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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중국 고대 연해 군사방어시설이 나타난 가장 이른 시대는 춘추전국
시기이다. 그 당시 첸탄강(錢塘江) 유역, 항저우만(杭州灣)에 위치한
월(越)나라는 현재의 저장성(浙江省) 사오싱(紹興)에 도읍을 정하고
성새 주위에 돌담을 쌓고 방어용 해자를 만들어 육상과 해상침공을
막았다. 이는 중국 최초의 연해방어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명나라
시기 이전 각 봉건왕조가 연해에 설치한 방어시설은 모두 대내 방어
를 위주로 하였으며, 또한 개별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벽
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명나라 시기에 이르러서야 연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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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설이 완비되었다.1)
건국 초 명나라 조정은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면에서 엄중한 상태
에 직면해 있었다. 이 중 급선무는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불안정한 국
면을 개변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과 원나라 말기 쇠락된 경제를
회복,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외에 군사적인 면에서도 엄중한 형세에
직면해 있었다. 북방으로 도주한 원나라 잔여세력이 여전히 상당한 군
사력과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시시각각 남침을 시도하고
있었던 관계로 건국 초 명나라 조정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엄중한 위
협을 받고 있었다. 남부 연해지역에는 왜적의 침공이 여전히 창궐하여
명나라 정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국 초 명 왕조는 평
화롭고 안정적인 국내, 국제환경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실시하였다.2) 또한 만일을 대비해 국방건설을 강화하였
다. 즉 변방지역에 9개의 군사요지를 설치하여 육상 방어체계를 강화
한 동시에 동남 연해지역에는 성새를 건축하고 요새를 정돈하여 연해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완비한 방어체계를 구성하였다.
동남 연해지역에 대한 왜적의 침공강도가 상이하고 명나라 각 시기
마다 직면한 정치, 경제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명나라 연해 방어체계도
때로는 강화되고 때로는 약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명나라 시기의 연
해방어체계는 홍무-선덕연간(1368-1435년)의 연해 방어체계 건립시기,
정통-가정 중기(1436-1557년)의 연해 방어체계가 해이해진 시기, 가정
후기-만력 중기(1558-1600년)의 연해 방어체계가 가일층 발전된 시기,
만력 말기-숭정(1600-1644년)의 연해 방어체계가 다시 약화된 시기로
나뉜다.
1) 譚立峰, ｢明代沿海防禦體系研究｣, 南京林業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 2012年 第1期,
p.100.
2)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臺), 明太祖實錄 卷70,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8,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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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명나라의 연해 방어체계 강화 원인
1. 명나라 초기의 왜적 침공
명나라 건국(1369년) 이전인 1336년 일본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
으며 상호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기원 1467년 ‘응인지란(應仁之

亂)’, ‘문명지란(文明之亂)’이 발생한 후 일본은 전국시대에 들어섰으며
수많은 제후들 간의 혼전이 100여 년 간 지속되었다. 장기간의 혼전으
로 인해 일본 열도의 서민들은 토지를 잃고 생존기반을 상실하게 되
자 투기상으로 전락하거나 강도로 되어 약탈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전쟁에서 실패한 병졸, 무사들은 사무라이로 탈바꿈해 해적
무리를 결성하여 중국연해를 침공하기 시작하였다.3) 홍무(洪武) 초기
“왜적이 여러 번 해로를 통해 산둥, 즈리(直隸), 저둥(浙東), 푸젠 등
연해도읍을 침공하였다.”4) 예컨대 홍무2년(1369년) 정월, 4월, 8월에
왜적이 산둥, 저장 연해지역에 침입하여 약탈을 감행하고 백성들을 잡
아갔으며, 홍무3년(1370년) 6월에도 왜적이 산둥을 침공한 후 원저우
(溫州), 타이저우(臺州), 밍저우(明州, 닝보)를 침공하고 또 다시 푸젠
연해지역을 침공하였다.5) 그 후 수십 년간 “왜적들은 여러 차례 해로
를 이용해 중국을 침공하였는데 북쪽의 요동반도에서 남쪽의 저장, 푸
젠에 이르는 연해지역 도읍이 피해를 받았다.”6) 이와 같은 왜적의 침
공은 중국 연해지역에 지대한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명나라 초기의 수
도인 난징(南京)은 연해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었던 관
3) 陈至立, 辞海 , 第6版, 上海辞书出版社, 2010, p.1306.
4) 张廷玉(明), 明史 卷30, 中华书局, 1974, p.507.
5)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臺), 明太祖實錄 卷53,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8,
p.153.
6) 张廷玉(明), 明史 卷155, 中华书局, 1974, p.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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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항상 왜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명나라 시기 동해에
인접한 장쑤, 저장, 푸젠 등 지역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으
로서 명나라 조정의 재정수입의 근원지이기도 하였다. 왜적의 침공이
명나라의 정치중심과 경제중심을 위협하였던 관계로 명나라는 부득이
연해방어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2. 해운 및 조공통로의 보호
명나라 초기 매년마다 해운을 통해 쑤저우(蘇州), 타이창(太倉) 등
남방지역의 쌀을 요동(遼東), 베이핑(北平), 융핑(永平), 지저우(蓟州)
등 지역으로 운송하여 북벌전쟁에 필요한 군량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의 해운항로는 군수품을 운송하는 통로였으며 해상운송은 군
부대에서 전담하고 무관이 지휘를 맡았다. 예컨대 1368년, 1372년,
1374년, 1375년에 “장쑤, 저장 지역의 해운보호부대가 100여 척의 대선
을 독려해 수십 만 석의 양식을 운송하였다.”7) 해상항로를 통해 남방
의 쌀을 북방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가끔 왜적의 습격을 당했던 관계
로 군량운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해방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8)
명나라 시기 연해지역에 3개의 대외통상항구를 설치하였는데 “닝보
(寧波)는 일본으로 통하고 취안저우(泉州)는 류큐로 통하였으며, 광저
우는 베트남, 태국, 서양제국(西洋諸國)으로 통하였다.”9) 이러한 조공
항로도 왜적의 침공으로 인해 끊길 때가 많았는데 이는 명나라의 대
외내왕을 저해하고 조공항로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따라서 명나라는
연해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왜적을 타격하는 데 주력하였다.
7) 张廷玉(明), 明史 卷83, 中华书局, 1974, p.1582.
8)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臺), 明太祖實錄 卷166,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8,
p.474.
9) 周达观(元), 冯承钧校注, 真腊风土记 , 中华书局, 1981,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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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통치의 강화
명나라 초 원나라 잔여세력이 여전히 존재하여 있었는데 이는 명나
라 정권을 위협하였다. 방국진(方國珍), 장사성(張士誠), 진우정(陳友

定) 등 잔여세력이 해도(海島)로 도주하여 명나라와 대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방지역의 일부 부호나 명사들도 원나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보유하기 위해 명나라와의 합작을 거절하였으며 심지어 방국
진이나 장사성 등과 연합하여 원나라의 국호를 걸고 무력대항에 나서
기도 하였다. 더욱 엄중한 것은 이러한 세력들이 왜적과 결탁하여 중
국 연해지역을 약탈함에 따라 지역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가져다주었
다.10)
명나라 초의 과도한 부역과 잡세로 인해 서민들은 땅을 팔거나 처
자식을 팔아 세금을 바쳤는데 이는 서민들의 반감을 가져왔으며 결국
일부 연해지역 민중들은 무장봉기를 거행해 명나라와 대항하였다.11)
명실록(明實錄) 의 기록에 의하면, 홍무(洪武), 건문(建文), 영락(永

樂)의 57년간 산둥, 저장, 푸젠, 광둥, 하이난 등 연해지역에서 발생한
대중의 무장봉기와 폭동이 100여 차례에 달한다. 따라서 명나라는 원
나라의 잔여세력을 소멸하고 연해지역의 무장봉기를 진압하여 봉건통
치를 강화하기 위해 연해방어체계를 강화하였다.

Ⅲ. 중국 명나라 시기의 연해방어체계
중국 명나라 각 시기의 정치, 군사, 경제상황이 상이하고 또한 왜적
10) 谷应泰, ｢沿海倭乱｣, 明史纪事本末 卷55, 中华书局, 1977.
11) 张廷玉(明), 明史 卷147, 中华书局, 1974, p.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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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공강도가 상이함에 따라 명나라의 연해방어체계도 변화가 있다.
홍무초년(洪武初年)에서 선덕연간(宣德年間)에 이르기까지는 연해방
어체계가 구축된 시기이고, 정통연간에서 가정중기에 이르기까지는
연해방어체계가 해이해진 시기이며, 가정후기에서 만력중기에 이르기
까지는 연해방어체계의 새로운 발전시기, 만력말기에서 숭정연간에
이르기까지는 연해방어체계가 약화된 시기이다.12) 명나라 시기의 연
해방어체계는 광둥, 푸젠, 저장, 산둥, 난즈리(南直隸), 요동, 압록강
등 7개 연해방어지역으로 구성되었다.

1．구축기
명나라 초기 주원장은 정권을 공고히 하고 연해지역 주민들의 안전
을 보장하기 위해 왜적들의 침공활동에 관련해 외교교섭과 해금정책
을 실시한 동시에 연해방어를 강화하였다. 홍무18년(1385년) 이전은
해상방어를 위주로 한 시기이고 홍무19년 이후는 해상방어와 육상방
어가 결합된 시기이다.
명나라 건국 초기에는 장비가 좋고 전투경험이 풍부하고 전투력이
막강한 수군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군은 주원장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무장력이었으며 또한 명나라 초기 연해방
어체계의 기반이기도 하였다. 홍무3년(1370년) 7월 명나라 조정은 수
군을 24개 위(衛)로 나누고 매 위마다 전함 50척을 배치하였다. 평상
시 매 위에는 군사 350명을 두어 전선을 보양하고 전시에는 기타 위
소(衛所)의 군부대를 승선시켜 해전에 투입하였다. 수군의 24개 위는
홍무시기 수도경비부대 48개 위의 절반을 차지하였는데 도독부가 직

12) 范中义, ｢明代海防述略｣, 历史研究 , 1990年 第3期,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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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통제하였으며 천여 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단독으로 해전을
치르거나 기타 해역의 전투에 지원부대로 작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는
데 전략적 예비군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 왜적이 중국의 연해에 침
입하였을 때 주원장은 이러한 수군을 동원하여 해상순찰을 실시하고
해전을 통해 여러 차례 왜적을 소멸하였다. 예컨대 홍무7년(1374年)에
명나라 수군이 류큐해역에서 왜적을 대패시키고 대량의 인원과 선박
을 획득하였었다.
이와 동시에 주원장은 연해에도 위소를 설립하고 전함을 건조해 연
해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홍무18년(1385년)에 이르러 광둥
연해에 4개 위, 9개 소, 푸젠연해에 6개 위, 저장연해에 4개 위, 1개
소, 산둥연해에 3개 위, 2개 소, 요동연해에 3개 위를 설립하였다. 이
와 같은 위소와 수군은 육상 및 해상에서의 대왜작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소는 그 거리가 멀어 해상이나 육상을 막론하고 완
전한 방어체계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이시기의 연해방어는 수군의 해
상방어가 위주였으며 수군은 명나라 정부에 직속된 위소수군(衛所水

军)이 주를 이루었다.
홍무19년(1386) 이후 주원장이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정책이 실패함
에 따라 명나라의 연해방어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1386년 주원
장은 “왜적은 해상으로 오기 때문에 해상에서 막는 것이 상책이다. 거
리의 원근에 따라 위소를 설치하는 동시에 육상에서는 보병을 이용하
고 해상에서는 전함을 이용하면 왜적은 침입할 수 없게 되며 침입하
더라도 상륙할 수 없다”는13) 방명겸(方鳴謙)의 건의를 받아들여 “적을
해상에서 막는 동시에 육상에서 막는다”는 연해방어 전략을 수립하였
는데 이로부터 명나라의 연해방어체계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1386년 주원장은 신국공(信國公) 탕화(湯和)를 저장(浙江) 등 지역
13) 张廷玉(明), ｢湯和卷｣, 明史 卷126, 中华书局, 1974, p.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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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견하여 연해방어사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탕화는 저장에 도착한
후 위소를 설립하고 성새를 건축한 동시에 장정 4명이 있는 가정마다
한 사람을 뽑아 군에 편입시켜 58,750명을 확충하였다. 1387년 강하후
(江夏侯) 주덕흥(周德興)이 푸젠에 도착하여 16개 성새를 건축하고 장
정 3명이 있는 가정마다 한 사람을 뽑아 15,000여 명을 확충하고 45개
순검사(巡檢司)를 증설하였다. 1388년 탕화는 푸젠, 광둥을 순찰하고
푸젠에 위소와 수영을 새로 설치하였다. 1393년 주원장의 어명에 따라
각 요충에 순검사를 증설하였는데 이로서 연해 각 지역의 순검사체계
는 더욱 완비해졌으며 위소의 방어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순검사의 병
사들을 궁병(弓兵)이라고 부르는데 매 시기마다 순검사의 인원수는 상
이하다. 순검사의 임무는 간첩을 잡아내고 소금밀매자, 도주병, 탈주
범, 생소한 자를 검문하고 잡아내는 것이다. 홍무말년에 이르러 광둥
에서 요동에 이르는 연해에는 순검사, 망루, 봉수대 등으로 구성된 방
어망이 기본적으로 완수되었다. 주해도편(筹海图编) 의 기록에 의하
면, 연해(장강하류양안을 포함)에는 모두 54개 위, 99개 소, 353개 순
검사, 997개 봉수대가 있었는데 명나라 위소의 인원편제로 환산하였
을 경우 연해 위소의 병력은 약 40만에 달했으며 전함은 천여 척에
달했다.
이와 같은 방어체계는 해상과 연해의 2층으로 구축되었다. 해상은
수군이 전담하고 육상은 각 위소의 육군과 순검사가 전담하였으며 매
개 위소는 일부 해역의 방어도 담당하였는데 상호간에는 서로 지원하
도록 규정하였다. 평상시에 수군은 해상순찰을 통해 적군의 동향을 파
악하고 소규모 적군과 조우했을 경우 즉각 대응하여 해상에서 적군을
소멸하였다. 일단 적군이 연해에 접근하였을 때는 봉수대가 경보를 울
리고 위소의 육군이 적군의 상륙지점에 신속히 도착하여 적군을 소멸
한 동시에 수군도 작전에 합동하였다. 대규모의 적군이 침입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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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명나라 조정은 여러 위소의 수군과 육군을 동원하거나 수도경비부
대를 동원하여 해상 또는 육상에서 적에 대항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해지역에는 비교적 완벽하고 일정한 종심을 구비한 방어체계
가 구성되었다.
홍무연간 30여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명나라시기 중국연해에는
위, 위성(所城, 水城 포함), 병영(수영 포함), 보루(수영 포함), 요충지,
봉수대 등 구조로 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비교적 완벽한 연해방어체
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해방어체제는 후기에 이르러 일
부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직속수군(전략 예비군)의 역할이 점차 소실되었다.
연해에 위소를 설치함에 따라 직속수군은 1374년 이후부터 해상순
찰을 중단하였으며 결국 전쟁시기에 건립된 막강한 전투력을 구비한
수군은 지속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점차 전략예비군의 역할을 상실하
고 말았다.
둘째, 해전이 먼 바다에서 근해로 전이되었다. 연해지역에 위소가
설립되면서 해상순찰은 점차 각 위소의 수군이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
나 연해 위소의 수군은 분산되어 있고 또한 방어해역이 제한되어 있
었던 관계로 근해 방어만 할 수 있었다. 결국 류큐해역과 같은 먼 바
다로 수군을 파견하여 적군을 소멸할 수 없었다.
셋째, 방어체제가 해상방어에서 점차 연해방어로 바뀌었다.
일부 해역의 해상순찰을 중단한 관계로 연해방어를 위주로 하는 추
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넷째, 일부 섬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내지로 이주시킨 관계로
방어의 종심이 축소되었으며 이와 같은 무인도는 내륙을 침공하는 적
군의 발판으로 되었다.
상술한 변화로부터 알 수 있듯이 주원장의 연해방어는 점차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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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그 후의 연해방어에 악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영락연간에서 선덕년간에 이르기까지는 연해방어가 가일층 발전된
시기이다. 홍무연간 주원장이 생산을 회복 발전시키기 위해 취한 일련
의 조치는 영락연간 명나라의 경제발전을 추진하였으며 막강한 국력
은 연해방어에 든든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첫째, 연해방어망이 가일층 완벽해졌다.
① 발해연해의 위소 건설을 강화하였다. 즉 영락연간 발해연해에
선후로 6개 위, 1개 소를 증설하였으며, 선덕연간에는 요동(遼東)쪽의
발해연해에 5개 소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위소는 비록 북방의 원나라
잔여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서 발해연해의 방어력이 강
화되고 연해방어체계가 더욱 완벽해졌다.
② 산둥지역에는 1404년에 지머잉(即墨營), 1408년에 비위도사(备倭

都司), 1409년에 떵저우잉(登州營), 선덕4년(1429년)에 원떵잉(文登營)
을 신설하였다. 상술한 비왜도사는 3개 영(營), 24개 위소를 통솔하였
다. 이러한 조치는 산둥반도 연해의 방어를 강화하고 수도우측방어를
강화하였다.
③ 요동지역에는 총병(總兵)이 왜적의 방어업무를 전담하였으며 성
새, 보루, 봉수대 등을 증설하여 수도좌측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둘째, 수군건설을 강화하였다.
주체(朱棣)의 어명에 따라 1403년 푸젠 도사(都司)는 해선 137척을
건조하였으며 1404년에는 수도의 위소가 해선 50척을, 1405년에는 저
장 등 지역의 도사가 해선 1180척을 건조하였다. 건조된 해선은 대부
분이 연해방어에 사용되었는데 이로서 해상방어력이 가일층 강화되었
다. 대량의 해선이 건조된 후 명나라 조정은 장령을 파견하여 수군을
통솔해 해상순찰을 실시하였다. 예컨대 1408년 12월 총병 안원백(安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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伯) 류승(柳昇)과 부총병 평강백(平江伯) 진선(陳瑄)이 수군을 통솔하
여 해상에서 왜적을 소탕하였다. 같은 달에 봉성후(丰城侯) 이빈(李

彬) 등은 4개 함대를 통솔하여 해상순찰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러한 해상순찰은 광둥에서 산둥반도에 이르는 완벽한 해상순찰망을
구성하였다.
위소의 설치와 전함의 건조를 통해 명나라의 해상 및 육상 방어력
은 뚜렷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군사력을 통해 침입한 왜적을 여러
차례 소멸하여 연해지역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예컨대 1409
년 3월 안원백(安远伯) 류승(柳昇)은 수군을 통솔하여 링산(靈山)해역
에서 왜적을 대패시켰으며, 1419년에는 랴오닝(遼寧)의 진쌘(金縣) 동
북해역에서 1,000여명 왜적을 전멸하여 왜적의 침공을 대대적으로 완
화시켰다. 그 후 주체가 일본과의 무역내왕을 회복함에 따라 선덕연간
이후에는 왜환(倭患)이 기본상 사라졌다.
영락-선덕연간 가장 주목할 만한 해양방어활동은 방대한 원양함대
를 조직하여 7차례에 달하는 원양항해를 실시한 것이다. 영락3년(1405
년)에서 선덕8년(1433년)까지의 28년간 정화(郑和)는 정사(正使)의 신
분으로 방대한 원양함대를 통솔하여 원양항해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 무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막강함을 뽐냈다.” 비록 무력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와 지역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막강한 해상 억지
력을 과시함으로서 중국 연해지역에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2. 해이해진 시기
정통연간(1436-1449) 이후 내시와 간신들이 대권을 장악함에 따라
명나라 정치는 날로 부패해졌으며 또한 명나라수도에 대한 북방 소수
민족의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졌다. 이외에도 내륙지역에는 농민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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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반항투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권세력 내부에도
권력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명나라의 연
해방어는 점차 해이해지고 말았다. 이 중 정통연간에서 경태연간
(1450-1457년)에 이르는 21년간이 제1단계이고 천순연간(1457-1464년)
에서 가정중기에 이르기까지가 제2단계이다.
정통연간과 경태연간 왜적이 가끔 중국연해를 침공한 외에도 영락
연간 왜적이 중국연해를 침공하였던 일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관계로 명나라정부는 연해방어에 관련해 때로는 일
부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첫째, 여전히 일부 고급관원과 장령들을 파견해 연해방어를 강화하
였다.
예컨대 정통원년(1436년)에 중군도독첨사(中军都督佥事)를 산둥반도
에 파견하여 왜적에 대처하도록 하고 1442년에는 호부시랑(户部侍郎)
초굉(焦宏)을 저장(浙江)에 파견하여 왜적사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1443년에는 푸젠(福建)으로 파견하여 연해방어를 강화하였다.
둘째, 일부 연해방어시설과 전함을 증설하였다.
예컨대 1440년 저장지역에서는 왜적방어용 해선 120척을 건조하고,
1442년에는 레강(烈港)에 규모가 비교적 큰 군항을 건설하여 관하이
(观海), 딩하이(定海), 린산(臨山), 닝하이(寧海) 등 4개 위의 전함을
집중 정박시켰으며 전함을 파견하여 선쟈먼(沈家门), 황시강(黄溪港)
수로를 순찰하였다. 경태3년(1452년)에는 푸젠에 샤오청(小埕), 퉁산
(銅山) 수영을 증설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연해 위소의 사병들이 도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
해 결원이 날로 엄중해졌다. 또한 일부 연해 위소의 병력이 내지로 이
전된 관계로 연해방어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결국 해상순찰에 투
입할 있는 병력이 부족해 대규모의 해상순찰은 중단되고 말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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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것은 푸젠지역의 우위(浯屿), 난르(南日), 펑훠먼(烽火门) 등 3
개 섬에 설치된 수영을 내륙으로 전이한 것이다. 섬에 수군기지를 설
치하고 수군병력을 포진시키면 출격에 편리하고 해상에서 신속히 적
을 소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군이 섬을 발판으로 삼아 대륙을
침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적군이 상륙하였을 경우 연해방
어부대와 합동하여 협공할 수 있다. 해양방어각도에서 볼 때 섬에 수
군기지를 설치하면 방어종심을 증가하기 때문에 방어력을 향상시킨
다. 명나라가 섬에 있는 수군기지를 포기함으로 하여 방어종심이 약화
되고 연해가 최전방으로 되었으며 왜적은 이러한 섬을 기지로 삼았기
때문에 대륙진공의 주도권을 잡았다.
천순연간 이후 왜환(倭患)이 잦아지면서 연해지역이 지속적인 평화
를 유지하자 명나라 정부는 점차 연해방어를 중요시 하지 않게 되었
으며 가정중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해이해지고 말았다.
첫째, 연해지역의 위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위소 병사는 주로 징집, 귀속, 죄인, 군호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세습제를 실하였는데 이중 징집, 귀속 외에 죄인과 군호는 강제징집하
여 온 자들이다. 이들은 원래 종군을 원하지 않았지만 강박에 의해 세
세대대로 이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박에 없었다. 위소 병사들의 한
달 식량은 1석 밖에 되지 않아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어려운 형편이
었지만 각 급 상사들의 갈취에 시달려 생활은 날로 어려워져만 갔다.
이들은 이러한 운명에서 탈출하기 위해 애썼는데 그 중 가장 자주 취
하는 행위가 도주였다. 홍무초년에는 탈주병의 인원수가 많지 않았었
지만 정통연간 이후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군관들이 병사들의
식량을 갈취하자 생계를 위해 탈주하는 병사들의 인원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군관들은 탈주병들로부터 뇌물을 받아먹은 관계로 도주자에
관련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상급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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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날로 늘어나 결원이 갈수록 많아졌다. 가정중기에 이르러서 부호
와 군관들의 점유 및 경작권 전이, 전매 등 원인으로 인해 명나라 시
기에 군에서 소유하고 있던 둔전이 절반이상이 소실되고 말았으며 둔
군(屯軍)의 수도 급감하였다. 예컨대 푸젠지역의 류오우숴(六鳌所)에
는 40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푸닝워이(福寧衛)에는 717명 남아 있었는
데 결원이 57.4%에 달했다. 저장지역의 숭먼워이(松门衛)에는 197명,
산둥지역 떵저우워이(登州衛)에는 114명이 잔류하였으며 기타 다수의
위도 대부분 200명 정도였다. 둔군의 감소는 둔전제도가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군부대의 식량공급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쳐 위소군의
식량공급이 날로 악화되어 갔다. 예컨대 1549년, 푸젠 짱저우워이(漳

州衛)의 월량(月糧)은 3개월 적게 배당되었으며 퉁산(銅山) 등 소는
20개월, 취안저우 고우푸(泉州 高浦) 등 소는 10개월의 월량이 적게
배당되었다. 원래 정액으로 배당되는 월량으로도 생활하기 어려운 형
편인데 이것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생계를 위해서는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가정중기 “1개 위는 천여 명이 못되고 1개 소는 백여
명이 못되었다.”14) 가정후기 광둥의 랜저우(廉州), 레이저우(雷州), 선
땐(神电), 광하이(廣海), 난하이(南海), 제스(竭石), 차오양(潮阳) 등 7
개 위에는 병사가 모두 8만 2811명이 있었는데 결원이 69.8%에 달했
다. 푸젠 쩐하이워이(镇海衛)에는 병사가 15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원이 76.1%에 달하였으며, 산둥의 안둥(安東), 링산(靈山), 오우산
(鰲山), 따숭(大嵩), 라이저우(莱州), 찡하이(靖海), 청산(成山), 닝하이
(寧海), 워이하이(威海), 떵저우(登州) 등 10개 위에는 모두 2만 1861명
밖에 남아있지 않아 결원이 54.6%에 달했다. 위소군은 인원수가 정액
의 반 정도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투력도 상당히 약했다. 잔류
한 군졸들은 대부분이 허약하거나 늙고 어린 병사인 관계로 참전이
14) 唐顺之(明), ｢条陈海防经略事疏｣, 明经世文编 卷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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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였다. 또한 평상시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뿐더러 무기도
다룰 줄 모르고 진법에도 생소하였으며 산만하기 그지없었다. 위소의
군관은 세습제인 관계로 대부분 부잣집 자식들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사치만 즐기고 전투에 대해서는 깜깜이었다. 이들은 다만 둔전을 점유
하고 군사들을 착취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고 월량을 갈취하는데 만 열
중하였다. 결국 위소군은 무능한 장령이 무법병사들을 통솔하게 되어
아무런 전투력도 구비하지 못하였다.15)
연해 순검사의 궁병 결원도 상당히 엄중하였다. 푸젠 짱저우 쥬룽
쩐(漳州 九龙镇) 등 13개 순검사의 결원이 60.4%, 취안저우(泉州) 연
해의 쭈시(苎溪) 등 17개 순검사의 결원이 56.9%에 달하여 모두 절반
이상을 넘었다.
둘째, 수군의 인원수가 감소되고 전함의 파손이 엄중하였다.
연해 수군이 원래 연해 위소에 소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소 군졸
의 감원은 당연히 수군 인원수의 감원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외에도
전함의 파손도 상당하였다. 파손된 전함은 보수도 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새로 건조하지도 않았다. 예컨대 푸젠 퉁산(铜山) 수영에는 전함
이 원래 20척이 있었지만 후에는 1척밖에 남지 않았으며, 쇈중(玄鐘)
수영은 원래의 20척에서 4척이 남았고 우위(浯屿) 수영에는 원래의 40
척에서 13척밖에 남지 않았다. 잔존한 전함도 엄중하게 파손되어 해전
에 사용할 수 없었다. 저장은 상황이 더욱 엄중한데 “41개의 위소에
전함이 439척 밖에 남지 않았으며 건조법도 분실되었다.”16) 난즈리(南

直隸)의 진산워이(金山衛) 및 칭춘(青村), 난후이(南汇) 등 2개 소에는
원래 초선(哨船)이 160척이 있었는데 가정중기에 이르러서는 한 척도
남아있지 않았다.
15) 郑若曾(明), ｢精教练｣, 筹海图编 卷11.
16) 张廷玉(明), ｢朱纵传｣, 明史 卷205, 中华书局,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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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중기 때 표면상에서는 위소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주원장이
구축한 연해방어체계는 유명무실해져 적을 해상에서 방어하고 소멸할
수 없었을 뿐더러 육상에서 적을 포위, 추격할 수도 없었다. 안일한
생활의 지속으로 백성들은 연해방어의식이 점차 희박해져 군사사무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며 왜적은 무인지경으로 중국 경내에서 활보하게
되었다.

3. 새로운 발전시기
가정중기 이후 일부 조정대신들은 개혁을 통해 명나라 국력을 강화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만력 초
기 장거정(张居正)의 주도로 실시된 개혁이다. 또한 왜환이 날로 엄중
해지면서 명나라정부도 재 다시 연해방어를 중요시하게 되었는데 주
로 방어종심을 늘이고 북방방어력을 강화한 것이다.
가정36년(1557년) 이후 연해방어체계가 재 다시 강화되면서 다층적
이고, 대종심의 연해방어체계가 점차적으로 형성되었다.
첫째, 병사를 모집하고 군부대의 편제를 개혁하였다.
위소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명나라 정부는 군부대의 건설에 관련
해 부득이 다른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병제가 그 방법 중의
하나였다. 연해에서 실시된 모병제는 가정32년(1553년)에 난즈리지역
(南直隸地域)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은 후에
담륜(譚綸), 척계광(戚繼光) 등이 모집 편성한 부대이다. 담륜(譚綸)은
가정34년(1555년)에 천여 명을 모집하여 부대를 조직하였으며 척계광
도 1559년 광부와 농민 4000여 명을 모집하여 ‘척가군(戚家军)’을 성립
하였다. 병사를 모집할 때 한량과 무뢰한은 배제하고 용감하고 체력이
뛰어난 자들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조직기율이 엄밀하고 훈련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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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으며 전투력도 상당히 강했다. 모병제는 명나라 군제의 개혁
을 추진하였으며 군졸의 세습제를 타파하였다. 전시에 이들은 병사의
신분으로 참전하고 평상시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백성으로 생활하였
다. 이러한 군부대는 허약자나 노약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뚜렷
이 강화되었으며 또한 평상시 훈련을 감독하던 군관이 전시의 장령을
담임하기 때문에 장병 간 친숙할 뿐만 아니라 정도 있어 지휘에 유리
하였다. 모병제는 명나라 군부대편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
의 위소제는 10명이 1개 소기(小旗)를 이루고 5개 소기가 1개 총기(總

旗)를 이루었으며 5개 총기가 1개 백호(百户)를 형성하였다. 10개 백
호가 1개 천호, 5개 천호가 1개 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모병편제는
대체로 고대 ‘십오제(什伍制)’를 본 따 5명이 1개 오로, 2개 오가 1개
십으로, 3개 또는 4개의 십이 1개 대(隊)로, 3개 또는 4개의 대가 1개
초(哨)로, 5개 초가 1개 총으로, 5개 총이 1개 영으로 편성하여 영, 총,
초, 대, 십의 편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편제는 작전에 상당히 유리
하였다. 그 당시의 전술대형은 ‘1頭2翼’ 또는 ‘1頭2翼1尾’를 사용하거나
여기에 중군(中軍)을 더하기도 하였는데 포진과 지휘에 상당이 유리하
였다.
이러한 모병제는 군부대의 지휘체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
다. 이전의 도지휘사 — 지휘사 체제에서 총독 — 총병 — 참장으로 변하였
는데 과거의 전시지휘체제가 평상시체제로 바뀌었다. 총독이 문무관
원을 통솔함으로서 군정일체화를 실현하였으며 또한 각 성에 순무를
설치하여 총독의 문무군정 제반업무를 협조하였는데 군부대를 통일적
으로 지휘할 수 있어 전투력을 강화하였다. 연해에 나타난 새로운 형
식의 군부대 중에서 가창 유명한 군부대는 조직기율이 엄밀하고 전투
력이 막강한 ‘척가군’인데 저장, 푸젠, 광둥 등 지역에서 수많은 왜적
들을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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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군 건설을 강화하였다.
예컨대 난즈리(南直隸)의 유대유(兪大猷)는 가정35년(1556년) 조선
장인들을 독려하여 복선(福船) 16척, 창선(蒼船) 및 사선(沙船) 40여
척을 건조한 후 2개 초로 편성하여 멀리 양산(洋山), 마지(馬迹) 등 해
역까지 순찰을 보냈다. 가정36년(1557년) 저장지역에 하이얜(海盐), 간
푸(澉浦), 자푸(乍浦) 등 수영을 신설하고 창산(蒼山), 푸칭(福清) 등
지역에서 배 78척과 2천여 명의 병사들을 모집하여 규모가 상당한 수
군부대를 편성하였다. 또한 가정40년(1561년) 척계광은 타이진얜취(臺

金嚴区)에서 선박 40척을 건조한 후 숭먼(松門), 하이먼(海門) 등 2개
초에 배치하였다. 저장지역은 “광둥 헝쟝(廣東横江)의 오미선(烏尾船)
200여 척을 이전하여 온 외에도 복청선(福清船) 400여 척을 개조하고
창선, 사선 100여 척을 고용하였는데”17) 전선이 근 900척에 달하여 원
래의 439척에 비해 배나 되었다. 푸젠에서 담륜(譚綸)은 가정42년(1563
년) 5개 수영을 회복할 것을 제의하고 200척 선박과 6500명의 군졸을
모집하였다. 광둥에서 유대유는 융경3년(1569년) 80척 선박을 건조한
후 서대초(西大哨)로 편성하였으며 그 후 다시 6개 수영을 수건하고
260척의 선박을 배치하였다.
특별히 주목할 만 한 것은 명나라의 진정한 해군(상비해군 또는 전
직해군)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의 수군은 육군과 전함의 결
합된 것에 불과하다. 홍무시기의 24위 수군, 영락시기의 정화하서양함
대 및 푸젠에서 설립된 5개 수영의 수군은 평상시에는 모두 전함만
있을 뿐이고 전시에만 각 지역의 위소에서 파견되어 온 육군을 상선
시켜 수군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시기 새로 건립된 수군은
인원과 전함이 시종여일하게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로서 전문적인 훈
련을 통해 전투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이 시
17) 顾炎武(明), ｢海防书｣, 天下郡国利病书 卷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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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전함에는 비교적 많은 화기를 장착하고 있었다. “한 척의 대자전
함에는 20문의 불랑기포를 장착하고 중자전함에는 12문, 소자전함에는
8문을 장착하였다.”18) 척계광이 통솔하던 전함에서 사용한 화기는 불
랑기, 조총, 화전(火磚), 분통(喷筒), 화전(火箭) 등이 있었는데 전투력
이 상당히 막강하였으며 병사들 중 화기를 사용한 인원수는 50%에 달
했다. 함대는 대, 중, 소 각 유형의 전함으로 혼합함대를 구성하였으
며 상호 보완을 통해 전체 함대의 전투력을 향상시켰다.
융경초기에 이르러 명나라의 해군은 전성기에 달했으며 해상에는
상당히 견고한 방어선이 구축되었다. 예컨대 저장 하이닝(海寧)는 3개
해군부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멀리 양산(洋山), 마지(馬迹)에서 해양순
찰을 실시하고 다른 1개 부대는 중간 해역의 따샤오치산(大小七山),
탄후(滩滸) 등을 순찰하였으며 또 1개 부대는 가까운 항구를 순찰하였
다. 3층으로 된 방어망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쪽의 딩하이(定

海), 린꽈안(臨觀)의 해군 및 북쪽의 난즈리(南直隸) 해군과 상호 협력
하기도 하였다.
유감인 것은 이 시기 비록 해군병력이 강화되었지만 함대에는 정화
하서양 시기의 2000료 또는 1500료 크기의 전함이 없었으며 명나라
초기와 같은 700료 크기의 전함도 없었다. 또한 매 개의 해군부대는
일정한 방어구역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연해에는 집중된 해
상병력이 없었다. 결과 이 시기의 명나라 해군은 대규모의 원양작전을
실시할 수 없었으며 다만 소규모의 근해방어전에 국한되어 있었다.
셋째, 성곽을 쌓고 해자를 만들어 성새방어를 강화하였다.
왜적의 침공이 날로 엄중해지자 연해 각 지역에서는 성곽을 보강하
고 주위에 해자를 파 각지 부현(府縣)의 성새방어망을 강화하였다. 예
컨대 저장 연해의 6개 부, 35개 현은 가정31-39년(1552-1560年) 간 20
18) 俞大猷(明), ｢议征安南水战事宜｣, 正氣堂集 卷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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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현성(縣城)의 성곽을 보강하고 해자를 새로 만들었으며 8개를 보수
하였다. 다만 내륙지역에 위치한 3개 현성만 해자가 없었다. 다수의
성곽은 벽돌과 돌로 쌓았으며 외부에는 해자가 있고 성곽위에는 성첩
(城堞)이 있었는데 견고함과 방어기능이 전대를 초과하였다.
넷째, 작전구역을 새로 나누고 방어를 강화하였다.
가정말년 저장, 즈리(直隸), 푸젠, 광둥 등 지역의 연해방어체계는
위소를 기초로 하던 방어구역을 타파하고 방어구역을 새롭게 나눴다.
광둥은 연해지역을 3로(路)로 나누고 총병, 참장, 병비첨사(兵备佥事)
등의 군관을 두었다. 푸젠에서는 연해지역을 3로로 구분한 후 1로마다
참장을 신설하였으며 5개 수영을 회복하고 파총(把總)을 두어 통솔하
게 하였다. 또한 총병을 신설하여 전 푸젠지역의 3로 5영을 총괄하게
하였다. 저장에서는 총병 아래에 4개 참장과 6개 파총을 설치하였는데
실제로는 4개의 방어구역으로 나눴다. 난즈리(南直隸)에서는 강남, 강
북 등 2개 방어구역으로 나누고 각각 총병, 참장, 파총 등을 두어 방
어를 전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방어구역을 새롭게 나눔으로서 통일
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어 연해방어망이 더욱 완벽해졌다.
만력20년(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켜
한반도를 점령한 후 중국을 침공하려고 하자 명나라는 한반도에 파병
하여 일본군을 대항하는 동시에 북방연해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첫째, 즈리(直隶)와 지전(蓟镇). 즉 바오딩(保定)의 총병 장쌍중(仉

尚忠)을 톈진(天津)으로 파견하고 지혼첨사(指挥佥事) 송인빈(宋仁斌)
을 톈진해방유격(天津海防遊擊)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저장(浙江)으로
부터 사선, 호선(唬船) 80척과 병사 1,500명을 전이하여 왔으며 잉탠
(應天)으로부터 사선, 호선 60척과 병사 950명을 천진으로 전이하고
6~7만 석의 쌀을 톈진으로 긴급 조달하였다. 그 당시 톈진에 집중된
군부대인원수는 2만 3000여 명에 달했다. 지전(蓟镇)에 관련해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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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遊擊) 오유충(吴惟忠)이 남병(南兵)을 통솔하여 연해의 바오디(宝

坻), 펑룬(丰润)에 주둔하였으며 러팅(樂亭)에 유격장군을 신설하였다.
또한 허난(河南) 도사 진천(陳蚕)을 지전유격(蓟镇遊擊)으로 임명하고
남병을 통솔하여 스샤선지잉(石匣神机营)에 주둔하도록 하였다. 이러
한 조치를 통해 톈진, 바오디(宝坻), 펑룬(丰润), 러팅(樂亭)을 전방으
로 하고 지전(蓟镇)을 후방으로 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산둥반도. 만력21년(1593년) 남북수륙관병(南北水陆官兵)을
떵저우(登州)에 집중시켜 연해방어를 강화한 동시에 단조영(团操营)을
2개 영으로 나누고 부총병을 증설하여 통솔하게 하였다. 1600년에는
단조중영과 전영(前营)을 증설하고 총병을 부총병으로 변경하였다. 임
진왜란이 종결된 후에도 떵저우(登州)에는 여전히 6개 영 근4000명의
병력이 보류되어 방어가 진일보로 강화되었다.
셋째, 요동반도. 발해연안의 광닝(廣寧)에서 숭산(松山)에 이르는 방
어를 강화한 외에도 요동반도의 방어를 가일층 강화하였으며 방어를
전담하는 푸주(复州) 참장, 진저우(金州) 수비(守备)를 신설하였다. 또
한 진저우(金州), 푸저우(复州), 하이닝(海寧), 까이쌘(盖縣) 등 병영의
병력을 동원하여 각 해구를 봉쇄하고 산둥 떵저우(登州)의 수군을 뤼
순에 이전시켜 떵라이(登萊)의 수군과 연합하여 발해출구를 수비하였
다. 이외에 슈앤(岫巖)에 병력이 500명에 달하는 1개 수비를 배치하고
쥬랜청(九连城) 외측의 쩐쟈앙청(镇江城, 단둥 동북에 위치)에는 유격
장군이 1700명 병사를 통솔하여 해상방어를 전담하였다. 그 후 황구도
우(黄骨岛)에도 수군을 주둔시켜 뤼순에서 압록강하구에 이르는 연해
방어를 강화하였는데 이로서 황해에 인접한 요동반도의 방어망은 대
대적으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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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화된 시기
만력중기 이후 명나라의 정치는 날로 부패해지고 통치세력내부의
모순도 날로 격화되었다. 이외에도 요동의 여진족은 날로 강대해져 만
력44년(1616년)에는 후금정권을 건립하고 2년 후에 명나라를 침공함에
따라 명나라에 지대한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착취에 시달리던 농
민들이 천계7년(1627년)에 일으킨 무장봉기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면
서 명나라에 큰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이와 반대로 해상위협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도쿠가와 막부가
대외침략정책을 중지함에 따라 중국연해에 대한 왜적들의 침공은 기
본적으로 중지되었다. 그 후 비록 네덜란드인들이 중국연해에 침입하
여 약탈을 감행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연해지역은 상대적
으로 평온하였다.
따라서 명나라의 군사중심은 내륙으로 이전되었으며 연해방어는 점
차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광둥지역. 쪼쩌우푸(肇州府)의 베이진(北津) 수영에는 원래 전
함이 74척과 병사 2290명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원과 전이로 인해 26
척의 전함과 749명의 병사밖에 남지 않았다. 차오저우푸(潮州府)의 저
린수영(柘林水營)에는 원래 1677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후에는 696명으
로 감축되었으며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할 때 증가된 전함은 원래의
25척에서 14척으로 감축되었다. 난오우(南澳)에는 원래 복선, 초선, 동
선, 오선 등과 같은 40척의 전함과 1835명의 병사가 있었지만 숭정10
년(1637년)에는 동선, 오선 8척과 병사 721명밖에 남지 않았다.
둘째, 푸젠지역. 만력25년(1597년)에 펑후유격장군(澎湖遊擊將軍)을
설치하고 20척 전함과 800명 병사를 둔 기초에서 1598년에는 펑후열
도(澎湖列島)가 고립된 섬인 점을 고려해 일부 병력을 증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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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에는 하이탄(海壇), 난르(南日), 우위(浯屿), 퉁산(銅山), 난오우(南

澳)에 각각 초관 1명을 파견하여 전함 3척을 통솔해 펑후열도(澎湖列
島)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식량공급의 부족으로 일부 병
력을 감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이탄(海壇), 난르(南日), 난오우(南澳)
등에 대한 순찰도 중단하였다. 결국 펑후열도(澎湖列島)에는 20척 전함
과 800여 명의 병사만 남았으며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하고 말았다.
셋째, 베이즈리(北直隶). 만력20년(1592년)에만 해도 수도의 문호인
관계로 톈진에는 2만 여명의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지만 천계4년(1624
년)에 이르러서는 육군, 수군을 합쳐 모두 2500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훈련이 폐지되고 전함과 무기가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산둥. 떵저우(登州)의 상황은 다소 특수한데 대체로 만력연간
의 6개 수영 병력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 주된 요인은 시시각각 요동
에 파병하여 후금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다섯째, 요동. 만력34년(1606년)에 뤼순유격장군(旅顺遊擊將軍)을
수비로 변경하고 군사 500명을 두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수도를
수호하는 제1방어선인 산둥 떵저우(山東登州)와 요동 뤼순은 총 4000
여 명 병력을 구비하였지만 제2방어선인 톈진에는 다만 25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병력은 가정연간의 중소규모의 왜적침공도 방어
할 수 없었다.
만력중기에서 숭정말년에 이르기까지 해양방어력은 상당히 약화되
었지만 완전히 폐지된 상태에는 달하지 않았다. 예컨대 만력32년(1604
년)과 천계2년(1622년)에 네덜란드식민주의자들이 2차례나 펑후열도
(澎湖列島)를 침공하였었지만 모두 축출되었으며 숭정6년(1633년)에
샤먼(厦門)을 점령하였지만 역시 쫓겨나고 말았다. 이는 이 당시 명나
라의 연해방어력이 일정하게 보존되어 있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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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중국 명나라 시기의 연해방어는 건립, 해이, 발전, 약화 등 4개 단계
를 경과하였다. 이러한 굴곡적인 발전과정은 풍부한 경험과 많은 역사
교훈을 남겼다. 첫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
야 한다. 평화로운 시기에 연해방어를 강화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나라
가 침공을 당할 때 두서가 없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가정-만력
연간 유대유(兪大猷)와 같은 일부 명장들이 평상시에 골간들을 배양
하고 훈련시키는 동시에 병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결국 엄중한 대가를 치렀던 것이다.
둘째, 방어는 소극적이지 말아야 한다. 명나라시기의 방어는 기본적
으로 적극적인 방어이다. 예컨대 명나라초기 류큐해역에서 왜적을 소
멸한 해전, 가정연간 유대유 함대가 천챈(陳錢), 마지(馬迹)에서 왜적
을 추격 소멸한 해전, 척계광의 척가군이 왜적을 주동적으로 진공하여
소멸한 전투, 만력연간 진린(陈磷)의 한반도해역에서 펼친 해전 등등
이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경향도 없지 않다. 예컨대 주원장
이 실시한 해금정책은 왜적과의 접촉을 두절하였을 뿐 주동적으로 출
격하여 섬에 거주하고 있는 왜적을 소멸하지 않았다. 또한 섬에 거주
하고 있던 거주민들을 내륙지역으로 이주시켰을 뿐 섬을 기지로 하여
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왜적을 소멸하지 않았다. 정통연간에는 연해
섬의 수영을 내륙으로 전이시킨 관계로 연해의 전초기지인 섬이 왜적
의 소굴로 되고 내륙을 침공하는 발판으로 되었다.
셋째, 해군을 건립하여 해상에서 방어해야 한다. 적을 해상에서 물
리치려면 강대한 해군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홍무초기에 건립한 24개
위 수군이 전략적 예비군의 성질을 구비한 수군이다. 이 시기의 수군
은 해상순찰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적군을 소멸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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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나라초기 왜환이 크게 범란하지 않았던 것이다. 영락연간의
정화가 통솔한 하서양함대는 더욱 막강한 위력을 구비한 전략적 억지
력을 갖춘 수군이다. 이러한 수군은 서태평양해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국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점차 약화되면서 가정연간에 이르러서는 왜적의 침
공이 날로 엄중해졌으며 왜환은 더욱 심해졌다. 비록 그 후의 가정말
기 연해방어를 강화하였지만 수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은 선체가 작
아 원해작전을 할 수 없었으며 또한 여러 개의 방어 구역으로 나뉘어
져 병력을 집중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임진왜란초기에 육군을 동원
하여 참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후 비록 국내로부터 전함을 동원하
여 참전하였지만 해상에서 적을 추격, 소멸할 능력이 없었다. 이상과
같은 경험, 교훈으로부터 해양방어는 해상에서의 방어를 위주로 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강해한 해군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각 해역을 방어할 수 있는 해군을 건립한 외에도 기동
작전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예비군의 성격을 갖춘 원양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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