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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해군 13년(1621)에 거행된 所의 宴  장면을 묘사한 규장각 소장 < 碩

設宴之圖>(古軸1149-10)<그림 1>는 해군 의 기로소 연회도로는 실물이 남아

있는 유일한 이다.1)1)그러나 재는 상반부가 燒失되고, 하반부도 序文과 座目

의 앞부분이 결실된 채 殘片 형태로 한다. 그리고 제목을 <기석설연지도>라고 

*  한성 학교 술학부 교수. 

1) 이 그림은 安輝濬, 1989 ｢奎章閣 所藏 繪畵의 內容과 性格｣ �韓國文化� 10, 329-333면, 圖

37, 38에서 처음으로 연구되어 소개되었다. 이 그림의 도 은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

구원, 2015 �규장각 그림을 펼치다�, 78-81면, 圖22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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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 것은 20세기 에 일본식 족자로 개장한 뒤 족자 

뒷면에 “ 碩設宴之圖”라고 墨書해 놓았기 때문인데, 이

는 沈喜壽(1548-1622)의 讚詩에 나오는 “ 碩設宴”을 

취해 만든 것이며, 본래의 제목은 아니다. 그런데 1933

년에 촬 된 흑백사진 형태로 국사편찬 원회에 하는 

< 所宴 圖><그림 2>는 이 <기석설연지도>와 동일한 

기록화로서 篆書體의 標題가 어있는 원형 그 로 잘 

남아있다.2)2)따라서 두 그림을 조하고 연결하여 종합

해 보면, 해군 13년의 기로소 연회 장면을 묘사한 그

림의 원형을 복원 으로 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동안 흑백사진본 <기로소연회도>를 심

으로 미술사와 음악사 측면에서 기본 인 사항들이 어

느 정도 소개되었다. 먼  연회의 성격과 의미는 座目에 

기록된 인물들이 해군의 즉 와 廢母 殺弟를 통한 왕

권강화를 주도했던 공신세력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 해군  왕권 유지의 역사  만행에 한 보상이자 

정치  결속”을 도모하고 과시하기 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3)3)그리고 미술사 으로는 선조 18년

(1585)의 <宣祖朝 英 圖>를 충실히 계승한 작품으로

서, 조선 기의 大觀的인 景山水人物圖 심 기록화

에서 기의 殿閣과 행사장면 심의 人物風俗畵的인 

기록화로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 인 작품이며, 이러한 단순화 

경향이 한 단계 더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는 로 이해되었다.4)4) 한 음악사 으

2) 이 그림은 朝鮮史編修 , 1933 �朝鮮史� 제5편 제1권, 朝鮮總督府, 359면 圖版 11에 처음 

소개되며 알려졌다. 이 그림의 도 은 국립국악원(서인화·진 ), 2002 �조선시  음악풍

속도 1�, 민속원, 108-109면, 圖12-1, 12-2가 좋다. 

3) 宋相赫, 2005 ｢光海朝 圖像을 통해 본 宴 音  察: <錄勳都監宣賜御膳宴 圖>, < 所

宴 圖>, < 碩設宴之圖>를 심으로｣ �溫知論叢� 13, 254-280면. 

4) 윤진 , 2003 �朝鮮時代 契 圖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학원 박사학 논문, 

<그림 1> 작가미상, 

< 碩設宴之圖>(殘片 

全圖), 1621년, 비단채색,  

87.8×52,7cm, 족자 

168×57.5cm, 순수 그림 

부분 26.4×52.7cm, 규장각 



규장각 소장 光海君 13年(1621) <耆碩設宴之圖> 殘片의 복원적 고찰과 정치적 맥락의 시론적 해석·381

로 볼 때, 연회에 동원된 악기편성은 學軌範에 

시된 2~3等 賜 의 악기편성과 유사하기 때

문에 연회의 성격이 私宴이었음을 말해주는 것

으로 이해되었다.5)5) 

그러나 이 두 그림은 아직 기본 인 사항이 

제 로 악되지 못한 부분이 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보완  고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연

회의 성격과 맥락은 기존의 해석과 달리 脫 해

군이나 反 해군 성향의 원로 신들이 심이 

된 연회라고 반 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이 지 않다. 한 연회도가 제작되던 시기와 

과정  상황도 제 로 악되지 못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보다 구체 인 보완 작업이 필요하

다. 그리고 규장각의 <기석설연지도>와 국사편찬

원회의 <기로소연회도>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데, 두 그림의 계가 

정확히 어떤 계인가에 해서는 아직 제 로 

인식되거나 분석되지 않았다. 나아가 두 그림이 

애  1621년의 연회에 참석한 뒤 연회도를 분  

받았던 참석자  가 분  받았던 것인가 하

는 승내력도 악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추 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기본 인 논제들을 구체 으로 살펴 재 잔편으로 남아있는 

규장각 소장 <기석설연지도>를 보다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해보고, 지

까지 흑백사진본 <기로소연회도>를 고찰하는 보조자료에 머문 측면이 많았던 

216-220면. 오민주, 2009 ｢朝鮮時代 圖 硏究｣, 고려 학교 학원 문화재학 동과정 

미술사학 공 석사학 논문, 63-71면.

5) 송상 , 앞의 논문, 254, 264면.

<그림 2> 작가미상, 

< 所宴 圖>, 1621년, 비단채색, 

그림 125×65cm, 족자 175×73cm, 

괴산 柳海崙 藏, 국사편찬 원회 

유리사진필름(1933년 朝鮮史編修  

撮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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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설연지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밝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국

사편찬 원회 소장 <기로소연회도>와의 차이나 개별성을 고려하여 규장각 소장

본의 명칭을 그 로 < 碩設宴之圖>라 부르고, 두 그림을 포함하여 당시의 연회 

장면을 그린 그림 체를 집합 으로 총칭할 때는 所 宴 圖나 圖, 

宴圖 같은 보통명사로 일컬으며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2. 해군 13년(1621) 所 宴 의 정치  맥락과 함의

 

1) 沈喜壽의 기로소 연회 序文과 讚詩의 복원  고찰

< 碩設宴之圖>에 묘사된 해군 13년(1621)의 所 宴 에 한 내용을 

악할 수 있는 자료는 심희수가 쓴 序文과 讚詩가 유일하다<그림 3, 4>. 이는 <기

석설연지도>와 <기로소연회도> 안에 어 있고, 심희수의 손자 沈儒行(1606-?)

이 인조 27년(1649) 경에 간행한 심희수의 �一松集�에도 ｢ 英 詩竝序｣라는 

로 수록되어 한다. 

<그림 3> <기석설연지도> 序文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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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로소연회도> 序文 부분 

그런데 문집본은 讚詩 제1수와 款書, 座目은 물론 서문의 일부 구 까지 刪定

하여 수록했고, 자도 몇 자는 改寫하거나 誤寫되어 있다. 그리고 규장각의 <기

석설연지도>는 서문과 좌목의 앞부분 3~4행이 소실된 채 일부만 남아있다<그림 

3>. 이에 반해 국사편찬 원회의 흑백사진 본 <기로소연회도>는 좌목의 이름 일

부만 먹으로 塗抹되어 있을 뿐(그림 7, 22 참조) 부분 원형 그 로 남아있고, 

문장이나 자의 내용도 가장 善本이다<그림 4>.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로소연

회도> 본을 본으로 삼아 세 가지 본의 同異를 조하여 序文과 讚詩  座目

의 원형을 복원해 놓은 뒤, 이를 번역해 놓고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아래에 

제시한 서문과 찬시는 최종 교 결과이며, 3본의 同異에 한 교 내용은 脚

註에 밝 놓았다. 

英6)
6)之有 , 尙矣. 唐宋高賢結社流名之後, 延及我東方, 風流諸彦, 踵｣7)7)

6) 沈喜壽의 �一松先生文集� 卷4, 詩 七 律詩 ｢ 英 詩竝序｣에는 이 序文과 讚詩가 수록되

어 있는데, 一松集에는 “英”이 “ ”로 되어 있다. 규장각의 < 碩設宴之圖> 序文은 이 부

분이 유실되어 미상이다. 략 宣祖代까지의 문헌 기록에는 “ 英 ”라 표기한 경우가 많

고, 해군 부터 개 “ ”라 표기한 경우가 많은데, 심희수는 선조 의 臣이라 그

러한지 “ 英 ”라 썼다. 그런데 원본의 원형이 그 로 남아있는 국사편찬 원회의 흑백

사진본에는 그림의 제목이 상부에 당시의 정식 서명을 따라 “ 所宴 圖”라고 篆書로 

어있다. 이로 볼 때, 一松集에서 “ 英”을 “ ”로 수정한 것은 혹 그 당시 소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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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而傳芳 , 厥有譜牒. 逮于本朝, 益恢張而侈大之, 春秋令節, 宴遊｣

聯翩, 不但在下自相娛 , 乃至君上亦 焉, 其扶奬錫賚之典, 靡｣

所不備. 觀於太祖大王留御諱親筆於本所西樓上, 亦可驗矣. 不｣

幸8)
8)各樣 蹟, 蕩然淪失於壬辰兵火, 尹海平子固相公之序, 略已及之｣

矣. 經亂三十年來, 庶事草創, 設 僅五六遭, 而上年 今年冬, 皆不以｣

宴日上聞, 蓋以軍 多事及邊警益急也, 豈非大可惜 哉. 然近歲｣

社員之濟濟, 前古所未有, 吁亦異矣. 今玆之 , 瑞寧鄭相公在南鄕, 判｣

樞府韓相公, 漢山趙相公, 全城李相公, 皆以病不 焉.9)9)無故在席 , 正｣

符香山諸 之數, 拙之年七十四, 晉原柳相公年七十三, 右議政漢｣

川趙相公, 知樞府申相公, 年各七十一, 領敦府蓬萊鄭相公, 左議政朴｣

相公, 延原李相公, 知敦府南相公, 知樞府驪陽閔相公, 年各七十, 倣故｣

事合算, 總六百三十九籌, 猗歟盛哉. 但論資 齒, 糠粃皆居前, 亦是僭｣

踰之可愧 也. 人生於世, 孰不欲壽 貴, 而鮮有兼之 . 何幸竝生明｣

時, 能兼人之所難兼 , 而相 盍簪, 優游於黃 之場也. 樽俎管絃,10)10)雖｣

若不出於聖上之賜, 而亦莫非聖恩所及, 感激之深, 烏可量｣

也. 至如氷壺相映11)
11)於接膝之筵, 鶴髪交輝於蘸甲之杯. 纖歌繞於樑上｣, 

俱悅聰聵之耳, 妙舞運於掌中, 均諧12)
12)醒醉之目.13)13)銀燭金爐, 能壓夜寒之｣

稜稜, 瑤琴玉篴,14)14)剩奪地籟之蕭蕭.15)15)使傍人驟而觀之, 未必不以爲天仙｣

之齊 , 王母之竝臨, 不亦豪逸之甚乎. 第以時屈擧嬴, 盡悲來, 不能｣

無無已太康之懼. 且念艱虞日甚, 難卜後 之遲速, 況可望 拙之復｣

得 耶. 及于此, 亦難免大耋之嗟. 仍 有司南相公曰, 本所物力｣

 있던 그림의 제목이 “ 所宴 圖”라고 어있어 이와 맞추기 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  

 각된다. 

 7) 꺾쇠(‘｣’) 표시는 원문의 行이 바 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8) 규장각의 < 碩設宴之圖> 序文은 앞부분의 1~4行이 遺失되고 제5行의 “幸各樣 蹟 (후

략)”부터 남아있다. 

 9) 一松集에는 제8~9行의 “瑞寧鄭相公在南鄕, 判樞府韓相公, 漢山趙相公, 全城李相公, 皆以  

 病不 焉” 부분이 삭제된 채 빠져있다. 문집을 인조 에 간행했기 때문에 해군  폭  

 정의 주역인 鄭仁弘 등의 이름을 고의로 삭제한 듯하다. 

10) 一松集에는 “管絃”이 “絃管”으로 순서가 바 어 있다.

11) 규장각의 < 碩設宴之圖> 序文에는 “映”이 “暎”으로 어있는데, 비춘다는 의미는 같다.  

12) 一松集에는 “諧”가 “揩”로 되어 있다. “揩”는 “ 를 개”자로서 뜻과 음이  다르다.

13) 一松集에는 “目”이 “日”로 誤寫되어 있다. 

14) 一松集에는 “篴”이 “笛”으로 되어 있는데, 피리라는 의미와 음도 같은 同字이다.

15) 규장각의 < 碩設宴之圖> 序文에는 “蕭蕭”가 “簫簫”로 어있는데, 쓸쓸하다는 의미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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綿薄, 雖未效全盛時生綃廣軸之設, 而獨不得紬 子題名傳後｣

之具乎. 仍爲之述懷記事, 構拙七 近體三16)
16)首, 奉諸 相公案下, 以｣

冀和敎, 其亦不自量也已. 詩曰,｣

達 遭遇盛於斯, 善養周家德澤垂. 經濟平生徵事業, 風流晩節暢襟｣

期. 一陽 動金樽滿, 九 同歡玉漏遲. 只恨西陲方有警, 綺17)
17)筵不使｣

聖明知.｣

卿相于今幾 成, 域躋仁壽世河淸. 廟 正値詢黃髮, 祠祿猶知貢赤｣

誠. 乘暇游從非愛酒, 逢場談笑豈忘兵. 半燒銀燭先扶出, 宮路 聞玉｣

篴18)聲.｣18)

碩從前設宴頻, 自天雲澤聖朝仁. 恒宣法醖兼仙 , 別遣中官｣

近臣. 此 適丁多難日, 幾人重見太平春. 鶴毛鮐背形容古, 合着丹｣

靑妙入神.｣

天啓元年辛酉冬至前一日(卽初八日),19)19)韈線老拙靑城沈喜壽謹稿.｣

｢기로소 연회의 서문과 찬시｣20)20)

나이 많고 덕이 높은 원로들의 모임인 英 는 유래가 오래되었다. 唐宋의 

고상한 인들이 모임을 만들어 아름다운 이름을 한 이후, 동방의 우리나라에 

해져 풍류를 아는 선비들이 그 아름다운 자취를 따르고 꽃다운 이름을 한 

것이 여러 기록에 남아있다. 우리 조선왕조에 이르러서는 더욱 번창하고 성 해

져, 가을의 좋은 계 에는 잔치를 열고 놀며 즐겼는데, 신하들끼리 서로 즐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임 께서도 함께 참여하시어 표창하고 하사해주신 은 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태조 왕께서 所의 西樓 에 御諱 親筆을 남

기신 것을 보면, 역시 이를 징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옛 

16) 一松集에는 “三”이 “二”로 되어 있는데, 이는 3首 가운데 1首는 생략하고 2,3首만 수록하

며 고쳐 쓴 것이다. 

17) 규장각의 < 碩設宴之圖> 序文에는 “綺筵(화려하고 성 한 잔치)”이 “稀筵(70세 생일잔

치 稀壽宴)”으로 어있다. 一松集은 이 제2수를 생략하고 수록하지 않았다. 

18) 一松集에는 “篴”이 “笛”으로 되어 있다.

19) 호로 표기한 “卽初八日”은 字 二行으로 어있는 割註를 표기한 것이다. 

20) 이 제목은 < 碩設宴之圖>나 < 所宴 圖>, �一松集�에는 없는 것이며, 필자가 의 내

용과 一松集에 수록된 제목, 다른 나 英 는 물론 圖나 英 圖에 한 

문헌 기록 등을 종합 으로 참고하여 임의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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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들이 임진년의 兵火로 모조리 망실되어 버렸는데, 이는 海平人 尹根壽(1537 

-1621) 相公의 所契屛 序文에 이미 략 언 되어 있다.21)21) 

난리를 겪은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모든 일들이 다 처음 새로 하는 것들이라 

를 연 것은 겨우 여섯 번에 불과했는데, 작년과 년 겨울에는 모두 연

회 날짜를 임 께 보고해 올리지 못했다. 개 戰亂으로 軍務가 많고 북방 경계

의 경비가 박해졌기 때문이니, 어  심히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근

래 기로소에 든 上들이 에 볼 수 없이 많아졌으니, 한 기이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  이 모임에 瑞寧府院君 鄭仁弘(1535-1623, 87세) 相公은 남쪽 지방

에 있고, 判中樞府事 韓孝純(1543-1621, 79세) 상공과 漢山君 趙振(1543-1625, 

79세) 상공, 全城君 李準(1545-1624, 77세) 상공은 모두 병으로 참여하지 못했

다. 무탈하여 직  참석한 사람은 白居易(772-846)의 香山九 의 노인 숫자와 

꼭 부합하는데, 늙고 졸렬한 내 나이가 74세이고, 晉原府院君 柳根(1549-1627) 

상공의 나이가 73세, 우의정 漢川府院君 趙挺(1551-1636) 상공과 知中樞府事 申

湜(1551-1623) 상공이 각각 71세, 領敦寧府事 蓬萊府院君 鄭昌衍(1552-1636) 상

공과 좌의정 朴弘 (1552-1624) 상공, 延原府院君 李光庭(1552-1629) 상공, 知敦

寧府事 南瑾(1552-1635) 상공, 知中樞府事 驪陽君 閔仁伯(1552-1626) 상공의 나

이가 각각 70세인데, 故事를 따라 나이를 모두 합산하면 총 639세이니, 아아! 참

으로 성 하도다! 다만 품계와 나이를 따져 무능한 내가 모든 사람의 앞에 있으

니, 이 한 외람되어 부끄러운 일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군들 長壽와 富貴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이를 겸

비한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밝은 시 에 나란히 태어나 사람들이 겸하기 어려

운 것을 능히 겸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서로 宴 자리에서 노니니, 이 얼마나 

행운이란 말인가? 술과 안주와 음악이 비록 임 께서 하사해 주신 데서 나온 것

은 아니지만, 한 성은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깊은 감격을 어  헤아

릴 수 있겠는가? 더구나 고결한 인품을 갖춘 분들과 서로 무릎을 맞  채 자리

에 앉고, 가득 따른 술잔에는 백발이 서로 비치는데, 들보를 휘감고 퍼지는 고

운 노래는 귀 밝은 사람이나 어두운 사람이나 모두의 귀를 즐겁게 하고, 손바닥

21) 尹根壽, �月汀集� 卷5, ｢ 所契屏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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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휘젓는 아름다운 춤은 취한 사람이나 깬 사람이나 모두의 을 즐겁게 한다. 

화사한 은촛 와 화로는 능히 으슬으슬한 한밤의 한기를 덜어주고, 아름다운 

거문고와 옥피리 소리는 쓸쓸한 지의 바람소리를 묻히게 하고도 남는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한다면, 하늘의 仙女가 일제히 모이고, 西王母도 아울

러 왕림한 듯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터이니, 이 한 얼마나 호방하고 아름

다운 일인가? 

다만, 시 가 어려운데 사치스러운 일을 벌려, 흥이 다하자 슬  기분이 드니, 

무 편안하게 지내서는 아니 된다는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 더구나 나라의 근

심이 날로 심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다음 모임이 언제일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우

니, 하물며 이 게 늙고 졸렬한 내가 어  다시 모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말이 이에 미치자, 한 나이를 무 많이 먹었다는 탄식을 면할 

수 없다. 그리하여 所 有司를 맡고 있는 南瑾 상공에게 말하 다. “우리 기

로소의 物力이 미약하고 보잘 것 없어, 비록 성기 때처럼 生綃로 넓은 족자를 

만들 던 것을 본받을 수야 없겠지만,22)22)어  明紬로 작은 족자를 만들어 이름을 

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기야 하겠습니까?” 

이에 이를 해 情懷를 기술하고 일들을 기록하여 七  近體詩 3首를 지어 여

러  相公들에게 어 올리며 次韻詩를 화답해 주기 바라니, 이 한 스스로

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한 부끄러운 짓일 뿐이다. 詩로 말한다.

(1)

귀인들 만남 이처럼 성 하니

노인을 잘 모심은 나라의 은택일세.

평생의 세상 구제는 사업으로 증명되고

만년의 풍류는 흉 을 탁 트이게 하네.

동짓날 앞두고 술동이를 가득 채워

아홉 노인 함께 즐기니 시간이 더디 가네.

22) “生綃로 넓은 족자 만들 던 것”이라는 말은 尹根壽의 ｢ 所契屏序｣에 나오는 “생 (生

綃)로 만든 커다란 축(軸)에 직함을 쓰고 서명한 것도 있었다(又有生綃廣軸之官銜而署

)”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로 보면, 모임 직후에는 題名 만 공식 으로 만들고, 그

림은 뒤에 추가로 그려나간 것이었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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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쪽 국경에 경보 울려 한스러우니

화사한 잔치 자리는 임 께 알리지 말라.

(2)

公卿 에 지 까지 몇 분이나 老成한가

천수를 다하며 장수한 이 세상에 드물구나.

조정에선 마침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퇴직한 리들도 오히려 충심을 다 바치네. 

틈을 내 어울려 노니는 것은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니

연회에서 만나 담소한들 어  軍務를 잊겠는가?

은촛 가 반쯤 타 먼  부축 받아 나오니

궁궐 지나며 옥피리 소리를 근심스  듣네.

(3)

원로 신들 종 에는 자주 연회 열었으니

어진 나라 聖君께서 내린 은택이었네.

항상 御酒와 仙 을 하사하고

따로 內侍와 近臣까지 보냈었지.

이번 모임은 마침 다난한 날에 맞으니

몇 분이나 태평한 날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흰 머리털, 얼룩진 등, 모습이 古雅하니

마땅히 신묘한 경지에 든 솜씨로 그림을 그려야하리. 

 

天啓 원년 辛酉(1621) 동지 하루  11월 8일에 재주 없는 졸렬한 늙은이 靑城人 

沈喜壽가 삼가 쓰다.23)23) 

2) 해군 13년(1621) 所 宴 의 정치  맥락과 함의

심희수의 서문과 찬시를 종합해보면, 이 기로회는 해군 13년(1621)의 11월

 冬至 직  한겨울 밤에 궁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열렸다. 沈喜壽

23) 심희수의 서문과 찬시는 �규장각 그림을 펼치다�에 문이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

(400-403면). 그러나 이는 一松集에 수록된 ｢ 英 詩竝序｣를 본으로 삼고, 찬시 제1

수와 서만 <기석설연지도>에 의해 보충해 넣어 번역한 것인데, 각주에서 필자가 교

해놓은 것처럼 一松集 本은 생략과 誤寫가 있어 불완 한 본이며, <기석설연지도>의 일

부 자도 誤寫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다. 이 번역본은 상기한 3본의 본을 조하여 

보다 완 한 원본을 확립한 뒤, 기존 번역문을 참고하며 필자가 수정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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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1622)<그림 5>가 품계를 따져 13명이 

기록된 좌목의 맨 처음에 기록되고, 연회에 

참석한 9명  나이가 가장 많으며, 서문과 

찬시는 물론 연회 후의 기록 작업까지 주도

한 사실로 볼 때, 이 기로회는 南人에 속했지

만 黨色이 강하지 않고 文翰으로 리 교유

했던 심희수가24)
24)기로소의 최고 선임자 자격

으로 주재했던 듯하다. 

특히 심희수는 明宗妃 仁 王后(1532-1575)

의 사  아우로서 家格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實 의 卒記에서도 “용모가 아름답고 우스개

를 잘하며 재주가 남들보다 뛰어난데다가 典

故에 밝고 文才까지 뛰어났는데”, “사람됨이 

깨끗하고 화합하기를 좋아하여 오직 시와 술

로 즐겼다”고 할 정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임자 을 것이다.25)25)그리고 심희수가 

찬시에서 “동짓날을 앞두고 술동이를 가득 채워(一陽 動金樽滿)” 연회를 연 

뒤, 동지 날인 11월 8일에 서문을 썼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연회는 동지 에 

열린 것이 확실하고, “은촛 가 반쯤 타 먼  부축 받아 나오니, 궁궐 지나며 옥

피리 소리를 근심스  듣네(半燒銀燭先扶出, 宮路 聞玉篴聲.)”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연회가 열린 장소는 궁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던 듯하다. 

그런데 선조 말년과 해군 반의 宴은 掌 院에서 열린 이 많았다고 

하는데,26)26)장악원은 본래 西部 餘慶坊(세종로 사거리 남측 일 )에 있었지만 임

진왜란으로 소실되어 선조 말년에 南部 明禮坊(명동 구 내무부청사 자리)의 만

24) 김남기, 2002 ｢沈喜壽의 삶과 詩 世界｣ �韓國漢詩作家硏究� 7, 73-102면.

25) �光海君日記� 14년(1622) 5월 17일 壬子. 

26) 尹根壽, �月汀集� 卷1, ｢題 宴禊屏 十二韻｣; 李德泂, �竹窓閑話�. 특히 이덕형은 1591

년과 1615년에 宴이 掌 院에서 열렸다고 하 다. 

<그림 5> 작가미상, <沈喜壽 상>, 

17세기 반, 비단채색, 178×103.5cm, 

국립 앙박물  소장(沈相弼 기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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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에 재건되었다. 그리고 심희수의 집은 택으로 유명했던 世祖代 功臣 

金國光(1415-1480)의 長 洞(종로구 선동, 내자동 일 ) 택이었다.27)27)따라서 

명동의 장악원에서 宴을 마치고 내자동의 장흥동 택으로 돌아가려면, 심

희수는 慶運宮(  德壽宮) 을 지나게 되었을 터인데, “궁궐 지나며 옥피리 소

리를 근심스  듣네”라고 말한 것은 서북방의 군사  상황뿐만 아니라, 仁

穆大妃가 廢妃된 채 유폐되어 있던 慶運宮을 지나며 더욱 소회가 많았기 때문이

기도 했던 듯하다.     

그런데 심희수는 임진왜란의 戰禍로 말미암아 임난 후에는 기로회가 지 까지 

30여 년 동안 겨우 5~6회밖에 열리지 않을 정도로 쇠퇴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 1620년까지 30여 년 동안 열렸던 기로회는 4회 정도가 악되어 

심희수의 말과 체로 일치한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국 부터 기로소를 설치하

여 연로한 재상들로 하여  해마다 연회를 열며 여생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아름

다운 통이 200여 년 간 계속되었지만, 임진왜란으로 오래 동안 폐지되었다가 

선조 36년(1603) 5월 11일에 처음 기로회를 열게 되었다고 한다.28)28)그 후 해

군 2년(1610) 10월 13일에도 掌 院에서 宴이 열렸고,29)29)李德泂에 의하면 

해군 7년(1615)에도 장악원에서 기로연이 열렸다고 하며, 해군일기에 의하

면 12년(1620) 4월에도 좌참찬 李準이 宴을 열고자 한다고 아뢰자, 해군

이 庭試와 親蠶 뒤에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보여, 해군  들어서서 宴

이 더 자주 열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심희수는 “근래는 기로소에 들어온 上들이 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졌으니, 한 기이한 일이라 할 수 있다.(然近歲社員之濟濟, 前古所未有, 吁

亦異矣.)”고 하여 해군 후반에 기로소가 외 으로 크게 확 되었다고 하 다. 

실제로 이 < 碩設宴之圖>의 서문과 좌목에 기로소 당상으로 기록된 13명의 나

27)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卷13, 政敎典故 第宅; 金時讓, �涪溪記聞�.

28) �宣祖實 � 36년(1603) 5월 10일 乙丑. 

29) �光海君日記� 2년(1610) 10월 13일 甲申. 이 기로연에는 尹根壽, 洪進, 李輅, 尹承吉이 참

여했는데, 註26의 윤근수의  ｢題 宴禊屏 十二韻｣에 의하면 기로연이 장악원에서 열

렸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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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1619년에 이미 70세가 넘어 기로소 당상이 된 사람이 정인홍과 한효

순, 조진, 이 , 심희수, 유근의 6명이었는데, 1620년에 조정과 신식이 70세가 되

며 당상이 되어 총 8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해군 12년(1620) 4월에 좌참찬 

李準이 근년 이래로 조정에 일이 많아 기로회를 오랫동안 열지 못해 2백 년이나 

해져 온 훌륭한 일이 장차 지되어 없어지게 되어 미안한 마음을 할 수 없

으니 宴을 열자고 해군에게 건의하는 가운데, 기로소의 당상 이 비록 인

원수는 많으나 과반수이상이 일이 있어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자신과 趙挺, 趙

振 세 사람뿐이어서 좌석이 썰 하게 비어 볼썽사나우니, 작년 武科 試官 때의 실

수로 잠시 정직된 申湜도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30)30) 

이 무렵에는 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부실하게 운 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1621년이 되자 정창연과 박홍구, 이 정, 남근, 민인백이 70세가 되어 

새로 5명이나 당상이 됨으로써 기로소 당상이 총 13명으로 크게 늘어나며 2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확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1621년에 

기로회가 열린 것은 심희수의 말처럼 기로소의 격한 인  확 가 일차 인 표

면  이유 던 듯하다. 그 다면 이 기로회는 해군의 허락과 지원 아래 

으로 거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심희

수는 “戰亂으로 軍務가 많고 北方 경계의 경비가 박해졌기 때문에” “작년과 

년 겨울에는 모두 연회 날짜를 임 께 보고해 올리지 못해”31)31)“심히 애석한 

일”이라고 하 다. 그 다면, 임진왜란 이후 30여년 만에 기로소의 인  규모가 

가장 커지며 제일 성 하게 열릴 수 있는 기로회 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게는 

알리지도 못한 채 몰래 기로회를 열어야 할 정도로 박했던 국경지 의 란이

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게 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희

수가 이 게까지 구차하고 험한 방식으로 기로연을 연 것은 무슨 까닭인가?

30) �光海君日記� 12년(1620) 4월 12일 己未. 

31) �光海君日記� 12년(1620) 4월 17일 甲子. 다만 4월 12일에 李準이 이미 기로회를 열 것

을 청해 해군의 윤허를 받았고, 17일 기사에도 李準이 1620년  기로회에 비록 庭請 

不參의 累가 있지만 申湜의 참석을 허락해달라고 아뢰자 사간원이 이를 반 하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로회는 해군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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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해군 10년(1618) 1월에 일어난 仁穆大妃 廢母라는 미증유의 悖倫 

사건으로 朝野가 격돌하고 있을 때, 서북방의 요동지방에서는 後金의 르하치

(愛新覺羅 努爾哈赤, Nurhachi, 1559-1626)가 1618년 윤4월에 요동의 요충지인 

明의 撫 을 령하는 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격난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요동지방이 일  란에 휩싸이고 명나라가 임진왜란의 “再造之恩”을 거론하며 

조선에 援兵을 요청함으로써 그 여 가 조선에 직  미쳤다. 해군과 일부 최

측근의 친왕  신료들은 병을 반 했다. 그러나 鄭仁弘과 李爾瞻(1560-1623)

같은 해군 측근의 大北派 핵심 인사들은 물론 備邊司와 臺諫을 심으로 한 

원로 신과 신료 부분이 再造之恩과 春秋大義를 내세워 援兵을 보내야한다고 

주장하며 조정이 연일 시끄러웠다. 그리하여 해군 11년(1619) 2월 都元帥 姜

弘立(1560-1627)이 12,000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  명나라 군 와 합류했다. 

그러나 3월 深河 투(사르후 투, 薩爾滸之戰)에서 朝·明 연합군이 후 에게 

굴욕 인 패배를 당하고 강홍립 군 는 포로가 되고 말았다.32)32)  

이후에도 명과 후 의 충돌이 계속되고 명나라의 병요구가 계속되는 가운

데, 기로회가 열리기 4개월 인 해군 13년(1621) 7월에는 후 이 요동 체

를 차지해 기야 조선과 명의 陸路가 차단되는 것은 물론, 장차 명과 조선을 

넘보는 형국까지 개되고, 명나라 장수 毛文龍(1576-1629)이 압록강변의 鎭江

을 거쳐 조선으로 잠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자 후  군 가 모문룡을 잡

기 해 압록강을 건  의주와 가산, 용천 등지를 습격함으로써 12월에는 후

이 조선을 직  침공하는 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33)33)따라서 심희수가 기로회 

연회를 연 1621년 11월 의 겨울은 서북방의 군사  기상황이 매우 고조되던 

시기로서 상식 으로 생각할 때 당  최고의 원로 신들이 모여 한가하게 연회

나 즐기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 다면 이처럼 군사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32) 한명기, 2000 � 해군: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 역사비평사, 172-217면; 오항녕, 

2012 � 해군: 그 험한 거울�, 머북스, 339-342면; 고윤수, 2004 ｢ 해군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東方學志� 123, 41-97면.

33) 한명기, 앞의 책, 195-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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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수를 비롯한 당  최고의 원로 신들이 해군 몰래 기로회를 연 것은 무엇 

때문인가? 더구나 1년 의 해군 12년(1620) 에는 “기로소의 上官이 많았

지만 참여자가 어 단지 趙挺과 趙振, 李準의 3인만 참여할” 정도로 막했고, 

기로회가 통상 가을의 가장 좋은 시 에 열려 연로한 재상들이 여생을 즐기는 

즐거움을 극 화하는 것이 조선 기 이래 200여 년에 걸친 오랜 통이자 례

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1612년의 임해군 옥사 이래 오래 동안 조정에서 방

축되었다가 後金 사태로 야기된 비상시국에 처하기 해 1619년에야 비로소 

서용되기 시작한 심희수가 이런 군사  비상 상황을 무릅쓰고 1621년의 한겨울 

밤에 해군 몰래 한가하게 기로회를 연 것은 도 체 무엇 때문인가? 더구나 그 

동안에는 부분 불참하여 막하기 그지없던 기로회에 13명의 기로소 당상  

 참석이 불가능한 4명을 제외한 원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룬 것은 무엇 

때문인가? 

심희수가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기로소의 당상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를 자축하기 해서 다고만 보기에는 당시의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이 

지 않다. 그리하여 지 까지는 功臣들이 “왕권을 유지하려는 역사  만행에 

한 보상이자 정치  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

나 이 기로회 후의 군사 , 정치  상황과 이에 처하는 기로회 참여 인물들

의 성향을 종합 으로 분석해보면, 이와  다른 맥락과 함의가 있었다고 해

석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지 않다. 왜냐하면, 이 기로회가 열린 해군 13년

(1621) 겨울은 明 정책과 後金 정책을 놓고 원로 신들은 물론 북 를 포

함한 거의 부분의 신료들이 해군과 큰 견해 차이를 드러내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과격한 신료들은 해군을 축출하는 反正을 모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4)34) 

그런 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심희수의 序文과 讚詩가 통상 인 기로회의 

서문이나 찬시와 달리 당시의 군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의식하며 많이 언

하고 있다는 이다. 가령 서문에서 심희수가 “戰亂으로 軍務가 많고 북방 경계

34) 한명기, 1988 ｢ 해군 의 북세력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326-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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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비가 박해졌다(軍 多事及邊警益急)”고 우려한 뒤, “시 가 어려운데 사

치스러운 일을 벌이니, 이 다하자 슬  기분이 들고, 무 편하게 지내서는 아

니 된다는 두려움이 없을 수 없으며, 나라의 근심이 날로 심해지는 것을 생각하

면, 다음 모임이 언제일지조차 기약하기 어렵다.(第以時屈擧嬴, 盡悲來, 不能無

無已太康之懼. 且念艱虞日甚, 難卜後 之遲速.)”고 한 것은 표 인 이다. 

한 讚詩에서도 “서쪽 국경에 경보 울려 한스러우니, 화사한 잔치는 임 에게 알

리지 말라.(只恨西陲方有警, 綺筵不使聖明知.)”고 한 뒤, “이번 모임은 마침 다난

한 날에 맞으니(此 適丁多難日)”, “朝庭에서는 마침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퇴직한 리들도 충심을 다 바치는데(廟 正値詢黃髮, 祠祿猶知貢赤誠)”, “틈을 

내 어울려 노니는 것은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니, 연회에서 만나 담소한들 어  

軍務를 잊겠는가?(乘暇游從非愛酒, 逢場談笑豈忘兵.)”, “궁궐을 지나며 옥피리 

소리를 근심스  듣네.”라고 한 것도 유사한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심희수의 서문과 찬시에도 세월의 덧없음을 아쉬워하고 富貴와 長壽를 

겸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酒 과 舞 이 넘치는 잔치를 즐거워하는 통상 인 

서술도 지 않다. 따라서 시국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서술은 비 이나 탄핵을 

차단하기 한 의례  수사의 하나로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순히 

이와 같이 읽고 지나치기에는 우려와 근심이 매우 깊고, 시국을 우려하는 상소

문의 일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 이고 심각한 편이다. 따

라서 심희수의 서문과 찬시는 다 인 맥락과 함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더구

나 고려 후기 崔讜(1135-1211)과 조선 기 權近(1352-1409)의 는 물론 조선 

후기의 지 않은 기로회 서문과 찬시에서 보듯, 기로회는 통상 정치 같은 世

俗事는 논하지 않고 풍류를 즐기는 것이 오랜 통이자 례 음에도 불구하

고,35)35)讚詩에서 심희수가 “연회에서 만나 담소한들 어  軍務를 잊겠는가?”라고 

하며 정국의 최  안인 서북방 국경지 의 後金과 명나라 문제를 직  논했다

고 한 것은 그런 에서 매우 주목된다. 

특히 이 기로회 후의 1~2년간 개된 군사 , 정치  상황과 이에 한 기

35) 朴尙煥, 2000 �朝鮮時代 政策 硏究�, 혜안, 186-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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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회 참여자들의 응을 종합해보면, 뒤에서 상술하듯, 참석자 9명 가운데 趙挺

과 韓孝純, 朴弘 의 大北系 인사 3인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은 中北系와 南人系 

 西人系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로회는 지 까지의 해석과 달리 오히려 脫

해군이나 反 해군 성향의 원로 신들이 심된 모임이라는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後金과 명나라에 한 외교 , 군사  계 설정과 응책 마

련에 있어서는 이들 6인의 원로 신들은 물론 다른 일반 인 북계 인사와 신

료들도 거의 부분 해군과 큰 견해 차이를 드러내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

었기 때문에 더욱 그와 같이 생각된다. 더구나 後金이 요동을 침범한 1618년 이

래 4년간 해군은 곧 명의 請兵을 거 하고 후 과의 화를 지향하는 “羈縻

論( 병불가론)”을 주장했지만, 備邊司와 臺諫을 심으로 한 거의 부분의 신

료들은 명에 병하고 동맹 계를 강화하여 후 을 견제해야 한다는 “春秋大義

論( 병론)”을 주장하고 매일 해군과 논쟁하며 첨 하게 립했다. 특히 이 4

년간의 논쟁 과정에서 어떤 정치세력이나 朋黨도 해군에 동조하지 않아 해

군을 지지하는 上疏가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해군은 철 히 신료

들로부터 유리되고 고립되었다.36)36)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기로회는 해군의 背明 親後金 정책을 반

하고 우려하던 원로 신들이 기로소의 연회 제도와 례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들의 생각을 나 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당시 朱子

學的 경향이 강한 南人과 西人들은 상 으로 春秋大義를 토 로 한 崇明意識

이 강해 해군의 背明 親後金 정책에 한 반감이 매우 컸는데, 기로소의 최고 

선임자로서 이 기로회를 주재한 심희수는 南人이었고, 같이 참여했던 李光庭과 

申湜도 남인이었으며, 柳根과 閔仁伯은 西人이었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럽게 그

런 분 기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심희수가 기로소 연회의 讚詩

로서는 극히 이례 으로 “이번 모임은 마침 다난한 날에 맞으니”, “朝庭에서는 

마침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퇴직한 리들도 충심을 다 바치는데”, “틈을 

내 어울려 노니는 것은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니, 연회에서 만나 담소한들 어  

軍務를 잊겠는가?”라고 했던 것은 그런 에서 더욱 주목된다.  

36) 계승범, 2014 ｢ 해군의 외정책과 그 논쟁의 성격｣ �한국불교사연구� 4, 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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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1618년 1월에 폐모론이 마무리되자마자 後金 사태가 발생하고 北人의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기 시작해, 1621년에는 兩司가 李爾瞻을 탄핵하고 남유

생 수백 명도 이이첨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해군도 이이첨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정도로 정국이 변하고 있었다.37)37)뿐만 아니라 後金 문제가 제기된 

1618년 이후 明 外交에 필요한 외교 문가가 실했는데, 이런 인재는 남인

과 서인계 신들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해군은 1618년에 廢母論을 반 하다 

大北派에 의해 쫓겨났던 서인과 남인  北系 인사들을 1619년 이후 다시 불

러들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폐모론 등으로 방축되거나 유배되었던 李元翼

(1547-1634)과 李廷龜(1564-1635), 沈喜壽, 柳根, 李貴(1557-1633) 같은 남인과 

서인 인사들이 많이 석방되고 등용되었다.38)38)특히 심희수는 實 의 다음과 같은 

卒記에서 보듯, 해군 후반에 정계에서 오래 동안 소외되었다가 1619년에야 다

시 서용되었지만 주로 성 밖에서 우거해 왔기 때문에 1621년에 이 기로회를 주

재한 것이 더욱 특별하게 생각된다.

“金直哉(1554-1612)의 變(1612년의 臨海君 제거 獄事) 때 鄭經世(1563-1633)가 

무고를 받아 체포되었는데, 희수가 일 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의 정사에 

해 극언한 서신이 발견되어 마침내 죄를 얻어 직을 삭탈당하고 도성문 밖으로 쫓

겨났다. 기미년(1619)에 深河의 투(朝·明 연합군과 後金과의 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도착하자 마침내 사면을 받았다. 이에 당시에는 李德馨(1561-1613)과 李恒福

(1556-1618)에 버 가는 자로 일컬어졌다. 기미년(1619)에 다시 서용되었는데, 그 

뒤로는 성 밖에서 우거하며 서울의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여러 차례 치사할 것을 청

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죽었다.”39)39) 

그리고 바로 이런 해군 말년의 새로운 정치  맥락과 흐름 속에서 본래 朱

子學的 성향이 강했던 이들 원로 신들과 그 주변의 西人  南人들이 연합하여 

해군 15년(1623) 3월에 해군의 背明 親後金策과 廢母殺弟의 悖倫을 명분삼

아 仁祖反正을 일으켜 해군을 축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인조반정은 기

37) 오항녕, 앞의 책, 343-351면.

38) 한명기, 앞의 책, 252-270면.

39) �光海君日記� 14년(1622) 5월 17일 壬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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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회가 열리기 1년 인 1620년부터 모의하기 시작한 뒤 1622년 여름부터 본격

으로 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그와 같이 생각된다.40)40)따라서 이런 

후 맥락으로 볼 때, 後金의 동으로 인한 군사  기 상황이 개되고 있던 

상황에서 해군이 독단 으로 背明 親後金 정책을 추진해 원로 신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1621년 11월의 한겨울 밤에 南人系 원로 신 沈喜壽가 주재

하고 인조반정의 핵심 주역인 金瑬(1571-1648)의 丈人 柳根이 참석하는 등 南人

과 西人  中北系 원로 신이 체 참석자 9명  6명이나 되었던 이 기로회는 

의례 이고 통상 인 宴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합 이

고 다층 인 정치  맥락과 함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최소한 지 까지의 해석

처럼 해군을 옹립하고 廢母殺弟의 悖倫을 질 던 功臣들이 “왕권을 유지하

려는 역사  만행에 한 보상이자 정치  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한 것

이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기로소 연회 座目과 참여 인물의 성향

해군 13년(1621)에 열린 기로회의 맥락과 성격이 무엇이었는가는 참여 인물

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만, 

참여 인물의 행 과 성향을 읽는 데는 어느 시 에서 어떤 기 으로 어떤 층

를 읽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

히 이 기로회의 참석자 범 를 말해주는 所 上 13명의 명단을 은 座目

의 특성과 실제 참석한 9명의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실제 참석한 9

명도 좌목에 기록된 공식 인 직함의 표면  층 를 읽는 것과 기로회가 열린 

1621년 무렵의 실제 인 정치  행 이나 성향을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실제 참석자 9명이 기로회를 후한 시기에 어떤 정치  행

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살펴보되, 이 시기 인물의 성향을 읽는 데 요한 요소인 

功臣 策勳과 黨色 여부, 1618년의 廢母論 庭請 참여 여부, 1618~1621년간 해

군의 背明 親後金策에 한 입장, 1623년 仁祖反正 이후의 행  등을 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0) 한명기, 앞의 책,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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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서는 먼  座目을 정확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규장각의 < 碩設

宴之圖>는 座目의 앞부분 3행이 결실된 상태이기 때문에<그림 6> 이를 < 所

宴 圖>의 흑백사진<그림  7>을 참고하여 복원해 읽어보면 아래와 같다. 좌목은 

기본 으로 勳號-品階-官職-君號-姓名-字號-登科-生年-本貫 순으로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호 안의 내용은 모두 필자가 내용 이해를 해 삽입한 것이며, 

간의 “[ ｣, ]”로 표시된 부호 안의 내용은 字號와 登科 기록이 2行 는 3行

의 작은 割註 형식으로 書寫된 것임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6> <기석설연지도> 座目 부분 

<그림 7> <기로소연회도> 座目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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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效忠奮義炳幾決策翼社(1613) 奮忠秉義亨難功臣(1613) 大匡輔國崇祿大夫

(正1品上) 行判中樞｣41)府事41)靑城府院君 沈喜壽(1548-1622). [伯懼｣, 一松], [戊辰

(1568)司馬｣, 壬申(1572)別試], 戊申(1548)生, 靑松人. (74세 南人)

(2) 輸誠結義奮忠效節定運功臣(1613) 大匡輔國崇祿大夫(正1品上) 瑞寧｣府院君 

鄭仁弘(1535-1623).｣42)42)[德遠｣, 來庵], 戊午(1558)司馬｣, 丙申(1536)生, 瑞山人. 

(87세 北人)

(3) 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1613) 大匡輔國崇祿大夫(正1品上) 領敦寧

府事｣ 蓬萊府院君 鄭昌衍(1552-1636). [景眞｣, 水竹], [己卯(1579)司馬｣, 己卯(1579)乙

科], 壬子(1552)生, 東萊人. (70세 北人(中北))

(4) 大匡輔國崇祿大夫(正1品上) 行判中樞府事 韓孝純(1543-1621). [勉叔｣, 柳陰],｣ 

[戊辰(1568)司馬｣, 丙子(1576)丙科],｣ 癸卯(1543)生, 淸州人. (79세 北人)

(5) 大匡輔國崇祿大夫(正1品上) 議政府左議政兼領經筵監春秋館事世｣子傅 朴

弘 (1552-1624). [應邵｣, 梨湖], [壬午(1582)司馬｣, 壬午(1582)甲科], 壬子(1552)

生, 竹山人. (70세 北人)

(6) 奮忠秉義決幾亨難功臣(1613) 大匡輔國崇祿大夫(正1品上) 議政府右議政兼

領經筵監春｣秋館事 漢川府院君 趙挺(1551-1636). [汝豪｣, 竹川], [壬午(1582)43)司馬｣, 

癸未(1583)庭試｣, 丙戌(1586)重試], 辛亥(1551)生, 漢山人. (71세 北人)43)

(7) 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1604) 輔國崇祿大夫(正1品下) 延｣原府院君 李

光庭(1552-1629). [德輝｣, 海皐], [癸酉(1573)司馬｣, 庚寅(1590)丙科], 壬子(1552)生, 延安

人. (70세 南人)

(8) 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1604) 效忠奮義炳幾翼社功臣(1613) 輔國崇祿大夫

41) 꺾쇠(‘｣’) 표시는 書寫 原文의 行이 바 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42) 규장각 소장 < 碩設宴之圖>는 여기까지의 座目이 결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국사편

찬 원회 소장의 < 所宴 圖> 흑백사진본을 토 로 복원한 것이다. 

43) 규장각 소장 < 碩設宴之圖> 座目에는 “子”자 에 약간 더 흐리고 굵은 자로 “午”자

를 덮어 써서 수정해 놓은 흔 이 보이는데, 국사편찬 원회의 <기로소연회도>는 “午”로 

되어 있다. 아마도 “壬子”로 誤寫했다가 후에 오자를 발견하고 “壬午”로 수정했던 듯하

다. 실제로 司馬謗目에도 趙挺은 壬午(1582)에 進士 제한 것으로 나오며, 壬子는 1552

년으로 趙挺이 3세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萬曆十年壬午二月二十八日司馬榜目�(國學資

料院 편, 2008 �朝鮮時代 生進試榜目� 4)에 의하면, 趙挺은 宣祖 15年(1582) 壬午 式年試

에서 進士 三等(32  - 62/100)으로 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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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1品下) 晉｣原府院君 柳根(1549-1627). [晦夫｣, 西坰], [庚午(1570)司馬｣, 壬申(1572)

壯元], 己酉(1549)生, 晉州人. (73세 西人)

(9)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1590) 崇祿大夫(從1品上) 全城君 李準(1545-1624). 

[平卿｣, 懶眞子],｣ [辛酉(1561)司馬｣, 戊辰(1568)增廣],｣ 乙巳(1545)生, 全州人. (77세 西人)

(10) 效忠奮義翼社功臣(1613) 崇祿大夫(從1品上) 漢山君 趙振(1543-1625). [起

伯｣, 壟隱],｣ 丙子(1576)司馬, 癸卯(1543)生, 漢山人. (79세 北人)

(11) 資憲大夫(正2品下) 行同知中樞府事 申湜(1551-1623). [叔正｣, 拙翁], 丙子

(1576)丙科,｣ 辛亥(1551)生, 高靈人. (71세 南人)

(12) 資憲大夫(正2品下) 行司憲府大司憲兼同知經筵成均館事世子｣右副賓客 南

瑾(1552-1635). [季獻｣, 龍湖], [丙子(1576)司馬｣, 丙戌(1586)壯元], 壬子(1552)生, 宜寧

人. (70세 北人)

(13)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1590) 資憲大夫(正2品下) 知中樞府事 驪陽君｣ 閔

仁伯(1552-1626). [伯春｣, 苔泉], [癸酉(1573)司馬｣, 甲申(1584)壯元], 壬子(1552)生, 驪

人. (70세 西人)

좌목에 이름이 기록된 이 13명은 所 上으로서 기로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심희수의 序文에 의하면, 정인홍은 陜川의 고향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고, 한효순과 이 , 조진 세 사람은 병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 다. 그런데 이들 4명은 하나의 공통 이 있어 주목된다. 즉 정인홍이 87세, 

한효순과 조진이 79세, 이 이 77세로서 모두 74세 던 심희수보다 나이가 많지

만 품계 상으로는 심희수보다 位次가 낮아 좌목에 모두 심희수 아래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심희수보다 고령인 극노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도 지 않았겠지만,44)44)애 부터 山林 宰相으로서 합천에 칩거한 

채 政事를 자문하며 정국을 설계했던 정인홍을 다소 외로 하면, 年下의 심희

수가 높은 位次로 기로회를 열고 주재하는 자리에 참석하기가 다소 어되어 稱

病한 채 불참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韓孝純은 기로회 직

44) 한효순은 기로회 직후인 11월 15일에 사망해 실제로 병이 심했던 듯하다. 그러나 심희수

가 6개월 뒤인 1622년 5월에 사망한 데 비해, 정인홍은 인조반정으로 1623년 4월에 참형

되고 이 은 1624년, 조정은 1636년까지 생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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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인 11월 15일에 사망했기 때문에 실제로 병이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 은 

1624년에 사망하고, 조진은 1625년에 사망하여 1622년에 사망한 심희수보다 장

수했다). 어 되었든 공교롭게 심희수보다 나이가 많은 4명이 모두 불참했고, 당

시 불참자는 이들 4명뿐이었다는 사실은 최소한 이 기로회가 최고 선임자인 심

희수가 주재했다는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 다.

이제 座目에 기록된 13명의 명단을 몇 가지 측면에서 구체 으로 분석해 보겠

다. 먼  功臣에 책훈된 사람은 심희수(翼社2등 亨難3등), 정인홍(定運1등), 정

창연(衛聖2등), 조정(亨難2등), 이 정(扈聖2등), 유근(扈聖2등 翼社2등), 이

(平難2등), 조진(翼社3등), 민인백(平難2등)의 9명으로 체 13명의 약 70%에 

달한다.45)45)특히 정인홍은 해군 정권의 이념  기반을 수립하고 정국을 설계한 

최고의 산림재상이었고, 정창연은 해군의 妻叔父로서 즉 의 인사권과 병권

을 맡았으며, 조진은 해군 세자 시 의 師傅이자 조정의 형으로서 이들은 모

두 해군 정권 반의 핵심 실세 다.46)46)기존 연구에서 이 기로회를 “ 해군  

왕권 유지의 역사  만행에 한 보상이자 정치  결속”을 도모하고 과시하기 

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했던 것은 좌목에 나타난 이런 사실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선조 에 책훈된 이 정(1604 壬亂 扈聖)과 이 (1590 鄭汝

立 叛 平難), 민인백(1590 平難)의 3명을 제외하고, 해군 5년(1613)에 해군

의 즉 와 왕권강화에 이바지한 163명을 일  책훈할 때 책훈된 순수한 해군

 공신은 심희수와 정인홍, 정창연, 조정, 유근, 조진의 6명으로 체 13명의 약 

46%이다. 다만, 해군 의 南人 원로 신이었던 심희수와 西人 원로 신이었

던 유근은 臨海君  사건이 처리된 뒤 翼社功臣에 함께 책훈되었지만, 임해

군의 처형을 주장하는 大北의 討 論에 맞서 목숨은 살려주어야 한다는 全恩論

을 주장하며 이를 반 했다가 북으로부터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친 해

군 성향의 공신들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심희수는 이때 

정사를 극언했던 편지가 발견되어 직이 삭탈된 뒤 문외 출송되었다. 따라서 

45) 이들의 공신 책훈 내용은 이완우, 2012 ｢조선시  正勳功臣 명단｣ �조선의 공신�,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321-322면.

46) 한명기, 앞의 논문, 269-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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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명을 제외하면 해군의 핵심 세력인 大北 계열 공신은 정인홍, 정창연, 

조정, 조진의 4명으로 체 13명의 약 31%에 불과하다. 더구나 실제로 참석한 9

명 가운데 大北 계열 공신은 정창연과 조정의 2인뿐으로 22%에 불과하며, 후술

하듯 정창연은 1618년 이후 大北에서 이탈하여 反鄭仁弘 성향이 강하고 親西人

的 경향이 지 않은 中北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실제 인 大北 계열 공신은 조

정 1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의 黨色을 살펴보면, 13명  해군의 즉 와 기의 왕권강화

를 극 으로 뒷받침하며 해군 정권을 이끈 大北 계열 인사는 정인홍과 정창

연, 한효순, 박홍구, 조정, 조진, 남근의 7명으로 체 13명의 약 54%이다. 다만, 

이  기로회에 불참한 정인홍과 한효순, 조진의 3명을 제외하고 실제 참석자를 

기 으로 보면, 9명  4명이 大北으로 약 44%이다. 그리고 후술하듯 1618년의 

廢母論 이후 鄭昌衍은 廢妃 庭請에도 불참하고 中北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그를 

제외하면 大北은 9명  3명으로 33%에 불과하며, 박홍구와 남근은 功臣이 아

니기 때문에 상 으로 大北 내에서의 상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심희수와 이 정, 신식(이상 南人), 유근, 민인백(이상 西人)의 

5명은 근본 으로 해군이나 北人과는 사상 , 정치  입장 차이가 큰 南人과 

西人 인사로서 이들이 체 9명  약 56%나 된다(불참자 가운데는 李準이 西

人이었다). 그리고 정창연은 西人의 핵심인 仙源 金尙容(1561-1637)과 淸陰 金

尙憲(1570-1652)의 外叔으로서 1618년의 廢母論 庭請에 불참하고 中北으로 이탈

한 뒤 親 西人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47)
47)정창연까지 포함하면 참석자의 3

분의 2나 되는 6명이 해군이나 大北과는 사상 , 정치  입장을 달리하는 南

人과 西人 계열 원로 신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정창연뿐만 아니라 심희수와 유근, 신식도 1618년의 廢母 庭請에 불참

했고, 이들은 물론 나머지 大北系 인사들도 1618년 이후 해군의 背明 親後金 

정책에 반 했기 때문에 1621년의 기로회는 脫 해군이나 反 해군 성향이 강한 

南人과 西人系 원로 신들이 오히려 더 심이 된 모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이 기로회가 열린 지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1623년 3월에 西人과 南人들이 

47) 허태용, 2010 ｢陽坡 鄭太和의 人的 連網과 정치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14, 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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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背明 親後金策과 廢母殺弟의 悖倫을 명분삼아 仁祖反正을 일으켜 해

군을 축출했는데, 이 기로회에 참석했던 南人과 西人 원로 신들은 물론 정창연

까지 인조반정 이후에도 계속 출사했던 것은 그런 에서 매우 자연스런 일이라

고 할 수 있다(大北 인사 가운데 기로회에 불참했던 鄭仁弘은 참형되고, 이미 

사망한 韓孝純은 작이 추탈되었으며, 참석자 가운데 생존해있던 趙挺과 朴弘

, 南瑾은 직이 삭탈된 뒤 귀양 갔다).48)48) 

특히 인조반정에 의정으로 추 된 南人 원로 李元翼(1547-1634)이 1623년 9

월에 几杖을 하사받은 것을 기념하여 열린 宴은 李貴와 金瑬, 李曙 같은 인

조반정의 핵심주역들은 물론 이들이 반정 후의 새 조정에 불러들인 남인과 서인

계 원로 신들을 포함한 正卿 26명이 참석하여 그야말로 인조반정의 성공을 축

하하기 해 열린 듯한 성 한 연회 는데, 이 26명의 座目에는 1621년의 기로

회에 참석했던 원로 신 가운데 정창연과 이 정, 유근, 민인백의 이름이 보이

고, 기로회에 불참했던 西人 원로 이 의 이름도 보여 주목된다. 만약 심희수와 

신식도 이때까지 생존했다면 당연히 이 좌목에 이름이 올랐을49)것이다49)(심희수

는 1622년에 사망하고, 신식은 1623년 사망했다). 그런 에서 이는 1621년 11월

에 심희수가 주재한 기로회의 맥락과 함의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는 매우 상징

인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3. 해군 13년(1621) < 碩設宴之圖>의 

복원  고찰과 승 내력

1) 해군 13년(1621) 기로소 연회도의 제작 상황

해군 13년(1621) 11월에 개최한 가 끝난 뒤 이 宴  장면을 그리고 

座目을 써서 완성한 宴 圖가 정확히 언제 그려졌는가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 심희수는 기로회 직후50)
50)讚詩 3首를 써서 참석자들에게 보내 次韻詩를 

48) 이들의 인조반정 이후의 행 에 해서는 �癸亥靖社 � 참조.

49) 朴廷蕙, 2001 ｢朝鮮時代 賜几杖圖帖과 延諡圖帖｣ �미술사학연구� 231, 4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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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해 11월 8일에 쓴 序文의 말미에서 所 有司를 맡고 있던 南瑾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 기로소의 物力이 미약하고 보잘 것 없어, 비록 성기 때처럼 生綃로 넓은 

족자 만들 던 것을 본받을 수야 없겠지만, 어  明紬로 작은 족자를 만들어 이름을 

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기야 하겠습니까?(本所物力綿薄, 雖未效

全盛時生綃廣軸之設, 而獨不得紬 子題名傳後之具乎.)”  

이 은 짧은 문장이지만 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조선 기에 기로소 연회도

가 제작되던 상황과 1621년에 기로소 연회도가 제작되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기 이래 기로소 연회도는 기로소의 물력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통이 있었고, 이로 볼 때 이 <기로소연회도>와 <기석설연

지도>도 1621년에 기로소의 물력을 지원받아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51)51)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달리 단순히 들의 이름을 은 

明紬 子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는 <기로소연회도>는 당시

에 그려진 그림이 아닐 수 있다는 을 시사해주며, <기로소연회도>와 <기석설

연지도> 모두 원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후모본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52)52) 

그 다면 이 <기석설연지도>와 <기로소연회도>는 정확히 언제 그려진 것이고,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를 객 으로 악할 수 있는가? 먼  심희수의 序

文을 문면 그 로 읽으면, 단순히 題名 만 언 했기 때문에 이 만 가지고는 

연회도의 제작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더구나 심희수가 성기 때는 “生綃

로 넓은 족자를 만들었다”고 말한 것도 본래 심희수가 모두에서 인용한 尹根壽

의 ｢ 所契屏序｣에 나오는 “生綃로 만든 커다란 軸에 직함을 쓰고 서명한 것

50) 심희수가 讚詩 제 2수에서 “은촛 가 반쯤 타 먼  부축 받아 나오니, 궁궐 지나며 옥피

리 소리를 근심스  듣네.”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이 찬시는 기로회 당일 장에서 쓴 것

이 아니라, 기로회 직후 집에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序文은 讚詩를 다 쓴 뒤에 

썼다고 하 다. 

51) 윤진 , 앞의 논문, 216-220면.

52) 오민주, 앞의 논문, 6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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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又有生綃廣軸之官銜而署 )”는 말을 축약하여 인용한 것인데, 윤근수

도 그림에 해서는 언 하지 않은 채 단순히 題名 만 언 했다. 따라서 단순

히 이 기록에 근거하여 이 그림들이 당시에 그려진 것이라거나 혹은 후모본이라

고 단정 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 까지  주목되지 않았지만, 심희수는 讚詩 3首 마지막 구 에

서 “흰 머리털, 얼룩진 등, 모습이 古雅하니, 마땅히 신묘한 경지에 든 솜씨로 

그림을 그려야하리.(鶴毛鮐背形容古, 合着丹靑妙入神.)”라고 하여 宴 圖에 해 

직  언 하고 있어 주목된다. 본래 이 序文과 讚詩는 기로회를 주재한 심희수

가 기로회를 기록하고 다른 참석자들의 次韻詩를 부탁하며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는 참석자들의 次韻詩를 받아 宴 圖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으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일정이 정상 으로 추진되었다면, 11월 의 

기로회 직후 심희수가 序文과 讚詩를 써서 다른 참석자 8명의 次韻詩를 받고, 

畵員을 시켜 긴 비단 족자에 그림을 그린 뒤, 序文과 讚詩, 次韻詩, 題名 ( 는 

座目), 標題 등을 써넣어 宴 圖 족자를 완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에서 

보면, 앞에서 말한 “題名 ”이 곧 이를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이 표 한 것일 가

능성도 없지 않은 듯하다.

실제로 조선 기에 기로소 연회도가 제작되던 상황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가령 국립 앙박물  소장 선조 18년(1585)의 <宣祖朝 

英 圖><그림 11>에 어있는 讚詩를 읽어보면, 최고 선임자이자 좌장인 좌의정 

盧守愼(1515-1590)이 먼  讚詩를 쓰고, 나머지 참석자들이 그 韻에 맞추어 次

韻詩를 썼는데, 沈守慶(1516-1599)의 次韻詩에는 “화가에게 그림 그려 아름다운 

일 하려하네( 倩畵圖傳勝事)”라는 구 이 있어 심희수가 언 한 것과 비슷

한 과정과 내용을 보여 다.53)53) 한 정탁(鄭琢, 1526-1605)이 선조 31년(1598) 

12월에 기로소에 들어가자 漢江가의 야외에서 조 한 宴이 열렸는데, 정탁

이 먼  시를 짓고 여러 재상들이 次韻詩를 지은 뒤, 이를 모아 《壽域風騷大成

集》을 엮고,  《燕 畫帖》을 만든 것도 유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53) 유옥경, 2001 ｢1585년 <宣祖朝 英 圖> 察: 東垣先生 寄贈 < 英 圖>를 심으로｣ �東

垣學術論文集� 3, 29-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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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54)54) 

특히 이와 같은 과정을 직  보여주는 조선 기의 기로소 연회도 존작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선조 18년(1585)의 <宣祖朝 英 圖>가 바로 심희수가 계

획했던 연회도와 가장 유사한 형태 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 기 회

도는 긴 족자를 4단으로 나 어, 맨 에 標題를 쓰고, 그 아래 각 안에서 이

루어진 행사 장면을 그린 다음, 그 아래 참석자 7인 가운데 최고 선임자인 좌의

정 盧守愼의 讚詩와 이에 맞추어 나머지 6인이 지은 次韻詩를 行草 親筆 그 로 

搨寫해 놓고, 맨 아래 座目을 써넣었

는데, 이는 序文만 제외하면 존하는 

1621년의 <기로소연회도>와 큰 틀에서 

거의 유사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더구

나 이 英 의 최고 선임자이자 座長

인 盧守愼은 심희수의 스승이었기 때

문에 심희수는 이 그림을 잘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 더욱 그와 같이 생각된

다. 다만, 심희수가 바라던 나머지 8인

의 次韻詩는 제 로 이루어지지 못했

던 듯, 존하는 <기로소연회도>와 

<기석설연지도>에는 심희수의 서문과 

찬시만 어 있고 次韻詩는 없다. 아

마도 심희수가 11월 8일에 서문을 쓴 

직후인 11월 15일에 한효순이 사망했

기 때문에 次韻詩를 받는 일이 단되

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다면 심희수가 기획한 기로소 

연회도는 次韻詩를 생략한 채 언제 그려졌는가? 아마도 6개월 뒤에 심희수가 사

망한 해군 14년(1622) 5월 17일 이 에 그려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 일 

54) 鄭琢, �藥圃集� ｢年譜｣ 二十六年戊戌(先生七十三歲) 十二月.

<그림 8> 李起龍, <南池 圖>, 1629년, 

비단채색, 116.7×72.4cm, 서울 학교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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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실제로 조선 기에 圖가 그려지던 시기나 기간을 살펴보면, 의외

로 행사 직후의 짧은 기간에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서울 학교박물  소

장 인조 7년(1629)의 <南池 圖>(南池賞蓮 圖)<그림 8>의 경우, 6월 5일에 

연회가 열려 12명의 가 참석하고 12 의 圖를 그렸는데, 6월 29일에 

12 의 기로회도를 완성하여 납품했으며, 張維(1587-1638)가 그림에 題跋을 쓴 

것도 6월이라고 하 다.55)55)연회 직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12 을 20여 일만

에 끝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1621년에 심희수가 기획하고 9명이 참석한 

圖도 정상 으로 진행되었다면 1달 내외의 길지 않은 시기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재 원형이 거의 그 로 하는 국사편찬 원회 소장 < 所宴 圖> 

사진본에는 座目에서 鄭仁弘의 이름(“仁弘”)과 字號(“德遠, 來庵”) 부분만 먹으

로 塗抹하여 지워놓았는데(<그림 7, 22> 참조), 이 그림은 후술하듯 仁祖反正의 

핵심주역인 金瑬의 장인 柳根이 소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1623년 4월 3일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정인홍이 해군 폭정의 핵심주역으로 지목되어 역 으로 

斬刑되자 그의 이름을 도말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실 이런 일은 功臣錄

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최소한 인조반정으로 정인홍이 참

형된 1623년 4월 이 에 그려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56)56)더구나 

인조반정 이후에는 해군  功臣과 大北 인물들이 많이 참여했던 이 圖

를 다시 그린 뒤 그들의 이름 에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西人과 南人 원로 신

들의 이름을 같이 써놓는다는 것은 거의 상정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런 

에서 볼 때, 인조반정 이후인 인조 27년(1649)에 沈儒行이 조부 심희수의 一松

集을 간행하며 序文에서 鄭仁弘과 韓孝純 등이 불참했음을 밝힌 문장 체를 아

 빼버린 것은 이런 맥락을 매우 상징 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1621년 11월에 심희수가 주재한 의 연

55) 張維, �谿谷集� 卷31, ｢題 諸公南池賞蓮 圖｣; 李惟侃, �同樞公日記� ｢蓮池 始終事實｣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2 �古文書集成� 45, 74-83면). 윤진 , 앞의 논문, 225-227면.

56) 序文에서 정인홍이 불참했음을 밝히며 쓴 “瑞寧鄭相公” 부분은 긴 서문 속에 들어있어 

언뜻 정인홍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도 다소 보기 흉하게 되기 때문에 도

말하지 않은 채 그 로 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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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면을 그린 그림은 행사 직후인 1621년 말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많고, 최소

한 심희수가 사망한 1622년 5월 17일 이 에는 그려졌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며, 

아무리 늦게 잡아도 인조반정이 일어난 1623년 3월 이 에는 그려진 것이 확실

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인 추정일 것이다. 재로서는 그림을 그린 시기를 

시한 특별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한, 조선 기에 기로소 연회도가 개 행사 

직후의 짧은 기간에 그려졌던 을 고려할 때, 그리고 심희수가 주재한 기로회

가 1621년 11월 에 열렸던 을 고려할 때, 략 1621년 11월이나 12월경에 

그려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 일 것이다. 

2) 해군 13년(1621) 기로소 연회도의 圖像과 樣式

해군 13년(1621) 11월에 거행된 기로소의 연회 장면을 그린 그림은 재 규

장각의 < 碩設宴之圖> 잔편 <그림 1, 9>57)과57)국사편찬 원회의 < 所宴 圖> 

<그림 2, 10>58)58)흑백사진의 두 종류가 하는데, 둘 다 불완 한 모습이기 때문

에 각각을 통해서는 모를 알기 어렵다. 

<그림 9> <기석설연지도> 그림 부분 도

57) <기석설연지도>는 족자를 제외한 그림과 서문  좌목까지의 크기가 87.8×52.7cm이다.

58) 국사편찬 원회의 소장 유물카드에는 1933년 5월 18일에 조선사편수회에서 촬 하며 실

측한 크기가 족자를 포함한 체 크기 175.0×73.0cm이고, 그림 크기 125.0×65.0cm라고 

어있다(국사편찬 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그림 크기는 조선사편수회의 �朝

鮮史� 제5편 제1권에서도 같은 크기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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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로소연회도>는 사진 

상으로나마 체 인 형식과 圖像

이 원형 그 로 잘 남아있고, <기

석설연지도> 잔편은 그림의 상반

부 이상이 결실되었지만 그 이하

는 비단 바탕에 石彩로 그린 原畵

는 물론 씨 부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두 그림을 종합해보면 原

畵의 모를 어느 정도 악할 수 

있다. 

먼  이 기로소 연회도의 체

인 형식을 살펴보면, 긴 通絹을 사용하여 에서부터 “標題 - 그림 - 序文, 讚

詩 - 座目”의 4단 형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각 단은 朱砂를 사용한 붉은 橫線

을 그어 구분했다. 그리고 그림은 기본 으로 배경을 생략한 채 각과 인물만 

부각시켜 행사 장면의 핵심 내용만 강조하는 매우 간결명료한 圖像으로 이루어

져 있다<그림 1, 2, 9, 10>. 

그리하여 각의 기둥도 생략한 채 마치 사각형의 무 처럼 각의 가장자리

만 크게 부각시킨 뒤, 각 안에 列坐한 들이 술상 앞에 拱手한 채 女妓의 

춤을 구경하고 있으며, 각 아래 마당에는 士들이 列坐한 채 음악을 연주하

고, 그 에서 茶母가 술을 데우고 있다. 이런 형식과 도상은 기본 으로 선조 

18년(1585)의 <宣祖朝 英 圖><그림 11-1, 11-2, 11-3>와 해군 5년(1613)의 

< 勳都監 宣賜御膳 宴 圖><그림 12>59)의59)형식과 도상을 거의 그 로 계승하

되, 이를 더 간결하게 단순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단순화 경

향이 많이 나타났던 조선 기 기록화나 기로도 에서도 가장 단순한 도상과 

양식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59) 이태호․백 웅, 1986 ｢光海朝 功臣 賜宴圖｣ �객석� 34(�월간객석�, 1986년 제3권 12호), 

130-133면.

<그림 10> <기로소연회도> 그림 부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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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작가미상, 

<宣祖朝 英 圖>, 1585년, 

비단채색, 109.2×61.6cm, 

국립 앙박물 (東2910)

         <그림 11-2> 작가미상, 

<宣祖朝 英 圖>, 1585년, 

비단채색, 113.5×60.5cm, 

국립 앙박물 (接2762)

  

<그림 11-3> 작가미상, <宣祖朝 英 圖>, 1585년, 비단채색, 그림 

부분 40.4×59.2cm, 서울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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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1585년의 <宣祖朝 英

圖>에서 보듯, 각의 경우 16세기 

후반에는 심 각의 좌우 후방에 

작은 곁채를 두고 樹木까지 그려 

당히 배경을 설정한 다음, 각 

앙에도 기둥 2개를 세워 각의 

규모와 공간을 히 묘사했다. 그

리고 遮陽을 받친 기둥을 각 좌

우에 세우는 것은 물론, 각의 石

築과 난간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지

붕에도 암수 기와와 처마 의 서

까래까지 자세히 묘사했다.60)60)그러

나 1621년의 <기로소연회도>와 <기

석설연지도>는 각 좌우의 곁채와 수목을 생략하고, 기둥과 차양 받침 는 물

론 석축과 난간도 모두 생략했으며, 지붕의 암수 기와와 서까래도 제 로 구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하게 약화시켜 도식 으로 표 했다. 각 안의 북벽에 

쳐놓은 산수화 병풍도 비록 6폭에서 10폭으로 폭 수는 늘어났지만, 병풍에 그려

놓은 산수화는 거의 풍경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화시켜 묘사했다. 그리

하여 1585년 英 圖의 산수화 병풍은 근경, 경, 원경의 삼단으로 공간을 

히 구성하고, 토 나 암벽, 수목, 강물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 화면 속에 아름

답고 자연스런 산수풍경이 시각 으로 재 된 듯한 효과가 컸지만, 1621년의 

圖 병풍은 풍경의 공간감과 경물의 실체감을 거의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형

식화된 윤곽선으로 간략히 선묘했기 때문에 단순히 흰 벽을 마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다<그림 10, 13>. 

다만, 遮陽은 가장자리의 푸른 휘장이 늘어지고 휘어진 다양한 표정을 더 사

실 으로 자연스럽게 묘사했다. 그리고 차양 아래로 처마에 매단 燈籠을 5개 묘

사했는데, 이는 조선 기의 기록화나 기로도에서 처음 보는 것이라 주목된다. 

60) 유옥경, 앞의 논문, 48-56면.

<그림 12> 작가미상, <錄勳都監宣賜御膳宴 圖>, 

1613년, 비단채색, 83×69㎝, 호미술문화재단 

소장, 서울시유형문화재 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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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년 기 회도에는 마루 

앙의 좌우에 큰 촛  두 

개를 놓고 촛불을 켜놓았

는데, 1621년의 기로회도

는 이 촛 를 생략한 채 

처마 에 형 燈籠(紗燈

籠) 5개를 매달아 夜宴을 

밝혔다. 등롱은 크기가 

의 상반신과 맞먹을 정

도로 큰데, 형태도 다양해 

오른쪽부터 殿閣燈, 八角

花燈, 彩雲月燈, 木魚燈, 彩雲月燈을 매달고 등롱 끝에 다시 4가닥의 긴 綵緞 자

락을 매달아 더욱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했다. 다만, 심희수가 서문에서 “화사

한 은촛 ”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白銅 촛 에 촛불을 켜놓았던 듯

하나, 그림에는 생략하고 燈籠만 그린 것인 듯하다<그림 13>. 

이처럼 부분 으로는 1585년 기 회도보다 더 자세하고 풍부하며 화려한 요소

도 없지 않지만, 반 으로는 단순화 경향이 강한 편인데, 이런 모습은 인물 묘

사에서도 일부 나타나 기로들이 기 회도와 달리 簪花를 하지 않은 모습으로 묘

사되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인물 묘사는 반 으로 큰 변화 없이 략 

동소이한 모습이 많으며, 오히려 배경이 더 단순한 신 인물은 더 확 되며 동

작이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어 더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지물이

나 소도구는 경우에 따라 더 풍성하고 자세하게 묘사된 경우도 많다. 그리하여 

반 으로 각 같은 배경은 단순화되었지만, 행사의 핵심 인물들은 더 부각되

고 강조되어 인물풍속화 인 요소가 더 강해졌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  들은 烏紗帽에 淡紅色(淺紅色) 團領을 

입고 胸背는 생략한 채 品帶만 두른 時服을 착용하고 있으며, 사각형의 방석 

에 흰털과 둥근 반 이 있는 황색 豹皮를 깔고 앉은 채 술상을 앞에 놓고 拱手

하고 있다<그림 13>. 술상은 궁 에서만 쓴다는 朱漆한 형 두  盤이며, 소

<그림 13> <기로소연회도> 屛風, 燈籠,   부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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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에는 酒饌 그릇이 10여개 정도 놓여 있어 매우 풍성한 술상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1585년 英 圖의 방석이나 술상보다 크기가 더 크고 내용도 풍성한 

것이다. 다만 1585년의 기 회도는 기로들의 犀帶나 鈒金帶를 자세히 묘사했으

나, 1621년의 기로회도는 가로 횡선 두 로 품 를 매고 있다는 사실만 표 해 

매우 단순하게 묘사했다. 들은 북벽에 6명이 앙을 심으로 3명씩 半 左

右向한 채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서벽에는 따로 3명이 측면으로 앉아있는데, 북

벽의 6명은 정1품의 崇祿大夫 던 심희수, 정창연, 박홍구, 조정, 이 정, 유근이

고, 서벽의 3명은 정2품 資憲大夫 던 신식, 남근, 민인백이었을 것이다.61)61)통상 

기로들은 좌우 칭을 맞춰 열좌하는 것이 일반 인데, 이처럼 왼쪽 서벽에만 3

명을 앉힌 것은 2품 이 3명이라 좌우를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던 듯한데, 

이런 격으로 인한 좌우 균형을 조 하기 한 것인 듯, 통상 각 앞쪽 앙

에 배치했던 床花를 과감하게 오른쪽에 배치하는 변화를 주었다. 床花는 붉은 

朱漆을 한 형 床 에 樽花 2개를 놓았는데, 화는 梅花文이 그려진 청화백

자 2개를 놓고 紙花를 꽂아 장식했다<그림 10>. 

그런데 들이 입고 있는 團領의 옷주름 표 도 반 으로 이 기로회도가 

기 회도보다 단순하게 양식화된 모습이다. 특히 단령 뒷자락을 완 히 기하학

인 삼각형처럼 허리 뒤로  올라간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이런 단순화와 

양식화 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다. 이런 단령 표 은 柳根의 扈聖功臣畵像

(1604)과 翼社功臣畵像(1613)<그림 14>에서 보듯, 1604년에서 1624년에 걸친 17

세기 의 功臣畵像에서 특징 으로 나타났던 상이기 때문에 이 기로회도가 

17세기 의 1621년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많음을 뒷받침해 다. 그리고 紗帽도 

1585년의 기 회도는 모정이 가늘고 높은데 비해, 이 기로회도는 모정이 넓고 

낮은데, 이런 특징도 1613년 이후 1624년까지의 공신화상에서 특징 으로 보이

61) 당시의 일반 인 坐次法과 座目의 位次에 따라 다소 기계 으로 추정해 보면, 앙의 오

른쪽, 곧 오른쪽에서부터 3번째 앉은 사람이 최선임이자 좌장인 심희수 을 터인데, 실제

로 그림 상으로도 그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최선임의 좌장처럼 보인다. 앙에서 

심희수와 마주보고 앉은 사람은 정창연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심희수 이 박홍구, 정창

연 이 조정, 다시 박홍구 이 이 정, 조정 이 유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벽에 따

로 앉은 사람은 안쪽에서부터 신식, 남근, 민인백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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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 양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 

기로회도를 상화에 능한 화원화가가 그렸

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시사해 다.62)62) 

특히 1621년의 이 기로회에 참석한 신들은 

功臣이 많아, 1590년(이 , 민인백)과 1604년

(이 정, 유근), 1613년(심희수, 정인홍, 정창

연, 조정, 유근, 조진)에 화원화가들에게 功臣

畵像을 그려 받은 인연이 많기 때문에 이 

圖도 당시의 화원화가들에게 부탁하여 

그렸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들이 바라보고 있는 각 앞쪽의 畵面 

하부에는 茶母가 술을 데우고 士와 女妓들

이 舞 으로 흥을 돋우고 있는데, 심희수가 

서문에서 말했던 바 “ 들보를 휘감고 퍼지

는 고운 노래는 귀 밝은 사람이나 어두운 사

람이나 모두의 귀를 즐겁게 하고, 손바닥을 

휘젓는 아름다운 춤은 취한 사람이나 깬 사람이나 모두의 을 즐겁게 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를 일컬은 것이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기로회는 

掌 院에서 열렸을 가능성이 많고, 심희수가 序文에서 “술과 안주와 음악이 비

록 임 께서 하사해 주신 데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 聖恩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이 士와 女妓와 茶母는 掌 院 소속이었을 것

이라고 생각되는데, 執拍하는 師가 1명, 연주하는 工이 10명, 女妓가 11명이

다. 이런 인  구성은 學軌範에 규정된 賜 의 등  상으로는 2~3등 의 

간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62) 윤진 , 앞의 논문, 220면.

<그림 14> 작가미상, <柳根 상>, 

1613년(翼社功臣畵像), 비단채색, 

163×89㎝, 柳海崙 藏(괴산 종가 

소장), 보물 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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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기석설연지도> 士 부분 

악사들은 각 앞의 마당에 긴 타원형 자리를 깔고 앉았는데, 가장 왼쪽에서 

하늘을 향해 팔을 뻗어 올리며 執拍하고 있는 師는 烏紗帽에 淡紅色 團領을 

입고 黑角帶를 둘 으며, 그보다 지체가 낮은 나머지 工들은 黑笠을 쓰고 

師와 같은 淡紅色이나 약간 더 짙은 土紅色 袍를 입은 뒤 세조 를 맸다<그림 

15>. 器 편성은 下段의 경우, 장고 1,  1, 북(坐式 敎坊鼓) 1, 거문고 1, 피

리 1, 해  1이며, 上段의 경우는 박 1, 북 1,  1, 거문고 1, 피리 1이다(<기

석설연지도>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악공이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으나, 이는 20

세기 에 개장하며 그 에 있는 인물을 보고 결실된 부분에 추가로 잘못 그려 

넣은 것이며, 원형이 남아있는 <기로소연회도>는 이 악공이 피리를 불고 있다). 

이런 악기편성은 악학궤범의 賜  등  상으로는 2~3등 의 간 정도에 해당

하는 악기 편성이다.63)63)  

그런데 이 악사들은 이 기로회도 가운데 가장 새로운 요소로 주목되는 부분이

다. 1585년의 기 회도는 악사들이 모두 같은 색의 홍포를 입고 일렬로 을 맞

추어 앉아있는 뒷모습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자세나 동작에 변화가 고, 필선도 

온화하고 차분한 편이다. 특히 집박하는 악사도 앙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다른 

악공들과 호응이 어 보이며, 악공과 악공들 사이에도 상호 호응이 은 편이

다. 그러나 1621년의 이 기로회도는 악사들을 上下로 나 어 2~3단으로 하

고 자유롭게 배치한 뒤, 자세도 뒷모습과 앞모습, 좌우 측면 모습 등으로 변화가 

많으며, 연주하는 동작도 보다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있다. 특히 집박하는 악사가 

63) 송상 , 앞의 논문, 270-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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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왼쪽에서 상하단의 앙에 앉아 체 악공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박을 

높이 치켜들고 지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공들도 악사는 물론 악공 상호간

에 서로 시선과 느낌을 주고받으며 매우 자연스럽고 흥겹게 연주하고 있다. 더

구나 악사들을 묘사한 필선도 힘차고 강한 釘頭法과 折 描를 구사하여 활달하

고 생기 있는 감각을 부여해주고 있다. 다만, 오른쪽에서 첫 번째 악공의 하반

신, 두 번째와 세 번째 악공의 얼굴과 상체 일부  악기 일부는 20세기 에 

改粧하며 결실된 부분에 補絹한 뒤 주변 인물을 참고하여 임의로 그려 넣은 것

이며 원래의 형태나 필선  채색은 아니다(이처럼 <기석설연지도>는 결실된 부

분에 인물의 일부를 추가로 그려 

넣은 부분이 많은데, 맨 아래쪽 

의 얼굴과 어깨, 바로  

의 신체, 列坐한 女妓들 가운데 

오른쪽 끝에 앉은 두 女妓의 하

반신과 머리  상반신, 왼쪽 끝

에 앉은 두 女妓의 가슴과 허리 

부분, 그리고 마당 왼쪽 끝에 앉

은 茶母의 얼굴과 어깨 일부 등 

여러 곳에 보이며, 樽花의 청화백

자 상부와 紙花도 결실 부분을 

추가로 그려넣었다).  

한편 이 그림에는 총 13명의 

여자가 보이는데, 마루에 있는 11

명은 女妓이고, 마당 왼쪽 구석에 있는 2명은 茶母이다. 掌 院 소속의 女妓는 

녹색 고리에 홍색 치마를 입고 긴 황색 장삼을 걸친 뒤, 허리에 붉은 띠를 매

고 허리띠에 다시 흰색과 청록색 매듭을 달아 장식했으며, 고리 끝에는 汗衫

이라 불리는 흰색 소매를 길게 달아 손을 가렸다<그림 16>. 그리고 머리는 큰 

얹은머리를 올리고, 이와 거의 같은 크기의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려 맨 뒤, 간

을 황색 띠로 묶어 고정했으며, 얹은머리에 흑색의 긴 비녀를 사선으로 비스듬

<그림 16> <기석설연지도> 女妓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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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꽂아 장식했다.64)64)지  막 기로들에게 술잔을 올리는 듯, 앞 의 여기 하나가 

술잔을 받아들고 막 기로들 앞으로 나아가려하고, 마루 앙에는 女妓 두 사람

이 서로 마주보고 한쪽 무릎을 세운 채 팔을 어 휘 으며 춤을 추고 있으며, 

나머지 여기들은 마루 끝에 일렬로 앉아 기하고 있다. 17세기 의 궁 악사

던 梁德壽가 해군 2년(1610)에 발간한 �梁琴新譜�에 의하면, 당시 舞 曲으

로 사용된 곡은 “삭 업, 여민락, 보허자, 산회상” 같은 곡이라 했기 때문에 

지  女妓들이 추고 있는 曲도 략 이런 곡조 을 것이다.65)65) 반 으로 여

기들의 복식이나 자세는 1585년 기 회도에 묘사된 여기들보다 규모만 작을 뿐 

략 유사한 모습인데, 기 회

도의 여기들이 簪花 장식을 한 

데 비해, 이 기로회도의 여기들

은 잠화를 생략해 보다 단순하

게 묘사했다. 

각의 마루 아래 마당 왼쪽

구석에서 火爐로 술을 데우는 

여인은 장악원에 딸린 茶母라 

생각된다<그림 17>. 그래서 그

런지 옷차림도 가장 간단해 

고리와 치마만 입었으며, 얹은

머리에 가리마를 써서 지체가 

낮은 茶母 신분임을 나타냈다. 

화로에 부지깽이로 불을 지피며 술을 데우는 다모는 담홍색 고리에 청색 치마

를 입고, 그 뒤에서 보조하는 다모는 녹색 고리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해 변화

를 주었다. 악공들의 홍포에 짙고 은 변화를  것과 같은 묘사법이다. 지  

황동 유기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화로 에 긴 젓가락 두 개를 가로 걸친 뒤, 

64) 최지희, 2002 ｢ 英 圖에 나타난 16세기 조선시  복식에 한 연구｣, 이화여자 학교 

학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 논문, 63-90면; 이혜자, 2006 ｢17, 18세기 宴圖의 복식 

연구｣, 단국 학교 학원 통의상과 석사학 논문, 68-94면.

65) 송상 , 앞의 논문, 275-276면.

<그림 17> <기석설연지도> 茶母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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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 술동이를 넣은 유기 大盤을 올려놓고 탕으로 술을 데우고 있는 듯, 

화로 안에는 붉은 주사로 여러 개의 을 어 벌겋게 타고 있는 숯불을 묘사했

다. 아마도 심희수가 서문에서 “황 화로(金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유기 화로를 가리켜 말한 것인 듯하다. 화로 앞쪽에는 주칠한 붉은 상 에 매

화가 그려진 청화백자 술항아리 두 개와 큰 탕 그릇이 놓여있고, 시 드는 뒤쪽

의 다모 에도 유기 大盤 안에 큰 백자 사발이 놓여있는데, 아마도 탕을 데우

기 한 것인 듯하다. 심희수가 讚詩에서 “동짓날 앞두고 술동이를 가득 채워 

아홉 노인이 함께 즐기니 시간이 더디 가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술동이들

을 가리켜 말한 것이었던 듯하다.    

3) 해군 13년(1621) 기로소 연회도의 原形 문제

존하는 규장각의 < 碩設宴之圖> 殘片<그림 1>과 국사편찬 원회의 < 所

宴 圖><그림 2> 흑백사진을 종합하여 원형을 복원 으로 고찰해보면, 족자 형

식의 通絹을 사용하여 에서부터 “標題 - 그림 - 序文과 讚詩 - 座目”의 4단으

로 구성하고, 각 단을 붉은 횡선으로 구분했으며, 그림은 朱砂와 石綠, 石靑, 鉛

白 같은 물성 石彩를 주로 사용하여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은 기본 으로 선조 18년(1585)의 <宣祖朝 英 圖><그림 11>의 

形式과 圖像을 계승하여, 殿閣 마당에서 2명의 茶母가 酒饌을 비하고, 11명의 

士가 음악을 연주하며, 각 안의 마루에는 女妓 11명이 나와 술잔을 올리고 

춤을 추는데, 각 안쪽의 北壁과 西壁에는 9명의 들이 豹皮 방석을 깔고 

붉은 두  술상 앞에 拱手하고 앉은 채 女妓들이 추는 춤을 구경하고 있다. 

그런데 <기석설연지도><그림 9>와 <기로소연회도><그림 10>를 상호 비교해보

면, 비록 사진과 원화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으로 圖像이나 畫法은 두 그림이 

거의 흡사하나 부분 으로 미세한 차이들도 지 않아 주목된다. 특히 다른 기

록화 복본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차이들이 많이 보여 주목되는데, 그 이유가 무

엇 때문인지 궁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밝 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다. 가령 執拍하는 師의 모습이 <기로소연회도><그림 18>는 얼굴과 박을 약간 

세운 모습이고, 黑角帶도 간에서 서로 어 나 한쪽 끝이 삐죽 삐져나오게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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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했지만, <기석설연지도>의 악사<그림 19>는 얼굴과 박이 더 하늘을 향해 운 

모습이고, 흑각 도 일자로 반듯하게 묘사해 놓았다. 그리고 西壁 맨 앞쪽의 

가 앉은 豹皮 방석의 원형 무늬도 <기로소연회도>는 4개이나 <기석설연지도>

는 5개이며, 술상에 놓인 그릇도 <기로소연회도>는 12개이나 <기석설연지도>는 

13개로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림 18> <기로소연회도> 師 執拍 

부분

    

<그림 19> <기석설연지도> 師 執拍 

부분

그러나 이런 미세한 차이들은 재 참석자들의 親筆 讚詩와 次韻詩를 行草書 

모습 그 로 搨寫해 놓는 등 당시의 원본 는 원본에 하는 그림이 3 이나 

하는 것으로 알려진 1585년의 <宣祖朝 英 圖><그림 11>에 나타난 차이보다

는 오히려 작은 차이이다. 이 기 회도의 경우, 국립 앙박물  본(接2762)<그림 

11-2>은 지붕에 용마루와 치미를 묘사했지만, 서울 학교박물  본<그림 11-3>

은 이를 생략하고 그리지 않았다. 그리고 와 女妓에 꽂힌 簪花의 치나 형

태도 서로 다르고, 병풍에 그려진 산수화도 서로 달라 지 않은 차이를 보여

다.66)66)이는 조선 후기에 동일한 행사 내용을 동시에 여러 화가들이 나 어 그

린 複本의 경우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66) 유옥경, 앞의 논문, 46-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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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기로소연회도>와 <기석설연지도>는 체 인 도상이나 인물 형태

상의 차이는 크지 않은 데 비해, 다른 기록화 복본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

우 특이한 차이가 보여 주목된다. 즉 화면 하부의 士와 茶母를 그린 부분은 

기본 형태나 필선까지 두 그림이 거의 흡사하나, 특이하게도 <기석설연지도>는 

<기로소연회도>보다 이 부분의 인물들을 략 기둥 하나나 인물 한 사람 폭만큼 

체를 왼쪽으로 옮겨 그렸다. 그리하여 그림 자체가 그 지 않아도 東壁에 비

해 西壁에만  3명을 더 배치하고 茶母도 2명을 더 그려서 체 으로 왼쪽

이 약간 무거워 보 는데, 이런 이동으로 인해 화면이 더 왼쪽으로 치우쳐 보이

는 결과를 래했다<그림 9, 10>. 다시 말해 이 기로회도는 화면 하부의 인물들

을 모두 왼쪽으로 옮겨서 그려야 될 만한 조형  필요성이 없고, 실상은 오히려 

그 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석설연지도>가 <기로소연회도>보다 악사 부

분만 왼쪽으로 약간 더 옮겨 그린 이유가 무엇인가는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67)67) 

다만, 이처럼 미세하고 다양한 차이들이 없지 않지만, 체 으로 볼 때, 그림 

부분은 그래도 형태나 필법이 근본 으로 흡사한 측면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씨 부분은 字形과 筆法의 차이가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좌목 부분은 

심지어 界線의 有無는 물론, 一行에 몇 字를 쓸 것인가 하는 章法 자체가 달라 

두 그림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먼  序文과 讚詩는 두 그림의 章法이 완

히 같고, 반 으로 字形과 筆法의 유사성도 지 않지만, 일부 句節은 문장 상 

자 자체가 서로 다르고, 한편으로는 자형이나 필법의 차이도 지 않다. 가령, 

앞서 교정했듯이, <기석설연지도>는 서문의 “氷壺相映”이 “氷壺相暎”으로 되어

있고, “地籟之蕭蕭”가 “地籟之簫簫”로 어있으며, 찬시의 “綺宴不使聖明知”가 

“稀宴不使聖明知”로  다르게 어있는데, “稀宴”은 일흔 살이 되는 해의 생

일잔치인 稀壽宴을 뜻하는 말로서 화려하고 성 한 잔치를 뜻하는 “綺宴”과는 

의미가 다르다<그림 3, 4>. 그리고 座目에서도 趙挺의 “壬午司馬”를 “壬子司馬”

67) 혹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히 그리던 과정에서 이 부분을 그릴 때 그림이 왼쪽으로 

약간 움직인 것을 모르고 그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도 있겠

지만, 상식 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일반 으로 잘 나타나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

로서는 이를 설명하기가 다소 궁색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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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잘못 썼다가 “子”자 에 굵은 씨로 

“午”자를 덮어 써서 교정해 놓았다<그림 20>. 

이로 볼 때, 내용이나 문장 상으로는 <기로

소연회도>가 <기석설연지도>보다 더 좋고 정

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書寫法도 두 그림이 다소 달라, 

반 으로 <기로소연회도>가 더 바르고 단정

한 楷書를 약간 더 굵고 신 한 필체로 썼으

며, <기석설연지도>는 상 으로 더 行書 

기운이 들어간 楷書를 약간 더 가늘고 경쾌

한 필체로 썼다. 특히 서문의 “樞府”, “優遊”, 

“感激之深”, “平生”, 찬시의 “世河淸” 같은 

자들은 行書氣가 많아 두 그림의 차이가 큰 편이다<그림 21>. 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座目의 경우 <기로소연회도>는 개인 별로 붉은 界線을 그어 

구획했으나, <기석석연지도>는 계선을  

그리지 않았다는 이다. 그리고 一行에 몇 

자를 쓸 것인가 하는 章法도  달라, 기

본 으로 <기석설연지도>가 <기로소연회도>

보다 1행에 4~5자 정도 더 많이 썼다. 그리

하여 두 그림의 좌목은 모든 行의 끝 자

가 다 다르다. 가령 鄭昌衍의 경우, <기로소

연회도>는 제1행에 25자를 써서 제1행이 

“領敦寧府事”로 끝났으나, <기석설연지도>는 

제1행에 30자를 써서 제1행이 “領敦寧府事 蓬萊府院君”으로 끝났다<그림 22>. 

그 결과 <기석설연지도>는 1행에 더 많은 자를 써서 각 인물마다 2행이 간 

이 에 끝나고 나머지는 여백으로 남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 으로 <기석

설연지도>의 좌목이 界線도 없고 여백도 많아 더 하고 여유롭게 보인다. 

그 다면 < 所宴 圖>와 < 碩設宴之圖>의 두 그림에 나타난 이와 같은 동

<그림 20> <기석설연지도> 座目 - 

趙挺의 “壬午司馬” 수정 부분

<그림 21> <기석설연지도>(우)와 

<기로소연회도>(좌)의 序文 書體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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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과 이질성의 양면성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인가? 이상에서 살펴본 동질성

과 이질성이 과연 복수의 화가들이 동

시에 9  내지 13 을 나 어 그린 複

本 안에서 나타났던 變形이나 異形의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는 原本이고 다

른 하나는 후에 다시 그려진 摹本이나 

別本임을 말해주는 것인가? 

기실 두 그림의 계는 이 의 어

느 경우로도 설명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낯설고 특이한 사

례이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동시에 그려진 複本의 

原形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變形이나 

異形의 하나로 보기에는 문장 자체의 자가 몇 자 다르고 座目에 界線도 없이 

章法을 완 히 달리 쓴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摹本은 일반 으로 筆力

이나 品格의 수 은 떨어져도 기본 인 형식이나 형태는 거의 그 로 따르는 것

이 통례인데, 이처럼 세부 형태도 다르게 그리고 화면 하부의 인물 체를 약간 

왼쪽으로 옮겨 그리는 것은 물론, 문장의 자도 다르게 바꾸어 쓰고 座目에도 

界線을 생략한 채 章法을 완 히 다르게 쓴다는 것은 摹本에서는 거의 보기 어

려운 상이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1621년의 기로회는 해군의 폭정과 난정을 주

도했던 大北系 功臣들이 많이 참여했고, 특히 座目에 기록된 鄭仁弘은 그로 인

해 1623년 3월의 인조반정 때 역 으로 몰려 4월에 참형되었기 때문에 정인홍의 

이름이 어있는 이 그림들은 17, 18세기의 정치상황 상 인조반정 이후에는 다

시 그릴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인조반정 이후 정인

홍의 고향 합천에서 1631년에 北人들이 해군의 복 를 모의하다 수십 명이 처

형되고, 1729년에도 합천 등지에서 조와 서인 타도를 내걸고 戊申亂이 일어나 

<그림 22> <기석설연지도>(좌)와 

<기로소연회도>(우)의 座目 鄭仁弘, 鄭昌衍 

부분 章法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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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홍의 증손이 杖殺되는 등 정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정인홍은 순종 2년

(1908)에야 사면 복권될 정도로 西人들이 주도했던 조선 후기 내내 역 으로 남

아있었다.  

따라서 이 게 보면, 鄭仁弘의 이름이 어있는 이 <기로소연회도>와 <기석설

연지도>는 최소한 1623년 3월의 인조반정 이 에 그려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

리 일 것이다. 실제로 그림의 도상과 화법으로 보더라도 17세기 를 크게 벗

어나지 않는 시 양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와 같이 생각된다. 

만약 그 다면, 1621년 11월에 그려졌던 원본을 1623년 3월 이 의 1년 4개월 

사이에 다시 그렸을 가능성도 재로서는 특별히 가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기간에는 戰亂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와 같이 생각된다. 따라서 재로서는 

두 그림 모두 1621년경에 그려진 複本 안의 變形이나 異形 가운데 매우 특이한 

사례의 하나로 보되, 그림과 씨의 특이한 차이들과 상태 등을 종합 으로 고

려할 때, 혹 <기석설연지도>가 먼  그려진 初寫本이고, 이 그림의 단 이나 약

을 보완하여 <기로소연회도>가 더 조화롭고 안정감 있게 그려진 改寫本은 아

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4) 규장각 소장 <기석설연지도>의 승 내력 문제

해군 13년(1621)에 최소한 9軸 내지 13축을 그려 기로회 참석자 9명 는 

좌목에 기록된 13명이 나 어가졌을 宴圖는 재 2 만이 하는데, 이 2

의 연회도는 애  가 分給 받았던 것인지 최 의 소장가와 그 이후의 승 내

력이 밝 져 있지 않다. 그 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근거하여 이를 추 해볼 

수 있는가? 

재 국사편찬 원회에 유리필름과 흑백사진 형태로 하는 < 所宴 圖>

<그림 2>는 조선총독부의 朝鮮史編修 에서 �朝鮮史� 편찬을 해 기 자료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충청북도 槐山郡 沼壽面 夢村里의 柳海崙(1883-1956)이 소장

했던 것을 1933년에 촬 하여 1933년에 간행한 �朝鮮史� 제5편 제1권에 소개하

며 알려지기 시작했다.68)68)소장가 유해륜은 1919년 4월 2일에 面民 200여 명을 

68) 朝鮮史編修 , 1933 �朝鮮史� 第5編 第1卷, 朝鮮總督府, 358-359면, 圖版十一. 그림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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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고 3.1운동에 참가했다가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1990년에 건국훈장 애

족장을 추서 받은 독립운동가인데,69)69)그는 1621년의 기로회에 참석했던 柳根의 

11  종손으로서 보물 566호로 지정된 <柳根 肖像><그림 14>의 소장가이기도 했

다.70)70)따라서 이 <기로소연회도>는 애  유근이 17세기 에 분  받은 뒤 300

여 년 동안 괴산의 종가에 승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지 은 종가

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듯, 종손가와 종친회에서도 소장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

여 원본의 모습은 아직 미상인 채로 남아있다. 

이에 반해 규장각에 소장된 < 碩設宴之圖><그림 1>는 일제강 으로 규장각이 

京城帝國大學 부속도서 으로 이속되어 운 되던 1935년 5월 15일에 22圓을 주

고 구입한 것이며, 그 이 의 소장처나 승내력은 미상이다. 그런데 구입 당시 

경성제국 학 法文學部에서 작성한 유물카드인 “圖書原簿”<그림 23>를 분석해보

면, 이는 애  鄭昌衍이 分給 받은 뒤 후손가에서 승되어 왔던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 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와 근거는 구입 당시 작성된 

“도서원부”의 기록 내용과 상태이다. 즉 도서 에서 흔히 사용하는 작은 낱장 

형태의 도서카드 형식으로 되어있는 “도서원부”에는 1935년 5월 15일에 “ 碩設

宴之圖 1軸”과 “義 館迎詔圖 5枚”를 각각 “22圓”과 “50圓”에 구입했다고 기록

한 뒤, 그 이하의 나머지 여백은 斜線으로 그어 다른 유물이 없는 공란임을 분

명하게 표시해놓았다. 이로 볼 때, 당시 이 두 작품만 동일한 소장가에게 같은 

날 같이 구입했을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기는 세로 125, 가로 65센티미터라고 소개했다. 

69)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사이트의 “柳海崙” 자료 참조.  

70) 柳根에서 柳海崙까지의 家系는 다음과 같다(이름 앞의 “15/2”는 “世代/兄弟次序”를 나

타내며 (系)는 양자임을 가리킨다). 始祖 柳挺 - [伯參判公(諱 宗植)派 司僕寺正公(諱 

永貞)孫派] - 15/2 根 - 16/1(系) 時輔 - 17/1 䪷 - 18/1 命性 - 19/1(系) 摶(郡守) - 

20/1(系) 慶麟(進士) - 21/1 天熙 - 22/1(系) 重惠 - 23/1 澤鎭 - 24/1 遠宗(1826-1895) 

- 25/1 夢秀(1862-1888) - 26/1 海崙(1883-?) - 27/1 福馨(1909-1974). 晉州柳氏世譜

編纂委員 , 1983 �晉州柳氏世譜�, 大田: 回想社,  卷1, 25-33면, 卷2,  424면. 이 世譜에

는 柳海崙의 卒年이 없으나 국가보훈처의 기록을 따라 1956년을 졸년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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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규장각 <기석설연지도> 

圖書原簿 카드

  
<그림 24> 작가미상, <義 館迎詔圖>, 1572년, 

비단채색, 46.5×38.3㎝, 규장각

그런데 이날 같이 구입한 <義 館迎詔圖><그림 24>는 선조 5년(1572)에 遠接

使 工曹判書 鄭惟吉(1515-1588)이 義州로 나가 神宗皇帝의 즉 를 알리기 해 

조선에 왔던 명나라 使臣 韓世能과 陳三謨 일행을 하던 장면을 그린 기록화

이다. 그리하여 이 <의순 조도>는 1930년 부터 자세히 연구되어 소개되었는

데, 본래는 16세기의 형 인 계회도나 연회도처럼 標題 - 그림 - 座目으로 이

루어진 上中下 3단 구성의 軸 형식으로 제작되었지만, 존하는 형태는 화첩 형

태로 개장되어 있다.71)71)그런데 정유길은 이 <의순 조도>의 주인공이기 때문

에 16세기에 이 그림이 그려지자마자 이를 소장했음에 틀림없었을 터인데, 그는 

1621년의 기로회에 참석했던 鄭昌衍의 부친이다. 따라서 정유길이 애  <의순

조도>를 소장했음이 분명하고, 그 아들인 정창연도 17세기 에 <기석설연지

도>를 소장했음이 분명한데, 1935년에 규장각이 이 두 그림만 같은 날 동시에 

구입했다는 것은 이 두 그림을 한사람의 소장가로부터 같이 인수받았을 가능성

이 많고, 그 소장가는 바로 정유길과 정창손의 후손이거나 그 후손으로부터 이

를 인수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1934년에 <의순 조도>를 학계에 처음 소개한 朝鮮史編修  囑託 黑

田省三에 의하면, 그는 애  조선사편수회 원이자 조선총독부 보물고 보존회 

원까지 맡고 있었던 경성제국 학 법문학부 藤田亮策 교수의 소개로 “名家 某

71) 黑田省三, 1934 ｢義 館迎詔圖に就て｣ �靑丘學叢� 18, 京城: 靑丘學 , 158-164면; 안휘

, 앞의 논문, 325-329면.



426·한국문화 84

氏”가 소장하고 있는 이 그림을 빌려볼 수 있었다고 하 다.72)72)당시 사회  지

와 세가 지 않았을 조선사편수회의 일본인 학자가 소장가를 “名家 某氏”

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이 소장가는 단순한 골동상이 아니라 조선시  이래 家

格이 높았던 京華士族 수 의 명문가 후손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이 두 그림의 소장가가 조선시  최고 명문가의 하나로 일컬어졌던 좌의정 

정유길과 좌의정 정창손 父子의 東萊鄭氏 문 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 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창연의 후손들은 인조반정 이후 西人으로 향하여 정창연의 손자인 

의정 鄭太和(1602-1673)와 좌의정 鄭致和(1609-1677), 그리고 그 후손들인 우

의정 鄭載嵩(1632-1692), 孝宗駙馬 東平  鄭載崙(1648-1723), 좌의정 鄭弘淳

(1720-1784), 의정 鄭元容(1783-1873), 좌의정 鄭範朝(1833-1897) 등으로 면면

히 이어져 18~19세기에도 계속 달하며 최고 명문가의 하나로 번창했기 때문

에 더욱 그와 같이 생각된다.73)73)특히 정창연의 10세손인 茂亭 鄭萬朝(1858- 

1936)가74)
74)1925년 경성제국 학 法文學部 講師를 역임하고 1927년부터 조선사편

수회 원으로 활동하며 경성제국 학 藤田亮策 교수나 黑田省三과 경성제국

학은 물론 조선사편수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을 고려하면, 혹 정만조가 이들에

게 문 에 승되고 있던 <의순 조도>와 <기석설연지도>를 소개하고 연결시

켜 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인연의 결과로 

1935년에 경성제국 학 법문학부를 통해 규장각에서 이 두 그림을 구입하여 소

장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72) 黑田省三, 의 논문, 164면.

73) 허태용, 앞의 논문, 3-35면.

74) 鄭惟吉-鄭昌衍에서 鄭萬朝까지의 家系는 다음과 같다. 始祖 繪文 - [林塘公(諱 惟吉)派] 

- 17/1 惟吉 - 18/1 昌衍 - 19/1 廣成 - 20/1 太和 - 21/3 載岳 - 22/6 任先 - 23/1 錫曾 

- 24/4 有淳 - 25/1 東逸 - 26/2 基雨 - 27/1 萬朝. 東萊鄭氏林塘公派宗親 , 1994 �東萊

鄭氏林塘公派譜�, 農經出版社, 卷1, 661-6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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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이상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규장각 소장 

< 碩設宴之圖>는 해군 13년(1621)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나 일부가 

燒失되어 재는 殘片만 하는데, 1933년에 朝鮮史編修 에서 촬 한 흑백사진 

형태로 원형이 하는 국사편찬 원회의 < 所宴 圖>를 통해 그 모를 복원

으로 악할 수 있다. 이 기로회는 1621년 11월 의 한겨울 밤에 기로소의 

최고 선임자인 沈喜壽가 주재하고, 기로소 上 13명 가운데 심희수와 鄭昌衍, 

朴弘 , 趙挺, 李光庭, 柳根, 申湜, 南瑾, 閔仁伯의 9명이 참석했다. 

이 기로회는 표면상으로는 1621년에 5명의 재상이 새로 기로소 上이 되어 

인  구성이 크게 확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열린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 

後金의 동으로 군사  긴장 계가 증하고, 해군의 背明 親後金策으로 신

료들 사이에 反 해군 흐름이 고조되어 장차 반정을 시도하려는 기도들이 움트

고 있었던 1621년 11월 한겨울 밤에, 그것도 오래 동안 해군 조정과 거리를 

두어왔던 南人 원로 심희수가 주재하고 南人과 西人의 핵심원로들이 거 참석

했던 이 기로회는 일반 인 기로회와 달리 특별한 정치  맥락과 함의가 있었다

고 생각된다. 특히 이 기로회가 열린 지 1년여 뒤인 1623년 3월에 해군의 背

明 親後金策과 廢母殺弟의 悖倫을 명분삼아 西人과 南人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켜 

해군을 축출했는데, 이 기로회에 참석한 9인 가운데 大北系 3인(朴弘 , 趙挺, 

南瑾)을 제외한 6인이 脫 해군이나 反 해군 경향이 강한 西人(柳根, 閔仁伯)

과 南人(沈喜壽, 李光庭, 申湜)  親西人的인 中北系(鄭昌衍) 원로 다. 한 

인조반정의 핵심주역인 金瑬, 李貴, 李曙 등이 인조반정의 축하연처럼 열었던 

1623년 9월의 의정 李元翼 賜几杖宴에 참석한 26명의 正卿 명단에 생존했던 

柳根과 鄭昌衍, 李光庭, 閔仁伯의 4인이 이름을 올렸던 것은 이러한 해석을 더욱 

뒷받침해 다. 

기로회가 끝나자 심희수는 11월 8일에 讚詩와 序文을 짓고 참석자들의 次韻詩

를 받은 뒤 기로소의 物力을 지원받아 圖를 만들어 후세에 하고 싶다는 

뜻을 기로소 有司 南瑾에게 했다. 그러나 기로회 직후인 11월 15일에 韓孝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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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죽어 次韻詩를 받는 일은 단된 듯, 그림에 서문과 찬시  좌목만 써서 

圖가 제작되었다. 통상 17세기 의 圖가 개 행사 직후 한 달 이내

의 짧은 기간 안에 제작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볼 때, 이 圖도 행사 직

후인 1621년 11월경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한 심희수

가 사망한 1622년 5월 이 에는 그려졌을 가능성이 많고, 좌목에 인조반정 때 

역 으로 참형된 鄭仁弘의 이름이 어있어 후 에 이를 먹으로 塗抹해 놓은 것

으로 볼 때, 인조반정이 일어난 1623년 3월 이 에 그려진 것은 거의 확실하다

고 생각된다. 

존하는 규장각의 < 碩設宴之圖> 殘片과 국사편찬 원회의 < 所宴 圖> 

흑백사진을 종합하여 모를 복원 으로 고찰해보면, 족자 형식의 通絹을 사용

해 에서부터 “標題 - 그림 – 序文, 讚詩 – 座目”의 4단으로 구성하고, 각 단

마다 붉은 횡선을 그어 구분했으며, 그림은 朱砂와 石綠, 石靑, 鉛白 같은 물

성 石彩를 주로 사용하여 그렸다. 그림은 기본 으로 선조 18년(1585)의 <宣祖

朝 英 圖>의 形式과 圖像을 충실히 계승하여, 殿閣 마당에서 2명의 茶母가 

酒饌을 비하고, 11명의 士가 음악을 연주하며, 각 안의 마루에는 女妓 11

명이 나와 술잔을 올리고 춤을 추는데, 각 안쪽의 北壁과 西壁에는 9명의 

들이 豹皮 방석을 깔고 붉은 두  술상 앞에 拱手하고 앉은 채 女妓들이 추는 

춤을 구경하고 있다. 

기본 도상은 <선조조 기 회도>와 유사하나, 殿閣과 배경은 더 단순화시키고 

인물은 더 부각시켜 인물풍속화 인 요소가 보다 강조되었다. 특히 士들을 上

下 二段으로 분산 배치하고, 자세도 후좌우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연주 

동작도 자유분방하게 연출해 체 으로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연주장면이 돋

보인다. 筆線도 肥瘦의 변화가 많은 釘頭法과 折 描를 구사하고 筆速도 빨라 

더욱 생동감을 다. 그리하여 반 으로 화면이 간결하고 공간과 형태가 단순

하나 필선이 직 간명하고 생동감 있어 독특한 조형성과 술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17세기 의 功臣畵像이나 山水畵는 물론 四君子 같은 회화 일반에서도 공

통 으로 나타났던 형 인 시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석설연지도>와 <기로소연회도>를 상호 비교해보면, 비록 사진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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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으로 圖像이나 畫法은 두 그림이 거의 흡사하나 부

분 인 차이들도 지 않다. 가령 각 앞의 士와 茶母를 그린 화면 下部는 

두 그림이 형태나 필법이 동소이하나, <기석설연지도>는 이 부분 체를 <기

로소연회도>보다 기둥 하나나 인물 한 사람 폭만큼 왼쪽으로 옮겨서 그려 놓아, 

그림 아래쪽이 왼쪽으로 약간 쏠린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座目은 두 그림이 

 달라, <기석설연지도>는 <기로소연회도>처럼 인물마다 界線으로 구획하지 않

았고, 章法도 달라 1행에 략 4~5자를 더 써서 行마다 끝나는 자가 다르다. 

그리고 <기석설연지도>는 序文과 讚詩의 두 세 句節의 자가 한 두 자씩 <기

로소연회도>와 달라 의미 자체가 다른 것도 있으며, 씨도 보다 가늘고 行書氣

가 많아 반 으로 차이가 많은 편이다. 

이처럼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한 내용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석설연지도>

와 <기로소연회도>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양면성을 강하게 보여주어 주목되는데, 

이것이 과연 복수의 화가에 의해 다수의 複本이 그려지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變形과 異形의 문제인지, 아니면 初寫本과 改寫本의 차이인지, 는 先

後行의 차이를 두고 다시 그려진 데서 나타난 原本과 摹本의 차이인지는 매우 

요한 과제이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이다. 반 인 형식과 화면 상태는 

물론 서문과 찬시에 나타난 文章 상의 다양한 특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기로소연회도>는 1621년에 그려진 원본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석

설연지도>는 <기로소연회도>와 동일한 요소도 많지만 근본 으로 도상이나 형식 

자체가 다른 이 많기 때문에 후 에 그린 摹本으로 보기에는 상식 으로 납득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따라서 재로서는 두 그림이 략 비슷한 시기에 같

이 그려졌지만, 단 과 약 이 많은 <기석설연지도>가 먼  그려지고, 단 과 약

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기로소연회도>처럼 더 완성된 형태로 그려나간 것이 

아닌가 싶다. 

재 흑백사진으로만 하는 <기로소연회도>는 朝鮮史編修 가 1933년에 충청

북도 槐山郡 沼壽面 夢村里의 柳海崙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촬 한 것인데, 유

해륜은 당시 柳根의 扈聖功臣畵像과 翼社功臣畵像도 소장하고 있었던 柳根의 11

 宗孫이다. 따라서 <기로소연회도>는 애  유근이 1621년에 분  받은 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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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300여 년간 승되어 왔던 것으로서 당시의 원본이 확실하다고 생각된

다. 이에 반해 규장각의 < 碩設宴之圖>는 일제강 으로 규장각이 京城帝國大學

의 부속 도서 으로 운 되던 1935년에 <義 館迎詔圖>와 함께 경성제  法文學

部에서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의순 조도>는 鄭昌衍의 부친인 鄭惟吉이 명

나라 사신을 하던 장면을 그린 것이고, <기석설연지도>는 정창연의 기로회 

장면을 그린 것인데, 경성제  법문학부가 이 두 그림을 같은 날 같이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1934년에 朝鮮史編修  囑託 黑田省三이 이 <의순 조도>를 조

선사편수회 원이자 경성제  법문학부 교수인 藤田亮策의 소개로 “名家 某氏”

에게 빌려보았다고 하 는데, 당시 정창연의 10세손인 鄭萬朝가 경성제  법문

학부 講師이자 조선사편수회 원으로 이들과 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생

각하면, 이는 정유길과 정창연의 후손가에서 승되어 왔던 것일 가능성이 많다

고 생각된다.  

주제어 : 기로소, 연회도, 해군, 심희수, 복원, 정치  맥락

투고일(2018. 9. 21),  심사시작일(2018. 10. 8),  심사완료일(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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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mnants of Giseokseoryeonjido ( 碩設宴之圖, painting of the 

Elegant Gathering of Venerable Statesmen, 1621) in Gyujanggak: The 

Consideration of Restoration and an Alternative Approach to its 

Political Context
75)

Kang Kwanshik *

The remaining piece of Giseokseoryeonjido, originally titled Girosoyeonhoedo in 

Gyujanggak, depicted the moment of girohoe ( , the gathering of senior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night of early November 1621, a girohoe was organized 

by the supreme senior member, Sim Huisu (沈喜壽, 1548-1622), with the attendance of 

nine members among thirteen, i.e., Jeong Changyeon (鄭昌衍, 1552-1636), Bak Honggu 

(朴弘 , 1552-1624), Jo Jeong (趙挺, 1551-1629), Lee Gwangjeong (李光庭, 1552- 

1629), Yu Geun (柳根, 1549-1627), Sin Sik (申湜, 1551-1623), Nam Geun (南瑾, 

1556-1635) and Min Inbaek (閔仁伯, 1552-1626). Ostensibly, this girohoe was hosted 

due to the considerable augmentation of the dangsanggwan members in giroso ( 所, 

agency for the senior high-ranking officials). 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there were 

some changes in political climate at the very moment: the military activities of Later Jin 

(後金, 1616-1636) were straining th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while attempts at 

coup d’état were developing in Joseon as a side effect to the anti-Ming and pro-Jin 

policy of Prince Gwanghae (光海君, 1575-1641, r. 1608-1623).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is girohoe, unlike other seniors’ gatherings, had some unique political context and 

implication. 

On 8 November 1621, immediately after the girohoe gathering, Sim Huisu wrote a 

eulogy and a preface, followed by ordering a picture of girohoedo with the support of 

the giroso fund, to perpetuate their girohoe down to posterity. Considering both the 

* Professor, Hans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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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f the time and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painting,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is girohoedo was painted in November 1621, right after the ceremony. The 

remaining piece of Giseokseoryeonjido seems quite similar to the monochrome 

photograph of Girosoyeonhoedo in terms of the iconography and drawing techniques. 

Still, some minor dissimilarities should not be neglected: differences are detected in the 

letters and grammars of the preface and the list of the seat orders, not to mention the 

iconography and techniques. Thes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testify that 

Giseokseoryeonjido was painted first, then Girosoyeonhoedo implemented the 

shortcomings of the former. The research on the provenance demonstrates that Yu Geun 

received Girosoyeonhoedo, while Jeong Changyeon might have received 

Giseokseoryeonjido.

Key Words : giroso (agency for the senior high-ranking officials), yeonhoedo (painting 

of banquets), Prince Gwanghae, Sim Huisu, restoration, political con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