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番号 번호 資料名 자료명 員数 수량 材質 재질 形状 형식 法量 치수（㎝） 制作年・時代ほか 제작 연대・시대 등 所蔵 소장 備考 비고

1 景轍玄蘇像 케이대추 갠소 스님상 1軀 1구 木造彩色 목조 채색 像高150（推定) 상 높이 150（추정） 17世紀　17세기 西山寺 세이잔지 パネル展示 팬널 전시 　

2 規伯玄方像　吉野右京作 키하크 갠보 스님상,요시노 우교 작 1軀 1구 木造彩色 목조 채색 像高59.3 상 높이 59.3 寛文10年（1670) 에도시대, 1670년 西山寺 세이잔지 　 　

3 以酊輪番記 이테이안 윤번기 1冊 1권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冊子装 책자장 縦27.2　横18.5 세로 27.2, 가로 18.5 江戸時代中期 에도시대 중기
長崎県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 나가사

키현 쓰시마 역사 연구 센터

重要文化財 중요문화재 パネル展示 팬널 전

시
　

4 江戸幕府老中連署書状 에도막부 노중 연서 서장 1幅 1폭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掛幅装 족자장 縦39.8　横59.3 세로 39.8, 가로 59.3 万治元年（1658) 에도시대, 1658년 西山寺 세이잔지 （方長老赦免状  키하크 갠보 스님 사면장） 　

5 訳官記 역관기 1冊 1권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冊子装 책자장 縦24.8　横16.9 세로 24.8, 가로 16.9 西山寺 세이잔지 　

6 対州接鮮旅館図　쓰시마 조선 인접 여관도 1鋪 1폭 紙本著色 종이에 채색 折畳装 절접장 縦50.8　横117.0 세로 50.8, 가로 117.0 19世紀 19세기 国立公文書館 국립공문서관
複製展示 복제 전시 ※付紙なし 부속 종이 없

음
　

7 馬島以酊庵図  쓰시마 이테이안도 1幅 1폭 紙本墨画 종이에 묵화 掛幅装 족자장 縦32.4　横74.9 세로 32.4, 가로 74.9 文化13年（1816）에도시대, 1816년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 사가현립

나고야성 박물관
パネル展示 팬널 전시 　

8 輪番和尚衆下向覚書　윤번 학승들의 각서 1冊 1권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冊子装 책자장 縦28.0　横21.0   세로 28.0, 가로 21.0 江戸時代 에도시대
長崎県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 나가사

키현 쓰시마 역사 연구 센터

重要文化財 중요문화재 パネル展示 팬널 전

시
　

9 対州瞎馿山以酊庵絵図 쓰시마 가츠로산 이테이안도 1鋪 1폭 紙本著色 종이에 채색 折畳装 절접장 縦49.4　横66.2 세로 49.4, 가로 66.2 17~18世紀 17~18세기 両足院 료소쿠인 　

10 古以酊庵絵図　구 쓰시마 이테이안도 1鋪 1폭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折畳装 절접장 縦89.0　横90.8 세로 89.0, 가로 90.8 18~19世紀 18~19세기
長崎県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 나가사

키현 쓰시마 역사 연구 센터

重要文化財 중요문화재 パネル展示 팬널 전

시
　

11 交隣考略 写 교린고략 사본 1冊 1권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冊子装 책자장 縦27.2　横18.7 세로 27.2, 가로 18.7 18世紀 18세기 両足院 료소쿠인 　

12 対州御在番中日記 第五 쓰시마 이테이안 체재 일기 제5권 1冊 1권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冊子装 책자장 縦24.0　横17.0 세로 24.0, 가로 17.0 天明元年（1781) 에도시대, 1781년 両足院 료소쿠인 　

13 朝鮮向御用対馬国エ渡海荊叟和尚一老日記 쓰시마 도항 일기 1冊 1권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冊子装 책자장 縦25.4　横17.0 세로 25.4, 가로 17.0
文久3年~元治元年(1863~64) 에도시대,

1863~64년
両足院 료소쿠인 　

14 以酊庵輪番僧対州下向行列図屏風 료소쿠인에서 쓰시마로 가는  행렬도 병풍 六曲1隻 6폭1척 紙本著色 종이에 채색 屏風装 병풍장 縦122.1　横262.0 세로 122.1, 가로 262.0 江戸時代末期 에도시대 말기 両足院 료소쿠인 　

15 黒漆月星文挟箱 흑칠 월성문 상자 1合 1개 木・漆・紙 나무,옻칠,종이 縦43.0　横70.0  高32.0 길이 43.0, 너비 70.0, 높이 32.0 江戸時代 에도시대 両足院 료소쿠인 　

16 雲外東竺像　自賛　中天景団筆 운카이 도치구스님상 자찬 주텐 게이단 필 1幅 1폭 絹本著色 비단에 채색 掛幅装 족자장 縦102.4　横48.9 세로 102.4, 가로 48.9 正徳6年（1716）에도시대, 1716년 両足院 료소쿠인

17 高峰東晙像　自賛　上田耕天筆 고호 도슌스님상 자찬 우에다 고탠 필 1幅 1폭 絹本著色 비단에 채색 掛幅装 족자장 縦104.6　横43.5 세로 104.6, 가로 43.5 享和元年（1801）에도시대, 1801년 両足院 료소쿠인

18 嗣堂東緝像　自賛　시도 도슈 스님상 자찬 1幅 1폭 絹本著色 비단에 채색 掛幅装 족자장 縦100.9　横42.3 세로 100.9, 가로 42.3 万延元年（1860）에도시대, 1860년 両足院 료소쿠인

19 荊叟東玟像　自賛　케이소 도분 스님상 자찬 1幅 1폭 絹本著色 비단에 채색 掛幅装 족자장 縦101.7　横40.8 세로 101.7, 가로 40.8 19世紀 19세기 両足院 료소쿠인

20 「両足院」額字　安愼徽筆 안신휘 필 편액 「료소쿠인」 원서 1幅 1폭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掛幅装 족자장 縦37.0　横82.7 세로 37.0, 가로 82.7 延宝6年（1678) 에도시대, 1678년 両足院 료소쿠인

21 「一華院」額字　安愼徽筆 안신휘 필 편액「잇가인」 원서 1幅 1폭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掛幅装 족자장 縦36.7　横82.5 세로 36.7, 가로 82.5 延宝6年（1678) 에도시대, 1678년 両足院 료소쿠인

22 「知足院」額字　安愼徽筆 안신휘 필 편액「치소쿠인」 원서 1幅 1폭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掛幅装 족자장 縦36.6　横82.6 세로 36.6, 가로 82.6 延宝6年（1678) 에도시대, 1678년 両足院 료소쿠인

23 金謹行・安愼徽・朴有年連署書状 김근행・안신휘・박유년 일본식 서체의 답장 1幅 1폭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掛幅装 족자장 縦30.6　横45.4 세로 30.6, 가로 45.4 延宝6年（1678) 에도시대, 1678년 両足院 료소쿠인

朝鮮通信使詩書・訳官使書状ほか貼交屏風 조선통신사·역관사

서장·시문 병풍
二曲一隻 ２폭1척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屏風装 병풍장 屏風高171.0　横187.0 병풍 높이 171.0, 가로 187.0

(1) 趙珩詩書 조헝 시서 1枚 1장 縦38.0　横51.5 세로 38.0, 가로 51.5
明暦元~2年 에도시대, 1655~56년

（1655~56）

(2)南龍翼書 남용익 서 1枚 1장 縦38.0　横51.3 세로 38.0, 가로 51.3
明暦元~2年 에도시대, 1655~56년

（1655~56）

(3)李明彬詩書 이명빈 시서 1枚 1장 縦36.5　横51.4 세로 36.5, 가로 51.4 明暦元年（1655）에도시대, 1655년

(4)亜川書 아천 서 1枚 1장 縦59.8　横26.9 세로 59.8, 가로 26.9 個別図版なし 도판 없음

(5)亜川書 아천 서 1枚 1장 縦59.5　横26.6 세로 59.5, 가로 26.6 個別図版なし 도판 없음

(6)金謹行・安愼徽・朴有年連署書状 김근행・안신휘・박유년 답장 1通 1통 縦35.0　横64.8 세로 35.0, 가로 64.8 延宝6年（1678) 에도시대, 1678년

(7)金謹行書状 김근행 서장 1通 1통 縦30.3　横65.3 세로 30.3, 가로 65.3 延宝6年（1678) 에도시대, 1678년

(8)安愼徽書状 안신희 서장 1通 1통 縦31.0　横65.5 세로 31.0, 가로 65.5 延宝6年（1678) 에도시대, 1678년

25 梅荘顕常関係資料 바이소 겐조 관계 지료
4点（2枚2通)4점（2

장2통）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まくり 미 표구 縦24.5　横35.9 ほか 세로 24.5, 가로 35.9 등

天明元年（1781)ほか 에도시대, 1781년

등
両足院 료소쿠인

梅荘顕常詩書2枚 바이소 겐조 시서 2장

梅荘顕常書状2通 바이소 겐조 서장 2통

26 対州土産物控 쓰시마 토산물접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冊子装 책자장 縦16.5　横46.3  세로 16.5, 가로 46.3 天明元年（1781）에도시대, 1781년 両足院 료소쿠인

27 朴徳源・趙景安合作書 박덕원 조경안 합작 일본시 1幅 1폭 紙本墨書 종이에 묵서 掛幅装 족자장 縦126.3　横28.4 세로 126.3, 가로 28.4 18世紀後期 18세기 후기 両足院 료소쿠인

28 渡水羅漢図　李漢喆筆 이한철 필 도수나한도 1幅 1폭 紙本墨画淡彩 종이에 수묵담채 掛幅装 족자장 縦118.9　横30.4 세로 118.9, 가로 30.4 19世紀 19세기 両足院 료소쿠인

29 鉄砂文字入花生 백자철화 한글문 꽃병 1口 1점 陶器 도자기 口径11.8　高21.0 입지름 11.8, 높이 21.０ 朝鮮時代後期 조선 후기 両足院 료소쿠인

開館記念特別展 개관 기념 특별전「対馬の外交Ⅰ　以酊庵－京都両足院秘蔵資料にみるその役割

「쓰시마의 외교 Ⅰ 이테이안 - 교토 료소쿠인 소장 자료로 보는 그 역할」出品資料目録 출품 자료 목록

会期：2022年4月30日（土)~6月26日（日）기간：2022년 4월 30일(토)~6월 26일(일)

主催：対馬博物館 주최 : 쓰시마 박물관

特別協力：両足院 특별 협력 : 료소쿠인

　協力：花園大学歴史博物館 협력 : 하나조노대학 역사 박물관,（公財）禅文化研究所 (공재) 젠분가 연구소, 西山寺 세이잔지

24 両足院 료소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