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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반적으로 일기는 실용성이 배제된 개인적 기록으로서 비공개적이며 사적인 성격을 

띤다. 이 같은 장르적 특성상 그 내용상의 진실성이 담보되었을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본고에서 논의한 �赴北日記�는 아버지와 아들이 2대에 걸쳐 赴防을 다녀오면서 남긴 

기록물로서 저자의 관점에서 사실적으로 서술했다는 점이 인상적인 문헌이다. 한 시대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서술된 자료가 필요

하겠지만 당대인들의 생생한 인물상을 파악하는 데는 �부북일기�처럼 비공식적이고 미

시적인 성격의 자료가 유용한 경우도 있다. 

�부북일기�는 17세기 무관의 부방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一當百壯士에 선발되어 

부방길에 오른 아버지 박계숙과 과거에 급제한 후 出身軍官의 신분으로 부방을 다녀온 

아들 박취문이 각각 1년여의 시간을 배경으로 작성한 일기이다. 본고에서는 �부북일기�

에 나타난 사건과 인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갈등, 긴장, 그리고 입지와 위상이라는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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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 사용했다. 다양한 상황과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 

부방 임무의 위험과 구속이 초래한 긴장, 군관으로서 자신의 입지와 위상을 공고히 하려

는 노력 등을 고찰함으로써 두 저자의 인물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제2-4장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첫째, 이 두 사람은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주로 효, 의리, 자비와 같은 대의명분을 중시하며, 公私의 조화를 도모할 줄 아는 인물이

었다. 그리고 그 사람됨이 상황 통제 능력, 자기 조절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을 겸비했으며, 

인지상정의 보편적 덕목을 명분으로 내세울 줄 알았다. 

둘째, 그들은 부방 생활과 부방의 여정에서 발생한 긴장감을 폭력적으로 발산하는 대

신, 당시 군영에서 허용되는 방식인 활쏘기, 연회, 기녀와의 유희를 통해 예민해진 심사를 

이완시키고 고조된 긴장감을 가라앉혔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 부자가 조직의 질서와 개

인적 자유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인물이었음을 말해준다.

셋째, 그들 부자는 병영 내에서 부방 무관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주장의 좌절과 관철을 경험했는데, 이 모든 것은 

존중받고 싶은 마음과, 권위와 명예에 대한 지향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두 사람은 무인으로서의 신분적 자각이 강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부북일기, 박계숙, 박취문, 부자, 부방, 일기

Ⅰ. 머리말

일기류는 대체로 비공개적이고 사적인 성향의 글이지만 문학적이지 않

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이 장르에 대한 문학적 연구에 장애

물이 되어 왔다. 일기의 종류도 다양해서 그 성격이 각양각색이지만 대체

로 하루 동안의 일 가운데 중요한 것만을 간단히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문학적으로 고찰할 여지는 사실상 부족하다. ‘試探’이란 제목에서 드러

나듯 본고 역시 문학적 시각에서 일기류를 연구해 보려는 시도적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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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라 할 수 있다. 

�赴北日記�는 부자지간인 朴繼叔과 朴就文, 두 사람의 赴防 생활에 관

한 기록으로서, 경상도 울산에서 함경도 회령까지의 여정과 부방 중의 각

종 일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 박계숙(1569-1646)은 37세의 나이로 

一當百壯士에 선발되어 부방길에 올랐다. 그의 일기는 울산을 출발한 

1605년 10월부터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1607년 1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

다. 아들 박취문(1617-1690)은 무과에 급제한 28세 겨울에 부방을 떠났다. 

그의 일기는 울산을 출발한 1644년 12월부터 다시 귀향한 1646년 4월까지

의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북일기�라는 제목하에 1책으로 합본된 두 일기는 약 40년의 시간적 

편차를 두고 작성되었으며, 상당히 사적이고 내밀한 부분까지 언급된 개인

적 차원의 기록이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의 체제와 내용을 아들이 그대로 

좇은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題下에 책을 엮고자 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일기는 마치 한 사람이 쓴 듯 모양새가 흡사하기에 

두 사람의 일기를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일기의 내용을 보면 울산에서 회령까지의 여정, 회령에서의 본격적인 부

방 생활, 회령에서 울산까지의 여정이라는 동일한 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분량 면에서는 박계숙의 일기가 영인본으로 총 48면인데 비해 박취문의 

일기는 총 107면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1년여의 비슷한 기간을 배

경으로 하면서도 이 같은 분량상의 격차가 생긴 것은 사건에 대한 서술과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

급한 것처럼 두 일기는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해서 연구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성격상 유사하다.

여타 문학 장르와 마찬가지로 일기류에 대한 연구 역시 인간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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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인문학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북일기�는 2대에 걸쳐 쓰

여진 부방 생활의 기록일 뿐 아니라 해학과 웃음, 비애와 눈물이라는 저자

의 인간미가 녹아 있는 문헌이다.1)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17세

기 무관의 부방생활을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인 �부북일기�에 나타난 각종 

사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박계숙, 박취문, 두 저자의 인물 유형을 고찰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갈등, 긴장, 그리고 입지와 위상이라는 요소를 텍스트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 사용할 것이다. 다양한 상황과 인간관계 속에서 벌

어지는 갈등, 부방 임무의 위험과 구속이 초래한 긴장, 군관으로서 자신의 

입지와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 등을 살펴봄으로써 두 부자에 대한 일

단의 이해가 가능하리라 본다.

�부북일기�에는 당시의 사회상과 병영 문화를 부분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사례들이 등장한다. 한 시대를 살다간 인간 군상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부북일기�의 문헌적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개인적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 서술의 관점 역시 

편향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일기류 특유의 자기중심성에 기반한 

서술 태도가 두드러진 부분은 작자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

공하기에 특히 주목을 요한다.2)

�부북일기�는 지금까지 두 분의 학자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이수봉 교수

 1) 일기류는 문학적 시각에서 접근할 여지가 많은 장르라는 주장도 있다. 일기류의 이러

한 성격에 대해서는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정하영, �정신문화연

구� 통권 6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pp.32-42.)와 같은 논문이 참고가 된다.

 2) 개인적 기록으로서 일기류의 주관성에 대해서는 ｢朝鮮朝 日記의 資料的 性格｣(정

구복, �정신문화연구� 통권 6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p.10.)과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염정섭, �역사와 현실�, 제24호, 한국역사연구회, 1997, pp.225-226.)

에서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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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의 先鞭을 잡았고, 그 후 우인수 교수가 논문과 번역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3) 이 일기에 소개된 부방 중의 병영 

생활과 수개월 간의 여정에서 드러나는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은 소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여러 방면의 인문학적 연구에 단초를 제공한

다. 본고에서는 出身軍官들의 부방 일정과 병영 생활 등 전반적인 부방 

생활상을 고찰하거나 일기의 내용에 대해 부연 설명한 기존의 논의들과는 

관점을 달리해서 주요 사건과 관련된 두 저자의 인물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17세기 부방 무관들의 인물 유형이 어떠

했는지, 그 전형적 인물상을 추정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하리라 본다.

사실 1년여의 시간을 배경으로 일기를 남겼다는 것은 두 저자가 부방이

라는 사안에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했음을 뜻한다. 물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작성된 기록이 아니기에 큰 스케일의 격정적 대목보다는 부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일상적 내용을 서술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처럼 사

적이며 미시적인 내용이 오히려 자료적 가치 면에서는 더 뛰어날 수도 있

다.4) 본고에서는 텍스트 내에 산재한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인물 유형을 

 3) �부북일기�에 대한 논의는 이수봉 교수가 �赴北日記攷(Ⅰ)�(1970), �赴北日記攷

(Ⅱ)�(1991), �赴北日記攷(Ⅲ)�(1992)을 발표한 것이 그 출발이다. 그 후 우인수 교수

는 ｢�赴北日記�를 통해 본 17세기 出身軍官의 赴防生活｣(�한국사연구� 제96집, 한

국사연구회, 1997)에서 �부북일기�에 나타난 부방 생활의 전반적 면모에 대해 고찰했

으며, 이수봉 교수의 논문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필자는 이수봉 교수의 논저 

가운데 �赴北日記攷(Ⅱ)�(1991)와 �九雲夢後와 赴北日記�(경인문화사, 1994)를 살

펴봄으로써 �부북일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본고에 수록된 �부북일기�의 원문은 울산박물관에서 제공한 파일을 이용해서 입력

했으며, 번역은 우인수 교수의 譯註書인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를 참고했다. 

귀중한 자료를 기증한 박인우 씨, 자료를 공개한 울산박물관, 그리고 역주서를 낸 우인

수 교수께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4) 일기의 자료적 가치는 미시적 생활사와 일상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는

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최은주, �대동한문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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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박계숙, 박

취문 부자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Ⅱ. 갈등의 발생과 해결 : 명분의 제시와 호소

부방이란 타 지역 무관이 일정 기간 서북 변경에 가서 군무에 종사하는 

형태의 파견 근무였다. 익숙한 장소를 떠나 새로운 근무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순탄치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일도 큰 부담

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부북일기�에는 곤경에 처하거나 위기를 겪는 등 

각종 문제적 상황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처럼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대립

적 상태에서 본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별없이 고집을 부리기보다

는 타당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필요했다.

본 장에서는 �부북일기�에 언급된 다양한 갈등 상황을 상관과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불특정 상대와의 갈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군

대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엄격한 집단이므로 명령을 따르기 힘든 경우라 하

더라도 절대적 복종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부방을 통해 맺어진 1년간의 특

수한 상하 관계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기에 저

항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동료나 부방 여정 중

에 만나는 지역민과의 관계에서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상존했

다.

�부북일기�의 저자는 이처럼 다양한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주로 효나 의리와 같은 전통적 가치관을 명분으로 내세웠음을 확인할 수 

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pp.34-35.)에서 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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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일기의 특성상 公私의 충돌이나 개인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

정에 대한 서술이 편파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저자가 명분으로 삼

아서 호소하는 내용을 근거로 그 인물상을 짐작하는 일이 상당 부분 가능

한 것도 사실이다. �부북일기� 全篇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견 완고한 듯하

면서도 융통성 있는 저자의 처신은 현재의 상황을 통제하려는 의지의 반영

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럼 작품의 부분적 인용을 통해 대립적 갈등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

력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예문은 박취문이 부방 근무 종반에 

조총 400자루를 제조하라는 명을 받고 반발하는 부분이다. 그는 병마절도

사(이하 병사)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타당한 

명분을 근거로 들며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했다. 아래 제시된 세 부분의 

인용을 통해 갈등의 발생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을 검토해 보겠다.

① (10월30일), 또 조총별조감관에 차정되었다. 군기청에서 또 장무에 차정

하였다. 부방의 기한이 거의 다 되었는데, 조총 400자루를 만드는 일은 결코 

한두 달 내에 완전히 끝마칠 수 있는 역이 아니었다. …… (내가) 종일 하소연

해 마지않고 울기까지 하였으나 관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다시 호소할 

길이 없어 다만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5) 

갈등의 시작을 보여주는 ①에서는 부방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단기간에 

마칠 수 없는 임무를 부여받고 낙담한 박취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임무를 교체해 줄 것을 청했으나 오히려 당장 일을 시작하라는 말을 

듣고는 망연자실한 채 눈물만 흘려야 했다. 관아 출입을 금한 병사의 태도

 5) �赴北日記�(1645年10月30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p.119-120. 

又仍差鳥銃別造監官. 自廳中又定掌務. 准防幾盡, 鳥銃四百柄打造之役, 決非一二

月內, 完畢之役 …… 終日白活不已, 至於哭泣, 不許入衙, 無路更訴, 只自淚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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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명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상관의 의지

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총 제작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동시에 자

신의 뜻을 단념하지 않고 계속 피력함으로써 상관인 병사와의 갈등을 이어

갔다.

다음 예문에서는 병사와 박취문의 대립에 다른 수령들까지 가세한 상황

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병사의 생각을 움직일 수 없음을 깨

닫게 되자 다른 상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孝’라는 절대불변의 가

치를 제시함으로써 상황의 변화를 모색했다.

② (11월21일), 이어 뜰 아래로 내려가 하소연을 오랫동안 하였다. 회령부

사가 먼저 말하길, “박모의 사정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 절박합니다. 형제가 

없는 독자에다가 양친 모두 연세가 80세에 가까우니, 내 막하에 있을 때도 

번번이 소리 없이 슬피 우는 것을 자주 본 바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 

(병사가 말하기를) “박취문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무를 심하게 매질하

고 전부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청렴한 것을 가히 알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릇 모든 일에 상세하고 치밀하니 이 사람을 버려두고 그 누가 있단 말입니

까? 여러 수령들의 청이 비록 이와 같으나 결단코 들어주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6) 

②에서 여러 부사들이 박취문을 위해 한마디씩 거든 것은 전날인 20일 

밤에 도와달라는 그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융통성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하

는 의지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6) �赴北日記�(1645年11月21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p.122-123. 

仍下庭白活, 爲支離後. 寧先發曰, 朴某情事, 他人 爲切迫. 無兄弟獨子, 兩

親皆年迫八十, 前在使府幕下時, 每每悲泣, 府使頻頻目見 …… 非但不捧, 重打掌

務, 幷爲來納. 淸濂可知. 且凡事詳密, 捨此其誰, 諸令之請, 雖如此, 決不聽從云.



�赴北日記�에 나타난 사건과 인물에 한 試探  195

각 지역 부사들의 말에서도 나타나듯 박취문은 노부모 봉양을 이유로 

들어 병사의 완고함에 맞서고자 했다. 고금을 막론하고 ‘효’는 지극히 사적

인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었다. 放還을 앞두고 임무의 교체를 요구하는 박취문의 주장을 뒷받

침할 수 있는 근거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명령을 내린지 이십 일 가량 지난 시점이었고, 이미 총이 제작되

고 있었기에 병사로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박

취문의 업무 능력과 청렴성이라는 公的인 이유를 들어 교체의 부당성을 

고수했다. 사적인 명분과 공적인 명분의 충돌에서 박취문은 다시 한 번 물

러설 수밖에 없었다.

아래 예문은 첫 명이 내려지고 약 석 달이 지난 시점에 하소연하는 장면

이다. 당시 만든 조총이 거의 300자루에 달했고, 재료인 철도 거의 다 떨어

진 상태였기에 형세상 한 번 더 호소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

③ (1월 21일), (박취문이) 저녁 무렵 뜰에 내려서서 하소연하기를, “…… 

이 몸의 아버지 나이가 거의 80세에 가까운데 저 외에 달리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사정이 아주 절박합니다. 만약 방환되지 않는다면 형

세상 도망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네 곳 수령이 일

시에 거들고 나서자 병사가 “이미 내린 명령이 있어 바로 따를 수는 없으나 

너의 방환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 터이니 잠시 물러가서 너의 생년월시나 

자세히 적어서 올려라.”라고 하였다.7)

 7) �赴北日記�(1646年1月21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p.138-139. 

臨夕, 立庭白活曰 …… 身父母年近八十矣, 身之外, 他無侍側之人, 情事切迫. 若不

放還, 勢 亡而出去. 四官守令, 一時助 , 則旣已啓聞, 不可率, 爾放還 移時, 

姑爲 去, 汝生年月時, 詳細書納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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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음이 급해진 박취문은 부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나서서 간곡한 청원을 올렸다. 부친의 연세와 자식이 자기뿐임을 거

론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가며 효라는 명분으로 병사의 마음을 압박

했다. 이번에도 방환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탈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엄포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읽은 병사는 마침내 방환을 약속했다. 

이처럼 의견 대립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박취문은 무관으로서 자신이 부

여받은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에 그가 집요하고 일관되게 내세운 명분

이 통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는 본인의 입장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전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다음 예문은 동료 군관인 김사룡과의 충돌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사

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박취문의 사건 대처 방식을 살필 수 있다. 

④ (윤6월8일), 아침에 토착군관 및 신출신군관 등 수십 명이 처소 울타리 

밖 길거리에 모였다. 이때 김사룡의 사내종이 말을 타고 지나가므로 내가 군

관청 하인을 시켜 잡아와 때리려고 하다가 참고 때리지 않았다. 김사룡이 크

게 성을 내어 와서 욕을 무수히 하였는데 나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조금 지나서 사내종 봉남이 말 풀을 베러갔다 오다가 김사룡과 접전이 벌어졌

다.8)

사건의 발단은 김사룡의 종이 말을 타고 지나갔다는 사실에 있었다. 박

취문은 김사룡의 체면을 생각해서 종을 처벌하지 않고 돌려보냈으나 도리

어 김사룡은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박취문의 종에게 화풀이를 

 8) �赴北日記�(1645年閏6月8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97. 朝

本土軍官及新出身軍官等, 數十餘人, 下處籬外路邊. 時泗龍奴子騎馬過去, 吾

使軍官下人廳, 執捉切欲打下, 忍而不打矣. 泗龍大怒而來, 辱及無數, 吾不答一 . 

移時男奴刈馬入來, 泗龍接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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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기록된 사실만으로 상황을 판단한다면 분명 김

사룡의 행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취문은 여기에 

맞대응하는 대신 침묵했다. 시비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함께 부방 온 동

료와의 다툼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예문을 보면 박취문은 상대에 대한 처벌보다는 의리라는 大局的 

견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윤6월8일), 김사룡이 물러간 후에 얼마 안되어 부사가 나와 앉으니 찾

아뵌 후에 여러 군관들이 함께 나아가 진정을 하였다. 모두 다 김사룡의 이치

에 닿지 않는 행동을 본대로 이야기하니 부사가 사룡을 잡아와 장차 조산보로 

벌 부방을 보내려고 하였다. 내가 진정하기를, “그가 비록 함부로 굴어 버릇이 

없으나 같은 동료이고 더구나 동방급제자로 3천리 밖 외지까지 동무 삼아 동

행해 온 사람이니 벌 부방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빌어 벌로 

조산보에 부방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에 곤장을 때리려고 했으

나 이것 또한 내가 간절하게 빌어 때리지 않게 되었다.9)

타인으로부터 생각지 못한 봉변을 당했을 때 人情的으로 대처하기란 쉬

운 일이 아니다. 김사룡은 주변에 있던 여러 군관들의 증언에 따라 마침내 

처벌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정을 들은 부사가 1차적으로 벌 부방을 

보내고자 했으며, 2차적으로 곤장을 때리고자 했으나 피해자인 박취문의 

요청으로 모두 시행되지 않았다. 그는 同榜及第 로 타지에서 동고동락하

는 동료임을 명분으로 내세워 부사의 처벌을 중지시킬 수 있었다. 

 9) �赴北日記�(1645年閏6月8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97. 泗

龍 去後, 未移時府使坐起, 現 後, 諸官齊行, 白活具陳. 泗龍不測之由, 一依所見, 

則府使捉來泗龍, 欲報使造山罰赴防之際. 吾亦白活, 渠雖無狀, 隣官之人, 加以同

榜, 三千里外地, 作接同行, 報使安徐事恳白, 則報使移防則安徐, 棍打設計, 又爲恳

白, 又爲安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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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취문의 이러한 호소는 개인의 자존심보다는 동료애에 바탕한 의리와 

신의를 우선시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박취문은 갑작

스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그는 합리적이면서도 人心

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등 상황에 대응했다.

다음 예문은 부방을 마치고 귀향길에 오른 박취문 일행이 문천 부근에

서 큰비를 만나 곤경에 처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말을 버리고 어렵사

리 읍내에 들어갔지만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⑥ (3월9일), 입고 있는 저고리와 바지는 모두 진흙탕으로 축축해졌다. 어

두운 저녁 무렵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어렵게 문천 읍내에 도달하였다. 동네마

다 돌아다니면서 천만번 소리질러 불렀으나 아무도 사람이 없었다. 어떤 사람

은 혹 미친 사람으로 의심을 했다. 미친 듯이 부르고 다니면서 저녁밥도 얻어

먹지 못한 데다 몸 또한 춥고 얼어서 숨이 곧 끊어질 것 같아 다시 소리 지를 

힘도 없었다.10)

⑥에서는 박취문 일행이 가까스로 마을에 도착했으나 어느 누구도 도움

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어긋남

은 박취문 일행의 요청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색과 몰골이 너무나 

엉망이었다는 데 큰 원인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로서는 만신창이가 된 생

면부지의 사람을 선뜻 도와주기가 어려웠기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누군가

가 먼저 나서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으면서 자신들의 절박한 호소가 통하지 않

10) �赴北日記�(1646年3月9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p.151-152. 

襦衣襦袴, 盡爲添濕泥濘. 昏黑, 且顚且倒, 艱以得達文川邑內. 周行洞洞, 千呼萬喚, 

無人應答. 人或疑之狂人. 妄呼而行, 旣不得夕飯, 身且寒凍, 氣息奄奄, 無路更爲呌

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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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자 마침내 박취문은 마을 사람들의 주저와 망설임을 

불식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⑦ (3월9일), 그러나 굶주림과 추위로 죽을 것 같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바

로 어느 큰 집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주인을 불러 말하길, “주인은 어떤 사람

인데 장차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보고도 끝내 목숨을 구해주지 않는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장차 관청에 송사할 것이라.”고 하니, 주인이 비로소 방문

을 열고 엿보았다. 그대로 들어가서 환도로 사립문을 잠가 놓은 새끼줄을 자

르고 뛰어 들어가니, 주인이 부득이 나와서 말안장과 활, 화살 등을 보고 어느 

곳의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물었다. 갖추어 위와 같은 사유를 말하니 마침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게 했다.11)

사람들이 외면한 가운데 飢寒에 시달리던 박취문은 人情이라는 도덕적 

명분으로 호소하는 대신 법에 근거한 명분으로 압박하는 쪽을 택했다. 관

청에 송사하겠다는 절박해진 그의 외침은 호소라기보다는 오히려 횡포나 

협박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지만 법이라는 강제성을 띤 요청에는 드디어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에 기댄 명분보다 

법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지닌 명분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빨리 변화시

킬 수도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박취문은 상대와 대립하는,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융통성 있게 수단을 강구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의 인물상

은 앞서 언급한 예문들에서도 확인했던 바이다.

11) �赴北日記�(1646年3月9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152. 然

饑寒甚, 至死爲限. 直入一大家, 大其聲而呼之主曰, 主何人, 斯見人之 死, 而終不

爲救活乎. 待明 訟之于官云爾, 則主人始開門窺見. 旋卽還入, 以環 斷其結扉之

索, 而突入, 則主人不得不出來, 見其馬鞍及弓箭等物後, 詳問何處在何如人耶. 具陳

右由, 則始爲開房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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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속  긴장의 완화 : 호 성과 유흥의 조화 

�부북일기� 全篇에 감도는 긴장감은 이 저작의 성격을 말해준다. 비록 

戰時 상황은 아니었지만 부방은 유람과 다른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외면

적으로 활달한 기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불편한 

심정은 行間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부방인들은 근무 중에 전투와 죽음을 

목도하면서 자신의 임무가 생사와 직결된 것임을 자각했으며, 그 결과 그

들의 언행에는 무인 특유의 살벌함과 과격함이 묻어나게 된다. 비장함과도 

맥락이 닿는 이러한 태도가 호기로움이라는 이름 아래 용납될 수 있었던 

데는 당연히 서북 변경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한몫했을 것이다.

�부북일기�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가 활쏘기에 대한 부분이다. 

박취문의 일기만 보더라도 활쏘기 장면이 총 125회 등장하는데12), 당시 병

영에서 활쏘기는 가장 흔한 훈련이자 유흥의 한 형태였다. 다시 말해 활쏘

기를 통해 포상을 내리고 연회를 베풀어 병영 생활이 야기한 긴장을 해소

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실상 부방인들의 신분이 전투를 대비해 소집된 무

관이었던 만큼 그들에게 있어 실제 전투와 유사하면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유희로는 활쏘기가 제격이었다. 시합 중에 표출되는 공격성과 패자에

게 요구하는 장난기 가득한 처벌에서 참가자들이 느꼈을 심리적 카타르시

스를 짐작할 수 있다.

부방 무관들의 긴장은 근무지로 향하는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에게 있어 식량과 숙박, 그리고 馬草를 제공받는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

결해야 할 과제였기에 일기에서 나타나듯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처럼 호전성이 발로될, 긴장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이러

12) 우인수, ｢�赴北日記�를 통해 본 17세기 出身軍官의 赴防生活｣, �한국사연구� 제96

집, 한국사연구회, 1997,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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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을 이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유흥과 여색에 대한 언급이 잦을 수밖

에 없었다.

그럼 작품의 부분적 인용을 통해 지속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

력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예문에서는 부방길에 오른 박계숙이 

변경 지대의 산들을 마주하고 느끼는 비감한 심사가 잘 드러나 있다.

① (12월14일), …… 마운령에 올라보니 서북쪽은 어두운 산이 만 리에 뻗

어 있고, 동남쪽으로는 넓은 바다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다. 올라가 멀리 바라

보며 나그네의 객수를 견디기 어려워할 즈음에 시체를 싣고 오는 사람을 보고

서 물어보니 안변 출신으로 새 전투에서 칼을 맞아 죽었다고 한다. 남아의 

삶과 죽음이 어찌 참혹하지 않은가? …… (12월16일), …… 또 시체를 싣고 

가는 자를 우연히 만나서 물어보니 충청도 공주 사람으로 일당백장사로 부방

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한다. 참혹하고 참혹하다. 몇 잔의 탁주와 한 그릇의 

건어물로 제사지내 주었다.13)

부방에는 객수와 어우러진 비장함이 함께함을 위의 인용문 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마운령에 올라서서 변경에 인접한 서북쪽을 바라보며 객수에 

잠긴 것은 단지 고향을 떠나 왔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박계숙은 같은 

부방자의 처지에서 부방자의 시신을 보며 자신의 죽음을 떠올렸을 수도 있

다. 그렇다면 그가 죽은 자를 위해 지내 준 제사는 본인의 武運을 위한 기

원이기도 했을 것이다. �부북일기�에서 戰死 의 등장은 위의 언급이 유

일하지만 이 대목에 흐르는 정조는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

이처럼 부방이란 계속된 긴장 상태를 요구하는 일이었기에 부방 군관들

13) �赴北日記�(1605年12月14日,16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16. 

上磨雲嶺, 西北陰山萬疊, 東南瀚海連天. 登臨望遠, 客思難堪之際, 見載尸出來 問

之, 則安邊出身, 新戰之時, 逢 身死云. 男兒生死, 豈不慘哉. …… 又遇載尸 問之, 

則忠淸道公州人, 以一當百赴北而死云. 慘慘. 沽得數盃濁酒一器乾魚, 奠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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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있어 긴장이 야기한 호전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흥은 뗄 수 없는 

요소였다. 다음 예문에서는 활쏘기가 지닌 호전성의 표출과 유흥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잘 보여준다. 

② (2월20일), 목사와 함께 활쏘기를 할 때 선달 장두민과 별다른 이유 없이 

언쟁이 벌어졌다. 이석로가 목사에게 말씀드리기를, “지는 자는 마땅히 참수

해 버립시다.”라고 해서 서로 약속을 하였으나 마침 날이 저물어서 내일을 

기다려 활쏘기 시합을 하기로 하고 파하였다. …… (2월21일) ……미리 불러 

둔 퇴우장을 불러서 칼을 갈게 하였다. 활쏘기를 마친 즉시 이석로와 박이돈

은 직접 장두민을 뜰 아래로 붙잡아 내려 두 손을 뒤로 젖혀 묶은 후에 퇴우장

에게 빨리 참수하라고 하였다.14)

위의 예문 ②에서는 언사의 과격함이 잘 드러난다. 박취문과 장두민 사

이에 이유조차 불분명한 사소한 언쟁이 발생했는데, 제삼자인 이석로가 활

쏘기 시합을 해서 지는 자를 참수하자는 섬뜩한 제안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의에 놀라거나 반발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당시 병영에서 이 

정도의 호전적인 언사가 통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패자를 참수한다는 약조가 농담임을 모두가 인식한 상태에서 벌어진 시

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마치 실제로 참수를 하려는 듯한 태도

를 취함으로써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갔다. 실상 이처럼 과장된 연기야말로 

고양된 호전성을 유흥으로 이끌어 주는 매개체가 된다.

다음 예문에서는 상황의 중재자이자 종결자로서 지휘관의 역할을 볼 수 

14) �赴北日記�(1646年2月20-21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146. 

牧使 時, 張先達無端 戰. 公望入 牧使, 不勝 , 當斬頭事相約, 而日暮矣, 

待明日, 爭 事定奪而罷 …… 爲招致 牛匠, 使之磨釼矣. 纔畢 卽時, 公望叔晦

親自執捉, 下庭北結後, 使 牛匠, 急速斬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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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목사는 휘하의 군관들을 능숙하게 다룸으로써 그들의 호전성이 분쟁

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율해야 했다.

③ (2월21일), 그때 목사가 말하기를, “하늘이 내린 형제들이 삼천리 밖에

까지 동무 삼아 함께 왔다가 함께 돌아가야 하는데, 차마 버리고 돌아가지도 

못하며 시체를 운반해서 가는 것도 역시 어려우니, 송아지로써 목숨을 대신하

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목사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만 송아지의 값은 많아도 불과 6승포 한두 필밖에 되지 않는

데 장두민의 값은 적어도 사오 필 아래로는 되지 않으니 송아지로써 그 목숨

을 대신하자는 말씀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15)

목사는 장두민을 참수하는 대신 송아지 한 마리를 대가로 내놓겠다고 

제안했으나 협상의 당사자인 박취문은 이러한 제의를 거절하고 더 큰 보상

을 요구했다. 이처럼 목사와 박취문, 둘 사이에 농담처럼 오간 대화는 궁극

적으로 승자의 자존심에 관계된 것이자 활쏘기를 마친 후 연회의 규모를 

결정짓는 것이었으므로 그가 목사에게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했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함께 부방 온 동료를 생각하라는 목사의 설득과 동

료의 목숨이 송아지 한 마리밖에 안되느냐는 박취문의 주장이 계속되는 가

운데 호전성이 가져온 긴장감은 사라지고 어느새 유흥의 분위기가 형성되

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예문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다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

15) �赴北日記�(1646年2月21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146. 則

牧使曰, 天作兄弟之人, 至於三千里外, 作接同行而同來之人, 不忍棄歸, 運屍亦難, 

以犢代命, 如何. 曰, 牧使之敎誠是. 而但犢價, 多不過六升 一二疋, 斗敏之價, 

不下四五疋, 以犢代其命, 決難從敎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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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월21일), 목사가 웃으며 말하길, “장두민의 가격이 어찌 큰 소 가격에

까지 이르겠는가? 그만 송아지를 잡게 하라.”고 한 다음 이어서 또 말하기를 

“장두민이 활을 잘 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 방직인 태옥의 죄다.”라고 

하면서 잡아 들여 광대 옷을 입히고 종일 춤을 추게 하였다. 또 목사가 말하기

를 “내일 설욕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내일 설욕전

을 하기로 굳게 약속하고 파하였다.16) 

목사는 장두민의 몸값을 송아지로 결정하는 대신 장두민을 시중드는 기

생에게 광대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함으로써 연회의 흥을 돋우고자 했다. 

시합에 패한 것은 장두민의 실력이 부족해서였는데 오히려 기생을 탓한다

는 자체가 이 상황에 내포된 희극적 요소를 말해준다. 이처럼 유흥을 즐기

는 가운데 부방 생활이 야기한, 지속적 긴장감은 이완되고 병영에서의 일

상이 유지될 수 있었다.

내일의 설욕전을 선언한 목사의 언급에서도 활쏘기에 훈련적 성격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호전성을 해소해 줄 유희적 성격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부사와 판관이 편을 나누어 시합을 하는 광경인데 여기

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

⑤ (윤6월25일), …… 이날 오후에 군관청에서 토착군관에게 (내) 언사가 

공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손도하니 분하고 또 가소로웠다. (윤6월26일), 

…… 편을 나눌 무렵, 군관청 장무 허겸이 부사에게 고하기를, “박취문은 군관

청에서 벌을 받고 있어 활쏘기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합니다.”하니, 부사가 묻

기를, “무슨 일로 벌을 받느냐?”라고 하였다. (허겸이) 답하기를, “토착군관을 

16) �赴北日記�(1646年2月21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p.146-147. 

牧使笑曰, 張哥之價, 豈至於大牛之價乎. 卽使 之. 牧使曰, 斗敏之不 , 全在於其

房直太玉之罪, 使之拿入, 着廣大舞終日. 牧使曰, 明日不可不雪恥. 明日 雪恥事, 

牢約而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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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너희들은 모두 호반적자라 하였으니 비록 가벼운 농담이라 하더라도 말

이 극히 악하여 이로써 벌을 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17)

이 부분은 출신군관에 대한 토착군관의 텃세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 무렵 박취문은 토착군관과의 언쟁으로 인해 처벌받는 처지에 있었는데 

이는 무과에 급제해서 변경으로 온 출신군관에 대한 그 지역 토착군관의 

견제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모두가 참가하는 활쏘기 시합에서 실력이 월

등한 박취문을 제외시키려는 허겸의 제안은 당시 병영 내에서 토착군관과 

출신군관 사이에 알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18) 

이러한 갈등이 야기한 긴장감을 풀고자 활쏘기를 하는 마당에 가벼운 

농담을 빌미 삼아 처벌하고 더구나 시합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화합을 저해

하는 처사가 분명했다. 만약 허겸의 말을 따른다면 두 집단 사이에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향후에는 서로가 하찮은 일로 사사건건 충돌할 게 분명했

으므로 부사는 예문 ⑥에서 보여주듯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다.19)

⑥ (윤6월26일), 부사가 웃으며 말하길, “박취문의 말이 진실로 옳은 말이

다.”라고 하였다. 고령진첨사, 판관, 보을하진첨사, 풍산보만호 또한 말하길, 

“박취문은 가히 정직한 사람이라 하였다.” 서로 크게 웃으며 말하길, “한때의 

17) �赴北日記�(1645年閏6月25-26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p.100- 

101. 是日午, 向土軍官等, 辭不恭云, 廳中損徒, 憤且可笑 …… 分邊之際, 廳掌務

許謙告府使曰, 朴某則廳中付罰, 參 不可云, 則府使問, 以某事付罰乎. 曰向土軍

官, 汝等皆胡飯賊 , 雖是浮談, 事極該惡, 以是付罰云.

18) 이 점에 대해서는 ｢�赴北日記�를 통해 본 17세기 出身軍官의 赴防生活｣(우인수, 

�한국사연구� 제96집, 한국사연구회, 1997, pp.47-49.)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9) 부사의 결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출신군관을 우대하는 편파적 태도

에서 나온 것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인수의 ｢�赴北

日記�를 통해 본 17세기 出身軍官의 赴防生活｣(�한국사연구� 제96집, 한국사연구회, 

1997, pp.47-49.)을 참고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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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으로 벌을 주는 데까지 이르니 무식함이 심하구나.”라고 하였다. 부사가 

허겸을 뜰 아래로 잡아다 곤장 8대를 때린 후 삭출하고 정윤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10순을 쏘아 우리 편이 이겼다. 퇴단도 모두 이겼다. 허국촌이 큰 수소

를 재빨리 잡았다. …… 밤이 되어 큰 잔치를 열고 한밤중에 파하였다.20)

부사는 토착군관을 胡飯賊 라고 놀린 박취문의 언사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우스갯소리에 진지하게 반응한 허겸을 무식한 

사람이라 꾸짖으며 처벌했다. 부사의 처사는 이러한 유형의 충돌을 용납하

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했다. 이처럼 갈등 상황이 모두 정리된 후 시

합이 행해졌고, 이어서 큰 소를 잡는 연회가 열렸다는 사실은 당시 군영 

내에서 활쏘기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음을 말해준다.

사실상 변경 지대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긴장감이 상존하는 지역이었

다. 밖으로 국경을 수비하고 안으로 입장이 다른 여러 집단을 다독이기 위

해서는 모두가 관심사로 삼을 수 있는 공통의 유희 수단이 필요했는데, 군

사훈련과도 직결되는 활쏘기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부방 무관으로서의 긴장감은 부방지로 가는 여정에

서도 마찬가지였다. 박취문 일행은 영해의 병곡역에 숙소를 정한 후 큰 싸

움에 휘말리는 불상사를 겪었다. 다음 예문은 그들의 호전적인 태도가 심

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⑦ (12월21일), 40리를 가서 영해의 병곡역에서 숙박하였다. 이날 이확과 

박이명, 두 사람이 해가 질 무렵 말을 타고 달려와서 말하길, “이곳 역장이 

20) �赴北日記�(1645年閏6月26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101. 

府使笑曰, 朴某之 , 眞是矣. 高嶺判官甫乙下風山亦皆曰, 朴某可 正直人. 相

大笑曰, 一時戱談, 至於付罰, 無識甚矣. 府使執捉下庭, 棍打八度許謙, 則削出, 代

鄭潤身. 十巡, 我邊勝. 斷皆勝. 許國村雄大牛急時 之 …… 入夜大宴, 夜半後

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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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의 야사를 지내는 곳에 가서 마초를 주지 않았고, 접대의 뜻도 없으니 

처음에 역로를 반드시 크게 다스려 놓아야 앞으로의 각 역에서도 차차 소문을 

듣고 접대를 잘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21)

부방지에 예정대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정 중간에 숙식과 마초의 공급

이 원활해야 했는데, 이 점은 부방 군관들을 늘 긴장하게 만들었다. 박취문 

일행이 병곡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 역장은 외부에 있었고, 나그네를 접대

할 의사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일행은 역장에게 본때를 보이고

자 했으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도리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한 

채 쫓겨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여의치 못한 상황이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 왕성한 젊은 군관들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무인 특유의 위

압적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다. 이러한 호전성은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했기에 그들의 여정에는 긴장감이 상존했다.

다음 예문은 위에서와 반대로 긴장이 해소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부북

일기� 전편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녀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흥을 통해 호전성을 거두고 고조된 감정을 

추스르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⑧ (12월25일), 배회하면서 산보할 즈음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비취색 저고

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연꽃 같은 걸음걸이로 가벼이 와서 나를 보고 고개를 

약간 숙이며 지나갔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눈여겨보다가 마침내 말을 붙여 

가로되, “우리는 영남의 풍류지도인데 조정에 이름이 알려져 일당백장사로 

21) �赴北日記�(1644年12月21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55. 四

十里寧海丙谷驛止宿. 是日李士推朴用晦兩人, 日欲落時騎馬馳來曰, 此驛長閭家野

祀處進去, 不給馬草, 無意接待, 初頭驛路必大治, 前頭各驛, 次次聞聲, 接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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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변방을 지키는 데 선발된 사람들이다. 경화의 보물을 가지고 오지 않음

이 없으니 원컨대 교환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아리따운 여인이 먼저 

뜻을 알고는 미소 지으며 말하기를, “변방의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청하여 함께 노는 것을 보배로 여깁니다.”라고 하였다. 함께 주

인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갔다.22) 

위의 예문이 말해주듯이 기녀와의 수작은 부방 무관들의 험난한 노정에 

위로를 주는 즐거움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유흥을 즐기는 가운데 한껏 예

민해진 신경을 이완시켰으며, 정신적 여유와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버지 박계

숙의 경우 완곡하고 점잖은 반면 아들 박취문의 경우 직설적이고 노골적이

라는 점이다. 아마도 일기를 작성할 당시 박취문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

었기에 그랬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부자가 쓴 

두 일기 모두에서 유흥에 대한 언급이 잦다는 공통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

처럼 부방 무관들의 호전성은 여정 중에 경험하는 유희적 흥취 속에서 부

드럽게 순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을 둘러싼, 지속적 긴장감도 이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赴北日記�(1605年12月25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p.18-19. 

徘徊散步之際, 有一娥, 翠袖紅裳, 蓮步輕移, 見我低眉而過. 我等目成良久, 終乃接

辞曰, 我等嶺南風流之徒, 名滿朝廷, 以一當百征彼北塞. 京華寶物, 無不持來, 願不

求換乎. 娥先知微意哂曰, 塞上之人, 無以爲寶南人, 以爲寶請從遊焉. 同歸主人, 談

笑歡載至暮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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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지와 상의 제고 : 주장의 좌 과 철 

군대는 무력을 숭상하는 집단으로서 힘의 결집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 

소속된 무관들은 자연히 병영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

는 데 주력하게 된다. 특정 사안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냄으로써 본인의 

서열과 지위를 자리매김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효과를 

노릴 수 있었는데 이러한 시도가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주

장의 좌절과 관철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부방 무관으로서의 신분적 위치는 

외지에서 온 방관자가 아닌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입지와 위상은 체면과도 관련된 것이기에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신의 관

점에서 기록한 편향성이 두드러진 부분도 있다. 상급자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힐 때와 하급자를 부릴 때의 태도가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입장 차에 따른 양면성이라 지적할 수 있다. 비록 1년간의 길지 않은 부방 

생활이었지만 상관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

며, 아랫사람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한결같이 엄격성을 견지한 것은 자

신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특징적 

모습들은 본인의 위치를 견고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입지와 위상의 제고에 관계된 부분을 상급자를 향한 경우

와 하급자를 향한 경우로 양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의 입장과 생각

을 전달하는 언사에서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을 읽을 수 있으

며, 그 주장이 좌절되었을 때 실망과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노라면 기록의 생동성이 세월을 초월해서 존재함을 느끼게 된다.

그럼 작품의 부분적 인용을 통해 입지와 위상의 제고를 위한 노력의 양

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예문은 박계숙이 상관인 첨사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자신의 고집이 스스로를 힘들게 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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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정황상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① (10월13일), 이날 저녁에 첨사는 병사에게 명령을 받기 위해 회령으로 

갔다. 어두워져 돌아올 때 우리가 첨사를 마중 나가지 않았다고 크게 노하여 

즉시 포항에 복병으로 보냈다. 꽁꽁 언 추운 밤의 분하고 고통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23) 

첨사가 병사의 명령을 받들고자 회령으로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그를 마

중 나가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첨사는 의전을 소홀히 한 휘하 군관

들을 처벌하였고, 이로 인해 박계숙은 분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예문 ②에

서도 드러나듯이 박계숙은 첨사를 온전히 상관으로 여기지 않은 듯하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의 입장을 고수하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다음 예문에서 그 구체적 내용

을 살펴보겠다.

② (10월15일), 이른 아침에 뜰 아래로 잡혀가 조사받고 문초받을 즈음에 

내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첨사에게 말하기를, “전 첨사 때는 매번 진을 나가

고 들고 할 때 진에 속한 토병군관들이 5리 정도 앞에서 마중하였을 뿐입니다. 

우리 남쪽에서 온 일당백장사들은 마중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첨사는 한때

의 별 관계없는 일로 남래장사에게 곤욕을 주십니까? 변방에서 국경을 지키

는 중에는 비록 장수와 부하로 칭해지지만 우리들은 근무 기간이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방환한다는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바로 친구 사이가 되고 

마는데 어찌 박대함이 이와 같이 자심하십니까?”라고 하였다.24)

23) �赴北日記�(1606年10月13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40. 是

昏兵使前迎命次, 進去 寧. 暮還時, 我等不爲迎候云, 大怒, 卽 浦 伏兵. 寒凍之

夜, 憤苦不勝. 

24) �赴北日記�(1606年10月15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40. 早

朝捉致下庭, 推 捧招之際, 我不勝其忿, 於僉使曰, 前僉使時, 每於出行往來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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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숙이 내세우는 논리는 간단하다. 첫째, 마중은 의례적으로 토착군관

들이 갔을 뿐, 자신과 같은 부방군관들은 가지 않았다는 것이요, 둘째, 한 

달 남은 임기가 끝나면 첨사와 자신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첨사의 노여움

만 유발할 뿐 타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계숙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무

관으로서 본인의 입지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로서는 차라리 부

딪쳐서 꺾일지언정 물러설 수 없는 자리였던 것이다. 엄격한 첨사의 태도

와 완고한 박계숙의 모습에서 서로가 본인의 위상을 강화할려는 힘의 대립

을 읽을 수 있다. 

마지막 예문 ③에서는 상관의 지시에 끝까지 저항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

가 나타나 있다. 임무를 교체해 달라는 그의 요구는 첨사의 명에 대한 거부

였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의사표시이기도 했다.

③ (10월15일), (내가) 끝끝내 거역하니 (첨사는) 힘으로 눌러 곤장 3대를 

때렸다.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원통한 가운데 내일 병사가 행차할 때 앞

서서 배행하는 선대마병별장에 차정되었다. (10월17일), …… (내가) 몸이 아

프다는 이유로 병방 임무와 별장 임무를 교체해달라는 사직서를 올리니 허락

하는 문서는 보내오지 않고 심부름하는 아이를 보내어 들라 청하였지만 병을 

칭하고 나가지 않았다. (10월18-21일), 병을 칭하고 나가지 않았다.25)

鎭屬土兵軍官等, 五里迎候而已. 吾南來一當百 士等, 則不爲迎候矣. 今僉使以一

時非關事, 困辱於南來 士乎. 防戌中, 雖稱 卒, 吾等到防未朔只隔一月餘, 放還關

文來到, 則便是一友, 何其薄待, 若是其滋甚乎. 

25) �赴北日記�(1606年10月15,17-21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p.40-41. 終始拒 , 則 力打下三度. 不勝痛迫. 痛迫中明日兵使行次時, 先隊馬兵

別 , 移差差定 …… 以身病, 呈狀兵房任別 任, 擧皆改差爲辭, 則爲不題 , 

童請來, 稱病不去 …… 稱病不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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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사와 대립했으나 힘에서 밀린 박계숙이 마침내 곤장을 맞음으로써 상

황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첨사는 박계숙을 선대마병별장에 차정하여 회

령으로 보냄으로써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그는 하루만에 돌아와 별

장 임무를 교체해 달라는 사직서를 낸 채 5일간 병을 핑계로 두문불출했다. 

위의 예문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사직서를 낸 지 열흘 가량 지난 시점에 첨

사가 사과의 술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사냥을 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

었다.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가를 떠나, 주장의 좌절과 관철이 반복되는, 이러

한 대립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입지와 위상을 제고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생

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노력은 다음 예

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④는 과거 실시 후 그 결과를 놓고 상관인 병마우후, 

길주목사와 대립한 상황에 대한 기록이다. 

④ (10월9일), 오후에 시험을 마친 즉시 방을 부쳤다. 장원은 김여해였고, 

2등은 엄태구였다. 내가 말하기를, “병사의 서제가 장원을 하고 부령부사의 

조카가 2등을 하였으니 다른 사람들의 말이 심히 두렵습니다. 본도인에게 장

원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니, 명천부사 윤창구는 “박모의 말이 심히 

옳다.”고 하였다. 상시관인 병마우후와 부시관인 길주목사는 상관없다면서 즉

시 합격자를 발표하였다.26)

병사의 庶弟와 부사의 조카가 1등과 2등을 차례로 했으니 혐의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다. 박취문이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험을 감독

26) �赴北日記�(1645年10月9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115. 午

後畢試卽出榜. 壯元金汝海, 第二嚴台 . 吾曰, 兵使之庶弟爲壯元, 富寧之姪居第

二, 人 甚可畏. 本道人給壯元爲宜云. 明川尹昌 曰, 朴某之 甚是云. 上試虞侯, 

副試吉州, 則非關云, 卽出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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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관한 병마우후와 길주목사는 이를 무시한 채 합격자를 발표했다. 

다른 이들이 모두 입을 닫은 상황에서 박취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바

를 말하는 용기를 보인 것이다.

일개 군관의 의견인 만큼 묵살될 가능성이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

의 처분에 맞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정도의 강단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취문은 비록 1년의 부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왔지만 근무하는 

동안만은 무책임한 방관자가 아닌 버젓한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생각이 현명했음

을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0월13일), 방목이 성책되어 온성에서 왔다. 병사가 길주목사, 명천부

사와 더불어 의논하여 가로되 “도내 병사의 아우와 수령의 조카가 1등, 2등을 

하니 심히 부당하다. 초시는 등수의 높고 낮음에 관계가 없고, 박모의 말이 

심히 옳다. 장차 감영으로 보내는 성책을 고치고자 하나 이미 발송되어 버렸

으니 어찌 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27)

위의 예문은 병사가 뒤늦게 시험 결과를 알고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다. 그는 시험을 관리한 수령들을 책망하고 박취문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

인해 주었다. 성적을 수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상황이었으므로, 

박취문이 지적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

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상관의 결정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

고 주장하는 가운데 병영 내에서 그의 위상은 자연히 높아질 수 있었다.

27) �赴北日記�(1645年10月13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116. 

榜目成冊, 自穩城來, 使道 吉州明川議曰, 道內兵使之弟, 守令之姪, 居第一第二, 

甚不當. 初試則一也, 高下非關, 朴某之 甚是. 欲改巡營 成冊, 而卽己發 成

冊, 無可奈何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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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문은 조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박취문이 하급자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장인들의 반발에 단호하

게 대처함으로써 그들의 불만 표출을 막았다.

⑥ (12월30일), 조총 97자루를 완성하여 품질을 시험했다. 장인들이 일제히 

나와 휴가를 좀 줄 것을 하소연하였다. 내가 큰 소리로 그것을 꺾으면서 막중

한 큰 일을 하는데 결코 휴가를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병사가 말하기

를, “나는 말미를 주고 싶지만 해당 감독관의 말이 이와 같으니 말미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 (장인들이 하소연하기를) “해당 감독관이 장인들

을 각박하게 몰아 부치어 혹 잠시라도 쉴라치면 수시로 나타나서 때리는데 

우리들에게만 곤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색리, 고직, 수청, 군뢰, 사

령 등에게도 능히 검찰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장인들과 더불어 하나로 매질을 

합니다.”라고 하였다.28)

예문에서도 드러나듯이 박취문은 장인들의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는 조총을 제작하는 현장의 지휘자로서 아랫사람들이 그에게 맞

설 여지를 주지 않았다. 장인들의 하소연처럼 그는 일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장인들을 감독하는 하급 관리들까지도 엄격하게 처벌했다. 그가 

이처럼 철저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장 실무

자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박취문은 귀향을 앞두고 조총 400자루를 만들라는 명을 받은 상황

이었다. 그로서는 병사에게 자신의 방환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

28) �赴北日記�(1645年12月30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132. 

九十七柄畢造, 看品. 匠人等給由事, 齊行白活. 吾大 折之, 莫重大役, 決不給由之

意, 告達. 則使道曰, 吾欲給由, 而該監之 , 如此, 不得給由 …… 該監督役, 刻迫匠

人等, 若或懶手, 則隨現必打, 非徒矣身等之逢杖, 無罪色吏庫直隨廳軍牢使令等, 不

能檢察云, 匠人等, 一體打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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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과가 필요했다. 하지만 400자루는 장인들에게 호락호락한 인상을 줘

서는 단기간에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수량이었다. 병사에게 조총 제작의 실

무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그에게는 엄정한 지휘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래 예문에서도 그의 단호한 자세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⑦ 그들이 물러간 후에 병사가 말하기를, “색리, 군뢰들도 함께 치죄한 것

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내일은 큰 명절이니 오전만이라도 휴가를 주

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내가 아뢰기를, “한 두 사람의 일을 쉬게 하

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67명을 하루 종일 멈추게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29)

병사는 장인들을 일단 물리친 후 박취문의 관리 방식을 칭찬하는 한편 

장인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박취문은 현

장 상황을 근거로 들며 병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상 장인들은 

박취문과 말이 통하지 않자 그의 상관인 병사를 찾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박취문은 본인의 주장을 고수하며 자신의 업무 영역에 병사가 개입될 틈을 

주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방환이라는 자신의 목

적 달성을 위해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는 그의 냉혹하고 집요한 면모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29) �赴北日記�(1645年12月30日), �赴北日記�(울산박물관, 2012) 수록 영인본 p.133. 

出後, 使道曰, 色吏軍牢, 同爲治罪一款, 好 好. 然明日則大名日, 限午前給由, 

何如. 一二人停役, 尙難, 六十七人, 至一日停役, 無乃重難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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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 인물상에 한 유추

일기는 실용적 목적이 배제된 개인적 기록으로서 기본적으로 비공개적

이며 사적인 성격의 글이다. 이러한 장르적 특성상 그 내용에 있어서 진실

성이 담보되었을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한 �부북일

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2대에 걸쳐 부방을 다녀오면서 남긴 기록물로서 

저자의 관점에서 사실적으로 서술했다는 점이 인상적인 문헌이다. 한 시대

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서

술된 자료가 필요하지만 당대인들의 생생한 인물상을 파악하는 데는 �부

북일기�처럼 비공식적이고 미시적인 성격의 자료가 유용한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갈등의 발생과 해결, 지속적 긴장의 완화, 입지와 위상의 제

고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기를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저자인 박계숙, 

박취문의 인물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북일기�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부방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야기된 다양한 갈등, 

변경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초래한 긴장, 부방 무관으로서 자신의 입지와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인문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

한 사항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한 인물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제2장에서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효, 의리, 자비 등의 대의명

분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박취문은 비록 공적으로 부여받은 임

무가 부당하더라도 우선 충실히 임하는 가운데 자신이 추구하는 개인적 가

치인 효를 고집했다. 이 점은 그가 公私의 조화를 도모할 줄 아는 인물임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동료의 부당한 분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오

히려 의리를 생각해서 덕을 베풀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자

비의 손길을 끌어낼 줄 알았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는 상황 통제 능력,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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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을 겸비했으며, 인지상정의 인류 보편적 덕목을 

명분으로 내세울 줄 아는 인물이었다.

제3장에서는 부방 생활과 부방의 여정에서 발생한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 유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살펴보았다. 부방이라는 상황적 특

수성과 무인 특유의 호전성은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박계숙과 박취문 부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불편한 심사를 폭력적

으로 발산하지 않고 문제없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해소시키고자 했다. 그들

이 활쏘기, 연회, 기녀와의 유희를 통해 마음을 이완시키고 고조된 긴장감

을 누그러뜨렸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들 부자는 조직의 질서와 개인적 자유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

한 인물이었다.

제4장에서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장의 좌절과 관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병영 내에서 

본인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는 상관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하급자들을 지휘하는 데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자 하는 이러한 모습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의 반영이며, 권위와 명예에 대

한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일기의 저자인 두 사람은 무인으

로서의 신분적 자각이 강한 인물이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박계숙, 박취문 부자의 인물상을 토대로 당시 부방 무

관들의 전형적 인물상을 짐작하는 것도 일정 부분 가능하리라 본다. 본고

에서는 인물을 위주로 살펴보았지만 이 일기는 이외에도 다방면에서의 인

문학적 연구를 가능케 하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 자료이다. 사실상 �부북일

기�의 내용 가운데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한 기록에 지나

지 않는 것도 상당 부분 있지만 미시적 개인사로서 이 일기가 갖는 가치는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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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ion over an Anecdote and the Aspects of 

Humans Mirrored in �Bubukilgi�*30)

Jeong, Si-Youl

A diary is personal records excluding practicality and is writing that is 

private and not open to public. Due to the genre characteristics, once its 

contents secure sincerity, it gets the true value. �Bubukilgi� that this paper 

is going to deal with is the records written by two generations, a father and 

a son, visiting frontier, and it is impressive literature because it is described 

from the writers’ viewpoint realistically. To understand the overall system 

of a period, we may need materials written by a formal and macroscopic 

perspective, but to figure out the aspects of humans that are vivid about the 

contemporaries, sometimes materials that are informal and microscopic like 

�Bubukilgi� are found to be useful. 

�Bubukilgi� is material that shows a military officer’s life in frontier during 

the 17th century. This diary was written by father Pak Gye-suk heading for 

guarding the frontier appointed as Ildangbaekjangsa and son Pak Chui-mun 

visiting frontier in the status of a chulsingungwan separately for about a year. 

This article used the elements of the conflict, tension, and position and status, 

as the keywords for text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aspects of humans 

of the authors shown in �Bubukilgi�. The paper intends to figure out the 

aspects of humans of the father and son by considering the conflict shown 

in various situations and human relations, the dangerousness of the duty in 

guarding the frontier and tension resulted from the confinement, and effort 

to solidify the position and status as a military officer.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over Chapter 2 to 4, first, these two wer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4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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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sons who valued just causes such as filial duty, loyalty, and mercy 

in settling down conflicting situations and knew how to bring harmony 

between public and private matters. And they were equipped with knowhow 

to be human through situation-controlling skills, self-control, and risk-coping 

skills and could uphold mankind’s general virtue based on human nature as 

the cause.

Second, instead of expressing the tension resulted from their lives and 

journeys in guarding the frontier violently, they relieved their severe tension 

and calmed themselves through archery, feasts, and pleasure with the way 

which were allowed by the military then. This tells us that the father and 

son were the persons who knew how to bring balance and harmony in 

between organizational order and personal freedom.

Third, the father and son tried to solidify their positions as a military officer 

in the army. This can be regarded as part of their effort to solidify their 

positions and elevate their status. In the process of raising their own opinions, 

they experienced both failure and accomplishment. And all of those began 

by their intention to be respected and pursuit of authority and fame. With 

this fact, we can see that the two were the persons that were strongly 

conscious about their status as a military man. 

Key Word : Bubukilgi, Pak Gye-suk, Pak Chui-mun, father and son, guarding the 

frontier, diary, anecdote, aspects of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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