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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泉州는 정성공의 본향으로서 생애의 대부분 시간을 천주에서 생활
하고 투쟁하여왔다. 풍부한 천주문화는 정성공의 성장에 견실한 사상
기초를 마련하였다. 천주에 보존되어 있는 정성공 관련 문물사적의
정리를 통해 정성공의 역사적 형상을 더욱 뚜렷하게 조명할 수 있다.
정성공은 나라와 민족이 멸망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앞장서서 반청활
동을 전개하고 네덜란드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었다. 그는 위대한 민
족영웅일 뿐만 아니라 해양영웅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17세기 극동국
제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다.

주제어 : 정성공, 천주, 민족영웅, 해양영웅, 반청활동, 대만수복, 해상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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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성공은 17세기 극동국제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역사인물이
다. 정성공의 본향은 천주인데. 그는 생애의 대부분 시간을 천주에서
생활하고 투쟁하여 왔다. 풍부한 천주문화는 정성공의 성장에 견실한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위대한 민족영웅과 해양영웅으로 성장하는 데
풍부한 사상기초를 마련하였다. 이글에서는 중국 내의 정성공 관련
연구현상과 생애(해상활동, 반청활동, 대만수복) 및 천주에 보존되어
있는 정성공 관련 문물사적의 소개와 연구 분석을 통해 정성공의 역
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려고 한다.

Ⅱ. 중국 내 정성공 연구현황
정성공 관련 연구는 중국학계의 중점연구 분야로서 관련 저서는
상당히 많다. 필자는 그 연구 성과를 아래와 같이 8개 종류로 분류하
였다. 즉 사료선편(史料選編), 정성공전(鄭成功傳), 연구논문집, 대만
수복, 해양활동, 정성공 신앙, 문물사적 및 기타 등이다. 정성공 관련
사료선편에는 주로 정성공사료선편, 정성공수복대만사료선편, 
정성공 族谱 四種, 延平二王集: 外二種 등이 있다.1) 정성공전에
관련된 출판물은 明郑四世兴衰史, 郑成功评传―逆子忠臣, 郑成
功传 등이 있고,2) 정성공연구논문집에는 郑成功研究论文集, 郑
1) 福建师大历史系郑成功史料编辑组(1982), 郑成功史料选编, 福建教育出版社; 厦门大学
郑成功历史调查研究组编(1982), 郑成功收復臺湾史料选编, 福建人民出版社; 厦门郑成
功研究会․厦门郑成功纪念馆编(2006), 郑成功族谱四種, 福建人民出版社; (明)郑成功․郑
经․郑鸿逵 著, 何丙仲 点校(2012), 延平二王集: 外二種, 上海辞书出版社.
2) 杨友庭(1991), 明郑四世兴衰史, 江西人民出版社; 毛佩琦(1995), 郑成功评传―逆子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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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功研究论文选, 臺湾郑成功研究论文选, 郑成功研究国际学术会
议论文集, 郑成功研究, 郑成功研究文集 등이 있다.3) 정성공의
대만수복 관련 연구저서에는 郑成功收復臺湾记, 郑成功―明末解
放臺湾的民族英雄, 郑成功收復臺湾事迹, 郑成功與明郑臺湾史研
究, 梅氏日记, 臺湾研究新跨越: 郑成功與明郑在臺湾 등이 있
다.4) 정성공의 해상활동에 관한 연구저서는 失落的超级舰队―郑成
功與东方海洋霸权的瞬间,

海权战略―郑芝龙․郑成功海商集团纪事

등이 있다.5) 정성공의 신앙연구 관련 저서는 高致华의 郑成功信仰
이 있다.6) 정성공의 문물사적 관련 연구에는 郑成功史蹟调查, 郑
成功文物史蹟, 厦门郑成功纪念馆带你走进博物馆 등이 있다.7) 기
타 연구저서에는 郑延平王受明封爵考, 明延平王臺湾海国纪, 郑
成功丛谈 등이 있다.8)
정성공의 대만수복 관련 연구는 예로부터 중국학계의 중점연구대
상으로 되었다. 최근 “郑氏와 海洋”에 관한 연구가 점차 새로운 연구

3)

4)

5)
6)
7)

8)

臣, 广西教育出版社; 夏韵芳․张惠民(1992), 郑成功传, 北京出版社; 吴高飞(2007), 郑
成功传, 百花洲文艺出版社.
厦门大学历史系编(1965), 郑成功研究论文集, 上海人民出版社; 厦门大学历史系编(1982),
郑成功研究论文选, 福建人民出版社; 郑成功研究学术讨论会学术组编(1982), 臺湾郑成
功研究论文选, 福建人民出版社; 厦门大学臺湾研究所历史研究室编(1989), 郑成功研究
国际学术会议论文集, 江西人民出版社; 泉州市郑成功学术研究会编(1999), 郑成功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洪本地(2012), 郑成功研究文集, 厦门大学出版社.
吴紫金․洪卜仁(1955), 郑成功收復臺湾记, 福建人民出版社; 朱偰(1956), 郑成功―明末
解放臺湾的民族英雄, 福建人民出版社; 朱杰勤(1956), 郑成功收復臺湾事迹, 新知识出
版社; 邓孔昭(2000), 郑成功與明郑臺湾史研究, 臺海出版社; 江树生译注(2003), 梅氏
日记, 臺湾汉声杂志社; 邓孔昭(2013), 臺湾研究新跨越: 郑成功與明郑在臺湾, 厦门大
学出版社.
陈锦昌(2011), 失落的超级舰队―郑成功與东方海洋霸权的瞬间, 新世纪出版社; 张培忠
(2013)，海权战略―郑芝龙․郑成功海商集团纪事, 三联书店.
高致华(2006), 郑成功信仰, 黄山书社.
厦门大学郑成功历史调查研究组(1962), 郑成功史蹟调查, 福建人民出版社; 厦门市郑成
功纪念馆编(2004)，郑成功文物史蹟, 文物出版社; 厦门郑成功纪念馆․陈洋․葉瑋(2008),
厦门郑成功纪念馆带你走进博物馆, 文物出版社.
朱希祖(1932), 郑延平王受明封爵考, 国立北京大学国学季刊三卷㊀号; 余宗信(1937), 
明延平王臺湾海国纪, 商务印书馆; 张宗洽(1993), 郑成功丛谈, 厦门大学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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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으로 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중국학계
의 해양의식이 소생되었음을 보여준다.

Ⅲ．정성공의 생애
정성공(1624~1662)의 字는 明俨이고 號는 大木이며, 泉州府 南安县
石井乡(현재의 福建省 泉州市 南安市 石井镇)이 그의 본향이다. 부
친 정지룡(郑芝龙)은 중국에 颜氏 부인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활동할
때 平户 사무라이 田川 氏의 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았다. 정성공
은 1624년 8월 27일 日本의 平户에서 태어났으며, 1630년 7세 때 천
주의 安平으로 돌아와 천주 晋江의 학자 曾其五를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닦았다. 1638년 15세 때 南安县 관아가 꾸린 학당에 입학하여
생원이 되었으며 1644년 21세 때는 南京国子监의 太学生으로 되었
다. 같은 해 이자성이 연경(지금의 북경)을 함락함으로 인해 명나라
의 崇祯皇帝는 煤山에서 자결하고 청군이 关內에 진입한 후 연경을
수도로 확정하였다.
1645년 정성공은 隆武皇帝를 배알하고 나라의 성씨인 “朱氏”성을
하사받았으며, 이름을 成功이라 개칭한 후 모친 田川 氏를 천주의
安平으로 모셔왔다. 1646년 정성공은 忠孝伯에 책봉되고 招讨大将军
으로 임명되었으며 군사를 통솔하여 청군과 맞서 싸웠다. 그 당시 부
친 정지룡은 정성공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 귀순하게 되자
모친 田川 氏(1602－1646)는 자결하고 말았다. 그 후 23세의 정성공
은 군사를 모집하여 반청활동을 전개하였다. 1661년 4월 정성공은 군
사를 통솔하여 대만해협을 횡단해 대만을 수복하였다. 정성공은 1662
년 6월 23일에 대만에서 별세하였는데 39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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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활동

바다를 통해 대성한 정지룡은 해상무역을 상당히 중요시하였는데
전성기 때는 동남아해상무역을 독점하였으며 기타 해상들이 해상무
역에 종사하려면 그의 허락을 받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 당시
정지룡은 아시아지역에서 네덜란드인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정성공도 부친의 해상무역전통을 이어받아 해상무역을 중요시하였는
데 “해상무역을 통한 富國”9)은 정성공의 군사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정성공의 군사가 점령하고 있던 육
지 면적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10만 대군의 군비지출과
가족들의 생활비용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반청활동을 위해서는 상당
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주로 해상무역을 통해 해결하였다. 청
나라의 郁永河는 “정성공이 해외의 작디작은 땅에서 10여 만 군사를
기르고 무기를 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천 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내륙과 교류하고 민심을 매수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소
모하였지만 재정은 여전히 충족하였는데, 이는 해상무역의 덕이다”고
평가하였다.10)
정성공의 해상무역은 주로 5개 상업조직으로 운영되었다. 5개 상업
조직이란 杭州 및 그 주변에 설치된 金, 木, 水, 火, 土 등 육상 5개
상업조직과 천주 및 그 주변에 설치된 仁, 义, 礼, 智, 信 등 해상 5
개 상업조직을 가리킨다. 육해 5개 상업조직은 분공협력방식을 통해
운영되었다. 즉 육상 5개 상업조직이 먼저 공금을 수령하여 비단과
각 지역 특산품을 구입한 후 이를 해상 5개 상업조직에 넘기고 국고
의 결제를 받아 다시 공금을 수령하여 다음을 준비하였다. 해상 5개
9) 江日升, 台湾外纪, 卷六.
10) 郁永河, 伪郑逸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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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조직은 화물을 수령한 후 해외로 진출하여 해상무역에 종사하고
귀항한 후 국고로 결제하였다.11) 정성공은 내륙에 많은 상업거점을
설치하여 화물공급을 보장한 동시에 이러한 거점을 정보조직으로 발
전시켰다. 획득한 자금으로 군사를 모집하고 갑옷, 화포, 칼, 검 등
무기를 구입함으로서 군사력과 군비를 강화하였다.
정성공의 해상무역 주요 상대국은 일본, 吕宋(필리핀 루손), 暹罗
(태국), 柬埔寨(캄보디아), 越南(베트남) 등이며12) 네덜란드와도 무역
을 하였다.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이 정성공의 상선을 약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는데, 정성공은 이들과 당당히 맞서 싸웠다. 1655년 정
성공은 각 항구와 동서양 각국에 네덜란드 상인이 대만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통보문서를 전달하였다. 2년간의 봉쇄 끝
에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자 대만주재 네덜란드장관 Frederick Coyett
(揆㊀)은 통역 何斌을 파견하여 공물을 바치고 통상할 것을 요구하였
다.13)
정성공의 해상무역은 정부 명의로 운영되었으며 관무역이 주를 이
루었다. 무역을 통해 획득한 자금은 군사와 정치에 직접 사용되었다.
정성공의 “해상무역을 통해 부국을 건설하고 상업으로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해결”하는 전략은 중국 고대군사역사에서 상당히 특이한 전략
이기도 하다.

11) 南栖(1982), ｢台湾郑氏五商之研究｣, 台湾郑成功研究论文选, 福建人民出版社, pp.194
－208.
12) 江日升, 台湾外纪, 卷五.
13) 杨英(1982), 从征实录; 福建师大历史系郑成功史料编辑组, 郑成功史料选编, 福建教
育出版社,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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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청활동

정성공이 통솔하는 대군은 南明王朝가 반청활동을 전개하는 주요
군사역량의 하나로서 전성기에는 20여 만 병력과 천여 척의 대소전
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1647년 1월, 정성공은 烈屿(현재 金门县 烈屿
乡)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忠孝伯 招讨大将军 罪臣朱成功”으로 자처
하면서 반청을 호소하였다. 그는 연해지역 주민들을 병사로 모집하고
정지룡의 옛 부하들을 소집하여 군사력을 확장하였으며 복건과 광동
의 접경지역인 南澳에서 출사한 후 厦门, 金门을 점령하여 근거지로
삼았다. 1653~1656년 간 청나라 정부에 귀순한 정지룡이 정성공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 청나라 정부에 귀순할 것을 권유하고 청나라
정부 또한 조서를 반포하여 정성공을 靖海将军 및 海澄公으로 책봉
하고14) 안착시키기에 필요한 지역을 최초의 한개 府에서 泉州, 漳州,
潮州, 惠州 등 4개 府로 확대하였다.15) 정성공은 이 기회를 이용해
군사비용을 해결하고 책봉은 단호히 거절하였다.16)
정성공의 16년간(1646~1662년)의 반청활동은 주로 福建, 浙江, 廣東
연해지역에서 전개되었다. 그는 반청활동 근거지를 확장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는데 이 중에서 남경포위전이 가장 유명
하다.17) 1658년 5월 정성공은 北伐禁令을 반포하고 남경을 점령하기
위해 대군을 통솔하여 북상하였다. 대군은 厦門 思明에서 출발한 후
연이어 平阳, 温州를 공략함에 따라 수비를 전담하던 청군 장령(將
領)들은 너도나도 항복하였다. 대군이 羊山에 이르렀을 때 태풍을 만

14)
15)
16)
17)

明清史料, 丁编.
清世祖实录, 卷七十九.
杨英, 从征实录.
廖汉臣(1982), ｢延平王北征考评｣, 臺灣郑成功研究论文选, 福建人民出版社, pp.8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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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舟山으로 돌아와 정비한 후 1659년에 다시 舟山으로부터 북상하
여 崇明을 지나 长江을 거슬러 진격하였는데, 선후로 瓜州, 镇江을
점령하고 이어 南京을 포위하자 청나라 정부는 시급히 대책에 나섰
다. 반대로 이 시기의 정성공은 신심이 가득하여 승전의 기쁨에 도취
되어 있었으며 出师讨满夷 自瓜州至南京이라는 시를 읊었다. “소
복차림으로 臨江에서 오랑캐 소멸 궐기대회를 열었는데 10만 대군의
기세 吳나라를 삼킬지어다. 天塹에 채찍을 던져 건너갈 지어니 中原
皇帝 朱氏가 아님을 인정할 수 없노라.”18) 그러나 정성공은 청군의
계책에 빠져 참패를 당하고 결국 厦門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정성공의 北伐戰爭이 실패한 후 청군은 승전기세를 몰아 金門과
厦門을 진공하였지만 정성공 군사의 저항으로 실패하게 되자 청군장
령 达素는 분에 못 이겨 福州에서 자살하였다. 군사력의 현저한 차
이와 그 당시 형세변화를 감지한 정성공은 金門, 厦門을 근거지로
반청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19) 대만을 수복하여 새
로운 반청활동 근거지를 건설하기로 결심하였다.

3. 대만 수복

17세기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서방식민주의자들이 아시
아에 대하여 식민주의약탈을 감행하던 극성기였다. 이들은 화포와 갑
판선을 이용해 수많은 나라를 강점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중에서
네덜란드 세력이 가장 막강하였는데, 명나라 萬歷, 天启 연간 澎湖列
島와 대만을 강점하고 중국의 浙江, 福建, 廣東 등 연해지역을 침범

18) (明)郑成功․﹒郑经․﹒郑鸿逵, 何丙仲点校(2012), 延平二王集(外二種), 上海辞书出版社,
p.11.
19) 江日升, 臺灣外纪, 卷十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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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정성공은 반청활동을 시작한 이래 오래 전부터 대만 수복을 계획
하여 왔었다. 그 당시 대만 내부에서는 정성공이 대만을 진공할 것이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전략적 의도를 숨기기 위해 정성공은
네덜란드총독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어 네덜란드인들을 미혹시
켰다. “현재 대륙의 만족인들과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생
각할 여유가 없다”고 표명하였다.20)
1661년 4월 30일, 정성공은 2만 5000명의 군사와 수백 척의 전함을
통솔하여 金门 料罗湾에서 출항하였다. 출발 전 그는 東征大軍에
“모든 군사와 장령들은 서방오랑캐들의 화포에 겁먹지 말고 본 장군
의 뱃머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예의주시하라”는 훈령을 반포하였다.21)
선대는 澎湖列島와 험준한 鹿耳门을 지나 禾寮港에 상륙하였다. 당
지의 많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무기 등 군수품을 안전하게 육지로
운반하였다. 정성공 대군이 普罗文查城(Provintia, 즉 赤嵌城)을 포위
하자 热兰遮城의 네덜란드군이 출격하여 大员港 외곽에서 정성공 대
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패하고 말았다. 정성공은 완승을 거두
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여 普罗文查城의 해상통로를 차단해 “성새를
고립시키고 후원을 끊어” 식수와 식량의 공급을 단절시켰다. 5월 1일
정성공이 사절을 파견하여 투항권고서를 전달하자 사흘 후인 5월 4
일 네덜란드지방관 Jacobus Valentyn(猫难实叮)은 성문을 열고 투항하
였다.
승전의 여세를 몰아 정성공은 대군을 통솔하여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네덜란드인들의 통치중심인 热兰遮城(Fort Zeelandia, 즉 臺灣城,

20) (明)郑成功․﹒郑经․﹒郑鸿逵, 何丙仲点校(2012), ｢郑成功致荷兰长官的信(永历十四年十月十
九日)｣, 延平二王集(外二種), 上海辞书出版社, pp.68－69.
21) 江日升, 台湾外纪, 卷十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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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臺南市 安平古堡)을 포위하였다. 그는 猫难实叮을 “네덜란드대
만장관” Frederick Coyett(揆㊀)에게 보내 서신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서신에서 정성공은 대만과 澎湖列島는 모두 중국정부의 관할지역이
며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중국인들로서 예로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
고 토지를 개척하여 왔다고 강조하면서 강점당한 이 땅을 수복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만도는 줄곧 중국인들의 것이었다. 중국인들
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네덜란드인들이 빌려 사는 것을 허용하지만
지금 중국인들은 이 땅이 필요하니 멀리에서 온 네덜란드 손님은 당
연히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에 온 목적은 네
덜란드회사와 작전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자신의 땅을 회수
하기 위해서이다.”22)
Coyett은 답서를 써서 거절한 동시에 견고한 방어공사를 이용해 완
강히 저항하였다. 정성공은 강공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여전히 장기
적으로 성새를 에워싸고 식수와 식량을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지원군이 도착하자 수륙협공으로 정성공 대군을 소멸하기 위해
Coyett은 군사를 통솔하여 출전하였지만 패하고 말았다. 정성공은 통
역 李仲을 파견하여 투항할 것을 다시 권고하였다. “이곳은 너희들의
소유지가 아니다. 본 장군이 이곳에 온 목적은 고향 땅을 수복하려는
것이다. 이곳은 너희들의 고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장기간 거주하
고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23) 장기간의 철통포위로 인
해 네덜란드인들은 식수와 식량이 단절되자 사기도 와해되기 시작하
였다. 협상 끝에24) 1662년 2월 1일 Coyett이 항복하고 잔여군사들도

22) C.E.S, 被忽视的福摩萨; 福建师大历史系郑成功史料编辑组(1982), 郑成功史料选编,
福建教育出版社, p.253.
23) 江日升, 台湾外纪, 卷十㊀.
24) C.E.S, 被忽视的福摩萨; 福建师大历史系郑成功史料编辑组(1982), 郑成功史料选编,
福建教育出版社, pp.28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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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철거함에 따라 정성공은 마침내 대만을 수복하였다. 정성공
은 대만 수복을 기념하여 復臺(东都)라는 시를 지었다. “가시밭길
을 헤치고 네덜란드 오랑캐를 몰아내어 10년 만에 선조의 땅을 수복
하였도다. 매국노가 되기 싫은 수많은 군사들은 대만을 떠나기 싫어
곤란도 마다하지 않고 선조의 땅을 개척하노라.” “선조의 땅”에 관련
해 정성공은 “太师가 이곳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식량을 장만하였지만
관직에 부임한 후 네덜란드 오랑캐들이 이곳을 강점하였다”25)고 강조
하였다.
대만을 수복한 후 정성공은 네덜란드인들이 건축한 热兰遮城과 赤
嵌城을 정치중심으로 확정하고 东都라고 명명하였다. 赤嵌城에는 承
天府를 설립하고 2개의 縣을 관할하였다. 承天府의 북쪽에는 天兴县
을 설치하고 남쪽에는 万年县을 설치하였다. 고향을 기리기 위해 热
兰遮城을 “安平镇城”으로 개명하였다. 澎湖列島에는 安抚司를 설립하
고 대군을 주둔시켜 수비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1府, 2县, 1安抚司의
행정기구가 확정되었다.26)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성공은 법령을 반포하여 관원들과
군사들이 경작지를 개척하도록 하였다. 그는 이들이 “원주민들과 백
성들의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도록” 단속한 외에도 원주민들에게 선진
적인 경작기술을 전수하였다. 원주민들이 우경법과 철제 보습, 호미
로 경작하는 방법 및 수확방법을 습득함에 따라 농업생산은 비약적
인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정성공은 개명적인 민족정책을 실시하여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의 압박과 통치를 받던 원주민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풍속습관을 존중하였다. 이외에도 대만을 개발하기 위해 정성

25) (明)郑成功․﹒郑经․﹒郑鸿逵, 何丙仲点校(2012), 延平二王集(外二種), 上海辞书出版社,
p.11.
26) 连横, ｢建国纪｣, 臺灣通史, 卷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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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관원들과 군사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대만으로 이주하도록 요구
하였다. 1661년 청나라 정부가 迁界政策을 실시하고 민간선박의 출항
을 금지함에 따라 연해지역주민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자 정성
공은 이들을 모집하여 대만으로 이주시켜 대만을 개척하였다. “각 지
역 관아에 명하여 연해지역주민들을 모집해 대만으로 이주시켜 황무
지를 개척하고 경작하게 함으로써 힘을 비축하였다.”27) 통계에 따르
면 네덜란드 통치시기 대만에 거주하고 있던 한족 인구는 약 5만 명
정도였다. 정성공이 통솔하여 대만으로 건너간 군사와 가족의 인구수
는 약 3만 여명이고 福建, 廣東, 浙江 등 연해지역에서 대만으로 이
주한 인원수는 약 2만~3만 명에 달한다. 즉 정성공으로 인해 중국 대
륙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인원수는 도합 5만~6만 여명에 달하는데 이
는 역대 대륙 거주민의 대만 이주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민이다.

Ⅳ. 중국사상 정성공의 역사적 의의
정성공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선두에 서서 반청 및
반네덜란드 활동을 이끌었다. 그는 반청활동을 통해 隆武皇帝의 신임
에 보답하고 모친을 위해 복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鄭氏 집단의 해상
무역을 보호하였다. 그는 남경포위전이 실패한 후 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청활동근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 대만을 수복하였다. 정성공은 혼자의 힘으로 유럽
식민주의자들과 맞서 싸워 중국 동남연해의 해상주권을 수호하였다.

27) 江日升, 臺灣外纪, 卷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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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공의 대만 수복은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의 대만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말 짓고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였다. 또한 대만에 대
한 기타 식민주의자들의 욕망을 분쇄하였는데 중국인들이 서방열강
과의 항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다. 정성공은 대만에 府, 县 행
정기구를 설립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농경지를 개척하고 문화교
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많은 광동, 복건 등 지역 거주민들을 대만
으로 이주시켜 대만과 대륙 간의 내왕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정성공
이 별세한 후 대만인들은 많은 사당(臺南의 延平郡王祠가 가장 중요
함)을 세워 기리고 있으며 그를 “开臺聖王”으로 존칭하고 있다.
정성공은 해상무역을 상당히 중요시 하였다. 그는 “요새에 의지해
관문을 지키고 순차적으로 승리를 거두며 전함으로 협공하고 해상무
역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28) 전략사상을 제기하였는데, 이 중
핵심은 해상무역을 통해 제해권을 장악하고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해상무역을 통해 중화문명을 해외로 전파함으로
서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정성공은 해외정세에 익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교에 능하고 군사
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개방의식과 선견이 있는 국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정씨집단의 활동은 중국역사, 동아시아역사, 유럽역사 및 세계
역사의 일부로 되었다. 1874년 欽差大臣 沈葆楨은 명나라 延平王祠
堂을 건축할 데 관한 상주문에서 정성공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
고 있다. “명나라의 신하이고 대만 臺阳의 시조인데 정직하다. 충성
스럽게 살았으며 죽어서는 영령을 남겼다.” “바라건대 諡號를 하사하
고 사당을 짓게 하여 백성들의 뜻에 따르고 대의를 명확히 하면” “풍
속과 인심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나이다.”29) 19세기
28) 江日升, 台湾外纪卷五.
29) 沈葆楨, ｢请建明延平王祠折｣, 福建台湾奏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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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의 선교사 젠틸레(T.M.Gentile)는 중국 도밍고교회 전도사 실
록(1887-1888년 출판)에서 전문적으로 정성공 사적을 소개하면서 정
성공을 “중국 해상통치자”라고 불렀다. “정성공은 중국의 해상통치자
이고 주인이며 연해 각 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모두 그를 父母官
으로 인정하고 그의 방대한 선대에 보급품을 제공하였다.……전체 대
륙을 정복한 청나라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지만 정성공은 연해지
역과 해상에서 완전히 왕이 될 권리가 있었다.” 1893년 광주주재프랑
스영사 카미유 앵보-위아르(Camille Imbault-Huart, 英保·瓦尔)는 파리
에서 출판한 臺灣島의 역사와 지방지에서 정성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야심과 도도한 기질이 있으며 음모와 위선이 없고 풍부
한 교양과 비범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 강인하고 현실적이며 정확한
판단력을 소유하고 있다. 매사에 솔선수범하며 의지가 견정하고 모략
이 뛰어난다.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생활이 근검하지만 절대로 인
색하지 않다. …… 해상과 육지를 막론하고 청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중국과 통상하는 유럽인들도 두려워하게 하였다.”30)

Ⅴ. 결론
정성공은 위대한 민족영웅이다. 그는 대만을 수복하여 중국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였으며 해양권익을 보호하였다. 그는 대만을 건설하고
발전시켰으며 대만인들에게 행복을 선사한 관계로 대만인들의 추앙
을 받았다. 그는 대만에 대한 네덜란드식민문화를 일소하고 한문화를
대만에 전파하고 발전시켰다.

30) 黄莺(2012), ｢欧洲人眼中的郑成功形象演变｣, 炎黄纵横, 增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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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공은 또한 해상영웅이기도 하다. 17세기 극동해역에는 국제적
세력이 경합을 벌였던 곳으로서 동서방문화가 충돌하고 네덜란드, 포
르투갈, 스페인 등 서방세력과 일본, 중국 등 동방세력이 경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복잡한 형세에서 최초의 수백 명으로 궐기한 정성
공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전성기에는 20만 명의 대군을 통솔하게
되었으며 동아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군을 창립하여 중국의 동
남연해 해양주권을 수호하였다.
세계화가 실현되고 있는 오늘날 정성공의 넋을 기리는 것은 바로
그의 애국주의사상과 용감한 개척정신, 불굴의 진취심을 선양하기 위
함이다. 21세기는 해양세기로서 날이 갈수록 치열한 해양쟁탈전이 벌
어지고 있다. 정성공의 해상활동 및 해상무역에 대한 연구는 뚜렷한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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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泉州의 郑成功 관련 遗迹文物表>
번호
1
2
3
4
5
6
7
8

명칭

지점/소장
晋江市
星塔
安海镇
泉州市
鄭成功 青衣
丰泽区
소각처
北峰镇
东石寨 유적
晋江市
(成功寨라고도 함) 东石镇
晋江市
白沙战场 유적
东石镇
石狮市
石湖寨 유적
蚶江镇
郑成功水操臺
石狮市
유적
蚶江镇
石狮市
董酉姑 고택
永宁镇
南安市
铳城 유적
石井镇

9

小盈嶺 관문유적

10

“萬衣嶺” 비석

11

郑成功 묘지

12

延平郡王 사당

13

郑成功 머리카락,
龙袍 조각,
구두등면

14

郑成功 부부화상
및 친필주련

15

郑成功 옥대

16

“漳州军饷” 은화

17

郑成功 목 조각상

南安市
水头镇
南安市
丰州镇
南安市
水头镇
南安市
石井镇
南安市
郑成功纪
念馆
南安市
郑成功纪
念馆
南安市
文物管理
办公室
中国
闽臺缘博
物馆
南安市
石井镇

간략
소년시기 郑成功이 독서하던 곳.

비고
晋江市
문물보호대상

郑成功이 靑衣와 두건을 소각하고
泉州市
반청활동을 시작한 곳.
문물보호대상
鄭成功의 군사요새로서 군사훈련을
晋江市
실시하고 청군에 대항하던 곳.
문물보호대상
郑成功이 청군을 대항하던 전장의
晋江市
하나.
문물보호대상
郑成功의 반청활동 거점.
수군훈련시의 지휘대.
郑成功 부인 董酉姑의 고택.
鄭成功 군부대의 주둔지.

南安市
문물보호대상

郑成功이 군사를 통솔하여 漳州를
진공할 때 이곳에서 청군을 대파하
였음.
郑成功이 군사를 통솔하여 泉州를
진공할 때 이곳을 경유하였음.
1699년 郑成功 영구를 南安의 조 전국 중점
상묘지에 안장함.
문물보호대상
복건성
郑成功 사당.
문물보호대상
1929년 南安市 郑成功陵墓에서 출
토.
南安市 石井鎭에서 징집.

1929년 南安郑成功陵墓에서 출토.

국가 1급
문물

은화에는 “朱成功”이라는 3글자가
새겨져 있음.
목 조각상은 왕관을 쓰고 오른손은
옥대를 잡고 왼손은 무릎위에 얹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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