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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明末 淸初 海上勢力의 浮沈과 國家權力의 對應

서울 학교 학원

동양사학과

채 경 수

본고는 명말 청초 동아시아 해양사를 해상세력과 중국 국가권력 간의 상

호작용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른바 ‘글로벌 은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아메리카 륙과 일본에서 생산된 은이 해로를 통해 세

계 각지로 전해졌다. ‘세계 은의 배수구’였던 중국은 우수한 상품 생산 공급 

능력과 은에 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외부세계로부터 막 한 양의 은을 

빨아들였다. 당시 동아시아 해상 세계는 매우 수익성이 높고 큰 규모의 교역

이 이뤄지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세력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다. 여러 유럽 세력의 경쟁적 진출은 그 표적 예시이다. 선발주자 포

르투갈과 스페인, 뒤이어 진출한 네덜란드와 영국은 이 해역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유력 현지 세력과의 우호적인 관계 설정은 이들 사업

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동안 중국의 국가권력은 이 활력 넘치는 국제교역의 장을 저해하는 

표적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명 청 제국은 모두 ‘해금’으로 변되는 강력한 

해상통제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두 국가의 내륙 지향성을 상징하는 조치로 

여겨졌다. 이상의 시각에서 이 시기 국제무 에서 중국 측 주인공은 국가권

력이 아니라 그 통제에서 벗어난 ‘민간 무역 세력’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수많은 연구는 이러한 고전적 구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여러 가지 

유의미한 관점의 변화를 이룩해냈다. 명조 互市體制에 한 관심, 정씨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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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새로운 인식, 청 제국의 해양 개방성에 한 주목 등이 표적 변화

이다. 다만 여전히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 바로 말기 명 

제국의 해상세력에 한 응이다. 이 시기 명조 국가권력의 동향은 유럽 세

력이나 무역 집단의 그것에 비해 매우 간략하고 또 모호하게 처리되는 경

향이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정보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은 해당 역사의 서

사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후기왜구’ 문제에 처하는 과정에서 명조는 오랫동안 고수해 왔던 두 가

지 해상정책을 전환하였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민간의 군사 자원을 동원하여 

전통적 군사동원 체제인 衛所制를 통해 양질의 병력을 충분히 동원할 수 없

는 상황을 극복하려 했다. 민병의 적극적 활용은 해상 안보 불안의 원흉인 

해적 집단을 명군으로 편입하는 이른바 ‘以賊攻賊’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초

기에는 임시방편의 성격이 강했지만, 해상 안보의 위협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以賊攻賊’ 정책에 한 명조의 의존성은 점점 더 강해졌다. 정지룡은 

이런 흐름의 마지막을 장식한 존재였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허가제 무역’가 

부분적으로 ‘해금-조공체제’의 기능을 체했다. 해징 개항은 연해 지역민과 

해상 안보 위협 세력의 결탁 방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었으며, 그 방점은 

해외 무역의 활성화나 세수의 확보가 아니라 생계 보장을 통한 연해 지역 

안정화에 찍혀 있었다.  

해징-마닐라 무역 네트워크는 아메리카 륙의 은과 중국의 상품이 직접 

연결되는 통로로 기능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

싸고 벌어진 다양한 곡절은 이 교역망의 활성화가 순수한 상업적 요소에 의

해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마닐라는 명과 스페인이라는 

두 거  제국의 유일한 접점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시 스페인 

제국의 팽창적 야욕은 유럽과 아메리카 륙에서는 악명이 자자했으나 명에 

해서는 이를 직접 드러낸 바가 없었다. 더구나 초기 접촉 단계에서 중국계 

해적을 상 로 공동 군사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명조는 전통적 조

공국 呂宋을 정복하며 등장한 스페인을 안보상의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포르투갈의 말라카 정복에 한 응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었



- iii -

다. 해징-마닐라 무역 네트워크는 임진왜란이나 마닐라에서 일어난 중국인 

학살 사건과 같은 심각한 안보 문제 속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이는 물론 

해외 무역을 열망하는 연해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 로비와 이에 한 연해 

지역 관료들의 지지가 이룬 성과였다. 하지만 명 중앙 정부에 ‘허가제 무역’

의 안보상 효능감과 스페인-마닐라를 신뢰하는 공감 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공식 무역의 지속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7세기 초 동아시아 해역에 진출한 네덜란드 동인도(VOC)의 사례는 명조

가 안보상 위협으로 판단된 유럽 세력에게 어떻게 응했는지 분명하게 보

여준다. VOC는 1604년 최초로 명조와 교역 협상을 시도했지만 소기의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물러났다. 18년이 지난 후 VOC는 두 번째 협상을 시도했

다. 그러나 당시 VOC에 한 중국 측의 인상은 상당히 나빴다. 중국 측은 

VOC를 ‘왜구’에 버금가는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는 VOC의 최근 행적

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1610년  후반 VOC는 스페인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여러 차례 봉쇄했지만, 이곳을 왕래하던 중국 상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

다. VOC의 입장에서 스페인 제국의 역내 기득권을 분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그들에게 위해를 당한 중국 측에 악명이 쌓이는 것 역시 불

가피한 가였다. 명조의 입장에서 VOC의 팽호 군도 점령은 그들의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사건이었다. VOC는 팽호를 협상 카드로 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명 측은 핵심 군사 거점을 무단 점거한 ‘적’과는 어떠한 

협상도 할 생각이 없었다. 복건순무 남거익은 군사적 수단을 적으로 동

원하여 침략자를 팽호에서 축출했다. VOC는 이후에도 명과의 공식 무역 창

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지만, 끝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610년  후반 복건순무 황승현은 복건 지역 해방 개혁을 추진했다. 이 

개혁은 군비 강화에 ‘以賊攻賊’ 정책을 사용했다. 개혁의 성과는 VOC의 팽

호 점거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훨씬 나중에 

드러났다. VOC 사태에서 두각을 드러내 복건총병이 된 유자고가 부작용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해적 집단을 수하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안보 문제를 해

결했고, 포섭된 해적 집단들은 그를 뒷배 삼아 형성한 무역 카르텔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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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있는 VOC와의 무역을 독식했다. 이런 상황에 극심한 기근까지 더해

지면서 민남 지역 경제는 도탄에 빠졌다. 복건 최  해적 집단의 새로운 수

장인 정지룡은 이 상황을 미약한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을 성장시

키는 동력으로 활용했다. 유자고는 VOC의 힘을 빌려 정지룡을 제거하려 했

으나 실패했고, 그 여파로 그동안의 비리가 드러나서 탄핵당했다. 유자고의 

실패는 그 자신의 무능과 부패의 결과였으나 동시에 ‘以賊攻賊’ 정책의 한계

가 드러난 것이기도 했다.

명조는 다시 한번 ‘以賊攻賊’ 정책을 채택해서 정지룡 집단을 포섭하여 해

방에 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지룡의 휘하 세력 부분은 그를 떠나 해적

활동을 재개했지만, 정지룡은 휘하에 소수의 잔존 인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새로운 정지룡 집단은 명조 국가권력과 강하게 결합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많은 이들이 정지룡 집단의 충성심과 군사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정지룡 집단은 여러 차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

을 세움으로써 명 조정에 자신의 군사적 가치를 입증해냈다. 명조의 마지막 

10년 동안 정지룡 집단은 복건 지역의 군사 경제적 실권을 장악한 존재로 

거듭났고, 그 근거지 안해는 이미 쇠락한 공식 무역항 해징을 신하는 해외 

무역 창구로 기능했다. 중앙 조정의 일부 유력 관료는 정지룡의 무역 행태

를 비난하는 신 그의 역량에 기댄 개해 정책을 주장했다. 이처럼 정지룡 

집단은 명조 국가권력과 긴 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 멸망 후 자연

스럽게 남명정권의 핵심적 기반이 되었다. 정지룡은 청 제국이라는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권력에 기생하려 했지만, 그의 조직은 그를 따르는 신 명 제

국의 정치적 자산을 이용하며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는 그의 정성공을 구심

점으로 결집했다. 정씨세력은 반청활동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

로 복건 지역민의 지지를 얻어냈다.

홍무제 주원장은 위소와 해금을 두 축으로 하는 강도 높은 해상통제 정책

을 추진했다. 그의 정책 기조는 해상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었다. 

홍무제의 후계자들은 체로 그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국가를 그가 그린 청사

진에 따라 운용해왔다. 그러나 가정 말 후기왜구 사태는 홍무제식 해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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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명조는 정책의 부분적 전환을 통해 

당면한 안보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정책 전환을 통해 매우 이상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당시 명조가 가지고 있던 한정된 자원과 제한된 

역량을 고려한다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

었다고 볼 수 있다. 상기한 정책적 전환의 최종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정씨

세력은 상당히 불안정한 우군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명조를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려 한 세력이었다. 

주요어: 海禁, 後期倭寇, 동아시아 해역, 명 제국, 스페인 제국, VOC, 정씨세

력, 海澄(月港), 安海, 澎湖, 臺灣, 大員(젤란디아), 마닐라, 마카오, 

바타비아, 王直, 鄭芝龍, 鄭成功 

학 번: 2013-3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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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에서 16~17세기는 하나의 연속된 시 로 인식되곤 

한다. 동남아시아를 주요 연구범위로 삼아 선구적 인식을 제시한 앤소니 레

이드(Anthony Reid)는 1450년부터 1680년까지를 ‘교역의 시기[The Age of 

Commerce]’라고 명명했으나 사실 1500년 이전 시기에 관한 내용은 1570년

에서 1630년까지의 ‘ 호황기[The Boom years]’가 오기 전까지의 상황을 개

략적으로 정리한 것에 가깝다.1) 최근 토니오 안드레이드(Tonio Andrade)와 

싱 항(Xing Hang)이 공동 편집인으로서 출간한 동아시아 해양세계에 한 

논문집도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1550년에서 1700년으로 잡았다.2)

두 세기를 같은 맥락의 시 로 이해하는 시각은 이른바 항해시 를 맞

은 유럽 세력의 아시아 해역 진출과 깊은 연관이 있다. 범선, 포, 은을 앞

세운 유럽 세력이 매력적인 상품이 넘쳐흐르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발생한 거 한 역동성이 이 지역의 무역 질서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편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3) 16세기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17세기의 네덜란드와 

 1) Reid, Anthony,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Expansion 
and crisis. Vol. 2, Yale University Press, 1993, pp.1-62. 이후 다시 언급하는 연
구는 번잡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자, 출판연도’의 형식으로 약칭할 것이다. 

 2) Andrade, Tonio & Xing, Hang ed., Sea Rovers, Silver, and Samurai: Maritime 
Asia in Global History, 1550-1700,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6.

 3) 카를로 치폴라(Carlo M. Cipolla)는 두 권의 저서를 통해 여러 유럽 세력이 해
양 교역의 세계에서 원주민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 요인이 아메리카 륙의 은
과 더불어 포, 범선 등 군사적 우월성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카를로 치폴라 지음, 최파일 옮김, 포, 범선, 제국: 1400~1700년, 유럽은 어
떻게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 미지북스, 2010; 카를로 치폴라 지음, 
장문석 옮김, 스페인 은의 세계사: 1500~1800년, 아메리카의 은은 역사를 어떻
게 바꾸었는가? , 미지북스, 2015). 토니오 안드레이드는 중국에서 처음 개발된 
화약 무기가 아시아에 한 유럽의 군사적 역전을 주도해가는 요소가 되는 긴 
역사적 과정을 서술했다(Andrade, Tonio, The Gunpowder Age,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아메리카 은의 동향에 해서는 애트웰(William s. 
Atwell)의 고전적 연구(Atwell, William s., “International Bullion Flows and the 
Chinese Economy circa 1530-1650”, Past & Present 95, 1982) 이후에도 데니스 
플린(Dennis O. Flynn)과 아르투로 기랄데즈(Arturo Giráldez)가 이 문제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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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유럽 세력들이 아시아 해역으로 진출하여 벌인 다양한 사업과 그들

이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역내에서 구축한 패권은 해당 연구 영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이며 전체 서사의 척추 역할을 맡고 있다.4) 

천착하는 연구를 진행했다(Flynn, Dennis O. & Giraldez, Arturo, “China and the 
Manila galleons.”, Japanese Industrialization and the Asian Economy, 1994;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Journal of 
World History 6-2, 1995; “Cycles of silver: Global economic unity through the 
mid-eighteenth century.”, Journal of World History 13-2, 2002).

 4) 해당 시기 유럽 각 세력의 동아시아 활동에 관한 연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표적인 연구자의 최근 연구 업적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카
를라 필립스(Carla R. Phillips)는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이베리아반도에 위치
한 두 국가의 1450년 이후 300년간 무역사를 時系列化하여 그려냈다(Phillips 
Carla R., “The growth and composition of trade in the Iberian empires, 
1450-1750”, James D. Tracy ed., The Rise of Merchant Empires : long-distance 
trade in the early modern world, 1350-1750,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34-101). 포르투갈의 아시아 경영에 해
서는 산자이 수브라마냠(Sanjay Subrahmanyam)이 자신의 고전적 연구를 개선하
여 최근 재출판하였다(Sanjay Subrahmanyam, The Portuguese Empire in Asia, 
1500-1700 : a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Wiley-Blackwell, 2012). 동아시
아 해역에서 포르투갈 세력의 활동에 해서는 조지 브라이언 소우자(George 
Bryan Souza)의 연구가 상세하고 체계적이다(Souza, George Bryan, The Survival 
of Empire: Portuguese Trade and Society in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1630-17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스페인의 아시아 진출 최근 연구
로는 아르투로 기랄데즈(Arturo Giráldez)의 것(Giráldez, Arturo, The Age of 
Trade, Rowman & Littlefield, 2015)과 비르깃 트레믈베르너(Birgit 
Tremml-Werner)의 것(Tremml-Werner, Birgit, Spain, China, and Japan in 
Manila, 1571-1644 : local comparisons and global connections,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5)이 있다. VOC의 역내활동에 해 이해하는 데는 레오나
드 블뤼세(Leonard Blussé)의 고전적 연구가 여전히 가장 큰 도움이 된다
(Blussé, Leonard, Strange Company: Chinese Settlers, Mestizo Women, and the 
Dutch in VOC Batavia, Foris, 1986). 단, 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니오 안드
레이드가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다(Andrade, Tonio, How Taiwan became Chinese: Dutch, Spanish, and Han 
colonization in the seventeenth centur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Lost 
Colony: The Untold Story of China's First Great Victory over the We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VOC의 선박과 항해 활동에 관해서는 로버트 
파르세우스(Robert Parthesius)가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Parthesius, Robert, 
Dutch ships in tropical waters : the development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VOC) shipping network in Asia 1595-1660,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EIC에 해서는 쵸두리(Kirti N. Chaudhuri)의 연구가 선구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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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 정향, 육두구 등 각종 향신료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남아시아의 교역 

네트워크가 유럽 세력을 유인한 동기이자 최초의 과실이었다면,5) 중국산 비

단과 일본산 은으로 표되는 동아시아 해역의 무역 네트워크는 그들이 최

종 패권 결을 벌인 무 였다.6) 시기를 크게 나누면 16세기 전반은 동남아

시아 교역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포르투갈이 중국과 일본의 문호

를 두드렸던 시기였고, 16세기 후반은 스페인이 이 열에 합류했던 시기였

다. 17세기는 네덜란드와 영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하여 이들의 역내 

패권이 위협한 시기였다.7)

1580년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병합되면서 동남아시아의 교역 네트워크는 

통합되었지만 1550년 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70년 에 안착한 마카오-나가

사키 무역 루트는 마카오 거주 포르투갈인들의 로비와 저항으로 마카오가 

자치권을 얻게 되면서 스페인 제국의 직접 통치권에서 벗어났다. 이와 별도

로 스페인 제국도 1570년  루손섬의 마닐라에 안정적인 무역 거점을 마련

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16세기 마지막 사반세기부터 동아시아 해역에서 

유럽 세력은 마카오와 마닐라라는 두 거점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다.8) 

17세기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이라는 신흥 세력이 등장했다. 이들이 선발주

자들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은 둘 다 영국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 이하 EIC로 약칭)와 네덜란드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nie 이하 VOC로 약칭)라는 회사를 매개로 사용했기 때문에 체계적 

시 공간적으로 조금 협소한 면이 있다. 최근에는 이점을 보강한 후속 연구들이 
등장했다(Chaudhuri, Kirti N., The Trading World of Asia and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1660-17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Lawson, Philip, 
The East India Company: A History, Routledge, 2014; Erikson, Emily, Between 
Monopoly and Free Trade: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1600 1757. Vol. 
1,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5) Reid, Anthony, 1993, pp.2-16.
 6) Flynn, Dennis O. & Giraldez, Arturo, “Silk for Silver: Manila-Macao Trade in 

the 17th Century”, Philippine Studies 44-1, 1996.
 7) Wills, John E. Jr., “Maritime Europe and the Ming”, John E. Wills, Jr ed., 

China and Maritime Europe, 1500-1800 : Trade, Settlement, Diplomacy, and 
Missions,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24-77. 

 8) Giráldez, Arturo, 2015, pp.63-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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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과 안정적인 자본 동원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영리를 최우선 과

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EIC는 VOC와의 초기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다

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철수하여 인도 경영에 집중했지

만, VOC는 훨씬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베리아 세력의 역내 패권 

중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데 성공했다.9) 

중국사적 맥락에서 진행된 해양사 연구에서도 16세기와 17세기는 하나로 

연결되는 시기로 평가되어왔다. 이 시각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하나

는 매우 전통적인 것으로 ‘국가권력의 폐쇄성’으로서의 연속성이다. 이 시각

에 따르면 명 청 제국은 모두 ‘내륙 지향형 농경 제국’이기 때문에 해양세계

에 해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두 제국은 ‘海禁’이라는 해양 통제 정책

을 서로 물려주고 계승했으므로 최소한 해양세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내

륙 지향성이라는 특성을 공유한 국가권력이었다.10) 

다른 한 측면은 국가권력의 내륙 지향적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해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수많은 역내 중국인들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권력의 엄격한 금령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해 지역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출항을 감행했기 때문에 양자의 충돌은 

 9) 주경철, 항해시 : 해상 팽창과 근  세계의 형성 , 서울 학교출판문화원, 
2008, pp.91-105.

10) 이러한 전통적 시각은 과거에도 존재했을 수는 있겠으나 존 킹 페어뱅크
(Fairbank, John K.)의 선언(Fairbank, John K. “Maritime and continental in 
China's history”, Fairbank, John K. & Twitchett, Denis C.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X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1-20)을 통해 확
고한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Hang, Xing, Conflict and Commerce in 
Maritime East Asia: the Zheng Family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World, 
c. 1620-1720, Brandeis University, 2015, p.9; 檀上寬,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
と華夷秩序 ,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p.3).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은 최근 연구 경향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매튜 모스카
(Matthew W. Mosca)의 평가를 빌리자면, “명 청 시기 해상 세계에 관한 연구는 
개 조공 책봉, 광주, 조약항이라는 세 가지 영원불변의 ‘시스템’에서 나왔다. 

이 튼튼한 줄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주제에 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연구만 
나왔다”라고 최근 연구 현황을 평가하였다(Mosca, Matthew W., ‘Another Look 
Seaward: New Scholarship on Maritime China in the Ming and Qing Periods’, 
Ha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78, 2018, p.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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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것으로 그려졌다. 이른바 ‘후기왜구’라고 불리는 중국계 해적은 이

러한 필연적 립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존 윌스(John E. Wills Jr.)는 16세

기 중엽에 활동한 王直부터 17세기 말까지 활동한 施琅까지를 이어주는 일

종의 계보도를 작성하여 이들의 연속성을 묘사함으로써 두 세기를 하나의 

시 로 연결하였다.11) 

王賡武(Wang Gungwu)는 ‘제국 부재의 상인들[Merchants without Empire]’

이라는 간결하고 매력적인 표현을 통해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명쾌한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12) 王賡武의 메시지는 해당 논문이 실린 논문집의 제목인 

‘상업 제국들의 부상[The Rise of Merchant Empires]’을 절묘하게 이용함으

로써 효과를 극 화했다. 즉 유럽에서 건너온 온 상업 제국들에 항해서 자

신들의 무역 이익을 지켜내려 발버둥을 치지만 공권력의 지원을 전혀 기

할 수 없어 파편화 왜소화될 수밖에 없었던 복건 상인[Hokkien Merchant]의 

어려움을 극적으로 표현해낸 것이다.13) 이로써 ‘억압하는 국가권력과 도전하

는 민간 무역 세력의 립’은 16~17세기 중국 해양사의 기본 구도로 자리 

잡았다. 이 구도는 지금까지도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2000년  후반부터 기존의 고전적 구도에 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다수 등장했다. 새로운 연구 동향은 크게 세 방향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 방향은 명조의 해금-조공무역 시스템에 한 재인식을 시도한 연

구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互市 및 月港 廣州 등 명조가 공식 무역 허가를 내

린 곳의 운영에 천착한 연구들이 다수 등장했다.14) 互市體制를 주창하는 연

11) Wills, John, “Maritime China from Wang Chih to Shih Lang”, Jonathan D 
Spence, John E Wills, Jr eds, From Ming to Ch’ing: Conquest, Region, and 
Continuity in Seventeenth Century China, Yale University Press, 1979.

12) Wang Gungwu, “Merchants without empire: the Hokkien sojourning 
communities”, James D. Tracy ed., The Rise of Merchant Empires : 
long-distance trade in the early modern world, 1350-1750,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400.

13) 廖敏淑은 명  무역 상황을 市舶司가 존재했던 송 원 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명  해외무역상들이 이로 인해 과거 상인들보다 훨
씬 열악한 조건에서 교역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서술했다(廖敏淑, 淸代中國 : 
對外關係新論 , 政大出版社, 2013, pp.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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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은 그보다 앞서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가 제기한 조공시스템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계승하였다. 양자는 모두 ‘홍무제적 해금-조공질서’의 장기 

지속성에 해 의문을 품은 데서 출발했으며, 제국 말기 명조가 해외 무역에 

해 초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15)

단죠 히로시(檀上寬)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킨 연구자

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문제를 광범위한 시 에 걸쳐 조망함으로써 영감 

넘치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냈다. 그는 해방-외교-무역이 하나로 묶인 명초

의 시스템을 ‘해금=조공시스템’이라고 명명하고 ‘해금’이라는 개념 자체와 

이를 기조로 삼은 명조 해상정책의 변화상을 분석했다. 그는 ‘개념으로서의 

해금’이 선행기(1368~1374년)-준비기(1374~1404년)-맹아기(1404~1500년)-형

성기(1500~1587년)-완성기(1587년 이후)라는 다섯 단계를 거쳐 긴 시간에 걸

쳐 형성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동시에 그는 후 로 갈수록 해금이라

는 개념 자체는 명확해지는 반면 명조가 이 개념을 통해 구현하는 실제 통

14) 李慶新, 明代海外貿易制度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第3 4章; 岩井茂樹, 
十六世紀中國におけるの摸索-互市の現實とその認識 , 岩井茂樹 編, 中國近
世社會の秩序形成 ,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2004, pp.97-142; 岩井茂樹, 帝
国と互市-16-18世紀東アジアの通交 , 籠谷直人 脇村孝平 編, 帝國とアジア.
ネットワ-ク: 長期の19世紀 , 2009, pp.30-59; 上田信, 海と帝國-明淸時代 , 
講談社, 2005, pp.249-62; Perdue, Peter C. “1557: A Year of Some 
Significance”, Asia Inside Out: Changing Time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pp.90-111. 국내 관련 연구 성과로는 조영헌, 明 後期 月港 開港과 壬辰倭亂 , 
史叢 90, 2017; 한지선, 嘉靖年間 東南沿海社會와 月港의 開放 , 中國史

硏究 90, 2014, pp.127-68; 한지선, 印度洋 貿易 네트워크상에서의 朝貢과 互
市-明代 미얀마에서의 土司制度와 國境貿易 , 明淸史硏究 52, 2019, 
pp.143-179; 홍성구, 明代 北邊의 互市와 朝貢 , 中國史硏究 72, 2011, 
pp.67-92; 홍성화, 전쟁과 사절-屯門海戰과 明朝의 외정책변화 , 史林 61, 
2017, pp.337-73 등이 있다. 

15)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氏)는 “조공(무역)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
로써 조공체제와 조약체제가 립하는 페어뱅크식 구도를 돌파하려 한 최초의 
연구자였다(濱下武志,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 岩波書店, 1997). 그러나 
단죠 히로시가 지적하듯 하마시타의 시도는 조공제도에 한 새로운 인식을 가
능케 하긴 했으나 그것이 명조 외정책의 근간이라고 본 점에서는 기존의 인
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도 했다. 互市體制 연구자들은 바로 이점을 비판적
으로 파고들었다(檀上寬, 2013,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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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은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했다.16)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명 말은 개념으로

서의 해금이 완성되었으나 해상 세계에 한 실질적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정책적 수단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역설적인 시

기였다. 

두 번째 방향은 청조의 해상정책에 한 재평가를 시도하는 연구들이다. 

가장 전면적인 도전을 시도한 연구자는 강 자오(Gang Zhao)이다. 그의 연구

는 기존의 인식을 뒤흔드는 세 가지 화두를 던졌다. 하나는 청조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상 세계를 향해 강한 개방성을 드러낸 제국이었다는 점이다. 다

른 하나는 청조의 해상정책의 본류를 1757년이 아니라 1684년 강희제의 개

방 조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1684년 당시 강희제는 조공과 

무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을 취했고 이것이 청 전반기 해상정책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다는 것이다.17) 그의 주장은 청조가 명조의 폐쇄적 해금 정책

을 거의 그 로 계승했다는 기존 인식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었다. 

로널드 포(Ronald C. Po)와 같은 연구자는 해방 측면에서 청조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통해 강 자오의 견해에 힘을 실었다.18)

사실 강 자오의 도발적 주장이 있기 전에도 ‘닫힌’이라는 수식어가 청  

해상 세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여럿 있었다. 吳振强(Ng Chin-keong)은 1683년 정씨세력이 소멸한 다음 복

건- 만 일 에 하문을 중심으로 한 활력 충만한 교역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다는 점을 1980년 에 이미 실증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19) 레오나드 블뤼

16) 檀上寬, 2013, pp.171-211.
17) Gang, Zhao, The Qing Opening to the Ocean : Chinese Maritime Policies, 

1684-1757,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3.
18) Po, Ronald C, The blue frontier: maritime vision and power in the Qing 

Empi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로널드 포, 강 자오, 싱 항은 2019년 
3월 미국 덴버에서 열린 AAS Anuual Conference에서 청제국의 해양 개방성
을 주창하는 패널을 열었다. 그들은 여기서 기존의 ‘신청사[New Qing History]’
를 십분 의식한 ‘신청해양사[New Qing Maritime History]’라는 표현으로 자신들
의 새로운 시각을 드러냈다. 

19) Ng Chin-keong, Trade and society, the Amoy network on the China Coast, 
1683-1735, NUS Press, 1983(2015 再刊). 그의 연구는 2015년에 재출간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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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1690년  VOC가 중국 연해 지역에 한 직접 진출을 포기한 원인 중 

하나로 청조의 허가 아래 남양으로 진출한 수많은 정크선이 중국 상품을 충

분히 공급한 점을 꼽았다.20) 마츠우라 아키라(松浦章)는 청  중국 정크선의 

활발한 무역 동향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21) 폴 반 

다이크(Paul A. Van Dyke)는 이른바 ‘광동무역체제(Canton Trade System)’의 

성격에 한 구체적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오랜 기간 이를 뒤덮고 있던 낡

은 편견 중 많은 부분을 벗겨냈다.22) 

이상의 多大한 실증 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강 자오의 주장이 도발적

으로 받아들여진 데에는 입관 초 청조가 전면적 해금령을 내렸을 뿐 아니라 

연해 거의 전 지역에 遷界라는 무지막지한 疏開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일 것

이다. 1661년 청조가 단행한 천계는 세계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큰 규

모의 해상 봉쇄 조치였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연해 지역이 입은 

피해는 막중했다. 이 조치는 1683년 이전의 청조가 중국 연해 지역과 해상 

세계의 소통을 강하게 차단하려 했다는 점을 논란의 여지 없이 확증하는 사

례이다.23) 강 자오의 연구는 사실 이 문제를 회피한 면이 없지 않다. 그의 

내용상의 본질적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20) Blussé, Leonard, “No Boats to China :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nd the 

Changing Pattern of the China Sea Trade, 1635-1690”, Modern Asian Studies 
30, 1996.

21) 松浦章, 淸代海外貿易史の硏究 , 朋友書店, 2002; 松浦章, 淸代帆船沿海航運
史の硏究 , 關西大學出版部, 2010.

22) Van Dyke, Paul A, The Canton trade: life and enterprise on the China coast, 
1700-1845,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5; Van Dyke, Paul A, Merchants 
of Canton and Macao: politics and strategies in eighteenth-century Chinese 
trade,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1. 

23) 王日根 段芳, 明清之際漳潮沿海局勢、政策與民衆生計 , 江海學刊 , 2020-2; 
羅誠, 清初遷界與移民-以順治十八年的溫州遷界爲中心 , 中國社會經濟史研
究 , 2018-02; 吳滔 羅歐亞, 從遷界到展界-明清鼎革時期的溫台鹽政與濱海社
會 , 蘇州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34-1, 2017; 劉宇勳, 淺析清初遷界對福
建沿海地區的影響 . 閩臺文化研究 , 2013-01; 黃挺, 清初遷海事件中的潮州
宗族 , 社會科學 , 2007-03; 連心豪, 再論施琅與淸初開放海禁 , 謝廣生中國
社會經濟史硏究 , 2002; 韋慶遠, 有關淸初禁海和遷界的若幹問題 , 明淸論叢  
3, 2002; 陳春聲, 從“倭亂”到“遷海”-明末淸初潮州地方動亂與鄕村社會變遷 , 
明淸論叢 2, 2001; 冷東, 明淸海禁政策對閩廣地區的影響 , 人文雜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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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구성하고 있는 9개의 챕터 중 어느 것도 이 문제를 규명하는 데 할

당하지 않았고 그 이유 또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4) 

세 번째 방향은 정씨세력과 만에 한 관심 증 이다. 2010년  영미학

계에서는 정씨세력에 해 專論하는 여러 편의 연구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

여 이 집단의 정체성에 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했다. 선두 주자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다폰 데이빗 호(Daphon Daivd Ho)이다. 그의 연구는 누르하치와 

정지룡을 상업과 군사력에 기 어 성장한 변방의 육상세력과 해상세력이라

는 칭 구도 속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양자의 립을 관찰함으로써 정씨세

력에게도 청조와 마찬가지로 제국건설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

다.25) 鄭維中(Zheng Weizhong)의 연구는 주로 정지룡-정성공 시기를 다뤘고, 

방 한 네덜란드 측 사료를 동원함으로써 VOC와의 구체적 관계 속에서 정

씨세력의 활동을 묘사했다.26) 양자가 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은 주지의 

1999-3; 盧建一, 明淸海疆政策與東南海島硏究 , 福建人民出版社, 2011, 
pp.38-49; 王宏斌, 淸代前期海防 : 思想與制度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pp.58-9; 萬明, 中國融入世界的步履 : 明與淸前期海外政策比較硏究 , 社會科
學文獻出版社, 2000, pp.347-82. 다만 천계에 해서는 최근 영미 학계의 연구
조차 이 조치의 잔학성과 그로 인해 초래된 막 한 피해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고 그 전략적 성과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진전된 연구성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Ho, Daphon D., “The Burning Shore: Fujian and the Coastal 
Depopulation, 1661-1683”, Andrade, Tonio & Xing, Hang ed., Sea Rovers, 
Silver, and Samurai: Maritime Asia in Global History, 1550-1700,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6, pp.260-89). 청조의 해금 및 천계에 관한 국내 연구성과로
는 원정식, 淸初 福建社會와 遷界令 實施 , 東洋史學硏究 81, 2003; 홍성
구, 청조 해금정책의 성격 , 한 중 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 2007; 채경수, 遷
界令의 전략적 의미 재검토-복건 연해 해상세력의 동향을 중심으로 , 明淸史
硏究 48, 2017 등이 있다.

24) 그는 천계 문제를 분석하여 직접적 원인을 규명하는 신 입관 전 만주족의 상
업 전통, 강희제의 뛰어난 통치 감각 등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심
쩍은 부분에서 1684년 이후 청조의 해양 개방성의 동력을 찾으려 했다(Gang, 
Zhao, 2013, Chapter 3 4). 

25) Ho, Dahpon David, “Sealords live in vain: Fujian and the making of a maritime 
fronti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Ph.D Dissertation of UC San Diego, 
2011.

26) Cheng Wei-Chung(Zheng Weizhong), War, Trade and Piracy in the China Seas 
1622-1683, Bril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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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지만 실증적 연구의 부재로 그동안은 피상적으로만 파악되어왔기 때

문에 鄭維中의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싱 항은 정성공 이후 시기

를 주로 다루었으며 그동안 외면받던 부류의 한문 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다. 그는 정씨세력의 행보에 고도의 정치 경제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집단의 역사를 ‘해상제국’의 형성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했다.27)   

17세기 만에 관한 연구의 증가 역시 유사한 해양사적 맥락 속에서 이뤄

진 것이었다. 이곳을 둘러싼 정씨세력과 VOC의 관계가 핵심적인 연구주제

이기 때문이다. 만 학자 陳宗仁은 16~17세기를 중심으로 한 만의 역사

를 鷄籠과 淡水라는 북단의 두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그의 연구는 

당시 만의 높은 해양 지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곳이 스페인과 VOC가 

역내 패권을 두고 최종결전을 펼친 무 임을 잘 드러냈다.28) 토니오 안드레

이드는 17세기 중엽 만의 역사를 漢化의 관점에서 조망했다. 그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VOC의 만 경영을 소재로 삼았으나 가용 인력이 부족했던 

VOC가 식민화를 위해 한인을 거 동원해야 했던 현실을 밝혀냈다. 그는 

이 현상을 ‘협력 식민화[Co-colonization]’라고 명명했으며, 이것이 이후 정씨

세력의 만 정복과 안정적인 경영의 발판이 되었다고 보았다.29)

만의 해양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당시 이곳을 거점으로 움직였

던 여러 세력, 그중에서도 특히 정씨세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의 크기를 훨씬 크게 만들었다. 최근 연구들은 정성공을 최후까지 復明

運動에 헌신한 비운의 충신이나 ‘서구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낸 민족 영웅으

27) Hang, Xing, Conflict and commerce in maritime East Asia: The Zheng family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world, c. 1620 17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그의 의도는 다음 저서의 제목에서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Hang, Xing, Profits, Power, and Legitimacy: The Zheng Maritime Empire in 
Seventeenth-Century Maritime East Asia,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2016).

28) 陳宗仁, 鷄籠山與淡水洋: 東亞海域與臺灣早期史硏究 , 聯經出版事業公司, 2005.
29) Andrade, Tonio, How Taiwan became Chinese: Dutch, Spanish, and Han 

colonization in the seventeenth centur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이러한 
시각은 그의 다음 저서가 정성공의 만 정복에 한 구체적인 서사를 전론했
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Andrade, Tonio, Lost Colony: The Untold Story of 
China's First Great Victory over the We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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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려내는 오래된 관점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을 넘어 심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상황을 제 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정성공 같은 개인의 영웅적 행위보다는 정씨세력이라는 ‘준국가적 조

직’ 전체의 활동과 이를 둘러싼 당시 중국 연해 및 해상 세계의 상황에 

한 깊이 있는 이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30)

본고의 주요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1567년 월항 개항 이

후부터 명이 멸망할 때까지 해상 세계에 해 명조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무슨 응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명조의 해상정책에 한 

연구는 매우 많지만 부분 1567년까지의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후 시기에 해서는 민간 무역업자와 유럽 세력의 동향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31)

30) 1994년 方友義가 主編이 되어 엮은 鄭成功硏究 에는 67편의 새로운 논문이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전 시기 정씨세력 관련 연구를 總論 抗淸 
復臺 開發臺灣 文物 史蹟 文獻 史實 有關歷史人物 古事, 傳說, 詩
文, 戲劇 信息, 動態 單行本의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총망라하였다. 제목에
서부터 드러나는 바와 같이 90년  이전 연구의 중심은 명백히 정성공 개인이
었으며, 抗淸活動과 臺灣問題라는 두 개의 큰 화두로 양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方友義 主編, 鄭成功硏究 , 厦門大學出版社, 1994). 이상의 시각은 최
근 연구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李細珠, 鄭成功的曆史
貢獻及其時代意義-紀念鄭成功收複台灣355周年 , 統一論壇 , 2017-05).

31) 예를 들면 명  해외 무역 정책의 전환을 분석한 鄭永常의 연구는 앞부분에서
는 명조의 정책을 다루다가 1567년 이후에 해서는 지면의 부분을 VOC의 
동향을 설명하는 데 할당하였다(鄭永常, 來日海洋的挑戰-明代海貿政策演變研
究 , 稻郷出版社, 2004). 2010년 동일한 주제에 한 연구를 진행한 李康英(Li 
Kangying)은 아예 1368년에서 1567년까지로 연구 상 시기를 한정하여 논지를 
전개했다(Li Kangying, The Ming Maritime Trade Policy in Transition, 1368 to 
1567, Wiesbaden : Harrassowitz, 2010). 명 청 제국의 해상정책을 묶어서 다룬 
王日根은 1567년 이후 명조 정책을 다루기는 했으나 매우 적은 지면을 할당하
여 피상적으로 다루었으며 그마저도 융경 연간과 만력 연간 전반 즉 16세기 내
의 상황만을 다루었다(王日根, 明淸海疆政策與中國社會發展 , 福建人民出版
社, 2005, pp.132-40). 李慶新의 연구는 명 말의 해상정책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
당했으나 그 관심은 주로 廣州와 月港 두 항구에 적용된 무역제도 자체에 있었
고 그 정치적 맥락이나 해상 안보 문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李慶新, 
2007, pp.278-435). 우에다 마코토(上田信)는 명조의 상황에 관심을 두기는 했지
만 연해 지역에 한 정책이 아니라 중앙 정치 내부의 갈등, 유럽 선교사에 
한 우, 북방 세력에 한 처 등 해상 세계에 한 직접적 응이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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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년 이후 명조가 매우 많은 해상 안보 위협에 시달렸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명조는 융경 연간(1567~1573) 전체를 거쳐 만력 초까지 후기왜구

의 준동에 계속 시달렸으며,32) 1592년에는 일본의 조선 침공이라는 ‘사상 최

의 왜구 사안’에 개입해야 했다.33) 포르투갈, 스페인, VOC, EIC 등 여러 

유럽 세력이 연속적으로 중국 연해에 진출하여 무역을 시도했으며, 17세기 

초 도쿠가와 막부가 주인선 무역을 시작함에 따라서 이후 이를 중단할 때까

지 약 30년간 매년 수십 척의 일본 선박들이 중국 연해에서 활동하거나 최

소한 이곳을 거쳐 지나갔다.34) 제국의 마지막 20년 동안에는 李旦, 顏思齊, 

鄭芝龍, 李魁奇, 鍾斌, 劉香 등 중국계 거  해상 집단이 연속적으로 등장하

여 연해 지역을 종횡무진 휘젓고 다녔다.35)

이 시기 쏟아지는 안보 이슈에 명조가 어떻게 응했는지에 한 실체적 

힘든 부분에 지면의 부분을 할당했으며 바다의 상황에 해서는 이단 등 17
세기 무역 세력에 해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上田信, 海と帝國 , 講
談社, 2005, 249-323). 단죠 히로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해금 개념의 시기 
구분 5단계에서 4단계와 5단계의 분기를 1567년이 아닌 1587년으로 하였으나 
이는 萬曆大明會典 의 편찬 시기에 따른 구분일 뿐이었다. 다음 장에서 해금 
시행을 통시 적 관점에서 7단계로 나누었을 때는 그 역시 1567년을 분기로 삼
았고, 그 이후 시기 정책에 한 별도의 지면은 할당하지 않았다(檀上寬, 2013, 
pp.204-14). 일본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시기별 동아시아 해양세계에 관한 연
구를 총람한 모모키 시로(桃木至朗) 등의 공동저서에서도 1567년 이후는 유럽 
세력과 중국계 무역업자, 일본 주인선의 시 로 그릴 뿐 명조의 정책에 한 언
급은 전혀 없었다(모모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 
민속원, 2012, pp.131-52).

32) 林仁川, 明末淸初私人海上貿易 ,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7, pp.108-11. 윤성
익은 명  왜구 문제를 전론한 저서의 결론 부분에서 16세기 왜구가 융경 만력 
연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嘉靖大倭寇라는 용어가 낳을 수 있는 
오해를 지적했다(윤성익, 명  왜구의 연구 , 경인문화사, 2007, p.194). 이화승
은 유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문헌 속에 산일된 해상 집단의 정체를 밝히
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이화승, 明中期, 東南沿海 海賊 연구 , 역사문화연
구 69-1, 2019).

33) 차혜원은 임진왜란 시기 복건 당국이 이로 인한 왜구의 침략을 경계하여 벌인 
첩보활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차혜원, 중국 복건지역의 임진전쟁
(1592~1598) 응 , 동방학지 174, 2016). 

34) 岩生成一, 朱印船貿易史の研究(新版) , 吉川弘文館, 2013. 
35) Cheng Wei-Chung, 2013, pp.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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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없이 16~17세기 중국과 해상 세계의 관계를 제 로 논하는 것은 불가

능에 가깝다. 제국 말기의 명조는 해상 세계에 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

던 것일까? 그렇지 않고 명조가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

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들이 취한 정책은 1683년 만 정

복 이후 청조가 취한 개방 정책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 정씨세력이 복건 지역에서 구가했던 지역 패권이 과연 어디서 

기원하였으며 어떤 식으로 발현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정씨세력이 복

건을 중심으로 한 연해 지역에 해 상당히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

을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정씨세력 연구에서는 이 조직이 ‘준국가적 속성’

을 가진 것으로까지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개는 정성공의 집권 후 세력 재편 혹은 만 정복 경영을 분기점으

로 보는 것 같지만36) 일부 연구는 정지룡이 해상 패권을 장악했을 때 이미 

국가를 이룬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37)

이상의 연구들이 언급하는 ‘국가’는 매우 다양한 층위의 의미로 사용되었

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수사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보이지만 어떤 경우는 

고도의 관료제와 영토와 인구에 한 실효적 지배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선언적으로 국가의 형성을 논하기 전에 정씨세력이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구축했던 지역 패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형성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정씨세력의 초기 성장 과정과 명 말에 확보한 위

상, 여러 남명정권과의 친연성, 반청복명 활동 등 다양한 측면을 이후 ‘국가’

를 형성한 시기와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

은 제국 말기 명조가 해상 안보를 위해 사용한 정책적 수단과 정씨세력의 

성장을 연결하며, 이후 청조가 정씨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동원해야 했던 전

략적 수단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36) 林田芳雄, 鄭氏臺灣史-鄭成功三代の興亡實紀 , 汲古選書, 2003, pp.24-62; 上
田信, シナ海域: 蜃氣樓王國の興亡 , 講談社, 2013, 第5章-鄭成功と未完の海
上王國, pp.265-322. 

37) 鄭永常, 2004, pp.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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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한 해답을 총 5개 장을 통해 탐구할 것이다. 

제 장에서는 가정 말에서 융경 연간 연속적인 해상 안보의 위기에 응하

는 과정에서 명조가 도입하게 된 두 가지 새로운 방향의 정책에 해 논할 

것이다. 첫 번째는 ‘以賊攻賊’ 정책이다. 이는 명조에 적해왔던 해상 집단 

중 일부를 포섭하여 이를 다른 해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전력으로 활용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허가제 무역을 통한 안보 압력 완화이다. 구체적

인 조치로는 海澄의 개항과 허가제 무역의 개시이다. 두 가지 조치는 제 역

할을 하지 못하는 전통적 안보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안보 조치였음을 규명

할 것이다. 

제 장에서는 16세기 말 명조의 해징 개방 정책과 이베리아 세력의 동아

시아 해역 진출의 결합으로 형성된 해징-마닐라 간 무역 네트워크에 해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 무역 네트워크가 형성 발전하는 과정에서 명 중앙 

조정과 복건 당국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를 위해 1571년에 발생한 스페인의 마닐라 정복,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1603년에 발발한 마닐라 중국인 학살 사건에 한 명 측의 응조치를 살펴

보았다. 이상의 세 사건은 모두 해징과 해상 세계의 단절을 초래할 만한 일

이었지만 중앙 조정의 최종적 결정은 언제나 의외로 연결을 유지하는 방향

으로 내려졌다는 점을 밝히고, 복건 지역 사회와 복건 당국이 개항의 효능과 

해외 무역 지속의 필요성을 중앙 조정에 관철하는 데 성공했고, 중앙 조정에

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음을 서술할 

것이다.

제 장에서는 후발 유럽 세력인 VOC의 중국 무역 시도와 명조 측의 단

호한 응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1622년 VOC의 팽호 점령 시도는 중국 

무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명조 측으로서는 이를 

안보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서술할 것이다. 또 명조가 

VOC와의 교섭에서 보인 단호한 태도와 이들을 팽호에서 몰아내기 위해 강

력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점 등을 통해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무역 

창구를 열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조가 관철해냈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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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에서는 복건순무 황승현이 주도한 복건 지역 해방 개혁이 정지룡 

세력의 장주 침공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을 서술할 것이다. 황승현의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말기적 기능부전에 빠져 있던 복건 명군이 VOC 함 의 팽호 

점령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질서정연하게 응할 수 있었던 동력을 제

공하였을지 몰라도, 민병의 활용을 선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상 집단의 명

군 유입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서술할 것이다. 그리

고 정지룡 집단의 초기 활동과 급격한 성장은 바로 여기서 발생한 변수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임을 밝힐 것이다.

제 장에서는 정지룡이 명조에 투항한 후 수십 년 동안 정씨세력이 점차 

복건 연해 지역의 패권 세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기술할 것이다. 우선 정지

룡이 군사적 성과를 통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심을 불식시키는 명조 내에

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는 과정과 그 결과 그의 근거지인 安海가 연해 주

민에게 해외 무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공식적 공식창구’로 기능하게 된 상

황을 서술할 것이다. 끝으로 정성공과 정경 시기 정씨세력이 反淸復明의 구

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종적으로는 지

역 패권으로 성장하여 연해 주민과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일종의 정치

적 지배 종속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그려낼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안보를 중시하는 국가권력’과 ‘무역을 원하는 

해상 세계’ 사이의 갈등 구도라는 전통적 서사에 새로운 인식 한 가지를 추

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국가권력과 해상 세계가 서로를 무조건 배척하

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이다. 양자는 각자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

하는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설명처럼 서로를 적 했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

서는 큰 문제 없이 비교적 우호적으로 공존했으며, 서로의 이익이 잘 합치되

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기까지 했다. 명조의 시도

가 항상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것은 아니었지만, 말기적 기능부전 상태에 빠

져 있던 명조가 몇몇 결정적 순간에 해상 세계에 해 일정 정도의 영향력

을 행사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었다. 정씨세력은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존재

였다. 정씨세력은 말기 명조와 남명정권의 정치적 권위를 이용하여 연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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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했지만 동시에 연해 지역에 한 통제력이 

거의 없던 ‘여러 명조’에게 실질적 힘을 부여하는 존재였다. 이 점을 고려해

서 16~17세기 중국 연해 지역의 동향을 관찰한다면 육상 세계와 해상 세계

에 속한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 낸 역동성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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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명 후기 해상정책의 방향 전환 

1. 嘉靖 말~隆慶 연간 ‘후기왜구’의 실상

가정 35년(1556)38) 이월 명조는 浙直總督 楊宜39)를 파직한 뒤 浙江巡撫 

胡宗憲을 그 후임으로 임명했다.40) 가정 34년(1555) 유월 巡按御史에서 巡撫

가 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이뤄진 파격적인 승진이었다.41) 호종헌의 승진에

는 督察軍務侍郎 趙文華의 적극적인 추천이 큰 영향을 미쳤다. 조문화는 당

시 명 조정 제일의 실력자인 嚴嵩의 심복이었다. 그 덕분에 호종헌은 전임자

들과는 달리 중앙 조정에 일군의 후원 세력을 둔 상태에서 비교적 안정적으

로 자신의 전략 구상을 펼칠 수 있었다.42) 

호종헌은 부임 초부터 중앙 조정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림으로써 자신

의 입지를 단단하게 다져갔다. 가정 35년(1556) 사월 절강순무 시절 그가 일

본에 파견했던 陳可願과 蔣洲가 五島의 汪直을 직접 만나서 그의 투항 의사

를 확인하고 돌아왔다. 互市 허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투항이었기 때문에 불

38) 본고는 중국 연호를 기준으로 하는 음력과 양력(그레고리력)을 병용하여 시간을 
표기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연호 연도(양력 연도) 음력 월일’의 형태로 표기하였
다. 연호 연도의 표기는 한글로 통일하며, 음력 월에 숫자 표기 신 문자 표기
를 사용하여 음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확한 양력 월일을 병기할 경우에
는 연도가 아닌 음력 월일 뒤에 괄호를 넣어 표기하였다. 양력으로 표기할 경우
는 상례적인 표기 방식에 따라 ‘####년 #월 #일(#는 숫자)’로 표기하며 음력 표
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괄호를 넣어 병렬 표기했다. 

39)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은 한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같은 페이지에서 여러 
번 반복되거나 해당 요소의 인지도가 높아서 정확한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한글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쪽을 선택하였다. 

40) 明世宗實錄 卷432, 嘉靖三十五年二月十日己亥條.
41) 明世宗實錄 卷423, 嘉靖三十四年六月十九日壬午條.
42) 明史 卷295, 列傳146-胡宗憲, p.4102. 호종헌에 한 엄숭과 조문화의 비호는 

호종헌이 부임 초기 그의 전략을 반 하는 중앙 조정 내부의 반 파로부터 전
임자들보다 훨씬 적은 압력을 받게 해준 요소였다. 그렇지만 반 파의 목소리는 
항상 존재했다. 특히 엄숭의 정치적 몰락 이후에는 호종헌을 ‘嚴黨’ 즉 엄숭의 
일당으로 모는 것이 그를 반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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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요소는 남아 있었으나 연해 안보의 최  골칫거리인 왕직의 투항 가능성

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 할 만했다.43) 왕직은 투항의 진정성을 보

여주기 위한 증거로 양자인 毛海峰을 진가원 일행과 함께 호종헌에게 보냈

다. 상당한 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온 모해봉은 명군을 신하여 舟山, 瀝表 

등지의 해적들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44) 구체적인 성과가 동반되자 호종

헌 방식에 해 반 하던 조정 인사들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누그러들었

다.45) 가정 35년(1556) 팔월에는 왕직에 버금가는 규모의 해상 집단을 이끌

고 있었던 徐海를 제거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46) 

가정 36년(1557) 구월 왕직은 휘하 세력을 이끌고 일본의 오도를 떠나 주

산 군도의 岑港에 들어왔다. 같은 해 십일월 호종헌은 왕직 포획을 정식으로 

중앙 조정에 보고했다.47) 서해의 사망과 왕직의 포획은 지난 십수 년간 이

어진 절강 연해 지역 안보 불안의 주요 원흉들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의미했

다. 

그러나 왕직 포획이 보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건 연해 지역에서 새

로운 위협이 보고됨으로써 연해 지역의 안보 불안은 계속되었다. 명조에서는 

이들을 ‘새로운 왜구[新倭]’라 지칭했다. 이 명칭에는 이들을 왕직, 서해 등 

옛 왜구와 구별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明實錄 의 

기록에서 新倭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가정 37년(1558) 사월이다. 新倭는 

浙江의 台州와 溫州, 福建의 福州, 興化, 泉州에 이르는 광활한 연해 지역을 

43) 明世宗實錄 卷434, 嘉靖三十五年四月六日甲午條; 籌海圖編 卷9, 大捷考-
擒獲汪直 , pp.744-7. 호종헌이 파견한 사신단의 공식 임무는 왜구를 통제하도
록 ‘일본 국왕’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호종헌이 중앙 조정에 보고할 때 진가원 
일행이 왕직을 우연히 만난 것으로 진술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
러 정황을 고려할 때 진가원 일행은 원래부터 왕직을 목표로 파견된 것일 확률
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영헌 채경수, 海商 王直의 興亡과 徽州네트
워크 , 明淸史硏究 44, 2015, pp.65-70.

44) 왕직 집단의 과거 근거지가 列港(瀝表)라는 점과 이후 왕직 본 의 기항 지점이 
舟山群島의 岑港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해봉의 행위는 선발 로서 사전 정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45) 明世宗實錄 卷437, 嘉靖三十五年七月二日戊午條.
46) 明世宗實錄 卷438, 嘉靖三十五年八月二十五日辛亥條.
47) 明世宗實錄 卷453, 嘉靖三十六年十一月六日乙卯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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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으로 침략했다.48)

명 조정은 새로운 왜구의 등장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주산 

군도의 잠항에서 명군에 포위당해 있는 왕직 잔당이 이들과 합세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호종헌에게 한 달 내에 왕직 잔당을 완전히 제

거할 것을 독촉하였다. 왕직과의 내통 혐의에 시달리고 있던 호종헌으로서는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도 없이 중앙 조정이 제시한 기한 내의 토벌 

임무 완수를 장담할 수밖에 없었다.49) 호종헌의 장담은 결국 空言에 그쳤고 

新倭에 한 우려는 최악의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가정 37년(1558) 십일월 주산 군도에 머무르던 왕직 잔당은 겨울 계절풍

을 이용하여 명군의 포위망 돌파하기 위해 총공세를 취했다. 포위망 유지를 

지휘하던 유 유가 이를 요격하여 약간의 전과를 올렸으나 돌파 자체를 저

지하지는 못했다. 주산 군도를 탈출한 왕직 잔당은 명군이 집해 있는 절강 

연해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이동했다.50) 그들의 목표는 상 적으로 안전한 

복건과 광동 연해 지역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왕직 잔당을 이끌고 남하한 인물은 왕직의 양자인 모해봉이었다. 그는 복

건의 浯嶼에서 해를 넘긴 뒤 광동의 南澳에 정식 근거지를 세웠다.51) 이들

은 이후 주로 閩南과 粵東 연해 지역을 왕래하면서 활동했다.52) 왕직 잔당

과 새로운 왜구는 서로 영역을 다투며 립하기보다는 명조가 우려했던 것

처럼 공존하며 함께 활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앙 조정에서는 왕직 잔당의 탈출을 허용한 책임을 총지휘관인 호종헌에

게 물었다. 그러나 호종헌은 실패의 책임을 일선 지휘관인 유 유와 여붕거

에게 돌려 그들을 탄핵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지위를 박탈당한 뒤 수도로 

압송되었고 호종헌은 책임을 모면하였다.53) 당시 호종헌은 선택의 폭이 그리 

48) 明世宗實錄 卷458, 嘉靖三十七年四月四日辛巳條.
49) 明世宗實錄 卷461, 嘉靖三十七年七月十一日丙辰條.
50) 明世宗實錄 卷466, 嘉靖三十七年十一月十三日丙戌條.
51) 明世宗實錄 卷472, 嘉靖三十八年五月十二日癸未條; 續明史紀事本末 卷55, 

沿海倭亂 , p.474. 
52) 明世宗實錄 卷525, 嘉靖四十二年九月二十一日丙申條.



- 20 -

넓지 않았다. 왕직에 한 포섭을 시도할 때부터 중앙 조정에서는 그를 비난

하는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이었다.54) 그가 왕직과 미심쩍은 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잔당을 놓친 것에 한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아무리 엄숭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직총독 자리의 보전

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면한 위기는 모면했지만 호종헌이 왕직 잔당을 일부러 놓아줬다는 혐의

는 꼬리표가 되어 계속 그를 따라 다녔다. 왕직 잔당이 복건으로 유입되어 

약탈을 자행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자 이에 분노한 복건 출신 인사들은 호

종헌을 실각시키려고 했다. 앞서 호종헌이 유 유를 전격 탄핵한 데에는 자

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복건 출신인 유 유가 자신을 탄

핵하려는 세력과 손을 잡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보았던 

것도 주요한 동기 중 하나였다.55) 유 유가 호종헌의 정치적 몰락 이후 재

기에 성공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한편 새로운 왜구 집단에 왕직 잔당이 가세하면서 복건 연해 지역의 안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명조 측에서도 나름 로 비를 하였다. 신임 福

建巡撫 王珣의 건의를 받아들여 參將營을 추가함으로써 복건의 참장영은 총 

3개가 되었다. 또 2명의 참장이 각각 陸防과 海防을 분담하던 기존 방식을 

고쳐 북쪽 해로의 요지인 福寧, 남쪽 해로의 요지인 詔安, 그리고 省城인 福

州 세 곳에 배치하였다.56) 다소 느슨했던 기능별 방어에서 해상의 위협에 

집중하는 지역 방어 태세로 전환한 것이다. 과거 朱紈이 비슷한 내용을 건의

53) 明世宗實錄 卷470, 嘉靖三十八年三月二十二日甲午條.
54) 포섭 반 파들은 포섭이 사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일종의 姑息之計에 불과

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포섭 전략을 통한 성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
았고 포섭 상의 진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물고 늘어졌다. 호
종헌 시기 포섭 전략에 한 반 는 浙江巡按御史 王本固 한 사람에서 촉발되
었지만, 그의 문제 제기로 인해 전 조정이 격론의 장이 되었다( 明世宗實錄
卷453, 嘉靖三十六年十一月六日乙卯條). 얼마 후 南京御史 李瑚, 南京給事中 
劉堯誨 등도 호종헌 비판 열에 가세했다( 明世宗實錄 卷465, 嘉靖三十七年
十月八日辛亥條). 

55) 明世宗實錄 卷470, 嘉靖三十八年三月二十二日甲午條.
56) 明世宗實錄 卷462, 嘉靖三十七年閏七月二十二日甲午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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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 조정이 당시 복건 연해

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57)

가정 38년(1559) 사월 새로운 왜구는 적으로 복건 연해 지역을 침략

하였다.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것은 福寧州城이었다. 사전에 잘 방비가 되

어있었던 복녕주가 열흘에 걸친 포위 공격을 버텨내자 왜구는 이곳을 포기

하고 내지의 福安縣으로 목표를 바꾸었다. 광동 지역으로부터도 규모 해적

이 유입되어 詔安 漳浦 등 閩南 연해 지역을 약탈했다. 주산에서 넘어온 왕

직 잔당과 합세한 새로운 왜구는 급기야 省城인 福州府城을 직접 공격하여 

1개월 동안이나 포위하기에 이르 다. 왕순의 예측은 매우 정확하게 적중했

지만, 그가 제시한 단기적 비책만으로 이러한 전방위적인 침략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새로운 왜구는 방비가 튼튼한 주요 거점을 우회하고 비가 취

약한 나머지 지역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복건 연해 지역을 휩쓸고 다녔다.58) 

전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종헌의 개입이 필수적이었다. 당시 

연해 지역 명군의 가용 전력은 절강에 주둔한 호종헌 휘하에 총집결해 있었

기 때문이었다.59) 

57) 明世宗實錄 卷347, 嘉靖二十八年四月十二日辛亥條. 주환과 왕순의 건의는 
연해의 핵심 거점에 전담 방어관을 지명하여 지역 방어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취지의 전략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주환은 핵심 방어지점으로 安海, 
梅嶺, 桐山 세 곳을 지목했다. 이 중 동산은 福寧州에 속한 도서로 절강 쪽 해
로를 지키는 곳이고 매령은 詔安縣 앞바다의 섬으로 광동 쪽 해로를 지키는 곳
이다. 안해는 泉州府에 속한 지역이다. 즉 주환은 절강 광동 등지에서 넘어온 
해상의 적이 泉州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왕순은 절강과 광동 양쪽의 
해로를 통제할 수 있는 복녕 조안과 더불어 省城인 福州를 핵심 방어 거점으로 
설정했다. 요컨 , 양자는 모두 절강과 광동 양쪽 해상에서 적이 유입되는 상황
에 비했지만 일단 적이 유입된 다음에는 주환은 천주가 왕순은 복주가 최종 
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58) 明世宗實錄 卷471, 嘉靖三十八年四月五日(丙午)條; 嘉靖三十八年四月十三日
(甲寅)條.

59) 가정 35년(1556) 유월 廣東巡撫 談愷는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광동의 가용 전
력이 모두 절강으로 징발되어 버려 潮州 지역에서 발생한 해적 문제에 전혀 
응할 수 없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광동의 병력을 광동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청
했다. 이에 한 중앙 조정은 연해 3성이 각각 자신의 상황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통합적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담개의 요청을 거부했다( 明世宗實錄 卷436, 嘉靖三十五年六月五日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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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38년(1559) 칠월 황제의 명령을 받아 왕직 잔당 탈출 사건에 관한 

王本固 李瑚의 탄핵안을 검토한 羅嘉賓과 龐尚鵬이 호종헌을 포함한 당시 

주요 지휘관 전원에 한 엄중한 처벌을 건의했다. 예외적 처분이 인정된 인

물은 당시 海道副使였다가 막 복건순무가 된 왕순 정도였다. 호종헌에 한 

비판 수위가 특히 높았다. 나가빈 등은 왕직과 그 잔당에 한 호종헌의 

처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을 뿐 아니라, 그와 후원자인 조문화의 관계까지

도 노골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황제는 나가빈 등의 주장을 호종헌 처벌 단 

하나만 빼고 모두 받아들였다. 그 결과 척계광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휘관이 

처벌을 받았지만 호종헌은 왕순과 함께 처벌을 면제받고 원래의 직책을 유

지했다.60) 가정제가 호종헌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었다.

가정 38년(1559) 구월 호종헌은 왕순과 공동으로 호종헌의 본 가 가세한 

후 복건 연해 지역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보고를 중앙 조정에 올렸다. 

중앙 조정에서는 호종헌과 왕순 등 유공자를 포상했고,61) 곧이어 왕순은 과

거 방어에 실패했던 기존 복건 지휘관들을 탄핵하였다.62) 이듬해 십일월 신

임 복건순무 劉燾는 다시 한번 승을 보고했고 조정에서는 또다시 유도와 

호종헌 등을 크게 포상하여 그 공로를 치하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보고가 조정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

실이 드러났다. 호종헌과 유도는 새로운 왜구의 침입에 제 로 응하지 못

했고 다만 그들이 약탈을 마치고 물러난 것을 공적으로 분식하여 보고했을 

뿐이었다.63) 

수많은 탄핵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종헌에 한 황제의 신뢰는 가정 

41년(1562)까지 유지되었다. 그 배경에는 분명 중앙 조정에서 막강한 영향력

을 가지고 있는 엄숭의 후원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엄숭

과 호종헌은 조문화가 사망한 이후 더욱더 끈끈한 월 관계를 이어갔다.64) 

辰條).
60) 明世宗實錄 卷474, 嘉靖三十八年七月十九日戊子條.
61) 明世宗實錄 卷476, 嘉靖三十八年九月二十六日甲申條.
62) 明世宗實錄 卷478, 嘉靖三十八年十一月十日丁丑條.
63) 明世宗實錄 卷490, 嘉靖三十九年十一月三日乙丑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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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종헌의 실각 역시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엄숭의 정치적 몰락과 무관하다

고 보기 힘들 것 같다.65)

가정 41년(1562) 호종헌을 탄핵한 南京戶科給事中 陸鳳儀은 그의 10가지 

죄를 나열하면서 그를 엄숭의 도당으로 낙인찍었다. 그런데 이 탄핵안에 

해 가정제가 보인 반응이 상당히 흥미롭다. 황제는 육봉의의 호종헌 탄핵안

을 수용하면서도 이에 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호종헌은 결코 ‘엄숭의 

도당[嚴黨]’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황제는 호종헌이 왕직을 포획한 것이 과거

에는 큰 공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죄가 된다고 한다면 이후 과연 누가 황

제에게 충성하겠느냐고 하며 호종헌의 석방을 명령했다. 이에 더해 황제는 

공석이 된 절직총독 자리에 다른 인물을 두지 않고 직위 자체를 폐지해 버

렸다.66) 

호종헌의 실각은 이후 명조의 해상 전략에 몇 가지 중 한 변화를 가져왔

다. 먼저 이후에는 즉각적인 군사적 응이 우선되었다. 왕직을 포섭하여 제

압하는 데까지 성공한 호종헌이 그 사안 때문에 계속되는 탄핵안에 시달리

다 결국 실각한 만큼 이제 그 누구도 해상 집단에 한 적극적 포섭을 섣불

리 주장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포섭이 선택지에서 사라진 이상 남은 길은 전

면적 군사 응뿐이었던 셈이었다. 

연해 지역 안보를 통괄하던 사령탑이 사라짐에 따라 이후 각 성은 절직총

독의 총괄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역 내의 안보 위협에 각자 처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상 집단의 활동은 언제나 그렇듯 성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기 때문에 각 성 간의 지원과 연 는 효과적인 방어에 필수적인 요

소였다. 절직총독이라는 사령탑이 사라진 이상 이 문제를 조율할 권한을 가

진 주체는 중앙 조정뿐이었다. 그러나 매번 중앙 조정을 거치는 의사결정 방

식으로는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이 불가능했으므로 중앙 조정은 점점 일

선 지휘관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고 전과만을 가지고 이들의 응을 평

64) 明史 卷295, 列傳146-胡宗憲, p.4106.
65) 明世宗實錄 卷509, 嘉靖四十一年五月十九日壬寅條. 
66) 明世宗實錄 卷515, 嘉靖四十一年十一月七日丁亥條; 明史 卷295, 列傳146-

胡宗憲, pp.4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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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극단적 성과주의의 압박에 시달리게 된 일선 지휘

관들은 장기적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정석적 포석보다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취를 올릴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러한 변화는 유능한 지휘관의 가치를 증 시켰다. 그 결과 왕직 잔당 탈

주 사건으로 처벌당한 후 다른 지역에 배치되었던 지휘관들이 거 연해 전

선으로 복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호종헌과 직접적으로 갈등했던 

유 유였다. 그는 가정 41년(1562) 십일월 호종헌의 실각과 동시에 신설된 

福建總兵으로 복귀하여 복건 방어를 총괄하게 되었다.67) 복건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절직총독 호종헌’이 빠진 자리를 정확히 ‘복건총병 유 유’가 체한 

셈이었다.

가정 42년(1563) 정월에는 台州 金華 嚴州參將 척계광을 副總兵으로 승진

시킨 후 이듬해 정월 절강에서 새롭게 모집한 義烏兵을 이끌고 절강과 복건 

일부 지역을 방어하도록 했다. 그는 浙江副總兵이었지만 福寧州守備를 휘하

에 두었기 때문에 절강-복건 접경지 에 한 통괄 지휘권을 행사했다.68) 그

는 유 유의 지휘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복녕주 이북은 척계광이, 복주부 이

남은 유 유가 분담하여 방어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가정 41년(1562) 시월부터 재개된 신왜의 침략은 복건 연해 지역을 아수

라장으로 만들어놓았다. 절강 남부와 복건 북부의 신왜가 합세하여 복녕주의 

여러 현을 거쳐 내륙의 건녕까지 침범하였고, 粵東과 閩南의 신왜가 결합하

여 복주 연해 지역으로 쳐들어왔다. 척계광 등 외부의 지원군이 가세하면 잠

시 위축되는 것 같다가도 이들이 본성으로 귀환하면 곧바로 세력을 복원하

여 연해 각지를 침범했다. 신왜는 몇 달간의 포위 끝에 興化府城을 함락시키

고,69) 곧이어 平海衛를 점령하기에 이르 다.70) 

결과적으로 보면 흥화부성과 평해위성을 점령한 것이 복건 신왜가 저지른 

67) 明世宗實錄 卷515, 嘉靖四十一年十一月二十九日己酉條.
68) 明世宗實錄 卷517, 嘉靖四十二年正月十三日壬辰條.
69) 明世宗實錄 卷515, 嘉靖四十一年十一月二十九日己酉條. 
70) 明世宗實錄 卷518, 嘉靖四十二年二月二十六日己酉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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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패착이 되었다. 점령한 성을 유지하는 상황이 명군에게 명확한 타격 

목표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광동총병 유현, 복건총병 유 유, 절강부총병 

척계광의 부 가 총집결한 명군은 가정 42년(1563) 사월 평해위를 목표로 

적인 공격을 가했고, 단 한 번의 전투로 복건 신왜를 괴멸에 가까운 상

태로 몰아넣었다.71) 같은 해 칠월 복건순무 譚綸은 평해 전투의 논공행상을 

건의했고, 이 싸움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척계광, 유 유, 유현 등은 군지휘

관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졌다.72) 

명군은 복건 신왜를 토벌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로 인한 연해 지역의 안정

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광동 연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해상 집

단이 활동하고 있었고, 여기에 복건 신왜의 잔당이 가세함으로써 그 세력이 

더욱 커졌다. 절강 지역에서도 중소 규모의 해상 집단들이 활동을 재개하면

서 복건 지역까지 진출했다.73) 연해 지역은 바다를 통해 서로 긴 하게 연

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산불처럼 한 지역의 해상 안보 위기가 언제든지 

연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었다.74) 

가정 43년(1564)까지만 해도 광동 연해 지역의 상황은 그렇게 심각해 보

71) 실제 복건 신왜가 완전히 토벌되는 것은 가정 43년(1564) 이월이었다. 평해 전
투 이후 새로운 복건총병이 된 척계광은 잔당을 仙游縣으로 몰아넣고 3개월간
의 포위전 끝에 완전히 소탕했다. 달아난 복건 신왜의 잔당은 부분 광동으로 
유입되었다( 明世宗實錄 卷530, 嘉靖四十三年二月十五日戊午條). 

72) 明世宗實錄 卷523, 嘉靖四十二年七月十六日壬辰條. 연이은 안보 불안으로 인
해 실력 있는 지휘관이 항상 부족했던 명조는 이후 연해 지역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실적이 있는 지휘관을 중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령 그들이 문제를 일
으키더라도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는 이들을 용서하
여 재활용하는 길을 택했다.

73) 明世宗實錄 卷518, 嘉靖四十二年二月二十六日己酉條. 
74) 이러한 상황인식은 당시 명 중앙 조정의 논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정 

연간 명조에서 해상 관련 조치를 한 성의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자연스럽게 연해 3성에 공통 적용하였다( 明世宗實錄 卷38, 嘉靖三年四
月八日壬寅條; 卷154, 嘉靖十二年九月十二日辛亥條). 가정 26년(1547) 巡按御
史 楊九澤은 해상 집단의 넓은 활동 범위와 명조의 분열된 지휘체계를 조하
며 福建, 浙江, 粵東 지휘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명조는 그의 주
장을 수용하여 주환에게 광역 지휘권을 부여하였다( 明世宗實錄 卷324, 嘉靖
二十六年六月二十四日癸卯條; 卷325, 嘉靖二十六年七月八日丁巳條). 이 조치는 
지휘권의 지속적 확 로 이어져 결국 浙直總督 설치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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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는 않았다. 새로 부임한 兩廣總督 吳桂芳과 總兵 吳繼爵은 상당히 의욕

적으로 해적 토벌에 착수했고, 유 유와 탕극관이 이끌고 온 복건의 지원군

도 늦지 않게 당도했다. 같은 해 삼월 광동 관군은 潮州에서 歸善縣의 倭寇 

伍端과 溫七을 격파했다. 온칠은 전투 중에 사로잡혔고, 오단은 스스로 명조

에 투항했다.75) 같은 해 유월에는 복건에서 넘어온 왜구를 惠州府 海豐縣에

서 요격한 뒤 포위와 매복을 통해 물리쳤다.76)

가정 44년(1565) 팔월 吳平 집단이 400척에 달하는 선단을 이끌고 와서 

閩南 연해 지역을 약탈하자 광동의 해적이 토벌된 것이 아니라 명군의 압력

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복건 현지

의 주둔 병력이 반격을 시도했지만 현격한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순

식간에 괴멸당했다. 중앙 조정은 복건과 광동의 관 군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명령했다.77) 

척계광과 유 유 등이 지휘하는 명군의 주력이 총집결하자 오평 집단을 능

가하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었다. 

가정 44년(1565) 시월 명군은 오평의 본거지인 남오를 포위 공격했다. 오평

은 기반을 잃고 단신으로 탈출했지만, 바다 건너 요평현에서 손쉽게 상당한 

세력을 만회한 후 유유히 사라져 버렸다. 이 과정에서 명조는 오평을 놓친 

책임을 물어 광동총병 유 유를 해임했다.78) 가정 45년(1566) 사월 명군이 

다시금 오평 집단을 격파했지만, 오평의 최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79) 

이후 광동 해상 집단은 曾一本과 林道乾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결집했다.80) 이들에게 南澳는 여전히 근거지로서 큰 매력을 가진 곳이었기 

75) 明世宗實錄 卷532, 嘉靖四十三年三月十七日己未條.
76) 明世宗實錄 卷535, 嘉靖四十三年六月二十一日辛卯條.
77) 明世宗實錄 卷549, 嘉靖四十四年八月十三日丁丑條.
78) 明世宗實錄 卷554, 嘉靖四十五年正月二十八日庚辰條. 유 유는 가정 42년

(1563) 시월 8일 새로 설치된 南直隷總兵으로 전보된 劉顯의 뒤를 이어 廣東
(惠州)總兵에 임명되었다( 明世宗實錄 卷530, 嘉靖四十二年十月八日癸丑條; 
張德信, 明代職官年表(第一冊) , 黃山書社, 2009, pp.3082-3).

79) 明世宗實錄 卷557, 嘉靖四十五年四月朔日壬戌條.
80) 皇明疏鈔 卷16, 爵賞二-閩廣軍功旣錄再獻愚忠疏 , p.588; 漳州府志選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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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또다시 이곳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81)

이러한 동향을 의식한 명 조정 일각에서는 남오에 參將營을 배치하는 방

안을 제기하였다. 이는 당시 명조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응이었지

만 兩廣總督 吳繼芳은 이 계획에 반 했다. 그는 남오에 주둔한 군 가 반란

을 일으켜 ‘도적을 막으려다 오히려 도적을 만드는[禦盜生盜]’ 결과를 초래

할 것을 우려했다. 결국 그의 주장에 따라 명조는 石林에 守備營을 설치하는 

다소 소극적 방식으로 처하였다.82)

오계방이 보기에 남오에 규모 주둔군을 두는 것은 도박에 가까운 위험

천만한 책이었다. 그는 지나치게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비

효율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판

단은 매우 소극적이었지만 이후 벌어진 사건을 고려하면 명군이 처한 상황

의 핵심을 꿰뚫는 측면이 있었다.

오계방의 선견지명은 이듬해인 융경 원년(1567) 십일월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확실하게 드러났다. ‘湯克寬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이 사건

은 요약하자면 광동총병인 탕극관과 해상 집단의 거두인 曾一本이 결탁한 

사건이었다. 참장으로서 유 유 휘하에서 광동 해방을 담당했던 탕극관은 유

유가 실각하자 잠시 광동 군무를 겸임한 척계광의 지휘를 받다가83) 오평 

집단을 평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동총병으로 승격되었다.84)

총병 취임 후 탕극관은 오평 집단의 일원이었던 증일본을 포섭해서 전력

으로 활용했다. 증일본 일당은 당시 惠州府 海豐縣과 潮州府 惠來縣 일 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탕극관은 이들을 포섭한 후 그중 1,500명에 달하는 인

원을 명군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본래 활동 영역과 인접한 朝陽

縣에 모여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들은 명색으로는 명군이었지만 원래의 약탈 

활동을 전혀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군 ’라는 새로운 지위를 

志事-寇亂(明) , p.9; 林仁川, 1987, pp.106-9. 
81) 嘉靖倭亂備鈔 , p.92.
82) 明世宗實錄 卷562, 嘉靖四十五年九月五日壬辰條.
83) 明世宗實錄 卷554, 嘉靖四十五年正月二十八日庚辰條.
84) 明世宗實錄 卷563, 嘉靖四十五年十月八日乙丑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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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분 활용하여 왕래하는 민간 선박으로부터 ‘보호세’까지 갈취했다. 이들의 

횡포에 반발한 현지 유력 가문이 무리를 모아 揭陽縣城까지 몰려오는 등 격

렬하게 반발했지만, 탕극관은 이들을 叛徒로 규정하고 증일본을 시켜 도륙하

였다. 廣東巡撫 李佑는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이를 탕극관의 공로로 보고했다. 사건의 전모가 제 로 드러난 것은 증일본 

일당이 澄海縣을 공격하여 지현을 납치하고 현지 주민 수천 명을 학살하는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85) 

증일본 집단은 광동 연해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함으로써 곧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융경 2년(1568) 삼월에는 雷州府가 공략당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뇌주를 방어하던 부 가 응전했으나 官印을 빼앗기고 把總 兪尙志가 생포되

는 등 응에 실패했다. 증일본은 자신이 생포한 유상지를 돌려보내며 다시

금 명조에 투항 의사를 표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명군을 공격하는 

등 반복무상한 행태를 보였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명조는 가용한 자원을 가

리지 않고 총동원하여 이 문제에 응했다. 불과 얼마 전 오평을 놓친 책임

을 물어 해임했던 유 유를 다시 불러들였으며, 심지어 이 사태의 원흉이라

고도 할 수 있는 탕극관에게조차 만회의 기회가 주어졌다.86) 

한편 탕극관 사건이 불거진 융경 원년(1567) 십일월 관군의 또 다른 치부

가 드러났다. 같은 해 칠월 연해 주민이 표류한 해적 몇 명을 포획하여 碣石

衛의 관군에게 넘겼다. 碣石衛 指揮인 李守京과 沈儞는 해적을 바로 압송하

는 신 그들의 두목인 임도건과 협상하여 뇌물을 뜯어내려 했다. 이들의 행

태도 놀랍지만 임도건의 응은 더욱더 파격적이었다. 임도건은 협상 신 

2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와서는 衛城을 습격하여 무력으로 부하들을 되찾아

갔다.87) 관군과 해적의 위상이 완전히 뒤집힌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증일본 집단은 융경 2년(1568) 유월 廣東省城을 침략하는 등 점점 더 담

한 행보를 이어갔다.88) 같은 해 칠월에 이뤄진 복건 연해 지역 진출 시도

85) 明穆宗實錄 卷14, 隆慶元年十一月六日丁巳條.
86) 明穆宗實錄 卷18, 隆慶二年三月十五日乙丑條.
87) 明穆宗實錄 卷14, 隆慶元年十一月二十六日丁丑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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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건 광동 두 성의 효과적인 협동 방어에 부딪혀 조기에 좌절되었지만,89) 

이듬해 삼월 碣石衛, 甲子衛 등 광동 연해의 여러 衛所를 공략했다. 현지 명

군은 여기에 제 로 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패전에 한 상관의 책임 

추궁을 두려워한 周雲翔 등 雷州의 하급군관들이 모반하여 상관인 參將 耿

宗元을 살해하고 通判 潘槐을 납치한 뒤 해적에게 합류해버리는 일까지 일

어났다. 給事中 張鹵은 광동 당국의 무력한 응을 탄핵했고, 양광총독 張瀚

을 비롯한 주요 수뇌부는 ‘죄를 인 채 도적을 토벌하는[戴罪剿賊]’하는 신세

가 되었다.90)   

양광과 복건의 전력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증일본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 

명조는 융경 3년(1569) 팔월 이에 해 논공행상을 했다. 복건과 양광의 군

무를 총괄했던 劉燾를 필두로 하여 광동과 복건의 관 군 다수와 광서총병으

로서 참전한 유 유 등이 주요 포상 상이었다.91) 거 한 골칫거리인 증일본

을 해결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논공행상이 행해졌지만 광동 연해 지역의 안

정은 여전히 요원했다. 앞서 칠월에 廣東巡按御史 楊標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해상에는 가장 강력한 林道乾 집단을 비롯하여 林容, 程老, 王老 등 여전히 

많은 해상 집단들이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다.92) 오평 때와는 달리 명

조가 증일본을 직접 제거하여 본보기로 내보이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일본 잔당은 許瑞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재결집하였다.93) 연해 지역의 불안

정은 융경 연간을 지나 심지어 만력 연간까지 계속 이어졌다.94) 

88) 明穆宗實錄 卷22, 隆慶二年七月二十四日辛未條.
89) 明穆宗實錄 卷25, 隆慶二年十月五日庚辰條.
90) 明穆宗實錄 卷30, 隆慶三年三月二十四日戊辰條.
91) 明穆宗實錄 卷36, 隆慶三年八月十二日癸丑條.
92) 明穆宗實錄 卷35, 隆慶三年七月二十三日甲午條.
93) 林仁川, 1987, pp.108. 
94) 明史 卷322, 列傳210-外國三-日本, pp.6739-40; 林仁川, 1987,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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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以賊攻賊’ 정책의 초보적 운용

융경 3년(1569) 당시 가장 문제가 되는 인물은 단연 林道乾이었다. 임도건

은 증일본의 활동이 극성이던 시기에도 그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거물이었

다. 증일본이 사라진 마당에 그가 광동 연해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

은 분명했다.95) 융경 3년(1569) 시월 工科給事中 陳吾德은 광동의 善後 조치

에 한 7가지 건의를 올렸는데, 그 중 하나가 ‘撫民’ 임도건에 한 우려였

다. 진오덕은 임도건을 증일본 잔당과 더불어 광동 지역에 존재하는 양  화

근으로 평가했으며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상 로 지목했다. 그의 건의는 일

부 수용되기도 했으나 임도건에 한 우려는 충분한 호응을 받지 못했다.96) 

진오덕의 건의가 있은 지 약 40일 후인 십이월 2일 명 중앙 조정은 임도

건 집단을 포섭하여 다른 도적 집단을 토벌하기 위한 전력으로 활용하자는 

兩廣 및 福建 總督 劉燾의 건의를 받아들였다.97) 이듬해인 융경 4년(1570) 

정월에는 오평 잔당인 林容을 격파하는 데 협력한 증일본 잔당 許瑞에게도 

유사한 조처를 하였다.98) 명조의 행보는 마치 불과 얼마 전 조정을 들썩이

게 했던 ‘탕극관 사건’을 완전히 망각하기라도 한 것 같았다.

이보다 앞선 융경 3년(1569) 유월 劉燾가 兩廣 및 福建 총독으로 부임한 

직후 올린 보고서에는 임도건 집단에 한 명조의 이중적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에 유도는 광동 지역의 안보 위협 세력을 曾一本 碣石의 

殘倭 通賊하는 연해 거주민 山賊 黎汝誠 등 撫賊 林道乾 등 총 5종류

95) 廣東巡按御史 王同道는 융경 2년(1568) 정월 광동 해상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
로 증일본과 임도건 두 사람을 꼽은 바 있다( 明穆宗實錄 卷16, 隆慶二年正月
二十八日戊寅條). 같은 해 구월 兩廣總督 張瀚과 廣東巡撫 熊桴가 올린 보고
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들은 광동에는 72개의 산적 소굴과 네 종류
의 海寇가 있으나 그중에서 임도건과 증일본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들을 격파
하지 않고서는 嶺南 지역의 난리를 결코 끝낼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明穆
宗實錄 卷24, 隆慶二年九月二十九日乙亥條).

96) 明穆宗實錄 卷38, 隆慶三年十月二十一日辛酉條.
97) 明穆宗實錄 卷40, 隆慶三年十二月二日庚子條.
98) 明穆宗實錄 卷41, 隆慶四年正月十日戊寅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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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했다. 유도는 이들을 다시 반드시 전멸시켜야 하는 상과 군사적 조

치로 응해서는 안 되는 상 2종류로 나누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였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였다. 즉 임도건을 필수 제거 상으로 

본 증일본과 다른 카테고리에 배치한 것이다. 그는 임도건에 해 다음과 같

이 서술하였다.

撫賊 林道乾은 叛復不常하니 진실로 호랑이를 키우는 해악을 남길 우려

[養虎遺害之憂]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투항을 허락하였고 또한 해상에

서 공을 세웠습니다. 마땅히 살피되 그가 진실로 다른 뜻이 없다면 마땅히 

그를 진심으로 해주어 결코 그가 스스로 회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99) 

유도는 임도건이 배신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진오덕

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유도는 임도건이 먼저 배신을 하지 

않는 한 그가 조정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도록 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도의 서술은 명조의 임도건 집단 포섭과 군사적 활용이 일종의 기만책이 아

니라 진정성 있는 시도라는 점을 확인해준다. 명조는 어째서 어제의 적을 오

늘의 아군으로 삼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원

인은 연해 지역에서 규모 해적이 계속해서 창궐하는 데 비해 이에 응할 

명군의 가용 군사 자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 때문이었다. 

부족한 군사 자원을 민간 분야에서 보충하여 안보 위기에 응하는 방식

에는 이미 많은 선례가 있었다. 정덕 연간 있었던 王守仁의 寇賊 토벌 활동

이 가장 가깝고 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왕수인은 정덕 11년(1516) 南

贛巡撫에 임명되어 5년간 강서 호광 복건 광동 4성 교계 지역의 寇賊을 토

벌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십가패법(이후 보갑법으로 확 ) 시행과 정예 

민병 의 조직 등 민간 영역에서 군사 자원을 조달하여 구적 토벌이라는 난

제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결해냈다.100)

99) 明穆宗實錄 卷33, 隆慶三年六月朔日癸酉條, “撫賊林道乾, 叛服不常, 固有養
虎遺害之憂. 然業已聽撫, 又立功海上, 宜察其果無異志, 即當推心置腹, 勿使自
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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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浙直總督 張經은 총독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가정 33년(1554) 오월 

초하루 南京兵部尙書로서 절강과 복건 연해 지역의 명군이 심각한 가용 전

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명 초에 완비된 해방 체계

가 백 년 이상 지난 현재에는 완전히 형해화되어 필요한 전력을 동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하여 海寇가 준동했다고 주장했다. 장경

은 두 가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衛所의 冊籍에 등록된 인원을 

양자와 사위를 가릴 것 없이 일단 동원하여 최 한 공석을 메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모 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선봉 역할을 할 정예 

병력을 招募하는 것이었다.101)

장경은 이미 무너진 위소 시스템을 손보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전력 동

원이 불가능하므로 일선에서 싸울 정예 병력은 민간에서 고용하여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장경의 제안은 가용 전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민간 군사 

자원 활용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왕수인의 방식과 맥

락을 같이 한다. 

적 적 해상 집단을 포섭하여 전력화하려는 노력 역시 선례가 없었던 것

이 아니었다. 제1절에서 다루었던 호종헌은 이러한 전략 구상을 추진했던 

표적인 인물이었다. 포섭 반 론자들은 호종헌이 왕직을 포섭하는 것 자체도 

비판했지만 그가 왕직과 그 예하 집단에게 군직을 주어 이들을 곧장 전력화

하려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박했다. 가정 41년(1562) 십일월 열 가지 大

罪를 이유로 호종헌을 탄핵하여 결국 실각에 이르게 한 南京戶科給事中 陸

鳳儀의 주장이 가장 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호종헌이 동향인 왕직과 내통

하면서 그에게 海防과 관련한 군직을 미리 약속한 혐의를 강하게 질타했

다.102) 육봉의의 묘사는 노골적인 정략적 의도를 담고 있어 그 로 신뢰하기

100) 吳金成, 矛盾의 共存: 明淸時代 江西社會 硏究 , 지식산업사, 2007, pp.37-39, 
60-86. 왕양명은 요성 등 투항 구적 중 일부를 받아들여 군사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100명 단위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寇賊이었다. 복건의 온화소, 
강서의 사지산, 광동의 지중용 무리처럼 수천 명 규모의 큰 도적들은 철저하게 
토벌하여 후환을 제거하였다. 

101) 明世宗實錄 卷410, 嘉靖三十三年五月朔日庚子條.
102) 明世宗實錄 卷515, 嘉靖四十一年十一月七日丁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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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지만 호종헌이 徐海나 毛海峰 등을 끌어들여 다른 해상 집단 토벌의 

전력으로 활용한 적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호종헌도 이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시한 인물이 아니었다. 가정 33년(1554) 

오월 兵部는 남경병부상서 장경을 절직총독으로 천거하는 건의에 한 議覆

에서 이미 왕직 집단을 포섭하여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

었다. 병부가 제시한 방법의 골자는 기존의 포상 규정을 수정하여 왕직과 그 

휘하 집단의 목에 걸린 포상을 그들 자신이 투항해도 똑같이 주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왕직을 사로잡거나 죽인 자에게는 포상으로 世襲指揮僉事를 수여

했는데, 왕직이 스스로 투항하면 그에게 이 직책을 주는 방식이었다. 이 규

정은 왕직의 수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병부의 제안 로라면 왕

직 집단은 투항만 하면 곧바로 전원 명 수군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황제는 병부의 방안을 비준했다.103) 

그러나 兵科都給事中 王國禎 등은 병부의 건의에 결사적으로 반 했다. 그

들은 과거 원 의 朱淸과 張瑄의 사례를 들어 아무리 높은 지위와 후한 봉

록을 준다고 해도 그들의 충성심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들에 

한 포섭은 나라를 가장 극심하게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왕국정 등의 주

장에 따르면 도적에게 귀순하는 가로 무거운 상을 내리는 것은 백성에게 

‘상을 주어 악을 권장하고[賞以勸惡]’ ‘악행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드

는[使吾民皆趨爲惡之利]’ 행위였다. 그들은 지금 한 명의 왕직을 항복시키더

라도 이후 또 다른 왕직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았다. 요컨  

포섭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일지라도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사회에 매우 위험한 신호를 주게 된다는 것이었

다.104) 

병부는 곧바로 이를 반박했다. 병부의 방어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

나는 해적과 산적의 차별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산적은 본거지에 한 직접

적 공략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해적은 군사적 제압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강

103) 明世宗實錄 卷410, 嘉靖三十三年五月十八日丁巳條.
104) 明世宗實錄 卷410, 嘉靖三十三年五月二十六日乙丑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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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포섭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

한 것이었다. 가까이는 가정 29년(1550) 陳嶼主 집단을 포섭하지 않았다가 

더 큰 문제가 된 사례부터 멀리는 악비에게 투신하여 공을 세운 반란 세력 

출신 黃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도적으로 도적을 공격하는[以賊攻

賊]’의 묘책임을 강조했다.105) 

양쪽이 제시한 논리는 이후 오랜 세월 이어지는 포섭 정책에 관한 찬반 

논쟁에서 계속 등장한다. 포섭 정책에 찬성하는 쪽은 직접 토벌의 어려움과 

포섭을 통해 획득하게 될 ‘以賊攻賊’의 현실적 효용을 강조하는 반면, 반

하는 쪽은 투항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이것이 명 조정의 취약성을 드

러내고 도덕적 권위를 손상하는 부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느 

쪽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지는 표면적으로 황제의 선택에 달려 있었으나, 

더 큰 틀에서 보면 명조가 얼마나 심각한 군사적 위기에 처했으며 새로운 

군사 자원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는지에 좌우되었다. 당시에는 王國禎 등

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가정제는 병부 건의에 해 내렸던 비준을 철회했다.

왕직 이래 십여 년간 계속된 해상 안보 불안은 연해 지역에서 더 많은 군

사 자원 동원의 필요성을 계속 발생시켰다. 융경 2년(1568) 양광총독 장한이 

광동순무 웅부와 함께 올린 보고서에는 당시 명군이 처한 어려움과 이를 극

복하기 위한 규모 민간 자원 동원 실태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광동 전역에는 官兵, 鄕兵, 狼兵, 募兵, 撫兵이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閩
兵과 浙兵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는 많으나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 어찌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水寨 여섯 곳과 練兵同知 여섯 명을 두었습니

다. 마땅히 배를 만들어 적을 토벌한 후 배와 병력을 여섯 寨에 분산 배치

하여 상황이 있으면 동원하게 하고 상황이 없으면 훈련하게 해야 합니다

(밑줄은 인용자).106)

105) 上同.
106) 明穆宗實錄 卷24, 隆慶二年九月二十九日乙亥條, “全廣有官兵、鄉兵、狼

兵、募兵、撫兵, 又加以閩、浙之兵. 多而不精, 何以應率. 近置水寨六所、練兵
同知六員. 宜候造舡勦賊之後, 將舡兵分配六寨, 有事聽調, 無事聽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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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융경 2년(1568) 당시 광동 지역에서 동원한 병력 중

에는 정규 官兵 외에도 鄕兵, 狼兵, 募兵, 撫兵, 閩兵, 浙兵 등 6종류가 더 

있었고, 이들은 수는 많아도 군기가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통솔을 

위해서는 제 로 된 훈련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 존재였다. 이 보고서에서

는 官兵과 다른 명목의 병력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

지 않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 다른 기록과의 조가 필요하

다. 

복건총병으로서 오평 잔당을 추격해 粵東 지역까지 직접 들어갔던 척

계광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광동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10가지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에서 광동의 병력을 鄕兵, 募兵, 

賊兵, 狼兵 네 종류로 구분하였다. 그는 여기서 각각의 정체를 밝힐 만한 

약간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107)

우선 鄕兵에는 ‘훈련을 받지 않은[未練]’이라는 수식을 붙였고, 그 행태

에 해서는 ‘백성과 마주치면 바로 약탈하고, 적과 마주치면 앞다퉈 달

아난다[未練鄉兵, 遇民則行劫, 遇賊則先奔]’라고 묘사하였다. 동시기 明實

錄 의 기록에서 鄕兵 앞에 ‘현지의[本處]’라는 수식을 붙여 客兵과 조하

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과 결합하면,108) 鄕兵은 광동 현지에서 긴급하

게 모집한 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募兵에 해 척계광은 ‘모두 오합지졸 출신이며 도적의 간첩이 그중 절반

을 차지하고 있다[皆出烏合, 賊之間諜, 參半其間]’라고 서술하였다. 또 당시 

福建巡撫인 塗澤民의 진술에 따르면 ‘募兵은 곧 廣兵[募兵就是廣兵]’이었으므

로109) 두 사람의 서술을 합쳐보면 募兵 역시 鄕兵과 마찬가지로 광동 현지

에서 모집한 병력인 것으로 보인다. 양자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鄕

107) 이하 척계광의 광동 병력 구분은 明經世文編(五冊) 卷346, 戚少保集-疏-經
略廣東條陳戡定機宜疏 , pp.3728-36를 참조.

108) 明世宗實錄 卷410, 嘉靖三十三年五月二十六日乙丑條.
109) 明經世文編(五冊) 卷353, 塗中丞軍務集錄-書-與總督公書 , p.3805, “在廣中

軍門, 則以王詔之兵, 原議防守南頭, 而俞將領銀造舟. 募兵就是廣兵, 即當與李
兵共舉, 不必他諉, 以致師老財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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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이 출신지가 비교적 분명한 현지 주민을 모집 상으로 한 것이라면 募兵

은 특별한 제한이나 검증 없이 모든 지원자를 채용한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

인다. ‘도적의 간세가 절반’이라는 것은 모집 기준이 그만큼 허술했음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狼兵에 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광서 지역의 이민족 병력

으로 명조는 오랫동안 이들을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왔다.110) 초  

절직총독 장경은 부임 직후 광서 낭병 5천 명의 동원을 요청했다.111) 척계광

은 狼軍을 ‘親軍’이라 표현하며 광동 지역 명군의 근간으로 여겼다. 狼兵은 

비록 내지 출신의 군 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동남 연해 전선의 최정예로 

활약해 온 존재들이었다.

賊兵에 한 척계광의 설명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그는 ‘賊兵이란 도적

으로 도적을 공격하는 것이며, 옛사람이 모두 이를 이용하였다[賊兵則以賊攻

賊, 古之人皆用之]’라고 하였다. ‘以賊攻賊’은 앞서 왕직 집단의 군사적 활용

을 주장할 때 병부에서 사용했던 논리이다. 즉 賊兵은 적  해상 집단을 포

섭한 뒤 이들을 명군에 편입시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장한의 보고

서에는 賊兵이 없지만 그 신 撫兵이란 항목이 존재한다. 

撫兵이라는 표현은 명칭만 놓고 추정해보면 ‘순무의 병력’ 혹은 ‘포섭한 

병력’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병렬된 다른 표현의 의미를 고려하면 전자보다

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또 동시기 明實錄 의 기록에 撫民, 撫賊, 

撫寇라는 명사가 상당히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林道乾, 許瑞 등 투항한 해상 집단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112) 따

라서 撫兵은 척계광이 제시한 賊兵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110) 王帥, 明代的廣西狼兵及其征調作戰探析 , 陝西學前師範學院學報 32, 2016, 
pp.69-70.

111) 明世宗實錄 卷412, 嘉靖三十三年七月二十七日乙丑條; 采九德, 倭變事略 , 
嘉靖東南平倭通錄 , p.9

112) 明世宗實錄 卷555, 嘉靖四十五年二月十二日甲戌條; 明穆宗實錄 卷33, 隆
慶三年六月朔日癸酉條; 卷38, 隆慶三年十月二十一日辛酉條; 卷40, 隆慶三年十
二月二日庚子條; 卷66, 隆慶六年二月二十三日庚戌條; 卷68, 隆慶六年三月四日
己丑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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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閩兵과 浙兵은 명칭에서 이미 복건과 절강 출신의 客兵을 의미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융경 3년(1569) 이월 南京湖廣都御史 尹校 등은 광동의 군사 

문제에 한 다섯 가지 건의를 올렸다. 여기에는 閩兵과 浙兵에 한 흥미로

운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尹校 등은 閩兵을 도적과 내통하기 때문에 절 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서술하였다. 그들은 閩兵 신 광동 현지의 병력

을 훈련해 쓰든지 아니면 浙兵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3) 동시기 복건

순무 도택민 역시 윤교 등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광동 소재의 

閩兵을 과거 증일본 사례와 직접 연결 지었다.

광동의 도적은 태반이 복건 사람입니다. 증일본 무리는 앞서 포섭의 명

분을 빌어 관의 모집에 충당되어 閩兵으로 뽑혔지만 결국 끼리끼리 모여 

도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招募에 응하여 광동에 온 복건 사람은 여

럿을 데리고 투항합니다. 林賊(林道乾)에 해 말하자면 梅嶺과 詔安 사이

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두목으로 행세하는 자가 온 사방에 있습니다. 만약 

복건의 군사만 가지고 도적을 공격하면 분발하여 처치할 수 없을 것입니

다. 만약 수군을 증설하는 것을 논의한다면, 청컨  溫州와 台州 사이에서 

전투에 익숙한 수병 3천 명을 뽑아 불러들인 뒤 軍兵, 土兵, 客兵을 섞어

서 協用하면 군병은 사기를 진작할 수 있고, 토병은 반드시 그 힘을 북돋

을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또한 통솔의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114)  

도택민에 따르면, 과거 증일본 집단은 閩兵의 명목으로 명군에 합류했다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증일본의 사례를 어쩌다가 한 번 발생했던 예외적 상

113) 明穆宗實錄 卷29, 隆慶三年二月十八日壬辰條, “兵部覆南京湖廣道御史尹校
等條陳廣東用兵事宜, (中略) 一言, 閩兵通賊, 必不可用, 乞練土著, 或調浙兵, 
用之.”

114) 明經世文編(五冊) 卷354, 塗中丞軍務集錄-文移-行監軍道(水防火器募兵) , 
p.3813, “廣之賊, 半多閩人. 曾一本之徒, 其先則假撫名, 充官募以招閩兵, 卒挾
爲賊. 若目前應募赴廣之閩人, 率多降附. 至於林賊, 則梅嶺、詔安之間, 與同爲
酋者, 比比而是. 若獨恃閩師以擊賊, 恐不能作憤而致死也. 如議增置舟師, 請於
溫、台之間, 募慣戰水兵三千名以來, 以軍兵、土兵、客兵, 參錯協用, 俾軍兵得
以作其氣, 而土兵必齊鼓其力, 亦制馭之一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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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현상의 일환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적과의 내통 위험이 지금도 존재하는 閩兵을 활용하는 것에 반 했다. 그 

안으로 윤교 등이 광동 토착 병력의 활용도 가능하다고 본 것과 달리 도

택민은 浙兵을 유일한 안으로 보았다.

서해 왕직 집단을 토벌한 다음, 임도건 허서 집단을 포섭하는 데에 이르는 

십수 년 동안 명조는 지속적으로 해상 안보 문제에 시달려왔다. 연해 3성의 

군사력은 잠시의 여유도 없이 동남 연해의 드넓은 해안선 중 가장 큰 위기

에 봉착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16세기 초부터 이미 기능부전에 빠

져 있었던 위소제도를 통해서는 필요한 군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115) 이로 인해 명군은 점점 더 각지에서 다양한 출신 성분

의 병력을 주먹구구식으로 끌어모은 형태가 되어갔다. 일선 지휘관들은 신뢰

할 수 있는 병력을 중심으로 진용을 짜기를 원했지만, 계속되는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군사력의 고갈로 인해 병력의 질을 원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점점 더 달성이 요원한 목표가 되어갔고 안은 시행 가능한 보기 중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큰 파문을 일으킨 탕극관 사건을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상 집단을 포섭하여 전력화하는 것에 반 하는 사람

들은 이를 개인 비위로 몰아 탕극관을 탄핵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

는 탕극관의 개인적 비위가 발각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광동 연해 지역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가 노출된 것에 가

까웠다. 탕극관 사건에 한 맹렬한 비판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에 한 우려

가 있었음에도 명조가 임도건 집단을 포섭하여 전력으로 활용했던 것은 현

실적 필요를 인정한 임시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명조는 해방을 위한 군사 

자원을 정규 군사조직에서 동원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고 이를 민간 영역에

서, 심지어는 적으로부터 구하여 해결하기 시작했다.

115) Cheng Wei-chung, 2013,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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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제 무역 시행과 안보상의 효과 

복건 광동 해역에서 규모 해적 활동이 한창이던 가정 45년(1566) 십이

월 복건성 장주부에는 海澄과 寧洋이라는 비슷한 의미의 이름이 붙은 두 현

이 동시에 설치되었다.116) 비록 명칭은 비슷했으나 府 안에서의 지리적 위치

는 정반 였다. 海澄縣은 연해 항구인 月港에 설치되었고 寧洋縣은 내륙 깊

숙한 곳에 있었다. 明實錄 에서는 두 현의 신설 이유를 매우 간단히 기술하

였다. ‘이들 지역에 도적이 많기 때문[以其地多盜故]’이었다.117) 

이듬해인 융경 원년(1567) 두 新縣 중 하나인 海澄縣의 月港이 명조가 공

식적으로 허가한 외 무역항이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불과 

일 년 전까지 독립된 행정구역조차 없었던 우범 지역이 순식간에 제국의 공

식 외 무역 창구로 격상된 것이다. 현 설치의 이유가 ‘도적이 많기’ 때문

이라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 무역 창구 신설의 목적은 단순히 해외 무역

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118)

월항 개항 결정은 당시 福建巡撫 塗澤民의 건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明實錄 에는 월항 개항에 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당시 도택민이 주도한 복건 광동 해적 토벌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사가 상당히 많이 수록된 것과 조적인 현상이다.119) 明實錄 의 구성만 

116) 海澄縣 설치 시기에 해서는 가정 44년(1565) 설과 가정 45년(1566) 설, 융경 
원년(1567) 설이 있다. 東西洋考 에서는 가정 44년(1565)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31), 明實錄 에는 가정 45년(1566) 12월로 기
록되어 있다( 明世宗實錄 卷566, 嘉靖四十五年十二月八日甲午條). 전자와 후
자는 설치 상주를 올려 윤허를 얻은 것과 실제 설치 명령이 하달된 것의 시간 
차이로 보인다. 융경 원년(1567) 설은 행정구역의 설치와 개항을 엄 하게 구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117) 明世宗實錄 卷566, 嘉靖四十五年十二月八日甲午條,
118) 최근 다시 활력을 얻고 있는 해징현 설치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 설치 자체는 

개해 무역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二十四將”으로 표되
는 안보 불안요소에 기민하게 처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王日根 黃友泉, 海洋區域治理視域下的月港“二十四將”叛亂 , 江
海學刊 , 2012-5, pp.151-5; 李賢强 吳宏岐, 明代福建月港“二十四將”叛亂與設
縣問題再硏究 , 中國邊疆史地硏究 27-2, 2017-6, pp.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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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보면 편찬자들이 복건순무 도택민과 관련하여 훨씬 더 중요하게 본 부

분은 월항 개항이 아니라 복건 광동의 해적을 잘 저지한 점이었던 것이 분

명해 보인다. 도택민과 월항 개항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서술은 주로 후

의 기록에서 등장한다.

가장 표적인 것은 만력 21년(1593) 福建巡撫 許孚遠이 올린 疏通海禁

疏 이다. 허부원이 자신의 상소문에 실은 도택민의 월항 개항에 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福建의 福州･興化･泉州･漳州는 산을 끼고 바다를 두르고 있어 농토가 농

사짓기에 부족하니 市舶을 하지 않으면 衣食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그 백

성은 파도를 편안히 생각하고 생사를 가볍게 여기는데, 또한 습속이 그와 

같은 것은 漳州가 특히 심합니다. 앞서 해금으로 (선박이) 소통하지 못하자 

백성들은 무역을 업으로 삼았으며 吳越의 豪民이 뒤를 봐주어 諸夷의 횡

행함이 오랜 세월 계속되어 해상이 점점 동요하였습니다. 當事者가 일찍이 

금령을 엄하게 하여 이를 옥죄니 도적이 흥하였고, 도적이 흥하니 倭가 들

어왔습니다. 가정 연간 그 화가 만연하여 여러 省을 공략하고 生靈에 해악

을 끼쳐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文･武 大帥가 재력을 소모하여 매일같이 싸

운 지 십여 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평정하였습니다. 이에 융경 초년 전임 

순무인 도택민은 전철을 본보기로 사용하여 이로 인해 세태에 맞춰 유리하

게 이끄는 조치를 하였고, 市舶을 열어 私販을 公販으로 바꾸기를 청하였

습니다. (출해 범위는) 동양과 서양에 그칠 뿐 日本倭國으로는 가게 하지 

않으며, 硝･黃･鋼･鐵의 違禁 품목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것 역시 금지하

여 못하게 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聖旨를 받들어 시행했습니다.120)

119) 월항 개항에 한 도택민의 상주 내용은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지만, 이 사건이 동시  사람들 특히 明穆宗實錄 의 편찬자에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로 인식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져봄 직하다. 明穆宗實錄 은 장거정 등
이 융경 6년(1572) 시월 수찬을 시작하여 만력 2년(1574) 칠월 완성되었다. 실
록 편찬자들은 월항 개항을 직접 겪은 완전한 동시  인물이므로 그들이 실록
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월항 개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편찬 당시 그
들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20) 明經世文編(五冊) 卷400, 敬和堂集-疏-疏通海禁疏 , p.4333, “閩之福、興、
泉、漳, 襟山帶海, 田不足耕, 非市舶無以助衣食. 其民恬波濤而輕生死, 亦其習
使然, 而漳爲甚. 先是, 海禁未通, 民業私販, 吳越之豪, 淵藪卵翼, 橫行諸夷, 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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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된 허부원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복건 연해 지역

은 특유의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해금이 필연적으로 해상 안보의 악화를 

초래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과거 이 점을 간과한 채 무턱 고 해금을 강화

했기 때문에 가정 연간에 규모 왜구가 발생했고, 이를 토벌한 뒤 도택민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월항 개방을 건의 시행했다. 

복건 연해 지역은 농경 가능한 토지가 희박하고 내륙에 험준한 산지가 넓

게 펼쳐져 있어 전통적으로 농업을 통한 인구 부양이 극도로 힘들 뿐만 아

니라 육로나 강을 이용해서 중국 내 다른 지역과 교역하는 것도 불리한 입

지였다. 반면 긴 해안선과 입지가 좋은 다수의 항구를 보유했기 때문에 바다

를 통해 연해 각성 혹은 해외의 여러 지역과 교류하는 것에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두 조건은 복건 지역 경제의 해양 의존성을 극도로 높여 놓

았다. 요컨  복건 지역민에게 활발한 해상 경제활동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

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기회에 가까웠다.121)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복건 연해 지역 사회는 해외 무역을 통제하려는 명조의 국가권력과 일

종의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동서양고 의 저자 장섭은 이상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살피건 , 연해 일 는 농토가 모두 소금기가 있어서 농부가 풍작을 바

랄 수 없으니 (농토에 물을 댈) 연못을 보기를 언덕 하듯 하는 것이 오

랜 습속이 되었다. 부자는 물건을 사들여서 항상 묶어 싣고서 (외부를) 왕

래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품팔이꾼이 되어 쌀 됫박을 얻어 먹고산다. 

어느 날 (해금의) 경계가 엄해져서 출항할 수 없게 되면 곧장 그 생계가 

끊어진다. 건장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의 무리라면 손 놓고 곤궁해지려 하

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이 난리로 연결되어 (법망을) 뚫고 나가게 되는 바

有歲月, 海波漸動. 當事者, 嘗爲厲禁, 然急之而盜興, 盜興而倭入. 嘉靖之季, 
其禍蔓延, 攻略諸省, 荼毒生靈致煩. 文武大帥, 殫耗財力, 日尋幹戈, 歷十有餘
年, 而後克底定. 於是, 隆慶初年, 前任撫臣塗澤民用鑒前轍, 爲因勢利導之舉, 
請開市舶, 易私販而爲公販. 議止通東、西二洋, 不得往日本倭國, 亦禁不得以
硝、黃、鋼、鐵違禁之物, 夾帶出海. 奉旨允行.” 

121) Ng Chin-keong, 1983, pp.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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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중 오랫동안 해외에서 숨어서 다니던 이들은 이미 (법)망에 저촉되

어 감히 돌아올 수 없고 또한 먼 곳의 오랑캐[遠夷]와 연결되어 있으니 

(오랑캐를) 향도하여 들어오게 된다. (이로써) 漳州 백성이 매년 전란으로 

고생하기 시작했다.122) 

해외 무역을 향한 지역 사회의 열망은 官府에 한 직 간접적 영향력 행

사 시도로 이어졌다. 일차적인 접촉 상은 지방 행정 당국이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 정계의 정책 결정에까지 직접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16세기 후반 명조 중앙 정계에서는 해금파와 개해파가 격렬하게 립

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123) 예를 들어 주환 실각의 직접적인 동기는 陳九

德, 杜汝禎, 徐宗蘷 등 조정 관료들의 탄핵이었지만 그 배후에 주환의 엄격

한 통제로 인해 해외 무역의 통로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연해 유력자들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 이는 지역의 영향력이 중앙 조정의 정치적 결단에 심

한 영향을 준 가장 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124) 

허부원에 따르면 도택민은 가정 왜구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후 그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 월항 개항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렇지

만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상황은 이와 꽤 거리가 있었다. 허부

122)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31, “顧, 海濱一帶田盡斥鹵, 耕者無所望歲, 只
有視淵若陵, 久成習慣. 富家徵貨, 固得稇載歸來, 貧者爲傭, 亦博升米自給. 一
旦戒嚴, 不得下水, 斷其生活. 若輩悉健有力, 勢不肯搏手困窮. 於是, 所在連結
爲亂, 潰裂以出. 其久潛蹤於外者, 旣觸網不敢歸, 又連結遠夷, 鄕導以入. 漳之
民始歲歲苦兵革矣.”

123) 李康英의 연구에 따르면 명말 연해 지역 상인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매
우 다양한 방식의 접근법을 통해 달성되었다. 크게 과거 응시 혹은 연납을 
통한 학위 및 관직의 직접적 획득 잠재적 관료 후보군에 한 장기적 후원 

지역 공공사업 지원 등을 통한 직접적인 로비 등으로 분류된다(Li Kangying, 
2010, pp.80-93). 필립 쿤(Philip A. Kuhn)은 연해 상업 세력과 개해에 호의적인 
지역 당국자 혹은 중앙 관료의 연 가 1567년 해징 개항을 가능케 했다고 보았
다. 그는 여기에 ‘해양세계의 로비활동[maritime lobby]’이라는 명칭을 부여했고, 
이와 같은 로비 활동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설명했다(Kuhn, Philip 
A., “Why China Historians Should Study the Chinese Diaspora, and Vice-versa”, 
JOURNAL OF CHINESE OVERSEAS 2-2, 2006, pp.171-2). 

124) Li Kangying, 2010, pp.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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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언급한 십수 년간의 싸움은 왕직을 중심으로 한 절강 해상 집단과의 

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뒤로 이어진 복건 신왜 사태까지 염

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왕직 문제는 가정 36년(1557) 십일월 왕직 포획

으로 사실상 종식되었고, 잔당의 활동까지 고려해도 도저히 논리적으로 융경 

연간까지 직접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강 지역

의 안보 위기는 그 로 복건과 광동으로 옮겨갔고, 이 문제는 가정 연간은 

고사하고 만력 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융경 원년(1567)은 복건 

사태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나 광동으로 번져간 해적의 준동이 절정에 이

르 던 시기였다. 이들의 주요 활동 무 는 閩南과 粵東 지역이었던 만큼 도

택민은 이 문제를 담당하는 최일선에 속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월항 개

항 요청은 당시 활동하던 해적 문제와 무관한 조치로 보기 힘들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록은 漳州府志 의 洋稅考 이다. 이 기록은 많은 부분

이 마지막에 살펴볼 張燮의 東西洋考 의 내용을 그 로 인용하고 있지만 東

西洋考 에는 담겨있지 않은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도택민의 개항 건의를 간단히 언급한 뒤 개항의 필요성을 通政 

唐順之의 진술을 끌어들여 밝힌 부분이다.125) 당순지는 해외 무역을 광산에 

비유하여 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박의 이익됨은 이를 광산에 비유할 만합니다. 礦洞을 폐쇄하고 礦徒를 

내쫓는 것[封閉礦洞, 驅斥礦徒], 이것이 上策입니다. 헤아려 폐할 수 없으면 

나라에서 그 이권을 거두어 스스로 이를 조절하는 것[國收其利權而自操之], 

이것이 中策입니다. 폐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이익이 나오는 구멍이 

새서 이를 기반으로 간사한 무리가 싹이 트고 그 사이로 몰려들게 하는 것

은 無策입니다. 오늘날 해적들이 浯嶼･南嶼 등 여러 섬을 점거하고 공공연

히 番舶의 이익을 취하니 中土의 백성들이 소통하여 접제합니다. 그들을 

죽인다고 해도 그치게 할 수 없는 것은 利權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국초에 시박을 설립한 뜻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익이 나오는 구멍이 새서 

125) 唐順之의 議論은 籌海圖編 卷12, 經略-開戶市 , p.1181에 全文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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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한 자들이 그 편익에 올라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126) 

당순지는 해외 무역과 광산 양자에 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책이 세 

가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번째 책은 앞의 두 책을 모두 취하지 않

았을 때 발생할 참상(無策)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책은 두 가지

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면금지’이고 두 번째는 ‘허가제 시행’이다. 

당순지는 현실적인 책인 후자를 지지하는 인물이었다. 

문제는 漳州府志 편찬자가 왜 도택민의 건의를 변하는 인물로 唐順之

를 끌어들였는가 하는 점이다. 당순지는 가정 39년(1560)에 이미 사망한 인

물이므로 도택민의 월항 개항 건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다. 게다가 도

택민의 전임 복건순무였던 譚綸도 복건 신왜를 토벌한 직후 해금 완화를 건

의한 바 있으므로127) 도택민의 주장에 한 근거로 동원하기에는 오히려 이

쪽이 더 적합해 보인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가설은 漳州府志 편찬자가 보기에 당순지의 논

리가 도택민의 건의를 가장 잘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마 도택민

이 직접 제시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

다. 그렇지만 당순지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를 단순히 논리적 정합성 차원에

서 동원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당순지는 호종헌 휘하에서 활약하며 

해방 관련하여 상당한 명성과 실적을 쌓아 올린 후 개항과 관련한 중요 정

책을 실제로 단행한 적 있는 인물이었다.128) 

월항 개항이 일어나기 두 해 전인 가정 44년(1565) 구월 明實錄 에는 浙

江 寧波府 市舶이 폐지되었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과거 어

126) 淸一統志臺灣府 , 付祿-漳州府志摘錄-洋稅考 , p.61, “舶之爲利也, 譬之礦
然. 封閉礦洞, 驅斥礦徒, 是爲上策. 度不能閉, 則國收其利權而自操之, 是爲中
策. 不閉不收, 利孔漏洩, 以資姦萌嘯聚其間, 斯無策矣. 今海賊據浯嶼、南嶼諸
島, 公然番舶之利, 而中土之民, 交通接濟. 殺之而不能止, 則利權之在也. 宜備
查國初設立市舶之意, 毋洩利孔, 使姦人得乘其便.”

127) 明經世文編(四冊) 卷322, 譚襄敏公奏疏-疏-善後六事疏(福建善後) , p.3432.
128) 연해 지역 해방 문제에 관한 당순지의 자세한 활동 양상에 해서는 黃毅, 唐

順之與明代抗倭鬪爭 ,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6-6, 200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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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시점엔가 명조는 寧波에 市舶을 열어 海夷와의 소통을 재개했고, 이는 

‘廣東事例’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당시 浙江巡撫였던 劉畿는 안보상 문제를 

이유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유기는 개항을 주장하는 이들에 해 

‘일시적인 안정을 위해 島夷를 불러들여 釁端을 여는 존재’라고 맹비난을 가

했다.129) 明史 食貨志 의 기록에 따르면 가정 39년(1560) 이 영파 개항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당시 鳳陽巡撫였던 당순지였다.130) 정리하면 당순지는 

허가제 개항을 단순히 이론으로 주장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영파에

서 실행되게 만든 인물이었다. 漳州府志 편찬자가 그의 논리를 활용하여 

도택민의 주장을 뒷받침했던 데에는 이와 같은 당순지의 행적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 39년(1560)은 왕직이 처형된 후 그 잔당과 결합한 복건 신왜가 한창 

극성을 부리며 절강 해역으로 호시탐탐 침범을 시도했던 시기이다. 당시 상

황은 복건 신왜는 토벌되었지만 광동에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여 閩南-粵東

을 오가며 해상 안보를 위협하던 가정 45년(1566)에서 융경 원년(1567)의 상

황과 완전히 닮은꼴이었다. 당시 절강에 당순지가 있어 영파 개항을 추진했

다면, 이 시기 복건에는 도택민이 있었다. 양자는 모두 허가제 무역을 통한 

해상의 안정을 추구했다. 

물론 그들의 방식에 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세력이 있었고 이 때문에 영

파의 개항은 5년 만에 번복되었다. 그러나 제한적인 군사적 역량을 가지고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적들을 상 해야 하는 명조의 입장에서 개항은 분

명 연해 지역의 민심을 명조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였다. 

가정 33년(1556) 右僉都御史 章煥은 연해 지역의 민심을, 그중에서도 특히 

129) 明世宗實錄 卷550, 嘉靖四十四年九月三日丙申條, “罷浙江寧波府市舶議. 先
是, 言者, 嘗欲比廣東事例, 開市舶以通海夷. 至是, 浙江巡撫都御史劉畿言, ‘寧
波舊設市舶司, 聽其貿易, 徵其舶稅. 行之未幾, 以近海奸民侵利啟釁, 故議裁革. 
今人情狃一時之安. 又欲議復. 不知浙江沿海港口多而兵船少, 最難關防, 此釁一
開, 則島夷嘯聚, 其害有不可勝言者.’ 戶部, 亦以爲然, 事遂寢.”

130) 明史 卷81, 志57-食貨5, “三十九年, 鳳陽巡撫唐順之議復三市舶司, 部議從
之. 四十四年, 浙江以巡撫劉畿言, 仍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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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와 내통할 가능성이 있는 백성들을 명조 쪽에 붙잡아 두는 것이 해상 

안보 달성의 관건임을 역설했다.131) 그의 논설의 핵심을 추리면 다음과 같

다.

都御史 章煥이 말하길, 倭夷가 누구를 따라 왔겠는가? 난을 일으킨 우두

머리[首亂]가 있고, 여기에 위협당해 따르는 자[脅從]가 있으며, 이끌어 끌

어들인 자[導引]가 있다. 이들을 명확히 한 후에야 도적을 다스릴 수 있다. 

고로 외부의 도적은 쉽게 발견하나 내부의 도적은 알아채기가 어렵다. 오

늘날 해외의 蠻夷는 국경 안쪽으로 깊이 들어오니 길의 복잡한 갈래[紆曲], 

民間의 허실, 官府의 동정을 모두 세세하게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누가 이

렇게 만들었겠는가? 또 그들이 처음 도착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 (어

디로 갔는지)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고, 신호가 올라가면 (그들은) 순식

간에 모두 모인다. 도적들은 진실로 잘 숨어드는데, 이들을 숨겨주는 이가 

누구겠는가? 이것이 동남 지역의 큰 變亂이다. (중략) 도적이 오기 전에는 

모두 良民이었지만, 도적이 오면 良民은 떠나고 奸民은 남는다. 도적이 떠

나고 나면 또다시 모두 良民이 된다. 이(로 인한) 禍는 예측할 수가 없다. 

(중략) 그러므로 奸黨이 소멸하지 않으면 賊患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근을 미리 방지하는 계책[安攘之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反側]’을 

안정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중략) 그러므로 훌륭한 관리가 훌륭

한 장수보다 낫고 정사를 잘 돌보는 것이 전쟁을 잘하는 것보다 낫다. 그

렇지 않을 경우, 백만 군을 일으키면 倭夷는 몰아낼 수는 있겠으나 奸民

은 몰아낼 수 없다. 奸民은 도적들 사이에 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관

군은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으니 이에 奸民에 한 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천하는 안녕한데, 오로지 倭夷만이 난리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왔다 갔

다 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릇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우리가) 反間計(를 쓸 수 있는) 기회이며, 敵情은 여기에서 얻어진다. 잘 

다스리면 우리가 (이들을) 활용할 수 있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 도적들이 

이들을 활용한다.132) 

131) 明世宗實錄 卷413, 嘉靖三十三年八月二日庚午條.
132) 籌海圖編 卷11, 經略-叙寇原 , pp.820-2, “都御史章煥云, ‘倭夷安從至哉. 

有首亂, 有脅從, 有導引. 明乎此而後賊可理也. 故, 外賊易見, 内賊難知. 今以
海外蠻夷而深入内境, 道路之紆曲. 民間之虛實, 官府之動靜, 纎息必知者, 誰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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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에 반 하는 쪽의 최종 목표도 결국 해상 안보의 달성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두 노선은 격렬한 립 구도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목

표 자체가 달랐다기보다는 같은 목표를 추구했으나 방법론에서 합의를 이루

지 못한 것이었다.133)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록은 월항 개항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포괄

적으로 담고 있는 張燮의 東西洋考 이다. 장섭 역시 개항의 당위성을 지역 

전체가 해외 무역과 긴 하게 연결되어 있던 복건 연해 지역의 사회경제 구

조로 인해 해금이 초래하게 되는 역설적 안보 위협에서 찾았다.134)

동서양고 에는 월항 개항의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

어 있다. 첫 번째는 입지 선정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海澄은 가정 45년(1566)까지 독립된 행정구역도 없는 도적들의 소굴에 불과

했다. 물론 이곳은 동시에 상당한 전통을 자랑하는 국제 무역 거점이기도 

했다.135) 명조의 관심사가 해외 무역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 자체에 있었다면 

차라리 무역 세력의 활동 전력이 전혀 없는 새로운 창구를 여는 것이 훨

씬 통제하기 쉬웠을 것이다. 해징은 장기간 무역 집단의 영향력에 노출되

之也. 又其始至千人四布, 無一知者及鳴號, 而須臾畢集, 賊固善匿, 匿之誰也. 
此東南之大變也. (中略) 賊未至, 皆良民也. 賊至則, 良民去, 奸民留, 賊去, 又
皆良民也. 此禍之所以難測也. (中略) 故奸黨不消則, 賊患不止, 故安攘之計, 莫
要於安反側. (中略) 故, 良吏優於良將, 善政優於善戰, 不然, 興師百萬, 能驅倭
夷, 不能驅奸民, 奸民在賊, 可以復入, 師不可久留, 是行奸民之計也. 且天下寧
獨倭夷可為亂哉. 故反側為要. 夫反側者, 反間之因也. 敵情所由得也. 善致之則, 
為我用, 不善致之則, 為賊用此.’” 

133) 檀上寬, 2013, p.197.
134)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89, “顧瀕海一帶, 田盡斥鹵. 耕者無所望歲, 只有

視淵若陵, 久成習慣. 富家徵貨, 固得稇載歸來, 貧者爲傭, 亦博升米自給. 一旦
戒嚴不得下水, 斷其生活, 若輩悉健有力, 歲不肯搏手困窮, 於是所在連結爲亂.” 

135) Chang Pin-tsun, “The emergence of Taiwan as an international trading 
rendezvous”, Angela Schottenhammer(Eds.), Taiwan-A Bridge Betwee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2011, p.13; Wills, John 
E. Jr., “Maritime Europe and the Ming”, John E. Wills Jr.(Eds.),China and 
Maritime Europe, 1500-1800 : Trade, Settlement, Diplomacy, and Miss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24; 鄭永常, 2004, pp.129-37; 林仁川, 1987, 
pp.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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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무역 공인이 충분한 유인력을 발휘하지 못한 

우려가 있었다. 명조는 왜 이곳을 개항 지점으로 선정했던 것일까? 

동서양고 에는 이와 관련하여 아주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바로 개항의 최초 후보지가 海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고려되었던 

곳은 詔安縣의 梅嶺이었다.136) 조안은 광동과 접경한 복건 연해 최남단에 위

치한 현이고, 매령은 조안의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매령은 광동-복건의 해

로를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 주환과 왕순이 남쪽으로부터 넘

어오는 해적을 저지하는 데 관건이 되는 지점으로 선정했던 곳이기도 하

다.137) 매령의 바다 건너 남서쪽으로는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가 채 되지 않

는 곳에 南澳가 있다. 南澳는 광동 해적의 주요 집결지로 앞서 언급한 毛海

峰, 吳平, 曾一本 등이 모두 이곳을 근거지로 삼았다.

梅嶺이 개항 지점으로 최초 설정된 시기를 정확히 가리키는 사료는 없지

만 海澄으로 바뀐 시점이 융경 원년(1567)이고 도택민의 복건순무 취임이 가

정 45년(1566)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 어느 시기임을 추측할 수 

있다. 당시는 명조가 남오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광동의 거  해상 집단 수괴 

오평을 막 제거했지만, 잔당들의 준동으로 골머리를 앓던 시점이었다. 심지

어 당시 광동순무였던 오계방은 남오에 군진을 설치하여 직접 통제하는 것

을 “도적을 막으려다가 도적을 만드는 행위[禦盜生盜]”로 규정하고 포기를 

건의하여 관철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기에 매령이 해징보다 앞서 개항 입지

로 고려되었다는 점은 개항 결정이 당시 명조가 겪고 있는 복건 광동의 해

적 문제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또 매령이 최종적으로는 배

제된 이유가 “도적들이 강경하게 저항하기 때문[以盜賊梗阻]”이라는 점은 명

조가 개항을 통해 포섭하려는 상이 결코 현재 명조에 극렬히 저항하고 있

는 해적들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앞선 장환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개항 정책의 표적은 명백히 해적에게 협력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연해 주

136)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89, “先是, 發舶在南詔之梅嶺. 後以盜賊梗阻, 改
道海澄.” 

137) 각주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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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을 허가제 무역을 통해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海徵은 해외 무역을 원하

는 연해 주민이 운집해 있으나 현재 해적들의 직접적 영향력에 직접 노출되

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를 가장 크게 기 할 수 있는 입지

였다.

두 번째는 개항 초 해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융경 원년

(1567) 명조는 해징을 통한 해외 무역 개방을 선언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는 거의 하지 않았다.138) 東洋과 西洋의 거의 모든 지역

에 한 도항을 허가하되 ‘倭奴’와의 거래만은 금지한다는 원칙은 정했으

나 관리 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요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등에 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였다. 융경 6년(1572) 

漳州知府 羅靑霄가 재정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박 통제와 

상세 징수에 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었다.139)

통합적인 운영 규정은 만력 3년(1575)에 이르러 海防同知 沈植의 건의로 

정비되었고, 같은 해 福建巡撫 劉堯誨가 해징의 상세를 兵餉으로 돌릴 것을 

건의했을 때 세액은 6천 량에 지나지 않았다.140) 요컨  융경 연간

(1567-1573) 거의 내내 명조는 해징에 해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만력 초 유요해의 건의조차 해징 상세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병향을 채우기 위해 동원되는 여러 항목 중에 해징 상세가 포함된 것에 불

과했다.141) 최소한 융경 시기 명조에게 있어 해징의 무역과 여기에서 발생한 

138) 新建海澄縣城碑記 에 따르면 해징에 현 설치가 결정된 가정 45년(1566) 십이
월 임시 治所로 선정된 八都의 堡는 縣城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그 후 몇 년 
동안이나 縣治 역할을 했다. 縣城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것은 융경 4년(1570)의 
일이며 완성된 것은 2년이 지난 융경 6년(1572) 가을이었다(李賢强 吳宏岐, 明代
福建月港“二十四將”叛亂與設縣問題再硏究 , 中國邊疆史地硏究 27-2, 2017-6, 
p.125). 

139)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89. 
140)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90. 
141) 劉堯誨는 海澄의 商稅 외에도 漳州府 다른 현의 商稅를 비롯하여 福州府와 

泉州府의 다양한 세목을 兵餉으로 동원할 것을 건의하였다( 明神宗實錄 卷32, 
萬曆二年十二月二十四日甲子條). 만력 원년(1573) 십일월 유요해가 제시한 복
건 병향은 평시 매년 15만 량에서 전시에는 최  45만 량에 달하는 막 한 액
수였다( 明神宗實錄 卷19, 萬曆元年十一月二日戊寅條). 이를 놓고 봤을 때 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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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는 주요한 관심의 상이 아니었다. 이는 명조가 최초 해징을 개방한 일

차적 이유가 무역과 이를 통한 세수 확보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점은 허가제 무역을 시행하면서 ‘특별히 倭奴와의 거

래를 엄금[特嚴禁販倭奴]’한 부분에 한 해석이다.142) 이 부분에 한 일반

적 해석은 倭奴를 ‘국가 혹은 지역으로서 日本’으로 보는 것이다. 관련 다른 

기록들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漳州府志 의 洋稅考 에서는 倭

奴 신 日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許孚遠은 疏通海禁疏 에서 “不

得往日本倭國”이라고 하여 상을 국가로 특정했을 뿐 아니라 금지 행위도 

‘무역(販)’에서 ‘항해(往)’로 바꿔 놓았다. 따라서 해당 구절을 ‘국가 혹은 지

역으로서 일본에 한 항해 금지’로 이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두 가지 지점에서 ‘倭奴와의 거래를 특별히 엄금한다[嚴禁販倭奴

者]’는 구절의 명확한 취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 번

째는 일본과의 거래를 ‘특별히 엄금’한 점이다. 도항 허가지역에 한 명조

의 원칙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羈縻外臣일 것, 둘째는 중국을 侵叛한 전력

이 없을 것이었다. 일본은 당시 명조의 羈縻外臣이 아니었고 侵叛 전력 또한 

있으므로 이미 결격사유가 있는 셈이었다. 따라서 허가 명단에서 빠지는 것

이 당연했으나 명단에서 누락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엄금’한 점은 

그냥 지나치기 힘든 부분이다. 왜냐면 해당 포고는 도항 허가를 조건의 형태

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도항이 허가된 東 西 二洋의 여러 지역의 명칭을 일

일이 열거했기 때문이다.143) 이 한 구절로 인해 거명된 지역으로의 무역 허

가에서 일본에 한 무역 금지로 포고문의 중심이 바뀌었다. 

두 번째는 당시 복건순무 도택민과 명 중앙 조정의 관심은 ‘일본 정권의 

위협’에 비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주로 복건의 신왜와 이어진 광동 해적 

澄의 商稅 6천 량(1.3~4%)의 비중을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를 좌우할 만
한 액수라고 보기도 힘들다. 

142)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89, “隆慶元年, 福建巡撫都御史塗澤民請開海禁, 
準販東西二洋, (中略) 皆我羈縻外臣無侵叛, 而特嚴禁販倭奴者, 比於通番接濟
之例.” 

143)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p.131-2, “蓋東洋若呂宋 蘇祿諸國, 西洋若交阯
占城 暹羅諸國, 皆我羈縻外臣, 無侵叛, 而特嚴禁販倭奴者, 比於通番接濟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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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에 쏠려있었고 해징 개항 역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무역을 금지한 것이 현재 복건과 광동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상 안보의 위협을 해소하는 데 과연 어떤 구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 했던 것일까? 이 문제를 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倭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구체적인 상과 당시 ‘日本’이라는 존재

가 명조 해상 안보에 어떤 성격의 위협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劉曉東은 최근 연구에서 明實錄 을 중심으로 명  전체에 걸쳐 일본과 

관련된 7종류의 용어(倭國, 倭人, 倭夷, 倭寇, 倭賊, 倭奴, 日本)가 어떤 의미

로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해당 용어들의 실질적 의미

는 고정적이라기보다는 명 조정이 일본 정권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지에 따라 변화했다. 명조가 공식적 외교 상 로 인식한 시기에는 日本과 倭

寇, 倭賊, 倭奴 등 일련의 비칭을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외교적 마찰 혹은 단절의 시기에는 양자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졌으며, 임진

왜란 이후부터는 사실상 같은 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고정되었다. 특히 倭

奴라는 표현은 이전 시기 明實錄 기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가

정 연간부터 사용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국가 혹

은 지역으로서의 일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144)

가정 연간 후반은 ‘倭’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획

득한 시기였다. 당시 명조는 ‘倭’를 해상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당연히 일본계 해적 집단만을 특정하는 용어로 

사용했지만, 점차 그 집단에 중국 연해 지역 출신이 다수 섞여 있고 심지어

는 집단을 주도하는 세력이 중국계라는 점을 점점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

다.145) 

같은 맥락에서 가정 후기에는 ‘진짜 왜구[眞倭]’라는 표현도 등장하였다. 

144) 劉曉東, 倭寇 與明代的東亞秩序 , 中華書局, 2019, pp.13-38.
145) 明世宗實錄 卷422, 嘉靖三十四年五月九日壬寅條, “海賊稱亂, 起於負海姦民

通番互市. 夷人十一、流人十二、寧紹人十五、漳泉福人十九, 雖概稱倭夷, 其
實多編戶之齊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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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이 明實錄 내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가정 28년(1549) 칠월 朱紈의 

보고서이다. 朱紈은 餘姚 謝氏 사건의 진상을 보고하면서 王直과 徐海 같은 

연해 지역의 간악한 무리가 倭寇라고 칭하며 약탈을 벌이고 있지만 ‘眞倭’ 

즉 진짜 왜구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146) 이후 明實錄  

내에서 眞倭는 진짜 일본계 해적을 다른 해적과 엄 하게 구별할 때 사용되

었다. 

이러한 구분법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당시 포상 규정에서의 용

어 사용이다. 포상 규정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근거한 인사 조처와 

재정지출이 곧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념상의 공백이 용납되기 힘든 영역이

다. 특히 가정 후기는 잦은 倭警 상황 발생으로 인해 관련 규정이 계속 재정

비되어 규정과 현실의 괴리가 최소화된 시기였다.

가정 35년(1556) 삼월 병부는 황제의 명을 받아 九卿과 科道官이 공동으

로 올린 禦倭事宜 에 해 답변했다.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상주의 

7번째 항목은 포상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규정은 왜구를 크게 

3등급으로 구별했다.147) 첫 번째 등급은 ‘이름난 도적[有名賊]’이다. 軍이나 

民이 전투에서 이 부류를 붙잡거나 죽이면 한 명 당 3級 승진하게 되고 승

진을 원하지 않으면 상으로 은 150냥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 등급은 ‘진짜 

왜구[眞倭]’와 ‘따른 도적[從賊]’이다. 이 부류를 붙잡으면 한 명 당 1級을 승

진하게 되고 승진을 원하지 않으면 상으로 은 50냥을 받게 되었다. 세 번째 

등급은 ‘한인으로서 위협당해 따른 도적[漢人脅從賊]’이다. 이 종류를 붙잡으

면 한 명 당 署 1級을 승진하게 되고 승진을 원하지 않으면 상으로 은 20냥

을 받게 되었다.148)

146) 明世宗實錄 卷350, 嘉靖二十八年七月五日壬申條, “王直、徐海等, 常闌出中
國財物與番客市易, 皆主於餘姚謝氏. (中略) 諸奸畏官兵搜捕, 亦遂勾引島夷及
海中巨盜, 所在劫掠, 乘汛登岸, 動以倭寇爲名, 其實眞倭無幾.”

147) 상주문에서는 軍功을 5등으로 나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首級 항목 3가
지와 奇功 항목 2가지가 각각 기술되어 있다. 首級 항목 3가지는 상 규정과 
서열화가 명확하지만 奇功 항목 2가지는 적용되는 상황의 종류만 나열하였다. 

148) 明世宗實錄 卷433, 嘉靖三十五年三月十七日丙子條, “一, 明賞罰. 以軍中功
次, 分爲五等. 一論, 首級. 凡軍民臨陣擒斬有名賊一人者, 陞授三級, 不願陞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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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르면 당시 명조의 기준에서 ‘倭寇’는 총 4종류이며 이를 3등

급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중 중간 등급은 ‘眞倭’와 ‘從賊’ 두 종류로 나뉜

다. 양자는 포상 규정에서 전혀 차별이 없는 동급의 존재로 다뤄졌다. 오히

려 ‘從賊’은 스스로 따르는 ‘從賊’과 강제로 끌려다닌 ‘漢人脅從賊’으로 구별

된다. 이상의 내용은 당시 명조가 倭(寇)를 모든 해상 안보 위협세력을 통칭

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그 내부 분류에 있어서 일본인 여부를 중요

한 고려요소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명성과 자발성이 더 중요

한 식별 기준이었다.149) 

浙直總督 胡宗憲이 주도하고 그의 막료 鄭若曾이 실무를 맡아 편찬한 籌

海圖編 은 가정 40년(1561)에 찬술이 완료되었고 이듬해인 가정 41년(1562)

에 출간되었다. 총 13권, 30여만 자에 달하는 이 방 한 저작은 가정 말기 

명조 해방에 관한 거의 모든 논의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통해 당시 명조 당국자의 해양인식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150) 특히 편찬 시기가 해징 개항보다 불과 5년 

정도 앞선 만큼 ‘倭奴’와 ‘日本’의 개념에 한 당시 명조 당국자들의 인식

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劉曉東이 明實錄 을 상으로 사용한 일본 관련 용어 7개가 籌海

圖編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해보면 가정 말기 당시 “倭”의 개

념 변화를 비교적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우선 사용빈도를 보면 가장 많

銀一百五十兩. 獲眞倭、從賊一人及陣亡者, 陞授一級, 不願陞賞, 銀五十兩. 獲
漢人脅從賊一人, 陞授署一級, 不愿陞賞銀二十兩.”

149) 漢人脅從賊의 존재는 한인 여부가 의미 있는 식별 기준임을 보여주기는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협박을 당해 억지로 협력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한인뿐
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더 핵심적인 구분 기준은 자발성 여부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0) 徐璐瑩, 籌海圖編 成書意義探析 , 名作欣賞 , 2017-29, pp.168-169; 童傑, 
鄭若曾 籌海圖編 的史學價值 , 史學史研究 , 2012-2, pp.21-8; 趙佳霖, 嘉
靖時期的海防思想研究-以 籌海圖編 爲例 , 黑龍江大學碩士學位論文, 2014, 
pp.1-2; 郭淵, 籌海圖編 與明代海防 , 古代文明 6-3, 2012, p.67; 王守稼
顧承甫, 研究明代中日關系史的珍貴文獻-兼評複旦藏嘉靖本 籌海圖編 , 史林 , 
1986-1,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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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된 용어는 日本으로 총 131회, 뒤이어 倭寇, 倭奴, 倭夷, 倭賊, 倭國, 

倭人이 각각 58회, 45회, 32회, 24회, 17회, 11회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사용 

방식을 살펴보면 日本과 倭國은 예외 없이 국가 혹은 지역으로서 일본을 지

칭하는 데 사용되었고, 倭寇, 倭奴, 倭夷, 倭賊, 倭人는 부분 인간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거의 유일한 예외는 일본의 옛 이름이 ‘倭奴國’이

었다는 점을 밝히는 목이었다. 즉 당시의 명조 당국자들에게 있어 ‘국가 

혹은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일본’을 가리키는 명칭은 체로 ‘日本’ 혹은 ‘倭

國’이었다. 

‘倭奴’의 용례 중에는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바로 嘉靖以來倭奴入寇總編

年表 이다. 이 표는 제목 그 로 가정 연간 이후 연해 각성을 침범했던 ‘倭

奴’들의 활동상을 지역별 시계열의 형태 정리한 연표로, 編修인 鄭若曾 자신

이 직접 작성하였다.151) 이 연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연해 지역에 

침범했던 ‘眞倭’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王直과 徐海를 위시하여 가정 연간 

중국 연해 지역을 침범했던 모든 해상 집단의 행적을 총망라한 것이었다. 정

약증이 이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倭奴’를 선택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목이다. 

嘉靖以來倭奴入寇總編年表 는 바로 뒤에 배치된 寇踪分合始末圖譜 와 동

일한 상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전자가 모든 기록을 망라한 것

이라면 후자는 이를 정리하여 구조화한 것이었다. 寇踪分合始末圖譜 는 제

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는 ‘倭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중심으로 뭉

쳤다가 흩어졌는지, 또 주요한 활동이 무엇이었는지를 계보도 형태로 만든 

것이었다. 寇踪分合始末圖譜 는 절강과 복건을 지리적 배경으로 설정하였고 

金子老와 李光頭를 1세 , 許棟을 2세 , 王直을 3세 로 묘사했다. 말미의 

서술에 따르면 이 사태의 중심에는 언제나 중국계 해상 집단이 있었으며 소

위 ‘眞倭’의 활용은 왕직 시기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152)

당시 명조 당국자들은 ‘倭’의 실체가 중국계 해상 집단이라는 점을 상당히 

151) 籌海圖編 卷8, 倭患總編年表 , pp.626-69. 
152) 籌海圖編 卷8, 寇踪分合始末圖譜 , pp.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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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명조는 왕직 집단을 倭寇라고 불 고, 가정 말부

터 등장한 복건-광동의 해상 집단에게는 ‘새로운 왜구[新倭]’라는 명칭을 붙

여 구세 의 왜구인 왕직 서해 등과 구별하였다. 이들이 연해 지역을 침범하

는 상황을 가리켜서는 ‘왜구의 위협[倭警]’ 혹은 ‘왜구의 환란[倭患]’이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명조 당국자들은 왜 이들의 실체가 연해 지역 중국인이라는 점을 이미 알

고 있었음에도 이들의 활동과 日本이라는 국가 혹은 지역에 직접적인 상관

성을 부여했던 것일까? 당시 명조의 당국자들은 중국계 해상 집단이 중국 

연해 지역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거점을 둔 채 계절풍을 타고 

중국 연해 지역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왜구

에 한 방비가 계절성 임무라는 공감 가 형성되어 있는 데서 잘 드러난

다.153) 요컨  비록 ‘일본인(眞倭)’은 현재 명조가 직면한 안보 위협의 핵심

적 요소가 아닐지 몰라도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日本’은 ‘倭奴’가 중국 연해

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물자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

력과 물자를 충당함으로써 세력을 재정비하는 곳, 즉 그들의 소굴로 기능한

다고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으로의 무역과 항해 허가는 ‘특별히 엄금’

되어야 했다.

월항 개항의 기본 취지는 명조의 ‘해상 안보를 위한 허가제 무역’ 실시였

다. 명조는 일부 지역에 해 중국인의 도항 및 무역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으

로써 무역을 통해 만들어진 안보 위협 세력(倭奴)과 일반 연해 주민의 이

익공유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였다. 명조가 애초에 연해 주민에게 해외 무

153) 鎭撫 蔡汝蘭은 倭寇의 침범이 3월 말에서 4월 중순,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
이에 부는 계절풍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고 전자를 春汛, 후자를 小
汛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이 시기가 오기 전에 상륙 가능 지점에 병력을 선제
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신 汛期가 지나서 바람의 방향이 왜구에게 불리
하게 변하게 되면 연해를 전혀 방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병력을 즉각 철수시켜
야 효율적인 방어체계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籌海圖編 卷12, 經略-固
海洋 , pp.1041-3). 채여란의 방어 전략은 왜구가 일본에서 북풍 계열을 계절풍
을 타고 내려와서 중국 연해에서 활동한 후 남풍 계열의 계절풍을 타고 일본으
로 돌아간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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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허가했던 목적이 해상 안보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역 상 를 지정할 

때에도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고려 조건이었다. 이런 점에서 ‘왜구의 요람’으

로 인식된 일본과의 교역은 절 로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안보 위협 

여부를 기준으로 교역 여부를 결정하는 월항 개항의 기조는 이후 등장하는 

여러 유럽 세력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4. 소결

‘후기왜구’는 다수 연구에서 ‘가정 왜구’라고도 불린다. 이 명칭은 후기

왜구의 창궐 시기를 가정 연간으로 특정하는 동시에 왜구 문제가 이 시기에 

절정에 이르 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명칭은 사태의 본질을 잘 집어낸 것

이지만 동시에 후기왜구 사태가 가정 연간에 종식되었다는 큰 착각을 만들

어내기도 했다.

가정 35년(1556)에서 가정 36년(1557) 동안 가정 왜구의 표주자인 서해

와 왕직이 제거된 사건은 이 이미지를 강화할 중요한 소재였다. 융경 원년

(1567) 월항 개항은 이러한 착각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왜구 사태의 

해결과 월항 개항이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직관을 주기 때문이다.154)

다수의 연구가 월항 개항을 서해 왕직 집단의 소멸과 직접 연결하고 이를 

한 시 의 종결과 새로운 시 의 시작으로 서술했으나 후기왜구 문제는 결

코 서해 왕직 제거로 종결된 것이 아니었으며 가정 연간 내에 마무리되지도 

못했다. 가정 말기는 왜구 문제가 마무리된 시기가 아니라 복건 광동을 중심

으로 형성된 ‘새로운 왜구’ 문제로 명조가 골머리를 앓기 시작한 시기였다. 

명군 십수 년간 쉬지 않고 이들을 토벌했다. 그러나 이들의 소멸은 매우 일

시적인 현상이었으며 잠복했다가 활동 영역이나 우두머리를 바꿔서 계속 재

등장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 문제에 처하는 과정에서 명조의 해상정책은 일종의 전환을 맞이하게 

154) 이 같은 시각의 연원은 오래되었으나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건재하
다(Chang Pin-tsun, 2011,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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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첫 번째는 방향은 바로 적을 이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以賊攻賊’ 정책을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명조는 해방

에 필요한 군사 자원을 전적으로 연해에 설치된 衛所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가정 말부터 융경 연간 동안 후기왜구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자 군사 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바람직한 차선책’은 믿을 만한 민간 자원을 

모집하는 또 다른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기왜구의 활동이 장기

화의 양상을 띠면서 점점 많은 군사 자원이 필요하게 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점차 충성이 담보되지 않는 미심쩍은 존재들까지 활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얼마 전까지 토벌의 상이던 해적들이 관군이 되었다가 다시

금 해적으로 돌아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다른 안이 부재

한 상황에서 이 방식은 현실적인 책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두 번째 방향은 허가제 무역을 통한 연해 지역민의 이반 방지였다. 구체적

인 사건으로 따지면 융경 원년(1567) 월항의 개항이다. 당시 명조는 후기왜

구 문제 해결과 그로 인한 해상 안보에 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무역 개방

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해상의 위협에 시달리던 상황

에서 이 문제에 응하는 방책으로서 이를 결정했다. 개항을 주창한 인사들 

역시 해상 안보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서 허가제 무역의 가치를 강조했다. 

항구 입지 선정, 교역 상 와 품목 등이 모두 해상 안보를 중심에 놓고 결정

되었다. 또한, 명조는 월항 개항을 결정한 뒤 몇 년 동안 무역 활성화나 세

수 획득에 한 특별한 노력 없이 이곳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다. 즉 개

항에 한 명조의 무게 중심은 최소한 초기에는 명백하게 연해 경제 활성화

나 이로 인한 세수 증 보다는 해상 안보 확보 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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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6세기 후반 이베리아 세력의 진출과 

海澄-마닐라 무역 

1. 포르투갈･스페인의 역내 진출과 무역 거점 확보

16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후기왜구의 위협은 가정 연간 후반을 거쳐 융경 

연간 전체, 만력 초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명조의 해방 체제 변화의 추동력

이 되었다. 위소에 한 전적인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혹은 적에게서 

새로운 군사 자원을 찾는 노력도 그중 하나였으며, 월항 개항으로 바다에 의

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연해 주민과 ‘왜구’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것 역

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6세기 중엽은 유럽 세력의 동아시아 해역 진출이 본격화된 시기이

기도 했다. 그 선발주자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포

르투갈과 스페인이었다. 양자 중 동아시아 해역에 선구적 발자취를 남긴 쪽

은 포르투갈이었다. 

1415년 지브롤터 해협 남쪽의 세우타를 점령한 후 느린 속도로 아프리카 

해안 지역으로 진출했던 포르투갈은 1498년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

척을 계기로 염원하던 아시아 해양세계로의 진출을 개시하게 되었다.155) 

1509년 포르투갈은 동아시아 해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말라카에 도

달하였고 그곳에서 중국계 무역 세력과 최초로 접촉하였다. 1511년 2  

고아 총독 알폰소 데 알부케르크(Afonso de Albuquerque)가 말라카에 한 

무력 공격을 단행했을 때, 중국계 무역 세력은 포르투갈 측에 정크선을 제

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일부 포르투갈인들을 중

국으로 실어다 주기까지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르투갈에 도움을 주었

155) 인도양 진출 초기 포르투갈은 주로 향신료 무역을 중심으로 인도양 서반부에 
형성되어 있던 이슬람기득권을 공략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경
철, 2008, pp.51-7을 참조.



- 59 -

다. 1514년에는 호르헤 알바레즈(Jorge Alvarez)가, 1515-6년에는 라파엘 페

레스트레요(Rafael Perestrello)가 정크선을 타고 광주에 도착했다. 비록 광주 

당국의 입항 저지로 屯門島에서 무역만 한 후 돌아가야 했으나 중국 무

역의 매력을 맛보기에는 충분한 경험이었다.156)

이후 포르투갈이 중국과 통교를 시도한 데에는 중국 측의 상황 변화가 상

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덕 3년(1508)부터 광동에

서는 軍餉 충당을 위해 조공 선박의 附搭貨物에 한 抽分이 이미 실시되었

다. 정덕 9년(1514) 布政司左參議 陳伯獻의 상주가 받아들여져 추분이 정지

되었으나 이듬해인 정덕 10년(1515) 최초 추분을 주도했던 인물인 陳金이 

兩廣總督으로 복귀하면서 추분 제도의 복원을 추진하였다. 정덕 12년(1517) 

陳金은 布政使 吳廷擧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송과 같은 방식으로 화물의 

2할을 추분할 것을 주청하여 황제의 재가를 얻어냈다.157) 포르투갈 측은 말

라카에서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중국계 상인들과 접촉했고, 또 몇 차례 선발

를 파견하여 광주의 상황을 살펴본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편승하

여 조공 사절을 파견하면 수익성 높은 규모 무역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

렸을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의 첫 번째 정식 사절단은 1517년 8월에 광주에 도착했다. 단장

은 당시 포르투갈 최고의 동아시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토메 피레즈(Tomé 

Pires)였다. 포르투갈 당국은 페르낭 페레즈 데 안드레이드(Fernão Peres de 

Andrade)가 지휘하는 8척 규모의 선단을 파견하여 사절단을 호송하도록 하

였다. 피레즈 일행은 광주에서 장기간 기했고 1520년 1월 마침내 입경 허

가를 받았다. 그들은 1520년 5월 당시 정덕제가 위치한 남경에 도착했었으

나 북경에서 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1521년 1월 정덕제가 귀환할 때까지 

북경에서 기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사절단은 끝내 포르투갈 국왕

의 친서에 한 정덕제의 답신을 받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521년 

4월 19일 정덕제가 급사했다. 황제의 사망으로 명조의 내부 정세가 급변하

156) Wills, John E. Jr., 2010, p.26; 李慶新, 2007, pp.220-4.
157) 岩井茂樹, 2004, pp.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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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포착한 피레즈 일행은 황급히 북경을 빠져나와 호송 선단이 정박한 

광주로 향했다. 한편 광주에 남아 있던 안드레이드 등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처신하여 조금씩 광동 당국과 신뢰를 쌓았지만 1519년 뒤늦게 합류한 시망 

데 안드레이드(Simão de Andrade)가 둔문을 점령하여 요새를 짓고 어린아이

를 유괴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르자 광동 당국은 이들의 일거수일투

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였다.158)

정덕제가 붕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동 당국은 모든 외국 선박에 즉

각 광주를 떠나도록 명령했다. 포르투갈 측이 화물 선적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광동 수군은 즉각 포르투갈 선단을 공격해서 광주 밖으로 몰아냈

고 이후 광주만으로 진입을 시도한 모든 포르투갈 선박에 해서도 가차 없

는 공격을 가했다. 피레즈 일행은 1521년 9월 22일 간신히 광주에 도착했으

나 그들이 타고 갈 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광동 당국은 피레즈 일행을 

구금하고 모든 소지품을 몰수했다. 명조 측은 피레즈에게 포르투갈 국왕, 인

도 부왕, 말라카 총독에게 말라카를 원래의 지배자에게 돌려주어야 피레즈 

사절단을 방면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도록 했다. 편지는 전달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피레즈는 1524년 광주의 감옥에서 사망했다. 포

르투갈 측은 1522년 8월 마르팅 코치뉴(Martim Affonso de Mello Coutinho)

를 새로운 사절로 삼아 협상의 불씨를 살려보려 했으나 코치뉴를 태운 선단

은 광동 수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3척 중 2척을 잃고 물러났다.159) 

포르투갈이 벌인 일련의 행위는 포르투갈의 통교 시도만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국 무역 전체에 타격을 주었다. 명

조 내부에서는 포르투갈 사건을 계기로 추분을 건의했던 오거정에 한 격

렬한 비판이 일어났고, 결국 명조는 조공 선박을 포함한 모든 외국 선박의 

158) Wills, John E. Jr., 2010, pp.26-9; 李慶新, 2007, pp.224-7; 黃啓臣 鄭煒明 저, 
박기수 차경애 역, 마카오의 역사와 경제 , 성균관 학교 출판부, 1999, p.22.

159) Wills, John E. Jr., 2010, p.30-1. 명의 조공국이었던 말라카 8  술탄 마흐무드 
샤는 말라카를 상실한 후 빈탄섬으로 도망가서 저항운동을 하는 한편 명조에 
사자를 보내 포르투갈을 몰아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요청은 정덕제 시기에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가정제는 이 문제에 해 포르투갈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明史 卷325, 列傳213-外國6-滿剌加,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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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입항을 완전히 중단하였다.160) 이후 명조는 1528년까지 매년 함 를 

운영하여 포르투갈의 침공에 비하였다. 이후 광주 시박 운영 재개가 논의

되는 과정에서 兩廣總督 林富는 4가지 이점을 근거로 포르투갈에 한 호시 

허가를 건의하였지만 兵科給事中 王希文의 반 로 좌절되었다.161) 가정 9년

(1530) 이후 광주 시박은 부활했으나 포르투갈은 상에서 제외되었다. 향후 

약 30년간 포르투갈 선박은 주로 무역 공간에서 활동했다.162) 

1530-40년  포르투갈인은 福建의 月港 浯嶼, 浙江의 雙嶼 등 중국 연해의 

주요 무역 거점에 진출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163) 포르투갈인들의 

활발한 활동 양상은 福建巡撫 朱紈의 탄핵 과정을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가정 28년(1549) 주환 휘하의 명군은 詔安縣에 침범한 李光豆 집단을 토

벌하고 그중 96명을 생포하였다. 주환은 자신의 직권으로 이들을 참살하였는

데, 都御史 陳九德은 주환이 조정의 허락을 얻지 않고 마음 로 이들을 처형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가정제의 명을 받고 이 사안을 조사한 給事中 杜汝禎

은 주환이 처형한 이들 가운데 ‘무고한 말라카 상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을 강조하며 진구덕의 탄핵안에 찬동하였다. 진구덕과 두여정은 이들이 연해 

지역의 무뢰를 끌어들여 무역에 종사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수에 넘

치는 칭호를 사용하거나 떠돌며 노략질하는 행위를 한 바는 없다[無僣號流劫

事]’는 이유로 주환이 이들을 참한 것이 과잉 응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을 

160) 岩井茂樹, 2004, pp.109-10, 112-3.
161) 明世宗實錄 卷106, 嘉靖八年十月七日己巳條; 卷118, 嘉靖九年十月五日辛酉

條. 明史 에서는 임부와 왕희문의 논의를 시간순서와 반 로 배치함으로써 마
치 임부 건의 이후에는 계속해서 포르투갈인들이 향산오에서 명조의 허가 아래 
무역을 한 것처럼 묘사하여 후세 연구자에게 혼란을 주었다( 明史 卷325, 列
傳213-外國6-佛郞機, pp.6806-7).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임부의 건의로 인해 1년 
정도 유지되었던 허가가 왕희문의 건의로 인해 폐지된 것이었다.

162) 하네다 마사시, 이수열 구지영 역,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 선인, 2012, 
p.109-11; 李慶新, 2007, pp.227-31.

163) 岩井茂樹, 2004, pp.114-5. 페르낭 핀투의 여행기는 과장이 섞여 있다는 혐의를 
받기는 하지만 무역 세계에 가담한 포르투갈인들의 다양한 해상활동 사례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페르낭 멘데스 핀투 지음, 김미정 정윤희 공역, 핀
투여행기 , 노마드북스, 2006, pp.2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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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결국 주환은 자결을 택했다.164) 여기에 등장한 ‘무고한 말라카 상인’이 

사실은 포르투갈 무역업자들이었다.

1542년(혹은 1543년) 3명의 포르투갈인이 種子島에서 중국인 왕오봉의 인

도를 받아 처음 일본에 발을 들여놓았다.165) 당시 일본은 寧波爭貢 이후 

중국 무역이 크게 위축된 상태였고, 서남 연해 지역 다이묘들은 무역 집단

과의 동업 관계를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일본 진출의 진입 장벽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166) 포르투갈 선박은 1550년에 처음으로 히라도에 입항함으로

써 일본에서의 활동을 본격화했다. 후발주자 스페인과는 달리 포르투갈은 은

을 독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량의 은을 확보할 

수 있는 일본은 포르투갈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창구로 기능했다. 

비록 그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1549년 

주환의 조치는 절강과 복건에서 포르투갈의 무역 활동을 견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은 무역 거점을 다시 

광동으로 후퇴시키는 한편, 명과의 무역을 공식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1552년 고아 총독은 예수회 선교사 프란시스 하비에르(Francis Xavier)의 건

의를 받아들여 디오고 페레이라(Diogo Pereira)를 단장으로 하는 정식 사절

단을 중국에 파견했으나 기존의 무역 네트워크에서 얻고 있던 이권을 침해

받을 것을 우려한 말라카 총독은 사절단의 중국행을 저지했다. 사절단은 말

라카에 발이 묶였고, 하비에르만이 사절단을 이탈하여 중국행을 감행했으나 

광동의 포르투갈 무역 거점인 上川澳에 도착한 뒤 곧 사망하였다.167)

164) 明史 卷325, 列傳213-外國6-佛郞機, p.6807. 
165) 하네다 마사시, 2012, p.27.
166) 주경철, 2008, pp.59-60. 샤핀스키(Peter D. Shapinsky)의 연구에 따르면 15-6세

기 일본의 재지 권력은 일본 중국계 해상 집단과 서양 제국의 회사들을 다양한 
군사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의 영역 내 활동에 해 매우 
관 한 태도를 보였고 더 나아가 이들을 적극 지원했다(Shapinsky, Peter D., 
‘From Sea Bandits to Sea Lords: Nonstate Violence and Pirate Identities in 
Fifteenth- and Sixteenth-Century Japan’, Robert J. Antony., Elusive Pirates, 
Pervasive Smugglers: Violence and Clandestine Trade in the Greater China 
Seas, 2010, pp.27-33).

167) Wills, John E. Jr., 2010,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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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광동 연해에서 활동하던 무역업자 리오넬 데 소사(Lionel de 

Sousa)는 광주에서는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의 상인들이 일정한 세금만 내면 

무역이 가능한데, 포르투갈만 배제된 상황을 바꿔보려 했다. 그는 광동 당국

의 용인이 없이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海道副使 汪柏을 집중 공략했다. 리오넬 

데 소사의 뇌물 공세를 받은 왕박은 포르투갈인들이 浪白澳(Lampacao)에 거

점을 마련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1555~6년에 말라카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던 

예수회 선교사 벨쇼어 누네즈(Belchior Nunes)는 낭백오를 중간 기착지로 삼

았고, 그곳에 300~400명의 포르투갈인이 겨울을 나고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

다. 왕박은 포르투갈 조공 선박이 폭풍을 만나 싣고 온 공물이 젖었다는 것

을 이유로 며 이를 말릴 수 있도록 임시로 포르투갈 선박의 마카오 정박

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당시 포르투갈은 명조가 인정한 조공국

이 아니었고, 진짜 포르투갈 사절단은 광주에 오지도 않았다. 왕박이 리오넬 

데 소사를 조공 사절로 둔갑시킨 것은 일종의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다. 어쨌

거나 가정 36년(1557)부터 포르투갈 선박은 마카오에 상륙할 수 있게 되었

고 가정 41년(1562)에는 이미 약 900명의 포르투갈인이 마카오에 거주하였

다. 그러나 이 조치가 공식화된 것은 포르투갈이 매년 왕박에게 상납하던 은 

500냥을 地租의 형식으로 명조에 납부하기 시작한 융경 5년(1571)에 이르러

서였다.168)    

1578년 포르투갈 국왕 세바스티오 1세(Sebastião )의 모로코 원정 중 사

망으로 촉발된 왕위 쟁탈전에서 스페인의 펠리페 2세(Philip )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포르투갈은 스페인에 병합되었다. 펠리페 2세의 포르투갈 

국왕 즉위 소식은 마닐라에서 건너온 알론소 산체스(Alonso Sánchez)라는 인

물에 의해 마카오에 전해졌다. 마카오에 거주하던 포르투갈인들은 새로운 왕

에 한 충성 서약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스페인 측으로부터 간섭이나 이

익 침해를 당하는 상황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인식했다. 그들은 산체스에

게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매우 민감하고 불안정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마닐

168) Wills, John E. Jr., 2010, p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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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선박이 마카오에 입항하는 것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169) 곧이어 

1583년에는 고아 총독부에 마카오 자치 정부 수립을 청원했다. 마카오 측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1586년에는 고아 총독부가, 1595년에는 스페

인 국왕이 마카오의 모든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자치 정부 수립을 인정했

다.170) 포르투갈 본국은 스페인에 합병되었으나 마카오의 무역 네트워크는 

마닐라에 종속되지 않았고 오히려 팽팽한 경쟁 관계를 유지했다.

마카오는 한쪽으로는 고아-말라카와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나

가사키와 연결되는 무역의 허브였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무역선을 파견했으

나 1570~80년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노선은 일본산 은과 중국산 비단을 

연결하는 마카오-나가사키 루트였다.171) 마카오의 포르투갈 거주지에 한 

명 측의 입장은 상당히 복잡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를 꺼림칙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왜구에 한 우려 없이 일본산 은을 유입할 수 있는 안정

적인 중계지라는 점 때문에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왜구

에 한 경계심이 가일층하자 일본 은의 유입 통로로서 마카오의 경제적 가

치는 더욱 높아졌다.172) 중간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1570년  이후 마

카오는 동아시아 해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루트 중 하나를 장악한 허브 항

구가 되었고 1590~1610년 사이에 전성기를 맞이했다.173)

169) Giraldez, Arturo, 2015, p.61.
170) Wills, John E. Jr., 2010, p.42.
171) 주경철, 2008, pp.61-2; 黃啓臣 鄭煒明 저, 박기수 차경애 역, 마카오의 역사

와 경제 , 성균관 학교 출판부, 1999, pp.27-43.
172) 리처드 폰 글란(Richard Von Glahn)이 각종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를 종합하여 

추산한 바에 따르면 16세기 후반(1546-1597) 포르투갈 선박에 의해 일본에서 마
카오로 넘어온 은의 총량은 745~914톤(연평균 14.6~17.9톤)이며 이는 당시 중국
으로 유입된 일본산 은의 총량 추정치 1,200~1,370톤의 54.4~76.2%에 달하는 
양이었다(Von Glahn, Richard, Fountain of fortune : money and monetary policy 
in China, 1000-1700, Univ of California Press, 1996, pp.133-4). 

173) Wills, John E. Jr., 2010, pp.44-5. 한 연구에 따르면, 마카오-나가사키 무역은 
일본에서 수입된 상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1610년  말부터 더 큰 규모로 
성장했다. 1618년부터 도쿠가와 막부가 포르투갈인을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 
1639년까지 약 22년 중 기록이 있는 17년의 통계를 분석하면 포르투갈 선박은 
연평균 은 39,150kg 상당의 화물을 나가사키에서 마카오로 수송했으며, 1637년
에는 은 88,125kg 상당의 화물을 수송하기도 했다(Loureiro, Rui Manue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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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의 포르투갈 상인들은 마닐라의 스페인 상인들이 광주 일 로 진출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마카오 측이 느꼈던 불안의 근본은 그들에게는 

독자적인 은 공급원이 없었던 데에 있었다. 마카오 측이 보기에 마닐라 상인

들은 아메리카 륙에서 량의 은을 직수입할 수 있었으므로 가격 경쟁에

서 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 때문에 마카오 측은 스페인 

본국에 한 로비 활동을 통해 마닐라의 무역 특권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

을 기울였다.174) 1598년에는 마닐라 상인이 광주 연안 엘 피냘(El Piñal)이라

는 곳에 무역 거점을 마련하려고 시도하자 폭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수

단을 총동원해서 이를 저지했다.175) 이상과 같이 마카오와 마닐라는 이해관

계가 상충하는 면이 있었지만, 양자 모두 스페인 국왕의 통치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경쟁적 공존 관계를 유지하였다.

필리핀제도에 한 스페인의 식민화는 마젤란이 이 섬에 처음 도착한 지 

43년이 지난 시점에 착수되었다. 1564년 11월 미구엘 로페즈 데 레가스피

(Miguel López de Legazpi)를 사령관으로 하는 350명 규모의 스페인 원정

가 필리핀제도에 도착했다. 레가스피의 원래 임무는 포르투갈의 구역을 침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향신료를 공급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단

은 남쪽의 세부섬에 기항하였다.176)

루손섬이 일본과 중국의 중계 무역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레가스피는 이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였고 멕시코 총독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에서 레가스피는 스페인의 필리핀 경영 기

지를 향료 획득에 유리한 세부섬이 아니라 중-일 무역에 개입하기 편리한 

루손섬의 마닐라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레가스피 원정 는 세부

섬을 장악하는 신에 1570년부터 루손섬을 정복하여 근거지를 건설하기 시

작했다.177)

Macau-Nagasaki Route (1570 1640): Portuguese Ships And Their Cargoes”, 
Shipping and Economic Growth 1350-1850, Brill, 2011, pp.203-4). 

174) Giraldez, Arturo, 2015, pp.63-4.
175) Wills, John E. Jr., 2010, pp.45-6.
176) Giraldez, Arturo, 2015,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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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중국계 무역상들의 교역 거점으로 활용되

어왔다. 마젤란이나 로아이자(García Jofré de Loaisa)와 같은 초기 스페인 항

해자들 역시 중국인들과 루손섬 사이의 거래에 해 언급하였을 정도였다. 

중국계 무역업자 중 일부는 무슬림 술탄의 허가를 받아 마닐라 일부 구역

에 거주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178) 그렇다고는 해도 이전 시기의 마닐라는 

큰 주목은 받지 못하는 수많은 역내 항구 중 하나에 불과했다. 1570년  스

페인의 진출이 초래할 새로운 무역 구도 속에서 마닐라가 어떤 위상을 차지

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스페인의 최초 목표는 중국 연해 지역에 포르투갈의 마카오 같은 별도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명 측에 몇 차례 외교적 접촉을 시

도하기도 했다.179) 첫 번째 접촉은 1575년에 있었다. 당시 광동 연해 지역에

서 주로 활동하던 해적 수장 林鳳은 형세가 불리해지면 팽호로 건너가서 세

력을 수습한 후 다시금 연해 지역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이를 인지

한 명군 지휘부는 만력 2년(1574) 오월 그가 다시금 팽호로 피하자 추격

를 꾸려 그 뒤를 쫓았다. 약 6개월 동안 팽호와 만 사이를 오가며 명 

수군과 추격전을 벌이던 임봉은 결국 명군의 추격을 완전히 뿌리치기 위해 

남쪽으로 방향타를 돌려 필리핀으로 향했다.180) 

필리핀으로 이동한 임봉은 스페인의 마닐라 거점을 공략하는 담한 선택

177) Giraldez, Arturo, 2015, pp.55-6.
178) Wills, John E. Jr., 2010, p.51.
179) 물론 스페인 측이 외교적 접촉을 유일한 안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초  

마닐라 총독 레가스피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중국에 한 군사 행동을 주장했
고 이는 매우 진지하게 검토되기도 했다. 우발도 이아카리노(Ubaldo Iaccarino)
는 스페인의 동남아시아 활동의 근저에는 “레콩키스타”의 멘탈리티가 깔려있었
으며 이는 비단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이어진 중국 및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혹
은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고 보았다(Iaccarino, Ubaldo, “Conquistadors 
of the Celestial Empire”, Robert J. Antony, Angela Schottenhammer Eds., 
Beyond the Silk Roads, Harrassowitz Verlag, 2017, pp.79-83).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실제 군사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 측이 접할 수 있었
던 것은 사실상 스페인의 외교적 시도뿐이었다. 

180) 湯開建, 明隆萬之際粵東巨盜林鳳事迹詳考-以劉堯誨 督撫疏議 中林鳳史料爲中心 , 
歷史硏究 , 2012-6,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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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그의 휘하에는 여전히 60척이 넘는 선박과 4000명에 달하는 전

투 인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스페인의 거점

을 점령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마닐라에 한 공격을 감행했으나 스페인 측의 방어를 뚫어내지 못한 

임봉은 루손섬 서쪽 연안의 팡가시난(Pangasinan)에 임시 거점을 마련했지만, 

전열을 정비한 스페인 측의 반격을 당하게 되었다. 한편 임봉 집단이 필리핀

으로 건너가서 세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첩보를 획득한 명 측은 王望高를 파

견하여 ‘呂宋 國王’의 협력을 얻어내려 하였다. 왕망고 선단은 만력 3년

(1575) 삼월 12일 임봉의 거점을 포위하고 있던 스페인 함 와 조우했다. 공

동의 적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양측은 별다른 신경전 없이 자연스럽게 

공동 전선을 펼쳐 임봉 집단 소탕 작전을 펼쳤다.181) 

결과적으로 임봉이라는 명조의 안보상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셈이 된 스페인 측은 이를 명조에게 그들의 요구를 관철할 좋은 기회로 인

식했다. 마닐라 총독 귀도 데 라베자리스(Guido de Lavezaris)는 곧바로 사절

단을 파견하여 명 측과의 교섭에 들어갔다. 이들의 목표는 매우 명확했다. 

연해 지역에 마카오와 유사한 무역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시 복건순

무인 유요해 역시 이들에게 장주 앞바다의 오서를 개방하는 데에 호의적인 

입장이었다.182) 그러나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다. 명 측은 스페인 측이 ‘呂宋 

國王’에 책봉되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작성된 명 측 회신

은 사망한 라베자리스의 뒤를 이어 마닐라 총독이 된 프란시스코 데 산데

(Francisco de Sande)에게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이었다. 극렬 

주전론자였던 데 산데는 명 측에 회답해서 오해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중국

에 한 군사 원정을 준비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었다. 명 측에서도 이 교섭

은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 스페인이 교섭의 전제 조건이었던 임봉을 

잡아들이는 데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다.183)

181) 湯開建, 2012-6, pp.53-59.
182) 明神宗實錄 卷54, 萬曆四年九月七日丙申條. 
183) Iaccarino, Ubaldo, 2017, pp.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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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외교적 노력은 이후 한 차례 더 이어졌다. 3  마닐라 총독 데 

산데가 군사 원정을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펠리페 2세는 외교 노

선을 우선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1578년 펠리페 2세는 두 번째 사절 파견을 

공식 결정했다. 이번에는 마닐라가 아니라 마드리드의 주도로 준비되었고 몇 

년에 걸쳐 신중하게 실행되었다. 공식 서한은 1581년에 완성되었는데, 1580

년 포르투갈 국왕을 겸하게 된 펠리페 2세는 편지에서 자신의 공식 직함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왕”으로 하였다. 그러나 펠리페 2세의 외교적 시도는 

뉴스페인 총독인 로렌조 수아레즈 데 멘도자(Lorenzo Suárez de Mendoza)가 

멕시코로 넘어온 국왕의 사절단을 억류함으로써 저지당했다. 마닐라 총독인 

데 산데를 비롯한 식민 관료사회는 멘도자의 행위를 지지했다. 그들은 중국 

황제가 펠레페 2세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스페인 왕가의 명성이 입게 될 타

격을 우려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들은 격렬 주전론자로서 

외교 노선에 일종의 사보타주를 감행한 것이었다.184) 

마카오와 같은 연해 무역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스페인의 외교적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중국-스페인 간의 교역은 마닐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를 기록하였다. 마닐라의 성장세를 일차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태평양을 

건너 정기적으로 실려 오는 아메리카 륙의 은이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

이 은은 당시 중국 상인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었다. 아메리카 륙의 식민

지에서 생산된 막 한 양의 은이 안정적으로 유입되었던 마닐라는 량의 

중국 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185)

184) Iaccarino, Ubaldo, 2017, pp.86-7.
185) 16세기 후반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은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경제권이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베리아반도에서는 은과 금의 교환비가 12:1 정도였지만 중국에
서는 그 비율이 8:1, 어떤 경우는 5.5:1까지 올라갔다. 이점에 주목한 이베리아 
세력은 역내의 금-은 교역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Tremml-Werner, 
Birgit, 2015, p.145; Flynn, Dennis O. and Giráldez, Arturo, 1995, pp.206-9). 중
국 내부에서 은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은 은을 공급한 해외의 여러 세
력이 상 적으로 중국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했지만 동시에 중국 
상인이 은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당시 
해외 무역에 종사한 중국 상인에게 은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고
부가가치 상품으로 기능했다. 실제 마닐라를 중심으로 활동한 복건 상인들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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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마닐라의 활력을 지탱하는 또 다른 동력은 바로 융경 원년

(1567)부터 실시된 명조의 월항 개항 조치였다. 제 장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항 개항의 일차 목적은 민간 무역을 활성화하거나 이를 통해 세수를 

증 하는 데 있지 않았다. 이는 명조의 해상 안보 유지와 접하게 연관된 

조치였다. 그런 면에서 1570년  스페인-마닐라의 초기 행보는 명조가 이들

을 적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게 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양자의 외교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명조에게 林鳳이라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한 공동 전선을 펼친 파트너로서 스페인의 이미지는 꽤 좋은 편이었다. 물

론 초  마닐라 총독 레가스피나 3  마닐라 총독 데 산데 같은 주전론자들

이 중국 원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도 했지만, 이는 실현된 적도 없었고 그

러한 동향이 명조 측에 파악된 바도 없었다. 명조에게 스페인-마닐라에 한 

첫 이미지는 최소한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는 되었

다. 명조 측의 입장에서는 중국 상인이 은을 좇아 거 마닐라로 몰려가는 

행위는 ‘왜구’가 중국 연해 지역에서 들끓는 상황보다 훨씬 덜 위협적인 일

이었다.

해징 개항을 통해 복건 지역 상업 세력에게 열린 공식 무역의 기회는 기

존 무역 네트워크의 구조를 흔들고 새로운 무역 네트워크의 형성 방향을 제

시했다. 특히 “倭奴”와의 무역 금지는 “가정 왜구”라는 명칭 아래 이뤄지던 

중국-일본 간 직거래 무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안 부재의 단순한 

금지였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었겠으나 마카오와 마닐라라는 유효한 체

재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명조의 허가제 무역은 단기적인 효

과를 거두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역내의 무역 네트워크의 변화

를 촉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다.   

닐라에서 돌아올 때 현지의 상품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그 신 
수금한 은 자체를 그 로 들여왔다. 즉 은은 중국 상인이 마닐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수익성 높은 상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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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조의 海澄 무역 운영과 지역 사회의 변화 

개항 초기 몇 년간 명조는 해징 무역을 장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

지 않았다. 당시 명조의 관심은 오히려 林道乾, 林鳳 등을 어떻게 제어할 것

인지에 있었다. 융경 6년(1572) 漳州知府 羅靑霄가 漳州府의 재정 부족이 민

간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호소하는 보고를 올리자 비로소 해징에서 상세

를 걷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일단 세금을 거두기

로 결정되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점차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督餉의 실무는 일단 가정 42년(1563) 신설된 海防同知가 겸임하였다. 海防

同知의 핵심 임무가 연해 방어에서 상세 징수로 전환됨에 따라 가정 42년

(1563)에 舊 靖海館 위치에 신설되었던 海防同知의 衙門인 海防館의 명칭은 

督餉館으로 바뀌었다.186) 최초로 해징의 세무를 담당했던 海防同知 羅拱辰은 

해징의 세수 중 일부를 동원하여 圭嶼에 새로 성을 수축함으로써 이 일  

해상을 통제하는 기지로 삼았다.187) 

만력 3년(1575) 海防同知 沈植은 海禁便宜十七事 를 제정 공표함으로써 

해징을 출 입항하는 선박에 한 통제와 징세에 한 기본규정을 수립하였

다. 이때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東 西洋 및 東番을 오가는 선박은 규정된 수

수료(引稅)를 내고 해방동지가 발급하는 증명서(商引)를 받은 다음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항해를 할 수 있었다.188) 기본으로 발급한 商引의 수는 100

186) 東西洋考 卷7, 餉稅考-公署 , p.153, “督餉館, 在縣治之右, 即靖海館舊基. 
嘉靖四十二年, 新設海防, 改建爲海防館. 萬歷間, 舶餉輪管, 因改爲, 督餉館.”

187) 東西洋考 卷7, 餉稅考-督餉職官 , p.147, “隆慶六年, 稅務初起, 公首應斯
任. 議留稅銀若干, 築城圭嶼, 城凡八面, 以象八卦, 名曰神龜負圖.” 圭嶼의 전
략적 가치에 한 논의는 만력 45년(1617) 독향 임무를 맡았던 通判 王起宗의 
圭嶼 公館 재건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東西洋考 卷7, 餉稅考-公署 , 
p.153, “職往來洋上, 相地度形. 圭嶼一山, 浮于海口, 環山皆海, 適在中央, 乃商
船必由之路, 又澄邑所屬之區. 且今築造城堡其上, 添制兵船其下, 職議于圭嶼設
立公館. 將來盤驗, 即駐本嶼. 船之出洋也, 既可稽查, 船之回港也, 亦便瞭望. 
不越出于他境, 不阻隔于風濤, 雖易地不同, 及譏察則一, 此職目擊而身歷者.” 

188) 東西洋考 를 기준으로 했을 때 東洋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안은 현재 위치)
은 呂宋(루손) 蘇祿(술루) 猫里務(부리아스) 沙瑤吶嗶嘽(민다나오) 美洛居(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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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였으나 추가분이 필요하면 해방동지가 재량으로 추가 발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행선지와 관련해서는 허가

지역 내에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189) 

해징에서 출항하는 舶商이 관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2가지였다. 

하나는 출항증명서(商引)를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인 引稅였고, 다른 하나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매겨지는 水餉이었다. 인세는 최초에는 동양 서양이 동

일하게 은 3냥이었으나 이후 어느 시점에 2배인 은 6냥으로 증액되었다. 東

番( 만 북부)의 인세는 원래 은 1냥이었지만, 증세 이후 2냥으로 상승했

다.190) 

인세보다 부담이 더 큰 세목은 水餉이었다. 水餉의 경우 西洋으로 향하는 

선박과 東洋으로 향하는 선박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다. 서양으로 가

는 선박은 폭이 1丈 7尺 미만까지는 은 5냥을 기본으로 부과하고 더 큰 규

모의 선박에는 폭이 1尺이 늘어날 때마다 척당 5錢을 추가로 부과했다. 東

洋船에 해서는 西洋船 같은 크기의 서양선 비 70%의 수준의 세금을 부

과했다.191) 東西洋考 에 제시된 수향 과세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舶商이 납부하는 세금이 引稅와 水餉이라면 해징 현지 舖商

쿠) 文萊(보르네오 북부) 등 남중국해에서 술루해-술라웨시해-반다해로 연결되는 
항로에 위치한 도서 지역이다. 西洋에 해당하는 지역은 交阯(베트남) 占城(베트
남 최남단) 暹羅(타이) 下港(자바 서단 반텐 일 ) 柬埔寨(캄보디아) 大泥(보르
네오 남부) 舊港(팔렘방) 麻六甲(말라카) 啞齊(아체) 彭亨(파항) 柔佛(조호르)
丁機宜(트렝가누) 思吉港(보르네오 서남부) 文郎馬神(반지르마신) 遲悶(티모르) 
등지이다. 경도로는 략 文萊(브루나이)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눠 이해할 수 있
고 明史 에서도 이곳을 동양과 서양의 분기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明史 卷
323-列傳211, 外國(四)-婆羅 , “婆羅, 又稱文萊, 東洋盡處, 西洋所自起也.”). 
그렇지만 이는 범선의 항로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했
다. 예를 들어 遲悶(티모르)은 경도로 따지면 동양에 속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
만 당시 항로를 반영하여 서양으로 분류하였다. 

189)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32, “同知沈植條海禁便宜十七事, 著爲令. 於時, 
商引俱海防官管給. 每引徵稅有差名曰引稅. (中略) 每請引百張爲率, 盡即請繼, 
原未定其地, 而限其船.”

190)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32, “東 西洋海引稅, 銀三兩. 雞籠 淡水稅銀一
兩. 其後加增, 東 西洋稅銀六兩, 雞籠 淡水二兩.”

191)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p.13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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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舶商이 싣고 온 화물을 매입할 때 화물 가치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陸餉

을 관부에 납부해야 했다. 다만 각 화물의 시세가 계속 변하는 문제가 있었

기 때문에 만력 17년(1589) 福建巡撫 周寀는 해방동지 섭세덕의 건의를 받

아들여 수입되는 모든 화물의 과세 표준을 각각 구체적으로 획정하였다. 같

은 종류의 화물이라고 할지라도 품질과 가공 상태를 반영함으로써 세액 기

준을 세 화하였다.192) 

상선의 폭
과세 

표준(銀兩/尺)
과세가 적용되는 폭

실제 과세액(銀兩)
서양선 동양선

1丈 7尺 미만 5 1丈 6尺 80 56
1丈 8尺 미만 5.5 1丈 7尺 93.5 65.45
1丈 9尺 미만 6 1丈 8尺 108 75.6

2丈 미만 6.5 1丈 9尺 123.5 86.45
2丈 1尺 미만 7 2丈 140 98
2丈 2尺 미만 7.5 2丈 1尺 157.5 110.25
2丈 3尺 미만 8 2丈 2尺 176 123.2
2丈 4尺 미만 8.5 2丈 3尺 195.5 136.85
2丈 5尺 미만 9 2丈 4尺 216 151.2
2丈 6尺 미만 9.5 2丈 5尺 237.5 166.25
2丈 7尺 미만 10 2丈 6尺 260 182

<표 1> 해징의 水餉 과세 기준 및 실제 과세액 

東番이라고 불린 만 북부의 鷄籠과 淡水에는 인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징세 규정이 적용되었다. 이곳으로 항해하는 선박은 어로 등에 종사

하는 小船이라고 봤기 때문에 폭 1尺당 5錢이라는 낮은 水餉을 부과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폭 2장 7척 미만의 선박은 은 13냥이라는 극히 적은 세

금을 납부하면 鷄籠 淡水 일 로 항해가 가능했다. 동 서양으로 가는 선박이 

192)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41-147. 육향의 세액 기준은 이후 만력 43년
(1615)에 한 번 더 정비되었다. 李慶新은 융경 6년(1572), 만력 17년(1589), 만
력 43년(1615)의 해징 陸餉의 항목별 과세 표준을 표의 형태로 정리해두었다. 
이를 활용하면 각 상품이 시기별로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李慶新, 2007, pp.319-20, 32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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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했던 水餉과 비교하면 1/10 이하에 불과했다. 陸餉은 동 서양과 동일하

게 부과하였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東番의 세제상 이점은 확연했다. 문제는 

이곳에서는 舶商들이 거래할 만한 상품이 거의 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

다.193) 

복건순무 周寀는 만력 17년(1589)에 陸餉의 항목을 세 화하는 조치와 함

께 또 다른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것은 바로 출항허가서(商引) 

발급을 총 88매로 제한하고 동 서양 지역별로 일정한 한도를 설정한 것이었

다. 만력 3년(1575)에 총 100매의 상인(商引)을 지역별 한도 없이 발급한 것

과 비교하면 발급 총량도 줄었고 행선지 선택의 자유도 제한했기 때문에 명

조가 해징의 무역을 통제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육향 

과세 표준 세 화의 결과 육향의 세율이 이전보다 경감되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무역을 위축시키는 것은 분명 제도 정비의 취지는 아니었다. 상인(商

引) 발급 수량 역시 이후 지역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금 총 110매

까지 증액되었다.194) 

해징의 초기 조건을 고려했을 때 마닐라가 이상적인 무역의 공간으로 급

부상한 것은 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일단 마닐라는 東洋에 속하므로 引稅

와 商稅에서 서양 각지보다 유리했다. 또 서양은 물론 다른 동양 지역과 비

교해도 항해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장거리 항해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최소

화할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마닐라의 스페인 상인들은 중국 상품을 수입하

여 아메리카 륙의 식민지로 재수출했기 때문에 중국 상품에 해 매우 큰 

수입 수요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금 결제를 현지 상품 재수출 방식

이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들여온 은으로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형성되기에 매우 유리했다.195) 이러한 구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징-마닐라

193) 명조의 조치는 만으로 향하는 선박 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작은 배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명조의 판단은 절반만 맞았다. 이들은 어선이었지만 동시에 
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 17세기에 만이 중-일간 무역의 중심지로 떠

오른 원인으로는 이곳으로의 출항세가 지극히 낮은 것과 더불어 항해 거리가 
짧아 작은 배로 도항이 가능한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194)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32; 차혜원, 2016, p.153.
195)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 第26冊, 福建 , pp.434, “而東洋則呂宋, 其夷佛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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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오가는 정크선의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1570-80년  해징-마닐라를 중심으로 활발한 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목이 있다.

첫 번째는 명조의 加增餉 책정이다. 명조는 마닐라 도항 선박에 한정하여 

加增餉이라는 특수한 항목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선박 한 척마다 은 150냥

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마닐라는 다

른 동양행 선박은 물론이고 서양행 선박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액수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행선지가 되었다. 東西洋考 에 따르면 명조가 마

닐라에만 加增餉이라는 가혹한 부가세를 매긴 공식적 이유는 마닐라에서 오

는 선박이 상품이 아니라 銀錢을 싣고 오기 때문이었다.196) 

마닐라로 간 선박은 중국 상품을 판매한 금 부분을 은으로 받은 후 

상품 수입은 최소한의 구색만 맞추어 해징으로 돌아왔다. 명조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陸餉에서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세수 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추가 징세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지만 水餉에 필적하

는 고액의 加增餉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마닐라 루트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었다. 명조는 중국 선박들이 마닐라 행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

는 선에서 加增餉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입장을 드러냈다. 만력 18년(1590) 명

조가 상인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加增餉 액수를 은 120냥으로 낮추는 조치를 

한 것은 명조의 입장을 재확인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197) 이와 같은 현상

을 뒤집어 생각하면 만력 18년(1590)까지 중국 상인들에게 마닐라는 은 150

냥이라는 고액의 부가세를 감수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 

두 번째는 만력 17년(1589) 福建巡撫 周寀의 건의로 시행된 동 서양 출항 

機也. 其國有銀山, 夷人鑄作銀錢獨盛. 中國人若往販大西洋, 則以其產物相抵. 
若販呂宋, 則單得其銀錢. 是兩夷者,皆好中國綾緞雜繒. 其土不蠶,惟藉中國之絲
到彼, 能織精好緞匹, 服之以為華好, 是以中國湖絲百斤值銀百兩者, 至彼得價二
倍. 而江西磁器、福建糖品、果品諸物, 皆所嗜好.”

196)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32, “加增餉者, 東洋呂宋, 地無他産, 夷人悉用
銀錢易貨, 故歸船自銀錢外, 無他攜來, 卽有貨亦無幾. 故商人回澳, 徵水陸二餉
外, 屬呂宋船者, 每船更追銀百五十兩, 謂之加增.”

197)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32, “後諸商苦難, 萬曆十八年, 量減至百二十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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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제한 건의에서 드러난 동 서양 각지의 출항 현황이다. 주채는 해징에서 

동 서양으로 나가는 선박의 수를 88척으로 제한할 것을 건의하였고 그의 주

장은 중앙 조정에 수용되었다. 물론 훗날 이 조치로 인해 무역이 발생하게 

되자198) 定額을 110척으로 늘리기는 했지만, 이때부터 지역별로 출항 가능 

선박 수가 확정되었다. 주채의 제안에 따른 지역별 출항 가능 선박 수는 아

래 <표 2>와 같다.

구

분
지역명

지역별

(척)
합계

(척)
총합

(척)

동

양

呂宋 16 16

44
屋同, 沙瑤, 玳瑁, 宿霧, 文萊, 南旺, 大港, 吶嗶嘽 2 16
磨荖央, 筆架山, 密鴈, 中邦, 以寧, 麻里呂, 米六

合, 高藥, 武運, 福阿崙, 岸塘, 呂蓬
1 12

서

양

下港, 暹羅, 舊港, 交趾 4 16

40
(44)

柬埔寨, 丁機宜, 順塔, 占城, 麻六甲, 順化 2 12
大泥, 烏丁礁林, 新洲, 啞齊, 咬 吧, 思吉港, 文
林郎, 彭享, 廣南, 吧哪, 彭西寧, 陸坤

1 12

? ? 4

<표 2> 만력 17년(1589) 周寀가 건의한 동 서양 각지의 쿼터 

마닐라로 출항하는 선박은 연간 16척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출항 가능한 

43개 지역 가운데 단연 월등한 규모였다. 이는 전체 출항 허가 선박의 18%

에 해당하며 동양행 선박만 놓고 보면 3분의 1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균등

하게 출항 허가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각 지역에 산술적으로 분배되는 출항 

허가가 2척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닐라 한 곳에 그 8배가 넘는 출항 

허가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목이다. 명조가 마닐라를 

198) 당시 성행한 무역 중 상당수는 ‘특정 불순세력’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기보다
는 명조의 商引을 얻지 못한 해징 상인들에 의해 행해졌다. 그중에는 심지어 
참파, 통킹, 파타니 등 다른 지역의 商引은 얻었으나 여전히 마닐라로 가서 교
역하기를 원하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Chin, James K., “Junk Trade, 
Business Network, and Sojournig Communities : Hokkien Merchants in Early 
Maritime Asia”, Journal of Chinese overseas 6, 2010a, p.191). 



- 76 -

다른 지역보다 선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는 상선들의 기존 출항 

경향을 그 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加增餉이라는 

무거운 부가세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닐라는 중국 상인들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는 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목이다. 물론 16척이라는 쿼터가 

마닐라 행에 한 해징 상인의 수요를 충분히 채웠다고 보기는 힘들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허가를 받지 못한 많은 상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각종 탈법

적 수단을 통해 마닐라 행을 감행했다. 그러나 마닐라로의 출항 쿼터가 다른 

지역과 확연히 차별되는 규모라는 점은 허가제 무역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되는 과정에서 현지 상인의 실질적 수요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

영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목이다.    

중국-필리핀 간 무역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1580년부터 

1643년까지 64년간을 이 구역 무역의 전성기로 평가하고 당시 중국 선박의 

필리핀 입항 수를 연평균 27.5척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초기인 1570년 의 

3.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중 다수는 복건에서 온 선박이었다.199) 스페

인 측 통계를 활용하여 해징-마닐라 무역의 전성기를 1590년 부터 1610년

까지로 평가한 다른 연구는 이 기간 연평균 30~40척의 적재량 기준 

100~300t 크기의 정크선들이 무역을 위해 마닐라를 방문했다고 서술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당시 태평양을 오가던 스페인 갤리온의 적재량이 300t에 불

과했다. 또한 마닐라에 온 중국 무역선 부분이 명조의 허가를 받은 선박이

라는 점에 주목하여 해징이라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아메리카 륙의 은

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200)

이와 같은 해징-마닐라 무역의 활력은 해징의 세수 증 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督餉 실시 첫해에 걷힌 세금은 은 3천 냥 정도에 불과했지만, 

불과 3년 뒤인 만력 3년(1575) 福建巡撫 劉堯誨가 해징의 세수를 동원하여 

지역의 軍餉을 충당할 것을 건의했을 때에는 두 배인 은 6천 냥으로 늘어났

199) 錢江, 1570-1760年中國和呂宋貿易的發展及貿易額的估算 , 中國社會經濟史硏究 , 
1986-3, pp.72-4.

200) Tremml-Werner, Birgit, 2015, pp.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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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듬해인 만력 4년(1576)에는 은 1만 냥을 돌파하였고, 7년 후인 만

력 11년(1583)에는 은 2만 냥을 돌파하였다.201) 

해징의 세수 증가를 해징-마닐라 무역량 증가와 직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무역량 증가에는 마닐라 외 지역과의 무역도 포함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역량의 증가와 세원 파악으로 인한 증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상의 규정 로 매년 16척의 선박이 마

닐라로 건너가서 거래를 진행한 뒤 月港으로 돌아왔다고 가정하고 해당 引

稅, 水餉, 加徵餉을 계산해보면 총합이 최소한 3,300냥을 넘으며, 舶商이 가

장 큰 선박을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5,400냥에 육박하게 된다. 여기에 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陸餉이 더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 마닐라 교역은 

해징의 상세 징수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마닐라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천주 상인들이 해징 중심

으로 안착되어가는 해외 무역 시스템을 수정하려 시도한 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천주 측의 건의는 해외 출항지를 크게 둘로 나누어 東洋行 선박은 

泉州 관할인 中左所(오늘날의 厦門)에서, 西洋行 선박은 漳州 관할 海澄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세수는 출항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시

행되면 일방적인 손해를 입게 될 장주 측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수밖

에 없었다.202)

천주 측이 中左所 소관으로 “동양”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해징과 중좌소는 지리적으로는 매우 인접하기 때문에 두 지점을 

구별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에 따른 것일 뿐 항해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해외 무역의 이익을 분점하려는 천주 측이 동양 무역을 특정

하여 가져오려 한 것은 그만큼 마닐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 무역이 해징이 

누리는 무역 특수의 핵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계획은 결국 장주 

측의 강한 반발로 실현되지 않았지만,203) 이 사건은 해징발 해외 무역이 장

201)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p.132-5.
202)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33, “而泉人以兵餉匱乏, 泉觀察議分, 漳販西洋, 

泉販東洋, 各畫隴無相攙越, 欲於中左所設官抽餉, 如漳例. 漳郡守持之, 謂割漳
餉以給泉兵, 則漳餉當匱, 且有不漳不泉, 寅緣爲姦者, 將奈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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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는 일개 府가 홀로 누리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 되어버렸다는 점과 그 

이익의 핵심이 마닐라 무역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만력 21년(1593)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명 조정은 해징의 허가제 무역을 

전격적으로 중단시켰다.204) 개항 선언 이후 26년 만에 발생한 첫 번째 무역 

중단 조치였다. 중국 땅이 아니라 바다 건너 조선에서라고는 하지만 일본과

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명조의 무역 중단 결정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당연한 조치로 볼 수도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해징을 통해 허가제 해외 무역의 특수를 누려온 복건 연해 지역 사회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지역 사회는 개항 재개를 위해 즉각 복건 당국

을 압박하였다. 앞서 일부 내용을 소개한 바 있는 許孚遠의 通海禁疏 는 사

실 당시 복건순무였던 허부원이 지역 사회의 압력을 받아 조정에 개항 재개

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글이었다. 허부원은 해당 상소에서 무역 중단이 지역 

사회의 즉각적인 동요를 초래한다는 점을 李福을 필두로 한 여러 해징 상인

의 連名 呈文을 통해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현은 바닷가에 치우쳐 있어 농지에 소금물이 들어오며, 흉작이 많

고 풍작은 적습니다. 백성들의 생업은 전적으로 해상무역[舟販]에 달려 있

으며 부역의 많고 적음도 여기에 의지합니다. 이전에 해금이 엄하게 시행

되자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巡撫와 海道副使가 題本을 

올려 현을 세우고 상인을 통하게 하기를 청했기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정

이 충족되고 백성들은 편안했습니다. 최근 倭가 朝鮮을 侵寇하였기 때문에 

조정은 奸人이 焰硝와 硫黃을 (倭寇에게) 接濟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성에 상판을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화를 당한 해징 상인의 허

가받은 배[引船]가 100여 척이고 화물은 억만금이니 生路가 꽉 막혔습니다. 

상인은 집안이 기울고 재산을 탕진하였으며, 고용 인부들은 속수무책으로 

굶고는 땅바닥에 널브러져서 신음하거나 앉아서 죽기를 기다립니다.205)

203)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33, “於是, 漳泉分販議罷不行, 而上章請改設餉
館給關防.”

204)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33.
205) 明經世文編(五冊) 卷400, 敬和堂集-疏-許孚遠-通海禁疏 , p.4332, “隨據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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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 등의 呈文을 許孚遠에게 전달한 福建按察司 余懋中의 보고에 따르면 

李福 등은 해징현 출신으로서 정식으로 商引을 취득하여 해외 무역에 종사

해온 상인[海澄縣番商]들의 표였다. 그들이 呈文과 함께 올린 연판장에 정

확히 몇 명의 상인들이 참여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한 큰 손해

를 입은 引船 100척의 주인들은 참여했을 확률이 높다. 정식 보고체계를 통

해 올라온 것인 만큼 중앙 조정 역시 해당 呈文의 내용을 해금 조치에 한 

복건 현지의 ‘公論’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복 등은 명조의 해금 조치가 

임진왜란이라는 구체적인 안보상 위협에 응하는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지

만 해외 무역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복건 연해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특수성을 내세워 조정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바람은 다

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허가제 무역을 재개하는 것

이었다. 

허부원은 이복 등의 呈文을 활용하여 현지 백성의 어려움을 강조한 다음 

곧이어 海防同知 王應乾의 呈文을 배치했다. 해방동지는 해징의 督餉 임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사실상 명조 국가권력과 현지 사회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

는 인물이었다. 왕응건은 우선 항상 어지러웠던 장주 일 의 치안이 융경 연

간 도택민이 개항을 시행한 이후 20여 년간은 줄곧 안정적이었으며 매년 은 

2만 량 이상의 稅餉을 거두었기 때문에 漳南 지역의 군비가 넉넉하게 충당

되었다는 점을 밝힌 다음, 자신의 현장 감각을 근거로 최근 해금으로 인해 

해외 무역이 단절되자 곧장 지역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4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206)

建按察司巡視海道僉事余懋中呈, ‘據海澄縣番商李福等連名呈稱, 本縣僻處海
濱, 田受鹹水, 多荒少熟. 民業全在舟販, 賦役俯仰是資. 往年海禁嚴絕, 人民倡
亂, 幸蒙院道題請建縣通商, 數十年來, 餉足民安. 近因倭寇朝鮮, 廟堂防閑姦人
接濟硝黃, 通行各省禁絕商販, 貽禍澄商引船百餘隻貨物億萬計, 生路阻塞. 商者
傾家蕩產, 傭者束手斷飧, 闔地呻嗟, 坐以待斃 等情.’”

206) 明經世文編(五冊) 卷400, 敬和堂集-疏-通海禁疏 , p.4332, “批據漳州府海防
同知王應乾呈稱, ‘查得, 漳屬龍溪海澄二縣, 地臨濱海, 半係斥鹵之區, 多賴海市
為業. 先年官司慮其勾引, 曾一禁之, 民靡所措, 漸生邪謀, 遂致煽亂, 貽禍地方. 
迨隆慶年間, 奉軍門塗右僉都御史議開禁例, 題准通行, 許販東 西諸番, 惟日本
倭奴素為中國患者, 仍舊禁絕. 二十餘載, 民生安樂, 歲徵稅餉二萬有奇, 漳南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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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허가제 무역이 금지되면 곧장 현지 무뢰가 무역을 동기로 결합하

여 과거 한때 연해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평 증일본207) 등의 사례

가 재현될 것을 우려했다. 둘째, 상인 중 풍랑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돌

아오지 못하고 해외로 머물게 된 사람들이 귀국길이 단절되어 궁여지책으로 

해적들을 끌어들이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셋째, 그동안 상선을 통해서 일

본 측의 불순한 움직임에 한 정보를 획득하고 방비를 해왔는데, 상선의 왕

래를 끊으면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우려했다. 넷째, 漳南 연해 지역에서 

운영하는 수천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데 매년 소요된 은 5만8천여 량 중 2

만 량을 해징의 상세에서 충당해왔는데, 무역이 끊기면 군비에 큰 결손이 발

생하게 되고 이를 백성들로부터 걷으려 한다면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208)

王應乾은 조정에서 해금을 재개한 이유가 焰硝와 硫黃이 일본으로 넘어가

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면 해금보다는 해외 

食, 藉以充裕. 近奉文禁絕番商, 民心洶洶告擾. 本職目擊時事, 竊計其為地方隱
患者, 有四.”

207) 王應乾은 구체적으로 4명의 인물을 지명했으나 이름 전체가 아니라 ‘吳 曾
林 何’라고 姓만 기록했다. 吳平과 曾一本은 식별이 비교적 쉽지만, 林의 경우
에는 林道乾인지 林鳳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 何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더욱 
파악하기 힘들지만, 해당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룬 林仁川의 연구 내에서 가정 
말기 절강과 복건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근거지를 광동으로 옮긴 
何亞八이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성이 何이다(林仁川, 1987, pp.98-9).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왕응건이 가리킨 인물이 何亞八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8) 明經世文編(五冊) 卷400, 敬和堂集-疏-許孚遠-通海禁疏 , pp.4332-3, “夫沿
海居民憑藉海濱, 易與為亂. 往者, 商舶之開, 正以安反側杜亂萌也. 迺今一禁, 
彼強悍之徒, 俯仰無賴, 勢必私通, 繼以追捕, 急則, 聚黨遁海據險流突, 如昔日
之吳 曾 林 何, 變且中起, 此其患一. 東西二洋, 商人有因風濤不齊, 壓冬未回
者, 其在呂宋尤多。漳人以彼為市, 父兄久住, 子弟往返, 見留呂宋者, 蓋不下數
千人, 一旦舟楫不通, 歸身無所. 無論棄衆庶以資外夷, 即如懷土之思既切, 又焉
保其不勾引而入寇也. 世廟時, 浙直往事可鑒. 此其患二. 邇者, 關白陰蓄異謀, 
幸有商人陳申 朱均旺在番探知預報, 盛為之防, 不至失事. 今既絕通商之路, 非
惟商船不敢下水, 即如宣諭哨探之船, 亦無由得達. 設或夷酋有圖不軌, 如關白
者, 胡由得而知之. 此其患三. 漳南沿海一帶守汛兵衆數千, 年費糧賞五萬八千有
奇, 內二萬則取足於商稅. 若奉禁無徵, 軍需缺乏, 勢必重斂於民. 民窮財盡, 勢
難取給, 此其患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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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체는 허가하되 焰硝와 硫黃 등 違禁貨物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違禁貨物을 민간에서 거래하는 것을 원천 금지, 출항 상선이 화물 목록을 

委官에게 낼 때 里鄰의 保結도 제출하게 하여 이중 검사 체계를 마련, 위

반자에 한 처벌 강화 등이었다.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의 商路를 막

는 것은 ‘목이 막힐까 봐 밥을 굶는[因噎而廢食]’ 어리석은 행동이며 연해 

지역의 민생을 위해 해금을 풀고 옛날처럼 통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복구하는 것은 타당하며, 신속히 복구하

는 것은 더욱 타당하다[爲禁不便, 復之便, 急復之尤便]’라고 하여 조정의 신

속한 결단을 촉구했다.209) 

지역 사회의 목소리와 일선 실무자의 견해를 앞세운 許孚遠은 마지막으로 

자신과 福建巡按御史 陳子貞 역시 무역 재개를 지지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현지의 모든 구성원이 개해를 지지’한다는 논리 구조를 완성했다. 허부원은 

복건은 해상 세계와의 사회경제적 착도에 있어서 여타의 동남 연해 지역

과도 차별화되는 지역이며 장주는 복건 안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임

을 전제하고, 이 문제를 해금으로 통제하려 했던 가정 연간의 상황과 무역 

허가로 관리한 융경 이후의 상황을 비하였다. 허부원은 가정 연간 동안에

는 무역이 만연하여 이를 제압하는 데 큰 비용과 십수 년의 긴 시간이 소

요되었으나 융경 연간 이후에는 큰 도적이 발생하지 않아 연해 지역이 안정

되었다고 평가했다.210)

209) 明經世文編(五冊) 卷400, 敬和堂集-疏-通海禁疏 , p.4333, “睹茲四患, 身當
其責者, 安得不為之思患預防哉. 職以為禁不便, 復之便, 急復之為尤便. 原禁絕
之意, 不過以硝黃之故. 今欲革此弊端, 必須嚴申禁約, 每遇商舶將開, 責取里鄰
保結, 委官盤驗. 如有作姦犯科, 置之重刑. 其民間, 亦不許私相買賣. 如是, 則
釁端自杜矣. 若緣此而禁絕商路, 不幾於因噎而廢食乎. 乞念邊海民生之重, 詳請
弛禁, 復舊通商.”

210) 明經世文編(五冊) 卷400, 敬和堂集-疏-通海禁疏 , p.4333, “該臣會同巡按福
建監察御史陳子貞看得, ‘東南邊海之地, 以販海為生, 其來已久, 而閩為甚. 閩之
福 興 泉 漳襟山帶海, 田不足耕, 非市舶無以助衣食. 其民恬波濤而輕生死, 亦
其習使然, 而漳為甚. 先是, 海禁未通, 民業私販. 吳越之豪淵藪卵翼, 橫行諸夷
積有歲月, 海波漸動. 當事者嘗為厲禁, 然急之而盜興, 盜興而倭入. 嘉靖之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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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부원은 병부의 신료들이 임진왜란을 명분으로 해금 재강화를 주장한 것

은 원론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현지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

이라고 비판했다. 허부원은 ‘백성들이 이익을 좇는 것은 물이 도랑으로 향하

는 것과 같아서 흐르게 하기는 매우 쉽지만 이를 가로막는 것은 매우 어렵

다[民情趨利, 如水赴壑. 決之甚易, 塞之甚難]’라고 함으로써 무역 금지 조치가 

실효를 거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지금 연해 지역에서는 

막 한 숫자의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들은 언제 

어떻게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변질될지 알 수 없는 극도로 불안한 존

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허

부원은 일본과의 무역은 원래부터 금지된 것이므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으나 

이를 위해 동 서양 여러 지역과의 무역까지 닫아서 난리를 자초하기보다는 

‘왕래하는 선박의 수와 항행 기간 및 거래하는 화물 등에 한 엄격한 통제

[制其船隻之多寡, 嚴其往來之程限, 定其貿易之貨物]’, ‘불법 행위에 한 처벌 

규정의 강화[峻其夾帶之典刑]’, ‘관리하는 관 병의 책임 강화[重官兵之督責]’, 

‘보갑제를 통한 연좌제 실시[行保甲之連坐]’, ‘출항 검사 절차의 정 화[慎出

海之盤詰]’, ‘番夷의 중국 체류 금지[禁番夷之留止]’, ‘불법행위 신고자에 

한 포상 강화[厚舉首之賞格]’, ‘무고를 당한 사람에 한 구제[蠲反誣之罪累]’ 

등 일련의 제도적 장치 재정비를 통해 상인들의 활동을 제 로 통제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211)

其禍蔓延, 攻略諸省, 荼毒生靈, 致煩文武大帥殫耗財力, 日尋干戈, 歷十有餘年
而後克底定. 於是, 隆慶初年, 前任撫臣塗澤民用鑒前轍, 為因勢利導之舉. 請開
市舶, 易私販而為公販. 議止通東 西二洋, 不得往日本倭國, 亦禁不得以硝黃
鋼 鐵違禁之物夾帶出海, 奉旨允行. 幾三十載, 大盜不作而海宇宴如.”

211) 明經世文編(五冊) 卷400, 敬和堂集-疏-通海禁疏 , pp.4333-4, “邇因倭犯朝
鮮, 聲言內犯, 部臣用言者議, 題請申嚴海禁. 禁之誠是也. 然民情趨利, 如水赴
壑, 決之甚易, 塞之甚難. 今使遠近豪黠潛住海濱, 日夜思逞, 傭夫販子千百為群, 
謀生無路. 潝潝訿訿, 其勢將有所叵測. 而又有壓冬未回之船, 有越販懼罪之夫, 
其在呂宋諸番者不可以數計, 豈能永棄骨肉, 沒身島夷. 一旦內外勾連, 煽動海
上, 蕭牆之憂, 真有不可勝言者. 故臣等以為通之便. 無已, 則於通之之中, 申禁
之之法. 日本例不得往, 無論已. 凡走東西二洋者, 制其船隻之多寡, 嚴其往來之
程限, 定其貿易之貨物, 峻其夾帶之典刑, 重官兵之督責, 行保甲之連坐, 慎出海
之盤詰, 禁番夷之留止, 厚舉首之賞格, 蠲反誣之罪累. 然而, 市舶諸人不恬然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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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부원이 이용한 “시장이 작동하면 도적이 바뀌어 상인이 되고, 시장이 금

지되면 상인이 바뀌어 도적이 된다. 상인을 통제하기는 오히려 쉽지만, 도적

을 통제하는 것은 실로 어렵다”라는 경구는 그의 주장이 어떤 사고의 토  

위에 서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212) 그는 연해 지역의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

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도적의 길로 떨어지기 전에 상인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야 하며, 이는 그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 적절한 보상이란 다름 아닌 허가제 무역을 재개하는 것

이었다.

중앙 조정은 허부원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해징에 한 해금은 시행된 지 

1년 만인 만력 22년(1594)에 철회되었다. 허부원은 조정에 건의하여 해징의 

무역을 재개했을 뿐 아니라 商引을 획득했는지와 출항 후 얼마가 지났는지, 

私通 壓冬 등 각종 규정 위반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고 해징으로 귀환해서 

규정된 세금만 납부하면 모두 받아주는 파격적인 조처를 내렸다. 그 결과 해

금을 피해 불법적으로 출항했던 24척의 상선이 자진해서 해징으로 돌아왔고, 

만력 22년(1594)의 세수는 역  최고치인 은 2만9천 량을 달성했다.2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항이 결정된 후 약 30년 동안 명조 국가권

력은 해징 무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토 를 제공했다. 물론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규모 倭警이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가자 해금을 일시

적으로 부활시키기도 하였으나, 허부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금 결정을 1년 

만에 철회하고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관 한 조치를 하도록 허가했다. 

물론 이 결정은 이복 등 해징 현지의 상인들이 합심하여 복건 당국에 영향

력을 행사함으로써 얻어낸 것이지만, 중앙 조정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전면

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해금 철회를 결정하기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반

로 생각하면 해징 무역 체제는 임진왜란과 같은 규모 倭患에서도 명조

約束而顧身家者, 未之有也.”
212) 明經世文編(五冊) 卷400, 敬和堂集-疏-通海禁疏 , pp.4334, “臣聞諸先民有

言, ‘市通則, 寇轉而為商, 市禁則, 商轉而為寇. 禁商猶易, 禁寇實難.’ 此誠不可
不亟為之慮.”

213)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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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정을 얻어낼 정도로 확실하게 안착한 것이다.

3. 1603년 중국인 학살 사건의 발발과 수습 과정

스페인 제국에게 마닐라 무역은 분명 좋은 경제적 기회였지만 동시에 일

종의 골칫거리이기도 했다. 1580년 세고비아 거상 가문 출신의 4  마닐라 

총독인 곤잘로 론키료 데 페냐로사(Gonzalo Ronquillo de Peñalosa)가 마닐

라와 페루를 직접 연결하는 루트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자 이와 상충하는 

수익구조를 가진 각지의 상인 세력이 일제히 반발하였다. 서양 무역에 종

사하는 상인들은 서양을 건너오는 아메리카 륙의 은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에 로비를 했고, 그 결과 펠리페 2세는 1582년 

마닐라와 페루 간의 직항 무역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 다. 멕시

코 등 아메리카 다른 지역의 상인 세력은 아시아를 무 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 했으나 마닐라에 먼저 정착한 세력들이 이들의 진입을 결

사적으로 막아섰다. 마닐라 상인들은 식민거점의 존립을 명분으로 내세워 아

메리카 상인들이 마닐라를 거치지 않고 아시아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을 

저지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마닐라에 상관을 설립하는 것조차 방해했다. 양

자의 빈번한 충돌과 보복성 방해 공작은 1593년, 1595년, 1604년의 필리핀-

페루 직항 무역 금지를 초래했고 1640년부터는 스페인 정부가 아메리카와 

필리핀 사이의 모든 무역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르 다. 물론 스페인 

정부의 금지 명령은 거의 실효를 갖지 못했다. 아시아산 사치품의 과도한 수

입으로 인한 은 유출을 우려한 펠리페 2세는 아시아 상품의 가격을 강제로 

고정하고 마닐라를 오가는 선박의 수와 최  적재량을 제한하였으며 결정적

으로 아카풀코에서 수출할 수 있는 은의 양을 100만 페소(25,600kg)로 제한

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확실한 실수요가 있는 무역의 열기로 인해 그 어느 

것도 준수되지 않았다.214)

214) Arturo Giraldez, 2015, p.65; Tremml-Werner, Birgit, 2015, pp.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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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마닐라 측은 많은 물자를 가지고 오는 중국인들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들의 활동에 해 적지 않은 불안을 느끼는 이중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다. 

중국인에 한 스페인 측의 부정적 인식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요인은 지나치게 높은 중국 경제적 의존성과 무

역 수지 적자로 인한 은의 유출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인구 구조상의 열세

로 인한 잠재적 위협이었다. 

자급자족이 힘들었던 마닐라 측은 중국 상인에게 생사와 도자기 등 중계

무역용 상품뿐 아니라 다량의 생필품을 구매했다. 1587년 필리핀의 6  총

독인 산티아고 데 베라(Santiago de Vera)가 펠리페 2세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많은 수의 중국 정크선이 마닐라에 도착했으며 최소 30척이 마

닐라에 말 소 등 가축과 많은 양의 상품, 3천 명 이상의 중국인들을 수송하

였다. 중국 정크선에 실려 온 상품과 노동력은 마닐라와 아메리카 식민지의 

수요를 매우 낮은 가격에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마카오의 포르투갈 선

박을 통해 공급되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다.215) 1579년부터 1594년까지 15년 

동안 마닐라 교구의 주교를 맡은 도밍고 데 살라자르(Domingo de Salazar) 

역시 1590년의 기록에서 마닐라는 모든 종류의 물자를 중국인들에게 의지하

고 있으며 심지어는 식량 공급조차 예외가 아니었음을 서술하였다.216) 

물론 마닐라에는 다른 중요한 무역 상 도 존재했다. 바로 규슈 지역에서 

온 일본 상인이었다.217) 특히 마닐라에서 사용할 생필품과 군수물자의 공급

에 관해서는 일본 상인의 역할은 해징에서 온 중국 상인 못지않게 중요했다. 

문제는 정작 규슈의 일본 상인들이 마닐라에서 구하고자 했던 것은 생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상품이었고 그 금으로 사용할 은을 일본에서 들여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218) 

215) Giraldez, Arturo, 2015, p.64.
216) Crossley, John N., & Anthony Wah-Cheung Lun, “Chinese characters in the 

Spanish court: The Manila petition of 1598 to Philip II”,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9-4, 2019, p.733.

217) 中島樂章, 十六世紀末の福建-フィりピン-九州貿易 , 史淵 144, 2007, pp.65-71.
218) Tremml-Werner, Birgit, 2015, pp.141, 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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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에는 독자적인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수입된 

은을 가로 수출할 상품은 전량 다른 지역에서 수입한 상품으로 채워 넣어

야 했다.219)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은 중국산 생사와 도자기였기 때문에 이 

무역 구도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해징에서 온 중국 상인이 될 수밖

에 없었다. 공식 경로를 통해 아메리카 륙에서 마닐라로 건너간 은의 양은 

연간 100만 페소(25,600kg) 이하로 알려져 있으나 동시기 마닐라에서 아메리

카 륙으로 수송된 상품의 가치는 약 130만 페소에 해당한다. 거의 모든 

금이 은으로 치러진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건너간 은의 양은 공식기록보

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1598년 10  마닐라 총독 프란시스코 데 테요

(Francisco de Tello)가 펠리페 2세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크선이 

마닐라에 정박하는 시간은 열흘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원금의 

100%라는 막 한 수익을 올린 후 80~100만 페소를 싣고 복건으로 돌아갔

다.220) 거래 총액은 상품의 양에도 영향을 받지만, 수익률은 상품의 단가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형성되었는가에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

징-마닐라 무역은 해징 상인에게 유리한 가격 결정 구도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21) 

219) 마닐라 당국은 중국 무역 적자로 인한 은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 마닐라 원주
민 경제를 장악하여 금과 사슴 가죽 같은 수출품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더 나
아가 원주민을 동원한 자급자족 생산체계를 갖추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Tremml-Werner, Birgit, 2015, pp.143-4).

220) Tremml-Werner, Birgit, 2015, p.147.
221) 펠리페 2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89년에서 1591년까지 중국 상품에 

한 ‘가격 사전 합의제(pancada)’를 도입하도록 명령했다. 이 제도는 마닐라 당
국이 약속된 양의 중국 상품을 사전 교섭에 의해 결정된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격 사전 합의제는 이를 회피하려는 무역을 활성화
하게 되어 결국 점차 ‘자유 시장(feria)’으로 체되었다. 1590년  스페인 당국
의 주도로 가격 사전 합의제를 도입한 것은 순수한 시장 가격 결정에 의존할 
경우 중국 상인이 매긴 ‘거품 낀’ 가격을 마닐라 측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
도였다는 점을 시사하는 목이다(Tremml-Werner, Birgit, 2015, pp.155-6).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해징 상인들은 아카풀코에서 은을 싣고 무역풍을 타고 건너오는 
갤리온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가격 결정의 중요한 지렛 로 삼았
다. 해징과 마닐라는 항해 거리가 짧아서(정크선으로 15~20일) 해징 상인들은 
출항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카풀코 갤리온이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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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구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상인이 생사와 도자기 등 중국 

상품을 마닐라로 가져오면 이를 둘러싸고 마닐라의 스페인 상인과 규슈에서 

온 일본 상인 모두가 은을 가로 이를 구매했다. 일본 상인은 생사를 구매

하기 위해 중국 상인에게 은을 지불해야 했지만 동시에 마닐라 측에 생필품

과 군수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일정한 수익을 기 할 수 있었다. 물론 구매한 

생사를 일본 시장에서 판매했을 때도 상당한 이익을 기 할 수 있었을 것이

다. 마닐라 측은 중국과 일본 상인 양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상품을 수입해

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생사 구매에서 일본 상인과 경쟁 구도에 있

었기 때문에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잡기 힘들었다. 마닐라 측은 아메리카 

륙에서 유입된 은으로 구입한 중국 상품을 아메리카 륙에 되팔면서 생기

는 시세 차익에서 생필품 구매 등 마닐라 거점을 유지하는 데 소요한 유지

비용까지 보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마닐라 측이 점유하고 있는 가장 큰 우위는 마닐라가 가진 지리적 입지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통제력이었다. 해징 상인들은 일본으로 가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본 상인들 역시 중국으로 항해하는 것이 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의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후기왜구 때처럼 

규모 소요를 동반하든지 그게 아니면 제삼의 장소를 확보해야 했다.222) 마닐

라는 스페인 세력이 경영하기 전부터 중국과 일본의 무역상이 교역 거점

으로 활용했던 곳이었다. 스페인은 이곳에 거점을 구축하고 지배함으로써 중

국과 일본 상인들을 거 유인할 수 있는 안정적 중계지를 확보한 셈이었

다.223) 해징 상인은 가격 결정 구도에서는 우위를 점했으나 마닐라에 한 

은의 가치가 가장 낮은 시점까지 상품을 팔지 않고 버텼다가 거래하여 판매 단
가를 상승시키고, 아메리카로부터 은 유입이 줄어든다는 정보를 얻으면 상품 유
입량을 감소시키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윤을 극 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노련
하게 마닐라 시장을 장악했다(Chin, James K., 2010a, p.192).   

222) 張彬村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이유로 개항 이전에는 만 북부의 淡水, 鷄籠 
등이 중국과 일본 무역 집단의 접선 지점으로 기능했다(Chang Pin-tsun, “The 
emergence of Taiwan as an international trading rendezvous”, Angela 
Schottenhammer(Eds.), Taiwan-A Bridge Betwee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2011, p.17). 

223) Tremml-Werner, Birgit, 2015, pp.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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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실권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스페인 당국의 통제에 순응해야 했

다. 마닐라 당국의 강압적 행위는 마닐라에 뿌리를 박은 중국인들의 삶을 수

시로 압박해 들어왔지만, 교역항으로서 마닐라의 가치가 체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해징 상인들이 교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의 불이익과 부조리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224)

한편 마닐라 당국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중국인 인구에 해서 상당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스페인 세력이 막 마닐라 경영을 시작했던 

1572년 시점에 마닐라 내 중국인 인구는 150명이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1588년 마닐라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인구는 

10,0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1603년 유명한 마닐라 중국인 학살이 일어나

기 직전 당국에 의해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마닐라 거주 중국인 인구는 

최소 24,000명에서 최  30,000명에 육박하는 숫자였다. 동시기 필리핀 전체

에서 스페인 및 멕시코 출신자의 인구는 1,200명이었고 그나마 마닐라에 거

주하는 인구는 700명에 불과했다.225)

마닐라에 거주하는 복건인들의 이주 동기는 다양했다. 우선 무역상의 필요

에 의한 이주가 있었다. 해징 상인들이 마닐라에서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

용하기 위해서는 마닐라 현지에 거주하면서 정보 취득, 거래 알선, 상품 저

장, 상인들에 한 숙식 제공 등의 역할을 맡아줄 연결고리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수 인구가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닐라에 정착했다.226) 

숫자로만 따지자면 해외 무역과는 큰 상관없이 순수하게 호구지책으로 마

닐라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것이다. 마닐라 측은 생필품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노동력 역시 바다를 건너온 중국인에게 의

존했다. 복건 지역에서는 인구압력으로 인해 생존의 극단적 위기에 몰린 많

은 사람이 일신의 노동력만을 가지고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기회의 땅’ 마닐

라로 거 몰려들었다.227) 

224) Chin, James K., 2010a, p.187.
225) Chin, James K., 2010a, pp.188-9.
226) Chin, James K., 2010a,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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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 동향의 연결성 역시 규모 이주의 주된 동력 중 하나였다.228) 해외 

이주 자체는 인구압력으로 변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으나 

이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상황에서 동족 동향의 연 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229) 16세기 말 마닐라에 거주한 복건 출신 이민자들은 스페인 당국

의 불신과 이로 인해 초래된 각종 차별에 직면했지만, 동향 동족을 중심으로 

결속했고, 교역의 중개인이나 임금 노동자 등 스페인인과 현지 원주민이 충

족시킬 수 없는 식민지의 틈새 경제를 메우며 살아남았다. 카톨릭으로 개종

하는 것은 이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 중 하나였다. 스페인 당국자들은 

개종한 중국인들에게 좀 더 나은 우를 했고, 현지 선교사들 역시 그들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주었기 때문이다.230) 

1581년 마닐라 당국은 마닐라에 소재한 중국인 거주지를 특정 구역으로 

제한하고 이를 파리안(parián)이라고 명명했다.231) 1583년이 되면 파리안을 

성벽 바깥의 북쪽 늪지 로 옮기고 중국인이 성벽 안쪽에서 숙박하는 것을 

227) 天下郡國利病書 第26冊, 福建 , pp.434, “而東洋則呂宋, 其夷佛郎機也. (中
略) 佛郎機之夷, 則我人百工技藝有挾一器以往者, 雖徒手無不得食, 民爭趨之.”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주한 중국인들은 각종 공예품 제조업자, 목수, 도살자, 제
빵사, 가게 점원, 비숙련 노동자, 농부, 어부, 하인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
하였다(Chia, Lucille, “The Butcher, The baker, and the Carpenter; Chinese 
sojourners in the spanish philippines and their impact on southern 
fujian(16th-18th centuries)”, Journal of Ec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49-4, 2006, p.515). 

228) 명 청 시기 복건 지역 종족의 강고한 연 에 관한 연구로는 Zheng Zhenman, 
translated by Szoni, Michael, Family Lineage Organization and Social Change in 
Ming and Qing Fuji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국내의 표적 연구
로는 원정식, 청  복건사회 연구 : 청 전 중기 민남사회의 변화와 종족활동 ,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원정식, 종족형성의 공간과 문화: 15 16세기 
복건 신현을 중심으로 , 위더스북, 2012; 원정식, 종속사회의 변화와 종교적 
응: 명 청  복건종족의 신령 숭배를 중심으로 , 위더스북, 2018이 있다.

229) 명 청 시기 복건인의 해외 이주와 그 배후 동력으로서 작용한 동족 동향의 카
르텔의 작동 원리에 관해서는 쿤, 필립 A., 이영옥 역,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 
근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 심산출판사, 2014, pp.47-56, 64-76; Chin, James 
K., 2010a, pp.193-9; Ng Chin-keong, 1983, pp.26-41.

230) 쿤, 필립 A., 이영옥 역, 2014, pp.82-4. 
231) Chia, Lucille, 2006, 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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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했다.232) 이와 같은 조치는 중국인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었

으나 마닐라 당국의 입장에서는 유사시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인 성벽을 확

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는 마닐라 당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국인 인구를 안보상 위협 요소로 인식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1593년 중국인이 마닐라의 안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노

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다. 7  마닐라 총독 고메즈 페레즈 다스마리

냐스(Gómez Pérez Dasmariñas)는 몰루카 원정을 계획하던 중 충분한 수의 

선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250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부족한 수

를 메웠다. 그는 한 달에 2페소의 임금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높은 위험성

이 따르는 임무인 만큼 충분한 지원자가 모이지 않자 반강제로 중국인을 징

집하여 수를 채운 후 10월 7일 테르나테로 출항했다. 그러나 10월 25월 징

집된 중국인들은 선상 반란을 일으켜 총독을 살해하고 스페인 승조원 다

수를 포로로 잡았다. 그 후 선단은 태풍을 만나 필리핀 북부의 Ilocos 지역

에 표착한 뒤 곧장 현지 원주민의 습격을 받았다. 이 혼란 와중에 탈출한 총

독의 비서 후안 데 꾸엘라(Juan de Cuéllar) 등에 의해 중국인 선원의 선상 

반란이 마닐라에 전해졌다.233)

살해당한 총독의 아들 루이스 페레즈 다스마리냐스(Luís Pérez Dasmariñas)

가 임시총독을 맡으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이듬해 명조 관료가 

무기와 병사를 잔뜩 실은 여러 척의 정크선을 이끌고 마닐라에 입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임시 마닐라 총독 다스마리냐스는 금줄을 선물하는 등 

이들을 환 했다. 해당 명조 관료의 임무는 명조가 발부한 商引을 취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마닐라에 와서 교역하는 상인들을 직접 적발해내는 것이었

다. 다스마리냐스는 이들에게 선친을 살해한 중국인들을 찾을 수 있도록 자

신의 리인이 명조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

다가 거절당하자 명 측이 마닐라를 침공 혹은 약탈하러 왔다가 스페인 함

232) Wills, John E. Jr., 2010, p.55.
233) Borao, José E., “The massacre of 1603: Chinese perception of the Spaniards in 

the Philippines”, Itinerario 23-1, 1998,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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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재한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꿔 돌아갔다고 보고했다.234) 명군이 마닐라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상이 이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거론되었다.235) 

1593~4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마닐라 거주 중국인들에 한 마닐라 

당국의 태도를 한층 강경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236) 1598년 6월 마닐라에

서 활동하는 중국인 상인 수백 명은 연명 탄원서를 작성하여 펠리페 2세에

게 보냈다.237) 해당 문건은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나 스페인어 번역본이 첨부

되었다. 이 탄원서는 도미니크회 선교사인 미구엘 데 베나비데스(Miguel de 

Benavides)를 통해 마드리드로 발송되었다. 1587년부터 10년 넘게 마닐라에

서 선교활동을 했던 그는 마닐라 거주 중국인(sangley)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인물이었다.238) 그는 중국 상인들의 탄원서를 단순히 전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취지를 설명하고 국왕의 선처를 간청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서 동봉했다.239) 

234) Borao, José E., 1998, pp.24-5. 그러나 순시 관원의 보고를 받은 福建巡撫 許孚
遠은 해당 사실을 중앙 조정에 보고했다. 병부는 이 상소에 한 議覆에서 범
인을 찾아내서 사형시킨 후 마닐라에 보내서 그들이 불만을 품지 않도록 도닥
이고[堅內向之心] 이를 일본 쪽 동향을 알아낼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明神宗實錄 卷298, 萬曆二十二年十月三日丁未條). 

235) 초기의 마닐라 총독들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상 하기 쉬운 상 로 평가하는 경
향이 있었다. 3  마닐라 총독 프란시스코 데 산데는 1576년 약 4,000~6,000명 
정도의 스페인군을 동원하면 연해 지역의 해적 등과 연 하여 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Iaccarino, Ubaldo, 2017, pp.82-3).

236) 東西洋考 에서도 해당 사건을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것이 이후 
마닐라 당국이 중국인들에 해 더욱 극심한 차별을 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
다( 東西洋考 卷5, 東洋列國考-呂宋 , pp.89-91, “(前略) 夷人故奴視華人, 徵
賦益格, 稍不得當, 呵辱無已, 時犯者卽嚴置以法. 自玆釁旣結, 疑貳日深, 夷益
虜使我矣.”).

237) 펠리페 2세는 1598년 9월 13일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편지가 전달된 것
은 펠리페 3세였다. 하지만 탄원서를 작성한 상인들은 그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수신처를 펠리페 2세로 설정했다. 

238) sangley는 마닐라에서 복건 상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그 유래에 
해서는 C.R.Boxer가 ‘항상 오는 자[常來]’라고 해석한 이래로 商旅, 生理 등 다
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Chin, James K., 2010a, pp.187-8의 각주 40에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었다.

239) 데 베나비데스의 편지의 영어 번역문, 중국 상인 탄원서의 한문본과 영어 번역
문, 탄원서의 스페인어 번역문의 영어 번역문이 모두 Crossley, John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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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의 골자는 마닐라 당국이 중국 상인에게 행하는 각종 부조리와 박해

를 스페인 국왕의 이름으로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그들은 중국 

상인이 지난 20여 년 동안 해징-마닐라를 오가는 교역에 종사해왔으며, 그동

안 시장 가격과 현금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교역 관행이 유지되어왔지만, 마

닐라 현지 관료들의 병폐로 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들은 지난 총독인 루이스 페레즈 다스마리냐스는 상당히 관 한 인물이었지

만,240) 그를 포함한 한두 명의 예외적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총독과 관료들

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중국 상인들을 노골적으로 박해하고 그들에게 뇌물

을 뜯어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들이 고발한 부조리는 주

로 교역 상황에서 발생했다. 표적인 부조리는 중국 상인이 가져온 양질의 

상품을 시장에 내보내지 못하게 억지로 막은 뒤 자신들이 독점하는 것이었

다. 게다가 상품 금을 멋 로 낮게 책정하거나 외상으로 거래를 하고, 심

지어는 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가져가기도 했다. 중국 상인들이 이에 

저항하여 물건을 내주지 않으려 하면 무력을 사용해서 강탈해갔다. 또 다른 

중요한 부조리는 공식적으로 발급된 무역 허가장이 제 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누군가 뇌물 등을 주지 않고 공식 허가서만 가지고 무역을 

하려 들면, 마닐라 총독 휘하의 병사들이 상인의 화물을 다 몰수해버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판사는 한통속이 되어 사건을 은폐하였다. 먹잇감으로 

찍힌 중국 상인은 순식간에 극도로 곤궁한 처지로 전락했다.241)

이 탄원서에는 복건 상인 일방의 주장만 담겨 있으므로 상황이 일정 정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이 마닐라 당국

Anthony Wah-Cheung Lun, 2019, p.736-41에 수록되어 있다. 
240) 루이스 페레즈 다스마리냐스의 행적은 상당히 모순적인 면이 있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그는 부친을 중국인 선상 반란에서 잃었고, 순시의 임무를 가지고 
마닐라에 입항한 명조의 선단의 다른 목적을 의심했으며, 이후 1603년 중국인 
학살 때는 직접 병사를 이끌고 중국인을 토벌하다가 전사한 인물이다. 따라서 
중국 상인들이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여 그를 중국인에게 관 한 스페인 
당국자로 지목한 것은 상당한 의구심이 남는 목이다. 만약 이 탄원서의 내용
을 신뢰한다면 루이스 페레즈 다스마리냐스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새롭
게 조망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지만 이는 별도의 연구주제로 남기고자 한다.

241) Crossley, John N., & Anthony Wah-Cheung Lun, 2019, 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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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구 반

편에 있는 스페인 국왕에게 탄원서를 올린다는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사안

의 심각성과 이들의 절박함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 같다. 또한 스페인 

수도사인 데 베나비데스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들의 탄원서를 마드리

드로 보냈을 뿐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서한까지 따로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이 탄원서의 내용이 실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

아 보인다.242)

이상과 같이 심각한 갈등 구조가 엄존했던 1603년에 발생한 ‘마닐라 황금

산 탐색 사건’이라 부를 만한 희극적 소동은 마닐라 중국인 학살이라는 

초유의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이 사건의 단초는 마닐라에서 목수로 일하며 

생활하던 漳州府 同安縣 출신의 張嶷이라는 인물이 제공하였다. 장억은 마닐

라에 機易山이라는 이름의 황금으로 된 산이 있고, 거기서 매년 금 10만 량

과 은 30만 량을 채취할 수 있다는 상당히 허무맹랑한 정보를 복건 당국에 

전했다. 장억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공식 보고를 올린 인물은 복건 지역 명

군의 百戶 閻應隆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황제에게 전한 인물은 당시 

복건 지역 광세사로 파견되었던 고채였다.243)

242) 물론 탄원서에서 중국 상인들은 현지의 선교사들이 핍박받는 현지 중국인들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들에 한 강한 찬사를 표
시했으므로 선교사들이 중국인 편향적인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으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Crossley, John N., 
& Anthony Wah-Cheung Lun, 2019, p.737).

243) 당시 중앙 조정에서 각지로 파견된 礦稅使들의 횡포에 정면으로 맞섰던 左都
御史 溫純은 장억 등의 주장에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놓고 비웃으면서 
이는 광세사 고채(稅璫), 閻應隆(惡弁)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여러 奸徒가 명조
가 규정해놓은 해외 무역에서의 제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부리는 농간이라고 단
언했고, 장억을 과거 증일본, 임도건, 서해, 왕직 등의 연속선에 있는 존재로 평
가했다( 明神宗實錄 卷374, 萬曆三十年七月二十七日丙戌條, “左都御史溫純
言, ‘年來部臣、言官以及撫、按, 力陳榷採之患. (中略) 閻應隆、張嶷有航海貿
易進金十萬、銀三十萬之奏. 此其言真如戲劇博笑, 以皇上之天聰天明, 亦信以
為庶幾可望. (中略) 竊料機易山雖在海外, 決無金銀成斛遍地, 任人淘取之理. 又
料稅璫惡弁參隨諸奸之威能行於中國, 決不能行於外夷. 安所得金十萬、銀三十
萬以報皇上, 其意不過假借明旨大弛通番之厲禁. (中略) 彼張嶷諸奸, 不過曾一
本、林道乾、徐明山、汪直之續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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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24년(1596) 이후 명 중앙 조정은 군비, 황궁 및 능묘의 축조, 황실의 

혼빙비 등 엄청난 지출 수요에 시달렸고 기존의 정규 세입만으로는 이를 도

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다. 이에 만력제는 신임하는 환관들을 각 성에 파견하

여 광산 개발과 상세 추가 징수를 통한 일종의 임시 징세를 단행하였다. ‘광

세사의 화’라 불리는 이 조치로 인해 전국 각지의 지역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새롭게 떠오르는 해외 무역 중심지 해징이 광세사의 주요 목

표 중 하나가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244) 礦稅使 高寀는 만력 

27년(1599)부터 만력 43년(1615)까지 16년간 해징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자 지

역 관 민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245) 

左都御史 溫純을 위시한 수많은 관료가 ‘황금산 탐색’을 반 했지만 만력

제는 고채의 주장을 수용하여 탐색  파견을 허가했다. 탐색 의 지휘는 海

澄 縣丞 王時和와 百戶 干一成이 맡았고 장억이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246) 

이들이 해징에서 출발한 날짜는 분명치 않으나 마닐라 현지에 도착한 것은 

1603년 5월 23일(만력 31년 사월 13일)이었다. 갑작스러운 명조 사신의 방

문을 맞이한 마닐라 측은 절차에 따라 연회를 열어 이들을 융숭히 접 했다. 

그러나 그들의 방문 목적을 알고 나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247) 마닐

244) 만력 중엽 광세사의 활동과 그 피해 상황은 오금성, 국법과 사회관행 , 지식
산업사, 2007, pp.405-35에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이 연구는 특히 광세사로 파
견된 환관과 현지의 무법세력인 무뢰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함
으로써 광세사의 행위가 해당 지역의 기존 경제를 어떻게 파괴하였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245) 明神宗實錄 卷331, 萬曆二十七年二月十八日戊辰條; 卷531, 萬曆四十三年四
月二十六日壬寅條. 만력 45년(1617) 복건 지식인 張燮이 지은 東西洋考 에서
는 稅璫考 라는 이름의 장을 따로 편성하여 高寀의 악행을 밝히고 그를 비판
하는 여러 논설을 종합하는 데 할애하였다. 

246) 福建通志臺灣府 , 雜錄-外紀 , p.897. 스페인 측 기록에 따르면 중국 사신단
의 관료 중에는 Cochai라는 이름의 환관이 있었다. 한 연구자는 이 인물을 礦
稅使 高寀로 비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Borao, José E., 1998, p.27). 그러나 중
국 측 기록에는 고채가 직접 마닐라로 건너왔다는 기록이 없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또한 礦稅使 고채는 縣丞, 百戶의 신분에 불과한 나머지 두 사
람과 지나치게 격이 맞지 않는다. 만약 Cochai라고 기록된 인물이 실제로 高寀
였다면 縣丞 王時和가 아닌 그가 마닐라와의 협상을 주도했을 것이다. 

247) Borao, José E., 1998, p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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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측은 명조 사신단이 주장하는 황금산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설

령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마닐라 측이 그 채굴권을 명조에게 넘겨

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고, 왕시화 등은 마닐라 측의 반박에 전혀 

응하지 못했다. 탐색 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해징으로 귀환했다.248)

만약 사태가 이 로 매듭지어졌다면 이 사건은 몇몇 사람의 뒤틀린 욕망

과 부족한 현실감각이 빚어낸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겠지만, 이는 결국 2만 

명이 넘는 인명이 학살당한 초 형 참사로 번져갔다. 마닐라 당국은 ‘황금산 

탐색’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 명조는 마닐라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

심하였다. 마닐라 당국은 명군이 침공했을 때 수만 명에 달하는 마닐라 거주 

중국인들이 호응한다면 처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비하기 위한 5

가지 사전 조치를 시행했다.249) 이 조치는 그동안 마닐라 당국의 가혹한 차

별 우에 시달려오던 현지 중국인들에게 매우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 누가 

보더라도 마닐라 당국의 조치는 현지 거주 중국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었다.

1603년 10월 3일에 일어난 중국인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서는 정확

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250) 스페인 측 기록에 따르면 최초 거사에 가담한 인

원은 약 2,000명(마닐라 당국에 고문당한 한 중국인의 자백에 따르면 우두머

리급 40명과 수하 150명)이었고 밤 11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중국인들이 주

로 거주하던 톤도(Tondo)라는 구역에서 발생했다. 거사 집단은 이튿날 아침 

파리안으로 가서 그곳 주민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

248) 福建通志臺灣府 , 雜錄-外紀 , p.897, “事下福建, 乃遣海澄丞王時和、百戶
千一成, 偕嶷往勘. 呂宋人聞之大異. 及時和等至, 酋設宴問曰, ‘天朝欲遣人開
山, 山各有主, 安得開. 譬中華有山, 可容我國開耶. 且言樹生金豆, 是何樹所生.’ 
時和不能對, 還任即病悸死. 守臣以聞, 請治嶷妄言罪.”

249) Borao, José E., 1998, p.27. 마닐라 당국이 시행한 사전 조치는 마닐라 성벽
과 붙어 있는 파리안의 철거와 성벽 보강 중국인 거주자 숫자 및 무기 보유 
현황 조사 무기 제조가 가능한 장장이 등에 한 정기 점검 강화 및 무기 
구입 수거 마닐라 성내 식량 비축 마닐라 성벽 주변에 해자 축조 등이었다. 

250) 특히 사건의 구체적인 양상을 담은 자료는 모두 마닐라 당국에 의해 작성되었
기 때문에 스페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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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협박과 강압을 통해 파리안 주민을 봉기의 열에 합류시켰다.251) 

한편 마닐라 당국은 이들의 불온한 동향을 매우 빨리 감지했다. 봉기한 중

국인들이 원래 지도자로 추 하려 했던 후안 바티스타 데 베라(Juan Bautista 

de Vera)가 몰래 빠져나와 거사 사실을 마닐라 총독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10월 6일 마닐라 당국은 일본인과 필리핀 원주민을 거 용병으로 고용하고 

핀타도스(Pintados)에 파견했던 함 를 긴급히 소환하여 중국인 봉기 세력에 

한 적인 반격을 개시했다. 10월 8일 중국인 봉기 세력은 거점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10월 20일에 진압 작전이 최종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략 1만5천에서 2만5천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판을 통해 사면받은 인원은 300명에 불과했고, 그들 또한 전원 갤리선 노

잡이 노예로 전락했다.252) 

이 충격적인 사건의 소식은 곧 복건을 거쳐 명 중앙 조정에 전해져 전 조

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明實錄 의 해당 기사에 따르면 刑部右侍郞 董裕 

등은 이 사건의 원흉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쳐 분란의 소지를 만들어낸 

張嶷과 그의 제안을 조정에까지 전한 百戶 閻應隆을 지목했다. 高寀의 이름

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張嶷이 ‘하급 군관 및 환관과 패거리를 지어[黨

結弁璫]’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253) 이 문제에 한 명 조정의 응은 福建巡撫 徐學聚가 

올린 報取回呂宋囚商疏 를 통해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報取回呂宋囚商疏 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사태에 한 서학취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두 번째 부분은 서학취가 마닐

라로 보낸 서한의 내용이다. 세 번째 부분은 마닐라로 서한을 보낸 다음 마

닐라 측이 취한 응조치와 그에 한 평가이다. 

251) Borao, José E., 1998, p.30. 이 사태를 가장 먼저 눈치챈 스페인 유력자인 인근
에 머물고 있던 루이스 페레즈 다스마리냐스였다. 그는 인근 교회를 거점으로 
자신의 호위병과 함께 농성에 들어갔고, 그의 거점을 공략하는 데 실패하고 철
수하는 중국인들을 추격하다가 전사하였다. 

252) Borao, José E., 1998, pp.30-1; Iaccarino, Ubaldo, 2017, p94.
253) 明神宗實錄 卷404, 萬曆三十二年十二月十三日戊午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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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부분의 요지는 마닐라 측의 행위는 ‘법으로는 마땅히 토벌하여 문

죄해야[法應討罪]’ 하지만 ‘상황을 따져보면 용서할 수 있다[情似可原]’로 정

리할 수 있다. 서학취는 마닐라 당국이 수만 명에 달하는 중국 상인을 도륙

한 죄는 마땅히 토벌로 응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보았다. 첫 번째 이유는 사건의 발단을 중국의 奸

商이 제공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서학취는 만력 21년(1593)에 발생한 마닐

라 총독 고메즈 페레즈 다스마리냐스 살해 사건으로 인해 누적된 악감정이 

최근 ‘황금산 탐색’으로 폭발하여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두 

번째 이유는 해외 원정에 한 부담감이었다. 서학취는 명군이 바다를 건너 

마닐라를 공격하는 것은 승산이 낮아 자칫하면 國體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254) 

해당 보고서의 지면 부분은 서학취가 마닐라에 보낸 편지 내용이 차지

하였다. 편지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명조와 명군의 위세에 한 과시의 내용을 담았다. 서학취는 이른바 萬曆三

大征 중 두 가지인 임진왜란과 양응룡 반란 진압을 사례로 들면서 명조가 

마닐라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이를 실현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55)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 상인 수만 명을 학살한 것에 한 질타와 이로 

인한 중국 관 군의 분노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서학취는 이 부분에서 ‘황금

산 탐색 사건’의 책임을 교묘하게 비틀어 명조의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이

것이 ‘海外奸民’ 장억의 잘못이며 명조 황제가 그를 이미 단죄하였는데, 스

254) 明經世文編(六冊) 卷433, 徐中丞奏疏-疏-報取回呂宋囚商疏 , p.4727, “顧, 
一旦屠戮逋商至萬計者, 變出異常, 法應討罪. 但究其禍端, 良由張嶷妄奏採榷, 
為之厲階. 及姦商前年殺其酋長, 積怨蓄憾, 有以激之, 情似可原. 矧提師渡海遠
征, 勝負難料. 國體攸關, 何敢輕率啟釁, 以廑皇上南顧之憂.”

255) 明經世文編(六冊) 卷433, 徐中丞奏疏-疏-報取回呂宋囚商疏 , pp.4727-8, 
“迄我今上皇帝陛下, 允奮天綱, 該覽八紘.北極沙漠, 南及爾等東南諸夷所有之海,
日照月臨, 共成正朔. 如日本諸島犯我屬國, 朝廷三遣吏兵屠頳釜山, 恢復朝鮮, 
還直其王, 以守宗廟. 鬼方楊酋不畏王章, 奪父, 賊弟, 棄妻, 擅殺其民. 南檄吏
士驅兵進縛, 千里之國夷宗翦土, 鞠為茂草. 非爾等所耳而目之者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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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측에서 죄 없는 천주와 장주의 상인들 수만 명을 학살하는 바람에 연

해 지역 군 관을 중심으로 마닐라 토벌을 강변하는 목소리가 득세하고 있음

을 밝혔다.256)  

세 번째 부분에서는 연해 지역 군 관의 여론이 이처럼 끓어올랐음에도 불

구하고 중국 황제가 마닐라에 책임을 묻는 군 를 일으키지 않기로 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서학취는 황제가 크게 다섯 가지 이유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첫째, 학살당한 상인들은 마닐라에서 오래 거주

하여 일반적인 명조의 백성과 구분된다. 둘째, 학살 사건 자체가 명 영토 밖

에서 일어나서 정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셋째, 중국의 四民 중 

상인은 가장 천한 존재이므로 이들을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넷째, 

이들은 가족과 친지를 버리고 해외를 유랑하며 ‘겨울나기[壓冬]’하여 돌아오

지 않은 존재로서 그 일족들이 모두 이들을 가족 취급을 하지 않으므로 포

기해도 아까울 것이 없다. 다섯째, 전쟁을 일으키면 군사를 피곤하게 한

다.257)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요약하면, 수만 상인들의 죽음은 전쟁을 일으켜 

군 를 피로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한 것이었다. 학살당한 

중국 상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외면하는 이와 같은 명조의 태도가 몰인정

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활동에 한 명조의 공식 입장을 고려하

면 이 논리는 그다지 무리한 것이 아니다. 명조가 허가한 것은 애초에 ‘장기 

256) 明經世文編(六冊) 卷433, 徐中丞奏疏-疏-報取回呂宋囚商疏 , p.4728, “去
年, 海外姦民張嶷, 妄稱爾呂宋機易山有礦金可採, 有司覆聞. 皇帝以為驚擾海
邦, 貽爾憂戚, 遂付法曹斬之西市, 傳首海上以告姦宄. 乃聞張嶷去後, 爾呂宋部
落無故賊殺我漳、泉商賈者至萬餘人. 有司各愛其民, 憤怒上請, 欲假沿海將士
加兵蕩滅如播州例. 且謂, ‘呂宋本一荒島, 魑魅龍蛇之區, 徒以我海邦小民行貨
轉販, 外通各洋, 市易諸夷, 十數年來致成大會. 亦由我壓冬之民教其耕藝, 治其
城舍, 遂為隩區, 甲諸海國. 此輩何負於爾. 有何深仇, 遂至戕殺萬人. 蠻夷無行, 
負義如此, 曷逭天誅.’ 堅乞再三.”

257) 明經世文編(六冊) 卷433, 徐中丞奏疏-疏-報取回呂宋囚商疏 , p.4278, “皇帝
以呂宋久相商賈, 不殊吾民, 不忍加誅. 又海外爭鬥, 未知禍首. 又中國四民, 商
賈最賤, 豈以賤民興動兵革. 又商賈中棄家遊海, 壓冬不回, 父兄親戚共所不齒, 
棄之無所可惜. 兵之反以勞師, 終不聽有司言. 爰降旨特行令所在遣使傳諭爾等
酋長部落, 令咸改悔, 畏天守善, 其海外戕殺, 姑不窮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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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가 아니라 ‘단기 교역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겨울나기[壓冬]’은 이들의 ‘탈법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는 

상인이 해징을 출항한 해에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을 의

미한다. 겨울나기는 행선지 판정을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태풍을 비롯한 각종 해난사고가 빈번하던 당시에서는 이

를 완전히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258) 그랬기 때문에 해난

사고를 빌미로 삼아 명조의 겨울나기 금지를 무시하고 해외에서 장기체류하

는 경우가 허다했다.259) 사실 모든 해외 이주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셈이었

고, 엄 히 말해 마닐라의 중국인 거류지는 겨울나기 금지 규정을 어긴 奸徒

의 소굴인 셈이었다.260) 즉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서 체

류한 상인은 이미 명조의 법을 위반한 범법자 즉 ‘奸民’이었다. 물론 너무 

만연한 상황이라서 일일이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마닐라 상인들의 자승자박인 셈이었다. 명조의 입장을 정리하면, ‘良

民이 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군 를 일으켜 토벌해야 하겠지만, 奸民이 해를 

입은 것에 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

이 본질적으로는 해외 군사 원정이라는 극도로 부담스러운 선택을 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네 번째 부분이다. 여기서는 마닐라 측이 향후 어떻

258) 만력 44년(1616) 推官으로서 知府의 업무를 서리하던 蕭基라는 인물은 條上
恤商釐弊凡十三事 를 올려 고채 시기 무너진 해징 무역 시스템의 재정비를 건
의하였다. 그중 한 항목이 바로 해난사고로 겨울나기[壓冬]를 한 선박에 해 
감세 및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이었다. 그는 해난사고로 겨울나기를 한 선박에
게 가혹한 추징을 한 것을 고채 시기의 표적인 폭정[苛政]으로 보았다( 東西
洋考 卷7, 餉稅考 , p.139).

259) 앞서 소개한 허부원의 通海禁疏 에서도 마닐라에 수천의 상인들이 각종 해난
사고를 빌미로 겨울나기를 한 후 마닐라에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복건 지역의 
가족과 연계하여 교역을 진행하는 상황을 전한 바 있다( 明經世文編(五冊) 卷
400, 敬和堂集-疏-許孚遠-通海禁疏 , pp.4332-3, “東西二洋, 商人有因風濤不
齊, 壓冬未回者, 其在呂宋尤多. 漳人以彼為市, 父兄久住, 子弟往返, 見留呂宋
者, 蓋不下數千人, 一旦舟楫不通, 歸身無所.”). 

260) 東西洋考 卷5, 東洋列國考-呂宋 , p.89, “華人旣多詣呂宋, 往往久住不歸, 
名爲壓冬. 聚居澗內爲生活, 漸至數萬, 間有削髮長子孫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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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행동하면 명조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지에 해 다루었다. 서학취

는 ‘황제의 은혜’에 ‘조건’이 있음을 명시했다. 다양한 미사여구가 동원되어 

조건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마닐라 측이 시행해야 한 조건은 단 하나였다. 

바로 마닐라에 남아 있는 모든 중국인과 그 가족을 송환하고 학살 과정에서 

약탈당했던 중국인의 재산을 환수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서학취는 

만약 마닐라 측이 이 조건을 이행한다면 해징-마닐라 무역을 예년처럼 시행

하겠다는 당근을 던졌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역을 단절할 뿐 아니라 군사 행동을 감행하겠다는 채찍도 내보였다.261)

이 부분의 내용이 흥미로운 이유는 서학취가 내건 조건에서 해징 상업세

력이 행한 로비의 흔적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마닐라에서 살해당한 중국인들

의 가족과 재산을 무사히 돌려받는 것은 복건 현지에 남아 있던 그들의 동

업자 혹은 동족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또한 최근 마닐라에

서 벌어진 참사에도 불구하고 무역 단절은 결코 이들이 바라는 바가 될 

수 없었다. 즉 마닐라 측이 명조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한다면 결국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존재는 복건 연해 지역에 뿌리박은 채 마닐라 무역에 종사해왔

던 상인 세력이었다. 

상소 끝부분의 내용에 따르면 마닐라 측은 서학취가 내건 조건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했다. 그는 황제에게 마닐라 측이 약속을 지켜 상인 가족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安揷했다는 점을 밝히고, 福建巡按御史 湯兆京의 

말을 빌어 마닐라 스페인 당국이 ‘보내온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언사가 

매우 공손하고 조심스러웠다[詳閱來文, 詞甚恭謹]’고 전하면서 상황이 사실상 

잘 매조지 되었음을 보고했다.262) 불과 1년 전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

261) 明經世文編(六冊) 卷433, 徐中丞奏疏-疏-報取回呂宋囚商疏 , p.4278, “若果
有嫌恨, 已相讎殺, 可將該島所有漳、泉遺民子孫追歛各夷劫去貨財貲送還郡. 
自此商舶交易, 仍聽往來如故. 其或聽信姦徒煽惑, 執恡貪保, 昏迷不共, 恃遠抗
拒, 不聽貲還, 即當斷絕海舶, 不得西行, 仍聽諸吏兵同其家願報讎者一風張颿, 
千艘並出, 鄉音難辨, 玉石俱焚. (中略) 一旅僅頳斧山、播州, 白骨在望, 能不噬
臍. 故茲檄諭主者施行.”

262) 明經世文編(六冊) 卷433, 徐中丞奏疏-疏-報取回呂宋囚商疏 , pp.4278-9, 
“今據前因, 除取回商民, 批行該道查審明白, 發令各家屬領回安插外, 該臣會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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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징-마닐라 무역은 명조와 마닐라 당국 간의 전격적인 외교적 타협으

로 짧은 시일 내에 복구되었다. 

4. 소결

16세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라는 두 이베리아 국가가 동아시아 해역에 

진출한 시기였다. 양자 중 선발주자에 해당하는 포르투갈은 후발주자인 스페

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명조와의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 등장할 때

부터 명조의 조공국을 침공하고 연해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오

랫동안 공식 무역 창구를 획득하지 못했다. 마카오라는 안정적인 거점을 최

초로 확보한 것은 처음 교섭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게 흐른 1557년의 일이

었으며 그 사이 동안에는 줄곧 무역의 세계에서 활동해야 했다. 이 조치가 

완전히 공식화된 것은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넘게 지난 1571년의 일이었다. 

포르투갈이 명조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는 짧게 잡아도 30년 길게는 50년이 

걸렸지만 이를 통해 형성된 마카오-나가사키 루트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수익

성 높은 교역 채널 중 하나가 되었다. 

후발주자인 스페인은 포르투갈보다 훨씬 늦은 1564년 필리핀제도 식민화

를 처음 시도했고 루손섬의 마닐라에 자리를 잡은 것은 1570년 이후의 일이

었다. 스페인은 1574년 필리핀 제도로 넘어온 중국계 해적 임봉을 명군과 

공동 토벌한 것을 계기로 초기부터 명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이는 중

국과의 교역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만약 스페인 세력

이 초기에 임봉 세력과 손을 잡는 등 명조의 해상 안보를 위협하는 제스처

를 취했다면 앞서 포르투갈이 그랬고 이후 VOC가 그렇듯 명조와 무역 창구

를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스페인의 초기 목표는 중국 연해에 마카오 같은 무역 거점을 마련하는 것

이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닐라가 마카오에 버금가는 중요한 

巡按福建監察御史湯兆京看得, ‘呂宋原禁商民並劫去財貨, 遵照傳檄悉經放還.’ 
詳閱來文, 詞甚恭謹. 皆仰藉皇上之寵靈, 得以保商民之生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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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거점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상쇄했다. 마닐라는 1570년  

중반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중국의 공식 무역항 해징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 로 자리매김했다. 해징과 마닐라는 그다지 유서가 깊지 않은 작은 

항구 도시들에 불과했으나 양자 모두는 그 자신보다 훨씬 큰 배후지에서 산

출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독점적으로 중개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해징에서는 생사를 필두로 하는 다양한 중국산 상품이 마닐라로 공급되었

고 마닐라에서는 아메리카 륙에서 유입된 막 한 양의 은으로 금을 치

다.263) 양자가 공급하는 상품은 상 방의 배후지에서 매우 큰 수요를 가졌

기에 양자 사이의 무역은 급격히 성장했다. 그 결과 1570년  중엽부터 해

징-마닐라 사이에는 마카오-나가사키와 맞먹는 수준의 활력 넘치는 무역 루

트가 형성되었다.264) 

해징 무역은 해외 무역에 친화적인 각계각층의 관료들이 해외 무역의 이

익을 원하는 상인 세력의 로비를 받아 중앙 조정의 결정에 직 간접적 영향

력을 행사함으로써 순조롭게 발전해나갔다. 임진왜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大

倭患 때문에 재개된 해금이 1년 만에 취소된 것은 그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명 조정은 허부

원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임진왜란 도중에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포용적

인 정책을 쓰게 되었다. 이복을 비롯한 상인 세력과 허부원으로 표되는 복

건 당국의 관료들이 효과적으로 결합한 결과물이었다.

1603년 스페인 당국에 의한 마닐라 거주 중국인 학살 사건은 해징-마닐라 

무역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도 있었던 큰 위기였다. 이는 오랫동안 마닐라 내

에서 축적되었던 중국인과 마닐라 당국의 갈등 구도가 폭발하며 초래된 파

국이었다. 張嶷 등의 ‘마닐라 황금산 탐색 사건’은 명조와 마닐라 당국, 그리

고 후세 연구자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식되었지만, 저변에 장기간 

263) Flynn, Dennis O. & Giraldez, Arturo, 1996, pp.55-64.
264) 20세기 말 관련 연구를 진행한 데니스 플린(Dennis O. Flynn)과 아르투로 기랄

데즈(Arturo Giraldez)는 1571년 스페인 제국의 마닐라 경영 시작에 ‘글로벌 무
역의 탄생’이라는 큰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Flynn, Dennis O. & Giráldez, 
Arturo, 1995,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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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려있던 경제적 갈등과 정치적 압력이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 명조와 마닐라 당국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봉합했다는 점이다. 명조는 이 일을 “奸民 때문에, 奸

民에게 일어난, 奸民의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마닐라 당국과의 교섭을 쉽

게 가져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마닐라 측은 명조가 제시한 단순하면

서도 명확한 조건을 곧장 받아들여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함으로써 교섭을 완

성하였다. 양측의 발 빠른 외교적 타협은 붕괴 위기에 몰렸던 해징-마닐라 

무역에 성공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명조는 표면적으로 해외에서 겨울나

기를 한 해징 상인들을 간민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그

들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외교적 방법을 통해 달성해준 셈이었고, 스페인은 

엄청난 참사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명조의 안보 위협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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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새로운 유럽 세력의 등장과 ‘海澄 무역 

체제’의 동요 

1.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의 진출과 도전  

해징-마닐라 무역이 활황을 이어가던 17세기 초 동아시아 해상 세계에는 

제3의 유럽 세력이 출현하였다. 그것은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nie, 이하 VOC로 약칭)였다.265) VOC의 동

아시아 해역 진출은 유럽 쪽의 정치 상황과 접한 상관관계를 이루며 진행

되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

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의 일이지만 이는 그 이전 장장 80년에 걸친 

끈질긴 독립전쟁의 최종 결과물이었다.

1566년 최초의 저항이 시작된 지 13년만인 1579년 북부 7개 주가 공화국 

설립의 초석이 된 위트레흐트 동맹(Unie van Utrecht)을 결성하였고 그로부

터 3년 후인 1581년에는 전국의회가 철회령(Plakkaat van Verlatinghe 혹은 

Act of Abjuration)을 공표하여 펠리페 2세에 한 충성 서약을 철회하고 네

덜란드 연맹에 한 충성을 선언함으로써 독립노선을 본격화하였다. 펠리페 

2세는 끝까지 네덜란드 지배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전황은 점점 더 스페인 

측에 불리하게 흘러갔다. 특히 1588년 무적함 의 패배로 인해 제해권을 상

실한 후 네덜란드 병합은 희망 사항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1598년 펠리페 

2세가 사망한 이후에도 양자 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나 전체 형세는 이

미 네덜란드 측으로 기울었고 1609년 휴전을 통해 스페인 제국은 사실상 네

265) VOC가 설립되기 2년 전 EIC가 설립되어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초기에는 反스페인-포르투갈 전선을 펼치는 동맹이었다. 그
러나 동남아시아 무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VOC의 노력은 스페인뿐 
아니라 점차 영국의 영향력도 배제했다. 1600년  초 양국 간 경쟁 구도가 점
점 치열해졌으나 영국이 정책을 선회하여 동아시아 사업 확장을 포기하고 인도
에 집중함으로써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게 되었다(Giraldez, Arturo, 2015, p.114). 
본고는 VOC의 진출을 중심으로 서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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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했다.266)

유럽 전장에서 승기를 잡아가던 네덜란드는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 상선

의 리스본 입항을 금지한 것에 반발하여 직접 아시아 해역에 진출해서 스페

인-포르투갈 제국이 장악한 무역 네트워크를 공략해나가기 시작했다.267) 동

방 항로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네덜란드의 노력은 1590년  포르투갈

의 동방사업에 참여하여 그 노하우를 흡수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268) 1599

년 야콥 판 넥(Jacop van Neck)이 지휘한 선단의 성공을 통해 마침내 안정

적 동방 항해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269) 초기에는 도시별 무역 상회가 독

자 진출을 시도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지나친 내부경쟁이 공멸의 위기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자 네덜란드 공화국 정부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섰

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선구회사(Voor-compagnien)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1602년 유력 정치인 요한 반 올덴바르너벨트(Johan 

van Oldenbarneveldt)의 중재로 통합회사인 VOC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

다.270)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공화국 정부로부터 준국가적 지위를 인정받은 VOC

는 막 한 자본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했지만, 스페인-포르투갈 제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아시아에 구축한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었다. 1601년 네덜란드 선구회사 중 하나의 선단이 최초로 마카오에 

상륙하여 광동 당국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이 이를 강력하게 저지함에 따라 광동 당국과 제 로 접촉조차 

못 해보고 물러나야 했다.271)

266) 김영중 장붕익 공저, 네덜란드史 , 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pp.95-120.
267) Giraldez, Arturo, 2015, p.91-4; Ruurdje Laarhoven, Elizabeth P. Wittermans, 

“From Blockde to Trade: Early Dutch Relations with Manila, 1600-1750”, 
Philippine Studies vol.33, 1985, p.486.

268) Giraldez, Arturo, 2015, p.112.
269) Masselman, George, The Cradle of Colonialism, Yale University Press, 1963, 

pp.111-4.
270) 주경철, 2008, pp.87-90.
271) Wills, John E. Jr., 2010,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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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년의 시도는 1601년에 이은 두 번째 시도이자 VOC가 설립된 이후의 

첫 시도였다. 첫 번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VOC는 전략적 접근의 필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VOC는 섣부르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신 복건 

상인 潘秀와 郭震을 협상의 리인으로 내세웠다. 두 사람은 말레이반도의 

파타니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들로 명 측의 구분법에 따르면 西洋에서 무

역하는 상인이었다.272)

협상의 실무를 맡은 것은 潘秀 등이었지만 VOC에게 진출의 기회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배후에서 청사진을 그려낸 인물은 해징 출신 상

인 李錦이었다. 그는 해징으로 돌아가지 않고 파타니 현지에 아예 뿌리를 내

린 인물이었다. 이금이 제시한 진출의 기회란 바로 礦稅使 高寀였다. 그는 

복건 지역과의 무역이 창출할 높은 수익성, 팽호의 우수한 입지 조건 등을 

설명하면서 광세사 고채에게 일정한 가를 지불한다면 복건 지역 관부의 

저항을 뚫고 중앙 조정의 무역 허가를 끌어낼 수 있다고 VOC 측을 설득했

다.273) 

고채를 공략 상 로 삼은 것은 영리한 접근법이었다. 고채의 목표는 표면

적으로는 더 많은 세수를 조정에 보내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치

부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목표에 부합하면 기존의 무역 질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전혀 거리낌이 없이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금 등은 고채를 이용

한다는 발상을 아마도 ‘마닐라 황금산 탐색 사건’, ‘마닐라의 중국인 학살’, 

‘해징-마닐라 무역 재개’로 이어지는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도

출했을 것이다. 고채는 ‘황금산 탐색’을 배후에서 주도하고 황제에게 건의하

272) Campbell, William, Formosa Under the Dutch: Described from Contemporary 
Redcords, with Explanatory Notes and a Bibliography of the Island,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Cornell University Library Digital Collection), 1903, 
pp.25-6; Wills, John E. Jr., 2010, p.67.

273) 東西洋考 卷6, 外紀考-紅毛番 , pp.127-8, “澄人李錦者, 久駐大泥, 與和蘭
相習. 而猾商潘秀 郭震亦在大泥, 與和蘭貿易往還. 忽一日, 與酋麻韋郎談中華
事. 錦曰, ‘若欲肥而橐, 無以易漳者. 漳故有彭湖嶼, 在海外可營而守也.’ 酋曰, 
‘倘守臣不允, 奈何?’ 錦曰, ‘宷璫在閩, 負金錢癖, 若第善事之, 璫特疏以聞, 無
不得請者. 守臣敢抗明詔哉?’ 酋曰. ‘善.’ 乃爲大泥國王移書閩當事, 一移中貴人, 
一備兵觀察, 一防海大夫. 錦所起草也. 俾潘秀郭震齎之以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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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허가를 받아 낸 인물이었지만 그 실패에 한 책임을 교묘히 피했기 때

문에 복건 광세사로서 위상을 그 로 유지했다. 그는 여전히 복건 지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고 황제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재가를 얻어낼 

수 있는 인물이었다.

VOC 측은 이금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브란트 반 바르베이크(Wybrand van 

Warwijck)를 사령관으로 하는 선단을 팽호에 주둔시키는 한편 반수 등을 통

해 고채에게 뇌물 공세를 퍼부어 통상의 길을 열고자 했다. 군사적 압력과 

뇌물을 동시에 사용한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뇌물을 받은 고채가 福

建總兵 朱文達에게 네덜란드와의 통상 문제를 상의하자, 고채의 영향력 아래

에 있었던 주문달은 안보상의 위협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고채의 편에 섰

다.274)

고채가 무역 허가의 가로 VOC에 요구했던 것은 추가적인 뇌물이었고, 

바르베이크는 이에 응할 의지가 충만했으므로 협상이 그 로 진행되었다면 

VOC는 浯嶼에 포르투갈의 마카오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독자적인 무역 거점

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었다.275) 하지만 고채의 시도는 현지 무역세력의 

적인 반격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해징-마닐라 무역의 근간을 흔들어 마닐라 

학살 사건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후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해징-마닐

라 무역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VOC와 반수 등의 이해관계가 고채와 주문달의 등 뒤에 도사리고 있었다

면, 해징-마닐라 무역의 기득권은 福建巡撫 徐學聚와 南路副總兵 施德政이 

수호하고 있었다. 만력 32년(1604) 시덕정은 福建巡撫 徐學聚의 허가를 얻은 

뒤, 휘하의 가장 유능한 장수인 沈有容을 파견하여 팽호에 주둔하고 있던 

274) 東西洋考 卷8, 稅璫考 , p.156, “三十二年, 澄商潘秀 郭震等, 攜渤泥國王
文, 以和闌夷求市爲請, 稱渠錦囊所載, 舊浯嶼元係彼國通商處所, 乞修故事. 夷
舟徑趨彭湖, 當事者嚴絶之. 紅夷則遣人厚賂寀, 大將軍朱文達者, 與寀厚善, 嘗
以其子爲寀乾子, 寀謀之文達曰, ‘市幸而成, 爲利不貲, 第諸司意, 有佐佑, 惟公
圖之.’ 文達喇喇向大吏言, ‘紅夷勇鷙, 絕倫戰器, 事事精利. 合閩舟師不足攖其
鋒, 不如許之.’” 

275) 東西洋考 卷8, 稅璫考 , p.156, “宷遣周之範往報夷, 因索方物. 夷酋麻韋郎
贈餉甚侈, 并遣通事夷目九人赴省候風, 未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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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 함 에게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50척의 정크선으로 구성된 沈有容 선

단이 VOC 함 에 얼마나 위협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심유용의 선단

이 가한 위협을 명조 측의 분명한 의사표명으로 간주한 바르베이크는 때마

침 불어온 겨울 계절풍을 타고 팽호에서 철수하는 쪽을 선택했다.276) 

고채는 이후에도 상소를 올려 VOC에 한 호시 허가를 황제에게 요청했

지만, 서학취 등이 반  상소를 올려 이를 저지했다.277) 고채는 시덕정이 독

단적으로 벌인 군사 행동이 자신을 저지했다고 생각했으나 이것은 그의 착

각이었다. 네덜란드에 한 호시 허가가 좌절되자 “해상의 사람들이 모두 북

쪽을 향해 만세를 불 다[海上人悉北向稱萬歲]”는 東西洋考 의 한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고채의 좌절은 해징의 기존 무역 질서를 지지하는 이들의 

일치단결이 만들어낸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278)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구분 기존 무역 질서 옹호파 기존 무역 질서 반 파
官 徐學聚 등 高寀
軍 施德政, 沈有容 朱文達
商 海澄商人(東洋貿易) 李錦, 潘秀, 郭震(西洋貿易) 
外國 마닐라(스페인) 파타니(VOC)

<표 3> 해징발 무역을 둘러싼 립 구도

276)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56, “參將施德政已奉憲檄, 遣沈有容諭夷無爲細
人所誤. 德政整兵料羅, 少候進止. 麻韋郎知當事無互市意, 乃乘風歸.” VOC 함
의 빠른 포기 결정에는 당시 네덜란드가 향료제도를 위시한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아직 스페인-포르투갈의 근거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당시에는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중국과의 교역에 집착하기에
는 향료제도 장악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VOC의 동아시
아 해역 진출은 1610년 반다(Banda)와 테르나테(Ternate)를 확보하여 향료제도
에서 스페인에 해 우위를 확보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Cheng Wei-chung, 
2013, p.27). 

277) 明神宗實錄 卷403, 萬曆三十二年十一月十一日丁亥條, “兵部覆福建廵撫徐學
聚等奏, 紅番闖入內洋, 宜設法驅回, 以清海徼. 勾引奸民潘秀張嶷等, 均應究處. 
上曰, 紅毛番, 無因忽來, 狡偽叵測, 著嚴行, 拒回呂宋也. 著嚴加曉諭毋聽奸徒
煽惑擾害商民, 潘秀等依律究處.”

278)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p.156-7, “寀竟上疏, 爲夷乞市. 上俞中丞及御史
言, 置璫疏不納. 海上人悉北向稱萬歲. 寀聞之頓足曰, ‘德政乃敗吾事.’ 蓋從此
思甘心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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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명 측 상황을 보면 官 軍 商의 모든 층위에서 기존의 해징-마닐라 

무역 질서를 옹호하는 세력과 이를 해체하려는 세력이 첨예하게 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해징의 기존 무역 질서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당연히 東洋

貿易에 종사하는 상인들이었다. 이들의 주 활동 무 는 마닐라였고 주 거래 

상은 그곳을 거점으로 한 스페인 당국이었다.279) 서학취로 표되는 복건 

당국의 입장에서 마닐라 무역은 해징의 상업적 번영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

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세수 창출로 이어졌다. 스페인은 명조의 해

상 안보에 위해를 가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林鳳 사태 때는 일시

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도 하였다.280) 심지어 최근 많은 인명 피해를 냈

던 마닐라 학살조차 순조롭게 매조지 되었다. 즉 이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

를 가지고 해징-마닐라를 중심으로 형성된 무역 질서를 옹호하는 쪽이었다. 

한편 潘秀 등 VOC의 리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체로 서양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복건 상인들이었다. 만력 17년(1589) 복건순무 주채의 건의로 지역

별 쿼터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마닐라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상인의 수는 일정 수로 제한되었다. 이 범주에 들지 못한 상인들은 무역과 

같이 불법적인 방식을 취하거나 혹은 그보다는 수익성이 낮은 다른 지역과

의 무역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반수 등이 활동했던 파타니는 주채가 세운 

규정에서 연간 1척의 선박만 허가된 지역으로 서양에서도 중요도가 낮은 지

역이었다. 그들이 정식 허가를 받고 나간 상인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간에 이들이 해징의 기존 무역 질서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것만은 분

명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해징-마닐라 중심의 무역 질서 해체는 그 자체로 

새로운 기회였다. 특히 이들은 VOC의 리인이 됨으로써 새롭게 형성될 무

역 구도의 중심부에 속하게 되기를 기 했을 것이다. 

279) 바타비아 평의회는 1622년 3월 26일 본국 이사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마닐라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중국과의 무역에 있으며 이를 단절하면 마닐라와 마
카오를 포함한 동인도지역 전체의 스페인 식민거점이 곤궁에 빠지게 된다고 설
명했다(程紹剛, 荷蘭人在福爾摩莎 , 聯經出版事業公司, 2000, pp.6-7). 

280) Wills, John E. Jr., 2010,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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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세사 고채는 원래부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징의 기존 무역 

질서를 거리낌 없이 유린하던 인물이었다. 다른 광세사들이 세수 창출과 사

익 추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의 경제 질서를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침탈한 것처럼 고채에게도 해징의 기존 무역 질서는 목표 달성

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 다만 VOC의 시도는 해징 무역의 핵심적 기득

권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를 수호하려는 군 관 민이 합세한 

반격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무역 창구 획득 사업은 부진했던 반면 

일본 무역의 여건은 점점 VOC에 유리하게 변해갔다.281) 이러한 변화의 근

저에는 기독교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 일본 최고 통치자들의 인식 전환이 

존재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 큐슈 정복 이후 나가사키에 한 예

수회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이곳을 직접 장악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1597년 6명의 외국인 선교사와 20명의 일본인 신자를 처형하는 등 지속적인 

반기독교 정책을 펼쳤다.282) 그 뒤를 이은 도쿠가와 막부 역시 결국 기독교

를 배척하는 히데요시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여 1614년 전국적인 기독교 금

지령을 내기에 이르 다.283) 이에 저항하여 시마바라(1614), 쿄토(1619), 나

281) 鶴田啓, 德川政權と東アジア國際社會 , 村井章介 岩井正敏 荒野泰典 編, 地
球史的世界の成立 , 吉川弘文館, 2013, pp.85-7. 

282) 1587년 히데요시의 선교사 추방령은 기독교 포교뿐 아니라 일본 내 선교사의 
존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포고령은 큐슈 지역에서 그동안 존재
했던 기독교적 영향력을 단기간에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동반
하고 있었다. 예수회 측은 약간의 여지라도 남기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선
교사 전원 추방에 한 히데요시의 의지는 확고했고, 협상단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히데요시의 추방령은 동시에 해당 조치가 포르투갈 선박을 
포함한 외국 선박 일체의 상업적 왕래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점은 히데요시가 포르투갈 사령관 몬테이로(Domingo Monteiro)에게 보
낸 통고문에 명확하게 서술되었고, 1591년 일본 순찰사 발리냐노(Alessandro 
Valignano)가 가져온 인도 부왕의 서한에 한 답변에도 기록되었다(루이스 프
로이스 지음, 박수철 편역,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인물인
가: 16세기 예수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 , 위더스북, 2017, pp.332-7; 
347-9; 404-6).

283) 집권 초기 이에야스의 정책은 전임자인 히데요시에 비해 관 한 면이 있었다. 
1602년 멕시코행 무역선 산타 에스피리투(Santa Espíritu)호가 악천후 때문에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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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키(1622), 에도(1623) 등지에서 수십 명 규모에 순교자가 발생하는 사건

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격렬한 저항은 기독교에 한 도쿠가와 막부의 위기

의식을 부채질했다. 寬永 6년(1629)부터 나가사키에서는 매년 정월 3일에서 

9일까지 전 주민을 상으로 ‘성상 밟기(踏繪)’를 실시하여 기독교도를 색출

했다.284)   

종교적 목표 달성이 중요했던 포르투갈-스페인의 경우와는 달리 VOC는 

순수하게 교역의 관점에서 일본과의 교섭에 임했고 이는 일본 시장 진출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285) 1600년 큐슈에 좌초했던 네덜란드 선박 데 리프

데(de Liefde)가 일본 측의 구원을 받은 것에 한 감사 표시로 나사우 공작

(Prince Maurice of Nassau)이 1609년에 파견한 네덜란드 사절단은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무역 허가와 관세 면제의 특혜를 받았다.286) VOC가 히라도에 

처음 상관을 설치한 1609년, 선발주자였던 포르투갈은 이른바 마드레 데 데

우스(Madre de Deus)호 사건으로 인해 나가사키 입항을 금지당했다. 이 조

치는 2년 후 철회되었고 포르투갈 세력이 일본 무역의 입지를 완전히 상

실한 것은 1638년의 일이지만, 기독교에 한 막부의 경계심이 높아질수록 

일본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287) 물론 VOC 역시 

막부와의 관계가 항상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1623년 영국 동인도회

사가 일본 상관을 10년 만에 철수하고 1635년 주인선 무역이 중단되는 등 

경쟁자가 하나씩 사라짐에 따라 일본 무역에서 VOC의 위상은 점점 더 높

라도에 정박했을 때 이에야스의 처분은 6년 전 히데요시가 산 펠리페(San 
Felipe)호에 했던 것과는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다만 이에야스 역시 스페인 제국
이 막부에 반기를 드는 기독교 다이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기독교를 탄압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Giraldez, Arturo, 
2015, pp.106, 108-9).

284) 原田博二, 長崎と廣州 , 荒野泰典 等編, 近世的世界の成熟 , 吉川弘文館, 
2010, pp.202-3.

285) 村井章介 岩井正敏 荒野泰典 編, 地球史的世界の成立 , 吉川弘文館, 2013, 
p.19. 

286) 古慧雯, 十七世紀荷日貿易中臺灣所扮演的角色 , 經濟論文叢刊 46-2, 2018, 
pp.211-2.

287) 村井章介 岩井正敏 荒野泰典 編, 2013, pp.26-8.



- 112 -

아졌다. 1640년 에 정씨세력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기 전까지 VOC

는 일본 무역에서 매우 탄탄한 기반을 유지했다.288) 

은-생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당시 동아시아 해역의 무역구조를 고려할 때 

일본 쪽 창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VOC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생사로 

표되는 중국 상품을 확보할 창구였다. 당시 중국 상품이 외부로 나오는 창

구는 두 곳이었다. 하나는 광동의 광주였고 다른 하나는 복건의 해징이었다. 

광동의 무역이 마카오와 완전히 유착되어 있었던 반면 복건 지역은 해징을 

창구로 하여 아시아 해역 전역으로 연결된 무역망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징에서 출발한 중국 선박에게 가장 매력적인 행선지

는 아메리카 륙의 은 공급망과 직접 연결된 마닐라였다.289) 

이러한 상황에서 VOC가 스페인 제국의 역내 기득권을 뚫고 중국 상품을 

안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 방법은 마카오

나 마닐라를 점령해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다. 이는 성공한다면 가장 큰 효과

를 기 할 수 있는 수단이었지만 큰 군사적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지이

기도 했다. 동아시아 해역에서 스페인-포르투갈 제국은 여전히 상당히 강력

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을 시도했다가 큰 전력 손실

을 당하게 되면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우세가 무

너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명 조정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 연해에 마카오와 유사한 

형태의 무역 근거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스페인-포르투갈 제국과

의 직접적 군사 충돌 없이 역내 무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첫 번째 방법 이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미약했다. 1604년 시도가 명 조정으

로부터 거부당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외교적 접촉을 

다시 해볼 수는 있겠으나 고채라는 내부의 우군을 가지고도 실패했던 방식

인 만큼 특별한 계기가 없이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었다.290)

288) 古慧雯, 2018, p.213.
289) Flynn, Dennis O. & Giraldez, Arturo, 1996, p.54.
290) 1628년 3  만 총독 피터르 나위츠(Pieter Nuyts)는 1607년 코르넬리스 마텔

리프(Cornelis Matelief)라는 인물이 이끄는 함 가 다시 한번 중국 무역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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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방식으로는 무역 구도의 일각을 차지할 수 있더라도 스페인 제국

의 역내 기득권을 극복할 전망은 어두웠다. VOC의 동아시아 해역 진출은 

무역 이익 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스페인 제국과의 결 구도가 전제

되어 있었다. 마닐라와 마카오가 서로 경쟁적 공존을 했던 것과 달리 네덜란

드가 새로운 무역 근거지를 갖게 된다면 이들 간의 경쟁 구도는 매우 배타

적일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방법은 중국 상인들이 마카오나 마닐라가 아니라 VOC가 지배하

고 있는 무역항, 가장 주요하게는 바타비아에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쓰기에 적합한 상 는 마카오보다는 마닐라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징에서 출발한 상선만이 목적지를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무역항으로서 마닐라가 가진 우위를 VOC가 극복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동안 바타비아를 위시한 VOC의 동남아시아 거점 역시 

해징에서 출발한 중국 상선이 선택할 수 있는 목적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

닐라만큼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것은 단순한 무역 경쟁으로는 이 구도를 

타파할 수 없는 현실을 그 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VOC는 중국 상선이 마

닐라로 가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1609년 네덜란드의 저명한 법률가 휴고 그로티위스(Hugo Grotius)는 자유

의 바다(Mare Liberum) 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출판하여 어떤 국가도 바다에 

한 독점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러므로 모든 국가의 어디든지 항해

하여 자유롭게 무역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의 목적은 토르데시

야스 조약(1494)을 통해 전 지구의 바다에 한 권리를 양분해버린 포르투갈

-스페인의 기득권을 논박하는 데 있었다. 이 책의 논지에 따르면 VOC의 동

아시아 진출은 스페인-포르투갈 제국에 한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도한 것으로 기록했다 이 시도에 관한 중국 측 기록은 全無하며, 나위츠가 묘
사하는 마텔리프 함 의 활동은 1622년 코르넬리스 레이예르센(Cornelis 
Reijersen) 함 의 활동과 세부적 사항이 거의 일치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나
위츠가 당사자로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에 해 정리하는 글이었고 
같은 기록에서 코르넬리스 레이예르센은 姓인 레이예르센으로만 지칭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그가 과거의 사실을 착각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Campbell, William, 1903, p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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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빼앗아간 ‘각국의 선박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무역의 권리를 회복’

하는 행위였다.291) 이 주장은 향료제도에서 벌인 VOC의 과거 행적에 한 

변호인 동시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벌일 미래의 행보에 이론적 토 를 제공

하는 것이었다. 

1616년 스페인 제국은 VOC에게 빼앗긴 향료 무역의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함 를 몰루카 제도에 파견했다. 마닐

라 총독 후안 데 실바(Juan de Silva)를 총사령관으로 한 이 원정에는 1700

톤에 달하는 초 형 전함 산 마르코(San Marco)가 기함이 되었으며, 10척의 

갤리온과 4척의 갤리선 그 외에 여러 척의 작은 포선이 동원되었다. 포선에 

탑재된 포만 도합 300문이었으며 총병력은 500명의 일본 용병을 포함해 

5,000명에 달했다. 마카오 쪽에서도 이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갤리온 4척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포르투갈-스페인 측이 동아시아 전력을 총동원한 이 원

정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마카오의 선단은 본 에 합류하기도 전에 네덜

란드 함 에 각개격파 당했고, 본 는 사령관 데 실바의 급작스러운 병사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1616년 6월 1일 마닐라로 귀환했다.292)

막 한 전력 손실로 인해 지역 내 스페인 제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위축되

었고, 반면 VOC는 공세를 펼칠 기회를 얻었다. 1616년 이후 VOC가 채용한 

전략은 체로 세 번째 방법에 해당했다. 이를 위해 VOC는 군사적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동원했다. 1609년에서 1621년까지 유럽에서 네덜란드와 스

페인 양국은 휴전협정을 맺어 일시적인 평화기를 맞이했지만, 동아시아 해역

의 상황은 유럽 본토와 전혀 다르게 돌아갔다. 

VOC 함 는 1618년에서 16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스페인의 역내 핵심 

거점인 마닐라를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했다. 1621년에는 영국 함 와 연합

하여 이듬해 5월까지 마닐라를 장기간 봉쇄하는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293) 

VOC 함 의 목적은 마닐라 자체를 점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291) 티모시 브룩 지음, 조영헌 손고은 옮김, 셀던의 중국지도-잃어버린 항해도, 향
료 무역 그리고 남중국해 , 너머북스, 2018, pp.82-4. 

292) Giraldez, Arturo, 2015, pp.94-5.
293) Giraldez, Arturo, 2015, p.95. 



- 115 -

향하는 선박을 저지하는 데 있었다.294) VOC는 마닐라로 향하는 중국 선박

이 해당 항로의 높은 위험성을 인식하게 만들어 목적지를 VOC의 영향력 아

래에 있는 다른 항구로 바꾸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VOC 측의 행보는 중

국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마닐라의 약점을 공략한 포석인 동시에 그 위

치를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295)

1621년 7월 9일 바타비아 평의회는 지난 몇 년간 지속해왔던 봉쇄 전략이 

중국 무역을 개척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본국 이사회에 보

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 번째 전략이 마닐라에 상당한 타격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중국 상인들을 바타비아 등지로 유인하지는 못

했다는 것이었다.296) 같은 해 11월에 올린 보고에서는 한층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바타비아 평의회는 VOC가 중국 연해에 ‘합법적이고 이익이 되는 

무역 공간’이라는 안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중국 상인들은 아무리 큰 위

험이 따르더라도 결코 마닐라 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본국 이

사회에 보고했다. 해당 보고는 중국 상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였으며 기존 전

략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한 바타비아 평의회가 마카오 

공략을 위시한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본국 이사

회에 요청하기 위해 보낸 것이었다.297)

1622년 1월 21일 본국 이사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바타비아 평의회는 

마카오가 최근 여러 문의 포를 증강하고 새롭게 방어시설을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1,500명 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

한 방어 수준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이 마카오의 방어가 견고해지

294) 이 때문에 VOC는 휴전 기간(1609-1621) 동안 스페인의 아시아 거점만이 아니
라 태평양 연안의 스페인 아메리카 식민지도 공격했다. 네덜란드 함 는 1615
년 페루 연안 지역을 공격한 뒤 멕시코 서안의 아카풀코를 위협함으로써 스페
인의 태평양 갤리온 무역에 한 교란을 시도했다(Giraldez, Arturo, 2015, p.92).

295) Ruurdje Laarhoven, Elizabeth P. Wittermans, “From Blockde to Trade: Early 
Dutch Relations with Manila, 1600-1750”, Philippine Studies vol.33, 1985, 
pp.488-9.

296) 程紹剛, 2000, p.2. 
297) 程紹剛, 200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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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견제하고 있는 것 역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298) 

실제로 마카오로 출발한 VOC 원정 는 바타비아 평의회가 본국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보고했던 충분한 수의 병력을 보유한 채 출발했다. 그런데도 함

가 출항하기 직전 3월 26일에 올린 보고서에서 마카오 점령과 중국 연해 

지역에서 다른 근거지를 물색하는 일은 최소한 동등한 무게로, 서술 분량으

로 따지면 후자가 더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마카오 점령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VOC 함 는 곧장 복건 연해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계획되었다. 또 당시 영국 선단과 함께 마닐라 인근의 

항행을 통제하러 간 빌렘 얀츠(Willem Jansz)의 함 에 명을 보내 기회를 

보아 영국 선단을 따돌리고 이 계획에 합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만 항구 

입지에 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주둔할 것인

지에 해서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과거에 주둔한 

경험이 있는 팽호였다. 하지만 최근 스페인 선박을 나포하여 획득한 첩보에 

근거하여 스페인이 네덜란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요새 입지로 설정했다고 

알려진 大員(Lamang) 역시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다. 구체적인 입지는 항구 

입지에 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평의회는 설령 마카

오를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계획을 통해 충분히 스페인-포르투갈 제국

의 중국 무역을 저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299) 

VOC-영국 연합함 는 총 15척에 달하는 선박을 동원하여 마카오를 공격

하기 위해 출격하여 1622년 6월 21일 마카오에 도착했다. 마카오 측은 VOC

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예측하였으나 광동 당국의 통제 때문에 충분한 방어 

298) 程紹剛, 2000, p.4.
299) 程紹剛, 2000, pp.6-9. 만 학자 陳宗仁의 연구에 따르면 VOC 함 의 출병이 

1622년으로 결정된 것은 포르투갈-스페인 측이 복건 연해의 大員(Lamang)을 점
령하여 VOC를 견제할 것이라는 첩보를 획득했기 때문이었다. 즉 1622년 VOC 
측의 시도는 마카오 점령 시도와 실패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포르투갈-스페
인과 중국 간의 무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VOC가 신한다는 큰 전략 
아래에 수행된 포괄적인 행보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陳宗仁, 一六二二年
前後荷蘭東印度公司有關東亞貿易策略的轉變-兼論荷蘭文獻中的Lamang傳聞 , 
臺灣歷史學報 35期, 2005, pp.288-94).  



- 117 -

준비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약 600명 정도에 불과했던 마카오 수비 는 

네덜란드 영국 연합함 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고 결국 이들을 패퇴시

켰다.300) 

비록 1차 목표인 마카오 점령에는 실패했으나 VOC 함 는 사전 계획한 

로 바타비아로 귀환하지 않고 2차 목표를 향해 복건 연해로 이동했다. 

VOC 함 는 팽호를 점거하여 임시 주둔지로 삼은 뒤 항구적 요새 건설을 

위한 입지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치 한 현지조사 결과 원보다는 팽호의 

입지가 우월하다는 점이 최종 판명되었다. 항구로서의 조건, 복건 연해로부

터의 거리, 다른 한쪽이 스페인 측의 근거지가 되었을 경우의 전략적 이해 

모든 점에서 팽호는 원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변수가 발생하

지 않았다면 팽호가 VOC의 거점으로 선정되었을 것이다.301) 조사가 끝난 

직후 레이예르센은 바타비아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요새 건설에 착

수했다. 이 계획의 유일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VOC 측이 팽호 점령에 한 

명조 특히 복건 당국의 입장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2. ‘紅毛’의 澎湖 점령과 福建 당국의 강경 대응  

VOC의 팽호 점령은 마카오 공격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는 역내 

패권을 두고 벌어질 스페인-포르투갈 제국과의 결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 

VOC 측은 해징과 마닐라 중간 지점인 팽호 혹은 만에 거점을 확보함으로

써 이 지역에 한 스페인 측의 진출 시도를 원천봉쇄하고, 마닐라로 들어가

는 중국 선박을 저지하는 동시에 이들을 새로운 VOC의 교역 거점으로 유인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 했다. 그러나 VOC 측이 간과한 한 가지 사실

이 VOC 원정 를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VOC 측은 명조가 그

들의 팽호 점령에 강경하게 응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막강

300) Garret, Richard J., The Defence of Macau: forts, ships and weapons over 450 
years, Hongkong University Press, 2010, pp.11-3. 

301) 陳宗仁, 2005,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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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력을 동원했다는 자신감과 지난 1604년 바르베이크 선단이 확인한 명

군의 역량이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302) 

302) 로버트 파르세시우스(Robert Parthesius)는 VOC가 설립 이후부터 1660년 까지 
운용했던 선박 1,058척을 전수조사하여 이 선박들의 이름, 종류, 규모, 진수 및 
퇴역 시기, 용도 및 활동 영역 등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는 17세기 초중반 VOC가 활용한 선박을 총 11종류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당시 
선박의 크기는 오늘날 사용하는 배수량(displacement)이 아니라 적재량(carrying 
capacity)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크게 보면 형, 중형, 소형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형은 170라스트(1라스트 2톤) 이상, 중형은 70~170라스트, 소형은 
70라스트 이하이다. 선박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귀환선(retourschip) 계열, 
전함(men-of-war) 계열, 쉽(ship) 계열, 야트(yacht) 계열, 플루트(flute) 계
열 정크선 등 현지 선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은 모두 170라스트 
이상의 형선이고 는 중 소형이 모두 존재한다. 용도를 기준으로 다시 
나누면 은 전투와 규모 화물 수송이 모두 가능한 다용도 선박이고, 
는 전투에 특화된 선박이며, 는 화물 운송에 특화된 선박이다. 1620-30년 는 
VOC의 주력 선박이 에서 로 전환되는 시기였고, 의 사용은 1630-40
년 부터 본격화되었다. 즉 본고에서 다루는 시기 VOC의 함 는 주로 
세 종류의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해상 군사작전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선
박은 였다. 아래 <표4>는 파르세우스 연구의 통계를 이상의 기준에 맞춰 
재정리한 것이다(Parthesius, Robert, 2010, pp.65-93). 

~ 1610년 1610-20년 1620-30년 1630-40년 1640-50년 1650-60년
귀환선 0 7 12 30 35 36
전함 3 11 15 8 4 1
쉽 60 28 8 6 5 2
-1야트( 중형) 31 28 35 47 12 35
-2야트(소형) 18 27 71 60 35 38
플루트 0 1 8 32 53 60
기타 16 29 64 94 63 97

합계 128 131 213 201 160 224

<표 4> 시기 종류별 VOC의 선박 운용

만학자 林韋盛은 파르세우스의 연구를 활용하여 1634년에서 1661년까지 大員
과 澎湖에 입항한 VOC의 선박을 歸國海船 快艇 平底船 기타의 4종
류로 분류했다. 그의 분류법에 따르면 는 귀국선(retourship) 계열에 해당하
는 선박으로 전장 45m, 폭 10m 최  600라스트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200~300명의 선원에 추가로 30~4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형 선박으로 설
명했다. 는 전함(men-of-war)와 야트(yacht)를 포괄하는 범주로 화물 적재
공간이 적은 신 무장 수준이 높아 주력 전함으로 활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은 플루트(flute) 계열을 포괄하는 범주로 다른 선박보다 동체가 길어서 적

재량이 많고 적은 인원으로 운항이 가능한 신 무장 수준이 낮아 주로 아시아 
역내의 물자 수송을 주로 담당했다. 그가 제시한 표에 따르면 1634년부터 1661
년까지 VOC가 만과 팽호 지역에 투입한 전력은 9~18척(평균 11.8척)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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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년 7월 10일(천계 2년 유월 3일) VOC 함 가 팽호에 진출했을 때 그

곳에는 정크선 20척 규모의 명군 수비 가 주둔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현격한 전력 차를 확인하고 교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퇴각해버린 덕분에 

레이예르센(Cornelis Reijersen)이 이끄는 VOC 함 는 조금의 전력 손실도 

없이 순조롭게 목표했던 팽호의 馬公港에 정박한 뒤 예정 로 팽호와 원

의 요새 입지 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분견 를 원에 파견했다.303) 

퇴각한 팽호 수비 가 VOC의 출현을 보고하자 복건 당국은 상당히 강경

하게 응했다. VOC가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해역에서 떨쳐 온 악명은 분

명 복건 당국의 입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였다. 1610년  후반 

VOC가 감행했던 마닐라 봉쇄 작전은 자연스럽게 마닐라로 향했던 수많은 

중국 선박에 한 공격과 나포로 이어졌다. 마닐라의 스페인 당국은 상선들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지역 내의 함 를 소집하여 VOC 함 에 반격을 

가하는 등 나름의 책을 세웠으나 VOC 함 의 봉쇄 약탈 활동을 원천 차

단할 길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는 계속 누적되었다.304) 

東西洋考 가 담고 있는 정보의 구체성과 만력 45년(1617)이라는 편찬 시

기의 인접성을 고려할 때 張燮이 자신의 책에서 紅毛 즉 VOC를 다룬 방식

은 당시 복건 연해 지역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는지를 매우 잘 

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東西洋考 에서 VOC는 일

본 왜구에 버금가는 악명을 구가하는 해상의 무법자로 다뤄졌다. 

東西洋考 는 12권 중 6권(西洋 4권, 東洋 1권, 外紀 1권)을 해로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 한 각종 정보를 수록하는 데 할당하고 있다. 제목에서 확연

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東西洋考 의 주된 서술 상은 東洋과 西洋 두 곳

의 해상 세계였다. 東洋과 西洋은 동아시아 해상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범주

인 동시에 중국 선박이 조정의 허가를 받고 당당하게 무역에 종사할 수 있

중 략 절반(평균 5.5척)은 平底船이었으며, 전투선으로 분류되는 歸國海
船과 快船의 평균은 연평균 5.35척 수준이었다(林偉盛, 荷蘭東印度公司在大
員的船舶與貨物轉運 , 國史館館刊 45, 2015, pp.13-6).

303) Campbell, William, 1903, p.27.
304) Cheng Wei-Chung, 2013,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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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식적인 무역의 공간이기도 했다.

東西洋考 의 서술 기준은 저자가 쓴 범례에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그는 

外夷에 해 다룬 서적들이 최신 정보보다는 먼 과거의 일을 기술하는 데 

치중하는 것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각국의 상황을 正史類 

史書의 傳과 志를 결합한 형태로 서술하였다. 傳에는 해당 지역에 한 포괄

적 서술을 담았다. 전통적 조공국에 해서는 그 역사적 연원도 다뤘으나 서

술의 중심은 명백하게 해당 지역과 중국의 최근 교류 상황이었다. 志 부분은 

形勝名蹟 物産 交易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는 항해 시 해당 지역 

식별을 위한 지리정보에 해당하며 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을 

는 해당 지역의 교역 관행과 현재 교역 상황 등을 다루었다. 요컨  東西

洋考 는 東 西洋 각 지역을 현재 해징의 무역상 자로서 다룬 책이다. 張燮

이 朝鮮과 琉球 등 명조에게 정치적인 중요도가 매우 높으면서도 여전히 조

공무역만 하는 국가들을 서술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雖我天朝屬

國, 然賈人所未嘗往, 亦不掇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305) 

1~5권에서 東 西洋에 위치한 교역 가능 지역을 다루었다면 外紀 는 그 

반 의 영역에 자리 잡은 존재를 다루었다. 外紀 가 서술하고 있는 상은 

日本과 紅夷(紅毛: VOC) 둘 뿐이었다. 張燮은 범례에서 이 둘을 外紀 에 

편성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들은 무역선을 가로막는 존재[其梗賈舶

者也]”이기 때문이었다.306) 따라서 日本과 紅毛는 지리적 공간으로서 의미보

다는 중국 연해 지역에 등장하는 “해상의 적  세력” 즉 안보상 유해 요소

로서 주목받은 존재였다. 요컨  1617년 당시 복건 연해 지역의 시각에서 

VOC는 왜구에 비견될만한 심각한 해상 안보상 불안 요소이자 기존 무역 질

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다른 

305) 東西洋考 凡例 , pp.19-20, “諸國前代之事, 史籍倍詳, 而明興以來爲略. 卽
國初之事, 掌故粗備, 而嘉隆以後爲尤略. 每見近代作者敍次外夷, 於近事無可縷
指, 輒用此後朝貢不絶一語唐塞. 譬之爲人作家傳, 敍先代門閥甚都, 至後來結束
殊蕭索, 豈非缺陷, 余每恨之. (中略) 一, 列國各立一傳, 如史體. 其後附載山川
方物, 如一通志體. 以其爲舶政而設, 故交易終焉. 一, 集中所載, 皆賈舶所之. 
若琉球 朝鮮, 雖我天朝屬國, 然賈人所未嘗往, 亦不掇入.”

306) 東西洋考 凡例 , p.20, “或曰, 日本 紅夷, 何以特書. 書其梗賈舶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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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VOC의 최근 행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307) 

VOC에 한 강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천계 3

년(1623) 정월 17일 明實錄 기사에 등장하는 兵部尙書 董漢儒 등의 발언

이다. 그는 이 기사에서 마카오의 포르투갈 세력과 VOC를 직접 비교하였다. 

그는 포르투갈인[澳夷]은 오랑캐의 습성 가지고 있으므로 복속한 지 오래되

었으나 여전히 그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며 새롭게 등장한 VOC[紅毛番]는 

포르투갈인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 위험천만한 존재라고 평가했다.308)

그러나 무엇보다 복건 당국을 강하게 자극한 지점은 VOC 함 가 점령한 

지역이 하필이면 澎湖라는 데 있었다. 원래는 방치된 외양의 여러 섬 중 하

나에 불과했던 팽호에 한 관심은 16세기 말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

다. 건국 초기 명 조정이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을 모두 내지로 옮기고 방치

한 이래 팽호는 일본-류큐-필리핀으로 이어지는 해로망과 연결되는 거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연해 지역에서 활동하던 해적과 수업자는 이곳을 자

신들의 근거지로 활용하곤 했다.309)

해적과 무역업자가 팽호를 근거지 삼아 활동하기 시작하자 명조에서도 

이 섬을 통제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치는 가정 42년

(1563) 유 유에 의해 취해졌다. 당시 유 유는 복건 연해에서 활동하던 해

적 임도건을 추격하다가 팽호에 도착했다. 관군의 추격이 계속되자 임도건은 

팽호에 머물지 않고 만 남부로 도망갔고, 마냥 이를 쫓아갈 수 없었던 유

307) 紅毛에 한 마지막 서사가 만력 45년(1617) 이들이 마닐라 근해에서 중국 상
인을 공격하고 크게 약탈하여 중국 선주들이 크게 고통받았다는 내용인 점은 
이와 같은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목이다( 東西洋考 卷6, 外紀 , 
p.130, “萬曆四十五年, 在呂宋港口迎擊華商, 大肆劫掠, 舶主苦之). 

308) 明喜宗實錄 卷30, 天啟三年正月十七日戊申條.
309) 閩書 , 卷146, 島夷 , “東番夷人, 不知其所自始, 居澎湖外洋海島中, 起魍

港、加老灣, 歷大員、堯港、打狗嶼、小淡水、雙溪口、加哩林、沙巴里、大幫
坑, 皆其所居也. (中略) 嘉靖末, 始通中國, 今則日盛. 漳、泉之民, 充龍、烈嶼
諸澳, 譯其語與貿易. 連江陳第曰, ‘東番從烈嶼諸澳, 乘北風航海, 一晝夜至澎
海, 又一晝夜至加老灣.’ 萬曆壬寅, 倭復據其地. 按此時向無臺灣之名, 故略存大
意如此.”; 漳州府志選錄 , p.4, “澎湖遊, 在漳、泉遠洋之外, 南路所轄. 環島三
十有六, 爲澳七. 近琉球、呂宋諸番, 東倭往來, 必停泊取水. 明初, 因徙其民而
墟其地. 嘉、隆間, 海寇曾一本、林鳳巢穴於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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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팽호에 주둔부 를 편성하는 것으로 임도건에 한 방비를 신했다. 

물론 이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곧 철회되었지만, 명군이 팽호의 전략

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곳에 군 를 주둔시킨 첫 사례였다.310)

만력 초기 복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중국계 해적 임봉은 형세가 불

리해지자 명군의 추격을 피해 결국 필리핀까지 건너갔다. 그는 필리핀으로 

건너가는 결정을 하기 전에 팽호를 피난처로 선택했고, 팽호와 만을 오가

며 장장 6개월간 명군과 추격전을 벌인 후에야 비로소 필리핀행을 결정했

다.311) 명군의 추격이 장기간에 걸쳐 끈질기게 지속되지 않았다면 임봉 집단

은 만 일 에서 세력을 수습한 후 팽호를 거점으로 삼아 중국 연해 지역

으로 재진출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답습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후 팽호의 전략적 중요성은 임진왜란 시기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만력 23년(1595)부터 6년간 福建巡撫로 재임했던 金學曾은 임진왜란이 한창

이던 만력 25년(1597) 왜구의 침입을 비하기 위한 4가지 조치를 중앙 조

정에 제안하여 윤허를 받았다. 金學曾은 왜구가 팽호를 점거하면 뱃길로 하

루 걸리는 거리에 있는 천주가 직접 공격받게 되는 상황을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조치 중 하나로 南路遊擊이 

매년 정해진 기간 팽호에 주둔하는 안을 제시했다.312) 1604년 南路副總兵 

施德政이 휘하 장수 심유용에게 50척에 달하는 함 를 주어 팽호에서 VOC 

함 를 물러나게 한 사건 역시 金學曾의 조치로 최근 복건 수군이 전력의 

310) 王必昌, 重修臺灣縣志 , 沿革 , p.4, “嘉靖四十二年, 都督俞大猷留偏師駐防
澎湖, 尋罷. 仍設巡檢司, 後裁. 初, 海寇林道乾導倭遁入臺, 大猷以港道紆迴, 
不敢進偪, 留偏師守澎, 嚴哨鹿耳門外. 及道乾遁去, 澎之偏師亦罷.”

311) 湯開建, 2012-6, pp.45-53.
312) 明神宗實錄 卷312, 萬曆二十五年七月十六日乙巳條. “福建巡按金學曾條上防

海四事. 一, 守要害. 謂, (中略) 惟彭湖去泉州程僅一日, 綿亙延袤, 恐爲倭據, 
議以南路遊擊汛期往守.” 청  복건 문인 謝金鑾은 만력 25년(1597) 金學曾의 
판단은 그 개인의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그가 부임하기 직전인 만력 20년(1592) 
발생한 왜구에 의한 만 북부 지역(雞籠, 淡水) 침입에서 기인한 것으로 서술
했다( 淸經世文編 卷84-兵政15. 論蛤子難形勢-謝金鑾 , “明初, 漳、潮間有深
澳(即今南澳), 泉屬有澎湖, 爾時皆遷其民而墟之. (중략) 澎湖亦爲林道乾、曾一
本、林鳳之巢穴. 萬歷二十年, 倭有侵雞籠、淡水之耗. 當時以澎湖密邇, 不宜坐
失, 乃立遊擊以戍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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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증강을 이루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었다.313) 

만력 43년(1615)부터 만력 45년(1617)까지 복건순무로 재임한 黃承玄은 팽

호의 전략적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인물이었다. 그는 만력 44년(1616) 

팔월 25일에 황제에게 올린 條議海防事宜疏 라는 제목의 해방 개혁안에서 

팽호를 복건 해방의 핵심적 요소로 지목했다. 그가 이 상주를 올리게 된 계

기는 같은 해 사월 나가사키 代官 무라야마 도안(村山等安)이 13척의 정크선

을 이끌고 와서 몇 개월 동안 복건 연해 지역에서 일으킨 소요 때문이었다. 

무라야마 도안 함 는 처음에는 만에 거점을 마련하려고 상륙했다가 현지 

원주민의 습격을 받고 물러났다. 그 과정에서 복건 당국이 정찰을 위해 보낸 

把總 董伯起를 사로잡았고 그의 송환을 계기로 삼아 복건 당국과 무역 협상

을 시도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물러났다.314)

이후 도안 선단은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물러갔으나 황승현은 

이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복건 연해 지역의 방어체계가 유사시 전혀 기능하

지 못한다는 점에 충격을 받아 해방 개혁을 추진했다. 황승현은 일본 세력이 

팽호를 점령하면 곧바로 천주와 장주를 노릴 수 있게 되며 이는 비단 복건 

전역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兩浙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했

다.315) 

황승현의 해당 개혁안에서 팽호에 한 적인 전력 보강을 주장했다. 

그는 팽호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복건의 바다에 외떨어진 섬[絶島]은 수십 곳이지만 팽호가 가장 큽니다. 

313) 明經世文編(六冊) , 卷479, 黃中丞奏疏-疏-條議海防事宜疏(海防事宜) , p.5270, 
“查得, 此中原有北標 左翼二遊, 至二十五年, 前撫臣金學曾復題設應援一枝, 爲
船四十 爲兵三千. 此閩中往例也.” 

314) 明神宗實錄 卷560, 萬曆四十五年八月朔日癸巳條; 東西洋考 卷6, 外紀 , 
p.118; 明經世文編選錄 , 附錄-題報倭船疏 , pp.251-60; Andrade, Tonio, 
2009, p.48.

315) 明神宗實錄 卷546, 萬曆四十四年六月十六日乙卯條. “乙卯, 琉球國中山王尚
寧遣通事蔡廛來言, 邇聞, 倭寇各島造戰船五百餘隻, 欲協取雞籠山, 恐其流突中
國, 爲害閩海, 故特移咨奏報. (中略) 薄彭湖以瞰漳、泉, 則閩之內地危. 非惟八
閩患之, 恐兩浙未得安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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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방어하는 섬은 십여 곳이지만 팽호가 가장 멀고 험합니다. 그곳은 

안으로는 漳州･泉州와 직통하고 바깥으로는 東番( 만 북부)과 이웃하며, 

36개의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안에는 천 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입구는 두 척의 배가 늘어설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점거하면 왜구를 제어할 수 있고 왜구가 이곳을 점거하면 또한 우리를 제

어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병법에서 일컫는 ‘必爭之地’입니다.316)(밑줄은 인

용자) 

팽호의 중요성에 한 황승현의 견해는 ‘必爭之地’ 네 글자에 고스란히 녹

아 있다. 그가 보기에 팽호는 아군이 차지하면 적의 공세를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지점이지만 적이 차지하면 아군이 속수무책으로 적에게 끌려다

니게 만드는 복건 해방의 최고 요충지였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도안 사태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다. 

지난해 平酋가 문제를 일으켜 雞籠과 淡水을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전의) 當事者가 건의하여 이곳을 지키기 시작하였을 때는 두 개의 遊가 鎭

守하여 40척의 선박과 1600여 명의 병력을 주둔시켰으나 현재는 그 태반

이 감축되었습니다. 한 갈래 소부 [偏師]만이 궁벽하고 황량한 먼 곳을 지

키게 되면 평소에는 안팎이 서로 먼 거리로 단절되어 연락되지 않고, 적과 

마주쳤을 때는 수적 열세로 막지 못하여도 원군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그곳을 지키는 자는 종종 이 임무를 두려워하여 선･후발 부 가 교

할 때 바람과 조수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몰래 다른 항구에 정

박하니 수비 병력이 명목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雞籠은 

東番에 속한 땅으로 왜구가 이미 침략의 뜻을 품은 이상 이 팽호라는 섬이

야말로 바로 그들이 침을 흘리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의 빈틈을 노려 이곳

을 점거했다면 그들이 나설 때는 길을 나누어 안쪽을 공격하고 물러서서는 

소굴에 모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니 복건 전체가 어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317)(밑줄은 인용자) 

316) 明經世文編(六冊) , 卷479, 黃中丞奏疏-疏-條議海防事宜疏(海防事宜) , p.5271, 
“閩海中, 絕島以數十計, 而彭湖最大. 設防諸島以十餘計, 而彭湖最險遠. 其地內
直漳、泉, 外鄰東番, 環山而列者三十六島, 其中可容千艘, 其口不得方舟. 我據
之, 可以制倭, 倭據之, 亦得以制我. 此兵法所謂必爭之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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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1622년 VOC 함 의 전격적인 팽호 점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 한 안보상 위협이었다. VOC 측은 순수하게 항구로서의 

입지뿐만 아니라 중국 무역의 접근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大員이 아니라 

澎湖를 최종 입지로 낙점했지만,318) 역설적으로 명조는 팽호를 무단 점령했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VOC를 협상의 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 VOC가 

팽호를 지배하면 명조는 그 동쪽에 있는 만 일  해역에 한 통제권을 

상실할 뿐 아니라 복건 연해 지역 더 나아가 4성 연해 전체가 그들의 사정

권에 놓이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자는 

절 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위협이었다. 

1622년 8월 1일(천계 2년 유월 25일) 사령관 코넬리우스 레이예르센은 20

여 일간의 조사 끝에 팽호를 최종 입지로 결정했다. 관련 보고를 바타비아로 

보낸 이튿날인 8월 2일부터 요새 건설에 착수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

에 봉착하여 예상 공기인 1개월을 훨씬 초과한 같은 해 11월 20일(천계 2년 

시월 18일)에야 각각 6문의 포를 갖춘 3개의 보와 2개의 참호를 갖춘 사

방 50여 미터 규모의 성채 완성을 바타비아에 보고했다.319) 

라이하르센은 팽호에서 요새 축조 작업을 개시하는 한편 복건 당국과의 

무역 교섭에 돌입했다. 8월 7일(천계 2년 칠월 초하루) 사령관의 명령을 받

은 한스 반 멜데르트(Hans Van Meldert)가 3척의 소형선박을 이끌고 바다를 

317) 明經世文編(六冊) , 卷479, 黃中丞奏疏-疏-條議海防事宜疏(海防事宜) , p.5271, 
“往年, 平酋作難, 有謀犯雞籠 淡水之耗. 當事者, 始建議戍之, 鎮以二遊, 列以
四十艘, 屯以千六百餘兵, 而今裁其大半矣. 一旅偏師, 窮荒遠戍. 居常, 則內外
遼絕, 聲息不得相通, 遇敵, 則衆寡莫支, 應援不得相及. 以故守其地者, 往往畏
途視之, 後汛而往, 先汛而歸, 至有以風潮不順爲辭, 而偷泊別澳者, 則有守之名, 
無守之實矣. 雞籠地屬東番, 倭既狡焉思逞, 則此彭湖一島, 正其所垂涎者. 萬一
乘我之隙, 據而有之, 彼進可分道內訌, 退可結巢假息, 全閩其得安枕乎.”

318)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バタヴいア城日誌1 , 平凡社, 1970, pp.10-5.
319)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p.16. VOC 측은 요새를 지을 자재가 부족

했기 때문에 진흙 등을 이용하여 토성을 쌓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재 조달의 
어려움과 강풍 등으로 인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일부 자재는 일본의 히라도
에서 공급했으며, 파손 정도가 심한 선박 1척을 해체하여 목재와 철재를 보충하
기도 했다. 성채는 다시 한번 증보되어 1623년 9월 26의 보고에 따르면 4개의 
보와 29문의 포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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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가서 浯彭遊 守備 王夢熊에게 통상 요청 서신을 전달했다.320) 9월 29일

(천계 2년 팔월 25일) 팽호에 전달된 福建巡撫 商周祚의 답신에는 VOC 함

는 즉각 팽호에서 퇴거할 것, 싣고 온 상품은 중국과 직접 교역이 아니라 

만 북부의 淡水에서 처분할 것 등의 요구와 이에 필요한 안내인을 빌려주

겠다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321) 

레이예르센의 입장에서 중국 측의 답신은 매우 실망스럽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우선 모든 면에서 최적의 입지

로 판명된 팽호를 포기해야 했다. 더군다나 이미 바타비아 평의회에 팽호를 

최적의 입지로 보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명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기존 

보고를 번복하는 보고를 다시 올려야 했다. 레이예르센은 결국 실력행사를 

통해 복건 당국에 VOC의 의지를 관철하려 하였다. 그의 명령을 받은 반 멜

데르트는 8척의 전함을 지휘하여 하문 일 의 중국 선박을 무차별적으로 공

격하여 70~80척에 달하는 선박을 침몰시켰다.322) 

320) Cheng Wei-chung, 2013, p.32.
321)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6.
322)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16-7. VOC 원정 는 총합이 15척 

정도 규모의 선단이었지만 그 위력은 몇 배의 정크 선단을 순식간에 격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東西洋考 에서는 그 위용을 “VOC[荷蘭]의 장기는 오
직 배와 포이다. 배는 길이가 30장이고 폭은 5~6장, 판의 두께는 2척이 넘는 
데다가 물고기 비늘처럼 줄지어 서로 덧 어져 있고, 다섯 개의 돛을 세웠다. 
배 위에는 철로 망을 만들었고 바깥은 打馬油로 칠하여 광택이 나서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을 정도이다. 배는 삼 층인데, 옆구리에 작은 창문을 뚫고 각각 속
에 동으로 된 포를 배치했다. 모든 포는 설치형으로, 쏠 때가 되면 어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내고 쏘고 나면 스스로 물러나니 인력을 빌리지 않는다. 돛
의 아래에는 큰 포가 설치되어 있는데, 길이가 2장이 넘으며 가운데가 빈 

것이 마치 四尺 크기의 車輪과 같다. 말하길, 이를 쏘면 石城을 찢어발기고 진
동이 수십 리를 울린다. 적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면 불태워 스스로 가라앉게 할 
수 있을 뿐 나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東西洋考 卷6, 外紀考
-紅毛番 , p.129, “荷蘭長技惟舟與銃耳. 舟長三十丈, 橫廣五六丈, 板厚二尺餘, 
鱗次相銜, 樹五桅. 船上以鐵爲網, 外漆打馬油, 光瑩可鑒. 船設三層, 傍鑿小窗, 
各置銅銃其中. 每銃張機, 臨放推由窗門以出, 放畢自退, 不假人力. 桅之下置大
銃, 長二丈餘, 中虛與四尺車輪, 云, 發此可洞裂石城, 震數十里. 敵迫我時, 烈
此自沈, 不能爲虜也.”). 1663년 청조와 연합으로 정씨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복
건 연해로 파견된 VOC 선단은 17척의 배에 440문의 포와 2,500명의 병력(1
척 당 약 147명)을 싣고 왔다(Oxnam, Robert B., Ruling From Horse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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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의 실력행사는 군사적 관점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명조를 압

박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홍모에 한 명 측의 

부정적 인식을 극도로 강화하는 등 역효과가 났다.323) VOC 함 의 공격을 

받자 복건 당국은 곧장 반격을 준비했다. 徐州總兵으로 승진이 내정되었던 

福建南路 副總兵 張嘉策에게 都督僉事 직함을 주어 현재 임무를 계속 수행

하도록 한 것은 적 군사작전을 시행하기 전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

는 조치였고, 신임 福建總兵 謝弘儀의 부임을 독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명 조정은 두 사람이 공조하여 최 한 신속하게 紅夷를 격퇴할 것

을 명령했다.324)

이듬해인 1623년 1월 사령관 레이예르센은 직접 하문으로 건너가 교섭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복건 당국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VOC 함 가 팽호를 점령한 이상 어떠한 통상 교섭도 불가능하므로 우선 

VOC가 중국의 통치권 밖에 있는 다른 곳으로 근거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

었다. 복건 당국은 새로운 장소를 찾을 때까지 임시로 팽호에 주둔하는 것은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VOC 함 가 최종적으로는 

팽호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호의였다.325)

천계 3년 정월 24일(1623년 2월 23일) 福建巡撫 商周祚는 최근 紅夷

Manchu Politics in the Oboi Regency 1661-1669,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p.134). 이 함 를 목격한 복건 현지의 관원은 “이 외국의 철갑선
[鐵甲番船]은 견고한 동시에 높고 거 하며, 또 3개의 돛을 가진 데다가 배 위
에는 3줄로 紅夷大砲가 배치되어 있어 보통의 賊船(정씨 선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위용에 감탄하는 보고를 올렸다( 鄭成功檔案史料選集 , 
明安達里等題爲荷船來閩請求助攻鄭軍事本 , p.453, “該鐵甲番船, 堅固高大, 
且有三個桅杆, 船上列有三排紅夷大砲, 不可與尋常賊船相比.”).

323) 특히 중앙 조정의 복건 출신 인사들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표적
인 인물로 당시 南京湖廣都御史를 지낸 游鳳翔를 들 수 있다. 그는 천계 3년 
팔월 29일(1623년 9월 23일) 자신의 복건인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팽호를 점거
하고 복건 지역을 약탈하는 VOC 함 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으며 이들을 
“엄연한 하나의 적국(儼然一敵國矣)”으로 보고 강력하게 응해야 한다는 주장
을 펼쳤다( 明熹宗實錄 卷37, 天啟三年八月二十九日丁亥條). 

324) 明熹宗實錄 卷29, 天啟二年十二月十七日戊寅條, “留新任徐州總兵張嘉策于
福建以都督僉事新銜管南路副總兵事, 仍催福建總兵謝弘儀速赴任恊勦紅夷.”

325)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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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 사태의 경과와 그 응책에 관해 상주를 올렸다. 해당 상주의 내용에 

따르면 VOC는 천계 2년(1622) 유월 팽호를 점령한 직후 사절을 보내 개시

를 요구했다. 그들은 ‘言辭는 恭順’했으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곧바로 본

색을 드러냈다. VOC 선단은 漳浦 근해를 상으로 한 첫 번째 침입이 실패

한 후 해징발 상선의 출입구인 中左所를 바로 위협할 수 있는 浯嶼에 정박

하여 古浪嶼, 圭嶼 등 주요 거점 도서를 약탈하는 등 해징 일 의 바다를 계

속 위협했다. 명군이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해내자 태도를 바꿔 용서를 구하

며 개시를 요청했다. 상주조는 外夷의 互市를 내지에 설치한 선례가 없다는 

점과 매년 바타비아(咬 吧)에 일정한 출항 쿼터를 배정함으로써 VOC에게 

이미 互市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VOC 

함 가 신속히 팽호를 떠나 명의 영토가 아닌 곳에 새로운 정박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내부적으로는 연해 지역의 군사적 방비를 강화하여 VOC의 

재침을 비하였고, 중앙 조정에는 만약 VOC 측이 복건 당국의 요구를 받

아들여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응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326) 

상주조가 조정에 올린 보고와 VOC 측의 기록은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전자는 중국 근해의 호시 개설을 논

의할 가치가 없는 일로 다루었으나 후자는 양자가 이를 안건으로 진지한 협

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다루었다. 둘째, 전자는 복건 당국이 VOC 함

에 조건 없는 팽호 포기를 요구했다고 기술했으나 후자는 팽호 포기를 호시 

326) 明熹宗實錄 卷30, 天啟三年正月二十四乙卯條, “福建巡撫商周祚言, ‘紅夷自
六月入我彭湖, 專人求市, 辭尚恭順, 及見所請不允, 突駕五舟犯我六敖. 六敖逼
近漳浦, 勢甚岌岌. 該道程再伊 副總兵張嘉策多方捍禦, 把總劉英用計沈其一
艇、俘斬十餘名, 賊遂不敢復窺銅山, 放舟外洋, 拋泊舊浯嶼, 此地離中左所僅一
潮之水. 中左所爲同安 海澄門戶, 洋商聚集於海澄, 夷人久垂涎. (中略) 又登岸
攻古浪嶼, 燒洋商黃金 房屋 船隻, 已遂入泊圭嶼, 直窺海澄. 我兵內外夾攻, 夷
驚擾而逃. 已復入廈門, 入曾家澳, 皆即時堵截, 頗被官兵殺傷, 進無所掠, 退無
所冀, 於是遣人請罪, 仍復求市. 蓋夷雖無內地互市之例, 而閩商給引販咬 吧
者, 原未嘗不與該夷交易. 今許止遵舊例給發前引, 原販彼地舊商, 仍往咬 吧市
販, 不許在我內地, 另開互市之名. 諭令速離彭湖, 揚帆歸國. 如彼必以候信爲解, 
亦須退出海外別港以候, 但不係我汛守之地, 聽其擇便拋泊. 惟嚴防要害, 內固吾
圉, 倣北地清野之法, 收斂人畜, 伺其侵犯, 或乘下艇, 或誘登岸, 以計擒之. 如
彼奉約無擾, 我但治以不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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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 맞교환될 중요한 협상 카드로 상호 인식한 것으로 기록했다. 이러한 

불일치는 양자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VOC 함  사령관 레이예르센과 복건순무 상주조의 인식 차이

에는 海道副使 程再伊와 南路副總兵 張嘉策이 레이예르센에게 책임지지 못

할 약속을 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던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327) 

교착상태가 길어지자 상주조는 정크선 2척을 파견하여 바타비아 총독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했다. 레이예르센도 자신의 제한적 권한으로 무리하게 협상

을 추진하기보다는 공을 바타비아 평의회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국 사절단의 바타비아행에 협조했다. 중국 사절단은 1623년 3월 

12일(천계 3년 이월 12일)에 출항했으나 북동 계절풍 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한 척은 그 로 돌아오고 다른 한 척만 파타니에 정박했다가 다음 계절풍을 

타고 1623년 12월 21일(천계 3년 閏시월 30일)이 되어서야 바타비아에 도착

했다.328) 

중국 사절단이 가지고 간 편지에는 레이예르센이 기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상주조는 서신을 통해 바타비아를 비롯한 어떤 세

력도 중국과 무역을 하고자 한다면 중국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그렇

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 함 를 즉각 팽호에서 

철수시키고 바타비아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

다. 향후 중국 연해로 선박을 보내는 일이 발생하면 중국 상인이 바타비아에 

와서 무역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329) 내용상 

이는 명백히 통상 교섭 서신이 아니라 경고장이었으며 여기에서 중국 연해

에 새로운 교역 거점을 설치하는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330) 

327) 明熹宗實錄 卷38, 天啟四年正月十七壬申條, “御史崔其觀劾章面道副使程再
伊, 聽張嘉策受紅夷三萬金, 許澎湖互市.”; Cheng Wei-chung, 2013, pp.34-5.

328)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9.
329)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25-6.
330) 사절이 가져간 서신의 내용, 사절의 귀환과 무관하게 이뤄진 복건 당국의 각종 

조치를 고려할 때 이 사절단은 레이예르센의 기 와는 달리 협상 사절이 아니
라 경고문 발송을 위해 보낸 전령에 불과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한 가지 사
실은 사절단이 출발하고 몇 달 후 복건순무가 남거익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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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절단은 구두로 레이예르센 함 가 중국 연해에서 벌인 일련의 침

략과 팽호 점령 등의 행보가 바타비아 총독의 승인하에 이뤄진 것인지 확인

하고자 했다. 그들은 명조의 영토인 팽호를 무단 점거한 뒤 이곳을 거점으로 

하는 무역을 제안한 레이예르센의 행보는 옛 법도를 위배한 것이라는 점, 이

를 명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연해 지역을 약탈하고는 다시

금 무역을 요구한 점, 복건순무가 팽호를 포기하고 중국 영역 밖의 지점에 

자리 잡아야 무역 교섭을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레이예르센이 바타비아 총

독의 명령 없이는 팽호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답한 점 등에 한 바타비아 총

독의 해명을 요구했다.331)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중국 사절단의 임무는 레이예르센 함 가 복건 

연해에서 벌인 일련의 도발 행위에 한 책임을 그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바타비아 총독에게 묻는 데 있었을 뿐 연해 지역에 새로운 교역 거점을 설

치하는 문제를 협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만약 상주조가 조정에 일종의 허

위보고를 하고 팽호 포기와 개시 설치를 맞교환하기 위해 비 리에 협상단

을 파견한 것이었다면 최소한 그의 서신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

을 것이다. 이 사절단은 상주조를 리하는 협상단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경

고를 바타비아 총독에게 전하고 질문에 한 해명을 받아 올 전령에 불과했

다. 

바타비아 총독은 복건순무의 항의에 표면적으로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

다. 하지만 바타비아 총독은 VOC 함 가 팽호에서 철수하기 위해서는 開市

를 시행해야 한다고 사절단을 압박했다. 중국 사절단은 팽호에서 물러나는 

( 明熹宗實錄 卷31, 天啟三年二月十六日丙子條). 즉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상
주조였지만 바타비아 측의 회신을 받은 사람은 후임총독인 남거익이었다. 또한 
남거익은 상주문에서 사절로 파견된 千總 陳士瑛의 중간 보고서를 인용하는 등 
그가 상주조의 지시를 받고 바타비아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明熹宗實錄 卷37, 天啟三年八月二十九日丁亥條). 만약 상주조가 상주
한 것과 다른 취지의 서신을 바타비아에 보냈다면 남거익은 손쉽게 이 사실을 
적발해냈을 것이고 이를 곧장 중앙 조정에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남거익은 조
정에 이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 

331)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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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선행되어야 開市에 관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VOC 측 기록에 

따르면 4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쌍방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뤘고 이듬해

인 1624년 6월 12일(천계 4년 사월 27일) 사절단은 중국으로 출발했다.332) 

그러나 이 사절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전령에 불과했기 때문에 복건 당국은 

이들이 귀환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단계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신임 복건순무 南居益의 부임이 지연됨에 따라 상주조는 상당 기간 그의 

임무를 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상주조는 레이예르센이 팽호로부터 철수하

고 연해 지역을 침탈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다고 판

단하고 이를 응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상주조는 천계 3년 유월 26일

(1623년 7월 23일) 최근 천주와 장주를 중심으로 병력, 선박, 화포를 급격히 

증강함에 따라 布政司庫가 고갈되어 팽호 원정에 사용할 行糧 지급을 위한 

재정이 없다는 점을 보고했다. 그는 안으로 布政司 西庫에 비축된 비상용 

재정을 동원할 것을 건의하여 황제의 승인을 얻어냈다.333) 비록 실제 팽호 

원정을 실시한 것은 후임순무 남거익이지만 상주조가 미리 이를 위한 재정

적 토 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남거익은 전임자가 예비한 기반 위에서 순

조롭게 원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신임 복건순무 남거익은 취임하자마자 곧장 전면적인 군사 행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VOC에 한 “유화책[羈縻之術]”은 이미 한계에 도달

했음이 증명되었으므로 이제 “군사적 토벌[天討之誅]”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최정예 수군으로 구성된 원정 를 준비하고 있

다는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다.334) 

규모 원정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휘계통도 재편했다. 남거익은 그동

안의 무력한 응에 한 책임을 물어 南路副總兵 張嘉策을 탄핵하고 현지

의 사정에 밝은 복건 출신 인사를 그 자리에 기용할 것을 조정에 건의했다. 

남거익은 兪咨皐와 陳文揚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장가책의 후임으로 임명할 

332)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28-30. 
333) 明熹宗實錄 卷35, 天啟三年六月二十六日乙酉條.
334) 明熹宗實錄 卷37, 天啟三年八月二十九日丁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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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청했다.335) 최종 낙점된 유자고는 가정 말년 연해 전 지역에서 큰 위

명을 떨쳤던 俞大猷의 아들이었다. 이로써 부자가 를 이어 복건 해방을 책

임지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첫 임무로 팽호 수복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

게 된 만큼 여기에서의 활약 여부가 그의 앞길에 분기점이 될 것이었다.

남거익은 천계 3년 구월 5일(1623년 9월 26일) 어선을 포함한 모든 중국 

선박에 해 팽호 및 만 항해와 네덜란드인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했다.336) 

이는 팽호에 해 본격적인 군사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곳으로 유입

되는 물자를 통제함으로써 이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건 측이 이미 분명한 계획하에 팽호에 한 포위망을 차근차근 좁혀 간 

반면,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레이예르센 측은 

명조의 완강한 태도에 곤혹스러워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복건순무의 교체 때문이라고 인식한 레이예르센은 무력

을 행사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수석상무

원 프랭크스(Francx)를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4척의 함선과 함께 파견했

다. 이들은 1623년 10월 28일(천계 3년 시월 5일) 하문 인근에 정박한 후 

백기를 걸어 회담을 요청했다. 프랭크스 협상단과 복건 당국은 바타비아에 

파견한 사절단이 돌아올 때까지 사용할 1년짜리 임시 협약을 맺는 데 성공

하는 듯 보였으나 회담이 마무리될 때쯤 50척이나 되는 복건 수군의 火攻船

이 사절단의 선단을 덮쳐 4척 중 무이덴(Muyden)호가 불에 타서 침몰하기에 

이르 다.337)

이 소식에 분노한 레이예르센은 신뢰를 저버린 중국 측에 보복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최 한 전력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당시 팽호와 만에 주둔

하고 있는 VOC의 병력은 풍토병, 식량 부족, 요새 건설 중 사고 등으로 인

335) 明熹宗實錄 卷37, 天啟三年八月二十九日丁亥條. 복건인 여부를 핵심적 잣
로 제시한 만큼 두 사람은 모두 복건 출신이었을 것이다. 단 陳文揚은 전후 

행적이 뚜렷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336)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37-9.
337)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41-2; Campbell, William, 1903,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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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였고 선박 역시 다른 지역의 임무에 임시로 차출되

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격을 위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기 힘

든 상태였다.338) 

적인 공격에 실제로 나선 것은 오히려 명군 쪽이었다. 준비가 끝났다

고 판단한 남거익은 본격적인 팽호 공략에 들어갔다. 우선 천계 4년 정월 2

일(1624년 2월 20일) 守備 王夢熊에게 선발 를 맡겨 팽호 열도 북쪽의 吉

貝嶼를 점령하여 전진 기지를 구축하도록 하였다.339) 곧이어 都司 顧思忠이 

이끄는 선단을 파견하여 두 선단이 합세하여 팽호 열도에 진입하도록 하였

다. 사월에는 海道副使 孫國禎이 이끄는 세 번째 선단이 가세하여 오월 28

일(1624년 7월 13일) 팽호의 중심인 娘媽宮 앞바다에 포진했다. 유월 15일

(1624년 7월 29일)에는 팽호 각지에 상륙을 감행하여 주요 거점을 장악하거

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여 포위망을 강화했다. 범선 13척으

로 구성된 VOC 함 가 주둔하고 있었으나 외양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좁은 탓에 명군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응할 수가 없었다. 칠월 2일

(1624년 8월 15일) 결국 포위 상태를 견디는 데 한계에 봉착한 VOC 측이 

함 가 철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 다. 칠월 13일

(1624년 8월 26일) 마침내 VOC는 스스로 요새를 파괴한 후 만 쪽으로 철

수했다.340)

이상의 상황은 VOC 측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초  만 총독으로 

부임한 마르티우스 송크(Martinus Sonck)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팽호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 그동안 레이예르센이 보고한 것과 크게 달랐다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보고서를 1625년 4월 9일(천계 5년 삼월 3일) 바타비아

로 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VOC가 그동안 저평가했던 중국 복건 당국

338)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42, 55
339) 왕몽웅 선단은 팽호 열도 진입 직후 VOC 측에 포착되었다. VOC 측은 왕몽웅

의 이름과 지위, 선단의 규모가 40~50척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팽호를 공격하기 위한 명군의 선발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휴
전 교섭을 위한 사절단일 것이라고 추정했다(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56-7).   

340) 兩朝從信錄 卷23, 十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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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로는 1만 명가량의 병력과 전선 돌격선 화공선 등 다양한 종류의 정

크선 200척으로 구성된 막강한 전력을 총동원하여 팽호를 압박해왔다.341) 입

구가 좁은 팽호만에 갇혀 있어 수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불리했던 VOC 함

는 명조 함 가 전개한 포위망을 돌파할 수가 없었다. 명조 군사 행동은 

황제의 특명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VOC가 팽호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중단될 가망도 없었다. VOC 측은 명 측 지휘관과 협상을 시도했으

나 명군 지휘관이 무조건 퇴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

다. 출구가 보이지 않던 교착상태는 李旦이라는 중국인 무역업자의 중재로 

타개되었다.342) 

이단의 중재안은 VOC가 먼저 팽호에서 철수하면 명조는 그 반 급부로 

大員과 바타비아에 한 중국 선박의 출항을 허락하는 것이었다. VOC의 원

래 요구는 명조가 VOC 쪽 항구인 만과 바타비아에 한 중국 선박의 자

유로운 출항 허용하는 동시에 마닐라로 가는 상선을 금지하면 팽호를 포기

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재안은 VOC의 원안에서 조금 후퇴

한 것이었다. 흡족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이 중재안이 VOC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다. 이단은 명 측 지휘관인 유자고를 설득하여 

그의 동의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유자고는 VOC가 팽호에서 철수하는 것

을 전제로 大員으로의 자유로운 중국 상선 출입을 약속했고 복건순무 남거

익도 이를 확약하는 편지를 써주었다.343) 

VOC는 결국 1624년 8월 26일(천계 4년 칠월 13일) 자신들이 팽호에 세웠

던 요새를 스스로 파괴한 뒤 만 남부의 大員으로 철수했다.344)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紅毛番에게 점거당했던 팽호를 회복하는 쾌거를 이룬 남거익은 

당연히 이 낭보를 조정에 보고했다. 그러나 전투의 자세한 경과와 긴 유공자 

명단까지 포함한 이 보고서 어디에서도 VOC가 철수하는 조건으로 大員으로

341) 동원된 선박의 수만 놓고 보면 양측의 전력은 열 배가 넘는 차이가 있는 것처
럼 보이지만, 양측 선박의 질적인 격차를 고려하면   

342)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67-70.
343)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70-1.
344)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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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선 출항을 허가하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345) 

3. 소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OC)는 17세기 초 동아시아 해상 세계에 등장한 

가장 큰 변수였다. 유럽에서 스페인을 상 로 독립전쟁을 진행하던 네덜란드

의 상인들은 자신들에게 리스본 항구를 폐쇄한 스페인 제국에 항해 독자

적인 동방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1602년 설립된 VOC는 풍부한 자본과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강력한 도전자였지만 스페인-포르투갈 제국이 오

랫동안 구축한 아시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VOC가 최초로 명조와 접촉을 시도한 것은 1604년의 일이었다. 명조와의 

접촉 시도는 표면적으로 VOC가 주도한 것이었지만 배후에서 이 일을 계획

하고 성사시킨 것은 복건 출신의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해징-마닐라 무역에

서 소외된 존재였기 때문에 VOC의 시도가 기존의 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자

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내기를 기 했다. 그들이 VOC 

측에 제시한 공략 포인트는 당시 해징에서 활동하던 광세사 고채였다. 그들

은 고채가 해징-마닐라 무역을 유지하는 데 별다른 애착은 없는 반면 이를 

뒤흔들 영향력은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간파했다. VOC는 비브란트 반 바르베

이크를 사령관으로 하는 함 를 팽호에 주둔시킨 채 고채에게 거액의 뇌물

을 공여함으로써 그를 통해 황제를 설득하여 호시 허가를 받아내려 했다. 

VOC-고채-서양상인이 결탁하여 기존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를 자행

하자 이 질서속에 안착해있던 이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고채-VOC에 

한 직접적인 반  행동은 福建巡撫 徐學聚나 복건 군관인 施德政, 沈有容 등

에 의해 이뤄졌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동양무역의 수혜를 입는 해징 상인들

이 있었으며, 바다 건너 스페인-마닐라 세력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쪽 진영

에 서 있던 셈이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결은 동아시

345) 兩朝從信錄 卷23, 十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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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무 를 옮겼을 뿐 아니라 해징-마닐라 무역과 연결되어 명조 내부의 

다양한 사람들까지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종의 진영 결 구도를 형성

하게 된 것이다.

1610년  VOC의 對스페인 전략은 마닐라를 봉쇄하는 것이었지만 그 성과

는 제한적이었다. 당시 VOC는 동남아시아에서 스페인-포르투갈 세력을 효과

적으로 어냈으며 일본에서도 점점 우세를 점했다. 중국 무역 창구의 확

보는 역내 패권 장악을 위해 VOC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였던 셈이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VOC는 1622년 마카오 원정을 단행했다. 이 원정의 1차 

목표는 마카오였지만 여의치 않으면 목표를 팽호로 수정하는 전략을 계획 

단계에서 이미 확정해두었다. 마카오 원정에 실패하자 VOC 사령관 라이예

르센은 계획 로 기수를 팽호로 돌려 그곳을 점령했고 만 남서부의 원

과 입지를 비교한 후 팽호를 요새 건설 입지로 최종 낙점했다. 

VOC의 팽호 점령 첩보를 입수한 복건 당국은 이 문제에 매우 단호하게 

처했다. 레이예르센은 호시 개설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지만 복건 당국은 

팽호에서 무조건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한발 물러선 레이예르센은 두 조건

의 맞교환을 제안했지만 복건 당국은 VOC가 팽호에서 퇴거하는 것은 협상

의 조건이 아니라는 태도를 초지일관 고수했다. 당시 명조 측에게 팽호는 절

로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양자의 교섭은 정체되

었고 유화책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복건 당국은 군사적으로 팽호를 수복

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천계 4년 유월 15일(1624년 7월 29일) VOC 측 기록에 따르면 약 200척

의 정크선과 1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명군 함 가 팽호를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이 포위망은 몇 달에 걸쳐 조금씩 좁혀져 왔던 것이지만 VOC 측

은 이와 같은 상황 전개를 제 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VOC 측은 포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 보름 만에 팽호 포기를 선언하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원으로 철수했다.

명조의 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VOC의 예측을 벗어났다. 첫 번째는 명

조가 VOC의 팽호 점거에 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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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명조가 VOC의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

었다는 점이다. 무력행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했던 VOC는 그 과정에서 

명조의 안보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함으로써 명군의 반격을 초래했다. 우여곡

절 끝에 VOC의 동아시아 거점은 마카오도 팽호도 아닌 원으로 결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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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7세기 전반 福建 지역 해방의 명과 암

1. 福建巡撫 黃承玄의 해방 개혁과 불안 요소

말기적 기능부전에 빠져 있었던 1620년 의 명조가 당시 스페인-포르투갈 

제국을 어내고 동아시아 해상 세계의 새로운 패권 세력으로 떠오르던 

VOC의 행보를 직접적 군사 행동을 통해 저지한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었

다. VOC 측은 팽호가 자신들의 전략 구상에 가장 적합한 거점이라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수하는 가로 명조와 전면적 결을 펼치기

보다는 원으로 물러나서 실리를 추구하는 선택을 하였다.

1620년  명조에게 팽호는 VOC와 같은 ‘예측하기 힘든 해상의 무법자’가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전략적 가치가 지나치게 높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복건의 명군에게 VOC 함 를 몰아낼 군사력이 없었다면 

VOC가 이미 완성된 요새를 포기하고 물러났을 리 만무했다. 명군의 적 

반격은 분명 VOC 측이 예상한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다. 복건

순무 상주조는 레이예르센 함 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을 뿐 아니라 후임자가 바로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전시 

재정 책을 마련해 두었다. 후임으로 온 남거익은 부임 직후 강경책을 취할 

것을 결정하였고 최소 5,000명 이상의 규모 수군을 동원하여 팽호에 포위

망을 전개했다. 1616년 무라야마 도안의 함 가 왔을 때 복건 당국에 이들

에게 제 로 응할 군사적 능력이 없었던 것이 황승현이 條議海防事宜疏

를 올린 계기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그 사이 복건 명군이 적지 않은 변화

를 겪었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만력 44년(1616) 팔월 25일 황승현은 연해 여러 성 중 해상으로부터의 위

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복건 지역의 해방이 역설적으로 가장 허술하다

는 점을 지적하며 비록 최근 발생한 倭警(무라야마 도안 사건)은 해소되었지

만 유사한 사태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 아래 條議海防事宜疏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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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다고 밝혔다.346) 

황승현의 목표는 결코 복건 지역 해방 역량의 단순한 ‘증강’이 아니었다. 

그는 복건 재정의 매우 큰 부분이 이미 해방에 사용되고 있는데 복건 명군

에는 이에 걸맞은 유사시 응 능력이 없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개혁안은 전력 증강에 앞서 일종의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舊 조직

을 적극적으로 감축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황승현의 條議海防事宜疏 는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347) 이 개혁

안의 골자는 외부로부터의 추가 지원 없이 복건 지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만을 가지고 해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그는 기존 방어 거점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그 역량을 본 의 기동전력으로 집결시키는 방식을 통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구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릇 용병의 법도에는 正兵이 있고, 奇兵이 있고, 應兵이 있습니다. 지금 

寨･游의 옛 제도를 논의한 것은 奇(兵)과 正(兵)의 활용입니다. 그러나 營

寨는 서로 거리가 멀어 수백 리 떨어져 있고 각 지역에는 전담하는 부 가 

있으나 그 능력은 기껏해야 스스로 지킬 정도입니다. 만약 도적이 함 를 

합해서 쳐들어온다면 중과부적의 형세가 되며, 함 를 나누어 사방을 노린

다면 피차가 서로를 도와줄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 각 路의 將

領들은 항상 병력과 선박의 증강을 청합니다. 제가 보기에 규모 증강은 

상황상 불가능하며 소규모 증강은 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껏 

증강한 적이 없었겠습니까만 오히려 부족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따져보

건  遊兵 한 갈래를 별도로 세워 왕래하며 策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346) 明經世文編(六冊) , 卷479, 黃中丞奏疏-疏-條議海防事宜疏(海防事宜) , p.5269, 
“臣惟各省海防, 獨閩爲最急, 而各省武備, 則獨閩爲最弛. 臣自入疆以來, 即不勝
過計, 欲及是時一振刷之, 而倭警已至矣. 今雖仰仗天威, 小醜潛遁. 顧, 狼心未
厭, 難忘綢戶之謀, 虎視方眈, 應抱處堂之慮. 則夫慎守其一而備其不虞, 誠疆場
所當亟講者也. 謹條爲八款, 據實上聞. 乞敕下兵部覆議上請, 著實舉行.” 

347) 8개 항목이 각각 다루고 있는 지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어 거
점(寨 遊)의 위치 및 기능 조정 외양 기동전력(標遊)의 확보 澎湖 중심의 
방어체계 구축 전함 확보 및 유지의 실제화 수병 확보의 실제화 관리 감
독 체계의 실제화 비상상황에 비한 군비의 상시 비축 征軍 제도 혁파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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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 지역에 항상 여분의 한 갈래 기동병력[一遊之師]을 두어 매우 급한 

곳에 처하게 하면 어떤 곳이라도 遊兵의 군세 빌어 그 원군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에 한) 萬全의 비입니다.348)(밑줄은 

인용자)

이상에서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황승현은 正兵과 奇兵에 해당하는 기존 

거점 보강에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오히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해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기동전력[應兵]을 중앙 지휘부가 직접 보유하는 것

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황승현은 도안 함 의 침공 사태를 통해 소규

모 부 가 정해진 지역을 지키는 과거의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

의 적이 도래했음을 통감했고 이를 막으려면 아군 또한 이에 응할 만한 

규모 기동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심지어 그가 매우 중요시했던 팽호에 해서도 그곳에 무턱 고 많은 전

력을 투입하기보다는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곳

이 유사시에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한 황승현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근래 參將을 설치하여 鎭守해야 한다거나 遊 1개 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서로 구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신이 보기엔 모두 불필요합니다. 팽

호는 험준하니 어려움은 (유사시) 원군이 적은 데 있습니다. 浯(嶼)･銅(山)

에는 遊 1개 소가 있으며 실제 팽호와 동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 지역을 

둘로 나누면 秦과 越처럼 서로 볼 뿐이지만 연 하여 하나가 되면 입술과 

이처럼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팽호를 浯(嶼)･銅(山)에 병합･예속시

켜 浯彭遊로 고치고 欽依把摠 1명을 설치하여 (그가) 이 부 를 전담하여 

348) 明經世文編(六冊) , 卷479, 黃中丞奏疏-疏-條議海防事宜疏(海防事宜) , p.5270, 
“夫用兵之法, 有正兵, 有奇兵, 有應兵. 今者議復寨、遊舊制, 奇正之用得矣. 惟
是營寨相距, 每數百里而遙, 其地各有專司, 其力僅能自保. 若寇合䑸突犯, 則衆
寡有不敵之形, 分䑸四窺, 則彼此無相顧之勢. 以故各路將領, 動請增兵增船. 顧, 
多增, 則勢有不能, 少增, 則於事無益. 縱無所不增, 猶之無所不寡耳. 計, 莫如
另設遊兵一枝, 往來策應. 使沿海常餘一遊之師, 以待其急, 而隨處得借一遊之
勢, 以壯其援. 此今日萬全之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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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괄 지휘하게 하길 청합니다. 浯(嶼)･銅(山)에는 원래 22척이 배치되었고, 

팽호에는 16척이 배치되었으며, 인근 寨에서 4척을 協守했습니다. 이번에 

논의하여 추가 건조한 12척의 선박과 증설한 400명의 병력은 모두 欽(依

把)總의 지휘를 받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2명의 協總을 설치하여 1명은 20

척을 이끌고 澎湖에 주둔하고 다른 한 명은 12척을 이끌고 왕래하며 순초

하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안과 밖이 서로를 응원하니 팔이 손가락을 움직

이는 형세로 도울 수 있게 되고 掎角(의 형세를 이용하여) 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349)(밑줄은 인용자)   

이상의 구상을 종합해 보면 팽호는 복건 연해 지역을 수호하는 일차 방어

선으로서 이곳에는 20척 규모의 선단이 상시 주둔하지만 적이 침범할 경우 

일차적으로 총 54척의 전선을 보유한 浯澎遊 차원에서 응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매우 큰 적이 출현하여 浯澎遊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중앙 지휘부

가 보유한 기동전력을 파견하여 응하는 것이 황승현이 그린 청사진이었다. 

황승현의 개혁 조치가 실제 복건 해방 상황을 얼마나 개선하였는지를 정

확하게 가늠하기는 힘들다. 明實錄 에 따르면 그의 개혁안은 중앙 정계에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정책[此實事之可行者]’이라는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모종의 이유로 황제에게 보고되지 못했다.350) 상주가 황제에게 전해지

지조차 못했다면 해당 사업은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

겠지만 명사 에 그가 새로운 水師의 설치를 청하여 그 운용을 심유용에게 

맡겼다는 사실이 짤막하게나마 기록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그의 개혁이 계획 

349) 明經世文編(六冊) , 卷479, 黃中丞奏疏-疏-條議海防事宜疏(海防事宜) , p.5271, 
“近有議設參將, 以鎮守者, 有議添設一遊, 互相救援者, 臣以爲皆不必也. 彭湖之
險, 患在寡援. 而浯銅一遊, 實與彭湖東西對峙, 地分爲二, 則秦、越相視. 事聯
爲一, 則脣齒相依. 今合以彭湖併隸浯銅, 改爲浯彭遊, 請設欽依把總一員, 專一
面而兼統焉. 浯銅原設二十二船, 彭湖原設十六船, 鄰寨協守四船. 今議再添造一
十二船, 增兵四百名, 俱統之於欽總. 而另設協總二人, 一領二十舟劄守彭湖, 一
領十二舟往來巡哨, 遇有警息, 表裏應援, 臂指之勢既聯, 掎角之功可奏矣.”

350) 明神宗實錄 卷548, 萬曆四十四年八月二十五日癸亥條, “福建巡撫黃承玄上海
防事宜八款. (中略) 因言, ‘勢有當變, 不敢慕安靜之名, 以聽因循. 費有當增, 不
敢慕節省之名, 以聽苟簡. 然改設者, 第裒益於原額多寡之中, 不煩另處. 即添設
者, 亦通融於本年撙節之內, 無事他求. 此實事之可行者.’ 不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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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좌절된 것은 아니었다.351) 더구나 황승현의 개혁안은 모든 항목이 

처음부터 중앙 정부의 지원을 전혀 기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

에 중앙 조정에서 반 하지만 않으면 복건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모든 조치

를 시행할 수 있었다.

황승현의 해방 개혁안 중 적어도 일부 조치가 실제 시행되어 실효를 거두

었음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승현이 복건순무 임기를 마

친 만력 46년(1618) 정월부터 VOC가 팽호를 점령한 천계 2년(1622) 유월 

사이에 몇 차례 군사적 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만력 47년(1619) 오

월 16일 漳州에서는 지역 奸民 李新과 광동 출신 해적 袁八老가 천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소요를 일으켰으나 순무인 왕사창이 보낸 토벌 가 즉각 

이를 진압했다.352) VOC가 오기 약 1년 전인 천계 원년(1621) 사월에는 팽

호 주둔군이 그곳을 침입한 일본 선단을 자체 능력만으로 격퇴했다.353) 

VOC와의 결에서도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이예

르센 함 가 처음 팽호에 도착했을 때 20척 규모의 명군 선단이 그곳에 주

둔하고 있다가 VOC와 교전도 하지 않고 퇴각했다. 이 선단은 규모나 행적 

모두에서 황승현이 주장한 澎湖協總의 선단과 일치한다. 또한 남거익이 팽호

를 탈환하기 위해 보낸 함 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남거익은 

조정에 팽호 공격에 최정예 수군 5천 명으로 구성된 함 를 파견하겠다고 

보고했고,354) 이것이 전혀 과장된 수가 아니라는 점은 VOC 측의 기록을 통

해서도 교차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다.355) 불과 몇 년 전 정크선 13척으로 

구성된 무라야마 도안의 선단에도 제 로 응하지 못했던 복건 지역 명군

351) 明史 卷373-列傳224, 沈有容 , “四十四年, 倭犯福建, 巡撫黃承允請特設水
師, 起有容統之.”

352) 明神宗實錄 卷582, 萬曆四十七年五月十六五日戊戌條.
353) 明熹宗實錄 卷9, 天啟元年四月十八日己丑條,.
354) 明熹宗實錄 卷37, 天啟三年八月二十九日丁亥條, “居益又言, 入境以來有紅

夷船六隻見泊風櫃仔隨, 又有五舟自咬 吧來直入風櫃仔, 共十一隻. (中略) 天
討之誅, 必加申明大義, 獎率三軍就見在營寨之兵, 聊爲戰守之具, 檄行各道將, 
畧抽水兵之精銳五千, 列艦海上, 以張渡彭湖聲討之.”

355)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68.



- 143 -

이 그보다 많은 수의 유럽 전함으로 구성된 VOC 함 를 상 로 일전을 벌

여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군사적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해당 함 의 편

제에 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에 그 규모와 능력에 해 확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나 황승현이 개혁안에서 가장 강조했던 유사시 투입 가능한 

규모 기동전력 확보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목

이다.

황승현은 衛所의 폐단이 해방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 가

장 근본적인 문제인 병력 충원이 여기에 발목 잡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었다. 황승현은 위소 신 모병을 통해 필요한 병력을 조달하려고 했다. 그

는 貼駕征軍이라는 병력 운용 제도를 조정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

하고자 했다. 貼駕征軍 제도에 한 황승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옛 제도에 따르면 汛(期)마다 선단(舟師)이 출항할 때 배를 모는 정규 병

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연해 각 衛所의 병정 중 바다에 익숙한 자를 선발하

여 돕도록 하였고 이들을 ‘貼駕征軍’이라고 불 습니다. 략 배 한 척당 

(額)兵이 열, (征)軍이 다섯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정규 급여[月糧] 외에 

원정 수당[行糧]으로 우 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배를 타고 고난을 

함께함으로써 신뢰를 쌓았으니 결코 충 머릿수만 채운 존재가 아니었습

니다.356)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명군은 오래전부터 위소 병력 중 해상 임무에 특화된 

인원을 뽑아서 “貼駕征軍”이라는 명목의 보조 병력으로 활용해왔다. 그 비중

은 략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었고 해상에서의 작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

는 유용한 존재였다. 문제는 위소의 부실화 때문에 이 정군 제도가 유명무실

해진 상태였다는 점이었다.357) 이에 한 황승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356) 明經世文編(六冊) , 卷479, 黃中丞奏疏-疏-條議海防事宜疏(海防事宜) , p.5274, 
“舊例, 每汛舟師出洋, 以額兵不足駕用, 故於沿海各衛所軍丁, 選其慣海者助之, 
謂之‘貼駕征軍’. 大約一舟之中, 兵居其十、軍居其五. 月糧之外, 優以行糧. 所
賴以同舟共濟, 非苟取備數已也.”

357) 1년 후인 만력 45년(1617) 오월 應天巡撫 王應麟 역시 황승현과 완전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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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所의 관리들이 종종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니, 돈 있는 사람

은 돈으로 복무를 피하여[買閑] 늙고 약한 사람이 복무하게 됩니다. 엄하게 

단속한 적이 없지 않으나 우습게 여기고 이러한 행태를 계속하여 결국 유

명무실[終成虛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런 병력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각처에서 갖가지 명목의 병

력 증강이 분분하게 보고되지만, 첩보에 따르면 거친 파도에 놀라 얼굴이 

죽은 것처럼 거무죽죽해지고, 적과 만나면 두꺼운 판자 뒤로 숨어버리며, 

더불어 적에게 돌진하는 도움은 바랄 수도 없거니와 도리어 앞다투어 달아

나자고 소리 질러 는 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무릇 군이 있으나 군으로 쓸 

수 없는 것이라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이 있어서 오히려 

군으로 인한 화를 받게 된다면 이는 무조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일이 아

니겠습니까?358) 

황승현의 설명에 따르면 征軍의 유명무실화는 衛所制度의 붕괴라는 더 본

질적인 문제에 부속된 사안이었다. 즉 위소의 관리가 부패하여 위소를 통해 

조달되는 征軍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본 것이

다. 衛所를 통해 征軍을 조달하는 기존 방식은 이미 부패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을 좀먹을 뿐 아니라 수군 운용에 필요한 인원을 공급하지 못하

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황승현의 안은 征軍 충당을 위해 衛所에 지급했던 

月糧을 돌려서 민병 모집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359) 정군을 동원하

기 위해 사용한 재정 부분이 위소 관리에게 착복되어 사라져왔던 것이 사

문제점을 중앙 조정에 재기하였다( 明神宗實錄 卷557, 萬曆四十五年五月十六
日己卯條, “查得, 海防舊例, 每沙船一隻, 用兵夫二十五名. 又有遇汛則, 選軍貼
駕兵十名. 軍伍之說, 有謂, 軍不慣海, 以應得月糧酌扣在官, 另募壯勇, 務足二
十五額數, 始堪實用.”

358) 明經世文編(六冊) , 卷479, 黃中丞奏疏-疏-條議海防事宜疏(海防事宜) , p.5274, 
“乃衛所各官, 往往因之爲利, 有力者買閑, 老弱者應役. 非不嚴行申飭, 而積玩相
因, 終成虛應. 如有緩急, 將焉賴之. 近各處藉口增兵, 紛紛見告, 有謂, 其駭浪
而面若死灰, 見敵而隱匿重板, 無望同仇之助, 反爲先奔之倡者. 夫有軍而不得軍
之用, 猶可言也. 有軍而反受軍之累, 此可不亟爲之圖乎.” 

359) 明經世文編(六冊) , 卷479, 黃中丞奏疏-疏-條議海防事宜疏(海防事宜) , 
pp.5274-5, “近該道, 有扣征軍月糧, 爲另募民兵之議, 是不可酌而行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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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라면 이를 민병 모집에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 재원 투입 없이 필수적인 

인원을 확보할 일거양득의 방책이었다. 다만 새로운 방식은 기존 제도에 기

생해오던 위소 관리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황승현은 이 문제

에 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어떤 이가 말하길 “각 위소의 정군은 바다에 익숙하고 신체 조건이 좋아 

모병하는 것보다 우월하니 (모병 시행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어찌 택하지 않겠습니까? 항해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 로 

남게 하고, 항해를 감당할 수 없다면 바꾸면 됩니다. 또 다른 이가 말하길, 

“(모병으로 뽑은) 오합지졸은 갑자기 모집했다가 급하게 해산시키니 이와 

같다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잠시만 모집한 건장

한 병사가 잠시만 복무하는 약한 정군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또한 

같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누가 용감하고 누가 나약한지 이미 식별되었으니 

額兵 중에서 겁 많고 약한 자는 도태시키고 새로 뽑은 사람 중 능숙하고 

용감한 자를 남기면 됩니다. 이처럼 하면 또한 通融이 되지 않겠습니

까?360)(밑줄은 인용자) 

황승현이 고려한 반 편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위소의 정

군이 민병보다 해상 임무 수행 능력이나 신체 능력이 우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병은 임시로 모집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었다. 위소 병력이 민병보다 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반 파 주장의 핵

심이라고 파악한 데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위소의 관리들을 핵심적 반  세

력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이에 한 황승현의 책은 사실상 하나였다. 바로 ‘능력주의’라는 단일한 

원칙을 양쪽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문제 제기에 해서는 만

약 실상이 그러하다면 유능한 위소 출신의 정군은 그 로 남기면 된다고 받

360) 明經世文編(六冊) , 卷479, 黃中丞奏疏-疏-條議海防事宜疏(海防事宜) , p.5275, 
“或謂, ‘各衛所征軍, 有慣海精壯, 勝於募兵者, 不可更也.’ 則何妨擇. 其堪駕者, 
仍之, 而不堪駕者, 易之乎. 或又謂, ‘烏合之兵, 旋募旋汰, 猶之乎不習也.’ 然暫
募之壯兵, 不猶勝暫役之弱軍乎. 且一汛之內, 勇怯已試, 額兵之懦弱者, 可汰, 
而新募之慣勇者, 可留也. 是又不可通融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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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두 번째 문제 제기에 해서는 훈련의 불충분은 임무 수행 기간[汛期]

에만 복무하는 정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이며 실제 임무를 수행한 

결과 더 우월한 쪽을 채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황승현은 이미 군사적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소의 征軍을 새

로 뽑은 우수한 民兵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만들어 도태시키려고 

했다. 만약 일부 위소 병력이 여전히 양질의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

다면 남겨서 활용하면 그만이었다. 황승현의 목표는 복건 명군의 해방 역량

을 강화하는 것이었지 위소 병력을 제거하고 민병으로 그 자리를 체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컨  황승현은 정군 제도의 개혁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전체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을 해상 임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질 전

력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다. 征軍 개혁은 복건 지역의 군비 지출에 상당

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책이기도 했다. 정군은 기간제로 운용되는 보

조 병력이기는 했지만 동원할 때 지급되는 원정 수당[行糧]에서는 오히려 정

규병력보다 우 를 받았다.361) 게다가 그들을 매년 5개월에 불과한 汛期에만 

투입되므로 투입과 철수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해도 6개월 정도만 복무

하는 셈이었다. 민병의 경우 위소의 병력과 달리 투입되는 기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면 되므로 위소 병력 신 같은 수의 민병을 정군 임무에 투입하면 

그 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황승현은 이를 통해 정규병의 糧餉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362) 

361) 清一統志臺灣府 의 기록에 따르면 연해 각 초소의 병력이 먼저 募兵으로 충
당되기 시작했고 貼駕征軍은 衛所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병력을 공급하던 곳이
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황승현의 개혁은 위소 폐단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숨통을 조인 셈이었다( 清一統志臺灣府 附錄, 水寨
軍兵 , p.58, “舊時, 水寨、舟師, 皆撥各衛所軍. 南日寨, 則撥泉州衛, 合興化、
平海二衛, 共一千五百餘人. 浯嶼寨, 則撥永寧衛、福全所, 合漳州衛共二千五百
餘人. 近來軍伍缺乏, 寨卒悉係募兵, 而衛所軍止貼駕船.”). 이 문제는 향후 별도
의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362) 明經世文編(六冊) , 卷479, 黃中丞奏疏-疏-條議海防事宜疏(海防事宜) , p.5275, 
“今計征軍每月共行月糧八錢, 視汛兵之餉, 所少僅一錢耳. 查兩汛之期不滿五月, 
而征軍, 自汛前僉解, 至汛畢撤歸, 常餘半歲之役. 今若扣其半歲之食以食二汛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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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현이 민병 모집의 문호를 넓힌 이후 복건에서는 다양한 해상 집단이 

명군에 포섭되어 활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부분 무역이나 해적

활동에 종사하다가 다양한 계기를 통해 명군에 포섭되어 주로 해방 관련 임

무에 투입되었다. 이들이 받은 직책은 부분 하급 군직이었으나 관군이라는 

위치는 이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표면적인 

임무 수행의 이면에서 무역의 뒷배 노릇을 하거나 혹은 직접 무역에 뛰

어들어 사리를 추구하는 양태를 보였다. 

최초로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로는 지역 신사 출신인 趙秉鑑을 꼽을 수 있

다.363) 관련 연구에 따르면 조병감은 황승현 개혁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浯彭遊의 協總으로 발탁된 인물이었다. 浯彭遊에는 두 명의 協總이 있었다. 

한쪽은 20척 규모의 선단을 지휘하여 팽호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한

쪽은 12척 규모의 선단을 지휘하여 澎湖와 浯嶼 사이를 순찰하는 것이었다. 

조병감의 역할은 전자였다. 그는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팽호를 중심으로 

전개된 무역 네트워크를 차지했다. 그가 이와 같은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군 조직 내에 그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浯彭遊 전체를 통제하는 欽依把總 方輿와 그 상관인 南路副總兵 張嘉策이 

그를 음양으로 후원했으며 일본을 근거지로 삼아 중-일간 무역에 종사하던 

林錦吾라는 인물이 조병감과 무역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맡았

다.364) 

만력 46년(1618) 황승현의 뒤를 이어 복건순무가 된 王士昌은 부임 직후 

兵, 當不患餉之不足矣.”
363) 漳浦縣 庠生인 趙秉鑑은 신사 출신이지만 만력 34년(1606) 해적과 공모하여 

漳浦縣을 습격했다가 지현인 黃應舉에게 사로잡힌 전력이 있는 전형적인 劣生
이었다( 福建通志臺灣府 , 雜錄-外紀 , p.898). 조병감처럼 개인적 행적이 확
실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張燮을 비롯한 연해 지역의 문인들은 지역 
유력자가 해적들의 배후세력으로서 이들을 동원해서 사리를 추구하고 지역 관
부와 결탁하여 묵인을 얻어내는 일이 오래전부터 구조적으로 발생해왔음을 지
적하였다( 東西洋考 卷7, 餉稅考 , p.131, “成弘之際, 豪門巨室間有乘巨艦貿
易海外者. 好人陰開其利竇, 而官人不得顯收其利權. (中略) 富家徵貨, 固得稇載
歸來, 貧者爲傭, 亦博升米自給.”). 

364) Cheng Wei-chung, 2013, p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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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감의 비리에 한 첩보를 받았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조병감의 혐의

가 사실임을 확인한 왕사창은 이 문제를 그냥 좌시하지 않았다. 그는 조병감

을 하문으로 소환한 뒤 즉각 처결함으로써 浯彭遊와 무역 네트워크의 접

점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조병감 개인을 제거한 것은 구

조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왕사창 자신도 해상의 문제에 처하기 위

해서 또 다른 해상 집단의 힘을 빌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365)

왕사창은 조병감보다 더 미심쩍은 출신 성분을 가진 袁進(袁八老)이라는 

인물을 적극 활용했다. 전자가 과거의 악행 전력이 있기는 해도 지역 신사 

출신이라는 비교적 확실한 신분을 가진 인물이었던 반면 후자는 명명백백한 

해적 출신이었다.366) 원래 광동의 조주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袁進 집단은 

潮州 官 民의 반격에 려 만력 46년(1618) 閩南 지역으로 넘어와서 관부에 

투항했으나 곧 표변하여 漳州 출신 奸民 李新이 일으킨 반란에 가담해서 1

천여 명에 달하는 무리를 이끌고 연해 지역을 침탈했다. 왕사창은 이 반란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원진 집단을 포섭했다.367)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왕사창은 원진과 그 무리를 상당히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이들은 “軍門外府”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의 위세를 떨쳤다. 御史 王槐秀가 

이 건을 빌미로 왕사창을 탄핵했으나 왕사창은 오히려 원진 집단에게 군공

을 세워 자신의 죄를 씻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맞섰

다.368)

365) Cheng Wei-chung, 2013, p.30.
366) 袁進과 袁八老가 동일 인물인지는 확정하기는 힘든 면이 있다. 두 사람을 동일

인으로 명시한 사료가 없고 일부 행적이 배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蘄
黃四十八砦紀事 에 실린 梅之煥이라는 인물의 열전에서는 그가 潮州를 약탈하
던 袁八老를 막았고, 이후 山東學政으로 재임할 때 수군을 이끌고 요동을 지원
하기 위해 북상하던 袁八老를 만났다고 기록하였다(王葆心, 蘄黃四十八砦紀事  
권3, 山砦列傳-梅之煥 , p.66). 明史 梅之煥 列傳에 따르면 그가 潮州에서 
저지한 것은 袁進이었다( 明史 卷248-列傳136, 梅之煥 , p.5027). 본고는 이 
두 기록을 근거로 양자를 동일 인물로 보았다.

367) 王葆心, 蘄黃四十八砦紀事 卷3, 山砦列傳-梅之煥 , p.66; 明神宗實錄 卷
582, 萬曆四十七年五月十六日戊戌條.

368) 明光宗實錄 卷4, 泰昌元年八月六日辛亥條. 결국 왕사창은 이 탄핵 때문에 
복건순무 직위를 잃게 되었으나 원진 집단 포섭은 취소되지 않았다(明喜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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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드러나는 원진의 행적은 왕사창의 기 에 부응하는 듯 보인다. 그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인 수군 지휘관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맡은 임무

는 조병감과 마찬가지로 팽호와 만 일 에서 활동하는 무역 집단을 통

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가 이 임무를 수행했을 때는 이 지역의 무역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가 동강진을 지원하기 위해 요

동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원래 로 돌아갔다.369) 그는 이후 줄곧 북방 

수역의 수군 지휘관으로 활약하였다. 물론 그의 모범적인 행적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그와 관련된 기록에는 항상 해적 출신이라는 사실이 마치 꼬리표처

럼 붙어 다녔다.370) 

천계 3년(1623) 정월 廣東巡按御史 陳保泰의 상소에 한 兵部尙書 董漢儒

의 반응은 해상 집단을 복건 지역 해방에 동원하는 것에 해 상당히 큰 우

려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VOC 함 가 팽호를 점거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진보태는 VOC에 한 금령[禁紅夷]과 더불어 召募 금지[禁召募], 

보갑을 이용한 향병 동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해 동한

유는 다음과 같이 議覆하였다.

옛날에는 民이 곧 兵이 되어 각 지역에서 수비를 시켰지 강제로 끌고 

와서 앞장세우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수천 리 밖에 차출한다면 이미 일을 

그르치는 책략이었습니다. 名色만 (관군인) 奸弁이 勤王의 명분을 빌어서는 

不逞한 무리를 모아 수백 수천을 동원하여 난리를 일으키고 釁端을 열었습

니다. 마땅히 각 처의 巡撫･巡按은 핑계를 어 募兵하는 자가 있으면 곧 

간사한 협잡꾼이니 잡아서 처형하고 효수하고 이미 모인 무리는 잘 타일러 

해산시켜야 합니다. (중략) 紅毛番이 성을 쌓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모두 

간민이 꾀어 들였기 때문입니다. 番夷와 내통하는 도적들을 잡아내기만 하

卷4, 泰昌元年十二月十五日戊午條).
369) 沈演, 止止齋集 卷55, 論閩事 , p.20, “袁俊歸降, 又復東行, 盜勢解散, 今

歲猶躑躅, 尋自離披, 似可小憩. 而挾倭貲販北港者, 實繁有徒, 此輩不可剿, 不
可撫, 急且合倭以逞六十年前古故事.” 

370) 明喜宗實錄 卷42, 天啟四年五月十七日庚午條; 崇禎長編 , 崇禎元年八月三
日辛卯條; 崇禎二年二月二十九日乙卯條; 崇禎三年十二月朔日乙巳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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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오랑캐의 계획은 저절로 무너지니 撫臣은 기회를 봐서 제압하면 됩니

다. 鄕兵은 부자･형제를 연결하여 스스로 내 집을 지키는 것이니 客兵보다 

훨씬 낫습니다.371)(밑줄은 인용자) 

동한유의 논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병 모집은 복건 해방의 근본적인 

해악이며 VOC가 팽호를 점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만연한 민에 한 모병 정책 때문에 원

래는 군직을 받을 수 없는 간악한 존재들이 연해 안보를 담당하는 직책을 

맡아서는 조정의 위세를 등에 업고 수천 수백에 이르는 불순한 무리를 자기

의 수족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는 VOC의 

팽호 점령을 이 문제의 연장선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민병 모집 철폐를 통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동한유의 분석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이번 VOC 함 의 팽호 점령

은 스페인-포르투갈 제국과의 결이라는 큰 목표를 위한 포석이었을 뿐 과

거 만력 32년(1604)의 사례와는 달리 중국의 간상이 그들을 유인한 것이 아

니었다. 또 황승현이 모병을 통해 수군 전력을 실질화 기동화하지 않았다면 

명군이 과연 VOC 함 를 팽호에서 몰아낼 수 있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사태의 전개를 생각하면 선견지명이라고 할 만한 점도 있었다. 이단과 

안사제 그리고 정지룡으로 이어지는 세력의 성장을 통해 그의 우려가 현실

이 되었기 때문이다.

李旦은 천주 출신으로 초기 활동 무 는 마닐라였다. 그는 마닐라에서 활

동하던 당시 그곳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을 정도의 위상

을 가졌었으나 스페인 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하자 근거지를 일본의 히라도로 

옮겼다. 히라도로 이주한 후 그는 주로 히라도- 만 무역망 안에서 활동했

371) 明喜宗實錄 卷30, 天啟三年正月朔日壬辰條 “古者, 民即爲兵, 地自爲守, 未
有強虜在前. 索兵數千里外者, 則已事之失策也. 名色奸弁, 借勤王之名, 集不逞
之衆, 動至千百, 釀亂啟釁. 當行各處撫、按, 但有託言募兵者, 即係奸偽, 立梟
正法. 已合徒衆, 即曉諭解散. (中略) 若紅毛番築城作梗, 悉由奸民引誘, 但擒通
番之盜, 則夷謀自奪, 在撫臣相機制禦耳. 鄉兵聯絡父子兄弟, 自捍室廬, 勝客兵
萬萬.” 



- 151 -

다.372) 당시 영국동인도회사(EIC)의 히라도 상관장 리처드 콕스(Richard 

Cocks)가 남긴 기록에서 나타나듯, 그는 유럽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중국 

직접 무역은 복건 당국자에 한 로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신에게 이를 

성사시킬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콕스는 1617년부터 거액의 자금

을 지원하여 이단의 로비활동을 뒷받침했으며 그가 VOC 함 에 저지당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VOC에 협조 요청 서한을 보내거나 영국 국기를 제

공하는 등의 도움도 주었다.373) 

1610년 중반부터 시작된 VOC의 마닐라 봉쇄 작전은 정식 허가를 받고 

마닐라를 왕래하며 무역했던 해징 상인들에게 상당히 큰 피해를 줬다. 그렇

지만 작은 배를 이용해 만을 오가며 일본 상선과 거래하던 무역상에게

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았다.374) 오히려 잠재적 경쟁자들의 사업이 방해받

음으로써 수년간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 측면까지 있었다.375) 이들

이 자신들의 이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한 VOC라는 중요 

변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李旦의 영향력이 절정에 이른 시기는 복건 당국이 팽호 수복에 나선 

1624-5년 즈음이었다. 팽호 수복 완료 직후인 천계 5년 사월 초하루(1625년 

5월 26일) 복건순무 남거익이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팽호 사태

를 VOC의 독자 행동이 아니라 VOC[紅夷]-일본[倭]-중국계 무역업자[海中

之寇]가 연계하여 만들어낸 문제로 인식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VOC

뿐이었으나 그 뒤에는 일본과 중국계 무역업자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본 것이다. 남거익이 보기에 현재 구도 속에서 고립된 쪽은 VOC가 

아니라 명 측이었다. 그는 자신이 파악한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

372) Andrade, Tonio, 2009, pp.43-4
373) 티모시 브룩 지음, 조영헌 손고은 옮김, 2018, pp.174-82; Cheng Wei-chung, 

2013, p.29.
374) 일본 무역의 중요성 때문에 VOC를 비롯한 어떤 유럽 세력도 일본 막부를 자

극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도쿠가와 막부가 발급한 주인장을 소유한 일
본 선박은 VOC 함 로부터 항해를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었다
(Andrade, Tonio, 2009, p.35). 

375) Cheng Wei-chung, 2013,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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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듣건 , 閩･越･三吳의 사람들 가운데 倭에 가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

은지 알 수 없을 정도이고 왜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키우니 그곳을 이름하

여 唐市라고 합니다. 이들 수많은 종족과 혼인으로 맺어져 몰래 이들과 내

통하는 자들도 실로 많아 무리를 이룹니다. 그 왕래하는 선박은 이름하여 

唐船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부분 중국의 상품을 싣고 가서 일본에 파는

데, 도적들과 소통하여 바다에서 출몰하니 관병은 여기에 일일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兩汛에 경계를 엄하게 하여 잡아들이기라도 하면 먼바다의 

은신처로 숨어드니 어찌 섬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倭를 막아내고, 

倭와 내통하는 간민을 막아내는 것은 이미 이처럼 힘을 발휘하기 쉽지 않

습니다. 여기에 紅毛夷가 더해지니 간민들이 떼를 지어 이들에게 빌붙어서

는 倭를 설득해서 (紅)夷을 돕고 (紅)夷를 유도하여 왜구에게 붙여주었습니

다. (紅)夷는 획득한 중국 상품을 전량 倭에 뇌물로 바치고 倭는 또다시 중

국 상품을 탐하는 마음에 전력으로 (紅)夷를 돕게 되니 (紅)夷와 倭와 바다

의 도적[海中之寇]이 합쳐져서 서로를 의지하여 저항하는 형세[負嵎之勢]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백방으로 推選해야 겨우 약간의 병력을 얻으나 그들은 

호령 한 번이면 사나운 무리가 사방에서 집결하여 그 수가 항상 (우리의) 

몇 배가 됩니다. 우리는 백방에서 수송하여 糗糧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도 

오히려 부족하지만 그들(紅夷)은 倭와 盜로 인해 돌아보면 여유분이 있습

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는 1년 넘게 치해도 공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어려움은 (紅)夷를 쫓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倭와 寇를 쫓아

내는 데 있습니다.376)(밑줄은 인용자)

376) 明季荷蘭人侵據彭湖殘檔 , 兵部題行條陳彭湖善後事宜殘稿(二) , p.26, “聞
閩越三吳之人住於倭島者, 不知幾千百家, 與倭婚媾, 長子孫, 名曰唐市. 此數千
百家之宗族姻識, 潛與之通者, 實繁有徒. 其往來之船, 名曰唐船. 大都載漢物以
市於倭. 而結連萑苻, 出沒洋中, 官兵不得過而問焉. 即兩汛戒嚴, 間有緝獲, 而
窮海鯨窟, 焉能盡殲. 夫我之防倭, 防通倭之姦, 已若是乎不易爲力矣. 而又益之
以紅毛夷, 姦人群而附之, 教倭助夷, 引夷附倭. 夷以所得接濟漢物, 盡數賄倭, 
倭復以眈漢物之心, 盡力助夷, 而夷與倭及海中之寇合併以成負嵎之勢. 我百方
抽選, 僅得兵若干名, 彼一呼而梟獍四集, 數每倍蓰. 我百方輓運, 糗糧莫繼, 惟
若不足. 彼因倭因盜, 翻見有餘. 是以踰年相持, 不能有功. 非去夷之難, 去倭與
寇之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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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거익의 추천으로 남로부총병이 된 유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이단이라는 인물에게 있다고 파악했다. 이단이 과거 리처드 콕

스의 의뢰를 받고 선을 려던 복건 당국자가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

어도 1624년에 이르러서는 남거익과 유자고라는 유력 관료와 확실한 연결고

리를 마련하게 된다. 허심소라는 인물이 양자를 연결하는 중간다리 노릇을 

했다. 이들의 관계가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팽호 수복 완료 후 복건

순무 남거익이 조정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남거익은 유자고가 어떤 논리를 동원하여 이단을 포섭하도록 자신을 설득했

는지 상당히 자세히 기록하였다. 

다행히 그때 副將으로 임명된 鎭臣 兪咨皐가 처음 부임한 후 바로 신에

게 비 리에 揭를 보내서 말하길, “지금 倭와 夷는 서로 손을 잡고 있으며 

간사한 도적 무리가 여기에 빌붙어 있으니 우리 군이 홀로 팽호로 건너가

게 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전쟁의) 이해는 여기에서 판가름 날 것이 분

명하며 승부를 매우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상황이 매우 급

합니다. 지금이 바로 병법에서 말하는 이간계를 써야 할 시기입니다.” 신이 

묻길, “계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유)자고가 말하길, “천주 사람 이단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단과 친분이 있는 허심소가 지금 우리 

측에 잡혀 있습니다. (허)심소의 아들을 확실하게 볼모로 잡은 뒤 (허)심소

가 가서 이단을 설득하여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 우리

를 위해 활동하면 오랑캐 세력은 고립되니 도모해 볼 만 합니다”라고 하였

습니다.377)

남거익의 진술에 따르면 이단이 앞서 팽호 철수 협상의 중재를 맡은 것은 

그의 자발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유자고가 파견한 허심소의 이간계에 의한 성

과였다. 유자고는 이단을 설득하여 그와 VOC의 협력 관계를 끊어내는 데 

377) 明季荷蘭人侵據彭湖殘檔 , 兵部題行條陳彭湖善後事宜殘稿(二) , p.26, “幸
及今鎮臣俞咨皐奉副將之命, 初蒞師中, 即密揭貽臣曰, ‘今倭夷連和, 奸盜黨附, 
我孤軍渡彭, 賓主倒置. 利害判於斯須, 勝負殊難期必. 事急矣. 此兵法用間時
矣.’ 臣問, ‘計將安出.’ 咨皋言, ‘泉州人李旦久在倭用事, 旦所親許心素今在繫. 
誠質心素子, 使心素往諭旦, 立功贖罪. 旦爲我用, 夷勢孤, 可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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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면 팽호의 VOC 세력은 고립되어 명군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상태

가 될 것이라 보았다. 남거익은 처음에는 유자고의 계획을 반신반의했지만 

巡海道參政 孫國禎이 유자고의 계획을 적극 지지하자 마음을 돌려 이간계 

추진을 허락했다. 유자고의 포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명군은 고립무원 상

태가 된 VOC를 팽호에서 축출해낼 수 있었다.378) 

남거익은 유자고의 이단 포섭 시도를 적극 지지했을 뿐 아니라 팽호 수복

이 끝난 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의 공적을 조정에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은 비로소 (유)자고의 식견이 옛 명장들의 아래에 있지 않음에 탄복했

습니다. 陳平이 楚나라에 이간책을 쓴 것, 李靖이 突厥에 이간책을 쓴 것, 

先臣 胡宗憲이 王直에게 왜에 한 이간책을 쓴 것 모두가 이와 같은 도리

였습니다. 신의 이전 상소는 鎭臣 謝弘儀의 보고에만 근거하여 올린 것입

니다. 咨皐의 이상과 같은 고심은 기록되지 않아 上將이 모략으로 세운 공

로는 숨겨져 드러나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379) 

요컨  福建總兵 謝弘儀의 전과 보고에 기초하여 올린 이전 상주에는 전

투에 가담해서 직접적으로 올린 전과만 기록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을 

세운 유자고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條陳彭湖善後事宜 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 상주의 원래 목적은 팽호에 한 후속 조치를 건의하

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의 내용에 앞서 남거익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후속 조치를 제시하였다. 후속 조치 골자는 팽호와 그 건너에 있는 천주 장

주의 군비를 폭 증강하고 그 모든 통제권을 완전히 유자고에게 일임하여 

378) 明季荷蘭人侵據彭湖殘檔 , 兵部題行條陳彭湖善後事宜殘稿(二) , pp.26-7, 
“臣初不敢信, 因進巡海道參政孫國禎再四商確, 不宜執書生之見, 掣閫外之肘, 遂
聽其所爲. 而倭船果稍稍引去, 寇盜皆鳥散, 夷孑立寡援. 及大兵甫臨, 棄城遯矣.”

379) 明季荷蘭人侵據彭湖殘檔 , 兵部題行條陳彭湖善後事宜殘稿(二) , p.27, “臣
始服咨皐之識不在古名將下. 陳平之間楚, 李靖之間突劂, 先臣胡宗憲之間王直
於倭, 率是道也. 臣前疏第緣前鎮臣謝弘儀所報者而敷奏焉, 咨皐此段苦心尚未
敘入, 使上將伐謀之功隱而不彰, 臣之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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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것이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지점은 예하 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은 2만 3천 냥의 비용을 주변 주현의 지원이 아니라 洋稅 징수를 통해 자체

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이 부 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재정을 갖도록 한 

점이었다.380)

남거익은 유자고가 복건 해방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상했고 그

의 전략적 식견과 팽호 수복 과정에서의 공적을 중앙 조정에 부각하여 이를 

뒷받침했다. 그의 건의가 조정에 받아들여짐으로써 유자고는 복건과 팽호의 

해방 사무에 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또한 소요 비용을 

洋稅로 충당하면서 재정적으로 상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

니라 공식 무역에 종사하는 상선에게 일종의 징세권까지 행사하게 된 셈이

었다. 

유자고는 이단 포섭을 도와주었던 허심소에게 정식 군직을 주어 자신의 

손발로 활용했다.381) 허심소는 名色把總으로서 공식적으로는 팽호- 만으로 

이어지는 무역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면에서는 유자고의 심복

으로서 유자고의 권력과 무역 집단을 중개하여 부정한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맡았다.382)

남거익은 이단이 허심소의 포섭을 받아들여 명조의 작전에 협력한 것으로 

중앙 조정에 보고했으나 이는 실제 상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

단이 실제로 한 일은 명조와 VOC의 협상을 중재한 것이었을 뿐 명조에 투

항하여 VOC를 등지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조직은 이후에도 계

380) 남거익이 제시한 10개 항목의 후속 조치를 간단히 정리하면 彭湖遊擊 신설 
南路副總兵 中左 주둔 彭湖 주둔군을 950명에서 2,100명으로 증강 軍餉 

증가분 2만 3천 량을 洋稅로 조달 요새 건설 彭湖遊擊의 위상 격상과 南
路副總兵 직속으로 편성 屯田 실시 銃臺 설치 팽호 수복전 유공자인 王
夢熊과 葉大經에게 팽호 방어 임무를 부여 연해 지역의 홍이선 공격 비이
다( 明季荷蘭人侵據彭湖殘檔 , 兵部題行條陳彭湖善後事宜殘稿(二) , pp.20-5), 

381) Cheng Wei-chung, 2013, p.36.
382) 1628년 1월 6일 바타비아 평의회가 본국 이사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측의 무역 통제가 매우 엄격하여 만 VOC 상관이 중국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허심소이며 그가 제시하는 매우 높은 가격을 수용해야 했다(程
紹剛, 2000,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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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만 해협을 중심으로 무역에 종사하면서 허심소와 거래를 이어갔

으나 VOC 측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것이 당시 이단 

조직이 최 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2. 鄭芝龍 집단의 성장과 ‘以賊攻賊’ 정책의 좌초 

VOC가 팽호를 포기하고 원으로 물러난 지 1년여가 지난 1625년 말 당

시 해상 무역 세계의 두 거두인 이단과 안사제가 거의 동시에 사망했다. 

두 거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힘의 공백은 자연스럽게 그 후계를 둘러싼 

혼란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정지룡이라는 인물이 이단 안사제 집단을 계승

하게 되었다.383) 

鄭芝龍은 福建 泉州府 南安縣 石井 출신이다. 字는 飛黃이지만 사료에서는 

본명이나 어릴 적 이름인 一官이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의 부친인 鄭

紹祖는 泉州府에서 庫吏로 근무했다. 그는 4형제 중 장남이며 동생인 芝虎, 

鴻逵, 芝豹는 체로 정지룡과 삶의 궤적을 함께 했다.384) 부친인 정소조는 

명민하긴 했으나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는 장남을 탐탁지 않게 여겨 집에

서 쫒아냈다. 정지룡은 그 길로 廣東 香山에서 무역에 종사하던 외숙부 黃程

에게 의탁하여 3년간 장사를 배우다가 천계 2년(1622) 18세의 나이로 일본

383) 李旦과 顏思齊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무 에서 활동하다가 같은 해에 죽었고, 
사후에 그 세력이 鄭芝龍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시각
이 있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견해 또한 상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 양자
를 다른 사람으로 보는 시각 안에서도 구체적인 관계 설정에 이르면 매우 다양
한 견해가 존재하여 확정된 결론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해당 논쟁은 한지선, 
17세기 초 동아시아 해양세계의 변화와 海商 李旦 , 明淸史硏究 44, 2015에
서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본고는 양자가 다른 인물이며 서로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설을 지지한다. 명조 측 기록에서 양자의 관계는 불분명하며 정
지룡의 활동은 주로 안사제 집단과 관련되어 나타나지만, VOC 측 기록에서는 
양자가 서로 다른 존재이며 서로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본고는 두 인물 중 한 사람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 ‘이단 안사제’라고 양자를 竝
稱하였다. 

384) 臺灣割據志 ,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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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히라도로 건너갔다. 별다른 연고나 기반이 없었던 정지룡은 신발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현지 여인과 결혼해 아들 森(이후의 鄭成功)을 얻었다.385) 

정지룡의 인생은 천계 4년(1624) 유월 顏思齊의 조직에 가담하면서 큰 굴

곡을 겪게 되었다. 福建 漳州府 海澄縣 출신인 안사제는 젊은 시절 고위 관

료 가문의 횡포에 분노하여 노복을 때려죽인 후, 관부의 추격을 피해서 일본

으로 건너가서 재봉사로 살아갔다. 훗날 큰 부를 축적한 안사제는 재산을 공

적 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명성을 얻었고, 이를 기반

으로 당시 일본에 드나들던 중국계 무역상 楊天生, 陳衷紀, 張弘 등과 교

분을 맺었다. 楊天生 등의 추 를 받아 조직의 수장이 된 안사제는 그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여러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조직의 규모를 키웠다. 정지룡도 

이 과정에서 그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정지룡은 성립 초기에 가담했던 28

인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적은 데다가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 조직의 말단에 위치하게 되었다.386) 

VOC가 중요한 거래 상 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정지룡에게 호재로 작용

했다. 당시 동아시아 해상 세계의 공용어인 포르투갈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던 

정지룡은 이단 안사제 집단을 표해서 VOC 측과 교섭하는 역할을 주로 맡

았다. 가장 표적인 사례는 1624년 12월 12일 바타비아 평의회로부터 마닐

라 포위 작전 참여를 명령받은 VOC의 초  만 총독 송크(Martinus 

Sonck)가 부족한 전력을 메꾸기 위해 이단 안사제 집단을 고용한 사건이다. 

이단 안사제의 관심은 마닐라의 성공적인 봉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게 

될 부수입의 극 화와 손실의 회피였다. 정지룡은 능수능란한 태업을 통해 

최 한 조직의 기 에 부응하면서도 VOC 측이 문제 삼기는 곤란한 정도의 

선을 매우 잘 유지했다. VOC와의 사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조직 내에

385) 川口長孺, 臺灣鄭氏紀事 , 卷之上, p.2.
386) 江日昇, 臺灣外記 卷1, pp.4-5. 臺灣外記 를 제외한 사료에서는 안사제 집

단이 만에서 활동을 시작한 다음 鄭芝龍이 자신의 동생 鄭芝虎와 함께 가담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臺灣鄭氏紀事 卷之上, p.3). 鄭芝龍의 가담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어느 쪽 설명이든 정지룡이 초기 안사제 집단에서 차지했던 입
지가 상당히 낮았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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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상승했고, 교섭과 실무를 전담하면서 VOC 측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387)   

1625년 안사제가 사망한 후 정지룡은 조직의 수장이 되었다. 그러나 안사

제가 정지룡을 지목하여 수장의 지위를 물려준 것은 아니었으며 수장이 된 

이후에도 정지룡은 조직에 해 강한 영도력을 행사하기는 힘든 상태였다. 

정지룡이 조직의 수장으로 추 되는 과정에 한 일화는 정지룡이 수장이 

된 다음 조직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영향력이 매우 제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일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振泉(=안사제)이 죽자 九寨가 통제되지 않았고 한 사람을 추 하여 수장

으로 삼고자 했지만 정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함께 하늘에 고하고 제물

을 나누어 맹약을 맺었다. 검을 쌀 (무더기) 가운데에 꽂아둔 뒤 (寨主들

이) 각자 검 앞에서 절하고 맹세하길, ‘절을 하였는데 검이 움직인다면 하

늘이 (그에게 수장 자리를) 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지룡의 차례가 되

자 이르자 검이 움직여 땅으로 나왔다. 뭇사람이 이를 기이하게 여겼고 함

께 (정지룡을) 우두머리로 추 하여 해상을 종횡하였다.388) 

이 일화는 소설적 요소가 다분하여 이용하기 조심스럽지만 이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우선 안사제 조직

의 분권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안사제 집단에는 정지룡 외에 9명의 채

주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안사제가 죽자 이들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정지룡을 포함한 누구도 자력으로 수장 지위를 차지할 수 없

었고 결국 그들은 제비뽑기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수장을 추 함으로써 조직

의 완전한 분열을 간신히 봉합하였다. 

다음으로 맹약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지룡 위상은 다른 채주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었다. 그는 의식을 주도하지도 않았으며 배례 순서

387) Cheng Wei-chung, 2013, pp.36-40.
388) 臺灣鄭氏紀事 卷之上, p.3, “及振泉死, 九寨無所統, 欲推擇一人爲長, 不能

定. 因共禱於天, 割牲而盟, 插劍於米中, 令各當劍而拜, 約曰, ‘拜而劍躍動者, 
天所授也.’ 次至芝龍, 劍躍出於地, 衆皆異之, 俱推爲魁, 縱橫海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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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첫 번째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맹약 의식을 통해 명목상의 수장이 

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정지룡이 다른 채주들에게 실효적 지배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제공되지 않았다. 수장이 되기는 했지만 정지룡에게 

다른 채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지룡이 조직 수장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채

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했고, 모든 채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할 만한 매력적인 사업이 필요했다. 가장 손쉬운 안은 채주들이 마음

껏 날뛸 수 있는 무 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정지룡은 수장이 되자마자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한 적인 약탈전을 벌였다. 약탈전은 厦門과 金門은 

물론이고 粵東의 潮州, 惠州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졌다. 복건 

당국으로서는 VOC가 물러나자 곧바로 새로운 골칫거리가 등장한 셈이었

다.389)

복건총병 유자고는 포섭을 통해 해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효용성을 인

식하고 있었고 허심소도 이를 지지했기 때문에 정지룡 휘하의 두 채주인 楊

祿과 楊策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390) 유자고는 자신

의 계획을 천계 5년(1625) 오월 2일에 부임한 신임순무 朱欽相에게 전했다. 

갓 부임한 주흠상은 팽호 탈환의 공로로 절정의 명성을 떨치고 있던 유자고

의 판단을 신뢰했다.391) 유자고의 제안은 양록과 양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사제의 사망으로 인해 조직의 결속력은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였고, 새로운 수장으로 추 된 정지룡의 리더십은 허약하여 

어떤 채주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에 

389) 臺灣鄭氏始末 卷1, p.3, “二月, 以楊天生 洪升參軍事, 楊經 李英總饟軍, 陳
勳 林翼督造戰艦, 陳德 張宏爲監軍. 芝龍帥艇十 偵事艦二, 儲一月糧, 於三月
犯金門, 又犯廈門. 夏四月, 犯廣東靖海 甲子二所. 所設指揮千百戶轄軍士, 無
禦寇者, 徒馳羽檄報寇埶鋒盛不可當.”

390) 靖海紀略 卷1, 上過承山司尊 , p.2, “楊祿、楊策一無賴蠢賊, 夥不過以千
計, 船不過以十計. (중략) 俞總兵腹中止有一許心素, 而心素腹中止有一楊賊, 多
方勾引, 多方恐嚇, 張賊之勢, 損我之威, 以愚弄上臺. 而轉勦爲撫, 異日者擔得
之資, 俞與素各各滿腹, 便可了局矣.”

391) 福建通志臺灣府 , 雜錄-外紀 , p.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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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담이 적었던 양록과 양책은 휘하 세력을 이끌고 유자고에게 투항했다. 

양록과 양책을 포섭함으로써 유자고는 다시 한번 복건 지역의 동란을 순조

롭게 잠재우는 듯 보였다.

양록과 양책이 명조에 투항했다는 소식을 접한 정지룡은 초기에는 그들의 

배신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보를 조직의 새로운 활로로 인식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양록 등을 자신의 투항 의사를 유자고에게 잘 전달해줄 

효과적인 메신저로 생각했다. 그러나 정지룡의 기 와는 달리 양록 등은 정

지룡이 명조에 투항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유자고가 정지룡을 포섭

하지 않도록 허심소를 통해 훼방을 놓았다. 정지룡은 조직을 배신하고 떠났

을 뿐 아니라 자신을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양록 등에 해 크게 분노했다. 

그는 휘하의 曾五老에게 한 갈래의 선단을 맡겨 양록 등의 행위를 단죄하고

자 하였지만 소기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채 결국 해징 인근 지역을 약탈하

는 데 그치고 말았다.392) 

정지룡 집단의 준동이 계속됨에 따라 유자고가 해상의 소요를 제 로 통

제하지 못한다고 인식한 복건순무 주흠상은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하

고자 했다. 주흠상은 蔡善繼라는 인물을 泉州巡海道로 발탁하여 정지룡에 

한 포섭 임무를 맡겼다.393) 蔡善繼는 정지룡의 유년기 그가 살던 泉州의 知

府이자 부친 정소조의 상관으로 정지룡과도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 채선계는 

지부 시절 자신의 부하이자 정소조의 동료였던 黃昌奇를 보내 정지룡을 설

득하도록 했다.394) 이 시도는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다. 정지룡은 채선계의 제

392) 福建通志臺灣府 , 雜錄-外紀 , p.900-1, “祿、策既降, 芝龍亦欲返正, 託祿、
策以達咨皋. 祿、策要芝龍, 不爲通. 芝龍怒, 遣賊將曾五老泊海澄, 尋大掠蘆
坑、溪尾、九都諸處, 海澄村落無倖免者.” 

393) 福建通志臺灣府 , 雜錄-外紀 , p.901, “及芝龍陸梁海上, 善繼已罷歸. 巡撫朱
欽相欲得素識芝龍者遣往撫諭. 有告其事, 遂奏起善繼爲泉州巡海道, 令作書招
芝龍.”

394) 臺灣鄭氏始末 卷1, p.3, “當事悚慴上聞, 或以蔡善繼嘗善芝龍. 說巡撫爲招安
計, 即起善繼泉州巡海道, 持撫臣朱欽相檄, 遣旗鼓黃昌奇入海. 芝龍方燖滌戰艇
於湄州, 稔昌奇故亦泉府胥, 與紹祖善, 重不忍違善繼意, 允就撫.”; 臺灣外記
卷1, p.18, “即起善繼泉州巡海道, 招安芝龍. 善繼抵任, 又奉巡撫朱欽相檄, 差旗
鼓黃昌奇[係泉州府禮房, 有口才, 與紹祖共事. 迨繼爲海道, 委爲轅門旗鼓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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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받아들여 세력의 부분을 만에 남겨둔 채 12척의 선박과 800명 정

도의 인원만을 동하고 천주항에 들어와서 채선계에게 투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때마침 순무 교체가 일어나 포섭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정지

룡의 동생 鄭芝虎는 투항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안을 느낀 정지

룡은 정지호의 주장을 수용하여 야음을 틈타 천주를 떠났다. 이로써 명조가 

정지룡 집단을 포섭할 가능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사라졌다.395)

이상의 상황은 조직 수장으로서 정지룡의 영향력에 작지 않은 타격을 입

혔다. 두 명의 채주가 정지룡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명조에 투항해서 승승장

구했으며, 정지룡이 그들의 뒤를 따라 명조에 투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셈

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지룡이 손상된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

으로든 양록 등이 배신의 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했으며 동시에 조직의 남

은 구성원에게 자신의 휘하에 남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피력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했다.

정지룡은 돌파구를 VOC와의 관계에서 모색했다. 과거 VOC 주도의 마닐

라 봉쇄 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정지룡은 VOC가 마닐라를 왕래하는 

중국 선박 통제를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는지 또 마닐라에서 오는 중

국 선박을 약탈하는 것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396) 물론 상선을 약탈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당연히 중국 

관부의 주목을 받게 되겠지만, VOC의 깃발 아래에서는 그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 분명했다. 

1626년 6월 정지룡은 2  만 총독 게릿 프레데리츠 데 휘트(Gerrit 

委之齎諭, 出海招安.”
395) 臺灣外記 卷1, pp.19-21.
396) 당초 레이예르센이 팽호를 점령한 뒤 분견 를 파견하여 원 일 를 탐사하여 

두 곳의 입지를 비교한 데에는 大員이 마닐라와 마카오에 한 무역 통제를 가
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동시에 중국 무역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라고 
평가한 도미니크회 신부 Bartolomé Martinez의 보고서의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
문이었다(陳宗仁, 2005, pp.291-4). 또 VOC가 만 남서부를 장악한 지 2년 만
에 마닐라에서 부족한 자원을 무리하게 동원하여 만 북부를 점령한 것은 
VOC의 만 점거가 마닐라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Andrade, 
Tonio, 2009,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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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erikz de Wit)에게 마닐라를 오가는 중국 선박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만 총독은 기꺼이 그를 이용했다. 복건과 광동의 길목에 

있는 요충지 남오를 점거하여 근거지로 삼은 정지룡은 VOC의 깃발 아래에

서 그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동 서양 각지에서 돌아오는 중국 선박 중 VOC

가 문제 삼지 않는 지역(시암, 캄보디아, 파타니)에서 온 선박들만 통과시키

고 신 마닐라 등지에서 온 선박은 공격해서 약탈했다.397) 복건순무 주일풍

의 보고에 따르면 천계 7년(1627) 조정의 인가를 받고 해징에서 출항한 43

척의 선박 중 무사히 귀항한 선박은 도합 23척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해적에게 약탈당했다. 그나마 무사했던 선박 중에서도 정확히 천주와 장주로 

돌아온 선박은 12척뿐이었다.398) 

복건 쪽에서도 반전의 계기가 발생했다. 1625-6년 閩南 지역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여 지역 전체가 초근목피조차 구할 수 없는 심각한 기근에 시

달렸다. 식량 부족은 복건순무 주흠상이 천계 6년(1626)에 실시한 米禁 때문

에 한층 더 심각해졌다.399) 농경지 부족으로 식량 자급이 힘든 閩南 지역에

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과거

에는 인근 지역으로부터 부족분을 수입함으로써 그 충격을 완화해왔다.400) 

米禁의 취지는 부족한 식량의 유출을 막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외부로부

터의 곡물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401) 

유자고 휘하의 허심소, 양록 등은 米禁을 새로운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다. 

숭정 원년(1628) 유자고를 탄핵한 工科給事中 顏繼祖에 따르면 유자고는 휘

397) Cheng Wei-chung, 2013, pp.41-3.
398) 鄭氏史料初編 卷1, 兵部題行兵科抄出福建巡撫朱題稿 , p.5. 
399) Cheng Wei-chung, 2013, pp.43-4.
400) 崇相集選錄 , 米禁 , pp.41-2, “福建上府多山, 而沿海郡邑田多鹹而少收, 故

上仰粟於上府, 南仰粵, 北仰溫、台, 從來如是. 漳泉近粵, 故粵粟, 上府粟聚於
洪塘, 溫、台粟聚於沙埕. 福海民資以販糴無阻者, 此固然之事也. 論勢, 則漳、
泉不可使饑, 論事, 則海民不可遏糴.”

401) 崇相集選錄 , 福寧海事 , p.45, “今又借憲禁接濟, 騙銀煽害. 有賂則, 奸販揚
帆, 無賂則, 閭閻枵腹. 其間拘留報州申道者, 皆不遂其嚇索也. 禁糴原以爲民, 
反以害民, 設官原以禁盜, 反以爲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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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허심소 등을 이용하여 군량 보급을 핑계 삼아 米禁을 사익 추구 수단

으로 사용했다. 민남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유자고가 통제하는 관군이 정지룡 

집단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삶에 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였다. 그들은 공적 지

위로 자신들의 행위를 분식하는 폐쇄적인 사익 추구 집단으로 지역 사회에 

인식되었다.402) 반면 정지룡 집단은 기근으로 생계가 극단적 위기에 몰린 사

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안적 세력으로 평가되었다.403) 복

건순무 주일풍도 조정에 이와 같은 복건 지역의 현실을 보고한 바 있다.404)

정지룡 집단은 VOC를 등에 업고 점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그

에 따라 점점 더 많은 閩南의 기민들이 정지룡의 근거지인 南澳로 몰려들었

다. 정지룡 집단은 남오를 중심으로 활동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잃어버린 세력을 완전히 만회하는 것을 넘어서 1천 척 규모의 함 를 

동원할 수 있는 거  조직으로 성장했다.405) 

정지룡 집단의 급성장에 위기의식을 가진 복건총병 유자고는 VOC를 이용

하여 정지룡 집단을 누르고자 하였다. 만 총독 데 휘트가 바타비아 평의회

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유자고는 심복 허심소를 원으로 보내 만약 VOC

가 정지룡 집단을 제거해준다면 그 가로 VOC가 계속 요구했던 연해 지역 

402) 崇禎長編 , 崇禎元年正月二十七日條; 臺灣外記 卷1, p.32, “閩事尚忍言哉. 
粵艘不通, 歲荒米貴, 小民枵腹, 莫必其命. 而咨臯反委官駕船買穀, 名爲給食於
兵, 而實則齎糧於盜, 漳民爭欲臠其肉而寢其皮.”

403) 臺灣外記 卷1, p.31, “復以小惠濟其大奸, 禮賢而下士, 劫富而施貧, 來者不
拒而去者不追. 故官不憂盜而憂民, 民不畏官而畏賊, 賊不任怨而任德. 一人作
賊, 一家自喜無恙, 一姓從賊, 一方可保無虞.”; 崇相集選錄 , 寄張蓬玄 , 
pp.69-70, “前撫不能了賊, 只禁米粟販船出海, 以爲絕賊餉道. (中略) 上下不察, 
以爲消賊之法, 莫良於此. 不知米粟未禁之先, 芝龍船僅百隻, 既禁之後, 遂至千
艘. 未禁之先, 僅有芝龍數賊, 既禁之, 遂加林姐哥、梅宇六七種. 絕賊餉道而賊
益多者, 何也. 我厲禁而漳、泉益饑, 益饑則益生賊. 我厲禁而芝龍濟貧之說, 益
足以收人心, 故從賊益衆也.”

404) 明喜宗實錄 卷87, 天啟七年八月二十日癸丑條, “且天下止有恨賊畏賊之人心, 
而閩中獨有德賊附賊之衆志.”

405) 海濱大事記 , 閩海海寇始末記 , p.9, “天啟六年春, 泉州海盜鄭芝龍與弟芝虎
據海島, 截商粟, 樹旗招兵, 犯中左所. 初, 泉州饑民剽擄海上, 出沒無恆, 而芝
龍爲之魁. (中略) 七月, 鄭芝龍劫商船, 勢寖大, 其黨謀攻廣東海豐嵌頭村以爲
穴. 芝龍初只聚船十餘隻, 漸至百隻. 及福海嚴米禁, 饑民附者益衆, 遂達千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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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무역 창구 설치를 허가해주겠다고 자신과 ‘순무’의 명의로 약속했다. 

데 휘트는 이 제안을 1626년 2월 13일 바타비아로 보냈다. 바타비아에서 이 

보고를 접한 것은 같은 해 4월 17일이었다. 오랫동안 중국과의 무역을 바라

왔던 VOC의 입장에서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유자고의 제

안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406)

데 휘트는 유자고의 제안에 해 1626년 11월까지 선단을 소집하여 지원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던 정지룡에게 바로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데 휘트는 몇 차례나 정지룡에게 근거지를 바타비아로 이

전할 것을 제안했지만 정지룡이 데 휘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

의 제안이 계속 거부당하자 데 휘트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유자고가 이끄는 복건 수군과 VOC 함 가 합세하는 로 정지룡 집단은 양

자의 협공을 받게 될 위기에 몰렸다.407) 

1628년 1월 6일 바타비아 평의회가 본국 이사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1626년 시점에 VOC 측은 정지룡 집단이 약 400척의 선박과 6~7만 명의 인

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파악했지만, VOC 함 를 집결하면 복건 당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능력으로도 이들을 격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

는 오판임이 드러났다. 약정했던 시간에서 2달가량 늦은 1627년 1월 장주 

근해에 도착한 데 휘트의 휘하에는 4척의 귀환선과 5척의 야트선이 집결했

다. 데 휘트는 1월 13일(천계 6년 십일월 26일) 기세 좋게 정지룡 함 를 요

격하러 나갔지만 정지룡은 오히려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408) 

VOC 측으로부터 근거지 이전 제안을 받은 정지룡은 전체 판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VOC의 제안을 거절한 이상 정지룡이 직면한 위기를 넘

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자의 연합전선이 온전히 형성되기 전에 둘 중 하

나를 선제적으로 격파하는 것이었다. 정지룡은 즉시 가용 전력 전부를 하문 

일 에 집결시킨 다음 단독으로 자신을 공략하러 나온 데 휘트의 함 에 맹

406) 程紹剛, 2000, p.60-1. 
407) Cheng Wei-chung, 2013, p.45-6. 
408) 程紹剛, 2000,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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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퍼부었다. 다수의 화공선과 수백 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저돌적으로 덤

벼드는 정지룡 집단의 공격에 데 휘트 함 는 1척의 귀환선을 잃고 외양으

로 후퇴했다.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한 데 휘트는 남은 8척의 선박 중 야트

선 2척과 귀환선 3척에는 화물을 실어 각각 바타비아와 원으로 돌려보냈

고 장주만에는 야트선 3척만 남겨 정세를 관망했다.409) 

VOC 함 를 각개격파하는 데 성공한 정지룡은 천계 6년(1626) 십이월부

터 본격적으로 복건 연해 지역을 압박해 들어갔다. 漳浦 앞바다의 白鎭에 임

시 근거지를 마련하여 함 를 정박시킨 정지룡은 천계 7년(1627) 이월 銅山

에 상륙했다. 이 첩보를 접한 福建巡撫 朱一馮은 都司 洪先春을 파견하여 정

지룡의 침공에 응하도록 했고 유자고도 심복인 허심소를 보내 홍선춘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지룡은 허심소의 선단이 조류의 변화에 응하지 못하

는 틈을 포착하여 우선 홍선춘 부 를 격파했다. 합류에 실패한 허심소 등은 

그 로 퇴각해버렸고 홍선춘은 舊鎭에서 병력을 정돈하고 사방에 지원군을 

요청하여 다시금 정지룡 함 와 일전을 벌였으나 또다시 완파 당하고 金門

으로 후퇴했다. 金門遊擊 盧毓英이 나서서 정지룡 함  요격을 시도했지만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410)

정지룡은 사로잡은 노육영을 풀어주는 신 그를 자신의 투항 의사를 복

건 당국에 전하는 전령으로 활용했다. 석방된 노육영은 중좌소로 돌아가 정

지룡에게 투항 의사가 있음을 유자고에게 전달했다. 유자고는 정지룡 포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노육영의 주장에 동의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를 순무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다. 순무 주일풍은 해상 집단 포섭의 실효성을 극

도로 불신했기 때문에 유자고에게 계속해서 적극적인 토벌을 종용했다.411) 

409) 程紹剛, 2000, pp.78-9.
410) 靖海志 附錄一, 鄭之龍受撫 , p.99, “芝龍乃入閩, 泊於漳浦之白鎮, 時六年

十二月也.  巡撫朱一馮遣都司洪先春率舟師擊之, 而以把總許心素 陳文廉爲策
應. 鏖戰一日, 勝負未決. 會海潮夜生, 心素 文廉船漂泊失道. 賊暗度上山, 詐爲
鄉兵出先春後. 先春腹背受敵, 遂大敗, 身被數刀. 然芝龍故有求撫之意, 欲微達
於我兵, 乃舍先春不追, 獲盧游擊不殺. 

411) 鄭氏史料初編 卷1, 兵部題行兵科抄出江西道御史周昌晉題稿 , p.8, “撫臣言
勦, 大帥言撫. 大帥虛聲在剿, 實著在撫. 賊未來, 既不能剿, 賊一來, 又無可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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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으로 열세에 몰린 상태에서 유자고가 정지룡 포섭을 순무에게 건의하

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당시 유자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군

사적 위기의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유자고는 정

지룡 포섭은 순무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라고 하며 노육영에게 자신의 친서

를 순무 주일풍에게 전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 편지는 정지룡 포섭을 주장하

는 것이 아니라 패전의 책임을 노육영에게 뒤집어씌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

다. 유자고의 보고를 받은 주일풍은 신속한 토벌을 독촉할 뿐 다른 조치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412) 

유자고는 자신의 지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정지룡의 투항 의사를 묵살

했기 때문에 군사적 승리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유난히 꺼렸다. 유자고는 휘하의 千戶 馬勝과 百戶 楊

世爵이 지휘하는 불과 20척 규모의 소함 로 하여금 정지룡의 선단에 맞

서게 했다. 토벌 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괴멸

당했고 지휘관인 마승과 양세작은 모두 전사했다.413)

마승의 토벌 가 괴멸된 다음에도 유자고는 계속해서 이상하리만치 소극

적 선택을 했다. 그는 직접 군을 지휘하지 않았고 단계적으로 응함으로써 

스스로 명군의 전력을 분산 소진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유 유는 副將 陳希

范에게 양륙, 양책 등의 선단을 거느리고 출격하도록 하였다. 진희범은 승리

를 자신하며 출격했으나 명군의 출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정지룡의 

매복에 걸려들어 크게 패하였다. 양륙과 양칠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적극적으

로 싸우지 않았고 지휘관 진희범도 무책임하게 도망쳤다. 결국 진희범은 지

휘했던 전력의 3분의 1에 불과한 36척을 이끌고 유자고가 있는 중좌소로 돌

아왔다. 이 싸움의 위안거리라고는 그나마 把總인 洪應斗와 張選舉가 도망치

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점뿐이었다.414)

412) 臺灣外記 卷1, pp.26-7. 
413) 福建通志臺灣府 , 雜錄-外紀 , p.902, “盧毓英自芝龍處歸, 入謁咨皋. 咨皋責

以失機, 辭色俱厲, 然亦畏葸不敢出兵. 撫臣一馮促咨皋刻期撲滅. 咨皋遣千戶馬
勝、百戶楊世爵領船二十艘出港勦捕. 勝、世爵皆戰歿.”



- 167 -

진희범이 이끌고 나온 명군의 주력함 를 격파한 정지룡은 곧장 유자고의 

본진이 위치한 중좌소로 고 들어왔다. 유자고는 그제야 허둥지둥 복건 전

역 명군에 소집령을 내렸지만 이미 적이 임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군의 도

착을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었다. 유자고는 당장 동원 가능한 전력만을 가지

고 반격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지룡은 유자고의 마지막 저항을 어렵

지 않게 물리쳤고 반격의 의지를 잃은 유자고는 중좌소를 버리고 하문 본성

으로 도망쳐 들어가 성문을 닫아걸고 농성에 들어갔다.415) 

한 성의 군권을 총괄하는 총병이 해적 집단에 쫓겨 자신의 주둔지조차 지

키지 못하고 도망쳐 숨는 추태를 보인 충격적인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 조정에도 전해졌고, 당연히 강도 높은 비난으로 이어졌다. 숭정 원년

(1628) 정월 27일 工部給事中 顏繼祖는 총병 유자고와 부장 진희범에 한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상소에서 그동안 최근에 벌어진 군사적 실패를 총망

라했을 뿐 아니라 정지룡의 공격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앞선 시기 

유자고가 허심소, 양록, 양책 등과 함께 쌓아 올렸던 수많은 부정부패에서 

초래된 것이라는 점을 고발하였다. 조정에서는 즉각 유자고와 진희범을 파직

했다.416) 

복건순무 주일풍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관리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일이 터지자 주일풍은 와병을 이유로 사임을 청함

으로써 책임을 모면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다. 兵科給

事中 張鼎延이 관리 책임 소홀을 이유로 주일풍을 탄핵했다. 주일풍은 파직

되었을 뿐만 아니라 削籍이라는 강도 높은 처분을 통해 관리 실패를 엄중하

게 문책당했다.417)

414) 崇禎長編 , 崇禎元年正月二十七日條, “工科給事中顏繼祖, 糾咨皋並副將陳希
范, 兼爲死難把總洪應斗請恤言, ‘銅陵之戰, 應斗忿不顧身, 手刃賊級數十顆, 賊
以火攻應斗, 應斗還舉以賊. 希范揚帆遠遁, 降將楊六、楊七坐視不救. 應斗自知
不免, 抱銅銃自溺於海, 賊鉤其尸而寸斬之. 希范既以自免, 猶誣應斗以不死, 將
誰欺乎?’”

415) 臺灣外記 卷1, pp.29-30. 
416) 崇禎長編 , 崇禎元年正月二十七日條; 臺灣外記 卷1, pp.30-2.
417) 崇禎長編 , 崇禎元年二月十五日條; 崇禎元年三月二十日條; 崇禎元年七月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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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정지룡의 필사적 몸부림은 복건 관 군의 지휘부를 몰락시키

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지룡 집단 문제에 어떻게 처할 것인지는 이후 새로 

부임한 복건순무와 복건총병의 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들도 전임자와 유사한 처지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3. 소결

말기적 기능부전에 빠져 있다고 평가되는 1620년  명조가 당시 해상 세

계의 최강자로 떠오르던 VOC 함 의 팽호 점령을 직접적 군사 행동을 통해 

저지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성과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VOC에 한 명조의 

강한 불신과 팽호의 중요성에 한 재인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결과였다.

군사적 응은 강한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다. 잘 훈련된 병력

과 충분한 장비가 갖춰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를 운용할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팽호 탈환을 위해서는 규모 해상 작전을 피할 

수 없기에 더욱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많은 선박과 이를 운용할 숙달된 

병력을 확보하는 것은 절 로 단시간에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이 아니었다. 이러한 실질적 비가 없다면 강한 비난과 단호한 태도를 표방

하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만력 43년(1615)부터 45년(1617)말까지 복건순무였던 황승현은 이와 같은 

비를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는 1616년에 일어난 이른바 무라야마 도안 사

건을 계기로 해방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전력의 실질화, 팽호 중심 방어 

체계, 기동전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해방 개혁을 단행했다. 황승현은 공허한 

구호보다는 현실적 조건을 직시했기 때문에 이 개혁을 위해 추가적 재원을 

十四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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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할 수 없다는 점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수단을 

최 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했다.

황승현은 해방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부패한 위소가 아니

라 민간 모병을 통해 해방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려 했다. 그의 조치는 복

건 명군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  조치였다. 황승현이 모병의 문호를 

크게 넓힌 이후 다양한 해상 집단이 복건 명군에 가담하여 그 일원으로 활

동했다. 이들의 계보는 략 曹秉鑒과 袁進을 거쳐 許心素로 이어졌다.

허심소는 팽호 공략전의 주역이었던 兪咨皐의 아래에서 활동했다. 유자고

는 허심소를 통제하기는커녕 그를 하수인으로 부려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익

을 추구했고 楊祿과 楊策 같은 해상 집단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해상을 안정

시켰다. 유자고가 허심소 등을 부려 벌인 각종 폐단은 매우 심각했던 민남 

지역의 기근과 결합하여 연해 지역의 민심을 결정적으로 이반시켰고, 정지룡

은 이를 기회로 삼아 세력을 크게 부풀릴 수 있었다. 

정지룡은 조직의 수장이 된 다음 리더십의 불안정을 겪었으나 VOC를 해

적활동의 배후세력으로 삼음으로써 위기 국면을 돌파했고, 민남의 기근으로 

발생한 규모 기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조직을 크게 성장시켰다. 이

러한 정지룡의 활동에 위기감을 느낀 유자고는 무역 허가를 가로 VOC를 

끌어들여 정지룡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VOC도 여기에 호응했으나 이를 

포착한 정지룡은 양자의 결합을 효율적으로 저지하고 하문까지 쳐들어가서 

유자고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 과정에서 허심소, 양록, 양책 등은 전열을 

이탈해 각자도생하기 급급했다. 유자고의 해방 실패는 좁게 보면 그 자신의 

부패와 무능에서 기인한 것이었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황승현 이래 사

용되어왔던 해상 집단을 활용한 해방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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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명･청의 교체와 정씨세력의 지역 패권 

1. 명조의 鄭芝龍 포섭과 해상 집단 난립의 ‘종식’ 

정지룡 집단이 복건의 명군을 괴멸에 가까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하문을 

점령한 사건은 해상 집단을 포섭하여 활용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해방 

책인가에 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유자고가 포섭해서 활용했

던 許心素, 楊祿, 楊策 등의 무리는 심각한 부패의 온상이었을 뿐 아니라 위

기 상황에서 믿을 만한 우군으로 기능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福建按察使 

周昌晉은 이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표하는 인물이었다. 절강 연해 지역 

출신인 그는 숭정 원년(1628) 삼월 3일 최근에 벌어진 사태의 핵심에 유자

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418) 그는 유자고가 ‘평소에는 적과 놀아나서 도

적을 기르더니 사태가 긴급하니 머리를 감싸 쥐고는 도망쳐 숨었다[平日翫敵

養寇, 事急抱頭潛竄]’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최근 벌어진 사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무릇 복건 지역은 바다를 생업으로 삼으니 引을 발급받아 무역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오리 떼처럼 모여듭니다. 奸民은 여기에 눈독을 들여 이로 인

해 그들을 공격해 약탈합니다. 倭를 막는 것과 夷를 막는 것은 곧 주객 관

계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도적이 곧 백성이고 백성이 곧 도적이니 조사하

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관할 초소나 부 [哨寨]가 뇌물을 받고 이

들을 놓아주어 마음 로 드나들게 해주니 해상의 도적은 더욱더 많아졌습

니다. 몇 년 전 紅夷가 팽호에 모여들었을 때, 병력을 조달하고 장수를 파

견하는 데 십여만 냥의 금전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紅夷를 압박하여 그들

이 성을 부수고 물러나게 했지만, 이들을 물리쳐 그 목을 벤 것은 아니었

습니다. 유자고는 부장으로 추천받아 당당히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자

고의 탁월한 기량은 혈전을 벌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데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화약을 맺고 도적을 포섭하는 데서 발휘되었습니다. 신은 천

418) 崇禎實錄 , 崇禎元年三月三日甲子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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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년 복건에 들어왔고 사월에 이르 을 때, 楊六과 楊七이 해상을 횡행

하며 우리 병선을 불태웠기에 곧장 토벌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고는 

奸棍 허심소의 계책을 채용하여 그들을 꾀어 항복하게 했습니다. 순무 주

흠상은 임시방편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도적을 죽여 자신의 죄를 씻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심각하게 이를 걱정했습니다. (중략) 흠상의 뜻은 복건의 

兵士･將領은 기강 해이가 이미 오랫동안 누적되어 쉽게 잘라낼 수 없으니 

임시로 포섭의 방식을 빌려 이들을 해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419) 

연해 지역 출신인 주창진은 바다에 한 의존성이 큰 복건 경제의 특징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태의 본질은 이를 증폭시킨 상부

구조에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는 복건 지역 해외 무역의 활황이 

이를 노리는 奸民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

를 관리해야 하는 官軍이 오히려 간민을 비호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다. 유자고는 사태 악화의 핵심적 원흉으로 지

목되었다. 주창진은 그동안 유자고가 해상의 적을 토벌하는 신 그들과 협

상하고 포섭함으로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누그

러뜨리는 방식으로 응해왔고 순무 주흠상은 여기에 부화뇌동해왔다는 점

을 고발했다.

반면 천계 6년(1626) 시월 28일 주흠상의 후임으로 福建巡撫에 취임한 주

일풍은 이 문제에 해서 전임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순무와 총병 간의 립은 사태를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몰고 갔다. 

419) 鄭氏史料初編 卷1, 兵部題行兵科抄出江西道御史周昌晉題稿 , p.8, “夫閩
以海爲生. 給引貿易者, 走死如鶩, 奸民垂涎, 因之打劫. 防倭防夷則, 猶有主客
焉. 若盜即民, 民即盜, 既難稽查. 又哨寨得賄賣放, 聽之闌出, 而海上之賊益衆
矣. 數年前, 紅夷結聚彭湖, 調兵遣將, 糜金錢以十餘萬計. 其後但搆紅夷, 令之
拆城以去, 非有卻敵斬馘之舉也. 而俞咨皋以被論副將, 儼然登壇矣. 咨皋精神伎
倆, 不用於血戰死綏, 而用之約和招寇. 臣於天啟六年入閩, 至四月間, 楊六、楊
七橫行海上, 燒我兵船, 正在議剿. 而咨皋聽奸棍許心素計, 誘之使降, 撫臣朱欽
相, 用權宜令殺他賊自贖, 臣凜凜憂之. (中略) 原欽相之意, 以閩之兵將積弛已
久, 未易言剪滅, 姑借撫以解散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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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으로 온 순무 주일풍은 이들을 포섭하는 것이 안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적을 죽여없애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유자고는 일선 부 를 지휘하면서 오로지 옛 □[缺落]만 가지고 또한 말하

길 “도적들에게는 큰 뜻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휘하 장수 또한 유자고

의 말을 믿고 비하지 않았습니다. 순무는 토벌을 말했지만 大帥는 포섭

을 말했습니다. 大帥는 토벌하겠다고 허풍을 떨었지만 실제로는 포섭을 했

습니다. 적이 오지 않았을 때는 토벌할 수가 없었고 적이 일단 오자 포섭

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420) 

순무 주일풍은 포섭을 고수하는 유자고의 행태를 질책하였고, 토벌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유자고는 순무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령에 따르는 시늉을 했으나 그 실상은 요식 행

위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순무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해 보낸 소규모 토벌 를 정지룡이 연파하면서 고 들어오자, 정지룡에게 

투항 의사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공격했다가 군세

를 모두 잃고 하문성에서 농성하는 신세가 되었다. 

유자고를 강도 높게 비난했던 주창진은 정지룡 문제를 포섭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에 해 매우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유자고가 허심소, 

양륙 등을 포섭하여 중용한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절강 복건 광동의 수군 전력을 총집결하여 掎角之勢를 형성함으로써 

정지룡 집단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21)   

420) 鄭氏史料初編 卷1, 兵部題行兵科抄出江西道御史周昌晉題稿 , p.8, “後來
撫臣朱一馮, 熟知撫之非計, 一意殺賊. 而咨皋在行間, 惟有舊 , 且謂賊無大志. 
裨將又恃咨皋而不設備. 撫臣言勦, 大帥言撫. 大帥虛聲在剿, 實著在撫. 賊未來, 
既不能剿, 賊一來, 又無可撫.”

421) 鄭氏史料初編 卷1, 兵部題行兵科抄出江西道御史周昌晉題稿 , pp.9-10, “今
日, 撫臣已准其去, 咨皋且付之司敗矣. 蒐卒補伍, 造船製器, 固已無容再議. 惟
戰與撫之說, 似猶有未一者. 不知, 我能制賊死命, 何賴於撫. 我不能制賊死命, 
何恃於撫. 此又不再計而決矣. 若沿邊之斥堠所當警備, 鄉村之保甲所當團練, 海
上之漁戶皆可招徠, 今日固圉之策, 當必及之. 而臣以爲欲除外賊, 必先除內地之
奸宄. 夫沿海之民, 貧者以窮迫從賊, 富者以畏禍賄賊, 奸徒又勾引嚮導以附於
賊, 是無人不爲賊用也. 若巨奸之許心素, 外通賊寇, 內洩軍情, 私貨絡繹於海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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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정 원년(1628) 삼월 복건순무로 부임한 웅문찬의 생각은 주창진과 달랐

다. 그는 현지 실정에 익숙한 관료들과 지역 민심을 두루 살핀 후 결정을 내

리고자 했다. 웅문찬이 판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을 준 인물은 泉州知府 王

猷였다. 과거 노육영은 유자고의 서신을 가지고 주일풍에게 가던 도중 왕유

를 만났고 그에게 정지룡이 투항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었다. 왕유

는 노육영과의 화에서도 정지룡 포섭에 호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인물로서 

웅문찬에게 정지룡을 적 하지 말고 그를 적극적으로 포섭해야 사태를 진정

시킬 수 있음을 역설했다.422) 興泉道 鄧良知도 왕유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

었다.423) 

왕유와 등량지가 입을 모아 포섭을 주장한 데에는 객관적인 군사 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지룡 함 는 유자고 휘하의 

복건 수군을 괴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군 자원이 될 수 있는 인근의 선박

도 발견하는 족족 파괴해 버림으로써 명 측이 수군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거했다.424) 1628년 바타비아 총독 코언(Jan Pietersz Coen)이 본국 이사회

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정지룡 집단은 하문 일 를 점령한 직후 1천 척 

紅夷闌入於內洋, 使官兵不敢問, 即咨皋之沉迷喪敗, 皆其所致, 可不正法乎? 楊
六等, 始之受降, 原令殺賊自贖, 今非惟不能殺賊, 而且與賊通, 其去來皆不可定. 
即徘徊未去, 亦縱虎狼於室內耳. 則令撫臣察其動靜, 執而戮之, 亦振肅軍心之一
端也. 若夫協剿之策, 賊在漳泉則粵爲之犄角, 賊在福寧則浙當爲之犄角. 今賊在
漳泉, 與潮州接壤, 潮漳副總兵尤兩省之官也, 宜以救援專責之粵, 統粵銳師相機
擒剿. 而浙撫臣整備舟師住界上, 以防不虞, 遇賊流突而北, 則起而應之.”

422) 臺灣外記 卷1, p.27, “咨臯即飛移軍門, 毓英亦起身. 途次泉州時, 蔡道憲已
內轉, 僅留太守王猷, 毓英謁敘. 猷問勝負, 英備述始末稱, ‘芝龍將才, 因前受撫
無職, 空爲安插, 恐勢官欺凌, 故此逸去. 倘當事假以一命, 決可再招. 弟細思若
招此人, 年少英勇, 儘可用也.’ 猷點首曰, ‘將軍所言, 甚得權宜撫恤用人之要法.’ 
(中略) 秋七月, 新巡撫熊文燦接泉州府王猷條陳時事稱, ‘鄭芝龍兩次大勝洪都司
而不追, 獲盧遊擊而不殺, 敗俞都督師於海內, 中左棄城逃竄, 約束其衆, 不許登
岸, 不動草木. 是芝龍不追、不殺、不掠者, 實有歸罪之萌. 今一時勦難卒滅, 撫
或可行. 不若遣人往諭退船海外, 仍許立功贖罪. 俟有功日, 優以爵秩.’”

423) 靖海志 附錄, 鄭芝龍受撫 , pp.99-100, “知府王猷知其詳, 乃曰, ‘芝龍之勢
如此, 而不追不殺不焚掠, 似有歸罪之萌. 今勦難猝滅, 撫或可行. 不若遣人往諭, 
退舟海外, 仍許立功贖罪. 有功之日, 優以爵秩.’ 興泉道鄧良知從之, 遣人諭意.”

424) 靖海紀略 卷1, 上朱撫臺 , p.11, “賊至中左登岸, 迎敵者止有浙兵, 餘皆怯
走, 無一救援者, 以是潰敗. (中略) 兵船新舊, 被焚被牽, 無一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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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함 를 보유하고 있었다.425) 내지에서는 지역 신사를 중심으로 한 

민병 가 선전하여 주요 거점을 잘 지켜내고 있었으나 정지룡 집단이 연해 

지역을 휩쓸고 다니는 것까지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426) 

왕유 등이 적극적으로 웅문찬에게 정지룡 포섭을 요청할 수 있었던 또 다

른 배경에는 정지룡 집단이 그간 관군과 정면으로 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었던 점이 있었다. 泉州府 同安縣 知縣 

曹履泰는 과거 순무 주일풍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현지 민심의 동향을 상당

히 생동감 넘치게 전달했다. 그는 정지룡 집단과 연해 지역 사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지난 2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지난해 봄 수확량은 (평년의) 절반에 불

과했고 여름과 가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말라

붙었습니다. 올해 삼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비가 내렸습니다. 향촌에서는 초

근목피조차 모두 먹어 치워 버렸으며, 무장하고 도적이 되는 자가 열 중 

다섯이니 다 힐책할 수조차 없습니다. 작년에 포섭한 도적 양록 등은 원래 

정지룡의 패거리였습니다. 양록 등은 정지룡의 은을 가지고 무장을 갖추어 

도적 구실을 하게 되었지만 (관이) 그들을 포섭하니 곧바로 정지룡을 배신

했습니다. 정지룡이 여기에 분노하여 양록의 무리를 도모하려는 마음을 품

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지룡이 하는 도적질은 양록이 한 것과는 또 다릅니

다. 그는 仁義를 가장하여[假仁假義], 도달한 지역에서 보호세[報水]만 요구

하지 아직 사람을 죽인 바가 없습니다. 또한, 매우 가난한 자에게는 錢과 

米를 주니 그 행동거지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중략) 22일 적들이 곧장 

내지로 쳐들어왔습니다. 선박의 수는 략 200여 척이었으며 횡행하며 거

리끼는 바가 없었습니다. 가장 표독한 행태는 각 항구의 민선과 병선을 두

루 모아서 한 번에 불태워 이로써 우리가 자신들을 몰아낼 수단을 없애버

425) 程紹剛, 2000, p.84.
426) 靖海紀略 卷1, 與鄉宦黃元眉 , p.16, “十二月初間, 鄭寇復至中左. 將逃兵

散, 船器俱爲寇資. 所城若累卵, 而縣治亦皆震驚. 所恃平日區區小信, 團練鄉兵, 
一呼而集, 奮勇格鬥者數萬人. 殺賊無數. 賊是以相戒, 三十里之內莫犯, 而內地
俱得無恙. 然沿海一帶, 鞭長不及, 受害竟無了日. 且賊已舍此, 而挂帆北上, 其
毒謀有不可言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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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진부장과 유총병은 성문을 닫아걸고 나오지 

않게 되었으며 모두가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지룡(鄭賊)은 거주민들

을 향해서 유총병이 약속을 어긴 죄를 하나하나 밝혔으며 반드시 양록, 양

책, 허심소 등을 잡아야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28일 각 항구

는 제법 안정되어 어민은 과감히 나가서 어로를 했고, 향민 중 짐을 싸서 

(하문)성 안으로 들어왔던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427)

조리태의 묘사에 따르면 정지룡 집단의 행태는 양록 등과는 차별화되었다. 

그들은 비교적 질서정연했으며 마구잡이식 약탈을 하지도 않았다. 물론 자신

들에게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민선과 병선을 불태웠으며 일정 액수의 보호

세도 걷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목표는 오로지 유자고, 허심소, 양록, 양책 

등 부패한 관군의 하수인이라는 점을 적으로 선전했으며 생활이 어려운 

빈민에게는 錢과 米를 나눠주어 그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지난 2년간 가뭄과 米禁으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려온 복건 지역 사람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조리태는 이와 같은 정지룡 집단의 행태를 

‘인의를 가장[假仁假義]’하는 위선적인 것으로 간주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활

동이 현지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 또한 숨김없이 서술했다. 정지

룡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어민들이 어로 활동을 재개하고 성안으로 

피했던 향민들도 성에서 나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점은 지역민들이 

정지룡 활동에 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물론 조리태는 정지룡 포섭을 주장하기 위해 순무 주일풍에게 이 보고서

를 올린 것이 아니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유자고-허심소-양

427) 靖海紀略 卷1, 答朱明景撫臺 , pp.3-4, “兩年之內, 惟去春僅有半收. 夏秋亢
旱, 一望皆赤. 至今年三月間纔雨. 鄉村艸根樹皮食盡. 而揭竿爲盜者, 十室而五, 
不勝詰也. 去年撫賊楊祿等, 原係鄭芝龍夥黨. 祿等領龍銀, 備器械爲賊具, 及招
撫之. 時, 則撇出芝龍. 龍之所以懷忿, 而甘心於祿輩也. 今龍之爲賊, 又與祿異. 
假仁假義, 所到地方, 但令報水, 而未嘗殺人. 有徹貧者, 且以錢米與之. 其行事
更爲可慮耳. (中略) 念二日, 賊直抵內地. 約有二百餘船, 橫行無忌. 其最毒者, 
遍搜各港民兵船, 而一並焚之, 以絕我追躡之具耳. 數日之內, 陳副戎與俞總鎮閉
門不出, 蓋亦不能出也. 鄭賊對居民歷數俞負約之罪, 必得楊祿、楊策、許心素
而後去. (中略) 廿八日, 各港稍寧, 漁民敢於出捕. 鄉民攜入城者, 漸亦還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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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양책으로 이어지는 복건 수군 내부의 부정부패 카르텔이 복건 연해 지역

의 안정을 좀먹고 있다는 점을 고발하는 데 있었다. 그는 주일풍의 전임 순

무 주흠상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고발을 시도한 바 있었다.428) 그의 보고서는 

왕유와 등량지가 왜 현임 순무 웅문찬에게 정지룡 포섭을 적극적으로 주장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을 제공한다.

최근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정지룡 집단이 복건 지역 명군을 완파한 군사

적 참사였지만 그 저변에는 유자고와 그의 휘하에 있는 허심소, 양록, 양책 

등이 오랫동안 저질러 온 구조적 병폐가 깔려있었다. 정지룡이야말로 이 사

태를 직접 초래한 원흉임이었지만 해당 사건의 중심이 이미 유자고와 그의 

휘하에 있던 적폐 집단을 규탄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정지룡에 한 

비난은 오히려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 2년간 복건 지역을 덮쳤던 심각한 기근을 계기로 정지룡 집단은 복

건 현지의 민심을 사로잡았다. 초기에 양록 등의 배신으로 지도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정지룡은 복건의 기근과 미금 때문에 발생한 규모 기민들

을 조직에 끌어들임으로써 짧은 기간에 큰 폭의 세력 증 를 이룰 수 있었

다. 복건 지역 기민은 당시 정지룡 집단의 핵심적 인적 기반이었다. 정지룡

이 유자고와 결을 벌이는 가운데에서도 현지 민심을 자극하지 않는 조심

스러운 행보를 취한 데에는 이와 같은 조직의 인적 구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429) 

428) 靖海紀略 卷1, 上過承山司尊 , p.2, “楊祿 楊策一無賴蠢賊, 夥不過以千計, 
船不過以十計. 以我漳泉兩郡並力圖之, 何難滅此朝食. 所慮者, 賊在於外, 奸在
於內耳. 俞總兵腹中止有一許心素, 而心素腹中止有一楊賊. 多方勾引, 多方恐
嚇, 張賊之勢, 損我之威, 以愚弄上臺. 而轉勦爲撫, 異日者, 擔得之資, 俞與素
各各滿腹, 便可了局矣. 第不思此端一開, 而海上劇盜獨一祿策也哉.” 

429)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정지룡 집단은 구성원의 고향에 한 공격을 자제했다. 이
들의 진출 소식을 미리 접한 지역의 신사들은 자체적인 회의를 소집하여 정지
룡과 그 부하들에 한 사면을 요청하는 상소를 숭정제에게 올리기로 결의했다. 
그들은 정지룡과 접촉하여 자신들이 천주 지부를 통해 조정에 진정서를 올리면 
그에 맞춰 정지룡도 조정에 투항할 것을 약속받았다(Cheng Wei-chung, 2013, 
pp.47-8). 臺灣割據志 의 기록에 따르면 정지룡의 공격 목표가 장주 일 에 집
중된 것은 그가 천주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장주인들은 정지룡에 한 
반감이 심했던 반면 천주인들은 그를 포섭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충돌했다( 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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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태가 밝힌 바와 같이 천주를 중심으로 한 연해 지역 사회에는 정지룡 

집단에 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웅문찬은 주창진과 같은 

인물의 극렬한 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지룡에 한 포섭을 추진할 동력

을 얻을 수 있었다.430) 이미 여러 차례 투항 의사를 밝힌 바 있었던 정지룡

은 곧바로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431) 정지룡을 포섭함으로써 복건 연해 지역

의 안보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평화는 매우 일시

적인 것에 불과했다. 해적과 기민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정지룡 집단은 언제

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정지룡은 기민의 유입에 힘입어 조직의 세를 단기간에 크게 키웠으나 

규모 유민에 한 통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米禁이 해제되어 광동 

지역의 미곡이 수입되기 시작하자 정지룡 휘하에 속해 있었던 2만 명에 달

하던 기민 중 부분은 원래 살던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숭정 2년(1629) 여

름까지도 4,000~5,000명, 보고에 따라서는 1만 명 규모의 인원이 여전히 하

문 일 에 남아 있었다. 정지룡은 휘하의 기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

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이들에 의한 치안 위협 상황이 발생했다.432)

명 조정의 입장에서 정지룡은 유자고 허심소 등의 비위를 드러낸 계기이

긴 했지만 연해 지역을 침탈한 해적들의 우두머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애초

灣割據志 , p.1, “芝龍泉人, 故侵漳而不侵泉. 漳人議勦, 泉人議撫, 兩郡異議紛
然.”).    

430) 실제로 웅문찬은 연해 지역의 유력 신사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들
의 협력을 끌어내려 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그의 처는 앞선 순무들의 것
보다 훨씬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崇相集選錄 , 
寄張蓬玄 , p.70, “舊撫借此以文其不能了賊之責, 而一切海政不修, 動而愈誤禁
行而盜賊益衆. 兵船被燒者三之二矣. 兵被殺及叛而從賊者, 亦且無算. 非新撫熊
公接手, 閩將不可爲矣. 某聚族海上, 連年播遷甚苦, 頗知賊之情形, 念無可告語
者. 不竟熊公虛心下問, 極意商榷, 故極陳其弊, 而以精募海兵, 參用漁船之說進. 
熊公大以爲是. 遂託小兒募漁民, 用其頭目爲兄弟兵.”). 

431) 靖海志 附錄, 鄭芝龍受撫 , p.100, “六月, 兵部議招海盜鄭芝龍. 九月, 鄭芝
龍降於巡撫熊文燦.”

432) 靖海紀略 卷2, 上趙按臺 , p.29, “撫寇, 自春徂夏, 叛服無常. 其力盛, 其志
驕, 其謀詭祕, 而不可方物也. 惟是, 與吾民爲難者, 吾民能抗之, 幾經折挫, 而
稍稍斂戢耳. 然中左彈黑, 悉爲虎狼犬豕之鄉. 其衆尚以四、五千計, 求所以解散
之而不可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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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를 신뢰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유자고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허

심소, 양록, 양책 등이 보였던 무책임한 양태는 해상 집단을 포섭하여 해방

의 공백을 메우는 것에 한 조정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433) 심지어 양록 등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전열을 이탈하여 다시 해적

활동을 벌이기까지 했다.434) 여기에 정지룡 집단의 최근 행적까지 고려한다

면 명조 측이 이들을 섣불리 우군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연해 지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공산이 큰 불안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었다. 

순무 웅문찬은 자신의 주도하에 정지룡 포섭을 결정했으나 그의 구체적 

조치는 정지룡 집단을 전혀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었다. 포섭을 결정한 후 

몇 달 동안이나 정지룡에게는 아무런 관직도 제수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기간에 정지룡에게 그를 따르는 거 한 무리를 부양할 재정이 전

혀 지원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정지룡은 동요하는 휘하 세력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그가 진정성을 가지고 투항했는지, 또 

그에게 휘하 집단을 유지할 재원이 정말로 없는지에 해 큰 의구심을 가졌

던 복건 당국은 그의 요청을 받아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435) 설령 지원할 의

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다. 복건 지역의 재정은 이미 

VOC의 팽호 점거에 응하면서 고갈되었고, 새로운 세수는 무너진 수군을 

재건하는 데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436) 명 측의 미온적인 처는 

433) 靖海紀略 卷1, 答朱撫臺 , p.7, “賊隨意出沒, 拿人報水不絕也. 俞總鎮至同
安, 但閉門高坐, 與之言則浮游支蔓而已. 及彼渡海之後, 賊數數至中左挑戰, 而
相傳以爲必攻所城. 海道調兵往援, 但苦單弱耳. 許心素應誅, 不待今日. 今素與
楊祿等, 俱在充龍地方同室而居. 招兵五百餘名, 扃戶自衛, 擒之亦不易. 聞彼云, 
倘追之急, 則有轉而從紅夷. 是實話也.”; 

434) 福建通志臺灣府 , 雜錄-外紀 , p.904, “降賊楊祿 楊策復叛. 祿 策遁至烏洋, 
招集百餘艘, 散劫懸鍾所 卸石灣等處. 焚兵船民舍, 殺戮不計.”

435) 鄭氏史料初編 卷1, 福建巡撫熊殘揭帖 , p.22, “聞芝龍得撫後, 督撫檄之不
來, 惟日夜要挾請餉, 又坐擁數十萬金錢, 不恤其屬. (中略) 猶幸撫臣熊文燦之堅
不給餉, 使勉強從諛, 則剜肉敲骨, 徒付東流. 今又聞, 芝龍因勢孤力弱, 復募無
賴棍徒, 爲補足原部之數, 且仍以措餉爲請. 是海上既添一羽翼, 而內地又增一癰
疽. 此時芝龍自爲全軀保妻子且不暇, 而桑梓之捍蔽, 鯨鯢之翦滅, 其又何賴焉.” 

436) Cheng Wei-chung, 2013,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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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한 정지룡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정지룡은 조직에 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다. 그러나 명 측은 통제력 약화로 인해 발생한 각종 

소요 사태에 초점을 맞춰 이를 정지룡 투항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빌미로 사

용했다.437)

복건 수군을 완파한 뒤 사실상 장주부를 지배하고 있던 정지룡 집단 내부

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상과 같은 명 측의 홀 에 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투항을 철회하고 다시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정지룡은 이괴기, 진충기 등 조직 주요 인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고수했고,438) 이 선택으로 인해 그는 조직의 기반 

부분을 상실하는 막 한 가를 치르게 되었다. 복건 당국 역시 정을 통

해 이러한 상황 변화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 상

황인지 아니면 정지룡에 의한 기만책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

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439)

정지룡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이괴기는 陳成宇, 白毛老, 紫芝哥, 桂叔老 등

437) 靖海紀略 卷2, 上朱未孩道尊 , p.23, “鄭芝龍驚惶不定, 一則, 憂新撫臺之
到, 撫事不就, 一則, 憂陳盛宇與周三合黨夾攻, 勢孤力單, 性命不保也. 至於賊
夥流劫, 到處生事, 非惟芝龍不能約束. 即儼然一將官, 亦苟且阿附, 曾不敢發一
令規正之.” 

438) 정지룡은 상당 규모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단 내부에 
풀어 반발을 무마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허심소가 운영했던 무역 네
트워크를 자신이 차지함으로써 조직의 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를 원했다. 
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초기 자금이 필요했고 지역 유력 인사들과
의 협력 관계도 구축해야 했다. 관부를 섣불리 자극하지 않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장기적 시야에 기반한 정지룡의 포석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 휘하 세력으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Cheng Wei-chung, 2013, 
pp.50-1).

439) 靖海紀略 卷1, 上朱撫臺 p.17, “鄭寇解散, 終不可問. 目下約有萬人未散, 
昨有一稟致張輔吾云, ‘曾窺見文移中, 有借撫爲勦等語. 衆皆疑貳.’ (中略) 職又
有憂焉. 十五日曾令人往中左密訪, 有陳衷紀 李魁奇, 各懷異心, 船隻叛出者三
之一, 糾結積盜李梅宇 陳盛宇等, 勾引紅夷入內爲難. 其說不知眞否. 若果然, 
則中左竟爲戰場, 同邑彈丸, 不危若累卵哉. 台臺何以教之.”; 鄭氏史料初編
卷1, 福建巡撫熊殘揭帖 , p.22, “至十月初旬, 芝龍入謁道臣蔡善繼. 其頭目李
芝奇 郭芝葵等, 遂鼓衆支解. 芝龍之弟鄭爵魁, 將芝龍堅船 利器 夷銃席捲入海
矣. 夫此千餘人者, 非芝龍所恃爲腹心手足者乎. 今何以忽而反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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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약 600척 규모의 세력을 이끌고 정지룡 집단에서 이탈한 후 후 남

오 일 를 근거지로 삼아 해적활동을 재개하였다.440) 이괴기는 단순히 자신

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정지룡 휘하를 떠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

는 떠나기 전에 중좌소에 저장된 정지룡 집단의 재화를 약탈하려 시도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정지룡이 육로로 먼저 달려와서 이괴기의 가솔을 인

질로 삼음으로써 그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정지

룡이 동원할 수 있었던 인원은 겨우 600명에 불과했다.441) 반면 이괴기는 

이 작전에 최소 3천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442)  

휘하 세력에 한 통제력을 거의 상실했지만 정지룡에게는 아직 재기의 

발판이 남아 있었다. 숭정 원년(1628) 구월 정지룡은 마침내 防海遊擊이라는 

공식적인 명군 직함을 획득하였다.443) 휘하 세력의 거 이탈은 정지룡의 군

사적 역량을 약화시켰으나 동시에 그가 부양해야 하는 집단의 규모를 줄임

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444) 정지룡은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병력을 정예 600명으로 한정하여 더는 늘리지 않는 신 부족한 

병력은 지역 신사가 동원한 민병 에 의존하고 선박과 수부는 부근 어민을 

동원하여 해결했다.445) 그가 명조의 공식적인 군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440) 明季北略 , 卷5, 張延登請申海禁 , pp.90-1, “近據偵探, 自李芝奇叛鄭芝龍而
去其黨, 若陳成宇 白毛老 赤紫哥 桂叔老, 竄入閩粵之界, 約船六百餘號, 釜游
不定, 彼荒歉無所得食海洋寥廓, 順風一葦可航, 萬一復來, 爲害更烈.”

441) 靖海紀略 卷2, 上蔡道尊 , p.31, “撫賊李魁奇等, 蒙鈞示弔點, 鄭芝龍三次
弔取聽點, 魁奇等抗不進城. 芝龍心疑有變, 遄往石湖一視. 而魁奇等將船盡行駕
出矣. 意欲先至中左, 搶奪芝龍之資. 而芝龍從陸路馳歸, 初四黎明到中左, 將魁
奇等家屬拘入城中, 其居魁奇等船, 初四午, 方知聞芝龍拘留家屬. 撫賊一半在
船, 一半登岸, 燒毀較場諸舖戶, 搶掠財物. 芝龍僅有兵六百, 脩整軍器防護. 其
中情態, 總不可測也. 賊船泊在中左. 如此事變, 將何結局乎. 職差人偵探, 所聞
如此.” 

442) 靖海紀略 卷2, 上熊撫臺 , p.28, “李魁奇與鄭芝龍同夥同撫, 因分贓不均, 
魁奇叛去. 乃戊辰九月間事. 李魁奇奪駕大小船百隻, 住泊中左外較場, 招聚賊夥
三千餘人矣.”

443) 臺灣鄭氏始末 卷1, p.5, “秋九月, 毓英說芝龍降, 徧賂當事, 皆喜. 遂詐以義
士鄭芝龍收復鄭一官奏聞, 官爲防海遊擊, 復盧毓英監其軍.” 

444) Cheng Wei-chung, 2013, p.55.
445) 靖海紀略 卷2, 上蔡道尊 , p.35, “鄭芝龍得以次第發舟, 皆好機括也. 中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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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었다. 

이괴기의 활동이 본격화되어 명조가 정지룡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까지 그를 의심하는 이유가 되었던 요소는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전략상 이점으로 변화했다. 비록 현재는 열세에 처해있었지만 정지룡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괴기를 비롯한 그 집단 모두를 호령하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

에 적의 내부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약간만 전황이 호전되면 호응

을 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는 그가 따로 주장

할 필요도 없는 주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조리태는 이괴기를 새로 포섭하

기보다는 정지룡의 재기를 지원하여 이괴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책이라고 주장했다.446)

정지룡은 자신이 직접 보유한 20척의 선박과 어선 50척으로 급조된 선단

을 가지고 이괴기의 선단을 막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으나 그들

이 鎭海 앞바다인 井尾라는 곳을 통해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목을 확보한 채 적을 맞이하였다. 이괴기 함 는 

약 300척 규모였기 때문에 정면승부로는 승산이 적었지만 마침 불어온 역풍 

때문에 그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생긴 약간의 빈틈을 정지룡이 포착함으로써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447) 정지룡은 이 싸움에서 80여 척을 격침하고 40

여 척을 나포하는 큰 전과를 올렸고 이괴기를 포획하기 위해 추격전까지 벌

였지만 결국 그를 사로잡는 데는 실패하여 승부에 종지부를 찍지는 못했

다.448) 

單虛, 附近鄉兵, 約有二千餘人, 分爲三十二社. 職令其每社立一社首, 每十人編
爲一甲, 已親往料理矣. 十八保離中左尚遠, 且各保只可自守, 調發不得也. 劉五
店漁舟, 職於初三日到澳, 集耆老商議, 此澳壯丁, 亦不過千人, 對面中左, 東南
則爲舊浯嶼. 此賊必繇之門戶也. 芝龍亦在此偵賊, 一有警息, 漁舟於此應援. 七
十餘舟, 齊心願助.”

446) 靖海紀略 卷2, 上熊撫臺 , pp.28-9, “叛賊黨內有與芝龍密者, 可爲內應. 且
郭芝葵大發懊悔. 此中機括甚可乘也. 職思之, 芝龍與魁奇萬無復合之理, 撫魁奇
不如助芝龍.”

447) 靖海紀略 卷2, 上蔡道尊 , p.36, “職細訊澳總許克俊云, 此日賊船約三百餘
隻, 若站定對打, 勝負竟不可知. 虧他望風警遁, 以是得有斬獲. 大約疆場敗局, 
全在逃之一字. 而今日鄭芝龍可謂徼天之倖矣.”



- 182 -

비록 이괴기 포획에는 데는 실패했으나 井尾의 승리는 정지룡이 명군 내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우선 정지룡이 앞장서서 이괴기 격

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자 그가 이괴기와 내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상당 부분 불식되었다. 아울러 적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전력을 가

지고 완벽한 승리를 이끈 정지룡의 지휘 능력에 한 신뢰가 크게 상승했다. 

정지룡에 해 줄곧 비판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았던 조리태조차 정미 전투

에서 이괴기를 놓친 것은 정지룡에게 운용할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인근의 南日寨에서 20척의 전선을 즉각 지원하여 그를 도와야 하며 향후 전

투에서도 그의 능력을 십분 활용해야 명군에게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449)

반면 유자고가 해임된 후 새로 부임한 복건총병 趙廷의 행보는 정지룡과 

조적이었다. 그는 직제상 정지룡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복건 지역 

명군은 정지룡 집단과의 싸움을 거치면서 유명무실화된 상태였다. 趙廷은 위

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핑계를 며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하

다는 평가를 받았다.450) 趙廷은 직접적인 결을 피하고 도적(이괴기를 지칭)

을 포섭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성과도 없이 시간만 낭비해서 

오히려 전황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질책을 받았다.451)

448) 靖海紀略 卷2, 報熊撫臺 , p.36, “初八日, 鄭芝龍同劉五店漁兵六百餘名, 
於鎮海外洋與李魁奇大戰. 擒獲賊船四十餘隻, 犁沉八十餘隻, 賊衆溺死無數. 初
九未時, 漁兵奪幟飛報. 魁奇脫逃南走, 芝龍同漁船乘勝長驅, 想不日即就擒也.” 

449) 靖海紀略 卷2, 上徐道尊 , p.37, “井尾之戰, 雖是小勝, 然亦足以破賊膽矣. 
鄭芝龍所報俱實, 以漁民耳目難掩, 不敢文飾其說也. (中略) 賊心散亂, 不敢角
鬥, 乘風追躡, 掃蕩似亦不難. 但芝龍船止二十餘隻, 漁船五十餘隻, 衆寡勢殊, 
終無膽氣窮追. 望台臺弔南日寨船二十餘隻以助之. 或可計日收功耳. 蓋芝龍之
銳氣, 在此日可用. 不然, 而持久則氣衰, 援寡則氣弱, 使其不進不退, 僅僅爲株
守門戶之計, 恐非算也.”

450) 靖海紀略 卷3, 上蔡道尊 , p.47, “昨趙署鎮云, ‘兵已弔回, 止剩百名在此.’ 
揣其意, 明謂, 雖有銃無與守也. 又一書云, ‘將銃抬至高浦西門, 令把總試放, 果
能及遠, 方運到渡口打賊. 彼苦無伎倆, 則止以不及遠爲辭矣. 雖遠而曰近, 誰與
之辯哉. 且此三千餘觔之物, 豈一手一足之能運.’ 越潯尾而至高浦. 此何意見也.”

451) 靖海紀略 卷3, 上蔡道尊 , pp.50-1, “趙署鎮以招撫二字與賊講約久矣. 而賊
亦以招撫應之, 總非賊眞心也. 且賊至今日而驕極矣. 中左近地前後左右, 到處擄
人, 到處搜掠, 曾無虛刻. 招撫而若是乎. 大將軍高坐城樓, 目擊賊輩縱橫, 差官
撫慰, 被賊亂打, 牛竄無地. 猶戒勿放銃, 不許各兵出城擒殺. 必若是, 而後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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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이들이 정지룡에 한 의혹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

구하고452)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그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

에 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미 황명으로 정식 

군직을 받았고, 그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안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지룡에 해 줄곧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해오던 조리태는 이제 정지룡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 모을 수 있는 최 한의 전력을 동원해서 정지룡 형

제에게 맡겨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정도였다.453) 

명조 관 민의 뒷받침에 힘입어 정지룡은 점차 객관적 열세를 극복해내기 

시작했다. 숭정 3년(1630) 사월 마침내 이괴기를 오늘날 金門 일 인 遼羅에

서 제거하고 그 휘하 집단 부분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 

유월에는 과거 유자고가 열세에 몰리자 전장을 이탈하여 해적으로 돌아갔던 

楊祿과 楊策 집단 역시 제거하였다. 팔월에는 이괴기 집단이 제거되는 과정

에서 명조에 투항했다가 다시 이탈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던 鍾斌(褚彩

老) 집단까지 제압함으로써 복건 연해 지역의 주요 해상 집단을 거의 모두 

소탕해냈다. 정지룡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都督銜을 부여받았으며 그의 

포섭을 주도했던 웅문찬 역시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얻었다.454)

招撫乎. 恐招撫之益難也.” 福建總兵 趙廷에 한 현지의 비난 여론은 결국 황
제의 귀에 들어가서 중앙 조정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崇禎長編 , 卷31, 崇
禎三年二月朔日條). 

452) 鄭氏史料初編 卷1, 福建巡撫熊殘揭帖 , pp.22-3, “今又聞, 芝龍因勢孤力弱, 
復募無賴棍徒爲補足原部之數, 且仍以措餉爲請, 是海上既添一羽翼, 而內地又
增一癰疽. (中略) 大抵善後必鑒前車, 而自強當求穩著. 爲寇而得寇之利, 三尺已
爲不靈. 撫寇而不得撫之用, 名器亦復可惜.”

453) 靖海紀略 卷3, 上蔡道尊 , p.49, “答徐道尊撫臺所發大兵, 竟付之賊炬, 不
意其遽爾至此. (中略) 職力稟於撫臺, 止其輕出. 孰料叛賊, 竟乘風迎敵也. 目前
竟無策耶. 聞烏尾船有來近南澳者, 不知眞否. 如眞, 必當募慣海精兵二、三千, 
令芝龍弟兄登舟力圖之, 或克濟耳.”

454) 臺灣鄭氏始末 卷1, p.5, “二年夏四月, 芝龍攻殺魁奇於遼羅, 取其首祭陳德
等, 盡降其衆. 六月, 遂斬楊六、楊七於浯洲港. 秋八月, 褚彩老寇閩安, 芝龍追
滅之於南日.”; 臺灣鄭氏紀事 卷之上, p.7, “三年庚午, 先是, 芝龍舊黨李魁奇
再降再叛. (中略) 海警漸息, 而海盜鍾斌又起. 自閩海至廣東澳, 所在侵略, 之浙
江, 誘明兵敗之, 總哨皆陣沒. 後就撫, 復叛, 寇福州, 肆妨商販, 居民被害甚慘. 
文燦誘而遣泉州, 芝龍迎擊敗之. 既而蹙之大洋, 斌投海死. 數平閩中巨寇, 芝龍



- 184 -

해상 집단이 부분 토벌됨에 따라 복건 연해 지역은 상당히 안정되었고, 

여기에 정지룡의 공로가 지배적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었다. 그런

데도 해상에 적이 없어지자마자 정지룡의 존재를 불안하게 여기는 목소리가 

금방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정지룡 등이 활동하는 시기 내내 同安縣 지

현으로서 해방 사무의 일선에 있었던 조리태는 그 공적을 인정받아 이과급

사중으로 발탁되어 중앙정계로 진출하였다. 그의 저서인 靖海紀略 跋文에 

실린 그의 호소는 그가 중앙정계에 발탁된 이후에도 정지룡에 해 계속 우

려를 표명했음을 잘 보여준다.

(선생은) 海患이 종식되자 이과급사중으로 발탁되었다. 선생은 (鄭)芝龍

이 다시금 우환거리가 될 것이라 여겨 疏를 올려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오랫동안 승리를 이어가는 방책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에 있으며, 뽑히지 

않는 功業은 근본에 달려 있습니다. 烏藥과 香附는 독을 공격할 수 있으나 

생명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人蔘과 茯苓에 의지해야 합니다. 침과 돌침은 

어쩌다 시험해 볼 수는 있으나 양생은 반드시 五穀에 기반해야 합니다. 복

건에서 등용하고 있는 (정)지룡은 오약과 향부이며 어쩌다 사용하는 침과 

돌침입니다. 장수를 뽑고 병사를 조련하며 현인을 천거하여 적을 다스리는 

것이 人蔘, 茯苓, 五穀입니다. 이 임무를 정지룡 한 명에게 맡겨 처리해서

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455)

工部侍郞과 戶部侍郞을 역임한 복건 문인 董應舉는 천계 7년(1627) 파직되

어 고향인 閩縣에 낙향해 있다가 숭정 7년(1634) 복직될 때까지 지역의 각

力也. 以功任都督, 文燦亦敘功增秩.”; 崇禎長編 , 卷31, 崇禎三年二月二十六
日丙子條; 卷58, 崇禎五年四月四日辛未條. 臺灣鄭氏始末 은 정지룡이 이괴기
와 종빈 등을 물리친 시기를 숭정 2년(1629)으로 명시했지만, 이는 오기이다. 臺
灣鄭氏始末 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 해당 사건의 발발 시기를 숭정 3
년(1630)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VOC 사료 역시 1630년에 이괴기와의 교섭을 다
루고 있기 때문이다. 

455) 靖海紀略 附錄, 跋 , p.79, “海患息, 擢吏科給事中. 先生以芝龍反覆爲患, 
乃疏論曰, ‘長勝之算, 在於自強. 不拔之業, 存乎根本. 烏附可攻毒, 而續命必藉
參苓. 鍼砭可偶試, 而養生必資五穀. 閩之用芝龍, 烏附也, 偶試之鍼砭也. 選將
鍊兵, 舉賢治賊, 參苓五穀也. 不此務而任一芝龍辦之難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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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만력 40년(1612) 원외랑에 불

과할 때부터 嚴海禁疏 라는 복건 해금 강화 주장론을 펼칠 정도로 해상 안

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 인물이었다. 그도 조리태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사

태가 안정된 시점에서 해상 안보의 가장 큰 불안요소는 정지룡이라고 주장

했다. 그는 馬還初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근 복건순무 웅문찬이 정

지룡의 공적을 조정에 올려 그를 승진시킨 행위에는 고도의 정치적 포석이 

깔려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다행히 鍾六(鍾斌)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그 잔당은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정(지룡)은 이미 그 원수를 없앴으니 마땅히 그를 어

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의 무리는 감축할 수 있지 않으며, 

그의 兵餉을 점차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紅夷(와 거래하여 얻는) 

이익은 취하여 公帑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음으로 

승복하는 것은 단지 巡撫뿐입니다. 순무가 만약 승진한다면 그를 통제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순무가 올린) 공적을 보고하는 疏에서 (정)지룡 형

제를 변방에 임명케 한 데에는 분명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 어리석은 소

견으로는 순무의 사리 판단은 이미 명확합니다. 加銜을 청함으로써 훗날을 

도모하시어 바다의 파도가 다시는 거칠게 치지 않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복

건의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456)

동응거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정지룡은 鍾斌이 제거된 후 복건 연해 지역

에 남은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반란의 위험 때문에 그의 휘하 병력을 해산

시키거나 그에게 지급하던 병향을 줄일 수도 없었다. 특히 그는 해금이 엄연

히 시행되는 와중에서도 紅毛(VOC)와의 무역을 공공연하게 주도했다. 동

응거는 유일하게 정지룡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인 복건순무 웅문찬이 이임

하기 전에 정지룡에 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꼈고 중앙 조

456) 崇相集選錄 , 與馬還初書 , p.84, “今幸鍾六水死, 而餘黨猶未盡消, 鄭既去
其仇, 而所以處之之法, 猶須得宜. 其衆非能頓減也, 其餉非能漸殺也. 紅夷之利, 
非能取而還之公也. 彼心之所服者, 僅僅撫公耳. 撫公若陞, 恐無能爲之縧鏇也. 
報功之疏, 以芝龍兄弟, 可任邊方, 良有深意. 愚意, 撫公事體既明. 且請加銜以
收後著, 使海波不復揚, 方爲閩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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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정지룡의 공적을 보고하여 그를 승격시키는 동시에 내지의 주요한 전

장으로 옮기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았다. 물론 동응거의 견해는 드러난 사

실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순무 웅문찬에 한 강한 신뢰와 본인의 희망 

사항에 기반한 것이었다. 

동응거의 편지에서 간단하게 언급된 ‘VOC와의 거래를 통한 이익[紅夷之

利]’은 정지룡 집단의 목표이자 그가 명조에 투항한 이유였다. 정지룡은 명

조에 투항한 이후 줄곧 고향인 泉州府 安海를 중심으로 해외 무역의 입지

를 다져왔다. 외부 상황의 변화와 정지룡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 1630년  

초 안해는 숭정 원년부터 해외 항해를 통제당한 기존의 공식창구 해징을 

체하는 훨씬 활력이 넘치는 무역 거점으로 기능했다.457) 정지룡을 지원할 재

정적 능력이 없었던 복건 당국은 군비를 해외 무역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

하려는 정지룡의 노력을 그 엄연한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눈 감을 

수밖에 없었다.458) 

무역의 주요 거래 상 는 물론 VOC였다. VOC는 일본에서의 입지가 포

르투갈과 스페인보다 우월해진 지 오래되었으나 중국 무역 창구를 획득하

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산 생사의 구매를 여전히 만에서 어선 등을 타고 

넘어온 중국 무역상에게 의존했다.459) 무역을 통해 구매한 생사의 절반 

이상은 바타비아에서 싣고 온 상품과 함께 일본으로 보내 팔아서 일본산 은

을 금으로 결제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겼고, 나머지는 당년 통상 수익과 

457) 숭정 원년 삼월 3일(1628년 4월 6일), 명조는 福建按察使 周昌晉의 건의로 해
징의 무역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고( 崇禎實錄 , 崇禎元年三月三日甲子條, 
“甲子, 禁漳、泉人販海. 以御史周昌晉言, ‘先禁海寇, 必先除內地之奸.’ 故有是
命.”), 이 조치는 숭정 연간 내내 이어졌다. 張彬村은 해징의 개폐 문제를 명 
조정 내 개해파와 해금파의 립에 달린 것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가정 연
간 내내 해금 강화를 주장하는 쪽이 득세했다가 융경-만력-천계 연간 약 50년에 
걸쳐서 개해를 주장하는 쪽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숭정 연간에 이르러 다시 
역전되는 구도로 상황이 진행되었다(Chang Pin-tsun, 2011, pp.14-5).

458) Cheng Wei-chung, 2013, pp.58-61.
459) 1627년 11월 9일 만 총독 코언은 바타비아로 보낸 보고서에서 大員의 방어

를 위해 400명의 병력과 4척의 정크선을 배치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그 주된 
목적은 매년 무역을 위해 大員으로 몰려드는 180척가량의 중국 상선과 어선
을 해적의 침탈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었다(程紹剛, 2000,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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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바타비아로 보냈다.460) 만 해협 일 의 재해권을 장악한 집단이 획득

할 수 있는 최  이권은 바로 중국 내지의 생사를 VOC에게 넘기는 무역 

거래에 있었다. 유자고가 건재했던 시기에는 허심소가 바로 이 이권을 독점

했다.461)

460) 1629년 2월 10일 만 총독 나위츠가 바타비아에 보낸 보고서에는 1627년과 
1628년 두 해 만에서 일본과 바타비아로 수출된 중국산 생사의 가치가 기록
되었다. 1627년에는 총 7척의 선박이 약 1,181,339길더 가치의 생사를 수출했는
데, 5척이 약 621,852길더(52.6%) 분량을 싣고 일본으로 향했으며, 2척이 약 
559,493길더(47.4%) 분량을 싣고 바타비아로 향했다. 1628년에는 총 4척의 선박
이 약 688,436길더 가치의 생사를 수출했는데, 3척이 약 410,862길더(59.7%) 분
량을 싣고 일본으로 향했으며 1척이 277,572길더(40.3%) 분량을 바타비아로 수
송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나위츠는 일본에 수출한 모든 상품의 품목별 적재량, 
입고가, 판매가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적재량에서는 4.4%에 불과한 중국
산 생사가 입고가로는 68.6%, 판매가로는 7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총 수익 
약 852,000길더 중 78.3%가 생사 판매에서 발생했다. 반면 바타비아에서 공급
된 각종 상품은 95.6%의 압도적인 적재량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
은 전체의 21.7%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이는 입고가와 판매가만을 가지고 계산
한 것이므로 수송비가 고려되지 않은 수치이다. 나위츠는 일본 무역에서 연평
균 70만 길더의 흑자가 나고 있으며 이 중 20만 길더는 만 거점 유지에, 40
만 길더는 네덜란드 본국으로, 10만 길더는 바타비아로 보낸다고 보고했다. 즉 
바타비아로 보낸 생사는 순전히 중국-일본 중계무역에서 발생한 흑자를 가지고 
공급한 것이었다(Campbell, William, 1903, pp.57-9). 길더 혹은 굴덴
(guiler/gulden)은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발행한 순도는 91.0%, 무게 10.61g의 은
화이다. 하위 화폐 단위는 스튜이버(stuiver)와 페닝(penning)이며, 환산 비율은 1
길더=20스튜이버, 1스튜이버=16페닝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1636년 이전 
1tael(=兩)의 가치는 3길더2스투이버(1길더=20스투이버)이고 1636~1640년에는 2
길더17스튜이버였다(Souza, George Bryan, The Survival of Empire: Portuguese 
Trade and Society in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1630-17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 다만 실제 환율을 항상 변동했다. 예를 들어 
1625년 1월 27일 바타비아 평의회가 본국 이사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銀兩의 가치는 약 3.5길더까지 치솟았다. 같은 보고서에는 최근 중국 생사 가격
의 급등으로 인해 1擔의 가격이 최소 126량(약 441길더)이며 회사는 실제로 
140량(약 490길더)의 가격으로 150擔을 구매했다는 기록이 있다(程紹剛, 2000, 
p.47). 만 총독 나위츠의 보고에 이를 적용하면 1627년에 만에서 수출한 생
사는 약 8,400~9,400擔이었고, 1628년에는 4,900~5,500擔이었다. 생사 판매로 인
한 수익 852,000길더는 중국 은량으로 환산했을 때 190,604량에 해당하는 액수
였다.

461) 1628년 1월 6일 보고에 따르면 당시 명조의 엄격한 해상통제로 민간 선박의 
항해가 통제됨에 따라 VOC가 생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는 허심소를 중심
으로 한 특권 상인뿐이었다. 그들은 1담에 은 142냥의 가격으로 생사를 공급했



- 188 -

정지룡에게 등을 돌리고 독자 행보를 걸었던 이괴기는 1630년 신임 바타

비아 총독 자크 스펙스(Jacques Specx)에게 정지룡과의 싸움이 곧 자신의 승

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그 결과 자신은 곧 명조에 포섭되어 중

국의 관으로서 만 해협을 통제하게 되어 VOC의 새로운 중국 무역 파

트너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은 스펙스는 300레알 

가치의 예물을 이괴기에게 보냈다. 물론 그의 주장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만에 하나 그가 승리할 경우를 비해 일종의 보험을 들어둔 셈이었

다.462) 

유자고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이괴기에 이어 종빈까지 제거하는 데 성

공한 정지룡은 오랜 기간 허심소가 오랫동안 누려왔고, 이괴기가 집요하게 

노렸던 무역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의 본거지인 안해는 그가 누

린 ‘비공식적 권한’이 공공연하게 발현되는 공간이었다.463) VOC는 정지룡 

집단의 가장 큰 무역 상 이긴 했지만 유일한 무역 상 는 아니었다.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에게 있어 마닐라는 수많은 난관과 장애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매력적인 무역 상 였다. VOC가 만에 근거지를 마련함으로써 

해징-마닐라 사이의 무역이 침체하자 1626년 마닐라 총독 데 실바는 이에 

한 응책으로 만 최북단인 鷄籠에 새로운 거점 건설에 착수했다. 이곳 

역시 중국계 무역업자의 새로운 거래처가 되었다.464) 

또한, 이 시기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활동하던 기존 무역 주체들이 동시다

고, 군부의 통제를 피해 나온 극소수의 무역상은 1담에 은 150냥의 가격으로 
공급했다. 이는 과거 VOC 선박이 복건 연해 지역에서 사들였을 때 가격인 은 
115~125냥보다 14~30퍼센트 정도 비싼 가격이었다. 데 휘트는 명조의 공식 허
가를 받아 VOC 선박이 직접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면 1담에 은 100냥 정도 가
격에 생사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程紹剛, 2000, p.77).

462) 程紹剛, 2000, pp.107-8.
463) 程紹剛, 2000, p.119.
464) 陳宗仁, 鷄龍山與淡水洋 : 東亞海域與臺灣早期史硏究(1400-1700) , 聯經出版

公司, 2005, pp.39-40; Andrade, Tonio, 2009, pp.81-2. 이 때문에 이후 VOC 측은 
鷄籠의 스페인 거점으로 몇 척의 중국 정크선이 오갔으며 어느 정도 양의 생
사가 수출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뚜렷한 성
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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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일본 무역에서 큰 장벽에 봉착한 때이기도 했다. 마카오의 포르

투갈이나 마닐라의 스페인 세력은 특유의 종교적 열망 때문에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본 창구와의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어있는 상태였고 1628년 

만 총독 나이츠와 나가사키 상인 스에츠구 헤이조(末次平蔵)의 갈등을 계기

로 막부는 VOC의 일본무역도 불허했다.465) 이 조치는 1633년에 이르러서

야 해제되었다.466) 하지만 이 시기 동안에도 중국산 생사에 한 일본 측의 

수요는 매우 높았고 가격 역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 짧은 공백기

를 파고든 정지룡은 몇 척의 상선을 보내 일본 직행무역 노선을 개척하기

도 했다.467) 

2. 정씨의 해상 세계 장악과 安海 무역의 부상   

숭정 4년(1631) 福建, 廣東, 江西 삼성의 교계의 넓은 산악 지 를 중심으

로 발생한 鍾凌秀의 반란은 이괴기와 종빈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입지가 

애매해진 정지룡과 그 예하 집단이 전국적인 군사적 명성과 이로 인한 명조

의 신뢰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종능수는 廣東省 潮州府 平遠縣 출신으로 처음 그의 반란은 1천 명 규모

의 소규모 민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무리는 복건, 광동, 강서 삼성 교계

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십분 활용하여 관군의 토벌을 수차례 극복해냈고, 惠

州府까지 영향력을 확장하여 2~3만 명 규모의 거  반란세력으로 성장했다. 

특히 이들은 강서의 灨州에서 광동의 潮州와 惠州로 연결되는 중요 교역로 

九龍新渡를 장악하여 이 노선을 이용하는 상인들에게 통과세를 거둠으로써 

보급이 힘든 산악 지 에서 규모 반란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468)

465) Boxer, Charles Ralph, The Christian Century in Japan, 1549-1650, Univ of 
California Press, 1967, pp.367-9; 해당 사건에 한 자세한 내용은 Andrade, 
Tonio, 2009, pp.50-3을 참조.

466) 古慧雯, 2018, p.213. 
467) Cheng Wei-chung, 2013, pp.65-66.
468) 鄭氏史料初編 卷1, 會勦廣東山寇鍾凌秀等功次殘稿 , p.37, “如賊首鍾凌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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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능수의 반란이 장기화하고 그 규모도 계속 커지자 이를 더는 좌시할 수 

없었던 명 조정은 복건, 광동, 강서 삼성의 순무에게 명을 내려 각 성이 공

동 포위망을 구축하여 종능수 반란을 제압하도록 하였다.469) 숭정 4년(1631) 

칠월 조정의 會剿 명령을 받은 복건순무 웅문찬은 팔월 경 정지룡이 지휘하

는 2천 명의 병력을 복건 서남단의 上杭으로 보내 포위망의 동북 쪽 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정지룡의 군사적 명성은 전적으로 해전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고, 예하 병력 역시 해전 경험만 풍부할 뿐 산악 전투의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종능수 측은 정지룡 부 를 특별히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육상전 경험이 일천한 이들을 얕잡아 보기까지 했다.470) 그러나 정지룡과 수

많은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그의 정예 병력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황을 반전시켜냈다.

구월 경에 가세한 웅문찬은 자신은 후방에 머물고 정지룡을 앞세웠다. 

신 원활한 작전 진행을 위해 정지룡에게 작전 수행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

여 그가 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제공했다. 재량권을 부

여받은 정지룡은 실적을 통해 웅문찬의 기 에 부응했다. 정찰을 통해 종능

수 세력의 급소가 보급로인 九龍新渡라는 점을 파악한 정지룡은 이곳을 공

격의 실마리로 삼았다. 구월 20일 동생 정지호에게 500명의 병력을 맡겨 종

능수 세력의 구룡신도 거점을 야습하도록 했다. 정지호는 그곳을 지키던 적

을 격퇴하고 정박해 있던 적선 45척을 불태웠다. 주요 보급선을 장악당한 

종능수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하여 반격에 나섰으나 이것이 바

爲平遠縣人, 不過一無賴之徒. 本年二月自粵流突於江、閩之間, 夥黨僅有千餘. 
及三月初, 復遁入粵, 與惠州之賊, 蜂屯蟻聚, 即號有二、三萬, 惡氛不可嚮邇. 
而鍾凌秀一賊, 即據銅鼓嶂爲巢. 銅鼓嶂者, 界連大埔、海陽、揭陽、海豐、程
鄉等縣, 周圍三十六面, 皆懸巖峭壁. 賊聚其中, 約以萬計. 掠去婦女財物, 悉貯
於此. 又占據九龍新渡, 收糧取稅, 莫敢誰何.”

469) 鄭氏史料初編 卷1, 會勦廣東山寇鍾凌秀等功次殘稿 , p.41, “鍾凌秀桀驁難
馴, 陰狡叵測, 此則一番大創, 皆仰仗聖天子神武布昭, 寵靈震疊, 三省各院臺運
籌帷幄, 勝算折衝, 以致文武同心, 將士用命.” 

470) 鄭氏史料初編 卷1, 會勦廣東山寇鍾凌秀等功次殘稿 , p.39, “至八月間, 撫
院熊文燦發撫備鄭芝龍, 率同鄭芝虎等, 領兵二千至上杭會勦. 賊輩猶以海上之
兵, 知水而不知陸, 侈口爲不足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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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지룡이 노리던 기회였다. 정지룡은 시월 3일 종능수의 본거지에서 구룡

신도로 오는 길목에 있는 程鄕縣 丙村에 300명의 매복 부 를 배치해두었고, 

3일 후에 종능수가 지휘하는 1천여 명 규모 병력을 포위망 안으로 유인하여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정지룡은 여세를 몰아 그 로 적의 본거지로 고 들

어갔다. 3일 만에 산길 300리를 주파하는 기염을 토한 정지룡 부 는 시월 

14일 밤 종능수의 본거지를 점령하고 이튿날 15일 한발 늦게 도착한 종능수

의 주력을 괴멸시켰다. 반란군은 사방의 산지로 흩어졌고 정지룡 부 는 구

룡신도를 거쳐 주둔지인 三河로 안전하게 귀환했다.471) 

정지룡 부 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활동했으나 핵심 전과의 거의 전부를 

홀로 올렸기 때문에 중앙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보고에서 그의 활약은 매우 

두드러지게 묘사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그를 전선에 파견한 복건순무 웅문

찬이 정지룡의 활약상을 매우 강조했다.472) 

물론 웅문찬의 경우 정지룡의 활약이 그를 기용한 자신의 공로가 되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유사한 논조의 보고

를 조정에 올렸다. 福建巡按 劉調羹, 福州兵備道按察使 沈萃禎 등의 보고에

서도 정지룡 형제의 활약은 자세하고 우호적으로 다뤄졌다.473) 심지어 정지

룡의 활약을 강조할 직접적 동기가 없는 兩廣總督 王業浩나 南贛巡撫 陸文

禮 같은 인물들도 정지룡 형제의 뛰어난 지휘 능력과 그 예하 부 의 높은 

471) 鄭氏史料初編 卷1, 會勦廣東山寇鍾凌秀等功次殘稿 , pp.37-8.
472) 鄭氏史料初編 卷1, 會勦廣東山寇鍾凌秀等功次殘稿 , p.42, “以武職言之. 

鄭芝龍、鄭芝虎熱血一腔, 渾身是膽, 弄劇賊於股掌之上, 掃積氛於蛇豕之叢, 勞
苦功高, 無出其右.” 

473) 鄭氏史料初編 卷1, 會勦廣東山寇鍾凌秀等功次殘稿 , pp.43-4, “該本司署事
福州兵備道按察使沈萃禎覆看得, 粵賊鍾凌秀, 始以嘯聚千人, 流突江閩, 曾未半
歲, 而連合惠州之黨, 動擁萬衆, 賊勢滋張. (中略) 顧賊, 即稔知鄭芝龍兄弟膽智
雙雄, 而猶謂水陸互有短長, 謀襲三河未已. 芝龍以撫院手授方略, 粵重兵遞至, 
遂決意先發, 夜走襲之. 芝虎率同陳鵬、郭熺等以五百人破敵, 擒斬燬船奪綺, 手
扼搶糧之吭, 使賊不得飽, 大挫其鋒. (中略) 鄭芝龍、芝虎, 間關冒險, 熱血滿腔, 
謀勇並標, 始終著績, 則所得於鼓舞素矣.”; 崇禎長編 , 卷62, 崇禎五年八月九
日甲戌條, “福建巡按劉調羹, 以去年會勦鍾凌秀, 九月二十日有新渡之捷, 二十
八日有丙村之捷, 十月十五直抵賊巢, 有黃溪沙等處之捷. 特疏爲福建巡撫熊文
燦、巡按羅汝元、兵巡道顧元鏡、參將鄭芝龍等敘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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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적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을 각각 중앙 정부에 올리는 보고서에 담았

다.474) 모든 보고서에서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는 찬사 덕분에 이를 수합한 병

부 역시 정지룡의 뛰어난 활약상을 황제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병부가 

올린 보고는 다음과 같다. 

복건 장수 정지룡은 해상에서 비상한 공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수상전에서 뛰어나다고만 말했을 뿐 육상전에서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알

지 못했습니다. 강서를 지원했던 일을 살펴보니 병촌에서부터 동고장으로 

들어가면서 세 번 싸워 세 번 이겼습니다. 이곳들은 모두 높고 깊은 산지

로 첩첩 둘러싸인 가장 험준한 곳입니다. (정)지룡은 소수의 병력으로 승리

를 거두었으니 수상전과 육상전 중 서툰 것이 없습니다.475)

정지룡과 그 예하 부 는 빼어난 활약상을 보였고 그 결과 전국적인 명성

을 얻었지만 투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전선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복건 연해 지역에 새로운 안보 위협이 발생하여 그들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

했기 때문이었다. 숭정 5년(1632) 구월 이괴기의 잔당을 결집한 劉香이 이끄

는 170여 척 규모의 해적 선단이 福建省城인 福州의 입구인 閩安鎮을 공격

해 약탈했다. 당시 정지룡과 예하 부 는 재정비를 위해 잠시 복건으로 돌아

와 있었다. 원래의 계획 로였다면 곧 다시 내륙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었지

만 복건의 사태가 급해졌기 때문에 파견이 취소되었다.476)

474) 崇禎長編 , 卷59, 崇禎五年五月二日己亥條, “兩廣總督王業浩疏奏, “自二月九
連渠賊陳萬授首. 銅鼓渠賊鍾凌秀降服之後, 積年渠魁雖除, 而餘孽未盡. (中略) 
遊擊鄭芝龍, 以福省海寇告急, 撫按掣回, 而鍾凌秀願率精銳報效自贖. 但九連等
處初平, 正須防護. 福建守備鄭芝虎屢立戰功, 驍勇無敵. 今芝龍既回閩海, 應留
芝虎暫駐平遠一路防鎮, 俟平定班師, 則兩省交得所賴矣.”; 권61, 崇禎五年七月
十二日戊申條, “南贛巡撫陸問禮請敕閩、廣協勦, 以盡銅鼓餘賊. 先是, 銅鼓障
賊鍾凌秀既降復叛, 爲福建遊擊鄭芝龍擒解, 兩廣總督王業浩軍前即時正法,” 

475) 明實錄閩海關係史料 附錄2, 鄭氏史料初編補輯-兵部行總理盧象昇咨稿 p.175, 
“閩將鄭芝龍有海上奇功, 人但謂其長於水, 而不知更長於陸. 查援虔之役, 自丙
村入銅鼓嶂, 三戰三捷, 此皆層巒疊嶂, 最爲崎嶇. 芝龍能以偏師取勝, 則水陸無
所不宜矣.”

476) 崇禎長編 , 卷63, 崇禎五年九月二日丁酉條, “福建海寇劉香老賊數千人、船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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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의 해상 안보는 다시 한번 정지룡 집단의 어깨에 걸리게 되었다. 과거 

이괴기와 종빈의 사태 때 정지룡은 상당한 의심을 받았고 사태 발생의 책임

에서도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지만 유향 사태에서는 이상의 모든 

문제에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 종능수 반란 

진압에서 올린 탁월한 성과 덕분에 정지룡 집단의 군사적 위상은 절정인 상

태였다. 정지룡과 그 예하 집단의 출신 성분은 그들의 뛰어난 해전 능력을 

담보하는 요소였지만 동시에 한계와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많

은 이들이 정지룡 집단의 육상전 능력을 저평가하는 동시에 이들을 언제든

지 반란세력으로 돌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로 간주해왔다. 종능수 반란 

진압은 정지룡 집단이 상당히 뛰어난 육상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정

적인 순간에 명조의 통제에 따라 적을 괴멸시키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아군’

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477)

유향 집단의 연해 지역 침탈은 정지룡과 그 휘하 집단이 명조에 완전히 

안착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나 다름없었다. VOC가 유향 집단을 지원함으

로써 숙원사업인 중국과의 공식 무역 창구 확보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 싸움

에는 연해 지역에서 그동안 활동해온 모든 주체가 동시에 얽히게 되었고, 복

건 연해 지역의 제해권을 둘러싼 최종전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정지룡의 

입장에서 이 싸움은 절 로 질 수 없는 마지막 시험 였다. 여기서 승리한다

면 그는 명조와 해상 세계 양쪽 모두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겠지만, 

百七十艘, 乘風駕潮, 直犯閩安鎮, 焚劫搶殺, 比舍一空. 鎮民逃散, 省會震動. 
巡撫鄒維璉, 與福建兵備道沈萃禎, 巡海道潘融春, 同心戮力, 竭蹶撐持. (中略) 
適遊擊鄭芝龍, 以調勦江西流寇未發, 遂留之以破門廷之寇.”

477) 兩廣總督 王業浩는 숭정 5년(1632) 오월 반란 수괴인 陳萬과 鍾凌秀를 제압했
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당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 이 
보고에서 王業浩는 정지룡의 동생 정지호의 전공과 용맹을 높이 평가하면서 복
건 해구 사태 때문에 정지룡이 본성으로 귀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정지호를 광동 평원현에 남겨 상황을 충분히 안정시킨 다음 귀환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崇禎長編 , 卷59, 崇禎五年五月二日己亥條). 南贛巡撫 陸問
禮는 전황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지룡 부 의 철수에서 찾으면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지룡 부 가 강서 전선에 복귀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崇禎長編 , 卷61, 崇禎五年七月十二日戊申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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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성취가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양광총독 웅문찬은 그의 든든한 후원자로 행세했고 福建巡撫 鄒維璉은 부임

하자마자 봉착한 군사적 위기에 정지룡을 견제하기보다는 그를 전폭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478) 

정지룡은 원래 이 싸움에 VOC를 아군으로 끌어들여 확실한 전략적 우위

를 점하고자 했다. 정지룡은 첫 싸움이 시작되기 전인 숭정 5년 팔월 10일

(1632년 9월 23일) VOC 만 총독에게 친필서신을 보내 지원군을 요청했

다.479) 정지룡은 VOC가 자신과 함께 유향 집단을 공격해주거나 적어도 중

립은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VOC는 과거 유자고와의 싸움

에서는 정지룡에게 등을 돌렸었지만 최근 이괴기 종빈과의 싸움에서는 정지

룡과 손을 잡았다. 게다가 당시 정지룡은 허심소가 장악했던 무역 특권을 

장악하여 원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생사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적 하는 것은 VOC의 이익에 직접적 타격을 초래하는 행위였다. 따라

서 정지룡이 VOC의 협력을 기 했던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480) 

실제로 1632년 5월 유향 집단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식한 VOC 측은 그들

과 연합하여 정지룡과 립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VOC가 보기에 초기 유

향 집단은 병력도 선박도 부족한 해적 집단에 불과했다.481) 그러나 유향 사

태로 인해 복건 연해 지역에 엄중한 해금 조치가 취해져 무역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VOC의 입장이 변화했다.482) 이를 직접 촉발한 것은 명조의 해금 

478) 1632년 신임 바타비아 총독 헨드릭 브라우워(Hendrick Brouwer)가 본국 이사회
에 보낸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추유련은 부임 직후 정지룡에 해 상당한 통
제를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지룡은 추유련을 “눈매가 매섭
고 몸가짐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며 매사를 자기 뜻 로 처리하려 하며 조
금도 물러섬이 없다.”라고 묘사하였고, VOC 측도 추유련의 향후 행보가 회사의 
이익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다(程紹剛, 2000, p.119). 

479) 程紹剛, 2000, p.119.
480) 이괴기 종빈과의 싸움에서 정지룡을 지원했던 인물은 당시 만 총독이었던 푸

츠만스였다. 자연스럽게 양자의 관계는 매우 친 해졌고 푸츠만스의 만 총독 
임기가 끝나자 정지룡은 직접 바타비아에 서한을 보내어 그의 임기 연장을 건
의할 정도로 그를 선호했다(程紹剛, 2000, p.122). 

481)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29. 
482)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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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였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최근 몇 년간 지속하였던 온건적 중국 무역 

전략에 한 VOC 내부의 회의적 시선이 깔려있었다.483) 

1624년 8월 26일 팽호에서 철수하여 원에 근거지를 마련한 이래 VOC

는 중국과의 공식 무역 창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VOC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복건 당국자’와 ‘고압적인 태도로 일

관한 중앙 조정’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인내심의 한계

를 느끼고 있었다. 공식 무역 창구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VOC는 허심소처럼 

중국산 상품의 공급을 독점한 특권적 무역상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회사의 무역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표적 병폐로 평가되어왔다. VOC

가 자신들과 긴 한 협력 관계에 있었던 정지룡을 한순간 내쳤던 것도 유자

고가 그 반 급부로 공식 무역 창구 개방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484) VOC

는 유자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나 그가 정지룡에게 패배한 후 탄핵당하면

서 그의 약속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정지룡이 유자고를 격파한 후 그를 신해서 연해 지역에 통제력을 행사

하게 되자 VOC는 정지룡과의 관계를 곧바로 복원했다. 정지룡 역시 명 조

정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직을 유지하려면 한시바삐 해상

무역에 한 통제권을 손에 넣어 수익을 창출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  

구매자인 VOC와의 관계 회복은 필수적이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485)

새로운 위상을 획득한 정지룡에 한 VOC의 속내는 상당히 복잡했다. 그

483) 관련 연구에 따르면 바타비아 평의회 내부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세력 다
툼이 항상 존재했다. 바타비아 총독을 예를 들면 마카오와 팽호에 함 를 파견
했던 코언(Jan Pieterszoon Coen, 1619~23/ 1627~29)은 표적인 강경파이고 그
의 후임으로서 중국에 해 도발을 시도하지 않았던 스펙스(Jacques Specx, 
1629~32)는 표적인 온건파였다. 유향을 지원하여 정지룡과 명조에 압력을 가
하는 전략 역시 표적인 강경파인 만 총독 출신으로 평의회의 일원이 된 푸
츠만스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의 바타비아 총독 브라우워(Hendrick Brouwer)를 
압박한 결과 발생한 일이라고 평가했다(八百啓介, ヨーロッパ勢力と鄭氏一族 , 
荒野泰典 石井正敏 編, 地球史的世界の成立 , 吉川弘文館, 2013, pp.168-9). 

484) 程紹剛, 2000, pp.77-8.
485) Cheng Wei-chung, 2013,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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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능력과 신뢰성 모두에서 의지할 만한 파트너라는 점은 분명했지만 그러

함에도 그가 과연 VOC의 숙원사업인 중국 무역의 공식창구를 열어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었다. 정지룡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VOC는 이 문제에 

해 명조가 상당히 완고한 입장이며, 정지룡은 중앙 조정에 결정적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VOC는 최근 

종능수 반란 토벌을 위해 정지룡과 그 예하 집단이 내륙 전선에 차출된 것

을 상당한 불안요소로 받아들였다.486) 물론 그동안에도 정지룡의 모친과 동

생 정홍규의 주도하에 VOC와의 거래는 계속 이어졌지만, 연해 지역에 한 

정지룡의 영향력이 명조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

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VOC는 장기적으로 정지룡이 허심소처럼 회사의 수익성에 해가 

되는 ‘악덕 브로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487) 그리고 최근 2년

간 정지룡이 VOC 측에 보여준 모습은 그가 허심소 이상으로 철저하게 자신

의 이익을 챙기며 이를 위해 VOC와의 갈등도 불사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

어 주기에 충분했다. 한 예로 1631년 11월 바타비아에 도착한 보고에 따르

면 VOC 선박이 마닐라와 일본을 왕래하는 무역선을 통제하기 위한 순찰활

동을 하던 중 마닐라에서 안해로 귀환하는 중국 정크선을 포획하여 1700레

알을 징수하는 일이 발생하자 해당 선박의 주인은 이 사실을 정지룡에게 고

하였다. 정지룡은 당시 안해에 입항한 VOC 상무원을 무역 금지를 매개로 

압박하여 약탈당한 금액의 보상 약속을 받아냈다.488) VOC에 한 정지룡의 

협력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한정되었으며, 이는 VOC의 기 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489) 

486) 程紹剛, 2000, p.114.
487) 1626년 바타비아 평의회의 보고에 따르면 허심소는 유자고의 비호 아래 다른 

중국 상인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VOC에 해 생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
는 지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VOC는 허심소가 납기를 지키지 않거나 
다른 상인들과 담합해 공급가를 높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VOC가 명조와의 공식 개시를 계속 원했던 데에는 허심소의 무역 독
점 행위로 인한 손실이 컸기 때문이었다(程紹剛, 2000, p.65). 

488)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平凡社, 1970,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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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 만 총독 한스 푸츠만스(Hans Putmans)는 1632

년 4월 4일 바타비아로 귀환했다.490) 바타비아 평의회는 그를 평의회 일원으

로 받아들인 후 1632년 6월 27일 중국 무역 선단 인솔 임무를 맡겼다. 그

는 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인 1632년 10월 14일 바타비아로 귀환하는 선박 

편에 현지의 상황에 한 보고서를 보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푸츠만스 선

단은 유향 집단의 준동과 이로 인한 복건 당국의 해금 강화, 그리고 정지룡

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소기의 교역 성과를 거두기 힘든 상태였다.491)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 푸츠만스는 연락선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바타비

아 평의회에 제시하였고 1632년 12월 1일 바타비아 평의회는 그의 주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본국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논했던 바와 같이 이콴(정지룡)

은 단순한 중국 관원이 아니라 해상의 유격이기도 하며 복건순무와 해도부

사의 총애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해상활동과 무역에 관해 

이콴이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이콴)는 황제에게 

해당 省이 황제의 보물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극도로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온 

세상이 바라는 진기한 보물이 모두 이콴의 것인데 그중 일부는 그의 선박

이 해외 각지로 항해하여 가져온 것이고 다른 부분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취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그에게 얽혀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로서

는 이콴과의 우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과거 발생했던 이괴기 토

벌 등 사례처럼 회사가 이콴이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울 수 있

489) 이른바 바르몬트(Warmondt)호 사건도 VOC에 유사한 신호를 주었다. 네덜란드 
선박 바르몬트가 포르투갈(혹은 스페인) 선박 1척을 천주 앞바다에서 포획했으
나 이 과정에서 약 15명 정도의 포르투갈 선원이 내륙으로 탈주한 일이 발생했
다. 정성공의 동생인 정홍규는 이들에게 안해에서 무역할 기회를 제공했고 얼마
의 여비까지 주어 이들이 마카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즉 정지룡 집
단은 VOC와 거래를 할 뿐, 스페인-포르투갈 제국과의 분쟁에서는 철저하게 발
을 뺐다(程紹剛, 2000, p.121).

490)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28.
491)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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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콴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할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

다. 만약 그가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다면 우리가 劉香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지만 

이콴으로 하여금 상황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콴이 우리가 장주만에서 무역하는 

것을 (명 조정이) 허락하게 한다면 당연히 회사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492)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바타비아 평의회는 정지룡이 VOC의 중국 

무역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동업자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큰 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요컨  VOC가 

유향 등 경쟁자를 후원함으로써 그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만

들 수 있다고 정지룡을 압박함으로써 그가 회사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지룡은 유향 토벌에 한 VOC의 도움

을 기 했으나 VOC 측은 이를 정지룡을 제어하여 회사의 이익을 극 화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다. 

숭정 5년 시월 16일(1632년 11월 27일) 정지룡은 복건 최북단 沙埕에 침

입한 劉香의 함 를 격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493) 

VOC 측에서 확보한 첩보에 따르면 정지룡 함 는 유향 함 를 성공적으로 

추적하여 일주일 후인 시월 23일(1632년 12월 4일) 장주만에서 결정적인 승

리를 거두었다. 이 싸움에서 정지룡 측은 1천 명가량의 병력 손실을 당했으

나 유향 측은 그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을 잃고 광동 방면으로 도주했다.494) 

하지만 이는 몇 년간 이어지는 길고 지루한 결의 첫 번째 전투에 불과했

다.

유향은 정지룡의 반격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만 한 달도 되기 전에 절

강 연해 지역을 무 로 활동을 재개했다. 숭정 5년(1632) 십일월 浙江巡按 

492) 程紹剛, 2000, p.121.
493) 崇禎實錄 , 崇禎五年十月十六日庚辰條.
494) 程紹剛, 2000,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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蕭奕輔가 올린 보고에 따르면 유향 집단은 여전히 1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

과 200척에 달하는 함 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절강 남부인 寧波, 台州, 溫

州를 휩쓸고 다니며 약탈하였다. 현지의 병력이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중과

부적이었고 결국 巡撫 羅汝元이 방어선을 지탱하기 위해 직접 출진했다. 황

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전혀 비하지 못했던 것에 해 절강의 일선 관료

들을 힐난했다.495) 

工科給事中 王家彦은 유향 집단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손상된 복

건 지역의 해방 체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疏를 올렸다. 그

의 상소에 따르면 衛所制度에 기초한 國初의 해방 체계는 만력 24년(1596) 

金學曾이 마지막으로 복원한 이래 오랫동안 이어진 평화로 인해 극도로 취

약해진 상태였다. 그는 현재 복건 해방이 위소 출신의 정규병력이 아니라 民

兵, 客兵, 鄕兵, 漁兵 등 충 그러모은 각종 雜卒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

문에 전투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데다 누락도 많아서 해상의 적에게 제

로 응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유향으로 인한 위기는 해방 체계 자체의 미

비에서 초래된 것이며 국초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만이 근본적이고 바람직

한 책이라고 주장하였다.496) 왕가언은 복건의 해방 체계를 강도 높게 비판

했지만 복건은 다른 연해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확실한 비교 우위에 있었다. 

정규 방어체계가 기능부전에 빠진 것은 모든 지역의 공통적 문제였지만 복

건에는 정지룡이라는 별도의 전력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495) 崇禎長編 , 卷65, 崇禎五年十一月五日己亥條.
496) 崇禎長編 , 卷63, 崇禎五年九月二十日乙卯條; 福建通志臺灣府 , 雜錄-外紀 , 

pp.908-10. 복건의 역  해방 개혁에서 최근 사례인 황승현의 조치를 누락시킨 
것은 왕가언의 주장이 해당 조치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황승현이 추진한 해방 개혁은 위소제도를 중심으로 한 
국초 제도의 붕괴를 인정하고 해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
다. 왕가언의 입장에서 보면 황승현의 조치는 개혁이 아니라 지금의 구조적 문
제를 초래한 최악의 조치였다. 현실이 아니라 당위를 내세우는 왕가언 부류의 
주장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숭정 4년(1631) 정월 숭정제는 조정 
관료와 연해 각성 순무에게 海寇防備策을 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福建左 右布
政使인 吳暘과 陸之祺, 廣東布政使 陸問禮 등이 입을 모아 왕가언과 같은 맥
락의 주장을 했으나 이는 실효적 안이 되지 못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臺灣割據志 ,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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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정 5년(1632) 십일월 14일 蘇松巡按御史 林棟隆은 영파와 온주 일 에 

유향 집단의 공격으로 인한 막 한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이에 

해 제 로 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건 당국의 지원 특히 정지룡 부 를 절강으로 파견하여 현지 병력과 공동

으로 유향 함 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97) 같은 달 20일 浙江巡撫 羅

汝元도 절강의 가용한 병력을 총동원하여 유향의 침략에 응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도 조정에서 복건순무에게 명령을 내려 정지룡이 절강 전선에 가

담하게 조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황제는 결국 복건순무 추유련에게 절강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會剿할 것을 지시하였다.498) 절강 연해 지역에서 규모 침

략이 일어나자 절강 당국은 독자적으로 이 사태에 응할 수 없었으며 복건

의 원군 그중에서도 정지룡 부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633년 8월 15일(숭정 6년 칠월 11일) 바타비아 총독 브라우워가 본국 이

사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VOC가 유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기로 정식 결정한 시기는 1633년 4월 30일(숭정 6년 삼월 23일)이었

다. 푸츠만스는 6월 2일 평의회의 결의에 따라 규모 함 를 조직하여 복

건 연해 지역으로 향했다. 바타비아에서 출발한 VOC 함 의 규모는 푸츠만

스의 선발 가 선박 6척 총인원 425명이었고 이후 8척의 선박과 640명의 인

원이 추가되었다. 또한 미리 쾌속선 한 척을 보내 만 쪽 병력이 합류하게 

하였으므로 최소 15척 이상의 선박과 1,300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이는 

1622년 마카오-팽호 공격 당시 동원된 원정 와 거의 비슷한 규모였다.499) 

다만 이 함 의 공격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령관인 푸츠만스가 회

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재량껏 판단하여 유향 집단을 공격할 수도 그들의 편

이 될 수도 있었다.500) 푸츠만스는 후자를 선택했다.

푸츠만스가 이끈 VOC 선발 와 유향 측 함 는 합류에 성공했지만 얼마 

497) 崇禎長編 , 卷65, 崇禎五年十一月十四日戊申條.
498) 崇禎長編 , 卷65, 崇禎五年十一月二十日甲寅條.
499) 程紹剛, 2000, pp.126-7.
500)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バタヴィア城日誌1 , 平凡社, 1970,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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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아 정지룡 함 의 급습을 받았다. 푸츠만스가 1634년 2월 1일(숭정 

7년 정월 4일) 바타비아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1633년 10월 22일(숭정 6

년 구월 20일) 푸츠만스는 50~60척 규모의 유향 함 와 합류하여 장주만에 

정박하고 있다가 정지룡 함 의 공격을 받았다. 정지룡 함 는 수적으로 우

세한 데다가 매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푸츠만스 유향 연합 함 는 기습

을 당한 데다가 지형도 불리했고 수적으로도 열세였다. 특히 다수의 화공선

을 이용한 저돌적인 돌격에는 우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VOC 선박도 속수무

책이었다. 이 싸움에서 브라우어샤벤(Brouwershaeven)호가 화공에 당해 침몰

했고 슬로텐데이크(Slotendijck)호는 나포되었으며 약 100명의 네덜란드인 선

원이 포로로 잡혔다.501) 유향은 VOC 함 가 위기에 빠지자 이를 지원하기

는커녕 곧바로 탈주해버렸다. 유향 선단의 탈주로 전열이 완전히 무너지자 

푸츠만스도 전투를 지속할 의지를 잃고 함 를 원으로 철수시켰다. 그 과

정에서 정지룡의 화공선에 포위당해 있던 카우커르커(Couckercke)호와 이를 

구하기 위해 보냈던 데 살름(de Salm)호를 추가로 잃었다.502) 

장주만 전투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건에서 출발한 몇 척의 소형 

상선이 원항에 들어왔다. 이들은 정지룡이 보낸 편지를 푸츠만스에게 전했

다. 편지를 전한 상인들은 복건 당국이 VOC와의 싸움을 멈추기를 원하며 

곧 하문의 거상들이 VOC가 원하는 만큼 많은 양의 중국 상품을 원으로 

가져와 거래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503) 정지룡은 자신이 VOC가 원하는 

자유로운 무역 허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상관을 설득하는 중이

라고 전했다.504)

장주만 전투 이후 유향 집단 중 일부는 만으로 건너와서 VOC의 비호 

501) 복건순무 추유련이 조정에 올린 보고에 따르면 이 전투로 사로잡은 포로는 총 
136명이었으나 그중에는 마카오의 포르투갈인 16명, 교지인이 1명 포함되었고, 
부상 등으로 사망한 자도 3명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송환할 네덜란드인은 116명
이었다( 明季荷蘭人侵據彭湖殘檔 , 兵部題行福建巡撫鄒維璉咨稿 p.42). 

502)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154, 157-8; 程紹剛, 2000, 
pp.142-3.

503) 程紹剛, 2000, pp.144-5.
504)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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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었으나 유향의 주력 부 는 광동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정지룡은 

추격 를 파견하여 유향의 주력을 괴멸시키려고 했으나, 광동 해역에서 벌인 

두 차례 전투에서 추격 를 격파한 유향은 상당한 세력을 만회했다.505) 유향

은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팽호에 자리 잡은 다음 인근 해역을 오가는 중국 

상선을 약탈하는 한편 푸츠만스 측에 편지를 보내 다시 한번 연합전선을 펼

쳐 중국 연해와 마카오 등지를 공격하자고 제안했다.506) 

정지룡과 유향이 모두 추파를 던지는 상황은 여전히 VOC가 양측 모두로

부터 여전히 전황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힘이 가진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는 분명한 신호였다. 푸츠만스는 양쪽 모두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

도를 보임으로써 VOC의 우월한 위치를 최 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했

다.

푸츠만스는 유향 세력이 팽호를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의 호의를 베풀면서도 그들과 다시 손을 잡고 전쟁을 벌이는 문제에 해서

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푸츠만스는 유향에게 답신을 보내 VOC가 복건 당국

과 무역 허가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라는 점을 알리고 협상이 진행되

는 동안에는 유향과 연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과 유향이 VOC와 복건 당

국과의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점을 

통보했다. 다만 복건 당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유향이 정지룡의 위치를 

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설령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유향의 신변이 

위협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여 그가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507)

VOC는 복건 당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21명의 중국인 포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하여 정지룡의 사절과 함께 돌아가게 함으로써 협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하지만 정지룡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명 측이 VOC에 해 완전히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505)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81.
506)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88.
507)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89.



- 203 -

유향과 손을 잡고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드러냈

다.508)

이상의 상황과 향후 전략에 한 의견을 담은 푸츠만스의 보고서가 1634

년 4월 19일(숭정 7년 삼월 22일) 바타비아에 도착했고,509) 바타비아 평의회

의 명령은 같은 해 5월 14일(숭정 7년 사월 18일) 출항한 정크선 편에 원

에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측에 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원에 해 지금처럼 몇몇 특권 상인에게 제

한적으로 무역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닐라처럼 공식적이고 전면적으로 

무역을 개방할 것, 둘째, 포로로 잡힌 네덜란드인 전원을 석방할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VOC가 지난 장주만 전투에서 발생한 중국 측 피해에 해 어

떠한 배상도 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고 이상의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유향과 손을 잡고 전쟁을 재개할 것이라고 협박하도록 지시했다.510)

푸츠만스가 VOC와 중국 사이의 교섭을 방해한 유향의 행적에 해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타비아 평의회는 여전히 유향에 해서 상당히 유화적

인 입장이었다. 바타비아의 명령으로 인해 유향 집단은 이제 팽호뿐 아니라 

병력 중 일부를 원 일 에도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유향에 해 보인 

호의는 바타비아 평의회가 중국 당국과의 교섭이 순탄하지 않으리라 예측했

다는 점을 방증한다. 바타비아 평의회는 교섭이 결렬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유향 집단을 군사와 무역 분야에서 각각 어떻게 활용할지에 한 구체적인 

지침도 푸츠만스에게 내렸다.511)  

푸츠만스는 유향과 정지룡 양쪽 모두에게 바타비아 평의회의 결정을 전달

했다. 유향에게 전달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였다.512) 첫 번째는 유향과의 연

합은 중국과의 협상 결렬 확인 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유향 집

단은 협상 진행 기간 팽호를 떠나 있어야 하며 중국과의 협상 타결 시 해당 

508)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72.
509)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86.
510)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194-5.
511)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95.
512)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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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는 영구화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원-천주 항로를 왕래하는 선박

과 VOC의 허가증이 있는 모든 선박에 한 약탈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었

다.513) 넷째, 협상 결렬 시에는 VOC가 정지룡과 중국 측 병력으로부터 유향 

집단을 보호하고 그가 정지룡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정지룡에게 제시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사로잡힌 네덜란

드인들을 안전하게 송환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중국 당국이 원에 마닐

라와 동일한 위치를 부여하여 자유롭고 제한 없는 무역을 정식으로 허가하

는 것이다. 푸츠만스는 과거 중국 당국이 여러 차례 VOC에 자유로운 무역

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만약 

이번에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경우는 VOC가 동원할 수 있는 최 한의 전

력을 동원하고 유향 집단과 협력하여 중국의 연해 지역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514)

바타비아 평의회와 푸츠만스는 정지룡과 유향 양쪽 모두에게 여지를 남기

는 방식을 통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회사의 이익을 극 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VOC 측은 자신들이 유향 집단을 매우 호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

작 유향은 VOC가 제시한 조건에 불만을 품었고 매우 담한 방식으로 활로

를 모색하고자 했다. 그는 기습 공격을 통해 VOC로부터 원을 탈취하고자 

했다.

1634년 11월 9일(숭정 7년 구월 19일) 바타비아 평의회가 받은 푸츠만스

의 보고에 따르면 팽호 열도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은 유향은 이 요구에 

회답하는 신 자신의 병력 일부를 8~10척의 정크선에 실어 은 히 원에

513) 유향과 결별한 이후의 기록에 따르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단순한 우려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상황에 한 처에 가까웠다. 유향 집단이 
팽호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Hambuan 등이 만 도항에 차질을 빚었게 되었고 
이에 무역뿐 아니라 이들의 왕래를 통해 진행되던 협상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210-11).

514)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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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쪽으로 수십 킬로 떨어진 지역에 상륙시켰다. 1634년 4월 7일515) 유향 

집단이 불순한 동향을 보인다는 첩보를 입수한 푸츠만스는 젤란디아 요새(

원)의 방비를 강화하였다. 유향이 파견한 병력은 이튿날 야음을 틈타 젤란디

아 요새에 침투를 시도했으나 미리 방비하고 있던 수비 의 반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보고 물러났다. 이후 생포한 적 병사에게 알아낸 바에 따르면 유향은 

600명의 정예를 특별히 선발하여 이 작전에 투입했다. 4월 10일 직접 나머

지 전력을 모두 이끌고 만으로 넘어왔으나 기습 점령 작전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잔존 병력을 수습하여 중국 연해 지역 방면으로 도주했다.516)

이 사건으로 인해 VOC와 유향의 연합은 불가능해졌고 VOC 측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푸츠만스는 1634년 9월 8일(숭정 7년 팔월 17일)까지

도 중국 쪽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지만 이에 해 조급해할 필요

가 없다는 태도였다. 그는 장주만 전투의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VOC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점과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목적만 달성되면 VOC가 군사

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 중국 측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할 때라고 바

타비아 평의회를 설득했다.517) 

푸츠만스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연

해 지역과 원 사이의 공식적인 무역이 개시될 경우 벌어질 장밋빛 미래를 

강조했다. 그는 많은 중국 상인들이 정지룡 등 현지 관리에게 예속된 무역

보다는 황제에게 납세함으로써 부패 관료의 마수를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공식 무역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 항로의 공식화는 마닐라로 향

515) 이 날짜는 다소 의아한 면이 있다. 당시는 아직 바타비아의 최종 결정이 만
에 도착하기도 전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푸츠만스는 이후 바타비아에 보낸 보
고에서 자신이 바타비아의 훈령을 유향에게 전달했다고 서술했기 때문에 이는 
푸츠만스 자신의 진술과도 어긋난다.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 푸츠만스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
에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큰 맥락에서 이때를 기점으로 유향과 
VOC의 연합이 와해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남은 의혹은 잠시 유보해 두고
자 한다.

516)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209-10.
517)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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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해징 상인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그는 유향의 이

용가치가 고갈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VOC가 현재 중국 측에 해 누리고 

있는 우위는 유향에 한 지원을 통해 얻은 것이지만 유향 집단은 신뢰할 

수 없으며 그들이 제공하는 물자는 상품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 회사에 이익

이 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투자 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푸츠만스는 

유향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제거되어야 하는 상으로 간주

했다.518)   

푸츠만스는 중국과의 립을 곧바로 재개하는 것 역시 반 했다. 우선 

VOC가 독자적 능력으로 명조와의 전쟁을 우세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만 해역에 상당히 많은 전함을 최소한 1년 이상 주둔시켜야 했는데, 이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다고 보았다. 또 중국 연해 지역의 경제가 최근 전란으

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의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는 연해 

상인들이 파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전란 

휴지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당분간은 심지어 마닐라로 향하는 선박에 

해서도 위해를 가하지 말고 그들이 왕래하는 상황을 파악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19) 

한편 유향 집단은 처음에는 복건 북부 지역으로 이동했으나 그곳에서 정

지룡 함 의 공격을 받고 광동 연해 지역으로 남하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유향 집단이 준동한다는 소식을 접한 양광총독 웅문찬은 과거 정지룡 집단

에게 거두었던 포섭의 성과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했다. 웅문찬은 유

향에게 포섭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參政 洪雲蒸, 海道副使 康承祖, 參將 

夏之木 張一傑 등 광동 당국의 유력 관료들을 거 사절단에 포함시켰다. 그

518)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212-3.
519)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213-4. 푸츠만스는 비슷한 맥락에

서 VOC가 중국 연안에 선박을 파견하여 연해의 소상인과 직접 거래를 시도하
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연해 지역의 소상인들은 자
신들의 물건은 만으로 건너온 상인보다 1/3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는 반
면 회사가 가져간 물건은 1/3이나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이었다. 더구
나 거래가 소규모였기 때문에 수입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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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웅문찬의 시도는 참혹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유향은 웅문찬의 포섭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사절단을 통째로 포획하여 인질로 삼았다.520) 이 사건이 

보고되자 황제는 순안어사에게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는 한편 

웅문찬을 엄중하게 질책하여 戴罪自效하게 했다.521) 

포섭 시도의 실패로 인해 정치적 궁지에 몰린 웅문찬이 이 위기에서 빠

져나가는 길은 조속히 유향 집단을 제압하는 것뿐이었다. 웅문찬은 복건의 

정지룡을 광동으로 불러들여 유향을 제압하고자 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

서 푸츠만스가 명 측에 시간을 주고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기로 정

한 것은 명 측으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숭정 8년(1635) 사월 정

지룡 함 는 유향 집단의 토벌을 위해 광동 연해 지역에 전격적으로 투입되

었고 수색 작전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碣石衛 인근 田尾洋에서 유향 집단

을 발견했다. 끈질긴 추격전 끝에 정지룡은 유향을 격살하고 잔당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친동생이자 오른팔인 정지호를 잃었지만 

웅문찬이 파견했던 사절단은 유향에게 저항하다 살해당한 參政 洪雲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 무사히 구해냈다.522) 

유향 집단을 마지막으로 정지룡 집단의 해상 패권에 위협이 되는 중국계 

해상 집단은 더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VOC는 동아시아 해상 세계

에서 정지룡 집단을 견제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520) 臺灣鄭氏始末 卷1, p.6, “香老寇小埕, 芝龍擊之, 遯. 再寇長樂及海豐. 當事
以撫芝龍故事, 遣惠潮分守道洪雲蒸、巡道康承祖、參將夏之木、張一傑入海招
香老, 需重賂, 皆被執.”

521) 崇禎實錄 , 崇禎七年十二月十四日丙申條, “總督兩廣都御史熊文燦, 令守道洪
雲蒸、巡道康承祖同參將夏之木、張一傑往謝道山招劉香, 被執. 上以賊渠受撫, 
自當聽其輸誠, 豈有登舟往撫之理. 弛備墮奸, 尚稱密商, 未嘗與知, 督臣節制何
事. 蒙昧如此. 命巡按御史確覆, 不許飾報, 令文燦戴罪自效. 

522) 臺灣鄭氏始末 卷1, p.6, “八年春三月, 兩廣總督熊文燦、福建巡撫鄒惟璉檄
芝龍討之. 香老時屯甲子, 脅雲蒸同舟距師. 夏四月, 遇於田尾洋, 出雲蒸以撼芝
龍. 雲蒸大呼曰, 當事非夫, 我則死, 急擊勿失. 香老怒刃之, 遯. 是夜芝龍泊赤
澳, 計香老必乘潮至, 令芝虎、芝豹伏衆艦前澳, 浮水寄椗. 已而果至, 大戰至日
中. 芝虎手盾口利刃援登檣巔, 近香老大艇, 躍而過, 搏將刃之. 左隊艦未之見也, 
然礮擊大艇, 虎與香老俱焚死. 芝龍盡俘其衆還. 承祖、之木、一傑求芝虎尸, 五
日不得大慟, 徒招以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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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룡 집단과 립하는 것은 회사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향 사태가 진정된 직후부터 이전보다 많은 중국 정크선이 원에 입항

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는 명조가 원행 무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VOC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수의 선박이 내왕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만 할 수만 있다면 그 

명목이야 무엇이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523) 

1630년  후반 원을 거점으로 한 VOC의 중국산 생사와 일본산 은의 

중개무역은 전무후무한 호황을 맞이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우

선 도쿠가와 막부는 1635년부터 주인선 무역을 중단하고 모든 일본인의 해

외 도항을 금지하였다. 또 1637년 일어난 시마바라의 난으로 인해 기독교 

반란에 한 경계심이 극도로 상승한 도쿠가와 막부는 전국적인 기독교도 

색출 작업을 벌였을 뿐 아니라 1639년에는 포르투갈 세력을 일본에서 완전

히 축출했다.524) 이상의 두 조치는 VOC의 사업에 반전을 제공한 매우 큰 

호재였지만 이 기회를 통해 실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중국산 생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했다. 즉 정지룡이 충분한 생사를 

만에 공급하는 한 그를 자극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

았다. 1630년  후반 VOC와 정지룡 집단의 거래는 매우 원활하게 이뤄졌다. 

해당 무역 루트를 통한 VOC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막부

가 생사 수매 단가를 통제하고, 정지룡 집단이 원을 거치지 않고 일본 직

행무역에 뛰어들기 시작한 1641년 이후부터였다.525) 

한편 정지룡은 유향 집단을 제압한 후 명조 내부에서 높은 위상을 누리게 

되었다. 그는 명조에 투항한 직후부터 항상 다양한 의심의 눈초리에 시달려

왔으나 그 와중에 이괴기, 종빈, 종능수, 유향으로 이어진 수많은 반란집단을 

토벌하는 데 투입되어 예외 없이 혁혁한 전공을 올렸다. 정지룡은 여러 차례 

523) 村上直次郞 譯注, 中村孝志 校注, 1970, pp.225-6.
524) 荒野泰典, 海禁 華夷秩序體制形成 , 荒野泰典 石井正敏 編, 地球史的世界

の成立 , 吉川弘文館, 2013, pp.142-5.
525) 古慧雯, 十七世紀荷日貿易中台灣所扮演的角色 , 經濟論文叢刊 46-2, 2018, 

pp.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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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위기를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명군 지휘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동남 연해 지역에서 다년간 굳건하게 명

조의 안보를 지켜 온 그의 노력은 결국 풍성한 결실로 돌아왔다. 명조가 멸

망하기까지 남은 마지막 10년 동안 정지룡은 연해 지역민 사회에서는 물론

이고 중앙 조정과 현지 관료들로부터도 동남 연해 해상 안보를 수호하는 존

재로 폭넓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526)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사익 추구의 속성

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으나 이는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

할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숭정 12년(1639) 삼월 工科給事中 부원초가 올린 開海 건의 상소는 당시 

상황을 매우 잘 보여준다.527) 부원초의 개해 건의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하나는 개해가 전국 각지에서 군사적 위기를 겪고 있는 명조에 

큰 규모의 추가 병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책이라 점이었다. 다른 하나는 개

해가 연해 지역의 안보 상황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었다. 조정

이 紅毛에 한 우려 때문에 開洋之稅를 포기했으나 이 조치가 오히려 연해 

주민의 생계를 단절시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논리 전개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비록 최근에 정지룡이 조정에 투항한 후 누차 전공을 세워 지방을 보호

하였기 때문에 해상이 자못 평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사례를 하

나하나 따져보면 王直이 난을 일으켰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상에

서 정말 단 하루라도 도적을 완전히 소멸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심했냐 심하지 않았냐가 달랐을 뿐입니다. 연해 지역의 주민은 오직 이익

만 바라보고 사지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 마치 오리 떼와 같습니다. 종종 

邊界 밖 島外의 땅까지 가서 “ 만에서는 홍모 오랑캐와 장사를 할 수 있

다”라고 말합니다. 홍모는 오랫동안 이곳을 점거하여 소굴로 삼고 있습니

다. 만에서 이틀 밤이면 漳州와 泉州의 내항에 닿습니다. 呂宋의 佛郞機 

526) 그가 福建總兵으로 공식 취임한 것은 숭정 13년(1640) 팔월 27일이었다( 崇禎
實錄 , 崇禎十三年八月二十七日丙子條). 

527) 이하 부원초의 주장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 第26冊, 
福建 , pp.434-5에 수록된 그의 상소문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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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캐도 우리가 禁海한 것을 보고 또한 때때로 鷄籠･淡水 지역에 사사로

이 와서 멋 로 뛰쳐나간 奸民과 화물을 거래하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

루면 만에 도착합니다. 관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금할 수 없고, 그것

을 금한다고 해도 단절시킬 수 없으니 공연히 연해 將領과 奸民으로 하여

금 해외 무역의 이익[洋利]을 앉아서 누리도록 해줄 뿐입니다. 해외 무역을 

금한다는 명분[禁洋之名]은 있겠지만 해외 무역을 금지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신의 고향에서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528)(밑

줄은 인용자) 

부원초는 자신의 논의를 현재 중국의 연해 지역의 안보가 만에 근거지

를 마련한 유럽 오랑캐들의 준동과 오직 이익만을 바라보고 오랑캐들에게 

빌붙는 奸民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

는 당국에서 이들의 불법 활동을 안다고 해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없기에 조정의 금령은 상황을 호전시키기보다는 각종 불순 세력에게 

앉아서 이익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과 같은 상황이 현재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도 차가 있을 

뿐 고금을 거쳐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그는 開海란 완

벽한 해상 안보 상황의 결과물이 아니라 안보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수단

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부원초는 최근 명조가 VOC에 응하기 위해 취한 禁海 조치로 인해 명조

와 동 서양 여러 국가의 공식 거래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모든 무역의 이익

이 간민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보았다. 이로 인한 표면적 피해는 매년 2만 

냥의 세수 결손이었지만 이와 같은 불법적 이익구조에 연해의 장령과 관료

가 가담함에 따라 명조의 금해 조치는 마치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掩耳

528)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 第26冊, 福建 , p.434, “近雖鄭芝龍就撫之後, 屢
立戰功, 保護地方, 海上頗見寧靜. 而歷稽往事, 自王直作亂以至於今, 海上固不
能一日無盜. 特有甚不甚耳. 海濱之民, 惟利是視, 走死地如鶩. 往往至島外區脫
之地曰, 臺灣者, 與紅毛番爲市, 紅毛業據之以爲窟穴. 自臺灣兩日夜可至漳、泉
內港, 而呂宋佛郎機之夷, 見我禁海, 亦時時私至雞籠、淡水之地, 與奸民闌出
者, 市貨. 其地一日可至臺灣. 官府即知之而不能禁, 禁之而不能絕, 徒使沿海將
領奸民坐享洋利. 有禁洋之名, 未能盡禁洋之實, 此臣鄉之大可憂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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盜鈴]” 것과 같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해에는 3가지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재정적 효과였

다. 부원초는 만력 연간 해징에서 거두는 세수는 연간 2만 냥이었지만 지금

은 5~6만 냥 정도까지 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모두 북방의 부족

한 병향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는 연해 주민이 

정상적 경제생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들이 도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연해의 장령과 관리가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연루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원초가 제시한 

개해의 이점은 그가 안보 위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분명하

게 보여준다. 재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조차 그것이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에 한 의미를 부여했다. 

부원초는 개항 지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해서도 

다루었다. 우선 그는 개항 후보지로 두 곳을 꼽았다. 한 곳은 漳州府 海澄縣

의 月港이었고, 다른 한 곳은 泉州府 同安縣의 中左所였다. 해징은 지난 수

십 년간 복건의 공식적인 무역 창구로 기능해왔던 곳이지만 중좌소는 천주 

측에서 외 창구로 오랫동안 주장해 온 곳이었다. 해당 상소에서 스스로 밝

히고 있다시피 부원초는 천주 동안현 출신 인사였다. 그가 중좌소를 불과 얼

마 전까지도 명조의 공식창구로 기능했던 해징과 같은 급의 후보지로 열거

한 데에는 지연으로 인한 편향이 일부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무역

이 동안현 안해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원초는 중좌소를 두 후보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중좌

소의 우월성에 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가 특필하고 싶은 

상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정지룡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논

의를 시작할 때부터 최근 정지룡의 활약상으로 인해 해상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 완화되었다고 그의 위상을 강조했다. 논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원초는 정지룡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다. 해당 부

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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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향의 무관 정지룡은 여러 차례 놀라운 공로를 세워 이미 延世之賞

을 받았지만 여전히 계속 해상에서 도적을 체포하고 간세를 공격하여 사람

과 선박이 무탈하도록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년 올린 공적을 평가받아 승

진을 거듭하고 상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송 에는 市舶司가 천주에 

실제 설치되었으니 기록된 옛 제도를 참고할 만합니다. 광동의 마카오[香山

澳]는 현재 (해상무역에서) 거두는 세액이 있습니다. 복건과 광동은 한 몸

과 같은 곳입니다. 이는 비단 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실제 복건 지역의 

여론[公言]입니다.529)(밑줄은 인용자)

부원초는 마지막 부분에서 4가지 이유를 들어 개해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

했다. 첫 번째는 정지룡의 존재, 두 번째는 송 의 시박사 설치 전력, 세 번

째는 광동과 복건의 형평성, 네 번째는 복건 지역의 여론이었다. 즉 부원초

는 정지룡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해상의 동란을 매우 잘 해결해 왔다

는 점에 근거하여 그가 개해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역시 잘 

통제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정지룡의 존재를 개해 주장의 첫 번째 근거

로 삼은 것이다.530) 

숭정 16년(1643)에는 戶部尙書兼翰林院學士인 倪元璐가 부원초와 같은 맥

락에서 한층 강도 높은 주장을 펼쳤다. 예원로가 당시 명 중앙 조정에서 누

린 위상을 고려할 때, 그의 주장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렸을 것으로 보인

다.531) 당시 장성 이북에서 날이 갈수록 거세지던 청의 공세과 이자성 등 농

529)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 第26冊, 福建 , p.435, “臣鄉弁鄭芝龍屢立奇功, 
既受延世之賞, 仍責以海上捕盜賊、詰奸細, 使人與船無恙, 計年量加陞賞. 竊考
有宋之季, 市舶司實置在泉州, 載在舊制可考. 廣東香山澳亦見有稅額. 閩、廣一
體耳, 此非臣一人之言, 實閩省之公言也.” 

530) 정지룡이 현재 명조의 해상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존재라는 인식은 그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겨 위소 중심의 해방 개혁을 주장했던 何楷나 王家彥 같은 인물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臺灣關係文獻集零 , 閩省海賊 , pp.1-4).

531) 倪元璐는 숭정 15년(1642) 兵部侍郎兼侍講學士로 등용되었다가 이듬해 戶部尙
書兼翰林院學士로 승격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吏部尙書도 겸임하였다. 이
듬해 삼월 이자성이 북경을 점령했을 때 그는 스스로 목을 매어 殉節하였다. 
이후 첫 번째 남명정권인 홍광정권이 그에게 부여한 시호인 ‘文正’은 그의 위상
을 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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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반란군의 준동을 고려할 때 예원로의 제안은 명조가 시도해볼 수 있는 마

지막 몸부림인 셈이었다. 그의 주장은 앞서 原任通政司使 施邦曜가 제시한 

견해를 지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신이 듣기로 原任通政司使 施邦曜는 다음과 같이 논했습니다. “복건에는 

동･서(양이라는) 두 바다가 있고 商舶에 해서는 前代에서 오늘날에 이르

기까지 모두 세금을 걷어 이를 國用의 밑천으로 삼았습니다. 천계 연간부

터 해양에서 이익을 다투다가 불안해지자 비로소 (무역) 금지를 의논하였

습니다. 생각해보니 犀角, 象牙, 香料는 두 바다가 아니면 생산되지 않습니

다. 오늘날 천하에는 여러 물자가 넘쳐흐르니 ‘해외 무역을 금하여 열지 

않는 것은 진실로 귀를 막은 채로 방울을 훔치는 격이다.’라고들 합니다. 

체로 복건 사람은 바다를 밭으로 삼기 때문에 하루라도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생계를 잇지 못합니다. 오랑캐 사람의 日用은 반드시 중국에서 난 

것으로 이뤄지니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곧 (오랑캐가) 침범하는 상황이 생

깁니다. 그러므로 관이 하루 이를 금하면 백성은 죽음을 무릅쓰기를 마치 

오리 떼처럼 하니 관이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위아래가 서로를 괜

히 속이려 드는 사이 (해외 무역은) 권세와 재력 있는 자의 이익이 됩니다. 

어떻게 공식 개항을 하지 않고 조정이 養兵의 비용을 적게 유지할 수 있겠

습니까? 帥臣 鄭芝龍은 복건과 광동의 경계 지역에 주둔하고 있고 또 평소 

먼 섬 지역까지 신뢰가 두텁습니다. 간청드리건 , 그에게 洋政을 맡기십시

오. 딱 1년이면 10여만 (냥)의 兵餉을 공급할 것입니다.” (施)邦曜은 관직을 

복건에서 가장 오래 했으므로 그의 말은 결코 浪言이 아닙니다. 또한 호부

의 관원 王之驥도 복건 사람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禁

令이 해제되면 복건의 도적은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길 

바다가 열리면 도적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는 것이 없어서 하

는 주장입니다.” 신이 누차 조정에서 청하고 복건 신사들이 입을 모아 주

장하는 것은 반드시 이익은 있되 폐단은 없게 한 뒤에야 가능한 것입니

다.532)(밑줄은 인용자)

532) 倪文貞奏疏 卷9, 臚陳生節疏 , “臣聞之原任通政司使施邦曜之議曰, ‘福建
有東西兩洋, 商舶自前代至今, 俱收其税, 以資國用者. 自天啟年間, 海洋爭利不
靖, 遂議禁止. 試思, 犀角、象牙、香料, 非兩洋不產. 今宇内, 諸貨充斥而猶曰, 
禁洋不開, 是眞掩耳而盜鈴也. 葢閩人以海爲田, 一日不下海, 即無生. 番人日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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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약의 주장은 좀 더 적극적인 논조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 내

용은 부원초의 것과 동소이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가 정지룡의 역할

에 해서 매우 맹쾌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원초가 정지룡에 

한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의 역할에 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

았던 반면, 시방약은 정지룡에게 洋政을 일임할 것을 주장하며 그에게 洋政

을 일임하고 딱 1년이면 10여만 냥의 병향이 공급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예

원로 역시 그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복건 출신 호부 관원 王之驥의 견

해까지 활용하여 개해에 반 하는 모든 논의를 일축하려 했다. 

부원초, 시방약, 예원로의 연이은 상소에도 불구하고 명 조정은 숭정 원년 

닫아걸었던 공식 무역 창구를 다시 열지 않았다. 그렇지만 명조의 공식적 입

장과는 무관하게 무역 창구가 실제로 닫힌 적은 없었다. 세 사람의 논설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조정의 금령은 이미 명목에 그칠 뿐 실효성을 가지지 못

했다. ‘바다를 밭으로 삼는’ 복건 사람들은 조정이 공식창구를 열면 그곳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고, 닫으면 다른 길을 선택하여 어떻게든 해외로 나가

서 살길을 모색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연해 지역의 군 관은 ‘비공식적인 공

식창구’나 다름없었다. 해징과 같은 ‘공식창구’가 닫혔을 때 ‘비공식적 공식

창구’는 더욱 큰 위력을 발휘했다. 숭정 원년 유자고가 몰락하면서 공식 무

역항으로서 해징도 함께 몰락했다. 그러나 정지룡이 곧바로 안해라는 안을 

복건 연해의 상인들에게 제시하였다. 연해 지역의 ‘여론’은 이미 그가 유자

고를 체할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부터 이미 변하기 시작했고, 그

가 다년간 수많은 해상 집단과 VOC를 물리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형태에 

불과할지라도 지역의 해외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에게 기울

어졌다.

必中國之産, 一日不往, 即䦨入. 故官日禁之, 而民走死如鶩, 官亦無如之何. 上
下相蒙徒陰, 爲豪有力之利. 何不明開, 使朝廷少收養兵之費乎. 帥臣鄭芝龍, 坐
鎭閩粤交界之地, 又素交孚于遠島. 乞即以洋政委之, 則一年, 可致十餘萬之餉
也.’ 邦曜官閩最久, 故非浪言. 又臣司官王之驥閩人也. 其言曰, ‘此禁開, 而閩盜
始稀, 謂洋開而生盜者, 非有識之論也.’ 然, 臣更請令在廷, 閩紳共爲詳酌, 必歸
于有利無弊而後可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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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초 등의 주장은 이미 복건 연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정지룡 집단의 

기득권을 전면적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중앙 정부가 해당 지역의 재정적 

여력을 일부라도 가져오려는 시도였다. 부원초 등은 정지룡이 복건 지역에 

누리는 비정상적 권한과 무역 행태에 해서 비난하기는커녕 그에게 찬사

를 보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 조정의 인사들

이 정지룡에 해 이와 같은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 연해 지역의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힘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이기도 했지

만, 그보다 중요한 지점은 그가 이괴기, 종빈, 유향 등 다른 해상 집단과 자

신이 차별화된다는 점을 다년간의 전쟁에서 증명해왔기 때문이었다. 즉 정지

룡 집단은 명 조정이 부여한 공적 지위 속에서 해외 무역의 이익을 독식

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정지룡 집단은 숭정 17년(1644) 명조가 멸망하자 

중 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3. 鄭成功의 反淸復明 활동과 지역 패권의 형성

숭정 17년(1644) 삼월 북경이 이자성 반란군에게 함락되고 숭정제가 스스

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남쪽의 수도 남경에서는 곧장 새

로운 황제를 세워 명조의 명맥을 이으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북경 점령 과정

에서 황자 3명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남경 조정에서는 번왕 중에서 새로

운 황제 후보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를 추 할 것인지에 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생존한 만력제의 적손 3명 중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淮安

에 있었던 福王 朱由崧을 弘光帝로 추 하였다.533) 

북경을 점령한 청조의 입장에서 남경의 弘光帝는 서쪽으로 달아난 이자성

의 잔당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였다.534) 순치 원년 시월 定國大將

軍으로 임명된 和碩豫親王 도도(多鐸)가 군을 이끌고 남경의 弘光政權을 

목표로 진격해왔다.535) 명조 부흥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 를 모았던 홍광

533) 南炳文, 南明史 , 南開大學出版社, 1992, pp.1-3.
534) 淸世祖實錄 卷5, 順治元年六月十八日甲戌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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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건립 초기부터 심각한 내부권력 투쟁 상태에 빠졌고 그 상태에서 청

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특히 순치 2년(홍

광 원년, 1645) 사월 史可法 등이 지키고 있던 양주가 함락된 이후로는 변변

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오월 15일 도도는 홍광제가 버리고 도망친 남경

에 무혈입성했고, 그로부터 며칠 후 명군 장수 田雄, 馬得功 등이 홍광제를 

바치며 투항함으로써 홍광정권은 완전히 붕괴했다.536) 

홍광정권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정지룡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

를 南安伯에 봉했고, 그의 동생인 정홍규는 靖虜伯에 봉했다. 정지룡은 홍광

정권의 소집 명령에 응하여 鄭鴻逵와 鄭彩가 이끄는 수군 부 를 남경에 파

견했다. 홍광정권은 이들에게 京口의 방어를 맡겼다. 그러나 이후 남경이 함

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정홍규와 정채는 청군과의 격돌을 피해 무의미한 

전력 손실을 방지하려 했다. 정홍규 등의 선단이 절강 항주에 도착했을 때 

남경에서 탈출한 唐王 朱聿鍵을 만났고 복주로 귀환하면서 그를 동했

다.537)

福建巡撫 張肯堂, 福建巡按御史 吳春枝, 原任禮部尙書 黃道周, 南安伯 鄭芝

龍 등은 唐王 朱聿鍵을 監國으로 추 한 데 이어 순치 2년(홍광 원년, 1645) 

칠월 27일 그를 황제로 옹립하고 연호를 隆武로 하였다. 隆武政權의 수도가 

된 福州府는 天興府로 개칭되었다.538)

융무정권의 권력 구도는 표면적으로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張肯堂과 黃道周 등 舊明 유신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이었다. 

이들은 주로 六部의 요직을 차지했다. 黃道周가 吏部尙書兼武英殿大學士로 

임명되었고, 張肯堂은 兵部尙書를 맡았다. 그 외에 과거부터 정지룡 집단에 

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던 何楷가 戶部尙書가 되었다. 다른 한 축을 담당

535) 淸世祖實錄 卷10, 順治元年十月二十五日己卯條.
536) 南炳文, 1992, pp.57-63.
537) 海上見聞錄 , 卷1, p.1.
538) 南炳文, 1992, pp.140-1. 續明史紀事本末 에 따르면 정지룡은 唐王을 監國으

로 추 하는 데에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황제로 추 하는 것에는 더욱 강하게 
반 했다. 그때마다 정지룡을 설득한 것은 그의 동생이자 조직의 이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정홍규였다( 續明史紀事本末 , 卷7, 閩海遺兵 ,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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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당연히 정씨일족이었다. 융무정권은 정지룡뿐 아니라 정씨일족의 주

요 인사 모두에게 높은 작위를 하사하였다. 鄭芝龍과 鄭鴻逵는 侯爵을 받아 

각각 平虜侯와 定虜侯가 되었고 鄭芝豹, 鄭彩, 鄭聯은 伯爵을 받았다.539) 정

씨일족은 주로 군사와 재정을 운영하는 직책을 맡았으나 실제로는 그들이 

융무정권의 군사와 재정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융무정권이 그들의 군사력과 

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제 권력은 정씨일

족의 손에서 좌우되었다.540) 

한편 각지의 反淸復明 세력은 기꺼이 융무제를 새로운 구심점으로 받아들

였다.541) 물론 절강 지역에 監國 魯王이라는 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분은 융무제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세력은 어떻게든 융

무제가 자신의 영역으로 옮겨오도록 유도해서 근왕 세력의 중심이 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542) 張肯堂 등 舊明 유신 세력은 외부 근왕 세력과의 상호

지원 및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융무정권

을 중심으로 모든 복명세력을 집결하여 중원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

다.543)

반면 정지룡은 그와 같은 계획이 터무니없다고 여겼고 복건의 기반을 잘 

유지하고 확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융무제

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544) 즉 황제를 옹립함으

539) 小腆紀年 卷10, pp.501-2.
540) 明季南略 , 卷11, 閩紀-鄭森入侍 , p.315, “時內外文武濟濟, 然兵餉、戰守機

宜俱鄭芝龍爲政. 鴻逵、芝豹皆其弟也. 故八閩, 以鄭氏爲長城. 芝龍開府於福
州, 坐見九鄉, 入不揖, 出不送.”

541) 南炳文, 1992, p.141.
542) 표적인 후보지는 湖南, 江西, 廣東 등이었다. 융무제의 자문역이었던 金堡와 

張家玉은 어디로 옮길 것인지에 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복건에 계속 
머무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의 합치를 이루었다. 정지룡은 김
보의 조언에 따라 근거지를 옮기려 한 융무제를 반강제로 주저앉히기도 했다(
續明史紀事本末 , 卷7, 閩海遺兵 , pp.144, 146). 

543) 續明史紀事本末 , 卷7, 閩海遺兵 , p.140, “大學士吳鍾巒諫曰, 閩海固非立
國地, 今日所急, 選鋒急進, 克復南昌, 順聯吳、楚, 猶可以自固. 舍此他圖, 關
門一動, 則瓦裂矣.”

544) 續明史紀事本末 , 卷7, 閩海遺兵 , p.142, “三月, 隆武帝以江、楚迎駕疏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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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후광효과는 최 한 누리고자 했지만545) 그로 인

해 복건 지역의 기반을 송두리째 상실할 수도 있는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546) 정지룡은 융무정권 내에서 정씨일족의 지배력을 극

화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휘둘 고 융무제를 받드는 유신 세력도 마냥 이에 

굴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은 점점 빈번해졌다.547) 

겉으로 보기에는 양  세력이 립하는 양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씨세력

이 언제나 반 파를 완전히 압도했다. 정씨세력은 정지룡을 중심으로 완전히 

단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군사 재정적 수단을 동원

하여 반  세력에 심 한 타격을 가했다. 정지룡의 권위에 도전했던 인사들

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게 보복을 당해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지룡은 융무정권을 쥐락펴락하는 실권자

가 되었고 누구도 정지룡에게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 다.548) 

일본에서 태어나 유년기 상당 부분을 그곳에서 보낸 정성공은 정지룡이 

명조에 투항하고 2년이 지난 숭정 3년(1630) 7세의 나이로 처음 중국 땅을 

밟았다. 정지룡은 아직 어린 아들을 조직 활동에 가담시키지 않았으며 장성

至, 決計入贛州, 進次延平. 芝龍大懼, 不得生俘帝, 蹴軍民數萬人阻駕行, 且請
還天興, 不得已, 駐蹕延平.”

545) 續明史紀事本末 , 卷7, 閩海遺兵 , p.144, “鄭芝龍難朝臣, 請軍佽至百五六
十萬. 隆武帝曰, 國蹙民貧, 即罄三省力不能供. 今議以三萬人守關, 居萬人於腹
內, 不復可增. 不然, 朕惟避賢而已. 芝龍不悛.”

546) 정지룡은 정홍규와 정채 같이 주요 거점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휘하 인사
에게 황제의 출진 명령에 불복하도록 지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일족 
외 인사가 출진할 경우는 병력 공급을 차단하거나 그것도 실패하면 출정한 군
에 한 보급을 막아 그 시도를 좌절시켰다. 黃道周의 魯王 지원 과 張肯堂

의 절동 원정에 한 방해 공작이 가장 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續明史紀
事本末 卷7, 閩海遺兵 , pp.137-8; 142-3).

547) 續明史紀事本末 卷7, 閩海遺兵 , p.138, “居恆橫甚, 坐見九卿. 以手版擊大
學士蔣德璟於朝, 與黃道周爭坐位, 蹴諸生誣劾之, 隆武帝下提學撻其人, 亦不
懼. 屢乞用其私人爲清要官, 隆武帝不許.” 

548) 明季南略 , 卷11, 閩紀-鄭森入侍 , p.317, “由是, 廷臣無敢異同者, 宰相半出
門下. 何楷與芝龍爭朝班不合, 乞歸, 中途盜截其耳. 詔追賊不得. 兵科給事中劉
中藻亦以忤鄭氏去. 有密告芝龍攬權者, 隆武輒責芝龍. 芝龍怒, 佯欲謝事. 隆武
心知芝龍不可恃, 無以制之, 因復固留曰, 此非朕意, 乃某人言也. 芝龍潛中傷之. 
於是, 左右無一同心, 皆鄭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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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에도 남경 태학에 입학시키는 등 조직 활동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했다.549) 남경이 청군에게 함락되어 정성공이 복주로 돌아오자 정지

룡은 곧바로 융무제를 알현시킨 후 그를 皇宮 宿衛로 만들어 황제의 곁에서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550) 

정지룡이 이미 오래전부터 청조에 투항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를 위해 동

향인 洪承疇, 黃熙胤 등과 교감해왔다는 점은 여러 사료에서 발견되는 내용

이며,551) 청군이 융무정권을 손쉽게 공략하는 데에 정지룡과 그 일파의 방관

적 행보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552) 다만 투항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양상을 통해 보건  정지룡은 청조에 투항하는 중

한 결정을 그동안 자신의 측근들과는 전혀 교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그의 독단이었으며 아들인 정성공은 물론이고 조직의 실세인 정홍규나 정채

와도 전혀 공감 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버일러 볼로(博洛)가 이끈 청군은 순치 3년(1646) 팔월 汀州에서 隆武帝를 

사로잡은 후 융무정권의 잔존 거점을 하나씩 점령해나갔고 시월 19일 漳州

를 마지막으로 安海를 제외한 복건 전역을 평정했다.553) 청군은 곧바로 융무

정권의 마지막 거점이자 정씨세력의 군세가 집결해 있는 安海로 진격했다. 

볼로는 근래 투항한 융무정권의 兵部尙書 郭必昌에게 서신을 주어 정지룡과 

교섭을 진행했다. 볼로가 보낸 서신의 골자는 세 가지였다. 첫째, 청 측은 

정지룡이 융무정권을 지원한 것을 문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청 측

549) 臺灣通史 卷1, 建國紀 , p.26.
550) 靖海志 卷1, p.9, “十月, 隆武未有嗣, 芝龍令子鄭森入侍. 隆武意有所嚮, 先

賜國姓, 改名成功, 成功輒先得以告芝龍.”
551) 續明史紀事本末 卷7, 閩海遺兵 , p.136, “洪承疇預進策於多爾袞曰, 使賂芝

龍以王爵, 福建可不煩兵定, 浙中亦必亡從之. 以其鄉人黃熙允爲招撫使, 使說
之, 熙允使誘芝龍降, 譬喻百端. 芝龍意決, 人寂不知. 閩、浙之亡基此.”

552) 徐曉望은 청군이 복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6개의 주요 전투를 분석하
여 청군은 거의 전투를 치르지 않고 융무정권을 제압했음을 밝혔고 이를 정지
룡이 사전에 청군에 투항할 확고한 의사를 가졌다는 근거로 사용하였다(徐曉望, 
淸軍入閩與鄭芝龍降淸事考 , 陳捷先 主編, 淸史論集(上) , 人民出版社, 

2006, pp.55-65).
553) 南炳文, 南明史 , 南開大學出版社, 1992, pp.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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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지룡을 중시하는 이유였다. 둘째, 청 측은 정지룡에게 閩粵總督 직책을 

맡길 의향이 있었다. 셋째, 청 측이 정지룡에게 기 하는 바는 그의 힘을 빌

려 兩廣을 평정하는 것이었다. 서신을 받은 정지룡은 매우 기뻐하며 곧바로 

청 측에 항복 서한을 보내려 했다.554)

정성공은 정지룡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정성공은 융무정권에 한 충성

심 같은 원칙론이 아니라 철저히 전략적 이해관계와 군사적 유불리를 근거

로 정지룡을 설득하고자 했다. 정성공은 비록 청군이 전력상으로는 다소 우

세하지만 정씨세력이 저항한다면 쉽사리 복건과 광동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지형 때문에 북방의 기마가 제

로 활약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아군은 해상무역을 통해 많

은 군 를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정지룡은 정성공의 

주장에 해 천하의 세가 이미 청으로 넘어갔다고 반박하며 그 근거로 홍

광정권이 장강이라는 천혜의 이점을 가지고도 단기간에 몰락한 것을 들었다. 

정지룡은 복건 한 지역의 저항으로는 세를 바꿀 수 없으며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555) 

이에 해 정성공은 정지룡의 분석은 상황을 강 살필 것일 뿐 중요한 

세부적 요소를 놓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정성공은 명조의 멸망이든, 홍광

정권의 몰락이든 그것은 청군의 강력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두 정권의 자멸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군이 최근 급격한 세력 팽창으로 인해 군사적 

한계에 봉착했을 것이므로 복건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고 인심을 

554) 小腆紀傳 卷63-列傳56, 貳臣-鄭芝龍 , pp.892-3; 續明史紀事本末 卷7, 閩
海遺兵 , p.149. 郭必昌은 천주 출신 신사로 융무정권에서는 정지룡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인물이었다. 정지룡은 자신에게 항하여 계속해서 독자적인 출병
을 시도하는 복건순무 출신 병부상서 장긍당을 실각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私人인 곽필창을 심어 병부를 장악했다( 南疆繹史 卷21-列傳15 , 張肯堂 , 
p.289). 

555) 臺灣外記 卷2, pp.90-1, “其子成功勸曰, 吾父總握重權, 未可輕爲轉念. 以兒
細度, 閩粵之地, 不比北方得任意馳驅, 若憑高恃險, 設伏以禦, 雖有百萬, 恐一
旦亦難飛過. 然後收拾人心, 以固其本, 大開海道, 興販各港, 以足其餉. 然後選
將練兵, 號召天下, 進取不難矣. 龍曰, 稚子妄談. 不知天時時勢. 夫以天塹之隔, 
四鎮雄兵, 且不能拒敵. 何況偏安一隅. 倘畫虎不成, 豈不類狗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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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수습하면 충분히 자웅을 겨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 정지룡은 

지금은 볼로가 예의를 갖춰 자신을 회유하지만, 전쟁을 벌여서 패배한 다음

에는 후회해도 소용없게 될 것이라고 하며 정성공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성

공이 부친에게 매달려 울면서 남긴 마지막 조언은 정지룡의 말로와 정성공 

자신이 훗날 청조를 상 하는 기본 철학을 잘 드러낸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호랑이는 산을 떠날 수 없고,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날 수 없

습니다. (호랑이가) 산을 떠나면 그 위세를 잃고,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

면 괴롭게 죽기를 기다리게 될 뿐입니다[夫虎不可離山, 魚不可脫淵. 離山則失

其威, 脫淵則登時困殺].” 정지룡은 정성공의 뜻을 꺾지 못하자 귀를 닫고 그

를 물리쳤다.556)

이들 부자의 논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성공이 정지룡에게 역설한 것은 

‘崇明論’이라기보다는 ‘自强論’에 가까웠다. 즉 정성공이 정지룡에게 주장한 

것은 정씨세력의 ‘독자 세력화’였다. 정성공은 이것이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청조에 투항하여 그 호의에 기 는 것이 오히려 모험

이라고 보았다. 정지룡의 반박 역시 같은 지점에서 이뤄졌다. 즉 정지룡도 

독자 세력화가 성공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까지 부정하지

는 않았다. 다만 그는 그것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그는 정성공의 독자 세력화 구상은 과욕이라고 보았고 이를 다음과 같은 말

로 반박했다. “만약 호랑이를 그리다가 완성하지 못하게 되면 개(를 그린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倘畫虎不成, 豈不類狗乎]?”

서로를 전혀 설득시키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의 주장이 정씨세력의 장래라

556) 臺灣外記 卷2, p.91, “成功曰, 吾父所見者大概, 未曾細料機宜. 天時地利, 有
不同耳. 清朝兵馬雖盛, 亦不能長驅而進. 我朝委係無人, 文臣弄權, 一旦冰裂瓦
解, 釀成煤山之慘. 故得其天時, 排闥直入, 剪除兇醜, 以承大統. 迨至南都, 非
長江失恃, 細察其故, 君實非戡亂之君, 臣多庸祿之臣, 遂使天下英雄飲恨, 天塹
難憑也. 吾父若藉其崎嶇, 扼其險要, 則地利尚存, 人心可收也. 龍曰, 識時務爲
俊傑. 今招我重我, 就之必禮我. 苟與爭鋒, 一旦失利, 搖尾乞憐, 那時追悔莫及. 
豎子渺視, 慎毋多談. 成功見龍不從, 牽其衣, 跪哭曰, 夫虎不可離山, 魚不可脫
淵, 離山則失其威, 脫淵則登時困殺. 吾父當三思而行. 龍見成功語繁, 厭聽拂袖
而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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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의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정지룡의 주장이 위험

을 회피해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현실적 사고에 기초했다면 정성공의 주

장은 성과를 최 화하기 위해 모험적 투자를 감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었다. 최소한 이 화 속에서는 명조 부흥과 관련한 명분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성공은 정지룡의 투항 결정에 가장 크게 반발한 인물이었지만 당시 시

점에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존재는 그보다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

고 있었던 정홍규, 정지표, 정채, 정련 등이었다.557) 이들은 융무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단결하여 정지룡을 따랐지만, 정지룡이 

청조에 투항하는 결정을 내리자 사분오열하였다.

가장 독특한 행보를 보인 인물은 바로 정채와 정련이었다. 정채 형제는 정

씨세력이 안해로 집결하기 훨씬 전부터 하문에 주둔한 채 사태의 추이에 주

목하고 있었다. 그들은 융무제의 사망 소식을 듣자 곧장 예하 함 를 집결시

켜 절강 일 에서 활동하고 있던 감국 노왕의 휘하로 들어갔다. 이 소식을 

접한 정지룡이 사람을 보내 그들을 만류해보려 했지만 그들의 행보를 막을 

수 없었다.558) 

정지룡의 오른팔이자 조직의 이인자인 정홍규 역시 정지룡을 따르지 않았

다.559) 臺灣外記 의 기록에 따르면 정성공이 부친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후 

557) 정지룡의 아들 정성공이 정지룡의 결정에 반발하여 부친과 함께 청조에 투항하
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취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정성공이 정씨세력
을 표하는 존재로 부상했기 때문에 정성공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
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傅衣凌이 매우 전통적 유교 윤리의 관점에서 이를 
해석한 연구를 내놓은 이래 이 부분을 체 보완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傅衣凌, 關于鄭成功的評價 , 鄭成功硏究論文選 , 福建人民出版社, 1982). 
이외에 정성공 외에 당시 정씨세력의 핵심 인사 부분이 독자 행보를 걸었다
는 중요한 사실이 간과된 점도 문제이다. 

558) 臺灣外記 卷2, p.96; 續明史紀事本末 , 卷7, 閩海遺兵 , p.149. 
559) 정홍규는 융무정권 안에서 항상 정지룡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는 

융무정권 초기 정지룡과 함께 侯爵을 받았으며 융무 2년(1646) 6월 황자 탄생
을 계기로 鄭芝龍은 泉國公이 되었다가 平國公에, 鄭鴻逵는 漳國公이 되었다
가 定國公에 봉해졌다( 閩海紀要 卷之上, p.1; 續明史紀事本末 , 卷7, 閩海
遺兵 ,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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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병력을 데리고 金門으로 떠난 다음에는 정홍규가 정지룡을 설득하려

고 했다. 그 역시 정씨세력은 충분히 독자 세력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데 굳

이 청조에 항복할 필요가 있는지에 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지룡의 뜻이 확

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정홍규는 더는 그를 막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따라나서지도 않았다. 그는 독자 행보를 선언하면서 만약 정지룡의 판

단이 현명한 것이었다면 나중에 자신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말한 후 정지룡

과 결별하는 길을 택했다.560) 이후 정홍규는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고향인 

石井에서 10리 정도 덜어진 白沙라는 섬을 요새화한 다음 이곳에 자리를 잡

았다가 훗날 금문으로 건너가서 조카인 정성공에게 합류했다.561) 

정지표는 정씨일족 주요 인사 중 정지룡을 끝까지 따른 유일한 인물이었

다.562) 그는 안해로 돌아오기 전에 아직 청군이 도달하지 않은 천주에 들어

가서 성문을 닫아건 다음 군향 징수를 명목으로 한 가혹한 약탈을 감행한 

후 청군이 천주에 도달하자 곧바로 노획물을 가지고 안해로 철수했다.563) 그

는 이때 정지룡과 함께 북경으로 소환되어 이후에도 줄곧 그와 운명을 같이 

했다. 청조는 정지표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훗날 정지룡

을 처형한 다음에도 정지표는 천수를 누리게 해주었다.564)

정지룡은 자기 나름의 정세 판단에 따라 은 히 휘하 세력에 군사적 태업

을 지시함으로써 청군이 융무정권을 손쉽게 제압하도록 간접적인 도움을 주

었다. 융무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는 이를 일종의 실적으로 삼아 청조에 투항

함으로써 자신과 조직이 안위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 판단이 실제로 얼마나 

560) 臺灣外記 卷2, pp.91-2.
561) 廣陽雜記選 , 鄭鴻逵築釣浦 , p.29.
562) 鄭芝豹는 정지룡 형제 중 삼남으로 초기에 맹활약을 보였던 鄭芝虎나 후반부

에 주역으로 활동했던 鄭鴻逵(鄭芝鳳)에 비해 인지도가 상 적으로 떨어지는 
인물이지만 그 역시 정씨세력의 중요 인물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융무정권 내
에서 그가 누린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그는 체로 정홍규보다는 아래지만 정
채, 정련과는 같거나 약간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明季遺聞 , 卷4, 福建
兩廣 , p.97). 

563) 明季南略 卷11, 閩紀-鄭芝豹閉城索餉 , pp.327-8.
564) 淸世祖實錄 卷34, 順治四年十月三日庚午條; 淸聖祖實錄 卷5, 順治十八年

十月三日己酉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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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했는지와 무관하게 정지룡은 이 결정으로 인해 일족과 조직으로부터 버

림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정지룡은 이미 몇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고 이를 

극복하면서 성장해 왔던 인물이지만 이번에는 재기할 수 없었다. 가장 주된 

원인은 그의 아들인 정성공이 연해 지역 反淸復明 활동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父子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청조는 정지룡

에게 자신의 군사적인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아니라 아들인 정성공을 설득

할 기회만을 주었고, 그 실낱같은 기회마저도 정성공의 단호한 태도가 확인

된 다음부터는 주어지지 않았다. 재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정지룡은 정성

공의 마지막 조언처럼 산을 떠난 호랑이 혹은 연못을 떠난 물고기 신세가 

되었고 청조는 그의 이용가치가 사라진 것이 확인하자 황오의 건의에 따라 

그를 처형하여 청조의 새로운 정책 기조를 표명하는 정치적 상징물로 삼았

다.565)

연해 각지로 흩어져 독자 행보를 걸었던 이들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자면, 

초기에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것은 정채 정련 형제였다. 이들은 곧바로 

감국 노왕에게 가담했기 때문에 정지룡 수하에 있었던 이들 중 반청복명의 

열로 가장 먼저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채 등이 가담할 당시 노왕

정권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청군은 절강을 거쳐 복건으로 진입했

고, 그 과정에서 소흥에 위치한 노왕정권은 붕괴되었다. 특히 노왕정권의 전

군을 통괄하다시피 했던 方國安이 청군과 싸워보지도 않고 달아난 것이 결

정적인 원인이었다. 방국안은 심지어 노왕을 잡아 청군에 넘김으로써 일신의 

안위를 꾀하려 했기 때문에 노왕은 청군뿐 아니라 자신의 옛 신하에게도 쫓

기게 되었다. 張國維 등 소수의 충신이 약간의 의용병을 모아 간신히 노왕을 

주산군도로 탈출시켰으나 정작 자신들은 목숨을 잃었다.566) 허울밖에 남지 

않은 노왕정권으로서는 상당 규모의 군세를 보유한 정채 등의 합류가 반갑

지 않을 리가 없었다. 노왕정권은 정채를 建威侯로 정련을 定遠伯로 삼음으

565) 채경수, 청조의 포섭 정책과 정씨 예하 해상 집단의 전향- 만원정  구성원
의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 명청사연구 52, 2019, p.266.

566) 明季南略 卷10, 浙紀 , pp.29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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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격렬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567)

정성공은 융무제가 사망한 다음에도 그의 연호를 고수했으며 융무제가 하

사한 작위인 忠孝伯과 招討大將軍이라는 직함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정성공의 행보에 호응하여 曾櫻이나 路振

飛 같은 융무정권의 유신들이 정성공에게 가담했다.568) 정성공은 정채 등과

는 달리 노왕정권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569) 노왕정권에 한 

정성공의 선 긋기는 휘하로 들어온 융무정권의 유신들을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왕정권은 과거 융무정권과 심각하게 갈등한 전

력이 있기 때문이다.570) 아직 영력정권의 존재를 몰랐던 정성공은 계속 융무 

연호를 사용했고 노왕 신 淮王 朱常淸이라는 인물을 감국으로 우했지만, 

영력 2년(1647) 시월 영력정권의 사신이 와서 봉작한 후부터는 영력정권을 

받들었고 주상청으로 하여금 감국 지위를 포기하게 만들었다.571)

그렇지만 정성공은 청군과의 싸움에서 노왕 측과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것

은 전혀 꺼리지 않았다.572) 영력 7년(1653) 궁지에 몰린 노왕이 감국 칭호를 

거두어들인 다음부터 정성공은 그를 금문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기까지 했

다.573) 이러한 행보 덕분에 정성공은 정채 형제를 제압한 다음 노왕 측 주요 

장수인 장명진, 장황언 등을 사실상 수하로 거두어들이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숙부 정홍규까지 가세함으로써 정성공은 명실상부 정씨

세력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순치 4년(1647) 팔월 정홍규의 

제안에 따라 정성공은 군세를 모아 천주 공략을 시도했으나 다른 지역에서 

567) 靖海志 卷1, p.14.
568) 續明史紀事本末 卷7, 閩海遺兵 , p.150. 
569) 일례로 순치 4년(1647) 시월 노왕이 자신의 명의로 이듬해인 무자년의 大統曆

을 작성하여 해상의 제 세력에게 반포했으나 정성공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융무제의 유신인 路振飛와 曾櫻 등이 이를 융무 4년으로 고친 다음 사용하였다
( 續明史紀事本末 卷7, 閩海遺兵 , p.151).

570) 明季南略 卷10, 浙紀-浙閩水火 , p.294. 
571) 蘄黃四十八砦紀事 卷1, 大勢篇-宗藩類表 p.2; 續明史紀事本末 卷7, 閩

海遺兵 , p.152.
572) 續明史紀事本末 卷7, 閩海遺兵 , p.150.
573) 爝火錄 卷28, pp.114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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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청군의 지원군 때문에 천주 공략에 실패했다. 정성공의 신속하고 적극적

인 군사 행동은 비록 천주 함락이라는 소기의 성과는 올리지 못했지만, 그 

신 청조의 지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온 연해 지역 인사들의 호응을 끌

어냈다. 浙江巡撫를 역임했던 盧若騰을 비롯하여 進士 葉翼雲, 舉人 陳鼎 등 

복건 지역의 지식인들이 정성공 집단에 합류했고 甘輝, 藍登, 施琅 등 이후 

정성공의 주요 지휘관으로 활약했던 인사들도 이때 합류했다.574) 

정성공과 영력정권의 결속은 이후 후자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이

어졌으며, 심지어 그 이후에도 정성공과 그 후계자들은 멸망한 영력 연호를 

고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575) 정성공이 청조에 항

해서 시도한 최 의 군사적 모험이었던 남경 공략 역시 영력정권에 한 고

려 속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순치 15년(1658) 청조는 寧南靖寇大將軍 로토

(羅托), 平西大將軍 吳三桂, 征南將軍 쵸푸타이(趙布泰)에게 각각 湖廣, 四川, 

廣西 방면에서 雲南을 근거지로 하고 있었던 영력정권을 공략하게 하였

다.576) 정성공의 남경 공격은 이 빈틈을 파고든 전략적 포석이며 일정 부분

은 영력정권을 구원하기 위한 행보이기도 했다.577)

정성공은 영력정권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했으며 

특히 이를 연해 지역의 무역 활동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특히 청조

가 연해 지역에 한 해금 정책을 단행한 이후부터는 정성공 집단이 연해 

지역에서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은 하고 전략적으

로 제휴할 연해 지역의 파트너 세력이 필요했다. 순치 12년(1655) 유월 청조

가 전면적 해금을 선언한 다음부터 정성공 집단에 물자를 공급하는 것은 청

조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발각된다면 엄청난 가를 

치를 것이 불 보듯 뻔했다.578) 

높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해 주민들이 정성공과의 은 한 거래

574) 續明史紀事本末 卷7, 閩海遺兵 , p.151.
575) 蘄黃四十八砦紀事 卷1, 大勢篇-宗藩類表 p.7.
576) 南炳文, 1992, pp.288-92.
577) 小腆紀年 卷19, pp.904-5.
578) 淸世祖實錄 卷92, 順治十二年六月 壬申條.



- 227 -

를 계속 이어갔던 일차적인 이유는 과거 명 에 그러했듯이 이것이 이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579) 그렇지만 청조 측에 적발된 몇몇 사

례를 보면 이 상인들은 정성공 집단과 단순히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데 그

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강하게 연 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史順은 泉州府 晉江縣 사람으로 청조에 적발된 순치 14년(1657) 당시 64

세였다. 그는 청조의 해금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로 安海를 거점으로 활동했

으며 여러 척의 선박을 운용하면서 胡椒와 蘇木 등 해외의 물건을 600~700

擔 규모로 수입하는 거상이었다. 그는 船戶를 고용하여 물건을 멀리 떨어진 

崇武港까지 싣고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부터 별도의 船戶를 고용하여 內河

를 통해 몰래 상품을 천주까지 들여왔다. 사순은 경로상에 있는 閩安關 관원 

徐六, 牙家蘇 등을 매수하여 묵인을 넘어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냈다. 

이미 안정적인 불법 루트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순의 무역 활동은 해금 이후

에도 거의 위축되지 않았다. 해금이 선언된 이후에도 사순의 사주를 받은 船

戶가 772.5擔의 南貨를 3척의 배에 나눠 싣고 들여오다 발각되는 사건이 일

어난 것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이다. 복건순무 유한조는 사순 사건을 조정에 

고한 보고서에서 이런 자들의 무역 활동이 고스란히 海寇(정씨세력)의 수익

으로 연결된다는 점과 浙江 奸商 杜昌平, 謝德全 등이 綃緞, 絲棉, 藥材, 磁

油 등의 상품을 싣고 몰래 복건으로 넘어와 해외 무역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580)

李楚와 楊奎 역시 비슷한 시기에 해외 무역에 종사한 복건 천주 상인이

었다. 이들이 주로 暹羅에 해 夏布, 瓷器, 鼎銚, 蜜料 등을 수출하고 胡椒, 

蘇木 등을 수입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앞선 사순 사례에서는 분명하게 드

러나지 않았던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성

공의 ‘허가증[牌票]’를 지참한 상태에서 무역에 종사했다는 점이다. 병부에

서는 이들이 정성공 측의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근거로 모반을 획

579) 松浦章, 2002, pp.452-6.
580) 明淸史料 己編-第4本, 福建巡撫殘件 ,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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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했다고 보고 엄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의 행태는 暹羅에서 복건으로 

돌아오던 중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 雷州에 漂着하게 되면서 청조 측에 

발각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비슷한 방식의 해외 무역을 반복해왔음이 밝혀졌

다. 청조 입장에서 특히 충격적이었던 지점은 이들이 그동안 청조의 해금은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으면서 정작 정성공이 발급한 허가증은 지참했

다는 점이었다. 이는 최소한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청조의 금령

보다 정성공의 허락이 더 실질적인 통제력을 발휘했음을 시사한다.581) 

五大商이라고 불리는 상인들의 행적은 그들과 정성공 집단의 월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오 상은 曾定老, 伍乞娘, 龔孫觀, 龔妹娘 등 정성공의 

손발이 되어 활동한 천주 출신의 거상들로서 이들의 정체는 원래 전혀 노출

되지 않았지만 순치 13년(1656) 칠월 청조에 투항한 해징공 황오의 고발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역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연해 지역 상인들이 스스로 정성

공 집단과 거의 운명 공동체화되어 버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표

적인 활동상은 다음과 같다.582) 

순치 11년(1654) 정월 16일경 증정로 등은 정성공의 족형인 鄭祚로부터 

은 25만 냥을 수령한 뒤 소주와 항주로 넘어가서 綾紬와 湖絲를 비롯한 각

종 상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전량 정성공 측에 넘겼다. 즉 정성공이 해외에 

판매할 상품에 한 국내 공급망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이런 

량의 거래를 감행한 것은 자체가 상당히 큰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지만 반

로 보면 그만큼 정성공 측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며 큰 이익이 보장된 일이기도 했다. 

이듬해인 순치 12년(1655) 오월 3일경 증정로는 정성공의 자금 5만 냥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교역했고 돌아와서 정산을 거친 후 이익을 분배했다. 

같은 해 십일월에는 또다시 정성공의 자금 10만 냥을 빌렸다. 정확한 용처

는 알 수 없지만 매달 1.3%를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 용도

581) 明淸史料 己編-第5本, 兵部題爲李楚楊奎違禁出海事本 , pp.407-9.
582) 이하 五大商에 관한 내용은 모두 福建巡撫 許世昌이 강희 원년(1662) 이월 6

일에 올린 題本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鄭氏史料三編 卷1, 福建巡撫許世
昌殘題本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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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했던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순치 13년(1656) 사월에 일어난 사건은 오 상이 정성공 측으로부터 받았

던 상업적 특혜가 상당한 정치적 위험부담을 가로 제공된 것임을 잘 보여

준다. 이해에도 증정로 등은 湖絲와 段疋 등을 구매하여 해외에 판매하였고 

원금과 이익을 합쳐 은 6만 냥이 생겼다. 정성공 측은 이 중 은 4만 냥을 

오 상에게 나눠주어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자

금 분배를 받은 상인은 증정로를 포함해서 총 8명이었으며 수령한 액수는 2

천 냥부터 7천 냥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자금을 분배받은 가로 내지의 청

군의 동향을 자세하게 정성공 측에 전달하는 일종의 첩보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정성공 함 가 신출귀몰하게 연해 지역을 급습하며 청군을 농락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이 제공한 첩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

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증정로의 아들 曾汝雲은 정성공으로부터 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역 신사들을 쥐락펴락하는 권세를 발휘했다. 이들은 

지역 신사를 암암리에 조종하여 청조 측의 감시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일

종의 ‘護身符’로 사용했다. 이들은 황오의 고발로 인한 적인 색출 작업

에서 적발되었고 그중에서 도주에 실패한 자들은 청조로부터 매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주모자는 모두 謀叛律에 의거해 참형을 당했고 그 가족

은 모두 관노가 되었다. 從犯으로 분류된 이들도 奴가 되는 신세는 면할 수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오 상은 청조와 정씨세력이라는 두 정치 권력의 

결 구도에서 일방적으로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들은 정씨세력과 단순

한 상업적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하수인 노릇을 했고 그로 인한 

이익도 누렸다. 물론 발각되었을 때는 처절한 가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 청조의 응징은 연해 지역에 충분한 본보기가 되지 

못했던 것 같다. 연해 지역에서는 정성공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서 그 위세

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林行可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林氏 일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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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福州府 侯官縣을 상으로 하는 작은 지배력을 가진 해상 집단으

로 그들의 존재 양태는 마치 정씨일족의 미니어처를 연상시킨다. 임행가는 

약 100명 정도의 일족 젊은이들을 무력과 노동력의 기반으로 삼고 지역 관

부를 매수하였으며 현지 어민을 유통망으로 활용하여 정씨세력에게 량의 

목재를 판매했다. 이들은 주로 내지에서 수집한 목재를 뗏목 형태로 넘겨 바

닷가로 내보냈고 정씨세력 측은 이를 현지에서 바로 전선으로 만들어서 본

거지로 끌고 갔다. 선박 제조에 필요한 물품 역시 모두 임씨 일족이 공급했

다. 흥미로운 점은 임행가도 영력정권으로부터 都督의 지위를 받았다는 점이

다. 임행가가 도독 지위를 정성공을 통해 얻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얻은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거나 정성공과 임행가는 단순한 사업상의 

거래 상 가 아니었고, 서로 간에 분명한 위계가 있는 관계였다. 실질적으로

는 사업상의 갑을 관계가 양자에게 더 중요한 문제였겠지만 명목상으로 양

자는 영력 조정에서 부여한 정치적 위계에 따라 상하관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즉 招討大將軍과 都督의 관계이기도 했던 것이다.583) 

황오의 제안으로 순치 18년(1661) 팔월 실시한 청조의 천계령이 정성공과 

연해 상인들의 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조처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584) 하

지만 이듬해 정성공이 만 원정에 성공하면서 정씨세력에게는 거 한 배후

지가 생겼고, 정씨세력을 고사시키겠다는 천계령의 원래 취지는 상당 부분 

퇴색되고 말았다. 청조는 천계 상태를 계속 이어갔으나 靖海將軍 施琅은 초

기부터 청조의 천계가 정씨세력을 항복으로 이끌기는커녕 그들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585) 시랑의 예측 로 이후 정씨세력은 만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결과 해외 무역을 

매개로 한 연해 지역 주민과 이익공유 관계는 분명 크게 약화 되었다.

강희 12년(1673) 福建總督 范承謨가 올린 천계 완화 상소는 이러한 상황

의 변화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었다. 그는 천계의 장기화로 인한 복건 경제의 

583) 채경수, 2017, pp.79-81.
584) 明淸史料 丁編-第3本, 嚴禁通海勅諭 , p.257.
585) 靖海紀事 卷上, 邊患宜靖疏 ,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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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가 민심 이반이라는 안보 위기로 연결될 공산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

면서 천계 해제가 새로운 해상 안보 문제를 낳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

신했다. 그는 지난 십수 년간의 천계 상황에서 연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충성

심을 충분히 증명했으며, 정씨세력에게 규모 물자를 공급할 능력은 몇몇 

거  상인들에게만 있으므로 그들만 정 하게 제어해내면 통제할 수 있으며, 

정씨세력의 선단이 상륙할 만한 큰 항구는 그 수가 적으므로 집중적인 감시

를 통해 상륙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586)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입항한 중국 선박의 출항지 분포는 해외 무역을 매

개로 한 정씨세력과 연해 주민 간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해되었음을 점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강희 3년(1664) 정씨세력이 연해의 모든 근거지를 포기

하고 만으로 물러난 다음부터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 중 중국 연

해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의 수는 급감했다.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만에서 

출발한 선박들이었다. 만 선박들이 가지고 온 상품은 생사처럼 중국 내지

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설탕이나 녹피 등 만에서 자체 생산한 것이었

다.587)

이와 같은 전환은 정씨세력이 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청조의 천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

시에 중국 연해 지역민과 비 스러운 교역을 유지하는 것이 더는 이 세력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정씨세력과 연해 주민의 이익공유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정씨세력에 한 연해 지역민의 기 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

었다. 강희 13년(1674) 삼번의 난을 계기로 鄭經의 군 가 복건에 진입하자 

연해 지역 주민들은 열렬한 환영의 뜻을 보였다. 경정충은 정경이 복건 지역

에서 영향력을 확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견제했다가 연해 지역민의 적

인 호응을 등에 업은 정경 측에게 반격을 당해 순식간에 열세에 몰렸다. 정

경에 한 연해 지역민의 지지는 일차적으로 정씨세력의 득세가 해외 무역 

586) 淸經世文編 卷84-兵政15, 條陳閩省利害疏 .
587) 채경수, 2017, p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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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경은 연해 지역에

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여전히 만 중심의 무역을 고수했을 뿐 아니라 연해 

지역의 인구와 자원을 가혹하게 징발함으로써 연해 지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588) 

이상과 같은 실망스러운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씨세력이 연해 지역에서 가

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강희 17년(1678) 福建總督에 

부임한 姚啓聖은 최근 6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정씨세력으로 유입되었다는 

첩보를 근거로 청군이 만에 있는 정씨세력의 본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없

는 상황에서 연해 지역에서의 규모 인력 충원까지 허용한다면 정씨세력을 

제압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과 마찬가지로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청 

조정에 경고했다.589)

요계성은 강희 19년(1680) 투항자에 한 우  정책을 주장하면서 정씨세

력이 연해 지역에 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신이 보기에, 해상의 각 도적들은 우리 쪽에서는 적당으로 보지만 저쪽

에서 말하기로는 “공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한 가닥 작은 재주가 있는

데 本朝에 등용되지 못한 사람은 억울해하며 괴로워하다가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도적이 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鄭經 

(집안의) 祖孫과 父子는 名號를 僭稱하여 해상에서 웅거한 지 이미 오륙십 

년이 되었습니다. 고로 사람들도 海上에 떨어지는 것을 출세의 계단이라고 

생각할 뿐 애초에 스스로 도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은 힘을 다

해 초무를 했고 금문과 하문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정씨를 따르는 자들

이 분명 鄭經의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함께 만

으로 가서 絶域에서 늙어 죽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만에 

있으면 엄연히 관직 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일단 (청조에) 투항하면 바로 

혁직되어 평민이 되어버릴 뿐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략) 만은 여

러 성의 도적들이 소굴로 삼는 곳입니다. 죄를 감춰주고 허물을 받아주니 

588) 채경수, 2017, pp.95-8.
589) 閩頌匯編(一) , 總督福建少保兵部尙書姚公奏疏-特廣招撫條例 , pp.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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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황지가 모두 주인으로 여깁니다. 이들 무리가 관직을 탐하여 도적(정

씨)을 연모하는 것은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습니다.590)  

청조가 아무리 海盜라고 매도해도 연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씨세력은 청조

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역 패권 세력이었다. 물론 세력의 크기는 청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을지언정 정씨세력은 천계 연간부터 50~60년이라

는 긴 세월에 걸쳐 연해 지역의 질서를 주도해 왔으며 존재했던 거의 모든 

남명정권을 떠받친 존재였다. 최근의 행보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공 사 양면의 해외 무역을 모두 지배해온 존재이기도 했다. 이들이 

긴 세월에 걸쳐 연해 지역에서 구축해온 기반에 비하면 청조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북방에서 등장한 뜨내기 세력에 불과했다. 청조가 이와 같은 연해 지

역의 견고한 인식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과 지속적인 노력 그

리고 오랜 인내가 필요했다. 

4. 소결

복건순무 웅문찬은 강한 반 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지룡 포섭을 추진

했다.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객관적인 군사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정지룡에 한 포섭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지룡이 자

신의 예하 세력에 한 통제력을 빠르게 상실해갔다는 점이었다. 명조가 정

지룡에 한 포섭을 확정했을 때, 舊 정지룡 집단은 이미 정지룡을 버리고 

이괴기라는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재결집한 상태였다. 

정지룡은 명조가 부여한 공식 직위를 십분 활용하여 이괴기에게 맞섰다. 

590) 閩頌匯編(二) , 總督福建少保兵部尙書姚公奏疏-請用投誠 , pp.191-3, “竊照, 
海上各盜, 在我則視爲賊, 在彼則曰取功名. 人有一技寸長, 而不得見用於本朝, 
鬱抑無聊, 思得一官, 而甘心焉. 且鄭經祖孫父子僭稱名號, 竊踞海上已五六十年. 
故人亦以落海爲進身之階, 初不自知其爲盜也. 臣竭力招撫, 克復金、厦. 今從海
者, 明知鄭經事不可爲, 而猶同奔臺灣甘心老死絶域者, 皆以爲在臺灣則儼然一官, 
一投誠則革職一齊民耳. (中略) 臺灣爲數省盜藪, 藏垢納汚, 山海潢池, 皆以爲主. 
此輩圖官戀賊, 牢不可破.”



- 234 -

정지룡은 지역의 어민 등을 동원하여 급조한 조악한 선단으로 이괴기의 해

적 함 를 효과적으로 요격하는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했다. 숭정 3년(1630) 

정지룡은 마침내 이괴기를 제압했고 그 잔당인 종빈 등을 제거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정지룡은 허심소가 유자고를 등에 업고 누려왔던 무역의 

특권을 온전히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해상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자 정지룡의 입지는 오히려 애매해졌으나 숭

정 4년(1631) 발생한 종능수의 반란을 통해 정지룡 집단은 큰 군사적 명성

과 중앙 조정의 확고한 신뢰를 획득했다. 숭정 5년(1632) 유향 집단의 준동

은 정지룡의 입장에서 해상 패권 완성을 위한 마지막 시험 였고 정지룡은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해냈다.

이후 명조가 멸망할 때까지 동안 정지룡은 중앙 조정, 현지 관료, 연해 지

역민 모두에게 동남 연해 지역의 해상 안보를 수호하는 존재로 인정받았다. 

정지룡 집단의 무역 행위는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 이었지만 누구도 

이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부원초, 예원로, 시방약과 같은 개항론자

들은 정지룡의 존재를 전면적 개항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치켜세웠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지적처럼 명조

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와는 무관하게 해외 무역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

었고 정지룡 집단과 그 본거지 안해는 해외 무역을 희망하는 연해 주민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비공식적 공식창구’로서 기능했다. 

명조가 멸망한 뒤 정지룡과 그 일족은 군권과 재정권을 장악하여 융무정

권을 쥐락펴락했다. 정지룡은 융무제를 일종의 장기말로 이용할 뿐 그 정권

과 운명을 같이할 생각은 없었다. 그의 계획은 청군의 복건 침공을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간접적인 공로를 세운 뒤 이를 근거로 청 측과 협상을 진행하

여 좋은 조건에 투항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계획을 일족의 주요 인사와 상

의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어붙였고 그 결과 부분 인사가 그와 결별하

여 독자노선을 걸었다.

정지룡의 청조 투항으로 뿔뿔이 흩어진 정씨세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반

청복명을 기치로 세운 정성공을 중심으로 재결집했다. 정성공이 마지막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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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반청복명의 기치를 내건 데에는 이것이 정씨세력이 독자 세력을 유지

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연해 지역의 패권을 

유지한 독자 세력’의 구상은 정성공이 부친 정지룡의 청조 투항에 반 할 

때부터 제시했던 청사진이며 그가 청조와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이어갔던 기

조였다. 정지룡이 다른 공권력에 기 어 생존하는 것을 선호하여 그 방향에

서 기회를 찾았다면 정성공은 독자 세력화를 원했기 때문에 양자는 결별했

지만 결국 둘 다 조직의 미래를 염두에 둔 판단을 한 것이었다.

정성공은 융무제가 사망한 후에도 융무 연호를 고집했으며 영력정권과 접

촉을 시작한 이후에는 줄곧 영력 연호를 사용했다. 이후 그의 행보는 줄곧 

영력 정권을 동향과 깊은 상관성을 가졌다. 그는 영력정권에서 부여받은 공

적 지위를 통해 연해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많은 연해 지역민 

역시 정씨세력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그 틀 속에서 움직였다. 정경이 연해 근

거지를 포기하면서 연해 지역 주민과 정씨세력의 관계가 퇴색하기 시작했지

만 강희 19년(1680) 복건총독 요계성이 중앙 조정에 올린 보고에서 알 수 

있듯 정씨세력이 명조와의 관계를 통해 수십년 동안 축적한 정치적 자산은 

연해 지역에 여전히 강고하게 뿌리박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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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명조의 창업자 홍무제와 청조의 4  황제 강희제 두 사람은 모두 각 제국

의 기틀을 다진 위 한 군주로 평가되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상반된 이미지

를 가지고 있다. 전자가 강한 통제와 엄격한 질서를 강요하는 인상을 준다

면, 후자는 관 하고 포용적인 느낌이 강하다. 양자가 추진한 해상정책도 마

치 두 사람의 성격을 반영하기라도 한 것처럼 조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홍

무제의 정책을 상징하는 단어가 “海禁”이라면, 강희제의 정책을 변하는 것

은 “開海”인 것이 이러한 측면을 잘 반영한다.591) 그러나 두 황제가 모두 합

리성과 실용성을 매우 중시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고려한다면 두 사람이 추

진한 해상정책의 상반된 지향성은 개인적 성향에 좌우된 것이라기보다는 당

시 각 제국이 처한 상황을 꼼꼼하게 따진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합리적 결정이란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가정 말기는 소위 ‘후기왜구’라고 불리는 중국계 해상 집단의 활동이 절정

에 이른 시기였다. 절강 해역을 주요 무 로 활동했던 두 거두 서해와 왕직

은 각각 가정 35년(1556)과 가정 36년(1557)에 제거되었다. 이 둘의 통상적

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곧장 연해 지역의 안정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복건과 

광동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그 후 십수 년간 각종 해상 집단이 등장하여 명

조의 해상 안보를 위협했다.

연속되는 위기에 응하는 과정에서 명조는 두 가지 새로운 방향의 정책

을 도입하였다. 하나는 ‘以賊攻賊’ 정책이었다. 이는 명조에 적해왔던 해적 

중 일부를 포섭하여 이를 다른 해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전력으로 활용

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명조의 기존 군사동원 시스템인 위소제를 

591) 순치 18년(1661)부터 시행된 천계령이 강희 연간에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은 사
실이지만 오보이 제거에 성공한 강희 8년(1669) 이전까지 강희제는 권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Oxnam, Robert B., 1975, 
pp199-203). 게다가 강희 22년(1683)까지는 만 정씨세력이 해상의 위협으로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강희제의 의지가 완전히 구현된 첫 번째 해상정책은 강
희 23년(1684) 개해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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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필요한 군사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기 힘든 상황을 넘기기 위한 임시적 

조치였다. 이 시기의 ‘以賊攻賊’ 정책은 일부 영역에서 초보적으로 운영되었

을 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방식에 한 명조의 의존도는 높아졌다.

다른 하나는 허가제 무역을 통한 안보 압력 완화였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海澄縣 月港의 개항과 허가제 무역의 개시였다. 월항 개항이 결정된 융경 원

년(1567)은 閩南과 粵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해상 집단의 활동이 절정에 이

르 을 때였다. 명조는 융경 연간 내내 月港을 연해 지역민을 포섭하는 기제

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두었을 뿐 이곳을 새로운 세수의 원천으로 삼기 위

한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 않았다. 초기 월항 개항과 허가제 무역은 주로 명

조의 해상 안보전략으로 활용되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초는 여러 유럽 세력이 차례차례 동아시아 해역에 진

출한 시기였다. 16세기 후반 선발주자인 포르투갈, 스페인이 중국 무역 거

점을 확보한 데 이어 17세기 전반 네덜란드와 영국이 새롭게 진출했다. 명

조는 안보 이익을 우선시하는 나름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들에게 각각 다른 

응책을 사용했다. 

초기에 명조와의 무역 루트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포르투갈

과 달리 스페인은 큰 어려움 없이 중국 무역 루트를 확보하였다. 양자가 

명조와 최초 접촉한 시기는 반세기 가까이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정

적 무역 거점을 형성한 시기의 차이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을 넘지 않

았다. 양자의 차이는 초기 행보가 명조에게 어떤 안보상 이미지를 남겼는지

에 기인했다. 초기에 위협 세력으로 낙인찍힌 포르투갈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반면 초기에 명조의 안보상 협력자의 

이미지를 획득한 스페인은 비교적 쉽게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수립할 수 있

었다. 

스페인-마닐라는 형성 초기부터 급성장하여 늦어도 1580년  초에는 이미 

복건 무역선이 가장 선호하는 교역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명조는 해마다 엄

청난 규모의 상선이 이곳을 왕래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초래

된 문제도 인식했다. 그러나 이를 안보 문제가 아닌 순수한 경제 문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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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했기 때문에 자국 상인에게 고액의 加增餉을 부과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았다. 명조는 해징-마닐라 무역이 안보상 불안 요소가 아니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를 보호했고 그 덕분에 이 무역 루트는 처음부터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임진왜란이나 마닐라 중국인 학살 사건 같은 중요한 안보 이슈가 

발생했지만 지역 사회의 노력과 명조의 해외 무역에 한 전향적 태도가 결

합하여 무역이 단절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조적으로 후발 유럽 세력인 VOC의 중국 무역 개통 시도는 번번

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17세기 초 아시아 해역에 첫발을 들인 VOC는 본국

인 네덜란드가 스페인 제국에 항해 독립전쟁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베리아 세력의 역내 기득권에 도전하는 형태로 활동했다. VOC

는 공격적인 행보를 통해 빠르게 동남아시아 해역의 패권을 차지했고 1610

년 부터는 일본에서도 이베리아 세력보다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무역에서의 성과만큼은 신통치 못했다.

1604년 광세사 고채에 한 뇌물 공여, 1610년  마닐라 봉쇄 작전 등이 

실패하자 VOC는 1622년 팽호를 점령하여 중국 무역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에 옮겼다. VOC는 자신들이 보유한 해군력을 신뢰했

고 무역 거점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명조가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했

다. 그러나 명조 측 시각에서 VOC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세

력이었으며 그들이 점령한 팽호는 당시 명조가 핵심적 안보 이익이 걸려 있

는 장소였다.

복건 당국은 얼마간의 유예기간만 준 후에 규모 함 를 파견하여 VOC 

세력을 팽호에서 무력으로 축출했다. VOC 측은 이와 같은 명조의 행동에 

매우 당혹스러워했으나 명조의 기준은 매우 명확했다. 명조는 안보를 위협하

는 세력에게 무역 창구를 열 생각이 전혀 없었다. 명조 측이 보기에 VOC는 

마닐라의 스페인 세력은 고사하고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보다도 예측하기 힘

든 위험천만한 존재였고 최근 행보 역시 이들의 악명을 뒷받침하기에 충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호한 태도로 이들의 준동을 응징하였다.

말기적 기능부전에 빠져 있던 명군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 VOC 함 를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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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축출한 데에는 그 직전 시기 복건순무 황승현이 단행한 해방 개혁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의 개혁안은 기존의 소극적 거점 방어를 지양하고 

그 신에 적극적 기동전으로 해상의 적에 응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

자로 했다. 또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소 제도가 아니라 민병 모집의 방식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황승현의 해방 개혁은 해상 집단이 거 명군으로 유입되는 통로를 여는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명군에 가담한 일부 해상 집단은 관군이라는 새로

운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 이익을 추구했고 마땅히 이를 통제해야 할 명군 

지휘관은 이들을 착복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유자고와 허심소의 결합이 표

적인 사례이다. 복건 명군의 폐단은 때마침 발생한 민남 지역의 심각한 기근

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역 민심을 크게 이반시켰다. 정지룡은 연해 지역 

기민을 거 수용하여 세력을 크게 신장시킨 후 복건 명군을 격파하고 장주 

일 를 무력으로 점거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복건 당국의 주요 군 관이 모

두 탄핵당했다. ‘以賊攻賊’ 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으나 정지룡 포섭으

로 인해 다시 한번 시험 에 오르게 되었다. 

명조에 투항한 직후 정지룡은 다양한 방면에서 의문에 찬 시선을 받았으

나 자신을 배신하고 이탈한 이괴기 등 구 동료 세력을 토벌함으로써 이를 

상당 부분 불식시켜냈다. 처음에는 휘하 세력 부분이 이괴기 쪽에 가담하

는 바람에 정지룡 쪽이 열세였지만 정지룡이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이용하

여 지역 사회의 역량을 전력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점점 전세를 유리하게 변

화시킬 수 있었다. 정지룡은 1630년  초부터 李魁奇, 楊祿, 楊策, 鍾斌 등 

여러 해상 집단을 차례차례 격파했다. 또 자신의 고향 安海에 VOC를 위시

한 해상 세계와의 무역 창구를 설치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적 경제적 기반

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해상이 안정되어 효용성이 떨어지자 정지룡 집단의 존재를 꺼리는 목소리

가 다시 생겨났지만 정지룡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냈다. 정지룡과 그 

예하 부 는 숭정 4년(1631) 福建, 廣東, 江西 삼성 교계 지역에서 발생한 

종능수 반란 토벌에 투입되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반란 세력에게 궤멸적



- 240 -

인 타격을 입혔다. 이 싸움을 통해 정지룡 집단에게는 ‘충성스럽고 강력한 

아군’이라는 전국적인 군사적 명성이 생겼다. 그리고 이듬해인 숭정 5년

(1632)부터 절강, 복건, 광동 삼성 연해 지역을 뒤흔든 유향 집단을 제압하

는 데 성공함으로써 정지룡 집단의 위상은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다. 명조가 

망하기 마지막 10년 동안 정지룡은 중앙 조정, 현지 관료, 연해 지역민 모두

로부터 연해 지역의 해상 안보를 수호하는 존재로 인정받았으며, 安海는 한

때 공식 무역 창구였지만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한 海澄을 신하여 해외 무

역을 원하는 연해 주민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비공식적 공식창구’로 기능

했다. 

명조 멸망 이후 정지룡은 자신이 사실상 지탱했던 융무정권을 청조에 팔

아넘겨 조직의 안위를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아들인 정성공을 비롯한 조직

의 간부들은 그의 구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 부분은 舊明의 정치적 유

산을 계속 지키는 것이 조직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정성공의 기치 아

래 재집결했다. 연해 지역민 역시 남명정권을 지탱한 정씨세력의 지역 패권

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을 청조의 명령보다 중시했다. 연해 지역 

공권력으로서 정씨세력의 위상은 정경이 생존을 위해 근거지를 만으로 옮

긴 다음부터 퇴색되기 시작했고 삼번의 난을 계기로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그렇지만 강희 19년(1680) 복건총독 요계성이 조정에 보고한 바와 같이 이 

세력의 영향력은 연해 지역에 여전히 깊게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청조는 

정씨세력과 지역에 한 지배권을 놓고 일종의 경쟁을 벌여야 했다. 

이후 청조는 이 경쟁에서 승리한 덕분에 福建水師를 중심으로 한 규모 

해군을 편성할 수 있었다. 청조는 강희 22년(1683) 정씨 예하 세력을 주력으

로 활용한 규모 함 를 만으로 파견하여 마침내 정씨세력의 항복을 받

아냈다.592) 정씨세력이 명 말에서 남명시기까지 연해 지역에서 ‘명조’의 안

보를 책임졌던 것이 명조의 ‘以賊攻賊’ 정책이 최종적으로 거둔 큰 성과였다

면, 청조가 정씨세력 예하집단을 포섭한 뒤 이들을 무기로 활용하여 만 공

략에 성공한 것은 청조 역시 ‘以賊攻賊’ 정책을 구사하여 자신의 안보 이익

592) 채경수, 2019, pp.2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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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강희제가 천계령을 해제하고 적극적인 

외 개방 정책을 시행했던 것은 해상 안보에 한 충분한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서론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했던 두 가지 화두를 기준으로 이

상의 상황 전개를 다시 곱씹어 보고자 한다. 16세기 중엽 이후의 명조가 해

상 세계의 여러 세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상 단일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것은 바로 상 가 “국가 안보에 이로운가 아니면 해로운가”였다. 안보상 이

익을 국가의 최우선 과업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는 홍무제가 명조 초기

에 설정한 질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완급조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적  세력을 제

거하여 안보상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곧바로 외개방 기조로 전환한 강

희제의 행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보 이익을 중심에 두고 

유연하게 응했기 때문에 후기 명조의 해상정책은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

서도 일정한 효과를 얻어냈다.

정지룡은 해상 패권을 완성한 후 명조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조

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서 자신의 해상 패권을 완성했다. 그런 면에서 정지룡

은 유별난 특이 사례라기보다는 16세기 말부터 이어진 명조의 해상정책 전

환 속에서 숙성되어 탄생한 존재였다. 정지룡 이전에도 수많은 해상 집단이 

명조의 해방에 동원되었고 정지룡과 유사하게 이중적인 태도로 명조 체제에 

기생해서 사익을 추구했다. 다만 정지룡과 그의 후계자들이 이전 해상 집단

들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지점은 명조 국가권력과의 착도가 매우 높았

다는 점이었다. 그로 인해 정씨세력은 남명정권의 기반이 되었으며 반청복명 

운동의 중심으로 기능했다. 이는 결코 명조에 한 정씨세력의 특별한 호의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명조로부터 획득한 정치적 영향력이 정씨세력의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이를 지키는 것은 연해 지역에 한 

자신들의 패권을 수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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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름 재임 기간593)

1 Miguel López de Legazpi 1565.4.27.~1572.8.20.
2 Guido de Lavezaris 1572.8.20.~1575.8.25.
3 Francisco de Sande 1575.8.25.~1580.4.#.
4 Gonzalo Ronquillo de Peñalosa 1580.4.#.~1583.3.10.
5 Diego Ronquillo 1583.3.10.~1584.5.16.
6 Santiago de Vera 1584.5.16.~1590.5.#.
7 Gómez Pérez Dasmariñas 1590.6.1.~1593.10.25.
8 Pedro de Rojas 1593.10.25.~1593.12.3.
9 Luís Pérez Dasmariñas 1593.12.3.~1596.7.14.

10 Francisco de Tello de Guzmán 1596.7.14.~1602.5.#.
11 Pedro Bravo de Acuña 1602.5.#~1606.6.24.
12 Cristóbal Téllez de Almanza 1606.6.24.~1608.6.15.
13 Rodrigo de Vivero y Aberrucia 1608.6.15.~1609.4.#.
14 Juan de Silva 1609.4.#.~1616.4.19.
15 Andrés Alcaraz 1616.4.19.~1618.7.3. 
16 Alonso Fajardo de Entenza 1618.7.3.~1624.7.#.
17 Jeronimo de Silva 1624.7.#.~1625.6.#.
18 Fernándo de Silva 1625.6.#~1626.6.29.
19 Juan Niño de Tabora 1626.6.29.~1632.7.22.
20 Lorenzo de Olaza y Lecubarri 1632.7.22.~1633.8.29.
21 Juan Cerezo de Salamanca 1633.8.29.~1635.6.25.
22 Sebastián Hurtado de Corcuera 1635.6.25.~1644.8.11.

<부표 1> 스페인-마닐라 총독 일람(1571~1644)

593) 정확한 월 일이 불분명한 경우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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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재임 기간

1 Pieter Both 1610.12.19.~1614.11.6.
2 Gerard Reijnst 1614.11.6.~1615.12.7.
3 Laurens Reael 1616.6.19.~1619.3.21.
4 Jan Pieterszoon Coen 1619.3.21.~1623.2.1.
5 Pieter de Carpentier 1623.2.1.~1627.9.30.
6 Jan Pieterszoon Coen 1627.9.30.~1629.9.21.
7 Jacques Specx 1629.9.24.~1632.9.27.
8 Hendrick Brouwer 1632.9.27.~1636.1.1.
9 Antonio van Diemen 1636.1.1.~1645.4.19.

10 Cornelis van der Lijn 1645.4.19.~1650.4.26.
11 Carel Reyniersz 1650.4.26.~1653.5.18.
12 Joan Maetsuijcker 1653.5.18.~1678.1.4.
13 Rijckloff van Goens 1678.1.4.~1681.11.25.
14 Cornelis Speelman 1681.11.25.~1684.1.11.

<부표 2> VOC-바타비아 총독 일람(1610~1684)

이름 재임 기간

1 Martinus Sonck 1624~1625
2 Gerard Frederikszoon de With 1625~1627
3 Pieter Nuyts 1627~1629
4 Hans Putmans 1629~1636
5 Johan van der Burg 1636~1640
6 Paulus Traudenius 1640~1643
7 Maximilian le Maire 1643~1644
8 François Caron 1644~1646
9 Pieter Anthoniszoon Overtwater 1646~1649

10 Nicolas Verburg 1649~1653
11 Cornelis Caesar 1653~1656
12 Frederick Coyett 1656~1662

<부표 3> VOC- 만 총독 일람(1624~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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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재임 기간

연호594)+음력595) 서기+양력596)

1 章  煥 J35.이.5. ~ J35.사.6. 1556.3.15.~1556.5.14.
2 阮  鶚 J36.正.13.~ J37.삼.16. 1557.2.11.~1558.4.4.
3 王  珣 J37.삼.18.~ J38.십일.11. 1558.4.6.~1559.12.9.
4 劉  燾 J39.십일.3.~J40.십일.24. 1560.11.20.~1561.12.30.
5 游震得 J40.십일.28.~J42.정.28. 1562.1.3.~1563.2.20.
6 譚  綸 J42.삼.2.~J43.사.17. 1563.3.25.~1564.5.26.
7 汪道昆 J43.사.21.~J45.육.19. 1564.5.30.~1566.7.5.
8 塗澤民 J45.#.#~L3.팔.12. 1566.[1.21.]~1569.9.22.
9 何  寬 L3.십.25.~L5.칠.15. 1569.12.3.~1571.8.5.

10 殷從儉 L5.칠.21.~W1.正.22. 1571.8.11.~1573.2.23.
11 劉堯誨 W元.正.25.~W4.구.22. 1573.2.26.~1576.10.13.
12 龐尙鵬 W4.십.22.~W6.正.9. 1576.11.12.~1578.2.15.
13 劉思問 W6.正.11.~W6.칠.2. 1578.2.17.~1578.8.4.
14 耿定向 W6.칠.5.~W8.#.#. 1578.8.7.~1580.[1.16.]
15 勞  堪 W8.육.3.~W10.칠.15. 1580.7.14.~1582.8.2.
16 趙可懷 W10.칠.18.~W13.삼.29. 1582.8.5.~1585.4.28.
17 沈人種 W13.사.5.~W14.십.18. 1585.5.4.~1586.11.28.
18 賈待問 W14.십.21.~W15.구.#. 1586.12.1.~1587.10.[2.]
19 周  寀 W15.십.24.~W17.칠.8. 1587.11.23.~1589.8.18.
20 趙參魯 W17.칠.#.~W19.육.8. 1589.8.[11.]~1591.7.27.
21 張汝濟 W19.육.14.~W20.십이.3. 1591.8.2.~1593.1.5.
22 許孚遠 W20.십이.10.~W22.십일.朔. 1593.1.13.~1594.12.12.
23 沈  秱 W22.십일.11.~W23.사.#. 1594.12.22.~1595.5.[9.]
24 金學曾 W23.오.12.~W28.삼.22. 1595.6.19.~1600.5.4.
25 朱運昌 W29.이.3.~W31.#.#. 1601.3.7.~1603.[2.11.]
26 王恩民 W31.십일.15.~W32.#.#. 1603.12.17.~1604.[1.31.]
27 徐學聚 W32.칠.26.~W35.육.7. 1604.8.21.~1607.6.30.
28 陳性學 W35.#.#.~W38.正.5. 1607.[1.28.]~1610.1.29.
29 陳子貞 W38.#.#.~W39.삼.15. 1610.[1.25.]~1611.4.27.
30 丁繼嗣 W39.팔.19.~W42.#.#. 1611.9.25.~1614.[2.9.]
31 袁一驥 W42.#.#.~W43.사.15. 1614.[2.9.]~1615.5.12.
32 黃承玄 W43.칠.6.~W45.십이.#. 1615.7.31.~1617.12.[28.]
33 王士昌 W46.正.7.~W48.십이.15. 1618.2.1.~1621.1.7.
34 商周祚 W48.십이.20.~T3.이.8. 1621.1.12.~1623.3.8.
35 南居益 T3.이.16.~T5.사.16. 1623.3.16.~1625.5.21.
36 朱欽相 T5.오.2.~T6.구.10. 1625.6.6.~1626.10.29.

<부표 4> 명 福建巡撫 일람(가정 35년(1556)~숭정 17년(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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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재임 기간

연호597)+음력 서기+양력
1 張存仁(浙閩) S3.#.#.~S4.십이.6. 1646.[2.16.]~1647.12.31.
2 陳  錦(浙閩) S4.십이.6~S9.칠.7. 1647.12.31.~1652.8.10.
3 劉淸泰(浙閩) S9.구.15.~S11.칠.17. 1652.10.17.~1654.8.28.
4 屯  泰(浙閩) S11.칠.29.~S13.이.21. 1654.9.9.~1656.3.16.

5 李率泰(浙閩) S13.이.21.~S15.칠.29. 1656.3.16.~1658.8.27.
李率泰(福建) S15.칠.29.~K3.육.6. 1658.8.27.~1664.6.29.

6 朱昌祚(福建) K3.육.18.~K4.육.1. 1664.7.11.~1665.7.13.
7 張朝璘(福建) K5.정.28.~K6.삼.#. 1666.3.3.~1667.3.[24.]
8 祖澤溥(福建) K6.삼.24.~K8.삼.#. 1667.4.16.~1669.4.[1.]
9 劉兆麒(浙閩) K8.삼.23.~K9.사.19. 1669.4.23.~1670.6.6.

10 劉  斗(福建) K9.사.19.~K11.구.23. 1670.6.6.~1672.11.12.
11 范承謨(福建) K11.십.11.~K13.삼.16. 1672.11.29.~1674.4.21.
12 郞廷佐(福建) K13.칠.9.~K15.칠.#. 1674.8.10.~1676.8.[9.]
13 郞廷相(福建) K15.칠.28.~K17.오.10. 1676.9.5.~1678.6.28.
14 姚啓聖(福建) K17.오.14.~K22.십이.#. 1678.7.2.~1684.1.17.

<부표 5> 청초 福建(浙閩)總督 일람(순치 3년(1646)~강희 22년(1683)

594) 嘉靖은 J, 隆慶은 L, 萬曆은 W, 天啟는 T, 崇禎은 C로 표기.
595) 음력 날짜는 각주 38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 ‘J35.이.5.(=가정 35년 이월 5

일)’의 형태로 표기. 이하 동일.
596) 중국 관원의 부임/이임의 정확한 음력 날짜를 알 수 없을 때는 파악이 가능한 

시간 단위(年/月)의 첫날(正月朔日/朔日)로 기록하되 [] 표시로 근사치임을 드러
냄. 예를 들면 들어 가정 35년 이월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 35년 이월 초하루(1556년 3월 11일)를 기준으로 하되 
1556.3.[11.]로 표기. 이하 동일.

597) 順治는 S, 康熙는 K로 표기. 이하 동일.

이름
재임 기간

연호594)+음력595) 서기+양력596)

37 朱一馮 T6.십.28.~C1.이.15. 1626.12.16.~1628.3.20.
38 熊文燦 C1.삼.1.~C5.이.25. 1628.4.4.~1632.4.14.
39 雛維璉 C5.삼.7.~C8.십.19. 1632.4.25.~1635.11.28.
40 沈猶龍 C8.#.#.~C12.사.6. 1635.[2.17.]~1639.5.8.
41 蕭奕輔 C12.正.14.~C15.팔.30. 1639.2.16.~1642.9.23.
42 張肯堂 C15.십.5.~C17.삼.19. 1642.10.28.~16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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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재임 기간

연호+음력 서기+양력

1 佟國鼐 S4.이.27~S5.팔.#. 1647.4.1.~1648.9.[17.]
2 張學聖 S5.팔.23~S10.이.28. 1648.10.9.~1653.3.27.
3 佟國器 S10.사.11~S12.삼.15. 1653.5.7.~1655.4.21.
4 宜永貴 S12.삼.15~S13.閏오.6. 1655.4.21.~1656.6.27.
5 劉漢祚 S13.閏오.12~S16.閏삼.18. 1656.7.3.~1659.5.8.
6 徐永楨 S16.정.5~S18.삼.#. 1659.1.27.~1661.3.[30.]
7 許世昌 S18.사.15~K5.십일.1. 1661.5.13.~1666.11.26.
8 劉秉政 K5.십일.7.~K13.삼.16. 1666.12.2.~1674.4.21.
9 楊  熙 K13.칠.21.~K17.오.9. 1674.8.22.~1678.6.27.

10 吳興祚 K17.오.14.~K20.십이.24. 1678.7.2.~1682.2.1.
11 董國興 K21.이.8.~K22.이.20. 1682.3.16.~1683.3.17.
12 金  鋐 K22.3.14~K25.사.3. 1683.4.10.~1686.4.25.

<부표 6: 청초 복건순무 일람(순치 4년(1647)~강희 23년(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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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동아시아 해역 주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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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중국 동남 연해 주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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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se and Fall of Maritime Power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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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d the maritime history of East Asian Seas from the 

end of the Ming to early Qing period within the framework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ea powers and Chinese state powers. In this period, 

the so-called 'Global Silver Economy' was started to develop. The silver 

from America and Japan was transported all around the world through sea 

routes. China- 'the bottomless silver sink'- drained an enormous quantity of 

silver, based on the superior capability of commodity supply and high 

demand for silver. Since the East Asian Seas were the places where many 

profitable and large-scale trade took place, many groups vied to achieve the 

hegemony. The competitive entry of many European powers is a 

representative example. Portuguese and Spanish- the leading runners-, Dutch 

and British- the second movers- competed fiercely for these seas' supremacy. 

The cordial relationship with local powerhouses was a vital point of the 

make or break of their enterprises.

In the meantime, China's state powers have been regarded as typical 

obstacles against this irrepressible global trade market. Both the M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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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g Dynasties implemented firm sea control policy, most representatively 

known as the 'Maritime Ban(海禁)', which was considered the symbol of 

their inland orientation. In this perspective, the Chinese side's main actors in 

this global stage were not 'state powers', but 'the civilian smuggler groups' 

who broke away from the governmental control. However, many recent 

studies questioned this classic perspective and made several meaningful 

changes of viewpoint. The academic interests in 'the border trade system(互

市體制)', new understandings of the Zheng regime, the attention to the 

maritime openness of the Qing Empire were the notable changes. Still, how 

the late Ming Empire dealt with maritime powers is questionable and needs 

to be analyzed thoughtfully. During the late Ming period, the Ming state 

power movements tend to be treated briefly and vaguely compared with the 

trace of European powers or smuggler groups. Therefore, the attempts to fill 

up such gaps of previous narratives will enrich the history of this space and 

time abundantly.

In the process of handling 'Late Wokou(後期倭寇)', the Ming Dynasty 

changed two long-standing maritime policies. In terms of military affairs, the 

Ming Dynasty used mobilizing civilian-military resources to overcome the 

problem of Weisuozhi(衛所制), the traditional garrison system, which could 

not sustain troops' required scale with quality. Active usage of the militia 

was traced to the policy so-called 'using pirate against pirate(以賊攻賊)' that 

accepting piracy groups -the main culprits of maritime security concerns- 

into the Ming army. In the beginning, this policy had a nature of temporary 

expedients, but growing maritime security concerns accelerated the Ming 

Dynasty's dependency on this policy. Zheng Zhi-long(鄭芝龍) was the finale 

of this trend. In terms of political affairs, the 'Licensed trade system' partly 

supplanted the function of the 'Maritime Ban-Tribute System'. The open-door 

policy on Haicheng(海澄) aimed to prevent collusion between the litt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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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and maritime outlaws. Naturally, the policy's focal point was not 

on the economic stimulation or tax revenues, but the stabilization of littoral 

people by securing their livelihood.

The Haicheng-Manila trade network grew extremely fast by functioning as 

a direct route to connect American silver and Chinese commodities. 

However, many complications surrounding this trade network allude that the 

economic factor was not the only sake lead this brisk trade boom. The fact 

that Manila was the only contact point of two giant empires -the Ming and 

Spain should not be ignored. The Spain Empire's expansion ambition was 

notorious in Europe and America, but Spain never revealed its aspiration 

against the Ming directly. Moreover, they carried out a kind of joint 

military operation against a Chinese piracy group at the initial contact. Thus, 

the Ming court did not judge the Spain Empire as a threat, even though 

Spain conquered Luzon -the long-standing tribute country of the Ming-. In 

contrast, the Ming showed a quite different reaction with Portugal, the 

conqueror of Malacca. The Haicheng-Manila trade network was maintained, 

despite the significant security issues like 'Japan invasion to Chosen' or 'the 

massacre against Chinese in Manila' were occurred. Of course, this was an 

accomplishment of successful lobbying made by the local merchants and the 

pro-trade officials; the local merchants were full of desire for maritime trade 

and the pro-trade official -mostly assigned in the littoral area- supported 

those local merchants. However, it was impossible to maintain licensed trade 

of Haicheng unless the consensus about the efficacy of licensed trade for 

the security concern and credibility of the Spain-Manila was being formed 

in the Ming court. 

The VOC's case in the early 17th century showed clearly how the Ming 

reacted the European power, which was judged as a security threat. In 1604, 

the first attempt for VOC to open the official trade channel with the 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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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ailed. Eighteen years later, the second attempt of negotiation was tried; 

however, VOC images were terrible on the Chinese side at that time. VOC 

was considered a security threat second only to 'Wokou'. It was due to 

VOC's recent actions. At the end of the 1610s, VOC blockaded Manila port 

several times to damage Spain, but such actions resulted in the Chinese 

trade vessels on and off this harbor to become the biggest victims of all. 

For VOC, these operations would be inevitable choices to destroy Spain's 

supremacy on these waters. However, at the same time, being notorious for 

Chinese victims was also an inevitable consequence. For the Ming court, the 

occupation of Penghu islands(澎湖群島) by VOC fleet was the event that 

actualized its potential dangerousness. VOC tried to proceed with the trade 

negotiation using Penghu as a bargaining chip. However, the Ming had no 

intention to negotiate with the 'enemy' that squatted the crucial strategic 

point. Fujian governor Nan Ju-yi(南居益) mobilized a large scale military 

force to drove the invaders out of Penghu Islands. Later, VOC kept trying 

to open an official trade channel with the Ming but failed in the end.

At the end of the 1610s, Fujian governor Huang Cheng-xuan(黃承玄) 

carried forward a coastal defense reformation. This reformation made use of 

the 'using pirate against pirate' policy to reinforce the Fujian army. The 

fruits of the reformation appeared in blocking the VOC's invasion to the 

Peng-hu islands, but the side effects revealed much later. The regional 

commander of Fujian Yu Zi-gao(兪咨皐), who distinguished himself through 

Penghu re-seizure operation, was at the center of the side effects. He solved 

security concerns by conciliating the piracy groups. The conciliated pirates 

made a smuggling cartel sponging off Yu's power, monopolized the trade 

with VOC in Taiwan. Due to a widespread famine overlapped in this 

situation, the livelihood of southern Fujian fell into distress. Zheng Zhi-long, 

a new leader of Fujian's biggest piracy group, used this situation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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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tus to reinforce his weak leadership and inflate the group's scale. 

Regional commander Yu tried to eliminate Zheng Zhi-long with the help of 

VOC. However, he did not just fail but lose his position for revealing his 

corruption in the aftermath of the fight. Yu's failure resulted from his 

incapacity and corruption, at the same time, the limitation of 'using pirate 

against pirate' policy. 

The Ming court adopted 'using pirate against pirate' policy once again, 

conciliating the Zheng Zhi-long to use his group on the coastal defense. In 

this process, most of his gangs left him and restarted piracy. However, 

Zheng Zhi-long managed to rebuild his group, making the best use of a 

small number of remaining men. The new Zheng Zhi-long group developed 

steadily by combining with the Ming's state power. Although many 

authorities of the Ming called the Zheng Zhi-long group's credibility and 

capability in question, it proved its military value by achieving brilliant 

success in several rounds of battle. During the last ten years of the Ming 

Dynasty, Zheng Zhi-long group developed its military and economic 

ascendancy over the Fujian littoral area, and its stronghold Anhai(安海) 

functioned as the main harbor of maritime trade by replacing the declined 

official trading port Haicheng. Some of the influential officials of the Ming 

court did not blame Zheng's smuggling behavior. Instead, they claimed open 

sea policy relying on his capability. Like this, Zheng Zhi-long group and 

the Ming state power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at is why Zheng 

Zhi-long group spontaneously became the key base of the Southern Ming 

regimes(南明政權). Nonetheless, soon Zheng Zhi-long tried to be parasitic in 

alternate host -the newly emerging Qing Empire-, but instead of following 

him, the rest of his group rallied around his son Zheng Cheng-gong(鄭成功), 

who tried to make an independent power using the old Ming's political 

legacy. The Zheng regime was the last bastion of Anti-Qing resist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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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such reputation earned the support of littoral people. 

Hongwu emperor(洪武帝) Zhu Yuan-zhang(朱元璋) implemented a strict 

maritime control policy using 'Weisuozhi' and 'Maritime Ban' as two core 

devices. The keynote was to put maritime security as the top priority on his 

policy. Most of his descendants had managed the Ming empire following his 

blueprint just as he emphasized. However, at the end of the Jiajing(嘉靖) 

reign, the 'Late Wokou' situation occurred and lead to show the limitation of 

Hongwu style maritime control. The Ming court managed to solve urgent 

security concerns by some partial transitions of the maritime policy. 

Although it is hard to say these transitions lead to ideal results, considering 

the limited resources and capacity of the Ming at that time, just being able 

to solve the short-range problems has achieved sufficient results. The Zheng 

regime, the 'final product' of the policy shift mentioned above, was quite an 

unstable ally. Still, the Zheng regime was the last force that tried to stand 

for the Ming's banner.

Keywords: Maritime Ban(Haijin 海禁), Late Wokou(Houqi-wokou 後期倭寇), 

East Asian Seas, the Ming empire, the Spain Empire, VOC, the 

Zheng regime, Haicheng(Moon Harbor), Anhai, Penghu, Taiwan, 

Dayuan(Zeelandia), Manila, Macao, Batavia, Wang Zhi, Zheng 

Zhi-long, Zheng Cheng-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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