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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서론

17세기는  세계 으로 기상재변이 나타난 이른바 ‘ 氷期’로,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 볼 때 이 시기 기우제 련 기록은 크게 증가하 다.1)1)당시 기우제에

서는 암매장한 시신을 暴露시킨다거나 土龍을 훼손하거나 채 을 가하는 등의 

‘폭로의례’나 ‘기우제룡’의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지만, 차 유교식 의례의 비

*  이 논문은 2018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8S1A5A2A03034839).

** 충북 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 이태진, 1996 ｢ 氷期 천변재이 연구와 조선왕조실록｣ �역사학보� 149; 이 호, 2016 ｢1623 

-1800년 서울지역의 기상기후 환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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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고 있었다.2)2)유교식 의례에서 시되었던 것이 바로 기우제문이다. 기

우제문은 기우제의 흠향 혹은 設行 주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지만, 체로 가

뭄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언 하면서 통치자가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고 비를 

내려주기를 호소하거나 신을 질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어졌다.3)3)의례와 련된 

의 특성상 기우제문에서 작자의 개성이 발휘될 여지는 별로 없기에 기우제문

의 내용은 몇 개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우제문에 일정한 套式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상황이나 작자의 

역량에 따라 기우제문의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우제문은 공식 인 용도

로 사용되는 이면서도 내용이나 형식에 정해진 격식은 없었던 것이다. 이 

에서 1681년에 일어난 박상한의 기우제문 사건은 길을 끈다. 기우제문이 “犯

上不道”하다고 하여 참형을 당한 박상한의 사례를 통해서 당  기우제문이 지어

진 맥락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박상한 사건이 ‘지약해 후사 사건’과 함께 17세기 반 청주 

신항서원의 位次 조정을 둘러싼 南人과 西人의 갈등에서 비롯하 다고 보았다.4)4) 

박상한이 참형을 당한 시기가 庚申換局 직후라는 , 己巳換局 이후에 그에 

한 伸冤과 死後復權이 이루어졌다는 에서 이 사건이 西人과 南人의 黨爭과 무

하지 않으리라는 은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나 박상한의 기우제문 사건에 

해서는 구체 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박상한이 쓴 기우제문을 

‘犯上不道之 ’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한 검토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에서는 기우제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으로써 박상한이 처형된 

원인에 해서 밝 보고자 한다. ‘犯上不道之 ’으로 규정되었던 박상한의 기우

제문은 기사환국 뒤에는 단지 옛 을 인용한 것으로 해명되었다. 이처럼 정치  

입장에 따라 해석이 엇갈린 만큼,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 해서는 먼  기우

제문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한 청주의 일개 유생이었던 박상한이 의 부에서 

2) 최종성, 2007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서울 출 부.

3) 서정화, 2012 ｢기우제문의 양식  통과 문학  변주 양상｣ �한문학논집� 34.

4) 설석규, 2002 �조선시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이정우, 1999 ｢17-18세기  청주지

방 사족동향과 서원향 ｣ �조선시 사학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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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죄로 추국된 맥락을 따져보고  당시 청주 사족사회의 상황을 통해서 박상한 

사건의 원인을 악해보고자 한다. 

2. 박상한 사건의 개요

박상한 사건은 �승정원일기�  �숙종실록�, �推案及鞫案� 등에 기록되어 있

는데, 이 세 자료 에서 사건에 해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자료는 �推案及鞫

案�이다. 따라서 �推案及鞫案�의 내용을 심으로 이 사건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5)5)박상한의 기우제문은 1681년 6월 8일 公淸監司 尹敬敎의 狀啓를 통해서 

처음 보고되었다. 윤경교는 청안 감 박일개의 牒呈에 실린 기우제문을 유생이 

지었다는 보고를 받고 기우제문을 보내라 하 는데, 그 怪惡하고 不道한 辭를 

보고 경악을 치 못하 다고 하 다. 그래서 제문을 지은 자를 알아보라고 하

니, 留鄕所의 文報에서 청주 생원 박상원이 지었음을 알려왔다고 했다.  

윤경교는 박상한이 평소에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신령에게 고

하는 에 차마 듣지 못하고 하지 못할 말을 한 것이니, 그 마음이 역모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충청도의 청주와 옥천, 괴산, 진천 등의 유생이 

亂民과 다를 바가 없어서 조 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비방하여 서로 

싸우며 그러다가 비방하는 말이 나라에 미치기까지 하니 심히 우려된다고 하면

서, 박상한의 일을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이러한 폐단이 심해질 것이라고 아뢰

었다. 그리하여 6월 13일 비변사에서 이 일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의정 김수항

은 사사로운 자리에서도 못할 悖 한 말을 公家文字에 쓴 죄를 推鞫해야 한다고 

아뢰었고,6)6)숙종은 6월 15일에 박상한을 추국하라는 傳旨를 내렸다. 이에 의 부

에서 박상한을 잡아오기 해 의 부도사 한세겸을 청주로 보냈고, 19일에 박상

5) 한국학 앙연구원, �추안 국안�(추안 국안 정서화  DB기반 구축 http://waks.aks. 

ac.kr/)의 원문을 참조하되 일부 오탈자는 �추안 국안� 88책(아세아문화사 인본)을 참

고하여 수정, 인용함.  

6)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甲午; �승정원일기� 283책, 숙종 7년 戊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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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압송되자 주요 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 부 추국을 진행하 다. 추국에 

참여한 원은 의정 김수항과 좌의정 민정 을 포함한 총 18명이었다. 의 부 

추국에 참여한 신들은 박상한의 기우제문이 ‘犯上不道之 ’으로, 반역의 마음

이 없다면 그 같은 을 쓸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을 쓴 ‘의도’를 자백하라 요

구했다. 

그러나 박상한은 기우제문의 고의성을 부정하 다. 자신은 향 의 궁박한 선

비로 학식이 없어 평소에 작문을 할 때에도 輕重과 緩急을 몰라서 매번 이 황

잡했으며 더구나 公家에서 사용하는 의 規例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리가 와서 히 기우제문을 지어달라고 했고, 그런 종류의 에 해

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거 했지만, 기우제가 임박했는데 제문을 못 구했으니 

큰일이라는 리의 부탁을 차마 거 하지 못하여 기우제문을 쓰게 되었다고 했

다. 그리고 “三旱之說”은 越垠太守의 고를 인용한 것인데, 기우제문에 태수가 

자책하는 말을 넣으려다 實涉觸犯한 망언을 했을 뿐 본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상한의 이 같은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국청에서는 이 같은 

변명이 극히 “兇詐”하다고 하여 곤장 30 를 때리며 자백을 요구하 다. 그래도 

박상한이 자백하지 않자 다시 30 를 때린 후에 자백을 요구하 다. 이 게 여

섯 차례 刑推가 계속되었지만, 박상한은 완강하게 의를 부정하 다. 그러다가 

6월 23일 일곱 번째 심문에서 결국 승복하 다. 즉, 기우제문에 쓴 구 이 ‘범상

부도지언’임을 알면서도 신령에게 고하는 에 사용했으니 犯 한 것이 확실하

다고 인정하 다. 

박상한이 기우제문 문구가 고의 음을 자백하자, 추국청에서는 ‘어지러운 말을 

한 자로 를 범하여 그 의도가 극히 해로운 자는 목을 베고 가산을 몰한다’

는 �경국 �의 조문과 ‘열 가지 큰 죄를 지른 자는 不待時한다’는 �大明律�

<死囚覆奏待報> 조항을 용하여 不待時 斬하고 家産을 몰하도록 하 다.7)7)의

부에서 추국한 지 불과 나흘 만이었다. 그러나 당일 비가 내린 탓에 刑은 그 

다음날인 24일에 집행되었고 청주목은 서원 으로 강등되었다.8)8)  

7) �經國大典�(규장각자료총서 인본) 권5, <刑典>에는 “凡亂 , 啓聞推覈, 杖一百, 流三

千里, 若干犯於上, 情理切害 , 斬, 籍沒家産”이라고 하 다. 

8)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6월 24일 乙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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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8년 뒤인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고 서인이 몰락하자 

경신환국 직후 獄事에 한 재검토와 伸冤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박상한

의 옥사도 다시 거론되었다. 이시만은 박상한의 이 고를 인용한 것에 불과

하다고 하 고 이어 민암도 ‘산이 곧 부모’라는 구 은 산의 명칭을 언 한 것이

라고 변호하 다.9)9)이로써 박상한의 伸冤이 이루어졌고 서원 으로 강등되었던 

청주 역시 명칭을 회복하 다. 

3. 박상한의 기우제문 분석

1) 원망과 자책에 한 논란

박상한 사건이 서인이 집권한 경신환국 직후 일어났으며 남인이 집권한 기사

환국 직후에 박상한이 伸冤된 것을 보면, 처결에 당쟁이 향이 미친 것은 분명

하다. 그런데 동일한 기우제문을 두고 당 에 따라 해석이 이토록 상반될 수 있

는가는 의문이다. 일단 박상한의 기우제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자.  

�추안 국안�에 실려 있는 기우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0)10)편의상 세 단락으

로 나 어 살펴본다.  

㉠ 아, 가뭄이여, 어  이리도 심한지요! 가뭄에는 개 세 종류가 있으니 그 허

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이 가물게 하는 가뭄은 오히려 물리칠 수 있지

만, 나라로 인한 가뭄은 구를 통해 해소하겠습니까? 이 가뭄은 오로지 사람

으로 인한 것이니 사람 때문에 가뭄이 들면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11)11) 

㉡ 그러나 백성을 생각하면 백성이 무슨 잘못이며 무슨 죄인가요?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스스로 하늘과 끊어지는 것이며 나라에 정치가 없으면 이미 백성을 잊

 9)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7월 18일 壬子.

10) 기우제문은 �추안 국안�에 소개된 것이 가장 길고 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는 이를 축

약해서 인용하 다. 그러나 �추안 국안�에 실린 것도 축약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원문 그 로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11) �추안 국안� 권9, ｢朴相漢推案｣ “鳴呼旱乎! 胡至此極? 旱盖有三, 厥咎安在? 天旱之旱, 

猶可禳也. 國旱之旱, 從誰解之, 惟玆之旱, 旱之由人, 人自旱之, 無所禱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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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니 이 백성이 가히 애처롭습니다. 어디에서 복록을 구할 것입니까?12)12)

㉢ 산에는 신령이 있어 고  사람들이 간구하 습니다. 혹 신령에게 기도하기도 

하 으니 그 사정이 한 불 합니다. 이치로 감동하면 소소히 속일 수 없습니

다. 진실로 비를 한 번 내려서 우리 고을을 살리면 이는 신령이 내린 바이니 

산이 곧 부모입니다.13)13)

박상한의 기우제문은 제문의 일반  양식에 따라 4언으로 지어졌다.14)14)다산 

정약용은 읽을 때의 소리의 조화를 해서는 기우제문을 4언으로 지어야 한다고 

했으며, 4언이 아니더라도 운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15)15)박상한의 기우제문이 4

언으로 지어진 것은 제문의 격식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 가뭄의 원인에 해 논한 부분, ㉡ 백성의 고통에 한 언 , ㉢ 신령의 임무

에 해 말한 부분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우제문은 일반

으로 1인칭 화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가뭄으로 인한 백성의 참상을 토로

하여 제사를 흠향하는 신이 비를 내리도록 설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16)16)박

상한의 기우제문의 내용 역시 이러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통치자의 

잘못을 강조한 이 특징 이다. 이에 해 추국에서 박상한은 제문을 지을 때

에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태수임을 생각해서 리의 자책을 강조하는 기우제

문을 썼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공청도 찰사인 윤경교는 기우제문의 내용을 태수의 자책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숙종실록�에서는 공청도 찰사가 보고한 박상한의 기우제문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수록하 다. 

하늘이 가물게 하는 가뭄은 오히려 물리칠 수 있지만, 나라로 인한 가뭄은 구를 

통해 해소하겠습니까? 이 가뭄은 오로지 사람으로 인한 것이니 사람 때문에 가뭄이 

12) 의  “然念生靈, 何辜何罪? 人之罔念, 自絶于天, 國之無政, 已忘于民, 可哀斯民, 于何從祿?”

13) 의  “惟岳有靈, 古今攸龥. 或祈于神, 情亦可矜. 感通一理, 昭不可誣. 誠得一霈, 活我一

境, 是神之賜 山其父母”

14) 주석11, 주석12, 주석13의 원문 참조.

15) �목민심서�(고 번역원, 고 원문 http://db.itkc.or.kr/) 권7, ｢禮典｣ “凡祭文, 宜用四 , 

讀聲調叶, 其支蔓錯落 , 讀之不能成聲.” 

16) 서정화, 앞의 논문, 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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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스스로 하늘과 끊어지는 것이며 

나라에 정치가 없으면 이미 백성을 잊은 것입니다. 진실로 비를 한 번 내려서 우리 

고을을 살리면 이는 신령이 내린 바이니 산이 곧 부모입니다.17)17)

박상한의 을 이 게 요약하면, 가뭄은 원인에 따라 하늘에서 내린 재앙, 나

라로 인한 가뭄, 사람으로 인한 가뭄이 있는데, 사람으로 인한 가뭄은 사람이 스

스로 하늘과 단 한 탓이고 나라로 인한 가뭄은 정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는 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의 부의 추국에서는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스스로 하늘과 끊어지는 것이며 나라에 정치가 없으면 이미 백성을 잊은 것입니

다.”로 요약하여 ‘犯上不道之 ’이라고 단정했다. 

그런데 박상한은 기우제문의 내용은 越垠太守의 고를 인용한 것일 뿐 국가

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다음은 �추안 국안�에 있는 박상한

의 진술내용이다.  

무릇 한 고을이 가뭄으로 인하여 한 고을의 산천에게 기도하는 자는 태수입니다. 

그런즉 백성의 질책이 과연 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만약 태수에게 돌아간다면 신

령에게 고하는 제사에서 자책하는 말을 성실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18)18)

박상한의 의 말은 지방 을 신하여 쓴 기우제문에서는 기우제를 주 하는 

리를 1인칭 주체로 하여 쓰는 것이 례임을 지 한 것이다. 유교  기우제의 

기본은 자신과 정치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으로, 탕임 의 ‘桑林六事’를 典範으

로 하고 있다.19)19)탕임 은 7년 동안 지속되는 가뭄에서 太史가 사람을 바쳐 비

를 빌어야 한다고 말하자 몸소 犧牲이 되어 여섯 가지 일로 자책하 다고 한다. 

앞서도 언 했듯이 왕이나 지방  등 기우제의 설행 주체가 자책하는 내용은 기

우제문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 다.  

17)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6월 12일 癸巳 “天旱之旱, 猶可禳也. 國旱之旱, 從誰解之? 唯

玆之旱, 旱之由人, 人自旱之, 無所禱矣. 人之罔念, 自絶于天, 國之無政, 已忘于民. 誠得一

霈, 活我一境, 是神之賜, 山其父母”

18) 의 책, “夫爲一州之旱灾 祈雨于一州之山川  乃太守 則生民之責 果歸於誰 若歸諸太守 

則其告神之祭 自責之辭 不以信乎?”

19) 최종성, 앞의 책,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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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상한의 기우제문 내용이 ‘태수의 자책’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즉, 나

라로 인한 가뭄과 사람으로 인한 가뭄은 해결하기 힘들다는 목을 태수가 스스

로를 자책하는 말로 보기 힘들다. 특히 논란이 된 목은 ‘國之無政, 已忘于民’이

라고 한 부분이다. 지방 의 자책이라면 한 고을의 범 에서 허물을 반성해야 

하는데, 그 범 가 나라로 확장되면서 자책의 의미는 불분명해지고 잘못된 국정

에 한 비 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에 해 박상한은 하늘의 가뭄․나라의 가뭄․사람의 가뭄이라고 한 ‘三旱’

의 내용은 典故를 인용한 것이라 주장하 다. �추안 국안�에 기록된 박상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한 옛날 재난을 만난 자는 반드시 仁德으로 (해결을) 구하 으니 그러므로 ‘하

늘의 가뭄은 오히려 없앨 수 있다’고 하 습니다. 혹 술사를 부르고 무당을 춤추게 

하여도 효험이 없었으니 ‘나라의 가뭄은 구로부터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 습니다. 

사람의 가뭄에 있어서는 태수 자신으로 인한 허물로 인한 것이므로 ‘오직 사람의 가

뭄은 기도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보자면 직분을 담당한 사람이 자책할 생

각을 하지 않으면 비록 기도를 열심히 하여도 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

늘에 단 됨’입니다. ‘나라에 정치가 없다’는 등의 말은 세 가지 가뭄의 말을 끌어와

서 옛것으로 증거를 삼으려 한 것입니다.20)20)

박상한이 인용한 옛 은 唐나라 盛均의 <人旱解>이다. <人旱解>에는 가뭄을 

해소하려고 했던 월근 태수의 이야기가 나온다. 월근에 가뭄이 계속되자 태수는 

산천에 제사지내고 토룡에게 제사하고 무당굿을 하 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

다. 술사를 시켜 龍을 잡아 자극하면 비가 오리라는 말을 듣고 그 로 시행했

지만 가뭄은 여 하 다. 태수가 화를 내며 술사를 잡아오라 하자 술사는 도망

가며 한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三旱에 한 것이다. <人旱解>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 �추안 국안� 권9, ｢朴相漢推案｣ “且古之遇灾 , 必求諸仁德. 故曰‘天旱猶可禳也.' 或有犯

術士舞巫現, 而求無驗. 故曰‘國旱從誰解之?' 至於人旱, 乃太守自當之咎. 故曰‘惟人旱之無

所禱矣.' 以此推之, 分之人, 不念自責, 則禱之雖勤, 而不可得雨, 是見絶于天也. 至於國之無

政等語段, 切因三旱之說, 援古爲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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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天旱․國旱․人旱이다. 어 하여 하늘의 가뭄인가? 그

릇된 양기가 횡포를 부리어 땅귀신이 삼가게 되는데 (이때는) 6-7년이라도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다. 어 하여 ‘나라의 가뭄’(國旱)인가? 임 의 도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인덕이 마른 탓이니 탐학한 기운이 일어나 흉년이 드는 것이다. 어 하여 ‘사람

의 가뭄’(人旱)인가? 고을에서 정치가 훼손되어 리가 그 행실을 해치는 것이니 천

리의 인심이 말라 음기가 생기지 않는다. 무릇 하늘의 가뭄은 仁에서 해결하니 仁이 

흡족하면 풍년이 든다. 나라의 가뭄은 덕에서 구하니 덕이 윤택하면 은택이 있다. 사

람의 가뭄은 정치에서 구하니 정치가 맑으면 풍속이 순박해진다. 지  재화는 에

만 있고 형벌은 아래에만 시행되니 백성들이 근심하여 가뭄이 되었으니 이른바 사람

의 가뭄이다. 태수가 정치를 맑게 하지 않고 용을 잡아다 비를 내려달라고 하니 이

는 뗏목을 타고 바다로 가는 격이요 양을 길러 날개를 얻으려는 격이니 어  바랄 

수 있겠는가?21)21)

성균의 <인한해>는 기우제의 기본이 人事에 한 반성이라는 유가 인 사유를 

드러낸 이다. 무당굿을 하거나 토룡, 퇴룡 등 비를 내리는 水神인 용을 자극함

으로써 비를 기원하는 주술 인 방식을 비 하면서, 통치자의 자책이야말로 기

우제에서 가장 요한 요소임을 말하고 있다. 박상한은 <인한해>의 이러한 내용

을 인용하여 三旱, 즉 세 가지 가뭄에 해 이야기했다고 변명했다.

그 지만 기우제문의 내용은 “모두 태수가 자책하는 말”이라는 박상한의 주장

과 달리, <인한해>에 있는 術士의 말은 월근 태수를 비 한 말이기에 월근 태수

를 비 한 말을 그 로 가져왔다고 해서 태수가 자책하는 말이 될 수는 없다. 

자책하는 말이 되려면 비  상과 서술자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人之罔念, 

自絶于天, 國之無政, 已忘于民”에서 ‘人’과 ‘國’은 서술자가 비 하고 있는 상이

기에 서술자의 자책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을 고려한다면 박상한의 기

우제문을 태수가 스스로의 허물을 자책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더구나 기우제문에서 자책하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노출하고 반성하는 데 궁

21) �古今事文類聚� 권1, ｢人旱解｣(상해고 출 사 인본 85-86면) “旱有三, 曰天旱國旱人

旱, 曷爲天旱? 蹇陽肆凶, 下土祇慎, 雖六七歲, 黎人不飢, 曷爲國旱? 君道熾災, 德涸仁枯,貪

風暴氣, 蒸爲時癘, 曷爲人旱? 邦燬其政, 吏賊其行, 千里人心, 燥不爲陰, 夫天旱求諸仁, 仁

洽而時豐, 國旱求諸德, 德潤而澤流, 人旱求諸政, 政清而俗阜, 貪貨遊於上, 刑黷于下, 百姓

焦 , 結成狼暑, 所 人旱 也, 邦守不清其政, 而逮龍貨雨, 是猶乘檋適海, 豢羊望翼, 於何

可冀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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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인 목 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자신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기 한 것이다. 강재항의 기우제문을 로 들어보자. 그는 기우제문

에서 지방 으로서 자신의 여섯 가지 허물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백성을 풍요롭게 하려고 했지만 ㉠-2은택이 아래로 미칠 수 없었고, ㉡-1윤

리를 돈독하게 하려고 했지만 ㉡-2몸이 솔선수범하지 못했으며…22)22)

강재항은 ㉠-1과 ㉡-1에서 자신이 목민 으로서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음

을 서술한 뒤에  ㉠-2와 ㉡-2에서 의도한 바와 달리 일을 제 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의 두 가지 외에 나머지 네 가지 허물도 이와 동일한 구조로 서술되고 

있다. 즉, 뒤의 내용만 보면 자책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신이 목민 으

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은 태종을 신하여 권근이 지은 기우제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태종

은 자신이 지른 네 가지 죄를 고백하면서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데, 첫 번째 죄에 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무인년 태상왕이 편찮으시자 權臣이 어린 아이를 끼고 종실을 해치려 하여 화가 

매우 박하 습니다. 이에 한 두 명의 의로운 선비와 함께 목숨을 보 하고자 군사

를 일으켜 난을 제거하 습니다. 어수선한 와 에 그 해가 형제에 미쳐 태상왕을 놀

라시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 으나, 이는 죽음이 두려워 부득이 한 것이지 다른 뜻

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23)23)

선행연구에서는 “국가의 사가 제문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난다는 데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비를 기원하는 진정성을 배가”하 다고 했다.24)24)그

22) 서정화, 앞의 논문, 63면 재인용.

23) �양 집�(한국고 번역원, http://sjw.history.go.kr) 권23, ｢祈雨祭文-奉敎撰｣ “歲在戊寅, 

太上不豫, 權臣挾幼, 圖害宗支, 禍變甚迫, 乃 一二義士, 欲保性命, 稱兵除亂, 搶攘之際, 

害及同氣, 驚動太王, 以傷厥心. 盖迫畏死, 出不得已, 非有他心, 我罪一也.” 

24) 서정화, 앞의 논문, 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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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태종이 형제를 죽인 일은 이미 알려진 일이었다. 따라서 태종은 이미 알려

진 일에 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목에서 핵심

은  부분으로 태종은 형제를 죽인 일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자책이 강조되는 기우제문에서도 실제로는 ‘자책’보다는 ‘변명’에 을 

맞추고 있다. 

그 다면 박상한은 왜 비 인 내용의 기우제문을 쓴 것일까? 박상한이 진술

한 로 기우제문의 規例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제문을 쓰다가 발생

한 일일 수 있다. 기우제문은 기우제를 설행하는 지방 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을 잘 쓰는 문인을 시켜 代作을 하는 경우도 지 않았다. 박상한에게 

기우제문을 짓도록 한 이유 한 그러한 연유일 수 있다. 윤경교의 장계와 실록 

등을 참조할 때, 기우제문을 부탁한 사람은 당시의 청안 감 朴一開로 보인다. 

박일개는 박상한과 같은 반남 박씨로 蔭職으로 리가 되었다. 스스로 제문을 

짓기 힘들어 하게 박상한에게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다면 박상한은 기우제문에 능숙했을까? 박상한의 의도성을 밝히기 해서

는 이 이 요하다. 박상한이 자신은 기우제문의 격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성

균의 <인한해>를 인용하여 지었을 뿐 국가를 원망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

하 기 때문이다. 박상한의 문집은 해지지 않아 이를 확인할 길은 없다. 그가 

진사가 아닌 생원시 합격자25) 다는25) 에서 을 잘 짓기 보다는 경 에 밝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박상한의 문장능력을 단하는 것은 섣부른 일

이 될 것이다. 일단 리가 박상한을 찾아간 것은 기우제문을 지을 만한 문장력

이 있다고 단해서 을 것이며, 가뭄으로 인한 기우제가 빈번했음을 고려한다

면 박상한이 기우제문의 유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4언의 형식을 맞

25) �庚子式年司馬榜目�(국립 앙박물  古6024-224)을 보면, 박상한은 31세에 종 1년에 

실시된 식년시에서 2등 2 라는 좋은 성 으로 합격하 다. 다만, �庚子式年司馬榜目�에 

있는 ‘朴相韓’은 �추안 국안�이나 실록 등에 있는 ‘朴相漢’과는 한자가 다르며 아버지의 

이름도 ‘朴焍’로 표기되어 ‘朴煒’라고 기록한 �추안 국안�  족보와 차이가 있다. 그러

나 출생년도와 거주지  형제의 이름이 동일하다는 , 송시열의 ｢史官傳諭後書啓｣에서

는 기우제문 사건을 언 하며 그를 ‘朴相韓’으로 고 있는 으로 볼 때, 1660년 식년시 

생원 합격자와 기우제문 옥사의 주인공이 동일인이며 한자의 차이는 �추안 국안� 등의 

기록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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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이나, 기우제문에서 태수의 자책이 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보면, 오히려 

기우제문의 유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山其父母’의 의미 

한 문제가 된 목은 ‘山其父母’이다. 나라에는 의지할 수 없으니 백성들이 

산을 그 부모라고 여긴다고 해석되었기 때문이다.26)26)그런데 기사환국 후 閔黯은 

박상한의 신원을 주장하면서, 이 구 은 청주에 부모산이 있었기에 한 말이지 

별다른 뜻은 없었다27)고27)변호했다. 박상한이 이 목을 넣은 것은 기우제의 

상이 ‘부모산’이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쓴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1677년 청주목사 던 이서우 역시 부모산의 이름을 들어서 기우제문을 지은 

바 있어 참고해 볼 수 있다. 이서우의 <淸州爺孃山祈雨祭文>을 내용에 따라 단

락을 나 어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청주에 산이 있으니 일컫기를 ‘부모’라 합니다. 고을 백성을 번창하게 하니 아

비요 어미이니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험 하여 두려울 만하지만, 한 자애를 

품었으니 그 자애로움이 무엇입니까? 때에 맞게 비를 내려 가뭄이 없도록 하

고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함입니다.28)28)

㉡ 그런데 어  지  가물게 해서 여러 달 동안 혹심한가요? 바람신이 시샘하고 

가뭄신이 독기를 뿜으며 온화한 땅 신령이 물기를 들이마시니 양양한 목들

이 굽  펴지 못한 탓에 혹 싹이 터도 말라죽습니다. 헐벗은 사람들이 어쩔 

을 모르고 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하고, 산을 가리켜 부르짖으며 “당신은 우

리를 낳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어 잘못을 모르는데 우리에게 젖먹이기를 그

만두니 우리가 어  살겠습니까. 기르기를 마치지 않으니 당신의 이름이 부끄

럽습니다.” 이처럼 부르짖으며 함부로 꾸짖으니 비록 원망하는 말이지만 실은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29)29) 

26) �승정원일기� 283책, 숙종 7년 甲午 “領議政金壽恒所啓…且其末句曰, 是神之賜山其父母, 

此 , 國無可恃, 民以山爲父母也”

27)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壬子 “黯曰, 淸州有父母山, 相漢祈雨祭文中山其父母 , 元無

深意”

28) �松坡集� 권12, ｢淸州爺孃山祈雨祭文｣(한국고 번역원, http://sjw.history.go.kr) “維淸

有山, 號爲爺孃, 凡厥州民, 孕毓蕃昌, 是怙是恃, 是瞻是依, 嚴則可畏, 又懷其慈, 其慈維何, 

其雨以時, 俾歲無 , 俾民無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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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재주없이 이 땅의 수령이 되어 백성들은 부모라 일컫지만, 선정을 베풀었

던 옛 태수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이 가뭄이 안타까워 삼가 기도드리니 산신령 

땅신령은 사람과 신이 비록 다르나 백성들을 자식처럼 보아 그 책망을 고르게 

하소서. 비루한 정성을 아뢰니 비를 내리어 큰 은혜를 바라나이다.30)30) 

이서우의 기우제문은 내용에 따라 ㉠㉡㉢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에서는 산 

이름이 ‘爺孃’, 즉 父母임을 들어서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산이었음을 부각시

켰으며, ㉡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서술하 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 역시 백성들의 부모이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자책하면서 백성의 부

모인 부모산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서우도 박상한처럼 ‘부모산

(아양산)’이라는 산 이름과 降雨의 당 성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서우의 제문은 논리 개 면에서 박상한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이서우의 기우제문에서는 비를 고르게 내려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산의 

역할임을 먼  강조한 뒤, 태수인 자신을 자책하면서 비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박상한은 가뭄의 원인이 잘못된 정치에 있다는 을 먼  강조한 뒤에 비를 내

려 백성들을 살릴 것을 산에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박상한이 기우제문의 말미

에서 “誠得一霈, 活我一境, 是神之賜, 山其父母”라고 한 내용은 김수항의 주장

로 나라는 믿을 수 없으니 산신령에게 기 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박상한의 기우제문은 경신환국 이후의 정치  상황에 한 비 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기사환국 이후 이시만과 민암은 ‘별다른 뜻이 없었다’

고 주장하기 해서 기우제문 체의 맥락은 굳이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

므로 박상한의 기우제문에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본 김수항의 주장

이 억지라고만은 할 수 없다. 

29) 의 , “胡今瘨旱, 閱月彌酷, 姨逞妒, 魃孩肆毒, 氤氳富媼, 欱液斂津, 穰穰倒生, 有屈無

伸, 或萌而殰, 或苗而殀, 遑遑單赤, 泣涕相吊, 指山永號, 曰爾字我, 我輩昏愚, 不識罪過, 斷

我乳哺, 俾我奚生, 畜我不卒, 愧爾虗名, 維此永號, 恕詈不祥, 其 雖怨, 其意孔傷”

30) 의 , “不佞非才, 忝守是土, 民稱父母, 自愧召杜, 憫此蘊隆, 虔修禱祀, 山靈地主, 幽顯雖

異, 子視蒼生, 其責惟均, 敢竭鄙悃, 冀沛洪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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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률 용의 정성

그러나 박상한이 다소 불경한 기우제문을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를 반역죄로 다스리는 것이 했는가는 의문이다. 처음에 이를 보고한 찰사 

윤경교는 그가 평소에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告神文字之間”에 

발설한 것을 지 하며 의 부 추국을 요청하 다. 숙종 역시 “公家所用文字”에 

怨國之心을 쓴 것을 문제 삼았다. 바로 이 이 박상한에게 “凡亂 于犯於上, 情

理切害 , 斬”의 �경국 � 조목을 용한 이유일 수 있다. 기우제문에서 국가

를 비 하는 것은 기우제의 주술성에 한 믿음 여부에 따라 역죄로 볼 소지

도 있기 때문이다. 기우제문이 단지 요식행 가 아니라면 기우제문은 신 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가의 사 부들이 산신에게 제사지내는 기우제를 신성하게 여겼는가

는 의문이다. 만약 기우제의 주술성에 공감한다면 기우제문 작성이 무엇보다 

시되어야 할 것인데, 박상한의 공 를 보면 리의 독 에 의해서 하게 기우

제문을 작성했다고 했다. 박상한이 그냥 둘러  말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발언

에서 기우제에 맞춰 하게 기우제문을 작성하는 것이 이례 인 상황이 아니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정약용은 기우제문은 반드시 새로 지어 써야지 에 쓰던 것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31)31)그런데 권문해가 청주목사로 있을 때에 지은 <上嶺城祈雨祭

文>과 천태수를 신하여 지은 <飛鳳山祈雨祭文>을 비교해 보면,32)32)동일한 어

구가 열한 군데에서 발견된다.33)33)두 기우제문이 완 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31) �목민심서�(고 번역원 http://db.itkc.or.kr/) 권7, ｢禮典｣.

32) 권문해는 1575년 청주목사에 부임했다가 그 해 겨울에 부모의 노환을 이유로 사직하고 

천으로 돌아갔다. ｢상령성기우제문｣을 먼  짓고 후에 천에 있을 때에 고을수령의 

부탁으로 ｢비 산기우제문｣을 쓴 것으로 보인다. 권문해의 일생에 해서는 � 간선생문

집�(고 번역원 http://db.itkc.or.kr/) 문집해제 참조.  

33) 두 제문의 동일부분에  그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의 책, 권3, ｢上嶺城祈雨祭文｣ “有

屹名山, 作鎭一州, 雲致雨, 物賴冥庥, 胡丁農月, 久閟惠澤, 亢陽肆虐, 如火之熱, 山川枯

竭, 田疇坼裂, 於皇失明, 民旣艱食, 迓續餘命, 猶望黍粟, 黍粟焦盡, 望斷西成, 大命近止, 哀

我民生, 念至此, 我心如擣, 刺史無良, 叨守此土…”; 의 책 권3, <飛鳳山祈雨祭文> “有

屹柏岳, 作鎭一邑, 雲致雨, 育我民物, 胡丁農月, 亢陽斯極, 山川枯竭, 田疇坼裂, 於皇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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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어구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의 기우제문을 이용하여  다른 기우제문

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기우제문을 요시 했다면 권문해는 기우제문

을 새로 작성했을 것이다. 한 다산이 기우제문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

을 한 것은, 그때까지도 기우제문을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이로써 단하건 , 박상한 당 까지도 기우제에서 제문 자체를 크게 시하지

는 않았던 듯하다. 기우제문은 신령에 한 믿음 보다는 민심을 안무하는 차원

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박상한이 기우제문으로 인해 참형을 당하고 가산

을 몰당한 근본 인 이유는 기우제문 자체만의 문제로 보기 힘들다. 박상한의 

기우제문에 다소 참람한 언사가 들어간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반역죄로 다스린 

것은 과도해 보이기 때문이다. 박상한 사건을 의 부에서 신들이 모인 가운데 

추국하는 일이 지나치다는 은 당시 조정 신들 사이에서도 지 되었다. 박상

한에 한 1차 형추 후에 의 부에서는 추국청에 참여하지 않은 홍문  부수찬 

李墪의 잘못을 물어야 한다는 계문을 올렸는데,34)34)그날 홍문  부교리 오도일과 

부수찬 이돈은 박상한의 기우제문에 不道한 마음이 드러난 것은 용서할 수 없지

만 굳이 의 부에 모든 신들이 모여 모반 역죄나 된 듯이 다스리는 것은 체

면을 손상하는 일이라며 해당 부서에서 국문하도록 요청했다.35)35)그러나 송시

열․김수항․김만  등 다른 신들은 이미 박상한의 이 悖 한 말로 聖朝를 

욕하고 있어 무도한 마음을 용서받기 힘드니 모반 역죄로 다스리는 것은 당연

하다는 의견을 올렸다.36)36)숙종도 이 같은 신들의 주장을 따라 박상한의 일을 

역죄로 처리하도록 하 다. 그런데 이 때 신들은 기우제문의 요성은 언

하지 않고 내용의 悖 不道함만을 지 하 다. 따라서 박상한의 기우제문이 문

明, 西成望絶, 哀哀赤子, 塡溝壑, 念及此, 我心如割, 太守不敏, 叨主此土…”

34) �추안 국안� 권9, ｢朴相漢推案｣ “弘文館副修撰李墪, 昨日則稱以入直不出, 今日則又以本

館進箚爲辭, 終不仕進, 此實曾所未有之事, 殊涉可駭, 李墪從重推 何如”

35) 의 , “雖使禁府, 直加訊鞫, 以正其罪, 亦足以嚴邦憲而懲惡習. 至於大臣齊 , 若治 叛

大獄 , 然抑恐致駭於聽聞, 有損於事體也…亟寢大臣以下齊 設鞫之命, 仍令該府嚴鞫勘斷”

36) 의 , “旣曰敢以悖 之語, 詆辱聖朝, 不道之心, 有難容掩云爾, 則論以王法, 揆以事體, 

設鞫按問, 固所當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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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된 본질 인 이유는 기우제문의 요성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상황

을 비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4. 박상한 사건의 정치  맥락

1) 청주 지역 사족 갈등

윤경교는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청주를 비롯한 호서 지역 유생들의 풍속에 

해서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개 도내의 청주․옥천․괴산․진천 등 각 읍의 유생들이 이름은 선비라 하면서 

실로 난민과 같아서 조 이라도 원이 있으면 문득 극악한 죄로 유언비어를 만들

어 서로 공격하고 이로써 피차 다투어 직  구타하고 욕하며 칼을 들고 르기까지 

하는 등 하지 못하는 일이 마침내 부도한 말이 로 국가에까지 미치었습니다.37)37)

윤경교는 청주 지역 유생들이 사 인 원을 가지고 유언비어를 만들어 서로 

공격한다고 하 다. 따라서 이 일이 단지 박상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에 

해 “不道之 ”을 서슴지 않는 청주 지역 유생들의 풍속에서 비롯되었다고 보

았다. 이것이 윤경교가 향 의 일개 유생인 박상한이 지은 기우제문을 차 한 

일로 조정에 보고한 이유이다.  

당시 의정이었던 김수항 역시 윤경교와 마찬가지로 박상한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다음은 윤경교의 장계가 올라왔을 때 의정 김수항이 숙종

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청주 일읍은 평소 풍속이 패악하다고 하는데, 근래에 명색이 선비인 자들이 흉악

한 무리의 잔당을 데리고 邪論으로 선동하여 풍교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37) 의 , “大槪道內 淸州沃川槐山鎭川等, 各邑儒生, 名雖爲儒, 實同亂民, 有嫌怨, 輒以

極惡大罪, 搆成飛語, 互相勒加, 以至彼此爭詰, 親自歐打叱辱, 至以白 相加, 無所不至, 終

至於不道之 , 上及於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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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권 하는 감히 인조반정 때의 일을 거론하며 학궁의 유생들이 모인 자리에

서 떠들어댔는데, 그 말의 패역함에 듣는 자들이 분개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

땅히 국문하여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을 그때 조정에서 특별히 용서를 베푼 탓에 유배 

가는 데에 그쳤습니다.38)38)

김수항 한 박상한 사건이 청주 지역 유생들의 패악한 풍속에서 비롯되었다

고 보면서, 청주 유생들의 풍속을 바로잡기 해서는 박상한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주 유생 권 하를 거론하고 있다. 권 하가 

인조반정 때의 일을 함부로 떠들어 는 불경스런 일을 질 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유배형에 처했기에 박상한이 범상부도한 기우제문을 지었다

는 것이다.   

윤경교와 김수항이 청주 유생의 풍속과 련시켜 박상한을 역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 은 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김수항이 

언 한 권 하의 발언은 1681년 사헌 김만 이 권 하의 변방 유배를 청하는 

실록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39)39)김만 이 언 한 권 하의 죄목은 바로 인목

비를 廢庶人하라는 상소를 올렸던 나만기를 옹호한 일이다. 김만 의 요청으

로 권 하는 1681년 2월 갑산에 유배 되었다.40)40)이 일은 박상한의 옥사가 발생

하기 몇 달 에 일어났다. 김수항은 이때 권 하에 한 처벌이 변방 유배에 

그치고 죽이지 않았기에 박상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같은 해 6월 17일, 사헌부에서는 2년 인 1679년에 송시열을 魁로 지

목하면서 공격하는 상소를 올린 채범화를 변방으로 유배 보낼 것을 청하 는데, 

채범화 같은 자를 벌하지 않았기에 “餘孽이 몰래 숨어서 더욱 방자하게 禍毒을 

행하여” 박상한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 다.41)41)향  유생의 불온

한 발언을 엄격하게 다스리지 않았기에 박상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는 

에서 윤경교, 김수항과 동일한 논리이다. 

38) �승정원일기� 283책, 숙종 7년 6월 甲午. 

39)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1월 丙寅.

40)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2월 乙未.

41)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6월 戊戌.



52·한국문화 87

이처럼 당시 조정에서는 박상한 사건이 청주 지역 유생들의 패악한 풍속에서 

비롯되었기에 역률로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를 개하고 있다. 그리고 박상한 사

건이 일어나기 몇 달 에 그보다 몇 년  사건을 빌미로 권 하를 변방에 유

배 보냈고, 박상한 사건 즈음해서 채범화를 변방에 유배 보냈다. 이때가 서인이 

집권한 경신환국 직후라는 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모두 ‘청주 유생의 邪

論’으로 지칭되는 향 의 남인세력을 다스리기 한 정치  행 로 단된다. 

그런데 당 와 련이 있다고 해도 조정에서 청주 지역 유생의 일에 이처럼 

개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해서는 권 하가 지약해 후사사건에서 송시열

과 립했던 인물이라는 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지약해 후사사건은 지약

해의 양자 던 지 구가 뒤에 족보를 보고 자신과 양부가 형제항렬이라는 사실

을 알게 되자 本宗으로 돌아간 일을 둘러싼 논란이다.42)42)지 익은 죽음을 앞두

고 후사를 기하라는 유언을 아들 지응구에게 남겼고, 지응구는 윤선거, 송시열

과 송 길에게 문의한 뒤 이들의 조언 로 本宗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고을의 

유생 권 하 등이 아버지의 상복을 입지 않은 죄목으로 지 익 삼부자를 신항서

원의 儒籍에서 삭제하 다.  

이 때 신항서원의 원장이 바로 송시열이었다. 송시열은 서원 유생들에게 지응

구 형제의 유 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권 하를 비롯한 신항서원의 

유생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지응구는 찰사 남이성에게 소장을 올렸

는데, 찰사는 조사과정에서 권 하와 조익  등이 불손한 말을 하자 이들을 

형추하 고 지응삼 역시 아비 상복을 입지 않은 죄로 형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신항서원에서 율곡을 배향하고 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남인계 유생과 서인계 유생들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로 논의되곤 하 다.43)43)즉 

권 하가 지 익 삼부자를 신항서원 儒籍에서 삭 한 것은 지약해가 율곡의 신

항서원 배향에 앞장섰던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하 다. 그러나 그 근

42) 이하 지약해 사건에 한 내용은 �숙종실록�, 숙종 1년 乙卯의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43) 이정우, 앞의 논문, 104-106면; 이재학, 2001 ｢조선시  청주 신항서원｣ �역사와 실학�

21, 128-129면; 설석규, 앞의 책, 251-252면; 고수연, 2008 �1728년 무신란과 청주 지역 

사족동향�, 충북  박사논문, 88-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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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44)44)게다가 설사 지약해가 율곡의 배향에 여

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지약해의 후사 던 지 익이 본종으로 돌아가는 것

을 비난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 

그 다면 이 사건에 해 “閔愼의 일과 지씨 집안의 일로써 송시열이 를 그

르쳤다고 비난하려는 의도”45)에서45)빚어진 일이었다고 한 실록의 기록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충주 지씨 족보에 기록된 지 익의 몰년은 1664년이며,46)46) 

지응구가 송시열 등에게 문의한 뒤에 本宗으로 돌아간 해는 1665년이다.47)47)1659

년 기해 송 이후 론에 해 민감한 시기 다는 에서 권 하 등이 지 익

이 본종으로 돌아간 일을 빌미로 송 길과 송시열 등 서인의 론을 비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구나 지응구가 이 일로 찰사에게 소장을 제출했을 당시 충청도 찰사는 

남이성이었고 찰사의 지시로 이 일을 조사한 사람은 옥천 감이었던 윤형성이

었다. 이들은 모두 송시열과 같은 서인이었으며 조정에서 여러 차례 남인을 공

격하기도 하 다. 갑인 송으로 남인이 승리한 이듬해(1675년)에 송시열을 극변 

정배하라는 남인들의 탄핵상소에서도 이 일은 거론되었는데, 남인들은 “異議를 

세운 것을 분하게 여겨, 道臣을 시켜 유생들을 참혹하게 형벌”48)했다며48)송시열

을 비난하 다. 이의를 세운 것은 바로 권 하 등이 지 익 등을 신항서원의 유

44) 이정우는 “지약해가 유정서원에 이이와 이색을 제향하자고 하여 이를 실 하면서 청주지

방 사족사회는 분쟁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앞의 논문, 101면)고 하면서 주석에 �열읍

원우사 �을 었으나, 해당 자료에서 지약해와 신항서원의 련에 한 내용을 찾지 못

했다. 설석규는 지약해 후사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약해에 한 私感에서 비롯되었다는 

실록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신항서원에서 이이와 이색을 추향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

인계 인물 지약해가 송시열의 후 을 업고 주도  역할을 했던 것 같”다고 추정하 다

(설석규, 앞의 책, 251면). 그러나 이 역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45)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4월 을묘.

46) 충주지씨 앙종친회, 1991 �충주지씨 동보� 권1, 34면.

47) 趙根, �損庵集�(고 번역원, 한국문집총간 http://db.itkc.or.kr/) 권7, ｢楓溪瑣 ｣ “應九

喜之, 復請於朝, 以其弟應三爲若海之后, 此乙巳年間云” 선행연구에서는 이 사건이 1675

년에 일어났다고 하 는데, 1675년은 조정에서의 논란으로 인해 당시 찰사 던 맹주서

가 조사를 벌인 때 다.   

48) �숙종실록� 권2, 숙종 1년 1월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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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삭 한 일이며, 도신이란 찰사 남이성을 지칭한 말이다. 송시열은 자신

의 개입을 부정하 지만, 지역의 한 사족집안에서 벌어진 이 일이 조정에서까지 

거론되었던 이유는 송시열, 송 길 등이 련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사환국 직후 

민정 이 지약해 후사사건에 연루되어 유배 간 남이성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

실만 보더라도49)
49)남이성의 처결이 서인의 수 던 송시열과 무 하지 않았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면 지약해 사건에서 권 하는 사실상 송시열을 공

격했다고 할 수 있으며 경신환국 이후에 김만 이 권 하를 갑산에 유배가도록 

요청한 일도 이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약해 사건에 연루되고 나만기의 신항서원 儒籍을 還 시켜달라고 발언한 권

하는 아마도 이 지역에서 남인세력을 표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허 과 함

께 남인의 지도자 던 권 운의 조카 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가 신항

서원에서 폐모 상소로 삭 된 나만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이유는, 나만기의 

집안 역시 청주 지역 내에서 권 하와 당색이 같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약

해 사건에서 권 하와 함께 지 익을 공격했던 조익 , 이인형 역시 권 하와는 

같은 당 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민정 은 이 사건을 鄕戰으로 규정하 다.50)50)신항서원을 심으로 청주 

지역 유생들이 립했다는 에서는 이 사건을 지역 유생들의 향 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권 하의 공격 상이 애 부터 송시열이었다는 , 찰사 남이성

이 조익 과 권 하 등에게 형벌을 내린 배후에 송시열이 있었다는 에서는 순

한 지역 유생의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청주 지역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앙조정과의 한 련 속에서 지방 까지 개입했다는 에서 사

실상 앙의 당쟁이 지역 유생들 간에 재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박상한 집안의 정치  성향

이처럼 당시 청주 지역 사족들 간에는 당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

하고 있었으며, 서인의 수 던 송시열이 신항서원장을 맡아 지역 내 향력이 

49) �숙종실록� 권9, 숙종 6년 5월 계축 “其時訟官不能無私, 有此定配之擧矣, 上命皆放之” 

50) 의 책 “池應九事, 亦由於淸州鄕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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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면서 이에 한 반발도 지 않았던 듯하다. 권 하가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지응구와 그 아버지, 형제의 신항서원 유 을 삭 하고, 채범화가 송시열을 탄핵

하는 상소를 올린 것은 서인세력 확산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송시열에 

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인들은 경신환국으로 집권한 후에 바로 

권 하를 극변에 정배하고 박상한을 처형하는 등 ‘청주 유생들의 邪論’을 통제하

기 한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면 박상한 역시 권 하 등과 함께 서인에 반 되는 정치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박상한이 경신환국에 불만을 품고 기우제문에 이를 드러낸 것은 

그의 정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경교는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박상

한이 犯上不道한 기우제문을 작성한 이유에 해, 이 에 앞장서서 흉론을 떠들

다가 付黃의 큰 벌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평소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이 쌓여 기

우제문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 다.51)51)부황은 성균  유생들이 비행을 지를 

경우에 이마에 런 종이를 붙이고 시가를 행진하는 일종의 명 형이다. 박상한

이 어떤 이유로 부황의 벌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흉론을 앞장서서 떠

들었다[首倡凶論]’는 말에서 당 와 무 하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 박상한의 당색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련 기록을 거의 찾을 

수 없기에, 그의 가계를 통해서 간 으로 근하고자 한다. 그의 집안에 해

서는 �사마방목�  반남박씨 족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족보를 참조하

면 박상한의 집안은 연산군 때에 장연 감을 한 박계달 代에 청주 강서면 외북

리로 이주하 다. 박계달의 3代孫이 朴忠悅과 朴孝悅인데, 박효열이 바로 박상한

의 증조부이다. 박효열은 이 지역에 세거하는 순천 박씨 집안의 박춘 의 딸과 

혼인하 는데, 박춘 은 문과에 합격하여 이천부사를 지낸 인물이었다. 박효열의 

맏아들이 朴以 인데, 바로 박상한의 조부이다. 그는 선조 18년(1585년)에 생원

시에 합격했으며, 첫 번째 부인 충주 지씨 사이에서 박 과 박 발을 낳았고 재

취한 덕산 이씨 사이에서 박 를 낳았다. 박상한은 박 의 맏아들이다.  

실록에는 박이검이 네 차례 거론되고 있다.52)52)박이검은 1602년에 최 경이 원

51) �추안 국안� 권9, ｢朴相漢推案｣ “旣聞相漢曾前首倡之兇論, 方被付黃極罰, 不敢齒於人類, 

平居怨國之心, 常所蓄積是白如可, 乃於告神文字之間, 發此不忍聞不忍見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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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게 죽었으며 성혼의 문인이 직을 보 하고 정철의 심복이 정승 자리를 차

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는데,53)53)이로 인해 이항복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54)54)그 뒤 1612년에는 정인홍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으며55)
55)1613년에

는 창 군의 처벌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56)56) 한 1602년에도 상소를 올렸

다. 상소문에서 박이검은 문경호 등 백여 명이 상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선

조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을 비 했는데,57)57)문경호는 정인홍의 문인이었으며 박

이검과는 1585년 서울의 남문 밖에서 있었던 同榜人 모임에서 만난 이 있

다.58)58)이러한 행 을 보면 박이검의 당 는 북인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러한 정치색으로 인해, 박이검은 청주 내 서인세력의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이 쓴 채종길의 묘표에는 박이검이 폐모 상소를 올려서 채종길이 

그를 儒籍에서 지웠다고 했다.59)59)인조반정 이후 상 편을 공격할 때 근거 없이 

폐모 상소의 동참자로 몰아붙인 사례도 있어60)
60)박이검이 폐모 상소를 올렸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주사람들이 박이검과 나만기를 신항서원 유 에 다

시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安應龜 형제 등이 막았다는 정호의 기록61)을61)보면 

박이검과 나만기가 유정서원의 유 에서 삭제되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박

이검과 함께 삭 되었던 나만기가 폐모 상소를 주도한 인물임은 역사기록에서 

52)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는 ‘朴而 ’이라 하 는데, 동일한 내용이 �백사집�에는 

‘朴以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朴以 ’의 오기로 볼 수 있다. 

53) �선조실록� 권145, 선조 35년 2월 乙丑. 

54) �선조수정실록� 권36, 선조 35년 윤2월 甲午. 

55) � 해군일기� 권19, 해군 4년 6월 壬子.

56) � 해군일기� 권23, 해군 5년 5월 乙亥.

57) �선조실록� 권145, 선조 35년 2월 乙丑. 

58) �嶧陽先生文集� 권1, ｢嶧陽先生年譜｣ “ 同榜人淸州李光胤․朴以 ․尙州柳復春․善山

文思晦․密陽孫起陽․昌寧尹耕․星州金天澤，安義林承厚，同郡文勊，文弘道․鄭昌緖․

申忠任, 話于南門外, 京居李尙毅․李慶全․李溟․柳澗佩酒叙別, 亦同榜人也.”

59) �송자 � 권194, ｢松村蔡公墓表｣ “鄕人朴以 希賊臣旨, 上讎母疏. 公削其名儒籍”

60) 이동형 등이 나인을 흉 으로 비난하 지만, 나만엽의 요청으로 해당 청이 조사한 결

과 폐모 상소에서 나인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9월 계묘).  

61) 정호, �丈巖先生集� 권16, ｢參奉安公墓碣｣ “戊午間, 淸州人欲以首倡廢論, 羅萬紀․朴以

姓名, 還 於莘巷院籍. 蔡昌寧頲抗 力爭, 反遭其螫. 公 弟應寅, 倡率同志, 發通討其無母

之罪, 公論賴以得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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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며,62)62)나만기는 해군 때의 행 으로 인해 인조반정 후 의 부에 拿囚되

었다.63)63)반면 박이검이 폐모 상소에 동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폐모 

상소를 주도한 나만기와 박이검이 인척간이라는 에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박이검의 백부이자 유정서원 원장을 하 던 박충열은 羅濱의 딸과 혼인

하 는데, 나빈의 증손자가 바로 나만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박상한의 집안은 송시열과는 립되는 정치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악된다. 따라서 박상한이 처형된 근본 인 원인은 그의 

집안과 자신의 당색 때문으로 추정된다. 청주 지역에서 박상한은 권 하, 나만기 

등과 정치  견해를 함께하면서 송시열, 채종길, 안응구 등의 서인세력과 립하

고 이로 인해 경신환국 직후에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  서인들이 향 의 사족이었던 박상한에게 그토록 가혹했던 이유는 

당시 호서지역의 정치  상과 련시켜 해석할 수 있다. 비교  당색이 고른 

남이나 호남과 달리 호서 지역은 지역 내에서 당 가 다른 사족들이 공존하면

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향 의 사족이지만, 앙 리와 긴 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지방 이 개입하거나 조정 신의 개입으로 갈등의 증폭되는 사례도 있

었다. 지약해 사건이 바로 그러한 이다. 그러므로 정치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청주 사족을 통제하는 일은 필요했을 것이다. 윤경교와 김수항 등이 

기우제문을 빌미로 박상한은 처형했던 것은 당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청주의 

남인계 유생들을 제압하기 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으로 박상한의 기우제문  그 이면의 맥락을 살펴보았다. 박상한이 기우

제문에서 ‘國之無政, 已忘于民’이라고 한 목은 수령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로 

62) 폐모 상소는 � 해군일기� 해군 9년(1617년) 11월 25일 기사에서 확인되며, 폐모 상소

에서 나만기가 色掌을 맡았음은 �승정원일기� 인조 1년(1623년) 3월 17일 기사의 “通文

中, 掌議則河仁俊․鄭淇, 色掌則蔡有濟․羅萬紀․鄭績․鄭渼”에서 확인된다.   

63) �승정원일기� 1책, 인조 1년 4월 庚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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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힘들며, 이 이 문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상한은 이에 해 성균의 

<인한해>를 인용한 것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 지만, 통치자의 

잘못을 지 하는 <인한해>의 목을 그 로 인용하 기에 나라의 정치에 한 

비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박상한은 기우제문을 통해서 경신환국

에 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벼슬을 하지 않은 청주의 유생이 지방 수령을 신해서 지은 기우제문

을 문제 삼아 의 부로 압송하고 반역죄에 하는 범죄로 추국한 것은 지나

쳐 보인다. 기우제문이 그만큼 요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권문해의 사

례를 보면 기우제문에 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박상한의 옥사는 경신환국 직후에 권 하, 채범화 등이 이 에 한 발언이나 

상소문으로 인해서 변방으로 유배된 것처럼 서인 집권 이후에 청주 지역 남인계 

유생들을 제압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신환국으로 조정을 

다시 장악한 서인들이 청주 지역 유생들의 여론에 해 다소 지나친 형벌을 요

구한 이유는 이 지역 유생 여론이 지니는 정치  요성 때문일 것이다. 앙정

치에서 소외되었던 남이나 호남사족과 달리 청주 지역에는 앙정치와 결부된 

리들과 학맥, 혼맥으로 연결된 사족들이 세거하 다. 한 서울과의 거리가 가

까웠기에 이 지역 유생의 상소가 지니는 정치  향력이 작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동일지역 내 사족들의 당색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호남과는 달리 청

주에서는 여러 당 의 사족들이 모여 살면서 사족들 간의 다툼이 여느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다. 향 사족들의 갈등은 조정 신들이 개입하면서 보다 격화되

는 양상을 보 다. 박상한 사건은 이러한 청주 사족사회의 특수성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주제어 : 경신환국, 당쟁, 기우제문, 청주 사족, 鄕戰, 박상한, 박이검, 

         송시열, 권 하, 지약해

투고일(2019. 7. 31),  심사시작일(2019. 8. 5),  심사완료일(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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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Sang-han case in 1681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nobles of Cheongju

Yi, Ji-Young *

64)

In 1681, Confucian scholar Park Sang-han of Chungcheong-do was executed for 

blasphemy because he had written a profane prayer of rites for rain. After Yoon 

Kyung-kyo, an observer in Chungcheong Province, reported the incident as a serious 

one, Park Sang-han was interrogated as a treason by important officials including prime 

minister. Park Sang-han denied his guilt, saying he had just quoted Sung Kyun’s essay 

on drought of the Tang Dynasty and the sentence “The mountain is the people’s 

parents” had been from the mountain's name ‘parents’. But it was not until 1689 when 

Namin(the Southerners) came to power, his excuse was accepted.

Although His pardon was later grant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re was any 

problems with his prayer. The analysis of Park Sang-han's stories showed that his prayer 

is different from other one's at that time. Above all, in his prayer he described his 

criticism of the nation,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self-criticism common in other 

prayers. 

But even if it was problematic with his prayer, the execution was too excessive. In 

fact, he was executed for political reasons, not for prayer. There was a fierce partisan 

fight in 17th century, also the conflict among the nobles of Cheongju was serious. This 

was because the nobles of Cheongju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official. 

Park Sang-han’s grandfather, Park Yi-gum, was at odds with Seoin(the Westerner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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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ers, Song Si-yeol’s faction, which took power in 1680 and purged his opponent 

harshly, tried to control the opponent nobles of  in Cheongju.  The execution of Park 

Sang-han took place in this political situation.

Key Words :  the political upheaval in 1680(庚申換局), Factional Strife, a prayer of 

rites for rain, the nobles of Cheongju, the conflict among country 

nobles, Park Sang-han, Park Yi-gum, Song Si-yeol, Kwon Dae-ha, Ji 

Yak-h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