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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명·청교체기(1637~1647년)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보 활용
- 대마도와의 교섭을 중심으로 -

박 정 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본 논문은 명·청교체기(1637~1647) 일본, 특히 대마도에 대한

조선의 정보 제공 전략을 통해 그들이 과도기적이고 유동적인 국제

상황을 교묘하게 대처해나가는 노력을 실증적으로 밝힌 논문이다.

당시 정보는 상황적 흐름을 담고 있는 군사·전쟁정보, 경제적 흐름

을 담고 있는 물자유통정보, 국제관계의 구조를 담고 있는 관계변동

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이를 대외관계형성의 자원으로

삼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조선의 대일외교활동을 규명하고자 했다.

병자호란 직후 조선은 많은 정치·경제·외교적 변혁을 맞닥뜨렸지

만 그 가운데 파급력이 가장 강한 것은 청과 일본의 통교를 주선하

라는 과제였다. 조·청관계의 변화가 조·일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조선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은 청과 일본의 통교 요청

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논의하며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조선은 자국을 왕래하는 청과 일본의 사신이 정보를 매개로 이어

질 가능성을 염려하여 가장 먼저 邊情이 누설되지 않도록 정보를

통제하는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중요했던 것은 이를 실현시키는 교

섭창구에서의 정보활동이었다. 사실 대마도의 정보력을 고려한다면

당시 조선에게 필요했던 정보활동은 무조건적인 정보통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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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정보제공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되던 대마도와

의 교섭을 고려하며 그들이 필요로 할 정보가 무엇이고, 조선이 제

공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교섭창구

에서의 정보활동은 기존에 진행되던 대마도와의 교섭과 맞물리며

진행되었다.

교섭창구에서 오가는 정보는 군사·전쟁정보와 관계변동정보로 구

체화되었고, 다시 명·청전쟁과 조·청전쟁, 그리고 조·명관계와 조·청

관계로 나뉘었다. 조·명관계와 조·청관계는 각각 경제적인 내용과

정치적인 내용으로 세분화되었다. 조선은 각각의 정보가 대일관계형

성의 자원으로써 가지는 가치를 고려하며 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

는 전략을 세웠다. 그 결과 유동적인 흐름을 담고 있는 군사·전쟁정

보와 조·명관계의 경제적인 정보는 사실대로 제공되었고, 국제관계

의 구조를 담고 있는 관계변동정보, 특히 조·청관계정보는 자세한

내막을 생략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전달되었다.

이러한 조선의 선별적인 정보 제공 전략은 대마도의 자율적인 정

보 활용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정보를 통해 유동적인 국제상황을 관

리하고 있는 조선에게 대마도의 정보 활용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1644년 청의 입관은 큰 변수가 되어 조선의 정보

활용책에 미묘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청이 중원을 차지함으로써 조

선에게 청과의 관계를 설명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

은 그간 숨겨온 조·청관계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할 준비를 하기 시작

했다.

이와 맞물려 막부의 대외적 관심도 높아졌다. 1644년 청에 표류

했던 일본인이 조선을 통해 귀국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막부는 조선

-대마도의 경로로도 대륙의 전쟁정보를 전해들을 수 있다고 새삼

직시한 것이다. 이에 막부는 대마도에게 전보다 강도 높게, 자주 대

륙 정보 수집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대륙의 정세를 알고자 하는 막부의 정확한 의중은 1647

년에 이르러서야 조선에 전해졌고, 조선은 바로 대륙전쟁과 조·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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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지 의논하였다. 조·청관계에 관한

정보는 곧 ‘조선의 연호사용’과 ‘조선과 청이 相待하는 예절’로 구체

화되었다. 각각의 정보는 서로 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었기 때

문에 조선은 그 내용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고, 제공방식 또한 내용

별로 달리하여 조선의 의중과 의도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먼저 내용적인 면에서 조선은 청이 중원을 차지하게 된 상황을 철

저히 명·청관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청의 침략을 받

아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사대하고, 이후 10여 년 간 청의 간섭을

받아 온 조선이, 청이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사대를 강요한

과정은 생략하고 명을 멸망시킨 반적 이자성을 물리치는 과정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조선은 그들의 청 연호 사용과 청과의 상대예

절에 대해 나름대로 대답할 명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정보 제공 방식에서도 조선은 서계, 편지, 구두전달이라는 세 단

계의 방식을 모두 활용해 조선의 의중을 교묘하게 내비쳤다. 먼저

막부가 원했던 정보는 편지로 작성하여 중계자 대마도의 왜곡을 최

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이 그간 숨기고자 했던 조·청관계정

보는 구두로만 전달하고, 이에 대해서 조선이 앞으로 더 할 말이 없

다고 서계로 못 박았다.

조선은 막부의 정보 수집을 적기로 삼아 그간 숨겨온 정보를 큰

혼란 없이 공개하였고, 그 안에서도 제공방식을 내용별로 달리하여

안전장치를 심어두었다. 1637~1647년간 펼쳐진 유동적인 국제상

황 속에서 조선은 지정학적 특징에서 비롯한 정보력의 우위를 자원

삼아 능동적인 대일외교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주요어 : 조선, 대마도, 막부, 대일관계, 정보, 정보 활용, 정보 공

개, 명·청교체.

학 번 : 2015-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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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조선은 여러 외교적 과제를 안고 동아시아에 등장하였다. 태조 이

성계는 명나라에 그의 즉위승인과 국호개정을 요청했고, 이후 몇 년

간 명의 책봉국이 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조선은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倭寇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외교적 조치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왜

구 금압 문제는 일본의 중앙인 무로마치(室町) 幕府뿐만 아니라 규

슈(九州)지방, 잇키(壹岐), 對馬島 등의 지방 세력과 교섭하며 해결

해야했다. 이러한 조선의 다각적인 대외관계는 각각이 분리되어 독

립적으로 형성되기보다 관계 간에도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일정한

국제질서를 형성하였다. 즉 조선은 한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외교이

익을 찾아 다른 나라와의 관계 형성에 유리한 자원으로 활용하며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구축해나간 것이다.

이때 조선의 지정학적 특징은 그 이익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었

다. 무엇보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했기 때문에 가지는 정보력은 조선

이 명 및 청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는 실질적인 힘이자 다른 주변국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 자원이었다. 당연히 정보는 조선 국

내에 관한 정보가 아닌 국경 너머에서 전해지는 중원에 대한 정보

였다. 실제로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외교 활동이나 군사·비밀 활동

을 통해 북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들에 대한 적합한 대외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1)

하지만 조선이 ‘대외관계형성의 자원’으로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

였는지, 나아가 정보 활용을 통해 조선이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행위주체로서 어떻게 정립되어 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넓

은 시각이 필요하다. 중원에 대한 정보를 명 혹은 청이 아닌 다른

1) 이규철, 2007 〈조선초기 대외정보 수집활동과 보고경로〉 《군사》 65; 〈조

선초기(태조대~세종대) 대외정보 수집활동의 실상과 변화〉 《역사와 현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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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대륙과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이 지정학적 이점

에서 비롯된 정보의 우위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조선의 정보 활용을 통해 대마도 및 막부와의 관계 양상, 동아시

아 국제질서 속 조선의 위치 설정을 이해하는 데 17세기는 중요한

시기이다. 각종 국제전쟁과 반란, 국가 간 강화나 내전 진압이 반복

되며 동아시아의 여러 세력이 얽히고설켰고, 이에 따라 각국이 구축

해둔 질서가 변동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경우 17세기 초반

부터 일본과 국교 재개 교섭을 진행하여 임진왜란으로 인해 흔들린

국제질서의 한 축을 재구축하기 시작했지만, 뒤이은 정묘호란이 다

른 한 축까지 균열을 냈다. 결정적으로 병자호란을 통해 조선은

200여 년간 좇아온 중화를 상실했고, 청에 대한 사대를 강요당하면

서 조선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대변혁을 맞이하였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조선은 새로운 동아시아 패권자를 서

서히 받아들였고 대마도 및 막부와도 교섭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정

세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굳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복잡한 갈등에 휩싸인 조선이 있었다. 병자호

란 직후 화약상으로는 명에 대한 조선의 조공례가 모두 폐지되었지

만 실제 명은 여전히 중원에 존재하며 청과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

에 조선에는 정치·외교·사상적 갈등이 촉발되었다. 명이 멸망하고

청이 入關한 이후조차 조선은 復明을 명분으로 한 중국 내 반란을

예의주시하였다.2)

이러한 조선의 갈등은 유동적이고 과도기적인 국제질서 자체의 혼

란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조선이 안정을 되찾고 자국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이기도 했다. 그 내용이 대외적

조치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보활동이며 관련된

조선 조정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정보에는 이를 수집하고 제공하

2) 이재경, 2014 〈三藩의 亂 전후(1674~1684) 조선의 정보수집과 정세인식〉

《한국사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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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체의 의도와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정보는 상황적 흐름을 담고 있는 군사·전쟁정보, 경제

적 흐름을 담고 있는 물자유통정보, 그리고 국제관계의 구조를 담고

있는 관계변동정보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정보 내용을 통해서는

조선의 대외적 관심과 정세인식을 살필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일본

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제공했는가’하는 정보 활용 양상은 곧

과도기적인 국제질서를 관리하며 펼친 조선의 대일외교활동이었다.

여기에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조선이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즉 대마도와 막부의 내부 사정이다.3) 임진왜란의 유산을 안고 출범

한 도쿠가와(德川) 막부는 전과 다른 새로운 성격의 질서를 마련해

야 했고, 곧 전국을 제패하여 幕藩체제로 통제하였다. 또한 조선이

나 琉球와 사신을 주고받으며 막부 중심의 지역질서를 형성하고자

하였고, 이는 때때로 종주국에 대한 조공사절로 국내에 연출되어 막

부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4)

그 가운데 대마도 역시 막부의 영향력 안팎에서 조선과 교섭하며

그들 나름의 질서를 세우고 있었다. 대마도는 막부로부터 부여받은

對朝鮮 교섭권을 통해 조선과 막부를 잇는 중계 역할을 해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막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하나의 행위주체로서

조선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대마도가 섬

의 경제적 생존을 조선에 크게 의지하고 있던 배경이 강하게 작동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마도주는 양국의 외교문서를 개작하는 일까

3)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일본’으로 통칭해오던 바를 각각 대마도와 막부로 구

분하여 서술할 것이며, 본 논문에서 ‘일본’으로 칭하는 경우는 대마도와 막부를

함께 이르는 것이다. 이때 조선은 國名, 대마도는 地名, 막부는 정치권력을 의

미하여 서로 다른 층위의 주체들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마도’나

‘막부’는 당대 조선이 호칭하던 용어이자 오늘날 연구자들이 흔히 사용하며 가장

직관적으로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용어라고 판단해 그대로 사용하였다. 특

히 대마도가 邊境, 교섭창구로서 지니는 지리적 성격에 유의하여 對馬藩이나 對

州라는 행정구역의 명칭보다 ‘대마도’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4) Ronald Toby, 1991 State and Diplomacy in Early Modern Japan,
Asia in the Development of Tokugawa Bakufu,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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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벌인다.5) 섬의 생존과 직결되는 관계 지속을 위해 대마도는 조

선과 막부의 의사를 왜곡하여 서로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은 정보가 일본 내에서 어떻게 변용될지 고민하며

전략적으로 이를 제공해야 했다. 과도기적인 국제상황을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자국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정립하고자 제공한 정보가 조

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본에 유통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의 동아시아는 그만큼 유동적인 상황이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선-대마도-막부의 구도 속에서 조선이 정보라는 자원

을 활용하여 어떻게 유동적인 상황을 관리하였는지 검토하고자 한

다. 그동안 17세기, 특히 병자호란 직후 시기는 조·일외교체제가

수립되는 시기로 주목받으며 과도기적인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각국

의 대응력은 경직된 체제 속에 숨겨졌다.6) 특히 그간 조선은 ‘北虜

南倭’의 대외적 위기에 직면하여 일본의 외교적 공세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되어, 조선 조정의 대일외교나 대응논리

는 실종되었다.7) 게다가 국가권력이 그들의 이익에 맞게 외교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만

간주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떻게 교류되었는지 사례를 통

5)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은 조선에 대한 외교권과 島內의 정치적 지위를 둘러

싸고 主從간에 발생한 내분이다. 1633년 대마도의 家臣 야나가와 시게오키(柳

川調興)가 도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의 국서개작사실을 막부에 고발하면서 본

사건은 시작되었다. 1635년 3월 에도성에서 막부 쇼군이 직접 도주를 심리하

였고, 결국 대마도주가 조선과의 외교에서 국서개작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드러

났다. 그러나 막부는 대마도주에게 무죄판결을, 야나가와 시게오키에게는 유배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막부는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여기에 들어간 도주의 공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막부는 국서를

개작하며 親朝鮮的 태도로 중앙을 기만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외

교개혁을 단행한다. - 민덕기, 2007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증보

서)》, 경인문화사, 257~305쪽; 김상준·윤유숙 역, 2015 《근세 한일관계 사

료집 –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동북아역사재단, 10~14쪽.

6) 中村榮孝, 1969 《日鮮關係史硏究 中·下》, 吉川弘文館; 荒野泰典, 1981 〈大君

外交體制の確立〉 《講座日本近世史》2, 有斐閣; Ronald Toby, op.cit.; 池內敏,

2006 《大君外交體制と武威-近世日本の國際秩序と朝鮮觀-》, 名古屋大學出版會;

손승철, 2006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증보판)》, 경인문화사.

7) 李尙奎, 2010 《17세기 倭學譯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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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증적 규명이 부족했다.

조선과 일본의 정보활동 연구는 일찍이 일본학계에서 ‘4개의 창구

(四つの口)’8)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분야의 선구적 연구자

로널드 토비에 따르면, 정묘호란부터 三藩의 난까지 한 세기에 걸친

동아시아의 동란은 내내 일본의 관심을 끌어 정보수집과 분석의 제

도적 발전을 가져왔다고 밝혔다.9) 로널드 토비를 비롯한 여러 연구

자들은 ’17세기 일본의 정보활동이 최종적으로 막부의 정보수집체

제 완성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하였다.10)

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는 여타의 연구와 달리 병자호란 당시 조

선이 일본에 대해 정보를 숨기며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노력을

함께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 노력은 대마도의 정보력과 조선의 정보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요네타니 히토시는 이를 ‘정보

에 대한 일본과 조선의 미묘한 감각 차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정보 제공 의도와 실제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내놓은 편향된 해석이다. 그러다 보니 조선에게 정보를 다

루는 감각이 부족했다는 모호한 결론으로 이어졌으며, 명·청교체기

조선의 선별적인 정보 활용 노력도 가려졌다.

조선의 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춘 한국학계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한

계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한명기는 간략하게 병자호란 이후 대마

도의 정보 수집 시도를 소개하였다. 그들은 왜관에 정보 수집소의

역할을 부여했고, 명·청교체의 흐름과 대륙정세의 탐색에 주의를 기

8)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長崎)에게 중국 및 네덜란드를, 대마도에게 조선을, 사쓰

마(薩摩)에게 유구를, 마쓰마에(松前)에게 아이누를 관장하게 하여 대외관계의

창구를 4개로 한정하였다. 4개의 창구는 일본을 출입하는 사람과 물건을 통제

하기도 하였지만, 해외정보를 효율적으로 입수·관리하며 일본 내 통치를 확고하

게 받쳐주기도 하였다.

9) Ronald Toby, op.cit.; ロナルド·トビ, 2008 《‘鎖国’という外交(全集 日本の

歷史 9)》, 小学館.(번역서 로널드 토비 지음, 허은주 옮김, 2013 《일본 근세

의 ‘쇄국’이라는 외교》, 창해, 153~170쪽)

10) Ronald Toby, op.cit.; 小宮木代良, 1997 〈明淸交替期幕府外交の社会的前

提〉 《鎖国と国際関係》, 吉川弘文館; 米谷均, 1997 〈對馬口における朝鮮,

中國情報〉岩下哲典·眞榮平房昭 編《近世日本の海外情報》, 岩田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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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보 내용은 다루지 않은 채 그저 대마도

의 정보 수집을 일본의 ‘공세’로 두고 이에 대해 조선이 유화적으로

대처하였다고 밝혔다.11)

이상규는 17세기 조·일관계의 추이에 유의하며 倭學譯官의 활동

을 다루었고, 그 가운데 정보활동을 소개하였다. 1640년 문위행의

일원으로 파견된 당상역관 洪喜男은 조·청관계에 대한 島主의 질문

에 약세에 놓인 자국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변명하였다. 이상규는 홍

희남에게 대마도의 대륙정보 수집전술에 말리지 않고 조선의 약세

를 둘러 댈 대처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12) 이상규의 연구는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17세기 중반 조선의 정보제공에 한 걸음 다

가가게 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역관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물로

평가한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차원에서 조선이 당시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살피지 못한 것이다.

김태훈은 17세기 조선의 대일정책 변화를 검토하며 1638년경부

터 보이는 조선의 정보활동을 ‘朝·淸和親論’이라는 보다 큰 대응논리

로 설명하였다.13) 조·청화친론이란 1640년 홍희남의 정보활동과

마찬가지로 조·청관계를 臣服이 아닌 ‘조선과 청이 친하다(朝淸和

親)’는 내용으로 은폐한 상태에서 대일외교를 전개하는 조선의 정책

이었다.

김태훈의 연구는 정책기조라고 하는 ‘일관된 경향’을 밝히는 연구

로서 조선의 정보활동 자체를 세밀히 분석하기보다, 동시기 다른 교

섭사안과 함께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른 사안에서 보이는

조선의 수세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여, 조선의 정보활동도 결국 수세

적인 대일관계로 흘러가는 단초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그는

그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정보활동 사례를 충분히 소개하고 있지 않

11) 한명기, 2007 〈丙子胡亂 무렵 朝鮮의 對日政策과 認識〉 《동북아역사논

총》 17;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12) 李尙奎, 2010 앞 논문.

13) 김태훈, 2013 《17세기 對日政策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

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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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소개한다 하더라도 돌발적이고 비정상적인 대응으로만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김태훈은 조·청화친론에 대해 ‘南倭北虜의

구도 하에서 청의 핍박을 받는 잔약한 실상을 드러낼 수 없는 조선

의 협소한 입지와, 청 관련 정보 탐지를 통하여 조선에 압박을 가하

는 일본 측의 외교적 공세가 맞물려 초래된 조·일 간 외교의 단

면’14)으로 평가했다.

위의 연구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경향을 보인다. 첫째, 대마도나

막부가 전쟁이나 관계변동 자체를 중요한 관심사로 삼고 적극적인

탐문활동을 벌여 조선에게는 그것이 ‘공세’가 될 정도였다고 보는 경

향이다. 1646년 막부가 나가사키를 통해 남명의 원병요청을 접한

이후 대마도를 통해 조선발 대륙정보를 요청하는 빈도와 강도가 높

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정보경로로써의 대마도-막

부 연결은 희미했으며 오가는 정보 역시 사실에 따른 내용이기보다

대마도의 편의에 따른 내용이었다. 또한 대마도도 주 관심사는 섬

차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도주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었으며, 이에 관한 정보를 일순위로 탐문하였다.

둘째, 조선이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혹은 조선에게 정보를 수집

하는 주체로서 일본을 대마도와 막부로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정

보는 이를 다루는 주체의 의도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를 혼용하거나 일본으로 통칭한다면 정확한 교류 양상을 밝힐 수

없다. 또한 대마도와 막부에 대한 조선의 세심한 교섭과 분석, 그리

고 막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대마도의 자율적인 정보활동도 덮을

수 있다. 특히 후자의 한계는 야나가와 잇켄 이후 대마도의 對朝鮮

외교가 막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놓여 그 독자성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체제론적 관점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셋째, 조선과 대마도의 다양한 정보 활용 양상과 이와 관련한 내

부논의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각각이 펼치는 정보활동에

대해 그들의 의도나 입장이 단편적으로 분석되어 있으며 결과적으

14) 김태훈, 2013 위 논문,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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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보를 활용한 조선의 외교활동도, 조선-대마도-막부의 관계상도

부정확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명·청교체기(1637~1647년)15) 일본, 특히 대

마도에 대한 조선의 정보 활용책을 통해 그들이 과도기적이고 유동

적인 국제상황을 교묘하게 대처해나가는 노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자 한다. 이때 조선의 노력은 정보를 대일관계형성의 자원으로써 가

치를 각각 평가하며 대마도에게 선별적으로 펼친 정보 제공 전략에

대한 것이다. 더불어 조선과 주로 교섭한 대마도의 자율적인 정보활

동을 살피며 막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조선과 대마도의 다양한 정

보 교류 실상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양자 간의 정보 교류에 막

부가 전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변화한 정보교류창구의 모습

과 조선의 대응을 살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격변기에 조선이 어떻

게 행위주체로서 정립하고자 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一. 병자호란 직후 조선과 대마도의 정보활동

1. 조선 조정의 邊情 통제 시도

1636년(인조 14년)에 에도(江戶)로 떠났던 병자통신사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무렵 조선에서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을 맞닥뜨리고 있었다. 그것은 조선과 청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

했던 병자호란으로, 이는 명 및 일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국제질

서의 근간을 흔들었다. 먼저 조선은 명과의 국교를 끊고 청에 대해

15) 본고에서 다룰 시기의 상한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청에게 일본과의 통교주

선을 요구받고 새로운 정보 활용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1637년이며, 하한은 조

선이 최초로 막부에 정보를 제공한 1647년이다. 일본학계에서는 1647년을 조

선-대마도의 정보루트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며, 앞서

소개한 김태훈은 조·청화친론이 폐기되는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본고에서 다루

는 시기의 기준이 조선의 정보활동이며, 그 내용이 명·청 교체의 흐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틀어 명·청교체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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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의 예를 지켜야 했다. 그 외 청은 조선에게 歲幣를 규정하며 경

제적 부담을, 명과의 전쟁에 軍兵을 조발할 것을 명하며 군사적 부

담을 지웠다.16) 특히 ‘일본의 사신을 인도하여 조회하러 오게 하라.

朕 또한 장차 사신을 저들에게 보낼 것이다.’17)라는 명령까지 덧붙

여져 그야말로 청의 주도 아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재편되기 시작

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조선 이미 흔들린 자국 중심의 지역질서를

재구축하기 위해 각종 대응방침을 마련해야만 했다.

가장 논의가 시급했던 사안은 전쟁 이후 갑작스럽게 부여된 청과

일본의 통교 주선에 관한 과제였다. 여타의 사안은 기존의 조·명관

계를 청산하고 조·청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내용으로 조선, 명, 청

3국을 아우르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변화를 목도하게 되

는 주체는 정축화약을 체결한 당사국인 조선과 청이었다. 이와 달리

조선을 통해 일본과 조공책봉관계를 맺겠다는 청의 구상은 조·청을

넘어 일본과 조·일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때문

에 조선 조정에서는 병자호란의 패배가 대일관계에까지 영향을 미

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청이 일본과 通信하겠다는 말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논의하였다.18)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선의 조치에 대해 당시 위협적인 국제

정세와 정치·외교상의 이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선은 북과 남의 외적으로부터 침범

당할 경우를 우려하는, 소위 ‘北虜南倭’의 형세 속에 위치하고 있었

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이 청과 일본의 통교를 주선하는 일은

곧 조선에게 적대적인 두 세력의 연합을 도와주는 형국이었다. 게다

가 청이 일본과의 국교를 통해 兵器를 무역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

았기 때문에 이는 더욱 저지되어야 했다.19)

16) 《仁祖實錄》 인조 15년 1월 28일(무진).

17) 위 사료. “日本貿易, 聽爾如舊. 但當導其使者赴朝, 朕亦將遣使至彼也.”

18) 《仁祖實錄》 인조 15년 3월 20일(기미).

19) 김태훈, 2013 앞 논문, 120쪽; 洪性鳩, 2010 〈淸 入關 前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再編과 日本〉 《명청사연구》 33,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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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선에게 청과 일본은 적대적인 존재인 동시에 조선의 각종

대외교섭에 활용되는 일종의 ‘카드’였다. 즉 조선은 일본의 존재를

대명 및 대후금 교섭에, 반대로 명이나 후금의 존재를 대마도와의

교섭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일례로 일본의 위협은 정묘

호란 이후에 명과의 대결에 군사적 원조를 하라는 후금의 요구를

회피하는 명분으로 이용되었다.20) 반대로 임진왜란 이후 대마도가

매번 倭使의 상경을 요구할 때 조선은 명 칙사의 入京상황이나 대

일관계에 심해진 명의 간섭을 핑계로 이를 무마시켰다.21) 북로남왜

의 형세에 끼인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는 위기 그 자체를 의미하기

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조선은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며 북방과 일본

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두 나라가 직

접 통신하게 되어 서로의 상황을 당사국에게 바로 확인하게 된다면

조선은 지정학적 이점을 잃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은 대외적 위

기가 더욱 짙어진 상황에서 유용한 ‘카드’를 보전해야했고 이에 청과

일본이 직접 통교하는 일을 막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은 양국 간에 사신 및 외교문서의 왕래만 저지하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조선과 청,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사신의 왕

래가 잦았다는 점이다. 조선은 이들을 통해 각국의 정황을 쉽게 수

집하며 외교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반대로 그 정보가 風

說이 되어 이를 매개로 청과 일본이 이어질 가능성을 늘 염려해야

만 했다. 청 칙사의 경우 조선의 수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중앙의

고급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대마도 差倭의 경우 상경할 수

는 없었으나 동래의 왜관에 오래 체류하면서 정보수집활동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639년(인조 17년) 6월 청에서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를

책봉하기 위해 칙사를 서울로 보냈을 무렵, 대마도의 차왜 또한 나

20) 洪性鳩, 2010 위 논문, 96쪽.

21) 김태훈, 2013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규장각》 42,

132~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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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는 정보가 중앙에 전해졌다. 이에 조정에서는 대마도와의 교섭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차왜를 돌려보내자고 논의하였지만,22)

곧이어 입경한 칙사는 차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들을 만

나 교린의 길을 열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당시 차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인조는 칙사의 부탁을 적당히 무마할 수 있었지만,23) 이는 청

이 자기들이 획득한 정보위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일본과의 통교 주

선을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후 인조는 청이 일

본과 수교하여 병기를 무역하고자 한다며 두 나라가 결코 수교해서

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못 박는다.24)

한편 주변국이었던 일본에 대해 병자호란과 이후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였다. 청이 그들과

수교를 바란다는 정보 자체는 당연히 숨겨져야 했고 이와 결부되는

여러 정황들 즉 조선의 전쟁정보와 관계변동정보 또한 신중히 처리

되어야 했다. 당시 막부는 그들 중심의 지역질서를 구축하며 스스로

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 집착하고 있었으므로25) 조선의 관계변동정

보를 그 근거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조·

일간의 중층적인 외교체제로 인해 조선이 정보를 제공할 대상으로

서 대마도와 막부 각각을 고려해야 했고 그들의 입장과 반응을 예

측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 대마도와 막부의 역학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일본에 대한 조선의 복잡다단한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묘

호란 당시 대마도에 침략상황을 서계로 자세히 알렸던 경험은 중요

한 지침이 되었다. 1627년(인조 5년) 2월, 奴賊이 서쪽 변경을 침

22) 《瀋陽狀啓》(정하영 외 5 역, 2008 《심양장계》, 창비) 기묘년 인조 17년

(1639) 6월 5일; 《接待倭人事例》(富山市史編纂委員會 刊, 1963 《釜山使料

叢書》 第二 接待倭人事例, 부산시사편찬위원회) 己卯(1639) 6월 7일; 《承政

院日記》 인조 17년 6월 10일(병신).

23)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6월 29일(을묘). “巳時, 上幸南別宮, 行翌日宴. 勅

使〈曰〉, 得聞倭使出來云, 使吾儕相見, 以開交隣之道. 上曰, 時未出來.”

24) 《仁祖實錄》 인조 17년 7월 1일(병진).

25) ロナルド·トビ, 2008 앞 책.(번역서 로널드 토비 지음, 허은주 옮김, 2013

앞 책,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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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해 와 현재 조선은 군사를 징발하고 곡식을 浦館에 채우기 급하

다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을 대마도에게 알렸다. 더불어 도주에

게 조선의 국난을 생각하여 使船을 철회하고 한 때의 위기가 가라

앉기를 기다렸다가 歲禮를 행하기를 요청하였다.26) 전쟁기간에 물

자가 부족해지면 왜관에 물품을 送納하거나 送使船을 접대하기 어

려워지므로 그 사정을 미리 알려 혹시 있을 왜관 왜인의 준동을 막

고자 함이었다.27)

이에 대한 대마도의 즉각적인 반응은 전쟁기간동안 발생할 未收公

木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1627년 3월, 조

선 조정에서 적병이 물러갔음을 대마도에 통보하고 차왜가 나와 물

품을 받아가도록 조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후 대마도는

조선이 후금군과 싸우면서 노획한 그들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요구

하거나 조선의 전쟁사실을 들은 막부의 援兵 파견 의향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대마도는 막부의 원병 파견 여부가 그들의 주선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막부의 무리한 動兵을 막기 위해 보다 정확

한 전쟁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28)

결국 조선의 정세가 막부에까지 알려지자 그들은 대마도로 하여금

정세 탐색을 위한 사신을 조선에 파견하도록 하였다. 이 사신은 ‘막

부의 명령’이라는 명분으로 조선후기를 통틀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상경하여 막부의 군기수송과 원병파견 의사를 전달했고, 대마도의

이해와 직결되는 공무역 교섭도 진행하였다.29) 즉 대마도는 조선의

전쟁을 奇貨로 삼아 각종 공세를 펼쳤고, 이는 조선에게 좋은 경험

이 되었다.30) 병자호란 직후 조정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보 누설을

26) 國史編纂委員會, 1991 《對馬島宗家關係文書: 書契目錄集》 1, 國史編纂委員

會, 25쪽, 서계번호 196; 《朝鮮通交大紀》(田中健夫·田代和生 校訂, 1978

《朝鮮通交大紀》, 名著出版), 222쪽.

27) 鄭成一, 1995 〈丁卯胡亂과 朝鮮의 貿易政策-1629년 日本 ‘國王使’의 上京과

관련하여-〉 《사학연구》 49, 71쪽.

28) 김태훈, 2013 앞 논문, 86~88쪽.

29) 鄭成一, 1995 앞 논문, 69~98쪽.

30) 米谷均, 1997 앞 논문, 115~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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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는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인조는 ‘朝報에 내서는 안 될 일’은 내지 말라고 전교한

다.31) 이에 비변사는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변방의 사정에 관계되는 것은 政院에서 특별히 상세하게 살펴서 대소를 막론

하고 朝報에 내지 말아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뜻을 부친다.’는

일로 이미 윤허를 받았습니다. … 오늘 이후 특별히 더욱 신칙하여 淸人이나

漢人의 동정과 倭船의 去留는 모두 조보에 내지 않는 것이 합당하겠습니

다.32)

인조는 이를 허락하며 조보를 더 이상 승정원이 아닌 비변사에서

봉하여 보낼 것을 명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청·일 양국의 중간에 위

치한 조선이 두 국가의 직접 통신을 막기 위해 邊情을 전보다 특별

하게 인식하고 이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대신들은 기밀이 쉽게 누설되는 조선의 실태를 지적하며 정

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례를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좌의정 崔鳴吉은 기밀사안에 대해 도승지나 해방승지 한 사람만 이

를 맡아 사관은 모르게 하고, 최종결정을 한 후에도 그 내용을 사관

에게 알리지 말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回啓하거나 啓下한 내용

도 유사당상만 알게 하고 그 문서 역시 관아가 아닌 당상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여 주요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관리

들은 명백한 후폐가 예상된다며 반박하지만, 인조는 삼사의 簡通하

는 규례까지 개혁대상으로 거론한다.33) 이 일은 신료들의 막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지만, 인조는 범범한 변방의 보고 외에

가장 비밀로 해야 할 일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며 예사롭지 않은 邊

情은 은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34)

31) 《承政院日記》 인조 15년 4월 3일(임신).

32) 《承政院日記》 인조 15년 윤4월 22일(경신). “備邊司啓曰, 頃日本司啓辭內,

係干邊上事情者, 自政院另加詳察, 毋論大小, 勿出朝報, 以寓愼密之意事, 已爲蒙

允矣. … 今後, 另加申飭, 如淸人·漢人動靜, 及倭船去留, 竝勿出朝報, 宜當.”

33) 《仁祖實錄》 인조 16년 5월 2일(갑자); 《承政院日記》 인조 16년 5월 2일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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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 趙絅 또한 조선이 자강하여 청나라에 복수하는 일은 비밀을

보호하는 일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가장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

야 할 것이 누설될 상황을 우려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정보 누설

에 대한 금법을 따로 제정하여 국경의 출입을 엄하게 다스리는 등

정보 유통에 유의해야 한다고 피력한다.35) 다소간의 편차는 있었지

만 조선 조정에서는 외국인의 동정을 포함한 각종 변정을 통제하는

것으로 논의를 한데 모으고 있었다.

조정의 정보 통제 시도가 일본에 대하여 구체화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일외교문서나 역서에 청의 연호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였다.

당초 정축화약에서 청은 조선에게 ‘명의 연호를 버리고, 일체의 공

문서에 우리의 정삭을 받들 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36) 그러나 병

자호란 이후 조선에 반포될 역서는 지역별로 그 형식을 달리하여

왜관에서 받아볼 역서에는 연호를 아예 삭제하자고 논의하였다. 역

서에서 연호가 표기되는 부분은 역서의 맨 앞장인 單曆張에 적힌

권두서명 부분과 맨 마지막의 紀年張이었는데,37) 下四道에 보낼 역

서는 이를 모두 제거하여 반포하기로 한 것이다. 본래 왜관이 위치

한 동래에 보낼 역서만 명의 연호를 쓰기로 논의되었으나 상인을

통해 다른 지역의 역서가 유입될 경우를 고려하여, 지역을 하사도로

확장하고 연호를 아예 제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왜관에서 연호가

삭제된 역서에 대해 물을 경우 전쟁 이후 물력이 미치지 못해서 간

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답변도 미리 준비하여 조선의 上國이 바뀌

었다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였다.38)

34) 《承政院日記》 인조 16년 5월 8일(경오). “上曰, 其中最可秘密之事, 秘之,

可也. 其他汎然邊報, 不必堅秘也.”

35) 《仁祖實錄》 인조 18년 5월 9일(기축).

36) 《仁祖實錄》 인조 15년 1월 28일(무진), “去其年號, 一應文移, 奉我正朔.”

37) 단력장의 권두서명은 ‘大明萬曆三十五年歲次丁未大統曆’과 같이 쓰이는 부분으

로 임진왜란 이후부터 명나라의 국호와 연호가 붙기 시작했다. 기년장은 간행

연도로부터 역으로 60년 기간에 해당하는 연대표를 ‘萬曆三十五年丁未’ 형식으

로 적게 된다. - 박권수, 2013 〈조선의 역서(曆書) 간행과 로컬사이언스〉

《한국과학사학회지》 35권 1호, 83~92쪽.

38) 《仁祖實錄》 인조 15년 8월 9일(갑진); 《承政院日記》 인조 15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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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조선은 심양에 있는 세자 일행의 관소를 비롯해 한강이

북지방 등 청인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서만 청의 연호를 사용하고,

그밖에 하사도 지역과 왜관 등 남부지방의 공문서나 제향축사, 그리

고 일본과의 외교문서에는 명의 연호나 干支만을 사용했다.39)

조선 조정은 병자호란 직후 청으로부터 일본과의 통교 주선을 요

구받자 다름 아닌 정보를 통제하는 조치로 대외방침을 세워나갔다.

특히 그들은 변경의 중요한 사정이나 외국인의 동태를 주의 깊게

다루며 중앙 차원에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러

나 그 내용은 교섭현장에서 벌어지는 정보활동을 제어하는 실질적

인 대책이기 보다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큰 기조를 발표한 것이

었다. 그러므로 당시 조선에게는 대마도의 정보 수집에 대응하여 중

앙 조정의 기조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이를 전달받은 교섭창구의

관리들이 어떻게 실행시키는가하는 과제가 남아있었다.

2. 교섭창구에서의 선별적 정보 제공

중앙 조정에서 변방의 사정을 통제한다고 하여도 조·일 교섭창구

인 동래에 대마도인이 들어와 있는 한 완벽한 은폐는 불가능했다.

사실 대마도의 정보력이나 국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왜관을 통한 정

보유출40)을 고려한다면 당시 조선에게 필요했던 정보활동은 무조건

적인 정보 통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정보 활용이었다.

전략적인 정보 활용이란 대마도의 정보수집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조선의 지정학적 이점에서 얻는 각종 정보를 대일관계형성의 자원

으로써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갑진).

39) 손승철, 2006 앞 책, 211쪽. 다만 손승철의 연구에서는 청 연호 사용의 제

한이 조선중화주의에 의해 자존의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움직임으로

평가하였다.

4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金剛一, 2008 〈조선 후기 倭館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 『分類紀事大綱』 25 「風說之事」를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41~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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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행되던 대마도와의 교섭을 고려하여 그들이 필요로 할 정보가

무엇인지 예측한 후 이에 합당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교섭창구에서의 정보활동은 기존에 진행되던 대마도와의

교섭과 맞물리며 진행되었다.

조선과 대마도의 교섭은 주로 경제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대

표적으로 대마도는 年例送使船을 내보내 품질 좋은 公木을 받으며

일종의 공무역을 행하였고, 이외에도 막부나 도주의 요청에 따라 각

종 물품을 求請하거나 求貿41)하였다. 병자호란의 전운이 감돌던 시

기에도 조선과 대마도는 연례송사선을 재편성하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기유약조(1609) 이후 대마도에서 파견할 연례송사선 35척

의 내용이 약정되었으나 당시 정확한 도항시기를 정하지 않아 접대

경비 마련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매년 한 차례 도항할 수 있었던 무

역선들이 몇 년간 오지 않다가 한꺼번에 나오며 未收木(공무역품)

을 일시에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접대경비(茶禮, 上船

宴, 下船宴, 五日雜物 등)를 함께 마련해야했기 때문에 조선의 경제

적 부담은 가중되었다. 이에 조선은 연례송사선의 도항시기를 정확

히 정하고, 몇몇 사행을 통합하여 한 번에 도항하도록 하는 교섭을

1636년 초반부터 진행하고 있었다.42)

41) 求請은 대마도가 필요한 물품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조선에서 이를 지급하

거나 교역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대마도에서 사신이 건너올 때 회사품과 정기적으로 정해진 종류와 수량의 물품

을 무상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외교의례적인 성격을 띠었다. 다른 하나는 공·사

무역과는 별도로 대마도가 조선에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교역을 허가하여 유

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교역의 성격이 강했다. 이때 후자가 求貿이다. - 이승

민, 2010 〈조선후기 對馬島 求貿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42) 이로써 성립된 것이 ‘兼帶制’를 통한 ‘年例八送使制’였다. 기유약조 이후 세견

선 20척, 受圖書船 6척, 受職人船 9척으로 총 35척이 조선에 도항할 수 있었

는데, 겸대제에 의해 세견선 20척의 도항형태가 바뀌었다. 제1특송선의 正官이

2, 3특송선을 겸대하고, 세견선제4선의 正官이 제5선~제17선까지 겸대하게

한 것이다. 기존에 조선은 20척의 정관을 접대해야 했지만, 이로서 접대해야

하는 정관이 대폭 줄었다. 더불어 수도서선과 수직인선도 재정비하며 접대해야

할 정관은 총 7명이었다. 또한 각 사선의 도항시기를 정하여 세견제1선~세견

제3선은 1월에, 以酊菴送使와 세견제4선은 2월, 1특송사는 3월, 萬松院送使와

平彦三送使는 6월, 副特送使는 8월에 도항하도록 하였다. - 홍성덕, 2013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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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송사선 접대에 영향을 미치는 전란이 발생하자 정묘

호란 때처럼 조선은 대마도에 침략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 조선

의 교역물품을 받아 본 대마도가 전과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있었

기 때문에 대마도를 납득시킬만한 상황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묘호란 당시의 경험이 중요한 지침이 되어 동래의 왜관에서 최

소한의 정보만이 일선관리들 사이에 오고 갔다. 조선은 며칠 걸리지

않아 적들을 무력으로 평정하였고 그들은 和好를 빌고 떠났다고 답

하여, 매우 간략하고도 중요한 내막이 생략된 정보를 제공하였

다.43) 이때 조선은 명·청전쟁에 대한 정보도 함께 언급했는데,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 조선이 숨기고자 한 정보와 제공하고자 한

정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조선은 椵島 공략전이 펼쳐지고 있는 북방상황에 대해 ‘명나라의

장수 孔有德과 耿仲明이 청에게 투항하고 가도를 습격하여 登州, 萊

州와 旅順의 길목이 막히고 끊이지 않은 곳이 없다’며 비교적 구체

적인 내용을 전한다.44) 조선은 그들의 전쟁보다 명·청전쟁의 형세

를 자세히 제공하며 대마도의 교섭에 대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섭

창구에서 다루는 邊情이 ‘군사·전쟁정보’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때 다시 조선이 제공하려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또한 명·청전

쟁과 조·청전쟁으로 나뉘어졌다. 이때 각각의 전쟁은 여러 대외관계

의 변화를 수반하였으므로 ‘관계변동정보’ 또한 교섭창구에서 신중하

게 처리되었다. 위 가도공략에 관한 정보도 결국 조선과 명의 통로

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었다.

각각의 정보가 연계되어 제공되는 양상은 대마도의 정보 수집 활

동이 시작되자 더욱 두드러졌다. 그 과정에서 대마도가 원하는 정보

나 조선이 숨기고자 하는 정보,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 또한 구체화

43) 《東萊府接倭狀啓謄錄可考事目抄冊》(國史編纂委員會 編, 1991 《各司謄錄》

49 慶尙道 補遺篇 1, 國史編纂委員會) 丁丑(1637) 二月, 三月.

44) 《東萊府接倭狀啓謄錄可考事目抄冊》 丁丑(1637) 三月. “三月, 倭差宴享時,

復問賊事, 答以乞和退去, 又云漢將孔惟[有]德耿仲明, 投降于㺚子兵將襲椵島, 登

來[萊]旋[旅]順之路, 不無阻絶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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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조선과의 무역에 섬의 사활을 걸던 대마도는 역시나 가장

먼저 물자유통에 관하여 탐문하였다. 1637년(인조 15년) 12월, 대

마도에서 총 7가지 교섭사안이 실린 別單을 보내며 ‘교역하는 物貨

가 전만 같지 못하니 중국과 교통이 끊어져서 그런가, 북쪽 오랑캐

의 난리로 인해서 그런가?’라고 물은 것이다.45)

이때 대마도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여러 변방의 사정 가운데 ‘교

역하는 물화’와 연관된 상황은 무엇인지, 그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경제적인 내용으로 좁혀졌다. 조선이 앞서 정보 제공한 두 전쟁 가

운데 교역물품, 여기서는 唐貨가 유통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

확히 물은 것이다. 한편으로 이는 정보수집이 아닌 조선과의 무역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교섭현장과 조정의 반응을 통해 조선의 정보 제공 양상

을 확인해볼 수 있다. 먼저 교섭현장의 접위관과 역관들은 일단 ‘가

도가 兵禍를 입었기 때문에 물화가 나올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46)

그들은 이미 제공했던 가도 공략 정보를 명과의 경제교류 단절 및

물자유통의 변화로 직접 연결시켜 대마도의 정보수집에 대응한 것

이었다.

한편 이를 전해들은 조선 조정에서는 차왜가 ‘北狄’이나 ‘唐路’를

언급한 사실에 집중하며 그들이 조선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염려한다. 이에 많은 대신들은 대마도에게 조선의 사정을 그

대로 제공하자고 주장하였고, 특히 전 좌의정 洪瑞鳳은 이 사안에

대해 범상하게 답하여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모든 일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며 물화에 대한 질문도 ‘조선에서

강화를 허락하여 가도를 지키지 못하였으며, 6로가 헐어 문드러지

45) 《仁祖實錄》 인조 16년 1월 22일(병술); 《別差倭謄錄》(규장각 소장 奎

12781-v.1) 戊寅(1638) 1월 29일. “一曰: 交易物貨, 不如舊, 唐路不通而然

耶? 因北狄之難耶?”

46) 《別差倭謄錄》 戊寅(1638) 1월 23일. “且問, ‘唐物貨近來一切絶乏, 此由於

唐路阻絶然耶. 且館中, 買賣之事, 大異於前日, 此則何故’云云, 縣監使譯官依前日

東萊府使所言, ‘椵島被兵, 以此物貨, 不得出來. 館中之事段, 吾當言於東萊府使,

使之好樣處之’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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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력이 탕잔 되었다’는 실상을 명백하게 개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47)

그러나 인조는 홍서봉의 상소를 조보에 내지 말라고 명하며 그의

의견을 묵살했다.48) 그리고 조정 대신들과의 인견자리에서도 대마

도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

력하게 반대하였다.49) 이는 대마도의 정보수집에 좌지우지되지 않

고 조선의 정보 전략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였다. 이에 이후 대마도

가 중국의 물화가 유통되지 않는 이유를 물을 때마다 교섭창구의

역관은 이미 답하였다고 대답하며 그 이상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

다.50) 조선은 가도가 청에 의해 함락되어 명과의 경제적 교류가 끊

겼다는 군사·전쟁정보이자 조·명관계정보로 당화유통정보를 대신한

것이다.

곧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 오간 조·명관계정보는 경제적인 내용에

서 정치적인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조선과 명의 경제적 교류가 끊겼

다고 전해들은 대마도가 조선이 天朝와 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中京에 사신을 올해(1638년)에도 들여보내지 않았는지 추

가적으로 질문한 것이다. 그간 대마도의 정보수집은 당화에 집착하

며 물자유통에 관한 탐문만 진행하였고, 조선 또한 이에 맞추어 명

과의 관계를 경제적인 내용으로만 구성하여 대답하였다. 그러나 대

마도가 범주를 확장하여 조선과 명의 정치적 교류를 묻자 조정의

태도는 달라졌다. 비변사에서는 대마도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당화

이지만 이밖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 명과 절교하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자고 제안한 것이다.51)

47) 《仁祖實錄》 인조 16년 1월 26일(경인). “倭書七事中, 其一則物貨不如舊者,

不通大唐而然云. 此是第一句當, 不可泛常修答, 依違掩護而止也. … 宜以我國許

和及椵島失守, 六路糜爛, 物力蕩殘之狀, 明白開陳.”

48) 《承政院日記》 인조 16년 1월 26일(경인).

49) 《承政院日記》 인조 16년 1월 26일(경인); 《備邊司謄錄》 인조 16년 1월

26일(경인). “李弘胄曰, 卽見洪瑞鳳上疏, 則物貨不如舊, 不通大唐而然耶? 以此

觀之, 則彼必盡知我國事情, 言之何妨? 上曰, 彼豈不得知之? 然言之則不可。”

50) 《仁祖實錄》 인조 16년 1월 26일(경인); 《承政院日記》 인조 16년 1월

26일(경인); 《備邊司謄錄》 인조 16년 1월 26일(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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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이러한 정보제공지침은 1640년(인조 18년) 4월 대마도라

는 또 다른 교섭창구로 파견된 사신에 의해 그대로 실현된다. 이들

은 곧 問慰行이라 칭하는 사절단으로, 도주가 에도에서 무사히 還島

한 일이나 기타 哀·慶事를 위로·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어 대마도 현

지에서 각종 외교현안을 다루는 사신단이다.52) 이때는 당상역관 洪

喜男과 당하역관 金謹行이 이들을 인솔하였는데,53) 도주는 홍희남

과 조·명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담화하였다.

(도주가) 또 묻기를, “중원의 길이 끊어진 뒤로 信使가 통하지 못했는가?…”하

니, 답하기를, “한번 요동의 길이 끊어진 다음부터는 海路를 경유하여 사신을

통하였다. 지금은 섬 안의 명나라 鎭이 불행히도 모두 함락되어 사신을 보낼

길이 없다. 그러나 피차간에 때때로 小船이 왕래한다.”하였다.54)

홍희남은 명과의 교통로가 차례차례 끊어진 상황을 정확히 밝힌

후 그럼에도 가끔 작은 배로 왕래한다며 명과의 관계가 아예 단절

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1638년 4월, 漢船 2척이 조

선으로 건너와 당시 의주부윤 林慶業과 인조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

달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인조를 비롯한 조정 대부분의 대신은

청이 이 사실을 알고 추궁할까 두려워하며 편지 수령여부부터 고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변사는 漢人에게 조선의 의사를 명백히 밝

히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5) ‘때때로 소선

이 왕래한다’는 그 실상은 대마도가 원한 정치적 교류의 내용은 아

니었다. 그러나 조선은 자세한 내막을 숨긴 채 범범한 전후사실만을

51) 《備邊司謄錄》 인조 16년 5월 3일(을축).

52) 이상규, 2015 〈17세기 중반 問慰行을 통해 본 대일외교의 내용과 성격 –

1640·1651년 문위행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75, 304쪽.

53) 《邊例集要》(국사편찬위원회, 1971 《邊例集要》 上) 卷18 渡海 庚辰

(1640) 四月.

54) 《仁祖實錄》 인조 18년 5월 15일(을미). “又問曰: 中原路絶, 則信使不通乎?

… 答曰: 一自遼路之阻絶, 由海路通使. 今則島中漢鎭, 不幸失守, 他無可由之道,

而彼此小船, 時或往來矣.”

55) 《仁祖實錄》 인조 16년 4월 17일(경술); 《承政院日記》 인조 16년 4월

18일(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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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명과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굳이 알린 것이다.

앞선 당화유통정보의 경우와 달리, 조선이 명과의 정치적 교류에

관한 정보를 가공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임진왜란 전후 조선

의 대일외교 속에 위치한 명의 역할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대마

도와의 강화교섭 당시 조선은 명의 간섭을 이유로 대마도의 각종

요구를 방색한 이른바 ‘借重之計’를 펼친 바 있었다. 정유재란이 아

직 진행되고 있던 1597년(선조 30년) 7월, 대마도에서 강화를 요

청하며 조선이 거부할 경우 다시 침략하겠다고 위협하자 조선은 ‘강

화하려면 명의 허락이 필요하다’며 이를 회피하려고 시도했다.56) 이

때 조선은 실질적인 방안으로써 명군의 도망병으로 구성된 부대를

일부러 부산 일대에 배치하여 대마도에게 위압감을 주는 전략을 펼

치기도 한다.57) 그리고 전술했듯이 이후 대마도의 지속적인 상경

요구를 무마시키는 다양한 근거 중 하나가 명 칙사의 在京이나 조·

일관계에 심해진 명의 간섭이었다. 즉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에도 대

일외교에 대한 명의 영향력이 아직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기 위해

명과의 관계변동정보 가운데 일부를 가공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명과의 정치적 교류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되

자세한 내막은 숨기며 대마도의 정보수집에 선별적으로 대응하였다.

사실 조선이 제공한 명과의 경제적 교류에 관한 정보에도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었다. 조선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청전쟁으

로 인해 물리적으로 명과의 왕래가 불가능해졌다고 피력했을 뿐, 병

자호란 이후 청과 군신관계를 맺고 명과의 교류가 원칙적으로 단절

되었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마도가 병자호란 이후 조·청관계의 변화상에 대

해 직접 묻자 정보를 노골적으로 공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1640

년(인조 18년) 대마도주와 문위관 홍희남이 만나 담화할 당시 도주

56) 閔德基, 1990 〈朝鮮後期 朝․日講和와 朝․明關係〉 《國史館論叢》 12집.

(한명기, 2017 〈임진왜란 시기 明軍 逃亡兵 문제에 대한 一考〉 《한국학연

구》 44, 474쪽에서 재인용.)

57) 한명기, 2017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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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청간의 사신왕래와 조선이 청에게 1년에 보내는 물품의 양을

물었다. 이에 홍희남은 事大나 歲幣를 互聘으로 둔갑시켜 사신과 물

건이 왕래한다고 대답하였다. 보내는 물건 또한 쌀이나 포목에 불과

하며 청에서 요구할 경우 토산물을 가끔 보내준다고 대답하였다.

뒤이어 도주가 심양에 인질로 가 있는 세자와 왕자들의 안부를 묻

고는, 청이 일본을 보러 오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추궁한

다. 홍희남은 먼저 세자와 왕자가 심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질

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이 조선에게 품고 있는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보인 조선의 성의라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청이 남쪽으로 온다

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며 더 이상의 탐문을 차단한다.58)

홍희남은 청에 사신과 물품을 보내고 있는 상황, 세자와 대군이

심양에 있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되 구체적인 내막은 거짓으로

꾸며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자세한 정보제공을 아예 회피한 것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조선의 정보 활용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조·청관계의 정치·경제적인 변화상에 관한 것이었고 모두 군신관계

변동에 관한 정보이자 국제질서의 구조변화를 담고 있는 정보였다.

조선이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와 숨기고자 하는 정보가 미묘하게

교차한 사례가 있다. 그것은 1641년(인조 19년)부터 약 1년간 진

행된 錦州戰爭의 형세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대마도는 금주전쟁에

서 청이 여러 차례 완패당하면서 현재 요동 본성에 틀어박혀 있다

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여기에는 명이 점점 사람을 더하여 요동 본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청의 희망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까지

덧붙여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심양에 있는 세자 일행까

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조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해졌다.59)

몇 달 뒤 이에 합치되는 정보가 나가사키에서 대마도로 유입되자

대마도는 그 내용을 조선에 확인받고자 하였다.60) 막부에게 정확한

58) 《仁祖實錄》 인조 18년 5월 15일(을미).

59) 《分類紀事大綱》(日本國立國會圖書館 소장, 圖書請求記號[WA1-6-30]) 제

33책 〈唐兵亂之一件〉, 寬永 18년(1641) 8월 21일, 8월 22일.

60) 《仁祖實錄》 인조 20년 1월 8일(무인); 《典客司日記》(國史編纂委員會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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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황을 보고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대마도는 실제 전황과 정반대

의 정보를 구한 것이었고,61) 조선의 역관들도 명과 청은 서로 버티

고 있어 아직 판세가 결판나지 않았다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

었다. 후에 금주전투에서 청나라가 이겼다는 소식이 조선 조정에 전

해지자62) 인조는 바로 대마도 측에 사실대로 알리라고 명하기도 한

다.63) 조선은 여전히 명·청전쟁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한 것이다.

그러는 한편 비변사에서는 대마도가 만약 조선의 원병 파견 여부

를 묻는다면 세자의 호위군병으로 보낸 바 있다고 답할 것을 제안

하였다.64) 당시 조선은 정축화약에 따라 청에 군사적으로 원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선 조선의 정보공작과 마찬가지로 조선이 군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의 명분을 거짓으로 꾸며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종합해보면 조선의 정보 제공 전략은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이 정

리해볼 수 있다. 조선은 명·청전쟁의 현황과 당화유통에 대해서 사

실을 제공하였다. 반면 명과의 정치적 교류와 새로운 군신관계에 관

한 정보는 자세한 내막이 생략되거나 아예 거짓으로 꾸며져 전달되

었다. 조선은 왜 이를 구별하여 대마도에게 제공하였을까?

그것은 ‘유동적인 흐름’을 담고 있는 명·청전쟁정보 및 당화유통정

보와 ‘국제관계의 구조’를 담고 있는 관계변동정보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상황적·경제적 흐름을 담고 있는 두 정보는 계속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외관계형성의 자원으로써 정보 가치를 잃을 수 있었다. 빠르게 변

1999 《各司謄錄》 92, 國史編纂委員會), 仁祖20年 壬午(1642) 정월 미상;

《別差倭謄錄》 壬午(1642) 정월 11일. 나가사키에서 대마도로 유입된 정보는

다음과 같았다. “대명황제가 천하의 兵馬를 동원하여 淸兵을 완전히 토벌한 뒤

에 南兵을 풀어주었다.”는 내용이었다.

61) 《仁祖實錄》 인조 19년 7월 12일(병술).

62) 《瀋陽狀啓》 임오년 인조 20년(1642) 3월 12일.

63) 《承政院日記》 인조 20년 3월 24일(계사); 《備邊司謄錄》 인조 20년 3월

24일(계사).

64) 《承政院日記》 인조 20년 1월 13일(계미); 《備邊司謄錄》 인조 20년 1월

13일(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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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분류 정보/소분류 정보의 성격 정보전략

군사·전쟁정보

조·청전쟁 -65) 내막생략

명·청전쟁 유동적인 흐름 사실제공

관계변동정보

조·명관계

경제적

(당화유통)

국제관계의 구조

사실제공

정치적 내막생략

조·청관계

(새로운

군신관계)

경제적 공작

정치적 공작

<표 1> 명·청교체기 정보의 분류 및 조선의 정보전략

동하는 국제상황에서 이미 지난 흐름의 정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은 명·청전쟁정보와 당화유통정보의 가치

를 최대한 활용하며 대마도에 바로 제공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제관계의 구조와 연관된 정보는 달랐다. 국제관계의 구

조는 상황적·경제적 흐름보다 느리게 변해갔고, 이를 바로 제공하기

에 위험부담이 높았다. 조선이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

로 명이 멸망하고 청이 새로운 동아시아의 패권자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66) 조선이 명과의 정치적 관계

를 가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변동을 거듭하는 국

제질서가 윤곽이 잡히기 전까지 관계정보는 대외관계형성의 자원으

로써 미완성이었고, 조선은 이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가공하여 제

공했던 것이다.

게다가 국제관계구조의 변화상을 담고 있는 정보는 당연히 여타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즉 당시 대외관계는 상호작용을

65) 조·청전쟁은 본고에서 다루는 시기 직전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흐름’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전쟁 자체가 ‘국제관계의 구조’를 담고 있지는 않으

므로 역시 제외하였다.

66) 이재경, 2017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밀접촉의 전개〉 《군사》 103, 234

쪽에 자세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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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으며 관계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조·청관계의 변화는 조·일관

계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었다. 아래의 두 사료는 조선이 사대하는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을 일본에 알릴 경우 대마도 및 막부와의 관

계에 미칠 파급력을 조선이 상상한 것이다.

(A) 上이 이르기를, “저들이 上國이 아닌데 어찌 사정을 진달할 필요가 있겠

는가? … 저들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말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 ‘너

희 나라가 청나라에 신하로 복종했다면 우리나라에도 上皇이 있으니 또한 신

하로 복종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67)

(B) 倭國이 참람하게 연호를 가졌으나 우리나라에 보내는 문서에는 감히 연

호를 쓰지 못하였는데, 병자년 후에 倭人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이미 명을

배반하고 犬羊(청국)을 섬기니, 우리 연호가 어찌 청국보다 못하겠느냐?”하고

드디어 연호를 써 보냈다.68)

위 사료는 곧 조선이 더 이상 漢人의 나라, 명의 조공국이 아니라

오랑캐 청의 조공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면 일본 역시 이를

빌미로 하여 조선에게 臣服을 요구할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특히

사료(B)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 병자호란 이후의 청-조선-일

본의 역학관계에 대한 후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묘호란 당시 이미 정보제공이 대마도에게 외교적 공세의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체득한 조선은 군신관계변동에 관한 정보를 알릴 경

우 자국의 외교적 지위를 위협하는 요구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당시 일본은 조선에게 상국행세를 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637년(인조 15년, 寬永 14년) 耶

67) 《承政院日記》 인조 16년 1월 26일(경인); 《備邊司謄錄》 인조 16년 1월

26일(경인). “上曰, 彼非上國, 何必陳達事情? … 彼豈不得知之? 然言之則不

可。彼以爲爾國, 臣服於淸國, 則我國亦有上皇, 亦當臣服言之, 則何以爲之?”;

《承政院日記》 인조 17년(1639) 8월 5일(경인)에도 인조의 같은 언급이 보

인다.

68) 《燃藜室記述》(민족문화추진회, 1967 《국역 燃藜室記述 6》) 卷26 〈亂後

時事〉. “倭國僭有年號, 而不敢書於送我國文書. 丙子後, 倭人以爲, ‘爾國旣背明

朝, 而犬羊是事, 我之年號, 亦豈下於淸國乎.’ 遂寫送年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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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宗門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켜 막부에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69) 그러나 당시 倭情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던 조선은 이 정보가 대일관계형성의 유리한 자원이 아

닌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는 점에 보다 집중하였다. 이렇듯 조선

은 여러 정보가 대외관계형성의 자원으로써 가지는 가치를 고려하

며 제공 전략을 다르게 세워 유동적인 국제상황에 대응하고 있었다.

3. 대마도의 자율적 정보 활용과 조선의 대응

각종 경로를 통해 군사·전쟁정보와 관계변동정보를 전달받은 대마

도 역시 그들의 입장에서 정보에 접근하며 막부 및 조선과의 관계

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막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외

교행보였으며 이를 위해 먼저 대마도는 막부에게 정보를 윤색하여

전달해야했다.

조선이 청과 정축화약을 맺은 직후인 1637년 2월, 대마도에서

귀국을 기다리던 통신사 일행에게 조선의 사정이 전해졌다. 이때 도

주도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의 상황을 최초로 접하였다. 그 내용은

‘오랑캐의 騎兵이 서울을 침범하여 大駕가 남한산성에 나가 계셨는

데, 이제는 이미 講和하여 오랑캐가 물러가고 대가도 還都하였다’는

것이었다.70)

이 소식은 도주에 의해 바로 에도에 보고되었다. 이때 도주는 虜

賊이 서울에 들어왔다는 말만 있으면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므로 적이 물러갔다는 기별을 들은 사신단이 대단히 기쁘게 여

기고 돌아갔다고 사연을 만들었다.71) 대마도가 파악한 전쟁 상황을

69) 申東珪, 1998 〈耶蘇宗門禁制를 둘러싼 朝日外交關係〉 《강원사학》 14.

70) 金世濂, 《海槎錄》(정봉화·신호열 譯, 1982 《(국역) 해행총재 4》), 인조

15년 2월 21일. “夜深. 平成春送片紙, 乃留倭館人飛報虜事情也. 書中有云, 虜

騎犯京, 大駕出次南漢, 今則已爲講和退去, 大駕還都云. 得報震駭, 心膽俱絶, 欲

爲痛哭則不當, 但仰天掩泣, 會坐一處達曙.”

71) 金世濂, 《海槎錄》, 인조 15년 2월 22일. “義成謂洪喜男曰, 今此代官馳報,

不可不飛通江戶. 書中旣有還都之說, 若只以虜賊入京等語爲報, 必有不好事, 以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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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적의 퇴각과 조선 사신의 안도에 방점

을 찍어 막부에 전달한 것이다. 또한 대마도가 통신사 일행을 동래

까지 護行하고 돌아온 후 막부로 보고한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은 사신단이 무사히 조선의 수도까지 도착했다고 알렸을 뿐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72)

당시 대마도는 수집한 정보를 그들의 편의에 맞추어 막부에 보고

하는 데 힘쓰고 있었다. 이때 그들의 ‘편의’란 야나가와 잇켄(柳川一

件) 이후 막부로부터 의심받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의미했

다. 당시 조선의 편에 서서 막부의 외교문서를 개작했던 일로 큰일

을 치룬 대마도는 막부에게 조선의 상황을 보고하긴 해야 했다. 그

러나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정보를 접한 막부가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조선의 상황은 안정적이며 대마도가 이

들과 교섭함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준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조선과

의 교섭에 막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길 바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마도는 대조선외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윤색한

채 막부로 보고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마도는 조선의 정보 보증을 통해 막부의 신뢰를 얻고

자 노력하기도 했다. 조선의 정보 보증이란 조선이 그들의 정세를

직접 쓴 외교문서였다. 이때 대마도는 외교문서의 내용을 막부에 이

미 보고한 정보 그대로 구성해달라고 조선에 요구하는 기민함을 보

였다.

1637년 5월 조선의 終戰을 축하하는 差倭 아리타 모쿠베(藤智

繩; 有田杢兵衛)가 동래에 파견되었고,73) 그는 대마도로 보낼 예조

의 회답서계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島中에 무지한 무리가 중간에

와언을 조작하여 에도로 전파할 우려가 있으니, 조선이 회답서계로

臣聞賊退之奇, 以爲大慶而還爲辭云矣.”

72) 《老中連署奉書》〈義成様御代年号不知従御老中様之御奉書〉卷8 (九州國立博

物館 소장, 收蔵品番号 P349, 整理番号 002061201).

73) 《邊例集要》 卷1 別差倭 丁丑(1637) 五月; 《通文館志》(세종대왕기념사업

회, 1998 《국역 통문관지》) 卷9 紀年 仁祖大王 15年 丁丑(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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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전쟁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내면 막부로 정식 보고하겠다

고 밝힌다.74) 급기야 차왜는 서계의 내용까지 나서서 요구한다. 먼

저 에도의 평안을 하례하고, 도주의 성의를 사례하며, 마지막으로

조선에서 강화하고, 청나라의 병력이 퇴각한 이유를 말하되 措語에

힘써 일본에 잘못 전해진 소문을 해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

혔다.75) 이때 일본에 잘못 전해진 소문은 援兵하고자 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조선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이에 조선은 지난번 여진인의 침입을 받았으나 즉시 講好를 맺어

변경이 조용해졌다는 서계를 보낸다.76) 이로써 대마도는 조선의 정

세가 평안하다고 막부에 보고할 직접 증거를 확보하였다. 한편 조선

은 이미 대마도가 실상을 모두 알고 있다하더라도 정보를 직접 공

개할 수 없다는 지침을 세운 상황이었으므로 대마도의 요청을 쉽게

따라줄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병자호란이 끝난 지 5년 후에도 보인다. 1642년

(인조 21년) 4월, 당시 동래에 나와 있던 차왜 미우라 구라노조(平

成幸; 三浦內藏丞)는 갑자기 세 나라의 형세를 담은 별도의 서계를

요청하면서, 이를 쇼군에게 보고하여 의심을 풀게 하겠다고 제안한

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청나라가 조선과 강화한 이후 신의가 서로

두터워서 다른 일은 없다’는 뜻으로, 도주가 일찍이 막부에 보고한

것과 꼭 같이 서계로 만들어 달라고 강조한다. 이에 조선은 대마도

의 요청을 거절하지만, 한편으로 차왜의 구두가 아닌 도주의 서계로

먼저 이를 요청하면 답서로 그 내용을 보내줄 수 있다고 언급한

다.77) 조선은 여전히 막부에 대한 대마도의 정보 가공에 동조하며

74) 《致賀謄錄》(규장각 소장 奎 12882) 丁丑(1637) 5월 28일.

75) 《承政院日記》 인조 15년 5월 27일(갑오); 《倭人求請謄錄》(서울大學校

奎章閣 영인, 1992 《倭人求請謄錄》 一) 丁丑(1637) 5월 30일.

76) 國史編纂委員會, 1991 《對馬島宗家關係文書: 書契目錄集》 1, 國史編纂委員

會, 48쪽, 서계번호 368.

77) 《倭人求請謄錄》 壬午(1642) 3월 6일; 《備邊司謄錄》 인조 21년 3월 6일

(을해); 《典客司日記》 仁祖20年 壬午(1642) 3월 초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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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정보 전략을 유지해나가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정보경로로써 대마도-막부의 연결은 희미해졌고, 실제 자

세한 군사·전쟁정보와 관계변동정보는 조선과 대마도의 양자관계에

서만 다루어졌다. 정보를 활용한 대마도의 외교적 수완은 조선과의

송사선 교섭에서 주로 드러났다. 이때 다루어지는 송사는 受圖書船

으로 조선이 특별히 발급한 圖書가 찍힌 서계를 도항증으로 사용한

무역선을 일컫는다.78) 이 시기 송사선 교섭은 1639년(인조 17년)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및 겐포(玄方)의 송사를 복구하는 교

섭과 1642년 대마도주가 아들을 낳아 그의 송사를 요청하는 것으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의 송사교섭은 대마도에서 야나가와 잇켄이 마무리되었던

1635년(인조 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635년 6월, 도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와 야나가와 시게오키 일당간의 쟁송이 마무리

되고 최종적으로 도주의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졌

다.79) 그리고 6개월 후 도주는 이 쟁송에 연관되어 처벌받은 자들

의 송사(圖書, 章服)를 모두 조선에 반납하였고80), 4년 후 이를 다

시 복구하고자 차왜 시마오 곤노스케(平智連; 嶋雄権之介)와 아리

타 모쿠베(藤智繩)를 보냈다.81)

차왜 일행은 시게오키와 겐포 송사를 다시 시작하는 일로 나왔다

고 밝히며, 다름 아닌 1635년 예조의 회답서계를 근거로 밝히고

있다. 1635년 12월, 대마도에서 시게오키와 겐포 등의 송사를 반

납해오자 당시 예조참의는 이것을 일단 수령하지만 교체하여 받을

사람이 정해지면 이 예를 응당 계승할 것이니 도주의 後信을 기다

리겠다는 내용으로 회답서계를 보낸 것이다.82) 이에 따라 대마도는

78) 洪性德, 1998 《十七世紀 朝·日 外交使行 硏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13~115쪽.

79) 《邊例集要》 卷 1 別差倭 乙亥(1635) 六月; 《東萊府接倭狀啓謄錄可考事目

抄冊》 乙亥(1635) 六月.

80) 《邊例集要》 卷 1 別差倭 乙亥(1635) 十二月.

81) 《別差倭謄錄》 己卯(1639) 7월 28일, 7월 30일; 《仁祖實錄》 인조 17년

7월 30일(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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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오키와 겐포를 대신할 사람을 정하여 왔다며 송사복구를 요청

하였고, 급기야 송사가 중단되었던 기간의 公貿木까지 소급하여 지

급할 것을 요구하였다.83)

이러한 요청을 직접 들은 현장의 역관 李長生과 崔義吉 등은 일단

조정의 분부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왜 일행이 이를 완전히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고자세를 취한다. 덧붙여 역관들이

1635년 회답서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하자 차왜일행은 뜻밖

의 방향으로 이를 응수한다. 바로 조선이 兵禍를 입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막부에 숨기고자 하는 대마도주의 노력을 강조한 것

이다.

차왜의 설명에 따르면 막부의 젊은 관리들이 조·청간의 전쟁사실

을 이미 듣고 도주에게 이를 탐문하며 원병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었다. 이에 도주는 이미 조선이 강화하여 적군은 물러갔다고 대답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늘 조선과 主和한다는 혐의를 받을까 염려하

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므로 이번 송사복구를 거절한다면 이를 증거

로 삼아 막부에게 ‘조선이 몇 년 전에 병화를 입어 전국이 형체가

없어져 접대하기가 어려운 듯합니다.’라고 고할 것이라고 대응하였

다.84) 대마도는 지속적인 경제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송사복구를 요

청하면서 그들이 조선의 전쟁 후 실상을 막부에 사실대로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교섭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역관들은 물론 경상좌수사나 조정에서도 특별히

대응하지 않는다. 대마도가 막부에게 병자호란의 실상을 그대로 알

리지 않은 것은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마도와 막부의 역학관계

에 따른 것임을 조선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82) 《同文彙考》(국사편찬위원회 영인, 1978 《同文彙考》) 附編 卷 11 進獻 2

〈禮曹參議別紙〉 “云云委致 調興輩所曾受圖書服章 姑爲收領 但次官以下, 交贄

有素 替受之人 應襲此例 更竢貴島後信 別議區處也 餘具正幅 不宣　崇禎八年乙

亥 月日”

83) 《別差倭謄錄》 己卯(1639) 7월 30일; 《邊例集要》 卷2 送使 己卯(1639)

七月.

84) 《別差倭謄錄》 己卯(1639)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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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계기로 조정 내부에서는 그들의 정보 제공 양상을 재

검토하기 시작했다.85) 조선은 이미 병자호란 직후 邊情의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대마도에게도 내용별로 다른 전략으로 정보

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교류 양상에서 ‘막부’의 존

재가 한 번 드러나자 조정에서는 보다 세심하게 정보 전략을 검토

하였다. 대마도와 막부를 별개의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먼저 동지사 李景奭은 대마도가 조선에는 심하게 숨기는 것이 없

으니 조선의 정세를 사실대로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쇼군에게 임기

응변하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제안한다. 도승지 朴潢도 이에 동

의하며 차왜를 만나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료들은

조·일관계의 삼각구도에서 대마도가 조선의 편에 선 정보매개자로써

활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인조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다. 인조는 먼저 우리나라의 일

을 말해서 고루하게 지식이 얕게 보일 것이 있겠냐며 신료들을 꾸

짖는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관백이 모르고 도주만 안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라며 이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인조는 도

주에게만 조선의 정세를 알린다고 하여도 그들이 조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쇼군과 교섭하리란 보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러한 군신간의 의견 차이는 당시 대마도에 대한 인식 차이, 나아가

조·일관계의 삼자구도 활용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보인다.86)

85) 위 사료.

86) 이에 대해 김태훈은 인조와 신료들이 일본의 침략가능성을 서로 다르게 판단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조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여, 그들에게 조선의 약세를 드러낼 경우 침입해올 것이라

는 판단에 정보은폐책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반대로 신료들은 일본의 침략가

능성을 낮게 판단하여, 그들에게 실정을 알린 뒤 도움을 받아 청에게 복수하자

고 주장한다. 이는 당시 조선의 정세 인식을 엿보게 하는 분석으로서 의미 있지

만 신료들의 다양한 정보 공개 논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대마도에게만 조선의 실정을 알려서 막부에게 임기응변하게 하자는 주장은 일

본의 침략 가능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김태훈, 2013 앞 논문,

116~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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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마도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조선의 정보 제공 전략

을 유지하였다. 이는 이미 대마도의 편의대로 이루어진 정보 보고나

이를 다시 조선을 위한 것으로 둔갑시켜 조선과의 송사선 교섭을

진행하는 대마도의 정보 전술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대응이었다.

그러나 1640년(인조 18년)부터 시작된 소위 兒名送使 교섭에서 보

이는 정보 교류 양상은 이와 조금 달랐다.

먼저 아명송사란 조선에서 대마도주의 장자에게 아명을 쓴 圖書를

발급하여 준 세견선이다. 1611년(광해군 3년) 당시 대마도주였던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아들을 낳자 이를 기념하여 아들의 아명인

彦三으로 도서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일명 平彦三송사로, 언삼은

1615년 도주가 된 소 요시나리(宗義成)이다. 본래 도주가 되면 도

주의 세견선을 받기 때문에 아명도서는 반납해야 했지만, 소 요시나

리는 어머니가 그 도서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핑계로 이를 존속시켰

다.87)

그런데 1640년 도주 소 요시나리가 아들을 낳고, 전례에 따라 그

의 아들 彦滿을 위한 도서를 조선에 요청하면서 긴 아명송사 교섭

이 시작되었다.88) 현 도주의 아명송사인 언삼송사가 있는 상황에서

언만의 도서를 또 발급 하는 것은 아명송사 2척이 공존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조선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역관 홍희남 등은

언삼의 도서를 먼저 반납하면 언만의 도서로 바꾸어 주겠다고 맞섰

다.89) 조선에게 이를 거절할 명분과 이치가 분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마도에서는 막무가내로 언만의 도서만 내어달라고 요구

했고, 2년여 간의 교섭 끝에 1642년(인조 20년) 3월 언삼도서를

언만의 이름으로 고쳐서 가져갈 일로 차왜 세키조(徐首座; 碩恕)와

아리타 모쿠베(藤智繩)가 나왔다.90) 조선의 뜻대로 아명송사 1척만

87) 《通文館志》 交隣 上 〈平彦三送使〉.

88) 《邊例集要》 卷1 別差倭 庚辰(1640) 九月; 《仁祖實錄》 인조 18년 9월

19일(정유).

89) 《典客司日記》 仁祖18年 庚辰(1640) 10월 21일, 11월 20일, 11월 23일,

仁祖19年 辛巳(1641) 3월 초1일.

90) 《典客司日記》 仁祖20年 壬午(1642) 3월 12일; 《別差倭謄錄》 壬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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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게 되는 듯 했지만, 차왜 일행은 언만송사를 특송선의 예에 따

라 만들어줄 것을 새로 요청했다. 그런데 이는 공무목 19동 1필을

추가 지급해야함을 의미했고, 결국 2척을 공존시키는 것과 다를 것

이 없었다.91)

19동 1필의 공무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조선의 대응에 대

마도는 그것이 큰 수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도주가 이 정도의 물

건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사쓰마(薩摩)의 식읍과 그들이 유구

로부터 받는 進貢양을 제시하며 대마도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비교하였다. 결정적으로 아리타 모쿠베는 ‘조선이 타국에 주는 물건

과 도주가 1년에 송사하며 얻는 이익을 비교하면 강·바다에 개천·수

렁을 대는 것이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다.92)

동래부사 鄭致和와 접위관 이태운은 이 발언을 차왜가 청으로 보

내는 세폐까지 언급하며 대마도의 이익과 비교한다고 간주하여, 그

들의 협박하는 행태를 조정에 보고한다.93) 이에 조정에서도 분통해

하지만 십 수 동 의 목면 때문에 이웃 나라에 환심을 잃는 것은 결

코 좋은 계책이 아니므로 언삼과 언만 두 도서를 모두 돌려보내자

고 결정한다. 대마도는 정보에 실리적으로 접근하여 조선과의 송사

선 교섭을 진행한 것이다.

한편 조선은 아명송사의 제공과는 별도로 차왜의 논리를 조목조목

설파하며 명분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조선에게 명분은 유동

적인 국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먼저 사쓰마의 식읍 등은 일본의 일로 조선이 알 바가 아니며, 유구

가 사쓰마에게 바치는 각종 보화를 기준으로 조선에게 이를 요구해

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더불어 청나라에 세폐로 보내는 물건은 토

산품 가운데 魚果와 紬布에 불과할 뿐이지만, 청나라에서 또한 駿

(1642) 3월 12일; 《邊例集要》 卷1 別差倭 壬午(1642) 三月.

91) 《典客司日記》 仁祖20年 壬午(1642) 날짜 미상(3월 14일로 추측); 《承政

院日記》 인조 20년 3월 27일(병신).

92) 《典客司日記》 仁祖20年 壬午(1642) 날짜 미상. “若以他國所給之物, 比之於

島主一年送使公貿餘利之數而言之, 則是河海之與溝瀆也. 不而不知囁嚅有年矣”

93) 위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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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 銀子, 黑貂皮로 보답해 주므로 일본의 수많은 배를 接濟하는 것

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대응하였다.94)

앞서 설명했듯이 당시 조선은 대마도가 이미 정황을 모두 알고 있

다 하더라도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조선 조

정은 차왜의 발언에 겁을 먹고 위축되기보다 그들의 전략을 유지하

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에게 보내는 세폐에는 토산이 아닌 黃

金, 白銀, 水牛角弓面, 蘇木 등의 물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

양 역시 ‘국가의 존망이 세폐에서 판가름 난다’고 할 정도로 부담이

컸다.95) 그러나 조선은 기존의 정보 전략대로 물품의 내용과 양만

거짓으로 꾸며 대마도에 정보 제공하였고 명분을 취할 수 있었다.

대마도는 막부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며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

어나 조선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때 대마도는 막부의 신

뢰를 얻기 위해 조선에 특정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고, 조선과의 교

섭에서 그들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대마

도는 여러 정보에 실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기존의 정보 전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특히 정보를 활용한 대마도의 공세에 조선은

실리를 내어주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했던 명분을 취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유동적인 국제상황에서 조선을 우위에 놓는

중요 자원을 유지하는 노력이기도 했다.

94) 《承政院日記》 인조 20년 4월 11일(경술); 《備邊司謄錄》 인조 20년 4월

11일(경술).

95) 홍선이, 2014 〈歲幣·方物을 통해 본 朝淸관계의 특징 – 인조대 歲幣·方物

의 구성과 재정 부담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보》 55, 269~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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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국제정세의 변동과 조선의 정보 전략 변화

1. 청의 入關 이후 정보 교류 창구의 성격 변화

조선의 선별적 정보 제공과 대마도의 자율적인 정보 활용 양상은

1644년(인조 22년)부터 국제정세의 변동과 맞물려 미묘하게 변화

해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청이 명을 밀어내고 중원을 차지한 일이었

다. 1644년 5월 7일, 청이 조선으로 칙서를 보내 명의 流賊이 이

미 북경을 함락시켜 숭정황제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며, 산해관을

지키던 명나라 총병관 吳三桂가 청에 항복하여 함께 북경으로 전진

하고 있다고 전해왔다.96) 1637년에 이미 형식상으로 조선이 사대

해야 하는 나라는 명에서 청으로 바뀌었지만, 아예 명이 멸망하고

청이 중원의 주인이 된 일은 동아시아 패권자의 실질적인 교체를

의미했다. 아무 것도 예측할 수 없던 대륙정세가 서서히 윤곽을 드

러내며 조선에 정보가 전해졌고, 이는 조선의 관계변동정보와 그 제

공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은 명과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 차중지계의 연장선으로 병자호

란 이후에도 명과 때때로 소선을 왕래한다고 대마도에게 밝혔다. 하

지만 그랬던 명이 중원에서 사라지고 대신 청이 등장하였다. 이때

조선이 대마도에 제공한 청과의 관계는 일체 가공되어 그저 전쟁

이후 화호를 맺고 사신과 물품으로 왕래하는 사이에 불과했다. 때문

에 조선은 친하게 지내던 이웃나라가 중원을 차지했다는 간편한 명

분만으로 명 대신 청을 등에 업고 대마도와 교섭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의 入關사실을 전하고, 조선의 사대책봉관계가 변

하였다는 것 또한 전략적으로 제공해야했다. 정보 교류 창구의 한

부분을 담당하던 조선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것이다.

때마침 대마도가 耶蘇宗門의 당, 즉 크리스트교 세력을 잡아 보내

96) 《仁祖實錄》 인조 22년 5월 7일(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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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며 차왜를 파견하였고,97) 인조는 이를 교섭하러 내려가는 역관

홍희남에게 청나라의 입관소식을 언급하도록 전교하였다.98)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까지 일본으로 보내는 일체의 외교문서에 청의 연호

가 아닌 명의 연호 혹은 干支만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중원의

새로운 국가를 대마도에 알리기 전에 대일외교상에 등장하는 명의

존재를 바로잡아야 했다. 이에 조선은 대마도에게 명의 멸망과 청의

입관을 알리기에 앞서 새로운 연호를 사용할 규례를 마련하고, 이를

정착시킬 시간이 필요했다.

실제로 인조의 전교에 대해 홍희남은 차왜가 청의 입관사실을 정

확히 알고 있는지 판별한 후에 정보를 제공하여도 늦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만약 그들이 대륙정세를 분명히 알고서 조선의 崇禎 연호

사용에 대해 묻는다면, 名位가 확정되어 연호를 천하에 반포할 정도

로 대륙의 정세가 판가름 나지 않았다고 답할 것을 건의하였다. 최

종적으로 인조는 홍희남의 제안에 따라 정보 제공에 성실한 뜻을

보이되 뒷날에 트집 잡힐 소지를 막는 방향으로 청의 입관소식을

전하기로 결정하였다.99)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동래로 내려간 홍희남은 차왜 일행을 만나

정세에 대해 문답한다. 그들은 청의 입관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로

인한 연호변경이 아닌, 조선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 물었

다. 그러자 홍희남은 ‘청나라는 조선과 한 집안과 같은데, 무슨 해

될 일이 있겠는가’하고 반문하였다.100)

97) 耶蘇宗門의 무리는 1637년(인조 15년, 寬永 14년)부터 일본에서 반란을 일

으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후 막부의 반란 진압과 포르투갈선의 일본

도항 금지령에 의해 탄압을 당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외국선교사의 밀입국 기

도와 중국이나 조선을 경유한 야소종문의 일본잠입에 관한 풍문은 막부의 크리

스트교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양시켰다. 결국 1644년(인조 22년, 寬永 21년)

5월 대마도는 차왜를 파견하여 조선에게 야소종문의 禁制를 정식으로 요청했

다. 서계에서 대마도는 야소종문이 조선경유의 루트로 일본에 잠입하려는 움직

임이 있으므로 만약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조속히 부산 왜관의 관수에게

연락하고 잡아 보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 申東珪, 1998 앞 논문.

98) 《承政院日記》 인조 22년 5월 26일(계축); 《備邊司謄錄》 인조 22년 5월

26일(계축).

99) 《承政院日記》 인조 22년 5월 26일(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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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조·청관계에 관한 정보에서 ‘화호를 맺고 변경이 조용해졌

다’101) 혹은 ‘두 나라가 우의를 맺고 서로 통하므로 다른 일은 없

다’102)라고 제공해온 양상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이를

굳이 ‘한 집안과 같다’고 한 표현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조선의 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화호하고 서로 교류하던

청이 나아가 중원을 차지하자 조선은 이들을 든든한 배후로서 소개

하며,103) 새로운 부자관계를 맺은 나라임을 암시하였다. 유동적인

국제상황 속에서 조선은 일단 청을 중원국가로서 새롭게 위치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은 일본에 보내는 서계의 연호서식에 대해 논의하

기 시작했다. 비변사에서 먼저 옛 연호를 계속 쓰는 것은 부당하며

청의 연호인 順治로 써서 보내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지금 갑자기 1~2개의 서계만을 가지고 연호를 바꾸면 혼란스럽

기 때문에 일단 서계에는 연월만 적고 역관으로 하여금 ‘숭정 연호

는 지금 사용할 수 없어 새로 正朔을 고쳐야 하는데 아직 반포되지

않았기에 다만 연월만 썼다’고 타이르게 하자고 건의하였다.104)

이후 대마도에게 연호는 생략하고 연월일만 기록한 서계를 보냈

다. 곧 왜관의 왜인들이 연호가 없는 서계를 보고 弘光, 즉 남명의

연호를 쓰지 않느냐고 물어왔다. 이에 역관은 비변사에서 지휘한대

로 답하였고, 그들은 이내 수긍하였다. 이를 들은 비변사는 갑자기

남명의 연호를 제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지만 일단 그대로 연월일

만 쓴 연호서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대마도에서 스스로

중원이 크게 안정되었다는 기별을 들은 후에 사실대로 말하고 새로

100) 《仁祖實錄》 인조 22년 6월 22일(무인).

101) 國史編纂委員會, 1991 《對馬島宗家關係文書: 書契目錄集》 1, 國史編纂委

員會, 48쪽, 서계번호 368.

102) 작자미상, 《癸未東槎日記》(양주동·이민수·성낙훈 譯, 1985 《(국역) 해행

총재》 5, 한국고전번역원) 7월 13일(갑진). “又問貴國與彼國, 今則如何. 答曰

兩國結好相通, 無他事矣.”

103) 김태훈은 이에 대해 朝·淸和親論의 전개에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김태훈, 2013 앞 논문, 152~154쪽.

104) 《典客司日記》 仁祖23年 乙酉(1645)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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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연호를 써서 보내는 것이 갑작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연호 사용 논의는 여기서 일단락되었다.105) 조선은 연호에서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관계변동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

었던 것이다.

다음 단계의 움직임은 교섭창구의 관리들 사이에서 먼저 나타났

다. 1645년 5월, 앞서 크리스트교 세력의 압송을 요청했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대마도의 아리타 모쿠베(藤智繩)가 동래에 나와

있었다.106) 이때 관련 교섭을 하기 위해 역관 홍희남이 왜관을 왕

래하던 중 아리타 모쿠베에게 전쟁이 일단락된 대륙의 정세와 조·청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홍희남은 지금 청이 북경을 취하였고 연호도 순치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심양에 있던 왕자일행들도 모두 조선으로 돌아

왔다고 알렸다. 청에서 사신을 보내자 조선에서도 지난겨울 북경으

로 사신을 보냈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편에 비단을 보내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덧붙이길 이것이 북경과 조선 통로의 시작이라고

일컬었다.107)

홍희남은 명·청전쟁의 결과로서 대륙정세를 사실대로 말해주고 그

들과 사신을 주고받았다고 언급하며 끊겼던 북경과 조선간의 교류

가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를 ‘청’이 아닌 ‘북경’이라고 굳이

표현하며 ‘중원’과의 교류가 재개되었음을 강조했고, 이는 청과의 사

대책봉관계를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한 밑그림이었다. 연호변경의 규

례와 수순을 마련한 후에도 조선은 청과의 관계를 알리기 위해 차

105) 《仁祖實錄》 인조 23년 3월 9일(임진); 《承政院日記》 인조 23년 3월

11일(갑오); 《典客司日記》 仁祖23年 乙酉(1645) 3월 16일.

106) 《邊例集要》 卷 1 別差倭 乙酉(1645) 五月.

107) 《分類紀事大綱》 제34책 〈裁判有田杢兵衛覚書〉. 一同卄六日、洪知事入

館、咄被申候ハ、今程㺚ゟ北京を取り候王順治と年号も則申候、北京ゟ南京ニ弐
千里候、日本之弐百里也、南京ゟ黃[廣]東ニも又貳千里と被申候、去年八月ニ㺚
國ゟ朝鮮之王子貳人ニ六ますらの子共衆六人相添、㺚ニ壹人も不殘還車之由、㺚
ゟも使者來り候由被申候、朝鮮よりも冬北京ニ使者被差越、當春歸朝之便ニ大卷
ものなと出シ候由、被申候. 但シ、此年北京朝鮮通路之初也. (李在焄, 2016

〈翻刻 分類紀事大綱 三十四 (稿)〉 《일본학논집》 33,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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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차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뜻밖에 또 다른 정보 교류 창구인 대마도의 성격이 바

뀌어 조선과 대마도 간에 정보 교류 혼선이 빚어지게 된다. 그 시작

은 1644년 7월, 청나라에 일본 에치젠(越前)의 상인 등 15명이 표

류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108) 이들은 심양을 거쳐 북경

까지 갔다가 2년 정도 머문 뒤, 1646년 1월 조선으로 보내져 동래

의 왜관을 통해 일본에 송환되었다. 표류민 일행이 일본을 떠난 지

2년 만인 6월 16일, 그들은 대마도에서 오사카로 도착하였고 에치

젠 國主의 家臣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후 8월경 막부는 후쿠이(福井)번을 통하지 않고 그들을 직접

불러올려 바로 심문하였다.109) 특히 표류민 일행이 북경에 머문 시

기는 명·청교체가 이루어진 직후였기 때문에 막부는 주로 명이나 청

의 내정과 풍속 등 중국 정세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110)

막부는 청의 입관 직후 상황을 직접 목격한 자들을 통해 중원의 정

세를 정확히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에 표류한 사람들이 ‘조선’

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온 사실에서 대륙정세에 대한 새로운 정보루

트를 확인하였다.

당시 일본에는 1645년(인조 23년, 正保 2년) 말부터 나가사키를

통해 대륙정세에 관한 정보가 유입되고 있었다. 특히 명의 유신세력

이 막부로 원병요청을 하자 중앙에서도 파병 여부를 고민하며 대륙

의 상황에 주목하게 되었다.111) 하지만 그들은 남명에서 전해오는

108) 《仁祖實錄》 인조 22년 7월 9일(갑오).

109) 당시 표류민이 막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만들어진 기록이 《韃靼漂流記》이

다. 園田一龜의 《韃靼漂流記の硏究》(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39)가 이 사건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110) 箕輪吉次, 2010 〈「韃靼漂流記」から『異國旅硯』に - 虛構としての漂流記

-〉 《일본학연구》 31, 184~188쪽.

111) 나가사키를 통한 명의 원병요청에 대해 막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둘러싸

고 로널드 토비와 코미야 키요라는 대립하고 있다. 로널드 토비는 처음에 남명

의 원병요청을 거절하긴 했지만 이후 각종 정보활동이나 내부 논의를 살펴보면

파병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코미야 키요라는 막부가

대륙에 군사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남명의 원병요구를 꾸준히 거

절했다고 주장했다. - Ronald Toby, op.cit.; 小宮木代良, 1997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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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만 접할 수 있었고, 그 정보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더

자세한 군사·전쟁정보는 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막부는 표류왜

인을 통해 북경의 상황을 상세히 전해 들었고, 조선-대마도 경로로

도 대륙의 전쟁정보를 전해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직시하게

된 것이다.

1646년 11월경 명의 유신세력이 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막부로 전해지자 그들은 곧바로 조선-대마도의 경로를 통해

대륙의 전쟁정보를 구하고자 하였다. 당시 에도에 있다가 환도하려

는 도주에게 북경과 남경의 정세를 알아오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

다.112) 희미했던 대마도-막부의 정보경로가 막부의 지시에 의해 뚜

렷해졌다. 그간 상세한 군사·전쟁정보와 관계변동정보는 조선과 대

마도 사이에서만 다루어졌지만 이로써 기존의 정보 교류 구도에 막

부의 개입이 예고되었다. 정보에 대한 막부의 관심이 높아져 대마도

에 정보 관련 지시가 강도 높게, 자주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달라진 대마도-막부의 정보유통구조로 인해 ‘창구’ 역할을 하던 대

마도의 성격도 바뀌었다. 막부의 지시에 의해 정보매개자로서의 역

할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보 교류 창구로서 대마도의 성격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정보 활

용 양상은 기존과 거의 비슷했다. 대마도는 그들의 요구를 실현시키

기 위해 정보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보 활용 양상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심지어 조선을 통해 대륙의 전쟁정보를 얻고자 하는 막부의

의지는 대마도의 수단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때 대마도가 중

요하게 여긴 교섭 사안은 도주의 모친상을 致弔하는 조선의 문위행

파견이었다.

대마도는 조선에게 도주가 모친상을 당하여 에도에서 곧 환도하므

로 이를 문위하는 사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중원의 소식을 알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북경과 남경의 정세에 대해 막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나가사키와 달리, 도주는 매번 ‘조선은 무사하며 북경·남

112) Ronald Toby, op.cit., 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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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매우 멀기 때문에 그 정세를 알지 못합니다.’고만 전하니 난감

하다며 자세한 대륙의 전쟁정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마도는 도주

의 모친상을 문위하는 사행을 파견하되, 이듬해 도주가 다시 에도로

들어가 대륙의 정세를 상세히 답할 수 있도록 사정을 잘 아는 역관

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113)

이때부터 대마도의 문위행 파견요청과 대륙의 전쟁정보제공요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1646년 10월 차왜 다다 겐에몬(橘成稅; 多田源

右衛門)과 아리타 모쿠베(藤智繩)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교섭이

시작되었다.114) 그들은 북경과 남경의 정세, 심양에 잡혀갔던 왕자

들의 소식, 청으로 보내는 사신과 폐백의 수, 조선의 연호 사용 등

을 물으며 막부가 이미 나가사키를 통해 대륙의 정세를 접하고 있

는 사실을 밝힌다.115) 게다가 아리타 모쿠베는 막부의 집정 등이

표류한 왜인을 만난 후, 청에 표류했던 이들이 조선을 통해 들어왔

으니 틀림없이 청과 조선이 하나가 되었다고 의심하는 정황을 전한

다. 이에 막부의 관리들은 남경을 구원하기 위해 백만의 대군을 징

발하여 조선에 길을 빌려가고자 한다며 다소 민감한 막부의 내부논

의까지 알렸다. 차왜 일행은 임진왜란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막부의

파병의도까지 조정에 전하며 일단 조선의 불안을 돋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해 임기응변하는 도주의 노력을 강하게 피력하였

다. 도주는 조선이 청과 전쟁한 후 기근을 겪어 힘든 상황이고 도로

가 험한데 부산에서 북경까지는 8천 여리나 되니 경솔하게 대군을

일으킬 수 없다며 막부의 파병의사를 꺾었다고 밝혔다. 조선 측에

선 도주의 노력을 강조한 후에야 그들은 문위행 파견과 도주의 친

상에 대한 조위를 요청하며 타산적인 태도를 보인다.116) 그들은 조

선을 위해 막부와의 일을 주선하고 있다는 도주의 노력을 여전히

113) 《別差倭謄錄》 丙戌(1646) 9월 19일; 《接待倭人事例》 丙戌(1646) 9월

23일.

114) 《邊例集要》 卷 1 別差倭 丙戌(1646) 十月.

115) 《仁祖實錄》 인조 24년 12월 22일(갑오).

116) 《仁祖實錄》 인조 24년 11월 9일(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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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위행의 치조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

정에서 막부가 전쟁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은 도주의 노력을 돋

보이게 할 뿐이었다. 대마도는 막부가 부여한 정보 매개자로서의 역

할 보다 그들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데 더욱 집중하였다.

전례가 있던 문위행에 대해서는 조선도 파견할 용의가 있었으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모친상에 대한 치조는 들어줄 수 없었다. 조

선이 도주의 친상에 사신을 보내어 조의를 표한다면 그 사실 자체

가 일본에서 대마도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었고, 또한 대마도에서는

훗날 이를 구실로 새로운 송사선을 요청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

다.117) 게다가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조선에서 이를 굳게 거

절하자 그들은 도주의 환도를 문위하는 서계와 친상을 치조하는 서

계를 따로 만들어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118) 치조하는 뜻

이 명시된 서계가 없다면 문위행도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기도

한다.119)

이에 조선은 전과 달리 대마도의 정보 활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

았다. 청이 중원을 차지한 이후 조선은 이미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

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은 대마도가 교섭에서

주력하는 바를 문위행의 치조로 보고, ‘집정이 놀라서 충격 받았다

는 이야기’나 ‘길을 빌리겠다’는 차왜의 언급은 모두 이를 실현시키

기 위해 겁주는 말로 간주했다. 그리고 비변사는 차왜 일행의 이러

한 위협에 쓸데없이 따져 물을 필요 없이 치조하라는 그들의 요청

만 굳게 방색할 것을 명령한다.120) 유동적인 국제상황에서 정보라

고 하는 중요 자원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선은

대마도가 얻고자 하는 실리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117) 《承政院日記》 인조 24년 12월 8일(경진).

118) 《邊例集要》 卷 1 別差倭 丙戌(1646) 十二月.

119) 《備邊司謄錄》 인조 24년 12월 7일(기묘); 《承政院日記》 인조 24년 12

월 8일(경진).

120) 《接待倭人事例》 丙戌(1646) 11월 10일; 《仁祖實錄》 인조 24년 11월

27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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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집중하였다. 결국 12월 말에 파견된 문위행은 대륙의 상세

한 전쟁정보를 알고자 하는 막부의 의사를 체감하지 못한 채 도주

의 환도만 위문하는 명목으로 파견되었다.121)

문위관 李亨男과 韓相國이 대마도에 도착하자 도주는 그들에게 조

선과 대륙의 정세에 대해 물어본다. 하지만 막부가 지시했던 대륙의

전황과는 동떨어진 조·청관계나 청이 일본으로 공격해올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먼저 대마도에서 조선과 청의 전쟁에 대해 묻자, 조선

의 역관은 청이 조선을 침범하였으나 명에서 군대를 보내어 요동을

치자 이내 강화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그 까닭에 청에서 조선으로

사신을 보냈고, 조선에서도 회례로 사신을 보내 현재 왕래하고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예부터 명과 부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청

이 중원을 통일하더라도 조선이 청을 도와주는 일은 조금도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뒤이어 대마도는 옛 원나라가 외국을 정벌하던 점을 들며 일본의

안위를 걱정하자, 조선은 청과 함께할 일이 전혀 없으므로 일본은

안심해도 된다고 대답한다.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조선은 대마도

에게 이 일을 반드시 전달하고 쇼군에게 중재를 청할 것이라고 답

한다.122) 며칠 뒤 문위관의 답변은 ‘조선은 변함없이 무사하다’는

코멘트와 함께 바로 막부의 로쥬(老中)에게 보고된다.123)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조선은 정보 제공 전략을 수정해나가며

정보 교류 창구로서의 입장을 달리 하였다. 실제로 조선이 대마도에

제공한 정보에서 청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일본 역시

대마도-막부의 정보 경로가 뚜렷해짐에 따라 대마도의 정보매개자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46년 문위관들은 이전의 전략대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대륙정세를 알고자 한 막부의 의사가

121) 《仁祖實錄》 인조 24년 12월 22일(갑오).

122) 《對馬島宗家文書 古文書》(국사편찬위원회 소장 DM 0000007764).

123) 《分類紀事大綱》 제33책 〈唐兵亂之一件〉 正保 3년(1646)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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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하게 조선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막부가 대마

도에게 요구한 내용은 대륙의 전쟁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도는 조·청관계를 주로 거론하였다. 막부가 조·청관계를 의심하

고 있다는 정황, 나가사키를 통해 들었다고 하는 조·청관계에 관한

정보가 문위행 교섭 중에 산만하게 등장하였다. 이에 조선은 막부의

의중과 상황을 보다 선명하게 알아야 정보를 가지고 유동적인 상황

에 대응할 수 있었다. 즉 조선은 막부가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조선에게는 정확히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파악해야 했던 것

이다. 그것은 막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대마도에 정보수집지시를 내

리면서 머지않아 조선에 전해졌다.

2. 막부의 개입과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

대륙의 정세를 알고자 하는 막부의 의지는 1646년 문위행이 귀

국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조선에 전해졌다. 막부는 대마도로부터 불

만족스러운 정보를 보고받자, 곧 산킨코타이(參勤交代) 차 에도로

와야 하는 도주에게 대마도에 머물며 조선을 통해 대륙의 전쟁정보

를 보고하라고 명하였다.124) 이에 도주는 막부의 대외적 관심을 충

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그의 재직권이나 봉토에 대한 권한을 위협받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125) 드디어 다른 사안이 아닌 오직 대륙의

전쟁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조선과 교섭하기 시작한다. 대마도-막부

의 정보경로가 확고해졌고, 기존의 정보 교류 구도에 막부가 존재감

을 드러내며 출현한 것이다.

대마도는 대륙의 정세를 묻는 차왜를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 파

견하였다. 먼저 차왜 후지와라 나리토모(藤原成友)를 보내 남경과

북경의 사정을 탐문하여 회보해 줄 것을 청하였다.126) 이때 남경과

124) 《大老·老中連署奉書㝍》〈義成様御代年号不知従御老中様之御奉書〉(九州國
立博物館 소장, 收蔵品番号 P435, 整理番号 002081801).

125) Ronald Toby, op.cit., 109쪽.

126) 《邊例集要》 卷 1 別差倭 丁亥(1647) 二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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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의 사정이란 청의 입관 이후 사정과 명나라의 부흥운동에 관한

정보를 이르렀다. 그간 다른 사안을 교섭하면서 조선의 정보에 접근

하던 것과는 다른 수집 시도였다. 특정한 외교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차왜가 이렇듯 정세를 묻는 일을 전담하여 조선에 나온 것은 병자

호란 이후 처음이었다.

비슷한 성격의 차왜가 3월 또다시 파견되었다. 차왜 아리타 모쿠

베(藤智繩)는 문위행 파견에 대한 回謝차 파견되었지만,127) 동래부

사 민응협과 아리타 모쿠베가 교섭한 내용은 대륙의 전쟁과 조·청관

계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아리타 모쿠베는 막부의 쇼군이 도주에게

남경과 북경의 소식을 통보해주길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였

다. 뒤이어 그는 표류민의 일을 말하며 청에서 조선으로 보내고 조

선에서 일본으로 전송하니, 이는 조선과 청이 서로 좋게 지내기 때

문인지 혹은 조선이 명의 藩邦이었던 것처럼 청에 대해서도 같은

예를 행하기 때문인지 물었다. 그리고 이를 전담하여 정보를 수집할

차왜가 곧 파견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128) 막부는 대륙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대마도는 조·청관계도 함께 묻고 있었다.

결국 청나라의 사정을 서계로써 명백히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재

촉하는 일로 차왜 미우라 구라노조(平成幸)와 세키조(徐首座)가 파

견되었다.129) 이 두 차왜는 앞서 파견된 후지와라 나리토모나 아리

타 모쿠베와 같은 부류가 아닌 도주가 신임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었다.130) 세 차례의 차왜 파견은 대륙의 전쟁정보를 빨리 듣고자

하는 도주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조치이자 변화한 정보 교류 창구의

성격을 제대로 수용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1646년 한 해 동안 표

류왜인과 나가사키를 통해 각종 실정을 접하면서 높아진 막부의 대

외적 관심이 이제야 조선에 전해질 수 있었다.

이에 맞추어 조선 조정에서도 대륙전쟁과 조·청관계에 관한 정보

127) 《邊例集要》 卷 1 別差倭 丁亥(1647) 三月.

128) 《仁祖實錄》 인조 25년 3월 25일(갑오).

129) 《邊例集要》 卷 1 別差倭 丁亥(1647) 四月.

130) 《承政院日記》 인조 25년 3월 29일(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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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제공할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두 정보는 각각 막부와 대

마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이기도 했고, 서로 면밀히 연결되어 있

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야 했다. 그래야만

지난 10년 간 조선이 정보를 공작해온 사실을 들키지 않으면서, 지

정학적 위치에서 오는 정보력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막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막부는 그들이 이미 입수한 대륙의 전쟁정

보를 조선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고, 조선은 그러한 정보통로로서

의 가치를 유지해야 했다. 이는 모두 당시 조선이 과도기적인 상황

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

먼저 비변사에서는 1646년 문위행에게 내려주었던 정보 제공 지

침대로 답할 것을 건의하였고, 역관 이형남 역시 바로 몇 달 전에

대답한 것과 어긋나는 내용을 전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1646년

에 비변사에서 내려준 지침은 청이 입관하는 정황만을 전하도록 하

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이 북경으로 들어간 후에는 조선과 멀어져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없으며, 전해진다 하더라도 허실을 알기 힘

들다고 덧붙이도록 하였다. 조·청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청나

라와 화친을 맺은 지 벌써 10년이나 되어 피차 사신이 서로 왕래하

며 본래 예절을 지키므로 별다른 일이 없다고 답하게 하였다.131)

이를 유지하자는 비변사에 대해 인조는 ‘조선의 연호 사용’과 ‘조선

과 청이 相待하는 예절’은 끝까지 숨기기 어려울 것이니, 숨기지 말

고 사실대로 말하게 할 것을 명령하였다.132)

이에 대해 조정의 논의가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133) 첫째는 막

부가 표류민을 받고 조선과 청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마도가 아닌 쇼군이 직접 사정을 물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

을 전하자는 의견이었다. 이는 대마도의 정보 수집 시도를 이전과

131) 《承政院日記》 인조 24년 11월 18일(경신); 《接待倭人事例》 丙戌

(1646) 11월 26일.

132) 《承政院日記》 인조 25년 4월 3일(갑술); 《備邊司謄錄》 인조 25년 4월

3일(갑술).

133) 《承政院日記》 인조 25년 4월 5일(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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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물화를 얻어내고자 하는 계책의 일환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쇼

군이 직접 정보를 물어와야만 혹은 대마도가 막부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았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실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조·청관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에는 아직도 막부의 의중이 불명

확하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좌의정 李景奭은 막부가 나가사키와 표류민을 통해 전보다

상세히 사정을 알게 된 것은 맞으나, 그가 추가로 알고자 하는 내용

이 ‘조선의 연호 사용’과 ‘조·청간의 상대예절’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지금은 지레 먼저 사실을 써줄 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능천부원군

具仁垕 역시 서계로 미리 두 가지 내용을 써주었다가 오히려 추가

탐문을 당할 수 있다며 일단 기다렸다가 사실을 공개하자며 조심스

러운 태도를 보인다. 즉, 새로 등장한 막부의 의중을 정확히 알아야

대마도와 막부에 대한 조선의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두 번째는 지금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었다. 대

호군 閔聖徵은 청나라가 이미 천하를 소유하였으니 우리나라가 섬

기는 것은 당연하므로 숨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청이 입관한

직후 청을 조선과 한 집안과 같다고 소개한 양상과 부합하는 논리

였다. 또한 이렇듯 막부에서 정보를 요구해오므로 지금이 사실대로

정보를 제공할 적기라는 의견이었다. 1643년 통신사로 일본까지

다녀온 趙絅 역시 당시는 에도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나

지금은 반드시 알고 있으므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조참판 李基祚, 연성군 李時昉, 대사간 俞㯙 등이 이에 동의한다.

조정의 논의는 갈렸지만 인조와 대다수 신료의 뜻에 따라 ‘조선의

연호사용’과 ‘조·청간의 상대예절’을 숨김없이 직언하되 서계가 아닌

동래부사의 편지로 써줄 것을 결정하였다.134) 이로써 대마도에게

제공할 정보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134) 《接待倭人事例》 인조 25년 4월 12일(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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叛賊 이자성이 북경을 함락시켜 崇禎이 멸망하였는데, 이제 청국이 이자성을

소탕하고 천하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元朝의 고례에 의거

하여 그 연호를 쓰고 있으니, 상대하는 예절에 있어서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

다.135)

이에 대해 조선의 선별적인 정보 제공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되

었다고 보기도 하지만136), 그들이 제공하려는 정보의 구성과 맥락,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정반대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먼저 조선은

막부가 궁금해 하던 북경과 남경의 사정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전

한다. 그렇지만 청의 침략을 받아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사대하고 이

후 10여 년 간 청의 간섭을 받아 온 조선의 입장에서 대륙의 사정

을 살핀다면 어떠했을까? 그들의 전쟁경험과 함께 청이라는 오랑캐

의 발흥과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멸하게 된 천자국 명으로 설

명하는 것이 더 용이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겪은 청의 부당한

‘상국행세’는 조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을 것이다.

관념적으로도 화이론이 몸에 배어 있던 조선인들은 병자호란 이후

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137)

그렇지만 조선은 명이 내분으로 자멸하였고, 천자인 숭정을 멸망

시킨 반적 이자성은 다름 아닌 청에 의해 몰락하였기에 중원은 마

땅히 청의 차지가 되었다고 전하였다. 청이 중원을 차지하게 된 과

정이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며 사대를 강요한 과정이 아닌, 명

을 멸망시킨 반적을 물리치는 과정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로써 조선

은 그들의 청 연호 사용과 청과의 상대예절에 대해 나름대로 대답

할 명분을 마련하였다. 즉 유동적인 국제상황이 윤곽을 잡아가자 조

선은 국제관계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긴 하였으나 그 내용은 여전히 두

135) 《備邊司謄錄》 인조 25년(1647) 4월 5일(병자); 《接待倭人事例》 인조

25년(1647) 4월 6일(정축). “叛賊李自誠, 攻陷北京, 崇禎旣亡, 淸國掃滅自誠,

而據有天下, 故我國, 依元朝故例, 用其年號, 相待之禮, 亦可想矣.”

136) 김태훈, 2013 앞 논문, 144~160쪽.

137) 한명기, 2009 앞 책, 365~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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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뭉술하며 자세하지 않았다. 먼저 연호사용에 대해, 조선은 정축화

약으로 인해 이미 10여 년간 청의 연호를 사용해 온 사실을 뒤로

한 채 먼 고려와 원의 경우를 전례삼아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청과 상대하는 예절에 대한 답변에서도 더욱 두드러진다. 그들은

대마도에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하며 끝까지 조선이 직접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비록 대마도가 조·청관계의 정확한 실상

을 상상하더라도 조선이 지난 10년 간 정보를 공작해온 사실을 책

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마도로 전달된 동래부사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淸人이 북경으로 나아갈 때, 九王이 王將으로 八王, 右眞王 등을 이끌고, 여러

대장이 백만의 무리를 이끌고 산해관에 도착하자 명의 關門을 지키던 대장 吳

三桂가 맞이하여 항복하고, 李自成을 몰아 쫓아내니 드디어 북경으로 들어갔

다. 남경으로 병사를 이끌고 나아갈 때, 대장은 즉 八王, 九王, 명나라의 降臣

洪承疇로 병사를 이끌고 같이 가 이내 承疇로 하여금 남경에 머무르게 하였

다. 人民과 商賈가 방방곡곡에 있으니 法制는 대개 淸人과 漢人을 뒤섞어 사

용함에 舊制를 따라 이미 몽골을 합하였고 또한 文으로 大明地方을 취하였으

니, 人數의 많고 적음은 짐작하여 알만하다. 대개 이러한 소문은 모두 먼 밖

에서 전해들은 말로 상세히 다 알기에 어려움이 있다.138)

조정에서 결정된 내용의 맥락은 유지하되 그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서술하였고, 특히 청의 입관하고 남경까지 차지한 이후 대륙을 어떻

게 다스리고자 했는지 부연하였다. 특히 청이 文을 취하여 한인까지

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조선에게 좋은 명분이 되었을 것이다.

138) 《唐兵乱風説公儀江被仰上候控》(국편 MF0000848·MF0000849) 〈東莱

府使之覚書〉“清人進取北京時, 九王為主将率八王、右眞王等, 諸大将領百萬衆到

山海關, 則明朝守關大将呉三桂迎降, 駈逐李自誠, 遂入北京. 進兵南京時, 大将則

八王、十王、明朝降臣洪承疇, 亦為領兵同往, 乃令承疇留註南京.. 人民、商賈各

津各浦, 法制大槩参用清漢人, 而依倣舊制, 既合蒙古, 又取文大明地方, 人數多寡

可以想知.而大槩此等所聞, 皆是遠外傳聞之言, 有難詳悉. 丁亥四月日 東莱府使.”

- 같은 내용이 《華夷變態》(林春勝·林信篤, 浦廉一 解說, 1958 《華夷變態》

上, 東陽文庫)에도 보인다. 두 내용간의 비교 분석은 松尾晋一, 2016 〈『華夷

変態』と対馬宗家からの「唐兵乱」情報〉 《長崎県立大学学術リポジトリ》第1

卷, 長崎県立大学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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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와 함께 조선은 도주에게 서계를 보낸다. 조선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소식을 편지에 작성하였고, 더불어 조선의 사정은

경상감사 許積이 대마도의 사신에게 이미 말하였으니 이 밖의 것은

부언하지 않겠다고 표명한다.139) 대륙의 전쟁과 조·청관계에 대해

서 조선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식적으로는 모두 공개하였으니,

더 이상의 정보탐문을 하여도 덧붙일 말이 없다는 출구전략을 만들

어 놓은 것이다.

조선은 국제정세의 변동과 대마도-막부의 정보경로 강화로 인해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정보 전략을 수정하였다. 그렇지만 그것

은 선별적인 정보 제공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조선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내용별로 달리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먼저 막부가 원했던 대륙의 전쟁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요청했던 서계가 아닌 동래부사의 편지로 문서화하여 전했

다. 문서는 정확한 증거가 남고 공인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간 조

선이 꺼려왔던 제공방식이었다. 그러나 문서는 막부에게 전달할 때

한하여 대마도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였

다. 더불어 정식 외교문서가 아닌 동래부사 명의의 서장으로 보낸

전략을 문서의 효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고, 조선이 ‘동래부’라

고 하는 지역레벨의 창구를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반면 대마도가 원했던 조·청관계정보는 경상감사에 의해 구두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강력한 정보제공방식인 서계에 다름 아

닌 ‘덧붙일 말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의향을 강력히 내비쳤

다. 공식 외교문서인 서계, 동래부사의 편지, 경상감사와의 구두전

달이라는 세 단계의 제공방식을 활용해 조선은 능동적인 정보전략

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아가 1637~1647년간 펼쳐진 유동적인

국제상황 속에서 조선은 지정학적 특징에서 나오는 정보력의 우위

를 토대로 나름의 외교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139) 國史編纂委員會, 1991 《對馬島宗家關係文書: 書契目錄集》 1, 國史編纂委

員會, 98쪽, 서계번호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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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병자호란 직후 조선은 많은 정치·경제·외교적 변혁을 맞닥뜨렸지

만 그 가운데 파급력이 가장 강한 것은 청과 일본의 통교를 주선하

라는 과제였다. 조·청관계의 변화가 조·일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조선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은 청과 일본의 통교 요청

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논의하며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일차적으로 조선은 양국 간에 사신 및 외교문서의 왕래만 저지하

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조선과 청,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사신의

왕래가 잦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조선은 이들을 통해 각국의 정황을

쉽게 수집하며 외교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반대로 그 정

보가 풍설이 되어 이를 매개로 청과 일본이 이어질 가능성을 늘 염

려해야만 했다. 이에 중앙 조정에서는 邊情이 누설되지 않도록 정보

를 통제하는 대책을 세웠다. 특히 북방정세와 조·청관계에 관한 정

보를 다름 아닌 일본에 대해 통제하는 일은 조·청관계의 변화가 조·

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하며 당시 유동적인 국제상황을

관리하는 조선의 대일외교활동이었다.

그러나 중앙의 정보통제시도는 실질적인 외교활동이기보다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큰 기조였다. 당시 대마도의 정보력을 고려한다면

당시 조선에게 필요했던 정보활동은 무조건적인 정보통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정보 활용이었다. 이는 대마도의 정보수집에 좌지우지 되

지 않고 지정학적 이점에서 얻는 각종 정보를 대일관계형성의 자원

으로써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진

행되던 대마도와의 교섭을 고려하며 그들이 필요로 할 정보가 무엇

이고, 조선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교섭창구에서의 정보활동은 기존에 진행되던 대마도와의 교섭

과 맞물리며 진행되었다.

교섭창구에서 오가는 정보는 군사·전쟁정보와 관계변동정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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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되었고, 다시 명·청전쟁과 조·청전쟁, 그리고 조·명관계와 조·청

관계로 나뉘었다. 조·명관계와 조·청관계는 각각 경제적인 내용과

정치적인 내용으로 세분화되었다. 조선은 각각의 정보가 대일관계형

성의 자원으로써 가지는 가치를 고려하며 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

였다.

한편 이렇게 각종 정보를 수집한 대마도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입장에서 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대마도는 야나가

와 잇켄 이후 심해진 막부의 간섭을 피해 자율적인 정보활동을 진

행할 수 있어야 했다. 대마도는 몇 차례 조선의 상황에 대해 막부에

보고할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그들의 편의에 맞게 정보를 윤색하여

막부에 보고하였다. 조선의 상황은 안정적이며 대마도가 이들과 교

섭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정보경로로써 대마도-막부의 연결은 희미해지고 실제 자세한

정보는 조선과 대마도의 양자관계에서만 다루어졌다. 특히 정보를

활용한 대마도의 외교적 수완은 조선과의 송사선 교섭에서 주로 드

러났고, 이때 같은 정보에 대한 조선과 대마도의 태도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대마도는 정보에 실리적으로 접근하여 조선과의 교섭

을 진행한 반면 조선은 정보에 명분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조선에게

명분은 유동적인 국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전략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보가 목적이자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마도는 조선

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정보를 수단으로

만 삼았기 때문에, 조선이 그 정보를 명분으로서 지키며 대마도의

논리를 설파하더라도 대마도는 굳이 추가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조

선은 대마도와 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기존의 선별적

정보 제공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조선의 선별적 정보 제공 전략은 1644년 청의 입관을 기점으로

미묘하게 변화해갔다. 청이 중원을 차지함으로써 조선에게 청과의

관계를 설명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은 청의 연호사

용에서부터 관계변동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할 준비를 하였고, 교섭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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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관리들 사이에서는 이미 북경과 조선의 교류가 재개된 정보가

유통되었다.

그러던 중 1644년 청에 표류했던 일본인이 조선을 통해 귀국하

는 사건이 발생하자 또 다른 정보 교류 창구인 대마도의 성격도 바

뀌게 된다. 조선-대마도의 경로로도 대륙의 전쟁정보를 전해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직시한 막부가 전과 달리 도주에게 대륙의 정

세를 알아오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다. 희미했던 대마도-막부의 정보

경로가 뚜렷해지면서 기존의 정보 교류 구도에 막부의 개입이 예고

되었다. 또한 대마도는 전보다 정보매개자로서의 역할이 강해졌다.

그러나 대륙의 정세를 알고자 하는 막부의 정확한 의중은 1647

년에 이르러서야 조선에 전해질 수 있었다. 조선은 대륙전쟁과 조·

청관계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조·청관

계에 관한 정보는 곧 ‘조선의 연호사용’과 ‘조선과 청이 相待하는 예

절’로 구체화되었다. 각각의 정보는 서로 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

안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내용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고, 제공방식

또한 내용별로 달리하여 조선의 의중과 의도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조선은 일본의 정보 수집을 적기로 삼아 그간 숨겨온 정보를 큰 혼

란 없이 공개하였고, 그 안에서도 제공방식을 내용별로 달리하여 안

전장치를 심어둔 것이다. 1637~1647년간 펼쳐진 유동적인 국제

상황 속에서 조선은 지정학적 특징에서 비롯한 정보력의 우위를 자

원 삼아 능동적인 대일외교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조선과 대마도의 각종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 활용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또 다른 연결고리인 대마도-막부

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더불어 각각의 정보 내용에 초점을 맞추

어, 정보가 수집되는 과정과 재생산되어 제공되는 과정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정치적인 과정으로 각국의 內政이 외교 및 정

보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서는 자료 확보 및 사료해독능력의 향상과 함께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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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seon Dynasty’s Information

Utilization toward Japan,

during 1637~1647.
- Focusing on negotiations with Tsushima -

Park, Jung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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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Joseon’s information utilization

toward Japan, especially Tsushima, as a way to manage

transitional and fluid global situations. Focusing on the

information as resources for form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Joseon’s own

diplomatic activities toward Japan.

After the Manchu War of 1636, Joseon faced lots of

transformations in political, economic, and diplomatic

fields. Among them, a task to link Qing and Japan is the

most difficult duty to do, because it must cause more

unstable international order than before. Thus Joseon

started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diplomacy

task given by the Qing.

First of all, Joseon prevented the information leakage



- 60 -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 important

point was information activities at the negotiation

windows to realize this central policy. Actually, the

information activities required at the windows were

strategically providing information, not preventing it. To

do this, Joseon had to grasp which information Tsushima

wanted and Joseon could provide, considering the existing

negotiations with Tsushima.

The information circulated at the windows was divided

into three major categories, war information containing

the situational flow, material distribution information

holding the economic flow, and relationship information

including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Joseon

selectively offered each information, considering the

values it has as a resource for forming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result, Joseon provided the facts only for

information containing fluid flow. In the case of

relationship information, especially about new tribut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Qing, Joseon

intentionally deceived and provided it.

Joseon’s strategy to provide information selectively was

maintained even in the information utilization of

Tsushima. Their information activities was not a big

variable to Joseon. However, in 1644, as Qing took

possession of China central plains(中原), Joseon’s

information strategy had been changed subtly. This shift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made it possible for Joseon

to explain their situation – new tribute relationships

between Joseon and Qing - to Japan. Thus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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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d to provide true information about relationships

between Joseon and Qing which had been concealed in

the meantime.

In conjunction with this, Tokugawa Bakufu increased

interests in the continent and information path through

Joseon-Tsushima. In 1644, Japanese drifted to the Qing,

and sent back to Japan through ‘Joseon’. This trivial

incident became a chance for Bakufu to realize the

information path through Joseon-Tsushima, so they began

to strongly urge Tsushima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war in continent.

However, it was not until 1647 that the precise

intentions of Bakufu was delivered to Joseon. Joseon who

had already prepared to offer true information started to

discuss right away how to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war in continent and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Qing. Since each information was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Joseon must have constituted its contents

strategically, and also have considered different ways of

offering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contents.

Firstly, in terms of its contents, Joseon emphasized the

way to Qing took possession of China central plains as

the process of beating Li Zicheng(李自成) who ruined the

Ming. They hid the Manchu War of 1636, military

pressure, and interference in politics which they directly

experienced. Joseon’s selective information offering could

have made them explaining the new relationships

between Joseon and Qing. In terms of how to provide

information, Joseon utilized diplomatic paper(書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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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書狀), and an oral message considering the

messages they want to convey.

Joseon regarded Bakufu’s attempt to collect information

as a proper time to offer hidden information without any

confusion. In the fluid global situations, 1637~1647,

Joseon could carried out active diplomatic activities

toward Japan through selective information offering.

Keywords : Joseon, Tsushima, Bakufu,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Japan, Information,

Information Utilization, Information

offering, Transition from the Ming Dynasty

to the Q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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