用也. 且予不

忍山陝百姓, 受賊殘害, 既已發兵進剿, 猶恨不能速行平定, 救民水火之中, 豈有不愛京城

軍民, 而反行殺戮之理耶. 此皆衆所目擊之事, 餘復何言. 其無故妄布流言者, 非近京土寇, 

故意搖動民情, 令其逃遁, 以便乘機搶掠, 則必有流賊奸細, 潛相煽惑, 貽禍地方. 應頒示

通行曉諭, 以安衆心.”(번호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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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듣건대, 백성들 사이에서 8월에 民人을 도륙할 것이고, 또한 聖

駕가 京師에 이르면 萬人을 죽여 제사를 지내고, 병사들로 하여금 3

일 동안 약탈하게 할 것이라는 헛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한다. 만약 

8월에 도륙하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미 8월이 지났는데 민간

은 어찌하여 예전처럼 평화로운가. 내가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에 어

찌 한 사람이라도 죽였는가. 遠近에서 모두 귀부하여 人民이 모두 안

전하게 지내고 있음은 모두가 함께 보고 아는 바인데 어찌 약탈에 

대한 의심이 돌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분명 小民이 訛言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明 朝廷의 운명은 이미 쇠퇴하여 지금에도 그 처량함

을 볼 수 있으니, 너희 諸臣 또한 보고 안 바를 즉시 당장 曉諭해야 

할 것이다. 만약 소식이 있다면 속히 啓를 올려 보고하라.100)

이름이 직접 언급된 馮銓과 洪承疇 등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

만,101) 令旨의 대상과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도르곤이 겨냥한 

것은 바로 옛 明의 투항한 관원을 단속하는 것이었다. 각종 유언비어로 

北京 내외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淸에 투항한 明 출신 관원들을 추스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102) 도르곤은 北京 성내의 유언비어를 해명한 告

100) 淸世祖實錄 卷8, 順治 원년 9월 壬辰(7), “予聞小民在外訛傳, 於八月屠民, 又訛傳

聖駕至京, 殺萬人祭纛, 縱兵搶掠三日. 如果於八月屠民, 今八月已過, 民間安堵如故. 予

曩者祭纛, 何曾戮及一人耶. 遠近俱將歸附, 人民靡不保全, 衆所共見, 而猶疑有搶掠之事

耶. 似此小民好爲訛言. 明祚所由式微, 於茲可睹, 爾諸臣有所知見, 即當曉諭. 遇有消息, 

可速啓聞.”

101) 北京 입성 직후 도르곤은 특히 內院의 洪承疇와 馮銓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

다. 도르곤은 洪承疇와 馮銓에게 令旨를 내려 “나는 流賊을 쳐부수고 없애는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나라를 안정시키고 널리 안무하는 방책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너희 두 

사람한테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 다.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冊, 順

治 원년 6월 14일, p.43.

102) 이 令旨가 내려진 아문의 면면을 따져보면 그 대상이 주로 漢人 관료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우선 당시 六部의 수장인 尙書는 모두 滿人이 담당하 기 때문에, 굳이 

六部尙書가 아닌 六部侍郞을 언급한 것은 漢人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이다. 다음 都

察院은 감찰 책임을 가진 전형적인 漢缺 아문이었고, 詹事府는 東宮 사무를 처리하는 

아문으로서 애초부터 皇太子 제도가 없던 淸에게는 투항 漢人을 安置하는 부서로 활

용되었으며, 문서 담당의 通政司, 외빈 접대의 光祿寺, 의례 집전의 鴻臚寺는 모두 漢

人 중심의 아문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翰林院은 漢人 사대부와 

科擧 합격자를 위한 전문 부서 고, 五城御史는 漢人 거주 지역인 北京 外城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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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의 내용을 반복하고 明의 비참한 운명을 언급하면서 주요 아문에 속한 

관원들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9월 2일의 令旨가 北京 성내의 백성

이 유언비어로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9월 7일의 令

旨는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明 출신 관료들이 성내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백성들은 물론 투항 관원들까

지도 확실하게 통제가 되지 않는 여전히 불안하고 어수선한 北京의 분위

기가 잘 드러나 있다.

한편 順治 원년(1644) 9월 9일 順治帝가 山海關을 통과하 다는 소식

을 접한 도르곤은 10일 吏部尙書 宗室 캉가다이(Kanggadai, 鞏阿岱)와 

護軍統領 툴라이, 아지거니칸(Ajigenikan, 阿濟格尼堪) 등을 파견하여 御

駕를 맞이하게 하 다.103) 12일에는 順治帝가 永平府에 진입하여 永平

知府가 접하 고,104) 16일에는 順天府 薊州에 도착하 으며, 17일에 

三河縣을 거쳐 18일 通州에 御駕가 도착했을 때 도르곤은 諸王, 버일러, 

버이서, 公, 문무 관원을 이끌고 順治帝를 접하러 나와 있었다. 順治帝

는 通州에서 儀仗과 奏樂을 갖추어 하늘에 三跪九叩頭禮를 행하고 御座

에 올랐으며, 도르곤을 비롯한 諸王, 버일러, 문무 관원은 먼저 皇太后에

게 三跪九叩頭禮를 올린 다음 順治帝에게도 三跪九叩頭禮를 행하

다.105) 이튿날 9월 19일 順治帝는 드디어 正陽門을 통해 北京의 紫禁城

에 입성하 다. 9월 25일 도르곤은 諸王 및 滿 · 漢 문무 관원을 이끌고 

表文을 올려 北京에서 새로이 登極禮를 올릴 것을 건의하 고, 10월 1

일에 順治帝의 즉위식을 거행하기로 하 다.106)

결국 順治 원년(1644) 10월 1일에 順治帝는 天壇에서 天地에 대한 제

사를 지내고 紫禁城에서 생애 두 번째 즉위식을 거행하 다. 10월 10일

에는 北京에서의 즉위를 기념하고 향후 중국 통치의 가이드라인이 될 

하는 책임자 으며, 錦衣衛는 옛 明의 황실 경비대로서 더 이상 만주 황실과는 직접

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 형해화된 漢人 기구 다. 이처럼 위 令旨에서 언급된 아문

들은 모두 漢人 위주의 아문이고, 특히 옛 明의 관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03) 淸世祖實錄 卷8, 順治 원년 9월 乙未(9).

104) 淸世祖實錄 卷8, 順治 원년 9월 丁酉(12).

105) 淸世祖實錄 卷8, 順治 원년 9월 癸卯(18).

106) 淸世祖實錄 卷8, 順治 원년 9월 庚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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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治帝卽位詔’를 반포하 다.107) 많은 항목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

용은 다름 아닌 親王 이하 功臣과 將兵 등에 대한 포상이었다. 이번 北

京 입성이 도르곤 이하 여러 將領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었고, 또한 

만주에게 전리품 분배가 정복 전쟁의 원동력이자 지속력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卽位詔에서 이들 유공자에 대한 賞賜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눈에 띄는 점은 포상 대상을 언급

할 때 “親王佐命開國”, “滿洲開國諸臣”이라 하여 ‘開國’이라는 표현을 자

주 쓰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그만큼 이번 北京 입성이 만주에게 ‘開國’

에 버금갈 정도로 중대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順治帝가 北京에 입성하여 새로 즉위식을 거행함으로써, 淸의 北京 遷

都는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러나 淸의 중국 정복은 이 순간 ‘완성’된 것

이 아니라 ‘시작’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중원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

한 전쟁에 돌입하 다. 불과 반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北京의 

주인은 崇禎帝 - 李自成 - 도르곤 · 順治帝로 바뀌었다. 北京을 淸의 새

로운 수도로 공포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전 北京의 주인이었던 세력

들, 즉 明의 잔당인 南明 정권과 농민군의 잔당인 大順 정권에 대한 도

전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들도 한 때 北京의 주인이었지만, 새로 

北京의 주인이 된 도르곤과 順治帝는 자신들이야말로 유일하고 최종적인 

北京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비록 현

실적으로 어떠한 정권도 당장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압도적

인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주지하다시피 이후의 상황은 결국 

北京을 장악한 淸에게 점차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07) 淸世祖實錄 卷9, 順治 원년 10월 甲子(10). 총 55개 조에 달하는 ‘順治帝卽位詔’

는 다양한 항목의 안건과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前朝’ 明의 弊政과 惡習을 비판하

고, 이와 대조되고 상반되는 새로운 淸의 세상을 열고자 하 다. 그러나 주지하다시

피 淸은 중원의 통치를 위해 明의 기존 제도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卽位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順治帝가 北京에 도착하

기 전 도르곤이 이미 실시하기 시작했던 정책들을 되풀이한 것이 많다. 그만큼 도르

곤이 北京에 입성한 직후 입안했던 점령 정책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실

제 황제와 다를 바 없는 자격으로 주요 정책들을 시행하 음을 알 수 있다. ‘順治帝

卽位詔’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의미 부여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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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淸의 首都 北京과 滿 · 漢 分居

1. 滿 · 漢 分居와 北京 행정조직의 再編

明의 수도에서 淸의 수도가 된 北京은 과연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까. 

도르곤은 順治 원년(1644) 5월 2일 北京에 입성한 후 곧바로 八旗 군대

를 배치하여 皇城을 둘러싸게 하고, 內城에 살던 관원과 紳士, 軍民 등

을 外城으로 이주시켰다.1) 만주는 일찍이 入關 전부터 거주 공간의 분

리를 통해 만주와 漢人의 경계를 가시화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

는데, 이 원칙은 淸의 새로운 수도가 된 北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도르곤은 기존 北京의 內 · 外城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滿 · 漢, 즉 

旗人과 民人의 분리와 통제에 이용하 다.2)

滿 · 漢 分居의 기원은 누르하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3) 天命 6

년(1621) 4월 누르하치는 수도를 허투알라에서 遼陽으로 옮겼다. 본격

적인 경작이 가능한 遼東의 평야 지역을 아이신 구룬의 중심으로 삼겠다

는 계산이었다. 한꺼번에 많은 漢人이 합류하면서 토지와 가옥이 부족해

지자 누르하치는 만주와 漢人의 同居 정책을 도입하여 漢人의 주택과 농

지를 모두 새로운 주인인 만주와 공유하게 했으며 상호 간의 분쟁을 금

지하 다.4) 그러나 상황은 누르하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遼東의 

1) 八旗通志初集 (鄂爾泰 等修, 李洵 · 趙德貴 主點,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5) 

卷2, 旗分志二, p.17.

2) 만주와 漢人의 구분을 旗人과 民人의 구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Mark C. 

Elliott, 2001, pp.14-15를 참조. 엘리엇은 만주가 旗人이 된 것처럼, 八旗의 다른 민

족도 현실적인 목적 때문에 점차 만주가 되어 가면서, 결국 ‘만주’와 ‘旗人’이라는 용

어가 융합되었다고 보았다. 물론 그는 18세기 乾隆 연간을 중심으로 만주의 정체성을 

분석하 지만, 順治 연간에도 마찬가지로 ‘만주’라는 용어가 민족적인 구분을 나타내

기 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旗人’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애써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Frederic Wakeman Jr., 1985, p.476.

4) 이하에서는 별도의 주가 없는 한 Gertraude Roth Li, 1979, pp.16-25를 참조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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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人들이 토지와 가옥을 공유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우물에 독을 

풀고 독살시킨 고기를 팔거나 한적한 곳에서 만주인을 살해하는 등 漢人

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 漢人의 일부는 山海關 남쪽이나 毛文龍의 椵
島 등 明의 역으로 달아났고, 天命 8년(1623)에는 흉년이 들면서 漢

人들의 무장 반란이 발생하기도 하 다.5) 분노한 누르하치는 저항을 주

도한 漢人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남은 漢人들은 톡소의 노예로 삼아 버렸

다.6)

결국 상호 간의 갈등을 푸는 해법은 두 집단의 생활공간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天命 8년(1623) 6월 만주는 도시의 한쪽에, 漢人

은 다른 쪽에 거주하게 하자는 제안에 따라 牛莊과 耀州 일대의 인구를 

재정착시켰다.7) 이후로 만주와 漢人은 결코 동거하지 않았고, 분리와 차

단이 서로의 관계 설정에 핵심이 되었다. 예컨대 天聰 4년(1630) 만주

의 제1차 중원 침공 때 아민은 4월 12일 灤州를 점령한 군대에 보내는 

서찰에서 “주션(여진)과 漢人은 각자의 구역으로 나누어 거주해 왔다. 

漢人의 구역에 들어가지 말라. 漢人의 구역에 주션이 들어간 것을 알면 

체포하라.”8)고 지시했다. 거주 분리의 가장 큰 목적은 서로 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었고, 상호 격리는 만주가 漢人으로부터 자신을 보

호하는 방법이자 漢人 백성을 만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었다.9)

入關 후 北京은 淸의 새로운 수도이자 만주의 새로운 공식적인 고향이 

되었다.10) 도르곤은 北京에 입성한 직후 성내의 일부 관원과 백성의 가

5) 北村敬直, ｢淸朝における政治と社會(1) -入關前における八旗の漢人問題｣, 東洋史硏

究 10-4, 1949, pp.60-61.

6) 華立, ｢從八旗編査保甲看淸朝“旗民分治”政策的變化｣, 民族硏究 , 1988-5, p.106; 谷

井陽子, 2006, pp.46-47.

7) 滿文老檔 (滿文老檔硏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56) (2), 天命 8년 6월, p.819.

8) 滿文老檔 (滿文老檔硏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58) (3), 天聰 4년 4월 12일, 

p.1094, “jai jušen nikan meni meni giyai dendefi tehebi kai, nikan i giyai de 

ume genere, nikan i giyai de jušen genehe be saha de jafa,”

9) Gertraude Roth Li, 1979, p.25.

10) 지방으로 파견된 八旗 관원이나 旗人 관병들이 임무가 끝나거나 혹은 사망하게 되

면, 본인과 가족들은 반드시 北京으로 귀환해야 했다. Mark C. Elliott, 2001, 

p.98-100; pp.25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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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을 강점하여 旗人 官兵의 숙소로 삼았다. 그러나 곧바로 滿 · 漢 分居

가 시행되지는 않았고, 원래 거주자와 임시로 동거하는 형태도 존재하

다.11) 즉 거주 분리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 

이주와 정착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예컨대 6월 10일 도르곤은 京城 내의 官民 중에 가옥을 圈占 

당한 경우에는 3년간 賦稅를 면해주고, 가옥을 圈占 당한 사람과 동거하

는 경우에는 1년간 면해준다는 보상조치를 내렸다.12)

그러나 北京 성내의 거주 및 주택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內城에 거주하고 있던 漢人 관원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예컨대 工部虞衡司郎中 朱國壽는 祖父 때부터 대대로 內

城에 거주하 는데, 도르곤의 명에 따라 官兵에게 집을 내어주고 자신의 

가족은 城南으로 遷徙되어 연고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겨우 빈 집을 찾

아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西城 宣北坊 七牌二舖 總甲董龍 지역에 허

름한 房屋이 하나 있는데, 피난을 가고 남은 이 빈 집을 자신에게 하사

해달라고 요청하 다. 아마도 그가 工部의 관원으로서 성내의 주택 상황

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사정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이틀 후 8월 6일에 내려진 도르곤의 令旨는 단호했다. “官

民의 거주는 이미 오래 전에 정해준 바 있으니 떼쓰고 청하여도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누차 旨를 내려 사사로운 상주를 올리지 말라고 했는

데, 어찌 關防까지 찍어가며 이렇게 올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여, 사

사롭게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한 朱國壽를 질책하 다.13)

현직 관원뿐만 아니라 사망한 작위자의 처자가 內城에 있는 거처를 淸

軍에게 내어준 뒤 새로운 거주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 原任 

右府掌府事 寧晉伯 劉光溥의 미망인 許氏는 원래 살던 東城의 집에서 아

들과 살고 있다가 令旨에 따라 만주 병사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 바람에 

母子가 방 하나에 협소하게 살고 있다고 하소연하 다. 그리고 崇信伯의 

夫人과 南寧伯의 夫人도 모두 은혜를 입어 새로 집을 하사받았으니, 부

11) 郭松義, ｢淸代社會變動和京師居住格局的演變｣, 淸史硏究 , 2012-1, p.2.

12)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6월 丙寅(10).

13) 內閣大庫檔案 #185049-002, ｢工部郎中啓爲懇恩給廬事｣(順治 원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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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南城御史에게 數間의 집을 물색하게 하여 새로 머물 곳으로 삼게 해

달라고 간청하 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도르곤은 “孤寡가 가련하다고 

말해놓고선 어찌 民居가 정해진 지 이렇게 오래 지난 후에야 진정을 올

리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청원은 접수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거절하 다.14) 또한 9월 2일 內院의 보고에 따르면 

外城의 집주인이 임시 거주자에게 강제로 방세를 거두거나 트집을 잡아 

내쫓는 경우가 있었고, 大兵이 도래하는 날 다시 대규모로 이주시킨다는 

소문도 만연해 있다고 하 다.15) 

이러한 北京城 분리의 임시방편은 順治 원년(1644) 9월 順治帝가 北

京에 도착한 이후 크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盛京에서 더 많은 

수의 皇室 인원, 八旗 官兵 및 그 家屬과 奴僕이 순차적으로 北京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이다.16) 후술하겠지만 만주의 北京 이주는 遷都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가 順治 4년(1647)에 절정을 이루었다.17) 한편 

최근 郭松義는 北京에 들어온 八旗 兵士의 규모를 家屬과 奴僕을 합쳐 

약 40만 정도로 추산하 고,18) 劉小萌은 淸初 北京으로 이주한 旗下人

口가 약 30만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다.19) 또한 入關 후 八旗

의 編審 결과 중 가장 이른 기록인 順治 5년(1648)의 통계에 따르면, 

八旗에 속한 男丁과 奴僕의 수를 모두 합한 수는 346,931丁이었다.20)

14) 內閣大庫檔案 #185049-005, ｢原任府事夫人啓爲懇天照例矜恤事｣(順治 원년 8월 

9일).

15) 內閣大庫檔案 #119271-001, ｢內院爲奉攝政王令旨事｣(順治 원년 9월 2일).

16) 順治帝가 北京에 도착한 9월 19일 이후에도 北京으로 이주해 오는 旗人의 행렬은 

계속되었다. 韃靼漂流記 에서 盛京에 이송되어 있던 일본의 표류민들이 보고하기를, 

10월과 11월 사이에 北京으로 이동하는 35일 동안에도 이주하는 남녀의 행렬이 길

에 끊이지 않았다고 하 다. 園田一龜, 韃靼漂流記の硏究 , 奉天: 南滿州鐵道鐵道總

局庶務課, 1939, pp.279-289.

17) 만주의 北京 이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北京 인근에 설치

된 旗地의 증가 추세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8) 郭松義, 2012, p.12.

19) 劉小萌, 2008, p.101.

20) 安雙成, ｢順治朝八旗男丁滿文檔案選譯｣, 滿學硏究 第1輯,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2, pp.429-430, <和碩怡親王允祥等奏爲査報順康年間八旗男丁數目事本>(雍正 원

년 5월 4일). 入關 후 八旗에 속한 人丁과 奴僕의 통계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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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해 온 旗人이 北京에 새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래 內城에 거주하

고 있던 많은 수의 民人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內城 밖으로 이주해

야 했다. 北京 성내 旗人과 民人의 충돌과 갈등을 예방하고 民人의 불만

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淸 朝廷은 곧바로 이주 民人에 대한 보상책

을 마련하 다. 먼저 順治 원년(1644) 10월 順治帝가 北京에 입성한 뒤 

반포한 卽位詔에서 北京의 대략적인 分城 계획과 그에 따른 보상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京都의 兵民이 分城하여 거주하는 것은 원래 양쪽의 편의를 위한 것

이고 실제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東 · 中 · 西 3城의 官民 

중에 이미 遷徙한 경우에는 소유한 田地가 어디에 있건 납부할 租賦

를 모두 順治 3년(1646) 12월까지 3년간 면제해 준다. 南 · 北 2城 

중에 비록 아직 遷徙하지 않았지만 房屋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田地가 어디에 있건 납부할 租賦를 

모두 順治 원년 12월까지 1년간 면제한다.21)

우선 北京의 旗人과 民人이 城을 나누어 거주하는 것은 旗人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遷徙에 대한 보상책은 

앞선 6월 10일 도르곤이 내린 令旨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22) 

다만 北京을 5개 城으로 나누어 세분화한 것이 다른 점인데,23) 내용상 

21) 淸世祖實錄 卷9, 順治 원년 10월 甲子(10), “京都兵民分城居住, 原取兩便, 實不得

已. 其東、中、西三城官民, 已經遷徙者, 所有田地, 應納租賦, 不拘坐落何處, 槪准蠲免

三年, 以順治三年十二月終爲止. 其南、北二城, 雖未遷徙, 而房屋被人分居者, 所有田地, 

應納租賦, 不拘坐落何處, 准免一年, 以順治元年十二月終爲止.”

22) 淸世祖實錄 卷5, 順治 원년 6월 丙寅(10).

23) 北京을 五城으로 나누는 방식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明 중기 張爵

의 京師五城坊巷衚衕集 에 따르면, 中城은 正陽門 안쪽으로서 皇城의 兩邊이었고, 

東城은 崇文門 안쪽, 西城은 宣武門 안쪽, 北城은 北安門에서 安定門과 德勝門 안쪽 

지역이었으며, 南城이 바로 正陽 · 崇文 · 宣武門 바깥 지역으로서 즉 外城을 가리켰

다. 즉 明代 北京에서 中 · 東 · 西 · 北 4城은 內城에 있었고, 오직 南城만이 外城에 

있었다고 보았다. 반면 淸代에는 五城을 구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內 · 外城을 통틀어 五城으로 나누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內城과 外城에 각각 5

개 城의 구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전자는 康熙 연간 朱彝尊의 日下舊聞 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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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城, 中城, 西城은 漢人 관원과 民人이 예외 없이 遷徙해야 하는 지역

이고, 南城과 北城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거주하는” 여지를 두고 

있다.24) 그리고 보상책으로 제시된 납부 면제의 항목이 주거지와 관련된 

금액이 아니라 田地에 대한 租賦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거

지를 빼앗긴 이들에게 다른 주거지나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

니라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당시 北京 성내의 주택 문제가 단기간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수의 漢人 관원과 民人은 원래 거주하던 집을 새로 北京에 들어

온 旗人에게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했

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順治 원년(1644) 10월 帶刀指揮 

仇承胤은 明의 世胄로서 北城 崇敎坊에 있던 집 두 채에 家屬 30-40명

과 살고 있었는데, 鑲黃旗의 旗下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令旨를 받들어 

이곳을 점거하겠으니 즉각 나가라고 위협하는 바람에 바로 쫓겨나 새로 

갈 곳도 없고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하 다.25) 漢人 관원과 民人의 이

주는 이렇듯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淸 朝廷은 수차례 

이주자에 대한 보상책을 발표하 으나, 실제로 이주를 하고 새로운 정착

지를 지급받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았다.

거하여 內城과 外城을 합쳐 五城을 구분하 다고 보았고, 후자는 乾隆 연간 于敏中이 

日下舊聞 을 토대로 하여 찬수한 日下舊聞考 에서 內城과 外城에 각각 五城의 구

분이 있다고 설명하 다. 특히 于敏中은 직접적으로 淸代의 五城 획분 방식이 明代와 

다르다고 언급하 다( 日下舊聞考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81) 卷55, 城市, p.886). 

그러나 五城의 구체적인 획분에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雍正 5년(1727)에 

界碑를 세우도록 지시하고 乾隆 2년(1737)에도 또한 “劃淸界址”할 것을 지시하 으

며, 乾隆 38년(1773)에야 비로소 各城과 各坊의 界址를 확정하 다. 이상 劉鳳雲, 

北京與江戶: 17-18世紀的城市空間 ,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pp.67-69의 

설명을 참조.

24)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직 숙소를 잡지 못한 만주 官兵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거주지를 빼앗긴 다른 民人을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南城과 北城에 

있는 아직 遷徙하지 않은 관원과 民人 또한 최종적으로는 遷徙를 해야 하는 대상이고 

遷徙의 목적이 旗人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주거지의 부족으로 잠시 民人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八旗 官兵이나 奴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5) 內閣大庫檔案 #085566-001, ｢原任帶刀指揮仇承胤奏本｣(順治 원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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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와 漢人의 거주 분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다양한 문제

가 발생하기 마련이었다. 이에 順治 3년(1646) 2월 7일에는 兵部에 諭

旨를 내려 京城 내 치안을 문제 삼고 만주와 漢人의 순찰과 체포 계통을 

명확히 구분하게 하 다.

근자에 듣건대 京城 내에 盜賊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모두 漢人이 

旗下와 한 곳에 뒤섞여 살고 있어 五城御史와 巡捕營官이 순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① 만주에 投充한 자는 본 주인을 따

라 거주하게 하고, 投充하지 않은 자는 旗下에 머물러 거주하지 못하

게 하라.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그 主家를 함께 治罪하겠다. 工部 또

한 稽察에 소홀하면 議處하겠다. ② 漢人이 거주하는 지방에는 巡捕

營으로 하여금 순찰과 체포를 담당하게 하고, 만주가 거주하는 지방

에는 만주 守宿官兵이 순찰과 체포를 담당하게 하라. ③ 民居를 遷移

하는 안건은 工部가 또한 기한에 맞춰 조속히 끝마치도록 하고 지연

시키지 말라.26) (번호는 인용자)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만주에 投充하지 않은 漢人이 旗下와 한 곳에 

뒤섞여 살고 있는 바람에 순찰과 체포 계통에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27)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로 ① 신분을 명확히 하여 投充하지 않은 漢人이 

만주와 함께 섞여 지내지 못하도록 하고, ② 만주와 漢人에 대한 순찰과 

체포의 책임을 구분하여 巡捕營은 漢人 거주 지역만 책임지고, 만주 거

주 지역은 만주 守宿官兵이 책임지게 하며, ③ 기한에 맞추어 漢人의 거

주지를 옮기는 것은 工部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여전히 만주와 漢人의 雜居 상황은 금방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년 후 順治 5년(1648) 8월 19일에 淸 朝廷은 다시 한 번 공식

26) 淸世祖實錄 卷24, 順治 3년 2월 甲申(7), “近聞京城內盜賊竊發, 皆因漢人雜處旗下, 

五城御史、巡捕營官, 難於巡察之故. ①嗣後投充滿洲者, 聽隨本主居住; 未經投充, 不得

留居旗下. 如違並其主家治罪. 工部疎於稽察, 亦著議處. ②漢人居住地方, 著巡捕營査緝; 

滿洲居住地方, 著滿洲守宿官兵査緝. ③其遷移民居, 工部仍限期速竣, 勿得違怠.”(번호는 

인용자)

27) 投充人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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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內城의 漢人 관원과 民人을 모두 外城으로 나가게 하고, 다음 해 

연말까지 이주를 완료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① 京城의 漢官과 漢民은 원래 만주와 함께 거주하였다. 근래 듣건대 

爭端이 매일 발생하여 劫殺하고 搶奪하여도, 만주와 漢人은 서로 남

의 탓으로 돌릴 뿐 그치지 않으니, 이렇게 해서 언제야 평안해지겠는

가. 이는 실로 (만주와 漢人이) 서로 뒤섞여 한곳에 살고 있기 때문

이다. 朕이 몇 번이고 생각해 보았는데, 遷移는 비록 일시 수고로울 

수 있지만, 滿 · 漢이 각자 평안하고 서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실로 영원히 편안해질 것이다. ② 八旗에 投充한 漢人은 遷移시키지 

않는 외에, 모든 漢官 및 商人과 民人 등은 전부 南城으로 옮겨 거주

하라. ③ (漢人이 거주하던) 원래 房屋은 철거하고 따로 짓거나 혹은 

서로 매매하여 가격을 치루거나 각자가 편한 바에 따르라. 朕이 거듭 

생각해 봐도 遷徙가 民人을 힘들게 할까 걱정이다. 戶部와 工部로 하

여금 房屋의 間數를 자세히 살피게 하여 每間당 銀 4兩을 지급하라. 

이 銀은 해당 관할 관원 등에게 넘겨주지 말고, 각자 스스로 戶部 아

문에 와서 직접 수령하게 하여 遷徙하는 이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④ 六部, 都察院, 翰林院, 順天府 및 大小 각 衙門의 

書辦과 吏役 중에 倉庫를 看守하는 인원이 원래부터 아문 내에 거주

한 경우라면 따로 이동하지 말고, 다른 곳에 거주한 인원이라면 전부 

이주하게 하라. ⑤ 寺院과 廟宇 안에 거주하던 僧道는 움직이지 말

되, 寺廟 바깥에 거주하였다면 전부 이주하게 하라. 俗人이 焚香을 

위해 왕래하는 것은 낮 동안에는 금하지 않되, 그곳에 숙박하며 밤을 

지내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 寺廟의 僧

道를 사안의 경중에 따라 問罪하라. 禮部로 하여금 상세히 稽察하게 

하라. ⑥ 모든 遷移해야 하는 사람은 먼저 賞銀을 지급하여 각자가 

편한 (시기를) 정하게 하되,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해 전부 이주하

게 하라.28) (번호는 인용자)

28) 淸世祖實錄 卷40, 順治 5년 8월 辛亥(19), “①京城漢官、漢民, 原與滿洲共處. 近

聞爭端日起, 劫殺搶奪, 而滿漢人等, 彼此推諉, 竟無已時, 似此何日淸寧. 此實參居雜處

之所致也. 朕反覆思維, 遷移雖勞一時, 然滿漢各安, 不相擾害, 實爲永便. ②除八旗投充

漢人, 不令遷移外, 凡漢官及商民人等, 盡徙南城居住. ③其原房, 或拆去另蓋, 或貿賣取

價, 各從其便. 朕重念遷徙累民. 著戶工二部, 詳察房屋間數, 每間給銀四兩. 此銀不可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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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① 順治 5년(1648)까지도 여전히 漢人 관원과 民人이 만주와 함

께 거주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淸 朝廷은 성내

에서 발생하는 살인과 약탈이 모두 만주와 漢人이 뒤섞여 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도 자연히 滿 

· 漢이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이때 발생하는 ‘수고로운 遷移’는 순전히 

漢人의 몫이었다. ‘滿 · 漢 모두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결국 漢人이 희생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② 모든 漢人 관원과 民人은 南城, 즉 外城으로 이주해야 했다. 

그런데 이때의 거주 분리는 결코 순수한 민족 구분으로서 ‘滿 · 漢 分城’

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바로 앞서 順治 3년(1646) 2월의 諭

旨에서도 언급된 만주에게 投充한 漢人들 때문이다. 旗人의 일상생활을 

위해 봉사하는 漢人 노동력이 거주 분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한 일이었다. 물론 정규 旗人 중에도 민족적으로 몽골, 조선, 러시아는 

물론이고, 민족적으로 漢人이라 할 수 있는 팔기한군도 엄연히 內城에 

거주하 다. 즉 內城에 자리 잡은 旗人은 만주 · 몽고 · 한군팔기 및 수

많은 漢人 奴僕을 포함하는 것으로 모두 ‘滿人’이었던 것은 아니었다.29) 

그리고 外城의 居民도 물론 민족적으로 漢人이 대부분이기는 했지만 몽

골인이나 回人 등 다른 민족도 함께 거주하 다.30)

한편 이주에 따른 보상책은 앞서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③ 이번 

諭旨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戶部와 工部로 하여금 원래 거주지의 크기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관할 관원이 중간에

서 착복할 것을 우려하여 보상금을 이주자가 직접 수령하게 하는 조치도 

與該管官員人等給散, 令各親身赴戶部衙門, 當堂領取, 務使遷徙之人, 得蒙實惠. ④六

部、都察院、翰林院、順天府、及大小各衙門, 書辦、吏役人等, 若係看守倉庫, 原住衙門

內者勿動, 另住者盡行搬移. ⑤寺院、廟宇中居住僧道勿動, 寺廟外居住者, 盡行搬移. 若

俗人焚香往來, 日間不禁, 不許留宿過夜. 如有違犯, 其該寺廟僧道, 量事輕重問罪. 著禮

部詳細稽察. ⑥凡應遷移之人, 先給賞銀, 聽其擇便, 定限來歲終搬盡.” (번호는 인용자)

29) 이를 두고 談遷은 “만주가 燕京에 들어온 이후 漢人은 모두 外城으로 나가게 되었

다. 다만 漢人 중에 八旗에 投充한 자는 나가지 않고 內城에 나누어 예속되었다.”고 

하 다. 談遷, 北游錄 , 紀聞下, 八旗.

30) 王崗, 2008,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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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띈다. 다만 보상금으로 책정된 1間당 銀 4량이 과연 당시 市價나 

매매가격에 비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이 정당한 보상이었는

지는 알 수 없다. 이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八旗通志

에 보인다.31) 順治 5년(1648)을 기준으로 北京의 旗人 관원과 병사 소

유 房屋의 가격은 頭等房이 1間에 120량, 二等房이 100량, 三等房이 80

량, 四等房이 60량, 五等房이 40량, 末等房이 20량이었다. 이를 같은 해 

民人에게 보상해 준 1間에 4량이라는 금액과 비교해보면 거의 강탈에 

가까울 정도로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와 ⑤에서는 이주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우선 ④는 內城에 위치한 아문 내에서 숙식하면서 창고를 감독하는 

胥吏와 衙役을 이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창고의 관리와 감독을 

위해 아문 내에서 숙식하는 인원들까지 이주시키면 당장의 관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대로 內城에 위치한 아문 내에 거주를 허락

해 준 것이다. 그러나 원래 아문 밖에 거주하면서 창고 감독을 담당한 

서리와 아역들은 모두 거주지를 內城 밖으로 옮겨 근무 시간에만 內城에 

머물게 하 다. ⑤에서는 內城에 위치한 종교 시설 안에 거주하는 종교

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원래 시설 바깥에 거주한 인원은 ④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 밖으로 이주해야 했다. 그리고 종교 시설에 일반

인이 왕래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통행 시간은 낮 동안으로 제한하고, 어

떠한 이유에서건 종교 시설에서 밤을 지내는 것을 금지하 다.32)

마지막으로 ⑥ 모든 이주하는 사람에게 賞銀을 지급하고 이주시기를 

각자 편한 대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핵심

적인 메시지는 바로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하고 이주를 전부 완료하라

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수차례 내린 諭旨에도 불구하고 滿 · 漢 分居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淸 朝廷은 마지막으로 기한을 못박아두고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한 모든 民人을 外城으로 이주시킨다는 방침을 명확히 

31) 欽定八旗通志 卷113, 營建志二, 京城營建規制二, 在京官兵房屋.

32) 종교 시설 이용 목적뿐만 아니라 民人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만 內城에 

출입할 수 있었으며, 밤에 內城에 머무르는 것은 절대 허락되지 않았다. 밤에 內城에

서 발견된 民人은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張淸常, 北京街巷名稱史話 , 北京: 北京語

言大學出版社, 2004,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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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順治 5년(1648) 11월에는 民人의 강제 이주

에 대한 보상 내용을 추가하여 이주하는 관원과 民人이 원래 거주지를 

매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외에, 토지를 소유했던 자에게는 賦稅 1년을 면

제해 주고, 토지가 없는 자에게는 丁銀 1년을 면제해 주었다.33)

이처럼 淸은 入關 전부터 시행착오를 거쳐 학습한 滿 · 漢 分居 정책

을 그들의 새로운 수도인 北京에도 그대로 적용하 고, 北京에 입성한 

그 순간부터 北京을 만주와 漢人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이주를 추진하고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 다.34) 민간의 불만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淸 朝廷

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淸의 근간인 旗人을 수도 北京에 안전하게 

이주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滿 · 漢 分居는 단순히 지배민

족의 피지배민족에 대한 탄압과 유린이 아니라, 정복 세력이 새로운 환

경에서 제대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실 만주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

하여 전혀 다른 환경에 정착해야 했던 현실은 크게 부담스러웠을 것이

다. 盛京에 마련되어 있던 각자의 경제 기반과 안정적인 주거지를 버려

두고 황제와 함께 새로운 수도 北京으로 이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朝鮮仁祖實錄 에는 鳳凰城을 비롯한 遼東 지역의 淸人이 이주를 

시작하 으나, 대부분 고향 떠나기를 싫어하고 盛京에 곡식이 여물어 이

주 결정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전하 다.35)

淸 朝廷의 입장에서는 당장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된 漢人의 불만을 무

마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주해 온 만주의 불편함과 생소함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다. 入關 전 만주는 그들의 수도를 퍼알라

(Fe ala, 佛阿拉), 허투알라(Hetu ala, 赫圖阿拉[興京]), 遼陽[東京], 盛

京으로 옮겨 왔지만,36) 入關과 北京 遷都 이후 遼東 지역의 수많은 旗人

33) 淸世祖實錄 卷41, 順治 5년 11월 辛未(11).

34) 滿 · 漢 分居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관련하여 淸軍이 北京에 입성한 직후 많은 수가 

천연두에 걸려 사망했다는 기록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만주가 北京의 토박이 

주민을 內城 밖으로 몰아내고 고립화했던 이유 중 하나는 旗人들이 외부인에게 노출

되지 않게 함으로써 천연두의 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패멀라 카일 크로슬

리, 2013, p.160.

35) 朝鮮仁祖實錄 卷45, 仁祖 22년 8월 23일.

36) 조 헌, 2011,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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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北京에 정착시키는 과제는 이전의 遷都와는 비교할 수 없이 먼 거리

를 이동하여 생소한 환경을 극복해야 했다. 北京은 淸의 새로운 수도로

서도 중요했지만, 만주의 새로운 보금자리로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이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順治 원년(1644)에서 順治 5년(1648)에 걸친 漢人의 강제 이주 이후, 

內城은 만주가 점거하고 外城과 성 외곽에는 漢人이 거주하는 구도가 정

착되었다.37) 談遷이 자신의 北京 여행기에 기록한 “(만주가) 燕京에 들

어온 이후 漢人은 전부 外城으로 돌아갔다.”38)고 한 기록은 그가 順治 

10년(1653) 10월에 北京에 도착한 후 13년(1656) 2월에 北京을 떠나기 

전의 기록으로, 즉 順治 10년 즈음에는 거의 모든 漢人이 外城으로 이주

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39) 그 결과 北京의 內城은 만주의 통합과 소외

의 공간이 되었다.40)

民人을 外城으로 몰아낸 뒤 內城은 흡사 거대한 軍營과 같이 八旗가 

정연하게 배치되었고, 八旗都統衙門이 소속 旗人을 직접 통할하 다.41) 

기본적으로 八旗는 左翼과 右翼으로 나뉘는데, 좌익은 鑲黃旗, 正白旗, 

鑲白旗, 正藍旗이고, 우익은 正黃旗, 正紅旗, 鑲紅旗, 鑲藍旗로 구분된

다.42) 이러한 서열을 바탕으로 內城에 차례대로 八旗가 배치되었는데, 

즉 宮城을 기준으로 동쪽은 좌익, 서쪽은 우익이 배치되고 북에서 남으

로 순서대로 배치되었다.43) 즉, 좌익은 鑲黃旗로부터 동북에서 시작해서 

차례로 남으로 正白旗, 鑲白旗, 正藍旗가 배치되고, 우익은 正黃旗로부터 

서북에서 시작해서 차례로 남으로 正紅旗, 鑲紅旗, 鑲藍旗가 배치되었

다.44)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4-1>과 같다.

37) 郭松義, 2012, p.4.

38) 談遷, 北游錄 , 紀聞下, 八旗, “入燕以後, 以漢人盡歸之外城.”

39) 漢人의 거주공간인 外城은 점차 상업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번화한 상점 거

리가 內城과 外城 사이의 宣武門, 正陽門, 崇文門 부근에 형성되었고, 제국 전역에서 

모여든 상인을 수용하기 위한 會館이 번창하게 되었다. 이블린 S. 로스키, 구범진 옮

김, 최후의 황제들 -청황실의 사회사 , 까치, 2010, p.50; 劉小萌, 2008, p.256.

40) Mark C. Elliott, 2001, pp.89-90.

41) 福格, 聽雨叢談 (北京: 中華書局, 1984) 卷1, 八旗方位, p.5.

42) 淸朝文獻通考 卷180, 兵二, p.6405.

43) 淸史稿 卷54, 志二十九, 地理一, 直隸, 順天府, pp.1894-1895.

44) 日下舊聞考 卷37, 京城總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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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北京 內城의 八旗 배치도

※ 출처: Mark C. Elliott, 2001, p.103을 이용하여 수정.

방위에 따라 배치된 八旗의 王公 이하 관원과 병정은 각자 房屋을 지

급받고 각자의 위치에서 宮城을 호위하는 임무를 담당하 다.45) 각 旗별

로 팔기만주가 宮城 주변에 가장 가깝게 배치되었고, 그 다음으로 팔기

몽고, 팔기한군 순으로 층층이 宮城을 호위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46) 

45) 이러한 배치는 색과 방위를 대응시킨 전통적인 五行 관념에서 나왔다는 것이 일반

적인 설명이다. 黃旗는 북쪽에, 白旗는 동쪽에, 紅旗는 서쪽에, 藍旗는 남쪽에 배치한 

것은 相生과 相克의 적절한 대응에 의한 가장 길한 배치라는 것이다. 吳長元, 宸垣

識略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82) 卷1, p.20. 한편 엘리엇은 八旗 배치에 감을 준 

것은 중국의 五行 관념보다도 만주의 전통적인 수렵 대형에서 비롯된 알타이적인 전

통과 안전의 문제 다고 보았다. Mark C. Elliott, 2001, pp.101-103.

46) 劉鳳雲, 2012,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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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鑲黃旗滿洲, 鑲黃旗蒙古, 鑲黃旗漢軍의 거주 지역을 각각 지도상

에서 확인해 보면, 鑲黃旗滿洲가 宮城의 북쪽 경계와 접하고 있고, 鑲黃

旗蒙古는 鑲黃旗滿洲의 북쪽 경계로부터 성벽까지의 지역을 거주지로 삼

았으며, 鑲黃旗漢軍은 鑲黃旗蒙古의 동쪽, 즉 內城의 동북쪽 모퉁이 지

역에 자리 잡았다. 같은 방식으로 內城의 서북쪽 모퉁이에는 正黃旗漢軍

이, 서남쪽 모퉁이에는 鑲藍旗漢軍이, 동남쪽 모퉁이에는 正藍旗漢軍이 

거주하 다.47)

이렇게 八旗가 정연하게 배치된 內城에서 步軍統領衙門은 軍 · 警 합

일의 독특한 군사기구로서 北京城의 방위와 치안을 담당하 다.48) 步軍

統領衙門의 정식 명칭은 “提督九門巡捕五營步軍統領”으로, 크게 세 부분

의 병력을 통제했음을 보여준다. 즉, “提督九門”은 北京 內城의 아홉 개

의 문을 지키는 門軍을 통솔하고,49) “巡捕五營”은 北京 外城과 근교의 

순찰을 담당하는 綠營 부대를 통제하며, “步軍統領”은 八旗의 步兵 부대

를 거느린다는 뜻이다.50) 황제가 親臣 중에 특별히 선발하는 步軍統領衙

門의 수장 步軍統領 1員은 滿人만 임명될 수 있는 滿缺이었고, 步軍統領

을 보좌하는 左右翼 總兵 각 1員도 마찬가지로 滿缺이었다. 즉 內城을 

담당하는 步軍統領衙門은 旗人 중에서도 팔기만주에게 독점되어 있었다. 

康熙 연간 후반에 10년간 步軍統領을 역임한 롱코도(Longkodo, 隆科多)

가 올린 滿文 奏摺의 내용을 살펴보면, 步軍統領衙門은 北京의 강수량과 

쌀값 보고로부터 도적 체포, 邪敎 적발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업

무를 수행하 다.51)

47) 吳建雍, 2001, p.47.

48) 聽雨叢談 에서는 步軍統領을 漢代의 執金吾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漢의 司隸校尉, 

明의 錦衣衛와 마찬가지로 武職 2品이지만 권위는 어떤 대신보다 강하다고 하 다. 

福格, 聽雨叢談 卷1, 步軍統領, pp.19-20.

49) 內城의 아홉 개의 문은 德勝門, 安定門, 東直門, 朝陽門, 崇文門, 正陽門, 宣武門, 阜

成門, 西直門 등으로, 소위 ‘九門’은 京城을 상징한다.

50) Xiangyu Hu, “The Juridical System of the Qing Dynasty in Beijing(1644-1900)”,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2011, p.258.

51) 步軍統領衙門의 주요 업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① 步軍統領

이 통솔하는 八旗 步兵 및 巡捕五營의 馬步兵은 모두 담당 구역을 정하여 각자의 지

역을 방어하 다. 각 胡同은 步甲이 순찰을 담당하 고, 그 위에는 步軍校가 있어 몇 

개의 胡同을 책임졌으며, 步軍校는 協尉에게 呈報하여 步軍統領衙門으로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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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漢人의 구역이 된 外城의 행정조직을 살펴보자. 北京의 外城

은 內城의 남쪽에 위치하여 正陽門, 崇文門, 宣武門 등 前三門을 경계로 

한다. 前三門의 남쪽으로 外城을 다시 5개의 城으로 나누는데, 이를 五

城御史가 나누어 관할하 다. 五城御史의 정식 명칭은 “巡視五城御史”로 

科道官 중에 선발하여 都察院에서 파견하는 형식으로 임명되었다. 淸의 

巡城御史 제도는 조직과 기능적인 면에서 明에 비해 완비되었는데, 전문

적인 감찰 아문인 五城察院을 설치하고 그 아래 五城兵馬司를 설치하

다. 明代의 御史는 監察官으로서 직책 범위 내의 관원에게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淸代 五城御史는 단순히 감찰에만 국한되지 않고, 

外城과 城屬 지역의 保甲, 治安, 訴訟, 救濟 등의 업무를 담당하 다. 구

체적으로 盜賊의 체포, 人命 사건의 심리, 逃人의 追捕, 賭博의 금지, 奸

宄의 적발과 함께, 邪敎와 謠言, 惡棍과 衙蠹, 奸徒와 惡官의 불법 행위

나 僧道, 寺院, 坊店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巡城御史가 책임을 지고 

嚴飭하 다. 또한 체포 전담 官員과 兵丁이 살인 및 강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 五城御史는 감찰관으로서 그들을 탄핵할 수 있었

다.52)

② 王公 이하 軍民이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步軍統領衙門에게 체포의 권한

과 의무가 있었다. ③ 八旗 步軍 및 巡捕五營 馬步兵이 체포하여 접수한 범죄 안건은 

모두 步軍統領衙門이 판결하 다. 笞刑과 杖刑 이하는 步軍統領衙門에서 곧바로 집행

하여 완결하고, 徒刑 이상인 경우에는 刑部로 이관하 다. ④ 內城 9개, 外城 7개의 

주요 城門에 각각 巡房을 설치하여 官兵으로 하여금 주재하며 순찰을 담당하 다. 성

문에 班房과 更房을 두어 성 위에 올라 감시하고 시간에 맞추어 문의 개폐와 출입을 

관리하 다. ⑤ 宮城 內外는 八旗의 지정된 구역에 따라 윤번으로 야간에 순찰하 는

데, 범죄나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체포가 가능하 다. ⑥ 禁令이 선포되고 

軍民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할 步軍은 수시로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었다. ⑦ 民人

의 保甲 규정을 모방하여 10家戶를 조직하고, 관할 구역 내에 외래인이 있으면 내력

을 조사하여 불법의 무리가 잠입하는 것을 방지하 다. 또한 각 상점이나 여관마다 

門牌戶冊을 작성하게 하여 이동과 증감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보고하게 하 다. ⑧ 

北京城 내외에 전문 소방 기구를 두어 소방 업무를 담당하 고 火班이 당직 근무를 

맡았다. ⑨ 宮城 옆 白塔山과 內城의 九門에 감시용 포대를 설치하여, 위급 사항 발

생 시 신호탄을 발사하 다. ⑩ 北京 성내의 도로와 다리, 溝渠 등의 시설물 관리는 

매 旗에서 파견된 步軍校 1인, 步軍 120인이 담당하 고, 특히 황제가 순행할 때에는 

말끔하게 청소해야 했다. 이상 中國第一歷史檔案館 編, 康熙朝滿文朱批奏摺全譯 , 北

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96, pp.1587-1637에 수록된 다양한 奏摺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2)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031, pp.34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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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內城의 步軍統領衙門의 주요 관원이 예외 없이 전부 滿缺이었던 

것에 비해, 外城의 五城御史는 滿 · 漢 각 1員이었고, 五城兵馬司指揮(正

六品), 副指揮(正七品) 등 그 屬官은 전부 漢缺이었다. 이는 일견 관할 

대상에 따라 官缺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內城에는 원칙적으

로 漢人이 살 수 없기 때문에 步軍統領衙門에 漢缺을 둘 필요가 없고, 

外城은 內城에서 쫓겨난 漢人 관원과 民人의 새로운 보금자리 기 때문

에 굳이 滿人을 관할 관원으로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五城御史의 屬官들만 전부 漢缺일 뿐이고, 최고 장관인 五品官 五

城御史는 오히려 順治 연간 내내 滿人이 독점하 다는 사실이다. 入關 

직후 五城에는 원래 滿人御史 2員을 두었다가 順治 15년(1658)에 1員

을 없앴고, 順治 18년(1661)에는 五城의 사무가 번잡하다는 이유로 다

시 滿人御史 1員을 다시 충원하 다.53) 그러다가 雍正 원년(1723)에 漢

人御史 1員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淸代 巡城御史가 每城마다 滿 · 漢 

각 1員이 설치된 것이다.54)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雍正 연간 이후의 최종 결과만을 보고 처음부

터 外城에는 漢人 관료 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설명한다면, 이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면 히 살피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本稿의 관심 시

기인 順治 연간에는 五城御史들이 전부 滿人御史 다는 점을 기억할 필

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관할 대상에 따라 관원의 缺이 정해지기는 했지

만, 外城 지역은 漢人이 집하여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京師라는 

특수성 때문에 五城御史는 淸初 80년 동안 滿人에게 독점되었다.

마지막으로 北京 성내에 설치된 지방 행정 아문인 順天府와 두 京縣인 

大興縣과 宛平縣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順天府는 글자 뜻 그대로 “하

늘의 뜻에 순응하는” 제국의 首府 고, 府의 治所인 府治가 곧 제국의 

수도에 위치한 특수한 행정 구역이었다.55) 이에 따라 順天府에는 다른 

直省과 달리 從四品의 知府가 아닌 正三品의 府尹을 두어 차별화하 는

데, 順天府尹은 경우에 따라 다른 三品 관원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기도 

53) 淸聖祖實錄 卷2, 順治 18년 3월 壬申(23).

54) 乾隆 大淸會典則例 卷81, 都察院, p.13b. 

55) 光緖 順天府志 卷1, 京師志一, 城池, p.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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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56) 다시 말하면 順天府는 일반적인 省-府-縣 체제가 아닌 일종

의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각 성의 督撫와 평행 관계에 있었다.57)

順治 원년(1644) 順天府의 관할 州縣은 明制를 계승하여 通州, 昌平, 

涿州, 霸州, 薊州 등 5개 州와 大興縣과 宛平縣, 두 京縣을 비롯한 良鄕, 

漷縣, 固安, 永淸, 東安, 香河, 三河, 武淸, 寶坻, 順義, 密雲, 懷柔, 房山, 

文安, 大城, 保定, 平谷, 遵化, 玉田, 豐潤 등 22개 縣, 즉 5州 22縣이었

다.58) 順天府는 다른 直省의 府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① 

京畿 지역의 사무를 관장하고, ② 두 京縣과 함께 北京 내 禁令을 반포

하 으며, ③ 北京 성내의 敎化를 책임지고, ④ 民人의 고발 사건과 형

사 사건을 처리하 다.59)

淸의 會典에 順天府尹은 漢人이 임용되는 漢缺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

제 順治 연간에는 대부분 漢軍旗人이 임용되었다. 順治 연간에 임명된 

順天府尹 8명 가운데 6명이 漢軍 출신이었고, 나머지 漢人 2명도 사실 

順天府丞에서 府尹으로 승진하여 1년 남짓 자리를 지킨 경우 다.60) 즉, 

順天府의 관할 대상은 속하 州縣을 비롯하여 모두 民人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漢人 출신이 아닌 漢軍旗人이 順天府尹에 등용된 것이다. 이는 민

족적으로 통치 대상과 가장 가까운 漢族을 관리자로 써야 할 때, 일반 

漢人 관원보다도 만주에게 친숙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漢軍旗人이 우선

적으로 등용된 결과이다. 漢軍旗人의 우위는 사실 淸初 각 省에 설치된 

總督과 巡撫의 人選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인데,61) 이는 또한 

56) 順天府尹은 驛傳을 이용할 때 六部侍郞, 都察院副都御史 등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으

며, 順天府에서 사용한 大印은 보통 三品 아문이 사용하는 銅印이 아니라 특별히 銀

印을 사용하 다. 淸世祖實錄 卷51, 順治 7년 11월 壬子(3).

57) 王洪兵, ｢淸代順天府與京畿社會治理硏究｣, 南開大學 博士學位論文, 2009, p.128. 

58) 이후 順治 16년(1659)에 漷縣이 通州에 병합되고, 康熙 15년(1676)에 遵化가 縣에

서 州로 승격되었으며, 雍正 원년(1723)에는 寶坻縣에서 寧河縣이 분리되어 나왔다. 

그리고 雍正 4년(1726)에 玉田縣과 豐潤縣이 永平府에 귀속되고 遵化州가 直隸州로 

승격되었다. 이후 順天府의 속하 州縣은 5州 19縣으로 淸末까지 변함이 없었다. 嘉

慶重修一統志 卷5, 順天府, 建置沿革; 同治 畿輔通志 卷13, 建置沿革, 順天府.

59) 嘉慶 大淸會典 卷59, 順天府, pp.2689-2690.

60) 康熙 順天府志 (北京: 中華書局, 2009) 卷6, 政事, 歷官, pp.164-165.

61) 順治 원년(1644)부터 康熙 6년(1667)까지 總督에 임명된 인원은 총 33명인데, 그 

중 漢軍旗人이 32명, 漢人이 1명(부임기간 1개월)으로 나타나 극단적인 漢軍旗人 편

중을 보인다. 巡撫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총 97명 중 漢軍旗人이 66명(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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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天府尹이 단순한 府급 행정단위가 아니라 省급에 준하는 주요 행정조

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五城御史의 滿人 독점과 마찬가지

로 順天府尹의 漢軍旗人 독점은 淸初 順治 연간 北京 행정조직의 특수성

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順天府에 속한 大興縣과 宛平縣은 北京城을 동서로 나누어 기층 

행정을 담당한 ‘京縣’으로서, 황제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백성을 마주하

는 州縣 아문이었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皇城의 남북축, 즉 中軸線을 

기준으로 동편은 大興縣, 서편은 宛平縣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大興縣은 

東으로는 通州, 南으로는 東安縣과 인접하 으며, 西로는 宛平縣과 경계

를 마주하고, 北으로는 順義縣과 접하 다. 大興縣의 관할 범위는 동서

로 150리, 남북으로 150리로서 正方形이었다.62) 한편 宛平縣은 東으로

는 大興縣과 경계를 마주하고, 南으로는 固安縣, 西로는 良鄕縣, 北으로

는 昌平州와 접하 으며, 관할 범위는 동서 265리, 남북 108리의 長方

形이었다.63) 동편에 위치한 大興縣은 大運河를 통해 通州에 결집된 식량

과 물자가 北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창고와 상업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

이 배치되었다. 이에 비해 宛平縣의 교외 부분은 서쪽으로 길게 뻗어있

어 宣府鎭과 접하면서 군사적인 중요성이 높았고, 석탄과 목재 등 北京 

성내 연료의 주요 공급원을 관리하 다.64)

淸代 大興縣과 宛平縣은 明代와 마찬가지로 다른 直省의 知縣이 正七

漢人이 31명(32%)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때 滿人은 단 한 명도 임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淸初 滿人의 정치 경험과 실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滿 · 

漢 간의 모순을 완화하고 원활한 행정 운 을 위해 總督, 巡撫, 布政使, 按察使 등 각 

省의 고위 지방 관원은 대부분 漢軍旗人을 기용하 고 속하의 州縣에는 주로 漢人을 

임용하 다. 入關 후 漢軍旗人의 역할과 위상에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

어 있다. 劉金德, ｢三十年來八旗漢軍硏究綜述｣, 綏化學院學報 , 2009-4; 劉詠梅, ｢試

析淸初漢軍旗人的特點 -兼論淸初重用漢軍旗人的原因｣, 安徽師範大學學報 , 2000-4; 

謝景芳, ｢淸初漢軍八旗的地位和作用｣, 求是學刊 , 1986-3; 孫守朋, 2014; 孫靜, ｢試

論八旗漢軍與滿洲的差異性｣, 中央民族大學學報 33, 2006; 渡邊修, ｢順治年間

(1644-1661)漢軍(遼人)とその任用｣, 石橋秀雄 編, 淸代中國の諸問題 , 東京: 山川出

版社, 1995.

62) 康熙 大興縣志 卷1, 輿地, 附疆域.

63) 康熙 宛平縣志 卷1, 地理, 沿革.

64) 吳建雍, 高村雅彦 譯, ｢淸朝前期の北京における都市の空間構造｣, 東アジアの傳統都

市 , 山川出版社, 2001,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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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인 것에 비해 正六品으로 우대되었다.65) 두 京縣의 知縣은 다른 直省

의 知縣과 마찬가지로 錢糧을 징수하고 刑名을 審理하 으며, 水利와 河

道 정비, 災害 예방과 賑恤, 敎化와 巡察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

다. 그러나 두 京縣은 추가적으로 위로는 朝廷의 大典과 會試 · 殿試의 

진행 보조, 각종 儀式의 준비와 軍務에 소요되는 물자와 수레 동원, 皇

帝의 巡幸 差務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했으며, 아래로는 중앙 部院

衙門의 다양한 差務와 일상적인 雜差의 처리에 동원되는 등, 京縣의 업

무 책임은 다른 直省의 州縣보다 훨씬 광범하고 다양했다.66)

또한 大興縣과 宛平縣, 두 京縣은 北京에 위치한 여러 아문들과 비정

상적으로 얽힌 복잡한 행정 체계에 속해 있었다. 우선 順天府는 京縣의 

직속 상급 아문으로서 다른 直省의 府-縣의 관계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앙의 部院 아문이나 기타 행정 기구들은 업무 과정에서 順天府를 통하

지 않고 京縣에 직접 명령을 하달하기도 하 고, 때에 따라서는 업무의 

선후를 따지는 과정에서 아문 간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 다.67)

더욱이 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 공간의 분리를 통해 旗人과 

民人의 경계를 가시화하 기 때문에, 八旗制度로 旗人을 통할하고 州縣

制度로 民人을 관리하는 소위 ‘旗 · 民 分治’의 이중적인 통치 구조를 보

다.68)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京縣의 治所는 淸代에 여전히 內城에 위

치하 다. 皇城의 中軸線을 기준으로 大興縣 아문은 鼓樓 동편에 順天府

의 治所와 인접해 있었고, 宛平縣 아문은 皇宮 성벽의 서북쪽에 자리하

다. 앞서 살펴본 대로 北京의 內城은 八旗의 旗分에 따라 거주 구역이 

구분되어 오직 旗人만이 거주할 수 있었으며, 주요 행정 업무는 八旗都

統衙門과 步軍統領衙門에서 처리하 다.69) 이러한 상황에서 民人을 대상

으로 하는 두 縣의 아문이 民人의 거주가 금지된 內城에 위치했다는 사

실은 외형상으로는 明의 제도를 계승한 것이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완

65) 淸史稿 卷116, 志九十一, 職官三, 外官, 順天府, pp.3333-3334.

66) 王志中, ｢試論淸代北京地方行政機構的多元化設置｣, 北京聯合大學學報 , 2003-1, 

p.106.

67) 王崗, 2008, pp.319-320.

68) 華立, 1988, p.98.

69) 劉子揚, 淸代地方官制考 , 北京: 紫禁城出版社, 1988,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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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모순되는 것이었다.70)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은 실제 현실적인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順治 

원년(1644) 8월 工部의 보고에 따르면, 大興縣 아문 부근에 만주 병정

들이 어슬렁거리면서 숙식을 강요하거나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를 금

지해달라고 도르곤에게 호소하 다.71) 이는 바로 民人을 관할하는 大興

縣 아문이 旗人의 거주 구역인 內城에 위치한 모순 때문에 발생한 문제

다.

京縣의 관원은 旗人의 행동을 단속하거나 조사할 수 없고, 旗人의 詞

訟을 수리할 권한도 없었다.72) 旗人의 田土, 錢糧, 戶婚과 관련된 사안

은 모두 八旗都統과 佐領이 담당했으며 지방관이 간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73) 더욱 심한 경우에는 旗人이 관할 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저

지르더라도 지방관은 그를 체포하거나 심문할 수 없었는데, 民人이 지방

관에게 旗人과 관련된 訴狀을 제출한 경우 고발자는 물론 사건을 접수한 

해당 지방관도 권한 밖의 일을 범한 죄를 물어 罰俸 1년에 처해졌다.74) 

지방관은 다만 旗 · 民 간에 상호 고발이 있을 때 오직 民人의 소송을 

접수하여 이를 旗人 관원이나 理事同知에게 移咨하여 會勘하게 할 따름

이었다.75)

또한 京縣은 北京의 內城과 外城의 제반 업무에도 직접적으로 나설 권

70) 사실 民人을 관할하는 아문이 旗人의 ‘滿城’에 위치하는 현상은 유독 北京만의 특징

은 아니고, 전국에 설치된 八旗駐防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모습을 보 다. 예컨대 

浙江巡撫의 아문은 杭州의 滿城에 위치하 고, 兩廣總督의 아문도 廣州의 滿城에 위

치하 으며, 廣東省 布政使 아문과 廣州府 知府 아문, 그리고 두 개의 附郭縣 아문 

또한 모두 滿城에 위치하 다. 福州 또한 按察使, 布政使 등의 아문이 모두 駐防의 

營區에 있었다. 民人을 대상으로 하는 아문이 旗人의 공간에 위치한 것은 일견 모순

되어 보이지만, 이를 淸의 의도된 결정으로 보기도 한다. 任桂淳은 특히 전국의 주요 

駐防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배치가 八旗駐防의 將軍이 수시로 지방 관원의 활동을 감

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방 관원과 가속들은 마치 인질과 마찬가지로 만주에 겹겹이 

둘러싸여 통제를 받았다고 보았다. 任桂淳, 1993, pp.18-19.

71) 內閣大庫檔案 #036813-001, ｢呈請嚴禁兵丁侵擾大興縣治｣(順治 원년 8월).

72) 八旗通志初集 卷18, 土田志一.

73) 胡祥雨, ｢淸代京師涉及旗人的戶婚、田土案件的審理 -兼談 戶部則例 的司法應用｣, 

雲夢學刊 , 2004-5, p.34; Mark C. Elliott, 2001, pp.197-200.

74) 欽定六部處分則例 卷19, 田宅, 旗人控告地畝; 讀例存疑點注 (北京: 中國人民公安

大學出版社, 1994) 卷39, p.678.

75) 華立, 1988,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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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없었다.76) 旗人의 거주 구역인 內城의 치안 유지와 사법 업무는 兵

部 계통인 步軍統領衙門이 실질적인 지방관 역할을 하 고, 民人의 外城 

구역은 都察院 계통의 五城御史衙門이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 다.77) 

게다가 皇室 사무를 관리하는 宗人府나 內務府가 內城과 外城의 행정 사

무에 직접 간여할 때도 있었다.78)

이처럼 北京城의 운 에는 步軍統領衙門, 五城御史, 順天府와 京縣 등 

다수의 행정 주체가 참여하 다. 그러나 步軍統領衙門은 八旗制度 하의 

軍警 조직이고, 五城御史는 都察院에서 파견된 감찰 기구 으며, 順天府

와 두 京縣은 民人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 아문이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계통의 행정조직이 北京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자의 역이나 책임이 

서로 모호해지거나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京城의 각 아문이 맡은 지역은 서로 같지 않다. 步軍統領은 內城의 

盜賊을 담당한다. 外營汛은 外城을 담당한다. 五城巡城御史는 閭閻의 

詞訟을 담당한다. (工部의) 街道廳은 도로를 내고 관리한다. 順天府

尹과 大興縣 · 宛平縣 두 縣은 郊垌을 담당하고, 城內에는 아무 책임

이 없다. 그러나 서로 영향을 미친 것이 오래되어 점차 각자의 영역

을 침범하게 되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赴訴하고, 도적을 

체포해야 할 때에는 서로 미루기만 한다. 그 직책이 서로 統攝하지 

않으니 백성들도 어디를 의지하고 따라야 할지 모른다. 皇上이 계신 

도읍임에도 바로잡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절반은 이 때문이다.79)

위와 같은 北京 성내 행정조직의 권한 중복과 역 중첩은 만주의 滿 

· 漢 分居 원칙으로 인해 明代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76) 王志中, 2003, pp.107-108.

77) Alison Dray-Novey, “Policing Imperial Peking: The Ch’ing Gendamerie 

1650-1850,”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81.

78) 王志中, 2003, p.108.

79) 震鈞, 天咫偶聞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82) 卷4, 北城, “京城之所以司地面者不

一: 曰步軍統領, 所以司內城盜賊者也; 曰外營汛, 所以司外城者也; 曰五城巡城御史, 所

以司閭閻詞訟者也; 曰街道廳, 所以平治道塗者也; 曰順天府尹、大、宛兩縣, 職在郊垌, 

城內無其責也. 然相沿既久, 漸至侵官. 偶有違言, 任人赴訴, 時逢拘捕, 聽官所爲. 蓋其

職不相統攝, 民亦莫知適從. 輦轂之下, 肅淸不易, 亦半坐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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旗人과 民人의 거주지가 분리되면서 內城과 外城에는 서로 다른 관리 통

제 시스템이 마련되었는데, 기존 內城에 위치하 던 民人 대상의 州縣 

아문, 학교, 창고 등까지 모두 旗人의 역에 속하게 됨으로써 그 관할

과 권한에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80)

<그림 4-2> 淸의 北京 行政區域(a)과 明의 北京 行政區域(b)

※ 출처: 布野修司, 2015, p.541.

80) 구체적인 사례로 順天府學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들 수 있다. 順天府學은 宮城

에 가까운 동북쪽 內城, 즉 鑲黃旗의 旗分에 속하는 지역에 위치하 는데, 順治 9년

(1652) 8월 侍讀學士 薛所蘊은 題本을 올려 만주 舊人이 順天府의 관할 구역인 學宮

과 文廟를 멋대로 오가며 훼손시키고 있다고 고발하 다. 당시 順天府는 旗人들을 통

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禮部에 만주어 고시문의 발급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順治 15년(1658)까지도 旗人 병사나 주민들의 침범과 훼손은 끊이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결국 여러 행정조직이 동원되었다. 旗人의 단속은 都統 이하 

니루장긴과 푼더보쇼쿠에 이르는 八旗 조직이 책임을 지고, 기물 파손이나 절도로 발

전했을 경우에는 刑部가 담당하며, 단속을 게을리 한 니루장긴과 푼더보쇼쿠는 禮部

와 順天府가 고발하고, 房屋과 부지 조사는 工部와 順天府가 처리하며, 만주어와 한

문 간판을 세우는 일은 禮部가 담당하 다. 만약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旗人이 아닌 

일반 民人이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는 사실 順天府 차원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다. 결국 順天府學을 둘러싸고 수년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順天府學이 內城 안 鑲黃旗의 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이었다. 이상 康熙 順天

府志 卷8, 藝文, 奏疏, ｢禮部覆疏｣, p.499; ｢請禁約疏｣, pp.499-500; ｢禮部覆疏｣, 
pp.500-501; ｢工部覆疏｣, pp.5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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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旗人이 새로 이주해 온 北京 지역에는 旗人의 역과 民人의 

역을 서로 명확히 구분한다는 滿 · 漢 分居의 원칙이 존재하 으나, 

실제로 北京城 안에서는 두 역이 서로 교차 · 중첩되어 있었다. 즉, 北

京에서 旗人의 역과 民人의 역은 마치 모자이크와 같이 뒤섞여 있으

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서로의 경계는 복잡했고, 실제 정황

은 더욱 복잡하게 나타났다.

八旗制度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지 행정 구역 개념이 아니었다. 八旗 

行政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州縣 行政은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다. 

旗人이 거주하는 內城은 八旗, 즉 사람을 기준으로, 民人을 대상으로 하

는 外城 및 州縣 行政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서로 다른 기

준을 가진 두 구성원이 서로 충돌할 때, 즉 旗人과 民人 간의 분쟁이 발

생하면, 旗人은 지역을 막론하고 그 개인이 속한 旗가 관할하 다. 이에 

비해 民人은 법적으로나 관념상으로 지역민의 개념으로서 州縣 관원은 

자기 관할에서 발생한 일을 처리하 다. 이렇게 기준 자체가 다른 ‘屬地

主義’와 ‘屬人主義’가 北京 지역에 병존하며 동시에 발현되고 있었다.

이때 北京의 행정조직은 다른 直省과 같이 하나의 계통 하에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가지기보다는, 서로 다른 계통의 행정 주체가 뒤섞여 있는 

망(web) 구조에 가까웠다.81) 이는 물론 특정 기구에 권력이 독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北

京에 明의 기존 제도와 淸의 새로운 상황이 공존하고 결합되었다는 것이

다. 이미 여러 계통으로 나누어져 있던 明의 京師 관리제도에 淸의 새로

운 요소, 즉 旗人이 北京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상황

은 더욱 복잡해졌다. 명목상 滿 · 漢의 분리를 추구하 지만 滿의 지배

와 漢의 피지배 방식이 관통하는 淸의 수도 北京에는 ‘明代에는 있을 리 

없었던’ 旗人과 民人이 함께 공존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81) Xiangyu Hu, 2011,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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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北京 인근 旗地의 설치 과정

“淸代에 백성을 가혹하게 괴롭힌 弊政 중에 入關 때 旗族이 民田을 圈

占82)한 것만큼 심한 것은 없다.”83) 흔히 淸의 5대 弊政으로 辮髮, 衣冠, 

圈地, 投充, 逃人을 꼽는다.84) 이 중 投充과 逃人 문제는 또한 결국 圈

地의 직접적인 결과 혹은 圈地로 인해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결국 辮髮과 衣冠이 淸에게 충성을 표하는 정치 · 문화적 요구 다

고 한다면, 圈地 및 投充과 逃人 문제는 백성의 생존과 직접 연결되는 

경제 · 사회적 문제 다. 사실 지금까지 旗人의 北京 이주 및 滿 · 漢 分

居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 바로 

淸의 圈地 정책과 그 결과 형성된 旗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圈地는 소위 “跑馬占地”라 하여 말을 탄 두 騎手가 밧줄을 끌고 다니

며 토지를 측량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땅과 가옥을 몰수하여 八旗의 

관원과 壯丁에게 나누어 지급한 조치를 말한다.85) 그 결과 형성된 것이 

바로 ‘旗人의 토지’, 즉 旗地이다.86) 入關 이전 旗地의 형성은 八旗의 성

립과 함께 만주의 遼東 진출에 즈음하여 체계화되고 제도화되었고, 入關 

이후 北京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旗地는 중원 공략에 기여한 功臣과 

士兵에게 내리는 보상 및 부양의 성격을 가졌다.87)

일찍이 약탈 전쟁으로 경제적 기반을 다져온 만주에게 入關 이후 그들

이 획득한 중원 역시 하나의 전리품[olji]으로써 功이 있는 이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88) 淸은 北京을 점령한 후 그들의 

82) 한자 ‘圈’에 해당하는 만주어는 kūwarambi로서, ‘동그라미로 에워싸다’, ‘둘러싸다’

라는 뜻이다. 滿文 世祖聖訓 , 順治 8년 2월 丙午에는 “irgen i usin be kūwarame 

gaifi”라 하여, “백성의 田地를 圈占해서”라고 표현하 다. 周藤吉之, 1972, p.112.

83) 民國 滿城縣志略 卷6, “淸代虐民之弊政, 莫甚於入關旗族圈占民田.”

84) 魏千志, ｢從淸初五大弊政看當時的社會矛盾｣, 河南大學學報 , 1991-4, p.78.

85) Frederic Wakeman Jr., 1985, p.471.

86) 皇室이 점유한 皇莊과 諸王에게 하사한 王莊도 넓은 의미의 旗地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아직 그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趙維和, ｢淸代盛京旗地硏究｣, 

滿族硏究 , 1999-1, p.38.

87) 周藤吉之, 1972, pp.109-110.

88) 劉家駒, 1964,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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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도로 삼고, 遼東으로부터 건너온 旗人에게 北京 부근의 토지를 

지급해서 그들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게 하 다. 이때의 圈地 또한 壯丁

의 수대로 일정 면적의 토지를 균등히 지급하는 것으로서, 만주가 入關

하기 전부터 이미 遼東에서 시행하 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順治 원년(1644) 12월 23일 淸 朝廷은 戶部에 내리는 諭旨를 통해 北

京 인근 지역의 圈地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포하 다.

우리 朝廷은 燕京에 도읍을 정하여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란다. 京

師에 가까운 각 州縣에는 民人 소유의 주인 없는 荒田 및 ① 明國의 

皇親 · 駙馬 · 公 · 侯 · 伯 · 太監 등이 寇亂 중에 죽어 주인 없는 

토지가 매우 많다. 너희 戶部는 이를 모두 철저하게 조사하여 만약 

원래 주인이 생존해 있거나, 원래 주인은 이미 죽었어도 子弟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사람 수에 따라 지급하고, 그 나머지 田地는 모두 ② 

東에서 온 諸王과 勳臣, 兵丁 등에게 나누어 지급하라. 이는 그들을 

安置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경계를 갈라 정한 것

이다. 그러나 이들 토지에 만약 滿 · 漢이 섞여 함께 지낼 경우 필시 

爭奪이 끊이지 않을 것이니, 각 府 · 州 · 縣 · 鄕村에서는 ③ 滿 · 

漢을 구분하여 거주시키고 각기 경계를 명확히 하여 후일 분쟁의 여

지를 근절하라. 올해 東에서 먼저 온 諸王, 各官, 兵丁 및 현재 京師

에 있는 각 部院衙門의 관원에게 우선적으로 ④ 田園을 撥給하라. 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시 예전과 같이 헤아려 지급하라. 각 府 

· 州 · 縣의 無主荒田 및 缺額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地方官이 조사

하고 밝혀 장부를 만들어 戶部로 보내게 하라. 그 땅을 남겨 東에서 

온 兵丁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錢糧을 징수해야 하는지 여

부는 또한 헤아려 논의하게 하라.89) (번호와 강조는 인용자)

89) 淸世祖實錄 卷12, 順治 원년 12월 丁丑(23), “我朝定都燕京, 期於久遠. 凡近京各州

縣民人無主荒田, 及明國皇親、駙馬、公、侯、伯、太監等死於寇亂者, 無主田地甚多. 爾

部可槪行淸査, 若本主尙存, 或本主已死, 而子弟存者, 量口給與. 其餘田地, 盡行分給東來

諸王、勳臣、兵丁人等. 無處安置, 故不得不如此區畫. 然此等地土, 若滿漢錯處, 必爭奪

不止, 可令各府州縣鄕村, 滿漢分居, 各理疆界, 以杜異日爭端. 今年從東先來諸王、各

官、兵丁, 及見在京各部院衙門官員, 俱著先撥給田園. 其後到者, 再酌量照前與之. 至各

府州縣無主荒田, 及徵收缺額者, 著該地方官査明造冊送部. 其地留給東來兵丁, 其錢糧應

徵與否, 亦著酌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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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諭旨의 내용에 따르면 圈地는 만주의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한 불

가피한 국가적 지원 사업이었으며, 결코 만주의 특권을 보장하거나 이윤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圈地의 대상을 주인 없는 황

무지나 옛 明의 皇室 재산 등으로 한정하 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백

성에게 피해를 끼칠 여지도 없었다. 또한 대상 토지의 접수와 세금 정산 

문제를 수혜자인 八旗-軍政 계통이 아닌 州縣-民政 계통에 일임함으로

써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인다.90)

그러나 과연 위의 諭旨대로 淸의 圈地 정책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

고 실제 백성에게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좀 더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 내용은 淸 朝廷의 공식

적인 선언에 가깝고,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이 역사적 현실과 부합하는

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順治 원년

(1644) 12월 諭旨에 보이는 다섯 가지 주요 화두를 중심으로 北京 인근

에 설치된 旗地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圈地의 대상으로 지목한 ① “明國의 皇親 · 駙馬 · 公 · 侯 · 伯 

· 太監 등이 寇亂 중에 죽어 주인 없는 토지”는 明代 전반에 걸쳐 형성

된 北京 주변의 莊田을 말한다. 莊田이란 皇室, 勳戚, 宦官 등이 소유한 

대규모 농장을 가리킨다.91) 永樂 연간에 北京이 明의 새로운 수도가 된 

이후, 北京 주변 지역은 점차 皇親과 勳戚이 호시탐탐 노리는 노른자위 

땅이 되었고, 근 200년에 가까운 잠식 과정 끝에 明末 北京 주변 지역

은 거의 모두가 그들의 莊田으로 탈바꿈되었다.92) 明代 畿輔 지역에 형

90) 이는 물론 민간의 토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州縣 관원의 업무 범위라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圈地가 旗人을 위한 정책임에도 八旗 계통이 아닌 

州縣 관원을 참여시킨 사실이 주목된다. 이때 자신의 관할 역에 대한 침탈이 될 수 

있는 圈占 과정에 참여하는 州縣 관원의 입장이 어떠했을지 의문이다. 圈地를 최소화

하여 民人의 토지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되는 입장이었을지, 아니면 圈地에 협조하여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을지, 당시 州縣 관원의 고민과 갈등을 추적하는 작업

은 또 다른 연구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문제들은 추후 별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圈地 정책의 초창기부터 漢人 출신 州縣 관원의 협조를 반드시 

필요로 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91) 林延淸, ｢論明代中期京畿地區莊田的膨脹和淸理｣, 歷史檔案 , 2000-3, p.80. 이들 

莊田은 물론 전국에 걸쳐 형성되었지만, 그 규모나 집 정도로 보았을 때 北京 인근 

지역의 莊田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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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莊田의 구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록이 존재하지만, 대체

로 수만 頃 이상이었고 20만 頃 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93) 규모 상 

明의 莊田은 入關 직후 圈地의 주요 대상이었던 北京 인근 지역의 無主

荒田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明末의 莊田과 淸初의 旗地는 결국 같은 토지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 을까? 莊田과 旗地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토지에 대한 권리에 

있었다. 우선 明의 莊田은 개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유 재산으

로 전환된 것이었다.94) 이로 인해 北京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

쳐 설치된 莊田이 국가 권력에 대한 원심력으로 작용하기도 하 다.95) 

皇莊 또한 국가 소유의 토지가 황제 개인의 소유가 되어 국가의 수취체

제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었다고 할 수 있다.96) 반면 淸의 旗

地는 旗人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을 부여하 기 때문에, 매매 및 증

여가 원칙적으로 불법이었고 상속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되지 

않았다.97)

즉, 圈地는 이민족의 돌발적이고 야만적인 토지 강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역대 왕조에서 近畿 지역의 토지 상황과 계통을 같이 한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98) 특히 새로운 왕조를 열면서 새로운 지배층이 

토지 재분배에 나서는 것은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淸의 

92) 畿輔通志 卷32, 田賦, 明.

93) 李龍潛, ｢明代莊田的發展和特點｣, 山西省社會科學硏究所 編, 中國社會經濟史論叢

第2輯,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2, pp.356-357.

94) 明史 卷77, 志五十三, 食貨一, 戶口, 田制, 莊田. 

95) 李三謀, ｢明代莊田的經濟性質及其租額問題｣, 中國農史 , 1989-4; 張海瀛, ｢明代的

莊田地主及其對土地買賣的影響｣, 晉陽學刊 , 1985-4.

96) 成化 연간 戶部尙書를 역임한 李敏은 畿輔 지역의 皇莊이 5곳에 1만 2,800여 頃, 

勳戚과 宦官의 莊田은 332곳에 3만 3,100여 頃에 달한다고 하면서, 하늘 아래 황제

의 땅이 아닌 곳이 없으니 이들 莊田을 철폐하고 그 땅을 백성에게 경작하게 하여 세

금을 거두면 각 宮의 용도를 충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건의하 으나, 그의 의견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明史 卷185, 列傳七十三, 李敏.

97) 任桂淳은 국과 중국의 圈地를 상호 비교하면서, 국의 인클로저 운동이 공유지나 

황무지를 圈占하여 개인의 소유로 삼았던 것에 반해, 만주의 圈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국가의 통제 하에 귀속되어 국가에 의해 새로운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라

고 강조하 다. 任桂淳, 1993, p.43.

98) 光緖 順天府志 卷53, 食貨志五, 旗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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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關 이후 北京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旗地 또한 이러한 새로운 토지 

재분배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北京 인근 지역의 토지는 이미 

明代서부터 백성의 소유가 아니었고, 그 주인이 단지 明의 皇室과 王府

에서 淸의 皇室과 八旗로 바뀐 것뿐이었다.99)

다음으로 圈地의 수혜자인 旗人, 즉 ② “東에서 온 諸王과 勳臣, 兵丁”

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入關 후 旗人에게 지

급된 旗地를 각 旗의 팔기만주 · 팔기몽고 · 팔기한군별로 구분하여 살

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淸初 각 旗별 획득 旗地 규모 (단위: 晌)

팔기만주 팔기몽고 팔기한군 합계

正黃旗 257,585 62,810 72,003 392,398

鑲黃旗 250,060 65,135 70,695 385,890

正白旗 223,135 60,598 62,875 346,608

鑲白旗 187,215 47,205 22,985 257,405

正紅旗 159,357 25,943 21,485 206,785

鑲紅旗 158,215 33,735 25,525 217,595

正藍旗 207,848 43,975 33,788 285,611

鑲藍旗 171,735 35,188 28,265 235,188

합계 1,615,270 374,589 337,621 2,327,480

※ 출처: 康熙 大淸會典 卷21, 戶部五, 田土二, 各旗莊屯, 凡撥給八旗官員兵

丁畿輔田土; 周藤吉之, 1972, pp.144-145를 이용하여 재구성.

우선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은 旗를 막론하고 팔기만주에게 旗地가 

압도적으로 많이 분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획득 旗地의 규모로만 보면 

팔기몽고나 팔기한군에 비해 거의 5배에 달하고 있다.100) 같은 八旗 안

99) 乾隆 寶坻縣志 卷16, 集說, 圈給.

100) 八旗 내 만 · 몽 · 한의 구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만주어 어순을 기준으로 하면 ‘만

주팔기(manju gūsa)’, ‘몽고팔기(monggo gūsa)’라고 말해야 정확하지만, 흔히 ‘팔기

만주’, ‘팔기몽고’라고도 쓰인다. 엘리엇은 ‘만주팔기’나 ‘몽고팔기’와 같은 만주식 표

현보다 ‘팔기만주’, ‘팔기몽고’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보았다(Mark C. 

Elliott, 2001, pp.395-396). 한편 구범진은 八旗 중 어느 旗에 속하느냐가 우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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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旗地의 분배가 이렇게 심한 편중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圈

地 정책이 八旗에 속한 壯丁의 수대로 일정량의 토지를 나누어 지급하는 

소위 ‘計丁授田’ 제도 고, 토지의 분배 대상인 壯丁에는 일반 旗人뿐만 

아니라 그 旗人에게 속한 奴僕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101)

따라서 旗地의 구체적인 분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入關 후 八旗

에 속한 人丁과 奴僕의 통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알려

진 入關 후 八旗의 編審 결과 중 가장 이른 것은 順治 5년(1648)의 통

계인데, 이에 따르면 팔기만주는 55,330丁, 차하르 출신을 포함한 팔기

몽고는 28,785丁,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에게 속한 보오이(booi, 包衣)102) 

漢人이 216,967丁이었으며, 팔기한군은 45,849丁으로 그들에게는 따로 

奴僕이 없었다.103) 주목할 점은 보오이 漢人의 丁數가 전체 八旗 人丁의 

총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2.5%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104) 

그러면 획득 旗地의 규모와 八旗 人丁 수의 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 두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작성해 보면 <표 4-2>와 같다.

만주 · 몽고 · 한군 중 어디에 속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엄 히 말하면 

팔기만주, 팔기몽고, 팔기한군이 제대로 된 命名法이라고 보았다. 즉 旗人이 자신의 

출신을 밝힐 때에는 ‘양황기 만주’, ‘정홍기 몽고’, ‘정백기 한군’ 등의 방식을 썼다는 

것이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팔기몽고와 팔기한군은 기본적으로 몽골인과 한인으로 

구성되었던 반면, 팔기만주는 구성원의 출신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했다는 점이다. 팔

기만주에는 여진인(만주인), 몽골인, 한인이 뒤섞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나 

러시아인, 위구르인, 그리고 티베트인으로 편성된 니루도 존재하 다. 구범진, 2012, 

pp.115-116.

101) 周藤吉之, 1944, pp.82-83; 魏千志, ｢‘拖克索’ 淺論｣, 明淸史國際學術討論會論文

集 ,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2, p.597.

102) 만주어 ‘booi’는 家를 의미하는 ‘boo’에 소유격을 나타내는 조사 ‘i’가 붙어서 만들

어진 표현으로서, 일반적으로 皇帝, 王公, 官人 및 일반 旗人의 奴僕을 가리킨다. 

‘booi’를 ‘booi niyalma’, 즉 ‘집안사람’ 혹은 ‘家人’의 줄임말로 볼 것인지 등은 지금

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하(aha)’라는 표현과 함께 八旗에 속

한 奴僕을 지칭하는 단어로 널리 쓰 다는 점이다. 增井寬也, ｢建州統一期のヌルハチ

政權とボォイ=ニャルマ｣, 立命館文學 587, 2004, p.384.

103) 安雙成, 1992, pp.429-430, <和碩怡親王允祥等奏爲査報順康年間八旗男丁數目事

本>(雍正 원년 5월 4일).

104) 소유자의 신분에 따라 보오이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 旗人의 경우 5~6

명이 보통이었던 반면, 王公과 大臣의 경우에는 보통 100명 정도에서 많은 경우는 

1,000명 가까이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王鐘翰, ｢皇太極時代滿族向封建制的過渡｣, 

王鐘翰淸史論集 , 北京: 中華書局, 2004,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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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八旗 人丁에 따른 旗地 분배 상황

팔기만주 팔기몽고 팔기한군

順治 5년 男丁 수 55,330丁 28,785丁 45,849丁

順治 5년 보오이 漢人 수 216,967丁  ·

順治 연간 획득 旗地 규모 1,615,270晌 374,589晌 337,621晌

위 표에 따르면, 八旗 내에 만 · 몽 · 한의 旗地 분배 편중은 결국 보

오이 漢人 수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팔기한군의 男丁 수는 팔기

만주에 비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수하에 보오이 漢人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旗地 분배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 다. 팔기몽고와 비

교해 보았을 때에도 팔기한군의 男丁 수가 훨씬 많은데 획득 旗地의 규

모는 오히려 팔기몽고보다 적은 것은, 팔기몽고가 소유한 보오이 漢人 

수가 旗地의 규모를 결정하 기 때문이다. 문제는 팔기만주와 팔기몽고

의 차이인데, 보오이 漢人 수가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한 수치

를 알 수는 없다. 다만 팔기만주가 획득한 旗地의 규모가 팔기몽고에 비

해 월등히 큰 것으로 볼 때, 팔기만주에 속한 보오이 漢人의 수가 팔기

몽고에 비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105) 그리고 이를 바꾸어 말하면 같

은 旗에 속해 있더라도 壯丁과 奴僕을 많이 소유한 경우일수록 旗地도 

훨씬 많이 분배받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圈地의 주요 원칙이자 전제 조건인 ③ “滿 · 漢을 구분하여 

거주시키고 각기 경계를 명확히 하는” 만주와 漢人의 분리에 대해서 살

펴보도록 하자. 圈地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인 順治 원년(1644) 

12월 5일, 順天巡按 柳寅東은 상주를 올려 아무리 주인 없는 땅을 만주

105) 논리상 팔기한군의 男丁 수와 획득 旗地 사이의 비율을 도출하고 이를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에게 대입해 보면 각각의 보오이 漢人 수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

지만, 八旗 人丁의 수치는 順治 5년(1648)의 자료이고, 旗地의 수치는 康熙 大淸會

典 에 수록된 順治 연간의 알 수 없는 시점의 자료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 오차가 너

무 크게 발생한다. 결국 현재 위의 자료만 가지고는 팔기만주와 팔기몽고가 소유한 

보오이 漢人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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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주인 있는 땅과 서로 뒤섞여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으니, 이렇게 되면 漢人과 분쟁이 일어나기 쉬울 것이라고 우려하

다. 이에 가장 좋은 방법은 州縣의 大小와 用地의 多寡를 정하여 만주

로 하여금 먼저 一方을 점하게 하고,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주인 없는 

땅이 나오면 漢人과 상호 兌換케 하여, 滿 · 漢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滿 · 漢을 분리시키면 滿人이 한 데 모여 살면서 경작

과 목축을 서로 도울 수 있고, 滿人과 漢人이 서로 침탈하지 않고 분쟁

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滿 · 漢 各官이 서로 간섭하거나 미루지 않을 

것이고, 漢人이 의심하지 않고 생업에 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106) 이처럼 圈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만주

와 漢人을 따로 거주시키고 그들의 토지 또한 섞이지 않게 한다는 것이

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토지를 서로 공유해야 하는 北京 인근 지역에

서 충돌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 없는 땅만을 만주에게 지급한다는 圈地

의 기본 원칙은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인 없는 땅

은 주인 있는 땅과 항상 섞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 전체

를 균일하게 만주의 배타적인 구역으로 확정하지 않는 한 만주와 漢人의 

雜處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대안이 바로 특정 구역

을 모두 만주의 구역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속한 有主地는 다른 지역의 

無主地로 서로 바꾸어 보상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를 당시에 “撥補”라고 불렀는데, 구체적으로 京師에서 500

리 내의 民田을 八旗를 위해 圈占하고 인근 州縣에 위치한 官田이나 주

인 없는 황무지를 골라내어[撥] 보상[補]하는 제도를 이른다.107) 일단 

圈地가 진행된 지역에는 滿과 漢의 역을 엄격히 분리하 고, 주인이 

있는 토지와 房屋은 그 가치를 공정히 매겨 다른 지역의 토지와 房屋으

로 보상 지급해 주되, 그 책임은 해당 지역의 지방관에게 물었다.108) 이

러한 撥補는 토지를 圈占당한 民人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기본적인 

106) 淸世祖實錄 卷12, 順治 원년 12월 己未(5).

107) 光緖 深州風土記 卷3, 賦役.

108) 淸世祖實錄 卷14, 順治 2년 2월 己未(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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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이는 정복자로서 만

주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지점인데, 圈地의 과정 중에 民人의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주의 圈地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무조건적이고 폭력적인 민족 차별책만은 아니라는 점

을 시사한다.109)

이어서 ④ “田園을 撥給하는” 圈占과 지급 절차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

사하고 있는 아래의 기록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무릇 民地를 圈占할 때에는 諭旨를 청하여 戶部가 滿官을 파견하고 

有司와 함께 비트허시(bithesi, 筆帖式), 보쇼쿠(bošokū, 撥什庫), 

욱신(uksin, 甲士) 등의 員役을 인솔하여 村莊에 도착한 뒤 서로 田

地를 측정한다. 두 騎手가 앞뒤로 戶部에서 발급한 밧줄을 끌면서 사

방 주위를 기록하고 면적을 계산한다. 한번 圈占을 할 때마다 수백 

晌의 토지를 얻고, 매 壯丁마다 5晌을 나누어 지급한다. 1晌은 6畝

이다. 晌은 가로 1繩, 세로 1繩의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그 法은 弓

丈보다 빠르다. 한번 圈占이 정해지면 (그 범위 안의) 廬舍와 場圃는 

모두 屯有가 되고 糧籍에서 삭제된다.110)

圈地는 중앙에서 파견된 만주 관원이 지방의 州縣 관원과 함께 수행하

고, 토지의 측량과 계산에는 만주의 독특한 繩量法[futalambi]이 적용

되었다. 繩量法은 해당 토지의 면적을 이넝기(inenggi, 日) 혹은 치마리

109) 그러나 현실에서 圈地와 撥補는 만주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폐단을 낳았다. 淸 朝

廷은 撥補를 통해 민간의 피해를 보상해 주려 하 으나, 절대적인 보상액의 부족과 

척박하고 편벽한 보상 토지, 그리고 물리적 거리의 발생에 따르는 추가 비용과 심리

적 부담감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 다. 더욱이 撥補로 인해 ‘땅의 주인’이 속한 州縣과 

‘땅’이 속한 州縣이 서로 달라지면서 세금과 소작료 징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도 

하 다. 圈地와 撥補는 단순히 旗人과 民人 사이의 갈등만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서

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民人,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에 놓인 두 州縣이 충돌하고 

반목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撥補와 민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

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110) 姚文燮, 無異堂文集 卷7, 圈佔記, “凡圈民地, 請旨戶部遣滿官, 同有司率筆帖式、

撥什庫、甲丁等員役, 所至村莊, 相度畎畝. 兩騎前後牽部頒繩索, 以記週四圍而總積之. 

每圈共得幾百十晌, 每壯丁分給五晌. 晌六畝. 晌者折一繩之方廣, 其法捷於弓丈. 圈一定, 

則廬舍場圃, 悉皆屯有, 而糧籍以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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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ari. 晌)111)로 나타내었고, 頃과 畝를 단위로 하는 일반 州縣 토지의 

측량법인 弓丈法보다 간편했다고 설명한다.112) 

문제는 圈地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시 예전과 같이 헤아려 지급하는” 지속적인 사업인 

데에 있었다. 이번 順治 원년(1644)의 圈地는 “올해 東에서 먼저 온” 旗

人을 위한 정착 사업이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北京으로 이주해 오는 旗

人을 위해 圈地는 계속 되어야 했다. 그러나 北京 인근 지역의 주인 없

는 땅과 황무지는 그 양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旗人에

게 돌아가야 할 토지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는 어쩔 수 없이 圈地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만 했다. 결국 ① 

圈地의 대상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順治 2년(1645) 9월 淸 朝廷은 北京 인근의 順天府를 넘어 인근 河間

府, 灤州, 遵化州 등의 주인 없는 땅을 조사하여 八旗에게 지급하고 이를 

경작에 활용하게 하 다. 여전히 주인 없는 토지를 圈占한다는 기존의 

원칙은 고수하면서, 옛 明의 公, 侯, 伯, 駙馬, 皇親, 太監의 토지를 모두 

八旗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 다.113) 戶部는 곧바로 구체적인 업무 착수 

계획을 보고하 는데, 해당 지역의 주인 없는 땅을 조사하는 일은 州縣 

관원과 그 屬官이 담당하게 하고, 더불어 滿官과 漢官을 파견하여 그 과

정을 감독하겠다고 하 다.114) 뒤이어 이번 圈地의 대상이 된 府 · 州 · 

縣을 열거해 놓았는데, 그 위치를 따져보면 北京으로부터 남쪽으로 멀어

지는 방향에 위치한 順天府 외곽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圈地의 

111) 만주어 치마리는 ‘아침’, ‘내일’ 혹은 ‘6畝의 토지’를 뜻하고 이 뜻을 살려 한자로 

번역한 것이 바로 ‘日’이다. 한편 만주어 치마리와 독일어 모르겐(morgen)은 둘 다 

농부 한 사람이 소 두 마리를 가지고 하루 동안 밭갈 수 있는 ‘하루갈이’의 면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이유로 모르겐 역시 ‘아침’과 ‘하루’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Mark C. Elliott, 2001, p.448.

112) 길이 단위 1繩 및 면적 단위 1晌의 구체적인 수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入關 이전 遼東에서는 1晌이 5畝 고, 入關 이후에 北京 인근 旗地에서는 順

治 연간에서 康熙 초까지는 6畝 혹은 7畝로 환산되었다. 그러나 康熙 중엽 이후에는 

1繩의 길이가 18丈(36步) 내지 19丈(38步)로 정해지면서 1晌도 6畝로 확정되었다. 

周藤吉之, 1972, pp.127-128.

113) 淸世祖實錄 卷20, 順治 2년 9월 甲子(16).

114)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冊, 順治 2년 9월 17일,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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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北京을 기준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결국 淸의 

향력이 확대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圈地가 진행된 것이다. 즉, 圈

地는 淸의 정복의 결과이자 정복을 기념하는 전리품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戶部는 위의 諭旨대로 추가 圈地에 착수하 다. 그런데 3개월 후 順治 

2년(1645) 12월 23일 戶部尙書 잉굴다이(Inggūldai, 英俄爾岱)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 다.

臣 등은 명을 받들어 旗下에게 토지를 圈給해 주었습니다. 살펴보건

대 易州, 安肅 등 州縣과 軍衛에 있는 총 36곳의 無主田地를 빠짐없

이 전부 旗下에게 발급해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 

살피지 않은 滿城, 望都 등 24개 州縣에는 아직 無主荒地가 남아 있

지만, 만약 이 지역을 旗下에게 발급할 경우 京師에서 너무 멀어지고 

兵民이 雜處하게 되니 불편함이 많을 것입니다. 논의해 보건대 易州 

등의 縣에 위치한 有主田地를 헤아려 병사에게 지급하고, 滿城 등 지

역의 無主田地를 가까운 (원래의 주인인) 民人에게 지급해 주면 양쪽

이 모두 이로울 것입니다.115)

이 건의는 비준되어 給事中 4명과 御史 4명이 戶部司官 8명과 함께 

파견되어 易州와 安肅縣의 추가 圈占에 착수하 다. 易州와 保定府 속하

의 安肅縣, 滿城縣, 望都縣 등은 모두 北京을 기준으로 서남쪽에 위치하

는데, 아직 圈占에 착수하지 않은 滿城縣과 望都縣은 이미 지급이 완료

된 易州와 安肅縣에 비해 좀 더 남서쪽으로 멀어지는 방향에 위치해 있

었다. 문제는 北京에 좀 더 가까운 易州와 安肅縣의 주인 없는 토지를 

동원하여도 여전히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戶部尙書 잉굴다이는 부족한 양을 보충하기 위해 北京으로부터 멀

어지는 滿城縣과 望都縣의 주인 없는 땅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115) 淸世祖實錄 卷22, 順治 2년 12월 辛丑(23), “臣等奉命圈給旗下地畝. 査得易州、

安肅等州縣軍衛, 共三十六處無主田地, 盡數撥給旗下, 猶若不足. 其未察地方, 如滿城、

望都等二十四州縣, 尙有無主荒地, 若撥給旗下, 則去京漸遠, 兵民雜處, 多有未便. 議將

易州等縣有主田地, 酌量給兵, 而以滿城等處無主田地, 就近給民, 庶幾兩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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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지급이 완료된 易州와 安肅縣에서 주인 있는 땅을 圈占하여 지급

하고 이를 滿城縣과 望都縣의 주인 없는 땅으로 보상해주자고 건의한 것

이다. 즉, 주인 없는 땅을 圈占한다는 원칙보다 만주와 漢人이 서로 섞

이지 않게 하는 거주 분리 원칙을 우선시한 결과 다.

이렇게 본다면 撥補는 民人의 토지 몰수에 대한 단순한 보상 정책을 

넘어, 北京과 인접한 지역에 旗人의 소위 ‘배타적 경제 구역’을 건설하기 

위한 장치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撥補가 진행됨에 따라 民人은 

北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려나고, 旗人의 공간은 北京을 향해 더 안쪽

으로 집하게 되었다.

한편 北京을 거점으로 南下를 계속한 淸軍은 전장을 확대해 가며 농민

군 잔당과 南明 정권을 차례로 무너뜨려 나갔다. 이에 따라 遼東에 남아

있던 八旗 군대는 계속해서 關內로 들어왔고, 투항한 漢人 장수와 兵丁

을 새롭게 八旗에 편입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인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다.116) 

반면 北京 인근 지역의 주인 없는 땅과 明의 莊田은 계속 증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淸은 

주인 없는 땅만을 圈占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게 되

었고, 결국 淸은 공식적으로 有主地에 대한 圈地 시행을 공식적으로 선

포하 다. 順治 4년(1647) 정월에 戶部가 奏請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년의 八旗 圈地는 일부 지역을 圈占하는 데 그쳤는데, 그 중에는 

척박한 토지가 매우 많아 추수를 바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올해 東

에서 건너온 만주는 또한 경작에 쓸 땅이 없습니다. 만약 먼 곳의 府 

· 州 · 縣 · 屯衛 및 옛 明의 勳戚의 토지 등으로 발급해 준다면, 또

한 수확할 때 곤궁한 佃戶가 운송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마땅

히 京師에 가까운 府 · 州 · 縣 가운데 有主地와 無主地를 막론하고 

작년에 圈占한 척박한 땅과 바꾸어 지급하고, 아울러 올해 東에서 온 

만주에게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圈占당한 民人에게는 만주에게 圈

占되지 않은 州縣 가운데 屯衛 등의 토지를 조사하여 撥補해 주되, 

116) 宋國强, 1988,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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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는 거리의 遠近에 따라 錢糧을 면제하여 400리는 2년, 300리

는 1년을 면제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두 번 다시 民地를 

圈占하지 않는 것이 滿 · 漢 모두에게 좋겠습니다.117)

이처럼 淸 朝廷은 계속해서 北京으로 건너오는 旗人의 정착을 위해 다

시 추가적으로 圈地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지급에 필요한 無主地

가 부족한 상황에서 淸은 北京으로부터 멀어지는 지역의 無主地를 추가

로 圈占하는 것보다 撥補를 활용하여 北京에 가까운 州縣의 有主地를 圈

占하여 北京과 인접한 지역에 旗人을 정착시키려 하 다. 이처럼 만주에

게는 ‘無主地 圈地’라는 원칙보다 ‘滿 · 漢 거주 분리’의 원칙이 우선적으

로 고려되었다.

이번 順治 4년(1647) 정월의 圈地가 이전과 다른 점은 바로 그 규모

의 차이에 있었다. 이번 順治 4년의 圈占은 淸代에 걸쳐 전무후무하게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새롭게 圈地의 대상이 된 지역과 圈占 규

모, 그리고 撥補 대상 州縣의 명칭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順治 4년 정월 圈地와 撥補의 내용

117) 淸世祖實錄 卷30, 順治 4년 정월 辛亥(9), “去年八旗圈地, 止圈一面, 內薄地甚多, 

以致秋成歉收. 今年東來滿洲, 又無地耕種. 若以遠處府州縣屯衛、故明勳戚等地撥給, 又

恐收獲時, 孤貧佃戶, 無力運送. 應於近京府州縣內, 不論有主無主地土, 撥換去年所圈薄

地, 並給今年東來滿洲. 其被圈之民, 於滿洲未圈州縣內, 査屯衛等地撥補, 仍照遷移遠近, 

豁免錢糧, 四百里者, 准免二年, 三百里者, 准免一年. 以後無復再圈民地, 庶滿漢兩便.”

圈地 대상 圈占규모(晌) 撥補 대상

①順天府
順義, 懷柔, 密雲, 

平谷
60,705 ⑴宣化府

延慶州, [新]保安, 

永寧衛, 懷來衛, 

延慶左衛右衛

②保定府 雄縣, 大城, 新城 49,115 ⑵河間府 束鹿, 阜城

③保定府 容城, 任邱 35,051 ⑶冀州 武邑

④河間府 河間府 201,539
⑷保定府, 

深州

博野, 安平, 肅寧, 

饒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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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淸世祖實錄 卷30, 順治 4년 정월 辛亥(9).

이번 圈地는 順天府, 保定府, 河間府, 永平府 등 北京 인근의 41개 州

縣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특히 順天府 속하의 州縣은 거의 모두가 圈

占의 대상이 되었다.118) 각 항목을 합산해 보면 이번 順治 4년(1647) 

정월에만 총 99만 3,707晌, 즉 6만여 頃이 새로 圈占되었다. 그리고 새

로 圈占한 지역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 撥補된 지역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면, 전자는 北京에 인접한 지역이고 후자는 北京으로부터 멀어

지는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 4-3>에 보이

는 州縣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기하면 <그림 4-3>과 같다.

118) 위의 표에는 두 京縣인 大興縣과 宛平縣이 빠져 있는데, 후술하겠지만 八旗通志初

集 과 直隸通省賦役全書 등에 수록된 圈地 통계를 확인해 보면, 이 두 縣에서도 順

治 4년(1647)에 상당 규모로 圈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

에서인지 위 戶部의 上奏에는 大興縣과 宛平縣이 빠져 있다.

⑤順天府
昌平, 良鄕, 房山, 

易州
59,860 ⑸正定府

定州, 晉州, 無極, 

[舊]保安, 深井堡, 

桃花堡, 遞鶚堡, 

雞鳴驛, 龍門所

⑥保定府 安肅, 滿城 35,900 ⑹深州 武强, 藁城

⑦保定府 完縣, 淸苑 45,100 ⑺正定府 正定縣

⑧順天府
通州, 三河, 薊州, 

遵化
110,228 ⑻永平府 玉田, 豐潤, 遷安

⑨順天府

, 保定府, 

天津府 

霸州, 新城, 漷縣, 

武淸, 東安, 高陽, 

慶都, 固安, 安州, 

永淸, 滄州

192,519

⑼天津府, 

正定府, 

深州

南皮, 靜海, 樂陵, 

慶雲, 交河, 蠡縣, 

靈壽, 行唐, 深州, 

深澤, 曲陽, 新樂, 

祁州, 故城, 德州

⑩順天府

, 保定府

涿州, 淶水, 定興, 

保定, 文安
101,490 ⑽河間府 獻縣

⑪順天府

, 永平府

寶坻, 香河, 灤州, 

樂亭
102,200 ⑾永平府 武城, 昌黎, 撫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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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順治 4년 정월 圈占과 撥補 대상 州縣의 위치119)

119) 淸代 直隸 지역 府 · 州 · 縣의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Lillian M. Li, 

Fighting Famine in North China: State, Market, and Environmental Decline, 
1690s-1990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pp.399-404에 부록으

로 수록된 지도와 명단을 활용하 다.

北京城

① 圈占 대상

⑴ 撥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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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有主地로의 圈地 확대는 정복 지역 확장에 따른 旗人의 증가와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문제로 인해 지급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淸 朝廷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토지의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민간 재산에 대한 침탈로 이어지

게 된 것이다. 또한 <그림 4-3>에서 새로 有主地를 圈占한 州縣과 이에 

보상으로 주어진 撥補 대상 州縣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淸 朝廷이 왜 

무리하면서까지 有主地 圈地를 실시하 는지 이해할 수 있다. 즉, 旗人

의 경제적 기반을 北京 지역에 집중시켜 北京 주변에 旗人의 소위 ‘배타

적 경제 구역’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요컨대 入關 직후 圈地와 撥補

를 통한 北京 인근 지역의 旗地 설치는 旗人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北京과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旗人을 집시키기 위한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었다.120)

120) 사실 北京 지역의 旗地 설치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旗人을 위한 ‘撥補’라고도 할 

수 있다. 즉, 遼東 지역에 있는 토지를 포기하고 北京으로 새로 이주한 旗人들에게 

北京 주변의 토지로 기존의 토지를 보상해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다면 圈地는 旗人을 지원하기 위한 ‘이주’ 정책일 뿐만 아니라, 旗人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상’ 정책의 의미도 가진다. 圈占 조치는 토지를 빼앗긴 民人 입장에서는 

분명 강탈이었겠지만, 그 토지를 수령한 旗人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이었다. 民人에

게 ‘撥補’의 의미와 旗人에게 ‘撥補’의 의미는 강제 이주에 따른 ‘보상’이라는 측면에

서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民人은 北京으로부터 멀어지고 旗人은 北京에 집하게 되

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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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旗人의 移住와 圈地 정책

1. 順治 연간 圈地 정책의 추이

淸 朝廷은 北京 遷都 이후 北京으로 이주해 오는 旗人의 경제적 기반

을 마련하고 이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順治 원년(1644) 12월

부터 본격적인 圈地 정책을 시행하 다. 無主地 圈占이라는 기존의 방침

은 늘어나는 토지 수요로 인해 有主地 圈占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그 결

과 北京 인근 지역에 旗地가 광범하게 설치되었다. 그런데 順治 4년

(1647) 3월 29일 淸 朝廷은 돌연 戶部에 諭旨를 내려 더 이상의 圈地를 

금지시켰다.

만주가 예전 盛京에 있을 때에는 원래 田地를 가지고 있어 이를 경

작하여 家口를 봉양하고 行軍의 수요를 모두 이것으로 충당하였다. 

수년 이래 (民人의) 田地와 家屋을 圈撥한 것은 실로 만부득이했기 

때문이며, 우리 民人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圈占을 당한 民人이 갈 곳을 잃고 떠돌며 訛言

에 선동되고 현혹되어 서로 좇아 盜賊이 됨으로써 罪에 빠지는 자가 

많다고 하니 심히 가련하다. 지금 이후 민간의 田地와 家屋을 다시는 

圈撥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금지하라. 이미 앞서 圈占을 당한 가구

에게는 속히 撥補해 주도록 하라. 만약 地方官이 나태하고 게을러 속

히 撥補해 주지 않아 우리 民人을 또다시 곤란하게 한다면, 戶部로 

하여금 엄히 밝혀 탄핵하게 하라. 조속히 문서를 작성하고 撫按에게 

보내 우리 民人에게 포고하여 모두가 이를 듣고 알게 하라.1)

1) 淸世祖實錄 卷31, 順治 4년 3월 庚午(29), “滿洲從前在盛京時, 原有田地耕種, 凡贍

養家口, 以及行軍之需, 皆從此出. 數年以來, 圈撥田屋, 實出於萬不得已, 非以擾累吾民

也. 今聞被圈之民, 流離失所, 煽惑訛言, 相從爲盜, 以致陷罪者多, 深可憐憫. 自今以後, 

民間田屋, 不得復行圈撥, 著永行禁止. 其先經被圈之家, 著作速撥補. 如該地方官怠玩, 

不爲速補, 重困吾民, 聽戶部嚴察究處. 著作速行文該撫按, 誕告吾民, 咸使聞知.”



- 177 -

위 諭旨에서 淸 朝廷은 그간 행해진 圈地의 불가피함과 원래의 의도를 

밝히면서, 圈地가 야기한 사회적 불만과 범죄의 증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 다. 즉, 원래 民人을 착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

로 그렇게 된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앞으로 더 이상의 圈地를 금

지하고, 이미 圈占된 경우에는 撥補를 통해 보상해 주기로 하 다.2) 앞

서 살펴본 順治 4년(1647) 정월 戶部의 대대적인 圈地 요청 上奏 말미

에도 “이후에는 두 번 다시 民地를 圈占하지 않는 것이 滿 · 漢 모두에

게 좋겠습니다.”는 의견을 덧붙인 바 있으나,3) 실제로 2개월 만에 공식

적으로 圈地를 금지시킨 사실은 그만큼 이때 대규모로 행해진 有主地 圈

地가 민간에 큰 타격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圈地 금지 명령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順治 연간 順天府의 圈占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5-1> 順治 연간 順天府의 圈占 추이 (단위: 頃)

  ※ 출처: 周藤吉之, 1972, pp.151-152.

2) 여기서 조속한 撥補의 책임을 地方官에게 돌리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圈地 자체는 중앙에서 파견된 滿 · 漢 관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뒷수습은 오히려 피해자라 할 수 있는 州縣 관원이 맡게 되었다. 圈地를 둘러싼 

행정 업무는 旗人 계통과 民人 계통이 서로 혼재해 있지만, 개선이나 문제 해결의 책

임은 언제나 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民人 계통의 州縣 아문으로 전가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 淸世祖實錄 卷30, 順治 4년 정월 辛亥(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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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淸의 공식적인 圈地 정책은 順治 원년(1644) 12월에 시작되었으

므로, 1644년에 圈占된 양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또한 北京 

遷都가 완성된 직후 모든 旗人이 한꺼번에 北京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

라, 이후 순차적으로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順

治 2년(1645)부터 본격적으로 圈地가 시행되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

이다가 順治 4년(1647)에 圈占 규모가 절정에 달하 다. 이는 旗人의 

北京 이주가 遷都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가 順治 4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제4장에서 살펴본 北京 성내 滿 · 漢 分居의 

강력한 지시가 順治 3년(1646)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진 것도 결국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4) 그리고 順治 4년의 높은 

圈占 수치는 그 해 정월 有主地 圈占 시행의 결과로 보이는데, 그 규모

는 이전까지 이루어진 모든 圈地의 총합과 비슷할 정도로 많은 양의 토

지가 順治 4년 한 해에 한꺼번에 圈占되었다.

그러나 順治 4년(1647)까지 확대일로에 있던 圈占 추세는 順治 5년

(1648) 이후 자취를 감추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圈占 규모가 축소된 이유는 한편으로 위의 順治 4년(1647) 3월 圈地 금

지 諭旨가 비교적 잘 이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順治 4년 정월의 대대적인 圈占을 통해 

일단 淸 朝廷이 필요로 했던 旗地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圈地 정책은 入關 이후 만주의 전리품 분배와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하는 旗人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지원 사업이었

기 때문에, 順治 4년(1647)에 이르러 旗人의 정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후 더 이상 많은 불만과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圈地 정

책을 시행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圈地 정책으로 형성

된 旗地는 국가적 측면에서건 八旗制度의 측면에서건 정상적인 운 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것이지, 결코 漢人의 재산을 강탈하고 

만주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복자의 무자비한 약탈의 결과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따져 살펴본다면 圈

4) 淸世祖實錄 卷24, 順治 3년 2월 甲申(7).

5) 淸世祖實錄 卷31, 順治 4년 3월 庚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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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정책의 실상을 좀 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한편 順治帝가 親政에 나선 順治 8년(1651) 이후 10년 동안에는 圈地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적은 양만 圈占되었다. 심

지어 順治 5년(1648)에서 7년(1650)까지 3년 동안의 圈占量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감소 추세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도르곤

이 順治 7년(1650) 12월에 사망한 뒤 그 이후에는 順治帝의 의지대로 

圈地 정책에 대한 금지 및 반환 조치가 훨씬 강도 높게 이루어졌기 때문

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順治 2년(1645)부터 4년(1647)까지 폭발적

으로 이루어진 圈占은 바로 도르곤을 위시로 한 만주 諸王과 버일러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順治 8년(1651) 명실상부하게 親政

에 나선 順治帝는 도르곤이 주도한 여러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훗날 ‘順治新政’이라 표현할 정도로 기존 만주 위주의 정책을 청산하고 

漢人 친화 정책을 펼쳐나갔다.6) 이러한 분위기가 圈地 정책에도 반 되

어 이전의 모습과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順治 8년(1651) 2월 27일 順治帝는 戶部의 관원들을 대면한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圈地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 다.7) 順治帝

가 지적한 문제는 圈占된 토지가 원래 용도인 경작에 쓰이지 않고 사냥 

등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현실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圈地가 백성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順治帝는 강력한 어

조로 이전에 圈占된 토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 다. 사실 이렇게 급작스러운 반환 지시는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웠고 順治帝 또한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이나 조치도 언급하지 않았

다. 하지만 이러한 順治帝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圈地에 대해 그간 침묵

할 수밖에 없었던 漢人 관료의 입을 열게 하 다. 그 결과 圈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문제제기와 시정 요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順治 8년(1651) 윤2월 4일 兵科都給事中 李運長은 順治帝의 諭旨에도 

불구하고 戶部가 順天府 속하 良鄕縣과 涿州 등 13개 州縣에 문서를 보

내 아직 圈占되지 않은 田舍를 또다시 圈占하려 한다고 고발하 다. 皇

6) Xiangyu Hu, 2011, pp.19-22.

7) 淸世祖實錄 卷53, 順治 8년 2월 丙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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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은 小民의 생업을 걱정하여 圈占된 토지를 반환해주라는 諭旨를 내렸

는데, 戶部는 오히려 더 圈占에 나서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이다.8) 이어 그는 圈地 이후 畿內 백성의 비참한 상황과 경

작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하 다. 또한 撥補 과정에서 

州縣 관원의 관할이 뒤죽박죽되어 버렸는데, 圈占 때문에 백성이 모두 

떠나버린 州縣에 여전히 州縣 관원만 남아 있어 다스릴 백성이 없고, 撥

補로 인해 백성이 몰리게 된 州縣에는 예전의 州縣 관원이 늘어난 업무

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 다. 결론적으로 北京 인근 

지역의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圈地 시행을 중단할 것을 건의하 다.9)

李運長의 題本에 대한 戶部尙書 바하나(Bahana, 巴哈納)의 답변이 順

治 8년(1651) 윤2월 25일에 보고되었다. 바하나는 李運長의 주장에 동

의하면서 13개 州縣에 대한 圈占을 면해 줄 것을 청하 다. 마치 애초에 

추가 圈地 시행이 戶部의 뜻이 아니었던 것인 양 圈地 시행의 철회를 건

의한 것이다.10) 결국 順天府 속하 13개 州縣에 대한 추가 圈地는 모두 

철회되었다.

한편 順治 11년(1654) 정월 都察院承政 툴라이는 圈地 때문에 오히려 

旗人의 생활이 열악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旗人을 위해 토지를 지급해 

주었으나 잦은 출병과 원정 때문에 농사의 때를 놓쳐 토지를 놀리고 결

국 빈궁해져 兵部에서 지급하는 口糧에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는 圈地가 旗人의 경제적 기반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

실을 지적하 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壯丁 4명 이하의 토지를 모두 퇴

출시키고 대신 錢糧月米를 더하여 지급하되, 퇴출한 토지 중에 경작이 

8) 順治帝의 諭旨가 2월 27일에 발표되었고 李運長의 上奏가 윤2월 4일에 작성되었으니 

시간 상 5일 정도의 차이가 난다. 과연 戶部가 順治帝의 諭旨를 무시하고 그 사이 또 

다른 圈地의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順治帝의 諭旨가 戶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다만 2월 

27일 順治帝의 諭旨가 다름 아닌 戶部의 관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내려진 것임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戶部의 圈地 결정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9) 淸代檔案史料叢編 第4輯(故宮博物院明淸檔案部 編, 北京: 中華書局, 1979), ｢李運長

題免圈良涿等州縣圈餘之地事本｣(順治 8년 윤2월 4일), pp.67-68.

10) 淸代檔案史料叢編 第4輯, ｢巴哈納題免圈良涿等州縣圈餘之地事本｣(順治 8년 윤2월 

25일),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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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땅은 척박한 땅이 불만인 사람과 바꿔주거나 민간에 반환해주자

고 주장하 다. 旗人에게 토지를 지급해 주는 것보다 월급을 지급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旗地의 경제적 효용성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

기하 다.11)

같은 맥락에서 順治 11년(1654) 2월 3일 吏科給事中 林起龍도 예전 

八旗 兵丁이 盛京에 있을 때는 兵餉이 없어도 부유했는데, 지금 京師에 

있을 때는 兵餉이 있어도 가난하다고 상주하 다.12) 盛京 지방은 원래 

비옥한 평야가 많고 柴草, 魚肉, 菜蔬 등의 가격이 그리 높지 않으며, 莊

頭 部落이 도망가거나 속이는 경우가 없어 병사가 되는 것을 고역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중원에 진입한 후에는 계속 징발되어 먼 길을 떠

나야 하니 그 와중에 마필과 병장기가 상하고, 더욱이 八旗 兵丁은 농경

에 종사하지 않아 경작을 대신 시키는데, 땅은 척박하고 멀리 떨어져 있

고 때로 水災와 旱災를 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 投充한 莊頭들이 할당된 

수확량을 빼돌려 주인에게는 조금만 바치니 이를 질책하면 家屬을 이끌

고 도망쳐 버렸다. 또한 日用을 위해서는 錢이 꼭 필요한데 물가가 걸핏

하면 몇 배씩 올라 매달 받는 兵餉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고 마필과 병장

기를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하 다.13) 그의 생생한 보고를 통해 順治 연

간 北京으로 이주되어 전국으로 확대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중하급 旗

人의 불안정한 생활기반을 엿볼 수 있다.14) 낯선 北京에서의 정착이 쉽

지 않고, 특히 전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신이 직접 전쟁 준비를 책임

져야 하는 만주의 전통을 고수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후에도 淸의 圈地는 끊이지 않았고, 그 추세

는 비록 수그러들었으나 旗地는 여전히 旗人의 주요 생계 수단으로 기능

하 다는 점이다. 圈地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三藩의 난을 진압하고 臺

11) 淸代檔案史料叢編 第4輯, ｢土賴題圈占土地滿洲兵民度日維艱其地應退民間事本｣(順

治 11년 정월 24일), pp.115-116.

12) 淸世祖實錄 卷81, 順治 11년 2월 甲子(3).

13) 皇淸奏議 卷8, ｢更定八旗兵制疏｣(順治 11년).

14) 林起龍의 상주를 접한 順治帝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렇게 八旗 兵丁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적이 없었다며 그의 충성을 칭찬하고 그를 승진시켜 발탁하려 하

으나, 林起龍은 이를 완곡히 거절하 다고 한다. 淸史稿 卷244, 列傳三十一, 林起

龍, pp.960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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灣을 정복한 康熙 20년대(1680년대) 이후이다. 이러한 사실은 圈地가 

만주의 군사 정복 과정과 접한 관련이 있고, 圈地를 단순한 민족 갈등

과 만주의 특권 등으로만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順治 연간 圈地 정책의 추이를 통해, 圈地가 八旗制度

를 중심으로 한 淸의 제국 건설 노력 가운데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圈地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양적 분

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淸初에 진행된 圈地의 범위는 直隸 지역 9

개 府 중에 京師로부터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廣平府와 大名府를 제외하

고, 7개 府 소속의 77개 州 · 縣 · 衛에 달하는 광범한 지역에 이르렀

다.15) 그 역은 동서로는 山海關에서 太行山까지, 남북으로는 順德府에

서 長城 인근에 달하 다. 또한 전체 圈地의 규모는 약 20만여 頃에 달

하 는데, 이는 順治 말년 直隸 전체 田土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 다.16) 

다만 北京 인근 畿輔 旗地의 구체적인 수량은 史料와 연구서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淸代 畿輔 지역 旗地 통계

출   처 旗地 (頃)

光緖 順天府志 卷53, 食貨志五, 旗租 153,467.16

王慶雲, 石渠餘紀 , 卷4 154,200.00

劉家駒, 1964, p.114 164,322.00

嘉慶 大淸會典事例 卷135 166,838.00

八旗通志初集 卷18, 土田志一 204,365.24

周藤吉之, 1944, pp.151-152 224,982.43

直隸通省賦役全書 226,800.36

李華, 1980, p.88 244,201.39

光緒 畿輔通志 卷95, 經政略二, 旗租 247,901.88

평   균 198,564.27

15) 八旗通志初集 卷18, 土田志一.

16) 姜守鵬, 明淸社會經濟結構 , 吉林: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2,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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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렇게 다양한 수치가 등장하는 원인은 집계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① 집계 기간의 상이, 즉 圈地가 행해진 상한년과 하

한년의 기준이 각기 다르고, ② 投充 旗地를 포함시켰는가의 여부, ③ 

退出地와 更換地 등의 세부 사항을 반 했는지 여부, ④ 牧場이나 다양

한 명목의 토지까지 계산에 넣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수치

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예컨대 八旗通志初集 과 直隸通省

賦役全書 의 수치를 좀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서로 비교해보자.

<표 5-2> 旗地 수치의 세부 항목 비교 (단위: 頃)

八旗通志初集 直隸通省賦役全書

圈地(A) 193,770.39 圈地(A) 205,633.44

帶地投充地(B) 29,286.72 帶地投充地(B) 33,286.65

退出地(C) 25,534.56 退出地(C) 12,119.73

復圈地(D) 6,842.70 - -

합계(A+B-C+D) 204,365.24 합계(A+B-C) 226,800.36

※ 출처: 八旗通志初集 卷18, 土田志一; 周藤吉之, 1972, p.39.

우선 直隸通省賦役全書 에는 八旗通志初集 에 수록된 ‘復圈地’ 항목

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거니와, 동일 항목이라도 수치가 각각 다르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17) 이렇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완전

하지 않고 서로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지만, 本稿에서는 이 수치들을 최

대한 활용하여 당시 圈地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한다. 

왜냐하면 圈地의 대상이 된 州縣에서 각각 어느 정도 圈地가 시행되었

고, 시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은 선행 연구에서도 충분히 논의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선행 연구는 대부분 圈地의 부정적인 측면과 

17) 周藤吉之는 直隸通省賦役全書 에 기재된 수치가 각 州縣이 戶部의 行文을 받들어 

구체적인 수량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八旗通志初集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가 이용한 直隸通省賦役全書 는 사실 光緖 9년(1883)에 편찬된 판본으로, 이것이 

淸初 畿輔 지역의 圈地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또한 그가 지적한대로 

당시 州縣의 보고가 얼마만큼 현실을 정확하게 반 하 는지는 사실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한 문제이다. 다만 直隸通省賦役全書 의 旗地 수치는 康熙 · 乾隆 연간의 각 州

縣 地方志의 수치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편이고, 八旗通志初集 에 비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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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의 漢人 탄압이라는 민족 갈등을 강조한 나머지, 圈地의 구체적인 

양상에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나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연구들도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로 圈地가 어떻게 진행되었

고 당시 사회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발

전시키지 못했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 史料 상의 다양한 데

이터를 소개하면서, 특히 北京을 둘러싼 順天府의 圈地 상황을 좀 더 구

체적으로 파악해 보겠다.

먼저 順天府의 圈地 상황을 州縣별로 따로 집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順天府 안에서도 각 州縣의 圈占 결과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

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5-3> 順治 연간 順天府 州縣의 圈占 진행표18) (단위: 頃)

順治 원년 順治 2년 順治 3년 順治 4년 順治 5-7년 順治 8-18년 합계

大興縣 1,193.63 233.10 255.14 55.58 1737.45

宛平縣 46.88 677.61 655.95 1,149.14 6.29 2535.87

良鄉縣 816.69 712.46 1,980.57 3509.72

固安縣 577.50 1,428.48 1,878.73 3884.71

永淸縣 620.21 1,212.50 2,102.06 3934.77

東安縣 815.03 764.00 368.45 15.61 1963.09

香河縣 681.89 362.43 2,410.47 513.53 3968.32

通州 1,143.37 545.79 2,361.52 4050.68

漷縣19) 624.33 1,131.32 1,014.00 2769.65

三河縣 198.65 1,675.25 3,123.72 2,107.40 7105.02

武淸縣 143.75 652.14 2,603.97 54.8 25.63 3480.29

寶坻縣 498.78 4,081.78 5,075.92 9656.48

昌平州 1,372.77 261.16 1,421.74 17.31 3072.98

密雲縣 291.42 275.34 815.77 77.06 37.76 1497.35

順義縣 900.33 247.42 2,132.48 11.07 3291.30

懷柔縣 184.48 23.46 417.60 625.54

涿州 1,391.46 1,626.66 3,397.50 6415.62

房山縣 130.55 258.89 656.00 1045.44

霸州 33.36 1,092.54 523.14 1649.04

文安縣 260.91 1,507.90 1768.81

大城縣 139.45 251.59 391.04

保定縣 233.33 70.00 303.33

薊州 691.53 4,863.98 4,065.01 9620.52

平谷縣 174.00 115.39 369.37 3.72 662.48

遵化州 2,771.66 2,100.21 131.56 5003.43

합계 245.53 14,637.94 27073.86 41035.68 666.47 283.45 83942.93

※ 출처: 周藤吉之, 1972, pp.218-220; 趙令志, 2001, pp.340-341.

18) 강조된 부분은 州縣별로 圈占이 최대로 이루어진 해와 그 양을 표시하기 위함이다.



- 185 -

<표 5-3>을 통해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① 

각 州縣마다 圈地가 시행된 패턴이 서로 다르다. 예컨대 大興縣은 順治 

2년(1645)에 가장 많은 토지가 圈占된 후 소규모로 계속되었고, 宛平縣

은 順治 원년(1644)에 시작되어 順治 4년(1647)에 가장 많은 토지가 圈

占되었다. 三河縣도 順治 원년부터 圈地가 시작되었지만, 順治 3년

(1646)에 가장 많은 토지가 圈占된 후 順治 4년에도 상당 규모의 圈占

이 이어졌다. 이러한 차이들은 順天府 속하 州縣의 圈地가 일괄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각 州縣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② 順治 4년의 圈占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을 어

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順治 4년 정월 有主地 圈地의 

결과일 것이다.20) 그러나 順治 4년의 수치가 이전에 비해 확연히 증가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이는 전체 총합의 수치에 

숨겨진 디테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각 해마다 圈占 규모가 서로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대대적으로 한바탕 크게 圈占이 이루어지는 경우

들이 눈에 띈다. 順治 3년의 霸州와 順治 4년의 香河縣, 武淸縣 등이 그 

예이다. ④ 順治 원년에는 宛平縣과 三河縣만 실시하 고, 順治 3년에 

이르러 順天府의 모든 州縣에서 圈占이 시행되었으며, 順治 5년 이후에

는 각 州縣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⑤ 각 州縣마

다 圈占 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北京에서 山海關으

로 향하는 최단 노선 상에 위치한 寶坻縣과 薊州 등은 거의 1만 頃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順天府 남단에 위치한 大城縣과 保

定縣은 불과 300여 頃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마도 경작지 상황과 지형 

조건, 北京과의 근접성 등과 관련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順天府 안

에서도 중점적으로 圈占이 이루어진 지역이 따로 있었다는 점이다.

이어서 圈地로 몰수된 토지가 각 州縣의 原額 民地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각 州

縣별로 경작 가능한 토지 중에 얼마만큼이 圈占되었는지 그 비율을 따져

19) 漷縣은 順治 16년(1659) 通州에 병합되었다.

20) 淸世祖實錄 卷30, 順治 4년 정월 辛亥(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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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圈地가 해당 州縣에 미친 향과 당시 州縣 行政의 현실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史料를 활용하는

데, 하나는 光緖 畿輔通志 이고 다른 하나는 각 州縣의 地方志이다. 이 

두 史料는 ‘原額 民地’, ‘圈占 旗地’, ‘投充 旗地’ 등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朝廷과 지방의 입장에서 淸初 順天府 

각 州縣의 圈地 상황을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우선 光緖 

畿輔通志 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표 5-4>와 같다.

<표 5-4> 直隸 각 府 및 順天府 州縣의 圈地 통계 (단위: 頃)

原額 民地 圈占 旗地(投充 포함) 圈占率(%)

順天府 81,598.61 75,044.30 92.0

永平府 29,921.68 22,665.38 75.7 

承德府 19,325.86 14,213.11 73.5 

保定府 74,050.72 49,933.34 67.4 

宣化府 78,176.15 30,000.40 38.4 

天津府 42,223.38 15,200.21 36.0 

河間府 67,514.99 23,993.65 35.5 

正定府 33,472.30 2,513.66 7.5 

大興縣 1,909.63 1,811.30 94.9

宛平縣 3,272.56 3,016.29 92.1

良鄕縣 2,918.24 2,918.24 100.0

固安縣 4,881.76 4,524.06 92.7

永淸縣 5,262.49 4,875.75 92.7 

東安縣 3,242.84 2,749.75 84.8 

香河縣 3,162.14 3,093.30 97.8 

通州 7,439.77 7,365.65 99.0

三河縣 6,327.74 6,327.74 100.0 

武淸縣 2,625.94 2,585.01 98.4 

寶坻縣 6,890.64 6,832.69 99.2 

寧河縣 1,901.67 1,901.67 100.0 

昌平州 2,888.74 2,885.97 99.9

順義縣 2,486.88 2,486.88 100.0

密雲縣 2,733.43 2,707.91 99.1

懷柔縣 1,392.22 1,276.11 91.6

涿州 5,273.03 4,678.14 88.7 

房山縣 1,767.37 1,392.05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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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光緖 畿輔通志 卷94, 經政一, 田略.

우선 順天府는 直隸의 다른 어떤 府보다도 훨씬 많은 圈占量과 높은 

圈占率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92%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圈占率

은 다시 말하면, 順天府 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이 圈占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 直隸 남부의 廣平府와 大名府는 아예 圈占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宣化府, 天津府, 河間府, 正定府21) 등은 40% 미만의 낮은 圈占

率을 보이고 있다. 즉, 直隸 지역에서 행해진 圈地는 順天府를 주 대상

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한 順天府 속하의 5州 19縣 가운데 20개의 州縣이 80% 이상의 圈

占率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20개 州縣의 圈占 旗地는 전체 92.8%를 차

지하는 규모이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100%의 圈占率, 즉 모든 原額 

民地가 旗地로 圈占된 州縣이 良鄕縣, 三河縣, 寧夏縣, 順義縣 등 4곳이

나 된다는 점이다. 또한 寶坻縣, 密雲縣, 通州 등도 99% 이상의 높은 圈

占率을 보인다. 반면 大城縣, 文安縣, 保定縣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

을 보이는데, 이들 縣은 모두 北京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공

통점이 있다.

다음으로 <표 5-5>는 각 州縣의 地方志에 수록된 民地, 屯地, 牧馬地 

등 다양한 항목의 原額 중 비교의 편의를 위해 民地의 통계만을 뽑아 작

성한 표이다. 비록 각 地方志의 체례가 일정하지 않고 그 편찬 시기도 

제각각이라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통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의 <표 

5-4>와 서로 비교해 가며 각 州縣의 圈地 상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1) 正定府는 雍正 연간 이후 眞定府로 이름이 바뀐다.

霸州 2,658.18 2,272.95 85.5 

文安縣 3,766.66 2,205.36 58.5 

大城縣 2,768.37 1,441.20 52.1 

保定縣 555.33 348.87 62.8 

薊州 4,348.68 4,278.05 98.4 

平谷縣 1,124.30 1,069.36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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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順天府 州縣별 地方志의 圈地 통계 (단위: 頃)

原額 民地 圈占 旗地(投充 포함) 圈占率(%)

大興縣 1,022.46 993.82 97.2%

宛平縣 2,193.43 1,808.22 82.4%

良鄕縣 2,918.24 2,918.24 100.0%

固安縣 4,081.77 3,615.36 88.6%

永淸縣 4,911.20 4,121.26 83.9%

東安縣 3,242.85 2,746.39 84.7%

通州 5,731.76 5,671.32 99.0%

三河縣 6,412.69 5,214.47 81.3%

武淸縣 10,765.40 8,936.44 83.0%

寶坻縣 6,890.65 6,832.69 99.2%

寧河縣 1,528.74 1,521.53 99.5%

昌平州 2,888.70 2,584.06 89.4%

順義縣 2,486.86 2,407.82 96.8%

密雲縣 2,733.43 2,151.41 78.7%

懷柔縣 1,392.22 745.36 55.7%

涿州 5,273.03 4,605.60 87.0%

房山縣 1,767.37 1,257.28 71.1%

文安縣 3,766.66 1,832.77 49.0%

薊州 5,500.28 4,378.05 79.6%

平谷縣 1,124.31 1,064.82 94.7%

※ 출처: 康熙 大興縣志 卷3; 康熙 宛平縣志 卷3; 光緖 良鄕縣志 卷3; 咸

豊 固安縣志 卷3; 乾隆 永淸縣志 卷2; 乾隆 東安縣志 卷6; 光緖 通州志

卷4; 乾隆 三河縣志 卷5; 乾隆 武淸縣志 田賦志; 乾隆 寶坻縣志 卷5; 

光緖 寧河縣志 卷5; 光緖 昌平州志 卷11; 康熙 順義縣志 卷2; 雍正 密

雲縣志 卷4; 康熙 懷柔新志 卷4; 同治 涿州志 卷7; 民國 房山縣志 卷4; 

民國 文安縣志 卷12; 道光 薊州志 卷5; 民國 平谷縣志 卷1.

地方志를 이용한 <표 5-5>는 畿輔通志 의 <표 5-4>보다 각 州縣별

로 圈占量이 더 많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더 적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

지만, 전반적으로 圈占率은 모두 낮게 측정된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은 <표 5-4>에서는 圈占率이 100%인 경우가 4개 縣인데 반해, <표 

5-5>에서는 良鄕縣 1개 縣 밖에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通州, 寶坻縣, 

寧夏縣 등은 99% 이상의 높은 圈占率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표 

5-4>와 마찬가지로 順天府 속하 州縣의 民地가 80% 이상 圈占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州縣별로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는 점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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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 5-4>와 <표 5-5>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지도상에 표

시해 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해 볼 수 있다.22)

<그림 5-2> 順天府 州縣의 圈占量과 圈占率 분포

22) <표 5-4>와 <표 5-5>의 각각 다른 데이터를 모두 지도상에 표기하기는 곤란하므

로, 편의상 두 자료의 값을 평균 내어 활용하였다. 물론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정확

성은 떨어지겠지만, 여기서는 圈地와 실제 州縣의 위치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목

적이 있으므로 이를 감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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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州縣의 위치에 놓인 파란 원의 크기는 전체 圈占量을 나타내고, 빨

간 막대의 길이는 原額 民地 대비 圈占率을 나타낸다. 圈占量과 圈占率

을 실제 州縣의 위치에 대입시켜 보면, 앞서 수치들을 통해 분석한 내용

들을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① 圈占率은 대체적으로 北京

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높고, 北京에서 남쪽으로 멀어질수록 확연히 낮아

지고 있다. 그리고 ② 圈占量의 경우에는 지도에 보이지 않는 경작지 상

황과 지형 조건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州縣의 위치와 대응시켜 말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圈占量이 많은 通州, 寶坻縣, 三河縣 등은 

圈占率 또한 높게 나타나고, 圈占率이 낮은 文安縣과 大城縣은 圈占量 

또한 적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③ 北京의 남쪽과 서쪽보다는 

동쪽과 북쪽의 圈占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④ 北京과 山

海關을 최단거리로 잇는 가상의 선을 그어보고 그 인근 지역을 가상의 

음 으로 역화해 보면, 음  안에 위치한 州縣은 모두 圈占量과 상관

없이 주변 지역에 비해 圈占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遼東으로 향하는 최단거리 지역에 최대한의 旗地를 확

보하고 최대한의 旗人을 집중시켜 놓으려는 淸의 전략적인 배치라고 생

각된다.

2. 投充과 圈地의 확대

圈地를 통해 토지를 확보해 놓았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토

지에서 실제 경작을 수행하는 노동력이었다. 노동력의 확보는 圈地와 함

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 다. 入關 전부터 만주는 토지보다도 

그 토지에서 생산에 임하는 노동력인 漢人 奴僕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

다.23) 그 노동력을 충원하는 주요 공급 방식이 바로 ‘投充’이었다.

23) 물론 八旗制度 하에서 奴僕만이 농업 생산에 종사한 것은 아니었으나, 항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奴僕들이 있었기 때문에 八旗制度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八旗制度 하에서 농업 생산에 기여한 奴僕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蘇燦永, 2010, 

pp.170-17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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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充이란 漢人 民人이 유력한 旗人에게 投身하고 旗籍에 편입되어 莊

頭, 佃戶, 家人 및 工匠, 商人, 蜜戶, 葦戶, 鷹戶, 鹽丁 등을 담당하는 것

을 가리킨다.24) 民人이 八旗의 수하로 投充하는 경우는 ① 땅이 이미 圈

占되었거나 머물 곳이 없고 생계를 꾸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경우, ② 땅이 아직 圈占되지 않았는데 미리 投充을 하여 

보전하려 하거나, 세금을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땅을 가지고 投充하는 경우, 그리고 ③ 땅을 소유했건 아니건 간

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편입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5)

그러면 먼저 생존을 위해 貧民이 어쩔 수 없이 旗下에 投充하는 경우

를 살펴보자. 淸 朝廷은 이를 제한적으로 합법화하 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順治 2년(1645) 3월 25일 戶部에 내린 諭旨에 잘 나타나 있다.

근래 들으니 出征하여 얻은 人民 가운데 (그의) 祖父, 父母 및 伯叔, 

兄弟, 親子, 사촌형제 및 本妻가 개가하지 않고 在籍 중인 경우가 매

우 많다고 한다. 그들이 만일 만주 家에 들어와 형제와 함께 살고자 

하면 戶部에 가서 보고하게 하라. 만일 진짜 同胞 형제라면 함께 살

게 하고, 만약 먼 친척뻘이라면 동거를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듣건

대 가난한 民人 중에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춥고 배고픔이 

극심한 자가 매우 많다고 한다. 만약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어

서 만주 家에 投身하여 奴僕이 되기를 원한다면 本主가 戶部에 보고

24) 周藤吉之, 1972, pp.3-18. 周藤吉之의 설명에 따르면 投充은 淸初에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이미 宋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元代와 明代에도 성행하 다고 한

다. 宋代의 投充은 과중한 徭役을 회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

고, 元代의 投充은 주로 諸王 및 權勢家에게 귀부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

려는 측면이 강했다. 한편 明代에는 元代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王府 

및 勢豪家에 귀부하는 소위 投獻 현상이 많았는데, 投獻한 民人은 家人이나 莊頭가 

되어 비록 신분은 자유민보다 낮지만 중간 관리자로서 일정 규모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할 수 있었다. 周藤吉之는 明의 投獻이 淸初의 投充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분

석하 다. 다만 元 · 明의 投充은 법률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성행하 으나, 淸

의 投充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공인된 상황에서 성행하 고, 이후 금지되기는 하 으

나 암묵적으로 계속 시행되었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즉, 淸初의 投充은 결코 만

주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원을 가진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 다.

25) 孫文定公奏疏 卷6 ｢覆王歧編入內府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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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과연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投充을 허용한다. 生業에 전념하

여 자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 小民 가운데 

만약 먼 친척의 형제를 가까운 친척으로 속이고, 본래는 自給할 수 

있으나 생계를 이을 수 없다고 사칭하여, 이미 만주에 投身한 뒤 후

에 다시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발뺌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각 

省의 人民 가운데 이미 죄를 범하고 요행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戶部에 投充하고 싶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戶部가 그 자의 죄를 

알지 못하고 投充을 허가해준 뒤에라도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또한 죄를 물어 용서하지 않는다. 이들 投充한 旗下의 人民 가운데 

도망을 치는 경우, 逃人 당사자 및 숨겨준 사람, 그리고 兩鄰의 十家

長과 百家長 모두 逃人定例에 따라 治罪한다.26) (강조는 인용자)

일찍이 만주에게 사로잡혀 旗下의 家人이 된 경우 직계 가족의 동반 

投充을 허락하고, 貧寒하여 생계를 잇기 힘든 자도 戶部에 보고를 한 후 

投充을 허가해 주고 있다. 즉, 投充은 원래 貧民의 생계를 위한 은혜의 

의미로서 戶部의 승인을 통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친척 관계나 경제 

상황, 그리고 범죄 사실을 속이면서까지 投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投充이 단순히 신분이 낮아지는 비참한 선택이 

아니라 무언가 이들을 끌어 들일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암

시한다.

그러나 말미에 投充한 자가 도망을 치는 경우 逃人律27)을 적용하는 

26) 淸世祖實錄 卷15, 順治 2년 3월 戊申(25), “近聞出征所獲人民, 有祖父、父母, 及

伯叔、兄弟、親子、伯叔之子、並元配妻, 未經改適, 在籍者甚多. 爾等如情願入滿洲家, 

與兄弟同處, 可赴部稟明. 如實係同胞兄弟, 即令與同處; 若係遠支兄弟, 則勿令同處. 又

聞貧民無衣無食, 饑寒切身者甚衆. 如因不能資生, 欲投入滿洲家爲奴者, 本主稟明該部, 

果係不能資生, 即准投充. 其各謀生理, 力能自給者, 不准. 爾小民如以遠支兄弟爲近支, 

本可自給而詐稱無計資生, 及既投入滿洲, 後復稱與己無預雖告, 不准. 至各省人民, 有既
經犯罪, 欲圖幸免, 白於該部情願投充. 該部不知其有罪, 輒令投充, 嗣後得實, 仍坐罪不

宥. 此等投充旗下人民, 有逃走者, 逃人及窩逃之人, 兩鄰十家長、百家長, 俱照逃人定例

治罪.”

27) 逃人 문제는 앞서 설명한대로 圈地, 投充과 함께 淸代 漢人이 경험한 가장 큰 피해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本稿에서는 旗人의 이주와 경제 기반 형성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산물이자 결과물인 逃人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

기로 한다. 하지만 逃人은 가혹한 처벌과 함께 督捕衙門과 같은 특수 기구의 창설 등 

만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연구 주제로서, 추후에 보다 본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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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단 投充을 하면 그의 신분이 더 이상 일반 民人이 아닌 八旗의 

奴僕이자 旗人의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順治 5년(1648)

의 규정에 따르면, “投充人은 즉 奴僕이니, 本主가 팔기를 원한다면 허

락한다.”28)고 하여, 投充人을 명확하게 奴僕으로 규정하고 주인의 의향

에 따라 매매가 가능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약 거짓으로 자신의 

奴僕이라고 보고하거나, 혹은 投充하지 않은 民人을 거짓으로 投充했다

고 보고하면 모두 罰俸 1년에 처한다.”29)고 한 바와 같이 奴僕과 投充 

民人은 동격으로 나열되고 있다. 그리고 順治 8년(1651)의 규정에 따르

면, “친지를 찾기 위해 원적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旗下의 投充漢人은 해

당 佐領이 戶部에 보고하여 票를 지급하여 가게 한다. 만약 部票가 없으

면 이는 곧 私逃이니, 지방관이 체포하여 압송하는 것을 허락한다.”30)고 

하 다.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民人이 한번 投充을 하면 民籍이 아닌 旗

籍에 속하게 되고, 해당 佐領의 통제를 받으며 逃人律의 적용을 받는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원래의 ‘좋은’ 의도와 ‘엄격한’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 있다. 특히 投充 인원이 逃人으로 연결된다는 점, 投充이 圈地의 노동력 충원 방

식이었다고 한다면 逃人은 그 노동력이 유출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만주의 의도는 投充人 자체에 대한 처벌보다 投充人을 숨겨주거나 빼

돌린 자(窩主)에 대한 처벌이 훨씬 무거웠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도망친 노

동력을 살해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출된 노동력이 돌아오지 못하

게 숨기거나 방조한 이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함으로써, 그들의 노동력을 온전하

게 보전하려는 의도 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窩主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漢人 民

人과 지방관에게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세금 체납이나 형사 사건 미결 등의 실

책보다도 逃人의 발생과 체포 실패로 인해 州縣 관원이 더 무겁게 처벌되었다는 점은 

逃人 문제가 淸 朝廷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逃人

과 州縣 行政의 현실에 대해서는 淸初 대표적인 官箴書로 꼽히는 黃六鴻의 福惠全書

(卷19, 刑名部九, 逃人)의 설명이 자세하고, 이밖에도 李洵, ｢論淸初圈地、投充、逃

人三事｣, 下學集 ,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崔書玉 · 王亮, ｢淸代逃人法述

論｣, 黑龍江史志 , 2010-15; 胡祥雨, ｢“逃人法”入“順治律”考 -兼談“逃人法”的應用｣, 
淸史硏究 , 2012-3 등의 선행 연구에서 淸初 逃人律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28) 欽定八旗通志 卷31 旗分志三十一, 八旗戶籍, 投充人戶, “順治五年覆准, 投充人即係

奴僕, 本主願賣者聽.”

29) 欽定大淸會典則例 卷117, 兵部, 職方淸吏司, “若誣爲己之奴僕具告, 或將未投充民

人, 誣爲投充具告者, 皆罰俸一年.”

30) 欽定八旗通志 卷31 旗分志三十一, 八旗戶籍, 投充人戶, “(順治)八年題准, 旗下探親

回籍之投充漢人, 該佐領報部給票前往. 如無部票, 即係私逃, 許地方官執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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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充은 현실에서 악용되거나 강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위의 諭旨를 내린 

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順治 2년(1645) 4월 11일 淸 朝廷은 投

充에 대한 입장과 제한 조항을 다시금 확인하는 諭旨를 戶部에 내렸다.

이전에 民人의 投旗를 허락한 것은 원래 억지로 협박하여 奴로 삼고

자 한 것이 아니라, 곤궁함과 춥고 배고픔에 시달려 의탁할 곳이 없

고 도적이 되어 난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에 投充하여 생계

를 유지하게 한 것이다. 근래 듣건대 만주에게 협박을 받아 억지로 

投充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民人을 도살한다는 訛言을 잘못 듣고 두

려워하여 投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금 天下를 평정하고자 하

는데 무슨 이유로 民人을 도살하겠는가. 게다가 장차 1년만 지나면 

虛實이 모두 드러날 터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가. 차후에 

진정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投充을 원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락하

고, 投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박하여 강제하지 못하게 하라.31)

위 諭旨에 따르면, 원래 投充은 불쌍하고 가난한 民人을 거두어 이들

이 도적이 되거나 난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 한 ‘좋은’ 의도의 정책이

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일부 旗人이 民人을 강제로 협박하여 投充

시키거나 일부 民人이 訛言을 믿고 投充하는 경우가 문제 다. 특히 民

人을 도살한다는 헛소문이 아직도 民人의 향방에 큰 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은 淸 朝廷이 여전히 北京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淸 朝廷은 어디까지나 民人을 위해 投充을 허용한 것이

지 旗人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며칠 후 順治 2년(1645) 4월 29일 淸 朝廷은 戶部에 諭旨를 내려 만

주가 억지로 民人을 投充시켰을 때의 처벌 규정과 고발 절차 등을 구체

적으로 지시하 다. 우선 京城의 사례와 京師 300리 내외의 사례를 구

분하면서, 두 경우의 책임 소재를 각각 명확히 밝혔다. 京城의 경우에는 

31) 淸世祖實錄 卷15, 順治 2년 4월 癸亥(11), “前許民人投旗, 原非逼勒爲奴, 念其困

苦饑寒, 多致失所, 致有盜竊爲亂, 故聽其投充資生. 近聞或被滿洲恐嚇逼投者有之, 或誤

聽屠民訛言畏懼投充者有之. 今欲平定天下, 何故屠民. 且將及一載, 虛實已見, 有何驚疑. 

此後有實不聊生, 願投者聽; 不願投者, 毋得逼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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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部 및 五城御史와 順天府 아문에게 고발 수리 권한을 주었고, 京師 

300리 내외 지역은 民政 계통인 道 · 府 · 州 · 縣의 지방관에게 피고 

심문 및 원고 석방의 권한을 부여하 다. 또한 民人을 협박하여 投充을 

강요하는 만주의 莊頭 및 奴僕 등이 八旗 소속인 이유로 州縣 관원이 처

벌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戶部로 압송하여 처벌하게 하

다.32) 이는 投充에 대한 朝廷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잘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投充 문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州縣 관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 淸 朝廷이 入關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投充은 明末 · 淸初 

동란기에 발생한 대량의 流民을 구제하고 이들을 旗地의 노동력으로 흡

수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명분과 실리가 맞아 떨어지는 정책이었다. 즉, 

朝廷은 빈민을 구제하고 北京 인근 지역을 안정시킨다는 명분하에, 圈地

를 통해 확보한 토지를 경작하고 감독할 인원을 합법적으로 포섭할 수 

있었다.

그러나 投充이 淸 朝廷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지만은 않았고, 일

부 간교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投充人들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 다. 

이는 投充人 가운데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원래

의 취지대로 생계를 잇지 못해 어쩔 수 없이 投充한 ‘貧者’는 분명 奴僕

과 다름없는 신분이었겠지만,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投充하는 ‘富者’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① 자신의 토지를 八旗의 장부에 등록

시켜 稅役을 면제받기 위해서, 혹은 ② 자신의 토지가 圈占될까 우려하

여 아예 미리 投充하여 조금이나마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혹

은 ③ 圈地의 대가로 발급받은 撥補地가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地租

를 징수하기 어려워 投充한 자들도 있었다.33)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八

32) 淸世祖實錄 卷15, 順治 2년 4월 辛巳(29).

33) 자신의 거주지와 撥補받은 토지 사이에 발생한 물리적 거리와 이로 인한 왕래와 이

주의 문제는 民人에게 큰 부담이었다. 北京 인근 州縣의 民人은 撥補로 인해 멀리 떨

어진 州縣의 토지로 보상받았고, 자신이 직접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해당 지역의 佃戶에게 소작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멀게는 1,000리, 가까워도 

7-800리나 떨어져 있는 撥補地를 왕래하면서 地租를 거두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

니었다. 더욱이 地租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머무는 날

이 많아지면서 撥補地의 주인은 의도치 않게 異鄕에서 流離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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旗에 投充하는 경우를 당시에 ‘帶地投充’이라 불렀는데, 이하에서는 帶地

投充의 경과와 특징, 그 결과로 나타난 圈地의 확대 양상과 민간에 미친 

향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懷柔縣의 토지는 旗圈한 후 民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간사하고 교활

한 자들은 또한 民地를 가지고 旗下에 들어가니 이를 ‘帶地投充’이라 

하였다. 처음에는 단지 旗의 명목을 빌려 賦役 징수를 면하려 한 것

으로, 그 토지는 여전히 本人이 業으로 삼았다. 그 후 投充을 받은 

주인이 결국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 버리는데, 그 토지를 따로 팔아 

버리거나, 혹은 그 投充한 家口를 거두어들이고 따로 莊頭를 파견하

였다. 예전에는 田地가 잇달아 있었으나 지금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으니, 그제야 후회하고 한탄해도 소용이 없다.3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投充한 자는 일단 

모든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投充 人戶는 旗人이 되어 丁銀을 면제 받

고, 그 投充한 토지는 旗地가 되어 賦稅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

다.35) 民人이 일단 旗地에 投充하면 해당 旗는 戶部에 통보하여 원래 州

縣의 戶籍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한 후 새롭게 旗籍에 편입시켰고, 아울

러 投充한 토지도 旗地로 附籍하 다.36) 또한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投

充한 경우에는 계속 그곳에서 경작을 할 수 있었고, 혹은 ‘納銀莊頭’가 

되어 일정량의 地租와 현물 등을 해당 旗에 납부하면 되었다.37) 그러나 

말미에 보이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주인이 토지와 가구를 모두 접수함으

로써 더 이상 投充人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었다. 乾隆 武淸縣志 卷19, 藝文, ｢陳剝船苦累疏｣.

34) 康熙 懷柔縣志 卷4, 賦役, “懷邑地畝, 自旗圈之後, 所與民地無幾. 奸黠者又將民地

投入旗下, 名曰帶地投充. 其始不過借旗名色, 希免徵徭, 其地仍係本人爲業. 厥後所投之

主, 竟爲己産, 或將其地另賣, 或收其家口, 另派莊頭. 向之田連阡陌者, 今無立錐, 雖悔

憾而無極矣.”

35) 周藤吉之, 1972, p.14. 入關 이전의 旗地에서는 壯丁이 官糧을 납부하고 差徭에도 

종사해야 했으나, 入關 이후에는 이러한 官糧과 徭役이 모두 면제되었다. 康熙 大淸

會典 卷21, 田土二, 荒政, 凡蠲免.

36) 姚文燮, 無異堂文集 卷7, 投充記.

37) 淸朝文獻通考 卷5 田賦五, 八旗田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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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投充을 원하는 자들은 줄을 이었고, 그들은 投充을 기회로 삼아 새로

운 이익을 추구하 다.38)

심지어 일부 投充人은 자신의 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와 재산

을 빼돌려 자신의 토지인 양 위장하여 投充하기도 하 다. 이들을 받아

들이는 旗人들로서는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을 뿐

더러,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굳이 알 필요가 없었다.39) 그저 많은 토지를 

편입할수록 자신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이들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

이다.40) 이는 投充을 계기로 한번 旗籍에 오르면 당장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을 바로잡거나 변경하기 어렵다는 행정적 어려움과 심

적 부담감을 교묘하게 파고든 결과 다.41) 그리고 그들은 投充人이 된 

후에도 旗人의 신분을 무기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탈하거나, 주인 몰

래 地租를 빼돌리는 등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42) 고리대를 놓거나 부정

을 자행할 때에는 자신을 民人이라 칭하고, 爭訟이나 범죄를 일으켜 州

縣의 官吏가 그를 심문하고 체포하려 하면 자신을 旗人이라고 칭하며 법

망을 절묘하게 빠져 나갔다. 이렇게 鄕里와 村莊을 휘젓고 다니며 小民

을 유린하고 다녀도 州縣 아문의 官吏와 衙役은 이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43)

順治 3년(1645) 4월 15일 江南道監察御史 蘇京은 投充하는 자들을 아

예 ‘遊手無賴’로 간주하기도 하 다.

投充의 명목은 하나가 아니지만 대체로 모두 游手無賴인 사람들입니

다. 일단 旗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의 田地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작

38) 李立民, 2014, p.5.

39) 당시 圈地나 撥補와 관련한 사실 증명이나 장부 작성 자체에는 부정과 비리가 발생

하기 일쑤 다. 山西道試監察御史 邵士標는 圈地 이후 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확

실한 장부가 없어 北京 인근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

고하 다. 內閣大庫檔案 #006601-001, ｢山西御史爲査明圏占地界事｣(順治 9년 5월 

22일).

40) 民國 雄縣新志 第三冊, 賦役篇, 田賦.

41) 淸世祖實錄 卷88, 順治 12년 정월 丙午(21).

42) 이들 일부 投充人의 무뢰적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李沅埈, 2006, pp.59-62

의 설명을 참조.

43) 雍正 八旗通志 卷380, 人物志六十, 大臣傳四十六, 格爾古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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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탈취합니다. 빼앗긴 자는 그 분을 삭이지 못하고 또한 旗下에 

投充하니 爭訟은 끊이지 않고 교활한 풍조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

다. 삼가 바라옵건대 戶部로 하여금 함부로 投充하는 것을 엄히 금하

게 하십시오.44)

비록 投充을 하는 사람들의 배경과 명목은 다양했지만, 監察御史의 눈

에 비친 그들은 거의 모두가 생업에 힘쓰지 않는 無賴들이었다.45) 그들

은 旗下가 된 후 주인의 위세를 업고 다른 民人의 재산을 간교하게 빼돌

렸고, 피해를 입은 民人도 이를 참지 못하고 旗下에 投充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는 첫째로 投充을 하는 이들의 인적 성분의 문제이

기도 하거니와, 더 큰 문제는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은 하게 投充이 남

발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投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감지되고 이에 따른 분쟁과 소송

이 끊이지 않자,46) 順治 4년(1647) 3월 28일 淸 朝廷은 戶部에 諭旨를 

내려 앞으로 投充을 원히 금지하 다.

이전에 漢人으로 하여금 만주에 投充하게 한 것은 실로 빈궁한 小民

이 생업을 잃고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 떠돌아다니며 도적이 되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주에 投充하여 끼니를 잇고자 원

하는 자들에 한해 이를 허락하였다. 근자에 듣건대 漢人이 貧富를 막

론하고 서로 앞 다투어 投充하고, 심지어 만주에게 投充한 후에 鄕里

를 橫行하고 官府에 저항한다고 하니, 이는 窮民을 진휼하려 한 처음

의 뜻과 크게 다르다. 지금 이후로 投充을 영원히 멈추게 하라.47)

44) 淸世祖實錄 卷25, 順治 3년 4월 辛卯(15), “投充名色不一, 率皆游手無賴之人. 身

一入旗, 奪人之田, 攘人之稼. 其被攘奪者, 憤不甘心, 亦投旗下, 爭訟無已, 刁風滋甚. 祈

敕部嚴禁濫投.”

45) 이들 無賴는 明 중기 이후 里甲制의 해체와 明末 동란기 속에서 발생한 畿輔 지역

의 流民 출신이 많았고, 이들은 旗籍에 편입되어 꾀할 수 있는 이익을 노리고 旗地에 

投充하 다. 淸初 投充人의 인적 성분에 대한 설명은 李沅埈, 2006, pp.66-67의 설

명을 참조.

46) 吳振棫, 養吉齋餘錄 (童正倫 點校, 北京: 中華書局, 2005) 卷1, p.352.

47) 淸世祖實錄 卷31, 順治 4년 3월 己巳(28), “前令漢人投充滿洲者, 誠恐貧窮小民, 

失其生理, 困於飢寒, 流爲盜賊, 故諭願投充滿洲, 以資糊口者聽. 近聞漢人不論貧富, 相

率投充, 甚至投充滿洲之後, 橫行鄕里, 抗拒官府, 大非軫恤窮民初意. 自今以後, 投充一



- 199 -

위의 投充 금지 諭旨는 앞서 살펴본 順治 4년(1647) 3월 29일 圈地 

금지 諭旨보다 불과 하루 먼저 반포되었는데, 이는 곧 圈地와 投充이 서

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圈地 

금지와 마찬가지로 投充 현상도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예컨대 直隸通

省賦役全書 에는 順治 4년 3월 投充 금지 이후에도 버젓이 帶地投充된 

民地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48)

投充이 帶地投充으로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圈地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즉, 投充은 원래 圈地로 인해 촉발된 산물이었으

나, 이제는 圈地가 投充으로 인해 가속화된 것이다. 八旗通志初集 에 

기재된 帶地投充의 규모는 총 2만 9,286.72頃이고, 直隸通省賦役全書

에서는 3만 2,764.63頃으로 적고 있으며, 光緖 畿輔通志 에 따르면 3

만 3,632여 頃에 달하 다.49) 앞서 <표 5-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淸

代 畿輔 지역 旗地의 평균 총액을 약 20만 頃으로 가정한다면, 投充旗地

는 그 중 약 15%를 차지하 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府별로 살펴보면 

順天府가 가장 많고 다음 永平府, 保定府 순으로 전체 旗地의 규모 순위

와 일치하 다.50) 즉, 圈地의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帶地投充된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順治 초에 帶地投充이 성행하면서, 投充은 새로운 圈地 방식으

로 변질되었다.51) 원래 圈地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좋은 의도로 허

가하 던 投充이 오히려 圈地를 가속화시키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

이다. 이는 淸 朝廷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 고, 이를 긍정

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圈地가 旗人의 

생존과 정착을 위해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적 ‘政策’이었다고 한다

事, 著永行停止.”

48) 順天府 霸州만 하더라도, “順治六年奉部文, 投充人高汝富等帶去民地八十頃六十四畝

五分”; “順治七年奉部文, 投充人楊文光等帶去民地三十二頃八十五畝三分.”; “順治八年

奉部文, 投充人高守榮等帶去民地三頃二十七畝四分.” 등 順治 4년 이후 帶地投充된 民

地를 계속 기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9) 周藤吉之, 1972, pp.36-39. 

50) 趙令志, 2002, p.144.

51) 周藤吉之, 197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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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帶地投充은 民人이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고 확보하기 위한 민간의 

‘對策’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帶地投充의 현황을 시간과 공간별로 세분하여 살펴

보면, 圈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합에 숨겨진 디테일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5-6> 順治 연간 直隸 각 府의 投充旗地 현황52) (단위: 頃)

※ 출처: 周藤吉之, 1972, pp.36-37; 趙令志, 2001, pp.135-136.

우선 順天府의 投充旗地는 永平府를 제외하면 다른 府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전체 규모를 비교해 보면 永平府의 1.5배, 

保定府의 3배, 河間府의 23배, 天津府의 44배, 宣化府의 158배에 달한

다. 즉, 投充旗地의 수치도 <표 5-4> 圈地 통계와 마찬가지로 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順天府와 永平府에서 圈地가 집중적으로 행해진 만큼 

帶地投充도 두 府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두 

府의 帶地投充은 모두 順治 4년(1647)에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

한 圈地가 順治 4년에 절정을 이룬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

52) 投充 자체가 朝廷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암묵적 혹은 불법적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投充旗地의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반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는 공식적인 감시망에 잡히지 않는 민간의 훨씬 많은 인구와 토지가 

投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順天府 永平府 保定府 河間府 天津府 宣化府 합 계

順治 원년 7.44 23.27 30.71

順治 2년 129.40 99.82 72.87 302.09

順治 3년 3,142.75 1,224.24 595.22 10.00 33.54 5,005.75

順治 4년 9,562.02 7,767.98 1,014.37 20.35 12.00 5.10 18,381.82

順治 5년 138.84 7.18 595.42 92.72 5.69 839.85

順治 6년 446.42 76.60 472.14 3.66 200.75 63.19 1,262.76

順治 7년 1,752.60 1,669.50 2,089.32 293.95 91.47 23.68 5,920.52

順治8-10년 165.98 140.86 42.47 216.04 7.97 573.32

順治11-18년 22.58 0.36 2.23 19.15 44.32

합  계 15,368.03 10,986.54 4,907.31 655.87 351.42 91.97 32,3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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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圈地가 대대적으로 행해지면서 자신의 토지가 圈占될까 두려움

에 빠진 民人이 차선의 선택으로 내린 결과가 바로 帶地投充이었던 것이

다.

그리고 順治 5년(1648) 이후로 順天府와 永平府에서 帶地投充이 급격

히 감소한 것은 順治 4년 圈地 금지 諭旨 이후 圈地가 급감한 것처럼, 

投充 금지 諭旨도 어느 정도 효력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帶地投充도 마찬가지로 順治 말년에 이르기까지 결코 그치지 않았고, 保

定府와 河間府 등에서는 오히려 順治 7년(1650)에 절정을 보이는 등, 

投充 금지 諭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帶地投充이 발생하 다. 이렇게 府

별로 시간차를 보이는 것은 마치 圈地가 각 府, 각 州縣에서 상황과 필

요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帶地投充도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라 각기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順治 8년(1651) 이후에는 投充旗地가 크게 감소하

는데, 이는 圈地와 마찬가지로 順治 7년 12월 攝政王 도르곤이 사망한 

후 順治帝가 기존 投充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자세로 급선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도르곤 생전에는 도르곤을 비롯한 만주 대

신과 속하의 旗人들이 投充人을 모으고 비호하는 것이 관행으로 지속되

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順治 8년(1651) 윤2월 7일 兵科給事中 王廷諫53)의 題本으로 

投充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우선 順治帝의 親政 

이후 2개월 동안의 성과를 칭송한 뒤, 이제 投充과 隱占에 개혁의 칼을 

댈 때라고 주장하 다. 投充한 자들이 관원을 능욕하고 小民을 속여 피

해를 입히는 등 멋대로 횡행할 뿐만 아니라, 토지를 隱占하여 국가에 납

부해야 할 세금을 몰래 빼돌리고 있어도 지방관이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발하 다. 구체적으로 武淸縣에서 몇몇 投充人이 

570여 頃의 토지를 가지고 正白旗下의 東山 니루에 投充하면서 300여 

53) 王廷諫은 山西 翼城人으로 順治 3년(1646) 進士 출신이다. 이후 兵科給事中，禮科

右給事中, 戶科左給事中 등을 역임하여 科道官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 는데, 順治 8

년 윤2월의 投充 비판 이외에도 順治 9년 12월 莊頭와 投充人이 窩主로 自任하는 것

에 대한 엄정한 관리, 順治 10년 정월 投充莊頭에 대한 숙청 건의 등, 지속적으로 投

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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頃은 隱占하고, 인접한 民地 100여 頃을 강제로 차지한 사건을 예로 들

면서, 앞으로 投充人이 토지를 몰래 은닉하여 국가의 財賦를 좀먹는 행

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54)

이로부터 몇 개월 후 順治 8년(1651) 7월 1일에 順治帝는 직접적으로 

投充人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 다.

수년 이래 投充漢人이 사건을 일으키고 民人을 해치자 民人이 감당

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도적이 되는 경우, 혹은 도적을 숨겨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짐은 이를 듣고 痛恨을 금할 수 없다. 帝王은 

天下를 家로 삼는데, 어찌 投充人을 후대하고 호적에 편입된 民人은 

박대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우리의 賦役에 이바지하는 자들은 바로 

이들 民人이고 국가의 元氣가 의지하는 바인데 말이다. 投充한 자는 

곧 奴隸이다. 지금 오히려 주인을 빌어 자신의 護身符로 삼은 채, 지

방관을 멸시하고 是非를 顚倒하며 國法을 하찮게 여기고 小民을 업

신여기고 있다. 만약 이를 크게 懲治하지 않는다면 어찌 法紀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지금 이후부터 위로는 朕의 보오이 니루(booi 

niru, 包衣牛錄)55)로부터, 아래로는 親王, 郡王, 버일러, 버이서, 公, 

侯, 伯, 諸臣 등에 이르기까지, 만약 投充한 자가 여전히 사단을 일

으키고 民人을 해치는 경우, 本主 및 관할 니루가 정황을 알고 있던 

경우라면 連坐의 罪를 묻겠다. 本犯은 正法에 처하는 외에 처자식과 

家産도 모두 入官하겠다. 만약 本主가 정황을 몰랐고 投充人의 죄가 

死罪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本犯 및 처자식을 반드시 斷出할 필요

는 없다. 이전에는 지방관이 投充人을 처벌했을 때 革職問罪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로 인해 投充人이 더욱 거리낌 없이 방자하게 되었

다. 지금 이후로는 각 지방관으로 하여금 投充人이 죄를 저지른 경우 

屬民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究治하게 하라. 너희 戶部는 告示를 刊

刻하고 확실히 曉諭하여 天下가 모두 알게 하라.56)

54) 淸代檔案史料叢編 第4輯, ｢王廷諫題投充隱占地畝事本｣(順治 8년 윤2월 7일), 

pp.68-69.

55) 보오이 니루는 淸 황제 및 종실 왕공 소유의 奴僕을 니루로 편성한 것으로, 훗날 內

務府(dorgi baita be uheri kadalara yamun)와 王府로 발전하 다. 보오이 니루의 

구성과 운 에 대해서는 谷井陽子, 2015, pp.156-168을 참조.

56) 淸世祖實錄 卷58, 順治 8년 7월 丙子(1), “數年以來, 投充漢人生事害民, 民不能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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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諭旨는 도르곤 死後 順治帝가 처음으로 投充人에 대한 처벌을 언급

한 것이다. 이를 앞서 살펴본 順治 2년(1645) 4월 29일의 投充 강제에 

대한 처벌 諭旨57)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

다.58) 우선 ① 단속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順治 2년의 경우 

처벌의 대상을 “京城內外滿洲人等”으로 모호하게 한정한 반면, 順治 8년

에는 구체적으로 “위로는 朕의 보오이 니루로부터 아래로는 親王, 郡王, 

버일러, 버이서, 公, 侯, 伯, 諸臣 등”을 연좌의 대상으로 규정하 다. ② 

順治 2년에는 주로 投充을 강요하는 것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지만, 順治 

8년에는 投充人이 사건을 일으켜 民人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 다. ③ 順治 2년에는 사단을 일으킨 莊頭 당사자

만 처벌하 는데, 順治 8년에는 정황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주인과 佐領

까지 연좌시켜 처벌하 다. ④ 지방관에게 직접 投充人을 처벌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 다. 順治 2년에는 지방 관원이 投充莊頭를 체포하되 

戶部로 押解하여 심리하게 한 반면, 順治 8년에는 지방관이 곧바로 그들

을 관할 民人과 마찬가지로 처리하게 하 다. 이처럼 順治帝는 投充人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이전에 비해 한층 높 다.59)

또한 順治帝는 順治 8년(1651) 8월 16일 戶部에 諭旨를 내려, 이미 

甚至有爲盜、窩盜者, 朕聞之, 不勝痛恨. 帝王以天下爲家, 豈有厚視投充, 薄待編氓之理. 

況供我賦役者民也, 國家元氣賴之. 投充者, 奴隸也. 今反借主爲護身之符, 藐視有司, 顚

倒是非, 弁髦國法, 欺壓小民. 若不大加懲治, 成何法紀. 自今以後, 上自朕之包衣牛錄, 

下至親王、郡王、貝勒、貝子、公、侯、伯、諸臣等, 若有投充之人, 仍前生事害民者, 本

主及該管牛錄, 果係知情, 問連坐之罪. 除本犯正法外, 妻孥家産, 盡行入官. 若本主不知

情, 投充之人罪不至死者, 本犯及妻孥, 不必斷出. 以前有司責治投充之人, 曾有革職問罪

者, 以致投充之人益加橫肆. 今後各該地方官, 如遇投充之人犯罪, 與屬民一體, 從公究治. 

爾部刊刻告示, 嚴行曉諭, 務使天下咸知.”

57) 淸世祖實錄 卷15, 順治 2년 4월 辛巳(29).

58) 順治 2년과 8년 모두 投充人에 관련된 범죄 접수와 처리가 刑部가 아닌 戶部를 통

해 이루어졌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投充人은 旗人의 재산으로 간주되었기 때

문에 投充人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처리는 여전히 戶部의 책임이었다. 淸 朝廷은 

圈地와 投充 문제가 아무리 滿 · 漢 간의 민족 갈등이나 치안 문제로 확대되어도 이

를 일체 戶部에서 처리하게 하 다.

59) 그러나 이러한 順治帝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投充人 통제와 처벌이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魏象樞, 寒松堂全集 (北京: 中

華書局, 1996) 卷1, ｢直陳格天之圖祈定立國之本等事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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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도르곤이 연루된 불법 投充 문제를 제기하 다. 원래 投充이 冒

濫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찍이 定額을 정해 놓고 順治 4년(1647)

에는 投充 금지 諭旨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르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投充 인원을 받아들 고 심지어 양아들 도르보(Dorbo, 多爾

博)의 명의로도 投充을 허용하여 원래의 정액보다 800명이 넘는 인원을 

거느리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順治帝는 戶部에 명하여 이들 父子의 

投充人役冊을 일일이 대조하여 초과 인원을 원래의 州縣으로 돌려보내 

民人과 마찬가지로 當差하게 하 다. 또한 다른 사람의 田地를 가지고 

投充한 경우에는 모두 확실히 밝혀 원래 주인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하

다.60)

며칠 후 8월 28일에는 도르곤이 예전에 莊內에 人數가 부족하다는 핑

계로 680여 명을 投充시켰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노동력이 부족하

다면 가난하고 생업이 없는 자들을 거두어 들 어야 하는데, 조사해 보

니 그들은 모두 房屋과 田地를 가진 부유한 자들이었다며, 장부와 하나

하나 대조하여 이들을 州縣으로 돌려보내고 엄히 문책하라고 지시하

다.61)

이상 順治 8년(1651) 도르곤 父子의 불법 投充에 대한 順治帝의 공격

은 ① 도르곤 일가로 대표되는 만주 귀족의 세력을 견제하고,62) ② 과세

를 피해 帶地投充한 富戶를 적발하여 州縣으로 돌려보내 국가의 재정 수

입을 늘리며, ③ 圈地 및 投充과 관련된 수많은 병폐를 도르곤과 일부 

만주 귀족의 탐욕으로 돌리는 한편, ④ 이후 圈地와 投充으로 대표되는 

旗人 지원책과 民人에 대한 정책 변화를 암시하며, ⑤ 황제 권력을 상징

적으로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퇴출시킨 投充旗地는 도르

곤과 도르보로부터 1,507.92頃, 아지거로부터 5,653.06頃, 기타 八旗 관

60) 淸世祖實錄 卷59, 順治 8년 8월 辛酉(16).

61) 淸世祖實錄 卷59, 順治 8년 8월 癸酉(28).

62) 도르곤은 順治 7년(1650) 12월 喀喇城에서 39세의 나이로 병사한 직후에 成宗義皇

帝로 추존되었다. 그러나 順治帝가 親政에 나선 順治 8년(1651)에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모든 諡號와 封爵을 박탈당하고 剖棺斬屍까지 당하 다. 또한 같은 당파

던 가린(Garin, 剛林), 바하나(Bahana, 巴哈納) 등도 모두 숙청되었다. 무려 128년이 

지난 乾隆 43년(1778)에야 비로소 도르곤 일가의 모든 封號가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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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로부터 3,370.71頃 등 총 1만 5천여 頃에 달해, 直隸 지역 총 帶地

投充 면적의 약 1/3이 州縣의 民地로 환원되었다.63)

사실 帶地投充으로 인한 旗地의 증가는 朝廷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

가 재정상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旗人의 통제에 있어서도 결코 유

리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旗地의 증가는 곧 民地의 감소를 의미하

므로 그만큼의 국가 賦稅가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帶地投充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은 하게 확보된 旗地는 장부상에 확실히 기록

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귀족 및 旗人의 세력 확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順治 9년(1652) 5월 25일 福建道監察御史 婁應奎는 投充이 

국가에 무익하고 民人에게도 무익하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 다.

投充의 도리는 원래 의탁할 곳 없는 民人을 거두어 키우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를 빌미로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宗族의 田土를 모두 正項에서 빼내고 差徭를 도피하니, 이는 投充이 

국가에 무익한 바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신의 자산이라 

하여 旗下에 帶地投充하는 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投充하면 그 一

家가 모두 旗下임을 사칭하고 府와 縣에서는 이를 가려낼 장부가 없

어 진위를 구분할 수 없으니, 이는 投充이 民人에게 해로운 바입니

다.64) 

投充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의 세금 징수 대상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

미하고, 또한 민간에 피해를 입히고 州縣 행정에 차질을 초래하니 국가

63) 周藤吉之, 1972, p.47. 그러나 趙令志는 이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우선 正白旗 

도르곤 父子의 퇴출 토지가 너무 적어 보이고, 鑲白旗 아지거는 반대로 너무 많아 보

인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鑲白旗 전체 投充旗地를 直隸通省賦役全書 에서 5,457.05

頃, 八旗通志初集 에서는 2,263.49頃으로 적고 있는데, 이들 전체 수치보다 이번에 

퇴출시킨 投充旗地가 더 많다는 것은 불법 投充旗地의 반환에 더하여 추가적인 旗地 

반환 조치가 있었거나, 위의 두 자료의 수치보다 원래 훨씬 더 많은 帶地投充된 토지

가 은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하 다. 趙令志, 2001, pp.147-148.

64) 淸世祖實錄 卷65, 順治 9년 5월 乙未(25), “投充之路, 原以收養無依之民. 不意此

端旣開, 而奸滑蜂起, 將合族之田, 皆開除正項, 躱避差徭, 是投充之無益國家也. 又有將

他姓的土地, 認爲己業, 帶投旗下者. 一人投充, 而一家人皆冒爲旗下, 府縣無冊可査, 眞

假莫辨, 是投充之有害於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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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民人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投充이 국가나 

사회에 모두 이롭지 않다는 주장은 특히 順治 8년(1651) 8월 順治帝의 

도르곤 공격 이후 漢人 관료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

다.

예컨대 順治 10년(1653) 정월 10일, 投充의 폐단을 언급한 漢人 戶部

尙書 劉余祐, 戶部左侍郞 王永吉, 雲南道監察御史 楊世學 등의 의견을 

滿人 戶部尙書 가다훈(Gadahūn, 噶達洪)이 종합하여 보고한 題本에는 

그 논리의 정수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최종 보고자 가다훈은 正紅旗滿

洲 출신으로 滿人 大臣의 경력을 성공적으로 밟아온 重臣인데 반해, 실

제 보고의 기반이 되는 3편의 題本을 작성한 이들은 모두 漢人 관원이

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 題本의 내용을 좀 더 구

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戶部尙書 劉余祐65)는 投充 현상이 도르곤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만주 冒稱, 州縣 관원 능욕, 세금 탈루 등 投充과 관련된 폐해가 너무나 

많다고 비판하 다. 특히 백성 1人이 投充하면 결국 1丁의 徭役이 없어

지고, 民田 1地가 投充되면 1地의 賦稅가 감소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에 대한 해결책으로 投充을 엄 히 조사하여 州縣 관원에게 그 판별을 

일임할 것을 주장하 다. 또한 정식 절차로 圈占된 토지에는 따로 石碑

를 세워 분쟁의 여지를 근절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기도 하 다.66) 

요컨대 그는 投充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관에게 많

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편 雲南道監察御史 楊世學67)의 題本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

는데, 특히 畿輔 지역에 爭訟이 많아진 것은 모두 投充 때문이고, 投充

이 많아진 것은 모두 도르곤이 皇上의 民人을 자기 소유로 독점하기 위

65) 劉余祐(?-1653)는 順天府 宛平人이고 萬曆 44년(1616) 進士 출신이다. 明에서 河南

布政使, 工部侍郎 등을 역임하고 李自成에게 투항하 다가, 또한 淸에 귀부하여 原官

을 제수 받은 전형적인 貳臣이다. 戶部尙書까지 올랐다가 위의 題本을 올린 직후 受

賄 사실이 드러나 革職되고 杖徒되었으며 그 해 바로 사망하 다.

66) 淸代檔案史料叢編 第4輯, ｢噶達洪題投充之大害事本｣(順治 10년 정월 10일), 

pp.72-73.

67) 楊世學은 安徽 當塗人이고 順治 4년(1647) 進士 출신이다. 湖廣布政使司參議, 浙江

按察使司副使, 湖廣布政使司參政 등을 역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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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술수 다고 비난하 다. 아울러 농민은 나라의 가장 큰 보물로서 아

무리 왕공과 대신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사로이 民人

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 다.68)

마지막으로 戶部左侍郞 王永吉69)은 投充으로 인해 나타난 나쁜 풍속

과 피해를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조목조목 비판하 다. ① 京師는 어

느 지역보다 법이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投充한 이들은 마치 날

개를 단 호랑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툭하면 분쟁을 일으키면서 

戶部와 刑部 아문은 물론 심지어 禁中에서도 안하무인으로 소란을 피우

고 있으니, 이는 投充이 朝廷을 더럽히고 職掌을 문란케 하는 폐해라고 

지적하 다. 또한 ② 京師는 전국에서 가장 풍족한 곳으로 예로부터 

500리 안은 ‘甸服’으로서 제국의 반석이라 불려왔는데,70) 投充한 惡棍은 

앉아서 편하게 부유함을 누리고 良民은 家産을 몰수당하고 생업을 잃어 

춥고 굶주리니, 이는 投充이 畿輔 백성의 人心을 잃게 만드는 폐해라고 

지적하 다. 또한 앞서 戶部尙書 劉余祐도 언급하 지만 ③ 投充으로 인

해 畿輔 지역 州縣에 납세자가 줄어들어 재정 부족 상태에 봉착할 수 있

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戶部의 관원으로서 投充을 국가 稅收의 문제로 

해석한 것이다. 旗下에 한 명이 投充하면 결국 더 많은 戶口를 잃고 賦

稅가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④ 諸王과 大臣에게 賞賜할 때 投充

을 허용함으로써, 신하된 자가 사리사욕만 챙기고 국가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다면서, 投充이 심해질수록 국가의 존귀함

은 오히려 떨어지고 投充을 받는 신하들의 존귀함만 높아질 것이라고 경

고하 다. 그리고 ⑤ 旗下의 천한 投充人이 법을 어지럽혀도 督撫와 지

방관이 감히 힐문하지 못하니, 이는 국가의 법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하 다.71) 投充하는 자들은 대부분 서로 긴 히 통해 있으

68) 淸代檔案史料叢編 第4輯, ｢噶達洪題投充之大害事本｣(順治 10년 정월 10일), 

pp.73-74.

69) 王永吉(1600-1659)은 江南 高郵人이고 天啓 연간 進士 출신이다. 明末 薊遼總督까

지 올랐고 淸에 귀순하여 大理寺卿, 戶部侍郎, 兵部尙書, 都察院左都御史, 國史院大學

士 등을 역임하 다. 특히 戶部侍郞으로서 衛所屯地의 등급 제정, 折色銀의 官收官解, 

蘆課의 개혁, 黃河의 수리 문제 등을 건의하 다.

70) 아이러니하게도 이 ‘甸服’의 범위 500리는 淸 朝廷이 圈地 정책을 시행한 범위와 정

확하게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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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 때문에 投充이 나중에 큰 患難을 일으키고 치안을 해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하 다. 또한 마지막으로 旗人의 위세를 업은 投充人이 결국 

旗人의 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익까지 침탈할 것이니, 投充은 결

코 작은 문제가 아니며 사안의 중대함을 皇上과 大臣이 모두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특히 京師 지역을 깨끗이 해야 畿輔를 안정시킬 수 

있고, 畿輔를 안정시켜야 天下를 안정시킬 수 있다며, 우선 京師 지역부

터 投充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72)

이처럼 漢人 관료 3인은 投充을 淸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인식

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 다. 이러한 漢人 관료들의 주장에 대해 滿

人 대신들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順治帝는 漢人 관료 3인의 題本에 

대해 戶部, 內三院, 九卿, 科道가 함께 議覆하게 하 는데, 順治 10년

(1653) 정월 25일 滿 · 漢 관료가 함께 참여하여 토론한 내용을 다시 

滿人 戶部尙書 가다훈이 종합하여 보고하 다.73)

우선 滿臣들은 投充으로 인해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

만, 그렇다고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퇴출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 다. 우선 投充人의 성분이 복잡해서 이들을 일일

이 구분하여 처리하기 힘들고, 이들을 모두 퇴출시킨다면 滿兵은 漢兵에 

맞추어 給養하기 어려우며,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된 일이라 이제 와서 당

장 퇴출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投充人을 남겨 두는 불편함보다 

投充人을 퇴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

다.

반면 漢臣들은 앞선 劉余祐 등 3인의 題本에 投充의 폐해가 잘 드러나 

있으니, 반드시 불법적인 投充人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다만 滿臣들이 언급한 어려운 실정도 참작해야 하니 즉시 퇴출은 면해 

71) 심지어 한 投充人은 말을 탄 채 州縣 아문으로 들어가 州縣官과 나란히 앉는 등 조

정에서 임명한 관리를 업신여기고 멋대로 횡행하 다고 한다. 淸世祖實錄 卷53, 順

治 8년 2월 丙申(19).

72) 淸代檔案史料叢編 第4輯, ｢噶達洪題投充之大害事本｣(順治 10년 정월 10일), 

pp.74-76.

73) 淸代檔案史料叢編 第4輯, ｢噶達洪題會議投充人丁土地情形事本｣(順治 10년 정월 

25일),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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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投充人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가지고 멋대로 投充하는 사례나, 順

治 4년(1647)에 投充을 금지한 이래 投充한 사람만 골라내어 퇴출시키

자는 타협안을 제시하 다.

戶部尙書 劉余祐, 戶部左侍郞 王永吉, 雲南道監察御史 楊世學의 구구절

절한 비판과 이번 논의에서 제출된 漢臣들의 타협안에도 불구하고, 順治

帝는 결국 “滿洲官이 논의한 대로 하라.”는 간결한 말로 滿臣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親政 이후 投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順治帝라 

할지라도 정작 滿臣과 漢臣이 정면으로 충돌한 중요한 국면에서는 오히

려 滿臣에게 치우쳐 있음을 잘 보여준다. 順治帝 또한 만주의 경제적 이

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 전환에 쉽게 동의를 표하지 못했던 것이다.74)

이렇게 본다면 投充을 貧民에 한해 허용한다는 원래의 ‘좋은’ 명분도 

결국은 旗地의 노동력 확보라는 현실적 필요를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修辭’ 을 가능성이 높다. 旗人과 그들의 奴僕은 정복 전쟁에 계속 투입

되어야 했고, 그럴수록 旗地에서 경작을 전담할 노동력의 확보는 그만큼 

더 절실해졌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投充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와 사

회 불안,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의 재정 손해 등 수많은 부정적 요소에

도 불구하고 淸 朝廷이 끝내 投充 자체를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한 이유

는 바로 入關 이후 약탈전이 중원 내에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投充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投充은 圈地 이후 생존을 위해서 혹은 새로운 이익을 찾아서 

民人이 선택한 길이었다. 圈地가 旗人의 생존을 위해 民人의 토지를 토

대로 배타적 경제 구역을 설정한 것이라면, 投充은 民人이 旗人의 신분

을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漢

人이 만주에게 자신의 신분과 재산을 양도하고 대신 만주의 특권을 이용

한 셈이다.75) 淸의 입장에서도 사회 안정을 위해, 그리고 旗地를 경작할 

74) 오히려 順治帝가 順治 8년(1651) 親政 직후 圈地 및 投充을 강력히 금지시킨 것은 

정책 자체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르곤 일가의 권력 기반을 탈취하고 자신의 

황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 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康熙 연간까

지 圈地와 投充 문제는 오보이(Oboi, 鰲拜) 등 만주 대신 간의 권력 투쟁에 활용되면

서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하 다. 圈地가 단순히 경제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정치

적 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후속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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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投充

이 정상적인 국가 운 과 민생에 큰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 변질되

어 감에도 결국 投充을 끝내 근절시키지 못한 사실은 애초부터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淸의 현실적 필요가 더 강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 

결과 投充은 새로운 圈地의 확대를 야기하 을 뿐만 아니라, 北京 지역

에서 淸의 존립 기반을 확대하고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 다.

75) 같은 맥락으로 옛 明의 관원과 紳士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官位와 學位의 기득권을 

만주에게 인정받음으로써 淸의 통치에 협조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 다. 이러한 

淸의 國家權力과 紳士의 관계에 대해서는 吳金成, ｢王朝 交替와 紳士의 向背｣, 國法

과 社會慣行 -明淸時代 社會經濟史 硏究 , 서울: 지식산업사, 2007, pp.207-241의 

설명이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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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論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이전 遼, 金, 元의 역사를 통해 만주 정권의 합

법성과 속성을 강조하 으나, 중원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함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누르하치 시기부터 만주는 고질적인 식량난에 

시달렸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홍타이지는 明의 변경을 공격하여 물자와 

식량 등의 전리품을 획득하려 하 다.1)

홍타이지는 만주 대신과의 토론을 통해 차하르나 조선보다는 明을 상

대로 한 신속한 침입과 약탈이 만주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확인하 다. 만주 대신들은 山海關 공략 여부와 北京의 공격 방법 등에

서 각자 의견을 달리 하 으나, 공통적으로 최대한의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山海關을 돌파하여 北京을 향하는 최단 루트를 확

보하는 것이 明을 공략하는 안정적인 방법이었으나, 山海關의 확보는 당

시 만주에게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홍타이지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효과적인 중원 공략을 위

해 투항해 온 漢人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다. 새로 투항해 온 明의 監

生과 生員들은 만주 대신들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통

해 적극적인 北京 공략을 건의하 다. 그리고 기존 漢人 관원들은 중원

을 약탈의 대상이 아닌 대업을 완성하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對 중국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 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차분하게 사태를 관망하면서 漢人들의 이상적인 낙

관론을 비판하고 기존의 약탈전을 고수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 다. 

그 결과 天聰 연간에 시도된 중원 공략은 장기적인 중국 정복의 청사진

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필요가 우선시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對 

중국 전략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약탈전에 무게가 실렸다.

1) 天聰 원년(1627) 조선을 침공한 丁卯胡亂도 결국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주

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기도 한다. Frederic Wakeman Jr., 1985,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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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에 오른 홍타이지는 계속해서 중원 침공에 나섰고, 崇德 연간 ‘後

金軍’에서 ‘淸軍’으로 새로이 탄생한 만주의 군대는 약탈의 범위와 규모

를 더욱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여전히 淸軍의 중원 침공은 모두 山海關

을 피해 華北으로 우회하여 長城의 다른 관문을 넘어 이루어졌다. 중원

에 진입한 淸軍은 신속한 약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 고, 약탈이 끝

나면 곧바로 盛京으로 귀환하 다. 天聰 연간과 崇德 연간에 시도된 총 

6차례의 중원 침공은 모두 盛京을 출발한 지 보통 6개월 이내로 귀환하

는 단기전이었다.2) 山海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淸軍은 먼 길을 

우회해야 했고, 너무 길어진 행군 경로로 인해 불의의 습격을 받거나 퇴

로가 쉽게 차단당할 가능성도 상존하 기 때문이다.

결국 홍타이지는 수차례 중원 침공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

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복 전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다. 淸軍은 

崇德 7년(1642) 松錦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遼西 지역을 거점으로 확

보하 지만, 홍타이지는 여전히 北京 공략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

고 明과의 和議 노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山海關을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변수의 등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崇德 8년(1643) 8월 홍타이지가 盛京에서 돌연 사망하면서 중원 침공

은 잠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때 도르곤은 풀린을 順治帝로 추대하면

서 淸 朝廷 내부의 권력 투쟁을 최소화하 다. 順治 원년(1644) 도르곤

은 공동 攝政王 지르갈랑을 제치고 권력의 정점에 섰고, 급격히 변화하

는 중원의 상황과 大學士 范文程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차 明에 대한 침

공을 준비하 다. 도르곤은 4월 8일 다시 한 번 중원 공략에 나섰다.

攝政王 도르곤의 出征은 결과적으로 山海關 전투의 승리와 北京 입성

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정의 목표와 병력의 규모 등이 과장

2) 홍타이지 시기 행해진 중원 공략의 횟수를 두고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각기 서로 다른 

史料를 근거로 하여 4차설, 5차설, 6차설 등을 주장해 왔다. 최근의 한 연구는 지금

까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5차설이 淸太宗實錄 에만 의존하 다는 사실을 지적

하면서, 實錄의 원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舊滿洲檔 에 수록되어 있는 天聰 9년

(1635)의 사례를 합쳐 총 6차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本稿 또한 이에 따라 

홍타이지의 중원 침공을 총 6차례로 정리하 다. 沈一民, ｢入關前淸(後金)南略次數考 

-兼論《淸實錄》之失載｣, 滿語硏究 , 2007-1, pp.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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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윤색되어 왔다. 本稿에서는 최근의 연구 방법과 당시 淸의 병력 차

출 상황에 근거하여 淸軍의 구성과 출정 병력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았다. 淸과 조선의 實錄 등 史料에 보이는 수십만에 달했다는 수사적 

표현과 달리, 이번에 차출되어 출정한 정규 병력은 약 4만 명 정도로 추

산된다. 구체적인 병력 추산을 통해 도르곤의 출정이 이전 홍타이지 시

기 중원 공략이나 조선과의 전쟁보다 특별히 더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거

나, 北京을 점령하고 중원의 왕조를 세우기 위한 乾坤一擲으로 포장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 다.

本稿는 기존의 史料를 가능한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攝政王 도르곤이 

이끈 淸軍의 구체적인 진군과 전투 상황을 재구성해 보았다. 출정 직후

만 하더라도 도르곤은 여전히 淸軍에게 가장 익숙했던 華北 우회 경로를 

따라 진군을 시작했고, 빠른 시일 안에 李自成이 점령한 北京에 도달하

여 전리품을 온전히 확보하고자 하 다. 뜻밖에도 4월 15일 山海關을 

지키고 있던 吳三桂에게 지원 요청의 서신을 받은 도르곤은 결단을 내려 

신속하게 北京으로 진공하려는 애초의 계획을 수정하고 山海關으로 진군

의 방향을 돌렸다.

급박한 행군 끝에 淸軍은 4월 21일 山海關 인근에 도착하 고, 투항한 

吳三桂의 군대와 연합하여 4월 22일 山海關에서 李自成의 군대를 대패

시켰다. 山海關 전투를 기록한 淸 측의 사료는 淸軍의 활약을 미화하고 

吳三桂의 역할을 축소하는 등 당시의 정황을 왜곡한 측면이 발견된다. 

그러나 山海關 전투의 승리는 결국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

의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시킨 도르곤의 판단과 선택에서 비롯되었다.3)

山海關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도르곤은 이튿날 4월 23일부터 패주하는 

농민군을 추격하며 北京으로 진군하 다. 도르곤은 행군 중에 明의 관원

3) 물론 모든 광을 도르곤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山海關 전투에서 발휘된 도르

곤의 전략적인 판단과 유연한 정책 전환은 도르곤 이전 홍타이지, 더 나아가 누르하

치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성공적인 만주 지도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역

량을 냉정히 평가하고 주변의 상황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자신을 변화

시키는 유연한 통치 패턴은 入關 후 淸의 번성을 이룩한 후손들인 康熙帝, 雍正帝, 

乾隆帝에게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만주의 성공 전략이다. 淸의 통치 방식의 유연성과 

다중성에 대해서는 구범진, 20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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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백성에게 투항을 권유하고 수하 장병의 기율을 정돈하는 令旨를 수차

례 내렸다. 그 결과 淸軍이 경유하는 州縣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이끌고 

투항해 왔고, 吳三桂의 발 빠른 초무 공작 덕분에 불필요한 유혈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淸軍과 吳三桂의 군대가 北京으로 들이닥칠 것을 두려

워한 李自成의 농민군은 4월 29일 北京을 약탈하고 불태운 뒤 빠져 나

갔다. 이 소식을 접한 도르곤은 행군의 속도를 더욱 높여 밤낮으로 달린 

결과 5월 2일 마침내 北京에 입성하 다.

實錄과 內國史院滿文檔案 등 淸 측의 기록에 나타난 淸軍의 행군은 매

우 순조로워 보이지만, 조선 측의 심양일기 에는 무리한 행군의 긴박함

과 고단함이 생생히 드러나 있다. 淸軍의 北京 진군은 山海關 入關 이후 

매일 120리 이상을 내달린 강행군이었고, 도르곤은 경유하는 도시에 주

둔하여 按撫 활동을 벌이거나 부대를 정비하는 등의 여유를 조금도 가지

지 못하 다. 빈 北京을 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北京을 접수해서 전리품을 최대한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

로 北京 입성의 주인공이자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바

로 도르곤이었다. 여진 부락을 국가로 결집시킨 누르하치도, 만 · 몽 · 

한의 추대를 받아 황제에 오른 홍타이지도 이루지 못한 업적인 山海關을 

돌파해낸 도르곤은 드디어 北京에 첫 발을 내딛었다.

北京 점령에 성공한 도르곤은 곧바로 다양한 점령 정책을 펼쳤다. 회

유와 협박을 동시에 활용하여 明의 관원과 백성의 조속한 귀순을 유도하

고 관원 경력자들을 포용하고 활용하 다. 점령 직후 崇禎帝의 發喪을 

지시하여 官民의 호응을 얻었으나, 무리한 薙髮令의 시행으로 北京의 인

심이 흉흉해지자 도르곤은 결국 北京 지역의 시급한 안정을 위해 薙髮令

을 잠시 유보하기도 하 다. 도르곤의 노력으로 ‘北京 朝廷’은 점차 모양

새를 갖추었으나, 北京 지역의 어수선한 상황은 쉽게 정돈되지 않았다. 

北京 인근의 치안은 여전히 불안했고 北京 성내의 일상생활은 물론 인근 

州縣의 농업과 상업의 정상화도 당장은 요원해 보 다.4)

4) 이러한 측면에서 淸軍 중 상당수가 곧바로 北京을 떠나 농민군의 잔당을 쫓아 진군을 

계속한 것은 단순히 중원 왕조의 건립 혹은 明 토의 회복이라는 거창한 명목보다

도, 당장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전쟁과 약탈을 통해 양식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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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귀순과 추천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인재의 

자질과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 다. 三餉 가파 금지와 체

납액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백성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

었고, 사회 안정을 위한 越訴와 誣告 금지는 淸軍이 北京에 입성하기 전

에 발생한 모든 범죄와 소송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미봉책에 불과했

다. 淸軍의 北京 입성이 의도치 않게 달성된 만큼 도르곤의 초기 北京 

점령 정책도 다소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北京

의 안정적인 장악은 도르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권력 기반이었기 

때문에, 결국 北京 遷都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귀결되어야 했다.

한편 北京이 언제부터 淸의 새로운 수도로 논의되기 시작했는지, 그리

고 어떠한 논의를 거쳐 北京 遷都가 결정되었는지 등을 보여주는 史料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本稿는 당시 도르곤의 ‘北京 朝廷’과 順治帝

의 ‘盛京 朝廷’의 의견 교환을 조명하고, 특히 도르곤의 北京 遷都 준비 

작업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

다. 도르곤은 北京 입성의 승전보를 입성 후 열흘이 지난 5월 12일에 

‘盛京 朝廷’에 보고하 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 뒤 6월 11일에 北京 

遷都의 당위성과 順治帝를 北京으로 맞이하겠다는 ‘北京 朝廷’의 논의 

결과를 ‘盛京 朝廷’에 상주하 다. 물론 ‘北京 朝廷’ 내에서도 北京 遷都

에 대한 의견 수렴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北京 遷都를 성

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北京 지역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했다. 도르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北京 인근 지역의 치안을 안정시키

고, 北京 성내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적극 대응하 다. 또한 明 太祖의 

位牌 이전과 같은 공식 행사를 통해 北京 遷都를 기정사실화하 다.

한편 ‘盛京 朝廷’은 도르곤의 건의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난 뒤 7월 8

일 北京 遷都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 다. 그리고 한 달

여의 준비 끝에 8월 20일 順治帝는 마침내 盛京을 떠나 새로운 수도 北

京을 향해 출발하 다. 도르곤은 順治帝를 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는 

동시에 마지막까지도 北京의 뒤숭숭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

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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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월 19일 順治帝가 北京에 입성하 고 10월 1일 새로 즉위식을 거

행함으로써, 淸의 北京 遷都는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러나 만주의 중국 

정복은 遷都와 함께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고, 이후 淸은 수도 

北京을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중원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전쟁

에 돌입하 다.

만주는 入關 전부터 만주와 漢人의 거주 공간을 분리하 고, 이 원칙

은 淸의 새로운 수도가 된 北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도르곤은 기존 

北京의 內城과 外城의 구조를 유지해서 滿 · 漢, 즉 旗人과 民人의 분리

와 통제에 이용하 다. 이주해 온 旗人이 北京에 새로 정착하는 과정에

서 원래 內城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수의 民人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

이 內城 밖으로 이주해야 했다. 淸 朝廷은 民人의 강제 이주에 따른 불

만과 불편을 고려해서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하 지만, 淸의 근간인 旗人

을 北京에 안전하게 이주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다. 北京은 淸의 새로운 수도로서도 중요했지만, 만주의 새로운 보금자

리로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이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順治 원년(1644)에서 順治 5년(1648)에 걸친 대규모 강제 이주 이후, 

內城에는 八旗가 정연하게 배치되어 황궁을 호위하고 八旗都統衙門이 소

속 旗人을 직접 통할하 다. 군경 조직 步軍統領衙門은 병력을 거느리고 

체포와 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內城을 통제하 다. 民人이 거주하는 外城

에는 五城御史가 설치되어 구역을 나누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 다. 그

리고 지방 행정 아문인 順天府와 두 京縣은 특별 행정구역으로 우대되었

으나 실제로는 朝廷의 잡무를 떠안아야 했고, 무엇보다 民人을 관할하는 

아문이 民人의 거주가 금지된 內城에 위치한 모순 때문에 애매한 입장에 

처할 때가 많았다.

旗人이 새로 이주해 온 北京 지역에는 旗人의 역과 民人의 역을 

서로 명확히 구분한다는 滿 · 漢 分居의 원칙이 존재하 으나, 실제로 

北京城 안에서는 두 역이 서로 교차 · 중첩되어 있었다. 淸의 수도 北

京에는 ‘明代에는 있을 리 없었던’ 旗人과 民人이 함께 공존하면서 나타

난 문제점과 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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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지금까지 旗人의 北京 이주 및 滿 · 漢 分居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많

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 바로 淸의 圈地 정책과 그 결과 

형성된 旗地 문제이다. 入關 이후 北京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旗地는 

정복을 기념하는 전리품이자 旗人을 北京에 정착시키기 위한 경제적 기

반이었다. 圈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만

주와 漢人을 따로 거주시키고 그들의 토지 또한 섞이지 않게 한다는 것

이었다. 최초의 圈地는 北京 주변의 無主地에 한정하여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 으나, 이주해 오는 旗人의 증가로 인해 有主地로 圈地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淸 朝廷은 ‘無主地 圈地’라는 원칙보다 滿 · 漢 

分居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다. 지급에 필요한 無主地가 부족한 

상황에서 北京에 가까운 州縣의 有主地를 圈占하여 최대한 北京과 인접

한 지역에 旗人을 정착시키려 하 다. 그 결과 民人은 北京으로부터 바

깥쪽으로 려나고, 旗人의 공간은 北京을 향해 더 안쪽으로 집하게 

되었다.

旗地 설치가 順治 4년(1647)에 절정을 이룬 것은 旗人의 北京 이주가 

遷都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 시기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淸 朝廷은 더 이상의 圈地를 금지하 는데, 旗人의 정착

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 많은 民人의 불만과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까

지 무리한 圈地 정책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順治 8년

(1651) 도르곤 死後 親政에 나선 順治帝는 圈地 금지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 다. 旗人의 변화된 상황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인해 旗地의 경

제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 다. 그러나 이후에도 淸의 圈地는 

끊이지 않았고, 그 추세는 비록 수그러들었으나 旗地는 여전히 旗人의 

주요 생계 수단으로 기능하 다.

당시 圈地의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양적 분석

을 시도해 본 결과, 北京을 둘러싼 順天府에서 圈地 정책은 각 州縣마다 

시행 패턴이 서로 달랐고, 그 규모와 집중 시기에 있어서도 각각 큰 편

차를 보 다. 順天府는 直隸의 다른 어떤 府보다도 훨씬 많은 圈占量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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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圈占率을 보 는데, 順天府 속하의 5州 19縣 가운데 20개의 州縣

이 80% 이상의 圈占率을 보 고, 이들 20개 州縣의 旗地 규모가 전체 

92.8%를 차지하 다. 圈占率은 대체적으로 北京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높고 남쪽으로 멀어질수록 낮았으며, 北京의 남쪽과 서쪽보다는 동쪽과 

북쪽의 圈占率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국 遼東으로 향하는 최단거리 

지역에 최대한의 旗地를 확보하고 최대한의 旗人을 집중시켜 놓으려는 

淸의 전략적인 배치 다.

圈地를 통해 확보한 旗地에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淸 朝廷은 民人의 

投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 다. 그러나 원래의 의도와 달리 投充은 현실

에서 악용되거나 강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간교하고 이익을 챙기려

는 投充人들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 다. 특히 남의 토지를 가로채

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帶地投充은 새로운 圈地 방식으로 변

질되었다. 圈地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좋은 의도로 허가하 던 投充

이 오히려 圈地를 가속화시키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圈地가 

旗人의 생존과 정착을 위해 경제 기반을 마련하려는 국가적 ‘政策’이었

다고 한다면, 帶地投充은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고 확보하기 위한 民人의 

‘對策’이었다.

投充으로 인한 혼란과 분쟁이 고조되자 順治 4년(1647) 淸 朝廷은 投

充을 전면 금지하 으나, 圈地 금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投充 현상도 

결코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順治 8년(1651) 親政에 나선 順治帝는 投

充人의 악행과 滿人 대신의 불법 投充人 모집을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

다. 漢人 관원들은 投充으로 인한 세금의 누수와 州縣 행정의 차질, 그

리고 일부 旗人의 세력 확대 등의 폐단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 다. 

그러나 滿人 관원들은 만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 전환에 반대

하 으며 順治帝 또한 결국 滿人 관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淸 朝廷이 끝

내 投充 자체를 근절시키지 못한 이유는 바로 入關 이후 旗地의 노동력

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投充이었기 때문이었다.5) 요컨

5) 旗地의 노동력 확보와 더불어 旗人의 이주와 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旗人을 대신

해 노동력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실제 수확을 손에 넣게 해줄 旗地의 관리인이었다. 

內務府와 각 旗의 관할 하에 있는 旗地는 旗人 자신이 직접 경 하지 않고, 家人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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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順治 연간 北京 지역에서 시행된 圈地 정책은 만주가 새로운 보금자

리 北京에 정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들의 군사적 정복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제 기반이었으며, 滿 · 漢 分居라는 분

명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시행된 旗人의 이주 전략이었다.

淸의 入關은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라기보다는, 李自成의 北京 점

령과 吳三桂의 투항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도르곤이 적극적으로 반응함에 

따라 거둔 ‘목표의 초과 달성’에 가까웠다. 홍타이지 시기 만주에게 山海

關 돌파와 北京 점령은 당장은 요원한 목표 고, 당초 도르곤의 출정도 

山海關을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京 遷都와 滿 · 漢 分

居, 그리고 圈地로 이어지는 淸의 주요 정책은 서로 접한 인과관계 속

에서 진행되었다.

도르곤의 ‘北京 朝廷’은 중원 정복의 컨트롤 타워로서 수도의 이전이라

는 국정 기조를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旗人이 이주하고 정착할 

공간적 ·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들을 정착시킨 후에는 圈地를 통

해 지속가능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 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淸은 정복과 이주 상황에 맞추어 일

부 정책을 양보하고 조율하는 모습도 보 지만, ‘首崇滿洲’, ‘滿 · 漢 分

治’와 같은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은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시켰다. 淸이 明의 수도 던 北京을 그들의 새로운 수도로 

삼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 하기 위해 기존 明의 인원과 제도를 포용한 

것 또한, 단순한 계승과 답습이라기보다는 결국 ‘비슷한 도구’를 ‘다른 

의도’로 활용한 그들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投充人을 파견하여 그들을 대리인이자 중간관리자로 삼아 운 하 는데, 이들을 바로 

莊頭[jangturi]라고 하 다. 莊頭는 할당된 일정액의 地租를 旗人 地主에게 납부하기

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佃戶에게는 약정한 地租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징수하는 일

이 다반사 다. 또한 莊頭는 신분상 旗人이면서 또한 民人과 항상 접촉하는 애매한 

위치를 활용하여 법망을 피해 도적이나 범죄자를 몰래 숨겨주어 불법적인 이익을 챙

기기도 하 다. 莊頭의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劉家駒, 1964, p.74; 定宜莊 · 

邱源媛, 2016, pp.59-68의 설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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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松堂全集 (魏象樞, 北京: 中華書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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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政典 ․ 檔案類

康熙朝滿文朱批奏摺全譯 (中國第一歷史檔案館 編, 北京: 中國社會科學

出版社, 1996)

金吾事例 (咸豐 원년(1851) 刻本)

舊滿洲檔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

舊滿州檔: 天聰九年 (1·2) (神田信夫 · 松村潤 · 岡田英弘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72-1975)

畿輔條鞭賦役全書(光緖九年分) (Harvard-Yenching Library 所藏)

旗地則例 ( 淸代八旗史料滙編 (十三),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制中心, 

2012)

內閣大庫檔案 (臺灣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所藏)

內閣藏本滿文老檔 (中國第一歷史檔案館編譯,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9)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東洋文庫淸朝滿州語檔案史料の總合的硏究チーム, 

東京: 東洋文庫東北アジア硏究班, 2009)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東洋文庫淸代史硏究室 譯註, 東京: 東洋文庫淸

代史硏究委員會, 2003)

(中國第一歷史檔案館藏)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崇德二 · 三年分) (河內良弘 

譯註 · 編著, 松香堂書店, 2010)

康熙 大淸會典 ( 近代中國史料叢刊 三編 711~730, 臺北: 文海出版社, 1967)

雍正 大淸會典 ( 近代中國史料叢刊 三編 761~790, 臺北: 文海出版社, 1967)

嘉慶 大淸會典事例 ( 近代中國史料叢刊 三編 66, 臺北: 文海出版社, 1967)

光緖 大淸會典事例 (北京: 中華書局, 1991)

東華錄 ( 續修四庫全書 368, 史部, 編年類)

滿文內國史院檔: 淸入關前部分 (Harvard-Yenching Library 所藏)

滿文老檔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中國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 譯註, 北京: 

中華書局, 1990)

滿文老檔 Ⅰ-Ⅶ (滿文老檔硏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55-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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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文原檔 (馮明珠 主編, 台北: 國立故宮博物院, 2005)

明淸內閣大庫史料合編 (北京圖書館出版社古籍影印室 輯, 國家圖書館出版社, 

2009)

明淸檔案存眞選輯 (李光濤 編, 臺北: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1959-1975)

明淸賦役全書 第一編(全60冊)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0)

明淸史料 (中央硏究院歷史語言硏究所 編, 臺北: 商務印書館, 1930-1936)

北京圖書館藏家譜叢刊 民族卷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北京圖書館藏中國歷代石刻拓本滙編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2)

北京圖書館藏珍本年譜叢刊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1)

北京誌 (淸國駐屯軍司令部 編纂, 東京: 博文館, 1908)

碑傳集 (靳斯 標點, 北京: 中華書局, 1993)

盛京內務府順治年間檔冊 (中國社會科學院淸史硏究室 編, 淸史資料

第二輯, 北京: 中華書局, 1981)

崇德三年 滿文檔案譯編 (季永海 · 劉景憲 譯編, 瀋陽: 遼瀋書社, 1988)

順天府檔案 (中國第一歷史檔案館 所藏)

瀋陽狀啓 -1637~1643년 심양에서의 긴급 보고 (김남윤 역해, 서울: 

아카넷, 2014)

瀋陽狀啓 -심양에서 온 편지 (정하  등 역주, 서울: 창비, 2008)

譯註 昭顯瀋陽日記 1-4 (奎章閣所藏東宮日記譯註叢書 10, 서울: 민속원, 

2008)

吏曹章奏 ( 近代中國史料叢刊 三編 第4輯, 淸初史料叢編 )

莊頭人丁淸冊 (中國第一歷史檔案館 所藏)

莊頭坐落地畝冊 (中國第一歷史檔案館 所藏)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 (吳晗 輯, 北京: 中華書局, 1980)

天聰九年檔 (關嘉錄 · 佟永功 · 關照宏,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87)

天聰朝臣工奏議 (潘喆 等編, 淸入關前史料選輯 第2輯, 北京: 中國人

民大學出版社, 1989)

淸開國史料考 (謝國楨, 近代中國史料叢刊 第15輯)

淸代內閣大庫散佚滿文檔案選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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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代農民戰爭史資料選編 (中國人民大學歷史系 · 中國第一歷史檔案館 合編,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4)

淸代(未刊)上諭奏疏公牘電文滙編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復制中心, 

2005)

淸代檔案史料叢編 第1-14輯, (故宮博物院明淸檔案部 編, 北京: 中華書局, 

1978-1990)

淸代的旗地 (韋慶遠 主編, 北京: 中華書局, 1989)

淸史稿 (北京: 中華書局, 1998)

淸史列傳 (王鍾翰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7)

淸實錄 (北京: 中華書局, 1985)

淸五朝監察御使給事中等條陳密奏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復制中心, 

2010)

淸入關前史料選輯 (潘喆 · 李鴻彬 · 孫方明 編, 北京: 中國人民大學出

版社, 1984)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上 · 中 · 下) (中國第一歷史檔案館 編, 光

明日報出版社, 1989)

淸初農民起義資料輯錄 (謝國楨, 上海: 新知識出版社, 1956)

八旗滿洲氏族通譜 (遼寧省圖書館古籍部 整理, 瀋陽: 遼瀋書社, 1989)

八旗通志初集 (鄂爾泰 等修, 李洵 · 趙德貴 主點, 長春: 東北師範大學

出版社, 1985)

河北省宛平縣事情 (卞乾孫 編, 北京: 新民會中央指導部出版部, 1939)

皇朝經世文編 ( 魏源全集 , 長沙: 岳麓書社, 2004)

皇朝經世文續編 ( 近代中國史料叢刊 三編 741, 臺北: 文海出版社, 1972)

皇朝文獻通考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0)

皇淸奏議 ( 續修四庫全書 卷473, 史部, 詔令奏議類)

欽定六部處分則例 ( 近代中國史料叢刊 正編 332, 文海出版社, 1967)

欽定八旗通志 (李洵 外 主校點,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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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地方志類 (별다른 주가 없는 한 中國地方志集成 本)

薊州志 (康熙) [8卷, 董延恩 · 路湛, 康熙 18년 / 8卷, 張朝琮, 康熙 43년]

薊州志 (道光) [10卷, □棠 · 沈銳 · 章過, 道光 11년]

固安縣志 (崇禎) [9卷, 秦士奇 · 楊文□, 崇禎 5년]

固安縣志 (康熙) [9卷, 吳孟桂(康熙 12년), 鄭善述(康熙 53년)]

固安縣志 (咸豊) [8卷, 潘昌 · 陳崇砥 · 陳福嘉, 咸豊 9년]

畿輔通志 (康熙) [46卷, 于成龍, 康熙 21년] (京都大學 所藏)

畿輔通志 (雍正) [120卷, 唐執玉 · 陳儀, 雍正 13년] (四庫全書 本)

畿輔通志 (光緖) [300卷, 李鴻章 · 黃彭年, 光緖 10년] (石家莊: 河北人

民出版社, 1989)

寧河縣志 (乾隆) [16卷, 關□牧 · 徐以觀, 乾隆 44년]

寧河縣志 (光緖) [16卷, 丁符九 · 談松林, 光緖 6년]

大城縣志 (康熙) [8卷, 張象燦 · 馬恂, 康熙 12년]

大城縣志 (光緖) [12卷, 趙炳文 · 劉鍾英, 光緖 23년]

大興縣志 (康熙) [6卷, 張茂節 · 李開泰, 康熙 23년] (北京: 北京古籍出

版社, 2001)

東安縣志 (康熙) [10卷, 李大章 · 劉宗弼, 康熙 16년] ( 安次縣舊志四種

合刊 , 1936)

東安縣志 (乾隆) [22卷, 李光昭, 乾隆 14년] ( 安次縣舊志四種合刊 , 1936)

東安縣志 (民國) [22卷, 李光照, 民國 24년]

良鄕縣志 (康熙) [8卷, 李慶祖 · 張璟(康熙 12년), 楊嗣奇 · 見聖(康熙 39년)]

良鄕縣志 (光緖) [8卷, 陳嵋 · 黃儒荃, 光緖 15년]

良鄕縣志 (民國) [8卷, 周志中 · 呂植, 民國 13년]

武淸縣志 (康熙) [10卷, 鄧欽楨 · 耿錫胤, 康熙 14년]

武淸縣志 (乾隆) [12卷, 吳翀, 乾隆 7년]

文安縣志 (崇禎) [8卷, 唐紹堯 · 紀大綱, 崇禎 4년]

文安縣志 (康熙) [4卷, 崔啓元 · 王胤芳, 康熙 12년 / 8卷, 楊朝麟 · 胡淓, 

康熙 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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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縣志 (民國) [12卷, 陳楨 · 李蘭, 民國 11년]

密雲縣志 (康熙) [18卷, 趙弘化, 王延棟, 康熙 12년]

密雲縣志 (雍正) [6卷, 薛天培 · 陳弘謨, 雍正 원년]

密雲縣志 (光緖) [6卷, 趙文粹 · 周霖, 光緖 7년]

密雲縣志 (民國) [8卷, □理臣 · 宗慶煦, 民國 3년 / 4卷, 王縉, 民國 27년]

房山縣志 (崇禎) [8卷, 馬龍川 · 黃榜, 崇禎 17년]

房山縣志 (康熙) [10卷, 佟有年 · 齊推, 康熙 3년]

房山縣續志 (康熙) [1卷, 羅在公, 康熙 37년]

房山縣志 (乾隆) [1卷, 張世法, 乾隆 41년]

房山縣志 (民國) [8卷, 廖飛鵬 · 高書官, 民國 17년]

寶坻縣志 (康熙) [8卷, 牛一象 · 張嘉生, 康熙 12년] (天津市地方志編修

委員會辦公室等 編, 天津區縣舊志點校 , 天津: 天津社會科學出版社, 

2008)

寶坻縣志 (乾隆) [18卷, 洪肇楙, 乾隆 10년]

寶坻縣志 (民國) (天津市地方志編修委員會辦公室等 編, 天津區縣舊志點校 , 

天津: 天津社會科學出版社, 2008)

北京市志稿 (民國)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8)

三河縣志 (康熙) [2卷, 陳伯嘉, 康熙 12년]

三河縣志 (乾隆) [16卷, 陳□, 乾隆 25년]

三河縣新志 (民國) [16卷, 章維燮 · 吳寶銘, 民國 24년]

析津志 (熊夢祥, 北京圖書館善本組 輯,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83)

順義縣志 (康熙) [2卷, 韓淑文, 康熙 13년 / 5卷, 黃成章, 康熙 58년]

順義縣志 (民國) [16卷, 蘇士俊 · 楊德馨, 民國 22년]

順天府志 (永樂)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3)

順天府志 (萬曆) [6卷, 謝杰 · 沈應文 · 譚希思 · 張元芳 修纂, 萬曆 21년] 

( 四庫全書存目叢書 , 濟南: 齊魯書社, 1996)

順天府志 (康熙) [8卷, 張吉午, 康熙 24년] (北京: 中華書局, 2009)

順天府志 (光緖) [130卷, 周家楣 · 張之洞 · 繆荃孫, 光緖 12년]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87)



- 227 -

延慶州志 (順治) [遲日豫, 順治 10년, 康熙 19년 增刻]

永淸縣志 (康熙) [15卷, 萬一□, 康熙 15년]

永淸縣志 (光緖) [14卷, 李秉鈞, 光緖 원년]

宛平縣志 (康熙) [6卷, 王養廉 · 李開泰, 康熙 23년] (北京: 北京燕山出

版社, 2007)

昌平州志 (康熙) [26卷, 吳都梁, 康熙 12년 / 18卷, 耿繼元, 康熙 12년]

昌平州志 (光緖) [18卷, 繆荃孫, 光緖 5년]

涿州志 (康熙) [12卷, 劉德弘 · 楊如章, 康熙 16년]

涿州志 (乾隆) [22卷, 吳山鳳, 乾隆 30년]

通州志 (康熙) [12卷, 吳存禮 · 陸茂騰, 康熙 36년]

通州新志 (雍正) [9卷, 黃成章, 雍正 2년]

通州志 (乾隆) [10卷, 高天鳳, 金梅, 乾隆 46년]

通州志 (光緖) [10卷, 李培祐 · 王維珍, 光緖 5년]

霸州志 (康熙) [10卷, 朱延梅 · 孫振宗, 康熙 13년]

平谷縣志 (康熙) [3卷, 任在陞, 康熙 6년]

平谷縣志 (乾隆) [3卷, 項景倩, 朱克閱, 乾隆 42년]

河北通志稿 [張國淦] (民國稿本)

香河縣志 (康熙) [11卷, 劉深, 康熙 17년]

香河縣志 (民國) [10卷, 王葆安 · 馬文煥, 民國 25년]

懷柔縣志 (萬曆) [4卷, 史國典 · 周仲士, 萬曆 32년]

懷柔縣新志 (康熙) [8卷, 吳景果 · 潘其燦, 康熙 60년]

   4. 地圖類

加摹乾隆京城全圖 (北京市古代建築硏究所 · 北京市文物局資料中心 編,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6)

京兆地方直隸省明細全圖 (嘉定童世亨, 上海: 上海商務印書館, 1925)

畿輔輿地全圖 ( 中國方志叢書 本)

畿輔義倉圖 ( 中國方志叢書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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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淸北京城圖 (徐苹芳 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北京古地圖集 (中國國家圖書館, 北京: 測繪出版社, 2010)

北京歷史地圖集 (侯仁之 主編, 北京: 北京出版社, 1988)

北京宣南歷史地圖集 (侯仁之 · 岳升陽 主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中國古代府州縣輿圖集成 (北京: 線裝書局, 2012)

中國古地圖精選 (劉鎭偉 主編, 北京: 中國世界語出版社, 1995)

中華古地圖珍品選集 (中國測繪科學硏究院, 哈爾濱市: 哈爾濱地圖出版社, 

1998)

中國古地圖輯錄 -康雍乾盛世圖 (王自强 主編, 北京: 星球地圖出版社, 

2002)

淸二京十八省疆域全圖 [東條文左衛門, 嘉永 3년]

淸廷三大實測全圖集 (汪前進 · 劉若芳 整理, 北京: 外文出版社, 2007)

皇輿遐覽 -北京大學圖書館藏淸代彩繪地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1609 中國古地圖集 - 三才圖會 · 地理卷 導讀 (王逸明 編著, 北京: 首

都師範大學出版社, 2009.)

Ⅱ. 硏究書

   1. 國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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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Entering the Pass” to a New Capital

: The Qing Migration and Early Rule of Beijing

Park, Minsu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process on how the Qing “entered the pass 

(ruguan 入關),” transferred the capital to Beijing, and later migrated and settled 

their bannermen around the new capital. “Entering the Pass” refers to Qing 

army, led by Dorgon, passing the Shanhai Pass (山海關) on the first year of 

the Shunzhi era (1644). After Qing conquering Beijing, the Manchus transferred 

their imperial capital from Shengjing (modern-day Shenyang) to Beijing. As the 

new capital, Beijing itself was significant as a new administrative center of the 

Qing, but at the same time Beijing areas also became the new homeland for 

the Manchus. However, this new homeland was also a challenge to the 

bannermen – it was in the middle of foreign territory, remote from their 

original place, and environmentally unfamiliar. The main argument of this 

dissertation is to dispel the long-standing idea that the Qing conquest of China 

was a well-planned, inevitable consequence of some grand Qing scheme. It also 

uncovers the less known details of the early Qing rule of Beijing, and the 

migration of the bannermen to the capital area.

In order to quickly stabilize the rule of the newly conquered Beijing, the 

Qing adopted and continued many elements of the Ming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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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t the same time the Manchus had to implement new policies to appease 

and support the newly migrated bannermen. In this sense, the conquest and 

rule of Beijing was testing grounds for the following Qing conquest of China. 

The careful analysis of this process – from taking over Shanhai Pass, 

transferring the capital, and settling the newly migrated bannermen reveals how 

the Manchus were active actors in establishing a new system of rule. 

Emphasizing the active role of the Manchus in the process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continuity in the long conquest of China, and ultimately add 

insight on how we perceive the Qing conquest and its rule over China.

Since the founding of the empire, Nurhaci and his followers suffered from 

continuous shortage of food, and repeatedly attacked the Ming frontier to 

secure supplies and other essential materials. Later, in his discussion with the 

high-ranking Manchu officials, we can see that Hong Taiji considered these 

frontier raids as the most effective way of raising the morale of the Manchus. 

In theory, Hong Taiji knew that attacking Beijing via the Shanhai Pass was the 

most effective way of conquering the Ming, but he also realized that this 

strategy was unrealistic and risky. Collaborators from the Ming also proposed 

detailed and systematic plans to achieve this seemingly impossible plan of 

overtaking Beijing. However, Hong Taiji clearly rejected this optimistic idea of 

the Ming defectors and Manchu officials, and maintained a more cautious 

approach of staying to the raiding expeditions against the Ming. The scale and 

frequency of the raids increased over time, but Hong Taiji still avoided any 

contact with Shanhai Pass itself and focused the attacks to the frontier area 

around Beijing. Despite his continuous success in the raids to the Ming 

territory, as long has he did not secure Shanhai Pass the raids were only raids; 

they did not evolve into a war of conquest.

After the sudden death of Hong Taiji, in 1644, the new Prince Regent 

Dorgon assumed the Qing attack on China. However, with the unexpected 

surrender of Wu Sangui 吳三桂 and battle at Shanhai Pass, the Qing face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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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xpected turn. Initially, Dorgon and the Qing army planned to raid the 

Ming territory via the usual route of avoiding the Shanhai Pass, but after 

receiving the letter of surrender from Wu Sangui, the Qing swiftly changed 

their route to Shanhai Pass. Together with the forces of Wu Sangui, the Qing 

army defeated the peasant army of Li Zicheng 李自成. Chasing the defeated 

troops of Li, Dorgon and the Qing army soon advanced to Beijing.

On the second day of the fifth month in the first year of the Shunzhi era 

(1644), Dorgon eventually entered the gates of Beijing, and soon initiated a 

series of policies to solidify his rule of Beijing. The conquest of Beijing was 

an unexpected result even to the Manchus themselves. Therefore, it is no 

surprise that the initial round of policies in Beijing were mostly impromptu 

and reactive. Still, Dorgon fully understood that securing Beijing was essential 

in securing his authority –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 and therefore 

continued to introduce new policies – sometimes forcefully, sometimes through 

negotiations – to stabilize the rule of Beijing. Amidst the continuous talks 

between the “Beijing Court” of Dorgon, and the “Shengjing Court” of Shunzhi 

emperor, transferring the capital to Beijing became understood and confirmed. 

Finally, on the nineteenth day of the ninth month in 1644, Shunzhi emperor 

himself moved to Beijing, and with the accession ceremony held on the first 

day of the tenth month, the official transfer of the Qing capital was 

completed.

Even before “Entering the Pass,” the Manchus enforced a strict segregation 

policy separating the Manchus and Hans. This policy continued even after the 

Manchus moved their capital to Beijing. Dorgon inherited the Ming Beijing city 

structure – divided into an inner city and outer city – and utilized this 

pre-existing structure to separate the Manchus and Hans. Even though the 

Qing court introduced some policies to compensate the economic losses of the 

Han civilians who were forced to move, there was no denying that the 

migration of the bannermen and stabilizing their life took higher priorit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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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most visible but misunderstood policies that signified the segregation of 

the Manchus and Hans was the Manchu enclosure policy (quandi 圈地). The 

newly established banner-land around Beijing served two purposes; first is being 

the spoils of war that the Qing distributed as rewards to the banenrmen; 

second is being the economic base for the newly settled bannermen. As a 

result of this enclosure policy, the Han civilians were pushed away from the 

capital, while the location of the newly immigrated bannermen was 

concentrated near Beijing. 

The policy of enclosure reached its height in the fourth year of the Shunzhi 

era (1647), indicating the movement of the bannermen to Beijing gradually 

increased over time, but also more or less was concluded by this time. After 

this, the Qing court officially prohibited any further acts of enclosure, but the 

prohibition alone did not totally eliminate the practice of enclosure. In practice, 

civilian lands continued to be subject to enclosure. The enclosed lands were 

the economic basis for the bannermen, and therefore the practice continued. 

Moreover, the Qing allowed – albeit to a limited degree – Han civilians to 

offer their land and serve as de facto serfs to the Qing banner-land, a practice 

known as touchong 投充 or “voluntary servitude labor.” However, continuous 

conflict and problems stemming from this policy resulted in the Qing 

prohibition of touchong. But as in the case of the enclosure policy, the 

prohibition of touchong did not disappear with a single imperial edict banning it. 

As we have seen, the enclosure policy was an inevitable policy that the 

Manchus needed to settle and secure their rule over the new territory; it 

served as the economic basis that enabled the continuous conquest of the 

Manchus; it was a realization of the policy of the Manchus and Hans 

segregation.

In sum, the conquest of Shanhai Pass and subsequent occupation of Beijing 

was not the result of a well-prepared, pre-planned strategy. It was an 

unexpected overachievement of the Qing as they actively responded to the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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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 Zicheng in Beijing, and the surrender of Wu Sangui. However, once the 

Qing secured Beijing,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he segregation of the 

Manchus and Hans, and the enclosure policy all we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and each of these different policies affected one another. It was evident 

that the Qing was willing to adjust and yield their policy according to the 

changing circumstance around their conquest and settlement. However, at the 

very same time, there were strict principles that the Manchus would adhere to 

and not abandon. In the very end, it was another vivid example of the 

“Manchu Way.”

Keywords: Manchu, Entering the Pass (ruguan 入關), Bannermen, Beijing, 

Transfer of the Capital, Dorgon, Segregation of the Manchus and 

Hans, Banner-land, Manchu Enclosure Policy (quandi 圈地), 

Voluntary Servitude Labor (touchong 投充), Shanhai Pass, Qing 

Army, Hong Ta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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