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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 북한 민주선전실의 교육과 

동원 활동에 관한 연구*

김상범**

1. 머리말

2. 역사 제도적 배경

3.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인민 교육 활동

4.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인민 동원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기 북한의 패퇴 후 체제 유지를 위해 선전

* 이 논문은 김상범, 「한국전쟁기 북한의 민주선전실에 관한 연구-운영구조와 지도

체계를 중심으로」, 『군사』, 제10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의 후속 

연구이다. 분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두 편으로 나누어 이전 논문은 민주선전실

의 ‘조직’, 현 논문은 주로 ‘활동’에 초점을 맞춰 작성했다. 이러한 이유로 1장과 

2장(이론 및 북한 민주선전실의 기원 부분)은 주로 이전 논문을 참고 했음을 

밝힌다. 논문을 위해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네 분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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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민주선전실의 대(對) 인민 교육과 동

원 활동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

의 참전으로 북중 국경지역까지 퇴각하였던 북한지도부는 조중연합군

에 의해 12월 말 이북 지역 대부분을 수복하였다. 두 달 동안의 유엔

군과 국군의 북한 지역 점령 시기는 북한군이 남한지역을 점령했을 

때와 같이 증오와 대립, 복수에 기반한 체제 부정과 기반 말살 과정이

었다. 

북한이 이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본 것은 토지개혁 등 민주개혁으로 

혜택은 받은 농민들과 적지 않은 우당원들이 유엔군과 국군에게 

속아 넘어가 반공단체에 가입하는 등 사실상 노동당의 파괴에 동

조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군대의 후퇴로 인해 당과 인민들의 전쟁 승리에 

대한 의구심과 체제 몰락에 대한 위협을 느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결과였다. 토지소유와 민주개혁을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들이 북한의 

당원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북한 체제에 대한 강고한 지지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던 김일성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1)

김일성은 이러한 체제 파괴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를 기존의 당 선전

선동과 정치교양사업이 관료주의적,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인민들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하지 못해 그들이 낮은 정치사상과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2)

김일성은 패퇴 과정 중 체제 몰락 직전을 경험한 후 교육과 동

원을 통한 인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 즉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인

식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은 더 이상 ‘군인들만의 전쟁’

이 아니라, ‘인민들의 전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1) 임영태 지음·고유환 감수, 『북한 50년사』, 서울: 들녘, 1999, 129쪽.

2) 김일성,「현정세와 당면과업(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0년 12월 21일」, 『김일성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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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패퇴 후 재 수복한 지역에 대해 당에서 458명에 달하는 

선전선동원들을 각 도에 파견3)하여 ‘리’의 선전망을 개편, 확립하

는 차원에서 민주선전실을 정비하는데 정책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

였다.4) 또한 김일성은 1951년 1월 “당의 우수한 력량을 농촌에

로!”라는 구호를 통해 중앙당의 능력 있는 많은 간부들을 농촌으

로 파견한 것과 이를 바탕으로 1만 5천개의 민주선전실을 설치 및 

복구5)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인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주선전실을 통해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학고 인민들

과 소통함으로써, 선전선동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북 지역 재 수복 후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대중들의 정

치사상 교육과 전쟁 지원 등 교육과 동원을 통해 김일성의 정치적 

권위 회복과 체제 정당성 재형성 및 강화, 정치·경제적 기반 재확

립함으로써 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북한연구학계에서 민주선전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전

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전쟁을 ‘과정’ 과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결과’와 ‘전투’로 이해6)함으로써 전쟁수행의 

정당성 만을 부각시킨 채, 국가와 군대, 국민들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등 전시체제 

국가의 지배방식과 사회구조, 행위자들의 행동 등에 대해서 의도적으

로 간과한 측면이 강했다.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강연 선전사업 강화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4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0월 1일)」,『1947.7-1951.12 당 중앙조직위원회 결정

집』, 316쪽.

4) “군중정치선동사업 강화하여 인민을 전선강화에 조직 동원 - 평북 정주군당단체,” 

『로동신문』, 1951년 1월 19일.

5) 김진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직진행된 농업협동화준비사업이 전후 농업협동화운

동발전에서 가지는 력사적의의」,『력사과학』,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16쪽.

6) 김동춘,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서울: 돌베개, 2000,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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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주선전실이 현재 북한에서 존재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전쟁 

및 전후 복구시기를 연구한 일부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이해가 부족했다. 이들은 민주선전실을 선전선

동 관련 ‘기억의 정치공간’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운영체계, 사업 방법 및 사례, 특히 당, 정부 그리고 인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7)

셋째, 일부 북한 문헌에서 소개되고 있는 민주선전실 사업의 문제

점8)으로 인해 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역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여 연

구의 관심과 이해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러

나 민주선전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연구자들

의 관심과 이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연구성

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넷째, 사회주의 체제는 ‘조직’과 ‘선전선동’을 통해 운영된다. 기존 

북한학계에서는 정치적, 정책적 목적으로 주로 ‘조직’의 운영과 변화

7) 김태우, 「1948-49년 북한 농촌의 선전선동사업: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 『역사와 

현실』, 제60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 97-139쪽; 김종수, 「북한 주민의 사상교양: 

사상교양공간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통권156호, 국가

안보전략연구소, 2008, 169-210쪽; 김영희, 「한국전쟁기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 선

전선동사업」,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6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0, 

150-172쪽; 탁민정, 「북한 국가 건설기 농촌 민주선전실의 조직과 활동」,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정명훈, 「전시의 극장, 선동과 공감의 

매개체: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공연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8집, 

한국극예술학회, 2015, 159-195쪽.

8) 김일성조차 당시 일부 민주선전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선

전실 운영정형을 보면 민주선전실을 꾸려 놓은데 그치고 그것을 잘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저 회의나 하고 강연이나 

하는 정도입니다. 민주선전실에 농민들이 흥미있게 볼 만한 책도 얼마 없습니다. 민

주선전실에서 회의나 하고 강연만 하여서는 사람들이 잘 모여들지 않습니다. 민주

선전실은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모이도록 잘 운영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위한 중요한 담보」, 『김일성저작

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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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체제적 의미를 살펴보는데 주목해왔다. 그래서 북한의 ‘선전

선동’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통해 북한체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오고 있

는지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 문화 분야라는 이

유,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선전선동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 

선전선동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인데서 기인하는 연구의 피로감 등 여

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존 연구자들은 선전선동에 대해서 체계적

인 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조직과 선전선동은 사회주의 체제운영원리이다. 그렇다면 지금

까지 북한학계는 ‘조직’이라는 외눈박이 안경만을 가지고 사회주

의 북한을 봐오고 있지는 않는가? 북한 선전선동의 조직 및 역사

에 대한 이해, 특히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과 방법, 북한 지도부의 

정책과 목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선전선동은 그냥 인민들을 향한 

북한체제의 메아리일 뿐이며 연구에 대한 소홀과 과소평가는 지속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선전선동 연구의 시작은 민주

선전실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북한정권 수립 초기 민주선전실이 최초로 설치되었던 

1946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를 연구대상의 시기로 설

정한다. 한국전쟁 전과 진행 중 민주선전실의 교육과 동원활동에 어

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전쟁기 인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

게 대응했으며, 정부는 인민들의 이러한 인식변화를 전쟁승리를 위해 

어떻게 재이용하였는지를 당, 정부 그리고 인민들 간의 상호 작용의 

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문헌은 로동신문이다. 북한 문헌은 ‘현재’를 정당화

하기 위해 역사를 소급 해석하는 소위 ‘역사의 현재화’작업으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재해석되고, 재 가공된 자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동

신문은 당대를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며 현재성과 사실성을 동시에 담

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이다.9) 력사과학, 북한관계 사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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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원 등 민주선전실의 운영과 사업체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헌에서도 운영 지침, 민주선전실 관련 결정 및 규정, 행정적인 내용

들만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전쟁기 북한이 패퇴 후 재 수복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민주선

전실이 복구, 재단장 되면서 로동신문에서는 구체적인 민주선전실장

의 임명 및 사업 절차, 인적 구성 및 활동, 당과 정부의 지도체계, 민

주선전실장 교육 관련 세미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선전

실의 구조와 활동에 대해 인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홍보 사업을 통

해 전쟁승리를 위한 교육과 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사

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여타 문헌들은 민주

선전실 관련 결정 및 규정 등 행정적인 내용들만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로동신문은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민주선전실

의 활동과 인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역사문헌 연구방

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로동신문이라는 북한의 대표적인 공간문헌을 활용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북한 지도부의 

민주선전실에 대한 관심이 한국전쟁기에 집중되어, 이 시기를 제

외하고는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 북한 

문헌에서는 민주선전실 사업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

다. 본 연구에서도 민주선전실에 대한 활동을 주로 소개, 분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과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충분치 못

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연장선상에서 로동신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민주선전실의 활

동에 대해서 자료 부족으로 인해 비판적 분석과 김일성 저작집 및 전

9) 고유환,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의 이해」,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6, 24-26쪽.



한국전쟁기 북한 민주선전실의 교육과 동원 활동에 관한 연구  | 7

쟁기 민주선전실장의 수기 등 타 자료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 오류

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한계가 있다.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전쟁기 민주선전실이 체제 유지 측면에서 전지전능한 기구로 

역할을 했다는 ‘논리의 함몰’에 빠질 수 있다는 조언에 귀 기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 역사 제도적 배경

가. 사회주의 선전선동의 의미

선전선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과 인민대중 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형태이다. 사회주의에서 선전(propaganda)은 기존 관념에 새

로운 관념을 결합한다는 뜻으로 일정한 사상, 관점, 정책 등을 대중들

에게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설해 줌으로써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인식

하게 하는 정치 사상사업의 한 형식이다. 선동(agitation)은 선전을 

통해 형성된 관념을 인간의 행위와 연관시킨다는 뜻으로 대중의 정

서,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노선, 목적 등을 잘 수행하

도록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책 관철을 위해 행동을 유도하는 정치 

사상사업의 한 형식이다.10)

선전은 선동에 비해 특정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을 이론적, 논리적, 

체계적으로 접근하므로 주로 간부나 당원들을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

이다.11) 선동은 선전을 통해 밝혀진 특정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을 교

양 및 호소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해석,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정치

적 의식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2) 사회주의 선전과 

10) 편집부 엮음, 『선전선동론』, 서울: 지양사, 1989, 20-21쪽.

11) 조선로동당출판사 저,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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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은 당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 교육하고, 당이 대중

들을 사회주의로 교양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식을 높임으로써 당과 

인민이 하나의 이념과 목표 아래 정치, 경제적으로 단합시키는 중

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선전과 선동은 인민들의 정치의식과 문

화교양 수준을 향상시켜 당의 노선 및 정책 관철로 동원하기 위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13) 사회주의에서는 선전과 선

동을 결합한 아지프로(agitprop)14)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당의 정

치 노선 관철을 위해 선전선동을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선전선동은 당의 입장에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

이요, 국민들은 당과 정부가 제공하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정

치의식 및 사회문화적 수준 향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유해 가는 상

호작용인 것이다. 이것은 선전선동이 당과 인민이 함께 목표를 공유

하고 그것을 어떻게 완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상호작용의 과정이

며,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며, 당과 

인민들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기 북한의 선전선동은 인민의 사고와 감정 모두를 통

제하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선전선동은 당 정책을 지지 및 참여시키기 위해 인민들을 

교육, 동원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동(action-oriented)에 기

반한다.15) 당 조직은 선전선동의 조직, 임무, 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

해서 깊게 관여하며, 전쟁기에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12) 위의 책, 20-21쪽.

13) Wolfgang Deckers,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in Mao Zedong: 

Origins and Development of a Revolutionary Strategy,” (Ph.D. diss.,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6), p.276.

14) James S. Olson, Historical Dictionary of American Propaganda(Westport 

and London: Greenwood Press, 2004), p.5. 

15) Marian Leighton, Soviet Propaganda as A Foreign Policy Tool(New York: 

Freedom House, 1991),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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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비에트 집권초기와 내전기간이었던 

1917년 2월 당시 소련 내 반혁명세력과 영국, 프랑스 등 외국세력들

이 합세하여 페트로그라드를 위협했을 때 레닌은 주요 도시들의 방어

를 위해 인민위원회 결의 및 계획에서 선전선동의 문제를 가장 중요

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당 조

직의 선전선동사업을 대폭 강화시켰으며, 이를 위해 추가 자금도 지

원했다.16) 특히 전쟁 시기 선전선동은 체제, 최고지도자, 인민을 수

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과 행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기 북한의 패퇴와 재 수복시기의 선전선동은 권위와 생

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

서 선전선동은 당과 정부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제시하고 당과 

정부의 의도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다.17) 한국전쟁

기 북한은 주민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생

명체에 대해 점점 더 강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

시켰다. 다시 말해, 당과 인민의 결합을 강화하고 인민들에게 사회

주의, 김일성, 체제 복구라는 정치적 정당성을 설득시키는 가장 강

력한 수단이 선전선동이었다. 

전쟁기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는 민주선전실을 통해 인민들과 소통

하였다. 김일성은 이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였다. 북한은 민주

선전실의 주요 활동인 교육과 동원을 통해 ‘모범의 일반화’를 도

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전선동을 구체적인 전쟁의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6) 소련공산당 정치문헌 출판부 저, 도서출판 새물결 역, 『선전선동론』, 서울: 새물결, 

1989, 17-18쪽.

17) Suk Young Kim, Illusive Utopia: Theater, Film, and Everyday 
Performance in North Korea(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10),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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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선전실을 통한 선전선동은 당과 정부, 그리고 인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낸 공동 결과물이었다.18) 이것은 인민들

로 하여금 당과 정부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이해, 판단, 그리고 참여

를 통해 전쟁을 수행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

들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은 북한에게 선전선동의 전쟁이었으며, 

민주선전실은 ‘군인들의 전쟁’을 ‘인민들의 전쟁’으로 전환19)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나. 민주선전실의 기원 : 한국전쟁 이전 조직 및 활동

민주선전실은 김일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북한 내 첫 

선거였던 1946년 11월 3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끝난 직후

인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개명 후 존속을 지시한데서 시작되었

다.20) 김일성은 당시 공장 및 기업소들에는 노동자들의 교양을 담당

하는 노동자구락부가 있으므로, 낙후된 농촌지역 인민들의 교양을 위

해 민주선전실을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은 

지난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인민들의 정치사상 및 사회

문화적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높은 노인 인구비율

과 문맹률로 인해 식민지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다. 일제 식민지 잔재

의 척결이 중요했던 이유는 일제가 남긴 물질적, 제도적, 사상적, 문

화적 유산을 청산의 성공 여부가 새로이 수립될 국가의 정통성의 기

반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21) 김일성은 해방 후 낙후된 북한 

18) Nicholas Jackson O’Shaughnessy, Politics and Propaganda: Weapons of Mass 
Seduction(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p.4.

19) Allan M. Winkler, The Politics of Propaganda: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1942-1945(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8), p.12.

20) 최창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화적건설시기 민주선전실

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된 농민들에 대한 교양사업」, 『력사과학』, 2호, 1990,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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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촌의 정치적 계몽, 경제적 여건의 향상을 위한 대중동원의 거

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주선전실을 설치하였다. 다시 말해, 초기 민

주선전실은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과 애국주의 위주의 ‘인민계몽사업’

을 주로 담당하였다.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 8일 

내각 회의 결정 제107호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속시킬데 대

하여’를 채택하여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

인 대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22) 동월 11월 28일 북조선노동당 중

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협소한 선동사업 형식으로부터 근로대중

속에서 광범한 선전사업 형식으로 넘어갈’데 대한 결정과 ‘선거선

전사업에서 동원되었던 선전원들을 튼튼히 조직하여 재교양시키

며,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확보’할 것에 대한 ‘당박사’ 허가

이의 지적23)에 따라 각급 당 단체들은 민주선전실 확보사업을 당 

차원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당 선전선동부는 농촌의 경우 민주선전실을 가능한 한 20여 호 이

상 되는 모든 부락과 1개 리에 2곳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24)

민주선전실은 대체로 일제강점기 농촌 지주 소유의 큰 건물, 기존의 

선거선전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서는 농민들이 직접 자금과 자재를 동원해 새로이 건설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1947년 6월부터 한 해 동안에 산간 오지마

을까지 포함, 전국적으로 4,546개의 민주선전실이 새로 꾸려졌으며, 

1948년 4월 당시 7,780개25), 1948년 말에 이르러서는 16,662개로 

21) 김재웅,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1945-1950)」,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290쪽.

22) 최창명, 위의 글, 6쪽. 

23)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군중선동사업 강화를 위하여」, 『선전원수책』, 

9호, 선전선동부, 1948, 21쪽.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 선전원수책, No.9, 

1948.12, 선전선동부. NARA, RG 242, SA 20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 문서.

24) 위의 글,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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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였다.26) 이러한 노력은 북한이 정권 수립기 여타 사회주의 신

생국가들보다 선전선동을 통한 계몽사업에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투

입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27)

초기 북한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은 각 도·시·군·면·리인민위원

회 위원장이 설치 및 운영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다.28) 당시 농촌지

역 민주선전실장은 무급직이었으며, 대체로 토지개혁으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분할 받은 열성농민들 중 지역 인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인물들

이 임명되었다. 즉, 민주선전실장은 농촌지역 명예직이었다. ‘당원’은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 그 외 각 활동 책임자들이 되기 위한 필수조

건도 아니었다. 또한 1개의 민주선전실에 배치된 5-7명의 선전원

들29)도 모두 무급이었다. 

인민계몽사업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과 장식도 중요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 벽보, 선전원 체계도, 영농계획표, 문명퇴치 정형 

표 등 선전선동을 위한 도구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선

전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주선전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선전실장을 비롯해 선전원 책임자, 벽보 책임자, 예술

25) 김일성, 「북조선 정치정세」, 『김일성저작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273쪽.

26) 최창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화적건설시기 민주선전실

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된 농민들에 대한 교양사업,” 7쪽.

27) Charles K. Armstrong,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166.

28)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치시킴에 관한 결정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07호」, 『북한관계 사료집(1945-1947)』, 제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66쪽.

29) ① 민주선전실 책임자 1명, ② 독보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담당하는 선전원 1명, 

③ 표어, 만화, 벽신문, 속보판, 그래프판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선전원 1명, 문화, 

예술, 체육 등이 동호회를 담당하는 선전원 1명, ④ 도서 활용과 학습을 지도하는 

선전원 1명.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군중선동사업 강화를 위하여」,

『선전원수책』, 9호, 선전선동부, 1948,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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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 책임자들을 포함한 3-9명의 열성 농민들로 구성되었다.30) 당 

문화선전성은 이들 책임자들이 초기 민주선전실 사업에 몰입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외 다른 임무를 겸임하지 말 것을 주문하

였다.31)

각급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등의 선전원, 문화인들이 협조하

여 민주선전실 내 독보회, 좌담회, 벽보사업, 도서 열람, 써클 활동 

등 정치교양과 선전사업을 담당했다. 독보회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실

시하되, 책임자가 신문기사 중 국내외 정세, 중앙정부 및 각급 인민위

원회의 시책 등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 중 선택하여 10-15분 동안 기

사 내용을 전달하고 10분간의 집단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32) 좌

담회는 일주일에 1회 이상 농업기술전습 경험 및 모범 노동자들의 증

산사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33) 1947년 말-1948년 초

에 4,370회, 1948년 초-1949년 상반기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15,416

회가 개최되었다.34)

이러한 민주선전실 내 선전선동사업 형식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

뤄졌던 것은 소련의 정치사상과 선진문화 관련 부분이었다. 1945년 

11월 북한에 설립된 소비에트 대회문화교류총협회의 지부인 조쏘문화

협회와 농촌 지역 말단 행정구역까지 설치된 조쏘반을 주축으로 민주

선전실 내 소련 관련 교육 내용을 채울 수 있었다.35)  

30) 최창명, 위의 글, 7쪽.

31) 문화선전성 문화국 군중문화부, 「민주선전실 운영을 위한 지도서」,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1949, 57쪽.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 Item #177 선전원 11

호, 문화선전성. NARA, RG 242, SA 200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그러

나 문화선전성의 이러한 권고는 한국전쟁기 북한의 패퇴 후 재수복 과정에서 완전

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32) 위의 글, 62쪽.

33) 위의 글, 63쪽.

34) 최창명, 위의 글, 9쪽.

35) 한국전쟁 이전 시기 민주선전실과 조쏘문화협회는 별개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한

국전쟁 시기 민주선전실장은 조쏘문화협회 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된다. 

한국전쟁 이전 조쏘문화협회에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태우, 「1948-1949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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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기 민주선전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써클 활동 관련 연예오락사업이었다.36) 이것은 초기 운영에 있어서 

나이대가 다른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선전실 모이게 하여, 민주선

전실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가장 효율적이며, 쉬운 선전선동방법이

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운영 방향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민주선전실

은 무지하고 아무생각 없는 젊은 여성들이 노래나 부르러 다니는 곳’

이며, 민주선전실을 자주 출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게으

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다.37)

설상가상으로 북한 농촌지역 당과 인민위원회 내 이론과 실무를 겸

비한 인재들의 부족으로 인한 선전선동과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몰

이해와 지도체계 문제는 일부 민주선전실들을 아예 이용하지 않거

나, 동네 사랑방으로 이용되거나, 조 이삭, 강냉이나 말리거나, 심

지어는 혼백을 모시는 사당으로 활용되게 방치해 두었던 사례38)

로 나타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전쟁 이전 시기는 농촌지역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만한 능력 있는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 등의 인재 부족

의 현실과 북한이 당시 인민계몽사업을 중심으로 한 선전선동사업에 

정치성을 크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권 수립 초

기 이어진 선거, 예를 들어 1946년 11월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

거, 1947년 2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이어진 각급 단위 인민위원회 

선거,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선거, 1949년 3월 30일 지방인민회

농촌의 선전선동사업: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 『역사와 현실』, 제60호, 한국역사연

구회, 2006, 127-136쪽을 참고.

36) 문화선전성 문화국 군중문화부, 「민주선전실 운영을 위한 지도서」,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1949, 70쪽.

37) “수령의 교시를 지침으로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한다-구체적이며 진공적인 군중정

치사업 전개,” 『로동신문』, 1952년 12월 13일.

38) 문화선전성 문화국 군중문화부, 「민주선전실 운영을 위한 지도서」,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1949,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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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의원 선거 등 연이은 선거로 인해 정치성이 강한 선전선동 사업

은 대부분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당과 정부의 업적을 소개하는 선

거 홍보와 투표 격려 부분으로 집중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당시 북한에게는 선거와 투표라는 정치행위 그 자체가 국가의 조직

력과 선전선동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으며, 결국 정권의 정치적 

통제력과 조직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되었다.39) 다시 말해, 한

국전쟁 이전 북한은 선전선동사업을 위한 민주선전실의 기능과 역할

에 대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거를 통해 선전선동의 사업의 

발전과 개선을 가져왔던 것이었다. 이러한 민주선전실의 운영과 사업

방식은 전쟁 후 북한이 패퇴와 재 수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며 

인민들의 민주선전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3.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인민 교육 활동

가. 사상 교양

전쟁기 북한에게 애국주의 사상은 전쟁 승리를 통한 체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이념적 수단이었다. 이념전쟁이었던 한국전쟁 

시기에는 ‘애국’이 아니면 ‘매국’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전쟁기 애국

주의의 핵심은 김일성의 위대성 관련 내용이었다.40) 김일성의 위대성 

관련 교육은 크게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당의 노선과 정책, 즉 김

일성의 교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쟁기 중앙 집권화 된 권력구조

와 전쟁 승리를 위한 김일성의 교시, 담화, 호소문이 혁명전통보다 더 

39) 북한 정권 수립기 북한 선전선동을 중심으로 한 선거체제의 특수성과 사회적 함의

에 대해서는 박수현, 「북한 국가건설기 선거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북한

학연구』 제4권 제2호,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08, 143-146쪽.

40) “군중문화사업 활발–장강군 성장리에서,” 『로동신문』, 1953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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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일성의 위대성 교육과 동시에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

의 진영과의 전폭적인 지지와 원조 등에 대한 국제주의 교육은 인민

들로 하여금 전쟁 승리와 체제 유지에 대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책

임감을 더욱 높이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다시 말해, 애국주의와 국제

주의는 밀접히 결부되어야 하는 개념이었다. 

민주선전실은 김일성 노작(략전, 선집)이 발표되는 즉시 보급되었

을 정도로 초기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활동과 역사를 알리고 대중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활동과 역

사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면서 ‘위대한 수령’, ‘원수’, ‘영도’, ‘수령의 호

소는 곧 사업지침’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지도자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경어 사용을 일반화, 대중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

부 농민들은 후퇴기간에 보관하고 있던 김일성의 초상화 및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민주선전실에 기부, 장식하면서 최고지도자와 

국가에 존경을 표하기도 하였다.41)

또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강조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유산, 애국선열들의 외세에 대한 투쟁, 조선의 자연과 

지리에 대한 여건 소개와 재인식, 가족과 자기 조국에 대한 헌신과 사

랑, 만경대 유람 및 교육 그리고 새로운 소유관계 등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42)을 농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켰다. 특히 전쟁 중 만경대 

유람 및 교육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와 성과들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면서 김일성 교시가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일조하

였다.

애국주의 교육은 전쟁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당의 노선과 정책 관

련 김일성의 교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일성의 교시는 전쟁 승리

41) “맹산군 송남리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1년 8월 6일.

42) “민주선진실장의 사업 경험: 애국주의 사상 교양–강서군 운포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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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노선과 방향성의 제시였으며, 교시 관철은 인민들의 입장에

서는 생존의 방법이요, 애국의 자발적 표현이었다. 수령의 교시를 정

확하기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중정치사업의 학교인 민주선전실 사업이 

중요했으며, 각급 당 단체와 정권기관들이 민주선전실 사업을 방임하

는 것은 반인민적 범죄로 취급하였다.43)

민주선전실장은 김일성 수상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시, 담화 

내용, 호소문 등, 예를 들어 평남도 농민대표들의 담화 내용, 전국 농

민열성자대회 호소문, 내각 결정 등을 종합하여 리 농민총회와 민주

선전실을 통해 전체 농민들에게 교육시켰으며, 이를 실천을 위한 농

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였다. 

민주선전실장 및 선동원들은 김일성의 담화 및 교시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민주선전실 앞 벽보판과 농민들의 출입이 잦은 부

락 중요 도로에 직관물 선전판을 새로 신설하였다. 또한 전쟁기 적합

한 표어와 만화 등을 게시해 농민들로 하여금 전쟁 상황을 명확히 인

식해 긴장된 자세로 당과 국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확립시켜 나갔다.

민주선전실장은 1950년도 작물 파종에서 미달성량과 급격히 증가

하는 식량에 대비하기 위해 파종 계획 면적을 가능한대로 확장할 것

을 결정한 1951년도 농작물파종사업 실행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제183

호, 1952년도 영농 준비 및 실행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제13호,44) 농

민들에게 식량을 대여함에 관한 내각 결정 제40호, 농촌 빈민들에 대

한 고리대 현상을 제거할 데 대한 내각결정 제188호45) 등 당과 정부

의 시책을 해설하는 좌담회, 호별 방문, 보고회, 강연회를 민주선전실

에서 개최하였다. 당과 정부의 중요한 결정들을 중심으로 현행 정치

43) “민주선전실 사업은 누가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3년 2월 26일.

44) “선동원들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1년 3월 22일.

45) “농촌 농민들의 채무 관계를 정당히 해결–안변군 송강리에서,” 『로동신문』, 1952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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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전선소식, 농민들의 당면과업을 알기 쉽게 직접 해설해주며 앞

으로 농민들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1951년 맹산군 송

남리에서만 약 2개월 동안 민주선전실을 통해서 연인원 호별방문 277

명, 좌담회 477명, 보고회 567명, 강연회 432명에 달하는 농민들에

게 당과 정부의 노선 및 정책에 대한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였다.46)

김일성의 교시는 본질적으로는 전쟁승리를 위한 당과 정부의 노선

과 정책이었지만, 민주선전실은 선전선동 활동을 통해 김일성의 교시

를 농민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느끼게끔 만들었다. 민주

선전실장은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 관철을 위해 농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과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세밀

하게 관찰하여 농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민주

선전실은 농민들의 요구,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이들의 여론을 제때

에 파악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함으로써 김일성의 교시가 농민들이 생

활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보고하는 선전선

동의 최전선에 있었다. 이와 관련 혜택을 입은 농민들은 더욱 높은 자

발성과 책임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여러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북한은 이북 지역 재 수복 이

후 월남, 사망 등으로 인해 주인이 없는 토지를 재조사하여 질 좋은 

토지를 소개작업으로 인해 이주해 온 빈농들, 전재민들에게 우선적으

로 재배분하였다.47)48) 또한 1952년 김일성은 평남도 내 농민들과의 

한 담화에서 식량과 공업 원료 제공을 위해 가축 사양을 적극 장려하

였다. 당시 무축 농가들 대다수는 전재 이주 농민, 빈농 혹은 군무자 

가족들로 자신들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절대로 가축을 사들일 경제적 

46) “맹산군 송남리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1년 8월 6일.

47)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 제고하여 춘기 파종사업을 성과있게 보장,” 『로동신문』, 

1953년 5월 14일.

48) 4,200평의 토지를 새로 분여받은 농민들도 있었다. “김일성 원수의 평남도 내 농

민대표들과의 담화 내용을 농민 속에 침투시키기에 노력–대동군 화성리 민주선전

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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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민주선전실은 당과 정부에서 무축 농가에게 

농민은행을 통한 가축 구매 대금 대여 정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실

장과 선동원들은 관할 구역 내 빈농들을 직접 파악, 방문하여 가축 자

금을 대부 받을 수 있도록 농민은행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였

다.49) 이러한 상황조차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유축 농가와 무축 농가 

사이에 상호 협조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유축 농가들이 

자기 소유의 가축을 시장 가격이 아닌 국가 지정 가격으로 마을 빈농

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특히 군무자 가족들에게는 국가가격보다 낮은 

헐값으로 상호협조 차원에서 나눠주도록 유도하였다.50)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전재민 구호대책에 관한 내각 결정의 

세칙을 몰라 응당 받을 수 있는 국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들을 

세밀히 조사하였다. 이후 해당 인민위원회에 직접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에게는 약을 얻어 주

거나 의사를 데려다가 치료받도록 주선하였다. 홍수로 농가가 침수되

어 농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민주선전실 구성원들은 위

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가제도구와 어린아이들을 안전지대로 옮겨주었

다.51)

민주선전실은 강제와 강압이 아닌 유도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며 김일성의 교시를 ‘도덕’개념으로 발전, 구체화시켜 나갔다. 

민주선전실은 당과 정부의 노선 및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체제 수호

를 위해 자발적인 애국적 열정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토지를 새로 분여 받은 농민들, 

농민은행 자금으로 가축을 사들인 농민 등 김일성의 정책적 배려로 

인해 혜택을 받은 농민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민

49) “매 농가에서 가축 사양–길주군 백원리 농민들,” 『로동신문』, 1952년 11월 25일.

50) “가축 증식에 열성–북창군 상하리 농민들,” 『로동신문』, 1953년 5월 14일.

51) “민주선전실 사업 경험–평남도 안주군 룡서리 민주선전실장 리순태,” 『로동신문』, 

1952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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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속에서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 혜택에 보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채

무 관계의 경우 이를 정당히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임을 강조하

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빌릴 당시와 현재의 물가와 상황을 비

교하여 이자 감면을 포함, 합리적으로 채무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1년 전에는 1만원으로 쌀 두말을 살 수 있었

는데 현재 3천원으로 그것을 살 수 있으면 3천원 만 갚도록 설득하였

다.52)

또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혜택만 누리고 국가를 위해 아무것도 

이바지하지 않으려는 소위 ‘건달벵이’ 경향을 일소하기 위해 민주선전

실장과 선동원들은 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소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이들에게는 전선에서 온 남편, 아들 등 가족의 편지를 읽어주

는 해설 선전사업을 진행하여 도덕적 의무를 다하게끔 유도, 설득하

였다.53)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 국내외 정세 등 중요한 인민 관련 중요한 

결정들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책적 

혜택을 받게 도와줌으로써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그들로 하여금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다. 민주선전실의 이러한 활동은 마을 주민

들로 하여금 자기 마을의 일은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는 책임감을 키

우며 마을을 위해,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고 즐

기는 장소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농민들은 민주선전실을 ‘우리 집’54)

이라고 부르며, 민주선전실장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믿게 되었

다.55)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새 시대 낙후한 농민’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료 농민들로부터 

52) “농촌 농민들의 채무 관계를 정당히 해결–안변군 송강리에서,” 『로동신문』, 1952년 

12월 18일.

53) “파종 사업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3년 4월 24일. 

54) “대성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2년 2월 17일.

55) “민주선전실장 홍창근 동무,” 『로동신문』, 1951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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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김일성 교시는 전쟁기 사회

주의 ‘도덕’이 되었으며, 이를 어기는 자들은 사회 정치적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매커니즘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애국주의 교양은 단순히 체제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

회 기본 단위인 ‘가정’에 대한 애착과 사랑으로 연결되었다.56) 가정과 

관련된 애국주의 사상을 교육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농촌 노인들의 

정치적, 문화적 완고성과 여성들의 수동적이며 부끄러움이 많은 태도

였다.57) 남자들의 전선출동으로 인해 가정의 주 구성원은 여성과 노

인들이었으며, 실제로는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역할은 절대적이었

다.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는 체제 

수호를 위한 후방사업의 중요성을, 노인들에게는 여성들의 경제, 사

회적 활동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민주선전실은 여맹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기 가정과 자손, 친구, 가

족들에 대한 애정, 시부모와 남편을 사랑하는 높은 도덕심과 책임감

을 가질 것을 교육시켰다. 또한 후퇴시기 여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이별했던 상황들을 회상시키면서 전쟁고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다. 모든 사업에서 여성들의 자기의 가족들, 남

편, 아들, 딸에 대한 사랑이 조국의 운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와 패퇴 시기 비참했던 가정 형편을 회

상시키면서 조국 없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도 영화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느끼도록 만들었다.58)

애국주의 교양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사랑이 조국에 대한 

사랑이며, 사회 구성원 전체의 운영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활동과 역사를 중심으로 

56) 위의 신문, 1953년 2월 20일.

57) “군중문화사업 활발–장강군 성장리에서,” 『로동신문』, 1953년 3월 30일.

58) “민주선진실장의 사업 경험: 애국주의 사상 교양–강서군 운포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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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로서의 정당성, 즉 합리, 카리스마,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북한은 전쟁 승리를 통한 체제 유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김일성

의 영도와 소련과 중국 중심의 국제주의적 지지와 원조를 꼽으며,59)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와 성과들, 김일성의 교시를 선

전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 및 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성 강화 

및 친선을 강조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해서도 인민들을 교

육하였다. 

패퇴 과정에서 이북 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말하는 전쟁 승리와 체

제 유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월남, 지역 이탈, 심지어는 남한

과 유엔군에 협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과 정

부의 간부 및 당원들에게도 생존을 위해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체제 위기 상황에서 김일성은 국제주의를 통해 인민들로 하

여금 전쟁 승리와 체제 유지에 대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이들의 동

요와 이탈을 방지하고 전쟁 복구와 증산에 헌신하도록 책임감을 높

여 나갔다.

전쟁 이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두 번의 내전과 독소전쟁에서 

소련의 승리, 즉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국제주의자는 무조건적으로 소련을 수호하기 위해 준비된 

자들을 일컫는 의미가 되었다. 북한과 같이 개별 사회주의 국가 혁명

의 유지, 발전은 소련을 무조건적으로 수호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논리

가 성립되므로 국제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각자 자기 민족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했다.60) 그러므로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교양은 

밀접히 연계되어 교육되었다.61)

59)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2)-농촌에서 대중정치문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2년 11월 25일. 

60) “도시군 인민위원회 문화선전 간부회의에서 진술한 박헌영 동지의 연설,” 『로동신

문』, 1952년 3월 6일.

61) “민주선진실장의 사업 경험: 애국주의 사상 교양–강서군 운포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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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과 단결, 물적, 정신적 지지와 원조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 설명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전쟁 승리와 체제유지 및 발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켰다. 특히 소련의 내전 및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소전쟁 전쟁 경험과 교훈을 같은 전쟁을 겪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피부로 체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시 말해 소

련인민들의 투쟁은 북한 인민들에게는 롤 모델이었던 것이다. 민주선

전실은 농촌지역 특성상 소련 꼴호즈 농민들의 투쟁을 주로 소개하였

다. 소련인민들이 전쟁기 조국과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

웠는지,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가지

고 농민들에게 교육시키며 의식성을 키워나갔다. 

이러한 국제주의 교육은 전쟁기 소련과 북한 농촌주민들의 상황과 

노력을 비교함으로써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소련인민들의 

투쟁과 노력을 따라 배울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갔다. 

전쟁기 상황 비교는 자연스럽게 전쟁이 대상자인 유엔군과 남한에 대

한 적개심을 높이는 기제로도 활용되었다.62) 또한 사회주의 노동이 

가지는 신성한 가치에 대해서 강조함으로써 교육과 동원으로의 인입 

과정에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 농민들 스스로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만들었다.

나. 문화 계몽 사업

북한은 전쟁 전은 주로 문화 계몽 사업은 오락 활동 위주로, 전쟁기

에는 정반대로 교육과 동원을 통한 전쟁 수행에 초점을 두고 당과 정

부의 기조와 노선이 인민들의 실생활에 투입될 수 있게끔 문맹과 문

화적 수준을 높이며 그들의 정치의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갔

62) “강연 선전의 목적 지향성,” 『로동신문』, 1953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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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문맹자들은 특성상 사실상 정치 밖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전쟁기 문화 계몽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농촌 지역 주민들의 미신 및 비위생적인 생활 풍습을 청산하고 과학

적 지식과 보건위생 개념을 배양함으로써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

향과 그 과정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둘째 전쟁기 농민들의 

긴장 및 피로현상을 해소하여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유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문화 교양 교육들이 사회주의적 가치들을 상실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화 계몽 활동 및 군중

문화사업은 비전쟁기에 필요하며, 전쟁기에는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간부들의 의식과 오락 및 써클 사업 등에서 활동 그 자

체에만 주목하고 교육적 의미는 퇴색되어 놀고먹고 즐기는 퇴폐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63)

선전사업은 선전대상자의 정치적 수준과 생활 정도를 파악해 그에 

맞는 내용과 형식을 전개해야 했다. 전쟁기 농촌 주민들의 정치 이론 

및 문화적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었고 산악지형의 경우는 더욱 심각

했다.64) 또한 전쟁기 농촌에는 청장년층들이 전장에 나가야 했기 때

문에 노인들의 구성 비율이 높았으며, 이들에게 일재 잔재와 봉건적 

사고가 팽배했다.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여

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는 사실이다. 이

것은 후방 여성들의 활동을 최전선 전투와 동일시하여 그들의 적극적

인 생산 및 증산 활동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의도

와 상충되는 것이었다. 노인세대들의 봉건적 잔재와 인습의 타파는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63) “농촌 군중문화사업의 강화,” 『로동신문』, 1952년 3월 6일.

64) “민주선전실은 농촌 정치 문화 생활의 중심-농촌 민주선전실장들의 실무 수준을 

어떻게 제고시켰는가,” 『로동신문』, 1953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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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선전실은 이러한 인민들의 정치적, 문화적 낙후성을 퇴치하고 

인민들에게 문화계몽 사업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작업에 집중했다. 리 내 있는 교원, 의사들을 초빙하여 보건 

위생 강연, 각종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과학 강연, 해설 및 좌담회 

등의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보건 위생 생활에 대한 인식을 광범위하게 

보급시켜 나갔다.65) 더 나아가 여성들로 하여금 지역 노인들의 건강

과 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직접 치료 받게 

도와줌으로써 여성들의 활동이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었다.66)

민주선전실은 이러한 사회적 반향을 토대로 전시 하 여성들의 사회

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이때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금기시 한 봉건적 악습, 예를 들어 해방처녀67)을 타파하기 위한 선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갔다. 후방에서 생산, 증산, 절약 등에서 

위훈을 세운 여성들을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전선 편지, 

선물 등 여성들의 전선 지원 활동과 연계하여 후방 여성들의 활동을 

최전선 전투와 동일시하여 여성들의 적극적인 생산 및 증산 활동을 

보장하였다.68) 이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이 강했던 농촌 노인들은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일부 간부들이 여성들은 정치의식 및 문화적 수준이 낮다면서 당과 

65) “강습 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19)-농촌에서 방역 사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

인가,” 『로동신문』, 1952년 12월 14일.

66) “민주선전실장의 사업 경험-로인들 속에서의 사업,” 『로동신문』, 1953년 1월 14일.

67) 해방처녀는 국군이 들어왔을 때 국군과 사랑하다가 그들이 후퇴한 뒤에는 다시 

처녀 노릇을 하는 여자를 말한다. 이것은 모두 남성 노동력 품귀현상을 지칭하

는 말로 생산과 동원의 주역이었던 여성들의 사기를 꺾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

하였다.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조국 

(상)』, 서울: 현장문학사, 1990, 203쪽.

68)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2)-농촌에서 대중정치문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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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선 및 정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힘들다면서 이들

의 사회적 역할을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민주선전

실은 여성 열성자들로 하여금 당 강령 및 규약 연구, 한글 교육, 연극 

등의 써클을 운영케 함으로써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민주선전실은 여맹 단체들

을 중심으로 여성 열성자 농민들은 교육과 동원을 통해 농촌 지역 여

성들에게 남아 있는 낡은 생활 풍습과 인습을 타파하기 위한 선전선

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69) 또한 선진영농경험을 전수받고 다수확 

농민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민주선전실장 및 분실장 등 마을 

정치, 사회사업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70)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어 후방지역 농

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주체가 되었다. 

민주선전실은 정치, 문화 의식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신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전쟁기 출판물 

사업은 전쟁 물자 수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진행되지 못했으며, 

혹시 진행되더라도 적은 부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출판물을 이용해 

교육을 받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선전실에서는 지역 

인민학교 교원들을 인입시켜 신문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지역 신문을 제작해 교육에 활용하기도 하였다.71) 전쟁기 신문은 개

별 주체들이 사회로 나아가고 사회가 개별 주체로 다가오는 유일한 

통로였으며, 북한에서 발간된 신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의 일환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남북이 

혼합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69) “강습 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10)-녀맹에 대한 당 단체의 지도 협조 사업,” 

『로동신문』, 1952년 12월 5일.

70) “녀성 열성자들을 육성함에 노력–경성군 팔경대리 당 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2년 12월 15일.

71) “마을의 교실-평북도 정주군 오천면 지평리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로동신문』, 

19852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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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였다.

신문과 출판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농민들이 지나오다 마을 내에

서 쉽게 볼 수 있는 벽보판의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민주선전실 내에는 5명으로 구성된 벽보편집위원들이 매주 1회 이상 

벽보를 발간하여 전쟁과 지도자, 마을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였다.72)

농민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기 쉽고 알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시

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벽보는 ‘정치적 폭로’의 기능을 하

였다. 벽보에는 비판란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바 이에 소개된 농민들

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식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73) 벽

보판에는 모범농민들의 투쟁기와 국내외소식은 물론 마을 안에서 누

구네 집의 송아지 낳은 소식까지 나붙게 됨으로써 마을 전체 농민들

이 각 개별 농민들의 대소사까지 쉽게 알고 관심을 가지게 만듦으로

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쟁기 농촌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 지도

부는 영화 관람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음악, 무용, 연극 등 연예 써클

들을 광범히 조직, 운영하여 농민들의 긴장 및 피로현상을 해소하고 

더욱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중요한 

것은 강제와 의무가 아닌 마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민주선전실

에 자연스럽게 모여들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사실이다.

전술하였듯이 민주선전실은 자체적으로 정치․문화적 교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시설, 장비들을 갖추

고 있었다. 심지어는 폭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민주선전실 사

업이 급히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를 대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74) 예를 들어, 돌연히 비가 오는 날이면 청소년들을 모아

72) “민주선전실사업 활발,” 『로동신문』, 1951년 11월 26일.

73) “농민들을 식량 증산에 힘차게 고무 추동-민주선전실장 윤경옥 동무,” 『로동신문』, 

1951년 4월 3일. 

74) “민주선전실과 민주선전실장,” 『로동신문』, 195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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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가창보급회와 소년 가창대의 공연,75) 장년과 노인들을 위해 장

기대회를 조직하였으며 이 행사 중간 중간에 정치 담화회와 영농에 

관한 경험교환회 등 정치사상 및 문화 계몽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

다.76)

문화 써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은 선전 선동 활동 및 전쟁으

로 인한 긴장 및 피로현상을 해소하여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유지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 써클은 대부분 사회단체 선동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스

스로 민주선전실에 모여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농민들이 

민주선전실에 대하여 날마다 새로운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민주선전

실에 올 수 있도록 매일 밤마다 가장 인기가 있을만한 오락을 준비하

였다가 적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발표하였다. 민주선전실의 오락 및 

문화 활동에는 보통 밤마다 30-40명의 농민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

는 자신의 장기를 자랑하려고 노래와 이야기들을 은근히 미리 마련하

여 가지고 오는 일까지 있게 되었다.77)

선전선동활동은 자신이 그 대상이 모를 때 효과가 극대화 된다. 특

히 전쟁 중 선전선동은 인민들로 하여금 주 대상이 자신이라는 단순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없을 때 더욱 정치성이 강해진다.78)

자신이 선전선동의 대상이 아니라 그 행위의 주체가 되기 시작하였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기 북한 농촌 주민들은 민주선전실을 통해 선

전선동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이 북한 주민들에게 물리적 전투의 수준을 넘어 선전선동의 

75)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얻은 나의 경험-함남 함주군 원흥리 민주선전실장 안약표,” 

『로동신문』, 1952년 5월 3일.

76)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강화 발전시킬 것인가-평남도당부 선전선동부장 

리창협,” 『로동신문』, 1951년 9월 18일.

77) “민주선전실 사업 경험 - 평남도 안주군 룡서리 민주선전실장 리순태,” 『로동신

문』, 1952년 9월 27일

78) Edward Bernays, Propaganda (New York: Ig Publishing, 2005),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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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자신이 

북한 주민이라는 정체성과 체제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가 선전선동을 통해 의도했던 바였다. 

4.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인민 동원 활동 

가. 선진농업기술을 통한 식량 증산과 절약 활동

전쟁 중이었던 1951년 여름 북한 지역은 수십 년 이래 최악의 홍수

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당해연도 농업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1952년 영농준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설상가상으로 미군의 막

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한 무차별 폭격은 화학 비료 공장의 파괴로 인

한 비료 공급 제한과 농촌지역 노동력과 축력의 부족현상을 심화시켰

다. 전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북한에게 후방지역의 물적, 

인적 피해는 심각한 체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당과 정부, 그

리고 농촌 주민들 모두에게 체제 유지를 위해 농업생산량 증대와 식

량 절약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전시 하 전쟁 수행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식량

증산과 절약이었다. 전쟁기 우수한 미군과 유엔군의 화력에 맞서 전

장에서 지지부진하던 북한으로써는 농촌 주민들의 식량증산과 절약은 

전쟁 수행과 체제 유지, 즉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이었다. 그러나 식량 절약 또한 증산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

문에 북한 지도부는 증산을 위한 투쟁에 더 많은 정책적 역량을 투입

했다. 민주선전실은 식량 증산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각종 우수한 영

농기술 및 방법, 사례들을 소개하고 증산경쟁운동을 유도하였으며, 

식량 절약을 위해서는 전통적 관혼상제를 식량을 낭비하는 ‘인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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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농민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였다. 북한은 식량 증산

과 절약을 위해 농민들 간의 상호 교류 및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북한은 1950년 9월 1일 내각 제24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전시 식

량증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고 전시 식량 증산을 위

한 투쟁은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임을 강조하였다.79) 이

어 내각 지시 제638호 ‘1951년도 춘기파종지도요강’을 하달하였고, 

1951년 4월 13일에는 1951년 농업증산경쟁운동에서 우수한 단위들에 

“승리의 기”를 수여할 데 대한 내각 결정을 채택하여 농민들의 전시 

식량증산 경쟁을 본격화시켰다.80)   

농업 관련 민주선전실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 속에서 선

진영농기술을 보급시켜 그들을 식량 증산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

이었다.81) 먼저 민주선전실장은 마을 농민들의 생활 형편을 세밀히 

살피며 마을 농업 기술 수준, 인력, 농기구 등 농업 사정에 대해서 매

일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 세밀한 통계를 작성하였다.82) 민

주선전실장은 혁명열사 유가족, 전사자 가족, 피살자 가족, 인민군 후

방가족, 당원 가족을 중심으로 농촌 사업을 진행시켰다. 민주선전실

은 이를 근거로 각종 선진 영농 기술, 방법, 사례에 대한 기술 강습

회, 경험 교환회 및 기술 전습회, 계층별 담화, 인민반 좌담회, 개별 

방문 등을 통해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민주선전실장은 선동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강습을 실시해 일단 이들의 사업 수준을 높이는데 정책적 역량을 쏟

79)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364쪽.

80) 최중극,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시경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1쪽.

81)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얻은 나의 경험-함남 함주군 원흥리 민주선전실장 안약표,” 

『로동신문』, 1952년 5월 3일.

82) “마을 농민들을 증산에로 고무 추동–민주선전실장 김정섭 동무,” 『로동신문』, 

1953년 6월 15일.



한국전쟁기 북한 민주선전실의 교육과 동원 활동에 관한 연구  | 31

아부였다. 선동원들은 실제 농민들과 동거동락하는 인민들 중에서 선

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역량 제고는 민주선전실이 선진 농업기술을 

교육시키는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했다. 또한 민주선전실 

내 도서관에 농산기술보급교재, 다수확 영농경험집, 농민신문 등 농

업 관련 서적 및 자료들을 농민들이 쉽게 읽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

해 놓았으며,83)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농업 관련 

여러 가지 사진, 그림 및 기사들이 게재하였다. 

전쟁기 ‘경쟁’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자극이었다. 

경쟁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후방 지역 농민들에게 내재해 있는 

나태 및 태만 등 안일성을 제거하여 긴장된 상황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교육과 동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선진농

업기술과 증산 분야 관련 선전선동은 경쟁을 유발, 촉진시키는 방

향으로 진행되었다. 민주선전실은 다수확 그룹을 중심으로 그들의 

영농 기술과 방법을 따라 각 그룹별로 개별적인 증산 계획을 수립

케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간의 경쟁운동을 전개하도

록 유도하였다.

민주선전실은 식량 증산을 위해 ‘모범부락창조운동’을 적극 벌여 다

수확 농민들의 모범을 북한 전체 농민들이 따라 배워 증산경쟁에 

나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84) 다시 말해 다수확 

농민들의 농업기법은 농업 증산 관련 당 정책과 노선이 되었다. 

북한은 이를 토대로 우수한 다수확 농민들의 선진 영농법을 구체

적으로 해설, 선전함과 동시에 마을 내 기술 전습회를 조직하고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주선전실 내 게시판과 마을 주요 출입구에는 농민들이 오며가며 

쉽게 볼 수 있게 각 단위별 농업 실적 및 경쟁 그래프, 우수한 다수확 

83) 위의 신문, 1953년 6월 15일.

84)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2)-농촌에서 대중정치문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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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소개 및 이를 차용한 다수확 영농법 실시 비율표 등이 게

시되었다.85) 민주선전실은 다수확 농민들의 농업기법 예를 들어 

육모86), 냉상모87), 병목식88) 또는 장방식 소주밀식89) 방법, 한

식 전 봄보리 파종 법 등을 일반 농민들에게 실례와 직접 체험을 

통해 꾸준히 해설하였다. 북한은 선전선동을 통해 판단을 위한 근

거를 제시한 것이었다.

민주선전실은 마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마을 

내 성과가 제일 우수한 일등 반(班)의 우수한 경험과 정반대로 성

과가 가장 낮은 반(班)의 원인과 문제점을 비교·분석, 구체적인 계

획 및 개별 격려 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전선동은 꼴찌 반(班)

의 경쟁 열의를 자극하여 꼴찌 반(班)이 일등 반(班)의 농업 생산

을 뛰어넘어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90) 이

러한 기적은 김일성에게는 선전선동의 가치를 재인식시켰으며, 민

주선전실에게는 선전선동 내용과 방법의 정당성을 확보시켰으며, 

농민들에게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85) “김일성 원수의 평남도 내 농민대표들과의 담화 내용을 농민 속에 침투시키기에 

노력 – 대동군 화성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4월 20일.

86) 육상모라고도 함. 밭 또는 마른 논에서 물을 대지 않고 키우는 모. 물모에 비해 

튼튼하고 모낸 후 모살이가 빠르다. 튼튼한 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판자리, 씨 

뿌리는 시기와 양을 바로 정하고 가꾸기를 잘해야 한다. 사회과학출판사, 『조

선말대사전 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1447쪽.

87) 부식토와 비닐박막을 이용하기 냉기를 막고 햇볕을 받아 모를 기르는 것을 말하

며, 인공적으로 열을 가해 기르는 온상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냉상모판에서 기

른 모. 위의 책, 1418쪽.

88) 줄모라고도 함. 길게 모줄을 치고 둘 또는 여러 사람이 줄을 맞추어서 꽂는 모

내는 방법의 하나 또는 그렇게 낸 벼 모. 위의 책, 1516쪽.

89) 직사각형 모양으로 모를 낼 때 한 포기의 대 수(모 수)를 적게 하고 전체적으로 

포기는 배게 심는 것으로 꽂히는 포기 수를 많게 함. 다시 말해, 한 포기의 모

수는 2-3대로 하고, 한 평에 100포기 이상을 심는 따위. 위의 책, 775쪽.

90) “날로 올라가는 경쟁 도표–강원도 문천군 룡주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1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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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Ⅲ-1> 민주선전실 밖 현황판, 각종 선전자료를 보는 농민들91)

*출처: 정창현,「당내 갈등 8월종파사건으로 폭발 천리마운동 추진 결정 -

사진으로 보는 북녘 역사(16) 1956년」,『민족21』, 제125호, 8월호, 2011,

141쪽.

민주선전실에서 제공하는 선진 영농기술을 거부하는 일부 농민들은 

‘게으르고 나태하며 낙후한 사람들’로 규정되어 도덕적 비판을 감수해

야했다. 북한은 이들을 비판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봄

보리 파종 기일이 10여 일이 지난 4월 초까지 파종하고 있는 농민들

을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개별적으로 방문하였다.92) 평생 한식 

전에 파종을 한 적이 없다며 농사를 거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식 전

에 파종을 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 내 다른 농민들과 북한 내 타 

91) 이 사진의 배경은 전쟁 후인 1956년이다. 본 연구자의 게으름으로 인해 민주선전

실 관련 북한 문헌에서는 민주선전실 외부 현황판 및 각종 선전자료를 보는 지역 

농민들의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이 1956년도 민주선전실 사진을 소개했음을 밝힌다. 본 논문에 사진 인

용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정창현님께 감사드린다. 

92) “김일성 원수의 평남도 내 농민대표들과의 담화 내용을 농민 속에 침투시키기에 

노력–대동군 화성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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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험과 실례들을 이용하여 조기 파종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93) 동시에 민주선전실장은 전선에서 

온 편지를 직접 읽어주며 생명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을 위해 자신들

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었다.94) 이들 농민들은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미안해서라도 봄보리 파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농업 증산을 위해서는 선진농업기술도 중요했지만 당시 북한 일부 

지역의 토지들은 폭격과 비료 부족으로 인하여 토질이 척박해 진 곳

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급비료의 대량 생산은 식량 증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95) 전쟁기 자급비료 중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풀이었으며, 곡초, 가축의 분뇨, 해초, 쓰레기 등을 풀과 함께 

퇴적시켜 썩힌 퇴비를 마련하였다. 농촌 당과 정권기관들은 성초기 

때 전체 농민들에게 자급비료의 증산계획을 대부분 풀로써 충당하도

록 지시하였고, 민주선전실은 7-8월 두 달 동안 풀베기 목표를 설정

하고 초과 성과를 얻기 위해 경쟁운동도 전개하였다.96) 이러한 노력

으로 일부 마을에서는 200여 톤의 자급 비료가 논, 밭에 반출되는 성

과를 내기도 하였다.97)

민주선전실은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민들 간의 상호 교류 및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것은 농민들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수확 농민 당원들을 중

심으로 추진해갔다. 민주선전실에서는 다수확 농민들과 전재 농민들, 

빈농민들 간의 우량 벼 종자, 각종 곡물의 종자, 식량을 대여 혹은 무

상지원, 각종 농기구의 무상 수리, 정비하도록 유도하였다.98) 상호 

93) “파종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3년 4월 24일.

94) 위의 신문, 1953년 4월 24일.

95) 위의 신문, 1953년 4월 24일.

96) “자급 비료 증산을 위한 풀베기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시키자,” 『로동신문』, 1953년

7월 4일.

97) “파종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3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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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호조미 대여운동’을 전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자신들의 양

곡을 거출하여 식량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축우 소

유자들이 이기주의로 인해 대여 및 경작료가 지나치게 비쌌던 현상을 

퇴치하기 위해 이들을 설득시켜 경작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하

였다.99) 리 세포총회에서 제기된 소 증식 사업에서 민주선전실장은 

리 내 모종수를 제외한 축력을 모두 암소로 교체하는 등 전쟁기 농촌

지역의 수익사업에도 적극 개입하기도 하였다.100)

민주선전실은 지방 당과 정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업생산량 증대

를 위해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식량 증산이 결부된 용수 

확보 문제도 해결해 주는 등 실지사업의 모범이 되었다. 민주선전실

은 지역 당과 정부의 협조를 얻어 세포총회에서 농민들의 숙원사업이

었던 농촌지역의 수로 변경사업을 직접 주도하기도 하였다. 민주선전

실장은 15리나 떨어져 있는 양수장을 이전시키고 수로를 변경하는데 

3,000 공수의 인력의 약간의 자금 및 자재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계

획을 제시하였다. 농민들의 높은 자발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지방 

당과 정부, 사회단체의 협조를 통해 이 사업을 완성시켰다.101)

이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에서는 신수로 건설, 수로 더 깊이 파

기, 눈 녹은 물 확보와 저수탑 건설 등 농민들의 요구에 철저하게 부

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102) 농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민주선전실의 모습을 통해 당, 정부, 농민 그리고 지도자 간의 유대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다시 말해,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선전실과 농민들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당과 농민들의 

98) “빈농들의 영농을 협조–개성지구 각 농촌에서,” 『로동신문』, 1953년 4월 1일.

99) “민주선전실장들의 사업 경험–선동원들을 발동하여 추경을 성과 있게 보장,” 『로

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100) “가축 증식을 위한 투쟁–리원군 성로대리 농민들,”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101)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어떻게 보장하였는가–평남 순천군 상리 세포에서,” 『로

동신문』, 1952년 5월 3일.

102) “용수 확보를 위한 투쟁–함북도 내 농민들,” 『로동신문』, 195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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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농업생산량과 관련해 인민들은 

점점 더 민주선전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계획에 집중하기 시작

했다. 농민들이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수용하면 할수록 그들 자신

이 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더욱더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 최대의 애로사항은 청장년층의 전선 파견과 폭

격으로 인한 인력과 축력의 부족이었다. 군무자, 부상자 가족들, 노인

들, 심지어는 농사 경험이 부족한 젊은 여성들 등 노동력의 부족과 축

력의 부족 현상은 일시적인 협조나 동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

지 못했다. 

김일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2년 5월 10일 대동군 원

화리를 현지지도 하면서 품앗이반과 소겨리반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

였다.103) 품앗이반과 소겨리반의 조직은 노동력, 축력뿐만 아니라 농

기구의 사용까지 공동으로 진행하여 농업 관련 경험이나 기술 또한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면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다.104)

전통적으로 소겨리와 품앗이는 밭갈이와 모내기 등 농사 준비에 일

손이 많이 가는 국한된 시기에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협동노동의 형태

를 유지하였으나, 서로 의무적인 연관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전쟁기 

소겨리반105)과 품앗이반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하나의 작업조로 기

능과 성격이 급격히 변경되었다.106)

103) 력사연구소 민속학연구실, 『조국해방전쟁시기 발현된 후방인민들의 혁명적 생활

기풍』,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92-93쪽.

104) 김일성, 「대동군 원화리농민들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제7권,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80, 212쪽.

105) 한국전쟁시기 운영된 소겨리반은 있는 소를 가지고 모든 밭을 갈기 위해서 든든

한 소는 한 마리로, 약한 소는 두 마리를 짝을 지어서 리내의 모든 농가들을 단

위로 묶는 생산단위였으며, 밭갈이에서 뿐만 아니라 거름운반, 낟알운반에 이르

기까지 하나의 작업조였다. “22개 소겨리반 논 밭갈이에 총동원-박천군 덕인리

에서,” 『로동신문』, 1951년 4월 12일. 

106) “품앗이반 조직 운영 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평남 순천군 운흥리 세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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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민주선전실을 통해 소겨리반과 품앗이반의 조직 및 활동

에 직접 개입하였다. 소결이반과 품앗이반은 축력, 노력 및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의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

며, 열성 당원들을 매 반에 2-3명씩 배치하여 증산경쟁운동을 전 대

중적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107) 소결이반

과 품앗이반 간 경쟁의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각 ‘리’간 경쟁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이 운동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그려 마을 농민들

에게 소개함으로써 증산 열의를 더욱 자극하였다.108) 소겨리반이 그

대로 품앗이반이 되기도 하였고 소겨리반을 기준으로 그 속에 다시 

품앗이반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의 품앗이반에 

2-3개의 소겨리반이 조직되기도 하였지만 고정된 형태로 존재한 것

은 아니었다.109) 1952년 현재 평안남도 경우 3만 3,523개의 품앗이

반과 2만 6,151개의 소겨리반이 운영되었으며, 품앗이반에 소속된 농

민 수는 35만 7,715명이나 되었다.110)

소겨리반과 품앗이반은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조직된 이유로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당 및 인민위원회, 특히 민주선전실과 선동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전투적 슬로건이 되었으며, 결사 관철을 시켜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되었다. 민주선전실장은 선동원들을 소결이반과 

품앗이반에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의 밭을 직접 

갈아주는 등 농촌 활동의 실제 모범을 보이게 하였다.111)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노동 현장을 직접 방문을 통해 생산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북한 지도부는 농촌지역 인민소비를 

『로동신문』, 1952년 8월 4일.

107)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하여 춘기 파종사업을 성과있게 보장,” 『로동신문』, 

1953년 5월 14일.

108) 위의 신문, 1953년 5월 14일.

109) 력사연구소 민속학연구실, 위의 책, 94쪽.

110) 최중극, 앞의 책, p.163.

111) “민주선전실장 홍창근 동무,” 『로동신문』, 1951년 6월 13일.



38 |  軍史 第103號(2017. 6)

자연스럽게 계획할 수 있었다. 소겨리반과 품앗이반은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지역 생산 및 동원의 단위였던 것이었다. 민주선전실은 선

전선동이 단순히 구호 제창 및 홍보가 아니라 주어진 과제 실천을 통

한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며, 선전선동은 체제 생존과 관련된 중

요한 사업임을 인민들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자리잡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선전선동은 실천을 전제로 한 ‘성과기제’였으며, 정치문제와 경

제문제의 결합을 설명하는 체제 ‘운영기제’였다.

전쟁기 인력과 축력의 부족은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남성들의 일로만 인식되어졌던 힘든 노동을 여성들이 대체하면서도 

메워졌다. 먼저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논

과 밭머리에 대피호를 설치하고 소와 대피호를 위장하여 밤에도 알곡 

씨를 뿌리는 등 야간작업을 실시하였다. 1951년 말 현재 함경남도, 강

원도, 황해도, 평안남도 등에서 28만 2,000여개소의 밭머리 대피소

가 설치되어 있었다.112)

전통적으로 농업 밭갈이는 전적으로 남자의 영역이었다. 밭갈이

는 영농 작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밭갈이의 성과는 농업생산량으로 

직결되는 문제였다. 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밭갈이는 여성들

이 하는 ‘여성보잡이운동’이 실시되었다.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청장년층의 여성들은 인근 공장․기업소의 작업원으로 의무 동원되

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업을 행한 이들은 10대 후반과 20대 초

반,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이 운동은 민주선전실장을 비롯한 

농촌지역 당원인 인민군 후방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여성들이 앞

장섰다. 이 운동은 1951년 한 해 동안에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지역에서 무려 13,000여명의 여성보잡이군을 배출하였다.113)

민주선전실은 리 여맹위원회를 동원, 여성들에게 야간에 여성 보잡

112) 력사연구소 민속학연구실, 앞의 책, 80쪽.

113)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

리』,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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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습회를 실시하였으며 밭갈이와 추경작업을 전수받도록 하였다. 

보통 밤 견습회에는 10명-20명의 여성들이 참가하였다.114)115) 또한 

민주선전실은 여성보잡이운동 상황을 마을 입구 벽보판에 게시하여 

전체 농민들의 증산 의욕을 더욱 자극하였다. 하루에 1,200평씩 기경

하던 것을 1,500평 기경으로 확대하는 등 민주선전실은 밭갈이와 추

경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 관련 최

소한의 노력 기준은 당연히 여성들의 생산량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으

며, 그 이하는 정치적 비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 

전시 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은 농업부분 증산과 더불

어 전 사회적 차원에서 절약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식량이 없이

는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식량을 위한 절약도 국가

의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식량 절약 또한 증산과 마찬가

지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했으므로, 이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중요

했다.116) 사실상 식량 절약은 막대한 양의 쌀을 전쟁과 관련 없는 일

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전쟁기 식량 절약을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내세운 이유 중의 

하나는 1951-52년 극심한 자연재해, 미군이 폭격으로 인한 농업기반 

시설 파괴에도 불구하고 풍작을 이뤘으며, 스탈린의 밀가루 5만 톤 

대북지원,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식량 지원으로 인해 식

량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낭비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국가적 손실

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식량 증산 및 절약을 단순히 식량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 

재정 및 물자’범위에 포함시켜 당시 농촌주민들에게 남아있는 인적, 

114) “민주선전실장들의 사업 경험–선동원들을 발동하여 추경을 성과 있게 보장,” 『로

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115) “파종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3년 4월 24일. 두 문헌에서 공통으로 소개

하고 있는 부분인 관계로 각주를 두 개로 처리했음을 밝힌다.

116) “농촌녀성들 속에서의 당 정치교양사업,” 『로동신문』, 1952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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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현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

해 전쟁 중 높은 수준의 경각심 유지, 군수물자의 보장, 인민생활 안

정, 전시 경제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가 및 

개인 재산을 함부로 낭비, 횡령, 절취하는 현상과 이를 은근히 용인하

려는 분위기까지 일소하려 하였던 것이다.117)

김일성이 1952년 2월 증산과 절약 운동과 관련 전시 조건 하에서 

군수물자 보장과 인민 생활 안정을 위해 증산과 국가 재정 및 물자, 

식량을 절약하는 대중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118) 식량 

절약 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전쟁기 관혼상

제, 제사상 차림, 명절, 환갑 혹은 밀주를 만들어 먹는 것 등을 인습

으로 규정하고 집안 행사에서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곡식의 대규

모 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둘째, 식량 절약을 통해 얻은 곡식

을 팔아 가축 사육 및 부업에 활용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으로 연결

시켜 이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민주선전실에서는 실장과 선동원들의 세미나를 통해 정초와 

명절 때 식량을 낭비하는 현상들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각 가정 

마다 집안 행사의 종류와 규모 등을 자세히 파악하였다.119) 민주선전

실장과 선동원들은 인민반 좌담회를 통해 여성들 속에서 식량 절약 

방법을 대한 경험교환회를 개최하고 식량 낭비 현상에 대해 실례를 

들어 분석, 비판적으로 설명하였다.120)

민주선전실은 가족들을 위한 제사상 차림, 관혼상제, 명절, 환갑 등

을 위한 떡, 엿, 혹은 밀주를 만들어 먹는 것 등 집안행사에서 식량으

로 사용될 수 있는 곡식이 낭비되는 현상을 인습으로 규정하고 지역 

117) “절약과 축적을 위한 전 인민적 운동,” 『로동신문』, 1952년 12월 18일.

118) “식량 절약을 광범한 전 인민적 운동으로!,” 『로동신문』, 1952년 11월 29일.

119)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어떻게 보장하였는가–평남 순천군 상리 세포에서,”  

『로동신문』, 1952년 5월 3일.

120) “식량 절약의 성과–안악군 원룡리에서,” 『로동신문』, 1952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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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락민 전체를 상대로 이해를 구하고 실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갔

다.121) 대부분의 농민들은 전쟁기 식량 사정으로 인해 집안 행사를 

위해 떡, 엿, 술 등을 만들어 먹는 것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하였

다. 더 큰 문제는 옛날 관습과 남들의 이목으로 인해 자기도 안할 수 

없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대량 식량 소

비는 단순히 소비뿐만 아니라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한 식량 처리 문제

와 풍년기 겨울 기간 내 도박과 음주, 방탕하는 생활 패턴과도 연결되

어 전 사회적 기강 해이와 나태로 이어졌다.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낭비보다 절약의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망설임’을 해결해 나가려 하였다. 이들은 호별 방문과 해석을 

통해서 집안 행사를 위해 식량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것보다 전쟁기임

을 감안해 절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관례를 하

지 않더라도 흠이 아니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설득시켰다. 이것은 

북한이 전쟁기 인민들에게 정책을 이해시키는 과정에 전쟁 분위기를 

이용해 어느 정도의 강압과 강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식량 절약을 위한 투쟁을 단순히 구두

로 선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과 모범을 통해 군수물자 보장과 농

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김일성은 1952년 11월 평남도 

내 농민들과 한 담화에서 식량과 공업 원료 제공 등 군수물자 보장을 

위해 가축 사양을 적극 장려하였다. 김일성은 다량의 육류와 공업 원

료를 제공하는 면에서 가장 생산 능률이 높은 가축인 돼지를 사양하

는 사업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다.122) 민주선전실에서는 이를 토대

로 절약한 식량을 가지고 가축을 구매하여 실생활에서 식량, 농업 및 

공업 원료 제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민들을 교육시켰다. 이러한 선

전선동 활동을 통해 각지 농민들은 매 농가마다 돼지 한 마리씩을 의

121)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어떻게 보장하였는가–평남 순천군 상리 세포에서,”  

『로동신문』, 1952년 5월 3일.

122) “가축 증식에 열성–북창군 상하리 농민들,” 『로동신문』, 1953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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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으로 기를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123)

민주선전실 구성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절약한 식량을 이용하여 마

을에서 최초로 새끼 돼지들을, 수방직물을 생산하여 판돈으로 새끼 

돼지들과 닭을 사서 기르기 시작했다. 농민들도 도경작업에서 출미율

을 높이고 식량을 매몰해 보관함으로써 매일 매일 식량을 일정한 분

량으로 절약하는 등 여러 가직 식량 절약 방법을 통해 저축한 쌀

로써 돼지들을 사서 기르기 시작했다. 안악군 원룡리 제3인민반에 

속한 21호의 농가에서는 엿, 떡 등을 만들어 먹는 현상을 근절시

키고 절약할 쌀과 부업으로 얻은 돈을 보태어 25마리의 돼지를, 

마을 전체로는 100여 마리의 돼지를 구매하여 공동으로 사육함으로써 

전체 부락이 무축농가가 한 집도 없게 만들었다.124)

식량 절약을 통한 가축 사업은 다시 식량 증산을 위해 쓰여졌다. 농

민들은 양돈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새 농기구들을 공동 구매, 이

용함으로써 서로 돕는 협동 정신을 토대로 농업과 양돈 사업 모두에 

열성을 다하였다.125) 농업과 가축 사업은 가축 분뇨를 이용한 자연 

비료 생산과도 연계되어 결론적으로 식량 증산과 절약을 연결하는 핵

심 고리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국가 부의 축적은 전선 원호 및 

인민군대의 후방가족, 전재민, 부상병들에 대한 사회적 원호 사업을 

강화시켜 북한 지도부가 인민들로 하여금 전쟁 승리를 위한 원천과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식량 절약은 증산과는 달리 인민들이 생활에서 자각하고 습관적으

로 이행할 때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민주선전실장은 위와 

같이 다양한 실례들과 모범 사례 등을 직접 소개함으로써 증산과 절

약 투쟁에서 어떠한 것이 옳은지 농민들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었으

며,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농민들의 

123) “가축을 대량 증식,” 『로동신문』, 1953년 5월 29일.

124) “식량절약의 성과–안악군 원룡리에서,” 『로동신문』, 1952년 2월 26일.

125) “가축 증식에 열성–북창군 상하리 농민들,” 『로동신문』, 1953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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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적 열정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가 민주선전실의 선전선동 활동과 식량 증

산 및 절약 등 경제적 성과를 투입(input)과 산출(output) 관계로 설

정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정치와 경제의 결합관계를 전제로 

농촌 지역에서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민주선전실

은 선전선동 활동을 충분하게 조직, 운용하지 못한 점을 비판받았

다.126) 더 나아가 민주선전실은 인민들의 생활 형편과 그들의 요구에 

무관심하며, 이를 지도해야 하는 지역 당과 인민위원회들도 지도와 

관심 부족으로 비판받는 등 집단 책임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

였다. 김일성이 전쟁 승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식량 증산 및 절약이다

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는 사실을 통해 선전선동 활동의 실

패는 곧 전쟁의 실패였던 것이다.

나. 전선 및 후방 원호 사업

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사회적 원호 사업은 크게 전선과 후방 두 가

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전선 원호 사업은 군기기금헌납운동, 전선

원호미헌납운동과 작전 중인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지원하는 행

태로 이뤄졌다. 그 중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지원은 김일성이 각

별히 강조했던 중점 사업이었다.

군기기금헌납운동은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시작된 

전쟁기 이북 지역의 가장 큰 사회적 운동이었다. 대부분의 군기기금

은 당과 중앙 및 지방 정권기관, 공장 및 기업소 등을 단위로 헌납되

었다. 농촌 민주선전실도 이러한 이북 지역 전 사회적 운동에 적극 동

참하였다. 예를 들어 룡강군 서부리 농민들은 군기기금헌납운동에서 

86,500원에 달하는 금품을 헌납했다. 1951년 7월 중에만 인민군 장

126) “춘기파종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2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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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에게 1,350여점의 위문품을 보냈다.127) 황해도 재령군 당□128)

리 여맹 위원장은 민주선전실과 함께 135필의 무명을 생산하여 얻은 

18,980원을 군기기금으로 헌납하였다. 또한 인민군대의 옷 136점을 

9회에 걸쳐 세탁해 주고 김치와 수건, 장갑 등을 선물로 전선에 보내

주었다.129)

전선원호미헌납운동 또한 전 사회적 원호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김

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전쟁 수행을 위한 식량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특히 전선으로 보내지는 원호미는 김일성에게 보내는 충성 

선언이요, 충성의 메시지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민주선전실이 개별 주민들의 식량 수확 목표를 정한 것을 파악한 것

을 근거로 당과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민주선전실을 통해 다수확을 

경험한 농민들이 자신들의 여유 곡물을 자발적 감사의 표시로 김일성

에게 바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민주선전실에서 전수한 륙상모와 소주밀식 등 선진 농업기술과 자

급 비료 다량 생산의 노력을 통해 농업생산량을 늘인 농민들이 이 운

동의 주요 대상이었던 것이다.130) 평남도 평원군 숙천면 로덕리 신원

섭 농민을 비롯한 8명의 다수확 농민들은 자기들이 내세웠던 수확 목

표 정당 7톤 500킬로그램을 정당 8톤 229킬로그램 초과 생산하고 여

유 곡물 중에서 쌀 50가마니를 전선원호미로 김일성에게 바쳤다. 평

북도 룡천군 신도면 병호리 로영세 다수확 농민은 벼 50가마니를 그

리고 함북도 명천군 동면 유신화 농민은 벼 35가마니를 각각 자가 소

비용을 제외한 여유 곡물 중에서 전선원호미로 헌납하였다.131)

127) “룡강군 서부리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1년 8월 12일.

128) □는 해독 불가로 저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임.

129) “후방사업 강화와 전선원호사업에 분투–리선화 녀맹 위원장,” 『로동신문』, 1952년

4월 6일.

130) “다수확 농민들의 전선원호미 헌납–김년수 농민 벼 15가마니,” 『로동신문』, 1952년

11월 17일.

131) “전선원호미헌납운동에 궐기한 농민들의 비등된 애국적 열성,” 『로동신문』, 1952년



한국전쟁기 북한 민주선전실의 교육과 동원 활동에 관한 연구  | 45

북한은 당시 로동신문을 통해 이 운동에 동참한 다수확 농민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전국 단위의 대대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김일성은 전선원호미에 대해서 조선인민군의 무장력 강화에 크게 기

여할 것이며 전장에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수확 농민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표시하고 다수확을 격

려하였다. 더 나아가 전선원호미를 받은 보답의 의미로 전선의 장병

들은 새벽 기습작전 등을 모의하고 일정 정도의 성과도 거두면서 이 

운동의 정당성을 구축해 나갔다.132) 이와 더불어 민주선전실장은 국

고에 돈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절약과 부업으

로 번 돈을 은행과 저금소에 저축하도록 독려하였다. 각 반 별로 저금 

예상액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호 경쟁시킴으로써 저금을 독

려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서는 두 달 간 민주선전실장 

한 달 월급 12원의 10년 월급에 해당하는 2천원을 저금하기도 하였

다.133)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선전선동을 연관시켰던 북한 지도부의 입장

에서는 사실상 군기기금헌납운동 및 전선원호미헌납운동의 성과는 효

율적인 선전선동의 결과였다. 김일성은 이 운동들을 통해 군인과 농

민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선전실을 격려하면서 선전선동을 통해 길

어지는 전쟁에 스스로 대비해나갔으며 체제 유지와 이후 계획에 대해

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유’를 제공해 주었다.

군기기금헌납운동, 전선원호미헌납운동과 더불어 인민군과 중국인

민지원군에 대한 현장 지원 사업은 농민들이 스스로 민주선전실에서 

실시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교육, 식량 증산과 절약 사업 등이 실

제 전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체제 유지 및 발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러한 기회

11월 17일. 

132) 위의 신문, 1952년 11월 17일.

133) “농민들의 저축 열의,” 『로동신문』, 1952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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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 의식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농촌 당 단체 및 민주선전실은 인민군대와 중국인민지원군의 군

복 세탁, 오락, 차 및 식사 대접, 부상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였

다.134)135) 어느 한 부락에 전선에서 싸우던 중국인민지원군 부대

가 머물러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

기 형제들이 전선에서 싸우다 돌아온 것처럼 환영하고 위로하였

다. 여맹원들은 바쁜 농사일 와중에서 시간을 내서 그들의 군복을 

모두 세탁해 주었으며, 소년단원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

에 가서 산나물을 캐다가 중국인민지원군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민주선전실장과 마을 사람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을 민주선전실로 

초대하고 각종 예술 공연으로 그들을 위로하였다. 또한 부상병들

을 위하여 집집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가 위문하고 간호해 주

었다. 이 부대는 떠나가면서 이 부락 민주선전실에 <옹군모범촌

(모범적으로 군대를 원호하는 부락)>이라는 표어를 써붙여주었으

며,136) 이는 전쟁 내내 북중 우호의 상징이 되었다. 

민주선전실의 이러한 군인에 대한 직접 원호 사업은 농민들로 하여

금 인민군들에게는 자신들의 전우이며, 중국인민지원군들에게는 감사

와 존경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우리’, 북한-중국 사이에

는 ‘형제’, ‘혈맹’이라는 개념이 인민들의 생활 속에서 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후방 원호 사업은 크게 군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반

간첩투쟁으로 진행되었다. 전쟁기 북한 지도부는 전장에 나간 남성들

을 대신하여 인민군대의 가족, 군무자 유가족, 전재민, 부상병들, 심

134) “강습 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17)-초급 당 단체들은 전선 원호사업을 어떻

게 조직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2년 12월 12일.

135) “인민군대와 중국인민군지원부대의 원호사업을 인민적 운동으로 추진–개천군 

당단체에서,” 『로동신문』, 1951년 1월 7일.

136) 김일성, 「우리의 정의의 공동투쟁은 승리한다」, 『김일성저작집』, 제7권,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1980, 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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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빈농들에 대한 후방 원호 사업을 강화해 나갔다. 김일성은 유가

족 및 후방가족 원호 대책 등 사회적 원호 운동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

을 가지고 민주선전실로 하여금 이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하도

록 지시하였다.137)

민주선전실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전쟁기 군무자 가족, 유가족과 

빈농들에 대한 상호 원조에 관한 선전사업을 활발히 진행시켰다. 민

주선전실뿐만 아니라 농촌 당 열성자들과 간부들도 이들의 주택, 식

량 및 연료 문제 등 그들의 생활상의 형편과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며 물질적, 정신적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전선으로 나간 여성의 경우 군무증명서를 구비하여 군

인민위원회 양정과에 연락하여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

으며, 미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집을 수리, 보수하여 주었다. 노인들의 

경우 전선에 나간 아들에게 대신 편지를 써주던가 감기에 걸렸을 경

우 아스피린을 구해서 가져다주기도 하였다.138)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히 군무자 가족, 전사자 유가족 등은 남한과 

유엔군에 대한 증오심과 애국주의 그리고 당과 정부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의 상징이었으며, 검증된 일군들이었다.139) 이러한 이유로 북

한은 이들로 하여금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이해시키고 원호 사

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며 이들의 열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정

책적 정당성을 쌓아 나갔다. 

북한은 그들의 생활상의 곤란상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는 의존적 경향을 보이

지 않도록 그들의 여건을 일일이 조사하였다. 또한, 그들의 여건이 허

락하는 범위에서 생산 및 증산, 절약 운동에 적극 인입시켜 전 사회적

137) “김일성 원수의 평남도 내 농민대표들과의 담화 내용을 농민 속에 침투시키기에 

노력–대동군 화성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4월 20일.

138) “농민들의 친근한 벗–민주선전실장 김철무 동무,” 『로동신문』, 1952년 4월 12일.

139) “농촌 당 열성자 육성사업,” 『로동신문』, 195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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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롤 모델이 되도록 일반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이것은 인민군 장병들의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자신을 희생하더라

도 국가가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그들

로 하여금 전장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성과 노인들이 남은 후방 지역에 남한과 유엔

군의 스파이로 의심되는 이들의 침입, 활동은 지역 안정화에 치명적

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간

첩투쟁과 농촌 자위대140) 사업을 강화하였다. 반간첩투쟁을 위한 교

육과 동원은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자위대 사업 또한 

민주선전실 선동원들, 특히 여성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운영141)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업 모두 실질적으로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이뤄졌

다. 이 사업의 강화를 위해 북한은 일시적 후퇴시기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적개심과 증오심

을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선전선동을 진행해 나갔다. 

북한은 각급 선전선동망과 출판물, 예술 단체 및 작가 등을 동원하

여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선전선동활동을 조직, 실

시하였다. 특히 마을에 나타나거나 접근하려는 낯선 사람들, 예를 들

어 고아, 전재민, 심지어 군인에 대해서도 우려 깊은 눈으로 지켜보고 

마을을 떠날 때까지 감시하는 등 정치적 경각성을 높여 나갔다. 반간

첩투쟁과 자위대 사업은 후방 농촌지역에 침입하는 남한 및 미군 스

파이들을 적발하여 교란작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

였다.142)

140) 전쟁기 로동신문에서는 농촌 자위대, 인민 자위대, 자위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자세한 차이와 규모, 활동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141) “인민들의 혁명적 경각성 제고에 노력-신천군 〇〇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 

신문』, 1953년 2월 2일.

142)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2)-농촌에서 대중정치문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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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유엔군은 이북 후방 지역에 간첩, 파괴분자들을 공중 낙하, 

해안 및 산악지역을 통해 잠입하여 군사기밀을 정탐하고 살인, 방화, 

약탈, 폭격 유도 표식,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암해 공작을 펴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143) 예를 들어, 1952년 여름 황해도 신천군 내 

◯ ◯부락144)에서 우물에 독약을 타려던 소년이 체포되었다. 리 자

위대는 체포된 소년을 심문하여 개성에서 파견된 일당 5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군대 주둔 지역들의 우물과 음식물에 독약을 넣으라는 지

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밖에도 반간첩투쟁과 자위대 사

업에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1952년 1년 간 밀정이라고 완연

히 판명된 자 혹은 수상하다고 인정된 자들을 합하여 12명을 자위대 

손으로 적발,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넘겼고 산에 은신하고 있던 간첩 

10여 명을 자수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145)

이 지역 민주선전실장은 후방지역에 침투한 스파이들의 활동에 대

한 주민들의 경각김을 제고시키기 위해 각 계층별로 독보회, 좌담회 

등을 더욱 활발히 진행시켰다. 그는 로동신문과 기타 출판물에 발표

되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스파이들의 주요 목적, 이들을 돕는 공범자

들의 술책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제강을 작성하

여 선전선동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을 체포한 경험이 있는 주

민 유계초, 여남순을 중심으로 그 경험을 교환하는 좌담회를 조직하

여 그들의 경험을 보편화시키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갔다.146)

전쟁기 현재 38도선 인근 지역은 전선이 요동쳐 며칠 사이에

143) “반간첩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자,” 『로동신문』, 1953년 2월 2일.

144) 본문 내 〇〇 표시는 로동신문 원문의 표시를 그대로 인용한 것임. 당시 북한은 

모범 민주선전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해당 지역과 실장의 이름을 기명으로 

거론하며 적극 홍보하였지만 기사의 내용상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인해 부

락명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5) “인민들의 혁명적 경각성 제고에 노력-신천군 〇〇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 

신문』, 1953년 2월 2일.

146) 위의 신문, 1953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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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인이 몇 차례씩 뒤바뀌는 등 농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남북

정부 어디에 소속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농촌지역에서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적과 아를 구분하여 

전개된 반간첩투쟁과 자위대 사업은 자신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소속 공민이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김일성과 조선

로동당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반간첩투

쟁과 자위대 사업은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키는 방향

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전쟁을 국가뿐만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전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5. 맺음말

우리 집, 마을 농민을 교양하는 학교, 친근한 벗, 훌륭한 교양자 이

러한 수식어들은 전쟁기 농민들의 곤란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

며 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민주선전실과 실장을 비롯한 그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147) 전쟁기 북한은 선전선동을 통해 지

방 정치를 관장하는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 전쟁기 국

군, 유엔군으로부터 재점령 당하거나 고립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김일성, 당, 정부를 대신해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리

더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선전

실은 전쟁기 김일성, 당과 정부 역할의 정치적 대행체였다. 민주선전

실장의 나태와 직무유기를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 위반으로 취급하고 

반인민적 범죄행위로 규정148)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147) “모범 민주선전실장–전병환 동무,” 『로동신문』, 1953년 12월 7일.

148) “민주선전실 사업은 누구가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3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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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 북한의 선전선동을 통한 정치사상 교육은 전쟁 수행과 

체제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정치사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는

가에 달려 있었다. 전쟁기 선전선동을 주도한 것은 김일성이고 조

선로동당이었다. 북한은 인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주선전실

을 통해 전쟁 초기 무너진 김일성의 권위 회복과 무너진 경제, 사

회적 기반 즉 생산성을 강조하였다.

전쟁기 북한의 선전선동은 사회주의는 승리한다는 신심을 통해 인

민의 사고와 감정을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우

세한 화력은 북한체제의 중요한 정치, 경제, 군사적 기반을 파괴하였

지만 북한 인민들을 파괴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선전실을 통한 선전

선동은 분명 선전대상과 그들과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공감과 

설득을 통해 김일성과 북한지도부가 목표로 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시도였다. 한국전쟁은 북한에게 선전선동의 전

쟁이었던 것이었다. 민주선전실의 교육과 동원은 농촌지역 주민들 스

스로 자신이 공민이라는 정체성과 체제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게 만드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은 교육과 동원을 통해 서로의 가정 형편을 

일상적인 마을 관심사로 설정함으로써 어려운 일은 적극 나서서 도와

주며 허물없이 지내는 화목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였다. 민주

선전실은 전쟁의 공포와 체제 붕괴의 위기 속에서 농촌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체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민주선전실은 ‘기억의 정치공간’이지만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도 

선전선동은 여전히 호소력 짙은 유효한 개념이다. 우리는 북한의 

선전선동이 어떻게 인민들 속에 들어가고, 인민들은 선전선동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선전선동을 통

한 북한체제 운영 연구의 기초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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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ctivities of Education and
Mobilization of North Korea’s Propaganda Office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n War

Kim, Sang-Bum

The goal of this paper is how the D.P.R.K.(North Korea) exploited its 

propaganda to prevent from collapsing during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I will focus on propaganda offices for the maintenance of regime during 

the war. 

This office was a crucial(core) parts to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cover 

and reestablish political and economic strength in the rural regions. To 

solidify its political and agricultural authority, the regime relied on 

political-ideological public education and the mobilization of war resources.

The Korean War was the war of propaganda to North Korea and the 

offices played a key role in turing ‘soldier’s war’into ‘people’s war'.

Keywords : Propaganda Office, Director of Propaganda Office, Propagandists,

Propaganda, The Korean War, Kim Il-sung, The Worker’s Party of

Korea, Education,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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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그 동안 한국군은 독일의 군사 사상과 전략을 부단히 연구하고 받

아들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에 승리한 소련의 군사전략

* 건양대학교 군사경찰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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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북분단과 6·25전쟁의 원인 제공자라는 냉전적 시각에서 평가

해왔다. 또한 제정러시아(소련)가 나폴레옹과 히틀러와 전쟁에서 승

리한 것이 혹독한 겨울, 광활한 영토와 진흙탕 덕분1)이라는 서구 중

심적 평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6·25전쟁에 소련의 군사고문단과 공군이 참전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친 소련의 군사전략도 한

국 국방관계자들은 알아야 한다. 러시아는 근대 이후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지금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군이 북한

의 군사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는 러시아 군사전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독일의 전격전을 통한 섬멸전 전략과 소련

의 전통적인 소모전 전략을 살필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독·소 

전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일군이 기습적인 공격과 전격전을 수행

하여 모스크바 근처까지 진출하나, 소련군이 독일 전격전의 충격을 

흡수하고 반격으로 전환한 전쟁 초기단계를 다루었다.

또한 양국이 구상한 계획뿐만 아니라 이의 수행과정에서 적용되고 

수정된 군사전략의 타당성과 수행의 효율성을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군사전략의 타당성은 군사전략의 구비조건을, 전략 수행의 효율성은 

군사전략의 구비조건과 리델하트가 자신의 저서, 『전략론(Strategy)』

에 제시한 ‘전략과 전술의 진수(The concentrated essence of 

strategy and tactics)’2)라는 요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양국 군사전략의 타당성과 수행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였다.

1) 이런 하나의 예가 Glantz의 저서에서도 나타난다. David M. Glantz, Soviet 

military intelligence in war(Leavenworth: Frank Cass, 1990), p.40.

2) B. H. Liddell Hart, Strategy(New York: Praeger Publisher, 1975),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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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군사전략을 수립할 때는 일반적으로 국가목표, 가용 전투력, 시간, 

지형, 주도권,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구상된 군사전략에는 목

표, 전투력, 시간, 결정적 회전, 제한사항(감수해야 할 위험) 등이 포

함된다. 이를 수행할 때에는 상기 요소들을 융합하여 국가목표를 효

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실행에 노력을 경주한다. 그리고 시행된 군사전

략을 평가할 때에는 계획된 군사전략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수행간에 

나타난 실행 역량까지 비교해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군사전략의 구비조건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리델 하트가 제시한 전략의 핵심요소로 그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군사

전략의 구비조건은 적합성(adaptability), 실행 가능성(feasibility), 

용납성(acceptability)3)을 적용하였다. 여기에서 적합성은 군사전략

이 국가목표와 국방목표 달성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 군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정치우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합

목적성에 초점을 두고 전략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실행 가능성은 계획한 군사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

으로 전략의 실용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전 목표(중

심), 투입부대 규모, 정면과 종심의 변화에 대응할 능력, 소요시간을 

살펴보아야 한다.

용납성은 군사전략 개념을 여론이 지지하고 교환되는 가치를 수용

3) 황성철, 군사전략론(경기: 학술정보, 2003), 269~270쪽. 

   또한 1984년 와인버거 독트린에는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요구되는 사항 및 전제조건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사활적 국익이 걸려 있어야 한다. ②승리할 의도가 있

는 상태에서 싸워야 한다. ③분명한 정치 및 군사적 목표를 추구하며 결정적인 형태

의 군사력을 운용해야 한다. ④군사력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를 재차 평가해야 한다. 

⑤어느 정도는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Dennis M. Drew·Donald M. 

Snow 지음, 권영근 옮김, 21세기 전략기획(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345-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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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용납성은 군과 국민, 국제규범이 수

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 비용으로 목표를 달

성하는가도 포함한다. 정치적 목적이 지닌 가치를 위해 지불해야 할 

희생 정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전략이 구비조건을 갖췄다하더라도 수행 과정에서 변화

가 불가피하다. 적의 능력과 항전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어떻

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

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각자의 군사전략이 타당성을 갖추었

다하더라도 전략수행의 효율성은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고, 전략의 구비조건만으로 효율성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제한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성

한 상황에서 목표․전투력․시간에 유리한 기회를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았다. 군사전략 수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리델 하트가 군사전략 수행의 필수 요소(essential truth)로 ‘교란

(dislocation)과 기회의 이용(exploitation)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

는 하부요소로 ‘전략의 진수’ 8개 항목4)’을 열거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군사전략 실행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하였

다. 여기에서 교란은 적 부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조직의 기능을 마

비시켜 실책을 강요하여 타격의 호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적의 배

후로 기동하여 적의 배비를 혼란시키고 정면의 갑작스런 변경을 강요

하고,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 기회의 

이용은 적이 이전에 범한 실책에서 벗어나거나 이전에 받은 피해에서 

4) 리델하트는 “①목표(end)를 수단(means)에 맞춰라. ②항상 목적을 의식하라. ③최소

예상선(a line of least expectation)을 선택하라. ④최소저항선(the line of least 

resistance)을 이용하라. ⑤대용 목표(alternative objective)로 전환할 수 있는 작전

선(a line of operation)을 선택하라. ⑥계획과 배비에 융통성을 확보하라. ⑦상대방

이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는 주력을 투입하지 마라. ⑧실패한 축선(또는 형태로)을 

재차 공격하지마라.”라는 “전략의 진수(眞髓)”를 제시하였다. *B. H. Liddell Hart, 

Ibid., pp. 34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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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전에, 또는 아군이 달성한 작전효과를 이용하여 전략 목표

에 접근하는 과정이다. 이는 손자병법의 ‘적의 위기는 아군의 호기이

다’(故善戰者, 入於不敗之也 而不失敵之敗也)나 ‘이미 개입된 상황에

서 출발하라’는 상황 잠재력5)과도 일맥상통한다.

3. 독·소전쟁의 배경과 양국의 군사전략

3.1. 전쟁의 배경

3.1.1. 전쟁의 원인(原因)

필자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배경을 크게 3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독일이 소련을 제압함으로써 유럽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6)

히틀러의 전쟁 목표는 대국 소련의 주변지역을 병합하고 본토 일부를 

파괴하며, 그 외 지역은 독일에 예속시켜 소련을 상당기간 독일의 종

속관계에 놓인 소국으로 전락시켜 식민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었

다.7) 이의 근거로는 히틀러가 1940년 7월 우랄산맥을 독일의 서부 

국경으로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를 초토화시켜 양 지역에 주민이 잔류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

겠다는 인종-이념적 발언도 하였다. 

5) 여기에서 상황은 미리 모델화할 상황이 아니라, 이미 개입된 상황이다. 이 상황 속

에서 물리학적 의미의 잠재력(potential)이고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포착

해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다. *출처: 프랑수아 줄리앙 저·이근세 옮김, 전략-고대 

그리스에서 현대 중국까지(경기파주: 교유서가, 2015), 32쪽.

6) 게르하르트 P. 그로스 저, 진중근 옮김, 독일군의 신화와 진실(경기 과천: 이미지프

레임, 2016), 280쪽.

7)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지음·류제승 옮김, 국제정치와 전쟁전략(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6),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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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나치즘과 볼셰비즘의 대립이다. 히틀러는 비밀지시를 통해 

유대-볼셰비즘을 영원한 주적으로 간주하였다.8) 그리고 그는 ‘소련

의 쾌적한 지역에 독일민족을 위한 생활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슬라

브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4개 ‘독일제국관구’로 분할하여 섭

정을 하며 독일의 지배하에 둘 것이다. 폐허된 소련에 독일의 동방제

국(Ostimperium)을 건설한다’9)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즉, 볼셰비

즘을 대표하는 소련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나치즘을 번창시키겠다는 

전쟁목적이 있었다.

셋째, 히틀러는 군사력을 팽창하는 소련의 위협을 제거하려 했다. 

소련은 1939년 8월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폴란드로 진격하여 독

일과 폴란드를 분할하고, 핀란드도 침공하였다. 1940년에 핀란드와 

강화조약을 맺고, 루마니아로부터 베사라비아와 코비나를 병합한다. 

그리고 소련은 불가리아가 소련의 세력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만, 독일은 1941년 3월에 군부대를 진주시켜 양국 간 갈등요소가 발

생했다. 그리고 소련은 1940년 6월 24일 발트 3국을 병합한다. 즉, 

소련은 서유럽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소련의 이런 군사적 

확장은 언젠가 히틀러와 충돌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3.1.2. 전쟁의 촉발요인

독·소전쟁의 촉발 원인은 주로 독일의 의도에 기인하였다. 스탈린

은 영국 신문기자에게 ‘독일과의 전쟁을 1941년에 피한다 해도 1942

년에는 불가피해질 것이다.’라는 등 전쟁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

8) 1919년 봄에 공산주의자들이 잠시 뮌헨을 통치했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히틀러는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와 경멸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 존 

루카치 지음·이종인 옮김, 히틀러와 스탈린의 선택, 1941년 6월(서울: 책과함께,

2006), 19쪽.

9)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지음·류제승 옮김, 전게서, 8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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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사적 준비를 갖추지 못해 최대로 늦추려는 의도였다. 또한 스탈

린은 6월 22일까지도 독일이 침공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

쟁을 촉발한 원인은 독일에서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첫째, 히틀러는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소련을 우선 격멸하여 영

국의 기대를 제거하려 했다.10) 즉, 독일은 1940년 5월 프랑스를 점령

한다. 그러나 영국은 평화조약은커녕 독일의 대륙지배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은 영국 본토를 침공 – ‘바다사자 작전(Unternehmen 

Seelöwe)’ - 하지만, 공습만으로는 영국을 패배시킬 전망이 불확실

하다고 여겼다. 히틀러는 ‘영국이 기대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며, 소

련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다면 미국에 대한 희망도 사라질 것이다.’11)

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독일은 속전속결이 가능하다는 호언장담을 잠재적 적국인 소

련과의 전쟁으로 전환하였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강한 육군을 보유하

였고, 프랑스를 공략한 자신감에서 소련을 짧은 기간에 점령할 수 있

다고 판단하였다. 독일군 육군참모총장 할더(Halder)도 전격전을 펼

친다면 8〜10주 사이에 소련을 함락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셋째, 독일은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장기소모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원료 생산지와 공업지대를 확보해야 했다. 또한 

1940년 여름경에 히틀러는 필요한 물자가 소련군의 재무장에도 필요

하기 때문에 소련이 독일의 장기적인 물자보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

각했다. 이러한 판단을 굳힌 계기는 1940년 11월 12~13일 소련 외상 

몰로토프의 베를린 방문이었다. 몰로토프는 소련의 경제력이 바닥났

다고 언급하자, 히틀러는 그 동안 소련이 공급하던 것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정치-이념적 배경과 프랑스 함락 이후 정체된 군사적 과제를 

10) Robert Kirchubel, Operation Barbarossa, 1941(1) (Oxford : Osprey Publishing,

2010), p.9.

11) 존 루카치 지음·이종인 옮김, 전게서,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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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히틀러는 소련 침공을 추진하였다. 1940년 12월 18일 

히틀러는 소련 침공 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지령을 하달했다. 독일군 

참모본부는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겨울이 오기 전인 9월 중순경에 

작전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격 시기는 6월 중순 이전에는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독일은 1941년 3월

부터는 독·소 경계지역에 병력을 증강하여 5월에 침공할 계획이었

다. 그러나 독일이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에서 영국군과의 예기치 않

은 전쟁으로 이 작전은 약 5주가 연기됐다. 히틀러는 1941년 6월 21

일 소련을 침공하라는 지령인 ‘도르트문트’를 발령하고 6월 22일 소련

을 기습적으로 침공하였다.

3.2. 양국의 군사전략

독일은 전격전을 수행하여 소련군을 국경지역에서 궤멸시키는 섬멸

전략을, 소련은 독일군의 전력을 고갈시키고 독일 본토까지 반격하여 

격멸하겠다는 소모전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군 총참모본부는 속전속결을 통해 최후의 승자가 되고자 했다. 

독일군은 전격전과 섬멸전을 혼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전

격전은 적에게 충격을 가해 마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작전목

표는 적의 중추신경이다. 섬멸전은 적 부대를 격파하고 살상하는 것

을 작전목적으로 하며 작전목표는 적 부대이다. 

소련은 1940년 10월 방어 전략에서 공격 전략으로, 주노력 방향도 

모스크바에서 남서부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동원계획 

41’을 발전시킨다. 이 계획은 ‘수일에서 2주 이전의 사전경고’를 전제

로 하였다. 또한 히틀러가 기갑부대를 2배로 늘린다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12)

12) Robert Kirchubel, Ibid.,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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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2월 소련군 총참모장에 부임한 주코프는 서부전선 군사전략

을 방어 위주로 전환하였다. 국경선을 지탱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

한’ 후에 반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는 독일군 기갑부대가 동

쪽으로 유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선봉부대들을 각개격파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는 “서부 국경지역 방어계획”으로 최종 결정되어 군관

구를 거쳐 5월에야 각 군(army)에 하달되었다.

3.2.1. 독일의 군사전략

독일의 대소련 전쟁의 목적은 소련을 제압하여 유럽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단기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영국과 미국을 상대

로 하는 장기소모전을 준비하기 위해, 소련의 대규모 원료 생산지와 

공업지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히틀러는 ‘독일 공군이 소련의 군수산업 중심지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동쪽으로 공격해야 한다’13)는 지침을 주었다. 그리하여 최종 

목표는 아르한겔스크에서 볼가 강을 연하는 선으로 하였다. 여기까지 

진출하면 소련의 우랄 공업지대는 공중공격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4)

히틀러와 독일군 수뇌부는 소련은 작전종심이 깊고 정면이 넓어 일

거에 점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군사전략 목표

는 소련군의 주력을 국경지대에서 섬멸하고, 1941년 겨울 이전에 레

닌그라드, 돈바스, 모스크바와 중부 공업지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공격부대는 3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북부집단군은 동프러시아에 집결

13) Розанов Г. Л., Сталин-Гитлер : Документальныйочерк советско-

германских дипломат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1939-1941 гг.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1), С. 182.

14) МО СССР,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1939-1945 гг.(Москва: Военное издате

-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оюза ССР, 1958), С.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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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프스코프와 레닌그라드를, 중부집단군은 동바르샤바에서 민스크

와 스몰렌스크를, 남부집단군은 루블린에서 지토미르와 키예프를 공

격한다. 이때 북부의 핀란드군은 무르만스크-레닌그라드 통로를 차

단한다.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랄산맥과 카스피해까지 진출하

는 것이었다. 

주공 방향은 곡물과 석유 산지인 우크라이나, 카프카즈 방면에 두

자는 히틀러와 수도인 모스크바로 하자는 군 지휘부의 의견이 엇갈려 

초기작전 경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소련 전역에 투입한 독일군 전력은 판처사단 19개, 기계화사단 15

개를 포함한 119개 사단으로 전차 3,350대, 포 7,184문, 차량 

600,000대, 말 625,000필, 항공기 2,500대 등이었다.15) 이는 독일 

육군의 3/4, 공군의 2/3 규모였다. 바르바로사 계획의 부대편성 특징

은 집단군 제1제대에 주력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공격의 핵심인 기갑

부대는 1:2:1로 중부집단군에 강하게 편성하였다. 그러나 우발사태에 

대비한 어떤 예비대도 편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히믈러 휘하에 4개 ‘특수출격대(Einsatzkommando)’16)인 

3천여 명으로 편성된 안전경찰과 안전요원들에게 독일군이 점령한 전

선의 후방지역을 인수하여 점령지 내 유대인, 공산당 임원, 속칭 ‘아

시아계 열등인간’, 집시 등을 즉결처분하는 특수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히틀러는 독일군의 소련 민간인에 대한 범죄와 범법 행위가 법

의 저촉을 받지 않게 하였다. 1941년 6월에는 소련군 포로 중에서 공

산주의자와 유대계 지식인을 근절하라고 지시하였다. 

15) 리처드 오버리 저·류한수 옮김,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서울: 도서출판 지식의 

풍경, 2003), 128쪽.

16) 리처드 오버리 저·류한수 옮김, 상게서, 107쪽.



제2차 세계대전 독 ․ 소 전쟁 초기의 독일과 소련의 군사전략 비교 연구  | 65

3.2.2. 소련의 군사전략

소련의 전쟁목표17)는 1941년 당시 소련의 서부국경을 서방 강대국

으로부터 인정받고, 핀란드의 북빙양 연안의 페트사모를 병합하고, 

서루마니아에 소련군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

리하여 독일을 분할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서유럽에서 영국과 미국의 해상세력을 견제하면서 이에 상

응하는 지위를 획득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소련은 안전보장을 위해 

서부국경 지역에 전략적 완충지대가 필요했다. 따라서 소련은 독일을 

서유럽 지역으로 밀어붙이고, 흑해 출입항로의 통제권을 확보하려 했다.

소련은 정치적, 군사-전략적 상황을 ‘일본의 극동지역에 대한 동시

공격도 배제할 수 없지만18), 독일 파시스트 블록의 소련 공격은 서부 

국경이 될 것이다.19) 예상되는 적은 독일이며, 핀란드·루마니아·헝

가리가 독일 편에 가담할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초기 전역에서 소련의 군사전략은 강요에 의한 방어, 즉 소모전전

략이었다. 전략 목적은 독일군의 전격전을 무산시키고 공격력을 격파

하며, 부대전개와 군수산업을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간을 획득

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탈취하여 군사-정치적 상황을 유리하게 변환

시키는 것이었다.20)

소련은 독일군 주공 방향을 리가 및 카우나스, 비테브스크 또는 빌

17)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지음·류제승 옮김, 전게서, 110쪽. 스탈린이 1941년 12월 영

국 외무상 이든과의 회담에서 시사한 내용이며, 같은 해에 소련 외상 몰로토프가 히

틀러와의 베를린 회담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18) 소련은 1941년 4월 13일 일본 외상 마츠오카와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정치적

인 조치를 취했고, 시베리아에 있던 부대 일부를 서부로 전환하였다.

19) A. A. 코코쉰 저·한설 옮김, 군과 정치-러시아 군사정치·군사전략 사상사(육군 

군사연구소: 국군인쇄창, 2016), 151쪽.

20) В. А. Золотарев, Исторя Во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Москва: Кучково 

Поле Полиграфресурсы, 2000), С.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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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스크로 예상했다. 다른 부대는 브레스트 지역에서 민스크 방

향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핀란드군은 서북부에서 레닌그라드

를, 폴란드 남쪽의 독일군은 우크라이나 서부를 장악하기 위해 로브

노와 블로다바 방향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코프가 소련의 1940년 10월 14일 전쟁계획을 1941년 6월까지 일

부 수정하였다. 소련군은 독일군의 주공 방향을 브레스트-르보프 남

쪽으로 판단하여 작전계획을 완성하였다. 히틀러가 소련의 중요한 경

제지역을 제거하고 우크라이나의 식량과 도네츠크의 석탄 그리고 카

프카즈의 석유를 탈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해안으로 집중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소련의 군사적 목표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호하고 적으

로부터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군사목표는 적의 침공을 

격퇴하여 공격계획을 무산시키고 적 부대를 격멸하는 것이었다.21) 그

리고 소련 군사전략의 특징은 고도의 역동성이었다.

1941년 6월 경 소련은 전차 24,000대를 보유하는 등 일부 무장력

은 갖추고 있었고22), 보병·전차·기계화 및 기병 등 303개 사단을 

계획하고 이중 1/4은 편성 단계에 있었다. 소련군은 육군을 5개 전선

군으로 편성했다. 소련의 서부전선 부대들은 국경지대에 방어를 편성

하여 적의 돌파를 불허하고 자군 주력부대의 동원․집결, 전개를 엄호

하고, 적이 돌파할 경우 이를 격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소련군 지도부는 타격집단군의 편성 기간을 단축하고 적을 곧바로 

포위할 수 있는 위치를 점령할 수 있는, 평시 전개지역(벨로스톡과 블

로다바 돌출부)에 전투장비를 갖춘 기동부대를 배치했다. 

21) В. А. Золотарев, Там же, С. 256.

22) 칼 하인츠 프리저 저․진중근 옮김, 전격전의 전설(서울: 일조각, 2016), 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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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소전쟁의 초기 전역(戰役) 경과

1941년 6월 22일부터 1945년 5월 9일까지의 독·소전쟁은 독일의 

공격, 소련의 반격으로 영토 회복, 소련의 독일 본토 공격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고찰한 초기작전은 독일군이 소련을 공격하여 모

스크바에 접근하지만 공세종말점에 도달하고, 소련이 반격을 시작하

는 국면까지이다. 그리고 소련군 참모본부가 1958년 제2차 세계대전 

공간사에서 구분한 3단계로 작전경과를 살펴보았다.

4.1. 독일군의 기습공격과 소련군의 지연전

이 단계는 독일이 프리발트와 벨라루시·우크라이나 서부지역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소련군이 레닌그라드, 스몰렌스크, 키

예프 방향으로 철수하는 1941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다.

독일군의 1단계 작전목표는 드비나 강-드네프르 강을 연하는 선에

서 소련군을 격멸하는 것이었다.23) 히틀러는 전쟁 초일부터 주력을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키예프 세 방향에 지향했다. 독일군은 180개 

사단을 투입하고, 차량화 및 기갑 부대로 공격집단을 구성하고 항공 

전력까지 증강시켜 절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으로 주공부대를 편성하였

다. 특히 소련군을 섬멸할 목적으로 전격전을 구사하여 양익 포위전

술인 ‘쐐기와 함정(wedge and trap)’ 전법을 적용하였다. 독일군은 

소련 영토의 350㎞ 종심까지 항공폭격을 수행하여 소련군의 지휘시

설과 항공기를 파괴하였다. 

독일군은 북부집단군과 중부집단군의 제3기갑집단, 제9군 2개 군

단의 40개 사단과 1개 차량화여단 중에서 판처사단 6개 등 25개 사단

이 1제대로 편성하여 공격하였다. 

23) 게르하르트 P. 그로스, 전게서,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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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련군은 국경을 따라 강력한 방어편성을 계획하였다.24) 그러

나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게 부대를 배치하였고 전투준

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독일군의 기습을 받았다. 6월 22일 독일

군 공격 4시간 후, 소련군 총참모본부는 지침을 하달하고 전쟁을 수

행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군관구를 전

선군으로 전환했다. 또한 6월 27일 주코프는 ‘전차와 포는 유기하지 

마라’25)는 내용이 포함된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스탈린은 라디오 방

송26)을 통해 장기소모전을 수행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북부지역에서는 소련군 북부 전선군과 카렐스키 전선군이 핀란드와 

노르웨이 국경지대를 방어하였다. 그리고 프리발트 북서부 전선군은 

제8·12군의 21개 사단(보병 15개, 전차 4개, 차량화 2개)과 1개 보

병여단으로 300㎞의 정면을 담당하였다. 소련군은 레닌그라드와 스

타라야루사에 이르는 접근로에서 독일군의 돌파를 저지하고 발트함대

의 기항인 탈린을 엄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독일군 제18군이 리가(6월 말), 발가를 거쳐 파르누-타르투까지 진출

한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은 6월 23일 샤울라에서 역습을 수행했다. 

제4기갑 집단과 제16군은 카우나스-다우갑필스(6. 30.)를 거쳐 7월 

9일 프스코프까지 약 500㎞를 진출하였다.

24) Военно-науч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

ийОтдел, Операции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в период отр-ажени

я рападения Фашистлого Германии на ССР(Москва: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

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Р, 1958), С.149.

25) Richard Kirchubel, Operation Barbarossa 1941(3) Army Group 

Center(Oxford: Osprey Publishing, 2007), p.40.

26) 7월 3일 스탈린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소련군 부대들은 철수할 경우 모든 물자

를 후송하든지 완전히 파괴하여 적에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적이 점령한 지역에서

는 빨치산부대와 유격부대가 애국적 전쟁을 수행하여 적과 동조자들에게 참기 힘

든 고통을 주라’고 명령한다. 출처: Военно-науч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Отдел, Там же, С.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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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지역에서는 독일군 60개 사단(판처 9, 기계화 7)이 공격하였

다. 독일군은 수발키-민스크 북쪽, 브레스트-핀스크 방향에서 주요 

전투를 예상하였다. 독일군 제3기갑군과 제9군이 수발키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빌뉴스와 말라데치노를 거처 민스크 북방으로 공격하여 민

스크를 포위하고, 비테브스크-보부루이스크 선까지 진출하였다. 제4

군, 제2기갑군, 제35군은 브레스트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벨로스톡에

서 소련군을 포위했다. 독일군은 계속 공격하여, 제2기갑군, 제3기갑

군, 제4군, 제9군이 6월 29일 민스크를 포위하였다.

소련 서부전선군은 제3·10·4군으로 편성되어 리투아니아 경계 

남쪽에서 우크라이나 북부까지 약 450㎞의 정면을 담당하였다. 소련

군은 47개 사단으로 전선에 제11군·제3군·제10군(비알리스톡)·제

4군이, 종심에는 제13·20·22·29·19·16·21군이 방어하였다. 6

월 23일 소련군이 그로드노 방향으로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독일군의 

강력한 포병과 공중 화력에 큰 피해를 입고 좌절되었다. 반면 6월 24

일 빌뉴스에서 소련군 제17기계화군단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독일군 

제47차량화군단을 3일간 지체시켰다.

독일군 기갑부대가 6월 29일 민스크에 도달하여 포위전을 수행하

지만, 소련군이 주변 숲지대와 고지대에서 저항하여 독일군이 전력을 

종심으로 투입하는 것을 8일 동안이나 지체시켰다. 이 과정에서 독일

군은 소련군 약 42만 명을 포로로 하였으나, 완전한 포위망을 구축하

기에는 병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히틀러는 포위망을 소탕할 때까지 

기갑부대의 진격을 정지시켰다.27)

소련군은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최고사령부 예하의 자바이칼 군관구 

제16군을 스몰렌스크와 야르체보 지역에 재배치하고, 제19군의 예하

사단을 비테브스크에 배치하였다.

27) David M. Glantz, Jonathan M. House, When Titans Clashed: How the Red 

Army Stoped Hittler(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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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군은 7월 3일 제2·3기갑집단군으로 제4기갑군을, 제3기

갑집단군의 보병을 모체로 제2군을 창설했다.28) 그리고 드네프르(로

가체프 방향)로 진출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구데리안은 7월 10일 

소련군이 방어하지 않은 드네프르 강 3곳으로 도하하였다.

남부지역에서 독일군은 완편된 34개 사단(판처 5, 기계화 4 포함)

을 제1제대로 편성하고, 예비로 51개 사단(독일군 47, 헝가리 4)을 후

속시켰다. 주공은 제6군으로 자모스찌예-지토미르 축선으로 공격하

였다. 독일군은 로브노-노보그라드볼린스키로 진출하였다. 

소련군 남서부 전선군은 58개 사단(보병 32, 기병 2, 전차 16, 차량

화 8)으로 편성되고 부됸니 원수가 지휘하였다. 제9군으로 개편된 오

데사 군관구는 루마니아를 포함한 450㎞의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소련군 총참모본부는 6월 25일 수세보-비테브스크-모길레프-드

네프르 강을 연하는 선에 방어지대를 편성했다. 그리고 부됸니 원수

를 사령관으로 하여 제20·21·22군을 배치하였다. 

같은 날 소련군 제9기계화군단은 클레반니 남쪽으로, 제19기계화군

단은 로브노에서 두브노 방향으로 반격하였다. 제19기계화군단은 독

일군을 25㎞ 후방으로 격퇴하지만 인접부대와 협조가 미흡하여 전과

확대를 못하고 독일군이 증강되자 후퇴하였다. 소련군 총참모본부는 

독일군의 진출에 따라 남부전선군이 테르노폴(르보프 동쪽 약 100㎞) 

지역에서 포위될 것을 우려하여, 7월 9일 전선을 카로스텐-지토미르

-카메네츠포돌스키로 조정하여 120~200㎞를 후퇴했다. 소련군은 7

월 9일 베르디체프로, 다음날 지토미르 서쪽에 역습을 감행하였다. 

이 결과 독일군의 키예프 진입이 3일 동안 지체되었다.

제1단계 작전 후 접촉선은 파누르-타르투-프스코프-드리사-비테

브스크-로가체프-사르니-지토미르-베르디체프-카메네츠포돌스키-

모길레프포돌시키-두나이 강을 연하는 선이었다.29)

28) Richard Kirchubel, Ibid.,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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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은 국경을 통과하여 450~600㎞를 진출하였으며, 벨라루시 

대부분을 점령하고 스몰렌스크를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주공을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로 지향한다.

4.2. 독일군의 전략목표 조정, 소련군의 개편과 공세행동

이 단계는 1941년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이다. 소련 국방위원회

는 7월 10일 스탈린의 지휘를 받는 최고사령부 예하에 총참모본부로 

개편하고 3개 전선군(북서부, 서부, 남서부) 사령부를 구성하였다. 그

리고 소련군은 독일군이 공격하는 전선지역으로 부대를 전개하여 역

습을 병행하는 방어작전을 수행하였다. 

독일군은 7월 16일 스몰렌스크를 포위하고, 모스크바에 대한 공중

공격을 개시한다. 7월 19일에는 중앙집단군 기동부대 일부를 지원하

여 우크라이나의 소련군을 격멸하고,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간을 차

단하기로 하였다.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7월 30일 모스크바 방면에서 

소련군의 저항이 강력하자 방어로 전환하고, 북부에서는 레닌그라드

를 점령하고, 남부에서는 키예프를 점령하고 프라바베레즈나야 우크

라이나에서 소련군 서남부․남부 전선군을 격멸하고 돈바스 공격을 준

비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30) 히틀러는 8월 21일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여 키예프 지역에 있는 소련군을 포위섬멸한 후 중부집

단군은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남부집단군은 카프카즈 방향으로 공격

하여 소련의 석유 보급을 차단하는 명령을 하달했다.

9월 하순에는 열악한 도로와 악(惡)기상으로 독일군의 기동력이 저

하되었다. 키예프 함락 이후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보조 목표로 변

경하고 지상포위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모스크바를 점령하

29) Военно-науч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О

тдел, Там же, С.147.

30) В. А. Золотарев, Там же, С.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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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부지역으로 전과를 확대하려고 전투력의 분산을 초래하였다. 

북부지역에서는 독일 북부집단군이 6개 판처·차량화 사단을 포함

한 22개 사단을 동원하여 레닌그라드 점령을 시도하였다. 소련군은 

스타라야루사 동쪽 지역에서 7월 14일부터 5일간 역습을 실시하여 독

일군을 40㎞ 후방으로 격퇴하였다. 소련군의 강력한 방어작전으로 8

월 초 레닌그라드 북쪽과 남서쪽에 대한 독일군의 공격은 일시적으로 

저지되었다. 소련군은 9월 1일 제23군을 투입하여 독일군의 진격을 

정지시켰다. 9월 말 독일군은 방어로 전환하고 레닌그라드 북쪽 전선

은 1944년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소련군 제8군은 레닌그라드 남서쪽

에서 독일군 제18군의 전투력을 소모시켰다. 

소련군은 원활한 지휘를 위해 북부 전선군을 해체하고 카렐리야 전

선군과 레닌그라드 전선군으로 재편성하였다. 그후 레닌그라드 방어

전투를 단일지휘체제로 수행했다.31) 독일군은 9월 28일 라도가 호에 

도달하고 900일간의 레닌그라드 포위전이 시작되었다.

중부지역에서 독일군이 소련군 서부전선군을 격멸하고 모스크바로 

진출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몰렌스크를 집중 공격

하였다. 독일 중부집단군, 북부집단군의 제16군 2개 군단 등 총 63개 

사단이 공격하였다. 독일군은 민스크 서쪽에서 소련군의 저항을 극복

하고 포로츠크-민스크-보부루이스크 서쪽을 연하는 선을 확보하고 

드네프르 강 방향으로 공격을 확장하였다. 소련군 서부전선군은 벨라

루시 서부와 중부 지역에서 철수하여 드네프르 강 일대에서 재편성하

였다. 

독일군이 7월 16일 스몰렌스크를 포위하고 소련군 18만 명을 포로

로 하였다. 그러나 티모셴코 장군의 소련군이 반격하여 독일군 5만 

명을 살상하였다. 이때 구데리안은 소련군을 추격할 생각이었다. 그

31) Военно-науч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О

тдел, Там же, С.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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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히틀러는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를 주목표로 한 초기 구상을 

실행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는 위협받는 모스크바에 소련군 예비 

병력이 집결할 것이기 때문에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의 점령이 용

이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렇게 되면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에서 

초대형 양익포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소 전쟁 초기전역 상황도32)

32) 지명은 МО СССР,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1939-1945:краткий военно-ис

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Альбом Схем. (Москва: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

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оюза ССР, 1958)에 표기된 것을 사용하였다. 요도는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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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은 7월 19일 드네프르 강과 데스나 강 중간지대를 소탕하면

서 중부집단군 기동부대의 절반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남부집단군을 

지원하여 소련군을 격멸하고, 절반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간의 병

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북쪽에 운용하기로 하였다33). 나머지 도보부대

는 모스크바를 정면에서 공격할 계획이었다. 한편 독일군은 항공기 

1,500대를 중앙 집단군에 할당하고 7월 21일 모스크바 공습을 시작했다.

히틀러는 9월 6일 뱌즈마, 브랸스크에서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태

풍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독일군은 9월 19일 키예프 포위전에서 

승리하여 남부지역에서 위협이 제거되자, 모스크바 대공세를 시작했

다. 독일군은 모스크바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 전투력을 전환하는 등 

레닌그라드 공격 강도를 낮췄다. 독일군 기갑부대가 10월 15일 모스

크바 서쪽 약 130㎞ 지점까지 접근하였다.

소련군은 ‘모스크바로 향하는 적의 돌파를 저지하고 지상군과 항공 

전력을 이용한 역습을 통하여 적을 격멸하는’ 계획을 시행했다. 소련

군 제4군은 카로스텐 방어지대에서 독일군에게 큰 타격을 가하고, 제

26군은 키예프 남쪽 벨라야체르코비 방향으로 반복적인 공격을 가했

다. 그리고 우만 지역 등에서 역습을 수행하였다. 

독일 남부집단군은 남부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해안지역에서 소련군을 격멸하는 데 노력을 집

중하였다. 키예프를 점령하기 위해 제1기갑군을 포함한 독일군 주력

이 지토미르와 키예프 방향에 집중하였다. 7월 7일 제13판처사단이 

베르디체프에 도달하고, 이틀 후 제14판처사단이 지토미르를 점령하

였다. 한편 소련군 키르포노스 부대가 7월 13일 지토미르 통로에 역

습을 가하고, 제26군이 독일군 제1기갑군을 공격했다. 

그러나 독일군 제6군이 7월 30일 키예프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

편집하였다.

33) David M. Glantz, Jonathan M. House, Ibid.,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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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군 제1기갑군이 북쪽으로, 제2기갑군이 남쪽으로 우회하여 

동쪽에서 연결하여 9월 17일 키예프를 항아리형으로 포위하자, 소련

군은 26일 항복했으며 52만 7천 명이 사망했다.

1941년 7월 말부터 소련군의 강력한 저항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

했다. 스몰렌스크 회전에서 독일의 공세가 주춤해졌다. 이 무렵 독일

군은 ‘일반주민(비전투원) 섬멸전투’를 곳곳에서 수행했다.34) 즉, 조

직적인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주민들이 이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소

련군 제5군과 키예프 지역에서 방어하던 부대는 포위가 된 후에도 계

속 저항하여 카로스텐은 8월 말까지, 키예프는 9월 말까지 지탱하였

다. 독일군 제6군을 키예프 정면에서 저지하고 프리페트·마시즈크 

동쪽에 후퇴해 있던 강력한 소련군이 독일 중부집단군 우익과 제6군 

좌익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독일군 제1기갑군이 7월 하순 키예프 남쪽 벨라야체르코비

에서 국부적인 돌파를 수행하고 키로보그라드 방향으로 우회하였다. 

이리하여 우크라이나 공격로를 개방하고 흑해부근에서 루마니아군과 

대치하던 소련군 배후를 위협하였다. 8월 중순 니콜라예프에 도달하

여 차출된 중부집단군 일부 부대가 남쪽으로 진격하고 키예프 주변과 

그 북쪽에 있던 소련군의 저항을 극복하고 이를 포위할 상황이 되었

다. 그러나 동계작전 준비가 부족하여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 대신에 

키예프 동쪽 240㎞까지 포위하여 소련군 60만 명을 포로로 하였다. 

키예프 함락 후 남부집단군은 흑해연안을 소탕하고 도네츠크 공업지

대를 점령하여 카프카즈에 도달한다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기간에 소련군은 북서방면에서는 150~250㎞를, 서부방면에서

는 170~200㎞를, 남부에서는 500㎞를 후퇴하였다. 독일군은 9월 7

일 드네프르 강과 드비나 강 서안에 도달하고 9월말 하리코프와 돈바

스, 크림반도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레닌그라드의 지상봉쇄를 완성

34)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지음·류제승 옮김, 전게서,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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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독일군 주력부대인 판처사단들의 전투력은 8월 말 

50% 이하로 저하되었다. 독일군은 대규모 부대를 집결하여 10월 초

에 모스크바 공격과 돈바스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했다.

4.3. 독일군의 공세종말점 도달, 소련군의 반격 개시

제3단계는 1941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이다. 히틀러는 10월 2일 

중부집단군에 모스크바 진격명령(“태풍작전”)을 하달했다. 10월 12일

에는 모스크바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쪽으로 진격한다는 새로

운 목표를 세우고, 11월 15일 모스크바 공격을 재개하였다.35) 독일군

은 뱌즈마 부근에서 소련군 60만 명을 포착하지만 겨울이 닥쳐 전과

확대는 실패하였다. 

북부지역에서는 레닌그라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중부전선

에서는 소련군이 방어와 철수를 반복하였다. 독일군의 모스크바 진격 

소식을 접한 스탈린은 10월 16일 정부를 볼가 강변 사마라로 이동시

키고, 자신은 모스크바에서 전쟁지휘를 계속하였다. 특히 모스크바 

접근로인 칼리닌에서 칼린전선군과 툴라 지역에서 브랸스크전선군의 

공세행동으로 독일군의 전투력이 분산되었다. 10월말 독일군 제4기갑

군의 모스크바 공격은 크류코보(모스크바 북쪽 40㎞), 나로포민스크

(모스크바 남서쪽 60㎞), 툴라를 연하는 선에서 멈추고 공격력이 소

진되었다. 남부지역에서는 소련군이 독일군을 로스토프에서 타간로그 

서측으로 격퇴하였다.

소련군은 11월 18일부터 툴라에서, 12월 1일 나로포민스크에서 독

일군 공격을 격퇴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11월 중순에 티흐빈

(레닌그라드 서쪽)과 로스토프 방면에서 소련군이 공세로 이전하여 

독일 중부집단군의 전력증원을 무산시켰다. 

35) David M. Glantz, Jonathan M. House, Ibid.,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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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은 11월 30일 반격을 실시하여 모스크바에 대한 독일군의 위

협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후방에 대기하던 소련군 12개 군

(58개 사단) 이상이 12월 5일~6일 모스크바 전역에서 최초로 반격을 

전개하였다. 이는 독일의 바르바로사 작전의 지연과 ‘전격전’의 실패

를 의미했다.

한편 남부방면에서는 소련군이 9월 29일부터 한달간 돈바스 방어 

작전을, 11월 5일부터 약 10일간 로스토프 방어 작전을 수행하였다. 

특히 소련군은 11월 21일 병참선의 측방을 공격하여 로스토프를 탈환

하고, 11월 30일 독일군 제3기갑군을 타간로그 서쪽으로 격퇴했다.

독일군은 11월 말까지 26개 사단과 13개 여단을 잃었고, 9월 말 24

개 예비사단도 궤멸하였다. 독일군 전사상자는 75만 명에 달했다. 소

련군은 전사 260여만 명, 포로 335만 명의 피해를 입었다.36)

5. 독일과 소련의 군사전략 비교분석 

양측이 구상한 군사전략의 타당성과 전략수행의 효율성을 비교분석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사전략이 국가 및 국방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가라는 적합성 면

에서, 독일의 군사전략은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어렵고, 소련의 

군사전략은 병력 및 산업동원능력 등을 고려 시 적합했다고 판단된다. 

독일 정부와 군부는 소련의 주요산업지대를 점령하여 경제가 마비

되고 붕괴되면 소련이 항복하리라 판단했다.37) 그러나 1940년 8월 

소련 군사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련은 실질적이고 건실한 산업동

36) 리처드 오버리 저·류한수 옮김, 전게서, 167쪽.

37) 게르하르트 P. 그로스, 전게서,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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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능력이 동부로 이미 소개(疏開)하였다. 즉, 소련은 서부의 산업지대

가 피해를 입더라도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독일은 1941년부터는 모든 것을 점령하고 방호하려는 무모한 전략

으로 전환하였다. 서쪽 배후의 위협(영국과 미국)을 제거하지 않았고, 

1941년 2월에는 이탈리아의 요청으로 로멜의 아프리카군단을 트리폴

리에 파견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련을 공격하는 양면작전을 결심한 

것은 독일이 전략적 질곡과 파행을 거듭하는 전기(轉機)가 되었다.

반면에 소련은 독일군 전격전의 예봉을 흡수하고 방어간 공세행동

과 초토화 작전을 통하여 독일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한다는 전

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장기소모전 전략은 적의 침공을 격퇴한다는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소련은 대(對)나폴레옹 전

쟁 등 침략에 저항했던 민족적 근성, 막대한 동원능력 등 장기소모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저력이 있었다.

군사전략의 실행 가능성 면에서, 히틀러의 ‘전격전’에 의존한 단기

결전은 실행 가능성이 적었다. 반면 소련은 영토의 종심·정면과 동

원능력을 이용하고 부단한 공세행동으로 장기소모전을 수행할 수 있

었다.

독일군은 전격전을 수행하면 수주 안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38) 문제는 독일 군부가 3~4개월 사이에 소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39) 이는 소련 정부와 후방이 견실하지 않으

며, 소련군은 약하며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독일군이 기

습적이고 강렬하게 공격하면 소련군 주력을 격멸하고, 종심으로 신속

히 기동할 수 있다는 편견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지형 특성상, 독일군의 공격정면은 최초 2,000㎞에

서 작전이 진행되면서 3,000㎞ 이상으로 확장되고, 보급로 길이는 

38)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지음·류제승 옮김, 전게서, 64쪽.

39) МО СССР, Там же, С.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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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작전목표는 최초 집결지로부터 

약 1,500㎞ 이상 이격되어 있었다. 또한 독일은 정치적(레닌그라드, 

모스크바), 경제적(카프카즈 유전) 목표 지점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군

사력 부족을 초래하고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카프카즈와 스탈린그라드까지 동시에 공격하는 작전은 독일군 첨단의 

공격기세를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독일군은 157개 사단 중 16개 사단만이 차량화 부대였으며 소련을 

대상으로 전격전을 수행할 능력은 부족하였다. 10개의 기갑사단, 6개

의 차량화보병사단을 포함한 총 77개 사단만이 전투에 투입할 수 있

는 상황이었다. 또한 독일군 육군총사령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상적

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판처사단 2개, 보병사단 3개를 

포함하여 8~11개 사단 정도였다. 그리고 기계화부대를 운용하기에 

부적절한 기후조건과 깊은 종심에 대한 경고도 있었으나 독일군 지휘

부는 이를 무시하였다. 즉,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중시한 ‘가능성의 한

계(die Grenze des Mὅglichen)’ 원칙40)을 경시한 결과이다.

한편 소련은 서부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국경지대 방어를 위

한 계획을 조정하였으나 준비를 완료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소

련은 저격수, 통신병, 기마병, 운전병, 조종사 및 공수병 등 약 1,300

만 명을 훈련시켰다. 소련군은 1941년 6월 22일 전까지 약 500만 명

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소련은 철강 산업의 37%, 석탄 산업의 35%, 에너지 산업의 

25%를 독일군이 접근할 수 없는 동쪽에 집중시켜 산업동원능력을 갖

추고 있었다. 1941년 11월 독일군이 점령한 지역은 소련 석탄의 63%, 

정련된 주철의 68%, 알루미늄의 60%를 생산하는 지역이었다. 그러

나 1941년 전반기와 후반기의 무기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전차는 

40) 권터 블루멘트리트 지음․류제승 옮김, 전략과 전술 – 페르시아 전쟁에서 20세기 핵

전쟁까지(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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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대에서 4,742대로, 야포과 박격포는 5131문에서 1 5,727문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인구도 약 2억 명으로 병력동원 능력을 갖추고 있

었고 피점령 지역의 초토화에 대한 경험을 가진 국민이 있었다.

군사전략의 용납성 측면에서, 독일은 국제규범과 도덕적 규범을 무

시하였다. 히틀러는 히믈러 휘하에 총 3천여 명인 4개 ‘특수출격대’를 

편성하여 독일군이 점령한 전선 후방지역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

다. 또한 점령지에서 공산당 임원, 속칭 ‘아시아계 열등인간’ 집시 등

이 포함한 모든 유대인 총살 권한이 1941년 5월 이들에게 부여되었

다. 또한 1941년 5월 13일 공포된 ‘총통칙령’에 따라 이 부대는 소련

군 정치인민위원을 즉결처분하고, 독일군은 소련 민간인들에 대한 범

죄 및 범법행위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1941년 6월에 내려진 코미사르 명령에서 독일군은 소련군 

포로 중 공산주의자와 유대인 지식인들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로 독일군은 전쟁기간 동안에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소련군 포로를 

처형하였다.41)

교란은 적 부대의 균형을 파괴하고 기능을 마비시켜 적에게 실책을 

야기하고 타격의 호기를 만드는 것이다. 독일과 소련은 공히 이를 구

현하려고 노력했지만, 융통성 있는 작전선과 최소저항선을 선택한 측

면에서 독일이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 모스크바로 향하는 전진로에 노력을 집중하면 소련 

수도의 점령뿐만 아니라, 소련군이 모스크바로 집결하게 되어 이를 

격멸하기에 유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스크를 거쳐 

모스크바를 지향하는 중부집단군이 공격의 중심이 되어 기갑부대의 

주력을 운용하였다. 또한 발트 제국을 통과하는 북부집단군과 프리페

트 지역에 배비된 남부집단군 때문에 소련군 최고사령부가 독일군 주

공방향의 판단에 혼란을 겪고 상당기간 고전하였다. 

41) 리처드 오버리 저·류한수 옮김, 전게서,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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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일군이 민스크에서 포위전이 완료될 때까지 진격을 중지

시켰으나 구데리안은 제4군이 도착하기 전에 진격을 재개하여 소련군

이 방어선을 구축하기 전인 7월 10일 다뉴브 강을 도하하였다. 구데

리안 기갑부대가 소련군이 방어하지 않은 3곳을 통하여 드네프르 강

을 도하한 것은 최소저항선을 선택한 것이다.

제1기갑군이 7월 하순 키예프 남쪽 벨라야체르코비를 돌파하고 부

크 강과 드네프르 강 사이의 회랑을 따라 남으로 우회하였다. 이를 통

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로를 개방했으며 흑해 부근에서 루마니

아군과 대치하던 소련군 배후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독일군은 전력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켰다. 초기의 신속한 

승리로 지휘부가 이런 과오를 저질렀다. 대용 목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단일 작전선을 유지하지 않고, 단일목표를 추구하는 수개의 작

전선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소련군이 부단한 공세행동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반면, 소련군은 독일군의 중점이 사르니 북쪽에 있다는 것을 알았

으나, 스탈린의 주장으로 소련군 주요방향을 남쪽에 두었다. 주코프

는 제19군을 북카프카즈에서 벨라야체르코비로, 제16군을 트란스바이

칼에서 우크라이나 중동부 세퍼커브카(지메린카 서쪽 약 35㎞ 지점)

로 전환하는42) 실수를 범했다.

기회의 이용은 이전의 군사행동으로 얻은 이점이나 전개된 상황을 

적기에 이용하여 군사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

이다. 독일군은 전역(戰役) 수행간 목표의 부적절한 변경으로 혼선을 

초래한 반면, 소련군은 공세행동 및 피포위하 전투 등을 전개하여 유

리한 기회를 적시에 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독일군이 7월 16일 스몰렌스크를 포위하였다. 이 때 히

틀러는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를 주목표로 한 초기 구상을 실행했

42) Robert Kirchubel, Ibid.,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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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모스크바가 위협을 받으면 소련군 예비 병력이 이곳으로 집

결할 것이기 때문에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 점령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모스크바

에 초대형 양익포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소련군의 완강한 저항과 기상 악화로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리고 

독일군의 군 사령관들은 자신의 전역(戰域)만을 생각하여 전략적 분

산을 초래하였다. 

독일군은 키예프 포위전에 남부집단군뿐만 아니라 중부집단군 대부

분을 투입하지만 약 한 달을 허비했다. 즉, 7월 30일 독일군 제6군이 

키예프를 직접 공격한다. 그리고 8월 30일에야 독일군 총참모본부는 

키예프 공격을 명령한다. 9월 14일에 제3․제16 판처사단이 키예프를 

포위하고, 9월 17일에야 스탈린은 키예프에서 철수를 승인했다. 그리

하여 스탈린은 모스크바를 신속하게 점령하려던 히틀러의 계획에 차

질을 주었다. 독일군으로서는 이전에 이룬 승리를 최종 목표에 집중

하는 데 실패하였다. 반면 소련군은 전력을 보강할 시간과 방어할 의

지를 북돋은 기회가 되었다. 키예프 포위전은 바르바로사 작전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43)

한편, 소련군은 전쟁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의 기습적

인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6월 23일 샤울라 역습을 시작으로 54회44)

의 사단급 이상 규모의 공세행동을 통하여 독일군 전력을 부단히 약

화시켰다. 특히, 7월 11일 로스토프에서, 11월 14일에서 27일까지 모

스크바 남부와 북부에서 이루어진 반격은 소련군이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련은 민스크와 키예프 지역에 포위된 상태에서 약 한 달 동

안 독일군의 진격을 지체시켰다. 이러한 전투결과, 전격전을 통하여 

43) Ibid., p.18.

44) 소련군의 공세행동은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20회, 7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20회, 12월 5일까지 14회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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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을 조기에 섬멸하려던 독일의 전략을 무산시키는 효과를 얻었

다. 또한 소련군은 독일군이 점령한 후방지역에서 주민들의 저항활동

과 결합된 빨치산 활동을 통하여 독일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병력과 

장비, 물자 공급을 방해하여 독일군의 계속적인 공격을 지체시켰다. 

양측이 구상한 계획과 이의 실행 과정에서 군사전략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 ‘독일과 소련 군사전략의 항목별 비교분석 결과’와 

같다. 즉, 군사전략의 적합성은 양군이 대등하나, 달성가능성과 용납

성 면에서는 독일군 군사전략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군

사전략 실행의 효율성에서, 교란 요소는 독일군이, 기회의 이용 요소

에서는 소련군이 더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1〉독일과 소련 군사전략의 항목별 비교분석 결과

구 분 독 일 소 련

적합성 ∙ 국가목표 달성 가능한 군사전략 목표
∙ 인원과 산업동원 능력을 고려하면 박

격목표 달성이 가능

달성

가능성

∙ 소련군의 격멸, 모스크바․레닌그라드․우

크라이나 점령이라는 과도한 목표 설정

∙ 소련의 동원능력, 종심과 정면 고려,   

서유럽에서 전격전처럼 단기결전은 제한

∙ 국경지대를 방어하고 바로 반격한다는 

초기계획은 준비 부족했고, 전격전

에  대한 부적합한 대응 전략

∙ 깊은 종심과 넓은 정면, 부단한 역습

과 국민의 저항으로 소모전 전략 수행 

가능

용납성

∙ 민족우월주의, 민간인 학살 등 비인도

적 방법은 수용 불가

∙ 처형 등 부당한 포로취급, 저항고조

∙ 조국수호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독일군 히믈러 부대의 만행에 대한 국민

적 반감이 저항력으로 전환

교 란

∙ 소련 준비 이전에 기습적인 공격으로  

1, 2단계에서 전격전 효과 발휘

∙ 대응목표에 이르는 작전선을 이용하여 

소련의 대응중점에 혼선초래

∙ 수세적인 상황에서 50회 이상의 역습 

및 공세활동으로 피해 강요

∙ 중요지역 고수하여 시간획득, 종심으

로 과감한 후퇴로 표적화 회피

기회의 

이용

∙ 적 부대격멸에 집중, 전략적 지역 및   

전략목표 도달에 실패

∙ 지도부의 전략 목표와 수행방법 이견으

로 공격속도 둔화 및 전력 분산

∙ 포위(레닌그라드, 민스크, 키예프)하 

전투로 적 전투력 흡수 및 피해 강요

∙ 포위될 위험에 따라 방어선 조정, 유리

한 지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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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독일군은 소련군 격멸과 레닌그라드․모스크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점령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단계에서 수행 불가능한 목

표를 재설정했고, 전격전으로 적 부대의 포위섬멸에 치중하고 전략목

표 달성을 망각했다. 이로 인해 소련군의 항전에 따른 공격의 지체, 

추위의 도래, 단기간에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전투력이 소진되었다. 즉, 독일군은 주요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전

략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소련군은 개전 당시 군사전략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동원능

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련군은 개전 초부터 기회를 포착하여 역습

과 파괴활동 등 지속적이고 부단한 공세행동으로 독일군 전력을 소모

시켰다. 계획과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소련군은 전개된 상

황을 바탕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구상하고 실행했다. 또한, 독일

군의 민간인 학살과 포로 처형 등에 대한 반감과 전쟁에 대한 소련 국

민의 공감대를 전투력으로 전환하고 반격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끝으로 독소 전쟁 초기 전역의 함의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는 민족적 우월주의와 이전 전쟁의 승리에 기인한 자만심에 

기반한 군사전략으로는 전쟁 목적뿐만 아니라 전략목표 달성도 어렵

다. 이러한 잘못은 군사전략의 구비조건만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회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실행 가능성이 없는 군사전략

은 초기의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목표 달성

에 기여하기 힘들다. 둘째는 전술적 승리뿐만 아니라 개입된 상황에

서 군사전략 목표 달성에 귀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휘관의 판단력과 사고력이 전쟁의 성패에 중요하게 작용한

다. 셋째는 독일군이 범한 실수에서 얻은 교훈으로, 지휘관은 전역(戰

役)에서 물리적 승리뿐만 아니라, 점령지역 주민과 포로의 마음까지 



제2차 세계대전 독 ․ 소 전쟁 초기의 독일과 소련의 군사전략 비교 연구  | 85

아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국가의 전쟁 목

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6.12.31, 심사수정일: 2017.5.21,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 기회의 이용, 실행 가능성, 군사전략, 목표, 교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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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in the Military Strategies Adopted
by Nazi Germany and Soviet Russia respectively at the
Initial Stage of the Russo-German War during the

Second World War's period

Lee, Jong-Ho, Jeon, Gab-Gi

This is the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military strategies in the initial 

stage of the Germany-USSR War in 1941. The military strategy of Germany 

Army has been researched and received partially as the military doctrine 

in the Korean Army. On the other hand, it has widely believed that the 

USSR’s victory over the Germany in World War Ⅱ mainly  depended upon 

its glacial winter climate and the huge territory.

Since the 17th century, Russia(USSR) has undergone many armed 

conflicts, and nowadays it occupies the second place of the military capability 

in the world and is also known as the state led developed in the military 

affairs. So I emphasized that USSR’s military strategy must be concretely 

studied, by freeing from ideological and western bias. And to prepare for 

the future warfare, we need to study steadily and objectively estimate 

Russian military strategy, and research the implications of it.

In this sense, both the validity of strategic plan and the efficiency in 

prosecution of the strategy are to be comparatively analyzed. The validity 

of strategic plan is compared by the requirements of strategy (adaptability, 

feasibility, acceptability), and the latter is comparatively estimated by the 

elements of concentrated essence of strategy and tactics’ which Liddell 

Hart presented in his book ‘Strategy’. And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implications of both armies’ strategy. Although Germany’s victory required 

success in destroying the Red Army and capturing Leningrad and Ukraine, 

constant and random counterattacks of the Red Army saved the USSR.

This study implies that there is no perfect strategic plan, but we need 

to recognize strategically efficient chances in developed situ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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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ly exploit the ideas for achievement of the ultimate end.

Keywords : Exploitation, Feasibility, Military Strategy, Object, Upse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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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륙작전부대 운용과 전략적 함의*

최정준**

I. 문제의 제기  

II. 상륙작전부대의 특성과 역할 

III. 제2차 세계대전 시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 

IV.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 비교 

V. 결론 및 전략적 함의
  

Ⅰ. 문제의 제기       

상륙작전은 인류가 수행해왔던 전쟁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전사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상륙작전은 B.C. 1250년에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 중에 있었던 트로이 상륙작전1)으로 알려지고 있다. 

e

* 이 논문은 ‘2016 한·러 군사학술 협력회의 및 세미나’에서 발표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 비교”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 연구원

1) 존 워리, 임웅 역, 『서양 고대 전쟁사 박물관』(서울: 르네상스, 2001), 8-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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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륙작전은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때로는 전쟁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2)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수로(水路)라는 장애물 극복 수단의 제한, 계획수립의 복잡성과 대규

모의 피해 가능성으로 상륙작전과 상륙작전부대의 전문화를 위한 노

력은 외면 받아 왔다. 이것은 상륙작전이 갖는 여러 가지의 난제와 임

무수행영역이 갖는 중첩성에서 일정 부분 기인하고 있었다. 특히 상

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복잡성과 작전실시간 지휘통제의 

어려움 등은 더욱 전문성 있는 부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각 국은 상륙작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상륙작전의 가치와 효

용성이 입증되었으며, 상륙작전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부대가 하나의 

독립된 군종(軍種)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3)  

상륙작전은 인류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와 강, 호수에서 적과 전

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전력 투사는 지상에서와는 달리 많은 어려

움을 수반하고 있다.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상륙작

전은 “방어중인 해안에 성공적으로 침투하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어

려운 작전이다”4)고 말했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의 군 역사가 리델하

트(B. H. Liddell Hart)도 “적군의 면전에서 해안에 상륙하는 것은 

항상 가장 어려운 작전들 중 하나였다”5)고 상륙작전을 평가했다. 

2) Ian Speller and Christopher Tuck, Amphibious Warfare; The Theory and 
Practice of Amphibious Operations in the 20th Century(Cremona: MBI 

Publishing Company, 2001), 8-12쪽; Merrill L. Bartlett and Jack 

Sweetman, The U.S. Marines Corps: An Illustrated History(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1), 1-9쪽.

3) 이와 관련해서는 김명섭·최정준,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미국 해병대의 발전에 

미친 영향,”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2008. 8.), 133-158쪽 참조. 

4) Theodore L. Gatchel, At the Water’s Edge: Defending against the Modern 
Amphibious Assault(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6), 1쪽.

5) B. H. Liddell Hart, The Defence of Britain(London: Faber & Faber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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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들은 해상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투사하여 축적하는 것 

즉, 성격이 상이한 차원의 전장인 바다(해상)에서 육지(지상)로 전력

을 기동시키는 것은 자연장애물의 극복과 유리한 지형에서 방어를 준

비 중인 적의 진지를 돌파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륙작전의 효용성

은 작전환경의 변화6)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소련의 현대적인 해군력 건설의 주역이었던 고르쉬코프(Sergei 

Gorshkov)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약 600회의 상륙작전이(해군

보병에 의해)수행되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했다.7)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륙작전이 보편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격군에게 우호적이었던 전반적인 군사·정치적 상

황 그리고 방어군을 능가하는 공격군 세력의 집중에 의해서였

다”8)고 말했다.

소련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당시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이었던 독일·이탈리아·일본에 맞서 승리하였다. 양국은 전쟁

이후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벌어진 양대 전쟁의 승전국으로서 냉전

(Cold War)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강대국으로 등장하였

다. 특히 태평양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전이후 양국의 세력이 

지상의 완충지역 없이 직접 마주치게 된 접촉점이 되었다. 태평양지

역이 미·소 간의 대립의 장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독일의 패망 후 이 

지역에서 일본의 세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양국 간의 합의에서 기

1939), 130쪽. 

6) 상륙작전을 시행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작전환경의 변화는 위성·레이다 등 감

시능력의 증가로 인한 상륙기도 조기 식별, GPS 교란 등 전자전으로 상륙군 함

정·장비 무력화, 상륙군에 대한 핵·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사용 가능성, 상륙 가능해안 일대에 대한 장애물 설치로 기동성 제한, 대(對)해

상 및 공중 화력 수단의 정밀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7) 제프리 틸, 배형수 역, 『21세기 해양력』(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365쪽.

8) Theodore L. Gatchel, 앞의 책,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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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통하여 양국이 일본이라는 공동

의 적을 파멸시키기 위해 협력을 하였지만 이것은 양국에게 서로 상

이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되었다. 일본의 패전으

로 미국은 태평양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소련은 러·일 전쟁에서

의 패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전쟁

에서 양국은 유럽전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다양한 작전환경9)에 직

면하였으며, 지상전 위주에서 벗어나 상륙작전부대를 활용하여 융통

성 있는 지상 및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은 광대한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대륙국가로서 전통적으로 부

동항을 찾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추진해 온 국가였다. 소련은 미국

에 비해 해군력을 발전시키기에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었으나10) 해군력 건설의 중요성과 상륙작전부대의 효용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2대 

해양과 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부개척이후 서태평양으로 세력을 팽창

해 가는 과정에서 해군력의 증강과 더불어 상륙작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양국의 상륙작전부대인 소련의 해군보병

과 미국의 해병대가 어떻게 운용이 되었는가를 살펴본 후 전략적 함

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련의 해군보병과 미국 해병대

가 참전했던 주요 상륙작전과 지상전 지원 사례들을 통하여 양국 상

륙작전부대의 운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상륙작전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상륙작전부대들이 가지는 

다양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9)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전역이 대부분 지상전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는 지상뿐만 해상, 도서, 지상에서 복합적으로 작전이 수행되었다. 또한 태

평양이라는 거대한 작전환경은 지상전과는 완전히 상이한 접근법을 요구했다. 

10) 제프리 틸, 배형수 역, 앞의 책, 173-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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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륙작전부대의 특성과 역할 

1. 상륙작전과 상륙작전부대

상륙작전의 기본개념은 ‘바다로부터 전투력을 육상에 투사’하는 

것이며, 이는 상륙작전의 본질적 특성이 바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질적 특성을 근간으로 상륙작전은 

여러 군사작전들과 유사하게 수행개념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

여 왔다. 상륙작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함정 및 주정 또는 항

공기에 탑승한 해군 및 상륙군이 바다로부터 육상으로 투사하는 

군사작전’이다. 즉 해상에서부터 적이 점령하고 있는 육상의 특정

지역에 대해 해군 및 상륙군이 전투력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을 말

한다.11)

상륙작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첫째, 적 중심의 파괴를 위해 적 취약점 및 결정적 지점을 타격하는 

것이다. 적의 작전적 또는 전술적 중심들을 파괴하기 위해 취약점과 

결정적 지점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한 번의 신속한 타격으로 전역(戰

域, campaign) 수행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전승의 호기를 조성한

다. 둘째, 차후 작전을 수행 및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을 설치하

는 것이다. 상륙작전은 해군 및 공군의 전진기지 확보 또는 지상작전

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지역을 설치하거나 차후 지상작전을 수

행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적의 전투력 

분산을 강요하여 아군의 통제지역을 확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

한다. 셋째, 적 지역 및 시설의 사용을 거부하고 적 부대를 고착 및 

주의를 전환시킨다. 상륙작전은 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의 지역 

11) U.S Joint Chiefs of Staff, JP 3-02 Joint Doctrine for Amphibious 
Operations(Washington D.C: U.S Joint Chiefs of Staff, 2001), 1-1쪽. 



94 |  軍史 第103號(2017. 6)

또는 시설의 사용을 거부하며, 적의 측·후방 타격 등으로 적 부대를 

고착하거나 전방의 교착된 전선을 타개하고 적의 주의를 전환시킴으

로써 지상군의 공격기세를 지원한다. 넷째, 안정 및 평화작전을 수행

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상륙작전은 국내 및 외국지역에서 실시하는 

비전투원 후송작전(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정 및 평화작전을 직접 수

행하거나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1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륙작전부대13)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여 개국에서 해군 예하 부대 혹은 독립된 부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평시에는 해군이나 지상군에 편성되어 있지만 

유사시 상륙작전을 수행하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훈련된 부대

를 포함한다.

2. 상륙작전부대의 역할

상륙작전부대는 기본적으로 해군력 현시(presence)의 한 수단이다. 

해군력은 일국의 대외정책 구현수단으로 해상에서의 해전수행뿐만 아

니라 바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전·평시에 수행하는 전통적인 해군력의 역할에 추가하여 

정치·외교적 목적인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특정한 수단이다. 이

러한 해군력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세분화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륙작전부대는 전·평시 세력 투사 수단 

및 해군력 현시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상륙작전부대가 갖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은 부대를 보유한 국가의 안보환경에 걸맞게 부대를 어떻

12) 해군대학, 『세계전쟁과 함께 한 상륙작전의 9대 Icon』(대전: 해군대학, 2009), 4-5쪽.

13) 이 논문에서 상륙작전부대는 “상륙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훈련된 부대”뿐만 아니라 필요시 “상륙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지상군 부대”를 포

함한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과 전략적 함의 | 95

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상륙작전부

대가 갖는 융통성(flexibility)에서 기인하고 있다.

<표 1> 해군력의 역할과 기능

구분 역 할 기 능

전시 전쟁수행
① 인접/연안수역 방어 ② SLOC 보호 및 차단

③ 차장14) ④ 해양통제(거부) ⑤ 세력투사

평시

국제적

방어, 억제,

강압,

외교적 강압

① 상기의 모든 기능

② 해군력 현시(전진 억제 및 방어)

③ 포함외교 ④ 전략적 억제

국내적

(정책적 역할)

① 주권 수호 ② 해양자원 수호

③ 해양질서 유지

④ 국내 안정에 기여 ⑤ 국가 발전에 기여

* 출처: 이표규, 『국가 무장론』(파주: 학술정보원, 2009), 56-57쪽.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해군의 전·평시 다양한 역할과 기

능 중에서 해군 단독 혹은 상륙작전부대와 함께 결정적인 지역에 대

한 세력투사와 해군의 전진기지 획득 등을 수행하는 임무는 가장 전

통적인 해군의 임무이면서도 상륙작전부대의 존재 필요성을 부각시키

는 주요 요인이 된다. 세계 각 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륙작전부대들

은 비록 그것이 독립된 부대로서 존재하건 필요시 편조에 의하여 운

용되건 자국의 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최적화되어 운용되는 융통성을 

발휘한다.

오늘날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임무를 수행 중인 미국 해병대의 역

할과 기능을 볼 때 상륙작전부대는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표 2>

14) 차장(screen, 遮障) 이동 중이거나 정지하고 있는 부대의 전방, 측방 혹은 후방에 

대한 감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측, 보고 및 적과의 접촉 유지를 통해서 그 부대

에 조기 경고를 제공하는 경계임무를 말한다.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군사

용어 대사전』(서울: 청미디어, 2016), 758-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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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해병대는 해군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결정적

인 지역에서의 해양통제권 확보와 해군의 전진기지 획득 등의 전통적

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의 안보 및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

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비단 미국 해병대에만 

국한되는 특성이 아니라 각 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륙작전부대들도 

자국의 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최적화되어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표 2> 미국 해병대의 역할과 기능

구 분 기 능 비 고

주

기능

(해군/

혹은

해병대

단독)

① 적 해군력 파괴,

② 적의 해상이동 방해를 통한 상업 활동 방해,

③ 일반적 해군의 우세 획득/유지

④ 결정적인 지역에 대한 해양통제

⑤ 지역적 우세획득 및 유지

⑥ 해군 전진기지 획득 및 유지

⑦ 지상, 공중, 그리고 우주전쟁 수행

해병대:

함대해병대,

분견대,

조직 제공

보조

기능

(해병대)

합 동

상 륙

작 전

지 원

① 교리, 전술, 기술, 장비 개발

② 공정작전을 위한 훈련 및 장비 개발

③ 공정작전을 위한 교리, 절차 그리고 장비 개발

④ 해군력을 구성하고, 장비하거나 부대 제공

⑤ 타군 상륙훈련에 대한 책임

기 타

작 전

수 행

지 원

① 핵전쟁 혹은 억제를 지원하기 위한 군사력

유지, 장비 제공,

② 전략적 해상수송을 위한 탑재부대 제공

③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이한 군사력 제공

④ 심리전/특수전/우주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 제공

추가 기능

(해군과 해병대)

① 적 군사력 차장 ② 지상작전에 근접항공 지원

③ 해군 지원작전 수행 ④ 군사정부 임무수행 등

* 출처: The U.S. Dod Directive, No. 5100.1(August 1, 2002), 19-23쪽; 이표규,

앞의 책, 61쪽을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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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2차 세계대전 시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 

이 장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운용하였던 상륙작

전부대인 소련 해군보병과 미국 해병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2차 세

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때 해군보병이나 해병대 모두 상륙작전부대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이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임무수행 능력

이 점차 전문화되었다.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들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실시했던 상륙작전과 지상군 지원작전을 통해서 부대운용의 

효용성과 융통성을 입증하였다. 

1. 소련의 해군보병 운용

소련 해군은 1939년 징병제를 채택한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발틱, 

흑해, 태평양, 북해함대가 증강되었고 현대화가 이루어졌으며 1941년 

6월 독일의 침공을 받을 때까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해군에 소

속되어 있었던 상륙작전부대인 해군보병은 1939년 여름에 크론슈타

트 해군기지에서 해군소총여단이 구성되었다가 1940년 6월에 소총여

단은 다시 제1해군보병여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증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해군보병은 유럽전역에서 제대로 준비가 갖

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참가하였다. 

독일이 1941년 6월 소련에 대해 공격을 실시하였을 때, 4개의 함대 

중에서 발틱함대 만이 주요 전술부대로 1개 여단의 해군보병부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1941년 8월과 9월 사이 해

군에 약 60,000명 규모의 해군보병대대 혹은 여단 규모의 12개 부대

가 편성되었다. 이들 부대들은 거의 모든 해군부대(발틱, 북해, 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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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 그리고 각각의 소함대)에까지 편성되었다. 이후 독일과의 전쟁

이 점차 격화되면서 1941년 후반까지 해군 지상전투부대가 추가로 창

설되었다.15)

전쟁 초기에 해군보병부대는 각 함대와 소함대를 지원하면서 지상

군과 협조하여 주요해안의 군사시설, 해군기지와 항구를 방어하였으

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약 50만 명의 해군보병과 해군소

총부대로 증편되어 40만 명 이상의 해군보병과 해군소총부대가 지상

전을 지원하였고 약 10만 명의 병력이 상륙군과 해군기지 경비 임무

를 수행하였다. 1941년 10월에는 25개의 독립여단과 10개의 합동해

군보병여단이 창설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 함대는 수많은 

상륙작전에서 33만 명의 해군보병과 육군부대를 상륙시켰다.16)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약 50개의 해군보병과 해군소총여단, 독립여

단, 대대, 파견대 등 많은 부대가 창설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광

범위한 지역에서 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소규모 견제와 정찰기습을 

제외하고도 약 600회의 상륙작전을 실시하였고 해군보병 단독으로 

약 120회의 주요 상륙돌격을 실시하였다. 소련군이 수행했던 상륙작

전은 목표와의 근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적인 상륙

함에 의한 지원보다는 상선이나 어선 등을 활용한 임시방편의 상륙주

정과 함정을 운용하였다. 또한 상륙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해군의 사

전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 않았으며, 군수지원 또한 부족한 상태에

서 이루어졌다.17)

15) 이표규, “러시아 해군보병의 발전과정과 영향력,”(서울: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9-49쪽, Bruce W. Watson and Susan M. Watson, The Soviet 
Navy(Boulder: Westview Press, 1986), 47-54쪽, Dominik George Nargele, 

The Soviet Naval Infantry-An Evolution Instrument of State 
Power(Georgia: Georgia University Press, 1983), 27-169쪽, Michael 

MccGwire John McDonnell, Soviet Naval Influence: Dominance and 
Foreign Dimensions(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7), 247-248쪽.

16) 이표규, 위의 논문, 33쪽; Dominik George Nargele, 위의 책, 79-80쪽.

17) 이표규, 위의 논문, 33쪽; Dominik George Nargele, 위의 책, 8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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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작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으나 소련 해군보병

의 경우는 대부분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였다. 또한 주목할 것은 제2

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은 독일이 소련의 해안선에 실시하려는 단 한

차례의 상륙작전조차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대상륙방어작전도 성공적

으로 실시하였다. 

해상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작전 이외에도 유럽전역에서 

소련의 해군보병들이 주로 수행했던 작전은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

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독일이 침략했을 시 소련군은 주

도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었다. 주요 

도시와 항구, 해군기지, 지형의 확보와 방어를 위해서 해군 보병부대

들이 투입되었다.

서유럽 전역에서 독일을 패망시킨 후 소련 해군보병은 미국 등 연

합국의 제의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공식적

으로 소련이 내세운 참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련은 제정러시아 시기에 빼앗긴 남사할린을 회복하고 대양으로

의 자유로운 출구를 보장하며 동방에서 일본의 위협을 제거할 뿐 아

니라 일본 식민지 억압에서 해방된 만주와 조선이 다시금 어떤 다른 

국가에 종속되거나 대소련 공격을 위한 위험한 근원지 또는 군사

기지로서 전변(轉變)을 막는 것”18)을 전쟁 목적으로 삼았다. 여기

서 주목할 것은 소련이 참전목적으로 내세웠던 ‘남사할린 회복과 

대양으로의 자유로운 출구 보장’이다. 소련은 전통적으로 부동항

을 찾기 위해 남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러·일전쟁에서 이러한 시

도가 좌절된 바 있다. 소련에게 대일선전포고는 미국을 비롯한 연

합국 측의 요청도 있었으나 러·일전쟁의 패배에 대한 설욕의 목적

18) 기광서,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러시아에서 본 광복의 의의 및 평가,” 『군사』 제

96호(2006. 9.), 7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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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련은 해

군보병을 활용하여 사할린을 비롯한 도서군에 상륙작전을 전개하

였다.19) 소련의 관점에서 볼 때 쿠릴섬을 일본에 양보한다는 것은 

일본의 해상 제해권과 미국 및 서방 해군력에 오호츠크해와 소련 

극동항구들을 개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쿠릴섬은 

소련 극동과 태평양에서 소련의 전략적 목표들의 중심에 있었다. 

소련군의 한반도 진격은 1945년 8월 9일과 10일 태평양 함대 소속 

공군이 일본 해군기지가 소재한 웅기, 나진, 청진에 맹폭을 가하면서 

시작20)되었다. 8월 10일 오전 제1극동전선군 소속 제25군 부대는 경

흥을 점령하였다. 8월 11일에는 태평양 함대 소속 정찰대원들이 별다

른 작전없이 웅기항에 상륙하였고, 그 이튿날 해군보병 주력이 도착

하여 25군 제393보병 사단과 공동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였다. 12〜

13일에는 일본군과의 소규모 전투를 벌인 후에 나진을 접수하였다.  

8월 11일에는 사할린의 일본군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쿠릴섬을 

점령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최북단 시무슈(Shimushu) 공격을 시작

하였다. 소련군은 8월 29일 남사할린을 점령하고,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북방 4도를 모두 점령했다. 이후 1946년 2월 2일 쿠릴섬들

은 소련영토에 편입되었고, 1947년 사할린과 쿠릴섬이 사할린주로서 

독립행정단위가 되어 현재까지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21)

19) 최태암,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섬 문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중심으로,” 

『군사』 제74호(2010. 3.), 219쪽.

20) 웅기 상륙 작전(Десант в порт Юки)은 제2차 세계 대전 소련 태평양 함대가 

일제 강점기 조선 경흥군 웅기읍(현 선봉군)의 항구 지역에 펼친 상륙 작전이다. 

이때 조선인 부대가 같이 상륙하여 한국의 일부 지역이 일제로부터 처음으로 지속

적인 해방이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웅기에 성공적인 상륙작전이후 소련군은 나진

과 청진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

    EC%9B%85%EA%B8%B0_%EC%83%81%EB%A5%99_%EC%9E%91%EC%A0%84 

     (검색일: 2017. 4. 25.)

21) 최태암, 위의 논문, 22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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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련의 만주 전략공세작전22)

22) 만주 전략공세작전(Манчжурская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은 1945년 8월 9일 소비에트 연방이 일본 제국의 괴뢰 정권인 만주국을 침공해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는 일본 제국의 항전 의지를 완전히 꺾어 제2차 세계 대

전의 종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했으며, 소비에트 연방은 만주국을 멸망시켰고 사할

린 섬 남부와 쿠릴 열도 등을 점령하였다. 소련군은 만주와 한반도 북쪽의 웅기읍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고 8월 15일에는 청진에서도 일본과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는 일본 제국의 또 다른 괴뢰 정권인 몽강국, 일본의 점령지였던 한반도, 사

할린, 쿠릴 열도에 대한 공격도 포함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7%8C%EC%A3%BC_%EC%B5%EC%84%

    B8%EC%9E%91 %EC%A0%84(검색일: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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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16일 동안에 벌어진 청진 지역 전투에서 제25군 393보

병사단은 4,000명의 수비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제25군 393보병사

단은 일부 나남 보병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16일 오후에 해군보

병과 공동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였다. 17일 소련군은 나남을 점령하

였으며, 이후 일본군이 해로를 통해 본국으로 퇴각하는 것을 차단하

기 위해 19일에 어대진(漁大津), 21일에 원산에 해군보병을 상륙시켰

다. 소련군의 군사작전은 주로 함경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서북지방의 진주는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 24일 제25군 39보병사단 

낙하부대가 평양과 함흥에 투하되어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다. 

2. 미국의 해병대 운용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오렌지 계획’(War Plan Orange)을 수립하였다. 오

렌지 계획을 통하여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상륙작전을 

통한 전력 투사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23) 오렌지 계

획에 따라 미국 해군은 전진기지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이를 전적으로 

탈취해야 했기 때문에 상륙전력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군사전략적 고려에 의하여 미국은 적의 저항에 직면한 상태에

서도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만 했다. 미국의 

상륙전력 발전은 지전략(geostrategy)과 정치, 예산지원, 작전교리 

그리고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하

23) 레인보우 계획(War Plan Rainbow)이 동맹국들과의 연계한 전쟁을 상정한 것이

었다면, 오렌지 계획(War Plan Orange)은 미국 단독으로 일본과 전쟁을 수행하

는 것을 가정하였다. 오렌지는 일본을 나타내는 암호였으며, 미국의 암호명은 

Blue였다.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The U.S. Strategy to 
Defeat Japan 1897∼1945(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1),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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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4)

오렌지 계획에 따라 상륙작전 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군성에

서는 해군참모총장실, 해군 일반위원회, 해군대학, 해병대 사령관실

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리준(John A. Lejeune) 해병대 사령관은 

상륙공격 임무의 중요성과 이것이 오렌지 계획에 끼치는 기여도를 정

화하게 예측하고서 상륙작전 교리 개발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해병대에서는 1934년에 ‘상륙작전 지침서 초안(Tentative 

Landing Operation Manual)’을 발간하였다. 이후 이 교범을 기초

로 하여 해군과 육군에서는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자체 교범을 

발간하였다.

전간기 동안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교리와 장비가 개발되

었고,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상륙작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었

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위

하여 투입된 상륙작전부대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했다. 광

활한 태평양 전역에서 육군과 해병대는 단독 혹은 합동으로 상륙작전

을 전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통하여 육군과 해병대는 태평

양 상에서 총 44회에 걸쳐 상륙작전을 수행하였다.25) 상륙작전은 전

쟁이 개시된 이후 해군이 제해권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한 이후 반

격작전을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초의 상륙작전은 

과달카날에서 이루어졌다. 과달카날 상륙작전 성공으로 미국은 태평

양 전역에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4) William Murray and Allan R. Millett, Military Innovation in the Interwar 
Period(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50-95쪽.

25) 전쟁 기간 중 6개의 미국 해병대 사단이 18회, 18개의 육군 사단이 26회의 상륙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병력규모 면이나 임무의 중요도에서 볼 때 해병대에 

의한 상륙작전이 훨씬 더 전쟁의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으며, 해병대는 작전 중 경험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상륙작전 교리에 반영하여 발

전시켜 나갔다. Allan R. Millett, Semper Fidelis: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New York: The Free Press, 1991), 4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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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현황

순번 상 륙 지 역 일 자 상 륙 군
암 호 명

(작전명)

1
과달카날-툴라기

(Gudalcanal-Tulagi)
’42.8.7. 해병 1사단

2 뉴 조지아(New Gerogia) ’43.6.21. 해병 1사단

3 초이설(Choiseul) ’43.10.28. 해병 1사단

4 보게니빌(Bougainville) ’43.11.1. 해병 3사단 Dipper

5 타라와(Tarawa) ’43.11.20. 해병 2사단 Longsuit

6 뉴 브리튼(New Britain) ’43.12.26. 해병 1사단 Backhand

7 로와-나무르(Roi-Namur) ’44.1.31. 해병 4사단 Filntlock

8
과와카레인 환초

(Kawakalein Atoll)
’44.2.1. 해병 4사단

9
에인웨토키 환초

(Einwetoki Atoll)
’44.2.18. 해병 4사단

10
볼루오피아-탈라시

(Voluopia-Talasea)
’44.3.5. 해병 5연대 Appease

11 에미라우(Emirau) ’44.3.20. 해병 5연대

12 사이판(Saipan) ’44.6.15. 해병 2, 4사단 Forager

13 괌(Guam) ’44.7.1.
해병 1사단

해병 1여단
Forager

14 티니안(Tinian) ’44.7.29. 해병 4사단 Forager

15 펠리우(Peleliu) ’44.9.15. 해병 1사단 Stalemate

16 이오지마(Iwo Jima) ’45.2.19. 해병 4, 6사단 Detachment

17 오키나와(Okinawa) ’45.4.1.
해병 1, 6사단

육군 7, 27사단
Iceberg

18 오로큐 반도(Oroku Peninsula) ’45.6.4. 해병 4연대 Iceberg

* 출처: 김명섭·최정준, 앞의 논문, 141-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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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3>에서 보듯이 미국 해병대는 태평양 전쟁 시 연대∼사단

급 이상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태평양 전역에서 분

수령이 되었던 과달카날 상륙작전은 다수의 사상자(사망 1,152명, 

2,799명 부상)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륙작전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42년 실시된 상륙작전은 함포 및 항

공지원 하의 대대전투단급(BLT: Battalion Landing Team) 상륙작

전이었으며 이후에는 사단급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태평양 상의 수

많은 도서탈환을 위한 상륙작전을 수행하면서 미국 해병대는 상륙작

전에 대한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갔고, 그 규모 또한 확대되어 나갔다. 

IV.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 비교

1. 국가전략 수행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들은 공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양

으로부터 육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부대 운용의 특성상 상륙작전

부대의 보유 자체만으로도 잠재적인 적국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한 

억제력을 달성할 수 있다. 소련의 해군보병과 미국의 해병대는 그 역

할과 임무에 있어 대외적으로 세력을 팽창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국

가전략을 수행하는 전력으로 활용되었다. 소련의 해군보병은 표트르 

대제의 팽창정책과 때를 같이하여 창설되었으며 소련의 세력이 강대

해질수록 그 영향력은 확대되었다. 미국 해병대도 고립주의에서 벗어

나 적극적으로 서태평양으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존재

감을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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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련의 남진정책(부동항 획득)과 태평양으로의 출구 확보

소련은 전통적으로 부동항을 찾기 위하여 남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대륙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개의 대양과 

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해군력을 건설하고 운용하였다. 크림전쟁이나 

북방전쟁, 러시아-핀란드 전쟁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되었다. 이

러한 전쟁들에서 해군보병은 해군기지, 항구 그리고 해상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탈취·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독전쟁에서 해

군보병부대는 각 함대와 소함대를 지원하면서 지상군과 협조하여 중

요해안의 군사시설, 해군기지와 항구를 방어하였다. 지상전투에서 증

원이 필요할 때에는 해군보병은 위험지역에 증원군으로 지원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동안 소련은 상륙작전을 위해 10만 명의 

병력을 운용하였다. 

대독전에서 승리한 이후 참전한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승전국이 

됨으로써 소련은 러·일전쟁 이후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소련의 국가지도자 스탈린(Joseph Stalin)은 극

동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쿠릴섬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

조했다. 그는 쿠릴섬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으로서 소련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했다.26) 소련은 결국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쿠릴섬을 탈취함으로써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이때 해군보병부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평양과 소련의 극동 간 왕래를 지배하는 길목

에 위치해 있는 쿠릴섬의 주요 전략적 가치는 1941년 12월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할 때 이 섬 가운데 에토로후섬의 히토카푸만

(Hitokappu Bay) 기지를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위한 부도로서 사용

함으로써 입증되었다. 

26) John J. Stephen, The Kuril Island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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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러·일전쟁 시 일본과의 대마도 해전(1905년 5월 26일〜27

일)에서 패함으로써 중국과 한반도를 향한 남진정책이 수포로 돌아갔

던 경험이 있다. 러·일전쟁 후 일본과의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

함으로써 러시아는 만주에서 철수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익을 

인정하였으며, 여순항과 요동반도, 사할린 남부를 일본에게 양도해야

만 했다. 그러나 대일전 선포이후 해군보병을 앞세운 소련군은 한반

도와 쿠릴열도, 사할린 등지에 상륙작전을 전개함으로써 과거 일본에

게 진 빚을 갚았다. 

러·일전쟁의 패전이 부동항을 찾기 위한 전통적인 남진정책을 중

단하게 만들었다면 대일전의 승리는 안정적인 부동항의 확보와 태평

양으로의 진출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결국 대일전의 참전으로 

소련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사할린 섬의 일부와 북방 4개 영토까지 되

찾을 수 있었다. 태평양 지역으로의 출구를 개방하고 부동항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위해 소련의 해군보병부대들은 세력투사 전력으로써 

운용되었다.

1-2)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장악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 했을 시 미국 해병대는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들에 맞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륙작전 전력을 보유

하고 있지 못했다. 전쟁 발발 초기에 해병대도 수세적인 입장에 서서 

일본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실정에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

은 두 가지의 전략환경 변화로 미국 해병대는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

악하는 데 필수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첫째, 중국 대륙에서 대일전을 수행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변화하였

다. 미국은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기습공격 한 이후 파죽

지세로 태평양 남방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를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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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임하는 미국의 

최초 전략은 중국과 함께 아시아대륙을 중심으로 일본에 진격하려 하

였다. 그 이전에는 필리핀을 교두보로 하여 진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지역이 전쟁 초기부터 일본군에게 압도당하여 철군하게 되자 미군은 

호주 등 태평양 남단 도서로부터 반격을 시도, 북상하게 되었다. 그러

나 장개석이 일본과의 전쟁보다는 모택동과의 세력경쟁에 더 주력한

다고 인식한 미국은 1944년 9월 미·영 간의 퀘벡회담에서 아시아대

륙보다 태평양을 통해 일본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확정하였다.27) 또한 

일본 본토에 대한 작전계획도 1943년까지 ‘본토포위공습’ 계획에서 

1944년 봄 이후에는 ‘본토상륙작전’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소련의 대일전 수행을 위한 미국의 지원 문제에서 소련이 이

견28)을 보이자 미국은 최초 만주를 태평양 전쟁의 주전장으로 삼으려

는 전략을 포기하고 해양에서 전쟁에 주력하면서 대일폭격 기지를 태

평양 상의 도서에서 구하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29) 이러한 전략적인 

배경에서 미국 해병대는 태평양 상의 도서군(島嶼群)에 대한 상륙작

전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

다. 연합군은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해양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

작함으로써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과달카날, 괌, 이오지마, 

오키나와 상륙작전 등을 통해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던 도서들을 탈환

27) Michael C. Sandusky, America's Parallel(Alexander, Virginia: Old 

Dominion, 1983), 123쪽, 이완범, “동북아 냉전의 원초적 전개과정,” 208쪽에서 

재인용. 

28) Correspondence, Vol. II, 47-50쪽. 이완범 위의 논문, 208쪽. 미국이 1942년 

12월 30일 “일본의 소련공격 시 100대의 4발 폭격기로 무장한 미국 공군의 시

베리아 파송”을 제의했을 때 소련은 1943년 1월 5일 보낸 편지에서 스탈린은 

전쟁상태도 아닌 극동에 파견할 항공기가 있으면 사투 중에 있는 대독전선으로 

회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시베리아에 항공 폭격기지 확보를 희망

하였으나 소련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29) 1943년부터 미국의 전술이 발전되어 대륙에 기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으며 더욱이 1944년 6월에는 마리아나 군도를 점령

함으로써 시베리아 기지의 확보 필요성이 희석되었다. 이완범, 위의 논문,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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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아시아·태평양 전쟁 승리에 기여하였다. 미국 해병대는 도서탈

환작전 시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진기지를 확보해 나갔으며, 

옥쇄전술로 맞서는 일본군을 패퇴시켰다. 

<그림 2> 태평양 전역30)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승리로 명실

상부하게 대서양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통제하는 국가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전

쟁에서 미국 해병대는 해군과 더불어 해양통제권을 차지하는 데 주도

30) https://www.google.co.jp/search?q=pacific+war+map&noj=1&source=lnms&tbm=isch&sa

X&ved=0ahUKEwja6InP3fXTAhXHppQKHe7VCr4Q_AUICigB&biw=1280&bih=630#

imgrc=4gg26flCEsw-bM:&spf=1494983284412(검색일: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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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해양전략

유연성(flexibility)과 기동성(mobility)은 해군력을 운용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마한(Alfred T. Mahan)은 바다를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최고의 교통로라고 주장하였다. 해상에서의 교통로는 한 국

가의 상업적 이익과 맞물려 있어 해군력은 해상 교통로(SLOC: Sea 

Lane of Communication)를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한 주 수단으로써 

활용되어 왔다. 소련과 미국에서 해군력 건설을 위한 해양전략은 국

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동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2-1) 소련의 소함대 이론에 입각한 연안방어 전략

소련 해군의 전략발전사를 살펴보면 해군전략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국내전(1918〜1921)의 종료 후이다. 국내전을 거치면서 제정 러

시아의 해군을 해체(1918. 2. 18.)하고 새로이 발족했던 ‘노농적색해

군(勞農赤色海軍, Red Navy)’은 점차 쇠약해지는 길을 걷게 되었다. 

1920년대 쇠약기의 소련 해군을 지도한 사람들은 해군 아카데미 

교수와 학장을 역임한 보리스·보링비치·지베르와 동(同) 학교의 

교수인 미하일·알렉산더로비치·페트로프 등이었다. 이들은 마한의 

‘제해권 이론’을 소련 해군전략의 기본으로 삼아 전함, 구축함, 잠

수함 등 균형이 잡힌 대해군건설을 지향하였으나 재정결핍으로 채

택되지 못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은 1927년 이후 당시의 해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우라디밀·미트로바노비지·올로프 등의 ‘소함대

(소전쟁) 이론’ 파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실각하고 말았다.31)

31) 丸山浩行, 신석용 역, “소련의 신해군전략,” 『해양전략』 제63호(1989. 12.), 

184-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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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해군의 독자적인 해군전략은 소함대 이론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소함대 이론’은 M. 프론채나 M. 토파제나스키의 ‘통일

군사교리’의 영향 하에 제해권 이론이나 주력함 건조를 거부하고 잠수

함, 경수상함정, 연안포병 등에 의한 연안방어의 ‘소전쟁 전략’에 중심

을 두고 있었다. 소함대 이론가들은 전통적인 대함대를 편성하고 있

는 해상함정은 잠수함, 폭격기, 고속초계정의 공격에 약하다고 주장

하였다. 이들 소장파 간부들은 1척의 전함을 만들기보다는 동일한 비

용으로 호위함 20척의 건조가 가능하다는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잠수

함, 구축함, 해군기 중시의 건함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기지항공

대나 연안포대가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러시아 연해에 

있어서 소련군사력의 국지적 우위권을 기초로 하는 해양전략을 제창

했다. 더욱이 육 ․ 해전략의 일치라는 레닌주의적 사상에서 귀결되는 

통일지휘의 원칙에 의해 잠수함, 초계함, 연안포병대, 해군기는 인접

하는 육군사령부와 모든 작전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공해상에서 작전하는 해상함대를 보유한다는 마한이론을 폐기하

게 되었다.32) 이 소장파들의 이론은 1936년 전까지 소련 해군의 지배

적인 생각이었으나 1936년 스페인 국내전쟁을 통하여 한계점을 드러

내게 되었다. 소련은 프랑코 군에 군수물자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미 ․

영 ․ 불 ․ 소 4개국이 스페인을 봉쇄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봉쇄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선박이 없어서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후 스탈린은 제3차 5개년계획과 함께 ‘대계획’(바르샤바 프로그

램)을 수립하여 현대적인 전함, 항모, 원해형 잠수함, 해군항공대, 해

군보병을 포함하여 완전하게 균형을 이룬 원양함대의 편성을 기획하

였다. 그 실행은 리콜라이·게라시모뷔치·쿠즈네츠프(해군인민위원,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 해군총사령관을 역임)에게 맡겨졌지만 세계

32) 해군본부, “태평양함대,” 『해군』 제264호(1976. 8.),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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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발발로 인해 5개년계획과 함께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게다

가 전후에 재개된 대원양해군의 건설계획은 스탈인의 사망, 후르시초

프의 핵미사일 편중과 해군경시 등으로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33)

소함대 이론을 비판했던 고르시코프는 “악의의 선전은 언제나, ‘러

시아는 해양국가가 아니고 대륙국가이기 때문에 해군은 필요없다’라

는 생각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므로 “해군을 육군으로 대치시키려는 

제정관료의 반동사상이나 재정부의 해군에 대한 과소평가가 균형잡힌 

해군력의 발달에, 따라서 국가의 방위력에 커다란 손실을 끼쳤다”34)

라고 이 시대를 비난했을 정도로 당시의 소련 해군의 전략은 연안방

어용의 ‘소함대’이론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상으로

부터 지상으로 전력 투사를 위한 상륙작전에 대한 개념 발전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다. 

2-2) 미국의 마하니즘에 의한 해양통제권 확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태평양 전역과 대서양 전역으로 구분되

어 해전을 수행하였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해전의 양상은 상이하였는

데 유럽의 경우 지상전 승리를 위한 해상교통로 보호 및 유럽 전선 만

회를 위한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럽 내 제2전선 형성을 

위한 유럽 내륙에서의 지상전을 지원하는 양상이었다. 태평양 전역의 

경우는 일본과 미국 간 항공모함 위주의 해상 항공작전과 상륙작전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해양통제권 장악을 목표로 하는 양상으로 전개

되었다. 

1941년 2월 1일, 미국 해군은 미국 함대라는 호칭을 버리고 태평양

함대와 대서양함대를 창설했다. 미국은 이후 두 대양에서 동시에 공

격을 감행하여 두 곳에서 모두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33) 丸山浩行, 신석용 역, 앞의 논문, 186쪽.

34) 위의 논문,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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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미국 시민들의 유례가 없는 동원, 지도자들의 단호한 결단력, 그

리고 해군의 전략적 통찰 덕분에 가능했다.35) 1945년 8월 미국 해군

은 1941년에 비해 병력은 거의 20배, 함정의 배수톤수는 6배, 함정 

척수는 60배, 항공기의 대수는 24배로 각각 증가했다. 해군 전투부대

는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어떤 해역에서도 공격작전을 감행

할 수 있었다.36)

미국 해군에게 해양통제는 승리계획(victory program)의 첫 단계

였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당장 필요했던 것은 소련의 저항활동을 지

원하고 또한 영국을 전진부대 집결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

계는 유럽 대륙을 침공하는 것이었다. 태평양에서 첫 단계는 중국을 

돕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왕래하는 항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다음 단

계는 일본이 미국의 환태평양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최종 단계는 일본 본토의 섬들을 공격하는 것이

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두 대양에서 주도권을 잡

고자 노력했다. 그것은 해군이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 확대해 나간다

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 해군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해전을 동

시에 수행했다. 대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해군이 지역적인 해양통제, 

즉 선단의 안전과 침공부대에 대한 지원을 추구했다. 태평양에서는 

해군이 해병대 및 육군과 함께 일본의 강력한 수상함대, 해군 항공대 

그리고 철저하게 방어된 섬에 있던 수비대들과 맞섰다.37)

미국 해병대는 해군의 태평양 해상통제 전략에 따라 일본이 점령하

고 있던 태평양 상의 수많은 유·무인 도서들을 탈환함으로써 미국의 

세력을 태평양 서쪽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5) George W. Baer, 김주식 역, 『미국 해군 100년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337쪽.

36) 위의 책, 339쪽.

37) 위의 책, 349-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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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군력(상륙전력) 건설

소련이나 미국 모두에게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전력을 충분하

게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였다. 상륙작전을 

위한 상륙함과 상륙정, 주정 등의 건설은 저조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

한 원인은 제1차 세계대전 시 갈리폴리 상륙작전의 실패와 워싱턴 군

축회의에서 찾을 수 있지만 상륙작전에 대한 관심의 저하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 또한 양국 모두에게 상륙작전은 지상전 수행을 보조하

는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상륙전력 건설의 우선순위는 뒤떨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련과 미국의 상륙군전력은 전후 50만 

명38)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였다. 

3-1) 지상군 지원을 위한 소련의 해군전력 건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당시 북해함대, 발틱함대, 흑해함

대 및 태평양함대로 구성된 4개의 함대와 다뉴브전단, 카스피해전단, 

민스크전단, 아무르전단 등으로 구성된 4개의 독립 전단으로 편성되

어 있었다. 이들 함대세력에는 전함 3척, 경순양함 7척, 기뢰부설함 

및 향동함 59척, 호위함 22척, 소해함 80척, 어뢰정 269척, 잠수함 

218척, 2,581대의 다양한 항공기 그리고 260문의 해안포 등이 있었

다. 소련의 함대들은 비록 여러 전역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전체적으

로는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전통적으로 지상

전 위주의 군사전략에 따라 이러한 해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해군전략을 가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해군의 가장 중

38) 소련 해군보병은 개전 초 발틱함대에 1개 여단급 규모로 편성되었었으나 종전 시 

약 50만 명으로 증편되었다. 미국 해병대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당시 18,000명 

수준이었으나 1945년 8월 종전 시에는 6개의 사단과 5개의 비행사단으로 편성된 

최대 485,000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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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임무인 적 해상세력의 격멸, 해상교통로(SLOC) 보호 및 차단, 

전진기지 획득 등에 투입시키기 위한 전력 건설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소련 지도자들이 독립적인 해군작전 수행

보다는 지상군 보완 차원에서 해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39)

<표 4>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증강된 소련 해군보병의 규모

구 분 여 단 연 대 대 대

북부함대
12해군보병여단,

63해군소총여단

122, 125, 126 

해군보병연대
17, 18해군보병대대

발틱함대

1, 2, 3, 4, 5, 6, 7, 8, 

56, 260해군보병여단

3, 69, 70해군소총여단 

4개의 연대  40개의 독립해군 보병대대

흑해함대
1, 2, 7, 8, 9, 83, 

255해군보병여단

1, 2, 

3해군보병연대

14, 15, 16, 142, 143, 

144, 305, 322, 327, 369, 

384, 386, 393 

해군보병대대

태평양함대 13, 14, 15해군보병여단

75, 77, 355, 358, 365, 

390해군보병대대, 

140해군정찰대

카스피해 

소함대

11, 15, 62, 64, 70, 

72, 81해군보병여단

* 출처: Dominik George Nargele, 앞의 책, 84-87쪽.

소련 해군보병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발틱 함대에서  

1개 여단급 규모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의 지시에 따라 1941년 10월 18일

에는 25개의 독립여단과 10개의 합동해군보병여단이 창설된 이후 더 

많은 부대가 독립연대와 대대로 계속 창설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

안 소련의 해군 함대들은 다양한 상륙작전에서 33만 명의 해군보병과 

39) 해군본부, 『중국·러시아 해군사 연구: 해군력 발전·건설을 중심으로』(대전: 해군

본부, 2001), 282-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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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대를 상륙시켰다. 

앞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소련 해군보병

은 비약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륙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해군함정의 건설은 지지부진하였다. 비록 병력의 규모

가 양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세력인 상륙함과 상륙주정, 화력지원함, 공군세력의 복

합적인 전력증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적인 해군의 전력

건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은 임무수행의 제한

으로 나타났다. 소련 해군보병은 상륙함과 주정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하여 고속의 연안 경비선과 상선, 전투함 등을 활용하였다. 상륙작

전을 위해 특화된 함선인 LST(Landing Ship Tank)와 같은 함정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병과 탱크 등의 상륙은 제한되었다. 이러

한 중화기의 상륙 제한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함포와 전술항공지원

에 의존해야만 했다.40)

해군력 증강에 관심이 높았던 스탈린은 해군력 증강을 위하여 미

국, 프랑스 등에 기술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는 등 전함 건조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무렵 히틀러와 체결한 불가침조약을 이용, 독

일로부터 건조기술을 도입하여 1939년부터 연간 20만 톤에 이르는 

함정 건조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해군력 증강 지원 요청

에 대하여 소련을 침공할 속셈을 품고 있던 독일은 기대한 만큼의 기

술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스탈린도 히틀러의 러시아 침공 위협이 높

아지자 다시금 지상군 육성에 중점을 두게 됨으로써 모든 대형 함정

의 건조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전력건설의 지연과 더불어 소련 해군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

은 독자적인 해군 전략의 부재와 지상전 지원 위주의 운용술에 있었

다. 결국 소련 해군은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침공하자마자 흑해

40) Michael MccGwire John McDonnell, 앞의 책,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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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의 주요 기지들을 잃고, 발틱함대 마저 봉쇄되어 초기에 제해권

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스탈린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세력보존 

전략에 따라 수상함들은 전쟁종료 시까지 전투에 참가할 수 없었

다.41) 소련 해군보병도 바다로부터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이 제

한되었기 때문에 결국 항구나 항만, 항구 시설 방호, 지상군 지원작전

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3-2) 장거리 해상투사를 위한 미국 해군의 전력건설

미국 해병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면서 획기적인 발전 

과정(evolutionary process)을 경험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

주만을 공격했을 당시 해병대의 규모는 18,000명 수준이었으나 전쟁 

<표 5> 미국 해군의 상륙함정 증가 현황

*출처: Alexander H. Joseph, Storm Landings(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193-195쪽.

41) 해군본부, 『중국·러시아 해군사 연구: 해군력 발전·건설을 중심으로』, 282쪽.

구 분
과달카날
(1942.8.)

타라와
(1943.11.)

사이판
(1944.6.)

오키나와
(1945.4.)

상륙지휘함(AGC) 0 0 2 6

전함(OBB) 0 3 6 10

순양함(CA/CL) 8 4 11 13

호위함(CVE) 0 5 7 21

공격 수송함(APA/AP) 13 13 25 130

공격 수송선
(AKA/AK)

5 3 8 54

대형 상륙용 주정
(LSD)

0 1 5 6

상륙함(LST) 0 3 53 187

기뢰제거함
(DMS/AM/YMS)

3 2 2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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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1945년 8월 전쟁이 종전되었을 

시에는 6개의 사단과 5개의 비행사단으로 편성된 최대 485,000명

으로 증가하였다.42)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의 증가와 아울러 상륙군을 해상으

로 이동시키고 상륙함을 호위할 수 있는 해군함정들의 숫자도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폭 증가하였다. 

미국 해병대가 상륙군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병력 규모 증

가만큼이나 획기적인 기여를 했던 것은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

수 주정과 장비들의 발전이었다. 1942년 이후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상륙작전에 활용이 가능한 수많은 아이디어를 반영한 새로운 장비들

이 개발되었다. 1940년 다카(Dakar) 탈환에 실패한 이후 영국에서는 

해안에 탱크를 상륙시키기에 적합한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상륙함선

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항구의 모래 둔덕을 극복할 수 있는 흘수가 낮

은 특별한 함정인 LST를 개발하였다. 미국에서는 뉴 올랜드(New 

Orelands)의 함선건조자인 앤드류 히긴스(Andrew Higgins)가 

LCM(Landing Craft Mechanised)를 포함한 몇 종류의 상륙주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특수한 상륙환경과 임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약 80

종류의 다양한 상륙함선과 주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함선들

은 상륙작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다.43)

42) U.S. MC, Marine Corps History(Quantico: U.S.MC Education Center, 1968), 

51-62쪽.

43) Michael Evans, Amphibious Operations: The Projection of Sea Power 
Ashore(London: Brassey's Ltd, 1990),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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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전술

군사전략은 국가목표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대를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다. 해군전략은 해군의 성분작전부대를 운영하는 술과 과

학을 말한다. 각 국의 해군은 이러한 군사전략과 해군전략에 따라 해

군과 상륙작전부대를 운용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의 

해군전략은 상호간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련의 해군은 지상

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군이 

해안과 인접한 곳에서 측방을 노출시키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다. 지상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엄호세력으로써 

해군과 해군보병의 협조된 공격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미국은 

소련과는 달리 전형적인 해양국가의 면모를 보이면서 마한의 ‘제해권’론에 

충실하여 서부개척 이후 서태평양 방향으로 세력을 팽창해 나가는 과정에

서 해상에서 함대결전과 해병대에 의한 전력투사를 통해 전진기지를 확보

하고 이를 방호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4-1) 지상작전의 측·후방 지원을 위한 보조작전

소련 해군보병이 수행했던 상륙작전은 부대의 구성, 임무, 표적에 

따라서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혹은 특별 상륙작전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4가지 형태의 상륙작전은 공중돌격, 공중기동 혹은 상륙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상륙군이 독자적으로 실시하였다. 전략적 혹은 

작전적 수준의 상륙작전에서 해군보병은 제2파(second wave)로 상

륙하는 지상군을 위해 제1파(first wave)로서 상륙을 실시하여 해안

두보(beachhead)를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작전적 수준의 상

륙작전은 참가하는 병력의 규모와 표적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되었다. 

이러한 수준의 상륙작전은 일반적으로 해군의 정형화된 상륙작전 형

태였으며 대략 참가병력은 25,000명 정도였다. 전술적 수준의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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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은 가장 보편적인 상륙작전의 형태로서 지휘소, 병참시설, 전술

핵무기의 이동체계, 철로, 중요한 교량이나 교차로의 확보, 수력발전

소의 파괴, 중요 지형지물의 점령, 적 병력의 이동 방해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해군보병은 적 후방기지나 군수지원 시설의 파괴 

임무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해군보병은 적이 파괴하기 이전에 적의 

해군기지나 해안 시설물, 공항의 확보뿐만 아니라 견제와 정찰-파괴

(reconnaissance-sabotage) 상륙을 실시하였다.44) 이러한 전술적 

상륙작전은 증강된 중대 혹은 대대급이나 연대급의 부대가 대규모 상

륙작전 부대의 일부나 혹은 단독작전으로 수행하였다. 

해군보병의 상륙작전은 병력과 장비의 탑재, 상륙해안 지역으로 이

동, 돌격 그리고 임무완수 단계 등 일반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졌다. 

성공은 기습과 속도, 계획과 이동 단계에서의 보안유지, 해안을 방어

하고 있는 적의 방어시설의 파괴, 지속적이고 세밀한 화력지원함과 

항공기와의 협조, 확고하고 유연하면서도 일관적인 돌격부대에 대한 

통제에 있었다. 

상륙군은 함정에서 하선하여 해상으로 이동하는 순간이 가장 취약

했기 때문에 제1파가 상륙하기 전에 상륙해안에 대하여 함포와 항공

기를 이용하여 준비사격을 실시했다. 상륙하는 동안에는, 상륙군에 

위협이 되는 모든 표적에 대하여 상륙함정에 탑재된 화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화력을 집중하였다. 해안두보가 확보되면 해군보병은 일

반적으로 지상군에게 그 지역을 인계하고 철수하였다. 

소련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144회의 상륙작전 중에서 63회

는 24시간 이내에 준비되어 실시되었으며, 이중 3회가 작전적 수준

(사단급)규모로 실시되었고 전략적 수준의 작전은 1회 실시되었다. 전

형적인 상륙작전은 1941년 6월 북해 함대 사령관인 골로프코(A. G. 

44) Milan Vego, Soviet Naval Tactics(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2), 

287-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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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ovko)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무르만스크(Murmansk) 근처의 해

안에 독일군이 신속하게 접근해 오자 해군보병을 48시간 내에 소집하

였고, 2시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2단계의 상륙작전을 계획하였다. 

그는 해군보병과 육군, 국경경비대 병력을 작전에 투입하였으며 일부 

병력은 어선(fishing boat)에 탑재되어 작전에 참가하였다. 비록 이

렇게 성급하게 준비된 상륙작전이 초기에는 소련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연습을 포함해 계획수립도 점차 발전

하게 되었다.45)

소련 해군보병의 상륙작전은 근거리 작전을 포함한 기습적인 돌격, 

임시방편의 상륙함, 최소의 해군지원, 제한된 군수지원 등에서 미국 

해병대가 수행했던 대규모의 상륙작전과는 차이점이 있었다. 소련 해

군보병이 실시했던 이러한 제한된 여건에서 실시된 작전은 분명히 실

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륙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 해군보병이 실시한 많은 상륙작전은 부여된 임무를 달성

하였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전반적

으로 소련 해군보병이 실시했던 상륙작전은 단거리에서 이루어졌으

며, 해상을 연한 지상군의 작전을 측·후방에서 지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전개했던 소련 해군보병의 상륙작전은 범위와 규모면에

서 주로 작전적 수준(사단급 수준) 이하의 규모가 다수를 차지했다.

소련 해군보병은 다양한 작전환경 하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되었다. 

개전초기에는 핀란드와의 전쟁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다수의 

지상작전에 참가하였다. 이후 독일과의 전쟁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에

서 소련의 주요 도시와 지역들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

간 중 가장 대표적인 전술인 데산트(Desant)라는 새로운 전법을 개발

한 것이다. 

45) Michael MccGwire and John McDonnell, 앞의 책, 247-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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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해군보병의 데산트 상륙전술46)> <미국 해병대의 상륙돌격 전술47)>

<그림 3>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 전술 비교

데산트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상이나 공중에서 적 영토에 

상륙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 군대 혹은 상륙 그 자체를 의미하

기도 하였다. 데산트의 핵심적인 원칙은 적의 방어진지를 교란하

기 위하여 측·후방으로 신속하게 상륙군을 기동시키는 데에 있었

다. 데산트는 헬기나, 공중강습, 탱크 그리고 해안을 연해 상륙군

을 기동시키는 것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데산트는 상대적으로 지

상군의 주력과 상륙군이 상륙한 직후에 단시간에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될 때 전방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다.48) 이

러한 데산트는 미국 해병대가 견고하게 방어중인 적 진지에 대규

46) 제프리 틸, 배형수 역, 앞의 책, 365쪽. 

47) Michael Evans, 앞의 책, 109쪽. 

48) 위의 책, 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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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실시하는 상륙돌격작전에 비해 그 규모와 시기,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소규모라는 특징을 지닌 것이었다. 

상륙작전의 특성상 다른 군종과의 합동작전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련군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은 해군과 육군 간의 합동

작전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해군보병부대에 의한 상륙

작전, 해군기지에 대한 방어, 광대한 해안지구의 영토 개방, 해안에 

근접하여 추진된 적 부대의 봉쇄작전을 수행할 때 육·해군 간의 합

동작전은 잘 이루어졌다.49)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련 해군의 경우 균형적인 해군력 건설과 운용

보다는 연안방어 위주의 ‘소함대론’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군보병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상륙작전의 전형적인 

형태인 상륙돌격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해

군보병은 상대적으로 지상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상륙돌격작전에 비해 

빈번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에 노정되어 있었다. 

4-2) 견고한 적 방어진지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상륙돌격 작전

풀러(J F. C Fuller)는 태평양에서 미국 해병대에 의하여 전개

되었던 상륙전술이 “전쟁 기간에 발생한 가장 광범위한 전술적 혁

신”50)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 해병대는 태평양 상

의 수많은 도서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하면서 상륙전술을 발전시켰

다. 태평양 상의 도서에서 실시되었던 미국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견고하게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적 해안에 대한 전형적인 ‘상

륙돌격’작전의 형태를 띠었다.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 해병대에 의한 상륙작전은 대부분 사단급 이

49) 체르나빈, 해군본부 역, “소련 해군의 전술,” 『기술정보』 제127호(1987. 9.), 23쪽.

50) Theodore L. Gatchel, 앞의 책,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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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많은 수의 병력과 장비, 화기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표 5>에서와 같은 상륙함정과 주정의 지원이 필수적이었

다. 태평양 상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섬들은 미국 해병대가 상륙작전 

교리를 적용시키고 전술을 연마하는데 있어 아주 좋은 시험장 역할을 

하였다. 미군의 전진로 상에 위치한 수많은 섬들은 아주 작은 섬으로

부터 매우 커다란 섬, 숲과 개활지가 있는 화산섬, 정글로 뒤 덮여 있

는 커다란 산악지형의 섬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도서를 방어하고 있

는 적들의 능력과 전술은 항상 변화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실행된 것은 없었다. 거의 모든 작전은 새로운 

지형에서 이루어졌으며 본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부대, 함정, 상륙

정, 운용개념, 전술, 지휘통제의 기술 그리고 군수지원 절차에 의

해 시행되었다.51)

미국은 태평양 상의 도서를 탈환한 이후 ‘도서기지전략’을 추구했

다. 도서기지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륙의 현지군에 대한 보급창

고의 역할도 하였다. 필리핀, 오키나와, 괌 등과 함께 이러한 도서기

지들은 대륙에 있는 기지보다 방위가 용이하며 전시에는 제해권과 제

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 또 정치적으로 이러한 도

서기지를 가진 나라들은 서방측과 역사적인 유대를 가진 동맹으로서 

미국이 대륙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적은 정치적 

비용으로써 기지방위를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

다.52) 미국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통해 도서를 탈환하고 전진기지

를 건설함으로써 향후 미국이 태평양을 통제하기 위한 기반을 조

성하였다. 또한 미국 해병대는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했던 상륙작

전 경험들을 상륙작전 교리에 반영시켜 발전시켜 나갔다. 

51) 김명섭·최정준, 앞의 논문, 143쪽.

52) 해군본부, “태평양 함대,” 『해군』 제264호(1976. 8.),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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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전략적 함의

상륙작전은 인류의 전쟁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 왔으며 전쟁의 성패

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소련과 미국은 외부로 팽창정

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전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

키는 과정에서 상륙작전 부대가 가진 효용성과 융통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소련은 전통적으로 대륙국가로 간주되어 왔으나 지구의 1/6

을 지배하고 3개의 대양과 13개의 바다와 영토가 인접되어 있으며 

42,000km의 해양 국경선을 가진 국가로 해양국가적인 성격도 복합

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으로 소련은 18세기 표

트르 대제 때에 해군이 창설되었으며 해군보병도 해군과 함께 북방전

쟁을 비롯하여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해

군보병은 부침의 역사를 거듭한 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대독

전과 대일전에서 지상군 지원작전과 상륙작전을 수행하였다. 

미국 해병대는 18세기 후반에 창설된 이후 미국이 서태평양으로 세

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점차 규모와 임무수행 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미국 해병대도 수많은 존폐 논쟁에 휘말렸으며 상륙작전을 독

자적인 임무 영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독립 군종으로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소련 해군보병과 미국 해병대에게 상륙작전을 수

행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와 상륙작전의 효용성과 융통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 해군보병은 러시아-핀란드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대독전에서는 수세에 몰린 지상군 지

원작전, 주요 도시 방어 및 탈환, 항구 및 항만시설의 방호 임무를 수

행하였다. 대일전에서는 한반도와 북방도서에 대한 상륙작전을 전개

하여 러·일전쟁에서 상실했던 영토를 수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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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병대는 일본의 진주만공습 이후 수세에 있던 전황을 과달카날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태평양 상

의 수많은 도서 탈환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일본 본토를 공습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획득하였다. 

해군보병과 해병대는 해상으로부터 육상으로 세력을 투사하는 기능

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국가의 세력이 대외로 팽창

정책을 추진하거나 전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킬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는 다음과 같은 운용

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였다. 

첫째, 국가전략 수행 측면에서 볼 때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들은 대외적으로 세력팽창 시기, 수세적인 전황(戰況)을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련의 해군보병은 부

동항 획득과 남진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소련

이 부동항을 찾기 위해 주변국과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해군보

병은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지상전에도 참전하여 존재감을 과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역에서는 대일 선전포고 이후 한반도 북

부 지역 회복과 러·일전쟁에서 상실했던 쿠릴섬 등에 대한 탈환 작

전은 해군보병의 상륙작전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해병대는 마하니즘

(Mahanism)을 바탕으로 서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태평

양상의 전진기지 획득과 방호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미드웨이해전 

이후 공세로 전환할 때에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도서들을 상륙작

전을 통해 탈환함으로써 태평양의 해양통제권을 장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상륙작전 부대의 전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데 영향을 미친 

소련과 미국의 해양전략에서는 양 국가 간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소

련의 경우 적극적인 해양진출을 위해 마한의 ‘제해권’ 사상을 도입하

였으나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로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소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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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토대로 연안방어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연안방어전략으

로 해군보병은 지상군 지원 개념이 우선시 되어 장거리 해상으로부터 

세력을 투사할 수 있는 상륙작전 개념과 교리를 발전시킬 수 없었다. 

미국 해병대는 마한의 ‘제해권’ 확보 개념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군의 전진기지 확보 및 방호,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태평양 상의 수많은 도서탈환 작전을 전개하면서 장거리 상륙작

전을 수행능력을 전문화 시켰다. 

셋째, 소련과 미국의 군사력 건설의 방향은 상륙작전 부대들의 임

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비록 소련이 스탈린에 의해 해

군력 증강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전력이 증

강하지는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해군보병은 규모면

에서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함정과 상륙주정

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면서 획

기적으로 상륙작전 능력을 발전시켜 나갔다. 병력 증가만이 아니라 

상륙작전을 위한 특수 주정과 장비들의 발전이 뒷받침 되었다. 해군

력 건설은 근본적으로 소련과 미국의 산업능력의 차이에 근간하고 있

었지만 상륙전력 건설에 대한 관심의 차이 또한 양국 상륙작전 부대

의 활용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넷째, 상륙작전 부대를 운용하는 전략과 전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들은 현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소련

의 해군보병부대들이 제한된 함정과 장비 등으로 미국 해병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거리, 단기간, 소규모의 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소련 

해군보병은 ‘데산트(Desant)’라는 개념의 새로운 상륙전술을 개발하

였는데 미국 해병대가 상륙돌격 작전을 전개하는 것과는 상이하게 적 

측·후방교란에 주목적을 두고 있었다. 해군보병의 상륙작전은 근거

리 작전을 포함한 즉흥적인 돌격, 임시방편의 상륙함, 최소의 해군지

원, 제한된 군수지원 등에서 미국 해병대와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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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했던 다수의 상륙작전에서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이와는 달리 미국 해병대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돌격 

후 목표 탈취까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대규모의 상륙작전을 전개하

였다. 

소련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운용하였던 상륙작전 부대들은 

개전 초기에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상륙작전에 대한 교리를 정립해 나갔고 해군·공군, 때로는 

육군과 합동작전을 통해 전승 달성에 기여하였다. 비록 소련의 해군

보병과 미국의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규모와 수단,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었을지라도 국가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형

태로 운용될 수 있는 융통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킴으로써 상륙작전부대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원고투고일: 2017.3.31, 심사수정일: 2017.5.22, 게재확정일: 20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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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the
Employment for the Amphibious Operational Forces of

the U.S.S.R and USA During the WWII

Choi, Jung-Joon 

Amphibious operation has developed with war history and it’s been 

conducting decisive role at the war. Amphibious troops did a key role 

when they swept the enemies and changed the war status from defensive 

to offensive direction. 

The U.S. and U.S.S.R fully understood the usefulness and flexibilities 

of amphibious troops. Although the U.S.S.R was known as a continental 

state, it built up amphibious power. On the contrary, the U.S. was a maritime 

nation it utilized the Marines when it expanded it's power to the West 

Pacific area. 

This article examined how the U.S. Marines and U.S.S.R Naval Infantry 

were employed during the World War II and found out its strategic 

implication. There were sev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Both the U.S. and U.S.S.R. employed the amphibious troops when they 

tried to secure the lands and islands which were strongly defended by 

the enemies. The Marines and Naval Infantry showed off their sufficient 

capacities as an assault troops to recover the lost territories.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I the Marines and Naval Infantry of both countries 

hadn't full-fledged power to project, but they have expanded their size 

and grown their capacities during the wartime. 

However, there were lots of differences between them in conducting 

national strategy, building up the military powers, the strategy and tactics. 

The U.S. Marines usually did amphibious assault which was a large scale 

and from the long distance. In contrast, the U.S.S.R. Naval Infantry operated 

within the short distance and small groups but it developed the unique 

tactics called “Desant” that aimed at the enemy’s side and rear area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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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pport the Army. It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e U.S.’s tactics. The 

former not only made progress amphibious doctrine, and built up enough 

ships but also supported by coordinated ship and air fire when they performed 

the mission. It usually conducted the amphibious operation by the systematic 

procedures from its first step to end. The latter made use of temporary 

amphibious ships, since improvisational assault and Navy’s fire support 

was limited. 

Although the U.S. Marines and U.S.S.R.’s Naval infantry were small 

sizes when compared with Army and Navy, they not only verified the 

efficiency but also showed the flexibilities of the amphibious troops.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U.S Marines and U.S.S.R Naval Infantry 

contributed the development of various amphibious operational skills and 

reminded the value of their existence. The amphibious troops can be easily 

affected by nation’s strategy and their performances when they try to 

survive as an independent military service.

Keywords : amphibious operation, Marines, Naval infantry, world war II,

Desant tactics, amphibious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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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함의

- 중국 국가 및 군사전략, 군 구조개편 방향의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

심현섭*

1. 머리말

2. 진화하는 중국의 꿈, 중국의 국가전략

3. 강군몽 실현을 위한 중국의 군사전략

4.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시작

5. 맺음말

1. 머리말   

중국 국방백서(中国的军事战略)는 “중국의 꿈은 강국몽(强国

梦)이다. 군에 있어서는 강군몽(强军梦)이며 강대한 군대가 없다

면 공고한 국방도 있을 수 없으며, 강국몽 역시 실현할 수 없을 

* 육군 소령, 중국 남경육군 지휘참모대학 위탁교육생

  주요논저 : 한중군사외교의 동인과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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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1)”이라며 강력한 힘의 추구를 예고하고 있다. 국방력 강화에 

대한 국가 지도자의 적극적인 국정방향에 따라 중국의 군사변혁

은 중국몽, 강군몽 실현의 필수조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육군지

도기구, 전략지원부대 창설과 로켓군 개편을 시작으로 군종(军

种)체계를 정비하고 5대 전구(战区)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어

서, 연합합동작전 지휘체제를 적용한 전구 연합훈련과 다국적 연

합훈련 시행 등 강군몽 구상을 토대로 중국특색 군사변혁2)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며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이미 폭발적인 경제발전으로 세계를 경

악하게 했던 중국의 경험을 공유한 바,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사

회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더군다나, 중국 내부적으로

도 경제성장의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

장’을 잠식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군몽’의 길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중국은 초강대

국 미국의 지위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인가？(Feldman, 2013) 

미국과의 적대적 경쟁관계에서 새로운 냉전의 시대를 열 것인

가？(Mearsheimer, 2013) 그들 스스로는 그들의 군사적 팽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도와는 무관하게,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들 의문에 해답을 구

하는 과정은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관한 연구들은 이미 상당수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방정책,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이

해하는 데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정부분 

1)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中国的军事战略》(2015), 第2章 军队使命和战略

任务.

2)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이라는 용어사용에 있어서 중국  

에서는 ‘혁신(革新)’과 ‘변혁(变革)’을 혼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군사변혁’을 

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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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지니는데, 첫 번째는 군사력 증강, 국방비 총액, 무기체

계의 발전 등 주로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중점을 둔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군사력 증강 그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

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중패권경쟁과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

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요 특징을 공유하는데, 중국의 군사력 확

장에만 초점을 두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야’만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그 자체로서 위협이며, 단지 우리가 이미 직면한 충분히 

현실적 위협인지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할 잠재적 위협인지의 

시기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이러한 사고는 신냉전과 다름없는 적대적 집단 간의 불

확실한 경쟁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역내 다자 및 

양자관계, 영토 및 역사문제, 북한문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등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복잡한 셈법이 요구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선택지를 스스로 제한하는 위험성을 가진다. 중국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식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이분법적인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핵심은 ‘군위관총, 전구주전, 군종주건(军

委管总，战区主战，军种主建)’3)으로 요약되는데, 지도체제 개편, 

연합합동 작전체계 수립, 전구 조정, 군종 및 병종체제 정립 등

의 추진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군사력 증강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양적요소의 분석보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제도적, 구조적 변화

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비대한 무력의 단순한 사용

3) ‘중앙군사위원회가 총괄하고 전구가 작전을 주도하며, 군종별로 건설한다.’, 胡光正,

“伟大改革的精髓—论军委管总, 战区主战, 军种主建,” 国防, 第3期(2016),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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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 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

해졌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그에 대한 분석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음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들만으로는 중국이 의도하는 바를 식별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

며,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최근 

변화가 감지되는 그들의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변혁의 

경향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때문에, 중

국의 국가 및 군사전략,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구조적 변화를 상

호연관지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이러한 개혁은 일당독재의 특수한 정치체제를 감안

하더라도 단기간에 계획되고 추진될 수 없는 본질을 지니고 있

기에 더더욱 그러하다.4)

본문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제도와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

다는 데에 기존연구와 차별점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국가 및 군

사전략과의 상호연계성에 주목하여 군사적 부상의 함의를 분석

했다.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공되는 문

서와 중국 국가핵심논문으로 지정된 자료들을 활용하고, 중국이 

공포하는 법령과 개혁방안, 제도 개선안들에 주목하여 군사전략, 

군사변혁과의 연계성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할애하였다. 또한 중

국인민해방군 장교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그들의 생각을 보다 구

체적으로 읽어 내도록 고심했다.

4) 중국의 입장에서 최근 중국의 군사변혁은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추진 중인 장기계

획의 일환이다. 세계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그들은 단지 오래 전부터 수립한 전략

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본론의 내용과 

연계하여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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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화하는 중국의 꿈, 중국의 국가전략

중국의 군사변혁을 살펴보기 전에 중국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단순한 군

사력 확장에 대한 분석이 의미하는 바와는 대별되는, 그들의 목

적과 의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에

서 중국이 국가 혹은 군사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국

가라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가. 시진핑 시기의 ‘4개전면’ 전략구상(‘四个全面’ 战略布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사

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전과는 무엇인가 

다른 새로운 면을 창출할 것이라고 믿는다. 중국도 이와 크게 다

를 바가 없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당독재체제라는 정치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보다 맹목적이고 폭발적이라는 특징을 가진

다는 점이다. 

비록 국가 지도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중국만이 갖는 특수

한 정치체제가 국가정책 추진에 일정부분 우호적인 기반을 마련

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목해야 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수반되는 이러한 조건들이 아니라, 대

부분의 중국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5) 그들이 강조하는 일종의 

사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가이다.

5) 마오쩌둥은 마르크스 사상을 바탕으로 농민을 혁명의 주체로 삼은 ‘마오쩌둥 사상

(인민군대, 인민전쟁, 인민전쟁전략, 국방건설사상)’을,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적

극 추진하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 ‘덩샤오핑 이론’을 제시했다. 장쩌민은 ‘3개

대표중요사상(3个代表重要思想)’으로 자본주의 제도를 공산당에 주입하였으며, 후

진타오는 ‘과학발전관(科学发展观)’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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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시진핑의 ‘4개전면’ 전략구상(‘四个全面’ 战略

布局)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4개전면’이란 시진핑 주석이 

’12년부터 ’14년까지 각종 회의석상에서 강조했던 4가지의 핵심

주장들로서, ‘인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달성하고, 사회전반

에 걸쳐 강력한 개혁을 진행하며,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법과 제

도를 기초로, 당의 엄중한 통치로 이루어져야 한다(全面建成小康

社会，全面深化改革，全面依法治国，全面从严治党).’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15년 12월, 18기 5중 전회에서 ‘4개전면’ 전

략구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지와 관영언론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시진핑 

정권의 핵심사상으로 떠올랐다.

‘4개전면’ 전략구상은 중국 국가전략의 밑그림으로써, 국가 지

도자에 대한 단순하고 일반적인 대중의 믿음을 구체화시키고 보

다 중요한 가치를 갖게 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째, 비교적 단기적 측면에서 국가 지도자의 정치철학을 주입

하는 기초 작업을 진행하는데, 국방 ․ 정치 ․ 경제 ․ 사회 등 모든 분

야를 망라한 미래 중국의 청사진을 제공하여 대중의 신뢰를 확

보한다.6) 둘째, 장기적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 이전부터 진행되

고 있던 ‘3대 국가전략(국내외 경제발전전략)’과의 연계성7)을 

주장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국가정책의 타당성을 유지한다. 셋

째, 전면의법치국(全面依法治国)8)을 강조하여 법과 제도에 기반

을 둔 정책추진의 공정성을 부여한다. 넷째, “마르크스레닌, 마오

6) 杨雷, “四个全面战略布局对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内涵的深化与发展,” 社科学论, 

第1期(2016), p.148.

7) 周敏凯, “关于四个全面战略布局中三大国家战略内涵的理论思考,” 学习与探索, 第10

期(2015), p.40.

8) 강력한 법과 제도를 기초로 국가를 통치해야한다는 4개전면 전략구상의 하나로서, 

반부패 척결의 기본바탕이 되며, 정책추진의 적법함을 강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획

득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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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둥, 덩샤오핑 이론과 3대 대표중요사상(장쩌민), 그리고 과학

발전관(후진타오)”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향후 “2개 백년

계획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킬”9) 국가전략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킴으로써 현 정권의 역사성은 물론 심지어 현정권 

이후, 미래의 지도자, 공산당에까지 강력한 신뢰를 공유한다.

한편, ‘4개전면’ 전략구상은 군사적 부상으로 중국의 꿈을 이

루려는 그들의 시도를 보다 강화시켰다. ’13년 11월, 중국은 18

기 3중 전회에서 ‘4개전면’ 전략구상의 세 번째 주장인 ‘전면심

화개혁(全面深化改革)10)’을 공포하고, 이와 동시에 국방 개혁을 

별도의 독립된 정책으로 선정한 바 있는데, 이 결정들은 매우 중

요한 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 기존 군부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

구하고 개혁의 창끝을 군사 분야에 정면으로 겨누었고, 기존 ‘4

대 현대화’ 정책11)에 포함되어 있던 ‘국방 현대화’ 과제를 중국 

공산당 창설 이래 최초로 독립시켰다는 점은 기득권층의 정치적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방개혁에 두겠다는 

의도를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일반대중에게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통제된 인

터넷과 TV 등의 대중매체를 십분 활용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매

우 효율적인 사상교육 체계인 학교교육12)을 통해 민중들이 보다 

9) 中国共产党中央军事委员会,《中央军委关于深化国防和军队改革的意见》(2016), 第1章 

改革的重大意义, 指导思想和基本原则.

10) 중국개혁에 대한 시진핑 시기의 사상 노선을 말하는 것으로,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한다. 개혁에 대한 중요성, 시기, 신념, 임무, 목표, 특정,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贵州省公安厅出入境管理局, “全面深化改革：历史的必然

现实的需要,” 中共贵州省直属机关工作委员会(2014)를 참고.

11) 1970년대부터 추진 중인 중국의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등의 4개 현대화 정

책을 말한다. 

12) 중국은《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에 의거하여 소학교(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

기까지 일정시간 군사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교육내용은 공산당 사상,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사상교육, 국방관, 그리고 제식훈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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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이고 더 강한 자기주장을 하도록 고무시켰다. ‘중국몽 실

현의 최우선 과제는 강군몽’이라는 시진핑의 구상은 중국몽의 일

반명제가 되고 이는 대중에게 각인되며 -어쩌면 주입된- 다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정책이 힘을 얻는 ‘선순환’이 작동하는 것

이다.

이렇듯, ‘4개전면’ 전략구상에서 출발한 중국특색 군사변혁은 

-외부의 ‘중국 위협론’을 우려하는 시각과는 상관없이- 역사와 

미래를 계승하는 현재의 거대한 국가 정치철학으로서, 국내의 어

떠한 정치적 불만과 혹은 광범위한 대중의 비판으로부터도 보호

되며 그들만의 특수한 정치체제에 기인하여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나. 3대 국가전략

중국은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경진지협동발전 전략(京津冀

协同发展战略)’, ‘장강경제대건설 전략(长江经济带建设战略)’, 그

리고 ‘일대일로 전략(一带一路战略)’등의 국가전략을 진행하고 

있다.13) 이들은 90년대부터 추진되었는데 시진핑 정권 출범 후 

부분적으로 개념과 시기 등을 조정하여 ‘3대 국가전략’으로 통합

하여 이를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군몽 실현, 중국특색 군사변혁과 관련해서는 

‘일대일로 전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진지협동발

전 전략’과 ‘장강경제대건설 전략’은 국내적 수준의 도시화 및 경

제 현대화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이 

13) 징진지협동발전ㆍ장강경제대건설 전략은 중국의 주요도시지역을 클러스터로 묶어 

지역 경제통합 및 도시화를 이루려는 국내전략이며, 일대일로 전략은 국제적 수준

에서 육해상의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전략이다. 이들 역시 ‘4대전

면’ 전략구상의 범위에 포함되어 현 정권의 정책 추진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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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군사전략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과 육로의 ‘신비단길’이라고도 불리는 일대일로 전략은 육로 

(丝绸之路经济带: 실크로드경제권)와 해상로(21世纪海上丝绸之路: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이용하여 국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경제발전 

구상인데, 중국이 줄곧 주장해 왔던 ‘국가 핵심이익’을 보호한다는 관

점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학자 

옌쉐통의 말을 빌리자면 “국외로 확장된 자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중국본토에서만 영향을 발휘해서는 곤란하다.”14)

<그림 1> 일대일로 전략과 국외군사활동

*출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관영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도식.

中国一带一路网, https://www.yidaiyilu.gov.cn/ (검색일: 2017-02-11).

14) 中华网, “阎学通: 中国应增加对外军事援助减少经济援助,” http://military.china.com/i

mportant/11132797/20160118/21188491_all.html#page_6 (검색일: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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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외로 확장할 수 있는 인민해방군의 ‘역외 투사력(extra- 

territorial projection power)15)’은 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당위

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을 바탕으로 먼저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군사외교 관계구축, 연합훈련 시행 등의 전개는 

전통적으로 제3세계 외교를 중시하는 중국의 특색과 어울려 이러한 

구상을 증명해 주고 있다. 아프리카 지부티의 국외군사 기지 구축은 

이러한 최근의 사례이다.

다. 군민융합발전 전략(军民融合发展战略)

‘경제성장이냐 군사력 증강이냐’의 문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의 심각한 논쟁거리이다.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 둔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군사력 확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가? 중국도 그 예

외일 수는 없는 데, 이러한 전략적 선택 문제에 직면하여 군사적 

부상보다는 국내 경제문제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내에서

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16) 그러나 이는 생각보다 쉽

게 제지되었는데, 중국은 ‘군민융합발전 전략(军民融合发展战略)’

에서 군사적 부상과 경제발전에 대한 논쟁을 해결했다.17)

‘군민융합발전 전략’이란 시진핑 주석이 ’15년 3월, 제12기 전

인대 3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으로, 경제와 국방발

전은 상호 협력적 관계이기 때문에 당정군기(党政军企)가 일체

화되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전략을 일컫는다. 이 사상적 기원

15) 본 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표현하였다. 외부 군사력 투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국경지역 분쟁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미국의 해양 투사력(maritime 

projection power)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역외 투사력(extraterritorial projection

power)으로 묘사될 수 있다.

16) 时殷弘, “中国 ‘战略透支’ 风险日增,” http://pit.ifeng.com/a/20160922/50006043_

0.shtml (검색일: 2016-12-02).

17) 丁来富, “陆军部队军民融合发展对策研究,” 国防, 第2期(2017),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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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오쩌둥의 ‘인민전쟁전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오쩌둥

은 “군민사회(军民社会)의 일체화는 국방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강대한 군대육성은 경제건설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인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18)라고 주장했

다. 중국정치에서 그의 사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당위성

과 맹목적인 신뢰를 지니기 때문에 중국의 현재는 물론, 먼 미래

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군민융합 발전전략’은 

시진핑 시기의 ‘현대판 인민전쟁전략’이라 말할 수 있으며, 군사

력 건설, 강한 군대의 육성은 국민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필수조

건이 된다.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있어서 군

사발전과 경제개발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논쟁거리가 아

니며 일반 군중들에게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당연한 사실일 

뿐이다.

’16년 7월, 군민융합발전 전략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함께 공포한 『경제와 국방건설의 융합발전에 관한 의견(关于经

济建设和国防建设融合发展的意见)19)』을 통해 국가전략적 차원

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년까지 제도 및 체제 

완비를 목표로 중앙 및 지방정부, 군, 민간을 가리지 않고 군민

융합 발전과 연관된 정책개발, 이론연구, 제도와 법령정비, 학술

회의 및 장비 박람회 개최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대상 

분야도 무기체계 및 장비, 해상안전, 전기, 통신, 위성, 사이버 

보안, 도로교통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17년 1월에

는 중앙정치국 예하 ‘중앙 군민융합발전위원회(中央军民融合发展

委员会)’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국가차원의 실행의지를 다시 한 

18) 张志宇，印志均, “Integration of the Army and the People, Combination of 

Peace Time and War Time,” 中国军事思想精要 (北京: 军事科学出版社, 2010), 

p.162, 170.

19) 中共中共国务院, 中央军事委员会,《关于经济建设和国防建设融合发展的意见》(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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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증명해 보였다.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인민해방군은 군민융합발전 전략 추진의 

실행주체로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일조하고 있는데20) 최근의 

두드러지는 움직임은 국방교통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같은 달 

시행된『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통법(中华人民共和国国防交通

法)』은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싸워 이길 수 있는(能打胜

仗) 군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교통건설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 ․ 평시 군의 수요를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민간경

제발전을 유도한다.’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법

령과 제도를 개혁하여 군의 도로 및 토지사용 우선권 부여, 재정

지원, 면세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군 차원에서는 군사력의 전 ․

평시 전환 및 응전능력을 위한 작전체계 수립, 국방교통연합지휘

기구 설립을 담고 있다.21)

군민융합발전 전략은 마치 군비지출의 확대를 유도하여 이익

을 추구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를 연상시킨다. 차별점이 있다면, 국방부와 기업의 전략적 제휴

로 설명되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국가 그 자체가 주체

라는 점이다. 비록, 군민융합발전이 국가경제발전, 국민의 행복

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 -따라서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는 의무가 된다- 하고 있지만 결국, 우선순위는 국방개혁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인민해방군 소장 바

이종빈(白忠斌, 중앙군위후근보장부 운송수송국장)의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국방교통은 부국강병의 기초이자 ‘생명선’으로서 

20) 国防期刊编辑部, “军民融合加快推进战略投送能力建设-访国家交通战备办公室主任, 中

央军委后勤保障部运输投送局局长白忠斌,” 国防, 第10期(2016), p.70.

21) 中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中华人民共和国国防交通法》(2017), 第2章　 国防

交通规划, 第5章　国防运输.



시진핑 시기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함의  | 143

국방수요를 우선 충족하는 조건 하에 민간경제활동에 편익을 제

공한다는데 있다.”22) 미래 중국의 ‘국가 군사화’ 색채가 보다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군민융합발전 전략의 핵심은 경제와 군사의 지속적 성장보장, 

그리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의 권력기반 강화

다. 국가주도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침체된 경제를 내부적

으로는 결집을 꾀하고 외부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지속적

인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군민융합을 추진 중이다.

비록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투자가 주변국에게 위협이 되는지

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적어도 국가전략 수준에서 

그들의 의도가 위협으로 간주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는 어렵다. 이에 대해 시진핑의 ‘4개전면’ 전략구상이 강조하듯 

단지 정상적 강대국으로의 회귀, ‘부흥’일 뿐이라고 말한다. “중

국은 스스로를 새로운 패권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고 있는 중이라고 인식하며 ‘강한 중국’은 세계질서

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국의 모습을 되찾고

자”23)함을 주장한다.

한편, 국가전략과는 별개로, GDP대비 국방비 지출액을 고려하

더라도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이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가장 위협이 되는 행위자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된다.24)

22) 国防期刊编辑部, “军民融合加快推进战略投送能力建设-访国家交通战备办公室主任, 

中央军委后勤保障部运输投送局局长白忠斌,” 国防, 第10期(2016), p.72.

23) Kissinger, Henry, On China (New York: Penguin Press, 2011), p.546.

24)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로 한정하여 분석해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2016년 GDP대비 국방비 투자비율』 (북한자료 없음)에서는 러시

아 5.3%, 미국 3.2% 한국 2.7%, 중국 1.9%, 일본 1.0%순이며, 미국 국무부 

『2016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의 구매력평가 기준(PPP) GDP 대비 국방비 지출비

율은 북한 23.3%, 미국 4.3%, 러시아 3.8%, 한국 2.6%, 중국 2.0%, 일본 1.0%의 

순서로 나타난다.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안보딜레마의 시각에서 보면, 각국의 국

방비 증액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해당되는 모순을 갖게 됨으로 논의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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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구조에서는 적대적 상대의 국력 -일반적으로 군사력과 경

제력- 성장은 안보위협과 직결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는 그렇다고 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북한 문제의 해결, 경

제적 상호의존, 위안부 문제 등 전략적으로 협력해야할 여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 팽

창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군사전략이 담고 있는 의도가 될 

것이다.

3. 강군몽 실현을 위한 중국의 군사전략

세계적으로 군사력의 확장이 평화를 가져오는지는 논란이 많

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와는 무관하게 중국의 지도부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무기가 그들의 핵심이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주의 논리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강군몽 실

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시진핑 주석은25) 미래의 중국 역시 

강력한 힘을 추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들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국제적 지위를 점하기 위해,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

해, 그리고 확장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더 강한 군대를 건

설하려는 군사전략 구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5) 曾伟, 张琪昭, “‘两会内外习近平’之六：三大关键词发出强军最强音,” 

人民网, http://politics.people.com.cn/n1/2017/0313/c1001-29141785.html 

(검색일: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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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극방어(积极防御) 전략

중국은 전통적으로 ‘적극방어’ 군사전략을 고수하였다. ‘적극방

어’란 전략적 수준에서는 방어적 자세를 유지하지만, 작전적, 전

술적 수준에서는 공격을 수행하는 개념을 의미하며, ‘충분한 준

비(充分准备), 후발제인(后发制人)26), 공방결합(攻防结合), 지구

전(持久战)’ 등의 작전개념을 담고 있다.27)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개념을 더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그 핵심

개념은 유지되어 마오쩌둥이 주창했던 1920년대부터 현재 시진

핑 정권의 ‘신형세하 적극방어’전략까지 약 90여 년간 중국의 군

사전략으로 계승되고 있다.

‘적극방어’ 전략의 수립은 과거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이 처한 

국제적 환경에 기인하는데,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결국 군사전략

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과거 국공내전, 항일전쟁의 사

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중국 공산당은 열세한 전력으로 강력

한 적과 싸워야 해야 했다. 마오쩌둥은 병력과 무기 면에서 압도

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적을 상대로, 일반적인 정규전 방식으로

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생존을 위한 대안을 강구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생존을 위한 고민은 정치적 측면에서 그들이 가장 쉽

게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인민들을 활용하는 ‘인민전쟁사상’을 

탄생시켰으며, 군사적 측면에서는 ‘인민전쟁사상’에 기초한 ‘인민

전쟁전략’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작전개념에서는 지역 확보보다 

아군의 전투력을 집중해 강력한 일격으로 적의 유생역량(有生力

量) 격멸에 중심을 둔 ‘섬멸전(歼灭战)’을 강조하고, 작전형식 

26) 《순자(荀子)》에서 유래된 성어로 “적을 상대할 때,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우열을 

살펴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강력한 일격으로 제압”하는 것을 뜻한다.

27) 万福临, 毛泽东军事思想教程, (北京: 军事谊文出版社, 2001), pp.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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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생존과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전(运动战), 진지전(阵地战), 유격전(游击战)’으로 구

체화되었다. 이후 이들이 결합된 형태인 ‘전략방어(战略防御), 

전략대치(战略相持), 전략반격(战略反攻)’으로 단계화되는 전략

적 수준의 ‘지구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적극방어’ 전략은 이러

한 군사적 고민들을 거쳐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다.28)

<표 1> 마오쩌둥 인민전쟁전략의 작전형식과 작전개념

작전형식 작 전 개 념

운동전

(运动战)

적이 강하고 아군은 약한 형세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공격하고 승리할 수 없으면 퇴각한다.

진지전

(阵地战)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반격을 준비하며

아군에게 유리한 시기를 택하여 반격을 실시한다.

유격전

(游击战)

적이 전진하면 아군은 퇴각한다, 적이 피로하면 아군은 공격한다.

적이 주둔하면 아군은 교란한다, 적이 퇴각하면 아군은 추격한다.

모든 작전형식은 기본적으로 섬멸전 적용

*출처: 万福临, 毛泽东军事思想教程 (北京: 军事谊文出版社, 2001), pp.153-167

을 재구성

특징적인 것은 적극방어 전략이 단지 방어에서 종결되는 소극

적 개념이 아니라 반격과 공격을 준비하는 또 다른 공격을 의미

(攻防结合)한다는 점이다. ‘아군의 형세가 불리하면 결전을 회피

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며, 아군에게 유리한 시기를 모색해 적극

적으로 반격을 가한다(防反结合)’는 마오쩌둥의 생각은 일련의 

모든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들이 결코, ‘방어’로 종결되지 않음을 

암시한다.29)

28) 万福临, 毛泽东军事思想教程 (北京: 军事谊文出版社, 2001), pp.141-145.

29)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国防部新闻发言人谈联勤保障体制改革,” 中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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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방어 전략의 보다 의미 있는 움직임은 중국의 국력과 시

대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적극방어 전략

은 국내 영토방어와 생존을 위한 작전적, 전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진화한 ‘적극방어’는 이미 그러한 사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진화는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

타난다. 신장된 국력이 말해주듯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고, 게다

가 유리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인식 하에 ‘전략방어’로부터 ‘전략

대치’와 ‘전략반격’의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국가 전략적 수준에 

진입한 것이다.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함과 동시에 미국

이 중동에서 군사력을 축소하자 이를 겨냥해 일대일로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 대한 공세적이고 강

압적인 대응 등의 변화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결국, ‘신형세하 적극방어’ 전략의 ‘신형세’는 소극적 의미에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안보환경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

에 ‘반격이 유리한 시기에 도달했다’는 그들의 인식을 드러낸 것

이기도 하다. 또한,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공세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군사변혁 방향을 설정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

들에게 있어서 분쟁의 종결은 내가 얼마나 피를 흘리든 상관없

이 상대가 포기할 때까지 있을 수 없음을 ‘적극방어’는 말해준다. 

강한 상대와 대결하여 승리했던 중국의 역사적 경험들은 이제 

그들의 국방백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

을 던져 준다.

중국은 지금 전략적 수준의 지구전(持久战)을 수행 중이며, 전

구상의 쾌속반격(快速反击)을 준비 중이다. 비록 전통적으로 ‘선

발제인(先发制人)30)’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적극방어를 

军队, vol. 5, no. 41(2016), pp.14-15.

30) 《사기》의 〈항우본기〉에서 유래된 성어로 ‘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의

미로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적극방어’ 전략의 ‘후발제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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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방어’는 중국이 처한 외부요인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적극’은 무력충돌에 대한 군사적 반격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信息化局部战争联合作战) 전략31)

오늘날 군사 전략가들은 과거에 없었던 세 가지의 군사적 도

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군사기술혁신으로, 전례 없이 정

밀하고 치명적인 무기체계의 개발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전쟁, 

사이버 위협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전지

구적 수준의 테러로 국가와 전후방의 경계가 없는 전방위적이고 

치명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세 번째는 국가들이 이러한 변

화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

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강력한 군사력의 보유만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 추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기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의 선제전쟁(preemptive warfare)

과 예방전쟁(preventive warfare)을 비난하는 논리로도 사용된다.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시도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후발제인이 공식 입장이다. 肖刚, 何

广华, “强制外交: 西方国家军事外交的核心内涵—兼论中国军事外交不同于西方强制

外交的哲学基础,” 国际论坛, vol. 6(2009), p.2.

31) 중국인민해방군의 ‘연합(联合: joint)’개념은 우리군의 ‘연합(combine)’과 ‘합동(joint)’

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의 ‘연합’ 역시 동일하게 이해해

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타군종과의 ‘합동’훈련의 개념

을 포함하며, 합동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 군사용어 사전과 인민해방군 

중교(중령)에 의하면 독립 군종 내에서는 합동훈련을 실시하며(육군 합동훈련, 해

군 합동훈련) 전구차원에서는 연합훈련(중러 연합훈련, 동부전구 연합훈련 등)이 

이루어진다. 본문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중국 군사용어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의미 전달상 필요에 따라 ‘연합합동’으로 설명하였다. 马平, 联合作战研究 (北京: 

国防大学出版社, 2013)에서 용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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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발전과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의 능력

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전략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

게 된다. 중국 역시 이를 인식하고 첨단무기체계에 기반을 둔 연

합합동 작전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여 기존 ‘정보화 조건하 국지

전 전략(信息化條件下局部作战)’에서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信

息化局部战争联合作战)’전략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다.32)

첫째, 정보화(信息化)추진이다. 중국은 90년대부터 ‘국방 현대

화’ 정책을 추진하며 무기와 장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흐름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신형세하 강군육성의 목

표에 따라 양을 중요시하는 수량규모형(数量规模性)에서 첨단과

학기술에 기초한 질량효능형(质量效能型)으로, 인력밀집형(人力

密集型)에서 과학기술밀집형(科技密集型)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

다. 주목할 만한 최근의 변화는 이를 실행할 지휘통제체계의 개

선과 이를 운용할 정보화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보다 더 인식하

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군 구조와 편제 개혁을 대대적으

로 추진 중이며, 장기적 차원에서 군사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

과 군사학교에 관련된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33)

둘째, 국지전(局部战)을 추구한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면 군사

외교적 수준에서 전략적 방어를 진행하되 분쟁이 물리적 충돌로 

확대될 경우, 자위적 차원의 신속한 반격(自卫快速反击)으로 작

전범위의 확장과 전쟁으로의 확대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중국 국내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내부적으로는 소

수민족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대테러작전과 국경지역에서의 ‘변

32) 王利勇, “如何使联合作战指挥真正起到龙头作用,” 中国军队, vol. 3, no. 39 (2016),

p.42.

33) 新华社解放军分《中国军队》杂志社, “扎实推进军队规模结构和力量编成改革,” 中国

军队, vol. 6, no. 42(2016),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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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구 연합반격작전(边境地区联合反击作战)34)’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들과 연계된 ‘역외 투사능력’ 강화로 나

타나고 있다.

셋째, 연합합동작전(联合作战)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이라는 전장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

여 ‘강력한 일격으로 단기간에 분쟁 혹은 무력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합동

성 강화 외에 특이할 만한 점은 민간요소의 통합인데, ‘군민융

합’, ‘평전일체(平战一体)35)’의 개념에 따라 평시부터 군 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중이

다. 통신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관련 민간전문가 활용 및 인

재양성, 군민 공동연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이를 위한 법제개편 

등이 포함된다.36)

다. 대외확장 전략

중국군의 ‘대외확장’ 전략은 국가수준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

계된다.37) 비록 이러한 전략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34) 변경지구 연합반격작전(边境地区联合反击作战, Joint operations of counterattack

along border area)이란 중국 국경지역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영토

침범 등에 대응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연합합동작전을 말한다.

35) 전·평시 구분이 없는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개념으로, 현대전에서는 전시의 ‘군’

과 평시의 ‘민’의 구분이 없음을 강조하여 ‘군민융합발전 전략’의 근간이 되며, 

합동작전의 범주에 ‘민’까지 포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36)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习主席为何如此重视联合作战指挥体系？,” 

中国军队, vol. 3, no. 39(2016), pp.36-43. 石佳坤, “关于边防信息化体系建设的

几点思考,” 国防, 第2期(2016), pp.69-70.

37) 일각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을 군사적 확장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구분하여 이해해야한다. 일대일로 전략은 대외경제협력 정책으로 군사적 확장의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가 군사전략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진행되는 대

외확장 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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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팽창이 국외로 전개되는 최근의 양상을 볼 때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지구화와 중국 국가이익의 확대로 인해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적 수

준에서의 국가이익 보호도 ‘강군몽’ 전략에 포함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일대일로’ 전략으로 확장된 경제이익은 군사력으로 마

땅히 보호되어야 할 국가 핵심이익으로 간주된다. 핵심이익을 보

호하기 위한 이들의 ‘대외확장’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그 첫 번째는 국외 군사기지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군사 영향력 강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역외 투사능력을 강화’

시키려는 시도이다.

국제적 군사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최근의 사례로 아프리카 지

부티(Djibouti)의 군사기지 구축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국

적 연합훈련들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전개 중인 2,400여명 규모의 UN평

화유지 임무와 더불어 ’15년 11월, 동부 아프리카의 지부티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군사기지를 건설 중이다. 중국은 아덴만에

서의 해적소탕임무와 UN평화유지군을 위한 기지라고 설명했지

만 추가적으로 군함과 헬기 방호시설을 구축하고 해군육전대(海

军陆战队: 해병대)를 포함한 병력의 영구주둔을 추진하는 움직

임들이 나타나고 있다.38) 그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다국적 연합

훈련들<표 2>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는 아프리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확장된 국제적 범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임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이다.

38) 中国 网 , “俄媒: 中国 ‘吉布提’海外军事基地年内 启用,” http://militar

y.china.com/important/11132797/20170311/30318798.html(검색일:2017-03-2

4),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吉布提被冠为“军事基地,” 外媒在唱哪出戏,” http:// 

www.mod.gov.cn/jmsd/2016-10/25/content_4752414.htm(검색일: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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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2016년 연합훈련 현황

시기 내 용 시기 내 용

1월 ․ 중국-방글라데시 해상연합훈련

9월

․ 중러 해상 연합훈련

․ 다국적 대테러 연합훈련(중, 미, 일 등)

․ 국제 대테러훈련

․ 중국-아세안 인도주의구조훈련2월
․ 인도 국제해상열함식(阅舰式) 참가 

․ 중국-EU 해적퇴치 연합훈련

10월

․ 중국-사우디 특전사 대테러 연합훈련

․ 중국-독일 연합구조훈련

․ 중국-파키스탄 육군 대테러 연합훈련

․ 중국-타지키스탄 육군 대테러 연합훈련

3월 ․ 중국-영국 연합구조 모의훈련

4월
․ 중국-파키스탄 공군연합훈련

․ 인도네시아 인도주의구조훈련

11월

․ 중국-아세안 해상안전 연합훈련

․ 중국-인도 육군 대테러 연합훈련

․ 중국-파키스탄 해군 연합훈련

․ 중국-미국 인도주의구조 연합훈련

․ 중국-말레이시아 연합훈련

․ SCO(상하이협력기구) 산악보병 

연합훈련

5월
․ 아세안 안전 및 해상대테러 훈련

․ 중국-러시아 항공우주 연합훈련

6월
․ 중국-태국 해병대 연합훈련

․ 2016 RIMPAC 참가

8월 ․ 중국-미국-호주 육군연합훈련
12월 ․ 중국-캄보디아 인도주의구조 연합훈련

*출처: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中外联演联训回顾,”中国军队, vol.

1, no. 43(2017), pp.38-45를 참고하여 작성

대외확장 전략의 또 다른 사례는 ‘역외 투사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아직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관

련 법 제정이 눈에 들어온다. 중국은 ’16년 1월 1일,『중화인민

공화국 반테러리즘법(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39)』을 통과

39) 中国全国人民代表大会,《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2016), 第3章 安全防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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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는데 법 제정 의도가 국제적 테러 척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국내내부 단속과 동시에 국제적 군사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군민융합발전 전략에 기초한 군 차원의 노력을 들 

수 있다. ’16년 1월, 중국해군육전대(海军陆战队, 해병대)를 주체로

실시했던 ‘역외 실전화훈련(跨区实战化演练: regional live-fire 

drill)’40)이 그 첫 사례이다. 중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상륙훈련, 

대테러작전, 해외원정작전 등의 과제로 약 6,000km를 기동하며 

진행되었으며 중국 해병대 역사상 최장거리 항공수송, 최장 작전

시간, 최장거리 역외작전을 달성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특징적인 것은 중국 남해함대 치우타오 군교처 처장(南海舰队

后勤部军事交通运输处处长丘涛)이 평가한 것처럼 “해군 편제능

력, 후근부의 후방지원, 그리고 민간운송능력이 결합된 실제 훈

련”이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민

간 자산을 ‘실전적’으로 활용했다. 평시 훈련을 위해서 군 병력과 

특수차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민간 대형항공기, 민용 선박, 열차

의 구조와 좌석을 즉흥적으로 개조했고 군 작전을 위한 항로, 수

로, 철도의 임시노선 변경을 허용했다.41)

이렇듯, 중국인민해방군의 대외확장 전략은 국가차원의 일대일

로 전략과 군민융합발전 전략을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국의 

확대된 이익 보호를 근거로 삼을 것이며 점차적으로 주변으로 

확장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역외투

사능력이 과연 아프리카, 중동에만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역설

적으로 보다 가까운 지역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40) 廖志勇, “战域作战: 2016年第一场不一样的军演,” 中国军队. vol. 2, no. 38 (2016), 

p.21.

41) Ibid.,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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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은, 그들의 역외투사능력이 상

황에 따라 언제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전환될 수

도 있을 개연성을 더해 주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전략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역사적 사명’을 ‘주입’한 시진핑의 ‘4개전면’ 전

략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중국몽은, 강군몽을 통해 반드시 성

취해야 할 중국의 목표가 되었음은 자명하다. 전략적 방어자세를 

고수하지만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비한 강력한 준비를 

하고, 군사변혁을 추구하지만 국력의 한계를 고려한 국지적 연합

작전을 강조하며, 국가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의 대외 확

장을 추구한다.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기점은 ‘중국 위협론’이다. 고려해야 할 점은 이들을 단지 ‘위협’

으로 간주하는 확대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폭발

적인 군사력 증강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강대국으로의 회

귀42)’를 위한 군사전략 그 자체가 위협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

국은 우리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들의 군사전략에서 

표출되는- 공세적 행동, 연합훈련 등의 일련의 군사적 활동들을 

북한 위협에 대하여 한미동맹이 전개하고 있는 강압외교

(coercive diplomacy) ․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43)와 동일

한 맥락으로 인식하고 있다.44)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연합

42) Kissinger, Henry, On China (New York: Penguin Press, 2011), p.546.

43) ‘강압외교’란 적대국가의 외교정책 혹은 국내정책을 변경하게끔 설득할 목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제한적인 군사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포함외

교’는 적을 겁먹게 하기 위해 군사력으로 시위하는 행위로, 역사적으로 해군력이 

사용되었다.

44) 한국의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중국의 군사분야에 대한 주요 사실들은 주로 

급격히 증가하는 국방비의 총액, 중러연합훈련, 항모 및 신무기 개발 등을 다룬다. 

비록 이러한 내용이 사실일 지라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미중 ․

중영 ․ 중EU 연합훈련, 인도주의구조 ․ 해적퇴치 연합훈련, UN평화유지활동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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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중국을 위협하는 행동인가? 혹은 중국몽을 위한 중국의 

군사전략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가? 쌍방 모두 ‘거울 이미지

(mirror image)45)’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강군몽 실현을 위한 중국의 군사전략이 중국특

색의 군사변혁으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러한 작업은 변화하는 중국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단순하고 경

악스러운 반응을 지양하게 하고 그들의 의도를 보다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4.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시작

강군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중국이 강조하는 ‘중국특

색 군사변혁’으로 나타난다. ‘중국특색’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

석되느냐에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근의 국방개혁은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간주된다.

중국은 ‘국방과 군사현대화건설의 삼보주(三步走)전략구상’

<표 3>을 19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여타 전략과 발

전계획처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구상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

례들을 제외한 ‘선별적’ 인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중국인민해

방군 장교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한국의 일반대중 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

해 경악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도 한국의 현실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군사외교적 신뢰가 보다 필요해 보인다. 

45) 서로 믿지 못하는 행위자들이 오로지 자신의 행위만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상

대의 행위는 악의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인식은 각

자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그러한 행동들은 다시 상대의 의심을 불러일

으킨다. Charles W. Kegley, Shannin L. Blanton, 『세계정치론 : 경향과 변환』, 

조한승, 황기식, 오영달 역 (서울 : 한티미디어, 2014),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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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지되었는데, 이번 시진핑 체제의 군사개혁은 ‘삼보주’ 전략

구상을 유지한 가운데에서도 지난 50여 년간 유지되었던 해방군

의 제도와 구조를 파격적으로 개선했다는 데 주목을 받고 있다. 

’16년에 제시된『국방과 군대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深化国

防和军队改革的意见)46)』은 지휘체제 개선, 연합합동작전체계 

강화, 군 조직 및 편제 개편 등의 파격적인 추진사항을 담았으며 

그 핵심은 ‘군위관총, 전구주전, 군종주건(军委管总, 战区主战, 

军种主建)’이다.<표 4> 

<표 3> 국방과 군대 현대화건설 “삼보주” 전략구상

단 계 주 요 내 용

1단계(~2010년) 전력정예화, 구조조정 등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기반 마련

2단계(~2020년) 기계화, 정보화 분야의 발전 달성

3단계(~2050년) 국방과 군대 현대화 달성(정보화 군대, 정보화 전쟁수행)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中国的国防》(2006), 第2章 国防政策을

재구성

<표 4> 중국인민해방군 군사변혁의 주요내용

주 요 사 항 추 진 내 용

군위관총

(军委管总)

․ 중앙군사위원회 권한강화

․ 연합, 합동작전체제 강화

․ 연합작전지휘센터(联合作战指挥中心)설립

․ 중앙군위연합군수지원부대(中央军委联勤部队)창설

전구주전

(战区主战)

․ 5대 전구체제 정립

․ 독립작전수행

․ 동, 서, 남, 북, 중부 전구창설

․ 전구연합작전지휘기구(战区联合作战指挥机构)

군종주건

(军种主建)

․ 5대 군종체제 확립

․ 군종별 관리시행

․ 육군지휘기구 창설

․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창설

*출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발표자료와 『국방과 군대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

于深化国防和军队改革的意见)』을 참고하여 작성.

46) 中国共产党中央军事委员会, 《中央军委关于深化国防和军队改革的意见》(2016) 第2

章 改革的总体目标和主要任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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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위관총(军委管总)

‘군위관총’은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기본 바탕으로서 ‘중앙군사

위원회가 전군을 총괄하여 작전을 지휘하고 군사력 건설을 관리’

하는 의미이며, 국가 지도층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급속히 변화하

는 전장 환경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다.<그림 2> 다시 말해서,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용병(用兵)은 전구(战区)가, 양병

(养兵)은 군종(军种)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설정하고, 지휘부의 

권력 강화, 연합합동작전 지휘체계 확립, 작전지속능력 보장에 

중점을 두고 중앙군사위원회를 개편하였다.

<그림 2> 군사변혁 이후 중국인민해방군 군구조

※『국방과 군대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深化国防和军队改革的意见)』을 참고

하여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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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지도층의 지휘권과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기존 총부

체제(总部体制)를 다부제(多部制)로 조정하여47), 권력의 집약체

였던 4대 총부를 과감하게 해체하고 각 총부의 권한과 기능을 

중앙군사위원회내 15개 기능 부서에 분담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능부서들은 전문성 제고 ․ 효율성 향상 ․ 상호협조 ․ 견제 및 감독 

등의 참모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이 중첩으로 통제했던 무경부대총국의 지휘권을 완전하게 

중앙군사위원회가 갖게 되었다. 기존 4대 총부의 병폐를 해소함

과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가 실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을 겸하고 있는 현중

국 정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을 군사전략으로 직접 투

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지

휘체제를 구축했다. ‘신형세하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이기는(新形

势下, 能打仗, 打胜仗)’ 강군 육성을 기치로 걸고, 현대전에서 승

리할 수 있는 개혁방향으로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체제 개혁을 

강조하였는데48) 이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의 연합작전 지

휘센터(中央军委联合作战指挥中心49))의 체계를 개선하고 전구

를 지휘하는 전구 연합작전 지휘기구(战区联合作战指挥机构)를 

신설함으로써 강력한 중앙통제를 바탕으로 전구 연합합동 작전

수행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끝으로, 연합합동 작전지속지원능력 보장에 대한 개혁을 단행

47) 총부체제는 기존 4대 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중심의 중앙

군사위원회를 말하며, 다부제는 4대 총부를 해체하여 이들의 권한과 기능을 여러 

참모부서에 전담하여 조직한 체제를 의미한다. 

48) 中国共产党新闻网, “习近平：加快构建具有我军特色的联合作战指挥体系,”

http://cpc.people.com.cn/n1/2016/0421/c64094-28292297.html (검색일: 2016-09-10).

49) 연합합동작전지휘센터는 2013년, “행동사명-2013(行动使命-2013)” 훈련부터 운영되었

는데, ’16년, 중국의 국방개혁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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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6년 9월, 중앙군사위원회 연합 군수지원부대(中央军委

联勤保障部队: 중앙군위연근보장부대)를 창설함으로써, 작전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수지원체계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의 무한연근보장기지(武汉联勤保障基地)를 

중심으로 우시, 구이린, 시닝, 선양, 정조우(无锡, 桂林, 西宁, 沈

阳, 郑州)의 5개 지역에 연근보장센터를 설치하여 중앙과 전구

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연합합동작전 지원체계<그림 4>를 완

성하게 된 것이다.50) 이는 기존 총후근부와 7대 군구 산하의 부

서들이 담당하고 있던 군수·병참기능들을 통폐합하고 중앙군사

위원회가 직접 관할함으로써 연합합동작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

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림 3> 중앙군사위원회 연합 군수지원부대(中央军委联勤保障部队)

*출처: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国防部新闻发言人谈联勤保障体

制改革,” 中国军队, vol. 5, no.41 (2016), p.15를 참고하여 도식.

50)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国防部新闻发言人谈联勤保障体制改革,” 中
国军队, vol. 5, no. 41(201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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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관총의 핵심은 국가전략 수준에서 시진핑의 ‘4개전면’ 전

략구상을 달성하고 군사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4개전면’ 전략구상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

의 조정을 통해 -전면의법치국(全面依法治国)-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집권적인 지휘가 -전면종엄치당(全面从严治党)- 

가능한 체계로 개편했으며, 군사전략 수준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강력한 통제 아래 군령과 군정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전략수행의 ‘전구주전’과 전투력 건설의 ‘군종주건’으로 이루어지

는 기반을 구축했다.

나. 전구주전(战区主战)

’16년 2월, 중국은 인민해방군 전구창설식을 통해 기존 7개 

대군구(大军区)에서 동 ․ 서 ․ 남 ․ 북 ․ 중부 지역을 관장하는 5대 전

구(战区)로의 개편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는 전구와 군종간 권

한과 책임을 혁신적으로 조정하여 평전일체(平战一体)체체51)를 

구축하고, 전구 주도의 연합작전을 통해 그들의 군사전략을 구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전 ․ 평시 작전수행이 가능한 체제로 개편하였다. 기존 군

구체제의 합동 작전능력 발휘는 구조적으로 제한적이었다고 평

가할 수 있는데, 이는 4대 총부에서 육 ․ 해 ․ 공군에 대한 작전지

휘권을 행사하였지만, 모순적으로 동시에 해 ․ 공군 본부에서도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 군구

(军区)는 전략수립과 작전수행에 대한 책임만 있고, 부대 지휘권

51) 평전일체(平战一体)체제 : 기존 대군구에서는 작전지휘권이 사실상 각 군종에 있었

기 때문에 군구자체로서는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으나, 이

번 개혁을 통해 전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전·평시 전구 주도의 독립적인 

연합합동작전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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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비대하기만한 조직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을 통

해 군종의 작전지휘권을 박탈하고 조정된 전구에 이양함에 따라 

전 ․ 평시 각 전구가 할당된 합동전력을 지휘하게 되었다. 효율성 

있는 전투력 투사가 가능해 진 것이다.

다음으로, 전구는 ‘적극방어’,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 전략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었다. 기존 7대 군구의 특징이 ‘일정한 근거

지(진지)를 두고 육군 중심의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이었다

면, 새로 개편된 5대 전구는 지역과 군종을 초월하여 -각 전구

의 주요 작전지역은 고정된 책임지역이 아님을 고려해야한다.- 

연합합동작전과 기동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전 ․ 평

시 공히 전구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연합작전 지휘센터의 지휘를 

받는데, 각 전구마다 전구 연합작전 지휘기구를 설치하여 독립적

인 전구 주도의 연합합동작전, 변경지구연합(합동의 의미) 반격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역외 투사능력 제

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구(军区: Military Regions), 1985-2015 전구(战区: Treaters), 2016-현재

<그림 4> 중국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52)

52)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ANNUAL REPOR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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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주전은 적극방어 전략의 ‘적극’, 즉 무력충돌에 대한 군사

적 반격을 투영한다. 다시 말해서, ‘아군의 전투력을 집중해 강

력한 일격으로 적의 유생역량(有生力量) 격멸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합동전력을 즉각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구조를 구

축했다. 이는 중국 내외부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적 무력충

돌이 국가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

도를 담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여러 국가들과의 국경선 분쟁, 

대만문제, 북한 급변사태, 일본 ․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을 

고려하고, 내부적으로는 소수민족에 의한 분쟁 및 테러의 위협을 

대비한 선별적인 개입과 대응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다. 군종주건(军种主建)

’15년 12월 31일, 중국인민해방군은 육군지도기구 ․ 전략지원부

대 신설 그리고 로켓군의 재편을 통해 50여년 만에 기존의 4개 

군종에서 5개 군종으로의 조정을 마치고 군사변혁의 기초공사를 

마무리 했다. 이러한 군종 체제정립은 합동작전과 미래전을 대비

할 수 있는 군대양성과 그들의 전략수행에 적합한 체질을 개선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갖는다.

먼저, 군종간 경쟁을 해소하고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실질적으로 기존 4총부의 지휘를 받았던 비대

한 육군을 4총부 해체와 동시에 육군지도기구를 신설함으로써 

해 ․ 공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위를 약화시키고, 군 전체적으로

는 중앙군사위원회가 5대 군종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였다.53) 이

는 군종간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군종 고유의 

CONGRESS (2016), p.2를 참조하여 도식.

53) 胡光正, “伟大改革的精髓—论军委管总, 战区主战, 军种主建,” 国防, 第3期(2016),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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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체재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종개편54)

구분
주요
작전지역

육군
(집단군)

해군
공군 비고

함대 해병대

중부
전구

수도방어,
전략예비

20, 27, 38, 
54, 65

· ·

전구별
지휘

동부
전구

대만,
댜오위다오

1, 12, 31
동해
함대

2개
여단

전체해군
전력의 1/2 배치

서부
전구

신장위구르
자치구

13, 21, 47 · ·

남부
전구

남중국해 14, 41, 42
남해
함대

4개
여단

전구사령관:
해군중장 임명

북부
전구

한반도
16, 29, 40,

26
북해
함대

1개
여단

※ 해군육전대((海军陆战队: 해병대)는 2019년 추진계획을 반영함.

다음으로 로켓군(火箭军)을 개편하고 전략지원부대(战略支援

部队)를 신설했다. 로켓군은 기존 제2포병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편한 군종으로 전략 및 재래식 미사일을 담당하는데, 대미 핵

무기 경쟁과 주변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확장에 공세적으로 대처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략지원부대는 신설 군종으로서 기존 

총참모부의 3부와 4부가 담당했던 기능을 인수하여 창설되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뒤쳐지는 전략적 수준의 작전수행능

력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되며, 정보, 기술정찰, 전자전, 

사이버전, 심리전 등의 5대 영역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55)

끝으로, 군종체제를 조정하면서 그들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

54)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6)을 참조하여 작성.

55)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深化国防和军队改革这一年,” 中国军队, vol. 6, 

no. 42 (2016),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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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군전

력 증강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전인대 외사위원회부주임 류샤

오쟝(前인민해방군 해군 소장)이 “해군전력의 강화는 필연적이

며 그것이 항모든 병력이든 상관없이 모두 인민해방군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56)라고 밝힌 것처럼 인민해방군의 개혁

은 해군전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림 5> 중국의 군사변혁과 선별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출처: 본 연구 제3장과 제4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식

중국은 ’19년까지 전체 병력의 30만 명을 감축할 계획인데, 

육군은 18개 군단, 115만 명에서 12∼13개 군단, 91만 명으로 

줄일 것이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해군(해군육전대 포함)은 23만

여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적극방

어’ 전략의 핵심전력인 해군육전대의 확장 계획이 두드러진다. 

56) 网易军事, “原海军政委刘晓江上将：海军编制人员将扩大,” http://news.163.

com/17/0306/11/CERDTBHB000181KT.html (검색일: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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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2개 여단, 2만 명에서 5∼6개 여단을 증강한 총 7∼8개 

여단, 10만 명 수준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이며, 독립적인 해군육

전대 지휘기구 창설의 움직임도 예측된다.57)

군종주건은 군사전략을 실행을 위한 중장기적인 군사력 건설

을 의미한다. 적극방어전략의 ‘적극’이 전구주전이라면, ‘방어58)’

는 군종주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전쟁양상의 

변화를 준비하며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 전략과 대외확장 전략

을 이행할 전력을 양성하려는 중국의 의도로 보인다. 군사전략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전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앞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군사전략은 그들만의 군사

변혁을 통해 ‘선별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59)<그림 5>’

의 형태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가장 두

드러지는 특징은 군사전략이 요구하는 전력의 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전투력 투사가 가능한 군 구조와 군종자

체를 과감하게 개혁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

면 군사변혁은 중국 군사전략과 상호작용을 하며 그들의 핵심이

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별적 관여로 표출될 것이다.

먼저, ‘적극방어’ 전략을 구현한다. 즉, ‘형세가 불리하면 회피

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며, 유리한 시기를 모색해’ 적극적으로 개

입할 것이다. 5대 전구는 군사변혁을 통해 전투력 투사의 주체

57) 新浪军事, “中国海军陆战队将如何进行扩编 或由2个旅增至7个旅,” http://mil.news.

sina.com.cn/jssd/2017-03-14/doc-ifychhus1189926.shtml?cre=milpagepc&m

od=f&loc=3&r=9&doct=0&rfunc=81 (검색일: 2017-03-20).

58) ‘적극방어’전략의 ‘방어’는 방어에서 종결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반격과 공격

을 준비하는 공격의 연속적인 과정이다(攻防结合).

59) 강대국이 개입주의적인 ‘글로벌 경찰’ 역할과 무관심적인 고립주의 사이에서 균형

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중요한 특정 상황이나 국가 혹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영향

을 미치기 위해 경제적, 군사적 힘을 사용하는 강대국 전략, Charles W. Kegley, 

Shannin L. Blanton, 『세계정치론: 경향과 변환』, 조한승, 황기식, 오영달 역 (서울: 

한티미디어, 2014),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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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독립적인 합동전력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 수준의 

‘전략방어’를 고수한 가운데, 각 전구는 평전일체 개념에 기반을 

두고 우발적인 위협을 상정한 ‘전략대치’와 ‘전략반격’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비록 중국은 또 다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가 핵심이익에 관련해서는 각개격파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관

여할 것이다. ‘분쟁’은 자국의 이익을 수렴한 가운데 강력한 힘으

로 가능한 신속하게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역내 이익에 집중하되 국제적 수준의 개입으로 표출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국가적 수준의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지전’을 표방한다. 이는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를 준비

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국가적 혼란과 국력소모를 억제하려는 의

도가 담겨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국지전’의 범위가 국제

적으로 확장된 이익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는 군사외교적 차원

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력 양성차원에서도 감지되는데, 육군의 대

대적인 축소와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전력의 강화는 적절한 사례

가 될 수 있다. 결국, 전구와 군종은 군사전략이 투영된 ‘선별적 

관여’의 주체로서 단기적 측면에서 전구의 연합합동 작전능력은 

역내 분쟁에 집중할 것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종의 체질개선 

-특히, 해병대- 은 역외 투사능력 강화에 주목할 것이다.

중국특색 군사변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

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군사전략

과 연계된 변혁의 최근의 경향들은 이들이 앞으로 선별적 관여

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관여’는 중국이 처한 전략적 환경과 

국제적 쟁점들을 고려하게 되겠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이익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강력한 통치기반과 지휘체계를 

확립했고, 군사적 측면에서 국내외적인 잠재적 분쟁에 투입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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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구조적 설계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어’적 범위 내에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적극’을 구현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5. 맺음말

최근 중국 민중에서는 ‘마오쩌둥은 중국을 일으켰고, 덩샤오핑

은 중국을 부강하게 했으며, 시진핑은 중국을 강하게 한다(毛泽

东让中国站起来, 邓小平让中国富起来, 习近平让中国强起来)’는 말

이 유행이다. 이는 중국몽의 현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꿈은 시진핑의 ‘4대전면’ 전략구

상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로서 적

어도 지금은 강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강대국으로의 회귀는 당연한 순리이며, 이러한 순리를 이어가기 

위해 중장기적인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핵심 논의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위협

인가, 중국몽, 강국몽은 어떻게 군사변혁으로 투영되고 있는가이

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국제적 수준에서 확대된 국가이익 보

호, 새로운 국제정세를 고려한 군사적 대비는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중국몽, 강국몽 실현을 위한 부국강

병의 ‘부’는 일정부분 달성했음을 인정하고, 다음 수순은 변화하

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강병의 책략, 즉 강군몽이 요구되는 시기

에 도달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적극방어’ 전략과 ‘대외확장’ 전

략의 공세적 구현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국내적 수준에서

도 강한 중국에 대한 열망은 다를 바가 없다. ‘군민융합발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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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대변하듯,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 확장은 필수적인 선택이다.

첫 번째 논쟁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위협이 되는가 

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군사변혁은 위협이 되는가의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그들의 전략에서는 마땅히 위협으로 간주해

야할 타당한 이유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군비경쟁과 무력충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중국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역내 

지정학적 ․ 역사적 원인에 인해 촉발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중국이 상상하는 중국몽과 강군몽은 단순

한 양의 확장의 문제가 아니며, 그들에게 이들은 역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다. 요컨대, 중국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의 ‘부흥’은 

새로운 패권의 추구가 아니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

로서 정상적인 위치의 회복을 말하며, 이를 위협할 수 있는 주변 

위협요소의 변화에 따라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그에 맞는 변혁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위협’은 중국의 ‘군사적 능력’이 아니다. 위협의 가능성은 중국

의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어떻게 믿느냐의 ‘인식’에 달려있다. 군

사력 팽창에만 초점을 둔 ‘위협론’이나 혹은, 극단적인 충돌은 발

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근거한

-’ 을 경계해야 한다. 적대적 관점에서의 관찰은 상대방의 행동

이 나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위협’으로 간주된 상대의 행동은 적대적 태도를 

더 강하게 만들며, 설사 그들의 우호적인 행동을 접한다하더라도 

의구심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와 반대로 ‘낙관론’은 우리의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상황에 직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때문에, 이를 전략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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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제도와 구조적 변

화를 상호연관 지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래서 가치가 

있다.

두 번째 논의는 이러한 인식에 대한 분석이 되는데, 중국의 국

가 ․ 군사전략이 어떻게 군사변혁으로 투영되는가이다. 중국의 군

사변혁은 ‘선별적 관여’의 형태로 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

점에서 그것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파악하

기 어렵지만, 그들의 전략을 고려하고 군사변혁의 발전양상을 주

목해 보면 그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예컨대, 북한 문제에 

대한 개입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전략적 환경과 쟁점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달리하겠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관여는 그들의 전략

을 수행하는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을 끌어들

일 수 있는 강력하고 충분한 동기로 보이는 북중관계 갈등 ․ 북핵 

위협 ․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고 최근 들어 보다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중국 국경지역 일대의 ‘변경지구 연합반격작

전’과 군사변혁이 잉태한 ‘선별적 관여’의 조합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대만문제, 역내 영해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은 자명한 일이다. 게다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지고 있는 일대일로와 연계된 대외확장 전략을 

목격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단순 분석 혹은 그것이 초래할 위

협에만 초점을 맞춘 시각을 지양하고 그들의 전략과 중국특색 

군사변혁을 연결하는 시각을 도출해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성과

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

안을 명쾌하게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본 논의는 중국

의 국방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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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역내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를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한중의 이해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중군사관계의 갈등과 협력을 형성해왔던 현상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핵심적인 문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며 이는 직 ․ 간접

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중군사관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미치는 영향과 역내 분

쟁관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그 순

서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선별적 관

여’ 또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의 군 구조 개

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이제 2년이 채 안되었고 실제 개입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관찰기간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역사적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비단, 적으로 확정된 

행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전이승’의 이면에는 잠

재적 위협을 제거하고 새로운 적을 만들지 않는 전략적 지혜를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

맹이라는 절대적인 상수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모든 가

능성을 염두에 둔 군사적 대비는 물론이거니와 군사외교적 수준

의 준비 또한 병행해야함이 마땅하다. 때문에, 중국의 위협을 판

단하기에 앞서 그들의 전략과 군사변혁의 연계한 분석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사실 위협판단이라는 사고 자체도 옳지 않다. 

발전양상을 관찰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들의 

전략과 그 의도가 표출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관점과, 

이미 그들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 지

를 판단하는 관점은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고려해

야 한다. 중국의 국방개혁이 어떻게 이해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예측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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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the Chinese's military
reform of national defense in the Era of Xi Jinping

Shim, Hyun-Seop

“Peaceful rise” is an idea the Chinese have emphasized repeatedly. 

However, the pace and nature of its military rise, coupled with its strong 

economic growth has contradicted this idea and inevitably caused alarm. 

In recent history, the Chinese  have illustrated unpredictable intentions 

which leads us to question if the rise of Chinese military will pose a threat 

to the world? The aim of the article is as follows: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introduce a new perspective to this debate 

by understanding the unpredictability in the design of it's military field. 

Whil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shocking and radical its unbridled 

military expansion is, the bigger issue of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olution in Chinese Military Affairs based on the Chinese Dream" 

needs to be studied in detail. 

Fundamentally, This paper analyze the provided materials from Chinese 

communist party, national R&D institutes, and supported with opinions 

from People's Liberation Army(PLA) officers.

This article provides a stepping stone to comprehe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olution in Chinese Military Affairs, with an emphasis on system 

and structural change of the PLA. In conclusion, China's military rise 

is not a simple issue on quality-driven expansion.

Keywords : China threat theory, military strategy,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with Chinese characteristic, extraterritorial projection power,

selective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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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일본군의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연구

김양식*

1. 머리말

2.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정부 대응

3. 홍주성전투 이후 정부 및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4.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 9월 이후 충남지역 동학농민전쟁은 크게 목천을 중심으로 

한 충남 북부권, 홍주를 중심으로 한 충남 서부 내포권, 공주를 중심

으로 한 충남 동부권, 금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동남부권 등을 중심으

로 전개되었다. 이들 권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전쟁의 실상은 어느 

정도 밝혀져 있으나, 새로운 사료 발굴과 기존 사료의 재해석을 통해 

*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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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새 사실이 규명되고 있으며 �甲午軍政實記�가 그 하나이다.

�갑오군정실기�는 대한제국기 이토히로부미가 불법 반출한 여러 자

료 가운데 하나로, 현재는 국립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

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1894년 9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설치되었던 정부군 총사령부인 양호도순무영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성

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지역 사례를 말해주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 2016년에 10책 

모두를 번역한 뒤 그것을 토대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문적인 가치

와 향후 활용방향을 모색한 바가 있다.2)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동향에 관해

서도 이두황이 이끄는 정부군의 동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실이 �갑

오군정실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새 기록은 동학농민군 진압군의 

지휘체계, 각 진영간의 소통과 갈등, 동학농민군 진압 실상 등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이미 많이 활용된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도 일본군의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기존 연

구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다. 이들 일본측 기록은 일본

군의 진압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실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은 기존 연구에서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3) 다만, 기존 연구는 동학농민군 입장에서 주로 

1) 신영우․박상국, ｢갑오군정실기의 발견 경위와 주요 내용｣,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

實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전쟁의 재인식�, 2016년 동학농민전쟁 정기학술대회 자료

집, 동학농민전쟁기념재단, 2016.10.

2) 위 학술대회 참조. 본 논문 역시 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갑오군정실기에 나타난 

충남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편, �내포의 동학�, 충청남도, 2015; 박성묵, �禮山東學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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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을 뿐 전쟁의 상대인 진압군을 중심으로 접근한 글은 거의 없

다.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압군 입장에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894년 9월부터 격화된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세력은 홍

주성 관군, 이두황이 이끄는 정부군(장위영군), 일본군 후비보병 제19

대대 서로중대, 일본군 인천병참부에 주둔해 있던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 등이었다. 이들 부대는 상호 연계하에, 또는 단독으로 작전

을 수행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새로 발굴된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새롭게 연구

하되,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의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과정과 그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2.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정부 대응

가. 청일전쟁 이전 내포지역 동학도 동향

1894년 3월 20일 전라도 고창 무장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전쟁은 온 

세상을 동학의 열기로 뒤덮었다. 전라도 황토현과 황룡촌에서 동학농

민군이 승리하였다는 봄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앞다투어 동학에 들

어가도록 부채질하였다.

史�,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07; 신영우, ｢내포 일대의 갑오년 상황과 동

학농민군의 봉기｣, �동학학보� 제29호, 동학학회, 2013; 임형진, ｢내포지역의 동학 

유입 경로와 조지고하 과정｣, �동학학보� 제29호, 동학학회, 2013; 채길순, ｢충청남

도 서북지역의 동학혁명사 연구｣, �동학학보� 제17호, 동학학회, 2009; 성주현, ｢박

인호계의 동학혁명과 그 이후 동향｣, �동학학보� 제17호, 동학학회, 2009; 이진영, 

｢忠淸道 內浦地域의 동학농민전쟁 전개양상과 특성｣, �동학연구� 제14-15호, 동학

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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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충남 내포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2월부터 내포지역은 분

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2월 6일 덕산에서 대규모의 농민봉기가 있었

다. 그 동안 합덕저수지 개간과 수세 부과로 수탈을 일삼던 李廷珪를 

처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정규는 전에 덕산군수와 병마절도사를 역임

한 인물인데, 수세 외에 주민들의 농토와 우마, 심지어 어망과 배를 

빼앗기도 하였다. 이에 격분하여 나성뢰 주도로 모인 수천 명의 농민

들은 이정규의 집을 비롯한 12호를 불태웠다. 덕산 농민봉기를 주도

한 나성뢰 등은 동학과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

덕산 농민봉기 소식은 내포지역 곳곳에 전해졌다. 이는 내포지역 

민심을 크게 흔들어놓았다. 전라도에서 1월 10일 일어난 고부 농민

봉기가 계기가 되어 3월 20일 동학농민전쟁이 시작되었 듯이, 내포

지역은 덕산 농민봉기를 계기로 동학이 크게 확산되어 혁명의 소용

돌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자고 일어나면 동학에 가입한 이웃 사람들

이 늘어나 있었는데, 당시 서산에 살았던 洪鍾植은 다음과 같이 증

언하고 있다. 

나는 갑오년 2월 초여드렛날 입도하였습니다. 내가 입도한 지 불과 며칠에 

전지문지하여 동학의 바람이 사방으로 퍼지는데, 하루에 몇십 명씩 입도를 

하곤 했습니다. 마치 봄잔디에 불붙듯이 布德이 어찌도 잘 되는지 불과 1, 

2삭 안에 서산 일군이 거의 동학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까닭은 말할 것

도 없이 시운이 번복하는 까닭이요, 만민 평등을 표방한 까닭입니다. 그래

서 가난뱅이, 상놈, 백정, 종놈 등 온갖 하층 계급은 물밀 듯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더구나 때마침 전라도 등지에서 동학군이 승승장구한다는 기쁜 

소식이 때로 올라 뻗치니 누가 기운이 아니 나겠습니까.4)

이렇게 갑오년 봄은 한 마디로 동학 세상이 되었다. 반대로 동학을 

싫어하는 사람에겐 ‘난리’가 난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하늘 

4) 洪鍾植,  ｢동학과 동학란｣, �신인간� 34호,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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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대하는 동학, 신분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서로서로를 돕는 동학

에 앞다투어 들어왔다. 덕산과 예산 일대는 이미 주민 절반이 동학도

였다. 이들은 모임을 할 때 징이나 종 같은 것을 쳐 모였다. 설령 동

학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동학을 바라보는 민심은 매우 좋았다. 

이러한 동학 열기는 4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동학교단을 이끄는 

최시형이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전

라도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승승장구하던 4월 초순에 충

남 진산·이인·회덕·목천과 충북 옥천·청산·보은 등지에도 동학

도들이 집결해 있었다. 충청도 곳곳에서 동학도들이 활동하였으나, 

지방관들은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었다. 

내포지역에서도 동학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4월 9일에는 동

학을 음해하고 재물을 수탈하던 서산의 李進士를 혼내준 사건이 있었

다. 내포지역 동학도들은 통문을 돌려 홍주 원벌(현 서산군 운산면 원

평)에 집결한 뒤 4월 10일 개심사로 이동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진

사는 그의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개심사에 머물러 있는 동학도들에게 

달려와 백배 사죄하였는데, 동학도들은 그를 용서하고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그 당시 면천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金允植은 이 사건의 전말

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어제 동학도 백여 명이 원평마을에 와서 자고 오늘 개심사로 가는 동학도들

이 끊이지 않았다. 알아보니, 보현동 이진사가 평소 동학을 심하게 배척하

여 동학도들이 원한을 품고 개심사에 모여 회의를 한 뒤 그 집을 부스려 한

다. 내포에는 동학도가 매우 적었으나, 지금은 가득 차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역시 시운이라 매우 통탄스럽다.5)

이와 같이 내포지역 동학은 날로 세력을 확대하고 그 동안 묶고 쌓

5) 金允植, �續陰晴史�. 이 책은 김윤식(1835-1922)이 1887년부터 1921년까지 쓴 일

기책 18권 2책으로, 그 가운데 1-7권은 면천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겪은 내용으

로 갑오년 당시 면천을 비롯한 내포지역 동학 실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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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폐단들이 하나 둘 바로잡혀가고 있었다. 실제 그 무렵 내포지역에

서 활동하던 일본 상인은 내포 주민 절반 이상이 동학도였고, 동학에 

대한 평판도 아주 좋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5월에 들어와 충청도지역은 전라도와는 달리 소강상태로 접

어들었다. 내포지역 동학도들도 조용히 생업에 종사하며 시국을 관망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학도들을 크게 자극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청일전쟁이었다.

나. 청일전쟁 발발 이후 내포지역 동학도 동향

충남 내포지역은 6월 23일 아산만 앞바다 풍도에서 벌어진 청․일 

양국 군함의 해전과, 뒤이어 6월 27일 일어난 성환전투로 인해 순식

간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었다. 더욱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

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내포지역으로 들어온 일본군은 청군군

을 추격하면서 민간은 물론 관공서까지 침범하여 폐해를 끼쳤다. 당

시 정황은 다음과 같은 아산현감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 6월 27일(양력 7월 29일) 오시 무렵에 몇 천 명인지 알 수 없는 일본

군이 각각 총과 칼을 가지고 기마대와 함께 혹은 성환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고 혹은 백석포에서 출발하여, 일시에 갑자기 빠르게 진격하기도 하고, 

혹은 객사에 주둔하거나, 혹은 사면으로 산판에 주둔하면서 사직을 불태웠

습니다. 이어서 인가와 각각의 관청건물 등에 들어가 남아 있는 돈과 곡식 

및 여러 물건들을 모두 빼앗아갔으며, 각종 장부들도 모두 불에 타고 찢겨

졌습니다. 도로의 민가와 의복, 그릇, 여러 물건들이 부서지고 찢겨졌고, 뒤

져서 가져간 것이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위협하고 능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관리와 백성 사이에서 남녀노소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따라서 울부짖으며, 모두가 목숨을 보존하

려고 도망하여 숨었습니다.6)

6) 이헌영, �錦藩集略� 別啓, 갑오 7월 초 3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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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본군의 행패는 심각하였다. 일본군은 각종 문서들을 

불태우고 각종 물건들을 빼앗아갔다. 청국군과 일본군이 쫒기고 쫓는 

과정에서 내포지역이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불안감은 증폭

되고 뜻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대책을 숙의하였다. 

동학도들 역시 곳곳에서 집결하여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행동으로 나

설 태세였다.

그로 인해 7월에 들어와서는 다시 동학교세가 날로 확대되었다. 충

북의 보은과 충남의 공주 등 다른 충청도지역도 마찬가지였으나, 청

일전쟁을 직접 목도하여 위기의식이 팽배해진 내포지역은 민심이 더

욱 동요하고 동학도들이 다시 봉기하였다. 동학도들이 없는 날이 없

고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곳곳에서 동학도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들은 반일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보국안민을 위해 구체적인 행

동을 취할 태세였다.7)

더욱이 6월 하순부터 전라도에서 무장한 동학도들이 금강을 건너 

충남 서남부지역으로 진출하였다. 6월 29일 동학농민군 20여 명이 

혹은 총과 말을 지니고 혹은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전라도 성당에

서 충남 임천으로 넘어와 임천군 작청에 난입하였고, 7월 1일에는 전

라도 부안에서 온 동학도 57명이 서천군 관아에 들어가 무기와 식량

을 가져간 일이 있었다.8) 이들이 진짜 동학도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

나, 갑오년 7월 상황을 짐작케 한다. 

이런 실정에서 내포지역은 거의 모두 동학의 세상이 되었다. 단적

인 예로 내포지역의 중심지였던 홍주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대거 동학

에 가입하였고, 심지어 아전들도 절반 이상 동학에 입도하여 제대로 

행정을 펼칠 수 없었다. 밤낮으로 동학 주문 소리가 마을마다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이를 목격한 홍건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9)  

7) 신영우, 앞의 논문, 2013 및 ｢충청감사와 갑오년의 충청도 상황｣, �동학학보� 34, 

동학학회, 2015, 203-220쪽 참조.

8) 이헌영, �錦藩集略� 別啓, 갑오 7월 7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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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내가 비어 있는 관아에 있었는데, 밤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들었

다. 시끄러운 것이 파리 같기도 하고, 무당이 경 읽는 소리 같기도 하였다. 

그 소리는 장시 거리에서부터 성 밖의 마을에까지 가득 하여,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 소리는 밤새 끊이지 않았다. 매우 이상하여 

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동학 주문을 외우는 소리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소리는 밤마다 점점 더 심해져 吏校와 奴令 같은 자들도 감염

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런 상황은 홍주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다른 내포 동학도들의 활

동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주 대교에 살다 7월 24일 ‘동학 난리’를 피

해 면천으로 이주한 뒤 인근 지역을 다니며 동학 활동을 목격한 김모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저들은 스스로 왜와 서양을 물리친다고 하면서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매일 

무기를 지니고 동쪽의 가옥에서 무리를 짓지 않으면 서쪽 동네에서 작당을 

하여 국법과 왕장을 무시하고 방백과 수령을 도외시하였다. 저들 중에 만약 

산송이나 채무 혹은 자질구레하게 원한을 갚을 일 등이 있으면 저들이 제멋

대로 판결을 하였다. 심지어는 사대부를 묶어놓고 형을 가하기도 하고, 남

의 무덤을 강제로 파고, 채무를 강제로 받아내고, 근거 없이 강제로 돈을 

징수하고, 유부녀를 강제로 겁탈하였다. 양반가의 노비들은 그들의 노비문

서를 탈취하고 상전을 욕보인 뒤에 떠나갔다. 부자들의 돈과 곡식을 빼앗

고, 남의 소와 말을 가져갔다. 저들이 갚아야 할 물건들은 모두 탕감하여 

준다는 증서를 강제로 받아내었다. 반상, 노소, 귀천, 친소, 선악을 구별하

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였다.10)

이와 같이 내포지역 갑오년 여름은 이미 동학의 세상이었다. 지방

관들의 통치권과 행정력은 사실상 마비상태였다. 서해안 뱃길도 거의 

9) 洪健, �洪陽紀事�, 7월 7일조.

10) �大橋金氏家 甲午避亂錄�. 이 책은 충남 공주 근처 대교에 살던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기록기간은 1894년 7월부터 1895년 3월까지 갑오년 당시 충남 서부 내

포지역의 동학도 동향을 소상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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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동학도들이 장악한 상태였다.

그러자 정부에서 특별히 선별하여 4월에 파견한 홍주목사 李勝宇는 

洪健과 상의하여 치안질서를 복구하고 동학도들을 해산할 목적으로 

여러 방책을 사용하였다. 먼저 7월 13일 아전과 官奴 및 使令들을 불

러모은 뒤 일시적인 잘못으로 동학에 들어간 것을 타이른 뒤, 식량과 

급료를 줄 터이니 동학을 탈퇴하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마을에서 현명한 선비와 호걸들을 선출하여 인솔하게 하고, 鎭

府에서 교졸 100여 명을 뽑아 부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

하고 있는 還米와 봉하여 둔 稅錢을 내어 월급으로 주었다. 또한 성 

아래 4개 마을에 명하여 5가를 1통으로 하는 오가작통법을 통해 수상

한 자를 정찰하고 근심과 어려운 일은 가서 서로 돕게 하였다. 창고를 

열어 빈곤한 자를 구제하고 거리와 시장에 방(榜)을 내걸어 마을에 명

령을 선포하여, 저들 가운데 패악을 행하는 자는 바로 잡아들이게 하

였다. 만약 그 패거리들이 많아 잡기 어려우면 바로 달려와 보고하도

록 일일이 조약을 정하였다.”11)

실제 홍주목사는 장정을 모아 군사력을 갖추는 한편 불량한 동학도

들을 잡아다 혼내주고 세금을 연기하거나 탕감하여 민심을 달랬다. 

더욱이 8월 6일 정부에서 宣撫使로 파견한 鄭敬源이 홍주에 와서, 경

내의 동학 접주들을 불러모아 직접 윤음을 읽고 효유하였다. 이때 모

인 동학도들이 무려 2~3만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을 인솔한 지도자급 

동학 접주들은 홍주의 金永弼·丁大哲·李漢奎·鄭元甲·羅成蕾, 덕

산의 李春實, 예산의 朴德七·朴道一, 대흥의 兪致敎, 보령의 李源百, 

남포의 秋鏞成, 정산의 金基昌, 면천의 李昌求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을 거느린 인물은 면천의 이창구였는데, 무려 

5,6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12)

11) 洪健, �洪陽紀事�, 7월 13일조.

12) 洪健, �洪陽紀事�, 8월 6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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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집강으로 임명된 대접주들이었다. 7월 

15일 공주 감영에 도착한 선무사 정경원은 하루가 다르게 세력이 확

대되는 동학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시형의 협조를 받아 지역별로 執

綱을 임명하도록 하였다.13) 이는 전라도에서 집강소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고 시행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홍주목사의 동학 진정책과 선유사의 효유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일본에 의한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으로 인

한 민족적 위기감이 팽배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수십 수백년 동안 

묶고 쌓인 사회경제적 모순과 부조리가 동학의 힘을 빌어 터져나오면

서 밑으로부터의 변혁적 열망과 행동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실제 홍

건은 8월 19일 홍주성 동문 밖에 나가 보고, 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東門 밖에 나가보니 10리의 길에 행렬이 가득 이어졌는데, 모두 비도들이었

다. 어떤 이는 살찐 큰 말을 타고 제멋대로 달려서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피하였고, 길을 걷는 자들은 팔을 흔들고 활보하여 곁에 사람이 없는 듯이 

매우 날뛰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喪服을 입고 큰 노새를 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큰 말을 타고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짐을 실은 말 1필이 

있었는데 돈을 가득 싣고 따르고 있었다. 그가 이창구라고 하는 자인데, 지

금 崔賊, 최시형을 보고 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예산 신례원에 이르러 유숙

하였다. 점포의 사내놈이 둘러앉아 주문을 암송하였는데 밤새 그치지 않았

다. 그 사내의 아녀자도 어지럽게 암송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사악

한 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와 같도다!14)

이와 같이 점점 더 내포지역은 동학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동학

의 최고 지도자 최시형도 동학도들의 불법행동을 통제하고자 하였으

나, 동학도들의 열기와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9월초 대원군 명의

13) 洪健, �洪陽紀事�, 7월 20일조.

14) 洪健, �洪陽紀事�, 8월 19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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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 효유문도 효과가 없었으며, 9월 14일 別諭官 金慶濟가 홍주 관

아 동학 접주들을 모아놓고 타일렀어도 그뿐이었다. 서울로 보내는 

稅米도 뱃길이 여의치 않아 9월 14일 일부만을 보냈을 뿐이며, 홍주 

西倉에 쌓아 둔 세미 수백석은 동학도들이 가져갔을 정도이다.15)

그래서 홍주목사를 도와 내포지역 동학의 열기를 잠재우려 하였던 

홍진은 “조정의 선유를 거듭 반복하고 營邑의 慰撫가 있었으나, 세찬 

불길은 끝내 그치게 할 수 없었고 거침없는 물길은 막을 수가 없었다”

라고 탄식하였다.16) 그러자 홍주목에서는 감옥에 가두었던 동학도 

2명(광천시장 상인 정원갑과 갈산 농민 이한규)을 때려 죽여서 본보기

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것으로도 동학의 불길은 막을 수 없었다.

다.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9월 기포

내포지역 동학도 역시 최시형의 기포령에 따라 9월 말부터 대대적

으로 기포하였다. 내포지역에서는 朴寅浩와 朴熙寅(朴德七)의 지휘 

아래 신창의 김경삼·곽원·정태영, 덕산의 이종호·최병현, 당진의 

박용대·김현구, 서산의 장세화, 안면도의 주병도·최동민, 태안의 

김병두, 홍성의 김주열·한규복, 면천의 이창구, 남포의 추용성 등이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다.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은 서산과 태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

다. 서산군수 朴錠基와 태안군수 申百熙, 별유관 김경제는 서산과 태

안, 해미 등지에서 체포한 30여 명의 접주 등을 10월 1일 서산 관아

에서 모두 처형할 계획이었다. 동학도들이 봉기할 조짐이 보이자 먼

저 이들을 처단하려고 한 것이다. 

15) 洪健, �洪陽紀事�, 9월 14일조.

16) 洪健, �洪陽紀事�, 9월 23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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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마침 최시형으로부터 기포하라는 통문이 9월 그믐경 오후 

3,4시에 도착하였다. 통문을 받은 내포지역 동학도들은 두 경로를 통

해 기포하였다. 하나는 내포 서부지역인 서산, 태안, 해미 등지는 박

덕칠의 禮包에서, 내포 동부지역인 아산, 예산, 덕산, 신창 등지는 박

인호의 德包에서 각각 9월 그믐 자정을 넘기면서 기포하였다. 즉, 10

월 1일을 기하여 전면적으로 무장봉기를 한 것이다. 당시 상황은 아래

와 같다.

우리가 정식으로 기포하기는 10월 1일(양력 10월 29일)입니다. 9월 28일에 

상부로부터 통문이 왔는데, 보니까 10월 1일 오정으로서 일제히 서산 읍내

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되 일제히 농기와 농악을 가지고 총이 있으면 

총을 가지고 칼이 있으면 칼을 가지고 총칼이 없으면 죽창이라도 깎아들고 

바랑에다가 사흘 먹을 음식을 해서 지고 의복을 튼튼히 입고 오라고 하였습

니다. 정말 동원령이었습니다.17)

그러자 태안군수는 10월 1일 동학 접주 5명을 체포하여 효유한 뒤 

풀어주었다. 이는 동학농민군을 자극하였다. 태안 동학농민군 1만여 

명은 10월 2일(양력 10월 29일) 새벽 각자 총과 창을 소지하고 관아

에 돌입하여 불태운 뒤 마을 곳곳을 수색하여, 아전 김원섭의 집에 숨

은 태안군수 신백희와 별유관 김경제를 찾아내 처단하였다.  

서산에서도 10월 1일에 기포하였다. 새벽에 집결한 예포 동학농민

군은 관아를 습격, 군수를 처단하고 수감된 30여 명의 동학도들을 모

두 구출하였다. 그런 다음 해미로 진출하여 읍내를 점령하였다. 10월 

2일에는 예산으로 이동하여 목소리(목시, 현 예산군 삽교읍 성리)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10일간 머무르며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그 무렵 대접주 박인호가 이끄는 덕포 동학도들은 이종율, 최병헌, 

최동신 등의 접주들 주도로 덕산 구만리에 집결하였다. 박인호는 기

17) 홍종식, ｢동학란 실화｣, �나라사랑� 제15집, 외솔회,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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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당시 동학교인 한 집에서 한 사람씩만 참가하라고 지시하였지만,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참가하였고 총을 가지고 있던 사냥꾼까지 참가

해 1만 6천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먼저 10월 5일 아산 관아를 공

격하여 무기 등 군수물자를 확보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신창으로 이

동하여 머물렀다 당진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각각 기포한 예포와 덕포 동학농민군은 태안, 서산, 해미, 

예산, 덕산, 신창 등 10여 군현을 점령하고 군수물자를 비축하여 만일

의 사태를 대비하였다. 이들 동학농민군을 이끈 지도자는 덕포의 박

인호(혹은 박도일)와 예포의 박희인(혹은 박덕칠)이었다. 이들은 태안

과 서산 관아를 점령한 뒤 예산 삽교 북쪽 목소리와 덕산에 대도소를 

두고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 영향으로 다른 지역 여러 고을에서도 동

학농민군들이 봉기하였다.

결성에서는 동학군 수천 명이 현청을 부수고 현감을 구타하였다. 

이들은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홍주로 향하였다. 10월 4일 동학농민

군 1천여 명은 당진 관아에 쳐들어와 무기 등을 탈취해 면천으로 향하

였으며,18) 10월 5일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은 결성현 관아를 습격하여 

兵符와 무기 등을 빼앗아 홍주로 향하였다. 아산에서도 같은 날 저녁 

관아를 습격하여 현감을 구타하고 무기를 빼앗아 갔다.19) 10월 7일 

면천 접주 이창구는 동학농민군 수천 명을 이끌고 보령으로 이동하여 

水營을 손쉽게 점령하였다. 이들은 포를 쏘고 소리를 지르며 창과 칼

을 휘드르면서 水使 등을 제압한 뒤 무기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무기

와 화약 등을 모두 빼앗아 곧바로 결성, 광천으로 향하였다.20) 10월 

11일에는 동학농민군 수천명이 석성 관아를 습격하여 현감을 구타하

고 무기 등을 빼앗아 갔다.21) 이들은 군량미와 무기를 몰수하여 각 

18)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14일조.

19)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13일조.

20)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17일조.

21)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17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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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에 비축하는 동시에, 인근 부호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사용하고 

백미와 소금 등을 비축하였다. 이를 직접 목격한 홍건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각처의 동도가 崔魁, 최시형의 지휘라고 하며 도처에서 벌떼처럼 일어났고 

곳곳마다 지렁이처럼 이어졌다...... 해미․예산․덕산 등의 고을에서는 군기를 

모두 빼앗겼다. 해미성, 덕산,대천, 예산, 목시(木市) 등지에서 陣勢를 이루

어 그 무리를 나누어 보내 노점을 지켰다가 행인을 잡아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데려갔다. 서울 양반들이 가진 농장에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실은 

배가 미처 떠나지 못한 것을 모두 빼앗아 쌓아두었는데, 마치 산과 같았다. 

소, 말, 종이, 무명이 그 안에 가득하였다.22)

이와 같이 갑오년 10월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은 서산 관아를 점령한 

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군수물자를 비축하면서 세력을 확대하였다. 

홍주성을 제외한 내포지역 거의 모든 고을이 동학농민군의 세상이 되

었다. 그렇지만 내포지역에서 유일하게 점령되지 않은 홍주성은 동학

농민군의 큰 후환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기포 초

기부터 홍주성을 점령할 기회를 엿보았다. 

라. 정부의 진압과 동학농민군 대응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이 크게 일어나자,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졌

다. 먼저 순무영은 9월 28일 고종의 재가를 받아 강화 沁營 병정 200

명을 바닷길을 따라 충남 은진과 노성 등지로 파견할 계획이었다. 순

무영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강화 진무영군을 홍주로 파견할 계획이었

으나, 10월 7일 다시 예산과 공주방면으로 방향을 바꾸는 등23) 혼선

을 빚고 있었다.

22) 洪健, �洪陽紀事�, 10월 3일조.

23)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7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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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정부는 9월 22일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최고 군사지휘부인 

兩湖都巡撫營을 설치하는 등 중앙정부군을 동원해 동학농민군을 진압

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더욱이 정부는 9월 21일 동학농민군의 진

압을 위해 일본군을 파견하겠다는 일본의 제의를 아무런 조건없이 수

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비록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격심하였을지라도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에 따라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은 정부의 지원없이 자체의 힘

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 내포지역 관군과 민보군(유회

군)의 동학농민군 진압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주도한 것은 

7월부터 동학에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 홍주목사 이승우였다. 10월 8

일자로 湖沿招討使에 임명된 이승우는 홍주 유림들을 독려하여 儒栔

를 조직하는 한편, 10월 3일부터 관병을 모집하여 다섯 진영으로 재

편하고 보부상, 유회, 농보 등을 총동원하여 방어책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軍制도 제정하여 홍주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만반의 준

비를 갖춰나갔다.24)

드디어 홍주목사 이승우는 10월 8일부터 관군을 파견하여 동학농민

군 진압에 나섰다. 10월 8일 홍주목사 이승우는 관군 300명을 파견하

여 보령 수영을 점령하였던 동학농민군 1천여명을 광천시장에서 격파

하였다. 이 접전에서 동학농민군은 수십 명이 희생되었고 9명이 체포

되었으며, 수영에서 탈취한 상당수의 무기를 빼앗겼다.25) 뒤이어 10

월 11일 이른 새벽 관군 500명을 선발하여 예산 목소리를 습격하여 

승리하였다.26) 이에 대해 홍진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

고 있다.

24) 洪健, �洪陽紀事�, 10월 3일조.

25)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일조. 洪健, �洪陽紀事�(10월 초8일조)에는 광천시장을 

습격한 관군이 260명, 동학농민군이 수백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甲午軍政實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6) 洪健, �洪陽紀事�, 10월 11일조; �甲午軍政實記�, 11월 1일조. �甲午軍政實記�에

는 관군이 농민군을 공격한 시각이 10월 10일 3경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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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각 陣에서 건장하고 용감한 군사 500명을 뽑아 밥을 먹이고 장비를 

갖추어 중군 김병돈이 인솔해 가서 목시의 적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 날 

새벽에 짙은 안개가 들에 가득하여 지척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관군이 목시

에 도착하니 적들이 모두 營壘를 비우고 민가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

다. 관군은 혹시 계략이 있을 것을 의심하여 나가지 못하고, 먼저 큰소리를 

지르고 화포를 쏘아 위세를 드러내었다. 적들이 갑자기 화포소리를 듣고 조

수가 빠지는 것처럼 흩어져서 포구를 따라 도망을 쳤다. 관군도 추격을 할 

수가 없어 그 군기와 말 등을 거두어서 돌아왔다.27)

이렇게 동학농민군 진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홍주목사 이승우

는 10월 6일자로 정부에 급히 보고하기를, 태안과 서산을 먼저 수비

해야 하며 홍주도 단숨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정부에 적극 진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외무대신 김윤식 역시 태안과 서산을 먼저 수비해

야 하며 홍주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는 10월 6일자 충청감사의 보고

를 토대로 호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조속히 일본군을 파견해달라

고 일본공사관에 요청하였다.28) 10월 25일에도 김윤식은 내포지역이 

국가에 필요한 곡물 생산과 운반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동학농

민군을 조속히 진압해줄 것을 일본측에 요청하였다.29)   

그러나 10월 중순 이후 내포지역보다 더 위기가 가중된 곳은 공주

감영이었다. 남북접 동학농민군이 10월 14일 전후로 공주감영 점령을 

위해 논산 등지에 집결하자, 충청감사 박제순은 정부를 비롯해 선봉

장 이규태 등에게 지원 요청하였다. 시시각각 공주감영의 위기가 가

중되는 상황에서, 공주감영의 방어가 시급하였다. 한 예로 정부는 10

월 11일 안성 전군수 성하영을 서산군수로 임명한 뒤 경리청 병정 1소

대를 보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하였으나, 10월 15일 순무영에서

27) 洪健, �洪陽紀事�, 10월 11일조.

28)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호서동학도로 인한 일본군 지원 요청’, 

148-149쪽.

29)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내포동학당의 조속한 처리 청원’.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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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주의 위급함을 들어 성하영으로 하여금 공주로 가도록 하였

다.30) 공주가 위기에 처하자, 일본군은 물론 정부군 역시 최대한 군

사력을 공주로 집중 이동시키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는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을 홍주목사 겸 초토사 

이승우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0월 24일경 이

승우에게 諭書와 斧鉞을 보내, 필요한 군대와 인재를 재량껏 활용하

는 재량권과 군사지휘권을 주어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하였다.31) 일본군 역시 동학농민군 포위전략에 따라,  아카마츠(赤松

國封) 소위가 이끄는 서로군 1개 소대(2개 분대) 87명과 정부군 43명

으로 구성된 진압군이 이미 10월 17일 경기도 진위현에서 내포지역으

로 출발하여 평택→아산→신창을 거쳐 10월 22일 예산에 도착하였다. 

그에 따라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은 홍주목사 이승우가 이끄는 관

군과 일본군이 맡게 되었다.

그 무렵 동학농민군은 10월 8일부터 본격화된 관군의 공격을 받아 

예포와 덕포 모두 수 차례 패하였고 이창구마저 효수되어 잠시 위축

되었으나, 다시 전렬을 가다듬었다. 군사력에 밀린 예포와 덕포 동

학농민군은 전략적으로 서로 힘을 합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두 

진영은 10월 20일경 태안군 동면 역촌리에서 합류한 뒤 東徒大陣所

를 설치하고 연합부대를 구성하였다. 그 숫자가 10만을 헤아릴 정도

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학농민군과 진압군 사이의 대회전이 점점 다가오

고 있었다. 10월 22일에는 그 동안 강경한 활동을 주도하였던 면천 

대접주 이창구가 홍주목사 이승우의 꼬임에 넘어가 사로잡혀 목이 잘

리었다.32) 이것은 동학농민군에게 큰 위기였다. 게다가 일본군마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30)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12․15일조.

31)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24일조.

32) 洪健, �洪陽紀事�, 10월 22일조;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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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한 덕포, 예포 및 아산의 안교선 대

접주는 태안 동도대진소에 모여 대책을 협의하였다. 이 때는 전라도 

전봉준과 충청도의 손병희가 논산에서 합진하여 공주성 공략을 위해 

서서히 북상하던 무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태안에 집결해 있던 동

학농민군은 군대를 움직여 10월 23일 해미 귀밀리에서 하룻밤을 잤

다. 다음날 여미벌에서 진을 치고 있던 중 관군과 민보군의 습격을 받

았으나, 이를 크게 물리치고 오후에 면천 승전곡으로 이동하였다. 

드디어 10월 24일 오후 4시경 면천 승전곡에서 동학농민군과 일본

군이 이끄는 진압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일본군은 지세의 험준

함을 알지 못하고 험하고 막힌 승전곡에 급히 들어갔으나, 승전곡 양

쪽에 매복해 있던 동학농민군에게 포위되었다. 동학농민군은 산 위에

서 총을 쏘고 서풍이 부는 것을 이용해 화공을 감행하였다. 다행히 일

본군은 포위를 뚫고 새벽에 홍주성으로 도망칠 수 있었으나, 이 과정

에서 일본군은 소 5마리와 배낭 78개, 상하 겨울내의 78벌, 유대식량 

312식분, 日袋 78개, 군대수첩 78개, 구두 78켤레 등을 빼앗겼다. 

동학농민군의 화려한 승리로 끝난 승전곡전투는 일본군에겐 첫 패

배였다. 당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박인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

였다.

그날 저녁 기슭에 동학군단은 면천 승전곡을 닥쳤을 때 관군과 마주치게 되

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내가 기병한 동학군의 제1회 접전이었소. 선봉 척

후가 관군이 행군해 옴을 보고하니, 우리는 승전곡 양산으로 올라가 복병을 

하고 있었소. 관군이 골짜기 속으로 몰려들어왔소. 관군이 골짜기를 돌어서

자 우리는 곧 전투를 일으켜 교전 1시간여에 관군을 여지없이 대파하니, 동

학군의 사기는 그야말로 충천하였소.33)

33) 박인호, ｢한말 회고 비담의 기2-갑오동학기병 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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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승전곡전투는 위축된 동학농민군 사기를 북

돋았다. 동학농민군은 면천읍에서 하룻밤을 잔 뒤 25일 덕산 구만리

로 이동하였다. 이때 홍주성에서 파견된 관군의 공격을 받았으나 물

리치고, 26일 예산 신례원 뒤뜰 관작리에 도착하였다. 개별적으로 활

동하던 농민군들도 속속 신례원으로 와 합류하였다. 약 3㎞에 걸쳐 

볏짚을 이용한 초막이 세워졌으며, 그 수효가 약 5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34)  

그 무렵 홍주성으로 피신한 일본군 진압부대는 겁을 먹고 나가 싸

우려 하지 않았다.35) 그래서 홍주목사는 26일 새벽 관군 600명을 선

발하여 군관 金秉暾과 이창욱으로 하여금 인솔하게 하고 민보군 3천

명도 함께 신례원으로 출정시켰다. 이들은 예산 관군․민보군과 합세할 

전략이었으나, 동학농민군의 선제 포위공격을 받아 차례로 무너졌다. 

그동안 앞장 서서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섰던 중군 김병돈을 비롯해 

37명의 군졸과 여러 명의 유생이 죽거나 부상하였다.36) 신례원전투

는 내포지역 최고의 동학농민군 승리였다. 당시 현장에서 동학농민군

을 지휘하였던 덕포 대접주 박인호는 전투 상황을 다음과 같이 들려

주고 있다. 

예산 신례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제3차로 관군을 만났는데, 이 관군은 홍

성 이승우가 관군 재패의 소식을 듣고 내보낸 정예이었소. 관군은 예산산성

에 진을 치고 대포를 묻고 동학군을 격파시킬 준비에 급급하였으나, 동학군

은 관군이 산성에 매복한 것을 그대로 산성을 열 겹 스무겹 에워싸고 습격

을 하였소.

그런데 선봉에 올라가는 것은 火砲軍(총 가진 동학군)이 아니고 어린아이

34) 박인호, ｢한말 회고 비담의 기2-갑오동학기병 실담｣.

35) 洪健, �洪陽紀事�, 10월 25․26일조.

36)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0일조; 洪健, �洪陽紀事�, 10월 26일조. 그동안 예산 

신례원전투는 10월 27일 새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0월 26일 새벽이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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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이었소. 그때 말로 道童(紅衣將軍)이었소. 관군이 묻어놓은 대포를 

쏠 겨를도 없이 습격을 당하여 그대로 패주하기 시작하였고 이 싸움에 중군

대장으로 나왔던 金秉敦이가 전사를 하였소.37)

이와 같이 신례원전투는 동학농민군의 큰 승리로 끝났다. 그에 따

라 홍주성은 큰 위기의식이 감돌게 되었다. 그동안 앞장 서서 동학농

민군 토벌에 나섰던 중군 김병돈을 비롯해 10여 명이 붙잡혀 죽자, 

홍주성은 크게 술렁이었다. 홍주성에서 이 광경은 지켜본 홍건은 “패

배했다는 소식이 이르자 홍주성 안이 두려움에 떨었고 싸움에서 전사

한 자들의 가족들이 달려와서 통곡을 하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

고 있다.38)  

특히 신례원전투 이후 홍의 소년이 홀연히 나타나 전투를 이끌었다

는 소문, 주막 할멈이 대포에 물을 부어 동학군이 승리하였다는 소문 

등이 나돌면서 더욱더 홍주성은 불안한 기운에 휩싸였다. 반대로 동

학농민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3. 홍주성전투 이후 정부 및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가. 홍주성전투 전개과정

예산 신례원전투에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곧바로 예산을 점령한 

뒤 27일 역촌 뒤뜰에서 머물렀다. 이날 박인호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

는 서울로 바로 진격할 것인지, 아니면 홍주성을 점령할 것인지를 논

의하였다. 그 결과 서울로 직향할 경우 후미를 공격당할 수 있다는 중

37) 박인호, ｢한말 회고 비담의 기2-갑오동학기병 실담｣.

38) 洪健, �洪陽紀事�, 10월 26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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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따라, 홍주성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홍주성은 동학농민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홍주목사 이승

우는 동학도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는 7월부터 체계적으로 성벽

을 쌓고, 군대를 모아 훈련을 시키고, 주민들을 조직하여 군사력을 증

강하였다. 특히 10월 8일 호연초토사로 임명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

로 동학농민군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진압에 나섰다. 그 때문에 동학

농민군 입장에서는 후방 안전을 위해서 홍주성을 점령할 필요성이 있

었다. 

특히 논산에 집결해 있던 동학농민군 남북접 연합군도 공주 점령을 

위해 10월 21일경 논산을 출발하여 10월 23일부터 곳곳에서 일본군

과 관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그런 만큼 후방과 측면 안전을 위해 

홍주성을 서둘러 점령해야만 하였다.

드디어 동학농민군은 홍주성을 점령하기 위해 10월 27일 예산 역촌

을 출발하여 28일 덕산을 거쳐 홍주로 향하였다. 이를 바라본 홍건은 

“산과 들을 뒤덮은 것은 모두 동학농민군들의 기운이었고 연기가 하

늘에 가득하여 수십리에 걸쳐 있었다. 오시쯤에 동학농민군의 깃발 

하나가 바람에 날리며 달려갔는데, 바로 덕산을 거쳐 길게 이어져서 

홍주로 향하였다.”이라고 하였다.39)

동학농민군은 홍주 적현에 이르러, 부대를 둘로 나누어, 한 부대는 

간동으로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홍주성 서문으로 향하였다. 동학농

민군은 홍주성 동서 양쪽의 산에서 진영을 갖추었는데, 마치 새의 날

개와 같았다.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홍주성 점령전략을 놓고 논의하였다. 박인호

는 성을 3, 4일 포위한 후 항복을 받는 방안을, 박덕칠은 성을 넘어가

서 들이치자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심사숙고 끝에 박덕칠의 제

안이 수용되어, 그날 밤 바로 홍주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39) 洪健, �洪陽紀事�, 10월 28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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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0월 28일 밤(양력 11월 25일) 홍주성 전투가 시작되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홍주성을 포위한 동학농민군은 민가에 몸을 숨기고 

총을 쏘아댔다. 그러자 관군은 불화살을 쏘아 민가를 불태우고 대포

를 연달아 쏘아 매우 많은 동학농민군이 죽었다. 이렇게 서로 화포를 

쏘며 하룻밤을 격렬하게 싸웠다.40) 이날 밤의 상황은 이러하였다. 

아군의 대포는 멀리까지 날아가고 일본군이 대포를 잘 쏘아서 반드시 적중

하여 조금도 빗나가는 것이 없었으나 저들의 병기는 뛰어나지 못하고 서툰 

자들이 쏘고 법도가 없어서 끝내 아군 중에 1명도 해칠 수가 없었다. 또한 

성안의 군민은 이미 기율에 익숙하여 밤새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고 닭과 개

도 놀라지 않았다.41)

홍주성을 경계로 밤새 포격전이 벌어졌으나, 군사 훈련을 받지못한 

동학농민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다음날 날이 밝자 곳곳에 죽은 동학

농민군의 모습이 보였다. 동학농민군의 사기는 떨어졌다. 하나 둘 대

오는 흩어지고 일부 도망하는 동학농민군도 있었다. 서문에 진을 치

고 있던 동학농민군들이 포를 쏘곤 하였지만, 화약이 떨어져 힘이 없

었다.

관군은 성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으나,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

이 제지하였다. 그러자 일부 관군이 성문을 타고 내려가 후퇴하는 동

학농민군을 추격하기도 하고, 홍주 남산 위에 주둔하고 있던 홍주와 

대흥 민보군 5, 6천명이 동학농민군들을 사로잡기도 하였다. 이렇게 

홍주성 전투는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틀 동안 성 아래

에서 죽은 동학농민군이 대략 600-700명이나 되었다.42) 홍주성 전

투를 이끈 박인호는 당시 전투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40) 洪健, �洪陽紀事�, 10월 28일조

41) 洪健, �洪陽紀事�, 10월 28일조.

42) 洪健, �洪陽紀事�, 10월 28․29일조;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0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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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내려 성을 넘기로 하자 성안에서는 성 밖으로 불을 내어던져서 성 

밖에 있는 집들에다 불을 싸질러 놓았소. 그런데 우리는 짚 한 묶음씩 가지

고 성 밑으로 가서 그걸 쌓아놓고 성을 넘기로 하였으니 일이 어떻게 되었

겠소. 어두운 밤 화광이 충천한 속으로 징을 울리며 성으로 달려 진격하는 

우리 동학군들은 쌓아놓은 짚단 위에 불이 당겨 타죽는 사람 넘어가려면 안

에서 총으로 맞아 쏘아 죽는 사람-시간은 지나가건만 홍주를 쳐들어가기는

커녕 성내의 사기만 더 북돋게만 하였소. 이리하여 격전에 또 격전이 거듭

되고 동학군의 死者가 3만을 헤아리게 되었으니 나로서 지금 생각한다면 참

으로 무모한 것이었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오. 날이 밝아오나 결국 

홍주 함락은 단념할 수밖에 없음으로, 진은 헤어지고 상경하자던 용기까지 

무너지고 말았소.43)

이렇게 홍주성전투는 최대 6만, 최소 3만명에 이르는 동학농민군이 

참여하였지만,44) 동학농민군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내포지역에서 승승장구하던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꺽

이고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분수령이 되었다. 더욱

이 면천 승전곡전투에서 혼줄이 나서 몸을 사리던 일본군의 사기를 

올려준 데다가, 관군과 민보군의 사기마저 올라가 동학농민군에게 치

명적이었다.

홍주성에서 후퇴한 동학농민군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채 해

미와 면천 쪽으로 나뉘어 갔다.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관망하던 보수

세력들은 전공을 세우기 위해 앞 다투어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섰다. 

이것은 희망이 넘치던 동학농민군의 세상이 동학농민군에게 죽음의 

세상이 된 것이다. 수많은 동학농민군들이 내포 곳곳에서 체포되고 

처형되었다. 

43) 박인호, ｢한말 회고 비담의 기2-갑오동학기병 실담｣.

44)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홍주부근 전투상보’, 212쪽. 이 자

료에 의하면, 홍주성전투에서 일본군 피해는 없었으며, 동학농민군 전사자는 200

명, 탄약 소비는 3,139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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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홍주성전투 이후 진압군 및 동학농민군 동향

예산 신례원에서 관군을 크게 무찌른 동학농민군의 존재는 정부 진

압군에게 큰 위기의식을 주었다. 예산 신례원 소식을 접한 선봉장 이

규태는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으로 하여금 병정 4개 소대를 인솔하여 

구원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10월 27일 공주감영에 와 있던 이두황

은 10월 29일 공주감영을 출발하여 예산으로 향하였으나,45) 이미 홍

주성전투는 끝난 뒤였다. 

홍주성전투가 선봉장 이규태에게 알려진 것은 6일 뒤인 11월 4일이

었다. 그것도 홍주목사나 충청감사의 정식 보고가 아니라 정보에 근

거하였다. 이에 이규태는 이두황으로 하여금 급히 전령을 보내, ‘적의 

소굴(전봉준부대)이 논산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니 군사를 합쳐 진격’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곧바로 군대를 정산 길로 이동하여 利仁 앞길로 

달려가도록 하였다.46)

그러나 그 무렵 이두황부대는 11월 4일 온양을 거쳐 신창에 도착한 

상태였다. 홍주성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 주력부대가 11월 3일 예

산에 재집결하고 5일 해미읍성을 점령한 상태에서, 이두황부대는 신

속히 이인으로 군대를 이동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두황은 먼

저 11월 7일 해미읍성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홍주성전투는 일본군에게도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에 있던 일본군 

병참사령부는 충청도에서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드높고 홍주지방 상황

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하에, 11월 3일 1개 중대를 인천에서 아산 뱃

편으로 출발시켰다. 이 후원병은 인천항구 수비대 1개 소대와 용산 주

재 2개 소대 도합 3개 소대 1중대이며 야마무라(山村) 대위가 인솔하

고 있었다. 이 부대가 맡은 임무는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진

격하지 못하도록 홍주로 전진하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것이었

45)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4일조.

46) ｢先鋒陣日記｣, 初四日 傳令 壯衛領官李斗璜, 11월 4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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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동학농민군이 강원․함경도, 즉 러시아국경 가까운 방면으

로 도피하여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동학농민군을 전라도 서남쪽으로 

격퇴하는 것이었다.47)

11월 4일 아산에 도착한 야마무라대위가 정탐한 사실을 보고하였

는데, 보고 내용은 홍주성전투로 동학농민군이 괴멸되어 아산에서 

홍주․공주 사이에 집결해 있는 동학농민군이 없으며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올라갈 염려는 없다는 내용이었다.48) 홍주성전투에 대한 첫 

보고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홍주성에서 패한 동학농민군 주력군

은 10월 29일 해미방면으로 퇴각한 뒤, 11월 3일 예산에 재집결하여 

5일 해미읍성을 점령한 상태였다.  

동학농민군이 해미읍성을 점령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두황은 11

월 7일 새벽에 日落峙을 넘어 해미성을 기습공격하였다. 하루 종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때 윤영렬이 인솔한 천안 의병도 이두

황을 도왔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무기마저 버리고 읍성에서 

퇴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40여 명이 사살되고 100여 명이 사로잡히는 

등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였다. 살아남은 동학농민군은 다시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있는 매현(매봉재)에 집결하였다.49)

이 소식을 접한 이두황은 11월 8일 저녁 다시 기습하였다. 동학농

민군은 두어 시간쯤 저항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화

약을 폭발하여 물러날 수 있었다. 해미의 동학 지도자 김지희를 비롯

한 다섯 명이 붙잡혀 처형되었고 대포 1문, 천보총 7정, 조총 7정 등

의 무기를 빼앗겨 큰 손실을 입었다.50) 예산에서도 민보군이 동학농

47)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홍주동학당 진출과 山村大尉隊 아산 

진발’, 225쪽.

48)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동학당 토벌 응원중대 보고(제1호)’, 

232쪽.

49)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3일조; 양호우선봉일기, 11월 7일조.

50) ｢兩湖右先鋒日記｣, 11월 8일조.



198 |  軍史 第103號(2017. 6)

민군을 포위 공격하여, 2명이 죽고 23명이 생포되었다.51)

서산 매현에서 전과를 올린 이두황부대는 다시 해미읍성으로 돌아

와 하룻밤을 보낸 뒤 11월 9일 홍주성으로 이동하였다. 이두황은 이

와 같은 사실을 11월 9일 선봉진에 보고하였는데, 그 회답에 서산․태

안 등지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뒤 신속히 공주감영을 구원하라는 지

시가 내려졌다.52) 일본군 아까미쓰(赤松國封)도 “공주가 위급하니 각 

진영을 모아 일제히 남적을 토벌하라”라고 지시하여, 이두황은 공주

로 행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53)

그에 따라 이두황은 11월 10일 홍주성 동문을 나와 동쪽으로 행군

하는데, 좌우에 있는 민가가 모두 불타 남은 집이 없었을 정도였

다.54) 이두황부대는 대흥을 거쳐 11월 11일 유구에서 유숙하고, 선봉

진에서 밤늦게 보낸 전령에 따라 공주로 가지 않고 정산․논산방면으로 

방향을 바꾸었다.55) 일본군 서로군 지대 역시 10월 25일부터 홍주성

에 머물며 진압작전을 펼친 뒤 더 이상 내포지역이 위험하지 않겠다

는 판단하에56) 후원중대만 남겨 놓고 11월 9일 대흥을 거쳐 공주→은

진→금산방면으로 진군하였다.57)

그에 따라 11일 10일 이후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은 인천에서 

파견된 일본군 후원중대와 홍주목사 이승우가 지휘하는 관군 및 민보

군이 맡게 되었다. 11월 5일 아산에 도착한 일본군 후원중대는 예산 

신례원을 거쳐 11월 7일 홍주에 도착하여, 동학농민군 동정을 정탐하

였다. 그의 11월 11일자 정탐보고에 의하면, 홍주를 비롯한 해미 등 

51)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5일조.

52) ｢兩湖右先鋒日記｣, 11월 8일조.

53)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4일조.

54) ｢兩湖右先鋒日記｣, 11월 10일조.

55) ｢兩湖右先鋒日記｣, 11월 12일조.

56)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홍주지방 동학도 토벌상황’, 227쪽.

57)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各地 戰鬪詳報  및 東學黨 征討策 

實施報告書 送付의 件’,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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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지역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미로 파견

된 일본군 사이토(齋藤) 소위 역시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이 재기병할 

염려는 없다고 하면서 해미에서 체포한 동학농민군 2명을 참살하고 

48명을 총대로 타살하였다.58)

그래서 일본군 후원중대를 이끄는 야마무라대위는 남포 등지에 집

합해 있는 동학농민군이 홍주를 습격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는 데다, 

아직 홍주성 안에 처형하지 못한 동학농민군 포로 수백명이 있어 만

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본군 사이토소위가 이끄는 1개 소대만을 남겨

놓고 11월 14일 홍주를 출발하였다.

11월 15일 해미에 도착한 일본군 후원중대는 동학농민군 수십명을 

체포해 홍주성으로 호송한 뒤 다음날 태안에 도착, 동학농민군 184명

을 체포하였다. 일본군은 그 가운데 지도자급 30명을 군민과 체포된 

동학농민군을 모아놓고 총 개머리판으로 타살하였다. 이들 후원중대

는 11월 18일 덕산을 거쳐 수원을 경유해 11월 23일 인천으로 귀환하

였다.59)

10월 28일 홍주성전투 이후 홍주성 관군과 민보군 활동 역시 뜸하

였다. 관군과 민보군이 간간이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였을 뿐이다. 홍

주목사 이승우는 11월 20일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동학농민군 163명 

가운데, 1명을 효수하고 40명을 총살하고 115명을 석방하였다.60) 11

월 21일에는 내포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중심지인 해미․서산․태안 민보

군이 체포한 131명 가운데, 우두머리 6명을 홍주성 북문 앞에 군인과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효수하였다.61) 11월 23일에는 감옥에 

있던 동학농민군 14명을 마지막으로 처형하였다. 이것으로 사실상 내

58)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인참발갑제43호 홍주부근 동학당 

정토 및 시찰 소견에 관한 山村大尉 보고사본’, 237쪽.

59)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인참발갑제43호 홍주부근 동학당 정

토 및 시찰 소견에 관한 山村大尉 보고사본’, 231-239쪽. 

60) 洪健, �洪陽紀事�, 11월 20일조.

61) �甲午軍政實記� 2권, 12월 2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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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역 동학농민전쟁은 종결되었다. 그래서 11월 30일 홍주목사 이승

우는 홍주성 수비를 풀고 남문 밖에서 군사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여는 

것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을 마무리지었다.62)

4. 맺음말

이상으로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이들에 대한 홍주성 

관군 및 정부군․일본군의 진압과정을 살펴보았다. 내포지역 동학농민

군 활동에 관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축적이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

는 최근 발굴된 �甲午軍政實記�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 등을 중심으

로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하면서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파악할 수 있

었다.

첫째, 장위영군을 이끈 죽산부사 이두황은 1894년 10월 21일 있었

던 목천 세성산전투 이전의 경우 독자적으로 움직였으나, 그 이후로

는 기본적으로 선봉진의 지휘체계를 따랐다. 정부도 정부군 지휘체계

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10월 23일 이후 선봉진의 지휘체계

를 따르도록 일원화하였다. 그래서 이두황은 청주병영의 명을 받고 

목천 세상산으로 행군하였지만, 세성산전투 이후로는 목천에서 공주 

진입, 공주에서 홍주 출정, 홍주에서 은진으로의 이동 등 모두 선봉진

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이두황과 선봉진 이규태 사이

에 군대 진로와 전략을 둘러싼 약간의 의견차이와 갈등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장위영군을 이끌던 이두황은 이규태의 지시에 따라 충남 

내포지역으로 움직이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

62) 洪健, �洪陽紀事�, 11월 30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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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일전쟁의 진원지였던 충남 내포지역은 7월 이후부터 동요

하였고 8,9월 이미 동학농민군이 장악한 상태였다. 이를 우려한 정부

와 일본군은 10월 초중순부터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외무대신 김윤식은 두 차례나 일본공사관에 지원 

요청을 하였고 일본군 서로중대 지대가 일찍 내포지역으로 파견되기

도 하였다. 그렇지만 10월 하순 이후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끄는 남북

접 동학농민군이 공주 점령을 위해 북상하면서 일본군은 물론 정부군 

역시 병력을 최대한 공주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그 때문에 10월 하순 홍주는 정부와 일본군의 관심 밖에 밀

려나 있었다. 10월 28일 있었던 내포지역 최대 전투였던 홍주성전투

가 일본과 조선정부에 보고된 것도 사건 발생 한참 뒤에나 이루어지

었다. 그래서 이두황부대가 공주에서 내포지역으로 출발한 것도 10월 

23~26일에 벌어진 이인·효포전투에서 패한 전봉준부대가 논산방면

으로 후퇴하여 다소 공주감영이 안정을 되찾은 10월 29일이었고, 야

마무라대위가 이끄는 일본군 후원중대가 인천에서 내포지역으로 출발

한 것도 홍주성전투가 끝난 11월 3일이었다. 공주에 있던 선봉장 이

규태가 홍주성전투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조치를 취한 것도 홍주성

전투가 끝난지 5일 뒤인 11월 4일이었다. 이는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

끄는 동학농민군 주력군이 공주 방어에만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이 홍주성의 위급함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다

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홍주성전투는 최소 3만에서 최대 6만명에 이르는 동학농민

군이 관군만을 상대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의 처참한 패

배로 끝났다. 홍주성전투 이후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열기는 급격히 

식어갔으며, 일본군·관군·민보군의 동학농민군 수색·체포, 그리고 

처형이 뒤따랐다. 심지어 일본군은 11월 11일과 15일 각각 해미와 태

안에서 48명과 30명씩 동학농민군을 총 개머리판으로 타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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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목사 이승우는 11월 30일 홍주성 남문 밖에서 큰 잔치를 여는 것

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을 마무리지었다.

[원고투고일: 2017.2.8, 심사수정일: 2017.5.19,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 내포, 동학농민군, 동학농민전쟁, 일본군, 홍주성전투, 이두황,

조선정부군, 홍주목사 이승우, 홍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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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uppression of Donghak Peasant
Army by the government forces of Joseon and the
Japanese Army 1n Chung Nam Naepo(內浦) Region

Kim, Yang-Sik

This thesis is an analysis of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by the government forces of Joseon and the Japanese army in the 

Chung Nam Naepo region and its peculiarities. Particularly, with the recent 

discovery of new information in �Kabogunjeongsilgi(甲午軍政實記)�, it is 

an attempt to get closer to the truth about the Donghak Peasant War 

in the Naepo region. 

The Donghak Peasant Army had already  gained control of the Chung 

Nam Naepo Region in September 1894. The concerned government and 

Japanese army, in effect, turned their attention to suppressing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Naepo region from the beginning to the middle of 

October. However, following the last 10 days in October, the main forc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had begun moving north to capture the, 

Gonju region. Forcing the Japanese army as well as the government to 

direct their troops to focus on protecting the the Gonju region.

For that reason, The region of Hongju had been dropped off the radar 

of the government forces of Joseon and the Japanese army. Japan and 

the government of Joseon received reports of the greatest battle in the 

Naepo region, the battle at the castle of Hongju on October 28,   much 

later, than after the event took place. That’s why the government forces, 

led by Lee Du Hwang, arrived at the Naepo region on October 29, when 

the battle at the castle of Hongju was over, and the Japanese army departed 

for the Naepo region from Incheon on November 3. 

The enthusiasm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Naepo region quickly 

cooled following the battle at the castle of Hongju. The Japanese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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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seon government army and Minbogun(民堡軍) caught up to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executed them. In fact, the Japanese army 

shot and killed 48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Haemi on 

November 11 and killed 30 more members in Taean on November 15. Hongju 

region governor Lee Seong U concluded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ith a big celebration outside the south gate of the castle 

of Hongju on November 30.

Keywords : Naepo(內浦), Donghak Peasant Army, Donghak Peasant War,

Japanese Army, castle of Hongju(洪州), Lee Doo Hwang(李斗璜),

The government forces of Joseon, Honju Moksa(洪州牧使), Lee

Seong U(李承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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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명종대 을묘왜변에 관한 

군과 정부의 대응

문준호*

1. 머리말  

2. 조선의 대왜정책(對倭政策)과 왜구의 전란 계획

3. 을묘왜변의 발발과 전투현장의 군사적 분석

4. 을묘왜변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과 조치  

5. 맺음말
  

1. 머리말       

朝鮮의 國防政策에 있어 적으로 간주되는 집단은 북방에서의 野人

과 남방에서의 倭寇로 양분된다. 이중 왜구는 조선과 중국 연해지역

에 침입하여 살인, 약탈, 방화를 자행했던 海賊集團으로써 연안지역

에서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유발하였다. 이러한 왜구의 침구는 다양한 

*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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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인해 각 도의 해안에서 일정치 않은 규모로 발발했으며 개

별 사건마다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1555년(명종 10), 명나라를 약탈하고 돌아오던 왜구가 도발한 

乙卯倭變은 불분명한 행위주체에 의한 조직적 군사 활동이라는 점, 

비교적 대규모의 침구이면서 장기간 전선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특수

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는 전무후무한 군사적 사건이기에 다각적 고

찰이 요망되는 조선 명종대 주요사건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묘왜변에 대한 연구는 주로 壬辰倭亂 직전에 

발생한 국외 해양세력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三浦倭亂과 함께 비교적 

소략한 수준으로 다루어져 왔다.1) 또한 대일교섭 및 관계사적 차원에

서 을묘왜변이 언급되기도 했다.2)

을묘왜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당시 주요전장이었던 호남 및 제

주지역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이들 연구는 조선과 일본이 이전부터 

체결해왔던 약조에 근거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왜변의 전개과정을 

다루며 결과 및 영향을 조명했다.3) 특히 정영석은 을묘왜변의 발발 

배경 및 사후 대책을 폭넓게 분석하였으며, 시공간의 흐름과 전환에 

따른 전투 경과도 세찰하였다. 요컨대 전론적으로 을묘왜변을 다룬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4)    

1) 최병옥 등, 『한민족 역대전쟁사』, 행림출판, 1992 ; 최병옥 등, 『倭寇討伐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3 ;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6 – 조선전기II』, 경인문화사, 

2012 ; 김재근, 「板屋船考」, 『한국사론』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76 ; 

민덕기, 「壬辰倭亂 직전 조선의 국방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담론』57, 

호서사학회, 2010, 한문종, 「壬辰倭亂 직전의 국내정세와 韓日關係」, 『인문과학연

구』21, 전주대 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09.

2) 이현종, 『朝鮮前期對日交涉史硏究』, 한국연구원, 1964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

계사 연구 : 교린관계의 허와 실』, 경인문화사, 2006 ; 민덕기,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 교섭』, 경인문화사, 2010.

3) 송정현, 「論叢 : 乙卯倭變에 대하여–康津周邊을 中心으로-」, 『호남문화연구』12, 전

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82 ; 김병하, 「乙卯倭變考」, 『탐라문화』8, 제주대학교 탐

라문화연구소, 1989 ; 정영석, 「조선 전기 湖南의 倭變에 대하여-乙卯倭變을 중심

으로-」, 『傳統文化硏究』3,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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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성익은 전후 왜란과의 연계선상에서 을묘왜변을 분석했던 

다수의 연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을묘왜변의 주체

를 기존의 왜구와 구분하는 것에 기초한 것이었다.5) 16세기 동아시아

의 국제질서 혼란에 따라 생성된 해적집단, 이른바 ‘後期倭寇’가 을묘

왜변을 일으킨 주체였으므로 종래와 같이 삼포왜란 및 임진왜란의 중

간적 사건으로 을묘왜변을 범주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

었다. 

이외에도 僧軍動員을 주제로 하여 을묘왜변이 소략하게 다뤄지기도 

했으며,6) 당대의 특정 인물을 역사적 실체로 규명하고 종합적으로 검

토하는 가운데 을묘왜변이 언급되기도 했다.7) 대표적으로 강제훈은 

을묘왜변 당시 전라도 관찰사였던 金澍를 분석하는 가운데 최고 지휘

관으로서 그가 내렸던 판단과 행동을 현장전투를 통해 분석하여 새로

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다만 人物硏究라는 글의 목적상 을묘왜변 자

체에 대한 분석을 심화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을묘왜변을 다루고 있지

만 대체로 당시 현장에서의 전투를 군사적 차원에서 정밀하게 분석하

고 그 의미를 도출하는데 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순히 鎭管體制의 근원적 문제와 군 기강 해이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을묘왜변 이후 備邊司가 상설기구로 변모하였

다는 의의만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8) 그러나 을묘왜변은 피아의 

군사적 충돌에 의한 사건이므로 이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 現場戰鬪 

4) 정영석, 위의 논문, 1994.

5) 윤성익, 「'後期倭寇'로서의 乙卯倭變」, 『韓日關係史硏究』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6) 안계현, 「朝鮮前期의 僧軍」, 『東方學志』13, 연세대학교 부설 동방학연구소, 1972.

7) 최석기, 「南冥 曺植의 왜구侵入에 대한 憂慮와 對策」, 『남명학연구』15, 남명학회, 

2010 ; 정재훈, 「東皐 李浚慶의 정치적 역할과 정치사상」, 『한국사상과문화』55, 한

국사상문화학회, 2010 ; 강제훈, 「조선 光國功臣 金澍의 가문과 관직 생활」, 『한국

인물사연구』19, 한국인물사학회, 2013.

8) 최병옥 등, 앞의 책, 1993 ; 장학근, 『조선시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육군군사연구소, 앞의 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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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析은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을묘왜변이 일어날 무렵 對倭政策의 문제점 언

급을 통해 을묘왜변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전투현장을 중심으로 사

건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군사적 분석은 왜

구와 조선군을 각 주체로 선정하여 양 세력의 무력충돌에서 나타났던 

전술과 대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중

앙정부의 정교하지 못했던 외교정책과 非전략적 조치에 대비되는 전

투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부각시켜 을묘왜변을 재고하고자 한다. 

2. 조선의 對倭政策과 왜구의 전란 계획

왜구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혼란은 원활한 국정운영에 차질을 유발

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조선은 건국 이후부터 정교하게 

대일외교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幕府將軍, 九州節度使, 大內殿, 壹

岐島主, 對馬島主 등 외교 교섭대상을 다원화하여 연해지역에서의 왜

구활동 금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일사행의 파견대상은 점차 대마

도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연산군대부터 명종대까지 왜구문제 해

결과 왜인 통제책을 정비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 고려 대상은 대마도

주로 일원화되었다.9)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의 입장에서는 왜구의 실체를 파악하는 본질

적인 사안보다 이들의 침략행위 방지와 같은 현실적 문제가 더욱 중

요하게 되었다. 즉 왜구는 해안으로부터 침구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해적집단이라는 포괄적 인식이 조선사회 내에서 팽배하게 되었다. 이

9) 한문종,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對馬」, 『동북아역사논총』 41, 동북아역사재단, 2013, 

76~7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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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실제로 각 왜구의 실체가 각각 달랐을지라도 이들은 조선정부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대상으로 범주화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조

선정부의 대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을묘왜변의 배경 또한 동시에 이

해될 수 있다.

對馬島 征伐 이후 조선정부는 1426년(세종 8)년부터 부산포, 염포, 

제포 등 이른바 三浦를 개항하여 왜인의 왕래와 교역을 허락하였

다.10) 이후 왜인의 출입이 급증하였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

해 1443년(세종 25) 癸亥約條11)를 맺어 對馬島主에게 모든 도항자를 

규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조선정부는 이와 같은 형태로 대

왜관계를 제도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갔다. 대마도주를 통해 포괄적인 

범주의 왜구를 제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마도주가 대마도 내의 세력이나 인근 왜인 세력까

지는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른바 광범위한 후기

왜구12)를 직접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당시 明나라가 시행했던 海禁政策에 기인하여 생

성된 다국적 해적집단이었다. 해상교통 ․ 무역 ․ 어업 등을 강력히 통제

했던 명나라의 강경책은 역으로 연안지역에서의 밀무역 성행을 야기

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기왜구는 동아시아 전 해역을 넘나들며 

왕성하게 활동했다.13)  

이들의 목적은 무역을 통한 상업행위에 있었지만 자위 수준을 넘어

선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기에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제한될 시에는 

10) 『世宗實錄』 世宗 8年(1426年)  1月 18日. “諭給巨濟土地, 居民開墾已盡, 難以塞

請。 兼諭商船往來處, 謹將轉啓, 在前來泊乃而、富山兩浦外, 蔚山、鹽浦, 亦許販賣。”

11) 1443년(세종 25) 대마도주와 세견선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으로 “세견선은 50

척이다. 세사미두는 200석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특송선 파견이 가능하

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왜구는 그 발생원인・활동지역・구성원 및 주체, 활동의 내용 및 성격에 의해 통

상 14~15세기 왜구와 16세기 왜구로 구분되거나 전기왜구와 후기왜구로 분류된

다. 윤성익, 앞의 논문, 2006, 154~155쪽.

13) 윤성익, 앞의 논문, 2006, 154~161쪽 참고.



210 |  軍史 第103號(2017. 6)

무력 사용을 감행했다.14) 이처럼 이들의 경제 활동은 폭력성에 의한 

침략행위와 함께 이뤄졌던 것이다. 이러한 후기왜구는 조선의 연안지

방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살인 ․ 약탈 ․ 방화 등의 분쟁을 일으켰

다. 이들은 중국인이 다수였던 범국가적 집단임과 동시에 독자적 세

력을 구축한 해상세력이었다. 대마도 및 일본 내 왜인에 종속된 관계

가 아님은 물론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던 존재였던 것이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왜구에 대한 대마도의 적절한 통제

가 미흡했다고 판단하였기에 대마도주의 통제가 미치지 못했던 왜구

의 약탈 또한 책임을 물었다. 대마도주와의 접촉만을 문제의 해결방

안으로 고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조선이 취했던 방식은 

교섭의 단절과 같은 강경책이었다. 왜구에 의한 연안지역의 피해뿐만 

아니라 왜인 거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지속적인 분란 등을 해결하

는 차원에서도 강력한 통제는 또한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16) 이러한 

조선의 대왜정책에 대한 왜인들의 불만은 곧 삼포왜란의 발발 원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壬申約條17)가 체결되었지만 조선정부의 기조는 변

함없이 강경 일변도로 치달았으며,18) 명종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외

교노선은 변함없었다. 

14) 강제훈, 앞의 논문, 2013, 286~287쪽 참고.

15) 後期倭寇가 대마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을묘왜변을 광의의 의미로 왜구에 의한 침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을묘왜변을 발생시킨 후기왜구는 대마도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

거나 통제를 받는 집단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두 집단 자체를 하나로 인식할 수 

없으며 적어도 분리된 집단이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시 결탁했다는 정도의 해

석이 옳을 것이다.

16) 『中宗實錄』 中宗 4年(1509年)  4月 2日.

17) 1512년(중종 7) 三浦倭亂 이후 조선과 일본 대마도주 사이에 맺은 무역에 관한 조

약으로써 ‘삼포에 왜인 거주를 금지한다. 포구는 제포 1포만을 개항한다. 세견선

은 50척에서 절반인 25척으로 줄이고, 세사미두는 삭감한다.’ 등의 강경한 내용으

로 구성되어있다.

18) 김병하는 임신약조로 인해 조일무역이 조공적 성격에서 상업적 성격으로 일면 변

모하였고, 이로 인해 대마도측이 구태여 왜구들을 단속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

장하였다. 김병하, 앞의 논문, 1989, 79~8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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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선의 대왜정책

조선의 이러한 강경책은 연안지방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배와 그 

세력을 참획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명종 즉위 이후부터 을묘왜변 

발발 이전까지 조선 연안지방에 왜구가 출현한 것은 총 12회였으며 

경상도 울진에서의 침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호남에서 발생했다. 

이는 모두 10여척이 채 되지 않는 범위 내의 비교적 소규모 침구였

으나 지역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유발하였기에 邊將

들은 이들을 나포하여 공격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책을 구사했다.

이와 같은 조선의 공세적 방어에 의해 피해를 받았던 주체는 다름 

아닌 다국적 연합집단이었던 후기왜구로 판단된다.19) 포로로 잡혔던 

이덕견에게 왜구가 언급했던 침략의 이유는 다름 아닌 조선이 지난 

3~4년간 자신들의 세력을 많이 죽였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20)

19) 현재 학계에서는 14~15세기 왜구를 ‘전기왜구’, 16세기 왜구를 ‘후기왜구’라고 

명명하고 있다. 김보한, 「‘전기왜구’와 ‘후기왜구’용어의 모순과 새 용어의 선택」, 

『일본역사연구』38, 일본사학회, 2013, 100쪽.

20)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9日. “汝國與我等相交甚厚, 近來三四年間, 

多殺我國無罪之人, 今爲仇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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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명종대 왜구 침입표(즉위~을묘왜변)21)

구 분
침구지

역
규 모 내 용

1445(명종 즉위). 8. 전라 흥양 황당선 3척 왜구 148명 참획, 282명 생포

1446(명종 1). 9. 전라 안도 3척 왜구 5명 참획, 도검 노획

1446(명종 1). 11. 경상 울진 7척

1452(명종 7). 5. 전라 제주 1척(100명) 백성 피살, 잡물 약탈

1453(명종 8). 6.
전라 제주 - -

전라 진도 1척 -

1453(명종 8). 7.

전라 초도 왜구 7~8명 왜구 1명 참획

전라 

흑산도
- -

1454(명종 9). 5. 전라 제주 1척 왜구 1명 참획

1454(명종 9). 6.

전라 제주 황당선 1척, 왜선 3척 왜구 23명, 중국인 2명 생포

전라 

보길도
1척 수군 1명 경상

전라 

횡경도
1척 왜구 15명 참획, 왜물 노획

동북아 인근 해상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후기왜구는 조선과의 마찰

에 따라 일대의 무력충돌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또한 당시 이들 집단 

중에는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공격목표, 기동로, 지형지물과 

같은 제반 전술수립 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충분히 계획할 수 있었

다.22)

대마도주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왜구에 대한 첩보를 조선 측에 

21) 해당 표는 『明宗實錄』 및 정영석, 앞의 논문, 1994, 8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2) 조선인이 왜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는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

내에서는 윤성익이 당시 후기왜구 중 王直집단에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는 關周一이 후기왜구가 조선 연안지방에 대한 공격목표를 정확

히 정한다는 점을 들어 조선인이 왜구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윤성익, 앞의 논문, 2006 ; 關周一, 2003, ｢明帝國と日本｣ 『日本の時代史』11 一

揆の時代』,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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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했다. 대마도주는 일본 서융과 중국 

상인이 합심 협력하여 명나라를 약탈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

며 이들이 조선에도 침략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서계에 언급했다.

近年 같아서는 西戎이 마구 일어나 먼 大明國에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기를 

수없이 합니다. 臣이 낮이나 밤이나 부하와 민중들을 위로하기를, ‘이때에 

굳게 동해를 진압하여 忠節을 바친다면 先例를 모두 복구하게 되어 각자에

게 祿을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고생을 잊게 되었으

니, 만일 하늘이 인색하게 하지 않는다면 전례대로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

습니다. 또 전파되기를, ‘日本國 서융들이 지난 10월부터 올봄까지 대명을 

침략하기 위해 다투어 건너 간 것이 수만 척이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서융

들이 陰謀한 것을 들어보건대 ‘귀국 바다로 해서 대명에 간다면 바다 길이 

매우 가까우므로 먼저 귀국 바다로 건너가야만 대명을 침략할 수 있다.’고 

한다니, 만일 우리 바다를 지나게 된다면 모조리 죽이어 충성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훤하게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으니 이 일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단단히 沿海邊을 신칙하여 兵備를 갖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23)

물론 대마도주 서계의 핵심내용은 세견선과 사미를 종전과 같은 액

수대로 허락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지만, 그 내용에는 명백히 왜구 침

략 가능성과 방책 마련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조선정부는 이를 심각한 수준의 도발로 예상하지 않았다. 그렇

기에 실질적 대안수립 자체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대규모 외침인 을묘왜변

이 발발했다. 이들의 兵船은 당시 조선의 銃筒으로 제압하기 어려울 

만큼 튼튼했으며, 그들이 운용했던 무기 역시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

다.24) 이들은 이전의 침구세력과 달리 치밀한 사전 계획과 뛰어난 전

술을 지니고 있던 잘 무장되고 훈련된 집단이었다.

23)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3月 20日.

24) 『明宗實錄』 明宗 20年(1565年) 5月 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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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묘왜변의 발발과 전투현장의 군사적 분석

1555년(명종 10) 5월 11일, 왜구는 70여 척의 병선을 이끌고 海南

과 莞島 사이의 해로를 통해 조선에 접근했다. 이들은 達梁城을 기준

으로 좌측의 梨津浦와 우측의 達梁浦에 각각 상륙하여 성저의 민가를 

불태우고 達梁城을 곧 포위하였다. 그러나 병선 11척 규모의 왜구만

이 조선군에게 식별되었고 이러한 사실만이 加里浦僉使인 李世麟에 

의해 全羅道 兵馬節度使 元績에게 보고되었다.25)

원적은 이를 진압할 수 있는 인원을 200여명으로 판단하여 즉각 전

투지역으로 이동시켰고 長興府使 韓蘊, 靈巖郡守 李德堅과 함께 자신

도 현장에 위치하였다. 원적은 즉각적으로 왜구의 침략에 대응하여 

병력을 운용한 셈이다. 그러나 노출된 병력은 실제로 왜구의 전체병

력이 아니었으며 이는 의도적인 欺瞞26)에 불과했다. 왜구는 원적 등

의 지원세력이 달량성에 입성하자마자 증강된 병력으로 이들을 6겹으

로 包圍27)하였다. 원적이 이세린의 보고를 통해 인지했던 것보다 침

략세력은 훨씬 많았던 것이었다.

전술했던 것처럼 왜구는 의도적으로 일부 병력만을 노출시켜 조선

군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없게끔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원세력을 입성시켜 이들을 포위 공격하고자 했다. 이 또한 불리한 

형세를 회피하기 위해 택한 일종의 전술이었던 것이다. 성안의 군사

와 성 밖의 구원병이 양면에서 동시에 왜구를 공격할 경우에 부득이

25) 『明宗實錄』 明宗 20年(1565年)  5月 16日.

26) 기만(Deception)이란, 상대의 상황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

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조작, 왜곡, 징후의 변조를 통하여 발현

되며 상대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반응토록 유도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전술이다. 이태규, 『군사용어사전』, 일월서각, 2012 참고.

27) 포위(Envelopment)란, 적의 증원 및 병참지원을 차단하고 퇴각할 수 없도록 하여 

고정된 지역에 상대를 에워싸서 공격하는 형태로 빠른 기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

는 전술이다. 이태규, 위의 책, 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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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그들은 ‘이중전선’을 형성하여 양면에서 전투를 해야 하는 불리

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초기 전투인 달량에서의 적 전

술은 ‘欺瞞’을 통해 전장에서의 병력 우위를 확보하고 작은 성에 조선

군을 몰아넣어 ‘包圍殲滅’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전투의 경과에서 보였던 ‘기만과 포위전술’ 뿐만 아니라 왜구의 침

구 이전의 계획수립 또한 치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최초에 정박

한 달량포와 梨津浦는 해안선과 매우 가깝다.28) 침략이 제한될 시 퇴

각로를 즉각적으로 확보하는데 매우 용이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達島29)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육지로 상륙하였다.30) 실제 달

도와 달량성 인근 해변과의 거리는 500~600m에 불과하고 달량성과

의 거리도 1km가 채 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적절한 위치에서 공격에 

대한 최종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달량성과 해안의 거

리는 약 400m 정도로 일단 상륙만 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해당 지역

을 장악할 수 있었다. 

달량성은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위치하고 있는 康津의 兵營과 직선

거리 30km이상 떨어진 지역이므로 신속한 육군의 지원이 불가한 지

역이었다. 실제로 지원세력의 주가 되었던 장흥과 영암 또한 강진보

다 더 후방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왜구는 조선의 지원군이 도

착하기 이전부터 주요 거점과 요로를 장악하고 병력을 배치할 수 있

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왜구는 지형적 요건을 고려하여 

전략적 측면에서 상륙지역을 사전에 선별하여 침구한 것이다.

왜구의 매복 또한 인근 지역에서의 지원군을 저지 ․ 격멸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海南縣監 邊協과 茂長縣監 李楠이 달량성의 

28)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8日. “各鎭之城, 率皆不固, 然潮退之處甚遠, 

故倭畏其水落, 不敢近矣。 若達梁則潮退之處甚近, 乘潮入來, 直泊城下, 故其入寇之

勢爲易。”

29) 왜구가 달량포 및 이진포로 침구하였기 때문에 해남과 완도 사이로 침투했다. 따

라서 실록 기사에서 등장하는 海島는 오늘 날 달도로 추정할 수 있다. 

30)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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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인지한 후 군사 300여명을 이끌고 이들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이들은 격파되었고 이남은 이 교전에서 전사했다. 또한 全羅右道 水

軍節度使 金贇과 珍島郡守 崔潾 역시 於蘭浦 일대에서 왜구에게 패해 

구원에 실패하고 깃발까지 빼앗기는 등 목숨만 건질 수 있었다.31) 이

처럼 조선군의 사전 매뉴얼에 의한 상호지원은 실행되었으나 왜구의 

주요거점 진출에 의해 와해되었던 것이다. 

구원군이 차례로 격파되고 달량과 같은 작은 성에서 전투를 지속하

는 것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원적은 협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왜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총 공격하여 달량성을 함락시켰

다.32) 협상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는 전투의지가 상실되었다는 것과 

전투를 지속하기 위한 물자의 고갈을 뜻하기 때문에 총 공세를 감행

했던 것이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원적과 한온은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덕견은 항복하여 포로가 되었다.

<그림 2> 달량성 전투 상황도

31)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1日.

32)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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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량성의 함락은 그 자체로만 국한시켜 이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었다. 전라도 육군 전체의 수장이었던 원적이 현장전투에서 전

사하였다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전무한 사건이었으므로 이는 지휘체

계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조선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선의 인근 지휘관들이 달량성 구출을 위해 병

력을 동원하였고 결국 교전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방어능

력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33)

이후 달량성을 점령한 왜구는 이미 방어체계가 무너진 인근 군현들

을 각개 격파하며 세력을 확장시켰다. 우선 진도로 이동하여 南桃浦

와 金甲浦를 모두 함락하여 보를 불태웠다. 이어서 해남으로 진주했

지만 변협과 南桃浦萬戶 宋重器가 적은 군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

냈다.34) 그러나 왜구는 지속적으로 인근지역에 진출하며 약탈을 자행

했다. 동쪽으로는 전라병영이 위치한 강진을 거쳐 전라도 병영의 병

기와 군량미 700석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장흥까지 진출하였다.35) 임

시로 강진을 맡았던 가장과 가관이 성을 버리고 도망쳤기에 소수병력

으로 왜구는 이들 지역까지 무난히 진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달량성

에서의 승리 이후 왜구는 분산된 형태로 활동하며 영암 이남의 각 지

역을 계속하여 약탈하였다.

이와 같이 왜구가 각 진영에 거의 무혈입성하며 약탈을 자행하였기

에 당시 全羅道 觀察使였던 金澍는 피해가 북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羅州 이남의 전선을 확보하기 위해 요충지

인 영암성에 무재가 있던 全州府尹 李潤慶을 가장으로 파견시켰다. 

남쪽에서의 왜구 약탈로 인해 성안에 군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던 

상태였으나 이윤경은 군민을 독려하고 전투의지를 고양시켰다.36)

33) 강제훈, 앞의 논문, 2013, 288쪽 참고.

34)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1日.

35)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6日.

36)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6月 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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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암성으로 진출한 왜구는 靈巖鄕校37)를 지휘소로 삼고 전열

을 재정비했다. 왜구는 영암성을 차지하기 위해 달량성에서 구현했던 

방식과 같은 전술을 택했다. 이전처럼 이중전선의 위기를 사전에 방

지하고자 왜구는 영암을 지원할 수 있는 조선군의 예상지원로를 파악

하여 나주와 영암성 사이에 1,000명을 이동시켜 진로를 봉쇄했고 지

원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38) 그러나 당시 영암성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던 南致勤은 왜구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

의 행위는 차후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39) 남치근이 병력을 이동시

키지 않았던 것은 역설적으로 1,000명의 왜구를 遊兵化시키는데 주효

했다고 볼 수 있다. 영산진에 위치하고 있던 趙安國 역시 병력을 섣불

리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남도포와 金甲島까지 진출했던 왜구

에 대한 해상으로의 기습 때문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40)

달량성과 달리 영암성은 비교적 대규모의 성41)이었고 이윤경 또한 

37) 현재의 영암향교는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는 壬辰倭亂 이후 

자리를 옮겨 재건된 것이다. 영암성에서의 전투간 왜군이 동문에 집결했다는 점과 

서풍을 통한 화전에 의해 적 진영이 불탔다는 점을 토대로 영암향교는 현재 영암

읍성지의 동쪽에 위치하였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38)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30日.

39) 당시 사관은 왜구 1,000명이 조선군 예상지원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지 

않고 즉각 병력을 동원하여 왜적을 섬멸하지 못한 남치근 등을 비난하고 있다.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9日) 그러나 만약 남치근이 진군했다면 달

량성에서의 전투양상과 같이 왜구의 매복과 기습에 의해 병력 손실을 입었을 가능

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40) 왜구는 달량성을 구원하기 위한 지원병을 매복을 통해 격퇴하였다. 왜구는 달량성

에서 그들이 행했던 전술과 같은 방식으로 작전을 세웠던 것이다. 영암성은 나주

와 가까웠으므로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더욱 대규모의 군대가 온다는 것으로 판

단하여 요로에 1,000명을 배치했다. 만약 남치근이 진격했다면 1,000명의 왜구는 

지원군을 격파하고 영암성을 포위했을 것이다. 영암성 또한 달량성과 같은 방식으

로 함락되었을 가능성이 컸으나 남치근이 진군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왜구 1,000

명의 병력은 조선군과 교전하는 것 없이 해당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41) 『文宗實錄』 文宗 1年(1451年)  8月 21日. “靈巖郡邑城, 周回四千三百六十九尺,   

城高平地則十二尺, 高險處則九尺, 女墻高三尺, 敵臺六, 門三無擁城, 女墻六百三十

九, 城內泉二, 海子未鑿。” 현재 남아있는 영암읍성 터는 4개 리(서남리·남풍리·

동무리·역리)를 포함하기에 당시 영암읍성은 비교적 큰 규모를 지닌 성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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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가 뛰어난 장수였다. 뿐만 아니라 왜구의 침구 목적 자체가 조선

이라는 국가를 전복시키는 차원의 것이 아닌 제한된 지역에서의 약탈

이었으므로 그들의 병력은 분산되어 운용되었다. 달량성 전투 이후 

그들의 약탈은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진행되었기에 전투에 임했던 

그들의 태도나 병력운용 자체는 이전의 그것보다는 약화된 측면이 있

었다. 

이후 영암성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으나 사기 충천된 군민들의 적절

한 수비로 공격을 막아내고 수성을 지속했다. 이에 왜구는 총공세를 

계획하여 동문을 공격했으나 이 또한 이윤경 등에 의해 저지되었다. 

왜구의 공격이 약해지자 조선군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으며 10여명

의 특별 기동대를 조직하여 적군을 혼란시킨 후 바람을 이용하여 화

전을 펼치며 왜구의 진영을 불태웠다. 이로써 110여명을 참획하였고 

해당지역에서 왜구를 몰아낼 수 있었다.42)

<그림 3> 영암성 전투 상황도 

것을 알 수 있다.

42)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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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성에서의 승리가 공세이전으로 이어져 대대적인 왜구 토벌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왜구의 점령지역 확대는 일단락되었다. 영암성 

전투는 왜구의 계속된 약탈과 도발 범위의 확장을 저지했던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며 조선군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민심을 다스리는데 주

효했다.43) 이 사건으로 인해 왜구는 자신들의 침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대 범위를 영암성 이내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더 이상 북쪽으

로 진출하지는 않았을 뿐, 이미 장악했던 지역 및 접근 가능했던 연해 

지방에 대한 약탈은 철수 과정에서 지속되었다. 그들은 加里浦 및 會

寧浦에 정박하여 병영 내 군기를 태우고 군량을 가져갔으며 또한 병

선을 태우거나 약탈해갔다.44)

이처럼 왜구는 자신들의 침구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며, 영암성 

전투에서 입은 손실 외에 추가적인 피해 없이 철수할 수 있었다. 조선

군이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이를 활용

하여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군은 전황을 변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전과를 확대하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왜구가 보여줬던 전술적 우위 때문이었다. 섣

불리 군사를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는 조선군이 매복에 의한 피해를 

이미 경험했던 것에 기인한다.45) 즉 적 전술에 대한 경험을 통해 추

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왜구는 애초에 국지적인 도발을 통해 제한된 지역을 약탈하고자 했

으므로 그들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하기보다 철수를 택했다. 이후 

잔여 왜구 1,000여명은 甫吉島를 지나 제주로 방향을 돌려 퇴각하는 

가운데 재정비를 꾀했다. 그러나 당시 濟州牧使였던 金秀文 등 70여

명이 왜구를 급습하여 피해를 입혔다.46) 제주에서 왜구가 다시금 등

43)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6月 1日. 

44)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6月 8日.

45)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1日.

46)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7月 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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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는 것은 또 다른 변란을 유발시킬 수 있었기에 전라도 순찰사 

이준경은 선박 56척을 동원하여 휘하 장수들을 제주를 지원하도록 했

다.47) 그러나 이후에 추가적인 왜구의 도발은 없었으며 을묘왜변은 

이로써 막을 내렸다.

<그림 4> 을묘왜변 전체 작전 상황도

이처럼 을묘왜변은 왜구의 치밀한 계획수립과 ‘기만’, ‘포위섬멸’로 

대변되는 뛰어난 전술로 인해 조선이 비교적 큰 피해를 입었던 전란

이었다. 그러나 왜변의 진행간 조선의 현장 지휘관들은 제한된 상황

과 여건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다. 왜구의 기만

47)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7月 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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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적 세력을 오판하여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원적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즉각 이동하였고 결과적으로 왜구에 의해 중

도에 제압되었지만 인근 장수들 또한 병력을 동원하여 달량성 지원을 

시도했다.

달량성이 함락당하고 원적이 죽임을 당하는 등 전장이 확산되자 이

에 대한 방책으로 전라도 관찰사였던 김주는 지휘 본부를 나주로 옮

겼다. 나주는 영암성 이래의 작전선을 통제하며 중앙정부와 연락업무

를 이상 없이 할 수 있었던 적절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전

라도 관찰사 김주의 판단에 따른 전략적 후퇴 역시 단순히 비난할 수 

없는 행위였던 것이다.48) 특히 그가 실행한 결심 중 전주부윤이었던 

이윤경을 영암성에 배치한 것은 전체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

다고 할 수 있다. 

김수문 역시 제주도에서 재정비 중인 왜구에 일침을 가하며 전란

의 막바지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히 압도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습을 통해 왜구를 제주로부터 격퇴시켰으며 아군의 피해 

또한 없었다. 영암성 전투가 왜구의 침략 한계선을 설정하게끔 했던 

전투라면 제주에서의 전투는 을묘왜변을 자체를 종결시켰던 사건이

었다.

이후 영암성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이윤경은 가선대부가 되었

고 이후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49) 김수문 역시 이후에도 제주 방비

를 튼튼히 하며 왜선을 나포하고 왜구를 죽이는 등의 공을 세웠으므

로 첨지중추부사가 되었다.50) 특히 김수문은 이전에 함경도 이응거도

에 진을 설치하며 적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휘를 

48) 강제훈은 전황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 지휘소를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과 현장의 상황이 김주의 보고에 의해 중앙정부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그

의 이러한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제훈, 앞의 논문, 2013.

49)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6月 5日.

50) 『明宗實錄』 明宗 12年(1557年)  9月 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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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51) 을묘왜변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제주에서 왜구를 격퇴하

는 등의 전공도 세웠고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침구하는 왜구를 격퇴했

다는 승전보를 중앙정부로 계속 보고했다. 그는 경상도 순변사, 한성

부 판윤을 거쳐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52) 차후에는 병조판서 

후보에 까지 오르는 등53) 당대를 대표하는 조선의 명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해남 현감 변협 역시 초기 달량성 지원에 실패했지만 해남지역

을 방어하여 왜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흥부사로 승

진했다.54)

김주는 당시 방비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파직되었으나 1년 후에 곧 

개성부 유수로 임명받았고55) 이후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56) 이외에

도 남치근, 조안국, 최린 등은 『명종실록』 사론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각도의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특히 남치근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무재를 인정받았으며57) 임꺽정 등 도

적집단을 제압하기 위해 토포사로 임명되는 등 당대를 대표하는 무관

으로 활동했다.58) 이처럼 을묘왜변 종결 이후 논공행상에서 드러나는 

사실과 당시 주요 현장 지휘관들의 차후 관직진출을 통해 현장에서의 

대응 자체가 적합했다는 논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51) 김수문은 이응거도에 진을 설치하여 북방지역 야인에 대한 방비를 사전에 준비했

다. 이른바 ‘선조치 후보고’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그가 야인과의 분란을 야기했다

는 이유로 1552년 7월(명종 7)에 파출하였다. 이후 1555년(명종 10) 1월에 제주목

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52) 『明宗實錄』 明宗 13年(1558年)  12月 7日.

53) 『明宗實錄』 明宗 18年(1563年)  12月 1日.

54)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8月 30日.

55) 『明宗實錄』 明宗 11年(1556年)  8月 25日.

56) 『明宗實錄』 明宗 15年(1560年)  12月 9日.

57) 『明宗實錄』 明宗 16年(1561年)  4月 21日. “南道兵使南致勤,前者, 自上以爲可用, 

超授正二品之資, 使之養望者, 必欲用之於他日有事之時。 南道雖曰巨鎭, 以異日緩急

較之, 輕重懸殊。 致勤之往南道, 物情皆以爲未便, 請遞留京。” 

58) 『明宗實錄』 明宗 16年(1561年)  10月 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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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묘왜변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과 조치  

을묘왜변이 일어날 무렵,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은 매끄럽

지 못했으며, 특히 국방 분야는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흉년이 

지속되었기에 군량은 부족한 상태였고 자연재해 및 역병까지 이어졌

다.59) 총통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신속히 추가적으로 제작할 것이 

논의되었고, 선박 또한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왜구와 수전을 벌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군기시에서 만들어졌던 무기 또한 상한 것이 대

부분이었다.60) 심지어 국가가 군관들에게 지급할 군마가 없었기 때문

에 전투현장으로 이동하는 장수들은 개인의 전마를 가지고 출정해야 

했을 만큼 전시 필요물자가 당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61)

군정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군적 작성의 필요성은 1552년(명종 

7) 7월에 거론되었다. 이후 명종은 1553년(명종 8) 윤3월에 이를 지

시했으며 약 2년의 기간을 거쳐 1555년(명종 10) 4월경에 완료되었

다.62) 그러나 지방의 감고색리 등이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군적을 작

성하였기 때문에 군정의 폐단 자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상태였

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민생에 폐를 끼쳤다.63) 문서에는 기

록된 인원이 실제로 복무하지 않았으므로 각 진영에서의 병력 공백 

문제가 유발되었다. 편제병력과 실제병력 간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

59)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4日. “自殿下卽位以來, 災孽之作, 無歲無之, 

水旱飢饉, 冬雷夏雹, 穀雨土雨, 桃李冬華, 日變星妖, 黃霧地震, 叢災衆孽, 竝見一時。” 

60) 『明宗實錄』 明宗 20年(1565年)  12月 6日. “軍器寺, 所掌非輕, 必得其人, 以治其

職, 然後器械犀利, 以備不虞。 嚮者, 狃於昇平, 提調或不擇人, 慢不檢察, 以致器具

朽鈍。 을묘왜변時, 雖輸送于南方, 無一可用。” 

61) 『明宗實錄』 明宗 20年(1565年)  5月 16日.

62) 『明宗實錄』 明宗 20年(1565年)  4月 25日.

63) 『明宗實錄』 明宗 9年(1554年)  11月 25日. “軍籍之時, 下人等百端用術, 非徒以死

爲生, 以生爲死, 至如廢疾如無足無目之人, 幷皆定役, 故呈狀於本府者, 紛紜不絶。 

請令兵曹, 辨其虛實, 依法改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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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4) 이러한 상황을 통해 당시 조선의 병력이 질적・양적 수준에서 

모두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전라도 관찰사 김주의 보고를 통해 최초로 을묘왜변의 

발발을 인지했다. 이후 파산한 무신 및 무재가 있는 자들을 동원하는 

것을 건의했으며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청홍도에 대해서도 순

찰사 및 방어사를 편성하였다.65) 전라도에 등장한 왜구는 비록 병선 

70여척 규모의 병력이었지만 대마도주가 이전에 보낸 서계에는 더 큰 

규모의 왜구가 침구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모든 도에 대한 방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달량성에서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중앙정부는 뒤늦게 을묘왜변이 

이전의 왜변과는 다른 성격의 전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66) 이에 명

종은 삼공 및 육경과 비변사를 명소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교하

였다. 우선 군마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기를 보급하기 위해 인력을 대

거 동원했으며 군량 부족은 법성포에 정박 중인 전세 운반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67) 또한 부족한 병력은 능침을 제외한 승군을 구성

하도록 하였다. 원래 홍문관에서는 승군 선발을 兩宗이 뽑는 것으로 

건의하였지만, 비변사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수령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현장에 위치한 수령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였다. 한편 경상좌도 방어사 김세한을 청홍하도인 서천포에 이동

시켜 왜구의 북진을 막고자 했다.68)

64) 장학근, 앞의 책, 2006, 141~142쪽 참고.

65)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6日. 당시 토벌군의 지휘부 편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라도 경상도 청홍도

직  책 도순찰사
좌도방

어사

우도방

어사
도순찰사

좌도방

어사

우도방

어사
방어사

성  명 이준경 남치근 김경석 조광원 조안국 윤선지 장세호

66)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9日.

67)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8日.

68)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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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언비어를 막기 위한 활동도 실행하였다. 왜구에 의한 전

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북쪽 야인에게까지 알려지

면 국가가 양면에서 이를 진압해야하기에 위기가 도래할 수 있으므로 

양계에서 이러한 상황이 절대 퍼지지 않게끔 조치하였다. 뿐만 아니

라 서울 내에서도 유언비어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어기는 행

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여 이를 금하고자 했다.69)

그러나 전술한 것들을 제외하고 조정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거

나 사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비변사 당

상을 숙직시켜 비상상황에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해야함이 옳은 일이

었지만 어차피 숙직하고 있는 당상 혼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는 점, 명패를 통해 유사시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는 점, 三浦倭亂 당

시에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는 점을 중앙의 대신들이 언급하며 반

대했기에 이는 구현되지 못했다.70)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현장 전투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장수

들의 지휘 및 행위를 문제 삼으며 이들을 체직하거나 추고하고자 했

다. 특히 전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량성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이동했던 전라도 병마절도사 원적의 가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등의 문

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소모적 논의를 지속했다.71) 또한 당시 최

전선에서 전장 전체를 지휘하며 중앙정부와의 연락업무를 지속하였던 

김주를 휘하 장수를 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국문하여 죄 

줄 것을 논하기도 했다.72) 사실 이러한 내용의 논의는 왜변을 완전히 

진압한 이후에야 나와야 될 성격의 논의였으며 현장 전투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였다. 

  이후 총통의 제조를 위해 동대문 및 남대문 성 위에 버려 둔 큰 

69)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0日.

70)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2日.

71)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2日.

72)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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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활용할 것이 건의되고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승군을 동원

해야 된다는 사항이 언급된 이후부터 왜변에 대한 대책 논의는 점차 

변질되었다. 원래 총통주조는 왜변이라는 상황 속에서 시급함이 인정

되는 주요 무기의 확보책이었고 병력의 증원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

였으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유사시 필수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태가 어느 정도 소강되자 총통주조와 승군동원에 대한 논

의는 불교와 연관되어 을묘왜변보다 더 큰 차원의 국가적 위기로 인

식되는데 이르렀다. 당시 명종은 국가 재산을 유지하고 민생을 안정

시키기 위해 사찰의 물건과 무분별한 승군 선발은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절박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물건을 활용하

여 총통을 주조하는 것과 승군 동원을 제한하는 명종에 대한 사관의 

부정적 평가는 종사의 위망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73)

이처럼 중앙정부는 을묘왜변이 발생할 무렵 국방 분야를 매끄럽게 

운영하지 못했다. 왜변이 발발한 직후에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듯 했다. 그러

나 현장 전투에 대한 중앙정부의 근본적 이해부족에 의해 왜변 해결

을 위한 실질적인 방책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비합리적이고 부적합한 

대응과 조치만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후 왜변에 대한 대책은 불

교를 두고 첨예한 논리로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차질을 

초래했던 대규모 외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체적 인식으로 비

변사는 관제상의 정식아문이 되었고 국방 기관으로 대두하기 시작하

였다.

73)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7月 2日. “倭寇陸梁, 湖南列邑, 幾入賊手, 而上之

所以爲念者, 唯在諸寺之鍾, 不知禦寇之急。 元帥之收鐵鑄戎器, 爲有邊圉之棘, 而以

擅便下手非之。 政院之請勿下書, 恐爲君德之累, 而以不知事體責之, 此朝野之所以

失望, 而將士之所以解體者也。 嗚呼! 今日왜구之變, 其禍小; 後日奉佛之害, 其患

大。 竊恐宗社之危亡, 始於今日, 而終不可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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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당시 조선의 대왜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마도주를 통한 왜구의 통제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왜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선정부는 대

마도주와 접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광의적 의미

의 왜구는 대마도주가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후기왜구’까지 포함하

는 것이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해적집단 내에도 세력이 존재했었던 

것이다. 물론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들 모두가 연안지방에서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해적집단이었다. 그러나 침구 가능 세력을 세밀히 분류하

고 이들에 대한 각각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정교한 외교정책의 발

휘는 이뤄지지 못했으며 대왜정책은 강경 노선으로 지속되었다.

이에 왜구는 전란을 계획했으며 침구 이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전

란을 준비했다. 이들은 왜구 내 조선인을 통해 해당지역 및 조선군의 

방어체제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달량포를 상륙지역으로 

선정하고 기만전술로 자신들이 상대하게 될 각 진영의 분산된 조선군

이 최소로 동원되게끔 만들어 전장에서의 전투력 우의를 확보하였다. 

또한 동시에 주요 길목을 장악하여 각 진으로부터의 지원을 차단하고 

포위된 조선군을 섬멸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현장 지휘관들은 진관체제에 기초하여 상황 

발생지역을 지원했으며, 왜구의 약탈 범위 확장을 억지하기 위해 노

력했다. 제한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비교적 다

했다. 특히 왜변의 변곡점이 되었던 영암성 전투의 전후 상황에 있어 

그들은 합리적으로 대응했다. 김주는 지휘소를 이동하여 전체 작전을 

조망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전장에서의 상황을 적절히 보고하였으며 

남치근은 1,000여명의 왜구를 유병화시켰다. 또한 이윤경은 군민들을 

단결시키고 왜구의 공격을 적절히 방어한 후 역공하여 왜구의 팽창 

의지를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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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을묘왜변이 발발할 무렵 중앙정부의 국정운영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고 국방 분야는 더욱 그러했다. 병력 및 군량, 무

기 등 국방의 제반 사항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였다. 뿐만 아

니라 왜변 전개과정에 있어서도 이들의 대처는 실질적이지 못했다. 

현장의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는 하지 않은 채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치죄를 논했고 영암성에서의 승리 이후 소강상태가 

되자 그들은 총통주조와 승군 동원의 논의를 불교를 억압하는 차원에

서 정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을묘왜변은 중앙정부의 

정교하지 못했던 외교정책 및 비전략적 조치와 제한된 여건 속 전투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으로 구분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2017.4.8, 심사수정일: 2017.5.22,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 을묘왜변, 왜구, 해적, 명종, 대일관계, 삼포왜란, 진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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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litary and Government Response of Eulmyo 
Invasion During the King Myeongjong Era of Joseon 

Dynasty

Moon, Jun-Ho

Perpetually invading the coastal regions and harming people as well 

as stealing properties, the Japanese invaders were considered as the main 

enemy to the national defense policy of Joseon. Accordingly, Joseon used 

the lord of Tsushima in order to subdue the invaders. However, as the 

Japanese invaders consisted of pirates of different nationalities, the 

Tsushima lord did not have absolute power or authority over them. 

Nevertheless, Joseon maintained a hard-line policy instead of developing 

more sophisticated policy based on thorough analysis of the likelihood 

of invasion and preparing measures against different groups.

As a result, with rigorous preparation including selection of landing 

site in advance, the Japanese invaders carried out Eulmyo Invasion. They 

used a deceptive tactic in order to induce minimal army from Joseon and 

secured a dominant position. Also, by dominating a major site as their 

foothold, they blocked assistance from other regions and destroyed the 

Joseon army including the regional commander during battle. This not 

only caused mayhem in the command system but also demoralized Joseon 

army. 

However, despite the disadvantageous situation, the commanders in 

Jeollado provided soldiers based on the regional defense system, and strove 

to limit the invasion by the Japanese. Particularly, the Yeongamseong 

battle, which marked a watershed in the invasion, demonstrated the rational 

response of the commanders who succeeded in preventing the Japanese 

invaders from expanding their domain. Later, the regional commanders 

were recognized for their achievement by being granted honor.  

Meanwhile, during Eulmyo Invasion, the central government fail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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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e effectively. Especially, it did not provide adequate military force 

and supplies, causing difficulties to the regional army. Furthermore, during 

the invasion,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of Joseon failed to take 

practical measures and only used the invasion as a pretext to expand their 

political auth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Eulmyo Invasion 

based on the efficient response provided in the battle, as opposed to 

unsuccessful diplomatic policy and strategically inadequate measures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Keywords : Eulmyo Invasion, Japanese invaders, Pirate, King Myeongjong,

Relationship with Japan, Sampo Invasion, Regional def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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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이었다.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은 2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명

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강요받았고, 명청교체로 인해 기존의 天

子國이었던 명 자체가 소멸해버렸다. 따라서 17세기 전반 조선의 

대외관계를 다루는 논저들은 대명관계가 대청관계로 전환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17세기 전반의 역사상을 볼 경우 간과

하기 쉬운 사실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명은 병자호란 이후에도 존

속하였으며, 명의 쇠퇴는 조선을 포함한 모든 관찰자에게 자명한 

사실이었으나, 누구도 명이 1644년에 갑자기 멸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1) 둘째, 병자호란은 공식적으로 명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였으나, 명과의 접촉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

다. 1622년 椵島에 東江鎭이 설치된 이후 활성화된 해상 루트는 

사신이나 상인이 왕래하는 교류의 장이 되어 있었으며, 병자호란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단 청이 조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접촉은 비밀접촉의 형태로 전개되

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관찬 사료에는 그 전모가 잘 드러나지 

않았고, 연구자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다.

1) 병자호란 당시 명에 사신으로 다녀온 바 있는 金堉은 인조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기강의 퇴폐나 농민반란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물력이 풍부하므로 朝夕의 위

급함은 없을 것이라 전제하고 있다. �인조실록� 권35, 인조 15년 6월 1일. 淸代의 

趙翼 역시 명의 멸망이 이미 神宗 萬曆帝 때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평하면서도, 만

약 명이 청과 조기에 강화하고 전력으로 농민 반란군을 진압했다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으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趙翼, �卄二史箚記� 卷35, ｢萬曆中礦稅之害

｣, 797쪽 및 ｢明末書生誤國｣, 806쪽(王樹民 校證, �卄二史箚記校證� 下, 北京 : 中

華書局, 1984). Timothy Brook 또한 제반 여건상 명의 멸망은 불가피했다고 보면

서도, 당시 사람들도 현재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었음을 지적

하였다. Timothy Brook, The Troubled Empire : China in the Yuan and 
Ming dynasties, Cambridge, Mass. ; London :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p.242, pp.254-255, p.266. 杉山淸彦은 명의 멸망을 경

제적 격차와 국지적 치안악화로 분열된 상황에서 “패자”의 폭발이 취약한 심장부를 

직격한 “돌연사”라고 평하였다. 杉山淸彦, ｢マンジュ国から大清帝国へ──その勃

興と展開｣, �清朝とは何か�, 東京 : 藤原書店, 2009,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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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병자호란 이후의 조명관계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한명기는 병자호란 이후 “漢

船” 문제를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다루었으며,2) 여러 연

구들이 崔鳴吉의 대명의리론과 그가 주도한 명과의 밀통 문제를 지적

하고 있다.3) 그러나 국내 논저들은 병자호란 이후 양국의 접촉에 대

한 언급이 극히 간략하며, 崔鳴吉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한 후대의 사료를 토대로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고 있어, 조명 비밀접

촉의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병자호란 이후 조명 비밀접촉의 전모를 최초로 조망한 연구자는 대

만의 劉家駒이다. 그의 연구는 병자호란 이후 조명관계의 추이를 종

합적으로 정리하고, 조선과 명의 접촉이 이루어진 사상적 · 경제적 배

경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4) 그러나 그 역시 

후대에 편찬된 자료에 의존했다는 점에서는 한국측 연구와 공통된 문

제점을 갖고 있다.

비교적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당대 사료를 통

하여 병자호란 이후 조명 비밀접촉의 실상을 상당 부분 밝혀내었다. 

寺內威太郞는 인조 20년(1642) 崔鳴吉 등이 청에 끌려갔던 “제2차 

瀋獄”의 역사적 경과를 탐구하면서, 명과의 通謀 과정을 �陽坡年紀�

및 �瀋陽狀啓� 등 당대 조선 사료를 통하여 규명하였다.5) 王剛은 崇

禎 13~15년(1640~1642) 명의 “聯鮮圖奴” 시도를 �明淸史料�, �中

國明朝檔案總匯� 등 1차 사료를 통해 추적함으로써 당시 명이 취했

2)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344~351쪽.

3) 대표적으로 위의 책, 202~203쪽; 한명기, ｢류성룡과 최명길의 통치론, 외교적 행적

을 통해 살피다｣, �조선의 통치철학�, 푸른역사, 2010, 219~225쪽; 오수창, ｢청과의 

외교 실상과 병자호란｣, �한국사시민강좌� 36, 2005, 119쪽; 허태구, ｢崔鳴吉의 主

和論과 對明義理｣, �韓國史硏究� 162, 2013, 111~112쪽.

4) 劉家駒, �淸朝初期的中韓關係�, 臺北 : 文史哲出版社, 1986, 343~396쪽.

5) 寺内威太郎, ｢17世紀前半の朝中関係の一齣: 第2次瀋獄を中心に｣, �駿台史学� 96, 

1996, 67~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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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하였다.6) 그러나 조선과 명 양측의 자료

를 함께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 崔鳴吉과 林慶業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1640~1642년의 접촉에만 주목하고 있는 점은 극복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병자호란 이후 조명 비밀접촉의 실상을 병자호란 직

후부터 명의 멸망까지 전 기간에 걸쳐 살펴보고, 이어서 비밀접촉

의 배경 및 의도, 그리고 비밀접촉을 둘러싼 현장과 중앙의 입장 

차이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양국 교섭에 관련된 문

서들이 산재되어 있는 시기로서, 관찬 연대기만으로는 상황의 전

개를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과 명의 1차 사료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소홀히 여겨져 왔

던 조명관계의 마지막 모습을 파악함은 물론, 명청교체기 조선의 

대외정책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조명관계의 단절과 명군의 對 조선 접촉

(1) 병자호란 직후 陳洪範의 조선 이용 시도(1637)

인조 15년 1월 28일, 청 태종은 인조에게 명으로부터 받은 誥命·

印信을 반납하고 왕래를 끊으며, 명의 연호 대신 모든 문서에 청의 正

朔을 받들 것, 椵島를 공격할 때 배 50척과 수군을 동원하여 동참할 

것 등을 명령했다.7) 청은 조선을 명과 단절시켜 자신의 질서에 편입

함과 동시에, 앓던 이와 같던 椵島의 명군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다.

6) 王剛, ｢明末王武緯出使朝鮮與‘聯鮮圖奴’之議｣, �溫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5.

7) �同文彙考� 別編 卷2, 節使, ｢【丁丑】定約條年貢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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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청의 명령에 따라 椵島 정벌에 참여할 준비를 하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청에 항복한 사실 및 椵島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명에 

전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월 9일, 인조는 신하들에게 椵島

에 최근의 상황을 비밀리에 통고할 뜻을 밝히며 의견을 물었다. 2월 

13일에는 평안감사 南銑이 椵島에 청의 습격 계획을 알리기를 청하였

으며, 2월 14일과 4월 18일에도 執義 蔡裕後와 崔鳴吉이 각각 명에 

奏聞할 것을 요청하였다.8) 이렇듯 청에 항복한 사실을 명에 알려야 

한다는 것 자체는 인조나 신하들 사이에 공유되는 전제였으나, 청군

이 조선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

한편 崇禎 9년 12월 초에 병자호란 발발 소식을 접한 명은9) 崇禎 

10년(1637) 2월 산해관 바깥의 병력 18,000명을 진출시켜 청을 견제

하였고,10) 3월 12일에는 椵島의 東江鎭을 관할하던 總兵 沈世魁와 이

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總兵 陳洪範으로 하여금 조선을 구원하도록 

명하였다.11) 하지만 명의 군사행동은 너무 늦게 발동된 데다가 소극

적으로 이루어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2) 조선이 청에 항복한 

이후 명은 椵島 방어에 전력을 기울였으나,13) 椵島는 4월 8일 청

· 조선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 함락되었다.14) 沈世魁는 전사하였으

8)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2월 9일, 13일;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2월 14일, 

4월 18일.

9) 凌義渠, �奏牘�(續修四庫全書 493) 卷4, ｢奏章有關緊密疏｣(崇禎 9년 12월 12일); 

�國榷�(北京 : 中華書局, 1958) 卷95, 崇禎 9년 12월 丁酉(27일).

10) 凌義渠, �奏牘� 卷4, ｢圖奴固在先著制勝尤貴萬全疏｣(崇禎 10년 2월 15일).

11) �國榷� 卷96, 崇禎 10년 3월 辛亥(13일). 登島太監 陳應祥도 수군을 통한 청의 후

방 교란을 주장하였다. 楊嗣昌, �楊文弱先生集�(續修四庫全書 1372, 이하 �楊文弱

集�) 卷9, 疏, ｢覆登監塘報疏｣.

12) 金堉, �潛谷遺稿� 卷14, ｢朝京日錄｣, 丁丑 閏 4월 18일; 凌義渠, �奏牘� 卷5, ｢屬

國情形已見登島時刻宜防疏｣(崇禎 10년 2월 20일), “除兩鎭出海聲援外, 別無救急

之奇著, 除關寧發兵搗剿外, 別無牽掣之全力.”; �國榷� 卷96, 崇禎 10년 3월 辛亥

(13일).

13) 楊嗣昌, �楊文弱集� 卷10, 疏, ｢遵旨確議水兵疏｣.

14) 椵島 전투의 전개 상황은 劉建新·劉景憲·郭成康, ｢一六三七年明淸皮島之戰｣, 

�歷史檔案� 1982-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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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陳洪範은 石城島로 탈출, 패잔병을 수습하였다. 명은 조선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椵島가 함락되는 뼈아픈 손해를 맛보았고, 

명이 조선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직접적 영향력은 격감하였다.

하지만 명은 실낱같은 형태로나마 조선과의 연락을 유지하고자 하

였다. 당시 北京에는 전년 6월에 파견된 聖節千秋進賀使 金堉 일행이 

체재하고 있었다. 병부상서 楊嗣昌은 이들을 조선까지 호송함으로써 

조선의 상황을 정탐함과 동시에 “屬國의 마음을 붙들기를” 청하여 숭

정제의 허가를 받았다.15) 명 조정뿐만 아니라 金堉 일행이 지나는 길

의 軍門에서도 조선의 항복을 책망하지 않고 조선을 회유하고자 하는 

제스처를 보였다.16)

한편 長山島에 머무르고 있던 明將 陳洪範은 명 조정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椵島 함락 이전부터 조선의 내응을 기

대하였던 듯하며,17) 椵島에서 철수한 뒤인 윤 4월에도 조선에 票文을 

보내 회유하면서 평안병사 柳琳과 의주부윤 林慶業에게 箚付를 내려 

그들을 副摠 혹은 總兵으로 임명한 바 있었다.18) 陳洪範은 金堉 일행

이 長山島에 도착하자 융숭하게 대접하고, 5월 4일에는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은 帖을 주면서 국왕에게 전달하고 속히 회보해줄 것을 

15) 楊嗣昌, �楊文弱集� 卷10, ｢陳愚見請聖裁疏｣; 金堉, �潛谷遺稿� 卷14, ｢朝京日錄｣,

丁丑 4월 20일; �通文館志� 紀年 仁祖大王 15년 丁丑. 金堉 일행의 활동에 대해

서는 다음을 참고. 李迎春, ｢丙子胡亂 전후의 朝鮮·明·淸 관계와 金堉의 �朝京

日錄�｣, �조선시대사학보� 38, 2006; 金英淑, ｢明末의 中國社會와 朝鮮使臣의 外

交活動｣, �명청사연구� 31, 2009; 조창록, ｢1636년의 해로 사행과 李晩榮의 『崇

禎丙子朝天錄』｣, �人文科學� 47, 2011.

16) 金堉, �朝天錄�(�燕行錄全集� 16), ｢回泊石多山｣(丁丑五月十二日), 430~431쪽.

17) 楊嗣昌, �楊文弱集� 卷10, 疏, ｢覆登萊撫監敵人圖鮮用鮮疏｣, “總兵陳洪範猶云, 鮮

應於內, 我乘於外, 未必非創敵實著, 殊屬誇誕.”

18)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윤 4월 11일;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윤 4월 15일, 

18일; 李植, �澤堂集� 卷7, 呈文, ｢平安監司呈文｣, 揭帖, ｢白副摠前平安兵使答帖-

別帖｣. 이는 劉家駒, 앞의 책, 351~352쪽 및 張存武, ｢淸韓關係: 一六三六-一六

四四｣, �淸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1987, 33~34쪽에도 소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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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였다.19) 원문이 남아 있지 않아 요구의 전모를 알 수는 없으

나, 가장 중요한 안건은 급히 접반사를 長山島로 보내 자신의 막하에 

머물면서 명과 조선, 사실상 자신과 조선의 연락을 담당하도록 요구

한 것이었다.20) 이외에 청을 위해 수군을 파견하지 말되, 부득이하면 

반드시 먼저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1) 陳

洪範은 또한 차후 조선이 명 조정에 奏聞할 일이 있을 때 陪臣을 보내

지 말고 자신에게 移咨하면 대신 轉奏해주겠다고 하여 조선과 명의 

연락을 중계 · 독점하려는 의도를 보였다.22)

陳洪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陳洪範

이 이전부터 沈世魁를 대신하여 東江鎭을 접수하려 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23) 그는 조선의 협력을 얻어 椵島를 탈환하거나, 椵島에 

준하는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24) 이것

이 달성되면 자신이 東江鎭의 새로운 수장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

다. 따라서 그에게 조선과의 밀접한 연락 유지는 필수적이었다.

19) 金堉, �潛谷遺稿� 卷14, ｢朝京日錄｣, 丁丑 5월 3~4일. 陳洪範과 함께 있던 監軍 

黃孫茂와 副總 白登庸, 劉太監도 揭帖을 보내왔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3일 및 李植, �澤堂集� 卷7, ｢白副摠前平安監司答帖｣, ｢白副摠前平安兵使答帖｣, 

｢黃監軍前回帖｣, ｢劉太監前回帖｣.

20) 李晩榮, �雪海遺稿� 卷3, ｢崇禎丙子朝天錄｣, 丁丑 5월 4일; �승정원일기� 인조 15

년 6월 3일, “遣官而置其幕府, 似有難矣.”

21)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2월 8일.

22) 李晩榮, �雪海遺稿� 卷3, ｢崇禎丙子朝天錄｣, 丁丑 5월 4일, “此後凡有奏聞之事, 

勿爲委遣使臣, 移咨於我, 我當轉奏.”

23) 李晩榮, �雪海遺稿� 卷3, ｢崇禎丙子朝天錄｣, 丁丑 5월 4일, “白副摠輩言, 當初朝

廷差遣陳老爺, 以代沈世魁, 鎭守東江. …… 故陳老爺往來諸島, 久爲經營.”

24) 楊嗣昌, �楊文弱集�, 卷15, 疏, ｢覆登監仰仗天威疏｣, “提督陳洪範塘報之末有云, 

候屬國回書, 知會催發兵船, 進復皮島.” 단 陳洪範이 椵島에 다시 設鎭하려고 했는

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楊嗣昌, �楊文弱集� 卷15, 疏, ｢覆登監仰仗天威疏｣, 

“山松曰, 按, 此後先人旋附陳云, 適接洪範稟云, 皮島昔日虐侮麗人, 今適人暫去, 

麗人不樂我兵復駐. 又一稟云, 朝鮮被難, 觀望兩端, 不願皮島再踵前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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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陳洪範의 시도는 당시 명의 군사전략을 총괄하던 병부상

서 楊嗣昌의 의향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楊嗣昌은 일찍부터 陳洪

範이 조선을 이용하고자 한 것에 비판적이었으며,25) 조선과 연락

하려는 구상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

다. 첫째, 楊嗣昌은 조선이 청의 감시를 피해 명과의 군사적 협력

에 나설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26) 둘째, 楊嗣昌은 애초부터 椵

島 東江鎭의 청 견제 역할에 부정적이었고, 島帥들의 장사에 난민

들이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27) 그의 입장은 잔존 병력을 

25) 주17 참고. 楊嗣昌의 對 조선 정책은 李超, ｢楊嗣昌軍事策略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19~21쪽에서 간략히 다루어진 바 있다.

26) 楊嗣昌, �楊文弱集� 卷15, 疏, ｢覆登監仰仗天威疏｣.

지도 1. ｢朝鮮貢道圖｣. 張存武, �淸韓宗藩貿易: 1637～1894�, 臺北 :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1968, 3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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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州 부근 皇城島와 寧遠 인근 覺華島로 철수시키고, 난민은 錦州

· 寧遠 등지에 安揷하자는 방어 중시책이었다.28) 숭정제 역시 楊

嗣昌의 논의에 따라 陳洪範에게 신중한 행동을 당부하도록 하였

다.29) 명 조정은 당장의 椵島 탈환이나 조선과의 재접촉을 목표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조선에서도 陳洪範의 접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윤 

4월 15일, 비변사는 陳洪範의 票文에 대해 조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답서를 평안감사 명의로 작성해서 내려보

내자고 청하였고, 인조는 이를 윤허하였다.30) 다른 한편, 조선에서는 

林慶業을 통해 청에 陳洪範이 접촉해 온 사실을 알리도록 결정하기도 

하였다.31)

金堉 일행이 돌아온 뒤, 인조는 6월 3일에 신료들을 모아 陳洪範에

게 사신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32) 이 자리에서 金瑬 · 李

弘胄 · 具宏 · 尹暉는 청에 누설될 위험성을 들어 陪臣의 파견이나 회답

에 반대했으나, 沈悅 · 崔鳴吉은 은밀히 답서를 보내어 앞으로 서로 소

통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조는 이에 國

書로 회답할 것을 명하고, 陳洪範의 差人이 오면 그 편에 발송하

도록 하였다. 이때 陳洪範과 그 휘하의 黃孫茂· 白登庸 등에게 보낼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들은 李植의 �澤堂集�에서 총 10건(咨文 1

건, 呈文 1건, 揭帖 8건)이 확인된다. 그 목록을 시간 순으로 재정

리하면 <표 1>과 같다.

27) 楊嗣昌, �楊文弱集� 卷10, 疏, ｢遵旨確議水兵疏｣; 卷11, 疏, ｢覆監科東事决裂已甚

疏｣; 卷15, ｢覆登監兵垣道將激變島衆疏｣; 卷24, ｢覆登撫島事初定疏｣.

28) 楊嗣昌, �楊文弱集� 卷14, 疏, ｢覆登監塘報接渡難兵疏｣, ｢覆山永巡撫海島情形疏｣.

29) 楊嗣昌, �楊文弱集� 卷15, 疏, ｢覆登監仰仗天威疏｣.

30)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윤 4월 15일.

31)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윤 4월 18일. 이상 票文에 대한 대응은 劉家駒, 앞

의 책, 351~352쪽 참고. 단 실제 청에 陳洪範의 접촉이 통보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32)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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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澤堂集� 卷7 수록 조선측 외교문서(丁丑年)

이 문서들은 최소한 세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陳

洪範에게 보내는 咨文인 ①이 먼저 작성되어 있었고, 윤 4월 陳洪範

의 첫 번째 접촉 시도를 계기로 ②~⑥이 작성되어 ①과 함께 발송되

었으며, 金堉 일행이 가져온 陳洪範 등의 揭帖에 다시 답장하는 형식

으로 ⑦~⑩이 작성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서들의 내용은 대체로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패망한 상황을 호

소하고, 조선의 사정에 동정과 관심을 표해준 데 감사를 표하며, 

직접 회답을 보내거나 명 조정에 사신을 파견할 수 없는 상황에 안

타까움을 나타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는 조선의 항복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이해받는 동시에, 명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

33) 제목이 같은 경우 구분을 위해 영인본(한국문집총간 88)에서 해당 글이 시작되는 

쪽수를 표시하였다.

34) 두 문서는 내용이 거의 같으나 구성 순서가 다르고, 崔鳴吉의 글이 더 길다. 李植

의 초안을 崔鳴吉이 수정한 것으로 보이나, 어느 쪽이 正本인지는 알 수 없다.

번호 제 목33) 비 고

① 陳都督前咨文(丁丑) 崔鳴吉, �遲川集� 卷17, 雜著, ｢移陳都督咨(丁丑)｣34)

② 平安監司呈文 陳洪範의 傳諭에 답한다는 내용

③ 陳都督前回帖[117b] 陳洪範의 글에 답한다는 내용

④ 白副總前回帖[118a] 보내준 書帖에 회답하는 내용

⑤ 白副摠前平安監司答帖
전임 평안감사 南銑 앞으로 보내온 揭帖에 대해 윤 4월 

18일에 임명된 후임 감사 李袨이 답장

⑥ 白副摠前平安兵使答帖 윤 4월에 전해진 柳琳 ·林慶業에 대한 箚付 반납

⑦ 陳都督前回帖[117d] 金堉 일행이 귀국할 때 보내온 揭帖에 대한 답서

⑧ 白副摠前回帖[118c] 金堉 일행이 귀국할 때 보내온 揭帖에 대한 답서

⑨ 黃監軍前回帖 金堉 일행이 귀국할 때 보내온 揭帖에 대한 답서

⑩ 劉太監前回帖 金堉 일행이 귀국할 때 보내온 揭帖에 대한 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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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당분간 더 이상의 접촉을 삼가 달라는 무언의 요청을 전달하

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陳洪範의 요청이 원래 陪臣을 자신에게 

파견해달라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그의 제안을 거부하는 

조선의 의중은 명백하다.

조선 조정은 陳洪範에게 따로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陳洪範의 差

人이 오면 답신을 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에 따라 ①~⑥

은 6월 이전 이미 발송되었던 것으로 보이며,35) 禮單과 함께 陳洪範

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36) 6월 중순에는 金堉 일행을 통해 

전해진 揭帖에 대한 답신(⑦~⑩)이 평안도로 출발하였다.37) 그러나 

후자가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해상의 명군에 급변사태가 발생

했기 때문이다.38)

(2) 陳洪範의 2차 접촉 시도와 조선의 거부(1638)

崇禎 10년(1637) 5월, 長山島 · 石城島의 명군 내에서 반란이 터졌

다. 沈志祥이 숙부 沈世魁의 뒤를 이어 總兵이 되려다가 이를 막는 黃

孫茂 ․ 白登庸을 죽이고 總兵을 자칭한 것이다.39) 이로 인해 조선과 

陳洪範의 접촉은 일시 단절되었다.

沈志祥에 대해 명 조정은 적극 토벌을 결정하였고,40) 반란으로 인

35) 李植, �澤堂集� 卷7, 揭帖, ｢白副摠前回帖｣(⑧), “卽因回舶, 付便裁謝, 竝於督府大

人前, 具呈咨帖, 略布衷曲, 想今已徹記室也.” �通文館志� 紀年, 仁祖大王 15년 丁

丑에도 咨文을 보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단 金堉 일행의 보고에 이에 대한 언

급이 일절 없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5월 초까지는 陳洪範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36) �瀋陽狀啓� 丁丑年(1637) 9월 6일.

37)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12~13일.

38) 단 조선 조정에서는 두 차례 문서를 통하였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보아, 

문서의 발송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鄭泰齊史草�(한국사료총서 38) 崇禎 

11년 4월 壬子(19일), “或以爲上年再次通書, 而淸人未覺.” 또한 주53 참고.

39) �國榷� 卷96, 崇禎 10년 5월 壬午(15일); �清史稿� 卷234, 列傳21, 沈志祥, 9417

쪽; 楊嗣昌, �楊文弱集� 卷15, ｢覆登監兵垣道將激變島衆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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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登州로 쫓겨나 있던 陳洪範이 崇禎 11년(1638) 2월 출격하여 沈志

祥을 격파하였다.41) 토벌군에 밀린 沈志祥은 2월 말 청에 귀순하였

다.42) 이후 명은 楊嗣昌의 구상대로 각 섬에 흩어져 있던 난민들을 

錦州 · 寧遠 등지에 安揷하였으며, 병력을 登州 · 旅順 사이에 위치한 

皇城島까지 후퇴시켰다.43)

이 과정에서 陳洪範은 다시 한 번 조선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3

월 6일, 의주부윤 林慶業은 휘하의 전 판관 崔孝一과 漢人 張壽祺의 

접촉을 보고해 왔다.44) 그의 말에 따르면 명이 일본, 琉球, 安南, 西

洋 등에 병력을 청하여 청을 칠 것이며, 陳洪範은 舟師를 거느리고 石

城島에 머물러 있고, 국왕에게 보내는 咨文을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

라는 것이다. 林慶業은 陳洪範이 만일 조선 경내에 정박한다면 어찌

할 것인지 지시를 청하였다.

일찍이 인조 16년(1638) 1월, 조선 조정은 漢船이 왕래했을 경우 小

譯으로 하여금 다시 오지 못하도록 통보할 것을 결정한 바 있었다.45)

하지만 陳洪範의 咨文은 무시할 수 있어도, 황제의 명을 받아 移咨한

다면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비변사에서는 문서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

는 청에 알리거나, 아예 문서를 받지 않거나, 미리 답변할 문서를 만

40) 당시의 상황 및 명 조정의 대책은 凌義渠, �奏牘� 卷6~7 및 楊嗣昌, �楊文弱集�

卷15~21에 있는 관련 題本 및 李超, 앞의 글, 16~19쪽 참고.

41) �中國明朝檔案總匯�(이하 �明檔�) 29, 二一九五 ｢登萊巡撫楊文岳爲鎭臣陳洪範統

領水師奪回石城島報捷事題本｣(崇禎 11년 3월 12일), 332쪽.

42) �淸太宗實錄� 卷40, 崇德 2년 2월 26~28일.

43) �明檔� 29, 二一九四 ｢登萊巡撫楊文岳爲請將各島現存兵民分散安置寧錦事題本｣

(崇禎 11년 3월 12일), 330~331쪽; �明檔� 39, 二八0五 ｢山東巡撫王國賓爲遵報

登萊防務情形事題本｣(崇禎 14년 1월 18일), 105쪽. 단 명이 요동 남단의 섬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 수비대를 잔존시켰다.

44)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3월 6일; �續雜錄�(한국고전번역원 국역 �대동야승�

8) 4, 戊寅年 2월. 인조 16년 3~4월 陳洪範의 2차 접촉은 劉家駒, 앞의 책, 

352~353쪽도 다루고 있으나, �인조실록�만을 활용하여 내용이 소략하다.

45)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1월 庚辰(16일), 戊子(24일);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1월 25일. 또한 �譯官上言謄錄�(奎 12963) 戊寅 1월 17일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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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두었다가 漢船에 부치도록 하여 다시 문서를 보내오는 걱정을 

막는다는 세 가지 방책을 제시했다. 인조가 선택한 것은 마지막 방안

이었다. 이에 따라 陳洪範에게 조선의 상황을 양해해 줄 것을 바라는 

문서가 李景奭에 의해 작성되었다.46) 조선의 목표는 陳洪範의 지속적

인 접촉을 중단시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조는 청에 이 사

실을 알리지 말도록 지시하였다.47)

조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월 중순에는 都司 徐如周 · 夏雲騰, 

通官 熊守禮, 守備 陸大勳 등을 태운 唐船 2척이 의주 해안에 정

박하고 문서를 전달하고자 했다.48) 이들은 조선국왕과 林慶業에

게 보내는 글 각각 1통을 주면서 만일 받지 않는다면 장차 한양 

근처까지 가서 전달할 것이고, 그래도 받지 않으면 영원히 명과 

단절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명이 

일본에 군사를 요청하여 조선을 지나갈 것이니 조선의 君臣은 椵

島 以西의 섬으로 피하여 와야 한다고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만난 崔孝一은 일단 문서를 받지 않고 林慶業에게 급히 보고하였

고, 林慶業은 다시 조정에 문의하였다.

비변사에서는 4월 17일에 이것이 陳洪範의 이간책에 지나지 않

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명에서 조선을 의심할 것을 생각하면 문서를 

접수해야 할 듯하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인조는 이는 어디까지나 

潛商 ․ 偵探하고자 하는 계책에 불과하니 과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

고 전교하였다.49)

4월 18일, 인조는 명이 조선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조선을 의

46)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3월 6일. 또한 �비변사등록� 인조 16년 3월 7일 기

사도 참고.

47) �비변사등록� 인조 16년 3월 11일.

48)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庚戌(17일);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4월 17일; 

�續雜錄� 4, 戊寅年 5월; �野言記略�(한국사료총서 45) 卷2, 戊寅 5월. 이 중 �鄭

泰齊史草�가 가장 자세하다.

49)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庚戌(17일);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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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할 염려는 없지만 문서를 받으면 눈앞의 난처한 근심이 반드시 

이를 것이며, 혹시 이것이 청에 항복한 沈志祥의 무리가 조선을 시

험하는 계책일 수도 있다고 전교하여 문서 접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비변사는 여러 가지 근거로 볼 때 이번 漢船은 陳洪

範이 보낸 사람들임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한 

번 왕복하여 다시는 오지 말라는 조선의 뜻을 진달하고, 청에도 이

를 통보하여 양쪽이 유감을 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조는 차후에 만약 난처한 일이 생기면 주장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차가운 비답을 내렸다. 인조의 강경한 입

장에 비변사도 한 발 물러서 일단 현지에서 문답하는 내용을 보고

받은 뒤에 다시 稟處하겠다고 하였다.50)

4월 19일, 재차 林慶業의 장계가 도착했다. 이에 따르면 명의 都司

들은 다시 문서를 전하려 하면서,51) 일본군이 곧 동원될 것이라고 허

풍을 떠는 한편, 皇上이 따로 파견한 “勅使 道爺邵起”가 陳洪範과 함

께 이미 石城島에 도착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陳洪範에게 問安

使를 파견하지 않은 것을 따지고, 해로로 登州를 거쳐 바로 조공할 것

을 촉구하였으며, 국왕에게 보내는 문서를 받느냐 여부에 따라 칙사

가 올 지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林慶業에게 보내는 문서 및 禮單을 억

지로 놓아두고 돌아갔다. 이에 대해 직접 대화를 담당한 製述官 權侙

은 청에게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인조 앞으로 온 문서는 끝까지 

수령을 거부하였다.

비변사는 청이 이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의

견과 칙사가 와 있다는 데도 조선이 반응하지 않으면 명으로부터도 

50)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辛亥(18일);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4월 18일.

51) 이 중 林慶業에게 주는 글은 瀋陽에서 도망친 漢人이 명으로 탈출하도록 도와준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다.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壬子(19일), “麾下忠義素

著, 不侫所欽服者, 夏都司備言麾下接渡楊千摠陳把摠, 足感爲天朝至意, 今叛人沈志

祥敗走投虜, 倘有虜情諸事, 幸麾下不時聞見, 至望至望, 一芹將敬, 惟監納榮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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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재난이 닥칠 것이므로 문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

음을 밝히고, 일단 林慶業으로 하여금 都司들과 몰래 만나 설득하

도록 하자고 제안하여 인조의 승낙을 얻었다.52)

지시를 받은 林慶業은 4월 말에 직접 都司들과 접견하였다. 이

들은 국왕 앞으로 보내는 문서와 예물을 다시 제시하면서 그 회답

을 받겠다고 나섰다.53) 이에 林慶業은 울면서 都司들과 손을 마주

잡는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都司들을 설득하였고, 今明年에는 조

선으로 배를 보내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都司들은 林慶業의 

말에 따라 陳洪範에게 보고하겠다고 하고 조선을 떠났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인조 앞으로 온 문서를 수령하거나 답서를 전달

하는 일 없이 위기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인조의 의향대로 사태가 마무

리된 것이다. 이후 조선 조정은 청에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朝報 등

에도 이 사실을 내지 않으며, 사관에게도 비밀문서를 보이지 않는 식

으로 보안을 강화하여 사건의 누설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54)

명의 都司들이 비교적 순순히 물러난 것은 陳洪範의 행동이 명 조

정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독단적 시도였던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

된다. 명측 사료에 따르면 조선을 이용해 이간책을 시도하겠다는 현

장의 발상에 대해 병부상서 楊嗣昌은 극히 부정적이었으며, 속히 반

52)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壬子(19일);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4월 19일. �인

조실록�의 同日 기사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있다. 이때 비변사는 禮單 지급

을 주장했으나 인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조는 이후 이들의 문서를 받지 않는 것

이 義理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4월 27일.

53)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5월 癸亥(1일), “都督有致國王前文書及禮物, 欲得其回報, 

以占貴國永絶天朝與否, 而禮物, 蓋回答貴國二月所送之禮也.” “二月所送之禮”는 

전술한 崔孝一과 張壽祺의 접촉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

54) �비변사등록� 인조 16년 5월 22일;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5월 甲子(2일); �승

정원일기� 인조 16년 5월 22일. 또한 同年 10월 명 특산물인 靑布의 對淸 수출을 

금한 것도 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辻大和, ｢丙子の乱後朝鮮の

対清貿易について｣, �内陸アジア史研究� 30, 2015,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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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군의 잔당 처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55) 또한 명의 都司

들이 “勅使 道爺邵起”라고 지칭했던 인물은 사실 陳洪範 휘하의 通判

에 지나지 않았다.56) 무엇보다, 陳洪範이 1차, 2차 접촉을 통해 획득

한 조선의 반응이 명 조정에 보고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인조

의 예측대로, 陳洪範의 2차 접촉은 石城島까지 진출한 기회에 조선을 

떠보기 위한 돌발적인 시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陳洪範이 보낸 都司들은 조선 내부의 명 연호 사용 실태라

든가, 일본의 침입 풍문 등 조선의 내부 사정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

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협상의 재료로 활용하였다.57) 이는 陳洪範의 

휘하에 와 있던 조선인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었다.58) 이들 중 林慶業에 의해 붙잡힌 인물이 있었다. 그는 

郭山 사람으로서 승려가 되어 香山寺에 있다가 전년에 陳洪範의 휘하

로 건너가 조선의 상황과 椵島 전투의 전말을 전해주었고, 이번에 都

司들을 따라 조선의 상황을 정탐하러 건너온 것이었다. 林慶業은 그

를 비변사로 올려 보냈다. 그가 이후 조선의 밀사로서 명에 파견

되는 승려 神歇(일명 獨步)이었다.59)

55) 楊嗣昌, �楊文弱集� 卷23, 疏, ｢覆登撫海外塘報未明疏｣.

56) �明檔� 29, 二二0六 ｢沿海總兵陳洪範爲報黃骨島賊衆已不敢出戰沈志祥外逃并安置

島衆事題本｣(崇禎 11년 3월 19일), 374쪽, “臣遣金聲桓, 隨通判邵起給粮招搊.”

57)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壬子(19일), “仍問貴國三南, 用崇禎年號, 王京士子, 

只書戊寅年月, 衙門則用崇德年號云, 然耶?”; 同書 4월 辛亥(18일), “至於倭人一款

語, 終涉孟浪, …… 無乃彼見本國方有南憂, 藉此以爲恐動之計者耶?”

58)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庚戌(17일), “爾國人三月間, 乘船潛入石城島, 爲言朝

鮮見汚於腥膻, 而又聞日本動兵, 當擧家入來, 寧爲天朝之鬼, 誓不作夷虜之民, 都督

慰而撫之.”

59)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5월 癸亥(1일). 都司들은 돌아갈 때 그의 入送을 요구하

였으나, 조선은 이를 묵살하였다.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5월 甲子(2일); �승정

원일기� 인조 16년 5월 2일; �비변사등록� 인조 16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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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의 밀사 파견과 명의 연합 작전 구상

(1) 청의 징병과 조선의 밀사 파견(1638~1640)

都司들이 돌아간 인조 16년 5월 이후, 한동안 양국 사이의 접촉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명의 정세 탓이 크다. 청은 그해 9

월 말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대대적으로 명 내지를 유린하였고,60)

방어에 급급한 명 조정은 조선과의 연결을 시도할 여력이 없었다. 또

한 조선과의 연결을 주도했던 陳洪範 역시 해상에서 귀환한 이후 登

萊를 떠나 流賊 토벌에 동원되었으므로,61) 조선과의 연결을 시도할 

주체 역시 사라져 버렸다. 

아울러 楊嗣昌이 군사전략 주도권을 잡고 있던 명에서는 조선과의 

연결 시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62) 예를 들어 崇禎 11년 

8월 石城島에 조선 선박이 표류하자 登萊의 지방관들은 배 한 척이라

도 명의 島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63) 병부에서

는 조선이 다시 조공할 때를 기다려 이들을 돌려보내기를 청해 윤허

를 받았다.64) 崇禎 12년(1639) 10월 조선, 차하르 등과 연결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병부는 명확히 거부하였다.65) 조선이 명에 조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선과의 어떤 교류도 행하지 않으

려 했던 것이다.

60) 閻崇年 分卷主編, �淸朝通史‧太宗朝�, 北京 : 紫禁城出版社, 2002, 237~247쪽.

61) 楊嗣昌, �楊文弱集� 卷26, 疏, ｢秦撫出剿甚奇疏｣; 卷27, 疏, ｢十八審機冝疏｣; �國

榷� 卷97, 崇禎 11년 3월 辛巳(24일).

62) 楊嗣昌은 崇禎 11~12년 대부분에 걸쳐 병부상서였다. 張德信, �明代職官年表� 1,  

合肥 : 黃山書社, 2009, 390쪽 및 671~674쪽.

63) �明淸史料� 乙編 第3本, ｢兵科抄出登萊巡撫楊文岳題本｣(崇禎 11년 9월 13일), 

227~228쪽.

64) �明淸史料� 乙編 第3本, ｢石城島千總酆定國隱匿哨獲麗船參斤等情殘件｣, 233쪽.

65) �明檔� 32, 二四三五 ｢兵部爲陳自强制勝之策事題行稿｣(崇禎 12년 10월 25일),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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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에서 먼저 명에 奏聞해야 할 필요가 발

생하였다. 청이 명을 공격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다. 인

조 16년 8월 조선이 청이 정한 날짜에 맞춰 군대를 동원해 보내지 못

하자, 청은 조선을 크게 힐책하였다.66) 조야에서는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이 빗발쳤으며, 인조 역시 심한 부담감을 토로했다.67) 椵島는 엄

밀히 말해 中原 출신의 피난민일 뿐이었지만,68) 명의 본토를 공격하

는 것은 명백히 대명의리를 배신하는 행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명에 조선의 상황을 奏聞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병자호란 종결 직후부터 있었고, 이후에도 다시 제기된 바 있었

다.69) 그러나 상황이 변하여 조선군이 곧 명군과 직접 교전할 형편이 

되자, 조선의 출병이 부득이했음을 고하고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쪽

으로 논의의 초점이 바뀌었다. 병력의 출동이 눈앞에 닥친 7월 29일, 

호조판서 沈悅은 都督, 즉 陳洪範에게 사세의 부득이함을 문서로 통

보할 것을 주장하였다.70) 결국 인조는 8월 23일 비변사에 명하여 믿

을 만한 사람을 몰래 陳洪範에게 보내 부득이한 상황을 통보하게 하

였다.71) 청의 파병 요구가 인조로 하여금 명과의 연락을 재개하도록 

몰아간 셈이다.

그러나 인조의 명령대로 陳洪範에게 바로 조선의 부득이한 상황이 

통보되었는지는 확언할 수 없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陳洪範

은 이미 流賊 토벌을 위해 登萊를 떠난 뒤였다. 또한 청에서는 기한에 

늦게 들어온 조선군을 도로 쫓아 보내었으므로, 조선군이 직접 명군

66) 당시의 징병 문제에 대해서는 劉家駒, 앞의 책, 211~229쪽; 張存武, 앞의 글, 

35~40쪽; 한명기, 앞의 책, 220~221쪽 참고.

67)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8월 1일, 9일, 19일.

68)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3월 20일; �승정원일기� 同日.

69) �인조실록� 권36, 인조 16일 2월 17일, 5월 13일;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壬子(19일), 5월 乙亥(13일).

70)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7월 29일; 沈悅, �南坡相國集� 卷3, 箚, ｢戶曹判書時

箚(戊寅七月)｣.

71)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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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투하는 곤란한 상황도 결과적으로는 회피되었다.72) 따라서 실제 

밀사가 파견되었는지, 파견되었다면 언제였는지를 사료를 통해 확인

해 보아야 한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崔鳴吉은 훗날 밀사 파견 문제 때문에 청의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인조 17년(1639) 8월에 승려를 명에 들여보냈

다고 말하였다.73)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명과의 밀통 책임

을 전담하기 위해 진술한 내용의 일부이므로,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

다.74)

반면 명측 문서는 崇禎 12년(1639) 6월, 登萊의 水師 將兵들이 상

인을 대동하고 조선 배를 맞이하여 대규모 밀무역을 벌였다가 적발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75) 그런데 조선에서 皇城島까지 건너온 주

체가 눈길을 끈다. 이들은 “麗人 高通使”와 “麗僧 獨步”로, 이들은 

지난 겨울(1638)과 今歲(1639)에 廣鹿島 · 長山島 사이를 왕래하였다

고 한다. 특히 獨步는 陳總鎭, 즉 陳洪範의 “海外往來之人”이라고 명

시하였다.76) 앞서 獨步가 비변사에 압송되었다는 점, 밀무역의 규모

72)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9월 18일.

73)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1월 23일.

74) 한편 �續雜錄� 4, 戊寅 7월 16일 및 �春坡堂日月錄�(국립중앙도서관 古2150-35) 

卷14, 仁祖大王實錄 下, 인조 16년 7월 기사와 �野言記略� 卷2, 戊寅 7월 기사는 

인조가 陳洪範에게 보냈다는 咨文을 싣고 있으며, 그 내용은 崔鳴吉, �遲川集� 卷

17, 雜著, ｢移陳都督咨(丁丑)｣과 같다. 그러나 �遲川集�에서 咨文의 연도를 “丁

丑”으로 밝혀 놓은 점, 전술하였듯이 인조가 咨文을 보내도록 한 것은 인조 15년

의 일이고, 인조 16년 8월에 명한 내용은 출병이 부득이함을 변명하는 것이었다

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 서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들 기록은 인조가 전년에 

보내도록 한 咨文이 이때 민간에 누설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는 편이 적합

할 듯하다.

75) �明檔� 33, 二四七四, ｢兵部爲登萊海防廳報査獲船隻夾帶綢緞參烟等海禁貨物

事行稿(尾缺)｣(崇禎 12년), 50~81쪽; ｢爲馬肇遠等嚴緝務獲由｣(內閣大庫檔案 

201582-001, 崇禎 12년 10월 28일). 이때 거래된 人蔘은 淨參 150斤·參鬚 92

斤이었고, 대가로 가져간 紬緞이 800疋이었으며, 人蔘이 모자라 退出한 潞紬도 

254疋이었다.

76) �明檔� 33, 二四七四, ｢兵部爲登萊海防廳報査獲船隻夾帶綢緞參烟等海禁貨物事行

稿(尾缺)｣(崇禎 12년), 79~80쪽. 高通使는 누구인지 불명확하나, 후술할 定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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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히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활동에는 조선 조정 및 당시 

의주부윤 ․ 평안병사를 역임한 林慶業이 개입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들은 그해 8월에 내려진 인조의 명령에 따라 명 수비군과 접촉했다

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문서를 전달한다거나, 특정한 외교적 행위를 

벌인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명 역시 이들을 潛商으로만 인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한다는 구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

하다. 인조 16년 8월 23일 인조의 명령을 받은 비변사에서는 獨步를 

활용할 구상을 하고, 그를 평안도에 보내 명과의 접촉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선군은 명 공격에 동참하지 않게 되었

고, 따라서 당장 명에 문서를 보내어 파병이 불가피했음을 변명할 필

요는 사라졌다. 그 결과 실제로 실시된 “접촉”은 공식 문서를 통해 조

선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밀무역을 수행하면서 명과의 연

락을 모색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결국 이 단계에서 명의 軍門이나 조정을 상대로 한 외교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인조는 명에 조선의 부득이한 사정을 통

보하라는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고, 비변사에 압송되었던 獨步는 어

느새 황해를 왕래하며 명의 수비대와 밀무역을 벌이고 있었다. 이는 

명에 대한 파병이 현실화되었을 때 조선이 명에 밀사를 파견할 수 있

는 배경이 되었다.

인조 17년(1639) 11월, 청은 다시금 명 공격을 위한 병력을 조선에 

요구하였다.77) 이번에야말로 명 공격을 위한 병력 파견을 피하기 어

렵게 된 것이다. 빗발치는 반대 여론 속에서 명에 파병 사실을 알리거

나 朝聘을 다시 통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는데,78) 그 중에서도 

潛商 高忠元으로 추정된다.

77) �인조실록� 권39, 인조 17년 11월 25일, 12월 2일.

78)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1월 26일, 2월 13일; 趙絅, �龍洲遺稿� 卷6, 疏, ｢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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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게감을 가진 것은 이듬해(1640) 2월 병조판서 李時白이 올린 

密箚였다.79) 그는 파병이 불가피함을 인정한 위에서, 陳洪範이 金堉

에게 “舟師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되 부득이하여 허락할 경우에

는 반드시 기일에 앞서 통보해 달라”고 했음을 들어 명에 미리 통보해 

대비하도록 하자고 청하였다. 이에 인조는 대신 및 비변사 당상들을 

불러 李時白의 비밀 箚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때 영의정 洪瑞鳳과 

우의정 姜碩期는 林慶業으로 하여금 사적으로 명에 통보해줄 것을 주

장한 데 반해, 인조와 金藎國 · 具宏은 의리상 통보할 필요성은 인정하

면서도 청에 누설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80)

그럼에도 불구하고, 林慶業에 의한 밀사 파견은 실제로 이루어졌

다.81) 林慶業은 舟師를 이끌고 전진하면서 풍랑을 빙자해 평안도 中

軍 李舜男과 승려 獨步, 조선인 8명 등을 태운 배 한 척을 몰래 명으

로 보냈다. 이 배는 崇禎 13년(1640) 4월 15일 寧遠 外海에서 명군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들은 인조의 문서를 가져오지는 않았으나,82) 대

신 조선 수군의 참전이 청의 강압에 의한 것이며, 조선군은 교전을 피

할 것이라는 林慶業의 문서를 가져왔다.83) 이들은 또한 명이 長山島 

등지에 군대를 전개시키면 조선군은 이를 핑계로 철수하겠다고 전하

司諫疏｣.

79)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2월 8일.

80)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2월 13일.

81) 이하 林慶業의 밀사 파견 및 王武緯의 1차 出使의 대략은 王剛, 앞의 글, 

111~112쪽을 참고하였다.

82) 조선 밀사들은 “舊年我王有文書來投, 遇賊船劫去”하였기 때문에 문서를 가져오

지 않았다고 했으며, 조선국왕의 印信을 빼앗겨 奏報하기 어려워서 林慶業으로 

하여금 대신 通信하도록 하였다고도 했다. �明檔� 35, 二六二六 ｢兵部爲登萊塘

報接獲高麗人及船隻事行稿｣(崇禎 13년 5월), 304, 307쪽. 崔鳴吉 역시 뒤에 청

의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獨步에게 무기명 문서를 주어 보냈으나 水賊을 만나 

겨우 빠져나왔고, 재차 파견하여 명에 도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인조실

록� 권44, 인조 21년 1월 23일)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인조 명의의 문서 발송

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83) �明檔� 35, 二六0九 ｢兵部爲山東登萊塘報緊急夷情并調發准船准兵備用事題行稿｣

(崇禎 13년 5월 24일), 97~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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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84) 이는 林慶業 1인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정의 

밀명을 받아 崔鳴吉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85) 이

로써 공은 다시 명으로 넘어갔다.

(2) 王武緯의 1·2차 出使와 동상이몽의 전개(1640~1641)

조선의 밀사가 찾아오자, 명의 신임 병부상서 陳新甲은86) 이를 이

용해 조선과 결탁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우선 조선에서 온 李舜男 등

을 北京으로 호송할 것을 청하여 숭정제의 허가를 받았다.87) 다른 한

편으로 그는 자신과 同鄕인 王武緯를 副總兵으로 발탁하여 登州에 배

치, 조선과의 연락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王武緯는 崇禎 13

년 8월 조선 수군의 진출을 막고 조선과 연락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그러나 王武緯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듯하며, 조선측 사료

에서도 이들에 관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88) 대신 王武緯는 11

월 17일 登州로 귀환하면서 조선에 사신을 보내는 한편 長山島에 병

력을 주둔시켜 조선과 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89)

1차 出使에 실패한 명 조정에서는 이듬해인 崇禎 14년(1641) 다시 

조선과의 연락을 시도했다. 王武緯의 2차 出使에 대해서는 조선과 명 

양쪽의 기록이 잘 남아 있으므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양쪽의 사

84) �明檔� 35, 二六二六 ｢兵部爲登萊塘報接獲高麗人及船隻事行稿｣(崇禎 13년 5월), 

307쪽; �明淸史料� 乙編 第3本, ｢兵部行標下出海實授副總兵王武緯塘報稿｣(崇禎 

14년 1월 16일), 293쪽.

85) 鄭太和, �陽坡年紀�(�大東稗林� 32) 辛巳 8월 15일, 401~402쪽.

86) 陳新甲은 崇禎 13년(1640) 1월 24일에 병부상서로 임명되어 崇禎 15년(1642) 7

월 29일 下獄될 때까지 현직에 있었다. 張德信, 앞의 책, 675~677쪽.

87) �明檔� 35, 二六二0 ｢兵部爲登萊萬分堤防麗國調兵幷加緊津關沿海等處海防事行

稿｣, 198~200쪽.

88) 단 王武緯가 1차 出使 때 밀무역을 했다고 비판받았음을 감안하면(王剛, 앞의 글, 

112쪽), 조선 상인들과의 밀무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89) �明淸史料� 乙編 第3本, ｢兵部行標下出海實授副總兵王武緯塘報稿｣(崇禎 14년 1

월 16일),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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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토대로 그 전개 과정을 재구성해보기로 한다.90)

崇禎 14년, 명 조정은 王武緯에게 “出使宣諭朝鮮援黔實授副總兵官”

의 직함과 遼東 · 山永 · 登萊의 沙號船 27척, 병력 468명, 명의 포로

가 된 170명의 조선 사졸을 딸려 조선으로 보냈다.91) 그의 임무는 조

선의 밀사 및 포로들의 귀국, 조선에 대한 정탐 및 회유, 島嶼의 순

시, 청에 항복한 孔有德 · 耿仲明 · 尙可喜 등의 포섭이었다.92)

조선에서는 6월 13일 의주부윤 李敏樹로부터 漢船 출현 보고를 듣

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인조는 이것이 정보를 탐지하고 청에 위세를 

과시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으나, 청의 감시가 삼엄

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처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주의

할 것은 전년에 이루어진 林慶業의 밀사 파견을 전제로 대책이 논의

되고 있으며, 漢船 대처를 위해 林慶業을 백의종군시켜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이다.93) 또한 인조 및 도순찰사 沈演, 좌의정 申景禛, 우의

정 姜碩期 등은 모두 명과의 연락 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94)

8월 12일, 王武緯 함대의 선발대는 조선 雲從島에 도착하여 獨步 

등을 보내 문서를 전달하게 하였다.95) 8월 15일, 평안병사 李碩達은 

평안감사 鄭太和에게 柳琳 · 林慶業 등이 평안병사였을 때 조정의 분

부에 따라 서해로 보낸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중 한 

90) 이하 王武緯의 2차 出使에 대해서는 王剛, 앞의 글, 112~114쪽이 명의 입장에서, 

寺内威太郎, 앞의 글, 67~74쪽이 조선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91)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奏銷賞功銀兩幷麗國送犒細數殘稿｣, 358쪽. 王剛, 앞의 

글, 112쪽은 �國榷�을 근거로 王武緯가 4월에 出海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가 

출발 명령을 받은 것은 3월 초였다.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兵部題行御前發下

宣諭朝鮮副總兵王武緯奏稿｣(崇禎 15년 2월 13일), 375쪽.

92) 王剛, 앞의 글, 112쪽.

93) 실제 林慶業은 沈演 휘하에서 연해를 순찰하였다.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6월 1

일, 400쪽.

94)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6월 13일.

95)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宣諭朝鮮副總兵王武緯塘報｣(崇禎 14년 10월 13일), 

334쪽. 獨步의 상륙은 “□□十二日”로 되어 있는데, 선발대의 보고는 8월 23일에 

이루어졌으므로 8월로 추정된다.



256 |  軍史 第103號(2017. 6)

명이 바로 獨步였다.96) 그가 전달한 문서는 薊遼總督 洪承疇, 遼東巡

撫 丘民仰, 登萊巡撫 曾櫻이 연명한 咨文으로, 청에 항복한 잘못을 묻

지 않고 조선의 포로를 돌려줄 것이니 皇上의 은덕에 감읍하여 함께 

청을 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97) 이로 인해 비변사에서는 문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벌어졌다.98) 조선 조정은 일단 

명 선단이 가급적 해안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조선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음을 알리도록 조치하였다.99)

이러는 사이 王武緯가 이끄는 본대도 조선에 도착하였다. 표면적으

로, 王武緯의 선단은 9월 3일 조선의 “通政大夫承旨參贊” 沈天民의 

융숭한 영접을 받을 수 있었다.100) 王武緯의 보고에 의하면 沈天民은 

조선이 청의 협박을 받아 “부모의 나라”와 연락할 수 없어 군신이 모

두 슬퍼하였는데 지금 명의 宣諭를 입었다고 하였으며, 조선은 倭兵 

600명을 빌려 청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를 들은 王武緯는 

조선이 명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다.101)

그러나 王武緯의 시각과는 달리, 조선 조정은 명과 군사적으로 협

력하여 청을 공격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조선에서는 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지만,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 없이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돌아가는 인편에 사정

을 전한다는 문서를 다시금 獨步를 보내어 전달하는 데 머물렀다.102)

96)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월 15일, 401~402쪽.

97)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12월 29일.

98)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8월 25일. 여기서는 “勅書”라 하였지만 명측 자료에

서는 勅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전달된 글은 洪承疇 등의 

咨文뿐이었던 듯하다.

99)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8월 23일.

100)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奏銷賞功銀兩幷麗國送犒細數殘稿｣, 358~359쪽에 따르

면 조선에서는 몇 차례 명군을 犒饋하고, 茶參 53斤, 쌀 550石, 은 1720냥을 지

급하는 등 후대하였다고 한다. 이 문서에는 명이 조선인들에게 지급한 은, 비단 

등의 숫자도 열거되어 있다.

101)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宣諭朝鮮副總兵王武緯塘報｣(崇禎 14년 10월), 340쪽.

102)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12월 29일, 권43, 인조 20년 10월 19일; �심양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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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조정이 獨步를 파견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명군과의 충돌을 회피

하고 명에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였지, 명과 군사적으로 협력하기 위

해서는 아니었던 것이다.

王武緯의 보고에서도 조선에서는 “中國이 만약 진실로 능히 오랑캐

를 죽일 수 있다면 我國의 君臣도 자연히 天朝를 돕고 오랑캐를 돕지 

않을 것이다. 만약 中國이 오랑캐를 죽일 수 없다면 우리는 저들을 돕

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10만의 精兵이 아니라면 다시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103) 10만의 精兵 운운은 의심스럽지만, 형세상 

청을 돕지 않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조선이 먼저 명을 돕지는 못한

다는 점은 확실히 전달되었던 것이다.

조선 조정에서는 명의 접근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비밀로 하고자 했

다. 王武緯 선단과 직접 접촉한 沈天民 · 李之龍은 명측 문서에 “承

旨”, “都尉將軍” 등으로 기록되었지만,104) 실제로는 林慶業 · 鄭太和

의 군관으로서 명령에 따라 비밀리에 실무를 담당하였다.105) 한편 

鄭太和는 漢船이 접근한 상황을 조정에 바로 보고하였는데,106) 좌의

정 申景禛은 장계를 승정원을 통하지 않고 綾城府院君 具宏을 통해 

壬午年(1642) 10월 17일. 이 문서를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12월 29일 기

사는 揭帖이라 한 반면,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2월 23일 및 �明檔� 40, 

二九一一 ｢出使朝鮮副總兵王武緯爲麗使李世忠不宜久住京都及起兵共圖搗剿事稟

文｣(崇禎 15년 2월 2일), 243~244쪽에서는 咨文이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崔

鳴吉·申景禛·具宏·姜碩期 등의 명의로 된 문서도 전달되었다. �인조실록� 권

46, 인조 23년 2월 23일 참고.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兵部題行御前發下宣諭

朝鮮副總兵王武緯奏稿｣(崇禎 15년 2월 13일), 376쪽에서는 이 문서를 “密稟”이

라 부르며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후술하듯이 내용의 사실성은 의심스럽다.

103) �明檔� 41, 二九六0 ｢登萊巡撫爲登州水右營副將王武緯罪狀多端從實糾參事題本

(尾缺)｣(崇禎 15년), 73쪽. 흥미롭게도 뒤에 명과의 연결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

킨 沈器遠의 인식도 비슷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3월 21일, “小來則貽

害於我國, 多來而兵力盛壯, 則勢不可不應.”

104)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宣諭朝鮮副總兵王武緯塘報｣(崇禎 14년 10월), 340쪽;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奏銷賞功銀兩幷麗國送犒細數殘稿｣, 358~359쪽.

105) �심양장계� 壬午年(1642) 10월 15일, 20일, 11월 9일, 14일.

106)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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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에게 몰래 알리게 하였다. 또한 비변사에서는 李明漢만이 관련 

문서를 전적으로 관장하였고, 崔鳴吉 외에는 다른 신료들에게도 알

리지 않았다. 具宏 · 申景禛은 인조의 가까운 친척이자 반정공신이

고, 崔鳴吉 역시 반정공신이자 獨步의 파견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

며, 李明漢은 당시 비변사 有司堂上이었다.107) 인조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및 필요최소한의 실무관원에게만 상황이 전파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양식이나 인삼, 은 등의 지급 역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108) 평안

감사 鄭太和는 인조의 명령에 따라 宣川府使 李烓에게 밀서를 보내어 

식량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管餉使의 은과 인삼을 내어 王武緯 선

단에 지급하였다.109) 또한 조선 조정에서는 인삼을 마련하기 위해 개

성 상인에게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110)

청에 사실을 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었다. 당시 鄭太和는 청에 명

과의 접촉 사실을 보고하여 훗날 변명할 계책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

였으나,111) 조정에서는 漢船이 조선 해안에 접근하여 방비를 엄중히 

했다는 사실만 청에 보고하였다.112)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비밀접촉

의 실상은 당분간 안팎으로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다.113)

107) �비변사등록� 座目에 따르면 李明漢은 인조 19년 1월 18일 이후 그 해 대부분에 

걸쳐 有司堂上을 역임하고 있다. 관련 장계를 비밀리에 처리했음은 寺内威太郎, 

앞의 글, 68~69쪽에서도 지적되었다.

108) �인조실록� 인조 19년 9월 10일; �明檔� 41, 二九六0 ｢登萊巡撫爲登州水右營副

將王武緯罪狀多端從實糾參事題本(尾缺)｣(崇禎 15년), 73쪽; �심양장계� 壬午年

(1642) 10월 4일.

109)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월 15일, 402~404쪽.

110) �심양장계� 壬午年(1642) 11월 10일; 寺内威太郎, 앞의 글, 73~74쪽.

111)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8월 23일;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월 15일.

112)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9월 1일.

113) 羅萬甲은 당시 명에서 王都事라고 칭하는 자가 칙서 및 印信, 冕服을 전하러 왔

으나 鄭太和·李碩達 등이 쫓아버렸고, 조정에서 상륙을 막도록 조치했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羅萬甲, �丙子錄�(尹在瑛 譯, 삼경당, 1985) ｢雜記亂後事｣, 323

쪽. 또한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8월 25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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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선의 노력이 무색하게, 王武緯의 선단은 조선 조정의 회

답을 받은 뒤에도 속히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들은 物貨를 發賣하려

고 하여 조선측과 마찰을 빚다가, 10월 초 청의 사신이 온다는 소식

을 듣고서야 비로소 조선 연해를 떠나갔다.114) 이런 장기간의 체류는 

결국 문제를 낳았다. 선천부사 李烓가 私人을 시켜 唐貨를 몰래 사들

였다가 소문이 나자 潛商을 죽여 입막음을 한 것이다.115) 이는 청이 

조선과 명의 비밀접촉을 포착하는 한 빌미가 되었다.

(3) 조명 비밀접촉의 발각과 파탄(1642~1644)

王武緯는 廣鹿島 · 長山島 등을 순시한 뒤, 崇禎 14년 11월 12일에 

登州로 돌아왔다.116) 그는 이듬해 2월에 조선이 청의 위협과 명에 대

한 의심으로 인해 관망, 주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선 신료들

이 연명한 “回稟”과 국왕의 “回咨”를 언급하면서 조선 신료들이 수십

만의 병력을 鴨綠江에 배치하고 명과 함께 나아가 청을 토벌할 것을 

청했으며, 鄭太和 역시 물자를 조달해 助兵하기를 원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그는 자신이 조선으로 하여금 명에 군사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밀약을 맺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면서, 재차 獨步와 함

께 登鎭의 水師를 데리고 출항할 것과, 그 뒤를 淮安 · 浙江 · 川湖의 

114)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월 15일, 403쪽;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9월 6

일, 10일, 22일.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兵部行標下副總兵王武緯呈稿｣(崇禎 

15년 2월 22일), 380쪽에 따르면 王武緯의 선단은 9월이 지나기 전에는 조선을 

떠났다.

115)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월 15일, 403쪽. 그는 인삼과 쌀을 밀매하고, 6천 냥

이나 負債를 지는 등 밀무역에 깊이 간여하였다.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윤11월 1일, 25일.

116)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兵部行標下副總兵王武緯呈稿｣(崇禎 15년 2월 22일), 

380쪽. 이하 王武緯의 보고 및 陳新甲의 대응, 王武緯의 3차 出使에 대해서는 

王剛, 앞의 글, 114~115쪽에서 다루고 있으나, 3차 出使의 실태에 대해서는 서

술이 소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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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師로 받쳐 줄 것을 요청하였다.117)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나 조선의 

대응을 감안할 때, 조선이 명과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王武緯

의 보고는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조선의 진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그가 제시한 전략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長山島 

등을 개척하고, 水陸 2만의 병력을 동원해 鴨綠江 · 安州江 하구를 막

아 조선과 청의 연결을 끊으면 결과적으로 錦州 · 松山의 포위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명의 병력동원 능력이나 조선의 실제 의향

을 감안하면, 그의 전략은 실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118)

명의 병부상서 陳新甲 역시 王武緯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

었으나, 水師를 파견하여 조선과 청의 연결을 끊는 방책만은 실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陳新甲은 王武緯의 요청대로 

그에게 우선 水師와 전함을 주어 조선으로 출항하도록 요청하였

다.119) 아울러 水師를 추가로 파견해 王武緯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王武緯에게는 조선의 起兵 일자 및 병력수를 속히 병부에 보고하도록 

명령하였다.120)

숭정제도 崇禎 15년(1642) 5월 20일에 陳新甲에게 밀명을 내려 속

히 遼東 督師로 하여금 差人과 水兵을 보내 조선을 회유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薊遼總督 范志完은 關寧 · 登萊의 水師 3천 명과 戰

117)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兵部題行御前發下宣諭朝鮮副總兵王武緯奏稿｣(崇禎 

15년 2월 13일), 375~376쪽; �明檔� 40, 二九一一 ｢出使朝鮮副總兵王武緯爲麗

使李世忠不宜久住京都及起兵共圖搗剿事稟文｣(崇禎 15년 2월 2일), 243~244쪽.

118)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兵部題行御前發下宣諭朝鮮副總兵王武緯奏稿｣(崇禎 15

년 2월 13일), 376쪽. 王剛, 앞의 글, 114쪽은 이 계획의 내용을 “紙上談兵”이라

고 비판하고 있다.

119)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兵部題行御前發下宣諭朝鮮副總兵王武緯奏稿｣(崇禎 15

년 2월 13일), 376~377쪽. 王剛, 앞의 글, 114쪽에서는 이 사료를 근거로 陳新

甲이 “聯鮮圖奴”에 적극적이었다고 보았으나, 그는 조선을 끌어들이는 “不可必

之擧動”보다 조선과 청의 연락 절단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120) �明檔� 41, 二九六四 ｢兵部爲朝鮮已願統兵相助事行稿｣(崇禎 15년 2월 9일), 

94~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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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 150號를 동원, 王武緯의 지휘 하에 조선으로 가도록 하였다. 당시 

關寧 ․ 登萊 水師로서는 이번 출항이 큰 부담이어서, 范志完은 남방의 

鄭芝龍이 거느린 水師까지 방어를 위해 覺華島로 동원해 줄 것을 청

할 지경이었다.121) 병자호란 이후 명이 조선과의 연락을 위해 보낸 

선단 중 가장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된 것이다.

王武緯는 崇禎 15년 조선으로 출발하여122) 일단 皇城島에 도착한 

후, 7월 17일 먼저 舵工 車禮榮으로 하여금 咨文을 가지고 조선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王武緯의 보고에 의하면, 조선은 “너희가 작년에 

온 뒤로 저들이 알고서 우리 官民을 무수히 죽였다. 지금 또 와서 우

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냐? 원래 약속에는 반드시 大兵을 일으킨

다 하였는데, 이와 같이 적게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하며 

선발대를 쫓아내었다고 한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王武緯의 선단은 

하릴없이 皇城島로부터 登州로 철수하였다.123)

조선이 명의 추가 접촉을 뿌리친 것은 청에서 조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청은 조선이 명과 비밀리에 연결할 가

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한 바 있었다.124) 특히 王武緯의 2차 

出使 때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으로 조선을 닦달하였다.125)

121) �明淸史料� 乙編 第5本, ｢兵部行御前發下遼東督師范志完題殘稿｣(崇禎 15년 6월),

401쪽.

122) 그의 출항 시점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王剛, 앞의 글, 115쪽에서는 崇禎 15

년 봄이라고 서술하였으나, �明淸史料� 乙編 第5本, ｢兵部行御前發下遼東督師范

志完題殘稿｣(崇禎 15년 6월), 401쪽을 보면 王武緯의 출항은 빨라도 6월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123) �明檔� 41, 二九六0 ｢登萊巡撫爲登州水右營副將王武緯罪狀多端從實糾參事題本

(尾缺)｣(崇禎 15년), 74~75쪽. 조선측 자료에서도 이번에는 漢船의 문서를 받지

도, 접안을 허락하지도 않고 쫓아내었다고 한다.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10월 16일 및 �심양장계� 壬午年(1642) 8월 17일, 18일, 28일, 9월 14일, 10

월 16일, 20일 참고.

124) �인조실록� 권38, 인조 17년 2월 20일, 권41, 인조 18년 10월 15일, 11월 7일; 

�鄭泰齊史草� 崇禎 10년 12월 庚申(26일), 崇禎 11년 5월 甲子(2일); �심양장계�

丁丑年(1637) 9월 6일, 戊寅年(1638) 3월 18일, 庚辰年(1640) 7월 3일; �淸太宗

實錄� 卷52, 崇德 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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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王武緯가 2차 出使를 마치고 조선에서 떠난 직후인 인

조 19년 11월, 인조 17년(1639) 명으로 도망간 崔孝一의 일족인 張後

健이 漢人을 통해 崔孝一과 연락하다가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전 

의주부윤 黃一皓 및 崔孝一의 일족 10여 명이 처형당했다.126)

이때 조사를 위해 나온 淸使는 조선과 명의 비밀접촉에 대해서도 

단서를 잡았다.127) 淸使는 앞서 선천부사 李烓에 의해 처형당한 潛商 

金春白의 처를 통해 정보를 얻어 宣川의 船人 徐己里金을 붙잡아 심

문하였으나, 그가 끝내 입을 열지 않아 증거 확보에 실패하였다.128)

그러나 淸使는 이를 통해 李烓가 명과의 연락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양에서 李烓와 潛商들을 심문한 뒤 李烓를 의주에 구금

시켰다.129) 이때까지만 해도 청에서는 이 사건을 밀무역 사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은 큰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그해 11월에 전라도 靈光으로 표류해 온 漢人들

을 瀋陽으로 압송하는 것이나130) 명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

으로 표출되었다. 王武緯 선단 접근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은 청에 상

황을 보고하고 정탐선을 보내는 한편 경계를 게을리한 관원들을 처벌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131)

결과적으로 조선과의 접촉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고받은 薊遼總督 

125) �심양장계� 辛巳年(1641) 4월 11일, 19일, 5월 14일, 19일, 27일, 6월 4일, 5일, 

12일, 15일, 25일.

126)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11월, 404~405쪽;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10

월 24일, 11월 9일, 12월 8일. 이 사건의 충격에 대해서는 한명기, 앞의 책, 5~6

쪽 및 181~183쪽 참고.

127) 이에 관해서는 寺内威太郎, 앞의 글, 69~70쪽의 서술을 참고하였다.

128)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11월, 405~406쪽.

129)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11월 12일; �심양장계� 辛巳年(1641) 12월 23일, 

壬午年(1642) 2월 23일.

130)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11월 23일.

131)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9월 3일, 7일, 12일, 10월 1일, 3일;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9월 8일; �비변사등록� 인조 20년 8월 26일, 9월 3일, 6일, 8일; �심

양장계� 壬午年(1642)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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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志完은 조선이 몰래 명을 따르고 있으나 청의 위세에 눌려 현실적

으로 협력이 어려운 만큼, 舟師의 출동은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고 주장하여 숭정제의 윤허를 받았다. 조선에 대한 단기적 정책을 사

실상 포기한 것이다.132)

王武緯의 3차 出使가 무위로 돌아간 이후, 조선과 명 양쪽에서 벌

어진 사건은 양국의 비밀접촉을 파탄으로 몰아갔다.133) 아직 王武緯

가 바다에 있던 崇禎 15년 7월, 陳新甲은 청과의 강화를 희망하던 숭

정제의 의향을 누설한 죄로 하옥되었고, 9월에 처형되었다.134) 이는 

王武緯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졌다. 登萊巡撫 曾櫻은 王武緯가 조선을 

회유하기보다는 인삼을 밀매하고 상인과 이익을 나누는 데 열중하였

으며, 청을 제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을 끌어들이는 것은 “空說”

에 불과한데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여러 차례의 出使를 추진, 수십 만 

냥의 비용을 낭비하였다고 비판하였다.135) 王武緯는 이를 계기로 실

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명 조정과 登萊 군문에서 적극적으로 대 조선 

정책을 추진할 주체가 사라진 것이다.

한편 조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崇德 7년(1642) 2월, 

청군은 松山城을 함락시켰다.136) 청은 이때 포로로 잡은 薊遼總督 

洪承疇 및 그 휘하 장령들을 통해 명과 조선의 비밀접촉 상황을 자

세히 알 수 있었다. 洪承疇는 王武緯의 2차 出使 때 자신이 연명한 

132) 다만 范志完은 별도로 사람을 뽑아 몰래 조선 경계에 보내어 때때로 通信하도록 

함으로써 조선과의 연락은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다. �明淸史料� 乙編 第5本, ｢兵

部行御前發下關遼督師范志完題稿｣(崇禎 15년 9월 8일), 423쪽.

133) 陳新甲·王武緯의 실각에 대해서는 王剛, 앞의 글, 115쪽이 간략히 다루고 있다.

134) 閻崇年, 앞의 책, 491~495쪽 참고.

135) �明檔� 41, 二九六0 ｢登萊巡撫爲登州水右營副將王武緯罪狀多端從實糾參事題本

(尾缺)｣(崇禎 15년), 72~77쪽. 이 문서가 작성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陳新甲을 “舊司馬”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실각 이후임은 분명하다. 

曾櫻은 해상으로 청을 견제한다는 발상 자체도 강하게 비판하였다. �明淸史料�

乙編 第6本, ｢兵部題兵科抄出登萊巡撫曾櫻題稿｣(崇禎 16년 4월 1일), 555쪽.

136) 錦州·松山 전투의 전개는 閻崇年, 앞의 책, 349~40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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咨文을 보내고 水師를 지원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潛商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던 전 선천부사 李烓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137)

인조 20년(1642) 10월부터 청은 조선과 명의 비밀접촉에 대한 대대

적 조사를 시작하여, 崔鳴吉 · 閔聖徽 · 李明漢 · 鄭太和 · 林慶業 등의 

고위 신료들과 李之龍 · 沈天民 등의 실무자들 및 高忠元 · 鄭二男 · 申

金伊 등 潛商, 뱃사람들을 잡아들였다. 청은 이 사건을 林慶業 · 崔鳴

吉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고위 관원들에게는 비교

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데 비해 登州 · 寧遠까지 왕래했던 潛商 · 船人

들은 밀무역의 죄로 처형함으로써 사안을 마무리하였다.138) 조선은 

다시는 명과의 비밀접촉을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이 이후에도 조선과 명의 비밀접촉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아예 사

라진 것은 아니었다. 명과의 비밀접촉 실무를 관장했던 林慶業은 청

으로 가는 길에 탈주, 이듬해 崇禎 16년(1643) 가을에 명으로 도망치

는 데 성공하였다.139) 또한 林慶業의 탈주를 조장했던 沈器遠은 인조 

22년(1644) 3월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처형되었는데, 이때 그는 

林慶業을 통해 명군을 끌어들이려 했다거나, 명군과 협력해 遼東의 

회복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140) 하지만 이는 어떤 실제적 행동

137)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10월 12일, 18일; �심양장계� 壬午年(1642) 10월 4

일, 15일.

138) “제2차 瀋獄”의 전말에 대해서는 寺内威太郎, 앞의 글, 62~78쪽이 상세하다. 이 

사건에 대한 청의 인식은 �淸太宗實錄� 卷63, 崇德 7년 10월 6일 및 �同文彙考

� 別編 卷3, 飭諭, ｢【壬午】遣使至界査按私通明朝勅｣, ｢諭囚斥和臣等斬高忠元

等勅｣ 참고. 청은 이를 “臣下의 所爲”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인조의 명으로 인

삼과 은이 명 선단에 건네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139)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11월 6일, 권47, 인조 24년 6월 17일; �明檔� 101, 

46 ｢兵部爲接獲被虜架船歸投的高麗人林慶業情形的題稿｣(崇禎 16년 11월 14일), 

327~331쪽.

140) 沈器遠의 반란에 대해서는 寺内威太郎, ｢沈器遠の反乱と朝中関係｣, �駿台史學�

133, 2008 및 한명기, 앞의 책, 211~213쪽을 참고. 이때 李之龍·沈天民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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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이어지지 못했으며, 조선 조정 차원에서 명과의 연락을 취하

려 했던 흔적은 명의 멸망 때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오히

려 연해에 침입해 들어온 漢船과 교전까지 벌이는 실정이었다.141)

반면 명에서도 조선과의 연락을 추구할 원동력이 상실되어 갔다. 

崇禎 15년(1642) 말 청군의 대대적 공격으로 山東 대부분이 청군에 

의해 유린되었고, 登州 역시 함락되었다. 이로 인해 登萊 방면의 명군은 

다시 해상 작전을 펼 여력을 잃어버렸다.142) 崇禎 17년(1644) 3월, 

李自成의 농민반란군 앞에 멸망 직전에 이른 명 조정은 登萊 · 天津을 

비롯한 각지의 지방군에 즉각 京師로 올라올 것을 명령하기에 이른

다.143) 조선과의 연락은커녕, 水師의 활용조차도 포기할 정도로 몰리

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北京이 함락됨으로써 명은 멸망

하였다.

4. 조명 비밀접촉의 배경과 의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과 명의 비밀접촉은 중간 중간 끊기

기는 했지만 병자호란 이후 명의 멸망 직전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그

렇다면 조선과 명은 각각 어떤 배경과 목적에서 비밀접촉을 전개하였

을까?

일단 두 나라 모두 양국의 관계의 단절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여기

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명은 언젠가 조선이 다시 조공

루되어 제거되었다.

141)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8월 18일;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8월 15~17일.

142) 王剛, 앞의 글, 115쪽.

143) �明檔� 46, 三三八九 ｢兵部爲着東撫天津登萊等兵整搠待調奉旨并咨各撫限日事行

稿(首缺)｣(崇禎 17년 3월 3일), 7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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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올 것을 상정하고 있었으며,144) 조선 역시 崇禎 연호의 사용, 望闕

禮 거행 등을 통해 의례적 차원에서나마 내부적으로 명과의 군신관계

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145) 따라서 조명 비밀접촉은 

“정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성격을 기본적으로 띠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조선과 명은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은 조선을 활용해 청을 견제한다는 군사적 목적으로 조선과의 접

촉을 추진하였다.146) 명은 錦州 · 寧遠과 宣府 · 大同 방면에서 청과 대

치하면서, 登萊-椵島로 이어지는 루트를 통해 조선과의 관계를 유지

하고 청의 후방을 견제해왔다. 그러던 상황에서 병자호란 및 椵島의 

함락을 통해 조선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오히려 登萊 지역 및 錦州 ·

寧遠의 해상 보급선이 위협을 받게 되자 조선과의 접촉을 복구함으로

써 측면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다시 청을 견제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명의 對 조선 정책의 전개는 단선적이지 않았다. 병자

호란 이후 명 조정에서는 楊嗣昌의 주도로 조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

려는 시도나 해외에 軍門을 설치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였으며, 

연해의 방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과정에서 조선과의 

최소한의 연결조차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병자호란 직후 이루어진 陳洪範의 활동은 명 조정의 정책을 무시한 

현장의 독단적 시도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명의 對 조선 정책 추진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명 조정은 병부상서의 교체, 錦州 · 寧遠 방면에 대한 청의 군사적 

압박 강화, 조선 수군의 위협 가시화, 그리고 조선의 선제적 밀사 파

144) �明淸史料� 乙編 第3本, ｢石城島千總酆定國隱匿哨獲麗船參斤等情殘件｣, 233쪽; 

楊嗣昌, �楊文弱集� 卷24, 疏, ｢覆登撫島事初定疏｣.

145) 이러한 노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는 桑野栄治, ｢朝鮮仁祖代における対明遥拝儀禮

の変容: 明清交替期の朝鮮｣, �比較日本学教育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 12, 2016, 

176~187쪽 참고.

146) 王剛,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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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라는 조건들이 갖추어진 뒤에야 다시 조선과의 연락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陳新甲은 楊嗣昌처럼 椵島를 통한 청 견제의 무용함을 주

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가 병부상서가 되었을 때는 錦州 · 寧遠에 

대한 청의 공격과 조선 수군의 병력 · 물자 수송이 결합되어 전선의 압

력이 훨씬 강해진 시점이었다. 이는 반대로 조선의 청에 대한 물자 지

원만 끊는다면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

다.147) 명 내부에는 對 조선 정책에 관하여 적극론과 소극론이 잠재

되어 있었고, 상황의 전개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

었던 것이다.

또한 명의 입장에서 조선과의 연결 시도는 기회비용이 적은 정책이

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王武緯의 조선 出使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기는 하였으나, 명이 잃은 것은 舟師 운용비용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동원 병력이 수천 명 남짓이었으므로, 登萊 지역에는 

무거운 부담일지라도 청과의 전선을 유지하는 전체 비용에는 비할 수

조차 없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명은 비교적 자유롭게 상황에 맞춰 정

책을 전환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이 대명 비밀접촉을 추진한 배경은 대명의리론과 명의 보

복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148) 대명의리론은 조선 군신들의 행동

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제였으며, 주화 · 척화 논쟁 역시 대명의리를 전

제로 한 위에서 그 실천의 정도와 방향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것이었

다.149) 따라서 병자호란 이후에도 명에 조선의 상황을 주달하고 명과

의 관계를 비밀리에 이어갈 것을 요구하는 이념적 압력은 매우 강하

게 표출되었다. 인조를 포함한 조선 지배층의 입장에서, 명에 대한 奏

147)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兵部題行御前發下宣諭朝鮮副總兵王武緯奏稿｣(崇禎 15

년 2월 13일), 376쪽; �國榷� 卷97, 崇禎 14년 6월 乙卯(11일), 7월 壬寅(28일).

148)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5월 癸亥(1일), “向日受書與否, 實關大義, 亦涉國家安危

之機.”

149) 허태구,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胡亂期 斥和論의 성격과 그에 대

한 맥락적 이해｣, �奎章閣� 47, 2015, 180~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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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은 천하와 후세에 면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

다.150)

다른 한편 대명의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정당성이 훼손된 

인조 정권의 입장을 고려하면,151) 명과의 밀통이 인조의 정통성을 제

고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

다. 실제로 인조는 명에 조선 사정을 奏聞할 것을 주장한 趙絅에게 이

미 통보했음을 밝혀 호의적 반응을 끌어낸 바 있으며,152) �인조실록�

의 사관은 崔鳴吉이 “士類에게 용납되지 못함을 알고는 후일의 화를 

면하기 위하여” 밀사 파견을 주도했다고 서술하였다.153) 그러나 앞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조 및 조선 조정이 명과의 접촉을 국내에 최대

한 비밀에 부치고자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이 위험을 무릅쓰고 명과의 접촉을 타진하도록 한 또 하나의 

이유는 명이 청을 물리칠 경우 조선에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었다. 당

대인들에게 명이 1644년에 농민 반란군에 의해 멸망하고, 청이 入關

하여 北京을 점령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오히려 일반

적인 조선 지배층들은 청이 조만간 패망할 것을 기대 · 예상하고 있었

다.154) 명이 청을 물리친 뒤 자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명을 배신하고 

150)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5월 13일, 권40, 인조 18년 2월 8일, 13일.

151) 한명기, 앞의 책, 185~193쪽.

152) �인조실록� 권36, 인조 16일 5월 13일; �승정원일기� 同日;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5월 乙亥(13일).

153)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2월 23일.

154) 예를 들어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5월 11일, 13일, 18일. 禮安의 사족 金坽

(1577~1641)은 청이 명이나 몽골에 크게 패해 멸망이 멀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

내고 있다. 金坽, �溪巖日錄�(한국사료총서 40) 八, 庚辰(1640) 6월 13일, 12월 1

일, 8일. 趙絅 역시 청의 불리한 정세를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경 지음, 

권경열 옮김, �용주간독�, 동국문화, 2015, ｢又(四月二十一日)｣, 249쪽(영인본 七

九쪽) 및 ｢又(七月念六)｣, 252쪽(영인본 八一쪽). 중국 정세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

를 수집하면서도 기존의 선입견과 희망에 의해 잘못된 정세판단을 내릴 수 있음

은 하정식, �태평천국과 조선왕조�, 지식산업사, 2008 및 拙稿, ｢三藩의 亂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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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편을 들었던 조선을 징벌할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

이었다.155) 또한 명의 국력이 당장 청을 물리치지는 못해도 조선을 

징벌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인식도 있었다.156) 실제 당시 조선 조야에

서는 漢船의 잦은 출몰에 적지 않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157) 따라

서 명에 조선의 부득이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은 대명의리를 실천하는 

한 방법임과 동시에 명이 승리했을 경우 조선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

한 노력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조와 신료들은 명이 조선을 징벌할 위험성과 명과의 접촉

이 청에 알려졌을 경우 미칠 파장의 크기에 대해 적지 않은 의견 차이

를 보이고 있었다.158) 인조 18년(1640) 2월, 인조는 명에 조선이 어

쩔 수 없이 파병함을 통보하는 것이 나라를 보전하는 장구한 계책이

라는 李景奭의 주장에 대해 “내 생각으로는 天朝에서 반드시 크게 허

물로 여기지는 않을 듯하다. 胡人이 만약 우리가 2백 년간 섬기던 나

라라고 여겨서 우리의 정상을 헤아려 준다면 괜찮겠으나, 우리가 天

朝와 힘을 합한다고 의심한다면 어찌 큰 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대

답하였다.159) 실제 위에서 살펴본 명의 태도와 이후 사태의 전개를 

감안하면, 인조의 인식은 정곡을 찌른 것이었다.

청에 명과의 접촉 사실을 통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명에 조선 사정을 보고하자는 논자들 중 일부는 의리를 들어 설득하

(1674~1684) 조선의 정보수집과 정세인식｣, �韓國史論� 60, 2014를 참고.

155) 조선 조정이 청의 불리한 정세를 듣고 中朝가 승리할 기세가 있을 것을 두려워

하여 좌불안석하고 있다는 金坽의 비판은 이러한 위험성을 시사한다. 金坽, �溪

巖日錄� 八, 己卯(1639) 5월 9일.

156) 金尙憲, �淸陰集� 卷21, ｢請勿助兵瀋陽疏(己卯十二月)｣.

157)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7월 12일, “往在冬春間, 以砲聲出自海中 …… 人心

洶懼皆以爲, 漢舡將至, 莫保朝夕.”

158) 대일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김태훈, ｢병자호란 이후 

倭情咨文의 전략적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및 김태훈, ｢인조대 전반

기 국제정세 변화와 대일정책｣, �한일관계사연구� 55, 2016 참고.

159)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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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청이 조선을 크게 죄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고,160) 鄭

太和처럼 “天遠虎近”하니 어차피 청에 알려질 것이라면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자도 있었

다.161) 그러나 인조의 의견은 달랐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조 16년

(1638) 陳洪範이 差官을 파견하여 문서를 전달해 왔을 때, 비변사는 

문서를 접수하고 청에도 사실을 통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인조

는 “문제가 생기면 주장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

도를 보여 문서의 수령을 최대한 거부하고, 청에도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는 인조가 비변사 신료들보다 명에 상황

을 통보했을 때의 효용을 낮게 보고, 청의 반감을 훨씬 심각하게 여겼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존망에 대한 최종

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군주로서 외교적 선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

료들보다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16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병자호란 패전 사실을 명에 통보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陳洪範에 대한 咨文 전달이나 獨步의 파견을 최

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인조였다.163)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

엇보다도 조선이 명과 직접 전투를 벌임으로써 대명의리를 공개적으

160)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2월 17일;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4월 18일; 沈

悅, �南坡相國集� 卷3, 箚, ｢戶曹判書時箚(戊寅七月)｣; 趙絅, �龍洲遺稿� 卷6, 

疏, ｢辭司諫疏｣.

161)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월 15일, 402쪽.

162) 신료들 중에서도 대체로 재야의 사대부들이나 국정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한 관인

들이 원칙론을 주장한 반면, 정국 운영의 책임을 진 고위 관인들은 원칙론을 전

제로 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나, 이들 사이에서도 명과

의 접촉에 대한 의견 차이는 빈번하게 개진되었다. 예를 들어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4월 18일,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壬子(19일) 및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2월 13일 기사 참고.

163) 기존 연구에서는 崔鳴吉이 獨步의 파견을 주도했다고 평가해 왔다. 대표적으로 

한명기, 앞의 글, 219~225쪽; 허태구, 앞의 글, 2013, 111~112쪽. 그러나 獨步의 

파견은 인조의 명시적 명령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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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배신하게 된다는 점이 큰 압박으로 작용하

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인조는 청의 징병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최

소한의 대명의리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이념적,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밀사를 파견하게 된 

것이다. 인조 역시 대명의리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는 결코 아

니었다.164)

인조는 조정에서의 비밀접촉 관련 논의를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때

로는 신하들의 의견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비밀접촉의 

실행여부 및 방향을 최종적으로 재가하였으며, 그 추진과정을 지속적

으로 보고받으면서 조명 비밀접촉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

다.165)

명이 조선과의 접촉을 통해 군사적 효용을 기대했음에 반해, 조선

이 명과의 접촉을 추진한 목적은 청에 대한 항복 및 조선군 파병에 대

해 명의 양해를 얻어내는 것이었다.166) 대명의리론이나 명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모두 조선의 사정에 대한 명의 양해를 요구한다는 점에

서 방향이 일치했다. 반면 명과의 군사적 연합작전 수행은 거의 계산

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청의 감시 속에서 조선의 역량으로는 실

현하기 어려운 범주의 일이었다. 따라서 병자호란 이후의 조명 비밀

접촉은 결과적으로 동상이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도의 차이는 결국 양국에서 조명 비밀접촉이 갖는 위상

의 차이에서 나왔다. 명에게 조선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 여

164) 沈器遠의 인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는 정곡을 찌른 것으로 판단된다. �승정

원일기� 인조 22년 3월 21일, “自丙子以後, 竊瞯自上用意, 所眷眷於天朝, 而顧

畏彼而力不贍耳.”

165) 이를 감안하면, 인조가 “친청적” 행보를 보였다는 해석(한명기, 앞의 책, 

193~200쪽)은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비판은 허태구, 

앞의 글, 2015, 186쪽의 주82 참고. 단 인조가 崔鳴吉 등에게 비밀접촉의 책임

을 미루는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166) 허태구, 앞의 글, 2013,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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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교적· 군사적 옵션 가운데 하나였다면, 조선에게는 이념적으

로는 당위, 현실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선택지였으나, 동시에 국

가의 존망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큰일이었던 것이다. 조선 조정이 

명 조정에 비해 일관되게 명과의 접촉에 소극적, 피동적으로 대처

하고, 獨步의 파견 역시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편, 조명 양국이 비밀리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양국 조정의 의지

는 현장에서 교섭을 담당하던 주체들에 의해 변형되어 갔다. 당시 조

선 연안에는 漢船이, 명의 해안에는 조선의 배가 종종 출몰하고 있었

고, 밀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양국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은밀

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인조 16~17년(1638~1639)만 해도 

여러 차례 漢船이 平北 연안에서 목격되었으며, 이들 중 최소한 일부

는 명백히 潛商과 연루되어 있었다.167) 인조 17년 8월에는 이전에 林

慶業 막하에 있었던 崔孝一이 배를 타고 도망하여 명으로 향하는 사

태가 빚어지기도 했다.168)

병자호란과 椵島 함락으로 인해 조명 양국의 공식 외교관계가 단절

된 상황에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경계를 넘나들던 이들은 양국의 

비밀교섭을 담당하는 매개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명에

서는 陳洪範 · 王武緯와 황해상의 섬들에 주둔하던 명의 장졸들, 조선

에서는 林慶業 및 獨步, 潛商 高忠元과 徐己里金을 비롯한 平北 지역

의 뱃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단순히 양국 교섭의 매개 역할

을 수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

서 양국 조정의 의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167)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7월 12일, 권38, 인조 17년 2월 20일, 24일, 3월 

11일, 권39, 인조 17년 8월 16일, 22일, 9월 16일;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22일, 23일; �仁祖戊寅史草�(한국사료총서 38) 7월 甲申(23일), 丙戌(25일); �譯

官上言謄錄� 己卯 12월 30일.

168) �인조실록� 권39, 인조 17년 8월 15일, 12월 20일; 洪瑞鳳, �鶴谷集� 卷7, 補遺, 

｢陳西路物情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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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계인”이었다.

현장의 의향이 중앙 조정의 의지를 눌러버리는 현상은 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陳洪範은 병부상서 楊嗣昌의 의

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조선 조정과 교섭하였으며, 王武緯는 과장

된 보고를 올리며 그를 추천한 陳新甲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

한 조선과의 연계 전략을 제출하였다. 이들에게서는 長山島 · 皇城島 

등 명과 조선을 잇는 섬들에 軍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조선과의 관

계를 정례화하고자 하는 공통된 지향이 엿보인다. 이는 곧 毛文龍이 

椵島에서 했던 일을 長山島나 皇城島에서 재현하려는 구상이었다. 왜 

이들은 요동반도 남단의 섬들에 軍門을 설치하여 毛文龍의 역할을 대

신하려 하였을까?

그 이유는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조선과의 관계를 독점하고, 이

를 통해 밀무역의 이득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陳洪範의 부대에서 

반란이 일어난 崇禎 10년(1637) 9월, 楊嗣昌은 20년간 椵島에서 벌어

진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은과 인삼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단언하

였다. 바다를 통해 적을 도모한다는 것도, 섬을 빌려 조선과 통한다는 

것도 모두 인삼과 은 때문이라는 것이다.169) 登萊巡撫 曾櫻이 王武緯

가 使命보다는 밀무역에 관심을 보였다고 비판한 것과 王武緯 일행이 

밀무역을 위해 오랫동안 머물며 출항을 지체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陳洪範이 제시한 椵島 탈환이나 王武緯가 제안한 錦州 · 寧遠에 

대한 조선의 보급로 단절은 분명 군사적 의미가 있는 전략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제안자들의 경제적 동기가 숨어 있었다. 거시적으로 보

면, 陳洪範이나 王武緯의 선단 역시 이익을 찾아 조선 연해를 왕래하

던 수많은 漢船 무리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다.

조선측에서 비밀접촉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 역시 밀무역과 밀접한 

169) 楊嗣昌, �楊文弱集� 卷18, 疏, ｢覆登監兩帥關東土安危疏｣. 毛文龍 이후 椵島의 

“海上勢力”의 무역활동에 대해서는 鄭炳喆, ｢明末 遼東 沿海 일대의 ‘海上勢力’｣, 

�明淸史硏究� 23, 2005, 159~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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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었다. 獨步의 활동 자체가 밀무역을 동반하고 있었음은 앞

에서 설명한 바이며, 林慶業 역시 의주부윤으로 재직하면서 청과의 

밀무역에 간여한 죄로 처벌받은 바 있었다.170) 獨步가 登萊 · 寧遠을 

왕래할 수 있게 해주었다가 처벌받은 平北의 지역민들도 밀무역에 종

사한 潛商 · 뱃사람들이었다.171) 王武緯 선단에 공급할 물자 조달을 맡

았던 선천부사 李烓 역시 私人을 동원한 밀무역을 벌였다가 양국의 

비밀접촉이 청에 발각될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정식 사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이 명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명-조선-청을 잇

는 기존의 밀무역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조

명 비밀접촉은 밀무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172)

병자호란 이후의 조명 비밀접촉은 조선을 이용해 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명과 조선의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고 명의 양해를 얻고자 

한 조선의 상호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양국의 전

략적 · 이념적 목적은 양국의 정세판단과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조응

하며 실행에 옮겨졌고, 그 결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또한 양국 조

정의 비밀접촉은 물밑의 밀무역 네트워크를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170)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6월 12일. 비밀접촉의 실무자로 林慶業이 선택된 

것 역시 그가 평안도에서 신망을 받고 있었으며, 조선에 왕래한 漢人들과 친분

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姜碩期, �月塘集� 卷2, 疏箚, ｢密箚(因筵對未及上)｣.

171) �淸太宗實錄� 卷63, 崇德 7년 10월 6일에는 이들의 이름이 “高調文[高忠元]、舍

木歲[申金]、欽木格力歲、吳多爾歲、祁嗎克退、希埋克色力、欽木道賴、腦歲”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어 이름의 음차이다. 이들 중 일부는 청에 의해 “大商”, 

“潛商의 우두머리”로 지목받기도 했다(�심양장계� 壬午年(1642) 10월 6일).

172) �同文彙考� 別編 卷3, 飭諭, ｢諭囚斥和臣等斬高忠元等勅｣, “詎意爾國違旨, 出邊

挖蔘, 潛與明朝買賣, 令僧人名獨夫者, 往返通書, 遺之以銀蔘糧米, 奸細出入, 亂

行不絶.” 청에서 宣府·大同에 무역하러 간 사람이 조선의 空石에 담긴 人蔘櫃와 

枝三을 발견한 것은 당시의 밀무역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양장계

� 壬午年(1642) 8월 18일. 조명 비밀접촉의 배경에 명-조선-청 사이의 밀무

역이 있었음은 劉家駒, 앞의 책, 364~365쪽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병자호

란 이전 조선을 둘러싼 국제무역 상황에 대해서는 辻大和, ｢朝鮮の対後金貿易

政策｣, �アジア遊学� 179, 2015 및 劉琳, ｢仁祖前期(1623-1637)以朝鮮爲中心

的東亞國際潛貿易｣, �朝鮮·韓國歷史研究� 17, 2016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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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조정의 의지는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변경되고 무시되기도 하

였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 병자호란 이후 조명 비밀접촉의 전개와 그 파탄 과정을 총체

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도 및 배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사료가 

산재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마다 사료가 결락되어 있어 당시 비밀접

촉의 실상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흐름은 본문

에서 정리한 틀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청에 항복하여 명과의 전쟁에 동참하

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명과의 비밀접촉을 추진한 조선 

조정의 심리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망해가는 명”을 위해 의리를 

지키려는 “비현실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문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의 급속한 멸망은 당대인들에게는 미지의 영

역이었으며, 대명의리론 역시 당대인들의 정신세계에서 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명에 알려야 한다는 생

각은 조선 조정이 대명의리와 국가의 생존을 양립시키려는 고뇌 속에 

도달한 방책이었던 셈이다. 명과 청의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암중모색의 상황 속에서, 인조를 비롯한 조선 조정은 가능한 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조선이 건국과 동시에 

명과의 사대관계를 추구해 왔으며, 그것을 200년 넘게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아무리 전쟁이라는 충격이 있었다고는 해도, 기존의 익숙했

던 질서 및 관계를 한순간에 끊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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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에 가장 “올바른” 질서이자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

는 더욱더 그러하다. 명에게 조명 비밀접촉은 정치, 군사적인 선택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조선에는 국가의 생존과 함께 이념적 실존이 걸

린 문제였다. 명과의 “이별”은 병자호란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조명 비밀접촉이라는 여진을 남겼던 것이다. 이때의 

조명 비밀접촉은 조선이 대명의리를 대외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추진

했던 마지막 노력이 되었으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 역사적 경험은 

이후 조선의 대명의리 실천을 대내적 차원으로 한정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측된다.173)

아울러 조선과 명의 비밀접촉을 가능케 했던 해상 밀무역망의 존

재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毛文龍의 東江鎭 설치를 계기

로 활성화된 조명 해상 루트는 병자호란을 통해 크게 약화되기는 

했으나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었으며, 조명 

비밀접촉 역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644년 명의 멸망과 청의 入關은 단순히 명의 숨통을 끊은 데

서 머문 것이 아니라, 17세기 전반 활발했던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해상 교류 역시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7.4.8, 심사수정일: 2017.5.22,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병자호란, 명청교체, 비밀접촉, 東江鎭, 인조, 최명길, 임경업, 獨步,

대명의리, 漢船, 밀무역

173) 효종대와 숙종대에도 북벌론의 대두와 함께 南明 및 반청세력과의 연결을 주장

하는 논의가 등장하였으나, 결국 현실적인 요인으로 묵살 혹은 거부된 바 있다. 

�효종실록� 권19, 효종 8년 8월 16일, 10월 25일; �숙종실록� 권2, 숙종 원년 1

월 24일; 권3, 숙종 원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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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cretive Contacts between Joseon and the Ming
Dynasty after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Joseon

in 1637

Lee, Jae-Kyung

Previous works on Joseon’s foreign relations have focused on Joseon’s 

response to the Ming-Qing transition. In the course, the year of 1637, 

when the Qing dynasty subjugated Joseon, was regarded as a turning 

point. However, the Ming dynasty had not perished until 1644, and unofficial 

contacts between Joseon and the Ming dynasty through the smuggling 

route across the Yellow Sea continued even after their official relationship 

was cut off.

Secret contacts between Joseon and the Ming dynasty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During the first phase(1637-1638), Ming admiral Chen 

Hongfan(陳洪範) tried to appease Joseon in order to get Joseon’s cooperation 

on his attempt to construct a new military base on the Yellow Sea, which 

would replace destroyed Dongjiangzhen(東江鎭) Garrison on Gado(椵島) 

Island. The Joseon court appreciated his sympathy for Joseon’s difficult 

situation, but denied his demands and rejected future contacts from him. 

For the second phase(1638-1640), the Qing dynasty ordered Joseon to 

send its troops to attack Ming territory. In response, Joseon sent the monk 

Dokbo(獨步) as a secret envoy to Ming to inform that Joseon inevitably 

had to send soldiers for Qing’s aid. The third phase(1640-1644) was 

composed of two sub-phase. From 1640 to 1642, Ming dispatched its navy 

to Joseon for three times to gain Joseon’s military support. Joseon ostensibly 

welcomed Ming officials but rejected any urge of military cooperation. From 

1642 to 1644, the Qing dynasty noticed the secretive contacts and cracked 

down on Joseon. Meanwhile, the agents of secret contacts got arrested and 

removed from power in both countries. Thereafter, secretive conta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cut off to the end of the M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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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secretive contacts with Joseon was just a diplomatic and military 

choice to Ming, for Joseon they were an ideological way to practice its 

moral obligation to the Ming dynasty(對明義理) and a realistic policy to 

guarantee its survival in unpredictable chaos of the war between Ming 

and Qing. Ming’s goal was to acquire Joseon’s military support, whereas 

Joseon only wanted the Ming dynasty to understand its inevitable situation. 

Thus, secret contacts between the two states naturally ended in vain.

Meanwhile, secretive contacts between Joseon and the Ming dynasty 

made possible by smuggling network across the Yellow Sea. In the process, 

the will of the two central governments had to be filtered and distorted 

by the agents with their own personal and economic aims. As a result, 

their participation affected the course of the secretive contacts.

Keywords :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Joseon in 1637(丙子胡亂), 

Ming-Qing Transition, Secret Contacts, Dongjiangzhen(東

江鎭) Garrison, King Injo, Choi Myunggil(崔鳴吉), Im 

Gyeong-up(林慶業), Monk Dokbo(獨步), Moral Obligation 

to the Ming Dynasty(對明義理), Chinese Ships(漢船), 

Smugg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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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실 장군의 생애와 군사활동

홍영의*

1. 들어가며 

2. 이방실의 가계와 혼인관계

3. 이방실의 행적과 홍건적 격퇴 활동

4. ‘삼원수’의 살해와 후대의 평가

5. 나가면서
  

1. 들어가며       

李芳實은 咸安 이씨의 시조(중시조)로 1298(충렬왕 24년)에 함안 

竝谷 兜峰山 下內洞(餘航面 內谷里)에서 출생하여1) 1362년(공민왕 

11) 金鏞의 僞計에 의해 홍건적의 난을 물리치고 공을 세운 삼원수인 

安祐·金得培와 함께 살해되었다. 

이방실은 135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홍건적의 1차 침입을 격

* 국민대 글로벌인문·지역대학 한국역사학과 교수

1) 李澤寬, 『元帥李公實記』 年數圖에는 忠宣王 원년(1298, 충렬왕 24)에 竝谷 兜峰

山 舊第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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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한 공로로 공민왕에게 玉帶와 玉纓을 下賜를 받으면서 “우리 宗社

가 폐허가 되지 않게 하고, 백성이 魚肉이 되지 않게 함은 다 방실의 

功이다. 내가 비록 살을 베어 주더라도 오히려 능히 보답하지 못하겠

거늘, 하물며 이 물건이 어찌 아까우리요”라고 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

운 장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의 거짓 왕명을 믿어 摠兵官 鄭

世雲을 죽이고 왕명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안

우·김득배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 誣告에 의한 이 ‘삼원수 살해 사건

은 1391년(공양왕 3) 房士良의 요청에 의해 복권이 되었지만, 이

후 조선시대 사가에 의해 ‘공민왕이 시킨 것이 아니라고 期必하기

도 어렵다’는2) 평을 듣게 된다.

인물의 褒貶은 매우 어렵다. 부족한 기록은 그것대로, 풍부한 기록

은 그것대로 어떤 기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그 기록마져 불안전하거나 누군가에 의해 왜곡되어졌다면 그 

기준이 애매해진다. 특히 정치적 문제가 더해졌을 경우는 더하다. 

이방실을 비롯한 안우·김득배의 공적은 홍건적의 격퇴와 관련한 사

실은 비판받을 일은 없으나, ‘삼원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려

말 이후 조선후기까지 그 전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방실의 생애를 알 수 있는 가계나 초기 활동 부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咸安李氏世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듯 싶

다. 그러나 홍건적의 1, 2차 침입 격퇴 과정에서 보이는 활동은 매우 

자세하다. 물론 이 내용도 정사류인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자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

일까?

기록이 없어도 업적이 많거나 본보기가 되는 인물은 후대에 계속 

口傳되거나, 단편적인 자료들은 누군가에 의해 수집, 정리된다. 특히 

2) 兪棨 『麗史提綱』 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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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그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고 확대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없는 기록과 불확실한 기록으로 개인의 

삶을 복원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3)

이 글에서는 이방실과 관련한 자료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남

은 기록을 통해 그의 가계와 혼인관계, 생애와 활동을 복원하고, 

홍건적의 1, 2차 침입을 격퇴한 공로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나아

가 ‘삼원수’ 살해와 후대 평가를 통해 이방실에 대한 후대 인식의 

변화과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그의 세계를 

『咸安李氏世譜』 등을 통해 추적하고, 생애와 군사활동 부분, ‘三元帥’ 

살해 사건과 후대 평가의 평가는 『고려사』·『고려사절요』와 문집자료, 

그리고 『元帥李公實記』 등을 이용하여 그 대략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이방실의 가계와 혼인관계

이방실의 생애에 대해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 당대 정사류에는 

그의 가계나 선대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선대의 세계

가 명확치 않은 까닭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4)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함안군조에는 함안5) 이씨가 趙·蔡·尹·劉·鄭氏 등 

3) ‘三元帥’ 대한 연구는 姜周鎭, 1983 「恭愍王의 高麗再建運動과 三元帥」 『韓國學文

獻硏究의 現況과 展望』 아세아문화사 : 민현구, 2009 「高麗 恭愍王代 중엽의 정치

적 변동」 『震檀學報』 107에 대략적인 언급이 있을 뿐이다. 

4) 『咸安李氏世譜』(1802)를 참고하면, 咸安 李氏의 시조는 일반적으로 遠祖 衛尉寺主

簿同正 李元敍로부터 시작되어 李湯就‧李光柱‧李龍起로 이어져 李尙으로 내려왔다

고 알려져 있으나, 상계가 실전되어 상고할 수 없다고 하여 고려 고종 때 공을 세

워 巴山君으로 봉해진 이상을 시조로 삼고 있다. 『乙丑譜』에는 그의 선계 등에 관

한 내용은 없고, 다만 凡例편에 巴山君에 처음으로 封爵되었으므로 그를 시조로 한

다는 내용만 적혀 있다. 李尙의 아들 李淸은 文下侍郞平章事를, 李源은 版圖判書를 

지냈으며, 이 두 계파를 중심으로 咸安 李氏가 번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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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성씨가 토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때부터 재지

사족으로서의 기반이 갖추어진 가문으로 여겨진다.6) 특히 함안의 3

대 토성은 함안 이씨·조씨·윤씨로, 모두 吏族에서 성장하였다. 15

세기 이후 함안 이씨와 조씨가 大姓으로 남게 되는데, 함안 이씨는 임

진왜란 이후 인근 고성지역의 대표적 사족으로 크게 성장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이방실 이외에 선대는 기재되지 않고 있다.7)

1587년(선조 20) 鄭逑가 편찬한 『咸州誌』에 따르면,8) 1258년(고종 

45)에 과거에 장원한 李源이 그의 父가 된다. 여기에는 최종 관직이 

版圖判書로 기재되어 있다.9) 이원은 1258년(고종 45) 3월에 國子監

試(進士試)에 太僕寺事 韓就에 의해 장원으로 뽑히고,10) 1275년(충렬

5) 咸安이란 이름은 757년(경덕왕 16)에 최초로 불리워졌고, 995년(성종 14)에 咸州로 

개칭된 후 金州(김해)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1018년(현종 9)에 다시 함안으로 고쳐

졌다. 정규적으로 지방관이 파견된 것은 1373년(공민왕 22)에 고을 사람 周英贊의 

딸이 명나라 황제의 궁인이 되어 총애를 받음으로써 知郡事(郡守)로 승격되면서였

다. 1466년(세조 12) 전국에 걸쳐 지방행정을 정리할 때 군수가 파견된 이후 1505

년(연산군 11) 일시적으로 咸安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이듬해 군으로 환원되었다. 

晉州牧에 소속되어 있었다.

6) 『世宗實錄』 권150 지리지 慶尙道 晉州牧 咸安郡. “土姓六 李趙蔡尹劉鄭 來姓二 

崔【竹山來】 金【金州來】 續姓一 姜【本未詳 今爲鄕吏】”. 『新增東國輿地勝

覽』권32 慶尙道 咸安郡조에는 “【성씨】 본군 李·趙·蔡·尹·劉·鄭, 崔 竹山. 金 金

州. 姜 續姓이다.”에서 토성은 앞의 것과 같다.

7) 17세기 중반 趙從耘(1607∼1683)이 편찬한 『氏族源流』에는 ‘李芳實-李文中’의 세

계만 되어 있고, 李頴-李稹-李興孫은 달리 구분하였다. 그러나 『咸安李氏世譜』에는 

尙-源-芳實-芮-穎-稹 계열, 淸-弘-滋秀-云吉 계열로 세계가 정리되어 있다.

8) 『咸州誌』는 경상도 咸安의 읍지를 후에 필사한 것이다. 본서는 현전하는 私撰邑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내용의 것이다. 卷末에는 鄭逑가 1587년(선조 20)과 1589년(선

조 22)에 쓴 序가 있고 壬亂 직후인 1600년(선조 33) 吳澐이 쓴 跋이 있다. 

9) 1854년(철종 5) 후손 李澤寬이 편찬한 『元帥李公實記』도 『咸州誌』의 내용을 따라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수이공실기』는 1854년(철종 5) 南履穆이 序를, 후손 

李澤寬이 重刊跋을 썼으며, 咸安李氏宗中에서 木活字本, 3卷1冊으로 南岡祠에서 

간행하였다. 남강사는 1842년(헌종 8)에 후손들이 건립하여 매년 제를 지냈으나, 

고종 때 훼철되어 1944년 옛 터에 복원하였다. 1998년 정부보조금으로 忠烈祠와 

남강서원을 중건하여 현재까지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그러나 이방실의 諡

號인 忠烈公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10) 『高麗史』 권74 지28 選擧2 科目2 凡國子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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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1) 直史館, 興王寺 別監과11) 1299년(충선왕 즉위) 충청도 按廉使

를12) 지낸 인물이다. 흥왕사 별감으로 있을 때, 齊國大長公主의 怯怜

口인 車信이 흥왕사 婢의 役을 면제해 달라는 청탁을 거부하자, 구타

를 당할 정도로 강직한 면을 보이고 있다. 또 이원은 副使로서 安克仁

과 함께 1360년 『帝王韻紀』 後題를 쓰기도 했으나,13) 그의 행적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한편, 이방실의 장인은 辛珣이다.14) 신순은 본관은 靈山으로, 공양

왕의 從叔인 王環의 처남이다.15) 판도판서로서 공민왕 12년 己亥擊走

紅賊功臣으로 책봉되었다.16) 조부는 僉議贊成 革이고 부는 閤門祗候 

原慶이며, 처는 寶馬陪行首別坐 安宗基의 딸이다. 

신순의 형 辛裔는 충혜왕 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좌정언, 知申事를 

역임하고 종 2품인 僉議評理 지위에 올랐다. 원의 制科에도 합격, 楡

帖都監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신예는 그의 매부인 高龍普의 후원을 

받았고17) 고용보가 충혜왕을 압송할 때 직접 관여하였다. 충혜왕이 

압송된 후 원 순제의 명으로 한동안 고려의 국사를 총관하기도 하였

다. 신예는 충목왕 대에 그의 친인척과 知人을 대거 고위직에 포진시

켜 권세를 떨쳐 세상 사람들이 그를 ‘辛王’이라 부를 정도로,18) 충혜

11) 『高麗史』 권123 열전36 張舜龍·車信

12) 『高麗史』 권33 忠宣王 즉위년 2월 甲戌

13) 『帝王韻記』 後題 “先生業文精博 洞明古今 官以右司諫·知制誥 便歸老關東 雖迹

同去國 而志在匡君 遂於看藏餘 修此帝王韻紀 以供乙覽 其辭約 其旨暢 如珠之在

貫 網之在綱 萬代相承 理亂終始 不出乎此 可謂通鑑之粹歟 但所惜者 於本朝　仁

宗紀 只言見逼 不言其終復天位 永貽孫謨 是一缺耳 胡不添撥亂賴忠臣 龍孫綿不已

之一句 而足之乎 先生非不知 撮略故爾 臣幸以不才 獲承憂寄 比到州 彫板僅終矣 

故無所補 徒以姓名 冠于板尾耳 副使 臣 李源 謹題”

14) 『高麗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是日 芳實赴行在 至龍宮縣 

王命芳實舅右散騎辛珣·按廉成元揆往迎”

15) 『高麗史』 권91 列傳4 宗室 神宗 王子 襄陽公 王恕 附 永興君 王環 

16) 『高麗史』 권40 恭愍王 12年 11월 壬申

17) 『高麗史』 권122 列傳35 宦者 高龍普 

18) 『高麗史』 권125 列傳38 姦臣 申裔 



284 |  軍史 第103號(2017. 6)

왕 때부터 원에 의지하여 권력을 천단하였다.    

그러나 영산 신씨는 공민왕의 반원개혁과 함께 추진한 친원세력의 

제거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형인 신예는 공민왕 4년에 먼저 죽

어 奇轍과 같은 운명을 면했지만,19) 아우 신귀는 蔡河中의 역모사건

에 연루되어 장인인 康允成과 함께 유배되었다. 또 둘째 형인 辛富가 

홍건적의 난 때 咸從 전투에서 전사하였다.20) 곧이어 1365년(공민왕 

14) 辛旽이 집권하면서 신순과 신귀는 그의 측근으로 활동하였으

나,21) 공민왕이 신돈을 숙청할 때에 함께 伏誅되었다.22)

신귀의 장인인 강윤성은 谷山 강씨로 李成桂의 장인이다. 따라서 

이성계는 신귀의 손아래 동서가 된다. 당시 강윤성과 允忠·允暉 형

제들이 권세를 잡자 충혜왕·공민왕 때 대표적인 권문세족으로 성장

하였다. 

강윤성은 충혜왕, 충목왕 대에 찬성사를 지냈고23) 공민왕 초에는 

判三司事에 올랐다.24) 처는 진주 姜氏 姜誾의 딸이다.25) 장남 康得龍

은 공민왕 때 삼사우사를 지냈고,26) 2남 康舜龍은 몽골 이름이 바얀

테무르[伯顔帖木兒]로 처음 원에서 벼슬을 지냈다. 1356년(공민왕 5)

에 원으로부터 高郵城의 파병을 요청받았을 때, 파견된 사신이 바로 

원나라의 吏部郎中의 직위를 가진 이성계의 재종숙 노하이[那海]와 

장순룡이었다.27) 찬성사를 역임하였고 銀城府院君에 봉해졌다.28)

19) 『高麗史』 권38 恭愍王 4年 2월 己未

20) 『高麗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21) 신돈 관련자에 대한 문제는 이정란, 2007 「辛旽 黨與 家門의 조상 감추기와 褒貶

論」 『한국사학보』 27이 참고된다.

22) 『高麗史』 권132 列傳45 返逆 辛旽 

23) 『高麗史』 권36 忠惠王 後4년 4월 庚申 및 권37 忠穆王 卽位年 10월 甲子 

24) 『高麗史』 권125 列傳38 姦臣 蔡河中 

25) 『顯宗改修實錄』 권22 현종 11년 1월 癸丑 

26) 『高麗史』 권38 恭愍王 卽位年 11월 乙亥

27) 『高麗史』 권38 恭愍王 3年 6월 癸卯

28) 『高麗史』 권38 恭愍王 3年 7월 辛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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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성의 아우 강윤충은 충혜왕의 嬖幸으로 총애를 받았고, 曺頔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일등공신에 책봉되었다.29) 충목왕 때 왕의 모후

인 長寧公主의 신임을 받아 찬성사를 지냈으나, 德寧公主와의 추문, 

간음과 정치도감 사업의 반대 등으로 탄핵과 좌천을 당하기도 했고, 

공민왕 초에 판삼사사를 지냈다.30) 강윤휘는 충정왕 원년에 판도판서

를 역임하였다.31) 강윤휘의 아들인 上將軍 康祐는 이성계의 큰아버지

인 雙城摠管府의 쌍성만호 李子興의 딸과 혼인하여 사위로서 두 집안

은 중첩혼 관계에 있었다.

곡산 강씨 가문은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의 반원개혁 때 가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강윤성과 강윤휘는 공민왕 5년 8월에 일어난 ‘채하

중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고,32) 강윤충은 공민왕 5년 6월에 

일어난 ‘林中甫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찬성사에서 東萊縣令으로 폄

출되었다가 공민왕 8년 12월에 복주되었다.33) 공민왕의 반원개혁 과

정에서 친원세력의 숙청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크게 타격을 입은 것

이다.34) 그러나 공민왕 10년을 고비로 곡산 강씨 세력은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공민왕 12년 홍건적의 2차 침입 격퇴 후 강윤휘의 장남

인 康永이 護軍으로서 京城收復功臣 및 己亥擊走紅賊功臣으로 책봉되

었고,35) 강윤성의 형 康允貴의 장남인 康元甫는 경성수복공신으로 책

봉되었다.36) 또한 1363년(공민왕 12) 흥왕사의 변이 일어나자 공민왕

은 康得龍의 집을 行宮으로 삼아 두 달 가량 거처하기도 했다.37) 따

라서 이방실은 혼인을 통해 이미 당대 권문세가이었던 영산 신씨·곡

29) 『高麗史』 권36 忠惠王 後 3年 6월 庚子朔

30) 『高麗史』 권124 列傳37 嬖幸 姜允充 

31) 『高麗史』 권37 忠定王 元年 8월 乙卯

32) 『高麗史』 권125 列傳38 姦臣 蔡河中

33)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8년 12월 

34) 洪榮義, 2016 「고려말 李成桂의 婚姻關係와 경제적 기반」 『韓國學論叢』 45 참조.

35) 『高麗史』 권40 恭愍王 12年 윤3월 및 11월 壬申  

36) 『高麗史』 권40 恭愍王 12年 윤3월

37) 『高麗史』 권40 恭愍王 12年 윤3월 辛未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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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강씨 가문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레 충목왕의 入元 侍衛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방실의 아들 李中文은 이방실이 참살당할 때 『고려사』에 언급되

었다. 그러나 그의 행적도 불분명하다. ‘삼원수 살해’ 이후 수습과정에

서 내린 공민왕의 교지에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처자까지는 죄를 

미치지 않게 하도록’ 조처한 것을 볼 때, 가족과 친족은 큰 피해를 입

지 않은 듯 하다.38) 그러나 『함안이씨세보』에는 李芮로 기재되어 있

다.39) 아래의 표는 그의 가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이방실의 가계와 혼인관계

  

38)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1년 3월

39) 李中文은 『咸安李氏世譜』에 李芮로 기재되어 있다. 20세손 基煥씨가 1984년 찬

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가평의 묘비에 따르면, 1351년에 출생하여 1391년에 歿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인은 三司左尹을 역임한 파평윤씨 尹受禎의 딸로 되어 있

다. 아마도 安祐의 아들이 10살인 것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이름의 이예는 본관은 陽城. 자는 可成. 李澣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의 

孟常이고, 아버지는 첨지중추원사 全之이다. 李存吾의 증조가 된다. 『高麗史』·

『高麗史節要』를 편찬할 때 修史官을 하였고, 세종~성종대까지 활동하였다

(『成宗實錄』 124권 성종 11년 12월 25일 경오). 

   
    李尙   辛原慶

  辛裔 = 李褒(星山) 李仁任의 父

李淸   李源

辛富 = 韓宗愈(漢陽) …
母가 咸安郡
夫人 李氏

李弘 李芳實 = 辛珣      女 = 周英贊

辛珣 = 安宗基(順興) … 安軸의 子

李滋秀 李中文(芮?)

辛貴 = 康允成(谷山) …
神 德 王后 의 
父,李成桂의 
장인

李云吉 李穎

女   = 高龍普(全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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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방실의 행적과 홍건적 격퇴 활동

이방실의 행적과 관련하여 젊은 시절,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소 설화적 내용인 다음의 자료일 것이다.

  “고려 元帥 李芳實은 젊었을 때에, ① 용맹하기 짝이 없었다. 일찍이 西

海道에서 노닐 적에 노상에서 우연히 훤칠하고 키가 큰 사나이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나이는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말 앞에서, “令公은 어디로 가

십니까. 모시고 가겠습니다.”하였는데, … ② 이방실이 화살 한 개로 두 마

리를 맞혀서 잡았다. 해가 저물어 빈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 도적이 

힘껏 활을 쏘자, 이방실은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아 마구간에 끼어 두

었다. 이렇게 하기를 10여 차례 하니 한 통에 있던 화살이 모두 떨어졌다. 

③ 도적이 그 용기에 탄복하여 빌면서 살려 달라고 하였는데, … 그 氣勢가 

하늘을 뚫을 만큼 세차므로 머리칼은 모두 뽑히고 몸은 땅에 떨어졌으나, 

이방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가버렸다. 지위가 높아진 晩年에 다시 그곳

을 지나다가 농가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는데, 집안은 매우 큰 부자였다. 

지팡이를 짚고 나와 맞이하던 노인이 크게 술상을 차리더니 술이 취하자 노

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비할 수 없이 

용맹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를 해치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내가 해를 당하여 

하마터면 죽으려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로부터 改過하고 농업에 힘써 다시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습니다.”하고는, 모자를 벗어 보이는데, 머리

가 이마처럼 번들번들하여 머리칼이 하나도 없었다. 

  이방실에게 ④ 누이동생이 있었는데, 역시 용맹하기 짝이 없었다. 항상 

작은 나뭇가지를 벽에 꽂아두고 형제가 나뭇가지 위를 올라다니는데, 이방

실이 올라가면 가지가 움직였으나, 누이동생이 지나가면 움직이지 않았다. 

또 하루는 ⑤ 누이동생이 파리한 使童과 파리한 말을 타고 江南으로 건너가

는데,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서로 먼저 건너려고 다투다가 누이동생을 들어 

내리니, ⑥ 누이동생이 크게 노하여 배의 노를 들고 배 타려던 사람들을 난

타하였는데, 굳세기가 나는 새매와 같았다.”40)

40) 成俔 『慵齋叢話』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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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방실이 젊은 시절부터 용맹스러웠다는 점

(①), 화살 한 개로 비둘기 두 마리를 맞힐 정도로 활을 잘 쏘는 名弓

이였으며(②), 도적의 머리 가죽을 벗기고 살려 놓아 주었더니, 개과

천선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는 점(③), 누이동생이 하나 있었는데(④), 

그녀 역시 용맹스러웠다는 것이다(⑥). 아울러 이방실이 말을 타고 다

닌 점과 누이가 비록 파리한 使童과 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⑤) 점은 

일정 정도의 家産을 축적한 가문임을 말해준다.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이방실의 청년시절의 일면을 파악 수 있다.

그러나 『고려사』 등의 기록을 통해 이방실의 행적은 대체로 두 부분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홍건적 1, 2차 침입을 전후로 한 시기와 또

는 충목왕대와 공민왕대로 구분된다. 그러나 활동의 대부분 기록은 

홍건적 침입과 격퇴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이방실의 첫 관직 기록은 『安東先生案』에 보인다. 1337년(충

숙왕 복6)에 通德郞으로 福州司錄에 부임되어 2년 후인 1339년에 

遞任된 것이지만,41) 『고려사』에서는 충목왕이 세자로 8살에 원

나라에 들어갈 때 侍從한 것과 그리고 충목왕이 즉위하자 그 공로

로 中郞將(정5품)에 보임되었다가 護軍(정4품)에 제수되어 田 1

백結을 下賜받았다는 것이 첫 기록이다.42) 즉 충혜왕이 원 順帝의 

명을 받아 중국 揭陽縣으로 귀양을 가다가 岳陽縣에서 사망하자, 

1344년 원의 宦者인 고용보의 품에 안겨 황제를 알현한 충목왕이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를 배우겠느냐’는 황제의 질문에 어머니

를 배우겠다는 대답을 하여 왕위 계승을 허락받았는데,43) 이때 원

41) 이때 李芳實의 이름은 李邦實로 『高麗史』의 것과는 다르지만, 『高麗史節要』

에는 李邦實로 기재되어 있다. 권25 충목왕 4년 1월 무자. “監察劾論其罪 以其

壻李浥爲允忠門客 百計營救 反陞子由爲贊成事  諫官宋天逢李邦實安元龍不署子由

謝貼 允忠䑃朧君命 召邦實等 勒令請暇 尋奪其職” 또한 『元帥李公實記』에는 年數

圖에는 1339년(충숙왕 후 원) 侍從 入元하고,1 340년(충혜 후 원년) 福州守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安東先生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42) 『高麗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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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 侍衛한 것으로 보인다. 1347년(충목왕 3) 강윤충이 자

신과 친한 安子由가 大廟의 일을 대행하면서 犧牲으로 사용해야 

할 소를 願堂의 승려에게 주었던 일로 감찰이 그 죄를 탄핵하자, 

오히려 강윤충이 안자유를 승진시켜 贊成事로 삼은 일이 있었다. 

이 일로 諫官 宋天鳳·이방실·安元龍이 그의 謝牒에 서명하지 않자, 

강윤충은 왕명을 빙자하여 이방실 등을 소환한 뒤 억지로 휴가를 

요청하게 하고, 그들의 관직을 빼앗아 버렸다.44) 이때 이방실이 

간관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민왕 즉위 후 1354년(공민왕 3)에는 大護軍(종3품)으로 전임되었

다가, 宣城(瀋陽 인근에 營城과 함께 설치된 掃里로 宿驛임)에서 다루

가치 魯連祥이 모반하자, 龍州(평안북도 용천군)의 병사를 이끌고 이

를 진압하였다.45)

이해 9월에 원의 승상 脫脫이 高郵城에 주둔한 張士誠을 토벌하기 

위하여 南征軍을 조직하였다. 이때 고려는 원의 강요에 이기지 못하

여 결국 援征軍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공민왕 원년 2월에 원

은 崔濡를 고려에 보내어 처음으로 원정군 모집의 뜻을 전달했으나 

성사하지 못하였다. 그 후 공민왕 3년 6월에 탈탈은 사신으로 왔다가 

귀국하는 蔡河中을 통해 고려에 재차 고려군 파견을 강력하게 요구하

였다. 이어 원의 사신 哈刺那海 등이 고려에게 장사성 등의 강남 반란

군 토벌을 위하여 파병을 요구하고 8월 10일까지 북경에 집결할 것을 

명하자, 7월에 이방실을 비롯한 柳濯·廉悌臣 등 40여 명이46) 평양 

43) 『高麗史』 권37 忠穆王 總書 

44) 『高麗史』 권124 열전37 嬖幸 康允充 

45) 『高麗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이 기록은 『高麗史節要』 권

26 공민왕 1년 1월과 열전 21의 의 曺益淸의 기사를 통해 이방실이 대호군에 승

진한 것은 1351년(충정왕 3)으로, 이때 선성에서 魯連祥의 謀叛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장동익 2016 「고려후기의 정치, 사회 그리고 咸安」 『함안의 인물과 학

문(Ⅳ) -충렬공 이방실장군의 학문과 사상·생애-』 24~25쪽 참조). 

46) 『高麗史』 권38 恭愍王 3年 6월 癸卯 “元遣吏部郞中 哈刺那海 崇文監少監 伯

顔帖木兒 利用監丞 林蒙古不花 召柳濯·廉悌臣·權謙·元顥·羅英傑·印璫·金鏞·李權·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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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 300명을 비롯한 군사 2,000명을 이끌고 출전하였다.47) 이때 이

방실도 참여하게 된다.

원에 들어간 고려군은 원나라의 승상 脫脫이 이끄는 원나라 군대와 

함께 강남으로 이동하여 大都에 살고 있던 고려인과 함께 총 2만 3천 

명으로 장사성의 본거지 고우성를 공격하였다. 이후 六合城을 함락시

켰고 또 1355년 淮安路로 이동하여 반란군을 방어하면서 八里莊에서 

여러번 전투를 치뤘으며, 또 四州와 和州 등의 반란군 함대 8천여 척

으로 淮安城을 포위할 때 주야로 맞서기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李

權, 崔源 등의 여섯 장수가 전사하기도 했다. 최영은 회안성 전투에서 

두어 차례나 창에 맞는 등의 부상을 입었지만, 적의 거의 전부를 살상 

포로로 하는 등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48) 이들은 1355년 말에서 늦

어도 1356년까지 귀환하였다. 

한편, 1357년(공민왕 6) 8월, 고려 조정에서는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침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둘러서 방어대책을 수립하였다. 김득

배를 西北面紅頭軍倭賊防禦都指揮使로 임명하여49) 국경지역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였다. 또한 安州와 서경을 중심으로 한 청천강 이남지

역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여 홍건적의 남진을 저지한다는 방침 아

래, 安州軍民萬戶에 안우, 副萬戶에 金元鳳을 임명하고, 西京軍民萬

戶에는 慶千興, 부만호에는 김득배, 偏裨(副將)에는 이방실을 임명하

였다.50) 이는 원에 왕래하는 사신들이 입수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였

允忠·鄭世雲·黃裳·崔瑩·崔雲起·李芳實·安祐等 及西京水軍三百 且募驍勇 期以八月

十日 集燕京 討張士誠 伯顔帖木兒 本國人康舜龍”. 이때 원에 出征한 장수는 유

탁, 염제신, 印瑭, 孫佛永, 崔雲起, 李芳實, 權謙, 車蒱溫, 姜允忠, 鄭世雲, 崔瑩, 

李權, 羅英傑, 金鏞, 安祐, 崔源, 印安, 崔安守, 具貞, 趙忠信, 崔祿 등 21인이 

『高麗史』 列傳에서 확인되며 그 나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홍영의, 1991 「恭

愍王의 反元政策과 廉悌臣의 軍事活動」 『軍史』 23 및 2005 『고려말 정치사

연구』 혜안, 86쪽 참조. 

47) 『高麗史』 권38 恭愍王 3년 7월

48) 『高麗史』 권113 열전26 諸臣 崔瑩

49) 『高麗史』 권39 恭愍王 6년 8월 丁巳, 11월 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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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원나라의 내부 사정으로 보아서 홍건적을 완전히 진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그 세력이 고려에까지도 영향이 미

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후 1359년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홍건적은 고려에 침공하지 않

았다. 그러나 이 해에 홍건적은 고려에 글을 보내 義로서 일어난 자신

들에게 歸附하라고 협박하였다.51) 그리고 서북면 일대에 배치된 고려

군의 방어태세가 잠시 느슨해진 1359년 11월 29일, 홍건적 3천여 명

이 결빙된 압록강을 이용해 고려로 건너와 북변 연안 일대를 약탈한 

뒤 퇴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52) 이 사건은 홍건적의 내침은 바로 직

후의 대규모 침입을 위한 탐색전으로 보인다. 

1359년(공민왕 8) 12월 8일에 홍건적의 괴수 毛居敬·僞平章 등이 

4만의 홍건적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가로질러 義州로 침입해 왔다.53)

의주 副使 朱永世와 군민 1천여 명은 결사적인 항전을 전개하였으나, 

끝내 성이 함락되고 군민 1천명이 전사하였다. 그 이튿날에 홍건적은 

의주 남쪽 25리의 靜州로 진군하였다. 도지휘사 김원봉이 지휘하는 

정주 군민들도 용감히 싸웠으나, 성의 함락과 함께 전사하였다. 정주

를 점령한 홍건적은 곧바로 남하하여 의주 남쪽 35리 지점의 麟州를 

함락시킨 후 鐵州로 진군할 태세를 갖추었다. 

홍건적이 남하를 계속하자, 고려 조정은 그 대책으로서 12월 11일

에 守門下侍中 李嵒을 西北面都元帥, 慶千興을 서북면 副元帥, 김득

배를 서북면 都指揮使, 李春富를 西京尹, 李仁任을 서경 存撫使에 임

50)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7년 6월 癸未, 『高麗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

金得培·李芳實

51) 『高麗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52)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8년 11월, 12월

53) 홍건적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姜性文, 1986 「高麗末 紅頭賊 侵

寇에 關한 硏究」 『陸士論文集』 31 : 金正義, 1988 「홍건적의 침입에 관한 고찰」 

『軍史』 17 : 李慶喜, 1993 「고려말 紅巾賊의 침입과 安東臨時首都의 대응」 『釜山

史學』 24 : 國防軍史硏究所 편, 1993 『韓民族戰爭通史 Ⅱ(高麗時代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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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여 방어군의 지휘부를 편성하였다. 이때 홍건적이 철주로 침입해 

왔는데, 안우·이방실 등이 격퇴하자 적들은 麟州·靜州 등지로 퇴각

하였다.54)

12월 16일에는 인주에 주둔하고 있던 홍건적은 철주로 기습적인 남

침을 감행하였다. 이때 안주군민만호 안우는 70여명의 기병을 거느리

고 戰地를 순찰하던 중,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적의 대병력과 맞닥

뜨렸다. 안우 휘하의 고려군 장졸들은 크게 당황하였으나, 안우는 침

착하게 부대를 정돈하고 淸江(선천 서북방 10리 지점) 東岸에 포진하

여 西岸의 홍건적과 대치하였다. 

이때 홍건적 기마병 수명이 장창을 휘두르며 청강 다리 위로 접근

하자, 병마판관 丁贊이 칼을 휘두르며 돌진하여 단숨에 적장의 목을 

베에 넘어뜨렸다. 그 기세를 틈타 안우는 이방실·李蔭·李仁祐 및 

家僮 豆達 등과 함께 일제히 강을 건너 적진으로 돌입하여 적의 대열

을 유린하였다. 큰 혼란에 빠진 홍건적은 마침내 청강을 도하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인주·정주 일대로 퇴각하였다.55)

그 후, 홍건적 1천여 기가 남진하여 宣州를 점령하였다. 이때 안우

는 김득배와 함께 보병과 기병 1천여 명을 이끌고 출동하여 홍건적을 

선주에서 격퇴시켰다. 공격의 기세를 올린 안우 군대는 패주하는 홍

건적의 후미를 쫒아 그들의 본대가 주둔하고 있는 인주와 정주까지 

깊숙이 진격하였다. 홍건적은 전병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반격을 

감행하자, 안우가 지휘하는 고려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千戶 吳

仲興과 장군 이인우를 비롯하여 다수의 장병들이 전사하는 큰 손실을 

입고 정주로 퇴각하였다.56) 이후로 청천강 이북지역의 고려군은 수세

에 몰리게 되었으며, 홍건적은 정주 지역에 대한 총공세를 감행하여 

청천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경으로 진출하였다. 

54) 『高麗史』 권39 恭愍王 8년 12월 庚午

55) 『高麗史』 권39 恭愍王 8년 12월 丁卯, 戊辰

56) 『高麗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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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천강 이북의 홍건적 점령 지역에서는 고려 군민들이 줄기

차게 유격전을 전개하여 홍건적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판사 金縝은 

의주·정주 지역 주민과의 협력으로 의주의 홍건적 진영을 기습하여 

적병 150여명을 참살하고 다량의 군량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57)

후방을 공격당한 홍건적은 공격의 기세가 꺾여 그 이남으로 남하

하지 못하고, 청천강 이북지역에서 발이 묶기고 만다.

이렇게 홍건적의 남하를 저지할 동안 신속히 방어군과 지휘부를 편

성한 고려 조정은 서북면 도원수 이암을 급파하였다. 홍건적 본대가 

청천강을 도하할 무렵인 12월 20일에 이암이 서경에 도착하였으나, 

아직 서경에는 군사들이 집결해 있지 않았다. 이암은 홍건적에 대한 

반격작전으로 우선 군사들에게 전통적인 淸野戰術을 써서 서경의 창

고를 불사르고 인근 요충지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58) 그러자 

호부낭중 金先致(김득배의 동생)는 “만약 창고를 불태우면 적도들이 

양식이 부족해 졸지에 나라 안으로 들어올 터이니 좋은 계책이 아니

다”라고 반대하였다.59) 결국 이암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서경성

에서 황주로 후퇴하여 이 지역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고려 방어군의 주력이 黃州로 철수하자, 12월 28일에 홍건적이 서

경성을 점령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각지의 백성들은 저마다 남

쪽으로 피난을 떠날 준비를 하는 등 민심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휘

57) 『高麗史』 권39 恭愍王 9년 정월 己亥

58)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8년 12월

59) 『高麗史』 권114 列傳27 諸臣 金先致. 홍건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고려 지

휘부에서는 숙의 끝에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도원수 이암의 주

장으로서, ‘서경성을 지탱할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성내에 비축된 물자를 소각

하고, 서경 인근의 다른 요새를 근거로 하여 홍건적의 대동강 이남 진출을 억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김선치의 주장으로서, ‘서경성의 비축 물자 소각

은 적의 남진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서경을 미끼로 하여 적을 서

경에 묶어둔 상태에서 아군은 후방으로 물러나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암은 김선치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초토화 작전을 

강행하려 했으나, 함께 있던 안우도 김선치의 의견에 찬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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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 들어갔다.60)

고려 조정은 12월 29일에 호부상서 朱思忠을 서경성내의 홍건

적 진영에 보내어 그 정세를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61) 고려 방어

군이 황주로 전선을 후퇴시킨 경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암에

게 책임을 물어 도원수 직을 해임하였다. 그리고 평장사 李承慶을 

신임 도원수로 임명하는 한편, 전 첨의찬성사 權適으로 하여금 僧

軍을 거느리고 황주로 출동하여 관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62)

고려군과 홍건적이 각각 황주와 서경에 진영을 설치하고 서로 대치

하고 있는 가운데, 1360년(공민왕 9) 1월 1일에 고려 조정은 知門下

省事 鄭世雲을 서북면 도순찰사로 임명하고, 홍건적과의 전투에 공로

가 많았던 장병들을 표창하였다.63)

이 기간 동안에도 고려군과 홍건적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되었다. 1월 15일에 判事 金璡과 宦者 金玄이 수백기의 기병

을 이끌고 서경으로 이동하다가 상원과 서경 중간지점에서 3백여 

명의 홍건적과 전투를 벌여 1백여 명을 참살하는 전과를 거두었

다.64) 1월 16일에는 상장군 이방실이 지휘하는 부대가 황주 서쪽 

30리의 鐵化에서 홍건적과 싸워 1백여 명을 참살하였다.65)

1360년 1월 하순부터 고려군 측에서는 2만여 명의 방어군을 총동원

하여 홍건적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고려군은 서경

을 공격하기 위하여 1월 18일에 황주를 떠나 중화 서쪽 2리 지점의 

生陽驛으로 진군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밀어닥친 酷寒으로 말

미암아 凍死者와 낙오자가 속출하였다. 서경성의 홍건적은 고려군의 

북상과 때를 같이 하여 의주·정주·서경 등지에서 포로로 한 고려의 

60) 『高麗史』 권39 恭愍王 8년 12월 己卯

61) 『高麗史』 권39 恭愍王 8년 12월 戊子

62) 『高麗史』 권107 열전20 諸臣 權㫜·權適 

63) 『高麗史』 권39 恭愍王 9년 1월 己丑

64) 『高麗史』 권39 恭愍王 9년 1월 癸卯

65)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정월 癸卯, 甲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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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1만여 명을 학살하여 성 밖에 유기함으로써66) 고려군의 기세를 

꺾고자 하였다.

서경성 정면으로 육박한 고려군은 1월 19일에 보병을 앞세워 공격

을 개시하였다. 홍건적은 고려군 공격부대와 맞서서 필사적으로 저항

하였다. 이 공방전에서 고려군은 공격 대열이 혼란에 빠져 사상자가 

1천여 명에 달하였으나, 수천명의 홍건적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 이

에 홍건적은 마침내 고려군의 공세에 밀려 서경성을 포기하고 龍岡·

咸從 방면으로 패주하였다.67)

서경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고려군측에서는 1월 27일에 안우를 안주 

도만호, 이방실을 상만호, 金於珍을 부만호로 임명하는 등 공격군을 

재편성하였다.68) 안우의 군대가 2월 2일에 함종으로 진군하였으나, 

홍건적의 기습공격에 패주하였다. 홍건적은 정예기병을 동원하여 추

격을 계속하였으나, 안우·이방실·김어진과 대장군 李珣 등 여러 장

수들이 후미에서 적의 추격을 차단하였다. 이때 마침 동북면 천호 丁

臣桂가 1천명의 병력을 이끌고 나타나 추격군을 가로막고 수십명을 

참살하자, 홍건적은 추격을 멈추고 함종의 본진으로 퇴각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보병 1천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는 손실을 

입었다.69)

한편, 肅州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홍건적 4백여 명은 2월 4일에 서

경으로 진출한 홍건적이 패주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자, 서둘러서 의주

로 북상하였다. 압록강을 도하할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이었다. 그러자 의주에서 성문 수축 공사를 하고 있던 중랑장 柳塘과 

낭장 金景이 龍州 등지의 군사를 지휘하여 이들을 공격하였다. 이에 

홍건적이 의주를 점거하지 못하고 정주성으로 들어가자, 유당은 끝까

66) 『高麗史』 권39 恭愍王 9년 1월 丙午

67)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정월 丁未

68) 『高麗史』 권39 恭愍王 9년 1월 乙卯

69) 『高麗史』 권39 恭愍王 9년 2월 己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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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뒤를 추격하여 이들을 모조리 섬멸하였다.70)

고려군은 함종에서 2월 15일에 또다시 홍건적과 전투를 벌였다. 이

때 동원된 고려군의 총병력은 2만명, 홍건적의 총병력은 3만명이었

다.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이 전투에서 판개성부사 辛

富와 장군 李堅을 비롯한 다수의 장병들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성을 

점령하여 홍건적 2만여 명을 참살하고, 그 괴수로서 원수를 자칭하고 

있는 黃志善을 생포하였다.71)

안우·이방실 등이 지휘하는 고려군이 함종전투에서 거둔 이 승리

는 제1차 홍건적 토벌전쟁에 있어서 최대의 전과를 올린 전투였다. 홍

건적은 함종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한 이후 겨우 1만여 명이 생존

하여 甑山 방면으로 패퇴하였다.72)

고려군은 함종 전투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안우와 이방실을 1천여 기의 기병부대를 거느리고 홍건적을 계속 축

출하여 청천강 이북의 延州 방면으로 격퇴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하

여 김득배와 김어진 휘하의 기병부대도 이곳에 이르러 안우·이방실

의 부대와 합류하여 홍건적에 대한 대규모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고

려군 대부대의 추격으로 위기에 처한 홍건적은 延州江 연안으로 몰려

들었다. 이때가 동절기였기 때문에 연주강은 얼어붙어 있었으나, 대

병력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곳곳에서 얼음이 깨져 수천명의 홍

건적이 익사하였다.73) 홍건적의 잔여병력을 가까스로 연주강 서안에 

상륙하여 서둘러 전열을 정비하고 고려군의 추격에 대비하였다. 그러

나 고려군은 여기에서 일단 추격을 중지하고 대열을 수습하면서 차후

의 추격 준비에 들어갔다. 궁지에 몰린 홍건적이 결사적으로 저항할 

경우에는 고려군측에 적지 않은 손실이 생길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이

70)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2월 辛酉

71)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2월 壬申

72)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2월 壬申

73)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2월 癸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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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74) 이에 홍건적은 고려군이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야음을 틈타 태주-귀주-선주

를 연하는 경로를 따라 철주 방면으로 북상하였다.

홍건적의 이동상황을 감지한 고려군 측에서는 이방실의 부대를 선

두에 내세워 재차 추격전을 개시하였다. 고려군이 패주하는 홍건적의 

뒤를 따라 추격전을 전개하는 동안, 안주에서 철주에 이르는 경로상

에는 홍건적의 시체가 즐비하게 널려있었다. 이방실은 옛 선주 땅에 

이르러 날쌘 기병으로 그들을 쫓아 수백 명을 죽이자 적이 죽기로 싸

웠다. 패주하는 홍건적을 결사적으로 대전하였으므로 고려군도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려군은 추격을 중지하고 잠시 부대

를 휴식시키면서 전열을 정비한 뒤에 추격을 재개하였다.75) 가까스로 

살아남은 홍건적 패잔병 3백여 명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압록강을 향

하여 강행군을 거듭하여 의주를 거쳐 압록강 서안으로 도주해 버렸

다.76)

이렇게 고려군이 육상 전투에서 홍건적을 완전히 격퇴시킨 이후에

도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4월 초순까지 홍건적의 도발이 계속되

었다. 3월 22일에 홍건적의 전선 70척이 豊州의 碧達浦와 西京의 德

島·席島로 들어와 정박한 후 鳳州 등지로 진출하여 살육과 약탈을 

감행하였다. 이어서 홍건적의 전선 1백여 척이 安岳 동쪽 40리 지점

의 元堂浦에 침입하여 양식과 재물을 약탈하고, 살인과 방화를 자행

하였다. 현지의 고려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가까스로 이들의 침입을 

저지하였으나, 30여명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었다.77) 원당포에서 퇴

각한 홍건적은 3월 27일에 선단을 2대로 나누어 황주 서쪽 20리의 

琵琶浦와 청천강 하구의 城垣浦로 진출하였다.78) 4월 1일에 홍건적의 

74) 『高麗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75) 『高麗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76) 『高麗史』 권39 恭愍王 9년 2월 癸酉

77) 『高麗史』 권39 恭愍王 9년 3월 己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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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이 황주의 鐵和浦(鐵島)에 침입하자 황주목사 閔珝가 이들과 싸

워 20명을 참살하거나 포로로 붙잡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79)

서해안 지역에서 홍건적의 도발이 빈번해지자, 이방실이 지휘하는 

기병으로 편성된 토벌군을 풍주로 급파하였다. 4월 3일에 풍주로 전

격한 이방실 군이 공세를 취하여 30여 명을 참살하자, 홍건적은 더 

이상의 도발을 포기하고 달아나 버렸다.80) 남은 적 300여 인이 압록

강을 건너 달아나자, 이방실·안우 등이 추격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4월 3일에는 홍건적의 잔당이 남아 있는 풍주로 보내 홍건

적을 격파, 30여 급을 베었다.81)

이로써 고려의 제1차 홍건적 토벌작전은 종식되었다. 1359년 11월

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고려 서북면 내륙 및 해안 지역 일대를 노략질

하던 홍건적은 고려군의 반격에 의하여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고 

고려 영토내에서 축출되었다. 

이와 같이 이방실은 홍건적의 1차 침입에서 1357년(공민왕 6) 6월 

16일, 홍건적의 남진을 저지할 목적으로 偏裨가 된 이후, 1359년 12월

11일 鐵州(평안도 철산)에서 안우 등과 격퇴하였고, 1360년 1월 16일

에는 상장군으로서 鐵化(황해도 황주)에서 홍건적과 마주쳐 100여명

을 죽였다. 1월 27일에는 安州軍民萬戶府都上萬戶가 되었다. 2월 2일

에는 안우 등이 咸從( 평안도 함종)으로 진군하였으나 패하고, 이방실

이 휘하 金於珍, 대장군 李珣 함께 군대의 뒤쪽에서 막아 냈다. 2월 

16일에 홍건적이 甑山縣으로 달아나자 안우 등과 함께 정예 군사 

1,000기를 거느리고 적을 추격하여 延州江까지 추격하여 宣州(평안도 

선천군)까지 추격하여 수백 급을 베었다. 4월 3일에는 홍건적의 잔당

이 남아 있는 豐州(황해도)로 보내 홍건적을 격파, 30여 급을 베었다.

78) 『高麗史』 권39 恭愍王 9년 3월 甲寅

79) 『高麗史』 권39 恭愍王 9년 4월 丁巳

80) 『高麗史』 권39 恭愍王 9년 4월 己未

81) 『高麗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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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실은 1357년(공민왕 6) 6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358년 4월 3일

까지 서북면 일대를 종회무진하며 홍건적 소탕에 소임을 다했다. 이

렇게 홍건적의 1차 침입을 막은 공로로 推誠協輔功臣 樞密院副使가 

되었다. 이때 공민왕은 크게 기뻐하며 諸臣과 연회를 열고, 이방실에

게 玉帶와 玉纓을 下賜하였다. 이때 공주가 “어찌 至寶를 사랑하지 

않고 가볍게 남에게 주십니까”라고 하자, 공민왕이 “우리 宗社가 

폐허가 되지 않게 하고, 백성이 魚肉이 되지 않게 한 것은 함은 다 

방실의 功이다. 내가 비록 살을 베어 주더라도 오히려 능히 보답

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물건이 어찌 아까울까”라고82) 할 정

도였다. 

한편, 홍건적의 2차 침입은 1361년(공민왕 10)에 이루어졌다. 10월 

20일, 홍건적의 괴수 潘誠, 沙劉, 關先生, 朱元帥 등이 20만83) 대군

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朔州로 밀려 들어와 10월 25일에는 泥城

(창성)을 점령하였다.84) 이에 고려 조정은 10월 26일에 홍건적을 방

어하기 위한 지휘부를 편성하였다. 상원수 참지정사 안우, 도병마사 

정당문학 김득배, 서북면 도지휘사 추밀원부사 이방실, 동북면 도지

휘사 동지추밀원사 鄭暉로 하여금 방어케 하였다.85)

이와 동시에 고려 조정은 방어군을 안주 지경까지 전진시키는 한편

으로 동지추밀원사 李餘慶을 岊嶺(자비령)으로 파견하여 목책을 설치

하도록 하였다.86) 이밖에도 고려 조정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

해 전국적으로 募兵을 실시하였다.87) 그리고 각지의 사찰에는 규모에 

82) 『高麗史』 권39 恭愍王 9년 4월 癸未,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4월

83) 『高麗史』에는 홍건적 10만이 고려에 침입했다고 되어 있다(『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0월 정유). 그러나 『高麗史』에는 죽은 자가 10만, 도망간 자 10만이라고 

되어 있으며(『高麗史』 권40 恭愍王 11년 정월), 『태조실록』에도 20만으로 기록되

어 있다(『太祖實錄』 권1 總書).

84)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0월 丁酉

85)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0월 丁酉, 癸卯

86)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0월 丁酉

87)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0월 壬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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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戰馬를 공출하게 하는 한편, 수도 개경까지 홍건적이 남진 할 

경우에 대비하여 도성의 문루를 수축하였다.88)

홍건적은 남진을 개시하여 11월초에 撫州(영변)에 집결하였다. 이때 

지숙주부사 康侶는 홍건적의 강성한 군세를 보자, 싸워볼 엄두를 내

지 못하고 청천강 이남으로 후퇴해 버렸다. 이때 서북면 도지휘사 이

방실도 홍건적이 병력의 규모에 있어서 고려군보다 월등히 우세한 상

황하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을 내렸다. 

때문에 이방실은 그 휘하 부대를 안주 지역에서 더 이상 전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에 작전지역의 주민과 군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

킬 것을 건의하였다. 이방실은 상부의 승인하에 順州·殷州·成州 등 

3개 주와 陽巖·樹德·江東·三登·祥原 등 5개 현의 모든 주민과 양

곡을 절령의 木柵 안으로 이동시킨 뒤에야 비로소 그 휘하 부대들을 

청천강 이북지역으로 전개시켜 홍건적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 태세에 

들어갔다.89)

이에 따라 11월 3일에는 이방실 휘하의 판사농사 趙天柱, 左丞 柳

繼祖, 大將軍 崔準의 부대가 博州로 출격하여 홍건적에게 타격을 가

하였다. 이때 예부상서 李珣도 또한 太州에서 홍건적과 싸워 적병 7

명을 참살하였다. 이어서 11월 5일에 이방실 군은 지휘사 金景磾 군

과 价州로 진출한 홍건적에 대한 공격작전에서 1백 50여 명을 참살하

였다.90)

그러나 11월 8일에 상원수 안우가 지휘하는 군도 행동을 개시하여 

홍건적에 대한 공세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천주·鄭履 등이 지휘

하는 기병 4백 기가 박주로 진출하여 홍건적 1백여 명을 참살하였으

88)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0월 丁酉, 『高麗史』 권81 병지 오군 恭愍王 

10년 10월

89)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己酉, 『高麗史節要』 권39 恭愍王 10년 11월 

미상

90)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庚戌, 『高麗史節要』 권39 恭愍王 10년 11월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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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방실도 기병 1백여 기를 이끌고 延州로 나아가 홍건적 1천여 명

이 집결해 있는 지역을 급습하여 그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고 20명을 

참살하였다.91)

상원수 안우와 서북면 도지휘사 이방실이 지휘하는 고려 방어군은 

홍건적을 상대로 한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안주의 방어

선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은 몇 차

례의 소규모 전투에서의 승리에 자만한 나머지, 홍건적의 대부대가 

한꺼번에 남하하는 일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태세를 게을리 

하였다.

바로 이 무렵인 11월 9일에 홍건적 대부대는 일제히 청천강을 도하

하여 안주의 고려군 진영에 대한 기습공세를 가하였다. 고려군은 불

의에 기습 공격을 받고 홍건적의 대병력과 맞서서 완강한 저항을 벌

였으나, 결국 청천강 방어선을 상실하고 절령 방어선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고려 방어군 측의 상장군 李蔭과 조천주가 전사

하였으며, 지휘사 김경제는 홍건적의 포로가 되었다. 고려군의 청천

강 방어선 돌파에 성공한 홍건적은 포로로 잡은 김경제를 통하여 고

려군측에 항복을 요구하는 통첩을 보내는 한편으로 그 병력을 총동원

하여 남진할 준비를 서둘렀다.92)

고려 방어군의 청천강 방어선이 무너지자, 고려 조정은 11월 12일

에 참지정사 정세운을 서북면 軍容體察使로 임명하고, 이어서 11월 

16일에 평장사 金鏞을 總兵官, 전 형부상서 柳淵을 병마사로 임명하

여 방어군의 지휘체제를 보강하고, 전 밀직제학 鄭思道와 金㺶를 절

령으로 급파하여 방책의 수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장사 

李公遂에게는 서흥 동쪽 30리의 竹田에 후방 예비병력을 집결시켜 절

91)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1월,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1월 

乙卯

92)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丙辰,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1월 

丙辰



302 |  軍史 第103號(2017. 6)

령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였다.93)

한편, 홍건적 진영에서는 이날(11월 16일) 밤에 절령에 대한 공세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은밀히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홍건적 1만

여 명이 야음을 틈타 절령의 고려군 방책 가까이 접근하여 매복을 마

치고, 새벽 닭이 울 무렵에 鐵騎 5천 기가 고려군 방어진지 정면으로 

돌진하여 책문을 부수고 진내로 돌입하였다. 근처에 매복하고 있던 

홍건적 1만여 명도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철기군의 뒤를 따라 고려군

의 진내로 몰려 들어갔다. 고려군 진영은  전열이 마비되고, 혼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안우·김득배 등의 장수들은 겨우 단기로 방책에서 

탈출하여 개경 방면으로 퇴각하고 말았다.94)

고려 방어군이 홍건적의 공세를 저지하지 못하고 절령 방어선이 무

너지자, 홍건적은 절령 이남지역으로 남진을 계속하여 개경으로 진군

하였다. 상원수 안우는 11월 18일에 절령에서 퇴각한 후 총병관 김용

과 함께 흩어진 방어군 병력을 수습하여 平山 북방 20리의 金郊驛에 

집결시킨 다음,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병력 수

준으로서는 도저히 홍건적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었다. 이에 김용은 

左散騎常侍 崔瑩을 개경의 조정에 보내어 京兵(수도방위군)을 증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려 조정은 금교역의 방어군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결국 고려 조정은 개경을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왕

과 조정이 播遷의 길을 떠날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파천계획

에 따라 고려 조정이 부녀자와 노약자를 도성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

하자, 개경 성내의 민심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때 홍건적의 선

봉부대가 興義驛(개경과 금천의 중간지점)까지 진출하였다.95) 이튿날 

93)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己未·庚申, 『高麗史節要』 권39 恭愍王 10년 

11월 미상

94)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癸亥, 『高麗史節要』 권39 恭愍王 10년 11월 

癸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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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공민왕과 조정 신하들이 파천길에 오르자, 김용·안우·이방

실·최영 등 여러 무장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고 ‘도성을 버려서는 

아니됩니다!’라며, 개경을 사수할 것을 주장하였다.96) 그러나 문

신들은 ‘개경의 성곽이 불완전하고 비축된 양곡이 부족하다’는 것

을 이유로 들어 개경을 사수하자는 주장에 반대하였다. 이에 최영

은 더욱 분함을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주상께서는 개

경에 계시면서 장정을 모집하여 종묘와 사직을 지키셔야만 합니

다.’라며 파천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97)

결국 공민왕과 고려 조정은 결국 문신들의 개경 사수 반대 의견에 

따라 11월 19일에 개경을 떠나 廣州를 거쳐 忠州로 이동하였다.98) 파

천하는 도중에도 중랑장 林堅味가 각 도에서 군사를 모아 홍건적을 

토벌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99)

고려 조정은 한동안 충주에 머물면서 한강-광주 일대의 방어태세

를 강화하여 홍건적의 한강 이남 진출을 억제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1일에는 현지 방어를 위한 지휘 부서를 정하였다. 경상도방면 

도순문사 겸 병마사 柳濯, 전라도방면 도순문사 겸 병마사 李春富, 양

광도방면 도순문사 겸 병마사 상서우복야 李成瑞, 교주강릉도방면 도

순문사 겸 병마사 지문하성사 姜碩을 임명하였다.100)

그러나 1360년 11월 24일에 홍건적은 개경을 점령하고 고려의 수

도권 일대를 장악하였다. 홍건적은 이듬해 1월18일에 이르기까지 근 

2개월 동안 개경에 머무르며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다. 홍건적 본대가 

95)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乙丑, 『高麗史節要』 권39 恭愍王 10년 11월 

乙丑

96) 『高麗史節要』 권39 恭愍王 10년 11월 乙丑, 『高麗史節要』 권113 열전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97) 『高麗史』 권113 열전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98) 이에 대한 연구는 홍영의, 2004 「공민왕의 반원개혁과 안동몽진의 추이」 『고려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안동시·안동대 민속학연구소)이 참고된다.

99) 『高麗史』 권126 列傳39 姦臣 林堅味,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2월 미상

100)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2월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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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경과 수도권 일대를 점거하고 있는 동안, 일부는 본대와 길을 나누

어 염주(연안)·안변·강화도 및 원주 일대까지 진출하여 살육과 노

략질을 자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군민들과 홍건적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

게 되었다. 12월 20일에는 염주에서 검교 중랑장인 金長壽가 지역 주

민들을 규합하여 홍건적과 싸워 그들의 유격 기군 1백 40여 기를 전

멸시켰다.101) 12월 30일에는 목사 宋光彦이 지휘하는 원주 군민들이 

홍건적 기병 3백여 기의 공격에 맞서 성을 지키다가 성의 함락과 함

께 전원이 전사하였다. 안변과 강화도의 군민들은 거짓항복으로 홍건

적 수십 명을 유인하여 격살하는 등의 전술을 구사하여 궁지에 몰아

넣기도 하였다.102)

한편, 1360년 12월 15일, 정세운은 福州의 行在所에서 공민왕에게 

홍건적을 소탕하여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하였다. 애통

교서[哀痛之敎]를 내려 민심을 위로하고 또 여러 道에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징발하는 것을 독려도록 요구하자, 공민왕은 “천하가 편안하

면 재상에 주의가 두어지고, 천하가 위태로우면 장수에 주의가 기울

여진다[天下安 注意相 天下危 注意將]”는 내용의 교서를 반포하여 민

심을 위로하고, 각 도에 사자를 보내어 홍건적을 토벌할 병력을 모집

하였다.103) 고려 조정은 약 20만에 달하는 병력을 확보하자, 정세운

을 총병관으로 임명하여 개경을 점령하고 있는 홍건적에 대한 반격작

전을 총괄 지휘하도록 하였다.104)

1362년 1월 17일, 총병관 정세운이 지휘하는 20만의 고려군은 개경 

성내에 주둔하고 있는 홍건적을 소탕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101)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2월 丁酉

102)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2월 丁未,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2월

103)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2월 壬辰,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2월 

壬辰

104) 『高麗史』 권39 恭愍王 10년 12월 壬辰, 『高麗史』 권113 鄭世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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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운은 안우·이방실·黃裳·韓方信·李餘慶·김득배·安遇慶·李龜壽·

최영 등 각군 장수들이 거느린 대군을 개경 동쪽 교외의 天壽寺

(개경 보정문 밖) 앞에 집결시켜 개경성을 포위하도록 하고, 자신

은 兜率院(임진강 나루 남쪽)에 진을 쳤다.105) 이미 개경성에 입

성할 당시에 홍건적은 개경의 성곽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에 주

의를 기울여 牛馬의 가죽을 성벽에 덮고 거기에 물을 뿌려 얼려서 

고려군이 성안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성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성을 쉽사

리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때마침 진눈깨비가 내리는 악천후였으므로 고려군이 攻城戰을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때문에 성안의 홍건적 진영

에서도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과신한 나머지 방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경 崇仁門(개경 동쪽 외성문)

의 공략 임무를 분담한 이여경 부대의 호군 權僖가  “적의 정예병

은 모두 이곳에 집결해 있습니다. 적의 예상을 뒤엎고 불의에 이

곳을 기습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106) 건의하였다. 이

튿날인 1월 18일 새벽에 권희가 이끄는 기병 수십명이 북을 울리

고 함성을 지르며 숭인문에 기습돌격을 감행하였다. 불시에 기습

을 당한 홍건적이 크게 당황하는 틈을 타서 고려군은 성벽위로 기

어 올라가 홍건적의 진내로 돌입하였다. 홍건적 진영이 혼란에 빠

지자, 개경성을 포위하고 있던 고려군은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였

다.107)

이와 같이 숭인문의 방어망을 돌파하고 고려군이 성내로 진입하자, 

홍건적은 퇴로를 완전히 차단당하고 성 중앙에 설치된 방책 안으로 

105)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1년 정월 甲子

106)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1년 정월 乙丑, 『高麗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

金得培·李芳實

107)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1년 정월 乙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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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고려군이 더 이

상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병 朴强이 방책에 접근하여 널판을 걸

치고 방책을 뛰어넘어 들어가 홍건적 수십명을 참살하였다.108) 박강

의 뒤를 따라 고려군 대부대가 방책 문을 파괴하고 홍건적의 진영 안

으로 돌격하여 종일토록 혼전이 벌어졌다. 해질녘까지 전투를 벌여 

홍건적의 괴수 沙劉와 關先生 등을 잡아 목을 베면서 승세는 완전히 

고려군 측으로 기울었다.109) 이로부터 홍건적은 혼란에 빠져 서로 짓

밟히고 깔려 넘어져, 죽은 자의 시체가 도성 바닥을 온통 뒤덮을 지경

에 이르렀다. 

한편, 고려군 측에서는 홍건적이 궁지에 몰려 최후까지 저항을 계

속 할 경우에는 고려군도 적지않은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하였다. 고

려군의 장수들은 ‘궁지에 몰린 도적을 다 잡을 것이 아니다’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개경성 동쪽의 숭인문과 동북쪽의 炭峴門 일대의 

포위망을 풀고 홍건적의 퇴로를 열어주었다. 이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괴수 破頭潘을 비롯한 10여만 명의 홍건적 패잔병들은 개경성을 빠져

나가 북상을 거듭하여 압록강을 건너 요동지방으로 달아나 버렸다. 

고려군은 이 개경성 탈환 전투에서 홍건적을 포위 공격하여 무려 10

만명에 달하는 적을 참살하고, 원나라 황제의 옥새 2개와 금보인 1개, 

옥인 3개, 그리고 병기, 장비 다수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110)

이방실은 홍건적의 2차 침입에서 1361년 10월 서북면 도지휘사로 

있으면서 11월 2일 서북면의 3개 주와 다섯 현의 백성들과 양곡을 절

령의 목책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였고, 개주·연주·박주 등에서 적과 

계속해서 싸워 이들을 격파하였다. 또 조천주·유계조·최준 등을 보

내어 박주에서 적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지휘사 김경제와 함께 개주

108) 權近, 『陽村先生文集』 권21 司宰少監朴强傳

109) 『高麗史』 권40 恭愍王 11년 정월 乙丑

110) 『高麗史』 권40 恭愍王 11년 정월 甲子·乙丑,  『高麗史節要』 권27 恭愍王 11년 

정월 甲子·乙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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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을 공격하여 150여 명의 목을 베었다. 11월 19일에는 공민왕

이 播遷을 결정하고 개경을 떠나려 하자, 새벽에 김용·안우 등과 말

을 달려 이르러서 함께 “경성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

다. 1362년 1월 17일에는 안우·황상·한방신·이여경·김득배·안

우경·이구수·최형 등과 병사 20만명을 거느리고 개경 東郊에 진을 

치고, 총병관 정세운의 지휘하에 경성을 포위하고, 2월 13일 개경 탈

환과 함께 홍건적의 2차 침입을 격퇴하였다. 이처럼 이방실의 군사활

동은 1359년(공민왕 8)의 홍건적 1차 침입의 격퇴와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2차 침입 격퇴 과정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삼원수’의 살해와 후대의 평가

개경 탈환 직후, 총병관 정세운이 공민왕의 측근인 김용의 음모로 

안우와 이방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세운을 시기한 

김용이 공민왕의 교지를 위조하여 조카인 金琳을 시켜 안우와 이방실

에게 정세운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다. 김득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우·이방실이 정세운을 살해하자, 공민왕은 안우와 이방실이 정세

운을 죽인 것만을 보고받고 “임금을 기만하고 主將을 함부로 살해했

다”는 죄를 물어 이들을 처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우가 행궁으로 

들아오는 길에 김용에 의해 제거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공민

왕은 대장군 吳仁澤 등을 시켜 두 사람을 잡게 하였다. 이방실은 龍宮

縣에 피신해 있다가 잡혀 죽었고, 김득배는 기주(基州, 영주)에 이르

러 소식을 듣고, 山陽縣(산청)에 있던 先塋 곁에 숨어 있었으나, 관에

서 노모를 비롯해 형제자매를 잡아다가 참혹한 고문을 가하자, 결

국 자수하여 효수되었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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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계기로 권력의 중심부에 자리한 인물들이 제거되자 무장

의 권력구조와 정치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정세운과 삼원수인 

안우, 김득배, 이방실 이외에도 원수 閔渙과112) 전공부상서 金琳

이 죽음을 당했고, 許猷 등이 유배를 갔다. 민환은 충혜왕의 측근

으로 일찍 제거되었다가 이 무렵 동지밀직사사로 복직되어 참전한 

사람이었고, 김립은 김용의 조카로서 ‘誅奇轍二等功臣’이었던 인물

이었다. 허유는 원에서 공민왕을 시종한 燕邸隨從三等功臣이었고, 

김용 제거 이후에 收復京城功臣과 辛丑扈從功臣 1등으로 봉해진 

인물이었다.113)

결국 총병관 정세운 및 삼원수의 죽음은 대규모 홍건적 침입이라는 

큰 변란을 당하여 삼원수의 군사력 관장, 전공과 관련한 국왕의 의구

심, 그리고 조정 중신과 최고위 장수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함

께 얽혀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114) 특히 먼저 총병관이 되었던 

김용과 뒤에 총병관이 된 정세운이 왕의 총애를 다투다가 김용의 

간계에 말려 안우·김득배·이방실 세 장수가 정세운을 살해하고 그 

결과 세 장수가 처형당한 것으로 정리되지만 그 내면에는 지휘체

계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었다. 

『고려사』에는 ‘삼원수’ 살해사건에 대해 공민왕의 최측근인 

김용의 음모와 흉계로 벌어진 일로 서술되어 있다. 즉 김용은 평

소에 정세운과 함께 왕의 총애를 다투었고,115) 또 안우·김득배·이

방실 등에게 “정세운이 평소에 경등을 시기하여 적을 격파한 뒤에

는 반드시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인데 어찌 먼저 도모하지 않습니

까?”라며, 거짓 왕명[矯旨]를 만들어 조카인 김림을 시켜 안우와 

111) 『高麗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112) 『高麗史』 권124 열전37 嬖幸 閔渙 

113) 『高麗史』 권105 열전18 諸臣 許珙·許猷 

114) 閔賢九 앞 논문, 42쪽 참조

115) 『高麗史』 권131 열전44 叛逆 金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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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실에게 정세운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에 안우와 이방

실이 김득배의 軍幕으로 가서 “지금 정세운이 적을 겁내어 진격하

지 않고 김용의 글도 이와 같으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김득배가 “이제 겨우 적을 평정하였는데, 어찌 우리들끼리 

서로 베어 죽이겠습니까? 옛날에 攘苴는 莊賈를 함부로 죽였으나 

衛靑이 蘇建을 죽이지 않았던 일은116) 고금의 귀감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면 잡아서 대궐로 보내어 주상

의 처결을 듣는 것이 역시 옳지 않겠습니까?”라며 반대를 하였다. 

안우와 이방실이 물러갔다가 밤에 다시 와서 “정세운을 죽이라고 

한 것은 임금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이 공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왕명을 받들지 않으면 그 후환을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김득배가 굳이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그러자 안우 등이 강요

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사람을 시켜 정세운을 부르게 하였다. 그가 

도착하자, ‘안우 등이 壯士에게 눈짓하여 앉은 자리에서 그를 쳐 

죽이게 하였다.117)

그리고 김용의 간계를 꾸민 사실을 모르는 공민왕과 조정에서는 수

습책을 강구하여 그들에게 ‘삼한을 수복한’ 공로를 내세워 宥旨를 내

116) 司馬穰苴는 齊나라 景公 때 사람인데, 비록 庶孽 출신이긴 하나 兵事에 밝았

다. 당시 재상인 晏嬰의 추천으로 경공이 그를 將軍으로 삼아 燕나라와 晉나라

의 군사를 막게 하였다. 그러나 양저는 자신의 신분이 미천한데다 갑자기 민간

에서 발탁되어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이 복종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경공에게 寵臣으로 국가에서 높이는 자를 監軍으로 정해서 모두가 신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자, 경공이 莊賈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귀족 출신으

로 본래 교만한 장고는 양저와의 약속한 軍令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양저가 군

법에 의하여 그를 斬首하자, 대중이 그를 따랐던 고사이고, 衛靑은 漢나라 武帝 

때의 명장이며, 蘇建은 그의 裨將이었다. BC 123년에 위청이 大將軍이 되어 

흉노를 정벌하게 되자 소건을 右將軍으로 삼았는데, 소건이 흉노와 접전하다가 

패배하고 돌아왔으므로, 위청이 그의 죄를 묻자, 좌우에서 斬首하는 여부를 가

지고 의논이 분분하였지만 끝내 위청 자신이 마음대로 국경 밖에서 죽일 수 없

다고 하여 돌려보내어 天子의 재량에 맡길 것이라고 한 고사임. 

117) 『高麗史』 권113 열전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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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행궁으로 오도록 했다. 안우가 개선장군으로서 도착해 왕을 알현

하려고 中門을 들어설 때, 김용은 그를 격살시킴으로써 자기의 음모

와 흉계를 감추게 했다는 것이다. 김용은 공민왕에게 안우 등의 처사

는 ‘殿下를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제거

의 내락을 받았고, 이방실과 김득배도 안우와 같이 ‘불충하여 정세운

을 함부로 죽였다’는 죄목으로 붙잡혀 죽음을 당했다. 

즉, 이방실이 行在所에 가려고 용궁현에 이르자, 왕은 이방실의 장

인인 右散騎 辛珣과 안렴사 成元揆에게 가서 맞이하게 하고, 朴椿이 

도착하여 교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자, 이방실이 뜰로 내려와서 꿇어

앉았다. 吳仁澤이 칼을 빼어 내리치니 바로 엎어져 기절하였다가 조

금 후에 다시 깨어나서 담을 넘어 달아났다. 박춘이 쫓아가 그를 잡으

려고 하니 이방실이 박춘의 칼을 뺏으려고 하였는데, 鄭之祥 등이 뒤

따라와 그를 쳐서 죽였다. 김득배는 基州(풍기)에 이르러 변고를 듣고 

기병 몇 명을 거느리고 도망쳐 山陽縣의 先瑩 곁에 숨었는데, 그의 아

우 金得齊를 花山으로 유배 보내고, 김득배의 아내와 자식을 잡아 가

두고 국문하였다. 그의 사위인 直講 趙云仡이 장모에게 “바른대로 말

하여 고초당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 장모가 오랫동안 참다가 마침

내 고백하였다. 이에 김유·박춘·정지상·성원규 등이 김득배를 체포

하여 목을 벤 뒤에 尙州에서 梟首하였다.118)

그러나 이 사건은 이후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정세운이 총병관에 

임명되면서 중서평장사에 발탁되어 ‘二相三宰之間’에 올라 출정할 때, 

그가 보인 고압적이고 오만한 언행은 상당한 거부감을 사서 안우 등

에게 살해당한 직후 당시 侍中이었던 洪彦博은 그의 죽음을 ‘宜當’

한 일로 받아들였다.119) 정세운은 개경을 수복하기 위해 총력전

을 펼칠 때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면서도 그 자신은 兜率院에 물러

118) 『高麗史』 권113 열전26 諸臣 安祐·金得培·李芳實

119) 『高麗史』 권113 열전26 諸臣 鄭世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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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둔해있음으로써 안우로부터 ‘지금 정세운이 적을 겁내어 진

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샀다. 그리고 개경을 수복한 직후 정세운

이 국왕에게 전승을 보고한 露布(戰捷의 보고 내용)에는 안우 등 

여러 장수들의 공로에는 침묵하면서 자기 과시의 言辭들을 많이 

하였다120)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 사건은 결국 국왕의 교서를 통해 이 일은 삼원수가 공을 믿고 교

만하고 방자해져서 상관인 정세운을 죽임으로써 용서할 수 없는 ‘임금

을 무시한 죄’을 지었으므로 그들을 죽여 ‘법을 바로 하는 것[明正典

刑]’을 보여 후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보이는 것으로 정리되

었다.121)

그러나 고려 조정은 이 문제의 시비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나자, 장군 睦忠은 “여러 장수들이 정세운

을 살해하였는데, 비밀로 하고 발표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

였고,122) 공민왕이 ‘삼원수’ 살해 사건 직후 최측근인 홍언박·김

용·경천흥·柳濯·柳淑 등과 함께 사건처리 문제를 의논하였던 점은 

이를 말해준다. 또 辛丑扈從功臣 2등이었던 金君鼎의 아우인 金文

鉉은 같은 善州人으로, 이방실을 따라서 홍건적을 물리친 林永和·

林寶劒 형제의 家産을 탐내어 거짓 왕명으로 ‘이방실의 무리는 모

두 極刑에 처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임영화 형제를 죽이고 그 재산

과 말 9匹을 모두 빼앗기까지 하였다.123)

그러나 直翰林 鄭夢周는 삼원수의 하나인 座主 김득배의 시신을 수

습하면서 祭文을 지어 ‘비록 죄가 있더라도 공로로 덮어주어야 옳습니

다. 죄가 공보다 무겁더라도 반드시 죄를 자복시킨 뒤에 처형해야 옳

습니다. 어찌하여 전쟁터에서 흘린 땀[汗馬]이 마르지 않았고 개선하

120) 『高麗史』 권113 열전26 諸臣 鄭世雲

121) 『高麗史』 권40 恭愍王 11年 3월 丁未

122) 『高麗史』 권27 恭愍王 11년 1월

123) 『高麗史』 권131 열전44 叛逆 金文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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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래도 그치지 않았는데, 마침내 태산 같은 공로를 도리어 칼날의 

피가 되게 하였습니까? 이것이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게 묻

는 것입니다’라며 우선 죄를 밝히고 죽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여 

異論을 제기하기도 했다.124)

이 일의 처리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柳淑은 ‘처음에 안우 등이 정세

운을 죽이고, “이미 총병관은 죽였지만 유숙이 중앙에 있으면서 매양 

기묘한 계책을 잘 내니 두려운 존재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공민왕에게 “여러 사람의 노여움을 범하기란 

어려운 것인데 이제 여러 장수들이 신을 꺼려하는 것은 다만 신이 전

하의 좌우에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물러나기를 청하자, 東京留守로 

외방에 나갔다가 곧 삼원수 살해사건이 마무리된 후 3월에 知都僉

議로 소환하였다.125)

또 흥왕사의 난 직후 廉悌臣이 새로이 政丞에 임명되었을 때 宰樞

가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김용이 그에게 “세 가지 근심거리가 

없어졌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겠소이까?”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홍언박이 죽은 것이 첫 번째 근심거리가 없어진 

것이요, 역적의 무리가 다 죽은 것이 두 번째 근심거리가 없어진 것이

요, 이로부터 백성들이 근심을 없앴으니 세 번째 근심거리가 없어진 

것이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홍언박·정세운과 세 元帥”라고 할 

정도였다는126) 것이다.

그러나 李穡은 ‘罪三元帥敎書’를 작성할 때, 안우 등이 공을 세웠다

고 으스대면서 교만 방자하게 굴더니, 결국 정세운에게 감정을 품고

는 大法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한때의 私的인 분노를 풀기 위해 아

래에 있는 자가 감히 제멋대로 죽인 것이며, 임금을 무시하고 업신여

124) 『高麗史』 권113 열전26 諸臣 安祐, 권117 열전30 鄭夢周

125) 李穡 『牧隱文藁』 권18 碑銘, 『동문선』 권127 墓誌 有元高麗國忠勤節義贊化功臣

重大匡瑞 寧君謚文僖柳公墓誌銘

126) 『高麗史』 권131 열전44 叛逆 金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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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이보다 더 큰 죄가 세상에 없는 것으

로 정세운보다는 삼원수에게 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127) 특히 

이인임이 정세운의 초상화를 그려 완성하자, “세 명의 원수가 총병

의 공이 자기들보다 위인 것을 시기한 나머지 부하 군사를 使嗾하

여 불시에 습격해서 살해하게 하였고, 그 뒤에 세 명의 원수가 伏

誅되기는 하였지만, 세상에서 鄭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지금

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찬을 지어 ‘적들을 또 섬멸하였

건만(亦旣殲之)/부하가 그만 해치고 말았는데(而下害而)/해친 자

들 역시 모두 망했나니(害而俱亡)/어찌 그리도 생각을 못 했던가

(嗚呼不思)/’라며 삼원수를 비난하고 정세운을 현종 때 姜邯贊과 

같은 인물로 비유하고 있다.128)

이색의 교서는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鄭道傳, 南誾, 

沈孝生 등이 定安大君(태종)에게 피살당할 때 교서를 작성한 盧石柱

와 李文和의 대화에서도 ‘誅三元帥敎書’의 뜻을 모방하여 지으면 된다

며, “적을 부순 공로는 한 때에 혹 있을 수 있지마는, 임금을 무시

한 마음은 萬世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文詞이다”라고129) 할 

정도로 정도전 제거의 명분을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尹紹宗은 이인임 자신이 ‘三傑’의 공을 겸했다고 한 것을 비

판하면서 ‘병신(1356)·기해(1359)·신축(1361)·계묘년(1363)의 난

세에, 조정의 지휘는 곧 홍언박과 諸公이 맡았고, 전선에서의 방어는 

李承慶·안우·이방실·김득배·최영 등 여러 장군과 재상들이 있었으

니, 그 혁혁한 명성을 온 백성이 보고 들은 바라’고 하였다.130)

윤소종의 이러한 삼원수의 공로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정세운

은 빠져 있다. 이색과 윤소종의 이러한 차이가 정세운과 삼원수를 바

127) 李穡 『牧隱文藁』 권11 事大表牋 罪三元帥敎書

128) 李穡 『牧隱文藁』 권12 讚 贈 贈侍中鄭公畫像讚 幷序詩

129)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 8월 26일 己巳

130) 『高麗史』 권126 열전39 姦臣 李仁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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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공양왕

대 房士良에 의해 안우·이방실·김득배·박상충 등과 같은 인물들은 

관품을 올려주고 포상하며 증직을 내리고, 특별히 小牢의 제사를 하

사하여 그 곧은 魂을 위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131)

문종 때 편찬한 『東國通鑑』에는 “애석하게도 싸움에 이겼다는 소식

이 겨우 전달되었는데, 총병관이 역적 김용의 도모한 바가 되었으며, 

삼원수가 서로 연달아 해침을 당하였으므로, 온 나라의 사람마다 모

두 김용의 살점을 씹고자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으니, 왕은 

어찌하여 살피지 않고서 명목이 없는 죄를 공이 있는 사람에게 더하

여 죽임으로써 공에다 보답한다는 말입니까? 文忠公 정몽주는 제문을 

지어 애도하기를, ‘泰山과 같은 功으로 하여금 도리어 칼날의 피가 되

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대개 일찍이 공민왕의 처사에 대하여 몹

시 한탄하지 않음이 없었다 합니다.”라고132) 하여 김용의 음모와 

정몽주의 제문를 빌어 공민왕의 ‘명목이 없는 죄를 공이 있는 사람

에게 더하여 죽인’ 처사를 지적하고 있다.

1407년 영의정 成石璘이 上書에 의하면, 일찍이 前朝 때에 싸움을 

잘하기로 이름난 사람을 보면, 안우·이방실 같은 이는 모두 梯己·

心腹·手足과 같은 사람이 있어, 위태한 때에 臨하고 勝負를 결단할 

즈음에 당하여서는 모두 그들의 힘을 입었습니다. 마땅히 將相으로 

하여금 미리 子弟와 親族 및 아는 사람들 중에서 “재주와 힘이 있는 

자 각각 몇 사람씩을 뽑아서 급한 때에 쓸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하

소서.”133)라고 하여 안우·이방실을 전투를 잘하는 자[善戰者]로 

131) 『高麗史』 권46 恭讓王 3년 3월 

132) 『東國通鑑』 권47 高麗紀 공민왕 11년 1월 史臣按

133) 『太宗實錄』 권13 태종 7년 1월 19일 甲戌 “嘗觀前朝號爲善戰者如安祐李方實 皆

有梯己心腹手足之人 當其臨危決勝之際 皆賴其力 宜令將相 預選子弟族親及所知

有才力者各幾人 以備緩急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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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되고 있다.

1452년(단종 즉위)에는 고려의 공신·충신·명장 등을 왕씨의 제사

와 함께 제사하도록 할 때, 의정부가 예조의 呈文에 의거하여, “中書

平章政事 안우·政堂文學 김득배·樞密院副使 이방실 등은 홍건적 4만

명이 서경을 함락했을 때 안우·김득배·이방실이 분연히 이를 공격

하여 크게 격파시키니, 적의 戰死者가 서로 머리를 이었고 겨우 3백 

명만이 압록강을 건너 逃走하였으며, 뒷날 홍건적 20만 명이 개성을 

함락하였을 때는 안우·김득배·이방실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개성을 포위하여 크게 격파시켰는데, 10여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무

리는 강을 건너 도주하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편안한 

寢食을 하게 된 것은 세 元帥의 공이다.’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정

세운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134)

그러나 성종과 연산군 때 정치 활동한 成俔(1439∼1504)은 정세운

을 애도하며, 하루아침에 세 공신을 죽인 공민왕의 어리석음과 남의 

공로나 능력을 시기한 김용을 우선 지적하고, 김용의 계책을 깨닳지 

못하고 정세운을 죽이고도 의심하지 않은 삼원수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전횡하는 신하가 되고[請之則爲

專制之臣]/따르면 일망타진 죽임을 당할 게 뻔했어라[從之則爲一網之

肉]/아아 이분들은 이러한 진퇴유곡에 빠졌어라[[嗟哉諸君罹此惟谷]/

총병을 죽이고도 의심하지 않았으니[殺總兵而莫之疑兮]/진실로 反爾

의 도라 하겠도다[固反爾之道也]”라고 하여, 그들의 선택도 어쩔 

도리가 없었음을 말하였다.135) 또 1518년(중종 13)에는 成均館

直講 林霽光이 홍건적을 탕평하여 功烈이 세상을 뒤덮은 안우·이

방실·김득배 같은 세 원수도 아직까지 사당이 없으니, 각각 공을 

세우고 절의를 위해 죽은 곳에 사당을 세워 세상 사람이 觀感하고 

134) 『端宗實錄』 권4 단종 즉위년 12월 13일 辛丑

135) 成俔 『慵齋叢話』 慵齋外集 賦 권3 弔三元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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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36)

효종과 현종 때 활약한 兪棨(1607~1664)는 “내가 살펴보건대[按], 

김용의 계책이 본래 매우 간악하고 비밀스러웠다. 그러나 내 소견으

로는 공민왕이 시킨 것이 아니라고 期必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여 

공민왕이 심복인 김용을 시켜 일을 꾸민 것으로 보았다.137)

李瀷(1681~1763)은 “紅頭의 난리에 세 장수[三帥]가 원통하게 죽은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억울하게 생각하나, 나는 그때 세 장수도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용의 간사한 뜻을 따라 정세운을 죽인 것

은 “그에게 의지하여 마음먹었던 일을 모두 행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죄는 컸던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오직 그들의 마음에 이런 관계가 

있었던 까닭에 물욕이 본심을 가려서 참다운 이치를 볼 수 없었다. 이

러므로 이들 세 사람이 김용의 꾀에 빠지게 되고 제 자신도 또한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했다.138) 그 예로 김득배의 

「金海郡詩」의 내용을 소개하고 ‘대개 공명으로써 자랑스럽게 여

기던 자’로 보았다.139) 이익의 문인인 尹愭(1741~1826)는 삼원

수를 한고조 때 韓信과 彭越, 岳飛와 비교하여140) ‘예로부터 공을 

136) 『中宗實錄』 권34 중종 13년 10월 1일 丁卯

137) 兪棨 『麗史提綱』 권20 

138) 李瀷 『星湖僿說』 권20 經史門 三帥寃

139) 李瀷 『星湖僿說』 권20 經史門 三帥寃 金海郡詩 ‘분성을 관장한 지 스무 해

가 넘었으매(來管盆城二十春)/그 당시 부로들 반은 티끌이 되었구나(當時父老

半爲塵)/서기에서 차츰 지나 원수까지 되었으니(自從書記爲元帥)/세상에 나 같

은 사람 얼마 되지 않으리(屈指如余有幾人)

140) 韓信(?~BC196)은 劉邦에 의해 楚王으로 봉해졌다가 BC 196년 측근이 呂后와 

태자를 해하려 하다고 고발하자, 蕭何가 계략을 세워 未央宮으로 오게 한 후 시

해하고 3족을 멸했다. 彭越은 楚漢 전쟁 때 병사 3만여 명을 이끌고 한나라에 

귀순하여 劉邦을 도왔다. 項羽를 격멸하고 梁王에 봉해졌다. 梁나라 장수 扈輒이 

반란을 권유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梁太僕이 고발하자 고조가 사람을 보내 체포

하고, 庶人으로 강등시키고, 蜀으로 옮겨졌다가 呂后의 말을 들은 고조가 三族을 

멸했다. 岳飛는 南宋의 名將으로, 등에 ‘精忠報國’ 네 글자를 새기고 金나라를 

쳐서 중원을 회복하려는 主戰派였으나, 간악한 재상 秦檜가 금과의 강화를 주장

하며 악비를 모함해 옥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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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 뒤에는 도륙되었다’고 하였다.141)

결국 총병관 정세운 및 삼원수의 죽음은 대규모 홍건적 침입이라는 

큰 변란을 당하여 삼원수의 군사력 관장, 전공과 관련한 국왕의 의구

심, 그리고 조정 중신과 최고위 장수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함께 얽

혀 발생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정세운과 삼원수의 죽음에 대한 후대

의 평가는 대체로 정세운과 ‘삼원수’를 나누어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

거나, 공민왕과 김용의 공모에 희생된 삼원수의 억울함을 지적하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장수로서 그것이 비록 그릇된 명령이라도 따

를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인정하는 한편, 罪보다는 功이 더 컸음을 인

정하는 쪽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나가면서

이방실은 1337년(충숙왕 복6)에 通德郞으로 福州司錄에 임명되었다

가 1344년 충목왕이 세자로 8살에 원나라에 들어갈 때 侍從한 공로로 

1345년 中郞將, 護軍을 거쳐 諫官, 1354년 大護軍을 거쳐 원의 요청

에 따라 高郵城 전투에 참여하였다. 

1357년(공민왕 6) 6월 16일, 홍건적의 남진을 저지할 목적으로 偏

裨가 된 이후, 1359년 12월 11일 철주에서 안우 등과 격퇴하였고, 

1360년 1월 16일에는 上將軍으로서 철화 전투를 치루고 1360년에는 

安州軍民萬戶府都上萬戶가 되었다. 함종 전투 등 몇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홍건적의 잔당이 남아 있는 풍주(에서 승리를 거둔 1357년

(공민왕 6) 6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358년 4월 3일까지 서북면 일대

를 종회무진하며 홍건적 소탕에 소임을 다했다. 이 공로로 공민왕으

로 부터 玉帶와 玉纓을 下賜받으며, “우리 宗社가 폐허가 되지 않게 

141) 尹愭 『無名子集』 詩稿 6책 詩 詠東史 其五百六十五, 其五百六十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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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백성이 魚肉이 되지 않게 한 것은 함은 다 방실의 功이다. 내가 

비록 살을 베어 주더라도 오히려 능히 보답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물건이 어찌 아까울까”라고 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장수였다. 이

때 推誠協輔功臣 樞密院副使가 되었다. 

1361년 추밀원부사를 거쳐 서북면도지휘사가 되어 홍건적의 2차 침

입에 대비하였고, 곧 중서평장정사가 되었다. 元帥로서 홍건적의 격

퇴와 개경탈환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개경 탈환 직후, 총

병관 정세운이 공민왕의 측근인 김용의 음모로 안우와 이방실에게 살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죽임을 당하였다. 물론 誣告에 의한 이 ‘삼원

수 살해 사건은 1391년(공양왕 3) 방사량의 요청에 의해 복권이 되었

지만, 이후 조선시대 사가들에 의해 ‘공민왕이 시킨 것이 아니라고 期

必하기도 어렵다’는 평을 남기게 된다.

결국 총병관 정세운 및 삼원수의 죽음은 대규모 홍건적 침입이라는 

큰 변란을 당하여 삼원수의 군사력 관장, 전공과 관련한 국왕의 의구

심, 그리고 조정 중신과 최고위 장수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함께 얽

혀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특히 먼저 총병관이 되었던 김용과 뒤에 

총병관이 된 정세운이 왕의 총애를 다투다가 김용의 간계에 말려 안

우·김득배·이방실 세 장수가 정세운을 살해하고 그 결과 세 장수가 

처형당한 것으로 정리되지만 그 내면에는 지휘체계의 문제가 작용하

고 있었다. 

김용에 의해 주도된 이 ‘삼원수’ 살해사건과 ‘홍왕사의 난’의 결과는 

반원개혁을 주도하며, 공민왕의 국왕권을 지탱해주던 국왕 측근세력

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제거 소멸됨으로써 왕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즉 2차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정세운과 

안우·김득배·이방실 등이 흥왕사의 난의 주모자인 김용의 음모에 

의하여 살해된 데 이어 왕의 외척으로 최대 후원자였던 홍언박 마저 

살해됨으로써 측근세력이 와해된 반면,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



이방실 장군의 생애와 군사활동  | 319

던 최영 등 무장세력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공민왕의 왕위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군사들을 지휘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던 장수들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

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교서에 “천하가 평안할 때에는 재상에 

주목하고, 천하가 위태로울 때에는 장사에 주목한다”는 말을 한 것도 

그러한 사정을 말해 준다. 이 무렵에 최영이 최고의 실권자로 대두하고, 

이성계, 임견미, 우선 등이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불

안정한 정치상황 속에서 왕은 측근에 있는 환관이나 간신을 보다 미

덥게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특히 공민왕의 세력기반이 붕괴되고 새로이 무장세력이 대두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왕권을 불안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공

민왕은 묵과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戰後수습책과 제3차 개혁

정치를 시도하였고, 그것은 공민왕 14년 신돈이 등용으로 개막되

는 것이다. 신돈의 등용은 국왕권이 약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색된 것이었다. 신돈은 정권을 잡은 후 곧 최영을 비

롯한 주요 무장세력들을 제거하고 공민왕의 측근이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공민왕의 의지를 반영

한 것이었다. 주요 측근이 제거되고 외적 퇴치와 내란 수습 과정

에서 신흥 무장들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왕권을 제

약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민왕은 아무런 정치적 기반을 가

지고 있지 않던〔離世獨立之] 신돈을 등용하여 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계변화를 이루려 하였다.

[원고투고일: 2017.2.14, 심사수정일: 2017.5.11,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 삼원수(三元帥), 이방실(李芳實), 김득배(金得培), 안우(安祐),

정세운(鄭世雲), 김용(金鏞), 공민왕(恭愍王), 홍건적(紅巾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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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 Lee Bang-sil's life and his Military activities

Hong, Young-Eui

Born in 1298, Lee Bang-Sil is Hamahn Lee Clan’s Middle founder. In 

1337, he was appointed to the Fuzhou Sarok(福州司錄) as the Tongdeok-rang

(通德郞), and in 1344, when the prince, who became King Chung-mog 

later, entered Yuan Dynasty at the age of eight, he escorted the prince, 

was recognized for his service, and was appointed Gangwan(諫官) after 

undergoing Chungranggun(中郞將), Hogun(護軍). In 1354, he participated 

in the battle of Gowoosung(高郵城) at the request of Yuan Dynasty as 

the Great Hogun(大護軍)

On June 16, 1357, when the Red Turban(紅巾賊) invaded, Lee Bang-Sil 

was appointed to the pyunbee(偏裨), after that defeated the Red Turban 

by fighting with Ahn Woo(安祐) in Cheolju(鐵州) On December 11, 1359, 

and won over Cheolhwa(鐵和) battle as the Above General(上將軍) in January 

16, 1360. After that he was promoted to the Ahnjoo(安州) Above Manho(上萬

戶) in 1360.

He won the battle several times, including battle of Hamjong(咸從), and 

swept away the remnants of the Red Turban who had stayed in Pungju(豊州), 

and he was awarded for his merits and went up to the Choosung hyeubbo 

meritorious retainer(推誠協輔功臣) Royal Secretariat(Chumilweon) Boosa(副

使). He became the seebukmyundo commander(西北面都指揮使) in 1361, 

preparing for the second invasion of the Red Turban, and then was appointed 

to the joongseo(中書) pyungjangjeongsa(平章政事).

As a marshal, he led the repulsion of the Red Turban and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capture of Gaegeong(開京). However, he made a mistake 

to remove Jung Se-un(鄭世雲) who made a contribution to recapture 

Gaegeong in the conspiracy of Kim Yong(金鏞), an aide of King Gongmin(恭愍

王). After that, Lee Bang-Sil was also killed with Ahnwoo, Kim Deuk-bae 

in the plot of Kim Yong. In 1391, the three marshal murder case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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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became a lottery by the request of Bang Sa-rang(房士良). 

However, historians of the Joseon Dynasty also made it clear that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it was not what King Gongmin ordered.

In the end, it is thought that the death of Lee Bang-sil, and others. 

were an event that was revealed, due to the head of the military power 

of the three marshal, the king's doubt concerning the major, and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senior statesman and the highest 

rank general at the time of a big change in the invasion of the Red Turban. 

There was also a problem inside the command system.

Keywords : three Marshal, Lee Bang-sil, Kim Deuk-bae, Ahn Woo, Jung

Se-un, Kim yong, King Gongmin, Red Turban inva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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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 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최형국*

                                                                     

1.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작

은 전쟁이 수없이 벌어졌고 지금도 지구상 어디에서는 벌어지고 있

다. 왜 이런 끔찍한 전쟁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전쟁

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시작과 끝에 새

로운 역사의 창조와 낡은 역사의 파괴라는 현상을 공존시키기 때문

이다. 과거에 벌어진 전쟁을 보면, 국왕을 비롯한 집권계층은 물론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전 방위적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모호해

질 정도로 전장의 범위가 확대되기에 그 피해의 규모가 갈수록 더

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전쟁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 중앙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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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을 통째로 뒤흔들어놓게 되는 것이다. 시간적인 부분만 보

더라도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을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영향

력은 엄청나다. 

역사라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전쟁이 언제 어디서 새

롭게 발발할지 모른다. 그래서 역사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말

할 때, ‘전쟁 중’이거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지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평화’

라는 말 대신 잠시 쉬고 있다는 의미의 ‘휴전’ 혹은 ‘정전’이라는 말

이 늘 사람들의 마음속, 뼛속 깊이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

라의 분단 현실 속에서 ‘평화’는 ‘휴전협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더욱 피부에 와 닿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런 전쟁이라는 역사 속 거대한 사건들을 대할 때 우리 대부분

이 그 겉모습에만 집중해왔으며, 이런 관점에서 전쟁을 조명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전통시대 ‘전쟁’이라는 기억은 상당부분 대중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어 단순한 시간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전투와 뛰어난 영웅들이 맹활약을 펼치는 모습으로 한정된다. 결국 

이러한 전통시대의 전쟁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몇 명의 이름난 영

웅이나 특정 사건 위주의 파편화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전쟁을 통해 기억되는 것이 한 개인이나 혹은 

특정한 사건으로 집중하게 해 전쟁 이전의 준비상황이나 그 저변에 

깔린 다양한 이야기들을 어디론가 증발시켜 버린다. 그러나 전쟁은 

단순히 한 개인 혹은 특정한 사건으로 시작되거나 끝맺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관된 사람들과 다양한 사상과 사건들이 버무

려져 진행되는 것이다. 그중 군사사상의 경우는 이전의 전쟁 경험이

나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바탕에 두고 현실적 외교환경과 자국의 

군사능력을 고려한 일련의 사상체계로 총체적인 전쟁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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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특히 여타의 사상체계의 경우는 주로 학문적 관점으로 정의되어 

거시적 분석이나 미묘한 사상사적 구분으로 한정되지만, 군사사상의 

경우는 국방전략과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미시적으로

는 군사들의 정신사상 무장이나 군사훈련에까지 연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군사사상은 불확실한 전쟁에 대해 가

장 명확하고 확실한 군사적 대안이나 철학을 만들어 유사시 군대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가 일사불란한 사고체계와 행동양식을 만들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중심축과 같은 것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군사사상의 갖는 독특한 성질은 비단 전통시대뿐만 아니

라 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21세기에 접어들며 

초고속 무선망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시대가 펼쳐지면서 다양한 접속

통로를 통해 군인을 비롯하여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양상을 

실시간으로 접근 가능한 시대로 발전했기에 군사사상의 의미성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시

대 속에서 올바른 군사사상의 정립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전쟁에 

대한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2.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군사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

들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박창희 교수의 「한국의 군사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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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의 연구에서는 동서양 군사사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군사사상의 현실태의 분석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거시적 형태의 

연구결과물을 발표하기도 하였다.1) 또한 노영구 교수의 「한국 군사

사상사 연구의 흐름과 근세 군사사상의 일례 -15세기 군사사상가 

梁誠之를 중심으로」는 한국 군사상사 연구동향 및 근세 한국 군사사

상의 일례를 조선전기의 문신이자 군사사상가였던 梁誠之를 통해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2)

또한 근래에 들어 단순한 제도사적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군제

사의 한계를 넘어 국제정치사적 관점에서 전쟁의 양상을 분석하거

나 당대의 한중일 전쟁관련 문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동아시아

사적 입장에서 군사사상을 재정립하려는 거시적 연구가 속속 진행

되고 있다.3) 그리고 인물사적으로는 조선후기의 경우 국방력 강화

의 정점에 있었던 18세기 정조시대를 중심으로 정조의 군사사상 정

립의 배경과 병서편찬 과정에 대해 연구한 「正祖의 文武兼全論과 兵

書 간행－認識과 意味를 中心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군사사상사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여기에 각 대학의 군사사학과와 관련된 연구자 및 한국국방연구

원 및 한국군사학회 등 군사관련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군사

사상사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학위논문의 주제

로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도 했다.5)

1) 박창희 외, 「한국의 군사사상 발전방향」 『전략연구』 64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2) 노영구,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의 흐름과 근세 군사사상의 일례 -15세기 군사사상

가 梁誠之를 중심으로」『군사학연구』 통권 7호, 군사연구원, 2009.

3) 김시덕, 『전쟁의 문헌학』, 열린책등, 2017.

4) 최형국, 「正祖의 文武兼全論과 兵書 간행－認識과 意味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39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 『정조의 무예사상과 장용영』, 경인문화사, 2015.

5) 최근들어 10여개의 대학에 군사학과(부)가 만들어지면서 군사사상사와 관련된 연구

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방대학원을 비롯한 군사학 관련 대학

원의 학위논문 주제로 군사사상사 관련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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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0년대부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神器

秘訣』·『演機新編』·『兵學指南演義』·『風泉遺響』 등 수십여 종의 다

양한 전통시대 병서 번역작업을 진행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어 

전통시대 군사사상의 본질적 모습을 보다 많은 대중들이 쉽게 접하

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紀效新書』·『壇究捷錄』 등 당대 중

국의 병서 수입 및 요약 정리하여 조선에 영향을 끼친 여러 병서들

의 影印작업이 함께 진행되어 앞으로 관련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전통군사사상의 변화와 

특성을 심도있게 살핀  백기인 책임연구원의 『한국 군사사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는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군사사상사 

연구를 역사학적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및 발전시켜 전통시

대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 론

제 1 부 삼국의 군사사상

제 1 장  삼국의 군사사상 형성

   제 1 절  한국 군사사상의 기원

   제 2 절  삼국의 군사제도·문화

   제 3 절  호국사상과 상무교육사상

제 2 장  삼국-통일신라의 병학

   제 1 절  삼국의 병학과 일본 전래

   제 2 절 통일신라의 병학

제 2 부 고려의 군사사상

제 1 장  북방정책과 군사제도론

   제 1 절  북방정책·영토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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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군사제도와 병농일치사상

제 2 장  군사전략과 병학체계

   제 1 절  군사전략전술

   제 2 절  병서간행과 병학체계

제 3 부 조선의 군사사상

제 1 장  오위진관제와 진법론

   제 1 절  오위진관체제론

   제 2 절  오위진법과 척법 논의

제 2 장  축성론과 화포론

   제 1 절  성곽축성론과 관방론

   제 2 절  신무기 개발론

제 3 장  군사사상의 전환과 새로운 국방전략

   제 1 절  양란 이후의 국방의식

   제 2 절  국방전략 변화와 민보방위론

맺음말

‘상무정신(호국사상)’의 현대군사상적 발현

서론에서는 군사사상에 대한 동서양의 정의시작으로 하여 그 동

안의 관련 연구 성과물들을 정리 및 검토하였다. 저자는 조선후기 

武班이었던 宋奎斌 쓴 『風泉遺響』의 연구를 비롯하여 역사학적 관

점에서 다양한 전통시대 군사사상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전

개하였기에 보다 구체적인 군사사상사에 대한 접근을 본서에서 시

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관련 연구의 성과

물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장점이기

도 하다.

제1부에서는 삼국의 군사사상을 형성배경과 병학사상 전개과정까

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먼저, 고조선의 외교와 전쟁 전략의 핵심

을 짚으며 고대사의 흐름 속에서 이후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

시대의 군사사상의 변화를 다양한 사료의 검증을 통해 재정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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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구려의 경우는 독특한 군사체제를 시작으로 하여 군사훈련 및 

산성전략 등을 중심으로 살폈으며, 백제는 국왕 중심의 친솔·전

렵·대열의식 등을 제천의식과 함께 다뤘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는 

지방장악의 과정 및 군사적 발전형태에 대해서 살폈다. 여기에 삼국

의 호국사상과 상무교육사상이 당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

상사와 신앙 즉 종교학과 접목하여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군사교

육사상의 경우 조의선인과 화랑도를 중심으로 삼국시대의 군사사상

이 호국사상의 뿌리였음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특히 삼국의 병학사

상이 일본에 전래되는 과정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분석하였데,  『일

본서기』나 일본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섭렵하여 논리적으로 설명

하였다. 

제2부에서는 고려의 군사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먼저 당대 

외교사적 관점에서 북방정책과 이에 따른 군사제도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당대 전쟁의 상대였던 거란, 몽골 등

의 북방이민족에 대한 대응전술을 중심으로 고려의 군사사상이 정

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청야입보전과 견벽고수방식

과 같은 고려만의 전술사적 특성을 짚어내었다. 여기에는 治所城이

라 불렀던 지역세력 거점으로서 일종의 요새와 같은 특수성곽을 중

심으로 한 방어전략을 살펴보았으며, 해도입보와 요해처 방어전략 

등 실제적인 고려의 방어전략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어

전술에서 활용했던 성곽전술과 무기체계 등 미시적인 내용까지 다

뤘다. 특히 원나라의 침입이후 고려 군사제도의 붕괴와 원 군제의 

영향에 따른 변화의 형태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내었다. 마지막으로

는 고려의 군사전략 설정의 특성과 그에 따른 병학체계를 성곽전과 

무기체계 그리고 병서간행 추이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3부는 조선의 군사사상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조선전기의 군사사상의 정립을 오위진관제의 구축과 진법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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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오위제의 소속 병종과 선발 방식은 물

론이고 계급과 부대편성의 형태까지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 정리하

였다. 특히 조선전기의 병서인 『陣法』과 『癸丑陣說』 등 일련의 병서

편찬의 의미성 및 당대 군제의 변화상을 살펴 보았다. 끝에는 임진

왜란을 계기로 조선의 군사제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戚法’

의 도입양상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조선의 축성론과 화포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

데, 각 시기별로 都城의 수축 의미의 변화상과 실질적인 공사방법론 

및 전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화포의 도입과 개량형태를 정리하였다. 

먼저 축성론의 경우는 산성론을 비롯한 제관방론 속에서 성곽의 축

조형태나 축조기술의 변화상을 짚어 보았고, 여러 축성과 관련된 당

대 학자들의 관방의식을 구체적 사료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

고 화포론의 경우는 신무기 개발론의 입장에서 화포의 개량사업 및 

일발다전법, 화차의 개발 등 당대 급변하는 화약무기의 변화상을 실

제 전술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군사사상의 전환과 새로운 국방전략의 모색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양란 이후 전통적인 군사사상이 어떠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전환되었는지 대한 논의의 과정을 짚어 보았다. 특히 

임란이후 척법 수용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을 중심적

으로 다뤘으며, 여기에는 五衛制 복구 양상의 의미성과 실질적인 군

제상의 변화까지 살펴보았다. 특히 임란이 후 군사전문가 집단의 출

현이라는 독특한 시대성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필자

는 ‘무신의 두드러진 정계 진출과 함께 군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무반직을 독점하는 武班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새로운 관방

론들이 제기되었다라고 풀이하였다. 특히 우리가 실학자라고 부르는 

여러 유학자들 중 송규민, 양완, 이정집은 대표적인 무반가문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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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들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병학서들이 편찬되었고 당대 병학

의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방전략의 변화 중 도성수비론의 변화와 민보방위론에 대해서 정

리하였는데, 도성수비론의 경우는 숙종대부터 논의되었던 ‘都城死守

論’ 즉, 국왕이 거처하고 있는 도성을 목숨을 걸고 군사들과 백성들

이 합심하여 지켜내야 한다는 논리가 당대 만들어진 배경과 구체화

되는 과정을 짚어 보았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때 국왕의 파천과 이후 북한산성의 수축과 

강화성에 대한 수축론의 논의 과정 및 이괄의 난 이후 남한산성 강

화론의 배경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후 

숙종대를 거쳐 영조대인 1747년에 반포한 『御製守城綸音』 및 『守城

節目』 등 의 전략적 의미성 및 주변 산성과 방어체계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이러한 도성수비론의 변화가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실제적이 수비체제의 변화상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라 설명하

였다. 특히 당시 이러한 도성방위전략의 변화를 유학자였던 韓元震

과 宋奎斌 등 관방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논의 과정을 하

나씩 짚어 가며 논리성을 높여냈다. 

그리고 민보방위론의 경우는 18세기 후반 이후 양역변통론이나 

군역의 폐단 등을 이유로 관군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여 향촌자체방

위론이 등장하는 시대상을 설명하였다. 가장 먼저 위백규와 안정복

이 주장했던 병농일치제를 통한 군사력 보강과 서원과 향교에 관방

을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武學의 설치 주장 등 민간 방위체제를 구

축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안정복의 경우는 당시 안정적으로 보급되었던 향촌 자치 규

약인 ‘鄕約’체제 속에서 중국의 보갑법을 가미한 향촌 편제를 도입

하여 일종의 ‘향촌자치군사권’의 개념을 새롭게 주장한 이유와 배경

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또한 안정복의 향촌방위론이 정약용



332 |  軍史 第103號(2017. 6)

이 제시한 민보방위전략과 어떤 연관관계 속에 있는지 그 의미성을 

살펴 보았고, 이를 통해 정약용이 안정복의 향촌방위론의 핵심적 내

용을 승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다양한 군사개혁관련 내용은 丙寅洋擾를 거치며 실

질적으로 조선 국방위기감이 고조되었던 고종대에 새로운 변화의 

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살폈다. 대표적으로 총융사였던 申櫶이 제

기한 군제개혁안인 ‘군무6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후 삼도수군통

어사를 지낸 조우석이 집필한 『武備要覽』의 의미성과 세부내용에 대

한 분석들을 싣고 있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는 ‘상무정신(호국사상)’의 현대군사사상적 발

현이라는 제목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우리나라의 전통 상

무의식이 군사사상사적으로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

을 오늘날 우리의 엄혹한 안보현실 속에서 적용가능한지 필자가 조

심스레 펼쳐 보였다. 필자는 한국의 군사역사에 관류하는 군사사상

의 원류인 상무정신과 호국사상이 제국주의 열강의 한반도 침탈과

정에서도 의병전쟁과 독립전쟁을 분출시킨 원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군사사상은 독립전쟁의 

와중에 한국 근대군사사상은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과 합치되었고 

현대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근(현)대적 국민군대’형성의 모태가 되

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군사사상의 흐름은 ‘현대전쟁’의 양상에 맞는 정

규군대의 건설 및 대외 관계전략과 유연하게 연동시킨 ‘연합국방’을 

통한 거시적인 국방건설전략으로 이어지고, 마침내는 국민개병제에 

의한 ‘국민의 군대’의 통합적 에너지를 수렴한 ‘총력국방체계’를 구

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국 군사 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 333

3.

이상에서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책은 한국의 고

대부터 조선말까지 상당히 긴 시대를 군사사상사라는 큰 주제로 다

뤘기에 일정부분 소략하거나 부족한 사료로 인해 매끄럽지 못한 부

분도 조금은 있으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통합하여 전통시대 군

사사상사 연구의 도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특히 

각 시대별로 주요한 전쟁이나 전투 그리고 무기체계의 변화 및 핵

심 인물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군사사상사의 핵심을 짚었기에 통합

적인 안목 속에서 미시사적인 치밀한 내용들까지 언급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삼국시대는 삼국의 각축전 속에서 발현되었던 군사사

상사의 비교와 고려시대에는 북방세력과의 대규모 전쟁수행 과정 

속에서 위기극복의 수단으로 활용된 내용 등이다. 또한 조선시대에

는 전통적인 기병중심의 전술체계에서 임란 후 조총과 화포 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전술 및 무기체계 변화를 군사사상가의 

제이론들과 접목시켜 구체적으로 다뤘기에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

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향후 한국 군사사 연구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며 

평자의 소임을 다고하자 한다. 먼저, 한국이나 서양의 군사사상사 

연구의 동향에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당대 인물을 통한 접근 방

식이다. 실제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한 인물이 진행한 군사 정책이

나 사상은 당대의 군사사상의 흐름을 가장 잘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래에 군사사상사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의 일반 사상사나 철학사를 고민하던 연구자들이 일종의 계통학적 

연구나 비교인물사의 연구를 통한 접근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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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도 일정한 의미는 있겠지만, 단순히 한 개인의 군사사상

에 대한 접근을 ‘사상사’의 일반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상당부

분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는 군사사상은 필자가 서론에서 전제했듯이, 당시 주변국을 비

롯한 국제외교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군사전략 뿐

만 아니라 당대의 무기체계나 상대국의 전술전개방식 및 군사적 위

험요소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해당 인물의 군사사상사에 접목시켜

야만 올바른 평가나 이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당대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한 흉년이나 날씨나 기상 상태 등 실제 

군사 운용시 고려되는 가장 현실적인 배경 등 다양한 제요소들을 

함께 분석하여 인물의 사상사에 녹여내야만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는 안타깝게도 ‘군사사상사 연구’가 갖는 

특수성을 배제하고 기존의 사상사적 연구의 틀 안에 단순히 ‘군사’

라는 부분을 덧씌워 상당히 철학적이거나 난해한 구조로 군사사상

사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연구내용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실제 그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나 배경으로 그

러한 사상을 설파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지경

이다.

다음으로는 거시적인 관점의 틀이 주를 이루는 군사사상 연구 뿐

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변화나 군사 신체훈련의 변화 등 미시사적인 

연구가 보강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상은 단순히 머리 속에

만 존재하는 ‘이론’으로 그치기 쉽다. 그러나 군사사상은 실제 목숨

을 다투는 생존의 현장을 관통하는 사상이기에 단순한 이론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의 과정과 결과물들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지도자급이나 최고계급의 군사지휘권을 장악한 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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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사상은 실제로 전투에서 창칼이나 총탄과 조우하는 일반 군사

들의 목숨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고 분석해

야 할 것이다. 애매모호한 단어의 활용이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미 

분석은 오히려 간단 명료하고 가장 실제적이어야 할 군사사상사 연

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

히려 미시적인 군사훈련의 변화나 무기체계의 변화 등 군사현장의 

변화가 군사사상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

결하는 방식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연구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군사사상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군사사상사가 갖는 특

수성을 이해하고 가장 선행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인 당대의 군사

적 기본 배경 즉, 거시적인 전략 전술체계는 물론이고 당대의 무기

체계나 지리나 기상환경 등과 상대국의 상황이나 위험요인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한 인물

의 군사사상사이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

한 특수한 사상이 어떠한 배경으로 만들어지고 이후에 어떤 방식으

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파악 및 미시사적인 접근 등 다양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연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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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을 내딛은 미디어 연구, 

일보 전진을 기대하며 

- 김영희, 『한국전쟁기 미디어와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노영기*

                                                                     

1. 머리말

지금까지 한국전쟁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

며, 그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물이 쌓여 왔다.1)

한국전쟁 기간에 발생한 전투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교수

1) 정병준, 2006,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양영조, 2007, 『남북한 군사

정책과 한국전쟁』, 한국학술정보; 박찬승, 2010,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조성훈, 2010,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서중석, 김득중, 강성현 공저 , 2011,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선인; 전갑생, 2011,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선인;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 2011,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한국구술사학회 저, 2011, 『구술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이

상호, 2012,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김태우, 2013, 『폭격』, 창비; 기광서,

김보영, 양영조, 오보경, 이선우,·정병준,한모니까, 황윤희 공저, 2014, 『한국전쟁

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선인; 김보영, 2016, 『전쟁과 휴전』, 한양

대학교출판부; 정근식, 강성현 공저, 2016,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 서울

대학교 출판문화원.

[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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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의 배경에서부터 그 전개과정 및 결과, 그리고 한국전

쟁이 남긴 영향 및 그 유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야는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접근조차 이

루어지지 않아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연구 성

과물이 부족했던 까닭에 연구의 지평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 

중 한 분야가 한국전쟁기의 언론을 비롯한 미디어에 관한 연구이다. 

이 책의 머리말 첫 구절에서 저자는 “한국전쟁 기간 미디어와 관

련한 주요 현상을 고찰”하겠다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연구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다른 분야의 연구가 “산같이 쌓여”있었으나 

미디어와 관련된 성과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실정”에서 언론의 역

사, 미디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이 같은 저자의 목표와 지향, 

그리고 도전 의식으로부터 저술되었다. 

저자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미디어와 사회를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자의 지적처럼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미

디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만으로 볼 때 『한국

전쟁기 미디어와 사회』는 매우 귀중한 연구 성과물이다. 몇몇 연구

를 제외하고는3) 생소한 분야에 새롭게 접근하는 것은, 마치 가보지 

2) 이임하, 2010,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3) 정용욱, 2004, 「6․25전쟁기 미군의 삐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 2004, 「6․25 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조직과 전개양상」 『한국사론』 50; 장영민,

2005, 「한국전쟁 전반기 미군의 심리전에 관한 고찰」 『군사』 55; 이윤규, 2010, 「6․

25전쟁과 심리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 이상호, 2011, 「한국전쟁기 맥아더사

령부의 삐라 선전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58; 이임하, 2012, 『적을 삐라로 묻어

라』, 철수와 영희; 장영민, 2013,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특

별방송 관련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67; 정근식, 강성현 공저, 위의 책; 김려실,

2016, 「뉴스릴 전쟁-한국전쟁 초기 미국의 뉴스릴과 ‘리버티 뉴스’의 탄생」 『사학

연구』 123; 최미진, 2013, 「한국전쟁기 라디오서사와 문제안의 ‘남북삼천리’」 『한

국민족문화』49; 백정숙, 2017, 「전쟁 속의 만화, 만화 속의 냉전」 『역사비평』118; 

옥창준, 2017, 「사상심리전의 텍스트로서 한국전쟁」 『역사비평』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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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길

을 가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에 따른 두려움과 생경함

을 비롯해 예측할 수 없는 난관들이 기다린다. 이 길을 헤쳐 나가

며, 더 나아가 하나의 독립된 연구 성과로 제출한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장점을 가진 연구 성과이다. 

게다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만 있을 뿐 아직 제대로 접근하

지 시도하지 못한 평자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의 연구

에 천착해온 저자의 노고를 평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있는 연구를 무 자르듯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만, 평자로서의 의무감과 ‘무식

하면 용감하다’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진전된 연구를 기대하

며 몇 마디 덧붙여본다. 

2. 책의 구성과 내용

먼저,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미디어

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주제

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역사학의 영역

에서는 기본적인 미덕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취급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이론적 분석을 중시하는 사

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일반의 상식의 뛰어넘는 연구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미디어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며, 분

석하는 저자의 노력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저자는 국내 자료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과 북한 등에서 발간한 

미디어 관련 자료를 광범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풍부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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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만으로도 이 책은 저자의 목표를 절반은 달성했다고 평가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저자는 자료 발굴과 소개에

만 그치지 않고 언론학자로서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 가지 예

를 들자면, 저자는 각 신문에서 어떠한 내용의 사설이 쓰고 있는가

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미디어의 지향과 그 변

천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자료와 이것에 대한 분석이 비

교적 균형적으로 자리 잡은 매우 귀중한 연구 성과이다. 다음으로 

책의 구성을 따라가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 책은 3부-1부 한국전쟁기 언론공보 정책, 2부 한국전쟁기 미

디어 현상, 3부 미국과 북한의 선전 활동-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은 독립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 책의 도입부에서 저자는 ‘한

국전쟁기 언론공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제목에서처럼 여기서는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에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언론정책을 수립하

고 정부의 공보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주로 살펴보고 있다. 

전체 내용으로 볼 때, ‘한국전쟁기 언론공보 정책’이라기 보다는 이 

책의 서론 격이자 한국전쟁기 미디어의 전사(前史)에 초점이 맞춰졌

다. 저자는 여기서 한국전쟁 이전의 이승만 정권의 언론과 공보정책

을 구분하여 살피고 있는데, 언론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정부 수립 직후부터 이승만 정권은 비판적인 언론

을 규제하고 있었다. 저자는 언론 규제의 근거를 검토하여 ‘대한제

국기 광무신문지법, 미군정기 군정 명령,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과 

함께 국방부의 규제’ 등이 언론통제의 기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였

다. 이러한 기제를 활용하여 이승만 정권이 언론 통제와 탄압에 적

극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이 같은 언론정책의 담당 기구로 공

보처를 들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군에 의한 언론통제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밝히

며, 이것이 정부의 규제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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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는 권력이며 정보의 통제는 선

전의 첫 번째 단계”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를 설명

하고 있다. 이 흐름은 ‘정부 주도로 통신사의 통합과 일간 신문의 

정비, 그리고 출판물법 제정 시도, 공인 기자제 실시’ 등으로 전개

되었다. 하지만, 민간의 이의 제기에 따른 반발로 인해 정부의 의도

대로 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 언론을 탄압하는 사례로서 

김종원(경남지구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겸 헌병사령부 부사령관)의 언

론인 폭행사건과 국민방위군사건을 보도한 언론인을 기소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으나 언론의 반발로 인해 유야무야 되었다. 

저자는 정보의 공보정책(공보선전활동)이 이승만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보

활동을 전개하는 기구로서 공보처와 공보처장, 그리고 선전대책위원

회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이 반공독재를 강화시키

는 방향에서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

승만 반공독재 체제가 강화되었고,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가 사회

적 신념 수준, 더 나아가 시민 종교(civil religion) 수준으로 발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저자는 이승만의 언론정책을 살피며 신문의 사설을 검토하여 주

요 신문의 사설에 나온 주요 현안과 관련된 사설을 구체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각 신문의 성향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동아

일보」는 반이승만적 성향이지만 이승만정보다 더 철저한 반공과 반

소의 노선을 주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경향신문」은 반공노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점차적으로 반공노선을 견지한 것으

로 설명하며, 저자는 「조선일보」의 논조 변화가 정치지형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저자의 이러한 분석 방법은 당시 여론을 

주도한 언론(신문), 그 중에서도 각 언론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사설

의 분석을 통해 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신문의 사설이 가지는 



342 |  軍史 第103號(2017. 6)

중요성과 사설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조, 그리고 사설의 변화를 포

착하고 있다. 

2부의 ‘전쟁 보도’에서 저자는 한국전쟁 초기 100일 가량의 인민

군 점령 기간에 뉴스의 전파와 내용 등의 특징을 살펴보겠다는 목

표를 설정하고, 실제 장의 내용도 그렇게 서술하였다. 그런데, 이 

장이 비교적 장황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저자

는 뉴스가 전파될 수 있은 경로를 나열하며 이를 통해 전쟁 소식이 

전파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 기간에 미군과 일본의 라디오 

방송을 사람들이 단파라디오로 청취하고 개인별로 전파하였다. 북한 

점령 기간에 이 같은 행위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기에 무척 

위험한 일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전쟁 기간에 임시수도 부산에서의 언론을 살피고 있

으나 조금은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까닭에 나올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서술이라는 한계이다. 하지만,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재구성할 필요

는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러한 아쉬움은 

납북되거나 피살된 언론인들에 대한 서술에서도 이어진다. 저자는 

이들의 명단을 표로 구성하고 각 언론별로 세분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한 발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들이 한국전쟁 이전

에는 어떠한 성향을 보이는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었

으면 한다. 즉, 이들이 피살되거나 납북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채 

소속만으로 분류한 것은 평면적인 분석이다. 이들의 주요 경력과 언

론인으로서의 활동 등이 보충되는 게 나을 듯싶다. 

저자는 임시수도 부산에서의 언론을 분석하여 다수의 신문과 통

신사가 새로 출현하고 지역 신문들이 성장했던 것을 밝혀냈다. 그 

동기로서 저자는 ‘신문 수요층의 형성, 신문 필자 확보의 용이성, 

시설 확보의 용이성, 정보와 취재의 용이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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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신문의 발행 뿐 아니라 그 위상도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저자의 서술과 분석에 동의한다. 임시수도 부산은 그 위

상에 걸맞게 다양한 언론인들의 활동에 유리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다음으로 중앙방송국의 분석을 통해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방송의 검토하였다. 저자는 중앙방송이 유엔사령부 심리전단의 지

원과 통제 아래 운영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방송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음을 결론 

내렸다.

저자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출판과 잡지가 어떻게 발간되

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해방 직후 출판물과 잡지가 활

발하게 발간됨으로써 인쇄업도 발전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해방 

직후 백가쟁명의 논쟁과 정치적인 지향을 드러낸 출판물이 폭주했

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발발은 출판계에는 치명적인 타

격이었다. 이 점은 출판계만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에서 공통된 현

상이었다.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생산 시설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시설들이 파괴되는 것은 전쟁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특

히,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살상과 파괴를 수반하는 ‘총력전(總力戰)’

이라는 현대전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전쟁이 일

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실제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전쟁

의 결과는 출판 경향에도 반영되었다. 저자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인기도서가 전쟁과 연관된 전쟁 체험 수기와 같은 것이었다. 한국전

쟁이 가져다 준 또 다른 문화적 경향성이었다. 

저자는 해방 직후 잡지가 우후죽순처럼 발간되었으나 한국전쟁 

기간에 발간이 중단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앞의 출판물과 마찬가지의 

현상이다. 저자의 표현처럼 “기적”에 가까운 현상으로 잡지가 발간

되고, 학생잡지 『학원』이 인기를 끌었다. 저자는 학생잡지 『학원』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으로 다양한 필진과 수준 높은 내용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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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쟁 중에 특별한 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읽을거리

로서 인기를 끌었다고 보았다. 또 이 시기 지식인 잡지로서 『사상

계』의 출현하였다. 저자는 사상계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정신적으

로 황폐화된 사회에 지적 소산을 매개하는 공기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국민의 등불이 되고자 출현한 잡지”로 평가하였다. 

이 책의 3부인 ‘미국과 북한의 선전 활동’을 분석한 부분은 많은 

자료에 근거한 연구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 중에 전개한 정책(미디어)을 검토하고 있

다. 이러한 구도 아래 저자는 방송, 삐라 등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

다. 미국이 한국전쟁 중에서 진행한 방송(VUNC와 VOA)의 분석을 

방송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방송의 한국어 방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방송이 “이념전, 국제전적 내전, 장기전, 

제한등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 한국전쟁의 대표적인 심리전 매체”

였다고 평가하며, 미국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 유엔군의 입장과 미국

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의 

방송이 복구가 가능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보

가 남한의 뉴스에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적 가치와 생활 방

식이 수용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미국의 방송

이 심리전의 매체이며 문화적 냉전의 매체였음을 규명하였다. 이 같

은 저자의 주장은 냉전의 핵심적인 분야로 볼 수 있는 ‘문화 전파’ 

또는 ‘심리전’의 매개체라는 면에서 구체적인 사례 분석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무척 중요한 지적이다. 추후 진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과 북한의 삐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삐라가 가지는 심리전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으

며, 이것이 한국전쟁 기간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자료에 근거

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 저자는 다양한 선전선동 사업의 분석을 통

해 북한의 선전선동사업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전쟁기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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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북한의 선전선동 사업이 소련의 사회주의 선전선동론에 의

거한 사업이며 선전과 선동이 혼재되었다고 보았다. 다양한 매개체

를 분석하여, 북한의 남한 점령기간에 시행된 이 사업이 김일성의 

“정치와 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업”으로 평가하며 전쟁 

이전부터 준비되었던 사업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이러한 사

업은 초기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미군이 참전하고 대규모 공

세로 전세가 역전된 시기부터 “강요와 동원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반발과 거부로 그 성과가 점차 약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한국전쟁 기간에 발간된 북한의 언론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의 창간을 시작으로 주요 신문과 

잡지 등을 출간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점령정책의 일환이면서도 매

우 중요한 것이었던 사업이었다. 저자의 주장처럼 북한은 이러한 사

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된 전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하여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점령한 남한 지역에 북한식 제도

와 법을 도입해 공산주의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김일성의 계획”에 

따른 목표가 언론의 목표였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키인

의 설명에 따라 북한의 선전선동을 “솔직한 거짓말과 계산된 비밀”

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활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저

자는 이 같은 북한의 언론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결

과로 “남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많은 한계

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저자는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을 ‘정보 제공, 정보의 해

설과 비판, 문화 전수, 오락 제공, 대중 동원’으로 규정하며 전쟁 

기간에는 전쟁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에 맞춰진다고 했다. 이 때문

에 전쟁에서 미디어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것은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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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저자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언론에 의해 형성된 반공주

의가 정부 정책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전쟁의 영향이었음을 주장한

다. 그 중에는 미국의 냉전정책 또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을 전후로 형성된 미디어의 냉

전반공이데올로기는 전후 한국 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 형성에도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냉전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여 흑백논리가 통용되는 냉전반공사회가 되었다며, 이것은 박

정희, 전두환 군부권위주의 정권시절에도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3. 몇 가지 제안 

다음으로 이견 보다는 평자가 생각하기에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

가 필요한 점을 덧붙이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첫째, 한국

전쟁 초기의 오보와 관련한 문제이다. 저자는 한국전쟁 직후의 오보

가 군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며, 한국전쟁 

다음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언론의 오보

가 형성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한 채 단순히 “당시 군이 

제공한 전황 정보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많았다”고 단순하게 설명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하면, 오보의 형성과정에 대한 세밀

한 접근과 분석이 충분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군이 왜 이 같은 거

짓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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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저자는 한국전쟁 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던 냉전반공정책이 

전쟁을 거치며 더욱 강경해졌으며, 그리하여 1950년대 한국 언론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작동했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에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주장만 제시되고 있을 뿐 

어떻게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자료의 제시와 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 시기의 

한국 사회에 냉전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당대에 어떻게 작동하며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어떻게 단절되거나 계속되는가의 분

석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1950년대가 ‘반공으로 날이 새고 

지는’ 시기임을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와는 다른 흐름들이 

존재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1960년도의 4․19혁

명이나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의 방법론에서나 그 내용에서 볼 때 이 책은 신선하면서도 

적합한 언론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책에

서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신문 사설을 좀 더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신문 사설이 당대의 정세나 여론을 반영하거

나 역으로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문의 사

설이 정세 및 여론과 어떻게 연동하고 있는가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수립부터 한국전쟁 발발 때까지의 시기는 

한국 사회의 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신생 대한민국은 

내외의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이기도 했다. 곧바로 이어진 한국전쟁

이 그 모든 것을 용광로처럼 모든 논리를 녹여버렸다는 점은 부인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 수립 직후의 시기와 1949년의 시기는 

많은 굴곡과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때문에 이 시기의 정세가 각 

신문의 사설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을 것 같다. 한 가지 덧붙이지자면, 신문의 사설이 언론사의 입장을 



348 |  軍史 第103號(2017. 6)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설을 썼던 인물들의 성향이 반영되

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시기 각 언론사의 편집진과 집필진 등을 

추적해서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책의 전체적인 구성의 아쉬움이다. 2부의 3장인 ‘전쟁 직

전 미디어와 사회’는 1부와 결합시켜 ‘한국전쟁 이전’의 언론에 다루

었으면 어떨까 싶다. 

한국전쟁기의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

았을까 하는 점이다. 현상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출판물이 인기를 끌 

수 있었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것이 냉전의 문화

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는 한국전쟁기에 발간된 대표적인 잡지로서 사상계의 필진과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분석하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특히, 사상계가 주한미공보원의 지원을 받아 발행된 잡지라는 점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그리고 주한미공보원을 비롯한 

전 세계에 설치된 미국공보원이 미국의 냉전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구임을 감안한다면, 사상계의 출현과 기능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미디어를 매개체로 한 북한의 선전선동 사업에 대한 저자의 평가

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황의 전개와 

점령 지역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북

한의 점령 정책이 가지는 함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피상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북한의 점령 정책에서 언론의 역할과 그 영향이 무엇이었는가에 대

한 다면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아울러서 북한의 「조

선인민보」나 「해방일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주

요 필진과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추가되었으면 좀더 나은 분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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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선행 연구 거의 없는 가운데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이 책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연구이다. 자

료의 발굴에서만으로도 저자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저작이

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미디어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

한 현실에서 이 연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볼 때도 주제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냉전의 시기, 그 중에서도 냉전의 첨병으로 기

능할 수 있는 미디어의 분석이 시도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

이다. 향후 이 같은 연구가 축적되어 한국전쟁과 냉전사 연구가 더

욱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책은 그러한 작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저작이며, 저자의 추후 진전된 연구를 기대한다는 말로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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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제1차 군사사 연구논문 발표회

- 일시/장소 : ’17. 3. 29(수) / 군사편찬연구소 세미나실

- 참석인원 : 40여 명(연구소, 군사사학회, 군 및 일반연구자 등)

- 진행 ※ 사회 : 군사사부장

15:00 ～ 15:10 개회사,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5:10 ～ 16:00

제1주제 : 조선시대 영종진의 군사적 기능

발표자 : 전병로(경기대)

토론자 : 이근호(국민대)

16:00 ～ 16:50

제2주체 : 청일전쟁의 전황과 조선 독립문제에 대한

열강정책

발표자 : 석화정(공군사관학교)

토론자 : 조명철(고려대)

16:50 ～ 17:50

제3주체 : 병자호란 이후 조․중 군사 연구

(조명 비밀접촉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재경(서울대)

토론자 : 허태구(서울대 규장각)

17:50 ～20:00 사진촬영, 만찬

◦ 전사적지 답사

일정 장 소 인 원

4. 3～6 경주, 포항, 울산, 부산 백기인 책임연구원등 3명

4. 12 ～13 화령장, 다부동, 감령 등 연구소장등 3명

5. 15 ～ 18 포항, 울릉도, 독도 연구소장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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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단결활동(체육행사)

- 일정 / 장소 : 4. 19(수) / 남산일대

- 대상 : 연구소 전 직원

◦ 군사지에 서평 게재(공지)

- 게재편수 / 분량 : 2~3편 / 원고지 50매 내외

- 원고료 : 원고지 1매당 6,000원(최대 30만원)

◦ 군사사 연구논문 발표회(공지)

- 일정 / 장소 : 매 분기말(3․6․9․12월) / 연구소 회의실

- 진행 : 논문발표(2~3편), 지정/자유토론, 오찬

※논문발표 희망자는 사전에 군사지 편집간사에게 연락

- 발표료/토론료 : 예산 범위내(10~20만원)

2. 인사이동

  ◦ 임용 및 전입

- 박동찬(신규임용) : ’17. 4. 1. 전쟁사부 책임연구원

   * 기존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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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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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주 소：(�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www.imhc.mil.kr

• 주요내용：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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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 이신재

(국제분쟁사부)

∙ 신국판

∙ 2017. 3. 31.

본 책은 베트남전쟁 당시 북한의 참전사

항을 규명한 첫 연구성과물입니다.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형성부터 북한군의 참전배경,

공군전투부대를 비롯한 심리전․특수전․고

사포․공병부대 등의 참전현황, 그리고 북

한의 베트남에 대한 물자제공과 베트남에서

전개된 파월 국군장병에 대한 북한의 납북

활동에 대해서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사실과 당시

안보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

해 국내 베트남전쟁 연구의 외연도 한층 확

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1988～2003) 연구

∙ 이미숙 (국방사부)

∙ 신국판

∙ 2017. 3. 31.

본 책은『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에

이어 21년 만에 두 번째로 발간된 국방역사

서로 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기간 동안

전환기적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해온 국방정

책 변천의 역사를 종합·정리하였습니다. 이

러한 남북한 군사협상의 변천과정에서 북한

이 보인 군사협상 형태, 협상목표와 협상의

제, 성격 등을 분석하여 향후 남북한 군사

협상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1988∼2003) 연구가 대북 정

책 수립과 대북 군사협상 추진에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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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史�誌 投稿案內

1. 원고 내용 및 범위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ㆍ군사제도ㆍ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ㆍ외교사ㆍ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다. 가ㆍ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

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

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논문」,『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00에 관한 연구」,『군사』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1, 99∼101쪽.

라. 외국어로된경우각주의표기는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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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ㅤ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군사편찬연구소우측상단에바로가기로접속할수

있으며, 논문과투고계획서(국문및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

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저작물이용동의서의양식은군사지투고시스템의공지사

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한국연구재단의KCI의논문유사도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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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

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전화：02-748-1667(정정모)

•FAX：02-709-3111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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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

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

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

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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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

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

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

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

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

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

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

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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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

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

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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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

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

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

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

켜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

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

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

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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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

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

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

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

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

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

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

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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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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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

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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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 첫 발을 내딛은 미디어 연구, 일보 전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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