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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倭入 謄  二� 解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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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書誌 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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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史料價値와 後續硏究方向

록: � 倭入 謄  二�는 1637년(인조 15)∼1692년(숙종 18)에 태풍으로 동해안에 표착한 

倭船의 倭人들을 구호하여 송환한 내용의 등록이다. 필사본 1책 74장에 실린 총 80문건은 객사

에서 편찬하 다. 1차 보고서인 역 들의 手本, 2차 보고서인 지방 들의 狀啓와 牒呈, 조의 啓

目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다.

� 倭入 謄  二�에는 해난사고로 난 한 倭船이 표착한 장에 제일 먼  역 을 견하여 

표류하게 된 사정, 인원수, 산 한 물품, 선박의 규모 등을 조사한 내용이 실렸다. 역 의 보고를 

받은 동래부사는 조정에서 하달한 처리방침에 따라 流倭人들을 인솔할 差倭를 맞이하고 배웅

하 다. 마도에서는 감사의 사례를 표했다. 이처럼 流倭人들의 송환 차에 련한 정보가 실

려 있다. 

� 倭入 謄  二�에는 17세기 朝ㆍ日間 역사, 지리, 기상정보가 풍부하여 사료가치가 단히 

높다. 특히 왜선과 황당선을 탔다가 표류한 耶 宗門之黨들을 체포하고자 頭倭가 東萊府를 찾아

오고, 청나라 칙사 일행이 데려온 왜인들을 조선의 육로를 통해 송환한 문건들은 주목할 만하다. 

한 조선의 역 과 일본의 差倭에 한 정보와 일본이 書契의 수정을 요구한 문건을 통해 17세

기 朝․日 外交史에 있어 兩國의 입장 차이를 볼 수 있다. 

� 倭入 謄  二�를 해제한 목 은 첫째, 자세히 분석하여 작성한 해제를 학계에 소개하는 것

 * 서강 학교 사학과 조선시 사 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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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差倭’, ‘耶 宗門之黨’, ‘朝ㆍ淸ㆍ日의 표류민 비교’ 등에 한 후속연구에 디딤돌을 놓

는 것이다. � 倭入 謄  二� 解題가 학제 간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데에도 일조하기를 기 한다.  

핵심어 : 謄 , 倭, 差倭, 耶 宗門之黨, 倭入 謄  二, 17세기 朝日 계

1. 序

조선시  謄 은 요한 事案이 힌 문서들을 모아 謄書한 기록물이다. 여러 

官撰史料의 내용을 보완하고 교감할 수 있어 가치가 높다.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謄 類에는 조선 후기 日 계를 알 수 있는 사료들이 매우 많다. 그 에서 

서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한 � 倭入 謄  二�는 17세기 태풍으로 동

해안에 着한 왜인들을 송환한 내용이 자세하게 실린 요한 등록이다.

流한 倭人을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개 � 倭入 謄  二�를 � 倭入 謄 �

이라 한다. 혼동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일제강 기 조선총독부가 규장각의 도

서를 리하면서 � 倭入 謄  二�를 � 倭入 謄 �에 포함된 8종 10책 체의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총독부가 도서를 분류한 방식의 문제

는, 8종 10책의 내용이 부 표류한 왜인송환에 한 것이 아닌데도, � 倭入 謄

�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데에 있다. 이런 도서 분류는 倭와는 아무 상 없는  

�公作米謄 �, �譯官上 謄 � 등을 찾아보려는 연구자들이 사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필요한 사료를 보려면 각자 방 한 등록들을 다 

찾아보아야 한다는 매우 곤란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둘째, 표제가 � 倭入 謄  二�이므로 � 倭入 謄  一�도 있었겠지만 재 

소재를 모르고, � 倭入 回謝謄  三�에는 “回謝”가  있어 � 倭入 謄  二�

를 � 倭入 謄 �로 여긴 것 같다. 그러나 � 倭入 謄  二�를 � 倭入 謄 �

이라 쓰는 것은 잘못이다.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면 � 倭入 謄

�은 어떤 기록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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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倭入 謄 � 8종 10책의 구성을 보면 � 倭入 謄  二� 1冊(74장), � 倭入

回謝謄  三� 1冊(188장), �譯官上 謄 � 1冊(45장), �島主告還差倭謄 � 2冊

(202장), �公作米謄 � 2冊(222장), �致賀謄 � 1冊(52장), �告還謄 � 1冊(133장), 

�告訃差謄 � 1冊(100장)이다.1) 구성만 보더라도 � 倭入 謄 �과 � 倭入 謄

 二�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海路로 국에 사행가거나 통신사 일행이 일본으로 가는 해상에서 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표류하다가 구조된 일이 힌 사료는 � 海 �, �海行總載�를 비롯해 

제법 많다. 반면, 민간표류민의 流記나 혹은 그들을 기록한 사료들은 상 으로 

드물다. 더욱이 조선에 표착한 倭人들에 한 사료는 국, 일본, 유구에 표착했던 

조선인에 한 사료와 비교해 더욱 다. 이런 에서 주목해야 할 사료가 바로  

� 倭入 謄  二�이다.

� 倭入 謄  二�를 解題하고 후속 연구방향을 모색해보려고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倭를 송환하는 차에서 17세기 日 계를 알 수 있다. 둘

째, 譯官의 手本, 東萊府使와 慶尙監司의 狀啓, 조와 비변사의 계목과 回啓가 실

려 있어 지방과 앙의 일처리 과정을 알 수 있다. 셋째, 倭人들이 표류하게 된 이

유, 인원, 배의 구모, 실린 물품 내역, 왜 과 소통, 구호활동과 우, 마도주가 

보낸 書契와 별단, 差倭에 한 차 등이 실려 있어 역사정보가 풍부하다. 이

에 후속연구의 토 가 된다고 생각하여 선정하 다.

� 倭入 謄  二�는 �통문 지� 권5 “差倭”와 함께 1636년 이후의 差倭 성격

1) 8종 10책을 간단히 소개하면 � 倭入 謄  二�와 � 倭入 回謝謄  三�은 17∼18세기에 

태풍으로 표류한 倭人들과 倭船을 동래부에서 問情한 후 외교 차에 따라 본토에 송환하

고, 일본에서 답례했다는 내용이 실린 사료이다. �譯官上 謄 �은 명ㆍ청 교체기에 

日, 淸 외교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한 역 의 인사행정에 한 사료이다. �公木作米謄 �

은 임진왜란 이후 倭가 公木을 차츰 公作米로 요구하는 過程을 잘 보여 다. �島主告還差

倭謄 �은 조선과 마도, 江戶의 계가 잘 나타나있다. �致賀謄 �에는 兩國의 경축 사

, �告訃差謄 �에는 兩國의 訃告를 알리는 사 에 한 내용이 실렸다. �告還謄 �에는 

울릉도에서의 조업과 왕래 지, 공작미를 연장해달라는 마도의 요청이 실려 있다. 따라

서 � 倭入 謄 �에 실린 8종 10책은 모두 17∼18세기 조선의 日 정치ㆍ외교ㆍ무역 분

야와 련하여 각 등록마다 역 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매우 요한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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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는 요한 사료이다. 差倭들은 통신사를 견해 달라고 조선에 요청하

거나, 길을 안내하려고 渡海했을 뿐만 아니라 표류했던 自國의 倭人들을 인솔하고

자 조선을 방문했다.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견했고, 마도 島主도 애경사를 명목

으로 각종 差倭를 보내왔다. 이 게 가치 있는 � 倭入 謄  二�를 활용한 연구

는 의외로 다.  

가장 가까운 연구자로는 이훈을 꼽을 수 있다. 이훈은 주로 馬島宗家文書를 

활용하 다. � 倭入 謄  二�도 언 했지만 몇 건의 내용만 소개하는 데에 그쳤

다.2) 이훈이 서해와 남해에 사는 조선 백성들이 조업  해난사고를 당해 일본으

로 표류한 일과 朝鮮人 還에 주목했다면, 이 � 倭入 謄  二� 解題는 조선에 

표류한 倭人 還에 주목한다.

� 倭入 謄  二� 解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과 한국학 앙연구원 사이트의 ‘조선시  일외교 용어사 ’에 실려 있지만 한 두 

단락 정도로 아주 간단하다. 서지정보도 무 간략하다. 개요에 지나지 않는다. 수

 높은 解題가 아니다. 사이트에서는 紙面上의 제약으로 략 인 안내만이 가능

했을 것이므로, 학계에서 활용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형편이다. 

재 � 倭入 謄  二�를 자세하게 분석한 解題는 없다. 이제 � 倭入 謄  

二� 全文을 빠짐없이 살펴서 작성한 解題를 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 � 倭入 謄

 二�를 譯註하며 完譯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선 사료의 풍부한 정

보를 세 하게 연구한 解題를 소개하는 일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차 사료의 정 한 解題는 2차 학술논문과 작물의 토 가 되는 기  작업이

다. 이 解題가 후속 연구의 디딤돌이 되길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자 한다. 2

장에서는 實物의 서지 정보와 문건의 행이체제를 고찰하겠다. 3장에서는 문건의 

구성을 살피고, 全文의 내용을 요약하여 王代別로 소개하며 표로 보충하겠다. 마지

막으로 4장에서는 사료의 가치를 살펴보고 후속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이훈, 1995 ｢조선후기 일본인의 조선 着과 還｣, �한일 계사연구� 3; 2000 �조선 후기 

표류민과 한일 계�, 국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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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書誌 察

1) 서지정보

� 倭入 謄  二�는 규장각 도서번호 “奎12884”이다. 겉표지에 힌 표제가 �

倭入 謄  二�이므로 � 倭入 謄  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 倭入

謄  一�의 所藏處를 악하기 못했으므로 그 존재만 추정할 뿐이다. 한 �

倭入 謄  三�에 해당하는 � 倭入 回謝謄 �이 있으므로 재 � 倭入 謄 �

시리즈는 최소한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實物을 살펴보면 총 1冊이며 五針眼訂으로 묶여있다. 74張이며, 필사본이다. 종

이의 材質은 韓紙이다. 책의 匡郭은 四周單邊이고 界線이 있다. 한 면에는 10行이 

있고, 각 行에는 략 23字 정도의 墨書가  있다. 씨체 부분은 正書한 楷

書體이다. 총 80문건 가운데 禮曹의 印章이 1775년(숙종 1)까지만  있다. 등록

이 작성된 연도를 략 1775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의 인장이 있으므로 

所藏處와 담당부서는 조 객사 다. 事案을 등록한 자들은 객사에 소속된 

事와 書吏인데 성명은 아직 알 수 없다. 등록한 날짜순으로 仁祖代, 顯宗代, 肅宗

代의 문건들이 실려 있다.

첫 장 첫 에 ‘典客司’가  있고, 그 에 ‘朝鮮總督府圖書印’이  있고, 

조  더 왼쪽 상단에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장이  있다. 典客司의 사

료가 일제 강 기에 조선총독부로 이 되었다가 재는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

원에서 소장하게 된 것이다.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總督府圖書印’이 없

는 사료도 많다. 개인과 가문에서 기증받은 사료에는 ‘總督府圖書印’이 없기도 하

다. 따라서 인장을 보고서 � 倭入 謄  二�의 所藏處 이력을 알 수 있다. 

� 倭入 謄  二�가 � 倭入 謄 �에 속하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가 그들만의 

분류체계로 사료를 나  결과라 본다. 17∼18세기 日사료에 련된 등록 8종 10

책을 한데 모아 체 제목을 � 倭入 謄 �으로 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 倭入 謄  二�가 맨 에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한 것이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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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겉표지에 이어서 원문의 첫 장부터 살펴보면 맨 처음 날짜가  있다. 날짜가 

힌 行을 보면 2∼3字 아래에 날짜를 내려썼다. 그 다음에는 行을 바꾸어 事案의 

내용을 기록하 다. 사안 하나가 마무리 될 때마다 다시 행을 바꾸어 날짜를 써서 

다음 문건과 구별하 다. 이와 같은 순서로 요한 事案을 필사한다. 한 날짜에는 

여러 事案을 항목별로 등록한 것도 있으므로 74장에는 총 80편의 事案이 새로운 

文件으로 등록되어 있다. 

책의 곽 밖 상단에 치한 書眉에는 문건의 내용을 요약한 소제목이 있다.3) 

한 담당부처의 회신을 받았으면 “回”라고 표시하여 어느 行부터 답신인지 한 

에 알 수 있다. 모든 문건의 書眉에 이 달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書眉의 을 

보고서 그 사료가 謄 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표시가 등록의 특징이라 생각한다.  

한 문건 안에 수록된 여러 문서의 문장 구조를 보면 �경국 �의 文書套式에 

꼭 부합하지는 않는다. 주어와 목 어가 종종 생략되어 있다. 속사처럼 吏讀를 

써서 문장들을 이어주었다. 겸양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두가 쓰인 부분에서 필

사하던 서리와 녹사의 문체를 엿볼 수 있다. 이두가 혔다는 도 등록의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한 날짜에 2∼4건의 문건들이 있으면 항목을 매겨 구분하 는데, 항목은 “一”로 

표시하 다. 이어서 어느 소속 청에서 가 언제 어떤 형식의 문서를 발송했는

지부터 밝히며 시작한다. 원 문서들이 行移된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베껴 었다. 

마지막에는 담당승지와 국왕의 결을 었는데, 문건마다 모두  있지 않다. 

조의 계목이 없는 문건에는 승지이름과 국왕의 결이 없다. 이와 같은 서지정

보를 볼 수 있는 겉표지와 원문의 첫 장을 이미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보통 書眉에 힌 을 보고서 注를 달았으면 頭注이라 하고, 주석 이외의 기록은 眉批라

고 한다. 그런데, � 倭入 謄  二�의 書眉에 힌 을 보면 문건을 주석하거나, 견해를 

어놓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頭注, 眉批 혹은 頭批라 할 수 없다. 재로는 “書眉” 그

로 두겠다. 이 주, 2014 ｢譯官上 謄  譯註｣, 고려  석사학 논문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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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倭入 謄  二�의 겉표지와 원문 1-2장4)

2) 문건의 行移體制

謄 類를 보면 먼  지방 이 올린 장계와 첩정의 내용부터  있다. 보통 장

계와 첩정에는 장에 견된 역 이 작성한 수본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지방

의 狀啓와 牒呈을 받은 조에서는 안을 논의한 후 국왕께 아뢰는 啓目을 작성

한다. 啓目은 수신한 장계에 종이를 이어 붙이고 작성한다. 조의 啓目을 읽은 국

왕이 결하면 그 내용이 계목 말미에 힌다. 해당 청의 서리나 녹사들은 문서

들을 필사한 후, 마지막으로 書眉에 문건의 내용을 한 로 요약해 으며 등록을 

완성한다.  

즉, 문서들은 장에 견된 譯官의 手本 → 府使와 兵使의 狀啓와 牒呈 → 監

司와 觀察使의 狀啓 → 조에서 粘連한 啓目 → 국왕의 裁可 순서로 작성되었다. 

4) 서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사이트의 이미지이다. 발행처는 조 객사이며, 책 크기는 

40×25.3cm이다. 四部분류에 따르면 史部 政法類 外交·通商 見聞·交涉 流에 해당한다. 서

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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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들이 수된 시간과 처리결과를 순서 로 실으면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한 

문건에는 다양한 문서들이 종합되어 있다.5) � 倭入 謄  二�에 실린 문건들도 

이런 行移體制로 작성되었다. 가장 잘 드러난 문건은 첫 장에 실린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6일 문건이다. 이 문건은 4차인용까지 한 문서들의 종합이다.6) 原

文을 번역하여 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서  미] 표류하다가 울산에 닿은 왜선을 조사한 일

[번역문]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6일

동래부사 장계에는 “6월 6일 울산 방어진에서 표류하던 왜선을 조사하여 신속히 보

고한 부산 첨사가 申飭한 연유가 힌 馳啟에 ‘<왜인들을> 즉각 한 훈도 이형남이 

울산에서 보내온 수본은 �왜선이 정박한 곳에 달려가서 그들이 나타난 이유를 물어

보니 頭倭가 ｢ 희들은 일본국 백기주 팔목자  시병  各倭 집안의 장정들과 主倭

의 시 병들입니다. 1635년(인조 13) 이 부터 <일본> 백은 로 竹島와 물건을 

주고받으며 왕래하 고 물고기를 잡아 기름을 얻었습니다. 년에도 竹島에서 물고

기를 잡고 기름을 얻었습니다. 3월 6일 <출항하여> 물고기를 잡았으며 3월 9일 竹島

에 도착하여 머무르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6월 29일 竹島를 출발하

여 본국으로 가다가 역풍을 만나서 표류하던  뭍에 닿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

습니다. <제가> 재삼 힐문하니 달리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인들이 

실은 물품들을 보니 창과 검, 조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검과 조총을 싣고 

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 무리들이 답하기를 ｢창은 물고기를 잡는 용도이고, 검

은 패물이며 총은 물소를 쏘아 쫒기 함｣이라고 합니다. 기타 잡물도 하나씩 살펴

5) � 倭入 謄  二�에 실린 手本, 牒呈, 關文, 狀啓, 啓目은 官府文書와 國王文書들로 

나  수 있다. 먼  官府文書에는 수본, 문, 첩정이 속한다. 수본은 공 인 일에 담당

이 상 청과 련청사에 보고하는 공문서다. 문은 동등한 청 상호간에 주고받는 

공문서다. 하 청에서 상 청에 올리는 공문서는 첩정으로서 馳報, 牒報, 上 , 上 이 

있다. 國王文書로는 장계와 계목이 있다. 장계는 觀察使, 兵使, 水使 등이 국왕께 한 

일을 보고하고 결재를 바라는 공문서다. 계목은 啓를 올릴 때 屬司의 첩정과 수본을 이어 

붙이며 작성한 공문서다. 최승희, 2011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52-215면 참조.

6) 번역문의 인용부호는 다음과 같다. 동래부사장계와 조계목의 내용은 “ ”, 장계 속에 2차 

인용된 부산 첨사의 첩정의 내용은 ‘ ’, 첩정 안에 3차 인용된 역  이형남의 수본의 내용

은 � �, 수본 안에 4차 인용된 왜인들의 답은 ｢ ｣로 표시하 다. 장계 안에 첩정, 그 첩

정 안에 수본, 수본 안에 심문당한 왜인의 말이 차례로 인용되어 있어서, 큰 액자 속에 작

은 액자들이 차례로 들어간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 >는 원문에는 없으나 보충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표시했는데 최소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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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윤3월에 온 연유를 물으니 ｢ 희는 3월이 음력 윤달입

니다｣라고 답하 습니다.�라는 수본입니다. 개 深處倭들은 마도를 매우 꺼려

했습니다. 표착한 왜선의 왜인들은 바다 외진 곳에 사는 자신들을 왜 에서도 꺼리

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들도 그들이 <왜 이 있는> 부산

으로 오는 것이 아주 싫으니 역 을 시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 습니다. 울산에서 곧바로 본국에 돌려보내려면 開諭條 에 따라 왜선이 싣고 온 

잡물 수효를 맞추어 보고 별록을 붙여 보내야 할 일입니다.”라고 하 다. 선상의 잡

물별단에 이어붙인 조의 계목에는 “울산 땅에 표류하다 정박한 왜선이 태풍 때문

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本處에서 곧바로 본국의 島主가 있는 곳에 

호 하여 보내고, 공문도 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례에 따라 승문원에서 문

서를 작성해 <상하 청에> 발송하게 하시되, 왜인들이 머무는 왜 에도 하도록 

<지시>하시며 <왜인들을> 마도로 송환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 다. 

<국왕께> 아뢰니 아뢴 로 하라고 윤허하셨다.7)  

이상과 같이 書誌를 고찰하여 악한 � 倭入 謄  二�의 행이체제는 체로 

등록의 기본 인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 문서가 복잡하게 실려 있

지만 지방 들의 단에 따른 장보고와 조정의 처리방침, 행정 처리과정을 한 

에 알 수 있다. 

7) 서울  규장각도서번호 奎12884, � 倭入 謄  二� 1-2면. [書眉] 蔚山 倭舡問情事. 

   [原文] 丁丑七月十六日 

   一. 東萊府使狀啓, 六月初六日, 蔚山地方魚津 泊倭舡問情馳通事, 釜山僉使處申飭緣由已爲

馳啓矣. 卽接訓 李亨男自蔚山回來手本內, 倭舡所泊處馳往問其出來之由則頭倭 內, 俺

等日本國伯鬐州八木子村 兵衛旀, 各倭家丁而主倭 兵衛亦. 十三年以前, 關白前受出竹

島年年往來捉魚取油爲如乎, 今年段置, 同竹島良中捉魚取油, 次以今三月初六日秉舡閏三

月初九日竹島到泊捉魚取油爲旀, 亦捉魚腹以爲載舡, 六月二十九日, 自竹島發向本國爲如

可, 逢 風 泊于次是如爲去乙, 再三詰問更無他 是旀, 同倭所載之物點視則槍劍鳥銃亦

有之, 而問其劍銃所載之由則渠等答曰, 槍則捉魚之用, 劍則所佩之物, 銃則放中水牛是如

爲㫆, 其他雜物亦爲點視進呈爲齊. 又問閏三月之由則答曰, 我國則三月爲閏朔是如爲白臥

乎所, 手本是白置有亦. 大槪深處倭之來見館所馬島之所深忌也. 卽 泊倭舡, 旣是深處之

倭館倭之忌憚可知哛不喩, 回泊釜山在我亦甚不好, 令譯官探問館倭如可, 自蔚山直 本國

則某條開諭計料爲白乎旀, 同 泊倭舡所持雜物照數, 置附別 上 事及舡上雜物別單, 據

曺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向前, 蔚山地 泊倭舡乃是因風 到 , 似無可疑是白在果, 雖

自本處直 本國島主處, 似當有解 致書之事. 依前例令承文院, 措辭撰撥上下 , 傳給留

館倭人處, 使之入 島中何如, 啓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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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構成과 內容

1) 구성

倭人들은 바다에서 조업 에 사고를 당하거나, 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이 반

되어 표류하거나, 국을 향해 가다가 표류하여 조선 해안에 표착하 다. 全文의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문건들의 구성을 고찰하여 당시 시 배경과 특징을 간단

히 살펴보고자 한다. 

1冊 74장에는 80문건이 실려 있다. 仁祖∼肅宗代 문건들이다. 그런데, 孝宗代 문

건이 한 건도 없다. 그때라고 조선에 표착한 倭人들과 사건이 없을 리 만무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려 있지 않다. 소재를 모르는 � 倭入 謄  一�에 실려 있

는지, 혹은 흩어져서  다른 사료에 실려 있는지 재로는 알 수 없다. 

80건은 仁祖代 46건, 顯宗代 18건, 肅宗代 16건으로 구성되었다. 유독 仁祖代 문

건이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와 일본의 정세를 제 로 

악하기도 에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 시 에서 朝ㆍ日 외교 장에는 이런 런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명ㆍ청 교체기에 일본의 수교 요청을 거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朝ㆍ日 표류민 송환은 두 나라 모두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므

로 그 차를 자세하게 기록해두고 보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문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仁祖代 문건은 1637∼1646년간 10여 년의 기록이다. 朝ㆍ淸ㆍ日 三國의 국제 역

학 계를 살펴볼 문건들이 많다. 동해안에 표착한 倭人들뿐만 아니라, 淸나라 칙사

가 데리고 온 流倭人들을 송환시킨 문건들로 구성되었다. 주목할 1644∼1646년

은 일본에서 不許한 耶 宗門之黨을 체포하러 頭倭가 방문했으며, 청나라를 의식

한 조선이 倭人들을 어떻게 우하고 송환했는지에 한 문건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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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637∼1646년 46문건의 구성

날짜 문서의 행이체계와 주요 사안

인조 15

1637년 8건

행이체계
이형남 수본 → 부산첨사 첩정 → 동래부사 정양필장계 → 조의 

계목 → 국왕의 재가

주요 사안

태풍으로 표류하다가 울산방어진에 닿은 伯 州 倭人들을 조사한 후 

마도에 상황을 히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동안 구휼하고 귀환

시킨 일. 

인조 20

1642년 2건

행이체계
부산별차 김이진 수본 → 경주부사 박수홍 첩정 → 경상감사 장계 

→ 조의 계목 → 국왕의 재가

주요 사안 경주에 표착한 마도 왜인들을 후 하여 송환한 일

인조 22

1644년 3건

행이체계
별견역  이형남, 홍희남 수본 → 동래부사 심지명 장계→ 조의 

계목 → 국왕의 재가 

주요 사안
流倭人들이 승선한 荒唐船을 조사해보니 배 안에는 일본에서 추방

하려는 耶 宗門之黨이 타고 있었으며, 그 일로 頭倭가 방문한 일.

인조 23

1645년 16건

행이체계

⓵ 훈도 장 민, 별차 김홍립 수본 → 동래부사 이원진 장계 → 

조의 계목 → 국왕의 재가 

⓶ 비변사계 / 도감 계 / 조 계 / 승정원 계.

주요 사안

8월의 1건은 황당선이 표류한 사정을 조정에 보고한 일. 12월의 15

건은 청나라 칙사가 데리고 온 倭人들의 처우와 송환에 하여 비변

사에서 총 한 일.

인조 24

1646년 17건

행이체계

⓵ 비변사, 조의 계 / 무신겸선 , 동래부사 장계 

⓶ 훈도 장 민, 별차 김홍립 수본 → 부산첨사 남두병 첩정 → 동

래부사 황호 장계 → 조 계목 → 국왕의 재가

주요 사안

10월의 4건 외에 모두 1∼6월 문건이다. 7∼9월의 문건이 없는 것이 

특이하다. 작년에 이어서 칙사가 데려온 倭人들을 리하며 동래 왜

으로 무사히 호송하여 송환한 일과 書契를 주고받는 에 귀를 

수정한 일.

顯宗代 문건은 1663∼1666년( 종 4∼7), 1671∼1672년( 종 12∼13)에 집 되

어 있다.  표류하다가 울진과 기장, 울산에 닿은 倭人들의 송환 차에 한 기록이 

부분이다. 특징이라면, 왜 에 견된 差倭들이 표류한 왜인들을 인솔해 돌아가

는 차가 仁祖代보다 상세하게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송환 차가 반복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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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이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 표류한 왜인들의 송환 차는 이 시기

에 정착된 것 같다. 

 

<표 2> 1663∼1672년 18문건의 구성

날짜 문서의 행이체계와 주요 사안

종 4

1663년

4건

행이체계 역  김시성 수본 → 동래부사 장계

주요사안
着한 倭人들의 민폐 보고와 公作米 수송선에 함께 송환하겠다는 書

契를 보내겠다고 보고한 일. 

종 6

1665년

3건

행이체계
훈도 한시열 수본 → 동래부사 안신 장계 → 조의 계목 → 국왕의 

재가

주요사안 機張縣 무지포에 표착한 倭人 11명을 탐문 조사하여 송환한 일. 

종 7

1666년

4건

행이체계

⓵ 수별장 황여윤 화 → 일 감 이윤 , 장기 감 김의양 첩정 

→ 동래부사 안신 장계 → 경상감사 장계 → 비변사의 계 → 국왕의 

재가

⓶ 부산별차 박유년, 소통사 정오을 수본 → 경상좌도병마 도사 장계

⓷ 역  이신남, 훈도 한시열, 별차 정문수 수본 → 부산 첨사 정두제 

첩정 → 동래부사  장계

주요사안

長䰇縣에 표류하는 정체불명선박을 감지하고 올린 화에 따라 신속히 

첩정과 장계올리고, 倭人들을 탐문조사한 후 삼척에 표착한 왜인 1명과 

함께 송환한 일. 

종 12

1671년

3건

행이체계
별차 최유립, 훈도 김진하 수본 → 동래부사 안신 장계 → 조의 계목 

→ 국왕의 재가

주요사안
지세포에 표착한 大坂城 幡摩州의 倭人들 송환하겠다는 서계를 승문원

에서 작성해 보내주길 청하고 받아서 서계와 함께 마도로 송환한 일

종 13

1672년

4건

행이체계
별차 박재흥, 훈도 김진하 수본 → 부산 첨사 유성휘 첩정 → 동래부사 

장계

주요사안
울산 방어진에 표착한 大坂城 鹽飽島 倭人들을 작년과 같은 차로 송

환한 일.

肅宗代 문건들은 1691∼1692년(숙종17∼18)에 집 되어 있다. 1675년 이후 약 

20여 년이 지나고서야 1691년 문건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매년 謄 해 놓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사이의 문건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는 재 알 수 없

다. 주목할 은 규모 정체불명의 선박들이 출몰한 1691∼1692년의 일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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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자세히 등록했다는 것이다. 海上의 이상 징후를 제일 먼

 해안 수 의 水軍이 烽火로 비상상황임을 알렸다는 에서 해안경비와 련하

여 후일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문건을 구성한 것 같다. 

<표 3> 1675∼1692년 16문건의 구성

날짜 문서의 행이체계와 주요사안

숙종 1

1675년

4건

행이체계

⓵ 장기 감 → 경상감사 정 휘 장계

⓶ 별차 안신휘 수본 → 동래부사 어진익 장계 → 조의 계목 → 국왕

의 재가

주요사안
長鬐에 표착한, 筑前州를 왕래하며 담배를 취 하는 상인인 倭人들을 

송환한 일 

숙종 17

1691년

7건

행이체계

⓵ 가덕첨사 황일청, 천성만호 최세걸 첩정 → 경상좌수사 신여철 장계

⓶ 황령산 군 김일학, 간비도 군 손순학의 보고 → 훈도 박재흥, 별

차 김응문 수본 → 부산 첨사 윤항미 첩정 → 동래부사 김홍복 첩정 →

경상감사 민창도 장계 → 조의 계목 → 국왕의 재가

⓷ 평안감사 민건도 장계/황해감사 박경후 장계/제주목사 이우항 장계

⓸ 왜학 남만  수본 → 가덕첨사 황일청, 천성만호 최동일 첩정 → 경

상우수사 심박 장계

주요사안
표류하는 200여 척 朝倭未卞船에 한 동래부사의 急報에 따른 8도 지

방 의 해안경비 처방안과 그들이 장상황을 보고한 일

숙종 18

1692년

5건

행이체계
소통사 유유창, 훈도 박재흥, 별차 김  수본 → 동래부사 김홍복 장계 

→  경상감사 민창도 장계 → 조의 계목 → 국왕의 재가

주요사안
비 주의 표류한 倭船을 송환한 일. 차왜들이 승선한 年例特 제3선을 

정체불명선박으로 알고서 화올린 烽軍들에게 곤장 치는 벌을  일.

  

마지막으로 月別 문건 수를 보면 7∼10월의 문건들이 많다. 7∼8월 19건, 9∼10

월 17건은 표류의 가장 큰 원인이 여름과 가을 태풍이었음을 보여 다. 한 달의 

문건으로 가장 많은 달은 12월이지만, 청나라 칙사가 데려온 왜인들을 송환하는 

차가 자세히 힌 仁祖代 문건으로서 표류원인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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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건의 월별 구성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건 수 4 4 1 7 8 5 9 10 8 10 없음 15

2) 내용

이 에서는 1 에서 다루지 못한 全文의 내용을 요약하여 구체 으로 설명하

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王代別로 주목할 내용은 仁祖代의 청나라 칙사일행이 

데려온 왜인들이 조선 내륙을 경유하여 송환되는 차와 書契 수정,  顯宗代의 차

왜와 송환 차, 肅宗代의 규모 왜선의 표류와 해안경비에 한 내용이다. 요한 

사항은 표로 제시하겠다. 

  

(1) 仁祖代 46건

1637년(인조 15) 7월 16일 문건에는 역  이형남의 手本을 받은 부산 첨사가 

신속히 첩보를 보내자 동래부사 정양필이 우선 재량으로 장에 식량을 내주고 구

휼했다는 장계 내용이 실렸다. 역  이형남과 부산 첨사가 보고한 내용은 ‘일본 백

기주의 팔목자  어부들이 竹島에 와서 조업을 마치고 6월 29일 돌아가다가 風

을 만나 표류하 으며, 倭船에서 창, 칼, 조총이 발견되었으나 조업에 필요한 물건

으로 단하고 군사행동으로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7월 18일 문건은 伯

州에서 西北間으로 20여 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소  “深處倭”들이 8일간 표류

하여 구조하 고, 館所로 돌려보내기 에 식량을 주면서 을 후하게 했다는 

내용의 경상감사의 장계다. 

이후 문건을 보면 ‘7월 21일, 館倭와 역 들을 동하고 伯 州倭人들을 면해

보니, 그들이 마도 사람들과는 말도 통하지 않고 館所에도 가지 않으려 하므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동래부사 정양필과 경상감사가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7

월 23일, 伯 州倭人들에게 식량과 의복을 지 하 다. 8월 10일, 동래부에서는 그

간의 사정을 마도에 히 알려주면서 館所에 거주하는 倭人을 데려가 伯 州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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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말을 통역시켰다. 8월 12일, 표류한 倭船을 絶影島 밖에 머물게 했으나 마냥 

오래 둘 수는 없어서 우선  36석, 목면 1필을 지 하고 송환하 다. 8월 17일, 

일본의 백이 조선의 후의에 감사해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1642년(인조 20) 5월 30일 문건에는 ‘작은 배 1척의 倭人 4명이 표류해 왔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일단 육지에 拘留시켰다고 경주부사 박수홍이 동래부사 정치

화에게 알렸다. 이에 정치화가 장계를 올리니, 조정에서는 에 고성지방 리가 

마도에 표착했을 때 극진히 받고 귀환한 일이 있으므로 그 流民들을 각별

히 우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같은 해 6월 2일 문건의 내용은 마

도 풍기  남쪽바다 거주민인 왜인들이 3일간 바다를 표류했음을 부산별차 김이진

이 조사한 후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1644년(인조 22) 문건들을 보면 ‘10월 17일, 別遣譯官 李亨男이 황당선을 조사

하여 나가사키 근처에서 풍을 만나 표류한 것임을 보고하자, 동래부사 심지명이 

그들에게  10석, 산 돼지 2마리, 건어물 50속, 구 50마리, 미역 50근, 소  1석, 

장 10두 등을 주라고 지시하 다. 10월 25일, 耶 宗門之黨 10여명이 倭船에 승선

하고 있었음을 보고하 다. 10월 26일, 倭船과 황당선이 風을 만나서 표류했다.’

는 내용이 실려 있다. 

1645년(인조 23) 8월 21일 문건에는 ‘8월 7일, 마도로 가던 荒唐船이 7월 28

∼29일에 狂風을 만나 표류했는데, 그 배에 탄 耶 宗門之黨을 체포하는 일로 頭

倭 藤原成과 格倭 7명이 작은 왜선을 타고 찾아왔다. 이 倭船을 처음 발견한 해안

소의 水軍들이 烽火로 알려오자 豆毛浦 萬戶 李如海가 히 보고하 고, 부산 

첨사가 장에 훈도 장 민, 별차 김홍립을 보내 조사했다.’는 내용이  있다. 

12월 21일 문건에는 청나라 칙사가 데리고 온 倭人들을 漢城府로 불러올리고 

비변사의 지시에 따라 도감에서 후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어서 ‘12월 

24일, 비변사는 한성부, 병조, 포도청, 사역원, 의감 등에 왜인들을 맡겼으며, 倭

人處所에 잡인들의 출입을 지시켰다. 한 禮賓寺의 主簿 4명을 차출해 응 시

키고, 承文院에서 書契를 작성해 歲遣船에 付할 것이며, 倭人들을 후 하라는 국

왕의 명을 받들라고 지시하 다. 12월 25일, 과거에 울산해변주민의 私奴 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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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8명이 태풍을 만나 마도에 표착했을 때 후한 을 받고 무사히 귀환했던 

일도 있었으니 칙사가 데려온 倭人들도 厚待하고, 그들에게 木綿 2필, 白紙 5권, 

黃毛筆 5자루 眞墨 3개 등 筆墨과 비단을 더 주라고 하 다. 이에 조에서 무 

많이 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건의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12월 27일 문건 내용은 武臣들이 倭人들을 한성부로 호송해오면, 조의 원들

이 맡아 각별히 우 하되, 송연회는 간략히 하라는 것이다. 12월 30일 문건에는 

승정원의 지시 사항이 실려 있다. 빈 원이 주 하여 倭人處所에서 설날에 환

송연을 베풀라고 하 고, 역 이 자세히 問情한 倭人들의 성명과 표류한 사정을 

승문원에서 別單으로 기록해 두라고 하 으며, 동래부로 倭人들을 내려 보낸다고 

미리 館倭에게 통보하라고 하 다. 한 칙사일행과 의주에서 데려온 倭譯의 말에 

의하면 流倭人들이 청나라의 문서를 받지 않았다지만, 청나라의 문서가 있다는 

소문도 있으니 정말 있는지 살펴보고 謄書해 두라고 하 다. 

1646년(인조 24) 1월의 문건들을 보면 ‘1월 3일, 비변사에서는 倭人을 인솔해 

간 원과 역 의 성명을 어 두고, 쇄환된 被擄人 에 청나라 말에 능한 자를 

使喚으로 삼으라고 지시하 다. 倭人들이 떠날 때 연회를 베풀고, 단을 지 하며 

호송하 다. 1월 17일, 武臣兼宣傳官이, 과천에서부터 호송 인 倭人들  1명이 

상주에서 傷寒病으로 하여 치료하느라 지체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倭人들이 

館所로 내려가고 있음을 館守倭에게 알렸는데, 館守倭가 그들을 館所에 들이지 않

겠다고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2월의 문건들을 보면 ‘2월 5일, 치료를 받던 倭人이 구미인동에서 완 히 쾌차

하여 구와 청도, 양과 양산을 거쳐 동래에 도착하 다. 2월 7일, 동래부사 황

호와 훈도 장 민이 倭人들을 소에 받지 않겠다는 수왜를 타일 다. 2월 22일, 

동래부사 황호와 부산 첨사 남두병이 표류한 倭人들을 귀환시킬 때 茶禮를 행하고 

별도로 종이와 과일을 주겠다는 첩정을 조정에 올렸다. 2월 24일, 頭倭 藤原成이 

찾아와, 조선의 書契가 거칠고 간략하며 “大君”字를 내려써서 형식에 맞지 않으니 

고쳐달라고 했다. 조선에서는 書契에 힌 “睦隣” 두 자 에서 청나라의 오해

를 살만한 “隣”字도 고치는 것이 좋겠다면서 문제가 되는 문장들을 고쳐 보냈다’

는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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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637∼1646년 요사항 

날짜
왜인

출신지

조선 

표착지

항해 

목

표류 

원인
구휼과 송환 차 기타 특이사항

1637년 

7∼8월

백기주 

팔목자  

어부

울산

방어진
조업 風

장에서 구휼.

송환시 

 36석, 

목면 1필 지

동래부사 재량으로 우선 구휼한 

후 조정에 보고함.

1642년

5∼6월

마도 

풍기  

남쪽어부

경주 조업 颱風

닭과 술을 지  

후한 함.

세견선이 오면

付하여 송환하

기로 함

담당승지는 우승지 李俔.

동래부사 정치화는 回啓할 필요 

없다고 지시받음.

1644년

10월

황당선과

荒唐船汲

水 船

 도 
여객 

방문

風

颱風

송환시 

 10석, 

산돼지 2마리 

건어물 50속 

소  1석 지

나가사키로 향하는 황당선에 耶

宗門之黨 10명이 승선함. 

애 에 일본 평호도에 표착했다

가 다시 출항하여 표류하던  

구조되어 도에 정박하게 됨. 

1645년 

8월

마도

두왜

등원성

없음 방문 없음
바람이 잔잔해지기

를 기다리고 있음

마도로 향하는 황당선의 耶

宗門之黨이 도망하자 체포 건으

로 두왜가 방문함.

담당승지는 우부승지 김소.

1645년 

12월

청나라 

칙사일행 

왜인

없음
육로 

이동
없음

의주 → 한성부

별도배치.

백목면 3필

백지 5권

황모필 5자루 

진묵 3정 지

청나라 칙사일행이 데려온, 표류

한 왜인들의 처우와 송환 차에 

하여 비변사와 조가 논의함

( 빈 원이 연회를 주 하고 

환송)

1646년

1∼6월

10월

청나라 

칙사일행 

왜인

없음
육로 

이동
없음

무 이 호송함. 

상주→구미인동

→동래부→두왜

가 인솔해 감

書契를 수정해달라고 일본이 요청, 

차왜 평성효가 수정된 서계 가지

고 강호로 돌아감. 송환 후 일본

의 무소식을 동래부에서 조사하

게 함

3월∼6월의 문건들에는 ‘3월 2일, 倭人들을 인솔해 귀국할 差倭 源成寬이 格倭 

19명을 데리고 와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동래부에서는 약간의 단을 주어 

우 하겠다는 뜻을 보 다. 4월 11일, 수정한 書契를 빨리 보내달라고 재 하는 頭

倭가 왔다. 4월 24일, “貴大君” 세 자를 수정했다는 書契를 여 히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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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館守倭 平成倫이 방문하 다. 5월 21일, 수정한 書契를 보낼지 여부를 경상감사

와 동래부사가 行文하 고 마침내 5월 30일에 보내기고 결정하 다. 6월 6일, 副特

에게 별도로 연회를 열어주었으며, 그들이 수정한 書契를 가지고 강호로 돌아갔

음을 동래부사 황호가 보고하 다.’는 내용이 실렸다. 

10월의 문건들에는 倭人들을 송환했음에도 일본에서 오랫동안 회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한 비변사의 책이 실렸다. 일본의 회신을 청나라에 보고해야 하

는 마지막 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비변사는 일본이 회신하지 않은 사실을 

江戶에 송할지 여부를 담당부서에 물었다. 한 새로 견된 差倭에게 일본이 

왜 무소식인지 동래부에서 물어본 후 보고하라고 지시하 다. 

(2) 顯宗代 18건

1663년( 종 4) 문건들에는 ‘8월 3일, 館所에서 조  먼 곳에 流倭人들을 유

치했더니 땔나무를 베고 산천을 유람하는 등 민폐를 끼치고 있으므로 그 사정을 

은 書契를 일본에 히 보내야 한다고 동래부사가 장계를 올렸다. 9월 11일, 울

진에 着한 倭人 3명을 조사한 역  김시성의 보고를 받고 동래부에서 술, 음식, 

의복을 지 했다. 9월 12일, 표류한 倭人 3명을 公作米를 싣고 가는 歲遣船에 同乘

해 귀환시키겠다.’는 내용이 실렸다. 

1665년( 종 6) 문건들에는 ‘8월 9일, 機張縣 武知浦에 표착한 倭船 1척의 倭人 

11명을 훈도 한시열이 탐문 조사하여 동래부사 안신에게 보고하 다. 9월 9일, 동

래부는 倭人들에게 식량과 의복을 지 하 고, 倭人들 처소에 差倭 橘成陳 등이 

왔으므로 草梁港에서 茶禮를 베풀었고, 差倭들은 우 해줘서 감사하다며 감격해했

다. 9월 16일, 倭人 11명 각자에게 례 로  10斗를 지 하여 귀환시켰다.’는 내

용이 실렸다.

1666년( 종 7) 문건들을 보면 ‘7월 16일, 국 불명의 큰 선박이 난 되어 長䰇

縣 境內에서 표류하고 있음을 수별장 황여윤이 烽火로 알리자 일 감 이윤

과 장기 감 김의양이 동래부사 안신에게 첩정을 보냈다. 보를 받고서 동래부사

가 경상감사에게 장계를 보내 경상감사가 최종 으로 비변사에 보고하 다.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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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상좌도병마 도사가 釜山別差 박유년, 通事 정오을을 난 된 倭船을 보

내 조사시킨 결과 백기주 미자  倭人 21명이 조업 에 태풍을 만나 표류한 것임

을 報告받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어서 ‘9월 1일, 譯官 이신남, 訓  한시열, 別差 정문수가 삼척에 표착한 倭船

을 탐문 조사하 으며, 마도에 그 사실을 통보하 다. 10월 1일, 장기에 着한 

倭人 21명, 삼척에 着한 倭人 1명을 데려갈 差倭 橘成陳이 왔다. 倭人들을 草梁

港으로 데려가 례 로 술을  후 각자에게 의복과 양식 등 물품을 지 하 고 

그 목록을 로 어 왜 에 보여주었다. 왜인들이 감사해했다고 부산 첨사 정두

제가 그간의 일들을 첩정으로 보고하 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1671년( 종 12) 문건들에는 ‘8월 10일, 知世浦 경내에 倭人들이 표착했음을 보

고받은 동래부사는 별차 최유립을 견해 탐문 조사하게 했다. 그들은 성 번

마주 근처 鹿摩津에서 물고기를 잡아 는 어부들인데 五島에서 잡은 물고기를 팔

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했다고 한다. 동래부에서는 그들에게 을사년과 병오년 례

에 따라 옷과 식량을 지 하 고, 그들을 송환하겠다는 書契를 승문원에서 히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청하 다. 9월 6일, 승문원이 보낸 書契를 받아서 마도로 

보냈고, 倭人 3명에게는 의복과 公木 각 3필, 항해 에 필요한 식량을 히 주

어 송환시키겠다고 동래부사가 장계를 올렸다.’는 내용이 실렸다. 

1672년( 종 13) 문건을 보면 ‘4월 4일, 倭人 14명이 표류하다 울산 방어진에 

닿자, 別差 朴再 을 보내 장을 조사하게 하니 그 배는 공납할 을 실은 선박

으로서 배 안에는 은자 70냥, 일본주화 寬永通寶가 있었다. 4월 9일, 동래부사가 

장에 訓  金鎭夏를 보내 草梁港에 정박시킨 倭船을 조사한 결과 박재흥의 보고

와 같았다. 倭船을 송환하겠다는 書契를 승문원에서 속히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장

계를 올렸다. 5월 15일, 어제 代官倭 1명이 病死하여 館所 밖 西山에 묻고 14명의 

流倭人들을 실은 還船을 당일 출발시켰다.’는 내용이다. 



638 奎 章 閣 58  ․

<표 6> 1663∼1672년 요사항 

날짜
왜인

출신지

조선 

표착지

항해 

목

표류 

원인
구휼과 송환 기타 특이사항

1663년 

8∼9월
미상 울진 미상 미상

술, 음식, 의복으

로 구휼. 公作米 

실은 歲遣第17船

으로 송환.

書契는 수정하지 않고서 倭人

들의 歸國船에 부침.

1665년

8∼9월
미상

기장

무지포
조업 미상

식량과 의복으로 구

휼.  10斗를 지

하며 송환함.

差倭 橘成陳이 와서 草梁港에

서 다례를 베풀었고, 감사인사

를 받음.

代館倭를 례에 따라 송함

담당승지는 좌승지 김우석.

1666년

7∼10월

백기주 

미자  

어부

장기

삼척

竹島에 

생선납부
大風

마도에 알려 差

倭 藤成倫이 동래

부에 와서 표왜들

을 인솔해 감.

담당승지는 좌승지 김우석.

경상감사는 回啓할 필요 없음. 

1671년

8∼9월

성

번마주

녹마진

어부

지세포

조업

생선흥정

매

五島에서 

颱風만남

狂風

옷과 식량으로 구

휼함. 의복과 공목 

각 3필, 필요한 식

량을 지 하고 書

契와 함께 송환함

辛亥條歲遣第二舡에 공작미를 

실어 보냄.

담당승지는 좌승지 李延年.

1672년 

4∼5월

성 

염포도

거주민

울산 

방어진

성에 

납부할 

 운반

狂風

風

례에 따라 음식

으로 구휼하고 송

환시에는 식량과 

의복 등을 지 함

선박에 은자와 통보가 실

려 있었음. 代官倭 1명이 病死

하여 館所 밖에 묻은 후 귀국

선을 출발시킴.

(3) 肅宗代 16건

1675년(숙종 1) 6월 21일 문건의 내용은, 태풍을 만나 장기에 닿은 13척 7  길

이와 3척 5  넓이의 倭船에 실린 품목들을 謄書하여 경상감사 정 휘가 장계로 

보고하고, 장기 감이 倭船에 寬永通寶가 실려 있다고 첩정으로 보고했다는 것이

다. 6월 27일 문건의 내용은, 동래부사 어진익의 명으로 별차 안신휘가 조사한 

流倭人 2명은 豊前 倉의 거주민이며, 筑前州를 왕래하며 담배를 취 하는 상인들

로서 40세와 49세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문건에는 ‘7월 2일, 通事 李淡金과 李有明등이 표류한 倭人들을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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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 근처 龍  앞바다까지 압송해 오자, 동래부사가 開雲浦萬戶 黃翼聖을 보내어 

그들을 그 로 머물게 하 다. 8월 8일, 倭人들에게 식량과 옷을 지 하여 감사하

다는 인사를 받고 송환했다는 부산 첨사 이상훈의 보고를 받은 동래부사가 장계를 

올렸다.’는 내용이 실렸다. 

1691년(숙종 17) 문건들을 보면 ‘4월 23일, 정체를 알 수 없는 朝倭未卞船 2척

이 마도에 출몰하여 加德僉使 황일청과 天城萬戶 최세걸이 히 알렸고, 경상좌

수사 신여철이 倭學 남만 을 보내 식량을 지 하되 표류한 倭船을 각별히 지키라

고 하 다. 윤7월 25일, 등불을 높이 매단 朝倭未卞船 1척이 표류하고 있음을 감지

한 荒嶺山烽軍 金日鶴과 干飛烏烽軍 孫 鶴이 烽火를 올리니, 부산 첨사 尹恒美가 

訓  朴再 과 別差 金應潤을 장에 견하여 일본열도의 200여 척이 大坂城을 

향해 가다가 風을 만나 표류하 으며, 1척 이외에 나머지 선박은 간 곳을 모르

는 상황임을 보고받고 동래부에 알렸다. 동래부사 김홍복과 경상감사 민창도는 조

정에서 各道에 발을 띄어 재 倭船들이 어디서 표류하는지 보고하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아울러 그 결과를 동래부에도 알려달라는 장계를 올렸다.’는 내

용이다.

8월 14일 문건의 내용은 평안감사 민건도가 동래부사의 關文과 조의 啓에 따

라 해안을 지키는 소병과 연안 거주민들에게 표류하고 있는 倭船을 보게 되면 

우선 식량을 지 하되 해안 수 는 각별히 동태를 잘 살펴서 알리라고 지시했다

는 것이다. 9월 6일 문건에는 황해감사 박경후가 동래부사와 조의 지시를 따르

겠지만, 倭船을 조사하고 開諭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倭船을 발견한다면 식량을 지

하기 에 엄 히 조사를 마친 후에 지 하겠으며, 해안 경비를 철 히 하겠다

고 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어서 ‘10월 4일, 제주목사 이우항은 倭船이 표류해 오면 식량을 지 하고 그 

연유를 신속히 알리겠지만 7월 이후 표류하는 倭船은 없었다고 하 다. 10월 11일, 

마도에서 출항한 정체불명 倭船 6척이 표류함을 가덕첨사 黃一淸, 천성만호 崔

東逸이 동시에 첩정을 발송하여 알리자 경상우수사 沈樸이 倭學 南萬敵을 장에 

보냈다. 10월 14일, 왜선들을 조사한 결과 天城境 磨巨里의 倭船 6척  1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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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먼  떠났고, 5척은 부특송선과 만송선을 포함하여 加德境 碇巨里 앞바다에 

정박 이라고 보고하 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표 7> 1675∼1692년 요사항 

날짜
왜인

출신지

조선 

표착지

항해 

목

표류

원인
구휼과 송환 기타 특이사항

1675년 

6∼8월

豊前 倉 

거주민

筑前州를 

왕래하는 

담배상인

沙只津

長鬐縣
매

五路島에서 

南風만남

식량, 옷 

지 하고 

송환함

표류한 왜선의 길이는 13척 7 , 

넓이는 3척 5 .

倉에서 筑前은 300여 리.

축 에서 마도까지는 700여 리.

담당승지는 동부승지 趙嗣基

1691년

4∼5월
미상

남해안

동해안 

해상

 미상

성을

향하다가 

마도에서

風, 大風

만남

우선 식량, 

물품을 

지 하여 

구휼함 

정체불명의 200여 척 규모 선박

이 표류하고 있음을 화로 비상시 

보고받은 동래부에서 조정에 보

함. 조정에서 8도에 발로 해안경

비 철 히 하라고 지시함.

담당승지는 우승지 오시만

1691년

10월
미상

가덕

천성

차왜 

방문
거센 바람 미상

마도에서 출항하여 표류하고 있

는 정체불명 왜선 6척에는 부특송

선과 만송선이 포함되어 있음.

1692년 

5∼6월
비 주

후량

앞바다

좌수

앞바다 

남천

일본북

도

미곡 

운반

사나운 바람

집 호우

감만이

앞바다로 

왜선 옮김. 

서계 갖추어

송환함 

표왜선의 길이는 16把, 넓이는 4把, 

높이는 2把, 소형 수선의 길이는 

5把, 넓이는 1把.

담당승지는 동부승지 권 경

1692년(숙종 18) 5월 17일 문건에는 備前州에서 5월 2일에 과 소  399석을 

실은 倭船이 長門州를 지나 본국 北島를 향하다가 갑자기 폭우를 만나 왜  근처 

厚梁 앞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다 포에 표착하게 된 사정을 通事 유유창, 訓  

박재흥, 別差 김 이 동래부사 金洪福과 경상감사 閔昌道에게 보고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어서 ‘5월 19일, 다 포진 앞바다에 정박한 倭船의 비 주倭人 13명과 館

守倭를 소통사 김입남이 인솔해왔다. 5월 29일, 경상감사 민창도는 정묘년 례

로 戡蠻夷 앞바다로 倭船을 옮기겠으며, 조에서 보낸 還書契를 받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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倭船에 付하겠다는 장계를 올렸다. 6월 18일, 정체불명의 倭船 1척이 좌수  남

천 앞바다를 향해 표류하고 있음을 황령산 烽軍 김 남과 비도 烽軍 조국 이 

화를 올려 알렸다. 소통사 김치민과 이귀선들을 보내 倭船을 지키게 하고 별차 金

琯이 조사한 결과 정체불명선박은 差倭가 승선한 特 船이었다. 특송선을 정체불

명선박으로 오인하고서 烽火를 올린 烽軍들에게 곤장을 쳤다.’는 내용이 실렸다.

4. 史料價値와 後續硏究方向

1) 사료가치

謄 類가 공통으로 지닌 사료  가치 외에도 � 倭入 謄  二�만의 가치는 무

엇보다도 역사정보가 풍부하게 실려 있다는 데에 있다. 선박의 정체, 산 한 물건, 

항해 목 , 표류한 왜선과 왜인을 송환하는 차가  있어 사료로서 가치가 높

다. 요한 역사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差倭에 한 정보이다. 1666년( 종 7) 10월 14일, 부산 첨사 鄭斗齊의 첩

정과 동래부사 安紳의 장계가 실린 문건을 보면, 差倭가 오면 그들을 맞이한 동래

부에서 일을 처리한 과정을 알 수 있다. 역 들이 표류한 倭船과 倭人들의 조사를 

끝마쳤다고 해서 조선의 선박으로 바로 그들을 송환하지 않는다. 장에서 救護하

고 있으면, 마도에서 견한 差倭라는 사 이 와서 自國의 倭人들을 인솔해 가

는 차를 밟기 때문이다. 

문건에는 장기 에 着한 倭人 21명과 삼척에 표착한 倭人 1명을 데려갈 差倭 

藤成倫이  동래에 와서 귀국할 때까지의 일이 있다. 동래부에서는 조사를 마

친 流倭人들을 草梁港으로 데려가 례 로 술을 주었다. → 개인별로 의복과 

양식을 주고, 바다 건  귀환할 때 먹을 식량과 물품을 지 하고 그 목록을 어 

倭館에 보여주었다. → 館守倭와 橘成陳, 代官倭等이 와서 감사인사를 했다. → 差

倭藤成倫에게 書契別幅을 주어 回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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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深處倭’ 송환에 한 조선의 입장 변화가 힌 정보이다. ‘深處倭’라 불리

는 마도 밖에 외진 바닷가에 사는 倭人들이 조선에 표착하면, 보통 救護한 후 

마도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1637년(인조 15) 7월 16일 문건

에 보이는 ‘深處倭’는 倭館을 통하여 마도로 송환했다. 병자호란이 막 종결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시 이기에 조선 해안에 닿은 표류민은 이유를 막론하고 심

층조사한 후에 일단 왜 에 알리고 인계한 것 같다. 더욱이 조총이 발견되었으니 

민감한 사안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나가사키 부근에서 태풍을 만나 왜인들과 함께 표류하게 된 耶 宗門之黨

에 한 정보이다. 1644년(인조 22) 10월 세 문건에는 역  이형남이 난 된 荒唐

船과 倭船을 問情하여 배 안에 일본에서 추방하려는 耶 宗門之黨이 타고 있다고 

보고하자, 그 사건을 처리하고자 頭倭가 방문한 사실이 실렸다. 1645년(인조 23) 8

월 문건에도 8월 7일에 마도에 도착하려던 황당선이 航海中인 7월 28∼29일 

풍을 만나 표류하게 된 사정과, 그 배에 타고 있는 耶 之黨을 체포하는 일로 頭

倭 등원성외 7명이 방문한 일이  있다. 

이 문건들은 耶 宗門之黨과 련하여 17세기 일본의 종교와 련한 외정책

과 상황을 잘 보여 다. 당시 일본은 쇄국정책을 펼쳤고, 일본 국내에 수회 선교

사들을 비롯한 서양의 사제들에 의한 천주교의 를 불허하 다. 뿐만 아니라 

조선으로 耶 宗門之黨으로 불리는 천주교도가 입국하면 추방해달라고 조선 정부

에 공식 요청하 다. 이런 역사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건들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청나라 칙사가 데리고 온 倭人들을 어떻게 우하고 송환했는지에 한 

정보이다. 청나라가 倭人들을 조선의 육로를 통해 송환한 사실이  있다. 1645

∼1646년의 문건들은 모두 이와 련한 내용으로 사안이 매우 요했음을 잘 드러

내 다. 조선은 정묘ㆍ병자호란을 겪은 후라서 倭人 還에서 청나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에 울산 해변 거주민의 私奴 심 생 등 28명이 태풍

을 만나 마도에 표착했을 때 후한 을 받고 무사히 귀환한 이 있으므로 칙

사가 데려온 倭人들도 厚待하 다고 한다. 倭人들이 청나라 문서를 받았다면 謄書

해 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어 朝ㆍ淸ㆍ日 국제정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 서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 倭入 謄 二� 解題 643

다섯째, 일본 주화 寬永通寶에 한 정보이다. 통보가 언 된 문건은 顯宗

과 肅宗代 문건에 있다. 1672년( 종 13) 4월 4일 문건을 보면 태풍으로 손된 

倭船에 량으로 실려 있었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실린 1675년(숙종 1) 6

월 21일 문건에는, “…… 소  錢文手標의 錢文은 바로 寬永通寶입니다. 手標의 

자는 삼십여 자이고, 문의 疊印은 세 개여서 圖書와 같사온데, 왜의 씨와 隸書

가 서로 섞여 있어서 그 문장의 뜻을 알기 어려운 까닭에 부득이 <그 로> 베껴 

어 아룁니다.”라고 있다.8) 통보에 한  하나의 사료가 발굴되었다고 

본다. 

  

2) 후속연구방향

� 倭入 謄  二� 해제를 바탕으로 연구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심의 끈을 놓지 않고 � 倭入 謄  一�의 소재를 추 하여 정말 3권의 시리즈

로 구성된 것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 倭入 謄  一�은 失傳되었을 수도 있고 

애 에 없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 倭入 謄  二�에 孝宗代 문건이 없는 이유

도 후속 연구에서 밝히면 좋겠다. 사료가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지, 혹은 失傳되었

는지 찾아보는 일은 로 무의미한 작업이 아니다.  

둘째, � 倭入 謄  二�에 실린 역사정보를 근거로 선행연구에 보탬이 되는 성

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를 들면 耶 宗門之黨 체포와 련하여 17세기 朝

ㆍ淸ㆍ日 外交史 뿐 아니라 宗敎史와 종교정책에 해서도 비교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 시각에서 수회의 동아시아 진출을 살필 때 조선의 입장과 태도

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셋째, 氣象과 地理정보를 추 하여 17세기 일본열도와 조선 동해안을 연구하면 

좋겠다. 선박이 좌 하고 난 되어 표류하게 된 원인은 부분 여름철 颱風이다. 

그런데 태풍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원문에 힌 “猝遇狂風, 暴風, 北風, 暴風

8) 서울  규장각도서번호 奎12884, � 倭入 謄  二� 54면. “…… 所 錢文手標段, 錢文乃寬

永通寶是白乎旀, 所 手標字僅三十餘, 而錢文疊印三介, 有若圖書是白乎旀, 倭書 隷書相雜, 

未能解見其文義是白乎等以, 不得謄 啓爲臥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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驟雨”을 보면, 해류가 바 고 변화무 한 겨울폭풍이 원인일지 모른다. 혹은 동해

의 울릉단층과 쓰시마고토 단층에서 발생한 해 지진이 일으킨 海溢이 원인이었을

지도 모른다. 海上에 내리는 暴雨와 비바람은 육지와는 다른 양상이었을 것이므로 

원문에 힌 어휘 표  하나라도 세심히 살펴본다면 의외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고 생각한다. � 倭入 謄  二�에 힌 기상과 지리정보는 련 연구에 분명히 

일조할 것으로 본다. 

넷째, 書契改撰 變遷史를 연구할 수 있겠다. � 倭入 謄  二�에는 두 나라가, 

주고받는 서계를 수정하여 보내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건이 많다. 朝日 兩國은 

18∼19세기에도 서계를 수정해달라고 하 다. 書契의 어떤 자를 고쳐달라고 했

는지 살펴 으로써 그 변천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仁祖代 문건을 보면 “貴大

君”, “隣”字 다. 18∼19세기에는 어떤 자를 수정해달라고 했는지 련 사료들을 

모아 비교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양국의 정치ㆍ외교  상과 입장을 면 히 고찰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 倭入 謄  二� 全文을 꼼꼼히 譯註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

다. 사료를 譯註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譯註가 왜 필요한가? 學術論文과 2차 著

作物의 토 가 되기 때문이다. 꼼꼼히 譯註하면 새로운 견해를 펼칠 수 있고, 기존

연구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온 한 정보를 소개하

여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 조선시  사료를 譯註할 필요성은 

 커질 것이다. � 倭入 謄  二�는 다른 謄 類와 마찬가지로 사료의 寶庫다. 

따라서 全文을 꼼꼼히 譯註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倭入 謄  二�는 17세기 조선 시 사를 연구하는 역사 공자들 뿐 아니라 

서지학, 국어사, 해양학자, 지리와 기상을 공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요한 사료라

고 생각한다. � 倭入 謄  二�를 자세히 분석한 이 解題가 후속 연구의 디딤돌

이 되어 주고, 학제 간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논문투고일(2021. 5. 11),   심사일(2021. 5. 25),   게재확정일(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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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of PyowaeIpsongdeungnok 2
9)

Lee, Hyun-Ju *

PyowaeIpsongdeungnok 2 is the documents on the Japanese shipwrecked survivors, from 

1637 (the 15th year of King Injo) to 1692 (the 18th year of King Sukjong), who had 

drifted in the sea and reached the eastern coast of Joseon, and who were rescued and 

repatriated to Japan. The Jeongaeksa (典客司) in Yejo (禮曹) collected and compiled these 

documents into one volume of 74 pages. 

PyowaeIpsongdeungnok 2 says that the government dispatched the interpreters to the 

scene, and investigated the details of the accidents, the number of persons and ships, and 

the kinds of shipping goods. The governor of Dongnae-Bu directed the whole proceedings 

of repatriation. He also met and saw off Japanese envoys (差倭), who would send 

Japanese drifters to their homelan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policy of Joseon. 

The governor of Tsushima island was reported to gratefully acknowledge the efforts of 

Joseon government. PyowaeIpsongdeungnok 2 contains a lot of information on repatriation 

proceedings.

PyowaeIpsongdeungnok 2 has various information on historic events between Joseon and 

Japan, geography, weather conditions and so forth. This is why it has historical value. 

Above all, the fact that the leader of Japanese envoys visited Dongnae-Bu to arrest Jesuits

(耶 宗門之黨) when they drifted to the coast of Joseon is worthy of notice. A wealth of 

information on Joseon interpreters and Japanese envoys (差倭) enables researchers to 

collate other materials.

The purpose to write this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is to introduce a new and 

* Ph.D. Student, Department of History, Major: Joseon Dynasty History,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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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material to the academic world. Next, to give a stepping stone for deepening the 

follow-up studies on ‘Japanese envoys (差倭),’ ‘Jesuits (耶 宗門之黨),’ and ‘the 

comparison between drifters of Joseon, Qing, and Japan.’ I sincerely hope that this 

introduction will serve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Key words : PyowaeIpsongdeungnok 2, deungnok, Japanese envoys, Jesuits,            

17th century Joseon-Qing-Japan political relation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