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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明 嘉靖 중ㆍ후기 北邊 방어체제 

‘九邊’의 완성 과정

서울 학교 학원

동양사학과 이옥인

‘구변’은 명 말 사람들이 몽골과 치하고 있던 명의 북변을 지칭하는 말

이었다. 명조는 북변에 여러 군사 重鎭을 설치하고, 각 군진에 일정 구역에 

한 방어 책임을 맡겼다. ‘구변’이란 이들 방어 구역에 한 총칭이며, 각 

방어 구역의 중심 군진을 ‘九邊鎭’이라 불 다. ‘구변진’을 동쪽에서부터 나

열하자면, 遼東・薊州・宣府・大同・山西・延綏・寧夏・固原・甘肅 등을 가

리킨다. 이 북변의 변진들은 명 초부터 모두 존재하 던 것이 아니라 몽골과 

치하는 중에 점차 설치되었다.    

‘구변’이란 단어가 명  연 기 사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명세종실록

정덕 16년(1521), 즉 가정제 즉위년의 기록이다. 그리고 ‘구변’이란 단어가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가정 13년(1534)에 허론의 ｢변론구편｣과 가정 

21년(1542)에 위환의 황명구변고 가 출간되면서부터 다. 이 책의 저자들은 

병부에서 輿圖・軍制・城隍・鎭戍・簡練을 담당하 던 직방청리사의 실무담

당자들이었다. 이들은 북변의 변진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은 ‘구변’이라

는 개념를 사용하여 북변의 방비를 강화하자는 북변 방비 강화론을 제기하

다. 

그러나 이 가정 중기에 이미 ‘구변’이 다 완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통합적 북변 방어체제로서의 ‘구변’은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이 제기

하 던 문제점이 해결되고 나서야 완성되었다. 본고는 가정 연간 북변 방비 

강화론의 제안 로 선부진과 동진의 시설이 강화되었고, 이 점이 庚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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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 때 알탄 칸의 침입로 선택에서 주요 변수 음을 밝혔다. 그리고 경술의 

변 이후에는 계주진이 강화되는 것으로 ‘구변’이 완성되었고, 이것이 결국 

가정 연간에 두한 북변 방비 강화론이 북변에서 실천된 결과라는 것을 논

술하 다. 

동몽골 세력인 알탄 칸이 몽골 세력을 주도하고 있던 가정 초에 명 북변

에서 가장 중요한 변진은 경사를 북쪽에서 에워싸고 있던 계주진・선부진・
동진이었다. 상 적으로 남쪽에 위치한 계주진은 우량하 삼위부에게 기

는 바가 있었다. 반면에 선부진과 동진은 경사와 황릉을 보호하는 진이었

고 또한 함께 경사의 “북문” 역할도 했다. 지형이 험준하여 지키기 쉽다고 

알려진 선부진과 다르게 동진은 지형이 평탄하여 몽골의 침구가 잦아서. 

가정제 즉위 무렵에는 동진성 앞에 변장은 물론 성보조차 하나도 남아 있

지 않았다. 또한 군기가 많이 해이해져서 두 번의 兵變이 발발했다.

이렇게 북변 방비에 핵심적이지만 피폐해 있었던 선부진과 동진의 강화

는 허론과 한방기가 제안하여 가정 16년(1537) 선부진 西路에 이신둔보를 

신축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번의 병변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동진성 앞에 

가정 27년(1548)까지 28개의 성보를 신수축하고, 변장을 완전히 복구하 다. 

선부진에는 西路・中路・北路에 변장을 쌓고 東路에 성보를 신축하 다.

이러한 동진과 선부진의 강화는, 가정 29년(1550) 경술의 변에서 알탄 

칸의 침입로 선택에 주요 변수가 되었다. 실록을 포함한 경술의 변에 관한 

사료들은 경술의 변에서 알탄 칸이 침입로를 계주진 고북구로 선택한 원인

을 단지 仇鸞의 賄賂에만 돌리고 있다. 그러나 황명구변고 의 병액 현황과 

명세종실록 에 기록된 옹만달의 奏疏로 보건  경술의 변 이전 북변의 방

비 태세는 계주진이 가장 허술했다. 그리고 선부진과 동진을 보강한 것처

럼 명조가 알탄 칸의 침입에 해 비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명 

황성을 직접 기습하기 위한 알탄 칸의 전략이 기존의 약탈전과는 달랐던 것

이다. 알탄 칸은 다수의 병력으로 명조에서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선부・
동진의 성보와 변장을 부수며 진격하는 가깝고 평탄한 길보다, 험한 길을 돌

아 소수의 병력으로 취약한 부분을 뚫는 기습공격을 선택하 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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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적중하여 황성을 타격할 수 있었다.

경술의 변 이후 계주진의 시설 및 조직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계주진수총

병관과 계주진순무도어사의 職掌에 변화가 일어났다. 계주총병관에게 부총병 

이하 무장을 절제할 권리가 부여되고 계주순무에게 변향 관리 책임이 주어

졌다. 가정 41년(1562) 계주순무가 군정 전담 순무가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九邊’이 완성된 것이다. 명의  몽골 방어체제 ‘구변’은, 홍무 25년(1394)

에 감숙진총병관을 임명하면서 건설되기 시작하여 170년 가까이 여러 시행

착오를 겪은 후에야 완성되었다. 

주요어: 명, 구변, 허론, 위환, 계주진, 선부진, 동진, 경술의 변, 알탄 칸

학번: 2014-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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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北虜南倭’라는 말은 명 왕조(1368-1644년)를 괴롭힌 양  外患을 가리킨

다. 이 가운데 ‘남왜’ 문제는 일부 시기에 국한되었고 기본적으로 수도인 북

경에서 먼 동남연해 지역에서의 일이어서, 왕조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의 

우환은 아니었다. 반면에 ‘북로’ 문제는 건국 초기 洪武 연간의 北元부터 왕

조 말기 崇禎 연간의 後金-淸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지속된 부분의 시기에 

걸친 고질적인 현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土木의 變’(1449), ‘庚戌의 

變’(1550), ‘己巳의 變’(1629) 등에서 보듯이 명조는 ‘북로’로 인해 절체절명

의 군사적 위기를 겪기도 하 다. 15세기 후반 이후 명조가 100여 년의 공

사를 거쳐 만든 방어시설인 萬里長城은, ‘북로’ 문제로 인한 명조의 고뇌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증언한다. 

오늘날에는 만리장성을 명  중국의 북부 변경선과 거의 동일시하지만, 

정작 명 에는 ‘만리장성’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다. 명 말의 사람들은 북

부 변경을 ‘九邊’이라고 불 다. 그리고 명 말 이래 많은 군사 관련 저작에

서도 명의 북변 방어체제를 가리켜 ‘구변’이라고 하 다. 명조는 동쪽의 遼

東에서 서쪽의 甘肅에 이르기까지 북변에 여러 군사 重鎭을 설치하고, 각 군

진에 일정 구역에 한 방어 책임을 맡겼다. ‘구변’이란 이 북변 주요 군진

들의 관할 구역을 연결한 통합적 개념이다. 이들 각 관할 구역의 중심 군진 

아홉 개를 ‘九邊鎭’이라 불 다. ‘邊鎭’은 邊境 지역, 특히 몽골과 치하고 

있던 북부에 위치한 광역 방어 구역으로 일반적인 ‘鎭’과는 다른 개념이다. 

‘구변진’을 동쪽에서부터 나열하자면, 遼東・薊州・宣府・大同・山西・延綏・
寧夏・固原・甘肅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명 초부터 모두 존재하 던 것이 

아니라 몽골과 치하는 중에 점차 설치되었다. 

‘구변’을 구성하는 각 변진에는 總兵鎭守制度와 軍政巡撫制度가 실시되었

다. 보통 총병진수제도는 변진의 설치 시작의 표지로, 군정순무제도는 설치 

완료의 표지로 간주된다. 이에 더하여 總督制度가 실시되었는데, 총독은 서

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변진을 관할하 다. 그러나 각 변진이 이상의 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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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군정제도는 변진 성립의 충분조건이 아

니라 필요조건이었을 뿐이다. 각 변진은 방어시설로서 城堡와 邊墻을 갖추어

야 했고, 이들 방어시설에는 總督・鎭守總兵官・巡撫都御史 등의 문무관원 

및 많은 수의 병력이 배치되어야 했다. 

중국 학계에서 명 의 ‘구변’, 즉 북부 변경에 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는 1920년 부터 본격화되었다. 1920년 에서 1945년까지 중국의 동북부는 

중국과 일본의 전쟁 지역이어서 양국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 지역에 집중되

었다. 특히 중국의 연구자들은 위태로운 변강과 저물어가는 국운을 보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북부 변강 연구에 뛰어들었다. 전국 학에 邊政學科가 개

설되었고 전문 잡지가 출판되었다.1) 그 중 ‘구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

련이 있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잡지는 1931년부터 북부 변강 연구 논문을 

많이 발표한 禹貢 이다.2) 이 시기 처음 발표된 ‘구변’ 관련 전문 연구 논문

이라 할 수 있는 朱慶永의 ｢明代九邊軍餉｣은 ‘九邊’에서 소요되는 糧餉이 점

점 많아져서 明朝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 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3) 

같은 시기 일본 연구자들 또한 명  만주 및 몽골에 해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간하 다. 淸水泰次는 홍무・ 락 연간을 중심으로 명조의 요동 경

 책략과 制度・建置 현황을 조명한 논문과 다얀 칸의 일생 및 공적을 소

개하는 논문을 발표하 다.4) 그리고 처음으로 명 의 兵制에 주목한 山崎

 1) 1925년 西北雜志 , 1929년 邊政 , 1932년 大戈壁 , 1933년 東北 , 1934년 長

城 ・ 西北問題 ・ 西北問題硏究會會刊 , 1940년 邊疆硏究 , 1941년 邊政公論 ・
長城 , 1944년 新長城 등 

 2) 주목할 만한 학자로는 張維華・譚其驤・伊志 등이 있다. 張維華는 明 홍무 연간 

遼東都司衛所의 건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 다(張維華, ｢明遼東‘衛’‘都衛’‘都
司’建置年代考略｣, 禹貢半月刊 1-4, 1934; 張維華, ｢明代遼東衛所建置考略｣, 禹

貢半月刊 1-7, 1934). 譚其驤은 처음으로 實土衛所와 非實土衛所를 구분하 다

(譚其驤, ｢釋明代都司衛所制度｣, 禹貢半月刊 3-10, 1935). 伊志는 오르도스에 

주목하여 홍무 연간부터 정통 연간까지의 오르도스 포기 과정과 성화 연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오르도스 회복 논의를 다루고 있다(伊志, ｢明代‘河套’始末｣, 禹

貢半月刊 2-7, 1934).
 3) 朱慶永, ｢明代九邊軍餉｣, 大公報經濟週刊 20-130, 1935
 4) 淸水泰次, ｢明代 遼東經營｣, 東亞卷 1, 1935; 淸水泰次, ｢蒙古 達延汗 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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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一의 연구도 나왔다.5) 

이 시기 중・일 양국 연구자들은 모두 중국 변강 연구에 주목하 으며 그

들의 연구 태도는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 중국 연구자들이 주로 군사제도・
지역사・만리장성을 주제로 연구하 다면, 일본 연구자들은 만주 지역과 몽

골 관련 연구에 집중하 다. 그리고 중・일 연구자들 부분이 명 초 홍무・
락 연간에 주목하 으며, ‘구변진’ 중에서는 동쪽에 있던 군진들을 중심으

로 연구를 진행하 다.

항일전쟁의 종결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중국 학술계는 세 방면, 

즉 륙・홍콩・ 만으로 나뉘었다. 이 시기 ‘구변’에 한 관심과 연구는 

전반적으로 저조하 다. 특히 륙에서는 눈에 띄는 저작이나 논문이 나오지 

않았다. 홍콩과 만의 경우, 륙에 비해서는 연구가 활발하 지만 그 성과

가 아주 많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만의 연구자로는 吳輯華가 표적이었

다. 그는 명 중엽 延綏鎭의 전략적 지위를 논하고, 락제의 北平 방위를 위

한 東勝衛 放棄를 비판하 다.6) 또한 홍무 후기 지방 將領의 권력이 塞王에

게 이전되는 과정을 탐구하 다.7) 홍콩의 연구자로는 경제사 측면에서 ‘구

변’을 다룬 全漢昇이 있다.8) 

1978년 이후 중국 륙에서는 이른바 ‘운동’이 끝나면서 학술계가 부활하

지만, ‘구변’ 관련 연구는 즉시 활기를 띠지 못하고, 1989년이 되어서야 

‘구변’ 관련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다. ‘邊’과 ‘鎭’이 가진 함의를 분석하고 

‘구변’ 각 군진의 설치 시점을 고증하여 明史 ｢兵志｣ 에 기록된 ‘구변’ 건

치 순서에 의문을 제기한 余同元이 그 시작이었다.9) 韋占彬은 ‘구변’ 군진의 

설립 표지가 총병관의 설치라고 주장하며 ‘구변진’의 건치 순서를 새롭게 배

열하 다.10) 肖立軍은 여러 논문과 저서를 통해 총병관의 설치는 군진이 건

史學雜志 53-6, 1942
 5) 山崎淸一, ｢明代兵制 硏究｣, 歷史學硏究 93・94, 1940・1941
 6) 吳輯華, ｢明代延綏鎭的地域及其軍事地位｣, 亞洲曆史學家會議紀錄 , 1960; 吳輯

華, ｢明初東勝的設防與棄防｣, 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集刊 34-下, 1963 
 7) 吳輯華, ｢論明代封藩與軍事職權之轉移(上・下)｣, 大陸雜志 34-7, 1967 
 8) 全漢昇, ｢明代北邊米糧價格的變動｣, 新亞學報 9-2, 1970
 9) 余同元, ｢明代九邊述論｣, 安徽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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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기 시작하 다는 표지이고 순무의 임명이야말로 군진 건립이 완성되었

다는 표지라고 주장하면서, ‘구변진’의 설치 순서를 다시 고증하 다.11) 李新

峰은 총병제도의 연원을 원 말까지 끌어 올리고 명 전기의 총병제도를 상세

하게 고찰하 다. 또한 순무제도의 건립이 文治 전통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

는 관점을 제기하고 명 전기 參贊・순무제도의 융합과 武臣과의 관계를 논

술하 다.12) 

전후 일본학계는 중일전쟁 시기의 滿・蒙 연구 전통을 계승하면서 ‘구변’

에 한 광범위한 전문 연구를 시작하 다. 이 시기 和田淸・萩原淳平・田村

實造 등의 연구자들이 중요한 저작을 다수 발표하 다. 田村實造는 戰前 일

본 연구자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이를 ‘구변’ 연구로 확장하 다.13) 그는 

명  ‘구변’ 총병진수제도와 순무제도의 건치 시점을 논술한 연구를 발표하

여 일본의 ‘구변’ 전문 연구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14) 萩原淳平은 명  지

방의 군사체제는 도사위소제도・총병제도・순무제도로 형성된 삼중 방위체

제라고 결론지었다.15) 그리고 명・몽 관계를 둘러싸고 명  북변 군사제도

의 변화와 둔전・마시・변장 등의 문제를 탐구한 松本隆晴이 있다.16) 

이처럼 동아시아 학계에서는 ‘구변’ 연구가 일찍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반면에, 서구에서는 ‘구변’을 전문으로 탐구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주로 명 

 변경 문제를 다룬 연구 중의 일부로 다루어지거나  萬里長城 연구의 일

환으로 연구되었다.17)  

10) 韋占彬, ｢明代九邊設置時間辨析｣, 石家庄師範專科學校學報 3, 2002
11) 肖立軍, 明代中後期九邊兵制硏究 , 吉林人民出版社, 2001; 肖立軍, ｢明嘉靖九邊

營兵制考略｣, 南開學報 , 1994; 肖立軍, ｢九邊重鎭與明之國運: 兼析明末大起義首

發於陝的原因｣, 天津師大學報(社會科學版) , 1994-2
12) 李新峰, ｢明前期兵制硏究｣, 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1999; 李新峰, 明代衛所政區

研究 ,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6; 明前期軍事制度硏究 , 北京: 北京大学出版

社, 2016.
13) 田村實造, 明代滿蒙史硏究 , 京都: 京都 학문학부, 1963
14) 田村實造, ｢明代 九邊鎭｣, 石濱顯示古稀紀念東洋學論叢 , 1958.
15)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硏究 , 京都: 同朋舍, 1980
16) 松本隆晴, 明代北邊防衛體制 硏究 , 東京: 汲古書院, 2001
17) Arthur Waldron, The Great Wall of Chin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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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리한 20세기의 ‘구변’ 연구는 체로 ‘구변’을 구성하는 각 군

진의 설치 시점에 집중하면서18), 시기적으로는 특히 명 전기에 초점을 맞추

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근년 중

국 학계의 표적인 ‘구변’ 연구자로 꼽을 수 있는 趙現海는 ‘明九邊長城軍

鎭體制’의 기원을 홍무 연간의 ‘諸王分封鎭邊制度’의 북변 배치에서 찾은 바 

있다.19) 劉景純은 락 연간 東勝과 大寧이 버려지고 나서, 산서진에서 紫荊

關・居庸關을 거쳐 古北口와 山海關을 잇는 ‘內邊’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구

변’의 구역 방어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 다.20) ‘구변’의 기원에 관심을 

둔다면 두 사람의 연구처럼 명 초의 홍무・ 락 연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그 기원을 락 또는 홍무 연간까지 소급할 수 있다 하더라

도, 북변 방어체제로서의 ‘구변’이 명 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

의해야 한다. 明史 ｢兵志｣의 소개에 의하면 명  북부 변경에 각 군진을 

설치하기 시작한 시기는 정통 연간 이후 다. 또한 ‘구변’이 정통 연간 이후

의 어느 시기에 완성되었는지에 해서는 연구자들마다 견해가 갈리고 있지

만, 홍무・ 락 연간에 ‘구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무 연간부터 ‘구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43-2 1983; Arthur Waldron, The Great Wall of China : From History to Myth, 
Cambridge: Cambridge Uninersity Press, 1992

18)  명 북변 각 변진의 설치 시점을 판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여러 학설이 있다. 
胡凡 등은 홍무 연간 都司・衛所가 설치되면서 변진이 처음 성립하 다는 ‘都司

衛所說’을 주장하 다, 韋占彬은 ‘鎭守總兵官說’을 주장하여 山西鎭과 陝西鎭의 

건치 시기를 총병관이 진수한 성화・홍치 연간으로 늦추었다. 范中義는 ‘總兵巡

撫幷爲說’을 주장하여 嘉靖 4년을 ‘九邊’의 최종 성립 연도로 간주하 다. 본고

에서는 ‘總兵巡撫幷爲說’을 지지하지만, 范中義와 다르게 총병과 순무의 임명보

다는 그 職掌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총병의 경우에는 휘하 장령

의 節制 범위, 그리고 순무의 경우에는 담당하는 군정 역에 따라 변진의 성립 

연도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19) 趙現海, 明代九邊長城軍鎭史 ,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20) 劉景純, ｢明代前中期九邊區域防禦形態的演變｣, 中國邊疆史地研究 , 2010; 劉景

純, 明代九邊史地硏究 , 北京: 中華書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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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타당할까? 

사실 홍무・ 락 연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15세기가 끝날 때까

지도 ‘구변’이라는 개념은커녕 단어 자체가 출현하지 않았다. 史書에서 ‘구

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1520년  이후이다.21) 게다가 ‘구변’

이란 단어가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가정 중기에 나온 許論의 ｢邊論九

篇｣과 ｢九邊圖｣, 魏煥의 皇明九邊考 그리고 隆慶 연간(1567-1572) 명 병부

가 펴낸 九邊圖說 등이 출간되면서부터 다. 이 세 저작은 모두 兵部 職方

司 官員이 주로 병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公文圖冊을 참조하여 찬술한 것이

었다. 가정 13년(1534)에 저술되고 가정 17년(1538)에 판각된 허론의 ｢변론

구편｣은 각 변진의 지리・연혁・형세를 주로 기술하 다. 가정 21년(1542)에 

저술된 위환의 황명구변고 는 군사 제도 및 각 변진의 건치시기와 특징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채우고 있다. 융경 3년(1569)에 나온 구변도설 은 새로 

즉위한 융경제에게 ‘구변’의 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구변’의 실상을 

간략하지만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22)

융경 초에 간행된 구변도설 은 북변 방어체제 ‘구변’이 완성된 모습을 확

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보다 앞선 시기인 ｢구변도｣와 황명구변고

가 출간된 가정 중기에 이미 ‘구변’이 다 완성되어 있었을까? 그 무렵 북변 

21) 明世宗實錄 , 권2, 正德 16년 오월 23일(甲戌), p.105: “於是, 户科都給事中邵錫

言, ‘九邊一體, 宣大二鎭不宜獨免查核. 且二鎭錢糧視他處倍多, 而巡撫都御史劉

達、甯杲, 侵漁尤甚. 仍宜遣官.’” 
22) 皇明九邊考 와 九邊圖說 은 판본이 단순하지만 ｢邊論九篇｣은 판본이 복잡한 

편이다. 가정 17년(1538)에 謝少南이 허론의 ｢邊論九篇｣과 ｢九邊圖｣를 묶어 ‘九
邊圖論’이라는 제목으로 판각한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판본은 6~7종 정도이

지만, 그 가운데 嘉靖十七年謝少南刻本(中國國家圖書館 소장), 修攘通考本(明萬曆

六年刻本), 兵垣四編本(明天啓元年苕上閔氏刻朱墨印, 四庫禁燬書叢刊) 등의 세 책

이 주요 판본으로 꼽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修攘通考 本을 사용하지만 兵

垣四編本도 참고할 것이다. 시기가 가장 이른 謝少南刻本은 입수할 수 없었지만, 
修攘通考 本이 목록의 유무와 지도의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내용은 같다고 

한다.(근거: 趙現海, ｢明代嘉隆年間長城圖籍撰繪考｣, 內蒙古師範大學學報(哲學社

會科學版) , 2010) 한편 兵垣四編本은 총론의 위치 및 내용이 修攘通考 本과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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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체제로서의 ‘구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변’에 해 말하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일까?   

‘구변’이라는 말과 ‘구변’에 관한 논의가 가정 연간부터 유행하 다는 사실

을 근거로 정덕 연간까지는 ‘구변’의 방어체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연

구자들이 여럿 있기는 하다.23) 그러나 정덕 13년(1518) 칠월 정덕제가 자신

에게 장군직을 제수하면서 언급한 북변의 군진은 요동・선부・ 동・연

수・섬서・ 하・감숙 등 일곱에 그쳤다.24) 계주진과 산서진(삼관진)은 보이

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하 듯이 ‘구변’이란 말은 1520년 에 가서야 비로소 

처음 기록에 등장한다.

｢구변도｣를 그려서 ‘구변’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허론의 ｢변론구편｣에서

도 완성된 ‘구변’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 훗날의 ‘구변’ 중 삼관진은 ｢변
론구편｣에서 동진의 부속 鎭에 불과했으며, 병부상서 張瓉이 쓴 ｢題稿｣에
서도 삼관진은 언급되지 않았다.25) 사실 ｢변론구편｣의 “구편”이란 8개의 군

진을 논한 변론 “팔편”에 “총론”을 더한 것이었다. 삼관진을 독립시켜 요

동・계주・선부・ 동・삼관・유림・ 하・감숙・고원의 순서로 ‘구변’ 모두

를 열거한 것은 위환의 황명구변고 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황명구변고 에

서도 아홉 변진 중에서 계주진과 삼관진은 아직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실을 갖추지 못한 상태 다. 

그러므로 ‘구변’의 완성 시기에 관해서는 가정 연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

23) 趙現海(｢明代九邊軍陣體制硏究｣,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5); 劉景純(｢明
代前中期九邊區域防禦形態的演變｣, 中國邊疆史地研究 , 2010); 松本隆晴( 明代北

邊防衛體制 硏究 , 東京: 汲古書院, 2001) 등
24) 明武宗實錄 , 권164, 正德 13年 칠월 2일(己亥), p.3151: “太監蕭敬傳旨, ‘近年以

來, 虜酋犯順屢害地方, 且承平日久誠恐四方兵戎廢弛, 其遼東、宣府、大同、延綏、
陝西、寧夏、甘肅, 尤爲要甚. 今特命總督軍務威武大將軍總兵官朱壽, 統率六軍, 隨
布人馬, 或攻或守, 即寫各地方制勑與之, 使其必掃腥膻, 靖安民物. 至於河南、山

東、山西、南北直隸, 儻有小寇, 亦各給與勑書, 使率各路人馬剪削’. 朱壽者, 上自稱

也. 是日復召內閣大臣及九卿科道{官}, 至左順門諭意, 衆皆泣諫, 不納.”
25)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明萬曆六年刻本,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23), 北

京: 書目文獻出版社, 1988, ｢題稿｣ p.6a: “主事許論, 應詔條陳, 著有邊論九篇. 起
自遼薊宣大以及延寧固原甘肅等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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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실한 근거를 갖추고 ‘구변’이라는 말과 개념이 출현했다고 말할 수 있

는 시기가 가정 연간이기 때문이다. 45년의 가정 연간을 략 초・중・후기

의 세 시기로 나누어 범위를 좀 더 좁힌다면, 명 말 북변 군진의 총칭으로 

쓰인 ‘구변’이라는 개념의 출현 시기는 허론이 ｢변론구편｣을 쓰고 ｢구변도｣
를 그린 가정 13년(1534)부터 위환이 황명구변고 를 쓴 가정 21년(1542)까

지, 즉 가정 중기, 그 중에서도 전반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서적의 찬술 시점에 허론과 위환은 兵部 職方淸吏司의 主事

로서 병부의 실무 담당자들이었다. 이들이 보기에, 가정 초기까지의 명 북변

의 군사 중진들은 모두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사 방어의 핵

심이라 할 수 있는 선부진과 동진은 성보・변장・軍紀가 모두 심각한 상

황이었다. 이에 그들은 북변에 위치한 변진들을 아홉이라는 숫자로 이상화한 

‘구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었고 그 ‘구변’의 방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론을 제기하 다. 그것은 현실의 북부 변경 방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

시 군사 전문가들의 모색이자 노력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군사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변’ 개념과 그들의 주장을 묶어 ‘북변 방비 강화론’이라고 부르고

자 한다. 그리고 이 ‘북변 방비 강화론’을 제기한 군사 전문가들을 ‘북변 방

비 강화론자’라고 칭하고자 한다. 

‘구변’의 기원에 관심을 두었던 선행 연구와 달리 본고는 명조 북변 방어

체제로서의 ‘구변’이 완성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는 우선 가정 

연간의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이 제기한 북변 방비 강화론에 의해 먼저 선부

진과 동진이 강화되었고, 이 점이 庚戌의 變 때 계주진을 돌파한 알탄 칸

의 침입로 선택에 주요 변수로 작용했으리라는 주장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

고 경술의 변 이후 이번에는 유명무실했던 계주진이 폭 강화되는 것으로 

명 북변 방어체제 ‘구변’이 마침내 완성되었고, 이것이 가정 연간에 두한 

북변 방비 강화론이 명 북변에서 실천된 결과라는 것을 논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Ⅰ장에서는 우선 명조 몽골 방어체제의 변천과 북변 군사 

중진의 설치 과정, 그리고 가정 초년 북변의 실태를 살펴보겠다. 홍무 연간 

北元과 치하는 중에 구축된 북변 방어선은 락제의 북경 천도 이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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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의 방비 강화를 위해 수 백리 南遷하 다. 본고는 그 방어선에 군

사 중진들이 설치되는 과정을 고찰하면서 이 군사 중진들의 설치가 어떤 총

체적인 기획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이는 군사 

중진들의 형태 및 상황이 균질적이지 않았고 가정 초에는 이 점이 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이처럼 명 북변의 군사 중진들은 임기응변으로 제각각 설치되고 관리되었

다. 제 Ⅱ장에서는 이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 던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과 그들이 제기한 북변 방비 강화론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명 경사의 “北門” 역할을 하던 선부진과 동진이 북변 방비 강화론

의 실천으로 강화되는 과정을 서술하겠다. 가정 중기에는 ‘구변’을 주제로 

하는 서적을 출간한 허론이나 위환 말고도 북부 변경에 해 여러 제안을 

내놓은 韓邦奇나 楊守謙 같은 邊臣들이 있었다. 이들 당시의 군사 전문가들

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했던 것은 경사 방어 다.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이 

제기한 경사 방어를 위한 제안은 주로 선부진・ 동진에 집중되어 있었다. 

본고는 가정제 즉위 무렵, 鎭城 앞에 성보나 변장이 하나도 없고 두 번의 兵

變까지 발발한 동진의 피폐한 모습을 묘사할 것이다. 그리고 허론이 제안

하고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이 동의하는 개선안이 실행되어 보강된 선부진과 

동진에 해 고찰할 것이다. 

제 Ⅲ장에서는 북변 방비 강화론에 의한 선부진과 동진의 강화가 庚戌

의 變 때 알탄 칸의 침입로 선택에 큰 변수가 되었음을 고찰할 것이다. 단지 

仇鸞의 賄賂 때문에 알탄이 동쪽으로 향하 다는 경술의 변에 관한 사료들

의 기록은 당시 ‘구변’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당

시 알탄 칸의 작전 목표는 황성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었다. 직전 시기 폭 

강화된 동진과 선부진으로 침입하 다면, 이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피해가 예상되었을 것이고 성공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았을 것

이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구란의 賄賂와는 상관없이 알탄 칸이 허술한 

계주진으로 침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명 북변의 통합

적 방어체제 ‘구변’은 경술의 변 이후 계주진이 강화된 후에야 마침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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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명 북변에 흩어져 있던 군사 중진들을 묶어 ‘구변’이

라고 칭한 가정 연간의 북변 방비 강화론에 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

고 명 북변의 방어체제인 ‘구변’이 완성된 시점은 가정 말이라는 것을 규명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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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무 연간부터 가정 초년까지 명 북변 

방어체제의 변천

요동・계주・선부・ 동・산서・연수・ 하・고원・감숙 등 변진으로 구성

된 ‘구변’은 명조가 몽골과 치하는 중에 전선을 정비하면서 북부 변경에 

점차 형성되었다. 각 변진에는 군정 제도 및 관할하는 지역 그리고 시설물과 

병력이 있어야 했다. 변진 설립의 필수요소인 군정 제도로는 그 설치의 시작

인 총병진수제도와 설치 완료 표지인 군정순무제도가 있었다. 또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변진을 관할하는 총독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외에 변진에는 물리적 시설물로서 성보와 변장이 있어야 했고, 그 시설물에

서 상주하는 文武 官員, 즉 총독・진수총병관・진수태감・순무도어사 및 將

令과 병사들이 있었다. 각 변진에는 소속된 군사적 거점 및 위소의 군사들은 

물론 주변 聚落의 일반 민중(‘本邊軍民’26))이 같이 상주하고 있었다. 즉 ‘구

26) 魏煥, 皇明九邊考 권5 ｢大同鎭｣ p.11b: “十八年, 總督尚書毛伯溫議復築五堡, 令
本邊軍民欲徙者聽, 人皆樂從而五堡成.”

<그림 1> 16세기 말 ‘구변’과 長城 
(출전: 賴建誠, 邊鎭糧餉-明代中後期邊方經費與國家財政危機1531-1602 , 臺北: 中央
硏究院聯經出版公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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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 군사적 방어 단위이기도 하고 관할 토지 및 민중의 행정 구획 단위이

기도 하 다.27) 각 변진의 경계는 몽골과 인접한 북쪽은 비교적 확실하지만 

남쪽은 명확하지 않았고, 동쪽과 서쪽은 서로 이어져 있었다(<그림 1> 참조).

‘구변’의 각 변진은 서로 맞닿아 이어져 있었지만 설치 시점이나 설치 당

시의 전략적 상황은 각각 달랐다. 가장 일찍 설치된 감숙진과 하진은 명 

초 티무르제국의 興起와 몽골 세력 중심의 西遷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명

조의 전체 對 몽골 전략에서 右翼을 점하 다. 선부진과 계주진은 경사의 북

문과 동쪽 울타리로서 북경 천도 계획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경사의 안쪽 방

어선이 되었다. 동진과 요동진은 락 연간부터 계속 공들여 경 한 군진

이었다. 동진은 산서의 울타리로 경사의 우측을 지켰고 요동진은 산동의 

울타리로 경사의 좌측을 방어하 다. 이 두 변진은  몽골 전략에서 左翼을 

점하며 경사의 바깥쪽 방어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수진과 고원진, 그리고 

산서진은 오르도스 지역에 들어와 住牧하는 ‘套虜’를 막기 위해 설치・관리

되었다. 이렇게 ‘구변’에 속한 변진들이 제각각 설치된 원인은 명조의  몽

골 방어체제가 명 초부터 계속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명 초 홍무 연간의 북변 방어선은 훗날의 ‘구변’보다 훨씬 북쪽에 있었다.

우리 왕조에서 夷虜를 몰아내어 중원을 회복하고, 다시 명을 내려 (夷虜

를) 토벌하여 변경을 평안하게 하 다. 그리하여 오랑캐의 추장은 궁벽지고 

황폐한 곳으로 멀리 달아나 겨우 그 숨을 보존하 다. 이에 東勝城을 三降

城의 동쪽에 세워, 삼항성과 나란히 동쪽으로는 開平・獨石・大寧・開元을, 

서쪽으로는 賀蘭山・甘肅北山을 연결하니 통하여 한 邊이 되었다.28) 

위 인용문의 “동승성”은 원래 東勝州城으로 唐代 이래 줄곧 변경의 성으

로 중시되었다. 명은 홍무 초 이곳에 東勝衛를 설치하고 山西行都司에 예속

27) 王琳峰, ｢明長城薊鎮軍事防禦性聚落研究｣, 天津大學 박사학위논문, 2011
28) 魏煥, 皇明九邊考 권1 ｢鎭戍通考｣ p.7b: “我朝掃除夷虜, 恢復中原. 復申命致討

以靖邊宇. 一時虜酋遠遁窮荒, 僅存喘息. 於是設東勝城於三降城之東. 與三降城並東

聯開平、獨石、大寧、開元, 西聯賀蘭山、甘肅北山, 通爲一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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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동승위는 오르도스 지역의 황하 북변 바깥에 위치하여 이 시기 하

와 령을 이어주는 군사요충지 다. 홍무제는 직접 통치 지역의 경계를 동

쪽의 요동으로부터 령・개평・동승・ 하・감주・숙주 선으로 정하고 이

들 지역에 섬서・산서・북평행도사와 遼東都指揮使司를 설치하 다(<그림 2> 

참조). 

<그림 2> 홍무 초기 북변의 行都司와 遼東都指揮使司

<그림 3> 명 홍무 후기 北邊의 諸王 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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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北元과 전쟁 중이었던 이 시기의 명에게 이들 북변의 위소은 방어진

이면서 동시에  몽골 전쟁의 전진기지이기도 했다. 이 전진기지들을 안정

적으로 운 하기 위해, 홍무 중・후기에는 북변의 중요 지역에 塞王을 분봉

하는 諸王分封鎭邊制度를 시행하 다(<그림 3> 참조). 광녕의 遼王, 령의 

寧王, 선부의 谷王, 동의 代王, 하의 慶王, 감주의 肅王, 북평의 燕王, 서

안의 秦王, 태원의 晉王이 그들이다. <그림 2>와 <그림 3>을 같이 보면, 섬

서행도사 지역에는 肅王・慶王, 산서행도사 지역에는 代王・谷王, 그리고 

령행도사와 요동도지휘사사 지역에는 寧王・遼王이 분봉되어 있다. 이들 왕

이 분봉된 지역은 몽골과 치하는 전방이었고, 秦王・晉王・燕王은 각각 지

역적으로 연결된 행도사 지역을 지원하는 후방 역할을 하 던 것으로 보인

다. 

趙現海는 제왕분봉진변제도의 북변 구왕이 그 지리적 위치나 숫자로 볼 

때 ‘구변’의 연원이라고 주장하 다.29) 그러나 위치가 비슷하고 숫자가 같다

는 이유로 북변 구왕을 ‘구변’의 연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 당

시 북원과의 전쟁인 상황에서 腹裏와 전방을 연결하는 城에 주둔하 던 구

왕의 역할은 북변의 개척과 정비 지, 실제 전투에의 참여가 아니었다. 그리

고 총독・진수총병관・진수태감・순무도어사 등 명령체계가 중층적이고 복

잡했던 ‘구변’과는 달리 北邊의 王府는 왕이 모든 것을 주재해서 그 명령체

계가 단순하 다. 무엇보다도 진수총병관이 숙왕보다 먼저 설치된 감숙진의 

경우처럼, ‘구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총병진수제도는 제왕분봉진변제도

를 체했던 것이 아니라 제왕분봉진변제도와 서로 보완이 가능한 제도 다. 

물론 ‘구변’의 ‘九’가 북변의 아홉 왕에서 착안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

변’ 관련 사료 어디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30) 오히려 숫자 ‘九’에 

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단지 상징적으로 한 자리 숫자 중 가장 

큰 숫자인 ‘九’를 채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29) 趙現海, 明代九邊長城軍鎭史 ,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p.68
30) ‘구변’을 기록한 ｢변론구편｣・ 황명구변고 ・ 구변도설 에서 북변 九王에 한 

언급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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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홍무제의 이러한 북변 방어체제 및 제왕분봉진변제도는 락제 즉

위 후 북경 천도 계획과 맞물리면서 부분 변경되었다. 홍무제가 진행하던 

북변의 개척이나 정비 신 몽골을 정벌하여 섬멸 또는 복속시키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면서, 제왕분봉진변제도는 폐지되었다. 북변의 위소 또한 부분

이 남쪽으로 옮겨졌다. 령 소재의 북평행도사를 령도지휘사사로 이름을 

바꾸어 북평 서쪽 보정으로 옮기고, 동승위를 북평 동쪽 평 지역으로 이전

하 다.31) 그 결과 경사의 북쪽은 동 동쪽으로 獨石・古北口를 지나 山海

關에 이르는 선이 몽골과의 변경선이 되었다.32) 

그렇다고 락 연간 변경선의 南遷이 당시 방어 체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북쪽의 몽골을 복속시켜 羈縻 衛所로 삼겠다는 

락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金幼孜가 ｢北征錄｣에서 

기록하기를, 제1차 친정 중이었던 락 8년(1410) 이월에 락제는 “이 남은 

오랑캐를 멸하고, 오로지 개평・흥화・ 하・감숙・ 령・요동을 지키면, 변

경은 원히 무사할 수 있다.”33)고 단언하 다. 실제로 락제의 北征은 주

로 선부진을 통해 동승과 흥화를 넘어 이루어졌다. 락제는 우량하 삼위부

의 南移를 용인하지 않고 선부와 광녕 사이의 령 지역을 군사적 공백지

로 남겨 두었다. 또한 락 말기나 선덕 연간에도 개평・흥화를 관리한 기록

이 있다.34)  

락제의 의도가 어떠하 든 락 연간의 이러한 변화는 변경선이 홍무 

31) 明太宗實錄 , 권18, 永樂 元년 삼월 5일(壬午), P.320: “{改北平}行都指揮使司, 
爲大寧都指揮使司, 隸後軍都督府, 設保定左右中前後五衛, 俱隸大寧都司”; “復設東

勝中前後三千戶所, 於懷仁等處.”
32) 魏煥, 皇明九邊考 권3 ｢薊州鎭｣ pp.1a-1b: “我太祖高皇帝驅逐胡元, 乃即古會州

地, 設大寧都司營屯等衛. 外山連絡與遼東、宣府, 東西並列爲外邊. 命魏國公徐達於

內, 西自古北口, 東至山海關, 增修關隘一道爲內邊, 神謀遠矣. 永樂初, 因兀良哈三

衛部落內附, 乃徙大寧都司於保定, 置營屯等衛於順天, 以大寧全地與之. 今止守內邊, 
邊人謂外邊山勢連亙千里, 山外撤江環繞, 誠自然之險也. 北虜不敢內侵, 三衛者以此. 
今棄此而守內邊, 失地險矣.”

33) 金幼孜, ｢北征錄｣, 臺北: 廣文書局, 1959, p.11: “滅此殘虜, 惟守開平、興和、寧

夏、甘肅、大寧、遼東, 則邊境可永無事矣.”
34) 松本隆晴, 明代北邊防衛體制 硏究 , 東京: 汲古書院, 2001,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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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하・동승・개평・ 령・개원 선에서 동・선부・계주 등의 남쪽으

로 수 백리 이동한 것을 의미했다. 이 변경선 밖에는 많은 기미 위소가 분포

되어 있어서 락 연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 다. 그러나 이 기미 위소들

은 親明 성향이 확정적이지 않았고, 선덕 연간 이후부터 명의 군사력이 계속 

약화되는 추세여서 불안감은 높아져 갔다. 

元나라 사람들은 북쪽으로 돌아간 (뒤로) 여러 번 興復을 도모하 다. 

락제가 북평으로 천도하니 (수도의) 삼면이 변새와 가까워졌다. 정통 연간 

이후 敵患이 나날이 많아졌다. 그러므로 명조가 끝날 때까지 변경의 방어

는 심히 중요하 다. 동으로는 압록강에서 시작하여 서로는 가욕관에서 이

르기까지 만 리에 걸쳐 지역을 나누어 지켰다. 遼東・宣府・大同・延綏 四

鎭을 처음에 설치하 고, 寧夏・甘肅・薊州 三鎭을 이어서 설치하 다. 그

리고 태원총병이 偏頭를 관리하고 三邊制府가 固原에 주둔하니, 또한 二鎭

이라 칭하 다. 이것이 구변이다.35)  

위 명사 ｢병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명조는 정통 연간 이후 북변

을 나누어 지키기(‘分地守禦’) 위하여 명 북변에 군사 중진을 설치하기 시작

했다.  

북변 군사 중진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총병진수

제도와 변진순무제도 다. 연구자들마다 총병관이 처음 임명된 시기에 해

서는 이견이 있지만, 총병진수가 각 변진을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표지라는 

데에는 거의 동의하고 있다. 북변에 처음으로 임명된 총병관은 홍무 25년

(1394)의 감숙진수총병관이었다.36) 이듬해 숙왕을 봉해서 홍무 연간의 감숙

35) 明史 권91, ｢志｣ 67, ｢兵志｣ 3, p.2235: “元人北歸, 屢謀興復. 永樂遷都北平, 三
面近塞. 正統以後, 敵患日多. 故終明之世, 邊防甚重. 東起鴨綠, 西抵嘉峪, 綿亙萬

里, 分地守禦. 初設遼東、宣府、大同、延綏四鎭, 繼設寧夏、甘肅、薊州三鎭, 而太

原總兵治偏頭, 三邊制府駐固原, 亦稱二鎭, 是爲九邊.” 
36) 韋占彬(｢明代九邊設置時間辦析｣, 石家莊師範專科學校學報 3, 2002)이나 范中義

(｢明代九邊形成的時間｣, 大同高等專科學校學報 4, 1995)는 ‘九邊’이 설립되기 

시작한 표지를 總兵官이 설치되는 것으로, 그리고 설치가 완료된 표지를 巡撫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조현해(｢明代九邊軍陣體制硏究｣, 동북사범 학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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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는 총병진수제도와 제왕분봉진변제도가 병존하 다. 이후 락 즉위년

(1402)에 하진수총병관이 설치되었고, 락 3년(1405)에 선부진수총병관이 

설치되었다. 락 12년(1414) 동진수총병관과 요동진수총병관이 부임하

고, 선덕 3년(1428)에 계주진수총병관이 설치되었다. 土木의 變 이후 몽골이 

오르도스 지역에 자주 출입하자 천순 2년(1458) 몽골이 남하하는 요충지인 

延安・綏德지역에 연수진수총병관을 설치하 다. 연수진은 성화 연간에 유림

으로 진을 옮긴 후 유림진이라 불리기는 하 지만 職官 명칭은 계속 연수진

수총병관이었다. 천순 3년(1459)에 서안에 섬서총병관이 설치되었고, 邊地와 

腹裏를 같이 관할하 다. 홍치 18년(1505) 진을 고원으로 옮긴 후 고원진이

라 불리기는 하 지만, 계속 섬서총병관이라는 명칭도 같이 사용하 고 복리

도 관할하 다. 정덕 말부터 동 지역으로의 몽골 침입이 잦아지자 가정 초

기부터 偏頭・鴈門・寧武 三關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가정 21년(1542)에 산서

진수총병관이 설치되었다. 진수총병관은 지방 최고 軍政 武官으로, 행도사・
도지휘사사・위소에 포함된 모든 장령을 절제하고, 전량을 관리하고, 관할 

지역의 민정이나 詞訟도 부분적으로 처리하 다(<표 1> 참조).37)

무장인 총병관의 부임이 변진의 설치 시작을 의미한다면, 文職인 巡撫都御

史의 임명은 그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덕 연간 이후 북변 軍屯

이 점차 와해되어 民運 糧餉이 중요해지면서, 군진과 복리가 서로 협조해야 

할 사안이 많아졌지만 충돌도 많아졌다. 게다가 진수총병관과 진수태감의 비

리가 다수 적발되었다. 양향의 관리와 복리와의 협조, 그리고 진수총병관・
진수태감을 견제하기 위해 명조는 북변에 군정 전담 순무를 보내기 시작하

다. 선덕 10년(1435: 정통 즉위년)에 요동진순무도어사를 시작으로, 천순 2

년(1458)에는 감숙진순무도어사・ 하진순무도어사・연수진순무도어사, 성화 

10년(1474)에는 선부진순무도어사・ 동진순무도어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계

주진에는 정통 14년(1449)에 순무가 임명되었고 성화 2년(1466)부터는 군무

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순천・ 평 순무를 겸하 기 때문에 변향 관리 

2005) 또한 이 관점에 동의한다.
37) 趙現海, ｢明代九邊軍陣體制硏究｣,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5, pp.6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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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주어지는 가정 41년(1562)까지는 군정 전담 순무이었다고 보기 어렵

다. 섬서순무는 선덕 10년(1435)에 설치되었지만 그 주차지가 서안에 있어서 

군정 전담 순무가 아니었고, 고원으로 옮기고 나서도 군정을 맡으면서 여전

히 민정 순무를 겸하 다. 진수총병관이 가정 21년(1542)에야 부임한 산서진

에는 군정 전담 순무가 의외로 이른 시기에 임명되었다. 산서진순무도어사는 

정통 13년(1448)에 안문관을 주차지로 부임하여 가정 즉위년(1521)부터는 삼

관제독을 겸하 다. 산서진의 軍事는 가정 21년(1542)까지 진수태감 없이 

동진수총병관의 절제를 받는 鎭守副總兵이 처리하 다. 즉 산서진은 무관은 

가정 21년(1542)에야 동진으로부터 독립하 지만 문관은 일찍부터 삼관에 

순무가 주차하여 업무를 처리하 다(<표 1> 참조).38)

38) 趙現海, ｢明代九邊軍陣體制硏究｣,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5, pp.166-208

軍鎭

名稱(別稱)
總兵官 

설치 연도

巡撫都御史 

설치 연도
비고

甘肅鎭 洪武 25년 天順 2년 專設.

寧夏鎭 永樂 즉위년 天順 2년 專設.

宣府鎭 永樂 3년
成化 10년 

專設.

大同鎭 永樂 12년
成化 10년 

專設.

遼東鎭 永樂 12년
正統 즉위년 

專設.

薊州鎭 宣德 3년 正統 14년.
成化 2년 贊理軍務, 兼順天巡撫.
嘉靖 41년 邊餉 관리 책임 부여.

延綏鎭

(楡林鎭)
天順 2년 天順 2년 專設.

陝西鎭

(固原鎭)
天順 3년 正統 즉위년.

西安에 設置. 
홍치 18년 固原으로 이전.

山西鎭

(三關鎭)
嘉靖 21년 正統 13년. 嘉靖 즉위년 兼三關提督.

근거: 趙現海, ｢明代九邊軍陣體制硏究｣,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5.

<표 1> ‘九邊’ 각 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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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14년(1449)에 일어난 土木의 變은 명 북변 방어체제에 큰 향을 미

쳤다. 군정 순무의 파견을 본격화한 외에, 두 개 이상의 진, 즉 두 명 이상

의 진수총병관을 절제할 수 있는 文職이 신설되었다. 그 명칭은 제독・총

제・총리 등으로 때마다 일정하지 않았다가 가정 연간이후 총독으로 굳어졌

다. 이 총독은 군정 구획을 달리하는 지역이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군

진이나 지역에 파견되는 최고위 지방 군정 장관으로 순무・총병관 등을 절

제하 다. 土木의 變 직후인 경태 2년(1451)에 선부진과 동진을 같이 절제

하는 총리가 처음으로 파견되었다.39) 그러나 총리 혹은 총독은 임시 파견성

이 강해서 해임되면 후임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었고, 임명할 때

마다 그 職掌이나 관할구역 및 주차지가 바뀌었다. 庚戌의 變 직전 선 산서

총독의 임명을 시작으로 총독제도는 정착되었다(<표 2> 참조).

총병관과 순무가 임명되어 나중에 함께 ‘구변’으로 묶이기는 하 지만 이 

들 변진은 지금까지 고찰하 듯이 설치 연원이나 설치 시기가 다 달랐다. 게

다가 그 형태와 상황도 같지 않았다. 가정 20년(1541)의 직관 상황(<표 3>)

을 보면, 계주진・삼관진・고원진은 다른 여섯 진과 많이 달라 군사 중진으

로 보기 어렵다. 군사상으로 총병관을 보좌하는 중요한 직위인 협수부총병이 

없었고, 순무도어사가 군정 전담 순무가 아닌 민정 순무를 겸하고 있었다. 

계주진은 더욱 특이하게 산해관 감찰어사가 임명되어 있었다. 그리고 삼관진

의 경우는 진수부총병관이라는 직책이 진수총병관을 신하고 있었다. 무엇

39) 趙現海, ｢明代九邊軍陣體制硏究｣,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5, pp.209-239

初設 定設 駐箚地

陝西三邊總督 성화 10년 융경 2년 固原・慶陽・環縣・豐州 등

宣大山西總督 경태 2년 가정 29년 宣府・朔州・陽和・懷來 등

薊遼保定總督 가정 29년 가정 29년 薊州・密雲・昌平 등

근거: 趙現海, ｢明代九邊軍陣體制硏究｣,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5.

<표 2> 명  북변 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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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이 세 진에 황제가 직접 파견하는 진수태감이 부임하지 않았다는 점

으로 보아, 명조가 이 진들을 군진이라기보다 腹裏로 취급하 다고 추측된

다.40)

제도

邊鎭 
순무제도

진수태감

제도
진수총병관제도 협수부총병제도

遼東鎭 巡撫都御史 鎭守太監 鎭守遼東總兵官 協守副摠兵

薊州鎭 巡撫都御史(順天) 鎭守薊州總兵官 (巡按山海關監察御使)

宣府鎭 巡撫都御史 鎭守太監 鎭守宣府總兵官 協守副總兵

大同鎭 巡撫都御史 鎭守太監 鎭守大同總兵官 協守副總兵

三關鎭 巡撫都御史(山西) 鎭守山西副總兵官

楡林鎭 巡撫都御史 鎭守太監 鎭守延綏總兵官 協守副總兵

寧夏鎭 巡撫都御史 鎭守太監 鎭守寧夏總兵官 協守副總兵

甘肅鎭 巡撫都御史 鎭守太監 鎭守甘肅總兵官 協守副總兵

固原鎭 巡撫都御史(陝西) 鎭守陝西總兵官

근거: 皇明九邊考

<표 3> 가정 20년(1541) ‘九邊’ 각 진의 직관 상황 

이렇게 그 설치 연원・설치 시기・형태・직관 상황이 제각각이었던 북변

의 변진들을 ‘구변’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 

즉 각기 다른 시기에 그리고 다른 배경 아래에서 설치되어 독립적인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던 북변의 변진들을 서로 연결하여 통합적인 하나의 방어체제

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이 나온 것은 언제부터 을까? 그 시간 를 아무리 

이르게 잡는다 해도 가정 연간 이전은 아니다. ‘구변’이란 단어가 연 기 사

료에 처음 등장한 것이 명세종실록 의 정덕 16년(1521: 가정 즉위년)이었기 

40) 진수태감제도는 락・홍희 연간부터 시작하여 정통・경태 연간에 거의 설치되

었고, 홍치 연간에 더욱 확 되었다. 정덕 연간부터 진수태감제도의 혁파 논의가 

두되어 가정 18년(1539)에 모두 혁파되었다. (方志遠, ｢明代的鎭守中官制度｣, 文

史 40,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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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에 户科給事中 邵錫이 말하기를, “九邊은 한 몸이니 선부・ 동 두 진

만이 査核을 면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두 진의 錢糧은 다른 곳과 비교하

면 배나 많으나 순무도어사 劉達과 甯杲는 (전량의) 侵漁가 매우 심하다. 

그 로 관원을 파견하여야 한다.”41)

위 인용문의 “구변은 한 몸(‘九邊一體’)”이라는 표현은 ‘구변’이란 단어가 

처음 쓰 다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명 북변의 변진들을 하나로 묶

어 지칭했다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하다. 

또한 ‘구변’을 주제로 하여 처음 출간된 책은 가정 13년(1534)에 나온 허

론의 ｢변론구편｣과 ｢구변도｣이고, ‘구변’의 아홉 변진이 모두 수록된 책은 

가정 21년(1542)에 나온 위환의 황명구변고 이었다. 그런데 위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황명구변고 에서도 아홉 개의 변진이 다 군사 중진으로서

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이들 서적에서 ‘구변’으로 함께 묶이기는 하 지만 위 <표 2>와 <표 3>에

서 보듯이 각 변진들이 설치되고 완성된 시점 및 그 중요도는 각각 달랐다. 

특히 그 주도 부족에 따라 옮겨지는 몽골의 활동 역에 응하기 위해서는 

명조가 중요시하는 진 또한 시기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홍무 말에서 

락 초기에는 티무르제국에의 응하기 위해 감숙진이 중요하 고, 서몽골인 

오이라트가 몽골 지역을 제패할 때인 선덕・정통 연간에는 하진・연수진

이 중요시되었다. 土木의 變 이후에는 선부진・ 동진의 보강에 집중하다가, 

성화 연간에 ‘套虜’의 활동이 왕성해지자 연수진을 강화하려고 그 위치를 서

북쪽인 유림으로 옮기고 하진과 연결하여 변장을 쌓았다. 홍치・정덕 시기

를 거치면서 서몽골이 쇠퇴하고 동몽골이 흥성하자 다시 선부진・ 동진으

로의 침구가 잦아졌다.  

41) 明世宗實錄 , 권2, 正德 16년 오월 23일(甲戌), p.105: “於是, 户科都給事中邵錫

言, ‘九邊一體, 宣大二鎭不宜獨免査核. 且二鎭錢糧視他處倍多, 而巡撫都御史劉

達、甯杲, 侵漁尤甚. 仍宜遣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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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론의 ｢변론구편｣에 기록된 가정 13년(1534) 당시의 각 변진 상황은 모

두 좋지 않았다. 番夷의 현황과 통제 방식을 주로 다룬 요동진의 경우에는 

그나마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계주진에 해서는 兀良哈 三衛 중 朵顔 지부

의 횡포가 심해져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營과 鎭에는 군사가 적고 

關에만 군사가 몰려 있는 것을 우려하 다. 선부진은 지형이 험해서 몽골이 

쉽게 들어 올 수 없기는 했지만 경사와 겨우 사백 리 남짓 떨어져 있어 중

요한 진이었다. 이러한 선부진도 군기가 많이 해이해져 있었고 兵餉 문제가 

심각했다. 지형이 평탄하여 몽골이 침입하기 쉬운 동진은 변장 및 성보가 

피폐한 것은 물론, 군기 또한 엉망이어서 몽골과의 내통이 일상적으로 일어

났다. 유림진의 경우, 성화 연간에 여자준의 주청으로 연안・수덕에 있던 연

수진을 유림으로 옮기고 하진에서 유림을 지나 동진 경계까지 이르는 

변장을 쌓았다. 허론은 유림진은 병향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것은 걱정할 것

이 없다고 보았다. 하진은 邊將의 안이함을 지적하고 花馬池 앞을 성보로 

보강하라고 제안했다. 감숙진은 그 길이가 이천 리가 넘어 변장이나 성보로

는 그 땅을 지킬 수가 없었다. 허론은 하미의 회복에 너무 힘쓰지 말고 청해 

지역 오랑캐를 하미와의 경계에 배치하여 오이라트를 통제하라고 권하 다. 

그리고 후방에 있어서 하진・유림진・감숙진을 지원해야 하는 고원진이 

섬서삼변총독의 주차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 시기의 북변의 변

진들은 모두 그 문제점들 또한 병액상황이나 총병관・순무의 지위와 같이 

균질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북변의 상황에 해 가정 초의 군사 전문가들은 심각한 위기의식

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위기를 타개하

기 위해 군사 전문가들이 제기한 북변 방비 강화론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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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정 중기 북변 방비 강화론의 提起와 그 실천 

1. 북변 방비 강화론과 ‘구변’

‘구변’을 주제로 하는 저작물은 가정 연간부터 저술되기 시작하 으며, 그 

저자들은 관직에 재임 중이던 사람이 부분이었다.42) 이 중에서 ‘구변’ 전

체를 총괄하는 서책으로는 가정 13년(1534) 허론의 ｢변론구편｣, 가정 21년

(1542) 위환의 황명구변고 그리고 융경 3년(1569) 명 병부의 구변도설 이 

표적이라 할 수 있다. 황명구변고 는 ｢변론구편｣을 이었다고 기록하고 있

고, 특히 구변도설 에서는 ｢변론구편｣과 황명구변고 를 계승하 다는 사실

을 명백히 하고 있다.43) 이들 저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저자

나 편찬자가 당시 최고 군정기구 던 병부의 실무 담당자인 職方淸吏司 主

事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명사 ｢직관지｣에 의하면 병부에는 武選・職方・車駕・武庫 등 네 淸吏

司가 있었다. 그중 직방청리사의 업무는 이러하 다. 

輿圖・軍制・城隍・鎭戍・簡練・征討 등의 일을 담당한다. 무릇 천하 지

리의 險易와 遠近 그리고 변경・복리의 강계를 모두 圖本에 갖추어 3년에 

한 번 보고하고, 官・軍・車・騎의 숫자와 함께 상주한다.44)

42) 鄧衍林의 中國邊方圖籍錄 에 의하면 ‘九邊’이란 이름이 들어간 저술이 적어도 

27종(중복 찬술 제외)이고 ‘邊鎭合志’가 30종, ‘各邊鎭別志’가 64종, ‘各路關衛區

分記’가 91종이다. 그 중 명 에 출간되었고 편찬자의 이름이 기록된 저술은 모

두 20종이다. 이 들 편찬자 중 명실록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은 세 명 뿐이다. 
(鄧衍林. 中國邊方圖籍錄 , 上海: 商務印書館, 1958, PP.42-46) 

43) 明兵部 編, 九邊圖說不分卷 (中國邊疆史地叢書 5),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1992, 
p.1753. “照先任本部尚書許論, 先爲禮部主事時, 曾奏上九邊圖考. 嗣後, 本司主事魏

煥亦曾續之. 迄今近三十年. 邊堡之更置、將領之添設、兵馬之加增、夷情之變易, 時
異勢殊, 自有大不同者.”

44) 明史 권70, ｢志｣ 48, ｢職官志｣ 1, pp.1752: “職方, 掌輿圖、軍制、城隍、鎭戍、
簡練、征討之事. 凡天下地里險易遠近, 邊腹疆界, 俱有圖本, 三歲一報, 與官軍車騎

之數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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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청리사는 군사 지도와 군 병액 상황을 圖本까지 갖추어 3년마다 상주

해야 했다. 청리사 郎中・員外郞・主事 중 주사의 지위는 정육품이었고 두 

명 또는 네 명이 같이 근무하 다.45) 직방청리사의 주사는 국가 기 인 최

신 군사 상황을 기록・정리하는 임무를 맡은 실무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은 당시의 군사적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가정 초 북변, 특

히 경사 방어에 핵심적인 선부진・ 동진・계주진의 피폐함은 이들에게 위

험하다는 인식을 주었을 것이다. 가정 초 주로 이 직방청리사 주사 출신 군

사 전문가들에 의해 북변 방비 강화론이 제기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정 연간 ‘구변’ 관련 저작을 최초로 저술한 사람은 허론이 아니

라 鄭曉 다는 견해가 있다. 정효(1499-1566)는 명사 에 의하면 가정 2년

(1523) 과거에 합격하고 병부 직방청리사 주사에 임명되었다. 가정 3년 ‘大

禮議’에 참여하 다가 廷杖을 맞았으며 당시의 세력가 嚴嵩에게 맞섰다가 사

임하 다.46) 정효가 구변도지 를 완성한 연도에 해 趙現海는 꼼꼼한 논증

을 통해 정장을 맞기 전인 가정 4년(1525) 초일 것이라고 추정했다.47) 

45) 明史 권70, ｢志｣ 48, ｢職官志｣ 1, pp.1750-1751: “兵部, 尙書一人[正二品]. 左、
右侍郞各一人[正三品]. 其屬, 司務廳司務二人[從九品]. 武選、職方、車駕、武庫四

淸吏司, 各郞中一人[正五品. 正統十年增設武選、職方二司郞中各一人. 成化三年增

設車駕司郞中一人. 萬曆九年幷革]. 員外郞一人[從五品. 正統十年增設武選司員外郞

一人. 弘治九年增設武庫司員外郞一人. 后俱革. 嘉靖十二年, 增設職方司員外郞一

人]. 主事二人[正六品. 洪武、宣德間, 增設武選司主事三人, 職方司主事四人. 正統

十四年增設車駕、武庫二司主事各一人. 後革. 萬曆十一年, 又增設車駕司主事一人]. 
所轄, 會同館大使一人[正九品], 副使二人[從九品], 大通關大使、副使各一人[俱未入

流].”
46) 明史 권199, ｢列傳｣ 87 ｢鄭曉｣, pp.5271-5272: “鄭曉, 字窒甫, 海鹽人. 嘉靖元年

擧鄕試第一. 明年成進士, 授職方主事. 日披故牘, 盡知天下阨塞、士馬虛實、强弱之

數. 尙書金獻民屬撰九邊圖志, 人爭傳寫之. 以爭大禮廷杖、大同兵變, 上疏極言不可

赦. 張孚敬柄政, 器之, 欲改置翰林及言路, 曉皆不應. 父憂歸, 久之不起.” 
47) 趙現海, ｢明代嘉隆年間長城圖籍撰繪考｣, 內蒙古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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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효가 圖志 30권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고 현재 남아있는 정효

의 저작에서는 ‘구변’에 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48) 그가 실제로 자신의 저

술에 ‘구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해서는 불확실한 면이 있다. 정효

가 구변도지 를 썼다는 기록이 처음 보이는 사료는 徐階의 世經堂集 이다. 

서계는 융경 원년(1567) 정효의 묘지명인 ｢明故刑部尚書贈太子少保溢端簡鄭

公墓志銘｣을 썼는데, 이 묘지명의 앞부분에서 정효가 구변도지｣ 30권을 지

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뒷부분에서 정효가 저술한 책을 나열할 때는 圖志

30권을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정효가 원래 찬술한 책은 병부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한 도지 30권이었는데 후에 ‘구변’을 붙여서 부른 것이 아닐

까 추측된다. 도지 는 현재 전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효가 병부 직방청

리사 주사 직위에 있을 때 도지 를 썼고, 그 이후 허론이나 위환 같은 후

임자에 의해 여러 ‘구변’ 관련 저작들이 계속 간행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구변’이란 이름이 최초로 들어간 저작물은 허론의 ｢구변도｣이다. 그리고 

‘구변’을 모두 설명하고 있는 저작은 위환의 황명구변고 가 처음이었다. 구

변도설 은 융경제의 즉위 조서에 의해 작성된 문건이어서 공식적으로 ‘구변’

을 기록한 첫 관찬 저작이었다. 이들 세 저작에 해 그 저자와 내용을 중심

으로 차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허론(1488-1559)은 가정 5년(1526) 과거에 급제하여 병부 직방청리사 주사

에 임명되었다.49) 가정 13년(1534)에 ｢변론구편｣과 ｢구변도｣를 완성하고,50) 

가정 16년(1537) 가정제에게 올렸다.51) 가정제는 단히 기뻐하여 “그림은 

48) 唐豊姣, ｢鄭曉的史學硏究｣, 中央民族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pp.3-4
49) 明史 186권 ｢列傳｣ 74, ｢許進｣, pp.4928-4929`: “(許)論, 字廷議, 進少子也. 嘉

靖五年進士, 授順德推官, 入爲兵部主事, 改禮部. 好談兵, 幼從父歷邊境, 盡知阨塞

險易, 因著九邊圖論, 上之. 帝喜, 頒邊臣議行, 自是以知兵聞. 累遷南京大理寺丞. 
會廷推順天巡撫, 論名列第二. 帝曰, 是上九邊圖論者, 即拜右僉都御史, 任之.“

50)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九邊圖論序｣, pp.18a-18b: “去歲移官職方, 復涉戎

務, 每及利害可否之際, 不容中默, 閒中乃摭拾舊聞, 參以時宜, 著邊論九篇. 雖不足

以當經濟之業, 亦可以廣機雚之變, 卷而藏之, 用紓壯年之志, 顧封疆延袤, 山川險易, 
道里迂直, 城堠踈密, 據形審勢, 計利制勝, 非圖莫見也. 於是乎復作九邊圖. 嘉靖甲

午四月六日, 職方清吏司主事, 靈寶許論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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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겠다. 변론은 병부에서 살펴보고 의논하라”는 旨를 내렸다.52) 즉 허

론이 완성해서 상주한 것은 ｢변론구편｣과 ｢구변도｣ 두 편이었다. 그런데 가

정 17년(1538) 謝少南(1491-1560)이 두 편을 하나로 묶어 “九邊圖論”이라는 

제목으로 판각하 다. ｢변론구편｣과 ｢구변도｣는 이미 조정에 올린 후 으므

로 사소남은 허론이 가지고 있던 부본을 이용해서 九邊圖論 (謝少南刻本)을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허론이 조정에 올렸던 ｢변론구편｣과 ｢구변도｣ 및 구

변도론 (사소남각본)을 판각하는 데 이용된 부본 모두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다. 다만 중국 三門峽博物館에 허론이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九邊圖說｣ 
파본이 소장되어 있다. 趙現海는 이것이 구변도론 (사소남각본)을 판각하는

데 사용된 부본의 일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53) 구변도론 (사소남각본)은 

현재 유일하게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한 부를 소장하고 있다.

구변도론 (사소남각본)은 刻序・奏稿・題稿・序・引・跋을 모두 갖추고 

있다. 刻序・奏稿・題稿 뒤에 ｢구변도｣가 있고, 허론이 쓴 아마도 원래는 

‘邊論敍’ 을 ‘구변도론서’와 여덟 편의 ｢구변론｣ 및 ‘총론’으로 이어진다. 

‘구변도론서’가 ｢구변도｣와 ｢변론구편｣ 사이에 위치한 것도 이 책이 ｢변론구

편｣과 ｢구변도｣를 합쳐 편집한 사실을 보여준다. ｢구변도｣는 모두 열한 폭으

로 總圖와 九邊圖一부터 九邊圖十(요동・계주1・계주2・선부・ 동・삼관・
유림・ 하・감숙・고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론구편｣은 敍・요동・계

주・선부・ 동(삼관附)・유림・ 하・감숙・고원・총론 순이다. 여덟 개의 

변진을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에서 서로 배열하면서 감숙진 동쪽의 고원진

을 가장 끝에 배치한 것으로 보아 허론은 고원진을 복리로 본 듯하다.

｢변론구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허론은 ｢奏稿｣에서 이렇게 말하 다. 

51) 明世宗實錄 권203, 嘉靖 16년 팔월 15일(辛酉) p.4253: “禮部祠祭司主事許論, 
上九邊論一本, 九邊圖一本,　上以其圖留覽, 論下兵部, 覆議, ‘其言皆有禆邊計, 事關

本部者, 當次第擧行. 其應行邊臣議處者, 令速議具奏.’ 詔可.” 
52)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奏稿｣, p.3a: “奉聖旨, ‘這所進圖留覽, 邊論兵部

看了來說’.”
53) 趙現海, ｢明代嘉隆年間長城圖籍撰繪考｣, 內蒙古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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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大計는 安內와 攘外 둘뿐입니다. 근일 폐하께서 언관의 獻納을 

널리 채택하시고 신의 論思를 굽어 받으시어, 安內의 계에 해서는 

크고 긴요한 것은 이미 거론하셨습니다. 攘外의 大計에 이르러서 크고 급

한 것은 邊務보다 앞선 것이 없습니다. ‥‥‥ 그러나 다행히 愚見으로 폐

하의 中興의 업과 外攘의 뜻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곧 신이 정성을 쌓는 것으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54)

｢변론구편｣이 가정제의 ‘安內’을 위한 ‘中興之業’과 ‘攘外’를 위한 ‘外攘之

志’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攘外之計’에서 가장 급한 것은 邊務라고 말했

다. 

｢총론｣에서는 상벌을 필히 행해야 하며 순무와 將臣을 중히 여겨야 한다

고 주장하 다.55) 그리고 각 ｢邊論｣에서 각 변진의 역사・지형・특징・강계 

등을 설명한 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동진의 경우에는 番夷의 통제에 관한 제안을 하 다.  

그러므로 요동 오랑캐의 사정은 다른 진들과 달라서, 형세에 따라 安輯

하고 처치는 適宜해야 하는 것이 요체이다. 일이 (터지기에) 앞서 엄하게 

타이르고 지키기는 게을리 하지 않아, 은혜와 위협을 병립하게 하면 그 마

음을 족히 통제할 것이다. 이 계책이 상책이고 俘斬論功은 그 다음 책략이

다.56)

계주진은 총병의 掛印과 주차지 문제를, 유림진은 변향 문제를, 하진과 

54)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奏稿｣, pp.3a-4b: “天下大計安內攘外二者而已. 近
日陛下廣採言官之獻納, 俯受大臣之論思, 其於安內之計, 已擧其大且要者矣. 至於攘

外之計, 其大且急者, 則莫先於邊務. ‥‥‥ 然幸一得之愚, 以少裨陛下中興之業、外攘

之志. 此則臣所積誠而不容已者.” 
55)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總論｣, p.42a: “聖天子注意所在, 則賞罰必行, 謨國

者不敢因循, 任事者不敢欺玩, 是以能興. 何以興之曰, 重巡撫將臣, 此第一義, 餘皆

待其人而行者耳.” 
56)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遼東｣, p.19b: “故遼東夷情與諸鎭異, 要在隨勢安

輯, 處置得宜. 先事申嚴, 防守不墮, 俾恩威並立, 足制其心. 斯計之上, 而俘斬論功, 
則第二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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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진은 花馬池의 보강을, 감숙진은 하미 지역의 포기를 주장하 다. 전체

적으로 볼 때 ｢변론구편｣에서 허론이 내놓은 제안들은 위 인용문처럼 추상

적이고 모호했다. 

그러나 선부진과 동진의 개선을 위한 제안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선부｣에서는 험한 地勢를 설명하고 자형

관을 보강하는 군  배치를 제안하 다. 또한 ｢ 동｣에서는 병사의 기강과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五堡의 복원을 강력하게 제안하 다. 이 점은 허론

에게 선부진과 동진의 중요도가 여타 변진과는 크게 달랐음을 보여준다.

허론 외에 다른 북변 방비 강화론자로는, 허론보다 20년 정도 이른 정덕 3

년(1508)에 등과한 韓邦奇(1479-1556)가 있다.57) 兵事에 관심이 많아 제1차 

大同兵變에 한 ｢大同紀事｣를 썼고, 군사에 관한 제안이 담긴 여러 奏疏가 

개인 문집인 苑洛集 에 남아 있다. 한방기는 원락집 에서 북변의 군진 중

에서 선부진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동진과의 交界인 李信屯 지역이 중요

하다고 주장하 다. 

또 다른 인물로는 가정 8년(1529) 진사에 등과하고 허론・위환과 마찬가지

로 병부 직방청리사 주사를 지낸 楊守謙(? - 1550)이 있다.58) 그 역시 군사

에 관심이 많아 ｢大寧考｣・｢紫荊考｣・｢花馬池考｣ 등을 저술하 다. 양수겸은 

｢자형고｣에서 동을 넘어 자형관까지 도달하는 여러 길의 거리를 자세히 

기술하면서 자형관이 뚫릴 위험성을 경고하 다. ｢ 령고｣에서는 계주진의 

취약성을 서술하고 고북구 방위의 보강을 주장하 다. 양수겸은 庚戌의 變 

때 보정순무로서 경사 방어에 나섰다가 실패한 죄로 처형당하지만 융경제 

즉위 후 복권되었다. 허론은 선부진의 양향문제에서 양수겸의 말을 인용하

고, 자형관의 보강에 관해서도 양수겸과 의견이 일치했다. 

57) 明史 권201, ｢列傳｣ 89, ｢韓邦奇｣ p.5317: “韓邦奇, 字汝節, 朝邑人. 父紹宗, 福
建副使. 邦奇登正德三年進士, 除吏部主事, 進員外郞.” 

58) 明史 권204, ｢列傳｣ 92, ｢楊守謙｣ p.5393: “楊守謙, 字允亨, 徐州人. 父志學, 字
遜夫, 弘治六年進士. 巡撫大同、寧夏, 邊人愛之. 累官刑部尙書, 卒, 諡康惠. 守謙

登嘉靖八年進士, 授屯田主事. 改職方, 歷郞中, 練習兵計. 出爲陝西副使, 改督學政, 
有聲, 就拜參政. 未任, 擢右僉都御史 , 巡撫山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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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관련 글을 많이 써서 허론과 함께 소개하기는 하지만 한방기나 양수

겸이 그들의 글에서 ‘구변’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도 언

급하 지만 ‘구변’이란 이름이 들어간 최초의 저작은 허론의 ｢구변도｣ 다. 

허론은 ｢변론서｣에서 ｢구변도｣에 해 “山川・道里・城堠・據形・計利 등을 

살피려면 지도가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구변도를 만들었다.”59)고 썼

다. 가정제가 그림을 다시 보겠다고 말했던 향으로 이 ｢구변도｣는 당시 아

주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구변도｣에는 단지 ‘구변’ 지도만 그려져 있

었을 뿐, 그 설명이라 할 수 있는 허론의 ｢변론구편｣은 ‘八邊論’과 ‘총론’으

로 구성되어 있어 ‘구변’을 기록한 책이 아니었다. 실제로 ‘구변’이 모두 출

현한 책은 가정 21년(1542)에 나온 위환의 황명구변고 가 처음이었다. 

위환은 生卒 연도가 알려져 있지 않고 단지 明一統志 에 짧게 소개만 되

어 있을 뿐이다. 가정 8년(1529)에 진사 등과하여 가흥부 추관・병부 직방청

리사 주사・병부 원외랑・사천 첨사 등을 지냈다.60) 위환이 황명구변고 를 

완성한 시기인 가정 21년(1542)은 진사 등과 후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뒤 다. 황명구변고 는 내용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제에게 상주하지 

못하 고 당시는 물론 후세 사람들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 다.

황명구변고 는 跋과 敍後의 날짜로 보건  가정 21년(1542) 완성하여 가

정 23년(1544)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四庫全書存目叢書 안에서 지리류・
輿地圖籍에 속하기는 하지만, 군사 제도 및 각 변진의 건치 시기・특징이 내

용의 상당 부분을 채우고 있다. 모두 열 권으로 제1권에서는 鎭戍通考・經略

通考・番夷通考, 제2권부터 제10권까지는 九邊鎭考를 기술하 다. 각 邊鎭考

는 다시 疆域考・保障考・責任考・軍馬考・錢糧考・邊夷考・經略考로 구성되

어 있다. ‘구변’의 배치는 요동・계주・선부・ 동・삼관・유림・ 하・감

59)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九邊圖論敍｣, p.18b: “顧封疆延袤, 山川險易, 道里

迂直, 城堠踈宻, 據形審勢, 計利制勝, 非圖莫見也. 於是乎復作九邊圖.”
60) 明一統志 (文淵閣四庫全書 473) 권63,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長沙府・

人物｣ pp.41a-41b: “魏煥, 長沙衛人, 嘉靖己丑進士, 授嘉興府推官, 歴兵部員外郎, 
擢四川僉事. 貞夷簡溫, 不以才智自見, 明習當時之務 ,所在毅然身任之, 留心邉防, 
能言勝敗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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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원 순으로, 기본적으로는 진의 순서와 명칭에서 허론의 ｢변론구편｣을 

따랐지만 삼관진이 따로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황명구변고 의 특징 중 하나는 목록과 범례가 아주 세세하다는 점이다. 

위환은 황명구변고 의 범례에서 참조한 자료의 목록을 자세하게 나열하

다. 지도는 舊本을 사용하 기 때문에 근년에 신설된 변장이나 성보는 빠져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설명하 다. 실제로 황명구변고 의 지도는 많이 소

략하여 ｢구변도｣와 거의 흡사하며 圖記도 없다. 결정적으로 가정 16년(1537)

에 지어진 선부진의 이신둔보 및 가정 18년(1539)에 新築된 동 內五堡가 

없어서 최신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鎭守 沿革은 여러 會典을, 강역 

연혁은 각 변 圖志를, 錢糧은 戶部 각 司의 手本을 참고하여 기술하 다. 문

무 직관에 관해서는 병부 직방청리사 각 科의 職掌 내용을 기술하 다. 그리

고 番夷에 해서는 一統志 와 邊將이나 譯使의 말을 참조하 다. 軍馬 현

황은 가정 18・19년의 각 진 手冊을 사용하여 정리했다. 또한 가정 8년

(1529)에 저술된 桂萼의 輿圖要覽 과 허론의 ｢변론구편｣ 및 유명한 변진 

관련 奏議를 수록하 다. 趙現海는 황명구변고 가 한정된 지역을 상으로 

할 뿐더러 전술・전략이 빠지기는 하 지만, 그래도 輿地圖籍이나 地方志보

다는 武備志 같은 兵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61)

위환은 ｢진수통고｣에서 인물을 중요시한 허론의 말을 인용한 뒤를 이어서 

“진수에는 변장보다 급한 것이 없다”고 변장 수축을 강조했다.62) 위환이 설

명하는 변장 수축의 역사에는 성화 연간의 유림・ 하・고원진의 오르도스 

변장 수축까지만 나열되어 있다. 이는 가정 18년(1539) 大同五堡 신축 이전

에는 명조의 북변 방어 중심이 오르도스 지역에 있었고, 선부진・ 동진의 

변장은 상황이 아주 열악하 음을 시사한다.

황명구변고 는 참조한 자료의 종류나 수록한 내용의 방 함과 세세함, 그

리고 서술 시점의 군사적 상황에 한 정확성에서 ｢변론구편｣을 크게 넘어

61) 趙現海, ｢明代嘉隆年間長城圖籍撰繪考｣, 內蒙古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 
2010

62) 魏煥, 皇明九邊考 , 권1 ｢鎭守通考｣, p.6a: “鎭戍莫急于邊牆. 蓋胡人以畜牧爲生、
騎射爲業, 侵暴邊境, 出沒無常, 大擧深入, 動至數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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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 신 작자의 견해를 서술한 議論은 상 적으로 적고, 그 의론의 전개

는 부분이 허론의 ｢변론구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제1권의 진수통고・
경략통고・번이통고는 ｢변론구편｣의 총론을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 풀어놓

은 것이고, 각 邊鎭考 역시 ｢변론구편｣의 각 변론을 기초로 하여 설명을 부

가하고 있다. 황명구변고 는 독자적 의론이 부족하고, 일정 시점에 한 기

술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하락했다. 수록된 여러 자료와 奏議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어, ｢변론구편｣과 비교해 볼 때 만력 연간 이후 홀시

되었고, 현 의 연구자들조차 ｢변론구편｣의 아류 정도로 평가한다. 하지만 

가정 20년(1541) 명 북변 상황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료로서 황명구변고 는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융경 3년(1569)에 병부에서 출간한 구변도설 에는 완성된 ‘구

변’의 병액 및 마필수가 간결하면서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융경제가 卽位 

詔書에서 변방의 ‘邊腹沖緩’을 삼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詔를 

내리자63) 병부에서 올린 결과물이 바로 구변도설 이다. 구변도설 이 ｢변론

구편｣・ 황명구변고 와 다른 점은 사찬이 아니라 조정에서 찬집하 다는 것 

외에 지도에 문자로 보충을 한, 말 그 로 ‘圖說’이라는 점이다. 지도가 세세

하고 풍부하며 圖記가 자세하고, 특히 각 변진의 부분 지도에는 墩臺와 그 

이름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다. 구변도설 은 문자 부분이 많지 않고 각 진의 

직관・군마・전량 등 상황을 기록하기는 하 지만 황명구변고 처럼 자세하

지는 않다. 그리고 구변진의 순서를 요동・계주・선부・ 동・산서・연수・
하・고원・감숙으로 기재하고 있다. 고원진을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지리

적 배치 속에 끼워 넣었다는 것은 고원진이 더 이상 복리가 아닌 邊으로 간

주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관진이 산서진으로, 그리고 유림진이 연수진으

로 표기되었다는 것 또한 앞에 나온 두 책과 다른 점이다. 여자준이 연수진

을 유림으로 옮긴 후 유림진이라고 불렸지만 정식 명칭은 연수진이었고, 만

력 연간 이후에 나온 武備志 나 春明夢餘錄 같은 서적들도 연수진이라 

63) 明兵部 編, 九邊圖說(不分卷) , p.1752: “兵部亦以邊腹沖緩, 分爲三等, 遇該升調, 
照此施行, 欽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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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고 있다. 즉 구변진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책은 그 변진 기재 순

서나 명칭으로 볼 때 융경 3년(1569)에 나온 구변도설 인 것이다. 

이렇듯 가정 초・중기에 허론과 위환에 의해 ‘구변’이란 단어가 사용되기

는 하 지만, 이 시점에서도 명 북변의 변진은 아홉이라기에는 부족했다. 북

변 방비 강화론자들은 ‘변진’과 ‘변진’ 간의 연결・통합을 중시하여 북변을 

‘구변’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화한 듯하다.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의 제안은 북

변 여러 변진을 상으로 하 지만, 그 실천은 주로 선부진과 동진에서 이

루어졌다. 다음 절에서는 선부진과 동진이 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2. 북변 방비 강화론의 실천: 宣府鎭・大同鎭의 城堡와 邊墻 

건설

‘구변’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명세종실록 正德 16년(1521: 가정 즉위

년) 오월의 기록은 선부진과 동진 순무들의 부패에 관한 내용이다. 동몽골

이 흥성했던 가정 초에 이르면 경사 북쪽의 선부진・ 동진은 더욱 중요해

졌지만 성화 연간 이후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진의 상황은 매

우 열악했고 糧餉관리가 제 로 되지 않아 軍紀 또한 해이해져 있었다. 

허론이 그린 ｢구변도｣의 선부진도에는 아랫부분 오른쪽에 ‘황도’가 있고 

그 윗부분에는 자형관에서 거용관을 거쳐 고북구까지 이어져 경사를 보호하

는 이른바 ‘內邊墻’의 일부가 있다(<그림 4-1>). 경사의 동쪽 변진으로서 사

실상 경사와 가장 가까운 계주진도에는 황성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과 조

되어(<그림 4-2>), 이 선부진도는 선부진이  몽골 경사 방어에 있어서 얼

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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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宣府鎭圖 
(출전: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그림 4-2> 薊州鎭圖 
(출전: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또한 선부진의 중요성에 해 구변도설 의 ｢선부진도설｣은 그 첫 머리에 

이렇게 적었다. 

선부는 동쪽으로부터 서쪽 변경까지 (경계의) 길이가 천여 리로 상곡에 

웅거하여 황릉과 경사를 지킨다. 비유하자면 몸의 어깨와 등이요 집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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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다. 어깨와 등이 튼실하면 배와 심장이 편안하고 문호가 엄 하면 집 

안이 견고하니, 그 관계가 어찌 작겠는가.64)

선부진과 경사의 관계에 해 경사를 몸이나 집에, 선부진을 어깨와 등, 

그리고 문호에 비유하고 있다. 허론 또한 령・흥화・개평이 버려지고 土木

의 變 때 獨石이 부서져서 선부 지역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하 다65). “

락제가 오랑캐 본거지를 세 번 정벌할 때에 모두 개평・흥화・만전(선부)으

로 나가고 들어왔다.”66)는 말처럼 명 초 선부 지역은 북변으로 나가는 길목

에 있었지만 개평과 흥화가 버려진 뒤에는 아예 북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홍무・ 락 연간에는 전선 배후지 던 선부 지역이 土木의 變 이후

에는 몽골 쪽으로 돌출된 최전선이 되었다.

이 ‘선부’라는 이름은 홍무제가 元의 ‘宣德府’를 고쳐 칭한 것이다.67) 락 

원년(1403) 선부 지역에 총병관이 진수함으로써 선부진의 설치가 시작되었

다.68) 락 3년(1405) 鄭亨이 선부 지역에 屯堡의 修築를 건의하면서 선부총

병관이라는 칭호를 사용하 고, 부근 위소를 절제할 권력이 주어졌다.69) 그

64) 明兵部 編, 九邊圖說不分卷 , p.1874: “宣府自東徂西邊, 長一千餘里, 雄據上谷, 
藩屛陵京. 譬則身之肩背, 室之門戶也. 肩背實則腹心安, 門戶嚴則堂奧固, 其關涉豈

細細哉.”
65)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宣府｣, p.24a: “後大寧既以與虜, 興和亦廢, 而開平

失援難守, 宣德中廼徙衛於獨石, 弃地蓋三百里. 土木之變獨石八城皆破, 雖旋收復而

宣府特重矣.”
66)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宣府｣, p.24a: “太宗文皇帝, 三犁虜庭, 皆自開平興

和萬全出入.”
67) 魏煥, 皇明九邊考 , 권4 ｢宣府鎭｣, 疆域考, p.1a: “宣府古冀州之域. ‥‥‥ 元改名宣

寧, 尋爲宣德府. 淪沒于夷狄異域者蓋四百餘年. 我太祖高皇帝驅胡元而一天下, 盡徙

其民於關內, 號其地爲宣府, 置萬全都司.” 
68) 明太宗實錄 권21, 永樂 원년 유월 22일(戊辰), p.391: “命武安侯鄭亨充總兵官, 

武城侯王聦充左副總兵, 安平侯李遠充右副總兵, 率師駐宣府備禦.” 宣府鎭의 진수총

병관제도가 설치된 정확한 시기에 관해서는 관련 사료와 연구자들의 의견이 다

르다. 肖立軍은 정형이 총병관에 임명된 락 원년(1403)이라고 주장하지만 韋占

彬과 趙現海는 선부지역 軍馬의 절제권을 부여받은 락 3년(1405)이라고 주장

한다. 또한 (嘉靖)宣府鎭志 와 宣大山西三鎭圖説 은 락 7년(1409)에 선부진

수총병관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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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한편으로는 당시 선부총병관은 임시 파견 직책의 색채가 강해서 선부 

지역이 무사하면 북경으로 귀환하는 일이 부분이었다.70) 게다가 락 연간

에 선부 지역은 北征의 군사 집결지여서 선부진의 장령은 락제의 잦은 북

정을 수행해야 하 다. 정형도 선부총병관인 채로 개평비어가 되었다가71) 

락제의 북정에도 참여하 다.72) 또한 경사의 안전보장을 위해 趙王이 선부총

병관을 調遣하기도 하 다.73) 이는 선부진이 락제의 북정체제 안에 포함되

어 북정의 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군진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동시에 

락 연간에 선부총병관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락제의 북정이 끝나고 선덕 연간 이후부터 선부총병관은 고정화된 것으로 

보이며, 성화 10년(1474) 군진전담 순무도어사가 부임하면서 선부진의 설치

가 완료되었다.

선부진이 북쪽에서 황도와 황릉을 감싸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형이 남북

으로 길고74) 험해75) 北虜가 질러 내려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지키기는 쉽다

고 하 다. 명 북변의 다른 변진과 마찬가지로 선부진은 그 지역을 東路・西

69) 明太宗實錄 권37, 永樂 2년 십이월 3일(庚午), p.631: “宣府總兵官武安侯鄭亨等

奏, 修築宣府諸處屯堡成.”; 권48, 永樂 3년 십일월 9일(辛丑), p.732: “勑武安侯鄭

亨, 統率北京步騎三千, 并永平立功官軍, 於{宣}府操備, 節制宣府萬全懷安隆慶興和

諸衛.”
70) 明太宗實錄 권39, 永樂 3년 이월 1일(丁卯朔), p.649: “召宣府總兵官武安侯鄭

{亨}, 還京.”; 권132, 永樂 10년 9월 6일(戊子), p.1623: “勅宣府總兵官武安侯鄭亨

曰, 將士久勞于外, 今秋穀已收, 邊備亦具, 可率師還京.” 
71) 明太宗實錄 , 권94, 永樂 7년 칠월 20일(庚寅), p.1249: “命武安侯鄭亨, 往開平備禦.” 
72) 明太宗實錄 , 권102, 永樂 8년 삼월 1일(丁卯朔), p.1323: “命清遠侯王友督中軍, 

安遠伯柳升副之. 寧遠侯何福督左哨, 武安侯鄭亨督右哨. 寧陽侯陳懋督左掖, 都督曹

得都指揮胡原副之. 廣恩伯劉才督右掖, 都督馬榮朱榮副之.”
73) 明太宗實錄 , 권101, 永樂 8년 이월 27일(甲子), p.1322: “英國公張輔等, 至自交

阯入見, 命輔提督操練宣府萬全興和等處軍馬, 整治城池屯堡烟墩, 仍聽趙王調遣.”
74) 魏煥, 皇明九邊考 , 권4 ｢宣府鎭｣, pp.1a-1b: “其地東據黑山, 南距紫荊關, 西據積

兒嶺, 北據西高山, 東南距居庸關, 西南盡順聖川, 西北跨德勝口距野狐嶺, 東北據獨

石. 廣四百七十里, 袤八百六十五里.”  
75)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宣府｣, pp.24a-24b: “宣府山川糾紛, 地險而狹, 分

屯建將倍於他鎭, 是以氣勢完固, 號稱易守. 然去京師不四百里, 鎖鑰所寄要害可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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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南路・北路・中路로 나누어 ‘宣鎭五路’라고 칭하 다. 각 路에는 分守參

將이 주둔했고 병액 상황이 路 별로 관리되었다. 구변도설 과 宣大山西三

鎭圖說 의 分圖는 路로 나누어져 있고, 실록이나 여타 자료의 성보 및 변장 

新・修築 내용 또한 五路 구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연혁과 지형의 선부진은 가정 초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점을 

병액 상황 즉 양적인 면과 軍紀 즉 질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 20

년(1541) 선부진의 병액은 자형관 근처의 여러 關의 병액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아래 <표 4>와 같다.

原額兵 實額兵 事故 軍馬匹
本城原有常操馬步並新增召募官軍 16,445 16,425 20
西路分守左參將所屬萬全右衛等一十二城堡 

馬步並召募官軍
13,761 13,545 216

北路分守左參將所屬獨石等八城堡 常操馬步

官軍
12,897 10,968 1,929

東路分守右參將所屬永寧等六城堡 常操馬步

官軍
6,025 5,612 413

南路分守右參將所屬順聖川等五城堡 常操馬

步官軍、舍餘、土兵、壯勇
4,805 4,444 361

中路分守左參將所屬葛峪等七堡 常操馬步並
新增召募官軍

4,127 3,913 214

本鎭原額馬 45,543匹
  계 58,062 實額54,909  事故3,153 45,543匹

紫荊並隘口馬步官軍、舍餘

  ① + ②  

5,88676)

(5,906)

見操馬步

官軍

3,015

下班休息並
農種官軍、

舍餘 2,871
     騎操並馱槍馬 492匹

 本關馬步官軍、舍餘  ① 3,663
見操馬步官

軍 1,366

下班休息並
農種官軍、

舍餘 2,277
   騎操並馱槍 412匹

<표 4> 가정 20년(1541) 선부진의 병액 상황
(단위: 명)



- 37 -

군사들의 배치는 선부 西路와 北路에 많고 상 적으로 東路에는 배치된 

군사가 적다. 또한 보통 하나의 성보에 군사 천명이 평균적으로 배치되어 있

는 것과 달리 北路에는 여덟 성보에 12,897명이나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路

에 비해 事故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선부 北路가 다른 路와 비

교하여 중요하 지만 군병들의 복무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부진수총병관의 절제를 받던 紫荊關・浮圖峪・倒馬關・龍

76) 황명구변고 의 합계 숫자가 맞지 않다. 정확한 합계는 (5,906)이다.
77) 황명구변고 의 합계 숫자가 맞지 않다. 정확한 합계는 (12,541)이다.

 各隘口馬步官軍      ② 2,243
見操官軍 

1,649

下班休息官

軍 594
   騎操並馱槍馬 80匹

浮圖峪口官軍         ③ 822
見班官軍 

516

下班休息官

軍 306
   騎操並馱槍馬 80匹

倒馬關原守關隘口官軍、舍餘民壯、弓兵  

④ + ⑤ + ⑥ 
5,813

常守官軍舍

餘弓兵 

2,557

備冬官餘 

1,959

備冬六個月

民壯 1,297
    備禦騎操馬 130匹

 本關官餘軍舍弓兵 ④ 2,208

常守官軍舍

餘弓兵 

1,091

備冬守操舍

餘 1,117

 龍泉關馬步官軍餘丁民壯 ⑤ 1,200

常守馬步官

軍餘丁 

224

備冬官餘 

841

備冬民壯 

1385

 各隘口馬步官軍民壯弓兵 ⑥ 2,405
常守馬步官

軍 1,145

備冬民壯 

1,240

弓兵 120
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12,52177)

(12,541)
근거: 皇明九邊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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泉關 등 경사 북서쪽 여러 關의 병액은 선부진 총병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정 20년(1541) 시점의 선부진 실제 병액은 선부진의 병액 5만 8

천여 명과 경사 서북쪽 여러 관의 병액 1만 2천여 명을 합쳐 7만 명이 넘는

다. 

이제 군사들의 질적인 면을 보자. ｢변론구편｣에 의하면 “선부진의 군사는 

용감히 싸운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다78)”고 한다. 그러나 가정 연간에 들어 

선부진 군사들이 몽골의 소규모 부 를 만나도 패퇴하는 사건이 빈발하

다.79) 또한 糧餉 문제가 아주 문란해서 모든 변방에서 항상 군량이 부족하

으며 선부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양수겸이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홍치 연간에는 선부 각 성의 곡식과 건

초의 양이 많으면 육칠년 치에 이르고 적어도 삼사년 (치) 아래로는 내려

가지 않았다. 지금은 수개월 치뿐이다. 곡물창고에는 남아있는 것이 기와와 

자갈이고 場地는 풀만 무성하거나 세가에 빌려주어 업으로 삼게 하니 (韓

愈가 ｢平淮西碑｣에서 말한) 배부른 노래와 말이 뛰노는 기세는 어디에서 

얻어 다시 볼 것인가?”80)

가정 초의 변진 양향 문제에 해 허론이 양수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78)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宣府｣, p.25a: “宣府軍士素稱敢戰矣.”
79)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宣府｣, p.25a: “近年參將都勳出邊燒荒, 遇虜二十

騎而潰, 關山王經前後陷沒, 此猶可諉也.”; 韓邦奇, 苑洛集 (文淵閣四庫全書 1269) 
권13, ｢怯懦將官燒荒遇敵奔敗事｣, p.15a: “朱彬等當先都勲等人馬繼後, 各責令夜不

收四散燃火, 至地名大莊窩, 被南山溝内潜伏北敵, 約有二十餘騎, 乘隙風煙, 前敵突

出拍馬喊呌衝來, 各官軍并參將都勲, 帶領有馬官軍, 往東混亂跑走遺下, 步軍被敵邀

追射破 ‥‥‥ 嘉靖十二年十月初二日”; 明世宗實錄 권45, 嘉靖 3년 십일월 4일(甲
子), p.1156:  “兵科都給事中鄭自{璧}等言, 宣府西路守備王經以失事, 奉旨謫戍旋

復聽其飾詞奏辨, 既釋其罪, 又復其官, 而擢用之此, 必有左右爲之先容者.”; 권74, 
嘉靖 6년 삼월 3일(庚辰), p.1655: “虜復寇宣府, 入大白陽堡, 參將關山戰死,  所部

卒殺傷殆盡.”
80)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宣府｣, pp.25a-25b. “守謙曰, ‘嘗聞弘治中, 宣府各

城粟茭之積, 多至有六七年者, 少亦不下三四年. 今則止數月耳. 倉厫僅存瓦礫, 場地

鞠爲茂草, 或勢家佃以爲業, 然則飽歌騰槽之勢, 安得而復見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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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 의하면 가정 초에는 양향의 비축량이 홍치 연간에 비해 적게는 

1할 이하까지 떨어져 있었다. 

선부진과 동진은 경사에서 보면 같이 “북문” 역할을 하 기 때문에 土

木의 變 직후인 景泰 2년(1451) 두 진을 총괄하는 總理를 파견하 다.81) 이

는 토목보가 선부진 지역에 속해 있어서 선부와 동 지역의 방어를 함께 

강화하고 兩鎭 방어를 일체화하기 위한 조치 다. 그러나 처음 설치되었을 

때의 선부・ 동총리 혹은 총독은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 파견된 것

이어서 그 職掌이나 관할 구역이 계속 변화했다. 선 총독은 선부・ 동진으

로 몽골의 침입이 잦았던 성화 15년(1479)・성화 20년(1584)에 설치되었고, 

홍치・정덕 연간에는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었다. 성화 21년(1485)에 

당시 선부・ 동총독이었던 余子俊이 돈 의 증설 및 수리를 요청하 지만 

탄핵당하여 해임되었던 탓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 다.82) 가정 연간에 들어

와서도 여러 번 임명되기는 하 으나, 부분 그 재임기간이 짧았고 해직된 

이후에는 후임을 세우지 않았다. 경술의 변 직전인 가정 29년(1550) 윤유월

에 蘇祐가 잠시 총독을 맡은 이후부터 명 말까지 끊이지 않고 유지되었다.83) 

동진은 선부진과 인접해 있어서 같이 선 총독의 절제를 받았지만, 진의 

설치 시기만 제외하면 그 정황은 선부진과 판이하게 달랐다. 동진에 처음

으로 총병관이 진수한 때는 락 12년(1414)이었다.84) 그리고 선부진과 마찬

81) 明史 권71, ｢志｣ 49, ｢職官志｣ 2, pp.1773-1774: “景泰二年, 宣府、大同各設巡

撫, 遣尚書石璞總理軍務.”; 明英宗實錄 권203, 廢帝郕戾王附錄 21, 景泰 2년 

사월 27일(乙未), P.4352: “勑工部尚書石璞, 提督軍務先往宣府.”
82) 魏煥, 皇明九邊考 , 4권 ｢宣府鎭｣, p.3a: “成化二十一年, 總督都御史余子俊親自踏

勘, 過宣府小邊, 東西長七百三十三里, 該用墩三百五十八座, 擺合要害. 見有墩八十

九座, 該修墩二百六十九座.’; 明史 , 권178, ｢列傳｣ 66 ｢余子俊｣, pp.4738-4739: 
”初, 子俊巡歷宣大, 請以延綏邊牆法行之兩鎭, 因歲歉而止. 比復出, 銳欲行西抵黃

河, 延袤千三百餘里, 舊有墩百七十, 應增築四百四十, 墩高廣皆三丈, 計役夫八萬六

千, 數月可成. 詔明年四月即工. 然是時, 歲比不登, 公私耗敝, 驟興大役, 上下難之. 
子俊又欲責成於邊臣, 而己不親其事, 謗議由是起. 至冬, 疏請還京. 帝入蜚語, 命改

左都御史, 巡撫大同. 中官韋敬讒子俊假修邊多侵耗, 又劾子俊私恩怨, 易將帥.”
83) 馬靜茹, ｢明代宣大總督硏究｣, 中央民族大學 박사학위논문, 2003, pp.39-48
84)  明太宗實錄 卷156, 永樂 12년 윤구월 27일(丁卯), p.1796: “命都督朱榮充總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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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성화 10년(1474)에 순무도어사가 부임하 다. 

동은 옛날 운중 땅으로 강물이 있고 평평하여 오랑캐의 큰 침입이 많

았다. 서부는 平虜・威遠, 中部는 右衛・水口 등 지역으로 모두 요해라 칭

하며 개 오랑캐가 남쪽으로 朔州・應州 여러 성을 침범할 때 반드시 엿

보는 길이다. 동부는 天城・陽和로 오랑캐가 순성천 여러 곳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다. 平虜는 서쪽으로 老營堡를 연결하고 있고 편두관과 가까워 오랑

캐가 오르도스를 나와 그 경계를 통과한다. 그러므로 동은 지키기 어렵

다고 칭한다.85) 

지형이 험한 선부진과 달리 위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진은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이 몽골이 內地를 침범하는 주 통로

로 이용되었다. 특히 정덕 연간부터 동진 지역으로의 규모 침구가 잦았

기 때문에, 가정 초에 이르면 大同鎭城 앞에는 변장은 물론 성보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尹阱의 ｢大同平叛志｣는 張文錦의 입을 빌려 가정 3년(1524) 

동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오랑캐가 곧장 鎭城에 다다르나 烽堠는 없다. 봉후가 없으니 둔전과 수

자리가 드물다. 돈 의 병졸은 공격하다가 포위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몽골

의) 침입을 숨긴다. 저 진성 바로 아래가 전장이니 어떻게 무위를 보일 

것이며, 오랑캐가 한가하게 왕래하니 어떻게 耕牧할 것인가? 또한 선부진

과 동진은 같이 중요한 鎭이다. 오랑캐가 선부진을 범할 때, 이삼일이 지

나지 않거나 여러 번 전투를 하지 않고서는 城下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葛

官, 鎭守大同, 節制山西都司行都司, 備禦軍馬.” 兩鎭三關志 와 (嘉靖)山西通志

등의 지방지는 永樂 7년(1409)에 大同總兵官을 설치하고 鎭을 칭하 다고 기재

하 다. 肖立軍・田村實造는 락 7년 설을, 范中義・韋占彬・趙賢海는 락 12
년 설을 지지하고 있다.

85)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大同｣, p.27a: “大同古雲中地, 川原平衍, 故多大擧

之寇. 西則平虜威遠, 中則右衛水口等處, 皆稱要害. 蓋虜南犯朔應諸城, 必窺之路也. 
東則天城陽和, 爲虜入順聖諸處之衝, 而平虜西連老營堡, 與偏頭關近虜繞出套便涉其

境, 故大同稱難守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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峪堡나 白陽堡를 그 바깥울타리로 삼았기 때문이다. 동진만 어찌 홀로 

(이러한 바깥울타리가) 없는가?86) 

이 시기 동진성은 이렇듯 돈 도 성보도 없이 홀로 서서 몽골을 막고 

있었다. <표 5>는 가정 13년(1534) 시점의 선부진과 동진의 성보 보유 현

황이다. 선부진이나 동진 둘 다 홍무・ 락 연간에 부분의 성이 세워진 

것은 같다. 그러나 가정 13년(1534) 현재 선부진은 堡가 많지만, 동진에는 

가정 17년(1538)에 성으로 승격한 고산・취락보 둘만 있을 뿐이었다. 기록에 

86) 尹阱 ｢大同平叛志｣,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1,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6, p.285: “虜直抵城, 烽喉失也. 失烽猴, 以鮮屯戍, 墩卒懼攻圍, 匿警也. 夫鎭城

下即戰場, 何以示武, 虜悠忽往來, 何以耕牧. 且宣大鹹鎭也. 虜犯宣, 不數日不屢戰, 
不能至城下, 以葛峪、白陽諸堡爲之外蔽. 大同何以獨否.”

宣府鎭 大同鎭
城堡 명칭 건설시기 城堡 명칭 건설시기
宣府鎭城,萬全右衛城,萬全左衛城,懷

安城,蔚州城,廣昌城,懷來城

牧馬堡,良田屯堡,東八里堡,西八里堡,

麻峪口堡

洪武

大同鎭城,渾源城,廣靈城,蔚

州城,廣昌城,陽和城,天城城,

朔州城,應州城,懷仁城,馬邑

城

洪武

長安嶺城,寧遠城,延慶州城,保安舊城

土木驛,雞鳴驛堡,寧遠站堡
永樂 山陰城, 左衛城, 右衛城 永樂

獨石城,龍門所城,龍門城,

張家口堡,新開口堡,新河口堡,洗馬林

堡,馬營堡,鵃鶚堡,葛峪堡,常峪口堡,

靑邊堡

宣德

順聖川東・西城,保安新城,

紫溝堡,西陽河堡,靑泉堡,四海冶堡,

沙城堡,楡林堡

正 統 ・ 景

泰・天順
威遠城, 靈丘城

正 統 ・ 景

泰・天順

膳房堡,金家莊堡,羊房堡 成化 平虜城, 井坪城 成化
滴水崖堡,渡口堡,牧馬堡 弘治 聚落堡(가정 17, 城 승격) 弘治
深井堡,黑石嶺堡 正德 高山堡(가정 17, 城 승격) 弘治
근거: 宣大山西三鎭圖說

<표 5> 가정 13년(1534) 선부진・ 동진의 城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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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정통 연간부터 성화 연간까지 동진에도 선부진처럼 많은 堡를 지

었다고 하 다.87) 그러나 위 장문금의 탄식처럼 가정 초에는 많았던 堡들이 

모두 부서져서 하나도 없고 변장 또한 거의 무너져 있었다. 

동진의 변장은 원래 안쪽과 바깥쪽에 두 개가 있었다. 바깥쪽의 변장을 

大邊 또는 外邊이라 하고 안쪽의 변장을 小邊 또는 內邊이라고 불러왔다

(<그림 5> 참조).88) 明孝宗實錄 에 의하면 大邊은 선부진에서 편두관까지의 

명・몽 경계이고, 小邊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弘賜堡에서 동우위성까지로 

동진성을 보호하기 위한 변장으로 추측된다.89) 명효종실록 홍치 10년

(1497) 십이월 6일 계유 條의 내용으로 볼 때, 小邊이 완성된 때는 성화 말 

홍치 초이고, 大邊이 완성된 때는 홍치 연간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정 초

에 이르면 “많은 변란 이래 大邊은 이미 잃고 두 변장의 안쪽은 버려져서 

오랑캐 추장의 땅이 되어90)” 있었다. 이러한 동진을 복구하기 위해 張文錦

이 제안하여 동진성 앞에 水口・宣寧・黑山・柳溝・樺溝 등 五堡를 짓기 

시작하 다.91) 그러나 오보 新築에 한 불만으로 가정 3년(1524) 제1차 大

同兵變이 발발하 고 오보는 짓다 만 채로 방치되었다.

87) 尚珩,  ｢明大同鎭長城防禦體系研究｣. 山西大學석사학위논문, 2010, pp.42-84
88) 明孝宗實錄 권132,　弘治 10년 십이월 6일(癸酉), pp.2329-2330: “經畧邊務兵部

左侍郎李介奏, 大同屏蔽京師, 逼臨虜境, 川原夷曠, 戎馬易於馳突, 所賴以捍禦者, 
惟在邊墻. 往時外有大邊, 內有小邊, 設險嚴密, 易爲保障, 歲久頹圮, 守臣不能修復. 
弘治三年, 止修小邊, 大邊未及用力. 大邊東自宣府界, 西至偏頭關, 其間舊墻堅固, 
尚堪防禦者百五十餘里. 今欲補葺者半之, 改築者倍之, 并欲斬崖挑壕增墩益堡, 大約

不過五百餘里.” 
89) 尚珩, ｢明大同鎮長城防禦體系研究｣, 山西大學碩士學位論文, 2010, pp.71-83
90)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大同｣ p.27a. “自多故以來大邊已失 二邊之內棄爲

王庭.”
91) 明世宗實錄 권31, 嘉靖 2년 구월 8일(乙亥), pp.816-817: “廵撫大同贊理軍務都

御史張文錦, 陳二事一言 ‥‥‥ 一言, 前御史張欽奏, 復水口宣寧黑山三堡, 臣復議, 
於三堡外, 東添柳溝堡, 於{陽}和界, 西添樺溝堡 ‥‥‥ 兵部覆議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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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嘉靖13년(1534) 동진의 大邊과 小邊
(출전: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大同鎭圖)

예전부터 오랫동안 유목민과 농경민이 부딪치던 지역92)이었던 만큼 가정 

초에도 동진에는 몽골의 침입이 빈번하 지만 몽골과의 교역도 성행하

다. 허론은 동진에 해 “돈 의 군사는 교만하고 나태하여 경보가 명확

하지 않다. 오랑캐와 물건을 거래하는 데까지 이르니 (몽골이) 들어오면 나

중에 보고한다.93)”고 썼다. 심지어 가정 12년(1533)에 일어난 제2차 大同兵

變에서는 몽골군을 동진성 안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하 다.94) 하지만 양수

겸의 말처럼 동진은 경사의 관문인 자형관으로 오는 길목이어서95) 경사 

92)  楊時寧, 宣大山西三鎭圖説 , 권2, ｢大同鎭總圖說｣, p.2a: “自昔華夷互爭之區, 而
在我朝爲京師陵寢右翼, 尤稱要害, 迄今遂爲雄鎭焉”

93)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大同｣ p.27a. “墩軍驕惰, 警報不明. 至有與虜通貨, 
入而後報者. 他可知矣.”

94)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硏究 , 京都, 同朋舍, 1980, pp.216-261. 大同 지역은 漢代

부터 유목민과 농경민의 접점이어서 일찍이 정치적・군사적・상업적 도시로 번

하 다. 萩原淳平은 이러한 전통이 兩次 大同兵變의 원인과 과정의 기저에 깔

려 있으며, 仇鸞의 알탄 칸과의 내통 또한 바로 이런 전통의 일부분이라고 보았

다.
95) 劉效祖, 四鎭三關志 (明萬曆四年刻本, 四庫禁燬書叢刊 史部10), 北京: 北京出版

社, 2000. ｢楊恪愍公守謙紫荊考略｣ p.316b: “若其由大同越紫荆直五百里,　雖神京亦

不過七八百里, 以此較彼, 其利害豈不相萬萬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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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에 있어서는 선부진 만큼이나 중요한 군진이었다. 그런데도 동 內五堡

를 신축하는 가정 18년(1539)까지 동진성 앞에는 堡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군기가 극도로 해이해진 동진의 병액 상황은 어떠하 을까. 위환

은 동진의 병액 상황에 해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이 시기 동진에는 堡는 없고 성 밖에 없었기 때문인지 총 병액과 

각 성의 군사수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 본 진성의 병액조차 기록하지 않았

다. 그리고 <표 5>의 선부진의 병액 상황과 달리 각 路의 병액 표시가 없다. 

관리가 제 로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현황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아, 병부

에 기록된 내용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北路 분수참장은 가

정 18년(1539)에 신축된 內五堡 중 하나인 홍사보에 주차하고 있었다. 이 점

만으로도 내오보를 신축할 때까지 동 北路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原額兵 實額兵 事故兵 軍馬匹

馬隊官軍、舍餘、土兵 47,671

實有 42,003

  常操官軍 40,150

  冬操夏種舍餘土兵 1,853
 5,668

步隊官軍、舍餘、土兵、

壯勇
12,235

實有 9,606

  常操官軍 8,609

  冬操夏種舍餘土兵壯勇 997
 2,629

本鎭原額馬 46,944匹

                계 59,909

實額 51,609

  常操官軍 48,759

  冬操夏種官軍2,850
 8,297

天城城守備 部下官軍 4,603
陽和城守備 部下官軍 4,509 *東路 分守參將 駐箚
廣靈城守備 部下官軍 400
渾源城守備 部下官軍 581
靈立城守備 部下官軍 400
應州城守備 部下官軍 966
懷仁城守備 部下官軍 638

<표 6> 가정 20년(1541) 동진의 병액 상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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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선부진의 중요성과 함께 선부・ 동진의 가정 초 상황을 양과 질 면

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두 진의 상황에 한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의 제안

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 피폐함이 극에 달한 동진의 경우에는 물

리적 방어 시설의 건설을 강력하게 제안하지만 선부진의 경우에는 군사 배

치를 더 중시하 다. 

만약 ‘長峪城・鎭邊城의 募軍을 보충하여 부도욕・삽전령의 防守를 두텁

게 하고, 무산위에 京操班軍을 두어 자형관을 보태준다. 李信屯 교계지역에 

보를 지어 兩鎭(선부진・ 동진)을 공고히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어찌 

그만 둘 수 있는 일이겠는가?96)

허론은 우선 京軍의 배치를 옮겨 자형관 주변을 강화하라고 제안하 다. 

長峪城과 鎭邊城은 선부진의 남쪽 居庸關 서쪽에 나란히 있는 성보이다. 부

도욕과 삽전령은 보정부 소속 광창소  관할 요새로 부평에서 자형관 사이 

‘내변장’의 邊塞이다. 무산위는 보정부 령도사 소속으로 자형관과 가깝다. 

위 인용문에서 허론은 거용관에 비해 상 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자형관의 

보강를 주장하고 있다. 몽골이 삼관진 쪽으로 들어오거나 동진과 선부진 

96)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宣府｣, pp.24b-25a. “若曰, ‘補長峪城鎭邊城之募

軍, 重浮圖峪插箭嶺之防守, 留茂山衛京操之士, 以益紫荊. 築李信屯交界之堡, 以固

兩鎭’, 此豈容已乎?”

山陰城守備 部下官軍 302
左衛城守備 部下官軍 5,192
右衛城守備 部下官軍 6,302 *中路 分守參將 駐箚
威遠城守備 部下官軍 2,023
平虜城守備 部下官軍 2,476 *西路 分守參將 駐箚
井坪城守備 部下官軍 1,754
朔州城守備 部下官軍 3,471
馬邑城守備 部下官軍 286

33,903
(本鎭城) (26,005)

*弘賜堡: 北路 分守參將 駐箚
근거: 皇明九邊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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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지역이 무너지면 자형관이 경사의 최후 방어선이 된다. 그 실례로 선부

진의 만전・회안을 거쳐 자형관 바로 위인 울주까지 들어왔던 정덕 9년

(1514)의 침입97)과 산서 석령관을 통해 태원・평정・수양・맹현을 거쳐 자형

관을 넘어 정형・진정까지 들어왔던 가정 20년(1541) 팔월의 침입98)을 들 

수 있다. 翁萬達99) 또한 동 북로와 선부 서로를 연결하는 변장을 건설하

는 이유 중 하나가 자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 다. 자형관을 보강

하자는 이 제안은 경술의 변을 겪은 후 가정 30년(1551)에야 보정진이 설치

되면서 실현되었다.100) 다음으로 이신둔 지역을 보강하라고 제안했다. 이신

둔은 동진 동북쪽 끝과 선부진을 잇는 교계 지역이었다. 가정 16년(1537)

에 한방기 또한 이신둔 지역의 중요성에 해 동을 통해 선부로 들어오는 

침입로101)라고 표현하 다. 이신둔보의 신축은 동진의 고산・취락보의 수

축과 함께 동진 시설 복구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

진성 앞에 변장도 성보도 없고 군기 역시 해이해질 로 해이해진 동진

에 해, 가정 13년(1534) 허론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지리로 말하자면 議者가 말하기를 “오보는 결단코 복원하지 않으면 안된

다. 고산・취락의 수자리는 마땅히 증설하여야 한다.”라고 하 다. 人事로 

97) 松本隆晴, 明代北邊防衛體制 硏究 , 汲古書院, 2001, p.236
98) 松本隆晴, 明代北邊防衛體制 硏究 , 汲古書院, 2001. p.243
99) 翁萬達(1498~1552)은 廣東 潮州사람이다. 가정 5년(1526)에 진사 등과하여 광

서・절강・사천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가정 23년(1544)에 선 총독으로 임명되었

다. 가정 24년(1545)에 몽골 수만 기를 물리치는 戰功을 두 번이나 세웠고, 동 

지역의 宗室이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 몽골과 결탁하려 했던 謀反사건을 적발

하 다. 이 후 옹만달의 북변에 한 奏疏는 부분 받아들여졌고, 동진의 강

화 및 변장 修築공사가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松本隆晴, 明代北邊防

衛體制 硏究 , 汲古書院, 2001, pp.178-181)  
100) 茅元儀, 武備志 , 明天啓刻本, 續修四庫全書 965 , 上海古籍出版社, 1990, 

p.696
101) 韓邦奇, 苑洛集 (文淵閣四庫全書 1269),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13권, 

p.31b: “李信屯地方, 係兩鎭交界之衝, 兩山俱盡之所, 實敵人由大同地方入侵宣府咽

喉之地. 若於本屯地方, 設堡立墩斬崖築牆屯兵戍守, 則敵人必不敢長驅而下以侵西南

二路地方, 而意外隱憂亦可爲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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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기강을 바르게 하고 법령을 밝히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 저 오보를 수리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이점이 있다. 藩屛으

로 밖이 공고해져서 내지가 안정을 얻는 것이 첫째요. 옥토와 무성한 밭의 

그득함이 기 되는 것이 둘째요. 二邊이 드디어 회복되면 선・녕 등 현의 

버려졌던 땅 역시 점차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셋째이다. 장문금이 실

수해서 변란에 이르 다고 後人이 목메는 것을 그치기 위해 먹는 것을 그

만두는 것이 가한가? 高山・聚落 두 보는 략 진성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

에 있어 실제 동서 몽골의 침입로가 된다. 군사를 모집하여 나누어 주둔시

키면 按伏하는 비용이 절약되고 기각지세가 형성되어 의논을 허용하지 않

을 것이다.102)

시설에 해서는 오보의 신축과 高山・聚落堡의 修築을, 인사에 해서는 

법령을 밝혀 기강을 세우라고 제안했다. 

성보 신・수축에 한 제안은 모두 실현되었다. 가정 14년(1535) 고산보가 

수축되었고103) 가정 17년(1538) 취락보와 함께 성으로 승격했다.104) 가정 16

년(1537)에는 동진과 선부진의 교계 지역인 이신둔에 보를 신축하 다.105) 

가정 18년(1539) 동진성 앞 60리 안쪽에 鎭河・鎭虜・弘賜・鎭川・鎭邊 

등 다섯 개의 보가 신축되었다.106) 가정 21・22년(1542・1543)에는 그 서쪽

으로 이어서 동우위성과 연결하여 네 개의 堡를 신축하 다. 이 때 小邊 

102)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大同｣, pp.27a-27b: “以地利言, 則議者曰, ‘五堡

決不可不復, 高山聚落之戍是宜當增.’ 以人事言, 則正紀綱明法令, 今第一義也. ‥‥‥ 
夫修五堡有三利焉. 藩屛外固, 內地獲安, 一也. 沃土茂田富庻可期, 二也. 二邊旣復, 
宣寧等縣棄地亦可漸理, 三也. 文錦失處而致變, 後人懲噎而廢食, 可乎? 高山聚落二

堡, 蓋在鎭城兩腋間, 實爲東西虜衝, 募軍分駐, 則按伏之費省, 犄角之勢成, 無容議

矣.”
103) 楊時寧, 宣大山西三鎭圖説 (明萬曆刻本, 續修四庫全書 739), 上海: 上海古籍出版

社, 1990, 권2, p.195
104) 王士琦, 三雲籌俎考 (明萬曆刻本, 續修四庫全書 739),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권4, p.107
105) 楊時寧, 宣大山西三鎭圖説 (明萬曆刻本, 續修四庫全書 739), 上海古籍出版社, 

1990, 권1, p.129
106) 楊時寧, 宣大山西三鎭圖説 (明萬曆刻本, 續修四庫全書 739), 上海古籍出版社, 

1990, 권1, pp.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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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에 신축된 五堡는 가정 24년(1545) 大邊과 小邊 사이에 세워진 다른 오

보와 구별하여 內五堡라고 불 다. 

성보의 신축과 더불어 동진 변장의 복구를 위한 제안 역시 구체적이었

다.  

오보는 그 로여서 이로 인해 몽골의 內侵은 그냥 지나가는 해가 없었

다. 18년 總督尚書 毛伯溫이 오보의 復築을 奏하여, 동진의 군민이 이사

하기를 원하면 허락하니 사람들 모두 기꺼이 따라 오보가 완성되었다. 堡 

바깥의 참호는 모두 새롭게 하니 몽골은 감히 가까이 오지 않았다. 단지 

사람이 드물고 축적한 양곡이 없을 뿐이다. 만약 (양곡을) 끌어들여 충분히 

축적할 수 있고 內邊을 공고히 하고 外邊이 점차 완성되면, 동진은 근심

이 없을 것이다.107)

위환은 이렇게 동진 兩邊의 修築을 촉구하고 있다. 

이 변장 수축은 주로 옹만달에 의해 실현되었다. 옹만달은 가정 23년

(1544) 십이월에 선 총독으로 부임하여 가정 28년(1549) 시월 父喪으로 귀

향할 때까지 선부진과 동진에 성보를 신축하고 변장을 수리하 다. 가정 

23년(1544)에 大同右衛城 북쪽에 세 개의 보를, 24년(1545)에는 外五堡를 小

邊 바깥에 신축하 다. 가정 25년(1546)에는 자형관을 위해 동동로와 선부

서로에 변장을 쌓고108) 내오보 동쪽에 이어서 네 개의 堡를 신축하 다, 또

한 선부진의 이신둔보와 연결하여 大邊의 안쪽에 新平・平遠・保平 등 세 

개의 堡를 신축하고 이들을 총괄하는 신평로를 신설하 다.109) 이는 자형관

107) 魏煥, 皇明九邊考 권5, ｢大同鎭｣, p.11b: “五堡遂已, 由是虜寇內侵無虛歲. 十八

年, 總督尚書毛伯溫議復築五堡, 令本邊軍民欲徙者聽, 人皆樂從而五堡成. 堡外牆塹

一新, 虜不敢近. 但人稀無積粮耳. 苟能招徠充積, 使內邊固, 外邊以漸而成, 大同無

憂矣.” 
108) 明世宗實錄 권308, 嘉靖 25년 이월 2일(己丑), p.5800 : “總督宣大山西侍郎翁

萬達奏, 大同東路, 自陽{河}口暗門起, 至宣府李信屯堡紅山臺邊界, 止延長一百三十

餘里中, 有鉄裏門鵓鴿峪瓦窰口等處, 悉通賊要路, 未有墻塹, 擬于山南二三里, 許添

築邊墻一道, 濬濠建堡, 增設墩哨, 使宣大聲勢聯絡, 且可以南護紫荊.”
109) 楊時寧, 宣大山西三鎭圖説 (明萬曆刻本, 續修四庫全書 739), 上海: 上海古籍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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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부진과 동진의 교계 지역을 확충해야 하며 이신

둔이 중요하다는 허론의 제안과 한방기의 의견, 그리고 동진의 兩邊을 수

축해야 한다는 위환의 제안이 그 로 실행된 것이다. 

아래의 <표 7>과 <그림 6>은 가정 14년(1535)부터 29년(1550)사이 동진

에 신・수축된 성보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부터 ⓘ까지가 위 기간의 전

반부에 신축된 보로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동진성 앞에 배치되어 

있다. 이와는 조적으로 후반부에 옹만달이 신축한 보들(① ~ ⑰)은 부분

이 동진의 大邊과 小邊 사이에 있다. 먼저 동진성을 보호하기 위한 堡를 

지은 후, 그 바깥에 또 堡들을 세운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동진에는 고산

성의 수축과 함께 내오보를 포함하여 모두 31개의 堡가 신축되었고 그 중 

동진성 북쪽, 즉 동 북로에 세워진 堡는 26개나 된다.

城堡 명칭 설치 시기 통합명칭 위치 관련 인물
高山城(修築) 가정 14
ⓐ鎭河堡 ⓑ鎭虜堡 ⓒ弘賜堡 

ⓓ鎭川堡 ⓔ鎭邊堡
가정 18 內五堡 北路

총독 毛伯温,

순무 史道
王家莊堡 가정 19  腹裏
ⓕ寧虜堡 ⓖ威虜堡 가정 21 北路
ⓗ滅虜堡 ⓘ破虜堡 가정 22 北路
滅胡堡 가정 23  腹裏
迎恩堡 敗胡堡 阻胡堡 가정 23 西路
①殺胡堡 ②殘胡堡 ③破胡堡 가정 23 北路 총독 옹만달
④保安堡  ⑤阞馬堡 ⑥拒墻堡 

⑦拒門堡 ⑧鎭羗堡
가정 24 外五堡 北路 총독 옹만달

⑨靖虜堡 ⑩守口堡 ⑪鎭門堡 

⑫鎭口堡 ⑬馬堡
가정 25 北路 총독 옹만달

⑭新平堡 ⑮平遠堡 ⑯保平堡 

(宣府 李信屯堡와 연결)
가정 25 北路(新平路 

신설) 

총독 옹만달

⑰得勝堡 가정 27 北路 총독 옹만달
근거: 宣大山西三鎭도설

<표 7> 가정 13년(1534) ~ 가정 27년(1548) 동진의 新・修築 城堡 

社, 1990, 권1, p.184



- 50 -

<그림 6> 가정 18년(1539) ~ 가정 27년(1548) 동진 북변의 신축 성보 
(출전: 武備志 [天啓刻本] 宣府鎭圖, 근거: 宣大山西三鎭圖説 )

동진 北路의 성보 신수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옹만달은 변장의 修築

을 추진하 다. 명세종실록 가정 26년(1547) 이월 19일 辛丑 조 기사에서 

선부・ 동・산서 三鎭의 변장 수축에 한 옹만달의 의견을 엿볼 수 있다. 

三鎭의 순무 및 진수 관원과 회동하여 산서진의 황하에서 노 보까지, 동

진의 아각산에서 양하진구까지, 선부진의 서양하보에서 사해야까지의 극변과 

산서 노 보에서 거용관까지의 내변에 해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외변의 땅에는 평탄함과 험준함, 돌아가는 길과 질러가는 길이 있다. 

모아서 비교하자면, 동진이 가장 지키기 어렵다 칭하고 그 다음이 선부

진 그 다음이 산서진의 편두관과 노 보이다. 나누어 말하자면, 동진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곳은 北路이고, 선부진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곳은 

西路이다. 산서진은 편두관 서쪽 150里로서 황하에 의지하여 險隘로 삼고, 

편두관 동북쪽으로 4里가 략 동진의 西路와 같다. 내변에서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자형・ 무・안문관뿐이고, 다음으로는 거용・도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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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평형 등의 여러 關이다. 근년 이래 많은 오랑캐가 여러 번 산서로 침

입할 때 반드시 동진을 통해서 들어왔고, 자형관을 범하려면 반드시 선

부진으로 들어왔다. 본디 외변을 거치지 않고 내변에 들어올 수 있었던 적

이 없었다. 그러므로 議者가 (말하는) 순치의 비유나 문호당오의 비유가 이 

때문이었을 따름이다. 그 형세의 략은 이와 같다.110) 

城堡 명칭 설치시기 위치

①李信屯堡 가정 16 下西路

②周四溝堡 가정 19 東路

③松樹堡 가정 25 上北路

④寧遠堡 ⑤三坌口堡 가정 28 下北路

⑥靖胡堡 가정 29 東路

근거: 宣大山西三鎭圖說

<표 8> 가정 13년(1534) ~ 가정 29년(1550) 선부진의 新築 성보 

110) 明世宗實錄 권320, 嘉靖 26년 이월 19일(辛丑), pp.5947-5949: “總督宣大山西

都御史翁萬達奉詔, 會同三鎭撫鎭官, 議上邊防修守事宜曰, ‘設險有常道, 所貴因乎

形勢, 用兵無定術, 所貴酌乎時勢. 山西起保德州黃河岸, {逶}邐而東歷偏關{抵}老營

堡, 盡境實二百五十四里. 大同起西路丫角山, 逶邐而北東厯(歷)中北二路, 抵東路之

東陽河鎭口臺, 實六百四十七里. 宣府起西路西陽河, 逶邐而東北厯(歷)中北二路, 抵
東路之永寧四海冶, 實一千二十三里. 共一千九百餘里, 皆逼臨胡虜, 險在外者也, 所
謂極邊也. 山西老營堡, 轉南而東歷寧武雁門北樓, 至平刑關, 盡境約{八}百里. 又轉

南而東爲保定之界, 歷龍泉倒馬紫荊之吳王口插箭嶺浮圖{峪}, 至沿河口, 約一千七十

餘里. 又東北爲順天之界 歷高崖白{羊}, 至居庸關, 約一千八{百}餘里. 共二千五十

餘里, 皆峻山層崗, 險在內者也, 所謂{次}邊也. 外邊之地, 有夷險{迂}直. 總而較之, 
則大同最稱難守, 次宣府, 次山西之偏老. 分而言之, 則大同之最難守者北路, 而宣府

之最難守者西路也. 山西偏{關}以西百五十里, 恃河爲險, 偏關以東之北, 有四里則畧
與大同之西路同焉. 內邊可通大擧, 惟紫荊寧{雁}, 次居庸倒馬龍泉平刑諸關隘, 邇年

以來大虜屢寇山西, 必自大同入侵, 犯紫荊必自宣府入, 固未有不經外邊而能入內邊

者. 是以議者, {有}唇齒之喻, 門戶堂奧之喻, 盖以是耳. 其形勢之大畧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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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정 16년(1537) ~ 가정 29년(1550) 선부진의 신축 성보 
(출전: 武備志 [天啓刻本] 宣府鎭圖, 근거: 宣大山西三鎭圖説 )

선부・ 동・산서 三鎭 가운데 동진이 가장 지키기 어렵고, 동진에서

는 北路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다. 옹만달은 이를 방비하기 위해 가정 26

년(1547)에 선부진과 동진의 변장 수축을 시작하여111) 가정 27년(1548)에 

완성하 다.112) 이 변장은 동진의 서쪽 끝인 아각산에서 선부진의 이신둔

보까지 500여 리, 그리고 선부진 중로와 북로 300여 리에 달하여 동진의 

大邊을 모두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113) 가정 27년(1548) 외오보 사이에 득승

보를 신축하면서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이 제안하고 옹만달이 계획하여 실행

한 동진 北路의 보강이 끝났다.  

한편, 鎭城 앞에 堡들이 많았던 선부진은 동진의 경우과는 달리 변장의 

수축을 우선시하 다. 선부진은 동진을 이어 中路와 北路에 변장을 쌓으면

서 성보는 겨우 6개만 신축하 다. 선부진에 신축한 보는 <표 8>과 <그림 

7>에서 보다시피 이신둔보(①)를 제외하면 모두 北路와 東路에 위치하고 있

111) 明世宗實錄 권322, 嘉靖 26년 사월 13일(甲午), p.5976: “發太倉銀七萬二百七

十三兩, 於大同鎭修築邊墻. 先是, 宣大督撫官議, 築兩鎭邊墻, 詔發銀十六萬兩給

之.”
112) 明世宗實錄 권337, 嘉靖 27년 유월 13일(丙辰), p.6159: “宣大山西修邊工完.”
113) 楊時寧, 宣大山西三鎭圖説 (明萬曆刻本, 續修四庫全書 739), 上海: 上海古籍出版

社, 1990, 권1,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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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변장을 中路와 北路에 쌓은 것과는 조적인 상황이다. 그 이유

에 해 옹만달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총독선  상서 옹만달이 奏하기를 “‥‥‥ 저 왕년의 修邊한 役은 선

부진의 西路・中路에서 시작한 것이 먼저 급한 바 기 (때문입니다). 北路

와 東路는 재력에 한계가 있어 틈이 많아도 하지 못하 습니다. 또한 독

석・마 ・ 녕・사해야 사이는 험준하다고 알려져 있고, 朶顔 支部의 근

거지여서, 그 바깥은 여전히 우리의 울타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

금 西路・中路의 변장은 족히 믿을 만하여 오랑캐가 쉽게 침범하지 못합니

다. 단 (우리 명조의) 勢가 반드시 좋지 않아도 멀고 험하면 스스로 막겠지

만, 朶顔 지부가 거듭 핍박을 받아 다른 곳으로 옮겨가 피하면, (선부진) 

北路와 東路의 위급함은 이전에 비해 략 수배일 것입니다.”114) 

위 인용문으로 볼 때, 옹만달은 선부 北東路 변장 수축이 늦은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西中路가 더 급하 고, 다음으로 北東路는 지형이 

험준하며, 그리고 東路 바깥은 朶顔 지부의 근거지여서 아직은 울타리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西路와 中路의 변장이 완성되었으므

로 안심할 만하지만, 東路 쪽은 몽골의 핍박으로 朶顔 지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아주 위험하다고 예상하 다. 즉 선부진의 西中路를 먼저 수축한 

것은 재력에 한계가 있어서 급한 부분을 먼저 행한 것이었을 뿐, 北東路의 

방비가 안전해서는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하 듯이 이 ‘修邊之役’으로 선부진보다 동진이 더 크게 

보강되었다. 가정 13년(1534)에서 가정 27년(1548) 사이에, 선부진은 6개의 

보를 신축하고 서북쪽에 300리의 변장을 쌓았다. 동진은 전체를 아우르는 

500리의 변장을 쌓았고 2개의 城을 수축하고 31개의 보를 신축하 다. 선부

114) 明世宗實錄 권347, 嘉靖 28년 사월 20일(己未), pp.6293-6294: “總督宣大尚書

翁萬達奏, ‥‥‥ 夫往年修邊之役, 宣府始西中路者, 先所急也. 北東二路限于財力, 間
多未擧. 又以獨石馬營永寧四海冶之間, 素稱險峻, 朵顔支部巢處, 其外尚能爲我藩籬

故耳. 今西中路邊垣足恃, 虜不易犯. 其勢必不肯, 以險遠者自{阻}, 而朵顔支部復爲

所逼, 徙避他所, 北東二路之急, 視前盖數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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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14城 31堡에서 14城 37堡가 되는 데에 그쳤다면, 동진은 18城 2堡에

서 20城 31堡로 그 규모가 폭 늘어났다.

이러한 선부진・ 동진의 성보 신축으로 병액은 얼마나 늘어났을까? 황

명구변고 에 기록된 가정 20년(1541) 선부진의 군사 원액은 약 5만 8천(<표 

4>)이고, 동진의 군사 원액은 약 6만(<표 6>)이었다. 선부진과 동진의 

강화가 끝나는 가정 28년(1549) 즈음의 병액 상황에 해서는 기술된 사료

를 찾지 못하 지만, 한방기의 기록으로 유추할 수는 있다. 한방기는 ｢見聞

考隨錄｣에서 선부진의 병액은 12만이고 동진의 병액은 8만이라고 기술하

다.115) 이 숫자가 한방기가 致仕하고 귀향한 해인 가정 28년(1549) 즈음의 

숫자라면 가정 20년(1541)에 비해 선부진은 자형관 등의 병액을 포함하여 5

만이 늘었고, 동진은 2만이 늘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115) 韓邦奇, ｢見聞考隨錄｣, 苑洛集 (文淵閣四庫全書 1269), 권18, p.10b: “西北之大

邊六, 宣府最爲緊要, 額兵十二萬. 其次大同, 額兵八萬. 其餘各鎭, 其兵俱少.” 韓邦

奇는 ‘庚戌의 變’ 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嘉靖 28년(1549)에 致仕하고 귀향하여 

嘉靖 36년(1557)에 산서 지진으로 사망하 다. 그의 문집인 苑洛集 은 嘉靖 30
년(1551)에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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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정 후기 ‘庚戌의 變’과 ‘九邊’의 완성

허론이 ｢변론구편｣을 쓴 가정 13년(1534) 시점에서 명 북변에서 중요한 

변진은 계주진・선부진・ 동진이었다. 수도가 북쪽에 치우쳐 있었던 明으로

서는 경사를 둘러싼 이 세 진을 반드시 제 로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

었다. 계주진에 해서는 허론 같은 북변 방비 강화론자나 옹만달 같은 邊臣

이 여러 우려를 표하기는 했지만, 계속 조공을 하고 있었던 兀良哈 三衛가 

울타리가 되리라 믿고 있었다. 선부진은 경사와 아주 가깝지만 워낙 지형이 

험하고 겹겹이 성보들이 많아서 허론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단지 가정 초

에 이르러 선부진의 군기가 많이 해이해진 것을 우려하고 선부진에 병향 축

적량이 적은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반면 가정 초년 동진의 상황은 계주진이나 선부진보다 훨씬 심각했다. 

군기는 해이해져서 허론의 말에 의하면 군사들이 몽골과 교역을 할 정도

다. 또한 동진성 앞에는 변장은 물론 성보조차 거의 무너져 있었다. 이

러한 동진 재건을 위한 시도는 동진성 앞에 다섯 개의 堡를 짓자는 

동순무 장문금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미 몽골 땅으로 변한 

곳으로 들어가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한 불만이 가정 3년(1524) 제1차 

大同兵變으로 폭발하 다. 博野王府를 포위・겁박하여 그곳에 피신해 있던 

장문금을 넘겨받아 살해하고 관공서를 약탈하고 불태웠다. 병변은 협상을 통

해 주모자 몇 명만 처벌하는 것으로 무마되었지만, 五堡 건설은 포기하 고 

동진성 앞은 여전히 몽골이 드나드는 곳으로 남았다. 

제1차 동병변의 처리가 미진했던 탓에 그 이후 몽골과의 교역이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가정 12년(1533) 이를 바로잡아 보려는 총병관으로 인해 

제2차 동병변이 발발했다. 이때는 황실 종친을 인질로 삼고 몽골을 동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하 다. 몽골을 鎭城 안으로 들인 것에 불만을 품

은 내부자의 내응으로 이듬해 진압이 되기는 하 지만 이때 역시 처벌 수위

는 낮았다.116) 이러한 동진 문제는 단순히 북변의 문제가 아닌 경사 방어

116)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硏究 , 京都, 同朋舍, 1980, pp.216-244. 萩原淳平은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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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결된 明朝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 다. 허론은 동진의 상태를 ‘불타

는 장작 위에서 편안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117)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정 16년(1537) 허론이 ｢변론구편｣을 진상하 고, 이 

책이 가정제의 관심을 끌면서 북변 방비 강화론으로 발전했다. 북변 방비 강

화론자들은 계주진・선부진・ 동진에 해 각기 다른 제안을 하 다. 계주

진에 해서는 군조직의 개선을 주장했다. 계주진수총병관이 장군 佩印을 가

지고 있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유격장군 및 참장들의 위치 변경을 제안하

다. 선부진은 이 시기 선부진 관할이었던 자형관을 중앙군으로 보강하라고 

권하는 것으로 제안을 신하 다. 

이와 다르게 ‘불타는 장작 위에 있는’ 것 같은 위급한 형세의 동진에 

해서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보강책을 제안했다. 허론은 五堡를 반드시 복원 

하고 동진 양 옆에 있는 高山・聚落堡를 수축하라고 제안하 다. 위환은 

오보를 완성하 으니 더불어 小邊을 공고히 하고 점차 大邊도 완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 다.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이 제안한 동진의 보강은 동진성 

앞 동진 北路에 집중되어 있다. 계주진에는 군 조직 개편을, 선부진에는 

군사의 이동 배치를 제안한 것과 달리, 동진에 해서는 주로 변장을 수축

하거나 성보를 신수축하는 등 시설물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의 제안은 주로 선부진

과 동진, 특히 동진에서 집중적으로 실천되었다. 변장 및 堡가 하나도 

없었던 동진성 앞에 가정 27년(1548)까지 26개의 堡가 신축되었다. 가정 

26・27년(1547・1548)에는 동진의 전체 邊墻과 선부진 북쪽 변장이 완성

되었다. 이렇게 동진성 앞에 성보를 짓고 변장을 쌓고서 그것을 선부진과 

의 동병변 사이 8년 남짓한 기간 동안 몽골은 공포의 상에서 무역의 상

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松本隆晴은 제 2차 동병변 이후 동지역에서 몽

골과의 무역은 일상화되었고, 알탄은 이 무역을 ‘貢市’라는 이름으로 합법화 

해주기를 청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松本隆晴, 明代北邊防衛體制 硏究 , 汲古

書院, 2001, pp.201-203)
117)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宣府｣, p.29a. “由今之道馭, 今之兵厝, 火積薪因

以爲安, 吾不知大同所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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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고 나자,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은 이로써 몽골의 경사 침입에 한 우

려는 사라졌다고 여겼을 것이다. 옹만달은 선부 東路와 계주진이 취약하다고 

걱정하기는 하 으나 새로 수축한 선부 西中路의 변장은 믿을 만하다고 자

신하 다.

그러나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이나 邊臣들의 예상과는 달리, 가정 29년

(1550) 팔월 15일에 알탄 칸이 이끄는 몽골 수천 기는 방비를 강화한 동

진의 大邊과 선부진의 西北路 변장을 우회하여 계주진의 고북구로 침입했다. 

알탄군은 별 저항을 받지 않고 곧장 명 황성까지 들어왔다. 庚戌의 變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물론 식량과 생필품이 절실히 필요했던 알탄 칸이 직접 

가정제를 압박하여 조공무역을 열려는 목적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다만 알탄 

칸의 침입로 선택 문제에 해서는 가정 연간 북변 방비 강화론의 제기와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술의 변에 한 사료의 설명은 仇鸞이 몽골과 내통하여 계주진으로 인

도하 으나, 明이 무능하여 이를 제 로 방어하지 못해 황성이 겁략 당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명에는 몽골이 경사를 침범하

는 상황을 우려하여 북변의 방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

었다. 더욱이 이들의 이론과 제안을 실천하여 성보를 짓고 변장을 쌓은 邊臣

들도 있었다. 즉, 명에서도 비는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명에서도 

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탄 칸은 황성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일까? 이제

부터 경술의 변의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겠다.  

가정 29년(1550) 팔월 15일, 알탄 칸이 이끄는 몽골 수천 기가 계주진 고

북구를 돌파하 다. 구월 1일에 철수할 때까지, 경사를 약탈하고 황성을 劫

迫하며 가정제에게 ‘許貢’을 요구하 다. 이것이 土木의 變과 더불어 명  

최 의 치욕이라 칭하는 庚戌의 變이다. 이 경술의 변을 기록한 사료로는 王

世貞의 ｢庚戌始末志｣118), 高岱의 ｢追戮仇鸞｣119), 明世宗實錄 , 그리고 明史

118) 王世貞, ｢庚戌始末志｣, 弇州史料前集 (四庫全書存目叢書 史部112) 권18, 齊南: 
齊魯書社, 2000

119) 高岱, ｢追戮仇鸞｣, 鴻猷錄 (嘉靖44년刻本, 續修四庫全書 389) 권16, 上海: 上海

古籍出版社, 1990, pp.13a-13b: “八月, 虜復擁衆至, 鸞私遣其黨時義, 以重賄結俺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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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事本末 의 ｢庚戌之變｣120) 등이 있다. 정확한 찬술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왕세정의 ｢경술시말지｣는 仇鸞이 승차하고 상을 받는 내용으로 끝난다. 즉 

왕세정의 ｢경술시말지｣에는 구란의 賄賂에 관한 내용이 없다. 구란의 賄賂를 

가장 처음 기술하고 있는 글은 가정 44년(1565)에 나온 고 의 鴻猷錄 의 

｢추륙구란｣이다. 이 글에서는 구란이 동총병관으로 재직할 때 알탄 칸에게 

뇌물을 주어 선부진이나 계주진으로 침입해 달라는 청탁을 하 고, 경술의 

변 이후에는 알탄 칸의 양아들 脫脫과 결의형제를 하 다고 기술하고 있다. 

명세종실록 과 명사기사본말 ｣에는 高岱의 글에서 묘사된 외에 추가 내용

이 없다. 그렇다면 알탄 칸이 침입로를 계주진으로 정한 이유는 위 사료들, 

특히 고 의 ｢추륙구란｣이 말하는 로 단지 구란의 賄賂 때문이었을까?

경술의 변 당시 알탄 칸의 침입로인 계주진에 해 논하기에 앞서 경술의 

변 이전 몽골이 약탈을 위해 침입한 길을 먼저 살펴보자. 아래 <그림 8>에

서 ㉮는 경술의 변 당시 알탄이 선택한 침입로를 추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는 경술의 변 이전 몽골이 선부・ 동지역을 규모 침입할 때 

주로 선택했던 길이다. 허론이 예측한 선부진의 몽골 침입로는 이러하 다. 

北路인 독석・마  일 는 땅이 비록 현저하게 멀기도 하지만 勢(長)가 

長安嶺에 막혀 있어 오랑캐가 질러 내려오기 어렵다. 中路인 葛峪・大白

陽・青邊의 여러 堡, 西路인 柴溝・洗馬林・萬全의 여러 城, 南路인 東西順

聖은 모두 오랑캐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 칭해지니 변경의 침입이 누차

에 이른다. 東路인 永寧・四海冶・龍門所는 즉 三衛가 엿보는 땅이다. 사해

야는 위로는 개평 로와 통하고 아래로는 횡령아와 이어져 있어 또한 요지

이다.121)

令别㓂宣府薊州, 約無犯大同境.”; p.20b: “三十年, 虜獲馬市利, 于宣大薊鎭, 亦戒嚴

京師, 得無恐鸞漸跋扈索諸邉將, 賄賂亡厭, 時時與虜私相結, 鸞此遣時義, 與虜俺荅
義子脫脫, 結爲兄弟, 朝士無不知, 鸞亂政亡敢言者.”

120) 谷應泰, ｢庚戌의 變｣, 明史紀事本末 (文淵閣四庫全書 364) 권59, 臺北: 臺灣商

務印書館, 1988
121)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宣府｣, p.14b: “北路獨石馬營一帶, 地雖懸遠, 然

勢(長)阻長安領, 虜難徑下. 中路之葛峪大白陽青邊諸堡, 西路之柴溝洗馬林萬全諸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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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北路 개평위인 독석과 마  일 는 요동진의 몇몇 위를 제외하면 명 

북변 최북단에 위치하기는 하 지만, 장안령에 의해 막혀 있어 경사까지 몽

골이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中路인 갈욕・ 백양・청변의 만전좌

위 지역, 동진과의 교계 지역인 西路 시구・세마림의 만전우위 지역, 南路

인 동진과 연결된 순성천은 모두 몽골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림 8>에서 ㉯가 바로 허론이 우려하 던 몽골의 예상 침입로이다. 알

탄 칸의 실제 침입로인 계주진과 연결된 東路 녕・사해야・용문소에 해

서는 兀良哈 삼위만을 우려하 다. 계주진 고북구 바로 위에 있는 堡로서 여

자준이 선부진과 동진을 거쳐 황하까지 이어지는 변장의 시작지로 낙점한 

사해야 또한, 중요하다고만 할 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다. 

침입로 ㉯는 선부 西路 즉 선부진과 동진의 교계 지역으로 침입해 남로

인 순성천・울주를 지나 자형관에 다다르는 길로 정덕 9년(1514) 구월과 가

정 19년(1540) 구월의 침입 때  이 길을 이용하 다. 옹만달이 가장 위험하

다고 중시한 침입로도 이곳이어서 옹만달에 의해 성보와 변장으로 가장 촘

촘하게 보강되었다. 가정 16년(1537) 선부진의 이신둔보가 건설되고 가정 25

년(1546)에는 동 신평로(신평보・평원보・보평보)가 신설되었으며, 그 바깥

에는 가정 27년(1548) 동진 北路와 선부진 西路를 잇는 변장이 수축되었

다. 

침입로 ㉰는 동진성과 고산성 사이로 들어와 동부를 지나 울주로 해

서 자형관까지 다다르는 길로 몽골은 정덕 8년(1513) 구월과 가정 5년(1526) 

사월의 침입에서 이 길을 이용하 다. 이 지역에는 가정 18년(1539) 內五堡

의 건설을 시작으로 가정 24년(1545) 外五堡와 가정 25년(1546) 守口堡・靖

虜堡・鎭門堡・鎭口堡 등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가정 27년에 침입로 ㉯의 입

구와 이어지는 변장도 수축되었다.

南路之東西順聖, 皆稱虜衝, {邊}警屢至焉. 東路永寧四海冶及龍門所, 則三衛窺伺之

地. 而四海冶上通開平大路下連橫嶺兒, 又要地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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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庚戌의 變’ 당시 알탄의 추정 침입로

침입로 ㉱는 산서진의 편두관으로 들어와 朔州・응주를 지나 자형관에 이

르는 길로 정덕・가정연간에 몽골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길이다. 정덕 12년

(1517) 시월 정덕제가 北巡 중 군사를 직접 지휘해 몽골의 침입을 물리쳤다

는 ‘應州之役’에서도 몽골은 이 길을 이용하 다. 松本隆晴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밖에도 정덕 9년, 정덕 11년, 가정 10년, 가정 16년, 가정 19년, 가정 20

년, 가정 24년 이 길로 규모 몽골군이 침입하 다. 이 길은 지형이 평탄하

여 기병을 움직이기 용이하고 가정 전기에는 아직 산서진이 정비되지 않아 

깊이 들어오기가 쉬운 길이었다. 그러나 자형관까지 거리가 멀어서 동진과 

선부진 군사 및 하남 지원군에게 막힐 가능성이 높아 약탈을 위해서라면 몰

라도 황성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웠다. 허론이 우려하 던 선부 中路의 갈욕・
백양・청변으로의 침입은 가정 7년(1528) 시월에 있었지만, 선부진성과 그 

앞의 여러 堡가 있어 깊이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았다.122) 경술의 변에서 알

122) 松本隆晴, 明代北邊防衛體制 硏究 , 東京: 汲古書院, 2001, pp.23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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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칸이 고북구로 침입한 직후 이 선부 中路를 통해 2~3만 기의 몽골군이 

선부진성 옆을 지나 거용관을 넘어 알탄보다 조금 늦게 황성에 도달했다. 선

부 中路는 이러한 양동작전이 아니라면 쉽게 돌파되지 않았을 길이었다.

이렇게 자주 이용하 고 수만 기 이상이 들어오기에 좋은, 평탄하고 익숙

한 침입로가 이미 있었는데도 알탄 칸은 경술의 변에서 완전히 다른 침입로

를 이용하 다. 알탄 칸이 경술의 변에서 이용한 침입로 ㉮는 선부진・ 동

진・산서진을 통해 들어오는 ㉯・㉰・㉱보다 훨씬 멀고 험하다. 특히 선부 

北東路 변장 밖은 옹만달의 말처럼 지형이 험해서 수만 기의 군이 함께 

움직이기에는 아주 불편한 길이다. 알탄 칸은 그 길을 돌아 수천 기의 군사

로 고북구를 돌파하 다. 구란이 賄賂와 내통한 일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알탄 칸은 고 의 ｢추륙구란｣을 비롯한 

경술의 변을 기록한 여러 사료들이 기술한 것처럼 단지 구란의 賄賂 때문에 

동쪽으로 험하고 먼 길을 돌아 고북구로 경사를 침입하 던 것일까? 

알탄 칸이 畿輔 약탈을 예고한 가정 28년(1549) 이월의 화살편지로부터 

경술의 변까지의 경과를 따라가 보자.123) 선부진으로 보낸 화살편지에서 알

탄 칸은 ‘만약 (명조가) 許貢을 하지 않는다면 畿輔를 약탈하겠다’고 통보하

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가정제에게 상주한 옹만달은 ‘奏瀆’으로 견책 당하

다.124) 알탄 칸의 군 는 가정 28년(1549) 구월부터 동진하여 선부 北路 

123) 명세종실록 에 기록된 가정 연간 北虜의 ‘求貢’은 가정 11년(1532)부터 庚戌의 

變이 일어난 가정 29년(1550)까지 총 8차례이다. 그러나 翁萬達의 疏에 의하면 

北虜의 ‘求貢’은 가정 25년(1546) 겨울부터 가정 26년(1547) 봄 사이에만 수십여 

차례에 달하 다. 즉 알탄 칸에게 明과의 通貢은 아주 중요하고 절실한 일이었

다. 당시 알탄 칸이 필요했던 물품은 주로 布帛과 米糧 등의 생필품으로 그들의 

소・양・말과의 交易을 원하 다. 翁萬達은 가정 26년(1547)과 가정 27년(1548)
에 알탄 칸의 ‘求貢’을 받아들이자고 奏請을 하 지만 가정제는 완고하게 반 했

다. 松本隆晴은 이러한 翁萬達의 策이 가정 30년(1551)의 馬市 개설과 隆慶 5년
(1571)의 和議에 큰 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松本隆晴, 明代北邊防

衛體制 硏究 , 汲古書院, 2001, pp.197-209)
124) 明世宗實錄 권347, 嘉靖 28년 사월 18일(丁巳), p.6292: “先是二月, 虜擁衆寇

宣府, 束書矢端射入軍營中, 及遣被掠人還皆言, 以求貢不淂(得), 故屢搶, 許貢當約

束部落不犯邊, 否則秋且復入過關, 搶京輔. 宣大總督翁萬達以聞. 上謂, 求貢詭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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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장 밖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가정 28년(1549) 이월에 화살편지를 보낼 때

부터 알탄 칸은 이미 경사 침구를 기획하고 있었으며, 이 해 구월 전에 선부 

東路나 계주진 쪽으로 침입한다는 것을 확정하 고, 옹만달은 그것을 감지하

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가정 28년(1549) 구월 15일 선부순무는 알탄 칸이 무

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향해서 만전좌위 200리 사이에 모여 있다고 보고하

다. 당시 선 총독병부상서 던 옹만달이 가정제에게 올린 策은 이러하 다. 

병부상서 옹만달이 策하기를 “몽골이 만약 진성에서 심정보로 나와 순성

천동성・순성천서성・울주 등을 약탈하면, 총독 휘하 및 調集한 主客兵이

면 相持하기에 족합니다. 또 (더) 남쪽에는 자형관 등 여러 關에 또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몽골이) 만약 진성에서 계명역으로 나와 신보안

성・구보안성・회래성을 달려 연하구・ 백양・거용관의 소홍문 等地까

지 내려와 남하를 도모한다면, 선부 北路와 東路의 戍兵이 바야흐로 金字

河의 장수 해적과 더불어 相持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職守를 옮길 수 없

는데 남산의 관을 지키는 戍卒이 또한 전쟁에 익숙하지 않아 깊이 우려할 

만합니다. 다만 督府에 문의하니, 이미 강한 병사를 선발하여 길 사이를 통

해 賊 앞으로 돌아 나와 동쪽으로 향하는 길을 끊고 關 남쪽의 방어를 버

티게 하려 하니, 得策인 듯합니다. 本部는 이에 계주와 보정의 撫鎭 및 京

營의 총병 등 관원에게 移檄하기를, 각각 督兵하여 헤아려 응하라 하

습니다. 바라옵건  諸臣에게 신칙하시어, 關의 북쪽에 있으면 必戰함으로

써 몽골을 물리치기를 꾀하고 關의 남쪽에 있으면 必守함으로써 關을 지키

기를 꾀하여, 소홀히 여겨 패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125)　

屢詔阻格, 邊臣不能遵奉, 轍爲奏凟, 姑不問, 萬達等務慎防守.”
125) 明世宗實錄 352권, 嘉靖 28년 구월 15일(辛巳), pp.6360-6361: “宣府等處廵撫

都御史李良諜報, 虜酋俺答率衆入邊結營, 東向歷左衞諸城二百里間, 未行散掠, 勢將

深入. 兵部尚書翁萬達策, 虜若從鎭城出深井, 掠順聖兩川蔚州等地, 則總督麾下及調

{集}主客之兵猶足相持, 又南而紫荊諸關亦已有備. 若從鎭城出鷄鳴, 趨新舊保安懷

來, 逼沿河大白羊居庸大小紅門等{處}, 圖爲南下, 則宣府北東二路戍兵, 方與金字河

長水海賊相持. 不得離次, 而南山守隘戍卒又非慣戰, 深爲可虞. 第聞督府已摘勁兵, 
由間道遶出賊前, 以截東向之路, 以扼關南之防, 似爲得策. 本部仍移檄薊州保定撫鎭, 
及京營總兵等官, 各督兵策應. 乞更申敕諸臣, 在關北者, 計在必戰以退虜, 在關南者, 
計在必守以保{關}, 毋以疏虞取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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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만달은 몽골이 남하하여 선부진 西路와 南路를 거쳐 자형관 쪽으로 오

는 상황과 선부진 中路를 통해 거용관 쪽으로 오는 상황 두 가지를 예상하

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예측은 허론의 선부진 침입로 설명과도 

일치한다. 옹만달은 자형관 쪽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거용관 쪽은 병사

들이 전쟁에 익숙하지 않다고 걱정하면서, 거용관 안쪽에 있는 계주진과 보

정부 그리고 京營에 헤아려 응하라고 移檄하 다. 가정제는 이를 그 로 

따랐으나 옹만달은 그 다음 달인 시월에 父喪을 당하여 사직・귀향하

고126), 이에 이듬해인 가정 29년(1550)의 사태에 명조는 제때 응할 수 없

었다. 몽골의 후속 부 는 옹만달이 예측한 세 번째 길로  침입하 다. 경사

가 진동하는 비상사태에서 모든 관심이 고북구로 침입한 알탄 칸에게 쏠려 

있던 참이었기에 이들은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병사들이 지키는 거용관을 

넘어 쉽게 경사에 도달할 수 있었다.

가정 29년(1550) 유월 25일 몽골의 침입으로 동총병과 부총병이 전사하

고127) 후임 동총병으로 구란이 부임하 다.128) 칠월 17일 알탄 칸 등 北虜

연합군 십여만 명이 움직인다는 첩보가 들어왔다.129) 칠월 24일 동의 첩보

는 몽골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 고130), 28일 선부의 첩보는 몽골이 

고성천에서 駐營하는데 변장에서 겨우 20리라고 알렸다.131) 팔월 1일 알탄 

126) 明世宗實錄 353권, 嘉靖 28년 시월 25일(辛酉), p.6372: “兵部左侍郎詹榮, 以
尚書翁萬達父喪去任, 當署部事, 引疾乞假. 上怒其無致身之忠, 詔罷職閑住.”

127) 明世宗實錄 361권, 嘉靖 29년 유월 25일(戊午), pp.6447-6448: “虜犯大同, 由
小鶯圪塔墩口入, 總兵張達{帥}所部逆戰, 達挺身陣前爲士卒先. 虜望見, 即縱騎圍之, 
達殊死戰左右{衝}突不得出. 時, 副總兵林椿分兵擊虜零騎於彌陀山, 聞達被圍, 引兵

西救達, 虜四面騎皆會, 矢下如雨, 達竟死圍中, 椿亦中流矢死.”
128) 明世宗實錄 362권, 嘉靖 29년 윤유월 3일(乙丑), p.6452: “咸寧侯仇鸞罷居家, 

兵部薦其謀勇可任, 詔復其太子太保, 充總兵官鎭守大同, 代達.”
129) 明世宗實錄 363권 嘉靖 29년 칠월 17일(戊申), pp.6468-6469: “虜酋俺答脫脫

辛愛等, 自威寧移駐斷頭山, 并調集套虜, 聚衆十餘萬, 謀深入{關南宣大}. 守臣以聞. 
{詔}諸鎭守臣, 各戒嚴防禦.”

130) 明世宗實錄 363권, 嘉靖 29년 칠월 24일(乙卯), p.6473: “大同諜報, 虜騎近邊, 
且引而東,　詔東官廳總兵劉鼎等兵三枝啟行.”

131) 明世宗實錄 363권, 嘉靖 29년 칠월 28일(己未), p.6475: “宣府諜報, 虜移營駐

古城川, 去邊僅二十里,　詔西官廳參將詹祥等兵三枝啟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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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이 다른 부족들과 함께 거 入寇하여 독석 바깥 金字河에서 駐營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132) 3일에는 알탄이 선부의 양하구에 도착하 다.133) 4일, 

團營의 동・서관청에서 군 를 파견하여 선부진과 계주진을 도우라는 명령

이 떨어졌다.134) 5일 병부에서 독석 남쪽은 조하천으로 황릉과 경사의 문이

니 요동병을 백마관에, 易州漢達軍을 고북구로 보내자고 제안하 다.135) 12

일 알탄 칸이 고북구 170리까지 들어오자 동총병관 구란을 거용관 남쪽으

로 옮겼다. 알탄 칸이 서북쪽으로 향하 다는 교란 작전으로 보이는 첩보가 

들어오자 구란은 동진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지만, 가정제는 거용관에 그

로 있으라고 명령하 다.136) 경술의 변에서 구란이 경사를 구원하는 공을 

세운 것은 그 시기에 구란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전투 집단이기 때문이었다. 

14일 알탄 칸이 조하천을 돌아 고북구에 나타났다.137) 그리고 가정 29년

(1550) 팔월 15일 몽골 수 천기가 고북구를 공격하 고, 이틀 후 경사에 육

박하고,138) 팔월 19일에는 황성 밑에 도달하 다. 21일에 알탄 칸은 명조에 

‘허공’을 요구하고, 팔월 26일부터 철수를 시작해 구월 1일에 철수를 완료하

132) 明世宗實錄 364권, 嘉靖 29년 팔월 1일(壬戌朔), p.6479: “虜酋俺荅紏合套虜諸

部, 大擧入寇, 至獨石邊外, 駐金字河.”
133) 明世宗實錄 364권, 嘉靖 29년 팔월 3일(甲子), p.6479: “虜犯宣府兩河口, 官軍

拒之不得入.”
134) 明世宗實錄 364권, 嘉靖 29년 팔월 4일(乙丑), p.6479: “命東官廳參將吳尚賢, 

西官廳參將梁臣, 領兵二枝, 一駐密雲, 一駐懷來, 援宣薊二鎭.”
135) 明世宗實錄 364권, 嘉靖 29년 팔월 5일(丙寅), p.6480: “兵部言, 虜蓄謀日久, 

若不得志宣府, 必且東趨薊遼,　請勑諸鎭嚴爲之備, 又獨石邊南潮河川一帶, 乃陵京門

戶尤爲虜衝, 宜發遼東兵一枝, 赴白馬關, 易州漢達軍一枝, 赴古北口, 從之.”
136) 明世宗實錄 364권, 嘉靖 29년 팔월 12일(癸酉), p.6482: “虜既犯宣府, 不得入, 

遂引而東, 駐大興州, 去古北口一百七十里. 大同總兵仇鸞帥所部軍居庸關南馳奏, 
‘虜騎日東, 將窺薊鎭. 臣謹以便宜應援, 或隨賊{搏}戰, 或徑趋通州, 防守京師, 惟上

所命. 順天巡撫王汝孝, 駐薊州, 誤信諜報言, 虜向西北, 本兵亦以爲然, 請亟止鸞兵

勿東, 還備大同.’ 上令鸞暫住居庸, 待薊州報緩, 乃回鎭. 及興州報至, 遂詔鸞留壁居

庸, 聞警入援. 命廵撫都御史王汝孝, 嚴兵守薊鎭鞏華城, 副總兵劉通赴天壽山.”
137) 明世宗實錄 364권, 嘉靖 29년 팔월 14일(乙亥), pp.6482-6483: “虜循潮河川南

下, 至古北口, 遂擁衆薄關城, 總兵官羅希韓, 遼東遊擊許棠, 保定都指揮曹世德等, 
督軍禦之, 不能却.”

138) 明世宗實錄 364권, 嘉靖 29년 팔월 16일(丁丑), p.6483: “虜攻古北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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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전년 이월에 미리 경고하고 구월부터 전조가 보이

기 시작한 알탄 칸의 선부 東路로의 이동은 가정 29년(1550) 칠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되었다. 선부 中路 고성천・독석의 금자하를 거쳐 

선부 東路의 양하구에 이르 다는 소식이 연달아 명 조정에 전해졌다. 명조

는 중앙군인 단 의 동・서관청 및 요동진병과 역주한달군을 선부진과 계주

진 교계 지역에 배치하고 동진병을 거용관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겨우 

수천 기 던 알탄 칸의 군 는 고북구를 돌파한 후 이틀 만에 경사에 도달

했다. 선부 中路를 통해 조금 늦게 황성에 도착한 후속부 와 함께 8일간 황

성주변을 약탈하던 알탄군은 구월 1일 선부진 장가구와 계주진 고북구로 각

각 나뉘어 철수하 다. 여러 변진에서 원군이 왔지만 당시 명군 중에서 요동

병과 함께 가장 정예병이었고, 또 가까운 거용관에 있었던 동병을 이끈 구

란이 가장 크게 공을 인정받았다. 병부상서 丁汝夔와 역주한달군을 이끌었던 

보정순무 양수겸은 처형되었다. 그러나 2년 후인 가정 31년(1552) 팔월, 구

란이 몽골에게 뇌물을 주고 침입로를 계주진으로 유도하 다는 죄로 부관참

시를 당했다.139) 이것이 庚戌의 變의 경과이다.

이제 가정 28년(1549) 이월에 ‘허공’ 요구를 거절당하면 畿輔를 약탈하겠

다는 경고를 이미 해 놓은 알탄 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우선 알탄 칸은 

139) 明世宗實錄 388권, 嘉靖 31년 팔월 25일(乙亥), pp.6826-6828: “追戮故咸寧侯

仇鸞于市, 籍其家. 先是, 鸞數在上前, 畫策調兵禦虜, 皆無效, 上心厭之. 會諸鎭告

警, 鸞病不{能}行, 乃詔收其兵權. 大學士徐階因密疏鸞通{虜}誤國狀, 上覽之大驚, 
命掌錦衣衛事都督陸炳密訪. 炳素惡鸞, 常使人微伺鸞動靜, 及其左右{行財}用事者, 
銖兩之姦, 悉知之. 鸞且死前一日, 炳欲發其事, 恐按騐無實, 乃陰令人訹鸞家丁時義

侯榮, 令亟逃虜中避禍, 不然且擒. 義等信之, 各逃至中途, 炳遣人遮縳之, 乃悉發. 
鸞初鎭大同, 與虜私通, 要約虜貨幣諸物, 虜亦遺鸞箭纛, 持此爲他日不犯大同信契. 
義等各承遣往來, 今懼事發, 逃入虜中, 欲勾引入犯狀, {具}以上聞. 上大怒, 即命炳

會同三法司擬罪. 於是, 法司奏, ‘當鸞謀反律, 當追戮.’ 奏入, 得旨, 鸞背叛朝廷, 引
寇入犯, 大逆不道, 神人共憤. 雖仰荷玄威, 殛死未盡其辜, 仍剖棺斬首, 梟示九邊, 
父母妻子, 及時義、侯榮, 皆斬. 妾女孫發功臣家爲奴, 財產盡沒入官, 家属流置, 諸
黨惡者發遣發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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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내부 요인 때문에 절실하게 명과의 조공무역이 필요했다. 당시 몽골 내

에서는 한족으로부터 전염된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나 가축의 피해가 거의 

절반에 달했다. 이 때문에 몽골 내 하층민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몽

골이 봉공을 요구한 명실록 의 첫 기록은 가정 11년(1532) 이월이었다. 그 

이후 경술의 변까지 알탄 칸은 사신을 보내고, 협박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통하지 않으면 규모 약탈도 하면서 계속 ‘허공’을 요구했다.140) 그렇게 십

몇 년을 요구해도 明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동진과 선부진에 성보

를 건설하고 변장을 쌓으면서 방비 태세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황궁을 직접 압박하기로 결정한 알탄 칸은 ‘長驅直擣’ 전략을 취하

다. 멀리 돌아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돌파하여 중요한 곳을 직접 타격하는 

작전을 구사한 것이다. 동진과 선부진은 가정 18년(1539) 이후부터 점차 

강화되어, 화살편지를 보내는 가정 28년(1549) 이월 즈음에는 신・수축된 성

보와 변장으로 인하여 쉽게 침입할 수 없었다. 위에서 설명하 듯이 이렇게 

강화된 동진이나 선부진을 거쳐 명 황성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하 다. 반면에 계주진 지역에는 朶顔 지부가 해마다 조공하러 가던 좋

은 길이 있었다. 더군다나 朶顔 지부는 약화된 상태 고, 계주진의 방어 태

세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당시 계주진의 상황이 어떠하 는지를 ｢변론구

편｣과 황명구변고 에서 살펴보자.

먼저 ｢변론구편｣의 ｢계주｣에서 허론은 “경사의 後門인 황화진의 병졸은 

다 도망가서 겨우 200여 명이고”141), 성채의 개천에는 큰 건축용 석돈 수십 

개가 엉겨서 굴러다니고142) 있다고 계주진을 묘사하 다. 특히 총병관에게 

140) 실제로 알탄 칸이 필요했던 무역의 형태는 조공무역과 馬市(互市)를 합친 ‘貢市’
다. 명실록 에 가정 7년(1528) 운남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공시’

는, 松本隆晴에 의하면 몽골이 조공무역을 하면서 동시에 하층민이 소나 양을 

明의 양곡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하 다. (松本隆晴, 明代北邊防衛體制

硏究 , 汲古書院, 2001. p.201)  
141)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薊州｣, p.22a: “黃花鎭擁護陵寢, 京師後門, 今本

兵逃亡止餘二百, 河間等衛之戍 ,空名無實, 此其單弱極矣.” 
142)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薊州｣, p.22a: “今須塞川大建石墩數十, 令其錯綜

宛轉不礙水路, 庶幾可以久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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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패인이 없고, 병력은 關과 營에 분산되어 있는데도 關이 모든 부담을 

지고 營은 단지 관망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불평하 다.143) 위환이 황

명구변고 에 기록한 계주진의 직관과 병액 현황은 계주진이 실재하는 군진

인가 의심하게 한다. <표 2>의 직관 상황을 보면, 다른 진과 다르게 진수태

감도 부총병도 없다. 또한 순무도 군진 전담 순무가 아닌 순천순무를 겸하

다. <표 9>의 계주진 병액 현황은 제 로 기록되지 못한 <표 6>의 동진 

병액 현황보다도 더 허술하여 馬匹 수마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즉 황명구

변고 에 기록된 가정 20년(1541) 당시의 계주진은 제 로 된 군진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額 實在 事故 馬匹
永平、山海等處關營操守官

軍、舍餘民人
38,069 34,828 3,241

密雲、古北口等處關營操守官

軍
12,303 10,389 1,914

薊州永平、山海、密雲等處沿

邊關營操守官軍、舍餘民人

50,371144)

(50,372)

45,226

(45,227)
5,145

근거: 皇明九邊考

<표 9> 가정 20년(1541) 계주진의 병액 상황 
(단위: 명)

이처럼 알탄 칸이 동쪽으로 향한 주된 원인은 다름 아닌 선부진・ 동진

의 강화와 계주진의 허술함이었다. 가정 16년(1537) 허론의 ｢변론구편｣과 

｢구변도｣ 상주로부터 촉발된 북변 방비에 한 관심은 북변 방비 강화론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의 제안으로 가정 16년(1537) 선부

143) 許論, 九邊圖論 (修攘通考本), ｢薊州｣, p.22b: “嘗謂, 薊鎭在今當重其事權, 總兵

須與掛印同巡撫駐薊 ‥‥‥ 且設關於外, 所以防守, 立營於內, 所以應援, 今關營提調

既分爲二, 則關獨當其害, 營但肆爲觀望耳.”
144) 황명구변고 의 합계 숫자가 맞지 않다. 정확한 합계는 (50,372) 와 (45,227)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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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이신둔보 신축과 함께 동진 北路가 강화되었다. 선 총독 옹만달이 

부임하면서 선부・ 동진의 군기와 방어 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하 을 것이

다. 옹만달은 朶顔 지부가 옮겨가면 선부 東路가 위험하다고 우려하 다. 또

한 양수겸은 ‘직방을 맡은 이래로 내내 고북구의 길을 걱정하 다’145)고 하

다. 이처럼 당시 명조정의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이나 邊臣들은 이미 경술

의 변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알탄 칸이 독석을 돌아 고북

구까지 다다르는 동안 朶顔 지부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알탄 

칸이 고북구에서 경사까지 朶顔 지부의 조공로를 이용하 다는 점을 보아 

朶顔 지부가 알탄 칸의 길 안내를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실록의 기록146)

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변론구편｣과 황명구변고 에 기록된 계주진

은 그 관리와 직관, 병액 상황이 ‘구변’의 다른 진과 너무 달라서 가정 20년

(1541) 당시 계주진은 군진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 다. 

당시 단순히 약탈이 아닌 명과의 조공무역을 열기 위해 명 황제를 황성에

서 직접 압박해야 했던 알탄 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새로 지어진 성보가 

즐비하고 변장이 튼튼하며 군기가 엄정한 선부진・ 동진보다는, 상 적으로 

군비가 허술하 던 계주진으로 침입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주효해서 겨우 수천 기만으로도 알탄 칸은 명 황성에 도달하여 

결국 ‘허공’에 성공할 수 있었다.  

松本隆晴이 조사한 경술의 변 이후 융경 3년 ‘和議’까지의 萬 騎 이상으로 

추정되는 몽골의 침입로를 보면 알탄이 경술의 변 침입로를 선부진・ 동진

이 아닌 계주진으로 정한 이유가 더욱 선명하다. 경술의 변 이후 계주진을 

폭 강화하 음에도, 계주진으로의 침입은 여전히 많았다. 특히 가정 42년

145) 楊守謙, ｢大寧考｣, 明代蒙古汉籍史料汇编 2, p.10: “謙自官職方來, 虞古北之道, 
見邊人必詢之.” 

146) 明世宗實錄 363권, 嘉靖 29년 칠월 8일(己亥), pp.6461-6462: “{巡撫順天}都御

史王汝孝奏, ‘五月中, 薊鎭邊外夷酋猛可等, 犯馬蘭谷鮎魚石等處. 閏六月中, 又犯河

坊口等處, 官軍前後斬首共一百二十一級, 褒賞有功官軍及優卹死事者.’ 兵部覆汝孝

疏, 但盛称功伐, 而不及失事將領之罪, 宜命廵按御史覈實以聞, 報可是擧也. 汝孝憤

朵顔三衛諸夷索賞無厭, 嘗出境撲殺之. 諸夷以此蓄怨, 數入盜邊, 雖再失利去, 然後

遂通迤北大虜, 至八月中, 由古北口潰防而入, 盖諸夷爲之鄉導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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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과 융경 원년(1567) 계주진으로의 침입으로 경사가 진동하 다는 기록

으로 보아 계주진은 여전히 경사로 직접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입구이었음

을 알 수 있다.147)

경술의 변 이후 명조는 계주진을 크게 강화하 다.148) 계주진과 요동진을 

총괄하는 薊遼總督을 처음으로 임명하 다.149) 가정 32년(1553)에는 계주총

병관에게 비록 여전히 將軍 佩印은 없지만 부총병 이하 무장을 절제할 권리

가 부여되었고,150) 가정 41년(1562)에는 처음으로 계주순무에게 이전까지는 

없었던 변향 관리 책임이 주어졌다.151) 가정 30년(1551)에는 자형관을 관할

하는 眞保鎭을, 가정 38년(1559)에는 거용관을 관할하는 昌平鎭을 신설했

다.152) 가정 32년(1553)에서 36년(1557) 사이에는 계주진에 규모 변장 공

사를 하 다.153) 이렇게까지 하 는데도 여전히 경사를 위태롭게 하는 침입 

사건이 발생하자, 융경 원년(1567)에 戚繼光을 계주진・요동진의 모집병을 

훈련시키는 신기 부장으로 끌어올린 후, 이듬해에는 薊州鎭總兵官兼薊州昌

平眞保三鎭總理에 임명하 다.154)

147) 松本隆晴, 明代北邊防衛體制 硏究 , 東京: 汲古書院, 2001. pp.242-251
148) 明史 권212, ｢列傳｣ 100, ｢戚繼光｣, p.5616: “自嘉靖庚戌俺答犯京師, 邊防獨重

薊. 增兵益餉, 騷動天下.”
149) 明史 권73, ｢志｣ 49, ｢職官｣ 2, p.1772: “總督薊遼、保定等處軍務兼理糧餉一員. 

嘉靖二十九年置. 先是, 薊、遼有警, 間遣重臣巡視, 或稱提督. 至是以邊患益甚, 始
置總督, 開府密雲, 轄順天、保定、遼東三巡撫, 兼理糧餉..”

150) 明世宗實錄 399권, 嘉靖 32년 유월 16일(辛卯), pp.7004-7005: “經略邊務侍郎
楊愽上言, 鎮巡官專轄一方, 軍務皆其統理. 今薊州總兵官成勳制內止稱節制參將所統

官軍, 巡撫吳嘉會敕內止節制分守、守備等官, 而副總兵、遊擊未經開載, 俱宜增入, 
以重事權. ‥‥‥ 上悉允之.”

151) 明世宗實錄 516권, 嘉靖 41년 십이월 12일(壬戌), pp.8473-8474: “總督薊遼侍

郎楊選 ‥‥‥ 又言, 順天撫臣職理兵馬、糧餉, 而薊鎮之餉撫臣咸不得聞. ‥‥‥ 仍於廵
撫勑書添載催徵屯粮事宜, 令與屯田御史會同督理, 著為令. 疏下所司覆議. 從之.”

152) 茅元儀, 武備志 (天啓刻本, 續修四庫全書 963-96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pp.695-696

153) 趙現海, 明代九邊長城軍鎭史 ,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p.384-391
154) 明史 권212, ｢列傳｣ 100, ｢戚繼光｣, p.5613: “隆慶初, 給事中吳時來以薊門多警, 

請召大猷、繼光專訓邊卒. 部議獨用繼光, 乃召爲神機營副將. 會譚綸督師遼、薊, 乃
集步兵三萬, 征浙兵三千, 請專屬繼光訓練. 帝可之. 二年五月命, 以都督同知總理薊



- 70 -

가정 20년(1541)의 ‘구변’ 병액 상황과 융경 3년(1569)의 병액 상황을 비

교한 <표 10>을 보면, 다른 진들과 달리 계주・선부・ 동・산서진의 병액

이 많게는 세 배 가까이, 적어도 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경술의 변 직전에는 선부진・ 동진・산서진으로 보강이 집중되어 병

액이 많이 늘어났으나, 경술의 변 이후에는 계주진이 주로 강화되었을 것이

다. 특히 융경 3년(1569) 자료에 의하면 아홉 개의 변진 중에서 병사의 실액

은 계주진이 가장 많다. 가정 20년(1541)에는 제 로 된 병액 상황조차 기재

되지 않았던 계주진이 융경 3년(1569)에는 북변에서 가장 큰 변진이 된 것

이다. 

    兵額

邊鎭

皇明九邊考

原額

九邊圖說

原額

九邊圖說

實額
事故

비율

- %
遼東鎭 87,402 94,693 81,994 12,699 13.4
薊州鎭 50,371 109,390 99,246 10,144 9.3
宣府鎭 58,062 151,452 83,304 68,148 45.0
大同鎭 59,909 135,778 83,815 51,963 38.2
山西鎭 27,547 58,526 47,181 11,345 19.3
延綏鎭 58,067 80,196 51,611 28,585 35.6
寧夏鎭 70,263 71,693 37,837 33,856 47.2
固原鎭 67,294 71,918 55,267 16,651 23.6
甘肅鎭 79,945 91,571 47,512 44,059 48.1

558,860 865,217 587,767 277,450 32.0
근거: 황명구변고 , 구변도설

<표 10> 가정 20년(1541)과 융경 3년(1569) ‘구변’의 병액 
(단위: 명)

이처럼 계주진의 설치가 완료되면서 비로소 명 북변의 통합적 방어체제인 

‘구변’이 완성되었다. 홍무 25년(1394) 감숙진수총병관이 임명되면서 시작된 

명 북변 군사 중진의 건설은, 계주진수총병관에게 부총병 등 무장들을 절제

할 권리가 주어지고 계주진 순무가 군정전담 순무가 된, 경술의 변 이후가 

州、昌平、保定三鎭練兵事, 總兵官以下悉受節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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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야 아홉이라는 숫자를 채울 수 있었다. 제Ⅰ장에서 설명하 듯이 북변 

군사 중진은 진수총병관이 부임하면서 설치가 시작되고 군정 전담 순무도어

사가 임명되면서 설치가 완결된다. 그러므로 ‘구변’은 계주진 순무에게 변향 

관리 책임이 주어진 가정 41년(1562)에 완성된 것이다.

척계광의 練兵雜記 의 ｢登壇口授｣는 융경 초의 계주진, 더 나아가 완성된 

‘구변’의 모습을 보여준다. 융경 4년(1570) 한여름에 열린 척계광의 강연에는 

계주진 11路 뿐 아니라 중앙군이나 ‘구변’의 다른 변진에서도 장령들이 와서 

참석하 다. 척계광은 단지 장령과 병사들이 폐습에 젖어 있어서 몽골의 침

입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일 뿐, 계주진은 명령 체계・무기・변장・성곽 모두 

완비되어 있다고 자신하 다.155)

가정 연간에 수축된 동진 전체와 선부진의 北路를 잇는 변장이, 성화 연

간에 余子俊과 徐廷章이 건설한 하진・연수진의 변장, 그리고 경술의 변 

이후에 건설된 선부 東路 및 계주진의 변장과 연결되어 오늘날 알려진 16세

기 말의 만리장성을 이룬다. 

 

155) 戚繼光, 練兵雜記 (文淵閣四庫全書 728),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p.82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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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구변’은 명 말 사람들이 몽골과 치하고 있던 북변을 지칭하는 말이었

다. 명조는 동쪽의 遼東에서 서쪽의 甘肅에 이르기까지 북변에 여러 군사 重

鎭을 설치하고, 군진마다 일정 구역에 한 방어 책임을 지웠다. ‘구변’이란 

이 방어 구역에 한 총칭이며, 각 방어 구역의 중심 군진을 ‘九邊鎭’이라 

불 다. 동쪽에서부터 나열하자면, 遼東・薊州・宣府・大同・山西・延綏・寧

夏・固原・甘肅 등을 가리킨다. 이 북변의 변진들은 명 초부터 모두 존재하

던 것이 아니라 몽골과 치하는 중에 점차 설치되었다.    

‘구변’이란 단어가 명  연 기 사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명세종실록

정덕 16년(1521), 즉 가정제 즉위년의 기록이다. 그리고 ‘구변’이란 단어가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가정 13년(1534)에 허론의 ｢변론구편｣과 가정 

21년(1542)에 위환의 황명구변고 가 출간되면서부터 다. 이 책의 저자들은 

병부에서 輿圖・軍制・城隍・鎭戍・簡練을 담당하 던 직방청리사의 실무담

당자들이었다. 이들은 북변의 변진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은 ‘구변’이라

는 개념을 만들어내었고 북변의 방비를 강화하자는 북변 방비 강화론을 제

기하 다. 

그러나 가정 중기 ｢구변도｣와 황명구변고 가 출간되고 북변에 해 고심

하던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서 

이 가정 중기에 이미 ‘구변’이 다 완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통합적 북변 방어체제로서의 ‘구변’은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이 북변 방비 강

화론에서 제기하 던 문제점이 해결되고 제안이 실천되고 나서야 비로소 완

성되었다. 본고는 가정 연간의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이 제기한 북변 방비 강

화론에 따라 선부진과 동진이 강화되었고, 이 점이 庚戌의 變 때 알탄 칸

의 침입로 선택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 음을 밝혔다. 경술의 변 이후에는 

계주진이 강화되는 것으로 ‘구변’이 완성되었고, 이것이 결국 가정 연간에 

두한 북변 방비 강화론이 북변에서 실천된 결과 다는 것을 논증하 다. 

동몽골 세력인 알탄 칸이 몽골 세력을 주도하고 있던 가정 초에 북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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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변진은 경사를 북쪽에서 에워싸고 있던 계주진・선부진・ 동

진이었다. 이 세 진은 홍무 연간에는 후방이었으나, 락 연간에 변경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몽골 쪽으로 돌출된 최전선이 되었다. 상 적으로 남쪽

에 위치한 계주진은 우량하 삼위부에게 기 는 바가 있었다. 반면에 선부진

과 동진은 경사와 황릉을 보호하는 진이자 경사의 “북문”으로서의 기능도 

하 기에, 土木의 變 이후 경태 연간부터 이 두 진을 총괄하는 총독을 임명

하여 함께 관리하기 시작하 다. 지형이 험준하여 지키기 쉽다고 알려진 선

부진과 다르게 동진은 지형이 평탄하여 몽골의 침구가 잦아 가정제 즉위 

무렵에는 동진성 앞에 변장은 물론 성보조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군

기가 엄정하다고 알려진 선부진조차 가정 초에는 소규모 몽골과 마주쳐 패

퇴한 사건이 빈발하 고, 동진은 군기가 더욱 해이해져서 두 번의 병변이 

발발하 다.

이렇게 북변 방비에 핵심적이지만 피폐해 있었던 선부진・ 동진의 강화

는 허론과 한방기의 제안으로 가정 16년(1537) 선부진 西路에 이신둔보를 

신축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번의 병변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동진성 앞에 

가정 27년(1548)까지 內五堡의 건설을 포함하여 28개의 성보를 신・수축하

고, 동진의 변장을 완전히 복구하 다. 선부진에는 西路・中路・北路에 변

장을 쌓고 東路에 성보를 신축하 다. 북변 방비 강화론자들은 경사를 보호

하기 위해 선부・ 동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들의 제안을 옹만달 

같은 邊臣들이 실천하여 동진의 성보 건설과 동・선부진의 변장 수축이

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동진과 선부진의 강화는 가정 29년(1550) 경술의 변에서 알탄 

칸의 침입로 선택에 주요 변수가 되었다. 실록을 포함한 경술의 변에 관한 

사료들은 경술의 변에서 알탄 칸이 침입로를 계주진 고북구로 선택한 원인

을 단지 仇鸞의 賄賂에만 돌리고 있다. 그러나 동진과 선부진을 보강한 것

처럼 명조는 알탄 칸의 침입에 해 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다만, 몽골

의 기존 침입로 던 선부진과 동진을 주로 강화하 기 때문에 위환의 황

명구변고 의 병액 현황과 명세종실록 에 기록된 옹만달의 奏疏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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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계주진의 방비가 너무 허술했다. 또한 명 황성을 직접 기습하기 위한 

알탄 칸의 전략이 기존의 약탈전과는 달랐던 것이다. 알탄 칸은 다수의 병력

으로 명조에서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선부・ 동진의 성보와 변장을 부수며 

진격하는 가깝고 평탄한 길보다, 험한 길을 돌아 소수의 병력으로 취약한 부

분을 뚫는 기습공격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적중하여 황성을 

타격할 수 있었다.

경술의 변 이후 계주진의 시설 및 조직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계주진수총

병관과 계주진순무도어사의 職掌에 변화가 일어났다. 계주총병관에게 부총병 

이하 무장을 절제할 권리가 부여되고 계주순무에게 변향 관리 책임이 주어

졌다. 명실록 가정제 즉위년(1521)의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가정 16

년(1537) 허론이 ｢변론구편｣과 ｢구변도｣를 진상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개념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구변’은, 계주순무가 군정 전담 순무가 되는 가

정 41년(1562)이 되어서야 명실상부한 ‘九邊’으로 실현된 것이다. 

명의  몽골 방어체제 던 ‘구변’은, 홍무 25년(1394)에 감숙진총병관이 

임명되면서 건설되기 시작하여 170년 가까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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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letion process of ‘The nine fronts(九邊)’ as a Ming(明)’s 

northern defensive system in the mid and late Jiajing(嘉靖) era

 

Lee O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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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ine fronts’ was a word that people in the late Ming era called their 

northern frontier confronting against Mongol. Ming installed several military 

fortresses in it’s northern frontier areas and assigned each military fortress 

defensive duty for a definite area. ‘The Nine Fronts’ was a generic name of 

these defensive areas, and central fortress of each defensive area was called 

‘Nine front fortresses(九邊鎭)’. Listing from east, ‘Nine front fortresses’ 

included Liaodong(遼東), Jiezhou(薊州), Xianfu(宣府), Datong(大同), Shansi

(山西), Yansui(延綏), Ningxia(寧夏), Guyuan(固原), Gansu(甘肅). These 

northern fortresses did not exist from the start of Ming era, but were 

gradually installed during confrontation against Mongol.  

The word ‘The nine fronts’ first appeared in a record of Ming Shizong 

shilu(明世宗實錄) in 1521, and widely spread after Xu Lun(許論)’s Bian lun 

jiu pian(邊論九篇) and Wei Huan(魏煥)‘s Huang ming jiu bian gao(皇明九

邊考) were published. The writers of these books were military experts in 

the Ministry of War(兵部), who were in charge with maps, military policies 

and defensive installations, ets. They raised the discussion of reinforcing 

northern frontier using the concept ’The nine fronts’ which was b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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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fortresses in Ming’s northern frontier as one category.

However, in this mid Jiajing era, ‘The nine fronts’ wasn’t entirely 

completed yet. On the contrary, ‘The nine fronts’ as Ming’s integrated 

northern defensive system was completed after the problems were solved 

which the theorists discussed reinforcing northern front raised in their 

treatises. This article stated that installations of Xianfu and Datong fortresses 

were strengthened as a suggestion by the discussion of reinforcing northern 

frontier, which was one of the main parameters on the choice of Altan 

Khan’s routes in the Gengxu incursion incident(庚戌之變). And this article 

stated that ‘The nine fronts’ was completed by strengthening Jiezhou fortress 

after the Gengxu incursion incident, which was a result that the discussion 

of reinforcing northern frontier emerging from the mid Jiajing era was 

carried out in Ming’s northern frontier.

In the early Jiajing era, when Altan Khan of eastern Mongol was leading 

the whole Mongolian groups, the most important fortresses of Ming’s 

northern frontier were Jiezhou, Xianfu and Datong which enclosed the 

capital zone from the north. Jiezhou was relatively located in the southern 

area and relied on Three Uliangha Guards(兀良哈 三衛). On the contrary, 

Xianfu and Datong protected the capital zone and the Imperial mausoleums 

of Ming(明皇陵), and played “the northern entrance” of the capital zone 

together. Differently from Xianfu which was known as easy defense because 

of rugged landform, Datong frequently suffered from Mongolian’s raid due 

to it’s flat landform so that there was no any bastion(城堡) in front of 

Datong fort(大同鎭城) at the time of Jiajing Emperor’s enthronement. In 

addition, twice of mutinies broke out due to slack military discipline.

The reinforcement for these important but exhausted fortresses was started 

by the suggestions of Xu Lun and Han Bang Qi(韓邦奇) in 1537, newly 

constructing Leesintun Bao(李信屯堡) on the western Xianfu. In fro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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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ong fort almost ruined, 28 bastions were constructed or reconstructed and 

the demarcation wall(邊墻) was entirely rebuilt until 1548. In Xianfu, the 

demarcation wall was rebuilt on the west, middle and nourth of it, but on 

the eastern zone 6 bastions were constructed.     

This reinforcement of Xianfu and Datong became one of the main 

parameters on a choice of Altan Khan’s routes in the Gengxu incursion 

incident(1550). Historical resources about the Gengxu incursion incident 

including shilu(實錄) recorded only the bribe of Qiu Luan(仇鸞) caused that 

Altan khan selected Gubeikou(古北口) in Jiezhou fortress as his incursion’s 

entrance. However, reading the regulated force strength in Huang ming jiu 

bian gao and a report for the Emperor from Weng Man Da(翁萬達) in 

Ming Shizong shilu, Jiezhou was most negligent in the northern defensive 

posture before the Gengxu incursion incident. Besides, Ming Court(明朝) did 

not slapdash defense against Altan Khan’s raid like reinforcing Xianfu and 

Datong. Altan Khan’s strategy to directly attack the Imperial Palace of 

Ming(明皇城) was merely different from his previous plunder campaigns. 

Altan Khan chose a sudden attack that he passed right through the weakest 

part of his enemy with relatively much smaller force, going the long and 

hard route around, instead of the short and easy route that he could’ve 

advance breaking newly constructed bastions and the demarcation wall of 

Xianfu and Datong with much greater force. Finally, Altan Khan’s choice 

hit the mark so that he could attack the Imperial Palace of Ming.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installations and organizations of JIezhou 

after the Gengxu incursion incident, there was a transformation on the 

distribution of official duties of the Regional Commander(總兵官) and the 

Grand Coordinator(巡撫) at Jiezhou fortress. The Regional Commander of 

Jiezhou received an authority to control the Vice Regional Commander and 

other commanders. The Grand Coordinator of JIezhou also became i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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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rontier’s supplies and remuneration. In 1562, when the grand 

coordinaor of Jiezhou took ful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regarding military 

affairs in his jurisdiction for the first time, ‘The nine fronts’ just agreed 

with the name. In this way, ‘The nine fronts’, a Ming’s defensive system 

against Mongol, was completed, starting construction with appointment of 

the Regional Commander at Gansu fortress in 1394, after about 170 years 

of suffering many trials and errors. 

Key words: Ming, The nine fronts, The nine fortresses, Xu Lun, Wei Huan, 

Jiezhou, Xianfu, Datong, the Gengxu incursion incident, Altan 

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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