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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도막부의 순검사
순검사(巡檢使)는 에도시대(江戶時代) 때 전국 각지의 다이묘(大名)와 하타모토(旗
本)의 영지(領地)를 감찰하기 위하여 막부에서 파견한 감찰단을 말한다1). 에도막부는
근세 초기에는 巡檢使를 자주 파견했지만, 근세 중기 이후부터는 장군이 교체될 때
파견하는 정례행사로 정착했다. 순검사의 파견은 도쿠가와 쇼군(德川將軍)의 통치권이
전국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교호(享保) 시기의 순검사는 교호 원년(1716) 8월,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가
8대 장군에 취임하면서 파견하였다. 큐슈(九州) 방면으로 파견하는 순검사는 쓰카이방
(使番)2) 쯔마키 헤이시로(妻木平四郞), 고쇼가시라(小姓頭)3) 오오토리 우네메(大島采
女), 쇼인반(書院番)4) 고쿠라 츄자에몬(小倉忠右衛門) 등 3인이 담당하였고, 이들 3인
에게는 각각 40명 정도의 가신과 하인들이 수종(隨從)했으므로 100여명이 넘는 사절
단이 큐슈 각지를 순회・시찰하였다.
큐슈 본토에서 순검을 끝낸 쯔마키 일행이 이키섬(壱岐島)을 거쳐 쓰시마로 들어온
것은 교호 2년(1717, 숙종43) 4월 20일이었다. 일행은 쉴 틈도 없이 도내 순검을 시
작했고, 쓰시마를 떠나는 5월 14일까지 대략 20여일 동안 섬 곳곳을 시찰하였다. 쓰
시마번에서는 도시요리(年寄)5) 오우라 츄자에몬(大浦忠左衛門), 접대역 야마카와 사쿠
1) 吉川弘文館, 國史大辭典(http://www.yoshikawa-k.co.jp/author/a13454.html)
2) 江戸幕府 및 諸藩의 職名. 戦国時代 때부터 戦場에서 伝令이나 監察, 敵軍으로 보내는 使
者 등이 직책을 담당했다. 江戶幕府에서는 諸国巡見使로서 각 번에 파견되거나, 二条城・
大坂城・駿府城・甲府城 등의 幕府 役人 감독, 江戸城의 화재 감시 등을 담당했다.
3) 藩主의 측근에서 각종 잡무를 담당하던 직책.
4) 書院은 江戶幕府에서 徳川將軍의 직속 친위대를 말하며, 書院頭는 그 책임자.
5) 쓰시마번의 상급 家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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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몬(山川作左衛門), 인마역(人馬役) 히구치 요시자에몬(樋口吉左衛門)을 비롯하여
코오리가타(郡方)6), 간죠가타 데다이(勘定方手代)7), 의사 등이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
하였다.
이 발표문에서 언급하려는 사료 ｢於府中田舍就御尋御答之次第｣는 순검사가 질문한
｢御尋｣와, 수행했던 쓰시마 번사(藩士)의 답변인 ｢御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료는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모범답안을 수록한 문답서는 아니며, 순검사와 쓰시마 번
사가 실제로 주고 받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문서로 만들어서 수록하였다.8)
이 사료의 특징은 쓰시마번의 답변을 문서[書付]로 꾸며 당일 내지 수일 후에 제출
함으로써 정식 답변서인 ｢御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御答｣는 답
변한 번사 개인의 주관이나 확신이 배제된, 말하자면 쓰시마번의 공식 견해인 셈이다.
한편, 답변을 듣는 순검사 쪽에서도 문서에 의한 답변은 정보의 정확성과 기록성이
담보되므로 구두 답변보다는 이해하기가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로 꾸며서
답변한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었지만, 순검사와 쓰시마번 쌍방에게 모두
합리적인 수단이었다.

2. 사료 소개
사료의 첫 부분에는 질문 목록이 있고, 쯔마키 헤이시로, 오오토리 우네메, 고쿠라
츄자에몬 순서로 질문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질문은 모두 68개 항목인데, 그 중 쯔
마키의 질문이 56개 항목으로 전체의 8할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분량이다. 오오토리는
9개 항목, 고쿠라는 3개 항목 뿐이다. 사료 본문은 일기 형식이기 때문에 순검사의
질문은 시간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검사의 가장 큰 관심은 쓰시마번 소케(宗家)의 영내 경영이 어떠한가에 쏠려 있는
데, 가신의 치교다카(知行高)9), 도내의 주요 신사불각(神社佛閣), 쓰시마의 도비치(飛
地)10)인 다시로(田代) 영지 등에 관한 기초정보가 질문 항목에 들어 있다.
6) 年貢ㆍ戶口ㆍ宗門ㆍ감찰ㆍ소송 등 농촌의 각종 행정을 담당하던 역인. 郡代ㆍ郡方奉行ㆍ代
官頭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7)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 郡代・代官 등의 역인 밑에서 農政을 담당하던 하급 역인.
8) 또 다른 사료 ｢御尋幷ニ御答書｣는 순검사 일행이 숙소 내지 휴게소에서 순검사 일행의 접대
를 담당했던 급인(給人, 在鄕武士)과 일반 농민들에게서 들은 답변을 수록한 사료이다. 따라
서 쓰시마 관리들의 답변을 수록한 ｢於府中田舍就御尋御答之次第｣와 ｢御尋幷ニ御答書｣는
한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於府中田舍就御尋御答之次第｣만을 언급하였
다.
9) 에도시대 때 다이묘들의 각 領地에서 생산하는 쌀의 생산량(石高, 고쿠다카)을 말한다.
10) 域外 領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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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검사는 쓰시마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조선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에도막부는 조선을 ｢통신국(通信國)｣으로 파악하고 쓰시마번을 통
해서 통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순검사의 질문에도 조선과 관련이 있는 사
항이 많으며, 조선의 행정구역인 8도와, 약종(藥種)으로 수요가 큰 인삼 판매에 관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산 매[鷹]에 관한 질문은 흥미롭다.
매 사냥이 유행함에 따라 막부의 고위직 무사나 세력 있는 다이묘들 간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았던 조선산 매는 4대장군 이에쓰나(家綱) 때부터 매년 에도(江戶)에 2마
리11), 오사카(大阪)에 15마리를 헌상하는 것이 정례화되었는데, 1683년(天和3, 숙종9)
5대장군 쓰나요시(綱吉) 때 중지하였다. 매 헌상이 중지된 배경으로는, 수년 뒤에 쓰
나요시가 제정하는 살생금지령[生類憐れみの令, 1687]을 예견한 조치였다고 한다. 쓰
시마번의 매 헌상은 그 후 요시무네(吉宗) 때에 이르러서 재개되었지만, 쓰시마번의
입장에서는 거의 30여년 동안 매의 거래가 중단되었으므로, 조선산 매의 거래를 생업
으로 하던 자들이 없어져서 매 확보가 곤란해진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순검사는 또한 쓰시마에 있던 조선 표류민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근세의 한일 양국
간에는 해난사고 등으로 발생한 표류민을 보호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제도가 구축되
어 있었다. 조선 표류민의 송환 업무를 담당했던 번(藩)이 쓰시마이며, 쓰시마 부중
(府中)에는 송환 전의 제반 준비가 마련될 때까지 표류민들이 머무는 시설로서 표민
옥(漂民屋)을 갖추고 있었다. 순검사들은 귀국을 기다리는 조선 표류민들과의 면담을
희망하고, 조선어통사(朝鮮語通詞)를 통하여 출신지와 표류 경위를 묻고 있다.
순검사는 ｢국경｣으로서의 쓰시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쓰시마 북단의 와니우
라(鰐浦)와 사스나(佐須奈)에는 조선을 왕래하는 선박의 관리와 통행인의 검문을 담당
하는 쓰시마번의 세키쇼(関所)를 설치해 두고 있었다. 순검사는 세키쇼에서 근무하는
역인(役人)에게 제찰(制札)12)을 베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섬 곳곳에 설치
한 감시초소[遠見番所]에 관하여 질문한 것도 이국선(異國船)의 접근 가능성이 큰 쓰
시마 연안의 방비체제를 확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스나와 와니우라의
건너편에 해당하는 부산의 초량왜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순검사 일행이 왜
관까지 건너가지는 않았지만, 외교와 무역의 거점이었던 왜관에 상주하는 역인들에
대하여 질문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순검사의 질문의 폭은 넓지만 어느 것이든 표면적인 질문 뿐이
다. 예를 들어 조선 무역에서는 조선과 쓰시마 간에 거래되는 물품 목록이 모두 제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무역의 실상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막부의 순검사라도 번

11) 사료에는 매를 세는 단위로 ‘居(すえ)’를 쓰고 있다.
12) 금지 사항을 써서 길가나 사찰의 경내에 세워 두는 푯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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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藩政)의 내정(內政)과 구체적인 구조까지는 간여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영주 권력
에 대한 막부 권력의 한계였다고 볼 수도 있다.
교호 시기의 순검사가 시찰했던 18세기 초엽의 쓰시마는 5대 번주 소 요시미치(宗
義方)의 치세였다. 형인 4대 번주 요시쓰구(義倫)가 급서하여 갑자기 가독을 상속했으
므로 번주 권력의 확립에 다소 불안한 점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불안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번정은 충실해져 있었다. 요시미치의 부친인 3대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
재위 1657~92, 94~1701)는 나중에 ｢천룡원(天龍院) 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정치・경
제・문화면에서 모두 융성했던 시기였다. 교호 시대에 들어서도 요시자네의 여광이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사료 목록
이하에서는 사료 ｢於府中田舍就御尋御答之次第｣ 중에서 조선과 관련이 있는 항목
만을 발췌하고, 간단한 해석을 붙여서 소개하고자 한다. 쯔마키가 질문한 56개 항목
중에서 조선과 관련된 항목은 14개 항목이며, 오오토리와 고쿠라는 조선과 관련된 질
문을 하지 않았다.13)

妻木平四郎様御尋に付御返答書(쯔마키 헤이시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1. 宗旨改之儀幷人參之儀御尋被成候御返答書一通(종교 조사 및 인삼에 관하여 질
문하신 답변서 1통)
2. 朝鮮八界道之書付一通(조선 8도에 관한 서면 1통)
3. 朝鮮江被差渡候代物幷朝鮮より出候品書付一通(조선으로 보내는 물품 및 조선에
서 오는 물품 서면 1통)
4. 當所江逗留仕居候朝鮮人漂流之次第御尋書付一通(쓰시마에 머물고 있는 조선인
의 표류에 관한 전말을 질문하신 서면 1통)
5. 對州遠見番所書付一通(쓰시마 해안 감시소에 관한 서면 1통)
6. 朝鮮漂民御宿江被召寄御覽被成候一件(조선 표류민을 숙소로 부르셔서 만나보신
일건)

13) 68개 항목 중 조선과의 관련성 여부를 따져서 14개 항목을 발췌한 기준은 순전히 발표자
의 개인적인 판단이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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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朝鮮人參出方之書付一通(조선 인삼이 나오는-건너오는- 방법에 관한 서면 1통)
8. 朝鮮鷹御献上之次第書付一通(조선산 매 헌상에 관한 전말을 적은 서면 1통)
9. 御國御城築候事朝鮮國より御國をはん國与申候段御尋之御答書一通(쓰시마에서 축
성한 일을 두고 조선에서는 쓰시마를 はん國(?)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서 1통)
10. 人參持來候朝鮮人之事(인삼을 가지고 오는 조선인에 관한 일)
11. 同請取候此方役人之事(인삼을 수취하는 이쪽-쓰시마- 역인에 관한 일)
12. 右代銀渡樣之事(위 인삼 대금을 지급하는 일)
13. 人參支配役人之事(인삼을 관리하는 역인에 관한 일)
14. 朝鮮草梁在番頭分より下々迄何人程有之哉之事(조선 초량에 근무하는 역인의 책
임자부터 하급자까지 모두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문의하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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