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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丙子胡亂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 시각과 전망을 외교적, 군사적, 사상적 분야
로 나누어 정리한 글이다. 본 연구는 우선 병자호란 발발 전후 조선의 외교적, 군사적 행보가 우
리의 통념과 상당히 달랐음을 논증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明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과 斥和論
제기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동안 병자호란의 敗因으로 널리 언급된 山城 위주 守
城 전술 채택의 배경 및 江華島 함락의 과정도 재검토해보았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하여, 임진왜란 때와 달리 明이 조선을 구원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
였으며, 淸軍과의 결전시 승리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조선의 朝野가 비교적 명확히 인
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主和論이 배척당하고 斥和論이 강력하게 지지받았던 당대의 知的 분위기
를 탐색해보았다. 이를 통해, 당대인이 고수하였던 對明義理의 내용과 성격이 과연 어떤 것이었
는지 試論的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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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한국역사연
구회와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워크숍(주제명: 조선시대 조공책봉 체
제의 의미와 전망)을 통해, 저자가 발표한 같은 제목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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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새로운 문제의 제기

인조 15년(1637) 1월 30일 국왕의 출성 항복으로 종결된 병자호란은, 해방 이후
한국사 분야에서 커다란 실패 또는 失政의 반면교사로서 외교적1) ․군사적2) ․정
치사상적3)3)교훈의 모색을 위해 연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4)병자호란
이란 주제의 특성상, 관련 연구는 특히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라는 현재적 과제의 해결책으로서 흔히 참조
되기도 한다.5)5)
전쟁 전후 대외관계의 실상과 戰況의 개략적 전개를 究明한 선행 연구의 업적
은 크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쟁의 敗因과 斥和論의 성격에 대한 면
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척화론자들을 포함한 당대인에 대한 전반적
오해를 불식하지 못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오해는 패전의 원인 또는
책임론과 결부되어 對明義理란 事大主義的 가치에 매몰․중독되어 국제 정세를 오
판한 척화론자들, 아무런 대비없이 척화론에 사로잡혀 나라를 國亡 직전에까지 몰
고 간 무능한 인조와 집권 세력이라는 통념적 이해를 존속시켰다.6)6)반면, 광해군
1)

2)

1) 대표적 연구로는 한명기,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 대표적 연구로는 류재성, 1986 丙子胡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3) 대표적 연구로는 김용흠, 2006 朝鮮後期政治史硏究Ⅰ: 仁祖代 政治論의 分化와 變通論, 혜안
4) 위의 세 연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병자호란 발발과 참패의 원인으로 집권 세력
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외교적, 군사적 대응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집권 세력
을 포함한 군 지휘관들의 무능과 비겁을 패전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는 해석은 仁祖實錄
을 비롯한 丙子錄 등의 당대 기록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록
들이 현재 우리가 올바른 정치가로 여기고 있는 광해군과 최명길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
이고 적대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5) 오수창, 2006 오해 속 병자호란, 시대적 한계 앞의 인조 , 내일을 여는 역사 26, 33-35
면 참조; 예를 들어, 역사평설 병자호란(2013, 푸른역사)의 저자 한명기는, 머리말에 해
당되는 부분(4-9면)에서 본서의 집필 동기를 중국의 부상으로 급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
세의 성찰 도구로 삼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면서 ‘G2 시대의 비망록’이란 타이틀을 붙였다
6) 병자호란에 대한 통념적 이해가 반영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이이화, 1975 北伐論의 思想
史的 檢討 창작과 비평 38, 256-261면 참조. 이러한 시각에 대한 비판은 오수창, 2005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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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최명길 등은 三田渡의 굴욕을 미리 내다보고 방지하기에 힘썼던 극소수의 先知
者이자 국가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 예외적인 정치가로서 높게 평가받아왔
다.7)7)병자호란의 어이없고 참담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전쟁을 수행한 당사자들이 지금의 우리와는 매우 다른
신념과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이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병자호란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치사,
외교사, 군사사, 사상사의 결합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外交는 內政의
연장’이라는 명제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때 늦은 감마저 있다.8)8)나아가, 전
쟁을 수행한 당사자들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병자호
란의 역사성과 의미를 오늘날의 관점이 아닌 당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9)9)異民族의 침입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항쟁이란 시각에서 본다면 이 전쟁
은 긍정적인 요소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건[勝戰]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른바 척화론을 통해 對明義理 또는 對明事大의 가치를 필사적으로 고수하려
했던 당대인들의 心性과 시대상을 이해하려 한다면 17세기 전반의 컨텍스트로 돌
아가야 하며,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당대의 사료와 현상에 다시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최근의 관련 연구를 종합․정리하면서 병자
호란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그동
淸과의 외교 실상과 병자호란 , 한국사시민강좌 36, 102-112면 참조.
7) 한명기, 2000 광해군, 역사비평사; 김용흠, 2006 앞의 책 등; 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광
해군 중립 외교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도 이미 학계에 제출된 바 있다(오수창, 2005 앞의
논문, 109-112면; 계승범, 2005 조선감호론 문제를 통해 본 광해군대 외교 노선 논쟁 조
선시대사학보 34, 27-29면 등).
8) 하우봉, 1995 사대교린과 양란 , 제3판 한국사연구입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2, 풀빛, 390-391면
참조.
9) 이와 같은 입장이 인조를 비롯한 집권세력과 척화론자들을 실상과 다르게 美化하기 위함
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척화론이 사대주의적 성격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병자호란으로 초래된 인적․물적 피해는 당대의 위정자와 지식인들이 짊어져야만 하
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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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다소 결과론적이고 목적론적으로 접근된 병자호란 연구의 방향을 수정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궁극적 목적은 병자호란이란 주제를 정치․외교적 실패의 반면교사
로서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당대 조선인을 그들 내부의 시선에서 좀 더 정밀
하게 이해하는 하나의 窓으로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10)10)
2. 明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과 斥和論 제기의 상관 관계

유독, 동 시대의 여러 인물 중에서 광해군만 對明義理에 얽매이지 않고 後金 성
립기의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식의 설명은 여전히 하나의 상식으로 통용되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결과론적인 해석이라는 느낌이 든다. 명의 援兵 요청을 명시적으
로 반대한 그가 핵심 측근인 李爾瞻으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고 대다수의 신료로
부터 고립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11) 그가 과연 어떠한 맥락에서 당대인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고립되었는지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12)12)
본 장에서는 인조반정의 집권 세력이 평안북도 철산 앞 바다 椵島에 주둔했던
毛文龍軍의 전력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나아가 派兵 등에 의한 明의 실효적 군사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명과의 군사적 연합
이 과연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당대인들에게 인식되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이것이 척화론과 조선의 대외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해보겠다.
광해군대와 인조대를 거쳐 朝․明 관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모문룡군의
11)

10) 동일한 문제 의식에서 필자가 최근 정리한 것으로는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허태구,
2015 예禮의 창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과 조선시대 사람들: 조선의 대외관계와 의
례 ,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五禮, 국립고궁박물관
11) 원병 파견을 둘러싼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에 대해서는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
계, 역사비평사, 244-250면; 계승범, 2007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 역사학보 193 참조.
12) 이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은 4장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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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주둔이라는 사건이었다.13) 모문룡은 광해군 13년(1621) 7월 ‘鎭江奇捷’의 승
리 이후 후금의 반격을 받아 조선의 미곶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조선의
西北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던 遼民을 규합하여 요동의 失地 회복과 후금의 배후
견제를 시도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서 모문룡은 조선에 援兵과 군량의 지원을 요
구하였으나, 광해군은 이러한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광해군은 일개 패
잔병 세력에 불과했던 모문룡군의 초기 戰力을 매우 허약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오히려 모문룡군과 요민이 후금군의 조선 越境을 초래할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하
였다. 반면, 비변사를 중심으로 한 조정의 신료들은 모문룡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사르후 전투 이후 명의 재파병 요구를 수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모문룡군의 戰力이 부실하다는 점14)과 요동 戰役에서 명군의 전력
이 후금군의 전력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15)15)
崇明排金을 표방하며 집권한 仁祖反正의 주도 세력은 광해군과 달리 명의 다양
한 지원 요구에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16) 인조의 冊封을 명 조
정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모문룡의 행적은 東江鎭에 주둔한 毛營과 그 주변에 거주
13)

14)

16)

13) 이하 서술된 광해군대의 모문룡 인식은 다음의 논문들에 의거하였다. 田川孝三, 1932 毛
文龍と朝鮮との關係について, 靑丘說叢卷 三; 한명기, 1999 앞의 책, 280-286, 326-418
면; 계승범, 2007 앞의 논문, 15-20면.
14) 光海君日記 권169, 광해군 14년 9월 乙卯(17일); 光海君日記 권173, 광해군 14년 1월
戊戌(2일) “備邊司啓曰 毛將所爲 不思甚矣 賊衝宣川 曾不能發一隻箭 駢首就戮 有同群羊
之見猛虎 其無膽勇 據此可想 爲今計 莫若藏踪秘迹 使虜不得窺覘去留 徐竢江氷漸泮 監軍
出來 以圖再振可也 今乃招集敗亡殘卒 欲住平壤 不出數日 虜必知之 若以鐵騎 不意衝突 則
毛將難免大禍”
15) 光海君日記 권161, 광해군 13년 2월 癸丑(11일) “辛酉二月十一日癸丑備邊司因傳敎【勿
令此賊飮馬漢水】回啓曰 不幸我國 與此賊疆域相連 (無渤海之隔) 虜騎飈忽 數日可至 (此
賊不蠢則已 如或一動則戰守 俱無可恃) 臣等日夜焦憂未得長算 (竊聞)遼瀋之間 主客兵多至
二十八萬 猶惴惴焉 以不能抵敵爲憂 況我國之兵力乎 不待智者 已知其難禦矣 然而天下事
有大義焉 有大勢焉 所謂大義 綱常所係 所謂大勢 强弱之形 我國之於此賊 以義則父母之讐
也 以勢則豺虎之暴也 豺虎雖暴 人子豈忍棄父母乎 此所以滿庭群議 寧以國斃 不忍負大義
故頃日獻議 不謀而同辭者也”
16) 당시 조선의 재정적 부담과 민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한명기, 1999 앞의 책, 378-3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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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遼民에 대한 조선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실로
인조대에는 동강진 일대의 요민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재정적
인 측면에서 모문룡의 주둔은 조선에 큰 부담을 주었다.17) 게다가 毛營의 군민은
조선의 거점에 비축된 군량을 약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아서 서북 지방의 民生과
軍政에 큰 폐해를 끼치고 있었다.18) 그러나 당시 모문룡군의 주둔으로 조선이 져
야 했던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민폐에 비해, 모문룡이 보유한 군사력에 대한 조선
의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毛營을 포함한 明軍 전체의 戰力에 대해서 인조와 조정의 신료들은 이미 반정
초기부터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다. 崇明排金을 표방하며 집권한 인조
는 명의 推官 孟養志를 접견한 자리에서 광해군과 달리 출병에 기꺼이 협력하겠다
는 호언장담을 하였지만,19) 이를 군사적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
제였다. 다음의 사료는 당시의 君臣이 조선군뿐만 아니라 명군의 전력도 후금군을
요동에서 축출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17)

18)

19)

임금이 “현재 中原의 형세로 볼 때 군대를 출동시켜 적을 토벌하는 것이 가능하겠
는가?”라고 하니, 장만이 “중원은 형세가 고달플 뿐만 아니라 혼이 빠진 상태로, 우리
나라가 임진년에 왜적을 두려워했던 경우와 비슷한 듯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만약 중원과 협력해서 적을 토벌할 경우 군사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가?”라고
하니, 장만이 “신의 생각으로는 10만 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을 마련해 낸다는 것은 형세상 무척 어려운 일
이다”라고 하니, 장만이 “10만 명은 쉽게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5만 명이 안 되고
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20)20)
17) 조선은 모영에 공급하는 식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해군대부터는 임시적 성격의 부가세
인 西糧을 수취해야만 하였다. 서량은 毛糧․唐糧이라고도 하였다.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는 結當 7斗를, 兩湖를 포함한 三南 지역에서는 결당 1斗 5升의 서량을 수취하였다(권내
현, 2002 17세기 전반 平安道의 軍糧 운영 , 조선시대사학보 20, 180-182면 참조).
18) 仁祖實錄 권12, 인조 4년 5월 乙巳(4일)
19)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4월 丁卯(8일) “上曰 爲天朝 何敢一毫懈弛 若聞師期 則當協力
同事耳”
20)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4월 辛未(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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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都元帥 張晩은 명군의 전력이 부실하여 후금과의 교전시 승산이 희박하며,
명군과의 연합작전도 조선이 최대 10만에서 최소 5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야 승
산이 있을 것으로 인조에게 보고하였다. 조선시대에 5만 명 이상의 병력이 단독
작전에 동원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장만의 말은 사실상 명
과 연합하여 후금을 선제 공격한다는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조에게 밝힌 것
과 다름이 없었다.
인조는 모문룡군의 전력에 대해서도 가도를 왕래하는 신료들을 통해서 끊임없
이 보고를 받았다. 군량의 부족 때문인지 몰라도 조선인들이 관찰한 모문룡의 군
대는 힘없고 잔약하거나, 피곤하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21) 외교통인 李廷龜는
인조에게 유사시 모문룡이 조선을 지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단호하게 지적하
면서, 毛營의 군사들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점과 오랑캐를 토벌한다는 모문룡
의 말이 虛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1)

임금이 晝講時 文政殿에서 大學을 講하였다.…임금이 “저 적의 行兵은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서 일이 있으면 즉시 출동하고 행군도 매우 빠른데 우리의 방비는 이처럼 허
술하다. 근래 폐단을 말하는 자는 많은데 폐단을 해결할 계책은 들리지 않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毛將이 혹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자, (이)정귀
가 “적병이 압록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都督은 반드시 출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것이 모두 오합지졸인데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22)22)

이후 毛營의 軍民이 조선을 침탈하는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인조 2년(1624)
12월 體察使 張晩은 모문룡의 토벌을 최초로 제안하였다.23) 이 발언은 對明義理를
23)

21)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6월 辛未(12일) “公亮對曰…以其兵力觀之 似無勦胡之勢 張晩
去時 結陣以見之 而軍皆疲劣 雖或見小利而動 恐難擧大事耳…上曰 軍兵器械 比我國如何
公亮曰 兵器只於杖頭揷鐵 不比我國之精利矣 蓋都督爲人 只是一慷慨人 自知與彼賊不相敵
萬無出戰之理 不過挾我國之勢 爲山海關之殿後耳”; 仁祖實錄 권9, 인조 3년 6월 庚子
(24일) “詔使還到蛇浦 毛都督盛張軍容 皆以錦繡爲衣服 旌旗眩耀人目 使詔使巡見 而其實
疲軍不鍊者也 其欺罔天朝 類如此”
22) 仁祖實錄 권3, 인조 1년 윤10월 辛亥(25일)
23) 仁祖實錄 권7, 인조 2년 12월 壬寅(22일) “上曰 都督之侵害我國 日以益甚, 何以支堪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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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한 인조와 平安兵使 南以興에 의해 즉시 반박되었지만, 주목되는 것은 이 때
武將인 장만과 남이흥이 함께 모문룡의 토벌을 낙관하였다는 사실이다. 인조 4년
(1626) 윤 6월에 다시 한번 모문룡에 대한 토벌이 조정에서 논의되었을 때, 장만
은 모문룡이 거느린 군대의 질이 정예하지 않기 때문에 후금도 모문룡의 투항은
받아들이되 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24) 서쪽의 壯士들이 오랑캐는 두
려워 하지만 모문룡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25) 장만의 이와 같은
보고는 毛營의 戰力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상
의 논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은 모영의 전력을 결코 후금에 대항할 만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6)26)
인조 5년(1627) 1월에 발발한 정묘호란은 앞서 살펴 본 인조정권의 모문룡 인
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반정 이후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
았던 인조정권이었지만, 정묘호란 발발 직후 인조가 李植과 나눈 아래 대화는 모
문룡과 명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4)

25)

임금이 大臣․備局․兩司 장관을 引見하였다.… 이식이 “속히 장수 한 사람을 결정
하여 輕兵을 인솔하고 평양에 가서 성을 구원하도록 하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을 것
晩曰 毛兵之害滋甚, 早晩必作亂於內地 作亂之後 擊之不難 上曰 是何言耶 非以勝負爲慮也
以興曰 擊之雖不難 旣勝之後 將置國家於何地乎”
24) 仁祖實錄 권14, 인조 4년 8월 戊午(19일) “晩曰…如賊亦必知 文龍之軍不可用 豈汲汲於
文龍乎 只慮在此 則或爲後患 故毛若投降 想必受之 而必不優待矣”
25) 仁祖實錄 권14, 인조 4년 10월 丙午(7일)
26) 모문룡은 武力의 행사를 통한 영토의 수복이라는 직접적인 방식보다 요동에 복속되어 있
었던 漢人의 탈주를 유도함으로써 후금에 대한 배후 교란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후금은 요동 지역의 농업 경영을 위해 대다수의 漢人 俘虜와 民戶를 최하층에 두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 한인이 과중한 公課 부담과 민족적 차별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사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
고 있었다. 이러한 한인의 반란과 도망은 天命 6년(1621) 3월 요양 함락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가도에 있던 모문룡이 사주하거나 밀통해 일어난 것이었다(김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朝淸交涉과 東亞三國交易을 중심으로, 혜안, 80∼81
면 참조). 정묘호란 이전 또는 모문룡의 誅殺 이전까지 毛營의 존재는 요동의 실질적 회
복보다 후금의 세력을 배후에서 견제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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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毛文龍의 存沒에 대해서는 들어서 아는 바 없으나 적들과 내통하지 않은 것
만은 분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 사정을 명나라에 알려서 임진년처럼 南軍과
火器를 요청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식이 “형세상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급한 상황을 알리는 한 가지 일만은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임금
이 “그렇다”라고 하였다.27)27)

조선은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모문룡에게 지원을 요청하기보다 그가 후금과 내
통하지 않았는지 걱정하면서, 임진왜란 때와는 달리 명군의 派兵도 어려울 것이라
고 전망하였던 것이다. 조선에 아무런 군사 지원도 하지 않은 모문룡의 군대가 공
격한 것은 후금군이 아닌 조선의 피난민이었다.28) 후금이 요동을 점령하여 조․명
간의 陸路 교통이 단절된 이후부터 명이 임진왜란 때와 같이 직접 援兵을 보내어
구원해 주는 것은 설령 명의 파병 의지가 굳건하고 國力이 충실하여도 재현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당시 요동에서 山海關 以東의 몇몇 요새들만 유지하고 있던
明軍의 전력으로는 후금의 판도인 요동을 돌파하여 조선의 內地로 직접 援兵을 보
내 주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요동반도의 남단과 조선의 서북 해안을 잇는 연안항로를 통해 明軍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 역시 명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군사적․경
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29) 따라서 정묘호란시 北京에 謝恩使
28)

29)

27)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1월 辛卯(23일)
28) 한명기, 1999 앞의 책, 386면 참조.
29) 명은 인구와 경제력, 군사력에서 후금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명 내부의
정치적 능력은 이를 결집시키지 못했다. 宦官派인 閹黨과 反宦官派인 東林黨의 고질적
대립은 정치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했으며, 대외정책과 대응에도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崇禎 3년(1630) 8월 적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袁崇煥이 처형된 사건의 배후에는 엄당과
동림당의 대립이 자리잡고 있었다. 게다가 대규모의 행정 개혁으로 재정 지출을 강력하
게 억제한 張居正이 사망한 이후, 명의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사
태의 주요 원인은 화폐경제에 휘말려 사치스러워진 궁정의 소비 생활과 萬曆3大征으로
인한 군사비의 급증이었다. 건주여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增稅는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명을 멸망으로 이끈 농민 반
란의 온기를 지속시킨 요인이 되었다(寺田隆信, 2002, 明 崇禎帝 , 마지막 황제, 솔,
267-274면 참조). 당시, 명과 청의 엄청난 국력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당대 조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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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견되어 체류하고 있던 金尙憲의 구원 요청도 후금의 후방을 간접적으로 교란
해 달라는 것30)에 불과하였다. 이마저도 遼東巡撫 袁崇煥은 “앉아서 편하게 기다
리고 있는 敵軍에게 무슨 타격을 가할 수 있는가?”라고 反問하면서 출병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31) 다만 그는 후금군의 출병 직후 杜明忠을 홍타이지에게 보
내 조선 침략을 중지하고 철수할 것을 말로만 요구하였을 뿐이었다.32) 이러한 사
정을 반영하듯이, 사르후 전투 이후 병자호란까지 조선 조정의 논의 과정 중에 명
에 대한 원병 요청이나 명과의 연합 작전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논의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특이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금과의 講和를 반대
하고 對明義理의 고수를 주장하는 斥和論이 정묘호란 이후에도 조선 朝野의 압도
적 지지를 받았다는 명백한 사실이다.33)33)
30)

31)

32)

3. 山城 위주 守城 전술 채택의 배경 및 江華島
함몰의 원인 재검토

병자호란의 일방적인 전황과 참패는 軍備를 충실히 한 광해군과 국방을 放棄한
인조라는 이분법적 통념을 낳았다. 특히 남한산성과 더불어 천혜의 保障處로 여겨
졌던 江華島의 허무한 함락은 檢察使 金慶徵34)의 책임론과 결부되어 인조정권의
34)

명․청 교체를 선뜻 예상할 수 없었다는 지적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적어도
당대인들이 명․청 전역의 추이와 상관없이 명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만
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0) 仁祖實錄 권19, 인조 5년 5월 辛未(5일) “三月初九日 臣等在燕京 始聞本國被搶 呈文于
兵部以爲… 速發偏師 乘其空虛 擣其巢穴 使賊首尾牽掣 則一擧而全遼可復 屬國可全 此乃
兵家不可失之機會也”
31) 明熹宗實錄 권83, 天啓 7년 4월 丁巳(21일)
32) 淸太宗實錄 권2, 天聰 1년 3월 己巳(2일)
33) 정묘호란기의 주화․척화 논쟁에 대해서는 김용흠, 2006, 앞의 책, 189∼228면 참조.
34) 김경징은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을 총 지휘하였던 都體察使 金瑬의 외아들이었다. 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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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 무능과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일찍이 羅萬甲
(1592～1642)에 의해 병자호란 敗因의 하나로 지적된 大路 방어를 포기한 山城 위
주의 守城 전술 채택35)도 조선군 지휘부의 큰 패착으로 흔히 이해해 왔다.36)36)
그러나 전쟁의 승패가 당대 사회, 제도, 문화, 국력의 총체적 산물이라는 관점에
서 접근한다면, 패전의 원인을 단순히 집권 세력의 의지나 군 지휘관의 과실이라
는 人的 요인에서만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보다 兵力, 軍糧, 戰術 및
戰略, 兵器, 文化 등 다른 군사적 諸 요소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
되어야 할 것이다. 胡亂이란 절박한 안보 위기에 대하여 ① 당대인들이 전혀 몰랐
고 대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인가, ② 인지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던 것인가, ③ 인지
하고도 부득이 대비하지 못했던 것인가의 구별은 병자호란의 패전을 당대의 맥락
에서 이해하기 위한 매우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장에서는 먼저 최근 연구 성과에 의거하여 병자호란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이해되어 온 大路 방어를 포기한 山城 위주의 守城 전술 채택 및 강화도
함락의 김경징 책임론에 대한 재해석을 차례로 시도해보겠다.
조선은 이미 선조대부터 전투력이 월등한 建州女眞(後金)의 기마병을 상대하기
위해 들판을 淸野한 뒤, 野戰을 피해 방어 거점이 되는 (山)城에 웅거하면서, 火器
를 사용하여 적을 방어하는 전술을 검토하였다.37)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광해군대
에는 對後金 방어의 기본 전술로 守城이 강조되었고, 평안도와 함경도의 內地 및
압록강과 두만강의 강변에 위치한 성지의 개축도 이루어졌다. 인조반정 이후의 對
後金 방어책도 광해군대의 그것과 근본적 차이 없이 계승․추진되고 있었으며, 그
35)

37)

는 인조반정의 주도자로, 靖社功臣 1등에 봉해졌고, 아들 김경징도 정사공신 2등에 봉해
진 자였다.
35) 羅萬甲, 丙子錄 記初頭委折 “自祖宗朝以來 要衝之地 列置重鎭 以便扞禦 今者金瑬及
都元帥金自點 首建毁撤之議 使義州移白馬 平壤移慈母 黃州移正方 平山移長水(壽) 其間近
者去大路三四十里 遠者至一二日程 兩西一帶大鎭 盡爲無人之域”
36) 류재성, 1986 앞의 책, 141-144면 참조.
37) 이하 광해군∼인조대 수성책과 관련된 서술은 허태구, 2012 仁祖代 對後金(對淸) 방어
책의 추진과 한계-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61에 주로 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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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줄기는 역시 견고한 城에 웅거하여 攻城하는 적을 火器로써 방어하는 守城 전
술이었다. 당시 守城 전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곽의 수축과 개축을 비롯
하여 守城用 火器 및 火藥의 공급, 守城軍의 확보와 훈련, 군량의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했으나, 이것은 당시 불안한 국가 재정과 민심의 악화로 인하여 원활
하게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守城 위주의 방어 전술은 후금이 조선의 예상을 뛰어넘는 功城戰 능력
까지 보유했다면 근본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정묘호란의 守城戰 결
과는 조선군 방어 전술의 한계 및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각각의 고립․분산된 守城處가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각개 격파당함으로써 조선
의 守城 전술은 실효성을 잃고 말았다.38) 따라서 조선은 적이 저항없이 內地에 깊
숙이 진격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大路邊에 위치한 城에서 거리는 좀 더 떨어
져 있지만 地理가 험한 인근의 山城으로 방어 거점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은 인조나 소현세자의 出城 降伏을 최종적인 목표에 두고
작전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정묘호란시와는 상당히 다른 병력의 운용과 기동을 보
였다. 정묘호란 때39)를 훨씬 상회하는 대병력을 동원40)한 청은 조선이 구축한 각
38)

39)

40)

38) 정묘호란기의 수성전 현황은 류재성, 1986, 앞의 책, 48-87면 참조. 당시 서북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지리적 형세와 충실한 병력을 보유하였던 안주성이 후금군의 공격 개시 24시
간 내에 점령당한 것은 당시 조선군 守城 능력의 실상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39) 정묘호란기 청군의 동원 병력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 때
문인지 몰라도 조선왕조실록이나 청실록 등의 관찬 연대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燃藜室記述의 기록을 근거로 대략 3만 명 내외로 추정하는 것이 통설이다(李肯
翊, 燃藜室記述 권25, 仁祖朝故事本末 丁卯虜亂 “天啓七年丁卯正月 奴騎三萬餘 潛渡
鴨綠江”). 최근 당시 청군의 병력이 더 적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새로운 기록이 발굴되
어 주목을 끈다(趙絅, 龍洲日記 丁卯日記 2월 11일 “體部軍官魚起樂 往鳳山偵探言
初六日賊兵到劒水站 兵可萬餘 馬皆有副 結陣之時 分屯三處 前鋒二百餘騎 先向龍泉 渠時
上山隱身而望見云”). 다만 후자의 기록에서 언급된 청군의 병력이 全軍의 병력인지, 이
기록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40) 병자호란기 청군의 동원 병력 역시 정확한 기록이 연대기에 남아있지 않아 확정하기 어
렵다. 이 역시 燃藜室記述의 기록 등을 근거로 대략 십만 명 내외로 추정하는 것이 통
설이다(李肯翊, 燃藜室記述 권25, 仁祖朝故事本末 丙子虜亂丁丑南漢出城 “淸兵自號二
十萬實七萬 蒙兵三萬 孔耿兵二萬 合十二萬云”).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당시 동원된

․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175

방어 거점의 공략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 청군은 조선이 방어하는 守城處를 지
나쳐도 계속 증원군이 파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깊숙이 진군할
수 있었다. 더불어 양군이 개인별 전투 능력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청군은 본대와 선발대를 분리하여 기동하였는데, 선발대를 급
파하여 강화도로 播遷하려는 인조를 한양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41)41)
만약 나만갑의 주장대로 의주, 평양, 황주, 평산에 주력군이 배치되었다 하더라
도 각각의 鎭은 격파당하거나 임경업이 死守한 백마산성처럼 그대로 고립된 상태
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大路의 城들에 주력군을 배치했을 경우 인조가 강화
도로 피신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은 벌었겠지만, 청군이 강화도마저 단 하루만에
쉽게 점령한 사실을 상기해 보면 전쟁의 전체적인 판세를 바꿀 수 있었다고 판단
되지는 않는다. 선발대와 달리 천천히 진군하면서 安州를 제외한 각 처의 거점 성
들을 성공적으로 공략한 청군 본대의 戰果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 확실하다.42) 산
성 중심의 방어 전술은 전체적 전력의 열세 속에서 조선이 고육지책으로 택한 방
어책이었지만 애당초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 문제의 본질은 조선이 이
보다 더 나은 군사적 代案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데에 있었다. 덧붙여, 청군의 한
양 직공은 광해군이나 인조 모두 예상하고 우려하고 있었던 전술43)이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과 더불어 조선의 2대 保障處 중 하나였던 강화도의 함
락은 인조가 出城降服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로 잘 알려져 있다.44) 강화도 함락의
42)

43)

44)

청군의 정규 병력은 3만 4천 명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한다(구범진․이재경, 2015 丙子
胡亂 당시 淸軍의 構成과 規模 , 한국문화7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참조).
41) 병자호란기 청군 선발대의 기동에 대해서는 柳承宙, 2005 丙子胡亂의 戰況과 金化戰鬪
一考 , 史叢 55, 396-398면 참조.
42) 청군 본대의 기동과 전과에 대해서는 유승주, 2005, 앞의 논문, 398-412면 참조.
43) 光海君日記 권166, 光海君 13年 6月 辛巳(11일) “傳曰 此賊非如倭寇 何必陷一城後長驅
乎 如義州等守城處 若棄置而直擣京城 則以何人何兵守禦乎 思之氣塞膽寒 中路遮截之策 急
急規劃 事言于備邊司”; 仁祖實錄 卷2, 仁祖 1年 7月 丙申(8일) “上仍命全有亨入侍 下
敎曰 聞爾諳鍊兵事 未知有何謀策 有亨曰 今日虜勢 不可以野戰 必擇要害處守之 且守城須
用天字銃也 上曰 賊若棄諸處城守而直擣 則如之何 對曰 此則兵家之忌 賊必不懸軍深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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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전말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료로는 병자호란 당시 管餉使로 남한산
성에서 인조를 扈從한 羅萬甲의 丙子錄과 이를 토대로 작성된 李肯翊의 燃藜
室記述에 실려 있는 江都敗沒 조가 있다. 이들 기록에 의거한다면, 강화도 함락
의 원인은 자연스럽게 江都檢察使 金慶徵과 江都留守兼舟師大將 張紳45)의 反目,
이들의 전략적 판단 착오와 안일 및 비겁 등으로 정리된다. 선행 연구도 예외 없
이 이러한 관점에 많은 비중을 두어 강화도 함락의 전말을 재구성하고 있다.46) 終
戰 이후 시행된 김경징과 장신의 처형은 병자록과 연려실기술의 내용을 더욱
신빙성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기록에서 강조된 김경징의 過失은 역설적이게
도 너무나 완벽히 강화도 함락의 책임을 오로지 그에게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전
적으로 믿기 어렵다.
나만갑의 병자록 기사를 비판적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해석한 최근 연구는
강화도 함락의 원인이 지휘관 개인의 역량보다는 朝․淸 양국 간의 현격한 전력
차이에서 발생한 점을 논증하였다.47) 이에 따르면, 조선은 병자호란 이전부터 청군
의 상륙 시도를 예상하고 강화도 방어 작전의 핵심 개념을 陸戰이 아닌 水戰에 두
고서 많은 戰力을 水軍에 집중시켰다.48) 하지만 하천과 바다의 結氷이라는 장애를
45)

46)

47)

48)

44) 그러나 남한산성의 농성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강화도 함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조는 이미 출성항복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
의 농성 과정에 대해서는 허태구, 2010 병자호란 講和 협상의 추이와 조선의 대응 , 조
선시대사학보 52 참조.
45) 김경징에 앞서 자진을 명 받은 장신 역시 반정 2등 功臣[정사공신 2등]인 장유의 동생이
자 그 자신도 반정 2등 공신[정사공신 2등]이었다. 장유와 장신은 훈련대장 李興立을 회
유하여 반정에 내응하게 한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흥립은 장신의 장인이었다. 장유
는 김상용의 사위였다. 후일 효종비가 되는 仁宣王后는 장유의 딸이었다.
46) 류재성, 1986 앞의 책, 174-188면; 한명기, 2009, 앞의 책, 412∼419면.
47) 허태구, 2011 丙子胡亂 江華島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金慶徵 패전책임론의 재검
토를 중심으로- , 진단학보 113
48) 인조는 즉위한 다음해(1624) 강화도에 대한 修築을 단행하는 한편 南陽에 있던 京畿水營
을 강화도로 옮기고, 인조 7년(1629)에 다시 喬桐으로 이설하였다. 이어서 인조 9년
(1631)에는 花梁․永宗․草芝․濟物 등 네 곳에 堡를 만들어 강화도 주변의 방어를 강화
하였으며, 인조 11년(1633) 경에는 京畿水使를 승격시켜 충청, 경기, 황해 三道의 舟師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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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한 청군의 기발한 造船 작전,49) 상륙전 청군의 紅夷砲 포격, 개별 전투력이 떨
어지는 조선측 육군 병력의 열세 등은 강화도를 방어하던 조선 수군과 육군의 저
항을 무력화시켰다. 이처럼 강화도의 함락은 지휘관의 역량 여부와 상관없이 초래
된 측면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유배형에 그친 金自點, 沈器遠 등의 다른 敗將들
과 비교해볼 때 김경징, 장신 등에 내려진 自決 처분은 매우 이례적이고 가혹한
것이었다.
청군의 상륙 당시 강도검찰사 김경징은 병자록의 기록대로 소수의 육군 병력
을 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 착오와 실책을 저질렀지만, 軍務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당시의 다양한 사료에서 확인되듯이 강화유수겸주사대장 장신의 몫이었
다.50) 따라서 장신이 김경징보다 6개월이나 빨리 처벌51)된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
였다고 판단된다.
장신의 처형 후에도 臺諫을 중심으로 한 朝野의 여론은 김경징의 처벌을 집요
하게 주장하였다. 그 배경에는 강화도 함락으로 인한 사대부 가족들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와 이로 인한 엄청난 公憤의 축적이 있었으며, 아울러 종전 이후 敗
49)

50)

51)

통괄하는 三道水軍統禦使로 삼아 도성 및 강화도 주변의 海防을 강화하였다(이민웅,
1995 18세기 江華島 守備體制의 强化 ,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4-8면
참조).
49) 청군은 결빙으로 인해 강화도 인근 연안으로의 항해 자체가 용이치 않을 것을 우려하여,
한강 연안의 고장난 선박과 목재를 끌어 모았다. 그리고 미리 확보한 船匠으로 하여금
三板船이란 작은 선박을 제조한 뒤 이를 수레에 실어 강화도 對岸까지 운반하였다.
50) 仁祖實錄 권33, 仁祖 14년 12월 庚子(30일) “禮曹判書金尙憲入對曰…尙憲曰 江都留守張
紳 移書其兄曰 本府防備 倍加嚴飭 而事多掣肘云 紳處事詳密 受任旣久 新入檢察使 若欲節
制 果有掣肘之患矣 上曰 是何言也 防守一事 使紳專管 以他人不得節制之意 傳令可也”; 仁
祖實錄 권34, 仁祖 15년 2월 辛卯(21일) “大司憲韓汝溭 大司諫金壽賢 執義蔡裕後上箚曰
臣等伏聞金慶徵等減死照律之敎 竊不知殿下 有何可恕之道 而貸其死乎 或不知此人罪狀而然
耶 雖有可殺之罪 而不能殺耶 金慶徵 雖曰檢察之任 不關於禦敵 然廟社主嬪宮元孫 俱陷於兵
塵 而曾無一毫顧念之意 乘船逃走之不暇 則元孫之幸免 天實佑之 然則慶徵之罪 比之諸將之
失律 少無差等 李敏求之逃走 亦與慶徵 元無異同 而至於張紳 則留守江都 身摠舟師 以天塹
之地 不能守禦 步賊數十 乘二箇小船渡江 而無一人防禁者 乘船而走 惟恐或後 終致國家有不
得已之擧 士大夫人民婦女 斬死踣斃 係累顚連 十年國儲 一朝俱盡 將不能爲國 是誰之罪乎”
51)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3월 庚申(21일); 仁祖實錄 권35, 인조 15년 9월 丙戌(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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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의 책임을 둘러싼 김류 등의 主和派 大臣과 이를 공격하는 斥和派 言官 간의 갈
등이 내재하고 있었다. 아들 김경징에 대한 공격은 아버지 김류의 전쟁 책임 및
정치적 입지와도 긴밀하게 연동되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었다.
이상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김경징이 끝내 처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패전의 책임 때문이라기보다는 함락 이후 그가 보인 保身的 태도와 행적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世子嬪과 元孫, 大君, 老母 등을 남겨두고 홀로 도
주한 행위는 검찰사의 임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父母에 대한 義理마저 저버린 敗逆
한 행위였다. 장신 역시 도주하여 홀로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당시의 정서상 용납
되기 어려웠다. 요컨대 김경징과 장신의 처벌은 군사적인 측면의 책임보다 도덕적
또는 의리적 측면의 책임을 물어 시행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하여 볼 때, 국방 태세의 해이나 군 지휘관의 무능과 비겁을
병자호란의 주요 패인으로 곧바로 등치시키는 것은 다소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광해군대와 인조대를 중심으로 조선의 군사력 정비 과정을 살펴본 바
있었던 필자로서는 양 시기의 질․양적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없었다.52) 오히려, 후
금(청)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한 국방력을 단 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집
권 세력의 의지와 별도로 당대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매우 至難한 과제였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과적 방어를 위한 軍役 자원의 확보, 정예 병력의 양
성, 군량의 비축, 견고한 요새의 구축, 火砲를 비롯한 병기의 비축, 軍馬의 육성 등
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당대에 누구나 쉽게 재기할 수 있는 과제였지만 이것을 구
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
이었다.
‘富國强兵’이란 연칭어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軍備 확충은
대개 사회의 한정적 자원을 비생산적인 국방 활동에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된
다.53) 더구나, 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거나 대내외 교역으로 인한
52)

53)

52) 허태구, 2009 丙子胡亂의 정치․군사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박사학위논
문, 13-26면, 51-66면 참조.
53) 임진왜란의 제반 軍務를 총지휘했던 유성룡은 전쟁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糧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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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富가 눈에 띄게 증가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급속한 군비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은 필연적으로 增稅나 노동력을 포함한 민간의 각종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추
진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가가 군비 확충을 추진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의 조달을 민간에 부담시키려 할 때, 양자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
다.54) 정묘호란 전 병역 자원의 확보와 군사 재정 수입의 증대를 위해 추진된 號
牌法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 발발 직후 民心의 반발을 우려하여 철폐된 것은
양자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55)55)
후금(청)을 상대하기 위한 군사력을 단 기간 내에 갖추는 것 자체도 어려웠겠
지만, 그보다 앞서 군비 확충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원 분담을 위한 사
회 제 집단의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56) 예
를 들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군대는 오닌의 난[應仁の亂: 1467
∼1477] 발발 이후 ‘戰國時代’라 명명된 100여 년 간의 살벌한 內戰을 거치고서야
달성된 고통스러운 결과물이었다.57) 이를 고려한다면, 당대 조선의 군비 확충이라
54)

56)

57)

軍兵, 城池, 器機의 순서로 정리한 바 있다(柳成龍, 懲毖錄, 備邊雜錄 “糧餉軍兵城池
器機四者 戰守之大要 四者之中 又必以糧餉爲本” ). 유성룡이 임란 이후 구상한 경제정책
론 중 상당수도 군량의 조달과 정예병의 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이헌창, 2008 서애
류성룡의 경제정책론 ,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참조).
54) 당시 군비 확충이 민생 안정과 충돌하였던 상황에 대해서는 김용흠, 2006 앞의 책, 235245면; 허태구, 2012 앞의 논문, 91-99면; 허태구, 2014 金誠一 招諭 활동의 배경과 경
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 남명학연구 41, 31-40면 참조.
55)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1월 丁亥(19일) “上命張維, 製哀痛敎以進 王若曰…咨爾中外士
民 雖以予爲不君 獨不感列聖覆燾之遺澤乎 卽予喪國 猶不足恤 獨不念宗祊之殄祀 八道之
魚爛乎 玆舍舊從新 召還諸道御史 悉罷號牌 焚其成籍 凡前後坐號牌事 囚係徒配者 亦皆宥
除”; 인조대 호패법 시행의 전말에 대해서는 김용흠, 2006, 앞의 책, 191-195, 312-319면
참조; 避役한 士族들은 주화파 崔鳴吉, 李貴 등이 추진한 호패법 추진에 대해 맹렬히 반
대하였다. 완성된 호패의 成籍을 불사른 것은 사족의 義兵 봉기를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6) 조선후기의 군제개혁안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대해서는 제임스 팔레 著․김범 譯, 2008
제4부 군제개혁 ,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유형원과 조선후기1, 산처럼 참조.
57) 일본 전국시대의 통일 과정과 이에 수반된 사회 체제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구태
훈, 2008 임진왜란 전의 일본사회-전국시대 연구 서설- , 사림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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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는 집권 세력의 의지에만 좌우되는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 체제의 근
본적인 전환과 직결되는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 과제였다는 점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였기에, 호란 이전 조선 내에서는 强弱, 利害, 成敗
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식의 척화론과 함께 후금(청)과의 전쟁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리라는 인식도 분명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58)58)
4. 主和․斥和論의 내용과 성격 재고찰

胡亂期의 주류적 담론이었던, ‘나라가 망하더라도 明에 대한 義理는 지켜야 하
기 때문에 淸과의 和親을 불가하다’는 類의 척화론을 당대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병자호란 이해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의 상식이나 민족주
의적 감정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당대인의 척화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본 장에서는 이 문제를 崇明排金의 反正 명분, 胡亂期 주화․척화 논쟁의
재해석을 통해 究明해 보고자 한다.
임진왜란의 발발과 明의 지원은 明에 대한 事大와 對明義理를 절대 불변의 당
위로 인식하는 조선 사대부들의 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明軍의
58) 仁祖實錄 권28, 仁祖 11년 2월 癸酉(11일) “初 回答使金大乾 將渡江 都元帥金時讓 副
元帥鄭忠信等 私遣人留大乾於灣上 卽聯名上疏曰…謀國之道 豈宜行此危計 目今西糧 不支
二萬兵半年之食 使虜聲言渝盟 欲來不來 待其師老 糧匱 而虜乃長驅 則未知何以應之 一國
繹騷 農夫抛鋤 無食自潰之患 在所必至 雖使虜來就殲 國勢將不支矣 前日之箚 乃是有備無
患之意 今日國書之言 只是挑怒速禍之擧 臣竊危之”; 仁祖實錄권28, 仁祖 11년 3월 癸巳
(2일) “執義朴潢啓曰 八路興兵 朝夕待變 此誠存亡之秋 而廟堂之上 未聞有定算 臣竊憫焉
在我無自强之勢 而輕與賊絶和 臣實未知其計之爲得”; 仁祖實錄 권32, 仁祖 14년 3월 乙
丑(20일) “敎書曰…噫 丁卯之變 羈縻之計 蓋出於不得已也 十年之間 恐喝日甚 今乃以不忍
聞之說 託以通議而嘗我 我不計强弱 據義斥絶 兵革之禍 迫在朝夕”; 仁祖實錄 권33, 仁
祖 14년 10월 丁丑(6일) “玉堂以兩司不能力爭 感動天聽 而循例引避 墜落體面 盡皆駁遞
仍上箚曰…壬辰之役 微天朝則不能復國 至今君臣上下 相保而不爲魚者 其誰之力也 今雖不
幸而大禍迫至 猶當有殞而無二也 不然 將何以有辭於天下後世乎”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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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과 원조를 계기로 조선 내에 형성된 ‘再造之恩’의 인식은 명에 대한 의존과 負
債 의식을 심화하였다. ‘재조지은’이란 명이 임진왜란 당시 망해가던 조선을 다시
세워주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다. 바로 이 ‘재조지은’이 임진왜란 이후 明과 後金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조선의 유연한 외교적 행보를 크게 제약하여 끝내
병자호란의 패배를 야기한 것으로 흔히 이해된다.59)59)
明에 대한 援兵 파견을 둘러싸고 벌어진 君臣간의 갈등과 이것으로 인해 초래
된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60)에서 볼 수 있듯이, 임진왜란 이후 對明事大나 對明義
理는 어느 政派나 개인을 막론하고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었
다.61) 인조반정의 명분으로 당대 조선 사대부들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廢母殺弟’와 背明親後金 외교가 제기된 것은, 계승범의 지적대로 반정 주도 세력
만의 특정한 성향 때문이라기보다, 그것이 바로 당대 조선 사대부들의 가장 보편
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을 것이다.62) 이와 관련하여, 胡亂
期의 講和 협상 중에 崇明排金의 명분에 따라 척화론을 끝까지 견지하였던 주체가
반정의 주도세력인 西人係 功臣 집단이 아니었던 점도 주목된다. 인조와 당시의
집권 세력은 戰況이 점점 불리해질수록 主和論에 기우는 양상을 반복하였다. 오히
려 강경한 척화론을 끝까지 주장한 집단은 연소한 三司의 言官이나 在野의 儒生들
이었다.
정묘호란 당시 후금의 和親 제안을 놓고 조정의 논의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主和論과 臺閣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斥和論으로 양분되었다. 당시 대다수
조선인들은 명과의 사대 관계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변경할 수 없는 義理
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고,63) 이와 연관된 문제는 그들에게 외교상의 현안이라
60)

61)

62)

63)

59) ‘재조지은’의 형성과 영향에 대해서는 한명기, 1999 앞의 책, 353-406면; 한명기, 2009, 앞
의 책, 69-70면 참조.
60) 한명기, 1999 앞의 책, 244-250면; 계승범, 2007 앞의 논문 참조.
61) 허태구, 2009 앞의 논문, 161-165면 참조.
62) 계승범, 2008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 남명학연구 26, 443-453
면 참조.
63)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戊申(11일) “是夜 上引見李廷龜等 廷龜曰 永絶天朝四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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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원을 넘어서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64) 따라서 그들은 조․
명이나 조․후금 간의 관계를 상징하고 실천하는 통로인 禮의 변경에 대해서도 격
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였다.65)65)
主和․斥和의 논쟁이 黨論과 무관하게 제기되었다는 黨議通略의 지적66)은 대
명의리에 기반한 척화론이 광범위하게 지지받았던 당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고 판단되는데, 척화론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조선 내부의 자발적 동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조대 君臣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반정 초반부터 호란 전후의
상황이 임진왜란 때처럼 명의 직접적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조선의 군사
력이 후금(淸)을 단독으로 대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광해군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椵島에 주둔한 毛文龍軍이나 중원을 지키는 明
軍의 전력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따라서 호란기의 대명의리론
64)

66)

以義斥之 則海笑曰 金元之時 貴國何以處之”; 여기서의 의리는 당대의 용법으로 이해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나 당위를 의미한다. 주의
해야 할 것은 의리를 지켜야만 하는 동기가 어떤 은혜나 이득이 개입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의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은 나를 잘 길
러 주신 부모의 은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천리(天理: 보편적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 또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다.
64)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己未(22일) “大臣備局諸臣 請對入侍…李景稷曰 劉海言
王子見國書 發怒更遣云 臣答以 前已講定 斷不可從 何故 更爲提起云 則海言 旣與金國相和
我非天朝屬國 何以天啓年號 書送於我國乎 天啓與天聰 只改一字而已云 臣等以大義 反覆力
爭則渠言 事有權變 若依揭帖式 不書年月則好矣 其意蓋以不欲以天朝年號 示汗也 臣等出來
後 且言于張禮忠曰 王弟涖盟之後 當別遣人 與國王涖盟云矣 上曰 當斥絶還送乎 允謙曰 今
則非如金帛土地 乃毁滅綱常 決不可從”
65) 정묘호란의 강화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의 쟁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은 撤兵․刷還․開
市․歲幣․越境․遼民 등의 사안보다, 정묘화약 전후의 行禮 문제였다(전해종, 1970 韓
中關係史硏究, 일조각, 123면 참조). 당시 교섭 과정을 기록한 인조실록에 후자와 관
련된 내용이 전자의 사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실려 있다는 사실은, 교섭의 실상을 반영
하는 것이자 기록을 남긴 당대인의 시선이 어떤 사안을 주목했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6) 오수창, 2003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 ,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124면; 李
建昌, 黨議通略, 仁祖朝 “當時朝議 如元宗追崇 及講和斥和之議 雖有異同 不擊西南 故
井不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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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척화론을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 또는 1644년에 멸망하게 되는 명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맹목적 종속 의식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강화도 播遷 직
후 인조의 自責 敎書67)에 실린 “君臣은 하늘과 땅처럼 大義가 분명하니,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감히 따를 수 없다”라는 비유처럼, 당대의 척화론은 외교적․군사적
대안의 선택이라기보다 利害를 초월한 義理의 차원에서 주장되고 지지받았다. 아
울러, 이같은 메시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한 국왕의 교서에 실렸다는 점에서 당대
의 주류적 心性이 무엇이었는지 역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丁卯和約의 체결 과정에서 주화론을 시종일관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는 李貴와
최명길이었고,68) 인조를 비롯하여 備邊司에 포진한 反正功臣 세력들도 압도적 무
력의 열세 속에서 화친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결국에는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화론을 주장한 자들의 정치적 입지는
지극히 좁았다. 국가와 백성의 보전 對 대명의리의 준수라는 구도에서 보면 전자
를 實利 또는 現實, 후자를 義理 또는 名分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
래 사료에서 보이듯이 개인의 차원에서 본다면 당시 주화론을 선제적․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비난과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당대 조
선의 정치 무대에서 척화론은 결코 헛된 명분에 불과한 것이 아닌, 강력한 정치적
파워를 가진 담론이었다.69)69)
67)

68)

67)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辛丑(4일) “敎中外書。王若曰…伊賊自過安州以後 累差人
致胡書 以要通好 犬羊之言 雖不可信 在我權宜應變 以爲一時緩兵之計 則有不得已 而虜心
叵測 至以拒絶天朝爲辭 此則君臣天地 大義截然 有以國斃 不敢從也”
68) 정묘호란기의 주화․척화 논쟁에 대해서는 김용흠, 2006 앞의 책, 189∼228쪽 참조.
69) 당대 조선사회에서 對明義理 또는 斥和는 廢母만큼이나 정치 행위의 適否 여부를 판단하
는 보편적이고 중대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정치적 행적을 공격하고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그 공격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는 黨派性이 개입되기도 하
였다. 일례로, 宋時烈은 三學士傳 에서 최명길의 主和 행적에 대한 매우 부정적 기록을
남긴 반면에, 병자호란 직전부터는 최명길 못지않게 주화론을 견지한 김류에게는 神道碑
를 써주며 그 銘文에 ‘達權’했다라는 평가까지 남겼다(宋時烈, 宋子大全 권160, 昇平府
院君金公神道碑銘 幷序 “…危急之際 始專軍國 征謀治法 公豈不力 敵強勢去 事無奈何 君
父之急 曷顧其他 效死之義 匪公不知 達權圖存 先正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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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오랑캐 군대가 江都에서 1백여 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平山에 주둔하
고 있었는데, 行朝의 수비 태세가 워낙 빈약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
다. 그리하여 斥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큰소리를 쳤지만 속으로
는 和議가 성립되는 것을 실로 바라고 있었는데, 다만 실속없이 떠들어대는 주장[浮
議]에 희생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분명하게 발언을 하지 못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유독 子謙[최명길의 字]이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문득 앞장서서 그 말을 꺼내면서
주저하거나 피하는 것이 없었는데, 끝내는 이 일 때문에 그만 탄핵을 받고 물러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70)70)

최명길은 丁卯和約의 체결 과정에서 이귀, 김류 등과 더불어 후금과의 서신․국
서 교환, 인조의 후금 사신 親見, 형제 맹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71) 전
세가 극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講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
후금 문제에 대처한 광해군의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당시 인
조는 후금과 君臣 관계가 아닌 兄弟의 맹약을 맺는 것은 상관없다는 취지의 발언
을 했지만,72) 朝貢國 제후가 다른 제후와 비밀리에 접촉할 수 없다는 ‘人臣無外交’
의 원칙과 광해군대의 前例에 비추어 본다면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었다.73)
최명길은 병자호란 막바지에도 도체찰사 김류와 더불어 청과의 강화 협상을 맞
장서 주도하였다. 청과의 강화 협상 과정에서 최명길은 人君과 匹夫는 다르기 때
문에 진실로 보존될 수만 있다면 극한 방법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74)을
하였다. 김류도 “옛날부터 外服의 諸侯로서 上國을 위하여 절개를 지키다가 義理
71)

72)

73)

74)

70) 張維, 谿谷集 谿谷漫筆 권1, 崔鳴吉首發講和之議
71) 이하에서 서술한 최명길의 주화론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허태구, 2013 崔鳴吉의 主和
論과 對明義理 , 한국사연구 162에 주로 의거하였다.
72)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己亥(2일) “上引見大臣及備局堂上 尹昉曰 今賊又請永絶
南朝 當答以義不可爲 上曰 大義所係 斷不可許 李廷龜曰 其將以兄弟之名 爭之乎 上曰 是
則不須爭也”
73)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묘화약의 타결을 和親이 아닌 降伏이라고 지적한 司諫 尹煌의 발
언은 主和論의 명분상 약점을 뼈아프게 지적한 것이었다(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壬子(15일) “司諫尹煌上疏曰 今日之和 名爲和 而實則降也”).
74)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丙辰(16일) “鳴吉請對曰 臣問諸李信儉 信儉傳汝亮命守
之意 所謂新語 乃第一層之說也 人君與匹夫不同 苟可以圖存 無所不用其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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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죽은 경우가 어디에 있었는가”75)라는 주장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였다.
종전 후 최명길은 이귀의 아들 李時白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이 애초부터 명
으로부터 토지를 分封받은 內服 諸侯가 아니고 독자의 영토와 인구를 가진 外蕃이
기 때문에 (대명의리의 준수를 위해) 國亡까지 해야 할 義理는 없다고 주장하였
다.76) 나아가 春秋를 인용하여 제후국의 신하가 자신의 임금에게 宗主國을 위해
끝까지 충절을 세워야 한다고 권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나라가 아직 망하지도 않
았는데 임금이 죽어야 하는 의리도 없다고 주장하였다.77) 이러한 발언은 주화․척
화를 막론한 조선의 君臣들이 죽거나 나라가 망하더라도 대명의리를 고수해야 한
다고 말하던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임에 틀림없다.78)78)
그럼에도 불구하고, 戰後의 행적을 고려하여 볼 때 최명길이 대명의리를 부정하
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79) 최명길은 정축화약을 주도한 자신의 행위를
75)

76)

77)

79)

75)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庚申(20일) “瑬曰 臣當爲罪首 何敢嫌避乎 今若不稱臣字
徒以前樣文書往復 則彼必生怒 更無可爲矣 自古外服諸侯 安有爲上國 伏節死義者哉”
76) 최명길 著, 최병직․정양완․심경호 譯, 2008 증보역주 지천선생집 Ⅱ, 續集 권1 答李
延陽敦詩時白書 一書, 도서출판 선비
77) 주화․척화 논쟁에서 自國 君主에 대한 최명길의 이러한 입장은, 인조의 生父인 定遠君
을 元宗으로 追崇하는 과정에서 宗統보다 血統을 택한 그의 선택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선택은 그가 미리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병자호란 종전
후 그의 집권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명길은 원종 추숭의 논의 과정에서 보
인 입장 때문에 인조에 영합했다는 공격을 많이 받았다(仁祖實錄 권48, 인조 25년 5월
丁巳(17일) “完城府院君崔鳴吉卒 鳴吉爲人機警多權數 自負其才 嘗有擔當世務之志 而光海
時擯不用 及反正 協贊大計 鳴吉之功居多 遂錄靖社元勳 不數年超至卿相 而力主追崇乞和之
論 爲淸議所棄”). 정묘호란기에 주화론을 앞장서 주장하여 격렬한 비난을 받았던 이귀와
최명길이 원종 추숭 과정에서 종통을 중시하는 서인 일반 사류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었
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78) 광해군의 背明親後金 외교를 명분 삼아 쿠데타에 가담한 최명길은, 정묘호란 때는 후금
과 형제의 맹약을 맺는데 앞장섰고, 병자호란 때는 청과 君臣의 맹약을 맺는 데 앞장섬
으로써 자신의 명분을 하나씩 후퇴시켰던 것이다.
79) 주화론자였던 최명길이 대명의리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도 간략하게나
마 언급된 적이 있다(정옥자, 1991, 앞의 논문, 247면; 오항녕, 1992, 앞의 논문, 51-52면;
오수창, 1998, 앞의 논문, 396면; 김용흠, 2006, 앞의 책, 251면). 한편, 한명기는 최근 연
구에서 출성 항복 이후 최명길의 反淸親明的 활동을 상세히 조망한 바 있다. 이에 따르

186

․

奎 章 閣 47

權道라고 자부하였지만,80) 그것을 결코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았다.81)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청에 항복하고만 최명길과 조선의 군신들은 어느 누구도
대명의리 자체를 비난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82) 병자호란이 참패로 끝났으며 三學
士가 청으로 압송된 후 처형되고 尹煌 등의 척화론자들은 유배 등의 처벌을 받았지
만, 척화론과 대명의리에 대한 조선 朝野의 광범위한 지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80)

81)

82)

斥和의 淸論은 위로는 명나라 조정을 위하는 것이요, 아래로는 선비들의 여론을 扶
持하는 것으로서, 바로 천하의 常經이요 고금의 通儀이므로, 그 正論으로 삼는 바는 비
록 삼척동자라 하여도 다 아는 바이거늘 우리들이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너무도
고통스럽고 세상일에 어두운 선비인 저로서는, 청론을 진정시키는 어려움이 白登의 포
위망83)을 푸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불가불 그 銳氣를 조금 억제한 후 그 동정
을 보아 서서히 그 죄를 풀고 다시 등용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형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형은 이미 나라를 보존하는 일에 저와 함께 동참하시고 또 한
편의 청론도 겸하였으므로 이같이 우러러 상의하는 것입니다.84)84)
83)

면, 최명길은 현실주의[병자호란 출성 이전, 주화론]와 이상주의[병자호란 종전 이후, 대
명의리론]의 두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물이다(한명기, 2010 류성룡과 최명길의 통
치론, 외교의 행적을 통해 살피다 조선의 통치철학, 푸른역사, 219-225면).
80) 崔鳴吉, 遲川續集 권4 答仲弟參判惠吉書 二書; 이귀도 자신의 주화론을 ‘臨時制權’
또는 ‘某國의 權道’로 자임한 바 있었다(김용흠, 2009, 앞의 책, 203-204면).
81) 김류 역시 남한산성 농성 당시 자신의 주화론을 주장하며, 천하에 죄인이 되는 것을 피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였다(承政院日記 55책, 인조 15년 1월 癸卯(3일) “瑬曰 此事極重
故人有所懷 不敢顯發 當此急急之時 他事不可 臣則只以奉聖上脫重圍爲急 蓋國家存然後 名
分可議也 國亡則將何以議名分乎 今日此事 臣請擔當 不避爲天下罪人矣”).
82) 종전 이후 청에 순응적이었던 인조와 비변사 대신들의 행보를 親淸的이라고 보기도 하지
만(한명기, 2009, 앞의 책, 193-213면), 이러한 시각은 당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조선의 외교적 상황과 척화론과 연관된 대명의리론이 병자호란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조
선후기 내내 정치 사상계의 지배적 담론으로 강고히 존재하였던 맥락을 간과한 것이자
두 담론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을 놓친 해석이라고 생
각된다. 金自點을 친청파로 보는 견해에 대한 반론은 김용흠, 2006, 조선후기 역모사건
과 변통론의 위상-김자점 역모 사건을 중심으로 , 사회와 역사 70 참조.
83) 漢 高祖가 冒頓을 親征할 때 平城에 다다랐는데, 묵특이 精兵 30만을 동원하여 白登山에
서 고조를 7일 동안 포위하였다. 이때 陳平의 謀計로 간신히 풀려난 고조는 평생 그 일
을 부끄럽게 여겼다(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각주정보DB 참조).

․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187

事大 관계는 부득이 청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대명의리의 준수는 기존과 다
른 출구85)를 통해 상징되고 실천되어야만 하는 것이 당시의 조선 사회였다.86) 청
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명길은 강화 조건 중의 하나였던 助兵 요구를 목숨
걸고 반대함으로써 대명의리의 준수를 실천하려고 하였다. 최명길은 또한 병자호
란의 始末을 명에 전달하여 부득이 하게 청과 丁丑和約을 맺게 되었음을 알리려
하였다.87) 그러나 이러한 명과의 密通 행위는 이후 발각되어, 최명길은 審陽에 3년
간 구금 되었다가 조선으로 돌아왔다. 앞서 살펴 본 당대 조선의 지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볼 때, 최명길이 명과의 밀통을 시도한 가장 주요한 동기는 명과의 전략
적 군사 동맹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선의 항복을 이해한다는 명 (황제)의
回答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회답은 대명의리를 배반했다는 비난
에 시달리던 최명길과 조선의 정신적 부담과 정치적 책임을 크게 완화시켜주었을
것이다.
요컨대, 그의 주화론은 대명의리의 차원에서 보면 척화론과 對極的 위치의 주장
이 결코 아니었다. 다만 그는 國亡 직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독자의 영토와 백
성을 가진 外服 諸侯國 조선이 명에 대한 의리를 어느 선까지 희생하며 지켜야하
는가라는 판단에서 척화론자들과의 견해가 크게 갈린 것뿐이었다. 대명의리가 절
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이 시기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파생된 딜레마는, 과연
외복 제후국인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대명의리를 어떻게․어느 선까지 희생하면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는 기준 설정과 실천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다.88)88)
85)

86)

87)

84) 崔鳴吉, 遲川續集 권1, 答張谿谷持國維書 八書, 丁丑年(1637)
85) 명으로부터 받은 誥命과 印信의 반납 회피, 청 연호의 사용 거부, 不出仕, 北伐論의 제기,
萬東廟․大報壇의 건설과 祭享 등등.
86) 물론 이같은 실천만으로 과연 대명의리를 고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
대에도 논란과 회의가 있었다(宋時烈, 宋子大全 附錄 권19, 記述雜錄 鄭澔 “丁酉五月
三日 有一士人來見 語間略傳尹宣擧之徒譏斥尊周之義曰 我國旣已服事淸國 而假託尊周之義
爲皇明復讎云者 無異改嫁之女爲舊夫復讎也 其誰信之云云”).
87) 명과 밀통하려 한 최명길의 구체적 행적에 대해서는 李肯翊, 燃藜室記述 권26, 仁祖朝
故事本末 獨步 ; 한명기, 2010 앞의 책, 222-225면 참조.
88) 조선이 건국 초기 제후국 分義에 걸 맞는 제도를 정비․운영하는 과정 중에 구체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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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호란 개전 후, 청은 남한산성을 포위한 이래로 자국의 전력이 속속 강화됨
에 따라 조선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점차 높여 갔다. 인조 15년(1637) 1월 중순에
이르면 양국 간 戰力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병자호란의 승부는 이미 결판난
상태였고 외부의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89) 척화론자들은 청과의
講和를 거부하고 항전을 주장하였지만, 군사적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주화론
자의 주장대로 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한, 조선이란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남한산성 농성시 강화 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정묘호란 때와 마찬가지로
영토의 할양이나 전쟁 배상금 등의 문제가 아니라 國書의 형식과 항복의 절차 등
이었다. 대청제국의 수립을 의례적 절차에 의해 확인받으려고 한 청은 稱臣을 표
기한 國書, 인조의 出城 항복, 斥和臣의 압송을 집요하게 조선에 요구하였다.90) 국
왕 인조와 김류․최명길을 비롯한 주화파 신료들은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위하여
이러한 조건을 부득이 받아들이자는 입장인데 비하여, 김상헌과 정온을 비롯한 대
다수의 척화파 신료들은 이러한 주장에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당시 강화 협상에 임한 조선의 君臣이 끝까지 고민하였던 문제는 항복의 여부
라기보다, 禮를 통해 구현되는 항복의 형식이었다. 대다수 조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 對明義理라는 大義와 稱臣을 표기한 국서의 형식 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
이었기 때문이다. 농성 중 김상헌의 발언에서도 보이듯이, 당대인들에게 人質․歲
幣․割地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군신간의 의리[君臣之義]를 상징하는 국서의 형
식이었고, 이때의 군신지의는 對明義理를 의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9)

90)

준의 未備로 인하여 당면해야 했던 難題도 유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종석, 2013, 조선초기 제후국 체제 운영의 특징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 한국사
상과 문화 70 참조).
89) 이하 서술한 남한산성 농성과 조선 君臣의 대응에 대해서는 허태구, 2010, 앞의 논문에
주로 의거하였다.
90)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明 황제에 대한 조선 국왕의 義理, 세 번째 조건은 자신의 臣
下에 대한 국왕 인조의 義理와 관련되었다. 斥和의 동기가 對明義理를 주장한 것에서 비
롯되었다는 점에서 후자 역시 명에 대한 의리로 환원되는 것이며, 결국 세 가지 모두 대
명의리의 실천과 관련되는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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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치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처럼 明의 國力을 계산하거나 명의 보복을 우려
하여 고수되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
김상헌이 “비록 無益할 줄 알면서도 할 만한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
니, 이 일(稱臣하여 국서를 보내는 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무익하지만 할 만한 일은 어떤 일인가?”라고 하였다. 김상헌이 “저들이 만약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청하면 이는 할 만하고, 歲幣를 올리고 땅을 떼어 달라고 하면 그 또한
할 만합니다. 지금 그들이 출성을 요구하는데, 한 번 굴복한 뒤에 만약 군신의 의리를
고집하며 멋대로 명령을 내리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임금이 ”혹 그
러하더라도 天心이 화를 내린 것을 후회한다면 그래도 벗어날 수 있다. 會稽의 災厄
(필자: 越王 句踐의 고사)도 이 방법으로 벗어났으니,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91)91)
5. 맺음말: 두 개의 對明認識을 통해 본 새로운 전망

본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수렴되는 척화론, 대명의리론, 중화 인식 전반
의 성격을 우선 정리해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 본 조선사회 전반의 對
明義理나 對明事大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당대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兩次의 胡亂 전후로 제기된 斥和論은 전쟁의 승리를 자
신하거나 明의 지원이나 問責을 의식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단
순히 明에 대한 事大主義나 淸에 대한 우리 민족의 투쟁이란 시각92)에서 바라본다
면 척화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당대인의 對明認識에 두 가지 차원
의 인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분리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가
운데 하나는 특정 국가로서의 明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 문명인 中華
92)

91) 承政院日記 55책, 인조 15년 1월 戊午(18일)
92) 光海君과 三學士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학계와 대중의 분위기는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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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징하는 明에 대한 인식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흔히 명이 멸망한 이후 朝鮮中
華主義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후자가 분리․출현․강화된 것으로 이해하였다.93) 그
러나 명에 대한 이 두 가지 인식은 명․청 교체기 이전부터 이미 조선인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틀 속에서 명과의 관계도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
이 필자의 입장이다.
조선을 개국한 新進士大夫들은 明을 중심으로 하는 中華 질서 속에 제후국으로
서 조선의 위치를 자각하면서,94) 조선의 禮制와 文物을 中華의 기준에 맞추어 개
편하려고 노력하였다. 禮制는 중화 질서 편입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들은 중화
문명의 표준으로 인식되었던 明의 예제와 문물을 선별하여 조선 사회에 이식함으
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中華에 일치시키려고 하였다. 조선이 明의 禮制와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한 시도는 명의 압력이나 권고를 의식한 것이라기보다는 中華 문명
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한 결과였다.95)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明에
대한 정치적․문화적 隸屬의 심화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
로 明으로 상징되는 中華 문명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 즉 中華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조선 사회 내부에서 中華의 禮敎 질서가 고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사회 내부에서 이러한 中華의 예교질서를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광범위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96)96)
93)

94)

95)

93) 유봉학,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57-63면;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
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6-19면.
94) 高麗史 편찬 과정에서 고려 諸王의 역사를 本紀가 아닌 世家로 편입한 것은 이러한 의
식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려사 편찬에 따른 난제와 창의성에 대해서는 최종
석, 2012 고려사 세가 편목 설정의 문화사적 함의 탐색 , 한국사연구 159 참조.
95) 이는 조선이 사실상 명의 확인이나 간섭이 불가능한 지방 城隍祭를 洪武禮制에 근거하
여 개편하려 한 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최종석, 2008 조선시기 城隍祠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高麗 이래 질서와 ‘時王之制’ 사이의 길항의 관점에서- , 한국사연구
143 참조).
96) 고려에서 가장 화이론적 시각을 가진 성종조차 皇帝國 제도를 적극 도입했는데, 박재우는
이것이 王과 皇帝의 차이에 대한 고려 화이론자들의 이해가 깊지 못한 데서 기인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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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조선초 중화 인식의 질적 전환과 관련하여, 최근 조선초 禮制 개편의 맥
락을 自主․事大의 이분법을 탈피하여 재해석한 최종석의 논의를 주로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말 이전의 事大와 中華 文物의 수용에 따른 禮制 개편
이 당대인들에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진 데 비해, 고려말 이후의 사
람들에게 예제의 개편은 보편적 中華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分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것은 조선인들에게 굴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았고, 明의 시선
과 상관없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올바른 일로 여겨졌을 것이다. 예제 개편 및
그것의 함의가 성리학을 사상적 토대로 하는 당시 신진사대부들의 지향에 부합하
였을 것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전기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심화된 中華 인식은 특정 국가로서
의 明에 대한 무조건적인 종속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선은 中華 인식의
심화에 따라 보편 문명인 中華의 기준을 가지고 明나라를 상대화하여 비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97)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明의 정치․제도․학
술․인심에 대한 비판이 明의 문물 전반에 대한 동경과 칭찬만큼이나 많이 기록되
어 있다.98) 이것은 명이 상징하는 중화 문명의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자
주․독립의 선언이라기보다는 명이라는 특정 국가를 조선인이 체득한 중화 문명의
기준에 의해 비판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조선은 禮制를 비롯한 명의 문물 제도
97)

98)

지적하였다(박재우, 2005 고려 君主의 국제적 위상 , 한국사학보 114, 53-55면 참조).
97) 후마 스스무[夫馬進]는 許篈의 荷谷先生朝天記와 趙憲의 朝天日記․東還封事를 분
석하여, 이들이 北京 使行에서 중화 문명에 대한 뜨거운 동경을 표출함과 동시에 중화의
이상과 괴리된 명의 현실에 분노도 느꼈음을 지적하였다(정태섭 외 4인 共譯, 2008 제1
장 만력 2년 조선사절의 ‘중화’국 비판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참조).
98) 특정 국가로서 明의 현실에 대한 조선인의 비판적 시선은 오항녕, 1992 17세기 전반 서
인산림의 사상-김장생․김상헌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8, 52면; 조영록, 1996 조
선의 소중화관-명청교체기 동아시아삼국의 천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 역사학보 149,
116-117면 참조; 비판의 대상에는 明太祖 朱元璋도 예외는 아니었다(宣祖實錄 권6, 선
조 5년 12월 辛未(19일) “上曰 高皇帝不取孟子 其意必有所在 對曰 高皇帝警齊王抑人君處
至欲撤孟子從祀之板 令侍衛土 有敢諫者輒射 直臣錢瑭披胸受矢 高帝以良藥調治 一月得差
孟子位版得不撤 只令刪削數處 太宗以燕王取國不義 四書三經 令儒臣編小路 而孟子之削處
還完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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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발적으로 이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명에서 유행하고 명나라 사람
들이 추천하는 것이라 해도 陽明學처럼 자신들이 설정한 중화 문명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완강히 거부하였다.99)99)
요컨대 중화 문명의 상징으로서의 明이 보편이라면 특정 국가로서의 明은 특수
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보편의 틀 안에서 특수를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조선의 君臣들이 明軍의 참전 동기가
기본적으로 중국 본토의 방어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며,100) 明軍의 주둔으로 많은
民弊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101) 이를 ‘재조지은’과
대명의리의 틀 안에서 용해시켜 버린 그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02)
따라서, 호란기의 斥和論 역시 1644년에 멸망해버린 明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맹목적 종속이나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나 오판에서 기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명이
상징하는 중화 문명에 대한 가치를 당대의 조선의 君臣과 士大夫가 모두 공유하였
기 때문이었다. 이를 방증하듯이, 척화론자들이 진정 우려하였던 것은 명의 問罪
또는 보복이라기보다는 대명의리의 포기를 통한 윤리와 도덕의 붕괴였으며,103)103)
100)

101)

102)

99) 윤남한, 1982 朝鮮時代의 陽明學 硏究, 집문당, 177-180면 참조.
100) 仁祖實錄 권1, 인조 16년 1월 戊子(24일) “上曰 不然 我國爲倭所有 則只隔一帶水 淸
國危矣 後患不可不慮 必盡力救之 壬辰之亂 天朝之來救 豈徒爲我國乎 其勢然也”; 成渾,
牛溪集 권5 簡牘2 (答黃思叔愼論奏本事) 第二書 甲午七月 “皇朝救我 誠千古之所無
而亦因事勢而生 自古天子都中原 我國在東偏徼外 雖有戰爭 中國何恤焉 今則皇朝燕山與我
密邇 而許儀後屢奏倭奴窺覦中國 故發天下之兵來救之 所謂存朝鮮所以存中國者 卽其意也”
101) 명군 주둔에 따른 민폐와 사회상에 대해서는 한명기, 1999 앞의 책, 125-133면 참조.
102) 한편, 이러한 中華 인식의 질적 전환은 현실상의 對明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名分을 의식한 實利의 포기
가 아니라, 名分도 의식한 實利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중화를 보편 문명으로서 받아들
이고 실천하려고 한 당대인의 의지는 외교 관계에서 추구될 수밖에 없는 實利․國益을
말살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그 추구가 명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받는
또는 합리화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만, 이른
바 ‘재조지은’ 형성의 시기였던 임란 당시 조․명 간에 벌어졌던 수많은 외교 갈등과 대
립도 좀 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03) 仁祖實錄 권39, 인조 17년 12월 戊申(26일) “前判書金尙憲上疏曰…自古無不死之人 亦
無不亡之國 死亡可忍從 逆不可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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歷史와 後世에 대한 비난이었다.104) 척화의 논의에서 明이라는 특정 국가를 고려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화․척화의 문제는 외교적 진로
의 선택이 아닌 문명과 야만, 인간과 짐승을 택하는 실존적 결단의 문제였다고 규
정할 수 있다. 외교적 현안에 대한 강경론[매파]과 온건론[비둘기파]의 대립은 동
서고금의 보편적 문제이지만, 대개의 경우 그 본질이 國家의 안전 또는 國益의 추
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진 노선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조선의 주
화․척화 논쟁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對明義理의 고수를 위해 국가가 망해도 어쩔 수 없다
는 척화론자들의 발언도 이해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이다. 무력적 타개를 포함한
여타의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유지․존속을 위해서는 주화파의 주장대
로 화친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러나, 兩次의 胡亂 당시 척화론자들이 목
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조선이라는 국가라기보다도 (명이라는 특정 국가도
아닌) 明으로 상징되는 中華라는 보편 문명이었다.105) 李貴에게 나라는 오랑캐와
의 화친을 통해서라도 보존해야 하는 것이었다면,106) 張維에게 不義로 보존된 나
라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이었다.107) 척화론자들에게 國이란 그것이 中華 문
명의 보편적 가치를 담지하고 실천하고 있었을 때에만 유의미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같은 점을 고려해야만, 중화 문명에 대한 이해 수준과 수용 양상이 조선과 달
랐던 베트남과 일본이 명․청 교체 전후에 보인 (조선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
로 무덤덤하거나 實利 추구적인 반응이 우열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당대의 비교사
104)

105)

106)

107)

104)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10월 丁丑(6일) “玉堂…仍上箚曰…噫 我國之於天朝 名分素
定 非若羅麗之事唐宋也 壬辰之役 微天朝則不能復國 至今君臣上下 相保而不爲魚者 其誰
之力也 今雖不幸而大禍迫至, 猶當有殞而無二也 不然 將何以有辭於天下後世乎”
105)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송시열이 北伐論의 첫 번째 의리[第一義]가 明을 위한 복수
보다는 春秋大義의 고수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제자 權尙夏의 회고는 매우 시사적이다
(宋時烈, 宋子大全 부록 권19, 記述雜錄-尹鳳九 “鳳九曰 聞淸愼春諸先生 皆以大明復
讎爲大義 而尤翁則加一節 以爲春秋大義 夷狄而不得入於中國 禽獸而不得倫於人類 爲第一
義 爲明復讎 爲第二義 然否 曰 老先生之意 正如是矣”).
106)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丁未(10일) “貴曰 不和則亡 何爲此言”
107)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丁未(10일) “維曰 國雖亡 豈以不義圖存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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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108) 아울러 청군의 北京 점령은 별다
른 저항 없이 맞이하던 명의 遺民들이, 이후의 薙髮令에는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
실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청이 만약 체발을 조선에 강요했
다면, 그 저항의 강도는 훨씬 더 격렬하고 지속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는 흔히 1637년의 출성 항복과 1644년의 북경 함락을 명․청 교체와 華夷 질서의
변동이란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당대인들이 받아들인 보편 문명
으로서의 中華의 위상은 조선 내에서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
다. 외교상의 의례와 대상은 비록 漢族 왕조인 明에서 滿洲族 왕조인 淸으로 전환
되었지만, 양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념․수사․외교 절차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후기 역사를 ‘정지된 시간’으로
규정한 최근 연구109)는 ‘서구 근대’라는 답안만을 전제로 한 목적론인 접근이었다
고 생각한다.110)110)
본고는 이상과 같이 조선인들의 中華 인식이 심화된 결과, 당대인들의 對明 인
식 속에 ‘두 개의 對明 인식’-ⓛ 특정 국가로서의 明에 대한 인식, ② 보편적 중화
문명을 상징하는 明에 대한 인식-이 존재함을 斥和論과 對明義理論이 제기되는 맥
락을 통해 試論的으로 입증해 보았다.111) 이러한 가설을 정밀한 논증 아래 조선시
108)

109)

111)

108)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228-233면; 로널드 토비 지음․허은주 옮
김, 2013 일본 근세의 ‘쇄국’이라는 외교, 창해, 160-164면 참조.
109) 계승범, 2011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출판부
110) 영조의 발언을 근거로 조선후기 대명의리의 강고한 지속을 설명하려는 전통적인 해석
(계승범, 2013 133-134면; 英祖實錄 권40, 영조 11년 3월 신미(1일) “上引見大臣備堂
左議政徐命均以日寒請寢皇壇親祭 上曰 予欲行臣禮於皇壇 使諸臣知君臣之義耳”)은 결과
와 원인을 혼동한 순환론적인 설명이라고 판단된다. 조선후기 국내의 君臣 질서가 명과
의 事大義理를 통해 담보된다면, 이전의 한중 관계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
았는지부터 먼저 설명되어야 한다.
111) 최근, 대명의리의 성격 규정 또는 중화 인식과 관련하여, 조선후기의 대명 인식을 두 개
의 차원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우경섭, 2006 송시열
의 華夷論과 朝鮮中華主義의 성립 , 진단학보 101; 조동일, 2010 동아시아문명론,
지신산업사; 우경섭, 2013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김대중,
2013 내부⇆외부에 대한 두 개의 시선-이덕무와 박제가- , 한국사연구 162; 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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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對明․對淸 관계 전반에 확대․적용시켜 본다면, 기존의 自主[주체적]와 事
大[종속적]라는 이분법으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현상들이 ‘두 개의 對
明 인식’ 또는 ‘두 개의 對淸 인식’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한다.
논문투고일(2015. 10. 30), 심사일(2015. 11. 19), 게재확정일(2015. 12. 11)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大淸太宗文皇帝實錄(臺灣 華文書局 發行本, 1964)
明熹宗實錄(明淸實錄DB)


羅萬甲(1592-1642), 丙子錄(윤재영 譯, 한국자유교육추진회, 1985)
宋時烈(1607-1689), 宋子大全(이성우 外 共譯, 민족문화추진회, 1981-1988)
柳成龍(1542-1607), 懲毖錄(이재호 번역․감수, 서애선생기념사업회, 2001)
李建昌(1582-1898), 黨議通略(이덕일․이준녕 共譯, 자유문고, 1998)
李肯翊(1736-1806), 燃藜室記述(이병도 外 共譯, 민족문화추진회, 1966-1967)
張維(1587-1638), 谿谷集(이상현 譯, 민족문화추진회, 1999)
崔鳴吉(1586∼1647), 遲川集․遲川續集․遲川遺集(최병직․정양완․심경호譯,
증보역주 지천선생집, 도서출판 선비, 2008)
계승범, 2011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출판부
2014 조선과 중화: 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 돌베개 등). 예를 들어 우경섭
은 당대인의 대명인식을, 혈통과 왕조를 초월해 존재하는 문화적 진리, 즉 道의 담지자를
상징하는 ‘관념적 중화로서의 명나라’와, 이에 비추어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갖춘 ‘역사적
실체로서의 명나라’로 구분해서 고찰하였다(우경섭, 2013 위의 책, 30-38면 참조).

196

奎 章 閣 47

․

김용흠, 2006 朝鮮後期政治史硏究Ⅰ: 仁祖代 政治論의 分化와 變通論, 혜안
김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朝淸交涉과 東亞三國交易을 중심으로, 혜안
류재성, 1986 丙子胡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배우성, 2014 조선과 중화: 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 돌베개
우경섭, 2013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유봉학,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윤남한, 1982 朝鮮時代의 陽明學 硏究, 집문당
전해종, 1970 韓中關係史硏究, 일조각, 1970
정옥자, 2014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조동일, 2010 동아시아문명론, 지식산업사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 2000 광해군, 역사비평사
,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 2013 역사평설 병자호란1․2, 푸른역사
허태구, 2009 丙子胡亂의 정치․군사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박사학위논문
田川孝三, 1932 毛文龍と朝鮮との關係について, 靑邱說叢卷 三, 靑邱學會
진순신․오자키 호츠키 편․김정희 옮김, 2002 마지막 황제, 솔출판사(陳舜臣․尾
崎秀樹 編, 1998, 中國の 群雄 八. 亡國の皇帝, 講談社)
후마 스스무(夫馬進) 著․정태섭 外 4인 共譯, 2008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제임스 팔레 지음․김범 옮김, 2008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유형원과 조선
후기1․2, 산처럼(James B. Palais, 1996,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 Yu Hyongwon and the late Choson Dynasty,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로널드 토비 지음․허은주 옮김, 2013 일본 근세의 ‘쇄국’이라는 외교, 창해(Ronald
Toby, 2008,  鎖國 とぃぅ外交, 小學館)
계승범, 2005 조선감호론 문제를 통해 본 광해군대 외교 노선 논쟁 , 조선시대사학
보 34,
, 2007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 역사
학보 193

․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197

, 2008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 남명학연구 26, 경
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구범진․이재경, 2015 丙子胡亂 당시 淸軍의 構成과 規模 , 한국문화 72, 서울대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구태훈, 2008 임진왜란 전의 일본사회-전국시대 연구 서설- , 사림 29
권내현, 2002 17세기 전반 平安道의 軍糧 운영 , 조선시대사학보 20
김대중, 2013 내부⇆외부에 대한 두 개의 시선-이덕무와 박제가- , 한국사연구 162
김용흠, 2006 조선후기 역모사건과 변통론의 위상-김자점 역모 사건을 중심으로 , 사
회와 역사 70
박재우, 2005 고려 君主의 국제적 위상 , 한국사학보 114
오수창, 2003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 ,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 2005 청淸과의 외교 실상과 병자호란 , 한국사시민강좌 36
, 2006 오해 속 병자호란, 시대적 한계 앞의 인조 , 내일을 여는 역사 26
오항녕, 1992 17세기 전반 서인산림의 사상-김장생․김상헌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8
우경섭, 2006 송시열의 華夷論과 朝鮮中華主義의 성립 , 진단학보 101
유승주, 2005 丙子胡亂의 戰況과 金化戰鬪 一考 , 사총 55
이민웅, 1995 18세기 江華島 守備體制의 强化 ,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이화, 1975 北伐論의 思想史的 檢討 , 창작과 비평 38
이헌창, 2008 서애 류성룡의 경제정책론 ,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조영록, 1996 조선의 소중화관-명청교체기 동아시아삼국의 천하관의 변화를 중심으
로- , 역사학보 149
최종석, 2008 조선시기 城隍祠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高麗 이래 질서와 ‘時
王之制’ 사이의 길항의 관점에서- , 한국사연구 143
, 2012 고려사 세가 편목 설정의 문화사적 함의 탐색 , 한국사연구 159
, 2013 조선초기 제후국 체제 운영의 특징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 한국
사상과 문화 70
한명기, 2010 류성룡과 최명길의 통치론, 외교의 행적을 통해 살피다 , 조선의 통
치철학, 푸른역사
허태구, 2010 병자호란 講和 협상의 추이와 조선의 대응 , 조선시대사학보 52
, 2011 丙子胡亂 江華島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金慶徵 패전책임론의 재
검토를 중심으로- , 진단학보 113

198

奎 章 閣 47

․

, 2012 仁祖代 對後金(對淸)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61
, 2013 崔鳴吉의 主和論과 對明義理 , 한국사연구 162
, 2014 金誠一 招諭 활동의 배경과 경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 남명학연구 41
, 2015 예禮의 창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과 조선시대 사람들: 조선의
대외관계와 의례 ,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五禮, 국립고궁박물관
하우봉, 1995 사대교린과 양란 , 제3판 한국사연구입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2,
한국사연구

․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199

Abstract

丙子胡亂)

A New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Byeongja Ho’ran(
war, and Prospect for future approaches:

Examination of the “Cheok’hwa” Ideas’ Nature that prevailed during the war,
and trying to understanding them with appreciation of the ‘Nature of the
Period’
Huh, tae koo

丙子胡亂)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recent studies concerning the Byeongja Ho’ran(

war, which dare to adopt new perspectives. Here, they are analyzed by categories from
which such individual studies originated or with which their themes could be identified:
diplomacy, military, and philosophy. Argued in this paper is that the Joseon government’s
diplomatic and militaristic response to the crisis situation right before and after the war
was very much different from we think we know today. In the spirit of clarifying, in this

斥和論]

paper, examination of the Cheok’hwa argument[

that was raised at the time is

明

accompanied with an assessment of the possibility of Ming( ) ever deciding to intervene
and provide military aid at the time. Meanwhile, why the Joseon government employed a

山城),

specific defensive strategy which was based upon the defense of mountain fortresses(

a strategy which has been usually cited as one of the reasons behind Joseon’s defeat, and

江華島) island fell, are all critically reviewed here as well.

how exactly the Gang’hwa-do(

After such examination, two things become clear: There was little possibility that Ming
would try to help Joseon, as they did when the Japanese invaded in the 1590s, again, and
the Cheok’hwa argument ‘dominantly’ prevailed even when it was clearly projected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leading figures in the society that the Joseon army would not be
able to successfully defeat the Qing army when the time came. And based up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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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it is attempted in this paper to initiate a task trying to achieve 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and nature of the Joseon people’s loyalty to Ming at the
time.

丙子胡亂, Manchu's invasion in 1636), Mountain fortresses
(山城), the Gang’hwa-do(江華島) island, Ju’hwa-ron(主和論, argument
supporting the idea of pursuing peace with the enemy), Cheok’hwa-ron(斥和
論, argument boycotting the negotiation of peace with the enemy),
Daemyeong Euiri(對明義理)

Key words : Byeongja Ho’r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