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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무로마치도노(室町殿)는 아시카가 가문(足利家)의 가장(家督)이자 공무(公武)를 

아우르는 무로마치 막부 최고 권력자를 가리킨다. 사료에서 출행(出行)이라 표

현되는 무로마치도노의 외출에서는 무로마치도노와 주요 정치 행위자와의 관계

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출행 양상은 각 무로마치도노마다 뚜렷한 차이

가 있으며, 동일 인물이라도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 이 글에서는 무로마치 막부 

제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와 제 4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모치(足

利義持) 시기의 공무 관계가 잘 드러나는 참내·참원과 공가 및 무가 저택 방문

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참내와 참원 경향은 크게 세 분기점으로 나눌 수 있다. 

쇼군 취임 직후 요시미쓰는 참내를 거의 하지 않았고 참내를 하는 경우에도 무

가의 선례를 따랐으며 호종(扈從) 행렬도 모두 무가로 이루어졌다. 요시미쓰의 

무가의 수장이라는 측면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첫 번째 분기점은 1378년의 권대납언(權大納言) 겸 우근위대장(右近衞大將) 승

진이다. 이후 요시미쓰는 공가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잦은 참내를 통해 

조정 정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가로서 행동했다. 이 시기의 참내에서 요

시미쓰는 공가의 최고 가격(家格)인 섭관가(攝關家)의 예를 따르거나 선례에 없

는 파격을 많이 취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다. 또한 요시미쓰는 호종 

행렬에서 무가를 배제하고 공가가 수행하게 했다. 이러한 참내에서의 무가 배제

는 천황과의 관계를 독점하여 유일무이한 무가 공경(武家公卿)으로서 무로마치

도노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두 번째 분기점은 1388년의 좌대신 사임으로 이후 요시미쓰는 참내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는 공가 사회에서의 그의 지위가 정점에 도달하여 참내의 필요

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참내가 없었다고 해서 이 시기의 요시미쓰

와 천황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도 요시미쓰는 참원을 통

해 천황가와의 유대 관계를 유지했으며 ‘공무어계약(公武御契約)’에 의거하여 



ii

천황가의 존속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모습도 보였다.

마지막 분기점은 1406년으로 이 해부터 참내 횟수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는 아들 요시쓰구의 공가 사회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공무에 절대적

으로 군림했다는 평가를 받는 요시미쓰도 후계자 문제를 두고 다시금 천황의 

권위를 이용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요시미쓰의 참내 양상을 살펴보면 ‘일본국왕(日本國王)’ 요시미쓰가 

일방적으로 천황가의 권한을 흡수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요시미쓰는 시

기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천황가의 권위를 인정하며 ‘공무어계약’

이라 불리는 관계 하에서 천황가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그 권위에 

기대어 자신을 다른 무가와 차별화했다.

요시미쓰의 공가 및 무가 저택 방문은 참내와 같이 극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

지만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요시미쓰는 1378년 이후 섭관가를 비롯한 상급 공

가 저택에 방문하여 공가 사회의 규칙을 학습하고 그들과 함께 렌가(連歌) 등의 

예능을 즐기는 등 공가 사회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 시기 참내 

경향과 일치한다. 공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히노 가문(日野家) 방문이나 무

가 저택 방문에 공가를 데려가는 모습에서는 특징적으로 공무를 휘하에 두고 

지배한 요시미쓰의 모습이 드러난다. 또한 요시미쓰는 자신과 천황가·히노 가문

을 혈연적으로 매개하는 스켄몬인(崇賢門院)과도 함께 자주 출행하는데 여기서

도 요시미쓰와 천황가의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무가 저택 방문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이며 전체

적으로 많은 횟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요시미쓰가 자신이 공

가나 무가의 저택을 방문하기보다는 그들을 자신의 저택인 무로마치도노에 불

러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아시카가 요시모치는 요시미쓰가 추진한 공가화에 대한 반발로 정권 초기에 

공가 사회와 거리를 두었으며, 참내도 거의 행하지 않았다. 이후 쇼코 천황(稱

光天皇)의 즉위식에 관여하며 자신의 지위를 섭관가에 준하는 위치로 확립하는 

과정에서는 공가에게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또한 요시모치는 요시미쓰와

는 다르게 공가로서 조정 정무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무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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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지했다. 이는 요시모치가 요시모치 정권 초기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무가 

우위 정책을 펴 왔다는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14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요시모치의 참내 ·참원 횟수가 증가하기 시

작하고 후기로 갈수록 더욱 많아진다. 이러한 참내 ·참원의 증가 경향은 1419년 

내대신 사직, 1423년 쇼군직 사직과 출가라는 요시모치의 지위 변화로는 설명하

기 힘들다. 이 시기 천황가는 연이은 불상사로 권위가 흔들리고 후계자 문제로 

존속마저 위태로운 상태였다. 이에 요시모치는 참내와 참원을 통해 천황가를 적

극적으로 보좌하면서 천황가의 권위를 세우는 데 주력했다.

이렇듯 요시모치가 천황가를 힘써 보좌한 이유는 무가 내의 세력관계에서 찾

을 수 있다. 우에스기 젠슈의 난(上杉禪秀の亂)을 전후한 1417년, 요시쓰구 처분

의 후유증으로 중앙 정세가 혼란해진 1419년, 간토(關東)·이세(伊勢)·규슈(九州) 

방면에서 동시에 불온한 움직임이 일어난 1423년, 쇼군 요시카즈(足利義量)의 

사망으로 쇼군 공위 상태가 된 1425년에는 모두 그 전후보다 참원 횟수가 각별

히 많다. 여기서는 무가 내의 세력 다툼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요시모치가 천황

가의 권위에 기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시미쓰 시기와 마찬가지로 요시모치 시기에도 참내·참원 호종에서 무

가는 일관되게 배제되었다. 요시모치의 참원은 천황가의 가장인 고코마쓰(後小

松) 상황의 권위를 세우는 한편, 상황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유일한 무가로서 

요시모치의 지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정권 초기와 후기의 차이는 요시모치의 무가 저택 방문 경향에서도 

나타난다. 요시모치는 권력 기반이 불안정했던 치세 초기에 빈번하게 무가 저택

을 방문하였다. 요시모치 시기 무가 저택 방문의 핵심은 향연과 증답 의례로 이

를 통하여 상호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무가 저택 방문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특히 정치적 긴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완화하는 기능을 했다. 반면 요시모치는 정권 초기에 공가를 매우 경시하는 태

도를 보이며 공가 저택 방문을 거의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시모치의 무가 저택 방문은 14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급격히 감소

한다. 이는 요시모치가 권력 기반이 안정되자 무가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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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정권 초기에는 드물었던 상급 공가 

저택 방문이 이루어지고, 공가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도 완화되었다. 이러한 사

실은 무가 우위 정책 일변도였다는 종래의 평가를 요시모치 정권 초기로 한정

시키고 후기는 이와 구분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무로마치도노(室町殿), 공무관계,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 아시카

가 요시모치(足利義持), 참내(參內), 참원(參院), 오나리(御成)

학 번: 2015-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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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00년대 중반 이후 아시카가 가문(足利家)의 가장(家督)이자 공무(公武)1를 아

우르는 무로마치 막부 최고 권력자를 그 저택의 이름에서 나온 사료 용어인 

‘무로마치도노(室町殿)’라 부르는 경향이 정착하고 있다. 이러한 무로마치도노

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 경향을 아울러 ‘무로마치도노론(室町殿論)’이라 부르며, 

무로마치 시대 정치사의 주류로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2 종래의 연

구는 무로마치도노 권력의 전성기인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를 

전형으로 삼아,3 6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敎)와 8대 쇼군 아시카가 요

시마사(足利義政)가 요시미쓰의 전례(鹿苑院殿嘉例)를 따른 부분을 강조한다. 그

러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4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를 무

로마치도노의 전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4 

이러한 무로마치도노가 자신의 거처를 떠나 어딘가로 외출하는 행위를 가리

키는 말로 사료에서는 출행(出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당대의 권력자

인 무로마치도노의 출행은 정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게 마련이다. 무로마치 시

1 공무(公武)란 공가(公家)와 무가(武家)를 아울러 표현하는 용어로 무로마치 시기 사료에 

빈출하는 용어이다. 공가란 천황(禁裏) 및 실권을 가진 상황(院·治天)이 이끄는 조정 세

력을 아울러 이르는 표현이고, 무가란 아시카가 가문의 가장인 무로마치도노를 중심으

로 한 무로마치 막부의 무사 세력을 가리킨다(박수철, 「‘公武體制’의 政治構造와 祈

禱」, 『동양사학연구』140, 2017, p.337-338).

2 무로마치도노론의 연구사는 『歴史学研究』 852권(小特集 室町殿論)을 참고하라.

3 田中義成, 『南北朝時代史』, 講談社, 1979(初出 明治書院, 1922); 佐藤進一, 『日本中世史

論集』, 岩波書店, 1990; 佐藤進一, 『足利義満』, 平凡社, 1994; 富田正弘, 「室町殿と天

皇」, 『日本史研究』318, 1989; 今谷明,『室町の王權』, 中央公論社, 1990 등

4 石原比伊呂, 「足利義敎と義満・義持」, 『歴史学研究』853, 2009; 大田壮一郞, 「室町殿權力

の宗敎政策-足利義持期を中心に-」, 『歴史学研究』853, 2009, 早島大祐, 『室町幕府論』, 講

談社, 2010; 松永和浩, 『室町期公武關係と南北朝內亂』, 吉川弘文館, 2013, 吉田賢司, 『足

利義持』, ミネルヴァ書房, 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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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기의 사료를 살펴보면 무로마치도노의 출행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표현

은 크게 ①‘遊覧·御遊·御覧(~に遊ぶ, ~に見る)’, ②‘參內’, ③‘參院·院參’, ④‘御成·

渡御·御出(~に到る, ~に莅む)’, ⑤‘參詣·參籠(~に詣づ)’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5 각 유형은 그 방문처와 만나는 대상에 따라 구분되며, 무로마치도노

를 중심으로 천황 ·상황·공가·무가 ·사사(寺社) 등 당시의 주요 정치 행위자를 망라

한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상호 관계가 잘 드러나며, 나아가 가격(家格)과 관위·

의례 ·증답 등으로 이루어지는 의례적 질서를 고찰하는 데도 좋은 재료가 된다. 

선행연구는 무로마치도노의 출행에 대해 부분부분 다루어 왔다. 무로마치도노

의 출행의 첫째 유형인 유람은 무로마치도노가 교토를 떠나 먼 곳에 여행한 것

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것이 내포하는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요시미쓰의 후지산 유람, 이쓰쿠시마 신사(嚴島神社) 참배 등을 분석한 다나

카 요시나리(田中義成)는 “요시미쓰의 유람은 성대한 행렬로 그의 위풍을 과시

하여 적대 세력을 회유하고자 하는 정략”이라고 지적했다.6 유람이라는 행위에 

담겨 있는 정치적 의미를 처음으로 지적한 연구로서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 

여러 연구가 존재한다.7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 사례에 한정하여 정치적 의미

를 지적하거나 여러 사례를 제시하더라도 단순히 장소와 날짜, 동행인을 나열하

고 있을 뿐이므로 무로마치도노의 출행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라 보기는 어렵다. 

무로마치도노의 출행의 두 번째 유형인 참내(參內)는 천황의 거처인 다이리

(內裏)를 방문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 번째 유형인 참원(參院)·원참(院參)은 원

(院), 즉, 상황의 거처를 방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참내와 참원은 기본적으로 

5 大日本史料 第六編・第七編에서 용례를 추출하여 비슷한 행위별로 분류했다.

6 田中義成, 『南北朝時代史』, 講談社, 1979(初出、明治書院、1922), p.255-261.

7 오가와 다케오는 요시미쓰의 후지 유람이 도키 씨 제압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小川剛生, 『足利義満』, 中央公論社, 2012, p.171-174.). 이외에도 아시카가 요시노리의 

후지 유람을 실질적인 ‘가마쿠라 부에 대한 도발 행위’라고 정의한 모리 시게아키의 

연구(森茂暁, 『室町幕府崩壊』, 角川書店, 2011, p.193-196), 요시미쓰의 유람과 사사 참

배를 개괄하며 행락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 우스이 노부요시의 연구(臼井信義, 

『足利義満』, 吉川弘文館, 1960, p.147-15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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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의 인사, 조정 행사, 관위 사여에 대한 배하주경(拜賀奏慶) 등 공식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 정무와 관련하여 상황·천황의 자문을 받거나 의논을 하는 경

우, 와카회(和歌會)나 어유(御遊), 참법(懺法) 등의 예능이나 종교 행사가 있는 

경우에 행하며 특별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무로마치도노의 참내와 참원은 공무의 필두인 천황·상황과 무로마치도노가 직

접 만나는 사건이므로 이 시기의 공무관계를 살펴보는 좋은 자료이다. 나아가 

무로마치 막부의 정치 체제를 두고 사용되는 공무통일정권8, 공무체제9 등의 표

현이 상징하듯이 무로마치도노는 공가와 무가 사회를 모두 장악하거나 혹은 양

자를 아우른다는 점이 그 권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무관계의 해명은 무로마치도노의 성질을 규명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무로마치도노는 교토에 거처를 두어 공가 사회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참내·참원을 많이 했지만, 각 쇼군의 참내·참원 경향은 상당

한 차이를 보인다.10 이시하라 히이로(石原比伊呂)는 무로마치 막부 창립기의 초

대 쇼군 아시카가 다카우지(尊氏)·다다요시(直義) 형제와 공가 사회와의 관계를 

살피며 『園太曆』과 『師守記』의 참내·참원 기사를 토대로 다카우지보다는 다다

요시 쪽이 북조 천황가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

다.11 이토 기요시(伊藤喜良)는 4대 쇼군 요시모치의 참내와 참원을 다루면서 고

코마쓰 상황과 요시모치의 정치적 연대와 긴밀한 관계에 주목했다.12 다만 이들 

연구 역시 전체를 조망하거나 시기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지는 않았다.

네 번째 유형인 오나리(御成) 혹은 도교(渡御)는 넓은 의미로는 참내를 제외한 

8 富田正弘, 「室町殿と天皇」, 『日本史研究』318, 1989.

9 박수철, 「일본 중세 국가론의 현황과 과제」, 『일본비평』11, 2014, p. 276.

10 일례로 후지이 조지(藤井譲治)는 오다 노부나가의 참내를 검토하기에 앞서 15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義昭)의 참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다. 후지이는 참내를 

요청한 것은 조정측이지만, 참내 비용은 막부측이 부담하고 그 액수가 상당했다는 점, 

삼헌(三獻) 의식 자리에 소반슈(相伴衆)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호종 공가는 대부분 나

이나이(內々)·도자마슈(外様衆)이며 섭관가(攝關家)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특징으

로 지적했다(藤井譲治, 「信長の參內と政權構想」, 『史林』95-4, 2012, p.70-73).

11 石原比伊呂, 『室町時代の将軍家と天皇家』, 勉誠出版, 2015, p. 23-26

12 伊藤喜良, 『足利義持』, 吉川弘文館, 2008, p.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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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군의 출행을 가리키는 데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무로마치 

쇼군이 공가나 무가 저택에 방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방문에서는 성대한 

향연과 증답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항연과 증답 행위는 상호간의 친선 

관계를 수립하는 정치적 기능을 갖는다. 
13

무가 저택 방문에 대해 의례적 측면에서 접근한 후타키 겐이치(二木健一)는 

무로마치 막부 세수(歲首)의 공식 연중행사(年中行事)로서 정월에 이루어진 오나

리와 오반(垸飯)에 대해 요시미쓰 만년에 이러한 의례가 성립하기 시작하여 요

시모치 시기에 확립되고 요시노리 ·요시마사 시기에 격식화·형해화해 갔다는 점

을 밝혔다.14 다만 후타키는 연중행사로서의 정월의 오나리만을 다루어 이외의 

비정기적인 오나리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토 기요시는 무가 저택 방문의 정치적인 의미에 비중을 두어 제 다이묘에 

대한 요시모치의 정책 수단으로서 오나리의 의미를 고찰하고 요시모치 시기의 

군신관계를 살펴보았다.15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기별로 상당한 빈도 변화

를 보인다는 점에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구와야마 고젠(桑山浩然)은 천황의 행

행(行幸)과 쇼군의 오나리를 비교하여, 제 1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足利義

輝)의 미요시 요시나가(三好義長) 저택 방문 기록 중 행행기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16 다만 이는 검토 대상이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한정되어 

13 가네코 히라쿠(金子拓)는 오나리와 그 외 세시(歲時) 의례에서 당사자 간에 주고 받은 

‘進物折紙’라는 문서의 특질을 검토하여 무로마치 시대 인간관계에서 증답 행위가 매

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밝혔다(金子拓, 「室町時代における贈与交換」, 『中世

武家政權と政治秩序』, 吉川弘文館, 1998.). 또한 이러한 증답 행위는 경제적으로도 실

질적인 의미를 가져서 무로마치 시대 후기에 이르면 막부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까

지 자리잡게 된다(桜井英治, 『日本中世の經済構造』, 岩波書店, 1996).

14 二木健一, 「室町幕府歳首の御成と垸飯」, 『中世武家儀禮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p.41. 

또한 후타키는 아시카가 쇼군의 출행 때에 사용된 탈 것(乘物)을 검토하여 무로마치 

무가 사회에서는 가마쿠라 시대와는 달리 신분·지위의 서열에 따른 격차에 기반한 계

층적 질서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二木健一, 「足利将軍の出行と乗物」, 『武家儀禮格式の

研究』, 吉川弘文館, 2003, p.157.).

15 伊藤喜良, 『足利義持』, 吉川弘文館, 2008, p.43-51.

16 桑山浩然, 「室町時代における「行幸」および「御成」の総合的研究」研究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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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부 전기는 언급이 없으며, 오나리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것만을 다루고 있다. 

출행의 다섯 번째 유형은 사사 참배이다. 이것도 앞서 살펴본 유람과 연결지

어 그 정치적인 색채를 지적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사사 참배 시 쇼

군을 호종(扈從)하는 행렬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하라 레이코(原麗子)는 

무로마치 막부 역대 쇼군과 쇼군직 경험자(즉, 무로마치도노)의 이와시미즈 하

치만 궁(石淸水八幡宮) 참배 때의 호종 행렬을 검토하여 공가층의 무로마치도노

에 대한 종속 과정을 밝혔다.17 다카우지에서 요시미쓰 초기까지는 행렬은 무가

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요시미쓰 후기부터는 공가 호종이 다수를 점하게 되

고 이후 요시마사 시기까지 이 방식이 계승된다. 호종한다는 행위는 그것을 명

하는 자에 대한 종속의 표명이며, 공가의 호종은 이미 다양한 방면에서 무로마

치 막부에 의존하게 된 공가층의 종속적인 면을 잘 보여준다. 이 연구는 다카우

지부터 요시마사까지에 이르는 시기를 전체적으로 다루었으며 무로마치도노에 

대한 공가의 종속을 사사 참배 행렬의 검토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을 살펴보았을 때, 공가의 호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하라의 연구를 제외

한다면 무로마치도노의 출행 중 일부 사례를 들어 그 정치적 의미를 지적하거

나 대체적인 경향을 언급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관련 사료에 대해 본

격적으로 검토를 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개별 사건을 보다 세밀하게 검

토하여 그 의미를 확인할 여지는 남아있다. 또한 이러한 출행 경향은 각 쇼군마

다 차이를 상당한 보이며, 동일 인물의 경우에도 시기별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

는데 이 점에 주목하여 세밀하게 이를 추적한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서서 무로마치도노론의 핵심 인물인 

제 3대 쇼군 요시미쓰와 제 4대 쇼군 요시모치의 출행을 다룬다. 또한 특히 공

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참내 ·참원과 오나리로 검토 대상을 한정한다. 관련 사

료에 의거하여 주로 의례 측면에서 접근하여 각 참내의 호종 행렬의 구성과 참

가자와 참내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기반하여 개별 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종합하여 참내·참원 ·오나리의 전반적인 성격을 파악

17 原麗子, 「室町時代公武關係の一考察 ―将軍の出行から―」, 慶應義塾大学修士論文,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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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시기별 빈도 변화에 주목하여 분기점을 설정하고 정권의 변화 추이

를 살펴본다.

제 1장에서는 제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출행을 살펴본다. 요시미쓰에 

대해서는 천황가의 권한을 ‘흡수’하거나 이를 ‘압박’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연

구가 많다.18 제 2장에서는 제 4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모치의 출행을 살펴본다. 

요시모치는 요시미쓰의 공가화에 대한 반발로 무가 우선 정책을 폈다는 부분이 

강조되어 왔다.19 이러한 기존 연구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진행한다.

18 사토 신이치(佐藤進一)가 ‘권한흡수론’을 제창한 이래 이는 무로마치 시대 공무관계의 

주요 해석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를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이마타니 아키라(今谷明)의 

‘왕위찬탈계획론’은 대중적으로 지명도를 얻었으며, 현재 학계의 통설인 도미타 마사

히로(富田正弘)의 ‘공무통일정권론’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다. 각 논의에 자세한 내용

에 대해서는 박수철, 「일본 중세 국가론의 현황과 과제」(『일본비평』11, 2014) 참조.

19 田中義成, 『足利時代史』, 講談社, 1979, p.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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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출행

1. 참내와 참원

표 1. 요시미쓰의 참내 횟수20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참내는 그 빈도와 성격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분기점

을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378년(永和4)21 권대납언 우근위대장 취임, 두 

번째는 1388년(嘉慶2) 좌대신 사임, 세 번째는 1406년(應永13)이다. 

요시미쓰는 1367년(貞治6) 부친 요시아키라(足利義詮)가 사망하자 그 뒤를 이

어 가독을 계승하고 1369년(應安2) 정식으로 쇼군에 취임한다. 이후 1375년(永和

1)까지 요시미쓰는 한 차례도 참내를 하지 않았다. 당시 요시미쓰가 10대 초반

으로 나이가 어렸으며, 이 시기 막부 정치를 주도한 관령(管領) 호소카와 요리

유키(細川賴之)가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침을 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22 

1375년 5월 26일(永和1.4.25) 요시미쓰는 처음으로 참내했다. 이 참내에서 호

종 행렬은 모두 무가로 구성되어 역인(役人)23은 御劍役 호소카와 요리모토(細川

20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참내 횟수를 표로 나타냈다. 개별적인 출행 일자와 

근거 사료를 기록한 표는 부록을 참조하라. 이하 관련 표도 모두 마찬가지다.

21 이하 연월일 표기는 서기(율리우스 력)으로 통일한다. 연도 표기의 경우 개원일을 기

준으로 괄호 안에 연호를 부기하며, 필요한 경우 음력(宣明曆) 월일도 부기한다. 다만, 

각주에 사료의 일자를 표기할 때에는 사료대로 연호와 음력으로 표기했다.

22 小川信, 『細川賴之』, 吉川弘文館, 1972, p.98-99.

23 귀인의 출행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종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정한 임무를 갖는 사람을 

역인(役人)이라 칭한다. 천황의 행행에는 보검과 신새(神璽)를 받들고 따르는 劍璽役을 

연도
1367~

74
1375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횟수 0 1 2 6 15 10 9 15 5 4 5

연도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횟수 6 3 0 0 0 0 1 1 5 1 0

연도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횟수 0 0 0 1 2 0 0 1 12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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賴元), 御沓役 셋쓰 요시나오(攝津義直), 御調度役 사사키 엣추 시로자에몬(佐々

木越中四郞左衛門)이 맡았다. 이 뒤를 근습(近習)들이 따르고 후열에는 관령 호

소카와 요리유키 이하 유력 슈고층이 수행(供奉)했다.24 이러한 편성은 같은 해

의 이와시미즈 하치만 궁 참배 행렬과 유사한 형태로서,25 요시미쓰 초기의 참

내는 무가의 사사 참배 행렬 구성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볼 수 있다.26 이러한 

무가 중심의 행렬 구성은 무가의 수장이라는 요시미쓰의 지위를 잘 보여준다.

이를 선대와 비교해보면, 1350년 1월 26일(貞和5.12.18) 제 2대 쇼군 요시아키

라는 고노 모로나오(高師直) 이하 100여인을 이끌고 참내했으며 역인(役人)도 모

두 무가였다.27 규모는 요시아키라 쪽이 더 크지만, 호종 행렬에서 공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 요시미쓰의 첫 참내는 공가의 예법과는 상관이 없

었으며, 요시아키라의 참내 선례 또는 무가의 사사 참배의 예를 따른 것이다. 

요시미쓰의 1375년 5월 참내에는 당시 조정의 원로격인 전 관백 니조 요시모

토(二條良基)가 깊이 관여했고, 권대납언(權大納言) 히로하시 가네쓰나(廣橋兼綱)

가 요시모토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상의하고 참내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요시

모토는 요시미쓰의 공가 사회 진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28 또한 호종

과는 별도로 중납언(中納言) 야나기와라 다다미쓰(柳原忠光), 중납언 미코히다리 

다메토(御子左爲遠), 우중변(右中弁) 히노 스케야스(日野資康), 히노 스케노리(日

野資敎) 등 상당수의 공가가 참내에 배석했다.29 이들은 모두 명가(名家)30 가격 

비롯하여 신발을 담당하는 御沓役, 천황 가마에 드리운 발을 올리는 御簾役, 천황의 

소매를 정리하는 御裾役 등 많은 역인이 따랐다. 상급 공가의 경우 御劍役과 御沓役이 

나타나며 주로 가신들이 맡았다. 가마쿠라 쇼군의 출행에는 御劍役, 御調度役, 御行騰·

沓役 세 사람이 따랐으며 쇼군의 측근 무사가 맡았다(『吾妻鏡』 가테이 4년 정월 1일

-3일조). 調度는 무사의 상징인 활을 의미하며, 行騰은 기마시 신는 신발싸개를 가리

키는 것으로 무가의 경우에만 나타난다.

24 『花営三代記』 에이와 원년 4월 25일조

25 『花営三代記』 에이와 원년 3월 27일조

26 실제로 『鹿苑院殿御元服記』에는 「御雜色如御社參」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27 『園太曆』 조와 5년 12월 18일조

28 요시미쓰와 요시모토의 관계에 대해서는 木藤才蔵, 『二條良基の研究』(桜楓社, 1987)와 

小川剛生, 『二條良基研究』(笠間書院, 2005)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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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이며, 후에 무가가례(武家家禮)로써 아시카가 가문을 개인적으로 섬기게 되

는 사람들이다. 특히 히노 스케야스와 스케노리는 요시미쓰의 부인 히노 나리코

(日野業子)와 남매간으로 요시미쓰와는 인척 지간이다. 이러한 공가의 배석에서

는 간신히 공경(公卿) 반열에 드는 종사위하 참의(參議) 겸 좌근위중장(左近衛中

将)이라는 요시미쓰의 공가 관위와는 별개로 쇼군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시미쓰 이전 쇼군의 참내·참원에는 중개(申次)역을 맡

은 공가가 한 사람 동행할 뿐으로 이처럼 여러 공가가 배석하지는 않았다.31

1378년 3월 26일(永和4.2.27)의 참내에 대해서는 산조 긴타다(三條公忠)가 ‘대

수(大樹, 쇼군의 별칭)가 참내했다. 매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작년에는 參入하

지 않았다’32고 적고 있으므로 1375년 첫 참내 이후 요시미쓰는 1377년을 제외

하고 매년 한 차례씩은 참내한 것으로 보인다. 호종 행렬을 살펴 보면 役人은 

모두 무가로서 劍役은 호소카와 요리모토, 沓役은 셋쓰 요시나오, 調度役는 사

사키 일족으로 1375년의 첫 참내와 같으며, 또한 다이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행(供奉)하여 ‘장관’을 이루었다는 점 역시 첫 참내와 동일하다.33 

그러나 이후 이러한 무가의 수장으로서의 요시미쓰의 모습에 큰 변화가 생긴

다. 1378년 4월경 요시미쓰는 하경(下京)에 있던 요시아키라 이래의 산조 보몬

(三條坊門) 저택에서 상경(上京) 북부의 기타노코지 무로마치(北小路室町)의 새 

저택으로 이사한다.34 무가의 저택이 밀집해 있던 하경과 비교하여 상경은 히가

시도인 쓰치미카도(東洞院土御門)에 대궐(內裏)이 있고 비교적 공가 저택이 많은 

지역이었다. 요시미쓰는 여기에 저택을 세워 물리적으로 공가 사회에 접근했다. 

동년 5월 요시미쓰는 참의에서 중납언을 건너 뛰어 단번에 권대납언으로 승진

29 『廣橋家記錄』 중 「將軍參內參仕記」

30 명가(名家)란 변관(弁官)·장인(蔵人) 등의 실무 관직을 거쳐 대납언까지 이를 수 있는 

가격으로 중급 귀족층에 해당한다. 헤이안 시대 이래 섭관가를 섬기며 家政을 담당하

고, 원정 시대에는 원의 서무를 처리하며 권신을 배출하였다. 다만 섭관가나 원의 개

인적인 가신에 해당하므로 공가사회의 가격 편성상 상급 귀족과는 구별되는 존재였다.

31 『師守記』 고에이 3년 1월 15일조

32 『後愚昧記』 에이와 4년 2월 27일조

33 『愚管記』 에이와 4년 2월 27일조

34 佐藤進一, 『足利義満』, 平凡社, 1994,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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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9월에는 우근위대장(右近衛大将)을 겸한다. 이 해가 첫 번째 분기점으로 

이 해 말부터 요시미쓰의 참내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1378년 12월 18일(永和4.11.28)에는 우근위대장 배하(拜賀)를 위해 참내했다. 

役人은 劍役 호소카와 구로(細川九郞), 沓役 셋쓰 요시히데(攝津能秀), 調度役 사

사키 일족으로 모두 이전 참내와 같은 가문의 무가가 맡았으며, 관령 호소카와 

요리유키 이하 다이묘들이 수행하여 첫 참내 이래의 무가 중심의 구성을 유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휘하 무가를 세웠던 전구(前駈) 자리에 이전과는 

달리 섭관가(攝關家)인 고노에 가문에서 8명을 빌려서 앞세웠다.35 호종은 신분

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그 선두에 서는 전구는 이를 상징하는 위치이다. 전구

를 빌려준 당사자인 고노에 미치쓰구(近衛道嗣)는 이를 가리켜 ‘불상응(不相應)’

이라며 신분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적고 있다. 이 시기 요시미쓰는 공가 사회의 

최고 가격인 섭관가의 지위를 크게 의식하고 있다.

1379년 1월 25일(永和5.1.7) 요시미쓰는 참내하여 아오우마노 세치에(白馬節會)

를 구경하고 주연에도 참석했다. 요시미쓰는 ‘섭관가의 사람이 사용하는 길’을 

통해 상어소(常御所)로 향하여, 역시 섭관가를 강하게 의식하는 모습이 나타난

다. 삼헌 때에는 요시미쓰가 아직 고엔유 천황에게 잔을 바치지 않았을 때 천황

이 직접 술을 따라주었다. 이는 산조 긴타다가 ‘공가 무가가 시작된 이래로 그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적을 정도로 파격적인 예였다. 또한 이 참내는 니조 

요시모토와 산보인 고사이(三寶院光濟), 히노 노부코(日野宣子)가 중개했다.36 요

시미쓰의 공가 사회 진입은 공가 측의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동년 5월 14일(개원하여 康曆1.4.28)일에는 참내하여 새벽까지 주연을 즐겼다. 

긴타다는 이 참내에서의 요시미쓰의 행동에 대해서도 ‘선례에 드문 일’이라 지

적하고, 니조 요시모토의 참가를 기록하며 ‘대수를 부지(扶持)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또한 공경 마데노코지 쓰구후사(万里小路嗣房) 이하 덴조비토(殿上人)들

이 요시미쓰의 가신(家禮)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요시미쓰가 참내할 때 요쓰아

시 문(四足門) 밖까지 나와 맞이했고,37 요시미쓰가 이 참내 때의 덴조비토 다섯 

35 『愚管記』 에이와 4년 11월 28일조

36 『後愚昧記』 에이와 5년 정월 7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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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행동에 불만을 품어 그들의 관직을 중지시켰다는 기사38를 보면 이 시기

에 이미 요시미쓰는 공가 사회에서 상당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후 요시미쓰의 공가 사회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져 간다. 이듬해인 1380년 

2월 25일(康曆2.1.19) 요시미쓰는 우근위대장 노시하지메(直衣始)를 위해 참내했

다. 노시(直衣)란 공경의 평상복으로 이를 입고 참내하는 것은 칙허가 필요하여 

중세 이후 상급 귀족의 특권으로 여겨졌다. 노시하지메는 이 칙허 후 처음 노시

를 입고 참내하여 천황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식이다.39 이 참내에서 특기할 점

은 호종 행렬으로 앞선 시기의 무가 중심의 구성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얼마 전

인 동년 2월 19일(康曆2.1.13)의 참내까지만 해도 이전과 같이 무가가 수행했는

데,40 이번 참내에서는 무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대납언 도인 긴사다(洞院公定), 

대납언 미코히다리 다메토를 비롯하여 납언 급의 공경이 직접 호종하고, 덴조비

토 역시 이전보다 대거 늘어난 숫자가 호종 행렬에 참여했다.41 

이처럼 공경이 호종 행렬에 참가하고 무가가 호종 행렬에서 배제되었다는 사

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대인 다카우지와 요시아키라 시기에는 아시카가 

쇼군 이외의 무가의 단독 참내도 드물지 않았으며,42 요시미쓰의 첫 참내 이전

인 1374년 3월 9일(應安7.1. 26) 산보인 고사이의 중개로 관령 호소카와 요리유

키가 참원하여 고코곤 상황을 알현한다.43 천연두(疱瘡)로 위독해진 상황이 정무 

양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어린 요시미쓰를 대신하여 막정을 주도하던 관령 요

리유키를 부른 것이다. 이렇듯 요시미쓰 초기까지도 아시카가 가문은 참내 ·참원

을 독점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아시카가 가문 이외 다이묘의 단독 

참내 ·참원은 한 건도 없으며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호종 행렬에서조차 다이묘가 

37 『後愚昧記』 고랴쿠 원년 4월 28일조

38 『後愚昧記』 고랴쿠 원년 윤4월 4일조

39 中井真木, 『中世前期の直衣始について』, 『史学雑誌』121, 2012. p.107.

40 『愚管記』 고랴쿠 2년 1월 13일조

41 『愚管記』 고랴쿠 2년 1월 19일조

42 『師守記』 고에이 4년 4월 8일조 사사키 우지요리(佐々木氏賴) 고곤 상황 참원, 『愚管

記』 엔분 3년 6월 24일조 이시바시 가즈요시(石橋和義) 고코곤 천황 참내 등

43 『後愚昧記』 오안 7년 1월 26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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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배제되었다. 즉, 요시미쓰는 무가 참내의 독점을 실현한 것이다. 

이렇듯 요시미쓰가 참내를 독점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치자와 데쓰(市澤哲)는 

무로마치 막부가 북조를 옹립한 목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남조 세

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카가 가문 쇼군 이외에도 무가

의 동량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 무가 내의 라이벌에 대하여 북조로

부터 ‘조적(朝敵)을 토벌’할 것을 명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장으로서 자신을 위

치시키기 위한’ 것이다.44 즉, 아시카가 가문은 여타 무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북조 천황가를 내세운 것이다. 참내는 천황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이를 내외에 내보이는 의례이므로 요시미쓰는 이를 무가와의 차별화를 달성하

는 주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따라서 아시카가 가문의 참내와 참원

의 독점과 무가 배제는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한편, 우근위대장은 조정의 최고위 무관직일 뿐만 아니라 가마쿠라 막부의 초

대 쇼군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가 취임한 선례가 선례가 있어 무가에게

는 큰 의미가 있었다. 다만 각종 조정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

문에 요리토모는 10여 일 만에 그만두고 실제로 우근위대장의 직무를 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요시미쓰는 실제로 우근위대장이 공가 사회에서 담당했던 역할

을 실행하여 각종 조정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그 공적으로 재차 승진하

며 공가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립해 나갔다. 호종 행렬이 무가에서 공가로 

변화한 것은 공가 관직 소유자로서 정식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45 

1381년 2월 7일(康曆3.1.13) 의 참내에서도 역시 관령 이하 제 다이묘의 수행 

없이 공가가 수행했다. 호종 행렬에는 덴조비토와 납언 급의 공경이 참가했다.46 

납언 급 공경의 호종 행렬 참가는 섭정·관백 수준의 호종 행렬에 해당한다.47 

1380년 2월 우근위대장 노시하지메 참내 이후로 요시미쓰는 공가의 예식을 착

44 市澤哲, 『日本中世公家政治史の研究』, 校倉書房, 2011, p.312.

45 다만 이러한 행동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공가 사회에 진입한 시기의 요시미쓰에게서

만 보인다. 요시미쓰 이후의 무로마치도노는 대개 요시미쓰의 선례를 따라 공경의 지

위에 오르지만, 실제로 그 관직에 상응하는 직무를 맡는 경우는 거의 없다.

46 『花営三代記』 고랴쿠 3년 정월 13일조

47 『玉蘂』 분랴쿠 2년 1월 1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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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따르고 있으며, 호종 행렬에서 자신을 섭정·관백 급에 위치시키고 있다.

동년(2월 24일 개원하여 永德1) 4월 고엔유 천황이 요시미쓰의 저택인 무로마

치도노에 행차하는 것으로 요시미쓰의 공가 사회 진입은 정점에 달한다. 이 행

행에서도 요시미쓰 이외의 무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요시미쓰는 쇼군보다

는 우근위대장의 입장에서 행동했다.48 이후 요시미쓰는 자주 참내하며 다이리

에서 열리는 와카회, 삼석어회, 렌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했다. 

동년 8월에는 내대신으로 승진, 8월 22일(永德1.8.3)에는 내대신 노시하지메를 

위해 참내했다. 여기서도 대납언 산조 사네후유 이하 공경이 호종하였고, 역시 

니조 요시모토가 깊이 관여하였다.49 1382년(永德2) 2월에는 좌대신으로 승진하

고, 이후 에이토쿠·가쿄 연간(1881-1388)에는 상당히 많이 참내했다. 이 시기 요

시미쓰는 조정 행사를 총지휘하는 내변(內弁) 역할도 적극적으로 맡았으며,50 참

내하여 섭정과 논의를 하는 등 실제로 직접 조정의 정무를 처리하는 모습도 보

인다.51 이는 좌대신이라는 관위에 수반되는 직무에 충실한 것이며, 요시미쓰는 

명실상부하게 공가로서 행동했다. 또한 요시미쓰는 1387년 고코마쓰 천황의 원

복식(元服式)에서 이발역(理髮役)을 담당하는 등 천황가와의 관계도 매우 두터웠

다. 이는 조부 다카우지나 부친 요시아키라 등 선대 쇼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

로서 요시미쓰의 공가화 경향을 잘 보여준다.52 이러한 요시미쓰의 공가로서의 

지위와 행동은 여타 무가와 그를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가로서의 요시미쓰의 모습은 1388년(嘉慶2) 6월 요시미쓰가 

좌대신을 사임한 이후 일변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분기점이다. 이후 참내 기록

은 격감하여 4년간 참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1390년(明德1) 4월 개원을 결정

48 요시미쓰는 다이리부터 자신의 저택까지 우근위대장으로서 천황의 행렬을 수행했다.

49 『後愚昧記』 에이토쿠 원년 8월 3일조

50 요시미쓰는 좌대신에 임명된 다음해인 1383년부터 좌대신을 사임하는 1388년까지 조

정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에 속하는 정월의 3대 세치에(1월 1일의 元日節會, 1월 7

일의 白馬節會, 1월 16일의 踏歌節會)의 내변을 대부분 맡아 했다. 

51 『後愚昧記』 에이토쿠 3년 2월 28일조

52 다카우지와 요시아키라는 모두 권대납언까지 승진했지만, 요시미쓰와 같이 조정의 행

사를 맡아 처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4

하는 회의(改元定) 날 한 차례 참내하는 데 그쳤다.53 이전에는 매번 내변을 맡

아 지휘했던 정월의 3대 세치에에도 전혀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1405년(應永12)까지 이어진다. 1395년(應永2)에는 예외적으로 다섯 차

례 참내 기록이 있지만, 이는 태정대신 임관과 관련한 참내이므로 전체적인 경

향과는 거리가 있다.54 결국 태정대신도 반 년여 만에 사임하고, 동년 8월 12(應

永2.7.26)일에 출가 후 첫 참내를 한 이후 1405년까지 10년간 참내 기록은 도합 

5차례에 불과하여 단 한 차례도 참내 기록이 없는 해도 많다. 

이상의 1390년대부터 140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요시미쓰가 공무를 모두 휘

하에 두고 지배한 시기로 요시미쓰 권력의 전성기로 여겨진다. 이 시기에 참내

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요시미쓰의 공가 사회에서의 지위가 정점에 도달하여 

참내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요시미쓰는 무가전주(武家

傳奏)를 통하여 참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조정의 정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취했

으며, 1390년대에는 제 다이묘의 견제와 세력 삭감을 위한 실력행사로서 직접적

인 군사 행동이 잦았으므로 참내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55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93년 고엔유 상황이 사망한 뒤 요시미쓰는 어린 고코마쓰 천황

의 준부(准父)로서 상황에 준하여 행동하기 시작했고, 1398년(應永5) 4월에는 교

토 내부의 무로마치도노에서 교토 근교의 기타야마(北山)에 저택을 짓고 이사하

여 물리적으로도 대궐과 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요시미쓰와 천황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요시미쓰

와 고엔유 상황의 관계는 매우 험악한 것이었다. 이는 양위문제를 둘러싸고 서

로 불화하여 생긴 불상사로 ‘상황의 권위가 추락’하고, 요시미쓰가 그 ‘상황 권

53 『迎陽記』 메이토쿠 원년 3월 26일조

54 1394년(應永1) 12월 요시미쓰는 쇼군직을 아들 요시모치에게 물려주고 공가 최고 관직

인 태정대신에 임관한 뒤 배하와 노시하지메 등 관직 임명과 관련하여 몇 차례 참내

를 했다. 1395년 1월 7일에는 태정대신으로서 아오우마노 세치에의 내변을 맡는다. 이

것이 요시미쓰가 조정 행사에 직접 지휘한 마지막 사례이다. 

55 1390년 미노의 난(美濃の亂, 도키 가문), 1391년 메이토쿠의 난(明德の亂, 야마나 가문), 

1391년 시바 요시유키 에치젠 낙향, 1395년 규슈탄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사다요(今

川貞世) 파면. 1399년 오에이의 난(應永の亂, 오우치 가문) 등. 요시미쓰는 교토를 나서 

이와시미즈 하치만 궁에 진을 치고 후방에서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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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흡수’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56 이는 종래 무로마치 시기의 공무관계에서 

매우 강조되어 온 요소로 요시미쓰가 치천의 지위에서 공무를 통괄했다는 도미

타 마사히로(富田政弘)의 ‘공무통일정권론’의 주요 논거 중 하나이며,57 이마타

니 아키라(今谷明)의 ‘왕권찬탈계획론’ 역시 이를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58 다만, 

이러한 불화가 요시미쓰와 고엔유 상황 개인의 관계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무로

마치 막부와 천황가 전체의 관계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

는다. 선행연구는 후자의 입장인데 이러한 관점이 과연 타당한가?59

1396년(應永3), 요시미쓰는 스코 법황의 후시미도노(伏見殿)에 참원한다. 배작

이 여러 순이 돈 후에 스코 법황이 스스로 요시미쓰의 잔을 들어 이를 마셨고, 

이후 요시미쓰는 10만 필의 돈을 보내어 사례했다. 이치조 쓰네쓰구(一條經嗣)

는 ‘일배(一盃)의 값이 천 관(10만 필)이라니 실로 대단한 일’이라 평했다.60 

1402년(應永9), 요시미쓰는 고카메야마 법황의 거처인 다이카쿠지(大覺寺)에 참

원했다. 이후 요시미쓰는 법황이 요시미쓰의 잔을 취하여 마신 것에 대한 사례

로 역시 10만 필의 돈을 보내었다.61 이시하라 히이로는 이를 상황보다 요시미

56 이미 1382년(永德2) 4월 11일에 고엔유가 양위하고 상황이 된 다음달인 5월에 사네후

유가 ‘지난 달 御幸始 이후에 좌대신(요시미쓰)가 참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불쾌한 일

이 있어서라고들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적고 있으며, 같은 달 5월 28일에 참내

를 하면서도 참원은 하지 않는 등 양위 문제로 생겨난 요시미쓰와 고엔유의 불화는 

상당한 것이었다. 이러한 알력은 결국 1383년(永德3) 2월 1일에 고엔유 상황이 요시미

쓰와의 밀통을 의심하여 국모 산조 다카코(三條嚴子)를 칼등으로 내리치고 그에 대한 

처분을 두려워하여 자살 시도를 하는 일대 소동으로 폭발하게 된다. 이후 사건이 수습

되어 고엔유 상황은 칩거 상태로 들어가고 원정도 사실상 중지되어 정치적으로 의미

가 없는 존재가 된다. 고엔유 상황은 칩거 상태로 10년을 보내고 1393년(明德4)에 사

망하고 이후 요시미쓰는 상황에 준하여 행동한다.

57 富田正弘, 「室町殿と天皇」, 『日本史研究』 318, 1989.

58 今谷明, 『室町の王權』, 中央公論社, 1990.

59 이러한 이마타니의 주장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비판했다. 특히 이시하라 히이로는 

왕권찬탈계획에 대한 이마타니의 근거를 9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상당히 강경한 어

조로 모든 근거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石原比伊呂, 『室町時代の将軍家と天皇家』, 勉

誠出版, 2015, p.73-117).

60 『荒曆』 오에이 3년 4월 5일조 

61 『吉田家日次記』 오에이 9년 3월 12일조, 9월 22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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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가 상위에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며, 막대한 금전은 그 대가라고 해석한다.62 

기록자 쓰네쓰구가 ‘말대의 일’, ‘요즈음 이런 진기한 일이 연이어 있다. 매우 

당치 아니한 일’이라고 평했으므로 본래 상황이 무가든 공가든 신하의 잔을 취

하여 마시는 것은 신분 차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스코 법황이 먼저 요시미쓰의 잔을 집었으며, 이를 요시미쓰가 극구 

사양했다는 점, 요시미쓰가 이러한 일을 ‘지극히 명예로운 일(面目至不能左右)’

로 여기면서 이러한 황공함을 갚기 위해 후일 또 찾아뵙겠다고 했다는 점, 공가

인 기록자가 ‘천하의 미담’이라고 기록했다는 점을 아울러 보면 요시미쓰가 상

황의 상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행동은 요시미쓰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유사한 사례가 친왕 문적(門跡)과 무가 사

이에서 벌어져 동년 4월 3일에는 사루가쿠(猿樂)에 수반된 주연에서 쇼고인(聖

護院) 문적이 관령 시바 요시유키(斯波義將)가 고사하는데도 그의 잔을 들어 마

셨고,63 쇼렌인(靑蓮院) 문적이 유키 미쓰후지(結城滿藤)의 잔을 취하여 마셔 미

쓰후지가 5만 필을 바치고 요시미쓰가 3만필을 보냈다.64 즉, 높은 신분에 기반

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천황가가 무가에게 과분한 영광을 내리고 경제적인 댓

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황과 문적의 행동을 요시미쓰와 관령 이하 

무가가 매우 황공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도 천황가의 권위가 남아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보는 쪽이 타당하다. 이러한 면은 1395년(應永2) 

요시미쓰의 출가를 만류하기 위해 고코마쓰 천황이 급거 무로마치도노로 행차

하자, 요시미쓰도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출가를 보류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65 

이러한 아시카가 쇼군가와 천황가의 연합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

록이 있다. 요시노리 시기인 1433년(永享5) 고코마쓰 상황이 사망하고 고하나조

노 천황의 양암(諒闇) 문제가 대두하자, 요시노리는 반드시 양암을 해 달라고 

하는 고코마쓰 상황의 유서의 내용에 대해 산보인 만사이(三寶院滿濟)에게 자문

을 구하며 ‘고코곤인(後光嚴院)의 어일류(御一流)는 만세계제(万歲繼帝)여야 할 

62 石原比伊呂, 『室町時代の将軍家と天皇家』, 勉誠出版, 2015, p.103-104.

63 『荒曆』 오에이 3년 4월 5일조

64 『荒曆』 오에이 3년 4월 18일조

65 『荒曆』 오에이 2년 4월 22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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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고코마쓰 상황의 유서에 따르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고하나조노 

천황을 위하는 일은 아닐 수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만

사이는 간노(觀應) 이래의 ‘공무어계약(公武御契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요시미쓰 시기의 사례를 끌어와 요시미쓰가 후시미노미야(伏見宮)가 

소장하던 문서 일체를 모두 고코마쓰 천황에게로 옮기게 했으며 이는 모두 고

코곤 류 천황가를 위한 요시미쓰의 계략이라고 적고 있다.66 

이 ‘공무어계약’이라는 표현은 간노 연간 이래 아시카가 쇼군가와 고코곤 류 

황통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상호가 쇼군위와 천황위를 보증한다는 의미로서 주

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것은 ‘간노’, 즉, 다카우지 시기부

터이며 요시미쓰 시기에 이러한 계약 관계가 확정된 것이라고 서술하는 점에 

주목하면, 요시미쓰가 천황가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설은 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사고 방식을 당대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기점은 1406년(應永13)으로 이 해부터 요시미쓰의 참내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특히 요시미쓰가 사망하는 해인 1408년(應永15)에는 

2월에서 5월까지 넉달간 15차례에 이른다. 게다가 이 사이인 4월에는 고코마쓰 

천황이 20여 일간 기타야마도노에 행차했다. 이러한 요시미쓰 만년의 잦은 참내

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다. 천황의 이즈미도노(泉殿)로의 이사를 축하하는 연

회에 참가67하는 등 주연을 가지는 경우가 보이며, 대개 일헌에 그치고 있다.68 

또한 참내하여 기노 나이시(紀內侍)의 사면을 집주하고 승인을 받는 등69 단지 

의례적인 참내에 머무른 것은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참내한 경우가 있

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호종 행렬은 납언 이하 공경과 다수의 덴조비토를 

거느리고 참내하던 이전과는 다르게 히노 시게미쓰, 다카쿠라 나가유키, 야마시

나 노리오키 등 소수가 참사(參仕)하는 간결한 호종 행렬을 취하고 있다. 이는 

출가하여 공식 지위를 모두 벗어난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시미쓰 만년의 참내 증가에는 아들 아시카가 요시쓰구(足利義嗣)의 

66 『満済准后日記』 에이쿄 5년 10월 23일조

67 『敎言卿記』 오에이 13년 7월 23일조

68 『敎言卿記』 오에이 14년 정월 26일조

69 『敎言卿記』 오에이 13년 10월 28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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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요시쓰구는 1408년 3월 24일(應永15.2.27) 요시미쓰

를 따라 참내하여 관백 후지와라노 다다자네(藤原忠實)의 선례에 따라 와라와덴

조(童殿上)로서 요시쓰구라는 이름을 받고 종오위하에 서임,70 다음 달 4일부터 

이루어진 고코마쓰 천황의 기타야마도노 행행에서도 천황에게서 직접 천배(天盃)

를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행행 중인 4월 20일에는 쇼군 후보자의 관

위로 여겨져온 사마노카미(左馬頭)에 임명되고, 4월 24일 행행의 상찬으로 종사

위하에 서임, 25일에는 요시미쓰를 따라 참내하여 좌근위중장에 임명되었으며, 

다음 달인 5월 20일에는 참내하여 친왕의 예를 따라 원복하고 종삼위 참의가 

되는 등 급속한 승진을 거듭한다. 이렇듯 행행과 참내가 요시쓰구의 관위 승진

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한편, 기타야마도노 행행에

서도 무가의 참가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쇼군인 요시모치는 관령 이하의 무

가와 함께 교토에 머물렀고, 행행 참가자는 요시미쓰와 요시쓰구, 그리고 고코

마쓰 천황과 공가들이었다. 천황가와의 관계를 아시카가 가문이 독점하고 무가

를 배제한다는 원칙은 요시미쓰 말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이 시기의 요시미쓰는 참내뿐만 아니라 사사 참배, 유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의 출행에 요시쓰구를 동반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 요시미쓰와 요시모치가 함

께 출행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공무에 절대적으로 군

림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시기의 요시미쓰도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금 

천황의 권위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71 요시미쓰는 5월 20일 요시쓰구 

원복식 참내를 마지막으로 다음 달인 5월 31일(應永15.5.6) 사망한다. 

70 『敎言卿記』 오에이 15년 2월 27일조

71 이러한 요시미쓰의 참내 경향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도 비교가 된다. 히데요시는 관

백 취임 이후 천황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점에는 빈번하게 참내를 한다. 이

후 고호조 씨(後北條氏) 멸망 이후 천황의 효용성이 떨어지자 참내가 뜸해졌다가 만년

에 어린 후계자 히데요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천황의 전통적 권위를 이용

하기 위해 참내를 빈번하게 행했다(박수철, 「도요토미 정권의 추이와 천황」, 『오다·도

요토미 정권의 사사 지배와 천황』,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p.3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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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가 및 무가 저택 방문

표 2. 요시미쓰의 공가 및 무가 저택 방문 횟수

앞 절에서 살펴본 첫 번째 분기점(1378년 권대납언 겸 우근위대장 승진) 이전

에는 공무 저택 방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무를 대부분 관령 요리유키가 처

리하며 아직 요시미쓰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1378년부터 공가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는 1380년대 초반까지는 공가 저택 

방문, 특히 섭관가 저택 방문이 두드러게 나타난다. 특히 전 관백 니조 요시모

토 저택 방문이 많이 이루어졌다. 요시미쓰는 1378년(永和4) 10월의 첫 방문을 

시작으로 1383년(永德3)까지 매년 여러 차례 요시모토 저택에 방문하였다. 이는 

공가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요시미쓰가 섭관가로서 유직고실(有職故實)의 권

위자인 요시모토에게 공가 사회의 예법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 1379년(康曆1)에

는 우근위대장 배하주경 연습을 위해 방문했다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72 

같은 이유로 요시모토가 요시미쓰의 저택을 방문하기도 했다.73 요시미쓰의 참

내에서도 충분히 드러났지만, 요시모토는 요시미쓰의 공가 사회 진출을 전력으

로 뒷받침한 것이다. 또한 1380년대 초반에 요시모토나 고노에 미치쓰구 등 섭

관가 저택으로의 방문 중 렌가나 와카회와 관련된 방문이 많이 보이는데, 이 역

시 공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던 이 시기의 요시미쓰의 태도를 잘 보여 준다. 

72 『愚管記』 고랴쿠 원년 7월 16일조

73 『愚管記』 고랴쿠 원년 7월 22일조

연도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94

1395 1396 1397

공가저택방문 6 4 5 1 0 2 0 0 0 0

무가저택방문 0 0 2 4 0 1 0 1 0 0

연도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공가저택방문 2 2 1 0 3 1 0 1 2 2

무가저택방문 3 1 2 0 3 5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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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무가 저택 방문 기사도 종종 보이지만, 그 횟수가 많지는 않다. 

주로 시바, 호소카와, 도키, 아카마쓰, 야마나 등 유력 슈고 저택을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방문하고 있으며, 날짜도 제각각으로 정례화 경향은 찾아보기 힘들다. 

1381년 7월 7일(永德1.6.15) 요시미쓰는 호소카와 요리모토(細川賴元) 저택에 

방문했다. 요리모토는 고랴쿠의 정변으로 실각한 형 요리유키와 함께 사누키로 

낙향했다가, 1380년(康曆2)에 요리유키가 사면되자 그의 대리로서 상경한 이후 

첫 방문이었다. 상경 인사와 사면에 대한 감사를 겸하여 요시미쓰를 초청한 것

이다. 요시미쓰는 관령 시바 요시유키와 야마나 도키요시(山名時義) 이하 다이

묘를 데리고 와서 주연을 벌였다.74 시바와 야마나는 고랴쿠의 정변 때 요리유

키를 실각시킨 반 호소카와 파의 선봉이므로 요시미쓰는 이들 간의 화해를 주

선하고자 함께 방문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년 10월 4일(永德1.9.16)에는 관령 시

바 요시유키가 사직의 뜻을 비치자 이를 만류하고자 그 저택에 방문하였다.75 

이처럼 요시미쓰의 무가 저택 방문은 비교적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갖는 경우

가 많으며, 그러한 명시적인 이유가 없는 한에는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84년 이후 1397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공무 저택 방문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사료가 적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시미쓰가 자

신이 공가나 무가의 저택을 방문하기보다는 그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서 일

을 처리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이 시기에 요시미쓰

는 후지산, 아키 이쓰쿠시마, 에치젠, 기이 등 각지에 폭넓게 유람을 하였으며, 

다이묘 제압을 위한 군사 행동을 활발하게 벌여 교토를 떠나있는 기간이 많았

다. 이 기간에 요시미쓰는 유일하게 1395년(應永2) 출가한 직후 관령 시바 요시

유키(斯波義将) 저택에 방문하여 제 다이묘와 대면했다.76

한편, 1398년(應永5) 이후 다시 방문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초기와는 다

르게 섭관가 저택 방문은 거의 없고 히로하시 나카미쓰와 그 아들 히로하시 가

네노부(廣橋兼宣), 우라마쓰 스케야스, 히노 스케노리 등 히노 가문(日野家)으로

74 『愚管記』 에이토쿠 원년 6월 5일조

75 『愚管記』 에이토쿠 원년 9월 18일조

76 『荒曆』 오에이 2년 7월 2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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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문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요시미쓰 시기에 전주(傳奏)로 활동하며 원과 천

황에게 상주(上奏)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무로마치도노에게도 상신(上

申)하거나 그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공가와 무가의 연결고리를 맡은 

인물들이다.77 히로하시 나카미쓰는 주로 나라 지방의 사사(寺社)와의 연락을 책

임지는 남도(南都) 전주이자 스켄몬인의 양오빠에 해당하여 요시미쓰와는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히로하시 가네노부는 나카미쓰의 적자로 1401년

(應永8)부터 무가전주로 활동한다. 스케야스와 스케노리 형제는 요시미쓰의 정

실 나리코의 오빠들이며, 스케야스는 그 딸 야스코가 요시미쓰의 후실이 되므로 

인척관계가 매우 깊다. 역시 무가전주인 스케노리는 특히 중개역으로서의 역할

을 많이 하는데, 1399년 5월 8일(應永6.4.3) 스케노리 저택 방문에서는 1395년(應

永2)에 요시미쓰의 분노를 사 장장 4년간 칩거하고 있던 히노니시 스케쿠니(日

野西資国)를 요시미쓰와 대면시켜 사면받게 해주었다.78 1406년 4월 17일(應永

13.3.29)에는 요시미쓰에게 견책을 당한 요시모치가 스케노리를 찾아와 주선을 

부탁하기도 하는데,79 방문 중에 이러한 중개 역할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무의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히노 가문 저택 방문은 공무를 휘하에 두

고 지배한 이 시기의 요시미쓰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에 요시미쓰가 스켄몬인(崇賢門院)을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도 주

목할 만하다. 스켄몬인 나카코(仲子)는 히로하시 가네쓰나(廣橋兼綱)의 양녀로서 

고코곤 천황의 전시(典侍)가 되어 고엔유 천황을 낳았고 1383년(永德3) 원호 선

하를 받아 스켄몬인이라 불리게 된다. 나카코는 젠포지 쓰세이(善法寺通淸)와 

지센 쇼쓰(智仙聖通) 사이의 딸로서 요시미쓰의 생모인 기노 요시코(紀良子)와는 

자매지간으로 여겨지고 있다.80 따라서 스켄몬인은 요시미쓰와 친족 관계였으며 

실제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요시미쓰는 원래 스켄몬인의 거처였던 

梅町殿 옆에 기타아먀도노를 지었으며, 1399년(應永6) 스켄몬인의 어소가 불에 

타 전소되자 요시미쓰는 자신의 기타야마도노 총문 안에 스켄몬인의 어소를 재

77 박수철, 「‘公武體制’의 政治構造와 祈禱」, 『동양사학연구』140, 2017, p.344-345.

78 『迎陽記』 오에이 6년 4월 3일조

79 『敎言卿記』 오에이 13년 3월 28일조

80 臼井信義、『足利義満』、吉川弘文館、1960,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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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했다.81 또한 스켄몬인은 요시미쓰의 부인 히노 야스코를 매년 음력 정월 13

일에 자신의 거처로 초대하고 있으며,82 요시미쓰는 총애하던 딸 세이큐(聖久)를 

스켄몬인의 양녀로 들였다.83 요시미쓰는 이세, 야마토 등지에 유람 ·참배할 때도 

스켄몬인과 세이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하여 이에나가 준지(家永遵

嗣)는 요시미쓰가 기타야마도노에서 행한 기도행사의 가호 대상자 중 스켄몬인

이 중요한 인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을 밝히며 요시미쓰와 스켄몬인이 친족적인 

미우치(ミウチ) 관계에 기반하여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을 지적했

다.84 실제로 스켄몬인은 고엔유 상황 자살 소동 때 직접 나서 원만한 수습을 

중개하였으며, 요시미쓰와 함께 히로하시 나카미쓰(廣橋仲光)와 우라마쓰 시게

미쓰(裏松重光) 저택에 방문하는 등,85 혈연·가문 관계에 기반하여 요시미쓰와 

천황가·히노 가문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무가 저택 방문도 1398년 이후 다시 나타난다. 정월의 관령 저택으로의 방문

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86 시바, 호소카와, 하타케야마 등 유력 다

이묘 저택을 중심으로 1년에 서너차례 정도 방문했다. 저택을 새로 지은 다이묘

가 요시미쓰를 초대하거나,87 요시미쓰가 나들이를 갔다가 날씨가 나빠지자 관

령 저택에 방문88하는 등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의 방문도 많다.

그러나 1404년(應永11) 이후에는 무가 저택 방문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요시미쓰의 행동을 상세히 기록한 『敎言卿記』가 남아 있는데도 

방문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실제로 요시미쓰의 무가 저택 방문이 없었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시미쓰가 무가 저택 방문을 하지 

않게 된 것은 1390년대에 무력으로 유력 다이묘의 세력을 삭감한 이후 무가 내

81 臼井信義、『足利義満』、吉川弘文館、1960, p.234.

82 『兼宣公記』 오에이 9년 1월 14일조

83 『迎陽記』 오에이 8년 8월 4일조

84 家永遵嗣, 「足利義満・義持と崇賢門院」, 『歴史学研究』 852, 2009, p.40-41.

85 『吉田家日次記』 오에이 9년 2월 27일조, 『兼宣公記』 오에이 10년 3월 5일조

86 二木健一, 「室町幕府歳首の御成と垸飯」, 『中世武家儀禮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p.14.

87 『吉田家日次記』 오에이 9년 3월 10일조

88 『吉田家日次記』 오에이 9년 3월 10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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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요시미쓰의 권력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요시미쓰는 1398년 기타

야마도노를 건축할 때 ‘대궐(內裏)’을 본떠 만든 것으로 여겨지며 그 택지 안에 

관령을 비롯한 몇몇 무가와 공가의 저택을 짓게 하여 자신의 지근거리에 거주

하게 했다. 요시미쓰는 이 기타야마도노를 무대로 통치 행위를 했으며, 자신이 

친히 무가 저택에 방문하기보다는 그들을 자신의 거처로 부르는 방식을 취했다. 

이토 기요시의 표현을 빌리면 ‘요시미쓰는 기타야마도노에 신하를 참사시켜 공

무를 통일했다고 여겨지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신하를 ‘전제군주의 거성’

에 부르는 것으로 그 권위를 보이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89 또한 요시미쓰는 

1394년(應永1) 요시모치가 쇼군이 된 이후 1402년(應永9) 즈음부터는 정월의 관

령 저택 방문을 요시모치가 하도록 넘겨주었다.90 이렇듯 요시미쓰 만년에 무가 

저택으로의 방문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로는 무가 저택으로 방문을 할 

필요성의 감소, 요시미쓰 권력의 확립과 더불어 무가의 통솔을 쇼군 요시모치에

게 어느 정도 위임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요시미쓰는 무가 저택 방문에 히노 스케야스 ·스케노리 형제 등 공가층을 동반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1398년 2월 23일(應永5.2.6) 

아카마쓰 요시노리 저택 방문 때에는 히노 스케노리를 동반하고,91 후기로 갈수

록 무가 저택 방문에 동반하는 공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듯 무가 저

택에 공가를 데려가는 것은 요시미쓰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

시모치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고 반대로 공가 저택 방문에 무가를 데려간 경우

가 많았다. 공가와 무가를 대하는 각자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만사이가 요시미쓰는 무가를 공가의 위에 두지 않았다고 회상하고 있는 점92 

역시 이와 같은 요시미쓰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89 伊藤喜良, 『足利義満』, 山川出版社, 2010, p.58.

90 『吉田家日次記』 오에이 9년 정월 2일조

91 『迎陽記』 오에이 5년 2월 5일조

92 森茂暁, 『室町幕府崩壊』, 角川書店, 2011,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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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시카가 요시모치의 출행

1. 참내와 참원

표 3. 요시모치의 참내·참원 횟수

무로마치 막부 제 4대 쇼군 요시모치는 1392년(應永1) 원복과 동시에 정오위

하 좌근위중장에 서임되고 동시에 정이대장군 선하를 받는다. 본래 요시미쓰의 

예를 따라 종오위하에 서위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이에 요시미쓰가 불만을 표해 

섭관가의 예를 따라 정오위하로 올렸다.93 이후 1394년(應永3) 참의, 1395년(應永

4) 권중납언, 1399년(應永8) 권대납언으로 승진하고 1400년(應永9) 종일위에 서임

된다. 1404년(應永13) 요시모치는 요시미쓰의 주청으로 우근위대장을 겸한다.94 

그러나 요시모치는 비슷한 관위였던 시절의 요시미쓰와는 반대로 참내 기록

도 없고 조정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이 시기 요시모치의 관위 승

진은 명목상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요시미쓰의 뜻에 따른 것으로, 

요시미쓰는 요시모치의 관위 승진을 섭관가에 준하게 하여 자신의 권위를 과시

하면서 아시카가 가문의 가격을 확립하는 데 이용했다. 

1407년 8월 20일(應永14.7.17) 요시모치는 우근위대장 배하주경을 위해 참내한

다. 현임 대납언과 중납언이 전원 참석하고 덴조비토가 20인 이상 참석하는 대

93 伊藤喜良, 『足利義持』, 吉川弘文館, 2008, p.7.

94 『荒曆』 오에이 13년 8월 16일조

연도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참내 1 1 0 0 5 2 2 4 5 4

참원 - - - - 2 3 7 4 3 10

연도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참내 2 4 2 3 2 4 5 18 11 5

참원 2 12 5 7 20 18 29 50 31 12



25

규모로 참내였으나, 무가의 호종은 관령 시바 요시유키 한 사람뿐이었다. 배무

(拜舞) 뒤 세이료덴(淸涼殿)에서 천황을 대면하였지만 금방 퇴출하고 주연은 없

었다. 요시미쓰는 함께 참내하지는 않고 이치조 무로마치에 임시 관람석(桟敷)

을 만들어 그곳에서 행렬을 구경했다.95 동년 11월 9일(應永14.10.10) 요시모치는 

따로 참내했다가 퇴출하는 도중에 요시미쓰가 참내했기 때문에 천황의 뜻으로 

함께 주연을 가졌고,96 이어서 1408년 1월 25일(應永14.12.27)에는 공마어람(貢馬

御覽)을 위해 요시미쓰와 함께 참내하여 일헌의 예를 가졌다.97

요시미쓰 생전 요시모치의 참내 기록은 이 세 건 뿐이다. 특히 1408년(應永15) 

기타야마도노 행행에서는 요시쓰구가 전면에 나선 반면 요시모치는 교토에 머

물며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를 전후하여 요시미쓰가 요시쓰구를 동반하여 자주 

참내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는 공가 사회와 분명히 구분되며 거리를 두고 있는 

요시모치의 지위를 잘 보여준다.

1408년(應永15) 요시미쓰가 사망하고 쇼군의 대가 바뀌어 영지의 안도와 소송 

등에 대한 처리가 시급해지자, 요시모치는 공가의 일은 전주 히노 시게미쓰, 무

가의 일은 정소집사(政所執事) 이세 사다유키(伊勢貞行)를 통해 처리하도록 명했

다.98 이는 전주(傳奏)·가사(家司) 제도를 중핵으로 삼아 공무를 통치하는 요시미

쓰의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요시모치는 흔히 요시미쓰의 정책을 전면 

부정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렇듯 요시미쓰의 방침을 이어받은 부분도 적지 않

다. 

1409년 1월 12일(應永15.12.26) 요시모치는 요시쓰구와 함께 참내한다. 이것이 

요시미쓰 사후 요시모치의 첫 참내였다. 호종에 참가한 공경은 요시미쓰 시기부

터 전주로 활동해 온 히노 시게미쓰와 히로하시 가네노부였고, 덴조비토 가라스

마루 도요미쓰, 야마시나 노리오키, 아스카이 마사키요도 모두 요시미쓰 이래 

아시카가 가문을 개인적으로 섬겨온 가신들이다. 그리고 관령 이하 다이묘 급의 

무가의 호종은 없었다.99 이는 모두 요시미쓰 시기의 경향과 일치한다.

95 『勝定院殿大將御拜賀記』 오에이 14년 10월 17일조

96 『敎言卿記』 오에이 14년 10월 10일조

97 『敎言卿記』 오에이 14년 12월 27일조

98 『敎言卿記』 오에이 15년 10월 8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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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년(應永16) 요시모치는 기타야마도노에서 하경(下京)의 산조보몬으로 거처

를 옮긴다. 기타야마도노에서 공무를 아우르며 지배한 요시미쓰를 부정하고 무

가의 색채가 강한 요시아키라의 선례를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동년 3

월에 요시모치는 내대신 선하를 받았지만 배하주경은 행하지 않았다. 배하주경

은 관직 서임에 대해 천황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 의식을 거친 이후

에 공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배하를 연기한 기간 동안 요시모

치가 조정에 출사하거나 실제로 내대신으로서 행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참내 기사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요시모치는 2년이 지난 1411년(應永18) 

11월에야 고코마쓰의 황자 미히토(躬仁, 쇼코 천황)의 원복식에서 가관역(加冠役)

을 맡게 되자 배하를 행한다. 이렇듯 정권 초기 요시모치와 천황가를 필두로 한 

공가 사회는 소원한 관계였다. 종래 지적되어 온 요시모치가 보이는 공가화에 

대한 반발과 무가 중시 경향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412년(應永19) 쇼코 천황 천조(践祚)에 요시모치가 깊

이 개입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요시모치는 1414년(應永21)의 즉위식과 1416

년 대상제(大嘗祭)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래 섭정·

관백이 담당할 행동을 맡아서 자신을 섭관가에 비정하고자 했다.100 

다만 이 과정에서 요시모치는 공가에게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1415년 

1월 29일(應永21.12.19) 쇼코 천황의 즉위식이 열렸다. 고코마쓰 상황은 사퇴의 

뜻을 밝히는 좌대신 이마데가와 긴유키(今出川公行)를 설득하여 내변을 맡겼다. 

그러나 요시모치가 갑자기 ‘섭관가가 맡는 것이 가례(嘉例)’라는 이유로 내변을 

대납언 구조 미쓰노리(九條滿敎)로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우대신 다

카쓰카사 후유이에(鷹司冬家)를 해임하고 미쓰노리를 우대신으로 승진시켜 내변

을 맡겼다.101 대신 급의 인사 문제는 내대신의 위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상황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요시모치의 뜻대로 진행된 것이다. 

1415년 12월 10일(應永22.11.9) 천황이 가타타가에(方違)를 이유로 상황의 거

99 『敎言卿記』 오에이 15년 12월 26일조

100 石原比伊呂, 『室町時代の将軍家と天皇家』, 勉誠出版, 2015, p.121-152.

101 『称光院御即位記』 오에이 21년 12월 19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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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로 행차할 때, 요시모치와 요시쓰구도 참내하여 수행했다. 두 사람은 일찍부

터 참내했지만 공경 다수가 지각했기 때문에 요시모치는 장인두(蔵人頭)로서 행

행의 봉행(奉行)을 맡고 있던 가이주센 기요후사(海住山淸房)에게 명하여 공경의 

이름을 열거한 일람표인 산장(散狀)을 가져와 보았다. 그런데 요시모치와 요시

쓰구가 출석했다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어 요시모치는 이에 격분하여 기요후사

를 강하게 견책했다.102 동월 18일 천황의 태정관 행행에서는 어렴역(御簾役) 문

제로 요시모치가 재차 기요후사를 견책하여, 기요후사는 장인두를 사직하고 영

지도 모두 몰수당했다. 

동월 23일에는 다이조사이(大嘗祭)의 메인 이벤트인 스키노세치에(主基節會)가 

있었다. 요시모치는 전날 행사에서 섭관이나 내변이 꽂게 되어 있는 천황의 삽

두화(揷頭花)를 자신이 꽂는 것으로 자신을 준 섭관으로 위치시켰다. 그러나 이 

날 내변을 맡아 행사를 지휘한 권대납언 겸 우근위대장 고가 미치노부(久我通宣)

가 전날의 사정을 잘 모르고 선례에 따라 삽두화를 섭관을 대신하여 내변인 자

신이 꽂으려 했다. 요시모치는 이에 격분하였고 미치노부는 우근위대장 면관, 

소령 몰수 조치를 당하고 단바 국으로 내려가 칩거했다. 이외에도 이 행사에서

는 주나곤 도인 미쓰스에(洞院滿季) 등의 공경이 지각을 이유로 무로마치도노로

의 출사를 정지당했다. 사다후사는 이에 대해 ‘모든 사람이 얇은 얼음 위를 걷

는 것 같은 시절이다. 무서운 일이다’라 적고 있다.103 

이듬해인 1416년(應永23) 정월에는 공가들이 무로마치도노에 참하했을 때 요

시모치가 마침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각자 귀가했는데, 요시모치는 곧 저택에 

돌아와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다.104 또한 섭관가의 이치조 가네요시

가 자작 와카집에 당시 자신의 관위였던 좌근위대장에서 따와 그 별칭인 ‘류영

(柳営)’이라 자서했는데, 이는 쇼군의 별칭이기도 했기 때문에 요시모치는 쇼군 

칭호를 참칭해다고 크게 분노하여 가네요시에게 근신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렇듯 요시모치의 공가에 대한 태도는 요시미쓰보다 훨씬 강경한 것이었다.

102 『称光院大嘗會御記』 오에이 22년 11월 14일조

103 『称光院大嘗會御記』 오에이 22년 11월 23일조

104 『看聞日記』 오에이 23년 정월 10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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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가에 대한 강경책을 비롯하여 태상천황 추증 거절, 명과의 단교 등 

요시모치의 초기 정책은 요시미쓰의 정책과 공가화에 대한 반동으로서 무사적 

성격을 강화하는 복고적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되어 왔으며, 다나카 요시나리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요시미쓰에 대한 사적인 불만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105

고 평하고 있다. 위의 사건들은 이러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 요시모치는 쇼코 천황 즉위식에만 관여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조정의 정무나 연례행사 등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요시모치는 예외적으로 이와시미즈 하치만 궁 방생회(放生會)의 상경을 세 차

례나 맡아 행사를 지휘했지만, 이때도 공가인 내대신이 아니라 무가인 쇼군이라

는 지위로 행동하여 공경들이 자신에게 준거(蹲踞)하도록 했다.106 또한 공가의 

선례대로면 상경의 호위는 근위부(近衛府)의 관인이 맡아야 하며 요시미쓰 역시 

그 선례를 따랐지만, 요시모치는 이와 달리 쇼군으로서의 예를 취하여 관인을 

수행시키지 않고 무가인 다치와키(帯刀) 13인을 수행시켰다.107 이러한 사실은 요

시모치가 공가로서의 위치보다 무가로서의 위치를 중시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요시모치는 관위 역시 내대신에 머무르며 좌우대신이라는 조정 최

고직으로의 승진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단계로서 요시미쓰가 누렸던 상황 

지위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즉, 요시모치는 요시미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무가의 입장을 고수하며 공가 사회와 거리를 둔 것이다.

그러나 14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다. 1416년(應永23) 

이후 참내 ·참원은 기본적으로 매해 다섯차례를 전후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우에

스기 젠슈의 난의 전후 처리로 중앙 정세가 어지럽던 1417년(應永24)에 참원이 

10차례를 넘기고, 막부 내부의 암투로 중앙 정세가 어지럽고 명과의 단교와 조

선의 쓰시마 정벌로 대외 관계가 불안정하던 1419년(應永26) 역시 참원이 12차

례에 달하는 등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시기에 특별히 참원 횟수가 많다는 사실

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5 田中義成, 『足利時代史』, 講談社, 1979, p.88-95.

106 『建內記』 오에이 24년 8월 15일조

107 『放生會記』 오에이 24년 8월 15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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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참원의 증가 경향은 정권 후기가 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쇼코 천황의 

위독으로 천황가의 후사 문제가 부상한 1422년(應永29) 이후에는 매해 참원만해

도 20차례를 넘기고 있으며, 쇼군 요시카즈가 사망하고 쇼코 천황의 퇴위 소동

이 벌어진 1425년(應永32)에 절정에 달하여 참원 50차례, 참내도 20차례 이상으

로 급증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419년(應永26)의 내대신 사직, 1423년(應永

30)의 쇼군직 사직과 출가라는 요시모치의 지위 변화에도 오히려 참내·참원이 

증가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선행연구에서 요시모치의 잦은 참원은 요시모치가 내대신이자 고코마쓰 원정

의 원사(院司)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108되거나, 요시모치가 고코마쓰 

천황가의 가정(家政)을 담당하는 집사(執事)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109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요시모치가 공식 지위에서 벗어나서도 참원과 

참내가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1422년(應永29)년 쇼코 천황이 병으로 쓰러진다. 쇼코 천황은 후사가 없었고 

유일한 황위 계승 후보자인 동생 오가와노미야(小川宮)는 몸이 약할뿐더러 난행

을 저질러 상황 거처에서도 쫓겨나 가주지 쓰네오키(勧修寺經興)의 저택에 맡겨

져 있는 상태였다.110 이러한 천황의 병세와 후계자 문제의 상담으로 이 해부터 

참원이 급속히 증가한다. 

1424년 6월 2일(應永31.5.6) 이세 슈고 도키 모치요리(土岐持賴)와 상황을 섬기

는 여관(女官)의 밀통이 발각되었다.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황이 다수의 

정신(廷臣)과 여관의 밀통을 의심하여, 그들에게 기청문(起請文)을 강요하는 소

동으로 발전한다. 이 사건은 사다후사가 ‘전대미문의 이상한 일’이라 평하고 있

듯이 매우 평판이 나빴으며, 선대 고엔유 상황의 몰락이 이와 비슷한 궁정 스캔

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고코마쓰 상황의 권위에도 흠집이 

날 수 있는 문제였다.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 역시 요시모치였

다.111 요시모치는 사건의 발단인 모치요리의 토벌을 명하고, 매일같이 참원하여 

108 伊藤喜良, 『足利義持』, 吉川弘文館, 2008, p.73.

109 石原比伊呂, 『室町時代の将軍家と天皇家』, 勉誠出版, 2015, p.153-186

110 吉田賢司, 『足利義持』, ミネルヴァ書房, 2017, p.219-221.

111 『看聞日記』 오에이 31년 5월 6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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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기분을 풀기 위해 함께 대음하며 혐의자를 찾으려 했다.112 또한 요시모

치는 상황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힘써 참원할 때 지각하지 말 것을 엄명하고 

이를 어긴 히로하시 가네노부, 히노 아리미쓰, 우라마쓰 요시스케에게 근신 처

분을 내렸다. 그리고 참원 때에 정신들이 자신에게 준거(蹲踞)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로는 자신이 부르지 않으면 산조보몬 저택에 출사하지 말 것을 명했다.113 

이를 계기로 공무의 중개역은 요시미쓰 이래 그 역할을 맡아 온 무로마치도노 

가사(家司)에서 전주를 겸하는 소수의 원사(院司)로 한정된다.114 이는 공가건 무

가건 모두 자신의 휘하라는 태도를 취했던 요시미쓰와는 일선을 긋고 공가와 

무가를 구분한다는 요시모치의 공무관계 구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

가 있다.115 

1425년 3월 6일(應永32.2.16) 황태제 오가와노미야(小川宮)가 요절하고, 3월 17

일(應永32.2.27)에는 요시모치의 외동아들인 쇼군 요시카즈가 사망한다. 천황가

와 아시카가 쇼군가 양측의 후사 단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

것이 고코마쓰와 요시모치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 해 6월에

는 천황가의 후사 문제를 둘러싸고 고코마쓰 상황이 스코 류(崇光流)의 사다후

사 친왕을 양자로 들여 쇼코 천황의 후사로 삼으려 하자 천황이 이에 극렬하게 

반대하여 퇴위하겠다고 나서는 소동까지 벌어지는데, 이 역시 요시모치가 참원

과 참내를 반복하며 둘 사이를 중개하여 수습한다. 

요컨대 1422년(應永29) 이후의 잦은 참원은 연이어 불상사가 벌어져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후계자 문제로 존속마저 보증할 수 없게 된 천황가의 보

좌 역할에 충실했던 요시모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시모치는 불상사를 

수습하여 천황가의 권위 유지에 힘썼으며, 정신(廷臣)도 무로마치도노가 아닌 

112 『看聞日記』 오에이 31년 6월 4일조

113 『看聞日記』 오에이 31년 6월 5일조

114 家永遵嗣, 「室町幕府奉公制度と「室町殿家司」」, 『室町幕府将軍權力の研究』, 東京大

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科国史学研究室, 1995.

115 이러한 공무 구분 방침은 요시모치의 사사 참배 호종 행렬에서도 나타난다. 기타노 

신사 참롱(參籠) 때는 히노나 야마시나 등 공가가 호종하고, 이와시미즈 하치만 궁 참

롱 때는 관령 이하 다이묘가 호종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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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과 상황을 섬기는 존재로 되돌려 놓았다. 이는 요시미쓰가 고엔유 상황이 

일으킨 불상사를 빌미로 상황을 고립시켜 자신이 정국을 주도하고 상황 사후에

는 자신이 상황의 위치에 서는 방식으로 천황가를 이용한 측면이 강했다는 점

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요시모치는 왜 이렇게 천황가의 보좌에 충실했을까?

해답은 공무관계가 아닌 무가 내의 세력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요시모치 정

권하에서 특히 정세가 불안했던 시기라 할 수 있는 우에스기 젠슈의 난을 전후

한 1417년(應永24), 요시쓰구 살해의 후유증으로 막부 정치가 혼미를 거듭하던 

1419년(應永26), 간토와 이세, 규슈 방면에서 동시에 불온한 움직임을 보여 긴장

감이 고조되던 1423년(應永30),116 요시카즈의 사망으로 사상초유의 쇼군 공위상

태가 되는 1425년(應永32)이라는 해는 모두 그 전후보다 참원 횟수가 각별히 많

다. 요시노리 시기에 최종적으로 간토를 제압할 때 고하나조노 천황에게 치벌윤

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117 원격지의 불온한 움직임, 더욱이 같은 아

시카가 일문인 간토구보(關東公方)나 후남조 세력과의 다툼에서 천황가라는 존

재는 권위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참원은 천황가의 가장인 

고코마쓰 상황의 귄위를 세우면서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유일무이한 무가

로서의 무로마치도노라는 위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즉, ‘아시카가 쇼군 이

외에 무가의 동량이 될 수 있는 무가 내의 라이벌에 대해 북조로부터 ‘조적(朝

敵)의 토벌’을 명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장으로서 자신을 위치시키기 위한’ 수

단이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다. 

요시미쓰 시기와 마찬가지로 요시모치 시기에도 참내·참원 호종 행렬에서 무

가는 일관되게 배제되었다. 1407년 첫 참내 때 관령 시바 요시유키가 수행한 것

이 유일한 예외이다. 초기에 해당하는 1412년 참원 호종에는 공경 히노 시게미

쓰·히로하시 가네노부 ·다카쿠라 나가유키, 덴조비토 다카쿠라 나가후지·야마시나 

노리토요·시라카와 스케마사 등이 수행했다.118 모두가 무가가례에 해당하는 사

람들로 요시미쓰 시기와 비슷하며, 이러한 면면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116 『看聞日記』 오에이 30년 8월 24일조

117 『公名公記』 에이쿄 10년 9월 19일조

118 『常永入道記』 오에이 19년 11월 2일조



32

후기가 되면 참내에 참가하는 공경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상당한 규모의 주

연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진다.119 앞서 1424년 밀통 사건 이후 요시모치가 고

코마쓰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연일 참원하여 大飮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지

만, 그 외에도 요시모치의 참원 기사 중에는 大飮했다는 기록이 많다. 참내 ·참원

시 일헌 혹은 삼헌의 예를 갖추어 주연을 갖는 것은 관례적인 일이지만, 요시미

쓰는 대개 참내하여 일헌에 그쳤고, 요시노리는 삼헌의 예를 올리더라도 대개 

예를 마치자마자 즉각 퇴출120하여 요시모치와 같이 참원을 해서 대음한 사례는 

없다. 주연은 무로마치 시대의 사교 문화 중 하나로서 『看聞日記』에 기록된 

주연의 횟수가 적은 해에는 100회 가량에서 많은 해에는 300회를 상회할 정도

로 공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121 게다가 요시모치의 경

우 참원하여 ‘十人十度御酒’라 불리는 유희에 가까운 음주 방식도 상황과 함께 

즐기고 있는데, 여기 참가한 나카야마 사다치카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적

고 있다.122 이러한 참원에서의 대음 기사는 고코마쓰와 요시모치가 주연을 통

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123

119 『満済准后日記』 오에이 26년 정월 1일조, 『薩戒記』 오에이 33년 2월 3일조, 동년 6

월 1일조, 『兼宣公記』 오에이 33년 8월 3일조 이외에도 많은 기사가 있으며, 기록자

들이 ‘大飲如例, 大飲如常’이라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120 『看聞日記』 에이쿄 10년 정월 11일조, 『薩戒記』 에이쿄 11년 정월 10일조

121 加藤百一, 「室町期における公家武家衆の酒宴」, 『日本醸造協會誌』 98, 2003, p.780-782.

122 『薩戒記』 오에이 32년 12월 25일조

123 요시모치는 고코마쓰 상황의 대리로 이세 신궁에 참배한 적이 있으며, 고코마쓰 상황

의 이와시미즈 하치만 궁 참배나 가주지 방문에도 요시모치가 수행했다. 여기서도 양

자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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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가 및 무가 저택 방문

표 4. 요시모치의 공가 및 무가 저택 방문 횟수

1398년(應永7) 요시모치는 처음으로 효조하지메(評定始)에 참가하여 막부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으며,124 1403년(應永10)년에는 이와시미즈 하치만 궁에 처

음으로 참배한다.125 1402년(應永9) 이전에는 이미 정월에 관령 하타케야마 모토

쿠니(畠山基国) 저택 연시 오나리(御成)를 행하기 시작했으며,126 1406년(應永13)

부터는 정월에 관령 이하가 요시모치에게 垸飯을 바치는 기록이 나타난다.127 

여전히 실권은 부친 요시미쓰가 쥐고 있었지만, 요시모치도 쇼군으로서 다이묘

와의 주종 관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의례를 일부분 행하고 있었다. 

1408년(應永15) 요시미쓰가 사망한 뒤부터 1411년(應永18)까지 요시모치의 무

가 저택 방문은 몇 차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시바 요시유키의 존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시바 가문은 가격이 높고 세력도 강대하여 아시카가 가문의 

입장에서 다루기 어려운 존재였다.128 요시미쓰조차도 시바 가문에는 직접적으

124 『御評定著座次第』 오에이 7년 1월 11일조

125 『兼宣公記』 오에이 10년 3월 28일조

126 『吉田家日次記』 오에이 9년 정월 2일조 「今日將軍大納言家入御管領畠山右衞門佐基

國入道德元宿所云々、恒例也、」 ‘恒例’라는 표현에서 오에이 9년 이전부터 시작된 것

으로 보인다.

127 『敎言卿記』 오에이 13년 1월 1일조, 1월 3일조, 1월 7일조, 1월 15일조

128 시바 씨는 가마쿠라 시대까지는 아시카가 씨를 칭할 정도로 아시카가 종가와 혈연적

으로 가까워 가격이 높았다. 시바 우지요리(斯波氏賴)가 관령의 전신인 집사직에 지명

연도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무가저택방문 3 1 1 0 21 51 33 19 7 5

공가저택방문 0 2 3 0 4 2 5 2 1 3

연도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무가저택방문 4 6 0 2 6 8 6 6 7 6

공가저택방문 4 2 0 5 3 3 0 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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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손을 대지 못했으며, 후계 문제에서도 결과적으로 시바 요시유키의 발언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요시미쓰 사망 직후에는 요시유키가 무가의 장로로서 

막부 정치를 사실상 주도했다. 이렇듯 아직 요시모치가 전면에 나서고 있지 못

한 상태이므로 주종 관계를 확인하는 의례인 오나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129 

그러나 1410년(應永17) 6월 시바 요시유키가 사망하자 요시모치는 본격적으로 

친정 체제를 굳혀 나간다. 우선 동년 7월 관령을 요시유키의 손자 시바 요시아

쓰(斯波義淳)에서 하타케야마 미쓰이에(畠山滿家)로 교체한다. 그리고 1409년(應

永16) 겨울에 자신의 상속을 축하하러 일시 입경했던 스오·나가토 슈고 오우치 

모리미(大內盛見)를 설득하여 교토에 머물게 하는데 성공하여, 이후 교토에서의 

다이묘 군사력 필두를 이루는 하타케야마 씨와 버금갈 정도의 군사력을 배후에 

두게 되었다.130 1411년(應永18)에는 시바 요시유키의 비호 아래 요시모치의 환

부(還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야마시나 가문의 소령을 압령(押領)한 히다(飛騨)의 

아네노코지 다다쓰나(姉小路尹綱)를 막부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토벌하였는데, 

되었을 때 ‘집사는 원래 아시카가 가문의 가신인 고(高)·우에스기(上杉) 등이 하는 역

할이다. 아시카가 일문(一門)인 당가에서 집사가 나온다면 가문의 흠이 된다’며 거절

했다는 일화나, 시바 다카쓰네(斯波高經)가 요시아키라의 끈질긴 간청에 못이겨 마지

못해 아들 요시유키를 관령으로 삼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존

심도 높았다(佐藤進一, 『南北朝の動亂』, 中央公論社, 1964, p.370-372). 

129 요시모치의 지위가 확실하게 안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생 요시쓰구와의 관계에서

도 드러난다. 요시미쓰 사후부터 1414년(應永21)경까지는 요시모치가 요시쓰구와 함께 

출행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때 야마시나 노리토키(山科敎言)는 ‘兩御所’ 

혹은 ‘北山殿’(요시모치)와 ‘同新御所’(요시쓰구)라고 둘을 호칭상 거의 동격으로 표기

하였다. 산보인 만사이(三宝院満済)는 각각 ‘公方樣’(요시모치), ‘新御所’(요시쓰구)라 

표현하여 호칭상 차이를 두었지만, ‘新御所御同道’라 표현하여 일반적으로 쇼군을 모

시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御相半’이나 ‘供奉’이라는 표현과 달리 ‘御同道’라

는 동격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공가의 세수 참하와 월삭 참하도 

각각 받았으며, 요시쓰구도 권대납언까지 승진했다. 

130 오우치 모리미는 형 요시히로가 오에이의 난으로 토벌된 이후 역시 요시미쓰에게서 

추토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정면에서 저항하여 사면받은 이력이 있으며, 신앙 면에서

도 요시모치와 같은 선종 계통에 속했다는 점이 양자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기반

이 되었다(須田牧子, 「大內氏の在京活動」, 鹿毛敏夫編, 『大內と大友』, 勉誠出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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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131 1412년(應永19)에는 관령을 시바 

가문의 라이벌인 호소카와 가문의 당주 미쓰모토(細川滿元)로 교체한다. 요시모

치는 호소카와 가문에게도 이미 1408년(應永15)에 요시미쓰의 근습 오쿠 온가마

루(奥御賀丸)에게서 박탈한 이즈미 슈고직을 호소카와 일족에게 나눠주어 은혜

를 입혀 두었다.132

이렇듯 일련의 친정 체제 정비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요시모치의 무가 저택 

방문 횟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1412년(應永19)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415

년(應永22)까지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가장 횟수가 많은 1413년(應永20)에

는 한 해 동안 50차례에 이를 정도이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정월에는 매

해 행하는 연중행사로써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방문이 많아, 음력 정월 초하루

에는 참내·참원, 2일에는 관령 저택 방문, 5일에 하타케야마 저택, 11일에는 산보

인, 12일에는 시바 저택, 20일에 아카마쓰 저택, 22일에 야마나 저택, 23일에는 

호소카와 저택, 25일에 쇼렌인, 2월 17일에는 잇시키 저택, 29일(혹은 30일)에는 

교고쿠·롯카쿠 씨 저택을 격년으로 방문했다. 이와 같은 정례 방문은 요시노리

와 요시마사 시기까지 계승된다.133 

그러나 그 이외에도 수시로 무가 저택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한 사례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그 실제를 알 수 있는 사료가 있다. 조선의 대마도 정벌의 

전후 처리를 위해 회례사(回禮使)로 파견된 송희경(宋希璟)의 『노송당일본행록

(老松堂日本行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갑비전(甲斐殿)134이 자기 집에 왕(요시모치)을 맞아 잔치를 열고 마친 뒤

131 大藪海, 「北朝・室町幕府と飛騨国司姉小路氏」, 『室町幕府と地域權力』, 吉川弘文館, 

2013.

132 吉田賢司, 『足利義持』, ミネルヴァ書房, 2017, p.70-84.

133 「公方様正月御事始之記」에 기록된 요시마사의 정월 정례 오나리는 이와 거의 같다.

134 갑비전은 시바 씨의 중신으로서 執事를 맡아 家政을 관리하던 가이 유키노리(甲斐将

敎)이다. 쇼군 요시모치의 입장에서는 가신의 가신, 즉, 배신(陪臣)의 저택인데도 오나

리를 행했다는 사실은 시바 씨의 세력을 추측하게 한다. 「公方様正月御事始之記」에 

따르면 무로마치 쇼군이 배신 저택에 오나리를 행한 것은 가이 씨가 유일했다. 다만 

많은 배신이 자기 저택에서 오나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오나리가 가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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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에게 술을 보내 오매, 시를 지어 사례하였다. 2수. 

6월 13일, 왕이 갑비전의 집에 이르렀다. 갑비전이 음식을 마련하여 궤향

(饋饗)하고 예물을 받들어 올렸다. 대체로 매년 어느 달 어느 날에 왕이 모

전(某殿)의 집에 가면 그 전(殿)이 따로 집을 짓고 왕을 맞는다. 왕에게 바

치는 예물은 활·검·안마(鞍馬)·전물(錢物) 등으로서 특별히 구하여 비축한다. 

또 수륙(水陸)의 진미를 구하여 다투어 서로 더 잘하고자 한다. 그 날, 왕이 

그 저택에 무위(武衛, 시바 요시아쓰)·관령(管領, 호소카와 미쓰모토) 등 2~3

인을 거느리고 오면, 주부(主婦)가 왕을 맞아 마루로 올라가서 궤향하고, 남

편은 마루 밖에서 빈객을 접대하는데, 왕이 들어오라고 허락한 뒤라야 들어

온다. 왕이 취하여 욕실에 들어가면 주부(主婦)가 따라 들어가서 왕의 몸의 

때를 씻어 준다. 이는 일본의 대대로 이어가는 법이다.135

송희경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무가 저택 방문의 핵심은 향연과 증답의례였

다. 연중행사화한 정월의 방문은 향연과 증여가 식순에 따라 촘촘히 짜여 있었

으며,136 수시로 이루어진 방문 역시 기본적인 진행 방식은 마찬가지였다. 이러

한 향연과 공음공식, 증여와 답례 행위는 친밀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주종 관계를 돈독히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초대 쇼군 다카우지 시

기에도 이러한 사례가 보이며,137 특히 다카우지의 경우 가신들에게 증여를 아

끼지 않는 방식으로 인망을 얻었다는 기록도 있다.138 이렇듯 방문과 증답은 주

장에서도 상당한 명예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35 『老松堂日本行錄』 세종 2년 6월 13일조 「甲斐殿迎王于其第。饋餉訖。送酒於余。作

詩以謝。二首。六月十三日。王至甲斐殿家。殿設饋奉物。蓋每年某月某日。王至某殿家。

其殿別構堂迎王。其奉王弓釰，鞍馬，錢物。別求備畜。又求水陸之味。爭相勝高。其日。

王率武衛，管領等二三人而來。主婦迎王。上堂饋餉。夫於堂外。接對賓客。王許入然後

乃入。王醉入浴室。主婦隨入。去王身垢。此日本子孫相傳之法也。魏天言。今王以此法。

歸于神堂直僧仇問珠家。如此飮浴。通其妻。仍納宮爲妃。生一子。使其僧改娶他妻。」

136 이러한 연중행사로서의 오나리의 식순을 기록한 대표적인 고실서로 요시마사 시기의 

연중행사를 기록한『慈照院殿年中行事』와 『年中恒例記』등을 들 수 있다.

137 『賢俊僧正日記』 조와 2년 3월 22일조

138 『梅松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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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무로마치 막부 창립기 이래 쓰여온 수단이었다.

한편, 무가 저택 방문은 당시 정치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415년(應永

22) 5월경, 교토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이세에서도 남조 측의 불온한 움직임이 

전해졌다. 금세 이세의 소식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이 건에 관하여 6

월월 15일 재경 제 다이묘가 관령 저택에 모여 서로가 다른 뜻이 없다는 사실

을 서로 확인했다. 요시모치는 다이묘 회합 다음 날인 16일에 관령 저택에 방문

하고, 이어서 20일에 시바 저택에 방문했다.139 요시모치 정권 초기에는 큰 정치

적 사건이 벌어진 뒤에는 이러한 유력 다이묘 저택으로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방문이 갖는 정치적 의의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요시모치에게 있어 방문은 정치적 긴장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완화하

는 역할을 하는 행위였다. 얀베 고키(山家浩樹)는 요시모치의 정치 수법을 '요시

모치는 요시미쓰와 달리 반대세력의 괴멸보다도 그들을 구슬려서 정국을 안정

시키는 것을 선택했다'140고 총괄하고 있는데, 이 정치 수법이 구체화 된 것이 

다이묘 가문으로의 잦은 방문이었다. 

요시모치의 무가 저택 방문 경향을 요시미쓰와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요시미쓰는 주로 가신을 자신의 거처에 부르는 방식을 택하

여 저택 방문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고, 특히 기타야마도노 건설 이후에는 이

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141 그러나 요시모치는 요시미쓰의 거처인 기타야

마도노를 해체하고, 산조보몬(三條坊門)에 새 저택을 건립하고 이사했다. 그리고 

요시미쓰와는 반대되는 행동, 즉 자신이 직접 가신의 저택에 간다는 행동을 취

했다. 이 점은 양자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아시카가 가문은 막부 개창 이래로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여 여타 

무가 가문과의 관계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기존 연구에서 ‘전제적’이라 칭해

지는 요시미쓰조차도 후계 구도가 결과적으로 숙로층의 뜻에 의해 확정되었을 

정도였으며, 그 당사자였던 요시모치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139 『満済准后日記』 오에이 22년 4월 20일조, 23일조, 5월 8일조, 9일조, 10일조, 14일조

140 山家浩樹, 「室町時代の政治秩序」, 『日本史講座４』, 東京大学出版會, 2004.

141 伊藤喜良, 『足利義持』, 吉川弘文館, 2008,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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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모치는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안정되지 않은 정권 초기에 특히 다이묘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 빈번하게 다이묘 저택 방문을 한 것이다.

반면, 정권 초기 요시모치의 공가 저택 방문은 무가 저택 방문과 비교하면 훨

씬 적다. 그나마도 상급 공가 저택으로의 방문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근신 취급

을 받는 家司 저택 방문이다. 또한 1413년 9월 24일(應永20.8.29)의 히노 요시스

케 저택 방문에는 관령 호소카와 미쓰모토와 시바 요시노리 이하 유력 다이묘

를 다수 이끌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142 요시미쓰가 무가 저택 방문 때 공가를 

호종시킨 경우가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만사이는 요시모치가 대납언 

이하의 공가와 관령 이하의 무가와의 합동 주연에서 제 1헌배를 관령이, 제 2헌

배를 공가가 하게 했다고 회상하고 있다.143 이는 공가보다 무가를 우선시하는 

요시모치의 방침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요시모치의 무가 저택 방문은 1413년(應永20)에 절정에 달한 

이후 급격히 줄어든다. 1415년(應永22)만 해도 1413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1416년(應永23)에는 4분의 1 이하로 내려 앉아서 정월의 각 다이묘 저택 방문을 

제외하면 단 한차례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정권 말기

까지 한 해 열 차례를 넘지 않는 횟수로 고정된다. 1413년에는 50여 차례나 방

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변화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참내와 참원이 급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전기와 후기의 성격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요시미쓰 시기에 비해 전체적으

로 일관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요시모치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를 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요시모치의 공무 양쪽으로의 출행 경향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요시모치의 권력이 안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요시모치가 

가시적인 다이묘 통제책을 시행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1414년(應

永21) 7월, 시바 씨의 방계로서 가가(加賀) 슈고였던 시바 미쓰타네(斯波滿種)가 

소령 문제로 요시모치의 역정을 사 가가 슈고직을 몰수당하고 고야산에 칩거한

142 『敎興卿記』 오에이 20년 8월 29일조

143 森茂暁, 『室町幕府崩壊』, 角川書店, 2011, 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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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4 20여 년을 소유하던 가가 슈고직 몰수는 시바 씨에게 있어 뼈아픈 손실

이었다. 유력 슈고를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드문 요시모치로서는 이례적

인 처분이다. 이어서 요시모치는 측근 잇시키 요시노리(一色義範)를 무가 통제

와 쇼군 직할령 관할을 맡는 시소소사(侍所所司)에 임명하여 시소를 장악한다.145 

1415년(應永21.11.29), 호소카와 궁내소보(細川宮內少輔)가 도다이지(東大寺) 령

을 압령했다는 이유로 요시모치의 명으로 관령 호소카와 미쓰모토에게 토벌당

했다.146 굳이 같은 일족인 미쓰모토에게 토벌을 명했다는 것은 쇼군의 명령과 

가문의 이익 중 하나를 고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또한 다이묘 

서류 출신의 측근 세력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여, 시바 미쓰타네 사건 후 근

습 필두인 도가시 미쓰나리(富樫滿成)를 가가 반국 슈고에 임명했다. 1418년(應

永25)에는 시소소사 잇시키 요시노리에게 야마시로 슈고를 겸하게 하여 교토 주

변도 직접적인 관할 하에 넣는다.

또한 요시모치 정권 초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사덕정(寺社德政)’이라 불

리는 적극적인 사사본소령 안도(安堵)·환부(還付) 정책147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무가가 압령하고 있는 사사와 공가의 장원을 돌려주는 정

책으로 다이묘의 영지를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것이며, 나아가 아네노코지 토벌

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의 구실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

한 사사본소령 환부는 시바 요시유키가 사망하는 1410년(應永17)부터 1412년(應

永19)까지 특히 많은 건수가 발견된다.148 이러한 정책이 다이묘에게 상당한 압

144 『寺門事々條聞書』 「一、武衞從兄弟左衞門佐入道、以外上意惡題目出來、仍九日之夜、

京中沒落、於高野遁世云々、」

145 전임 시소소사인 야마나 도키히로의 서명이 있는 문서는 『東寺文書』 오에이 21년 6

월 27일자 문서가 마지막이며, 이후 『離宮八幡宮文書』 동년 8월 9일자 관령봉서에 처

음 시소소사로서 잇시키 요시노리의 이름이 나온다. 따라서 이 사이 어느 시점에선가 

소사가 도키히로에서 요시노리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146 『満済准后日記』 오에이 21년 11월 29일조

147 伊藤喜良, 『足利義持』, 吉川弘文館, 2008, 34-38.

148 사립 직후인 오에이 15년이 건수는 가장 많지만, 대부분은 원래 가지고 있던 소령에 

대해 쇼군의 대가 바뀌었으므로 다시 안도하는 수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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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을 주었다는 사실은 1415년(應永22)에 일어난 이세 국사 기타바타케 미쓰마사

(北畠滿雅)의 거병에서 잘 알 수 있다. 미쓰마사는 요시모치의 남조 무시를 대

의명분으로 거병했지만, 실제로는 급진적인 사사본소령 환부와 쇼군 직신 우대

정책으로 인한 영지 감소 압박에 견디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149 

이처럼 요시모치에게서도 1414년(應永21)을 전후하여 직간접적인 다이묘 통제

책을 통해 무가 내에서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이 발견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정과 천황가를 이용하여 준 섭관가라는 가격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여타 무가와의 차별성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진행되었으며, 이는 

1416년 1월의 대상제를 끝으로 일단락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지난 이후 요시모

치의 무가 저택 방문이 감소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종간의 우호 관계를 상

징하는 의식인 무가 저택 방문의 감소는 다이묘 유화책에서 다이묘 통제책으로 

요시모치의 대 무가 정책의 기조가 변화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듯 요시모치 정권이 공무 양면에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을 무렵인 1416

년(應永23) 11월, 간토에서 우에스기 젠슈의 난(上杉禪秀の亂)이 발발한다. 난 자

체는 3개월 후인 1417년 2월에 진압되었지만 전후처리가 더 큰 문제였다. 교토

에서는 아시카가 요시쓰구의 출분 사건이 일어났고,150 요시쓰구의 처분을 의논

한 다이묘 회의에서는 호소카와 미쓰모토와 하타케야마 미쓰이에의 의견이 충

돌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했다.151 또한 요시쓰구의 측근을 심문한 결

과 요시쓰구를 중심으로 한 반란 음모를 실토, 관령 호소카와 미쓰모토, 시바 

요시시게(斯波義重), 아카마쓰 요시노리 등 유력 다이묘가 관여했다는 자백이 

나왔다.152 진위 여부를 제쳐두더라도 이러한 혐의가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앞서 살펴본 일련의 다이묘 통제책에 대한 반동이 표면화한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일련의 시바 가문 억제책이나 호소카와 궁내소보 토벌 사건 등 직접적인 불

만 요소가 충분히 존재했으며, 요시모치의 측근 중용 정책 역시 상당한 불만 요

소였다.153 이러한 사정으로 이 시기 요시모치와 재경 다이묘 간의 긴장은 이례

149 吉田賢司, 『足利義持』, ミネルヴァ書房, 2017, 144-148.

150 『看聞日記』 오에이 23년 11월 5일조

151 『看聞日記』 오에이 23년 11월 9일조

152 『看聞日記』 오에이 23년 11월 25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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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아져 있었다. 사다후사가 ‘제 다이묘의 일이므로 좀처럼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적을 정도로 중진들의 이름이 오르내렸기 때문에, 결국 요시모

치는 혐의 자체를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정세의 안정을 택했다. 그리고 그 수단

으로 동원된 것이 바로 무가 저택 방문이다. 

요시모치는 이미 난이 한창이던 1416년 12월 30일(應永23.12.12)에 시바 요시

아쓰 저택에 방문했고, 1417년 1월 28일(應永24.1.11)에는 관령 호소카와 미쓰모

토를 데리고 홋신인(法身院)에 방문했다.154 동년 2월 2일(應永24.1.16)일에는 요

시쓰구의 측근 히노 모치미쓰의 처분을 둘러싸고 기타야마인 히노 야스코와 불

화하여 참하를 일단 연기했다가도 결국 참하를 하고 있는데,155 이는 요시모치

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어서 난이 진압된 후인 동년 2월 8

일 (應永24.1.22)에는 야마나 도키히로(山名時煕) 저택, 9일에는 관령 호소카와 

미쓰모토 저택, 12일에는 교고쿠 다카카즈 저택에 방문했다. 요시모치는 무가 

저택으로의 방문으로 분위기를 완화하고, 음모 가담 혐의를 불문에 부치는 것으

로 사건을 일단 봉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요시모치의 다이묘 저택 방문은 극명하게 줄어든다. 1417년에는 

앞서 언급한 정월에 이루어진 긴장 완화 목적의 방문을 제외하면 측근 잇시키 

요시노리 저택 방문, 야마나 미쓰토키(山名滿時) 저택 방문 두 차례가 전부이다. 

무가에 대해서 요시모치가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요시모치는 이 해 세 차례나 숙부 아시카가 미쓰아키라(足利滿詮)의 저택을 방

문했는데, 이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혈육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듬해인 1418년 3월 1일(應永25.1.24), 요시모치는 근습 도가시 미쓰나리에게 

명하여 요시쓰구를 살해하는 것으로 요시쓰구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 

이와 동시에 후계자로서 요시모치의 아들 요시카즈의 지위가 확정되었다.156 그

153 高坂好, 『赤松円心・満祐』, 吉川弘文館, 1970, p.168-170.

154 『満済准后日記』 오에이 24년 정월 11일조

155 『兼宣公記』 오에이 24년 정월 10일조, 『兼宣公記』 동년 정월 15일조, 『満済准后日

記』 오에이 24년 정월 16일조

156 이보다 한 달 여 전인 1417년(應永24) 12월 1일 요시카즈는 원복과 동시에 정오위하 

우근위중장에 임명되었고, 12월 13일에는 요시모치와 함께 참내·참원하고 독서시(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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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요시쓰구의 처분과 도가시 미쓰나리의 중용을 둘러싸고 막부 내부에서 상

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이는 무가 저택 방문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 해에 요시모치는 연례 행사로 정해져 있는 일곱 가문으로의 정월 방문 중 

관령 호소카와 미쓰모토와 교고쿠 다카카즈 저택 두 차례만 행하고 그 외에는 

방문이 전혀 하지 않다가, 11월이 되어서야 하타케야마 미쓰이에 저택과 오우치 

모리미 저택에 방문했다. 이 해 초부터 관령 호소카와 미쓰모토가 무로마치도노

에 소송의 재결을 묻는 수속인 伺事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보타주를 행하고,157 

4월에는 아카마쓰 요시노리가 막정에 불만을 표하며 하리마로 하향하겠다고 나

섰다.158 7월 5일(應永25.6.2)에는 교토 내에 불온한 소문이 돌아 이를 경계한 다

이묘들이 영국의 군세를 교토로 불러들이고 요시모치도 산조보몬 저택에 틀어

박혀 방비를 강화하고 관령 호소카와 미쓰모토가 달려와도 만나주지 않았다. 7

월 9일에는 요시쓰구에게 가담했다는 혐의로 야마나 도키히로, 이세 슈고 요야

스 야스마사(世保康政) 등이 처벌되었다.159 요시모치가 관령조차 믿지 못하고 

자신의 신변을 걱정할 수준까지 이른 상황이었으니 무가 저택 방문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 하에서도 요시모치가 교토 내 군사력의 필두를 

이루는 하타케야마와 오우치 저택에는 방문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무가 저택 

방문이 가지는 기능 자체는 유효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윽고 동년 12월 21일(應永25.11.24) 도가시 미쓰나리의 실각으로 문제가 해

결되기 시작한다.160 관령 호소카와 미쓰모토는 사보타주를 그만두고 정무를 보

기 시작했으며,161 미쓰나리가 맡았던 모시쓰기(申次) 역할은 이세 사다나가(伊勢

貞長)가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중앙 정세는 빠른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 이

始)를 행했다. 당시 요시카즈는 11세로서 부친 요시모치의 선례(9세)에 비추어 볼 때 

늦은 감이 있으며, 아시카가 가문의 쇼군 후보자를 상징하는 사마노카미(左馬頭) 서임

도 없었다. 요시쓰구의 존재가 요시모치의 후계자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157 『康富記』 오에이 25년 7월 21일조

158 『看聞日記』 오에이 25년 3월 18일조

159 『看聞日記』 오에이 25년 6월 2일조, 6월 6일조

160 『康富記』 오에이 25년 11월 24일조

161 『康富記』 오에이 25년 11월 24일조 紙背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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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해인 1419년(應永26) 음력 정월에는 2일의 관령 저택 방문을 비롯하여, 12일 

시바 요시아쓰 저택, 20일 아카마쓰 요시노리 저택, 22일 야마나 도키히로 저택, 

23일 호소카와 미쓰모토 저택, 26일 교코쿠 다카카즈 저택 방문이라는 정례 방

문이 모두 이루어졌다. 이처럼 요시모치의 무가 저택 방문 경향은 중앙 정세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듬해인 1420년(應永27)에는 방문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오에이

의 대기근이라 불리는 기근이 닥쳤기 때문이다. 1419년(應永26), 1415년부터 3년

간 이어진 만성적인 가뭄 끝에 갑자기 가을 내내 비가 내려 서국 일대의 장원

은 대흉작이었고, 이듬해에 어마어마한 기근을 초래했다.162 이러한 기근은 막부

와 다이묘 재정에도 큰 충격을 주었고 요시모치의 출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쳤다. 1420년(應永27)에는 방문 기록이 전혀 없고, 이듬해인 1421년(應永28)에도 

정월의 정례 저택 방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름에 들어서 기근과 

역병이 약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7월에 기온제와 관련하여 관령 호소카와 

미쓰모토 저택에 방문하고 12월 신임 관령 하타케야마 미쓰이에 저택에 방문하

여 총 두 차례에 불과했다. 1422년(應永29)에는 정월 정례 방문 중 관령 저택 방

문만이 이루어지고 6월 이후에 무가 저택 방문이 몇 차례 이루어졌으며, 1423년

(應永30)에야 정월의 정례 방문이 다시 완전한 형태를 갖춘다.

이후 무가 저택 방문은 호소카와, 하타케야마, 아카마쓰, 시바 등 유력 슈고

층 방문이 1년에 한 두차례 정도 이루어지고, 이외에는 측근 도가시 미쓰하루, 

우에스기 도모카타(上杉朝方), 이세 사다쓰네 저택 방문 정도로 도합 열 차례에

도 이르지 못한다.163 앞서 살펴본 정치적 혼란을 거친 후 정세가 안정되자 요

시모치는 이전처럼 무가에 대해 잦은 방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요시미쓰 만년에 무가 저택 방문

을 그다지 하지 않은 이유와도 통한다. 

이렇듯 무가와 거리를 두게 된 요시모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참내·참원을 통

162 淸水克行, 『大飢饉、室町社會を襲う!』, 吉川弘文館, 2008.

163 1422년(應永30) 요시카즈가 쇼군이 된 이후에는 요시카즈가 유력 슈고 저택에 단독으

로 방문하고 있으므로 오나리를 통한 무가와의 관계 유지를 요시카즈가 하게 된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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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천황가와의 관계 형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공가 저택

으로의 방문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된다. 특히 정권 초기에는 드물었던 상급 

공가 저택 방문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큰 변화이다.164 동시에 초기에 보여주었

던 공가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도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자신의 저택에 참하하러 

온 공가에 대해서도 친왕이나 섭관가·대신 급의 경우 요시모치는 저택의 툇마루

까지 나가 배웅하는 등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있다.165 정권 초기의 즉위식 

관련 행사에서 공가 사회에서의 준 섭관가라는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기까지는 

강경 수단도 불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요시모치가 무가의 경우 관령은 중하게 여겼지만 여타 다이묘는 

공가보다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만사이의 회상은 이러한 요시모치 후

기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164 1421년 6월 12일 관백 구조 미쓰노리(九條満敎), 8월 29일 사이온지 사네나가(西園寺

実永), 1422년 11월 30일 전관백 고노에 다다쓰구(近衛忠嗣), 1425년 7월 1일 관백 니조 

모치모토(二條持基) 저택.

165 森茂暁, 『室町幕府崩壊』, 角川書店, 2011,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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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제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참내와 참원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

지 획기를 설정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획기는 1378년의 권대납언 겸 우근위대장 

승진이다. 이 이전 시기에는 참내를 거의 하지 않거나 참내를 하더라도 무가의 

선례에 따랐으며 호종(扈從) 행렬이 모두 무가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요시미쓰가 분명하게 무가의 수장으로서 행동하는 시기이다.

1378년 권대납언 겸 우근위대장으로 승진한 이후 요시미쓰는 공가 사회로 본

격적으로 진출하여 참내를 자주 행했다. 요시미쓰가 참내시 공가의 최고 가격

(家格)인 섭관가(攝關家)의 예를 따르고자 하거나 선례에 없는 파격을 많이 취했

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조정 행사의 책임자인 내변(內辨)을 몇 차례나 맡

는 등 조정의 정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가로서 행동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인다. 이와 동시에 호종 행렬에서 무가가 배제되고 그 대신 공가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크게 변화한다. 이러한 참내에서의 무가 배제는 유일무이한 무가 공경

(武家公卿)으로서 천황과의 관계를 독점하여 여타 무가와 차별화된 무로마치도

노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두 번째 획기는 1388년의 좌대신 사임이다. 이 이후 요시미쓰는 참내를 거의 

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공무 양쪽에서 요시미쓰의 권력이 확립되면서 천황가의 

권위에 기댈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시기에도 참원을 통해 천

황가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천황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보인다. 

세 번째 획기는 1406년이다. 이 해부터 참내 횟수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이는 아들 요시쓰구의 공가 사회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시 천황가와 

돈독한 관계를 맺을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요컨대 요시미쓰는 시기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천황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요시미쓰의 참내와 참원에서는 ‘일본국왕’ 요시미쓰의 일방적인 천황

가 권한의 흡수라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공무어계약(公武御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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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불리는 상호 계약 관계 아래서 천황가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 

공가 사회에 접근하는 모습과 그 권위에 기대어 아시카가 가문을 다른 무가들

과 차별화한다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참내·참원의 기능은 요시미쓰 이전 시기에도 찾아볼 수 있다. 이시하

라 히이로에 따르면 다카우지는 비교적 참내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다다요시

는 상당한 횟수로 참내 ·참원을 하며 공가 사회의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

며 천황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갔다.166 아시카가 요시아키라는 다다요

시 실각 후 교토에 들어와 다다요시를 대신하여 참내한 이후부터 특별한 이유

가 없어도 참내할 정도로 빈번하게 참내를 했다.167 이미 다다요시 ·요시아키라 

시기부터 천황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참내 ·참원이 의식적으로 행해

졌던 것이다. 이러한 노선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줄곧 계승되어 적어도 요시

마사 시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무로마치도노 권력이 갖는 중요한 특성 중 하

나이다.

또한 이러한 참내의 획기는 요시미쓰의 공가 및 무가 저택 방문과도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다. 요시미쓰는 공무 저택 방문을 자체를 거의 행하지 않다가, 

1378년 권대납언 겸 우근위대장 승진 이후 섭관가를 비롯한 상급 공가 저택에 

자주 방문하며 공가 사회의 규칙을 학습하고 그들과 함께 렌가(連歌) 등의 예능

을 즐기는 등 공가 사회에 접근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반면, 무가 저택 방문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종종 행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횟수가 많지는 않아 무

가보다 공가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후 요시미쓰의 권력이 확립되어

가면서 공무 양쪽의 저택 방문 자체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

으로 공무 양쪽에서 권력을 확립한 요시미쓰가 자신이 공가나 무가의 저택을 

방문하기보다는 그들을 자신의 저택인 무로마치도노에 불러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제 4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모치는 정권 초기에 요시미쓰의 공가화에 대한 반

발로 공가 사회와 거리를 두었고 따라서 참내 역시 활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

166 石原比伊呂, 『室町時代の将軍家と天皇家』, 勉誠出版, 2015, pp.23-25.

167 石原比伊呂, 『室町時代の将軍家と天皇家』, 勉誠出版, 2015,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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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쇼코 천황의 즉위식에 관여하며 자신의 지위를 섭관가에 준하는 위치에 올

려 두면서도 요시미쓰와는 다르게 공가로서 조정의 정무에 직접 참가하는 모습

은 보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무가의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요시

모치가 무가 우위 정책을 펴 왔다는 종래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 

요시모치 정권 초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 후기(1418년 이후) 중앙 정세가 혼란한 해에는 특별히 요시모치

의 참원 횟수가 전후 해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는 무가 내의 

세력 다툼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아시카가 가문이 천황가의 권위에 기대는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요시모치는 

잦은 참내와 참원을 통해 천황가를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정신도 무로마치도노

가 아닌 천황과 상황을 섬기는 존재로 되돌려 놓아 그 권위를 세우는 데 주력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간토구보와 후남조 세력, 대외 관계의 문제 등 막부와 

천황가에게 공통적으로 위협이 되는 요소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요시모

치는 후기에 들어서면 분명하게 친 천황가 방침을 취하고 있으므로 종래 무가 

우위 정책 일변도였다고 평가되어 온 요시모치 정권의 성격은 초기에 한정시키

고 후기는 이와 구분하여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권 초기와 후기의 구분은 요시모치의 무가 저택 방문 경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요시모치는 권력 기반이 불안정했던 치세 초기에 빈번하게 

무가 저택 방문을 행했다. 요시모치는 향연과 증답을 통한 초청자와 방문자 상

호간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의례인 무가 저택 방문을 통해 다이묘와의 돈독

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반면 요시미쓰의 과도한 공가화에 대한 

반발로 공가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공가 저택 방문은 거의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후기(1418년 이후)에 들면 무가 저택 방문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는 점차 권력 기반이 안정되자 다이묘 통제책을 실행하며 무가에 대한 태도

를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정세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보이지만 

요시모치는 정권 후기에는 대체적으로 무가와는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천황가와의 관계 유지에는 매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요시모치 역시 천황

가와의 관계를 통한 무가와의 차별화라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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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사토 신이치(佐藤進一) 이래 이어져 온 권한 흡수론 계열의 논

의에 대한 재고를 요한다. 사토는 무로마치 막부 권력은 단지 무사들을 주종제

적으로 편성한 것(주종제적 지배 원리)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 아니라 천황을 필

두로 하는 조정의 권한(통치권적 지배 원리)을 흡수하여 공무를 통일한 지배 권

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168 이어서 도미타 마사히로는 사

토처럼 무로마치도노가 상황(院=治天)을 대신하여 ‘왕권’을 장악하고 공무(公武)

에 양속된 전주를 매개로 정권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169 이러한 ‘공무통일

정권’론은 권문체제론과 사토설을 정합적으로 통합하여 무로마치 시대의 권력 

구조를 해명하려 한 것170으로 현재 무로마치 시대 정치사의 통설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마타니 아키라는 이러한 사토의 논의를 극단적으로 끌고 나가 아

시카가 요시미쓰의 ‘왕권찬탈계획’을 주창했다.171 

그러나 천황 혹은 상황과 무로마치도노가 직접 대면하는 참내와 참원이라는 

행위에서는 그러한 일방적인 권한의 흡수라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오

히려 천황가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한다는 측면이 돋보인다. 또한 아시카

가 가문 이외의 무가를 참내와 참원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유

지되었다는 점에서는 천황가 권위에 기대어 여타 무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즉, 참내·참원은 무로마치도노와 천황가와의 관계에 

한정되는 사건이 아니라, 무가 내에서의 세력 관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도 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요시미쓰와 요시모치 2대의 출행만을 다루었지만, 이러한 출행 

경향이 다른 무로마치도노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무로마치도노가 타인

을 방문하는 출행과는 반대 행위인 무로마치도노가 자신의 저택에 어떤 식으로 

사람을 불러들였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무로마치도노의 성격을 규명하

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68 佐藤進一, 「室町幕府論」, 『日本中世史論集』, 岩波書店, 1990, p.125-164.

169 富田正弘, 「室町殿と天皇」, 『日本史研究』318, 1989.

170 박수철, 「일본 중세 국가론의 현황과 과제」, 『일본비평』11, 2014, p.289-292.

171 今谷明, 『室町の王權』, 中央公論社,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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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 요시미쓰의 참내와 참원

永和元年

(1375) 

4.25 参内(初度)[愚花]

永和4年

(1378)

2.27 参内[愚後花], 3.24 任権大納言, 8.27 兼右近衛大将, 11.28 参内(任幕下

後故所参也)[愚後花]

康暦元年

(1379)

1.7 白馬節会(見物·終夜宴)[後], 4.18 参内(連歌)[鑑], 4.28 参内(饗宴)[愚後], 

6.2 参内, 6.18 参内(舞楽)[愚後], 7.25 参内(右大将拝賀)[花]

康暦2年

(1380)

1.13 参内[愚花], 1.19 参内(直衣始)[愚], 2.6 参内(後光厳七回忌懺法)[愚迎雲], 

3.3 参内(御遊)[愚], 5.13 参内[空迎], 8.16 参内(和歌当座)[為], 12.25 極位拝

賀[花]

永徳元年

(1381)

1.7 白馬節会(外弁)[花], 1.13 参内(歲首如恒儀)[愚花], 2.17 参内(御遊)[体], 

2.24 参内(改元·御剣役)[鑑], 3.11~16 後円融天皇室町殿行幸, 3.20 参内(献

物)[愚], 5.5 参内(和歌会)[愚], 5.27 参内(奏物情鎮静)[愚], 7.7 参内(和歌会)

[後], 7.23 任内大臣, 8.3 参内(直衣始)[後], 12.23 参内(着陣)[荒]

永徳2年

(1382)

1.1 元日節会(内弁)[官], 1.7 白馬節会(内弁)[続], 1.26 任左大臣, 윤1.19 参内

(拝賀着陣)[官], 2.6 参内(譲位相談)[後円融院宸記], 3.28 参内(御遊始)[体], 

4.11 参内(後小松天皇践祚)·後円融院室町殿御幸[鑑], 4.21 院執事, 5.8 参内

[冬], 5.28 参内(不参院)[冬], 12.28 後小松天皇即位式[鑑]

永徳3年

(1383)

1.1 元日節会(内弁)[後], 1.7 白馬節会(内弁)[後], 1.16 踏歌節会(内弁)[後], 

1.18 参内[後], 2.1 後円融院打擲事件, 2.12 参内[後], 2.21 参内[後], 2.28 参

内[後], 3.3 後円融院遷幸扈從·参内[後], 3.15 参院·参内[後], 3.19 参内[後], 

4.21 参院·参内[後], 4.24 参内[後], 5.26 参内(大嘗会始)[後], 5.28 参院[後], 

6.26 准三宮宣下, 11.17 節会(内弁)[続], 11.18 節会(内弁)[続]

至徳元年

(1384)

1.1 元日節会[続], 1.7 白馬節会[続], 1.16 踏歌節会[続], 2.27 参内(改元)[改], 

11.3 参内(三席御会)[中]

至徳2年

(1385)

1.1 元日節会[続], 1.7 白馬節会[続], 1.16 踏歌節会[続], 6.27 参内[鑑]

至徳3年

(1386)

1.1 元日節会[続], 1.7 白馬節会[続], 1.16 踏歌節会[続], 4.27 参内(和歌御会)

[続], 5.28 参内(蹴鞠御会)[続]

嘉慶元年

(1387)

1.1 元日節会(内弁)[公], 1.3 後小松天皇元服(理髪役)[冬], 1.4 元服後宴[冬], 

1.7 白馬節会(内弁)[冬], 1.16 踏歌節会(内弁)[続], 8.23 参内(改元)[迎]

嘉慶2年

(1388)

1.1 元日節会(内弁)[兼], 1.7 白馬節会(内弁)[続], 1.16 踏歌節会(内弁)[続], 

5.26 辞左大臣, 6.13 二条良基死

康応元~

明徳3年

참내 기사 없음

明徳4年

(1393)

1.7 還任左大臣·拝賀[官], 3.27 後円融院葬礼供奉, 9.17 辞左大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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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시미쓰의 무가 및 공가 저택 방문

応永元年

(1394)

12.17 将軍辞職, 12.25 太政大臣転任, 12.27 参内[鑑]

応永2年

(1395)

1.7 白馬節会(内弁)·太政大臣拝賀[官], 2.6 参内(直衣始)[官], 3.29 参内(蹴鞠

御会始)[続], 4.22 俄行幸[荒], 6.3 辞太政大臣, 6.18 参内(舞楽御覧)[体], 6.20 

出家, 7.26 参内(出家後初)[荒]

応永3年

(1396)

1.12 参内(出家後初参御所)[荒], 3.28 伏見仙洞(崇光院)[荒]

応永4~

7年

참내 기사 없음

応永8年

(1401)

1.13 参内[迎]

応永9年

(1402)

3.4, 3.7 参内[吉], 3.12 後亀山院参[吉]

応永10~

11年

참내 기사 없음

応永12年

(1405)

4.28 参内(後円融院13回忌内裏法華八講)[兼], 9.13 

応永13年

(1406)

1.25, 29, 2.1, 2.2, 2.4, 2.5(後光厳院33回忌内裏御懴法), 2.25, 3.3 3.8, 7.23, 

7.29, 9.28 参内

応永14年

(1407)

1.14, 1.26, 9.6, 9.9, 10.1 参内, 10.10 義満·義持参内, 10.13, 10.25 参内, 12.12, 

12.14, 12.23 (当座), 12.27 義満·義持参内(貢馬), 12.29 参内

応永15年

(1408)

1.5 1.12, 14, 15, 22, 25 参内 / 2.6, 16, 18, 21 (蹴鞠), 26, 27 参内(義嗣同伴) / 

3.8-28 北山殿行幸 / 3.29 参内(義嗣同伴), 4.1, 7, 8, 20, 22, 25 参内(義嗣元

服) / 5.6 義満死亡

応安元年

(1368)

1.8 六条東洞院某第(方違え)[花], 12.30 征夷大将軍宣下

応安2~

永和3年

기사 없음

永和4年

(1378)

3.9 日野資教邸[愚], 3.10 室町殿移徙[愚], 10.16 二条良基邸[愚], 10.22 北山

第(紅葉)[愚], 10.25 柳原忠光邸[愚], 11.2 日野資教邸(上棟)[愚], 11.9 北小路

邸(二条良基)[愚] 

康暦元年

(1379)

4.3 二条良基邸[後], 5.17 二条良基邸(連歌)[愚], 7.16 二条良基邸(習奏慶礼)

[愚], 9.11 室町殿(二条良基)[愚], 11.23 二条良基邸[愚迎]

康暦2年

(1380)

4.23 二条良基邸(和歌会)[迎], 5.18 北山(二品局)[迎], 5.27 土岐頼康邸[迎], 

6.20 二条良基邸[迎], 6.23 赤松義則邸[迎], 6.25 二条良基邸(文談)[迎], 7.18 

二条良基邸(文談)[迎],

永徳元年

(1381)

5.24 山名時義邸[愚], 6.5 細川頼元邸(上洛挨拶)[愚], 9.14 二条良基邸(連歌)

[愚], 9.16 管領斯波義将邸(辞職挽留)[愚], 10.13 伊勢貞継邸[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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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무기명=教言卿記, [愚]=愚管記, [後]=後愚昧記, [花]=花営三代記, [迎]=迎陽記, [空]=空

華日用工夫略集, [雲]=雲井の御法, [荒]=荒暦, [吉]=吉田家日次記, [官]=足利家官位記, [為]=為

重卿記, [冬]=実冬公記, [体]=体源抄, [公]=公卿補任, [鑑]=後鑑, [兼]=兼宣公記. [続]=続史愚抄, 

[絶]=絶海録, [良]=良賢真人記, [東]=東寺王代記, [荒]=荒暦, [東院]=東院毎日雑々記 

永徳3年

(1383)

3.6 近衛道嗣邸(和漢聯句)[後], 5.18 二条良基邸[後], 6.25 富樫昌家邸[後]

至徳元~

応永元年

기사 없음

応永2年

(1395)

6.20 出家, 7.2 管領斯波義将邸(出家後初諸大名引見)[荒], 是年 大覚寺(後亀

山院)[実隆公記]

応永3~

4年

기사 없음

応永5年

(1398)

2.5 赤松義則邸[迎], 3.9 広橋仲光邸(崇賢門院、姫公同伴)[吉], 3.12 徳大寺実

時邸[吉], 3.26 上杉民部大輔邸[吉], 3.27 管領斯波義将邸(紀良子同伴)[吉], 

4.22 北山殿移徙

応永6年

(1399)

4.3 日野資教邸[迎], 5.9 赤松邸[迎], 5.12 日野重光邸[迎], 

応永7年

(1400)

2.6 甲斐美濃入道邸[吉], 2.16 細川満元邸[吉], 2.24 徳大寺実時邸[吉],

応永8年

(1401)

7.7 侍童慶御丸邸(花合)[迎], 

応永9年

(1402)

1.4 伊勢貞行邸[兼], 1.12 管領畠山基国邸·斯波義種邸[吉], 2.4 堯人法親王

[吉], 2.27 広橋仲光邸(崇賢門院同伴)[吉], 3.5 永助法親王[吉], 3.10 畠山基国

邸(門跡同伴)[吉] 

応永10年

(1403)

1.5 管領畠山基国邸[吉], 1.12 斯波義将邸·斯波義種邸[吉], 1.20 管領邸[吉], 

1.26 京極高光邸[吉], 3.5 広橋仲光邸(崇賢門院同伴)[兼], 3.6 齋藤玄輔邸[吉]

応永11年

(1404)

기사 없음

応永12年

(1405)

7.4 侍童御賀丸邸[兼], 9.28 広橋仲光邸(違例見舞い)

応永13年

(1406)

3.15 徳大寺公俊邸(花), 4.3 裏松邸(崇賢門院同伴·蹴鞠)

応永14年

(1407)

3.2 広橋兼宣邸(崇賢門院同伴), 12.17 西園寺実永邸

応永15年

(1408)

5.6 義満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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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요시모치의 참내와 참원

応永14年

(1407)

7.19 参内(右大将拝賀)[勝定院殿大将御拝賀記], 10.10 参内[教], 12.27 参内

(貢馬御覧)[教]

応永15年

(1408)

12.26 参内(義嗣 동반)[教]

応永16年

(1409)

12.27 参内[教]

応永17年

(1410)

3.4 後亀山上皇三条坊門殿御幸

応永18年

(1411)

기사 없음

応永19年

(1412)

2.17 参内[山], 8.17 参内[山], 8.24 参内[山], 8.29 称光天皇践祚, 9.27, 後小

松御幸, 10.14 参内[兼] 11.2 参院[常], 11.19 参院[山], 12.27 参院·参内[山]

応永20年

(1413)

1.30 参院·参内, 6.11 参院, 12.27 参院·参内

応永21年

(1414)

1.28 参院, 4.1 参院, 4.9 参院, 5.9 参院, 5.13 参院, 7.16 参院·参内, 7.23 参

院·参内, 12.13~19 参院·参内(称光天皇即位式)

応永22年

(1415)

2.30 参院·参内, 10.25 参院·参内[兼], 10.29~11.25 参院·参内(大嘗会), 12.27 

参院·参内

応永23年

(1416)

1.25 参院·参内, 2.9 参内[看], 2.29 参内, 7.4 参院, 10.1 参内, 11.18 参院, 

12.30 参内

応永24年

(1417)

1.1 参内[兼], 1.30 参院[看], 3.28 参院, 윤5.28 参院[看], 6.19 参院, 7.23 参

院·参内, 7.25 参院[看], 7.28 参院[体源抄], 11.13 参院[看], 12.13 参院·参内

(요시카즈 동반)[兼], 12.25 参院, 12.27 参内

応永25年

(1418)

8.11 参内, 9.1 参院, 12.18 参内, 12.25 参院

応永26年

(1419)

1.1 参院·参内[薩], 3.16 参内(和歌御会), 3.28 参院(和歌)[薩], 4.1 参院, 6.15 

参院[看], 8.21 参院·参内, 8.23 参院[薩], 8.24 参院, 8.29 辞内大臣, 10.22 参

院, 10.23 参院, 11.2 参院, 11.22 参院, 12.25 参院, 12.26 参内

応永27年

(1420)

1.1 参院·参内[薩目], 3.3 参内[看], 4.1 参院[薩目], 7.19 参院[薩目], 8.3 参院

[薩目], 12.25 参院[薩目]

応永28年

(1421)

1.1 参内, 1.29 参内[花], 参院, 2.28 参院, 3.27 参院, 6.27 参院[看], 8.28 参

院[看], 10.16 参内[看], 11.16 参院, 12.25 参院 

応永29年

(1422)

1.1 参内, 1.11 参院[康], 1.12 参院, 1.13 参院[花], 1.17 参院[看], 1.18 参院

[看], 1.29 参院, 1.30 参院[康], 2.13 参院[兼], 2.29 参院[兼], 3.9 参院[兼], 

3.24 参院[兼], 4.1 参院[康], 4.25 参院(猿楽)[後鑑], 5.21 参院[康], 6.2 参院

[看], 9.16 仙洞八幡御幸同参[兼], 윤10.9 参院[薩目], 11.10 参院[薩目], 11.20 

参院[康], 12.11 参院[花] 12.21 参院[花], 12.24 参内

応永30年

(1423)

1.1 参院·参内. 1.10 参院, 2.29 参院[看], 3.13 参院[兼], 3.15 参院, 3.18 쇼군 

사직, 4.2 参院, 4.25 출가, 6.11 参院·参内(出家以後初), 6.15 参院, 6.17 参院, 

6.30 参院, 8.1 参院[看], 8.10 参院[看], 10.17 参院[薩], 11.11 参院[薩], 12.10 

参院[薩], 12.12 参院·参内, 12.24 参院·参内[薩], 12.25 参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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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시모치의 무가 및 공가 저택 방문

応永31年

(1424)

1.1 参院·参内, 1.11 参院, 1.12 参院, 2.13 参院, 2.19 参内[兼], 3.3 参院[兼], 

3.12 参院[花]. 3.29 参院, 5.10 参院, 5.18 参院[兼], 5.30 参院, 6.1 参院, 6.10 

参院[兼], 7.18 参院[薩目], 8.18 参院, 8.30 参院, 9.1 参院[薩目], 9.10 参院

[薩目], 10.1 参院[兼], 10.17 参院, 10.18 参院, 10.19 参院, 10.29 参院, 11.1 

参院, 11.3 参院, 11.16 参院[兼], 11.22 参院[看], 12.9 参院[[薩目], 12.21 参

内[薩目], 12.24 参院·参内[兼], 12.25 参院·参内

応永32年

(1425)

1.1 参院·参内, 1.12 参院, 2.3 参院[薩], 2.11 参院[薩], 2.18 参院[花], 2.23 参

院[薩]. 3.12 参院(大葬御初)[薩]. 3.14 参院[薩], 3.28 参院[薩]. 4.1, 4.2, 4.4, 

4.11 参院[薩], 4.23 参院·参内[花], 4.25 参院, 4.28 参院 [薩], 5.2, 5.9, .5.17, 

5.20 参院[薩], 5.24 参内[薩], 6.1, 6.2, 6.3 参院[薩], 6.28 参院·参内, 6.29 参

院·参内, 윤6.1, 参院·参内[薩], 윤6.2 参内[薩], 윤6.3 参院·参内[薩], 윤6.12 

参院, 7.2 参内[薩], 7.3 参院[薩], 7.16 参内[薩], 7.18 参院[薩], 7.25 参内[薩

等], 7.27 参内[薩], 7.28 参内[薩], 7.29 参院[薩], 8.1 参内[薩], 8.9 参院·参内

[看等], 8.19 参院[薩], 9.1 参院[薩等], 9.10 後小松院御幸[薩], 9.11 参院[薩], 

9.18, 9.24 参院[薩]. 10.1, 10.3 参院[薩等], 10.7 参内, 10.21, 10.22 参院[薩], 

10.23 参内[薩], 11.4, 11.11, 11.16, 11.21 参院[薩等], 12.11 参院, 12.14, 12.19 

参院[薩], 12.23 参院, 12.25 参院·参内[薩]

応永33年

(1426)

1.1 参院·参内, 1.11 参院[薩], 1.12 参内[薩], 1.13 参院[薩], 2.3, 2.16, 2.19 参

院[薩], 3.1 参院[薩], 3.5 参院, 3.17, 3.24 参院[薩], 6.1, 6.3, 6.13, 6.27, 6.29 

参院[薩], 7.2 参内[兼等], 7.4 参院[兼等], 7.18 参院[薩], 8.2 参内[薩], 8.3 参

院[兼等], 8.22 参院·参内(連歌)[兼等], 8.27 参院[薩], 9.1, 9.9 参院[薩], 10.1 

参院·参内[薩], 10.3 参院[薩], 10.22 参院, 10.25 参内, 10.30 参院, 11.22 参院

[薩], 11.25 参内[薩], 11.30 参院[薩], 12.1 参内, 12.9, 12.11 参院[薩], 12.21 

参内, 12.24 参内[薩], 12.25 参院

応永34年

(1427)

1.1 参院·参内[薩], 1.11 参院, 1.19 参院[目], 5.18 参院·参内, 6.26 参内, 7.26 

参内[目], 8.3 参院[目], 9.1 参院[目], 10.3 参院[目], 11.1 参院[目], 11.4 参院

[薩目], 12.21 参院, 12.24 参院·参内, 12.25 参院[目]

応永35年

(1428)

1.1 参院·参内[薩目], 1.18 요시모치 사망

応永15年

(1408)

10.19 上杉房朝·山名氏之邸(義嗣同行)[教], 10.21 任繼法印(義嗣同行)[教]

応永16年

(1409)

1.3 管領斯波義教邸(義嗣同行)[教], 1.28 日野重光邸(義嗣同行)[教], 2.28 坂

士仏邸, 3.3 徳大寺公俊邸[教] 

応永17年

(1410)

1.8 日野重光邸(義嗣同行)[教], 2.29 徳大寺公俊邸[教], 2.30 花山院忠定邸

[教], 9.23 大友親世邸(義嗣同行)[薬],

応永18年

(1411)

기사 없음

応永19年

(1412)

1.1 管領畠山邸 1.2 管領邸, 1.19 高橋殿, 1.20 赤松義則邸, 1.22 山名時煕

邸, 1.23 細川満元低, 1.26 京極高光邸, 1.28 日野重光邸, 3.4 山名兵部大輔

邸, 3.9 土岐頼益邸, 3.11 富小路任継邸, 3.12 中条則英邸, 3.16 斯波義教邸, 

3.17 大内盛見邸, 3.27 管領細川邸, 3.28 上杉房朝邸, 3.29 大芝殿, 4.11 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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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満久邸, 4.13 畠山満慶邸, 4.15 日野重光邸, 4.21 管領細川邸, 4.23 一対, 

4.26 赤松方, 5.12 畠山殿, 7.12 二条持基邸, 7.28 探題渋川満頼邸, 8.4 大

内邸, 10.11 徳大寺公俊邸, 12,1 小川殿·赤松義祐邸, 12.11 一色義範邸·勧修

寺経興邸[이 해는 일괄 山]

応永20年

(1413)

1.1 北山院·小川殿, 1.4 伊勢邸, 1.5 畠山方[興], 1.7 小川·北山両御所(渡御如

例), 1.12 武衛宿所, 1.13 新御所·畠山将監宿所, 1.15 北山院·小川殿, 1.16 北

山院, 1.19 高橋殿, 1.20 赤松邸, 1.22 山名邸, 1.23 管領邸, 1.26 京極邸, 

1.29 聖護院·小川殿 2.1 北山院, 2.16 赤松左京大夫邸[興], 2.17 一色邸, 

2.19 卿房邸, 2.21 三室·徳大寺邸, 2.29 京極邸, 3.2 黒田宿所, 3.4 富樫兵部

大輔宿所, 3.9 土岐邸, 3.10 上野邸, 3.11 任慶法印宿所, 3.14 畠山伊予宿所, 

3.23 大内入道宿所, 3.26 京極加賀宿所, 3.27 上杉邸, 4.2 赤松伊豆邸, 4.9 

管領邸, 4.10 大舘刑部少輔宿所, 4.11 小川殿, 4.21 細川讃岐邸, 4.26 畠山

大夫邸, 4.27 北野殿(高橋殿), 5.12 管領邸, 5.13 村融法橋坊, 5.20 伊勢邸, 

6.11 万里小路邸, 6.某 甲斐邸(初)[興], 7.2 畠山将監邸, 7.7~11 小川殿, 8.19 

管領邸, 8.22 大内邸, 8.29 裏松邸, 8.某 武衛邸, 9.3 山名邸, 9.12 華頂坊, 

9.20 新御所, 10.4 北山院, 10.9 小川殿, 10.20 山名邸, 10.21 武衛邸, 10.27 

武衛邸, 10.28 赤松左京大夫邸, 12.4 小川殿, 12.22 京極持光邸, 12.9 飯尾

美濃入道邸, 12.14 楠葉宿所, 12.15 北山院, 12.25 畠山将監邸, 12.27 管領

邸, 12.29 伊勢邸, 12.30 北山院

応永21年

(1414)

1.2 管領邸·小川殿, 1.4 伊勢邸·北山院, 1.5 畠山邸, 1.10 伊勢邸, 1.12 武衛

斯波義淳邸, 1.13 足利義嗣·畠山貞清邸, 1.16 北山院, 1.17 畠山貞清邸, 1.18 

大館満信邸, 1.19 高橋殿, 1.20 赤松義則邸, 1.22 山名時煕邸, 1.23 管領邸, 

1.26 京極高数邸, 1.28 裏松義資邸, 1.29 裏松邸, 2.3 富樫満成邸, 2.4 裏松

邸, 2.12 畠山将監邸, 2.17 一色義範邸, 2.19 卿法眼邸, 2.30 京極邸, 3.2 大

内盛見邸, 3.4 富樫邸, 3.21 武衛邸, 3.27 久我通宣邸, 4.2 畠山満慶邸, 5.18 

伊勢邸, 6.11 三条公量邸, 6.13 土岐持益邸(初代), 6.14 管領邸, 6.19 甲斐将

教邸, 7.16 斯波義教邸, 7.28 畠山邸, 9.17 伊勢邸, 10.19 管領邸, 10.22 畠

山邸, 10.23 細川満之邸, 11.18 伊勢邸, 12.17 畠山満基邸 

応永22年

(1415)

1.2 管領細川満元邸, 1.5 畠山満家邸, 1.12 斯波義淳邸, 1.13 足利義嗣·畠山

貞清邸, 1.17 畠山貞清邸, 1.20 小川殿·赤松義則邸, 1.22 山名時煕邸, 1.23 

管領邸, 1.28 裏松邸, 2.3 富樫満成邸, 2.27 徳大寺公俊邸, 3.12 伊勢貞経邸, 

3.26 赤松義則邸, 3.27 上杉房方邸, 3.28 大内盛見邸, 5.10 管領邸, 5.14 斯

波義淳邸, 6.19 甲斐将教邸, 6.27 赤松義則邸, 12.2 畠山満慶邸, 12.11 管領

邸, 12.27 管領邸

応永23年

(1416)

1.2 管領細川満元邸, 1.5 畠山満家邸, 1.10 北山院[看], 1.12 斯波義淳邸, 

1.13 足利義嗣邸, 1.20 赤松義則邸, 1.22 山名時煕邸, 1.23 管領邸, 12.12 

斯波義淳邸

応永24年

(1417)

1.15 足利満詮邸, 1.16 崇賢門院·北山院[兼], 1.22 山名時煕邸[看], 1.23 管

領邸, 1.26 京極高数邸, 1.28 裏松義資邸, 2.17 一色義範邸, 3.22 管領邸, 

3.28 足利満詮邸, 9.25 山名満時邸[康]

応永25年

(1418)

1.23 管領細川満元邸, 1.26 京極高数邸, 9.9 広橋兼宣邸, 10.26 畠山満家邸, 

10.27 芳賀宿所, 10.29 徳大寺邸, 11.1 大内盛見邸, 12.1 足利満詮邸

応永26年

(1419)

1.2 管領邸, 1.12 斯波義淳邸, 1.20 赤松邸, 1.22 山名邸, 1.23 管領邸, 1.26 

京極邸, 1.28 裏松邸, 11.4 北山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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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무기명=満済准后日記, [教]=教言卿記, [山]=山科家礼記, [兼]=兼宣公記, [看]=看聞日記, 

[薩]= 薩戒記, [目]=薩戒記目録, [康]=康富記, [花]=花営三代記, [常]=常永入道記, [蔭]=蔭涼軒日録, 

[建]=建内記, [北]=北野社旧記, [官]=足利家官位記, [社]=武家御社参記, [東]＝東寺王代記, 

[薬]=薬師寺系図及文書, [興]=教興卿記

応永27年

(1420)

기사 없음

応永28年

(1421)

1.14 伊勢貞経邸, 1.19 北山院[看], 1.28 烏丸豊光邸[看], 5.19 勧修寺経興邸

(小川宮)[看], 6.12 関白九条満教邸[看], 6.14 管領細川満元邸[看], 8.29 西園

寺実永邸[花], 11.2 新管領畠山満家邸[花], 

応永29年

(1422)

1.2 管領畠山満家邸, 1.13 管領邸[花], 1.19 北山院[花], 3.10 管領邸(猿楽)

[兼], 5.21 土岐持益邸[康], 5.22 日野有光邸[康], 6.26 上杉朝方邸[看], 11.28 

管領邸, 11.30 近衛忠嗣邸[康], 

応永30年

(1423)

1.4 管領畠山満家邸, 1.12 斯波義淳邸, 1.23 細川満元邸, 1.26 京極亭, 3.9 

上杉朝方邸, 3.14 徳大寺公俊邸, 4.28 崇賢門院[兼], 7.2 斯波義淳邸, 12.25 

管領邸, 12.27 勧修寺経興邸(小川宮)[看]·管領邸[花]

応永31年

(1424)

1.2 管領畠山満家邸, 3.26 上杉房定邸·管領邸, 3.29 土岐持益邸, 5.12 土岐

持益邸, 11.1 富樫滿春邸, 12.22 細川満元邸, 12.29 伊勢貞経邸

応永32年

(1425)

1.2 管領畠山満家邸[花], 1.13 小川宮[看], 1.19 高橋殿[花], 5.13 管領邸[兼], 

6.3 徳大寺公俊邸[兼], 윤6.29 京極持光邸[兼], 7.1 関白二条持基邸, 9.17 

細川満元邸, 10.7 山名時熙邸[兼], 10.27 徳大寺公俊邸[兼], 11.1 崇賢門院

[兼], 11.18 管領邸[兼], 

応永33年

(1426)

1.4 細川満元邸, 2.16 赤松満祐邸[薩], 5.12 細川満元邸, 5.13 富樫満春邸, 

6.14 細川満元邸(祗園御霊會), 10.8 細川満元邸, 12.13 管領邸[兼]

応永34年

(1427)

1.2 管領畠山満家邸, 6.20 赤松満祐邸, 8.9 細川持元邸, 10.26 赤松満祐出

奔, 10.28 富樫持春邸, 12.21 細川持元邸

応永35年

(1428)

1.2 管領畠山満家邸, 1.6 鹿苑院, 1.18 義持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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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要旨

室町殿の出行とその意味

- 足利義満と義持を中心として -

高大成

東洋史学科

ソウル大学校大学院

室町殿の出行では、室町殿と天皇・公家・武家・寺社などの政治行為者との関係が直

接的に表れる。参内・参院では室町殿と天皇・上皇との関係が、御成では室町殿と諸大

名との関係が見て取れる。出行傾向は各室町殿ごとに顕著な差があり、同じ人物の場

合でも時期によって変化する。したがって、本稿では室町殿論の核心的な人物である室

町幕府第三代将軍足利義満と第四代将軍足利義持の参内・参院・御成に焦点を当てて、
関連史料の総合的な検討を試みた。 

足利義満の参内は、その頻度によって大きく三つの分岐が認められる。まず、将軍

就任直後の義満は、あまり参内を行っていない。参内した場合でも武家の先例に擬えて、

扈從行列はすべて武家で構成された。武家としての義満の性格が目立つ時期である。

一番目の分岐は1378年の権大納言・右近衛大将昇進である。これ以後、義満は公家

社会に本格的に進出する。彼は参内を重ねながら、朝廷の政務に積極的に参加し、芸

能などを通じて公家との友好関係を深めた。義満は参内で公家の最高家格である摂関

家を強く意識したり、先例にない破格を取ったりしている。また、義満は参内の扈從行

列で武家を排除し公家に代えた。このような参内での武家の排除は、天皇家との関係の

独占を意味し、唯一無二の武家公卿としての室町殿の地位を確立するものであった。

二番目の分岐は1388年の左大臣辞任で、以後義満はあまり参内を行わないようになる。
これは彼の公家社会での地位が頂点に達して参内の効用性が減ったためである。だが、
参内が少なかったといって義満と天皇家との関係が完全に断絶されたわけではない。義

満は参院を通じて天皇家との関係を維持し、「公武御契約」に拠って天皇家のために

働いているから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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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番目の分岐は1406年で、この年から参内の頻度が急激に増加する。これは子の義

嗣の公家社会への進出を助けるためであった。公武に絶対的に君臨したと評価される義

満も晩年まで天皇の権威を利用する必要ができたのである。

要するに、義満の参内では、「日本国王」義満の一方的な天皇家の権限の吸収と

いうのはあまり見られない。義満は時期によって程度の差はあるが、基本的には天皇家

の権威を認定しながら、「公武御契約」に基づいて天皇家との関係を友好的に維持し、

その権威を利用して足利将軍家を他の武家と差別化させたのである。

義満は公武を問わず御成をあまり行っていないが、1378年以後摂関家を始めとする上

級公家を訪問し公家社会の慣習を学んだり、一緒に芸能を楽しんだりしながら公家社会

に接近する模様は当時の参内傾向と一致する。武家屋敷への御成は初期には政治的

目的によって時々行われたが、義満の権力が確立すると御成はほぼ行わないようになる。 

義満は基本的に自分の屋敷に人を呼ぶ方式を好んだのである。ちなみに、日野家への

訪問が多いこと、天皇家との血縁関係を媒介する崇賢門院と一緒に出行することが多い

点でも、義満と天皇家との友好関係を推察できる。

政権初期、足利義持は父義満が進めた公家化に反発し公家社会と距離を取り、参内

もほぼ行っていない。以後称光天皇の即位に関わりながら自分を地位を摂関家に準ずる

過程では公家に強硬な姿勢を取った。また、義持は朝廷の政務に直接参加することも

なく、基本的に武家としての立場を堅持した。これは義持政権初期の重要な特徴であり、

先行研究でも強調されてきた。

だが、1410年代後半から義持の参内・参院は増加し始めて、後期になるともって多く

なる。このような参内・参院の増加は1419年の内大臣辞任、1423年将軍職辞職と出家と

いう義持の地位の変化とは関係がない。この時期、天皇家は相次ぐ不祥事でその権威

が揺らぎ、後継者問題によってその存続までも危うい状況であった。義持は参内・参院

を通じて天皇家を積極的に補佐し、天皇家の権威を保持するに熱心であった。

なぜ義持は天皇家を補佐したのか。それは武家内の勢力関係から推察できる。この

時期は義嗣の処分をめぐる在京大名の内訌、関東公方や後南朝勢力の蜂起、対外関

係の破綻などの問題が相次いだ時代であった。実際、上杉禅秀の乱直後の1417年、

義嗣処分後の1419年、関東・伊勢・九州方面から同時に不穏な動きがあった142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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将軍足利義量の死によって将軍空位状態となった1425年にはその前後の年より参院の

回数が格別に多い。また、義満期と同じく、義持期にも参内・参院の扈從行列での武家

の排除は続いた。要するに、義持の参院は天皇家家長の後小松院との友好関係を持

つ唯一な武家としての室町殿義持の地位を維持する役割を果たし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な政権初期と後期の違いは義持の御成傾向でも見られる。義持は権力基盤が

不安定であった政権初期に御成を頻繁に行った。御成とは、饗宴や贈答を通じて相互

の人間関係を形成する儀礼である。御成は当時の政治的状況と密接な関係があり、特

に政治的緊張が高まった時、それを和らげる機能を果たした。

だが、義持の御成は1410年代後半から急激に減少する。権力基盤の安定により義持

が対武家方針を強硬に転換したためである。これは公武関係において武家優先政策を

政権前期に限定させて、政権後期は前期とは区分する必要があることを示す。

keyword: 室町殿, 公武関係, 足利義満, 足利義持, 参内, 参院, 御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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