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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이 책은 17세기 초 쓰시마 번(對馬藩)에서 발생한 주종(主從) 간의 내분과, 조선과 일본의 국교
재개과정에서 쓰시마 번에 의해 자행된 ‘국서개찬(國書改竄)’ 사실을 기록한 『야나가와 시게오

키 구지 기록(柳川調興公事記錄)』을 번역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쓰시마 번이 17세기 후반에 정

리해둔 것으로, 이른바 ‘쓰시마 번 宗家記錄’으로 불리는 고문서(古文書)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250여 년 동안 일본과 이른바 ‘교린외교(交隣外交)’라 불리는 선린관계
를 유지했습니다. 조선후기 12차례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의 존재가 양국의 선린관계를 상징
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라는 동아시아 규모의 전쟁을 7년간이나 치른 만큼 양국이 다시금 국
교를 재개하여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 땅을 밟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후기 조일(朝日)관계는 현재의 쓰시마 섬, 당시로는 일본 막번체제(幕藩體制)하의 쓰시마
번이 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1607년 국교가 재개되기는 했으나, 1630년대에 이르러
쓰시마 번의 내정(內政)과 조선통교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던 중신(重臣) 야나가와 시게오

키(柳川調興)가 번주인 소 요시나리(宗義成)와 불화와 대립을 거듭한 끝에 서로를 막부에 고발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635년 에도 막부의 3대 쇼군 이에미쓰(家光)는 이 소송을 친재하여 번주 요시나리에게는 종

전대로 대조선 통교의 수행과 쓰시마 일국(一國)에 대한 지배권을 허가하는 무죄판결을, 그리고

그의 가신(家臣) 시게오키에게는 쓰가루번(津輕藩: 아오모리縣)에의 유배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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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부가 양자의 주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간 쓰시마 번이 조선과의 외교에서 ‘국서개
찬’을 반복했다는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서(國書)란 조선 국왕과 일본 쇼군의 명의로 작성된 외교문서를 말하는데, 쓰시마 번은 임
진왜란 후 극도의 긴장관계에 빠진 조선과 일본의 외교적인 위신과 명분을 만족시켜주는 방편
으로 비밀리에 양국의 국서를 개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재정적인 위기에 빠진 쓰시마 번이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고안해낸 고육지책이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통교제도의 쇄신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쇼군의 외교상 칭호는 ‘일본
국대군(日本國大君)’이 되었고, 일본의 국서에 일본의 연호(年號)를 사용하며, 막부에서 쓰시마
번이 조선과 주고받는 외교문서를 작성·검사하는 체제가 정비된 것입니다. 1636년 조선통신사
행 때부터 양국의 국서는 이 새로운 제도에 입각하여 작성되었고, 이 체제는 매우 일시적인 변
화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811년의 마지막 통신사행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료는 임진왜란 이후 조일국교의 재개과정 및 1630년대에 조선, 에도 막부, 쓰시마 번 삼
자가 외교체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토대자료가 될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사료
를 통해 17세기 초 조일관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에 외교무대의 이면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
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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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다이묘(大名) 가문에서 벌어진 주종 간의 분쟁을 통해 에도시대 무가사회(武家

社會)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흡하나마 이 책이 조선후기 조일관계 및 일

본 근세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도시대 일본 사료의 탈초와 번역, 감수 및 역주 작업을 해주신 김상준, 윤유숙 선생님께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
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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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탈초문
1. 한자는 상용한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체자(異體字)도 상용한자로 바꾸었다.
예) 国 → 國, 体 → 體, 訳 → 譯, 処 → 處

2. 원문에 나오는 〆(しめ),

(より)는 그대로 표기하였고, 헨타이가나(變體假名) ニ, ハ, 江, 而, 茂, 者 외에

는 히라가나로 고쳤다.
3. 헨타이가나(變體假名)는 본문보다 작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예) 候而, 然者, 何分ニ茂

4. 결자(闕字), 개행 등은 원본의 체제를 유지했다.
5. 원문이 확실하게 잘못된 경우는 해당 글자에 덧말넣기 「ママ」로 표기하였다.
ママ

예) 右筆 → 원래는 佑筆
6. 원문의 손상으로 인해 판독이 안되는 곳은 「□」로 처리하였다.
7. 판독하지 못한 곳은 「■」로 처리하였다.
8. 「ホ(など)」는 「なと」로 표기하였다.
9. 탈초 원고의 본문에 구두점( , ) 과 병렬점(·)을 넣었다.
10. 반복을 나타내는 부호(ヽ, ゝ, 々)도 원본을 따랐다. 가타가나는 ヽ, 히라가나는 ゝ, 한자는 々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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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문
1. 역주문의 순서는 저본의 문단 단위로 탈초문(활자체)을 앞에 두고 이어서 번역문을 배치하였다. 마지막에
초서체 원문을 상, 중, 하 연이어 배치하였다.
2. 번역문의 문단은 기본적으로 저본에 따랐으나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내용 이해에 곤란을 주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나누었다.
3.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에도시대에 기록된 일본의 사료이므로 인명, 지명, 관직명 등 고유명사와 연호(年
號) 등은 일본발음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한자표기를 괄호( )로 附記하였다.

4. 일본발음의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5. 번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문투를 어색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었다. 번역
문에서 내용의 이해와 문맥의 순조로운 연결을 위해 원문표기가 필요한 곳은 괄호( )로 부기하였다.
대괄호[ ] 안의 문장은 원문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역자가 임의로 추가
한 것이다.
6. 역주 작업에서 다른 문헌을 인용하거나 참고문헌이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의 약칭(略稱)을 기재하고, 각 사
료의 말미에 제시한 <참고문헌>에서 그 문헌의 자세한 서지사항을 밝혔다.
7. 타인의 발언을 전하는 전언(傳言)이나 또는 다른 문건의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은 그 전체를 쌍따옴표(“  ”)
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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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柳川調興公事記錄）이란
야나가와 시게오키(柳川調興)는 에도시대 쓰시마 번(對馬藩)을 지배하던 다이묘 소(宗)씨의 가신
이다. 야나가와 시게오키는 17세기 초두에 번의 내정(內政)은 물론이거니와 쓰시마 번이 전담
하던 조선통교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한, 이른바 쓰시마 번의 중신(重臣)이었다. 제목에 보
이는 ‘구지(公事)’란 광의로는 ‘공적인 사무’라는 의미이지만 협의로는 소송(訴訟)을 의미한다. 따
라서 본 사료는 그 제목대로 1630년대에 쓰시마 번의 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와 그의 가신 야
나가와 시게오키 간에 있었던 소송을 기록한 사료이다.
에도시대 다이묘의 家中에서 후계자 상속문제, 총신(寵臣), 번정(藩政)의 운영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파벌다툼을 ‘오이에소도(御家騷動)’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번주와 가신 간의 갈등, 불
화가 결국 막부 주재의 재판으로 비화된 오이에소도였다. 흔히 이 사건을 ‘야나가와 잇켄(柳川

一件)’이라고 칭하며, 『柳川調興公事記錄』에는 ‘잇켄’이라는 약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잇켄’이

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어떤 사건’이라는 뜻이다.
‘士農工商’의 엄격한 신분질서가 관철되던 에도시대의 일본사회에서, 그것도 삼엄한 주종관

계가 세습적으로 계승되던 무가(武家) 사회에서, 가신이 다른 사람도 아닌 主君인 번주를 상대

로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에 반신반의하는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신과 번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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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인해 반목과 정쟁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막부가 개입하는 오이에소도로 발전한
예가 실제로 에도시대를 통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에도막부의 성립 후부터 1850년대까지 발생한 주요한 오이에소도만 해도 약 30여 건에 이르
며, 야나가와 잇켄은 그 중 한 사례였다. 대개 이런 내분은 다이묘 가문 내에서 해결하는 게 관
례였지만, 막부나 本家 등에 裁定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에도시대 초기에는 막부가

사건에 개입하여 다이묘에게 개역(改易), 감봉(減封), 전봉(轉封)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
았다. 다이묘 가문 내부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은 결국 통치 능력의 결여라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쓰시마 번에서 중신의 위치에 있던 야나가와 시게오키는 대체 왜 번주인 소 요시나리와 대립
하게 되었을까. 야나가와씨는 시게오키의 조부 시게노부(調信), 부친 도시나가(智永) 때부터 쇼
군 이에야스(家康), 히데타다(秀忠), 이에미쓰(家光)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 쇼군의 측근으로 봉

사한 특이한 경력을 가진 가문이었다. 쓰시마 번주 소씨의 가신이면서 동시에 중앙의 막부 권
력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소씨의 다른 가신들과는 성격을 달리했다.
시게오키의 조부 시게노부가 쓰시마 내에서 부동의 지위를 얻게 된 계기는 1587년, 도요토
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규슈(九州) 지역을 평정했을 때였다. 각지의 다이
묘들이 앞을 다투어 히데요시의 진중(陣中)에 사신을 파견하여 복종의 뜻을 표하는 상황에서,
시게노부는 사신 역할을 자원하여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 후로 야나가와씨는 소씨
의 대변자로서 중앙정부에 소씨의 의향을 전하는 역할을 행하게 되었다. 소씨는 쓰시마에 재국
(在國)하고 야나가와씨는 에도에 체재하면서 때때로 귀도(歸島)하는 패턴이 정착된 것이다. 또

한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후에도 시게노부는 양국의 국교재개 교섭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중앙 권력자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으나 적어도 시게노부와 도시나가의 대에
야나가와씨는 일본 내정이나 조선통교 상에서 쓰시마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번주 소씨
와 일치단결하여 헌신했다. 따라서 야나가와씨는 소씨에게 귀중한 가신이었으며, 조선과의 통
교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존재로 성장하여 조선정부로부터 독자적인 통교권한을 부여받았을 정
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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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게오키의 대에 이르자 그의 행보는 조부나 부친의 그것과는 달랐다. 1613년 약관
11세에 가독(家督)을 계승한 시게오키는 당시 오고쇼(大御所)인 이에야스의 고쇼(小姓: 侍童)가
되어 이에야스의 거처인 슨푸성(駿府城)에서 근무했다. 이에야스는 1605년 쇼군직을 아들 히데
타다에게 물려주고 오고쇼를 자칭하기는 했으나, 히데타다와 이원체제의 형태로 幕政을 이끌

고 있었다. 이에야스의 사후, 시게오키는 2대 쇼군 히데타다를 근시(近侍)했다.

어린 시절부터 막부를 무대로 최고권력자인 쇼군을 근시하며 막각(幕閣)의 요인들을 상대하
는 생활을 해서인지 그의 관심사는 쓰시마 번보다는 중앙정계에 집중되어 쓰시마로 귀환하는
것조차 꺼려했다고 한다. 그에게 쓰시마는 그저 변방의 벽지, 화려한 중앙정계에서 멀기만 한
遠島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게오키는 조부나 부친과는 달리 상당 기간 조선과의 통교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
았다. 그런 시게오키가 처음 쓰시마에 간 것은 1617년의 조선통신사행 때로, 그것도 번주 요시
나리가 통신사의 접대 역할을 부탁하며 몇 차례나 독촉을 거듭한 끝에 겨우 이루어진 귀도(歸
島)였다고 한다.

이윽고 시게오키가 그의 세력 신장을 발판으로 하여 점차 주군인 소 요시나리를 경시하자
양자의 관계는 험악해져 갔다. 게다가 시게오키에게는 막부로부터 하사받은 영지가 있었다.
1605년 쓰시마에 온 조선의 사절을 후시미(伏見)까지 데려 온 공적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이에

야스가 소 요시토시(宗義智)에게 규슈 히젠(肥前)의 영지 2천 8백石을 하사한 적이 있었다. 그
중 1천石은 요시토시의 가신 야나가와 도시나가에게 분급되었는데 시게오키는 이 사실을 근거

로 삼아, 자신은 소씨의 가신이 아니라 막부의 直臣(直參旗本)이라고 주장하거나 행동하는 일이
많아졌다.
상대에 대한 비방을 거듭하던 양자는 1631년, 서로를 막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시게오키
는 소씨에게서 받은 소령(所領) 및 조선통교 상의 이권을 모두 반납하고 군신관계를 끊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 주군 소씨와의 인연을 끊고,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조선 통교 상의 특권과 막부
로부터 하사받은 규슈의 지행지(知行地)를 기반으로 하여 막신화(幕臣化)를 꾀한 것이다.
이 건에 관해 막부는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1635년 쇼군 이에미쓰가 친재(親裁)하여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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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판결을 내렸다. 요시나리는 무죄로 종전대로 대조선 통교의 수행과 쓰시마 일국(一國)에 대
한 지배권을 허가받은 반면, 시게오키는 쓰가루번(津輕藩)에의 유배라는 처분을 받았다. 쓰시마
번의 오이에소도는 번주 소씨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이처럼 야나가와 잇켄은 소씨의 입장에
서는 번주로서 쓰시마 일국를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을지 여부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잇켄 이후 번내에서 야나가와씨는 ‘반역자, 역신(逆臣)’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양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간 조선과의 외교에서 쓰시마 번이 반복해온 국서개찬
(國書改竄) 사실이 폭로되었다. 초반에는 주군과 가신의 불화로 보였던 사태가 국제적인 외교사

건, 일종의 외교 스캔들로 확대된 것이다. 헌데 조선과의 외교에서 쓰시마 번은 왜 국서개찬을
반복했던 것일까. 농지의 면적이 대단히 적었던 쓰시마는 조선전기 이래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일본과 조선과의 교류가 단절되자 쓰시
마 번의 재정은 큰 위기에 빠졌다. 이것을 후대 쓰시마 번의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는 ‘갓난아이에게서 젖을 뗀 것과 같다’라고 묘사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임진왜란 후 쓰시마 번은 어떻게 해서든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류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쓰시마 번은 조선 측에 여러 번 국교재개를 요청했고, 이에 조선 측은 ‘일본이 먼
저 국서를 보낼 것, 임진왜란 때에 왕릉을 파헤친 범인(犯陵賊)을 송환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
했다.
두 개의 조건 모두 쓰시마 번에게는 난제(難題)였다. 그 이유는 전근대 외교관례에서는 국서

를 먼저 보내는 쪽이 상대국에 대해 恭順의 뜻을 표한다는 인식이 있어, 이제 막 정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과연 이 요구를 수용해줄지 의문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조건 역시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당시 전쟁의 극심한 혼란 중에 왕릉을 파헤친 일본군이 누구인지 새삼스
레 밝혀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쓰시마 번은 조선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편법’을 구사하기에 이른다. 범릉적(犯陵賊)
에 관해서는 번내의 살인범을 데려다 조선의 왕릉을 파헤친 범인으로 위장해서 조선에 송환했
다. 그리고 첫 번째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일본의 국서를 위조해서 조선에 보냈고, 이 국서에
대한 조선의 답서도 다시 개찬하여 마치 조선이 먼저 일본에 보낸 국서인 듯 꾸몄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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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년 통신사행이 성사되면서 마침내 국교가 재개되었고, 쓰시마 번은 통교를 재개시키기는
데 성공했다. 쇼군과 조선 국왕의 명의로 작성된 양국의 국서를 모두 개찬하는, 그야말로 대담
하기 짝이 없는 편법을 구사했던 것이다.
쓰시마번의 국서개찬은 그 후 1617년, 1624년 조선통신사 왕래 시에도 반복되었고, 이 사실
은 야나가와 잇켄의 심의 과정에서 발각되었다. 이를 계기로 막부는 통교제도의 쇄신을 꾀하게
되었다. 막부는 쇼군의 외교 상의 칭호를 ‘日本國大君’으로 결정하고, 조선의 국서에 이 칭호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본의 국서에는 일본의 연호(年號)를 사용하며, 쓰시마 번에서

외교문서의 기초를 담당하던 사찰 이테이안(以酊庵)의 주지 승려에는 난젠지(南禪寺)를 제외한
교토 고산(京都五山)의 승려들이 교대로 파견되었다. 이들이 조선과 주고받는 외교문서를 작성,
검사함으로써 막부가 쓰시마 번의 조선 외교 수행을 감시하는 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새로운 체제는 1635년 쓰시마 번에 의해 조선에 통보되었고, 1636년 조선통신사행 시에는
양국 국서가 새로운 제도에 입각하여 작성, 교환되었다.

2. 사료적인 가치와 각 권의 내용
『柳川調興公事記錄』은 상, 중, 하 세 권으로 되어 있다. 한 권이 약 170쪽이고 세 권을 합하면
약 500쪽 정도의 분량이 된다. 각 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권–잇켄의 발단부터 시작하여 막부의 심리, 최종판결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소개.
중권–막부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후 조선통교의 재정비 문제에 관해 쓰시마 번과 막부
가 교섭한 내용, 막부에 대한 쓰시마 번의 서약 등을 수록
하권-잇켄에 관련된 각종 문서들의 필사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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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권의 말미를 보면 마치 에필로그처럼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재판 이전부터 끝난 이후까지 그 전말을 기록한 수많은 문서와 별장(別帳)을 자세하
게 정리해서, 이 한 권으로 기록해 두었다.
1683년(天和 3) 11월 17일
다이라노 요시자네(平義眞) 기록함
소 요시자네가 기록한 것은 1683년 11월 17일이고,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사망한
것은 1684년이다.
즉 막부의 조사과정과 재판의 뒤처리에 관해 쓰시마 번에서 기록한 문서와 별장(別帳)들을

모아 소 요시자네(宗義眞: 요시나리의 아들)가 번주로 재임 중이던 1683년에 『柳川調興公事記
錄』이라는 제목 하에 세 권의 기록으로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 행은 이 기록을 정리한 이듬해인

1684년,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유배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덧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상권의 모두(冒頭)에 나오듯이 잇켄이 번과 번주 소씨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건이었던 만큼
소씨는 그 전말을 정리한 이 사료를 곁에 두고 소중하게 보관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
르는 사이 벌레로 인해 문헌이 손상되자 1724년(文政7)에 필사본을 다시 만들어 관청에도 비치
하게 되었다고 한다.
각권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료는 임진왜란 이후의 조일국교 재개과정을 연구하는데
기초적인 사료이다. 또한 잇켄 이후 조선, 에도 막부, 쓰시마 번 삼자가 외교체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을 살피기에도 필수적이다. 조선통신사의 訪日로 상징되는 조선후기의 조일 선린외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에 그 이면에서 통교를 전담하고 있던 쓰시마 번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
을, 독자들은 이 사료를 통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사료는 오이에소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17세기 전반 일본 무가사회의 다양한 측
면들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기도 하다. 에도시대 주종관계라든가 명예의식과 같은 武

家의 심성(心性)이라는 측면에서 오이에소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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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소도가 일본사회의 조직과 행동원리의 기원을 궁구할 수 있는 주제로써 주목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이 사료는 에도시대의 초서체로 기록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연구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접
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탈초문, 번역문, 역주를 실어 연구자들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柳川調興公事記錄』을 활용했다. 이 사료는 일본 게

이오(慶應)대학 貴重書室에도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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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상(上)

表御書札方1

柳川調興公事記錄 上中下全集書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상중하전집서
此御記錄竝別冊共
御代々樣御側被爲差置、御大切に被遊候御書物ニ候處、御本紙蟲付に相成、書改被
仰出畢。御留守中之儀故、御役所へも內々寫置度、其段先月御月番幾度八郞左衛門
江申上候而、御拝見之願にて、御詰間江御取上被成、御下け被下候を役中差寄寫
し、相備置候事。
文政七甲申九月

1 통칭은 오모테쇼사쓰가타(表書札方). 쓰시마 번청에서 주로 대외적인 일에 관련된 문서 등을 정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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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 및 관련된 문건(冊)들
대대로 번주님 곁에 두고 소중하게 보관해 온 기록인데, 원본에 벌레로 인한 손상이 있으니
다시 기록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런데 부재중이어서 관청에도 필사해 두고 싶어, 그 내용을
이번 달 담당인 이쿠도 하치로자에몬(幾度八郞左衛門)에게 말씀드리고 보고 싶다고 했다. 그렇
게 해서 쓰메노마(詰間)2에서 거두신 다음에 내려주신 것을, 관계자들을 모아 필사하여 비치해
두었다.
1724(文政 7)년 갑술 9월

但、右之外、柳川一事を被記候ハ、寬永十三年信使記錄之辯誣之冊、且御預長持入
方長老七右衛門問答之冊等有之。

단 위에 기록한 것 외에 야나가와 사건(柳川一事)을 기록한 것은 1636(寬永 13)년 통신사기록
의 변무(辯誣)에 대한 문건, 또 상자에 넣어 맡겨 둔3 보초로(方長老)4와 시치에몬(七右衛門)5 문

2 원래 쓰메노마(詰間)는 다이묘(大名)가 쇼군을 알현할 때 대기하는 공간을 말한다.  에도성 중의 쓰메노마에는 다이로카(大

廊下), 다마리노마(溜間), 오히로마(大廣間), 데이칸노마(帝鑑間), 야나기노마(柳間), 가리노마(雁間), 기쿠노마(菊間) 등이
있었다.
3 나가모치(長持)란 의복 등을 넣어서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장방형의 상자이다.
4 기하쿠 겐포(規伯玄方, 1588~1661). 일명 보초로(方長老). 규슈 하카타(博多) 무나가타(宗像)군 출신으로 출가한 시기 등은

알 수 없으나 쓰시마로 건너가 외교승으로 활약했던 동향(同鄕) 출신의 선승(禪僧)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의 제자가 되었
다. 겐소는 쓰시마의 후추(府中)에 이테이안(以酊庵)을 창설하였고, 1611년 10월 겐소가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겐소의 뒤를
이어 대조선 외교문서를 기초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1621년과 1629년에 조선에 건너와 교섭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으며, 특
히 1629년에는 이례적으로 도읍 한양에 상경하기도 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사절이 한양 상경을 허가받은 유일한 사
례가 되었다. 야나가와 잇켄 때에 실무자로서 실책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난부(南部)에 유배되었다가 1658년, 사면되어 에도로
돌아왔다.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中』에 의하면, 야나가와 잇켄의 편결이 내려진 후 보초로(기하쿠 겐포)가 소지하던
서적류는 몰수되어 타인에게 맡겨졌다.
5 마쓰오 시치에몬(松尾七右衛門). 야나가와 시게오키의 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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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의 문건 등이다.

○ 日本朝鮮通用之儀ニ付、邪道在之候段、柳川豊前調興 公儀江訴訟仕、豊前非儀
ニ相極候公事出入始終之記錄。

△ 柳川調興公事記錄 上 目錄
序

一 (一) 朝鮮國信使來聘之次第竝、朝鮮御征伐之起之事。
一 (二) 柳川豊前江遣置候知行、返進可仕由、申出候事。
一 (三) 御老中江被召寄、公事之義始而御尋之事。
一 (四) 公事之儀始而達 上聞候事。
一 (五) 一件之儀、拙者存入御尋候樣ニ與、土井大炊頭殿江被 仰付候事。
一 (六) 土井大炊頭殿江御老中御列座ニ而、拙者竝豊前被召寄、御尋之次第之事。
一 (七) 於 展中、一件之儀御尋可被成之由、御奉書被下候事。
一 (八) 酒井備後頭御宅ニ而、御老中御列座ニ而、方長老上京之儀御尋ニ付、御返答
申上候次第之事。
一 (九) 大炊頭殿江豊前被召出、御尋之事。
一 (十) 大炊頭殿江拙者被召寄、豊前申上候意趣御尋ニ付、御返答申上候事。付ﾘ方
長老竝七右衛門江戶江被召寄候旨、上意之由被 仰付候事。
一 (十一) 大炊頭殿御宅ニ而、家來古川右馬助江橫田角左衛門篠田九郞左衛門對州江被
差下候意趣、被仰聞候、竝一件落着迄ハ、朝鮮往來之船被差留候旨、被仰付候事。
一 (十二) 方長老七右衛門被召寄候付、海陸之樣子、竝一件ニ相加り候者不殘、被召
寄候旨被仰付候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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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十三) 朝鮮往還之船被差留候ニ付、彼國より疑敷可存候而、拙者並豊前方ゟ朝鮮
江使者差渡候樣ニ與、被仰付候事。
一 (十四) 對州並釜山浦江遣候書狀、御老中御印判可被成之旨、被仰付候事。付り吹
噓之印之義、右馬助申上候事。
一 (十五) 方長老竝其外之者共、大坂着船之由、申來候事。
一 (十六) 方長老竝杉村采女·柳川勘解由等、參着之事。
一 (十七) 大炊殿江對州ゟ被召寄候者共不殘被召出御尋之事。
一 (十八) 方長老與松尾七右衛門、對決之事。付り右馬助申上候事。
一 (十九) 方長老上京之義ニ付、杉村采女江御尋之事。
一 (廿) 杉村采女與七右衛門、對決之事。
一 (廿一) 御所丸之儀方長老江御尋之事。
一 (廿二) 御所丸之儀、柳川勘解由江御尋之事。
一 (廿三) 御老中ゟ孫七被召出、謀書之印彫リ候樣子御尋之事。
一 (廿四) 御老中ゟ佐護分右衛門江書契取替候儀、御尋之事。
一 (廿五) 御老中大炊頭殿江御寄合、一件ニ相加り候者、不殘被召出御尋之事。
一 (廿六) 朝鮮往來之船、被差留候段、申遣候使者歸府之儀、申上候事。
一 (廿七) 大字之約書·海東記、御老中江差上候事。
一 (廿八) 豊前七右衛門誓旨御老中江差上候事。
一 (廿九) 寬永十二乙亥年三月十一日、於大猷院御前、 御直ニ御尋之御請、竝豊前
與對決仕、拙者理運ニ被聞召上、公事落着仕候事。
一 (三十) 方長老·柳川豊前流罪、竝七右衛門父子死罪、被仰付候事。
一 (三十一) 大猷院樣御前江被召出、 御直之御諚之事。
一 (三十二) 御老中ゟ御條書御渡被成候事。
一 (三十三) 流芳院流罪、竝七右衛門ニ同心之者、邵首座等追放被仰付候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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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三十四) 豊前家來村岡五郞右衛門·吉田忠右衛門江申付候事。
一 (三十五) 宮川惣右衛門·嶋雄佐太右衛門對州江差下候事。

△ 柳川調興公事記錄 上終

○	일본과 조선의 통교에 사도(邪道)가 있다고 야나가와 부젠 시게오키(柳川豊前調興)6가 막부에

소송했지만 부젠의 잘못으로 판결된 재판에 관련된 모든 기록.
△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구지(公事)7 기록 상(上) 목록

서(序)

통신사(通信使) 내빙(來聘)의 순서 및 조선정벌(征伐)의 기원.
1. 조선국

부젠 시게오키가 지교(知行)8를 반납하겠다고 함.
2. 야나가와

6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1603~1684). 쓰시마 번의 가로. 겐바노카미(玄蕃頭), 부젠노카미(豊前守)라 칭하였고, 호는 式

山, 梅軒, 素庵이다. 부친은 도시나가(智永), 조부는 시게노부(調信). 시게오키는 에도에서 태어나 1613년 가독을 계승, 도쿠
가와 이에야스, 히데타다의 고쇼(小姓)에 임명되어 막부 直臣과 같은 대우를 받는 등 번주 소씨의 가신들 중에서는 특이한 경

력의 소유자였다. 시게오키는 1631(寬永 8)년에 번주 소씨로부터 받은 모든 권한을 반환할 것을 선언하고, 번주 요시나리가 국
서를 개찬(改竄)하고 쇼군의 사절을 무단으로 조선에 파견했다고 막부에 고발하였다. 하지만 막부의 심의 결과 1635년 쓰가루
(津輕)로 유배되어, 끝내 사면받지 못한 채 1684년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7 구지(公事)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글자 그대로 공적인 일이라는 뜻이다. 그 외 朝廷의 政務나 의식, 소송, 세금 등을 의미한

다. 본문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재판 혹은 소송으로 해석했다.
8 상위자로부터 하사받은 직책 또는 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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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老中)9에게 호출되어 소송(公事)에 대해 처음으로 질의 받음.
3. 로주

관해 처음으로 쇼군이 아시게 됨.
4. 소송에
5. 잇켄(一件)에 대해 나(소 요시나리)10의 생각을 묻도록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11님에게
명함.

오이노카미님댁에 로주들이 모여서 나(요시나리)와 시게오키를 불러 질의함.
6. 도이
7. 에도 성에서 잇켄(一件)에 관해 질의하시겠다는 봉서(奉書)12가 내려옴.

빈고노카미(酒井備後守)13 댁에 로주들이 열좌(列座)한 가운데, 보초로(方長老)의 상경
8. 사카이
(上京)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올리게 된 경위.

9. 오이노카미님이 시게오키를 불러 물어보심.
10. 오이노카미님이 나를 불러서 시게오키가 말한 취지에 대한 질문에 올린 답변, 또 보초로
및 시치에몬(七右衛門)을 에도에 불러오라는 것이 쇼군의 뜻이라고 말씀함.

9 도쿠가와 막부의 최고 관직. 쇼군에 직속되어 있으며, 幕政을 총괄하고 朝廷과 다이묘(大名)에 관한 일을 취급한다. 정원은

4~5명이고, 매월 당번제로 교대근무하며, 통상 3만 석 이상의 후다이 다이묘(譜代大名) 중에서 보임(補任)한다. 다이묘 신분
이던 시기의 도쿠가와 가문의 도시요리(年寄)에서 유래하며, 간에이(寬永) 무렵에 로주라는 명칭이 정착하였다. 로주의 최저
가록(家祿)은 2만 5,000석이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老中格’이라고 불렀다. 諸藩에서는 家老를 로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官職と位階』)
10 쓰시마 번의 2대 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 1604~1657). 초대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615년에 요시

토시가 서거하자 상경하여 오고쇼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및 제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를 알현한 뒤에
가독상속을 허락받고 번주가 되었다. 菩提寺인 반쇼인(万松院)을 창건했고, 조선통신사의 접대 간소화에 따른 재정 절감, 은
광산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藩政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전념했다. 1635년, 쓰시마 번이 조선과의 통교 과정에서 국

서(國書)를 개찬(改竄)한 사실이 막부에 폭로되어 개역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가 直裁
한 결과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등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고 소씨는 개역을 면하였다. (『人名辭典』)
11 도이 도시카쓰(土井利勝, 1573~1644). 당시 시모우사노쿠니(下總國) 고가 번(古河藩)의 번주이자 로주(老中).
12 윗사람의 의사·명령 등을 특정인에게 전할 때, 아랫사람의 명의로 윗사람의 뜻을 기록하여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형식의 문서.

13 사카이 다다토시(酒井忠利). 다다토시는 당시 로주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의 부친으로 1627년에 사망했다. ‘다다토시님의

댁’이란 다다카쓰의 저택을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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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에서 부하 후루가와 우마노스케(古川右馬助)14, 요코다 가쿠자에몬(橫田角左
11. 오이노카미님
衛門)15,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16을 쓰시마에 파견하라고 명하시고, 잇켄(一件)

이 종결될 때까지 조선에 왕래하는 배는 중지한다고 말씀함.
12. 보초로, 시치에몬을 불러 해륙(海陸)의 상태 및 잇켄에 관련된 자를 남김없이 부르라고 말
씀함.
13. 조선에 왕래하는 배를 정지시키는 건에 관해 조선에서 의심스럽게 생각할 것이므로 나와
시게오키가 조선에 사자를 보내도록 말씀함.

및 부산포에 보낸 서신에 로주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고 말씀함.
14. 쓰시마
附記) 도항증서(吹噓)의 도장에 대해서는 우마노스케가 말씀 올림.

15. 보초로 및 그 외의 사람들 모두 오사카에 도착했다고 알림.
16. 보초로 및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17, 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勘解由)18가 도착함.
17. 오이노카미님 댁에 쓰시마에서 불려온 자들 모두를 불러서 심문함.
18. 보초로와 마쓰오 시치에몬(松尾七右衛門)의 대결 및 우마노스케가 아뢴 것.
19. 보초로가 조선의 수도로 상경한 것에 관해 스기무라 우네메를 심문함.
20. 스기무라 우네메와 시치에몬이 대결함.
21. 고쇼마루(御所丸)19 건에 관해 보초로를 심문함.
22. 고쇼마루에 대해 야나가와 가게유를 심문함.
23. 로주가 마고시치(孫七)를 불러 모서(謀書)의 도장을 판 경위에 관해 질문함.

14 쓰시마 번의 가신, 家老.
15 당시 로주 도이 도시카쓰의 가신. 
16 마쓰다이라 노부쓰나의 가신.
17 쓰시마 번의 가신.
18 쓰시마 번의 가신.
19 쇼군이 파견한 사송선(使送船). 기유약조(己酉約條)의 조문에는 쇼군으로부터 외교사항이 있을 때에만 조선에 파견하는 선박

으로 규정하고 있다.

024 025

24. 로주가 사고 분에몬(佐護分右衛門)에게 서계를 바꾼 일에 관해 질문함.
25. 로주 도이 도시카쓰님 댁에서 회의하여, 잇켄에 관계한 자들을 모두 불러 심문함.
26. 조선에 왕래하던 배를 중지한다고 전하러 건너 간 사자가 돌아왔다고 아룀.
27. 큰 글자로 쓴 약서(約書)와 해동기(海東記)를 로주께 바침.
28. 부젠(豊前), 시치에몬의 서약서를 로주에게 올림.
(寬永 12)년 을해년 3월 21일 다이유인(大猷院)20 앞에서 직접 심문한 내용. 부젠과 대

29. 1635

결했는데 내가 이치에 맞다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됨.
30. 보초로·야나가와 부젠은 유배(流罪), 시치에몬 부자(父子)는 사형(死罪)을 언도받음.
31. 다이유인님 앞에 불려가서 (쇼군께서) 직접 판결하신 내용.
32. 로주로부터 조서(條書)를 건네받음.
33. 류호인(流芳院)21은 유죄(流罪), 시치에몬에 협력한 자, 쇼슈소(邵首座)22 등에게 추방을 명함.
34. 부젠의 부하 마쓰오카 고로에몬(松岡五郞右御門), 요시다 추에몬(吉田忠右衛門)에게 말함.
35. 미야가와 에몬(宮川右衛門)·시마오 사키치에몬(嶋雄佐吉右衛門)을 쓰시마에 내려 보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公事) 기록 상(上) 끝

20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의 시호(諡號).
21 류호인은 야나가와 가문의 菩提寺. 여기에서는 류호인의 주지승인 겐코(玄昊)를 의미한다.
22 슈소(首座)는 선종에서 수행승(修行僧)의 리더를 가리키는 직명이다. 임제종(臨濟宗)에서는 직명인 동시에 승계(僧階)의 하나

이기도 하다.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상(上)

△ 柳川調興公事記錄 中

一 (一) 酒井讚岐守殿江申上候條々、竝御返答之事。
一 (二) 土井大炊頭殿江申上候事。
一 (三) 大僧正天海公江申上候事。
一 (四) 井伊掃部頭殿江申上候事。
一 (五) 於 展中御老中ゟ被仰渡候事。
一 (六) 於 展中金地院江申入候事。
一 (七) 書翰役竝拙者誓旨之儀、讚岐守殿江申上候事。
一 (八) 右同斷大炊頭殿江申上候事。
一 (九) 松平伊豆守江誓旨差出候次第之事。
一 (十) 讚岐守殿江參上仕誓旨差出候段、申上候事。
一 (十一) 宗讚岐近日江戶參着之筈ニ候故、道中迄吉田作右衛門差越候事。
一 (十二) 宗讚岐宿之儀、御老中江相伺候事。
一 (十三) 宗讚岐參着仕候段、遂御案內候事。付リ內匠父子·七右衛門子共死罪申付
候樣子、竝朝鮮江差渡候約條之送使船之儀、酒井讚岐守殿江御尋申上候事。
一 (十四) 宗讚岐事、龜井左京亮殿江御預之由、大炊頭殿 被仰下候事。
一 (十五) 宗讚岐江 上意之段申付候御請、大炊頭殿江拙者致參上申上候事。
一 (十六) 宗讚岐配所江召連候家來人數之事、竝剃髮之儀酒井讚岐守殿江相伺候事。
一 (十七) 鳥井左京亮殿江宗讚岐儀、申遣候事。
一 (十八) 宗讚岐江拙者令對面候事。
一 (十九) 鳥井左京亮殿家來、宗讚岐江被致對面候事。
一 (廿)

宗讚岐最上江發足之事。

一 (廿一) 金地院江參、申入候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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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廿二) 於展中書翰役之人柄、金地院江申談候書付、御老中江差出候事。附宗讚
岐·豊前·方長老·流芳院·內匠·七右衛門闕所被仰付候家財之帳面、何方江可相
渡哉之旨、奉伺之候事。
一 (廿三) 書翰役僧之儀、竝誓旨差上度奉存候段、達 上聞候由、付り信使來聘之樣
子、大炊頭殿被仰聞候事。
一 (廿四) 歸國御暇被成下候事。
一 (廿五) 奉得 上意候書付一通、於展中御老中江差上候事。
一 (廿六) 條書一通·誓旨一通於殿中御老中江差上候事。
一 (廿七) 差上候條書ニ、於展中上意之旨御書付御老中 御渡被下候事。
一 (廿八) 一件相濟候儀、朝鮮江申渡候書翰、和文之次第之事。
一 (廿九) 御前江被爲召御暇之儀、竝朝鮮筋之事蒙仰候、付り書翰之和文·誓旨之前
書、御老中御差圖ニ而、御書付被下候事。
一 (三十) 土井大炊頭殿御宅ニ而、誓旨奧判仕候次第之事。
一 (三十一) 松平伊豆守殿ニ而、右川右馬助ニ被仰付候事。付ﾘ其節御渡被成候御書
付之事。
一 (三十二) 書役僧之扶助、御老中御指圖之事。
一 (三十三) 大炊頭江御暇乞ニ參、申上候事。
一 (三十四) 永喜法印入來、輪番之僧相極り候書付、持參之事。
一 (三十五) 於京都、板倉周防守殿江以使者申入候事。
一 (三十六) 板倉周防守殿御宅ニ而、輪番被 仰付出家衆對面、周防守殿同前ニ書翰
役被仰付候旨、申渡候事。
一 (三十七) 嶋雄佐吉右衛門·大浦新兵衛壹州風本參着仕候事。
一 (三十八) 於對州、璘西堂申請朝鮮ゟ豊前江遣置候送使船之印竝衣冠反シ候段、申
達候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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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三十九) 一件ニ付、闕所被仰付候諸色、松浦肥前守殿江相渡候事。
一 (四十) 朝鮮江遣候書簡之跡留、一々被記置候樣ニと、璘西堂江以使者、申遣候事。
一 (四一) 吉田作右衛門田代ゟ歸國、柳川豊前千石之所、末次平藏江相渡候事。竝平
藏方ゟ之反狀之事。
一 (四二) 豊前·以酊庵·流芳院之印、朝鮮江送反候段、御老中江申上候事。
一 (四三) 闕所之諸色松浦肥前守殿江相渡候旨御老中江申上候事。
一 (四四) 右之段、御聞屆候旨、御老中 御奉書到來之事。
一 (四五) 信使同道江戶參上之時、於 殿中御書翰之事、竝豊前僞之樣子井伊掃部頭殿
被仰聞候事。
一 (四六) 橫田角右衛門·篠田九郞左衛門對州江被罷下候時、對州逗留中之次第之事。
一 (四七) 右兩氏江對州留守居之者方ゟ遣之候手形寫之事。

△ 柳川調興公事記錄 中終

△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목록

1. 사카이 사누키노가미(酒井讚岐守)님23에게 말씀드린 일과 답변.
2. 도이 오이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림.
3. 다이소조(大僧正) 덴카이(天海)24에게 말씀드림.

23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 1587~1662). 당시 와카사노쿠니(若狹國) 오바마 번(小濱藩) 번주이자 로주(老中).
24 이에야스를 시작으로 에도시대 초기 막부의 정책 자문역을 맡았고, 외교문제에도 관여했던 승려. 종파는 천태종, 직위는 다이

소조(승려로서의 최고계급), 존칭은 난코보텐카이(南光坊天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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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이 카몬노카미(井伊掃部頭)25님에게 말씀드림.
5. 덴추(殿中)26에서 로주가 지시하신 일.
6. 덴추(殿中)에서 곤치인(金地院)27에게 말씀드림.
7. 서한역(書翰役) 및 나의 서약서에 관한 것을 사누키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림.
8. 위의 일을 오이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림.
9.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28에게 서약문(誓書)을 올리게 된 경위.
10. 사누키노카미님께 가서 서약서를 올리게 된 경위를 말씀드림.
 사누키(宗讚岐)29가 근일 에도에 도착할 터이므로 도중(道中)에 요시다 사쿠에몬(吉田作右
11. 소
衛門)을 보냄.

12. 소 사누키의 숙소에 대해 로주에게 여쭈어 봄.
13. 소 사누키가 도착했음을 알림.
附記) 다쿠미(內匠)30 부자(父子), 시치에몬(七右衛門)의 아들에게 사형을 명령한 상황 및 조선에

보내는 약조(約條) 상의 송사선(送使船)31에 관해 사카이 다다카쓰에게 아뢴 내용.

25 이이 나오타카(井伊直孝, 1590~1659). 가몬노카미(井伊掃部頭). 당시 오우미노쿠니(近江國) 히코네 번(彦根藩) 번주이자 3

대 쇼군 이에미쓰의 자문으로서 다이로(大老) 격으로 막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26 덴추(殿中)는 쇼군이 거주하는 곳, 즉 에도 성을 의미한다.
27 곤치인스덴(金地院崇傳). 에도시대 초기 막부의 정책,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승려. 별칭은 혼코고쿠시(本光國師)라고도 한다.
28 마쓰다이라 노부쓰나(松平信綱, 1596~1662).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 당시 무사시노쿠니(武藏國) 오시 번(忍藩) 번주이자

로주.
29 본명 소 도시노부(宗智順). 번주 소 요시나리의 사촌 형제.
30 시마카와 다쿠미(嶋川內匠). 쓰시마 번의 가신으로 일찍부터 국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참여하면서 야나가와 가문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 국서를 개작하였다. 그 죄가 인정되어 야나가와 잇켄 심의 이후 처형되었다.
31 송사선(送使船)이란 쓰시마에서 조선에 외교와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파견하던 배로, 세견선(歲遣船)이라고

도 한다. 계해약조에서는 연간 50척으로 규정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다시 체결한 기유약조에서는 그 수가 20척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쓰시마에서는 그 부족분을 만회하고자 갖은 명목으로 규외송사선(規外送使船)을 신설하기 위해 조선 측과 교섭을
벌였으며, 일부는 성사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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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 사누키는 도리이 사쿄노스케(鳥井左京亮)32에게 맡긴다고 오이노카미님이 하명함.
15. 소 사누키를 쇼군의 의향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오이노카미님께 말씀드림.
 사누키가 유배지에 데려가는 부하들의 인원수 및 삭발에 관해 사카이 다다카쓰에게 여
16. 소
쭈어 봄.
17. 도리이 사쿄노스케님에게 소 사누키의 일을 전함.
18. 소 사누키와 내가 대면함.
19. 도리이 사쿄노스케님의 부하가 소 사누키와 대면함.
20. 소 사누키가 모가미(最上)로 출발함.
21. 곤치인(金地院)에 가서 말씀드린 내용.
22. 덴추(殿中)에서 서한역(書翰役)의 인품, 곤치인(金地院)에 이야기한 문건을 로주에게 제출함.

附記) 소 사누키, 부젠, 보초로, 류호인, 다쿠미(內匠), 시치에몬에게 재산 몰수 처벌이 내려

져, 몰수된 그들의 가재(家財)를 기록한 장부를 누구에게 건네야 하는지 문의함.

23. 서한역승(書翰役僧)33에 관한 건 및 서약서34를 올리고 싶다는 뜻이 쇼군께 전해짐.
附記) 신사(信使) 도일에 관해 오이님께서 말씀하신 것.

24. [쓰시마로] 귀환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음.
25. 쇼군의 뜻을 받든다는 문서 1통을 덴추에서 로주에게 제출함.
26. 조서(條書) 1통, 서약서 1통을 덴추에서 로주에게 제출함.
27. 제출한 조서(條書)에 관한 쇼군의 뜻을 덴추에서 로주로부터 건네받음.

32 도리이 다다쓰네(鳥居忠恒). 도리이 다다쓰네 영지에 소 사누키를 유배보내게 된 것을 의미한다. 도리이 다다쓰네(1604~

1636년)는 야마가타(山形) 번의 2대 번주이다. 사쿄노스케(左京亮)는 관위.
33 서역승(書役僧)이라고도 하며, 조선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승려를 의미한다. 조선에 보내는 외교문서는 한문으로 쓰

기 때문에 보통 학식이 뛰어난 승려가 맡는데, 야나가와 잇켄의 결과 쓰시마 번에서 외교문서의 작성을 담당하던 겐포(보초
로), 겐코 등이 모두 처벌되는 터에 새로운 담당자를 선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34 서약서는 대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서(前書)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약문이고, 뒷부분은 일본의 여러 신들의 이

름이 나열되어 그 신에게 서약하는 내용이므로, 뒷부분은 어느 서약서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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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잇켄이 끝났다는 사실을 조선에 알리는 서한을 일본어로 작성함.
29. 쇼군 앞에 불려나가, 쓰시마로의 귀환 및 조선관계의 일을 담당할 것을 허가받음.
附記) 서한의 일문(日文), 서약서의 전문(前書), 로주의 지시로 문서가 내려짐.

30. 도이 오이노카미님 저택에서 서약서에 도장 찍은 경위.
31.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님께서 후루카와 우마노스케(古川右馬助)에게 분부한 내용.
附記) 그때 건네진 문서에 대한 것.

32. 서역승(書役僧)의 봉급에 관한 로주의 지시.
33. 오이님에게 쓰시마로의 귀환을 청하러 감.
34. 에이키호닌(永喜法印)35이 윤번승(輪番僧)36을 정한 문서를 가져옴.
35. 교토에서 이타쿠라 스오노카미(板倉周防守)37님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함.
36. 이타쿠라 스오노카미님 저택에서 윤번을 명령받은 승려들과 대면하고, 스오노카미님께 마
찬가지로 서한역으로 임명받은 건에 대해 전함.
37. 시마오 사키치에몬(嶋雄佐吉右衛門)·오우라 신베에(大浦新兵衛)가 이키(壹岐) 섬 風本에 도
착함.
38. 쓰시마에서 린세이도(璘西堂) 38에 명하여 조선이 부젠에게 보낸 송사선의 인장(印章)과 의관
(衣冠)을 반납한다고 전함.

39. 잇켄과 관련하여 압수된 물건들은 마쓰라 히젠노카미(松浦肥前守)39에게 인도함.
40. 조선에 보내는 서간은 일일이 기록해 두도록 린세이도(璘西堂)에 사자(使者)를 보내서 전함.

35 하야시 에이키(林永喜)는 儒者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동생. 에이키도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惶窩), 형 라잔 등에게 유학을 배

웠고, 교부쿄호닌(刑部卿法印)에 서임되었다. 저서에 『林永喜假名遺書』, 『東武紀年錄』 등이 있다.
36 야나가와 잇켄이 끝난 후, 더 이상 국서를 위조하거나 개찬하지 못하도록 교토고산(五山)의 승려가 교대로 쓰시마의 이테이안

(以酊庵)에 가서 조일 간의 외교문서를 담당하게 했다. 이를 ‘이테이안 윤번제(以酊庵輪番制)’라 한다.
37 이타쿠라 시게무네(板倉重宗). 당시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
38 외교문서를 담당하기 위하여 새로 임명된 승려.
39 마쓰라 다카노부(松浦隆信). 당시 히라도 번(平戶藩)의 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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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요시다 사쿠에몬(吉田作右衛門)이 다시로(田代)에서 귀국, 야나가와 부젠의 영지 1,000석
(石)을 스에쓰구 헤이조(末次平藏)40에게 부여한 일 및 헤이조의 답신.

42. 부젠, 이테이안(以酊庵)41, 류호인(流芳院) 송사(送使)의 도장을 조선에 반납한다고 로주에게
보고드림.
43. 몰수한 물건들을 마쓰라 히젠노카미님에게 전달했다고 로주에게 보고드림.
44. 위의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로주 봉서(奉書)가 옴.
45. 신사(信使)와 함께 에도에 올라갔을 때 덴추에서 국서(國書) 사건 및 부젠 시게오키가 거짓
된 행동을 한 정황에 관해 이이 가몬노카미(井伊掃部守)님이 말씀함.
46. 요코다 가쿠자에몬·시노다 구로자에몬이 쓰시마에 내려갔을 때 쓰시마 체류 중에 있었던 일.
47. 위 두 사람에게 쓰시마 루스이(留守居)42가 보낸 확인서를 필사함.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끝

40 당시 나가사키 대관(長崎代官).
41 쓰시마의 사찰로 본래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가 건립하여 주지가 되었다. 겐소가 정유년(丁酉年) 생이었기에 이테이안이라

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겐소가 사망한 뒤에는 기하쿠 겐포(規伯玄方)가 주지가 되었으며, 야나가와 잇켄으로 겐포가 유배
형에 처해진 뒤에는 교토의 오산(五山) 승려들이 번갈아가며 파견되어 이테이안에 머물면서 조선과의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
다(이테이안 윤번제). 이테이안의 송사선은 겐포의 유배 전까지는 겐포의 명의로 파견되던 현방송사(玄方送使)였으나 이후 쓰
시마 번주가 그 파견 권리를 흡수하면서 조선과의 외교를 자문하는 이테이안의 명의로 그 파견 주체를 갱신했다.
42 에도막부 및 제번(諸藩)에 두었던 직명의 하나. 쇼군 또는 번주가 出行할 때 城中에 머물면서 城의 경비 및 제반 업무를 관리

하는 직책이다. 막부 루스이(留守居)의 役高는 5,000石으로 하타모토(旗本) 중에서 선임하는데, 하타모토가 담당할 수 있는

직역으로는 최고의 職이었다. 에도막부의 로주와 소바요닌(側用人) 등의 요직자(要職者)가 번주인 번의 경우는 ‘公用人’으로
표기하는 예외가 있었다. 이들은 막부 공인의 루스이 조합(留守居組合)을 만들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이른바 각 번의 외교관
역할을 했다. (『官職と位階』, 『役職讀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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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柳川調興公事記錄 下 目錄集書

一 (一) 一件相濟以前、御老中江差上候書狀之案、竝御返事之控之事。
一 (二) 御老中江懸御目候五ヶ條之書立之控之事。
一 (三) 一件相濟候以後、御老中江懸御目候書付之寫之事。
一 (四) 一件初之時分、何茂中江懸御目候七ヶ條之書付寫之事。
一 (五) 豊前非道之儀、十一ヶ條之事。
一 (六) 拙者願上候付、豊前諸太夫被仰付候、竝豊前誓詞仕候樣子之事。
一 (七) 豊前非道之樣子、芳長老ゟ被申聞候五ヶ條寫之事。
一 (八) 寬永元年信使渡海之時、從公儀信使江被下候御屛風替候而取候者名付之事。
一 (九) 芳長老朝鮮江渡海付而、宣慰使下釜仕候事。
一 (十) 豊前送使船之儀付、酒井讚岐守殿ゟ來候御狀寫之事。
一 (十一) 芳長老朝鮮ゟ歸國ニ付、其段申上候處、酒井讚岐守殿ゟ御反對之御狀寫之事。
一 (十二) 豊前知行千石之儀ニ付、伊奈半十郞殿·大河內金兵衛殿江遣候手形寫之事。
一 (十三) 義智ゟ柳川下野江知行遣候時之判物書手、竝使之事。
一 (十四) 一件ニ付、集書三ヶ條之事。
一 (十五) 拙者妹豊前方ゟ離別仕候樣子、於京都御老中江申上候樣子竝、書狀之控之
事。
一 (十六) 一件相濟候後、豊前家來江申渡候絛書之事。
一 (十七) 寬永十二年二月廿五日、 公儀江差出候絛書之寫。
一 (十八) 寬永四年之日之記拔書、四ヶ條之事。
一 (十九) 寬永十二年、唐坊佐左衛門朝鮮ゟ歸國仕候付、江戶江差登候時之覺書寫之事。

△ 柳川調興公事記錄 下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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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목록

1. 잇켄이 끝나기 전 로주에게 올린 서한 및 답변의 사본.
2. 로주를 만나 뵙고 올린 5개조 글의 사본.
3. 잇켄이 끝난 이후 로주를 만나 뵙고 올린 서류의 사본.
4. 잇켄 시작 시에 여러 사람에게 올린 7개조 문건의 사본.
5. 부젠(豊前)의 잘못(非道)에 관한 11개조.
6. 제가 청원해서 부젠이 쇼타유(諸大夫)에 서임된 일과 부젠이 서약한 정황.
7. 부젠이 잘못한 것에 관해 보초로(方長老)로부터 들은 5개조의 사본.
8. 1624(寬永 1)년 신사(信使) 도해 때 쇼군이 신사에게 하사한 병풍을 바꾸어서 취한 자의 명부
에 관하여.
9. 보초로가 조선에 도해했을 때 선위사(宣慰使)가 부산에 내려온 일.
10. 부젠의 송사선(送使船)에 관해 사카이 사누키노카미님이 보낸 편지의 사본.

조선에서 귀국한 것을 아뢴 것에 관해 사카이 사누키노카미님이 보낸 서한의 사본.
11. 보초로가
12. 부젠의 영지 1,000석(石)에 관해 이나 한주로(伊奈判十郞)·오가와치 긴베(大河內金兵衛)에
게 보낸 문서의 사본.
13. 요시토시(義智)43가 야나가와 시모쓰케(柳川下野)44에게 영지를 주었을 때의 증명문서 및 사

43 쓰시마 번 초대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 쓰시마 소(宗) 가문의 20대 당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규

슈 정벌 때 복속하여 영지를 보전하였다. 장인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600)와 함께 임진왜란에도 참가하였으며, 세
키가하라(關ヶ原) 전투 때는 서군(西軍)의 편에 섰으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로부터 조선과의 국교회복을 지시받아
패전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포로 송환 등 조선과의 교섭 끝에 1609년 조선과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양국의 국교를 회복하는 데 공헌하였다.
44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 ?~1605). 시게오키의 조부. 시모쓰케노카미(下野守). 쓰시마 소씨 가문의 가신으로, 본래 로

닌 출신이었으나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되었다. 규슈를 정벌하던 히데요시에게 항복의 사절로서 알현할 것을 지시받아 가로격
으로 승진하여 교섭에 임하였으며, 성공적으로 교섭을 성사시켰다. 임진왜란 시기에도 승려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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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使者)에 관하여.
14. 잇켄에 대해 모은 글 3개조.
15. 나의 여동생이 부젠과 이혼한 일45을 교토(京都)에서 로주에게 아뢴 일 및 편지의 사본.
16. 잇켄이 끝난 후 부젠의 부하들에게 지시한 문서.
17. 1634(寬永 11)년 2월 25일 막부에 보낸 조서(條書)의 사본.
18. 1627(寬永 4)년의 일기(日記)에서 발췌한 4개조.
(寬永 13)년 도보 사자에몬(唐坊佐左衛門)이 조선에서 귀국하여 에도에 올라갔을 때의

19. 1636

각서(覺書) 사본.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끝

序

○ 夫非を以、是を亂り、私我いつはりて、人のすなをなるをにくみ、下として上を
おかし、臣として君をころし、そのほか國家をほろほし、天下をみたる、是古今
多し、其事一々難尽く、其惡臣密にはかりことをまうけ、詔をなし、志を遂る
事、子細有之。大槪其ときの國主之道くらく、家臣之政どうどうからさるゆへな
り、如此之義治る世ニ御座無之。對馬守宗義成賊臣柳川重興か惡逆により、國家

조선에 건너가 교섭하였으며,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국교 회복에도 공헌한 바 있다. 그 공로를 조선으로부터도 인정받아 그가
죽은 뒤 향화(香火)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위패를 모신 류호인(流芳院)의 명의로 세견선 한 척을 파견할 권리가 부여
되었다.
45 부젠의 아내는 소 요시나리의 이복 동생 미야히메(宮姬)로, 요시나리와의 불화, 비방전이 본격화되자 부젠은 일방적으로 이혼

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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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法令をおかし、謀書をつくるよし、不實非法之詔をなすなり、根本其由來を尋
ぬるに天正年中、祖父宗義調其士柳川下野調信か忠節を尽し懇切を拔つるを以、
知行をあたへ家老ニ申付候。且又父宗義智之時亦加增申付候。

서(序)

○	대저 잘못된 것으로 올바른 것을 어지럽히고, 사사로이 속여서 다른 사람이 공을 이루는 것

을 미워하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고, 신하로서 군주(君)를 죽이고, 국가를 망하게
하고, 천하를 어지럽힌다. 이러한 일이 고금(古今)에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렵고, 그 악
신(惡臣)이 몰래 계책을 만들고 공을 이루어, 뜻을 이룬 일이 상세하게 있다. 대저 그때 국주
(國主)의 길이 어둡고, 가신(家臣)의 정치가 당당하여 그렇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치세(治
世)가 아니다. 쓰시마노카미(對馬守)46 소 요시나리의 적신(賊臣) 야나가와 시게오키의 악역

(惡逆)에 의해 국가의 법령을 범하고, 모서(謀書)를 만들었으며 부실비법(不實非法)의 조(詔)

를 만들게 되었다. 그 근본과 유래를 묻자면, 덴쇼(天正)년 중(1573~1591) 조부 소 요시시게
(宗義調)가 그 사(士)인 야나가와 시모쓰케 시게노부(柳川下野調信)의 충절을 다한 훈공을 기

려서, 영지를 주어 가신으로 임명했다. 또 아버지 소 요시토시(宗義智) 때도 가증(加增)하여
주었다.

其後 家康公の時にいたつて、朝鮮ゟ和談をこひ兩國和睦信使來聘、日本之治世
を仰なり時ニ、義智駿府ニをいて、義智事異國の守りをなし、西國之一方に罷
居候。自今以後每歲の參勤御免被成候、三年ニ一度宛可致參府候。國家之仕置御

46 가미(守)는 일본의 행정구역인 구니(國)의 장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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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可被成之由、御意在之而其上御加增被成下候。其後其時之御執權、本多上野介
殿ゟ來候書狀之追而書ニ、御加增之內千石、柳川古豊前景直ニ被遣可然候哉與被
仰下候ニ付而、其御書中之任御內意、千石遣之。其後景直の嫡子、調興に私妹を
婚禮之義相定候。其後古豊前者對州ニ而相果申候。調興若年に候得共、景直忠切
により懇に養育いたさせ、家老之筋目を繼せ置候。其後本多上野介殿江、我等申
入候ハ、對州之儀者遠方ニ而御座候故、
公儀向之儀、諸事不案內ニ而、大切ニ奉存候而、調興義御手前之御小姓にも成共
被召使被下候ハヽ、

公儀之樣子等見習以來者、拙者家老ニも召仕候時分、万

事相勤候之義、宜可有之與存候而、右願之通被

仰付被下候樣ニ被申入、則駿

府江差遣シ置候。

	그 후 이에야스 공(公) 때에 이르러 조선에서 화담(和談)을 청해 양국이 화목하고, 통신사(通
信使)가 와서 일본의 치세(治世)를 받들었다. 그때 요시토시(義智)는 슨푸(駿府)에서 “요시토

시는 이국(異國)에 대해 일본을 지키는 일을 하며 서국(西國)의 한편에 있다. 금후 매년 참근
교대(參勤交代)하는 것을 면하여 3년에 1번씩 참부(參府)하도록 한다. 국가가 처리하는 일이
다.”라는 쇼군의 뜻으로 영지를 가증받았다. 그 후 그때의 집권 혼다 고즈케노스케(本多上野
介)47로부터 온 서한의 추신에, 가증분 중 1,000石은 고인이 된 야나가와 부젠 가게나오(柳川

故豊前景直)48에 주어 마땅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편지의 내용대로 1,000石을 주었다. 그

47 혼다 마사즈미(本田正純).
48 시게오키의 아버지이자 시게노부의 아들인 야나가와 가게나오(柳川景直, ?~1613). 이후 도시나가(智永)로 이름을 고쳤다. 시

게노부의 뒤를 이어 조선과의 교섭에 임하였으며, 조선 측의 사절을 인도한 공이 있어 규슈 히젠(肥前) 다시로(田代)에 1,000
석의 영지를 막부로부터 하사받았다. 국교회복의 공로를 조선 측으로부터도 인정받아, 독자적으로 유천송사(柳川送使)를 파
견할 권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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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가게나오의 적자(嫡子) 시게오키(調興)와 나(요시나리)의 여동생을 결혼시키기로 했다. 그
후 야나가와 부젠 가게나오는 대마도에서 사망했다.
시게오키가 어리기는 했지만 가게나오의 충절에 의해 소중하게 양육되어 가로(家老)의 혈
통을 이었다. 그 후 혼다 고즈케노스케님에게 우리들이 “쓰시마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막부
에 관해 여러 가지를 잘 모르는데 이건 중대합니다. 시게오키를 당신의 고쇼(小姓)49로 데리고
계시면 막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배워서, 저의 가로(家老)로 고용했을 때 모든 일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대로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슨푸에 보냈다.

然處寬永四丁卯年、柳川調興數年之重恩を忘、君臣之儀を背候而、前後之所領貳
千石共ニ、從

公義其身ニ當拝領仕候之由、異議を申立候ニ付、非法千万之

段、委細御執權土井大炊頭利勝江申達候處ニ、我等申分最被思食、松平右衛門太
輔·伊丹播磨守殿·本光國師(南禪寺崇傳長老也) 被 仰談候處ニ、何茂被仰付ハ、
此段御迷惑之程致推察候而之義ニ而、花房右馬助殿·堀二部小輔殿·瀧善貞を
以、此方江被仰聞候者、豊前知行押領申立候。非道之段、可申樣無御座候。

그런데 1627(寬永 4)년 정묘년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오랜 중은(重恩)을 망각하고 군신(君

臣)의 의도 저버리고는 전후(前後)의 소령(所領) 2,000石 모두 막부가 그에게 내린 것이라고

하며 이의(異議)를 주장하니, 비법(非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집권 도이 오이노카미님께 상

세히 아뢰었다. 그러자 우리의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어, 마쓰다이라 에몬타유(松平右衛
門大輔)50·이타미 하리마노카미(伊丹播磨守)51·본광국사(本光國師: 南禪寺의 崇傳)에게 말하였

49 武家의 직명. 주군을 측근에서 모시면서 雜用이나 경호를 맡은 무사.
50 마쓰다이라 마사쓰나(松平正綱). 당시 간조부교(勘定奉行).
51 이타미 야스카쓰(伊丹康勝). 당시 간조부교(勘定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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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모두들 이것이 얼마나 폐가 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하시며, 하나부사 우마노스케(花

房右馬助)님52·호리 시키베쇼유(堀式部少輔)님53·瀧善貞을 시켜서 우리 쪽에 전하기를, “부젠

(豊前)54의 영지 몰수를 주장하시는데 [그의] 잘못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就夫右之趣豊前義申聞候處、彼者申候ハ、右之誤申立候段後悔千万、只今可仕樣
無御座候。前々之罪科御免被成、以前之ことく、役目等をも被仰付被下候はゝ、
偏ニ御慈悲と奉存、自今以後者、臣之道を尽、隨分御奉公可申上候。若此後右之
趣相背候者、是非を論せず、非義ニ可被 仰付之旨、申之由何茂被申聞に付、以
前のことく諸事申付候。

그래서 이상의 뜻을 부젠에게 일렀더니, 그가 “그처럼 잘못된 주장을 한 사실에 관해서는
후회가 막심하며 지금은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전처럼
일하도록 명하여 주신다면 오로지 자비로 생각하여, 이후에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여 열심히
모실 것입니다. 만약 이후 위의 내용을 저버린다면 시비를 가리지 말고 잘못으로 처리하십
시오.”라고 말했다. 이것을 다들 들었고, 이전처럼 일하도록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다.

寬永八年辛未二月十日、古川右馬助智次·平田將監成幸を以て申聞候者、祖父以
來之所領、及び朝鮮之送使等、皆之返進可仕と、去六日ゟ此段申候付、此方思
案仕候ハ、縱其申分右之通候共、其分ニ而者相濟申間舗と存候。若豊前心入非
義ニ候旨、押而仕置仕候ハヽ、世間之取沙汰ニ茂、手前ニ無調法在之故、無理

52 하나부사 마사요시(花房正榮). 하타모토(旗本).
53 호리 나오유키(掘直之). 당시 에도마치부교(江戶町奉行).
54 시게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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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達而、右之段申付候と、批判茂可有之候。殊豊前茂却而無理を申付候と存、
彌可挾野心候。又豊前と一味同心之輩、樣々邪法之儀申立、
上

公儀ニ訴訟申

公儀ゟ右之知行返し被下候樣ニ仕、家中之もの共ニ茂無禮仕、主人をも

ないかしろにせんと存ずる本意ニ而可有之候。依之大事出來可仕と存、兼而しき
りニ

東武へ委曲申上候。夫ゟ豊前異儀を企、此方非法之由、諸方江樣々申込

候故、何茂尤之樣ニ御聞入レ、世間無理成風說在之て、豊前理運之樣ニ思食、一
兩年理非之御決斷及延引候。

1631(寬永 8)년 신미(辛未) 2월 10일 후루카와 우마노스케 도시쓰기(古川右馬助智次)·히라
타 쇼겐 나리유키(平田將監成幸)를 통해, 조부 이래(以來)의 영지와 조선에 보내는 송사선(送
使船) 등을 모두 반납하라고 지난 6일부터 전했다. 이쪽의 생각은 설령 그쪽이 말한 것이 위

와 같다고 해도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부젠의 마음 씀씀이가 의(義)가 아
니라고 해서 굳이 처벌한다면, 세간에서는 나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젠을] 처
벌했다는 비판도 생길 것이다. 특히 부젠도 오히려 무리한 명을 내릴 것이라고 여겨 슬슬 야
심을 좁힐 것이다.
또한 부젠과 한패인 무리들이 갖가지 사법(邪法)을 주장하여 막부에 소송을 올리고, 막부
로부터 위의 영지를 돌려주시도록 하며, 쓰시마 번의 가신들에게도 무례하게 굴고, 주군조
차 무시하려는 것이 본의(本意)였다. 그래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전부터 자주 막부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다. 그로부터 부젠이 의(義)에 맞지 않는 것을 획책하고, 이쪽이 법도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갖가지로 주장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받
아들여서 세간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풍설(風說)이 떠돌고, 부젠이 이치에 맞는다는 생각도
있어 시비를 가리는 결단이 내려지는데 1, 2년이나 걸렸다.

雖然兎角不相濟候而不叶事ニ候故、寬永十二乙亥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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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猷院樣御代ニ至而、達 上聞理非分明ニ被聞召分、豊前竝此儀相與する輩科之
輕重ニ隨而、或死罪或流罪被 仰付、拙者無誤通相知、朝鮮之役義竝領地不相替
被仰付候。是偏ニ明君賢臣之御政道故如此候。
當御代幾久萬々歲と奉仰候。

그러나 어쨌든 마무리 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기에 1635(寬永 12)년 을해년 도쿠가와 이
에미쓰(德川家光)님 치세기에 이르러 이를 들으시고, 시비를 분명히 가리시어 부젠과 여기에
가담한 무리들은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혹은 사죄(死罪) 혹은 유배형에 처하셨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조선과의 통교업무와 영지(領地)를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 오로
지 명군(明君)과 현신(賢臣)의 올바른 정치가 이와 같은 것이다. 이 치세(쇼군)가 만세(万歲)를
누리기를 앙망한다.

朝鮮國信使來聘次第之序

○ (一) 天正十七己巳年、太閤豊臣秀吉公筑紫御平治之後、祖父對馬守宗義調·父義
智筑紫箱崎ニ罷出候時
太閤被仰聞候者、只今日本一統ニ治り、四海之民遠近ともに、治世をあおくな
り、時期ニ至而、朝鮮國ゟ可遣賀使儀ニ候得共、其儀無之由被仰出候。依之義
智則 蘇長老竝家老柳川下野調信を召連、朝鮮江渡海彼都江罷登り、太閤御意之
趣、委申達候。然共昔嘉吉年中、自朝鮮國、申叔舟日本江罷渡候。以後聘使久敷
相絶候故疑敷存、日本一統御慶之使難差渡之由、申候得共、樣々申達候付、承引
仕、翌年天正十八庚寅、從朝鮮黃·金·滸之三使を差渡、攝州·大坂ニ而拝禮仕
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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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 신사 내빙에 관한 서문
○	(一) 1599(天正 17) 기사년, 태합(太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공이 일본을 통일한 후,

쓰쿠시(筑紫)에서 조부 쓰시마노카미(對馬守) 소 요시시게(宗義調)와 아버지 소 요시토시(宗
義智)가 쓰쿠시 하코자키(箱崎)에 나아가 알현하였다.55 그때 태합이 “지금 일본을 통일되게

다스리고, 사해(四海)의 백성들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모두 치세(治世)를 아우르게 되었
으니, 이 때에 이르러 조선에서 축하 사절을 보내야 하는데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요시토시는 곧 소초로(蘇長老)56와 가로 야나가와 시모쓰케 시게노부(柳川下野調信)를
데리고 조선으로 도해하여, 그 나라의 수도에 올라가서 태합의 뜻을 자세하게 전달했다. 예
전에 가길(嘉吉, 1441~1443) 연간 조선에서 신숙주(申叔舟)가 일본에 건너온 후 사신이 오랫
동안 끊어졌으므로 [조선은]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일본 통일을 축하하는 사신이 바다를 건너
기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요시토시 일행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여 [조선이] 승인하였다.57 다

55 1587년 20만 대군을 이끌고 규슈 평정에 나선 히데요시는 5월 시마즈 요시히사(島津義久)를 항복시키고 규슈 전역을 정복했

다. 5월, 요시시게는 소 요시토시(宗義智)와 함께 황급히 규슈로 건너가 하코자키(箱崎, 후쿠오카市)에서 히데요시와 접견하
였다. 히데요시는 소씨에게 쓰시마 一國을 安堵하는 한편 ‘고려(조선)에 출병하여 정복한다고 명하였으나 요시시게가 청하니

[출병을]연기하겠다. 그러니 [조선] 국왕을 일본에 上京(參洛)시키도록 하라. 만약 상경이 지체되면 즉시 도해하여 주벌(誅罰)
할 것이다’라고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발발전 한일교섭 실태」)

56 외교승 겐소(玄蘇).
57 소씨는 1589년 6월 겐소를 일본국왕사 正使로 삼고 자신은 副使가 되어 조선에 건너가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다. 히데요시가

요구하는 조선국왕의 일본 입조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쓰시마는 히데요시의 명령을 ‘통신사 파견’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요구로 대체하여 조선과 교섭했던 것이다. 국왕 선조는 평시에야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히데요
시는 제 임금을 시해한 역적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얼마 후 다음과 같은 방책을 제시하고 이를 비변사와 예조에서
심의하게 하였다. 그 방책을 요약하면, ① 조선이 海路의 험난함을 이유로 들어 통신사 파견을 또 다시 거절하게 되면 소씨가
안내역할을 자청할 것이므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게 된다. 예로부터 해로는 험난했으나 거리낌 없이 왕래한 일도 있었으
므로 이제 와서 해로만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② 일본이 하루아침에 화친을 단절당한 뒤 조선강토를 침범하여 그 유감을 풀
려고 한다면 변방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③ 2년 전 조선을 침탈한 일본의 왜구집단과 포로가 된 조선인을 조선에 인
도하라는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저들의 대응여하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한다면 저들의 정성과 후의에 보답한다는 파견 명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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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 1590(天正 18) 경인년 조선에서 황(윤길)·김(성일)·허(성) 삼사(三使)가 건너왔고, 오사
카(大坂)에서 맞이하였다.

翌天正十九辛卯年黃·金·滸之三使御暇被下罷歸候時、義智江

太閤又被仰聞候

者、彼國ゟ信使日本一統之賀儀を述候事ハ、未不足ニ被
思食上候。朝鮮國王自身罷渡、賀儀を述候而可然與之 御意也。朝鮮國王日本之
幕下ニ被罷成候者、朝鮮之道筋を御借り被成、大明を征伐可被成候。其時におい
て、朝鮮國王謹而大明之案內者可被仕由、 上意ニ而候。此段申達、若違背仕候
ハゝ、先朝鮮を征伐可被成之由候。依之蘇長老·柳川調信三使同道仕、朝鮮之都
江登り、右之段々委曲申達候得共、案之外之事ニ候條、朝鮮國ゟ一圖合点不仕候
ニ付、歸國仕、右之段申上候得者 太閤大きニ御立腹被遊候。

이듬해 1591(天正 19) 신묘년 황·김·허의 삼사가 귀국하게 되었을 때 요시토시에게 태
합이 이르시기를, “저 나라(조선)에서 통신사가 일본 통일을 축하하는 것으로는 아직 부족
하다. 조선국왕이 직접 건너와서 하례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선국왕은 일본의 막하(幕下) 에
있으므로 조선의 길을 빌려서 대명(大明)을 정벌할 것이다. 그때 조선국왕은 삼가 대명(大明)
에 들어가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전했는데도 만약 위배한다면 먼저 조선을 정벌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소초로(蘇長老)·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가 삼사(三使)와 함께
조선의 수도에 올라가서 위의 뜻을 자세히 전했지만 의외로 조선이 전혀 동의해 주지 않았
고, 귀국해서 이를 아뢰었더니 태합께서 대노하셨다.

설 것이다, 는 구상이었다. 왕위 찬탈자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보다는 왜구 금압 협조에 회사(回謝)하는 사절로써 통신사를
파견하는 편이 한층 외교적 명분이 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발발전 한일교섭 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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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之又義智·僧三玄を召連、朝鮮江渡海、釜山江罷居、しきりニ國王來賀被仕可
然由申候得共、承引不仕、尤大明案內者之儀も、不存寄之由、申切候。依之文祿
元壬辰年四月、日本諸州朝鮮へ御征伐之御觸狀被遣、大將宰相備前守秀家竝加藤
主計頭淸正·小西攝津守行長·宗對馬守義智、此三人を先年に被仰付、士卒拾餘
万も引連渡海、朝鮮御征伐在之。釜山ゟ王都道筋橫まて數所あり。彼國諸州之軍
所悉討つぶし、敗軍之者不數知、都討登り、王城を討亡し、其大將を召連、王子
を捕江、直ニ平城府ニ討入、此府者、都ゟ西江七日路、昔自唐箕子を被遣、朝鮮
國王ニ被仰付候所ニ而候。此箕子然ニ朝鮮之元祖、其古庿竝石碑至于今在之由ニ
候。

그래서 또 요시토시가 승려 삼현(三玄)을 데리고 조선에 도해하여 부산에 있으면서 줄곧
국왕이 와서 축하해야 한다고 전했지만 승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명에 들어가는 길 안내자
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거절하였다. 그래서 1592(文祿 1) 임술년 4월에 일본의 여러 주(州)
에 조선을 정벌한다는 문서를 보내고, 대장(大將) 겸 재상 비젠노카미 히데이에(備前守秀家)58
및 가토 가즈에노카미 기요마사(加藤主計頭淸正)·고니시 셋쓰노카미 유키나가(小西攝津守行
長)·소 쓰시마노카미 요시토시(宗對馬守義智), 이 세 사람에게 전년도에 명령한대로 병사 10

여만을 이끌고 도해하여 조선을 정벌하도록 하였다. 부산에서 왕도까지 요지는 몇 군데 있
었다. 저 나라 여러 지방의 요지를 모두 쳐부수어, 패한 군사는 그 수를 알지 못하고 수도까
지 올라가서 왕성을 함락시키고, 그 대장을 데리고 왕자를 잡아 바로 평양을 쳐서 함락시켰
다. 그곳은 수도에서 서쪽으로 7일 거리이고, 옛날 중국이 기자(箕子)를 보내서 조선국왕이
되게 한 곳이다. 그런데 기자는 조선의 원조(元朝)로 그 사당과 석비가 지금도 있다고 한다.

58 우키타 히데이에(宇喜田秀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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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祿二癸巳年、朝鮮大ニ及難義、大明ニ加勢を請候時、大明ゟ謝用梓·徐一貫與
申者兩人遣之、日本ニ和を請、義智同道肥州名護屋ニ罷越、太閤江和談之儀申上
候得共、兩人之申分宜舗不被思食、和睦御免無之。同三年甲午、大明ゟ又楊老
爺·沈老爺竝遊擊將軍、此三人を差渡、再和談之儀可申上由ニ候。依之義智楊老
爺·沈老爺と兩人を釜山ニ留置、遊擊壹人同道大坂ニ至て、言上仕候。遊擊儀者
先■之濱ニ逗留仕候而、使を釜山ニ遣し候處ニ、慶長元丙申年、楊老爺·沈老爺
兩人罷越、同前ニ大坂ニ和談を請。

1593(文祿 2) 계사년, 조선이 크게 곤란하여 명나라에 구원을 청했을 때 명에서 사용재(謝
用梓)·서일관(徐一貫) 2명을 파견하여 일본에 강화를 요청하여, 요시토시와 함께 규슈의 나

고야(名護屋)에 가서 태합에게 강화의 뜻을 아뢰었지만, 2명이 말한 내용이 좋지 않다고 생
각되어 강화는 무산되었다. 1593년 갑오년 명에서 또 양노유(楊老爺)59 ·심노유(沈老爺)60 및
유격(游擊)장군 등 3명을 보내어 다시 강화의 뜻을 아뢴다고 하였다. 그래서 요시토시(義智)
가 양노유(楊老爺)·심노유(沈老爺) 2명을 부산에 머무르게 하고, 유격대장 1명과 함께 오사
카에 가서 아뢰었다. 유격장군은 먼저 ■에 체류하였는데 사신을 부산에 보냈더니 1596(慶

長 1) 병신년 양노유(楊老爺)·심노유(沈老爺) 2명을 보내어 전처럼 오사카에서 강화를 청하

였다.

此時大明ゟ勅號竝衣冠·裝束其外珍舗もの色々相渡、

太閤を日本國王ニ封

59 부사(副使) 양방형(楊方亨).
60 심유경(沈惟敬).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石星)이 비밀리에 파견한 인물로, 명나라의 유격 장군을 가칭하고 적정을 탐지한다는

핑계로 조선에 파견되었다. 오사카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났으나 강화교섭이 결렬된 후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해 남쪽으
로 도망가는 도중, 의령 부근에 도달하였을 때 명나라 장수 양원에게 체포되어 ‘나라와 황제를 기만한 죄’로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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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日本の諸將ニ茂、衣冠を遣し、臣職授しむ。於此

太閤大ニ御喜悅被成、

和談御免太平、此時は御滿足ニ被思食候。然所ニ近習之臣罷入申上候者、大明之
勅號を御承、異國之衣冠·裝束御着被遊而者、大明之眞幕下ニ御成被遊樣ニ奉存
候と申上候得者、

太閤元ニ被思食上誠ニ右之段御誤被成候。大明ゟ僞ニ我を

たふらかし、如此ニ候由ニ而、右之衣冠·裝束悉く御捨被成候。其後楊老爺·沈
老爺之兩人も散々不首尾ニ罷成候。其間に調信朝鮮之聘使を召連、大坂ニおいて
和談之儀可申上と存候得共、又軍陣之御用意在之ニ付而其段不申上候。
太閤又諸將ニ被仰付、數万之士卒被差渡、全羅道を御討破被成、彼國之大將·掹司·
判官をはりつけニ御掛被成、其外討亡さるゝ者、數万全羅道之者壹人茂無之候。

이때 명에서 칙호(勅號)와 의관(衣冠) 그 외 여러 가지 진귀한 것을 전하고, 태합을 일본국
왕에 봉하였으며 일본의 여러 장수에게도 의관을 전하고 관직을 수여하였다. 이때 태합이
기뻐하여 강화가 되어 평화롭게 될 것이라며 이때에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셨다. 그런데 근습
하는 신하가 들어와서 아뢰기를 명의 칙호를 받고 이국(異國)의 의관을 입으신 것은 명의 막
하가 되는 것이라고 하자, 태합이 맞다고 하시고 명의 칙호를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셨다.
명이 거짓으로 나를 속여서 이렇게 했다며 그 의관, 장속(裝束) 등을 모두 버리셨다. 그 후
양노유(楊老爺)·심노유(沈老爺) 2명도 매우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다. 그 사이에 시게노부가
조선의 사신을 데리고 와 오사카에서 강화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또 군대의 준비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였다. 태합이 또한 여러 장수에게 명령하여 수만의 사졸을 도
해시켜 전라도를 공격하고 그 나라의 대장·관리를 처형하였으며, 그 외 모두 토벌하여 수만
명이던 전라도민이 1명도 없도록 하였다.

慶長三戊戌年八月十五日
太閤俄ニ薨御被遊候。就夫家康公之御意ニ隨而、朝鮮江罷渡居候。諸將等軍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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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日本江歸國、其後兩國通用相絶へ、彼國之儀可承樣子無之候。同九甲辰年、
朝鮮より松雲大師竝孫文彧兩人を差渡、和談を請、則柳川下野調信ニ申付、駿河
江其段言上仕候處ニ、朝鮮より兩人差渡和談之義申上候故、神妙ニ被思食上之由
也。此時義智病氣ニ有之候故、柳川下野竝蘇長老江申付、兩使ニ相添京都江差越
ス。其節 家康公伏見之城ニ被成御座、於其所拝禮被仰付、同十乙巳年、松雲朝
鮮江歸國仕候。

1598(慶長 3) 무술년 8월 15일, 태합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에야스(家康) 공의
뜻에 따라서 조선에 건너가 있던 여러 장수와 군을 이끌고 일본으로 귀국하였고, 그 후에 양
국 간의 통교는 끊어졌다. 1604 갑진년 조선에서 송운대사(松雲大師: 사명당)61와 손문욱(孫文
彧) 2명을 보내어 화의를 청하였다. 곧 야나가와 시모쓰케 시게노부(柳川下野調信)에게 명하

여 스루가(駿河)에 그 소식을 아뢰었더니, 조선에서 2명을 보내어 화의에 대해 거론하니 신묘
하게 생각하신다고 했다. 이때 요시토시가 병이 나 야나가와 시모쓰케(柳川下野)와 소초로(蘇
長老)에게 명령하여 두 사신과 함께 교토(京都)에 갔다. 그때 이에야스 공은 후시미 성(伏見城)

에 계셨는데 그곳에서 알현하도록 하셨고, 1605년 송운대사가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同十二丁未年、朝鮮ゟ正使呂祐吉·副使慶暹·從事丁好寬之三使を差渡、先
家康公之御政道之賀使を可奉伸之處ニ、疾
樣江戶江罷越、

台德院樣江御代御讓被遊候付、直

台德院樣江御禮申上候得之由、被仰付候付、則江戶江罷越

61 사명당(四溟堂, 1544~1610)으로 법명은 유정(惟政). 임진왜란 시기 스승인 서산대사(西山大師, 1520~1604, 법명은 휴정

休靜)와 함께 승병을 이끌고 참전하여 평양성 탈환 등 각종 전투에서 활약하였으며, 일본군과의 강화 회담에도 참가하였다.
1604년에는 에도 막부에 사절로서 건너가 협상 끝에 3천여 명의 포로를 송환하는 공적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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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禮相濟、歸國之時於駿府
家康公江拝禮仕候、義智此三使を同伴致歸國候。

1607년 조선에서 정사(正使) 여우길(呂祐吉)·부사 정경라(慶暹)·종사 정호관(丁好寬)의 삼사
를 보냈다. 먼저 이에야스(家康) 공의 정도(政道)를 경하해야 하지만, 다이토쿠인(台德院: 도쿠
가와 히데타다)님이 쇼군직을 양도받게 되었으므로 곧바로 에도로 가서 다이토쿠인님께 예를

올려야한다는 명을 받았다. 그래서 에도에 가서 배례를 끝내고 귀국하는 길에 슨푸(駿府)에서
이에야스 공에게 예를 올렸다. 요시토시는 삼사(三使)를 동반하고 쓰시마로 돌아갔다.

又元和三丁巳年、朝鮮より吳允謙·朴梓·李景稷之三使を差渡、

秀忠公江賀儀

を申上、於伏見之城拝禮仕候。右之信使義成同道仕候。寬永元甲子年、朝鮮より
正使鄭岦·副使姜弘重·從事辛啓榮之三使を差渡、
家光公江賀儀を於 東武之城申上候。此信使茂亦義成同道仕候。

또 1617(元和 3) 정사년 조선에서 오윤겸(吳允謙)·박재(朴梓)·이경직(李景稷)의 삼사를 파
견하여 히데타다(秀忠) 공에게 하례하고, 후시미성에서 배례하였다. 이 사신들과 요시나리
(義成)가 동행하였다. 1624(寬永 1) 갑자년 조선에서 정사 정립(鄭岦)·부사 강홍중(姜弘重)·

종사 신계영(辛啓榮)의 삼사를 파견하여, 이에미쓰(家光) 공을 에도성에서 배례하였다. 이 통
신사도 또한 요시나리(義成)와 동행하였다.

○ 寬永八辛未年二月十一日

一 (二) 昨日、家老柳川豊前申聞候儀、不慮之事候。今俄ニ所領等返進可仕由申候而
茂、其段難心得存候。不依何事、存寄有之候ハゝ、此方江可申聞候。若又望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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儀於有之ハ、樣子聞屆可任其心。自是以前茂所領千石之儀ニ付、案外之儀申出
候。然共何茂御取扱ニ付、少茂遺恨不存、如前之懇ニ召遣候。其節何も之衆被仰
定候趣者、右之誤被差免候間、自今以後申定候儀相背候ハゝ、不論是非、非儀ニ
可仕之旨申定、右之惡を拙者不挾心底、益懇ニ申付候。此外主人之道ニ少茂不相
違、今日ニ至ても隔心無之候。其方如何樣之義に而、隔心仕候哉。此段難心得候
間、樣子承り候樣ニ與、家老古川右馬助·平田將監江申付候。
○ 1631(寬永 8) 신미년 2월 11일62
一	(二) 어제 가로 야나가와 부젠(柳川豊前)이 말한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이제 와서 갑자

기 소령(所領) 등을 반납한다고 해도 그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어떤 일이건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이쪽에 말해야 한다. 만약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상황을 듣고 그 뜻에 맡길 것이다.
이전에도 소령 1,000石에 대해 의외의 발언을 했었다. 그렇지만 어떤 것도 그 대우함에 있
어서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예전처럼 진실하게 대했다. 그때 다들 정하기를, 위의 잘못을
용서하였으므로 향후 정한 것을 어긴다면 시비(是非)에 관계없이 잘못으로 판정하기로 했는
데, 위의 잘못을 나는 마음에 두지 않고 더욱 간곡하게 일렀다. 이 외에도 주군(主君)의 도리
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으니, 지금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그대는 마음에 응어리진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우니 사정을 들어보도록 가로(家老) 후루카와 우마
노스케(古川右馬助)·히라타 쇼겐(平田將監)에게 지시했다.

62 이하는 1631년 요시나리와 시게오키가 서로를 막부에 고발한 이후 양자에 대한 막부의 심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미 시게

오키는 소씨에게서 받은 자신의 소령(所領)과 세견선(歲遣船) 권리를 반납하고 군신관계를 끊고 싶다는 요청을 한 상태로, 우
선 막부의 로주들이 양자와 양자의 측근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심문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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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寬永十癸酉年

一 (三) 五月五日、爲出仕登 城仕。歸宅之後、御老中土井大炊頭殿·酒井雅樂殿御兩
所より御連署被下、只今酒井阿波守殿宅江可罷出之由、被仰下候。早速參上候所
ニ、御執權中御寄合、豊前一件之儀御尋被成候。依之前後之樣子一々申述候。御
執權衆被仰候ハ、此一件之儀兼而承及候得共、何茂一同ニ不承候。就夫樣子聞屆
可達 上聞與存、懇ニ御尋申入候。此段何人申上候哉、疾達 上聞居候由承候。
我々方 ハ只今初而申上候。
一 (四) 同十三日、大炊頭殿讚岐守殿御使者被下、酒井阿波守殿所江罷出候樣二と申
來、早速致伺候候所、御執權中御列座、拙者ニ被仰聞候ハ、其方一件之儀、具ニ
達 上聞候處に、御上洛餘日無之候。對馬守儀御供被仰付候間、先上洛可仕候。
於一件之事ハ、還御之後可被仰出與之上意ニ候旨、被仰付候。
○ 1633(寬永 10) 계유년
一	(三) 5월 5일, 에도 성에 등성하였다. 귀가한 후 로주(老中)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님·

사카이 우타(酒井雅樂)63님 두 곳에서 연서한 문서가 왔는데, 지금 사카이 아와노카미(酒井阿

波守)64님 댁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즉시 갔더니 집권들이 모여서 부젠 잇켄(豊前一件)에 대

해 질문하셨다. 그래서 전후의 사정을 하나하나 진술하였다. 집권들이 “이 잇켄에 관해 일찍
이 들었지만 함께 들어본 적은 없다. 상황을 쇼군65께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이

63 사카이 다다요(酒井忠世). 당시 로주.
64 사카이 다다유키(酒井忠行). 로주 사카이 다다요의 적남(嫡男).
65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1604~1651). 집권 초기에는 2대 쇼군 히데타다의 영향력이 강했으나, 히데타다 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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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일을 누가 언급했는지 빨리 쇼군께 아뢰어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아뢰는 것이었다.
一	(四) 동 13일, 오이노카미(大炊頭)님·사누키노카미(讚岐守)님이 사자를 시켜 사카이 아와노

카미(酒井阿波守)님의 댁으로 오도록 말씀하셔서 즉시 갔더니 집권들이 모여 있었고, 저에게
“그 잇켄에 대해 자세하게 쇼군에게 아뢰었더니 ‘상락(上洛: 교토에 가는 것)으로 여유가 없
다. 쓰시마 번주는 동행할 것을 명하며, 우선 상락할 것이다. 잇켄에 관해서는 돌아와서 처
리하겠다.’는 것이 쇼군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寬永十一甲戌年

一 (五) 十月十九日於殿中、大炊頭殿拙者江被仰候ハ、一件之儀對馬守存入之樣子、
今一度相尋可申上之由、上意ニ御座候間、明日拙宅江御出可有之由、被仰聞候。
○ 1634(寬永 11) 갑술년
一	(五) 10월 19일, 덴추(殿中)에서 도이 오이노카미(大炊頭)님이 저에게 “잇켄에 관해 그대가 생

각하는 바를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보고하라는 것이 쇼군의 뜻이니, 내일 나의 집으로 오라.”
고 하셨다.

一 (六) 同廿日、大炊頭殿江參上候處ニ、松平伊豆守信綱·阿部豊後守忠秋·柳生但
馬守殿·加ゝ爪民部殿·堀式部少將殿·何茂御列座ニ而、一件之事御尋被成候。

후에는 부케쇼핫토(武家諸法度)의 개정, 기독교 금제와 쇄국제(鎖國制) 완성, 산킨코타이(參勤交代) 제도 확립 등을 달성하
였다. 또한 조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격화 작업도 활발히 수행하여, 닛코도쇼구(日光東照宮)를 장엄하게 재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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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年於阿波守殿所申上候ヶ條、委曲御執權中江申上候得者、何茂御尤ニ被思食之
由、被仰付候。其後豊前被召出、彼者申分一ゝ御聞被成候。豊前申上候ハゝ、某
儀對馬守ニ對し、別之申分無御座候。其意趣以前ニ誓旨仕置候間、夫を證據ニ可
被遊候。此外之儀者、對馬守被申通ニ御座候。然共老父下野調信死去仕候後、拙
子何之無調法も無之處ニ、無故殺し可申上之企有之段、密ニ承り候。依夫早速對
州立出、駿府江罷超、御執權本多上野介殿江賴寄、身力をつくし奉公仕、夫よリ
今日迄如此ニ候。且又對馬守妹聟ニ罷成候事ハ
家康公依 上意、婚禮相調候。然處ニ右之二ヶ條を對馬守自分之計ニも申付候由
申上候ハ、全僞ニ而御座候よし申上候。
依之大炊頭殿より御使者を以罷出候樣ニも被仰下候故、早速伺公いたし候。御執
權中何茂御列座に而、豊前申分右之通ニ候由被仰聞候故、拙者申上候ハ、豊前申
上候二ヶ條之儀、甚僞ニ而御座候。先年彼者之儀、駿府ニ差出置候子細者、對州
之儀遠方ニ而候故、

公儀向之儀諸事不案內ニ而、大切ニ奉存、豊前儀、本多

上野介殿江被召仕被下候樣賴遣、公儀之樣子等見習セ以來者、拙者召仕候ニ萬事
相勤候爲ニ茂、宜可有御座與存、拙者御執權衆江賴存候而差遣し申候事、其紛無
御座候。彼者其節者幼少ニ御座候、主命を背、野心をかくし候而、對州を罷出候
とも、拙父義智差逃申間舗候段、死罪申付候とも家來之儀ニ候ゆへ、子細有御座
間敷與奉存候。扨又拙者妹聟ニ仕候儀者、拙父義智計ニ而申付候。彼者祖父調
信·父景直等ニ茂其節申聞候。然處ニ只今主恩を背

家康公之蒙

相調候由申上候、此段彌僞ニ而御座候。諸大名之緣組蒙

上意婚禮

上意被相調候義者、

何茂御存知之通、近年相初リ候以前者無之事、況又內々に
公命を請、婚禮相調候由申上候儀、不恐公儀、無調法之至、何茂御推察可被遊候
由申候得者、御執權中尤至極ニ被思食由ニ候。
其時大炊頭殿被仰候ハ、對馬守殿申分誠ニ尤之事候。薩摩·對馬ハ隣國ニ而風俗

052 053

も又相似申候。今之薩摩守殿內室ハ家臣之娘ニ而候。對馬國風俗茂大槪此類ニ而
有之由ニ被仰候。
一	(六) 동 20일, 도이 오이노카미님께 갔더니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 노부쓰나(松平伊豆守信
綱)·아베 분고노카미 다다아키(阿部豊後守忠秋)·야규 다지마노카미(柳生但馬守)66·가가쓰메

민부(加賀爪民部)67·호리 시키베 쇼유(堀式部少輔)68님이 모두 참석하시어 잇켄에 대해 질문
하셨다. 작년 아와노카미(阿波守)님댁에서 말씀드린 것을 자세히 집권들에게 말씀드렸더니
모두 지당하다고 하셨다.
그 후 부젠(豊前)이 불려왔고, 그의 진술을 하나하나 들으셨다. 부젠이 “저는 쓰시마노카
미(對馬守)에 대해 별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뜻은 전에 서약했으니 그것을 증거로 하셔
야 합니다. 이 외에 관해서는 쓰시마노카미가 말한 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조부 시모쓰
케 시게노부(下野調信)가 돌아가신 후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저를] 죽이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비밀리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쓰시마를 떠나 슨푸(駿府)로 가
서 집권 혼다 고즈케노스케(本多上野介)님에게 의탁하여 온 힘을 다하여 받들었고, 그것이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또 쓰시마노카미의 여동생69과 결혼한 것은 이에야스(家康)
공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를 쓰시마노카미 자신이 계획했다는 말은 전부 거

66 야규 무네노리(柳生宗矩). 당시 오메쓰케(大目付). 오메쓰케(目付)란 에도막부의 제반 업무를 감독하고 다이묘들의 행동을 감

찰하며 관리들의 태만을 적발하는 직책이다. 에도막부의 메쓰케는 와카도시요리(若年寄)의 눈과 귀가 되어 하타모토(旗本)와
고케닌(御家人)을 감시하였고, 제번(諸藩)의 경우 메쓰케는 藩士(馬廻格 이상)를 감찰하였다. (『役職讀本』, 『官職と位階』)
67 가가쓰메 다다스미(加賀爪忠澄, 1586~1641). 당시 에도마치부교(江戶町奉行). 에도막부의 하타모토(旗本)로 세키가하라 전

투와 오사카(大坂) 전투의 군공으로 종오위하(從五位下) 민부쇼(民部少輔)가 되었으며, 막부 내에서 오메쓰케(大目付)를 역
임하며 다이묘들과의 교섭을 맡았다.
68 호리 나오유키(堀直之). 당시 에도마치부교(江戶町奉行).
69 요시나리의 여동생 미야히메(宮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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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입니다.”라고 말했다.
오이노카미(大炊頭)님이 사자를 보내서 오라고 하시기에 즉시 갔다. 집권들이 모두 참석
해서 부젠이 이처럼 말했다고 하셔서, 제가 말하기를, “부젠이 말한 두 가지는 엄청난 거짓
입니다. 이전에 그가 슨푸에 가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쓰시마가 [에도에서] 멀리 떨
어진 곳에 위치하여 막부가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지 못하니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
다. 그래서 혼다 고즈케노스케님 곁에서 일하도록 부젠을 보내서 막부의 상황 등을 보고 배
우게 한 후에 저를 섬기며 일하게 하면 좋을 거라 판단하여, 제가 집권들에게 부탁해서 파견
한 것입니다. 그는 그때 연소해서 주군의 명에 반하여 야심을 숨기고 쓰시마를 나왔지만, 저
의 부친 요시토시(義智)는 번을 떠날 수가 없었고, 시게오키의 일은 죽을죄에 해당하지만 부
하의 일이므로 자세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저의 부친 요시토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부젠)는 [자신의] 조부 시게노부(調信)·아
버지 가게나오(景直)로부터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군의 은혜를 배반하고 이
에야스(家康) 공의 뜻을 받들어서 결혼했다고 말하니, 거짓말입니다. 여러 다이묘(大名)의 혼
인이 쇼군의 뜻을 받들어서 성사되는 예는 모두 아시다시피 근년에 시작되었고 이전에는 없
었습니다. 하물며 몰래 쇼군의 명으로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막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무법의 극치이므로, 이 모든 것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집권들은
매우 합당하다고 하셨다. 그때 오이노카미님이 “쓰시마노카미님 말씀이 지당하다. 사쓰마(薩
摩)·쓰시마(對馬)는 이웃이어서 풍속도 비슷하다. 지금 사쓰마노카미(薩摩守)님의 부인70은

가신의 딸이다. 쓰시마의 풍속도 대개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다.

70 사쓰마노카미(薩摩守)란 사쓰마 번주 시마즈 이에히사(島津家久: 다다쓰네[忠恒]). 이에히사의 正室 부인은 伯父 시마즈 요

시히사(島津義久)의 딸이었으나 정실과의 사이에 자식은 없었다. 이에히사의 후계자 미쓰히사(光久)의 생모(側室)는 가신 시
마즈 다다키요(島津忠淸)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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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七) 同二十九日、大炊頭殿·伊豆守殿·豊後守殿ゟ御連署被下、一件之事明日於
殿中御尋可被成之由、被仰下候。
一 (八) 同十一月朔日、爲御禮登

城仕候處ニ、御執權中依御差圖、何茂同道酒井

肥後守忠朝之宅江罷出候。御執權中ゟ方長老先年

公儀之權威を借リ、朝鮮江

渡海上京仕候由、豊前申上候與被仰聞候。拙者其時何茂江申上候ハ、方長老上
京仕候儀、全

公儀之權威を借り、私ニ渡海不仕候。其時禮曹より之返簡則只

今差出候、且又豊前若年之時君臣之道相背申間敷由、誓旨仕置候。此又同前ニ差
出候。其時禮曹返簡並豊前誓旨之趣、御一覽被成、豊前

公儀ニ僞を申

上候與何茂被思食候、拙者申上候段尤ニ候間、則言上可被遊由ニ而、其日直ニ大
炊頭殿·伊豆守殿·豊後守殿·但馬守殿並町奉行·民部少輔殿·式部少輔殿何茂御
登城御列座ニ而、右差上候禮曹ゟ之返簡、刑部卿法印永喜ニ御讀セ候而、御聞被
遊候。
一	(七) 동 29일, 오이노카미(大炊頭)님·이즈노카미(伊豆守)님·분고노카미(豊後守)님이 연서(連
書)를 보내서, 잇켄에 관해 내일 덴추(殿中)에서 질의하신다고 하셨다.

一	(八) 동 11월 1일, 의례를 행하기 위해 등성(登城)했더니 집권들의 지시에 의해 모두 동행하

여 사카이 히고노카미 다다토모님댁으로 갔다. 집권들이 말하길, “보초로(方長老)가 전에 막

부의 권위를 빌려서 조선으로 건너가 상경(上京)했다71고 부젠이 말하였다.”고 했다. 제가 그

71 겐포(보초로)가 조선의 도읍에 상경했다는 것은 1629년 소씨가 파견한 일본국왕사에서 겐포가 正使 역할을 했던 사실을 가리

킨다. 조선은 전기부터 쇼군을 일본국왕으로 파악하여 쇼군이 파견한 사절을 특별히 ‘일본국왕사’라 불렀다. 1627년 조선이 후
금의 침략을 받는 정묘호란이 발생했다. 소씨가 이 사실을 막부에 보고하자 후금의 군사적인 위협이 조선에 이어 일본에까지
미칠 것을 우려한 쇼군 이에미쓰는 ‘조선의 도읍에 사신을 파견하여 정묘호란의 정황을 자세하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소씨에
게 직접 하달했다. 번주 소씨의 입장에서 쇼군의 지시는 자신의 대조선 외교 능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사절의 正使인 겐포는 쇼군 명의의 국서를 위조하지도 않고 국서가 없는 채로 副使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와 함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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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모두에게 “보초로가 상경한 것은 오로지 막부의 권위를 빌린 것이지, 사사롭게 도해한 것
이 아닙니다. 그때 예조(禮曹)에서 보낸 답서를 지금 제출하고, 또 부젠이 젊었을 때 군신의
길을 어기지 않겠다고 서약한 문서72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 예조의 답장과
부젠의 서약을 보시고는 부젠이 막부에 거짓을 고했다고 모두 여기 썼다. 제가 드린 말씀이
지당하니 보고드려야 한다면서 그날 바로 오이노카미(大炊頭)님·이즈노카미(伊豆守)님·분
고노카미(豊後守)님·다지마노카미(但馬守)님·마치부교(町奉行)·민부쇼유(民部少輔)님·시키
베쇼유(式部少輔)님 모두 등성하셨다. 모두 열좌한 가운데 예조의 답장을 교부쿄에이키(刑部
卿永喜)스님73에게 읽게 하여 [내용을] 들으셨다.

一 (九) 同三日、大炊頭殿所江豊前被召寄、禮曹ゟ之返簡並豊前誓旨之書物御出シ御
見セ被成候。其時豊前僞而申候ハ、此書翰者謀書ニ而御座候。則執筆之者又印判
を彫候者共、只今對州ニ罷在候。將又先年朝鮮信史來聘之時、

公儀之御返簡

茂、對州ニ而謀書似セ印判仕、信使衆江被相渡候。依之某非議之趣樣々諫之候得
共、一圓合点無之候故、某誓旨之、上を背、君臣之道をたち申候儀ハ、此子細ニ
而御座候由、申上候。

년 조선에 도해했고, 조선 정부와 복잡한 교섭을 거친 끝에 전례 없이 도읍 한성(漢城)에까지 상경할 수 있었다. 사절이 귀국
한 후 소씨는 조선과 후금의 긴장관계(강화의 성립) 와, 조선이 일본 측의 원고(援軍) 제의를 거절했음을 막부에 보고했다. 이
를 계기로 소씨는 막부에 급속하게 접근했으나, 시게오키에게는 불리한 전개였기 때문에 그가 소씨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노
선으로 전환되는 사건이기도 했다.
72 시게오키의 서약서(起請文)는 ‘下’권의 말미에 시게오키의 가신 시치에몬의 서약서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1617년 시게

오키가 조선통신사의 접대역할에 임명되어 15세에 쓰시마로 처음으로 내려왔을 때 소씨가 명하여 작성한 것이다. 사실 이때
시게오키의 쓰시마행도 번주가 몇 차례나 독촉한 끝에 겨우 이루어진 것이었다. 시게오키의 세력 확대와 소씨 경시태도를 위
험시한 소씨가 시게오키와의 주종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작성하게 한 것이다.
73 하야시 에이키(林永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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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九) 동 3일, 오이노카미님 댁으로 부젠을 불러서 예조의 서한 및 부젠이 서약한 글을 꺼내

보이셨다. 그때 부젠이 거짓으로 “이 서한은 위서입니다. 글을 쓴 자와 도장을 판 자 모두
쓰시마에 있습니다. 또 전에 조선통신사가 왔을 때 막부에서 보낸 답서도 쓰시마에서 위서
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서 통신사들에게 건넸습니다.74 이처럼 제가 잘못된 것을 여러 가지로
간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약을 저버리고 군신(君臣)의 길을 끊었던 것입니
다.”라고 말했다.

一 (十) 同五日、大炊頭殿ゟ御使者被下候付、早速罷出候。御執權中御列座ニ而、被
仰候ハ、豊前訴訟申上候意趣、對馬守江委可相尋之旨、

上意ニ候由、何茂被

74 이것은 시게오키가 지난 1607년, 1617년, 1624년의 통신사행 때에 교환한 양국의 국서가 모두 쓰시마 번에 의해 개찬되었음을

막부의 중신들 앞에서 폭로하는 중요한 장면이다.
그런데 문제는 야나가와씨가 ３대에 걸쳐 국서개찬에 깊숙이 관련했고, 심지어 1621년에는 시게오키 자신도 쇼군의 국서를 위
조하여 가짜 일본국왕사를 조선에 파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게오키는 ‘자기무덤파기’가 될 수도 있는 폭탄성 발언을
대체 왜 했을까？ 흔히 이 의문에 대한 답으로 ‘그에게는 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
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우선 그의 배후에는 당시 막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본문에서도 시게오키는 “이에야스를 근시하게 된 계기는
혼다 마사즈미의 알선에 의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혼다는 이에야스 치세기에 막부의 최고실력자였다. 혼다
는 1617년 통신사 때 조선 측에 “금후 조선인(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연행된 조선인)의 본국 송환은 시게오키에게 책임을 일
임한다.”고 천명했을 만큼 시게오키를 신임했다. 이에미쓰 정권이 되자 막각의 중추는 도이 도시카쓰(土井利勝), 사카이 다다요
(酒井忠世), 안도 시게노부(安藤重信)로 바뀌는데, 당시 로주 필두였던 도이와, 외교문서를 담당하던 하야시 라잔(林羅山) 등이
시게오키의 지원군이었다. 시게오키는 그들과의 인맥을 동원하여 지원을 받으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을 것이다.
또한 당시 막부는 유럽세력을 하나씩 배제하고, 일반 다이묘와 외국과의 독자적인 교역을 금지하며, 외국과의 무역을 나가사
키로 집중시켜서 막부가 관리하는, 소위 ‘쇄국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어쩌면 시게오키는 “언젠가 국서개찬은 발각될 테니
여기서 스스로 폭로해버리는 것이 내가 소씨 편이 아닌 막부 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조선과의 통교도 언젠가는 나
가사키처럼 막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재편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막부 내에 조선통교를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해질 테니
그 역할을 내가 해내기 위해서라도 소씨와의 인연을 끊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소씨의 가신이 아
니더라도 그에게는 막부에게서 하사받은 영지가 있었다. (『書き替えられた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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仰聞候。拙者申上候ハ、扨々彼者樣々之虛事を申上、誠ニ黑白相違之儀ニ御座
候。此上ハ御執權中、前後始終能く被加御吟味、虛實相知候樣ニ奉賴候。御執權
衆又被仰候ハ、對州ニ罷在候方長老竝豊前家來七右衛門兩人を召寄之旨、
上意ニ候由、被仰聞候。拙者申上候ハ右兩人可被召寄之旨被仰付、此段至□私兼
て望申所ニ而御座候。彼兩人被召寄候ハバ、御尋之儀、委曲可申上候左候得者、
拙者爲ニ宜可有之與奉存候。
一	(十) 동 5일, 오이노카미님으로부터 사자가 와서 즉시 나갔다. 집권들이 모여서 “부젠이 소

송을 일으킨 것에 관해 쓰시마노카미에게 자세히 물어보라는 것이 쇼군의 뜻이다.”라고 말
씀하시며 여러 가지를 물으셨다. 제가 “대저 그는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며, 진실로 흑백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후 집권들께서 전후 시종(始終)을 잘 조사하셔서 허실을 탐지하셨으면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집권들이 또 “쇼군이 쓰시마에 있는 보초로와 부젠의 부하 시치
에몬(七右衛門) 2명을 소환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위 2명을 소환한다고 말씀하
셨는데 이는 지당하신 조치로, 제가 일찍이 바랐던 바입니다. 저 2명을 소환하신다면 질문에
관해 자세히 아뢸 것이니, 그렇다면 저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씀드렸다.

一 (十一) 同八日、大炊頭殿ゟ、拙者家老古川右馬助罷出候樣ニ被仰付候故、卽刻參
上仕候處、何茂被仰付候ハ、對衆江罷在候方長老並七右衛門被召寄候。爲御使、
大炊頭殿家來橫田角左衛門·伊豆守殿家來篠田九郞左衛門、右兩人對州江被差下
候間、對馬守方より茂、可然仁相添候。將又一件落着之間、朝鮮往還之船を御留
被成候。其子細者大切之儀訴訟申上置候。雙方之間ニ若野心を挾む輩於有之ハ、
いかニ被思食候付、被差留候。右橫田角左衛門·篠田九郞左衛門兩使江家來多田
源右衛門相添、對州江被罷下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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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十一) 동 8일, 오이님이 저의 가로 후루카와 우마노스케(古川右馬助)를 데려오라고 하셔서

즉시 갔더니, “쓰시마에 있는 보초로와 시치에몬을 불러오라. 나의 부하 요코다 가쿠자에
몬(橫田角左衛門)과 마쓰다이라 노부쓰나(伊豆守)님의 부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
門), 이 두 사람을 쓰시마에 내려보낼 것이니, 쓰시마노카미 쪽에서도 마땅한 사람을 딸려

보내야 한다. 또 잇켄이 끝날 때까지 조선에 왕래하는 배를 중지한다.75 그 이유는 중대한 소
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쌍방사이에서 만약 흑심을 품은 무리가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코다 가쿠자에몬과 시노다 구로자에몬 두 명에, 부하 다다 겐에
몬(多田源右衛門)을 딸려 쓰시마에 내려가게 했다.76

一 (十二) 同十日、伊豆守殿より、御使者被下候付、古川右馬助·多田源右衛門兩人召
連、伊豆守殿所江參上候處、大炊頭殿竝道春·永喜同座ニ而、豊前儀又其座江罷在
候。昨日朝鮮往還之船、御留被成候儀御執權中被仰聞、頓而罷歸候。其後何茂右
馬助江被仰付候ハ、今度方長老·七右衛門を被召寄候。此時節雙方之者共互ニ挾野
心、若不慮之儀共仕出者於有之ハ、不論是非、其頭分之者、罪科ニ可申付候。且
又於船中茂無油斷用心可致候。若病氣出來仕候ハゝ、其所之守護江申達、醫師相
添、無事參着仕候樣ニ可致候。對州罷下候而後、一件之儀ニ相組し候もの、七右
衛門差圖仕候ハゝ、僧俗男女によらず、皆々召連江府江罷越候樣ニ可仕候。
一	(十二) 동 10일, 이즈노카미(伊豆守)님으로부터 연통이 와서, 후루카와 우마노스케(古川右馬

助)·다다 겐에몬(多田源右衛門) 2명을 데리고 이즈노카미님댁으로 갔더니, 오이노카미님과

75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막부의 명령으로 조선와 쓰시마 간의 통교는 일시 중단되었다.
76 에도에서 로주를 비롯한 막각의 요인들이 요시나리와 시게오키를 소환하여 직접 질의하는 동안, 쓰시마에서는 도이 도시카쓰

의 家人 요코다 가쿠자에몬과 마스다이라 노부쓰나의 家人 시노다 구로자에몬이 현지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하였

다. 中권의 46조 참조.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상(上)

도슌(道春)77·에이키(永喜)가 같이 계셨는데 부젠에 대한 일을 또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
어제 조선에 왕래하는 배는 중지한다고 집권들이 말씀하셨고, 나는 곧 돌아왔다. 그 후 우마
노스케에게 “이번에 보초로와 시치에몬을 소환하는데, 2명 모두 흑심을 품고 만약 온당하지
못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시비를 막론하고, 그 주인되는 자를 처벌할 것이다. 또 배안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병이 났을 경우에는 그 지방의 다이묘에게 말해서
의사를 동행시켜 무사히 도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쓰시마에 내려간 후 잇켄(一件)에 관계
된 자이면서 시치에몬의 지시를 받은 자들은 승려든 속인(俗人)이든 남녀가리지 않고 모두
연행하여 에도로 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一 (十三) 同晦日、大炊頭殿より、古川右馬助を被召寄被仰付候ハ、此一件落着之
間、朝鮮往還之船御留被成候得共、左樣ニ被成候而ハ、朝鮮より疑敷存可申
哉と被思食候間、雙方ゟ使者壹人先差渡、彼國不審ニ不存樣ニ仕、可然之旨
上意之由 被仰付候。依之拙者家來黑木惣左衛門·大浦助太夫、豊前內之者茂又
相添差渡、此日伊豆守殿·但馬守殿·式部少輔殿·民部少輔殿御同座ニ而御座候
一	(十三) 동 30일, 오이노카미(大炊頭)님이 후루카와 우마노스케를 불러서 명하시기를, “이 잇

켄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을 오고가는 배의 도항을 중지하게 되면 조선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니, 양쪽에서 사자를 1명씩 보내 조선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쇼군의 뜻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의 부하 구로키 소자에몬(黑木惣左衛門)과 오우라 스케다유(大浦助太
夫), 그리고 부젠(豊前)의 부하를 함께 [조선으로] 보냈다. 이날 이즈노카미(伊豆守)님·다지마

노카미(但馬守)님·시키베쇼유(式部少輔)님·민부쇼유(民部少輔)님이 같은 자리에 계셨다.

77 하야시 라잔(林羅山; 1583~1657). 에도시대 초기의 주자학파 유학자. 린케(林家)의 조상. 호(號)가 라잔, 휘(諱)는 노부카쓰(信

勝) . 字는 子信. 이에야스의 명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된 후에는 도슌(道春)이라는 이름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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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十四) 同十二月朔日昨日家老右馬助被召寄、蒙仰候段、何茂江御返事爲可申入、
右馬助を御執權ニ差出し候處ニ、何茂被仰付候ハ、對馬守國許留守居之者方、竝
釜山浦ニ召置候侍共方江遣候書狀只今持參可致候、何茂印判御突可被成之由ニ
候。依之早速書狀相調、何茂江懸御目候。其時右馬助申上候ハ、自古來朝鮮江差
渡候使者之船ハ、吹噓壹本宛相添差渡し候。若此吹噓無之候得者、彼地江入レ不
申候。此段前代より兩國申合置候、此申上候處何茂御相談被成被仰候者左候ハゝ
吹噓之印を此書之封ニ突可然候。豊前印を此書之下ニ突、對馬守朱印を其上ニ
突、雙方之使者同船ニ而差渡候樣ニ可仕候。此時拙者朱印國元江置候故、篠田九
郞左衛門·橫田角左衛門對州ニ而一覽被仕候ニと申達候。
一	(十四) 동 12월 1일, 어제 가로 우마노스케(右馬助)가 호출되어 지시를 받은 바, 답변을 드리

고자 우마노스케를 집권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쓰시마의 루스이(留守居) 및 부산포에 있는

무사들에게 보낼 서한을 지금 가져오라. 모두가 문서에 도장을 찍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빨리 서한을 마련하여 집권들에게 보여드렸다. 우마노스케가 “예전부터 조선에 보내
는 사자(使者)의 배에는 도항증명서(吹噓)78를 한 통씩 주어서 보냅니다. 만약 이 증명서가 없
다면 조선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대부터 양국이 합의한 일입니다.”라고 아
뢰었더니, 모두 의논하시고, “그렇다면 도항증명서의 도장을 이 문서의 봉투에 찍는 것이 당
연하다. 부젠의 도장을 이 문서의 아래에 찍고 쓰시마노카미의 주인(朱印)을 그 위에 찍어
서, 쌍방의 사자가 같은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한다.”고 분부하셨다. 이때 나의 주인(朱印)을
쓰시마에 둔 터라, 시노다 구로자에몬과 요코다 가쿠자에몬이 쓰시마에서 살펴보도록 전달
했다.

78 스이코(吹噓)란 쓰시마 번에서 조선 측에 사절을 파견할 때 그 도항 증명을 위해 발급했던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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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同日朝鮮表江遣候書狀、御執權中江懸御目、則御執權中上包ニ御印判被
成、黑木惣左衛門·大浦助太夫兩人ニ爲持、朝鮮江差渡候。書狀之案書左ニ記
之。
此中於其渡海無之事者、柳川豊前與訴論有之ニ付、公事落着之內、雙方より渡海
留置候。若朝鮮人不審仕候ハゝ、右之通具ニ可申渡候。以上。
宗對馬
十二月二日實名判
大浦權左衛門尉
龜井長右衛門
一	(상동) 동일, 조선에 보낼 서한을 집권들에게 보였더니 집권들이 봉투에 도장을 찍었다. 구

로키 소자에몬(黑木惣左衛門)과 오우라 스케다유(大浦助太夫) 2명이 지참하고 조선에 도항하

게 하였다. 서한의 초안을 아래에 적어둔다.
요즈음 도항하는 배가 없는 것은 야나가와 부젠과 소송이 있기 때문이니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양측의 도해를 중지합니다. 만약 조선 측이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면 위와 같다고 알려
주십시오. 이상
		

소 쓰시마(宗對馬)

12월 2일 실명인79
오우라 곤자에몬노조(大浦權左衛門尉)
가메이 초에몬(龜井長右衛門)

79 원문에는 실제로 도장이 찍혔을 테지만 복사본이어서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만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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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同三日、一昨日之儀ニ付、大浦助太夫申付、朝鮮江差渡候。依之古川右馬
助同道爲致、大炊頭殿江罷出候樣ニ申付候。大炊頭殿被仰候者、對馬守殿印ハ於
國元突可被申候、豊前印ハ於當地突可申由、被仰付候。
一	(상동) 동 3일, 그저께의 일로 오우라 스케다유(大浦助太夫)에 명하여 조선에 건너가게 했다.

후루카와 우마노스케를 동행시켜 오이노미카님께 가보도록 명하였다. 오이노카미님이 “쓰
시마노카미님의 도장은 쓰시마에서 찍어야 하고, 부젠의 도장은 이곳에서 찍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寬永十二乙亥年

一 (十五) 二月六日、大坂より飛脚到來仕、方長老竝其領之諸輩、正月廿八日大坂江
着津之由、申越候。
一 (十六) 同十二日、方長老·杉村采女·柳川勸解由等皆々江府江參着仕、斛町之邊
留仕候。
一 (右同) 同十五日、方長老竝其領之諸輩皆宿を替へ、他之寺へ移り申候。

1635(寬永 12) 을해년
一	(十五) 2월 6일, 오사카에서 파발이 도착, 보초로(方長老)와 그 지역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 1월 28일 오사카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왔다.
一	(十六) 동 12일, 보초로·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勸解由) 등 모두가

에도에 도착, 斛町 근처에 머물렀다.

一	(상동) 동 15일, 보초로와 그 지역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숙소를 떠나 다른 절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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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十七) 同廿五日、御執權中、大炊頭殿所江御寄合、一件之事、御評定有之候。方
長老·徐藏主·杉村采女·柳川勸解由·大原縫殿助·杉村三之允·松尾庄兵衛·渡
邊與七左衛門·在田杢兵衛·平山久兵衛·松尾加右衛門等, 方長老竝采女之助相隨
候由、朝鮮之都江上京仕候者、扨又豊前方江一味同心仕候者、松尾七右衛門·異
首座·卲首座·太田忠右衛門·相場新右衛門·村岡五郞右衛門·平山七郞左衛門·
波多長左衛門·松畠勸右衛門等, 皆々不殘大炊頭殿江被召寄候處ニ、御執權衆被
仰候ハ、方長老朝鮮上京之儀、

公儀之權威を借り、如此仕由、松尾七右衛門

申上候與被仰候時、方長老被申上候ハ、彼七右衛門と申者、樣々虛說而已申上候
由、被申上候由也。
一	(十七) 동 25일, 집권들이 오이노카미(大炊頭)님댁에서 모여서 잇켄에 대해 의논하였다. 보초

로·조조스(徐藏主)80·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勸解由)·오하라 누이

도노스케(大原縫殿助)·스기무라 산노조(杉村三之允)·마쓰오 쇼헤에(松尾庄兵衛)·와타베 요
시치자에몬(渡邊與七左衛門)·아리타 모쿠헤이(在田杢兵衛)·히라야마 규헤에(平山久兵衛)·마
쓰오 가에몬(松尾加右衛門) 등은 보초로와 우네메(采女)를 수행하여 조선의 수도에 상경한 자
들이다. 또 부젠 쪽에 가담한 자들은 마쓰오 시치에몬·이슈소(異首座)·쇼슈소(卲首座)·오타
추에몬(太田忠右衛門)·아이바 신에몬(相場新右衛門)·무라오카 고로에몬(村岡五郞右衛門)·히
라야마 시치로자에몬(平山七郞左衛門)·하타 초자에몬(波多長左衛門)·마쓰하타케 겐에몬(松
畠勸右衛門) 등으로, 모두 남김없이 오이노카미님이 소환하셨다. 집권들이 “보초로가 조선에

상경한 것은 막부의 권위를 빌려서 한 것이라고 마쓰오 시치에몬이 진술했다고 하자, 보초
로는 ‘저 시치에몬이 말한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다.

80 조스(藏主)란 선사(禪寺)의 경장(經藏)을 관리하는 승직(僧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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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十八) 同廿六日、御執權中御寄合被成候前に而、七右衛門と方長老對決有之候。
其後七右衛門御執權中江申上候ハ、慶長十九年信使來聘可仕旨、對馬守承
上意之時茂、亦 公儀をかすめ、謀書を作り、朝鮮江差渡候。朝鮮之差引、諸事
某壹人ニ而取捌申事、不罷成義ニ御座候。其子細者、對馬守朝鮮江差渡候吹噓之
朱印、(對馬) 家老古川右馬助代之突來り候。
其時右馬助申上候ハ、彼吹噓與申候ハ、朝鮮往來之船手形之儀ニ御座候。朝鮮約
條之朱印之儀者、對馬守竝豊前方江茂銘々ニ所持仕候。依之對馬守書ニ者對馬守
印を、豊前書ニ者豊前印を突申候。本書之朱印之儀、拙者曾而不存事ニ御座候。
右申上候通、吹噓船手形計、拙者家ニ朱印押來申候。然通慶長年中、對馬守家康
公の承 上意、諸事心之儘に差引仕候由、豊前申上候。乍然私ニ
公儀をかすめ、謀書仕候義曾而無之候。豊前申上候儀、段々相違仕候。自是以前
對馬守申付置候。領地之儀ニ付、樣々之私を申立、諸事を心之儘ニ仕、今又方長
老上京之儀、不慮之虛妄を申上、黑白相違之儀ニ御座候。何茂樣僞ニ此段々の御
推察被遊、御決斷所仰候由、右馬助申上候。
一	(十八) 동 26일, 집권들이 모이시기 전에 시치에몬과 보초로의 대결이 있었다. 그 후 시치에

몬81이 집권들에게 “1614(慶長 19)년 통신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쇼군의 뜻을 쓰시마노카미가

받들었을 때도, 또 막부를 속이고 모서(謀書)를 만들어 조선에 보냈습니다. 조선과의 관계에

81 겐소가 1611년 사망했을 당시 겐소의 제자인 겐포는 修業僧의 上席에 해당하는 슈소(首座)의 신분으로, 승위(僧位)를 높이기

위해서 교토의 本山으로 가 소정의 수행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쓰시마 번은 겐포를 교토의 도후쿠지(東福寺), 난젠지

(南禪寺) 등으로 보내 수년 간 유학하게 하였다. 겐포가 일시적으로 쓰시마를 떠나 있던 사이, 1613년 야나가와 가문의 당주가
시게오키로 바뀌고, 1615년 번주도 요시토시(義智)에서 요시나리(義成)으로 교체되었다. 이 시기 쓰시마 번의 외교문서 기초
작업을 담당했던 인물은 야나가와씨의 가신인 마쓰오 시치에몬, 소씨(宗氏) 가문의 祐筆役였던 시마카와 다쿠미(島川內匠),
겐포의 제자이자 류호인(流芳院: 야나가와 가문의 菩提寺) 주지승인 겐코(玄昊)였다. (『書き替えられた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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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일을 저 혼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정인 즉 쓰시마노카미가 조선에 보내는 도
항증명서(吹噓)의 주인(朱印)은 쓰시마노카미의 가로인 후루카와 우마노스케가 대신 찍어 왔
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자 후루카와 우마노스케가 “그 도항증명서라는 것은 조선에 왕래하는 배의 증명서입
니다. 조선과 약속한 주인(朱印)은 쓰시마노카미와 부젠 쪽이 각각 소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쓰시마노카미의 문서에는 쓰시마노카미의 도장을, 부젠의 문서에는 부젠의 도장을 찍었습
니다. 본서(本書)의 주인(朱印)에 관해는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이코선
(吹噓船)의 증서에만 제가 집에서 주인(朱印)을 찍어왔습니다. 게이초년(慶長年: 1596~1614)

에 쓰시마노카미가 이에야스(家康) 공의 뜻을 받들어 여러 일을 마음대로 했다고 부젠이 말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막부를 속이고 모서(謀書)를 만든 적이 없으니, 부젠이 말한 것
은 모두 틀렸습니다. 이전의 일은 쓰시마노카미가 지시한 것입니다. 영지에 관해서는 갖가
지 사적인 주장을 했고, 여러 일을 자기 멋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보초로가 상경한 것에 관
해 이치에 닿지 않은 허망한 말을 하니 흑백이 맞지 않습니다. 모두 거짓이니 잘 살피셔서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 (十九) 御執權中、杉村采女江御尋被成候者、方長老朝鮮上京之時、如何樣成儀ニ
而、方長老同前ニ不致承拝候哉。采女申上候ハ、拙者事方長老同前ニ朝鮮江渡海
仕候者、海陸之馳走等差圖可仕用ニ對馬守申付候。扨又方長老朝鮮江渡海、上京
之儀相添候ハゝ、朝鮮國王都竝諸方之樣子、或盛衰之儀或風俗之善惡、或古今之
儀等、見分仕候樣ニ申付、方長老江相添渡海爲致候。其後於彼地、朴判事·崔判
事參候而申候者、承拝之儀近日ニ而可有御座候。方長老采女一同ニ禮曹江承拝可
仕由、申聞候。方長老被申候者、拙僧於日本、長老之號を蒙り、禮曹江拝仕禮儀
全有之間舗候。拙子申候者、私儀今度之渡海、長老江相附罷渡候間、禮曹江拝禮
之儀、此方不存寄之由、申聞候得者、翌日又判事參候而申候ハ、方長老與禮曹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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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被仕候。私儀者禮曹拝禮可仕之由申候。拙子又拝禮仕間舗之由、申切候。依之
方長老計宴席有之候。
一	(十九) 집권들이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82에게 묻기를, “보초로가 조선의 도읍에 상경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보초로와는 달리 숙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질의하셨다. 우네메
가 대답하길, “제가 보초로와 함께 조선에 건너간 것은 해상, 육상에서의 접대를 지시하라는
쓰시마노카미의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초로가 조선에 건너가서 도읍에 상경하게
될 경우 조선의 왕도와 여러 지방의 성쇠, 풍속의 선악(善惡), 고금(古今)의 모습 등을 잘 살펴
서 판별하라는 명을 받고 보초로와 함께 도해한 것입니다. 그 후 그곳(조선)에서 박판사(朴判
事)·최판사(崔判事)83가 와서 ‘숙배(肅拝)84가 가까운 시일 내에 거행될 것입니다. 보초로와 우

네메가 함께 예조에 가서 숙배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보초로가 ‘나는 일본에서 초로(長
老)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예조에서 숙배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고, 저

는 ‘나는 이번 도해에서 초로(長老)를 수행하여 건너왔으니, 예조에서 배례하는 건에 관해서
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판사(判事)가 와서, ‘보초로(方長老)와 예
조는 대등한 예(禮)로 행할 것이고, 우네메는 예조에 배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배례를 할 수는 없다고 다시 단언했고, 그래서 보초로만 연회(宴席)에 참석하였습니다.”

82 쓰시마 번의 가로. 1629년 겐포가 正使가 되어 조선에 건너간 사절에서 스기무라는 副使 역할을 맡았다.
83 박판사(朴判事)·최판사(崔判事)는 조선의 왜학역관이다. 조선의 왜학역관(倭學譯官)에는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있었다.

훈도는 30개월, 별차는 1년을 주기로 교체되었다. 훈도는 ‘판사(判事)’라고도 하며, 쓰시마 측은 훈도와 별차를 합하여 ‘양역(兩
譯)’이라 불렀다. 훈도와 별차는 평상시 왜관에 출입하면서 외교와 무역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적인 통교활동에서 조선 정부의
정책과 쓰시마 측의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문위행에 참가하는 도해역관(渡海譯官)과 양역(兩譯)은 별개였
다. (『增正交隣志』 권3, 任官, 『近世日朝通交と倭館』)
84 왕조시대에 신민들이 궁정에서 감사의 뜻으로 국왕이나 왕족에게 절하던 의식. 조선시대에는 돈수사배(頓首四拝 : 머리가 땅

에 닿도록 고개를 숙여 네 번 절함)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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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後誰人申付計之候哉、勸解由申上候者、豊前申付候。御執權衆又御尋被成候
者、豊前申付候儀、如何樣之申分ニ而御座候哉。勸解由申上候者、元和六年庚申
之夏、豊前申候者、元和三丁巳年朝鮮之信使來聘仕候得共、至に今其御返禮無之
候間、御所丸を可差渡候。先年御豊前御所丸之送使として渡海仕候時茂、
家康公之蒙 上意差渡之候。則其時之上意者、如先規可令渡海之由、被仰出候。
依之故豊前渡海仕候。今度之御所丸茂又遂言上蒙 上意候。以後江戶表ゟ可申越
候間、內々用意仕居候得與申聞候。

그 후 [집권들이] “누가 명하여 꾀한 것인가?”라고 물으시자, 가게유(勸解由)가 “부젠이 명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또 물으시기를, “부젠이 명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가게유(勸
解由)가 대답하길, “1620(元和 6)년 경신년 여름의 일, 부젠이 말하기를, ‘1617(元和 3) 정사

년에 조선의 통신사가 내빙했지만 지금까지 그 답례가 없었으니 고쇼마루(御所丸)85를 파견

해야 한다. 전에 故 부젠(부젠의 부친)이 고쇼마루의 송사(送使)86로서 도해했을 때도 이에야

스(家康) 공의 뜻을 받아서 건너갔다. 즉 그때 상의(上意)는 전과 같이 도해해야 한다는 것이
어서 故 부젠이 도해하였다. 이번의 고쇼마루도 말씀드려서 상의(上意)87를 받든 것이다. 이

후 에도(江戶)에 전달하고 은밀히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同七年辛酉、春豊前內室江戶江罷越候付、對馬守妹之儀二候者、對馬守參勤之序
同道仕、同時ニ出船、大坂ニ罷着候刻、妹之儀麻疹相煩候付、大坂ニ致逗留、對

85 쇼군이 파견한 송사선(送使船). 1621년 시게오키가 사사롭게 막부의 이름을 가칭하여 조선에 송사선을 보낸 일을 의미한다.
86 사신(使臣).
87 쇼군의 뜻,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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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守斗參勤仕候。對馬守茂於江戶表腫物相煩候付、 公儀江御案內申上、御暇被
下京都江罷のぼ候時、途中日坂ニ而、妹罷下り候付、對面仕候。對馬守京都江逗
留之內、江戶表ゟ豊前家來古藤三郞左衛門を差越、對州留守居之方江申遣候者、
御所丸之事、今度遂 言上候處ニ、任先例可差渡之旨、承 上意候由、申遣候ゆ
へ、對馬守申候者、豊前承 上意、御所丸差渡候儀申越候間、彼者差圖之通ニ、
可仕之由申候。
其後元和七年八月、古藤三郞左衛門對州ニ罷下り、豊前差圖之通、御所丸之僉官
諸事悉調之候。同年之暮ニ七右衛門罷下、御所丸之諸事致差引、僉官出船仕候、
此通ニ御所丸差渡候。諸事判事又參申候者、今度之書翰ニ其方姓名書載候。今度
承拝無之候而ハ、不吉之儀存候由、樣々申候付承拝仕候。

1621년 신유년 봄에 부젠의 아내가 에도에 왔는데 쓰시마노카미의 여동생이므로88 쓰시
마노카미의 산킨코타이(參勤交代) 길에 동행하였습니다. 배가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 여동생
이 홍역에 걸려서 오사카에 머물고 쓰시마노카미만 참근했습니다. 쓰시마노카미도 에도에
서 종기가 나서 막부에 알린 뒤 휴가를 받아 교토(京都)로 갔고, 도중에 닛사카(日坂)89로 여
동생이 와서 대면했습니다. 쓰시마노카미가 교토에 체류하는 동안 에도에서 부젠이 부하 고
토 사부로자에몬(古藤三郞左衛門)을 보내, 쓰시마의 루스이(留守居)에게 ‘고쇼마루의 일은 이
번에 말씀을 드렸고 선례에 따라 보내야 한다는 상의(上意)를 받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쓰시마노카미가 ‘부젠이 상의(上意)를 받들어서 고쇼마루를 보낸다고 하니 그의 지시대로 하
라.’고 했습니다. 그 후 1621(元和 7)년 8월 고토 사부로자에몬이 쓰시마로 내려가, 부젠의

88 시게오키의 아내는 주군 요시나리의 여동생 미야히메(宮姬)였다. 요시나리와의 대립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조되자 시게

오키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했다．
89 현재 시즈오카(靜岡)현 가케가와(掛川)시 닛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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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대로 고쇼마루의 첨관(僉官)90 등 모든 일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해 연말 시치에몬(七右
衛門)이 내려와서 고쇼마루의 여러 일을 준비하여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쇼

마루가 건너갔습니다.91 여러 일에 관해 판사(判事)가 또 말하기를 ‘이번 서한에 그 성명이 기
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숙배하지 않으면 불길합니다.’라고 하기에 배례했습니다.”

一 (廿) 七右衛門僞而申上候者、方長老上京之時、書契之箱二ツニ而御座候。其一ツ
ニ者、何者を入候哉無心元存候。采女申上候者、上京時書契之箱只一ツニ而御座
候。其方時々僞を以如此之儀申上候。七右衛門申上候ハ、若證據人有之時者、如
何采女申候ハ、於其儀ハ證據人只今可差出候。七右衛門申候者、安兵衛與申者、
則證據人ニ而御座候。然共彼者只今對州ニ罷在候。采女申候ハ、公儀之御檢使兩
人、對州江御下候時、此一件ニ相加り候者、僧俗男女共ニて召連之旨、右以被仰
付候處ニ、如何樣之子細ニ而、安部衛儀召連不罷越候哉。
七右衛門其時六部衛與申者を呼出、此仁茂又其證據人成と申上候。六部衛罷出申
上候ハ、書箱之儀一ツニ而御座候由申上候。此時采女、七右衛門江申候ハ、其
方事御執權中之御前ニ而、虛事を以非儀を申上、其方申分ニ而、卽其方非儀之義
相知レ候。先日其方申上候謀書之筆者、朱印彫候者を只今此座江差出候得與申候
時、七右衛門無言仕候。
一	(廿) 시치에몬(七右衛門)이 거짓으로 말하길, “보초로가 상경했을 때에 서계(書契)를 담은 상

자가 2개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을 넣었는지 걱정됩니다.”라고 하였다. 우네메(采女)가
“상경했을 때에 서계(書契) 상자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저쪽이 때때로 이처럼 거짓을 고합니

90 세견선(歲遣船)이 파견될 때 세견선에 탑승하여 왜관으로 건너왔던 사절.
91 ‘1621년의 고쇼마루 파견’이란 시게오키가 주도하여 쇼군의 사절을 가칭한 일본국왕사를 조선에 파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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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하였다. 시치에몬이 “만약 증인이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우네메
는 “그 일에 증인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보여달라.”고 했다. 시치에몬이 “야스베(安兵衛)
라고 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쓰시마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우네메가
“막부의 검사관 2명이 쓰시마에 내려갔을 때 이 잇켄에 관련된 자들은 승속(僧俗)과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데리고 오도록 명하였는데, 무슨 사정으로 야스베는 데리고 오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였다. 시치에몬은 그때 로쿠베(六兵衛)라는 자를 불러서 “이 사람도 또한 증인입니
다.”라고 말하였다. 로쿠베가 나가서 “서계 상자는 하나”라고 말하였다. 이때 우네메가 시치
에몬에게 “그쪽이 집권들 앞에서 거짓을 말하며 그릇된 주장을 했으니, 그쪽의 말이 곧 이치
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에 그쪽이 말한 모서(謀書)를 쓴 자와, 주인(朱印)을 조각
한 자를 지금 이 자리에 내보이라.”고 했더니 시치에몬은 묵묵부답이었다.

一 (廿一) 御執權衆方長老江御尋被成候者、豊前竝七右衛門申上候御所丸之儀、對馬
守與方長老與以內談差渡候由、如何樣之子細ニ而差渡候哉。方長老被申上候ハ、
御所丸之儀、對馬守竝豊前兩人ニ而、拙僧を被賴候故渡海仕候。諸事之樣子ハ柳
川勸解由·佐護分右衛門可存し候。拙僧聊其子細を不存候。
一	(廿一) 집권들이 보초로에게 “부젠과 시치에몬이 말한 고쇼마루(御所丸)를, 쓰시마노카미와

보초로가 모의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어떠한 연유로 보냈는가.”라고 질의하셨다. 보초로가
“고쇼마루는 쓰시마노카미와 부젠 둘이 부탁해서 건너갔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야나가와 가
게유(柳川勸解由)와 사고 분에몬(佐護分右衛門)이 알 것입니다. 저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一 (廿二) 御執權中、勘解由ニ御尋被成候者、其方事御所丸之差引仕候由、御聞被成
候。其儀之儀、豊前七右衛門差引仕候。對馬守者其年病氣相調、京都ゟ直樣國本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상(上)

ニ罷下候。御執權中又御尋被成候者、御所丸差渡候諸事調物之入目、何方より出
之候哉。勘解由申上候者、國元江用心銀二十貫目餘御座候を、豊前指圖をうけ、
佐護分左衛門江相渡申候。分左衛門京都江持登、御所丸用意之諸具買調、罷下
候。其後分左衛門七右衛門差圖ニより、拙者も御所丸之儀諸事相談仕候。此通ニ
朝鮮之儀、不依何事諸事豊前差圖次第ニ仕候。
一	(廿二) 집권들이 가게유에게 “그 쪽이 고쇼마루의 일을 보았다고 들었다.”고 질의하셨다. 가

게유가 “그 일은 부젠과 시치에몬이 했습니다. 쓰시마노카미는 그 해 병이 나 교토에서 곧장
쓰시마로 내려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집권들이 또 “고쇼마루가 건너가는 데 들어간 여
러 물자의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질의하셨다. 가게유가 “쓰시마에 있던 銀 20관

목(貫目) 남짓을 부젠의 지시를 받아서 사고 분에몬(佐護分右衛門)에 건넸습니다. 분에몬이
교토에 가지고 올라가 고쇼마루에 필요한 여러 물자를 사서 내려왔습니다. 그 후 분에몬과
시치에몬의 지시로, 저도 고쇼마루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상담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에 관한
일은 무슨 일이든 부젠의 지시에 따라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又御執權衆御尋被成候者、誓旨之儀如何樣之子細有之而、豊前誓旨仕候哉。勘解
由申上候ハ、豊前老父死去仕候後、對馬守諸事引續、當豊前を駿府江差登申候。
對馬守一門之內、江內左馬助·豊前同名柳川何內此兩人相添差登セ申候。豊前駿
府江罷在候節、豊前事を對馬守江讒言仕候者有之由、風聞仕候を、豊前承之難儀
ニ存由、對馬守傳門之候而、彼者安堵いたし候樣ニ可仕與存、豊前歸國仕候時、
宗讚岐·平田左京兩人ニ申付、 公儀之儀並對州之諸事、朝鮮之儀、一々不殘其
方江相任候間、祖父以來ゟ仕來候樣、万端差引可仕由申付候。右之通申付候得
者、豊前辭退仕候得共、達而申付候故、對馬守心入を感入、請之申候。其節豊前
申候者、自今以後君臣之道全違背仕間舗候由ニ而、則誓旨仕右兩人ニ渡し申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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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後豊前申候者、某義少茂異心無御座候故、右之通誓旨仕差上候。願者對馬守殿
威德院御兩所ゟ茂、誓旨被成被下候ハゝ、彌安堵可仕與奉存候由申候故、彼者願
之通致誓旨遣し候。誓旨之儀、此外別儀無御座候。

또 집권들이 “서약서에 관해서인데, 어떤 연유로 부젠이 서약했는가?”라고 질의하셨다.
가게유가 “부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쓰시마노카미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부젠에게 맡기
시고, 부젠을 슨푸(駿府)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쓰시마노카미의 친척 중에 江內左馬助와

부젠과 이름이 같은 柳川何內, 이 두 사람을 같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부젠이 슨푸에 있을
때, 부젠에 관해 쓰시마노카미에게 참언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을 부젠이 알고 곤란해 한다
는 사실을 쓰시마노카미가 들으셨습니다. 부젠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부젠이 쓰
시마에 돌아왔을 때92 소 사누키(宗讚岐)와 히라타 사쿄(平田左京) 두 사람에게 지시하여, ‘막
부의 일과 쓰시마의 일, 그리고 조선통교는 하나하나 남김없이 그대에게 맡길 것이니, 조부
(祖父) 이래 해오던 대로 만사를 주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부젠이 거절했으나 거듭 [쓰시
마노카미가] 지시하셨고, 쓰시마노카미의 마음 씀에 감동하여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부젠은

‘이후 군신(君臣)의 도를 결코 위배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위의 2명에게 서약서를 건넸습
니다. 그 후 부젠은 ‘저는 조금도 두 마음이 없으므로 이렇게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바라건
대 쓰시마노카미님과 이토쿠인(威德院)93 두 분께서도 서약 해주신다면 더욱 안심이 될 것 같
습니다.’라고 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서약서를 써 주셨습니다. 서약서에 관해 그 외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92 1617년의 일.
93 요시나리의 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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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時七右衛門申候者、左樣ニ而無御座候。巳年之信史及延引候故、 公儀を掠、
謀書を作り、朝鮮江遣し候故、信史早速來聘仕候。其謀書之儀、相知可申哉與對
馬守殿被存、其儀沙汰不仕候樣ニ、■豊前誓旨被申付候。勘解由申候者、其方申
儀甚僞ニ而御座候。其書契謀書之儀、豊前與其方之計ニ而可有之候。我等存儀二
無之由申候。

그때 시치에몬이 “그렇지 않습니다. 1617년의 통신사가 연기되어서 막부를 속이고 위서
를 만들어 조선에 보냈기 때문에 통신사가 신속하게 온 것입니다. 그 위서에 대해서는 쓰시
마노카미님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일이 소문나지 않도록 부젠에게 서약하게 했
습니다.”라고 하였다. 가게유가 “그쪽의 진술은 심히 거짓입니다. 그 서계와 모서는 부젠과
그쪽이 계획했고, 저희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一 (廿三) 御執權中、孫七被召出、御尋被成候者、謀書之印判其方彫候由、御聞被遊
候。誰之差圖ニ而彫申候哉。孫七申上候者、印判を彫申候者、前後二度ニ而御座
候。七右衛門申付候故、彫申候。兩度彫申候內、壹度者江戶ニ而七右衛門申付、
豊前宅ニ而彫申候。出來仕候時、爲褒美八木二俵給し候。其一度者、對州ニ而彫
申候。是又七右衛門申付候。出來仕候時、七右衛門所江持參仕置ニ渡之候。又爲
褒美木綿二端給し候。某右之印判彫申候得共、七右衛門如何樣之子細ニ而此印を
爲彫候儀者、存不申候。我等儀、朝夕彼者之宅ニ出入仕、內之者同前之儀ニ候ゆ
へ、何事茂七右衛門下知次第ニ仕候。
一	(廿三) 집권들이 마고시치(孫七)94를 불러, “위서의 도장을 그대가 만들었다고 들었다. 누구

의 지시로 만들었는가?”라고 질의하셨다. 마고시치가 “도장을 만든 건 두 번입니다. 시치에
몬의 지시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 중 한번은 에도에서 시치에몬의 지시로 부젠의 댁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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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습니다. 완성했을 때 포상으로 쌀 2가마니를 받았습니다.94또 한 번은 쓰시마에서 만들
었는데 그 또한 시치에몬의 지시였습니다. 완성되었을 때 시치에몬에게 갖고 가서 건넸습니
다. 또 포상으로 목면(木綿) 2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위의 도장을 만들기는 했어도 시치에몬
이 어떠한 사정으로 이 도장을 만들게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조석(朝夕)으로 그
의 집에 출입하여 식구와도 같아, 무슨 일이든 시치에몬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대답
하였다.

一 (番付不及) 同三月二日、御執權中酒井讚岐守殿所江御寄合、方長老並七右衛門兩
人被召寄候。
一 (右同) 同三日、大炊頭殿·讚岐守殿御兩所ゟ使者被下、明日松平伊豆守殿所江御
寄合、可被遊候間、明日辰ノ刻、彼宅江可罷出之由、申來候
一 (右同) 同四日、辰刻伊豆守殿所江、罷出候。
一	(번호 없음) 동 3월 2일 집권들이 사카이 사누키노카미(酒井讚岐守)님 댁에 모여서 보초로와

시치에몬 2명을 부르셨다.
一	(상동) 동 3일, 오이노카미(大炊頭)님과 사누키노카미(讚岐守)님 두 곳에서 사자를 보내, 내일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님 댁에 모여서 회의를 여니, 내일 진(辰)시에 그 댁에 오
라고 하셨다.

一	(상동) 동 4일, 진시 이즈노카미(伊豆守)님댁으로 갔다.

一 (廿四) 同七日、御執權中、分右衛門江被仰付候ハ、書契取替候儀、大成罪科に過

94 가쓰다 마고시치(勝田孫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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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候。其方詳ニ樣子可申上候。分右衛門申上候ハ、書翰取替候茂、某全不存之
候。總而 公儀向之儀者、七右衛門差引仕候故、拙者計ひ候儀ニ無御座候。乍然
先年七右衛門古藤三郞左衛門ニ申候者、今度之信史 公儀江差上候書翰、密ニ取
替可差上與存候由、申候。三郞左衛門承異見仕候者、大切之書翰取替申候儀大惡
逆ニ而候。必無用ニ可被仕候。七右衛門又申候者、往年故豊前景直存生之時、朝
鮮信史來聘 公儀江差上候書翰、取替可差上與仕候得共、難成數日をすこし候處
ニ、登城之節、於殿中諸大名何も御入交之時、故豊前裝束之內ニ而、密ニ隙を伺
ひ、書翰を取替別書を差上候。今度茂其通ニ可仕候、何事ニ而强差留候哉與申候
を、拙者其時障子越ニ此段承申候。此外書契書替候儀者、拙子存知不申候。
一	(廿四) 동 7일, 집권들이 분에몬(分右衛門)에게 “서계(書契)를 바꿔치기 한 것은 대죄이다. 상

세하게 상황을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분에몬이 “서계의 바꿔치기에 관해 저는 전혀 모릅
니다. 막부와 관련된 모든 일은 시치에몬이 주도했고 제가 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에 시치에몬이 고토 사부로자에몬(古藤三郞左衛門)에게 ‘이번 통신사가 막부에게 보낸 서한
은 몰래 바꿔서 올릴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부로자에몬(三郞左衛門)이 듣고 반대하며,
‘중요한 서한을 바꿔치는 것은 대악이다. 결코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시치에몬이 또
‘전에 故 부젠 가게나오(豊前景直)95가 생존 시에 조선통신사96가 와서 막부에 올리는 서한을

바꿔쳐야 했지만 그러기가 어려워서 수일이 지났다. 그러던 차에 등성(登城)했을 때 덴추(殿

中)에서 여러 다이묘들이 섞여 들어오는 와중에, 故 부젠이 소매 속에 넣고 몰래 틈을 보아

서한을 바꾸어서 다른 서한을 올렸다. 이번에도 그대로 해야 한다. 무슨 이유로 만류하겠는

95 시게오키의 부친 도시나가(智永).
96 도시나가 생존 시의 통신사이므로 1607년 통신사로 추정된다. 조선 사절이 가져온 국왕 선조 명의의 국서를 에도 성에서 쓰시

마가 바꿔치기했다는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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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그때 장지문 너머로 들었습니다. 이외 서계를 바꾸어 쓴 것에 관
해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一 (廿五) 同八日、御執權中、大炊頭殿所江御寄合、拙者も罷出、方長老其外一件ニ
相加り候者、悉被召寄候。御執權中、分右衛門ニ御尋被成候者、御所丸謀書之朱
印、其方存候由、誰カ其朱印を其方江相渡候哉。分右衛門申上候者、彼朱印某江
相渡候仁者、則七右衛門ニ而御座候。朱印請取置たしいれ仕候役者、則拙者ニ而
御座候。此外豊前家內之諸道具·八木·鹽·酢·野菜·油·薪等之儀、拙者役目ニ
而差引仕候。然共先年豊前ゟ隙を出し、扶持召取候故、牢人仕、海山之峠似合之
商賣仕、漸露命をつき罷在候。依之只今豊前手前之樣子、存知不申候。若右之通
ニ候ハゝ、其朱印も定而豊前藏之內ニ、可有御座與奉存候。此段之始終、先日於
對州兩檢使江申上候。
一	(廿五) 동 8일, 집권들이 오이노카미(大炊頭)님댁에서 모이고, 나를 비롯해서 보초로와 그 외

잇켄에 가담한 자 모두가 호출되었다. 집권들이 분에몬(分右衛門)에게 “고쇼마루(御所丸)의

모서의 주인(朱印)을 그대가 알고 있다는데, 누가 그 주인을 그대에게 건넸는가?”라고 질의
하셨다. 분에몬이 “그 주인을 저에게 건넨 자는 시치에몬입니다. 주인을 받아서 넣고 꺼내
는 일을 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이외 부젠 집안의 여러 도구 쌀·소금·식초·야채·기름·
땔감 등은 제 소관입니다. 그런데 전에 부젠이 봉록을 몰수하여 로닌이 되는 바람에 바다나
산, 고개를 다니며 장사를 했고, 드디어 목숨이 다하려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젠의
상황은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 위와 같다면 그 주인도 필시 부젠의 창고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의 전말에 관해서는 일전에 쓰시마에서 2명의 검사관에게 말했습니다.”라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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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廿六) 同日、先日朝鮮往還船之儀ニ付、差出候使者黑木惣左衛門·大浦助太夫罷
歸參府候故、則古川右馬助相附、大炊頭殿江遣之候。
一 (右同) 同九日、一件之次第、書付之卷物、古川右馬助ニ爲持、大炊頭殿御宅江遣
之候。
一	(廿六) 동일, 전에 조선을 왕래하는 선박 건으로 조선에 파견했던 사자 구로키 소자에몬(黑木

惣左衛門)·오우라 스케다유(大浦助太夫)가 귀국하여 에도에 왔으므로, 후루카와 우마노스케

(古川右馬助)과 함께 오이노카미님께 보냈다.

一	(右同) 동 9일, 잇켄의 전말을 적은 두루마리를 후루카와 우마노스케 편에 오이노카미님댁으

로 보냈다.

一 (廿七) 同日大炊頭殿·讚岐守殿·右衛門太夫殿ゟ御連署被下、朝鮮約絛相定候契
約之書物、可遣之由申來候。依之家康公朝鮮和睦之始、松雲大師來聘拝禮相濟、
歸國之時、於鰐浦柳川下野江被相渡候大字之約書一紙、同其約書を詳ニことハリ
書仕候書物一冊、竝海東記一冊共ニ方長老手前ニ有之候を、古川右馬助請取之持
參仕致登城、御執權中ニ差出申候。
一	(廿七) 동일, 오이노카미(大炊頭)님·사누키노카미(讚岐守)님·에몬다유(右衛門太夫)님으로부

터 연서(連署)가 와서 조선과 약속한 계약을 기록한 문헌을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이에야스

(家康)공이 조선과 화목을 맺었을 무렵 송운대사(松雲大師)가 와서 배례를 마치고 귀국할 때

와니우라(鰐浦)97에서 야나가와 시모쓰케(柳川下野)98에게 건넨, 큰 글자로 쓴 약서(約書) 1장

97 쓰시마 북단의 항구. 이곳에 세키쇼(關所)를 두고 선박의 출입을 통제했다. 1672년에 오후나코시(大船越)의 해협이 개통되자

아소완(淺矛灣)을 경유하는 교역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스나(佐須那)에 세키쇼를 두었다. 이후 여름에는 사스나 세키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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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약서를 자세하게 적은 책 1권 그리고 해동기(海東記) 1권 등 모두 보초로가 가지고 있
던 것을 후루카와 우마노스케가 받아 등성하여 집권들에게 제출하였다.98

一 (廿八) 同十日、大炊頭殿·讚岐守殿ゟ御連署被下、豊前誓旨竝七右衛門誓旨、右二
ツ共可差上之由、被仰下候間、則古川右馬助江爲持登城仕、御執權中江差上候。
一	(廿八) 동 10일 오이노카미님·사누키노카미님에게서 연서가 와서, 부젠이 쓴 서약서와 시치

에몬의 서약서 2개를 바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후루카와 우마노스케에게 지참시켜 등성
하여 집권들에게 제출했다.

○ 寬永十二乙亥年

三月十一日於御前豊前與十二三度對決候うへにて、對馬守とて被爲召候。但對決之
時者從御前七間半、被爲召候刻者一二間程先ニ罷出、酒井讚州もそれ迄御座候。
○ 1635(寬永 12) 을해년

3월 11일 쇼군 앞에서 부젠과 2, 3차례 대결하고 쓰시마노카미를 부르셨다.99 대결할 때는 쇼군

감찰을 하고, 와니우라 쪽은 악천후일 때나 겨울에 세키쇼의 임무를 맡았다. (『鄕土史料對馬人物誌』)
98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 시게오키의 조부.
99 이 대결은 에도성 혼마루(本丸) 오히로마(大廣間)에서 쇼군 이에미쓰의 친재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도쿠가와 고산케(御

三家)를 비롯하여 로주, 와카도시요리 등의 막부 요인들, 그리고 당사자인 소 요시나리와 겐포, 야나가와 시게오키와 마쓰오
시치에몬이 배석했다. 심리는 이미 로주들이 행한 심문 중에서 시게오키의 증언과 상충되는 부분을 쇼군이 요시나리에게 질문
하고, 요시나리가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하 ‘쇼군께서 직접 질의하신 조목들’은 쇼군의 질문과 요시나리의 답
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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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7간(間)100 반, 불려갔을 때는 1, 2간(間) 정도 앞으로 나갔고, 사카이 산슈(酒井讚州)님도
그 정도 [위치]에 계셨다.

御直ニ御尋之條々

一 (廿九) 十九年先の信使之時者、對馬茂若年ニ候か、十二年先之信使之時者、對馬
茂心つき候時分ニ候か、不存候と申候ハ、如何樣之儀かと、被成御諚候。
拙者申上候者、朝鮮之書翰者、信使出仕之時持參仕候、御返簡ハ、御執權衆信使
宿所ニ而直ニ被成御渡候うへハ、拙者不審たて可申儀ニ無御座候。

쇼군께서 직접 질의하신 조목들
一	(廿九) “19년 전 통신사101 때는 쓰시마노카미도 어렸지만, 12년 전의 통신사102는 쓰시마노카

미도 기억할만한 때인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문하셨다.
제가 말씀드리길, “조선의 국서는 통신사가 에도 성에 등성할 때 지참합니다. [일본의] 답
서는 집권들이 통신사의 숙소에서 직접 건네주므로 제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
답했다.

一 (右同) 取替之書竝印判今度豊前差出候。是者何樣子かと、被成御諚候。
御諚之樣子、今度書印判豊前差出し候。彼者私ニ仕候事者、其身手前に證據有之

100 보통 1間은 6척(약 180㎝)
101 1617년 통신사.
102 1624년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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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者、拙者不存通可被思召分候。殊豊前竝七右衛門虛事を工者之儀ニ御座候間、
證據與申候書印、今度公事ニ付、作り事ニ仕候哉、是以しれさる儀と拙者ハ奉存
候。
一	(상동) “바꿔치기 한 국서와 도장을 이번에 부젠이 제출하였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라고

물으셨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국서와 도장을 부젠이 제출했습니다. 그가 사사롭게 했기 때문에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니 제가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부젠과 시치에몬은 거
짓된 일을 능하게 해내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국서와 도장을 이번 소송 때문에 만들었는지
도 모릅니다.”

一 (右同) 信使之時之進物差添候儀、不存由申候か、對馬も進物差上候時者可存候か
と被成御諚候。
御諚之通、進上物差上候刻ハ、於殿中拙者も見申候。此進上物之儀、前方何色と
も曾而不存義ニ御座候。於殿中七右衛門注文をひかえはえさせ申之由ニ候。信使
御目見進物同時ニ於御 前披露御座候。疑舗事ニ御座候者、信使被不審たて可申
候得共、左樣之儀も無之候上者、拙者不審たて可申樣者無御座ニ由、申上候。
一	(상동) “통신사의 진물(進物)을 첨부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는데, 쓰시마노카미도 진물을 제

출할 때 알았는가?” 라고 하셨다.
“물어보신 대로 진상물(進上物)을 올렸을 때 덴추(殿中)에서 저도 보았습니다. 이 진상물
이 무슨 물건인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덴추에서 시치에몬에게 명세서를 적게 했다고 합
니다. 통신사의 알현과 진물이 동시에 쇼군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의심스런 점이 있었으면
통신사가 이상하다고 말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제가 수상하다고 말할 건 없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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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라고 말씀드렸다.

一 (右同) 御所丸朝鮮江差渡候儀、其使對馬內之者ニ候か不存と申候儀、何たる樣子
として被成御諚候。
被成御諚候樣ニ、從江戶豊前內之者、古藤三郞左衛門と申者差越候而申候者、廿
九年先之信使返禮之儀、親豊前遂披露、朝鮮江罷渡候。巳之年之信使返禮相延候
間、可申渡旨遂披露候處、如先例仕候得之由、被成御諚候間、差渡可申候由申越
候。拙者其節於京都、腫物養生仕居候內ニ申來候。請御諚候者、其通りニ仕候得
之由申候。三郞左衛門在所江罷下、使萬事申付置候。何やう之儀も 御公儀江遂
披露候と申儀、是ニよらす僞ニ而有之とは不存候。拙者さへ其通ニ存候得者、拙
者內之者は遠國之者故、別而 御公儀無案內故、諸事御公儀之儀、加樣與豊前申
候得者、不依何事驚候而、豊前下知ニ任候通、申上候。
一	(상동) “고쇼마루(御所丸)가 조선에 건너갔는데 그 사신이 쓰시마노카미 쪽 사람인지 몰랐다

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라고 물으셨다.
“말씀하신 대로 에도에서 부젠이 부하 고토 사부로자에몬(古藤三郞左衛門)이라는 자를 [제
게] 보내서, ‘29년 전의 통신사에 대한 답례(답례 사신)를 자신(부젠)의 부친이 주장하여 건너

갔습니다. 1617년 통신사에 대한 답례가 미루어지고 있다고 [막부에] 여쭈자 선례대로 하라
고 분부하셨으니 [조선에] 보내겠습니다.’103라고 전해왔습니다. 저는 그때 교토에서 종기 때
문에 요양하고 있던 중에 들었고, ‘분부하셨다면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사부로자에몬
이 쓰시마에 내려가 사신 등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 막부에 여쭈었다고 말하니, 그것이
거짓이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조차 그렇게 여겼으니, 저의 부하들은 에도에

103 1621년 시게오키가 파견한 일본국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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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먼 곳에 살고 있는 탓에 막부를 잘 알지 못하므로, 막부와 관련된 일이라고 부젠이 말하
면 무슨 일이던 놀라서 부젠의 지시에 따랐던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一 (右同) 右御所丸書翰之儀者、不存候か、と被成御諚候。
書翰之儀、如何體ニ認渡候哉、於拙者聊以不奉存候。定而書翰者御座有間敷與存
候。其子細者、親豊前朝鮮江罷渡候時、 權現樣江書翰之儀遂披露候處、それに
不及罷渡候得之由、被仰付、朝鮮江罷渡候由、豊前舊冬申上候。左候ハゝ、御所
丸ニ書翰有間敷と奉存候。對馬之儀、遠國と申古風故、家老役申付候得ハ、万事
任置候體ニ御座候。其上豊前儀、諸事我儘に仕へきと存候。したてに其身內に家
老と申候て、四五人仕立置、豊前御當地ニ罷有候時者、右之四五人ニ万事其身役
之儀をさわかせ申、拙者內郞徒共一人も、差出不申樣ニ仕來り候。其上豊前儀、
拙者家老と乍申、御公儀江被成御存知、先御代ニ者、自然御言とも被下候間、た
とひ我等をないかしろに存候とも、對 御公儀御うしろくらき事可仕とハ、ゆめ
ゆめ不奉存候處ニ、僞のみ仕置候儀、今度其身申出し、始而承驚入候。
一	(상동) “그 고쇼마루(御所丸)의 국서에 관해서는 몰랐는가?”라고 물으셨다.

“국서가 어떻게 쓰여서 건네졌는지 저는 조금도 모릅니다. 필시 국서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젠의 부친이 조선에 건너갔을 때 이에야스님께 국서에 관해 말씀드렸더니 국서
없이 도해하라고 명하셔서 조선에 건너갔다고 지난 겨울 부젠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고쇼마
루에는 국서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쓰시마는 遠島인데다 고풍(古風)이 남아있어서, 가

로역(家老役)에게 만사를 맡겨 왔습니다. 게다가 부젠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측근을 가로(家老)라는 명칭 하에 4, 5명 두고, 자신이 에도에 있을
때는 그 4, 5명에게 자신의 역할을 모두 대신하게 하면서, 저의 직속부하는 한 명도 관여하
지 못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부젠은 저의 가로이면서 막부에도 알려져 있고 선대 쇼군 때에
는 막부의 지시를 받는 자라서 설사 저희들을 무시하더라도 막부에 대해 뒤가 구린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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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거짓된 일만 한 것을 이제 그가 말하기 시작하니 처음
으로 알고 놀랐습니다.”

一 (右同) 古對馬守書翰取替之儀存候由、豊前申候、此儀者如何與被成御諚候。
朝鮮一亂以後、不通ニ候處、從 御公儀和睦之儀、拙者親ニ被仰付候時、柳川下
野父子江申付候處申調候。其段 御公儀江茂聞召上候故、朝鮮万事差引、彼者江
任置候。其つゝきを以、當豊前江も不相替、万端申付置候。且ハ左樣之儀ニ付、
拙者郞徒なから、

御公儀江能被爲成御存知候。殊豊前祖父下野ゟ當豊前ニ至

て、朝鮮之官位仕居候故、日本朝鮮之間をもつくろい、非法之儀仕候與存候、拙
者親者、左樣之大切之儀ハ仕間舗候。親豊前仕候儀ハ無疑候。七右衛門親豊前茂
仕候與申上候者、其まきれ無御座候。拙者親之事不罷居候間、今更彼者共申渡儘
に、申上ルにて御座候由、申上候。
一	(상동) “前 쓰시마노카미(古對馬守)104가 국서를 바꿔치기했다고 부젠이 말했는데, 이것은 어

찌된 일인가?”라고 질의하셨다.
“임진왜란이 있은 이후 통교가 막혔다가 막부가 화친의 뜻을 저의 부친에게 분부하셨을
때, 야나가와 시모쓰케(柳川下野) 부자에게 명령해 두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막부도 허
락하셔서 조선에 관한 일은 만사를 그들에게 맡겼고, 그 일은 계속 부젠이 수행하도록 했습
니다. 그것은 [그가] 저의 가신이면서 막부에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젠의 조
부 시모쓰케(下野)부터 현 부젠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관위를 받았기 때문에,105 일본·조선

104 요시나리(義成)의 부친 요시토시(義智).
105 야나가와씨가 통교재개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사실을 의미한다. 그 중에는

조선으로부터 도서(圖書)를 받아 세견선을 파견할 권리를 인정받았던 수도서선(受圖書船) 두 척의 권리가 있었다. 한 척은
시게오키의 조부 야나가와 시게노부와 부친 도시나가에게 허가된 유천송사(柳川送使)이고, 또 한 척은 1605년 시게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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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일을 꾸미고 비법(非法)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저의 부친은 그러한 큰일은 저지르
지 않았습니다. 부젠의 부친이 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젠의 부친이 했다는 시치
에몬의 증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의 부친은 없으니 이제 와서 그들이 언급한대로 말씀
드립니다.”라고 했다.

一 (右同) 數々之內之者、非道之儀仕候を、對馬守一として不存候者、何としたる儀
かと被成御諚候。
御諚御尤ニ奉存候。倂豊前儀拙者郞徒と乍申、國々之諸太名家老に相達候。其子
細ハ御執權衆被存候。何茂御執權衆江拙者參候刻、豊前召連罷出候に、其座之作
法茂、主從之わかち達而無御座候。其うへ內外共之儀、拙者申付置、殊拙者いも
とむこにも仕候得者、國許ニ而も、豊前儀惡事候ても吟味仕者無御座候。前々少
々吟味仕候者を以、 御公儀之威をかり、其者之身上つぶし、又は殺害仕候者多
く有之故、其後者不依是非、豊前我儘之所存ニ御座候故、何やうの儀もたとへ國
中ニ存たる者候とも、拙者江申聞候はずにて無御座候。其上拙者誤仕置候。豊前
非道之儀御座候とも、可達上聞與、度々御執權衆迄申入儀ニ而無御座候。此段被
聞召分可被下候由、申上候。
右之通被聞召上候而、被成御諚候者、豊前申分無之者罷たてと被成御諚、豊前竝
七右衛門罷立候。其次に方長老被罷立候。其後 御前ニ向、御禮申上致退出候。
一	(상동) “여러 명의 내부인이 비법(非法)을 저지른 사실을 쓰시마노카미로서 몰랐다니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문하셨다.

사거 한 후 향화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신설한 유방원송사(流芳院送使)이다. 이 두 척은 시게오키가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
었으나 야나가와 잇켄이 발생한 후 일단 모두 조선에 반환되었다가, 유천송사는 번주 소씨의 소유로 도항이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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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젠은 저의 가신이지만 각 지역 여러 다이묘(大名)의 가로들
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집권들이 알고 계십니다. 집권들께 제가 나갔을 때 부
젠도 데리고 나갔는데, 그 자리의 예법에서도 주종(主從)의 분별이 없었습니다. 번(藩) 내외
의 일을 맡도록 제가 지시했고 특히 제 여동생의 남편이 되자 쓰시마에서는 부젠이 나쁜 짓
을 해도 언급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조금씩 언급했던 자가 있었으나 막부의 위
세를 빌려 [그들의] 신분을 짓뭉개었고, 또는 살해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어쩔 수 없이 부젠이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설령 쓰시마 전체가 알고 있는 일이어도 제 귀에
는 미치지 않아, 제가 잘못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부젠이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해도 때때로
집권들에게 보고하질 않았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십시오.”라고 아뢰었다.
위의 내용을 들으시고 부젠을 비롯하여 말할 것이 없는 자는 물러나라고 분부하셨다. 부
젠과 시치에몬이 물러나고, 그 다음 보초로가 물러났다. 그 후 쇼군을 향해 예를 올리고 물
러났다.

一 (右同) 三月十二日、御諚之旨可被仰渡由、從御執權中就御使、土井大炊頭殿江罷
出候。一儀度々御穿鑿被仰付、殊御直被聞召上候處、對馬守無誤通、委被聞召屆
候。就其國許何も知行所萬事如前々不相替被仰付候。然者從朝鮮、今明年中ニ信
使差渡候樣ニ可仕由、被仰出通、各被仰聞候。拙者申上候通、被聞召分、萬事前
々之樣ニ被仰出候段、外聞實義異國迄之聞、得與申不淺忝奉存通り申上、又ハ信
使之儀、御請申上候。
掃部殿被仰候者、定而家中之者無心許可存候間、早々罷歸忝御諚之通、可申聞由
被仰候。各何茂對馬守仕合無殘所冥加成儀ニ候。早々罷歸候得之由被 仰、則罷
歸候。
一	(상동) 3월 12일 [쇼군의] 분부가 내려왔다고 집권들이 사자를 보냈기에 도이 오이노카미(土

井大炊頭)님댁으로 갔다. 이 사건으로 여러 번 엄밀한 조사를 명하시고 직접 들어보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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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노카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쓰시마 지배도 전과 같이
변함없이 허가한다고 명하셨다. 그리고 올해나 내년에 조선에서 통신사가 건너오도록 명하
셨다고 다들 말씀하셨다. 제 말을 이해해주시고 만사를 이전처럼 수행하도록 명하여 주셔서
체면과 실리가 모두 유지되어 이국(異國)까지 들리게 되었으니 깊이 감사드리며, 통신사의
건도 분부하신대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가몬(掃部)106님이 “필시 쓰시마 번의 가신들
이 불안해하고 있을 테니 빨리 돌아가서 분부하신 대로 해야 한다. 다들 쓰시마노카미의 일
이 잘 풀렸으니 보은해야 할 것이다. 빨리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기에 돌아왔다.

一 (三十) 同日、大炊頭殿ゟ方長老被召寄、南部江流罪ニ被仰付之由ニ候、則南部山
城守殿所江直ニ被參候。
一 (右同) 同日、伊豆守殿ゟ柳川豊前を被召寄、津輕江流罪被仰付由ニ候、則津輕平
藏殿被承之候。
一 (右同) 同夜、松尾七右衛門·同子一角同前ニ死罪ニ被仰付候。
一	(三十) 동일 오이노카미(大炊頭)님이 보초로를 불러 난부(南部)107에 유배형에 처한다고 하셨

다. 난부 야마시로노카미(南部山城守)108님 댁으로 바로 갈 것이다.

一	(상동) 동일 이즈노카미(伊豆守)님이 야나가와 부젠(柳川豊前)을 불러 쓰가루(津輕)109에 유배

형에 처한다고 하셨다. 쓰가루 헤이조(津輕平藏)110님에게 전달될 것이다.111

106 가몬노카미(井伊掃部頭) 이이 나오타카(井伊直孝). 쇼군 이에미쓰의 자문으로서 다이로(大老) 격으로 막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107 현재 모리오카 현(盛岡縣) 모리오카 시.
108 모리오카 번(盛岡藩)의 2대 번주 난부 시게나오(南部重直).
109 현재 아오모리 현(靑森縣) 서쪽의 도시.
110 히로자키 번(弘前藩: 현재 아오모리 현의 서부)의 3대 번주 쓰가루 요시노부(津輕信義). 헤이조(平藏)는 兒名.
111 막부의 심의 결과 유배형 판결을 받은 야나가와 시게오키는 히로자키 번(弘前藩)의 번주 쓰가루 요시노부에게 맡겨져, 쓰가

루에서 유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나이 33세 때이다. 히로자키 번으로 향하는 도중 시게오키는 삭발하고, 이름을 ‘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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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상동) 같은 날 밤 마쓰오 시치에몬(松尾七右衛門)과 그 아들 一角에게 사형(死罪)을 명하셨다.

一 (右同) 同十三日、一件落着之爲御禮、御執權中江罷出候。
一 (右同) 同日、大炊頭殿·讚岐守殿·伊豆守殿ゟ御連署被下、明日辰之刻、登城可
致之由、被仰下候。
一	(상동) 동 13일 잇켄이 종료된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기 위해 집권들에게 갔다.

一	(상동) 동일 오이노카미(大炊頭)님·사누키노카미(讚岐守)님·이즈노카미(伊豆守)님으로부터

연서(連署)가 와서, 내일 진시(辰刻) 등성(登城)을 명하셨다.

一 (右同) 同十四日、御執權中御差圖之通、登城仕候處ニ、於 御前
(三十一) 御直之御諚之趣

今度之儀、度々御穿鑿被仰付、御直ニ茂被聞召上候處、對馬無誤通申上候。其上豊
前江證據出し可申由、被仰付候處ニ、左樣之儀茂無之ニ付、對馬儀前々之樣ニ萬事
被仰付候。然者十一二年前之儀、對馬も心付候時分之儀ニ候ニ、內之者まかせに仕
候者、無調法と被思食候共、從前々左樣ニ有來リ候事ニ候得者、此段も今度ハ被成
御許候。以來無調法之儀、何茂有之ハ、對馬可爲越度候。自今者朝鮮之儀、速ニ可
申付候。書翰等之儀、御案內をも可申儀者可致言上候。隨分朝鮮之儀、無油斷可申

庵’으로 개명했다. 헌데 쓰가루에서의 유배생활은 죄인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잇켄 당시 시게오키의 지원 세력이었던 로
주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 도이 도시카쓰(土井利勝) 등의 특별한 배려에 힘입어, 무려 7명의 가신을 이끌고 쓰가루의
城下에 광대한 저택을 받아 생활했다. 초반에 있던 감시원도 곧 없어졌으며, 막부가 쓰가루씨에게 명한 분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쌀이 지급되었다. 번주 쓰가루씨도 시게오키의 재기(才氣)를 마음에 들어 했는지 때때로 번주 夫子가 시게오키의 저택

을 방문하기도 하고, 시게오키가 번주의 城에 초대되어 함께 노오(能)를 즐기기도 했다. 시게오키는 1684년 10월, 50년에 가
까운 유배생활 끝에 82세로 타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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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候。今迄之儀者万事被成御許候。
一	(상동) 동 14일 집권들의 지시대로 등성했더니, 쇼군 앞에서
(三十一) 직접 분부하신 내용

이번 일은 여러 번 엄밀하게 조사하게 했고 직접 들어본 결과 쓰시마노카미에게는 잘못이
없다. 게다가 부젠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서, 쓰시마노카미에게
는 종전처럼 하던 일을 수행하도록 명한다. 그러나 11, 12년 전의 일은 쓰시마노카미도 철
이 들었을 때의 일이고, 가신에게 마냥 맡겨두기만 한 것은 잘못된 처사였다. 하지만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일이니 이 일도 이번에는 용서한다. 이후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쓰
시마노카미가 처벌받을 것이다. 이제는 조선통교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서한(書翰)과
관련하여 알려야 할 것이 있으면 상신하도록 하라. 조선과의 통교는 방심하지 말고 수행해
야 한다. 지금까지의 일은 모두 용서한다.

一 (三十二) 同日、御執權中ゟ古川右馬助·平田將監兩人被召寄、一紙之條目御渡被
成、此紙面之趣對馬守殿江申達、條目之通可被申付之由、被仰渡候。
一	(三十二) 동일 집권들이 후루카와 우마노스케(古川右馬助)·히라타 쇼겐(平田將監), 두 명을

불러 조목(條目)을 적은 문서 1장을 건네면서, 이 문서의 취지를 쓰시마노카미님에게 전하고

조목대로 지시할 것을 명하셨다.

覺

一 嶋川內匠死罪ニ可被申付事付、男子不殘可爲同罪。家財者致闕所、其所江可被置
之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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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松尾七右衛門男子不殘死罪可被申付之。家財者致欠所、其所置可被申事。
一 宗讚岐儀、人を差添、江戶江可被召寄事。付男子不殘對馬守江被成御預候。家財
者闕所仕、其所ニ可置申事。
一 柳川豊前守對馬ニ有之家財致闕所、其所ニ可被置之事。
一 方長老自分之財寶致闕所、其所ニ可被置之事。
一 流芳院自分之財寶致闕所、其所ニ可被置之事。
以上
寬永十二亥年
三月十四日
伊豆 在印
讚岐 在印
大炊 在印
宗對馬守殿

覺
一	시마카와 다쿠미(嶋川內匠)는 사형에 처한다. 아들들은 모조리 같은 죄로 처벌한다. 가산(家
産)은 몰수하여 그곳에 둔다.

一	마쓰오 시치에몬(松尾七右衛門)과 아들은 모조리 사형에 처한다. 가산(家産)는 몰수하여 그곳

에 둔다.
一	소 사누키(宗讚岐)는 사람을 딸려 에도(江戶)로 소환한다. 단 아들은 전원 쓰시마노카미에게

맡긴다. 가산는 몰수하여 그곳에 둔다.
一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의 쓰시마 소재 가산은 몰수하여 그곳에 둔다.
一	보초로(方長老) 개인의 재산은 몰수하여 그곳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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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류호인(流芳院) 개인의 재산은 몰수하여 그곳에 둔다.

이상
1635(寬永 12) 亥年
3월 14일
이즈(伊豆) 在印

		

사누키(讚岐) 在印

		
		
소 쓰시마노카미(宗對馬守)님에게

오이(大炊) 在印

一 (右同) 同日、右馬助·將監兩人右之絛目拝見仕、御執權中江申上候者、對馬守江
被 仰渡候絛目之內、宗讚岐守の嫡子之儀、此者之家財も又闕所可仕候哉と、御
尋申上候得者、何も被仰候ハ、嫡子之儀ニ而ハ無之候。闕所之儀者、只讚岐守家
財之儀ニ候。
一	(상동) 동일 우마노스케·쇼겐 2명이 위의 문서를 보고 집권들에게 “쓰시마노카미에게 건네

신 문서에 나오는 소 사누키노카미(宗讚岐守)의 아들의 가산(家産)도 몰수합니까?”라고 여쭈
었더니, “적자(嫡子)는 아니다. 몰수하는 것은 사누키노카미의 가산뿐이다.”라고 하셨다.

一 (三十三) 同日、流芳院事秋田江流罪被仰付候。則六合兵庫頭被承之候。
一 (右同) 邵首座等、七右衛門ニ同心仕候者共者、悉追放被 仰付候。此絛目則家老
古川右馬助·平田將監を大炊頭殿家來橫田格左衛門·伊豆守殿家來篠田九郞左衛
門此兩人被相添、右之段被仰渡す候。
一	(三十三) 동일 류호인(流芳院)112은 아키타(秋田)에 유배되었다. 六合兵庫頭에게 맡겨질 것이다.

一	(상동) 쇼슈소(邵首座) 등 시치에몬과 한패인 자들은 모두 추방형에 처하셨다. 이 조목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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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후루카와 우마노스케·히라타 쇼겐과, 오이노카미님의 家人 요코타 가쿠자에몬·마쓰다

이라 노부쓰나(伊豆守)님의 家人 시노다 구로자에몬 2명이 함께 와서 통보했다.112

一 (三十四) 同十六日、豊前內村岡五郞右衛門·吉田忠右衛門兩人拙者宿所江召寄、
申付候者、對州にをいて、豊前居所、今度欠所被仰付候由、御執權中ゟ其段被仰
渡候。依之使を國元江差下し候、其方抔茂拙者使ニ相添罷下、豊前居所之家物少
も不殘、此使之者江可相渡候。其方共差添下候儀者、豊前家內之儀、能存候故、
右之段申付候。
一	(三十四) 동 16일 부젠의 수하 무라오카 고로에몬(村岡五郞右衛門)·요시다 추에몬(吉田忠右衛
門) 2명을 나의 숙소에 불러, “쓰시마에 있는 부젠의 거처를 몰수한다고 집권들께서 분부하

셨다. 그래서 사자를 쓰시마에 보내니, 그대들도 나의 사자를 따라 쓰시마로 내려가 부젠의
거처에 있는 가재를 조금도 남김없이 그 사자에게 건네야 한다. 그대들을 같이 내려보내는
이유는 부젠의 수하여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一 (三十五) 同十七日宮川惣右衛門·嶋雄佐吉右衛門兩人ニ申付、御執權中ゟ之御絛
書、對州江差下し候。豊前家來も右之兩人ニ相添差下候。
一 (番付に不及) 同十九日此一件ニ相加はり候拙者家來共、不殘對州江差下ス。

△ 柳川調興公事記錄 上 終
一	(三十五) 동 17일 미야가와 소에몬(宮川惣右衛門)·시마오 사키치에몬(嶋雄佐吉右衛門) 2명에

112 류호인(流芳院: 야나가와 가문의 菩提寺) 주지승인 겐코(玄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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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말해, 집권들이 준 서류를 쓰시마에 보냈다. 부젠의 부하 2명도 같이 내려보냈다.
一	(번호 없음) 동 19일 이 잇켄에 관여된 나의 부하들도 1명 남김없이 쓰시마로 내려갔다.

△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상 끝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상(上)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寬永十二乙亥年

一 (一) 四月十一日、酒井讚岐守殿江參申上候條々、舊冬公事之節、御執權中之御差
圖二而、一件落着迄、朝鮮往還之船を差留置候樣二テ而、被仰付候。依之至に
今、渡海之船留置候。最早右之儀相濟候間、以飛船此議を申渡、如何可有御座候
哉。折節馬藝に相添罷渡候。洪同知·崔判事も此事相濟候段、彼國江申遣而、私
江申聞候。此段如何可仕候哉。御差圖に可仕之由申上候處、讚岐守殿尤二思召
候。彌此旨を大炊頭殿·伊豆守殿申上候樣ニ與之御返答也。

1635(寬永 12)년 을해(乙亥)
一 (一) 4월 11일 사카이 사누키노카미(酒井讚岐守)1님께 말씀드린 조항들이다. “지난 겨울 소송

1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 로주(老中). 상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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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을 때 집권들의 지시로 잇켄(一件)이 끝날 때까지 조선에 보내는 배를 중지하였습니
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제 잇켄이 정리되었으니 연락선을 보내
서 일의 경과를 [조선에] 통보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침 ‘마예(馬藝)’를 하는 조선인들2도
[조선으로] 건너 갈 것입니다.3 홍동지(洪同知)·최판사(崔判事)4도 이 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조선에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지시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아뢰었더
니 사누키노카미(讚岐守)님은 지당하다고 하셨고, 더욱이 이 뜻을 오이노카미(大炊頭)5님과
이즈노카미(伊豆守)6님에게 보고하라고 하셨다.
○ 拙者領地棊·養父、兩郡之內千石之所、本多上野介殿御差圖ニ而、豊前ニ遣置
候。元來拙者領內ニ而候得共、先年拙者於京都御朱印拝領仕候、則此千石を差除
置候儀者、公事有之地ニ而候ゆへ、憚りニ奉存如何候。最早一件落着仕候。彼千
石之儀、何村を以何方ニ渡し可申候哉。御差圖所仰候由申上候處、讚岐守殿拙者
申分、尤至極ニ候。還郡一村豊前私曲を以、我儘ニ村別仕候地ニ而候。此所可被
差除候哉。乍然大炊頭殿·伊豆守殿江被仰入被得御差圖、可然與之御返答也。

2 조선시대 말을 타고 그 위에서 물구나무 서기 등의 재주를 부리는 사람. 본 사료에는 마예(馬藝)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마상

재(馬上才)라고 한다. 1634년 9월 쇼군 이에미쓰가 닛코(日光)에서 돌아온 이튿날(21일) ‘조선의 승마술을 보고 싶다’는 쇼군의
의향이 발단이 되어 쓰시마 번은 조선에 사절을 급파, 마상재 초청의사를 전했다. 쓰시마 번이 조선 측에 마상재의 파견을 요
청한 1634년 당시 일본에서는 쓰시마 번주 소 요시나리와 가신 야나가와 시게오키 간의 갈등, 대립이 이미 본격화되어 막부가
심리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조선은 마상재 파견을 수락하였고, 이 사행은 1635년 정월에 조선을 출발, 3월 말 에도에 도착, 쇼
군과 다이묘들에게 마술(馬術)을 선보인 후 7월 조선에 귀국했다. 막부는 야나가와씨가 배제된 상태에서 마상재를 초빙하도록
지시하여, 이 건을 통해 소씨의 대조선 외교능력을 시험해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 사행은 역관(홍희남과 최의
길)의 단독사행이면서 마상재를 동반하고 에도까지 다녀온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3 마상재 일행의 조선 귀국을 의미한다.
4 홍희남과 최의길.
5 도이 도시카쓰(土井利勝), 당시 로주.
6 마쓰다이라 노부쓰나(松平信綱), 당시 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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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영지 기(棊)·야부(養父) 2군(郡)7 중 1,000石은 혼다 고즈케노스케(本多上野介)8님의 지

시대로 부젠(豊前)9에게 주었습니다. 원래 저의 영지 내에 있었지만 전에 제가 교토(京都)에
서 주인(朱印)10을 받았습니다. 이 1,000石을 제외한 곳은 재판이 걸려있는 땅이므로 조심해

야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잇켄이 끝났으니 이 1,000石에 관해 어떤 마

을(村)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지시하여 주십시오.” 사누키노카미(讚岐守)님이 저에게 말씀
하시기를, “지극히 당연하다. 환군(還郡) 일촌(一村)은 부젠이 사사로이 제멋대로 촌별로 나
눈 땅이니 이곳을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오이노카미(大炊頭)님과 이즈노카미(伊豆
守)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 讚岐守殿被仰候ハ、一件落着之事、國元へ被仰遣候、彼之者今程對州江可申候哉
與御尋ニ付、御返答申上候者、漸只今比頃下着可仕候。將又被召寄候宗讚岐守竝
閉門申付候樣ニ與被仰付候侍共之儀茂、詳ニ申遣候。此閉門之體者、如何樣ニ可
申付候哉。是又御指圖所仰候。讚岐守殿被仰候者、御手前ニ對し、違儀を不存候
ハゝ、被戒置候ニ不及候。必他國江逃出不申樣ニ可被成候。尤籠舎等被仰付强被
押込置議、無之候。拙者又御尋申上候者、前以扶助申付置候、只今ハ如何樣ニ仕
可然候哉。讚岐守殿被仰候ハ、御手前ニ對し違背不仕候者、扶助茂又如前被下可

7 1604년 일본의 국정탐색를 위해 쓰시마에 파견된 손문욱(孫文彧)과 유정(惟政)을, 이듬해 소 요시토시와 야나가와 시게노부,

겐소(玄蘇)가 동반하고 교토로 가, 3월 후시미(伏見) 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히데타다와의 접견이 성사되었다. 그 공을 인
정하여 막부는 쓰시마 번주에게 조선관계를 담당할 것을 명하였고, 규슈 히젠(肥前)의 기이(基肄), 야부(養父)郡 내에 2,800석
의 영지를 가증했으며, 에도에의 參府는 3년에 1번으로 한다는 특권을 부여했다. 그 2,800석 중에 1,000석을 혼다 마사즈미가
야나가와 도시나가(智永)에게 부여했다고 한다.
8 혼다 마사즈미(本田正純).
9 시게오키의 부친 도시나가(智永).
10 영지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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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候。乍然御暇出候時分、彌以御執權中江御尋可然與御返答也。
○ 사누키노카미(讚岐守)님이 말씀하시기를, “잇켄(一件)이 끝났다는 것을 영지(쓰시마)에 전하

라. 그 사람은 지금 쓰시마에 도착했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답변하기를, “지금쯤 도착했을
겁니다. 소환될 소 사누키노카미(宗讚岐守)11 및 폐문 처벌을 받을 무사들에게 대해서도 상세
하게 전달했습니다. 폐문에 관해서는 어떻게 명할까요? 이 또한 지시하여 주십시오.” 사누
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에게 대해서 잘못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경계할 것까지는
없다. 반드시 타국으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금 등을 명하여 무리해서 가둘
필요는 없다”
내가 또 여쭙기를, “전에 부조(扶助)를 부여하기로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
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배반하지 않은 자는 부조도 또한 전과 같이 부여하
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가신의 직책을 면하고자 할 때엔 집권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
하셨다.

○ 先日朝鮮國ゟ信使來聘仕候樣ニ、被仰付候、加樣之儀ニ付、書翰無之候而ハ、不
叶儀ニ候。書翰役人之事、早々御指圖被仰付候由申上候處、讚岐守殿被仰候者、
五山中ニ而學問等有之長老、被仰付可然候。尤御手前之地行を費候共、御招請可
然存候。拙者申上候者、御執權中ゟ之被仰付無之候ハゝ、私申入候ニ而者、御下
向有之間敷候。讚岐守殿被仰候ハ、方長老之樣子をみ候得者、誰ニ而茂御下可有
之候ハ、不存候。乍然此段御執權中江、可致相談候。兎角書翰役人無之候ハゝ、
罷成間舗候。拙者又申上候ハ、長老衆之儀、自分ゟ申請候儀、曾而有之間敷舗

11 소 도시노부(宗智順). 번주 소 요시나리의 사촌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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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奉存候。此段金地院江可申入候哉。讚岐守殿被仰候者、此儀一段可宜候。必
金地院江申達候樣ニ而之御返答也。

○ “전에 조선에서 통신사를 불러오라고 명하셨는데, 그 일에 서한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서한

역인(書翰役人)12에 관해 빨리 지시해 주십시오.” 사누키노카미(讚岐守)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산(五山)의 승려 중에 학식이 있는 자를 장로(長老)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대의 지행
(知行)으로 지불해서라도 초빙하라.”

제가 말씀드리기를, “집권들의 명령이 없다면 설사 제가 초빙하더라도 [쓰시마로] 내려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초로(方長老)의 상황을 본다면
누구도 내려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일에 관해 집권들과 상의하겠다. 어쨌든 서한
역인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서한을 담당할] 장로들(長老衆)에 관
해 과거에 제가 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을 곤치인(金地院)에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사누
키노카미님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드시 곤치인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一 (二)同年四月十二日、土井大炊頭殿御宅江參上仕、申上候者、舊冬公事之節、一
件落着之間ハ、朝鮮往還之船可差留之旨、御執權中ゟ被 仰付候。依之渡海令停
止候。一件相濟候條、此段飛船を以朝鮮江可申遣遣存候。願くハ御檢使壹人被仰
付被下候ハゝ、拙者家來相附、差渡度奉存候旨、申上候處、大吹頭殿被仰候ハ、
朝鮮江右之段可被申趣之由、最之義ニ候。一件相濟候上ハ、御檢使を被相添ニ不
及事候。御手前自分之計ニ可被成候。彌御執權中江相尋、可然與御返答也。

12 조선에 보낼 서한이나 국서를 쓰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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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二) 같은 해 4월 12일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님 댁에 가서 말씀드리기를, “지난 겨울

소송 때 잇켄이 끝날 때까지는 조선에 보내는 배를 중지하라고 집권들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해를 중지했습니다. 잇켄이 끝났으니 그것을 전할 연락선을 조선에 보내고자 합니
다. 바라건대 검사(檢使)13 1명을 정해주시면 저의 부하와 함께 도해시키겠습니다.”고 아뢰었
다. 오이노카미님이 “조선에 이 상황을 알리는 게 당연하다. 잇켄이 끝난 이상 검사를 따로
보낼 필요는 없다. 그대의 생각대로 하라. 집권들에게 물어보니 당연하다고 했다.”고 대답
하셨다.

○ 千石之儀、昨日讚岐守殿江申上候也。大炊頭殿江申入候得者、是者僅千石之事ニ
候而、他方江被仰付候ニ不可及候。乍去何茂致相談候而以後、可申入候。幸ニ所
領之事二候而、大河內金兵衛·伊那半十郞江申談、可然候與之御返答也。
○ 1,000石에 관해 어제 사누키노카미(讚岐守)님께 아뢴 것을 오이노카미님께 말씀드리고, “겨

우 1,000石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의하고서 보고하겠
습니다.”고 했더니, “소령(所領)에 대한 일이므로 오가와치 긴베(大河內金兵衛)·이나 한주로

(伊那半十郞)와 상의하라.”고 하셨다.

一 (三)同十二日、大僧正天海明日日光ニ御越ニ付、東叡山ニ參上、大僧正江申上候
者、拙者一件之儀付而、東照大權現江參詣可仕之由、兼而立願有之候。殊今月者
四月ニ而候故、可奉參詣之處ニ、折節馬藝之者到着仕候。    上覽無之以前
御暇之儀、可申上旨無之候。依之參詣延引仕候。此段拙者懈怠ニ而無御座候。大

13 검사(檢使)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견하는 관리, 또는 살상(殺傷), 변사(變死) 등을 검시(檢視)하는 관리.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僧正被仰候ハ、神者誠を御感被成候。遲速ハ無別條候。公用之障者、憚有之儀ニ
無之候。公用相勤候以後、參詣仕可然與之御返答也。
一 (三) 같은 달 12일 다이소조(大僧正) 덴카이(天海)14가 내일 닛코(日光)에 오신다기에 히가시

에이잔(東叡山)에 가서 다이소조께 말하기를, “제가 잇켄과 관련하여 도쇼다이콘겐(東照大權

現)15을 참배하고 싶다고 전에 청원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4월이라서 참배하려 했는데, 마

침 [조선의] 마상재(馬上才)가 도착했습니다. 쇼군16께서 [마상재를] 보시기 전에 물러나겠다
고 할 수가 없어서 참배를 연기했습니다. 제가 태만해서가 아닙니다.” 다이소조께서 “신(神)
은 성실함에 감동합니다. 늦고 빠른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에 지장이 된다면 거리낄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를 마친 이후에 참배하십시오.”라고 하셨다.

一 (四) 同十三日、井伊掃部頭殿御宅江參、前以讚岐守殿·大炊頭殿江申達候條々、
申上候處、掃部頭殿被仰候者、讚岐守殿·大炊頭殿より被達   上聞候ハゝ、
定而如何樣共仰出可有之候。若御執權中之御相談ニ及候ハゝ、具承居候與之御返
答也。
一 (四) 같은 달 13일 이이 가몬노카미(井伊掃部頭)17님 댁에 가서 전에 사누키노카미(讚岐守)님·

오이노카미(大炊頭)님께 말씀드린 사안들을 아뢰었더니, 가몬노카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 에도시대 초기 막부의 정책 자문역을 맡았고, 외교문제에도 관여했던 승려.
15 닛코도쇼구(日光東照宮)으로 추정된다. 닛코도쇼구는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신격화한 도쇼다이콘겐(東照大權現)

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이바라키현(栃木縣) 닛코 시에 소재하는 신사로, 일본 전역에 있는 도쇼구(東照宮)의 총본산(總本社)
적인 존재이다.
16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17 이이 나오타카(井伊直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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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누키노카미님·오이노카미님께서 쇼군께 아뢰었다면 필시 어떻게든 하명이 있을 것이
다. 만약 집권들이 상의하게 되면 전부 받아들이라.”고 답하셨다.

一 (五) 同十四日、可致登    城之旨、大炊頭殿ゟ御狀を以、被仰下候付、則致
登城候處ニ、大炊頭殿·讚岐守殿·伊豆守殿被仰聞候者、先日之條々、何茂達上
聞候。舊冬以來、渡海令停止候事、朝鮮ニ疑敷可存候。一件落着、其上役儀竝知
行安堵被仰付候事、可申遣之旨
上意候。將又馬藝之者無恙到着、諸事首尾好候。是又可申遣候。此段者、御
執權中之御差圖之由、被仰聞候。拙者又申上候ハ、常々渡海之船吹噓一通相附遣
候。此飛船茂吹噓可相附候哉。此段奉伺御差圖候。御執權中被仰候者、如此之儀
者先例次第ニ仕可然候。又申上候ハ、吹噓を書とを可申與存候者共、皆以方長老
之弟子之僧ニ而候。依之遠慮仕候。願ハ今度之吹噓一通ハ、金地院ニ賴存書出來
候刻、各樣中江懸御目候而、可遣之候。御執權中御返答被成候者、其書一見仕ニ
不及候。古來より朝鮮と契約之印有之上ハ、則如例書之可遣候。拙者又申上候
者、對州留守居之者竝朝鮮和館ニ差遣候拙者家來共江、此儀申遣候書狀、乍憚各
樣中御一見被遊、御差圖次第ニ可仕候。大炊頭殿被仰候者、細々之儀ハ馬藝もの
歸國可申遣候間、右之書狀一覽不及事ニ候。讚岐守殿被仰候ハ、御手前遠慮之段
最ニ候。右之書狀出來候ハゝ、可致一見候。依之書狀相認候ハゝ、古川右馬助に
爲持御城ニ差上、御執權中御讀被成候也。
一 (五) 같은 달 14일 오이노카미님이 문서로 등성하라고 하시어 등성했다. 오이노카미님·사누

키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길, “지난번의 사안들은 모두 쇼군께 말씀드렸다. 지
난 겨울 이래 도해를 금지한 것을 조선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잇켄이 정리되었고, 조선과
의 통교와 영지 지배를 모두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이 쇼군의 뜻이다. 또 마상재
도 무사히 도착했고 모든 일이 잘 되었으니 이 또한 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집권들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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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조선에] 도해하는 배는 항상 증명서 한 통을 지참합니다. 이
연락선에도 증명서를 부여해야 합니까? 지시를 받들겠습니다.” 집권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런 일은 전례대로 하면 된다.”고 하셨다. 또 말씀드리기를, “증명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초로(方長老)의 제자 승려입니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증
명서 1통은 곤치인(金地院)에게 부탁해서 쓰고, 여러 분들에게 보여드린 후 보내겠습니다.”
집권들의 대답은 “그 증명서를 볼 필요는 없다. 예전부터 조선과 계약한 도장이 있으니 종
래 했던 대로 보내면 된다.”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쓰시마에 있는 사람들과 조선의 왜관(倭
館)에 보낸 저의 가신들에게 이 일을 전달하는 서한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지시대로 하겠

습니다.” 오이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세한 것은 마상재가 귀국해서 전할 것이니 위의
서한을 볼 필요는 없다.”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삼가 조심스럽게 행동하
는 것은 당연하다. 위의 서한이 완성되면 한 번 볼 것이니, 후루카와 우마노스케(古川右馬助)
로 하여금 에도성에 가져오도록 하라. 집권들이 읽을 것이다.”

一 (右同) 同十五日、爲御禮登城、於 殿中昨日之書狀、大炊頭殿·讚岐守殿御披見、
書中誠ニ正敷儀ニ候。縷々之儀者、馬藝之者歸國之時申遣候樣ニ而之御事也。
一 (右同) 같은 달 15일 등성하여 덴추(殿中)에서 어제의 서한을 오이노카미(大炊頭)님·사누키

노카미(讚岐守)님께 보이자, 서한이 대단히 잘되었다고 하셨다. 자세한 것은 마상재가 귀국
할 때 전하라고 하셨다.

一 (六) 同日、於殿中、金地院江懸御目、申入候者、一件之儀ニ付、方長老不慮ニ遠
流被仰付候、朝鮮之書翰之儀、可申付人無之候。適有之候而茂、方長老之弟子ニ
候得ハ、信使之事又者公用之儀なと、書せ候事難成存候。和尙ハ僧錄之儀ニ候
間、五山中ニ而、文才有之者一人、書翰役被仰付可然候。此段私之爲ニ而無御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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候。日本·朝鮮兩國之爲ニ而候。若拙者申請候而茂、御下向無之候はゝ、御執權
中之御差圖有之樣ニ可仕候。和尙被仰候者、五山ニ左樣之人茂無之候。乍然詮議
仕候て、重而可申達與の御返答也。
一 (六) 같은 날 덴추(殿中)에서 곤치인(金地院)을 뵙고 말씀드리기를, “잇켄의 일로 보초로(方長
老)가 뜻하지 않게 유배를 명령받아, 조선과의 서한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마침

있더라도 보초로의 제자에게는 통신사의 업무나 공무와 관련된 서한을 작성시키기가 어렵
습니다. 스님에 관한 것은 승록(僧錄)18의 일이므로 오산(五山) 승려 중에서 문재(文才)가 있
는 자를 1명 서한역으로 임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
본·조선 양국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제가 청했는데도 내려오는 스님이 없다면 집권들의 지
시대로 하겠습니다.” 스님(곤치인)이 말씀하시길, “오산(五山)에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러나 논의해서 전달하겠습니다.”고 하셨다.

一 (七) 同十八日、讚岐守殿御宅江參申上候者、先日申上候通、書翰之役人早々被仰
付可被下候。其子細者、朝鮮之諸事書翰無之候而ハ、通用難成候。讚岐守殿被
仰候ハ、此役人我々差圖難仕候。御手前方より人柄書付、御執權中江可被申上
候。拙者申上候ハ、金地院江申談、各々樣中江可申上候。將又今度之一件首尾
能  被仰付、外聞·家之面目御厚恩難忘義候。依之誓旨仕、御執權中江差上、
忠節之志を顯度奉存候。最一言之儀不申上候而茂、御恩忘却仕儀ハ無之候得共、
私身之守ニ可罷成候。讚岐守殿被仰候者、御手前申分之通、今度之   上意可
被忘置與ハ不存候得共、誓旨之儀彌以可然候。勿論御執權中江相談可被成候。拙

18 선종사원의 승직으로 사원을 관할하고 있고, 특히 인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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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又申上候者、此時節繼而江戶ニ相詰、御奉公申上度奉存候。此旨可申上與存候
得共、御暇之時分何茂御定有之事候。又ハ朝鮮信使渡海ニ付而、諸事之儀も申付
度候間、御暇被下候ハバ、歸國可仕と奉存候旨申上候。
一 (七) 동 18일 사누키노카미(讚岐守)님댁에 가서 말씀드리기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한을

맡을 사람을 빨리 명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선과 관련된 여러 업무가 서한 없이는 통하
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길, “그 담당자를 우리들이 명하여 지정
하기는 어렵다. 그대 쪽에서 사람을 지명하여 집권들에게 올려야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
기를, “곤치인(金地院)에게 말씀드리고 여러 분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번 잇켄이 시종
일관 좋게 매듭지어져 [저의] 체면과 가문의 면목을 지키는데 두터운 은혜를 입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서19를 쓰고 집권들에게 [그것을] 올려 충절의 뜻을 보이고자 했습
니다. 올리지 않더라도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겠지만, 제 일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누키
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말한 대로 쇼군의 뜻을 망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맹세하는 것도 좋겠다. 물론 집권들이 상의할 것이다.”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요즘 계속해
서 에도에 머물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뜻을 아뢰고 싶었지만 물러갈 때도 정해져 있습
니다. 또 조선통신사의 도해를 위해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하므로, 허락해주신다면 쓰시마에
돌아가겠습니다.”

一 (八) 同廿二日、大炊頭殿御宅江致參上、申上候者、今度馬禮之者歸國仕候付、書
翰遣申候、此草案役無之候、其上信使之儀被仰付候。彌此役人無之候而者不叶事
候。各樣中之御差圖を以、五山又ハ其外ニ而も可然人、  被仰付可被下候。此

19 요시나리의 기청문(起請文). 중권 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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役人對州江招請仕候儀、私手前之爲ニ無之候。兩國通用之爲ニ候間、御執權中之
御差圖奉仰候。大炊頭殿被仰候ハ、書翰役之儀尤之事候。兎角其人物公儀之御吟
味ニ而可相濟之由、御返答ニ而候。將又誓旨仕可差上之由、申上候得者、此段彌
可然と存候、御暇被下候時、被差上宜存候。又被仰候ハ、一件之儀兼而具ニ承候
得共、相濟候段及延引候者、世間ニ而我々中疎意ニ而、如此候與取沙汰可有之
候、聊以其儀ニ而無之候。御手前ニ贔屓仕候ものハ、豊前茂
東照宮ニ御目見仕候者ニ候得者、對馬守可有用捨事ニ候。又豊前贔屓仕候者ニ
者、豊前儀者對馬守下人ニ而候、聊異議を存事有之間舗候。只對馬守申分隨ひ可
然候與、方々江申聞樣々申す候。雙方共ニ大事ニ不及樣ニと、色々取扱申候。平
生人之惡成事を好不申候而被仰、御誓旨被成候。
一 (八) 동 22일 오이노카미(大炊頭)님댁에 가서 말씀드리기를, “이번에 마상재가 조선에 귀국

하는 차에 서한을 보내야 하는데, 그 초안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통신사에 관한 하
명도 받았는데 그 담당자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분들께서 지시하셔서, 오산(五山) 또
는 그 외에 마땅한 사람을 지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서한역인을 쓰시마에 초청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양국의 통교를 위해서이니 집권들의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오이
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서한 담당자의 건은 지당하다. 어쨌든 그 인물은 막부가 조사해
서 처리할 것이다.” 또 맹세서를 올리겠다고 말씀드리자, “그것도 지당하니, 쓰시마에 돌아
가는 것을 승낙하실 때 올리는 것이 좋겠다.” 또 말씀하시기를, “잇켄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들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리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을, 세간에서는 우리들이 소홀
히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소문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대의 편을 드는 자는, 부젠(豊
前)도 도쇼구(東照宮)20를 알현한 자이니 쓰시마노카미21가 용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젠을

편드는 자는 부젠도 쓰시마노카미의 부하이므로 조금이라도 이의(異議)를 품어서는 안되지
만 쓰시마노카미의 뜻에 따랐어야 했다고,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이러쿵저러쿵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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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모두 심각한 사태가 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고려해서] 처리했다. 평생 다른 사람이 나쁘
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맹세하라.” 20 21

其時拙者申候ハ、如何樣之儀ニ而、唯今之被仰分ニ候哉。今度豊前不慮之虛事
を申上、大きなる事罷成候。各樣常々諸人ニ御敎戒之意、誠意儀ニ奉存候。
殊   東照宮·台德院樣至て御當代三代、御政道正舗諸民安穩ニ而、難有儀與
普く申觸候。如此之儀ニ候得者、何者か御手前樣之儀、惡樣ニ可申候哉與御返答
申候。又大炊頭殿書翰役竝誓旨之事、詳ニ得其意存候與被仰候。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떤 연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부젠이 생각지도 못
한 거짓(虛事)을 아뢰는 바람에 일이 커졌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항시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경계의 뜻으로 임하신 바, 진실된 뜻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도쇼구(東照宮)·다이도
쿠인(台德院)22님·당대(當代), 삼대에 걸쳐 정도(政道)가 올바르고 제민(諸民)이 안온하니, 널
리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대를 나쁘게 말하겠는가?”라고 하셨다.
또 오이노카미님이 서한역(書翰役) 및 맹세서에 관한 나의 뜻을 알았다고 하셨다.

一 (九) 五月二十七日早朝、松平伊豆守殿御宅江參、誓旨を差出候處、則御披見誓旨
之趣一段宜候。縱令不及此儀とも、別儀不可有之候。其上ヶ樣ニ嚴密被成候、此
段達

上聞、如何可有之義不存候得共、拙者存候ニ、相替儀有之間舗候。則此

段大炊頭殿·讚岐守殿江可申達之旨、被仰候付、直樣大炊頭殿江參、先日申入候

20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21 소 요시나리(宗義成).
22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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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今度之一件首尾能  被仰付、外聞實儀忝奉存候。則誓旨差上候、御一覽被
成、不宜所茂候ハバ、御差圖賴存候。如斯之段却而淺々敷事ニ御座候得共、私爲
冥加ニ候。願者只今判形仕御執權中江差上度存候。大炊頭殿誓旨を御讀被成、文
言旁無殘所候。此誓旨ニ不及事ニ候得共、諸人疑候儀者、以誓旨證據ニ仕候故、
一段宜存候。又被仰候ハ、常ニヶ樣之事有之時者、大目付一人相加り、證人ニ成
申候條、大目付壹人被仰請可然候。拙者申上候者、自分ニ申請候者、如何ニ存
候。御手前樣より被仰付被下候ハバ、可忝候。大炊頭殿被仰候者、先讚岐守殿·
伊豆守殿江申談候而、可申遣與之御返答也。
一 (九) 5월 27일 이른 아침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님댁에 가서 맹세서를 올렸더니,

보시고 내용이 좋다고 하셨다. “설령 이대로 되지 않더라도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아니다. 게
다가 이처럼 엄밀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쇼군께 올릴 것이다. 어찌될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오이노카미님·사누키노카미님께 말씀
드리라.”고 하셨다. 바로 오이노카미님께 가서, “지난 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잇켄이 처음부
터 끝까지 좋게 처리되어 체면과 실리 다 지켜졌으니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약서
를 올리게 되었으니 한 번 살펴보시고 적절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
게 하는 게 도리어 얕은 생각일 수 있지만 제가 신들의 가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건대
지금 도장을 찍어 집권들에 올리고 싶습니다.” 오이노카미님이 서약서를 읽으시고, “문장에
미흡한 점은 없다. 서약서까지 쓸 일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의심하는 사안에는 서약서가
증거가 되므로 일단 좋다.” 또 말씀하시기를, “통상 이런 일에는 오메쓰케(大目付)23 1명을 넣
어서 증인으로 삼곤 하니, 오메쓰케 1명을 청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내가 말씀드리기

23 에도막부의 관직. 감찰관. 주로 다이묘(大名)들을 감찰한다. 일반 무사들을 관찰하는 관직은 메쓰케(目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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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가 청하는 것은 좀 곤란하니, 오이노카미님께서 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이노카미님이 “먼저 사누키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과 상의하라.”고 하셨다.

一 (十)同二十九日、讚岐守殿御宅江參候而、大炊頭殿江誓旨差出候旨、申上候處、
讚岐守殿被仰候ハ、大炊頭殿御差圖ニ可被任候。御手前之心入何茂存候故、延引
ニ而も不苦事候。拙者申上候者、自今以後御目付壹人被差下置、對州見分被 仰
付候ハバ、可忝候。讚岐守殿被仰候ハ、朝鮮之差引、御手前ニ被仰付置候ハ、檢
使被差下ニ不及候。乍然思召寄之段、御執權中江被仰達、可然候。拙者申上候ハ
左樣候ハゝ、何比可申上候哉。讚岐守殿被仰候ハ、日限相極候茂如何ニ候。事之
次而ニ可被申上候。御目付を以筑紫見分被仰付候ハバ、其御次而ニ對州見分被仰
付被下候樣ニ與、被申上可然存候。拙者又申上候者、國元ゟ之飛脚到來、被召寄
候宗讚岐守早々出船之用意仕候、爰許參着之日限も追付可申參候。彼者之宿所、
如何可仕候哉。讚岐守殿被仰候ハ、御手前屋舗にても、他所に而も、其居所者無
別儀候。堅警固可被仰付候。且又內匠七右衛門儀、其死罪を可疑候哉。拙者申上
候ハ、何とそ無異儀到着仕候樣ニ與存候。早速仰之通ニ無憚罷越候樣ニ而申遣
候。彼者共之心入御當地ニ着候ハバ、無科之由申上候而、身之殃を可申開與可存
候。讚岐守殿被仰候ハ、御推量如何ニも尤候。拙者又申上候ハ、彼等到着仕候ハ
バ、前以對州江被罷下候好ニ而候間、橫田角左衛門·篠田九郞左衛門を以、大炊
殿·伊豆殿江御案內可申入候。讚岐守殿一段可宜之由被仰聞候。
一 (十) 동 29일 사누키노카미님댁에 가서 오이노카미님께 맹세서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이노카미님의 지시대로 하라. 그대도 어쨌든 생각해
야 하니 연기되어도 상관없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후 메쓰케(目付) 1명을 내려보내 쓰
시마에서 감독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조선
업무는 그대의 임무로 하명하였으니, 검사(檢使)를 내려보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생각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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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권들에게 전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언제쯤 말씀드려야 합니까?” 사
누키노카미님이 “날짜를 정해두는 것도 곤란하다. 일의 순서를 정해서 메쓰케(目付)를 쓰쿠
시(筑紫)24 지역의 감찰사로 명하고 그 다음에 쓰시마(對州)의 감찰을 명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쓰시마에서 연락이 왔는데 호출하신 소 사누키노카미(宗讚岐守)
가 일찍 출항할 차비를 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날을 조만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의 숙소를
어떻게 할까요?”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저택이든 다른 곳이든 별 상관은
없지만, 단단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 다쿠미(內匠)·시치에몬(七右衛門)에 관해서는 그들
의 사형을 의심하는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무쪼록 별일 없이 도착할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늦지 않게 오도록 전하겠습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이곳에 도착하여 잘못이 없다고 말
씀드려서 앞으로 닥칠 형벌을 면하려 할 것입니다.”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
의 생각, 그럴만하다.”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그들이 도착하면 전에 쓰시마에 내려갔던 인
연이 있으니 요코다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25를 통해
오이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께 알리겠습니다.” 사누키노카미님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一 (十一) 六月二日、一兩日中ニ宗讚岐守可致參着之由、申來候付、家來吉田作右衛
門道中迄差遣候。是ハ宿所等御執權中ゟ御差圖相極候後、江戶江參着仕候樣ニ與
申遣。

24 현재의 규슈(九州) 북부지역.
25 잇켄에 관한 심의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 에도에서 로주를 비롯한 막각의 요인들이 요시나리와 시게오키를 소환하여 직접 질

의하는 동안, 도이 도시카쓰의 家人 요코다 가쿠자에몬과 마스다이라 노부쓰나의 家人 시노다 구로자에몬이 쓰시마에 파견
되어 현지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하였다. 이들이 쓰시마에 내려가 현지의 잇켄 관계자들을 조사한 정황은 중권 46
조 이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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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十一) 6월 2일 하루 이틀 사이에 소 사누키노카미(宗讚岐守)가 도착할 것이라는 전갈이 와

서, 부하 요시다 사쿠에몬(吉田作右衛門)을 보내 마중하게 했다. 숙소 등 집권들이 지시가 결
정된 후 에도에 오도록 전달하였다.

一 (十二) 同三日、宗讚岐守宿所之儀、御差圖奉仰候間、多田源右衛門を以、大炊頭
殿·伊豆守殿江申遣。御兩所御登    城故、源右衛門茂橫田角左衛門·篠田
九郞左衛門江申置罷歸ル。讚岐守殿江ハ、古川右馬助を以申遣ス。則讚岐守殿江
懸御目、具申上罷歸ル也。
一 (十二) 동 3일 소 사누키노카미(宗讚岐守)의 숙소에 대한 지시를 받기 위해, 다다 겐에몬(多田

源右衛門)을 오이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께 보냈다. 두 분 모두 등성하여 겐에몬이 요코다

가쿠자에몬·시노다 구로자에몬에게 말하고 귀가하였다. 사누키노카미님께는 후루카와 우
마노스케를 보냈다. 사누키노카미님을 만나 뵙고 자세히 말씀드리고 돌아왔다.

一 (右同) 同四日早朝、篠田九郞左衛門方ゟ多田源右衛門方江以書狀、申遣候ハ、宗
讚岐守到着候ハバ、對馬守屋舗之內ニ可召置候。此段伊豆守殿御差圖之由也。夜
ニ入、橫田角左衛門方ゟ源右衛門江書狀遣之、宗讚岐守事、對馬屋舗ニ可召置
候。此旨大炊殿御差圖之由申來ル也。
一 (右同) 동 4일 이른 아침 시노다 구로자에몬 쪽에서 다다 겐에몬에게 서한으로, 소 사누키노

카미가 도착하면 쓰시마 번주의 저택에 머물게 하라는 이즈노카미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
해왔다. 밤이 되어 요코다 가쿠자에몬 쪽에서 겐에몬에게 서한을 보내, 소 사누키노카미는
쓰시마 번주의 저택에 머물게 하라는 오이노카미님의 지시를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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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同五日早朝、酒井讚岐守殿江古川右馬助を以申遣候ハ、宗讚岐守事私宅ニ
可召遣旨、大炊頭殿·伊豆守殿御差圖ニ而候。彌其通ニ可仕候哉與申遣候處、彌
私宅江召置可然旨、讚岐守殿御返答也。依之古川彌一右衛門、神奈川迄差越、宗
讚岐守事直樣此方屋舗江入來候樣ニ與申遣、夜更候而讚岐到着仕候也。
一 (右同) 동 5일 이른 아침 사카이 사누키노카미님께 후루카와 우마노스케를 보내 “소 사누키

노카미를 저의 집에 머물게 하라고 오이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대
로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여쭈었더니, “그대의 집에 머물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후루
카와 야이치에몬(古川彌一右衛門)을 가나가와(神奈川)까지 보내서 소 사누키노카미에게 바로
우리 저택으로 오도록 전하였고, 밤이 깊어서 그가 도착하였다.

一 (十三) 同六日登     城、大炊頭殿·讚岐守殿·伊豆守殿申上候ハ、宗讚岐
守昨夜到着、各樣御差圖之通、私屋舗江召置候。御用御取辻之儀ニ候得共、彼者
之儀如何可仕候哉、承度奉存候。讚岐守殿被仰候者、內匠父子·七右衛門子供死
罪ニ被申付候哉。拙者申上候者、去ル四月十六日不殘成敗申付候由、申來候。讚
岐守殿被仰候ハ、朝鮮之渡口無別條相通候哉。拙者申上候ハ、一件落着之旨、朝
鮮江可申達候哉之旨、先日得御內意候處、彌申遣候樣ニ與、被仰付候故、則飛船
を以申渡候。每年差渡候約條之送使舟ハ、如何樣とも被仰付無之候故、末差留置
候。大炊頭殿被仰候ハ、其使舟渡海之事早々可被仰付候哉。又御手前御暇被下候
而、歸國之時可被差渡候哉。御望次第ニ可申付候。拙者申上候ハ、早々差渡度存
候。其子細者去年以來、渡海差留置候付、和館ニ罷在候拙者家來只一人ニ而候。
朝鮮之存入も如何ニ候。殊釜山浦家來無之候而ハ、何樣之事申遣候而も不任心
候。讚岐守殿·伊豆守殿江被仰入候ハ、早々渡海候樣ニ可申付候哉。一件相濟候
得共、今ニ至而も朝鮮ニ疑敷可存候間、往來之船、如例可差遣候。先日以來、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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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相濟候事申遣候。飛船ゟ相驗通用有之候旨存居候。只今迄留置候段、兼而不存
候。伊豆守殿にも左樣ニ思召候由、御挨拶也。大炊殿被仰候ハ、先日被仰出候上
意之旨ハ、對馬守被申候通、飛舟之義計ニ而候。讚岐守殿又被仰候ハ、宗讚岐世
伜之義ハ如何仕候哉。拙者申上候ハ、先日彼者被召寄候刻、其子ハ私ニ御預被成
候。家財茂闕所仕候事、被差許候。讚岐殿誠ニ左樣ニ而候。御手前申分ニ而、先
日之儀存出候。彼讚岐者六十ニ餘り候哉。拙者申上候ハ、慥覺不申候。大方五十
餘かと存候旨、御返答仕候。歸宅仕候而、古川右馬助ニ相尋候得ハ、六十歲ニ罷
成候由申候。依之則右馬助ニ申付、書狀相調させ、宗讚岐守六十歲ニ成申候旨、
酒井讚岐守殿家來迄申遣ス。又此段橫田·篠田兩人方江、多田源右衛門方ゟ申遣
候樣ニ與申付候。
一 (十三) 동 6일 등성하여 오이노카미님·사누키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소 사누키노카미가 어젯밤 도착해서 여러분의 지시대로 제 저택에 머물게 했습니다. 공적
인 일이지만 그에 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받고자 합니다.”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
하시기를, “다쿠미(內匠) 부자(父子)·시치에몬(七右衛門)과 그의 자식에게 사형을 선고했는
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난 4월 16일 남김없이 처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누키노카
미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선과의 교류창구는 별 탈 없이 유지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
기를, “잇켄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조선에 통보하는 건에 관해 지난 날 허락을 받았기에, 연
락선을 보내 전했습니다. 매년 도해하도록 약조되어 있는 사송선(使送船)에 관해서는 지시
받은 바가 없어 아직 보류중입니다.” 오이노카미님이 “그 사송선이 도해하도록 빨리 지시해
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가 쓰시마에 돌아갔을 때 보내도 되는가? 바라는 대로 결정하겠다.”
고 하셨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빨리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래 도해가 보류되
어 왜관에 있는 저의 부하는 단 1명입니다. 조선의 생각이 어떠할지 모릅니다. 부산포에 부
하가 없으면 어떠한 일을 전달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사누키노카님·이즈노카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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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말씀드리기를, “빨리 도해하도록 해야 할까요? 잇켄이 끝났는데도 지금의 상황이라면 조
선도 이상하게 여길 테니 왕래하는 배를 예전대로 보내야 합니다. 지난 날 이래 잇켄이 끝났
다고 전하는 연락선으로부터 증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류될 거라고는 생각하
지 못했습니다.” 이즈노카미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다.
오이(大炊)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 날 말씀하신 쇼군의 뜻은 쓰시마노카미가 말한 대로
연락선에 대한 것뿐이었다.” 사누키노카미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소 사누키의 아들은 어찌
할 건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난 번 그가 불려왔을 때 그 아들은 제가 맡았습니다. 가재
(家財)도 몰수했습니다.” 사누키님도 “그렇다. 그대의 말로 지난 일을 떠올렸다. 그 사누키라

는 자는 60세가 넘었는가?”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50이 넘은 것 같습니다.”라
고 대답했다. 귀가하여 후루카와 우마노스케에게 물었더니 60세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우
마노스케에게 서한을 작성하게 하여, 소 사누키노카미가 60세가 된다는 내용의 글을 사카이
사누키노카미님의 부하에게 전했다. 또 이것을 요코다(橫田)·시노다(篠田) 2인에게 다다 겐
에몬이 전하도록 지시했다.

一 (十四) 同十日土井大炊頭殿ゟ爲使者橫田角左衛門被參被申聞候ハ、宗讚岐守事今
日酒井讚岐守·松平伊豆守殿江相談仕、於最上鳥居左京亮ニ御預被成候間、此方
申付候樣ニとの御事也。則左京亮ニも被仰渡候。
公儀之御事候條、召連候下人少々候而可然候。二三日中ニ此方屋敷ゟ直樣飛足
可申付候旨、被仰下候。右之段奉畏候。彼讚岐守事御詮議を以被召寄候間、如何
樣なる科ニ被仰付候而も、可申上樣も無之候。如斯御預被仰付候段、偏忝儀ニ奉
存候。被仰下候趣詳ニ可申付候。御請之義ハ、御手前樣ゟ宜樣ニ被仰上被下候樣
ニ與、御返答申上候也。
一 (十四) 동 10일 도이 오이노카미님께서 요코다 가쿠자에몬을 사자로 보내 전하시기를, “소

사누키노카미의 일에 대해서 오늘 사카이 사누키노카미·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님과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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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모가미(最上)의 도리이 사쿄노스케(鳥居左京亮)26에게 맡기기로 했고, 사쿄노스케에게
도 전할 것이다. 막부의 일이므로 데리고 가는 하인이 적어야 하고, 2, 3일 중에 이쪽에서
바로 파발을 보내 전하라.”는 내용이었다. “위의 일은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누키노카
미는 평의(評議)를 거쳐서 소환되는 것이니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변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처벌27을 받게 된 것을 오로지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시
내용은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지시하신 바를] 받아들일 것이니, 이를 그대(요코다 가쿠자에
몬)가 [오이노카미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라고 답하였다.

一 (十五) 同十一日早朝、大炊頭殿御宅江致參上、昨日橫田角左衛門を以被仰下
候趣、宗讚岐江申付候處、上意之旨謹而奉畏候由、申上候得ハ、大炊頭殿
被仰候ハ、讚岐守事依先例朝鮮江罷越候。其身ニ科無之候。乍然御制法嚴
重ニ被仰出候。付而如此候、老年餘命も無之痛敷義ニ候。御手前爲ニハ、
如何樣之親類ニ候哉。拙者申上候ハ、先日讚岐年を御尋之刻、聢與覺不申
御返答申上候。歸宅之刻相尋候得ハ、六十歲ニ罷成候。先對馬守兄之子ニ
而候。將又配所江供爲仕候下人之儀、多ク無之樣ニ與之御事、奉畏候。
公儀之御中ニ候故、一僕ニ而罷越候樣ニ可仕候得共、若黨壹人草り(ママ)取壹
人、中間壹人相附不申候ハゝ、難成可有之と存候。御手前樣御差圖次第ニ可仕と
申候時、大炊頭殿被仰候ハ、召連候下人四五人ニ而可然候。又被仰候ハ、先日
誓旨之事被仰聞承屆候御返答申候樣ニ、大目付一人被差添可然候。柳生但馬守殿
と存候得共、忌中ニ候間、外之大目付一人可被相加候。拙者申上候は、大目付之
儀、此方ゟ申達候時、辭退被申候へハ、如何ニ候。御手前樣被仰付候と申入、可

26 도리이 다다쓰네(鳥居忠恒). 야마가타(山形) 번의 2대 번주.  
27 에도시대에 과실을 범한 무사를, 관련이 없는 다른 무사에게 맡기고 근신하도록 한 형벌. 조선시대로 본다면 유배형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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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請候哉。大炊頭殿被仰候ハ、左候ハゝ讚岐守殿·伊豆守殿可申談候。早々被相
濟度候ハゝ讚岐殿·伊豆殿御宅ニ而可被成候哉。又拙宅ニ而可被相濟候哉。兎角
後日ニ可相極候與之御返答也。
一 (十五) 동 11일 이른 아침 오이노카미님 댁에 가서, “어제 요코다 가쿠자에몬을 시켜서 분부

하신 것을 소 사누키에게 전했더니, [소 사누키가] 쇼군의 뜻을 삼가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고 아뢰었다. 오이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누키노카미의 일은 전례대로 조선에 알려야
할 것이다. 그는 죄가 없지만 법의 엄중함 때문에 처벌이 내려졌다. 노년(老年)이라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슴 아픈 일이다. 그대에게는 어떤 친척인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
에 사누키의 나이를 물어보셨을 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귀가해서 물어보았더니
60세라고 합니다. 전(前) 쓰시마노카미28의 형의 아들입니다. 장차 유배지에 따라갈 하인의
수를 적게 하라 하시니 황송합니다. 막부의 일이므로 저는 1명으로 하려고 했지만 와카토
(若黨)2829 1명, 구사토리(草取) 1명, 주겐(中間)30 1명을 딸려보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봅

니다. 명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이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데리고 가
는 하인의 수는 4, 5명이 적당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지난날 맹세서에 대해서 듣고
대답했듯이 오메쓰케(大目付) 1명을 딸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야규 다지마노카미(柳生但馬
守)31님을 생각했지만 상중(喪中)이므로 다른 오메쓰케 1명으로 정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

기를, “오메쓰케(大目付)를 이쪽에서 제안했을 때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이노카미님께
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이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28 소 요시토시(宗義智). 번주 요시나리의 부친.
29 말에 탈 자격이 없는 신분이 낮은 무사.
30 에도시대 무사에 딸려서 잡무에 종사했던 사람.
31 야규 무네노리(柳生宗矩). 당시 오메쓰케(大目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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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누키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과 상의하겠다. 빨리 정하고 싶으면 사누키(讚岐)님·이즈
(伊豆)님 댁에서 정하든가 혹은 나의 집에서 정할 것이다. 어쨌든 후일에 결정하겠다.”고 하

셨다.

一 (十六) 同日、酒井讚岐守殿御宅江參、宗讚岐事竝供之者茂、又大炊頭殿被仰聞候
趣、具申達候時、讚岐殿被仰候ハ、柳川豊前召連候下人如何樣ニ候哉。拙者申上
候者、聢とハ不存候得共、七八人召列候由、風聞仕候。讚岐守殿被仰候ハ、宗讚
岐守上下四五人斗ニ而も、苦ヶル間敷候。拙者又申上候ハ、宗讚岐守遠流之儀被
仰付候故、剃髮仕度、所存ニ候由、乍然未如何樣共不相濟候、如何可仕候哉。讚
岐守殿被仰候ハ、其段 公儀之御咎有之間敷候。遠流被仰付候付、自身剃髮仕候
共、不苦事候。但豊前儀ハ如何樣候哉。拙者申上候ハ、慥ニ者不存候得共、爰許
発足仕、四五日過候而、剃髮仕と承候。讚岐守殿被仰候ハ、宗讚岐剃髮之事、
御手前ゟ御差圖無用ニ候。其身次第ニ可被成候。將又私願之誓旨之儀、大炊頭殿
江申達候趣、申入候得者、讚岐守殿被仰候ハ、大目付之中、誰人と選申事不入
事候。若其筆(ママ)本身分之事、大炊頭殿御辭退候ハゝ、御執權中御寄合候座ニ
而、被相極可然候との御返答也。
一 (十六) 같은 날 사카이 사누키노카미님 댁에 가서, 소 사누키의 일과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

에 관해 오이노카미님에게서 들었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렸다. 사누키님이 말씀하시기
를, “야나가와 부젠이 [유배지에] 데리고 가는 하인은 어느 정도인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확실히는 모르지만 7, 8명 데리고 간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
기를, “소 사누키노카미는 상하 4, 5명뿐이라도 괜찮을 것이다.”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소
사누키노카미는 먼 곳으로 유배 처벌을 받았으니 삭발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막
부의 처벌사항이 아니다. 유배 처결을 받은 이상에 스스로 머리를 깎아도 상관없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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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젠은 어떠한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여기를 떠난 지 4, 5일 지났
고, 머리를 깎았다32고 들었습니다.”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소 사누키의 삭발에
관해 그대가 지시할 필요는 없다. 그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또 내가 원한 맹세서에 대해서
오이노카미님께 보고한 내용을 아뢰었더니 사누키노카미님이 “오메쓰케(大目付) 중에서 누
가 선택될지 모른다. 그것이 하타모토(旗本) 신분의 일이라서 오이노카미님이 사퇴하시면
집권들이 회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는 대답이셨다.

一 (十七) 同日、宗讚岐守最上ニ遠流被仰付候ニ付、鳥居左京亮殿江多田源右衛門差
越、右之段申入候。左京殿ゟ又爲使者鳥居和泉守入來、讚岐守江對面仕被罷歸
候。此時者拙者御執權中江參候而、留守故、和泉守江面談不仕也。
一 (十七) 같은 날 소 사누키노카미를 모가미(最上)로 유배시키는 건에 관해 도리이 사교노스케

(鳥居左京亮)님께 다다 겐에몬을 보내 이 일을 전했다. 사교(左京)님이 도리이 이즈미노카미
(鳥居和泉守)님을 사자(使者)로 보내셔서 사누키노카미와 대면하고 돌아갔다. 이때 내가 집

권들에게 갔으나 부재중이어서 이즈미노카미와 면담하지 못했다.

一 (十八) 同日、此間宗讚岐拙者江申聞度事、有之由申候。拙者茂又彼者

公儀を

大切ニ存、配所ニ憨懃ニ堪忍仕候樣ニ可申與存、彼是ニ付而讚岐守江對面仕候。
一 (十八) 같은 날 일전에 소 사누키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나 또한 그에게 막

부를 소중히 하고 유배지에서 잘 견디도록 해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며 소 사누
키와 대면하였다.

32 시게오키는 히로자키 번으로 향하는 도중 삭발하고, 이름을 ‘素庵’으로 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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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十九)同十二日、鳥居左京亮殿ゟ宗讚岐守江被相附候家來衆三人入來、則讚岐と
對面ニ而、被罷歸候。
一 (十九) 동 12일 도리이 사교노스케님이 소 사누키노카미와 함께 떠날 부하 3명을 보내와서

사누키와 대면하고 돌아갔다.

一 (廿) 同十三日早朝、宗讚岐守最上江發足仕候。
一 (廿) 동 13일 이른 아침 소 사누키노카미가 모가미(最上)로 출발했다.

一 (廿一) 今晩金地院江參。朝鮮之書翰役可被相勤、五山之出家衆之義、申入候處、
則金地院書付被下候ヲ請取歸ル。廿六日之所ニ其名付記之。
一 (廿一) 오늘 저녁 곤치인(金地院)에 갔다. 조선과의 서한역을 담당할 오산(五山)의 스님들에

관해 말했고, 곤치인이 적어주신 문건을 받아들고 귀가했다. 26일이라고 쓴 곳에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

一 (廿二) 同二十六日、於御城讚岐守殿·伊豆守殿江先日申上候通、朝鮮通用之書翰
役之儀、彌御詮議被相濟被下候樣ニ與、申上候處、御兩人被仰候ハ、私之差圖難
仕候。先御手前存寄之人被申上候ハバ、可致吟味候。拙者申上候ハ、兼々聞及
候人茂有之候得共、誰與申儀難申上候。五山中之學問有之人之名を記之持參仕
候間、各樣御差圖所仰候。此書付金地院江申談如此候。相國寺岑西堂·建仁寺達
長老·洪西堂·東福寺召長老·勝西堂·璘西堂·恕西堂此通ニ書付差出ス。但去ル
十三日、金地院江申談御書付被下候通也。讚岐守殿被仰候ハ、此書付伊豆守殿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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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意ニ御座候。乍然拙者之儀ハ、他之御大名衆とハ違申候。今度之一件、首尾能
被 仰付如前之朝鮮之役儀等蒙仰、他人同前ニハ難成候。連々如申上候誓旨仕差
上度候。御條書之仰出しニ付、誓旨差上候儀ハ、無用ニ可仕旨    御諚ニ候
故、無其儀候。若諸大名    上意之旨忝之由ニ而、誓旨被差上候ハゝ、其誓
旨は何も同前ニ差上候而、私事ハ別而差上度奉存候。願ハ各樣御差圖奉賴候。讚
岐守殿伊豆守殿江被仰入候ハ、對馬守誓旨之事最之存入ニ候。此段貴樣宜樣ニ
御計可被成候。伊豆守殿御聞屆之由、御挨拶也。又伊豆守殿拙者江被仰聞候ハ、
公用御取込之間、重而可被仰付候。拙者申上候ハ、馬藝之者率來候、馬進上之
事、如何可仕哉と申候得者、讚岐守殿誠ニ此儀及延引候。伊豆守殿ゟ言上候間、
伊豆殿御差圖次第ニ可被仕候。拙者又申上候は、對州ニ而闕所被仰付候柳川豊
前·宗讚岐守·方長老·流芳院·內匠·七右衛門等之者家財、悉改記候而、一兩日
以前ニ、其使者爰許江罷歸候。此闕所之帳面、何方江可相渡候哉。讚岐守殿其帳
面は、伊豆守殿江相渡候樣ニとの御差圖ニ付、同日、古川右馬助ニ申付、右帳面
持來候。佐護助左衛門相添、伊豆守殿江差遣候處、御宅出故、篠田九郞左衛門·
和田利兵衛ニ其樣子申置、帳面相渡罷歸ル也。
一 (廿二) 동 26일 에도 성에서 사누키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께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조선과

통교하기 위한 서한역(書翰役)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마쳐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두 분이 말
씀하시기를, “우리가 지시하기는 어렵다. 우선 그대가 원하는 사람을 말하면 검토하겠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에 들어 본 사람도 있지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산
(五山) 승려 중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제출하고서 여러분들의 지시를 받들겠

습니다.” 이 문서는 곤치인(金地院)과 상담하였다. 쇼코쿠지(相國寺) 岑西堂·겐닌지(建仁寺)

達長老·洪西堂·도후쿠지(東福寺) 召長老·勝西堂·璘西堂·恕西堂,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였

다. 단 지난 13일 곤치인과 상담하여 적어주신 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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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서를 이즈노카미님께 전하라. 상의하고 나서 그
대에게 말할 것이다.”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전에 조서(條書)를 받들었을 때, 여러 다이묘
(大名)들이 맹세서를 올리는 것이 선례(先例)이지만,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쇼군

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다른 다이묘들과는 다릅니다. 이번 잇켄이 시종일관
잘 마무리되어 전과 같이 조선통교를 담당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과 같다고 하기
는 어렵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맹세서를 올리고 싶습니다. 조서(條書)에서 명령하셨고
맹세서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분부하셨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이묘들이 쇼군의 뜻
에 감사하여 맹세서를 올린다면 그 맹세서는 전부 전례대로 올린 것이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올리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사누키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맹세서에 대한 쓰시마노카미의 생각은
지당하다. 이 일은 그대가 좋도록 조처하라.”고 간압하여 주신 바, 이즈노카미님께 감사드
렸다. 이즈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무로 바쁜 와중에 거듭 명한다.” 제가 말씀드리기
를, “마상재가 데리고 온 말을 진상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사누키노카미님이 “이즈님
이 고할 것이니, 이즈님의 지시대로 하라.”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쓰시마에서 재산을 몰수
당한 야나가와 부젠·소 사누키노카미·보초로(方長老)·류호인(流芳院)·다쿠미(內匠)·시치
에몬(七右衛門) 등의 가재(家財)를 전부 다시 기록하였고, 1, 2일 전에 그 사자(使者)가 이곳
으로 돌아왔습니다. 몰수한 재산의 장부는 어느 분에게 드려야 할까요?” 사누키노카미님의
“그 장부는 이즈노카미님에게 넘겨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후루카와 우마노스케
에게 위의 장부를 가져오게 했다. 사고 스케자에몬(佐護助左衛門)을 딸려서 이즈노카미님에
게 보냈더니, 부재중이라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와다 리베에(和田利兵衛)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장부를 건네주고 돌아왔다.

一 (二十三) 七月十一日、大炊頭殿御宅江參上仕、朝鮮通用之書役之僧之儀、早く被仰
出被下候樣ニ與申上候。大炊殿被仰候ハ、昨日達    上聞候處、尤被思召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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候。彌可被 仰付與之御諚ニ候。竝御手前誓旨之儀、是又達    上聞候處、今
後御條書被仰渡候、則諸大名之誓旨、可爲無用之旨被仰渡候得共、對馬守義ハ、
又格別之事ニ候間、望次第ニ可被仰付候。先日之案文、何茂御一覽候間、其通可
然候。乍然御前江被差上事ニ候條、尙々讚岐守殿·伊豆守殿江可被仰談候。拙者申
上候は、每歲之送使舟之事、及延引候間、朝鮮ニも心安存間舗候。此儀御差圖所
仰候。大炊殿被仰候ハ、此方ニ茂左樣ニ存候。信使來聘之事、相違無之樣ニ仕度
候。其子細ハ朝鮮之存入ハ、只日本與隣交而已ニ候。 公儀之思召入は、  太
閤朝鮮御征伐以來、被    仰付次第ニ早速來聘仕候得者、無別條之趣
東照宮之    御心ニ而候。朝鮮ゟ速ニ來聘仕候得ハ、日本ニ歸服仕心入ニ
候。若信使來聘不仕候得ハ、嚴御征伐可被成候哉。倂如此申候而茂、其通ニ被心
得候得與申義ニ而者無之候。必々豊前·七右衛門差引之樣ニ被成間舗候。將又朝
鮮ハ唐之幕下ニ候故、如何可存義、難計候。願ハ早々來聘仕、    公儀之思
召入相叶候へハ、一段之事ニ候與被仰聞候。
一 (二十三) 7월 11일 오이노카미님댁에 가서, 조선통교를 담당할 서한승을 빨리 결정해 주시도

록 말씀드렸다. 오이노카미님이 “어제 쇼군께서 들으시더니 ‘지당하게 생각되니 그렇게 조
처하라.’고 분부하셨다. 또 그대의 서약서에 관해서도 쇼군께서 들으시더니, ‘금후 조서(條
書)로 명령을 내리므로 다이묘들의 맹세서는 필요없다고 명하였지만, 쓰시마노카미는 각별

하므로 바람대로 할 것’을 명하셨다. 이전의 초안도 전부 한번 보았으니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쇼군께 올리는 문서이니 늘 사누키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과 상의하라.” 제
가 말씀드리기를, “매년 보내던 사송선(使送船)의 도항이 연기되고 있어서 조선쪽에서도 마
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시해주십시오.”
오이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통신사가 왕래하는데 틀림이 없어야 한
다. 조선의 의향은 단지 일본과의 교류에 있다. 막부의 생각은 다이코(太閤)33께서 조선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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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한 이래,33명령하는 대로 즉시 내빙(來聘)하면 문제없다는 것이 도쇼구(東照宮)34의 생각이
었다. 조선에서 빨리 내빙하면 일본에 귀복(歸服)하려는 마음이다. 만약 통신사가 내빙하지
않으면 엄히 정벌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이렇게 말은 해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식으
로는 되지 않는다. 반드시 부젠·시치에몬의 일이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또 조선은 중국의
막하(幕下)에 있는 나라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알기 어렵다. 바라건대 빨리 내빙하여 막부의
의향대로 되면 될 일이다.”

一 ( □ □ □ □ ) 同 日 之 晩 、 大 炊 頭 殿·讚 岐 守 殿 ゟ 御 奉 書 到 來 、 明 日 四 ツ 時 致
登   城候樣ニ與之御事也。
一 (廿四) 同十二日巳之刻、登   城仕候處
御前ニ被召出、御直ニ被仰付候ハ、御暇被成下候間、早々致歸國、朝鮮之諸事差
引可仕候。若可奉得    上意儀有之候ハゝ、書付候而差上候樣ニ與之
御諚也。掃部頭殿被仰上候ハ、對馬守茂不存寄御暇被成下、猶申上度儀も候ハ
ゝ、奉得    上意候樣ニ與之御事、難有仕合、可申上樣も無御座候與之御取
成也。其後於御書院、大炊殿·讚岐殿被仰候者、一件相濟而又御暇被下、目出度
儀ニ候。被蒙

仰候通、若可奉得

上意儀も有之候ハゝ、書付可差上候與ノ事也。則御禮申上、退出仕候。
一 (글자가 흐려 판독불가) 같은 날 저녁 오이노카미님·사누키노카미님으로부터 봉서(奉書)가

와서, 내일 욧쓰도키(四ツ時)35에 등성하라는 전갈을 받았다.

33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34 도쿠가와 이에야스.
35 현재의 시각으로는 오전 8시 30분 정도부터 10시 30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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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廿四) 동 12일 사(巳)시에 등성하여 쇼군의 앞에 불려나갔다. [쇼군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허락할 테니 빨리 쓰시마로 귀국하여 조선과의 일을 처리하라. 만약 나의 의견을 받들고 싶
은 것이 있다면 문서로 제출하라.”고 분부하셨다. 가몬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쓰시마노
카미도 뜻하지 않게 귀도(歸島)를 허가받았는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쇼군께 고
하라.” “그저 감사하는 마음인지라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 후 고쇼인(御書院)36에서 오이
님·사누키님이 말씀하시기를, “잇켄이 마무리되었고 귀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경사스
런 일이다. 지시받은 대로 쇼군의 허가를 얻을 일이 생기면 문서로 제출하라.”고 하셨다. 감
사의 인사를 올리고 물러 나왔다.

一 (廿五) 同十三日、昨日被仰付候通、書付相認登城仕、大炊頭殿·讚岐守殿江差上
候處、奉得   上意候ニ、不存候ヶ條を御除被成、其外之分永喜法印ニ御書遣
候而、拙者江御渡、此通りニ請書仕、明日持參可致候。又金地院被召出、對州ニ
被召置朝鮮之書役之人柄、御吟味被成候、則碩學之僧十人書付、金地院被差出
也。今日御吟味不相濟、退出仕也。
一 (廿五) 동 13일 어제 지시받은 대로 문서를 만들어 등성하여, 오이노카미님·사누키노카미님

에게 올렸더니 ‘쇼군의 뜻을 받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삭제하시고, 그 외의 부
분은 에이키호닌(永喜法印)37에게 써서 보낸 후 나에게 건네주셨다. 이대로 청서해서 내일 갖
고 오라고 하셨다. 또 곤치인(金地院)을 불러 쓰시마에 둘 조선통교 서역인(書役人)의 인품을
검토하고, 학식이 있는 스님 10명을 적어 곤치인에게 건넸다. 오늘은 검토가 끝나지 않아
물러났다.

36 에도 성 안의 일실(一室).
37 하야시 에이키(林永喜).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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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廿六) 同十四日、登   城遂   仰候條書及誓旨相調、大炊頭殿·讚岐守殿
江差上候。永喜法印ニ御讀せ候而、書中宜敷候。乍然誓旨之儀、先神文書之候事
無用ニ候、案文計書付、條書と同前ニ永喜宿所ニ可遣候。各一覽ニ而、御執權中
之思召入御差圖被成、御手前御望み之通ニ、可被成候與被仰候時、永喜辭退被申
候は、目安訴狀等ハ、私請取可申儀ニ候得共、此書付ハ私請取可申儀ニ無之由、
被申上候也。
一 (廿六) 동 14일 등성하여 조서(條書)와 맹세서를 준비해서 오이노카미님·사누키노카미님에게

올렸다. 에이키호닌에게 읽게 했더니, “내용이 괜찮다. 그러나 맹세서에 먼저 신문(神文)을 쓸
필요는 없다.38 초안만 쓰고 조서와 마찬가지로 에이키의 숙소로 보내라. 각각 일독(一讀)하고
집권들의 생각을 전할 것이니, 그대의 바람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에이키가 거절하며
말씀하기를, “소장(訴狀) 등은 내가 맡지만, 이런 문서는 맡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一 (廿七) 同十七日朝、   公用有之候間ニ、可致登城之由、大炊頭殿ゟ御使者
來候ニ付け而、則出仕候處、大炊殿·讚岐殿被仰候ハ、條書達      上聞
候。上意之趣可申聞與存如斯候との御事也。掃部頭殿御出、御同座也。建部侍內
ニ御讀せ候而、一ヶ條宛ニ而
上意之旨被仰聞候也。十一ヶ條相濟而、御執權中被仰候ハ、
上意之旨合点仕候哉。拙者申上候は、私落着申候通可申上候。御執權中御聞可被
成との御事ニ候故、則又侍內ニ御讀候樣ニ申候而、一ヶ條宛ニ而拙者合点仕候旨

38 맹세서(기청문; 起請文)는 대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앞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약문이고, 뒷부분은 일본의 여러 신

들의 이름을 나열하여 그 신에 대고 맹세하는 내용이므로, 뒷부분은 어느 맹세서나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집권
들이 초안에는 주된 내용만 쓰고 神文을 생략하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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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述候得ハ、何も宜候旨被仰候。御執權中又被仰候ハ、此趣を書記シ差上候樣ニ
與之御事也。依之侍內ニ書遣し而差出候處、何も一段能被仰候而、拙者江御渡被
下候也。
一 (廿七) 동 17일 아침, 공적인 일이 있으니 등성하라는 오이노카미님 사자의 전갈이 와서 곧

나갔다. 오이님·사누키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서를 쇼군께 올렸다. 쇼군의 뜻을 전해주려
고 이처럼 불렀다.” 가몬노카미님이 나오셔서 동석하셨다. 다케베 지나이(建部侍內)에게 읽
게 하고, 1개조씩 쇼군의 뜻을 들려주셨다. 11개조의 낭독이 끝나고 집권들이 말씀하시기
를, “쇼군의 뜻을 알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안정이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
다.” 집권들께서 들으신다면서 또 지나이(侍內)에게 읽도록 하셨다. 1개조 마다 제가 납득한
다고 말씀드렸더니 모두 좋다고 하셨다. 집권들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적어서 올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지나이(侍內)에게 적어 보내고 제출하였더니, 모두 좋다고 하시고 나에게 건
네주셨다.

右之條書左ニ記し。

一 朝鮮之書役之僧之事。
右公儀ゟ可被仰付候與之御事。
一 一儀相濟候由、朝鮮江申遣候書契、奉得 上意度奉存候事。
右拙者存寄之通、相認候而、御執權中江可差出事。
一 信使來聘仕候樣ニ與、朝鮮江可申遣樣子、奉得上意渡候事。
右拙者存寄之通、相認可差上候事。
一 柳川豊前送使舟、三四ヶ年以來捨置、不相渡候。朝鮮國ゟ豊前江遣置候印、竝豊
前江相授候衣冠、只今對州ニ有之候、朝鮮江返遣し可申候哉之事、附流芳院送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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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竝印之事。
右如申上候、可返遣し候事。
一 朝鮮國ゟ方長老江遣置候送使船竝印之事。
右可返遣之事。
一 柳川豊前千石、誰人江可相渡候哉之事。
右拙者江戶逗留中ニ、可被仰出與之御事。
一 對州之內豊前宿所、其他闕所被仰付候家財、何方江可相渡候哉之事。
右拙者江戶逗留中ニ、可被仰出與之御事。
一 方長老·流芳院闕所之書籍、其寺ニ被附置可被下候事。
右御差圖ニ而、他人江可相渡事。
一 武具其外不依何物、若朝鮮江渡候事御法度之物、其品被仰付可被下候事。
右先例之通ニ可仕候。若存寄も候ハゝ、後日ニ言上仕候樣ニとの御事。
一 今度朝鮮之馬藝之者、率來候馬四匹之事。
右伊豆守殿·豊後守殿·加賀守殿御差圖可被成與之御事。
以上
一 又御執權中被仰候ハ、一件御濟候儀、朝鮮江申遣下書仕、可差出之旨被仰付、退
出仕候也。

위의 조서(條書)를 아래에 기록함
一 조선 통교를 처리할 서역승(書役僧)에 관하여.

이것은 막부가 지시할 것임.
一 잇켄이 끝났음을 조선에 알리는 서계(書契)는 쇼군의 허가를 얻고자 함.

이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작성하여 집권들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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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통신사가 내빙(來聘)하도록 조선에 전하는 상황도 쇼군에 허가를 받고자 함.

이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적어 제출할 것.
一 야나가와 부젠(柳川豊前)의 사송선을 3, 4년 이래 폐지하고 보내지 않았음. 조선에서 부젠에

게 보낸 도장과 부젠에게 준 의관(衣冠)이 지금 쓰시마에 있는데, 조선에 반환해야 하는가.
덧붙여 류호인(流芳院) 사송선과 도장의 건도 있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반납할 것.

一 조선에서 보초로(方長老)에게 보낸 사송선 및 도장의 건.

이것은 반납할 것.
一 야나가와 부젠의 영지 1,000石을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가.

이것은 내가 에도 체류 중에 지시받게 될 것임.
一 쓰시마 내에 있는 부젠(豊前)의 숙소와 그 외 몰수가 결정된 가재(家財)는 누구에게 건네야

하는가.
이것은 내가 에도 체류 중에 지시받게 될 것임.
一 보초로·류호인에게서 몰수한 서적(書籍)을 그 절에 그대로 두는 건.

이것은 지시하신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임.
一 무구(武具) 그 외에 어떤 물건이든 조선에 건네서는 안 되는 금지품을 지정해 주시는 건.

이것은 선례대로 할 것임. 만약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후에 말씀드릴 것임.
一 이번 조선의 마상재가 데리고 온 말 4필에 관하여.

이것은 이즈노카미님·분고노카미님·가가노카미님 지시대로 할 것임.
이상
一 또 집권들로부터 잇켄이 마무리되었음을 조선에 알리는 초안을 써서 제출하라는 명을 받고

물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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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廿八) 同廿一日、登   城、一件落着之趣、朝鮮江申渡候書簡をヶ條書ニ仕、
掃部頭殿·大炊頭殿·讚岐守殿江差遣候。御執權中書面一段宜候。此趣を倭文ニ
相認可差上候。其後何も御相談可被成との御事ニ付、則退出仕候。
一 (廿八) 동 21일 등성. 잇켄이 정리되었음을 조선에 전하는 서간을 조목조목 적어, 가몬노카

미님·오이노카미님·사누키노카미님에게 보냈다. 집권들이 서면에 관해 일단 좋다고 하셨
다. 이것을 일본 글(倭文)로 적어 내면 그 후에 상의하겠다고 하시기에 물러나왔다.

一 (右同) 同廿三日登   城、一昨日差上候書翰之和文相調、掃部頭殿·大炊頭
殿·讚岐守殿江差上候處、永喜ニ御讀せ御聞被成候而、御執權中被仰候ハ、申遣
候趣此書面能御座候。掃部頭殿被仰候は、是ハ對馬守公事勝利有之候義計有之
候。御執權中ゟ宜樣ニ御差圖被成候ハゝ、對馬守可爲大慶候。拙者申上候ハ、誠
如仰書中細く申述度義も御座候得共、公儀之思入難計奉存候付、手前之心入計書
載仕候。願ハ各樣御差圖被成可被下候。讚岐守殿被仰候は、只朝鮮ゟ心安存候樣
ニ可致書載候。拙者申上候ハ、如賢意、朝鮮國之存知入、拙者手前之公事之事計
ニ而、無御座候。兩國靜謐ニ有之度與存事ニ候。掃部頭殿被仰候ハ、御執權中之
御差圖も、早々難義候間、此文章永喜受取可被置候。御執權中御障之刻、御相談
被成、近日可被相濟候もの御事也。依之右之文章永喜江相渡、退出仕候。
一 (右同) 동 23일 등성. 그저께 올린 서한을 일본 글(和文)로 작성하여 가몬노카미님·오이노카

미님·사누키노카미님에게 올렸다. 에이키(永喜)에게 읽게 하여 들으시고, 집권들이 말씀하
시기를, “지시했던 내용이 서면에 잘 드러나 있다.” 가몬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는 쓰시마노카미가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내용만 있다. 집권들께서 좋다고 하시면 쓰시마노
카미에게는 큰 경사가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에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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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고 싶었지만, 막부의 의향을 헤아리기 어려워서 제 생각만 적었습니다. 바라건대 각
각 지시를 해주십시오.”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선에서 편안하게 여기도록 기
재하라.”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누키노카미님의] 현명하신 의견대로 조선의 관심은 제가 겪은 소
송 뿐만은 아닙니다. 양국의 평온한 치세(治世)를 원합니다.” 가몬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집권들이 빨리 지시하기 어려우니 그 문장은 에이키(永喜)가 맡을 것이다. 집권들이 상담해
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마칠 것이다.” 그래서 위의 문장을 에이키에게 건네주고 물러났다.

一 (廿九) 八月四日、登

城御座間ハ、被爲召、御直ニ御暇被下、朝鮮之事又

一件落着之趣被仰付、其外難有蒙上意、退出。其後於御次之間、掃部頭殿·讚岐
守殿、朝鮮之事細く被仰聞、其上一件落着之儀、朝鮮江申遣候和文、竝兼而差上
置候誓旨、御執權中之思召寄御書加へ被成、御渡被下候、筆者建部侍內、其趣則
左ニ記之。
一 (廿九) 8월 4일 등성. 부르셔서 귀도(歸島)해도 좋다고 직접 허락하시고 조선통교와 잇켄이 마

무리되었다고 하시기에, 감사하게 쇼군의 뜻을 받들고 물러났다. 그 후 쓰기노마(次之間)39에서

가몬노카미님·사누키노카미님이 조선에 관해 상세하게 들으시고, 잇켄이 마무리되었다는 사
실을 조선에 전하는 일본 글(和文)과, 전에 올린 맹세서에 관해 집권들의 의견을 첨기하여 건네
주셨다. 작성한 사람은 다케베 지나이(建部侍內)이다. 그 내용을 아래에 기록한다.

○ 近年豊前企不義、主從之道ともちかへ、其上朝鮮通用之儀共色々申上候付而、舊

39 에도 성의 일실(一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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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以來爲御穿鑿、每年送使渡海被相留候而、三月十一日於江戶

御城、其御

沙汰之處、万端御明白ニ被仰付候之故、拙子無誤之通被聞召分、嶋とも安堵仕
候。殊朝鮮裁判之儀、如前々被仰付候。然ハ豊前茂朝鮮取噯ニ付、中途ニ而私非
法之儀多、依有之被處遠流候。次方長老·宗讚岐·流芳院是又依有誤、遠流被仰
付候。其外重科之者、嶋川內匠·豊前內松尾七右衛門被付誅罰候。此段之委細之
儀、忝方ニ被相濟、兩使見分候之條、定而可申遣候。如此御穿鑿、首尾能落着候
而、至朝鮮茂相替儀無御座、可爲御滿足と存候。就夫任舊例、送使差渡候、則日
本·朝鮮通用之儀も、如前々無相違樣ニ與被仰出候。此上ハ朝鮮も彌誠信之道肝
要存候。万事期後喜候。
已上
○ 근년 부젠이 불의(不義)를 획책하고 주종(主從)의 도(道)를 어겼으며 게다가 조선통교에 관해

서도 여러 가지를 상신했습니다. 해서 지난 겨울 이래 엄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매년 [조선에
가는] 사송선의 도해(渡海)를 중지하고, 3월 11일 에도 성에서 재판한 결과 모든 것이 명백하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섬(대마도)에 대한 지배권도 인정받았습
니다. 특히 조선통교를 관장하는 일도 예전대로 수행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부젠은 조
선과 관련해서 제멋대로 저지른 잘못이 많아, 멀리 유배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초
로(方長老)·소 사누키(宗讚岐)·류호인(流芳院), 이들 또한 잘못이 인정되어 유배형에 처해졌
습니다. 그 외에 중형 처벌을 받은 자도 있어, 시마카와 다쿠미(嶋川內匠)·부젠의 부하 마쓰
오 시치에몬(松尾七右衛門)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 일이 감사하게 끝났고, 양사(兩使)
검토의 건에 관해 정하여 보낼 것입니다. 엄밀하게 조사하여 시종일관 잘 마무리되었고, 조
선과 관련된 사안도 변한 것이 없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례에 따라 사송선(使
送船)을 보내서 일본·조선의 통교를 전처럼 추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향후 조선도 성신

(誠信)의 도(道)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사에 경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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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右之和文、對州ニ而、璘西堂古案被相認、使者唐坊佐左衛門申付、朝鮮江差渡候
書簡之寫。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成奉書
朝鮮國禮曹太人 足下
氣候寒凜伏惟
履況沖裕玆煩頻年柳川調興邪侫僭
越而
貴國之徠往中間而行私旦浮言于
東武故徂冬以降遷延常例差价何恠
之有奧三月十一日
台命栽泱是非而於逐調興於遠夷玄方
長老宗讚岐玄昊首座等亦依有過誤
以流徒島川內匠調興之家司松尾七
右衛門兩士者遭嚴戮矣于時譯官騎
士來在斯視聽所及曲折須口稟於
僉公良我
大君直道之所行也豈不雍凞悠久乎陋
島復靜謐滿慪素臆何勞樂遠之
惘念仍想自復
貴國益修誠信之矣早速雖欲遣送
[ママ]

使先使平智友船尾報斯一擧統㫆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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融炤揆序保練不宣
   龍輯 乙亥 十一月日
[ママ]

    對馬州太守拾遺平 義成
○ 위의 일문(和文)은40쓰시마에서 린세이도(璘西堂)가 작성했다. 도보 사자에몬(唐坊佐左衛門)41

을 사자로 보내 조선에 전달한 서한의 필사본.
일본국 대마주(對馬州)의 태수(太守) 습유(拾遺)42 평의성(平義成)이 조선국 예조(禮曹) 대인께
글을 올립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때마침 이렇게 어지럽고 절박한 일을
만났습니다. 올해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간사한 아첨을 하고 분수를 지키지 못하여 귀국과
교류하는 가운데 농단을 부리고 에도(江戶)에서 허황된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
울 이후 상례적으로 보내던 사신이 미루어졌으니, 어찌 의심스러움을 숨기겠습니까. 3월 11
일 쇼군께서 판결을 내리시어 시비가 가려져 시게오키를 먼 동쪽으로 쫒아내고, 겐포(玄方)
장로(長老)와 소 사누키(宗讚岐), 겐코(玄昊) 수좌(首座) 등 또한 죄과에 의해 유배에 처해졌습

니다. 시마카와 다쿠미(島川內匠)와 시게오키의 집사 마쓰오 시치에몬(松尾七右衛門)은 엄히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지금 역관(譯官)과 마상재 군관이 건너와 이것을43 볼 수 있게 되었다
는 사정을 드디어 첨관(僉官)으로부터 들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대군(大君)44의 올바른

40 원문은 方이 빠진 口訣의 글자이며, 음은 ‘며’.
41 도보 사자에몬(平智友)은 12월에 부산의 왜관에 도착하여, 조선이 야나가와 시게오키에게 부여한 송사(送使)의 도장 및 의관

(衣冠), 이테이안(以酊菴)과 류호인(流芳院)의 도장 등을 반환했다. 『邊例集要』권1, 별차왜, 을해(1635), 12월조.
42 습유(拾遺) ：조선 전기 문하부(門下府)에 속한 정6품 낭사(郎舍) 벼슬로, 태종(太宗) 원년(1401)에 낭사를 사간원(司諫院)으

로 독립시킬 때 정언(正言)으로 고쳤다.
43 잇켄의 판결이 내려져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44 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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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셨습니다. 어찌 오래도록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섬도 다시 평온해져 삼가 가슴
이 벅차오르니 어찌 즐거워하기를 꺼려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거듭 생각하여 몸소 귀
국이 더욱 성신(誠信)을 다해준 것에 보답하겠습니다. 어서 송사(送使)를 보내고 싶지만 먼저
평지우(平智友)45의 배편에 보내어 그 마음에 일단 보답하고자 하며, 더욱 도리를 밝히고 지
켜가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용집(龍輯)46 을해년(乙亥年) 11월 모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성(平義成)

一 (右同) 柳川豊前江朝鮮より遣置候送使之印幷衣冠, 以酊庵·流芳院之印, 爲右同便
朝鮮江返渡候書翰之控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 義成 奉書
朝鮮國禮曹太人 閤下
柳川調興以酊流芳之諸圖書在別楮
貴國曾所
賜調興銅印幷衣冠以酊流芳等之銅
印今旣返
獻
採納如何縷々情由統附使舌伏希鉤
察不宣
  星舍 乙亥 仲冬日

45 도보 사자에몬(唐坊佐左衛門).
46 용집(龍輯)은 연차(年次), 세시(歲時)라는 의미로, 연호와 간지(干支) 사이에 넣어서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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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상동) 야나가와 부젠노카미에게 조선에서 보냈던 송사(送使)의 도장 및 의관(衣冠), 이테이

안(以酊菴)과 류호인(流芳院)의 도장과 이에 동봉하여 조선에 보낸 서한의 사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성이 조선국 예조 대인께 글을 올립니다. 야나가와 시게오키,
이테이안, 류호인의 도서(圖書)47들이 별첨한 상자에 있습니다. 귀국이 일찍이 내려주신 시
게오키의 동인(銅印)과 의관, 이테이안과 류호인 등의 동인(銅印)을 지금 완전히 반납합니다.
항상 뜻을 알아주시며 거듭된 배려로 인해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마음을 살펴주시
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성사(星舍) 을해년 11월(仲冬) 모일

一 (右同) 右同斷ニ付而東萊府使江遣候書翰之控

日本國對馬州 太守拾遺平 義成 啓達
朝鮮國東萊府使 足下
頃年柳川調興因構邪侈去春三月次
實否於
東武已竄逐調興於遠方玄方長老玄
昊首座亦以有過失播遷矣今陋島
復舊諸民時雍吾儕比日皈鄕奧呈書
於
禮曹太人專望轉達

47 도서(圖書)는 銅으로 만든 도장이다. 따라서 ‘銅印’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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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國曾所
賜調興銅印衣冠以酊流芳等之銅
印統以返納
萬般奉悉
禮曹之楮面餘俟後信若時珍嗇不宣
  歲次 乙亥 仲冬日
一 (상동) 위와 같은 이유로 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보낸 서한의 사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성이 조선국 동래부사께 아룁니다. 근년 야나가와 시게오키
가 거짓을 꾸며냄으로 인하여 지난 봄 3월 에도에서 시비를 가리어 이미 시게오키는 먼 곳
으로 찬축(竄逐)48되었고, 겐포 장로와 겐코 수좌 또한 과실이 있어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저
희 섬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여 백성들이 화합하여 평안합니다. 저는 근일 고향으로 돌아
와 예조의 대인께 글을 올렸습니다. 오로지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귀국이 일찍이 내
려주신 시게오키의 동인(銅印)과 의관, 이테이안과 류호인 등의 동인을 추려 반납합니다. 모
두 잘 정리하여 예조의 상자에 남겼습니다. 이어질 신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철에 따라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세차(歲次) 을해년 11월 모일

48 죄인(罪人)을 먼 곳에 귀양 보내 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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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起請文前書之事

一 今度拙子一件數度御穿鑿被 仰付、殊更  殿中被召連、達  上聞、拙 子無誤
通被聞召分、如前々嶋とも致安堵候樣ニ被仰出、万事御奉公之作法無相違儀、外
聞實儀、偏御當代之御高恩は忝奉存候。誠冥加至極家之面目不過之候。如斯之上
は、拙子或難申上候得共、竭粉骨之忠節毛頭不奉存哉、全く常付□其志候事。
一 至違   公儀輩者、一切不可申談事。
一 被仰出御法度以下、相背申間舗事。
一 日本·朝鮮通用之儀ニ付、日本之御事を大切ニ奉存知、御爲惡樣ニは毛頭仕間舗
候。何事ニよらず朝鮮ニ心ひかれ、日本之御事を存知かえ申候て、御うしろくら
き儀いたすましき事。附、日本又朝鮮江何茂御隱密之儀、若承候共、親類·緣者
たりといふとも、一言も其沙汰仕間舗事。
一 朝鮮之仕置以下如家業被仰付候、重疊御恩深罷蒙候段、難有忝奉存候。何樣之儀
も、被仰出候趣、守其旨、万端速御奉公油斷仕間敷事。
右之御高恩は、子々孫々聊忘却仕間舗候、一言片辭挾僞心無之。

기청문전서(起請文前書)
一 이번에 제가 잇켄으로 인해 여러 번에 걸쳐서 엄한 조사를 받았고, 에도성에 소환되어 쇼군

께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전처럼 섬(대마도)에 대한 영지지배권
도 인정받았으니 모든 것이 [막부에 대한] 봉공(奉公)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체면과
실리 모두에서 현(現) 쇼군의 고은(高恩)을 입으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불(神佛)의 지
극한 가호를 입어 가문의 체면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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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粉骨)의 충절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그 뜻을 지키겠습니다.

一 막부를 어기는 무리들과 일절 이야기하지 않을 것.
一 분부하신 금지조항은 어기지 않을 것.

一 일본·조선의 통교에서 일본을 소중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막부에 나쁜 방향으로는 하지 않

을 것. 어떤 일이든지 조선에 마음이 끌려서 일본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뒤가 검은 짓을 하
지 않을 것.
부기) 일본이 조선에 무언가를 정탐한다고 듣더라도 친척, 인척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
一 조선통교에 대한 관장을 가업(家業)처럼 명하여 주시니, 거듭 거듭 깊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황송할 뿐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명하신 바 그 뜻을 지켜, 신속하게 막부에의 임무를 행함
에 부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은(高恩)은 자자손손 조금도 망각하지 않을 것이며, 한 마디라도 거짓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一 右之兩樣之書翰請取之、退出。御執權中其外出頭人衆江御禮ニ罷出。
一 同日晩方土井大炊頭殿ゟ御使者被下、明朝讚岐守殿·大炊頭殿御兩所之內何方江
成共心次第ニ可罷出、   公用有之由被仰下。
一 위의 서한 두 개를 받아들고 나왔다. 집권들과 그 외에 출두인(出頭人)들에게 예(禮)를 취하

고 물러났다.
一 같은 날 저녁 도이 오이노카미님이 사자를 보내 다음 날 아침 사누키노카미님·오이노카미

님 두 곳 중에 어느 곳이든 내키는 대로 오라고 하셨다. 공무(公務)라고 하셨다.

一 (三十) 同五日早朝、大炊頭殿御宅江致參上候處、酒井讚岐守殿·柳生但馬守殿·
道春·永喜同座、則御執權方御面前ニ而、右誓旨血判仕候。其外兼而奉伺候ヶ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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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內、未相濟候儀ヲ書付、大炊頭殿·讚岐守殿江差出候、竝信使來聘候樣ニと朝
鮮江申遣候、書面倭文ニ相調候書付、是又大炊頭殿御請取被成、拙者近日歸國仕
候付、送行之御料理被下罷歸。
一 (三十) 동 5일 이른 아침 오이노카미님댁에 갔더니, 사카이 사누키노카미님·야규 타지마노

카미(柳生但馬守)님·도슌(道春)·에이키(永喜)가 동석하였다. 집권들의 면전에서 위의 맹세서

에 혈판(血判)49을 찍었다. 그 외에 전에 여쭈었던 조문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적어
서 오이노카미님·사누키노카미님께 제출했다. 그리고 통신사의 내빙을 청하기 위해 조선에
보낼 서한을 일문(倭文)으로 작성한 것도 오이노카미님이 받으셨다. 내가 근일 간에 쓰시마
에 돌아가므로 요리를 내려주셔서 돌아왔다.

一 (三十一) 同十日、大炊頭殿ゟ御使者被下、伊豆守殿江古川右馬助可差遣由、被仰
下候付、則右馬助差遣候處、兼而奉伺候儀未相濟候事、竝其儀之僧對州以酊庵江
可召連之旨被仰付、其節御渡被成書付左記之。
一 柳川豊前·方長老·流芳院竝其外闕所之物、從對馬守壹岐江相與屆、松浦肥前守
ニ可渡之事。
一 柳川豊前木藪千石之知行所、末次平藏御代官ニ可申付事.
以上
八月十日
一 (三十一) 동 10일 오이노카미님의 사자가 와서 이즈노카미님 댁에 후루카와 우마노스케를

49 손가락 끝에 피를 내어 서명 아래에 찍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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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곧 우마노스케를 보냈더니, 전에 여쭈었으나 이직 결정되지 않
은 일과, 쓰시마 이테이안(以酊庵)에 보낼 서역승(書役僧)에 관해 지시하셨다. 그 때 주신 문
서를 다음에 기록하였다.
一 야나가와 부젠·보초로·류호인 및 그 외 몰수한 물건은 쓰시마노카미가 이키(壹岐)에 보내

마쓰라 히젠노카미(松浦肥前守)50에게 건넬 것.

一 야나가와 부젠의 기야부(木藪)51 1,000石 영지는 스에쓰구 헤이조우(末次平藏)52 대관(代官)에

게 부여할 것.
이상
8월 10일

一 (三十二) 同十二日、古川右馬助御城江差上、御執權中江申上候ハ、書役被仰付候
僧、於對州扶助之事、如何程ニ可仕候哉。何茂御返答ニ被仰下候ハ、知行費ニ成
候段、御座被成候得共、先百石遣置可然候。以來ハ公儀ゟ被仰付樣も可有之與之
御事也。
一 (三十二) 동 12일 후루카와 우마노스케를 에도 성에 보내 집권들에 말씀드리기를, “서역(書

役)을 명령받은 승려의 봉급은 어떻게 할까요?” “봉급에 대한 것은 좀 힘들겠지만 100石으

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후는 막부가 명하겠다.”

50 마쓰라 다카노부(松浦隆信). 당시 히라도 번(平戶藩)의 번주. 이키 섬은 에도시대에 히라도 마쓰라씨가 다스리는 히라도 번의

일부였기 때문에 야나가와 부젠·보초로·류호인 및 그 외 몰수한 물건을 마쓰라씨에게 인도한 것이다.
51 기이(基肄), 야부(養父).
52 당시 나가사키 대관(長崎代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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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三十三) 同十三日朝、大炊頭殿江爲御暇乞參、御料理有之。拙者申候ハ、今度之
公事ニ付、被召上候者共、被聞召分返し被下候者共、如前々召仕可申與存候。次
ニ豊前者共皆知行ニ附たる者ニ御座候。又ハ拙子家老役仕候故、此外ニも在所之
者召仕候。是も無別儀、國江返し被下候間、可然者ハ、夫々可召仕與存候。大炊
頭殿被仰候ハ、無別儀返し被遣候者共ハ、見合ニ召仕可然候。殊豊前者とも、夫
々に可召仕由申候儀、尤ニ思召候。兼而今度之公事之儀、對馬守殿ハ、從最前各
次第と申、豊前を可果とも不申上候處、豊前方よりおこし立仕候公事ニ候に、豊
前者とも可然者ハ、夫々へ可召仕由申御事、おとなしく思召候由被仰候。拙子申
候ハ、今度豊前方より罷上候出家邵首座與申者御座候。御穿鑿之體、各樣ニも御
覽可被成與存候。彼者無遁候與存、御許被成候。未京都江居申由承候、召連可被
下與存候。是ハ少々にも書申候間、在所へ召連可申與存候。大炊頭殿被仰ハ、其
出家之儀御寄合之體ニも被成御覽候、左樣之者ニ候ハバ、在所へ下可然候。倂書
翰なと書付候儀ハ、各へ得御意ニ而可然候。尤書翰ハ草案次第ニ而者候得共、公
儀之公事罷出候者之儀ニ候間、書翰書遣儀ハ、見合候得之由被仰候。
一 (三十三) 동 13일 아침 도이 오이노카미님께 귀도(歸島)를 청하러 갔다. 요리를 주셨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 재판과 관련하여 불러들였던 자들을 돌려보내셨지만 전처럼 가신(家臣)

으로 일하게 할 것입니다. 부젠의 사람들도 모두 지행(知行)에 딸린 자들이거나 또는 저의 가
로(家老)로 일하는 자여서, 쓰시마의 재지(在地) 사람을 부하로 데리고 있습니다. 이들도 별
문제없이 쓰시마에 돌아갔으므로 적합한 자는 각기 근무하게 할 것입니다.” 오이(大炊)님이
“별일 없이 돌아간 자들은 원래대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부젠의 사람들도 각기 일하
는 것이 좋겠다. 전에 소송에 대해서 쓰시마노카미는 각자가 하기에 달렸다고 했고, 부젠이
죽어야 한다고 상신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부젠 쪽에서 일으킨 소송에, 부젠의 사람들 중 마
땅한 자는 각각 일하게 하는 것이 온건하다.”라고 하셨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에 부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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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서 올라온 승려 쇼슈소(邵首座)53라는 자가 있습니다. 조사 중에 여러 분들께서도 만나보
셨을 겁니다. 그는 달아나지 않을 거라 하여 용서받았습니다. 아직 교토에 있다고 들었는데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문장을 쓸 수 있으니 쓰시마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오
이(大炊)님이 “그 승려를 회의 때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자라면 쓰시마에 데리고 가도 좋다.
단 서한을 작성하면 각각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서한의 초안에 따라 달라지겠지
만, 막부의 재판에 불려나왔던 자이니 서한을 쓰게 할 경우에는 검사를 하라.”고 하셨다.

一 (三十四) 同十六日晩、治部卿永喜法印入來、今日京都之飛脚到來、對州被召置候
書役之僧三人相極候旨、御執權中江申來候。今年ハ璘西堂被罷下筈候。則永喜法
印書付持參、左記す之。

書役之出家衆御書出
天龍寺之內

慈濟院

仙長老

東福寺之內

南昌院

召長老

同

寶勝院

璘西堂

一 (三十四) 동 16일 저녁 지부쿄(治部卿)·에이키호닌(永喜法印)이 와서, 오늘 교토(京都)에서 파

발이 와서 쓰시마로 갈 서역승 3명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올해는 린세이도(璘西堂)가 내려간

다고 한다. 곧 에이키호닌이 문서를 지참했는데 다음과 같다.
서역승(書役僧)들을 기록함

덴류지(天龍寺)의 慈濟院 센초로(仙長老)

53 쇼슈소(邵首座)는 시치에몬과 한패라는 이유로 추방형을 받았다. 상권 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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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후쿠지(東福寺)의 南昌院 소초로(召長老)
동(同)

寶勝院 린세이도(璘西堂)

一 (三十五) 九月四日京着、同五日板倉周防守江古川右馬助遣之意趣者、朝鮮通用之
書役和尙三人、貴樣同座ニ而申渡之樣ニと、於江戶被仰付候旨、申遣候處、隙次
第ニ同道仕來候樣ニとの御返事也。
一 (三十五) 9월 4일 교토 도착. 동 5일 이타쿠라 스오노카미(板倉周防守)54에게 후루카와 우마노

스케를 보내 전하길, “조선과의 통교를 처리할 서역승 3명과 그대가 함께 [쓰시마로] 건너가
도록 에도에서 명하였다.” 그러자 “틈나는 대로 동행하겠다.”고 대답했다.

一 (三十六) 同六日、板倉周防守殿江參。仙長老·召長老·璘西堂入來。板倉周防守
殿同前ニ、對州ニ而朝鮮通用之書役、輪番ニ被仰付之旨、申渡ス。板倉周防守殿
江仰候ハ、對馬守和文被相調候ヲ、眞案ニ被相認、諸事宜樣ニ雙談之仕候樣ニ
與、右三人之和尙へ被仰渡也。
一 (三十六) 동 6일 이타쿠라 스오노카미(板倉周防守)댁에 갔다. 센초로(仙長老)·소초로(召長
老)·린세이도(璘西堂)가 왔다. 스오노카미님이 전처럼 쓰시마에서 조선 통교업무를 윤번(輪

番)으로 담당하라고 말씀하셨다. 스오노카미님이 “쓰시마노카미가 일본어로 적은 것을 한문

으로 작성하고, 모든 일은 잘 상의하라.”고 세 명의 승려에게 말씀하셨다.

一 (三十七) 十月廿二日、家來嶋雄貞右衛門·大浦新兵衛壹州風本着船、今度一件ニ

54 이타쿠라 시게무네(板倉重宗). 당시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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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關所被仰付候諸色、松浦肥前守殿ニ可相渡之旨、兼而被仰付候處、今度持渡
候。肥前守殿家來へ相渡候樣ニと申付。
一 (三十七) 10월 22일 부하 시마오 데이에몬(嶋雄貞右衛門)·오우라 신베에(大浦新兵衛)가 이키
(壹岐) 風本에 도착했다. 이번 잇켄으로 몰수 처리된 여러 물건을 마쓰라 히젠노카미(松浦肥
前守)님에게 인도하라는 명을 전에 받아서 이번에 가지고 갔다. 히젠노카미님의 가신에게

넘기게 했다.

一 (三十八) 對州ニ而、十一月五日璘西堂御來儀、依之兼而御執權中江申上置候、豊
前へ朝鮮より附置候衣冠竝送使船之印、今度朝鮮國江送返し候段申入、則右之品
璘西堂へ懸御目候也。
一 (三十八) 쓰시마에 11월 5일 린세이도(璘西堂)가 왔다고 한다. 그래서 전부터 집권들에게 말

씀드렸던 건, 즉 조선이 부젠에 보낸 의관(衣冠)과 사송선 도장을 이번에 조선에 반환할 것
이라고 말하고 위의 물건들을 린세이도에게 보여주었다.

一 (三十九) 同九日、嶋雄貞右衛門·大浦新兵衛從風本歸着、闕所之諸道具、不殘松
浦肥前守殿家來靑木伊兵衛·明石作太夫·同高十右衛門江相渡候由、申聞ル。
一 (三十九) 동 9일 시마오 데이에몬(嶋雄貞右衛門)·오우라 신베에(大浦新兵衛)가 風本에서 돌아

왔다. 몰수한 여러 물건을 남김없이 마쓰라 히젠노카미님 부하 아오키 이헤에(靑木伊兵衛)·

아카시 사쿠다유(明石作太夫)·다카 주에몬(高十右衛門)에게 건넸다고 한다.

一 (四十) 同十九日、兼而1朝鮮へ遣候書翰之跡留、一々御書記候而璘西堂へ可被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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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候。眞案淸書出來之刻ハ、璘西堂ゟ直樣私方へ可被下候。向後如此之旨、以酊
庵江申遣ス。其使者仁位權兵衛申付ル也。
一 (四十) 동 19일 전부터 조선에 보낸 서한에 관해 일일이 기록해서 린세이도가 보관하도록 했

다. 한문 서한의 청서(淸書)가 완성되면 린세이도가 바로 나에게 건네도록 했다. 향후 이처
럼 한다는 뜻을 니이 곤베에(仁位權兵衛)를 시켜 이테이안(以酊庵)에 전하였다.

一 (四十一)十二月九日、吉田作右衛門肥前田代ゟ歸國仕候。柳川豊前千石之所、末
次平藏ニ相渡、相添候旨申聞ル。則平藏方ゟ之書狀持參、文體左寫之。

貴札拝見仕候。然者柳川豊前
上知於還郡村千石之所御代官所ニ
被仰付由ニ而、大河內金兵衛殿·
伊奈判十郞殿ゟ被仰下、御墨付慥請
取申候。則右之上知爲請取一人差
遣候條、御引渡可被成候。隨而爲御
音信人參壹斤·松實一箱被懸
御意奉忝存候。從是以書狀可申
上候條、不能詳候。恐惶謹言
尙以、伴天連山籠仕候而、爲山狩先月ゟ
御代官所へ罷居候故、御使者へ面談不仕候
被爲入御念候段、爰許兩御奉行へも爲申聞候。
於江戶各樣ニも具可申上候。以上。
十月八日

末次平藏(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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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對馬守樣
一 (四十一) 12월 9일 요시다 사쿠에몬(吉田作右衛門)이 히젠(肥前) 다시로(田代)에서 돌아왔다.

야나가와 부젠의 영지였던 1,000石을 스에쓰구 헤이조우(末次平藏)에게 인도했다고 했다.55

헤이조우(平藏)님의 서한을 가져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야나가와 부젠이 반납한 還郡村의 영지 1,000石을 대관소(代官

所)에 주신다는 오가와치 긴베에(大河內金兵衛)님·이나 한주로(伊奈判十郞)님의 명을 받았

고, 영지판물(領地判物)56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위의 영지를 받기 위해 사람을 1명 파견하
니 건네주십시오. 선물로 인삼 1근, 송이버섯 한 상자를 보내니 마음에 드신다면 감사하겠
습니다. 편지로 말씀드리는 터라 자세히 적지 못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선교사가 산에 틀어박혀 있어 산을 수색하느라 지난 달부터 대관소(代官所)에 있었기 때
문에 사자(使者)와 면담(面談)하지 못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여기 봉행(奉行)에게도
말했습니다. 에도의 다른 분들께도 자세히 상신할 것입니다. 이상
스에쓰구 헤이조우(末次平藏)

10월 8일
소 쓰시마노카미(宗對馬守)님께

一 (四十二) 同十三日、豊前調興·以酊庵·流芳院之印、何も朝鮮へ送返候趣、大炊
頭殿·讚岐守殿·伊豆守殿へ以書狀、申上ル。

55 8월 10일 막부의 로주들이 소씨에게 내린 명령, 즉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소유했던 기이·야부(木·藪) 1,000石 영지를 나가사

키 대관(代官)인 스에쓰구 헤이조우(末次平藏)에게 부여한다는 결정을 실행한 것이다. 중권 31조 참조.
56 영지를 하사하고 그 지배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막부가 다이묘에게 하사하는 문서.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一 (四十二) 동 13일 부젠 시게오키(豊前調興)·이테이안(以酊庵)·류호인(流芳院)의 도장을 전부 조

선에 반납한다는 사실을 오이노카미·사누키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께 문서로 전해드렸다.

一 (四十三) 同二十日、柳川豊前·以酊庵·流芳院等闕所之諸色、松浦肥前守家來ニ
於壹州風本相渡候旨、大炊頭殿·讚岐守殿·伊豆守殿へ以書狀、申上ル。竝松浦
肥前守殿江、御受取候旨、於江戶御執權中へ被仰上候樣ニ與、申遣ス。
一 (四十三) 동 20일 야나가와 부젠·이테이안·류호인 등으로부터 몰수한 여러 물건을 마쓰라

히젠노카미님의 부하에게 이키(壹岐) 風本에서 건넸다고, 오이노카미님·사누키노카미님·
이즈노카미님께 문서로 알렸다. 또 마쓰라 히젠노카미님께는 [물건을] 수령하신 사실을 에도
의 집권들께 알려달라고 전했다.

一 (右同) 同廿一日、松浦肥前守殿家來松浦大篤熊澤方ゟ、以飛船闕所之諸色無相違
受取之旨、古川式部·杉村伊織方へ申來ル。
一 (右同) 동 21일 마쓰라 히젠노카미님의 부하 마쓰라 다이도구구마자와(松浦大篤熊澤)님이 ‘몰

수한 물건들 틀림없이 받았다.’고 비선(飛船)으로 후루카와 시키베(古川式部)와 스기무라 이

오리(杉村伊織)에게 전해 왔다.
寬永十三乙亥年

一 (四十四) 四月二十二日、從江戶飛脚出來、御執權中ゟ御奉書來、御紙面左ニ寫之。

御狀被拝見候。柳川豊前守·宗讚岐·
以酊庵·流芳院·嶋川內匠·松尾七右衛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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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闕所物之儀、松浦肥前守方へ被相渡
候由、得其意候。恐恐謹言。
松平伊豆守
三月二十九日

酒井讚岐守
大井大炊頭

宗對馬守殿

1636(寬永 13) 을해년(乙亥年)
一 (四十四) 4월 22일 에도에서 파발로 집권들의 봉서(奉書)57가 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지를 보았습니다. 야나가와 부젠노카미·소 사누키·이테이안·류호인·시마카와 다쿠미·
마쓰오 시치에몬, 이들에게서 몰수한 물건을 마쓰라 히젠노카미에게 넘겼다고 하니 잘 알겠
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
3월 29일

사카이 사누키노카미(酒井讚岐守)
도이 오이노카미(大井大炊頭)

소 쓰시마노카미(宗對馬守)님께

一 (四十五) 十一月十三日、朝鮮之信使登城、御禮相濟候。
同十四日、拙者致登城候處、尾張大納言義直公·水戶中納言賴房公、井伊掃部頭

57 상의(上意)를 받들어 신하가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 특히 무가(武家)시대에 쇼군의 명령을 전달할 때 쓰이던 문서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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殿江被仰候ハ、昨日三使登城、珍重思召候由、御挨拶有之候處、掃部頭殿御返答
ニ、如仰、三使御    目見相濟珍重奉存候。是上今度之書翰文章懇懃ニ而、
公方樣を
大君與書、大明之年號を一字下ク書、日本之御治德を數々書入候。如此之書翰、
以前ゟ其例不承候。此段日本之太平之御威德ニ候。依之考之候得ハ、柳川豊前竝
家來七右衛門等虛僞讒言之訴訟仕、對馬守を蔑視ニいたし、天下を誣り、其科今
日ニ到而、甚重義ニ候與被仰候時、御座中何茂仰之通、御尤候與御挨拶也。
一 (四十五) 11월 13일 조선통신사58가 등성하여 의례가 끝났다. 동 14일 제가 등성하였더니 오

와리(尾張) 다이나곤(大納言) 요시나오(義直)공59·미토(水戶) 주나곤(中納言) 요리후사(賴房)

공60이 이이 가몬노카미(井伊掃部頭)님께 “어제 (조선의) 삼사(三使)가 등성하였으니 경사스럽
습니다.”고 인사하셨다. 가몬노카미님이 “명하신대로 삼사(三使)가 알현을 마쳤으니 다행입
니다. 게다가 이번 국서의 문장이 간곡하여 쇼군을 대군(大君)이라 쓰고, 대명(大明)의 연호
(年號)를 한 글자 내려서 썼으며 일본의 치덕(治德)을 다양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서

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태평한 위덕(威德)입니다. 생각해보니 야나가와 부젠
과 그 부하 시치에몬 등이 허위(虛僞)와 참언(讒言)으로 소송을 일으켜 쓰시마노가미를 멸시
하고 천하를 속였으니, 그 죄가 지금에 이르러 더욱 엄중합니다.”고 하시자, 동석하신 분들
이 모두 “그렇습니다.”고 하셨다.

58 正使 임광, 副使 김세렴, 종사관 황호로 三使가 구성된 1636년 통신사는 잇켄 이후 성사된 최초의 통신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의 국서에는 쇼군을 ‘日本國大君’이라 칭하였고, 국서에 대한 개찬은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 번주 요시나리의 입장
에서는 야나가와씨의 협조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대조선 외교 담당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사행
이기도 했다.
59 도쿠가와 요시나오(德川義直). 오와리 번의 초대 번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9남. 오와리 번은 도쿠가와 御三家의 일원.
60 도쿠가와 요리후사(德川賴房). 미토 번의 초대 번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1남. 미토 번은 도쿠가와 御三家의 일원.

148 149

○ 橫田角左衛門·篠田九郞左衛門對州江下着、對府在留中之次第

○ 寬永十一甲戌年
一 (四十六) 十二月十九日、土井大炊頭殿御家來、橫田角左衛門·松平伊豆守殿御家
來、篠田九郞左衛門一件之儀ニ付、爲檢使對州江被差下、拙者家來多田源右衛門
相附け、今日對府着船。
○ 橫田角左衛門宿、信永甚三郞宅。
○ 篠田九郞左衛門宿、千嶋庄左衛門宅。
○ 橫田角左衛門宿所へ着岸之使者、嶋雄貞右衛門。
○ 篠田九郞左衛門宿所へ同斷之使者、柳川三右衛門遣之。
○ 右兩檢使船ゟ被揚、西山寺一見仕被罷歸、其晩則兩人共ニ宿所を西山寺 ニ被移
候也。
○ 요코다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이 쓰시마에 내려가서

후추(府中)61에 체류했을 때의 사정

1634(寬永 11) 갑술년(甲戌年)62

61 쓰시마 후추(府中)는 현재 나가사키현(長崎縣) 이즈하라(嚴原)의 옛 지명. 에도시대에 쓰시마 번의 정청(政廳)이 있던 곳이다.
62 여기부터는 일종의 부기(附記)로, 1634년 로주의 가신인 요코다 가쿠자에몬·시노다 구로자에몬이 막부의 명을 받고 쓰시마에

검사(檢使)로 내려가 체류하면서 잇켄 관계자들을 현지에서 조사했을 때의 상황이다. 숙소와 안내인으로 누구를 딸려 보냈고,
어떤 방식으로 쓰시마 현지인들을 조사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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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四十六) 12월 19일 도이 오이노카미님의 부하 요코다 가쿠자에몬,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

님의 부하 시노다 구로자에몬을 잇켄에 대한 검사(檢使)로 쓰시마에 내려보내고, 저의 부하
다다 겐에몬을 딸려서 오늘 후추에 도착.

○ 요코다 가쿠자에몬의 숙소는 노부나가 진자부로(信永甚三郞)의 집.
○ 시노다 구로자에몬의 숙소는 치시마 쇼자에몬(千嶋庄左衛門)의 집.
○ 요코다 가쿠자에몬의 숙소에는 시마오 데이에몬(嶋雄貞右衛門)을 보내어 편의를 보게 했다.
○ 시노다 구로자에몬의 숙소에는 야나가와 산에몬(柳川三右衛門)을 보냈다.
○ 위의 두 검사(檢使)가 배에서 내려 세이잔지(西山寺)63를 보고 돌아가,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속소를 세이잔지로 옮겼다.64

一 (右同) 同廿日、兩使多田源右衛門江被申候は、留守居家老西山寺ニ罷出候樣ニと
の事也。則杉村采女·柳川勸解由·古川式部·多田監物西山寺ニ罷出候處、兩使
被申候ハ、對馬守與家來柳川豊前與公事有之候。依之、豊前家來松尾七右衛門江
戶江訴狀差上候。付而檢使ニ罷下候。拙者書狀ニ、大炊頭殿·伊豆守殿御封有之
候を二通被相渡候。則何茂令披見候。其後方長老朝鮮上京不掠

公義之由、申

達候處、兩使被申候ハ、其儀ニ付而罷下候ニ而者、無之候。只七右衛門訴訟申上
候次第、可令穿鑿爲ニ候。且亦方長老江戶江被罷越候樣ニ申渡度候間、何も左樣
ニ心得候へ之由被申候ニ付、則方長老へ申達候處、卽刻入來、檢使對面、江戶參
上之儀、被申渡候。又七右衛門·十右衛門·加左衛門次之間ニ被召出、兩使被相

63 1511년 도주(島主) 宗貞國의 부인의 菩提寺가 되면서 ‘西山寺’라 칭하고 眞言宗에서 臨濟宗으로 바꾸었다. 1732년 日吉에

있었던 이테이안(以酊庵)이 소실되어 세이잔지(西山寺)로 이전하였고, 세이잔지는 中村의 瑞泉院으로 옮겨갔다. 메이지 원
년에 이테이안이 폐사(廢寺)되자 세이잔지가 故山으로 돌아왔다. 境內에는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의 묘가 있다.

64 두 검사(檢使)는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쓰시마 번에서 알선한 숙소를 마다하고 사찰인 세이잔지를 숙소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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尋候樣子、詳ニ不承候。略承候樣子ハ、七右衛門申上候ハ、豊前先年千石之儀ニ
付而、對馬守殿蒙勘氣候。御執權中之□扱ニ而致和談候。其後對馬守殿御暇出
候刻、豊前ヘ被申付候ハ、七右衛門儀、今度召連下候間、左樣ニ心得候へと有之
候。豊前申候者、如前々和談被仰付候上ハ、七右衛門被召連ニ不及候。乍然基養
父御知行勘定之儀ニ付、被召連候ハゝ、御心次第に候與申候。此段寺田與左衛門
申達候へハ、大炊頭殿達御耳御羽織等被下之、對馬守殿江御狀御添被成候、則供
仕罷下候處、到于今其勘定ハ不被承、却而被押込置、堅警固被申付、門外ニ罷出
候事難成候。兩使被申候ハ、其儀ハ無用候。捧江戶候訴狀之證據を一書ニ許ニ可
仕候。七右衛門罷立候。兩使彼者之樣體疑敷由被申、少腹立之樣ニ相見へ候。七
右衛門江雲軒ニ退出仕、則兩使江雲軒ニ被參、七右衛門ニ對面、暮方ニ西山寺江
被罷歸也。
一 (右同) 동 20일 두 검사(檢使)가 다다 겐에몬에게 말하기를 “루스이(留守居) 가로(家老)를 세

이잔지에 오도록 하라.” 그래서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勸解由)·

후루카와 시키베(古川式部)·다다 겐모쓰(多田監物)가 세이잔지에 갔다. 두 검사가 말하기
를, “쓰시마노카미와 부하 야나가와 부젠의 재판이 있을 것이다. 부젠의 부하 마쓰오 시치
에몬이 에도에 소장(訴狀)을 올렸고, 그래서 우리가 내려왔다.” 저의 서한에 오이노카미님·
이즈노카미님이 봉(封)하신 2통65을 건네주셔서 모두가 보았다. 그 후 보초로(方長老)가 조선
의 도읍에 올라간 것은 막부를 거스른 게 아니라고 했더니, 검사가 말하길, “그것 때문에 내
려온 것은 아니다. 단지 시치에몬이 소장(訴狀)을 올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보초로
는 에도에 올라가도록 할 것이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라.” 곧 보초로에게 전달했더니 [보

65 1634년 11월, 번주 요시나리가 쓰시마의 루스이(留守居) 및 부산포에 있는 무사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고 서한의 봉투에

집권들이 도장을 찍었는데, 이 서한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상권 11조, 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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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가] 바로 와서 검사와 대면했고, 에도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시치에몬·주에

몬(十右衛門)·가자에몬(加左衛門)이 쓰기노마(次之間)에 호출되었고, 두 검사가 질문했으나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다. 대략 들은 바는 다음과 같다. 시치에몬이 아뢰기를, “부젠이 전에
1,000石 영지의 건으로 인해 쓰시마노카미님의 진노를 샀지만 집권들의 중재로 화해했습니
다. 그 후 쓰시마노카미님이 [에도에서] 쓰시마로 돌아가실 때 ‘시치에몬은 이번에 데리고 내
려갈 것이니 그리 알라.’고 하셨고, 부젠이 ‘전처럼 화목하게 지내기로 하신 이상 시치에몬을
데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基)·야부(養父)의 영지 건으로 진노하셔서 데리고 가
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데라다 요자에몬(寺田與左衛門)이 아
뢰었더니 오이노카미님이 들으시고 하오리(羽織) 등을 하사하셨고, 쓰시마노카미님께 서한
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내려갔는데 지금껏 그것은 알아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감금
하여 감시하니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말하기를, “그건 필요없다. 에도를 받
드는 소장(訴狀)의 증거를 문건 하나에 상세하게 써야 한다.” 시치에몬이 나왔다. 검사는 그

(시치에몬)의 상태가 수상하다고 했고, 약간 화가 난 듯이 보였다. 시치에몬이 江雲軒으로 물

러나고 검사가 江雲軒으로 와서 시치에몬과 대면했다. 저녁 무렵 세이잔지로 돌아갔다.

一 (右同) 七右衛門申上候付而、方長老·采女朝鮮上京之時相附參候輩、一人も不殘
可召寄候。當所ニ居合い之者ハ、卽刻此座ニ可召出候。方長老采女儀于今此所ニ
罷居、歸宅無之樣ニと被申渡候。又采女儀も江戶江可罷越之旨、被申付候。
一 (右同) 同日朝鮮渡海之船、御停止被成候由、制札立之。
一 (右同) 시치에몬이 말한 것과 관련하여, 보초로와 우네메(采女)가 조선에서 상경(上京)했을

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호출되었다. 이곳(쓰시마)에 있던 자는 즉시 이 자
리로 호출되었다. 보초로와 우네메는 지금 이곳에 있으니 귀가하지 못하게 했다. 또 우네메
에게는 에도에 가라고 명하였다.
一 (右同) 동일 조선에 도해하는 배를 중지시킨다는 제찰(制札)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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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同廿一日、勘解由·式部·監物西山寺ニ參候處、兩使方長老上京ニ相附登
召出樣子被相尋候、竝彼者共父母妻子兄弟之數、又十一日十二日中ニ朝鮮江渡海
仕候船數書付、差出之樣ニと被申候付則記之差出ス。
＃ 昨日の制札立候哉と被相尋候付而、
公義ゟ之被仰出候ゆへ、早速立申候由申入、則其案文兩使江相渡。
＃ 兩使被申候は、町中之年老竝村々之庄屋共可召寄之旨、被申渡候、及暮何も歸
宅。
＃ 兩使、七右衛門召出、一件之儀被相尋、七右衛門白狀ニ謀書之筆者、印を彫候
者、何も上京十七之內ニ有之候。於江戶其名可申上之旨、申出候由、傳承候。

一 (右同) 동 21일 가게유(勘解由)·시키베(式部)·겐모쓰(監物)가 세이잔지에 갔더니, 두 검사가

보초로가 조선에서 상경할 때 같이 갔던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들의 부모, 형제, 처자
의 인원수, 그리고 11일, 12일 중에 조선에 도해한 배의 수를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시기에
적어서 제출하였다.
＃ “어제 [지시한] 제찰을 세웠는가?”라고 물으셔서, 막부의 명이므로 즉시 세웠다고 하고 그
문장을 두 검사에게 보였다.
＃ 두 검사가 정(町)의 연로자와 촌(村)의 쇼야(庄屋)66들도 부르라고 하시어 모두들 어두워져서
귀가했다.
＃ 두 검사가 시치에몬을 불러 잇켄에 대해서 물어보셨다. 시치에몬이 위조국서를 작성한 자,
도장을 판 자는 모두 상경한 17명 중에 있으니 에도에서 그 이름을 말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66 쇼야(庄屋)는 나누시(名主), 기모이리(肝煎)와 함께 에도시대 촌역인(村役人) 무라가타산야쿠(地方三役)의 하나이다. 郡代·

代官 휘하에서 촌정(村政)을 담당하던 촌의 수장이다. 신분은 백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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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同廿二日、兩使勝田孫七ニ被相尋候は、寬永元甲子年、同六己巳年、右兩
度之書寫之印、其身彫申候哉。孫七申上候ハ、全ク不存候。子細ハ豊前內所之用
事承候而、江戶江罷居候故、不存之由、御返答申上候。
一 (右同) 동 22일 두 검사가 가쓰다 마고시치(勝田孫七)에게 “1624(寬永 원년)년과 1629(寬永 6)

년 국서의 도장을 그대가 만들었는가?”라고 물었다. 마고시치가 “전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부젠의 비밀 용무로 에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고 답했다.

＃ 今日與良·豆酘·佐須三郡之給人等被召寄候ニ付、上府則西山寺ニ罷出ル。兩使
町中之年老竝給人ニ被申渡候は、朝鮮之渡海、堅令停止候。若密々ニ而船を差渡
者於有之は、速ニ可申出之旨、被申付也。

＃ 오늘 요라(與良)·쓰쓰(豆酘)·사스(佐須), 3군(郡)의 급인(給人)67들을 불러 후추(府中)로 올라
가 세이잔지(西山寺)로 갔다. 두 검사가 町中의 연로자와 급인들에게 지시하기를, “조선 도

해를 엄히 금지한다. 만약 몰래 1척이라도 보낸 자가 있으면 빨리 신고하라.”

＃ 柳川圖書·同勘解由兩使江申入候は、七右衛門申上候謀書之執筆、印を彫候ハ、
願は其名を承度候。兩使返答ニ、其名を江戶ニ而可申出由、七右衛門申候。又被
申候ハ、兼而被仰付候は、方長老を船之首乘せ、七右衛門を船之尾ニ乘せ、兩人
は船之中ニ罷居、互ニ不罷通樣可仕之旨、被仰付候。乍然船中人多し候故、密談
罷成間敷候。方長老·采女一艘ニ、七右衛門は別船ニ乘せ、兩使之家來廿四人も

67 에도시대에는 번주에게서 지행지(知行地)를 받은 무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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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別船ニ乘せ、兩使壹人ツゝも方長老之船と七右衛門船ニ乘分り可申候。又兩使
被申候は、源右衛門方ゟ長老ニ可被申入は、今度江戶江被召連度者候ハゝ、不依
誰人可被召列候。若被召連度者無之候ハゝ、其旨手形被致御渡シ可被成候。其段
江戶ニ而可申上哉と爲故、兼而申達候との御事也。

＃ 야나가와 즈쇼(柳川圖書)·가게유(勘解由)가 두 검사에게 “시치에몬이 말씀드린 위조문서의
집필자와, 도장 새긴 자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두 검사가 “그 이름은 에도에
증언할 것이라고 시치에몬이 말했다.” 또 “보초로를 배의 선수에 태우고 시치에몬을 배의
후미에 태워 서로 대화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배에 사람이 많아서 밀담은 할
수 없었다. 보초로·우네메를는 한 배에, 시치에몬을 다른 배에 태우고, 두 검사의 부하 24
인도 다른 배에 탔다. 검사 한 명은 보초로의 배, 또 한명은 시치에몬의 배에 나누어 탑승했
다. 또 두 검사가 말하기를, “겐에몬(源右衛門)이 초로(長老)에게 ‘이번에 에도에 데리고 가고
싶은 자가 있으면 몇 명이든 열거하라. 만약 데려가고 싶은 자가 없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서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 일에 대해서 ‘에도에 말씀드려야 하는가?’라고 하기에 전부터 통보
했다.”고 하셨다.

一 (右同) 同廿三日、兩使源右衛門を以、被申聞候ニ付而、圖書·勘解由·式部·監
物、西山寺江罷出候處、兩使被申候は、元和丁巳年信使來聘之時、方長老裁判無
之由、七右衛門白狀仕候。元和辛酉年、御所丸之人數、宗讚岐·大原縫殿助·同勝
助·渡邊與七左衛門等可召寄之旨、被申候。此時縫殿助父子江戶江罷居候故、讚
岐·與七左衛門兩人則申渡候。島川內匠ハ、豊前領內ニ罷在候ニ付、瀧半右衛門·
大石瀧之助ニ申付、召寄候。兩使被申候は、路次堅警固申付、豊前一味之者共、
道ニ而密談不仕樣、可致致(衍)之旨、被申候。則其段半右衛門·瀧之助申付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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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동 23일 두 검사가 겐에몬(源右衛門)을 통해 지시하여, 즈쇼(圖書)·가게유(勘解由)·시

키베(式部)·겐모쓰(監物)가 세이잔지에 나갔다. 두 검사가 “1617년 조선통신사가 왔을 때 보
초로가 주도하지 않았다고 시치에몬이 대답했다. 1621년 고쇼마루(御所丸)에 승선했던 사람
들, 소 사누키(宗讚岐)·오하라 누이노스케(大原縫殿助)·오하라 가쓰스케(勝助)·와타나베 요
시치자에몬(渡邊與七左衛門) 등을 소환하라.”고 하셨다. 그때 누이노스케(縫殿助) 부자(父子)
는 에도에 있어서 사누키·요시치자에몬 두 사람에게 전달했다. 시마카와 다쿠미(島川內匠)
는 부젠의 영지에 있어서, 다키 한에몬(瀧半右衛門)·오이시 다키노스케(大石瀧之助)를 통해
불렀다. 두 검사가 “노상에서는 경호를 엄격하게 하여 부젠의 부하들이 길에서 밀담하지 못

하게 하라.”고 한에몬과 다키노스케에게 지시하셨다.

＃ 兩 使被申候ハ、夜前今朝七右衛門ニ相尋候處、謀書之執筆、印を彫候者無之
候。其上江戶江茂不申上候、訴狀ニも不致書載候。則彼者白狀之通、執筆印彫無
之段手形爲仕候。如此候得共、若到于江戶、却而其人有之と可申出之哉、難計候
との儀也。何茂申入候ハ、只今手形仕置、假令於江戶其人を申出候とも無益事
候。初ニは十七人之中ニ有之由申上、後ニは無之由申候。只今被召連候十七人
は、如何樣之爲ニ而候哉。兩使被申候ハ、何茂之申分尤至極候。乍然七右衛門
十七人之者可申事有之由申候間、先彼者申分次第ニ可召列候と之義也。

＃ 두 검사가 “오늘 아침 시치에몬에게 물었더니 위조 문서의 집필자와 도장 새긴 자는 없고,
에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으며 소장(訴狀)에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고백대로 집필자
와 도장 새긴 자가 없다는 것을 진술서로 작성하게 했다. 그렇기는 하나 만약 에도에 이르러
진술을 뒤집어서 그 사람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니] 헤아리기 어렵다.” 모두들 말하길, “지금
문서에 기재했으니 가령 에도에 가서 그 사람을 언급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17명 중에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 데려 온 17명은 어떻게 합니
까?” 두 검사가 말하기를,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시치에몬은 17명이 진술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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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니, 우선은 그의 말대로 데려와야 한다.”

一 (右同) 同日、伊奈·豊崎·佐護·仁位五郡之請人上府、則於西山寺朝鮮通用之船被
差留候段、如先日被申渡也。
一 (右同) 동일 이나(伊奈)·도요사키(豊崎)·사고(佐護)·니이(仁位), 5군(郡)의 증인이 후추에 왔

다. 세이잔지에서 [그들에게] 조선 통교선의 도항을 중지한다고 통지했다.

一 (右同) 同日、兩使松尾庄兵衛ニ對面被相尋候儀共有之由、其後兩使庄兵衛を
誠義理之志神妙之由被申候。七右衛門ニ何樣之恨有之候共、私之宿意無用ニ
候。    公義之御決斷有之儀ニ候。七右衛門ニ仇被致候得者、却而對馬守殿
不罷成候。庄兵衛申候ハ、彼七右衛門囚人ニ罷成候故、拙者鬱憤難望候。必恨を
報ント爲入候由申候。及暮、佐護分右衛門入來被聞候ハ、今日七右衛門ゟ書狀遣
し、兩使御尋之儀有之候間、西山寺江參候へと申遣候。返答申入候ハ、某近年田
舎ニ罷下、此比上府候得共、身のすきはひも無之、無十方仕合候。若而私ニ御尋
之事有之間敷候由申入候へハ、私不參候得は不相濟事有之段、重而申遣候故、則
西山寺江參候。七右衛門·十右衛門·太郞右衛門同座ニ而、元和七年御所丸被差
渡候時は、差引其身仕候由、書翰之事等爲候哉と被仰聞候ニ付、詳ニ江戶ニ而可
申上と御返答仕候。
一 (右同) 동일 두 검사가 마쓰오 쇼헤에(松尾庄兵衛)와 대면하여 질문하였고, 그 후 쇼헤에는

의리(義理)의 뜻이 진정 신묘(神妙)하다고 하셨다. “시치에몬에게 어떤 원한이 있더라도 개인

의 묵은 원한은 소용없다. 막부가 결정할 일이다. 시치에몬을 적(敵)으로 돌리면 도리어 쓰

시마노카미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쇼헤에가 말하기를 “시치에몬 그자는 囚人이 될 것이
니 저의 울분을 푸는 건 어렵겠지만 반드시 한을 갚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날이 저물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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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에몬(佐護分右衛門)이 와서, “오늘 시치에몬이 서한을 보내왔기에, 두 검사가 질문할 것
이 있으니 세이잔지에 가라고 전했다.”고 했다. 답해오기를, “제가 근년(近年) 시골에 내려가
있다가 요즘 후추에 올라왔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질문할 게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야 한다고 하시니 세이잔지에 가겠습니다.” 시치에몬·
쥬에몬(十右衛門)·다로에몬(太郞右衛門)이 동석했다. 1621년 고쇼마루(御所丸)가 건너갔을
때에 서한에 관여했는가라는 질문에, 자세한 것은 에도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一 (右同) 同廿四日、嶋川內匠上府仕候。
一 (右同) 同廿五日、從江戶大浦助太夫竝豊前之者大田勘兵衛着船、西山寺江參、兩
使江申入候は、朝鮮江渡海之船被差留候段、彼國疑敷可存候間、無別條由、以飛
船申渡候樣ニと、   公儀ゟ被仰付候。依之飛船差渡候刻、對馬守より之書狀
如此候と、多田源右衛門を以兩使江差出、助太夫·黑木惣左衛門相附、差渡ス。
豊前方ゟも勘兵衛ニ家來壹人相附候也。
一 (右同) 동 24일 시마카와 다쿠미(嶋川內匠)가 후추에 올라왔다.

一 (右同) 동 25일 에도에서 오우라 스케타유(大浦助太夫)와 부젠의 부하 오타 간베에(大田勘兵
衛)가 배로 도착하여 세이잔지에 갔다.68 두 검사에게 “도항선이 중지된 것을 조선에서 의아

하게 생각할 테니 별일 없다는 사실을 연락선으로 통보하라고 막부가 명하셨습니다. 연락선
이 건너갈 때 [보낼] 쓰시마노카미의 서한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다다 겐에몬을 보내 두 검
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스케다유·구로키 소자에몬(黑木惣左衛門)을 함께 보냈다. 부젠 쪽에
서도 간베에(勘兵衛)에게 부하 1명을 딸려 보냈다.

68 상권 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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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兩使惣左衛門·助太夫竝豊前內勘兵衛·服部源右衛門召寄、朝鮮江被差渡
候付而、誓旨被申付候也。
一 (右同) 兩使嶋川內匠を召、駕籠ニ爲乘なから、庭ニ召置被相尋候由。
一 (右同) 두 검사가 소자에몬(惣左衛門)·스케다유(助太夫) 및 부젠의 부하 간베에·핫토리 겐에

몬(服部源右衛門)을 불러, 조선에 건너가는 것에 관해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一 (右同) 두 검사가 시마카와 다쿠미를 불러 가마에 태운 채로 정원에서 질문했다고 한다.

一 (右同) 兩使勘解由ニ被申聞候ハ、十三年以前御所丸渡海之時、其諸事之差引其方
仕候由、豊前方之差引ハ分右衛門仕候由、依之今度江戶江被召寄候。其方も同前
ニ江戶可被罷越候。其時印何者彫申候哉。勘解由申上候ハ、江戶江參候事奉得其
意候、印彫候者は拙者存知不申候。分右衛門江御尋可被成候、則右之段分右衛門
江被相尋候へハ、分右衛門申上候ハ、其印兼而豊前方ニ有之候。其出入之儀は私
仕候、若以前之通ニ申候ハゝ、于今豊前方之藏ニ可有之ト、七右衛門江御尋可被
成候。依之勘解由申分、竝分右衛門申分手形仕、兩使江相渡候也。
一 (右同) 두 검사가 가게유(勘解由)에게 질문하기를, “13년 전 고쇼마루가 도해할 때 여러 가지

를 그대가 관장했다고 하고, 부젠 쪽에서는 분에몬(分右衛門)이 주도했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번에 에도로 불려갈 것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로 에도로 갈 것이다. 그때 도장을 새긴 자는
누구인가?” 가게유가 말하길, “에도에 가는 것은 알겠습니다. 도장을 새긴 자에 관해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분에몬에게 물어 보십시오.” 분에몬에게 물어보자 그가 대답하길, “그
도장은 전부터 부젠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했고, 만약 이전대로라면 지금 부젠의 창
고에 있을 겁니다. 시치에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가게유의 진술과 분에몬의 진술을
문서로 만들어 두 검사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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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兩使被申候ハ、大原縫殿助·杉村三之丞事、七右衛門白狀ニ書載仕候間、
後日之御詮議迄ハ、相傳居候樣ニ申付之通、江戶表江申上候而之御事也。
一 (右同) 두 검사가 “오하라 누이노스케(大原縫殿助)·스기무라 산노죠(杉村三之丞)에 관해 시치

에몬의 진술에 적혀 있으므로, 후일 조사할 때까지 전해두라고 지시받은 대로 에도에 보고
했다.”고 하셨다.

一 (右同) 同廿八日、圖書·勘解由·式部·監物·源右衛門、何も兩使江面々之申分無
相違之通、手形仕相渡ス。竝黑木惣左衛門·大浦助太夫、今度朝鮮江罷渡候付、
外之書狀、竝傳言迄も不承候旨、船頭水夫以下誓旨爲仕候通、兩使江申達。
一 (右同) 동 28일 즈쇼(圖書)·가게유(勘解由)·시키베(式部)·겐모쓰(監物)·겐에몬(源右衛門), 모

두 두 검사에게 각자 말한 것이 틀림이 없다는 내용의 증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구로키 소자
에몬(黑木惣左衛門)·오우라 스케다유(大浦助太夫)가 이번에 조선에 건너가는데, 그 외의 서
한과 전언(傳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선두(船頭)·수부(水夫) 이하 맹세서로 작성하게 했
고, 이를 검사에게 전했다.

一 (右同) 寬永十二乙亥年正月七日、橫田角左衛門·篠田九郞左衛門、竝江戶江今度
被召列候者共、不殘今日對府出帆。
一 (右同) 1635년 1월 7일 요코다 가쿠자에몬·시노다 구로자에몬·에도에 이번에 호출된 자들

이 남김없이 오늘 쓰시마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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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十七○ 橫田角左衛門·篠田九郞左衛門江、對州留守居之者方ゟ遣候手形之寫。
覺

方長老
母儀
御弟子
縫藏主
母
玄藏主

杉村采女助
女房
男子貳人
但壹人ハ田代、壹人ハ江戶ニ居

松尾加右衛門
女房
男子壹人、但病者

平山久兵衛
親壹人
女房
女子壹人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長老者

嶋田近左衛門
女房
男子壹人

同

平井三四郞
母

同

加瀨六兵衛
女房
女子壹人

同

吉助
女房

少八
女房
女子壹人

宋女者

扇角右衛門
女房
男子貳人
女子貳人

  

同

大久保庄右衛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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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貳人
女房
女子壹人

同

權藤六右衛門
母

同田代居

土田勘右衛門
親貳人
女子壹人

同

彌兵衛
女房
男子壹人

田代居
同七助
母

朝鮮居

下田源右衛門
女房

同

有田杢兵衛
男子貳人

柳川調興公事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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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子貳人

以上
勝田孫七
女房
(四十七) ○ 요코다 가쿠자에몬·시노다 구로자에몬에게 쓰시마 루스이가 보내는 문서의 필사본.

오보에(覺)
보초로(方長老)
어머니
제자 부조스(縫藏主)
어머니
겐조스(玄藏主)
스기무라 우네메스케(杉村采女助)
아내
아들 2인
단 1명은 다시로(田代), 1명은 에도에 있음
마쓰오 가에몬(松尾加右衛門)
아내
아들 1인(단 病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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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야마 규베에(平山久兵衛)
부모 1인
아내
딸 1인
장로(長老)

시마다 곤자에몬(嶋田近左衛門)
아내
아들 1인

동(同)

히라이 산시로(平井三四郞)
어머니
가세 로쿠베에(加瀨六兵衛)

동

아내
딸 1인
기치스케(吉助)

동

아내
쇼하치(少八)
아내
딸 1인
宋女者

오기 가쿠에몬(扇角右衛門)
아내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아들 2인
딸 2인

동

오쿠보 쇼에몬(大久保庄右衛門)
부모 2인
아내
딸 1인

동

곤도 로쿠에몬(權藤六右衛門)
어머니

동 다시로(田代) 거주

쓰치다 간에몬(土田勘右
衛門)

부모 2인
딸 1인
야베에(彌兵衛)

동

아내
아들 1인
다시로(田代) 거주 동

시치스케(七助)
어머니

조선 거주

시모다 겐에몬(下田源右衛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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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타 모쿠헤에(有田杢兵衛)

동

아들 2인
딸 2인
이상(以上)
가쓰다 마고시치(勝田孫七)
아내

覺

方長老
杉村采女助
縫藏主
玄藏主
松尾加右衛門
平山久兵衛
有田杢兵衛
下田源右衛門
嶋田近左衛門
平井三四郞
加瀨六兵衛
吉助
少八
扇角右衛門

柳川調興公事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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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久保庄右衛門
權藤六右衛門
土田勘右衛門
彌兵衛
七助
右は朝鮮都江通候者
勝田孫七

有田杢兵衛·下田源右衛門兩人之儀、自朝鮮歸嶋次第、急度可差上候。田代ニ罷
居ル者ハ、路次ニ參迎候樣ニ申渡候。

오보에(覺)
보초로(方長老)
스기무라 우네메스케(杉村采女助)
부조스(縫藏主)
겐조스(玄藏主)
마쓰오 가에몬(松尾加右衛門)
아리타 모쿠헤에(有田杢兵衛)
시모다 겐에몬(下田源右衛門)
시마다 곤자에몬(嶋田近左衛門)
히라이 산시로(平井三四郞)
가세 로쿠베에(加瀨六兵衛)
기치스케(吉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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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하치(少八)
오기 가쿠에몬(扇角右衛門)
오쿠보 쇼에몬(大久保庄右衛門)
곤도 로쿠에몬(權藤六右衛門)
쓰치다 간에몬(土田勘右衛門)
야베에(彌兵衛)
시치스케(七助)
위는 조선의 도읍에 간 자
가쓰다 마고시치(勝田孫七)
아리타 모쿠헤에(有田杢兵衛)·시모다 겐에몬(下田源右衛門) 두 사람은 조선에서 돌아오는

대로 반드시 에도로 올려가라. 다시로(田代)領에 거주하는 자는 가는 길 도중에서 맞이하도
록 지시했다.

右之人數依被仰付、今度差上候。然者謀書筆、印彫候儀者、無御座候通、松尾七右
衛門手形被召置候之由、被仰聞承屆候間、則對馬守所江申遣候。今度被召連候人數
之內、路次終病死等仕儀も可有之時、彼死人ニ松尾七右衛門手形、御穿儀ニ而可被
下候。我々爲念一筆如件。
寬永十一年

柳川勘解由

十二月廿四日

古川式部少輔
柳川圖書輔
杉村采女助

橫田角左衛門殿
篠田九郞左衛門殿

柳川調興公事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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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람들이 명령하신 대로 이번에 (에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서를 쓴 자와 도장을
새긴 자가 없다고 한 진술을 마쓰오 시치에몬의 진술문서에 기재해두라는 지시가 있었던
바, 쓰시마노카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번에 데려가는 사람들 중 길에서 병사(病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망자는 마쓰오 시치에몬이 작성한 증서로 조사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을
위해 이렇게 적습니다.
1634(寬永 11)년
12월 24일

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勘解由)
후루카와 시키베쇼유(古川式部少輔)
야나가와 즈쇼노스케(柳川圖書輔)
스기무라 우네메노스케(杉村采女助)

요코다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一 柳川豊前守出入ニ付而、松尾七右衛門·佐護分右衛門、今度被召連候。爲其兄
弟、松尾庄兵衛·同小兵衛·佐護太郞左衛門、其外親類中常々意趣意根有之共、
七右衛門·分右衛門江慮示之働等、不仕樣堅申付候。依仰狀如件。
柳川勘解由
十二月廿四日

古川式部少輔
柳川圖書輔
杉村采女助

橫田角左衛門殿
篠田九郞左衛門殿
一 야나가와 부젠노카미의 소송이 있어 마쓰오 시치에몬·사고 분에몬을 이번에 소환합니다.

그 형제 마쓰오 쇼헤에(松尾庄兵衛)·쇼헤에(小兵衛)·사고 다로자에몬(佐護太郞左衛門), 그 외
의 친척들은 평소 품은 생각과 의사가 있더라도 시치에몬과 분에몬에게 의사표시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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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명하신대로 이와 같습니다.
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勘解由)
후루카와 시키베쇼유(古川式部少輔)

12월 25일

야나가와 즈쇼노스케(柳川圖書輔)
스기무라 우네메노스케(杉村采女助)
요코다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一 從江戶差下候大浦甚兵衛、十二月八日ニ下着申事定也。爲手形如件。
柳川勘解由
十二月廿四日

古川式部少輔
  柳川圖書輔
杉村采女助

橫田角左衛門殿
篠田九郞左衛門殿
一 에도에서 내려온 오우라 진베에(大浦甚兵衛)는 12월 8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증명을 위해

이와 같이 적습니다.
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勘解由)
후루카와 시키베쇼유(古川式部少輔)

12월 25일

야나가와 즈쇼노스케(柳川圖書輔)
스기무라 우네메노스케(杉村采女助)
요코다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一 柳川豊前守、公事落着迄ハ、朝鮮江渡海之船、御法度付而、在々之者迄被召出、
到獵船等迄、朝鮮近所江參間敷之由、被仰付候。自然相背者於有之者、承懸ニ訴
人ニ可罷出之旨、是又被仰付候。私之方ゟも、彌相守候樣、堅申聞候。依仰狀如
件。
柳川勘解由
十二月廿五日

古川式部少輔
  柳川圖書輔
  杉村采女助

橫田角左衛門殿
篠田九郞左衛門殿
一 야나가와 부젠노카미(柳川豊前守)의 소송 건이 종결될 때까지 조선 도해를 금지하므로 곳곳

에 있는 자들까지 소환하고, 어선도 조선 근처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재판에 회부하여 피고인이 된다는 것 또한 명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꼭 지키도록 엄
히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勘解由)
후루카와 시키베쇼유(古川式部少輔)

12월 25일

야나가와 즈쇼노스케(柳川圖書輔)
수기무라 우네메노스케(杉村采女助)
요코다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禁制

對馬府

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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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豊前守一件落着迄は、朝鮮江船渡申事、御法度被仰付候間、朝鮮近所江獵船等參
間敷事。
之前違犯之輩於有之は、可被處嚴科者也。
寬永十一甲戌年十二月廿日

奉行

금제(禁制)를 쓰시마 후추(府中)에 세우다

一 부젠노카미(豊前守)의 잇켄이 종결될 때까지는 조선에의 도항을 금지하니 어선도 조선 근처

에 가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부교(奉行)

1634 갑술년 12월 20일

覺

一

宗讚岐守
女房
男子壹人
女子壹人

一

柳川勘解由
女房
男子五人
但壹人ハ江戶江居

一

渡邊與七左衛門
女房

柳川調興公事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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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之前依仰一筆如件
十二月廿七日


古川式部少輔
柳川圖書助

橫田角左衛門殿
篠田九郞左衛門殿

西山寺江被召遣候當町之者
  松尾三郞右衛門
渡嶋淸兵衛
井手五郞右衛門
平山治兵衛
住永甚三郞
間永甚右衛門
神崎作兵衛
小田淸右衛門
岩松二郞左衛門
松井源兵衛
松尾彌左衛門
脇田彦左衛門
右柳川豊前守公事落着迄ハ、朝鮮江1渡海之船、御法度付而、到獵船等迄、朝鮮
近所ニ參間敷之由、被仰付候。自然相背もの於有之は、承懸ニ訴人ニ可罷出之
旨、被仰聞候。我之方より彌相守候樣申聞候。 依仰狀如件。
十二月廿五日

多田監物

橫田角左衛門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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篠田九郞左衛門殿

오보에(覺)
一

소 사누키노카미(宗讚岐守)
아내
아들 1인
딸 1인

一

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勘解由)
아내
아들 5인
단 1인은 에도에 있음

一

와타나베 요시치에몬(渡邊與七左衛門)
아내

위와 같이 명에 의해 적습니다.
후루카와 시키베쇼유(古川式部少輔)

12월 27일

야나가와 즈쇼노스케(柳川圖書輔)
요코다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세이잔지(西山寺)에 소환된 마을 사람들

柳川調興公事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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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오 사부로에몬(松尾三郞右衛門)
도시마 세베에(渡嶋淸兵衛)
이데 고로에몬(井手五郞右衛門)
히라야마 치헤에(平山治兵衛)
스미나가 진자부로(住永甚三郞)
마나가 진에몬(間永甚右衛門)
간자키 사쿠베에(神崎作兵衛)
오다 세에몬(小田淸右衛門)
이와마쓰 니로자에몬(岩松二郞左衛門)
마쓰이 겐베에(松井源兵衛)
마쓰오 야자에몬(松尾彌左衛門)
와키타 히코자에몬(脇田彦左衛門)
야나가와 부젠노카미(柳川豊前守)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선에 도해하는 배의 도항을
금지하므로 어선 등도 조선 근처에 가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피고인으로 재판에 회부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꼭 지키도록 명하였습니다. 명하신대
로 이와 같습니다.
12월 25일  

다다 겐모쓰(多田監物)

요코다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一 我等事、十三年以前朝鮮江可罷渡之由、柳川豊前守方より松尾七右衛門を以被申
付候。色々致斟酌候得共、頻申付候故、對馬守ニ相尋候得者、豊前守差圖次第ニ
可仕之由ニ候而、致渡海候. 其時對馬守方より爲餞、鑓壹本提鑞貳給候。豊前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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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り爲合力、銀子壹貫目被送候。其丈佐護分右衛門持參仕候。重々斟酌候得共、
祝儀之由被申候故、請取申候。此段分右衛門存候。於釜山浦萬事之差引、豊前守
內古藤太郞右衛門手前より請取申候。其外相替儀無御座候。如仰狀如件。
正月二日

宗讚岐守

橫田角左衛門殿
篠田九郞左衛門殿
一 우리들은 13년 전 조선에 건너가라는 이야기를 부젠노카미로부터 마쓰오 시치에몬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 번 사양했지만 거듭 지시하는 터라 쓰시마노카미께 여쭈어보았더니 부젠
노카미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해서 도해했습니다. 그때 쓰시마노카미께서 전별(餞別)69로
창 한 자루와 납주전자 두 개를 주셨습니다. 부젠노카미는 금품으로서 은자 1간메(貫目)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다 사고 분에몬(佐護分右衛門)이 가져왔습니다. 거듭 사양했지만 축의
(祝儀)라고 하기에 수령했습니다. 이 일은 분에몬이 알고 있습니다. 부산포(釜山浦)에서의 모

든 지출은 부젠노카미의 가신 고토 다로에몬(古藤太郞右衛門)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소 사누키노카미(宗讚岐守)

정월 2일
요코타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一 宗讚岐守儀、今度江戶參上被差置之由候間、一件落着迄者、慥堪忍仕樣ニ可申付
之旨、奉得其意候。女房男子一人女子一人有之。依仰狀如件。

69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금품을 주는 일. 또는 그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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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月二日

柳川圖書助
古川式部少輔

橫田角左衛門殿
篠田九郞左衛門殿
一 소 사누키노카미는 이번에 에도에 올라가니 사건의 결말이 날 때까지는 감내하라고 분부하

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아내와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있습니다. 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야나가와 즈쇼노스케(柳川圖書助)

정월 2일

후루카와 시키부쇼유(古川式部少輔)
요코타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一 嶋川內匠事、今度江戶參上被差置之由候間、一件落着迄ハ、慥堪忍仕樣ニ可申付
之旨、奉得其意候。倂彼者病者之儀御座候故、無心元奉存候。雖然如仰狀如件。
女房男子三人女子一人有之。
正月二日

柳川圖書助
古川式部少輔

橫田角左衛門殿
篠田九郞左衛門殿
一 시마카와 다쿠미(嶋川內匠)는 이번에 에도로 올라가므로 사건의 결말까지 분명히 감내하라

고 분부하신 뜻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자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명하신 바와 같
습니다. 아내와 아들 세 명,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정월 2일

야나가와 즈쇼노스케(柳川圖書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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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카와 시키부쇼유(古川式部少輔)
요코타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一 松尾七右衛門一卷之內ニ、申上候人數、今度江戶江被召連候間、路次中可念を入
候。自然病死等仕者有之共、我々難計存候。爲念如件。
正月二日

多田源右衛門
宮川惣右衛門
嶋雄左太輔

橫田角左衛門殿
篠田九郞左衛門殿
一 마쓰오 시치에몬의 일권(一卷)70에서 거론된 사람들을 이번에 에도로 데리고 가시니 이동 중

에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병사하는 자가 나와도 저희가 살피기 어렵습니다. 확인을 위
해 이와 같이 보냅니다.
다다 겐에몬(多田源右衛門)

정월 2일

미야카와 소에몬(宮川惣右衛門)
시마오 사타유(嶋雄左太輔)
요코타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一 十三年以前、朝鮮江罷渡候時、松尾七右衛門·古藤三郞左衛門兩人して申付候

70 마쓰오 시치에몬의 진술문서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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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兩度迄斟酌仕、其上ニ而對馬守江申達候得者、豊前守下知次第ニ可罷渡之由
被仰候處、罷渡候。對馬守方より爲餞、小袖一重とうぶく壹ツ被下候。豊前方よ
り銀子壹貫目、入用之物相調候へのよしに候而、たまハり候。朝鮮ニて萬事まか
なひハ、豊前內古藤太郞左衛門手前より請取申候事、定也。
一 13년 전에 조선에 건너갔을 때, 마쓰오 시치에몬과 고토 사부로자에몬 두 사람이 지시하는

것을 두 번 거절했습니다. 그러고서 쓰시마노카미께 보고했더니 부젠노카미가 시키는 대로
건너가라고 분부하셔서 도해했습니다. 쓰시마노카미께서 전별(餞別)로 고소데(小袖) 한 벌,
당복(唐服) 하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부젠노카미는 은자 1간메(貫目)로 비용을 해결하라 시기
에 수령했습니다. 조선에서 매사에 드는 비용은 부젠노카미의 가신 고토 다로에몬(古藤太郞
右衛門)에게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一 我等病中を御覽申わけられ、江戶へ御めしつれ無之まゝ、返々も申上候。此中御
尋被成候得共、年久儀有之條、覺不申候よし申上候。能々あんしても、本書之儀
方長老江賴被申候得者、御無案內之由ニ候而斟酌被成候所ニ、我等手前ニ前代よ
りの書物御座候を御目ニ懸、談合申候而草案相調候首尾、必定ニ候。此外年內先
書ニかき進上候條、無他事候。其分御心得ニ而可被成御座候。以上。
正月三日

嶋川內匠在判

江戶御兩使樣 人々御中
一 제가 와병중이어서 에도에 동행하지 않았으니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물어보셔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해보아도 본서(本書)를 보초로에게 부탁하였지
만 잘 모른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쪽에 전대(前代)부터 있던 서찰을 보시고
상의해서 초안을 작성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외에 그해 안에 위의 서한을 작성하여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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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마카와 다쿠미(嶋川內匠)

정월 3일
에도의 두 사신님 관계자분들께

一 今度松尾七右衛門、目安を以申上付而、被召連候間、參上仕候。六年以前對馬守
爲使、方長老朝鮮都江被罷通候刻、路次之案內者ニ被相添罷上候事、其紛無之候
樣子之段ハ、御兩使江申入通ニ、相替儀無御座候。上京之儀付而、少茂無隱事候
間、別ニ私可申上儀ニ、當嶋ニ被召連候得與申證人無之候。
御公儀ニ而茂、右之通ニ可申上候。依仰如件。
正月四日

杉村采女助

橫田角左衛門殿
篠田九郞左衛門殿
一 이번에 마쓰오 시치에몬이 소장(訴狀)을 제출한 바, 소환되어 에도로 갑니다. 6년 전 쓰시마

노카미의 사신으로 보초로가 조선에 건너갔을 때 [제가] 길 안내자로 동행하여 상경한 사실
에 틀림이 없다는 점은 두 검사께 증언한 대로입니다. 조선의 도읍에 상경한 건에 관해서는
조금도 숨기는 바가 없으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쓰시마 섬에서 데려가야
할 증인도 없습니다. 막부에도 위와 같이 아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스기무라 우네메스케(杉村采女助)

정월 4일  
요코타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一 去元和三年ニ、宗對馬守·柳川豊前私之出入ニ付而、豊前如望ニ仕、和睦之上
ニ、下野·古豊前さはき來候朝鮮之往來、其外嶋中萬事共ニ親·祖父之ことく被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申付由, 平田左京·我等兩人、其間之使被申付候而、則豊前江申候處ニ、豊前同
心被申、其旨を存通も誓旨仕、對馬守江差上候。我々も可然與存、對馬守、又者
母儀威德院も誓旨仕樣ニと、豊前望申ニ付、左樣ニ仕候. 此上は緣邊にも仕置候
條、爲對馬守無別儀、萬事肝煎候樣ニと賴申事、其紛なく候。我等儀、病者第一
ニ付而、今度被差置候。此通之證據ニ者、何時茂可罷立候。威德院江茂尋申候處
ニ、左樣ニ被申候。被入御念付而、一札如件。
正月四日

宗讚岐守
今之證人 古川式部少輔
同斷

柳川圖書助

橫田角左衛門殿
篠田九郞左衛門殿

△柳川調興公事記錄中終
一 지난 1617(元和 3년)에 소 쓰시마노카미와 야나가와 부젠노카미가 사사로이 분쟁한 일을 말

씀드리자면, 부젠노카미(시게오키)가 원하는 대로 화해하였고 시모쓰케노카미(柳川下野守)와
선대(先代) 부젠노카미가 관장하던 조선과의 통교 및 기타 쓰시마 섬의 매사를 모두 아비와
조부와 같이 처리하도록 [쓰시마노카미가]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히라타 사쿄(平田左京)와 저
(소 사누키노카미) 두 사람이 사신으로 임명받아 즉각 부젠노카미에게 전하였는데, 부젠노카

미도 동의하여 그 취지를 서약서로 작성하여 쓰시마노카미께 바쳤습니다. 쓰시마노카미 또
는 [그의] 친모(親母) 이토쿠인(威德院)도 서약해 줄 것을 부젠노카미가 원하여 그렇게 했습니
다. 게다가 인척관계에 있었으니71 쓰시마노카미를 위해 별 탈 없이 매사를 관장하도록 [부
젠에게] 맡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병자라는 이유로 이번 소환에서 제외되

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라면 언제든 제시하겠습니다. 이토쿠인께도 여쭈었더니 그렇게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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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습니다. 이를 알려드리기 위해 서찰을 보냅니다.71
정월 4일

소 사누키노카미
금번의 증인 후루카와 시키부쇼유
상동   야나가와 즈쇼노스케

요코타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 끝

71 요시나리의 여동생 미야히메(宮姬)가 시게오키의 아내였던 사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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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
○ 寬永十一年

一 御老中江差上候書狀、竝御返事控
一 御老中江懸御目候五ヶ條之書取、左ニ記之
○ 1634(寬永 11)년
一 로주(老中)께 올린 서한 및 답장의 사본

一 로주께 보여드린 5개조의 문서를 아래에 기록함.

一 (一) 一書致啓上候。連々申入候柳川豊前方出入之儀、以御見合被達

上聞、早

速相澄候樣奉賴候。先日茂罷出如申達候、朝鮮嶋中少々致吟味申付度儀共、御座
候得共、此儀ニ相拘、于今差置申樣ニ御座候。及四年延引罷成、儀、異國之外聞
も如何御座候故、不顧御繁多、節々申達候。

御上洛前不相濟申候へ者、彌迷

惑奉存候。從最前被成御存知之續ニ御座候條、偏奉賴外、無他候。恐惺謹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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卯月廿一日
尙々以參上可得尊意候得共、御滯を茂不存候故如此候。此中寺田與左 迄も、
委細申入候。萬々奉賴候。以上。
使 古川右馬助
土井大炊頭樣
一 (一) 글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야나가와 부젠(柳川豊前)의 소송에 관해 쇼군께

서 아셨으니 빨리 마무리 짓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전에도 나가서 말씀드렸듯이 조선과 쓰시
마 내를 조사하고 싶었지만, 이 일에 관련되어 지금까지 보류되었습니다. 4년에 걸쳐1 장기
화된 터라 이국(異國)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번다함을 뒤로 하고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쇼군께서 상락(上洛)2하시기 전에 일이 끝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에
오로지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4월 21일
덧붙입니다. 찾아뵙고서 고견(高見)을 들어야 하지만 일정을 알 수 없는지라 이처럼
서신으로 대신합니다. 데라다 요자에몬(寺田與左)3에게 자세히 일러두었습니다. 만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4님께
사자(使者) 후루카와 우마노스케5

1 야나가와 잇켄은 1631년에 시작되어 이 시점에서 4년째를 맞았다.
2 상락(上洛)이란 교토에 가는 것을 말한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는 1634년 7월, 수행 인원 총 수 30만 7천여 명을 이

끌고 교토에 갔다. 소 요시나리도 이에 동행했다.
3 쓰시마 번의 가신 데라다 요자에몬(寺田與左衛門). 본문에는 ‘衛門’ 2자가 빠지고, ‘寺田與左’로 기록되어 있다.
4 로주 도이 도시카쓰(土井利勝).
5 쓰시마 번의 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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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之御返事之寫
今朝之尊書拝見仕候。柳川豊前守出入之儀、達

上聞候樣ニと承候。此中も名

名與右之趣、致相談候。聊疎意を不存候。 恐惺謹言。
卯月廿一日

土井大炊頭

宗對馬樣
貴報

위의 글에 대한 답장의 사본
오늘 아침 귀하의 글을 보았습니다. ‘야나가와 부젠노카미와의 분쟁에 관해 쇼군께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들었습니다. 이쪽에서도 여러 분들과 위(귀하)의 뜻을 상의하겠습니다. 다소
격조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4월 21일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

소 쓰시마노카미님께

今朝は致伺召候得共、御繁多故不懸御目、罷歸候。然は先日申上候柳川豊前方出
入之儀、各樣如何被仰談候哉、承度奉存候。 御上洛前相濟候樣ニ、偏奉賴候。
朝鮮嶋中竝知行所少々吟味申付度儀共、御座候得共、及四年延引仕、迷惑ニ奉存
候。御暇被下候共、暫時致滯留、此節被相澄被下候樣ニ、各樣江可申上與存候。
近日

日光被成御越候條、尊障御座有間敷候得共、各樣江能々被仰入被下候

は、可忝候。万々奉賴候。恐慌。
尙々日光御立前、御逢御座候は、以參上彼是得貴意度奉存候。以上。
五月二日

使 古川右馬助
宗對馬守

酒井讚州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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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방문하였으나 바쁘셔서 뵙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 말씀드렸던
야나가와 부젠의 소송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쇼군께서
교토에 올라가시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선과 쓰시마 및 영지(領地)에 관
해 조사하고 싶은 일이 다소 있으나, [잇켄이] 4년이나 지체되어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쓰시
마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나 잠시 체류하며 이번에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 분들께
여쭐 것입니다. 곧 닛코(日光)에 가실 테니 방해가 되면 안 되지만 여러 높으신 분들께 잘 말
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사 잘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추신. 닛코에 가시기 전에 뵐 수 있다면 고견을 받들고 싶습니다. 이상.
5월 2일

소 쓰시마노카미
사자 후루카와 우마노스케

사카이 산슈(酒井讚州)님6께

右之御返事之寫
先刻者、尊書委致拝見候、被仰下候趣承屆候。私儀今晩夜通ニ   日光江參
候。大炊殿昨日 當番ニ候間、御用之儀可被仰入候。內々掃部殿·大炊殿も、此
中相濟候樣ニ仕度與被申候間、被仰入候ハヽ、油斷者、御座有間敷候。自然
日光 罷歸候迄、此元御座候者以面上御暇乞、可申入候。恐惺謹言。
尙々自是以使可申上候得共、殊外取込申候間、御使江誂進之候。以上。
五月二日

酒井讚岐守

宗對馬守樣
    尊報

6 로주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 통칭은 사카이 사누키노카미(酒井讚岐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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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대한 답장의 사본
지난번 귀하의 편지를 상세히 읽어 취지를 알겠습니다. 나는 오늘밤부터 밤새 닛코에 갑니다.
오이(大炊)님께서 어제부터 당번7이시니 용무가 있으면 분부를 받으십시오. 가몬(掃部)님8과 오
이님도 이번에 끝마치고 싶다고 내밀하게 말씀하셨으니 분부를 받으시면 부주의해서는 안됩
니다. 만약 닛코에서 돌아올 때까지 여기 계시면 만나서 귀도(歸島)를 청하십시오. 이만 줄입
니다.
추신. 이쪽에서 사자를 보내 전해야 마땅하지만 다망하여 [쓰시마노카미님의] 사자에
게 주어서 보냅니다. 이상.
5월 2일

사카이 사누키노카미

소 쓰시마노카미님께

一書致啓上候。頃日者御見舞不申上、無之旨罷過候。然者柳川豊前方出入之儀、
連々如申上候、及三四年相澄不申、何共致迷惑候。朝鮮嶋中竝知行所等少々吟味
申付度儀共、御座候得共、于今延引ニ被成、第一異國之外聞も如何與存、貴公樣
江も從豊前方申上樣ニ內々承及候。

御上洛以前、各以御見合被達

上聞、

早速相澄申樣、偏奉賴候。以參上可得貴意候得共、尊障をも不存候條、如此候。
万々奉期面拝候。恐慌謹言。
返々御繁多中、如何御座候得共、此一儀餘延引罷成、万事迷惑仕候故、度々
申上候。萬々奉賴外、無外候。以上。
五月四日

宗對馬守

7 에도막부(江戶幕府)의 로주 정원은 4, 5명인데, 통상적인 업무는 월번제로 1명이 1달씩 돌아가면서 담당하고, 중요한 사안은

합의해서 결정했다. 당시 5월 당번은 도이 도시카쓰임을 알 수 있다.
8 이이 나오타카(井伊直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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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伊掃部頭殿

使 古川右馬助

글을 올립니다. 일전에는 문안인사를 못했습니다. 야나가와 부젠과의 분쟁에 대해 계속 말
씀드렸는데 3, 4년이나 지나도 끝나지 않아 모두들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쓰시마
및 영지(領地)에 관해 조사하고 싶은 일들이 다소 있었으나 지금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무엇
보다도 이국(異國)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고, 가몬노카미님께 부젠 쪽에서도 말씀드리도
록 내밀히 전했습니다. 교토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상황을 보아 쇼군께 아뢰시어 빨
리 끝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직접 만나 뵈어야 하지만 방해됨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와 같
이 적습니다. 뵙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바쁘신 와중이라 죄송하나 이 일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 모든 일이 힘들게 되었기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사 잘 부탁드릴 뿐입니다. 이상.
5월 4일

소 쓰시마노카미 사자 후루카와 우마노스케

이이 카몬노카미(井伊掃部頭)님께

右之御返事之寫
昨日は貴札忝く存候。罷出則不及御報、致迷惑候。仍內々被仰聞候段、永々之儀候
得共、相澄不申、御迷惑之由、御尤ニ存候。御紙面之通、御老中江可申達候。如貴
意、豊前方 も被申聞候。委は期面上之時候。恐慌謹言。
五月五日

井伊掃部頭

宗對馬守樣
御報

위 글에 대한 답장의 사본
어제 귀하께서 보낸 서한 감사합니다. 외출하는 바람에 바로 읽지 못해 폐를 끼쳤습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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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들어보니 오래 끌었는데도 끝나지 않아 곤혹스럽다는 말씀 이해합니다. 지면에 쓰신
대로 로주께 아뢰겠습니다. 귀하의 뜻대로 부젠 쪽에도 알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만나 뵈
었을 때를 기약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5월 5일
이이 카몬노카미
소 쓰시마노카미님께

○ 柳川豊前主從之筋目を相背、度々構私曲違儀を申段、每度申達候得共、重疊書付
可致進覽之由、被仰聞候間、不及巨細、大抵之次第、如此懸御目候。
○ 야나가와 부젠이 주종(主從)의 도리를 어기고 사사로운 잘못을 번번히 저질렀다고 매번 말

하였으나, 늘 문서로 만들어 열람하게 하라고 하시기에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대략적인 상
황을 다음과 같이 보여드립니다.

一 (二) 當豊前祖父柳川下野、拙者祖父宗讚岐守取立、家老役申付候而、親豊前當豊
前迄茂不相替、朝鮮嶋中竝知行所代官、万事申付置候事。
一 (右同) 親豊前相果候刻、拙者親對馬守如先規万事可申付と候而、當豊前若輩ニ候
故、拙者一門之中、江內左馬助竝豊前一名柳川河內兩人相添、駿府江差上せ、元
豊を賴      御目見相澄候事。
一 (二) 부젠의 조부 야나가와 시모쓰케(柳川下野)는 저의 조부 소 사누키노카미(宗讚岐守)가 발

탁하여 가로(家老)에 임명하였고, 부젠의 부친과 부젠도 변함없이 조선, 쓰시마, 그 외 영지

의 대관(代官)으로서 만사를 맡기셨다.

一 (右同) 부젠의 부친이 사망했을 때 저의 부친이었던 당시 쓰시마노카미는 전례대로 모든 일

을 맡기겠다고 분부하셨다. 당시 부젠이 어려서 저의 일문(一門) 중 에노우치 사마노스케(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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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左馬助)와, 부젠 가문 중에 1명 야나가와 가와치(柳川河內) 두 사람을 딸려서 슨푸(駿府)에

보내, 元豊을 의지하여 [이에야스에 대한] 알현을 마쳤다.

一 (右同) 權現樣御前    御目見相澄候而、後豊前若輩之間は、駿府江相詰候樣
ニ、との元豊內々被申候間、左候ハヽ、拙子も乍若輩不相替朝鮮之儀迄被仰付事
ニ候條、豊前相詰候は

御公儀万事差引見合い、國本江も注進申爲に可然與

存、其通ニ申付候事。
一 (右同) 寬永三年ニ貳千石之出入、從豊前方申掠候刻、各被聞召付、國師松平右衛
門太夫殿·伊丹播磨守殿、以御異見君臣之道相立候樣ニ而、被仰聞候事。
一 (상동) 곤겐(權現)님9께 알현을 마친 후 부젠이 어린 동안은 슨푸에 머물게 하라고 元豊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셨기에, 저도 어리지만 변함없이 조선통교를 하명받았고 부젠이 [슨푸에] 머
무는 것은 막부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여 쓰시마에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판단하여, 그대로
[부젠에게] 명하였다.

一 (상동) 1626(寬永 3)년에 2,000石에 관한 소송을 부젠 쪽에서 제기했을 때 각각을 불러서 국

사(國師)10 마쓰다이라 에몬타유(松平右衛門太夫)님11·이타미 반도노카미(伊丹播戶守)님12이
반대하시며 군신(君臣)의 도(道)에 합당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9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존칭(尊稱)
10 당시 ‘국사(國師)’라고 하는 직책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여기서 국사는 그 정도로 당시 일본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물로 생각하

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1 마쓰다이라 마사쓰나(松平正綱, 1546~1648). 당시 로주 마쓰다이라 노부쓰나(松平信綱)의 양부.
12 이타미 야스카쓰(伊丹康勝, 1575~1643). 에도시대 초기의 하타모토(旗本), 다이묘(大名), 간조부교(勘定奉行). 가이(甲斐) 도

쿠미 번(德美藩)의 초대 번주.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一 (右同) 寬永八年二月十日、豊前方以古川右馬助·平田將監、此方江申候は、古對
馬守以來、扶助仕候知行竝朝鮮江差渡候船、其外万事申付置候事共、何茂返し申
之由申懸候。其段兩人之者へ我等ニ申聞候。其翌日十一日ニ、豊前方江右兩人を
以申遣候は、祖父親以來加不便內外之儀共申付來候、殊先年何角出入申候刻、
國師松平右衛門太夫殿·伊丹播戶殿以御裁判君臣之道を相立、如前々奉公仕候得
而、被仰澄候處、無幾程如斯、心中不及覺悟儀を申聞、具ニ申遣候得共、一圖合
点不仕、剩隨意を申、此儀縱 御公儀ニ被聞召上、如何樣ニ被   仰付候共、
君臣之道相立奉公仕候事、罷成間敷由申切候間、不及力、大炊頭殿迄以寺田與左
衛門粗申達候事。
一 (상동) 1631(寬永 8)년 2월 10일 부젠 쪽이 후루카와 우마노스케·히라타 쇼겐을 통해 이쪽에

말하기를, “고(古) 쓰시마노카미 이래 하사받은 지행(知行)과 조선에 보내는 송사선(送使船),

그 외 하사받은 모든 것을 전부 반납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
해졌다. 그 이튿날 11일에 부젠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조부·부친 이래로 어여삐 여겨 안
팎의 일을 맡겨왔다. 특히 몇년 전 소송을 일으켰을 때 국사(國師) 마쓰다이라 에몬타유님·
이타미 반도노카미님이 ‘군신(君臣)의 도(道)가 서도록 전처럼 [쓰시마노카미에게] 봉공(奉公)
하라’고 명하시어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처럼 마음이 흐트러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러나 전혀 들으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이 일을 막부가 알게 되어 어떠한 명이 내려지더라도, 군신의 도를 세워 [쓰시마
노카미를]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고 단언하니, 역부족인지라 오이노카미(大炊頭)님께 데라

다 요자에몬을 보내 대강을 보고하게 했다.

右之外、臣細之段は不及申上御事ニ候。度々如申達候、此儀及四年相障候ゆへ、
朝鮮嶋中竝知行所等、少々吟味申付度儀共、御座候得共、于今延引罷成迷惑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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候。此頃從豊前方內々此方江申入候趣は、最前之心中に相違候樣ニ相聞申候。何
とそ以御見合、此節相濟申候樣、偏奉賴候。以上。
五月六日

宗對馬守(判形無之候)

酒井雅樂頭樣
土井大炊頭樣
如此、荒增五ヶ條御書付遣候。

위의 내용 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을
4년간 끌고 있어, 조선과 대마도, 그 외 영지 등에 관해 조사할 일이 다소 있는데도 지금까
지 지체되어 곤란합니다. 요즘 부젠 쪽에서 내밀하게 이쪽에 전해오는 내용은 이전 심경과
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디 상황을 보시어 이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상.
5월 6일

소 쓰시마노카미

사카이 우타노카미(酒井雅樂頭)님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님께
위와 같이 그 대강을 5개조로 작성하여 보냈다.

〃 此時酒井讚岐守殿ハ、御用ニ付、日光江御越ニ而、御留守ゆへ、此書付時御連衆
に書付不申候。五月九日ニ御歸、翌十日朝、此五ヶ條之書立、美濃紙ニ寫候而、
持參懸御目候。

〃 이때 사카이 사누키노카미(酒井讚岐守)님은 용무로 닛코(日光)에 가셔서, 이 문서를 제출했
을 때 다른 분들과 연서하지 않았다. 5월 9일에 돌아오시니, 10일 아침 이 5개조를 미농지
(美濃紙)에 기재하여 가지고 가서 보여드렸다.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右書立ニ相添遣候控
一書致啓上候。昨日於阿波守殿、得貴意本望奉存候。彼一儀之樣子御尋ニ付而、粗
申達候得共、書立仕可致進覽由、被仰聞候間、荒增書付進獻候。被成御覽候而、大
炊頭殿被仰談、品々可然樣ニ被相證可被下候。

公儀御暇被下候。以後相拘候

而、又々申上候儀も如何候間、乍憚被成御授量、万々奉賴候。恐惶謹言。
五月六日

使古川右馬助

酒井雅樂頭殿

위의 문서에 첨부해서 보낸 사본
글을 올립니다. 어제 아와노카미(阿波守)님13 댁에서 귀하의 이해를 얻으니 만족스럽습니다.
그 분쟁의 상황을 물어보시기에 대략을 말씀드렸지만 문서로 일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셔
서 대강을 기재하여 올렸습니다. 살펴보시고 오이노카미님과 상의하시어 사안들을 적절히
해결하여 주십시오. 막부에서 쓰시마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 이 일로
또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뢰오니 혜량하여 주십시오. 만사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5월 6일

사자 후루카와 우마노스케

사카이 우타노카미님께

一書致啓上候。昨日者於阿波守殿、得貴意本望奉存候。彼一儀之樣子御尋ニ付
而、粗申上候得共、書立仕雅樂頭殿江進候樣ニ與、被仰聞候間、荒增書付進獻
候。被成御覽、以御談合品々被相澄可被下候。奉賴候。恐惶謹言。

13 사카이 다다유키(酒井忠行). 우타노카미(雅樂頭) 사카이 다다요(酒井忠世)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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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六日

使右同斷

土井大炊頭殿

글을 올립니다. 어제 아와노카미님 댁에서 귀하의 이해를 얻으니 만족스럽습니다. 분쟁의
상황을 물어보시기에 대략을 말씀드렸지만 문서로 작성하여 우타노카미님께 올리라고 하명
하시어 적어서 올렸습니다. 살펴보시고 상의하셔서 모든 일이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5월 6일

사자 위와 같음

도이 오이노카미님께

貴札致拝見、昨日之樣子、御書立被下候。御書面之趣、明日於御城、土井大炊殿
申談、一所拝見可仕與存候。委細ハ古川右馬助方口上可被申達候條、不能審候。
恐惶。
尙々御書面之通、具得貴意存候。以上。
五月六日

酒井雅樂頭

宗對馬守樣

귀하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어제의 상황에 대해서 서한을 주셨습니다. 서면의 취지는 내일
에도성에서 도이 오이님(土井大炊)님과 상의하여 함께 볼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후루카와
우마노스케가 구두로 전달할 것이니 생략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추신. 서한대로 귀하의 뜻 알겠습니다. 이상.
5월 6일

사카이 우타노카미

소 쓰시마노카미님께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一書致啓上候。此中任御意致出入之義、有增酒井雅樂頭殿迄進之候。定而可被成
御覽與奉存候。西國衆多分御暇被遣候樣ニ承及候。拙子事彼一儀被達

上

聞候而、御暇延引有之事ニ候哉、承度奉存候。節々如申達候、此節相澄申候樣
ニ、偏ニ奉賴候。恐惶謹言。
五月九日

使右同斷

土井大炊頭殿

글을 올립니다. 귀하의 뜻에 따라 소송에 관한 대강을 사카이 우타노카미에게 드렸습니다.
확실히 보셨을 겁니다. 서국(西國)의 다이묘들 다수가 자신의 영지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쇼군께 말씀드리고 영지로 돌아가는 것을 연기해야 할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오로지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5월 9일

사자 위와 같음

도이 오이노카미님께

貴札之趣令拝見候。然者內々承候儀、書立ニ被成、酒雅樂頭殿江被成御越、披
見申候。酒讚州茂今明中ニ家可被參候間、可致相談候。聊疎意を不存候。恐惶
謹言。
五月九日

土井大炊頭

宗對馬樣

귀하의 편지 내용 알겠습니다. 내밀하게 들은 내용을 열거하여 사카이 우타노카미님께 보냈
으니 보았을 것입니다. 사카이 산슈(酒井讚州)도 조만간 집에 올테니 상의할 것입니다. 다소
격조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5월 9일

도이 오이노카미

소 쓰시마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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覺

一 (三) 一件理運ニ相濟候旨、朝鮮江申渡し船之儀、中戾船ニて遣候。此中戾船與申
候ハ、從在所朝鮮江船渡候而者、大形逗留仕日數相定たる體ニ御座候故、中ほと
在所江罷歸候て、又參りたる者歸國仕時分ニ、右之船渡海仕候。其うちに罷歸し
を中戾と申候。去々年右之送使船中戾仕候處、一件能御穿鑿ニ、渡海被相留候
故、舊冬迄在所ニ罷立候付、右之使のせわたし候。其うへ中戾船にて無之、初而
渡候送使遣候得は、拙子所勢も有之儀ニ御座候。殊此中戾船わたさす候へ者、先
年のり渡候者、歸國不罷成候。彼是ニ付、中戾船可然與存候而、璘西堂相談仕差
渡候事。
但此船さいけいせん(歲遣船)なり。

오보에(覺)
一 (三) 잇켄(一件)이 잘 끝났다는 것을 조선에 알리기 위해 나카모도리부네(中戾船)14를 보냈다.

쓰시마에서 조선으로 도항하는 선박에는 대개 체류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나카모도리
부네란 그 체류기간 중간에 쓰시마로 돌아오거나 또는 귀국할 때 이용하는 배이다. 도중에
[쓰시마로] 돌아오는 것을 나카모도리(中戾)라고 한다. 재작년 위의 사송선(使送船)이 나카모

도리를 했는데, 잇켄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선] 도해가 중지되는 바람에 지난 겨울까지 쓰
시마에 머물렀으니 위의 사신을 태워 보낸다. 나카모도리부네가 아니라 처음으로 건너가는
사신을 보내는 것은 나의 재량이다. 특히 이 나카모도리부네가 건너가지 않으면 예전에 타

14 나카모도리란 정규 도항선에 부선(副船), 水木船 등을 함께 도항시켜 使者가 왜관에 체재하는 동안 쓰시마와 부산 사이를 한

번 더 왕복하는 것을 말하며, 나카모도리부네는 그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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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너갔던 자들이 귀국하지 못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카모도리부네가 적당하다고 생각
해서 린세이도(璘西堂)와 상담하여 도항하게 했다.
단, 이 배는 세견선(歲遣船)15이다.

一 (右同) 第一船差渡候樣子ハ、其年之始に渡候船ニ而候故、第一船と申候。通用無
別儀上ハ、送使差渡候樣ニと、自朝鮮度々申候。其上彼船わたらさる前は、其外
之船不遣候先例ニ御座候。殊信使之義、申渡候書翰之文言も、拙子見合ニ申遣す
體ニ御座候。其上從朝鮮存候は、一件對馬守理運與承候に、送使わたらす候儀、
不審たて氣遣仕ニ付、まづ差渡候事。
一 (右同) 제1선(第一船)을 보내는 것은 그 해에 첫 번째로 보내는 배라서 제1선이라고 한다. 통

상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송사를 보내라고 조선이 종종 말한다. 게다가 그 배가 건너가
기 전에는 그 외의 배를 보내지 않는 것이 선례이다. 특히 통신사에 관해서는 보내는 서한의
문언(文言)도 내가 검토하고 보내는 상황이다. 조선에서는 잇켄이 쓰시마노카미의 승리로
끝났는데도 송사를 보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경을 쓸 터이니 일단은 배를 보낼 것
이다.

一 (右同) 信使之儀申遣候使、口上別條無之書翰之趣にて申渡候。從朝鮮右之返事に
申候ハ、今度信使差渡御禮可然時分之由承候。日本

當上樣御位につかせられ

候刻、信使差渡御禮申上候。自前々御一代に一度充、相渡候例儀ニ候。乍去先
大君薨御以後、不相替別而御靜謐、殊道々之御治のことく承候。日本之御泰平

15 쓰시마 번이 조선에 보내는 정례 외교선. 쓰시마 번이 조선에 보낼 수 있는 무역선은 그 수가 정해져 있었다. 이 배는 그 정해

진 수에서 보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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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朝鮮之長久與存知候。唯今信使差渡御禮可然與、對馬守見合之上は、連々誠
信之道與存候間、任指圖差渡御禮可申上候。倂朝鮮之沙后御かくれ候付、國中
いろ之內候間、如何とも存候得共、却而加樣之刻相渡候が、日本を從朝鮮大切ニ
存、又は差急候儀國之きほにと可罷成與存知候。如何やうとも、對馬守むかひ次
第と申候。又申候ハ、他國江之使者之儀ニ候得者、八九に於ハ彼是用意難成候
間、其心得之樣ニ與申候。
一 (右同) 통신사에 관해 통보할 사신은 구두로 전해도 된다는 서한을 보내 지시했다. 이에 대

해 조선이 답변하기를, “이번에 통신사를 보내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들었다. 일본의 쇼군이
쇼군의 자리에 오를 때면 통신사를 보내 축하해 왔다. 예전부터 1대(代)에 1번씩 보내는 것
이 예(例)였다. 그런데 선대 대군(大君)16이 서거한 이후 변함없이 평화로워 도(道)의 치세(治
世)와도 같다고 들었다. 일본의 태평(泰平)은 조선의 장구(長久)함이다. 지금 통신사를 보내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쓰시마노카미가 판단했다면, 성신(誠信)의 길이 이어져야 하므로
통신사를 보내 축하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왕후17가 서거하여 나라 안이 온통 상중(喪中)
인지라 저어되기도 하지만 도리어 이런 때 [사신을] 보내는 것이 일본을 조선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혹은 서두르는 것이 나라의 희망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쓰시마노카미가
[통신사를] 맞이하기 나름이다.” 또 말하기를, “타국에 가는 사신의 경우 십중팔구 이것저것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一 (右同) 拙子出船以後ニ、特送使與申船差渡候樣ニ申付置候。書翰者、璘西堂被相

16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다다. 1632년 사거.
17 인조의 첫 정비(正妃) 인렬왕후 한씨(仁烈王后, 1594~1636년). 소현세자와 제17대 왕 효종의 모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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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又箱ニ璘西堂荷つきさせ申候。西堂御留守ニ召連候寄首座與申仁、拙子郞從
共與留守中之儀は、同前ニ差引仕候樣ニ申付置候。右之特送使差渡候樣子は、信
使之儀、拙子差圖次第可罷渡與之返事ニ御座候故、其段遂言上、時分之儀重而可
申渡由申遣候。彌相違言之樣ニとのために御座候。殊彼船渡不申候得は、朝鮮釜
山浦ニ侍一人も不罷居候。釜山浦あけ置申儀、是又見懸如何與存、差渡樣ニ申付
置候事。
一 (右同) 내가 출선(出船)한 이후에 특송사(特送使)를 [조선에] 도해시키라고 지시해 두었다. 서

한은 린세이도(璘西堂)가 적고 또 상자에 린세이도의 짐이라고 표시해 두었다. 린세이도가
부재중에 데려 온 기슈소(寄首座)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 가신들이 부재중일 때엔 전처럼 처
리하라고 말해두었다. 특송사를 보내는 이유는 나의 지시여하에 따라 통신사를 보내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그것을 논의하고 시기에 관해 거듭 말하여 틀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
다. 특히 그 배가 건너가지 않으면 조선 부산포18에는 무사가 1명도 없게 된다. 부산포를 비
워두는 것 또한 모양이 좋지 않은 듯해서 도해하라고 지시했다.

一 (右同) 從朝鮮さきさき豊前へ遣置候送使、此方江馳走可申與申候樣子ハ、豊前江
送使遣候も、此方家郞役仕、內外共之儀取あつかひ申候ゆへ、拙子ニ對し送使遣
置候。今豊前不罷居候とて、此送使馳走不申候へハ、拙子ニ對したる與申候しる
し無之と存體ニ御座候。彼送使之義、拙子於同心は印判之字ハ、義成家臣とおう
く可相渡由ニ御座候事。

18 부산포에 설치된 ‘왜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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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조선이 앞으로 부젠에게 보낼 송사(送使)를 이쪽에서 접대해야 한다는 것은, 부젠에게

보내는 송사더라도 [부젠이] 이쪽에서 가로(家老)를 맡아서 안팎의 일을 처리하므로 나에게
보내는 송사이다. 지금 부젠이 없다고 해서 이 송사를 접대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귄위가 없
어지는 형세이다.19 그 송사는 우리 측에서 도장(印判)의 글자를 ‘요시나리(義成) 가신(家臣)’
으로 해서 보내야 한다.

一 (右同) 以酊庵送使之儀も、馳走可申與者存體ニ御座候共、彼寺之儀、住持不相定
候故、左樣之儀いかやうとも、朝鮮より聢與おちつき不申候付、まつ此度ハ彼送
使之儀、書翰ニも書載不仕由承候。

右は宛所も相見不申候。定而御老中江、被懸御目候哉。

19 이 구절은 시게오키가 소지하고 있던 유천송사(柳川送使)의 파견 권한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게오키는 수도서선 유천송

사(柳川送使)와 유방원송사(流芳院送使)의 파견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잇켄에서 패한 후 그 권리는 도서(圖書)와 함께
모두 조선에 반환되었다. 그 후 소씨는 시게오키가 조선에 반환한 사송선의 권한을 재개시키고자 노력하여 조선으로부터 유천
송사(柳川送使)와 이정암송사(以酊庵送使)의 파견을 다시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두 사송선은 모두 번주 소씨가 장악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조선이 부젠에게 보낼 송사(送使)를 이쪽에서 접대해야 한다.’는 구절이다. 뿐만 아니라 바
로 뒤이은 조문에는 ‘이정암송사도 접대해야 하지만’이라는 구절도 나온다. 이 구절의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면 ‘조선이 시게오
키에게 송사를 파견했고’, ‘조선은 이테이안에도 송사를 파견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 즉 시게오키와 이테이안이 각각의 명의로 ‘조선에 사송선을 파견’한 것이다. 그런데도 소씨는 ‘사송선을 파견하는 측’
과 ‘받아들여서 접대하는 측’을 완전히 전도시켜, 조선이 쓰시마에 보내는 사송선은 비록 번주의 가신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도
그 사송선을 모두 관장하는 주체는 번주이므로, 비록 당사자인 가신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접대를 해주어야 번주의 권위가
선다는 주장을 폈다. 조선에 반환한 권리를 부활시켜 그것을 번주의 소유로 하고 싶다는 속셈을 교묘하게 뒤집어 표현한 것이
었다. 이는 결국 유천송사와 이정암송사의 권한을 부활시키기 위한 명분 만들기로, 조선정부와의 본격적인 교섭에 앞서 막부
를 상대로 펼친 주장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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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이테이안(以酊庵) 송사(送使)도 접대해야 하지만 그 절은 주지승(住持僧)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이 어찌되었든 조선이 확실히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이번에는 그 송사의 건
은 서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위의 문서는 수신자가 보이지 않는다. 로주(老中)에게 보였을까.

○ 寬永八年、御公事初之時分

一 (四) 二月十日、從柳川豊前方古川右馬助·平田將監を以申候者、我等扶助仕置候
知行、竝朝鮮江差渡候船、万事申付置候事共、何茂返申之由申懸候。其段兩人之
者、我等ニ申聞候、其翌日十一日ニ、豊前方江申遣候者、祖父·親以來、加不敏
內外共之儀申付置候ニ、先年茂御朱印之出入、從彼方申置候。其刻各被成御扱、
如前々主從之道立候樣ニ被仰付候故、別心有間敷與存、從此方彌万端相違候儀無
之處、別心之由望、不及覺悟由申遣候得共、其合点不仕、還而致難言、

御公儀

ニ被聞召上候而、慮外者與被仰出候。其氣味能相果可申なとと、誠兩人之使も無
面目仕合ニ而罷立候。其時之段々、各樣江其節繼々申上候事。
○ 1631(寬永 8)년 재판의 시작
一 (四) 2월 10일 야나가와 부젠 쪽에서 후루카와 우마노스케·히라타 쇼겐을 통해 말하기를,

“우리가 갖고 있던 지행(知行)과, 조선에 보내는 배 등 모든 것을 다 반납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이 우리들에게 전한 이튿날 11일에 부젠 쪽에 전하기를, “조부(祖父)·부친 이래로 부족
함에도 불구하고 안팎의 일을 모두 분부하여 맡겼는데 전년에도 그쪽에서 영지에 대한 소송
을 제기했다. 그때 모두들 마음을 써 주셔서 전처럼 주종(主從)의 도(道)를 세우도록 명하였
기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거라고 여겨 이쪽에서도 모든 일에 틀림이 없도록 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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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전해도 납득하지 않고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여 막부
가 알아 버렸고 무례한 자라는 분부가 내려졌다. 깔끔하게 자결해야 한다고 하는 등 두 명의
사자도 면목 없다는 모습이었다. 그때의 일들을 여러 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렸다.

一 (右同) 拙子祖父讚岐守時、當豊前祖父下野江、名乘之一字をゆるし、其後親豊
前·當豊前迄、其一字を傳來候處、近年其名乘之字を貳山と替申事付、拙子船し
るしを嶋中之廻船迄茂申付、一ッニ仕候先規ニ候處、當豊前先年朝鮮信使來朝之
砌に、俄船印を鳥毛ニ仕、幕ノ驗ヲ二ッ頭の右ともへニ仕替、自由之至候事。
一 (右同) 나의 조부 사누키노카미(讚岐守) 때에 당시 부젠의 조부 시모쓰케(下野)에게 이름의 한

글자를 허락하고, 그 후 부젠의 부친과 부젠에게도 그 글자가 전래되었는데20, 근년 [부젠은]
그 이름을 ‘式山’으로 바꾸었다. 저의 배는 그 표시를 쓰시마 전체의 회선(廻船)에도 명하여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전례였다. 그런데 부젠이 전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왔을 때 갑자기
배의 표시를 새털로 하고 휘장을 두 개의 머리로 바꾸는 등 완전히 제멋대로였다.

一 (右同) 朝鮮之儀、拙子代々御取次仕來候。其下奉行、豊前祖父江拙子親申付置候
故、以其續當豊前下代之者、釜山浦江召置、諸事拙子下知次第仕候處、近年者豊
前下代共拙子を蔑仕、諸事豊前外聞實儀能樣ニ仕なし、其上對馬をも從御公儀豊
前江被下など〳〵、先年ハ致流言候沙汰之限なる仕合絶言語候事。
一 (右同) 조선에 관해서는 내가 대대로 매개 역할을 맡아왔다. 그 밑의 책임자로 부젠의 조부

20 소 요시나리의 조부 소 요시시게(宗義調). 이름에 시게(調)라는 글자를 넣을 수 있게 허락하여, 부젠의 이름은 야나가와 시게

오키(柳川調興), 조부의 이름은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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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의 부친이 임명했으므로, 계속해서 현 부젠의 부하를 부산포에 있게 하였다. 모든 일은
내 지시에 따르도록 했는데, 근년에는 부젠의 부하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모든 일을 부젠의
평판이 좋아지는 쪽으로 처리하고 있다. 게다가 쓰시마도 쇼군이 부젠에게 하사했다는 등
유언비어를 흘리고 다니는 정도가 이루 말로는 다할 수 없을 지경이다.

一 (右同) 行幸之御時、豊前御供奉仕候儀ハ、諸大名御內々、諸太夫仕候者、何茂致
御供之由申聞候而、其身茂御供ニ罷出候。後に承候得者、從座之諸太夫者不致御
供候處、申掠候儀、是又相違仕候。其上諸太夫仕候儀者、其身以才覺仕候樣ニ、
世上を申なし候由傳承候。聊左樣ニ而無之候。先年異國之信使罷渡御禮申上候
刻、某官位蒙仰候。其節豊前事茂諸太夫被仰付候樣ニ而、拙子申上候付、被 仰
付候。如此ニ而候を、其身以才覺諸太夫仕候樣ニ申、拙子傍輩之樣子振舞仕候
事、相違與申、慮外之體不及是非候事。
一 (右同) 行幸21 때에 부젠이 동행했는데, 다이묘(大名)들은 은밀하게, 다유(太夫)22인 자는 동행

하라는 말을 듣고서 동행에 나선다. 나중에 들은 다유들은 동행하지 않는데 말로 속인 것 또
한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다유들은 자신의 능력껏 마련하여 세상을 살아간다고 전해들었
다. [부젠은] 조금도 그렇지 않다. 전에 이국(異國)의 통신사가 건너왔을 때 내가 관위(官位)
를 받았는데, 그때 부젠도 다유에 명해주시도록 내가 상신하여 임명되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다유가 된 듯이 말하고, 나의 동료인 듯이 행동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니 그 무례함
이 어쩔 수 없는 지경이다.

21 교코(行幸)는 天皇의 외출을 말한다. 행선지가 두 곳 이상인 경우 ‘巡幸’, 귀환을 ‘還幸’이라고 한다.

22 大夫는 일본 율령제 하에서 오위(五位) 이상의 남자 관리를 가리키는 칭호이다. 일본에서는 ‘太夫’라고 쓰고 ‘타유’라고 읽는

예가 많다. 에도시대가 되면 다이묘의 가로직에 있는 자를 太夫라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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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七八ヶ年以前、貳千石之出入、豊前我等ニ申懸候刻、各如申上候、基肄·
養父之內、貳千石之所者、下野古豊前時者、拙子親如所務仕、隨其歲々同成目ニ
（ママ）

ならし所務仕候を、當豊崎改候而、無其屆還部與申村を、私に引分、拝領之地與
申候間、此段可得  公儀與之內存候處、各任御異見候處、彌企隨意、剩拙子侍
輩ニ可罷成之由、申出し候。前代未聞之僞ニ候事。
一 (右同) 7, 8년 전 2,000石의 [영지로 인한] 소송을 부젠이 우리에게 제기했을 때 여러분께 말

씀드렸듯이 기이(基肄)·야부(養父) 중 2,000石의 곳은 시모쓰케 고 부젠(下野古豊前)23의 때

에 나의 부친24이 관장했듯이 매년 한결같이 관리했다. 그러던 것을 현 부젠이 고쳐서 사전
(事前)에 알리지도 않고, 환부(還部)라는 마을(村)을 떼어내어 [자신이] 하사받은 땅이라고 말

하였다. 이것은 막부의 판단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여러 분들께선 다른 의견도 있어
서 감내했다. 그랬더니 급기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자기의] 동료라고 주장하기 시작
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거짓이다.

一 (右同) 先年御暇被下歸嶋、町之改人之改仕候處、面町之可然所は、豊前者自由買
とらせ申、剩町人之子供をことはりなしに餘多召仕候。下野豊前罷在候時は、遂
案內申候。是又相遣仕候事。
一 (右同) 전에 막부의 허가를 받고 쓰시마에 돌아와 초(町)25와 사람을 조사했는데 오모테초(面

町)의 좋은 곳은 부젠이 마음대로 사들이고, 게다가 초닌(町人)의 아이들을 사전에 보고도 없

23 시게오키의 조부 시게노부(柳川調信).
24 소 요시토시(宗義智).
25 대마도 내의 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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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수 고용하고 있었다. 시모쓰케 부젠(下野豊前)은 사전에 보고를 했었다. 이것 또한 잘못
된 것이다.

一 (右同) 彼者之事者、家郞與申、緣者與申、隨分加憐愍扶助候處、却而歊與罷成、
振舞天下之外聞致迷惑候。右之心中之豊前ニ而候間、如前々召仕候儀、不罷成
候。某申上候通、被聞召分、如御仕置に豊前身體之儀、被 仰付候者、日本之儀
ハ不及申、異國與の外聞、旁以可奉忝存候事。
一 (右同) 부하들을 가로(家郞)라고 하거나 엔자(緣者)26라고 부르면서 어여삐 여겨 상당한 봉록

을 챙겨주고 있는데, 도리어 거만하게 행동하여 세간의 평판이 나빴다. 부젠의 마음가짐이
이러하니 전처럼 가신으로 삼을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어주시어 부젠의 일신을
처벌하여 주시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대외적인 체면도 서서 감사히
여길 것이다.

一 (五) 親豊前相果候刻、當豊前方申候ハ、駿府江罷越、祖父以來

御目見仕候間、

次目之御目見可仕候由申候。古對馬守申候者、我等茂追付江戶駿府江參上申候
間、相待候得、其節召連罷上、御年寄衆江得御意、御目見いたさせ可申之由、申
聞候得者、先江罷上相待不申由申候條、若輩者之申事候間、扨者從此方人を付可
差上之由ニ而、拙子一門江內右馬助·豊前親類柳川河內與申者、兩人を相添差上
セ、布施元甫を賴、御目見させ申候。元甫被申候者、當豊前事者爰許江相詰さ
せ、

御公儀之差引申付置、

御前之樣子を茂、在所江注進申候へ、遠國之

26 집안 사람. 근세에는 특히 친척(親戚)과 구분하여 인척(姻戚)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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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候間、左樣ニ無之候而は、諸事無心元可有之候由被申候間、尤之儀與存候而、
御公儀大切ニ存候得者、駿府江相詰させ、萬事申付置候事。
一 (五) 부젠의 부친이 사거했을 때 부젠이 말하기를, “슨푸(駿府)에 가서 조부 이래 쇼군을 알

현했으므로 전례대로 가독상속(家督相續)의 알현을 드리겠다.”고 했다. 선대 쓰시마노카미

(古對馬守)가 이르기를, “우리들도 곧 에도(江戶)와 슨푸에 갈 것이니 기다렸다가 함께 가서

높은 분들의 승낙을 얻고 쇼군께 알현하도록 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먼저 올라갈 거라서
기다리지 않겠다고 젊은 패들27이 말하는 터라, 결국은 이쪽에서 사람을 [사람을] 붙여 보내
기로 하고 우리 일문 사람인 에노우치 우마노스케(江內右馬助)와 부젠의 친척 야나가와 가와
치(柳川河內)라는 자 두 사람을 함께 올려보낸 후, 후세 모토스케(布施元甫)28에게 부탁하여
알현하게 했다. 모토스케가 “부젠은 여기에 계속 머물면서 막부와 관련된 일을 보게 하고 쇼
군의 동향을 쓰시마에 전하도록 한다. [쓰시마는] 에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므로 이렇게 하
지 않으면 매사에 안심이 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지당한 말씀이라 여겼다. 막부의 일을 중
히 여겼기 때문에 슨푸에 머무르게 하여 만사를 관장하게 한 것이다.

一 (右同) 豊前事其後召下、嶋中朝鮮之儀茂談合させ申、油斷之儀も無之樣ニ可仕與
存、罷下候え之由申遣候へは、罷下間舗之由申候。其後又申遣候ハ、爲拙子社在
府いたさせ候ニ、首尾違く申事ニ而候間、是非罷下候得之由申遣候處、元和三年
丁巳卯月九日ニ、當豊前在所江罷下候。其節者、親對馬守相果候而後ニ而候故、
拙子申候ハ、古對馬守右兩人之者を相添、差上セ御目見いたさせ、駿府江相詰さ

27 여기에서 젊은 패들(若輩)이란 부젠의 휘하에 있는 젊은 부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28 하권 2조에는 元豊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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せ候事茂、

御公儀ヲ大切ニ存、御前万事之樣子をも、無油斷注進申候樣ニ

與、申付置候ニ、無首尾之體、相違之心中與申聞候時、豊前申候ハ、尤ニ而候。
此後別心を不存、祖父以來、奉公仕候樣ニ、別儀有間舗之由申、起請文を書、拙
子江渡申候。就夫家郞之者共申候者、對馬守江豊前別心無之奉公仕候者、我々も
豊前江別心有間舗之由、申候而誓紙を仕、豊前江渡申候條、如此申究候事無其疑
事ニ候。爲拙子ニ駿府江差越置候を、其身一身之御奉公たてニ可仕與之所存、相
遣仕之事是一。
一 (右同) 부젠을 그 후 쓰시마에 내려오게 해서 쓰시마와 조선의 일을 의논하여 소홀함이 없도

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쓰시마로] 내려오라고 했더니 내려올 수 없다고 했다. 그
후 또 전하기를, 나를 위해 쓰시마에 있게 하려는 것인데 사정이 안좋다고 하기에 반드시 내
려오라고 했다. 1617(元和 3)년 4월 9일에 부젠이 쓰시마에 내려왔다. 그때는 선대 쓰시마노
카미가 타계한 후라 내가 이르기를, “선대 쓰시마노카미가 위의 두 사람을 함께 보내 알현하
게 하고 슨푸에 머무르게 한 것은 막부의 일이 중대하니 쇼군의 모든 일을 소홀함 없이 보고
하게 하려던 것인데, 수미일관되지 않은 모습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때 부젠이 “지
당하다.”고 대답했다. 그 후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조부 이래 [소씨를] 섬겨왔듯이 섬기겠다고
하며, 서약서(起請文)을 써서 나에게 제출했다. 그것에 관해 가로(家郞)들이 “부젠이 쓰시마
노카미에게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섬기면, 우리들도 부젠에게 딴 마음을 갖지 않겠다.”며 서
약서를 써서 부젠에게 건넸다. 이와 같이 결정되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를 위해 슨
푸에 머물게 했는데 그것을 자기 일신의 입신수단으로 삼으려했던 것, 이것이 첫 번째 잘못
이다.

一 (右同) 寬永二年ニ、基肄·養父代官所之可致算用由ニ而、松尾七右衛門差下候。
其節算用可承與申付置候處、七右衛門申候者、豊前知行貳千石ハ、皆從

御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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儀拝領之地與申候。從此方申候者、千石之所者、一万石之內、古對馬守當豊前
祖父下野江扶助仕置候所ニ而候。其後基肄·養父之內ニ、御藏入二千八百石御座
候を、權現樣古對馬守江爲御加增拝領仕候。其節本多上野介殿御そて判を以、
二千八百石之內ニ而、千石ハ柳川江被下候由御座候。是も拙子高二千八百石之內
ニ而御座候を割、初之一万石之內ニ而、古對馬守下野江扶助仕候千石迄相加、
二千石共ニ從

上拝領之地與申候儀、申度儘之自由之體、一圖合点無之由申聞

候へ者、七右衛門申候ハ、我等ハ其段何共御請申儀難成候間、江戶へ罷越、豊前
へ申聞、如何體ニ成共、御返事可申之由ニ而、拙子罷上候刻、彼七右衛門も罷越
候。其段豊前與內談仕候哉。寬永三年之歲ニ、貳千石共ニ從 上拝領之地與豊前
申掠、其上拙子手前を引のき可申由申候。其節可致言上與存候處、各々聞召附可
被成御扱之由にて候間、左候ハヽ、彼者君臣之道をも相立申、親·祖父ニ不相替
可奉公仕與申候者、可任御異見之由申候處、豊前致合点、如前々無異儀可致奉公
之由申候通、依被仰聞候、扨は此後別心有間敷與存、從此方も無相違申付候儀、
其身渕底可存候。是二之違之事。
一 (右同) 1625(寬永 2)년 기이(基肄)·야부(養父)의 대관소(代官所)에 계산할 일이 있어, 마쓰오

시치에몬(松尾七右衛門)이 내려갔다. 그때 계산을 하라고 명했더니 시치에몬은 “부젠의 영
지 2,000石은 모두 막부에서 하사하신 것이다.”고 말했다. 이쪽에서 말하기를, “1,000石은

10,000石 중에서 돌아가신 쓰시마노카미가 부젠의 조부 시모쓰케(下野)에게 주신 것이다.
그 후 기이·야부에 있는 구라이리(藏入)29 2,800石을 곤겐(權現)님30께서 돌아가신 쓰시마노
카미에게 가증분으로 하사하셨다. 그때 혼다 고즈케노스케(本多上野介)31님이 소데한(袖判)32

29 에도시대 다이묘의 직할지로, 그 연공을 다이묘의 창고에 납부했던 영지.
30 도쿠가와 이에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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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2,800石 중311,000石은 야나가와씨에게 주도록 명하셨다.32그것도 나의 영지 2,800석
중에서 나눈 것이데, 처음 10,000石 내에서 돌아가신 쓰시마노카미가 시모쓰케(下野)에게
준 1,000石까지 더해서 2,000石 모두를 막부에서 받은 땅이라고 하니 이는 말하고 싶은 것
을 제멋대로 내뱉는 형상이라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33 시치에몬이 말하기를, “어
쨌거나 우리는 그 말을 수용할 수 없으니 에도에 가서 부젠에게 고하면 어떻게든 [부젠께서]
답변하실 것이다.”고 해서 내가 [에도에] 올라갔을 때 시치에몬도 올라갔다. 그 일에 대해서
부젠과 밀담을 했는지, 1626(寬永 3)년에 2,000石 모두 막부에서 받았다고 부젠이 거짓을
말했고 게다가 나의 체면을 깎는 발언을 했다. 그때 상신하려 했지만 여러 분들이 듣고 나서
처리하시겠다고 하니, “그렇다면 부젠이 군신(君臣)의 도리도 세우고 부친·조부와 다름없이
[나를] 섬기겠다고 하니 [여러 분들의] 충고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부젠이 납득하고서

“전과 다름없이 섬기겠다.”고 하니, 명하신대로 차후에는 딴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여
겨 이쪽에서도 틀림없이 지시한 것을 부젠 자신은 마음 속에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一 (右同) 寬永八年二月十日、豊前方以古川右馬助·平田將監、拙子ニ申候は、從古
對馬守時、下野江万事申付置候儀、又は扶助仕候知行、朝鮮江差渡候船、嶋中之
事何茂返申之由申候。其段兩人之者、我等ニ申聞候間、其翌日、豊前方江從此
方、右兩人を以申遣候は、祖父·親以來、加不便內外之儀共申付候ニ、先年茂貳

31 혼다 마사즈미(本多正純). 이에야스의 신임을 받았던 무사로 당시의 실권자. 그때에는 로주(老中)이라는 직제가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로주 정도로 볼 수 있다.
32 문서에서 문장이 시작되는 부분의 여백에 적은 서명(花押). 대개는 그 문서의 효력 인증이나 권위 부여를 의미했다.
33 시게오키는 막부에서 하사받은 규슈 지역의 소령(所領)이 2,000石이라고 주장한 데 반해 소씨는 1,000石이라고 주장했다. 상

권 서(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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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石之出入申懸候刻、各被成御扱、君臣之道相立、奉公仕候樣ニ與被仰付候間、
別心有間敷與存、從此方彌相違之儀無之處、別心之望申事、不及覺語(ママ、悟)
事與申遣候得共、其合点不仕、還而隨意を申、縱 御公儀ニ被聞召上候而、如何
體ニ被 仰付候共不苦候。機味能相果可申なとゝ申、偏ニ申切候故、不及是非、
大炊頭殿以寺田與左衛門申達候。是三之違事。
一 (右同) 1631(寬永 8)년 2월 10일 부젠 쪽이 후루카와 우마노스케·히라타 쇼겐을 통해 나에게

전하기를, “돌아가신 쓰시마노카미 때부터 시모쓰케에게 맡기신 모든 것, 하사하신 영지,
조선에 보내는 배, 쓰시마 내의 일 등 모든 것을 반납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우
리들에게 말하니 이튿날 이쪽에서 부젠에게 위의 두 사람을 보내어, “조부·부친 이래로 신
경을 써서 안팎의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몇 년 전 2,000石에 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군신(君臣)의 도리를 세워 섬기라고 명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

을 거라고 여겼고 이쪽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달리 바라는 바가 있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부젠이] 납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발언하며, “막부에서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 명하든 간에 상관없다. 깔끔하게 죽으면 된다.”라고 단언하니, 어쩔
수 없이 오이노카미(大炊頭)님께 데라다 요자에몬(寺田與左衛門)을 보내서 보고 드렸다. 이것
이 세 번째 잘못이다.

一 (右同) 拙者祖父讚岐守義調、豊前祖父下野江、名乘之一字を免、其後親豊前當豊
前迄傳來候を、近年其名乘之字を改替、貳山與替申事ニ付、拙子船しるしを、嶋
中之廻り船迄茂申付、一ッに仕候先規候處、當豊前先年朝鮮信使來朝之砌に、俄
豊前船印を鳥毛ニ仕替、幕を紋二頭ノ右ともへニ濟替へ申候。ケ樣ニ仕替自由之
儀仕候。是四之違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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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나의 조부 사누키노카미(讚岐守) 요시시게(義調)가 부젠의 조부 시모쓰케에게 이름의

1글자를 허락하여 그 후 부젠의 부친과 현재의 부젠에게로 이어져왔는데, 근년에 그 이름자
를 ‘式山’으로 바꾸었다. 나의 배는 그 표시를 쓰시마 내의 회선(廻船)까지도 명하여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전례였다. 그런데 현 부젠은 전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왔을 때 갑자기 부젠
의 배 표시를 새털로 바꾸고 휘장을 2개의 머리로 하였다. 이처럼 멋대로 바꾸었다. 이것이
네 번째 잘못이다.

一 (右同) 八九ヶ年以前、二千石之出入、豊前我等ニ申懸候刻、各江如申入候、下野
古豊前罷在時は、拙子親如所務仕居候、隨其歲々同成目ニなくし所務仕居候を、
當豊前代官ニ罷成候間、內々ニ而改無其屆、還部申村を私に引分、拝領之地與申
候間、此段可得 御公儀與の內存候處、各任御異見堪忍仕候。是五ッ違之事。
一 (右同) 8, 9년 전 2,000石에 대한 소송을 부젠이 우리에게 제기했을 때 여러 분들께 말씀드

린 바와 같이 시모쓰케 고 부젠(下野古豊前) 때에는 나의 부친이 [그곳을] 관장하여 매년 한결
같이 눈에 거슬림이 없이 관리했다. 그러던 것을 현 부젠이 대관(代官)이 되자 은밀히 고쳐
서 사전(事前) 보고도 없이 환군(還郡)라는 마을(村)을 멋대로 나누어, 하사받은 땅이라고 주
장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막부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두의 뜻에 따라 감
내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잘못한 일이다.

一 (右同) 行幸之御時、豊前御供奉仕候儀は、豊前拙子ニ申候は、諸太夫は不致御供
奉候處、我等ヲ申掠候儀、是又違濟仕候。其上諸太夫仕候儀は、其身以才覺仕候
樣ニ、世上を申なし候由傳承候。聊右樣ニ而無之候。先年異國之信使罷渡御禮申
上候刻、某被任侍從、其節豊前事も諸太夫被仰付候樣ニと、拙子申上候付、被
仰付候。如此ニ候を、其身以才覺諸、太夫仕候樣ニ申、拙子旁輩之振廻仕候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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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聞實儀慮外之體、是六之違之事。
一 (右同) 行幸 때 부젠이 동행했는데, 부젠이 나에게 말하기로는 “쇼다유(諸太夫)는 동행하지 않

았다.”고 하여 우리를 속인 것, 이것 또한 잘못한 일이다. 게다가 다유들이 할 일은 자신의 능
력껏 마련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 전해 들었다. [부젠은] 조금도 그렇지 않다. 전에 조선
의 신사(信使)가 건너왔을 때 내가 관위(侍從)를 받았는데, 그때 부젠도 다유에 임명하여 주십
사 내가 청하여 임명되었다. 헌데 자신의 능력으로 다유가 된듯이 말하고 나의 동료인 듯이
행동하니 평판이라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것이 여섯 번째의 잘못이다.

一 (右同) 寬永四年、御暇被下歸嶋仕、町之改人之改仕候處、表町之可然所は、豊前
ニ自由買とらせ、剩町人之子供を無斷數多召仕候。下野古豊前罷有候時は、聢與
遂案內、古對馬守免申候を召仕候。是七ッ之違之事。
一 (右同) 1627(寬永 4)년 허가를 받고 쓰시마에 돌아와 초(町)와 사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오

모테초(表町)의 좋은 곳은 부젠이 마음대로 사들이고, 게다가 초닌(町人)의 자식들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시모쓰케 부젠(下野豊前)은 생존 시에 정확히 보고를
했고, 선대 쓰시마노카미가 허락하신 만큼만 거느렸다. 이것이 일곱 번째 잘못이다.

一 (右同) 朝鮮·嶋中之裁判、豊前勝手能樣ニ、其身竝七右衛門仕立候樣體、吉川藏
人與申者、內々見及豊前江申候ハ、仕樣道に違候而、不認候ニ而候由申たて候
を、豊前竝七右衛門承加樣ニ申候は、以來我儘ニは罷成間敷與存候哉。大浦權左
衛門·嶋川內匠與申者與談合仕、無筋事共申懸、本多上野介殿御差圖之由、元甫
被申とて、藏人ニ切腹申付候。此段元甫被承、其以後拙子罷登候刻被申候は、右
之段上野介殿も我等も、 公儀一圖無御存知事ニ候。聊以不存候由被申候。其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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驚申候。扨は豊前竝七右衛門虛事を申、藏人を果申候事。是八之違之事。
一 (右同) 조선과 쓰시마의 재판(裁判)34을 부젠이 멋대로 혹은 시치에몬(七右衛門)이 세우는 형

세였다. [이것을] 요시카와 구로우도(吉川藏人)라는 자가 은밀히 알게 되어, 부젠에게 “방식
이 도리에 어긋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부젠과 시치에몬이 듣고서, 그런 식

으로 주장한다면 앞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우라 곤자에몬
(大浦權左衛門)·시마카와 다쿠미(嶋川內匠)라는 자들과 담합하여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구
로우도에게] 덮어 씌어, 혼다 고즈케노스케(本多上野介)님의 지시라고 모토스케(元甫)가 말하

셨다면서 구로우도에게 절복(切腹)을 명했다.35 이 일을 모토스케가 듣고는 나중에 내가 [에
도에] 올라갔을 때 말하기를, “그 일은 고즈케노스케님도, 나도, 막부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

조금도 몰랐다.”고 했다. 그때 몹시 놀랐다. 어쨌든 부젠과 시치에몬이 허언(虛言)을 만들어
내서 구로우도를 죽게 한 것, 이것이 여덟 번째 잘못이다.

34 재판(裁判)이란 어떤 교섭사항이 생겼을 때 쓰시마 번이 조선에 파견하는 자로, 조선의 접대 기준은 ‘소차왜(小差倭)’로 규정

되어 있었다. 다른 차왜와는 달리 留館日限도 없고, 재판이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도 별도의 외교교섭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

이 해당 명목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일통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邊例集要』 권4, 裁判
에 의하면 1681년 7월 25일 장계(狀啓)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파견된 연대는 이것보다 오래되어 『邊例集要』
에서도 1634년 12월조의 차왜 藤智繩의 기사를 재판 항목에 넣었다. 일본 측 기록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1592년 이전에
파견된 유타니(柚谷) 등이 이미 재판역(裁判役)으로 도항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찍부터 재판의 임무는 ‘통신사송영(通信使送
迎)’과 ‘역관송영(譯官送迎)’이었는데, 공작미(公作米)제도가 성립한 이후 공작미의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公作米年限裁判
(年限裁判)’, 수입사물(輸入賜物)의 개품(改品)교섭이나 특별한 교섭사항에는 ‘간사재판(幹事裁判)’이 파견되어 총 4종류의
재판이 왜관에 도해했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국역증정교린지』 권2)

35 이것은 시게오키가 요시카와 구로우도(吉川藏人)라는 쓰시마 번사를 자결(切腹)하게 만든 사건을 말한다. 번사 요시카와는

번주 요시나리의 생모 이토쿠인(威德院)의 친척이자 소씨 가문의 중신이었다. 그런데 그를 경계한 시게오키는 ‘요시카와 구로
우도가 에도와 쓰시마를 왕복하는 도중, 소씨 가문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을 냈고, 자신으로 인해 번주의 위신이 손상되
었다고 판단한 요시카와는 자결했다. 이 사건으로 시게오키와 번주 요시나리의 불화와 갈등은 한층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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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朝鮮之儀、拙子代々御取次仕來候。下野豊前·當豊前迄、家郞役申付置候
得者、拙子祖父·親以來申付候儀承候而、朝鮮嶋中迄下知仕候處、近年者、豊前
下代之者、拙子を蔑ニ仕、諸事豊前外聞實儀能樣ニと仕なし、其上嶋をも從御公
儀豊前へ被下候などなど。先年ハ致流言候議、絶言證仕合にて候。是九之違之
事。
一 (右同) 조선과의 일은 내가 대대로 관장해 왔다. 시모쓰케 부젠, 현 부젠에게 가로(家老)를 맡

도록 한 것은 나의 조부, 부친의 명을 받들어 조선과 쓰시마의 일까지 맡겼기 때문이다. 그
런데 근년에는 부젠의 부하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모든 일을 부젠의 평판이 좋아지도록 처리
하며 게다가 쓰시마도 막부가 부젠에게 하사했다는 등, 전부터 흘려 온 유언비어는 이루 말
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것이 아홉 번째 잘못이다.

一 (右同) 豊前女江戶表へ引越候儀、拙子在國之刻申越候ハ、對馬守事者、異國之御
取次被仰付、諸公役竝證人之儀被差免置候間、左樣候得者、拙子女を引越、對馬
守證人分ニと存候由、大炊頭殿江、得御意候得者、尤其儀可然之由、被 仰付候
間、可召越之由申越候。扨ハ大炊殿得御差圖申候哉。寄持之儀ヲ存付、拙子奉公
之爲ニ仕候と存、早々召越候樣ニ申付、從拙子も侍共を相添、江戶江差越候。其
後承候得ハ、大炊頭との曾而無御存知候由承候。加樣ニ輕 御公儀、無其憚も由
之儀を申候事、無是非事ニ而候。其節拙子若輩故、彼者存分之儘ニ仕候事、口情
次第ニ而候。是十之違之事。
一 (右同) 부젠의 아내36가 에도로 이사하는 일에 관해 내가 쓰시마에 체류 중일 때 [부젠이] 말

하기를, “쓰시마노카미는 외국과의 통교를 중개하라는 하명을 받아, [막부에 대한] 공적인 임
무 및 증인(證人)37은 면제받았다. 그러니 내 아내의 이사는 쓰시마노카미의 증인이나 마찬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가지라고36오이노카미(大炊頭)님의 승인을 구했더니,37좋다고 하셔서 이사합니다.”고 했다. 어
쨌든 오이(大炊)님이 지시한 사안인가, 기특하고 갸륵하게 여기신 것이니 나도 막부를 모시
려는 마음에 서둘러가라고 했고, 나의 무사들로 하여금 에도까지 동행하게 했다. 그 후 들어
보니 오이노카미께서는 모르는 일이라 하셨다. 이처럼 막부를 가벼이 여기고 거리낌이 없이
말하니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땐 내가 어려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고 말하는 대로 했다. 이
것이 열 번째 잘못이다.

一(右同) 豊前江戶之屋舗無之故、町屋ヘ宿仕候儀、いかにも見苦舗候間、拙子屋敷
之儀を申上、似合之作事をも仕、豊前は留守居分ニ仕罷居、拙子參上仕候時、罷有
候樣ニと內談仕候故、左候は拙子屋舗を御年寄衆江預上、拝領被仰付候ハヽ、少々
似合之作事を申付置候へ、江戶參勤之時可罷有由申聞候而、屋敷之儀相濟、此方
少々合力仕、豊前手前 似合之作事共仕置候故、拙子參勤之砌一兩度も彼屋敷江罷
有候。豊前企別儀候ニ付、其身屋敷分ニ仕なし、拙子も不罷居候事。是十一之違之
事。
一 (右同) 부젠이 에도에 저택이 없어 시내에서 숙박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보기 나빠 내 저택을

적절하게 공사하여 부젠은 루스이(留守居) 자격으로 살고, 내가 [에도에] 올라갔을 때 머물기

로 내담(內談)을 했다. 그러자 [부젠이] “저택을 가로들에게 맡겼다가 하사하여 주시면 적당
히 공사하여 에도에 참근하실 때 머무십시오.”라고 했다. 저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내 쪽에서도 약간의 찬조금을 주었다. 부젠이 걸맞게 공사한 터라 내가 참근했을 때 한두 번
그 저택에 머물렀다. 부젠이 엉뚱한 짓을 도모하는 바람에 그의 저택처럼 되었고, 나도 머물

36 원문에는 ‘豊前女’로 기재되어 있는데, 문맥 상 시게오키의 아내(요시나리의 여동생 미야히메)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7 다이묘들 사이에서 인질로 상대에게 인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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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열한 번째 잘못이다.

一 (六) 元和二年、拙子江都參上仕候刻、致言上候は、古對馬守へ朝鮮信使罷渡候樣
ニ被仰付候條、申調候處、大坂一亂ニ付、信使之儀、先相延申候得之由、被 仰
付候故、不罷渡候。大坂落居仕、天下一統ニ罷成候間、先年親對馬守江被仰付候
異國之信使罷渡候樣、可申遣候哉與、致披露候處、
台德院樣被成  御諚候者、可然被思食上候間、罷渡御禮申上候樣ニと被仰付、
則拙子事被任侍從之由請  御諚候。其御次而申上候者、當豊前事、從親·祖父
諸太夫仕來候間、左樣ニ被仰付候而被下候樣ニと、拙子申上候得は、諸太夫被仰
付候由 御諚を請罷下候。其節豊前事召連、可罷下之由申候處、追付可被下之由
申候而、跡ニ殘罷有候。拙子在所江罷下候而後、吉川藏人·柳川瀨兵衛與申者差
登、信使之儀、朝鮮ヘ可申遣候、又嶋中之事共、談合可申候間、早々罷下候得之
由、申遣候。其上我等官位之裝束茂、其節豊前持下候得之由申越候處、則拙子裝
束、豊前持下申候。其節豊前江申聞候者、今程者何と哉、覽奉公振大形ニ罷成
候。從祖父仕來候儀共、無油斷肝入申候而、奉公仕候得之由、申付候得ハ、豊前
申候は、一圖不存別心候、此上ハ無別儀通に候とて、起請文を認、君臣之道少茂
無相違、万端可致奉公之由申候。主從之所者、數代々之儀ニ而候を、誠事新敷樣
なる儀、御座候得共、如此迄仕候上ニ而、企逆儀候事。
一 (六) 1616(元和 2)년 내가 에도에 올라갔을 때, “돌아가신 쓰시마노카미에게 조선통신사 초

빙을 하명하셨으나, 오사카 전투38 때문에 통신사를 연기하라고 하시어 초빙하지 않았습니

38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秀賴)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군사적인 대결.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잔존 세력을 일소하고 일본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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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사카 전투에서 승리하여 천하가 통일되었으므로 전에 부친에게 명하신 통신사를 초빙
할까요?”라고 여쭈었다. 다이도쿠인(台德院)님39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니 [통신사가] 일본에
오도록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시종(侍從)에 임명되어 명을 받들었다. 그 다음에 “부
젠의 부친과 조부가 쇼타유(諸大夫)에 임명되었으니 현 부젠도 그렇게 임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부젠을] 쇼타유에 임명한다고 하명하셨다. 그때 부젠을 데리고 갔는데
내려오라고 하자 나중에 돌아가겠다고 하고는 후에도 남아 있었다. 내가 쓰시마로 내려 온
후 요시카와 구로우도(吉川藏人)·야나가와 세베에(柳川瀨兵衛)가 올라가서 통신사의 건을 조
선에 전해야하고, 또한 쓰시마의 일들도 의논해야 하니 빨리 [쓰시마로] 내려오라고 전했다.
게다가 우리들 관위(官位)의 장속(裝束)도 부젠에게 갖고 오라고 전하였더니 나의 장속을 부
젠이 가져왔다. 그때 부젠에게 “근무하는 태도가 거만하다. 조부(祖父)이래 해왔던 일이지만
소홀함 없이 신경써서 일하라.”고 하자, 부젠이 “결코 딴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다른 뜻
이 없다는 내용으로 서약서(起請文)40을 작성할 것이고, 군신의 도리에 조금도 틀림이 없이
모든 일을 잘할 것이다.”라고 했다. 주종(主從)관계라는 게 몇 대(代)에 걸치다 보면 새로운
상황을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역심(逆心)을 품었던 것이다.

○ 豊前兼々私欲之儀、方長老 此方江被申聞候覺

一 (七) 祖父下野菩提所之寺流芳院之勘合船を朝鮮江望申刻、私之申立仕、內々ニ而
書契渡候間、如此儀對州江案內申候哉と、拙僧異見申候事。
一 (右同) 親豊前江朝鮮より遣置候勘合船を、昔之三管領之使船之ことく、大分に仕
渡訴訟申事。

39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40 1617년에 부젠이 작성한 기청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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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每年豊前渡候送使書契之草案を拙僧ニ賴、其を內々にて仕替、數年渡候
事。邵首座請書仕來、拙子ニ見セ候時、邵屆置太田忠右衛門其外之者にも申聞セ
候事。
一 (右同) 當豊前位官を朝鮮江望申、折節小官を初ハ渡候を、如親·祖父嘉膳太夫之
官を給候得と訴訟仕、是も  御公儀を借り申渡、其を大分之勘合船に仕度與才
覺申事。
一 (右同) 使船渡候折節、抱置候出家を遣し、朝鮮人に私之儀申込書契之取遣仕候事。
○ 부젠(豊前)이 이전부터 사욕(私慾)을 부린 것에 관해 보초로(方長老)가 이 쪽에 말한 내용
一 (七) 조부 시모쓰케(下野)의 보다이지(菩提寺) 류호인(流芳院)의 감합선을 조선에 요청했을

때,41 사사롭게 신청하고 몰래 서계(書契)를 보냈으니, 이런 일은 쓰시마에 알려야 된다고 소

승(小僧)이 이의를 제기했다.

一 (右同) 부젠의 부친에게 조선이 보낸 감합선을 옛날 삼관령(三管領)42의 사선(使船)처럼 큰 것

으로 보내고자 소송함.
一 (右同) 매년 부젠이 보내는 사신의 서계 초안을 소승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몰래 바꾸어서

수년간 보냄. 쇼슈소(邵首座)가 정서해 왔고, 소승에게 보일 때 쇼슈소(邵首座)가 가져와 오
타 주에몬(太田忠右衛門)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듣게 함.

41 류호인(流芳院)은 시게오키의 조부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法名이자 菩提寺이다. 시게노부의 아들 도시나가는 1605년 시게노

부 사후 조선정부에 圖書의 조급을 청원하여 1622년 도서를 받았고, 이로써 수도서선 유방원송사(流芳院送使)를 조선에 파견

할 수 있었다.
42 무로마치(室町) 시대, 간레이(管領)에 임명될 수 있었던 3개의 가문을 말한다. 하타케야마(畠山), 호소카와(細川), 시바(斯波)

3가문.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는 막부에 알리지 않고 해외무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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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현 부젠이 위관(位官)을 조선에 희망하여 처음 소관(小官)을 보냈더니, 부친과 조부처

럼 가선대부(嘉膳大夫)의 관(官)을 달라고 주장함. 이것도 막부를 가칭하여 보낸 것이었고,

커다란 감합선으로 하고 싶어서 궁리해 낸 것임.
一 (右同) 사선(使船)이 건너갔을 때에 데리고 있던 승려를 보내서, 조선인에게 사사로운 내용을

적은 서계를 보냄.

八 ○ 寬永元年之朝鮮信使へ從 公儀樣被下之候御屛風、取替候者之人數
〃 流芳院·古藤平五郞·平山七郞左衛門·高木松右衛門子
右四人ハ壹雙ツヽ取替候。
〃 阿比留勘太夫·柴田傳右衛門
右貳人ハ貳雙ツヽ取替也。
右之者共屛風取替申候。以上。

 1624(寬永 元)년의 조선통신사에게 쇼군께서 보낸 병풍을 바꿔치기 한 자들의 인원수
八○
〃류
 호인(流芳院)·고토 헤이고로(古藤平五郞)·히라야마 시치로자에몬(平山七郞左衛門)·다카기

마쓰에몬(高木松右衛門)의 아들.
위 4명은 1쌍 씩 바꿈.
〃 아비루 간타유(阿比留勘太夫)·시바타 덴에몬(柴田傳右衛門)

위 2명은 2쌍 씩 바꿈.
위의 사람들은 모두 병풍을 바꿈. 이상.

○ 方長老朝鮮上京仕候ニ付、宣慰使下釜仕候書物覺
一 (九) 宣慰使と申官ハ、王の宣旨を請來テ、他國の使を慰むると申義理にて候。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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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し 唐の書にありきし申候。誰にても學問仕候人ハ存候。朝鮮の宣慰使 公儀
の御使渡候時計、宣慰使有之樣に人々存候得共、對馬守殿 も天下の位を給候者
渡候時ハ、何時もむかひにくたり候を宣慰使と申候。無官人渡候時は、接慰官と
申候。是ハ官なき使成故に、王の宣旨ニおよバす、宰相より被申付、他國の使を
接待し慰め申すと言義理也。大明 朝鮮江勅使有之時ハ、朝鮮ハ大明之幕下の國
成故ニ、打むかひに遼東堺まで被遣候。是を遠接使と申候、是ハ我主君 之使ニ
候間、遠く接待之使をつかわし候と申儀ニ而候。加樣ニ相違有之事を不存、宣慰
使下リ候ハ、國王の御使と申故ニ被差下候なとゝ存候間、作りことを申立候。惣
別宣慰使と申ても接慰官と申ても、したぢの位ハいか樣ニ候共、其時々使番ニ可
然人を下し候時、此官に被任候。
○ 보초로(方長老)가 조선에 상경했을 때, 선위사(宣慰使)43가 부산에 갖고 온 문서에 대한 기록.
一 (九) 선위사(宣慰使)라고 하는 관(官)은 왕의 선지(宣旨)를 받고 와서 타국의 사신을 위로하는

역할이다. 옛날부터 당(唐)의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 누구라도 학문을 한 사람은 안다. 조
선의 선위사는 막부의 사신이 건너갈 때만 선위사가 온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쓰시마노카미님에게서 천하의 자리(位)를 받은 자가 건너갈 때는 언제라도 마중하러 내려
오는 자를 선위사라고 한다. 관(官)이 없는 사람이 건너갔을 때는 접위관(接慰官)이라고 한
다. 이는 관이 없는 사신이므로 왕의 선지가 아니라 재상(宰相)의 명을 받고 타국의 사신을
접대, 위로한다는 뜻이다. 대명(大明)에서 조선에 칙사가 왔을 때는 조선이 명의 막하(幕下)
가 되므로 마중하러 요동(遼東)경계까지 나간다. 이것을 원접사(遠接使)라고 하는데 이는 우

43 외국의 사신이 왔을 때 그 노고를 위로하고 접대를 하기 위해 파견되는 임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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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주군(主君)이 보낸 사신이므로 멀리 접대할 사신을 보낸다는 뜻이다. 이처럼 경우가 다
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위사는 국왕의 사신이라서 내려왔다고 여기기 때문에 작위의
발언을 하게 된다. 대개 선위사라 하든 접위관이라 하든 지위(位)가 어떠하든, 그때 그때 사
신으로 적합한 자를 내려보낼 때 이 관(官)에 임명하는 것이다.

右之內
土井大炊頭殿ニ而、對馬守公事對決之時に、雲嶋主ニ被賴、朝鮮上京之時、宣慰
使爲迎釜山浦迄下候事。  公儀之使ニ而無之ハ、被下間舗ト松尾七右衛門申ニ
付、道春·永喜も不審候ゆへ書出之也。

위는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님 댁에서 쓰시마노카미가 소송으로 인해 대결을 할 때,
운도주(雲嶋主)에 부탁해서 ‘조선에서 상경했을 때 선위사가 맞이하기 위해 부산포까지 내려
왔다고 하는데, 막부의 사신이 아니니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마쓰오 시치에몬이 말하
여 도슌(道春)44과 에이키(永喜)가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적어냈다.

一 (十) 柳川豊前朝鮮江之送使船之儀、對馬守支配仕候樣ニと、從 公儀被仰付忝奉
存由、申上候處ニ、尤ニ思食之旨、酒井讚岐守殿より來ル、御狀左ニ記之。
昨晩は、私宅へと成御出候由、早々御歸故、不懸御目候。然者柳川豊前送使
船、貴殿支配可被仕候旨、被仰出候辱思食之由尤存候。何も重而期面上之節
候。恐惶謹言
極月二日

忠勝御判

44 하야시 라잔(林羅山). 막부의 유관(儒官). 바로 연이어 나오는 에이키는 그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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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ハ竪御狀

酒井讚岐守

宗對馬守樣
人々御中
一 (十) 야나가와 부젠이 조선에 보내던 송사선(送使船)을 쓰시마노카미가 관장하도록 막부가

명하신 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당연한 일이라고 사누키노카미(酒井讚岐守)님이 답하
여 주셨다. 서한을 다음에 기록한다.  
지난 밤 저희집에 오셨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
나가와 부젠의 송사선을 귀하께서 관장하라는 하명에 감사하신다는 점 잘 알겠습니
다. 어쨌든 직접 뵈었을 때를 기대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다다카쓰(忠勝) 도장

12월 2일

사카이 사누키노카미
위는 수서한(竪書翰)
   소 쓰시마노카미님
     휘하의 분들께

一 (十一) 方長老朝鮮上京、歸國之樣子申上候處、從酒井讚岐守殿 御返事之御狀
別紙之御狀、具遂拝見候。先日茂如仰下候、朝鮮江御內用御座候付而、以酊庵被
差渡候處ニ、近年中絶仕候、上京之儀、朝鮮 被致合点、無異儀上京被申、彼地
之樣子委被承屆之由、奉得其意候。
今程北狄致和睦、彌靜謹之由、珍重存候。
一 日本國江從朝鮮被得御意候茂、幾久儀候之間、首も隨御前望、才藝之者相渡申
候間、今程文學など仕候者、又男樂之上手等も、有之儀ニ候間、貴殿御內意次
第、差渡し可申之旨、申來候由、御紙面之趣、何茂奉得其意、具達 上聞候。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猶以酊庵御同道ニ而御參勤之節、以面上旁可得御意候。恐惶謹言。
八月廿九日

忠勝御判

酒井讚岐守

宗對馬守樣
     御報
一 (十一) 보초로(方長老)의 조선 상경(上京) 및 귀국 상황보고에 대한 사카이 사누키노카미님의

답서
별지(別紙)의 편지 자세히 보았습니다. 일전에 말한 바와 같이 조선에 용무가 있어 이테이안
(以酊庵)이 건너갔는데, 근년 중단되어 있던 ‘도읍에의 상경’을 조선이 동의해주어서 별일 없

이 상경했으며, 그 지역의 상황도 자세히 들었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요즘 [조선이] 여진
족(北狄)과 화목을 이루어 평화로워졌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一 일본국에 조선이 동의를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귀하의 희망대로 재주있는

자가 건너가니 지금 문학(文學) 등에 뛰어난 자, 또 남악(男樂)에 뛰어난 자 등도 있
으므로, 그대의 생각대로 보내라는 회답이 왔다고 하니 그 내용을 잘 알았고 쇼군

께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이테이안과 동행하여 참근하실 때에 뵙는 걸로 알겠습
니다. 이만 줄입니다.
8월 29일

다다카쓰(忠勝) 도장
사카이 사누키노카미

소 쓰시마노카미님께

一 (十二) 柳川豊前千石之知行、伊奈判十郞殿·大河內金兵衛殿江被仰遣候通、左ニ
記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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覺
肥前國基肄郡
高 千石

還部村之內

右之高、本多上野殿、柳川豊前江出候得之由、被仰候ニ付、出申候。只今豊
前御預ニ候間、御代官可被仰付候。以上。
寬永十二年 乙亥
卯月十四日

宗對馬守

伊奈判十郞殿
大河內金兵衛殿
一 (十二) 야나가와 부젠 1,000石의 영지에 대해 이나 한주로(伊奈判十郞)님·오가와치 긴베에
(大河內金兵衛)님에게 명한 대로 아래에 기록한다.

오보에(覺)
히젠노쿠니(肥前國) 기이군(基肄郡)

還部村 내부

석고(石高) 1,000石

위의 영지는 혼다 코즈케(本多上野)님이 야나가와 부젠에게 주라고 하셔서 내어주었
다. 지금 부젠은 그 신병을 타인이 인수하여 감시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대관(代官)으
로 임명한다. 이상.
1635(寬永 12)년 을해(乙亥)
4월 14일

소 쓰시마노카미

이나 한주로(伊奈判十郞)님
오가와치 긴베에(大河內金兵衛)님께

一 (十三) 義智樣より下野守ニ知行被下候儀は、まきれなき事、但知行之かき出しの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かき手ハ、內野勘左衛門、又其時の使者ハ、大浦權左衛門なりと、奉行とも、七
右衛門ニ爲申聞候處ニ、同四月晦日ニ登 城申、奉行衆にて、又申上候ハ、殿樣
昨日被成御意之通、一々御尤ニ奉存候。扨々あとさきかんかへ不申、きゝつたへ
ニ而、せうこもなきうかとしたる事共、遂御案內、無面目仕合不及是非候。此上
ハいかやうニ成共、御意次第と申上候事。
一 (十三) 요시토시(義智)님45이 시모쓰케노카미(下野守)46에게 영지를 준 것은 틀림없는 일, 단 영

지대장을 쓴 사람은 우치노 간자에몬(內野勘左衛門)이고 그때의 사자는 오우라 곤자에몬(大浦

權左衛門)이라고 부교(奉行)들이 시치에몬(七右衛門)에게 말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그믐날

등성(登城)해서 부교(奉行)들에게 또 말씀드리기를, “번주님께서 어제 이해하신대로 하나하
나 전부 지당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전후(前後)를 생각하지 않고 들은 것을 전하여 면목 없는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쇼군께서 결정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고 아뢰
었다.

一 (十四) 嶋川內匠父子之儀、是又御意之旨ニ內匠所へハ、吉田七左衛門申付、召登
セ申候。三之助方へハ、根〆與兵衛·佐護十郞右衛門差遣、くゝりのほり候、弟
兩人所へハ、波多新助·勝田久兵衛·藤松十右衛門申付、くゝりのほり、何も同
前ニ籠舍申付候。
一 (十四) 시마카와 다쿠미 부자는 이 또한 쇼군의 뜻으로, 요시다 시치자에몬(吉田七左衛門)에

게 명하여 올라가게 하였다. 산노스케(三之助) 쪽에는 네지메 요헤에(根〆與兵衛)·사고 주로

45 소 요시나리의 부친 요시토시(宗義智).
46 부젠의 조부 시게노부(柳川調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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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佐護十郞右衛門)을 보내 함께 올라가고, 동생 두 사람의 곳에는 하타 신스케(波多新助)·
가쓰다 규베에(勝田久兵衛)·후지마쓰 주에몬(藤松十右衛門)을 함께 올라가게 했다. 전부 동
일하게 구금 조치했다.

一 (右同) 松尾七右衛門男子二人之事、服部傳齋ニ申付、先傳齋所江召取、則藤松六
左

衛門·大石瀧之助ニ申付、くゝり候而籠舎申付候。

一 寬永十三年四月廿二日、從江戶飛脚來ル。但豊前博多江召連候船、板被下之由申來。
一 (右同) 마쓰오 시치에몬의 두 아들은 핫토리 덴사이(服部傳齊)에게 명해서 우선 덴사이의 처

소에 두고, 후지마쓰 로쿠자에몬(藤松六左衛門)·오이시 다키노스케(大石瀧之助)에게 명하여
함께 감금하도록 했다.

一 1636(寬永 13)년 4월 22일 에도에서 파발이 왔다. 단 부젠을 하카타(博多)까지 데리고 갈 배

가 이타(板)로 내려왔다고 한다.

○ 寬永十一甲戌年、拙者妹豊前方 離別仕候樣子、於京都七月晦日、御老中方へ以
書付申上候覺、但

公方樣御上洛ニ付、私も御供仕、致上京罷有候時也。

○ 1634(寬永 11) 갑술년 내 여동생이 부젠에게서 이혼당한 상황을 교토(京都)에서 7월 30일 로

주(老中)에게 올린 각서(覺書). 단 쇼군께서 교토에 가셨기 때문에 나도 동행하여 교토에 갔
을 때의 일임.47

47 시게오키는 요시나리와의 상호 공격전, 폭로전이 본격화되자 1634년 미야히메와의 이혼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혼 당시 그

녀의 나이 21세로, 마침 요시나리가 쇼군 이에미쓰와 함께 교토에 가 있느라 에도의 번 저택을 비운 사이, 시게오키는 그곳으
로 얼마 되지 않는 짐과 함께 그녀를 돌려보내는 식으로 이혼을 처리해 버렸다. 그 후 미야히메는 쓰시마로 돌아가 1644년 31
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法名은 德松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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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立
一 (十五) 豊前離別仕候儀、五月廿日之由申候。其時分我等江戶江罷有候內にて候得
共、此方江豊前不申聞、拙子留守ニ罷成候而、屋舗江申遣候事。
一 (右同) 豊前申候者、彼一件 還御後可被相濟之由、御年寄衆被仰付候。扨者御跡
をしたかひ可罷上候哉と、重而御尋申候處、罷上候得之由、御年寄衆依御差圖、
罷上候間、依其離別仕候由、拙子留守居之者ニ申聞候事。
一 (右同) 豊前離別え刻、拙子妹申候ハ、御手形を申請候而、早々在所江送屆候得之
由、申候へハ、豊前申候ハ、今ハ御上洛砌にて、無御障候間、從上方申請候而、
差越可申之由申候。拙子妹重而申候ハ、必定其通ニ而候哉與申候得者、豊前申候
ハ、手形之儀は大炊頭殿御請合ニ而候間、其上ハ相違有間舗之條、追付御手形差
越可申之由申候事。
一 (右同) 豊前拙子留守居之者ニ申候者、離別申候間、屋舗江可相渡之由申候處、拙
子妹申候ハ、此三四ヶ年豊前申事、依有之對馬守と不通ニ罷成にて、對面不申候
之由、申候處、豊前拙子留守居之者ニ、色々理申候條、離別之上は不及力候。此
段拙子所江可申遣も程遠候。豊前も近日罷上候故、拙子留守居之者、酒井雅樂頭
殿江罷出、豊前申分得御意候而、請取申候由申來候事。已上。
右ヶ條迄ニ而候、無目付ニ而已上書斗ニ而遣候。
酒井讚岐守殿江ハ、七月晦日之晩遣候使、古川右馬助書狀相添申候。

문서
一 (十五) 부젠이 이혼에 관해 5월 20일에 말했다. 그때 우리는 에도에 있었는데 이쪽에 부젠이

알리지 않고 내가 부재중일 때 [나의] 저택에 통보했다.
一 (右同) 부젠이 “잇켄(一件)은 쇼군께서 돌아오신 후에야 마무리될 거라고 로주들께서 말씀하

셨다. 그러면 [쇼군의] 뒤를 쫓아서 교토로 가야 하느냐고 거듭 여쭈었더니 따라가라고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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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분들 지시에 따라 교토에 가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나의 부하(留守居)에게 전
했다.
一 (右同) 부젠이 이혼했을 때 나의 여동생이 “이혼 증명서를 받아서 빨리 쓰시마로 보내라.”고

했는데, 부젠은 “지금은 쇼군이 교토에 가시는 때라 별 문제 없으니 교토 부근에서 받아보
내겠다.”고 했다. 여동생이 거듭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부젠이 “이혼 증
명서는 오이노카미(大炊頭)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을 테니, 추후에 증명서를 보내겠
다.”고 했다.
一 (右同) 부젠이 나의 부하에게 전하기를, “이혼했으니 쓰시마 번저로 [부인을] 보내겠다.”고 했

다. 여동생이 “최근 3,4년 부젠의 언사로 인해 쓰시마노가미와는 절연 상태라 대면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부젠이 나의 부하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했는데 이혼한 이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나에게 알리기에도 멀었다. 부젠도 조만간 [교토로] 올라가니 나의 부하가
사카이 우타노카미(酒井雅樂頭)님께 가서 부젠의 주장을 이해했으니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왔다. 이상.
위의 조목만 있고 날짜 없이 ‘이상’이라고만 써서 보냄.
사카이 사누키노카미님께 7월 30일 밤에 보낸 사자 후루카와 우마노스케가 편지를
첨부했다.

一書致啓上候。今度柳川豊前上方江罷上候樣子、就其離別遣候段、拙子自留守居之
者、申越候間、以書立懸御目候。委曲彼者可申上候條、書中不能詳候。恐惶謹言。
七月晦日
酒井讚州樣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야나가와 부젠이 교토에 올라가는 사정과 이혼에 대해 통보한 것을,
제가 루스이를 보내 전하고 문서로 보여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그가 말씀드릴 것이니 자세
히 쓰지 않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柳川調興公事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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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사카이 산슈(酒井讚州)님께

一書致啓上候。今度柳川豊前上方江罷上候樣子、就其離別遣候段、拙子從留守居
之者申越候間、以書立懸御目候。委曲彼者可申上候條、不能詳候。恐惶謹言。
閏七月二日

使 古川右馬助

土井居大炊頭樣

大炊頭樣江は、後七月二日右之書立ニ、書狀相添遣候。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야나가와 부젠이 교토에 올라가는 사정과 이혼에 대해 통보한 것을,
제가 루스이를 보내 전하고 문서로 보여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그가 말씀드릴 것이니 자세
히 쓰지 않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윤7월 2일

사자 후루카와 우마노스케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님께
오이노카미(大炊頭)님께는 나중에 7월 2일에 위의 글에 편지를 첨부하여 보냈다.

昨日者尊書致拝見候。然者今度柳川豊前被罷上之樣子、竝內儀方江戶貴殿御屋舗
迄被相送候通、具承屆候。何も面上之節、可得御意候間、不能審候。恐惶謹言。
閏七月朔日

酒井讚岐守

宗對馬守樣 尊報
  右之御返事之寫

어제 귀하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 야나가와 부젠이 교토에 올라가는 사정과 [자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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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귀하의 에도 저택으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뵙고서 말씀드릴 것이니 자세히
쓰지 않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윤7월 30일

사카이 사누키노카미

소 쓰시마노카미님께
   위는 답장의 사본

○ 寬永十二年十一月廿三日、於對州豊前被官共ニ、被仰聞候御條書

仰出之條

一 (十六) 豊前事、數年企不義、主從對樣之振舞、剩 殿樣與肩をもならふへき望仕
候得共、天下道この御治たるによつて、其身所存之ことく、不罷成候ニ付、却而
舊冬御公儀江詔之ことく申上候者、朝鮮之儀ニ付、殿樣御無調法有之由申たて
候。就夫、忝茂御直ニ其沙汰被聞召上候處ニに、自古豊前時、日本·朝鮮江爲發
名、朝鮮取扱之儀ニ付、非法之儀多仕置候。倂 殿樣無御誤通ニ被 聞召分、國
をも御安堵、諸事如前々被仰付候。誠天下御明白せいすいの御代ニ候故、如此被
仰出候儀、御重恩と被思食候。然は右之通、豊前無道之所存有之所、豊前內之者
一人として、異見等仕たる樣子共不聞召候、沙汰之限と思召候。今度者、万事御
改御穿鑿被仰付所、本儀ニ候得共、何茂御譜代之者と被思召、又ハ旅人とても御
國をしたひ在附申、豊前儀ハ家郞役仕候故、御國ニ可罷有ため、一旦主從之契約
と被思召候間、此節之儀は差ゆるされたる。向後之儀は隨分御奉公たて可仕候。
自然前々之したしミを存、豊前江通用之儀も有之か。又ハ何事によらす、無作法
之者被聞召付候は、一々と可被仰付候、若又申上ル心底於有之は、有體可申上
候。理非ハ被枉間敷候間、其旨を可存候。以上。
謹言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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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5(寬永 12)년 11월 23일 쓰시마에서 부젠의 부하들에게 명한 ‘條書’

명령한 조목
一 (十六) 부젠은 수년간 불의(不義)를 꾀하고 주종(主從)이 대등한 듯이 행동하였으며 게다가

번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바랬지만, 천하의 도리가 잘 다스려져서 그 일신이 생각하
는 것처럼 되지 않았다. 도리어 지난 겨울 막부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조선통교에서 번주님
이 잘못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에 관해 감사하게도 [쇼군께서] 친히 의견들을 청취하시고
는 고부젠(古豊前)의 때부터 일본·조선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 조선과의 통교에서 많은 위
법을 행하였지만 번주님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셨다. 영지지배권을 인정해 주셨으며 모
든 일을 전처럼 하도록 명하셨다. 진실로 천하가 명백하고 맑은 치세여서 이처럼 명하신 것
이니, 그 은혜가 무겁다. 이처럼 부젠이 무도(無道)한 생각을 했는데 부젠 측의 어느 한 사람
이의를 제기했다고 듣지 못하였으니 판결에 맞길 뿐이다. 이번에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조
사하라고 명하셨다.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아무래도 대대로 데리고 있던 부하이기도 하고,
여객(旅客)48이 매우 고향(쓰시마)을 그리워하고 있다. 부젠은 가로의 역할을 하니 쓰시마에
있어야 하므로 일단 주종(主從)의 계약을 생각하여 이번 일은 용서한다. 금후에는 힘껏 일해
야 할 것이다. 만약 예전의 친분 때문에 부젠과 왕래하거나 혹은 어떤 일이든 무례를 범한
자에 관해서는 하나하나 지시할 것이다. 만약 말씀드릴 속내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상신하
라. 시비에 어긋나서는 안되니 이를 명심하라. 이상.
삼가 말씀 올림.

48 원문에는 ‘旅人’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명확하다.

232 233

○ 寬永六年巳之歲、方長老を朝鮮江差渡、都江罷通候を、御公儀をかり謀書仕上せ
申候由、柳川豊前守訴申上事。

一 (十七) 朝鮮上京之事、新儀之樣ニ申なし候得共、天正十九年の歲まてハ、從拙嶋
每年渡候使之者、皆々都江罷通申候間、以其例方長老上京仕候樣ニと申聞候。
○ 1629(寬永 6)년 己巳 보초로(方長老)를 조선에 보내 도읍에 올라갔을 때 막부 사절을 사칭하

여 가짜 국서를 보냈다고 야나가와 부젠노카미가 주장함
一 (十七) 조선의 도읍에 올라 간 일이 처음인 것처럼 말하지만, 1591(天正 19)년까지 쓰시마에

서 매년 건너간 사신은 모두 도읍에 올라갔으니 그 예에 의거하여 보초로에게 상경하도록
했다.

方長老江拙子申聞候條之事。
一 (右同) 寬永四年の歲、朝鮮表㺚人差出合戰之刻、防難儀體ニ御座候ハヽ、從日
本御加勢之儀、拙嶋まで可申渡なと取沙汰仕候由、粗承候。其上㺚之弓箭和談ニ
罷成候而、其翌年約束之使船しハらく差延候樣ニと、從朝鮮理を申候間、扨ハ㺚
之儀すきと不相調候と奉存候間、都表之樣子承度存候而、方長老差渡候。
一 (右同) 朝鮮表之儀、釜山浦與申所にて、連々尋承候所、後無首尾之事共御座候。
朝鮮亂之後、都之樣子傳承斗ニ而候。今度致上京候ハヽ、都之樣體を能承、歸國
仕候へ、彼地之儀に就御尋茂御座候ハヽ、可致言上由申聞候。
一 (右同) 今度上京之儀、申調罷上候ハヽ、從拙嶋每年差渡候使、如前々都江罷通候
樣ニと、可申入之由申聞候。此儀茂今度ニ不限、連々申遣たる儀ニ御座候。
一 (右同) 從朝鮮之返狀、近年あしく候樣ニ、方長老申聞候。是又不審ニ候間、承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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樣と申聞候。
一 (右同) 東萊·釜山浦と申候而、從拙嶋渡口之地頭、三年宛ニ替申候故、中一年致
逗留候。左樣ニ候へハ、いつとても無功ニ候間、せめて五年か十年程罷居候樣ニ
與、申入候得之由申聞候。
右之段方長老江申聞差渡申候。此使之儀、於江戶豊前江申聞候へハ、方長老可然
之由申候間、差渡候。
一 (右同) 進貢·儒者·樂人·名僧之儀、先例有之間、可申試之由方長老申候間、時宜
次第申試候得之由申聞候。聊

御公儀をかり申儀、努々左樣ニ而無御座候。

보초로에게 내가 일러둔 사항들
一 (右同) 1627(寬永 4)년 조선에 여진족이 들어와 전투가 벌어졌을 때49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

이 되면 일본에서 가세 병력을 쓰시마에 보내야 한다는 소문을 대략 들었다. 여진족과의 전
쟁에서 화친이 맺어져 그 다음해 약속했던 사송선을 한동안 연기해 줄 것을 조선 측이 부탁
했다. 여진족의 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도읍 주변의 상황도 알아보고자 보초로를 조
선에 보내는 것이다.
一 (右同) 조선에 관해서는 부산포(釜山浦)에서 매년 물어봤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 조선에 변

란이 있은 후 도읍의 상황을 전해들을 뿐이다. 이번에 상경하면 도읍을 상황을 잘 듣고 귀국
하라. 그곳 사정에 대해 만약 [막부에서] 하문하시면 답변을 올려야 한다.
一 (右同) 이번에 상경할 준비를 해서 가게 되면, 쓰시마에서 매년 건너가는 사신들도 전처럼

도읍까지 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라. 이 일도 이번만이 아니라 매년 요청한 것이다.
一 (右同) 조선이 보내는 답서가 최근 나빠진 것이 이상하니 이 또한 잘 알아보라고 일렀다.

49 정묘호란(丁卯胡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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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동래(東萊)·부산포(釜山浦)는 쓰시마에서 건너가는 곳으로, 그곳은 관리50가 3년마다

바뀌어 [현지에] 제대로 체류하는 기간은 1년이다. 그런 까닭에 늘 도움이 안되니 최소한 5
년이나 10년 정도 있을 것을 요청하라고 일렀다.
이상을 보초로에게 일러서 [조선에] 파견했다. 이 사신에 관해 에도에서 부젠에게 전했더니
보초로가 적당하다고 하기에 파견했다.
一 (右同) 진공(進貢)·유자(儒者)·악인(樂人)·명승(名僧)에 관해서는 선례가 있으니 시도해 보겠

다고 보초로가 말하기에, 적절한 때를 골라 시도하라고 일렀다. 조금이라도 막부를 사칭할
일이 결코 아니다.

方長老從朝鮮歸國候時之返簡を謀書之由、豊前方申上候事。
一 (右同) 朝鮮從禮曹之返翰を、方長老仕なをし、拙子江見せ可申事、不及覺悟候御
穿鑿之刻、方長老可申上候。

보초로가 조선에서 돌아왔을 때의 답서가 가짜라고 부젠 쪽에서 보고함.
一 (右同) 조선 예조(禮曹)에서 발급한 답서를 보초로가 수정하여 나에게 보인 것을 깨닫지 못했

다. 막부의 조사 시에 보초로가 아뢰었다.

豊前方江從崔判事所爲返狀遣申候而、差出申候事。
一 (右同) 崔判事紙面ニ、從    御公儀として、方長老朝鮮江罷渡、武具數箱進
物ニ仕候由、種々樣々之致書載候儀、聊左樣ニ不申遣候。去冬馬藝之者

御召

ニ付、崔判事今度罷渡候。朝鮮上京之樣子ハ、方長老其外之者御穿鑿之刻、可申
上候。

50 동래부사, 부산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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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젠 쪽에 최판사(崔判事)51가 답장을 보내어 제출함.

一 (右同) 최판사가 지면(紙面)으로 ‘막부의 사절이라며 보초로가 조선에 건너와 무구(武具) 여러

상자를 진물(進物)로 바쳤다.’고 하며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조금도 그렇지 않다.
지난 겨울 마상재(馬上才)를 막부가 초빙했기 때문에 최판사가 이번에 건너왔다. 조선에 가

서 상경했을 때의 상황은 보초로와 그 외의 자를 조사할 때 아뢸 것이다.

方長老儀、嶋中侍·町人·百姓迄致載判候由、豊前申立候事。
一 (右同) 此段茂左樣にて無御座候。方長老儀ハ、先師之遺言ニ付、朝鮮書簡之儀、
賴候而可然由、豊前申ニ付召置候、書翰之外、何事にても取扱せ申候事、無御座
候。惣而萬事を豊前守ニ申付置候故、其外之家郞とても、豊前差圖之外、不致指
引候。拙嶋とても僧俗之役、餘國ニ相替申儀、無御座候。近年豊前舊里をきり候
由、申出候得共、此儀落着無之候故、さしたて仕置等改不申候。万事方長老次第
仕候由、今豊前申上候、詞をたくみ申上にて候。

보초로가 쓰시마 내의 무사·초닌(町人)·백성(百姓)52까지 관장한다고 부젠이 주장함.

一 (右同) 이것도 그렇지 않다. 보초로는 스승의 유언에 따라 조선과의 서한 업무를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부젠이 말했기 때문에 고용했다. 서한 외에는 어떤 일도 취급하게 한 적이 없다.
대체로 모든 일을 부젠노카미에게 맡기므로 다른 가신이라 해도 부젠이 지시하는 것 이외의
것을 관장할 수 없다. 우리 쓰시마는 승속(僧俗)의 역할이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다. 근년 부
젠이 구리(舊里)를 변경하겠다고 했으나 이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보내서 조치하지 못하
고 있다. 모든 일을 보초로가 마음대로 했다는 부젠의 주장은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아뢴

51 조선의 왜학 역관.
52 에도시대에는 농민 계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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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寬永元年、信使罷渡御禮申上候刻、書翰取替申之由、豊前方申上候事。
一 (右同) 書翰仕直シ申候由、拙子曾而以不奉存候。豊前祖父以來

御公儀むき拙

嶋·朝鮮表之儀、申付候而、万端差引任セ置候。朝鮮亂後、和睦之儀、古對馬守
へ被仰付候時、彼者祖父·親へ申付、御和談申、調信使罷渡候。以其續從朝鮮も
心を付、祖父以來至當豊前も、朝鮮之官位仕來候。拙子信使召連候時も、勿論豊
前方差引仕候。彼者何そ子細共候而仕替申儀ハ、於拙子不及覺悟候。

1624(寬永 元)년 통신사가 건너왔을 때 국서를 바꿔쳤다고 부젠 쪽이 주장함.

一 (右同) 국서를 고쳤다고 하는데, 내가 일찍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부젠의 조부 이래 막부,

쓰시마, 조선의 업무를 맡겨 모든 일을 관장하게 했다. 임진왜란 이후 화의를 체결하도록 선
대 쓰시마노카미(古對馬守)에게 명하셨을 때, 부젠의 조부·부친으로 하여금 화친을 요청하
게 하여 야나가와 시게노부(柳川調信)의 사신이 [조선에] 건너갔다. 그 후 조선도 배려를 해
서 조부 이래 현 부젠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관위를 받아았다. 내가 통신사를 불러왔을 때도
물론 부젠이 모든 일을 맡았다. 그가 어째서 자세한 부분들을 바꾸어 말하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右之信使之時、御進物差添申候而致進上候之由、豊前方申上候事。
一 (右同) 左樣之義拙子へハ不申聞候。信使出仕之日、御進物すえ申候時ハ、豊前內
松尾七右衛門注文をもちすへさせ申候。信使之儀、豊前江申付置候。其身內々に
て何樣之儀仕候とも不奉存候。

위의 통신사 때 [막부에 바치는] 예물을 첨가해서 진상(進上)했다고 부젠 쪽에서 주장함.

一 (右同) 그런 일을 나는 듣지 못했다. 통신사가 출사(出仕)하는 날 예물을 둘 때는 부젠의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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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오 시치에몬이 주문서(注文書)를 가지고 간다. 통신사의 건은 부젠에게 맡겨 왔다. 그가
몰래 어떤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

豊前申候ハ、對馬守大切之儀を仕候ゆへ、異見申候得共、不承付候故、暇を
乞申候由申上候。
一 (右同) 拙子江彼者異見申候儀、僞を申上、一圓不承事ニ候。彼者申候儀、悉皆無
首尾之事にて御座候。左樣ニ大事と存候ハヽ、此四年先まてハ、朝鮮江使船を
渡、代官を置、万事指引仕儀にて無御座候。近年異儀を申出、舊里をきり候由存
立候而、社引取申候。朝鮮筋之儀、何篇彼者任候仕置候。朝鮮表之事、拙子に異
見申候儀、御座有間敷候。

부젠이 말하기를 쓰시마노카미가 중요한 일을 하므로 간언을 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서 그만두기를 청했다53고 주장함.
一 (右同) 나에게 그가 이견(異見)을 말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들은 적이 전혀 없다. 그의 발언

은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 4년 전까지는 조선에 사송선을
보내고 대관(代官)을 두면서 모든 일을 관리하지 않았다. 근년 이의를 제기하고 구리(舊里)의

구획을 변경하고자 社를 인수했다. 조선쪽 일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맡겨두었다. 조선의 일
로 나에게 이견을 말한 적은 없었다.

去歲、豊前申上候ハ、其身內松尾七右衛門與申者を、在所へ押留置儀は、拙
子大切之儀を仕置候故、おさへ置申之由、申上候事。

53 여기에서 그만둔다는 것은 요시나리와의 주종 관계를 끊고 소씨의 가신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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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彼七右衛門を留置申候儀ハ、豊前へ申付置候代官所之算用承不濟故ニ候。
其算用差延不承候子細ハ、祖父·親以來は、知行所之村をも定不申、其年々ニし
たかい、所務仕候樣ニと、古對馬守申付置候。當豊前茂初之程ハ、左樣ニ仕居
候か。其後ハ拙子へも不申聞、其身內々にて、還部と申候村を引分召置候間、
祖父·親之ことくに、惣ならしニ算用仕候得之由申付候得共、仕なをし不申候之
故、在所へ留置申候。
一 (右同) 拙子幼少之時より至に今、彼七右衛門非道之所存有之故、左樣之儀をも相
尋爲可申、押留置申候。
一 (右同) 四年先、彼七右衛門豊前寺於流芳院、可致自害と仕候を、其座ニ居合候者、
押留置候由、拙子留守居之者共承付、七右衛門ニ申聞セ候は、其方事數年之算用
を拘居候。其上對馬守其方江可相尋儀茂有之由、連々申候間、致養生候得之由申
付候而、後彼者在所をかけおち可仕之企申候由、風聞仕候故、左樣ニ無之樣ニ與
堅申付候。彼者か樣ニ仕候儀、其重科ニ御座候を難遁存候而、如此分別仕候。

지난 해 부젠이 말하기를, 그 휘하의 마쓰오 시치에몬이라는 자를 쓰시마에 머물게
한 이유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함.
一 (右同) 저 시치에몬을 머물게 한 이유는 부젠에게 명령한 대관소(代官所)의 계산이 끝나지 않

아서이다. 계산이 지체되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부·부친 이래로 지행(知行)
마을을 따로 정하지 않고서 그 해의 상황에 따라 관장하도록 선대 쓰시마노카미가 명하였
다. 현 부젠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는 나에게 말하지도 않고서 은밀하게 還部라
는 마을을 따로 나누어 놓았다. 그래서 조부·부친처럼 통째로 계산하라고 일렀지만 듣지 않
아서 쓰시마에 머물게 했다.

一 (右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 시치에몬이 도리에 어긋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것을 묻기 위해 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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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4년 전 저 시치에몬이 부젠의 사원인 류호인(流芳院)54에서 자해(自害)를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시치에몬을] 구금했다는 소식을 나의 부하들이 듣게 되었다. 그래서
시치에몬에게 말하기를, “그 쪽은 몇 년 동안 계산에 관여한데다 쓰시마노카미가 그 쪽에 물
어볼 것이 있다고 한다.”고 누누이 이르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요양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데 후에 그가 본거지에서 도망치려 한다는 풍문(風聞)이 돌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엄
중히 명하였다. 그자가 이처럼 행동한 이유는 중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右之趣、去歲可致言上候奉存候處、爲御穿鑿在所之者可被召上之旨、御執權中蒙仰
候故、其節不申上候。乍恐致書載奉捧御近習迄候。彼柳川豊前祖父以來、拙子內外
之儀諸事申付置候。就中朝鮮表之儀、別而彼者ニ相任置候故、其外之家來·郞從共
ニ致裁判儀無御座候。遠嶋故用古風、豊前方ニ萬事差圖次第ニ仕置候處、拙子幼少
之時、あハよくハ拙子を押除、拙嶋をも奪取可申所存ニ候處、
政道御明白ニ被仰付候故、以

御當家万事之御

御威光如此嶋をも致安堵罷在候。彼豊前若輩之時

より、內之者共豊前方勝手能樣ニ仕立、漸々ニ企隨意、拙子ニ肩背せ竝候樣ニ仕
なし、致我儘主從對樣之體、他國·自國之覺如何と存候故、近年ハ少々吟味仕申候
を、豊前又ハ內之者まて、か樣ニ候ハヽ、向後如前々私之儀罷成間敷與致覺悟候
儀、拙子手前を引除可申由を申出、企隨意申候條、如何樣ニも可申付と存申候得
共、彼者事 御前江茂罷出候者之儀ニ候間、私ニ申付候儀、如何と奉存候而、遂言
上如何體ニも可奉任

御諚之旨、御執權中江申上候處、彼者江就御尋、其身如在

を存あたり不慮之虛言を作申上候儀、於拙子帑々不奉存知候。拙子無誤旨、彌御穿
鑿之上ニ而可申上候條、被聞召分候而被下候樣ニ、於
御前御披露奉賴み候所如件

54 야나가와 가문의 菩提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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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永十二年二月廿五日

위의 내용을 작년에 말씀드려했으나 자세한 조사를 위해 영지(쓰시마)에 있는 자들을 [에도
로] 소환한다는 집권(執權)들의 하명을 받은지라 그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황송하오나 글

로 작성하여 긴주(近習)55에게 제출합니다. 저 야나가와 부젠은 조부 이래 제가 안팎의 모든 일
을 맡겼습니다. 특히 조선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그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다른 가신과 부하들
은 관장하지 않았습니다. [쓰시마는] 원도(遠島)로 구습(舊習)이 남아 있어 부젠이 모든 일을 처
리했는데, 내가 어릴 때는 거의 나를 배제했고 나의 섬(쓰시마)도 빼앗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현 쇼군께서 모든 정도(政道)를 명백히 하시고, 그 위광(威光)으로 이처럼 섬(쓰시마)을 영지(領
地)로 하사해 주셨습니다. 저 부젠은 어릴 때부터 내부자들로 하여금 부젠 쪽에 유리하게 행동

하게 했고, 점점 제멋대로 행하여 나에게 어깨를 돌리게 했습니다. 제멋대로 굴어서 주종(主從)
이 대등한 모양새가 되니, 다른 지역에서 쓰시마를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 근년들어 조금 조사
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젠과 아랫사람들까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전처럼 사사롭게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 여겨, 내가 자기를 배제한다고 주장하며 자의적으로 행하려 했다. [이것
을] 어떻게든 [부젠에게] 일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부젠이 쇼군께 나아가 일하는 사람인지라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든 막부
의 판단에 맡기고자 집권들께 상신했습니다. 그러자 막부의 질의에 대해 그 자신이 짚이는 바
가 있었는지 의외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말씀드렸으나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제게 잘못
됨이 없다는 점을 엄밀한 조사를 받고서 상신하오니, 잘 듣고 판단하여 주시도록 쇼군께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35(寬永 12)년 2월 25일

55 주군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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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寬永四丁卯年日々記ニ有之候書拔
○ 寬永四丁卯年江戶參勤之時

一 (十八) 九月廿四日道中桑名一宿之節、柳川豊前宿主傳左衛門與申もの申聞候ハ、
今月二十一日ニ此方 進上仕事ニ而候と申、貳疋爰許通候由申候。此方ハ半ハ不
差登候。豊前半ヲ此方 半ト申なし候事、平田將監·古川右馬助·植田五郞左衛
門承候。
○ 1627(寬永 4)년 정묘년(丁卯年) 일일기(日日記)에 있었던 발췌문
○ 1627년 에도에 참근했을 때
一 (十八) 9월 24일 [에도로 오는] 도중, 구와나(桑名)56에서 1박했을 때 야나가와 부젠 숙소의 주

인 덴자에몬(傳左衛門)이라는 자가 “이번 달 21일 이쪽(번주 쪽)에서 진상(進上)한다면서 2필

(疋)이 이곳을 지나갔다.”고 했다. 이쪽으로부터 반(半)은 올라가지 않았다. 부젠이 반을 이

쪽의 반이라고 한 것을 히라타 쇼겐·후루카와 우마노스케·우에다 고로자에몬(植田五郞左衛
門)이 들었다.

一 (右同) 於江戶此方宿寺行安寺ニ、同十月廿一日夜五ッ時分、花房右馬助殿御出被
仰聞候ハ、柳川豊前御物語入候得之由賴申候付、罷出候。余之儀ハ、如何體ニも
可隨御意候。貳千石之知行之所ハ、此九年前ニ御奉行衆迄、御次目之御朱印之儀

56 미에(三重)현 북부에 위치. 에도시대에 구와나는 구와나 번(桑名藩) 11만 석의 城下町이었고, 東海道五十三次로 알려진 東

海道 42번째의 宿驛·桑名宿으로 번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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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上置候間、是をハ可賴御赦免候。今更申置候得は、我盜人ニ罷成候間、何時も
此御理可申上候由申候。此儀ハ、拙者理分ニ而御座候得共、聞分候得之由、御異
見ニ而候。拙者申候ハ、

太閤樣其後

家康公之時御當代迄、壹万石之御朱

印頂戴仕候ヲ、今更九千石之御朱印被下候得之由申上候得ハ、千石ハ豊前守 押
付被取たるニ而候。壹万石之內、千石ハ當豊前祖父下野江、我父義智 爲取候知
行ニ而候。後千石之儀ハ、二千八百石御加增之時、本多上野介殿御差圖ニ而、豊
前江千石遣申候間、後千石之儀ハ、差達而難申候。初壹万石之內千石ハ、右申候
樣ニ、我等父以書出爲取候間、 曾而承引不罷成候由、御返事申切候。
一 (右同) 이쪽의 에도 숙사(宿寺) 교안지(行安寺)에 동 10월 21일 밤 이쓰쓰토키(五ッ時分)57 하

나부사 우마노스케(花房右馬助)님58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야나가와 부젠이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왔습니다. ‘나는 어쨌든 쇼군 뜻에 따를 것입니다. 2,000石 영지는 9년 전에 부교

(奉行)님들께도 상속의 주인(朱印)59에 관해 보고했으니 이것을 허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이제 와서 새삼 말하면 내가 도둑이 되어버리니 어느 때라도 이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말인데 알아두라고 하니 [나와는] 다른 의견이었다. 내가 말
하기를, “다이코(太閤)님,60 그 후 이에야스공(家康公)을 거쳐 당대에 이르기까지 10,000石의

주인(朱印)을 받아놓고서, 이제 와서 9,000石의 주인을 주셨다고 하면 1,000石은 부젠에게

서 억지로 취하려는 게 됩니다. 10,000石 중 1,000石은 현 부젠의 조부 시모쓰케에게 나의
아버지 요시토시(義智)가 부여한 영지입니다. 나중에 1,000石은 2,800석을 [막부가] 가증해

57 저녁 7~9시 정도.
58 하나부사 마사요시(花房正榮). 막부의 하타모토(旗本).
59 영지의 상속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찍는 붉은 도장, 또는 그 문서.
60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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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을 때 혼다 고즈케노스케님의 지시로 부젠에게 1,000石을 준 것이니 나중의 1,000石에

관해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10,000石 중의 1,000石은 앞서 말한 대로 나의 아
버지가 문서로 하사한 것이므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고 잘라 답변했다.

一 (右同) 同廿七日、拙者江從柳川豊前所爲侘言、花房右馬助殿·善貞兩人を雇申遣
候ハ、從此中則御請可申處、此九年先御次目之御朱印之儀、申上置候故、就其儀
于今御返事不申上、緩怠者與可被思召上候。如何體ニも任御意御請申上候。初下
野江壹万石之內千石被下候ハ、如御意
殿樣之次目之御判頂戴可仕候。後貳千八百石之內千石は、本多上州以御差圖、拙
子父豊前江被下候間、可致其通候。此中之慮外申上候は、被成御宥免無相違、何
篇被仰付被召仕被下候は可忝由、右以兩人申仕候。左樣候ハヽ差免候、此後右之
通、慮外成所存ニ候者、曾而聞分申間敷候之由、花房右馬助殿·善貞江堅申渡、古
川右馬助·平田將監·佐護七之允·大浦權左衛門·柳川瀨兵衛御座ニ罷有承之候。
一 (右同) 동 27일 나에게 야나가와 부젠이 하나부사 우마노스케님·젠테이(善貞) 두 사람을 보

내 사과의 말을 전하기를, “이쪽에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9년 전 상속 주인(朱印)에 관해서

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아직 답변을 말씀드리지 않아 게으른 자라고 여기실 겁
니다. 어쨌든 쇼군의 뜻에 맡겨 받아들이겠습니다. 처음 시모쓰케(下野)에게 10,000石 중

1,000石을 주신 것은 막부의 뜻을 따라 번주의 상속의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의 2,800
石 중 1,000石은 혼다 고즈케노스케님의 지시로 나의 부친이 나(부젠)에게 준 것이니 그대로

하십시오. 이쪽이 무례한 주장을 했음에도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몇 번이고 명하여 [가신
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용서할 것이니 이후 무례한 발상을 하는 경

우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나부사 우마노스케님·젠테이에게 단단히 일렀다. 후루카와
우마노스케·히라타 쇼겐·사고 시치노스케(佐護七之充)·오우라 곤자에몬(大浦權左衛門)·야
나가와 세베에(柳川瀨兵衛)가 동석하여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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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同廿八日、善貞國師江御出候而、豊前御侘言申ニ付、對州御合点候間、乍
憚國師樣豊前を召連、對馬守殿江御出候而被下候樣ニと被申候時、國師被仰候
ハ、扨ハ其通ニ而候哉。善貞事は、十之物六分ハ豊前贔屓、四分對馬守殿江之同
心ニ而可有之候。對州之被仰分、豊前申分を承候ニ、對州之被仰分尤にて候。加
樣之事內々ニ而ハ、不罷成候間、大炊頭殿江參、豊前條々無筋儀を申候、此後も
加樣之儀可申遣候。兼而左樣ニ御心得被成候樣ニ與申屆由、其後對州江豊前を召
連可參與被仰指述可置候。松尾七右衛門申候ハ、於國元從對州被仰付候ハ、千石
之所ハ可召上候間、其御請之書物仕候得之由、被仰付候。是は不存寄儀ニ而候。
左樣之儀は、豊前江不申聞候而、拙子御請之書物仕候事、不罷成候由申候。是ハ
偏ニ對州之無理ニ而候旨、堀式部殿·善貞兩人を以、稻叶丹後殿·酒井讚岐殿江
申上候由、其後此儀大炊殿·藤堂和泉殿、拙者申分聞召、豊前申所一々不屆ニ候
與被仰候段、七右衛門傳承り、豊前此方江侘言相濟候而後、松尾七右衛門言叶ヲ
申替候ハ、千石之所は從上ニ而ハ無之候。 義智樣之下野江被仰付候知行ニ而候
間、其通ニ御請申候得之由被仰付候間、扨ハ可被召上候やと存、右之通ニ申候由
申替候。以上。
一 (右同) 동 28일 젠테이 국사(善貞國師)에게 가서, 부젠이 사과한 것을 쓰시마노카미가 이해

했으니 죄송하지만 국사(國師)께서 부젠을 불러 쓰시마노카미님에게 와 주십사 말씀드렸

다. 그 때 국사가 말씀하시기를, “결국 그렇게 되었는가. 젠테이는 십(十) 중 육(六)은 부젠
을 편들고, 사(四)는 쓰시마노카미님과 같은 마음이다. 쓰시마노카미의 주장과 부젠의 주장
을 듣고 보니 쓰시마노카미의 말씀이 맞다. 이런 일을 은밀히 해서는 안되니 오이노카미(大
炊頭)님에게 가서 부젠이 조목조목 도리에 어긋난 주장을 하며 이후에도 그러할 거라고 전

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십시오.”라 하고, 그 후 쓰시마노카미에게 부젠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마쓰오 시치에몬이 말하기를, “쓰시마노카미께서 쓰시마에서 명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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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000石의 영지를 거두겠다고 하시며, 명을 받들겠다는 문서는 제출하라고 하셨다. 그건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그런 일을 부젠에게서 듣지 못하여 내가 명을 받들겠다는 문서를 만
들 수 없었다.”고 했다. 이것이 쓰시마노카미의 무리한 처사라는 것을, 호리 시키베(堀式部)
님61·젠테이(善貞) 두 사람을 통해 이나바 단고(稻叶丹後)님62·사카이 사누키(酒井讚岐)님63께
말씀드렸는데, 그 후 이 일에 관해 오이(大炊)님·도도 이즈미(藤堂和泉)님64께서 나의 주장을
들으시고는 부젠의 주장은 하나하나 다 도리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시치에몬
이 전해 듣고서 부젠이 이쪽에 사과를 한 후, 시치에몬이 말을 바꾸어 “1,000石은 쇼군으로

부터 받은 것은 아니라 요시토시(義智)님이 시모쓰케(下野)에게 주신 영지이므로 그대로 명
을 받들라고 하시니, 끝내는 [1,000石을] 거두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언한 것

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다. 이상.

○ 柳川豊前送使船之印竝衣冠、以酊庵·流芳院之印、朝鮮江送返シ候使者、唐坊佐
左衛門致歸國置樣、江戶表江差登、右之段御老中江御案內申上候ニ付、此外御尋
も候はゝ申上候樣ニ、と口上書仕相渡ス。則左ニ記之。
○ 야나가와 부젠 송사선의 도서(圖書)와 의관(衣冠), 이테이안(以酊庵)·류호인(流芳院)의 도서

를 조선에 반납하러 간 사자(使者) 도보 사자에몬(唐坊佐左衛門)65이 귀국하고 에도에 올라가
그 일을 로주(老中)께 보고하고, 그 외에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구상서(口上書)를

61 호리 나오유키(堀直之) 1584~1642. 당시 에도마치부교(江戶町奉行).
62 이나바 마사카쓰(稻叶正勝). 당시 로주. 어머니는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유모였던 가쓰가노 쓰보네(春日局)로 이에미쓰

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63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 당시 로주.
64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 도자마 다이묘(外樣大名)이지만 에도시대에는 후다이(譜代)격으로 취급받았다.
65 도보가 부산의 왜관에 도착한 것이 1635년 12월, 귀국한 것은 이듬해 163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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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건넸다. 이를 아래에 기록한다.66

一 (十九) 對馬守書翰之文體、先例に少々相替候所ハ、無別儀請候樣子、對馬守如何
樣之申渡にて相濟候と、自然被成御尋候ハヽ
一 (右同) 從朝鮮日本

上樣之御事、今度之書翰に 大君と被遊候ハ、御名にて候

哉、御位にて候哉。前之不承被遊やうにて候と申候時、
大君樣之儀、御聞候ハぬ由候、前かどの儀、いかやうとも拙子不存候。從朝
鮮は日本之御樣子、委御存知有間敷候。日本上樣を大君と、對馬守書載候
ハヽ、其通りに可有御心得候。對馬守儀もんまうニ御座候とても書翰被認候
出家衆、左樣之段書違たる儀ニ而無之候。其上如御存知、貴國之とりあつか
いニ付、柳川豊前中途ニ而對馬守不存樣ニ、私シ儀多仕候ニ付、書翰之役之
衆、又は郞從衆をも、今度ハ對馬守別而入念儀ニ候得は、少もうたかハしき
やうの儀無之候。
一 (十九) 쓰시마노카미 서한의 문체가 전례에 비해 조금 바뀐 것을 [조선이] 별일 없이 받은 듯

한데 쓰시마노카미가 어떤 식으로 건네서 해결한 건가? 라고 만약 물어보시면,
一 (右同) 조선이 “일본의 쇼군을 이번 서한에 ‘대군(大君)’이라고 칭한 것은 이름(御名)을 의미하

는가? 직위(御位)를 의미하는가? 예전에 듣지 못한 것 같다.”고 하면,

대군(大君)에 관해서는 듣지 못했고, 이전에 어떠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일본의 쇼군을 대군이라고 쓰시마노카미가 쓰
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시마노카미가 무지하기는 하나, 국서를 작성하는

66 아래는 도보 사자에몬에게 건넨 구상서의 내용으로 보인다. 국서의 형식이 예전과 달라진 점과 조선 측의 반응에 관해, 막부가

만약 질문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는 예상 문답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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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들이 그런 것을 틀리게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아시는 대로 귀국과의 통
교에서 야나가와 부젠이 중간에 쓰시마노카미 모르게 사사롭게 처리한 일이 많았는
데, 국서 담당자들과 부하들도 이번에는 쓰시마노카미가 특별히 신경 썼으니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一 (右同) 此頃は前々に違、書簡に年號不被遊候儀、是も如何と申候。
前々年號書付之儀、對馬守存候ハ、加樣之儀、彌前々無調法被仕樣と申候。
惣而日本ハ唐江同心なき國ニ而候。日本ニ茂天子御座候而、官位茂唐と名
前·年號も其通りに候得者、異國之年號書付る儀ニ而無之候。たとい朝鮮と
對馬守通用不申候とても、日本之道に違たる儀有ましき由申候。
一 (右同) “요즘은 전과 달리 서계에 연호(年號)를 기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연유인가”라고

하면,
전에 연호를 기재한 건 쓰시마노카미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일본은
중국의 부하가 아닙니다. 일본에도 천자(天子)가 있고, 관위·이름·연호도 그대로여
서 이국(異國)의 연호를 적지 않습니다. 설령 조선과 쓰시마노카미가 통교하지 않는
다고 해도 일본의 도(道)에 어긋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一 (右同) 足下不宣、是先例に相違之樣ニ申候。
先例ハいかやうにも候へ、是も對馬守存候ハ、前々書付やう無調法と存候。
右申候年號之吟味も、同前ニ候。禮曹對馬守と一々異國之官位與高下之吟
味、有之間敷事ニ候。從貴國書簡之趣、愍懃ニ結構ニ候ハヽ、對馬守も心持
可有之候。萬事は貴國之御見合入事ニ候。
一 (右同) “족하불선(足下不宣)’이라는 기재가 전례와 다르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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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가 어쨌든 이것도 쓰시마노카미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썼던 것이 잘못되었습니
다. 앞서 언급한 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조(禮曹)와 쓰시마노카미가 이국(異國)의
관위(官位)와 고하(高下)를 일일이 검토해서는 안됩니다. 귀국(貴國)이 보낸 서계의 취
지가 정성스러우면 쓰시마노카미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귀국에 맞추
게 됩니다.

右之通申候處、無異儀致合点、今度之返簡入含申候。馬藝之者罷渡候刻、於江
戶對馬守·同知·判事江萬事朝鮮之御心得、無調法之段、樣々申聞セ、諸事に朝
鮮とかくとも、不申候樣に申置候付、其段朝鮮都ニ而同知·判事具ニ申達候由ニ
候。殊朝鮮表江何事とは不存、豊前私ニ申渡仕懸候得共、多々御座候由ニ候。左
樣之儀ニ付、從朝鮮も豊前萬事對馬守ニは不申聞、數年諸事私ニ相はたらい候と
存知居候由ニ御座候。右之通り之心得にて御座候ゆへ、前々之儀、只今對馬守惡
敷與存候所改候ニも、朝鮮 いなとも不申同體と承及候。

위처럼 말하자 이의 없이 납득하여 이번 서한에 넣었다. 마상재인(馬上才人)이 건너왔을 때
에도에서 쓰시마노카미가 동지(同知)·판사(判事)67에게 만사 조선의 이해를 바라며 무례한
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르고 모든 일에 조선은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라고 일렀다. 그
랬더니 그 일을 조선의 도읍에서 동지(同知)와 판사(判事)가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특히
조선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 부젠이 사사롭게 언급하여 행한 것이 여러 번 있다고 한다.
그런 일에 관해 조선에서도 부젠이 모든 일을 쓰시마노카미에게 알리지 않고 수년간 사사롭
게 처리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이전 일을 현재의 쓰시마노카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여도 조선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67 홍동지(洪同知)ㆍ최판사(崔判事). 1635년 마상재와 동행한 역관 홍희남과 최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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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騎藝之者歸國之刻、從江戶對馬守返翰差下候處、同知·判事何かと申たる
やうに御聞召上られ候が、其段如何と被成御尋ニ候ハヽ
同知·判事申候も、返翰之文言前々ニ相違之儀を、申たるニ而御座候。兩人左
樣に申候も、使者のふしやう爲念ニ少々申たるニ而御座候、其段替儀無御座
候。只今ハ無別儀候樣ニ御座候。殊朝鮮都江、同知·判事參候而、日本之御威
光、萬事御明白之御治之樣子、旁以能申達候故、朝鮮も致安堵體ニ御座候。
一 (右同) 마상재가 귀국할 때 에도에서 쓰시마노카미의 답서를 보냈더니 동지(同知)와 판사(判
事)가 무언가를 말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시면,

동지·판사가 말한 내용도 답서의 문언(文言)이 전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
람이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사자(使者)로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에 변동
은 없으며 지금은 별 일이 없습니다. 특히 조선의 도읍에 동지·판사가 가서 일본의
위광 및 만사가 명백하게 다스려지고 모습을 잘 보고하여 조선도 안심한 듯합니다.

一 (右同) 前々度々渡り候信使衆、又は判事なとに、朝鮮にて今度何とそ被相尋事共
候やと自然御尋候ハヽ
惣而朝鮮人口通し候者、多無御座候。其上今程之儀、別而日本を御たいせつ
に存候故、何やうの儀もうかうかと取沙汰不仕候ゆへ、何之沙汰も無御座
候。其上我等儀釜山浦、わづかの逗留、又は都程遠く候故、釜山浦下々之沙
汰無御座候。倂崔判事ハ今度之てふいくわんに付候而下候事。
一 (右同) 都 てふいくわん下り候ハ、佐左衛門爲馳走如此候事。
一 (右同) 전에 여러 번 건너 왔던 통신사들 또는 판사(判事) 등으로부터 조선에서 이번에는 무

슨 질문을 받았는가68 라고 만약 하문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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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조선인과 말이 통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68게다가 이번 일은 특별히 일본에
게는 중요한 사건이라서 섣불리 소문을 내지 않아 그 어떤 소문도 없었습니다. 게다
가 우리들은 부산포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짧았고 도읍은 멀리 떨러져 있어 부산포
백성 사이에 떠도는 소문은 없었습니다. 최판사(崔判事)는 이번 접위관(接慰官)69과 함
께 내려왔습니다.
一 (右同) 도읍에서 접위관이 내려온 것은 사자에몬(佐左衛門)을 접대하기 위해서이다.

一 (右同) 豊前·方長老抔儀ハ、如何申候哉と被成御尋候ハヽ
右之出入之樣子、騎藝之者竝同知·判事委見聞候故、別に相尋候儀も無御座
候。唯咄ニ申候ハ、天下ニ而主人に敵をなし、親に不孝成者、よき事ハ無之
候。對馬守郞從柳川と有之儀ハ、異國迄も存たる儀ニ候。主人をはたし可申
被存、剩虛言を申かけ候。豊前如此罷成候儀、尤と申候。次ニ方長老儀、豊
前江御同意候へハ、是も道ニ違たる儀と咄申候。
一 (右同) 부젠·보초로(方長老) 등에 관해서는 뭐라 하던가라고 물으시면,

그 소송의 상황에 관해서는 마상재인·동지·판사가 자세하게 보고 들었으므로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단 말하기를, “천하에 주인을 적으로 삼고 부모에게 불효한 자에게
좋은 일은 없다. 쓰시마노카미의 부하가 야나가와라는 것은 이국도 알고 있다. 주인
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했다. 부젠이 이처럼 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보초로
에 관해서는 “부젠에 동의했으므로 이 또한 도리에 어긋났다.”고 했습니다.

68 조선의 왜관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의 관리나 역관에게서 무슨 질문을 받았는가, 라는 의미이다.
69 원문에는 ‘데후이쿠완(てふいくわん)’이라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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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佐左衛門朝鮮江渡海候時ハ、例之送使船ニ而渡候哉與、御尋被成候ハヽ
去年馬藝之者罷渡候刻、對馬 例之送使船、釜山浦ニ有合候ニ乘渡候。其使
釜山浦に永々罷立候間、其船に我等乘候而、使之者同前ニ罷渡候。何も今度
之往來之次第、對馬守參上候之節、委可申上候由申聞セ候。
一 (右同) 사자에몬이 조선에 도해했을 때 전례대로 송사선(送使船)을 타고 건너갔는가 라고 물

으시면,
작년에 마상재가 건너왔을 때, 쓰시마에서 건너 간 송사선 중 마침 부산포에 있던 것
을 타고 왔다. 그 사신은 부산포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사신
처럼 건넜다. 이번 왕래한 내용에 관해서는 쓰시마노카미가 올라왔을 때 자세히 말
씀릴 것이다.

一 (右同) 去年、從御老中御狀被下、朝鮮江之書翰之儀、今度一往ハ、まづ對馬守相
計候樣ニと被仰下候故、得其旨、任御意候處、今度之返簡、何之さゝわりも無之
候間、此旨言上候而、以後信使之儀、申渡候所本義ニ候得共、夫を傳居候得ハ、
信使之儀、相延候間、早速申渡候。
一 (右同) 信使之儀申渡候使之事、若御尋被成候ハヽ、順風次第可致渡海候。
一 (右同) 작년에 로주께서 서한을 보내, 조선에 보내는 서계를 이번에는 우선 쓰시마노카미가

조처하라고 하시어 막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다. 이번 답서는 아무 문제도 없으니 이것을
말씀드리고서 통신사를 요청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전하면 통신사가 지체될 터이니 서둘
러 요청한다.
一 (右同) 통신사를 요청하는 사신에 관해 만약 질문하시면 “순풍을 기다려 도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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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右同) 右之使ハ何與申者そ、船ハ送使船かと、若御尋候ハヽ、多田源右衛門と申
者、飛船ニ而相渡候由、可申上候事。
一 (右同) 日光御社參之時分之事、

朝鮮ニ信使之儀申遣し、都江注進候ハヽ、跡

々の往來廿五六日もかゝり可申哉。又ハ都ニ而いかほと日數をとり、可申義も難
知候。何も三月の末ニ返事參候にても、卯月十七日之御社參候ハ、江戶ニ御參上
成間敷候日算用之事。
一 (右同) 위의 사신은 누구인가, 배는 송사선인가 라고 물으시면, “다다 겐에몬(多田源右衛門)

이라는 자가 비선(飛船)으로 건너간다.”고 말씀드릴 것.

一 (右同) 닛코(日光)에 참배하는 시기에 관하여. 조선에 통신사를 요청하고 도읍에 알리면 왕래

에 25, 6일이나 걸리는가. 또는 도읍에서 어느 정도 날짜가 걸릴지도 알 수 없다. 어쨌거나
3월 말에 답변이 온다고 해도 4월 17일에 참배하는 것은 에도에 올라갈 수 없는 날짜 계산
이 된다.

一 (右同) 朝鮮信使罷渡之刻、對馬守不居合ニ而も不苦事ニ候哉と、自然御尋も候ハ
ヽ、其刻罷居候ハてハ、如何成間敷由、可申上候事。
一 (右同) 今度從朝鮮爲信使渡候者ハ、如何樣之者か、高官之者かなとゝ御たたかい
被成御尋と候ハヽ、誰之渡り候共、聢と不存儀ニ御座候、倂口上も通し、万事對
馬守江直ニ申達候故、同知·判事渡り可申哉と粗承候。
一 (右同) 조선통신사가 건너올 때 쓰시마노카미가 함께 있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은가 라고 만

약 질문하시면, “그때가 되어서는 어떻게든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 올릴 것.
一 (右同) 이번에 조선에서 통신사로 건너오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높은 관직에 있는 자인가?

등등 추궁하여 물으시면, “누가 오는지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구두를 통하여 모든 일을 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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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카미에게 바로 보고하니, 동지·판사가 건너오니 않겠는가?”라고 대강 들었습니다.

一 (右同) 從朝鮮之使者乘渡候船ハ、何船そと御尋候ハヽ、有體ニ朝鮮船ニ而渡候由
可申上事。
一 (右同) 豊前送使之所勢、如何程之事。
一 (右同) 豊前前々召仕候者、江戶表江いかやうの儀を申越候事共候ハヽ、聞立急度
此方江可申下事。以上。

△ 柳川調興公事記錄下終
一 (右同) 조선에서 사자가 타고오는 배는 어떤 배냐고 물으시면, 사실 그대로 조선배로 건넌다

고 말씀 올릴 것.
一 (右同) 부젠의 송사선은 어느 정도인가.

一 (右同) 부젠이 전에 데리고 있던 자들이 에도에 어떤 얘기를 전하는 것이 있으면 잘 듣고 반

드시 이쪽에 알릴 것. 이상.
△ 야나가와 시게오키(柳川調興) 재판기록 하 끝

寬永十二丙子年信使來聘之時、從 公儀之御返翰竝御執權方 之返翰、羅山文集ニ
有之候を、書寫置候也。但柳川一儀之事、此返翰之中ニ有之。

1635(寬永 12) 병자(丙子)년 통신사가 왔을 때 보낸 쇼군의 답서 및 집권층의 답서, 『라산문집
(羅山文集)』70에 있는 것을 옮겨 적었다. 단 야나가와 사건이 이 답서에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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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朝鮮國王
日本國源御諱 奉復
朝鮮國王

殿下

聘价遠馳禮意益敬見
書就審慶
我治平贈其物産依數領之懇款深切慰悅殊甚
妥聽義成調興相訟則有僞造
書印者革正糾察焉
貴國早聞知而今改往自新至此誠可也交通有
義不渝舊約則彼此之好也有小信物附
使价還宜如別幅
檢領餘冀
亮察不宣
寬永十三年十二月二十七日
日本國源 御諱 御朱印
此

敎書高低平頭 如本書之式 先是朝

鮮來貢數回隨足利家之舊例使禪林之
徒裁返簡今般

先生預此事 又舊例遣

朝鮮書唯干支今般初記年號

조선국왕께 보내는 답서70

70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이 저술한 서적. 하야시 라잔은 약 150편에 이르는 편서(編書)와 저서를 남겼다. 『라산문집

(羅山文集)』은 그 대표작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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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미나모토노 御諱(이에미쓰)71가 조선국왕 전하께 답서를 올립니다. 전하의 사
신이 멀리서 오셔서 예를 다하니 더욱 공경스럽고, 글을 보니 우리 정치의 태평함이
더욱 경사스럽습니다. 보내주신 선물은 빠짐없이 잘 받았습니다. 정성이 깊고 간절
하니 기쁜 마음이 특히 더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요시나리(義成)와 시게오
키(調興)가 서로 소송하니, 문서와 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있어 살펴서 바로 잡았습니
다. 귀국께서 일찍이 알고 계시듯이 지난 것을 고치고 스스로 새롭게 함이 이에 이르
렀으니 진실로 옳다고 하겠습니다. 교통(交通)에 의의가 있으니 구약(舊約)을 바꾸지
않는 것이 서로 좋겠습니다. 약간의 선물을 사신에게 딸려 보냅니다. 선물 목록은 따
로 보냅니다. 부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1636(寬永 13)년 12월 27일

일본국(日本國) 미나모토 御諱(源御諱)

御朱印

이 교서(敎書)는 고저평두(高低平頭)를 본서(本書)의 식으로 하였다. 이보다 앞
서 조선이 사신을 여러 번 보냈는데 아시카가(足利) 가문의 구례(舊例)는 스님
에게 답장을 작성하게 했다. 이번에 선생(先生)께서 이 일을 맡으셨는데 전에
조선에 보내는 문서에는 오직 간지(干支)만 적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호(年
號)를 적었다.

答朝鮮國禮曹
日本國臣掃部頭藤原直孝敬答
朝鮮國禮曹參判朴公閤下

71 원본에는 쇼군의 이름인 ‘源家光’(미나모토노 이에미쓰)라고 쓰여 있으나, 사본이기 때문에 실명을 직접 쓰지 않고 ‘여기에 귀

인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로 ‘御諱’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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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封手帖千里面譚幸幸 玆三官使遠至捧齎
國書賀我 源大君繼前緖致太平兼獻許多竒
産如別幅旣泰遠之其修聘禮惇舊好休哉抑去
歲義成調興相愬時察有造贋書者糺決焉是行
也 殿下改往自新可嘉奬矣故 以本邦所出
見投贈之到冝啓稟旦如余幷佳貺感謝之至也
因呈薄物以表寸心統希 領收餘事勒 官使
還維時初寒順序自嗇不宣
寬永十三年十二月二十七日
今般禮曹贈書並土冝於直孝及、土井大
炊頭利勝·酒井讚岐守忠勝共稱日本國
執政故、利勝·忠勝返簡別幅與直孝同

조선국 예조(禮曺)에 보내는 답서
일본국 신하 가몬노카미(掃部頭) 후지와라 나오타카(藤原直孝)72, 삼가 조선국 예조참
판(禮曺參判) 박공합하(朴公閤下)께 답서를 드립니다. 서한 한 통이 천리(千里)를 넘
어 도착하니 다행스럽습니다. 여기에 세분의 사신이 멀리서 국서(國書)를 갖고 오셔
서, 우리 대군(大君)이 전대에 이어 태평을 이루신 것을 축하하여 주시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별폭에 적으신 귀한 물건을 많이 보내주시니 이미 그 예를 다하고, 구례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 요시나리(義成)와 시게오키(調興)가 서로 하소
연했을 때 거짓 문서를 만든 사실이 있음을 알고 규찰하여 옳게 행하였습니다. 전하

72 이이 나오타카(井伊直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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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殿下)께서 옛일을 바로잡고 스스로 새롭게 하시니 가히 경사스럽습니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 나는 산물을 보내드리오니 잘 말씀드려주십시오. 약소한 물건으로 작은 마
음이나마 표시하니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나머지는 사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사신
이 돌아가실 때는 추운 겨울이 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1636(寬永 13)년 12월 27일
이번에 예조가 보내온 서한과 선물에서 나오타카(直孝)·도이 오이노카미 도
시카쓰(土井大炊頭利勝)·사카이 사누키노카미 다다카쓰(酒井讚岐守忠勝)를 모
두 일본국 집정(執政)이라 칭했으므로, 도시카쓰(利勝)와 다다카쓰(忠勝)의 답
장과 별폭은 나오타카(直孝)와 동일하게 하였다.

又
日本國臣伊豆守源信綱敬答
朝鮮國禮曹參判朴公閤下
一封手帖千里面譚幸幸 茲三官使遠至捧齎
國書賀我 源大君繼前緖致太平兼獻許多竒
産如別幅旣泰遠之其修聘禮惇舊好休哉抑去
歲義成調興相愬時察有造贋書者糺決焉是行
也 殿下改往自新可嘉奬矣故 以本邦所出
見投贈之到冝啓稟況如余幷佳貺感謝之至
也因呈薄物以表寸心統希 領收旦所請生口
先是皆刷還之令無遺焉縱纔存者爲子爲孫無
欲還者若或願還者須待他年餘事勒 官使還
維時初寒順序 自嗇不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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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永十三年十二月二十七日
今般禮曹贈書並土冝於信綱及阿部豊
後守忠秋·堀田加賀守正盛、共稱日本國
執政奉行、返簡、亦蒙台命所作也、丸六
通、令載其上首返簡於此

또한
일본국 신하 이즈모노카미 미나모토노 노부쓰나(伊豆守源信綱) 삼가 조선국 예조참판
박공합하(朴公閤下)께 답장을 드립니다. 1통의 서한이 천리를 넘어 도착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기에 세 분의 사신이 멀리서 국서(國書)를 갖고 오셔서, 우리 대군(大
君)이 전대에 이어 태평을 이루신 것을 축하하여 주시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별폭

에 적으신 귀한 물건을 많이 보내주시니 이미 그 예를 다하고, 구례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 요시나리(義成)와 시게오키(調興)가 서로 하소연했을 때 거
짓 문서를 만든 사실이 있음을 알고 규찰하여 옳게 행하였습니다. 전하(殿下)께서 옛
일을 바로잡고 스스로 새롭게 하시니 가히 경사스럽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산물을 보내드리오니 잘 말씀드려주십시오. 약소한 물건으로써 작은 마음이나마 표
시하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청하신 생구(生口)73를 전에는 돌려보냈는데, 이번에
는 돌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안되는 생존자들도 자식 때문에 손자 때문에 돌아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혹여 귀국을 원하는 자는 다른 때를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사신이 돌아가실 때는 추운 겨울이 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1636(寬永 13)년 12월 27일

73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간 조선인 포로.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이번에 예조에서 보낸 서한과 선물에서 노부쓰나(信綱)·아베 분고노카미 다
다아키(阿部豊後守忠秋)·홋타 가가노카미 마사모리(堀田加賀守正盛)를 모두 일
본국 집정봉행(執政奉行)이라고 칭하였다. 답장은 명을 받들어 작성하였다. 전
부 6통이다. 그 윗부분을 기재하였는데 답장은 이와 같다.

寬永十二乙亥年三月十日、御執權土井大炊頭殿·酒井讚岐守殿·松平伊豆守殿 御連
署を以、柳川豊前、竝松尾七右衛門十九年以前、此方江差出候誓旨之本書、差上候
樣ニ與之御紙面ニ付而、則本書二通差上之候。右御連署、竝豊前·七右衛門誓旨之
寫、左ニ記之。

1635(寬永 12) 을해년 3월 10일 싯켄(執權)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사카이 사누키노카미
(酒井讚岐守)·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님이 연서(連署)로 ‘야나가와 부젠과 마쓰오 시

치에몬이 19년 전에 이쪽에 제출한 서약문의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하시어, 원본 2통을 제출
했다. 그 연서 및 부젠과 시치에몬의 서약서 사본을 다음에 기록한다.

起請文之事

一 今度   公義之御奉公、竝嶋中朝鮮下知之儀被 仰付候。拙子若輩之故、しい
てしんしゃく申上候得共、前々よりおちおや御奉公仕候ハヽ、きに 條其分に下
知申候と、さぬき守·左京助兩人を以、たひたひ被仰下候得共、かたくしんしゃ
く申上候得は、御ふくろさまちきに御出被成、仰こうむり候間、忝のあまり御う
け仕候。これよりのち隨分御ために罷成候。御奉公少も別儀ニ存ましく候。
一 殿樣も御心中に、おほし免し之儀御座候時ハ、御つゝミなく被仰聞候ハヽ、拙子
身上無調法之儀も、御いけんをうけ御奉公可申上候。拙子も心中に存より候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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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少もつゝみ不申、御ひろう可申上候間、無別儀きこしめし分られ候て可被下
候。
一 拙子身上ニおいて、さゝへ申入候ハヽ、たれたれと申共、御つゝみなく御しらせ
候て、可被下候者也。
右之旨、いつはりにおいてハ、日本國大小之神々、別而當嶋うち神、八滿大
菩之御はつをかうむり可申候。仍起請文如件。
元和三年四月十六日

御內
柳川玄蕃頭(血判)

宗對馬守樣
宗 讚岐守殿
平田左京助殿 御披露

서약문(起請書)74
一 이번에 막부에의 奉公과 쓰시마와 대조선 업무를 담당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라서 주저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전부터 조부와 부친이 수행하여 왔으니 계속해서 해달
라고 사누키노카미와 사쿄노스케(左京助) 두 분을 시켜 종종 명하셨습니다. 그래도 굳게 거
절했지만 번주님의 어머님75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번주님을] 모실 것이며, 직무를 수행함에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다.
一 번주님께서도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바를 숨김없이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부족하나마 의견

74 1617년 부젠이 조선통신사의 접대역할을 맡기 위해 쓰시마에 내려갔을 때 소 요시나리에게 제출한 기청문.
75 요시나리의 생모(威德院).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저도 제 심중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아뢰겠으니 다른 뜻 없이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一 저의 신상에 도움이 되어 줄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라도 거리낌 없이 알려주십시오.

위의 내용에 거짓이 있으면 일본국의 크고 작은 신(神)들, 특히 우리 섬(쓰시마)의 수

호신(氏神) 하치만다이보사쓰(八幡大菩薩)76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서약문을 이와 같
이 적습니다.
1617(元和 3)년 4월 16일
수하 야나가와 겐바노카미77

소 쓰시마노카미님
소 사누키노카미(宗讚岐守)님

血判

히라타 사쿄노스케(平田左京助)님     보심

起請文
今度     殿樣 嶋中御下地之儀、柳川玄蕃頭ニ被仰付候。いろいろ御しんし
ゃく被申上候得共、せひせひ前々豊前守時之ふんニなにへん御賴被成候由、重而被
仰下候付而、御ちやう忝あまりに、玄蕃頭御請ヶ申上候。就其柳川內ニ罷居候故、
誠に似合不申ながら、此七右衛門貳迄 御前ニ免し被出、玄蕃頭ニ少も別儀無御座
候とをり、竝諸事之儀被仰付候。さてさてみやうかなきしたい忝奉存候。誠憚多申
上事ニ御座候得とも、古禮より以後御ための儀ハ、たとい御意をそむき候而成共、
七右衛門儀ハ、可申上候間、きこしめしわけられ可被下候。若々わたくし成儀共申

76 보통은 하치만(八幡)이라고 쓴다. 무사들에게서 무운(武運)의 신으로 추앙받았다.
77 야나가와 시게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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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候ハヽ、七右衛門てんめいの御事ニ御座候間、少も上へもうらみ申上間舗候。乍
恐此上ハ、殿樣ニたいしたてまつりきやくしんの儀、存上申間敷候。
右之旨、以來相違いつわりニおいては、可承日本國中大小神祗、上ハほんてん大し
やく·四大天王·五たうのミやうくわん、中にも當國うち神、八滿兩天當春日大明
神·熊野之こんけん、其外諸神諸佛之御罰者也。仍狀如件。
元和三年五月日

松尾七右衛門
智保

平田左京殿
御連署左ニ記之
以上

서약문78
이번에 번주님께서 쓰시마 내의 일을 야나가와 겐바노카미(柳川玄蕃頭)에게 명하셨습니다. 여
러 번 거절했지만 아무쪼록 이전 부젠노카미 때처럼 부탁한다고 거듭 말씀하시기에 감사한 나
머지 겐바노카미가 수락했습니다. 야나가와의 수하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지만 저 시치에몬
까지도 번주님의 용서를 받으니 겐바노카미도 딴 마음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 일을 명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고례(古禮)부터 이후 주군을 위한
일이라면 설령 주군의 뜻과 다르더라도 시치에몬은 말씀드릴 것이오니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
다. 만약 사사로운 일이라도 말씀드리면 시치에몬의 천명이므로 조금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황송하오나 이처럼 주군을 받들 것이며 역심을 품지 않겠습니다.

78 1617년 마쓰오 시치에몬이 제출한 서약문.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위의 내용에 향후 잘못 혹은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국의 대소(大小) 신지(神祗)79, 위로는 범
천제석(梵天帝釋)80, 사대천왕(四大天王)81, 오두의 명관(冥官)82, 그중에서도 본국(쓰시마)의 수호
신 하치만다이보사쓰(八幡大菩薩), 가스가다이묘진(春日大明神)83, 구마노노곤겐(熊野權現)84, 그
외의 여러 신과 여러 부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1617(元和 3)년 5월일

마쓰오 시치에몬
도모야스(智保)

히라타 사쿄(平田左京)님께
연서(連署) 아래에 기록하다.
이상

柳川豊前守·松尾七右衛門、十九年以前其方へ言上之誓旨之本書可被差上候。爲其
如此候。恐惶謹嚴。
松平伊豆守

79 天神과 地祗. 모든 신들.

80 범천(梵天)이란 힌두교의 三神의 하나이다. 불교에서는 色界의 初禪天의 주인으로 帝釋天과 함께 諸天의 최고위를 점하며

佛法의 수호신이다. 제석(帝釋)은 곧 ‘帝釋天’으로 범천(梵天)과 함께 불법을 지키는 신이다.

81 슈미센(須彌山)의 中腹에 있는 四王天의 주인. 持國天(동방), 增長天(남방), 廣目天(서방), 多聞天(북방)을 칭한다.
82 명관은 명부ㆍ명토(冥土)ㆍ저승, 즉 염라대왕(閻羅大王)이 있는 곳에서 염라대왕의 심부름으로 망자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가

는 귀신을 뜻한다. 방위에 따라 동ㆍ서ㆍ남ㆍ북ㆍ중앙 명관이 따로 있고, 또 직업에 따라 농가에는 제석명관(帝釋冥官), 수렵
가에는 산신명관(山神冥官), 바다에는 용왕명관(龍王冥官), 배에는 선왕명관(船王冥官) 등이 있다고 한다. (『원불교대사전』).
‘오두의 명관’이란 5개 방위에 있는 명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83 일본의 神號의 하나.

84 구마노산잔(熊野三山)에 모셔진 神으로, 본지수적사상(本地垂迹思想)에서 곤겐(權現)이라 불리게 되었다. 곤겐(權現)이란 일

본 神의 神號 중의 하나로, ‘부처가 임시로(權) 神의 형태를 취하여 나타난다(現)’라는 의미이다. 구마노노가미(熊野神)를 제
사하는 신사(神社)는 일본 전국에 약 3천 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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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十日

信綱御判
酒井讚岐守
忠勝御判
土井大炊頭
利勝御判

宗對馬守殿

야나가와 부젠노카미·마쓰오 시치에몬이 19년 전 그 쪽에 올린 서약서의 원본을 보내주십시
오. 이만 줄입니다.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
3월 10일

노부쓰나(信綱) 御判

사카이 사누키노카미(酒井讚岐守)
다다카쓰(忠勝) 御判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
도시카쓰(利勝) 御判

소 쓰시마노카미님께

一 貞享元甲子年十月朔日、柳川豊前於津輕、病死仕候由、津輕越中守殿
公儀江被遂御案內之旨、十月十八日內田淸賀方 之御城手紙ニ申來ル。
一 豊前致病死候付、從

公儀爲御檢使、御步行目付今井三郞右衛門殿·酒井彦太

夫殿、右兩人金子拾兩宛被下之。同年十月廿二日、津輕江被差越候由、此又淸賀
方 之
御城手紙ニ申來ル。

柳川調興公事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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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1684(貞享 元) 갑자년 10월 1일 야나가와 부젠이 쓰가루(津輕)에서 병사했다는 사실85을 쓰가

루 엣추노카미(津輕越中守)님86이 막부에게 알려왔다고 10월 18일 우치다 세이가(內田淸賀)
로부터 편지가 왔다.

一 부젠이 병사한 것과 관련하여 막부에서 검사(檢使)관으로 오카치 메쓰케(御步行目付) 이마이

사부로에몬(今井三郞右衛門)님·사카이 히코타유(酒井彦太夫)님 두 사람에게 금 10냥씩을 내

리셨다. 같은 해 10월 22일 쓰가루에 보낼 것이라고 이것 또한 세이가(淸賀)가 편지로 알려
왔다.

義成樣御代、寬永十一甲戌年、家來柳川豊前公儀江邪儀を訟、義成樣與公事ニ成申
候處、同十二乙亥年、義成樣竝豊前·方長老·七右衛門等大猷院樣御前へ被召出、御
直ニ理非御決斷、義成樣御誤無之段、御聞通被遊御利運ニ被仰付候。公事以前 相
濟候以後迄、始終之御書物·別帳數々ニ有之候を、委相改此一冊ニ記置者也。
天和三癸亥年、十一月十七日

平義眞識之

自寬永十一年、至テ天和三年五十年也。

요시나리(義成)님의 代 1634(寬永 11) 갑술년 부하 야나가와 부젠이 막부에 나쁜 일로 소송을
일으켜 요시나리님과 재판을 벌였는데, 1635 을해년 요시나리님과 부젠·보초로·시치에몬 등
이 다유인(大猷院)님87 앞에 불려나갔다. [다유인님께서] 친히 시비를 가리시어 결단하시기를, 요
시나리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하시며 들으신 대로 도리에 맞는 명을 내리셨다. 재판 이전부터

85 야나가와 시게오키는 당시 82세였다. 33세 때부터 약 50년 간 유배생활을 했지만, 쓰가루 번(津輕藩)에서의 생활은 문무 양

면에 뛰어나다는 평판을 들으면서 우대받았다. 쓰가루 번주의 보다이지(菩提寺)인 長勝寺에 매장되었는데, 번주 이외의 자가
長勝寺에 매장된 것은 시게오키 한 사람 뿐이라고 한다.

86 쓰가루 노부마사(津輕信政). 히로사키 번(弘前藩), 통칭 쓰가루 번(津輕藩)의 4대 번주.
87 도쿠가와 이에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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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이후까지 그 전말을 기록한 수많은 문서와 별장(別帳)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이

한 권으로 기록해 두었다.
1683(天和 3) 계해년 11월 17일

다이라노 요시자네(平義眞)88 기록함89

간에이(寬永) 11년부터 덴나(天和) 3년까지 50년

88 쓰시마 번 3대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 소 요시나리의 아들.
89 소 요시자네가 기록한 것은 1683년 11월 17일이고,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사망한 것은 1684년이다. 아마 요시자네가 이 기록을

정리한 후에 야나가와 시게오키의 사망소식을 듣고 덧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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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하(下)

上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사료원문 상(上)

270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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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297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사료원문 상(上)

298 299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사료원문 상(上)

300 301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사료원문 상(上)

302 303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사료원문 상(上)

304 305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사료원문 상(上)

306 307

中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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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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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사료원문 하(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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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359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사료원문 하(下)

360 361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사료원문 하(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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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387

柳川調興公事記錄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사료원문 하(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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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사료원문 하(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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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 번의 역대 번주(藩主) 일람

차례

번주의 이름

義智(요시토시)

1

관위(官位)

1568~1615. 1. 3(47세沒)
1588. 12(20세) 가독 상속

1639. 11. 18~1702. 8. 7(63세)
1657. 12. 27(18세)~1692 6. 27
義倫(요시쓰구)

4

1671. 3. 26~1694. 9. 27(23세)
1692. 6. 27(21세) 가독 상속

光雲院

彦七郞, 彦三(통칭)

刑部大輔

天龍院

義成의 아들, 彦滿(幼名)

右京大夫

霊光院

右京(통칭)

義方(요시미치)

5

大衍院

1684. 1. 19~1718. 9. 5(34세)
1694. 11. 25(10세) 가독상속
義誠(요시노부)

6

1696. 9. 27~1759. 11. 29(63세)
1731. 2. 21(35세)~1732. 9. 11
義如(요시유키)

8

1716. 10. 18~1752. 1. 5(36세)
1732. 9. 11(16세)~1752. 1. 5
義蕃(요시아리, 요시시게)

9

大雲院

1692. 2. 15~1730. 11. 6(38세)
1718. 11. 22(26세) 가독 상속
方熈(미치히로)

7

1717. 7. 25~1775. 8. 12(58세)
1752. 2. 23(35세)~1762. 閏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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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名昭景(아키카게), 假名 彦三郞, 彦

七, 세례명 다리오

1604. 1. 15~1657. 10. 26(53세)
1615. 2(11세) 가독 상속
義眞(요시자네)

3

비고

万松院

義成(요시나리)

2

계명(戒名)

民部大輔

淸浄院

刑部大輔

円鏡院

式部大輔

大順院

正室 마리아(小西行長의 딸)
義智의 아들, 初名貞光(さだみつ),

正室 は養玉院

義眞의 아들, 初名義龍(よしたつ)

義眞의 아들

次郞(幼名), 眞氏(別名)
義眞의 아들, 初名方誠(みちのぶ)

增之介(幼名), 式部(통칭)
義眞의 아들

竹壽(幼名), 主馬(통칭)
義誠의 아들

彌一(幼名)

義誠의 아들, 初名如苗(유키나에)

쓰시마 번의 역대 번주(藩主) 일람

차례

10

번주의 이름

義暢(요시나가)
1741. 6. 27~1778. 1. 5(37세)
1762. 閏4. 28(21세) 가독 상속

관위(官位)

眞常院

義功(요시카쓰), 猪三郞

11

高源院

1771. 10. 4~1785. 7. 8(15세)
1778. 3. 7(5세)
義功(요시카쓰), 富壽

12

13

1800. 7. 3~1838. 8. 9(39세)
1812. 10. 2(13세) 가독상속
義章(요시아야)

14

1817. 11. 26~1842. 5. 29(26세)
1839. 2. 2(23세) 가독 상속
義和(요시요리)

15

1818. 8. 4~1890. 8. 13(73세)
1842. 8(24세)~1862. 12. 25
義達(요시아키라)

16

浄元院

1773. 2. 29~1813. 5. 17(41세)
1785(13세) 가독 상속
義質(요시카타)

1847. 11. 6~1902. 5. 25(56세)
1863. 2(17세)~1871. 7. 14

계명(戒名)

左近衛少
將

啓祐院

右京大夫

兆德院

播磨守

嚴光院

攝政院

비고

義如의 아들 直丸, 槌之介, 直之介(幼

名), 如資(別名)

義暢의 넷째아들, 初名富壽

猪三郞(통칭)
義暢의 아들

幼名 富壽(猪三郞의 동생)
義功(富壽)의 아들

岩千代(幼名), 功茂(別名)
義質의 장남

彦滿(通稱)

義質의 차남, 養父義章

兵次郞(幼名), 兵部(통칭), 樋口章貞(別

名)

義和의 아들, 善之丞(幼名),
판적봉환(版籍奉還) 후에 重正(시게마
사)로 개명(改名)

398 399

공작미(公作米) 215

찾아보기

교부쿄호닌(刑部卿法印) 032

교코(行幸) 205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 032

구로키 소자에몬(黑木惣左衛門) 061, 063, 079

구지(公事) 023

ㄱ

국사(國師) 192

가게나오(景直) 055

기(棊) 097

급인(給人) 155

가가쓰메 다다스미(加賀爪忠澄) 054

기유약조(己酉約條) 025

가게유(勸解由) 069, 074, 157, 160
가몬노카미(掃部頭) 129, 258

기이(基肄) 097, 206, 210

가쓰다 마고시치(勝田孫七) 155, 168

기하쿠 겐포(規伯玄方) 020

기청문(起請文) 105, 125, 137, 262

가선대부(嘉膳大夫) 221

긴주(近習) 242

가토 가즈에노카미 기요마사(加藤主計頭淸正)
045

강홍중(姜弘重) 049

ㄴ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 020, 035, 151

난부 시게나오(南部重直) 088

겐바노카미(玄蕃頭) 023

닛사카(日坂) 070

나카모도리부네(中戾船) 198

검사(檢使) 100

난부(南部) 088

겐모쓰(監物) 157

겐소(玄蘇) 043, 097

닛코도쇼구(日光東照宮) 101

겐포(玄方) 056, 133, 136

ㄷ

겐코(玄昊) 026, 066, 133, 136

다다 겐모쓰(多田監物) 152, 177

고니시 셋쓰노카미 유키나가(小西攝津守行長)

다다 겐에몬(多田源右衛門) 060, 111, 151,

045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035

254

고쇼(小姓) 039

다시로(田代) 146

고토 사부로자에몬(古藤三郞左衛門) 070, 077,

다유인(大猷院) 267

고쇼마루(御所丸) 025, 078, 083, 084, 157
083

다유(太夫) 205

다이도쿠인(台德院) 107, 219

곤겐(權現) 192

다이유인(大猷院) 026

곤치인스덴(金地院崇傳) 030

다이토쿠인(台德院) 049

다이코(太閤) 122, 244

곤치인(金地院) 030, 099, 104, 11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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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다쿠미(內匠) 030, 113, 121

대군(大君) 149, 200, 248, 258, 260
덴추(殿中) 030

덴카이(天海) 029, 101

ㅁ

마상재(馬上才) 096, 101, 102, 121, 128, 237,
251

마쓰다이라 노부쓰나(松平信綱) 096

도도 이즈미(藤堂和泉) 247

마쓰다이라 마사쓰나(松平正綱) 039, 192

도리이 사교노스케(鳥居左京亮) 031, 115,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 030, 076,

도리이 다다쓰네(鳥居忠恒) 031, 115
118, 119

도보 사자에몬(唐坊佐左衛門) 036, 133, 134,
247

도서(圖書) 135

도쇼구(東照宮) 106, 107, 123

도쇼다이콘겐(東照大權現) 101

마쓰다이라 에몬타유(松平右衛門大輔) 039
261

마쓰라 다카노부(松浦隆信) 032

마쓰라 히젠노카미(松浦肥前守) 032, 144, 147

마쓰오 시치에몬(松尾七右衛門) 020, 065,

066, 091, 089, 131, 133, 171, 180, 210,
228, 240

도슌(道春) 139, 223

미야히메(宮姬) 036, 217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035, 043, 123

ㅂ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 024, 051, 054,

박판사(朴判事) 068

도시나가(智永) 023, 038

도이 도시카쓰(土井利勝) 024, 096, 186

100, 114, 141, 186, 187, 194, 196, 197,
261

도쿠가와 요리후사(德川賴房) 149

박재(朴梓) 049

반쇼인(万松院) 024

보초로(方長老) 020, 056, 059, 064, 065, 068,
072, 088, 091, 103, 104, 128, 131, 140,

도쿠가와 요시나오(德川義直) 149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024, 042, 051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024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024, 219
동지(同知) 250

152, 153 165, 169, 220, 222, 225, 234,
235, 237

본광국사(本光國師) 039

봉서(奉書) 148
부산포 223

부젠 가게나오(豊前景直) 077

ㄹ

부젠(豊前) 040

류호인(流芳院) 026, 092, 128, 131, 135, 136,

분에몬(分右衛門) 077, 078, 160

루스이(留守居) 033

부젠노카미(豊前守) 023, 181, 178

140, 220, 241

린세이도(璘西堂) 032, 133, 142, 143, 199,
201

ㅅ

사고 분에몬(佐護分右衛門) 072, 171, 178

400 401

사누키노카미(讚岐守) 076, 079, 080, 103,

소 요시시게(宗義調) 037, 043

소 요시토시(宗義智) 024, 035, 037, 043, 097,

102, 105, 109, 113, 117, 120, 129, 224,

116

262

사용재(謝用梓) 046

소초로(蘇長老) 043, 044, 048

사카이 다다유키(酒井忠行) 051, 195

손문욱(孫文彧) 048

사카이 다다요(酒井忠世) 051

소초로(召長老) 143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 029, 095, 188

송사선(送使船) 030

사카이 다다토시(酒井忠利) 024

송운대사(松雲大師) 048, 079

사카이 빈고노카미(酒井備後守) 024

쇼슈소(邵首座) 026, 142, 220

사카이 사누키노가미(酒井讚岐守) 029, 095,

숙배(肅拜) 068

사카이 사누키(酒井讚岐) 247

쇼야(庄屋) 154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 025, 056, 064,

112, 139, 225, 261

사카이 산슈(酒井讚州) 188

065, 068, 152

사카이 아와노카미(酒井阿波守) 051

스기무라 우네메스케(杉村采女助) 165, 169,

사카이 우타(酒井雅樂) 051

182

사카이 우타노카미(酒井雅樂頭) 194, 196

스에쓰구 헤이조우(末次平藏) 140, 146

서약서 031

승록(僧錄) 104

서일관(徐一貫) 046

시게오키(調興) 136, 257, 258, 260

사쿄노스케(左京助) 262

슨푸(駿府) 192, 208

서역승(書役僧) 031, 127

시게노부(調信) 023

서한역(書翰役) 120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 025, 060,

서한역승(書翰役僧) 031

110, 150, 151, 161

서한역인(書翰役人) 099

시마즈 이에히사(島津家久) 055

선위사(宣慰使) 035, 222

시마카와 다쿠미(嶋川內匠/島川內匠) 030,

세견선(歲遣船) 030, 199

091, 066, 131, 133, 157, 159, 179, 182,

세이잔지(西山寺) 151

215

센초로(仙長老) 142, 143

시모쓰케(下野) 210, 212, 213, 220

소 사누키(宗讚岐) 030, 074, 091, 114, 131,

시모쓰케 시게노부(下野調信) 054

소 도시노부(宗智順) 030

시모쓰케 부젠(下野豊前) 207

시모쓰케노카미(下野守) 227

133, 157

소 사누키노카미(宗讚岐守) 098, 110, 111,

시치에몬(七右衛門) 020, 059, 066, 071, 075,

113, 117, 119, 176, 178, 183

078, 113, 153, 159, 264

소 요시나리(宗義成) 024

柳川調興公事記錄

시키베(式部) 157

찾아보기

신계영(辛啓榮) 049

양방형(楊方亨) 046

신숙주(申叔舟) 043

에이키호닌(永喜法印) 032, 124, 125, 142

신사(信使) 214

에몬다유(右衛門太夫) 079

심유경(沈惟敬) 046

에이키(永喜) 139, 223

쓰가루 요시노부(津輕信義) 088

여진족(北狄) 225

쓰쿠시(筑紫) 110

오가와치 긴베(大河內金兵衛) 100

쓰가루 엣추노카미(津輕越中守) 267

쓰가루(津輕) 023, 088

여우길(呂祐吉) 049

영지판물(領地判物) 146

오메쓰케(大目付) 108

ㅇ

오사카 전투 218

야규 무네노리(柳生宗矩) 054, 116

오우라 스케다유(大浦助太夫) 061, 063, 064,

아리타 모쿠헤에(有田杢兵衛) 168, 169

야규 타지마노카미(柳生但馬守) 139

야나가와 가게나오(柳川景直) 038

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勸解由) 025, 064, 065,
072, 152, 176

야나가와 겐바노카미(柳川玄蕃頭) 263, 264

야나가와 도시나가(智永) 097

야나가와 부젠(柳川豊前) 050, 117, 128, 140,
186

야나가와 부젠 가게나오(柳川故豊前景直) 038

야나가와 부젠 시게오키(柳川豊前調興) 023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 035, 044, 097,
204, 238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091, 023, 039,
204

야나가와 시모쓰케 시게노부(柳川下野調信)
037, 043, 048

야나가와 시모쓰케(柳川下野) 035, 079, 085,
191

오우라 곤자에몬(大浦權左衛門) 215
079

오윤겸(吳允謙) 049

오이노카미(大炊頭) 024, 052, 076, 078, 079,
080, 102, 103, 106, 113, 129, 139, 212

와니우라(鰐浦) 079

와카토(若黨) 116

와타나베 요시치에몬(渡邊與七左衛門) 176

왜관(倭館) 103, 113

요시나리(義成) 257, 258, 260

요시다 사쿠에몬(吉田作右衛門) 146

요시시게(義調) 213

요시카와 구로우도(吉川藏人) 215, 219

요시토시(義智) 035, 055, 227

요코다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 025, 060,
110, 114, 150, 151, 161

용집(龍輯) 134

우네메(采女) 071, 153

우키타 히데이에(宇喜田秀家) 045

야나가와 즈쇼(柳川圖書) 156

유방원송사(流芳院送使) 086, 202

야스베(安兵衛) 072

유타니(柚谷) 215

야부(養父) 097, 206, 210

유천송사(柳川送使) 038, 085, 202

402 403

윤번승(輪番僧) 032

ㅊ

이나 한주로(伊那半十郞) 100

첨관(僉官) 071

이경직(李景稷) 049

참근교대(參勤交代) 038

이나바 단고(稻叶丹後) 247

최의길 096

이에야스 038

최판사(崔判事) 068

이이 나오타카(井伊直孝) 030, 088, 101, 189

ㅌ

이이 가몬노카미(井伊掃部頭) 101, 149

이이 카몬노카미(井伊掃部頭) 190

통신사 238, 253, 255

이정암송사(以酊庵送使) 202
이즈노카미 102, 113, 120

ㅍ

판사(判事) 250

이쿠도 하치로자에몬 020
이키(壹岐) 140, 147

평의성(平義成) 133

이타미 야스카쓰(伊丹康勝) 039, 192

평지우(平智友) 134

이타쿠라 스오노카미(板倉周防守) 032, 143

ㅎ

이테이안(以酊庵) 033, 135, 136, 225

하나부사 우마노스케(花房右馬助) 040

이타미 하리마노카미(伊丹播磨守) 039

이타쿠라 시게무네(板倉重宗) 032, 143

하나부사 마사요시(花房正榮) 040

이테이안 윤번제(以酊庵輪番制) 032

하야시 라잔(林羅山) 032

인렬왕후 200

하치만다이보사쓰(八幡大菩薩) 263, 265

이토쿠인(威德院) 074, 183, 215

하야시 에이키(林永喜) 032, 057

일본국왕사 056

해동기(海東記) 026

ㅈ

호리 나오유키(掘直之) 040, 054

현방송사(玄方送使) 033

재판(裁判) 215

호리 시키베(堀式部) 247

정경라(慶暹) 049

혼다 고즈케노스케(本多上野介) 038, 039,

접위관(接慰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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