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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秀 승의 역사  기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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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우리 역사에는 지식인으로서 민간설화의 주인공이 되어 널리 전승되어온 인물들이 있다. 김시

습, 서경덕, 이지함, 곽재우, 김덕령, 이항복, 박문수, 김병연 등이 표적인 예이다. 이들의 전승 
내력과 양상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체로 뛰어난 능력이나 기이한 행적, 아니면 억
울한 사연이 전승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야기는 공식적인 史評과는 별
도로 신분과 계층은 물론 시 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나아가 역사기록과 

결하 으며 때로 그 권위를 넘어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역
사가 단일 권위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 관점과 가치관이 생동하는 건강한 체질을 유지해왔다는 
증거이다.

박문수는 그 중에서도 전승 층위가 많고, 층위 사이의 거리가 멀어 해석의 폭이 넓은 표적
인 인물이다. 그는 30년 간 고위 관직을 떠나지 않았던 정치 관료 기에 공식 행적이 비교적 소
상하게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문수는 사후 재야 지식인과 민중의 절 적인 애호 속에
서 전승되어 왔다. 그의 역사적 실상과 설화적 형상 사이에는 불일치가 적지 않은데, 세상에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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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알려진 것은 부분 후자이다. 둘 사이에는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으며 그 거리는 어떻게 설
명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본고는 18세기 전반 정치 관료로 활약했으
며, 사후에는 야담과 설화 및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 전승되어온 耆隱 朴文秀(1691~1756) 관련 
자료를 고찰하여, 역사와 설화 사이 간극의 일부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문수는 문집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내 한 정서나 심리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쉽
지 않다. 하지만 기타 자료를 동원하여 생애의 외형을 재구성하고, 성격 형성과 기질상의 특징
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박문수 전승의 층위는 략 아래 여섯 가지이다. 

㉮ 歷史記錄 ㉯ 年譜 ㉰ 文集記錄 ㉱ 野談記錄 ㉲ 민간전승 ㉳ 소설
전승형태 문자(한문) 문자(한문) 문자(한문) 문자(한문) 口傳 문자(한글)

기록, 
구전시기 당 후 당 후 후 20세기 초
수용층 지식인 후손 지식인 지식인 (민중) 민중 

(지식인)
민중 

(지식인)
전승의 
주안점

사실
(역사표지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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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박문수에 관한 연구는 두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시도되었다. 역사학계에서는 주로 역사기
록을 텍스트로 삼아 조 통치기 전반 정치경제사의 맥락 속에서 박문수의 위치를1)고찰하 다.1) 
국문학계에서는 구전설화와 소설을 중심으로 민중의식 및 소설사의 의의를 다루었다.2)2)아쉽게도 
두 경향의 연구에서 박문수는 정치구도 속의 한 성원이거나 민중의식을 밝히는 매체일 뿐, 그 
자신이 연구의 초점이 되지는 못했다. 역사와 설화 사이를 연결시키려 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3)3)박문수에 한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여러 층위에 
1) 박문수의 정치 행적을 주제로 삼지는 않았지만, 당  정치의 흐름과 구도 속에서 박문수의 위상과 역할

을 이해하는 데는 정만조의 다음 논문들이 참조가 된다. 1982 ｢ 조 14년의 安東 金尙憲書院 건립시비｣ 
한국학연구1 ; 1983 ｢英祖代 초반의 蕩平*과 蕩平派의 活動｣ 진단학보56 ; 1986 ｢英祖代 중반의 
政局과 蕩平*의 재정립｣ 역사학보111 ; 1986｢歸鹿 趙顯命 硏究｣ 한국학논총8 ; 2003 ｢澹窩 洪啓禧
의 정치적 생애｣ 인하사학10.

2) 소설 ｢박문수전｣에 한 논의는 굳이 소개하지 않는다. 박문수 설화에 관한 연구 성과는 역사와 설화 사
이의 연결을 시도하는 마지막 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3) 원유한, 1995 ｢耆隱 朴文秀의 화폐경제론 - 실학자의 화폐론과 비교 검토｣ 실학사상연구5·6; 조성산, 
2003 ｢박문수, 전설적인 암행어사 혹은 뛰어난 소론 경세관료｣ 내일을 여는 역사14. 원유한은 시야를 
설화까지 넓히지 못했고, 조성산은 논거가 소략하다. 그래도 두 논고는 역사와 설화의 간극을 메우려 시
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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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체적 고찰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일생 행적을 검토하고 사유 방향과 행동 방식을 고찰하여 역사 인물 박

문수의 인간상을 구성하고자 한다. 특정 역사 인물들은 왜 민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또 그 삶의 어느 지점에서 설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본고는 이 오랜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
의 하나가 될 것이다. 자료는 역사기록과 年譜를 토 로 하되,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한 문집
기록과 야담기록도 주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흥미 위주로 민간에서 유전된 설화와는 달리, 
세 기록은 모두 사실을 내세운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야담의 내용은 과장되어 있거나 일그러져 
있어 실제 행적이라고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아닌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평면화·규격화 되어 있는 역사 및 문집 기록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2. 성장 배경과 성격의 형성
박문수는 1691년 9월 8일 振威 鄕校洞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본향은 高靈이다. 아버지는 恒

漢(1666~1698)이고 어머니는 慶州 李世弼의 따님(1665~1735)으로 白沙 李恒福의 현손이 된다. 
현종조의 명신 久堂 朴長遠(1612~1671)이 증조부가 되는데, 그는 성장기 박문수의 정신적 지주

다. 박문수는 친가와 외가 쪽 모두에서 당 를 표하는 정치 관료의 피를 받고 태어난 셈이
다. 가문이 개인에 우선하고 그 삶을 결정했던 시 , 가까운 선 의 정치적 위상은 박문수의 일
생 행로의 결정적인 지침이 되었을 수밖에 없다.

다섯 살이 되던 1695년 가을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의 유년기는 순탄치
가 못했다. 서울로 올라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1696년 1월 조부 銑(1639~1696)이, 이듬해 5월
에 백부 泰漢(1664~1698)이, 그리고 그 이듬해인 1698년 11월 부친마저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세 해 동안 3부자가 잇달아 죽은 것이다. 泰漢은 물론 막내 師漢에게도 소생이 없었으니 滅門의 
위기 다. 명문가에서 한참 귀염 받을 6~8세 사이 박문수는 잇달아 죽음을 체험하고 喪事를 치
러야만 했다. 박문수가 할아버지와 보낸 시간은 겨우 다섯 달이고, 아버지와 함께 지낸 기간도 
채 2년이 되지 못한다.

33세에 죽은 부친 恒漢은 세상에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老莊과 易 읽기를 좋아했
으며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는데, 뒷날 박문수로 인하여 靈恩君에 追封되
었다. 그가 죽었을 때 尹拯(1629~1714)이 특별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4)4)박문수는 아버지가 학술 
4) 윤증은 1697년 泰漢이 죽었을 때 恒漢에게 편지를 보내 애도하는 뜻을 표했고, (明齋集권24, ｢與朴恒

漢道常[丁丑五月二十六日]｣), 恒漢이 죽었을 때도 자못 애통해하 다.(권27, ｢與庶弟拙 戊寅臘月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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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도 남기지 못하고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한 것을 크게 안타까워하며 묘갈명을 李匡德
(1690~1748)에게 부탁했다.5)5)아버지 부재 속에서의 성장은 인간 박문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
요한 관건이 되는데, 그 자신 남긴 시문이 거의 없어 그 향 관계를 추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세 부자가 잇달아 죽으면서 집안 여인들에게 지워진 삶의 짐이 가중되었다. 특히 두 아들까
지 거느린 이씨 부인의 역할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씨 부인에 한 碑誌文은 당시 사정을 이
렇게 그리고 있다.

한 가문 세 가 막막하게 두 고아와 막내 府使公(師漢, 1678~1745)만이 남았으니 그 끊어지지 
않음이 실처럼 위태로웠다. 집은 또 빈궁하여 집 한 채 밭 한 뙈기도 생계로 삼을 만한 것이 없었
다. 여러 고아와 과부들은 서로 이끌고 표류하며 한 해에도 여섯 번이나 옮겨 다녔으니 그 가난
과 고생이 지극했다. 그래도 부인은 의연하게 처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길쌈을 해서 생계를 이었
고, 손수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말했다. “너의 집안은 망했다.”6)6)

부인은 윗동서인 안동 권씨 아랫동서인 전주 이씨와 함께 굶주리며 더부살이하 는데, 온갖 고생
을 다하면서 힘껏 집안을 이끌어갔다. 부인은 길쌈을 잘 하 고, 이씨 부인은 바느질을 잘 하 는
데,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모두 권씨 부인에게 맡겼다. 아침에 제사를 지내면 부인 방의 베틀을 가
져왔고 저녁을 먹고 나면 이씨 부인의 刀尺을 내왔으며 금고에는 주인이 따로 없었고 아이들에게 
일정한 어머니가 없었다.7)7)

두 편 모두 칭송을 위주로 지어진 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당시의 실상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의 내용을 액면 그 로 믿지 않더라도, 이씨 부인이 가문을 이끌어가는 중추
적인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이씨 부인은 범하고 의연한 사람으
로 그려지고 있는데,8)8)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기질들이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너
의 집안은 망했다”는 말에서, 이씨 부인의 굳세고 단호한 성정을 엿볼 수 있다. 유년기의 박문수

5) 이광덕, 冠陽集권12, ｢贈左贊成朴公墓碣銘｣.
6) 趙顯命, 歸鹿集권15, ｢貞卿夫人李氏墓誌銘｣ “一門三世 唯藐然二孤與季府使公在 其不絶如綫矣 而家又貧

窶 無一椽一畒恃而爲生者 數三孤寡 提挈飄流 一歲率五六遷 其艱難辛苦至矣 乃夫人處之夷然 自力治紡績
以爲生 手自撻課兒書曰 汝家亡矣.” 

7) 李匡德, 冠陽集권12, ｢貞敬夫人慶州李氏墓碣｣ “夫人與似權氏嬸李氏飢飢僑寓 百苦千毒 而互持家政甚力 
夫人善紡績 李氏勤針線 而其剩利則悉歸於權氏 朝祭而取난仲房之機杼 夕飧而出於季箱之刀尺 帑無主名 兒
無定母..” 

8) 1734년 進奏副使가 된 박문수가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주저하자, 이씨 부인이 손수 朝衣를 입혀 왕명을 
수행할 것을 일렀다. 이 소식을 들은 조는 이씨 부인을 칭송하며, 그 병세를 살폈다고 한다. (연보 34
세조, 조현명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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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가장 큰 향을 끼친 사람은 그의 어머니 다. 뒷날 박문수가 보여주는 기질은 어머니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 사실은 박문수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의 두 편 글에서는 당시 상황을 박문수 가문 중심으로 기술했지만, 실제로 이 시기 박문수
는 전적으로 외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보에 따르면 13세인 1702년 어머니를 따라 
외조부 李世弼(1642~1718)의 임소인 삼척에 갔었고, 19세 때인 1709년에는 외숙 李台佐(1660~ 
1739)의 임소인 강원감 에 갔다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왔다.9)9)1734년 燕行 길에 오르는 박
문수를 전송하는 外弟 이종성(이태좌의 아들)의 시에 있는, “책상 마주하고 이불 함께 덮은 20년 
세월, 어찌 일찍 하루라도 떨어진 적 있었던가?”10)라는10)구절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아래 이
야기는 당시 생활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박문수는 이종성과 함께 이태좌에게서 수학하 다. 이태좌는 아들과 조카 모두 엄격하게 훈도하
다. 하루는 병풍 뒤에서 두 사촌형제가 서로 문벌을 따지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종성이 “너희 집

안에 龜川(李世弼) 선생 같은 분이 있는가?” 묻자, 박문수는 할아버지 九堂公 朴長遠을 들었다. 다
시 白沙 선생 같은 분이 있는가 묻자, 박문수는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태좌
가 박문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너는 반드시 白沙의 사업을 할 것이라고 칭찬했다.11)11)

이 이야기는 성장기 박문수가 경제와 교육의 측면에서 거의 전적으로 외가의 도움을 입고 있
었음을 암시한다. 그밖에도 여기에는 당시 박문수의 심리 일단이 드러나 있다. 이야기에는 두 
소년의 묘한 경쟁 심리가 나타나는데, 지기 싫어하는 기질 또는 더 강렬한 자의식을 보여주는 
쪽은 아무래도 박문수이다. 박문수는 이미 8살 전에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현실에 
일찍 눈을 떴다. 또 외가에 살면서 어린 마음에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오
히려 자의식과 승부욕을 강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핍의 상황은 흔히 강렬한 성취욕과 승부욕
을 이끌어내는 동기로 작용한다.

16세 되던 1706년에 淸風 金道浹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했다. 김씨 부인(1690~1762)은 潛谷 
金堉(1580~1658)의 고손이 된다. 박문수와 김씨 부인 사이에는 평생 소생이 없었다. 그 때문인
지 두 사람의 부부 생활이나 박문수와 처가의 관계에 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다. 박문수는 

 9)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이 있다. 야담의 박문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것은 汲水
婢 이야기인데, 그 시기가 소년 시절 외숙의 임소인 진주에 갔을 때로 설정되고 있다. 그런데 외숙 이태
좌는 1706년(박문수 26세)에 경상좌우도 암행어사로 파견된 적은 있지만 지방관으로 근무한 적은 없었
다. 그 이야기는 1709년 강원감 에 갔던 사실과 뒷날 박문수가 경상도에 암행어사 및 관찰사로 종사했
던 사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10) 李宗城, 梧川集권1, ｢ 晦日夜宿靈城宅 口占十絶 送主人兄燕行｣ “對案聯衾二十변 何曾一日有分張 自從
釋褐登朝後 南北東西各一方.”

11) 이유원, 김동현 옮김, 국역 林下筆記27권 ｢春明逸史｣ (민족문화추진회 제6책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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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실 소생을 보지 못하고 형 民秀(1685~1757)의 아들 久榮(1727~1762)을 入系하 고, 만년인 59
세와 64세에 서자(向榮, 萬英)를 보았을 뿐이다. 그나마 입계한 久榮도 김씨 부인과 같은 해에 
죽고 말았다. 박문수 부부에 한 기록이 남지 않게 된 이유이다. 박문수가 어떤 식으로든 潛谷
의 經世論을 취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12)12)이 부분에 해서는 해당 전문가의 정 한 안목이 요
구된다. 

학문 연원을 알 수 있는 사승 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연보에는 어릴 적 尹拯으로부터 食牛之
氣가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정황은 알기 어렵다. 28세이던 1718년 뒤늦게 
昆侖 崔昌大(1669~1720)에게 나아가 孟子를 배웠으며, ｢完璧歸趙論｣이란 글을 지어 솜씨를 인
정받았다고 한다. 최창 는 박문수가 어렸을 적 지은 ｢觀燈｣시의 “좋은 계절 다락 높이 종 북 
소리 울리는데, 봄바람에 꽃이 피어 술잔이 향기롭네. 佳氣樓高鐘鼓動, 春風花發酒尊馨.”란 구절
을 두고 太平宰相의 기상이 있다고 평했다고 한다.13)13)이로부터 이태 뒤에 최창 가 타계하여 두 
사람의 사제 인연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외관상 이를 박문수의 학맥이라 말할 수 있겠다.14)14)

이상이 남아있는 자료로 략 재구해 본 박문수의 성장기 및 청년기의 생애이다. 후 의 많
은 기록들은 고집이 세고 강직하며 해학을 잘하고 실무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박문수를 
기록하 다. 이는 유년기의 체험 및 성장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년 시절 잇단 
죽음의 체험과 가문의 몰락, 그리고 홀어머니 아래서의 힘든 생활과 외가에서의 성장이 탁월한 
현실감각과 더불어 남다른 자의식과 승부욕을 키웠던 것이 아닐까? 친·외·처가에 걸쳐 4  안
의 윗 에 박장원, 이항복, 김육 같은 뛰어난 경세가들의 존재는 정신적인 자부심의 토 가 되었
을 뿐 아니라, 실무 관료로서 정사를 펼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3. 벼슬길 진출과 조와의 인연
박문수는 1721년(경종 원년) 진사 초시, 이듬해(경종 2년) 감시에 급제한 뒤, 33세 되던 1723

년 증광시를 통하여 벼슬길에 진출한다. 이보다 앞서 1716년(숙종 42) 申球가 魯西集의 구절
로 尹宣擧(1610~1669)가 숙종을 속 다고 무고하여, 윤선거·尹拯(1629~1714) 부자의 관작을 추
12) 가령  조실록28년(1752) 1월 13일의 기록을 보면, 박문수가 균역법 시행에 해 거론하면서 잠곡이 

주창했던 大同法을 이상적인 법으로 거론하는 목이 있다.
13) 年譜28세 조. 찬자 미상의 필사본 상하 두 책 연보는 박문수의 8세손인 朴鏞基 선생께서 제공한 것이

다.
14) 야담에도 박문수가 젊은 시절 방탕할 제 최창 의 훈도를 받고 뜻을 세워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記聞叢話(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제 1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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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하는 사건이 있었다. 박문수의 백부와 부친은 윤증과 사제의 관계 다. 연보에 따르면 박문
수는 이 사건에 분개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한다.15)15)

연보의 기록이 사실과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환로 진출이 늦어진 것이 당시
의 정치 상황과 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숙종 말년은 老論의 집권기 으니 전형적인 소
론가의 자제인 박문수가 환로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다가 1720년 景宗의 즉
위를 계기로 권력 구도가 반전되었다. 노론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1722
년 壬寅獄이 발발하여 노론은 4 신이 사사되는 등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16)16)박문수는 壬寅獄
이 발발한 1722년에 감시에 급제하 고, 노론이 완전히 몰락한 1723년에 증광시에 급제했으니, 
그의 정계 진출이 정계 개편의 과정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17)17)

1723년 假注書와 副司正을 거친 박문수는 1724년 1월 世弟侍講院 說書에 임명되었다. 說書는 
經史와 도의를 강론하는 정 7품 직책이다. 世弟는 뒤에 조가 되는 延礽君(1694~1776)이었다. 
당시 박문수의 나이는 34세, 연잉군은 31세 다. 이 시기 두 사람은 평생의 깊은 인연을 맺는다. 
당시 연잉군은 손수 궁궐 소장의 논어를 하사했고, 각자 힘써 서로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
자는 뜻을 말했다.18)18)뒷날 조는 노론의 지속적인 배척에도 힘써 박문수를 보호했으며, 평생 지
척에 두고 자신을 보좌하게 했다. 조의 세제 시절 두 사람의 교유에 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
지만, 뒷날 박문수의 정치 행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같은 해 8월 병약했던 경종이 승하하고 연잉군이 왕위에 올랐다. 조의 등극은 소론에겐 위
기 다. 예상했던 로 노론은 총공세에 나섰고, 조는 1725년 3월 壬寅獄을 誣獄으로 규정하
는 乙巳處分을 내렸다. 노론이 집권할 수 있는 정당성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
론계의 羅學天은 1724년 12월, 辛丑年(1721, 경종 1년) 이후의 과거는 공도가 무너진 것이라는 
상소를 올렸다.19)19)경종 재위 기간 과거에 급제한 소론계 인사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공세의 일단
이었다. 박문수는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윤허 받지 못했다. 조는 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
으며 왕위에 올랐으나 중심을 잃지 않고 국정을 운 하 다. 오히려 노론 일당의 전횡을 경계하
여 1727년 7월 乙巳處分의 내용을 번복한 丁未換局을 단행하 다. 이때부터 趙文命(1680~ 
15) 연보 26세 조.
16) 1701년 張禧嬪의 처벌 수위를 두고 극형을 주장했던 老論과 달리 少論에서는 世子(뒷날의 경종)를 보아 

관 한 처분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경종이 즉위함으로써 노론 측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경종 재
위 기간을 포함 조 통치 전반기의 정치변동에 해서는 정만조의 두 논문(1983, 1986)을 참조하 음.

17) 야담 중에는 박문수 형제가 부족한 문필에도 불구하고, 박문수의 기지와 부정행위로 요행히 과거에 합
격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는 학문이 부족하다는 조의 지적을 근거로 하고 박문수의 기지를 희화
적으로 과장하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복邱野談권4, ｢騙鄕儒朴靈城登科｣(1985 栖碧外
史海外蒐佚本, 아시아문화사)] 박문수의 형 민수는 蔭補로 관직에 나아갔으니 사실과는 딱 들어맞지 
않는다. 

18) 연보 34세 조.
19)  조실록즉위년 12월 6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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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趙顯命, 宋寅明(1689~1746), 李匡德, 朴師洙(1686~1739) 등, 박문수와 가까운 소론계 蕩平
論者들이 중용되었다. 

소론계 탕평론자들이 정국을 주도하는 이 시기 박문수는 관리로서 크게 출세하는 기회를 얻
게 된다. 당시 남 지역에 큰 흉년으로 유랑민들이 많아져 이들을 安集할 필요가 두되었다. 
박문수는 1727년 9월 嶺南別遣御史로 천거되었다. 너무 젊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으나, 趙泰億(1675~1728)과 金弼東의 강력한 추천으로 조의 낙점을 받았다.20)20)당시 박문수
는 羅學川의 상소로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 있었다.21)21) 조는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개인의 절
개를 지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설득하 다. 이에 박문수는, ① 당해의 환곡을 미리 받아 이듬해 
백성들을 살리는 밑천으로 삼을 것, ② 경주와 울산 등의 營門과 각 고을 수령들의 耗穀을 모두 
진휼미에 보탤 것, ③ 각 營門에서 사적으로 각 고을을 침탈하는 행위를 贓律로 따져 탐관오리
의 죄를 엄단할 것, ④ 바닷가 작은 마을에도 명망 있는 관리를 파견해 줄 것 등 10여 가지의 
개혁책을 청원하 다.22)22)이후 3개월 가량 어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권귀가 출신의 지방관들이 
일부러 관직을 버리며 어사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棄官의 폐해를 보고하고,23)23)監官과 良役 그리
고 還穀의 폐해를 보고하며 책을 상달하 다. 부적격의 지방관의 파직을 주청하여 윤허를 받
기도 하 다.24)24)

1728년 3월에 李麟佐의 난이 일어났다. 박문수는 조현명과 함께 吳命恒(1673~1728)의 종사관
이 되었고, 남에 밝은 사정을 토 로 자신 있게 작전을 보좌하여 큰 공을 세웠다.25)25)난이 진
압되고 나서는 居昌과 安바 등 네 고을의 백성들을 鎭撫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이 일  고을 
백성들이 모두 달아나 텅 비었는데, 박문수는 형세 상 어쩔 수 없이 난에 연루된 백성들을 관
하게 용서하는 정책으로 민심을 진정시켰다. 당시 그는 호위 군사를 거느리지 않고 單騎로 여러 
고을을 순행하여,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담력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박문수가 난에 연루된 고을의 
백성들을 안무하는 데에는 어사 시절 얻은 신임의 덕이 컸다고 한다.26)26)이때 세운 공으로 박문
수는 4월 14일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며, 4월 26일에는 靈城君으로 봉해졌다. 이인좌의 난
은 박문수 출세의 중요한 외적 계기이다.

1727년 9월에서 1729년 3월까지 남어사 및 관찰사로 일한 17개월 가량은 박문수가 출세의 

20)  조실록3년 9월 25일 조.
21) 1724년 8월 景宗이 승하하고 조가 즉위하자, 12월 나학천은 辛丑年(경종 원년) 이후 과거에 공도가 

무너졌다고 상소하 고, 이에 박문수는 사직 상소를 올리고 벼슬길에서 물러나려는 뜻을 고집하고 있었다.
22) 연보 37세 조 및 備邊司남錄 조 3년 10월 16일 조.
23) 備邊司남錄 조 3년 10월 22일 조.
24)  조실록4년 3월 11일 조.
25) 종사관 시절의 행적과 활약에 해서는 연보27세 조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상

세하게 소개하지 않는다.
26) 연보 38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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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잡고, 또 수많은 민간 이야기가 빚어진 특별한 시기이다. 松泉筆譚에는 남 암행어사 
시절을 배경으로, 돈놀이를 하고 이를 빌미로 민간의 부녀자를 욕보인 富僧에게 돈을 씹어 먹게 
하고 그를 다비의 예로 燒殺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27)27)재인들을 五方神將으로 분장시키고 
자신은 태상노군의 위의를 갖춰 산골에서 남의 아내를 뺏으려는 무뢰배를 물리친 이야기의 배경
도, 이인좌의 난 평정 직후 호남어사로 파견되었을 때로 설정되어 있다.28)28)기문총화와 계서
잡록등 여러 야담집에는, 암행어사 시절 제수용으로 비축한 쌀로 지은 밥을 접한 소년으로부
터, 고을 좌수의 딸에게 청혼했다가 봉욕당한 사정을 듣고 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 하게 혼
인시키고 재산을 나눠주게 한 이야기가 전한다. 하지만 박문수가 어사로 활약했던 시기는 6개월
이 채 못 된다. 

1729년 경상감사 시절에는 포항 앞바다에 떠내려 온 물건들을 보고 관동 아니면 관북 지역에 
수재가 발생했음을 파악했다. 관동 지역에 사람을 급파해 관동 지역의 수재가 단치 않음을 파
악한 박문수는 급히 濟民倉의 곡식 3천 석을 배에 실어 함경도로 보냈다. 이에 주위에서 朝令 
없이 진휼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논책을 받을까 우려하며 말렸지만, 박문수는 어차피 함경도에 
문제가 있을 때엔 남의 곡식으로 구휼하게 되어있다며 자신의 뜻 로 강행했다. 마침 함경감
사는 수재로 조정에 남의 진휼미를 요청하는 장계를 올린 터 다. 관북의 백성들은 남의 곡
식으로 10여 고을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며 咸興 萬歲橋 머리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한다. 사
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설화처럼 느껴지는 이 이야기는 연보에는 물론 국조인물지에도 
실려 있는데,29)29)1849년 함경도를 여행한 李崙夏(1820~1859)의 기록으로 비석 이름이 ‘慶尙道觀察
使朴公文秀北民感恩碑’이며 당시까지도 존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30)30)

박문수의 30 는 벼슬길에 진출하고, 조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관료 생활의 평생 토 를 
닦는 매우 의미 있는 시기 다. 37세 10월부터 40세 3월까지 別遣御史, 討捕從事官, 관찰사로 
이어지는 관력은, 박문수와 경상도 지역의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지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
다. 특히 남 암행어사 시절의 활약상은 수많은 암행어사 설화를 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
중의 의식 속에 박문수가 암행어사의 상징으로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27) 松泉筆譚권 亨,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제 18책).
28) 揚隱闡微제24화 ｢朴靈城假裝天神｣. 박문수는 호남어사에 제수된 적이 없으니, 이는 전승 과정에서 발

생한 오류이다. 
29) 연보에는 39세 조에, 국조인물지에는 권3에 실려 있는데 원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北遊錄(연세 학교 중앙도서관).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다른데, 여기에 해서는 이승수의 ｢北遊錄 

해제｣ 연세 학교 중앙도서관 고서 해제제 3책 (평민당, 2005)를 참조. 아이러니하게도 1730년 3월 
경상도 관찰사에서 파직된 이유는, 함경도 지역에 진휼미를 보내라는 조정의 명을 받고도, 경상도 바닷
가 백성들이 힘들게 비축한 것을 모두 보낼 수 없다며 버틴 것 때문이었다.(연보40세 조.) 한편 관북
의 구휼미를 저장하기 위해 迎日縣에 浦項倉을 설치한 것이 1732년의 일인데, (국역 국조보감61권 

조 8년 11월) 이는 박문수 관련 사건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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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에는 몇 달에 불과한 암행어사 시절의 이야기뿐이 아니라, 관
찰사를 포함한 경상도 재임 시절은 물론이고 이후 그가 보여준 정치 행적이 반 되어 있다. 

4. 정치관료로서의 행적과 그 성과
1756년 4월 24일 조  조실록은 박문수의 죽음을 두고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靈城君 朴文秀가 卒하 다. 박문수는 ① 春坊에 있을 때부터 임금의 알아줌을 입었으며, ② 무신
년 逆變 때에 趙顯命과 함께 元帥의 幕府를 돕고 돌아와 개가를 아뢰니 임금의 眷遇가 날로 융숭하
여 벼슬이 崇品에까지 이르렀다. 나랏일에 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해이하지 아니하여 ③ 병조·호
조 兩府에서 釐正하고 개혁한 것이 많았으며, 누차 兵權을 장악하여 사졸의 환심을 얻었다. ④ 그
러나 筵席에서 때때로 간혹 滑稽를 하여 거칠고 조잡한 병통이 있었다. 또 ⑤ 李光佐를 사표로 삼
아 持論이 시종 일관 변하지 아니하 으니, 그 때문에 끝내 정승에 제배되지 못하 다. 그가 졸함
에 미쳐 임금이 슬퍼하여 마지않았다.

이 기록은 박문수의 일생 정치 행적을 요령 있게 간추렸다. ①과 ②는 앞 절에서 살핀 바 
조와의 인간적 인연과 출세의 계기를 말한다. ③은 경세적 실무 관료로서의 성격과 업적을, ④
는 해학을 즐긴 성품과 다소 소박하고 거칠게 보인 기질을, 그리고 ⑤는 노론과의 첨예한 갈등
과 립을 마다하지 않았던 少論係 관료로서의 정체성을 말한다. 박문수의 타계 소식을 들고 
조가 내린 전교는 “아! 靈城이 春坊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섬긴 것이 이제 이미 33년이다. 자고로 
군신 중에 비록 際遇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두 사람만한 관계가 있으랴?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성이며, 성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 다.”는 말로 시작한다.31)31)

30 에 조와 평생 인연을 맺고 軍門에서 공을 세워 종 3품 관찰사의 지위에까지 이른 박문
수는 40  이후 화려하게 정치 관료로서의 이력을 쌓아나갔다. 때로 너무 강직한 태도 때문에 

조와 갈등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로 老論係 정객들과 격렬하게 립하기도 했지만, 어떤 것도 
정치 관료로서의 지위를 흔들만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차례 獄事에 연루되었지만 조는 박문
수의 결백을 의심치 않았다. 이 장에서는 40 에서 致仕에 이르기까지의 박문수가 정치 관료로
서 25년 동안 보여준 특징을 나누어 살펴보는데, 그 지향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치중하여 그 정
책의 得失과 當否에 한 평가는 해 분야 전문가의 논의로 미루기로 한다.
31)  조실록32년 4월 24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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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에 경도되지 않고 뛰어난 실무 능력을 발휘하다

1737년 윤 9월 5일 藥房에서 入診을 마친 조는 副提調 박문수에게 “경에 해 아는 자는 
경이 나라를 위한다 하고, 경에 해 모르는 자는 경이 미쳤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경의 狂戇한 
말을 듣지 못하 다. 사람들은 비록 미쳤다고 말하나, 나는 실로 取擇한다.”고 하 다. 이어 3년 
사이 나라의 기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물었다. 박문수가 막 모친상의 복을 벗었을 때의 일이
다. 박문수는 갑작스레 답하기 어려우니,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숨김 없이 아뢸 것이라고 
답했다. 이 말에 조는 “경은 姿稟이 매우 좋은데 모자란 것은 학문일 뿐이다. 나 역시 그런 
병통이 있으니, 君臣이 서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까지 포함시켜 함께 학문에 진력하자
는 덕담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평소 학문이 부족하다거나 무식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던 박문
수로서는 이 말을 예사로이 흘리지 못하고 이렇게 답했다.

신도 학문이 좋은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만약 잘 배우지 못하면 도리어 부모가 주신 眞性을 
잃게 됩니다. 지금의 학문은 한갓 文飾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오직 충성
됨과 간사함을 鑑別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조는 “미움을 받는다는 말 역시 어찌 학문이 부족한 소치가 아니겠는가?” 라고 반문
했다. 조의 첫 번째 물음에 박문수가 “(나랏일에 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본심
을 저버리는 일이며, 본심을 저버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답한 것을 환
기한 것이다. 조의 말이 온전히 덕담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박문수는 작심한 듯 자신의 
학문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담한 반론을 펼쳤다. 

비록 孔聖으로 하여금 지금 세상에 살게 하더라도 미움 받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治道는 마
땅히 大體를 摠攬해야 하는데, 한정이 있는 정신으로서 한정이 없는 일에 수응해야 하니, 신이 적
이 생각건  전하에게는 그렇게 큰 견식이 없습니다. 또 전하께서 신하를 부리는 도리를 얻지 못하
셨습니다. 총명하고 리한 사람은 일을 당하면 막힘없이 해결하기도 하지만 혹 便佞에 흐르기도 
하는데, 忠樸하고 敦厚한 자가 그 마음을 하나로 정하면 하늘과 땅도 꿰뚫을 수 있습니다.32)32)

그 시 에는 공자가 살았어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는 당  儒者들의 학문이 지나치게 번쇄하기만 한 空論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만과, 학문에는 자
잘한 지식과 치우친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역이 있다는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출한 것이

32) 이상의 기록은 모두  조실록윤 9월 5일 조. 번역은 체로 민족문화추진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역에 따르지만, 오역이 있거나 문리가 거칠어 이해하기 힘든 곳은 고쳐 번역하 다. 이하 모두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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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박문수는 조 또한 그러한 지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까지 주장을 
고나갔다. 총명하지만 번지르르한 말로 아첨이나 일삼는 부류와, 소박하지만 뚝심이 있어 끝까

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을 때, 조가 전자에 귀가 솔깃하여 후자의 진면목을 잘 보지 못한다
는 것이다. 조가 한발 물러서 박문수의 말이 ‘切實하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박문수는 자
신이 비록 학문이 없지만 말씀드린 사항은 簡冊에 적어도 옛 사람에게 부끄러울 게 없다고 자신
했다. 

박문수는 조에게서 여러 차례 학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심지어는 무식하다는 말까
지 들었다. 1749년 12월 조가 한 달에 세 차례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는 것은 옛날 賓對의 제
도라며 시행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에 박문수가 그건 네 차례가 되어도 무방하다고 하자, 
조는 박문수의 말을 무식하다고 하 다. 이에 박문수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도 유식하다
며 끝내 한 달에 두 차례 접견의 약속을 받아냈다.33)33)무식하다는 평을 박문수는 노론계 인사들
로부터도 들었고, 심지어는 李宗城처럼 가까운 소론계 동료들로부터도 들었다. 

하지만 박문수는 학문이 부족하다거나 무식하다는 평을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무식이 의도된 것이거나, 당  학문을 하등 절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박문수는 내외직을 막론하고 관리 행정 업무, 그 중에서도 경제 및 군사 업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748년 4월 호조판서에 임명된 뒤에는 簿記를 
명백하게 하고 度支定例를 제정하여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폭 줄여, 조로부터는 물론 후

에도 그 능력을 크게 인정받았다.34)34)군사 업무에 있어서도, 함경도 관찰사와 병조판서 그리고 
어 장 등을 역임하며 많은 개혁 성과를 거두었다. 박문수가 병조판서일 때는 외방의 무사들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고, 또 軍布의 일도 법칙을 정해 실천하여 뒷날에 이르도록 폐단이 없
었다고 한다.35)35)

박문수가 죽은 지 4년이 지난 1760년 청계천을 준설하는 공사가 있었다. 아래는 당시 준천 
작업을 주관했던 洪鳳漢과 조의 화 내용이다.

庚辰년 모월 모일 호조판서 홍봉한이 입시하여 말했다. “ 성군이 늘 濬川의 일에는 요량이 많았
습니다. 永禧殿 역사 시에도 募軍하여 일을 잘 처리하 습니다. 오늘 성군이 있다면 이 준천 일
에 볼 만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오늘 성군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계책을 많이 
생각해내어 잘 처리했을 것이다. 성군은 이런 일에 있어서는 神이었다. 자원하는 일꾼들을 구하
는 데 있어서는 激勸의 도가 있었다. 장삼이사를 막론하고 모두 자원하여 부역한 자들이었으니 그 

33)  조실록25년 12월 29일 조.
34)  조실록24년 9월 7일 조, 11월 4일 조, 25년 2월 14일 조, 9월 19일 조 등에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실려 있다. 
35) 연보 53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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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두 배나 효율적이었다.” 호판이 말했다. “ 성군은 일은 하는 데 있어 창의적이고 정성을 다했
습니다. 성이 定例를 제정하여 각 관청에서는 거기에 따라 준행하는데 실로 효과가 있습니다만, 
惠廳은 성의 손길이 닿지 못했기 때문에 10여 년래 경비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36)36)

희전 역사란 1748년 숙종의 어용을 묘사하여 봉안하고 그 殿宇를 加建했던 공사를 말한다. 
당시 박문수는 永禧殿重修都監堂上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 기록은 박문수가 인력 관리 및 재
무 회계 분야에서 보여준 탁월한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일들은 당 의 주류 학문인 
性理論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측과 판단 능력이 탁월한 실무 관리, 역사 기록에 
보이는 박문수의 한 단면이다. 

2) 권력에 굴종하거나 주 의 치를 보지 않았다

1732년 12월 18일 修撰 韓顯謨가 상소하여 박문수를 탄핵했다. 박문수를 가리켜 궤휼한 마음
을 품고 겉으로 우직함을 가탁하는 사람이라며 무겁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경연 자리에서 박문수가 신들 가운데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論斥하며 “當路者를 아
첨해 섬기는 데는 마치 노예와 같다.”고 비방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들이 잇
따라 避嫌하 다. 그 뒤에 持平 兪最基도 상소하여, 東方朔도 아니면서 해학의 기교를37)부리고37) 
優孟의 태도를 모방하여 狂辯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며, 자기 멋 로 고관 작들을 능멸한다며 엄
한 질책을 가할 것을 요청하 다. 이에 박문수는 여러 변고로 인해 왕도 극도로 근신하는 시기
에, 자칭 儒臣·諫臣이라는 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평한 것을 참을 수 없어 공척
하다 보니 실언하 음을 자인하 다. 하지만 인정한 것은 실언일 뿐, 본래의 생각을 꺾은 것은 
아니었다. 조는 상소문의 말투 또한 부드럽지 못하다며, 辭氣를 허비하는 것이 박문수의 병통
인 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사태를 매듭지었다.38)38)

1733년 1월 25일 우의정 金興慶은, 박문수가 경연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임금의 얼굴을 쳐
다보았으니 조정의 威儀가 엄숙하지 못하다며 推考를 요청했다. 이에 박문수는 즉각 논박했다. 

36) 연보 48세 조. 청계천을 준설한 시기는 박문수 사후 4년이 지난 1760년이고 일은 호조판서 홍봉한이 
주관하 다. 위 내용은 실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1765년 12월 14일 자 기록에는, 홍봉한이 박문수
의 器局과 선견지명을 크게 칭송하고 조가 여기에 공명하는 화 내용이 실려 있다.

37) 박문수가 해학에 능했다는 것은 수많은 기록이 입증하는데, 이 또한 설화의 주인공이 된 유력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 예로 1728년 이인좌의 난이 발발했을 때, 진압군으로 편성된 군사들이 크게 불안해
하자 박문수는 틈이 날 때마다 속된 말로 농담[諧笑]을 하여 軍情을 안정시켰다고 한다. (연보38세 
조) 해학을 즐겨 구사한 것은 반 로 그의 주도면 한 성격과 예민한 정서를 나타내는 반증일 수 있다. 
해학은 지나친 긴장을 해소하고 심리의 균형을 도모하며 정서상의 여유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기제이
기 때문이다.

38)  조실록8년 12월 18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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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事를 보면 경연석에서 신은 꿇어앉고 宰臣은 손을 잡고 반만 구부리게 되어 있지, 俯伏하는 
일은 없었는데 조정의 신하들이 지레 겁을 먹고 모두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린다는 것이
다. 나아가 군신의 사이는 부자 관계와 같은 것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무
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 다. 두 사람의 발언으로 보아, 경연 자리에서 나머지 신들은 모
두 俯伏하고 있는데 박문수만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음을 알 수 있다. 박문수의 반론에 승
지가 나서 신으로부터 혐의를 받고도 변명하는 것이 외려 조정의 체모를 잃었다 하여 다시 推
考를 요청했다. 조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39)39)

1742년 조가 召對하는 자리에 병조판서 박문수와 훈련 장 具聖任(1693~1757)이 같이 입시
하 다. 講이 끝나고 조가 閱武 때의 笏記에 관한 일을 물었다. 박문수가 답을 마치고 구성
임과 節目 사이의 일을 논하 는데, 서로 자기의 견해를 내세우다 그만 조 앞에서 언성을 높
이고 노여움을 드러내며 다투었다. 조가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하교하고 누누이 타일러도 시
끄럽게 다투기를 그치지 않았다. 조는 이웃 나라에 소문이 나서는 안 되는 창피한 일이라며 
탄식하 다. 하지만 박문수는 상관으로서의 체통이 크게 손상된 것을 참지 못하고, 그날 밤으로 
將符를 풀어 바치고 나갔다. 이튿날 조는 이 사건을 黨心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 泣斬馬謖
의 심정으로 두 사람을 균율로 효시, 당습을 경계하려는 뜻을 밝혔다가, 신료들의 만류로 삭직 
처분에 그치고 말았다.40)40)

1749년 1월 17일 호조판서 박문수는 다음처럼 과거제도의 폐해를 건의했다. 과거는 사 부들 
입신의 디딤돌이다. 재상가의 자제들은 사치 생활을 일삼고 있는데, 세력으로 먼 지방의 문장가
를 불러 자제로 하여금 借述케 하여 과거에 급제시키고, 그 뒤에는 좋은 자리만을 골라 역임하
고 있으니 비루하다는 것이다.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책으로, 과거 급제자들을 불러 직접 
表·賦·*을 시험하여 솜씨 없음이 드러날 경우 임금을 속인 율로 다스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고 하 다. 이에 조가 여러 신하들의 추한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박
문수는 발언의 강도를 높여 “동궁 시절부터 성품이 나약하더니 연세가 높아지면서 더욱 나약해
졌다. 그런 무리들이 이런 사정을 보아 백방으로 꾀를 짜내어 뜻에 부합하는 말을 하면 왕은 마
음으로 기뻐할 것”이라는 요지로 조를 힐난했다. 고관 작들은 물론 조까지 무능과 비리로 
묶어 논박하는 비판의 수위가 위태롭기 짝이 없다. 이에 조는 “경은 말을 너무 쉽게 한다. 내
가 어찌 그런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하겠는가?” 하며 언짢아하 다.41)41)

이상 별다른 설명 없이 실록에 보이는 네 가지 사례를 간추려 제시하 다. 기록에 보이는 것
만 해도 박문수는 여러 차례 거친 말과 태도로 물의를 빚었다. 노론계 인사들은 이를 두고 狂

39)  조실록9년 1월 25일 조.
40)  조실록18년 8월 23일 조. 
41)  조실록25년 1월 17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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悖·悖戾 등의 용어로 비판했고, 정치 입장을 같이했던 宋寅明조차도 “그 목소리와 얼굴빛마저 
거칠어지기도 하고 혹은 쓸데없는 우스갯소리까지 섞기도 하여 전혀 공경하거나 삼가는 기색이 
없다”며 나무랐을 정도이다.42)42) 조도 박문수를 사나운 말[悍馬]에 비유하 고,43)43)이러한 박문수의 
태도에 때로는 무색해하고 언짢아하고 격노하여 파직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문수에 한 인간적
인 신뢰에는 큰 금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문수의 과격한 언사와 거친 태도에도 조
는 “절실하다.”, “ 성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 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의 말로 절 적인 신뢰를 보냈다. 1734년 陳奏副使로 연행을 떠나며 간곡하게 아뢴 
말을 듣고, “靈城을 사람들이 狂人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홀로 광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늘날 
筵席에서 성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44)라고44)한 것은 표적인 예
이다.

박문수는 말을 가리지 않았고, 때로는 과격하고 비속한 표현을 즐겨 사용하 고, 한번 흥분하
면 전후좌우를 재지 않는 다혈질의 행동을 자주 노출하 으며, 상 와 자리를 막론하고 해학을 
즐겨 구사하 다. 이를 두고 노론의 인사들은 물론 가까운 동료들도 권위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
난했다.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는 진솔함과 소박함의 징표가 된다. 특히 언행 하나하나 
典禮와 文飾 속에서 살며 공허감과 고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궁중의 제왕 조는 박문수
의 그러한 꾸밈없는 언행에서 큰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기록으로 볼 때 세 살 
차이의 조와 박문수의 사이는 일반적인 군신 관계를 벗어나 知己之友의 성격이 짙다. 조는 
박문수를 신분을 떠나 인간관계에 있어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지렛 로 삼았던 것이다.

3) 당색이 분명했으나 논리에 빠지지 않다

조선후기의 당색으로 분류하자면 박문수는 정확하게 少論의 계보에 든다. 부친과 백부가 사사
한 윤선거·윤증 부자는 송시열과 립하며 西人 안에서 老少分岐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스승으로 삼았던 최창 는 최명길과 최석정을 잇는 소론계 표 집안의 문인이다. 외가의 李光
佐와 李台佐는 당시 소론을 표하는 거물 정객이었다. 박문수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거나 친
교를 나눈 조현명·이광덕·李德壽(1673~1746)·洪泰猷(1672~1715)·姜再恒(1689~1756) 등은 모
두 소론계로 분류되고, 크고 작게 갈등했던 洪啓禧(1703~1771)·趙觀彬(1691~1757)·朴弼周
(1665~1748)·兪拓基(1691~1767) 등은 모두 노론의 핵심 인사 다. 경종의 등극과 함께 벼슬길
에 진출하 으며, 평생 노론의 견제를 받은 것 등, 박문수가 18세기 전반 소론의 표 인물이라
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42)  조실록11년 2월 14일 조. 
43)  조실록17년 9월 27일 조.
44)  조실록10년 7월 2일 조.



52·한국문화 42

하지만 박문수는 정치에 있어 과도한 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정치판 전체를 아우르는 폭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를 지녔다. 이는 학문에 있어 관념적 이론에 빠지지 않고 경세 실무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 던 것과 상통한다. 1730년 박문수는 조에게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이렇
게 말했다.

눈앞의 큰 걱정은 3백 년 世室 大家의 태반이 逆族이 된 것이니, 이는 모두 당파 싸움에서 연유
한 것입니다. 역적이 이쪽 당에서 나오면 비록 오염되지 않은 사람도 기어코 同逆의 죄과로 뒤섞어 
몰아넣으려고 하니, 안면을 바꾸고 동정을 구걸하며 저쪽 당에 들어가지 않고 죄를 면한 사람이 거
의 없습니다. 끝내 역죄로 몰아넣지 못해도 아무 까닭 없이 폐기하여 다시는 쓰지 않고, 죄에 연
루되었어도 자기 당에 들어오면 예전처럼 써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어 널리 당파를 세우는 계책으
로 삼습니다. 그래서 혹 밖으로는 投入한 듯한데 속은 그렇지 아니한 자가 있고, 혹 마음으론 투입
했으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사 부의 處身處心이 이처럼 어렵기만 하여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 있는 줄 알지 못하니 風節은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저쪽은 전부 역당으로 
몰아넣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쪽에서는 잘못 그 무리에 섞여 들어갈까 두려워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犯顔 여부를 통찰하지 못하고, 犯顔하며 직간하면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등용하시는 
것입니까? 전하께서는 民憂와 國計에 해 아뢰는 사람이 있으면 조정과 초야를 막론하고 조목조목 
비어를 내려 그 말을 쓰시고, 저들 時象의 말들은 높은 시렁 위에 얹어두어도 상관없습니다.45)45)

박문수는 당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극단의 립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당쟁으로 파악
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는 換局의 연속이었고, 그때마다 피의 숙청이 거듭되었
다. 당시는 西人/南人의 결로 남인이 몰락하고, 뒤이어 西人 내에서 老/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을 때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자를 포용하려는 노력은 불가능하고, 경계에서 주저하거나 고
민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생존권을 두고 시비 흑백의 이분법이 지배하는 다툼에서 창
의적인 화와 합리적인 판단은 용인되지 않는다. 국적인 정책이 입안되거나 원 한 계획도 
도모될 수 없다. 이러한 정쟁은 제로섬 게임처럼 한쪽이 완전 소멸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
고, 결국은 공멸한 다음에야 끝나는데, 문제는 그러한 와중에 國體는 물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다는 것이다. 박문수는 이러한 판단 아래 당파와 조야를 떠난 인재 등용만을 유일한 활로로 
보고 조에게 건의했던 것이다.

조도 이 문제에 부심하여 蕩平*을 내놓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되지는 
못했다. 1733년 박문수는 특별히 請對하여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탕평책을 시행한 뒤부터는 
아예 온 세상이 입을 다물었으니 인재가 진출할 방도가 없어졌고, 렷曹에서 사람을 쓸 때도 색
목 먼저 따지니 노론과 소론만 탕평되었을 뿐, 천하와 조선의 동서남북이 모두 탕평되지 못하여 
45)  조실록6년 12월 24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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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는 당시 탕평책의 허점을 정확하게 꼬집은 것이다. 
또 나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 吳光運(1689~1745)이나 洪景輔(1692~1745) 같은 인물들이 뛰어난 
능력과 명망에도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서 오광운은 南人系의 인물로, 남인의 
재등용을 건의했다가 노론(특히 吳瑗)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했던 인물이다.46)46)당시 몰락한 남
인의 재등용 문제는 거론키 어려운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박문수는 국적인 차원에서 당
색과 과거를 초월한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제안한 것이다.47)47)논의 끝에 박문수는 조선은 노론과 
소론의 나라이지 전하의 나라가 아니라고까지 극언했다.48)48)또 1735년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에
는, 탕평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노론과 소론의 수인) 문鎭遠(1664~1736)과 李光佐(1674~1740)
로 하여금 머리를 맞 고 정사를 논의하게 하지 못하는 탕평은 가짜 탕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
판했다.49)49)이런 의미에서 박문수는 당시 탕평책 이상의 전망을 지닌 탕평론자 다.

박문수의 정치 일생에서 적수라고 할 만한 인물은 趙觀彬이다. 1753년 조는 조관빈으로 하
여금 자신의 생모인 毓祥宮의 玉冊文을 지어 올리라고 명했다. 조관빈은 嬪宮에게 玉冊文을 지
어 올리는 전례가 없다며 전교 받기를 거부했고, 진노한 조는 조관빈을 親鞫하고 함경도 三水
에 栫棘할 것을 명하 다.  조실록에는 이때 박문수가 나가 “어째서 그 아비를 생각하지 않
으십니까?”라 말하 고, 이에 조는 박문수를 파직하고 나아가 조관빈을 문안하는 이는 모두 파
직할 것을 명하 다고 기록하고 있다.50)50)당시 상황을 연보에서는 박문수가 나아가 “신과 조관
빈 사이에 혐의가 있음은 전하께서도 아시니, 신이 어찌 조관빈을 위하겠습니까마는, 작위가 崇
品이요 벼슬이 太學士의 重任입니다. 이것이 무슨 景象입니까? 신이 보니 마치 제가 당하는 듯
하여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간했다고 소개하 다. 이후 야담에서는 당시 박문수의 
행적이 더욱 의롭게 묘사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전  송시열과 허목의 예처럼 政敵 사이의 美談
으로 윤색되어 전해졌다.51)51)

46) 오광운의 정치 행적과 오원을 비롯한 노론과의 갈등에 해서는 김종진, 2001 ｢若山 吳光運과 月谷 吳
瑗의 비교 연구｣ 동악어문논집38, 244-247면.

47) 박문수와 오광운은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고 지식인으로서도 의기 상통하는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34년 박문수가 陳奏副使로 연행을 떠날 때 오광운이 서문을 지어주며 천하의 안목과 심흉을 갖출 것
을 당부하 다. 若山漫稿권15, ｢送朴成甫赴燕序｣.

48)  조실록7년 12월 19일 조.
49)  조실록9년 1월 21일 조.
50)  조실록29년 7월 29일 조.
51) 써鴨漫錄(정명기 편, 한국역 야담자료집성 제 8책)과 大東奇聞(권4 ｢英祖朝｣)에 이 이야기가 전한

다. 세부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私嫌을 돌보지 않고 公道를 실현한 박문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大
東奇聞에서는, 조관빈이 죽었을 때 박문수가 문상 가서 관에 박힌 못을 발견하고 빼게 했다는 이야기
도 실려 있는데, 사실은 박문수가 조관빈보다 한해 먼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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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많은 爲民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다

박문수는 많은 위민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 다. 그것이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었는지, 또 얼
마나 시의성이 있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그러한 태도와 전망이 言衆들의 호감
을 이끌어냈으리라는 것은 추정할 수 있다. 1728년 7월 경상도 관찰사로 있다가 會盟祭에 참여
하기 위해 입경한 박문수는, 사 부가 승려를 침학하는 폐단, 宮家 差人들이 저지르는 折受의 폐
단, 魚廛의 폐단, 그리고 고을 수령들이 재상에게 보내는 선물의 폐단 등을 열거하고, 이 모두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니 근절시켜줄 것을 청했다.52)52)이는 박문수의 평생 정치 지향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표적인 몇 가지 실천 사례를 들기로 한다.

첫째, 정책의 차원에서 노처녀 시집보내기를 주선했다. 1730년 參贊官 박문수는 婚嫁를 제때 
하게 함이 王政의 先務라며, 나이가 2,30이 넘도록 시집 못간 처녀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것을 
요청했다. 조는 서울은 호조와 선혜청이, 지방은 감사와 수령이 혼수를 갖춰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돌봐줄 것을 명했다.53)53)박문수는 그 이전 1728년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도 가난하여 혼인
이나 상장례를 치루지 못한 사람들을 파악하여 일일이 지원하여 이루도록 했고, 1739년 함경도 
관찰사 시절에는 30세가 지나고도 혼인하지 못한 처녀들을 조사하여 營門에서 혼수를 주어 혼
사를 시킨 수가 740여 인이나 되었다고 한다.54)54)

둘째, 良役法의 개선을 위해 부심했다. 박문수는 평소 良役의 폐단을 장차 망국의 원인으로 
파악 통렬한 개혁을 계획했다.55)55)경상도 관찰사 시절에는 경상도 軍役을 變通할 뜻과 방책을 건
의하여 조의 동의를 얻어냈다.56)56)1733년 흉년이 크게 들자, 身役을 예전과 같이 징수하면 隣
徵과 族徵을 감당치 못해 이산하는 자들이 평소보다 10배는 많아질 것이라며 身役을 감면해주는 
것만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청했다.57)57)이밖에도 박문수는 평생 초지일관 군역의 釐正
을 주장했는데, 신포의 감면과 戶布法의 시행 등이 주류를 이룬다. 戶布法은 시행 의지가 너무 
강해서 조가 弘化門에 나가 백성들에게 良役에 관해서 물을 때, 미리 손을 써서 강제로 戶布
法 지지 여론을 조성했다고 비판받았을 정도이다.58)58)

52)  조실록4년 7월 23일 조.
53)  조실록6년 12월 24일 조.
54) 연보 38세와 49세 조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55) 연보 38세 조.
56) 비변사등록 조 4년 7월 24일 조.
57) 비변사등록 조 9년 7월 29일 “同日引見入侍時, 賑恤堂上朴文秀所啓, 連歲大凶, 飢民死亡, 將不知其

數, 十室九空, 到處皆然, 今年身役, 若依前徵捧, 則隣族之不得支保, 而離散者, 必十倍於常年, 然則幸免飢
死之民, 必將東西奔避, 不能安頓於在處, 非但不得捧布而已, 今秋今冬, 若不安保, 則明春農作, 實難着實, 
此事變通, 一時爲急, 必於秋收之前, 善爲區劃參뛰, 姑減身役然後, 邦本庶可安矣, 速令廟堂, 急速講定, 決
不可已也, 上曰, 李廷濟亦以此有所達矣, 趁速確處事, 申飭廟堂可也.”

58)  조실록26년 5월 19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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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賑恤 사업에 열의가 높았다. 박문수의 관료 이력에는 유난히 賑恤 관련 업무가 많았는
데, 특히 경상도와 함경도의 사정에 밝았다. 1731년 진휼 업무를 띠고 三南에 파견된 박문수는 
개인 곡식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내놓은 뒤, 시골 重宰들이 비축한 곡식을 징수하려다가 오히려 
반발을 산 적이 있다.59)59)1741년 함경도 관찰사 시절, 1만 3천 석의 賑恤穀을 요청했는데 1만 석
밖에 배정받지 못하자 곧바로 장계를 올려 처음 요청한 곡식을 기어이 책정 받으려 한 이유로 
推考의 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조는 “백성을 위한 일이니 자기 의견을 강하게 세우는 건 
문제 될 게 없다.”고 두둔하 다.60)60)같은 해 11월에는 진휼곡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商船에도 정
당한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1)61)흉년에 도움을 받는 신 남의 집 노비가 되어 비참
한 생활을 하는 함경도 六鎭 백성들의 참상을 보고하고, 그들을 구제할 방침이 흐지부지되지 않
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사람도 박문수 다.62)62)

넷째, 生祠堂, 善政碑, 書院의 폐단 혁파를 주장했다. 박문수는 1734년 연행을 다녀오는 길에 
평안도 일  감사들의 생사당과 선정비가 민생에 작폐가 큼을 보고, 비석은 모두 동강에 빠뜨
리고 畵像을 없애버려야 백성들의 습속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했다.63)63)1738년에는 안동의 金尙
憲 서원 건립 문제와 결부하여,64)64)부호들이 자제들의 身役 회피를 위해 서원을 남설하고 있으니, 
서원이 온갖 폐단의 남상이 된다며 極諫하 다. 서원폐해론은 당시 성리학에 침윤되어 있는 사

부들은 꺼내기조차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다섯째, 염전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강구하 다. 박문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염전 사업의 

중요성을 갈파했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鹽利를 얻지 못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5)65)1732년에는 金海의 鳴旨島에 들어가서 소금 굽는 일을 살피고, 수령

59)  조실록7년 12월 7일 조.
60) 비변사등록 조 17년 2월 6일 “同日入侍時, 大司諫趙明謙所啓, 臣於筵中, 得伏聞備局난臣所奏, 則咸鏡

監司朴文秀, 初請賑穀一萬三千石, 自朝家旣劃給一萬石, 成數旣滿, 而設賑臨時, 穀物不足, 則更請猶或可
也, 而旋又狀聞, 期於必得其餘數云, 此雖出於爲民之意, 而藩臣事體自別, 不可强立已見, 推考警責何如, 上
曰, 其於爲民, 雖强立已見, 何傷, 然不過問備, 依爲之.”

61) 비변사등록 조 17년 11월 22일 조.
62) 비변사등록 조 18년 1월 12일 조 “上曰, 救活飢民, 永作奴婢, 此事何如, 北路有此規耶, 右參贊朴文秀

曰, 臣己未年入往六鎭, 則丁巳大凶時, 救活飢民, 作爲奴婢者甚多矣, 時有路傍泣訴者, 詳問其由, 則皆曰急
於目前之飢, 未免爲他人之奴婢, 父則爲奴於東村, 母則爲婢於北里, 妻與子女亦然, 如此哀痛之情事, 深察而
願免奴婢云, 故臣其時不勝慘傷, 以此具由狀聞矣, 大抵北路風俗無狀, 奴婢傭作, 少有不順, 則縛而懸之, 以
綿火攝其足, 此何忍堪乎, 此事許之殘忍, 不許則亦當死, 宜有以商量處之矣, 左議政宋曰, 前頭贖還則好矣, 
今則不可不許之也, 第恐臣等未必長居廟堂, 則贖還事, 或致緯繣矣, 上曰, 於予心, 有所如何矣, 右議政趙
曰, 或限以六七年後, 還贖則好矣, 上曰, 若能爲之, 則豐原所達是矣, 修撰李成中曰, 旣許作奴婢之後, 又爲
贖還, 則恐歸欺民之科, 且此事易於忘却, 宜有以各別商量之道矣, 文秀曰, 此則小臣當勿忘之矣, 上曰, 直捧
成冊, 置之備局, 此亦別爲擧條, 以付備局可也.”

63) 비변사등록 조 11년 1월 6일 조.
64) 김상헌 서원 건립 관련 시비와 그 정치적 의미에 해서는 정만조, 1982 앞의 논문, 59-80면 참조.
65)  조실록7년 11월 22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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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아 진휼 책을 강구하 다.66)66)그 해에 박문수가 여기서 구운 소금 1만 8천여 석으로 경
기도의 백성들을 진휼하기도 했다.67)67)염전 사업의 추진 외에, 錢荒에 한 책을 제안한 것도 
경제적 성과로 꼽힌다.68)68)

정치 관료로서 박문수는 아직 본격적으로 조명된 바 없어, 그가 입안하고 실천한 정책의 의의
와 성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 없이 역사 기술의 표면만을 보았을 
때, 그 정책들이 최소한 백성들의 편에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해서는 전문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를 이은 정조는 박문수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 1785년에는 선조 제일의 충신으로 박문
수를 꼽았고,69)69)1790년에는 가슴에 熱血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70)70)1789년에는 박문수가 
만든 탁지정례가 완벽하여 당시까지 폐단이 없다며, 인재를 만나기 어렵다는 옛 말을 들어 어
디서 이런 사람을 구할까 탄식했다.71)71)정조는 박문수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냈던 것이다. 1788년 
이인좌의 난을 진압했던 戊申年이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1795년 사도세자가 태어난 을묘
년이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박문수를 致祭하고 제문을 직접 추도한 것은72)72)그러한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조의 높은 평가는 박문수가 선왕 조의 知遇之臣이었고 아버지 
사도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애쓴 인간적인 인연 외에도, 박문수의 실용적인 개혁 시책이 정조의 
그것과 부합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설화 속의 형상과 그 의의 - 결론을 신하여
정객으로서의 지위와 관료로서 보여준 치적에 비해, 사후 박문수에 한 평가는 활발하게 이

루어지지 않았다. 문집 간행, 묘역 조성, 사우의 건립 등의 기념사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박문수 자신이 시종 견지한 실용 정신, 가세의 퇴보, 소론의 정치적 몰락 등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에 걸쳐 활약했

66) 연보 42세 조.
67)  조실록8년 6월 22일 조.
68) 박문수의 錢荒 책론에 해서는 원유한, 앞의 논문 참조.
69) 위의 책, 173권, ｢일득록｣ 13, 
70) 위의 책, 172권, ｢일득록｣ 12. 
71) 홍기은 역, 국역 홍재전서173권, ｢日得錄｣ 12.
72) 위의 책 23권과 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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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소론계 명문 인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극적으로 포양 사업을 일으키며 
가문을 창달해나갔던 노론계 인사들과 비되는 점이다.

박문수에 한 역사적 평가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가문과 학맥, 그리고 
당파 등 조선후기를 지배했던 계보의 후원을 전혀 받지 못한 반면, 재야의 지식인들과 민중들은 
적극적으로 박문수의 이야기를 만들고 전승시켰다. 이는 하나의 역사적 현상에 한 가치평가와 
태도가, 지식 권력층과 재야 민중층 사이에서 상반된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재야 지식
인들과 민중들이 체계적으로 권력을 부정하지는 못했어도, 역사의 평가에 있어서는 비판적 견제
의 힘을 꾸준하게 행사했던 것이다. 재야 또는 민간의 이야기는 중심으로부터 원심력을 행사하
며 권력과 맞서는 형국을 만든다.

야담에는 20여 편의 길고 짧은 이야기가 전한다. 그 성격은 내용의 차이를 떠나 략 두 가
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넉넉한 해학과 기민한 재치를 보여주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곤경에 
빠진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형이다. 중복되는 것을 제하고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면 아래
와 같다.
번호 유형 출전 내용

1 해결 松泉筆譚  남 어사 시절, 돈놀이 하고 부녀자를 욕보인 富僧의 징치.
2 해결 〃  가세가 빈한한 혼약을 파기당한 총각 장가보냄.
3 해학 〃  同知義禁府事 시절(1730) 上經歷 임명 시의 卽位頒敎 놀이. 
4 기상 〃  弼雲臺(洗心臺) 시와 부귀 기상.
5 해학 〃  한양 방비책에 한 풍자. (* 풍자의 성격이 강함) 
6 해학 〃  비오는 날 단신의 재상 최석정을 놀림.
7 아량 써鴨漫錄  1753년 趙觀彬을 구명한 이야기.
8 해학 〃  폭염에 기우제 시 기지를 발휘하여 조에게 우산을 씌움. 
9 해결 揚隱闡微  天神으로 화하여 무뢰배를 징치.
10 聞見 써山談藪  북경에서 一目國 사신을 만남.
11 자부 海東奇語  유년시절 이종성과의 집안 자랑.
12 해학 〃  청 사신에게 볼에 있는 상처의 유래 설명.
13 풍류 〃  만년 苕川(남양주 능내)에 별장을 살 때의 일화. 
14 해결 記聞叢話, 

溪西雜錄 등  소년 시절 만난 汲水婢를 암행어사가 되어 다시 찾음.
15 해결 〃  암행어사 시절 사정이 딱한 소년을 혼사시키고 장인으로 하

여금 재산을 나눠주게 함. 
16 해학 錦溪筆談  치자물 들인 鶴으로 박사수를 속여 화패 , 준마를 얻음.
17 해결 〃  조현명을 이용하여 가난한 친척을 벼슬하게 함.
18 해결

해학
복邱野談(栖碧外
史海外蒐逸本)  학문이 부족함에도 기지와 재치로 과거에 급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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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박문수 관련 야담의 70% 이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거나,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담이다. 중복 전승되는 이야기까지 계산에 넣으면 두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
씬 높아진다. 이는 그만큼 두 유형의 이야기가 재야 지식인들에게 널리 인기를 끌었다는 증거이
다. ‘해결’과 ‘해학’은 각각 박문수의 능력·기질과 관련된다. 해결형 이야기는 박문수의 활발했던 
위민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해학형 이야기는 특유의 소박하고 직설적인 언행에서 비롯된 것
이다. 해결형 이야기는 암행어사 및 관찰사 시절 민원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가난한 소년 장가보내기 등의 이야기는 노처녀 시집보내기를 주도했던 박문수의 행
적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거침없는 해학을 보여주는 이야기들 또한 평소 박문수에 
한 동료 관료들의 지적과 부합한다. 야담 속 박문수의 형상은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해학을 즐
겼으며 백성들의 편에 서서 많은 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해준 관료’인데, 이는 곧 박문수에 한 
재야 지식인들의 평가라 할 수 있다.

박문수에 관한 이야기는 민간에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전승되었다. 민간에 전승된 박문수 이
야기는 야담의 그것에 비해 종류도 훨씬 많고 양상도 다채롭다. 박문수 설화에 해서는 그간 
여러 연구성과가 보고되어 있는데, 설화들은 부분 민중의식을 밝히는 텍스트로 활용되었다. 여
기서는 그중의 한 보고 결과를 원용하여, 박문수가 보여준 역사 행적과의 관련성을 간략하게 검
토하기로 한다. 최운식은 설화 속 박문수의 형상을 크게 ① 정의의 심판자, ② 백성의 원조자, 
③ 도움을 받는 사람, ④ 평범한 사람, ⑤ 지혜가 부족한 사람, ⑥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분류하 다.73)73)이중에서 ①과 ②와 ⑥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는 점에서 동일 계열에 속하고, 나머지 ③·④·⑤는 평범하다 못해 지혜가 부족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은 계열에 속한다. 

일견 두 계열은 상호 모순처럼 보인다. 민중들이 박문수를 일관성 없이 혼란스럽게 받아들인 
결과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 장에서 살폈듯이, 박문수는 뛰어난 경세 능력과 함
께 적극적인 진휼정책을 펼친 반면, 학문이 부족하여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소박하고 진
솔한 성격을 지녔다. 박문수가 보여준 능력과 권위는 민중들의 소망과 기 를 불러 일으켰고, 
무식과 소박성은 민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상호모순처럼 보
이는 박문수의 형상은 사실 그가 보여준 능력·권위/진솔·소박성이 각기 독립적으로 두드러지
게 부각된 결과이다. 박문수가 조선후기 민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 편폭 큰 이중성에 있었던 것이며, 그런 자기 모순적인 특징은 적층 과
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화 확장되었다.

아직도 박문수는 설화 속의 인물이다. 역사 인물 박문수에 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문수가 이렇게 연구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가장 큰 이유는 내세울 만한 저술
73) 최운식, 1999 ｢설화에 나타난 박문수의 인간상과 민중의 의식｣ 청람어문학21, 49-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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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후  혈연과 정치의 후계자들이 급격하게 몰락하여 포양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위의 고하·문집의 분량·시문의 수준·비석의 크
기 등이 역사 인물에 한 평가의 준거가 될 수는 없다. 한 역사 인물이 설화의 주인공이 되어 
재야 지식인과 민중들 사이에서 유전되었을 때, 설화는 마땅히 인물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신 역사 인물의 평가에 있어 가시적 외형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한 만큼이
나, 설화를 절 적 준거로 삼는 것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 층위의 기록·전
승을 고찰하고, 역사와 설화 사이의 접점과 함수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박문수에 한 역사 기록과 민간 전승 사이의 접점을 찾아본 결과이
다. 사후 박문수를 애호하고 적극적으로 기린 것은 국가나 가문이 아니라, 재야 지식인과 민중
들이었다. 그는 시 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야기들은 독자적으로 박
문수의 역사적 형상을 선명하게 빚어냈다. 그의 역사 행적과 이야기 내용 사이에는 불일치와 상
위가 존재한다. 하지만 부분의 이야기는 역사 사실을 토 로 만들어진 것이다. 언중들은 소박
한 기질은 친근하게 받아들여 해학적인 인물로 빚어냈고, 현장에서 보여준 경세 능력에는 자신
들의 소망을 투사하여 구원자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역사와 설화 사이에는 넓은 접점이 있다. 
역사 사실은 설화가 유전되는 데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설화의 활발한 전승에는 지배세력
에 한 언중들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18세기 중반 이후 오랜 
시기 지속되었던 老論의 전횡도 고려해야 한다. 설화와 역사, 그리고 문학을 넘나드는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 한다.74)74)

주제어 : 핵심어 : 朴文秀, 少論, 英祖, 설화와 역사의 관계, 설화와 역사의 접점

투고일(2008. 4. 14), 심사시작일(2008. 4. 28), 심사완료일(2008. 6. 15)

74) 역사 인물의 설화적 변용과 전승에 해서는 그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원칙적으로
는 이들 성과에 한 검토를 통해 본고의 논의 토 와 출발점을 밝혀야 하지만, 논의 상 및 방법의 
차이가 큰데다가, 박문수만을 조명하는 본고의 논점을 흐릴 우려가 있어 굳이 소개하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 여타의 역사 인물 설화에 한 기존 논의에 한 검토 요구가 있었기에 해명삼아 논자의 입장
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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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Historical base of Tales about Park Mun-su 
(朴文秀)

Lee Seung-su *
75)
In Korean history, there have been characters that have become the heroes or 

heroines of local folklore as intellectuals and have been handed on widely. Their 
stories have been loved by many people in every social status, class, or period 
regardless of official reviews. Furthermore, the stories have been confronted with 
historical records. Sometimes, they have been accepted as historical facts beyond 
their authority. This phenomenon proves that Korean history has not been 
dominated by a single authority but has maintained a wholesome being where many 
perspectives and values have existed. Park Mun-su(1691~1756) is one of the main 
characters, who has been handed on under the absolute love of intellectuals out of 
office and the general public after his dea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ctual historical facts of Park Mun-su and to research the relations of folklore to 
history. 

Park Mun-su grew up in misfortune, which meant that his father and grandfather 
passed away consecutively when he was still a child. Under these adverse circumstances, 
he became to have extraordinary needs for high achievement. After he had entered 
government service, he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King Youngjo. The relationship 
continued until he died. While he took office for about thirty years, he showed 
unique political trails. His trail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He did not focus on 
theories or parties but showed excellent abilities for actual work with a broad 
perspective. He also stood against power uprightly, and made every effort to plan 
and implement policies for lower-class people. 

After he died, official commemorative projects for him were poor. Intellectuals out 
of office and the general public have written and handed on many stories. This can 

*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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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interpreted that the public held the dominant power in check collective-unconsciously 
and participated in the assessment of history. As a result of analysis, most of the 
stories about Park Mun-su written later were based on his achievements and 
disposition. The public has accepted his down-to-earth personality with an affinity, 
and has described him as a witty character. The public has also projects their 
wishes into his administrative abilities, and has created his image as a salvager. 
There is a broad contact between history and folklore. The historical facts have 
provided dynamics for handing on folklore. Folklore has not stopped making efforts 
to participate in history.

Key Words : Park Mun-su(朴文秀), Soron Party(少論), King Youngjo(英祖), Relation 
of Folklore to History, Contact between Folklore and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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