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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鐵嶺衛는 明朝가 수립된 후 衛所制에 입각하여 국의 군사  요충

에 둔 3백여 衛 가운데 하나로서, 明軍이 遼東을 경략해 나가는 과정

에 설치되었다. 철령  설치는 明에게는 하나의 衛를 설치한 것에 지

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高麗에게는 최 의 요동정벌을 격발시키고 이

어서 이성계의 화도회군을 계기 으로 래하게 한 에서, 한국사

에서 주목을 받는 衛가 되었다. 철령 에 한 기 연구는 해방 이  

주로 일본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는 鐵嶺과 鐵嶺

衛의 치가 어디인가에 주로 집 되어 왔다. 국학계에서는 2002년 

‘동북공정’의 시작을 후하여 철령 와 연 된 논문의 발표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학계에서는 과거 일본학자의 연구성과를 계

승한 金龍德의 <鐵嶺衛 >가 거의 유일한 논문으로 꼽  왔다.1)

 * 이 논문은 2006년도 고려 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 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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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학계에서는 철령  설치에 한 본격 인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은 채, 지극히 고려 심 인 시각에서 표면 인 事象만으로 철령

 문제를 시 사나 개설서에서 서술해 오고 있다. 이를테면 철령  설

치시도를 단순하게 고려 토에 한 明太祖의 野慾으로 본다든지 하는 

시각이 그러한 에 속한다. 이와 같은 일반 인 인식은 요동을 심으

로 한 14세기 후반의 국제정세나, 요동으로 진출하는 明의 략과 단계

를 제 로 악하지 못한 데서 래된 것이다. 필자는 철령 의 치에 

한 앞선 논문에서, 우선 자연지형 ‘鐵嶺’은 함경도 南端의 鐵嶺이 틀

림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明太祖가 설치하려고 했던 군사조직 '鐵嶺

衛'의 첫 치는 黃城(輯安, 集安)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2) 

이 논문에서는 禑王 13년(洪武 20, 1388) 명태조가 철령  설치를 지

시한 時點에 한 검토와 함께, 黃城이라는 地點에 철령 를 설치하려

고 했던 배경을 먼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철령 가 원래 설치 정지

인 압록강 北岸의 黃城을 떠나 奉集에 移設된 이유를 두만강 斡朶里 지

역에 설치되었던 三萬衛와 연결지어 究明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철령

 설치를 둘러싸고 고려와 명의 정책목표가 각각 달라 발생하게 된 

략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철령  문제에 한 

몇 가지 새로운 을 제시함으로써, 고려 말 明關係의 실상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一助하고자 한다.

Ⅱ. 鐵嶺衛의 設置 時點

공민왕 18년(洪武 원년, 1368)에 明軍이 大都(北京)에 육박하자 

元 帝는 文武百官을 거느리고 居庸關을 지나 上都로 피난하 다. 

1) 金龍德, 1961 <鐵嶺衛 > ≪中央大論文集≫ 6 

2) 朴元熇, 2006 <鐵嶺衛 位置에 한 再 > ≪東北亞歷史論叢≫ 13. 처음 明이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鐵嶺衛의 치가 어디 던가에 해서는 그동안 鐵嶺

說, 黃城說, 江界說, 奉集說이 제기되었으나, 분명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채 

한국학계에서는 체로 末松保和의 奉集說을 따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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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明軍이 上都로 육박해오자 元 帝는 다시 應昌( 재 內蒙古 

克什克騰 서쪽)으로 도주하 다가 그곳에서 病死하 다. 황태자 아

유시리다라(愛猷識里達臘, 元昭宗)가 繼位하 으나 明軍의 추격에 

應昌도 함락되자, 이들은 사막을 건  다시 和林으로 도피함으로써 

겨우 政權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우왕 4년(홍무 11, 1378)에 아

유시리다라가 和林에서 죽자, 동생 토구스테무르(脫古思帖木兒)가 

繼位하여 이후 明軍의 공격을 받아 궤멸되는 시기까지 10년간 北元

政權을 이끌었다. 

흔히 명태조가 南京에서 황제로 즉 하고 북벌군이 大都를 함락시

켜 북 국을 석권한 공민왕 18년(洪武 원년, 1368)을, 明朝가 元朝를 

체하여 국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해로 도식 으로 생각하기 쉽

다. 그런데 和林의 北元政權은 우왕 14년(洪武 21, 1388)에 遠征을 온 

明軍에게 격 되어 소멸될 때까지 20년간 ‘北元’이란 국호로 요동의 

나하추(納哈出) 등 元 잔여세력과 연합하고, 때로는 고려와도 제휴

를 추구하며 국으로 권토 래할 기회를 끈질기게 노리고 있었다. 

따라서 명태조가 명실상부하게 국통일을 달성한 해는 明太祖 즉  

후 20년이 지나 北元政權이 완 히 궤멸하는 우왕 14년(洪武 21, 1388)

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3) 

明이 후일 遼東都指揮使司 즉 遼東都司로 발 하게 되는 遼東衛를 

遼陽에 설치하게 된 것은 恭愍王 20년(洪武 4, 1371)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明이 겨우 遼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음

을 의미할 뿐, 요동의 부분 지역에는 元 잔여세력이 남아 있어 明

軍의 진출에 완강하게 항하고 있었다. 고려도 명의 요동진출에 신

경을 곤두세우고 북원  나하추와 통교를 계속하고 있었다. 당시 명

의 시 한 과제는 우선 요동에 산재한 元 잔여세력을 일소하고, 明軍

이 거 으로 삼을 수 있는 衛所의 건설을 확 시켜 궁극 으로 北元

政權을 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시기에 遼東都司 산하의 25

3) 吳晗, 1965 ≪朱元璋傳≫ ; 박원호 옮김, 2003 ≪주원장 ≫ (지식산업사, 서울)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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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衛가 단계 으로 설치되어 가는 時點과 地點을 먼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明代 遼東都司 25衛의 設置 時點4)

명칭 연도(洪武) 연도(高麗) 치 移設 時點과 位置

1 定遼後衛 洪武 4년 恭愍王 20년 得利瀛城 洪武 9년에 遼陽城北으로 移設

2 定遼左衛 洪武 6년 恭愍王 22년 遼陽城  

3 定遼右衛 후에 鳳凰城堡로 移設

4 定遼前衛 洪武 8년 禑王 1년

5 金州衛 金州城

6 海州衛 洪武 9년 禑王 2년 海州城

7 盖州衛 盖州城

8 復州衛 洪武 14년 禑王 7년 復州城

9 定遼中衛 洪武 17년 禑王10년 遼陽城

10 東寧衛 洪武 19년 禑王12년 遼陽城西北

11 義州衛 洪武 20년 禑王13년 瀋陽城

12 三萬衛 斡朶里城 洪武21년(禑王14년)에 開原에 移設

13 鐵嶺衛 黃城
洪武21년 奉集으로 移設, 26년에 嚚

州로 다시 移設 

14 遼海衛 洪武 23년 恭讓王 2년 牛家莊 洪武26년 三萬衛城北으로 移設

15 廣寧衛 廣寧城

17 廣寧中屯衛 洪武 24년 恭讓王 3년 錦州城

18 廣寧左屯衛 遼河西 후에 錦州城으로 移設 

19 廣寧右屯衛 洪武 26년 太祖 2년 十三山堡 후에 錦州城으로 移設

20 廣寧前屯衛 瑞州城

21 廣寧後屯衛 懿州 永樂 8년 義州城으로 移設  

22 廣寧中衛 廣寧城

23 廣寧左衛 廣寧城

24 廣寧右衛 大凌河堡 建文 4년 寧遠城으로 移設  

25 寧遠衛 宣德 5년 世宗 12년 寧遠城

4) 李治亨 主編, 2003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鄭州) 330～332. 이 책에 

정리되어 있는 요동도사 25衛의 설치에 한 자료에 기 하여 이 표를 작성

하 으며, 三萬衛와 鐵嶺衛의 移設에 한 부분은 필자의 견해를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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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明代 遼東都司 25衛의 設置 地點

앞의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三萬衛와 鐵嶺衛가 설치되는 

우왕 13년(홍무20, 1387)은 요동도사 산하 25衛 에서 11개 衛가 설

치 완료된 단계 다. 11개 衛는 즉 定遼後衛, 定遼左衛, 定遼右衛, 定

遼前衛, 金州衛, 海州衛, 蓋州衛, 復州衛, 定遼中衛, 東寧衛, 義州衛이

다. 이들 11개의 衛를 연결해보면, 瀋陽으로부터 遼陽—海州—蓋州—

復州를 거쳐 요동반도의 최남단인 金州까지 뻗어 내린 一線을 그을 

수가 있다. 이 線이 바로 삼만 와 철령  설치 직 , 요동에 진출해 

있던 明軍의 前線이었다.

遼東의 元 잔여세력 에서는 나하추의 세력이 가장 강하 다. 그

러므로 이 기간에 명은 나하추를 고립시키며 당시 부이르호(捕魚兒

海) 부근으로 이동해 있던 北元의 주력을 압박하기 한 비를 착

착 진행시켰다. 禑王 13년(洪武 20, 1387) 6월 나하추는 馮勝이 20만

의 大軍을 이끌고 金山으로 육박하자, 더 이상의 항을 포기하고 마

침내 明軍 앞에 투항하고 말았다. 나하추의 항복은 요동 정세를 一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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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사건으로서, 이후 14세기 후반 요동에 크고 작은 연쇄  변

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명태조가 삼만 와 철령  설치를 명한 것은 

바로 나하추가 투항한지 6개월 후의 일이다. 

명태조가 처음 철령 의 설치를 명한 ≪明太祖實 ≫ 洪武 20年12

月壬申 條의 記事는 다음과 같다.5)

戶部에 명하여 고려왕에게 咨文을 보내도록 했다. 즉 철령의 

북․동․서쪽은 옛날 開原에 속했으므로 그 토착 軍民인 女眞․韃

靼․高麗人 등을 遼東이 통할하도록 하고, 철령의 남쪽은 부터 

고려에 속했으므로 人民은 모두 그 나라 할에 속하도록 하라. 境

界와 疆域을 바로 잡으니 각기 지키도록 하며, 다시는 침범하고 넘

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명태조의 뜻은 賀聖節使로 南京에 와 있던 偰長壽가 이

듬 해 2월에 돌아와 아래의 聖旨를 함으로써, 고려 조정에 알려졌다.

철령 이북은 원래 元에 속했으므로 아울러 요동에 귀속하게 하고, 

그 나머지 開元․瀋陽․信州 등 처의 軍民은 復業을 하도록 하라.6)

그런데 偰長壽가 귀국보고하기 직  같은 달 2월에, 西北面都按撫

使 崔元沚의 다음과 같은 첫 번째 보고에 의해 고려 조정은 이 사태

를 어느 정도 악하고 있었다.

요동도사가 承差 李思敬 등을 보내 압록강을 건  榜文을 붙

다. “戶部는 聖旨를 받드노라. ‘철령 以北․以東․以西는 원래 開原

에 속하 으므로, 할 하에 있는 軍民으로 漢人․女眞․韃靼․高

麗人은 과 같이 요동에 속하게 하라’”7)

5) ≪明太祖實 ≫ 卷187, 洪武 20年 12月 壬申 “命戶部咨高麗王, 以鐵嶺北東西

之地, 屬開原, 其土著軍民女眞韃靼高麗人等, 遼東統之. 鐵嶺之南, 屬高麗, 

人民悉聽本國管屬. 疆境旣正, 各安其守, 不得復有所侵越.”

6) ≪高麗史≫ 列傳 卷50, 辛禑 14年 2月 庚申

7) ≪高麗史節要≫ 卷33, 辛禑 14年 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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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史料에 등장하는 ‘鐵嶺’은 이미 和田淸이 입증한 로 함경

도 南端의 山嶺인 鐵嶺을 가리키는 것임은 분명하다.8) 명이 철령 이

북의 軍民을 요동도사 할 하에 두겠다는 방침은 고려에게는 공민

왕 5년(1365)에 실력으로 수복한 성총 부 지역을 明이 다시 회수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벌써 23년  그러니까 朱元璋 집단

이 明이란 국호를 세우기 3년 에, 무력으로 元 세력을 직  몰아내

고 수복했던 토를 고려가 쉽게 내어놓을 수는 없었다. 禑王은 5道

의 城을 수리하도록 하고 西北에 여러 元帥를 견하여 事變에 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기회에 요동경략을 한 明의 심 기지인 

요동도사를 공격할 계획을 門下侍中 최 과 密議하 다. 한 坊里

軍을 동원하여 漢陽 中 城을 補修하도록 지시하며, 明에 무력으로 

항할 결의를 다졌다.9) 

우왕은 군사  비에만 그치지 않고 동시에 외교  수단도 함께 

강구하 다. 密直提學 朴宜中을 남경에 보내 철령 이북의 땅 즉 이  

성총 부의 유래를 설명하며, 이 땅이 원래 고려의 토 음을 역

설하게 하 던 것이다.10) 그런데 이보다 앞서 명에 견되었던 鄭夢

周가 요동에서 입국조차 하지 못하고 1월에 돌아 왔으며, 이어 폐쇄

된 貢路를 열어  것을 요청하기 해 다시 명으로 견된 趙琳도 

명태조가 내린 명령에 의해 요동에서 입국조차 못하고 귀환함으로

써,11) 고려 조정에서는 明을 잠재 인 敵國으로 간주하는 분 기가 

고조되어 갔다. 그리하여 南京을 향해 떠난 박의 의 귀환을 기다리

지 않은 채, 마침내 요양의 요동도사를 공격하는 고려의 원정군이 출

동했던 것이다.

8) 和田淸, 1955 ≪東亞史硏究(滿洲編)≫ (東洋文庫, 東京) 312～321

9) ≪高麗史≫ 列傳 卷50, 辛禑 14年 2月 庚申

10) ≪高麗史≫ 列傳 卷50, 辛禑 14年 2月 庚申

11) ≪高麗史≫ 列傳 卷50, 辛禑 14年 1月 庚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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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鐵嶺衛의 撤  理由 

漠北의 和林으로 패주했던 몽골은 동쪽 부이르호 부근으로 이동하

여 세력을 회복시켜가며 호시탐탐 다시 南進할 꿈을 버리지 않고 있

었다. 요동으로 진출하는데 최 의 장애 던 나하추를 제거한 명태

조에게는 北元政權이 부흥할 수 없도록 철 한 타격을 가해 완 히 

멸시켜버리는 것이 國防上 가장 시 하고도 요한 과제가 되었

다. 명은 이제 大軍을 요동 경유로 北進시키는 일도 가능하게 되었

다. 명태조는 그동안 고려가 북원과 통교를 계속해오고 있고 아울러 

여진을 무하려는 기세가 엿보이자, 고려를 극도로 불신하며 경계

해 왔다. 따라서 나하추를 굴복시킨 명태조는 고려가 다시는 몽골 잔

여세력과 손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 한 여진을 포섭할 수 없도록 

양자의 연결을 차단시키는 일이  하나의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명태조는 나하추를 굴복시킨 시 에 원래 元의 開元路를 

수하며, 고려의 세력범 부터 먼  한정시켜야 하겠다는 다소 성

한 발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사실 이 시 에 元 開元路의 할

지역을 그 로 이어 받겠다는 발상은 明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넓은 元 開元路 할의 성총 부의 최남단이 

바로 함경도와 강원도 경계인 철령이었다. 철령 이북의 여진인·몽골

인․고려인을 할할 철령 의 설치가 시도되는 禑王 13년 12월은 

바로 나하추의 항복을 받은 明이 北元의 主力 토구스테무르를 격멸

시킬 목 으로 藍玉의 15만 군을 출동시켜 놓은 시 이었다.12) 명

으로서는 明軍이 북원과 결하는 틈새를 이용하여, 고려가 요양의 

요동도사를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만 했다. 

따라서 이 게 北元을 격멸하기 한 원정군을 견해 놓은 시

에, 명은 끊임없이 北進을 모색하고 있는 고려의 머리꼭지를 러 고

12) ≪明史≫ 列傳 卷20, 藍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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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들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실하 다. 이 때문에 아직 여러 가

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두만강 유역 

즉 斡朶里 지역에 三萬衛, 그리고 압록강 유역 黃城에 鐵嶺衛의 설치

를 동시에 추진하 던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일 의 여진·몽골·고려

인들을 조직하여 明의 衛所 할하에 두어 고려의 세력범 를 한정

시키고, 요동을 향하여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하는 방 제로 삼

고자 하 던 것이다. 철령 보다 2년 앞서 설치된 東寧衛도 衛所의 

구성분자가 歸附해 온 여진․몽골․고려인을 심으로 편성되었던 

에서는 철령 와 유사하다.13) 

그런데 철령  설치 등 명태조의 원래 계획이 고려의 방해에 의해 

철되지 못하 다는 견해가 있고,14) 는 명태조가 고려의 외교  

속임수에 넘어갔고, 北元을 공격해야 할 정치  필요성 때문에 철령

를 奉集으로 철퇴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15) 고려의 외교 활동

에 의해 명태조가 원래의 철령  설치를 포기하 다는 주장은 이미 

當代부터 존재하 다. 를 들면 박의 의 외교  활약에 의해 명태

조가 물러섰다는 기록이나,16) 명으로 하여  철령  설치를 포기하

게 만든 것은 雙城 땅의 유래를 논리정연하게 진술한 자신이 지은 

表文 때문이었다는 權近의 주장이 그것이다.17) 물론 명태조가 衛所

를 移設하게 된 진짜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박의 이나 권근은 스

스로 그 게 믿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박의 이 南京에 도착하여 철령 이북으로부터 공험진까지가 고려

의 토임을 강조한 表文을 명태조에게 올린 것이 우왕 14년(홍무 

13) ≪明太祖實 ≫ 卷178, 洪武19年 7月 癸亥. 東寧衛는 洪武 13년부터 설치되어 

있던 東寧․南京․海洋․草河․女直 5개 千戶所의 상  기구로 설치된 것이

다. ≪明史≫ 卷41, 地理志, 山東, 遼東都指揮使司

14) 姜龍範․劉子敏, 1998 <明太祖在位時期大明 高麗的關係> ≪延邊大學學報(社

科學版)≫ 61

15) 張杰․王虹, 2003 <明初朱元璋經營鐵嶺以北元朝 疆始末—兼論明餘高麗的界

務交涉> ≪中國東北邊疆硏究≫ (中國社 科學出版社 北京) 87

16) ≪高麗史≫ 列傳 卷25, 朴宜中

17) ≪朝鮮太祖實 ≫ 卷12, 6年 12月 壬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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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388) 4월이었다. 고려의 표문을 받은 명태조가 禮部尙書 李原名

에게 발언한 내용이 ≪明太祖實 ≫과 ≪高麗史≫에 각각 다음과 같

이 기록되어 있다.  

몇 개의 州가 고려가 말한 로라면 모두 귀속시켜 주어야 할 것 

같다. 이치와 형세로 말하자면 기왕에 원나라에 속했으니, 지  마땅

히 요동에 속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철령은 이미 衛를 두었고 屯兵이 

지키며 백성들은 각기 소속이 있다. 고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 

한 고려 땅은 부터 압록강을 경계로 삼아 스스로 다스려 왔다. 그

러나 국 역  왕조로부터 여러 차례 정벌 당한 것은 들이 스스로 

紛爭의 단 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  다시 철령을 구실로 삼는 것

은 紛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 나라 작은 夷狄과는 원

래 따지지를 말아야 하나 그 거짓과 속임의 정황은 살피지 않을 수 없

도다. 부는 마땅히 짐이 말한 바를 그 국왕에게 咨文으로 보내, 자

기 직분에 맞도록 하고 紛爭을 일으키지 않도록 일러라.18)   

고려의 표문에는 철령 人戶에 한 일에 해, 祖宗 이래 文․和․

高․定州 등은 본래 고려에 속했다고 한다. 왕이 말한 로라면 그 

땅은 고려에 속해야 할 것이다. 이치와 형세로 말하자면 그 몇 州는 

에 元의 지배를 받았으니, 지  요동에 소속되어야 한다. 고려의 

말은 가볍게 믿을 수 없으니, 반드시 자세히 살핀 후라야 할 것이다. 

… 이제 철령 땅은 왕국에서 해명이 있었다. 탐라 섬은 옛날 원세조

가 牧馬하던 곳인데, 지  원나라 자손으로 歸附해 오는 무리가 많아 

朕은 後嗣를 끊지 않고 諸王을 섬에 안치시켜 戍兵 수만으로 지키게 

하며, 兩浙에서 양식을 공 하여 元 後嗣를 살리고 元 자손들이 섬에

서 유유자 하며 살도록 해야겠다. 그 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19)

거의 동일한 내용이 명 측과 고려 측에 함께 기록되어 있어, 이 史

料의 신빙도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그런데 명태조는 몇 개 州의 땅

은 돌려주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明이 원래 元 開元路

18) ≪明太祖實 ≫ 卷190, 洪武21年 4月 壬戌

19) ≪高麗史≫ 列傳 卷50, 辛禑昌 14年 6月 辛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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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명태

조가 철령 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1개월 에 

철령 를 奉集으로 撤 시켜 설치하 기 때문일 것이다. 철령  설

치에 반발하는 고려의 태도에 해서는 분쟁을 일으켜 北進하려는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있다. 결국 명태조는 

고려를 쉽게 신뢰해서는 안 되니 정황을 더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뜻

을 피력하는 가운데, 고려 측의 해명이 합당하다면 꼭 고집할 의사가 

없음을 은연  내비쳤다고 볼 수 있다. 

그 지만 ‘철령’ 이북은 부터 고려의 할이 아니었다고 하던 명

태조가 여기서는 고려는 부터 “압록강을 경계로 다스려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은 얼핏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의할 은 

명태조가 말한 ‘압록강’은 강의 하류 특히 압록강의 河口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려의 서북방 쪽 경계는 元代 이  金代부터 

압록강 하구 으며, 다만 동북방 쪽 경계가 성총 부를 수복하기 

이 까지는 함경도 南端의 철령이었던 것이다.20) 그러므로 공민왕 5

년(1365) 성총 부를 수복하기 이 까지 체 인 국경은 압록강 

河口로부터 함경도 철령을 비스듬히 연결하는 선이었다. 

명태조가 부상서 이원명에게 말한 내용 속에 언 된 “이제 철령 

땅은 왕국에서 해명이 있었다(今鐵嶺之地, 王國有辭)”의 의미를 정

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국역 고려사≫에는 명태조가 

“이제 철령 땅은 왕국에서 말이 있으나”라고 번역하 고, ≪북역 고

려사≫에는 “이제 철령 땅에 하여서 귀국에서 잔말이 있다”라는 

식으로 번역하여, 각각 고려의 요청을 명태조가 부정 으로 받아들

이는 것으로 해석하 다. 그러나 이를 “이제 철령 땅은 왕국에서 해

명이 있었다”는 식으로, 고려의 요청이 一理 있다는 정 인 뜻으

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바로 뒤를 이어 

명태조가 耽羅 섬은 옛날 元世祖가 牧馬하던 곳으로 이제 귀순해 온 

20) 楊昭全 何彤梅, 2001 ≪中國—朝鮮․韓國關係史≫ 下, (天津人民出版社, 天津)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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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皇室 자손들을 그곳에 두려고 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철령 땅에 해서는 고려 주장을 묵인해주는 신 耽羅에 元 

皇室 자손들을 안치시키려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게 정 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조선 에도 

명태조의 이 언 을 정 으로 해석했다는 사실이다. 朝鮮太祖 6년

에 權近이 국왕에게 올린 上書와 朝鮮世宗 23년에 明英宗에게 올린 

奏本 속에 다음과 같이 과거의 일이 각각 언 되어 있다.

上國이 鐵嶺에 衛를 세우고자 했을 때 臣이 表文을 작성하 고, 

回咨를 받들어 보니 ‘鐵嶺의 사연은 王國에서 해명이 있었다’라고 

하 습니다. 이로부터 나라에 東北에 한 걱정이 더 이상 없어지

게 되었습니다.21)

洪武 21년 2월 18일에 本國에서는 陪臣 朴宜中을 보내어 奏請하

기를 “公險鎭 이남으로부터 鐵嶺까지는 원래 本國의 토지이오니, 

바라옵건  그 로 本國에 속하게 하소서” 하 는데, 그 해 6월 12

일에 받은 禮部咨文에 “그해 4월 18일에 李源名 등 官이 大庖西에

서 聖旨를 공경히 받들었는데, ‘鐵嶺의 사연은 王國에서 해명이 있

었다’라고 하 습니다”.22)

조선 에 이르러서도 ‘鐵嶺之故, 王國有辭’란 명태조의 발언을 고

려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근거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왕국에서 해명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명태조가 고려의 주장에 해 

어느 정도 양해하고 묵인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박의 이 남경에 도착한 때가 우왕 14년 4월이고, 黃

城에서 설치 비가 진행 이던 철령 를 돌연 奉集에 설치한 것은 

3월이었으며, 이때 명은 황성을 심으로 江界 등지에서 무해 왔

던 ‘夷民’들을 거 집으로 이주시켰다. 철령 와 함께 설치되었던 

두만강 유역의 삼만 가 開原으로 移設된 것도 바로 이때 다. 박의

21) ≪朝鮮太祖實 ≫ 卷12, 6年 12月 壬寅

22) ≪朝鮮世宗實 ≫ 卷92, 23年 1月 丙午



鐵嶺衛 설치에 한 새로운   117

이 남경에 도착하여 미처 외교 활동을 펼치기도 에, 그동안 설치 

작업이 개되어 오던 철령 와 삼만 가 불과 4개월 만에 먼  철

퇴해버린 것이다. 그 다면 철령 가 移設된 진짜 이유를 박의 의 

외교활동 외의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나, 그 다고 해

서 그 이유를 고려의 군사  항에서 찾기도 어렵다. 최 의 요동정

벌군이 출동한 것은 4월이고, 명태조가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시기는 

6월경이었을 터인데,23) 명은 이미 3월에 철령 를 奉集으로 철퇴시

켰기 때문이다. 그 다면 명태조가 두만강 방면의 삼만 와 압록강 

방면의 철령 를 동시에 설치를 시도했다가 같은 시기에 동반 철퇴

시킨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본 원인은 고려의 응 여부와 

계없이 당시 明軍 자체가 안고 있던 內的 要因과 함께, 요동 정세

의 변화에 따른 外的 要因에 基因하고 있을 것이며, 박의 이 가져간 

표문은 명태조가 이미 변경한 략을 재확인하고 고려의 주장을 묵

인하는데 미세한 향만을 주었으리라고 단된다. 

우선 추론이 가능한 내  요인부터 먼  검토해보기로 한다. 나하

추 세력을 평정하여 건국 후 20년간의 難題를 해결하고 北元 토구스

테무르의 격멸을 앞에 둔 명태조는 크게 고무된 나머지, 요동의 여

진을 장악하고 고려를 제압할 낙 인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당시 

명군은 요동도사가 치한 요양으로부터 元 잔여세력이 지배해 왔던 

역을 단계 으로 경략해나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단번에 압록

강과 두만강 유역으로 躍進하여 고려와의 경계부터 먼  는 작업

을 先行시켰다. 이는 明軍이 발해만을 끼고 있는 遼西 지방을 일단 

내버려 둔 채, 海路로 遼東半島에 상륙하여 요동경략을 시작하 던 

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나하추를 제거한 명태조는 일단 元이 성총 부 지역을 직할하던 

시기를 기 으로 삼아 요동에서 元의 옛 할지역을 완정하게 그

로 물려받고자 하 다. 그 게 함으로써 고려가 몽골  여진과 연결

23) ≪高麗史≫ 列傳 卷50, 辛禑 14年 6月 丙午



118  韓國史硏究 (136)

하는 것을 차단하며, 한 고려가 지배할 수 있는 세력범 를 략 

한정시키겠다는 발상이었다. 그 지만 압록강·두만강 유역으로 향한 

明軍의 속한 진출은 곧 실의 높은 벽에 부딪쳤다. 무엇보다도 三

萬衛와 鐵嶺衛는 요동경략을 한 명의 심 基地인 요동도사로부터 

거리가 무 떨어져 있었고, 간지 의 경략을 생략한 터이라 衛所

의 설치와 유지에도 많은 난 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驛站과 같은 

계기지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補給線이 무 길어져 특

히 군량 보 에 어려움이 컸다. 더욱이 그 때까지 교류가 없었던 女

眞을 상 로 衛所를 운용한다는 것도 험 부담이 매우 컸다. 斡朶里

에 삼만 의 설치를 해 출동한 指揮僉事 侯史家奴가 군량의 지속

인 보 이 어려워 군 의 퇴각을 명태조에게 주청하고, 開元으로 

돌아가는 도 , 野人 劉憐哈 등의 습격을 받았다는 ≪明太祖實 ≫ 기

사는 이 시기 明軍의 어려운 정황을 압축 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24)

당시 요동 明軍의 군량 보 은 山東의 登萊로부터 遼東의 旅 口

까지 海路로 운송되어 일단 牛家莊에 集積한 다음, 다시 요동 각지로 

운송하는 시스템이었다. ≪高麗史≫의 “요동의 식량수송 선박이 표

류하여 西海 여러 섬에 닿았다”는 記事는 바로 이 무렵에 요동으로 

군량을 수송하던 선박이었을 것이다.25) 명태조는 요동의 불안정한 

군량공  문제를 해결하기 해, 황무지는 넓고 인구는 은 ‘土曠人

稀’ 땅 요동에 屯田을 장려하 지만, 토지를 개척하고 농경에 종사할 

人力 確保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요동의 軍糧을 

屯田으로 자 할 수 있게 되어, 명태조가 海運을 정지시키는 것은 이

로부터 10년 후인 조선태조 6년(홍무 30, 1397)의 일이다.26) 그러므

로 철령 를 집에 설치하기로 하고 삼만 도 개원으로 옮길 때, 원

래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 치한 ‘夷民’을 함께 移住시키는 人力 

確保 략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4) ≪明太祖實 ≫ 卷189, 洪武 21年 3月 辛丑

25) ≪高麗史≫ 列傳 卷49, 辛禑 13年 5月

26) ≪明太祖實 ≫ 卷255, 洪武 30年 9月 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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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外的 要因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 무

렵 北元의 주력 토구스테무르를 격멸한 명은 요동 략을 다시 조정

하며, 그동안 遼東 地方에 비해 상 으로 소홀했던 遼西 地方에 

한 經略에 더욱 힘을 쏟게 되었다. 北元에서 투항해 온 몽골인들을 

히 安置시켜야 할 필요성이 두되었기 때문이기도 하 다. 여

기에는 요동경략의 우선순 를 조정하는 명의 략 변화가 깔려 있

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명은 요동도사로부터 동쪽으로 압록강 변의 

철령 를 거쳐 두만강 변의 삼만 로 연결되는 국방선을 그으려던 

략에서, 요동반도 南端 金州로부터 北上하여 요동도사가 있는 요

양에 이르는 기존의 방어선을 더욱 북쪽으로 연장시켜 瀋陽—鐵嶺(鐵

嶺衛가 奉集에 설치된 지 5년 후, 다시 移設된 재의 鐵嶺 )—開原

(三萬衛)으로 연결되는 방어선을 치게 된 것이다. 이는 고려가 여

진․몽골과 연결하거나 北進하려는 것을 쇄하려던 다소 이상 인 

략에서, 먼  主敵인 몽골을 여진이나 고려로부터 갈라놓는 실

인 략으로 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7) 뒤이어 고려 내부에서 

그동안 명에 이었던 최 이 요동정벌군의 회군으로 실각하고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한 사실을 악하고 난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해서는 한결 여유있게 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후 明은 나하추의 항복과 토구스테무르의 궤멸에 따른 몽

골 장병의 잇단 歸附로 이듬 해 泰寧衛․朶顔衛․福余衛의 이른바 兀

良哈 3衛의 설치에 치 하게 되었다. 兀良哈 3衛는 처음 大寧都司에 

속되었다가, 이후 조선태종 3년(永樂 1, 1403)에 奴兒干都司가 설립

될 때부터 이에 속되었다.28) 명은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돌아 볼 

여유를 한동안 가지지 못하다가, 14년이 지나 明成祖가 즉 하고 나

서야 이 지역에 한 심을 다시 부활시키게 된다. 조선 태종 3년(

27) 和田淸, 1934 <앞 논문> 324～325. 和田淸도 일 이 “明初 外國經略의 방침은 

두 敵의 사이를 끊어 연락을 하는 것이었다는 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이 

을 언 하 다.

28) 李健才, 1986 ≪明代東北≫ (遼寧人民出版社, 瀋陽)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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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1, 1403)에 明成祖의 집요한 노력 끝에 비로소 衛所制를 용한 女

眞의 첫 羈靡衛所인 建州衛가 설치되었으며, 다시 9년 후 建州左衛가 

建州衛로부터 분리 설치되었다. 建州衛가 설치된 지 이 바로 철령

가 처음 설치 정이었던 黃城 부근이고,  建州左衛는 바로 지난날 

三萬衛가 처음 설치된 지 이었다는 사실은 특히 길을 끈다.    

Ⅳ. 領土의 歸屬과 人民의 管轄

  

이제 명태조의 철령  설치 기도가 과연 고려에 한 ‘領土 野慾’

이나 ‘侵略 野慾’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차례이다. 

처음에 명태조가 옛 성총 부 지역을 수하려는 원칙을 제시하

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명이 고려의 ‘ 토’가 탐이 나 

이를 빼앗아 국토를 넓히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왜냐하면 명은 요동의 元 잔여세력을 숙청하자, 이제 국경이 맞

닿게 된 고려와의 계에서 성총 부가 元에 직속되어 있었던 시

기를 기 으로 삼아 경계선을 그으려고 하 을 따름이다. 고려의 입

장에서 볼 때는 이 지역은 이미 23년 에 元 세력을 축출하고 수복

한 땅이지만, 明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지역은 이제 막 元 잔여세력을 

일소하고 요동 역을 수하려는 시 이었다. 말하자면 명태조는 

요동에서 원나라의 옛 할지역을 완정하게 그 로 물려받고자 하

을 따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물론 명태조 자신은 고려의 토를 

빼앗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명태조는 공민왕 22년(洪武 6, 1373) 이래 고려를 노골 으로 不信

하기 시작하며 자주 ‘征伐하겠노라’라는 말을 되풀이 해왔다.

내가 만약 희를 정벌한다면 明州에서 해선 5백 척, 溫州에서 5

백 척을 만들고 泉州․太倉․廣東·․四川에서 3개월 내에 7～8천 

척을 만들어 드러내어 놓고 원정을 나갈 것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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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혹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고 망령되게 事端을 일으킨다면, 

天災와 人禍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왕은 이것을 살필지어다.30)

만일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舳艫 수천 척과 精兵 수십만 명으

로 돛을 올려 東으로 나아가 使 가 어디 있는가를 특별히 물을 것

이니, 비록 그 무리를 모두 다 죽이지 못할지라도 어  태반은 사로

잡지 못하겠는가. 과연 감히 가볍게 여길 것인가.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조는 고려에 해 武力을 행사할 의사는 

없었으며, 더구나 실질 으로 侵攻을 비한 도  없었다. 오히

려 명태조가 靖寧侯 葉升에게 내린 勅諭 속에, “遼의 땅은 東으로 압

록과 경계를 이루고 北으로는 막한 변방과 인 하고 있으므로, 머

리를 많이 쓰지 않으면 미연에 지켜낼 수가 없을 것이다”32)고 언

한 것처럼, 明은 어디까지나 방어 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므

로 征伐을 시사하는 수많은 발언은 고려의 요동진출을 억제하려는 

목 에서 발한 경고이자 이었지, 실제 征伐을 한 구체  비

에 착수한 이 없었다. 명태조는 고구려 征伐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나라마  멸망  한 隋煬帝를 다음과 같이 貶下하 다. 

옛날 황당한 군왕으로 隋煬帝와 같은 자는 토를 넓히려고 잘못

된 쟁을 일으켜 후세 사람들로 하여  그를 비웃게 만들었으니, 

내 마음속으로 가장 싫어하는 바이다.33)  

이때보다 10년이 지난 조선 기에 鄭道傳을 심으로 요동공벌이 

비되고 있을 무렵, 이런 움직임을 察知한 五軍都督府와 兵部가 朝

鮮을 征討하자고 건의했을 때도, 명태조는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를 기각한 일도 있었다.

29) ≪高麗史≫ 世家 卷44, 恭愍王 22年 7月 壬子

30) ≪高麗史≫ 世家 卷44, 恭愍王 23年 6月 壬子

31) ≪高麗史≫ 列傳 卷47, 辛禑 5年 3月

32) ≪明太祖實 ≫ 卷163, 洪武17年 7月 己未

33) ≪高麗史≫ 世家 卷43, 恭愍王 21年 9月 壬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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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조선과의 분쟁을 그치고자 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  하기 

함이라.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백성에게 재앙

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부로 하여  문서로 질책하도록 하고, 그

래도 그들이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때 토벌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34) 

명태조는 평소에도 주변국에 해서 “海外 蠻夷의 나라가 국에 

憂患이 된다면 토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의 憂患이 되지 않는 

데도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35) 특히 고

려에 한 명태조의 인식은 철 하게 “고려는 산과 바다로 가로막힌 

궁벽한 곳의 東夷로서 우리 국이 다스릴 바는 아닌” ‘非我中國所治’

의 나라 다.36) 명태조가 子孫들을 警戒시킬 목 으로 편찬한 <皇明

祖訓>에서, 앞으로 ‘정벌해서는 안 될 나라’ 즉 ‘不征之國’ 속에 ‘朝鮮

國 卽 高麗’를 맨 먼  포함시키고 다음과 같이 훈계하 다.  

四方의 諸夷들은 모두 산과 바다로 가로막  한 쪽 귀퉁이에 치

우쳐 있어, 그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공 할 수가 없고, 그 백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부릴 수가 없다. 만약 그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

고 우리의 邊境을 어지럽힌다면 그들에게 좋지 못할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후세의 자손들이 국의 富强함을 믿고 한 때의 

戰功을 탐하여, 이유 없이 군사를 일으켜 人命을 殺傷해서는 안됨

을 명심하도록 하라. 다만 胡戎과 西北 邊境이 서로 가까워 여러 세

에 걸쳐 쟁을 치르는데, 반드시 장군을 선별하고 순사를 훈련

시켜 항시 삼가 비해야 한다.37) 

명태조가 고려에 해 특별한 ‘ 토 야욕’을 지니지 않았다는 을 

알려주는 史料는 지 않다. 이와 같은 명태조의 사고방식을 드러내

어 주는 史料를≪明太祖實 ≫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34) ≪明太祖實 ≫ 卷257, 洪武 31年 4月 庚辰

35) ≪明太祖實 ≫ 卷68, 洪武4年 9月 辛未

36) ≪明太祖實 ≫ 卷221, 洪武25年 9月 庚寅

37) ≪洪武御製全書≫ <皇明祖訓> 祖訓首章 (黃山書社, 合肥)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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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고려를 보건 , 탄환 한 알처럼 偏僻된 구석에 있고 풍속이 

히 달라, 사람을 얻는다 해도 人口를 늘이기에 모자라고, 땅을 

얻는다 해도 疆土를 넓히기에 모자란다. 歷代에 걸쳐 征伐을 받게 

되었던 것은 모두 자기가 분규를 일으킨 때문이지, 처음부터 국

이 땅을 탐내 병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38)

철령  설치를 보는 은 먼  명태조의 遼東戰略을 통해 악

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명태조의 ‘領土 野慾’, ‘侵略 野慾’이

라든지,39) “명나라 통치배들의 더욱 커가는 침략야욕”40) 는 “드디

어 고려에 침략의 손을 뻗쳐 철령 이북․이동․이서의 땅을 회수한

다는 이른바 철령  설치를 들고 나왔다”41)는 등과 같은, 에 박힌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철령  설치에 한 최 의 기록으로서, 명태조의 의도를 잘 

나타내어 주는 앞에서 인용한 ≪明太祖實 ≫의 洪武20年12月壬申 條

의 기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기로 한다.42) 명태조는 ‘철령 

북․동․서쪽의 땅’과 ‘철령 남쪽’을 분명히 나 고 있다. 그러면서도 

철령 북․동․서쪽의 땅은 에 開元路에 속했으니 ‘土著軍民 女

眞․韃靼․高麗人’을 요동도사가 ‘統轄’하도록 하고, ‘철령 남쪽’은 

에 고려에 속했으니 인민은 모두 그 나라가 ‘管轄’하도록 하라는 것

이다. 명태조는 이 지역의 ‘ 토’와 ‘인민’ 모두에 한 심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명태조가 ‘領土’보다 

‘人民’, 즉 ‘땅’보다 ‘사람’에 더욱 비 을 두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다. ‘사람’은 ‘땅’ 에서 삶을 하므로 땅과 사람은 불가분의 

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땅’은 옮길 수 없어도 ‘사람’은 이주할 수 있

으므로, 이 두 가지 요소 에서 ‘사람’을 보다 우선하는가 아니면 ‘땅’

38) ≪明太祖實 ≫ 卷228, 洪武 26年 6月 壬辰

39) ≪조선통사(상)≫ 198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오월) 280～281

40) ≪조선 사≫ 7, 세편, 고려사2, 1979, (과학․백과사 출 사) 287 

41) 金成俊, 1990 <고려말의 정국과 원․명 계> ≪한국사≫ 20 (국사편찬 원

회, 과천) 381

42) 각주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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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시하는가의 미묘한 정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물론 ‘사

람’에 심을 둔다는 것은 물론 ‘人權’이 아니라 ‘人力’ 즉 인간의 노동

력에 한 심을 말한다. 그런데 철령 지역의 귀속을 둘러싼 명과 고

려의 갈등에서 특별히 유의할 은, 명은 상 으로 ‘사람’에 집착하

고, 고려가 오히려 ‘땅’에 보다 집착하 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시 에 명이 요동의 人力 確保에 진력하고 있는 사례는  찾

아 볼 수 있다. 이때보다 2년  우왕 12년(홍무 19, 2386)에 명은 고

려에 해 “己亥年에 寇賊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 온 瀋陽 軍民 4만

여 戶를 刷還해 주도록” 요구한 일이 있었다.43) ‘己亥年의 避寇’라면 

즉 요동에서 紅巾賊의 入寇를 피해 고려에 들어온 피난민을 가리키

는데, 이는 벌써 28년 의 사건으로서 明朝의 수립 이 에 일어난 

일이다. ‘軍民 4만여 戶’란 다소 과장된 숫자이었던 듯, 고려는 결국 

3백여 명을 송환시켜 주고 이를 마무리하 다.44) 한 철령 가 설

치되는 시 보다 12년 후인 朝鮮定宗 2년(建文 2, 1400), 明에서 內戰

이 일어나자 많은 피난민과 패잔병이 조선으로 려들어 왔다. 3년

간의 ‘靖難의 役’이라는 內戰 끝에 새로 帝位에 오른 明成祖는 이들 

‘漫散軍民’의 송환을 조선에 끈질기게 요구하 다. 조선은 이 요구에 

소극 으로 응하 으나, 끝내 1만 명 이상을 요동으로 송환시켜 

주지 않을 수 없었던 일도 있었다.45) 모두 이 시기에 명이 人力 確保

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철령  설치 당시 명과 고려 사이에 오간 외교문서를 분석하

여 보면, 역시 명은 ‘땅’보다 ‘사람’에 보다 집착하 던 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우선 명태조가 고려에 咨文을 보내도록 지시한 기 이 禮

部나 兵部가 아닌 戶部 다는 을 들 수 있다. 철령 의 설치 문제

를 다룬 많은 논문 가운데서도, 철령  설치를 고려에 통보한 부서가 

명의 ‘ 부’나 ‘병부’가 아닌 ‘호부’ 다는 을 주목한 논문은 지 까

43) ≪高麗史≫ 列傳 卷49, 辛禑 12年 12月 丁酉

44) ≪明史≫ 列傳 卷208, 外國1, 朝鮮

45) 朴元熇, 2002 ≪明初朝鮮關係史硏究≫ (一潮閣, 서울) 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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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 건도 없었던 바, 사실 명이 고려 는 조선에 발송하는 외교문

서는 朝貢을 장하는 禮部에서 咨文의 형식으로 발송하는 것이 기

본 이다. 禮部 이외에 兵部 는 左軍都督府에서도 咨文이나 箚付

를 보내기도 하고, 는 요동도사가 직  咨文을 보내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六部 에서 戶部가 직  咨文을 고려에 보내 온 것은 극

히 외 인 일에 속한다. 양국의 사신왕래 기사를 모두 검토해 보아

도 명의 戶部가 직  고려에게 문서를 보내 온 경우는 오직 이 한 사

례 밖에 찾을 수가 없었다.46)

명태조는 철령  설치문제를 기본 으로 領土의 귀속문제 보다 人

民 할 문제로 간주하 기 때문에, ‘戶口’, ‘賦稅’를 장하는 ‘戶部’

의 侍郞 楊靖47)에게 ‘人戶’의 할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이

다. 박의 이 가져 온 고려의 表文을 읽고 나서야 명태조는 朝貢을 

장하는 ‘禮部’의 尙書 李源名에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과 

비되는 일이다. 명태조가 철령 와 삼만 의 설치를 명한 것은 고

려의 세력범 를 설정해 주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실히 필요해질 

요동개척을 한 人力의 확보를 목 으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들 지역의 여진인․몽골인․고려인 등을 요동도사의 할의 衛所

에 편성함으로써, 앞으로 요동 개발을 한 人力을 증 시키고자 하

던 것이다. 철령 를 奉集에 설치할 때 劉顯이 江界 등지에서 招致

한 夷民 金完寄 등 2,700餘口를 奉集으로 이끌고 갔다는 사례도 人力 

確保를 한 명의 집요한 노력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48) 

철령  설치와 련해서 江界 등지에서 치한 夷民을 집단 으로 

奉集으로 이주시키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볼 때, 몽골의 ‘울루스(ulus)’

라는 개념을 머리에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블라디미르쪼 는 ‘울

루스(ulus)’에 해 아래와 같이 요약하 다. 

46) 劉菁華․許靑玉․胡顯惠 選編, 2005 ≪明實 朝鮮資料輯 ≫ (巴蜀書社, 成都)

47) ≪朝鮮太宗實 ≫ 卷7, 4年 5月 己未

48) ≪明太祖實 ≫ 卷189, 洪武 21年 3月 辛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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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루스라는 말은 일정한 유보하에 ‘采領, 屬領’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몽골인들은 순수한 유목민으로서 이 개념을 土

地보다는 人民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상 울루스라는 말의 

일차 인 의미는 바로 ‘인민’이다.49)

이 무렵은 明朝가 수립되고 나서 20년이 지났지만, 국사회 곳곳

에는 아직 몽골 통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시 이다. 특히 몽골 잔

여세력이 잔존해 있던 요동의 경우 몽골식의 향이 더욱 강하게 보

존되고 있었을 것이다. 명태조가 가장 심을 가진 것은 역시 성총

부의 ‘地土’라기보다 이와 같은 ‘울루스(ulus)’의 개념이 의미하는 

‘屬領’, 특히 ‘人民’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된다. 한편 요동개발을 

해서는 人力만이 아니고 畜力도 실히 요구되었으므로 같은 해에 

명태조는 屯田에 쓸 耕牛를 사들이도록 명하여, 요동도사가 5,700頭

의 소를 고려에서 사들인 일도 있었다.50) 末松保和가 일 이 지 하

듯이 종래 명이 고려에 한 물  요구가 馬匹에 그쳤는데, 이제 

耕牛를 요구하게 된 것은 요동경 의 진 으로 볼 수 있으니, 교역요

구 품목이 征戰의 도구로부터 開拓의 동력으로 바 었기 때문이다.51) 

이와 같이 명이 요동개척을 한 人力 確保에 치 한 반면에, 오히

려 고려는 철령  설치 문제를 人民의 할보다도 領土의 귀속문제

로 근하 다. 철령  설치 소식이 고려에 해진 후 최 이 群臣과 

더불어 모여 의논할 때 “철령 이북을 바칠 것인가의 可否를 묻자 百

官이 모두 不可하다고 답하 다”는 것을 보면, 고려는 처음부터 

이를 토문제로 악하 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52) 고려가 명보

다 훨씬 더 토에 집착하고 있음은 朴宜中이 명에 가져간 表文의 

49) 金浩東, 2006 <몽골제국과 ‘大元’> ≪歷史學報≫ 192, 237 재인용 ; 블라디미

르쪼  , 주채  역, 1990 ≪몽골사회제도사≫ ( 한교과서주식회사, 서울) 166

50) ≪明太祖實 ≫ 卷185, 洪武 20年 9月 丁酉 ; ≪高麗史≫ 列傳 卷49, 辛禑 13

年 9月

51) 末松保和, 1965 <麗末鮮初に於ける 明關係> ≪靑丘史草≫ 第1 (笠井出版社, 

東京) 370

52) ≪高麗史≫ 列傳 卷113, 崔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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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명백하다.

살펴보건  鐵嶺 이북의 文․高․和․定․咸 등 여러 州를 거쳐 

公嶮鎭에 이르기까지는 부터 본국의 땅이었습니다. 遼 乾統 7년 

東女眞 등이 亂을 일으켜 咸州 이북의 땅을 빼앗아 거주하니, 睿王이 

遼에 고하여 치기를 청하고 군사를 보내 되찾아 咸州  公嶮鎭 등

에 城을 쌓았습니다. 元初 戊午年間에 蒙古 散吉大王 普只官人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女眞을 속시킬 때 本國 定州의 叛民 卓靑과 龍津

縣 사람 趙暉가 和州 이북의 땅으로써 투항하 습니다. 이들이 金朝

의 遼東 咸州路 부근 瀋州에 雙城縣이 있음을 들어 알고서는, 본국 

咸州 근처의 和州에 옛 에 쌓은 城 2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몽

롱하게 아뢰어 청하니, 드디어 和州를 雙城이라 칭하여 趙暉로 雙城

摠管을 삼고 卓靑으로 千戶를 삼아 人民을 管轄하 습니다. 至正 16

년에 이르러 元朝에 申達하여 의 摠管 千戶 등의 職을 革罷하고 

和州 이북을 本國으로 되돌려 소속시키고, 지 에 이르도록 州縣의 

원을 除授하여 인민을 할하여 왔습니다. 叛賊으로 말미암아 侵

削되었다가 국에 控訴하여 복귀된 것입니다. 이제 聖旨를 받들어 

보니 ‘鐵嶺 以北, 以東, 以西는 원래 開元路에 속하니 할 하의 軍民

도 여 히 遼東에 속하여야 할 것이다’라 하 습니다. 鐵嶺의 산은 

王京에서 떨어지기가 겨우 300里이고, 公嶮鎭으로 邊界로 정한지도 

1, 2년이 아닙니다. 先臣 때 다행히 밝은 시 를 만나 職은 諸侯의 도

리에 어 남이 없었고 땅은 이미 版圖에 들어 왔으며, 낮은 몸에 이

르러서는 더욱 맑은 혜택을 입게 되어 특히 10行의 詔書를 내리시어 

一視同仁하게 되었나이다. 엎드려 바라건  폐하는 넓게 포용하는 

도량과 돈독하게 어루만지는 德으로 드디어 여러 州의 땅으로 하여

 이로 말미암아 下國의 疆土를 삼게 하시면, 臣은 삼가 마땅히 再

造의 은혜에 감격하며 늘 萬年의 장수를 빌겠나이다.53)

權近이 지은 이 表文의 내용은 명이 할하려는 철령 가 할할 

정인 철령 이북 땅의 유래를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

다. 즉 성총 부가 두어지게 된 경 를 설명하고, 이를 다시 수복

53) ≪高麗史≫ 列傳 卷50, 辛禑 14年 2月 庚申



128  韓國史硏究 (136)

하여 이제는 고려의 版圖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表文은 ‘疆

理必正’, ‘本國之地’, ‘咸州迤北之地’, ‘地旣入於版圖’, ‘數州之地’, ‘下國

之疆’ 등의 ‘領土’와 연 된 말로 철되어 있다. ‘땅’을 차지하면 ‘사

람’은 로 따라 온다는 생각이었을지는 몰라도, 고려의 表文 속에 

‘인민’에 한 언 은 한 마디도 찾아낼 수가 없다. 고려는 역시 ‘사

람’보다는 ‘땅’을 우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명이 ‘철령 ’를 세우고자 한 것은 고려가 지배할 경계를 확정지어 

주고 여진과의 연합을 차단시키는 동시에, ‘철령’ 이북의 땅에 사는 

‘夷民’을 요동도사 산하의 철령 에 할시킬 목 이었다. 그러므로 당

시 명의 심은 당연히 요동개척을 한 ‘인민’을 할할 衛所인 ‘鐵嶺

衛’ 고, 반면에 ‘ 토’에 집착하는 고려는 앞으로 明과 사이에 경계가 

될지도 모를 ‘鐵嶺’에 심이 집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명태

조가 부상서 이원명에게 말했다는 “철령(奉集에 설치된 철령 를 

의미함)은 이미 衛를 두었고 屯兵이 지키며 백성들은 각기 소속이 있

다”라는 발언 속에는, ‘인민’과 련된 철령 에 한 심만 드러내고 

있지, ‘ 토’와 련된 철령(함경도 남단 철령)에 한 심은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간결하게 요약하면 고려에게는 ‘철령’ 

고개 이북 토의 상실 여부가 최 의 심사 고, 명에게는 ‘철령 ’

가 거느릴 인민의 확보 여부가 가장 요한 과제 던 것이다. ‘人民의 

할’과 ‘領土의 소유’ 에 어디에 이 어디 두어지는가 따라 정책

이 달라질 수 있다. 明은 移住가 가능하고 요동 개발을 담당할 ‘인민’

에 해 상 으로 집착하 고, 高麗는 이미 修復한 雙城總管府의 

‘ 토’를 다시 빼앗기게 될 것을 우려했던 것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고려 말의 철령  문제는 한국사 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14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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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의 동아시아 정세를 鳥瞰하는 가운데, 당시 明軍이 요동으로 진

출하는 단계를 세심하게 검토하며 고찰해야 한다. 명태조가 철령  

설치를 지시한 우왕 13년(홍무 20, 1387) 12월은 요동의 元 잔여세력

인 나하추를 그 해 6월에 굴복시킨 다음, 북원의 토구스테무르를 격

멸하기 한 遠征軍을 견한 직후 다. 나하추의 투항으로 건국 후 

20년 만에 요동의 元 잔여세력을 일소한 명태조는 고려의 두를 

르고, 女眞을 장악하려는 다음 단계의 요동 략에 착수하 다. 이것

이 두만강 쪽의 女眞을 상으로 한 三萬衛의 설치, 그리고 압록강 

쪽의 여진을 상으로 한 鐵嶺衛의 설치로 나타난 것이다. 

우왕 13년은 明軍의 요동진출에 따라 후일의 遼東都司 25衛 , 11

개 衛가 설치 완료된 시 이었다. 이를 선으로 이어 보면 瀋陽․遼陽

으로부터 요동반도로 남하하여 海州․蓋州․復州․金州로 연결되는 

明軍의 前線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런데 明은 이 前線으로부터 압록

강과 두만강에 이르는 간지 에 한 경략을 건  뛴 채, 일거에 고

려와의 세력범 가 맞닿는 두만강․압록강 유역의 女眞을 무의 

상으로 삼아 철령 와 삼만 를 설치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고려가 女眞을 포섭할 가능성에 기를 박는 것일 뿐 아니라, 꾸 히 

지속되고 있는 고려의 北進 圖를 미리 쇄하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명의 요동진출 최 선인 요양·심양에서 간지 를 건  뛰

어 두만강․압록강으로 약진하는 것은 무리한 일임이 곧 드러났다. 

明軍의 진 인 진출은 군사  계기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

운데 지속 인 군량보 이 어려웠고, 이 지역의 女眞의 항도 거세

어 삼만 와 철령 는 설치 기에 곧 개원과 집으로 각각 철퇴하

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명태조가 철령 를 奉集으로 철퇴한 것은 

성총 부 지역의 유래를 역설한 權近이 쓴 명쾌한 표문 때문도 아

니었고, 이 표문을 가지고 南京에 간 박의 의 외교 활동에 힘입은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최 의 요동공벌이라는 군사  示  때문에 

명태조가 축되어 철령 를 철퇴시킨 것도 아니었다. 

철령  설치를 둘러싼 명과 고려의 갈등 속에서, 명태조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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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뺏고자 하는 ‘ 토 야욕’을 지녔던 것은 아니다. 명태조는 나하

추를 굴복시키고 나서 요동 역의 수가 가능해지자, 元이 지배하

던 시기를 기 으로 하여 성총 부 지역을 수하려는 의욕을 

나타냈을 뿐이었다. 사실 ‘ 토’의 확보에는 고려가 더욱 집착한 반

면, 명은 상 으로 ‘인민’의 할에 보다 치 하 다. 그러한 은 

명태조가 철령  설치를 명할 때 ‘戶部’로 하여  고려에 문서를 보

내 통지하도록 명한 것을 보아도 명백하며, 이는 결국 명태조가 철령

 설치를 ‘人戶’의 문제로 근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다. 원래 元 

開元路 성총 부 하에 있었던 人民을 衛所軍으로 편성하여 요동

도사 할 하에 두고, 요동 개척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명태조의 주된 목표 던 것이다. 

명태조가 두만강과 압록강 일 의 역에 더 이상의 집요한 심

을 쏟지 않게 된 것은 우왕 14년 4월에 明의 主敵이었던 北元政權이 

완 히 붕괴되는 커다란 상황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北元에서 투항해 오는 몽골 軍民을 수용하고 조직해야 하는 보다 시

한 과제가 앞에 닥쳤기 때문이었다. 이는 곧 兀良哈 3衛 등을 遼

西地方에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성계의 화도회군으로 

고려 정권의 성격이 바 고 있다는 것도 認知하고 있었음은 물론이

다. 그리하여 이때보다 14년이 지난 조선 태종 3년(永樂 원년, 1403)

에 明成祖가 女眞을 상 로 한 建州衛를 설치할 때까지, 明은 오늘날

의 遼陽—瀋陽—開元으로 연결된 방어선을 유지하며 압록강과 두만

강 유역에 해서는 극 인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주제어 : 鐵嶺衛, 三萬衛, 雙城總管府, 遼東都司, 明太祖, 禑王

(투고일 : 2007. 1. 29 / 심사완료일 : 200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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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Perspective on the Establishment of 

Tieling wei 鐵嶺衛

Park, Won-Ho

The issue of Tieling wei toward the end of Goryeo dynasty should 

not be considered solely from the Korea-centered view but from 

perspective that takes various events into consideration around the 

late 14th century in the Far East, including the Ming's military 

advancement into Liaodong.

The first establishment of Sanwan wei together with Tieling wei 

occurred toward the end of 1397, and this was the period when Ming 

set out to devise a strategic plan for Liaodong after finally mopping 

up Mongol's remaining resistance led by Nagachu 納哈出. After 

establishing 11 of 25 military bases which later formed the Liaodong 

Headquarter 遼東都司, Ming decided to set up Sanwan and Tieling 

wei, with the strategic objectives of influencing Jurchen along Tuman 

and Amnok River and of blocking Goryeo's northern expansion in 

advance, at locations farther than the line connecting the 11 pre- 

built military bases.

However, Ming was later forced to relocate Tieling and Sanwan to 

Fengji 奉集 and Kaiyuan 開原: internally they had logistics problem, 

and Jurchen's resistance did not cease entirely and externally they 

found a need to rule Liaoxi 遼西 to accommodate surrendering 

Mongols after Ming defeated the main forces of Northern Yuan. 

Taking temporary fast-moving political circumstanc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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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les, the diplomatic efforts of Goryeo toward Ming Taizu 明太

祖 and the military intimidation Choi Yeong's 崔瑩 Liaodong 

invasion can not be considered as the direct causes that forced the 

evacuation of these two military bases. But Yi Seonggye’s 李成桂 

withdrawal was one of the factors that allowed Ming to pay less 

attention to this area till they established Jianzhou wei 建州衛 

during emperor Ming Chengzu 明成祖 14 years later.

It would be a fragmentary interpretation to view the ambition 

over land as the source of the Ming-Goryeo conflict regarding the 

establishement of Tieling wei. While Goryeo treated the issue of 

Tieling wei as a matter of territory, Ming intended to run the base 

to rule the population in the course of taking over Yuan's 

Shuangcheng Regional Commander Office 雙城摠管府 in that area. 

The fact that it was the Ming's Board of Revenue 戶部 that 

delivered the notice of Tieling wei to Goryeo indicates its primary 

interest was the population. 

key words : Tieling wei, Sawan wei, Shuangchengs Regional Commander 

Office, Liaodong Headquarter, Ming Taizu King U


	鐵嶺衛 설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
	Ⅰ. 머리말
	Ⅱ. 鐵嶺衛의 設置 時點
	Ⅲ. 鐵嶺衛의 撤退 理由
	Ⅳ. 領土의 歸屬과 人民의 管轄
	Ⅴ. 맺음말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