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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起請文이란 일본 중세를 상징하는 문서 형식의 하나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起請文 연구는 중세의 起請文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戰國時代 및 近世의 起請文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戰國大名의 起請文 활용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戰國時代와 近世의 사이에 위치
하는 織豊 정권의 起請文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豊臣 정권의 경우 1593년(文禄四) 이후의 起請文에 대한 연구가 대
부분이다. 그러나 豊臣秀吉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起請文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1593년
부터 ‘霊社上巻起請文’이라는 형식의 起請文을 거두어들이는데, 그
이유 또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秀吉이 작성한 起請文과 豊臣
정권이 징수한 起請文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戰國
時代 起請文의 특징을 확인하고, 그것을 전제로 織田政權期 秀吉이
작성한 起請文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戰國時代에는 武士 간
上下 관계 또는 對等한 관계를 바탕으로 起請文을 교환하였다. 이
때, 血判은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수신인을 기재하는 행위는 해당 서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戰國時代에 起請文이 ‘사람 간의
계약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 다만, 神佛 앞에서 서약하는 문서 형식은 부정되지 않았다는
점으로부터 神佛의 권위가 부정당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秀吉이 작성한 起請文으로서 현재 확인 가능한 문서는 총 4
통이다. 작성 시기는 1577년(天正五)부터 1582년까지이다. 이를 분석
한 결과, 그의 起請文 활용 방식은 戰國大名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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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神文에 勸請한 神佛의 수가 점차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지역성이 없는 神佛을 勸請하였으며, 京都의
정세를 수습하는 지위에 올라서야 佛敎界의 神佛을 勸請하기 시작
하였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1588년(天正十五) 後陽成 天皇의 聚楽第 行幸에서 諸大名이 작성
한 起請文은 秀吉과 後陽成天皇 간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諸大名이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문서이다. 그 내용은 行幸에 참가한 것에 대한
감사인사, 天皇家에게 바치고 公家 및 門跡들에게 내린 토지와 세금
징수권 등을 諸大名이 영원토록 지키겠다는 서약, 이후로도 關白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서약, 세 가지이다.
「聚樂第行幸記」에 의하면, 해당 起請文은 秀吉의 명령하여 작성
한 것으로, 그 수신인은 後陽成天皇이다. 해당 起請文의 특징은 총
세 가지이다. 하나는 대부분의 諸大名이 豊臣氏를 칭했다는 점이다.
이는 秀吉이 개인적으로 바친 토지 및 세금 징수권 등에 諸大名이
관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라이다. 두 번째는 起請文의 案文이나
답변에 대항하는 문서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諸大名이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諸大名은 제삼자로서, 해당 계약을 준수
하겠다고 서약하였다. 이는 神文에 秀吉과 天皇과 관련 있는 존재만
勸請되었다는 사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해당 문서는 諸
大名이 天皇과 關白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일종의 충성 서약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行幸에서 起請文을 작성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秀吉은 諸大名을 擬制的으로나마 豊臣家의 一門으로
만들고, 天皇―關白―諸大名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만들어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선례를 지키지 않고, 본래 3일 예정이었던 行幸을
5일로 연장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토지 등을
바쳤으며, 해당 계약을 지키게 한다는 구실로 諸大名에게 起請文을
작성시켰다. 이와 같은 起請文 활용 방식은 戰國時代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天皇으로 대표되는 朝廷의 권위를 활용하였다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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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년(文禄四), 関白이자 豊臣家의 家督이었던 豊臣秀次가 秀吉
로부터 추방되어, 마침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秀吉은
直臣에 해당하는 奉行衆을 비롯하여 諸大名으로부터 起請文을 거둬
들였다. 그 이유는 새롭게 家督의 자리에 오른 秀賴에 대한 충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이 때, 諸大名이 羽柴氏를 칭함으로서, 秀賴와
諸大名의 관계는 家督과 一門을 이루었다. 그리고 秀吉은 ‘霊社上卷
起請文’이라는 형식의 神文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神佛의 권위를 최
대한 활용해서 秀頼에 대한 충성을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는 秀吉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598년(慶長三) 秀吉의
사망을 전후로 일련의 起請文이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이나 형식적
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1593년의 起請文群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秀吉의 起請文 활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戰國大名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織田政権期의 起請文은 더더욱 그러
하다. 그렇지만 1588년 聚樂第 行幸의 起請文은 충성을 서약하거나
명령·法度의 준수를 서약하는 起請文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天皇의
권위를 활용하는 활용 방식이 특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1592년의 秀次 事件을 계기로, 秀賴가 家督을 상속하게
되면서 秀吉은 諸大名으로부터 秀賴에 대한 충성을 확실하게 보장
받으려고 하였다. 이는 秀賴에 대한 직접적인 충성의 서약, 秀吉의
法度를 지키겠다는 조항 등과 함께 霊社上卷起請文이라는 神文의
채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秀吉의 起請文 활용 방식은 同年
8월 제정한 御掟와 합쳐지면서 諸大名이 豊臣政権에게 제충하는 起
請文이 일정한 형식으로 통일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나아가서
近世 江戸 幕府의 起請文에도 영향을 주었고, 近世 起請文이 形骸化
했다고 평가받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 주요어 : 豊臣秀吉, 起請文, 聚樂第行幸, 霊社上卷起請文
- 학 번 : 2011-23091
- 3 -

목 차
국문초록
머리말 ···································································································5
Ⅰ. 織田 정권기 秀吉 起請文의 특징

1. 戰國大名의 起請文과 血判 ································································ 11
2. 羽柴秀吉의 起請文 ················································································ 18

Ⅱ. 豊臣 정권 起請文 정책의 변화

1. 聚樂第 行幸과 諸大名의 起請文 작성 ··········································· 26
2. 秀賴의 家督 상속과 靈社上卷起請文 ············································· 35

맺 음 말 ·····························································································43
부 록 ·····························································································47
참고문헌 ·····························································································50
日文要旨 ·····························································································58

- 4 -

머리말
起請文은 중세 일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문서 형식으로,1)
현대 宣誓文에 가깝다. 일본의 國史大辭典에서는 “神佛에게 서약
하는 문구를 起請 또는 誓詞라고 하고, 이를 기록한 문서를 起請文
또는 誓紙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古代에는 確言 또는 서약을 내용
으로 하는 神誓 형식이었으나 中世에 서약을 위반할 경우 자기가
받을 저주를 서약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한다.2) 佐藤進一
(사토 신이치)은 “서약의 내용이 틀림없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혹은 서약을 어길 시에는 神佛로부터 주술적인 벌을 받겠다는 뜻의
문구를 附記한 宣誓文”이라고 정의하였다.3)
起請文의 특징은 서약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주술적인 존재(神佛)라는 데 있다. 작성자는 神佛을
勸請하고 그 앞에서 맹세하여 서약의 틀림없음을 증명한다. 이 때,
神佛은 서약의 眞僞 여부에 따라 벌을 내리는 역할을 기대 받는다.
즉 起請文에서 神佛은 서약의 증인인 동시에 서약의 眞僞 여부에
따라 심판을 내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神佛의 강력한 주술
적, 종교적 영향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起請文은 중세
일본 사회에서 神佛이 지니고 있었던 주술적, 종교적 영향력을 나타
* 본고에서는 본문에 일본 人名 및 지명이 처음 등장하면 ‘漢字(한글)’로 표기하고,
이후로는 한자만 표기한다. 각주 및 표에서는 漢字로 표기한다.
1) 入間田宣夫는 “중세 일본 사회의 모든 국면에서 起請文이 사용”되었고, “복잡한
사회관계의 다양한 국면에서 사람들이 주고받은 합의·서약·계약의 문장에서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神佛의 이름을 적은 起請의 문구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起請文이 중세 莊園制 사회를 상징하는 문서 형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入間田宣夫, 莊園制支配と起請文 , 百姓申狀と
起請文の世界 : 中世民衆の自立と連帶,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86. p.35.; 同,
起請文の成立 , 前揭 百姓申狀と起請文の世界, p.67.
2) 國史大辭典,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 吉川弘文館, 1979.
3) 佐藤進一, 新版 古文書學入門, 東京 : 法政大學出版局, 2011. (初版. 1997.)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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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문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起請文 연구는 이와 같은 起請文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다. 20세기 초반 中田薰(나카타 가오루)은 神判의 하나로서
起請文을 다루었고,4) 1930년대 荻野三七彦(오기노 미나히코)은 혈판
(血判)에 대하여 논하는 과정에서 起請文을 상세하게 다루었다.5)
1940년대의 相田二郞(아이다 니로)은 起請文의 용지에 찍은 護符인
牛王寶印을 분류하고, 각 寶印의 특징을 정리한 바 있다.6)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起請文에 대한 학술적 개념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는 사회사와 고문서학, 두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7) 사회사에서는 중세의 莊園制的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소재로서 起請文을 다룬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一揆라는 백성들의 집단 행위와 관련하여 起請文의 의의를 파악한
入間田宣夫(이루마다 노부오)의 연구를 들 수 있다.8) 한편, 고문서학
에서는 千々和到(지지와 이타루)를 필두로 起請文의 형태적 요소에
주목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9)
4) 中田薰, 古代亞細亞諸那に行はれたる神判 ; 古代亞細亞諸那に行はれたる神判補
考 ; 起請文雜考 , 法制史論集 第3卷 下, 東京 : 岩波書店, 1994. (初版. 1943.)
5) 荻野三七彦, 古文書に現れた血の慣習 (一) , 史觀 13, 1937; 同, 古文書に現れ
た血の慣習 (二) , 史觀 15, 1938. (이후 同, 日本中世古文書の硏究, 荻野三七
彦博士還曆記念論文集刊行會, 1964.03. 수록)
6) 相田二郞, 起請文の料紙牛王寶印に就いて , 相田二郞著作集 第1卷, 東京 :名著
出版, 1976.
7) 이외에 중세 일본인들의 神佛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려고 시도한
정신사 연구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佐藤弘夫, 起請文の精神史: 中世
世界の神と佛, 東京 : 講談社, 2006; 堀部孝二, 中世日蓮敎團の起請文に關する
基礎的考察 , 印度學佛敎學硏究 56(1), 2007. 등이 있다. 한편 起請文의 法的
역할에 주목한 法制史 연구도 있다. 淸水克行, 日本神判史 : 盟神探湯 湯起請
鐵火起請, 東京 : 中央公論新社, 2010; 佐藤雄基, 日本中世前期における起請文
の機能論的硏究 : 神佛と理非 , 史學雜誌 120(11), 2011.) 등의 연구가 대표적
이다.
8) 入間田宣夫, 前揭 百姓申狀と起請文の世界; 이외에 小川弘和, 起請文の神佛と
莊園制 , 熊本學園大學論集 (總合科學) 17(2), 2011; 河音能平, 中世社會成立
期の農民問題 , 日本史硏究 71, 1964. (이후 中世の領主制と封建制, 京都 :
文理閣, 2010. 수록); 黑川直則, 起請の詞 , 日本史硏究 119, 1971. 등을 대표
적인 연구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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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에는 戰國時代 및 近世 시기의 起請文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戰國時代 起請文 연구는 특정 史料群이나
16세기 東國의 戰國大名에 대한 연구가 많다.10) 山本春奈(야마모토
하루나)는 上杉(우에스기) 씨가 領國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起請文의 기능을 분석하였고,11) 黑田基樹(구로다 모토키)는 東國의
大名과 大名, 또는 大名과 國衆이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나타난 起請文의 활용 양상을 정리한 바 있다.12) 丸島和洋(마루시마
가즈히로)은 大名 간의 정치적 관계를 일종의 ‘외교’로 보고, 大名
간의 ‘외교’는 起請文 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13)
近世 起請文 연구는 ‘近世 起請文은 형식적이고 의미가 없다’14)는
기존의 평가를 반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深谷克己(후카야 가쓰미)는
17세기 초 오카야마(岡山) 藩의 藩主 池田光政(이케다 미쓰마사)의
일기를 분석하고, 당시 起請文이 ‘法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15) 大河內千惠(오고치 지에)는 江戶(에도)
幕府와 관련 있는 起請文들을 분석하고, 起請文이 정형화되었지만
9) 千々和到, 東大寺文書にみる牛玉寶印 , 南都佛敎 39, 1977.
10) 谷徹也, 秀吉死後の豊臣政權 , 日本史硏究 617, 2014; 松田博光, 戰國末期の
起請文に關する一考察 , 黎明館調査硏究報告 15, 2002; 千々和到, 德川家康の
起請文 , 史料館硏究紀要 31, 2000; 同, 中世の起請文に見る神佛 : 起請文神文
から前近代の人々の神觀念を探る試み , 日本文化と神道 2, 2006; 鶴卷薰, 中
世戰國期武家における起請文の機能について : 越後國と安藝國を中心に , 新潟
史學 58, 2008;
11) 山本春奈, 起請文にみる上杉謙信の領國統合論理 , 大谷大學大學院硏究紀要
30, 2013.
12) 黑田基樹, 戰國期東國の大名と國衆, 東京 : 岩田書院, 2001; 同, 宣戰と和睦 ,
中近世移行期の大名權力と村落, 東京 : 校倉書房, 2003.
13) 丸島和洋, 戰國大名武田氏の勸力構造, 京都 : 思文閣出版, 2011. 이외에 東國
大名의 起請文을 분석하고, 각 大名의 起請文이 지닌 형태론적 특징을 밝혀낸
月井剛의 연구도 있다. 月井剛, 笠間氏の服屬過程 - 起請文の交換に着目して ,
栃木縣立文書館硏究紀要 15, 2011; 同, 前揭 戰國期東國領主の起請文に關する
基礎的考察 : 佐竹氏と後北條氏の比較檢討を中心に , 古文書硏究 73, 2012.
14) 大河內千惠, 近世起請文の硏究, 東京 : 吉川弘文館, 2014. pp.1-3. 한편, 佐藤
雄基는 이와 관련하여 ‘中世와 近世의 단절성을 강조하는 논의의 전제로 中世는
’神佛의 시대‘이고 起請文에 기록된 神佛의 벌을 믿는 未開의 시대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佐藤雄基, 前揭 起請文と誓約 , p.36.
15) 深谷克己, 近世政治と誓詞 , 早稻田大學大學院 文學硏究科紀要 第4分冊 4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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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곧 起請文의 形骸化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6)
織豊 정권 시기의 起請文에 대한 연구는 최근 연구 성과가 축적
되기 시작하였다. 竹本千鶴(다케모토 지즈)은 16세기 후반, 織田信長
(오다 노부나가)과 혼간지(本願寺) 간의 화친에서 나타난 起請文 및
그 교환 절차를 분석하였다.17) 水野嶺(미즈노 레이)은 室町 幕府의
마지막 將軍 足利義昭(아시카가 요시아키)와 여러 大名 간의 起請文
교환의 양상을 분석하고, 義昭가 起請文을 작성 또는 수취함으로서
중앙집권의 강화를 지향하였다고 주장하였다.18)
豊臣 정권의 起請文 연구는 1595년(文祿 4) 秀次(히데쓰구) 사건
이후의 起請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矢部健太郞(야베 겐타로)은
秀次 사건과 관련된 起請文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秀次 사건을
재조명하였다.19) 千々和到은 ‘秀次 사건’ 이후 豊臣 정권의 起請文群
에서 나타난 靈社上卷起請文이라는 형식에 주목하고, 해당 형식을
분석하였다.20) 한편 谷徹也(다니 테쓰야)는 秀吉(히데요시)의 사망을
전후로 작성된 起請文群의 내용을 분석하여 秀吉 사후 豊臣 정권의
권력 구조를 파악하였다.21)
佐藤雄基(사토 유키)는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논의를 두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22) 하나는 起請文의 본질에 관한 논의이다.
起請文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한 起請文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起請文은 神佛에게 바치는 문서인가 아니면
16) 大河內千惠, 近世起請文の硏究, 東京 : 吉川弘文館, 2014.
17) 竹本千鶴, 織田信長と起請文 : 本願寺との和睦をめぐって , 國史學 214,
2014.
18) 水野嶺, 足利義昭の大名交涉と起請文 , 日本歷史 807, 2015.
19) 矢部健太郞, 秀次事件と血判起請文 掟書 の諸問題 , 山本博文 編, 消された
秀吉の眞實, 東京 : 柏書房, 2011; 同, 關白秀次の切腹と豊臣政權の動搖 : 秀吉
に秀次を切腹させる意思はなかった , 國學院雜誌 114(11), 2013.
20) 千々和到, 前揭 靈社上卷起請文 . 倉地克直은 靈社上卷起請文 형식이 출현한
이유로 ‘豊臣 정권의 公儀 창출’을 들었다. 倉地克直, 三河物語における二つの
起請破り をめぐって , 近世の民衆と支配思想, 東京 : 柏書房, 1996.
21) 谷徹也, 前揭 秀吉死後の豊臣政權
22) 佐藤雄基, 起請文と誓約 : 社會史と史料論に關する覺書 , 歷史評論 77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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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간의 계약을 기록한 문서인가 등의 의문이 논의되었다. 현재는
起請文은 본래 神佛에게 바치는 문서지만, 室町 幕府 시기부터 神佛
관념이 약화되면서 주로 인간 간의 서약을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千々和到의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3) 다른 하나는 起請
文의 기능에 대한 논의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24) 起請文의 본질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그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織豊 정권, 특히 豊臣 정권 起請文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5) 豊臣 정권과 관련 있는 起請文의
수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豊臣 정권, 특히 豊臣秀吉은 정치
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휘하 武士들로부터 起請文을 거둬들이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秀吉이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起請文을 활용
하였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료들의
분석을 통하여 秀吉이 起請文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起請文의 정치적 기능을 밝히는 데
주로 목적을 두었다. 최근 발표된 足利義昭와 織田信長의 起請文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豊臣 정권의 起請文에 대한 연구도 그러하다.
하지만 豊臣 정권의 경우, 起請文의 정치적 기능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 양식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豊臣 정권의 起請文은 文祿
4년을 기점으로 神文의 형식이 변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文祿 4년 이후의 起請文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23) 千々和到, 誓約の場 の再發見 - 中世民衆意識の一斷面 , 日本歷史 422,
1983; 同, 靈社上卷起請文 : 秀吉晩年の諸大名起請文から琉球中山王起請文へ ,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紀要 88, 2001; 同, 前揭 中世の起請文に見る神佛 ;
同, 中世の誓約の作法 -戰國期の東國を中心として , 戰國織豊期の社會と儀禮,
吉川弘文館, 2006.
24) 佐藤雄基, 前揭 起請文と誓約 , p.38.
25) 淸水克行는 通時的인 측면에서 起請文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古代부터 近世까지 起請 행위 또는 起請文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나,
戰國時代 및 近世 이행기의 起請文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淸水克
行, 前揭 日本神判史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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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떠한 이유와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특히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豊臣 정권 起請文이 정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형식의 변화가 起請文의 정치적 기능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豊臣秀吉이 작성한 起請文과 豊臣 정권이 거둬
들인 起請文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그 활용의 특징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우선 豊臣秀吉 起請文의 특징을 파악하는
전제로서 戰國時代 起請文의 특징을 확인한다. 그리고 秀吉이 작성
한 起請文을 분석하여 1582년(天正 10)까지 秀吉이 어떻게 起請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豊臣 정권이 거둬들인
起請文을 분석하고, 그 변화 양상을 검토한다. 또한 文祿 4년 이후
나타나는 靈社上卷起請文이라는 형식에 주목하고, 그와 같은 형식이
채택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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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織田 정권기 秀吉 起請文의 특징
1. 戰國時代의 起請文과 血判
戰國時代에도 起請文은 다양한 국면에서 활용되었다. 그중에서도
起請文의 정치적 활용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지적되어왔다. 中田薰은
起請文의 정치적 활용 양상을 ‘和睦을 약속하고, 혹은 강한 적과 동
맹을 맺고, 또는 복종의 뜻을 표하거나 다른 마음(二心)이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라고 정리한 바 있다.26) 이 가운데 복종의 뜻을 표하
거나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는 主從 관계로 대표되는 上下 관계를,
和睦 및 동맹은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戰國時代 起請文 연구는 후자, 즉 대등한 관계의 개인 또는 집단
간의 화목·동맹을 위하여 작성한 起請文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는
戰國時代라는 시대적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戰國時代에는
大名, 國衆 등의 武士가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 세력은
상호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규정
하는가 하는 점은 정치적으로 중요하였다. 이러한 세력 간의 관계
규정은 起請文의 작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27) 黑田基樹는 起請文
교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양측의 案文을 교환하여
합의한 사항을 起請文으로 작성하고, ⓑ ‘血判의 證人’이라고 하는
상대측의 使者 앞에서 血判을 찍은 다음, ⓒ 起請文을 교환한다.28)
26) 中田薰, 前揭 起請文雜考 . pp.985-986.
27) 丸島和洋는 이러한 세력 간의 관계 규정을 일종의 ‘외교’로 보고, 戰國時代의
‘외교’가 起請文의 작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和睦
및 동맹을 위하여 起請文을 교환할 때에는 起請文의 用紙, 前書의 내용, 그리고
神文에 기재하는 神佛의 명단에 이르기까지 起請文의 모든 것이 교섭의 대상이
되었다. 丸島和洋, 起請文の交換 , 戰國大名の 外交 , 東京 : 講談社, 2013.
pp.27-33. 한편, 이와 관련하여 鶴卷薰은 戰國時代 武家 起請文의 기능은 본래의
‘선서’가 아니라 ‘계약’에 가깝다고 보았다. 鶴卷薰, 前揭 中世戰國期武家におけ
る起請文の機能について .
28) 黑田基樹, 前揭 宣戰と和睦 , pp.117-130. 그에 따르면, 大名 간의 동맹 또는
大名과 國衆 간의 統制·從屬 관계는 일종의 계약 관계로, 해당 관계가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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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다. 본래 起請文은 神佛의 앞에서
서약한 바를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서약은 작성자와 神佛 간에서
이루어졌다. 서약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神佛이기 때문에
해당 문서는 神佛의 권위에 대한 믿음, 즉 神佛에 대한 신앙을 바탕
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작성자는 起請文에 서명 또는 花押 이외에
자신과 起請文을 관련짓는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없었다. 처음부터
神佛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약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였기 때문
이다.
이를 감안하였을 때, 起請文에 血判을 찍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起請文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血判은 피를 매개로 인간과
문서를 직접적으로 관련짓는다. 따라서 血判의 전제 조건은 인간과
문서를 연관 지을 필요성의 擡頭이다. 즉 서약이 거짓이거나 서약을
어길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
血判을 찍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는 인간 간의
서약, 즉 계약을 기록하기 위하여 起請文을 작성한다는 인식을 바탕
으로 나타난다. 다만, 血判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서약을 심판하는
주체는 여전히 神佛이다. 神佛에 대한 신앙과는 별개로 서약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고, 그에 따라 작성자와
문서를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요소로서 血判이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武士 사이에서 血判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단순히 血判을
찍는 것이 아니라, 상대측의 使者 앞에서 血判을 찍어 해당 문서의
작성자를 상대측이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작성자와 起請文을
직접 관련짓는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血判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간략
하게 소개하도록 한다.29)
이후에도 起請文을 빈번하게 교환함으로서 관계의 지속을 명확하게 하였다.
29) 해당 사례는 黑田基樹가 ‘血判의 증인’의 근거로서 소개하였고, (黑田基樹, 前揭
宣戰と和睦 , p.122.), 千々和到는 이를 근거로 戰國時代 起請文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 바 있다.(千々和到, 前揭 中世の誓約の作法 , pp.171-172.) 하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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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년(永祿 6) 2월 相模國(사가미 국)의 大名 北條氏康(호조 우지
야스)은 陸奥国(무쓰 국) 남부의 結城晴綱(유키 하루쓰나)과 동맹을
맺기 위하여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다른 뜻이 없음을
서약하는 起請文을 작성하였다.30) 당시 越後國(에치고 국)의 大名
上杉輝虎(우에스기 데루토라)와 常陸國(히타치 국)의 佐竹義昭(사타
케 요시아키)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편지와 起請文의 전달은 古河 公方(고가 구보) 足利(아시카가)
씨의 家臣인 河村定眞(가와무라 사다나오)이 맡기로 되었다. 하지만
定眞는 이듬해인 1564년 4월, 晴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의 改行 및 조항 구분은 필자에 의한다.)
史料 ① 河村定眞書狀31)
작년 起請文(誓詞)의 名札은 지난번 松山(마쓰야마)에서 조사하였습
니다. (본래) 拙者가 이를 가지고 찾아뵈었어야합니다만, 예상치 못 한
병을 앓아 지금까지 병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찾아뵙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결코 격조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는 20일 전까지 氏康
父子가 직접 結城에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의 계약은 千言萬句
하므로, 氏治(오다 우지하루)와 晴朝(유키 하루토모)의 뜻을 받들어서
氏康의 誓詞의 懇札과 편지(書中)를 進獻하겠습니다. 條目의 내용 모두
氏康이 調法하셨습니다. 크게 기쁜 일입니다. 誓詞에 혈판이 없습니다.
사례에서 나타나는 血判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한다.
30) 書狀은 北條氏康書狀 (戰國遺文 後北條氏編 제1권, 805호), 起請文은 北條
氏康起請文 (戰國遺文 後北條氏編 제1권, 804호) 참조.
31) 河村定眞書狀 , 結城文書. (戰國遺文 今川氏編 제3권, 1983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하 史料를 인용할 경우, 주석에 원문을 인용한다.)
去年之御誓詞之御名札、去比於松山申調候、拙者持参可仕候処ニ、不慮ニ相煩、
于今平臥故、遅延之段、全非無沙汰候、来廿日之内氏康父子結城へ自身御出馬ニ
相定候、此度之御手合千言万句ニ御座候条、氏治・晴朝へ得御意、氏康御誓詞之
懇札並御書中進献仕候、御条目之段者、何も氏康調法被申候、可為御大慶候、彼
御誓詞ニ無血判候、可為御不審候、是者、自其口御証人無之候、彼御誓詞堅有御
預、早々御使相待被存候、其使之前ニ而氏康身之血を可被付候、(中略)
一、会津へも御誓詞之御返札進候、急度有御届、何も御返事奉待候、当口之義少も被
成御疑心間敷候、拙者煩得減気候条、来月初ニハ結小へ参、急度可奉得御意候、
恐惶謹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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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우실 것입니다. 이는 그 쪽으로부터 증인이 없었기 때문입니
다. 그 誓詞는 확실하게 맡아두고 있으니, 빨리 사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 사자의 앞에서 氏康이 피를 찍을 것입니다. (중략)
하나, 會津(아이즈)에도 起請文(誓詞)의 답장(返札)을 보낼 것입니다.
반드시 연락할 것이므로, 모두 답장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쪽(河村定
眞)을 조금도 의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拙者의 병도 나아지고 있으므
로, 다음 달 초에는 結小에 가서 꼭 (春綱의)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삼가 말씀 올립니다.
卯月十四日
河対 (河村)
定直（花押）
白川御館人々御中

여기서 알 수 있듯이, 定眞는 병으로 인하여 氏康으로부터 받은
편지와 起請文을 전달하지 못 하고 있다가 1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편지를 보내어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을 보면,
氏康이 작성한 起請文이 血判이 없으므로, 晴綱 측에서 의심스러워
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 起請文에 血判이 없으면, 상대측이 해당
문서를 의심스러워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血判의
유무가 해당 문서에 대한 신뢰, 즉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
하는 잣대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하여 使者가 없었기
때문에 血判을 찍지 못 하였다는 문구로부터 상대측이 血判을 찍는
행위를 확인하여야만 血判이 유의미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즉
상대측의 인물이 보는 앞에서 血判을 찍었을 때, 해당 문서는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32) 그러므로 血判은 起請文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한편, 千々和到는 白川結城文書에 남아있는 해당 문서의 원본에 血判이 찍혀있
지 않음을 확인하고, 血判의 부재가 곧 신뢰성의 결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하였다. 千々和到, 前揭 中世の誓約の作法 , p.172. 하지만 史料 ①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起請文은 일단 血判이 찍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起請文에 血判을 찍지 않은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血判의 유무가 신뢰성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직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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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의 기재도 血判과 유사하다. 起請文은 神佛 앞에서 서약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神佛이 수신인에 해당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신인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室町 幕府
시기부터 수신인을 기재한 起請文이 나타났고, 戰國時代가 되면서
그러한 양상은 일반화되었다.33) 다만 血判과 달리, 수신인의 기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나타났다고 보기 힘들다. 수신인을 기재하는
행위는 起請文의 서약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함으로서 서약의 당사자를 분명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血判이
작성자와 문서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한 반면,
수신인의 기재는 수신인과 문서의 관계를 고정시킴으로서 서약의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血判과 수신인의
기재는 비슷한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두 요소를 바탕으로
짐작하였을 때, 起請文이 더 이상 神佛 앞에서 서약한 내용을 기록
한 문서가 아니라, 인간 간의 서약, 즉 계약을 기록하는 문서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起請文이 인간 간의 계약을 기록하는 문서로 인식되면서,
戰國時代에는 起請文을 파기하거나(起請文破り) 또는 起請文을 취소
하는(起請返し) 경우가 적잖게 나타났다.34) 예를 들어, 1564년(永祿
7) 화친을 위하여 起請文을 교환한 毛利氏(모리 씨)와 大友氏(오오
토모 씨)는 그로부터 3년 뒤 다시 전쟁을 벌였고,35) 1570년(元龜 元)
織田信長은 朝倉義景(아사쿠라 요시카게)와 起請文을 작성하고 맺은
화친을 1년 뒤에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36) 이러한 사례는 戰國時代
33) 佐藤進一, 前揭 新版 古文書學入門, pp.231-232.
34) 淸水克行는 吉田 神道의 神官 吉田兼見의 일기인 兼見卿記에 기록된 불제를
근거로 起請文을 파기하거나 취소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淸水克行, 前揭 日本
神判史. pp.155-156.
35) 해당 사례에서는 家督 간의 起請文 교환에 더하여 家臣團 단위에서도 起請文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吉川家文書 제1권, 69호, 70호, 71호, 大友家文書錄 제4
권, p.103.(大友家文書錄, 東京大史料編纂所 所藏)
36) 奧野高廣 編, 增訂 織田信長文書の硏究 上, 東京 : 吉川弘文館, 1988. p.437.
(이하 織田信長文書の硏究로 약칭) 한편, 朝倉義景가 山門三院執行代에게 보
낸 書狀의 ‘被成綸旨·御內書, 以信長誓紙申定之條’에서 信長도 起請文을 작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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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請文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세와 달리 戰國
時代에는 起請文을 작성하면서 서약한 바를 무조건 지켜야한다는
인식은 많이 약화되었다. 그 바탕에는 血判과 수신인의 기재 등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起請文의 성격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起請文을 파기하는 행위는 공공연한 비난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대의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上杉輝虎는 ‘武田晴信惡行之事‘라는 제목 아래 武田晴信(다케
타 하루노부)의 악행을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晴信이 今川(이마
가와) 씨와 주고받은 起請文을 파기한 것을 들었고,37) 北條氏康는
箱根(하코네) 別當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太田資正(오타 스케마사),
成田長泰(나리타 나가야스)가 여러 해의 은혜를 잊고, 수차례 誓句,
血判을 어기고, 별안간 역심을 꾀한 일은 진정 옳지 않은 일입니다.
(중략) 오는 가을이 되면 한 번의 전투로 결말을 낼 것입니다. 甲斐
(가이)의 晴信도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전쟁으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38)
이처럼 起請文을 파기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혹은 그러
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의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淸水克行은 神佛의 존재나 권위에
회의감을 품은 사람들이 室町 幕府 시기부터 존재하였고, 戰國時代
에는 그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神佛에 대한 경외심이나 신앙심이
점차 희박해져갔다고 보았다.39) 물론 戰國時代에 나타난 起請文의
성격 변화와 그에 수반되어 神佛의 가치가 떨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여전히 起請文은 神佛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작성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起請文을 작성하며 神佛을 勸請하였고,
神文에는 서약 당사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지닌 神佛들의 이름이
나열되었으며,40) 神佛이나 망자의 지벌(祟り)을 두려워하는 인식도
음을 알 수 있다. 織田信長文書の硏究, 265호. 참조.
37) 上杉輝虎判物 , 堀田文書. (戰國遺文 今川氏編 제3권, 1995호.)
38) 北條氏康書狀 , 箱根神社文書. (戰國遺文 後北條氏編 제1권, 742호.)
39) 淸水克行, 前揭 日本神判史, pp.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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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존재하였다.41) 起請文을 파기하거나 취소하기 위하여 불제(祓
除, 祓い)를 의뢰한 것도 이와 같은 경외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戰國時代에는 중세에 비하여 다소 약화되었다고 하더
라도 神佛을 믿는 가치관, 그리고 神佛의 권위를 부정하는 인식이
공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神佛에 대한 신앙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起請文이라는 문서형식을 활용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0) 당시에는 가문 또는 지역에 따라 믿는 神佛이 저마다 달랐기 때문에 勸請하는
神佛의 명단과 그 순서는 당사자 간의 정치적 권력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戰國大名의 神文을 분석하여 당시 정치적 권력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41) 多聞院日記에는 起請文을 작성하고, ‘神慮를 의지하여 받들 뿐이다.’라고 기록
한 구절이 있다.(多聞院日記 天正 8년 10월 26일 條.) 해당 起請文과 관련하여
俗人은 血判을, 승려는 黑判을 찍었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多聞院日記 제5권
p.54.) 한편, 兼見卿記에는 八幡宮의 淸祓(元龜 元年 11월 11일 條), 죽은 자의
영혼이 내리는 지벌(祟)의 安鎭(元龜 3년 2월 7일 條), 起請文을 작성하고 병에
걸려서 기도를 부탁하는 등 지벌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들이 문의한 바가 기록
되어있다. (兼見卿記 제1권, 齋木一馬, 染谷光廣 校訂, 續群書類從完成會,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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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羽柴秀吉의 起請文
秀吉이 起請文을 직접 작성한 시기는 1577년부터 1582년까지이다.
당시 秀吉은 織田軍의 일원으로 羽柴秀吉(하시바 히데요시)을 자칭
하고 있었기 때문에, 織田 정권기에만 起請文을 작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시기 秀吉의 起請文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후로
秀吉의 起請文 활용 방식이 戰國時代의 일반적인 양상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豊臣 改姓, 즉 豊臣 정권의 수립을 기점으로 秀吉은 정치
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휘하의 武士들로부터 일방적으로
起請文을 거둬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본 戰國時代의
활용 양상과는 다르다. 사람 간의 계약을 기록하는 경우, 작성자와
수신자가 서로 起請文을 작성하고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豊臣 정권기의 이와 같은 활용 양상을 파악하는 기본
전제로서 豊臣 정권 성립 이전에 秀吉이 작성한 起請文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本節에서는 이러한 秀吉의 起請文 활용 양상이 豊臣 정권의 성립
이전부터 나타났는지 확인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史料 가운데, 織田
信長의 家臣 시절에 秀吉이 작성한 起請文은 총 4통이다. 이를 정리
한 것이 부록의 표 1.이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神文에
勸請하는 神佛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天正 10년
(1582)의 起請文에는 血判을 찍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표 1.의 ㉠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해당 문서는 秀吉이
信長의 명령에 따라 하리마(播磨) 방면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작성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史料 ② 羽柴秀吉起請文寫42)
42) 黑田文書 5호, 兵庫県史 史料 編 中世9, 1974. pp.225-226.
條々
一, 佐用郡之內七條殿分領, 同淡川之事
一, 貴所身上, 不可有疏略之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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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々
하나, 佐用郡(사요 군)에 위치한 七條殿(시치조 님)의 영지(分領), 同郡
淡川(아와카와)의 일.
하나, 귀하의 身柄을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임, 어떠한 일이더라도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하나, 인질의 일. 덧붙여, 인질이 머무를 장소에 관한 일.
하나, 당신의 성(城)의 일.
덧붙임, 당신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격의없이 직접
만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아가(英賀)에서의 일은 기지가 대단하였습니다. 또한 桑原(구와
하라)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상의 어떤 것이든 조금이라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일본국의 대소신기(日本國中大小神祇), 특히 愛宕(아타고), 八幡(하치
만)의 신벌(神罰)을 받을 것입니다. 오는 20일 무렵 내려갈 것입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생각하시는 대로 서로 誓紙를 교환할 것입니다.
친밀한 뜻에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桑原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天正 5년 10월 15일
小官兵 御宿所

羽筑

秀吉 (花押)

해당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秀吉은 小官兵, 즉 黑田孝高(구로다
요시다카)가 세운 戰功을 칭찬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佐用郡의
토지를 安堵하는 반면, 孝高로부터 인질을 받는 대신 그를 소홀히
대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 이는 주종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付, 如何樣之儀候共, 以直談可相濟事
一, 人質之事, 付, 人質在所之事
一, 其御城之事, 付, 御內存承, 無余儀候, 無御隔心通, 以面可申候事
一, あが事, 御才覺尤候, 尙桑原申含候事
右, 何も聊不可有相違候, 若僞候者, 日本國中大小神祇, 別而者, 愛宕, 八幡可蒙御
罰候, 來二十日時分可罷下候, 以直談, 如御存分, 誓紙互取替, 入魂不可有別候, 尙
桑原可申候也, 仍如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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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으로, 해당 문서는 上下 관계의 전형적인 起請文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서로 誓紙를 교환”하자는 문구에서
해당 문서가 黑田家에 전달된 이후, 새로이 起請文의 교환이 이루어
졌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문서는 起請文의
교환에 앞서 작성되는 案文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해당 문서에 血判이 없는 이유도 설명된다. 다만 秀吉이 ‘起請文은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의 ㉡에서 秀吉은 中川淸秀(나카가와 기요히데)에게 형제의
계약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해당 문서는 정치적인 起請文이 아니라,
私的인 起請文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가, 해당 문서에는
血判이 없고, 勸請한 神佛의 수도 셋뿐이다.43) 여기서 주목할 것은
秀吉이 勸請한 神佛의 명단이다. 표 1.의 ㉠에는 日本國中 大小神祇,
愛宕, 八幡(大菩薩)이, ㉡에는 여기에 白山이 더해졌다. 이들은 모두
神道 계열의 신으로, 전국적인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戰國大名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領國에서 종교적 권위가 높은
神佛의 勸請을 통하여 서약의 공고화를 지향하였음을 감안하면44),
이처럼 지역성을 띠지 않는 것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의 ㉢은 1582년(天正 10) 秀吉이 中國(주고쿠) 지역에서 毛利
軍(모리 군)과 화친을 맺는 과정에서 작성한 起請文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史料 ③ 羽柴秀吉起請文寫45)
43) 增訂 織田信長文書の硏究 下. pp.418-419.
公儀無御疏略體, 中々無申斗候條, 向後兄弟之契約申定候, 然者本知之儀者不及申,
河內國·攝津國□□入郡之儀申上, 可進之候, 如此申談上者, 聊以表裏拔公事有之間
敷候者也,
右之旨, 若僞於有之者, 忝日本國中大小神祇, 八幡大菩薩, 愛宕, 白山御罰可蒙者也,
仍如件,
44) 예를 들어 毛利氏는 (當國)嚴島兩大明神과 (氏神)祇園牛頭天王을, 北條氏는 (當
國) 六所大明神을, 武田氏는 甲州一二三大明神(=當國鎭守一二三大明神), 諏方上
下大明神, 富士淺間大明神, 飯繩權現, 戶隱權現 등의 神佛을 자주 勸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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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請文之事
하나, 저에게 公儀(信長)와의 주선을 맡긴 바, 당신을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말할 나위 없이 輝元, 元春, 隆景은 거듭 평소와 다르지 않게 대
할 것이며, 저도 온 힘을 다 하여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이와 같이 말한 이상 겉과 속이 다르거나 감추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이상의 사항에 만약 거짓이 있다면, 황공하옵게도 日本國中大小神祇,
특히 八幡大菩薩(하치만대보살), 愛宕, 白山(하쿠산), 摩利支尊天, 특히
氏神의 神罰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起請文을 작성합니다.
天正 10년
6월 4일
輝元
吉川駿河守殿
小早川左衛門督殿

羽柴筑前
秀吉 (血判)

내용을 살펴보면, 秀吉은 毛利軍의 항복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毛利軍을 소홀히 대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 특히 세 번
째 조항의 경우, 起請文을 작성하고 이를 파기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포함된 상투적인 문구이다. 그렇지만 毛利軍 측에서 내는
領國 및 인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한편, 秀吉은 당시 상황을 다음처럼 설명하였다. ‘(前略) 毛利家
측에서 간절히 바라기를, (毛利家의 영토) 5개의 領國을 秀吉에게
내고 두 명의 인질을 넘기겠다는 뜻을 전하여 왔습니다. 허용할 수
45) 水月古鑑, pp.1-3. 및 山鹿素行全集刊行會 編, 武家事紀 中卷, 山鹿素行全集
刊行會, 1916. pp.449-450. 원문은 다음과 같다.
起請文之事
一, 被對公儀, 御身上之儀, 我等請取申候條, 聊以不可存疏略事,
一, 雖不及申候, 輝元·元春·隆景深重無如在, 我等懸身體, 見放申間敷事,
一, 如斯申談上者, 表裏拔公事不可有之,
右之條々, 若僞於有之者, 忝も日本國中大小神祇, 殊八幡大菩薩·愛宕·白山·摩利支
尊天, 別而氏神御罰可罷蒙者也, 依起請文如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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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정해놓았지만, 明智(아케치) 놈을 정벌하고 싶었기에 毛利
측으로부터 書狀 및 血判, 인질 두 명을 받았습니다. (후략)’46) 당시
毛利軍 측에서 작성한 起請文은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秀吉이 毛利
家에 보낸 起請文의 사본은 남아있으니, 당시 織田軍과 毛利軍 간
起請文의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문서는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작성된 외부 세력 간의 화친을 위한
起請文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서에는 血判이
찍혀있고, 神文에는 ㉡의 神文에서 摩利支尊天과 氏神이 추가되었
다. 당시 秀吉은 織田軍을 대표하여 毛利軍과 교섭하는 입장이었고,
해당 문서는 세력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起請文이기 때문에 秀吉이
血判을 찍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神文에는 작성자인
秀吉과 수신인인 毛利家 3인에게 영향력이 강한 神佛이 추가적으로
勸請되었다. 摩利支尊天의 경우, 수신인 3인의 父親이자 毛利家의
前代 家督이었던 毛利元就(모리 모토나리)가 旗幟에 摩利支尊天의
문양을 새길 만큼 毛利家가 굳게 믿는 존재였다. 한편 氏神은 작성
자 秀吉과 피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존재로, 秀吉에게 강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영향력이 강한 神佛을 勸請하는 것은 서약의 틀림없음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데 목적을 둔다. 해당 神文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의 ㉣은 秀吉이 本能時의 變을 일으켜 織田信長을 죽인 明智
光秀(아케치 미츠히데)를 격파한 다음, 京都의 정세를 수습하는47)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수신인은 長岡藤孝(나가오카 후지타카),
忠興(다다오키) 父子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6) 豊臣秀吉披露狀寫 , 淺野家文書, 제10호.(淺野家文書 大日本古文書 家わ
け文書,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69.)
47) 兼見卿記에는 7월 1일 秀吉이 尾張國에 갔고, 7월 10일 저녁 上洛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上洛한 이튿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洛中, 洛外의 諸家’, 즉 京都
전역의 公家가 그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고 한다. 兼見卿記 天正
10년 7월 1일, 10일, 11일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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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料 ④ 羽柴秀吉血判起請文 48)
起請文 前書를 삼가 아룁니다.
하나, 이번 信長의 죽음과 관련하여 (보여준) 비할 바 없는 마음가짐은
믿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친밀해졌으므로, 겉과 속이 다르거나
감추는 일이 없을 것이고, (藤孝 父子의) 신변을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누군가) 불평을 말하면, 본심을 다 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좋게
말하겠습니다.
하나, 만일 마음에 걸리는 무리가 있다면, 서로 직접 이야기를 나눈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만약 거짓이 있다면, 梵天(범천), 帝釋(제석), 四大天王
(사대천왕), 日本中大小神祇, 八幡大菩薩, 天滿大自在天神(천만대자재천
신), 특히 愛宕, 白山, 氏神의 神罰을 거듭하여 받을 것입니다. 이에 起
請文을 작성합니다.
天正 10년 7월 11일
長岡兵部大輔殿
長岡興一郞殿

羽柴筑前守
秀吉 (花押·血判)

첫 번째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秀吉은 長岡 父子가 明智光秀와
인척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담하지 않은 것에 감사
하는 뜻에서 해당 문서를 작성하였다.49) 해당 문서에서 秀吉은 長岡
父子가 本能寺의 變 이후 보여준 태도를 칭찬하고, 그들을 소홀히
48) 羽柴秀吉血判起請文 , 細川文書 78호.
敬白起請文前書之事
一, 今度信長御不慮に付而, 無比類御覺悟, 頼敷存候條, 別而入魂申上者, 表裏無拔
公事御身上見放申間敷事,
一, 存寄儀, 不殘心底, 御爲能樣に異見可申事,
一, 自然中意候族在之者, 互以直談, 可相濟事,
右條々, 若偽於有之者 梵天帝釋, 四大天王, 惣日本中大小神祇, 八幡大菩薩, 天
滿大自在天神, 殊愛宕·白山·氏神御罰, 深重可罷蒙者也, 依起請文如件,
49) 染谷光廣, 秀吉の手紙を讀む, 東京 : 吉川弘文館, 2013. pp.114-120.(해당 책은
同, NHK文化セミナ─ 歷史に學ぶ, 秀吉の手紙を読む, 東京 : 日本放送出版協
會, 1996.을 재출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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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였다. 같은
날 秀吉이 忠興에게 領地를 安堵한 것을 감안하면50), 해당 문서는
표 1.의 ㉠과 동일하게 上下 관계의 起請文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작성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답장에 해당
하는 문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起請文의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때문에 해당 문서의 血判이 어떠한 의도로 찍혔는지도 알
수 없다.
한편, 해당 문서의 神文에는 ㉢의 神文에서 梵天, 帝釋, 四大天王,
天滿大自在天神이 추가되었다. 그 중, 梵天, 帝釋, 四大天王은 모두
불교의 수호신으로, 일반적으로 神文에서 가장 먼저 勸請되는 존재
들이다. 그렇지만 秀吉이 이들을 勸請하기 시작한 원인은 아직 파악
되지 않았다. 한편 天滿大自在天神은 9세기의 학자 겸 정치가 菅原
道眞(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을 神格化한 존재로, 八幡大菩薩, 愛宕,
白山과 동일하게 전국적인 신앙의 대상이다. 天滿大自在天神이 長岡
父子에게 영향력이 강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天正 16년
島津龍伯(島津義久 시마즈 요시히사)이 石田三成과 長岡藤孝 앞으로
작성한 起請文에도 天滿大自在天神이 勸請되어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51)
해당 문서는 세력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起請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血判을 찍었다. 그리고 秀吉의 起請文에서는 처음으로 八
幡大菩薩이나 愛宕처럼 神佛習合된 神佛이 아니라, 불교계의 존재가
勸請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당시의 상황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長岡 父子는 光秀의 인척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들의 비난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당시 信長이 죽은 이후의
京都를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있었던 秀吉은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起請文을 작성하고, 나아가 血判을
50) 당시 秀吉은 長岡忠興에게 明智光秀의 옛 영지인 丹後國의 영토를 安堵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였다. 羽柴秀吉書狀 , 細川文書 79호.
51) 島津龍伯血判起請文 , 細川文書 79호. 해당 문서에서 島津義久는 秀吉에게
충성을 다 할 것을 맹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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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고, 서로에게 영향력이 강한 神佛을 勸請하여 서약의 틀림없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秀吉이 작성한 起請文들을 살펴보았다. 앞절과 本節의
내용을 토대로, 秀吉이 작성한 起請文의 특징을 정리하도록 한다.
1582년까지 秀吉의 起請文 활용 방식은 戰國時代의 武士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秀吉은 사람 간의 서약을 기록할 경우에만 起請文을
작성하였다. 외부 세력과의 계약 또는 자신의 의지 표명을 위하여
血判을 활용하고, 작성자와 수신인에게 영향력이 강한 神佛을 勸請
하고 서약의 공고화를 지향하는 양상은 戰國時代 起請文과 秀吉이
작성한 起請文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秀吉이 작성한 起請文의 특징은 모두 神文에 있다. 첫째, 神文에
勸請한 神佛이 지역성을 띠지 않는다. 그는 특정한 지역의 神社나
寺院을 중심으로 신앙 받는 神佛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앙 받는
神佛을 勸請하였다. 특히 秀吉이 작성한 모든 起請文에는 八幡大菩
薩과 愛宕(愛宕權現)이 神文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은 軍神으로
추앙받는 존재였다. 둘째, 神文에서 勸請하는 神佛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秀吉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勸請하는 梵天, 帝釋, 四大天王을
1582년 7월까지 아예 勸請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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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豊臣 정권 起請文 정책의 변화
1. 聚樂第 行幸과 諸大名의 起請文 작성
1585년(天正 13) 7월, 秀吉은 關白에 오른다.52) 본래 關白은 攝關
家 이외의 사람은 오를 수 없었으므로, 秀吉은 近衛(고노에) 가문에
양자로 들어가서 關白의 자리에 올랐다. 이처럼 秀吉이 關白이라는
관직에 집착한 이유는 그에게 武士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秀吉은 하급 武士 출신이기 때문에 대대로 源氏
(겐지)가 임명받았던 將軍의 자리에 오르지 못 했고,53) 이에 秀吉은
關白이라는 차선책을 통하여 武士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였다.
이는 1588년(天正 16) 4월, 後陽成(고요제이) 天皇이 秀吉의 거처
였던 聚樂第(주라쿠테)에 行幸하는 행사에서도 잘 나타났다. 天皇이
行幸을 나서는 행렬은 “天皇의 가마(鳳輦)가 聚樂第의 中門에 도착
했을 때, 秀吉의 牛車는 궁중(禁中)을 떠나지도 못 했다”54)고 기록
되어있을 만큼 성대하였다. 이는 關白으로서 武家의 棟梁을 자칭한
秀吉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後陽成
天皇은 닷새 동안 聚樂第에 머물렀다.55)
聚樂第 行幸을 통하여 秀吉은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
하고, 대내적으로는 부족한 통치 정당성을 보완하였다. 行幸 첫날의
행렬에서 秀吉은 天皇의 행차를 돕는 關白의 모습과 武家 집단의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세상에 공표하였다.56) 그리고 行幸 이튿날에는
52) 公卿補任 中編, 天正 11년~13년 條. (國史大系 第10卷.)
53) 이에 관해서는 박수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쇼군이 되지 못 했나 , 오다·
도요토미 정권의 사사 지배와 천황,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전남
사학 21, 2003. 初出) 참조.
54) 聚樂第行幸記, 群書類從 第三輯 所收, p.609.(이하 聚樂第行幸記로 약칭.)
55) 본래 先例에 따라 사흘만 머무를 예정이었으나, 行幸 이튿날 秀吉의 제안에 따
라서 닷새 머물게 되었다. 聚樂第行幸記, p.610.
56) 中川和明는 이를 ‘秀吉이 武士 집단을 이끌고 天皇 및 朝廷에 봉사하는 자세를
취하였다’고 보았고, (中川和明, 前揭 聚楽第行幸の行列について , p.10) 池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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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大名에게 起請文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거기에는 秀吉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있었다. 해당 起請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史料 ⑤ 右近衛權小將前田利家 등 6명 連署 起請文57)
起請文을 삼가 아룁니다.
하나, 이번 聚樂第 行幸에 (참가를) 명하신 뜻은 참으로 감사드리며 감
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 天皇(禁裏)의 御料所, 地子 이하, 그리고 公家, 門跡들이 받은 곳
곳의 知行 등에 대해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무리가 있다면,
(우리들) 각각은 엄하게 꾸짖고, (지금의) 當代는 말할 것도 없고 자자
손손이 다른 뜻을 표명하지 않도록 지시해둘 것입니다.
하나, 關白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어떠한 일이든 조금도 위반하지 않
을 것입니다.
이상의 조항을 만약 하나라도 위반한다면, 梵天, 帝釋, 四大天王, 모든
일본국중 육십여 주(六十餘州)의 대소신기, 특히 王城鎭守(왕성진수),
별도로 氏神, 春日大明神(가스가 대명신), 八幡大菩薩, 天滿大自在天神,
部類·眷屬의 神罰·명벌(冥罰)을 각자 받을 것입니다. 이에 起請합니다.
天正 16年 4月 15日

右近衛權小將 豊臣利家

天皇이 聚樂第에 도착한 이후 자리에 오르지 못 하고 장시간 기다려야했음을
지적하고, 秀吉의 행렬을 天皇의 행렬과 구분되는 ‘독자적 武士 집단의 행렬’로
보았다. (池享, 前揭 聚樂第行幸における行列の意味 , pp.226-230.)
한편, 聚樂第 行幸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矢部健太郞, 豊臣政權の支配秩序と
朝廷, 東京 : 吉川弘文館, 2011. pp.140-210. 北堀光信, 豊臣政權下の行幸と朝廷
の動向, 大阪 : 淸文堂, 2014. 을 들 수 있다.
57) 聚樂第行幸記, pp.612-613.
敬白起請文事
一, 就今度聚樂第行幸被仰出之趣, 誠以難有崔感淚事.
一, 禁裏御料所地子以下幷公家門跡衆所々知行等, 若無道之族於有之者, 爲各堅加
意見, 當分之儀不及申, 子々孫々無異儀之樣, 可申置事.
一, 關白殿被仰聽之趣, 於何篇聊不可申違背事。
右之條々, 若雖爲一事於令違背者, 梵天帝釋四大天王, 惣日本國中六十餘州大小神
祇, 殊王城鎭守, 別氏神春日大明神, 八幡大菩薩, 天滿大自在天神, 部類眷屬, 神罰
冥罰, 各可罷蒙者也。仍起請如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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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議左近衛中將 豊臣秀家
權大納言
豊臣秀次
權大納言
豊臣秀長
大納言
源家(康)
內大臣
平信雄

金吾殿

해당 문서의 내용은 ① 聚樂第 行幸의 참가에 대한 감사 인사, ②
秀吉이 天皇, 上皇, 親王에게 바친 御料所(토지)와 地子(세금 징수
권) 및 公家, 門跡에게 분배한 토지의 지배권58)을 大名들이 대대로
보호하겠다는 서약, ③ 秀吉의 명령을 반드시 따르겠다는 서약으로
정리할 수 있다.59)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行幸 직후 秀吉의 서기(右筆)
大村由己(오무라 유코)가 秀吉의 명을 받아서 저술한 聚樂行幸記
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이번에 雲上에 오른 사람은 모두
殿下(=秀吉)의 은혜가 얕지 않다. 입 밖으로 내기도 황공한 殿上의
교제를 허락받아, 이번 行幸에 참석한 것에 感悅하는 이들이었다.
자자손손에 이르면, 혹시나 이번의 薰德을 잊고, 無道한 일도 있겠
다고 생각하시고, 새로 昇殿한 사람들, 尾州(오와리)의 內大臣(織田
信雄 오다 노부오), 駿州(스루가)의 大納言(德川家康 도쿠가와 이에
야스)를 위시하여 모두 禁中(=天皇)께 바치는 誓紙를 써서 바치게
하니, (天皇께서) 기쁘게 생각하셨다고 한다.”60) 따라서 해당 문서는
秀吉의 명에 따라 諸大名이 天皇에게 바친 起請文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의 작성자와 수신인을 확인한다.
작성자는 織田信雄과 德川家康, 豊臣秀長(도요토미 히데나가, 秀吉의
동생)과 豊臣秀次(도요토미 히데쓰구, 秀吉의 양자), 그리고 宇喜多
58) 당시 秀吉이 天皇 및 上皇, 親王에게 御料所와 地子를 바치고, 公家, 門跡에게
知行을 安堵하는 내용의 書狀은 聚樂第行幸記, p.611. 참조.
59) 이 가운데, 세 번째 조항이 해당 문서의 의의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藤井讓治, 天皇と天下人, 東京 : 講談社, 2011, p.195.
60) 聚樂第行幸記, 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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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家(우키다 히데이에), 前田利家(마에다 도시이에) 총 6명이다. 한
편, 해당 문서와 동시에 작성된 동일한 내용 및 형식의 起請文에는
총 23명이 서명했다.61) 본고에서는 작성자 총 29명 가운데, 23명이
豊臣氏를 칭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秀吉의 血族인 豊臣秀長, 豊臣
秀次를 제외한 21명이 擬制的으로 豊臣家의 一門을 이루었기 때문
이다.62) 이러한 양상의 원인은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 및 두 번째
조항에 있다. 두 번째 조항은 秀吉이 天皇을 비롯하여 朝廷 측에게
토지 또는 세금 징수권을 바치거나 安堵하겠다는 약속에 관한 서약
이다. 秀吉이라는 개인과 朝廷이라는 집단 간의 계약을 제삼자인 諸
大名이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秀吉의 개인적
인 약속에 諸大名을 관여시키기 위한 장치가 바로 ‘諸大名의 擬制的
豊臣家 一門化’이다. 豊臣家의 家督인 秀吉이 계약한 바를 一門인
諸大名이 지킨다는 형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의 반증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가 天正 15년(1587)
6월의 起請文이다. 해당 起請文은 秀吉이 명령한 諸法度를 위반하는
자가 있을 경우, 또는 公儀(=秀吉)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보고하겠다는 서약을 그 내용으로 한다.63)
여기서도 명령을 내린 秀吉과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 武士·백성은 諸
61) 여기서 제외되는 3명은 長宗我部元親, 井伊直政, 織田信包로, 長宗我部元親은
秦氏를、井伊直政은 藤原氏를, 織田信包는 平氏를 칭하였다. 矢部健太郞는 史料
⑤의 連署者를 秀吉이 창출한 武家淸華家로 규정하고, 그들과 다른 23명의 大名
들의 차이가 관직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矢部健太郞, 豊臣 武家淸華家 の創出 ,
前揭 豊臣政權の支配秩序と朝廷. 참조.
62) 藤井讓治는 이를 ‘형식적인 擬制的 同族 집단을 출현을 통하여 정권의 안정을
의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藤井讓治, 前揭 天皇と天下人, p.206.
63) 水野久右衛門尉等20名連署起請文 , 山陽新聞社 編, ねねと木下家文書, 京都:
山陽新聞社, 1982. p.146. 해당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敬白起請文前書之事
一, 諸色御法度之儀付而被仰付御事, 縱兄弟緣者親類多リといふ共, 御諚之趣被相
背面々於有之者, 不見隱聞隱, 有樣爾可致言上事
一, 自然緣者親類を頼相理儀雖有之, 被仰付儀ニおいてハ互比興を不相構速可言上
事
一, 公儀之儀付て, 若下々申樣於有之者, 可致言上之事
若此旨於相背者, 抑大日本國中六十餘州之大小神祇, 別而者天滿大自在天神, 八幡
大菩薩, □□之御罰, 可蒙者也, 依起請文如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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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度라는 계약을 매개로 쌍무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水野久右
衛門尉(미즈노 구에몬)을 비롯한 秀吉의 直臣들은 제삼자로서 해당
계약의 준수를 지켜보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례
에서 다루어지는 계약이 ‘諸法度’라는 公的인 계약이기 때문에, 작성
자들이 이에 관여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수신인을 확인한다. 당시 작성된 起請文 2통의 수신인은
모두 金吾殿, 즉 秀吉의 양자인 豊臣秀俊(도요토미 히데토시, 훗날의
小早川秀秋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이다. 그가 해당 문서에 수신인으로
기재된 이유는 불명확하다. 당시 秀吉의 후계자에 가까웠던 秀俊이
秀吉을 대리하여 起請文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해당 시각
에서는 秀吉이 있는 자리에서 秀俊이 그를 대리해야만 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64) 이는 해당 문서가 禁中,
즉 後陽成 天皇에게 바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간과하였기 때문
이다. 본래 天皇에게 바치는 문서는 關白이나 攝政이 대신하여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秀吉이 해당 문서의 작성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수신인으로 이름을 올린다면 이는 秀吉이 天皇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명령을 강제하는 모양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秀吉은 左衛門督의 관직에 있었던 秀俊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天皇을 대리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秀俊이 豊臣氏를
칭하지 않고 金吾殿으로 기재된 것도, 豊臣家의 일원이라는 秀吉과
의 관계보다 左衛門督이라는 관직을 통하여 맺은 天皇과 秀俊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문서가 秀吉과 後陽成 天皇 간의 계약을 기록하였다고 생각
할 만한 근거는 神文에도 있다. 해당 문서의 神文에는 앞서 살펴본
史料 ④와 비교하였을 때, 王城鎭守, 春日大明神이 추가되었다. 王城
鎭守은 王城인 京都를 수호하는 존재이다. 王城이란 공간은 天皇을
64) 矢部健太郞은 諸大名이 秀吉을 직접 수신인으로 기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秀
俊이 대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矢部健太郞, 小早川家の「淸華成 と豊
臣政權 , 國史學 196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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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王城鎭守는 곧 天皇을 수호하는 존재라
고도 할 수 있다. 春日大明神은 藤原(후지와라)氏, 즉 攝關家의 祖神
이다. 따라서 關白에 오르기 위하여 近衛家에 양자로 들어간 秀吉의
祖神이기도 하다. 해당 문서의 神文에는 天皇의 行幸이라는 상황과
秀吉의 關白이라는 관직에 걸맞은 神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起請文에 실제로 連署한 諸大名과 관계있는 神佛이 아니라, 關白과
天皇에 관련 있는 神이 추가되었음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秀吉과
後陽成 天皇이었음을 의미한다. 諸大名은 해당 계약의 준수를 보장
하는 보증인으로서 連署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秀吉과 後陽成 天皇, 그리고 諸大名의 관계를 이와 같이 본다면,
해당 문서의 특징도 설명할 수 있다. 해당 문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天皇의 行幸에서 起請文을 작성한 사례가 전무
후무하다. 天皇의 行幸 자체는 室町 시대에도 있었다. 秀吉 시기의
聚樂第 行幸은 1408년(應永 15) 北山殿(기타야마도노, 足利義満 아시
카가 요시미츠) 行幸과 1437년(永享 9) 室町殿(무로마치 도노, 足利
義教 아시카가 요시노리) 行幸을 선례로 삼는다.65) 그렇지만 해당
行幸을 기록한 史料들에서 天皇의 行幸 중에 武士가 起請文을 작성
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66) 1592년(天正 20) 秀次가 關白에
오른 직후에도 後陽成 天皇은 다시 聚樂第로 行幸하였지만, 이 때는
참석한 武家도 적었고 起請文도 작성하지 않았다.67)
그렇다면 1588년의 聚樂第 行幸과 다른 行幸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秀吉이 先例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行幸은 본래 朝廷의
행사이기 때문에 秀吉은 前田玄以(마에다 겐이)를 奉行으로 삼아서
行幸을 추진하였다. 前田玄以는 公卿들과 함께 제반사항을 검토하며
行幸을 준비하였다.68) 그렇지만 行幸 이튿날 秀吉은 先例에 따르지
65) 聚樂第行幸記, 新校 群書類從 제2권 所收, p.469.
66) 北山殿行幸記, 室町殿行幸記(群書類從 第三輯 所收) 참조.
67) 天正年中聚樂亭兩度行幸日次記 참조. 해당 사례 이후로는 1626년(寬永 3) 後
水尾(고미즈노오) 天皇이 江戶 幕府의 3대 將軍 德川家光이 上洛하자 二條城으
로 行幸한 바 있지만, 起請文은 작성되지 않았다. 玉露叢 (矢野太郞 編, 國史
叢書 제43권, 東京 : 國史硏究會, 1917.) pp.136-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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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5일 동안 머무르기를 청하였다. 天皇이 이를 승낙하자, 秀吉은
이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와 세금 징수권 등을 바쳤다. 그리고
해당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는 이유로 당시 行幸에
참가하고 있었던 諸大名에게 해당 계약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起
請文을 작성시켰다. 이는 諸大名을 擬制的으로나마 豊臣家의 一門化
시킴으로서 天皇―關白―諸大名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안에 포함
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戰國時代 起請文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案文 및 起請
文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戰國時代에도 起請文을 일방적으로
거두어들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69) 그렇지만 戰國時代에 일방
적으로 起請文을 징수하는 목적은 휘하 武士의 주군에 대한 충성을
의심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해당 문서도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諸大名은 秀吉과 後陽成 天皇 간의 계약을 지키고, 關白의
명령을 어기지 않겠다고 서약함으로서 天皇과 關白으로 대표되는
朝廷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關白은 天皇
―關白―諸大名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선상에 위치한다. 諸大名은
상급자인 關白 秀吉과 後陽成 天皇 간의 계약을 보증하는 하급자로
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關白 또한 武家의 棟梁으로서 諸大名을
통제하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해당 문서가 秀吉 또는
後陽成 天皇 혹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案文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내용·
형식의 문서가 連署하는 집단에 따라 두 통이 작성되었음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해당 起請文과 織田 정권기에 秀吉이 작성한 起請文, 더
나아가 戰國時代 起請文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현재 原史料가 남아
68) 北堀光信, 豊臣政權下の行幸と朝廷の動向, 大阪 : 淸文堂, 2014.
69) 대표적인 사례로 1586년(永祿 9)부터 1587년까지 武田信玄이 휘하 武士들로부
터 起請文을 징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生島足島神社 外 編, 信
玄武將の起請文 : 重要文化財・生島足島神社文書, 長野 : 信每書籍出版セン
ター, 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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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기 때문에, 문서의 크기, 문서에 찍은 牛玉寶印과 같은 양식
적인 요소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식적인 측면은 비교하지
않는다.
내용적인 측면을 비교하면, 戰國時代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戰國時代에도 家督 간의 계약을 위하여 起請文을 작성할 때, 家臣團
단위에서 起請文을 교환한 사례가 적지 않다.70) 해당 起請文도 豊臣
家의 家督이 朝廷에게 進上한 사항을 豊臣家의 一門이 지키겠다고
서약한 문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神文에 天皇과 關白과 관련 있는 神佛이
추가된 것이 눈에 띄며, 이로부터 해당 문서가 秀吉과 後陽成 天皇
간에 이루어진 계약을 기록한 起請文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계약 당사자와 관련 있는 神佛을 勸請하는 모습도 戰國時代와 동일
하다.
하지만 秀吉과 諸大名의 관계가 어디까지나 擬制的이라는 부분이
戰國時代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家臣團이 아닌 諸大名을
豊臣家의 一門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秀吉은 天皇의 行幸이라는
상황을 연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秀吉의 요청에
따라 後陽成 天皇이 수동적으로 行幸에 나섰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行幸은 어디까지나 朝廷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준비 과정에서 여러
公卿들을 통하여 조정 측의 의견도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行幸 이튿날의 起請文 작성은 秀吉의 독단적인 행동의 결과일 가능
성이 높다. 後陽成 天皇을 필두로 하는 朝廷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史料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언은 할 수 없다. 해당 起請文의
목적은 諸大名을 擬制的으로 豊臣家의 一門化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朝廷의 지휘체계로 끌어들이는데 있었음은 확실
하다고 할 수 있다.
70) 대표적인 사례로 1564년(永祿 7) 毛利氏와 大友氏가 和親을 맺으면서 작성한
起請文群을 들 수 있다. 주석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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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廷의 권위를 활용하여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보완한 秀吉이지
만 九州 정벌, 後北條氏 정벌에 성공하며 豊臣 정권의 권력은 점차
확고해졌다. 그에 따라 1592년 1월(天正 19년 12월)71), 秀吉은 秀次
에게 關白의 자리를 물려주고, 조정과 거리를 두었다. 동시에 그는
太閤이라고 자칭하면서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秀吉이 더 이상 天皇의 권위를 빌려서 諸大名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독자적인 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안정적
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72)

71) 天正 19년은 서력 1591년 2월부터 1592년 1월까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天正 19
년 12월은 서력 1592년으로 표기한다.
72) 朝廷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일찍이 織田信長도 보인 바 있다. 藤井讓治, 前
揭 天皇と天下人, pp.136-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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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秀賴의 家督 상속과 靈社上卷起請文
秀吉에게서 關白를 물려받고 豊臣家의 家督이 된 秀次는73) 그로
부터 3개월 뒤인 1592년(天正 20) 2월, 秀次는 聚樂第에서 天皇의
行幸을 맞이하고 자신의 豊臣家 상속을 세상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1593년(文祿 2) 8월, 秀吉의 嫡子 秀賴(히데요리)가 태어났다. 이에
秀次의 입지도 영향을 받았다.74) 그리고 이는 1595년(文祿 4) 7월,
秀次가 자살하는 소위 ‘秀次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때 伏見(후시
미)에 있었던 松平家忠(마쓰다이라 이에타다)의 일기에 秀次 사건의
추이가 잘 담겨있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였다.
史料 ⑥ 家忠日記増補追加75)
7월 3일, 關白 秀次가 謀反을 꾀한다는 소문이 있어, 秀吉이 놀라 增田
(마스다), 石田(이시다), 富田(도미타)를 聚樂第로 보내어서 그 진위를
물었다. 秀次는 서약하며 이를 부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도 秀吉의 의구
심을 막지 못 하였다. 이에 秀次가 伏見에 와서 사죄의 말을 다 하였
지만, 秀吉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秀次, 결국 고야 산(高野山)으로 귀양 보내지다.
10일, 秀次, 高野山 세이겐지(靑巖寺)에 들어가다.
14일, 秀吉이 洛(京都)에서 大神宮에 秀次가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음을
고하다.
15일, 秀吉이 秀次를 죽이기를 원하여 左衛門大夫(羽柴正則 하시바 마
사노리), 右馬助(福原長堯 후쿠하라 나가타카), 伊予守(池田秀氏 이케다
히데우지)를 檢使로 삼아 高野山에 보내다. (중략) 秀吉의 명령이 중하
였기에 秀次가 결국 자해하다.
73) 三鬼淸一郞, 豊臣秀吉文書に關する基礎的硏究 , 名古屋大學 文學部硏究論集
史學 34, 1988. p.350.
74) 이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秀賴의 출생에 따라 秀次를 배제
하였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秀次를 배제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본고
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75) 家忠日記增補追加 7월 3-16일 條. (東京大史料編纂所 所藏) 단, 해당 사료의
경우, 起請文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原文을 인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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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저녁 무렵 세 使者가 秀次의 목을 가지고 伏見에 가다. 秀吉이
이를 보다. 秀次와 같은 죄를 저지른 무리가 곳곳에서 자살하다.76)

그리고 秀次의 자살을 계기로 秀吉은 奉行衆과 諸大名으로부터
起請文을 징수하였다. 당시 작성한 起請文에 대한 사항과 秀次 사건
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표가 부록의 표 2.이다. 해당 표에서 알 수
있듯이, 秀吉은 秀次가 죽기 이전부터 자신의 直臣에 해당하는 奉行
衆으로부터 起請文을 거두어들였다.(ⓐ) 秀次의 죽음이 아니라 추방,
즉 豊臣家의 家督이 空席이 되는 상황을 계기로 起請文을 징수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秀次의 죽음 이후에도 나타난다. 秀吉은 名護屋(나
고야)에 在陣하고 있던 諸大名(ⓔ)77), 임진전쟁을 위하여 한반도에
출진하고 있었던 諸大名들로부터도(ⓖ) 起請文을 거두어들였다.78)
이후 五大老라고 불리우는 前田利家(마에다 토시이에)(ⓒ)와 宇喜田
秀家(우키다 히데이에)(ⓓ), 그리고 德川家康, 毛利輝元, 小早川隆景
3인이 連署한 起請文의 案文(ⓕ)도 확인할 수 있다.79)
秀次의 추방과 자살 사이에 작성된 起請文(ⓐ)부터 살펴본다.
史料 ⑦ 石田三成, 增田長盛 連署 血判起請文80)
76) 秀次의 목을 확인한 秀吉은 그의 처자식도 모두 참수형에 처하고, 秀次와 연관
있었던 大名들도 의심받았다. 秀吉은 秀次의 거처였던 聚樂第도 철거하였다.
77) ねねと木下家文書, p.153.
78) ねねと木下家文書, pp.154-155.
79) 毛利家文書 제3권, 958호.
80) ねねと木下家文書, pp.147-148.
一, 御ひろい樣へたいし奉り, 聊不存表裏別心, 御爲可然樣にもりたてまつるへき
事
一, 諸事, 大閤樣御法度御置目之通無相違可相守事
一, 御ひろい樣之儀疏略を存, 幷大閤樣御置目を相背族在之者, 縱緣者親類知音た
りといふ共, ひいきへん者なく, 糾明之上を以成敗儀可申付事
一, 我等自然無分別之儀於有之ハ, 御置目をも被仰付衆異見をうけ多分に付而可相
濟事
一, 大閤樣御恩深重に蒙り申候間, 面々一世之中ハ不及申上, 子々孫々まても申傳,
公儀御爲おろかに不存無二に可奉盡忠功事
右條々若私曲僞御座候二おゐてハ此靈社上卷起請文御罰を深厚二罷蒙, 今生二て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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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히로이(秀賴) 님을 모심에 있어서 조금도 표리부동하거나 다른
뜻을 품지 않을 것이고, (秀賴 님을) 마땅히 지켜드릴 것입니다.
하나,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太閤님의 法度와 置目을 틀림없도록
지킬 것입니다.
하나, 秀賴님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太閤님의 置目을 어기는 무리가
있다면, 설령 一家, 친척, 친구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편드는 일 없이
규명한 다음 처벌하도록 명할 것입니다.
하나, 만약 제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 하는 일이 있다면, 분부하신 무리
로부터 置目에 대한 의견을 받아 다수결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하나, 太閤님으로부터 깊이 은혜를 입었으므로, 각자 살아있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子子孫孫에 이르기까지 말을 전하여 公儀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忠功을 다하여 모실 것입니다.
이상의 조항에 만약 부정(私曲)이나 거짓이 있다면, 靈社上卷起請文의
神罰(御罰)을 깊고 두터이 받을 것입니다. 현세에서는 白癩, 黑癩의 중
병을 앓고, 7代에 거쳐 전장(弓矢)의 신으로부터 가호를 받지 못 할 것
이며, 내세에서는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미래에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 할 것입니다. 이에 上卷起請文을 작성합니다.
삼가 靈社上卷起請文의 天罰을 아룁니다. (神文 생략)
文祿四乙未年七月十二日

增田右衛門尉
石田治部小輔

長盛 (血判, 花押)
三成 ( 同 )

이 문서에서 秀賴에게 豊臣家의 家督 자리를 상속시키고자 하는
秀吉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秀次를 추방하면서 豊臣家의 家督은
空席이 되었고, 秀次의 후임으로 2살에 불과한 秀賴가 家督에 올라
야만 했다. 이에 秀吉은 奉行衆인 增田長盛(마스다 나가모리), 石田
三成(이시다 미츠나리)에게 秀賴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고, 豊臣家를
대대로 公儀로 받들고, 자신이 제정한 法度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起請文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白癩黑癩之重病を請, 弓矢冥加七代盡, 御來世ハ阿鼻無間地獄二墜在シ, 未來永功
浮事不可有之者也, 仍上卷起請文如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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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다른 起請文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起請文群의 내용은 ㉠ 秀賴에 대한 충성, ㉡ 秀吉이 제정한 법도의
준수, ㉢ 각자 역할의 수행,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과
㉡에 해당하는 조항은 모든 起請文에 포함되어있으므로, 해당 起請
文群의 기본적인 목적이 ㉠과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경우,
奉行衆과 五大老, 諸大名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前田利家와 宇喜田
秀家의 起請文은 다섯 번째 조항이 “끊임없이 京都에 이르러 秀賴님
에게 奉公을 올리고, 사사로이 領國에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인데
반하여, 德川家康, 毛利輝元(모리 데루모토), 小早川隆景(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案文의 다섯 번째 조항은 ‘끊임없이 京都에 가서 秀賴
님에게 奉公을 올리고, 만약 용무가 있어서 領國에 내려갈 때에는
家康, 輝元이 번갈아가며 틈을 내어 내려갈 것입니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德川家康 등이 작성한 起請文의 案文에서는 네 번째 조항이
‘坂東은 德川家康이, 坂西는 毛利輝元과 小早川隆景이 법도에 따라
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다음으로 작성자는 奉行衆, 五大老, 그리고 名護屋에서 在陣하고
있거나 임진전쟁을 위하여 한반도에 출진하고 있었던 諸大名으로
분류할 수 있다. 奉行衆의 경우에는 수신인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五大老와 諸大名이 작성한 起請文에는 奉行衆이 수신인으로서 기재
되었다. 秀吉과 奉行衆의 관계는 前代 家督과 家臣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秀吉과 五大老를 포함한 諸大名은 奉行衆이 取次(중개
인)으로 두는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起請文群의 특징은 神文에 있다. 神文은 靈社上卷起請文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靈社上卷起請文은 戰國時代 중기의 永祿 연간
近江 지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神文의 형식으로,81) 무수한
神佛의 勸請이 특징이다. 그 중에는 一萬八千軍神이나 百億梵天帝釋
81)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起請文이 나타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千々和
到는 修驗과 관련 있다고 추측한 바 있다. 千々和到, 前揭 靈社上卷起請文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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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그 단위가 만이나 억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고, 天狗, 魄鬼
처럼 神佛이라고 보기 힘든 존재도 있다. 즉 세상의 모든 주술적인
존재를 勸請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神佛을 勸請한 다음에는
서약을 어길 경우의 神罰을 상세하게 적었다. 해당 起請文群의 경우
에는 다음의 문구가 기록되어있다. ‘(勸請한 존재들이) 각기 群集을
이루어, 바른 뜻을 照鑑해줄 것이다. 만약 그릇된 마음을 품은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나병(白癩, 黑癩)의 重病에 걸리고, 8만 4천의
모공과 42개의 골절이 밤낮으로 고통이 끊이지 않는, 무거운 벌을
받을 것이다. 죽은 후에는 먼 후대까지 전란이 계속되고, 佛神三寶
에게 기도드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후에는 八寒八熱, 아비
규환의 無間地獄에 떨어지고, 영원히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82)
본래 起請文의 神文이란 서약의 틀림없음을 지켜봐줄 주술적인
존재의 명단과 서약이 거짓이거나 또는 서약을 어길 경우에 받을
神罰을 기재한 부분이다.83) 前述하였듯이, 작성자 또는 수신인에게
영향력이 강한 神佛을 勸請하는 것도 서약의 틀림없음을 보장받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靈社上卷起請文에도 적용할 수 있다. 秀吉이
이전과 달리 서약의 틀림없음을 보장받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주술
적인 존재를 勸請한 데에는 秀賴에 대한 충성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은 그의 바람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靈社上卷起請文은 起請文에 반영되는 神佛의 권위를 극
대화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前述했듯이, 戰國時代에는
神佛의 권위를 긍정하는 인식과 부정하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고,
神佛을 부정하는 인식은 점차 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秀吉이
이와 같은 형식을 채택한 이유는 그만큼 그가 절박하였기 때문이다.
戰國時代를 살아남은 노회한 大名들로부터 당시 2살에 불과하였던
82) 毛利家文書 제3권, 959호. 참조.
83) 千々和到는 前文과 神文의 분리가 戰國時代부터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千々
和到, 前揭 中世の起請文に見る神佛 . 그러므로 본래 起請文은 前文과 神文을
구분하지 않았고, 서약과 神佛의 勸請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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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賴에 대한 충성을 앞으로도 보장받기 위해서는 神佛이라는 전통
적인 권위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84) 이는 慶長 2년(1597)
秀吉이 작성한 書狀에서 잘 드러난다. 秀吉은 조선에 출병하는 大名
들을 감시하는(目付) 역할을 맡은 ‘이상의 7명에게 7매의 起請文(七
枚起請文, 즉 靈社上卷起請文)을 작성하고,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분부합니다. 忠功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은상(褒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御法度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이상의 7명 중 누구라고 하더라도, 八幡大菩薩으로부터 처벌받을 것
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85)
이는 해당 起請文群이 豊臣 정권 측에서 작성한 案文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의 ⓑ는 豊臣 정권 측에서
내린 靈社上卷起請文의 案文으로 추측되며, ⓔ의 경우, 동일한 필체,
일정 간격으로 諸大名의 이름이 써져있다는 점, 본래 기재되어있는
부분이 아니라 끝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한 花押과 血判을 찍은
이들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豊臣 정권 측에서 작성한 起請文에
차례차례 花押과 血判을 받아냈다는 千々和到의 주장은 부정할 수
없다.86) 이와 같은 양상은 秀吉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1588년 聚樂第 行幸 때처럼 일방적으로 起請文을 거두기 위하여
秀吉은 대부분의 諸大名을 羽柴氏로 기재하여 그들을 擬制的으로
羽柴氏의 一門으로 만들었다.87) 그러므로 해당 起請文群은 새로운
家督에 대한 家臣團의 충성을 서약하는 起請文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신인에서 알 수 있듯이 秀賴와 諸大名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擬制
的인 家督과 家臣團에 불과하였다.
84) 전통적인 권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秀吉의 시도는 秀次 사건을 기점으로
天皇의 권위를 다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秀吉은 권력의
안정에 따라 조정과 거리를 두었으나, 秀次 사건을 기점으로 秀賴와 함께 자주
參內하며 天皇의 권위를 다시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다. 박수철, 도요토미 정권의
추이와 천황 , 前揭 오다·도요토미 정권의 사사 지배와 천황.
85) 淺野家文書 260호.
86) 千々和到, 前揭 靈社上卷起請文 , pp.31-35.
87) 다만, 표 2.의 ⓖ에서는 그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連署할 大名
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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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秀吉은 起請文을 통한 충성 서약 이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였다. 동년 8월 3일, 五大老가 連署하고 御掟 및 御掟追加을
제정하였다. 특히 御掟에는 秀吉의 허락(御意) 하에서만 大名 간의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大名과 小名 간에 계약하고 誓紙를 작성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戰國時代에 大名 간의 姻戚
관계 형성은 화친 또는 동맹을 强固히 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는
주로 혼인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大名과 小名 간의 誓紙 교환이
일반적으로 통제와 종속 관계, 즉 주종 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졌음을
감안하면, 御掟의 두 조항은 大名의 세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88)
그리고 1598년(慶長 3), 秀吉은 자신의 사망을 앞두고 또 한 번
起請文을 징수하였다. 당시 작성된 起請文을 정리한 표가 부록의 표
3.이다. 해당 起請文群에 관해서는 상세한 연구가 있으므로,89) 본고
에서는 간략하게 다루도록 한다. 해당 起請文群의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秀賴에 대한 충성, ㉡ 1595년 제정한 御掟 및
御掟追加의 준수, ㉢ 五奉行, 五大老 등 각자 맡은 역할의 수행, 세
가지이다. 1595년의 起請文과 동일하다. 神文도 1595년과 동일하게
靈社上卷起請文의 형식을 취하였고, 勸請한 神佛도 동일하다는 千々
和到의 분석이 있다.90)
작성자는 五大老와 五奉行, 그리고 德川家康의 아들인 德川秀忠
(도쿠가와 히데타다), 前田利家의 아들인 前田利長(마에다 도시나가)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신인의 경우, 五大老 측이 작성한 문서에는
五奉行이, 五奉行이 작성한 문서에는 五大老, 그 중에서 특히 德川
家康과 前田利家이 수신인으로서 이름을 올렸다. 표 3.에서 알 수
88) 淺野家文書, 제265호, 제266호. 이에 관해서는 三鬼淸一郞, 御掟・御掟追加を
めぐって , 豊臣政權の法と朝鮮出兵, 東京 : 靑史出版, 2012.(初出, 日本近世史
論叢 上卷, 1984.) 참조.
89) 谷徹也, 前揭 秀吉死後の豊臣政權 , pp.3-6. 千々和到, 前揭 靈社上卷起請文 ,
pp.28-36. 참조.
90) 千々和到, 前揭 靈社上卷起請文 , pp.35-36. 다만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
에 血判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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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五奉行은 五大老를 수신인으로 두 통의 起請文을 작성하였
고,(④, ⑩) 五大老는 五奉行을 수신인으로 여섯 번에 걸쳐 起請文을
작성하였다.(③, ⑤, ⑥, ⑦, ⑧, ⑨) 五奉行은 개별적으로 起請文을
작성하지 않았고, 수신인으로서 기재될 경우에는 다섯 명 모두 기재
되었다. 반면에 五大老가 작성한 여섯 통의 起請文 가운데 한 통만
다섯 명이 모두 連署한 起請文이고, 나머지는 주로 前田利家와 德川
家康이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五奉行은 집단적인 성격이 강하
고, 五大老는 前田利家와 德川家康을 양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595년과 마찬가지로, 五奉行은 豊臣家의 家臣團, 五大老는 豊臣
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大名 집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五
大老는 豊臣氏이나 羽柴氏를 칭하지 않았다. 이는 起請文을 매개로
諸大名을 豊臣家의 一門으로 끌어들이고, 그들로부터 家督에 대한
충성을 다짐받는 방식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五奉行이 起請文을 명분으로 삼아서 五大老, 특히 德川家康을 견제
하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91)

91) 이는 秀吉 사후의 豊臣 정권 구상에서도 드러난다. 谷徹也는 해당 起請文群의
분석을 바탕으로, 秀吉이 五大老에게 집단적 정치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들
에게 실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石田三成 등 奉行衆이 起請文을
근거로 德川家康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谷徹也, 前揭 秀吉死後の豊臣政權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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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고에서는 豊臣秀吉 起請文의 양식과 기능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았다. Ⅰ장 1절에서는 戰國時代의 對 起請文 인식을 파악하였다.
起請文은 인간 간의 서약을 위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변화 과정에서 血判과 수신인의 기재와 같은 형태적인 요소가 나타
났다. 다만, 神佛의 권위를 긍정하는 인식과 부정하는 인식이 공존
하고 있었고, 특히 神佛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起請文
이라는 형식을 사용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Ⅰ장 2절에서는 秀吉이 작성한 起請文을 살펴보았다. 秀吉이 작성
한 起請文은 총 4건으로, 그 활용 양상은 戰國時代 후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血判과 추가적인 神佛의 勸請은 起請文의 신뢰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졌다. 특히 神文은 秀吉의 정치
적 지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勸請하는
神佛의 증가, 불교계의 神佛 勸請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秀吉이 ‘起請文의 교환’이라는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Ⅱ장에서는 豊臣 정권의 起請文 정책을 살펴보았다. 秀吉은 關白
이 된 이후 起請文을 징수하기만 하였으므로, 그가 징수한 起請文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1절에서는 1588년(天正 16) 聚樂第 行幸에서
諸大名으로부터 징수한 起請文을 분석하였다. 해당 문서는 秀吉의
명령에 따라 諸大名이 後陽成 天皇에게 바친 起請文이다. 작성자는
行幸에 참석한 諸大名 29명으로, 그 중 23명이 豊臣氏를 칭함으로서
擬制的으로 豊臣家의 一門이 되었다. 秀吉이 天皇을 비롯한 朝廷 측
에게 進上한 토지와 세금 징수권, 즉 秀吉 개인과 朝廷 간의 계약에
諸大名이 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인 동시에 諸大名을 天皇―
關白―諸大名이라는 지휘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起請文의 神文을 보았을 때, 해당 문서는 秀吉과 後
陽成 天皇 간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諸大名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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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는 제삼자로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당 起請文의 작성
과정에서 秀吉은 行幸이라는 朝廷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先例를 지키지 않는 양면적인 측면을 보이는데, 豊臣 정권의
성격과도 직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Ⅱ장 2절에서는 1595년(文祿 4)의 秀次 사건 이후로 거두어들인
起請文을 분석하였다. 豊臣家의 家督이자 關白이었던 秀次를 추방한
秀吉은 嫡子인 秀賴를 家督의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秀賴가 어렸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秀吉은 奉行衆과 諸大
名으로부터 秀賴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起請文을 거두어들였다.
해당 起請文群은 秀賴에 대한 충성의 서약, 秀吉이 제정한 法度의
준수, 각자의 역할 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靈社上卷起請文은 서약의 틀림없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
되었다. 이는 神佛이라는 전통적인 권위까지도 최대한 활용하려는
秀吉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활용은
전통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소 나타난 豊臣 정권 후기의
특질을 잘 보여준다.
이는 1598년 起請文群도 마찬가지이다. 起請文의 내용 및 神文은
1595년의 起請文群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五大老가
豊臣家 외부에 위치하면서 豊臣 정권의 성격이 豊臣家를 대표하는
五奉行과 豊臣家 외부의 五大老로 대표되는 諸大名 간의 연합체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이는 諸大名을 擬制的인 豊臣家 또는 羽柴
氏 一門으로 끌어들이면서 秀吉 또는 秀賴에 대한 충성을 起請文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秀吉의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Ⅱ장에서 다루었던 起請文은 모두 豊臣 정권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두어들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해당 문서들의 성격이 기본적
으로 충성을 서약하는 起請文이기 때문이다. 聚樂第에서는 天皇을
필두로 하는 朝廷에 대한 충성을, 文祿 4년 이후에는 秀賴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 각 起請文의 기본적인 목적이었다. 이와 같은
起請文 활용 양상은 戰國時代 이전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새롭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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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秀賴가 豊臣家의 家督을 상속하게 되면서
秀吉이 靈社上卷起請文이라는 형식의 神文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秀賴에 대한 諸大名의 충성을 확실하게 보장받으려고 노력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秀吉의 起請文 활용 방식은 織田信長보다 足利義昭의
그것과 유사하다. 織田信長은 起請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세력과의 화친 또는 동맹을 위해서만 起請文을
작성하였고, 起請文보다 起請文을 작성하는 절차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92) 반면에 足利義昭는 起請文을 매개로 삼아 大名들과 주종
관계를 맺고, 이를 토대로 중앙 집권의 강화를 지향하였다.93) 이는
聚樂第 行幸을 기점으로 나타난 秀吉의 起請文 활용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秀吉은 起請文을 작성하게
할 뿐 그에 대응하는 起請文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秀吉이 자신과 諸大名 간의 관계를 豊臣家 내부의
家督과 一門의 관계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나타났다.
그리고 足利義昭와 마찬가지로, 秀吉은 자신의 권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起請文을 활용하였다. 聚樂第 行幸에서는 天皇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부족한 대의명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起請文을 활용
하였다. 文祿 4년 秀次 사건 이후로는 神佛과 天皇이라는 전통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起請文에서는 靈社上卷起請文
형식의 채택으로 나타났고, 豊臣 정권이 징수하는 起請文의 형식이
靈社上卷起請文으로 통일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秀吉의 起請文 활용 양상은 近世 江戶
幕府의 起請文 정책에 일부 계승되었다. 江戶 幕府 시대에도 幕府에
起請文을 제출할 때 정해진 형식의 起請文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江戶 막부 초기에는 새로운 將軍의 취임 때 起請文을 제출
하지 않고, 새로운 將軍이 새로이 法度를 제정할 때 이를 존수하겠
92) 竹本千鶴, 前揭 織田信長と起請文 , 참조.
93) 水野嶺, 足利義昭の大名交涉と起請文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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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起請文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94) 이 또한 豊臣 秀吉의
起請文 활용 양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江戶
막부의 起請文 정책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藩과
幕府의 정책 차이 등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江戶 막부의 起請文 정책이 豊臣 정권의 그것에서 많이
영향 받았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豊臣 정권의 起請文과
近世 起請文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연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 했던 靈社上卷起請文의 채택 경과 및
배경, 靈社上卷起請文에 나타난 神佛의 분석,95) 이와 같은 起請文
활용이 다른 종교 정책과 어떻게 연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놓도록 한다.

94) 大河內千惠, 江戶幕府の起請文制度 , 前揭 近世起請文の硏究, 참조.
95) 해당 작업은 佐藤弘夫, 前揭 起請文の精神史에서 시도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학계의 인정을 받지는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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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羽柴秀吉이 작성한 起請文
일시
㉠ 1577년
(天正 5)
㉡ 1579년
6월 5일
㉢ 1582년
6월 4일

수신인

주요 내용
- 영지의 安堵
小官兵 御宿所 - 인질의 문제
- 黑田孝高의 공적 치하
계약을 제시
中川瀨兵衛尉 -- 형제의
中川의 영지 安堵 문제
毛利輝元
吉川駿河守
- 織田軍과 毛利軍의 화친
小早川左衛門督
長岡兵部大輔 - 藤孝 父子 보호 약속
㉣ 1582년
7월 11일 父子

血判
無
*1
無
有
有

神文
日本國中大小神祇,
특히 愛宕, 八幡
日本國中의 大小神祇,
八幡大菩薩, 愛宕, 白山
日本國中의 大小神祇,
특히八幡大菩薩·愛宕·
白山·摩利支尊天,氏神
梵天·帝釋, 四大天王,
모든 日本中大小神祇,
八幡大菩薩,天滿大自在
天神, 愛宕·白山·氏神

* 1. 해당 起請文은 현재 확인 가능한 史料가 寫本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血判의
유무를 알 수 없다.
* 출처는 다음과 같다. 黑田 =黑田文書96), 信長 =增訂 織田信長文書の硏究97),
武家 =武家事紀, 細川 =細川文書98).
표 2. 秀次 사건 관련 사항 및 起請文 목록
일시
작성자
수신인
1595年 7월 8일
秀次 高野山으로 추방
ⓐ 同年 7월 12일 石田三成, 增田長盛 없음
ⓑ
미상
미상
同年 7월 15일
秀次 자살
ⓒ
宮部繼潤, 前田玄以,
前田利家
ⓓ 同年 7월 20일 宇喜田秀家
富田一白, 長束正家,
ⓔ
織田信雄 이하 30명 石田三成, 增田長盛
德川家康, 毛利輝元, 불명
ⓕ 同年 7월
小早川隆景

형식 출전
靈社上卷 木下
靈社上卷 毛利
靈社上卷 木下
불명

毛利

96) 兵庫県史 史料 編 中世9, 1974.
97) 奧野高廣 編, 增訂 織田信長文書の硏究 上, 下. 東京 : 吉川弘文館, 1988.
98) 永靑文庫叢書 細川文書 中世 編, 東京 : 吉川弘文館, 2010. (이후 細川文書
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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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黑田
信長
武家
등
細川

同年 8월 3일
御掟 반포
前田玄以,
ⓖ 同年 8월 20일 宗義智 이하 22명 長束正家, 增田長盛,
木下
石田三成 靈社
石田三成, 없음
ⓗ 1596년 1월 23일 前田玄以,
靈社上卷 木下
增田長盛, 長束正家
* 해당 표는 矢部健太郞, 前揭 秀次事件と血判起請文 掟書 の諸問題 , 표. 1.을
참조한 것이다.
* 출전은 다음과 같다. 木下 =木下家文書, 毛利 =毛利家文書.
표. 3. 慶長 3년 起請文 일람

일시
작성자
수신인
① 1598년 7월 15일 (諸大名)
前田利家, 德川家康
② 同年 7월 15일 (諸大名)
③ 同年 8월 5일
前田利家, 德川家康 五奉行

조항
5개
3개
8개

④ 同年 8월 5일

五奉行

9개 歷代, 慶長

⑤ 同年 8월 8일

前田利家
五奉行
德川秀忠, 宇喜多秀 五奉行
家, 前田利長
德川家康
五奉行

⑥ 同年 8월 8일
⑦ 同年 8월 8일
⑧ 同年 8월 8일
⑨ 同年 8월 10일
⑩ 同年 8월 11일

前田利家, 德川家康

출전
毛利, 島津,
慶長
慶長
慶長, 松井

9개 慶長, 竹中
10개 慶長, 竹中
3개 慶長, 竹中

前田利家
五奉行
3개 慶長, 竹中
毛利輝元, 宇喜多秀
家, 前田利家, 德川 五奉行
3개 毛利, 慶長
家康, 小早川隆景
毛利輝元, 宇喜多秀家,
五奉行
前田利家, 德川家康, 3개 歷代, 竹中
小早川隆景

* 본 표는 谷徹也, 秀吉死後の豊臣政權 , 표. 1.99)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 五奉行은 長束正家, 石田三成, 增田長盛, 淺野長正, 前田玄以, 5명을 뜻한다.
* 출처는 다음과 같다. 毛利=毛利家文書, 島津=島津家文書, 慶長=慶長三年誓
紙前書, 松井=松井家文書, 歷代=松井古案, 竹中=竹中氏雜留書.
99) 谷徹也, 前揭 秀吉死後の豊臣政權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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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豊臣 정권이 거둔 起請文 일람.
일시
작성자
수신인
1587년 水野久右衛門 (없음)
6월22일 尉 등 20명
1588년
4월15일
1595년
7월~8월

비고 및 神文
大日本國中六十餘州
大小神祇, 별도로는
天滿大自在天神, 八幡
大菩薩, □□
日本國中 六十餘州
- 德川家康 외 金吾殿
- 秀吉의 御料所, 地子 大小神祇, 특히 王城
5명
(小早川
進上, 知行 安堵 준수. 鎭守, 별도로는 氏神,
- 諸大名 23명 秀秋)
- 秀吉 명령에 따를 것. 春日大明神, 八藩大菩
薩, 天萬大自在天神
石田三成 외
대한 충성.
-총 起請文 : 9통.
奉行衆 4명 奉行衆-없음. -- 秀賴에
秀吉의
法度
준수.
-血判 : 대부분 有.*²
德川家康 외 諸大名-奉行衆. - 公儀에 대한 충성.
-靈社上卷起請文.
大名 49명 *¹

五奉行,
1598년 五大老
7월~8월 德川忠秀,
前田利長 *³

주요 내용
- 秀吉의 諸法度를 위반
하는 인물, 행위를 보고
할 것.

諸大名-五大老
五大老-五奉行
五奉行-五大老

- 秀賴에 대한 충성.
- 秀吉의 法度 준수.
- 公儀에 대한 충성.
- 역할에 대한 서약.

-총 起請文 : 10통.
-五大老은 개별 작성
-五奉行은 단체 작성.

* 1. 矢部健太郞, 秀次事件と血判起請文 掟書 の諸問題 , 표. 1.100) 참조.
* 2. 島津義弘은 花押과 血判이 모두 없고, 井伊直政를 비롯한 몇몇 大名은 명단을
작성한 다음 花押과 血判을 삽입한 흔적이 남아있다.101)
* 3. 阿部勝則, 豊臣五大老 御奉行についての一考察 표. 1.102) 및 谷徹也, 秀吉死
後の豊臣政權 , 표. 1.103) 참조. 史料에서는 石田三成 등을 年寄五人, 德川家康 등을
御奉行五人으로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명칭인 ‘五奉行’, ‘五大老’를 사용한
다.
* 출처는 다음과 같다. ねね=ねねと木下家文書, 聚樂=聚樂第行幸記, 誓紙, 誓
紙一卷, 毛利=毛利家文書, 木下=木下家文書, 島津=島津家文書, 慶長=慶長三
年誓紙前書.

100) 矢部健太郞, 前揭 秀次事件と血判起請文 掟書 の諸問題 , p.281.
101) 矢部健太郞, 前揭 秀次事件と血判起請文 掟書 の諸問題 , p.281. 표 1. 보충
설명 1번.
102) 阿部勝則, 豊臣五大老・御奉行についての一考察 , 史苑 49(2), 1989. p.81.
103) 谷徹也, 秀吉死後の豊臣政權 , 日本史硏究 6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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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ねね

聚樂

毛利,
木下

毛利,
島津,
慶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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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 要旨
起請文とは、中世を象徴する文書形式の一つである。それゆえ、今
までの起請文研究は時期的に中世に集中してきた。それに対し、最近
では戦国時代や江戸幕府の起請文が盛んに研究されている。とくに、
東国の戦国大名の起請文活用に関する研究が主流になっている。
だが、このような先行研究には戦国時代と近世の間に位置する織豊
政権の起請文に関する研究は数少なく、研究されているのもほとんど
文禄四年（一五九三）秀次事件以後のことが多い。近世起請文研究に
おいても、織豊政権の影響は考えられていない。しかし、豊臣秀吉は
政治的に重要な場面で起請文を活用する傾向を見せるが、その原因は
未だ究明されていない。特に秀次事件から「霊社上巻起請文」という
形式の起請文を取立てたが、その原因や背景もまだ明らかにされてい
ない。
このようなことを解明するためには、秀吉が作成した起請文と豊臣
政権が取立てた起請文群を対象として研究する必要がある。先ずは、
秀吉が作成した起請文の特徴を把握する前提として、戦国大名の起請
文の活用の様子を確認する。戦国大名は上下関係・対等関係を前提に
起請文を交換した。そして起請文の真偽を判断するために「血判」と
いう要素が使われた。「血判」は、文書と作成者を直接結びつかせる
ため使われたと思われる。受信人を記載することも同じである。この
ように「文書と受信人を結び付ける」ことが一般化されたのは、戦国
時代に起請文が人間同士の契約を記録するために作成する文書として
認識されたからである。しかし、起請文が人間同士の契約を記録する
文書として認識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が、その本質である「神仏の
権威」を否定することではない。弱化されたとはいえ、神仏の権威が
人々に対して影響力を持っていっ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
さて、秀吉が作成した起請文として現在確認できるものは計四通で
ある。期間は天正五年（一五七七）から同十年までである。その起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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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を分析した結果、彼の起請文活用様相は戦国大名のそれとほとんど
合致する。神文に勧請する神仏の数が徐々に増えること、そして勧請
する神仏が大凡地域性がない神仏であること、京都を治める地位に
なってから仏教系の神仏が登場したのは特徴的である。整理すれば、
彼は人間同士の契約のために起請文を活用し、必要に従って血判を据
えるとか勧請する神仏を追加するなどの様相を見せる。それ故、彼の
対起請文認識はほかの戦国大名と類似的であったと評価できる。
天正十五年（一五八八）の聚楽第行幸において取り立てた起請文は
秀吉と後陽成天皇の間で行われた契約を諸大名が遵守すると誓約した
ものである。天正十六年四月、秀吉の家である聚楽第に天皇が行幸
し、その二日目に諸大名が起請文を作成した。その内容は行幸に参加
できたことに対する感謝、天皇家及び公家、門跡宛の知行を永代守る
こと、秀吉の命令に従うこと、三つである。
この起請文は「聚樂第行幸記」によれば、秀吉の命令によって作成
されたもので、その宛先は後陽成天皇である。当該起請文の特徴は、
第一は、連署者のほとんどが豊臣氏を称していることである。これは
秀吉が個人的に進上した知行などに諸大名を関わらせるための装置で
ある。第二は、案文や返答に該当する起請文がないことである。諸大
名が該当契約の当事者ではないからである。諸大名は第三者として、
その契約の遵守を誓約したのである。これは該当起請文の神文に勧請
された神仏が秀吉と後陽成天皇と関係ある神仏だけであることからも
窺える。第三は行幸において起請文を作成する先例がなかったことで
ある。秀吉は諸大名を擬制的に豊臣家の一門に化させて天皇―關白―
諸大名という体系を作り出した。そのため、秀吉は先例を遵守せず、
三日予定の行幸を五日に変化し、それを祝いするという理屈で土地や
地子を進上した。そして、それを守らせるという名文で起請文を作成
させ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起請文の活用方式は、戦国時代のそれと
類似であると言える。しかし、秀吉と諸大名の一門関係があくまでも
擬制的なものであった点が違うところである。恐らく、秀吉が行幸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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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う行事を催した理由は、このような関係を作り出そうとしたからで
あろう。
文禄四年、関白兼豊臣家の家督であった豊臣秀次が秀吉により追放
され、遂には自殺する事件が発生した。そのとき、秀吉は奉行衆と諸
大名から起請文を取立てたが、その理由は新しく豊臣家の家督になる
秀頼に対する忠誠を強制することである。この時、諸大名は羽柴氏を
称して、秀頼と諸大名は家督と一門の関係を成したのである。そして
神文として「霊社上卷起請文」という形式を採用したが、その理由は
恐らく神仏の権威を最大限に活用して、秀頼に対する諸大名の忠誠を
確かめたいという秀吉の願いが反映された結果であろう。
そして、慶長三年（一五九八）、秀吉の死亡前後に一連の起請文が
作成されたが、その内容や形式から見れば、文禄四年起請文群の延長
線上にあると評価できる。
整理すれば、秀吉の起請文活用の様子は基本的に戦国大名のそれと
類似であると評価できる。特に織田政権期の起請文はほとんど違いが
ないと言える。天正十五年聚樂第行幸の起請文の場合、忠誠を誓約す
る、もしくは命令や法度の遵守のために起請文を作成させるという様
式は類似であるが、天皇の権威を活用した点が特徴的である。
しかし、秀次事件をきっかけに、秀吉は「霊社上卷起請文」という
神文を採択することで、秀頼に対する諸大名の忠誠を確保させようと
した。これは、同年の御掟と合わせて、諸大名が豊臣政権に提出する
起請文が一定な形式に統一される結果になった。ひいては、以後江戸
幕府の起請文に影響を与え、近世の起請文が「形骸化された」と評価
される要因になっ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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