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배우는 청렴이야기 [박안신]
<박안신>

사람들은 놀라서 모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

기와 조각에 시(詩)을 써 임금께 간하다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나 공은 걸상
에 걸터앉아서 놀란 기색 없이 배 안에 있던 호위

박안신(朴安臣)은 공민왕 18년(1369)에 태어

군사들을 차근차근 지휘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습을

난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이다.

본 해적들이 두려움을 느껴 그의 근처에 감히 가까

본관은

상주(尙州)요,

자는

백충(伯忠)이다.

이 가지 못하였고 주춤거리다가 자신들의 배로 돌

1393년에 장원으로 생원이 되고 1399년 식년

아갔다고한다. 일행들은 감탄하며 그의 배포와 위엄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으로 등용, 1408년

을 칭송하였다.

사간원좌정언(司諫院左正言, 정6품)이 되었다.

또한 그는 성품이 곧아서 임금에게도 곧잘 바른말

이어 공조·예조·병조의 참의, 병조·예조·형조·공

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

조·이조의 참판을 거쳐 대사헌, 황해도·전라도·

가 있다.

충청도·평안도의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439

1408년 박안신이 사헌부 지평으로 있을 때태종의

년 형조판서, 이듬해 우참찬, 1442년 공조판서

딸경정공주의 남편인 평양군 조대림이‘목인해 반란

로 나이가 많아 치사(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

사건’에 연루된 일이 있었다. 관노 출신인 목인해는

러남)를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고 이조판서에

조대림의 종으로 있는 아내를 통해 조대림의 신임

전직되어 1444년 예문관대제학을 겸하였다. 시

을 받게 되었다. 목인해는 이를 이용하여 순진한 조

호는 정숙(貞肅)이다.

대림을 희생양으로 삼아 출세할 목적으로 교묘히
대형 무고사건을 꾸며 낸 것이었다.

박안신은 도량이 넓고 배포가 컸다고 한다. 그

이 고변을 듣자마자 지평 박안신은 대사헌 맹사성

는 1424년 회례사(외국에서 사신을 보냈을 때

(孟思誠)과 함께 평양군 조대림을 임금에게 고하지

에 그 답례로 보내던 사신)로 일본(日本)에 사

않고 잡아다가 심문하였다. 하지만 특별히 사랑하였

절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해적을 만났다.

던 딸 경정공주의 남편인 조대림을 감싸주고 싶었

미처 손쓰지 못하는 사이에 해적들이칼을 빼들

던 태종은 자신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고 배 위에 뛰어 들어와 배 안의 먹을 것과 옷

것에 크게 노하였다. 태종은 발 벗고 나서 조대림의

가지, 그리고 일본에서 가져오던 귀한 물건들을

무죄를 밝혀내 이 일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노략질하였다.

대사헌 맹사성과 박안신을 비롯한 사헌부 고위
관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대질신문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태종은 이를 왕
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했다. 몹시 화가
난 태종이 맹사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
하자 맹사성은 모진 고문에 못 이겨 끝내 「謀
弱王室(모약왕실 : 왕실을 약하게 하려고 도모
하였다)」이라는 거짓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맹사성은 왕실의 약화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극
형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더구나 조대림의
심문 과정에서 고문까지 행해졌다는 것을 알고
는 당장 맹사성과 박안신을 잡아다가 책임을
물으려 하였다.
태종은 잔뜩 화가 치밀어 크게 소리쳤다.
“저 두 놈을 당장 저자거리로 끌고나가 거열형
(죄인의 팔다리와 머리를 각각 매단 수레를 달
리게 하여 신체를 찢는 형벌)에 처하라!”
이윽고 두 사람은 저자거리로 끌려갔다. 얼마
있지 않아 두 사람을 죽일 소달구지가 덜컹덜
컹 소리를 내며 형장으로 들어섰다. 구름처럼
몰려든 구경꾼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뚝 끊기
고 형장 안은 적막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맹사
성은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았다. 그러나 박안신은 태연한 기색으로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그가 앉아서
맹사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상관(上官)이고 나는 하관(下官)
이나 지금은 사형수가 되었으니, 어찌 높
고 낮은 차이가 있겠소. 내가 일찍이 그대

“맹사성과 박안신은 모반을 꾀한 것도 아
니고,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키려 한 것도

를 지조가 있다고 여겼었는데 오늘은 어

아닙니다. 단지 공사에 하자가 없이 철저

찌하여 이렇게 겁을 냅니까?”

히 하려한 것입니다. 이들을 죽이는 것은

그리고 나졸에게 말하기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기와 조각을 가져 오라.”하였으나 나졸이

태종은 원로 재상들이 극진히 간청하는데

듣지 않자 박안신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

다 박안신이 바친 시를 읽고는 마음에 적

기를,

잖은 감동을 받았다. 마침내 박안신과 맹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은 뒤

사성은 사형을 면하여 곤장을 맞고 먼곳

에 반드시 너에게 먼저 해를 끼치리라.”하

으로 귀양가는데 그쳤다고 한다. 후에 서

면서 목소리와 얼굴빛을 더욱 엄하게 하
였다. 나졸이 두려워하여 기와 조각을 가
져다주었다.

기와조각을 받아든 박안신이 시를 지
어 거기에 쓰기를, 직책을 잘 수행하
지 못했으니 죽음은 달게 받겠지만 /
爾職不供甘受死임금이간신(諫臣)을죽
였다는이름을남길까두렵다/恐君留殺諫
臣名하였다.
그가 나졸에게 부탁하니 나졸이 할수
없이 기와 조각을 가지고 가서 대궐에
올렸다. 그때 마침 좌정승 성석린(成
石璘)이 병을 무릅쓰고 대궐에 들어가
서 지극하게 간하였고, 하륜과 맹사성
의 스승이자 일등공신인 권근, 조영무
등이 힘써 구원하였다.

역사로 배우는

청렴이야기
[박안신]

거정이 이 일을 두고 논하기를 ‘박안신의
옳은 말이 목숨까지살렸다’고 하였다.
박안신은 임금의 사위라고 해서 일을 어
물쩍 넘길 생각이 없었다.
일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 사헌부 관원
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려던 것이었다.
임금이 나서서 무마하려고 했을 때에도
그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그는
형장에서까지 임금에게 옳은 말 하는 것
을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면모를 잘 알았기 때문에 원
로대신들이 극력으로 비호해주었고 마침
내는 임금도 감동시켜 죽음을 면할 수 있
었다. 그는 이후 강직함과 기개를 높이 평
가받아 벼슬이 판서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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