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2) 



정화 (郑和) 

第1次 : 永樂 3년(1405년), 6월.  
 
동료 王景弘 함께 27,800명 병사와 사절단 
南京 龙江港 太仓 出海 苏州 劉家港 출발,  
福建 경유, 베트남, 자바, 수마트라 남발리(Lambri), 스리랑카, 인도古里(Calicut). 
수마트라 旧港(Palembang, 叁佛济),  
 
자바(爪哇): 자바 내분. 서왕이 동왕 살해. 정화 선원 170명이 피살당함.  
수마트라(苏门答剌) : 元代 须文达那.  
明代 苏门答剌로 개칭, 수마트라섬 서북부 작은 나라. 
 
팔렘방(旧港): 陈祖义 해적의 습격 받음.  
진조의: 广东 사람. 洪武 연간 살인, 南洋으로 도주 해적질 배 약탈. 
정화: 해적선 공격, 진조의 생포. 
宣慰使司 설치, 施进卿을 宣慰使로 임명. 
  永樂 5년(1407), 10월 귀국. 진조의 일당 참수. 각국 사신 入朝. 



정화 (郑和) 

第2次 : 永乐 5年(1407年) 10월. 
 
점성, 조왜, 섬라(태국), 만랄가(말라카), 남부리(람브리), 석란산(스리랑카),  
인도 고리, 가지(코친).  
 
점성(베트남): 국왕의 손자, 명나라에 보내 코끼리 진상. 
영락 6년(1408년) 8월, 渤泥(보르네오 브루나이) 국왕 일행,  
복건 경우 남경 도착. 
10월, 국왕 병사(28세). 
渤泥国王墓 墓碑: 남경시 安德门 밖. 1985년 발견. 
 
스리랑카: 사찰에 보시, 부처님 공덕 기리고 보시 공양한 내용 기록한 비석  
영락 7년(1409년)에 세움.  
永乐 7年（1409年）여름, 回国。27,000명. 



정화 (郑和) 

第3次 : 永乐 7年(1409年) 10월, 27,000명 수행.  
费信、马欢 탑승.  
(费信,『星槎胜览』, 马欢《瀛涯胜览》: 정화의 남해원정 때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기행문) 
占城 新州(쿠이논 Qui Nhon), 스리랑카, 인도.  
 
스리랑카: 왕 오만불손, 사신 약탈. 재물 요구, 정화 거절.  
도성 공격, 국왕 생포.  
永乐 9年(1411년) 7월, 귀국. 석란산 국왕, 영락제에게 바침.  
 
영락제: 후하게 대접, 국왕의 아들을 왕으로 임명. 국왕 본국으로 돌려보냄. 
만랄가(말라카): 해상 교통의 요충지. 해적 약탈 성행.  
섬라(태국): 何八观 난폭한 행위 견책과 경고. 만랄가에 대한 공격 중지. 
만랄가: 국왕 일행 540여 명, 明 방문. 정화: 7차례 항해 중 5차례 방문. 
九州山: 费信,『星槎胜览』: 구주산과 만랄가 접경지대에는 沈香, 黄熟香이 생산. 
정화: 향나무 6그루를 얻어서 귀국.  



정화 (郑和) 

第4次 : 永乐 10年（1412年）11월 出发. 
通译 马欢 수행， 27,670명 수행 
처음으로 페르시아만, 阿拉伯半岛，서아시아, 东非 해안까지 항행: 
점성, 말라카, 자바, 수마트라, 람브리, 팽형(彭亨, 파한 Pahan), 켈란탄,  
카이알, 코친, 캘리컷, 호르무즈, 비랄(比剌, 모잠비크 Mozambique),  
유산(溜山, 몰디브 Moldives), 손랄(孙剌, 소파라 Sufala). 
 
(明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나라: 코친, 캘리컷, 람브리, 말라카, 말린디,  
호르무즈, 수마트라 등) 
 
永乐 13年（1415年) 10月:  
마림(麻林, 케냐 마린디 Malindi), 호르무즈, 코친, 캘리컷,  
감파리(甘巴里 코모린 Comorin), 수마트라 람브리, 말라카 
사신 본국으로 귀국. 



정화 (郑和) 

永樂 14년(1416년) 12월 귀국길: 
 
코친, 자바, 말라카, 점성, 스리랑카, 몰디브, 호르무즈, 캘리컷, 람브리,  
사리만니(沙里满泥 인도 남부 동해안 레스 샤아르와니 Ras Sharwayn),  
말레이시아 파한, 팔렘방의 선위사,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 
 
 
팔렘방: 자바에게 점령당함.  
자바와 말라카 긴장관계.  
자바와 명나라 관계에 영향 끼침. 
 
 
정화: 말라카 해협 안정 꾀함. 



정화 (郑和) 

수마트라(苏门答剌): 비합법적인 왕 생포 사건 발생. 
나고아(那孤儿 나쿠르 Nakur): 수마트라 서부 내륙 국가.  
 
소문답랄: 나고아와의 전쟁에서 패배. 왕 사망. 
老王의 도움으로 나고아 왕 죽이고 소문답랄 수복. 
소문답랄 왕자 锁丹罕难阿必镇: 노왕 살해.  
老王의 장남 苏干剌 반란. 
 
정화: 苏干剌 반란 토벌 군사 동원, 苏干剌 생포.  
쇄단한난아필진: 합법적인 국왕 
 
 
『娄东劉家港天妃宫石刻通番事迹碑』(娄东 = 太仓) 에 기록. 
麻林迪 特使 “麒麟”헌상: 永樂 13년, 가을. 



明代 沈度 作《瑞应麒麟图》 
 
 
明代 沈度 永乐 12年（1414年). 
 
1414年 郑和 榜葛剌国 麒麟 进贡.  
麒麟은 소말리아语로 giri 对音.  
 
 
상단에 24행의《瑞应麒麟颂序》있음. 
현재 台北故宫博物院 소장. 



《瑞应麒麟图》有两种临摹本： 
 
 
1. 明代 华亭 沈庆 临摹，李印泉 
收藏, 后에 美国 收藏家  

     John T Dorrance 구입.  
 

     现 藏美国 펜실바니아 
     藝術博物館 소장. 



2. 《榜葛剌进贡麒麟图》: 
 
《瑞应麒麟图》로 오인 받은 작품.  
 
 
清代 画家 陈璋이《瑞应麒麟图》을  
모방하여 그린 작품.  
 
24行《瑞应麒麟颂序》가 없고， 
다만 9行의 题词만이 있음. 
 
 
현재 中国国家博物馆 소장.  

清代 陈璋《榜葛剌进貢麒麟图》 



麒麟: 祥瑞로운 동물, 永樂 13년(1415년) 11월 19일, 明 宫殿에 도착 
奉天门 환영식 개최.  
 
 
明의 위엄이 이미 넌 나라에까지 전해졌다고 여김. 
아프리카 방문 외교적 성공. 



Hormus 



Malindi (once known as Melinde) on the Indian Ocean coast of Kenya 



第5次 : 永乐 14年（1416年) 겨울. 
 
慧信 참여.  
아시아, 아프리카 사신의 본국 항해 호송 임무. 
占城, 자바, 팔렘방, 말라카, 파한, 수마트라, 람브리, 
스리랑카, 코친, 캘리컷, 호루무즈, 아라비아반도 남단 뮤칼라, 아덴, 
동아프리카 모가디슈, 브와라, 말린디 도달.  
영락 17년（1419年）8월 귀국. 
몰디브, 스리랑카, 수마트라, 말라카 경유하여 귀국. 
 
코친: 인도반도 중요한 상업 항구 도시. 
앵무새: 흑색 봉황머리 앵무새. 스토크 꽃의 꿀을 빨아먹는 앵무새  
중국으로 가지고 오다가 죽음. 
柯枝國王에게 印誥 하사, 永樂帝 친필 비문 적힌 碑刻 세움.  

정화 (郑和) 



진귀한 짐승, 보물 진상: 
 
호르무즈: 사자, 포범, 말. 
아덴: 기린. 
모가디슈: 얼룩말, 사자. 
부와라: 낙타, 타조. 
* 북경에 새 수도 건립,  
새 궁전 내부를 장식할 진기한 보물,  
새 內苑에도 진귀한 동물 필요. 
전화: 진귀한 보물과 동물 수집. 
蘇祿國（Sulu）: 필리핀 섬.  
왕, 永樂 15년(1417년) 8월, 340여 명 수행원 明 방문. 
德州에서 소록국왕 사망, 예부랑중 陳士啓 파견, 제사. 
정화: 1,2,3차 항해, 정치적 요소 상당히 강함. 
4차, 경제교류 시작. 
5차, 중국 비단, 도자기 해외까지 전해짐. 

정화 (郑和) 







정화 (郑和) 

 
第6次 : 永乐 19年(1421년) 3月. 
 
30여 개국 방문.  
수마트라에서 부대를 나누어 파견.  
永乐 20年（1422年) 9月 정화 선대 귀국.  
1425년에야 귀국하는 선대도 있었음. 
 
永樂 22年，明成祖 去世. 
 
* 개빈 멘지스,『1421 중국, 세계를 발견하다』 
6차 항해, 콜롬버스보다 71년 앞서 아메리카 발견, 
100년 후에 마젤란 등장, 
350년 먼저 호주 발견, 
남극, 북극해 항해, 세계일주. 



정화 (郑和) 

 
아덴: 예멘(Yemen)의 수도 아덴(Aden), 고대 서아시아의 국제항구. 
진귀한 야생동물과 새, 각종 채소, 열매. 
紫檀木, 약용 장미, 씨 없는 흰 포도, 얼룩말, 다조, 면양, 기린, 사자.  
수공업(금은세공업), 상업 발달. 
明과의 정상적인 무역거래 시작. 
 
 
정화: 猫眼石(고양이 눈과 같은 빛을 내는 석영), 각종 보석, 진주, 산호. 
金箔, 장미, 기린, 사자, 사슴, 표범, 타조, 흰 기러기 구매. 
祖法兒國(도파르 Dhofar) : 각국 상인 집결지.  
영락 19년(1421년), 사신 파견, 정식 외교관계 맺음.  
乳香, 血竭, 蘆薈, 沒藥, 安息香, 蘇合油, 木別子. 



정화 (郑和) 

* 朱高熾 即位，仁宗.  
      戶部尙書 夏原吉 건의: 재정적 부담, 여러 복잡한 문제 
      항해 중지.  
      정화: 南京守備 임명, 남경 주둔, 궁전 수리, 정돈 책임.  
      仁宗: 등극 9개월 만에 사망. 49세. 
 
* 朱瞻基 등극, 宣宗, 宣德. 
      호부상서 하원길 사망. 
      정화: 6차례 항해 회상, 
             두 개 石碑를 세움. 
           1. 『娄东劉家港天妃宫石刻通番事迹碑』: 太倉 劉家港 天妃宮. 
           2.『天妃之神靈應記』: 福建 泉州 長樂 오호문 南山 三峰塔寺 옆 天妃宮  
               天妃: 신성시하여 항해를 보호해주길 기원. 
               신앙심을 강화, 병사들의 두려움을 일소. 
               船隊를 보호한다는 신비감을 조성, 항해의 위대함 과시 효과. 
               天妃 = 馬祖  
                   深玔 赤灣 天后宮: 정화 선대 정박지. 



정화 (郑和) 

第7次 : 宣德 5年（1431年) 1月.  
 
龙江关（南京 下关）出航，郑和 피로 누적 회항. 
27,550명 
 
선덕 7년(1432년) 7월, 말라카 도착, 섬라국에 가서 선종의 칙서 전달. 
 
섬라(태국): 홍보석: 馬環이 1408년 발견. 비단 도자기와 교환. 
선덕 6년, 2월, 말라카 왕, 북경 방문, 침략하는 섬라로부터 보호 부탁. 
 
선종: 섬라국왕 신하를 책망,섬라국왕 체면 손상하지 않고 
분쟁 피할 칙서.  



정화 (郑和) 

翠蘭山(니코밴스 Nicobans): 벵골만 니코바르(Nicobar) 제도.  
                                    裸形國, 裸人國. 
 
유산국(몰디브), 고리(캘리컷), 호르무즈, 감파리(코모린), 가이륵(카이알),  
천방국(메카)과의 무역. 
천방국(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天堂, 默伽國. 
 
通事 7명 파견 방문. 사향, 도자기와 천방국의 진귀한 보물 교역. 
기린, 사자, 낙타 구입 귀국. 
 
선덕 8년(1433년) 8월, 천방국 국왕 파견한 사신, 기린, 코끼리, 말 진상. 
宣德 8年（1433年）四月 南印度 西海岸 古里 去世. 62세. 
宣德 8年（1433年) 7月 귀국.  



 
柯枝(Kochi / Cochin) 코친 
the centre of Indian spice trade 
Chinese voyager Ma Huan during his visit to Kochi in the 15th century  
as part of Admiral Zheng He's treasure fleet. 
 
 
 
古里(Kozhikode / Calicut) 캘리컷 
a city in the state of Kerala in southern India on the Malabar Coast 
the "City of Spices"  









《郑和航海图》记载郑和航海路线 



끝. 



주원장 

明太祖 朱元璋。 



주원장 

1380年，丞相 폐지. 
承宣布政使司、提刑按察使司、都指挥使司 三司 설치 权力 
장악，中央集权. 
 
 
1398年，病逝，享年 71岁，南京 明孝陵 묻힘. 
晚年, 开国 元勋 诛杀, 缺点. 



주원장 明朝 疆域 



주원장 

국가 주요시책 
 
 
1. 王의 分封  
洪武 3년(1370년) - 洪武 24년(1391년) 24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를 王으
로 封함.  
燕王 朱棣 : 北京 → 永樂皇帝 
 
 
2. 宰相 폐지 
洪武 13년(1380년) : 胡惟庸 사건  
胡惟庸（？—1380年）: 濠州 定远（安徽）사람. 李善长과 同乡。 
明朝 开国 功臣，中书省 丞相. 
洪武 6年（1373年），李善长 推荐，右丞相， 
洪武 10年（1377年）左丞相，百官之首. 



주원장 

<<명사>>에 의하면, 호유용은 관리를 살리고, 죽이고, 축출하고, 임명하는데  
황제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하였다고 함.  
 
 
예: 功臣 徐達의 집안사람인 福壽를 꼬드겨서 서달을 무고하라고 시킴.  
복수는 그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호유용을 고발.  
공신을 중상모략, 중대한 사건.  
서달은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  
주원장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서,  
사건은 흐지부지 되어 버린다. 
 
 
홍무8년, 劉基가 병이 들었다.  
유기는 시키는 대로 호유용이 보낸 의원의 약을 먹었는데, 바로 죽었다.  
주원장은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호유용도 그대로 재상직에 있었다.  



주원장 

공신 서달과 유기는 죽어서 더 이상 황제의 자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된 것. 
호유용을 이용하여 공신을 겁주고 심지어 제거하는 계획이 성공. 
빌린 칼을 다 쓰고 나면, 그 칼도 녹여버리게 된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것.  
그리하여 "호유용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죄명: 모반이 아니었음. 
화가 나서 노비를 죽인 형사사건, 
죄인의 부인을 남의 첩으로 준 행정 과실. 
감옥에 갇힌 후에 돌연 누군가 나타나서 그를 모반했다고 고발. 이 때문에 
죽임을 당했음.  
모반사건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음.  
10년 후에야 다른 죄인들을 조사하면서 의외의 수확을 얻게 되고,  
마침내 그의 '역모'의 진상이 드러남.  



주원장 

사건에 연루되어 피살당한 자가 3만여 명. 20여 명의 功臣 포함. 
중국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대숙청". 
호유용을 주살한 후, 中書省을 폐지하고, 六部尙書를 승격시키고, 
황제가 직접 관장하며, 승상제도를 더 이상 두지 않음. 



주원장 

洪武 25년(1392년), 유약한 太子 朱標가 죽고, 그의 아들 朱允忟 皇
太孫이 됨, 겨우 10세. 
 
 
洪武 26년(1393년), 몽골의 잔여세력 소탕한 명장 藍玉  
모반한다고 밀고 되어 벌 받아 죽음. 
공신을 포함 연루된 자 15,000명 주살.  
공신은 씨가 말라버리게 됨. 
 
 
 
권력: 토사구팽은 필연적.  
황제의 개인적인 품성, 천성 문제. 공신에 대한 시기심과  
잔인한 성격 탓. 
뛰어난 무장이 많아 근심하게 되어 공신 제거 → 骨肉相殘  
洪武 31년(1398년), 太祖가 죽고, 주윤문이 계위, 惠帝가 됨. 



주원장 

3. 文字獄 
 
과거: 공개적으로 朝政이나 황제를 비방. 
明初: 관계도 없는 한 두 글자 때문에 사형에 처해졌음. 
 
上奏文 : “光天之下, 天生聖人” 
生 sheng 僧 seng 비슷 
光 僧의 머리카락이 없는 것을 표현. 
주원장이 젊어서 僧 출신임을 풍자한 것으로 의심, 처형. 



주원장 

明孝陵: 江苏省 南京市 钟山 南麓 玩珠峰. 明太祖 朱元璋, 马皇后 合葬. 

明孝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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