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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머리말

때로 역사상의 인물 평가가 일본과 한국에서 크게 다른 경우가 있다. 안
용복도 바로 그 중의 한 사람이다. 한국에서는 안용복을 독도의 수호자로서
영웅시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의 일련의 진술을 허구와
과장에 찬 것이라고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범죄자로 보는 경향까
지도 있다. 또 어느 일본인 연구자는 안용복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까
지 혹평했다.
평가의 차이가 이렇게 심한 배경에는 양국의 민족 감정이 깊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하나이므로, 신중히 양국의 역사서를
대조하여 안용복 사건을 분석해 보면, 쌍방의 평가는 서로 가까워 질 수 있다.
안용복에 관한 자료는, 그가 활동한 무대가 주로 일본이었으므로, 옛날의
돗토리번(鳥取藩)이나 쓰시마번(對馬藩)에 많이 남겨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
지 일본 고문서의 해독은 한국인에게는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안용복 관련 일본 고 자
료를 고찰하여 안용복 사건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본다. 이 연구가 한일 연
구자간에 놓여 있는 견해의 단절을 메우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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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pretation of the Ahn Yongbok Incident has been a divisive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study is an investigation into the significance and
consequences of the Ahn Yongbok Incident based on both Korean and Japanese
historical accounts.
In the spring of 1693 (the 19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Ahn Yongbok and
his cohort went fishing in the abundant waters of the island Ulleungdo. Certain
Japanese boatmen from the Oya family of the Tottori domain had gone fishing there as
well, and the Koreans Ahn Yongbok and Pak Eodun were both apprehended and taken to
Tottori, Japan for questioning. This was the first time Ahn Yongbok is recorded as having
gone to Japan. At that time the Oya and Murakawa families had been granted permission
from the Shougunate at Edo to travel across the waters to Ulleungdo, which they called
Takeshima island.
On the way to Tottori, Ahn Yongbok and his associate were also investigated by
officials from Oki domain. They interrogated the Koreans as to their identities and their
reasons for going to Ulleungdo. All of the identity certificates of the Koreans were
recorded. When the Koreans arrived at Tottori, they were again interrogated.
Ahn Yongbok’s treatment by the officials of Tottori province at Tottori domain
were recorded into the Hikaechou or Goyounin-niki records. According to these records,
the Tottori officials, through urgent communications requested the Edo government to
take measures to prevent Koreans from going to Ulleungdo any further. The Shougunate
government approved this request, and ordered the Tottori officials to send Ahn Yongbok
to the Nagasaki magistrate’s office (bugyousho) so that he can be sent back to Korea.
This is the version of the incident that is widely held in Japan today.
According to Shin Yongha who is a Korean representative researcher of
the Dokdo issue, the governor of Houki province sent Ahn Yongbok to the Shougu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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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Edo. After questioning Ahn Yongbok, the Shougunate ordered the governor of Houki
to certify that “Ulleungdo is not Japanese territory,” and then sent Ahn Yongbok back to
Korea via Nagasaki and Tsushima. The author of this study has carefully examined the
Japanese documents and has concluded that this version of events is not correct.
On his return to Korea, Ahn Yongbok was interrogated at Nagasaki and Tsushima.
Records there show that Ahn Yongbok said that he saw what Koreans today call Dokdo
Island. At that time, the Oya and Murakawa families both sent their boats out to
Takeshima (Ulleungdo) occasionally, and Matsushima (Dokdo) would be as a signpost
for the way there; they would even do a bit of fishing there.

The Ahn Yongbok incident was the starting point for diplomatic negotiations
surrounding territorial rights to Ulleungdo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sushima domain, which the Japanese refer to as “The Takeshima Affair” (Takeshima
Ikken). Before these diplomatic negotiations, Tsushima had surveyed Ulleungdo. There
is one document in the surveys worth noting in connection with this study. There was
said to be an island called Burunsemi, which could be faintly seen from the northeastern
part of Ulleungdo. This matches up with Ahn Yongbok’s testimony. He said that he
himself had never been there, but that there was a large island off the northeastern part of
Ulleungdo called Usando. This island is in a slightly different direction from Dokdo, but
this is what Tagawa Kouzou, former Japanese government consultant on Takeshima,
interpreted as being “Liancourt Rocks”(Dokdo).
Thus, there were many things in Ahn Yongbok’s testimony worth noting. To what
extent this testimon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negotiations on the Takeshima affair
the author determines by examining the historical documents from both countries. It
becomes clear that Ahn Yongbok’s testimony was a factor in the modification of the Kore
an government’s stance toward Japan. Until that point the government, in order to avoid
friction, responded as though Takeshima and Ulleungdo were 2 different islands. But as
negotiations continued, the government changed its former position, citing relevant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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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hn Yongbok’s testimony, and insisted firmly that Takeshima was Ulleungdo and
therefore Korean territory. This brought Korean talks with Tsushima to a halt, and the
Japanese side also changed their position. By 1696, it had become clear to the Shogunate
government, by their own investigations, that Takeshima did not belong to the Tottori
domain, and the Shougunate prohibited Japanese persons from traveling there. Here the
ambitions of Tsushima domain were capped.
Immediately after, Ahn Yongbok went to Japan for the second time. According to his
statement, he met with the Japanese again. He not only chased the Japanese from
Ulleungdo but chased them to Matsushima and rebuked them saying, “Matushima is
really Jasando island, which is Korean territory, but you dare to even live there?”
But in 1696 there is no record in Japan of Japanese fishermen crossing to Ulleungdo.
Also there is no record whatsoever that Ahn Yongbok met with Japanese people in the
documents of the Murakami family which contains the interrogation Ahn Yongbok
received at Oki province. Yet in the same documents it could be said that Ahn Yongbok’s
testimony is faithfully recorded, so one may conclude that Ahn Yongbok did not meet
any Japanese, since there is no record of it.
However, in the preceding year 1695,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hn Yongbok met
Japanese people. According to a report that the Tottori domain submitted to the
Shougumate, “Takeshima Records (Kakitsuke),” Japanese fishermen met Koreans in 1695.
Whether Ahn Yongbok was among these Koreans is not verified. The author thinks that
Ahn Yongbok’s motive for making this second trip to Japan is because of his earlier
encounters with the Japanese before. Perhaps Ahn Yongbok had seen with his own eyes the
Japanese fishing off Ulleungdo and felt indignant; add to this the rancor built up from the
inhospitable treatment he had received two years before in Tsushima domain. He then
perhaps had resolved to go to Japan, in spite of knowing what a serious crime it was to cross
over in order to lodge a complaint - insisting that Ulleungdo and Jasando belong to Korea.

Key Words : Dokdo, Takeshima, Matsushima, Territory, Ahn Yongbok, Tottori

요

약

제1장 서론
안용복은 오늘날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竹島)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 인
물로 그에 대한 평가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반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격차가 있다. 한국의 독도문제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신용하는 한국의 역사
서에 쓰여진 안용복의 진술을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그를 독도의 수호
자로서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일본의 많은 연구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는 안용복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 하고, 그의 그릇된 증언
이 조선 역사서에 받아들여져 안용복의 영웅상이 형성되었다고 혹평했다.
또 한국에서는 양심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는 나이토 세이츄(內藤正中)조차
도 “한국과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안용복 연구는 일본에서 귀국한 후 취
조한 비변사에서의 공술 내용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만 의존하고 있고
상대 측인 돗토리번(鳥取藩)의 사료(史料)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한국의 ‘일국주의 사관(一國主義的史
觀)’을 비판했다. 또한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도 한국의 연구자가 일본 사
료와의 대조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최근 일본 연구자는 신용하의 안용복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다. 따라서 일본 사료에 비추어 볼 때 신용하의 견해가 어떤 문제
를 안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일본의 중요
사료인 『다케시마 기사(紀事)』등을 『숙종실록』등과 대조하여 검토했다. 그
리고 이 작업에 필요한 일본 사료의 일람표를 작성해 간단하게 사료를 소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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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용복 사건 당시의 우산도 인식
안용복 연행사건 당시, 우산도는 관찬서『동국여지승람』등에서 관념적인
존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조선 동해안의 사람들에게는 우산도가 구체
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쓰시마번(對馬藩)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쓰시마번은 그 당시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불렸던 울릉도의 영유권을 둘
러싸고 조선과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 교섭을 하여 그 기록을 『다케시마
기사(紀事)』로 편찬했다. 그 중에 주목받는 기사가 있다. 쓰시마번은 교섭에
앞서 울릉도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조선에서 행한 조사로부터 울릉도의 동
북에 희미하게 보이는 ‘부룬세미’라고 불리는 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이것은 안용복의 쓰시마번에서의 공술과 공통점이 있다. 안용복 자신은
그곳에 가 본 적은 없지만, 울릉도의 동북에 큰 섬이 있고, 그 이름을 우산
도라 부른다고 공술했다. 이 섬의 방향은 독도의 방향과 조금 다르지만, 독
도문제에서 일본정부의 핵심 역할을 한 다가와는 그 섬을 리안쿠루 즉 독도
라고 해석했다. 이것은 타당한 견해이다.

제3장 안용복의 제1차 도일 사건
1693년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어했는데, 그 곳에서 일본에서 고기잡이를
하러 온 오오야(大谷, 大屋) 가문에 의해 일본에 연행되었다. 안용복의 제1
차 도일사건의 시작이다. 오오야 가문은 돗토리 번을 통해서 에도 막부로부
터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받고 1625년부터 빈번히 다케시마(울릉도)로 출
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오야 가문은 그 당시 다케시마로 왕복하는 도중에 항상 마츠시마(松島),
즉 독도에 들르고 있었다. 안용복은 연행 도중에 독도를 가까이에서 보았다
고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그의 공술이 『변례집요』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안용복은 오키국(隱岐國)에서 당국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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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패가 필사되어 『인푸 역년 대잡집(因府歷年大雜集)』에 기록되었다. 이
것은 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취조의 내용은 ‘조선인 구
술서’에 기록되었다. 거기에는 안용복이 울릉도를 조선 영토라고 주장했다
는 등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안용복은 귀국 후에 동래(東萊)부에서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호키주 태수로 하여금 인정시켰다고 공술했다. 그러
나 접위관인 유집일은 그런 공술이 허언임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숙종실
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왜인은 모두 다케시마를 호키주의 식읍으로 여
기고 있는데, 안용복이 한번 말했다고 해서, 바로 조선땅이라고 말하지는 않
을 것이다”라고 통찰했다.
그러나 유집일도 안용복이 에도로 갔다는 말은 믿었다. 안용복은 오키국
에서 호키국을 거쳐 이나바국(因幡國)으로 보내졌는데, 그 이나바를 안용복
은 에도로 착각한 것이다. 안용복은 이어 나가사키 봉행소(奉行所)로 보내졌
다. 가는 도중 안용복은 가마를 탔다든지, 후하게 접대를 받는 등 각별한 대
우를 받았는데, 그것을 에도 관백의 뜻이라고 이해했다. 그런데 자기를 갑자
기 인질로 삼고 학대한 쓰시마번은 관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며 독단
적으로 ‘다케시마 일건’ 교섭을 하고 있다고 안용복은 해석하고 이를 접위
관에게 공술했다. 즉 쓰시마번이 조선인의 울릉도 도해금지를 요구한 것은
관백의 공명(公命)이 아니라, 쓰시마번이 에도에 공을 세우기 위한 계략이라
고 보았던 것이다.

제4장 ‘다케시마 일건’ 교섭
앞 장에 쓴 안용복의 견해가 조정을 움직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그
때까지 조정은 다케시마가 울릉도임을 알면서도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
해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다른 섬인 것처럼 꾸미고 ‘폐경(弊境) 울릉도’는 물
론이고 ‘일본령 다케시마’로의 도해를 엄히 다스리고 있다는 서한을 쓰시마
번에 보내고 있었다. 이 ‘폐경 울릉도’라는 글자를 삭제하라는 쓰시마번의
요구를 둘러싸고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조정은 안용복의 공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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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고로 하여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꾸고, 마침내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조선땅이라는 강경한 주장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쓰시마번과의 교섭은 암
초에 걸리게 되었다.
얼마 안 있어 일본 측에 변화가 생겼다. 1696년에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을
조사한 결과 다케시마는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이 아니라는 점이 판명되었으
므로 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그 결과 울릉도를 무리하게
빼앗으려던 쓰시마번의 야망은 꺾이게 되었다.
그 후 안용복은 자청해 두 번째 도일을 행했다. 이에 당황한 쪽이 쓰시마
번이다. 막부의 도해금지령이 쓰시마번 이외의 곳으로부터 조선에 전해지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쓰시마번은 ‘다케시마 일건’의 최종 해결을 서둘렀다.
일본인의 도해금지를 조선에 전하기 위해 가로(家老) 6명이 서명한 서한을
쓰시마번에 와 있던 조선의 역관에게 전달했다. 실질적인 교섭의 종료이다.

제5장 안용복의 제2차 도일사건
안용복은 두 번째의 도일사건을 귀국 후에 비변사에서 공술했다. 그 공
술에 의하면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나 그 섬에서 일본인을 쫓아
냈을 뿐만 아니라 마츠시마까지 쭟아가서 “마츠시마는 자산도(子山島)로, 그
것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왜 거기에 사는가?”라고 해 일본인들
을 꾸짖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사료에는 1696년에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
에 도해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 후 안용복 일행은 울릉도에서 일본의 오키국으로 도항했다. 제2차 도
일사건의 시작이다. 그들은 오키국에 보름 동안 체재했는데, 그 동안 오키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 때의 기록인 ‘무라카미(村上) 가문 문서’에 안용복
일행이 공술한 도일의 경위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그 기록은 안용복 일
행의 공술을 충실히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문서인데, 거기에는 그가 일본
인과 만났다는 기록은 전혀없다. 그와 같은 기록이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안용복 일행은 일본인과 만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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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 1695년이라면 안용복 일행이 일본인과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 이 문제
에 관해서는 제6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무라카미 가문 문서’에 의하면 안용복은 다케시마와 마츠시마가 그려진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를 가지고 가서, 다케시마는 울릉도이고 마츠
시마는 자산도이며, 두 섬 모두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다고 오키국의 당국자
에게 말했다. 그 문서에서만 유일하게 “안용복이 다케시마와 마츠시마를 조
선 땅이라고 일본 측에 주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나이토 세이츄가
평가했지만, 이는 아주 중요한 사료이다. 그 사료에서 안용복의 공술로 “다
케시마와 마츠시마의 거리는 50리(200km)”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안용복이 자산도(子山島)를 마츠시마로 바르게 인식한 것이 확실하다.
안용복은 오키국에서 돗토리번으로 건너갔다. 배에는 ‘조울양도 감세장
신 안동지 기(朝欎兩島 監稅將 臣 安同知 騎)’라고 쓰인 깃발을 달았다. 이
는 마치 조선 관리를 가장한 사절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 깃발을 기록한
『이나바지(因幡志)』는 “조울 양도는 울릉도[일본에서 이를 다케시마라고 칭
한다], 우산도[일본에서 마츠시마라고 칭한다]이다”라고 기록했다. 이로 말미
암아 일본에서는 우산도가 마츠시마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깃발로
짐작할 수 있듯이, 안용복은 다케시마와 마츠시마에 관한 소송을 위해 돗토
리번에 갔던 것이다. 오키에서 농가를 빌려 마무리했던 소송의 정서(呈書)를
돗토리번에 제출했다. 이를 에도막부를 거쳐 쓰시마번이 알게 되었다. 1697
년 2월 쓰시마번은 동래부에 “작년 겨울에 귀국의 사람이 정단(呈單)을 제
출한 일이 있었는데, 조정의 명에서 나온 것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쓰시마
번으로서는 조선과의 교섭은 자신만이 담당한다는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
고, 안용복이 돗토리번에서 마음대로 소송을 일으킨 점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조정의 일부에서는 안용복이 일본에서 소송을 일으킨 행위를 높이
평가했다. 그의 공을 『숙종실록』에는 “대마도의 왜인이 울릉도를 다케시마
(竹島)라 거짓으로 칭하고, 에도의 명이라고 거짓으로 핑계대어 우리 나라에
서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중간에서 속여 농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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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 실정이 이제서야 안용복 덕분에 죄다 드러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안용복의 소송은 돗토리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용복은 돗토
리번에서 추방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제6장 안용복 사건의 영향
안용복 사건의 영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안용복이 울릉도로 도해해 일본인에게 연행되면서 일본인이 울릉도에
들어가 70년이나 자원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 울릉도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조정은 정책을 전환했다. 울릉도의 수토(搜
討)제도를 확립하는 등 공도정책을 수정했는데, 그 성과의 하나로 장한
상에 의해 독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3. 안용복의 공술이 참고가 되어, 조정은 쓰시마번과의 교섭에서 방침을 전
환했다. 즉 안용복이 “쓰시마번이 에도의 명이라 거짓으로 핑계대어 우
리나라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공
술한 것을 참고하여, 조정은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조선 땅이라는 강경
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그 단호한 태도로 인해 에도 막부는 본격적으
로 다케시마 조사를 실시하고,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일본인의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하고, ‘다케시마 일건’ 교
섭을 매듭지었다.
4. 안용복이 독도를 실제로 보고 그 위치를 명확히 하여, 그 사실을 조일
양국에 호소했다. 그 결과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츠시마이고 조선
땅이라는 인식이 양국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제7장 금후의 과제와 맺음말
1. 안용복 제2차 도일의 목적
이케우치는 안용복의 제2차 도일과 소송목적을 “쓰시마번에서 받은 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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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돗토리번에 호소하기 위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원한
이외에도 안용복이 “조울양도 감세장 신 안동지 기”라고 쓴 깃발을 세우고
일본에 건너간 것이나, 『동국문헌비고』등의 기술을 분석하면, 그는 울릉도
를 무리하게 빼앗아 가려던 쓰시마번의 계략을 호소하는 것도 목적의 하나
로 삼아 중죄를 각오하고 도일했다고 볼 수 있다.

2. 가설; 안용복의 을릉도 도항은 3번 이상
안용복이 두 번째로 도일했을 때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는지에 관해
연구자간의 견해는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다. 필자는 1696년에는 그 가능성
이 희박하지만, 그 전년인 1695년이라면 안용복 일행이 일본인과 만났을 가
능성이 있다고 본다.
돗토리번이 에도 막부에 제출한 보고서 『다케시마노 가키쓰케(竹島之書
附)』에 의하면 일본인 어부는 1695년에 다케시마에서 조선인과 만났다고 기
록되어 있다. 그 조선인 속에 안용복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렇다고
안용복이 없었다는 기록이나 상황 증거도 없다. 필자는 이 때 안용복이 일
본인과 만나지 않았을까하는 가설을 세워 보았다. 그때 일본인이 다시 조선
땅에 온 것에 대해 안용복은 옛날의 의분이 상기되었을 것이다. 그 때의 체
험과 아울러 2년 전에 쓰시마번에서 냉대받은 원한도 겹쳐져, 해금(海禁)이
라는 중대한 죄를 각오하면서까지, 울릉도와 자산도는 조선땅이라는 사실을
호소하기 위해 1696년에 도일을 감행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3. 안용복과 조선 사서의 신뢰성
1695년에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다고 한다면, 그의 제2차 도
일사건에 관한 공술은 상당히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대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공술의 곳곳에서
안용복만의 독특한 호언장담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변사에서 “여기(오
키도)에 와서, (자기가)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 땅으로 했다”고 말한 것 등
이다. 그런데 실제 사태 추이는 안용복의 호언장담을 지지하는 것처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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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에도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고 이를 조선에게 전달
했다. 그 결과 안용복의 공술도 신뢰받기 시작했다. 그것이 관찬서에 반영되
어, 특히 후대에 작성된 사서는 제2차 도일사건 뿐만 아니라 제1차 도일시
의 안용복의 공술마저 거의 사실처럼 기술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안용복 사건을 시시각각으로 기록한 관찬서인 『숙종실록』등은
그 때마다 안용복의 공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기술했기 때문에, 안용복
의 호언장담을 비교적 잘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만큼 안용복 사건과 동시
대에 기술된 관찬서는 안용복 사건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
므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93년 봄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간 안용복이 일본 어선에 의해 연행되
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용복 제1차 도일사건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조선
과 일본 사이에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문제가 되었다. 울릉도는 그 당시 일
본에서는 다케시마로 호칭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일본 어선이 매년 고기잡
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양국은 5년에 걸친 외교교섭을 통해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확정했다. 그동
안 안용복은 스스로 자청해 일본으로 도항했다. 제2차 도일사건이다. 두 번
에 걸친 안용복의 도일사건에 대한 평가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견해차는 오늘날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안용복 사건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이해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양국 연구자의 견해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구체적으로 양국의 연구서
를 통해 살펴보겠다.

1) 한국의 대표적인 견해
독도문제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한국에서는 신용하를 들 수 있다. 신용하
는 최근의 저서에서 안용복 사건에 관해 조선 역사서에 쓰여진 안용복의 진
술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１

(1) 안용복 등 40여 명의 어부들이 1692년(숙종18, 일설 1693년) 울릉도
에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일본 어부들이 협상을 하자고 안용복 ・ 박

２

어둔 두 사람을 隱岐島[玉岐島]로 납치해갔다. ・・・ 안용복은 隱岐島主
에게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지적하고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갔
는데 왜 잡아 왔는가”고 항의했다. 隱岐島主는 이에 안용복 등을 그의
상사인 伯耆州 太守에게 이송했다. ・・・ 안용복은 伯耆州 太守에게 울
릉도에 일본 어부들의 출입을 금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 호키주 태
수는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알았기 때문에 안용복을 江戶의 關白에
게 보냈다. ・・・ 關白(막부 집정관)은 안용복을 심문한 후 伯耆州 太守
를 시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鬱陵島 非日本界)라는 書契
를 써주고 후대한 후에 江戶(東京)ㆍ長崎ㆍ對馬島를 거쳐 송환했
다. ・・・ 對馬島主는 伯耆州 太守가 써준 書契를 빼앗고, 안용복 등을
일본영토 竹島를 침범한 죄인이라 하여 이 해 11월에 東萊府에 인계
했다.
(2) 안용복은 1696년(숙종 22) 봄 ・・・ 울릉도로 갔다. 울릉도에는 정말로
다수의 일본 배들이 와서 정박해 있었으므로, 안용복은 “울릉도는 본
래 우리 지경인데 어찌 감히 越境해 침범하는가. 너희들은 모두 묶어
마땅하다”고 큰 소리로 질책했다. ・・・ 伯耆州 太守도 “兩島(울릉도와 우
산도=일본명 다케시마와 마츠시마)가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했다”(兩
島旣屬爾國之後)고 인정하고 울릉도에 침범한 일본인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다.

2) 일본 연구자의 견해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견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안용복의 공술을 거
짓말로 보는 연구자가 많다. 이와 같은 일본인 연구자의 견해를 살펴보겠
다.

(1) 다가와 코죠(田川孝三)의 견해
한국 측이 마츠시마를 우산도로 하고 아울러 그 영유를 사실적인 근

３

거로 하는 안용복의 언동 관계 기사(『숙종실록』)가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된다. 또 『여지지(輿志誌) 』의 기사(『증보문헌비고』인용) 즉 “우산도
는 바로 마츠시마이다”라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이 양자는 서로 부자관
계이며 그 조상은 실은 하나로, 같은 기록에서 나온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일련의 사실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공
술서에 나온 것을 무비판적으로 적당히 골라 전재한 것에 불과하다. 그
공술은 국내의 사건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따로 목격자나
증인이 없고 공술자의 허구와 과장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２

(2) 가와카미 겐죠(川上健三)의 견해
안용복이 비변사에서 행한 공술 중에 그가 울릉도에서 오키를 경유하
여 인파쿠(因伯)에 도항한 것, 그리고 가로(加路)에서 돗토리로 갈 때에
가마를 타고 그 외의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갔던 사실은 일본 측의 기록
과도 일치하지만, 그 외의 것은 모두 작위(作爲)로 인한 완전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３.

(3)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의 견해
다케시마문제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인물이 있다. 1696년에 일
본으로 밀항한 안용복이란 천민(사노비)인데 그는 조선에 귀환 후 받은
취조에서 “돗토리번과 교섭해 울릉도와 마츠시마(현재의 다케시마)가 조
선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공술하고 “마츠시마는 즉 우산도이다”라고 증
언했다. 안용복의 증언은 관찬서인 『숙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이맹휴(李
孟休)가 예조(외교와 의례를 담당)의 문서를 정리한 『춘관지』(1745년 서
문)에서 ‘울릉도 쟁계’로 정리함으로써 영웅으로서의 안용복상이 확립되
는 계기가 되었다.４

(4)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의 견해
한국과 북한도 일국주의(一國主義) 역사관을 피할 수는 없다. 그 전형

４

을 17세기 말에 일본에 건너가 독도(다케시마)의 영토권을 막부에 확인
시켰다고 하여 영웅이 된 안용복에서 볼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의 안용복 연구는 일본에서 귀국한 후에 조사한 비변사에
서의 공술내용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등에만 의거하고 있어, 상대
측인 돗토리번의 사료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안용복이 1696년 6월에 오키를 경유해서 호키에 도착해 2개월 정
도 체재한 후에 귀국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울릉도와 자산도
(子山島)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돗토리번주에게 확인시키고, 관백(장
군)의 서계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용복
이 독도는 조선령이라는 것을 일본 측에 인정시킨 국민적인 영웅 대접
을 받으면서, 현재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에 기술되
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일국주의 사관의 전형을 보는 느낌이다.５

한국에서는 높이 평가 받는 안용복도 일본에서는 때로는 ‘모든 악의 근
원’이라는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일간의 안용복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 원인의 하나로 이케우치 사토시
(池內敏)는 한국 연구자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６

한국인 연구자에 의한 안용복 사건 연구의 최대의 문제점은 해당 연구
가 일본과 조선에 걸쳐 일어난 일이고 관련 자료가 양측에 남겨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일본 측 사료를 거의 참조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물론 사
료 해독의 어려움도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
본인 연구자가 제시하는 번각 사료도 거의 참조하지 않고 다만 『조선왕조
실록』에 남겨진 안용복 공술에만 의존해 분석하고 있어서는 진정한 역사
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같은 사건에 관련된, 성질이 다른 사료
가 남겨져 있다면,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사건의
실상을 추적해가는 것이야말로 역사 분석의 철칙이 아닌가.

５

안용복 사건의 분석에 관한 한 이케우치의 이 지적이 일본의 대표적인 견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필자의 단견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국인의 저작물 중에서 쓰시마번의 『다케시마 기사』등을 1차 자료로 활용
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한 논문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케우치가 지적한 관점에서 특히 일본의 사료에 초점을 맞추
어 미약하지만 안용복 사건의 전체상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자료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다음의 주제를 연구범위로 한다.
(1) 안용복 연행사건, 즉 제1차 도일사건
(2) 조선과 쓰시마번 사이의 ‘울릉도 쟁계’,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 일
건’ 교섭
(3) 안용복의 제2차 도일사건

2) 자료
자료는 안용복과 동시대의 한국 및 일본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한다. 자
료의 분류는 안용복과 동시대의 관찬 사료를 ‘A’, 안용복 이전 혹은 이
후의 관찬 사료를 ‘B’, 기타 사료를 ‘C’로 한다.

(1) 한국의 사료
A. 안용복과 동시대의 관찬 사료
『숙종실록(肅宗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변례집요(邊例集要)』

６

『표인영래등록(漂人領來騰錄) 』

B. 안용복 이전 혹은 이후의 관찬 사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춘관지(春官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C. 기타 사료
한백겸(韓百謙)『동국지리지(東国地理誌)』
이수광(李膵光)『지봉유설(芝峰類說)』
신경준(申景濬)『강계고(疆界考)』
유형원(柳馨遠)『동국여지지(東国輿地志)』
장한상(張漢相)『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
박세당(朴世堂)『서계잡록(西渓雑錄)』
이익(李瀷) 『성호사설(星湖僿説)』
이긍익(李肯翊)『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이경규(李景圭)『논사(論史)』
저자 불명『와유록(臥遊錄)』

(2) 일본의 사료
일본의 사료를 <표 1-1>과 같이 정리했다. 아울러 부분적으로 사료
를 수집하여 그 수집상황을 일람표에 기입했다. 다만 시마네현(島根
縣)의 ‘Web 다케시마문제연구소’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료는 제외했다.
일람표 중에 사용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분류 A; 안용복과 동시대의 공적인 사료
B; 안용복 이후 시대의 공적인 사료
C; 기타 사료

７

일본 사료 일람표

<표 1-1>
史料名

No

影印

翻刻

所蔵所

分類

1

竹島紀事

○

△

国立公文書館

A

2

磯竹島事略

○

△

筑波大学

B

3

礒竹島覚書

○

△

国立公文書館

B

4

大谷家由緒實記

○

山陰歴史資料館

C

5

村川家渡海資料

○

米子市立図書館

C

6

○

○

村上家
（村上家文書）
国立公文書館

A

7

元禄九丙午年朝鮮
舟着岸一巻之覚書
通航一覧

8

控帳

△

△

鳥取博物館

A

9

御用人日記

△

△

鳥取博物館

A

10

竹嶋之書附

△

△

鳥取博物館

B

11

竹嶋之図

△

-

鳥取博物館

B

12

竹嶋之絵図（小谷）

△

-

鳥取博物館

B

13

因幡志

△

△

鳥取博物館

C

14

伯耆志

△

△

鳥取博物館

B

15

伯耆民諺記

△

△

鳥取博物館

C

16

伯耆民談記

△

△

鳥取博物館

C

17

竹島考

△

鳥取博物館

C

18

因府年表

△

△

鳥取博物館

C

19

因府歴年大雑集

△

△

鳥取博物館

C

20

増補珎事録

△

△

鳥取博物館

C

21

隠州視聴合紀

△

○

鳥取博物館

A

22

竹島渡海由来記抜書

△

△

鳥取博物館

C

23

竹島渡海由来記抜書控

○

大谷家

C

24

大日本史史料

○

東京大学

B

○

○ : 이번에 수집한 사료
△ : 다음 ‘Web 다케시마문제연구소’에서 공개한 사료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ima

B

８

3) 일본 사료 해설
(1) 쓰시마 번정(藩政) 자료, 『다케시마 기사(紀事)』
1726년에 쓰시마 번사(藩士)인 고시 쓰네우에몬(越常右衛門)에 의해 편집
된 ‘다케시마 일건’ 관계 사료집이다. ‘다케시마 일건’이란 1693년에 울릉도
에서 일어난 안용복 연행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조선과 쓰시마번의 울릉도
영유권 교섭 관련 사건을 말한다. 이것은 안용복 연행사건과 거의 동시대의
일본측 교섭 당사자가 정리한 중요한 공적인 기록이다. 서한을 제외한 번각
문이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에서 공개되고 있지만, 틀린 부분이
많다. 또한 『다케시마 기사』 후반을 중심으로 한 번각문은 이케우치 사토
시의 『다케시마 일건의 역사적 연구』에 실려 있다.

(2) 에도막부 관계 사료

① 『통항일람(通航一覽)』
1853(嘉永 6)년 막부의 명령에 따라 대학두(大學頭)인 하야시 아키라(林
飛・復齋)가 여러 외국과의 응접을 위한 자료로 편찬한 에도막부의 대외관계
사례집이다. 미카와(三河)시대부터 1825년(文政 8년)의 이국선 격퇴령(異國船
打拂令)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편 350권·부록 2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편은 관계 제국과 나가사키로 부문을 나누어 각각의 항목을 만들어서 편
집 연도순으로 관련사료를 제시한다. 부록은 해방(海防)관계에 관한 내용이
다. 인용 사료는 광범위하며 기술은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일본 근세의 대외
관계의 기본사료이다. 국서간행회(國書刊行會)에서 간행되었다.

② 『이소타케시마 사략(磯竹島事略)』, 『이소타케시마 각서(礒竹島覺書)』
츠쿠바(筑波)대학 소장의 도서는 표지가 『이소타케시마 사략』이며 본문
의 표제는 ‘이소타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로 되어 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의 도서는 표지와 본문의 표제가 같은 ‘이소타케시마 각서(礒竹島覺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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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다. 양자의 내용은 거의 같다. 1875(明治 8)년에 태정관 정원 지지
과(太政官正院地誌課) 나카무라 겐키(中邨, 中村元起)가 교정을 한 ‘다케시마
일건’에 관한 메이지(明治)정부의 자료집이다. ７ 전문의 번각문이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에서 공개되고 있으나 역시 틀린 부분이 많다.

(3) 돗토리 번정(鳥取藩政) 자료
(해설문은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함)
① 『히카에초우(控帳)』
돗토리번 현지의 가로(家老, 重臣)가 기록한 일기. ‘오야구라 일기(御櫓
日記)’, ‘가로 일기’라고도 불린다. 돗토리번 연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이
다. 죠오(承応) 4년–메이지 6년(1655-1873)의 일기가 남아 있다.

② 『어용인(御用人) 일기』
번주(藩主)의 측근인 어용인이 기록한 일기이다. ‘어우필 일기(御祐筆日
記)’, ‘일기 하서(日記下書)’라고도 불린다. 번주의 거처에 따라, ‘재국(在国, 돗
토리)’, ‘도중(道中)’, ‘재부(在府, 에도)’의 3종류가 기록되었다.『돗토리번사』등
에서는 ‘어재국 일기(御在國日記)’, ‘어재부 일기(御在府日記)’ 라고도 불린다.
간분(寛文) 10년–안에이(安永) 8년(1670–1779)의 기록이 남아있다.

③ 『어용인 일기 사본』
『어용인 일기 사본』은 재국, 재부로 분할되는『어용인 일기』를 1년에 1
권으로 다시 베껴 쓴 것이고 내용은 ‘어용인 일기’와 중복된다. 원제는 ‘어
재국 어재부 일기(御在國御在府日記)’. 간분(寛文) 13년-텐메이(天明) 7년(16731787)의 기록이 남아 있다.

④ 『다케시마노 가키쓰케(竹嶋之書附)』
교호(享保) 9년(1724), 돗토리번이 에도막부에게 제출한 다케시마 도해관
계 자료. 원래 따로 한장씩 정리되어 있던 사료를 현립(縣立)도서관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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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번사(藩史) 편찬 시대로 생각되는 부전(付箋)이 붙어
있다.
내용은 겐로쿠(元禄) 5년(1692)에 요나고 백성인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
兵衛)의 배가 조선인과 처음으로 조우한 때의 기록부터 겐로쿠 6–9년(1693–
1696)의 소위 ‘다케시마 일건’ 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교호 7년과 9년(1722,
1724)에 에도막부가 돗토리번에 낸 다케시마 도해에 관한 질문과 그 회답서
를 수록했다. 끝에 다케시마 약도가 첨부되었다. 전문을 번각한 것으로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竹島關係舊鳥取藩文書および繪圖(上・下)” (『レフ
ァレンス』34권 4・5호 1985년 4・5월)가 있다.

⑤『이나바지(因幡志)』
돗토리번의(鳥取藩醫)인 아베 교안(安部恭庵 1734–1808)이 저술했다. 간세
이(寬政) 7년(1795)에 완성됐다. 이나바 지방의 지지(地誌)로 47권 3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자본으로 『인파쿠 총서(因伯叢書) 4』 (메이초 출판(名著出
版), 1972)가 있다.

⑥『호키지(伯耆志)』
호키국의 관찬 지지로서 가게야마 슈쿠(景山肅) [아호(雅號) 릿세키(立碩) ]
등이 편집하고 메이지 초년도 정도에 완성됐다. 분큐(文久) 1년(1861)에 돗토
리번의 명으로 편집을 시작하고 메이지 초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나, 현재 아
이미(會見), 히노(日野)군 이외에는 모두 흩어져 없어졌다. 활자본으로『인파
쿠 총서 4』 (메이초출판(名著出版), 1972)가 있다.

⑦『호키 민언기(伯耆民諺記)』
돗토리 번사(藩士)이자 구라요시(倉吉) 조사(組士)인 마쓰오카 후세이(松岡
布政)가 엮었고, 간포(寬保) 2년, 1742년에 성립했다. 호키국 특히 구메(久
米)・가와무라(河村)・야쓰하시(八橋)군의 동쪽 3군을 중심으로 한 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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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호키 민담기(伯耆民談記)』
마쓰오카 후세이가 엮었다고 생각된다. 간포 2(1742)년 이후에『인파쿠 민
언기』완성 후 이에 보정을 더해 완성되었다고 생각된다. 후술하는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島正義)의『다케시마 고(竹島考) 』
에 의하면, 다케시마 도해를 논
할 때 반드시 참고되는 서적이라고 한다. 활자본으로는 『인파쿠 문고(因伯
文庫)3』 (니혼카이 신문사(日本海新聞社), 1960), 『인파쿠 총서3』(메이초 출
판, 1972)이 있다.

(4) 오카지마 가문(岡嶋家資料) 자료(오카지마 문고)
(해설문은 시마네현 Ｗｅｂ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함)
덴쇼(天正) 17년부터 메이지 40년(1589–1907)까지 약 320년에 걸친 돗토리
번사 오카지마 가문의 자료들이다. 7대 마사요시(正義 1784-1859)는 고증 사
가로서 저명한 사람으로서 『다케시마 고』나, 『인푸 연표(因府年表)』, 『초
후지(鳥府志, 돗토리 성하의 지지)』등의 수 많은 저작을 남겼다. 목록으로는
『자료조사보고서 제2집 오카지마 가문 자료(資料調査報告書 第2集 岡嶋家
資料)』(돗토리현립 박물관, 1974)가 있다.

①『다케시마 고(竹島考)』
오카지마 마사요시 지음. 분세이(文政) 11년(1828) 완성. 자료명에 있는 ‘다
케시마’는 현재의 울릉도를 가리킨다. 다케시마 도해부터 금지에 이르는 경
위, 다케시마의 지리나 산물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상 ・ 하의 2권으로 되어
있다. 본서에 대해서는 이케우치 사토시 ‘『다케시마 고』에 관해’, 『大君外
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②『인푸 연표(因府年表) 』
오카지마 마사요시 지음. 덴포 13년, 1842년쯤 완성. 제가(諸家)에 남은 제
기록(諸記錄)과 청취서를 바탕으로 돗토리번 초대 번주 이케다 미츠나카(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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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光仲)가 태어난 간에이(寬永) 7년(1630)부터 엔쿄(延享) 4년(1747)까지의 돗
토리번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돗토리현사(鳥取県史)7』의 근
세자료 (돗토리현, 1976)에 전문이 번각되어 있다.

③『인푸 역년 대잡집(因府歷年大雜集)』
오카지마 마사요시 지음. 전 15권. 성립연도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간
에이(寬永) 9년(1632)부터 가에이(嘉永) 7년(1854)까지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인푸 연표』등의 저술 과정에서 완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내용은 연도별로
진귀한 일이나 별난 일 등의 잡다한 기사가 실려 있다.

④『증보 진사록(增補珎事錄)』
돗토리번사 노마 소조(野間宗藏) 지음. 오카지마 마사요시 증보. 전3권. 본
서는 노마가 간에이(寬永) 8년(1631)부터 교호(享保) 16년(1731)까지의 기록을
정리한 ‘진사록(珎事錄)’에 노마의 자손과 오카지마 마사요시가 분세이(文政
1818–1830) 연간의 기사를 증보한 것으로『인푸 연표』나 『인푸 역년 대잡
집』등의 근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책 중의 하나이다.

⑤『다케시마 도해 유래기 발서(竹島渡海由來記拔書)』
오오야 규우에몬 가쓰히로(大谷九右衛門勝廣) 지음. 오오야 가문의 유서
(由緒)와 다케시마 도해의 유래에 관한 기록이다. 마가모(間鴨) 가문 8대 마
사카리(正借)가 메이지 1년(1868) 이후 필사했다고 생각되는 책이다.

(5) 무라카미(村上) 가문 문서
『겐로쿠 9 병자년 조선 배 착안 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 朝鮮舟 着岸 一
卷之覺書)』
2005년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의 무라카미 수케쿠로(助九郞)가 자택의
광고에서 발견한 고문서이다. 안용복사건 당시의 오키는 에도막부(江戶幕府)
의 직할지로서 이와미국 은산료 오오모리 대관(石見國銀山料大森代官)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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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하에 있었는데, 무라카미 가문은 공문역(公文役)으로 일상적인 행정 실무
를 맡고 있었다. 이 문서는 1696년 안용복 스스로 오키에 도항했을 때 대관
의 대리들이 안용복을 취조한 기록이다. 안용복이 울릉도 및 자산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한 것 등이 써져 있다. 이 문서의 번각문 및 번역문이 나이토
세이츄(內藤正中) ・ 박병섭『독도=다케시마 논쟁』(보고사)에 게재되어 있다.

3.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한일 양국의 고문서를 서로 참조하여, 안용복 사
건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나이토 세이츄에 의해 부분적으로 행
해졌다. 그러나 나이토의 저서 『獨島와 竹島』에서는 중요 사료인 『다케시
마 기사』는 거의 인용되지 않았다. 『다케시마 기사』를 인용하고 안용복 사
건을 다룬 책으로는, 이케우치 사토시의 『大君外交と「武威」
』 에 있는 ‘안
용복 사건’이나, 이케우치 사토시의 논문 ‘隱岐 ・ 村上家文書と安龍福’８ 등이
있다. 그러나 이케우치는 쓰시마번의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안용복
의 종적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을 뿐더러 조선 역사서를 거의 인용하지 않
았다.
본고에서는 조선의 사료로서 분류 ‘A’의 『숙종실록』이나 『비변사등록』
등의 관찬서, 일본 사료 역시 분류 ‘A’의 『다케시마 기사』나 『히카에초우』,
『어용인 일기』
, ‘무라카미 가문 문서’ 등을 중심으로 해 안용복 사건을 상세
히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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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용복 연행사건 당시의 우산도 인식
1. 조선 역사서에 나타난 우산도
안용복 사건 당시 우산도가 조선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중요한 관찬지리지부터 살펴보겠다. 우산의 이름인데
나라 이름으로서의 우산은 『삼국사기』에 등장했지만 섬 이름으로서의 우산
은 『고려사』 ‘지리지’에 등장하는 것이 처음이다. 거기에 우산도는 일설로
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９

울릉도가 현(縣)의 정동(正東)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 우산국(于山
國)이라 칭하고 무릉(武陵) 또는 우릉(于陵)이라고도 했다. ・・・・ 일설에 우
산과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
다.

우산도가 일설로서 쓰여졌던 것으로 보아 그 존재감은 희박했던 모양이다.
우산도의 비정(比定)인데 일설의 내용으로부터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날씨가 좋을 때만 보이는 섬은 독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우산과 무릉이 다른 섬이라는 것을 본설로 한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이
며,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１０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해중에 있다.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라 칭했다. 일설에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이 사방 백 리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날씨가 좋을 때만 우산도와 울릉도는 서로 바라볼 수 있
다고 쓰여 있듯이 우산도는 분명히 독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로부터 27년

１５

후의 관찬 지리지인『신증동국여지승람』 (약칭『여지승람』)에서는 우산도
와 울릉도를 다른 섬으로 하되 우산도가 독도임을 상기시키는 기술은 사라
지고, 더구나 일설로서 우산 · 울릉의 한 섬에 두 개의 명칭, 즉 1도 2명설
이 가해졌다.１１

우산도 · 울릉도,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
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
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청명하면 봉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 일설에
는 우산과 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 땅이 사방 백 리라고 한다.

『여지승람』에 그림지도 ‘팔도총도(八道總圖)’가 부속되어 있는데 우산도
는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실제로는 울릉도 서쪽에 섬은 전혀 없으므
로 『여지승람』의 우산도는 현재의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것은『여지승람』에 우산도 이름이 울릉도보다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 영
향을 받아서 그림지도에 우산도를 본토 가까이에 그린 것으로 보인다. ‘팔도
총도’는 15세기의 그림지도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의 위치나 크기
는커녕 본토의 윤곽조차 정확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팔도총도’에서는 다만
동해에 우산과 울릉의 두 섬이 존재한다는 공간인식을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후 『여지승람』은 몇 번이나 개정되었으나 ‘팔도총도’에 관해
서는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지승람』에서 우산도는 관념적인 존재
에 머물러 있었다.
관찬 사서와 달리 민간인 특히 동해 연안의 어민들에게 우산도는 어느 정
도는 알려져 있었다. 상세한 것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어민 이외
에도 우산도는 알려져 있었다. 예를 들면 박세당의 『서계잡록』에 우산도의
기술이 있다. 그 책의 ‘울릉도’에 우산도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１２
대개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여기(영해)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１６

큰 바람이 불면 이를 수 있는 정도이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
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이 조금
더 높다.

박세당이 말하는 우산도는 유미림에 의하면 독도를 가리킨다고 한다.１３지
세가 낮고, 아주 맑은 날에 높은 곳에서만 보이는 섬은 현재의 독도밖에는
없기 때문이다.『서계잡록』의 성립시기인데, 그 안에 장한상『울릉도 사적』
이 들어가 있으므로, 1694년 이후이고 박세당이 사망하는 1703년 이전이다.
따라서 안용복 사건과 동시대이다.
이 『서계잡록』 ‘울릉도’와 거의 같은 글이 『와유록(臥遊禄)』에도 실려 있
다. 이렇게 우산도는 적어도 두 책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즈음 오
늘날의 독도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2. 일본 역사서에 나타난 우산도
관찬 지리지와는 달리 조선의 관아인 동래부나 안용복 등이 우산도를 어
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일단을 쓰시마번의 기록 『다케시마 기사』에서
알 수 있다. 일찍이 쓰시마번은 울릉도와 그 주변의 섬을 아래와 같은 경위
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
겐로쿠(元祿) 6년, 1693년 5월 13일 에도막부는 안용복 연행사건에 대처해
조선과의 외교교섭을 담당하는 쓰시마번에 대해 안용복 등을 조선에 송환할
것, 차후에 조선인이 다케시마(울릉도)로 오지 않도록 조선에 요구할 것을
명했다.１４ 일찍이 1620년에 쓰시마번은 에도막부의 명을 받아 조선국에 속
한 섬 다케시마에서 밀무역을 하고 있던 사기사카 야자에몬(鷺坂彌左衛門)・
니우에몬(仁右衛門) １５ 부자를 잠상(潛商)의 죄로 잡은 일이 있었다.

１６

그

다케시마 혹은 이소타케시마(磯竹島)가 울릉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쓰시
마번은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다. 6월 5일에 쓰시마 현지의 가로(家老)인 스

１７

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는 부산의 왜관에 체재하고 있던 역관 나카야마 가
헤에(中山加兵衛)에게 다음의 사항을 친하게 지내는 조선인에게 은밀히 물
어보도록 명했다.１７

다케시마는 조선에서 부룬세미라고 칭하고 있는 모양인데 부룬세미란
어떻게 쓰는가?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백성들이 부룬세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를 이소타케라고 말하고 있다.
울릉도와 부룬세미는 다른 섬인가? 부룬세미를 일본인들이 다케시마라 하
고 있는 것은 누구의 말이라고 들었는지? ・・・・・ 다케시마는 조선의 어느
방향에 있고, 어디에서 어느 방향의 바람을 타며, 해로는 어느 정도이며,
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 질문에 대해 역관인 나카야마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１８

올해도 그 섬에 벌이를 위해 부산포에서 장사 배가 3척 나갔다고 들었
습니다. 한비차구라는 이국인을 덧붙여 섬의 형편이나 모든 것을 해로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지켜보도록 분부했으므로 그 자들이 돌아오는 대로 추
후에 아뢰겠으나 먼저 들은 바에 대해 별지 문서에 적겠습니다.
‘두렵게 생각하면서도 적은, 구상(口上)의 각서’
1. 부룬세미의 일은 다른 섬입니다. 듣자 하니 우루친토라고 하는 섬입니
다. 부룬세미는 우루친토보다 동북에 있어, 희미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1. 우루친토 섬의 크기는 하루 반정도면 돌아볼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높은 산이며 논밭이나 큰 나무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1. 우루친토는 강원도 에구하이란 포구에서 남풍을 타고 출범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1. 우루친토에 왕래하고 있는 건은 재작년부터임에 틀림 없습니다.
1. 우루친토로 왕래하고 있는 일은 관아에서는 모르고 있고 자기들 생계
를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비차구가 돌아오는 대로 물

１８

어 다시 상세한 것을 아뢰겠습니다.

왜관의 일본인 역관이 친히 지내는 조선인에게 들었다는 ‘우루친토’는 그
발음으로 보아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다음으로 ‘에구하이’인
데 훗날 안용복의 구상서에서 그의 출발지라고 기록 된 영해(寧海)에 요구
호이라는 토가 달려 있었으므로 ‘에구하이’는 영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
다.１９ 나카야마가 친히 지내는 조선인은 어부들이 영해에서 울릉도로 나가
고 있던 사실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울릉도
의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울릉도에는 큰 나무는 있지만
그 섬은 조선정부의 공도정책으로 인해 논밭은 황폐되어 있었으므로 이 점
은 정확하지 않다. 다음에 부룬세미인데 어미의 ‘세미’는 섬을 뜻하는 한국
어에서 나온 것 같다. 어두의 ‘부룬’의 뜻이나 한자 표기는 알려져 있지 않
다. 중요한 점은 부룬세미가 우루친토의 동북에 희미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안용복의 공술과 미묘하게 관계되는 부분으로 뒤에서 논의하기로 한
다.
이 조사 후 ‘다케시마 일건’ 교섭이 시작되지만 교섭 상대인 동래부 등이
울릉도 부속의 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다케
시마 기사』에 있다. 그것은 조선의 역관이 쓰시마번의 재판(裁判)인 다카세
하치우에몬(高瀨八右衛門)에게 말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２０

역관 주임이 이렇게 말했다.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울릉도를 가리키는데 그렇게 조정에 말하면 큰 일납니다. 그 방향에는 세
섬이 있는데, 하나는 울릉도, 하나는 우산도, 나머지 하나는 이름을 말하
지 않았습니다. 이중의 어느 것을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부르던 다케시
마로 정하고 다른 섬을 조선의 울릉도라고 한다면, 조정 쪽의 명분도 세
울 수 있고 일본 쪽에서도 잘 마무리될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우리들끼
리 의논하여 회답하였습니다.

１９

이 기록에서 우산도는 이름뿐이고 그 위치 등은 쓰여있지 않았다. 그러
나 이 때에 쓰시마번은 이미 우산도에 관한 정보를 인질로 삼은 안용복의
공술에서 다음과 같이 얻고 있었다.２１

인질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당시 질문했을 때 대답한 것으로 “이번에
나간 섬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번에 나간 섬의 동북에 큰 섬이 있었습니
다. 그 섬에 머물던 중에 두 번 보았습니다. 그 섬을 아는 자가 말하기를
우산도라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 본 적은 없지만, 대체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을릉도란 섬에 대
해서는 아직껏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질의 주장은 허실을
가리기 어려우니 참고로 아룁니다. 그 쪽에서 잘 판단해 들으십시오.

이 기록에서 ‘인질’이 “이번에 나간 섬 이름은 모른다”고 쓰여진 것은『다
케시마 기사』 전체의 문맥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용복 등은 그 섬의
이름이 ‘무루구세무’라고 몇 번이나 공술하였고 그것이 『다케시마 기사』의
7월 1일조 등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기사를 정리해 보면 우산
도에 관해 조일(朝日)간에 아래와 같은 인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이소타케)는 동래부 등에서는 울릉도라고 부
르고 있고 쓰시마번에서는 우루친토라고 듣고 있었다. 그러나, 안용복 등
의 어부들 사이에서는 그 이름 대신에 무루구세무(세미)라고 불리고 있
었다. 이 이름은 『세종실록』의 무릉도와 발음이 통한다.
2. 동래부에서는 울릉도 이외에 우산도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섬을 인식
하고 있었다.
3. 쓰시마번 역관이 이야기를 한 조선인은 울릉도 동북쪽에 희미하게 보
이는 부룬세미라는 섬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4. 어부들 사이에서는 울릉도에서 하루 정도의 항로 거리에 우산도라는
큰 섬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안용복은 그 존재를 동료에게 들었고,

２０

두 번이나 본 적이 있다. 안용복은 그 방향을 울릉도의 동북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우산도와 부룬세미는 공통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섬 모두 울릉도의 동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릉도에서 하루의 항로의 거
리에 있는 우산도는 희미하게 보인다는 부룬세미의 기술과 통한다. 따라서
부룬세미는 우산도의 가능성이 높다.

3. ‘부룬세미’의 해석
1) 이케우치 사토시의 해석

우산도와 부룬세미의 관계를 연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로 한다. 이케우치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２２

부룬세미는 울릉도의 동북에 희미하게 보이는 섬을(제1조 후반２３) 일
컫고 부룬세미는 울릉도와는 다른 섬이며, 울릉도는 우루친토를 가리킨다
는 것이 제1조 밑줄 부분２４의 취지이지 않을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것
으로는 다케시마와 부룬세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에 되지 않
는다. ・・・・・
부룬세미의 ‘세미’와 무루구세무의 ‘세무’는 아마도 ‘섬’을 의미하는 조
선어임에 틀림없다. ‘부룬’은 ‘울릉’ 내지는 ‘무릉’의, 그리고 ‘무루구’는 ‘무
릉’의 조선어 읽기로 보아 큰 차이는 없을 터이니 결국은 부룬세미나 무
루구세미도 역시 울릉도를 가리킨다.

이케우치는 “부룬세미는 울릉도와 다른 섬”이라는 나카야마의 취지를 이
해하면서도 다만 ‘부룬’과 ‘무릉’의 발음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간단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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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세미는 울릉도라고 결론지었다.

2) 다가와 고죠의 해석

다가와는 뜻밖에도 부룬세미는 우산도라고 주장했다. 뜻밖이라고 쓴 것은
그는 한일정부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일본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다가와는 한국정부가 참조한 『숙종실록』
등을 전술한 바와 같이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런 사람이 ‘취급주의’라는 경
고도장이 찍힌 연구논문 ‘우산도에 관해’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２５

요컨대 다카세 하치우에몬에게 말한 조선 역관의 이야기 중에 그 방향
에 3개의 섬이 있다는 설과, 안용복의 말과, 그리고 나카야마 역관이 물은
조선인의 말, 이 세가지가 문제가 되는 셈이다.
(A) 역관의 말로는 3개의 섬이 있다고 했을 뿐, 그 원근이나 방위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3개의 섬 중 하나는 울릉
도, 하나는 우산도라고 했다는 것이다.
(B) 나카야마 역관이 물은 조선인의 말로는 그 명칭은 틀렸다고 생각되지
만 울릉도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 동북에 존재한다고 했다는 것이
다.
(C) 안용복 등은 울릉도의 동북에서 실제로 두 번 목격한 섬을 우산도라
듣고, 그 거리는 대체 하루의 노정이고 큰 섬이라고 한 것이다. ・・・
만약 이 3개의 섬(울릉도, 죽서, 관음도)를 가지고 앞의 역관의 말에 비
정한다면 울릉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산도는 죽도(죽서)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산도는 앞에서 제시한 (B), (C)라는 말에 따르면 이 죽서는 너
무 가까이에 있다. 동북이란 방위에 구애 받지 않고 동방에서 섬을 찾으
면 동남쪽에 오늘날의 다케시마, 옛날의 마츠시마 즉 리얀쿠루섬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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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이다.
더구나 이것은 동서 두 섬으로 되어 있고 서도는 해발 약 157m 각 섬
을 합쳐서 총 면적 69,990평의 바위 섬이다. 그러므로 (C)에서 말했듯이
‘큰 섬’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바다 섬이란 희미하게 먼 곳
을 바라볼 때, 그 방향이나 크기가 틀리기 쉬운 점은 당시의 지식으로 판
단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울릉도에서 이 다케시마(리얀쿠루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카이(中
井) 교수 등의 다이쇼 8년(1919), 울릉도 식물 조사에 의하면, “울릉도 최
고봉 상봉에서 날씨가 청명한 날 다마고지마(卵島 리얀쿠루섬)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C)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개 이
조건에 맞는 것으로는 다케시마(리얀쿠루) 이외에는 찾을 수 없다. 즉 우
산도는 이 다케시마에 비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가와는 이 논문에서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우산도를 다케시마(리얀쿠
루) 즉 독도에 비정했지만 ‘취급주의’의 경고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그 후의
논문에서는 후반에 “그러나 우산도는 위에 게재한 (B), (C) ・・・” 이하의 문장
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하여간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여전히 혼란이 보이
지만 울릉 본도(本島)와 별개로 우산도란 섬이 알려지고, 또 위치는 정확하
지 않지만 어느 한 섬에 명명된 것은 사실이었다”고 결론을 애매하게 만들
었다.２６
다가와라고 하면 일찍이 『은주시청합기』에 쓰인 구절 “일본의 서북 땅은
차주(此州)를 한계로 한다”중의 ‘주’를 ‘섬’이라고 해석하고 다케시마와 마츠
시마가 일본 서북의 한계라고 해석해, 그것이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로 한
것이 상기된다. 그 설은 한국정부에게 반론을 받자, 일본정부는 재 반론을
포기한 듯싶다. 최근 차주(此州)는 은주(隱州)를 가리키고 다케시마와 마츠시
마가 아니라는 것이 이케우치에 의해 논증되어, 다가와의 견해는 아전인수
(我田引水)임이 드러났다. ２７ 그 다가와조차 우산도는 “다케시마(리얀쿠루)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은 만균(萬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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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를 지닌다.
다가와는 “바다 섬은 희미하게 바라볼 때, 그 방향이나 크기는 틀리기 쉬
운 것”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요점을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독도의 방
향을 말하자면 독도는 울릉도의 해안가에서는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보이
지 않으므로 그 방향을 알 수 없다. 독도의 방향을 확인하려면 두 가지 방
법이 있다. 하나는 날씨가 청명한 날에 울릉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서
희미하게 보이는 독도의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 때 비싼 나침반을
일부러 산에 휴대하지 않는 한, 방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태양이 남중
(南中)할 때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혹은 밤에 북극성의 방향을 잘 기
억하는 등 방향의 기준을 알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울릉도에서 독도 쪽으로 10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안용복 등 어부들이 날씨가 청명한 날에 어로를
쉬고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그들이 우산도를 본 것은
해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때 목격지점이 두 섬을 잇는 직선상이라면 휴대
했을지 모르는 나침반으로 우산도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장
소에서는 삼각 측량의 원리로 보아 두 섬까지의 각각의 거리와 방향을 모르
면 우산도가 울릉도의 어느 방향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덧붙여 말하자면,
안용복의 배에 나침반이 없었던 사실은 ‘무라카미 가문 문서’로 알 수 있
다.２８
이렇게 해상에서 멀리 떨어진 섬의 방향을 낮에 안다는 것은 육상에서 보
다 몇 배나 곤란하므로, 안용복이 우산도의 방향을 조금 어긋난 동북이라
본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독도의 방향을 구면(球面)
삼각법으로 계산하면 동쪽에서부터 18도 남쪽 측이고, 동북 방향과는 63도
의 차이가 있다.２９ 이러한 고찰로부터 부룬세미와 안용복이 본 우산도는 다
가와가 말하듯이 독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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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안용복의 제1차 도일사건

1. 안용복의 울릉도 도항
안용복의 제1차 도일사건을 조선과 일본 양국의 사서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조선의 사서로서 대표적인 『숙종실록』은 다
음과 같이 기록했다. ３０

계유년 봄에 울산(蔚山)의 고기잡이 40여 명이 울릉도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倭人)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2인을 꾀
어내 잡아서 가버렸다. 그 해 겨울에 대마도(對馬島)에서 정관((正官) 귤진
중(橘眞重)３１)으로 하여금 박어둔 등을 거느려 보내게 하고는, 이내 우리
나라 사람이 죽도(竹島)에 고기잡는 것을 금하기를 청했는데, 그 서신(書
信)에 이르기를,
“귀역(貴域)의 바닷가에 고기잡는 백성들이 해마다 본국(本國)의 죽도에
배를 타고 왔으므로, 토관(土官)이 국금(國禁)을 상세히 알려 주고 다시 와
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굳이 알렸는데도, 올봄에 어민(漁民) 40여 명이 죽도
에 들어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으므로, 토관이 그 두 명을 잡아두고 한
때의 증질(證質)로 삼으려고 했는데, 본국(本國)에서 이나바주(因幡州)의
태수(太守)가 동도(東都)에 빨리 사실을 알림으로써, 어민을 폐읍(弊邑)에
맡겨서 고향에 돌려보내도록 했으니, 지금부터는 저 섬에 결단코 배를 용
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금제(禁制)를 보존해 두 나라의 교의(交誼)로 해
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다.

『숙종실록』은 안용복·박어둔 두 사람이 처음부터 울릉도를 향해 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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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어둔은 귀국한 후 동래부(東萊府)에서 심문
받았을 때 “울진(蔚珍)에서 삼척(三陟)을 향하다가 표류(漂流)해 이른바 죽
도(竹島)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진술했다３２. 이 진술은 발뺌처럼 들
린다. 박어둔 등은 조정의 해금정책을 지키지 않고 출어했기 때문에, 그 죄
를 모면하기 위해 표류했다고 말한 것 같다. 그 당시 조선의 각지에서 울릉
도로 슬며시 나가는 배가 있던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런 상황을 좌의
정 목래선(睦來善)이 이렇게 말했다.３３

경상도 연해의 어민들은 비록 풍파때문에 무릉도(武陵島)에 표류했다고
하고 있으나, 일찍이 연해의 수령을 지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바닷가
어민들이 자주 무릉도와 다른 섬에 왕래하면서 대나무도 베어오고 전복도
따오고 있다 했습니다. 비록 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더러 이익을 취하려
왕래하면서 어채(漁採)로 생업을 삼는 백성을 일체 금단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저들이 엄히 조항을 작성해 금지하라고 하니 우리의 도리로는
금령(禁令)을 내려 포고(布告)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동해 연해의 수령은 어민들이 생업을 위해 무릉도에 자주 출어하던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안용복 등이 처음부터 전복을 따오는 것을 목적으로
무릉도에 왕래한 것은 『다케시마 기사』로도 뒷받침된다.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은 쓰시마번의 취조에서 출항의 목적을 “우리가 그 섬에(울릉도) 건
너간 것은 전복이나 미역이 굉장히 많다고 듣고 벌이를 위해 건넜습니다.
유선(類船)도 그렇습니다”라고 공술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출어한 자는 안
용복 일행만이 아니었다. 그는 유선인 “전라도 슌덴이란 곳의 배”와 “경상도
가토쿠란 곳의 배”도 울릉도에 4월 5일에 왔다고 말했다.３４ 그 해에 조선인
이 울릉도에 들어갔다는 것은 요나고(米子)의 상인인 오오야 가문 사공의
상세한 증언으로도 뒷받침된다.３５
조선인이 울릉도로 도해한 것은 이 해 뿐만이 아니고 전년인 1692년에도
있었던 사실이 『다케시마 기사』로 뒷받침된다. 안용복 등은 쓰시마번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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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대해 “우리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동료 중에
긴바타이라는 자가 작년 그 섬에 벌이로 한번 가 봐서 사정을 잘 알고 있었
으므로 우리들도 건너갔습니다”라고 말했다.３６
안용복은 쓰시마번의 심문에서 도해의 일정을 상세히 말했다. 그것에 따
르면 안용복 등은 1693년 3월 15일에 울산을 출항하고, 같은 날에 ‘부이카
이’에 도착해, 그 곳을 25일에 출발, 같은 날 영해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27
일에 바깥 바다에 나가고, 같은 날에 무릉도(다케시마)에 도착했다고 구술했
다. 그 섬에서 전복 등을 따던 중에 일본에서 출어하러 온 오오야 가문의
사공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 경위를 안용복은 이렇게 말했다.

‘조선인 진술서’ ３７
우리들이 그 섬(울릉도)에 있었을 때 조그마한 집을 만들고 그 집에 바
크토라히라는 자를 남겼는데 4월 17일에 7,8명이 탄 일본 배 한 척이 나
타나 그 집에 와서 바크토라히를 잡아 작은 배에 태우고 조그마한 집에
둔 보따리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안요구가 바쿠토라히를 육지로 데려오
기 위해 작은 배에 탔습니다. 바로 배가 떴습니다. 두 명 모두 본선에 실
리자 재빨리 출선했습니다. 오키국에 같은 달 22일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
이에는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안요구(안용복)는 일본인에게 잡힌 바쿠토라히(박어둔)
를 육지에 올리려고 일본인의 배에 탔으나 배는 곧 떠나 버렸고 둘 다 본선
에 옮겨져 일본에 연행되었던 것이다. 그 날을 안용복은 4월 17일이라 공술
했으나 그들을 연행한 오오야 가문의 사공 구로베에(黑兵衛)와 히라베에(平
兵衛)는 4월 18일의 일이라고 해 요나고에 도착한 후 아래와 같은 ‘오오야
규우에몬 사공 구상 각서(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覺)’를 돗토리번에 제출했
다.３８

(4월) 18일에는 소선(小船)에 수부(水夫) 다섯 명과 우리 두 명, 이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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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 명이 타고, 서쪽 포구에 가보았지만, 외국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북쪽 포구로 가보았더니, 외국 배 한 척이 정박해 있고, 임시로 작은
집을 만들고 있었고, 거기에는 외국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집 안을 보았
더니, 전복과 미역을 많이 거두어 놓았기에, 그 외국인에게 사정을 물어보
았으나 통역이 없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그 외국인을 배에 태우고 오
오텐구라는 곳을 찾아갔더니, 외국인 열 명 정도가 어렵을 하고 있었습니
다. 그 중에 말이 통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배에 태우고 전
에 북쪽 포구에서 태웠던 외국인을 배에서 내리고 그 외의 한 사람, 모두
두 외국인을 태우고 그 사정을 물었더니 3월 3일 이 섬에 고기잡으러 왔
다고 했습니다. 배는 몇 척인가 물으니, 세 척에 42명이 타고 왔다고 했습
니다.
다케시마는 거친 해변이기 때문에, 이쪽의 작은 배는 불안정합니다. 두
명의 외국인을 태우고 원래의 배(큰 배)로 돌아왔습니다. 앞의 외국인을
데리고 돌아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도 이 섬에 외국인이 있어, 다
시 이 섬으로 건너와 어렵을 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야단치고 협박하
면서 여러 번 말했는데도, 또 금년에도 와서 어렵을 하고 있어서, 이 후
에는 섬에서 어렵을 할 수 없습니다. 성가신 줄은 압니다만, 외국인이 오
지 말도록 말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외국인 두 사람을 데리고, 4월
18일에 다케시마를 떠나 오키국의 후쿠우라에 20일에 도착했습니다. ・・・・

안용복의 증언은 연행된 시점에서 4개월 이상 지나 행해진 것에 비해 사
공의 증언은 불과 10일 후의 일이므로, 날짜에 관해서는 사공의 증언이 맞
다고 생각된다. 이 연행사건에 대해서 박어둔도 동래부에서 비슷한 공술을
했다.『변례집요』에 의하면 그는 “왜인 7, 8명이 갑자기 와서 배에 태워 우
리를 잡아갔다”고 말했다.３９ 7개월 후 경상 감영(監營)은 박어둔 등 두 사람
은 총칼로 위협받고 잡혔다고 말해, 조정에 이렇게 보고했다.４０

(박어둔 등은) 표류해 무릉도에 이르렀다. 김덕생(金德生) 등 여섯 명은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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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몸을 숨기고 있었다. 박어둔 등 두 사람이 아직 하선하기 전에 왜인
여덟 명이 배에 와서, 도검(刀劍)이나 총으로 위협해 잡아 떠났다.

그 당시 일본의 오오야 ・ 무라카와 양 가문의 배는 강치 사냥을 위해 항상
돗토리번에서 총 일곱 자루정도를 빌리고 있었다.４１ 그 총이나 칼로 위협받
아 안용복 등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제1차 도일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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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용복이 가까이에서 본 독도
안용복은 울릉도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에 우산도를 두 번 보았다고 진술
했지만 그것은 멀리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안용복 등이 오오야 가문의
배로 연행당해 오키도로 갔을 때 그는 가까이에서 오늘날의 독도를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694년 1월에 동래부에서 취조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４２.

안용복의 공초 안에, 산형과 초목 등에 관한 말은 박어둔의 말과 한결
같은데, 끝에 “제가 잡혀 (백기주로) 들어올 때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날
저녁을 먹고 난 뒤 섬 하나가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도(울
릉도)에 비해 자못 컸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안용복 등이 납치된 섬 이름이 竹島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섬 이름을 안용복이 그대로 말했을 뿐이며 사실은 울릉도를
가리킨다. 그 섬에서 배로 하루 정도 걸리는 떨어진 곳에 안용복이 큰 섬을
보았다는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박어둔은 이 때에 배 멀미를 앓고 누워 있었
기 때문에 섬을 보지 못해 ‘다른 섬은 없었다’고 구술했다. 안용복이 보았다
고 하는 이 섬이야말로 오늘날의 독도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당시 오오야
ㆍ무라가와 양 가문의 배는 다케시마에 왕복하는 길에 항로의 안표인 마츠시
마(독도)를 경유하는 것이 통례였으며, 더구나 울릉도에서 일본 방향으로 배로
하루정도 떨어진 섬은 독도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그 때 오오야 가문의 배
가 마츠시마에 들렀던 것은 『인푸 역년 대잡집』에 “새벽에 마츠시마라는 곳
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４３ 이 자료에서는 마츠시마에 들렀던 것이
새벽으로 되어 있어 안용복이 말한 “저녁 식사 후”와 시간이 맞지 않지만, 그
것은 기억이 틀렸거나 필기를 잘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안용복의 공술에서 “다케시마에 비해 굉장히 크다”는 표현은 반드시 독도
에 들어맞지는 않지만,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과장된 표현이었으리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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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일찍이 시모죠는 그러한 ‘큰 섬’은 오키도 밖에 없다는 이유로 안용복
이 본 것은 독도가 아니고 오키도라는 설을 한때 발표한 일이 있었다.４４ 그
러나 시모죠는 최근에 그 설을 철회했는지 안용복이 본 섬은 울릉도의 바로
근처에 있는 ‘죽도(죽서)’라고 주장을 바꾸었다.４５ 시모죠는 그 이유로 안용
복의 증언 중에 ‘동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울릉도 저동(苧洞)의 동북에 있
는 섬은 죽도(죽서)밖에 없다고 단락적으로 결론을 지은 것이다. 그러나 해
상의 방향이 틀리기 쉬운 것은 이미 다가와가 지적한 바인데, 시모죠는 가
장 믿기 어려운 ‘방향’에 대해 기술한 것만 의거하고, 보다 신뢰성이 있는
증언인 ‘하루의 거리’를 무시했다. 이처럼 마음대로 자료를 취사 선택한다면
어떠한 결론도 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결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
위도 없다.

3. 오키국(隱岐國)에서의 안용복
1693년 4월 20일, 일본의 오오야 가문의 배에 의해 연행된 안용복 등은
오키도 후쿠우라(福浦)에 도착했다. 도착한 날을 『다케시마 기사』는 안용복
의 공술에 따라 4월 22일이라 했지만, 오오야 가문의 사공은 20일이라고 했
으므로 20일이 옳다고 생각된다. 오키도는 오오야ㆍ무라카와 양 가문이 다
케시마(울릉도)로 도해할 때 바람을 기다리던 섬인데 거기에는 도해의 안전
을 기원하는 신사(神社)까지 세워졌다. 그 당시 오키국은 에도막부의 직할지
였다. 오키국의 번소(番所, 관아)에서 안용복과 그를 연행한 오오야 가문의
사공들은 취조를 받았다. 번소는 사공들에게 조선인을 연행한 경위를 써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사공들은 조선인에게 직접 물으라고 하며 거부했다.
번소도 이를 납득하고 안용복 등을 직접 심문했다. 그 때 안용복이 구술한
내용이 ‘당인(唐人, 외국인을 말함) 두 사람 중 통역의 진술’로서 아래와 같
이 기록되었다.４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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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명 중 통역의 말
통역

이름은 안헨치우

나이 43

주소는 조선의 돈넨기라는 곳
하인

이름은 도라헤
주소는 같은 울산의 자(者)

삼계(三界)의 샤쿠완에서 전복을 따오라는 분부를 받았는데 어느 나라(지
방)에서 따오라는 명은 없었던 듯. 작년에 온 자는 다케시마로 갔다고
들었으므로 다케시마에서 미역이나 전복을 딴다고 말함.
이 두 명의 조선인이 가슴에 건 명찰의 문자는 아래와 같음・・・・

이 문서에 의하면 안용복은 일본어의 통역으로 일행의 이름이나 주소,
나이, 울릉도로 나간 경위 등을 대답했다. 안용복은 그 섬에 간 목적을 샤쿠
완의 명령으로 전복이나 미역을 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취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안용복 등의 신분을 증명하는 호패가 필사된 점이다. 그
것이 후대의 자료인 『다케시마 고(考)』나 『인푸 역년 대잡집』등에 기록
되어 있다. 그 기록에 근거하여, 안용복은 서울에 사는 오충추의 사노비로서
성은 없고 이름은 용복(用卜)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４７ 안용복의 개인정보
가 드문 가운데 이것은 귀중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취조 후 번소는 안용
복 등에게 술통을 주었다고 한다. ４８ 이로 미루어 보건대 취조는 온화하게
끝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23일에 안용복 등을 태운 오오야 가문의 배는
오키의 도젠(島前)으로 가고, 도젠 출신의 어부들을 내렸던 것 같다. 26일에
그 곳을 출발해 이즈모국(出雲國)의 나가하마(長浜)로 들렀다가, 27일에 요나
고에 도착했다. 그후 안용복 등을 조사한 번소는 보고하기 위해 「조선인 구
술서(朝鮮人口述書)」를 작성하여 대관소(代官所)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로 온 세 척의 배 중 한 척은 3월 27
일에 부산을 출항해, 그 날에 다케시마로 왔다. 그 배의 인원은 사공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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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치우를 비롯해 선원이나 대장 ・ 목수 등 열 명이고, 그 중 야가이 등 세
명은 작년에도 온 적이 있다. 배에는 쌀 10섬과 소금 3섬이 있었다. 다른
배에는 17명과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의 확실한 이름은 거의 모른다.
15명이 탄 배 중의 한 명은 작년에도 온 적이 있다.

이 구술서에 의하면 안용복은 무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
던 모양이다.

4. 돗토리번(鳥取藩)에서의 안용복
４月２７日 안용복 등은 돗토리번 호키국의 요나고에 도착했다. 조선인
연행에 관한 보고는 요나고 성에 체재하고 있던 가로 아라오 슈리(荒尾修
理)를 통해 번청(藩庁)이 있는 돗토리부(鳥取府)에 4월 28일에 전해졌다. 번
청은 번주가 체재하는 에도의 돗토리 번저(藩邸)로 파발꾼을 보내는 한편,
에도막부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외국인을 오오야 규우에몬집에 감금시
켜 야마토조(大和組)에게 경비를 명했다. ４９ 파발꾼은 5월 9일에 에도 번저
에 도착했다. ５０ 다음 날에 번저의 문역(聞役)인 요시다 헤이마(吉田兵馬)가
막부의 최고 실무 책임자인 월번 노중(月番老中)I인 쓰치야 사가노카미(土屋
相模守)에게 ‘조선인 구상서’와 ‘무라카와 ・ 오오야 사공의 구상서’를 가져가
이 사건을 보고하고 사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무라카와 ・ 오오야 사공의
구상서’란 앞에 서술한 ‘오오야 규우에몬 사공 구상서’를 가리키는 것 같다.
노중의 지시는 13일에 에도의 돗토리 번저에 전해졌다. 그 내용은 조선인을
외국과의 통상을 다루는 나가사키 봉행에게 넘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
가사키로 보내는 사자(使者)의 총 수는 재작년에 이국선을 나가사키로 보냈

I

에도시대, 정치의 실무는 도쿠가와장군에 직속되는 4, 5명의 노중(老中)이 매월 교대로 맡았다.

당번인 노중은 한 명으로, 월번 노중(月番老中)이라 불렸으며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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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때와 똑같이 하라고 노중은 상세하게 지시했다.５１ 노중의 지시대로 번저
는 나가사키 봉행에 보낼 서한과 나가사키로 가는 사자가 가져갈 구상서를
5월 16일에 작성해, 그것들을 파발꾼이 돗토리 번청으로 가져갔다. 그 중에
서 번주(藩主) 마쓰다이라 호키노카미(松平伯耆守)가 나가사키 봉행에게 보
냈던 구상서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돗토리번이 노중에게 제의한 내
용에 대해서도 서술해, 금후 조선인이 다케시마로 오지 않도록 하고 지금처
럼 다케시마의 전복을 노중에게 헌상(獻上)하고 싶다는 제의를 노중이 들어
주었다고 적었다.５２
노중의 뜻을 전하는 에도 번저의 파발꾼은 5월 26일에 돗토리 번청에 전
달되어 번청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조선인을 나가사키로 보내는 사자는
만일의 경우를 고려해 야마다 헤이자에몬(山田兵左衛門)과 히라이 진우에몬
(平井甚右衛門) 두 명으로 하고, 동행하는 의사는 치쿠마 겐세키(竹間玄碩),
이송 담당은 요나고조(米子組) 중 두 명을 충당했다. 또, 나가사키로 가는
길로서, 해로는 위험하므로 육로로 정했다. 조선인의 이송에 돗토리번이 신
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５３ 이렇게 신중한 이유는 돗토리번으로
서는 에도 막부와의 약속은 절대적이고 추호의 어긋남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번주 마쓰다이라 호키노카미
(이케다 미쓰나카, 池田光仲)는 원래대로라면 비젠(備前) 오카야마번(岡山藩)
을 이어가고 있을 상황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중요한 오카야마번을
맡길 수 없다는 에도 막부의 판단으로 인해 녹봉을 줄여 돗토리번으로 전봉
(轉封)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는 에도 막부의 명령이니 일
단 명을 받은 이상 만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보내기로 결정했으므로, 그 준비를 위해 안용복
등은 돗토리 성하(城下)에 이송되었다. 이송 때에는 함부로 구경하러 나가지
말라는 명이 내려졌다. 조선인이 난폭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특
히 여자나 어린아이들의 구경은 금지되었다.５４ 그 때까지 안용복 등은 요나
고의 오오야 저택에서 외출을 금지 당하고 그 대신에 술을 하루에 3승(5.4
리터)까지 허락받는 감금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５５ 혹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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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운에 한바탕 소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6월 1일에 안용복 등은 이나바국의 돗토리 성하에 도착해 중신인 아라오
야마토(荒尾大和) 저택에서 하루 밤을 지냈다. 다음 날 같은 중신인 와다 시
키부(和田式部), 쓰다 쇼우켄(津田將監), 이케다 휴우가(池田日向) 등 세 명이
나란히 아라오 저택을 방문해 안용복(안핑샤) 등과 만났다. ５６ 그 목적이나
면담에 관해 상세한 기록은 없으나, 나이토 세이츄에 따르면 중신들은 호기
심에서 만난 것이 아닌가하고 다음과 같이 추측했다.５７

돗토리번의 중신 네 명이 모여 안핑샤를 만났다. 이미 요나고에서 취조
가 이루어진 데다가, 막부에서 나가시키로 송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돗토리에서는 더 이상 취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호기심에
서 중신 네 명이 함께 나온 것일까.

안용복 등은 중신들과 만난 직후 정회소(町會所)로 옮겨져, 6월 7일에 나
가사키로 출발했다. 나가사키에는 이미 결정된 수행자 이외에 조선인을 위
한 요리인 1명, 가마를 매는 족경(足輕)이 조선 사람 한 사람당 4명씩 수행
했다.５８ 따라서 일행의 총 인원은 16명이 되었다. 일행은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 각지에서 접대를 잘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５９.
그 사이에 에도 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의 조사를 시작했다. 5월 21일에
감정봉행(勘定奉行) 마쓰다이라 미노노카미(松平美濃守)는 돗토리 번저에 다
케시마 도해에 관한 질문을 했다. 번저는 곧 대답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해서
는 다음 날 회답서를 제출하고, 돗토리에 질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해
서는 한 달 후인 6월 27일에 회답서를 제출했다. 두 번에 걸친 회답서에서
도해 면허는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郞五郞)의 알선으로 노중의 봉서(奉書)를
받아서 행했던 것이나, 오오야ㆍ무라카와 양 가문이 도쿠가와(德川) 장군 가
문의 문장(紋章)을 배에 세우고 도해했던 것, 그 문장 덕분에 조선에 표류했
을 때 쉽게 일본 배임을 알고 쓰시마를 통해 송환되었던 것, 돗토리번이 막
부에게 헌상한 전복은 다케시마의 전복이었다는 사실 등이 적혀 있었다.６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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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다케시마는 돗토리번의 지배지가 아니라고
명언해 “다케시마는 이도(離島)로서 사람이 주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
호키노카미가 지배하는 땅도 아니다”라고 회답한 점이다.６１ 돗토리번은 다
케시마 도해가 막부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케시마는 막부의
관할 하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돗토리번으로서는 그런 장소에
조선인이 왕래하여 전복 등을 따고 일본인 어부의 방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직접적인 관리자인 막부에게 조선인의 왕래 금지를
요구한 것이다.

5. 조선 역사서가 본 안용복 연행사건
조선 역사서가 안용복 연행사건을 어떻게 기술했는지를 간단히 보기로 한
다. 먼저 안용복 연행사건으로부터 77년 후에 간행된 『동국문헌비고』를 살
펴보기로 한다. 이 책은 안용복의 공적으로서 “백기주(伯耆州)의 태수는 마
침내 관백에게 상담해, 안용복 등에게 서계(書契)를 만들어 주면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안용복
이 귀국한 후에 비변사에서 공술한 내용을 거의 믿고 기술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잘못된 어구를 지적하고자 한다. ‘호키주’란 호칭은 적당하지 않
다. 보통 ‘호키’ 또는 ‘호키국’, ‘백주(伯州)’라고 불린다. 혹은 번 이름이면
‘돗토리번’이라 한다. 다만 번 이름이 일반화된 것은 메이지 시대 이후이고,
에도 시대에 번 이름은 거의 쓰여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돗토리
번’이나 ‘쓰시마번’이라고 했다. 돗토리번은 호키국과 번청이 놓여 있던 이
나바국을 지배했다. 한편 에도 막부의 최고 권력자는 정식으로는 ‘정이대장
군(征夷大將軍)’ 약칭하여 ‘장군’이라 불렸다. 따라서 안용복이 말하는 ‘관백’
은 ‘장군’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동국문헌비고』는 안용복 사건으로부터 77년이나 경과된 후에 쓰여
졌기 때문에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비해

３６

『숙종실록』
은 같은 시대의 기록으로서 보다 중요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숙종실록』은『동국문헌비고』와 달리, 안용복 등의 공술에 상당히 회의적
이다. 특히 ‘서계’에 관한 안용복의 공술로서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의 땅이라 하고, 관백의 서계까지 받았다”라고 소개
했으나６２, 『숙종실록』 나아가서 조정은 그 말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안용복의 공술에 회의적이었다. 특히 1694년에 접위관으로 부임하여 동
래부에서 안용복 등을 직접 심문한 적이 있는 유집일(兪集一)은 안용복이
말한 “호키주(伯耆州)에서 준 은화(銀貨)와 문서(文書)를 대마도(對馬島) 사람
이 겁탈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신용하지 않았다. 유집일은 그 이유를 다음
과 같이 말했다.６３

근년 동래에 봉사(奉使)했을 때 안용복을 추문(推問)했더니, 그가 말하기
를, “호키주에서 준 은화(銀貨)와 문서를 쓰시마 사람이 겁탈했다.” 했는데,
이번 그가 호키주에 정문(呈文)한 데에는, “쓰시마 사람이 2천 금(金)으로
나를 속(贖)바치고 본국(本國)에 내보낸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 은은 본국
에서 받겠다고 했다.”고 했으니, 전후에 한 말이 매우 어그러집니다. 또
쓰시마는 본디 속은(贖銀)을 와서 거둔 일이 없고, 임술 약조(壬戌約條)도
비밀에 관계되는데, 안용복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왜인은
모두 죽도(竹島)가 호키주의 식읍(食邑)이라 하므로, 안용복이 한 번 말했
다 해서 조선 땅이라 쾌히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용복의 정문 가
운데는 울릉도는 본국 땅이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왜인이 문답한 문서와
안용복을 내보낸다는 문서에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은 매우 의심스러우니, 다시 핵사(覈査)해 실정을 알아 낸 뒤에 죄를 논하
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유집일은 일본이 ‘호키주의 식읍’으로 하고 있는 다케시마에 관해 외교
사절도 아닌 납치 당한 한 어부가 아무리 영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니, 안용복에게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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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인정하는 서계를 써 주었을 리가 없다고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집일
의 통찰력은 맞다. 안용복의 공술을 신용하지 않은 최고 권력자인 영부사
(領府事) 남구만도 마찬가지였다. 남구만은 이렇게 말했다.６４

안용복이 계유년에 울릉도에 갔다가 왜인에게 잡혀 호키주에 들어갔더
니, 본주(本州)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公文)을 만들어
주고 증물(贈物)도 많았는데, 쓰시마도를 거쳐 나오는 길에 공문과 증물을
죄다 쓰시마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나, 그 말을 반드시 믿을 만하다고 여
기지는 않았습니다

남구만은 안용복이 3년 후 자청해 도일하자, 그 정열을 평가해 안용복의
말을 믿게 되었지만, 조정에서는 안용복이 말하는 “호키주에서 준 은화(銀
貨)와 문서” 이야기를 거의 아무도 신용하지 않았던 듯하다. 이렇게『숙종실
록』에서는 안용복의 공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6. 안용복은 에도(江戶)로 갔는가?
안용복 연행사건을 계기로 조정과 쓰시마번 사이에 일본이 말하는 ‘다케
시마 일건’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 교섭에 안용복의 언동이 큰 영향을 미쳤
다. 특히 안용복의 일본에서의 족적이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용복
등은 에도에 가서 후하게 접대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교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정은 안용복 등의 공술로 안용복 등은 에도로 가서 노자(路資)를 받는
등 후한 접대를 받았다고 이해했다. 그 반면에 쓰시마번이 안용복 등을 냉
대한 것은 에도 대군(大君)의 의사와는 다르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대
우의 차이에 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쓰시마번의 교섭 태도를 그렇게 이
해했다. 즉 쓰시마번이 조선의 서한에서 ‘폐경지울릉도(弊境之鬱陵島)’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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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을 삭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쓰시마번이 에도 막부의 뜻과는
달리 독선적으로 ‘다케시마 일건’의 교섭을 하고 있다는 불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６５ 그러한 배경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안용복 등은 과연 에도
로 갔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 정부의 견해에 부합이라도 하듯이 일본의 일부 자료에서는 안용복
등이 돗토리번에서 에도 막부로 보내졌다는 기술이 있다. 그 대표적인 자료
중의 하나가 오오야 가문의『다케시마 도해 유래기 발서』이다. 그 기록은 겐
로쿠 7년(6년의 잘못) 오오야 가문이 안용복과 박어둔을 연행한 사건의 후
일담을 이렇게 적고 있다.６６

돗토리부(鳥取府)에서 조사한 후에 조선인을 에도부(江戶府)로 인도했다.
에도부에서 심문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로 기록이
있으므로 이것을 생략한다.

이처럼 『다케시마 도해 유래기 발서』는 안용복 등이 에도로 갔다고 기록
하고 있으나, 그 신뢰성은 의문이다. 이 책은 ‘다케시마 일건’ 후, 150년 이상
경과한 1868년에 오오야 가문의 자손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틀린 기술도
많다. 예를 들면 위의 구절에서 연호를 겐로쿠 6년이라 해야 되는데 7년으
로 잘못 쓰고 있는 점이나, 또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받은 해를 겐나(元和)
4년(1618)으로 하고 있으나, 이케우치의 연구에 의하면 1625년이 맞다.６７ 이
처럼 이 책은 전반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고 신뢰성이 낮은 사료이므로, 그
대로 믿을 수는 없다. 다른 사료와의 대조가 필요하다. 다른 사료 『이본 호
키지(異本伯耆志)』에도 “이인(異人)을 에도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６８
그 사료는 제목에도 있듯이 ‘이본’이므로 참고 정도의 가치만을 지닌다. 본
래의 『호키지』에 그러한 기술은 없다.
이와는 달리 공적인 사료, 예를 들면 돗토리번의 『하카에초우』나 『어용
인 일기』 등에는 안용복 등의 에도 행을 시사하는 기술은 전혀 없다. 더구
나 지금까지 상세히 써 온 것처럼 돗토리번이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보낸

３９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에도로 갔다는 설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편 조선의 사서인『숙종실록』에 안용복 등의 에도 행을 인정하는 기사
가 있다. 그것은 에도로 끌고 간 어민을 에도의 대군(장군)이 후하게 접대한
것을 감사하는 쓰시마번 앞으로 보낸 서간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６９

우리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울릉도)에 갔는데, 의외에도 귀국(貴國)
사람들이 멋대로 침범해 와 서로 맞부딪치게 되자,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
들을 끌고 에도까지 잡아갔습니다. 다행하게도 귀국 대군이 충분히 사정
을 살펴보고 많은 노자(路資)를 주어 보냈으니, 이는 교린(交隣)하는 인정
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기사를 근거로 삼아 안용복 등의 에도 행을 믿는 연구자가
많은 듯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서한을 받은 쓰시마번이나 에도 막부를
비롯해 최근의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에도 행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를 사료에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쓰시마번의 『다케시마 기사』는 조선
에서 받은 위의 서간을 기록한 기사에서 ‘인질’인 안용복 등의 에도 행을
부정하는 견해를 이렇게 적었다.７０

인질 두 명은 에도로는 안 갔지만, (조선의) 서한에 이렇게 기재된 것은
두 명이 나가사키를 에도로 착각해, 조선에 돌아가서 에도에 보내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쓰시마번은 서한을 받은 직후에는 안용복 등이 나가사키를 에도로 착각했
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선과의 교섭 과정에서 안용복 등은 “이나바의 성
부(城府)를 에도로 착각한 데서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７１
이 견해는 겐로쿠(元祿) 8년(1695), 12월에 쓰시마 번주의 후견인(後見人)인
소우 교부타이후(宗刑部大輔)７２가 에도로 갔을 때 제출한 ‘구상지각(口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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覺)’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７３

재작년에 다케시마에서 붙잡은 조선인 2명을 그 나라로 돌려보냈는데,
어민들은 이나바부(因幡府)를 에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동부(東部,
에도)에서 나가시키까지 가는 도중에 좋은 접대를 받았는데, 쓰시마노카
미(對馬守)에게 간 이후 경호를 엄하게 받으면서 송환에 이르게 된 일에
대해서는, 상부의 생각과는 달리 쓰시마노카미의 사견으로 이렇게 다루어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다케시마로
조선인이 가지 않도록 요청한 것도 쓰시마노카미의 사견으로 요청한 것이
라고 그릇된 추측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견해에 물론 막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쓰시마번이나 이나바국
을 통치하는 돗토리번, 그리고 에도 막부도 안용복 등의 에도 행을 부정했
던 것이다. 또 안용복 등이 에도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일정상으로도 무리가
있다. 돗토리와 에도 사이의 이동 소요 일수는 『어용인 일기』에 명확히 기
록되어 있다. 겐로쿠(元祿) 1년(1688), 돗토리 번주가 에도에서 돗토리로 이동
했을 때는 19일, 겐로쿠(元祿) 3년의 경우는 20일, 겐로쿠 5년의 경우도 20일
이 걸렸다. 한편, 쓰시마에서 에도까지는 36일 걸리므로,７４ 나가사키에서 에
도까지도 비슷한 일 수가 걸린다. 안용복은 6월 7일에 돗토리를 출발해 나
가사키에 30일에 도착했으니 이동에 23일 걸린 것이 명확하므로, 이 사이에
에도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일정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7. 나가사키(長崎)에서의 안용복
1693년 6월 30일에 돗토리번의 사자는 안용복 등을 데리고 무사히 나가사
키에 도착했다. 이를 『다케시마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７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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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두 명이 5월 7일에 이나바(因幡)를 출발. 6월 그믐에 나가사키에
도착. 이나바에서 호송해 온 사자는 마쓰다이라 호키노카미의 가신 야마
다 헤이자에몬과 히라이 진우에몬. 총 인원 약 십 여명이 수행했다.７６ 조
선인은 가마에 태워 보내졌다.

이 기사에서도 안용복 등은 가마에 태워 보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들
이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도착한 다음 날에 나가사키
봉행소에서 가와구치 셋쓰노카미(川口攝津守)와 야마오카(山岡) 쓰시마노카
미(對馬守) 두 명의 봉행이 참석해, 쓰시마번의 나가사키 유수거역(留守居役)
인 하마다 겐베에가 같은 번의 역관을 통해 안용복 등을 심문했다. 그 때
안용복 등이 구술한 내용은 돗토리번이 작성한 ‘조선인 구술서’와 틀린 점
이 없는지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용복의 나이가 문제되었다. 돗토리번의
문서에서는 43세로 되어 있는데, 나가시키에서는 40세라고 했으므로 그 차
이를 추궁받았다.７７ 안용복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면밀히 점검받은 뒤에 ‘조선인 2인 진술’이 아래와
같이 만들어졌다.７８

1. 조선국 경상북도 동래군 부산포의 안요쿠호키와 울산의 박토라히라는
자입니다. 우리들은 울산이라는 곳에서 다케시마라는 곳으로 전복이나 미
역을 따러 3월 11일에 출범해 25일에 영해(寧海)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영해를 27일 아침 진(辰)시에 출발해 유(酉)시에 다케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전복이나 미역을 따려고 머물고 있었는데, 일본인이 4월 17일에 우리들이
있는 곳에 와서 옷과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둘을 그들의 배에 태우고 즉
각 오(午)시에 출범하여, 돗토리에는 5월 1일 미(未)시에 도착했습니다. 항
상 다케시마에는 전복이나 미역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배에 열
명이 타고 영해까지 왔는데 열 명 중의 한 사람이 병들었으므로 영해에
내려두고 아홉 명이 타고 다케시마로 왔습니다. 열 명 중 아홉 명은 울산
사람, 한 명은 부산포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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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들이 탄 배와 유선(類船)은 세 척이고, 그 중 한 척은 전라도의 배
라고 들었습니다. 인원은 17명이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척은 15
명이 탔고 경상도의 가덕(加德)이란 곳의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는 일본 배에 잡혀 왔으므로, 그들이 즉각 조선에 돌아갔는지 전후의 일
은 모릅니다.
1. 이번에 우리가 전복을 따러 온 섬은 조선국에서는 무루구세무라 합니다.
일본 땅 다케시마라고 불린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1. 이번에 여기까지 올 때 경호하는 사람들에게 접대를 잘 받고 왔습니다.
옷감이나 목면, 의류 등도 받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나바에서 구상서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1. 우리들은 언제나 좋은 운수를 빕니다.
1. 박토라히는 34세, 안요쿠호키는 40세입니다. 그런데 이나바에서 43세라
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틀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공술을 한 시기는 나가사키에 도착한 다음 날인데, 안용복은 이동 중
의 대우에 만족하고 있었으므로 취조에 대해 아무 꺼림없이 진술했다고 볼
수 있다. 공술 중에서 안용복은 그들이 전복을 딴 섬을 무루구세무라고 부
르고 있으나, 그것이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
음 알았다고 말했다. 우산도에 관한 것은 ‘조선인 2인 진술’에는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안용복 등이 무릉도 등에 관해 영토 주장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또 안용복 등이 돗토리번에서 영토 주장을 했다는 기술도
보이지 않는다. 심문 때 안용복 등이 가지고 있는 물건 검사가 이루어져 돗
토리번에서 받은 물건이 기록되었는데, 그 속에 돗토리번의 ‘서계’ 등은 없
었다.７９
이 ‘조선인 2인 진술’은 돗토리번의 구상서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 확
인되었으므로 안용복 등은 쓰시마번의 하마다 겐베에(濱田源兵衛)에게 맡겨
졌다. 그러나 막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안용복 등을 완전히 쓰시마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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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하는 것은 보류되었다. 원칙적으로 나가사키 봉행소의 관할 하에 놓여
졌던 것이다.

8. 쓰시마번(對馬藩)에서의 안용복
1693년 8월 13일에 에도 막부에서 조선인을 쓰시마번으로 넘기라는 명령
이 내려졌으므로, 나가사키 봉행은 안용복 등을 완전히 쓰시마번으로 넘겼
다. 그 때 봉행은 이번에는 보통의 조선 어민과는 다르므로 나가사키 체재
중의 비용은 내지 않을 것을 통고했다.８０ 안용복 등을 표류민이 아닌, 일본
의 영역을 침입한 죄인 취급을 한 것 같다. 9월 2일에 안용복 등은 쓰시마
부로 보내졌다. 일설에는 안용복이 탄 배가 9월 3일에 쓰시마에 도착했다고
한다.８１ 9월 4일, 안용복은 바로 쓰시마번의 조사를 받았다. 그 때의 안용복
의 공술 내용은 나가사키에서의 ‘조선인 2인 진술’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다
음과 같이 새로운 공술이 더해졌다.８２

・ 배에 탄 아홉 명의 이름이나 출신지. 안용복 이외는 울산 출신.
・ 영해와 무루구세무(무릉도)간의 거리는 50리(200km).
・ 작년, 울산의 긴바타이 등 20명이 그 섬으로 건너갔다. 이번에는 긴바타
이의 안내로 왔다.
・ 경상도 가덕의 배는 두 명이 예전에 온 적이 있다.
・ 그 섬(무릉도)이 일본 것인지, 조선 땅인지는 전혀 모른다. 일본에 건너
가서 일본 땅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
・ 돗토리를 출발해 26일에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도중에 곳곳에서 좋은
접대를 받았다. 밥은 된장국에 7, 8접시의 요리가 나왔다. 둘 다 가마에
태워져 나가시키에 왔다.

마지막 항목에서 “돗토리를 출발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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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이 아니라 필기자의 지식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안용복
자신은 나가사키로 올 때의 출발 지점을 돗토리가 아니라 에도라고 믿고 있
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중에서 성대한 접대를 받았던 것은 에도 ‘관백’의
은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좋은 대우가 돌변해, 쓰시마번에
서 안용복 등은 냉대 받고 조선인 숙소에서 엄한 감시하에 놓여 외출도 금
지되었다. 심지어 쓰시마번은 안용복 등을 ‘인질’로 삼아 조선에 보낸 서한
에도 그렇게 표현했다.８３ 안용복 자신도 귀국 후에 쓰시마에서 결박되었다
고 공술했다.８４ 안용복은 쓰시마번의 학대를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이 3년 후에 자청해 도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된 것이다.
안용복을 심문한 직후 쓰시마번 내부에서는 막부가 내린 명령의 배후에 관
해 의심하는 목소리가 일어났다. 만약 막부가 다케시마를 호키국의 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일찍이 다케시마에서 야자에몬 등을 잡는 것은 호키국에
명령했을 것이다. 이를 쓰시마번에 명령한 것은 막부가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
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를 막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덴
류인(天龍院)에서 그의 측근인 가노 고노스케(加納幸之助)를 통해 제출되었
다.８５ 그러나 그 때의 중론은 막부의 명령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었
고, 그 이상의 의논은 없었다. 쓰시마번으로서도 막부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
이므로, 설령 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라 해도 명령에 따라 그 섬에 조선인이 들
어가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선에 요구하는 방침을 결정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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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다케시마 일건’교섭

1. ‘다케시마 일건’ 교섭의 개시
1693년 11월 1일, 쓰시마번의 가로인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左衛門, 橘眞
重)은 안용복 등을 연행해 부산의 절영도에 도착한 뒤, 다음 날 왜관에 들
어갔다. 다다는 공의(公儀, 막부)의 명이라는 명분으로, 꺼려하는 동래부를
설득해, 대차사(大差使, 差倭) 정관(正官)의 자격으로 ‘다케시마 일건’ 제1차
교섭에 임했다. 이에 대해 조정은 대차사와 동격인 접위관(接慰官)으로 홍문
관 교리인 홍중하(洪重夏)를 중앙에서 임시로 파견해, 동래부사와 함께 교섭
에 임하도록 했다. 양자의 회담은 12월 10일 왜관에서 열려, 그 때 안용복
등이 조선측으로 인도 되었다. 그 자리에서 다다는 쓰시마 번주인 소우 요
시츠구(宗義倫)의 서간을 넘겨 주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이어 조선의 어민
들이 일본의 다케시마에서 어로를 했으므로, 어민 두 명을 구속해 증거를
위한 인질로 삼았다고 말하고, 막부의 명에 따라 그 어민을 돌려 보내고, 앞
으로는 조선인이 다케시마에 왕래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８６

이에 대해, 조선측은 어민에게 ‘폐경지울릉도(弊境之欝陵島)’ 등 외양
에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실상과, 어민이 일본의 다케시마로 들어간
것을 우호의 정으로 돌려 보내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 어민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표류할 수 있다는 것, 멀리 국경을 넘어 뒤섞여 고기잡
이를 하는 것은 법으로 징계할 일이라는 것, 바야흐로 범인을 법률에 의거
해 징계하려 했던 것, 이후에는 처벌을 엄하게 하고 단속할 것 등을 쓴 회
답서를 보냈다.８７
이 때 조정은 마치 다케시마와 울릉도가 다른 섬인 것처럼 회답을 했
는데, 이것은 유화(宥和)정책 때문이었을 뿐, 처음부터 다케시마와 울릉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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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섬이라는 것을 알면서 회답한 것이다. 조정은 이제까지 신경쓰지 않았
던 섬 때문에 일본과의 우호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한 한편, 울릉도에 일본
인이 살게 되는 것도 걱정이었다. 그러므로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남기는
방침 아래８８ 홍중하 등은 궁여지책으로 다케시마와 울릉도가 다른 섬인 것
처럼 꾸미는 2도 2명책(二島二名策)을 궁리해내어, 회답서에 ‘폐경지울릉도’
라는 구절을 넣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 취지를 쓰시마번에게 예고까지 하고
있었다. 11월 19일 훈도(訓導) 변동지(卞同知)가 재판(裁判) 다카하시 하치우
에몬을 방문하여 이렇게 고했다.８９

원래 다케시마는 조선의 울릉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말하
듯이 일본에게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또 조선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
습니다. 그러므로 섬이 두개 있으니, 하나는 울릉도, 하나는 다케시마로
정해야 한다고 말하겠다는 것이 판사(判事)들의 말투였습니다. 접위관의
주장도 틀림없이 같을 것입니다. 버려 두던 섬이지만 반드시 울릉도의 일
에 언급하게 될 형세입니다.

접위관의 시나리오를 미리 파악한 정관 다다 요자에몬은 회담에서 조선의
유화정책을 일축하고, 다케시마 즉 울릉도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영토가
되었으니, 조선인의 섬 왕래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다음과 같은 강경한
주장을 했다.９０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예전에 울릉도는 조선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이후는 일본에 속하고, (일본의) 다케시마는 즉 울릉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의 섬을 두개로 하여, 하나는 다케시마, 하나는 울릉도로
했으니, 만약 다시 또다시 조선인이 이 섬에 오는 일이 생긴다면 아주 큰
일이 될 것 입니다. 전부터 울릉도에 가면 안 된다는 법제가 있었으므로,
일본의 다케시마로 가지 않도록 거듭 단단히 분부하신다는 대답을 해주면
쉽게 끝날 일입니다. 회답서에 쓸 데 없이 울릉도라고 쓴 것은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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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일이고, 훗날 조선 입장에서도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접위관께서
는 잘 생각하시고 아뢰기 바랍니다.

쓰시마번은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계속적인 지배를 주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하는 ‘폐경지울릉도’라고 쓰인 조선의 서한
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구절의 삭제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응수가
이어졌지만 교섭이 결렬되어, 1694년 2월 22일, 다다 요자에몬은 왜관을 떠
나 귀국했다.９１ 그 때문에 임시 직책인 접위관 홍중하도 그 임무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제1차 교섭이 끝났다.
그러나 다다는 윤 5월 13일에 다시 대차사(差倭)로서 왜관에 왔다.９２
그 목적은 문제가 되었던 ‘폐경지울릉도’ 구절의 삭제를 요구하는 쓰시마
번주 소우 요시츠구의 서간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조선에서 받은
서한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해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접위관
으로 유집일이 임명되어 제2차 교섭이 시작되었다. 이 교섭에서 조정은 그
때까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2도 2명으로 하던 방침을 전환해, 다케시마와
울릉도는 1도 2명이고 조선 땅이라는 예조참판의 서한을 차왜에게 넘겼다.
그 서한의 후반 부분에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금지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
이 적었다.９３

우리 나라 백성이 어채(漁採)하던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
산되기 때문에 더러 竹島라고도 하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
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의 섬을 두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 나라 서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주(貴州)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서계(書契) 가운데 竹島를 귀국 지방
이라 해 우리 나라로 하여금 어선(漁船)이 다시 나가는 것을 금지하려 했
고, 귀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 지경을 침범해 와 우리 나라 백성을 붙잡아
간 잘못은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성신(誠信)의 도리에 흠되는 일이 아니
겠습니까? 깊이 바라건대, 이와 같은 뜻을 동도(東都)에 전보(轉報)해, 귀

４８

국의 변방 해안(海岸) 사람들을 거듭 단속하여 울릉도에 오가며 또다시
사단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서로 좋게 지내는 의리에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이 서한을 보고 다다 요자에몬은 놀랐다. 조선의 지난번의 서한과 전
혀 달라 갑자기 일본인의 섬 왕래 금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쓰시마번은
조선이 이렇게 방침을 바꾼 배경에 안용복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
이 짐작했다.９４

계유년(1693)의 서한과 갑술년(1694)의 서한 내용이 유난히 다른 이유는
다케시마로 나간 조선 어민들을 불러 조정이 직접 물었더니, 그들의 말로
는 다케시마에서 줄에 묶여 죄인 취급을 받고 에도에 보내졌는데, 에도의
관아에서는 태도가 돌변하여 그런 취급을 한 것은 엄청난 실수라 하면서
그들을 잡은 자들에게 참죄(斬罪)를 명하고 우리들에게는 의복을 주시어
정중하게 접대해 주고 나가사키까지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가
마에 태워 주시고, 좌우에서 부채질을 해주고 금은을 주시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나가사키에서 다이슈(對州, 쓰시마번을 말함)의 관원들
에게 인계된 후, 다시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죄인처럼 다루고 다시 그 섬으로 왕래하지 않도록 한 것은 에
도의 마음이 아니고 그저 쓰시마의 마음이라고 말하니, 조정은 실로 일리
가 있다고 생각해, 그 후부터는 쓰시마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공명(公
命)이 아니라고 이해해 “(일본인이) 월경, 침입이라든가, 성신(誠信)이 모자
라다” 등의 글을 쓰는 듯합니다. 그 어민들의 이야기로 이해한 것이므로,
갑술의 회답서 중에 “의외에도 귀국 사람들이 멋대로 침범해 서로 충돌하
게 되자,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에도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다행
히도 귀국의 대군이 충분히 사정을 살펴주시어 많은 노자를 주어 보냈습
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취지에 어울리므로, 어민의 말을 그대로 받
아들여 조정은 직접 그 취지를 썼다고 생각됩니다. 이나바의 성부(城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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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로 착각한 데서 이러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의심이 가니, 이것을 충분
히 밝히면 앞으로는 납득하여 적절한 회답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
니다.

안용복이 이나바국을 에도로 착각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앞에 서술한 대로
인데, 안용복은 그 ‘에도’ 즉 이나바국에서는 접대를 잘 받았는데 쓰시마번
에서 갑자기 죄인 취급을 당한 것은 막부의 명이 아니라, 쓰시마번이 제멋
대로 한 것이라는 안용복의 공술이 조정에서 거의 신용되었다. 그래서 안용
복의 진술이 조정을 움직였던 것 같은데 『숙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되었다.９５

틀림없이 안용복과 박어둔이 처음 일본에 갔을 적에는 대우를 매우 잘
받았다. 의복과 호초(胡椒), 그리고 초[燭]를 주어 보냈고, 또한 모든 섬에
이문(移文)해 쓸데없는 간섭을 못하게 했는데, 나가사키섬에서부터 침책
(侵責)이 시작되었다. 쓰시마번주의 서계에서 竹島에 관해 설득하고 있는
것은 장차 에도에서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이었던 것이다. 유집일이 안
용복에게 물어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용복이 말한, 쓰시마번이 “에도에서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이란 견
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맞다고 할 수 있다. 쓰시마번은 막부의 명령 이
상의 일을 독선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막부의 명령은 다만 다케시마에
조선인이 오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했다. 더구나 조선이 그것을 받아
들인다고 서한으로 약속했으니, 형식상으로는 막부의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쓰시마번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조선의 서한에
‘폐경지울릉도’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트집잡아, 다케시마는 바로 울릉도이
고 임진왜란 이후로는 일본의 지배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울릉도
지배를 조선에게 억지로 인정시키기 위해 독단으로 행했다. 이것이야말로
쓰시마번이 “에도에서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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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쓰시마번의 계책에 조정이 반발하게 된 것은 안용복의 공술이 계기가 되
었다.
조선의 강경한 서한에 대해 쓰시마번은 본격적으로 반론을 시작했다. 1695
년 5월 15일에 조선의 서한에 대한 4개 조의 의문점을 동래부에 제시해, 6
월 10일까지 회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태도를 단단히 굳힌 조선에서
만족할 만한 회답을 얻지 못하자, 다다는 귀국했다. 이렇게 제2차 교섭은 끝
이 났다. 이후 쓰시마번에서 이 문제 때문에 대차사가 파견되는 일은 없었
다.

2. ‘다케시마 일건’ 교섭의 전환
다다의 귀국 후에 쓰시마번 내부에서 강경 노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후에 ‘다케시마 일건’의 해결에 크게 이바지한 온건파의 쓰야마 쇼우에몬(陶
山庄右衛門)은 타국의 섬을 억지로 빼앗아 에도의 공의(公儀)로 바치는 방법
은 ‘불의(不義)라 할 수는 있어도 충공(忠功)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
했다.９６ 바로 안용복이 말하는 “에도에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이라는 비
판과 일맥 상통하는 바가 있다.
쓰시마번은 조선과의 교섭이 완전히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자, 소우 요시
자네와 쓰시마 현지 가로인 히라타 나오우에몬(平田直右衛門) 등이 에도로
가서 막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1695년 11월 25일에 히라타는 노중인 아베 분
고노카미(阿部豊後守)의 가신인 미사와 기치자에몬(三澤吉左衛門)과 면담해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다.９７ 그리고 보충 자료로서 소우 요시자네의 구
상서와 조선과의 왕복 서한, 『여지승람』과 『지봉유설』등의 문헌을 제출
했다.
이것을 계기로 막부는 다케시마에 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12월 24일,
아베는 돗토리번의 에도 번저(藩邸)에 7개 조의 질문을 했다. 그 제1조에서
“인슈(因州), 하큐슈(伯州)에 부속한 다케시마는 언제부터 양국에 속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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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라고 질문했다. 막부로서는 다케시마가 틀림없이 이나바국과 호키국을
지배하는 돗토리번에 소속하는 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막부는 7,
80년 전의 ‘잠상(潛商)사건’ 때 다케시마를 조선영토라고 판단한 역사를 잊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돗토리번의 회답은 “다케시마는 이나바와
호키의 소속은 아닙니다”라고 해 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님을 단언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7조에서 “다케시마 이외에 양국에 속하는 섬이 있습니까?”
라고 막부가 질문한 것이다. 이에 대한 돗토리번의 회답은 “다케시마와 마
츠시마, 그 외에 양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라고 하여 다케시마와 함께
마츠시마에 관해서도 돗토리번에 부속하는 것이 아님을 명언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막부는 마츠시마(독도)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새
로 이름이 나온 마츠시마에 관심을 보이며 그 위치나 소속, 도해의 실상 등
에 관해 추가 질문을 했던 것이다.９８
막부는 돗토리번이 다케시마는 자기 영토가 아니라고 회답했기 때문에 그
섬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쓰시마번과 협의했다. 1696년 1월 28일에 노중 4명
이 나란히 참석한 자리에서 노중 토다 야마시로노카미(戸田山城守)가 쓰시
마의 덴류인(宗龍院, 宗義真)에 각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요나고 백성의 다케
시마 도해 금지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９９

구상 각서
오래 전부터 호키 요나고의 백성 두 명이 다케시마로 도해하여 지금까
지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조선인도 그 섬에 와서 고기잡이를 했다고 합니
다. 그렇다면 일본인이 섞이는 것은 이익이 없으므로 앞으로 요나고 백성
의 도해를 금지할 것을 (장군이) 분부하셨습니다. 마쓰다이라 호키노카미
에게도 봉서(奉書)로 알렸습니다. 그것을 명심하도록 명합니다.

같은 날 노중 4명이 서명한 다케시마 도해 금지의 봉서(奉書)가 에도의
돗토리 번저로 넘어갔다.１００ 그로 인해 돗토리 번주에게 발행된 막부의 다
케시마 도해 허가증은 2월 9일에 막부에 반납되었다.１０１ 그러나 돗토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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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다케시마 도해 금지의 봉서가 전달된 것은 8월 1일이었다. 전달이 반
년이나 늦은 이유는 노중 오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加賀守)로부터 돗토리
번주가 귀국해 직접 현지에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경위를
‘어용인 일기’ 8월 1일조는 이렇게 적었다.１０２

하큐슈 요나고의 백성 무라카와 이치베에와 오오야 진키치에게 앞으로
다케시마 도해의 일을 금지한다고 (막부가) 명했음을 예전에 (번주가) 에
도에 있었을 적에 봉서로 내리셨고, (번주가) 귀국하여 이 일을 이치베에
와 진기치에게 명하라는 오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加賀守)의 지시에 따
라, 오늘 금지의 뜻을 명했습니다.

노중이 전달 시기를 늦춘 이유는 쓰시마번의 요청을 다소 배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쓰시마번은 ‘다케시마 일건’ 교섭에서 조선에 대해
조선인의 다케시마 도해 금지를 요구 중이고, 그 와중에 막부에 의한 일본
인의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이 쓰시마번 이외에서 조선에 알려지면 쓰시마번
의 입장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소우 요시자네가 막부에 다케시마 도해 금
지령의 공개를 늦추도록 요청했던 것이다.１０３

3. ‘다케시마 일건’ 교섭의 해결
에도막부에 의한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은 바로 조선에 전달되지 않았다.
쓰시마번은 ‘다케시마 일건’ 교섭이 암초에 부딪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조선에 전달할 것인지 고민했던 것이다. 그때까지의 쓰시마번은 조선인의
도해금지를 요구하고 수 년 간이나 조선과 힘든 교섭을 계속해 왔지만, 막
부의 결정은 일본인의 도해금지이고 쓰시마번의 요구와는 반대의 결론이므
로 그것을 쉽게 조선에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
지의 교섭이 쓰시마번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고, 막부의 명령에 거슬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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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조선에서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한 와중에 안용복
의 제2차 도일이 행해진 것이였다. 안용복 문제와 함께 ‘다케시마 일건’ 교
섭의 해결이 급하게 되었다. 쓰시마번은 막부와 협의해, 노중의 “가볍게 끝
내도록”하라는 의향을 받아들여, 일본인의 도해금지를 구두(口頭)로 전달하
기로 했다. 쓰시마번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전달하므로 정식 문서를
보내는 것을 주저한 결과였다.
도해금지를 가볍게 구두로 전하는 것은 조선에서 도해(渡海) 역관사가 쓰
시마로 파견된 기회를 이용했다. 10월 16일에 소우 요시자네는 쓰시마에 와
있던 조선의 도해 역관인 변동지와 송판사를 불러 구두로 막부의 결정을 전
달했다. 게다가 그것을 구상서로 해서 양 역관에게 건네 주었다. 동시에 안
용복 등이 쓰시마번을 경유하지 않고 돗토리번으로 소송하러 온 사실을 추
궁하는 구상서도 건넸다. 그러나 일본어의 구상서는 “낙착을 보기 어렵다”
는 역관의 의견으로 인해, 두 통의 구상서를 한문으로 바꾸어, 연기(年寄)들
이 서명 날인한 뒤 역관에게 건넸다. 다만 수신인은 적지 않았다. 이 연기들
이란 여섯 명의 가로를 가리킨다. 이 서류에 대해 변동지와 송판사의 회답
서는 스기무라 우네메 등 6명의 가로 앞으로 보내졌다. 쓰시마번의 도해금
지를 알리는 한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１０４

전임 태수(太守)가 竹島의 일로 인해 사절을 귀국에 파견한 것이 두 차
례인데 사절의 일이 불행히도 완료되지 않은 채 별세했으므로 이로 말미
암아 사절을 소환했습니다.
(宗義眞이) 머지 않아 상선(上船)해서 (江戶에) 입관(入觀)했을 때에 (老
中의) 질문이 竹島의 지형과 방향에 미치자 사실에 근거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본방(本邦)으로부터의 거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오
히려 귀국으로부터의 거리는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나라 사람
들이 (그곳에서) 섞이면 잠통(潛通)과 사시(私市) 등의 폐단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곧 명령을 내려 사람들이 가서 어채(漁採)하는 것을 불
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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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틈이 벌어지는 것은 세미(細微)한 곳에서 생기고 화환(禍患)은 하
찮은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금의 통병(通病)이니, 미리 못하도록 막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100년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
고자 하니, 하나의 섬에 불과한 작은 일을 곧바로 다투지 않는 것이 두
나라의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남궁(南宮)이 응해 정성스럽게 수서(修書)해서, 본주(對州)로 하여금 (조
선 측의) 큰 감사를 대신 (江戶에) 전하게 할 것이며, 역사(譯使)가 귀국하
는 날을 기다려 (이 뜻을) 아뢰어 빠뜨리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쓰시마번은 다케시마까지의 거리는 조선 쪽이 가깝다는 것과, 그 섬에 조
선과 일본 어민이 난입하여 밀무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일본인의 도해금지를 공식으로 알렸다. 이 중요 문서는 메이지 시대에 내무
성이 다케시마의 귀속문제를 조사했을 때에도 인용되었다. １０５ 이 문서를
조선에 넘김으로써 ‘다케시마 일건’ 교섭은 거의 끝난 것과 마찬가지였다.
역관인 변동지와 송판사는 1697년 1월에 귀국했으므로, １０６ 조정에 일본인
의 도해금지가 전달된 것은 그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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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안용복의 제2차 도일사건
1. 울릉도로의 도항
1696년 안용복은 자청해서 제2차 도일을 했다. 그 행적은 Fig2에 표기되
어 있다. 그는 울릉도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귀국 후 비변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１０７

저는 본디 동래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울산에 갔다가 마침 중(僧) 뇌헌
(雷憲) 등을 만나 근년에 울릉도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나서 그
섬에 해물(海物)이 많다는 것도 말했더니, 뇌헌 등이 이롭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같이 배를 타고 영해에 사는 뱃사공 유일부(劉日夫) 등과 함께 떠
나 그 섬에 이르렀는데, 주산(主山)인 삼봉(三峯)은 삼각산(三角山)보다 높
았고, 남에서 북까지는 이틀길이고 동에서 서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안용복은 풍부한 해산물을 목적으로 울릉도에 갔다고 공술했지만, 그것은
목적의 하나이고 다른 목적도 있었다.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의 행보를 일본의 사료로 추적하기로 한다. 2005년에 발견된
오키도의 ‘무라카미 가문 문서’, 즉 『겐로쿠 9 병자년 조선 배 착안 일권지
각서(元禄九丙子年 朝鮮舟 着岸一巻之覚書)』에 의하면 안용복은 3월 18일에
울릉도에 도착해, 약 2개월에 걸쳐 전복 등 해산물을 따고 있었다. 그러나
『숙종실록』에 실린 안용복의 공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안용복은 그 때
일본인의 배를 발견하여 그들을 꾸짖고 쫓아냈다고 한다.１０８

산에는 잡목(雜木) · 매[鷹] · 까마귀 · 고양이가 많았고, 왜선(倭船)도 많
이 와서 정박해 있었으므로 뱃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앞장 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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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침범했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해야겠다” 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라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서, 거기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왜 사는가?”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솥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달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솥을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
인들이 거두어 배에 싣고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
쫓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동국문헌비고』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점
이 있다. 송도를 『숙종실록』에서는「자산도(子山島)」라 했으나 『동국문헌
비고』에서는 「우산도(芋山島)」라 했다. 또한 『숙종실록』에는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
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동국문헌비고』에
는 “왜가 말하기를, 본래 송도로 향하던 길인데 마침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라고 쓰여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는지의 여부인데, 이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료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또 일본의 일부 연구자는 이 해에 막부의 도해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해에는 다케시마로의 도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
를 들어 시모죠 마사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１０９

안용복이 오키도에 밀항해 온 것은 1696년 5월 20일. 그러나 쓰시마번
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에도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해 금지를 돗토리번에
명한 것은 4개월 정도 전인 1월 28일. 돗토리번 요나고의 오오야 ・ 무라카
와 양 가문에 전해 준 ‘도해 면허’가 막부에 반납된 것은 2월 9일이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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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과 조우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했다”는 일은 없었던 것
이다.

‘도해 면허’가 반납된 것은 2월 9일임에 틀림없지만, 도해 금지령이 돗토리
번의 성부(城府)에 전달된 것은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그 해 8월이었다. 따라
서 이 해의 봄 시점에 오오야 · 무라카와 양 가문은 도해 금지령을 모른 채
예년처럼 도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해에 만약 안용복이 울릉도에
서 일본인과 만났다면 그런 중대사는 안용복 등이 오키국에서 대관(代官)의
취조를 받았을 때 언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취조 기록인 ‘무라카미 가문 문
서’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다. ‘무리카미 가문 문서’는 안용복의 공술을 충실
히 기록한 신뢰도가 높은 자료인 만큼, 거기에 일본인과 만났다는 기사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오오야 ・ 무라카와 양 가문의 형편을 감안할 때 이 해의 출어는 곤란했
을 것 같다. 1692년 이래 4년 연속해 다케시마에서의 수확이 거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1695년에 도해 자금을 돗토리번으로부터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했
다.１１０ 그 전까지는 오오야 ・ 무라카와 양가문은 돗토리번으로부터 종종 도
해자금으로 은 15kg 정도를 빌렸다. 그 해는 아마도 돗토리번이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우므로 거절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가문
은 1695년에 도해했지만, 이 해도 역시 다케시마에 조선인이 와 있었으므로,
거의 수확이 없는 상태로 귀국했다.１１１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 가
문의 재정 상태는 곤란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령 1696년에 도해했다고 하더라도 섬에 조선인이 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수확을 거의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696년에는 조선인
문제의 행방을 지켜보고 도해를 보류했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이 해에
안용복 등이 다케시마에서 일본인과 만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그
전년이라면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서 고찰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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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2차 도일 행적

2. 오키국(隠岐國)으로의 도항
5월 15일에 안용복 등은 울릉도를 출발해, 마츠시마를 거쳐 오키도로 갔
다. 그 경위를 안용복은 귀국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１１２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해 옥기도(玉岐島)에 이르렀는데,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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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主)가 들어온 까닭을 물으므로, 제가 말하기를,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
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朝鮮)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關白)의
서계(書契)도 받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定式)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자, 마땅히 백기주(伯耆州)
에 전보(轉報)하겠다고 했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안용복은 여기서도 3년 전의 ‘관백의 서계’에 대해 반복해 말하고 있었는
데, 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당시의 접위관 유집일의 견해는 이미
소개한 대로이다. 또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해 옥기도에 이르렀는데” 라
는 공술은 해금(海禁)의 죄를 추궁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공술한
것이다. ‘무라카미 가문 문서’는 안용복 등이 소송 목적으로 호키에 가는 도
중에 오키도에 들렀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안용복이 말하기를, 자신이 타고 있던 배의 열 한 명은 호키국에 가서
돗토리의 호키노카미님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가는 중입니다.
바람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 땅에 들렀습니다. 순풍이 부는 대로, 호키국
으로 가고자 합니다. ・・・
안용복과 토라베 두 명은 4년 전의 유년(酉年) 여름에, 다케시마에서 호
키국의 배에 연행당했습니다. 그 토라베도 이번에 동행했습니다만 다케시
마에 남겨 두고 왔습니다.

5월 21일 안용복 등은 쌀이 없어졌음을 오키 당국에 호소했다. 그 이유는
오키를 경유할 계획이 없었으나, 어쩔 수 없이 경유하게 되었으므로 식료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안용복에게 마을의 장옥(庄屋)이 쌀을 주었는데, 그
때에 장옥은 소송 목적에 대해 적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안용복은 일단
은 양해했으나,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거부하고, 호키국에 가서 자세한 것을
말할 테니 두 번 다시 물어보지 말아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22일에 그들은
배에서는 흔들려서 글을 적을 수 없으므로 상륙해 농가를 빌려 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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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두었던 것을 ‘소송 1권’으로 정리했다. 그 내용은 안용복 등이 다케시
마ㆍ마츠시마가 그려진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를 지참하고 있었던 점
으로 미루어 볼 때,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다음 ‘무라카미 가문 문서’의 내용에 짐작된다.

1. 안용복이 말하기를, 다케시마를 대나무섬이라고 하며 조선국 강원도 동
래부 내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대나무섬이라고 한다고 합니
다. 팔도지도에 적어 갖고 있습니다.
1. 마츠시마는 같은 도내에 자산(子山)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둘 다 팔
도지도에 쓰여 있습니다.

안용복은 다케시마 ・ 마츠시마의 위치에 대해 “다케시마와 조선 사이는 30
리(120km), 다케시마와 마츠시마 사이는 50리(200km)”라고 말했으므로, 다케
시마와 마츠시마는 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를 일컫는 것임에 틀림없다. ‘무
라카미 가문 문서’에 기술된 내용은 5월 23일에 끝났지만, 이 사료의 의의
를 나이토 세이츄는 “안용복이 다케시마ㆍ마츠시마가 조선의 영토라고 일본
측에 주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등의 한국측 사료가
아닌 오키에서의 이 문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１１３

3. 돗토리번(鳥取藩)으로의 도항
오키국에 조선의 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은 오키국 대관(代官)의 수대(手代)
로부터 돗토리번에 6월 5일에 전달되었다. １１４ 조선의 배가 호키국에 청이
있어서 도해했다고 하므로, １１５ 돗토리번은 서둘러 목부(目付)인 히라이 킨
자에몬(平井金左衛門)과 군봉행(郡奉行), 총무를 맡은 야마자키 슈마(山崎主
馬) 등을 불러모아 대책을 협의했다.１１６ 동시에 번주가 체재하는 에도의 돗
토리번저에도 파발꾼을 시켜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다. 번주는 막부에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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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쓴 구상서를 13일에 전했다.１１７
그 사이에 오키도를 출발한 안용복 등은 6월 4일에 호키국의 아카자
키(赤崎)에 나타나서 동쪽을 향했다. 돗토리번에서 급파된 야마자키 슈마(山
崎主馬)는 이나바국의 나가오바나(長尾鼻)에서 조선의 배를 만나, 그 배를
아오야(靑屋)마을에 끌어들였다. 그 때에 안용복 등은 배에 깃발을 달고 있
었다. 아오야 마을의 주민이 깃발에 적힌 내용을 옮겨 적어 “조울양도 감세
장 신 안동지 기(朝欝兩島 監稅將 臣 安同知 騎)”라고 기록했다.１１８ 『이나
바지』는 “조울 양도는 울릉도 [일본에서 이것을 다케시마라 칭한다]와 우산
도 [일본에서 마츠시마라 칭한다]”라고 해석해 기록하고 있다. 또 ‘우산도’
옆에 ‘우사무수무’라는 토가 쓰여 있었지만, 앞의 ‘무라카미 가문 문서’에서
는 ‘자산’ 옆에 ‘소우산’이라는 토가 쓰여 있었다. 한편 『숙종실록』에 안용
복의 공술에 ‘자산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안용복은 독
도를 자산도라고 불렀다고 생각된다.
아오야(靑屋)마을에 정박 중인 안용복 등과 돗토리번의 히라이 킨자에몬
(平井金左衛門)은 만났으나, 그는 조선인과는 통역이 없어서 이야기가 통하
지 않았다고 기록되었다. １１９ 그러나 안용복은 오키국의 대관인 수대(手代)
와는 충분한 대화가 가능했으므로, 대화가 불가능했다는 기록은 이상하다.
사실은 안용복 등은 아오야에서 주민과도 교류해 花田季進士(이인성)가 마
을 사람들에게 8장의 휘호(揮毫)를 준 사실도 있다. １２０ 히라이 킨자에몬과
대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후일 에도 돗토리번저의
요시다 헤이마(吉田平馬)가 쓰시마번에 “안히챠쿠(안용복)는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일본어도 대체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１２１ 돗토리번
은 막부에 표면상 조선인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했으므로, 공문
서에서는 그렇게 기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돗토리번은 다음에 유자(儒者)인 츠지 반안(辻晩庵)을 파견했다. 그는 센넨
지(千念寺)에서 안용복 등과 대담했다. 일설에 츠지는 필담을 했다고 한
다.１２２ 츠지는 조선인의 목적에 대해 “다케시마의 소송이 목적인 것처럼은
들리지 않았다.”고 번에게 보고했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의문이

６２

다. 그 동안 배에 있는 소지품이 조사되어, 그 기록이 에도 막부에 보내졌
다.１２３ 그 문서를 보낼 때 안용복 등이 오키도에서 적은 ‘소송 1권’도 에도
에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 1권’이 아오야에서 내놓은 것인지 어
떤지는 기록이 없으므로 확실하지 않다. 이 ‘소송 1권’은 『숙종실록』에 적
힌 정단(呈單)으로 보여진다. 안용복이 돗토리번에 정문(呈文)한 일이 조정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숙종실록』은 영부사인 남구만의 말을 다음과 같
이 기록했다.１２４

영부사 남구만은 말하기를, ‘안용복이 계유년에 울릉도에 갔다가 왜인에
게 잡혀 호키슈(伯耆州)에 들어갔더니, 본주(本州)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公文)을 만들어 주고 증물(贈物)도 많았는데, 쓰시마
번을 거쳐 나오는 길에 공문과 증물을 죄다 쓰시마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
나, 그 말을 반드시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안용복
이 다시 호키슈에 가서 정문(呈文)한 것을 보면 전에 한 말이 사실인 듯
합니다. 안용복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다시 가서 사단(事端)을 일으킨
죄는 진실로 주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쓰시마의 왜인이 울릉도
를 다케시마라 거짓 칭하고, 에도의 명이라 거짓으로 핑계대어 우리 나라
에서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속여
농간을 부린 정상이 이제 안용복 때문에 죄다 드러났으니, 이 또한 하나
의 쾌사(快事)입니다.

안용복이 정문한 것은 쓰시마번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다. 1697년 2월에 쓰
시마번은 동래부에 “작년 겨울에 귀국 사람이 단자(單子, 呈書)를 제출한 일
이 있었는데, 조정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１２５ 안용복이 정
서를 제출한 일은 에도막부로부터 쓰시마번에 알려진 것 같다. 다만 정서의
내용은 『숙종실록』이나 『다케시마 기사』에도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다.
질문에 대해 예조참의 이선부(李善薄)는 다음 해 3월의 회답서에서 “그 정
서는 참으로 망작(妄作)의 죄가 있다” １２６고 회답했다. 설령 안용복의 공이

６３

있다 하더라도, 외교상 쓰시마번에는 표풍우민(漂風愚民)이 한 것이며, 조정
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조선인이 호키번에 왔다는 소식은 6월 22일에 에도의 돗토리 번저로부터
노중 오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加賀守)에게 전해졌다. 다음날 오오쿠보가
쓰시마번의 어린 번주인 소우 지로우(宗次郞)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이 때
오오쿠보는 조선인이 이나바에 소송을 위해 왔다고 하면 이나바에서 받아들
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오오쿠보는 쓰시마번에게 돗
토리번에 의하면 조선인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했으므로, 바로 통역
을 돗토리번으로 보내길 바란다고 의뢰했다. 쓰시마번은 상세한 정보를 구
하기 위해 유수거(留守居)인 스즈키 한베에(鈴木半兵衛)가 돗토리번 문역(聞
役)인 요시다 헤이마(吉田平馬)를 만나 다음의 내용을 알아냈다.１２７

오키국에서 조선인 열 한 명이 배 한 척을 타고 와, 6월 4일에 호키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의 다섯 명은 출가한 사람입니다. 호키에 있는 가로가
이나바에 서둘러 전달해 왔습니다. 선대 때부터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다
루지 않고 나가사키봉행소에 보내도록 명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나바에
갈 필요가 없다고 들려주자, 화를 내며 장대로 여기 있는 자를 때려 눕히
고, 다케시마에는 우리보다도 먼저 온 조선의 배가 30척 정도 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5일에 조선인을 이나바에 남겨 두었습니다. 열한 명 중
예전에 다케시마에 온 적이 있는 안히차쿠는 모든 사정을 다 잘 알고 있
었으며, 일본어도 대체로 가능합니다.
소송에 관해서는 그 쪽에 관련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가노카
미님에게는 당신네들의 일은 말하기 어려우므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 가가노카미님이 생각하기를, 필담이라면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필담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시기에, 필담을 했
다면 소송을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필담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
렸습니다. 하여간 당신네들의 일이므로 모쪼록 이나바에 역관을 보내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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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안히챠쿠가 다케시마에 왔을 때 그쪽 지방이나 조선에서 속박당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 쪽의 일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즈키 한베에는 아직껏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므로 앞으로 조선인이 돗토리 관아에 오는 대로, 그리고 외국의 배에
대해 선대에 주신 봉서(奉書)를 옮겨 적게 해주십사 청하고 돌아왔습니다.

돗토리번은 안용복 등의 소송목적을 다케시마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쓰시
마번에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으나, 돗토리번이 소송은 나가사
키만으로 한정한다는 자세를 시종일관 취했다고 한다면, 쓰시마번에 대해서
는 체면상 안용복의 소송내용을 듣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돗토리
번은 3년 전 선대의 번주인 이케다 미쓰나카(池田光仲II)의 시대에 안용복을
연행한 사건에 대해 노중인 오오쿠보 가가노카미로부터 ‘이국(異國)의 배에
관한 규정의 봉서’를 받고 있었다.１２８ 쓰시마번이 옮겨 적은 봉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쓰시마번에서 소우 요시자네는 소송목적을 “예전에 다케
시마에 왔던 안히챠쿠라는 사람이 타고 왔다고 하므로 틀림없이 다케시마에
관한 소송일 것이다”고 상정하고 있었다.１２９
한편, 돗토리번에서 안용복은 쓰시마번과 부산의 왜관에서 결박당한 일 등
을 말한 듯하지만, 쓰시마번의 행실을 밝히는 것도 소송 목적 중의 하나였
던 것같다. 그러나 소송의 본래 목적은 배의 깃발에 적혀 있던 ‘조울 양도
감세장’이란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알
리고 쓰시마번이 양 섬을 일본의 지배 아래 두려는 계책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때문에 조선을 출항하기 전에 ‘조선팔도 지도’를
준비하고, 출발할 때 지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서술하겠다.
6월 14일에 안용복 등은 야마자키 슈마 등에 의해 아오야로부터 가로(加
路, 賀露)의 도젠지(東禪寺）로 옮겨졌다.１３０ 그러나 노중 오오쿠보 가가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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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그들을 도젠지에 두는 것을 “소용 없는 일”이라 하여 금하고, 배 안에
서 머물도록 지시했다. １３１ 그러나 그 지시가 돗토리성부에 전달되는 사이
에 돗토리번은 안용복 등을 조선국의 사자로서의 대우를 하며 돗토리 성하
의 정회소(町會所)에서 접대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상황을 『다케시마 고
(考)』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국 사자의 배를 본번(本藩)으로 통하다
겐로쿠(元祿) 9년 6월 4일, 호키국 아카자키나다(赤崎灘)에 조선의 배가
도착했다 ・・・ 6월 21일에 전마(傳馬) 9마리를 보냈고, 토다 이치우에몬(戸
田市右エ門), 마키노 이치로우에몬(牧野市郎右エ門), 오카지마 도베에(岡嶋
藤兵衛)가 가는 길을 경호했으며, 외국 손님들을 본부(本府)의 정회소(町會
所)에 두고 머물러 있는 동안의 접대를 우바라 덴고베에(羽原轉五兵衛)에
게 명했다.

한편 안용복 등을 조선의 사자로서 대접했다는 기록은 번의 공식기록에서
는 볼 수 없다. 『다케시마 고』의 기술이 옳다면, 돗토리번은 노중의 지시에
어긋나는 대접을 했을 뿐 아니라, 안용복의 복장과 관명 사칭에 속아 조선
의 사자로 착각한 것이 되므로 그러한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겨두었을 리가
없다고 보인다.
얼마 되지 않아 노중의 “조선인을 절에 두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지
시가 현지에 전달되어, 그들의 배를 고야마(子山, 湖山) 호수로 끌어 들여
안용복 등을 호수 안의 아오시마(靑島)에 가두었다. 7월 22일에 와다 세베에
(和田瀨兵衛)가 고야마 호수에 있는 조선인의 작회인(作廻人)을 명령받았으
므로,１３２ 이 때에 안용복 등은 고야마 호수로 끌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
3일 전에는 에도에 체재하고 있던 번주인 이케다 츠나키요(池田綱淸)가 돗
토리부에 귀국했다. 번주는 에도 체재 중에 노중으로부터 조선인을 추방하
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갇혀 있던 안용복 등과 만난 일은 없었던 것 같
다. 또 그러한 기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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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부는 조선인을 추방한다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방침을 바꿨다.
처음에는 이나바에서 조선인의 소송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던 노중 오오
쿠보도 다음날 24일에는 생각을 바꾸었다. 모든 소송은 나가사키 봉행이 다
루므로 조선인을 나가사키로 보낼 것, 만약에 나가사키에 가지 않는다면 돌
려 보내라는 지시를 돗토리번의 요시다 헤이마와 나가사키번의 스즈키 한베
에(鈴木半兵衛), 두 사람에게 전했다.１３３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안용복 등을
직접 추방시킬 것을 노중에게 진언했다. 그 이유가 『다케시마 기사』에 기
술되어 있는데,１３４ 이를 이케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１３５

(조선인이) 이나바를 향해 도해해 온 것과, 몇 해 전에 다케시마(울릉도)
에 왔던 안히챠쿠(안용복)가 일행 중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의
도항목적은 ‘다케시마의 소송’인지도 모르겠다(a). 이미 조선 측이 납득할
만한 일본인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막령(幕令)으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 조선에게는 전달하지 않고 있다. 만약 여기서 안용복의 소송이
다케시마 일건에 관계된 것이고, 그런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조선
측은 일본인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안용복의 소송 행위로 인해 이긴 것
으로 오해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조(日朝)간에 다툼이 생
길 때마다 직접 건너와 소송을 일으켜 해결하려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b). 그렇게 되면 일조간을 중개하는 쓰시마번의 존재 의의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c).
조선에서 일본에 무슨 용건이 있을 경우에는 쓰시마번을 통해야 하고,
다른 나라(번)에는 직접 거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번)에 소송하는 등의 예는 아직까지 없었다(d). 본래 용건이 있을 때면 반
드시 거쳐야 할 곳으로 되어 있는 쓰시마번에 말 한마디 없이 직접 다른
곳(돗토리번)에 소송을 하는 행위가 이번에 인정된다면, 그것이 앞으로의
전례가 되어 버릴 것이다. 이는 쓰시마번에 큰 문제가 된다(e).
따라서 안용복 일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아야 마땅하다. 먼저 소송을
듣지 말고 돗토리번 영토로부터 바로 돌아가게 할 것(제1안f). 만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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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한다면 나가사키봉행소로 보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본국
에 송환하도록 권장할 것(제2안g). 소송을 듣지 않을 수 없다면 쓰시마번의
이테이안(以酊庵)입회하에 듣고 막부에 보고할 것(제3안h).

7월 24일에 노중은 쓰시마번의 제1안을 받아들여 안용복 등을 직접 돌려
보내라고 돗토리번에 최종 지시했다.１３６ 이에 따라 안용복 등은 8월 6일에
가로에서 추방당했다. 그 후 쓰시마번의 통역이 돗토리번에 도착했으나, 조
선인이 떠난 뒤였으므로 그대로 돌아갔다.１３７

그 후 안용복 등이 강원도의 양양현(襄陽縣)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8월
29일 강원감사로부터 조정에 들어왔다. １３８ 안용복 등이 가로를 출발해 23
일 후의 일이다. 그 사이 안용복 등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
지는 않았다. 일설에 의하면 오키도의 후쿠우라(福浦)에 들렀다고 한다. 야
다 타카마사(矢田高當)의 『장생 다케시마기(長生竹島記)』에 의하면, “이 섬
으로부터 8년째 아벤테후 토라헤 비리를 바로잡아 인슈에 다시금 도해한
일”이라는 구절에 조선인이 조선을 가리키며 돌아갔다는 기술이 있다. 이
구절에 기술된 ‘이 섬’이란 다케시마이며, ‘아벤테후’란 안용복, ‘토라헤’란 박
어둔을 말한다. 이 구절에서 안용복과 오키도민과의 이별을 “외국인도 서운
해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고 조선으로 돌아갔다. 견디기 힘든 이별이었
다”고 표현했다. 다만 이 문서는 신뢰성이 매우 낮으므로 그 기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안용복이 귀국한 후 조정에서 그의 죄가 문제되었다. 사헌부(司憲府)는 안
용복을 주살(誅殺)할 것을 왕에게 요청했으나,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처단
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 이유는 쓰시마가 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인정
해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켰다고 말했으니, 이는 대체로 안용복의 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안용복은 죽음을 면하
고 유배되었다.１３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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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안용복 사건의 영향

일본어를 아는 안용복의 활동은 조일 양국에서 행해졌으므로 양국의 역사
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독도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안용복 사건의 영향을 조선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1. 울릉도 문제의 현재화(顕在化)
안용복 사건의 첫째 의의는 1693년에 그가 울릉도에 도해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인의 울릉도 침략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일찍이 에도 막부는 울
릉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그곳에서 잠상행위를 하고 있던 야자에
몬 ・ 니우에몬 부자를 쓰시마번에 명해 1620년에 체포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로부터 5년 후에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돗토리번 경유로 오오야ㆍ무
라카와 양 가문에 전하고 어로활동을 시킴으로써, 조선의 통치에 도전했다.
이는 막부에 다케시마를 탈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오오야 ・ 무라카와 양 가문의 도해사업은 조선 정부의 해금·공도정책에
의한 울릉도 방치의 틈을 타, 70년이나 무사히 계속되어 왔다. 만일 안용복
등의 조선 어민이 울릉도에 출어하지 않았다면, 일본에 의한 울릉도 침략이
그대로 유지되어 조선의 통치가 위기에 놓여 언젠가는 일본의 영토로 되어
버릴지 모르는 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제동을 건 것이 안용복 등의 울릉
도 도해였다.

2. 울릉도의 재인식과 독도의 공식 확인
울릉도의 귀속문제가 현재화됨으로써, 조정은 오랫동안 방치했던 울릉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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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의 침략에 대처해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장한상(張漢相)이 삼척첨사(三陟僉使)로 임명되
어 조사를 행했다. 그 과정에서 동남동 방향에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 발견
되어, 거기까지의 거리가 300리 정도라고 『울릉도 사적』에 기록되었다. 이
것은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독도’ 확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의 독
도문제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장한상의 조사에 입각해 울릉도에 주민을 이
주시키는 일은 단념했지만, 수 년마다 울릉도를 조사하는 수토제도(搜討制
度)가 확립되어 울릉도에 대한 통치가 명실공히 확립되었다.

3. ‘다케시마 일건’ 교섭에 전기
안용복의 공술은 접위관 등에게 그다지 신용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는 신용을 받은 공술도 있었다. 안용복이 말하는 에도 즉 이나바국에서의
좋은 대접이나, 거기서 나가사키까지 가는 도중에 접대를 후히 받았다고 한
일, 쓰시마번으로 넘겨진 후에 갑자기 인질 취급을 받고 학대당했다는 등의
공술이다. 안용복은 그렇게 심한 대우의 변화는 쓰시마번의 계책이며 쓰시
마번이 에도의 명에 어긋나게 ‘다케시마 일건’ 교섭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즉 조선인의 도해금지를 요구한 것은 관백(장군)의 의사가 아니라 에도에
공을 세우기 위한 쓰시마번의 계책이라고 보았다. 이 공술은 상당히 상세하
고 구체적이었으므로, 중앙에서 파견된 접위관에게 신용을 얻어 그와 같은
관점이 조정으로 하여금 쓰시마번에 대한 교섭방침을 전환하게 하는 데 일
조하였다.
조선이 방침을 전환시켜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쓰시마번에서는 점차
노선이 변경되었고 “다른 나라의 섬을 무리하게 뺏는 것”을 반성하는 기운
이 일어났다. 막부에서도 다케시마 도해사업과 다케시마의 소속에 관한 조
사를 실시해, 그 결과 다케시마 및 마츠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
이 판명되어 다케시마 도해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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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산도 인식의 정착
안용복은 자산도를 가까이에서 보고 그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파악했고,
자산도가 일본에서 말하는 마츠시마라고 인식한 뒤 1696년에 해금의 중죄
를 범하면서까지 다시 일본으로 도항했다. 그 때에 ‘조선팔도 지도’를 계획
적으로 준비해 자산도와 울릉도가 강원도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일본
에 전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이나바지』에서 볼 수 있듯이 “울릉도[일본
에서는 이것을 다케시마라 칭한다], 우산도[일본에서는 마츠시마라 칭한다]”
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 인식은 메이지 시대 초기의 외무성에까지 계속되
었다.１４０ 그 뿐 아니라, 메이지정부는 1877년에 竹島와 松島를 일본의 판도
밖으로 하는 태정관(太政官)지령을 내게 된 것이다.
한편, 안용복 이전 조선에서는 동해에 존재하는 섬이 하나인지 두개인지
사서에 따라 제각각이었으나, 안용복이 그 섬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우산도
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닌 명확하게 실존하는 섬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사서 『강계고(疆界考)』를 비롯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등에서 “우
산도는 일본에서 말하는 마츠시마이다” 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조
선 후기의 관찬서 『만기요람(萬機要覽)』등에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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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금후의 과제와 맺음말

1. 안용복 제2차 도일의 목적
안용복은 왜 1693년에 연행되었다가 3년이나 지나서 도일했을까? 그 때
안용복의 소송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이와
관련해 이케우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１４１

‘무라카미 가문 문서’의 분석과 다른 역사 자료와의 비교 및 검토에 의
거해본다면, 안용복의 소송목적이 “다케시마와 마츠시마를 조선의 영토로
주장한다”는 데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적(1, 7, 9)１４２은 사료의 일부분
을 확대 해석하여, 해당 사료를 둘러싼 전체적인 역사적 사실로부터 떼어
내어 상상을 부풀린 결과의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용복 등이 타케시마와 마츠시마를 기재한 ‘조선팔도지도’를
지참해, 그것도 첫 대담(對談)에서 먼저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
이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겐로쿠 6년에 다케시마에서 포박(捕縛)되어 오
키를 경유해 돗토리번으로 연행된 안용복은 돗토리번에서는 여러 가지 옷
이나 장신구 등을 지급받는 등 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런데 쓰시마번으로
인계되자 냉대를 받게 된다. 그러한 냉대를 받았던 사실을 돗토리번에 호
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한 당사자임을 돗토리번에 알릴 필
요가 있었다. 다케시마에서 포박되어 마츠시마와 오키를 거쳐 돗토리번의
요나고에 연행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개
시(開示)”는 당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산인(山陰)
지방에서 사용되었던 섬 이름＝마츠시마와 실제로 자신이 포박되었던 섬
＝다케시마가 기재된 ‘조선팔도지도’를 지참하는 것은 확실한 증명서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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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우치는 안용복의 소송 목적은 “다케시마와 마츠시마를 조선의 영토라
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며, 쓰시마번에서 “냉대를 받았던 사실을
돗토리번에 호소하기 위해”라고 하나, 이것은 의문이다. 단순히 냉대를 받았
던 사실만을 호소할 목적만으로 중대한 죄인 해금을 범하면서까지 일본에
갈 수 있을까? 보통 개인적인 원한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엷어지는 법
인데 안용복이 쓰시마번에서 냉대받고 3년이나 지난 후에 원한을 호소하기
위해 중죄를 각오하면서까지 도일을 결의했다고 보기에는 동기가 약하다고
본다.
더욱 의문인 점은 이케우치는 무라카미 가문의 문서와 다른 사료와의 비
교 및 검토로부터 상기의 추론을 이끌어 냈다고 하나, 그 ‘다른 사료’에 조
선의 사료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밝혀 있지 않다. 안용복의 의도와
도일 목적이 『동국문헌비고』에 조금일지언정 기록되어 있지만, 그에 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동국문헌비고』에는 안용복 나름대로의 의분(義憤)
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693년에) 안용복이 쓰시마번에 호송되었을 때, 대마도주는 관백(關白)
의 명령을 위조해 몇 번이나 울릉도를 다투어 왔는데, 그것은 사실은 관
백의 뜻이 아니었다. 쓰시마는 울릉도가 어(魚)와 죽(竹)이 풍부하므로 그
것을 가지는 것이 이롭고 또 차왜가 조선에 오면 그를 매우 후하게 대우
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왕래가 그치지 않았다. 최근에 안용복이 그 간계
(奸計)를 모두 폭로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안용복을 오랫동안 옥에 가
두었다가 동래로 압송했다. 또 왜관에도 갇혔는데, 전후 90일 만에 비로소
풀려났다.
안용복은 동래부사에게 보고했으나 결국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음 해, 접위관이 동래에 오자, 안용복은 다시 이전의 일을 호소했다. 그
러나 조정 역시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 때 차왜가 누차 (동래에) 왔었는
데, 만약 장래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틈이 생겨도 사람들은 이를 염려할
뿐, 쓰시마번이 기만한 바를 알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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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은 이처럼 자신을 오랫동안 감금시킨 쓰시마번에 대한 원한과 그가
말하는 쓰시마번의 기만, 즉 막부의 명령인 척하며 해산물이 풍부한 울릉도
를 둘러싼 분쟁을 가져온 쓰시마번의 계책에 의분을 가졌던 것이다. 게다가
그의 공술을 신용하지 았았던 접위관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의분이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사라져가는 법이다. 그런데도 사건으로부터
3년이나 지난 후에 불만과 의분을 풀기 위해 도일했다는 것은 그 3년 사이
에 원한이나 의분을 되살리거나 더욱 쌓이게 하는 새로운 사건이 있어서 중
대한 결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
시 고찰하겠다.

2. 가설: 안용복의 을릉도 도항은 3회 이상임
안용복이 중대한 해금의 죄를 범하면서까지 일본으로 도항한 것은 제1차
도일 이후 그에 상응할 만한 중대사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 가능성으로 필자는 안용복이 1695년에도 울릉도에 가서 그곳에서 일본
인을 만나지 않을까하는 가설을 세워본다. 그 만남으로 인해 안용복은 마음
속에 쌓여 있던 원한과 의분이 강하게 상기되어 다음 해에 도일하는 동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안용복이 1695년에 울릉도로 도항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도항하지 않았다는 상황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안용복의 1694
년부터 1695년까지의 족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저 1694년 8월 14
일에 임명이 결정된 접위관 유집일의 심문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한편 일본의 신뢰할 수 있는 사료에 1695년에 많은 조선인이 울릉도로 도
항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돗토리번정 사료인 『다케시마노 가키쓰케（竹島之
書附）
』는 1692년부터 95년까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상황을 막부에 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겐로쿠 7년(1694)과 다음 해에 관해 “겐로쿠 7년(갑술년)
과 겐로쿠 8년(을해년)인 두 해에 다케시마로 도항했지만, 조선인이 많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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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어로를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기록했다.１４３ 이 사료를 고려하면
겐로쿠 5년부터 9년까지 5년 연속하여 조선인이 울릉도에 도해한 셈이 된다.
또 돗토리번사인 오카지마가 정리한『다케시마 고(考)』에서도 겐로쿠 7년과
8년 모두 조선인이 도해해 있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막부, 다케시마로의 도해를 금지한다.
오오야 ・ 무라카와는 겐로쿠 5년부터, 조선인 때문에 본업을 방해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를 자주 한탄하고 호소했다. 번의 지시를 받고 겐로
쿠 7년과 8년에 배를 다케시마로 보냈으나, 조선인이 먼저 건너와 있었으
며 해마다 그 수는 증가하여 후에는 이 쪽에 30명, 저 쪽에 50명의 무리
가 형성되어 방어를 엄중히 하고 있으니, 만약 이쪽의 배를 억지로 착륙
할 때에는 큰 일을 피할 수 없을 듯싶어, 어쩔 수 없이 후퇴하고・・・・

이처럼 4년 연속으로 많은 조선인이 울릉도에 도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
다. 다만 1694년에 한해서는 『히카에초우(控帳)』에 “요나고의 오오야와 무
라카와가 다케시마로 도해하던 중 거친 바람을 만나, 도중에 돌아왔다는 보
고가 있었다”라고 쓰여 있다.１４４ 따라서 그 해는 오오야ㆍ무라카와 양 가문
은 다케시마(울릉도)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695
년의 도해에 대해 『히카에초우』에는 아무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1694
년 오오야와 무라카와 양 가문은 돗토리번을 상대로 다케시마에 만약 “조선
인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돗토리번에
서는 “조선인이 있을 때의 대처방법을 지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대답했
다.１４５ 이러한 대화로 미루어 보면, 오오야ㆍ무라카와 양 가문이 다케시마
에서 조선인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돗토리번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
성이 있다. 또 보고했다 하더라도 돗토리번이 『히카에초우』에 기록하지 않
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여간 『다케시마노 가키쓰케』에서 볼 수
있듯이 돗토리번은 그 해에도 도해했다고 막부에 보고했다. 다른 한편으로
『다케시마 고』는 96년에 막부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내려진 무렵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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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다케시마에서 조선인들이
이쪽의 배를 보기만 하면, 큰 총을 쏴 대어, 해안 근처에는 갈 수가 없다
고들 한다.

이 속담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1693년에 조선 어민 안용복과 박
어둔 두 사람이 아마 총칼로 위협받아 일본 배에 연행된 씁쓸한 경험이 계
기가 되어 상당한 경계를 하며 일본배의 습격에 대비하고 무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 시기는 위에 쓴 바로 1694년이 아
니라 1695년의 일것으로 생각된다. 그 해에 안용복이 울릉도에 있었을 가능
성은 다음의 상황으로 추측할 수 있다.
먼저 1696년에 안용복과 함께 출어했던 뇌헌도 역시 귀국 후에 비변사에
서 안용복의 공술을 그대로 지지했다. 『숙종실록』에는 “뇌헌 등 다른 사람
의 공술 역시 대체로 똑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１４６ 물론 뇌헌은 그것을
1696년의 일로 공술했겠지만, 당시는 해금정책이 실시되고 있던 때이므로,
만일 1695년에 도해했다 하더라도 일부러 새로운 죄를 인정하는 듯한 자백
은 하지 않고 1696년의 일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696년에 안용복 등이 오키도에 갔을 때에 다
케시마는 울릉도이며, 마츠시마는 자산도라고 말했으며, 두 섬사이의 거리나
자산도와 오키도 사이의 거리 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1693년에
안용복이 연행되었을 때는 나가사키봉행소와 쓰시마번에서의 공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우산도에 대한 인식은 확실하지 않았다. 귀국 후에 그가 접
위관에게 공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했듯이『변례집요』에서 안
용복은 자기가 본 섬을 다만 ‘큰 섬’이라고 했을 뿐 그 섬의 이름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마 그 해나 접위관을 만났던 다음 해인 94년의 단계에서 안용
복은 아직 마츠시마가 자산도라는 확고한 인식을 지니지 않았던 것으로 생
각된다. 양 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1695년에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시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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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맞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동기로 생각되는 것은 안용복이 1695년에도 일본인
이 울릉도에 출어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일본인이 조선영토에 끊임없이
도항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닐까하는 점이다. 일본인
의 끊임없는 도항은 안용복의 입장에서 보면 쓰시마번의 ‘기만’과 ‘계책’이
계속된 결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그 때문에 쓰시마번에 대한 의분이 더
쌓여, 돗토리번 혹은 에도막부에게 울릉도에 관한 소송을 일으킬 결의를 하
고 ‘조선팔도지도’ 등을 준비하여 다음 해에 실행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필자의 가설은,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을 내쫓
았다는 안용복의 진술은 1696년이 아닌 1695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1696
년에 관해서는, 안용복의 공술을 그대로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 ‘무라카미
가문 문서’에서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다는 기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
아 일본인과의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안용복과 조선 사서의 신뢰성
1695년에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다고 하면, 그의 제2차 도일
사건에 관한 공술은 상당히 진실성이 있으므로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쫓아냈
다는 이야기는 대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제2차 도일사건에 관해 다보하
시 기요시(田保橋潔)는 안용복의 공술에 대해 “함부로 장담하는 경향은 있
지만 대체로 사실일 수 있다”고 썼다.１４７ 분명히 안용복의 공술 곳곳에 그
의 독특한 호언장담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변사에서 “(자신이) 여기(일
본)에 와서 울릉도와 자산도를 조선 땅으로 했으며 관백의 서계까지 받았다
１４８

”고 말한 것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태의 추이는 안용복의 호언장담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전개되었다. 안용복의 도일이 계기가 되어, 에도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고 그것을 쓰시마번이 조선에 전달했다. 그
결과 ‘다케시마 일건’ 교섭은 조선에 바람직한 결과로 끝났다. 그 숨은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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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안용복이 조정에서 인정받았고, 그의 공술도 신뢰받기 시작해 이후의
사서에 사실인 것처럼 기술되었다. 특히 후대의 관찬서인 『춘관지』나 『동
국문헌비고』등은 위와 같은 호언장담을 거의 사실인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안용복의 제2차 도일사건 뿐만 아니라 제1차 도일사건 때의 안용복의 공술
마저 거의 사실인 것처럼 기술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안용복 사건을 시시각각으로 기록한 관찬서인 『숙종실록』이나
『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변례집요』등은 그 때마다 안용복의 공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기술했으므로, 안용복의 장담을 비교적 잘 꿰뚫어 보
고 있었다. 그러한 판단은 쓰시마번과의 어려운 교섭을 수행하는데 필수 작
업이었다. 만약 그 판단에 잘못이 생기면, 그것은 그대로 외교교섭에 영향을
미친다. 그와 같은 예가 제1차 도일시에 안용복이 에도로 갔다는 공술이다.
이미 쓴 바와 같이 안용복은 여러 상황에서 이나바국을 에도로 착각했는데,
그것이 발전하여 조정에서 ‘쓰시마번의 계책’을 믿게 되었고, 강경한 노선으
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 일건 이외에는 『숙종실록』의 기술에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다. 『숙
종실록』은 안용복의 공술을 그대로 적었지만, 그것을 무조건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 대로 분석을 하고 진위를 가렸던 것이다. 『숙종실록』 이외에
도 안용복 사건과 동시대의 관찬서는 안용복 사건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
한편, 후대의 관찬서인 『춘관지』와 『동국문헌비고』에는 안용복이 에도
에 갔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기할 만하다. 아
마 이 관찬서들은 안용복이 에도에 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숙종실록』의
오류를 고친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관찬 사서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으므로 문헌 비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특히 고문서를 읽
을 때의 철칙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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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川孝三, 앞의 책, 1988, P.23.
池內敏, 앞의 책, P.323.
村上家文書『元祿九丙子年 朝鮮船着岸一卷之覺書』
內藤正中・ 朴炳涉,『竹島＝獨島論爭』, 2007, 新幹社 P.208.
나이토 세이츄 ・

박병섭『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사, 2008, P.195.

８１

３０
３１
３２

『肅宗實錄』肅宗 20年(1694) 2月 23日
『竹島紀事』에는 大差使正官 多田與左衛門의 이름으로 나온다.
『邊例集要』卷17「欝陵島」条, 1694年 1月

３３

『備邊司謄錄』肅宗 19年(1693) 11月 14日

３４

『竹島紀事』元祿 6年(1693) 9月 4日
「作恐口上之覺」
『大谷家古文書』, 거의 같은 내용이『다케시마노 가키쓰케』에도 있다.
『竹島紀事』元祿 6年(1693) 9月 4日, ‘朝鮮人口書’
상동

３５
３６
３７

我々彼嶋ニ罷在候內 小屋を掛 小屋之番ニハクトラヒ与申者残置候処ニ四月十七日ニ日本
船一艘参り 天間ニ七八人乗候而右之小屋ニ参バクトラヒを捕 天間へ乗せ 尤小屋ニ置候平包
壱取乗せ罷出候付 アンヨグ其所ニ参断申 バクトラヒを陸江揚可申与存 天間ニ乗候へハ 早
速船を出し両人共ニ本船ニ乗せ早速出船仕 隱岐国ニ同廿二日ニ罷着申候 其間者洋中ニ罷在
候
３８

「元祿六年 竹島より伯州に朝鮮人連返り候趣, 大屋九郎右衛門（ママ）船頭口上覺」, 『鳥取
藩史』第6卷, P.469, 『因府歷年大雑集』
３９
『邊例集要』卷17「欝陵島」条, 1694년 1월
「倭人七八名 不意中乘船來到 執捉矣身」
４０
상동, 1694년 8월
４１
『控帳』, 元祿 6 年(1693) 1月 19日
４２

『邊例集要』卷17「欝陵島」条, 1694년 1월
「安龍福招內 山形草木辭綠一樣 而末端良中 矣身被捉入去之時 經一夜 翌日晩食後 見一島在
海中 比竹島頗大云々」

４３
４４
４５

『因府歷年大雜集』元祿 5年(1692) 7月 24日, 元祿 5年는 元祿 6年의 오류임.
下條正男, “竹島問題考,”『現代コリア』, 1996年 5月號, P.62.
島根県 竹島問題硏究會,『
「竹島に關する調査硏究」最終報告書』, 2007, P.4.

４６

『因府歷年大雜集』, 元祿6 年(1693) 5月 28日
‘唐人弐人の內通じ申口’

通シ

名ハ アンヘンチウ

年四十三

在所 朝鮮之內 トンネンギト申候
下人

名ハ トラヘ
在所 同く

ウルサンの者

三界のシャクワンより鮑取上ケ申候ニて被仰付 何國と申指圖ハ無之由 去年參候者竹嶋へ參候
樣 申聞候由 竹嶋ニて和希（布)鮑取揚申由
右弐人唐人胸ニ懸申候札之文字 左之通・・・・・・

８２

４７
４８

４９
５０
５１
５２
５３
５４
５５
５６
５７
５８
５９
６０

田川孝三, 앞의 책, 1988, P.27.
4月27日付「大谷九右衛門船頭口上書」, 『因付歷年大雜集』, 元祿 6(1693)年 5月 28日 및
『大谷家文書』
『控帳』4月 28日条
『御用人日記』5月 9日条
상동, 5月 15日条
상동, 5月 15日条
『控帳』元祿 6年(1693) 5月 26日条
상동, 5月 28日条
상동, 5月 11日条
상동, 5月 2日条
나이토 세이츄, 앞의 책, 2005, P.100.
『御用人日記』6月 10日条
상동, 8月 9日条
상동, 5月 21日条 및 『竹嶋之書付』

６１

상동, “竹島は はなれ嶋ニて人住居は不仕候 尤 伯耆守支配所ニても無之候”

６２

『肅宗實錄』肅宗 22年(1696) 9月 25日
상동, 10月 23日
상동, 10月 13日
『肅宗實錄』肅宗 20年(1694) 8月 14日
『竹島渡来由来記抜書』

６３
６４
６５
６６

鳥府表御吟味之上 唐人江府へ御引渡 則江戶表御穿鑿相濟 順々御贈歸と成ル 別記有之ゆ
へ 略之
６７
６８

池內敏, 앞의 책, 2006, P.249.
田村清三郎,『島根県竹島の新硏究』, 島根県発行, 1996, P.13.

６９

『肅宗實錄』肅宗 20年 8月 14日

７０

『竹島紀事』元祿 7年(1694) 9月 12日

７１

상동, 元祿 8年 6月

７２

다른 이름은 소우 요시자네(宗義真). 전임 번주인 소 요시쓰구(宗義倫)는 元祿 ７年(1694)
9月 27日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우 요시자네가 새 번주가 된 어린 소 요시미치(宗義方), 별
명 지로우(次郞)의 후견인이 되었음.

７３

상동, 元祿 8年 10月 및『磯竹島覺書』. 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口上之覺
・・・・・
去ゝ 年竹嶋にて被留置候朝鮮人弐人彼國江送届주候處, 漁民共因幡府者江戶與存, 東部より長
崎迄被遣候於途中者, 結構御馳走被仰付候得共, 對馬守方江御渡被成候以後, 警固等嚴鋪申付
送還候段 上之思召者左樣二無之候得共, 對馬守私之了簡を以如此仕候與申とか由ニ御座候,
依之竹嶋江重而朝鮮人不被差渡候樣申遣候儀茂, 弥以對馬守私之存寄にて申渡し候哉と彼國

８３

にも邪推仕候由承及候
７４

池內敏, 앞의 책, 2006, P.296.

７５

『竹島紀事』元祿 6年(1693) 6月
朝鮮人弐人 五月七日因幡發足 六月晦日長崎江到着 因幡より護送之御使者松平伯耆守樣御家
來 山田與左衛門 平井甚右衛門 憁人數 凡拾余人相附 尤朝鮮人駕龍にて被相送候

７６

『竹島紀事』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두 책이 있으나, 그 중의 하나는 총 인원을 ‘九拾余人’
라 했다. 그러나 돗토리번의『控帳』나『御用人日記』의 기술에 의하면 동반자의 총인원
은 ‘拾余人’이다. 상식적으로도 ‘九拾余人’은 너무 많다. 그리고 공문서관에 있는 다른『竹
島紀事』에서는 ‘九’자를 ‘凡(약이란 뜻)’자의 異体字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다. 그러므로 『竹島紀事』에 있는 ‘九’자는 필사시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고에서
는 ‘약 10余人’이라 한다.

７７

７８
７９
８０
８１
８２
８３
８４
８５
８６
８７

８８
８９
９０
９１
９２
９３
９４
９５

1696年의 『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 一卷之覺書』에 의하면 허리에 찬 패에 “通政太夫 安
龍福 年甲午生”이라 쓰여 있으므로 1654年生이고, 제1차 도일시의 나이는 40살이다.
『竹島紀事』元祿 6年(1693) 6月
상동
상동, 元祿 6年(1693) 8月 14日
상동, 元祿 6年(1693) 9月 ３日
상동, 元祿 6年(1693) 9月 4日, 朝鮮人口書
상동, 元祿 6年(1693) 10月, 宗義倫가 禮曹參判에게 보낸 書簡
상동, 元祿 6年(1693) 6月 23日
상동, 元祿 6年(1693) ９月 4日
상동, 元祿 6年(1693) 10月
『肅宗實錄』肅宗 20年(1694), 2月 23日
서한의 번각문은, 田中康夫・田代和生, 『朝鮮通交大紀』, 名著出版, 1978, P.282.
상동, 肅宗 19年(1693) 11月 18日
『竹島紀事』元祿 6年(1693) 11月 1日
상동, 元祿 6年(1693) 12月 1０日, ‘正官口上’
상동, 元祿 7年(1694) 2月 22日
상동, 元祿７年(1694) 閏５月 13日
『肅宗實錄』肅宗 20年(1694) 8月 14日
『竹島紀事』, 元祿 8年(1695) 6月

『肅宗實錄』肅宗 20年(1694) 8月 14日
“不義とは申候而も, 忠功とは被申間敷” 池內 敏, 앞의 책, P.296.
９７
『竹島紀事』元祿 8年(1695) 10月
９８
『竹島之書附』
９９
『竹島紀事』元祿 9年(1696) 1月 28日
１００
『御用人日記』元祿 9年(1696) 1月 28日
１０１
『磯竹島覺書』및『磯竹島事略』
９６

８４

１０２

『御用人日記』元祿 ９年(1696) 8月 1日
伯州米子之町人 村川市兵衛 大屋甚吉江 向後竹嶋渡海之儀 制禁被仰出之旨 最前御在府之
內被成御奉書 御歸國之上を以 右之段 市兵衛 甚吉江被仰渡候樣 大久保加賀守御指圖ニ付
て 今日弥可為制禁之旨被仰付之
１０３
『竹島紀事』元祿 9年(1696) 1月 28日
１０４
상동, 元祿 9年(1696) 10月
１０５
『公文錄』內務省之部, 明治 10年(1877) 3月
１０６
『竹島紀事』元祿 10年(1697)
１０７
『肅宗實錄』肅宗 22年(1696) 9月 2５日
１０８
상동
１０９
島根県竹島問題硏究會, 앞의 책, P.4
１１０
『控帳』元禄 7年(1694) 11月 26日
１１１
『竹島考』下卷 및『竹嶋之書附』
１１２
『肅宗實錄』肅宗 22年(1696) 9月 25日
１１３
內藤正中・ 朴炳涉, 앞의 책, 2007, P.290.
１１４
『控帳』元祿 9年(1696) 6月 5日
１１５
『御用人日記』元祿 9年(1696) 6月 13日
１１６
『控帳』元祿 9年(1696) 6月 5日
１１７
『御用人日記』元祿 9年(1696) 6月 13日
１１８
『因幡志』,『竹島考』,『因府歷年大雜集』
１１９
『御用人日記』元祿 9年(1696) 6月 22日
１２０
『因幡志』
１２１
『竹島紀事』元祿 9年(1696) 6月 23日
１２２
岡島正義,『竹島考』下卷
１２３
『御用人日記』元祿 9年(1696)年 6月 22日
１２４
『肅宗實錄』肅宗 22年(1696) 10月 13日
１２５
상동, 肅宗 23年(1697) 2月 14日
１２６
『竹島紀事』元祿 11年(1698) 4月
１２７
상동, 元祿 9年(1696) 6月 23日
１２８
『御用人日記』元祿 6 年(1693) 6月 29日
１２９
『竹島紀事』, 元祿 9年(1696) ７月７日
１３０
『控帳』元祿 9年(1696) 6月 14日
１３１
『御用人日記』元祿 9年(1696) 6月 22日
１３２
『控帳』元祿 9年(1696) 7月 22日,
및『御用人日記』元祿 9年(1696) 7月 22日
１３３
『竹島紀事』元祿 9年(1696) 6月 23日
１３４
상동, 元祿 9年(1696) 7月 7日
１３５
池內敏, 앞의 책, P.311, 다만 방선부의 원문은 생략함.
１３６
『御用人日記』元祿 9年(1696) 7月 7日
１３７
상동, 元祿 9年(1696) 8月 18日
１３８
『肅宗實錄』肅宗 22年(1696) 8月 29日
１３９
상동, 肅宗 23年(1697) 3月 27日
１４０
北澤正誠, 『竹島考證』明治 1 年 4(1881)年, 外務省 公信局長, ‘田邊太一の意見書’, “聞く,
松島はわが邦人の命じた名前で, 實は朝鮮 蔚陵島に屬する于山である”
“듣자 하니, 마츠시마는 우리나라 사람이 명명한 이름이고, 실은 조선 울릉도에 속하
는 우산이다”
１４１
池內敏, 앞의 논문, P.9.

８５

１４２

指摘(1), 內藤正中, “隱岐の安龍福,” 『北東アジア文化硏究』22號, 2005.
指摘(7), 下條正男,『フォトしまね』161號
指摘(9), 김병렬, “안용복을 위한 해명,”『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디아, 2006.
１４３
『竹島之書附』, ‘竹島之書附三通, その二’
１４４
『控帳』元祿 7(1694)年 5月 9日
１４５
상동, 元祿 7(1694)年 11月 26日
１４６
『肅宗實錄』肅宗 22年(1696) 9月 25日
１４７
田保橋潔,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 『靑丘學叢』, 第3號, 1931, P.20.
１４８
『肅宗實錄』, 肅宗 22年(1696) 9月 25日

付録 安龍福 関連年表

資料級別： Ａ（同時代の公的資料）、Ｂ（後の時代の公的資料）、Ｃ（その他）

年号

月日

記

級

出典資料

－
－
－
－

5月16日
6月2日
5月晦日
1月晦日
11月20日

竹島渡航を許可する池田光政宛老中奉書
大谷九右衛門宛阿部四郎五郎政重書状
阿部忠左衛門正義宛 久納九右衛門書状
大谷九右衛門宛阿部四郎五郎政重書状
大谷甚吉船1艘が朝鮮に漂着の報。対馬へ無事送り届けられた旨を伝える。

C
C
C
C
A

竹島渡海由来抜書
竹島渡海由来抜書
竹島渡海由来抜書
竹島渡海由来抜書
控帳、11/20

12月13日

漂着について老中より奉書を受け、江戸へ御礼を遣わす。
大谷九右衛門、漂着した手代らの大坂よりの帰国の儀につき、藩主へ御礼のため
鳥取に参る。

A

控帳、12/13

A

控帳、3/9

1666
顕宗7
1667
顕宗8
寛文7

3月9日

事

3月17日

漂着手代に藩から路銀が遣わされる。

A

控帳、3/17

1671
顕宗11
寛文11

5月28日

将軍家綱への御目見。献上物の控。

C

竹島渡海由来抜書

1679
粛宗5
延宝7

8月

将軍家綱への御目見。献上物の控と「御目見御式次第御目録書」

C

竹島渡海由来抜書

5月6日
5月8日
7月晦日
8月14日
11月27日
2月21日
2月28日
3月23日
3月24日
3月26日

大谷九右衛門宛松平正綱（御用人）書状
大谷九右衛門宛阿部四郎五郎書状
大谷九右衛門宛大久保和泉守正朝書状
松平正綱書状
大谷九右衛門宛大久保和泉守正朝書状
朝鮮船11艘出船。
村川・大谷船、隠岐福浦へ着。
朝鮮船5艘（53人）、竹島漂着。
福浦発。
竹島の内「いか島」に着岸、鮑が取られた様子を発見。

C
C
C
C
C
B
B
B
B
B

竹島渡海由来抜書
竹島渡海由来抜書
竹島渡海由来抜書
竹島渡海由来抜書
竹島渡海由来抜書
竹嶋之書附
竹嶋之書附
竹嶋之書附
竹嶋之書附
竹嶋之書附

3月27日

竹島浜田浦で船2艘、朝鮮人30人ばかりを発見。大坂浦へ廻り、通詞と会話、朝鮮
人の説明を聞く。村川らが以前より備え置いていた、道具・船等は朝鮮人が使用。
竹島を出船。

B

竹嶋之書附

C

増補珎事録、同年条

B
C
A

竹嶋之書附
増補珎事録、同年条
控帳、4/9

1685
粛宗11
貞享

同

1692
粛宗18
元禄5

1693
粛宗19
元禄6

4月5日
同
4月9日

大谷船、竹島にて朝鮮人と遭遇。「公義代々拝領致」す島であるとして、朝鮮人に
抗議。
米子着。
米子へ帰着。
村川市兵衛、竹島にて朝鮮人に遭遇したことを藩へ報告

4月28日

国元より大谷九右衛門・村川市兵衛竹島にて朝鮮人と遭遇したことの報、到着。幕
府老中阿部豊後守へ届出。聞き届けとなり、構いなしとされる。

A

御用人日記写、4/28

5月2日

江戸藩邸の和田左門、幕府朝鮮人が島から帰れば構いなしの旨、鳥取へ飛脚差し
出す。

A

控帳、5/2

5月10日
8月2日
1月19日
2月15日

江戸藩邸和田からの書状、家老受取。
藩が村川市兵衛へ鮑代2貫目の内貸し延期を通告
大谷九右衛門へ竹島での猟のため鉄砲7挺使用許可。
大谷船、米子出船。

A
A
A
C

2月15日

大谷船、米子出船。

C

2月17日

出雲国雲津へ着、数日滞在。

C

2月17日

出雲国雲津へ着、数日滞在。

C

2月下旬
3月2日

大谷家船頭九郎兵衛、米子を出船。
雲津出船、隠岐国島前に着船。

C
C

3月2日

雲津出船、隠岐国島前に着船。

C

3月10日

隠岐道後福浦へ着。

C

同

隠岐道後福浦へ着。

C

控帳、5/10
控帳、8/2
控帳、1/19
竹島考
因府歴年大雑集
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覚
竹島考
因府歴年大雑集
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覚
増補珎事録、5/4
竹島考
因府歴年大雑集
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覚
竹島考
因府歴年大雑集
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覚

東莱の安ヒチャク、蔚山の朴トラヒ、蔚山を出帆(7/1口上）
釜山浦のアンヨグト、ウルサンのバクトラビ、ウルサンで乗組み
アンヨグト、バクトラビ、ウルサンを出船、ブルカイ着
安、朴ら、寧海へ参着
アンヨグト、バクトラビ、ブルカイ出帆、エンバイ着
安、朴ら、寧海を出帆、同日 竹嶋へ参着
アンヨグト、バクトラビ、エンバイ出帆、酉刻に竹嶋着
アンピンシャン等、釜山を発、同日竹島着。
米子町人大谷船、朝鮮人を米子へ連行。

Ａ
Ａ
Ａ
Ａ
Ａ
Ａ
Ａ
C
C

3月11日
同
3月15日
3月25日
同
3月27日
同
同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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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紀事、6月条
竹島紀事、9/4
竹島紀事、9/4
竹島紀事、６月条
竹島紀事、9/4
竹島紀事、６月条
竹島紀事、9/4
竹島考
因府年表、5/28

付録 安龍福 関連年表

年号

月日

事

級

出典資料

福浦を出船。

C

同

福浦を出船。

C

隠岐島後福浦出船
竹嶋着岸
未刻、竹島へ着。浜田浦は朝鮮人多きに付、唐船が崎へ船繋留。

B
B
C

同

未刻（午後2時）、竹島へ着。浜田浦は朝鮮人多きに付、唐船が崎へ船繋留。

C

同
同
同

竹島へ着船。朝鮮人と遭遇。
日本人、安・朴を船に乗せ出帆
日本人、安・朴を船に乗せ出帆

C
Ａ
Ａ

増補珎事録、5/4
竹島紀事、６月条
竹島紀事、9/4

4月18日

朝、船頭黒兵衛以下7名で西浦を捜索、その後北浦で、朝鮮漁民1名発見、その者
を連れ、大天狗に廻る。そこで、通詞ともう1名を船に招き、尋問する。そして、今年
の漁をあきらめ、未刻に竹島を発。

C

竹島考

同

朝、船頭黒兵衛以下7で西浦を捜索、その後北浦で、朝鮮漁民1名発見、その者を
連れ、大天狗に廻る。そこで、通詞ともう1名を船に乗せ、尋問する。そして、今年の
漁をあきらめ、2人の朝鮮人を乗せ、未刻 竹島を発。

C

因府歴年大雑集
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覚

4月20日

隠岐道後福浦へ着。隠岐代官所役人より取り調べ。朝鮮人へ役人より酒樽1つを贈
る。

C

竹島考

同
4月17日
同

竹島考
因府歴年大雑集
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覚
竹嶋之書附
竹嶋之書附
竹島考
因府歴年大雑集
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覚

隠岐道後福浦へ着。隠岐代官所役人より取り調べ。朝鮮人へ役人より酒樽を1つ贈
る。
バク、アンの二人、隠岐国へ着
福浦発。

Ａ
C

福浦発、島前着。

C

島前着。

C

島前発、出雲国長浜着。

C

米子へ帰帆
米子着。大谷宅へ2名を置き、荒尾修理へ届ける。

Ｂ
C

同

米子着。

C

同

C
A

控帳、4/28

同

朝鮮人を連行し、米子へ着船。
鳥取へ朝鮮人連行の報、米子荒尾修理より届く。江戸へ報告の飛脚差し出す。江
戸から指示あるまで、大谷宅に置き、番人を付けるよう指示。
バク、アンの二人、隠岐国出船

因府歴年大雑集
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覚
竹島紀事、9/4
竹島考
因府歴年大雑集
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覚
竹島考
因府歴年大雑集
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覚
竹嶋之書附
竹島考
因府歴年大雑集
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覚
増補珎事録、5/4

Ａ

同

隠岐南方・北方両村庄屋・年寄が朝鮮人口述書を代官所へ提出

C

バク、アンの二人、鳥取着

Ａ

米子より鳥取城下へ朝鮮人を移す。

C

安・朴、未刻に着
加藤郷右衛門・尾関忠兵衛らの付添により、朝鮮人鳥取城下の町会所へ移る。
米子へ朝鮮人連行の報、国元より江戸へ到着。

Ａ
C
A

竹島紀事、9/4
因府歴年大雑集
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覚
竹島紀事、9/4
因府歴年大雑集
1692/7/24（誤り）
竹島紀事、６月条
増補珎事録、5/4
御用人日記、5/9

A

御用人日記、5/9

A
A
A

控帳、5/11
控帳、5/11
控帳、5/11

老中土屋相模守より朝鮮人を長崎奉行へ引き渡すよう吉田平馬に申し伝える。御
請小谷伊兵衛。

A

御用人日記、5/13

同

土屋相模守より対馬藩の江戸留守居へ朝鮮人の長崎引き渡しの件と、朝鮮人が来
島しないようにと伝える

A

竹島記事、5/13

5月15日

(1)5月10、13日のあらまし、(2)「朝鮮人口上書其外之品々」は、老中土屋相模守が
「留置」いたこと、(3)土屋より竹島に残る朝鮮人を追い出す様命じられる。しかし、竹
島渡海は容易ならざること、残りの朝鮮人らはすでに帰国してしまったことを説明
し、納得を得たことを国元へ報告。

A

御用人日記、5/15

朝鮮人長崎移送時の使者の選抜方法について藩主から指示（「御馬廻之内人柄
致吟味」）。土屋相模守、在府中の長崎奉行宮城越前守より使者の総人数は一昨
年の異国人の長崎移送に准ずべき旨を申しつけられる。国元へ報告。

A

御用人日記、5/15

江戸藩邸より朝鮮人に対する幕府の指示を鳥取へ差し出す。
在番中の長崎奉行川口摂津守・山岡対馬守へ書状を遣わす。
長崎への使者が持参する長崎奉行への口上書の案文。

A
A
A

控帳、5/26
御用人日記、5/16
御用人日記、5/16

同
4月22日
4月23日
同
4月26日
1693
粛宗19
元禄6

記

4月16日

同
4月27日
同

4月28日

5月1日
同
同
5月4日
5月9日
5月10日
5月11日
同
5月12日
5月13日

同
5月16日
同
同

吉田平馬が、月番老中土屋相模守へ「朝鮮人口上書・同持参之さすが（刺刀）・懐
中之書付三通、并村川・大屋船頭之口上書」を持参。
朝鮮人「あんびじゃん」の外出無用、酒は3升以下との指示
大谷藤兵衛、夜前鳥取に到着。
大谷藤兵衛・船頭2名、会所で事情聴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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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付録 安龍福 関連年表

年号

月日
同
5月20日

事

級

出典資料

A

御用人日記、5/16

A

御用人日記、5/21

5月22日

幕府勘定頭松平美濃守へ竹島に関する尋ねへの1度目の回答（9か条）を差し出す
。（5条目に「竹嶋ははなれ嶋ニて人住居は不仕候。尤伯耆守支配所ニても無之
候」）

A

御用人日記、5/21

同

幕府勘定頭松平美濃守へ竹島に関する尋ねへの1度目の回答（9か条）を差し出す
。（5条目に「竹嶋ははなれ嶋ニて人住居は不仕候。尤伯耆守支配所ニても無之
候」）

B

竹嶋之書付

5月23日

松平美濃守へ5月22日に提出した回答を再度提出。村川・大谷の将軍謁見に関す
る条目が増え、9か条から10か条となる。

B

竹嶋之書付

5月26日

朝鮮人を長崎へ送るよう幕府からの指示届く。長崎への移送方法（陸路）、使者（平
井甚右衛門・山田平左衛門）等を決定。朝鮮人の米子から鳥取へ移送方法、人員
（米子組士）を決定。

A

控帳、5/26

A

控帳、5/28

A

御用人日記、6/10

C

因府年表、5/28

C

因府歴年大雑集、5/28

A
A
A
C
A
C
A

控帳、5/29
控帳、6/1
控帳、6/2
因府年表、6/4
控帳、6/5
因府年表、6/5
竹島紀事、5/13

A

竹島紀事、5/13

A
A

竹島紀事、5/13
控帳、6/7

A

控帳、6/7

C

因府年表、6/7

Ａ

竹島紀事、5/13

5月28日
同
同
同

1693
粛宗19
元禄6

記

長崎奉行宮城越前守へ朝鮮人の長崎移送方法を相談。海陸どちらでもよい旨回
答があったことを国元へ遣わす。
勘定奉行松平美濃守より竹島渡海につき問い合わせ。

5月29日
6月1日
6月2日
6月4日
6月5日
同
同
同
同
6月7日
同

朝鮮人鳥取移送の際、見物みだり無きよう家中、及び街道筋へ触れ。
5月28日鳥取発足の飛脚到来。長崎への使者山田平左衛門・平井甚右衛門、医師
竹間玄碩らの人選が行われた旨、ならびに陸路にて長崎へ移すことを報ずる。
朝鮮人鳥取移送の際、見物みだり無きよう家中及び街道筋へ触れ。理由は、「異客
ノ内へ暴悪ノ者」がいるため。
朝鮮人鳥取移送の際、見物みだり無きよう家中及び街道筋へ触れ。理由は、「アン
ヒシャン殊外悪性の者」で「米子表二てもてあまし」たためとする。
米子より鳥取へ、朝鮮人が朝米子発足し、明日到着する旨注進される。
朝鮮人、晩鳥取着、宿荒尾大和宅。
式部・将監・日向、荒尾大和宅で朝鮮人に面会、その後朝鮮人は町会所へ移動。
朝鮮人アンピンシャ、トラへ鳥取に着。本町の町会所へ入る。
長崎への使者両人へ、長崎奉行への書、道中條目を相談。
辰之助（後の西館池田清定）、朝鮮人見物のため、町会所へ入る。
対馬藩内打合せ、杉村采女より通詞の中山加兵衛へ「竹島」「ブルンセミ」の質問。
対馬藩、土屋相模守と阿部豊後守へ朝鮮人の長崎送りと朝鮮への申し入れの件を
了承した書簡を送る
対馬藩、朝鮮人迎護のため嶋尾慶右衛門を長崎奉行所へ送り、書簡をもたせる。
朝鮮人辰下刻鳥取発。
幕府勘定奉行松平美濃守から竹島渡海に関するお尋ねへの回答書、江戸へ送る
。同文を使者2名持参。
朝鮮人を長崎へ送る。護衛として藩士2名と医師竹間玄碩、徒、軽卒、小人、飛脚
人、料理人らが付属。
対馬藩の通詞、中山加兵衛よりウルチン島に関する回答が杉村采女に届く
朝鮮人が米子より鳥取の荒尾大和宅へ移送され、翌日町会所へ移されたこと、先
月7日に鳥取を出発したこと等を藩主へ報告。その旨を国元へ申し遣わす。
幕府勘定頭松平美濃守へ2度目の回答差し出し（1度目の補足）。
幕府勘定頭松平美濃守へ2度目の回答差し出し（1度目の補足）。
朝鮮人2人駕籠にて長崎到着、鳥取藩使者等は総勢十余人。
朝鮮人長崎へ到着。
朝鮮人ら長崎へ到着。道中にて御領・私領問わず馳走を受ける。
朝鮮人長崎へ到着。

Ａ

御用人日記、6/22

Ａ
B
Ａ
Ａ
A
C

朝鮮人を長崎まで移送。

C

御用人日記、5/21
竹嶋之書付
竹島紀事、６月
控帳、7/18
御用人日記、8/9
因府年表、6/7
因府歴年大雑集
江戸へ相詰居候人之記

長崎奉行・川口摂津守他、朝鮮人を尋問。因幡からの口上書に矛盾しないように
「朝鮮人弐人申口」作成。その後、対馬藩の留守居役の濱田源兵衛へ預ける。

Ａ

同

長崎奉行に朝鮮人を引き渡す。

C

同

A
Ａ

竹島紀事、７月

7月18日
同
7月24日

長崎奉行所へ朝鮮人を引渡し、長崎奉行より返書を受けとる。
長崎奉行所の山岡對島守・川口摂津守、朝鮮人の移動を保留することを対馬藩藩
主へ書簡。
使者2名、長崎に無事到着、引き渡し済みの報、鳥取へ到着
対馬藩、迎諫のため一宮助左衛門を長崎奉行所へ書状と共に送る。
使者両人、国元へ帰着。

因府歴年大雑集
江戸へ相詰居候人之記
御用人日記、8/9

A
Ａ
A

7月24日

使者2名、鳥取へ帰着。

C

控帳、7/18
竹島紀事、７月
御用人日記、8/9
因府歴年大雑集
1692/7/24（誤り）

帰国。

C

使者2名、鳥取へ帰着。
長崎奉行から宗対馬守への書簡、江戸からの飛脚が来たので、朝鮮人を対馬へ渡
し、竹島へ朝鮮人が渡海しないようにとの老中の命を伝える

C

因府歴年大雑集
江戸へ相詰居候人之記
因府年表、6/7

A

竹島紀事、9/3

同
6月13日
6月22日
6月27日
同
6月30日
同
同
同
同
7月1日

7月2日

同
7月25日
8月1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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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紀事、６月

付録 安龍福 関連年表

年号

月日
8月14日

1693
粛宗19
元禄6

9月3日
9月4日
9月9日
9月19日
9月24日

1694
粛宗20
元禄7

1695
粛宗21
元禄8

10月10日
10月22日
11月1日
11月2日
11月19日
12月5日
12月2日
12月10日
－
5月9日
5月17日
5月19日
11月26日
12月24日
12月25日
－
1月18日
同
1月25日
1月28日
同
同
2月9日
5月20日
3月18日
4月19日
5月15日
5月16日
5月18日
5月19日
5月20日
5月21日
5月22日
5月23日
6月2日
6月4日
同
6月5日

1696
粛宗22
元禄9

6月5日
同

記

事

江戸からの指示に従い、長崎奉行所が対馬藩の迎使に朝鮮人を引き渡す。公儀よ
りの賄いは例外的に無しとする。
朝鮮人2人と対馬藩迎諫使・一宮が対馬へ着船。
対馬藩、大目付・内野九郎左衛門、朝鮮人を尋問
国元へ使者両人に対し藩主よりお褒めがあったことを報ずる。
使者2名、同行医師へ褒賞。
長崎奉行、朝鮮人が「向後 竹島へ渡海しないよう」にとの老中の意向を対馬藩へ
再度伝達。
東莱府、朝廷の「竹島一件」に対する意向を対馬藩へ伝える。
対馬藩の使者・多田與左衛門一行、朝鮮人質人、府内浦を出船。
多田與左衛門一行、絶影島に到着。
多田與左衛門一行、倭館着。朝鮮人訳官、書簡を写す。
多田與左衛門、帰国する裁判・高橋八右衛門に11/19付国元への書簡を渡す。
上記書簡への返事、于山島の記述有り。
大谷藤兵衛願いにて、拝借銀4貫500目を遣わす
多田與左衛門、接慰官と東莱府使に書簡および漁民二人を渡す
朝鮮人申ロ、朝鮮人2名の札の記載あり。
竹島に向かうも、難風のため帰帆。この日、その旨を家老に届ける
竹島渡海の船頭、鳥取に参り、町会所にて取り調べを受ける
竹島渡海の船頭、取り調べを終え、米子へ出発。
大谷・村川の拝借金願いを受理せず。
老中阿部豊後守より竹島に関する問い合わせ（「因州・伯州江付候竹嶋はいつの
頃より両国江附属候哉」ほか７か条）。
阿部豊後守へ12月24日の回答書を渡す（「竹嶋は因幡・伯耆附属二ては無御座候
～」ほか6か条）。
元禄5～8年の渡海状況を記す（2か条）。
竹島渡海禁止の老中奉書。
竹島渡海禁止の老中奉書。
江戸留守居小谷伊兵衛が幕府へ、(1)米子より竹島への道程、(2)松島に関する事
項（「松嶋は何れ之国江附候嶋二ても無御座候由承候事」ほか4か条）、(3)竹島渡
海の船子について書付を差し出す。
幕府老中戸田山城守より、竹島渡海を禁ずる老中奉書を受け取る。御請につき、
大久保加賀守へ報告。
幕府、竹島渡海禁止を命じる。
竹嶋渡海禁止の老中奉書
鳥取藩主、渡海許可の奉書を幕府へ返上
朝鮮船1艘、隠岐へ到着。
安龍福、朝鮮を船13艘で出発、夕方竹嶋へ着
大谷九右衛門宛河村彦十郎・蓮花寺五郎八書状
安龍福、竹嶋発 松嶋着
安龍福、松嶋発
安龍福、隠岐の西村着、中村へ入港
安龍福、隠岐の大久村かよひ浦に船懸り
安龍福、大久村へ入津
安龍福書付、飯米切れる
安龍福ら、上陸し百姓家に入居
中瀬弾右衛門・山本清右衛門、石州御用所へ朝鮮人一巻之書付を送る
隠岐代官より鳥取に朝鮮船来航の報。
朝鮮船、赤崎着。
赤碕灘へ朝鮮船着岸。
鳥取に朝鮮船赤碕着岸の報、御船手山崎主馬を赤碕に派遣。御目付平井金左衛
門、都奉行2名に差配を指示
朝鮮船来航を報ずる飛脚鳥取から江戸へ発。
朝鮮人らの赤崎到来を知らせる飛脚、江戸へ向け出発。

級

出典資料

Ａ

竹島紀事、8/14

Ａ
Ａ
Ａ
Ａ

竹島紀事、9/3
竹島紀事、9/4
御用人日記、9/9
控帳、9/19

Ａ

竹島紀事、9/3

Ａ
Ａ
Ａ
Ａ
Ａ
Ａ
Ａ
Ａ
C
A
A
A
A

竹島紀事、１０月条
竹島紀事、１０月条
竹島紀事、11/1
竹島紀事、11/1
竹島紀事、11/1
竹島紀事、11/1
控帳、12/2
竹島紀事、12/10
増補珎事録
控帳、5/9
控帳、5/19
控帳、5/19
控帳、11/26

B

竹嶋之書付

B

竹嶋之書付

B
B
C

竹嶋之書付
竹嶋之書付
因府歴年大雑集、1/18

B

竹嶋之書付

A

御用人日記、1/28

C
C
B
A
A
C
A
A
A
A
A
A
A
A
A
A
C

因府年表、1/28
竹島渡海由来抜書
磯竹島覚書
御用人日記、6/13
村上家文書
竹島渡海由来抜書
村上家文書
村上家文書
村上家文書
村上家文書
村上家文書
村上家文書
村上家文書
村上家文書
御用人日記、6/13
御用人日記、6/13
因府年表、6/4

A

控帳、6/5

A
C

御用人日記、6/13
因府歴年大雑集、6/12

6月6日

船手山崎主馬、朝鮮船と長尾鼻岬（鳥取市青谷町）で遭遇。青谷へ引き戻し、川口
に入れ置く。船長安同知（安龍福）・李進士ら青谷専念寺にて藩儒辻権之丞（晩
庵）と筆談。

C

因府年表、6/6

6月6日
6月8日
6月10日
6月12日
同
同
同

朝鮮国の「使船」、青谷に着船。
普請奉行北村八兵衛ら、青谷に入港中の朝鮮人一行を連行
鳥取へ朝鮮国の「使者」11人来港の報。
朝鮮人の儀につき、荒尾志摩宅で寄合。
朝鮮船を賀露に移し、東禅寺宿所。
青谷の朝鮮人を賀露へ移し、東禅寺へ入れ置く。
朝鮮人、賀露へ移される。異説に6月4日とあり。

C
C
C
A
C
C
C

増補珎事録、6/6
因府歴年大雑集、6/10
増補珎事録、6/6
控帳、6/12
竹島考
因府年表、6/12
因府歴年大雑集、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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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録 安龍福 関連年表

年号

月日
同
同
6月13日
同
6月14日
6月15日
6月16日
6月21日
同
6/22以前

出典資料

C
C
A
C
A
A

因府歴年大雑集、6/12
増補珎事録、6/6
御用人日記、6/13
因府歴年大雑集、6/12
控帳、6/14
控帳、6/15

C

因府歴年大雑集、6/16

C

竹島考

C

因府年表、6/21

A

御用人日記、6/22

A

御用人日記、6/22

6月23日

大久保加賀守、聞役（江戸留守居）吉田平馬を呼び、(1)対馬藩通辞派遣の旨、(2)
朝鮮人を加路東禅寺へ入れ置くことの禁止、(3)朝鮮人の長崎移送は海路にすべ
き旨を伝える。

A

御用人日記、6/22

同

大久保加賀守、聞役（江戸留守居）吉田平馬に、因幡で朝鮮人の訴訟を受けつけ
ざるを得ないと伝える。

A

竹島紀事、6/23

同

大久保加賀守、聞役（江戸留守居）吉田平馬を呼び、（1)対馬藩通辞派遣の旨、(2)
朝鮮人を加路東禅寺へ入れ置くことの禁止、(3)朝鮮人の長崎移送は海路にすべ
き旨を伝える。

C

因府歴年大雑集、6/16

A

竹島紀事、6/23

A
A

竹島紀事、6/23
御用人日記、6/22

A

竹島紀事、6/23

A
A
C
C
A
A
A
A
A

御用人目記、6/26
控帳、7/16
因府歴年大雑集、6/10
増補珎事録、6/6
控帳、7/19
控帳、7/22
御用人日記、7/22
控帳、8/1
御用人日記、8/1

A

御用人日記、8/6

同
6月26日
7月16日
7月17日
同
7月19日
7月22日
同
8月1日
同
8月4日

大久保加賀守、朝鮮人が隠岐国へ到着したことを対馬藩の留守居役へ伝え、通訳
を依頼する。
対馬藩の鈴木半兵衛が鳥取藩の吉田平馬より朝鮮人が因幡へ来た詳細を聞く。
大久保加賀守、聞役吉田平馬に、書付を渡す。（鳥取へ送付）
大久保加賀守、鳥取藩の吉田平馬と対馬藩の鈴木半兵衛に朝鮮人を長崎へ送る
ことや対馬藩から通訳を鳥取藩へ派遣するよう伝える。
江戸より鳥取に朝鮮人に関する飛脚差し出し。
異国船に関する幕府奉書、御船手から浦々へ触れるよう指示
朝鮮人、子山池青島へ移送される。
朝鮮人を子山池青島へ移す。
鳥取藩主・綱清帰国。
和田瀬兵衛に朝鮮人作廻人を仰せ付ける。
子山池の青島に入れ置いた朝鮮人、和田瀬兵衛に作廻を仰せ付け。
米子大谷・村川へ竹島渡海制禁の奉書写を渡すよう、荒尾修理へ指示。
竹島へ渡海禁制の旨、大谷甚吉、村川市兵衛に申し渡す。
7月25，26日江戸発の飛脚到来。江戸、大久保加賀守、朝鮮人を長崎に送らず、
直接帰国させるよう指示。

同

鳥取、平井金左衛門・辻晩庵、青島へ行き、帰帆すべき旨伝える。ただし、渇水に
より出船できず。

A

御用人日記、8/6

8月6日

朝、朝鮮船加路を出港。同日、加路出港を江戸に伝える使者に広沢半右衛門が命
じられる。

A

控帳、8/6

同

朝鮮船加路を出港。平井・辻見届け。同日広沢半右衛門に加路出港を江戸に伝え
る使者の命。

A

御用人日記、8/6

A

控帳、8/19

A
A

御用人目記、8/18
控帳、8/19

A

控帳、9/19

A
A
C
C
A

竹島紀事、10月
控帳、11/23
因幡志
増補珎事録
竹島紀事、1/10

Ａ

竹島紀事、４月

8月18日
同
8月19日
9月19日

1698
粛宗24
元禄11

級

幕府老中大久保加賀守へ、(1)青屋入港の報、(2)朝鮮人を青屋より加路東禅寺へ
移したこと、(3)藩からの口上書と「朝鮮人書記」を届け出る（第2報）。長崎奉行諏訪
兵部へ同様の報。

同
6月24日

1697

事

6月22日

同

1696
粛宗22
元禄9

記

朝鮮人らの赤崎到来を知らせる飛脚、江戸に到着。
朝鮮人ら賀露へ移送。
朝、鳥取からの飛脚到来。幕府老中大久保加賀守へ朝鮮人来着の届（第1報）。
朝鮮人の赤崎到来を幕府へ報告する。
朝鮮人、青屋より加路の東禅寺へ移る。
朝鮮人の儀につき、荒尾志摩宅で寄合。加路での対応を徒頭・郡奉行に指示。
朝鮮船、青谷湊へ繋ぎ置かれ、あんひしやん（安龍福）ら青屋専念寺にて藩儒辻晩
庵（権之丞）と筆談。
賀露から町会所へ移す。
朝鮮人を鳥取城下へ入れ、町会所へ差し置く。その後、幕府の沙汰により鳥取城
下から子山池青島へ移す。
朝鮮船、青谷入港。専念寺にて平井金左衛門、藩儒辻晩庵らが取り調べを行い、
「差て竹嶋訴訟之様ニも不相聞候旨」確認。

10月16日
11月23日
－
－
1月10日
4月4日

夜、対馬藩より使者・通詞が用瀬に到着。朝鮮人帰国につき、鳥取城下へ来るに
およばない旨を伝える。
対馬藩使者・通辞2人、用瀬まで来るも、帰す。
18日の用瀬の件、同日に記録される。
朝鮮人応接につき、加路東禅寺住持へ白銀2枚、青屋医師斎藤徳元へ金子2切ず
つを遣わす。
宗義真、卞同知と宋判事に日本人の渡海禁止を伝える。
村川に対し米子塩運上（年500目）の上納を認める。
朝鮮人名、船旗の記載あり。
朝鮮人名、船旗の記載あり。
訳官両使、朝鮮へ帰着
竹島（欝陵島）を朝鮮領とし、日本人の渡海を禁じたことに対する礼曹参議から対
馬藩への感謝の書簡を倭館へ渡す。

6月10日

朝鮮の書簡を平田直右衛門が老中・阿部豊後守へ持参する。

Ａ

竹島紀事、５月

7月21日

朝鮮の書簡を将軍が了承したとの書状を阿部豊後守が宗刑部大輔へ渡す。竹島
一件の国内処理完了。

Ａ

竹島紀事、５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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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録 安龍福 関連年表

年号

月日

1716
粛宗42
正徳6

12月24日

1722
景宗2
享保7

11月

事

級

出典資料

藩医師斎藤徳元を藩より召し放され、以後町医者並御礼を仰せ付ける。

A

控帳、12/24

幕府へ、(1)元禄9年の朝鮮人来航の顛末、(2)渡海禁止後の竹島串鮑献上につい
て、(3)竹島の産物は人参と鮑、ミチ油である旨、(4)竹島の広さはわからない旨を回
答。

B

竹嶋之書付

B
B

竹嶋之書付
竹嶋之書付

B

竹嶋之書付

5月
6月10日
12月18日
12月27日

幕府へ、竹島渡海に関する資料（書付と絵図）を提出。
幕府勘定奉行筧播磨守より再度お尋ね。
筧播磨守のお尋ねの内容を通達（竹島への道程、元禄5～8年までの竹島渡海の
状況の質問ほか6か条）。
閏4月28日の筧播磨守のお尋ねに対し回答提出（5か条）。
長崎奉行所宛大谷九右衛門書状（長崎貫物問屋の儀につき）
護法院宛万里小路民部書状
大谷九右衛門宛万里小路民部書状

B
C
C
C

竹嶋之書付
竹島渡海由来抜書
竹島渡海由来抜書
竹島渡海由来抜書

1744
英祖20
延享元

8月22日

大谷九右衛門宛牛尾金右衛門・上村惣右衛門書状（在国中お目見えにつき）

C

竹島渡海由来抜書

1747
英祖23
延享4

4月11日

大谷九右衛門宛 牛尾金右衛門書状

C

竹島渡海由来抜書

1724
景宗4
享保9
1741
英祖17
寛保元

閏4月16日
閏4月28日

記

5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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