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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누르하치가 여진 통일을 천명한 후에도 동해여진으로 분류되는 집단 중
일부는 여전히 후금의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은 채 현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입관 전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정은 대부분 현지의 인구를 후
금으로 이주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렇게 유입된 동해여진 인구은 八旗의
형성과 유지에 큰 작용을 하였다. 지금까지 동해여진 원정을 다룬 선행연구
는 대개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원정 전반의 공통점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한편 팔기에 관한 연구는 동해여진 니루의 설
립 경위에 주목하였으나, 누르하치 시기 해서여진 니루와 대비되는 특정 사
례를 동해여진 전체에 대해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고는 선행연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후금의 동해여진 원정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천총 8~9년 동해여진 원정과 같은 시기 홍타이지가
추진한 팔기 개혁의 연관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누르하치 초기 동해여진 원정은 해서여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인구의 노획은 그에 따른 부차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여허의
멸망으로 ‘여진 통일’이 완료된 이후에는 외부의 경쟁자가 사라진 대신 후금
내부의 니루 결원 문제가 부상하면서 후금의 동해여진 원정은 戶口 노획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한편 여진 통일 이전 누르하치에게 복속된 동
해여진 인구 가운데는 독자적인 니루를 이루고 니루어전 직을 수여받은 자
들이 있었으나, 여진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거의 사라진다. 본고는
그 원인이 동해여진 출신 인물들의 자질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팔기 조
직이 형성기를 지나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를 받아들이
는 방식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만문사료를 바탕으로 기록을 종합해본 결과 후금 건국 이후 입관 전까지
총 24건의 동해여진 원정이 있었는데, 특히 홍타이지 시기의 원정은 별도의
임무가 있었던 5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 노획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동
질적인 성격을 띠었다. 홍타이지 시기 원정을 통해 팔기에 유입된 동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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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총 3만 명, 이 중 男丁만 계산해도 1만 명 이상에 육박했다.
동해여진 원정군은 출정 전에 이미 목표 지역과 목표 인원수를 계획해두
고 있었으며, 닝구타・라파 등 동해여진 지역에 가까운 거점을 중간 기지로
활용했다. 목적 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원정 시 戶口에 대한 약탈과 강간
이 철저하게 금지되었다. 원정군이 노획해온 것은 戶口(boigon)와 전리품
(olji)으로 구분되었는데, 戶口는 男丁과 그에 딸린 여자, 아이, 말, 소 등을
가리키며, 전리품에는 모피와 의류, 은, 인삼 등 물품뿐만 아니라 주인 되는
男丁이 없는 여자, 아이, 말, 소가 포함되었다. 전리품은 주로 출정했던 팔기
관원과 병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데 투입되었으나, 원정의 비용을 자체적
으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군다나 팔기에 편입되는 戶口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일체의 물품이 지급되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동해여진 원정은
후금으로서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이 요구되는 활동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입관 전 모든 시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戶口를 노획해온 원정은 천
총 8년 십이월에 출정한 바키란・삼시카의 원정이었는데, 이는 당시 홍타이
지가 추진하고 있던 팔기 전반의 개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홍타이지는
천총 8년 구월 21일 원정을 통해 유입된 동해여진 戶口를 팔기가 균분해온
관습을 폐지하고 이를 남자가 부족한 구사에 우선적으로 나눠주자고 제안했
는데, 그 배경에는 이전부터 이어져온 구사 간 니루 수 불균형 문제가 있었
다. 그는 팔기의 니루 수를 30개로 통일하자고 주장하면서, 니루 수가 그보
다 많은 구사에서는 여분의 니루를 해체하고, 그보다 적은 구사에서는 내부
인물을 선발해 니루를 미리 만들어두고 후에 정원을 보충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분의 니루를 해체한 뒤 그 인구는 해당 구사 내에서
처리하고자 했는데, 이를 통해 정원 미달 니루의 존재 역시 해결해야 할 문
제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홍타이지의 제안은 니루
수 문제를 넘어 팔기 조직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고, 홍타
이지는 구사버일러들의 현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개
혁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구월 21일의 결정’의 집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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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대규모 동해여진 인구 유입이 필요했고, 이것이 천총 8년 십이월 두
조의 원정군이 연이어 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천총 8-9년 전례 없는
규모로 추진된 동해여진 원정은 홍타이지가 제창한 팔기 재정비 사업을 뒷
받침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한편 內國史院檔 의 기록에 따르면 ‘구월 21일의 결정’에 따라 신설된 니
루는 총 18개였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설립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러나 홍타이지가 제안한 니루 신설 방식은 니루의 정원이 충족될 때까지 기
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18개 니루의 신설은 ‘구월 21일의
결정’과 가까운 시기에 일괄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실
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천총 8년 십이월과 천총 9년 정월의 전관니루
分定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전관니루 分定은 종실과 공신 등 총 59명의
니루어전에게 외니루가 부담하는 공과를 면제해준 것으로, 그 과정에서 동해
여진 戶口를 보태어 니루를 신설・증설한 사례들이 확인된다. 한편 전관니루
分定 작업은 천총 8년 십이월 출정한 원정군이 귀환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니루를 미리 만들어두고 정원의 보충은 나중에 하겠다는 홍타이지의
니루 신설 방식과 일치한다. 동해여진 원정은 출정 전에 이미 예상 노획 인
원수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전관니루 分定 때 니루 증설
과 戶口 분배를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하였듯이, 천총 8~9년의 동해여진 원정은 고립적인 군사 활
동이 아니라 각 구사의 니루 수를 균등화하려는 개혁(천총 8년 구월), 전관
니루 분정(천총 8년 십이월, 천총 9년 정월) 등 이 무렵 팔기제의 중대 변화
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동해여진 원정을 토대로 실현된 천총 8년 구
월 개혁안의 최대 수혜자는 궁극적으로 홍타이지 자신이었다. 니루 신설 작
업의 일부가 한의 권위를 높이는 전관니루 분정과 결부되었고, 최종적으로
신설된 니루 18개 중 13개는 당시 홍타이지의 소유였던 정황기와 양황기,
그리고 천총 9년 십이월 이후 홍타이지에게 장악되는 정람기 소속이었기 때
문이다. 즉, 홍타이지는 개혁안으로 戶口 분배 권한을 손에 넣었을 뿐만 아
니라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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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천총 8~9년의 동해여진 원정은, 릭단 칸의 죽음과 후금의 차
하르 정복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천총 10년 사월 홍타이지의 존호 수수와
‘다이칭 구룬’의 선포로 정점을 찍게 되는 홍타이지의 권력 강화 및 ‘국가
개조’의 첫 단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후금, 홍타이지, 동해여진, 야인여진, 동해여진 원정, 팔기, 팔기제,
팔기 편입, 팔기 개혁, 니루, 와르카, 후르하, 전관니루

학번: 2016-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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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누르하치는 거병한 지 5년 만에 자신이 속한 건주여진 5부를 통합하였고,
오랫동안 대립해온 해서여진 세력을 차례차례 격파하였다. 후금 건국 3년 후
인 천명 4년(1619) 해서여진 4부 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여허가 마침내 멸
망하였는데, 이에 대해 滿洲實錄 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여허 국이 그 후 완전히 멸망했다. 그 해 만주국의 태조 겅기연
한은 동해로부터 서쪽으로 대명국의 요동의 변경에 이르기까지, 북
쪽 몽고국의 코르친이 사는 끝의 눈 강에서 남쪽으로 조선국의 변
경 가까이까지, 하나의 만주말 쓰는 나라를 모두 정복하고 항복시켜
통일하기를 마쳤다.1)
위 기사처럼 淸 제국 흥기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여진 통일은 여허의
멸망을 기점으로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이 같은 滿洲實
錄 의 ‘여진 통일’ 서사를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여허 멸망 이후에도 東海
가까이의 “만주말 쓰는” 지역에 대한 원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뭇 의아하
게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여진 사회의 가장 동쪽에 위치했던 동해여진2) 중
일부는 여전히 후금의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은 채 현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동해여진을 대상으로 하는 원정은 여진 통일 이후에도 계속되
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入關 직전까지 수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반복된
1)

2)

만주실록역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문노당역주회 역주, 서울: 소명
출판사, 2014), 천명 4년 팔월 22일, pp.302-303: “yehei gurun tereci umesi gukunhe. tere
aniya manju gurun i taidzu genggiyen han dergi mederi ci wasihūn daiming gurun i
liyoodung ni jase de isitala, amargi monggo gurun i korcin i tehe dubei nūn i ula ci
julesi solho gurun i jase de niketele, emu manju gisun i gurun be gemu dailame dahabufi
uhe obume wajiha.”
동해여진의 명칭과 부족 구성에 대해서는 이훈, 만주족 이야기 , 서울: 너머북스, 2018,
pp.97-101 참조. 이하 다시 인용하는 문헌은 ‘저자, 글 제목’으로 약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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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였다.3)
동해여진 자체는 여진 사회에서도 세력이 미미한 군소 집단의 집합에 가
까웠으나, 이들에 대한 원정은 단지 후금이 주변의 군소 세력을 복속시켰다
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동해여진 원정은 대부분 현지의 인구를
후금으로 이주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렇게 유입된 동해여진 인구가 八旗의
형성과 유지에 큰 작용을 하였기 때문이다. 동해여진 인구는 팔기가 형성될
때부터 니루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었으며, 특히 해서여진의 팔기 편입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 외에 팔기에 지속적으로 旗人 인
구를 조달하는 거의 유일한 공급처였다.
한편 이러한 동해여진 원정은 누르하치가 아직 해서여진과 대립하고 있던
17세기 초부터 입관 후 수도를 北京으로 천도하는 순치 원년(1644)까지 40
여 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팔기가 내부적으로 양적・질적
팽창을 경험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때문에 동해여진 원정을 통해 인구가
팔기에 편입된다는 기본 구조는 동일했더라도, 그 인구가 팔기 내부에서 소
화되는 방식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반대로, 팔기가 성장해감에 따라 동해
여진 원정의 목적과 시행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요컨대 동해여진 원정
은 초기 팔기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동해여진 원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입관 전 팔기제의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
공할 것이다.
동해여진 戶口의 팔기 편입 양상을 밝힌 연구 성과로는
용한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八旗通志 를 활

八旗通志 는 역대 주요 旗人들의 傳記를 풍부

하게 싣고 있으며, ｢旗分志｣에서는 편찬 당시 시점에서 팔기에 속해 있던 니
루의 기원과 니루어전 계보를 전하고 있다. 일찍이 松浦茂는 이 ｢旗分志｣에
실린 八旗滿洲 니루 가운데 설립 시기가 입관 전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추출
하여 그 설립 연원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누르하치 시기 귀순해오거나 무
3)

만주 동부 지역에 대한 원정은 강희 연간 재개되는데, 이 시기에는 이미 원정의 목적과
戶口 처리 방식 등이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시기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논외로 하였
다. 강희 연간 이후 아무르강 유역 거주민에 대한 원정과 변민 제도의 창설에 대해서는
松浦茂, 淸朝のアムール政策と少數民族 ,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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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복속된 여진 인구가 대부분 팔기 니루로 조직되었으며, 이들 ‘국초
니루’의 니루어전이 된 인물들 중에는 동해여진 출신이 해서여진 출신보다
오히려 많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4) 劉小萌은 松浦茂의 연구를 인용하는 한
편

滿文老檔 에 실린 누르하치 시기의 勅書를 분석하여, 동해여진 니루는

대부분 추장과 부민의 과거 조직이 그대로 니루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동해
여진이 건주여진이나 해서여진에 비해 발전 수준이 낮고 조직의 혈연적 성
격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5)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엘리엇(Elliot)
은 동해여진에 대해서는 해서여진에 비해 부족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정
책이 취해졌다고 해석했다.6)
이들의 연구는 동해여진 인구가 초기 팔기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旗分
志｣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旗分志｣를 근거로 초기 팔기의 니루 구성을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旗分志｣가 전하는 정보는 “제1참령 제4좌령은 國初에
니마차(Nimaca) 지방에서 귀순한 人丁으로 편제하였다. 처음에는 후키오
[Hukio, 瑚球]가 관리했다”7)는 식으로 니루를 설립할 당시에 기반이 되었던
인구의 출처, 그리고 초대 니루어전의 이름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다보
니 松浦茂 등은 주로 초대 니루어전의 행적을 여러 사료나 전기에서 찾아내
서 ｢旗分志｣의 기록을 보강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이는 니루어전을 배출하
지 않은 인구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松浦茂 스스
로 지적한 것처럼 ｢旗分志｣에서 연구의 대상이 된 ‘국초 니루’는 거의 대부
분 누르하치 시기에 설립되었기 때문에,8) 이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입관 전
4)

5)

6)

7)

8)

松浦茂, ｢ヌルハチ(淸・太祖)の徙民政策｣, 東洋學報 67(3ㆍ4), 1986, pp.181-189. 이후 松
浦茂가 제시한 ‘국초 니루’의 목록을 수정・보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韓狄, ｢八旗滿洲

｢國初｣東海女真佐領補正｣, 北京聯合大學學報 2007-4 참조.
유소맹 지음, 이훈・이선애・김선민 옮김,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 서울: 푸른역사,
2013, pp.239-240.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 , 서울: 푸른역사, 2009,
pp.114-115.
八旗通志初集 (鄂爾泰 等修, 李洵ㆍ趙德貴 主點,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5) 권8,
p.130: “第一㕘領第十四佐領, 係國初, 以尼馬察地方來歸人丁編立. 始以瑚球管理.”
松浦茂, ｢ヌルハチ(淸・太祖)の徙民政策｣,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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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기에 확대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동해여진 니
루의 특성으로 지적된 것들은 어디까지나 해서여진과의 비교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진 통일 이후
계속된 동해여진 원정의 결과 후금에 편입된 동해여진 戶口는 자체 니루어
전을 배출하지 못하고 남의 니루에 분속되며, 이는 누르하치 시기 동해여진
니루의 특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한편 입관 전 동해여진 원정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연구들은 대부분 와르
카(Warka), 후르하(Hūrha) 등 동해여진 내 특정 지역・부족9), 또는 특정 원
정10)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금의 동해여진 원정 전체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들 연구의 관심은 현지의 동해여진 집단 자체에 있기 때문에, 동해여진 원
정을 나선 후금의 내적 동기, 동해여진 원정이 팔기에 끼친 영향 등은 연구
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 동해여진으로 분류되는 집단은 송화강, 목단강, 흑
룡강, 그리고 동해에 인접한 島嶼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였고 각 집
단의 존재 양태도 다양하였으나, 후금 입장에서 이들이 戶口의 공급처라는
단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劉
景憲 등의 연구는 홍타이지 시기 동해여진 원정의 목적이 인구 획득이었다
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동해여진 원정의 기본적인 특성을 잘 정리하고 있지
9)

10)

김선민, ｢훈춘, 청과 조선의 변경｣, 만주연구 19, 2015; 蔣秀松, ｢淸初的呼爾哈部｣, 社
會科學戰線 , 1981-1; 董萬侖, ｢淸初瓦爾喀部安楚拉庫、內河二路考異--三家子屯《他塔喇氏
家譜》剖析｣,
黑龍江文物叢刊 , 1983-3; 董萬侖, ｢淸代庫雅喇滿洲研究｣,
民族硏究 ,
1987-4; 董萬侖, ｢明末淸初豆滿江內外瓦爾喀硏究｣, 民族硏究 , 2003-1; 麻秀榮, ｢淸初八旗
索倫編旗設佐考述｣, 中國邊疆史地硏究 , 2007; 李明澤, ｢明末建州、烏拉間的圖們江瓦爾喀
之爭--兼論東北亞秩序的變遷｣, 渤海大學學報 , 2017-4; 增井寬也, ｢新滿洲ニル編成前後の東
海ワルカ部--特に種族問題を中心として｣, 立命館文學 496-498, 1986; 增井寬也, ｢クルカ
KurkaとクヤラKuyala--淸代琿春地方の少数民族｣, 立命館文學 514, 1989; 增井寬也, ｢明末
のワルカ部女直とその集團構造について｣, 立命館文學 562, 1999; 增井寬也, ｢ニマチャ
Nimaca雑考｣, 立命館文學 609, 2008.
이훈, ｢1635년 후금의 와르카 공략｣, 동양사학연구 142, 2018; 周生美, ｢試論淸入關前後
金對瓦爾喀部的征服｣, 才智 , 2016-2; 阿南惟敬, ｢淸の太宗の黑龍江征討について｣; ｢淸の
太宗のウスリー江征討について｣(이상 2편은 淸初軍事史論考 , 東京: 甲陽書房, 1980에 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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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내용이 소략하여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의 여지가 있다.11)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동해여진 원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해여진 원정이 입관 전 팔기제의 변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밝
히고자 하였다. 우선 제Ⅰ장에서는 동해여진 원정의 목적과 동해여진 戶口를
팔기에 편입하는 방식이 여진 통일을 전후로 어떻게 변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후금 건국부터 입관 전까지의 시기 내에 발생했던 동해여진
원정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종합하여
동해여진 원정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유추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Ⅲ장에서
는 앞선 두 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천총 8년 십이월에 있었던 대대적인 동해
여진 원정이 팔기제 내부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추적하고
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선 후금의 동해여진 원정의 구체
적인 실상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입된 동해여진 戶口가 팔
기에 편입되는 양상에 시기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음이 밝혀질 것이다. 궁극
적으로 본고는 동해여진 원정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홍타이지의 칭제로 이
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팔기제가 어떻게 변화해갔는지 이해하는 실마리
를 제공하고자 한다.

11)

劉景憲・郭成康・劉建新, ｢淸太宗時期的“新滿洲”問題｣, 歷史檔案 , 1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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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진 통일 전후 동해여진 원정의 성격 변화
1. 여진 통일 이전: 해서여진과의 쟁탈전
기록에 등장하는 누르하치의 첫 동해여진 원정은 무술년(1598)의 와르카
정벌이다.12) 해서여진 울라의 수장이 된 부잔타이[Bujantai, 布占泰]13)는 동
해여진 와르카의 안출라쿠(Anculakū)・도르기 비라(Dorgi Bira) 지역을 공격
하고, 그 지역의 수장 3명을 여허에게 인계하였다. 이 지역의 수장들은 이전
부터 누르하치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14) 누르하치는 무술년 정월 1
천 병사를 파견해 안출라쿠 지방의 20여 개 마을을 취하여 복속시켰다.
위의 사례는 천총 3년(1619) 여허의 멸망으로 누르하치가 ‘여진 통일’을
천명하는 시점까지 동해여진 원정이 일어난 원인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해
서여진은 누르하치 거병 이전부터 오랜 기간 여진 사회의 맹주로 군림해왔
으며, 동해여진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웠다. 반편 누르하치 세력은 구러(Gure)
산 전투(1593) 이후 급격히 대두했다고 하나 아직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이전까지는 해서여진에 가로막혀있다가 압록강 부근의 주
셔리(Jušeri)・너연(Neyen) 지역을 복속시키고 나서야 동해여진 일부와 지리
12)
13)

14)

만주실록역주 , 戊戌年 정월, pp.119-120.
본고에서 만주인 인명은 만주어 원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처음 나올 때만 대괄호 안에 만
주어의 로마자 전사와 한자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문사료에 등장한 인명
의 만주어 원음을 알 수 없을 경우는 한자로만 표기했다.
滿洲實錄 은 이들이 누르하치의 ‘屬下(harangga)’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의 申忠一이
건주여진을 방문하였을 때 老佟이라는 인물이 누르하치에게 예물을 보내왔다고 한다. 한
편 宣祖實錄 선조 31년(1598) 팔월 1일 기사에 따르면 水上都酋長 老土는 자신이 兀阿
赤의 招撫를 거절하였으며, 兀阿赤이 쳐들어 올 경우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 지킬 계획
을 세우고 있다고 조선에 전해왔다. 여기서 老佟 또는 老土는 滿洲實錄 기사에서 언급
한 3명의 수장 중 하나인 로툰[Lotun, 羅屯]이며, 兀阿赤은 누르하치의 조선식 표기이다.
이를 정리하면 로툰을 비롯한 안출라쿠・도르기 비라의 동해여진 세력이 이전부터 누르하
치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으나, 이들이 무술년 이전 시점에서 누르하
치에게 완전히 복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툰이 결국 건주여진에 귀순하게 되는
과정은 장정수, ｢선조대 말 여진 번호 로툰(老土)의 건주여진 귀부와 조선의 대응｣, 조선
시대사학보 78,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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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접하게 되었다.15)
이런 상황에서 해서여진, 그중에서도 울라는 구러 산 전투 패배 이후 돌파
구를 찾기 위해 동해여진 세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다.16) 여진 사
회의 맹주 지위를 두고 분투하고 있던 누르하치로서는 동해여진과 해서여진
의 동맹 내지 결합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때로는 해서여진과 이미 동맹을
맺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동해여진 세력의 근거지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
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누르하치 세력이 아직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지배할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한번 복종했던 세력이라 할지라
도 배반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동해여진 원정이 종
종 해당 지역 인구의 강제 이주로 귀결되었던 것은, 인구 획득 자체가 원정
의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해당 세력과 해서여진의 결합 가능성을 뿌리 뽑으려
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수적인 결과에 가까웠다.
다만 경쟁자의 존재가 다수의 동해여진 인구를 후금으로 이주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해서여진은 지리적
으로 동해여진과 후금의 사이에 위치하여, 인구의 이주를 군사적으로 방해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동해여진 피오(Fio) 성의 수장 첨터허[Ts’emtehe, 策木
特赫]는 자진하여 귀순할 의사를 밝혀왔는데도, 누르하치는 울라의 개입을
대비해 호송병을 3천 명이나 파견했다. 과연 호송군이 500호를 거두어 허투
알라(Hetu Ala, 이후 興京으로 개칭)로 돌아오는 길에 부잔타이가 보낸 울라
의 1만 군사가 매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르하치의 염려는 합당한 것이었
다.17)
둘째,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한 동해여진에게 후금으로 순순히 귀순하
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무력을 동원해 동해여진 부락의 수장을 복속시킨다

15)

16)

17)

만주실록역주 , 癸巳年, pp.113-114. 명말 건주여진・해서여진・동해여진 각 부락의 위치
en国域考｣, 東方学紀要 2, 1967을 참조.
에 대해서는 今西春秋, ｢Juš
완 한 사후 해서여진과 건주여진의 충돌에 대해서는 이훈, 만주족 이야기 , pp.84-96; 울
라와 건주여진의 동해여진 쟁탈전은 松浦茂, ｢ヌルハチ(淸・太祖)の徙民政策｣, pp.169-180;
董萬侖, ｢明末淸初豆滿江內外瓦爾喀硏究｣, pp.75-77 참조.
만주실록역주 , 丁未年, pp.13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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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서 部衆이 온전하게 그 뜻에 따르리라는 보장이 없었고, 실제로 형제가
갈라서거나 혈혈단신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예를 들어 훙니야
카[Hungniyaka, 洪尼雅喀]는 울라에 의해 붙잡혀 가던 도중에 처자를 버리고
고향으로 도망쳐 와서, 부모형제를 이끌고 누르하치에게 투항했다.18) 반면
누르하치에게서 도망친 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후여(Huye) 지역을 공격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을 보면,19) 동해여진 가운데 복속되는 중에 훙니야카
와는 반대로 누르하치의 招撫를 거부하고 도망간 이들 역시 존재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십 수 년을 이어온 대립에서 누르하치 세력의 승기가 뚜렷해지면서 이러
한 분열 국면은 점차 소멸되었다. 상술한 피오 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누
르하치는 해서여진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경술년(1610) 십일
월 ‘아홉 대신의 귀순’은 동해여진 방면에서 누르하치 세력의 승리에 결정적
으로 쐐기를 박았다.20) 천명 원년(1616)에는 후금의 대리자 역할을 하던 후
르하의 보지리[Bojiri, 博濟哩]가 흑룡강 중류의 村 40여 곳과 결탁하여 누르
하치가 보낸 使者와 상인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반년 만에 진압당
했다.21) 최종적으로 천명 4년(1619) 해서여진 4부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있
던 여허까지 멸망하면서, 여진 사회 전체에서 누르하치의 권위에 도전할 만
18)
19)
20)

八旗通志初集 권162, p.4038.
滿文老檔 (滿文老檔硏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55-1963)Ⅰ, 己酉年 구월, p.12.
만주실록역주 , 庚戌年 십일월, pp.152-153. ‘아홉 大臣(amban)의 귀순’은 동해여진의 유
력 가문이었던 남둘루(Namdulu)・수이푼(Suifun)・닝구타(Ningguta)・니마차 지역의 수장
들이 친족과 부중을 모두 이끌고 한꺼번에 귀순한 사건을 가리킨다. 滿洲實錄 의 기사에

서 언급되는 수장들은 총 아홉 명이지만, 八旗通志 와 八旗滿洲氏族通譜 를 참고하면
실제로 이들과 함께 귀순하여 니루어전 직이나 世職을 수여받은 인물은 그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고에서는 滿洲實錄 기사의 제목을 따라 관용적으로 ‘아홉 대신의
귀순’이라고 표현했다. 이들 ‘아홉 대신’의 대표 격이었던 캉구리[Kangguri, 康果禮]의 八
旗通志 기사에 따르면, 캉구리 일족이 데려온 壯丁만 해도 1천여 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기록에 등장하는 동해여진 부락의 단일 귀순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였다. 누르하치는 이들

21)

‘아홉 대신’이 귀순하러 오는 길에 머무는 곳마다 연회를 베풀었고, 도착하는 날 직접 가
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 무르하치의 딸을 캉구리에게 시집보내는 등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다( 八旗通志初集 , 권152, pp.3865-3866).
만주실록역주 , p.199, p.204; 滿文老檔 Ⅰ, pp.71-75,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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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력은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 이 시기 후금 내부에서는 정복하거나 귀순해온 인구를 팔기의 니루
조직으로 흡수・편성하기 시작했다. 누르하치는 대거 유입되는 인구를 계속
해서 새로운 니루로 조직해 후금의 관리에 효율적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다
양한 공을 세운 자들에게 니루의 수장인 니루어전 직을 수여함으로써 후금
에 귀순하여 충성할 동기를 부여하였다.22)
많은 동해여진 출신 인물들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니루어전 직을 수여받
았다.

八旗通志 ｢旗分志｣에서 니루의 설립 시기가 ‘國初’라고 표기된 니루

239개를 보통 ‘국초 니루’라고 부르는데, 이 ‘국초 니루’의 니루어전을 살펴
보면 동해여진 출신인 경우가 67개로 건주여진 다음으로 많았다.23)
‘국초 니루’에서 동해여진 출신 인물들이 니루어전이 된 경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휘하의 무리를 이끌고 자발적으로 귀순한 자에게 그 무
리를 그대로 니루로 만들어준 경우가 있다. 상술한 ‘아홉 대신’이 그 대표적
인 사례로, 누르하치는 대대로 수이푼 지역의 수장이었던 캉구리가 데려온
장정 천여 명을 6개 니루로 분할하고, 캉구리와 그 동생 칵두리[Kakduri, 喀
克都哩] 등 일족 여섯 명을 니루어전으로 삼아 니루 관리를 맡겼다.24)
22)
23)

24)

유소맹,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 pp.219-229 참조.
‘國初’는 입관 전 기록이 오래되어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旗分志｣
팔기만주 니루 가운데는 설립 시기가 천명 원년, 천총 3년 등 입관 전 특정 시기로 명시
된 니루가 13개 존재한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말하는 ‘국초 니루’ 239개는 八旗通志初
集 원문에 설립 시기가 ‘國初’라고 적힌 경우만 계산했기 때문에, 설립 시기가 명시된 13
개 니루는 오히려 빠져있다. 또한 ｢旗分志｣에는 설립 시기가 적혀있지 않으나 다른 사료
에서 입관 전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도 ‘국초 니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국초
니루’는 일종의 연구 용어이며, 실제로 입관 전 설립된 모든 니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旗分志｣에 실린 니루 가운데 입관 전 설립된 니루의 정확
한 숫자를 따지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와 같이 ‘국초 니
루’의 정의를 언급해두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유소맹은 ‘국초 니루’ 가운데 니루어전이
건주여진 출신인 경우가 96개, 해서여진 47개, 동해여진 67개이고, 그밖에 몽고니루 16개,
이력이 불명확한 니루가 13개라고 분류했다. 유소맹,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
pp.229-244.
八旗通志初集 , 권152, pp.3865-3866. 한편 이때 니루어전 직을 수여받았다고 기록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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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귀순 당시에는 니루를 받지 못했으나, 이후에 공을 세워 戶口를
수여받고 니루어전이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커이푸[Keifu, 克福]는 아버지
허천[Hecen, 赫臣]과 함께 국초에 귀순했는데, 허천이 여허에 사신으로 갔다
가 살해당한 사정이 참작되어 여허 멸망 후 니루를 수여받았다.25) 양구리
[Yangguri, 楊古利]는 고향 쿠르카(kūrka)부의 수장층이었으나, 누르하치에게
귀순하던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렸던데다 部衆과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니루는 귀순 이후 세운 공 때문에 수여받았다고 추측된다.26)
선행연구는 동해여진 니루를 언급할 때 상술한 첫 번째 케이스에만 주목
하는 경향이 있다.

滿洲實錄 등 正史류 사서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동해

여진인들, 예를 들어 피오 성의 수장 첨터허나 ‘아홉 대신’ 등이 모두 자발
적으로 귀순한 부류에 속하는데다, 이들의 사례가 비슷한 시기 팔기에 편입
된 해서여진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해서여진이 동해여진보다 훨
씬 강성했고 인구도 더 많았음에도 ｢旗分志｣에 나타난 해서여진 출신 니루
어전의 수는 여진 3부 가운데 가장 적은데, 선행연구들은 그 원인으로 해서
여진이 끝까지 누르하치에게 저항했다는 점, 그리고 강력했던 해서여진 세력
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니루를 만들어주기보다 다른 기존 니루들에
분산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동해여진에
대해서는 해서여진과 반대되는 요소, 즉 자발적으로 귀순하여 기존 조직을
보전했고, 혈연적 씨족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니루를 구
25)
26)

섯 명 가운데 依勒占을 초대 니루어전으로 하는 니루는 ｢旗分志｣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八旗通志初集 , 권150, p.3833.
八旗通志初集 , 권146, p.3770이 전하는 양구리의 귀순 일화는 다음과 같다. 양구리의 아
버지 郎柱가 동해여진 쿠르카부의 수장으로 누르하치와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누르하치는 양구리를 입궐하게 하여 사위로 삼았다. 그런데 郎柱는 部衆에 의해 살해당하
였고, 양구리의 어머니는 양구리의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쫓아오는 무리에게 활을 쏘아
간신히 가족과 함께 건주여진에 당도하였다. 그 쿠르카부의 사람 역시 귀순하려 하자, 양
구리가 이를 듣고 반항하여 아비를 죽인 자를 직접 베고 귀와 코를 잘라먹어서 그 원수를
갚았는데, 그때 나이가 겨우 14살이었다고 한다. ｢旗分志｣에 남아있는 양구리 일족의 니루
는 정황만주 제2참령 제5좌령과 제7좌령 두 개인데, 본거지인 쿠르카부와의 연관성은 명
시되어 있지 않다. 이 니루들은 양구리와 동생 렁거리[Lenggeri, 楞格里]가 일찍부터 戰功
을 세워 각각 世職이 超品公과 摠兵官까지 오르게 되는 과정에서 수여받은 것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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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도 위험도가 낮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27)
그러나 동해여진 출신 인물들이 니루어전이 된 경위는 선행연구에서 주목
한 특정 사례들 외에도 다양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첫 번
째 케이스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가 ‘아홉 대신’처럼 명확하게 니루어전이 될
법한 조건을 충족한 것은 아니었다. 무리와 함께 귀순하여 니루어전이 된 인
물들 중에는 캉구리처럼 본거지의 수장이었음이 확인되는 자들도 있지만,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후시툰[Hūsitun, 祜什吞]은 噶哈里璧漢에 거주하다
가 귀순하여 그 무리로 니루를 편성해 받았으나, 후시툰 일족이 본거지의 수
장이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28) 또한 이끌고 온 무리가 니루 정원에
못 미치는데도 니루어전 직을 수여한 사례도 있다. 이러션[irešen, 伊勒慎]은
울라가 사치쿠를 공격했을 때 혼자 6戶만을 이끌고 건주여진에 귀순하여 니
루어전이 되었고, 남은 가족들은 모두 울라에게 피살되었다.29)

八旗滿洲氏

族通譜 에는 이러션과 함께 귀순한 인원이 25戶로 6戶보다는 많았다고 기록
되어 있지만, 하나의 니루를 온전히 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이다.30)
또한 동해여진인들의 ‘자발적 귀순’에도 온도차가 존재했다. 당시 동해여
진 인구의 이주 과정에서 투항(baime jihe)과 정복(dailame dahabuha)이 명확
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여오더허이[Yeodehei, 尤
德赫]는 누르하치의 군대가 야란(Yaran) 지역을 정벌하러 갔을 때 처자가 붙
잡히는 바람에 건주여진에 귀순한 인물이었다.31) ‘아홉 대신의 귀순’ 역시

27)

이상 유소맹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 pp.236-240.

滿文老檔 은 천명 연간 수여된

勅書 320건을 싣고 있는데, 이 중에 동해여진 지역의 大臣(amban)으로서 본거지를 버리고
온 공(“○○ goloi amban bihe, ba be waliyafi baime jihe gung”)이 명시된 20건이 있다.
유소맹은 이 20명의 칙서 수여자 가운데 18명이 본인 고향의 인구로 구성된 니루의 어전

28)
29)
30)
31)

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해여진은 해서여진과 달리 팔기로 편입될 때 대부분 추장과
부민의 과거조직이 그대로 니루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칙서에 나타난 사례들은
동해여진 니루 중에서도 니루어전과 구성원의 관계가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특수한 경우
이기 때문에, 이러한 니루 구성 형태를 동해여진 전체에 확대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八旗通志初集 권148, p.3797.
八旗通志初集 권143, p.3733.
八旗滿洲氏族通譜 (遼寧省圖書館古籍部 整理, 瀋陽: 遼瀋書社, 1989) 권44, p.508.
八旗通志初集 권204, p.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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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하여 귀순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야란 지역으로 출정
하던 어이두[Eidu, 額亦都]의 招撫로 인해 촉발된 것이었다. ‘아홉 대신’ 중
한 명인 초호노[Cohono, 綽和諾]가 천총 6년(1632) 전사했을 때 생전의 공을
헤아려 내린 칙서에 “처음에 한에게 투항하여 올 때, 다른 이들은 울면서 왔
으나, 초호노는 몸은 어려도 뜻은 컸기 때문에 기뻐하며 왔다. 그렇게 來歸
한 것을 한은 기뻐하여 大功으로 쳐서 특별히 인삼을 캐게 했다”32)는 기록
이 있는데, 이를 통해 함께 귀순한 ‘아홉 대신’ 내에서도 자발성의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2. 여진 통일 이후: 니루 결원 충원
해서여진과 달리 동해여진인의 상당수는 여진 통일 이후에도 현지에 남았
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해서여진과 동해여진 사회의 존재 양태 차이에 기인
하는 듯 하다. 일찍부터 세력이 강성했던 해서여진은 수도에 성채를 지어 屬
下 인구를 집단 거주시켰고, 따라서 여허 멸망 때처럼 일단 성이 함락되면
인구를 “전부 옮겨 가져가서(yooni guribume gaifi)” 정착시킬 수 있었다.33)
그러나 동해여진은 애초에 하나의 결속된 집단이 아니라 강변이나 섬 등에
씨족 내지 부족 단위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해여진 전체를 일
거에 집단 이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동해여진은 해서여진
이나 건주여진에 비해 세력이 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해서여진을 제거한 이
상 굳이 군사력을 소모하여 동해여진을 복속시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천명 10년(1625)부터 동해여진 방면에 대한 원정이 재개되어, 입관
32)

33)

滿文老檔 Ⅴ, 천총 6년 정월, p.636: “dade han be baime jidere de, gūwa songgome jici,
bi beye ajige mujilen amba ofi urgunjeme jihe. tuttu jihe be han saišafi amba gung obufi,

enculeme orhoda hūwaitabuha.”
만주실록역주 , 천명 4년 팔월, p.302: “ai jaka be necihekū yooni guribume gaifi, tere
boo tarire usin jetere jeku, tetun agūra ai jaka be yooni bufi, morin akū niyalma be
tuwame minggan funceme morin bu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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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까지 2~3년에 한번 꼴로 정기적으로 이어졌다. 여진 통일 이후 동해여
진 원정은 군사를 보내어 결과적으로 동해여진 인구를 노획해 돌아온다는
전개만 놓고 보면 이전 시기와 달라진 게 없는 듯하지만, 원정의 성격 면에
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가장 먼저, 이전 시기 동해여진 원정을 추동했던 외부적 요인이 모두 사라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진 통일 이전 동해여진
원정은 해서여진을 견제하고 후금의 영향력을 확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
다. 그러나 이후 해서여진은 모두 후금에 흡수되었고, 동해여진 부락끼리 동
맹을 맺고 후금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려는 시도 또한 보지리의 반란
이 진압된 이후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해서여진처럼 동해여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다툴 법한 새로 제3세력이
등장한 것도 아니었다. 여진 통일 이후 후금은 본격적으로 주변국과 대립하
기 시작했다. 그러나 요동을 둘러싼 명과 후금의 쟁탈전이 인접한 몽골 부락
과 조선까지 끌어들이게 된 데 반해, 동해여진 지역은 명, 몽골과 지리적으
로 단절되어 있었다.34) 조선은 동해여진 지역의 소란이 조선 영토에까지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려하였으나, 대대로 여진족의 영역이었던 두만강 이
북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淸이 입관하기 전
까지는 줄곧 조선 境內에 거주하는 여진인들, 즉 向化胡人들을 송환하라는
요구에 시달렸다.35)
34)

35)

흑룡강 상류의 솔론(Solon) 부락은 몽골 부락들의 유목지와 근접해 있었다. 그러나 홍타이
지 시기 동해여진 원정이 솔론까지 확대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내몽골 부락이 홍타이지에
게 귀순해 외번몽고가 설립된 이후였기 때문에, 솔론 부락을 두고 몽골과 경쟁하는 사태
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정 이후 솔론에서 戶口가 추가로 귀순해오자, 홍타이지는
이들을 수도에 받아들이는 대신 외번몽고 골로스(Golos)와 함께 거주하게 했다( 淸太宗實
錄 권51, 숭덕 5년 오월 2일). 원정 대상이 되었던 흑룡강 일대의 민족 구성에 대해서는
阿南惟敬, ｢淸初の黑龍江虎爾哈部について｣, 淸初軍事史論考 , 東京: 甲陽書房, 1980,
pp.9-18 참조.
두만강 일대에 거주했던 여진 藩胡들의 활동과 이들의 행방을 둘러싼 조선과 후금의 갈등
에 대해서는 한국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병진, ｢入關前 淸의 朝
鮮에 대한 ‘三色人’ 刷還要求｣, 명청사연구 37, 2012; 장정수, ｢선조대 對女眞 방어전략
의 변화 과정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7, 2013; 박정민, ｢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진

출과 조선의 藩胡 상실｣,

인문과학연구 43, 2014; 한성주, ｢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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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요인을 대신해 여진 통일 이후 시기 새로이 부상한 것은 후금 국
내의 인구 수요였다. 이전에 후금과 적대 세력의 전투가 주로 수일~수주 내
로 끝나는 단기전이었던 데 비해, 후금의 요동 진출이 본격화된 후로는 전선
이 확대되고 곳곳에 병사를 주둔시킬 필요가 생기면서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병력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36) 한편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사상자의 수도
증가하여, 병력 부족 때문에 한 집안의 3대가 동시에 출정하거나 부녀자가
출정하는 경우도 생겼다.37)
여진 통일 이후 동해여진 원정이 재개된 것은 바로 이처럼 병력의 소모로
인해 발생한 니루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후금이 주변 세력을
상대로 여러 번 승리를 거두면서 후금의 지배 아래로 유입되는 인구가 비약
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漢人・몽골인・조선인은 귀순하여 자유민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니루를 구성하여 별도의 감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아주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만주 니루의 旗人이 될 수 없
었다. 새로 유입되는 인구 중에 만주 니루에 대한 원활히 편입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여진족으로서 언어와 문화가 유사한 동해여진뿐이었다. 요컨대,
동해여진 원정은 더 이상 적대 세력과의 대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인구의 조달이라는 후금 내부의 수요에 따라 진행되기 시작
한 것이다.
한편 동해여진 인구가 팔기에 편입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쿠왁타
카[Kūwaktaka, 夸克塔喀]는 후르하에서 130명을 이끌고 투항해왔는데,38) 천
명 8년(1623) 삼월 기사에서 쿠왁타카가 새로 귀순한 자[ice niyalma, 新人]
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그의 귀순 시기는 천명 초기로 추정된다.39) 그러
나 130명이나 되는 인구를 이끌고 귀순하였음에도 쿠왁타카가 니루어전이
된 기록은 없다.

36)
37)
38)
39)

호 침탈과 조선의 대응 고찰｣, 만주연구 22, 2016 등 참조.
谷井陽子, 八旗制度の研究 ,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5, pp.205-217.
劉景憲・郭成康・劉建新, ｢淸太宗時期的“新滿洲”問題｣, pp.103-104.
八旗通志初集 권145, p.3754.
滿文老檔 Ⅱ, 천명 8년 삼월 8일, p.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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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旗通志 나 八旗滿洲氏族通譜 와 같은 후대의 傳記・계보 사료는 인물
의 귀순 연도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사료에서 적고 있
는 ‘太祖時’라는 시점이 여진 통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판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太宗時’, 즉 홍타이지 즉위 후 귀순한 동해여진인들 가운데
는 제1절에서 다룬 누르하치 시기처럼 니루어전이 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旗分志｣ ‘국초 니루’의 초대 니루어전 중에 동해여진 출신으로 홍타이지 시
기 귀순한 행적이 확인되는 인물은 날린[Nalin, 納林]과 마푸타[Mafuta, 馬富
塔] 두 명 뿐이다.40) 그런데 이들은 동해여진 현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에 건너가 살고 있다가 병자호란을 계기로 淸軍을 따라 귀순한 자들로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였다.41) 한편 ｢旗分志｣에 설립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니루의 초대 니루어전 가운데도 홍타이지 시기 귀순한 동해여진인은 찾아볼
수 없다.
八旗通志 는 후대에 편찬한 책으로 입관 전 상황에 대한 기술은 불완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순 당시 설립되었다가 모종의 이유로 해체된 니루
를 누락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혹은 다른 사료에 인물 정보
가 언급되지 않아 검증할 수 없는 몇몇 니루어전 가운데 홍타이지 시기 원
정으로 귀순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접근법을 달리하
여, 홍타이지 시기 귀순한 동해여진인 가운데 가장 니루어전이 될 법한 사례
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 제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르하치 시기 동해여진
의 유력자들은 屬下의 인구를 이끌고 누르하치에게 귀순하여서 그 공을 인
정받아 니루어전 직을 수여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슷한 사
례를 홍타이지 시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와 가장 가까운 사례로 제Ⅲ장에서도 다룰 카바이[Kabai, 喀拜]를 들 수
있다. 카바이는 흑룡강 지역 우연(Uyen)이라는 村의 수장이었는데, 천총 8년
동해여진 원정 때 홍타이지의 권유에 따라 자기 고향 사람들을 招撫하러 갔
다.42) 원정이 끝난 후 카바이는 흑룡강 지역의 인구를 데려온 공을 인정받
40)
41)

八旗通志初集 권4, p.58; 권6, p.93.
滿文老檔 Ⅶ, p.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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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했으나, 그가 수여받은 것은 니루의 長官인 니루어전이 아니라 次官격인
푼더보쇼쿠(funde bošoku)였다.43)
이는 비슷하게 높은 등급이었던 다른 이들의 사례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이
다. 야란・시린 지역에 살던 투키오[Tukio, 圖球]는 원정군의 招撫에 따라 천
총 5년(1631) 후금으로 이주하였는데, 당시 귀순한 남자 1,178명 중 상위
4%에 속하는 ‘3등 大臣(amban)’으로 분류된 것을 보아 본거지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투키오는 귀순 후에 동해여진 원정군
의 길잡이가 되어 여러 원정에서 활약했고, 이후 世職이 3등 아다하하판
(adaha hafan, 阿達哈哈番)까지 올라 홍타이지 시기 귀순한 동해여진인으로
가장 출세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44) 그러나 그 역시 니루어전이 된 흔적
은 찾아볼 수 없다.
상술한 카바이, 투키오는 모두 동해여진 부락의 유력자였고, 전자는 屬下
를 이끌고 귀순했다는 점에서, 후자는 귀순 후 자기 고향을 招撫하는 데 공
을 세웠다는 점에서 여진 통일 이전 니루어전이 된 동해여진인들의 조건에
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째서 앞선 시기 귀순한 자들과 달리 니루
어전이 되지 못한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들의 복속에 원정군이 개입하였기 때문에, 순
수하게 ‘귀순한 공’을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한의 ‘권유’ 없이
자진해서 귀순하는 것이 원정군의 칼끝 아래 마지못해 귀순하는 것보다 환
42)

43)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東洋文庫淸朝滿州語檔案史料の總合的硏究チーム, 東京: 東洋文庫東
北アジ
ア硏究班, 2009), 천총 8년 십이월 10일, pp.383-384,
八旗滿洲氏族通譜 권4, p.92. 숭덕 6년 이월 14일 기사( 淸太宗實錄 권54)의 니루어전

목록 중 카바이가 등장하는데, 이는 숭덕 2년 유월 니루어전인 쿠바이[Kūbai, 庫拜]가 각
종 죄목으로 혁직되자( 淸太宗實錄 권36, 숭덕 2년 유월 27일) 카바이가 푼더보쇼쿠로서
그 직무를 잠시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카바이의 자손들이 세습한 직책 역

44)

시 니루어전이 아닌 푼더보쇼쿠였다는 점을 볼 때, 카바이가 쿠바이의 혁직 후 니루를 완
전히 수여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東洋文庫淸朝滿州語檔案史料の總合的硏究チーム, 東京: 東洋文庫東
北アジ
ア硏究班, 2011-2013), 천총 5년 칠월 22일, p.172; 八旗通志初集 권203, p.4712.
후금의 世職 제도 변천에 대해서는 松浦茂, ｢天命年間の世職制度について｣, 東洋史研究
42(4), 京都: 東洋史研究會, 1984, pp.671-695; 谷井陽子, 八旗制度の研究 , pp.437-47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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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받긴 했을지언정, 일단 크게 저항하지 않고 이주했다면 모두 ‘귀순’으로
인정받았음은 제1절에서 살펴본 바이다. 특히 카바이의 경우는 원정군과 함
께 가서 직접 자기 屬下 인구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카바이가 원
정군에게 무력으로 저항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한 가지로, 동해여진에서
규모 있는 부락들은 이미 여진 통일 전후 모두 후금에 흡수되어 홍타이지
시기 남아있던 이들은 니루어전 직을 수여받기에는 세력이 미미했을 가능성
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유력 집단의 수장이 아니었던 인물들도 귀순
후 세운 공에 따라 니루어전 직을 수여받은 사례가 많았다는 점 역시 제1절
에서 상술한 대로이다. 요컨대, 카바이・투키오와 비슷한 조건이라면 여진
통일 이전에는 니루어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홍타이지 시기 더 이상 동해여진 출신 니루어전이 배출되지 못
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팔기 니루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는
외부에서 귀순한 동해여진인들을 니루어전으로 받아줄 여력도, 그럴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팔기몽고와 팔기한군이 각각 천총 9년(1635),
숭덕 7년(1642)이 되어서야 니루를 신설하여 여덟 구사로 늘어난 데 반해,
이후 팔기만주가 되는 기존의 팔기는 누르하치 시기 이미 니루가 230여 개
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이었다.45) 이런 상황에서 이따금 원정을 통해 후금
사회로 유입된 동해여진 인구는 후금 내부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기보다
는, 戰死 등으로 발생한 니루 정원의 결손을 보충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
르게 되었던 것이다.

45)

입관 전 팔기만주의 니루 수에 대한 논의는 구범진・이재경, ｢丙子胡亂 당시 淸軍의 構成
과 規模｣, 한국문화 72, 2015, pp.438-4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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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해여진 원정 과정의 구성
동해여진 원정에 대한 초기의 기록은 극히 단편적으로, 출정부터 귀환까지
의 내용이 두세 문장으로 축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명 연간에는 출정과
귀환 기사가 분리되기 시작하나, 내용이 소략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 천총
연간이 되면 비로소 각 원정의 출정, 원정군의 중간 보고, 귀환 및 후속처리
기사가 독립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입관 전 마지막 3개 원정은 전리품과 戶
口의 후속처리 내용이 자세히 남아있어, 원정의 성과와 분배 과정을 이해하
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료에 근거하여 후금 건국 이후 입관 전까지의 동해여진 원정을 시기 순
으로 정리한 것이 다음의 두 표이다. 주로 출정과 귀환 기사를 근거로 하여
원정군의 출정 날짜, 지휘관과 병력, 목표 지역, 귀환 날짜, 원정 기간, 노획
해온 戶口의 수를 기재하였다. 각 원정마다 현존하는 사료가 전하는 정보량
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원정의 전체 항목을 채울 수는 없었다. 출정・
귀환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최대한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추정
하였으며, 추정도 불가능한 경우는 물음표로 처리하였다. ‘노획 戶口’는 수도
에 도착 후 팔기에 분배한 기록을 최우선으로 하고, 분배 기록이 없으면 수
도에 도착한 수를, 그것도 없다면 귀환하기 전 현지에서 보낸 보고 내용을
참조하였다. 활용한 사료 및 추정치를 산출한 근거는 표 아래에 부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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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천명 연간 후금의 동해여진 원정
구분 출정 시점 지휘관과 병력
㈀

천명 2년
정월 18일

천명 3년
㈁ 십이월 26
일
천명 6년
㈂
사월 15일

400명

목표 지역
귀환 시점 원정 기간
“東海 연안의
항복하지 않은
?
?
國人”

무할리얀
1000명

“후르하의 남
은 자들”

천명 4년
유월 8일

6개월

여오더허

이처 나카다,
후르하

?

?

타유, 가르다,
천명 10년
와르카
푸카나
삼월 4일
왕샨, 다주후,
천명 10년
㈄
?
처르거이
東海 와르카
사월 2일
1500명
보르진, 우이
천명 10년
東海 근처 와 천명 10년
치 등
㈅
정월 7일
르카
팔월 ?일
2천 명
천명 10년
야후, 캄다니
구왈차
팔월 9일
아바이,
타바
천명 10년
㈆
천명 11년
유월 6일 이, 바부타이
와르카
이월 4일
등
㈃

?

노획 戶口
?

남자 2000명

?

남자 334명

?

?

7개월

500戶

2개월

1900명
(남자 540명)

8개월

1500명

?

?

1000명
㈇

?

다주후

【근거】
㈀ 만주실록역주 , p.204;
㈁ 만주실록역주 , p.237,
檔 을 따랐다.
㈂ 滿文老檔 Ⅰ, p.316.
㈃ 만주실록역주 , p.410;
㈄ 만주실록역주 , p.410;
㈅ 만주실록역주 , p.415;
㈆ 만주실록역주 , p.415,

구왈차

천명 11년
시월 17일

滿文老檔 Ⅰ, p.77.
p.275; 滿文老檔 Ⅰ, p.118, pp.147-148. 노획 戶口 수는 滿文老

滿文老檔 Ⅲ, p.965. 노획 戶口의 수는 滿文老檔 을 따랐다.
滿文老檔 Ⅲ, pp.967-970.
滿文老檔 Ⅲ, p.958, p.979.
p.423; 滿文老檔 Ⅲ, p.974, p.981.

㈇ 淸太宗實錄 권1, 천명 11년 시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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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천총・숭덕 연간 후금의 동해여진 원정
구분

출정 시점

지휘관과
병력

목표 지역

귀환 시점

⒜

천총 3년
칠월 11일

뭉가투
300명

와르카

천총 5년
삼월 20일

⒝

{천총 6년
십이월 12
일 이전}

우바하이

우잘라

천총 7년
정월 23일

?

⒞

천총 7년
십일월 20
일

기스하,
우바하이
300명

“조선 가까이
살고 있는 후
르하”

?

?

⒟

천총 8년
십이월 10
일

바키란,
삼시카
2500명

흑룡강

천총 9년
사월 22일

4개월

7302명
(남자 2483명)

⒠

천총 8년
십이월 21
일

우바하
이, 깅굴
다이 400
명

와르카
(아쿨리, 니
만)

천총 9년
유월 19일

6개월

1380명
(남자 600명)

우바하이
297명
⒡

천총 9년
시월 4일

⒢

숭덕 2년
정월 23일

도지리
305명
자푸니
298명
우시타
337명

숭덕 2년
칠월 3일

외번몽고 함경도, 와르카 숭덕 2년
병사 등
지방
오월 20일

카카이
1200명

노획 戶口

20개월
3023명
(?)
(남자 1178명)
565명

1490명
(남자 566명)

어허 쿠런, 얼
숭덕 원년
러 요오서, 우
오월 5일
잘라
야란, 시린, 후 숭덕 원년 4
2569명
여, 수이푼
월 15일 6~7개월
(남자 1146명)
숭덕 원년 4
아쿨리, 니만
월 17일
숭덕 원년 4
노오로, 아완
월 10일

아쿨리, 니만,
무런, 우르구천
⒣

원정
기간

5개월

X

숭덕 3년
이월 6일

노오로, 아완

{숭덕 3년
1449명
이월 27일 8~9개월 (남자 692명)
이전}

수이푼, 야란,

숭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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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덕 2년
십이월 10
일

후여, 울킨
어허 쿠런, 성
쿨런

사월 21일

역슈, 싱너 구왈차, 사할
이 600명
차

숭덕 3년
사월 12일

⒥

숭덕 4년
팔월 9일

薩爾糾

⒦

숭덕 4년
십일월 8일

소오하이,
삼시카

⒧

숭덕 5년
이월 5일

⒨

숭덕 5년
칠월 27일

⒩

숭덕 7년
구월 15일

⒪

⒫

숭덕 8년
삼월 17일

100명

도지리, 카
주
3~400명
시터쿠, 지
시하
390명
샤르후다,
주마라
800명
아르진, 하
닝가
1400명

쿠르카

4개월

1720명
(남자 640명)

{숭덕 5년
사월 24일
10~
이후, 칠월 11개월
4일 이전}

83명
(남자 42명)

솔론

숭덕 5년
사월 24일

6개월

5673명
(남자 2709명)

우잘라

숭덕 5년
유월 23일

4개월

110명
(남자 43명)

솔론

숭덕 6년
정월 16일

6개월

956명
(남자 231명)

후르하

숭덕 8년
정월 16일

5개월

1619명
(남자 612명)

흑룡강,
후르하

숭덕 8년
칠월 7일

4개월

2568명
(남자 1069명)

5개월

1007명
(남자 421명)

4개월

825명
(남자 299명)

숭덕 8년
십이월 17
일

올로서천,
바두리,

흑룡강

순치 원년
정월 15일

샤르후다

쿠르카

순치 원년
오월 5일

【근거】
⒜ 淸太宗實錄 권5, 천총 3년 칠월 11일;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pp.98-102. 뭉가투
[Munggatu, 孟阿圖]가 이끄는 원정군의 출정 기사는 淸太宗實錄 천총 3년 칠월 11일조
에 실려 있다. 淸太宗實錄 의 기록에 따른다면 이때 원정 기간은 천총 5년 삼월 20일 귀
환할 때까지 20개월 남짓이 되어, 다른 원정들보다 압도적으로 길다. 물론 뭉가투의 원정
군이 별도의 임무를 띠고 출정하여 장기간 활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데 천총 4년 삼월 1일, 원정에서 귀환한 한과 버일러들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버일러 아민
[Amin, 阿敏]이 뭉가투를 시켜서 아시다르한[Asidarhan, 阿什達爾漢]과 문답하는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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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滿文老檔 Ⅳ, p.332). 뭉가투는 홍타이지 즉위 직후 임명된 구사어전을 보좌하
는 16대신 중 하나였기 때문에( 淸太宗實錄 권1, 천명 11년 구월 8일) 이 자리에 참여했
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뭉가투가 차하라[Cahara, 察哈喇]와 함께 遵化城에 주둔하고
있다는 언급이 천총 4년 사월 24일과 오월 4일 두 차례 이어진다( 滿文老檔 Ⅳ, p.368,
p.377). 사료에서 뭉가투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존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총 4
년 봄의 기록에 등장하는 뭉가투는 와르카에 출정한 인물과 동일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천총 3-4년의 만문사료가 없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앞의 의문점들로 미루어볼 때 천총 3
년 칠월의 출정 기사는 다른 날짜의 기록이 잘못 삽입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만일 원정
군의 출정 날짜가 1년 뒤인 천총 4년 칠월이었다면 총 원정 기간은 8개월로 다른 원정들
과 비슷하게 된다. 참고로 八旗通志初集 의 뭉가투 傳記는 뭉가투가 와르카 원정을 떠난
것이 천총 3년이었다고 적고 있으나( 八旗通志初集 , p.3913), 八旗通志 는 애초에 한문실
록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
⒝ 우바하이[Ubahai, 吳巴海]의 원정군은 출정한 기사가 없지만, 그들이 현지에서 보내온 서
신이 천총 6년 십이월 12일 도착했기 때문에 출정일은 최소한 그 이전이었을 것이다. 滿
文老檔 Ⅴ, p.878;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東洋文庫淸代史硏究室 譯註, 東京: 東洋文庫淸代
史硏究委員會, 2003), p.14.
⒞ 기스하[Gisha, 季思哈]・우바하이의 원정군은 귀환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데려온
戶口의 분배를 논한 것이 천총 8년 구월 2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귀환하였을 것이
다. 이들이 구월 중에 귀환했다고 가정한다면 총 원정 기간은 11개월이 된다. 한편 기스하
가 데려온 남자는 상술한 구월 21일의 논의 때 557명이라고 명시되나, 여자와 아이를 합
한 수는 언급되지 않는다. 기스하 등이 닝구타에서 보낸 보고가 천총 8년 구월 15일 홍타
이지에게 도착하는데, 여기에 적힌 수가 최종적으로 수도에 도착한 수와 가장 근접할 것
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 보고에서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은 원 사료의 덧칠되어 지워진
부분을 기준으로 남자가 566명, 여자와 아이가 820명으로 총 1386명이라고 적고 있으나,
천총 8년 오월 19일에 보내온 첫 번째 보고에서 획득한 戶口의 수가 남자 55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한 인구가 총 14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남자의 수는 늘었는데 여자와 아이
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 사료에서 부기된 부분의 숫자,
즉 남자 566명, 여자와 아이 924명, 총 1490명이 맞을 것이다. 이는 淸太宗實錄 기사의
숫자와도 일치한다.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pp,143-144, pp.185-186, p.289, p.294, p.304;
淸太宗實錄 권20, 천총 8년 구월 15일.
⒟ 바키란[Bakiran, 霸奇蘭]・삼시카[Samsika, 薩穆什喀]의 원정군이 데려온 戶口의 숫자는 귀
환 기사가 아니라, 차하르 릭단 칸[Lingdan Han, 林丹汗]의 아들 에제이[Ejei, 額哲]를 복
속시키기 위해 출정해 있던 버일러들에게 보낸 서신에 등장한다.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pp.378-384;
舊滿洲檔:
天聰九年 (東洋文庫淸代史硏究室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72-1975), pp.103-104, p.165.
⒠ 우바하이・깅굴다이[Ginggūldai, 荊古爾代]의 원정군이 데려온 戶口 역시 최종적으로 瀋陽
에 도착한 기록이 없어서, 표의 노획 戶口 수는 천총 9년 유월 4일의 서신에 인용된 중간
보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pp.393-395;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165-166, p.185.
⒡ 여기서 노획 戶口 수는 네 조의 원정군이 각기 따로 귀환하며 데려온 수를 합한 것이다.
舊滿洲檔: 天聰九年 pp.310-315, 滿文老檔 Ⅶ, pp.990-991, pp.995-996, pp.1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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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6-1037.
⒢ 淸太宗實錄 은 출정 기사에서 “함경도를 나서서 와르카 지방을 정벌하러 (보내어) 갔다
(遣…, 出咸鏡道, 往征瓦爾喀地方)”고 하여 원정군의 목적지가 함경도 바깥의 와르카 지역
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 內國史院檔 의 기사에는 “와르카의 함경도로 출정하라
고 보냈다(warka i šan jing golo be tucifi gene seme unggihe)”고 되어 있다. 실제로 이때
원정군은 會寧 근방에서 平壤巡撫와 安州總兵이 이끄는 부대와 싸우느라 세달 가까이 조
선 국경 부근에서 머물렀고, 숭덕 2년 사월 16일에야 조선 땅을 떠났다. 이들이 울라 지
역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한달하고도 3일인데, 이 기간 동안 동해여진 부락과 접촉
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볼 때 이들 외번몽고 등의 목표 지역은 內
國史院檔 의 표현처럼 함경도 일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스하와 역슈[Yekšu,
葉克書]를 원정군에 딸려보낸 이유도 두 사람이 “함경도를 (잘) 알기(šan jing golo be
sara)” 때문이었다. 이때 원정에 참여한 3,700명의 병사 가운데 만주병사는 100명에 불과
하였고, 대다수를 점하는 외번몽고 병사들은 울라 지역과 義爾門河에서 각각 본거지로 곧
장 귀환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이 원정은 淸의 군사가 동해여진 지역에 대거
출입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여타 원정들과 성격이 전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淸太宗實
錄 권33, 숭덕 2년 정월 23일; 권35, 숭덕 2년 오월 20일;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內國
史院滿文檔案譯註(崇德二・三年分) (河內良弘 譯註ㆍ編著, 松香堂書店, 2010)(이하 內國
史院檔: 崇德二・三年 으로 약칭), p.61.
⒣ 원정군 중 노오로(Nooro)와 아완(Awan) 지역을 목표로 했던 두 白旗만 귀환 기사가 없는
데, 이후 원정 중 범한 각종 죄목으로 처벌받은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애초에 환영연
회가 없었거나 관련 기사가 삭제된 것 같다. 정백기의 지휘관이었던 하시탄[Hasitan, 哈什
談]이 숭덕 3년 이월 27일 명나라에서 귀순해온 石城島의 總兵官 沈志祥을 맞이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두 白旗의 귀환이 최소한 그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각각 수이푼과 어허
쿠런 등에 출정했던 두 紅旗와 두 藍旗가 함께 귀환한 것을 보면 두 白旗도 숭덕 3년 이
월 6일 귀환한 두 黃旗와 함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노획 戶口의 수는 귀환 후 戶口
에게 의복을 지급한 기사를 참조했다. 淸太宗實錄 권37, 숭덕 2년 칠월 3일; 內國史院
檔: 崇德二・三年 , p.253, p.296, p.346, pp.380-381.
⒤ 內國史院檔 의 귀환 기사는 날짜가 사월 7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해당 기사의 앞뒤 기사
날짜가 각각 12일, 14일인 것을 보아 오류로 추정된다. 여기서는 淸太宗實錄 의 기록대로
사월 12일을 따랐다. 노획 戶口의 수는 숭덕 3년 사월 1일 서신에 등장하는 중간 보고에
언급된 수이다. 淸太宗實錄 권39, 숭덕 2년 십이월 10일; 권 41, 숭덕 3년 사월 12일;
內國史院檔: 崇德二・三年 , p.302, p.328.
⒥ 숭덕 4년 淸에게 貂皮 등을 바치던 쿠르카 부락의 수장 가하찬[Gahacan, 加哈禪, 조선측
기록에서 慶河昌] 등이 공납을 거부하고 熊島로 도주한 사건이 일어났고, 淸은 조선에 지
원을 요청해 이들 무리를 생포해오게 했다. 薩爾糾[만주어 인명 불명] 등의 원정은 가하찬
을 본거지로 돌려보내는 한편 쿠르카 지역에서 각종 모피를 바치던 다른 무리들의 동요를
진압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귀환하기 전에 보낸 보고에 의하면 원정군이 붙잡은 사람
과 자발적으로 귀순해 사람을 합쳐 남자 485명, 여자와 아이 1277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원정군과 함께 盛京에 온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 남자 44명, 여자와 아이 83명에 불과
했고, 나머지는 출정할 때 명령받은 바에 따라 한 곳에 집주시키고 매년 貂皮와 海豹 등
을 공물로 바치게 했다. 한편 원정군이 출정한지 반년 뒤인 숭덕 5년 윤정월 6일 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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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들에게 양식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조선에 전달했는데, 가하찬의 잔당을 “이미 모두 체
포하였다”는 언급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원정군의 1차 목표는 이미 이 즈음에 달성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원정군의 귀환은 현지에서 보고를 보내왔던 숭덕 5년 오월 24일과 戶
口를 팔기에 분배한 칠월 4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1차 목표를 달성한 이
후 4~6개월은 노획한 인구를 정착시키는 데까지 간여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시간일
것이다. 淸太宗實錄 권48, 숭덕 4년 팔월 9일; 권51, 숭덕 5년 오월 24일; 권52, 숭덕 5
년 칠월 4일; 仁祖實錄 권40, 인조 18년 윤정월 6일.
이 원정은 솔론 부락의 수장 봄보고르[Bombogor, 博穆博果爾] 세력을 타도하는 것이 목적
이었다. 제Ⅲ장에서 후술.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北京: 光明
日報出版社, 1989) 上, pp.441-442; 淸太宗實錄 권51, 숭덕 5년 사월 24일; 권52, 숭덕 5
년 칠월 4일.
이 원정에서 盛京에서 출발한 이들은 총지휘관인 도지리[Dojiri, 多濟里]와 카주[Kaju, 喀
柱] 외에 구사의 甲士(=uksin, 披甲) 8명과 길잡이 4명뿐이었고, 병사로는 닝구타에서
3~400명을 차출해 데려가라는 명이 내려졌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공납을 바치는 게
늦고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을 잡아오는(將遲誤貢獻及欺誑之人, 執解前來)” 것이었다는 점,
최종적으로 盛京에 데려온 戶口가 남자 43명, 전체 110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앞선 薩爾
糾의 원정과 흡사하며, 활동 시기도 겹친다. 따라서 이 원정은 薩爾糾의 원정군과 같은 맥
락에서 인구 노획보다는 공물을 바치는 무리를 진압하기 위한 성격의 원정이었다고 보여
진다. 淸太宗實錄 권51, 숭덕 5년 이월 5일; 권52, 숭덕 5년 유월 23일; 권52, 숭덕 5년
칠월 4일.
이 원정은 앞선 소오하이・삼시카의 원정 때 도주했던 봄보고르를 붙잡기 위해 재차 출정
한 것이었다. 총지휘관인 시터쿠[Siteku, 席特庫]・지시하[Jisiha, 濟席哈]는 팔기의 護軍과
외번몽고 병사를 이끌고 출정했다고 한다. 출정 기사에는 외번몽고에서 240명을 동원했다
고 하였으나, 숭덕 5년 십이월 14일 錦州에 가있던 버일러들에게 전한 소식에 시터쿠・지
시하가 외번몽고병 350명을 이끌고 갔다는 언급이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八旗 護
軍의 수는 귀환 기사에서 40명이라고 언급된다. 한편 이들이 노획했다는 956명은 盛京에
도착한 기록이 없는데, 앞선 원정에서 추가로 귀순한 솔론 인구를 외번몽고와 함께 거주
하도록 한 사례( 淸太宗實錄 권51, 숭덕 5년 오월 18일)에 비춰볼 때 이 956명 역시 팔
기에 편입하지 않고 외번몽고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淸太宗實錄 권52, 숭덕 5년 칠
월 27일; 권53, 숭덕 5년 십이월 13일; 숭덕 5년 십이월 14일; 권54, 숭덕 6년 정월 16일.
출정 기사에서 동원된 병사의 수는 400명이라고 하였으나, 귀환 후 병사들에게 보수를 지
급한 기록을 보면 닝구타에서 400명이 추가로 동원되었다.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上, p.488, pp.506-509; 淸代檔案史料叢編 第14輯(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北京: 中華出
版, 1990), p.98.
⒪ 원정군 병사 수는 귀환 후 병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내역을 참고하였다. 이 원정에는 팔

기군 400명과 더불어 외번몽고에서 1천 명이 동원되었다. 淸太宗實錄 권64, 숭덕 8년
삼월 17일; 권65, 숭덕 8년 칠월 7일; 淸代檔案史料叢編 第14輯, pp.107-110.
⒫ 올로서천[Olosecen, 俄羅塞臣]・바두리[Baduri, 巴都里]와 샤르후다[Šarhūda, 沙爾虎達]의 원
정은 홍타이지 사후 진행되었으나, 입관 전 마지막 동해여진 원정이기 때문에 이 표에 부
기하였다. 淸世祖實錄 은 올로서천[Olosecen, 俄羅塞臣]・바두리[Baduri, 巴都里]와 샤르후
다[Šarhūda, 沙爾虎達]의 원정군이 노획해와 팔기에 나누어준 戶口가 1956명이라고 적고

- 24 -

있지만, 상세한 분배 내역이 나와있는 內國史院檔 의 기사를 보면 팔기에 戶口로서 분배
된 수는 올로서천・바두리가 데려온 것이 1007명, 샤르후다가 데려온 것이 825명으로 총
1,832명이다. 1,956명이라는 수는 원정군이 데려온 헌상품 여자와 포로 여자 124명까지 합
산하여 생긴 오류다. 戶口와 헌상품・포로 여자의 차이는 이 장 제3절에서 후술. 淸世祖
實錄 권1, 숭덕 8년 십이월 17일; 권3, 순치 원년 정월 15일; 권5, 순치 원년 오월 5일;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 p.15, pp.21-23.

위 표를 바탕으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한 홍타이지 시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정의 성격이 전혀 달랐던 숭덕 2년(1637) 정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정이 수백에서 수천 명의 동해여진 인구를 노획해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숭덕 4~5년의 4개 원정이 솔론 봄보고르의 반란
진압, 가하찬의 반란에 따른 쿠르카・우잘라(Ujala) 지역의 동요 진압이라는
별도의 임무가 있었던 데 반해, 나머지 10차례(순치 원년의 원정을 합하면
11차례) 원정에서는 인구 획득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
들 동해여진 원정이 목표 지역을 막론하고 출정부터 귀환까지 비슷한 패턴
을 보였는데, 다음에서는 위 표에서 제시한 사료를 종합하고, 동해여진 원정
의 진행 과정을 출정, 현지 활동, 귀환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원정군의 편성과 출정
동해여진 원정군의 규모는 최소 100명에서 최대 2,500명이었고, 3~400명
규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원정군은 팔기에서 니루마다 일정 인원을 차출
하여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천총 8년 우바하이의 원정은 구사마다 관
원 1명, 니루마다 披甲 1명씩 징발하여 총 400명의 원정군을 편성했고, 이듬
해 출정한 우시타[Usita, 吳什塔]의 원정에서는 구사마다 관원 3명, 니루마다
披甲 5명을 동원하였다.46)
특별히 규모가 큰 일부 원정의 경우 몽고병사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천총
8년 바키란・삼시카의 원정에는 당시 舊蒙古(fe monggo)의 구사어전이었던
46)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천총 8년 십이월 21일, p.393;

시월 6일,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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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톡토호이[Toktohoi, 拖克拖會]가 몽고병들을 이끌고 참여하였으며, 천총 9년
우시타의 원정에서도 舊蒙古 니루에서 각 두 명의 병사가 차출되었다. 숭덕
8년(1643) 아르진[Arjin, 阿爾津]・하닝가[Haningga, 哈寧噶]의 원정에는 팔기
한군 일부와 외번몽고도 원정에 참여하였다.47)
각 구사에서 선발된 관원들은 본인이 속한 구사를 통솔하였다. 구사의 관
원들 외에 팔기 전체 또는 팔기를 左翼・右翼으로 나누어 통솔하는 총지휘
관에 해당하는 인물도 있었는데, 위 표의 ‘지휘관과 병력’ 항목에 기재한 인
명들이 이에 해당한다. 총지휘관의 이름은 “역슈・싱너이[Singnei, 星訥]를
따라 사할차(薩哈爾察)로 출정한 병사들”48)처럼 원정군 전체을 지칭하는 표
현으로 쓰이기도 했다.
총지휘관들은 출정 후 원정 전체를 지도 감독하고 중앙에 보고를 보내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점차 동해여진 원정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들이 총지휘관
으로 재차 동원되는 경향이 있었다. 홍타이지 시기의 기스하, 우바하이, 도지
리, 샤르후다 등은 모두 앞선 원정에 구사 지휘관으로 참여했다가 이후 총지
휘관이 된 인물들이다. 이 중에서도 우바하이는 천총 연간 첫 원정 때 뭉가
투와 함께 출정한 이후49) 천총 6년, 7년, 8년, 9년까지 무려 다섯 차례 연속
동해여진 원정에 투입되었다. 그는 홍타이지가 원정군에게 “각 村의 인구수
는 우바하이가 모두 알고 있으니 그와 상의하라”50)고 지시할 정도로 동해여
진 방면에 능통한 실무자가 되었다.

47)

48)

49)

50)

이 원정의 출정 기사에는 원정에 동원된 팔기군 구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귀환 후 병
사들을 포상할 때 정람한군 부도통이었던 劉仲金과 양홍한군의 趙國祚가 보상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팔기한군의 일부가 원정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淸太宗實錄
권65, 숭덕 8년 칠월 7일.
淸太宗實錄 권41, 숭덕 3년 오월 27일: “賞從葉克書、星訥征薩哈爾察兵丁及從喀愷等征阿
庫里尼滿兵丁銀兩有差.”
원정군의 귀환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뭉가투 다음으로 한과 버일러를 배알한 것으로 보아
이때 우바하이는 원정군의 부지휘관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천
총 5년 삼월 20일, p.99.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천총 9년 시월 6일, pp.393-394: “eicibe gašan i ambula komso
tehe babe ubahai sambi. tede hebedeme suweni hūsun de teisu be tuwame acara babe
seoleme gai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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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여진 원정은 출정 전에 이미 목표 지역의 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붙잡
아올 수 있는 인구수를 계산해두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니만 지방에 남
자 천여 명이 성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한다”51)는 간략한 언급 정도가 기록에
남아있지만, “야란, 시린, 후여의 남자 757명”52), “어허 쿠런 지방의 장정 60
명, 얼러 동쪽・성쿨런 서쪽 지방의 장정 50명, 총 110명”53)와 같이목표 지
역의 거주 인원수가 한자리 수 단위까지 명시된 기록도 있다. 또한 목표 지
역에서 먼저 취해야 할 村과 상황에 따라 남겨두어도 되는 村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했다(제Ⅲ장에서 후술). 동해여진 원정이 많은 戶口를 이주시키는
번거로운 임무를 띠고 있었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
다.
원정 계획을 세울 때 활용된 정보들은 누르하치 초기부터 동해여진 방면
으로 진출하면서 다년 간 여러 경로를 통해 조금씩 축적해온 것들이었다. 우
선 원정군이 동해여진 각 지역을 다니면서 수집한 정보들이 있었다. 홍타이
지는 원정군에게 최선을 다해 인구를 노획하는 한편 당장 공략하기 어려운
지역은 살펴 기록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훗날 원정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
였다.54)
원정을 통해 동해여진인을 데려오면 이들 역시 중요한 정보 제공처가 되
었다. 귀순한 자들을 조사하여 현지에 남아있는 그들의 친족이나 재산을 찾
아오는 것이 원정의 임무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를 위해 귀순한 자들 가운데
51)

52)

53)

54)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천총 8년 십이월 21일, p.393: “suweni sucunara ba, niman
golode minggan funcere haha hoton arafi tehebi sere.”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시월 6일, pp.310-311: “juwe fulgiyan de dojiri ejen, erei
fejile fanggin, bursahai, yarkan, niyenuke, hūsi. erei cooha ilan tanggū sunja. dosire golo,
yarn, sirin, hūye. erei haha nadan tanggū susai nadan.”
淸太宗實錄 권37, 숭덕 2년 칠월 3일: “兩藍旗一路. 厄黑庫倫地方壯丁六十名、厄勒以
東、塞木克勒以西地方壯丁五十名, 共一百一十名. 以愛韜、多爾周、常濟里、濟布楚, 爲鄉
導.”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시월 6일, p.313: “dojiri sini genere jurgan de tun
ambula. gaici acara tun be cowan arafi gaisu. gaici baharakū tun be gemu bithe arame

gaisu. jai cooha unggici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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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있거나 재산이 있는 자들을 선별하여 원정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종
종 있었다. 예를 들어 노이모리[Noimori, 內莫里]는 뭉가투의 원정군이 데려
온 戶 가운데 가장 신분이 높은 자로, 천총 9년 우시타의 원정군을 따라 자
신의 고향이었던 야란에 형제를 招撫하러 갔다가 그 지방 사람들에 의해 피
살되었다.55) 나아가 아예 원정군의 길잡이(嚮導) 역할을 전담하게 된 동해여
진인들도 있었다. 제Ⅰ장에서 살펴보았던 투키오가 대표적인 사례로, 투키오
는 천총 5년 귀순한 이래 천총 9년과 숭덕 2년 연이어 자신의 고향인 야
란・시린으로 출정하는 원정군의 길잡이가 되었다.56) 투키오는 숭덕 2년 원
정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배를 몰아 섬을 점령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57)
이는 현지의 지리와 자연 환경에 익숙한 동해여진인들을 길잡이로 삼는 원
정군의 전략이 유효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전에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戶口를 노획하고, 붙잡아온 동해여진
戶口를 실마리로 삼아 또다시 원정에 나서는 일련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
이 푼더리[Funderi, 分達禮]라는 인물의 사례이다. 천총 8년 우바하이의 원정
군이 출정할 때 홍타이지는 특별히 푼더리를 지목하여 그가 사는 村을 최우
선적으로 공략하라고 명했는데, 푼더리는 목표 지역의 유력한 수장이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58) 잡혀온 푼더리는 귀순한 바로 이듬해인 천총 9년 현지에
남아있던 아들 둘과 가축을 데려오기 위해 자푸니[Jafuni, 札福尼]의 원정군
을 따라갔다.59) 나아가 숭덕 2년에는 두 黃旗에서 차출된 원정군의 길잡이
가 되어 아쿨리 니만과 무런 지방에서 자기 村의 사람들을 招撫하러 갔다.60)
55)

56)

57)
58)

59)
60)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東洋文庫淸朝滿州語檔案史料の總合的硏究チーム, 東京: 東洋文庫東
北アジ
ア硏究班, 2013), 천총 5년 칠월 22일, p.177; 滿文老檔 Ⅵ, 천총 10년 삼월 15일,

p.960. 해당 기사의 날짜를 삼월 15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주석 60번 참조.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시월 6일, pp.310-311; 淸太宗實錄 권37, 숭덕 2년 칠월
3일.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천총 5년 칠월 22일, p.172; 八旗通志初集 권203, p.4712.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천총 8년 십이월 21일, p.393; 홍타이지는 붙잡혀온 푼더리에게
蟒緞朝衣와 緞褂를 하사했는데(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유월 26일, p.193), 이는
다른 원정에서 1等으로 분류된 동해여진 남자에게 하사한 물품과 동일하다.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시월 6일, pp.314-315.
淸太宗實錄 권37, 숭덕 2년 칠월 3일: “兩黃旗一路. 阿庫里尼滿地方壯丁一百名、木輪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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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타이지는 푼더리 한 사람을 귀순시킴으로써 푼더리의 가족과 재산, 그리고
그가 살던 지역의 다른 사람들까지 수월하게 자신의 세력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숭덕 4~5년의 네 차례 원정을 제외하면 동해여진 원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戶口를 붙잡아 무사히 수도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었고,
전리품 노획이나 도망자 추적 등은 부차적이었다.61) 이는 출정할 때 병사들
에게 당부하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인구를 노획하면 우선 좋은 말로 위무하
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하며, 추울 때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불을 때
는 등62) 병사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붙잡은 동해여진인들의
반발이나 도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일단 항복했다면 그 戶의 재산은
약탈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도망자 한두 명은 어쩔 수 없으나, 많은 인원이
도망치게 두는 것은 감시병이 아니라 구사의 지휘관까지 처벌하는 무거운
죄였다.63) 실제로 숭덕 2년 원정군의 정홍기 지휘관 중 하나였던 호이샨
[Hoišan, 輝山]은 목표 지역의 인구를 붙잡았다가 감시를 소홀히 하여 모두
도망치게 두었다는 등의 죄목으로 채찍 100대의 형벌을 받았다.64)
그 다음으로 강조되는 기율은 강간을 금한다는 것으로, 강간 사건이 발각
되면 강간범뿐만 아니라 해당 구사의 어전까지 치죄한다는 엄명이 내려졌
方分達禮壯丁四十名、吳爾格臣地方南濟蘭牛彔下喀克篤禮兄弟等三十名, 共一百七十名. 以圖
必善、分達禮、馬喀達, 爲鄉導. 여기서 밑줄친 ‘우르구천(urgucen) 지방 난질란[Nanjilan,

61)

62)

63)
64)

南濟蘭] 니루 칵두리의 형제 등 30명’이라는 목표 역시, 추측컨대 양홍기 난질란의 니루에
편입된 칵두리라는 동해여진인의 형제를 비롯한 30명이 우르구천 지방에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것이다.
숭덕 4년 薩爾糾의 원정군에게 “저항하는 자는 달래서 항복하게 해라. 우리 병사를 죽이
거나 다치게 하면 죽여라. 귀순하는 자는 戶口로 편립하라(抗拒者諭之使降. 殺傷我兵者誅
之. 其歸附者, 編為戶口)”는 명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숭덕 4~5년의 원정들에서도 일단
戶로 편제하여 데려오기로 결정한 인구에 대해서는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
었음을 알 수 있다.
內國史院檔：天聰八年 , 천총 8년 십이월 10일, pp.379-380: “jai baha olji be sain gisun

i hošome, jeterengge bahaci adame gaifi ulebure ohode tere jai facuhūn mujilen jafarakū.”
; 천총 8년 십이월 21일, p.394: “olji baha manggi akdulame asarara babe kemuni akdulafi
šahūrun oci tuwa dabufi bu gecerahū. jeterengge bahaci saikan ulebu.”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시월 6일, p.312.
內國史院檔: 崇德二・三年 , 숭덕 3년 칠월 5일, pp.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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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5) 이 또한 인도주의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여자의 남편과 가족을 자극하
지 않기 위함이었다. 홍타이지는 항복한 포로가 도망가거나 반발하는 일은
“모두 항상 같이 있으면서 익숙해져서 방비하지 않게 되거나, 그 여자를 범
하였기 때문”이라고 경고하였다.66) 부인들을 남편과 떼어놓았다가 남편들이
폭동을 일으켜 원정군의 부지휘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67) 홍타이지의 염려는 타당한 것이었다. 홍타이지는 천총 9년 원정을
떠나는 병사들에게 각각 분에 맞게 포로 여자(olji hehe) 한 명씩을 취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는 주인 없는 여자를 배급함으로써 남편이 있는 여자를 범
하는 일을 방지하고 나아가 戶口의 호송을 방해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
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68)

2. 원정군의 현지 활동
동해여진 원정군이 목표 지역에 도착해서 활동할 때는 현지 활동의 거점
이 되는 중간 기지가 존재했다. 주로 닝구타(ningguta, 현재 흑룡강성 寧安縣
부근)와 라파(lafa, 현재 길림성 蛟河市 부근)가 중간 기지로 이용되었는데,

65)
66)

67)
68)

淸太宗實錄 권16, 천총 7년 십일월 20일.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천총 8년 십이월 21일, p.394: “ukandarangge, olji de waburengge
gemu jing emgi bihei dubifi sermšerakū ojoro, terei hehe be usitame ofi ukandara
waburengge tuttu kai.”
滿文老檔 Ⅵ, 숭덕 원년 유월 6일, pp.1116-1117.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시월 6일, p.314: “aliha amban cergei, isun de kan i
henduhe gisun. ere genere ambasa goro jugūn de yabume dosorakū. olji hehe be ceni
teisu be tuwame emte gaifi gajikini. sain be necirahū seme hendu sehe.” ; 淸太宗實錄

권25: “復謂兵部承政車爾格、伊孫曰：此番出師諸將, 離家遠征. 許於俘獲婦女內, 各量取一口,
不得概行淫亂.” 홍타이지가 내린 명은 포로 여자(olji hehe)를 병사들이 각자 하나씩 취하
되 ‘좋은 것(sain)’은 범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좋은 것’이란 같은 기사의 이어지
는 내용에 따르면 ‘헌상품으로 바칠(deji tucifi) 좋은 여자(sain hehe)’를 가리킨다. 淸太宗
實錄 은 여기서 ‘헌상품 여자’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俘獲 婦女 중 각자 재량껏 1명을 취
하되, 절대 범하지 말라”는 다소 의미가 불분명한 구절이 되었다. 戶의 여자와 포로 여자,
헌상품 여자의 구분은 이 장 제3절에서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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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지역은 후금의 수도보다 훨씬 동쪽에 위치하며 동해여진인 거주 지역
과 가까웠다. 흑룡강 상류 지역을 목표로 했던 천총 8년 바키란의 원정에서
는 코르친 몽고에 속한 시버(sibe, 현재 내몽고자치구 呼倫貝爾市 부근) 지역
의 촐몬(colmon) 村을 중간 기지로 삼기도 했다.
수도와 목표 지역 사이에 위치한 중간 기지는 후금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로, 비교적 안전이 보장된 곳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수도에서 중간 기지까지
의 길은 원정군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검증된 경로였다. 천총 8년 홍타
이지는 우바하이의 원정군에게 닝구타에서 출발하는 날부터 엄히 방비하여
가라고 당부했는데,69) 이를 보면 원정 활동은 중간 기지를 떠난 후에야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원정군은 중간 기지에서 말을 먹이거나 노획한 포로・전리품을 수합했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잔류시키기도 했다.70) 중앙에 서신을 보낼 때 마찬가지로
중간 기지를 경유하는 것이 필수였다. 중앙에서도 군량품을 보낼 때 중간 기
지를 거쳤다. 병사가 중간 기지를 거치지 않고 귀환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
이었는데71), 중간 기지를 거치는 귀환 경로가 가장 안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원정이 일단 마무리된 후 중간 기지에 모여 각 구사의 병력 상황
을 점검하고 전리품의 수를 셈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닝구타와 라파는 동해여진 원정의 중간 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후금의 군사가 상주하는 주둔 기지였다. 이 때문에 원정군은 노획한 인구 중
일부를 닝구타・라파에 남겨 상주 인원을 보충하였다. 일례로 천총 5년 뭉가
투의 원정군이 보낸 서신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획 인구의 총수는 남자
1,219명을 포함해 총 3,105명이나, 실제로 瀋陽까지 도착한 인구는 3,023명
으로 약간 적다. 이는 원정군이 최종적으로 귀환하기 전 중간 기지였던 닝구
69)
70)

71)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천총 8년 십이월 21일, p.394.
아쿨리・니만 지역에 출정했던 두 藍旗가 숭덕 원년(1636) 귀환했을 때, 포상 대상에서 제
외된 이들 가운데 병 때문에 닝구타에 머물렀던 병사 7명이 있었다. 滿文老檔 Ⅵ, 숭덕
원년 오월 27일, p.1023.
상술한 정홍기의 호이샨이 처벌받은 죄목 중 하나도 “약속한 곳(boljogon i ba, 會師之地)”
에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內國史院檔: 崇德二・三年 , 숭덕 3년

칠월 5일, 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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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에 남녀노소 팔십여 명을 남겨두고 왔기 때문이다.72) 중간 기지에 남겨진
戶口에게는 수도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살림살이 일체가 지급되었고, 아내
가 없는 자들에게 여자를 지급하거나 원정에서 자기가 획득한 전리품을 공
출하지 않고 가질 권리를 주는 등 원활한 정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73)
이렇게 중간 기지에 정착시킨 인구는 평상시에는 여타 동해여진 부락처럼
수렵을 해서 수도에 공납을 바치거나,74) 동해여진인의 도망, 조선인의 越境
등이 각종 현지의 사건이 있을 때 소규모 병력으로 동원되었다.75) 이들은
때때로 동해여진 방면 원정에 차출되기도 했는데, 천총 7년(1633)의 원정은
닝구타・라파 인구의 1/3을 동원하였고,76) 숭덕 5년 우잘라 방면 원정은 아
예 원정군 전체를 오롯이 닝구타에서 차출하였다.77)
한편 원정군은 현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도에 서
신을 보냈다. 천명 10년(1625) 와르카로 출정한 보르진에게 “집에 전혀 보고
가 없다. 얻은 포로 사람, 말, 소, 각종 물건의 수를 밝혀 글에 적어 보내
라”78)고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서신 왕래가 원정군의 의무였음
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사료에는 원정 당 서신 1~2개밖에 남아있지 않으
나, 숭덕 4년 薩爾糾의 원정군에 대해 병사가 적으니 보고를 한 번만 보내도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79) 다른 원정에서는 서신을 보낸 횟수가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천총 9년 원정의 경우 두 白旗로 구성된 원정군이 개별적으
로 보낸 중간 보고가 남아있는데,80) 이처럼 원정군 전체 상황을 종합하여
72)
73)
74)

75)
76)
77)
78)

79)
80)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천총 5년 이월 30일, p.48.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천총 7년 십일월 20일, p.186.
천총 9년 우시타의 원정군에게는 닝구타의 병사를 차출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당시 새로 귀순한 몽골인을 위해 수렵을 하도록 내버려두라는 이유에서였다.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시월 6일, p.314.
滿文老檔 Ⅶ, 숭덕 원년 십이월 2일, p.1479.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천총 7년 십일월 20일, pp.185-186.
淸太宗實錄 권51, 숭덕 5년 삼월 8일.
滿文老檔 Ⅲ, 천명 10년 사월 18일, p.969: “boode umai mejige akū. baha olji niyalma,
morin, ihan, ai ai jaka i ton be, getuken i bithe arafi unggi.”
淸太宗實錄 권48, 숭덕 4년 팔월 9일: “止可遣人來報一次. 若頻報, 則恐兵少力煩.”
두 白旗의 중간 보고는 滿文老檔 Ⅵ, pp.952-953; 원정군 전체의 중간 보고는 滿文老檔
Ⅵ, p.995. 이훈(2018)은 후자가 두 白旗의 2차 보고라고 판단하여, 1차 보고를 보낸 이후

- 32 -

로 우시타가 더 많은 부족민을 노획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후자는 “와르카에 출정한
우시타 등이 보낸 글(warka de cooha genehe usita sei unggihe bithe)”로 “여덟 구사가 얻
은(jakūn gūsai baha)” 인수를 적고 있기 때문에, 두 白旗의 중간 보고에 언급된 수를 포함
해 팔기의 원정군 전체가 얻은 수를 최종 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원정군이 수
도에 데려온 인수를 합하면 남자 1,146명, 총 인구 2,569명으로 최종 보고에 적힌 수와 거
의 비슷하다.
한편 이 최종 보고는 滿文老檔 의 숭덕 원년 사월 15일조에 실려 있다. 두 白旗가 귀
환할 때( 滿文老檔 은 사월 10일, 淸太宗實錄 은 사월 6일) 지휘관 우시타의 이름이 등장
하지 않기 때문에, 우시타가 두 白旗의 원정군 일부를 먼저 돌려보낸 후 따로 노획을 계
속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종 보고 기사는 淸太宗實錄 과 마찬가지로 삼월
15일조에 실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滿文老檔
㉠ 아르진 등을 가하이로 파견.
㉡ [原檔殘缺] 灰鼠皮 가죽옷 7벌, …
㉢ “바로 그 우시타 등이 보낸 글.
삼월 12일
………” 우시타 등이 니오니쿠 피살 사
건 보고
㉣ 한이 몽고의 라마들을 비판

날짜

淸太宗實錄

- 開城의 문 이름 바꾸게 함
- 우시타 등이 보낸 최종 보고
- 한이 몽고의 라마들을 비판

삼월 15일
㉤ “15일에” 開城의 문 이름 바꾸게 함
㉥ 우시타 등이 보낸 최종 보고
㉦ “15일에” 두 紅旗의 도지리, 후시 등
귀환
사월 15일
㉧ “같은 15일에” 존호를 받은 예로 관
원들에게 상 내림
㉨ “같은 15일에” 조선 사신 나덕헌 등
출발

- 두 紅旗의 도지리, 후시 등 귀환
- 존호를 받은 예로 관원들에게 상
내림
- 조선사신 나덕헌 등 출발

위의 표는 각 날짜에 滿文老檔 과 淸太宗實錄 에 실린 기사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
다. 滿文老檔 사월 15일조를 보면 “15일에”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 ㉦). 滿文老檔
에서 날짜는 한 번만 적는 것이 원칙으로, 같은 날짜에 여러 기사가 실린다면 날짜를 아
예 생략하거나 ㉧, ㉨과 마찬가지로 “같은(ineku)”이라는 표지를 날짜 앞에 붙여준다. 한편
滿文老檔 삼월 12일조( 滿文老檔 Ⅵ, p.959)의 ㉡은 기사의 앞부분이 소실되었고, 남아
있는 내용은 각종 의류의 수량이 나열된 것이다. 그런데 최종 보고 ㉥의 끝부분 역시 원
정에서 원정군이 노획한 모피와 의류 목록이다. 또한 ㉡과 ㉥에 실린 모피와 의류의 항목
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보면 ㉡에서 소실된 부분이 바로 ㉤과 ㉥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 서두의 “15일”은 사월 15일이 아니라 삼월 15일이며, 날짜가 적혀있지
않았던 ㉡~㉣은 ㉥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자연히 삼월 15일자 기사이다. 이는 淸太宗實
錄 의 날짜와 일치한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원정군의 귀환 과정을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두 白旗의 지휘
관이었던 우시타는 현지활동을 마무리한 후 두 白旗의 상황을 알리는 중간 보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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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보고 외에 두 구사씩 또는 左翼・右翼이 각각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
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에 주로 남아있는 보고는 귀환하기 직전 중간 기지에서 보낸 것으로,
현지에서 戶口와 노획품의 수를 최종 점검한 결과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최
종 보고라고 부를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원정에서 얻은 戶口와 전리품 중
일부를 중간 기지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종 보고에 언급된 수
량은 수도에 도착한 수량보다 약간 적은 편이다.

3. 귀환과 戶口・전리품 분배
최종 보고 등을 통해 원정군의 귀환 소식이 접수되면 수도에서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원정군이 도착하는 날에 맞춰 성 밖에서 환
영 연회를 열었다. 예를 들어 천총 9년에 바키란의 원정군이 귀환할 무렵 홍
타이지는 교외로 사냥을 나가 있었는데, 원정군의 귀환 소식이 전해지자 인
편을 보내어 소 10마리와 양 200마리를 잡아 원정군과 戶口를 대접하라는
명을 전달했다.81) 이에 따라 盛京에 留守하고 있던 아바타이가 사월 22일
관원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원정군을 맞이하였다.82) 홍타이지는 사냥에
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인 오월 6일 버일러들과 함께 친히 연회에 참석하여
원정군을 위무하고 노획된 戶口를 접견했다.83)
원정군이 귀환 후 한과 버일러를 알현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상술한 천
총 9년을 포함하여 천총 5년과 숭덕 5년(1640)으로 총 3번인데, 이들은 붙잡
아온 戶口의 수가 가장 많았던 원정들이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예부 관원들

81)
82)
83)

(삼월 4일조). 한편 우시타는 이와 별도로 다른 구사의 지휘관들과 함께 원정 중에 발생한
피살 사건의 처리와 더불어 전체 원정군이 붙잡은 인구 수를 합산한 내용을 담은 최종 보
고를 보냈고, 이것이 삼월 15일조에 실린 기사이다. 최종 보고가 盛京에 도착한 후 원정군
은 두 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귀환했다.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사월 19일, p.108.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사월 22일, p.104.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오월 6일, pp.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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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밖에서 환영 연회를 주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환영 연회가 끝나면 원정에 참여한 관원・병사에 대한 敍功과 처벌, 노획
한 戶口와 전리품의 분배, 戶口에 대한 물품 하사 등의 단계가 뒤따랐다. 이
중 본 연구의 관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노획한 戶口와 전리품의 행방이
다. 누르하치 초기 기록부터 동해여진 원정에서 얻은 수확을 지칭하는 말로
‘올지(olji)’와 ‘보이곤(boigon)’이 구분되어 언급되었다.84) 보이곤은 戶口로
번역되며, 올지는 만주어로 직역하면 포로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포로
뿐 아니라 가축, 귀금속, 의복 등 전장에서 싸워서 얻은 일체의 물품을 포함
하는 단어였다.85)
전리품과 戶口가 별개의 카테고리에 속하며 배분 원리도 서로 달랐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사료에서 “도지리와 카주가 노획한 43명은 각
구사의 披甲의 결원을 보충했고, 두 곳에서 얻은 貂皮, 猞猁猻・水獺 등은
원정에 따라갔던 將士에게 차등있게 상주었다”86)는 식으로 간략하게 서술되
는 경우가 많아, 둘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각각이 어떤 항목을 포함하
고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戶口는 팔기에 편입되었고, 전리품은 국가에 귀속되어 한・버
일러와 관원 등이 나눠가졌다는 것은 위의 간략한 서술만 봐도 명백하다. 이
처럼 戶口는 동해여진 원정의 목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 전리품은 원정
의 비용 조달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때문에 원정 이후 戶口와 전리품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리되었는지 보다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가. 전리품(olji)과 戶口(boigon)의 구분
84)

85)
86)

다만 둘의 관계는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예를 들어 야란・시린에 출정했던 원정군이 돌아
온 기사에서 滿洲實錄 은 “2백 戶, 1천 노획을 취해왔다(juwe tanggū boigon, emu
minggan olji gajiha)”고 하였으나 滿文老檔 은 “1천 노획을 얻었고 2백 戶 만들어 돌아
왔다(minggan olji baha. juwe tanggū boigon arafi gajiha)”고 서술하였다. 만주실록역주 ,
甲寅年 십일월, p.180; 滿文老檔 Ⅰ, 甲寅年 십일월, p.40.
松浦茂, ｢ヌルハチ(淸・太祖)の徙民政策｣, pp.189-192.
淸太宗實錄 권52, 숭덕 5년 칠월 4일: “又以多濟里喀柱所獲四十三人, 亦補各旗披甲之缺
額者. 其兩處所獲貂皮、猞狸猻、水獺等物, 即以賞給從征將士有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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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품과 戶口의 분배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전리품과 戶口에 속하는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원정을 통해 얻은 노
획물의 종류가 가장 상세하게 나열된 두 기록을 비교한 것이다. ⑴은 천총 9
년 바키란의 원정군이 노획해온 결과로, 당시 차하르 몽골 릭단 칸의 아들
에제이를 招撫하기 위해 원정하고 있던 버일러들에게 盛京의 소식을 전하고
자 보낸 서신에 언급된 내용이다. ⑵는 천총 9년에 출정한 원정군 중 두 黃
旗가 귀환하면서 가져온 노획물의 목록이다.

〈표 3〉 천총 9년 유월 4일과 숭덕 원년 오월 3일 기사의 戶口와 전리품
목록 비교
⑵ 숭덕 원년 오월 3일 黃旗 귀환

⑴ 천총 9년 유월 4일 서신
Ⓐ

Ⓑ

총 인구(uheri anggala)의 수 7302명,
말 856마리, 소 543마리, 당나귀 8마리
포로 여자・아이 116명, 말 24마리, 소
17마리, 개 43마리

남자 361명, 여자 362명, 5-6뼘의 아이
들 125명, 4뼘의 아이들 22명, … 말
61마리, 소 41마리
헌상품 여자 40명, 포로 여자 40명, 남
자아이 21명, 여자아이 11명, 개 10마

리, 소 10마리
담비가죽 1,024장, 늑대가죽 18장, 스 담비가죽 486장, 담비가죽옷 8벌, 스라
라소니가죽 18장, 수달가죽 20장, 여우 소니가죽 12장, 여우가죽 10장, 수달가
Ⓒ 가죽 50장, 족제비가죽옷 12벌, 족제비 죽 67장, … 너구리가죽 1장, 족제비가
가죽 160장, 회색쥐가죽옷 3벌, 회색쥐 죽 200장, 회색쥐가죽 1,500장, 인삼
가죽 1,560장, 하얀토끼가죽 197장

150근

【근거】
⑴

滿文老檔 Ⅵ, 숭덕 원년 오월 3일, pp.1036-1037: “ineku tere inenggi, warka ergide
cooha genehe juwe suwayan oton, anggin isinjiha. gajiha haha ton, ilan tanggū ninju emu,
hehe ilan tanggū ninju juwe, ninggun to, sunja to juse emu tanggū orin sunja, duin to i

juse orin juwe, uheri anggala i ton, jakūn tanggū ninju emu, morin ninju emu, ihan dehi
emu, deji hehe dehi, olji hehe dehi, haha juse orin emu, sargan juse juwan emu,
yendahūn juwan, ihan juwan, seke duin tanggū jakūnju ninggun, sekei jibca jakūn, silun
juwan juwe, dobihi juwan, hailun ninju nadan, seke solohi ulhu suwaliyaha jibca juwan
ninggun, ulhu solohi jibca duin, dobihi jibca emke, elbihe jibca emke, hailun i ajige ceke
duin, elbihe emke, solohi juwe tanggū, ulhu emu minggan sunja tanggū, orhoda e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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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gū susai gin be alime gaifi, icihiyame wajiha manggi, coohai niyalma de jakūta yan
menggun šangnaha.”
⑵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유월 4일, p.165: “bakiran, samsika duin biyai orin
juwede isinjiha. esei gajiha haha i ton juwe minggan duin tanggū jakūnju ilan. … uheri
anggalai ton nadan minggan ilan tanggū juwe, morin jakūn tanggū susai minggūn, ihan
sunja tanggū dehi ilan, jakūn eihen. olji hehe juse emu tanggū juwan minggūn, morin
orin duin, ihan juwan nadan, indahūn dehi ilan, seke emu minggan emu tanggū, niohe
juwan jakūn, silun juwan jakūn, hailun orin, dobihi susai, solohi jibca juwan juwe, solohi
emu tanggū ninju, ulhūi icu ilan, ulhū emu minggan sunja tanggū ninju, šanggiyan
gūlmahūci emu tanggū uyunju nadan. ere olji jaka be cooha genehe ambasa de šangnaha.”

우선 Ⓐ, Ⓑ, Ⓒ의 순서는 사료에 나열된 목록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 것이
다. 즉, 각 기사는 Ⓐ → Ⓑ → Ⓒ의 차례로 기록되어 있으며, ⑴은 “총 인
구 수 7302명”으로 시작해 “하얀토끼가죽 197장”으로 끝나고, ⑵는 “남자
361명”으로 시작해 “인삼 150근”으로 끝나는 목록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와 Ⓑ의 구분이다. Ⓒ의 항목은 각종 모피와 의
류, 인삼, 은량, 비단, 毛靑 등 물품으로, Ⓐ/Ⓑ와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반
면 Ⓐ와 Ⓑ여자, 아이, 말, 소 등 대부분의 항목이 겹치는데도 굳이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와 Ⓑ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성인 남성의 존재이다. Ⓑ에 성인 남성
이 포함된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천총 8년(1634) 기스하의 원정군이 보
내온 중간 보고에 “戶의 말(boigon i morin)”과 대비시켜 “주인 없는 말(ejen
akū mori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87) 이로 미뤄볼 때 Ⓐ와 Ⓑ의 차
이는 주인의 유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같은 여자・아이・牛馬라고 할
지라도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성인 남성이 존재하면 Ⓐ, 그렇지 않은 경우는
Ⓑ로 분류된 것이다.
위의 분석을 종합하면 Ⓐ는 성인 남성을 위시하여 그에 딸린 戶의 人丁
및 재산 목록이며, Ⓑ와 Ⓒ는 전리품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戶口는 남녀노

87)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천총 8년 오월 19일, p.143: “ere boigon i morin emu tanggū
susai ninggun, ihan emu tanggū jakūnju ilan. ejen akū sula morin gūsin jakūn, ihan orin

emu, …”

- 37 -

소 人丁 및 牛馬(당나귀 포함)로 구성되며, 전리품에 속하는 것은 여자・아
이・말・소의 일부, 개, 각종 모피와 의류 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88)
일반적으로 Ⓒ의 모피 등 물품이 모두 전리품에 속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
져 있으나, 戶와 항목이 같은 Ⓑ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사료에서도 戶의 牛馬와 전리품 牛馬의 수를 합치거나 총 戶
口 수에 포로의 수까지 더해 일괄 표기하는 등 노획 목록이 축소・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淸太宗實錄 , 그중에서도 건륭 연간 改修된 三修本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위 표의 ⑵는 滿文老檔 에 수
록된 기록인데, 같은 내용을 다룬 淸太宗實錄 의 기사는 Ⓒ의 항목 일체를
‘인삼 및 각종 모피’로 축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는 아예 생략하고 있다.89)
사료에서 보이는 가장 흔한 기재 오류는 여자・아이 등 같은 항목끼리 합
산하는 것이다. 천총 10년(1636) 사월 두 白旗의 귀환 기사에서 淸太宗實錄
88)

⑵에 등장하는 헌상품 여자(deji hehe)와 포로 여자(olji hehe)는 맥락상 둘 다 남편이 없는
성인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둘의 차이에 대한 실마리는 상술한 천총
9년 출정 때 포로 여자(olji hehe)를 한 명씩 취하도록 한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병
부승정 처르거이(cergei, 車爾格)와 이순(isun, 伊孫)은 홍타이지의 명을 전한 후 다음과 같
이 덧붙였다.
“너희는 한께서 아껴주시며 말씀하신대로 너희 分을 살펴 나쁜 여자를 취하라. 좋은 여자
를 중간에 헌상품으로 내어 데려오지 않고 취했을 때는 우리가 도착한 후 여자를 반드시
살필 것이다. 分에 맞다면 (그것으로) 됐다. 헌상품으로 바친 자가 나쁘고, 너희가 데려온
자가 좋은 여자일 때는 죄로 삼는다.”(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시월 6일, p.314:
“juwe aliha amban kan i henduhe gisun be songkoi hendufi jai geli henduhengge. suwe
kan i uttu gosime henduhe bade suweni teisu be tuwame ehe hehe be gaifi sain hehe be
siden de deji tucibufi gajirakū sain hehe be gaiha ohode, be isinjiha manggi hehe be
urunakū tuwambi. teisu oci wajiha. deji de gaihangge ehe, suweni gajihangge sain ohode
weile arambi.”)
여기서 한과 버일러에게 바치는 ‘좋은 여자(sain hehe)’가 ‘헌상품 여자(deji hehe)’이고,
병사들이 분에 맞게 취하도록 허락받은 ‘나쁜 여자(ehe hehe)’가 ‘포로 여자(olji hehe)’임

89)

을 알 수 있다. 남편 없는 성인 여성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여자’를 따로
선별하여 한과 버일러에게 헌상품으로 바쳤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좋고 나쁨의 기준
이 무엇이었는지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가도 정벌로 얻은 노획품을 홍타이지에게 헌상
한 목록 가운데 “미녀 20명, 2등 여자 200명”( 淸代檔案史料叢編 第14輯, p.19)이라는 기
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외모가 선발의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淸太宗實錄 권29, 숭덕 원년 오월 3일: “俄屯、昂金往征瓦爾喀部落, 俘獲男子三百六十一,
婦女三百六十二, 幼穉一百四十七, 馬牛一百有二, 人參、貂、猞狸猻、狐、獺等裘以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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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白旗가 노획해온 인구가 “장정 115명, 여자・아이 410명, 牛馬 총 20
마리”라고 표기했다.90) 이 기사만 보면 이때 붙잡혀온 인구가 남자 115명과
여자・아이 410명을 합쳐 525명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滿文老檔
의 기사를 보면 당시 원정군이 노획해온 내역은 “남자 115명, 여자 140명,
아이 57명으로 총 312명. 말 27필, 소 3필, 헌상품 여자 98명”91) 등으로, 전
리품인 헌상품 여자 98명을 제외한 戶口의 수가 312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三修本의 ‘410명’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戶口의 남녀와
헌상품 여자의 수를 한데 더하여 발생한 일종의 오해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戶口・전리품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는 사료 간 기술이 어긋나
거나 만문사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보다 사실에 가까운 수치를 복원하
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숭덕 8년 아르진・하닝가의 원정군은 흑룡강
상류의 7개 村을 공격하여 2,700여명을 붙잡았는데,

淸太宗實錄

三修本은

이들이 보낸 중간 보고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 波和里、諾爾噶爾、都里三處俘獲男子七百二十五名, ㉯ 小
噶爾達蘇、大噶爾達蘇、綽庫禪、能吉爾四處投順來歸男子三百二
十四名, ㉰ 婦人二十九口. ㉱ 又俘獲婦女幼穉一百九十九口.92)
[원문자와 밑줄은 인용자]
먼저 ㉱의 “俘獲婦女”는 전리품의 일종인 ‘포로 여자(olji hehe)’의 번역어
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의 “俘獲男子”는 표현이 이와 비슷한데다 戶로 추
정되는 ㉯의 “投順來歸男子”와 대비되기 때문에, 저항한 남자들이 투항한 남
자들과 달리 전리품으로 전락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것처럼

91)

淸太宗實錄 권28, 천총 10년 사월 6일: “往征瓦爾喀部落胡辛泰、何爾敦還. 獲壯丁一百十
有五名, 婦女幼小四百一十口, 馬牛共三十.”
滿文老檔 Ⅵ, pp.990-991: “juwan de, warka de cooha genehe juwe sanggiyan hūsintai,

92)

holdon isinjiha. esei bahafi gajiha hahai ton emu tanggū tofohon, hehe emu tanggū dehi,
ajige juse susai nadan, uheri anggala i ton, ilan tanggū juwan juwe, morin orin nadan,
ihan ilan, deji hehe uyunju jakūn, …”
淸太宗實錄 권64, 숭덕 8년 삼월 17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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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일절 전리품에 속하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를 보면, 수식어가 붙지 않은 “婦人”은 원래 戶의 성인 여성
을 가리킨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戶에 속한 여자・아이의 수는 戶의 남성에
비해 1~1.5배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29명이라는 수는 지나치게 적다. 사실
㉰는 三修本을 편찬하면서 重修本에 있던 “進獻婦人”93)을 일부 누락하고 잘
못 옮겨 적은 것이다. 즉, ㉰는 戶의 여자가 아니라 헌상품 여자(deji hehe)
에 해당한다. 重修本은 또한 이때 붙잡은 인구의 총수가 2,703명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2,703명에서 남자 1049명, 헌상품 여자
29명, 포로 여자・아이 199명을 뺀 1,426명이 戶의 여자・아이 수라고 추론
할 수 있다. 이는 남자 수의 1.35배로 다른 원정들과도 비슷한 수치이다.94)

나. 전리품의 처리와 원정의 비용 문제
전리품은 일반적으로 한과 버일러가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다. 천총
5년에는 한과 버일러들이 전리품의 반을 헌상품으로 취한 데 비해,95) 천총
9년 바키란의 원정군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았다 하여 한과 버일러가 특별히
제몫을 취하지 않았다는 언급이 등장한다.96) 순치 원년의 원정에서는 전리품
가운데 한과 버일러가 가져간 것은 여자 18명 뿐이었다.97) 이를 종합해볼
때 전리품 중에서 한과 버일러가 취할 몫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93)
94)

淸太宗實錄 (康熙 重修本) 권64, 숭덕 8년 오월 25일, p.30.
중간 보고가 도착한지 한 달 반 뒤인 칠월 7일 원정군이 귀환하면서 데려온 목록에 “남자

1,069명, 여자・아이 1,499명, 헌상품 여자 26명”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추론이 합당함을 알 수 있다. 淸太宗實錄 (康熙 重修本) 권65, 숭덕 8년 칠월 7일, p.14:
“往征黑龍江部落纛章京阿爾津、哈寧噶等還. 攜來男子一千六十九名、婦女幼小一千四百九十

95)

96)

97)

九口. 馬二百八十六匹, 牛一百六十三頭, 驢七頭. 外進獻婦女二十三名、俘獲婦人一百八十九
名. …”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천총 5년 삼월 20일, p.101: “hehe, furdehe, indahūn, ai ai jaka

be han beise hontoholome deji gaiha.”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오월 7일, p.133: “ice nadan de, bakiran, samsikai
dahabufi gajiha olji niyalma emu tanggū juwan ninggūn, …erebe cooha genebe ambasa be
jobohū seme kan beise gaihakū.”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中,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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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다음으로 원정에 참여했던 관원과 병사들에게 전리품이 지급되었다. 여기
서 두 가지 질문이 발생한다. 첫째, 관원과 병사에 대한 전리품 지급은 원정
에 대한 보수를 대신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응당 받아야 하는 보수 외에
별도로 내리는 특별상이었는가? 둘째, 전리품으로 원정군에 대한 보수를 포
함한 동해여진 원정의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었는가? 즉, 동해여진 원정
은 후금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을까?
한편 병사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毛靑이나98) 은량을 지급한 기록이 남아있
는데,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역시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있다. 예를 들어 우
시타의 원정군은 두 구사씩 나뉘어 귀환하였기 때문에 각자가 가져온 전리
품의 수량이 따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병사들에게 지급한 은량은 “두 白旗의
185명 披甲에게 披甲 1명당 8량으로 계산하여, 그 잡아온 전리품 사람과 모
피를 환산하여(salibume) 1512량을 주었다”99), “두 藍旗 210명 披甲은 1명당
8량으로 계산하여, 그들이 잡아온 전리품 사람, 모피, 庫의 毛靑 144필, 또 2
심 길이의 毛靑, 이렇게 모두 1680량 주었다”100)는 등 기사마다 서술된 내
용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전자의 기사를 보면 마치 병사들이 노획해온 전리
품에 값을 매겨 국가가 일괄적으로 수매한 듯한 인상을 준다. 반면 후자의
기사에서 원정군이 가져온 전리품 외에 국고의 毛靑을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을 보면, 병사들에게 주어야 할 보수를 은량 값어치만큼 실물로 대체한 것
으로 읽힌다.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아르진・하닝가의 귀환 기사에 있다.

98)

淸代檔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천총 5년 사월 22일, p.120: “orin juwe de warka de cooha

genehe niyalma de juwe beyede juwanta mocin.”
滿文老檔 Ⅵ, 천총 10년 사월 6일, p.991: “juwe sanggiyan emu tanggū jakūnju sunja
uksin de, emu uksin de jakūta yan bodome, ini gajiha olji niyalma furdehe be salibume,
emu minggan sunja tanggū juwan juwe yan buhe.”
100) 滿文老檔 Ⅵ, 숭덕 원년 사월 27일, p.1023: “juwe lamun i juwe tanggū juwan uksin,
emu uksin de jakūta yan bodome, ceni gajiha olji niyalma, furdehe, ku i mocin emu
tanggū dehi duin, jai juwe da mocin, ere uheri emu minggan ninggun tanggū jakūnju yan
99)

bu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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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史料叢編 에 실린 해당 檔案은 입관 전 동해여진 원정 전체를 통틀어 원
정의 전후 처리 결과를 가장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우선 병사들에게 지급된 내역부터 살펴보면,

淸太宗實錄 의 기사는 원정

에서 돌아온 護軍校 56명에게 40량씩, 軍士(=披甲) 332명에게 30량씩, 廝卒
426명에게 15량씩 총 18,590량을 포상하였다고 적고 있다.101) 그런데 같은
내용을 전하는 淸代檔案史料叢編 의 檔案에 따르면 이 18,590량 가운데 실
제 은량으로 지급된 것은 5,315량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원정에서 가져온 전
리품과 국고의 毛靑 등 현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2) 즉, 은량
은 병사들에게 지급된 보수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단위로, 반드시 실제 은량
을 지급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103)
한편 당시 원정군은 전리품으로서 헌상품 여자 26명, 포로 여자 189명, 남
자아이 23명, 여자아이 37명, 소 8마리, 개 16쌍104)을 비롯해 각종 모피와
의류를 가져왔는데, 병사들에게 지급된 것을 포함하여 전리품 일체가 분배된
내역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101)

102)

103)

淸太宗實錄 권65, 숭덕 8년 칠월 7일: “又賞八旗護軍校五十六員、軍士三百三十二名、廝
卒四百二十六名, 每護軍校各銀四十, 每軍士各銀三十, 每廝卒各銀十五, 計共銀一萬八千五百
九十兩.”
淸代檔案史料叢編 第14輯, p.108: “應賞銀共一萬八千五百九十兩, 今給賞銀共五千三百十
五兩, 其不足之數, 以毛青布一萬二百匹、婦女七十八口、男童十名、女童十四口、牛二頭折補
之.”
숭덕 8년 초 귀환한 원정군에 대해서는 관원과 병사에 대한 보수가 아예 전부 현물로 대
체되기도 하였다. 샤르후다가 실각한 후 총지휘관 임무를 넘겨받았던 주마라[Jumara, 朱馬
喇]의 경우 보수로 81량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여자 1명(24량), 여자아

이 1명(8량), 작은 여자아이 1명(3량), 粧緞 1필(10량), 큰 毛靑 30필(각 1량 2전)로 실제
은량은 전혀 없었다. 淸代檔案史料叢編 第14輯, p.97.
104) 淸代檔案史料叢編 의 기사에는 개를 세는 단위가 생략되어 있어, 淸太宗實錄 (康熙 重
修本) 권65, p.14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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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숭덕 8년 아르진・하닝가의 원정군이 노획해온 전리품 목록과 분배 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항목
분배 내역
일치 여부*
헌상품 여자 26명 ?
X
관원들에게 지급(26명), 병사들에게 지급(78명),
포로 여자 189명
X
新滿洲들에게 처로 줌(17명), 남겨둠(11명)
남자아이 23명 병사들에게 지급(10명), 사상자에게 지급(13명)
O
여자아이 37명 병사들에게 지급(14명), 사상자에게 지급(22명)
O
소 8마리
병사들에게 지급(2마리), 사상자에게 지급(6마리)
O
개 16쌍
관원에게 지급(11쌍)
X
貂皮 854장
관원에게 지급(630장), 外庫에 보관(224장)
O
貂尾 346개
外庫에 보관(346개)
O
貂蹄 400개
사상자에게 지급(400개)
O
貂尾圍脖子 2개 사상자에게 지급(2개)
O
貂皮端罩 1개 外庫에 보관(1개)
O
貂蹄皮端罩 3개 사상자에게 지급(3개)
O
猞猁孫皮端罩 2개 外庫에 보관(2개)
O
狐皮端罩 2개 사상자에게 지급(2개)
O
狐皮 32장
外庫에 보관(32장)
O
水獺皮 7장
사상자에게 지급(7장)
O
狼皮 1장
사상자에게 지급(1장)
O
灰鼠가죽 613장 사상자에게 지급(613장)
O
灰鼠皮端罩 5개 사상자에게 지급(5개)
O
角鹿皮 1장
外庫에 보관(1장)
O

【근거】 淸代檔案史料叢編 第14輯, p.108.
* ‘일치 여부’는 노획해온 전리품의 수량과 분배 내역에 언급되는 수량의 일치 여부

위 표를 보면 헌상품 여자와 포로 여자, 개 등 3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
두 원정군이 가져온 수량과 분배되었다고 기록된 수량이 일치한다. 이 분배
기록에는 한과 버일러가 가져간 몫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헌상
품 여자는 한이 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배된 내역이 없는 헌상품 여자
26명과 포로 여자 32명, 개 5쌍은 한과 버일러가 가져갔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때 전리품의 대부분은 원정에 참여한 관원과
병사에게 지급되었고, 일부가 국고에 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요한 것은 과연 원정의 전체 비용을 전리품만으로 충당할 수 있었
는가의 문제이다. 위의 표에서 다룬 아르진・하닝가의 원정만 놓고 본다면,
이 원정은 상당히 적자가 났다. 전리품 대부분이 병사들에 대한 보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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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에도, 국고에서 추가로 은량 6,095량과 毛靑 11,849필이 지출되었다.
이는 단지 팔기군에 대한 지출만 더한 것으로, 원정에 참여한 외번몽고에게
별도로 지급된 각종 옷감의 값어치 또한 28,580량에 육박했다. 전리품 중 몇
몇 물품이 국고에 귀속되긴 했지만, 그것들까지 모두 더하더라도 총 보상 비
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사실 아르진・하닝가의 원정에 참여한 관원과 병사들에게 주어진 포상은
동해여진 원정의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모든 동해여진 원정이 이처
럼 큰 적자를 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술한 것처럼 아르진・하닝가의
원정에서 披甲에게 지급한 보수는 인당 30량이었는데, 보통 동해여진 원정에
서 병사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그보다 훨씬 적은 5~10량이었기 때문이다.105)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藍旗의 사례처럼 병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국고의 毛靑을 동원한 선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평상시에도 동해여진 원정
의 전리품만으로 병사들의 보수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으리
라고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 원정의 원래 목적인 戶口의 정착을 돕기 위한 비용까지 계산
에 넣으면, 후금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훨씬 커졌다. 동해여진 戶口가 수
도에 도착하면 등급을 나누어 의복을 하사하였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옷감만
해도 수천 필에 달했다.106) 의복 하사는 단발성 지출이라 하더라도, 戶口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훨씬 장기적인 관리와 투자가 요구되는 사안이
었다.
이처럼 동해여진 원정이 국가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후금으로서는 금전적인 부담을 감수해야하는 사업이었다. 이
는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의 비용을 감수하고도 정기적으로 동해여진 원정
을 추진할 만큼 후금 내부의 동기가 절실했다고도 할 수 있다.

천명 10년 출정했던 披甲들에게는 은량 5량씩 지급되었고( 滿文老檔 Ⅲ, p.970), 숭덕 2년
출정한 원정군들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 각 7~10량이 지급되었다( 內國史院檔：崇德二・
三年 , p.383).
106) 淸代檔案史料叢編 第14輯, pp.95-9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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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戶口의 배분과 정착
원정군에 의해 후금으로 이주된 戶口는 팔기가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가, 천총 8년 구월 人丁이 부족한 구사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
다. 그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은 제Ⅲ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동해여진 인구의 배분은 戶口 단위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배분 기
록은 성인 남성의 처리만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도지리・카주의 원정군
이 우잘라를 정벌하고 돌아올 때 데려온 인구는 총 110명이었는데, 戶口를
분배하는 기사에서는 남자 42명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식이다.107) 그러나 숭
덕 7-8년 원정들의 기록을 보면 “양황기에 남자 39명, 여자 61명, 5-6뼘 아
이 27명, 4뼘 아이 5명, 말 105마리, 소 1마리”108)처럼 각 구사에 남자와 더
불어 戶口에 속하는 여자・아이・牛馬를 함께 나눠준 것이 확인된다.
애초에 동해여진 인구를 데려와 팔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원정의 목표인
이상, 기존 동해여진 戶에서 여자・아이를 남자와 별도로 분리시켜 굳이 분
쟁을 야기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미혼 남성에게 아내를 지급하는
일이 동해여진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였다. 상술한 것처럼 원정 중에 전리품이 된 여성 중 일부는 팔기 내 아
내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
동해여진인에게 아내가 될 여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이
일제히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홍기 홀본[Holbon, 和爾]의 니루에 아내
가 없는 동해여진인들이 있었는데, 홀본이 이들에게 아내가 될 여자를 지급
하겠다고 해놓고 끝내 주지 않았다. 이후 이들 중 5명이 도망을 시도하여, 2
명은 돌아왔지만 3명은 끝내 도망가버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애초의 약속
을 어긴 책임이 있는 니루어전 홀본은 물론, 정홍만주의 구사어전 둘러이

107)
108)

淸太宗實錄 권52, 숭덕 5년 유월 23일, 숭덕 5년 칠월 4일.
淸代檔案史料叢編 第14輯, p.94: “鑲黄男丁三十九名, 婦女六十一口, 五、六扎幼童二十七
名, 四扎幼童五名, 馬一百五匹, 牛一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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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ei, 杜雷]와 구사버일러 다이샨[Daišan, 代善]까지 책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109) 처벌받은 이들 중에는 니루의 푼더보쇼쿠
도 포함되었는데, 동해여진인들이 아내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戶部에 알리지
않았다는 죄목이었다.
둘째, 각 구사에 배분된 동해여진 戶口는 외니루의 자유민으로 편입되었
다.110) 팔기 구사에는 外니루(tulergi niru)와 包衣니루(booi niru)가 있었는데,
외니루가 국가에 대한 군역과 공과를 부담했다면 포의니루는 이를 면제받는
대신 구사버일러와 그들의 가문, 즉 八家에 봉사하는 조직이었다.111) 구사버
일러 입장에서는 동해여진 인구를 자신에게 사적으로 소속된 포의니루에 편
입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었다. 그러나 천총 4년(1630) 시월 16일
자로 포의니루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사람을 매입했거나 어린아이가 자라
성인이 된 경우만 새로 입적하는 것을 허가하였기 때문에112), 군사 원정으로
노획한 인구는 원칙적으로 포의니루에 편입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귀순
한 동해여진 戶口의 人丁과 재산은 戶의 남자를 따라 모두 외니루로 편입되
었을 것이다.

109)
110)

111)

淸太宗實錄 권47, 숭덕 4년 칠월 20일.
숭덕 8년 샤르후다의 원정군을 따라 귀순한 戶에게 등급을 나누어 의복을 하사한 기록을
보면, 등급에 들어가는 남녀와 등급에 들어가지 않는 남녀 외에 男奴과 女僕이라는 표현
이 등장한다. 이를 보면 동해여진인 내부에도 奴僕(aha)으로 여겨지는 계층이 존재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내부 위계와 관계없이 외니루의 戶口로 취급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군역을 지는 외니루와 대비되는 八家 소속 니루를 내니루(dorgi
niru) 또는 包衣니루(booi niru)라고 불렀다고 알려져 있었다. 최근 增井寬也는 내니루가 포
의니루의 동의어가 아니라, 외니루 가운데 니루어전직을 세습할 권리를 인정받은 일부 니

루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외니루와 대비되는 말은 포의니루
이며, 외니루의 하위 개념으로 세습권을 지닌 내니루, 세습권과 더불어 공과 면제 특권을
부여받은 전관니루(enculehe niru)가 있었다. 增井寬也, ｢淸初ニル類別考｣, 立命館文學
608, 2008, pp.370-348.
112)
淸太宗實錄 권7, 천총 4년 시월 16일: “凡諸貝勒包衣牛彔, 或係置買人口, 及新成丁者,
准與增入. 毋得以在外牛彔下人入之. 如丙寅年九月初一日以後, 有將在外牛彔下人編入者, 退
還原牛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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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천총 8-9년 동해여진 원정과 홍타이지의
팔기 개혁
앞서 제Ⅰ장에서 후금의 성장에 따른 동해여진 원정의 성격 변화를 알아
보고, 그 원인으로 이전 시기 원정을 추동하던 외적 요인이 해소되는 한편
팔기의 결원 보충이라는 내적 요인이 부상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Ⅱ장에
서는 사료에 나타난 동해여진 원정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진 통일 이후 동해여진 원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제Ⅱ장 서두에 제시한 표로 되돌아가보면, 원정
군의 규모와 붙잡아온 戶口의 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훨씬 컸던 원정이 두
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천총 8년 십이월 출정한 바키란・삼시카의
원정과 숭덕 4년 십일월 8일 출정한 소오하이・삼시카의 원정이다. 바키란・
삼시카의 원정군이 단독으로 노획해온 戶口는 7,302명에 달하며, 소오하이・
삼시카의 원정군도 5,673명이나 되는 戶口를 이끌고 귀환했다. 이는 일반적
인 동해여진 원정의 두 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오하이・삼시카의 원정은 사실 봄보고르 토
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금 다른 성격의 원정이었다.113) 봄보고르는 흑룡강 상
류 솔론 부락의 수장으로 숭덕 2년 처음 청조에 入貢했던 인물이었는데, 모
종의 이유로 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숭덕 4년 원정의 대상이 되었다. 원정
군은 봄보고르의 근거지를 기습해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으나 봄보고르가 도
망하자 전투에서 戶口 5,673명을 데리고 일단 귀환하였고, 석달 뒤에 시터
쿠・지시하를 위시한 새로운 원정군이 봄보고르를 붙잡기 위해 재차 출정하
였다. 즉, 숭덕 4년 십일월의 원정에는 봄보고르라는 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13)

흑룡강 상류에 거주하던 동해여진 후르하와 솔론의 구분 및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阿南
惟敬, ｢淸初の黑龍江虎爾哈部について｣, 淸初軍事史論考 , 甲陽書房, 1980, pp.9-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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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총 8년 십이월에는 각각 흑룡강과 와르카 일대를 목표로 하는 두 조의
원정군이 열흘 간격으로 출정했다. 바키란과 삼시카가 이끄는 병사 2500명
의 원정군은 흑룡강 일대에서 무려 7,302명을 붙잡아 이듬해 사월 22일 귀
환했고, 우바하이와 깅굴다이의 원정군은 와르카의 아쿨리・니만에서 약
1,300명의 戶口를 데리고 유월 19일에 수도로 돌아왔다. 이 두 원정에서 노
획해온 戶口는 총 8,600여명으로, 그때까지 동해여진 원정에서 잡아온 戶口
의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았다. 그런데 천총 8~9년의 원정들에서는 솔론
원정에 필적하는 외적 요인이 보이지 않으며, 원정군이 현지에서 큰 전투를
벌인 흔적도 없다.
그렇다면 외적인 요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천총 8년 후금이 전례 없는 규
모의 동해여진 원정에 나서게 된 내적 동기는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천총
8년 동해여진 원정 전후 시기 후금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에 주목하여, 당시
동해여진 원정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는지, 나아가 원정의 결과 후
금 내부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다 상세하게 추적하고자 한다.

1. 천총 8년 동해여진 원정의 목적
사실 동해여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원정은 이미 천총 8년 초에
예고된 바 있었다. 천총 7년 출정한 기스하의 원정군이 한창 현지에서 활동
하고 있을 즈음, 흑룡강 지역에 거주하는 키양투리[Kiyangturi, 羌圖里] 일행
이 貂皮를 공납하러 와서 瀋陽에 머물고 있었다. 홍타이지는 이들 일행에게
공납을 꾸준히 해온 것을 칭찬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➊ 나에게 貂皮를 公課로서 보내러 오지 않는 다른 지방의 후르하
를, 나의 대군을 보내 취할 것이다. 너희는 멋대로 서로 왕래하지
마라. 같이 살해당해도 어쩔 수 없다. 출정한 자를 아는 자는 만나
러 가도 (좋다). 이제 예전처럼 적은 병사를 보내지 않고 반드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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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보낼 것이다.114)

여기서 홍타이지는 원정 대상을 후금에 공물을 바치지 않고 있는 동해여
진인들로 한정하고 있는데,

淸太宗實錄 은 이를 “후르하 (중에) 태만하여

조공하지 않는 자(虎爾哈慢不朝貢)”라고 번역했다.115) 실제로 이런 예고가 있
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말로 상술한 것처럼 대규모 군사 원정이 이루
어졌기 때문에, 마치 홍타이지가 공납을 바치지 않는 동해여진 현지인들을
‘징벌’하기 위해 원정을 일으켰다고 오해할 수 있다.116)
동해여진인들로 하여금 공납을 잘 바치게 하는 것이 원정의 목적이었다면,
숭덕 4~5년 쿠르카 지역으로 출정한 원정군처럼 노획한 戶口를 후금의 지배
가 닿는 지역에 두고 모피를 공납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숭덕 4년 출정한 薩
爾糾의 원정군이 붙잡은 남자의 수는 483명이었는데, 이 중 원정군과 함께
수도로 귀환한 자는 4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현지에 남아 계속해서 공물
을 바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천총 8년의 원정 때는 戶口를 현지에 두고 오기는커녕 공물을 잘
바치고 있던 현지인들마저 이주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인구 노획이 극심
했다. 바키란의 원정군이 출정하기 나흘 전인 천총 8년 십이월 6일 일군의
동해여진인들이 공물을 바치기 위해 盛京에 도착했는데, 이들은 원정군의 목
표 지역인 흑룡강 부근에 거주하는 자들이었다. 출정 당일 홍타이지는 이들
가운데 우연 村의 수장 카바이, 쿠룸투(Kurumtu) 村의 수장 골돈[Goldon, 郭
爾敦] 등을 불러 회유하는 한편, 원정군에게는 별도의 명령을 하달했다.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천총 8년 이월 12일, p.74: “minde seke alban benjime jiderakū
encu goloi hūrga be mini amba cooha unggifi gaimbi. suwe balai ishunde kothūme ume
yabure. suwaliyabume waburahū. cooha genehe niyalma be takara niyalma oci acaname
genekini. te seibeni gese komso cooha be unggirakū. urunakū amba cooha unggimbi.”
115) 淸太宗實錄 권17, 천총 8년 이월 12일: “虎爾哈慢不朝貢, 將發大兵往征. 爾等勿混與往
來. 恐致誤殺. 從征士卒有相識者, 可往見之. 此次出師, 不似從前兵少, 必集大眾以行也.”
116) 阿南惟敬, ｢淸の太宗の黑龍江征討について｣, 淸初軍事史論考 , 甲陽書房, 1980, pp.21-22
114)

도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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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너희는 너희 땅에서 밤낮이 언제인지 세월 모르고 살기보다야,
내 아래 와서 부려져야 할 자들이다. 내가 너희 지방을 취하러 가겠
다고 하고도 겨를이 없었다. 다른 도리를 몰라서 그대로이다. 한이
된 자가 각각 속하의 자들을 수합하는 것이 도리이다. 너희가 책을
몰라서 그대로인 것이다.117)
➌ (카바이 등) 이 곳에 사는 자를 너희가 데리고 가서, 다른 村
들을 공격하여 너희 손에 충분히 만족스럽게 얻는다면 이자들이 온
세 村은 공격하지 마라. 남기고 와라. 남길 때, ‘너희는 한의 아래에
갔기 때문에 남긴다. 이후에도 왕래시켜라. 왕래가 단절되면 역시
공격해 데려간다’고 말해라. 또한 다른 村을 공격하여 너희 손에 충
분히 만족스럽게 얻지 못하면, 이 세 村을 남기지 마라. 전부 정벌
해 데려와라.118) [밑줄은 인용자]

➋는 홍타이지가 카바이 등을 따로 불러 귀순하기를 설득할 때 한 말이고,
➌은 그 전에 출정하는 관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➋에서 홍타이지는 “한이
된 자가 屬下를 수합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면서 카바이 등을 후금 중심
부로 이주시키는 것이 마치 ‘여진 통일’의 일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➌을 보면 ➋의 말과 달리 홍타이지는 카바이의 부락에 대해 내심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천총 8년 십이월 10일, p.383: “si sini bade bo dobori inenggi
balame aniya se sarkū tubade bisire anggala, mini jakade jifi takūršabuci acara niyalma
kai. bi suweni golo be ganaki seci jabduhakū bihe. gūwa kooli sarkū ofi tuttu, han tehe
niyalma, meni memi harangga niyalma be bargiyarangge kooli. suwe bithe sarkū ofi tuttu
kai.”
118)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천총 8년 십이월 10일, p.381: “jai suweni dailame genere
117)

sucunara goloi hiya halai uyen gašan i ejen kabai, erei gucu juwe, kurumtu gašan i ejen
goldon, erei gucu ilan, na gašan i emu niyalma, ubade bisirengge be jihengge be cooha
de unggihe. esei jali henduhe gisun. ese be suwe gamafi, gūwa gašan se be sucufi suweni
gala de tesume eleme bahaci, ere niyalma jihe ilan gašan be ume necire werifi jio. werire
de hendure gisun. suwa han i jakade genehe dahame werimbi. ereci amasi kemuni yabu.
yaburengge lakcaci geli sucufi gamambi se. jai gūwa gašan se be sucufi suweni gala de
eleme tesume baharakū oci, ere ilan gašan be ume werire yoni dalime gaj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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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경우의 수를 세워두고 있었다. 우선 다른 부락을 공격하여 戶口를
노획하고, 얻은 인원이 목표치보다 부족하면 카바이의 부락을 남김없이 데려
오되, 다른 부락에서 얻은 인구가 충분하다면 카바이 등을 현지에 남겨두면
서 그 이유를 ‘공납을 잘 바쳤기 때문’이라고 주지시키도록 한 것이 홍타이
지가 세운 전략의 골자였다.
이를 보면 동해여진 부락의 공납 여부가 정벌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작
되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원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➊과 ➋는 요컨대 홍타이지가 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상황에 각각 동원하는
설득의 논리이자 ‘명분’이었던 것이다. 요행히 정벌을 면하고 현지에 남은
이들에게 마치 공납만 잘 바치면 정벌될 일이 없을 것처럼 언질을 주어 안
심시키고, 앞으로도 공납에 힘쓰게 한다. 공납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이주를 당하게 된 이들에게는 ➋에서처럼 원래 후금과 동해여진이 한 나라
이기 때문에 홍타이지에게 와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득하여 반감을 최
소화한다. 같은 대상을 두고도 이처럼 사뭇 다른 두 가지 설득의 논리가 공
존한 것은, 당시 원정의 주된 목표가 다름 아닌 필요한 만큼의 인구수를 조
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시 ➊을 살펴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반드시 대군을 보낼 것”이라는 맨 뒷부분이다. “공납을 바치지 않는 자를
정벌하겠다”는 말이 원정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기에는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술한 대로이다. 게다가 현지인들이 공납을 잘 바치도록 위협하는 일
은 그다지 많은 군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숭덕 4년 薩爾糾와 함께 간 군
사는 고작 100명이었고, 숭덕 5년 우잘라로 출정한 원정군 3~4백 명은 대부
분 중앙의 병사가 아니라 중간 기지인 닝구타의 정착민이었음은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천총 8년과 같은 대규모 군사의 출정은 많
은 인구를 수도로 이주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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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월 21일의 결정’과 그 의의
그렇다면 홍타이지는 무엇 때문에 천총 8년에 이처럼 대대적인 동해여진
인구의 유입을 계획했던 것인가? 당시 후금 내부에서 평상시 원정에서 데려
오는 수보다 동해여진 인구가 많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Ⅱ장에서 잠깐 살펴본 동해여진 戶口의 분배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동해여진 戶口의 팔기 균분이 원칙이던 시기에 남아있는 분배 사례는 천
총 5년 귀환한 뭉가투의 원정이 유일하다. 이 원정은 귀순하는 무리를 戶로
편제해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홍타이지 시기의 전형적인 동해여진 원
정이었다.119) 이때 원정군과 함께 수도에 도착한 3,023명의 戶口는 한과 버
일러를 차례로 알현한 후 각 구사에 배분되었다.
특기할 점은 이때 정백기가 배분 대상에서 빠지고 戶口를 일곱 구사만 나
눠가졌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전에 귀순해 정백기로 편입된 동해여진 출
신 조르지오[Jorgio, 卓爾紏]와 삽투[Sabtu]의 일족이 많았다는 것이었다.120)
조르지오는 후르하의 유력 씨족인 토코로(tokoro, 托科羅)씨 출신으로, 천명
6년(1621) 여오더허의 군대가 후르하를 정벌하러 갔을 때 귀순한 인물이었
다.121) 삽투 또한 구왈차(Gūwalca) 지역의 수장으로 늦어도 천명 말에는 일
족을 이끌고 귀순해온 것이 확인된다.122) 이들 모두 동해여진 출신이긴 하지
만 이번 원정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이들의 존재 때문에 정백기가 戶口
배분에서 제외된 것을 보면, 戶口의 팔기 균분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문자 그

119)

淸太宗實錄 권5, 천총 3년 칠월 11일: “命孟阿圖率官八員、兵三百人, 往征瓦爾喀. 上諭

之曰：爾等行軍, 宜嚴紀律. 毋妄殺. 毋劫掠. 歸附之眾, 皆編爲民戶攜還. 其所產貂皮及一切諸
物, 毋得纖毫私取. 若克建功績, 自加陞賞.”
120)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천총 5년 삼월 20일, p.102: “gulu šanggiyan i gūsade jorgio

sabtui [mukūn] fulu bi seme buhekū.”
八旗滿洲氏族通譜 권49, p.559.
122) 滿文老檔 Ⅲ, pp.1054-1055. 삽투의 칙서에 함께 언급되는 사람은 총 29명인데, 이름이
적힌 자들을 ‘등급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등급 없는 자들’을 포
121)

함하여 일족의 전체 인원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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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1/8씩 나눈 것이 아니라, 각 구사의 인력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해여진 戶口의 균분 원칙은 천총 8년 구월을 기점으로 변화한다.
홍타이지가 직접 戶口의 새로운 분배 방식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제Ⅰ장에서
살펴봤듯이, 여진 통일 이후 후금에 유입된 동해여진 戶口는 원정의 부차적
인 결과로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팔기 니루의 결원 보충이라는 후금의
내적 수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노획되어온 것이다. 이처럼 계획된 원정을 통
해 획득한 戶口를 나눠주는 방식을 개정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팔기의
운영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단지 분배 방식이 변화했다는 결
과만 놓고 봐서는 그 결정이 팔기제와 후금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
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홍타이지가 제안한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 제안을 했는지, 이러한 제안이 어떻게 다른 구사
버일러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는지, 또한 이것이 같은 해 십이월의 전례 없는
대규모 동해여진 원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 근방의 후르하 부락을 정벌하러 갔던 기스하, 우바하이 등이 1,500명
에 가까운 동해여진인을 노획하여 귀환했을 때, 홍타이지는 직접 대규모 군
사를 이끌고 명나라 宣府와 大同 지역에 출정했다가 돌아오고 있던 참이었
다. 천총 8년 구월 19일 귀환한 홍타이지가 이틀 뒤인 21일 가장 먼저 지시
한 업무는 기스하가 잡아온 동해여진 戶口의 분배 문제를 논의하라는 것이
었다. 淸太宗實錄 은 이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은 기스하가 와르카를 정벌하여 붙잡은 人民을 분배하지 않고,
잉굴다이[Inggūldai,

英俄爾岱]・룽시[Lungsi,

龍什]・무청거

[Mucengge, 穆成格]를 보내 대버일러 다이샨 및 여러 버일러들과 의
논하게 하였다. 유시하기를,
“이 俘獲한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여덟 등분으로 均分하지 말고,
마땅히 壯丁이 부족한 旗에 보충해야 한다. 팔기에서 니루를 설치함
을 일률적으로 30니루로 정하겠다. ⓐ 만일 한 旗에 30니루 외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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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있다면) 즉시 떼어내어 각 旗의 30니루가 차지 않는 것을
보충한다. ⓑ 만일 30니루에 차지 않는 旗分이 있다면, 젊고 니루를
맡길 만한 사람을 골라서 능력을 헤아려 임명하고, (자신이) 관할하
는 壯丁들을 이끌고 따로 다른 堡에 살게 한다. 후에 俘獲이 있을
때를 기다려 다시 보충하여 채워준다. 짐이 생각건대 이전부터 있는
人民은 均分하면 안 된다. 새로 俘獲된 이들은 마땅히 旗分 가운데
부족한 곳을 보충해야 한다. 만약 팔기가 하나같지 않고 그중 어느
旗가 다른 旗보다 많다면 그 마음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다이샨 등이 모두 말하길,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
다. 옛 백성을 다시 나눠주는 것은 곤란한 듯합니다. 금후 포로가
된 자는 응당 부족한 기에 보태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잉굴다이 등
이 돌아와 주하였다. 한이 戶部 호쇼이 버일러 더걸러이, 兵部 호쇼
이 버일러 요토에게 명해서 회동하여 배분하게 하였다. … Ⓒ 편제
한 戶口 557丁을 (壯丁이) 부족한 기에 보태주었다.123) [원문자와 밑
줄은 인용자]
홍타이지의 주장은 기스하가 노획해온 동해여진 戶口를 이전처럼 팔기가
똑같이 나눠가질 것이 아니라, 니루 수가 적은 구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구사마다 들쑥날쑥한 니루 수를 똑같이 30개로 통일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당시 팔기의 니루 수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 입관 전 사료
123)

淸太宗實錄 권20, 천총 8년 구월 21일: “上以季思哈征瓦璽喀所俘人民, 未經分撥. 遣英俄
爾岱、龍什、穆成格, 與大貝勒代善、及諸貝勒等會議. 諭之曰: 此俘獲之人, 不必如前八分均
分, 當補壯丁不足之旗. 八旗制設牛彔, 一例定爲三十牛彔. ⓐ如一旗於三十牛彔之外, 餘者即行
裁去, 以補各旗三十牛彔之不足者. ⓑ如有不滿三十牛彔旗, 分擇年壯堪任牛彔之人, 量能補授,
統領所管壯丁別居一堡, 俟後有俘獲, 再行補足. 朕意舊有人民, 不便均分. 新所俘獲, 理應撥補
旗分中不足者. 若八旗不以畫一, 間有一旗多於別旗者, 其意欲何爲乎. 代善等皆曰：如此分撥
最當. 重分舊人, 似屬未便. 今後俘獲之人, 自應分補不足旗分. 於是英俄爾岱等還奏. 上命戶部
和碩貝勒德格類、兵部和碩貝勒岳託, 會同分撥. …以所編戶口五百五十七丁, 撥補不足旗分.
代善等皆曰：如此分撥最當. 重分舊人, 似屬未便. 今後俘獲之人, 自應分補不足旗分. 於是英俄
爾岱等還奏. 上命戶部和碩貝勒德格類、兵部和碩貝勒岳託, 會同分撥. … 以所編戶口五百五十
七丁, 撥補不足旗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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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구사의 소속 니루 수를 모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천명 6년(1621)
윤이월 26일자의 기사가 유일한데, 이 기사에 의하면 당시 팔기의 니루 수
는 정황기가 19.5개, 양황기 45개, 정람기 21개, 양람기 61개, 정홍기 25개,
양홍기 26.5개, 정백기 18개, 양백기 15개였다.124) 배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보다 15년 정도 앞선 시기의 사례이긴 하나, 이를 통해 원래부터
구사마다 니루 수의 편차가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극심한 격차
는 누르하치가 말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니루를 아들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니루 수의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니루 수 차이는 병력의 불균형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는 팔기군의 운영 방식 때문이었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팔
기에서 병사를 동원할 때는 니루마다 일정 인수를 차출하고, 그렇게 모인 병
사들을 구사별로 지휘・감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구사마다 니루
수가 다르면 필연적으로 차출되는 병력의 규모에도 차이가 생겼다. 예컨대,
천총 9년 우시타의 원정군에서 두 구사씩 합한 병력의 수는 최소 297명에서
최대 337명으로 편차가 40명이나 되었다.125) 니루마다 차출 인원이 5명에
불과한 중소 규모 원정에서도 이럴진대, 각 니루에서 수십 명을 차출했던 對
明 전투 등에서는 구사마다의 병력 편차가 수백 명에 달하였리라는 것은 충
분히 짐작가능하다. 부대마다 인원수가 제각기인 상황은 원정군 전체를 조직
하는 데 불리한 요소였고, 팔기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휘를 위해서 구사마
다의 니루 수를 균질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한편 “어느 旗가 다른 旗보다 많다면 그 마음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홍타이지 발언의 마지막 부분은 누르하치의 遺訓을 떠올리게 한다. 누
르하치는 사망하기 몇 달 전 여러 버일러들을 불러 옛 건주여진의 왕기야
(Wanggiya)와 동고(Donggo)・해서여진・몽골 등이 모두 “재물에 빠져 정직
한 것을 경시하고,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것을 중시하여, 형제 사이에 재물을
124)
125)

滿文老檔 Ⅰ, 천명 6년 윤이월 26일, pp.274-275.
舊滿洲檔: 天聰九年 , p.310; 淸太宗實錄 권 25, 천총 9년 시월 6일. 우시타의 원정은
천총 8년 구월의 분배 방식 변화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이지만, 아직은 개혁의 효

과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내용 참조.

- 55 -

다투고 서로를 죽이다가 멸망하였다”고 하면서, “여덟 집[jakūn boo, 八家]이
같은 정도로 얻을 뿐 따로 취하지 마라. 재물을 다투지 말고 정직을 다투라”
고 훈계했다.126) 이처럼 누르하치가 전리품・戶口 등을 八家가 똑같이 나누
라고 명한 이유는 팔가 균분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후금 내부
에서 “형제 사이에 재물을 다투다가” 자멸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다. 동
해여진 戶口의 팔가 균분이라는 기존 방침은 누르하치의 유훈에 직접 어긋
나지는 않지만, 구사버일러들의 지위를 행정적・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屬下의 구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사 간 니루 수가 차이가 나는 현
상황에서는 팔가 균분이 오히려 구사버일러 간의 세력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었다. 요컨대, 홍타이지는 누르하치의 유훈을 넌지시 환기시키고
이를 개혁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었다.
한편 홍타이지는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실행 방식도 직접 제안했다. 그
가 구상한 방식은 위 인용문의 ⓐ와 ⓑ로, 하나는 여분의 니루를 처리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니루 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구사에서 니루 수를 늘리는
방법에 해당한다. 위 淸太宗實錄 의 기술을 문면 그대로 따른다면 ⓐ와 ⓑ
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첫째, 원래 니루가 30개보다 많은
구사에 대해서는 여분의 니루를 니루째로 떼어내 니루 수가 부족한 다른 구
사로 移屬시킨다(ⓐ). 둘째, 니루가 30개보다 적은 구사에서는 그 구사의 旗
人 가운데 젊고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그를 니루어전으로 삼아 새로운
니루를 만든 다음, 정원에서 미달한 만큼의 인원은 추후에 戶口를 얻어서 충
원해준다(ⓑ).
먼저 ⓑ를 검토해보면, ⓑ의 방식은 니루의 정원이 갖추기에 앞서 사전에
새 니루를 만들어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Ⅰ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진
통일 이전에도 정원 미달의 니루를 만든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는 외부
인물의 귀순이나 내부 인물의 戰功 포상 등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개
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가 하면 입관 후 팔기에서 니루를 신설한 경우는
대개 어떤 니루나 구사의 인구 수가 정원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늘어났을
126)

만주실록역주 , 천명 11년 오월 24일, p.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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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후적으로 기존 니루의 인구를 분할하여 새 니루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제Ⅰ장에서 언급한 ‘아홉 대신’ 중 하나인 캉구리의 니루는 캉구
리 사후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강희 34년(1695) 그 잉여인구를 분리하여 캉
구리의 둘째 아들인 마이서[Maise, 邁色]를 니루어전으로 삼는 새 니루를 만
들었다.127) 요컨대 니루를 만들 만한 잉여인구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니루를, 그것도 전체 구사에 걸쳐 한꺼번에 증설한다는 ⓑ
의 발상은 팔기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다.
한편 ⓑ에서 상정하고 있는 ‘추후에 俘獲한 戶口’는 이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배 대상이 기스하가 잡아온 동해여진 戶口라는 점, 그리고 제Ⅰ장에
서 살펴본 것처럼 여타 종족은 만주 니루의 旗人이 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동해여진 戶口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는 새 니루의 니루어전
을 동해여진 戶口의 기존 수장이 아닌 후금 내부의 인물 중에 선정하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있다. 팔기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니루 증설이 크게
줄어들었고, 새로 유입된 동해여진인이 니루어전 직을 수여받는 사례도 사라
졌다는 것은 제Ⅰ장에서 살펴본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를 보면, 동해여
진 戶口로 니루를 신설할 때조차 니루어전 자리에 외부인인 동해여진인을
그대로 ‘영입’하는 대신, 내부의 인물을 경우에 따라 ‘승진’시켜서 귀순한 이
들의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128)
127)
128)

八旗通志初集 권5, p.72.
松浦茂는 홍타이지 시기 귀순한 후르하 출신 인물이 니루어전이 되어 후르하인을 관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 호토노[Hotono, 和托諾]를 예로 들고 있다(松浦茂, 淸朝のア
ムール政策と少數民族 , p.224)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八旗滿洲氏族通譜 (권51, p.573)에

서 호토노가 “천총 연간 귀순하여, 아쿨리 니만 지방을 招降하는 데 공이 있었기에 壯丁
10戶를 하사하고 아쿨리 니만 人丁으로 니루를 편제해 관할하게 했다(天聰時來歸, 以招降
阿庫里尼滿地方有功, 賜丁壯十户, 即將阿庫里尼滿人丁, 編佐領, 使統之)”는 기록이다.
그러나 호토노가 니루어전이었던 기록은 八旗通志 ｢旗分志｣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또
한 八旗滿洲氏族通譜 에서 호토노의 사후 “그 장남 하르소[Harso, 哈爾蘇]가 그 직을 승
계했다(其長子哈爾蘇襲職)”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니루어전 직이 아니라 世職인 半個章京이
었다( 內國史院檔：天聰八年 , p.317 참조). 호토노 이후 같은 가문에서 니루어전 직이 세
습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사료에서 동해여진 원정의 목표 지역이 아쿨리 니만으로 명시되는 것은 천총 8년
십이월 바키란의 원정이 최초인데, 호토노는 같은 해 명나라 大同으로 출정했다가 전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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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여분의 니루를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를 보자. ⓑ
의 니루 신설 방식이 흔치 않긴 해도 당시 팔기의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 반해, ⓐ의 발상은 사뭇 의아한 지점이 있다. 구사는 구사버일러들
의 세력 기반이었고, 따라서 특정 구사에서 여분의 니루를 통째로 ‘몰수’하
여 다른 구사에 준다는 발상은 니루 수가 많은 구사버일러들에게 선뜻 받아
들여지기 힘든 것이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천명 6년(1621)의 기사에서 가장
니루 수가 적은 구사는 두 白旗(정백기 18개, 양백기 15개)였는데, 이 두 구
사는 홍타이지 즉위 후 각각 양황기・정황기로 개칭되어 한의 직속 구사가
되어 있었다.129) 공교롭게도 홍타이지 자신의 구사에 니루 수가 가장 적은
상황에서, 니루가 많은 구사에서 니루가 적은 구사로 인구를 이동시키자는
말은 자칫하면 한이 다른 구사의 인구를 자기 구사로 빼앗아오려는 시도로
비칠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 다이샨을 비롯한 모든 버일러들은 홍타이지의 제안에
동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결정에 반발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위 인용문에서 생략한 부분은 더걸러이・요토가 헌
상한 전리품을 홍타이지가 끝내 받지 않았다는 내용 뿐이다. 나아가 기스하
가 데려온 남자 557명을 바뀐 기준에 따라 처리 완료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날 홍타이지의 제안이 실제로 수용되어 실행에까지 옮겨졌다는 것은 명백
한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했던 것일까?
실마리는 같은 기사의 滿文 원본인
다.

內國史院檔 의 기술에서 찾을 수 있

內國史院檔 에서 ⓐ와 ⓑ에 해당하는 구절은 각각 다음 인용문의 ⓐ′,

ⓑ′이다.

기 때문에 이 원정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커처니[Keceni, 克徹尼]의 八旗通志
기사를 보면 최소 천총 2년 유월 이전에 아쿨리 니만 지역에 대한 원정이 있었음이 확인
된다( 八旗通志初集 권204, p.4734).
이를 종합해봤을 때, 호토노가 한때 니루어전 직을 맡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귀순하여 아쿨리 니만 지방으로 출정하고 그 공으로 니루어전이 되었던 시기는 늦어
도 천총 초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29) 杉山淸彦, 大淸帝国の形成と八旗制 ,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 pp.36-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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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니루 외에 여분의 니루가 있는 구사는 (여분의 니루를) 헐
어서 (해당 구사의) 30니루 가운데 어떤 (장정이) 부족한 니루에 처
분하고자 한다. ⓑ′ 30니루가 안 되는 구사는 젊고 니루를 관리할
수 있는 이를 보고 추천해서 그 장정만을 데리고 별도의 담장에서
살도록 한다. 후에 얻으면 채우고 싶다.130) [원문자와 밑줄은 인용
자]

ⓑ′의 내용은 한문실록과 다를 바 없지만, ⓐ′가 전하고 있는 원래 내용
은 淸太宗實錄 이 번역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內國史院檔 에 따르면 홍
타이지가 실제로 제안한 것은 니루를 다른 곳으로 이속시키자는 것이 아니
었다. 여분의 니루를 해체하되, 그 니루에 속했던 인구는 그대로 해당 구사
의 다른 니루로 재배치하자는 것이 홍타이지의 주장이었다.

淸太宗實錄 이

‘부수다, 헐다’는 뜻의 만주어 ‘efulembi’를 ‘떼어내다, 잘라내다[裁去]’로 잘
못 옮기고, 또 그 인구의 행방을 ‘(해당 구사의) 30니루 가운데 어떤 (장정
이) 부족한 니루(gūsin nirui dolo ya ekiyehun niru)’가 아니라 ‘각 旗의 30니
루가 차지 않는 것(各旗三十牛彔之不足者)’이라고 오역하면서 오해가 생겨난
것이다.
內國史院檔 의 내용을 보면 구사버일러들의 협조적인 태도도 비로소 수
긍이 간다. 홍타이지의 제안은 향후 얻을 戶口, 다시 말해 미래의 기대이익
을 조정하는 것일지언정, 현 시점에서 각 구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구를 당장
박탈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상술한 것처럼 팔기 운영상 니루 수를 균등하
게 한다는 것은 명분도 갖추고 있었다. 구사버일러들로서는 이 제안에 반대
할 명분도 없었거니와, 당장에 손실을 강요받지 않은 이상 구태여 적극적으
로 반대하고 나설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구사 간 니루 수의 불균형뿐만 아니
130)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천총 8년 구월 21일, p.302: “ⓐgūsin niru ci fulu niru bisire
gūsa efulefi gūsin nirui dolo ya ekiyehun nirude icihiyakini. ⓑgūsin niru ekiyehun gūsa,
asihata niru bošome mutere be tuwame tucibufi ini hahai teile be gaifi encu fu [gašan] de

tekini. amala bahaci jalukiy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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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니루마다의 人丁 수 불균형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제Ⅰ장에서 살펴본 초기 니루의 조직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했
다. 누르하치 시기 니루의 정원은 300명이었지만, 니루를 처음 설립할 때 혈
연이나 功을 헤아려 니루어전 직을 만들어주다보니 애초에 장정의 수가 정
원에 미치지 못하는 니루들도 존재했다.131) 한편 전투에 차출되었다가 사상
자가 발생한 니루와 그렇지 않은 니루 간의 인구수도 차이가 생겨났으리라
는 점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특정 구사에 정원미달인 니루가 유독 많았다
면, 다른 구사들과 동일하게 동해여진 戶口를 균분하여 나눠받는 것만으로는
정원미달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요컨대 ‘구월 21일의 결정’은 단순히 구사에 속한 니루의 숫자 문제가 아
니라, 한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팔기의 전반적인 재정비와 내실화를 꾀
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할 자원은 ‘추후에 俘獲한 戶口’, 즉 동
해여진 戶口였다. 같은 해 연말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진 동해여진 원정은
이러한 홍타이지의 팔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것이다.
후금이 성장하면서 핵심 조직인 팔기를 재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하는 욕구는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그것이 천총 8년 구월에 와서 실
천에 옮겨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차하르 몽골의 복속이었다. 마지막까지 후
금과 대립각을 세웠던 차하르의 수장 릭단 칸이 사망하자, 차하르 세력은 천
총 8년 유월부터 삼삼오오 홍타이지에게 귀순하기 시작했다.132) 천총 9년 이
월 6일에는 팔기몽고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 구월 릭단 칸의 아들 에제이가
귀순해옴으로써 후금의 차하르 정복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천총 8년 구월이
라는 시점은 차하르 몽골이 대거 귀순하고, 기존 팔기 외에 새로 팔기몽고가
조직되기 직전의 시기였다. 그렇다면, ‘구월 21일의 결정’은 팔기 조직의 대
대적인 확장이 예비 중이던 시점에서 기존의 팔기 조직이 안고 있던 문제들
을 개혁하려는 의도로 단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1)
132)

유소맹,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 p.225.
천총 후기 홍타이지의 차하르 招撫와 차하르 세력의 귀순 과정에 대해서는 齊光, ｢八旗
察哈爾的編立及其與淸朝可汗間的關係｣, 中國邊疆民族研究 2016年, pp.72-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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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월 21일의 결정’ 집행과 전관니루 分定
한편

內國史院檔

기사의 말미에는

또 하나의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淸太宗實錄 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淸太宗實錄 은 이날의 결정이 집행된 결

과를 Ⓒ의 “편제한 戶口 557丁을 (壯丁이) 부족한 기에 보태주었다”고 축약
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內國史院檔 의 만주어 기사는 그 557명이 배분된

구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날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증설・해체된 니루가 어
느 구사에 얼마나 있었는지까지 소상히 적고 있다.
戶로 만든 남자 557명을 남자 부족한 구사에게 준 것은 정황기
177명, 양황기 200명, 정람기 180명이었다. 새로 니루 만든 것이 정
황기에 4개, 양황기에 4개, 정람기에 5개, 정홍기에 2개, 양홍기에 2
개, 정백기에 1개였다. 30니루보다 남는다 하여 없앤 것이 양백기 2
개, 양람기 1개였다.133)

위의 시행 결과를 보면 이날의 결정으로 증설된 니루는 홍타이지의 속하
구사인 두 黃旗가 총 8개로 가장 많다. 또 당장 배분한 기스하의 557명도
두 黃旗에만 절반 이상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아, 홍타이지가 개혁안을 주
장하던 당시 시점에서 가장 인구 상황이 열악했던 건 바로 홍타이지 자신의
구사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홍타이지는 팔기 전체의 균형을 명분으로 내세
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제안을 한 셈이었다. ⓐ′와
ⓑ′라는 니루 처리 방식은 요컨대, 여타 구사버일러들을 크게 자극하지 않
으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홍타이지의 전
133)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천총 8년 구월 21일, pp.304-305: “boigon araha sunja tanggū
susai nadan naha, haha be ekiyehun gūsade buhengge. gulu sowayan de emu tanggū
nadanju nadan haha, kubuhe sowayan de juwe tanggū haha, gulu lamun de emu tanggū
jakūnju haha buhe. ice niru arahangge gulu sowayan de duin niru, kubuhe sowayan de
duin niru, gulu lamun de sunja niru, gulu fulgiyan de juwe niru, kubuhe fulgiyan de juwe
niru, gulu šanggiyan de emu niru nonggiha. gūsin niruci fulu seme nakabuhangge, kubuhe

šanggiyan juwe niru kubuhe lamun emu n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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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니루가 증설된 시점은 언제였을까? ‘구월 21일의 결정’의
집행에 필요한 동해여진 戶口를 노획하기 위해 출정한 바키란・삼시카의 원
정군이 돌아온 뒤, 이들이 노획한 戶口를 모두 “새로 편제한 니루(ice
banjibuha niru)”에 분여했다는 언급이 천총 9년 유월 원정 중이던 도르곤・
요토 등에게 보낸 서신에서 확인된다.134) 정확한 니루의 수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천총 9년 유월 이전에 니루 증설 작업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한편
숭덕 4년 십일월 소오하이・삼시카의 솔론 원정군이 출정할 때 “18개 니루
의 신만주, 또는 니루의 결손을 채운 신만주” 가운데 형제가 있거나 부유한
자를 원정에 참여시키라는 명이 내려졌는데,135) 이 18개라는 수는 위의 內
國史院檔 기사가 전하는 증설된 니루 수의 합계와 정확히 일치한다.136) 따
라서 ‘구월 21일의 결정’에 따른 니루 증설이 늦어도 숭덕 4년(1639) 십일월
까지는 모두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구월 21일의 결정’이 내려진 배경 중 하나로 팔기군의 조직
문제를 살펴보면서, 천총 9년 시월 우시타의 원정군에서 두 구사씩 합한 병
력 수가 제각기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시타의 원정군이 출정하던 시
점은 “새로 편제한 니루”의 존재가 언급된 천총 9년 유월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이다. 이때도 여전히 구사 간 병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바키란・삼시카의 원정군이 노획해온 戶口로 만든 니루는 18개 니루 중
일부이고, 전체 니루의 증설은 숭덕 4년 십일월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술한 것처럼 ‘구월 21일의 결정’이 팔기 전체의 조직 변화에 선
행하는 준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니루 증설을 비롯한 실질
134)

舊滿洲檔: 天聰九年 , 천총 9년 유월 4일, p.165: “bakiran, samsika duin biyai orin
juwede isinjiha. esei gajiha haha i ton juwe minggan duin tanggū jakūnju ilan. ere be ice

banjibuha niru de goibume dendehe.”
淸太宗實錄 권49, 숭덕 4년 십일월 8일: “爾等此行, 或十八牛彔新滿洲, 或添補缺額牛彔之
新滿洲. 各固山額真、梅勒章京、甲喇章京、牛彔章京, 詳加查閱, 視其有兄弟及殷實者, 令從征.”
136)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上, p.442에는 니루 숫자가 8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오
135)

역 또는 애초부터의 기록 누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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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혁의 집행은 시기적으로 팔기몽고가 분립되는 천총 9년 이월 이전에
마무리될 필요가 있었다. 더군다나 戶口를 갖추지 않고 미리 니루부터 만들
어둔다는 ⓑ의 방식은 얼마든지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굳이 5년에 걸
쳐 산발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맥락을 봤을 때,

內國史院檔

에 기록된 니루의 증설은 ‘구월 21일의 결정’과 가까운 시점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다. 바로 전관니루 分定 기
사이다. 천총 8년 십이월 14일과 이듬해 정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후금에
서는 총 59명에게 니루 전관권을 인정해주었는데, 이를 전관니루 分定이라
한다. 니루를 전관(專管, enculehe)하는 권리란 외니루가 부담해야 하는 공과
를 특별히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당 니루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기존의 영
민 지배권과는 별개로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때 전관니
루를 결정하면서 일부 대상자에게 동해여진 戶口를 추가로 수여하였다는 점
이다. 즉, 기존의 소속민에 대한 전관권을 인정해준 경우에 더해, 동해여진
戶口를 보태어 니루를 증설하면서 그에 대한 전관권까지 인정해준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이때까지 전관니루 分定에 대한 연구는 전관권의 성격, 分定받은 인물의
특징을 밝혀내는 것을 당면 연구 과제로 삼았고, 니루 증설과 관련된 측면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137) 그러나 전관니루 分定은 천총 8년 구월 21일 홍
타이지가 동해여진 戶口의 분배 원리 개정을 천명한 이후 대규모 니루 증
설・신설이 이루어진 정황을 엿보게 하는 유일한 기사이며, 이러한 니루의
증설・신설에 동해여진 戶口가 투입되었음 또한 확인된다. 천총 8년과 9년을
합쳐 전관니루를 인정받은 59건의 사례 가운데 동해여진 戶口를 수여받았다
고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37)

일찍이 安部健夫가 전관니루 분정과 니루 증설의 관계에 주목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전관니루 분정 작업이 모두 니루 신설이라고 보고 이때 전관권 수여와 함께 총 68
개의 니루가 신설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阿南惟敬 등에 의해 기각되었다. 安部健夫, ｢
八旗滿洲ニルの研究｣, 東亞人文學報 1, 1941, pp.799-818; 阿南惟敬, ｢滿洲八旗國初ニル
の硏究｣, 淸初軍事史論考 , 甲陽書房, 1980, pp.20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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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전관니루 分定과 동해여진 戶口
소속 분정자
구사*

이름

내용**

니루

○ 圖魯什, 原係內牛彔. 因善於攻戰. 効力陣亡. 追贈為

1

정황 투루시 양황 5-7***

碩翁科羅巴圖魯. 另給其子巴世泰壯丁百名, 使之管轄.

○ 圖魯式大同出征陣亡. 後又増百丁為一整牛录. ( 八旗
通志初集 권3, p.39)
○ 分定專管牛彔. …額駙達爾哈, 一個半牛彔.

○ 第二㕘領第七佐領, 係天聰八年, 以沾河地方来歸人丁
編立. 初以楊書之子額駙達爾罕管理. …第二㕘領第八佐

2

양황 다르한

정람 2-7, 領, 亦係天聰八年, 以沾河地方来歸人丁編立. 始為半個牛
2-8

录. …後因人丁滋盛編為整佐領. ( 八旗通志初集 , 권9,

p.153)
○ 是歲, 命免功臣徭役, 達爾漢與焉, 並增牛彔人戶. (

3

양홍 부르칸 양홍 4-14
웅거니

4

양홍

(아들 양홍 5-14

淸史稿 권227, p.9223)
○ 八年, 重定各佐領所屬人戸, 以新附呼爾哈百人, 増
布爾堪. ( 欽定八旗通志 권171, p.2986)

○ 賜翁柯尼新降虎爾哈人一百名, 令其管理. ( 八旗通志
初集 , 권163, p.4055)

푸카차)
○ 固山額真葉臣等, 給以新附虎爾哈百人, 授為專管牛彔.

5

양홍

여천

양홍 2-1 ○ 第二㕘領第一佐領, 係天聰八年編立. 始以固山額真葉
臣管理. ( 八旗通志初集 권8, p.132)

○ 勞薩, 原係內牛彔. 因戰功. 賜號碩翁科羅巴圖魯. 另

6

양홍 로오사 양홍 3-16

○ 征錦州, …大獲全勝. 賜碩翁科洛巴圖魯號. 設佐領,
使統之. ( 八旗滿洲氏族通譜 권2, p.54)
○ 孟坦, 係內牛彔. 因陣亡, 賜其子艾音塔木壯丁五十名,

7

양람

8

양백 오도이 양황 1-11 新附瑚爾哈部衆, 授敖徳世管佐領. ( 欽定八旗通志

뭉탄

양람 1-5

給壯丁百名, 使之專管.

使之專管.
○ 敖徳, 太宗文皇帝天聰八年, 分額亦都舊轄人户, 益以

권

139, p.2322)

9

양백

수나

정백 2-2

○ 第二叅領第二佐領, 原係國初編立之半個牛录, ... 天聰
八年, 增以虎兒哈地方人丁, 編為一整牛录. ( 八旗通志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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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 권5, p.73)
○ 第一叅領第四佐領, 原係國初, 以查昆漠地方來歸人丁,

어푸
10 양백

11 정백

잉굴다
이

아산

정백 1-4 編為半個牛录. …三等公英武爾岱管理. 尋增五十丁, 為一
整牛录. ( 八旗通志初集 권5, p.70)
○ 固山額真阿山, 原係半個牛彔. 因戰功, 增給虎爾哈人.

정람 5-4

編為全牛彔. 令其專管.

○ 十二月. 詔免功臣徭役, 阿山與焉. 並給呼爾哈俘百,
編属佐領. ( 欽定八旗通志 권175, p.3064)

* ‘소속 구사’는 천총 9년 정월 22일 기사의 만문본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했
다.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40-42.
** 출처를 따로 밝히지 않은 사료는 모두 淸太宗實錄 권21, 천총 8년 십이월 14
일; 권22, 천총 9년 정월 22일 참조.
*** ‘양황 5-7’이란 八旗通志 ｢旗分志｣의 ‘양황기 만주 제5참령 제7좌령’을 의미
하며, 이하 동일하다.

위 표를 케이스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기존 니
루에 人丁을 보충한 경우가 있다. 부르칸[Burkan, 布爾堪], 웅거니[Unggeni,
翁格尼](이후 아들 푸카차[Fukaca, 傅喀蟾]), 뭉탄[Mungtan, 孟坦], 그리고 다
르한 어푸[Darhan Efu, 額駙達爾哈]의 2개 니루 중 하나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기존에는 반개니루였다가 人丁을 보충 받아 1개 니루로 승격된 경우
로, 다르한의 나머지 1개 니루, 수나 어푸[Suna Efu, 額駙蘇納], 잉굴다이, 아
산[Asan, 阿山]의 니루가 이러한 케이스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여천[Yecen,
葉臣], 로오사[Loosa, 勞薩], 오도이[Odoi, 敖對]에 대해서는 전관권 수여를
전후하여 새로운 니루를 만들어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케이스는 ‘젊고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해 니루를
준다’는 ‘구월 21일의 결정’의 니루 신설 방식과 일치한다. 여천은 당시 양
홍기의 구사어전이었는데, 국초부터 공을 많이 세워 世職은 이미 3등 암반
장긴(amban i janggin, 總兵官)에 이르렀으나138) 니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
다가 전관니루 분정을 계기로 니루와 전관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

138)

八旗通志初集 권162, 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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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는 천총 8년 錦州와 松山 등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숑코
로 바투루(šongkoro baturu, 碩翁科羅巴圖魯) 칭호를 하사받은 인물이었다.139)
오도이는 후금의 개국 5대신 중 하나이자 앞서 누르하치 시기 동해여진 원
정에도 참여했던 어이두의 11번째 아들로 이전에 니루어전 직을 역임한 적
이 있었는데140), 어이두가 관할하던 니루 인구의 일부와 새로 유입된 동해여
진 인구를 합쳐 새로운 니루를 만들어주었다.
전관니루 분정은 공교롭게도 천총 8년 십이월의 동해여진 원정군이 출정
한 직후 이루어졌다. 그런데 제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해여진 원정은 이
미 출정 전에 데려올 수 있는 목표 인원 수를 계산해두고 있었다. 따라서 전
관니루를 분정할 때 직전 시기 출정한 바키란・삼시카와 우바하이의 원정군
이 데려올 戶口의 수를 예상하여 이를 바탕으로 戶口의 분배와 니루의 증설
여부를 결정한 다음, 실제 인구 배분은 원정군이 귀환한 천총 9년 여름에 이
루어졌다고 본다면 무리는 없다. 이것이 바로 미리 니루를 만들어두고 ‘후에
얻으면 (정원을) 채우겠다’라고 한 니루 신설 방식의 구체적 실현이었던 것
이다.
이제 천총 9년 이월 팔기몽고 성립 이전에 ‘구월 21일의 결정’에 따른 대
규모 니루 증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의문은 상술
한 천총 9년 우시타의 원정군이다. 천총 9년 이월 이전에 대대적인 니루 증
설이 있었다면, 우시타의 원정군에 여전히 구사 간 병력 편차가 크게 나타나
는 까닭은 무엇인가?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새로 만들어진 니루는 처음
몇 년 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公課를 면제해주었기 때문이다.141) 더군다나
‘구월 21일의 결정’은 장정을 확보하기 전에 니루부터 신설한다는 것이었으
므로, 신설 니루들이 장정 정원을 채우고 공과를 부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八旗通志初集 권163 p.4051.
八旗通志初集 권142, p.3718.
141) 예를 들어 천명 9년 유월 투머이[Tumei, 圖美]의 니루에 대하여 니루가 설립된 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公課(alban)를 부과해도 좋다는 명이 내려졌다. 滿文老檔 Ⅱ, 천명 9년 유
월 (일자 불명), p.944: “han hendume, ula i tumei niru be duin aniya oho manggi,
139)
140)

weilere alban de dabukini seme hendu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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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우시타의 원정군이 출정하기 이전 이미 전관니루
分定을 비롯한 대규모 니루 증설이 있었으나, 이때 생긴 신생 니루는 아직
병력 차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정군의 병력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시타의 원정군이 나타내고 있는 구사 간 병력 편차는 다름 아
닌 ‘구월 21일의 결정’ 당시의 니루 수를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로 ‘구월 21일의 결정’으로 두 黃旗에 총 8개, 두 藍旗에 총 4개, 두 紅旗에
총 4개의 니루가 증설되었고 두 白旗는 총합 1개 니루가 감소하였는데, 이
는 거꾸로 말하면 당시 黃旗의 니루 수가 가장 적었고 白旗에 니루가 가장
많았다는 뜻이 된다. 우시타의 원정군 규모를 보면 두 黃旗가 297명, 두 藍
旗가 298명, 두 紅旗가 305명, 두 白旗가 337명으로, 니루가 가장 적은 黃旗
의 병력이 가장 적고 니루가 가장 많은 白旗의 병력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관니루 分定은 한의 권위를 신장시키는 수단이었다는 점에서도 ‘구
월 21일의 결정’과 맥이 닿아 있었다. 기존의 니루어전 직은 누르하치 시기
부터 이어져온 세습의 권리가 있었고,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한이라고 해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다. 반면 전관권은 오롯이 한이 주체가 되어 수여하거
나 삭탈하는 개인적인 은혜에 가까웠다.142) 더군다나 전관권을 수여받은 자
들의 소속은 여덟 구사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홍타이지는 전관니루 分
定을 통해 자기 구사가 아닌 다른 구사에 속해 있는 공신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화한 셈이었다.
‘구월 21일의 결정’은 유입되는 동해여진 戶口를 여덟 구사가 기계적으로
나눠가지던 관습을 폐지하고, 한이 나서서 동해여진 戶口를 활용해 팔기 전
체의 재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팔기의 니루 수
통일은 팔기군의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긴 하였으나, 결과적으
로 이러한 팔기 조직 재정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이 역시 제안자 홍타
이지였다. 한편 홍타이지는 니루 증설의 적어도 일부를 전관니루 分定과 연
142)

增井寛也, ｢専管権から見たアイシン國の功臣集團とその構成｣,

p.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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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2006,

동시킴으로써, 새로이 얻은 戶口 배분권을 자신에게 이중으로 유리하게 활용
하였다. 이후 천총 9~10년에 홍타이지의 새로운 체제, 즉 ‘다이칭 구룬(大
淸)’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천총 8~9년의 연이은
동해여진 원정은 단순히 팔기의 결손 인원을 보충하는 정례적인 행사가 아
니라, 홍타이지 황권 강화의 초석이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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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동해여진 원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 누르하치의 세력은 이제 막 건주여진
을 통합한 신생 집단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동해여진 원정이 이뤄지고 있을
즈음 누르하치의 손자 푸린이 물려받은 나라는 산해관을 넘어 중국 內地를
위협하는 거대한 국가로 성장해 있었다. 이처럼 동해여진 원정은 건주여진이
후금, 청으로 탈바꿈하며 질적・양적 팽창을 거듭하던 시기를 함께하였으며,
계속해서 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八旗의 유지・발전을 뒷받침하였다.
지금까지 동해여진 원정을 다룬 선행연구는 대개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원정 전반의 공통점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한
편 팔기에 관한 연구는 동해여진 니루의 설립 경위에 주목하였으나, 누르하
치 시기 해서여진 니루와 대비되는 특정 사례를 동해여진 전체에 대해 일반
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고는 선행연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
을 바탕으로 후금의 동해여진 원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천총 8~9
년 동해여진 원정과 같은 시기 홍타이지가 추진한 팔기 개혁의 연관성을 밝
혀내고자 하였다.
누르하치 초기 동해여진 원정은 해서여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인구의 노획은 그에 따른 부차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여허의
멸망으로 ‘여진 통일’이 완료된 이후에는 외부의 경쟁자가 사라진 대신 후금
내부의 니루 결원 문제가 부상하면서 후금의 동해여진 원정은 戶口 노획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한편 여진 통일 이전 누르하치에게 복속된 동
해여진 인구 가운데는 독자적인 니루를 이루고 니루어전 직을 수여받은 자
들이 있었으나, 여진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거의 사라진다. 본고는
그 원인이 동해여진 출신 인물들의 자질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팔기 조
직이 형성기를 지나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를 받아들이
는 방식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만문사료를 바탕으로 기록을 종합해본 결과 후금 건국 이후 입관 전까지
총 24건의 동해여진 원정이 있었는데, 특히 홍타이지 시기의 원정은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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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가 있었던 5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 노획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동
질적인 성격을 띠었다. 홍타이지 시기 원정을 통해 팔기에 유입된 동해여진
인구는 총 3만 명, 이 중 男丁만 계산해도 1만 명 이상에 육박했다.
동해여진 원정군은 출정 전에 이미 목표 지역과 목표 인원수를 계획해두
고 있었으며, 닝구타・라파 등 동해여진 지역에 가까운 거점을 중간 기지로
활용했다. 목적 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원정 시 戶口에 대한 약탈과 강간
이 철저하게 금지되었다. 원정군이 노획해온 것은 戶口(boigon)와 전리품
(olji)으로 구분되었는데, 戶口는 男丁과 그에 딸린 여자, 아이, 말, 소 등을
가리키며, 전리품에는 모피와 의류, 은, 인삼 등 물품뿐만 아니라 주인 되는
男丁이 없는 여자, 아이, 말, 소가 포함되었다. 전리품은 주로 출정했던 팔기
관원과 병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데 투입되었으나, 원정의 비용을 자체적
으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군다나 팔기에 편입되는 戶口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일체의 물품이 지급되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동해여진 원정은
후금으로서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이 요구되는 활동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입관 전 모든 시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戶口를 노획해온 원정은 천
총 8년 십이월에 출정한 바키란・삼시카의 원정이었는데, 이는 당시 홍타이
지가 추진하고 있던 팔기 전반의 개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홍타이지는
천총 8년 구월 21일 원정을 통해 유입된 동해여진 戶口를 팔기가 균분해온
관습을 폐지하고 이를 남자가 부족한 구사에 우선적으로 나눠주자고 제안했
는데, 그 배경에는 이전부터 이어져온 구사 간 니루 수 불균형 문제가 있었
다. 그는 팔기의 니루 수를 30개로 통일하자고 주장하면서, 니루 수가 그보
다 많은 구사에서는 여분의 니루를 해체하고, 그보다 적은 구사에서는 내부
인물을 선발해 니루를 미리 만들어두고 후에 정원을 보충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분의 니루를 해체한 뒤 그 인구는 해당 구사 내에서
처리하고자 했는데, 이를 통해 정원 미달 니루의 존재 역시 해결해야 할 문
제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홍타이지의 제안은 니루
수 문제를 넘어 팔기 조직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고, 홍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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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는 구사버일러들의 현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개
혁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구월 21일의 결정’의 집행을 위
해서는 대규모 동해여진 인구 유입이 필요했고, 이것이 천총 8년 십이월 두
조의 원정군이 연이어 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천총 8-9년 전례 없는
규모로 추진된 동해여진 원정은 홍타이지가 제창한 팔기 재정비 사업을 뒷
받침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한편 內國史院檔 의 기록에 따르면 ‘구월 21일의 결정’에 따라 신설된 니
루는 총 18개였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설립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러나 홍타이지가 제안한 니루 신설 방식은 니루의 정원이 충족될 때까지 기
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18개 니루의 신설은 ‘구월 21일의
결정’과 가까운 시기에 일괄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실
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천총 8년 십이월과 천총 9년 정월의 전관니루
分定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전관니루 分定은 종실과 공신 등 총 59명의
니루어전에게 외니루가 부담하는 공과를 면제해준 것으로, 그 과정에서 동해
여진 戶口를 보태어 니루를 신설・증설한 사례들이 확인된다. 한편 전관니루
分定 작업은 천총 8년 십이월 출정한 원정군이 귀환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니루를 미리 만들어두고 정원의 보충은 나중에 하겠다는 홍타이지의
니루 신설 방식과 일치한다. 동해여진 원정은 출정 전에 이미 예상 노획 인
원수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전관니루 分定 때 니루 증설
과 戶口 분배를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하였듯이, 천총 8~9년의 동해여진 원정은 고립적인 군사 활
동이 아니라 각 구사의 니루 수를 균등화하려는 개혁(천총 8년 구월), 전관
니루 분정(천총 8년 십이월, 천총 9년 정월) 등 이 무렵 팔기제의 중대 변화
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동해여진 원정을 토대로 실현된 천총 8년 구
월 개혁안의 최대 수혜자는 궁극적으로 홍타이지 자신이었다. 니루 신설 작
업의 일부가 한의 권위를 높이는 전관니루 분정과 결부되었고, 최종적으로
신설된 니루 18개 중 13개는 당시 홍타이지의 소유였던 정황기와 양황기,
그리고 천총 9년 십이월 이후 홍타이지에게 장악되는 정람기 소속이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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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즉, 홍타이지는 개혁안으로 戶口 분배 권한을 손에 넣었을 뿐만 아
니라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것이다. 따라서 천총 8~9년의 동해여진 원정은, 릭단 칸의 죽음과 후금의 차
하르 정복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천총 10년 사월 홍타이지의 존호 수수와
‘다이칭 구룬’의 선포로 정점을 찍게 되는 홍타이지의 권력 강화 및 ‘국가
개조’의 첫 단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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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ng Taiji's Reform of the Manchu Banner System and
Military Campaigns on the Donghai Jurchen, 1634-1635
Lee, Okji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he Manchu state’s military
campaigns against the Donghai Jurchen (東海女眞) and the development of
the Eight Banner system. Previous research studies

on the Donghai

campaigns focus on individual events or specific areas, but little has been
written ab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ampaigns. In the meantime,
some scholars discovered that the Donghai population was crucial in the
formation of the banner companies (Ma. niru), but such studies tend to
overemphasize only certain aspects of Donghai-based companies which
highlight a distinct contrast with Haixi Jurchen on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Manchu state’s
Donghai campaigns; furthermore, through this analysis, clarify their relevance
to the renovation of the banner system, especially the system promoted by
Hong Taiji during the later years of the Tiancong (天聰) era.
Nurhaci’s early Donghai campaigns were mostly aimed at driving out the
influence of rival Haixi tribes from the region. Though much of the
Donghai population involved ended up being resettled to the capital of the
Manchu state, this was not the primary purpose of the campaigns. After the
fall of the last Haixi tribe, however, the Donghai campaigns began to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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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ly on bringing the large Donghai population into the Manchu state, in
the hope of making up for the continuing casualties among bannermen (旗
人). While it is true that many Donghai people used to form their own
companies and some of them even enjoyed the privilege of becoming
company captains (Ma. niru i ejen), this was not the case after Nurhaci
completed

the unification of the Jurchens. Once the banner/company

formation was settled, opportunities for newly-submitted Donghai population
to

establish

themselves

gradually

disappeared,

and they

were

mostly

distributed to other companies.
Based on Manchu records, there were a total of 24 military campaigns
into Donghai regions from 1616 to 1644. More specifically, under the reign
of Hong Taiji, 10 out of 15 campaigns had no other major mission other
than bringing over the local population. As the result of the campaigns, up
to thirty thousand Donghai people, in which at least one third were adult
males, migrated to the Manchu state and were immediately integrated into
the banner companies.
During a campaign, the banner army had a target population size to
recruit, which was carefully set up in advance. Actions that might upset the
target group, including random plunder and rape, were strictly forbidden.
The acquisitions of a campaign fell into two categories. One was called
‘household (Ma. boigon)’, which referred to a unit consisting of adult males,
their family, and stock. The other was ‘loot (Ma.olji)’, which included furs,
leather, clothes, ginseng, etc., as well as women and children who did not
belong to any adult male. Loot was mostly distributed to the officers and
soldie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but it was far from enough
to cover the total expense of the campaign. Considering that the resettlement
of Donghai households itself also required considerable financial support,
Donghai campaigns must have been a significant burden on the Man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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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The largest Donghai campaign took place during the 8-9th years of the
Tiancong Era, and was closely related to the overall renovation of the
banner system. On the 21st day of the 9th month of the 8th year of the
Tiancong Era (1634), Hong Taiji proposed a new policy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the newly-submitted Donghai population, saying that instead
of evenly dividing the population among all eight banners, top priority must
be given to the banners that had fewer companies. By doing so, Hong Taiji
not only attempted to even out the number of companies across all eight
banners, but also aimed to extensively reinforce the banner system. He
suggested two specific methods that were carefully designed not to infringe
upon the interests of other princes (Ma. beile): if a banner had more than
30 companies, disband the extra companies and distribute their populations
within the same banner; if a banner has less than 30, then select promising
young men to start new companies immediately. Large new populations
were necessary to enforce this new policy, which served as a form of
momentum to launch a series of Donghai campaigns on an unprecedented
scale later that year.
According to the record of Neiguoshiyuandang, 18 companies were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is new policy. Though the exact date of their
formation is uncertain, considering the method proposed by Hong Taiji, it is
likely that they were created not long after the decision was made. In fact,
there are a few pieces of evidence supporting this assumption. Around the
time when the massive expeditionary force departed for the Donghai regions,
59 people were granted special privileges which exempted their companies
from various taxes. At the same time, some were provided with additional
Donghai population to further expand their existing company, or even to
create a new one. This process was completed before the army re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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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campaign, which makes it a perfect example of the ‘create a
company first, staff it later’ policy of Hong Taiji’s new plan. Since Donghai
campaigns were fully planned operations, it was possible to plan distribution
of soon-to-be-submitted populations in advance.
In conclusion, the Donghai campaigns during the later years of the
Tiancong Era were not isolated activities, but an important part of the
overall reform project of the banner system. It must be noted that Hong
Taiji himself was the ultimate beneficiary of the new policy. Not only did
13 out of 18 newly-founded companies eventually belong to his own
banners but granting tax exemption privileges functioned as a way of
extending his personal authority. In other words, while it was true that there
was a general consensus on the need to reform the banner system at the
time, Hong Taiji took the opportunity to use it for his own advantage. In
this sense, the Donghai campaigns during the later years of the Tiancong
Era can be considered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of shoring up Hong
Taiji’s political position and transforming the state, which began after the
death of Ligdan Khan and the submission of the Chahar Mongols, and
would eventually lead to the proclamation of ‘Daicing gurun (大淸)’, the
Qing empire.
Key words: Manchu, Later Jin(後金), Hong Taiji, Donghai Jurchen, Yaren
Jurchen, Banner system, Niru, Warka, Hur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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