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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려딸
벚書編難이란 관점에서 볼 때 室머}時代는 폭톡한 시기이다"훌몇鏡~(東鍵)
을 편찬한 緣장幕府와 [쩌實紀J1(德川實*è) 블 편찬힌- 江戶幕府와 딸리， 室머1 백
부논 자신의 역사룹 기룩한 독차적인 사서를 면찬하지 않았다， 후대짱조가 자
신의 역사적 전풍성윷 대내 외에 과시하기 위해 전대짱조와 역사륭 편찬했던

종국과 딸리， 일본은 당디l 에 자신의 역사륜 71 붐하는 것이 하나의 륙섹이다‘

그려나 室IIIT幕府는 전대의 역사는 불콤 자신의 역사마저 소흘히 하고 있다‘
물혼 그렇다고， 15 대 240년에 이르는 실정박부와 사척을 기록한 벚뽑가 전
혀 없다논 것은 아니다‘ ~?t햄E프f\;記』외 IT'後鐵』이 있다. 그러나· 武家日記·室lIlT
記·室lIlT브代記라고도 하는 화영삼대기는 足利義滿·義持，義量의 투代에 한정되
며， l) 실정막부의 정사임을 표방하눈 후감은 江戶幕府에 의히} 개항직전의 幕宋
;뼈에 편찬흰 더l 불과하다， 2) r 종세콜 겸창·담북조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양분하

*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연구원

1) w 햄휩類從~ 26(雜部)
2) Iè後짧J(增듭] 增補1鋼史大系本) 분량은 347권， 팎록20원아며， 江戶싹부의 與簡者(將軍
의 f'if講올 맏은 뽑쩍i) 成島良讓이 막부명령에 의해 天保8년(1837) 부터 嘉永6년(1853)
에 결쳐 편찬하였다c(껴下德앓 r後鍵J， ~I행史大系합텀解趣上 솜)11弘文館，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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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양 시기의 차이점의 허·나로 역사서술의 유무를 거혼할 수 있지 않·는
가J3) 라는 주장또 있는데， 이 역사 사서편찬의 빈곤이라논 휠퍼J. 戰國시뎌}의 독
특한 성격율 치적한 것이따 4) 이와 같이 史學앗:..1:: 실정，전쭉시대는 。 l 렇다 할
특정이 없아 자연 연구자룹외 관심도 잃은 편인데，5) 딸려 말하면 비·료 이 점이

이 시기 사학샤의 가장 커다란 특정이라 활 수 있다.

그러나 실정막부가 꽁식으로 편찬한 사서가 없다고 해서， 바로 설정·전국시
대를 「無史홈j 다 「겨록부째 j 의 시기포 단정짓는 것은 콘란하다. 비록 사료적
가치와 뛰어난 역사적 관점을 지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정·전국시대어l는 武

家의 홍망생쇠흘 다훈 방대한 軍記記錄物!이 존재한다 史튼날룰 「역사를 서솔한

서책‘ 역사·서. 서적」이。l 란 정의에 끈거하면， 넓온 외마로 볼 때 군가기록불 역
시 사서의 일총이려 할 수 있다. 현재에도 『群書類從』·『續群뿔類從 g • W 改할벚籍

集魔』 풍에 실려 전해지는 여러한 기록들윤 그 대부분이 무수환 전환외 과정에
서 산앨되어 그 종 극히 일부분만이 남아 전해지고 았는 것이라 할 때， 본때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분향이라 합 수 있다，7} 그려나 이 시기찍 뚫記논 문학적

인 면에서 떨어질 뿐딴 아냐라， 사효적인 면에서도 일급사효라고는 할 수 없논
軍該類가 대부분융 차지하고 있다，
軍記기록불과 딸려 사료적오로 중요한 것이 이른바 rs 記」로 대표되는 古記
鍵이다. 고기록은 문현사료중 하나후 日本史學이l 서는 문헌사료를 古즐鍵·古文
뿔·古典籍으로 三分類동}는 것이 일반적이다'.8> 아 三者는 지솔자가 의 E늠하는
3) 합木農 r 中世ν〉“많想Jt1I:: J ， r岩폈講:~B 本歷벚J 26 ， 1월권3， (岩波1뽑店， 1977) , p.l 24
4) 伊료公失도 觀y. 戰國時代를 역사학 빈곤의 시꺼이며 괄목한 휩융아 보이지 않는 「실
천외 i양紀j 라 평가하고 였다:(同 w행編B 本史學史~， 校흥書房， 1972, p.l64)
5) 三浦周行은 六國史이후의 사핵사룹 젤錄ct德實錄·三{-t;î:r錄)에서 2종류로 분펴~련 것
이라 보액 그것윷 않홉府일기와 @銷쩔의 역사로 때벨하였q.. 그외 별요풍 3 벚응옳
f本의 역사서로 愚깥妙확 神皇iI짧記를 언급한 후， 실정·전국시대 λ}서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근서}초뚜토 념에가고 있다.(同 r 日本史學史觀說J ， ?B*벚σ)ìilf究J 第L輯，
岩波결톰[뷰， 1930). =1'1법의 아런 인식윤 통설화펴어， 이후 연구에 많은 영향을 쭈었다.
(板本太郞 『꾀j;:0')修벚 k 史學t ， :::f:t堂， 1958)

6) lrO 本國話大購典J， 小學館， 1974.
7) 彩浦明ZfS， ~戰國옮lt뀔σ)文쩔~， (월波를톰店， 1965), p3.
8) 기록·문서‘컸척이란 정·어는 물홀 01 전부려 있어 웠·지만， 明治初 黑板勝美어l 요1ð'~ 비

로소 문힌사료전판을 분류하논 1정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힌다(士田直鎭 「古代몇
힘輪J(記線)， 「岩波講iM B i>:歷史.dI 25 ~IJ卷2， 1976η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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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차이에 의히l 구별된다. 문서란 자가외 의지를 흑정 상떼어l 게 전닿하는 것

을 목적요로 한다. 書~(편지}처볍 발송인파 수춰인 0] 존재한다‘ 전적(編著라고
도 햄은 차기의 사상파 지식을 불특정한 상대어l 게 첸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기록은 기숲자기 자기 비망을 목썩으로 한 첫으로 B 記효 대표완다. 반드
시 室때時代에 국한펴쓴 것은 아니지만， 古x뿜와 더불어 그 당시의 기록불로

서 까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이 일기(고기록)이다.9) 일기는 탕데 기록이가 때

문에， 사료로도 중요하며 당대인외 의식용 이해"i5}논데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하

다. 특히 일본의 껑우， 일기논 딴순히 개인비망월- 이상의 의미를 갖는네， 그것
온 일기자채가 거와 에외 없이 子孫이나 他人의 열람을 전제로 쓰여졌기 때문
이다. 그렌 점에서 일기는 웰종의 참고서라고 힐-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도 興福좋 大乘院 門해; 尋;엠:의 일기인 F大乘院’꽉社雜

專記~~(여하 특별한 경우가 아년 한 잡사기효 약칭합j 를 분석하고자 한따. 織æ
信長에 의한 歡山뺏燒로 인해 延層휴사료가 궐일되고， 많은 중서l 사료가 전판으
로 인해 산일 된 현재， 잡사기룹 중심으로 홍복사에 전해지는 諸7] 확온 다소
과장훤 풋 하지만 r종세란 암혹계에 비추어진 한쫓기 光明J 10) 이라 지챙휠 척

도 었으며， 잡사기의 뛰어난 관찰과 세벌한 펼치는 「당대의 얼기종 백미 J 1 1)라
평가되고 었다 본고는 이러한 좌사기블 중심으로 그 성립과정과 내용광 구처l

적으로 분석하여， 등휠IIIJ. 戰國시대 기록물의 실생·에 접근하고자 한다.

9) 이에 대한 사척해제‘문’현해셜은 여러 종류까 있다. 비교적 최선으로 것으로 竹內理
프·廳澤i행職鼠 F 史籍解題離典』上(古代‘ cþ世編， (東1Ri흥tI:l 版
l ， 1986) 이 간변하다. 잡지
류이키는 하나 총십 Ã}가 접관하기 쉽게 서솔펴어 있는 r 日本歷몇「古記錄」總魔上(古
代·中1빵:篇)， (新人物往來떼1 :， 1989)도 비교적 유용하다.!E q융訂版國書總、目錄~， (岩波
흙店， 1993-1994)은 띤代부터 幕末에 이르는 모든 푼헌사료의 活字=*여부， 寫本·版
本.9-1 所藏|圖홉햄名퉁용 명기하고 있어 사서검색에 매우 편려한 공구서이다.
10) 표善之助編

1978.

『大舞院츄社雜事記Æ

(원래는 1931 년

1(增補續벚料大成本)

r 刊行φ趣읍J ，

臨川뽑店，

敎書店에서 간행). 아하 「雜事륨G.l~ 略稱함.

11) 永島福太郞 r 大乘院걷flii꿇똥광記 1<: -") 1，、 τ 」， 『야".Ut社會 σ)基本構造~， (쩌|茶ν〉水書房，

1955) , pA58

196

東亞文化 第39輯

1.

IT'雜事홉냥』으} 成立

잡사기의 저자 尋尊은 永享2년(1 430) 8 월 7 일 關白

{앓짧良의 다섯째 아플

로서 태어났으나， 永훈 10 1션 (1438) 8 월 당시 大젠J(奈良) 興福극툰 大乘院 門없i(天
뿔家，觸家출신 송려) 經뽑이 징μ꾼 足fU義敎에 워해 추방되자， 그의 후입자로
통년 12월8 일 대숭원에 入室하게 되었다 12) 公聊子弟의 사원입실온 탕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ZF安후기여러l 잉여 꽁경자제와 사원진출은 시원귀족화
와 뎌불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심존은 익익년(1440) 11 월 11 세로 출가하였고， 통년 12 월 受械룹 받아 송려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옥고 康포2년(1456) 2월 27 세를 맞아한 심존은 흉복사플
총팔하는 최고직 別當(극뚜獨에 취입하였고， 왕성한 활풍을 전개하게 된다 13) 雜

事記는 이려한 섬좀의 쩨반 활똥과 관련환 사항올 적은 공척 성책아 장한 개인
일기로， 별당에 취엄한 康正2년이후 본격적으로 쩍기 시작하였다.
그런테 잡사기획 명청이 처음부터 「大乘院몫社雜事記」였떤 것은 아니었다.
明治초년， 홍복사 대숭원이 펴l 절되어 문서기획이른바 「대숭원문서 J) 때부분융
內關文庫에 이관하였갈 때， 흉문고가 섭존과 그의 제자 經환의 일기를 합쳐 편
의상· 입의적으로 뿔인 컷에 불과하다)4) 탕초 심존온 자신외 일기를 『휴務행짧
請』이려· 하였고， i5) 別堂을 사퇴힌· 長視3 년(1 459)3 월 이후에는 이른· 댐社雜事
記」라 개청하였다 16)

그런데도 내각문고가 끔이 이것을 대송원사사잡서기라고 한 것은 장시카쩍
傳짧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大乘歸을 비롯하여 τ경·서 門主외 일기논 개인의 사유물이 아년 일총의 公勳

로서 대대로 전송되었다. 문주가 입적하께 되변， 일기는 정려되어 상지에 넣어

12) W雜파記』 應仁3 꺾'4섬 1M 條
13) 同上
14) W雜웰즙2~ 1의 fL {1lj
15) 행請(~좁웹이란 법회에 참석해야 할 송혀의 。l 룹을 連記하여 올려는 문서륜 발한다.
別뽑(휴獨아 직접 훌훌名허·며j 이것이 다른 각종 문서를 대표핸다. 겸국 문서의 발급
을 워시한 諸사무집행의 기록이 사우방청회청이다.

16) 썼木良_， w j;:乘~i뿔社雜별:記 - ;b 0 門關땀{펀θ)沒落σ)記歸 -‘~， (.f L 7.- l , 1983) ,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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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후때에 불려주제 된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 자연히 뽀擔이라떤가 표
지의 피-손，흙尾部와 켈손도 생기게 되고 수선과 보완도 이루어지제 된다. 이러

한 수선펴 보완어l 즈음해서 새로운 표지가 작생되는더1) ， 바로 이 때 잘못련 이
름이 붙여지는 겸우가 많았다. 심존의 후계차로 永正3 년(1506) 에 다f 숭원에 입
실한 經尋{九條尙經의 子)도 심존의 잡사기의 체재를 본받아 일 7) 룹 적었는데，
잡사기툴 잇논다는 의미에서 『훤院雜要쩨)~과 하였다 그련데 후대에 이것을 수
선활 때 「옳社雜事記」라고 적었다. 표지가 망설되었기 때문에 표지블 덧불이논

수산작업윷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사잡사기로 잘못 척온 것으로1 이것은 심
존의 잡사기가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 때문에 후대사함이 착각한

것이다‘ 그려하여 경심의 시·원잡요초도 잡사기라 하게 되어， 아옥고 병치연간
냐}각문고에 소장되었을 때3 동 문고는 이것에 전부 바깥 표지활 새로 불여 大
乘院극￥쩌;雜學記라 하였떤 껏이다 17)
한편 1931 년 츠敎書店에서 출간된 tl의 꽁간본 F 大乘脫딪놓社雜事記』는 심존，

경섭의 일기에다가 역사 심존의 제자였던 政覺의 일기까지 포함해 三代의 일기
룹 총망라하여 편찬하려 했다 19) 그 이유룹 tl~는 다읍펴· 같이 언답하고 있다.

대숭웬사사잡사기는 보풍 섬혼."생각·경심어} 으쐐 기록된 일기 약 百九十

冊옳 말한다. 이번 깐행에 즈읍해서는 이것에 약 七十冊옳 더하기보 했다. 이

는 사사잡사기란 명칭윷 불이지 않고， 끊務方諸캘隔(책尊월·尋尊大增IE記，政
쌓大뼈正記·經훌훌記 흉외 명칭윷 불여 별종의 71 혹처럽 간주퇴는 껏올， 병칭에
의거하지 않고 기록·의 생짚어} 외해 일원의 大系안에l 포함하는 것이 적냉·하마
고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모두블 합쳐 디l 숭원사시잡시키라 칭한다 19)

끄러나 섬존분만으로도 처읍 예정했던 12 권에 도딸하였고 출판사정도 있고

하여， 심존편져와 r(大乘關日記目鐵융 첨부하얘 우전 간챙하는더l 그치게 되
었다 20) 따려서 현재 잡사기는 刊本외 맨에서 볼때 심존와 일기만을 지청하며，
17) 永島， 前抱論Y.

pp .443 -4 44, p.450

또한 심존의 일기에 대해서도 잡사71 의 표지가

파손펴어 새로 표지툴 적올 때 r훌훌쩔:爛ë J 라 적기도 하였다 r 機행앓』 풍에 r황.~빼

;‘B』란 서 명으로 인용되는 껏이나 현재까지도 집시카를 딸려 『혹훌尊細옹è~ 또는 『힐풍
尊大增正記』라고도 하는 것은 여기서 연유한뎌:

18) f無事記1 1 r JLØIJJ

19)

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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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사기를 심존의 일기와 똥일시송}논 견해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2 1)

그려나 잡사기는 대송원둔적 심존의 公的안 잎기 01 며， 따라서 잡시키틀 「尋尊

*慣正記q 라 하여 마치 개인의 私일기처렴 칭하는 것은 E↓탕하지 않다논 錫木
良

외 비판이 제기되는 풍，22) 결국 명청와 혼란윷 극복하키 위한 tt:fJ;;의 노력

은 尋尊大增1E記만이 대송원시·샤잡사기란 題名요로 公刊됨으토써 雜事記란 명
칭에 한총 더 혼란올 가흉시켜는 결파만 초래하였다.
캅사거의 분량과 서솔시기에 대해 여려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것도 이

려한 명칭의 혼란 때푼이다， 탕초 료의 공간본온 寶德2년(1 450)부터 7klE5년
(1508) 까지 198 권이 섬존분， 文明 15 년(1483) 부터 明應3년(1494)까지 37 권이
정각분， 永正 15 년(1 518) 부터 太永7 년(152η까지를 경십분으효 편찬하려 하였
다‘ 23) 잡사기플 삽존에 한정할 것인 7t， 정각·경섬까지 포함촬 것인7t， 아나면

內關文庫의 分類에 따를 것인 7t， a의 공간본에 따를 것인가 풍풍 참사가룹 어

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잡사기의 분량과 서슐시키는 판이하게 랄라지케 되는
것이다.갱)

II.

[J雜事홈페꽤 內容

잡시·기논 大乘院에 판련원 7] 사가 압도적요로 많고， 섬존의 사소한 선변칩 71

20) 커〈島， 前握1請Jt， pA4S.
2 1) 永島는 政짧大↑힘lE記·얻웰행記7~ 간행되면， 그것에논 r總*-乘院쪽社雜事휴바이라 명명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同上}‘ 2러나 정각의 일기는 현재 『政짧大뺨正記ÆC1::웹難榮

*"란 타이틀E료 細群혈릉類從fll行햄에서 간행중이다‘

22)
23)

注16) 과 同
Ii'雜횡記I 1 r 凡例」

24) 본고에서는 륙별한 언굽어 없는 한 雜事記는 이‘륜바 흥행尊大價正응tL 쪽 현재 꽁간환
üJ{;회 大乘院극뚜써t雜뽑記」를 지칭한다 이는 똥설이기도 하며， ~위木의 경우도 잡사기
룹 ;생각‘경심의 일기까지 포함옹F는 것느효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大
乘院극놓社雜행:記.;6 -Þ해|해f엽{낌σ)沒·짧(7)릅많옳~ 01 려 하여 r 어띤 분별송려 즉 심존J( 同?
前獨많r 뚫 zn' 혼")라Jl 하고 있듯이， 정작 서술은 심존에 국한되고 있디

憲冊·戰國R몫代 「記線」파 r 大乘院극놓떼雜事즙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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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수 포함회어 었다. 그려나 외례·의식에 치중한 대부분으l 公聊日記와 딸려，

잡사기는 향시 중요챙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7] 혹하고 있으며， 특히 應仁의 단
의 발발파 1 明應2년(1493) 의 細川政元의 7()년 靈材폐랩， 南山城 國人一縣5) 뭉
시『료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아 있다. 또한 장원경영의 실상，
法會에 판한 준비상황과 경비조딸파정(특히 反錢으} 부고1-징수)， 그에 따른 츄社

·무가영주· 백성 풍 諸세력의 갈흉과 폐랩，f-\-협 풍을 상서l 히 기록하고 있으며，
佛掌·연못의 造營·修理에 있어 職人·人*의 고용정발파정， 시함 수·수땅·임급，

寶材의 수령가껴 풍올 세셰히 언급흠김三 풍 실로 이 시대 莊園領主의 장원지배
의 실정파 상공업어l 판한 귀풍한 사효룹 날기고 있다. 그 와에도 세상의 소분·
여l 농，민속 풍은 물혼 본인외 꿈，神웹·미선 풍 이 당시의 의식과 사상을 알려주

는 각양각색의 기록은 다기하기 이를 데 없아 그 종류를 일일이 거론히.7] 어려
올 정도이다. 또한 雜事記내에 약 1900훤산일 훤 7년분을 감얀하면 추정 2100

통)외 古文뿔가 거의 원문 그대로 수록퇴어 있는 것도 뼈·뜨렬 수 없눈 부분이

따야) 바로 이 접이 잡사기가 첼적으로니· 양적으로나 일굽시·료로서 손색없다고
평가받고 았는 이유이다i
그런더l 잡사7] 의 전반쩍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P] 餘木이 자세히 분석하였
고，27) 또한 大和國人層의 똥향올 중섬으로 잡사7] 의 내용융 분석한 森田然二의

연구도 있다.28) 잡사기의 전반적인 내용파악온 이툴 연구성파로 충분하다고 보
여지며， 본고에서논 그 중에서도 잡사기의 핵심이라 생각되는 내용윷 중심으로
전통적인 권위와 불절·변용이란 쟁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이룹 지1 검토하고자
한다.

1.

r 下웹上」과 r 貴種」 觀念

잡사기에또 이 시기의 다른 공경 ‘사사일기플꾀 마찬가지로， 중세이레 유지

25) 南111城國一模는 日本벚빠究會·歷닷3學R자짧會編 ~I_/J城國~뽑自治 ε 平和창求i;강，
(東京大뺑lli版會， 1986) 첨초
26) 웠기<:， 前t!\l害.， pp.23-25.

27) I司上.
28) 森田悲ζ二 r大乘院갱fm않#팡記(1)짧깜EJ ， (fO果뿔院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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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어 온 전통척 권위설추어l 대한 위기의식아 두드러진다. 잡사가 곳곳엔 「下뺀
上之쪼」 , 「前代未聞」 · 「比興之事」 · 「珍짧」 · 「不可然事」 이 란 표현이 산견된다，
그랜데 펼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섭존의 궈총의식，판념이다. 측 심존。l
탕시 보편적 현상이었떤 下웹上 풍조어l 저항한 근거는 월種이란 그의 출신성

분에 있었다.
탕시에는 凡A이라 붙려떤 일반 평민풀신의 송려와 구분하여，29) 천황가·섭

가쫓산 숭려룹 貴種이라 활렸논데， 奈良에서는 홍복사의

乘院파 大乘院， 두

문적반이 이에 해당하였다. 귀종출선인 양문적은 비판 일반 평띤출신의 송려와

구분될 뿐반 아녀라， 일반 공경자체똘신인 院家와도 엄격히 구분되고 있었다.
풀혼 院家 역시 良家라 하여 귀종과 더불어 일반 범인출신의 송려오}는 다른 신
푼을 형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良家조차 귀총 섬존와 입장에서 보면 일반 凡
人과 크게 다르지 않았따)0) 잡시-기논 바로 이련 귀종외 입장에서 r 凡下의 대

두」라는 하극상 풍조를 비완하고 있는 것이다.

文明8年(1 476) 홍복사의 맙시인 中川훤의 輝웠송려와 學짧송려사여에 극놓院
領地어l 관한 푼챙이 발생하였다. 이유고 同年5 월3 일 興成(學꿨派)이환 자가 흉
복사의 사무집행기구인 六方31) 에 분쟁외 해결을 의뢰하게 훤디· 육방이 선충을
불려 경위룹 조시·하려 하7}， 선충혼 육밤중에 갖은 욕설과 비빙·올 핵부었옵 뿐

이~니라， 육방야 파견한 使꿇블과 合戰(칼부령)을 벌였다 32) 이에 대해 심존은
잡사기에서 다음과 같야 쩍고 있다.

때략 本촉라 하던 末츄라 하던 하극상의 때이다. 놀웰젠한 알약 이e싹파. 특·
허 말사늪 神·學 각각 J‘L下기· 홍째되어 대략 種性下겠외 무려뜰얘다. 옐-대여
니 ('1 욱 질서블 어지렵헐 것야다. 本-뿜는 꽁경요로부터 f흉 꽁어} 이르기까지

29) 凡人이란 딸웹 凡下라고 송}는데， 일반 히총백성，앓 지칭한뎌: 또한 凡人충에서 특히
열둥한 자， 창分야 천한 자룰 경·조하는 의1:'1로 凡下란 용어가 λ냉씌는 겸우가 있
뎌 j 田中엽 r待凡下考」， l; 史林~59-4， 1976, p.8)

30) ~新;事릅GÆ 康正2年2 月 21 답條
31) 六方은 六方::k累이라 하떠， 흥복사의 좋中·좋外의 i줍챙·諸院응용防을 ft3%方·표寅方·
辰ôiJ. 未$方·홈提院;션·龍花院方으로 여섯 집딴으로 나눈 송도외 총청으즙 方짧의
엔합체이다， 육빙·돼중은 「六方爾」을 조직하여 學{呂지휘하에 저l반사푸릎 처리캉}는

집행기관의 성격잘 지녔다 (~奈良市l표 通햇2， 吉J! I弘文館， 1994, pp.118-120)

32) w雜짧記，~ x明8 年5 月 3R 條

힐올뻐T. 戰國時代 「記錄」과 u' ::k乘院꽉짜嘴事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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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껴f 유-서가 있는 자윷이다 그러나 六方-f갈分외 무iO-1 들이 집회의 절정이라

하며， 兩門助;괴· 諸f?r;家 풍와 일~당 농딴한다. 이에 말사 또한 이를 본받아 이

보다 더 할 수 없눈 희유의 하극상융 지·행하나， (육망도) 말사를 처벌할 수 없
을 것이다. 이를 어찌 하겠는가)3)

육방 :J. 자신이 상위의 門助;과 院家의 l청령을 무시하고 있으나， 末휴가 육방

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섭촌은 이해하였다. 재지영주 짧徒
·國民의 때두와… 더불어 34) 홍복사내에서는 하총숭려인 육방중이 성장하고 있었

다， 심존에 따르면 「뛰어난 種性(可然種엠}은 쇠퇴하고 凡下·國民둥이 입선출
세 J35) 한 결과， 신분질서가 붕펴하여 r 근래 인칸플온 상하의 계급을· 알 지 봇한
다}6)는 하극상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種性下췄」은 딸려

「種性不足J .r種11:未練」 · 「種性者以外下컸」라고도 하는

데37)， 귀종 심존의 의식 속앤 이와 같이 「뛰어난 種性」과 r보잘 것 없논 種性」

이란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펴지배총에 대한 무시는 천끈대
지배총에 있어 보편적으로 보이는 愚民觀과 일백상통하는떼， 다만 륙이한 점은
종성의 우열이란 결국 귀종，양가·범인이란 血統에서 유래하는 출신성분에 의
한 것이며， 심뽕이 펴지배총을 천시하는 근거가 이러한 ·혈통에 있었다는 정에
주의합 펼요가 있다.

33) 同上
34) 무가와 사사세력간의 대립이 점차 격렬해 짚어l 따라， 興福츄는 大:5fD의 재지영주총
을 짧徒 .1;했民으로 편입하여 무랙을 강화하게 된다 중도·국민은 홍복사의 쭈된 무
장세랙이자 檢斷權(경찰·재편권)올 행사송}는 집행기구의 역할읍 맡았다 이플의 데
표가 興福뿔 갱f內에 거쭈ξ}는 이흘비· 官符짧徒(대략 20 인 정도)로 그 우두머리를

練梁이라 하였t:-1-. 홍복사의 兩門없;은 이블 공{부중.5ó:판 피판으로 삼아 이들외 무력
올 똥해 大처뼈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중도·국민은 념북조내란기， 용인·문병 난용
계기로 점차 門없의 뭔워마저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다(永검j福太郞~奈良

H용代σ){，뭘해G ， 中央쇼짧iiiJ:，

1944, pp .44-45)

35) r雜事記a 文明7 年5 月 10 日條 文明2年(1470)8 月 河內國에 뿔진한 大해랬 국인 趣智B:;
얘 대해， 심존운 이는 「和폈守護륜 복적요효 한다고 한다. 國民(이란 신분)모서는
과분한 생각이다 다만 近터 운 土民·傳외 계급(외 차이)가 보이지 않는 때이다J(r雜

事ãCj 文明2年8 月 5 日{없라고 적고 있다. 당시 재지영주흉의 신분상숭의지와 당시 사
회외 신분질서의 문란이 잘 드러나 있다，

36) ~雜갱i듬C~ 康lE3年3)큐 26 띄 條

37)

~雜事記』 文明 14 :i:f-12 月 9 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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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은 결국 上下階級의 문란이라 하여 사회계충의 문란으로 표현되고 있
지반， 심존의 잡사기에서는 그것이 種性의 문딴으뭉 파악되고 있었다‘ 종래와
같이 하극상올 단순히 계충·계급의 문란으호만 파악하는 것은 따당하지 않고，
이 시대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성이완 관냄까지툴 시야에
넣고 고찰활 펼요가 있다 하극생·은 종성올 기촉으로 형성환 중세적 신분질서
에 대해，38) r 種性j 쩔서의 해체를 요구동}는 운풍이란 속성모 내포하고 있였으나

이것이 비·로 심존이 우려하고 있었떤 下뺀上와 실체였다.

2

r 神짧-神國」論

잡샤거에는 장원에 관한 71 사가 압도적으로 많윤 분량을 차지하고 있디: 불

론 이것은 잡사71 만 그펀 것이 아녀며， 따른 꽁겸 ·사사일기도 기본적으로 이와
유시한 경향을 띠고 있다. 창원이야말로 尋尊와 귀좀관념을 현실쩍으로 판철시
켜 쭈는 울질적 기반이었으나， 여기에 심폰이 많은 관섬을 갖는 것온 지퓨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심존온 門敵領 창원과 그 경영어l 세심한 주의블 쏟
고 있으며， 무가새력의 홍복사령·문적령 침탈에 대해 격렬히 비판하고 있다
雜事記릎 딸려 와!:ü협領主 심폰의 기록이려39) 하는 것도 여기서 연유한다.

장원은 경제기반야자 생활터전요로， 오든 렇社는 。l 룹 지커기 워해 부단한

노력을 정주하였다‘ :￥iFct:領 장원은 기본적으로 神佛行事와 法웰를 매개효 성렵
되고 있었으냐， 어 ξ; 혹정장원이 大名·在地領主의 칩황윷 받아 米，燈油 동 행
사어l 필요한 불풍윷 사사에 랍부할 수 없을 갱우， 諸법회는 중지웰. 수 밖에 없

는 구초똘 갖고 있었다. 각좋 法會등에 소요되는 諸경비는 각각 특정 장원으포
부터의 공남으료 채원쳤으며， 이것은 원칙적으로 다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예콜· 풀어 興福뿔워 창설자라 할 수 있는 顧原不比等의 年료、法要

는 「本願협、」라 하여 매우 중시되었옴에도 불구하고， 文明元年을 최후로 하여

38)

r 古뼈생」 요소의 잔촌으토 보여지는 種姓(이블 문간으로 하는 선분질서·사회아냄)

에 대해 단면적으로는 많이 연답되고 있지만， 전변적인 분석아라 할반한 연구는 아
직 불충분한 상황이다? 우선은 黑田俊熾 r l=þ世α〉身分옮tlε 뽑戰觀;念J ， u" R 本中jjl:σ〉國

家￡宗敎‘n ， (깜波월댄， 1975) 를 참쪼

39) 錄木， 前擔떨，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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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해지지 않게 퇴었다. 그 이유늪 볍요의 料所인 越前國의 木田!.I에 대한
지배권올 상실하여， 정해진 編이 제대로 수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

잡사기 곳곳에 보이는 신빨혼은 이려한 무가세력의 천F社領 창원침활에 대한

대항논리의 하니였다. 장원을 침탤히…여 법회를… 어지럽히는 풍 츄社(佛法)에 펴
해를 입힌 지， r神敵佛敵J)41) 에거]， 팔법꾀 용호자인 신이 용서하지 않고 벌윷

내련다눈 주장이다. 불론 우장한 홍J복사대중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는 적극적
인 경우도 있지민F) 웅인·문벙 난 후 사사세력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이러한
행통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신벌론을 끈거로 창원침탈을 비난송}눈데 그치고
마눈 소국적인 행똥이 일반적이 된다.
이런 관념파 행워는 불법을 용호송}는 신이란 중세정통사상인 현밀불교사상
에 와거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사원촉의 다소 주판적인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가랭 심훈은 體仁·文明 난에 대해 「이번의 大亂 중 모은 大名은 하나도 낭김없
이 전부 神햄을 받았다J43) 라고 한다. 즉 諸때맹이 대란으로 쭉거냐 고생종}는

것， 다시 말해 때란 자체가 신뱅이라 이해한 것이다. 이논 섬종 휘하의 중도·국
빈에게또 동일하게 적용퇴어， 종도·국민이 문적의 명랭윷 위반하여 武家에 충
성을 다 하는 것， 다시 말해 武家奉公을 위해 쭉거냐 고생하는 것 그 자체가
신벨이라는 것이다~ 44)

분제는 이려한 神關論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재지영주총옳 위시한 무가
세력의 정·원침탈을 억처l 송}는 효과가 있었는지 하논 점에 있다. 사실 신벌론의
현실척인 기놓에 뎌l 해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따. 왜냐하면 부가세력의 사사랭
창원에 대한 첨탈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파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인의 대다수가 神罷에 떼해 캉한 위구심을 갖고 있었떤 것 또한

40) 짧木 퍼tr根書， p.56 반대로 없어진 神佛행사블 되살려는 행위는 상실한 장왼에 대한
권익잘 새로 회복송}는 일이기도 했다.

41) f雜事記』 文正元年園꺼 78 條
42) 옵山持國의 침활(大和宇簡ß) 에 대한 홍복-사 대중의 짱기 (f雜事記』 훔德3年9 꺼 298
{없， 七大촉의 閒門(~雜벌記』 康正元年8 月 10 티{않同 19 日뼈， 細111勝元의 兵}車關適짧L
에 대한 七大퓨폐문， 훈일사 폐맏， 神木動座(~雜事~Æ 寬正4年12月 118 條同148
倒，'iJj;觀觸와 사령캠당에 대한 항의모서 春日神木 이원『無휩[.~ )(&.元年4月 1
日{없， ‘춘일 λ)- --t;大경F 폐문(~雜事記文龜2年7 月 18 日爛 똥.

43)

"‘雜事記』 文明 7G年10 月 26 日 條

44) 鎬木， 前根書.，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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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λ}설이다， 總名행위가 그 란책띤 사례이다. 가령 「細J 11左京大夫盛惡造
意戰五社·七堂等可被購名J45) 이라 송}풋， 놓명이란 선불외 힘을 벌려 져l 심차에

게 별융 내려가를 비는 져주이다， 디l 상지·왜 이룹{名)을 적어 春日社頭에 묻고
(觸 저주의 기도뜰 올려기 때문에 놓명이라 하는데， 놓명당한 자는 미치거나，
악병에 시딸려고 심지어논 횡사한다고 당시인은 믿고 있었다， 46) 자기가 스스로

선에 맹서l 하여 워반사에는 신벨을 청하는 「敬自 天웹連覆起請文之事J47)으로
시작되는 기청분펴· 딸려， 놓병은 자기가 제삼자의 벨올 정한다는 점에서 특야

하다. 또한 기청푼이 일본 全國각지에서 보이는 것과 딸려 놓명은 주로 大和지
역에 현·청환다는 사실도 기칭문과 다른 접인데，48) 농명으로 인한 신벌의 결과
논 사망，49)

家· 同族間의 대 랩，50) 家의 단절，51) 發病，52) ‘沒落53) 풍 여 려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믿었다.
한편 神훌ij論파 며불어 무가와 장원첨딸을 제어하기 위환 때향논려기· 神國論

이다‘ 「神블아 보호하논 나화=日本」이려쓴 묵토룹 神聖視하논 관념올 핵섭으
로 동}는 선국사상은 일반적으로 일본전역을 그 대상으호 하고 있는데 반해，54)
캅사기에 보이는 神國論은 大5fD=神國이라는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있다.
大和國內에서는 他國홉선의 면:護·채지영주충의 領地지배를 연정하지 않논
것이 오래된 관려l 였다)5) 홍복사는 쳤n國oj r本朝無雙神國也J56) 라 하여

r옳

45) ~雜事記』 文明4年12月 78 條
46) r雜훔등Z~ 文明 17年11 月 25 日條·同 18年4 }1 21 目條·延德3年4 月 78 條 觸名을 당한 자

가 그 해체룹 갱하여， 神따t에 참배틀 하꺼나 2百‘앉아라는 막대한 금전을 보내 여l를
표한 경우포 었다c(~雜事짧 明魔年2月 20 딩{없

47) ~雜事記』 文明 19年5}큐 4 日條
48) 酒井紀혔 「名장體@엉-b J , ~ζ ￡↓￡σ?文it史j 中1世2(平}l社， 1989)
49) 中山親通e~雜필記』 짧正3年6 月 17 日{蘭， 大館敎.EI:(Ù'雜事記4 寬正4쳐"-7 月 7 티爛， 英寬
(香짧쩨 er 雜횡읍리」 文明 17年7 月 2313j짧， 高田.EI:의

아플(~雜事릉c. 長享3 if-2月 14 日

W

爛i 뿜 æ .EI:C 雜事등.~ 明應元年12月 1413j爾 홍외 ;영우‘

50) 옵 U니義就?細 [1勝元의 ;껑우{~雜事記」 寬正4年12 月25 日{蘭
51) 廣橋練顯의 경우{~雜패·記 o 文明 11 年5 月 15 日條·同 13年5 月 228 倒
52) 佑l ’ 1.6;; 父외 惡擔(雜事記a 文明11 年10月4 타爛， 古市民의 대관 北野山포計入道의
9휩!鐵『雜事記」 文明 17年8 月 12 터懶(이상 결국 사멤， 學乘房 賢Æ房의 중풍，종영i
(r雜휩記n 明願年3J경 1913 j劇 웅의 겸우.

53) 簡井， ，에i施·十市.EI:회 정우{~雜필등E뇨 文明 19年5 月 2913{없
54) 黑田俊雄 「中엔國泰 ε 神國，먼想」， 『日本中世σ〕關家 ε 宗歡』 참조

室U/T.戰國時fç r 응B鍵j 펴" r 大乘院펀社雜事記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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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t家手地也J57) 임을 좋곧 주장해 왔다. 겹창막부모 01 롤 폰중해 大:fO園

L가출신의 守護룹 두지 않았고 -乘院과 大乘院 兩문적으로 하여 守護
f을 대선하게 하였다~58) 그 결과 다}화국은 오랜동안 상대적으효 별다흔

캠와 침탈꿇 받지 않게 되었고， 01 것이 일종의 전통으로 확렴되어 있었
[;1] 大和-神國의식은 심존을 워시한 홍복사 총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
뀌화의 중도‘국민도59) 통시에 공유하고 있었떤 판볍이었다논 점에 주의

」가 았다. 또한 大져J=神國論은 반순히 판념상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

11 로 현실적으호도 기놓하고 있었다.

71f---(1494) 2 月 河內國의 守護 富山해順온 大和國人 萬歲~외 생·속지를
펴관이자 역시 대화국인인 布施~에게 그 지배권을 념겨주기로 약솜하
l련더l 실제로는 상속지와 3 분외 1 윤 布施~가 받는 것에 불펴·한 것으로

k

布施a:;는 은밀히 홍복사에 「神國에 부가의 給人이 入部하는 것은 회

J 6O)이라 주장하면서， 富山5<에 압력융 가해줄 것올 따진하였다‘ 섬촌은
민이 평소에는 휴門의 병랭에 따효지 않다가 필요합 경우에반 도옴올
l

비판하고 있으나，61) 아와 깥이 때회국의 神國의식은 홍복사 송려는

미 大和의 중도 국빈도 자신뜰의 이익을 위해 적뜸적으로 이에 홍조하

· 관념이었다，
神國관볍이 존재하는 한 累徒·國民은 門없1의 천통척 권위콜 여전히 펼
였고， 바로 이것이 문적 섬존이 존재혈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대화국
門劇의 권워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았던 것도 이와 같이 大;fiJ2j 재지영

도·국민이 大和-神國論에서 사상적오로 자유로올 수 없었기 때분이었

￥EB」 康표3年2月 8 日條
훌記r 文明9年9 月 23 日條

펴랴 文明2年8 月 58 條
進… rt업응]緣會幕府守護꺼쉬M훌:7)m究~(東京大學tB版會， 1971 , p.2) 및 同 r團r

~護ffjlll훌J)땀F찢E~ J::(東京大學I:l:l版會， 1967, p.2)
)침쪼
협려 明應7年2 月 20B 條

206

東亞文化 第39輯

우기·세력에 와한 사사령 莊園침활， 중도·국민·육방에 의한 下뺀上이란 시대

상황속에서포 門劇외 천통척 권위는 여전히 일정한 가능올 유지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장원침활과 하극상풍조만을 오로지 서솔헨· 것으로 보이는 雜事記
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에 비판올 가혈 수 있을 정토외 힘을 여전히 保持하고
있논 傳統勢力외 오랜 생행력이 서술되고 있다. 깝사기는 사사세력이란 傳統세
력이 결표Z 한솔긴-여l 급속히 몰락하지 않았으며， 무가세력파의 잘흉·대렵속에서
도 따협파 저항올 똥해 일정쩡도 살아남아， 屆折·쫓容해 나자는 과정에서의 부
첨을 생생하꺼l 묘사하고 있논 것이다.

맺읍딸
雜事記는 문서외 성격으로 볼 때 覺홈이며， 平安시대이래 公뼈lREE의 전통을
잇고 있다.뼈 다만 숭려얼기가 급증하는 室뻐T. 戰國시대 일7J 외 특정올 디}변하
고 있따는 점에서 단순히 공경일기의 연장으품만 보논 것은 다당하책 않다.
室IIIT. 戰國시대의 역사는 어느 --國 또는 어노 --大名의 興亡을 깨록한 實錄

이떤가 개인이 자신의 견푼을 기록한 覺書가 대부분윷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
되고 있다.6 4) 잡사기 또한 일기의 이흔바 覺뿔性이 철저하게 관철되고 었는례，
이논 꽁경일 71 회 전풍을 잇고 있는 점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학겠으나1 또한
이러현 설정·전국·시대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려다 r應仁期어} 있어셔 歷및意識으} 織亡J 6S) 이란 평가가 있뜻야， 잡사기에

62) 충포·국떤얘 비록 이전애 비해 성'*하였다고는 하지만， 홍복사로부터 왼천히 자렵
한 것은 아니고， 이틀은 여전히 흉복사 조직에 의존하고 있었다 r 學但·치方은 모두

중도 국민의 자식플이따J(~雜밟記』 文明5年10月 2 1EH蘭라고 하풋이， 아콜은 흉봄서‘

의 중추쪼적인 학허·육뱅·에 자제를 침투시켜， 이를 기반으로 적어 ξ 홍복사왜 뜻임
을 내세워 짧정책올 집행‘얄 수밖에 없었다，

63) 없木， 힘trt용협， p.26.
64) :ZP:.重遊 「좋웹R펀↑~ç’)歷였뽕、想“ 神皇正維등Bξ 太2F記 ε~ tiI뽕五代記 -」， F 티;，jq::.ö‘ 'H
歷햇Z恩想il)댔閒‘ll ， (휴JíI弘文館:， 1965) , p.15 1.
65) 今中寬司 r戰國·햇土挑U~將代σ〕應史맴、想、 - 歷뱃;핀;識σ)滅亡 ε 뺨生 J ，‘ H 本 t::.il'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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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뚜떳한 역사의식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이려한 접·사기외 내용에 대해 鎬
木처펌 「어떤 門關增댐의 &落의 記鍵」이라 하여， 단순히 r 沒落」으로만 파악하
는 컷은 따탱하지 않다. 웠種 섭촌은 「凡ÅJ 쓸와 대두~쓴 시대와 전환기의 와
중에서 그 다름대로 貴種외식을 가지교 디1 항하고 있었다. 후세의 관접에서 본

다면 「沒落」어l 불과하지만 그러나 섬존 나륨대로는 자신의 이익옳 지키기 위
환 생존의 혼적이 곳곳이 남겨져 았다. 꿇락해가면서도 때I뿔1論·神國論의 논려

활 니l세워 여전히 일정정도 생명을 유치하는 傳統의 힘윷 잡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기 이 접용 염두해 주고 보면， 종패 。l 시치의 傳統흉한力올 딴순히 r짧落j

의 판점에서만 파악해 온 것은 타랑하지 않고， 그 이변에는 다양한 움직임펴·
변회가 내재퇴어 있옴용 이해활 수 있다. 잡사기는 이 챔융 실로 짤 묘사하고

있는 설정·전국시때의 대표적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歷빗$면、;tE\‘!T)展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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