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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병자호란 이후 청이 조선을 더욱 압박하는 가운데 쓰시마( 馬)1)

를 상 하는 조선의 입체 인 교섭 논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입체 인 교섭 논

리란 여러 각도에서 형성된 조선의 응 방식을 종합 으로 악한 것이다. 이

로써 17세기 반 변화한 조ㆍ청 계가 이후 조선ㆍ쓰시마 계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구체 으로 실증하고, 그 역학 계 내에서 조선의 일외교 방향과 행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로벌박사펠로우십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9H1A2A1076091).

** 서울 학교 국사학과 강사.

1) 본 논문에서 일본의 인명  지명은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하 다. 일본 인명의 경우 선행

연구  �조선시  일외교 용어사 �(연구책임자: 선문 학교 구사회)에서 확인된 발

음으로 작성하 다. 일본어 발음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인명은 부득이 한자로만 표기

하 으며, 일본의 직명  제도명은 의미 달을 해 한자로만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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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을 발견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17세기 동아시아의 다각 인 외 계는 각각이 분리되어 독립 으로 형성되

기보다 계 간에도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서로 연동되는 양상을 띠었다. 그 

가운데 조선은 병자호란 직후 그들의 세계가 바 는 변화에 직면해있었다. 조선

의 항복을 받아낸 청 태종이 조선에서 천자국 명을 지우고 청을 사 하도록 요

구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조선을 통해 일본과도 국교를 맺고자 하여 이 시기 

청 태종의 야심과 이로 인한 조ㆍ청 계의 변화는 조․명 계와 조ㆍ일 계의 

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은 쟁을 통해 청 태종의 압감을 생생하게 느 지만 그의 요구를 그

로 수용하며 외교 정책을 바꿀 순 없었다. 명의 쇠퇴가 자명한 사실이긴 하 으

나 명이 1644년(인조22, 崇禎17)에 갑자기 멸망할 것이며 향후 청이 국을 수

백 년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는 당시 구도 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2) 이

에 조선은 명과의 사 계를 단 하라는 청의 의례  요구를 회피하고, 한동안 

명과 비  도 개하며 지속 으로 출구 략을 세웠다.3) 뿐만 아니라 청ㆍ

일본의 통교 역시  주선할 수 없다고 논의하며 청에게는 ‘倭情이 의심스럽

다’고 과장한 咨文을 보내고, 일본에게는 청의 통교 요청은 물론 쟁으로 인한 

조ㆍ청 계의 변화상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며 달하 다.4)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변화한 청 계에 따라 새로운 외교 방침을 세우면서도 청 태종의 요구와

는 다른 의도로 움직이며 동아시아 속 외교 행 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이다. 

남쪽으로 시선을 돌려 보면 조선ㆍ쓰시마 계 역시 변하고 있었다. 1635년

(인조13)에 마무리된 야나가와 잇 (柳川一件)으로 인해 막부는 朝鮮 외교 체

제를 개 하 고 그 안에서 쓰시마藩主는 막부의 감독을 받으며 외교능력을 시

험받고 있었다. 이에 쓰시마는 막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해 아무리 돌발 이고 

2) 이재경, 2017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 의 개｣ �군사� 103, 234면; 조일수, 2017 ｢인

조의 국 외교에 한 비  고찰｣ �역사비평� 121, 348면.

3) 이재경, 의 논문; 허태구, 2015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망｣ �규장각� 47; 

2019 �병자호란과 禮, 그리고 화中華�, 소명출 .

4) 김태훈, 2015 ｢병자호란 이후 倭情咨文의 략  의미｣ �한일 계사연구� 49; 박정슬, 

2018 ｢명ㆍ청교체기(1637~1647년) 일본에 한 조선의 정보 활용｣ �韓國史論�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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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인 요청이라도 막부의 지시라면 조선에게 부탁하여 어떻게든 일을 성사시

켰다. 쓰시마는 해당 요청이 막부의 의향임을 강조하며 조선과의 교섭에 공세

으로 임한 것이다. 이에 해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지속된 ‘조선 → 쓰시마번주 

→ 막부’라는 기왕의 교섭라인을 유지하며 여기에 막부의 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해 쓰시마에 조하 다.5)

이러한 상황에서 1640년(인조18) 4월 조선은 쓰시마로 問慰行을 견하 다. 

문 행은 번주가 에도(江戶)에서 參勤交代를 마치고 쓰시마로 무사히 돌아온 것 

혹은 번주의 경조사를 축하ㆍ 로하기 해 견되는 사행이었다. 때문에 문

행은 평균 4~5년에 한 번씩 견되어 조선과 쓰시마 사이에 부상한 다양한 통

교 사안들을 번주와 직  교섭하는 등 실무 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1640

년에 견된 문 행 역시 쓰시마 지에서 다양한 사안을 교섭하고 돌아왔으며, 

그 가운데 세 가지 안이 문 행 귀국(1640년 5월) 이후 길게는 1642년(인조

20)까지 장기화되었다.

청 계의 변화에 따라 수립된 조선의 새로운 외교 방침을 바탕으로 쓰시마

와의 다양한 교섭을 분석하는 것은 17세기의 요한 시기  특징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조선의 입체 인 교섭 논리를 읽어낼 기회가 될 것이다. 청 태종의 야심

은 조선의 외교 계에 강력한 변수로 등장하 지만 조선은 외교 행 자로서 변

수를 통제하고 여러 가능성에 비하 다. 그 과정에서 조선은 일본 내 교섭 

상이었던 쓰시마에 해 섬세한 응 논리를 세우며 17세기 동아시아 국제 계 

간의 연동 양상을 드러낸 것이다.6)

특히 1640~1642년은 정축화약이 실화되면서 조선이 청 계의 변화를 실

감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외교 방침을 본격 으로 시행한 시기 다. 뿐만 아니

라 야나가와 잇  직후 변한 쓰시마의 공세 인 태도에 해서도 차 그 경험

5) 이훈, 2019 �조선의 통신사외교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155-203면.

6) 본 논문에서 다루는 조선의 일교섭 상은 쓰시마이지만, 그것이 조선후기 한ㆍ일 계

를 조선-쓰시마 계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과 쓰시마의 교섭을 ‘도

쿠가와(德川) 막부가 쓰시마를 통해 조선과 간 으로 통교하고자 한 층 인 체제 아

래 이루어진 최 의 의사소통’이라는 의미로 근했다. ‘최 의 의사소통’에 한 실마리는 

이훈, 2011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에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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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 되면서 응 방식을 새롭게 재정비한 시기 다. 그러므로 해당 시기는 

계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동시에 북방과 남방 등 여러 각도에서 새롭게 

형성된 조선의 일교섭 논리를 종합 으로 악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계 간의 상호작용, 즉 청과의 계 변화가  다른 나라 일본과의 

계에 향을 미치는 구체 인 양상은 선행 연구의 형세론  이해방식 아래 상

당 부분 생략되었다.7) ‘북방의 기의식에 따라 일외교는 불가피하게 유화

인 성격을 띠었다’는 이해가 당연한 것으로만 간주되어 실증  구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선의 일외교나 응 논리 역시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병자호란으로 인한 조ㆍ일 계의 변화 추이를 다룬 연구들이 확인

된다.8) 이들은 공통 으로 병자호란을 쓰시마가 공세 으로 나서며 외교 ㆍ경

제  이익을 극 화시킨 기회이자 조선에는 일 기의식을 불러일으켜 유화

으로 바  계기로 악하 다. 특히 조선은 쓰시마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어

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수세 인 태도로 일 했다고 설명한다.

두 연구는 기존의 형세론  이해방식에 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ㆍ일 계 

변화의 動因을 병자호란에서 찾아 일인식과 일정책을 규명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조선이 쓰시마의 요구를 수용하 는지 그 여부만을 가지고 

조선의 외교태도가 수세 이었다고 평가한 것은 여 히 조선의 구체 인 교섭 

논리에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게다가 쓰시마의 공세는 조ㆍ청 계의 변화 속에

서 분석된 반면 조선의 응은 쓰시마와의 양자 계 속에서만 검토되었다. 조

선의 응 역시 병자호란으로 인해 수립된 외교 방침 속에서 보는 다각 인 

근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조ㆍ청 계로 인해 변화한 조선ㆍ쓰시마 계를 양측의 

입장에서 종합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청-조선-일본의 상호 계 속에서 조ㆍ일 계를 분석한 

두 연구가 주목된다. 먼  조선이 병자호란 이후 청 계의 변화  명ㆍ청교

체의 흐름에 한 정보를 일본에게 어떻게 제공하 는지 검토한 연구가 있다.9) 

7) 김태훈, 2013 �17세기 日政策 변화 연구�, 서울 학교 국사학과 박사학 논문, 4면에서

는 외정책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는 상황론  인식으로 지 된 바 있다.

8) 한명기, 2009 �정묘ㆍ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김태훈, 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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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청과 일본이 사신 왕래는 물론 風說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일

본에게 명과 청의 근황, 그들의 쟁 형세, 조선과의 계 양상 등을 선별 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17세기 반 동아시아 국제 계의 변동이 조선의 통신사외교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그 추이를 분석한 연구이다.10) 1624년(인조2) 회답겸쇄환

사를 후 의  고조 속에서, 1636년(인조14) 통신사를 명ㆍ후 의 패권 경쟁 

속에서, 1643년(인조21) 통신사를 병자호란 이후 조ㆍ청 계의 변화 속에서 차

례로 분석하 다. 특히 1643년 통신사는 일본에 조선 국력이 건재함을 확인시킴

으로써 청ㆍ일연 를 차단하려는 략 아래 견된 사행으로 검토되었다.

두 연구 모두 정축화약 가운데 청의 일본 통교 요청에 을 맞추어 조선이 

어떻게 응하 는지, 특히 일본에 해 어떤 외교 략을 세웠는지 살펴보며 

계 간의 상호작용을 밝혔다. 청의 일본 통교 요청은 조ㆍ일 계의 직 인 

변수가 된다는 에서 당연한 근이지만 이외에 청의 다양한 강압  요구 역시 

조선의 일외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17세기 반에 통신사가 여섯 차례 

집 으로 견되긴 하 지만 일교섭 논리의 지속성을 유기 으로 규명하기

에 사례 자체가 단속 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 한 청의 강압  요구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쓰시마와의 연이은 교섭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분

석할 것이다. 청의 다양한 강압에 내몰린 조선의 외교  치가 쓰시마와의 교

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특히 1640~1642년의 교섭 사안을 촘촘하게 엮어 일

된 교섭 논리를 읽어낼 것이다. 이때 교섭 사안이 아니라 조선의 교섭 논리가 

형성되는 유형을 기 으로 본문을 구성하여 조선의 교섭 논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9) 박정슬, 앞의 논문.

10) 이훈, 2019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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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北虜南倭’ 실

1) 병자호란 이후 청의 다양한 강압과 조선의 응

병자호란 이후 청은 조선에게 의례 ㆍ외교 ㆍ경제 ㆍ군사  요구를 해 왔

다. 조선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명과의 사 계를 단 하고 청과 

사 계를 수립하자는 의례  요구들이었고11) 이에 해 조선은 다양한 외교

 응과 반발을 보 다. 그 지만 청의 의례  요구는 1637년(인조15) 11월 

20일 청이 책 사 龍骨大와 馬夫大 등을 보내 인조를 조선 국왕에 책 함으로써 

공식 으로 마무리되었다.12)

반면 외교 ㆍ경제 ㆍ군사  요구는 명ㆍ청 교체기 내내 조선에 청의 권력 

침투를 유발하 다. 일본과의 통교를 주선하라는 요구, 매년 세폐를 바치라는 요

구, 명 정벌에 조선의 군사를 동원하라는 요구가 그것이었다.13) 먼  일본의 사

신을 인도하여 오라는 청의 요구는 정축화약 직후부터 꾸 히 제기되었다. 이에 

해 조선은 청이 일본과 통교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논의했고14) 이후 

청의 강압에도 거짓으로 응수하며 양국의 연결을 차단하 다.

1637년 9월, 瀋陽에서 용골 와 마부 는 정축화약의 진행상황을 일일이 확인

하면서 조선에 일본 사신이 나왔는지 물었다. 일본과의 통교를 주선해달라는 강

화 조건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자 부빈객 朴�와 朴潢이 일본과는 바닷길

이 무 멀어서 10년에 한 번 사신을 왕래할 뿐이고 쓰시마의 장삿배만 들어오

고 있다고 답하 다.15) 당시 조선은 1635년 1월 역  홍희남과 최의길, 마상

재군 2명과 말 2필을 에도까지 보냈고, 1636년 10월에는 국교 회복 이후 처음으

11) �仁祖實 � 인조 15년 1월 28일 戊辰. 이 가운데 명으로부터 받은 誥命과 印信을 반납하

라는 요구, 명의 연호가 아닌 청의 연호와 正朔을 수용하라는 요구, 조ㆍ청 간 사신의 왕

래와 차를 명에 하여 시행하라는 요구가 의례와 련된 내용이다.

12) 허태구, 앞의 책, 228-238면.

13) �인조실록� 인조 15년 1월 28일 戊辰.

14) �인조실록� 인조 15년 3월 20일 己未.

15) 정하  외 옮김, 2008 �심양장계: 심양에서 온 편지�, 창비(이하 �심양장계�), 100-107면

(정축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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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신사를 견한 바 있었다.16) 그런데 심양 지에서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일본과 통교하고 싶다는 청의 요구를 회피한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조정의 논의로 이어지며 구체화되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정축

화약 실행에 한 조선의 입장을 奏文으로 보내자고 논의하고 있었다. 특히 인

조는 근거 없는 말로 청을 속 다가 탄로 나면 큰일이므로 사실 로 작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 다. 이에 軍情을 으로 조선의 실상을 어 징병을 회피하

자고 결정한 반면 일본에 해서는 아  언 하지 말자고 논의하 다. 청이 일

본의 사정이나 통교 주선을 물을 기회 자체를 차단하기 함이었다.17)

이후 조선이 공식 으로 청의 책 국이 되면서 일본과의 통교를 주선하라는 

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외교  압박으로 다가왔다.18) 그러자 조선은 청에 왜정

자문을 보내며 돌 구를 모색하 다. 移咨함으로써 책 국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 내용을 다소 과장되게 ‘왜정이 우려스럽고 의심스럽다’고 재구성함으로써 일

본은 재 수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19)

하지만 내용과 별개로 조선은 왜정자문 자체가 청이 일본과 통교하겠다고 언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 다.20) 실제로 1642년 2월 일본이 조선에 통

신사를 요청한 이유에 해 자문을 보내자21) 瀋館의 용골 와 范文程 등이 일

본의 풍속과 병력, 지리, 정치에 해 자세히 물었다.22) 이 에는 조선이 쓰시마

와 무역선 몇 척만 왕래할 뿐이라고 답하면 받아들이고 넘어갔던 청이 자문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며 구체 으로 되물어 온 것이다.

16) �邊例集要�(국사편찬 원회, 1971 �邊例集要� 上ㆍ下) 권1, ｢別差倭｣ 乙亥(1635) 正月; 

권18, ｢信使｣ 丙子(1636) 十月.

17) �承政院日記� 인조 15년 9월 11일 丙子. 

18) 中村榮孝, 1969 �日鮮關係史硏究� 下, 吉川弘文館, 502면(김태훈, 2015 앞의 논문, 179면

에서 재인용).

19) 김태훈, 2015 의 논문. 

20)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1월 26일 庚寅 “上曰, 今此別 , 于淸國, 如何? 以不關事爭之

情形, 異常之意, 通之, 可乎? … 李弘胄曰, 淸國自前欲 倭通貨, 無乃仍此有通貨之意耶? 

是可慮也.”

21) �同文彙 � 別編 권4, ｢倭情｣ 壬午-報島倭來請信使緣由咨.

22) �심양장계�, 673-681면(임오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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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일본이 조선으로 보내는 배는 몇 척인지, 書契란 무엇인지 등 조선과 일

본의 계에 해 묻고, 일본에 드나드는 원 남쪽지방의 상인에 해 물으며 

명과 일본의 계까지 아울러 탐문하 다. 이는 후에 청 태종이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는지, 본래 조선과 일본이 함께 명을 침략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이후 명

ㆍ조선ㆍ일본 사이의 강화는 어떻게 개된 것인지 등 기존의 동아시아 역학

계에 해 묻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 다.23) 이 듯 일본의 사신을 인도하여 

오라는 청의 외교  강압은 정축화약 직후부터 꾸 히 제기되었다.

반면 청의 경제  요구가 조선에 큰 압박으로 다가온 것은 1639년(인조17)부

터 다. 세폐의 품목과 수량은 1637년에 결정되었지만 청이 조선의 경제  어려

움을 감안하여 세폐 징수를 2년간 유 해주었기 때문이다.24) 청이 入關한 이후

에야 세폐를 조정해주었으므로 조선의 세폐 부담이 가장 컸던 시기는 1639~ 

1643년이었다. 실제로 이 때 세폐 규모는 매년 40만 냥에 육박했으며 병자호란 

직후 호조의 1년 조세수입(345,085냥)을 웃도는 수치 다.25) 이에 세폐를 압박

하는 청과 이를 조달하려는 조선의 고민은 이 시기에 주로 확인된다.

조선의 세폐 조달은 토산으로 구할 수 있는 것과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뉘

어 비되었다. 먼  토산으로 구할 수 있는 세폐에 해 조선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다.26) 호조의 비축곡을 사용하거나, 기존 세원을 용하

거나, 새로운 세원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먼  세폐 마련의 주무 청으로서 호조

의 비축곡이 우선 소진되었다. 하지만 이는 세폐를 부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

족했고 곧이어 奴婢貢木이나 資裝木, 兵曹步木을 용하 다. 그 지만 기존에 

갖춘 조선의 재정으로만 세폐를 마련할 경우 청에서 조선이 풍족하다 여겨 추가 

징수 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조선 조정은 새로운 세원을 창출하 다. 표 인 것이 소 과 철에 

한 과세 다. 1638년(인조16) 3월 세폐 비용을 충당하기 해 서산, 태안을 상

23) �인조실록� 인조 20년 7월 16일 甲申.

24) �인조실록� 인조 15년 1월 28일 戊辰; 2월 1일 辛未.

25) 홍선이, 2014 ｢歲幣ㆍ方物을 통해 본 朝ㆍ淸 계의 특징｣ �한국사학보� 55, 281-287면.

26) 이하 조선이 토산의 세폐를 조달하는 방식에 해서 홍선이, 의 논문, 286-291면을 참

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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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鹽鐵使制를 시행했고 세폐를 바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 지역을 나주와 

까지 확 하 다. 그러나 이는 조정이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라고 비 받

아 세 폐지되어 1640년부터 세폐 비용은 각도의 民結에 分定하여 해결되었다.

수입해야 하는 세폐 품목은 그 조달이 더욱 어려웠다. 황  100냥, 백은 1,000

냥, 水牛角弓面 200副, 胡椒 10두, 木 200근 등이 그것이었는데27) 황 의 경우 

일본을 통해 수입하려 한 노력이 확인된다. 1639년 8월 의정 崔鳴吉은 부산에 

왕래하는 배를 통해 황 을 높은 값으로 사들이고자 했다. 하지만 사 에 약속

된 내용도 아니었으므로 끝내 얻지 못하 고 부족한 수는 은으로 신 보내거나 

값이 헐한 청에서 구입하여 바로 바치자고 논의하 다.28) 물소의 뿔[水牛角弓

面] 역시 조선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꾸 히 보내기 어려울 듯하다며 단  차

이를 모르는 채 해서 200부(=400桶)를 보내야 할 궁각을 그 반인 200통만 시

험 삼아 들여보내자고 논의했다.29)

온갖 방법과 꾀로 마련된 세폐는 바치기 시작한 첫 해부터 청과의 계 속에

서 문제가 되었다. 청 호부의 원이 이를 즉시 받지 않고 두 달이나 끌기도 하

고 그 가운데 세폐미 3,000석은 퇴짜를 맞은 것이다.30) 황  신 보낸 은 역시 

청에서 물리쳤다. 당시 청은 일본의 황 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융통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31) 결국 조선은 세폐 

조달을 변통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 로 된 장기 인 책을 세워야 한다고 단

했다.32) 특히 수입해야 하는 세폐의 꾸 한 해외 조달이 건이었다.

마지막으로 명ㆍ청 쟁에 조선의 군사와 각종 무기, 군량을 동원하라는 요구 

역시 1639년부터 조선에 강하게 달되었다. 청은 錦州 공략을 계획하며 1637년 

가을부터 꾸 히 조선의 군사 동원을 지시하 다.33) 그러나 조선이 몇 차례 원

27) �인조실록� 인조 15년 1월 28일 戊辰.

28)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3일 戊子.

29)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9월 10일 甲子. 수우각을 세는 여러 단 와 副  桶의 단  환

산에 해서는 홍선이, 앞의 논문, 274면 참조.

30) �인조실록� 인조 17년 10월 23일 丙午; 11월 8일 辛酉.

31) �인조실록� 인조 17년 11월 16일 己巳.

32)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11월 10일 癸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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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견을 미 거리며 기한을 맞추지 않자 1639년 11월부터 강력한 논조로 조선

군 징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寧遠ㆍ 주 일 의 길목을 차단하고자 하니 조선

에서 수군 6,000명과 12개월의 군량을 배에 실어 이듬해 2월까지 安州 해변으로 

오라는 내용이었다.34) 특히 수군의 군제는 명을 해 군 를 동원했던 무오년

(1618, 해10)의 례에 따라 그 로 할 것을 지속 으로 강요하 다.35)

조선은 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군병과 군량, 무기, 그리고 이들을 실어 나

를 선을 비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4월 상장 林慶業과 부장 李浣이 청천강에

서 병력 6,000명을 사열한 후 주로 향했다.36) 임경업은 출발한 지 한 달여 만

에 彌串 앞바다에 도착하 지만 곧바로 遼河로 향하지 않고 신 청에게 뱃길을 

알려  길잡이를 보내달라고 청하 다. 수심이나 모래섬의 유무를 모른다는 이

유에서 지만, 용골 는 조선의 뱃길을 청에게 알려달라는 것은 일부러 지체하

려는 계획이라며 임경업과 조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37) 결국 임경업은 6월 말

에 도착하 고 그간의 경 를 해들은 청 태종은 조선이 시간을 벌면서 명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 다.38)

이는 이후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청 태종은 용골 를 義州로 견

하여 임경업이 일부러 지체한 이유를 포함해 조선이 정축화약을 지키지 않는 이

유를 질책하고 그에 한 책임을 묻도록 했다. 용골 는 의정 洪瑞鳳, 이조

서 李顯英, 도승지 申得淵을 의주로 불러 청에 반 한 사람을 심문하 다.39) 이

33) 정축화약 직후부터 1642년 주가 함락될 때까지 주 공략 에 조선의 군사를 동원하고

자 한 청의 움직임과 조선의 응은 한명기, 앞의 책, 219-227면 참조.

34) �인조실록� 인조 17년 11월 25일 戊寅.

35) �인조실록� 인조 17년 12월 2일 甲申; 인조 18년 3월 29일 庚戌; 4월 6일 丁巳.

36) �인조실록� 인조 17년 12월 11일 癸巳; 12월 15일 丁酉; 인조 18년 1월 6일 戊午; 4월 1

일 壬子;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4월 13일 甲子.

37) �심양장계�, 374-377ㆍ380-382면(경진년 5월 21일; 5월 22일; 5월 25일; 5월 26일).

38) �심양장계�, 388-391면(경진년 7월 3일); �인조실록� 인조 18년 7월 11일 庚寅. 이때 임

경업은 실제로 풍랑을 빙자해 평안도 中軍 李舜男과 승려 獨步, 조선인 8명 등을 태운 배 

한 척을 몰래 명으로 보내 비 을 시도하 다. 이재경, 의 논문, 253-259면.

39) �심양장계�, 424-428면(경진년 10월 13일); �인조실록� 인조 18년 10월 18일 乙丑; 10월 

24일 辛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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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신득연이 金尙憲, 曺漢英, 咸昌의 유생 蔡以恒이라고 답하여 용골 는 이들

까지 모두 의주로 불러들인 후 심양으로 압송하 다.40) 이후 심양에서 보인 심

문과 재 , 치죄 과정이 소  1차 瀋獄이다.

1차 심옥 직후인 1641년(인조19) 1월, 청은 다시 투 병력 견을 요청하

다. 당시 요구한 병력은 어 군 1,000명, 화병 500명 등 총 1,500명이었다.41) 조

선은 바로 국의 화병이나 기병, 군마를 어떻게 동원해야 할지 논의하며 이번 

출정기일은 3월이므로 늦어도 2월 20일까지는 서울로 모집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42) 이후 병력 동원에 뒤따르는 여러 사회경제  문제도 겨우 처리하여 정

로 2월 20일경 군 장 柳琳이 출정하 고 3월  압록강을 건넜다.43) 조선

의 응은 이 과 비교했을 때 즉각 으로 이루어졌고 1642년 3월 주성을 지

키던 명 장수 趙大壽가 항복할 때까지 그 양상은 유지되었다.

청의 강압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던 1639~1642년은 정축화약의 내용이 실

제 조ㆍ청 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실상을 보여주는 시기 다. 약조로 규정

된 양국 계가 실로 드러나면서 조선의 정자들로 하여  그들의 외교  

치를 실감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조선이 외교 행 자로서 세운 외  

방침을 구체화시키고 시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 다.

2) 1640년 쓰시마의 문 행 요청과 공세  태도

북방에서 일본과의 통교 주선, 세폐와 징병 등으로 청의 강압이 심해질 동안 

남방에서는 쓰시마와 다양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쓰시마가 조선에 사신 

의례와 서계 단어의 변경, 왜 의 개축, 야나가와 잇 으로 인해 폐지된 무역

선의 복구 등을 요청하면서 양자 간에 각종 의례 ㆍ경제  안이 떠올랐다.44) 

40) �인조실록� 인조 18년 11월 5일 壬午; 11월 7일 甲申; 11월 8일 乙酉; 11월 9일 丙戌; 

11월 17일 甲午; 12월 19일 乙丑; 12월 20일 丙寅; �심양장계�, 443-451면(신사년 1월 

10일).

41) �備邊司謄 � 인조 19년 2월 6일 辛亥.

42) �인조실록� 인조 19년 1월 20일 丙申; �비변사등록� 인조 19년 1월 20일 丙申.

43) 유승주, 2011 ｢柳琳 軍, 靑軍支援次 錦州明ㆍ淸戰鬪 參戰｣ �한국인물사연구� 16, 410-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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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640년 윤1월, 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가 에도에서 아들 彦滿을 낳아 

쓰시마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해지면서 해당 안들을 번주와 직  교섭할 기

회가 생겼다. 쓰시마에서 번주의 득남과 還島 모두를 축하하는 조선의 문 행 

견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해 조선 조정은 번주의 득남으로 사행을 견하는 것은 과하지만 환도

에 해서는 문 행을 보낸 례가 있으므로 왜학역  洪喜男을 보내기로 결정

하 다. 특히 서계에 번주가 아들을 낳은 사실은 빼고 에도에 오래 머물다가 쓰

시마로 돌아온 사실만 작성하자고 논의하며 문 행 견의 목 을 확실히 하고

자 했다.45) 기 문 행만 하더라도 번주의 환도를 문하는 일이 주된 임무

지 번주의 경조사로 견되는 일은 실제로 례가 없었기 때문이다.46) 이후 조

선의 문 행 견 비는 번주의 환도에만 을 맞추어 진행되었고 1640년 4

월 문 역  홍희남과 당하역  金謹行 등 45명이 쓰시마로 건 갔다.47) 북방에

서 임경업이 병력 6,000명을 데리고 요동을 향하던 바로 그 시기 다.

문 역  홍희남과 김근행은 쓰시마에서 번주와 만나 다양한 사안을 교섭하

다. 번주는 지난 몇 년간 조선과 논의했던 일들을 복기하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들을 먼  언 하 다. 야나가와 잇 으로 폐지되었던 시게오키(調 ) 송사와 

겐포(玄方) 송사를 복구하고 폐지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공목을 追算하는 건, 

쓰시마 사신의 숙배 장소를 당상으로 바꾸는 건, 두모포왜 에 담을 설치하거나 

로를 다른 쪽에 내는 건 등이 그것이다. 번주는 이외에도 새로운 사안으로서 

沙器와 茶碗, 에도의 새 성묘에서 쓸 기구와 의례서를 요청하 고 약재를 포함

한 각종 동ㆍ식물과 책, 생필품도 求請하 다. 이에 해 문 역 은 이미 조정

에서 결정했던 내용을 반복하며 번주의 요청을 거 하거나, 돌아가 조정에 보고

44) �변례집요� 권1, ｢別差倭｣ 丁丑(1637) 十二月; �인조실록� 인조 16년 1월 22일 丙戌; 인

조 17년 7월 30일 乙酉; �別差倭謄 �(규장각 소장 奎12781-v.1) 인조 16년 1월 29일; 

인조 17년 7월 28일; 7월 30일.

45) �典客司日記�(國史編纂委員  編, 1999 �各司謄 � 92, 國史編纂委員 ) 인조 18년 윤1

월 25일; 윤1월 26일.

46) 유채연, 2020 ｢17세기 반 조일 계의 개와 彦滿圖書 교섭｣ � 북사학� 59, 202면.

47) � 객사일기� 인조 18년 4월 9일; �변례집요� 권18 ｢渡海｣ 庚辰(1640) 四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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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며 당장의 확답을 회피하는 등 하게 응하 다. 이와 동시에 조선 

역시 번주에게 염 , 유황, 도검 등의 군기, 唐藥材, 황  100냥을 요청하 다.48)

부분의 교섭 사안은 각각 조선 조정, 에도 막부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

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문 행은 5월  조선에 도착하 다. 문 역 은 구체

인 교섭 내용과 쓰시마  막부의 형세를 정리한 사행 보고서를 앙에 제출하

고 이후 비변사와 조에서 본격 으로 교섭 사안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49)

그로부터 4개월 후 조선의 문 행 견을 回謝하는 차왜 아리타 모쿠베(有田

杢兵衛, 藤智繩)와 경진조 부특송 정  도보 사사에몬(唐坊佐左衛門, 平智友)이 

차례로 부산에 나왔다.50) 이들은 번주와 문 행이 교섭했던 사안의 구체 인 내

용을 마무리하자며 특히 약재를 히 무역하는 건, 왜 을 부산성으로 옮기는 

건, 번주의 아들 언만을 한 圖書를 지 하여 송사를 시행하는 건을 상의하고

자 하 다.51) 각각의 교섭은 서로 맞물리며 그 해 12월까지 장기화되었고 그 가

운데 彦滿圖書 건은 해를 넘겨 1642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4개월 동안 보인 쓰시마의 교섭 태도는 일본 내 상황

과 국제 정세가 반 되면서 요한 변화를 보 다. 앞서 언 했듯이 당시 쓰시

마는 야나가와 잇 의 여 로 조선 외교에 해 막부의 의심을 받고 있었다. 

이에 쓰시마는 막부의 신뢰를 얻기 해 軍의 지시라면 아무리 돌발 인 내용

이더라도 조선에게 서슴없이 요청하 다.

표 인 가 1635년 1월에 견된 조선의 마상재 다. 1634년(인조12, 寬永

11)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는 소 요시나리에게 조선의 마상재가 보고 싶

다고 언 하 고 번주는 아리타 모쿠베를 조선에 하여 곧장 이를 요청하

48) � 객사일기� 인조 18년 5월 19일; �倭人求請謄 � (규장각 소장 奎12955-v.1) 인조 18

년 5월 19일; �東萊府接倭狀啓謄 可 事目抄冊� (國史編纂委員  編, 1991 �各司謄 �

49 慶尙道 補遺篇 1, 國史編纂委員 . 이하 �동래부�) 庚辰 五月. 보다 자세한 문답 내용

은 이상규, 2015 ｢17세기 반 問慰行을 통해 본 일외교의 내용과 성격｣ �조선시 사

학보� 75, 309-318면 참조.

49) �인조실록� 인조 18년 5월 15일 乙未; � 객사일기� 인조 18년 5월 19일.

50) � 객사일기� 인조 18년 9월 15일; 10월 6일; �인조실록� 인조 18년 9월 19일 丁酉; �변

례집요� 권1 ｢別差倭｣ 庚辰 九月.

51) � 객사일기� 인조 18년 10월 21일; �왜인구청등록� 인조 18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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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리타 모쿠베는 조선 측에 막부장군의 명령이니 말을 잘 타는 사람을 보내

 것과 반드시 기일에 맞추어 보내  것을 강조했고 조선은 야나가와 잇 의 

경과를 직  탐색하기 해 이례 인 요청을 받아들 다. 이 게 견된 사행은 

‘역 ’이 ‘마상재’만을 데리고 ‘에도’까지 다녀온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52) 이후 

1636년 통신사가 에도에 체류할 때 번주가 사 에 약속되지 않은 닛코산(日光

山) 유람을 갑작스럽게 요청했던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53)

쓰시마는 조선에게 돌발 이고 무리한 요청이지만 그것이 막부의 의 에서 비

롯된 것임을 피력하 다. 나아가 일본의 조선 외교 체제 내에서 그들이 처한 

치를 설명하며 조선의 조를 은근히 강요하 다. 재 번주의 지 가 크게 

흔들려 기왕의 조선 교섭라인에 막부의 향력이 커진다면 조선 역시 난처해

질 수 있으므로 쓰시마의 상 제고에 력해달라는 것이었다. 

조선은 몇 차례의 사신 견을 통해 야나가와 잇 의 경 와 결과, 이후 쓰시

마의 정세를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쓰시마의 교섭 논리를 수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조선 역시 기왕의 교섭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단했기 때문

에 쓰시마에 조하 다.54) 

그러자 쓰시마는 각종 사안마다 막부의 심과 권 를 허 로 활용하며 조선

에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 다. 사실 쓰시마가 독단 으로 막부의 존재감을 극

화시켜 조선의 허락을 받으려 한 교섭 략은 오래된 것이었다. 그런데 야나

가와 잇  이후 쓰시마의 입지가 불안정해지자 그것이 더욱 증폭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조선이 직  확인할 수 없는 막부장군의 의사와 기 감을 활용

하는 借重之計가 차 쓰시마의 습 인 교섭 논리로 자리 잡았다.

쓰시마의 교섭 태도는 국제 정세에도 향을 받았다. 특히 문 행 귀국 이후 

생된 교섭을 진행하던 1640년 하반기는 북쪽 의주에 용골 가 나와 조선 리

들을 심문하던 바로 그 시기 다. 북방의 기는 남쪽 쓰시마의 교섭 태도에까

지 향을 미쳐 아래와 같은 경상감사의 형세 인식을 남겼다.

52) 윤유숙, 2015 ｢조선후기 문 행(問慰行)에 한 재고(再 )｣ �한일 계사연구� 50, 7-15면.

53) 이훈, 2019, 앞의 책, 184면. 

54) 의 책, 178-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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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부터 왕래하면서 비록 利欲을 바라는 말을 하 지만 惡 을 드러내놓고 

하는 데 이르지는 않았는데,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른 이후로 들 한 우리를 가

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 매번 의주[灣上]에 客使가 와 있을 때는 으  배로 기세를 

내니, 더욱 극히 놀랍고 통분스럽습니다.55)

쓰시마에서 용골 의 의주 견 사실이나 조ㆍ청 간의 안을 정확히 알고 공

세 으로 나온 것인지 혹은 정확히 몰랐지만 ‘北虜南倭’ 속에 놓인 조선이 지  

그 게 생각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다른 시기 사료를 통해 17세기 쓰시

마의 정보력이 어디까지 뻗쳐, 무엇까지 인지하 는지 유추할 수 있다.

1629년(인조7) 3월, 정묘호란 소식을 해들은 막부가 원병 의사가 있다며 조

선으로 사신을 보내왔다.56) 당시 조선은 정묘호란 발발과 이후 강화한 사실을 

쓰시마에게 신속히 알리며 무역을 정비하고자 하 고, 쓰시마 역시 후 의 조선 

침입부터 철수에 이르는 과정을 막부에 바로 보고하 다. 그런데 막부는 이를 

알면서도 군사를 보내겠다며 북방 정세를 역이용해 조선에 근한 것이다. 특히 

쓰시마는 이를 계기로 임진왜란 이후 막혔던 상경을 성사시키고자 하 다.

조선 조정은 체로 상경을 허용하지 말자고 논의하 지만 몇몇 신들이 

실론을 펼치며 상경 허용을 제기하 다. 그 가운데 이조 서 金尙容은 후  사

신이 서울까지 왕래하는 사실을 쓰시마에서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외국사

신의 의례를 통일시켜 쓰시마의 상경도 허용해주자고 주장했다.57) 조선이 

직  쓰시마에게 정묘호란 후 사정을 통보하긴 했지만 그것은 침입과 강화 사

실을 알리는 수 이었다. 그 후 조선이 후 과 사신 왕래를 하는지, 한다면 후  

사신이 서울까지 이르는지 등에 해서는 쓰시마의 정보력에 달려있는 것이었고 

조선 신에 의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아울러 쓰시마의 정보력이 미치는 지역  범 를 보여주는 사료도 있다. 1638

55) � 객사일기� 인조 18년 12월 14일; �왜인구청등록� 인조 18년 12월 14일 “此輩從前往

來, 雖有利欲之 , 不至顯發惡 , 而國事到此之後, 渠亦有輕我之心, 每當灣上客使來此之

際, 則例爲一倍生氣, 尤極駭憤是白在果.”

56) 이하 정묘호란 이후 조선의 일정책과 1629년 일본 ‘국왕사’의 上京 교섭에 해서 鄭成

一, 1995 ｢丁卯胡亂과 朝鮮의 貿易政策｣ �사학연구� 49, 69-83면을 참고하 다.

57) �인조실록� 인조 7년 4월 3일 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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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병자호란 이후 쓰시마는 조선에게 받는 교역 물품이 과 같지 않은

데 이는 명과 통교가 끊겼기 때문인지 물었다.58) 이에 해 조선 조정에서 다양

한 논의가 시작되었고59) 그   좌의정 洪瑞鳳은 쓰시마의 정보력을 우려하

다. 그가 듣건  한 차왜가 첨사 李景湖에게 평안도 鐵山에서 10리 떨어진 곳

에 있는 이정표의 윗부분을 꺼내 보이며 ‘우리들이 얼마  서에서 이것을 잘

라 왔다’라고 했다.60) 쓰시마의 정보력은 서지방까지 미쳐 있었던 것이다. 그

다면 1640년에도 쓰시마는 조선이 의주에서 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

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활용해 교섭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고자 하 다.61)

17세기 반 조선은 여러 방향에서 만들어진 외교  과제를 당면하고 있었다. 

북방에서는 정축년의 강화 약조에 따라 조선 內ㆍ外政을 강압하는 청을 상 하

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조선은 내정에 유발되는 청의 경제 ㆍ군사  강압을 해

결할 돌 구를 찾아야 했고 그것은 외정과 이어질 수 있었다. 당시 조선은 쟁

으로 내부 물력을 거의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 에 청이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 물품을 세폐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과의 통교를 주선하라는 청

의 외교  강압이 더해지니 조선은 쓰시마에 하여 상당히 섬세한 논리를 세워

야 했다.

남방에서 보인 쓰시마의 공세 인 교섭 태도는 조선의 입장을 한층 더 복잡하

게 만들었다. 야나가와 잇  이후 쓰시마는 조선과의 교섭에 막부라는 카드를 

보다 공격 으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쓰시마는 특유의 정보력으로 조선의 북

방 정세와 수세  치를 인지하여 교섭에서 유리한 치를 하고자 했다. 북

방 정세와 남방의 교섭 상황이 연동된 것이다. 조선은 청 계의 변화로 인한 

그들의 수세  치가 쓰시마와의 교섭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비해야 했

다. 그 다면 조선은 쓰시마가 북방 정세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정보 수

집을 차단하거나, 그럼에도 북방 정세를 이용한 쓰시마의 공세가 나온다면 이를 

58) �인조실록� 인조 16년 1월 22일 丙戌; �별차왜등록� 인조 16년 1월 29일.

59) 자세한 내용은 한명기, 앞의 책, 309-327면; 김태훈, 2013 앞의 논문, 116-123면 참조.

60) �인조실록� 인조 16년 1월 26일 庚寅.

61) 한명기, 앞의 책,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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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입장에서 바로잡는 논리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北虜’와 ‘南倭’가 부여한 

과제 속에서 조선은 외교 행 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3. ‘北虜南倭’ 실 속 쓰시마에 한 조선의 교섭 논리

1) 청의 강압을 쓰시마를 통해 해결하는 조선의 논리

1640년 4월 문 행과 쓰시마 간의 교섭은 부분 쓰시마 측의 요청으로 이루

어졌다. 척박한 땅, 본토와 먼 지리  치, 야나가와 잇 을 해결하며 다른 藩

에 진 막 한 부채 등으로 인해 쓰시마는 필요한 물자 조달을 부분 조선에 의

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와 에 조선이 쓰시마에 각종 물품을 요청하며 나  

화가 에 띈다. 다음은 문 역 이 국산 약재와 황 을 요청한 내용이다.

희들이 말하기를, ‘…遼路가 단 되어 唐藥材도 이어 쓸 수가 없는 것이 진실로 

근심스러우니 나가사키(長崎)에 唐船이 오면 그 무역하는 바에 따라서 계속하여 보

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자 島主가 답하기를, ‘… 국산 약재는 나가사키에 당

선이 오는 것을 기다려 한 무역하여 내보낼 계획입니다.’ 운운하 습니다.62)

희들이 奉行 등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본디 취하여 쓸 金山이 없어, 에는 

원에서 무역해 와서 金箔劑 淸心元을 만들고,  金帶ㆍ貫子나 부인의 머리 장식

에 썼습니다. 수년 이래로 이어 쓸 길이 없으니, 약간의 을 공무역 銅鐵과 오로지 

시가에 따라 相換할 생각입니다.’ 운운하니 행 등이 답하기를, ‘은과 은 과연 우

리나라 소산이니, 공무역 동철과 상환하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매년 

황  100냥을 공무역 동철로 바꾸어 쓸 일을 서로 약속하고 왔습니다.63)

62) � 객사일기� 인조 18년 5월 19일; �왜인구청등록� 인조 18년 5월 19일 “卑職等 曰, …

且遼路遮絶, 唐藥材, 亦未得繼用, 誠爲可慮, 長崎等處, 唐船之來, 隨其所貿, 連續出 , 幸

甚. 島主答曰, …唐藥則長崎等處, 待其唐船之來, 亦爲貿得出 爲計云云爲白齊.”

63) 의 사료 “卑職等 於奉行等曰, 我國本無金山取用之地, 在前段, 自中原貿來, 作金箔劑淸

心元, 且用於金帶・貫子, 其他婦人首飾[ 객사일기는 飭-필자]矣. 數年以來, 繼用無路, 若

干金兩, 以公貿易銅鐵果, 一從 直相換計料云, 則奉行等答曰, 銀金果爲本國所産, 公貿易

銅鐵相換, 何難之有?…逐年黃金百餘兩, 以公貿易銅鐵換用事, 相約[ 객사일기는 約條 -

필자]以來爲白乎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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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역 은 국산 약재와 황 을 요청하면서 명과의 무역이 끊겼기 때문에 

구할 길이 없어졌다는 논리를 세웠다. 병자호란 이후 조ㆍ명 계의 변화를 그

로 드러내며 약재와 황 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해 번주와 행이 별다른 말

도 없이 바로 구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아 조선과 명의 무역이 끊겼다는 

사실은 이미 조선과 쓰시마 사이에 공유된 내용일 것이다. 그 다면 조선은 쓰

시마에게 명과의 무역이 끊기게 된 경 를 어떻게 설명하 을까?

그것은 병자호란 직후 청에 해 탐문하는 쓰시마에게 바로 해졌다. 조선은 

먼  청이 화호를 빌고 조선에서 떠났다고 언 하고는 ‘명 장수 孔有德과 耿仲

明이 청에게 투항하고 椵島를 습격하여 登州, 萊州, 旅 의 길목이 막히고 끊이

지 않은 곳이 없다’고 덧붙 다.64) 병자호란에 한 언 은 간략하고도 요한 

내막이 생략된 반면 명ㆍ청 쟁에 한 내용은 비교  자세하다. 이는 명ㆍ청 

간의 황을 알려주려는 목 도 있었겠지만 이로써 요동과 통하는 길이 막혔다

고 한 언 에 조선의 의도가 숨어있다. 조선은 병자호란 패배나 청 태종의 압박

이 아니라 청의 가도 공략으로 인해 명과의 통교가 단 되었다고 암시한 것이

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명 장수가 투항함으로써 성공한, 조선과 무 한 공략

인 것처럼 묘사되었다.

이는 1년 뒤 쓰시마가 조선과의 교역 물품이 달라진 까닭을 물어왔을 때 확실

해진다. 쓰시마는 그 이유에 해 국과 교통이 끊어져서 그런 것인지 혹은 북

쪽 오랑캐의 난리로 인해 그런 것인지 물었고 조선의 과 역 들은 ‘가도

가 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물화가 나올 수 없다’라고만 답한 것이다.65)

이때 조선이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그 의도가 더욱 뚜렷해

진다. 교섭 장에서는 교역 물품의 품질과 유통을 즉각 가도의 쟁 피해로 설

64) �동래부� 丁丑 三月 “三月, 倭差宴享時, 復問賊事, 答以乞和 去, 又云漢 孔惟[有로 추

정-필자]德ㆍ耿仲明, 投降于㺚子, 兵 襲椵島, 登來旋[萊旅로 추정-필자] 之路, 不無阻

絶云云.”

65) �인조실록� 인조 16년 1월 26일 庚寅; �별차왜등록� 인조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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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椵島被兵, 以此物貨, 不得出來, 館中之事段, 吾當 於東萊府使, 

使之好樣處之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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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반면 조정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일어났다. 특히  좌의정 홍서 은 평범

하게 답하여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모든 일은 사실 로 곧바로 말해야 합니다. … 마땅히 우리나라가 강화를 허용하

고 가도를 지키지 못하 으며, 6路가 헐어 문드러지고 물력이 蕩殘된 실상을 명백하

게 개진하여야 합니다.66) 

홍서 은 쟁으로 인해 조선의 물력이 탕진된 상황은 물론 청의 가도 공략에

서 조선이 처한 치를 명확히 드러내자고 주장했다. 조선이 ‘가도를 지키지 못

한’ 사실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청의 가도 공략에, 나아가 명과의 통교가 끊긴 상

황에 조선의 책임이 있다는 을 드러내자는 것이었다. 더 구체 으로 나아간다

면 조선이 병자호란에 패한 후 청과 부자 계를 맺고 그들의 명 정벌에 군사를 

동원하게 된 상황이었다. 즉 병자호란으로 인해 조선의 세계가 도되었다는 사

실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의정 李弘胄, 부제학 李景奭 등도 홍서 에게 동조하며 쓰시마에게는 실정

을 알려 청 외교문제에 도움을 받자고 하 다. 그러나 인조는 쓰시마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직  말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 했다. 인조는 

조선이 청에 칭신한 사실을 일본에 알렸다가 그들이 국으로 가는 길을 열라고 

요구하거나, 일본에도 上皇이 있으니 한 臣服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처

하겠느냐고 반문하 다.67) 일 계에서 조선을 수세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조

ㆍ청 계의 변화상을 쓰시마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조선은 가도 

공략과 북방 정세에 해 조선과 동떨어진 문제처럼 묘사하는 것에 그쳤고, 이 

때문에 명과의 통교가 끊겨 몇 가지 필요해진 물품을 쓰시마에 요청한다는 논리

를 세웠다.

여러 단계를 통해 쓰시마를 상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면서까지 국산 약재와 

66) �인조실록� 인조 16년 1월 26일 庚寅 “凡事據實直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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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則彼或感我眞實之 , 沮其肆毒之 矣.”

67)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1월 26일 庚寅 “上曰, … 倭本, 輕生好戰, 我國旣臣服於淸國. 若

以開中國路爲 , 則何以爲之? … 上曰, 彼豈不得知之? 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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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之, 則何以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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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을 요청한 까닭은 무엇일까? 특히 황  100냥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조선은 

청심환을 조제할 , 각종 장신구를 만들 이 필요하다며 황  무역을 요청하

다. 그런데 조선의 ‘북로남왜’ 실 속에서 청심환과 장신구가 주변국과의 무

역을 통해 만들어야 할 정도로 박한 것이었을까? 1640년의 시 에서 조선은 

황 이 왜 필요했을까?

그 답은 청과의 계 속에 있다. 조선은 1639년부터 세폐를 보내면서 경제  

부담이 폭 증가하 다. 50만 냥에 육박하는 막 한 수량에서 오는 압감도 

있었지만 그것을 융통 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청의 태도 역시 강압 이었다. 그 

 수입해야 하는 물품은 꾸 한 활로 개척이 필수 이었는데 그것이 쓰시마와

의 교섭에 의해 해결된 것이다.

조선은 이미 1639년 부산에 왕래하는 쓰시마인들을 통해 황 을 사들이고자 

했지만 실패한 바 있었다. 이때 인조는 부산에서 작스럽게 구하여서는 황 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단하여 이후 일본과 사신으로 정식 왕래할 때 요청해야 한

다고 구상했다.68) 그것을 이듬해 역  홍희남이 세폐는 언 하지 않고 청심환과 

장신구로만 포장하여 매년 황  100냥을 얻을 방법을 찾았다. 조선이 청에게 받

고 있는 경제  강압을 숨기면서 그에 따라 필요해진 물품만 쓰시마를 통해 얻

어낸 것이다.

이는 같은 세폐 품목인 물소의 뿔을 쓰시마에 구할 때도 유지되었다. 홍희남 

등은 국산 약재를 요청할 때 일본의 무기도 함께 요청하며 비록 약간의 무기

를 얻어도 단히 쓸 곳은 없지만 만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 다. 그 결과 쓰

시마는 石硫黃 200근, 궁각 200통, 장검 1柄, 검 5柄을 주었고 후일 두모포왜

에서 그 값을 치러달라고 하 다.69) 만일을 한 것이라며 요청한 궁각 200통 

역시 청의 세폐로 충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70)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군기들은 

68)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3일 戊子.

69) � 객사일기� 인조 18년 5월 19일; �왜인구청등록� 인조 18년 5월 19일 “…答曰, ‘雖得若

干軍器, 別無大段用處, 然貴國兵器, 本是精銳, 從便出 , 則以爲萬一之補用.’…”; �接待倭

人事例�(釜山 史編纂委員  刊, 1963 �釜山史料叢書� 第二 接待倭人事例, 부산시사편찬

원회) 인조 18년 5월 29일. 

70)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3일 戊子; 9월 10일 甲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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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군사  무기 동원 압박 속에 효과 으로 쓰 을 것이다.

조선은 새로운 청 계 속에서 유발된 각종 어려움을 쓰시마를 통해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 이는 변화한 조ㆍ청 계에 한 직 인 응인 동시에 조ㆍ

청 계가 조ㆍ일 계에 미칠 향에 선제 으로 비한 것이었다. 청에 보낼 황

과 물소의 뿔, 그 밖의 무기들을 요청하면서도 그것이 병자호란 이후 변화한 

조ㆍ청 계에 의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맥락 속에서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의 북방 정세를 교섭에 유리하게 활용하며 공세 으로 나온 

쓰시마에 한 논리이기도 한 것이다. 

2) 쓰시마의 공세  태도를 상 하는 조선의 논리

1640년 4월 16일, 문 역 과 여러 안을 논의하던 번주가 갑자기 좌우를 물

리고 홍희남 일행만 가까이 불러 조선과 청의 계를 묻기 시작했다. 번주는 부

산에서 심양까지의 거리를 묻고 청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러 오고자 하는 것이 

정말인지 확인하 다. 홍희남은 부산에서 심양까지의 거리는 5,000리 남짓이며 

그들이 남쪽으로 온다는 말은 일 이 들어보지 못했다고 단언하 다. 그러자 번

주는 그 일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왜 을 부산성으로 옮겨 다면 그곳에서 기계

를 갖추어 의외의 변란을 함께 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다.71) 번주가 

청의 동향을 근거로 조선에게 왜 의 부산성 이주를 요구한 것이다.

사실 번주의 ‘오랑캐들이 우리를 보러 오고자 한다[虜人欲來見我人]’는 언 은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번주가 청이 일본과 통교를 원한다는 사실을 듣고 그것

이 정말인지 확인한 경우, 혹은 청이 일본과 쟁하러 온다고 들었다며 왜 의 

부산성 이주를 요청하는 근거로 이용한 경우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72)

71) �인조실록� 인조 18년 5월 15일 乙未.

72) 번주의 언 은 ‘청이 일본과 쟁하러 온다’는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륙

과 지리 으로 떨어져 있던 일본은 동아시아의 질서 변화를 한결 여유 있는 태도로 망

하고 있었다. 하지만 륙의 정세를 마냥 외면하지는 못하고 명ㆍ청교체에 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것이 일본에 미칠 향을 고려했다. 이때 일본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비슷

한 사례는 13세기 원의 국 지배와 뒤이은 일본 정벌이며 번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사상가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도 그가 

처한 시  상황과 13세기 원의 국 지배를 연  지어 고민한 흔 이 보인다. 우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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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지 않은 탐문이었지만 어느 쪽이든 조선은 아니라고 막아야 했다. 북방 

정세를 활용하는 쓰시마의 교섭 양상을 환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은 

병자호란 직후부터 청과 일본의 통교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번주의 탐문을 차단해야 했다. 홍희남은 그 최  응으로

서 청의 남하 가능성을 들어본 도 없다고 비한 로 답한 것이다.73) 왜  

移建 교섭은 문 행 귀국 이후까지 장기화되었지만 조선의 의도 로 청의 동향

과는 별개로 개되었다.74)

신 쓰시마는 기존 교섭라인 속 번주의 역할, 조선에 한 막부의 기 와 

심을 강조하며 교섭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 다. 번주는 왜 의 부산성 이주

를 설득하면서 병자호란 당시 막부에서 조선으로 출병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자신이 도모하여 일이 지되었다고 강조하 다. 때문에 왜  이건 교섭에 막부

장군이 일일이 개입하게 된다면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쓰시마 선에서 

요청할 때 들어달라는 것이었다.75) 한 차왜는 막부장군의 橫目76)가 쓰시마를 

순찰하다 두모포왜 의 형세를 안다면 조선이 일본을 박 한다는 추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동래부사 丁好恕는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는 막부에 한 내용은 제쳐두고 분

명히 증명할 수 있는 내용에 을 맞추어 응수했다. ‘조선이 일본을 박 한다

는 추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박에 해 그간 조선에서 쓰시마를 해 한 

실제 노력들을 언 한 것이다. 정호서는 쓰시마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조선은 

2013 �조선 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191-194면.

73) �동래부� 庚辰 五月 “島主且問請[淸으로 추정-필자]國事情及中原使臣往來 否, 且云淸

人求見我人云, 凡事當 備.”

74) 이후 량왜 이 완성되는 1678년(숙종4)까지 30여 년간의 移館 교섭 과정은 張舜 , 

1996 ｢朝鮮後期 倭館의 設置와 移館交涉｣ �한일 계사연구� 5; 2001 �朝鮮時代 倭館變

遷史 硏究�, 북 학교 사학과 박사학 논문; 윤용출, 1999 ｢17세기 엽 두모포 왜

의 이  교섭｣ �한국민족문화� 13; 김태훈, 2013 앞의 논문, 169-181면 참조. 

75) �인조실록� 인조 18년 5월 15일 乙未.

76) 橫目付(요코메쓰 )의 말이다. 目付(메쓰 )는 막부 내 職名  하나이며, 에도 막부에

서 무사의 행동을 감시하고 상벌을 정하며 부정을 발하는 감찰 이다. �조선시  일

외교 용어사 �(연구책임자: 선문 학교 구사회) ｢ 도왜(禁徒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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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따라주고 힘닿는 로 갖추어 주었으니 쓰시마에서 그 사실을 더 잘 알

지 않느냐고 반문하 다. 이에 차왜는 조선의 성신에 감격했다며 다만 왜  이

건 사안을 조정에 계달만 해 달라며 꼬리를 내렸다.77) 야나가와 잇  직후 갑작

스러운 마상재 견이나 통신사의 닛코산 유람을 수용한 것과 달리 막부에 가탁

한 언 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치부한 것이다.

조선이 쓰시마의 교섭 논리에 효과 으로 응하는 한편 왜 을 일부 수리해

주면서 부산성으로의 왜  이주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다.78) 이는 조선의 

처가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의 부산성 이주를 요청하는 쓰시마의 의

도가 다른 곳에 있었던 까닭도 있다.79) 교섭 반 경상감사 具鳳瑞는 부산성으

로 왜 을 이주하는 일이 들에게 단한 이익이 없는 일임에도 자꾸 제기하는 

이유는 언만도서와 같이 거론하여 둘  하나라도 얻으려는 계책 때문이라고 보

고하 다.80) 동래부사 정호서와 역  홍희남 역시 부산성으로 이건하는 일을 奇

貨로 삼아 언만도서 건을 다시 제기하는 형세라며 두 안이 계속 엮여서 진행

되고 있음을 지 하 다.81) 당시 쓰시마에게 요했던 사안은 바로 언만도서

던 것이다.

언만도서는 조선후기 兒名圖書  하나이다. 아명도서란 쓰시마번주의 嗣子에

게 발 된 것으로 조선에 세견선을 견하여 무역할 수 있는 통교권을 의미했

다. 언만도서는 번주 소 요시나리가 아들의 아명인 언만으로 받은 도서 다. 그

런데 언만도서 발 은 앞서 賜給되었던 彦三圖書 때문에 지난한 교섭 과정을 거

쳐야 했다.

언삼도서는 1612년( 해4) 당시 쓰시마번주 던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아들 

彦三을 해 발 받은 도서 다.82) 언삼은 3년 뒤 번주가 된 소 요시나리인데 

77) � 객사일기� 인조 18년 11월 23일; �倭館移建謄 �(규장각 소장 奎12892-v.1) 인조 18

년 11월 23일.

78) � 객사일기� 인조 19년 1월 26일; �왜 이건등록� 인조 19년 2월 3일.

79) 박정슬, 2019 ｢1640년  아명도서 교섭에 한 조선과 마도의 입장｣ �한일 계사학회 

제183회 월례발표회�, 6-8면; 유채연, 앞의 논문, 205-207면.

80) � 객사일기� 인조 18년 10월 21일; 11월 8일; �왜인구청등록� 인조 18년 10월 21일; �왜

이건등록� 인조 18년 10월 21일; 11월 8일; � 왜인사례� 인조 18년 10월 21일.

81) � 객사일기� 인조 18년 11월 20일; �왜 이건등록� 인조 18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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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번주가 되면 언삼도서를 반납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번주직을 이어받을 

아들이 아니라 이미 번주직에 오른 자로 그를 한 도서와 세견선은 새로 정해

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符信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부자라 하여도 빌려 쓸 수 없는 것이었다.83) 그런데 요시나리는 그의 어

머니가 언삼도서를 사용한다거나 자신이 언제 아들을 낳을지 모른다는 핑계로 

이를 존속시켰다. 이는 훗날 언만도서 발  교섭을 1640년부터 2년이나 장기화

시킨 원인이 되었다.

2년간 언만도서 발 을 둘러싼 쓰시마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 다. 먼  언삼

도서를 유지하면서 언만도서를 추가로 발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언삼도서를 유지할 명분은 이미 없었으므로 이를 반납하라는 선결 조건을 제시

하 다. 이에 쓰시마에서 선회한 요청이 언삼도서를 반납할 테니 언만송사를 상

격으로 우 해달라는 것이었다.84)

그 과정에서 쓰시마는 조선이 직  확인할 수 없는 일본 내부 정세를 활용하

며 언만도서 추가 발 을 철시키고자 하 다. 번주의 득남에 해 조선이 어

떤 축하를 해 올지 막부장군이 기 하고 있으므로 언만을 한 무역선을 더 허

락하여 막부에 생색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언만도서를 추가로 받으려는 

것은 번주 한 사람의 자생할 계책이 아니라 일본 내에 이를 과시하여 조선과 일

본을 주선하는 바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언 했다.85)

이 외에도 쓰시마는 조선과 막부를 주선한 공로를 강조하며 언만송사 우 를 

요청하 다. 아리타 모쿠베 등은 막부장군이 조선에 生虎나 白鷹 등 구하기 어

려운 물건을 얻고자 하 는데 번주가 이를 막아서 한 번도 조선에 요청한 일이 

없었다고 타일 다. 그런데 언만도서 사안 때문에 막부장군이 직  리를 보낸

82) �변례집요�(국립 앙도서  소장 한貴古朝51-나101) 권1 ｢圖書ㆍ賞職｣ 辛亥 十二月; 壬

子 正月; ｢ 使｣ 壬子 九月.

83) 유채연, 2018 ｢조선시  兒名圖書에 한 고찰｣ �한일 계사연구� 62, 143면.

84) � 객사일기� 인조 18년 10월 21일; 11월 20일; 인조 20년 3월 12일; �왜인구청등록� 인

조 18년 10월 21일; �歲船定奪謄 �(규장각 소장 奎12881-v.1) 인조 18년 10월 21일; 인

조 20년 3월 12일; �별차왜등록� 인조 20년 3월 12일. 언만도서 발  과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박정슬, 2019 앞의 발표문; 유채연, 2020 앞의 논문 참조. 

85) � 객사일기� 인조 18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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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조선이 여러모로 난처해지지 않겠냐는 것이었다.86) 병자호란 당시 쓰시마

가 막부의 출병 논의를 막았다고 강조했던 논리와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더 이상 공갈성 박에 휘둘리지 않았다. 경상감사 구 서는 

생호나 백응 등 막부장군이 구하는 물건에 한 언 은 형체도, 근거도 없이 그

 막부장군에 가탁한 발언이라고 명확하게 짚어냈다. 이는 실제로 에도에서 있

었던 일이 아니라 쓰시마에서 제 스스로 목 한 바를 이루고자 꾸민 일에 불과

하다며 그  박하지 말라고만 응수하 다.87) 쓰시마는 조선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본 내부 정세를 교섭에 활용하 지만 조선은 그간 축 한 쓰시마와

의 교섭 경험에 기반 하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다.

결국 언만도서 교섭은 ‘언삼도서를 반납해야 언만도서 발 이 가능하다’거나 

‘언삼과 언만은 모두 번주의 아들일 뿐이므로 언만을 우 할 근거가 없다’는 단

일하고 명확한 조선의 교섭 논리에 막  2년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1642

년 4월 조선 조정에서 언삼도서의 유지와 언만도서의 추가 발 을 결정하며 지

난했던 교섭이 마무리되었다.88) 결국 쓰시마의 채근에 려 언만도서를 주고 세

견선을 허용하게 된 것89)일까? 언만도서 교섭 속 조선의 논리는 2년의 응을 

뒤로한 채 그  쓰시마의 공세에 린 수세 인 내용일 뿐일까?

조선은 그간 막부와의 계를 주선해 온 쓰시마의 역할, 야나가와 잇  이후 

처한 쓰시마의 상황 때문에 끝까지 그들의 요청을 거 할 수 없었을 수 있다. 

조선은 일본정세에 한 정보 수집을 통해 야나가와 잇  이후 일본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언만도서 교섭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90) 

그러나 이러한 응은 야나가와 잇  직후 던 1635~1636년에 집 되었다. 

오히려 1640년 이후의 교섭에서는 일본 내부 정세를 활용하는 쓰시마의 교섭 태

도가 조선에게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음을 앞서 확인하 다. 게다가 언만도서 

86) � 객사일기� 인조 20년 미상(4월 15일로 추정); �세선정탈등록� 인조 20년 4월 15일.

87) �세선정탈등록� 인조 20년 4월 15일 “恕藤兩倭之出來, 前後說話, 俱非江戶所知, 不過島中

私自圖鑽之事, 而假托大君, 提起無據之 是白沙餘良, 生虎白鷹, 大君所求之說, 加于無形

是白乎旀”

88)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4월 11일 庚戌.

89) 한명기, 앞의 책, 316면. 

90) 유채연, 2020 앞의 논문, 210-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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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시작이었던 쓰시마의 문 행 요청 때부터 조선의 입장은 확고했다. 쓰시

마가 언만의 탄생을 막부와 엮으며 끊임없이 과장하자 동래부사 姜大遂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그것은 쓰시마의 일반 인 태도이거나 훗날 언삼의 

에 따라 언만의 배 하나를 더 얻고자 하는 계책이라는 내용이었다.91) 진작 조선

은 언만도서 교섭을 조선-쓰시마-막부의 층 인 계 속에서 악한 것이 아

니라 그  쓰시마의 사회경제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해하 다.

물론 2년간 언만도서 교섭을 진행하며 조선의 생각이 바 었을 수 있다. 그

다면 왜, 어떤 계기에서 바 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간 언만도서 교섭은 조

선과 쓰시마 계로 국한하여 개되었다. 그런데 아래에 보이는 쓰시마의 언

에 의해 교섭은 조선-쓰시마-막부의 계가 아닌 청-조선-쓰시마(일본)의 상호

계 속에 놓 고 이로써 그 흐름이 바 었다.

(언만송사를 상격으로 우 함으로써) 수십 同을 더 무역하는 餘利로는 겨우 수백 

필의 무명을 얻을 뿐인데, 도주가 어  이 물건을 가지고 오로지 의뢰하여 살아가겠

습니까? 만약 (조선이) 다른 나라에 주는 물건을 도주의 1년 송사 공무역 餘利의 수

와 비교하여 말하면 강ㆍ바다[河海]에 개천ㆍ수 [溝瀆]에 비하는 격입니다. 알면서

도 알지 못하는 척 머뭇거리며 말하지 못한 것이 몇 해 되었습니다.92)

앞서 조선은 언만도서를 우 함으로써 추가로 지 해야 할 공목 19동 1필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쓰시마는 그것이 큰 수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임진왜란 에 번주가 무역하던 양과 비교하기도 하고, 사쓰마(薩摩) 번이 琉球

에게 받는 공물의 양을 언 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하여 조선이 다른 나라에 주

는 물건과 쓰시마에 주는 물건을 비교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보고받은  李泰運과 동래부사 鄭致和는 지난 2년간의 교섭에는 없

었던 새로운 쟁 을 포착하여 조정에 장계하 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주는 물

91) � 객사일기� 인조 18년 4월 9일 “生男一款, 舖張夸詡, 固是倭人之常態, 而或似欲依平彦

三故事, 添 一船之計乙仍于, 隨其辭氣, 據理善答之意, 洪喜男處分付入 爲白乎旀.”

92) � 객사일기� 인조 20년 미상(4월 15일로 추정); �세선정탈등록� 인조 20년 4월 15일 

“則數十同加貿之餘利, 僅得數百匹之木綿, 島主豈以此物, 賴而資生乎, 若以他國所給之

物, 比之於島主一年 使公貿餘利之數而 之, 則是河海之 溝瀆也. 知[ 객사일기는 不-

필자]而不知, 囁嚅有年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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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한 쓰시마의 언 을 청에 보내는 세폐를 거론하며 공무역의 餘利와 비

교한 것이라고 보고하 다.93) 조선은 쓰시마가 조ㆍ청 계에 한 내용을 교섭 

상에 끌어냄으로써 어떻게든 사회경제  욕구를 해소하려 한다고 악한 것이다. 

이태운과 정치화의 장계를 받기 까지는 조정에서도 언삼도서의 회수와 어떠

한 우 도 없는 언만도서의 발 에 을 맞추고 있었다.94) 그러던  ‘청으로 

보내는 세폐’라는 쟁 이 등장하면서 조선은 새로운 차원의 응이 필요해졌다. 

이 까지는 쓰시마와의 계 속에서 그들의 교섭 논리에 하나씩 응하며 논리

를 구축했던 반면, 세폐가 화두로 떠오른 후 조선은 청-조선-일본의 상호 계 

속에서 교섭 논리를 세워야 했다. 쓰시마가 조ㆍ청 계를 더 이상 교섭에 활용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이미 언 된 조ㆍ청 계는 조선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했다. 조선은 청의 경제  요구로 인한 그들의 수세  치가 쓰시마

와의 교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고 최 한 안정 인 상황에서 주도권을 유지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로 박한 일은 공격하고 說破해서 들로 하여  부끄러워하고 승복하

게 해야 합니다. … ‘청에 세폐로 보내는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魚果와 紬 에 

불과할 뿐이지만, 청에서 한 駿馬, 銀子, 黑貂皮로 보답해주니 일본의 수많은 모든 

배를 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 라는 뜻으로 동래부사와 으로 하여

 … 엄하게 물리치게 하소서.95)

비변사는 쓰시마의 요청을 따라주더라도 조선의 입장에서 따지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하 다. 먼  조선은 청에 보내는 세폐가 해당 교섭에서 거론될 만

한 근거가 없다고 지 하 다. 그 이유는 조선이 토산품을 보내면 청에서 보답

해주는 형식이므로 조선이 쓰시마의 각종 세견선과 使船을 해주는 것과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당장의 언만도서 교섭에서 세폐 문제를 제외하기 

93) 의 사료.

94) � 객사일기� 인조 20년 3월 21일; 4월 1일; �세선정탈등록� 인조 20년 3월 21일. 

95)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4월 11일 庚戌 “第其所 恐嚇之事, 不可不攻破, 使之赧服. … ‘淸

國歲幣之物, 不過土産魚果ㆍ紬 而已. 淸國亦以駿馬ㆍ銀子ㆍ黑貂皮償之, 非若日本許多諸

船接濟之比也.’ 令東萊府使及接慰官, … 據理峻斥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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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기도 했지만 후에 있을 각종 무역 교섭에 비한 것이기도 했다. 즉 

조선은 일 계에 불안정한 변화를 래할 수 있는 청 계의 내용을 바로잡

으며 쓰시마를 상 한 것이다. 더불어 세폐는 조선의 토산품만 보낸다고 언 함

으로써 앞서 황 이나 물소의 뿔을 요청했을 때와 상충될 여지를 없앴다.

조선은 정축년의 강화 약조를 실행하면서 청의 다양한 강압을 받게 된 가운데 

조ㆍ청 계가 조ㆍ일 계에 미치는 향을 하게 리하 다. 청에 한 세

폐나 무기 동원 과제는 조ㆍ일 계를 통해 실마리를 찾으며 계 간의 상호작용

을 효과 으로 활용한 반면 조ㆍ청 계가 조ㆍ일 계에 미칠 불안정한 변화에 

해서는 선제 으로 비하 다. 그 과정에서 쓰시마에 해 세워진 교섭 논리

는 그들의 공세를 피하기 해 일시 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섭 

사안 속에서 유기 으로 형성되었다. 그 내용은 조선이 쓰시마에 한 교섭 논

리에 청 계의 변화상을 선별 으로 활용하며 동아시아 속 행 자로서 수행한 

일외교의 한 단면이었다. 여기에 야나가와 잇  이후 축 된 교섭 경험에 따

라 쓰시마를 상 하는 새로운 논리까지 구축하여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입체

인 교섭 논리를 구축하 다. 

4. 결론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 한 청의 강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강해지고 있

었다. 그것은 일본과의 통교를 주선하라는 요구, 막 한 양의 세폐를 보내라는 

요구, 명 정벌 시 군사와 무기를 동원하라는 요구 다.

먼  조선은 청과 일본의 통교를  주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운 후 청에

게 일본에 한 거짓 정보만 흘렸다. 일본은 바닷길로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신 

왕래가 힘들다거나, 쓰시마의 무역선만이 1년에 한 번 들어온다거나, 일본 정세

가 곧 군사행동을 할 듯 의심스럽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세폐와 군사ㆍ무기 동원은 쟁을 겪은 조선의 물력으로 도 히 감당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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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 곤란을 겪었다. 특히 세폐는 황 , 백은, 물소의 뿔, 후추 등 무조건 수입해

야 하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꾸 히 해외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해야 했다. 게다가 겨우 갖춰 보낸 세폐나 군 는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 일

쑤 고 책임자 처벌까지 강행하는 청 때문에 조선은 자국이 처한 수세 인 치

를 차 실감하 다.

이는 남쪽 쓰시마의 교섭 태도에도 향을 미쳤다. 그들의 정보력이 조선의 

서지방까지 미쳐 북방 정세와 남쪽의 교섭이 연동된 것이다. 쓰시마는 조선이 

청의 압박을 받으며 수세 인 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의 교섭

에 유리하게 활용하며 공세 으로 나갈 기화로 삼았다.

‘북로남왜’ 실 속에서 조선의 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설정되었다. 조

선은 내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청의 강압을 일본을 통해 해결하면서, 그 강

압으로 인한 조선의 수세  치를 역이용하며 공세 으로 나오는 쓰시마에 

처해야 했다.

복잡한 응 양상은 조선의 입체 인 교섭 논리로 드러났다. 먼  조선은 청

의 경제 ㆍ군사  강압을 일본을 통해 해결할 논리를 세우면서도 그것이 가해

지게 된 경 , 즉 조선이 청에 신복한 사실을 숨겨야 했다. 조선은 그것을 ‘청이 

투항한 명 장수들을 데리고 가도와 요동 일 를 공략하 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과의 교역이 끊겨 황 , 무기 등을 얻을 수 없다’라는 논리로 시작하 다. 조

선과 상 없는 일로 명과의 교역길이 막혔다고 밝힌 후, 여기에 황 이나 무기

가 필요한 이유를 청 계가 아닌 엉뚱한 장신구와 약재로 언 하거나 유비무

환의 차원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조선은 섬세한 교섭 논리를 완성하 다. 이때 쓰

시마가 특유의 정보력으로 조선이 숨기고자 했던 상황을 헤쳐 교섭에 활용하

자 조선은 쓰시마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는지 

리하며 히 응하 다. 

여기에 야나가와 잇  이후 쓰시마의 교섭 태도도 변형되어 조선의 교섭 논리

를 더욱 입체 으로 만들었다. 막부의 심과 기 를 조선과의 교섭에 활용하던 

쓰시마의 기 태도가 더욱 자주 발견되어, 기야 막부의 권 에 가탁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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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변질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이 역시 용납하지 않으며 ‘북로남왜’ 실 

속에서 입체 인 교섭 논리를 형성하 다.

주제어 : 병자호란, 북로남왜, 청, 쓰시마, 조선, 교섭 논리, 문 행, 세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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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seon’s Multi-Layered Response toward Tsushima 

after the Manchu Invasion of the Joseon in 1636(丙子胡亂)
96)

Jung-Seul, PARK *

After the Manchu Invasion of the Joseon in 1636(丙子胡亂), the Qing began to 

exercise the pressure the Joseon in three different ways: arranging relations between the 

Qing and the Japan, sending huge amount of annual tributary payment(歲幣), and 

mobilizing soldiers and weapons to fight against the Ming.

Firstly, the Joseon made it very clear that they will never pay the role of an 

intermediary between the Qing and the Japan helping them to initiate the diplomatic 

relations, after which they leaked the false information about the Japan to the Qing. The 

leakage, made of lies, includes that the Japan was not in a suitable environment t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Qing. For example, the Japan being far away from the sea to 

exchange envoys with, or the Japan being suspicious with likelihood of preparing a war 

against the Continent, like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Joseon in 1592(壬辰倭亂). 

The second and third pressures of the Qing were difficult to deal with due to the 

exhaustion of the Joseon’s resources after the war. Especially annual tributary payment, 

the Joseon had to seek constant and stable routes to procure goods from overseas 

because the Qing included items that could only be obtained by importing them. In 

addition, annual tributary payment and sending troops, which were very burdensome for 

the Joseon to afford, often ignited various diplomatic problems with the Qing. This 

made the Joseon gradually realize that they were in an uneasy position to safeguard 

their interest in the East Asia.

This difficult situations caused by the Qing affected the negotiation attitude of the 

Tsushima( 馬) in south. Its intelligence capabilities reached the Northwestern(關西) 

region of the Joseon, linking the northern situation related to the Qing with negotiations 

from the south. The Tsushima recognized that the Joseon was in a position under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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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s from the Qing, and used it in their favor in the negotiations with Joseon, 

making opportunities to go in a offensive way. 

In this ‘Northern Barbarian and Southern Wako(北虜南倭)’ situation, the Joseon 

responded to the Tsushima in two directions. As the Joseon sought a breakthrough for 

managing the Qing’s demands using the Japan, the Joseon counteracted the aggressive 

Tsushima, utilizing the Qing’s pressures in their favor. 

The complex responses were revealed by the Joseon’s multi-layered negotiation logics. 

The Joseon had to establish a logic to resolve economic and military pressures of the 

Qing through the Japan, ensuring it less explicit that the Joseon was under such 

pressures from the Qing or that the Joseon obeyed the Qing as a tributary state(朝貢國). 

The Joseon began it with the logic that ‘Trade with the Ming was inevitably cut off 

because the Qing made the surrendered the Ming admirals attack the Ga-island(椵島) 

and territory of Yyodong(遼東), resulting in the Joseon were no longer able to receive 

the gold and weapons in the exchange of the Ming. So we ask the Tsushima the gold’. 

Moreover, the Joseon completed their negotiation logics not by mentioning annual 

tributary payment but by adding a lie with plausible cause of requesting the gold 

necessary for ornaments or medicinal materials to the Tsushima. At the same time, with 

the diplomatic abilities and strategy, the Joseon managed the Tsushima cleverly when 

they tried to scrutinize the situations in the Joseon to find out what the Joseon was 

hiding to them. 

Additionally, due to the affair of forgery of diplomatic documents in the Tushima(柳

川一件), negotiation attitude of the Tsushima also changed making the Joseon’s response 

logic more multi-layered. The Tsushima’s initial attitude of maximizing the Shogunate(

軍)’s interests, expectations, and authority toward the negotiation with the Joseon was 

more often witnessed. However, the Joseon did not tolerate this either and established a 

new negotiation logic.

Key Words : Manchu Invasion of the Joseon in 1636, Northern Barbarian and 

Southern Wako, the Qing, the Tsushima, the Joseon, Negotiation 

Logic, Envoys to Console the Tsushima Governor, Annual Tributary 

Payments, Japan Town, Seal under Childhood Name of the Tsushima 

Governor’s son, Agent in Diplom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