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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생사당(生祠 )은 살아 있는 사람을 제향하기 해 건립된 사당을 일컫는다. 

생사당에는 이 아닌 상화가 안되는 것이 일반 이었으므로 생사당은 회

화사의 연구 상이 될 수 있다. 생사당 조성에 한 기록은 조선시  내내 보

이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그 기록은 더욱 빈번하게 확인된다. 먼  사 부들

이 남긴 비지류(碑誌類)의 에 이에 한 언 이 많다. 더욱이 숙종(肅宗, 재  

*  이 은 필자의 박사학 논문(이성훈, 2019 �조선 후기 사 부 상화의 제작  안 연

구�, 서울 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 부산박물  학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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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1720) 에서 조(英祖, 재  1724-1776) 에 이르는 기간에 작성된 

찬(官撰) 기록물에는 생사당 조성에 따른 폐단  생사당 철폐 등에 해 국왕

과 조정 신료들이 벌 던 논의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생사

당 조성  생사당 안용 상화의 제작이 숙종․ 조 에 특히 성행했음을 

알려 다.

조선시 에 지방  견 제도는 개국 부터 조선이 멸망하기 까지 한 번도 

단된 이 없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생사당 조성 역시 지속 으로 이루어졌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당에 한 연구는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사당이나 생사당 안용 상화에 한 지 까지의 연구 성과로는 생

사당을 사당의 한 종류로서 간단히 언 한 것이나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을 

한 생사당 건립  그의 상화 제작에 한 사항을 간략히 소개한 것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1)1)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으로 국과 우리나라의 생사당 조성

의 역사와 생사당 조성이 가장 성행했던 숙종․ 조 의 생사당 조성 황  

실태에 해 살펴보고 생사당 조성의 확산 문제를 두고 국왕과 조정 신들이 

펼쳤던 다양한 논의와 정책들에 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 의 생

사당 조성에 한 기본 이고 일반 인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생사당 

조성에는 상화 제작이 수반된다. 생사당 조성 문화를 이해하기 해 가장 주

목해야 할 상이 다름 아닌 상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

는 생사당 안용 상화를 찾아 제시하고 그 그림들에 한 형식  분석을 시

도함으로써 생사당 조성 문화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고자 한다.

생사당에 한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짧은 지면에서 생사당 조

성 양상을 반 으로 모두 논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사당 조성에 

한 일반 인 사항들을 개 한 뒤 조선시 에 생사당 조성 문화가 가장 유행했

던 지역  한 곳인 평양(平壤)을 심으로 생사당 조성 양상을 악하고 그곳

에서 제작․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화들을 발굴해 분석할 것이다. 한 평

양에서 생사당 조성 문화가 더욱 성행했던 요인을 찾고 생사당 안용 상화의 

1) 趙善美, 1983 �韓國肖像畵 硏究�, 悅話 , 183-357면; 윤진 , 2005 ｢충 박물 의 李元翼 

정｣ �오리 이원익 정 보물지정 기념展: 追憶, 李元翼�, 충 박물 , 6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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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이 어디에서 유래했고 그 도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에 해서도 

고찰할 것이다.

2. 조선 후기 생사당 조성 문화의 확산과 

생사당 훼철령의 시행

1) 조선시  생사당 조성 문화의 유행

생사당은 일군(一群)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특정인의 덕행 혹은 사업을 기릴 

목 으로 세운 사당을 일컫는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목민심서(牧民心

書)�에 생사당 조성의 연원  그 양상을 자세히 정리해 놓았다. 그는 다수의 

생사당 조성 사례 소개를 통해 생사당이 한 (漢代)에 본격 으로 건립되기 시

작했으며 그것의 조성은 당 (唐代)․송 (宋代)에 이르러 크게 성행했던 것으

로 분석하 다. 정약용이  책에서 소개한 주요 생사당 조성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먼  그는 한 의 생사 조성 사례로 제(齊) 지역 사람들이 석경(石慶, 

?-BC103)의 가행(家行)을 사모해서 그를 해 사당을 세운 일, 연군(燕郡) 지

역 사람들이 수령으로 부임한 약포(欒 , 약 BC238-BC135)가 청렴하고 공평하

게 정책을 펼친 일을 기리기 해 그의 생사당을 건립한 일 등을 소개하 다. 

다음으로 그는 주(魏州) 사람들이 인걸(狄仁傑, 630-700)이 주자사(魏州

刺史)로 부임해 와 선정을 펼치자 그를 해 생사당을 세운 일, 한기(韓琦, 

1008-1075)가 부임한 고을마다 유애(遺愛)가 있어 사람들이 그의 화상(畵像)을 

받들어 섬긴 일, 장륜(張綸, ?-1085)이 태주지주(泰州知州)가 되어 바다 둑을 수

축하고 도망한 민호(民戶)의 조세를 면제해 주자 그 지역 백성들이 그를 하여 

생사당을 세운 일, 고부(高賦, 남송  활동)가 구주지주(衢州知州)가 되어 고독

(蠱毒)의 환(患)을 제거하자 그 지역민들이 그를 해 생사당을 건립한 일 등을 

당․송 의 표 인 생사당 조성 사례로 언 하 다.2)2)정약용이 시한 국의 

2) �牧民心書� 권14, 解官六條○遺愛[解官第六條] ｢生而祠之, 非禮也, 愚民爲之相沿而爲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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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당 조성 사례들은 지방으로 견된 리가 지역민들에게 혜정(惠政) 혹은 

선정(善政)을 베풀었을 때 그 지역민들이 그를 해 생사당을 건립한 사실을 보

여 다. 여기에 덧붙여 국의 생사당 조성 문화가 지방  견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는 도 알려 다. 

생사당은 특정 리가 지방 으로 견되어 특정 지역에서 혜정을 펼쳤거나 

그곳에 유애를 남겼을 때, 즉 그가 목민 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했

을 때 그 지역민들이 그를 해 실행한 ‘보은(報恩)’ 혹은 ‘사은(謝恩)’의 증표로 

이해할 수 있다. 생사당 조성 문화는 지방  제도가 보다 정착된 고려시 에는 

우리나라에도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 에 조성된 표  생사당으로 

선윤지(宣允祉, 14세기 활동)를 해 조양(兆陽: 재의 남 보성)의 지역민들

이 건립한 것이 있다. 그가 안렴사(按廉使)로서 조양을 침범한 왜구를 물리치고 

그 지역을 안정시키자 그 지역민들이 그를 해 생사당을 세웠다.3)3)생사당은 

료제가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방통치체제가 정비되는 조선시 에 이르러 좀 

더 빈번하게 조성되기 시작하 다. 조선 기에는 안종원(安宗源, 1325-1394), 

조운흘(趙云仡, 1332-1404), 류량(柳亮, 1355-1416), 신유정(辛有定, 1347-1426) 

등을 한 생사당 조성 사례들이 기록으로 확인된다.4)4)성종(成宗, 재  1469- 

“生祠之俗, 起於西京. 石慶爲齊相, 人慕其家行, 爲立生祠. 欒 嘗守燕郡, 人慕其廉平, 爲立

生祠. … 唐狄仁傑爲魏州刺史, 民爲立生祠. … 韓魏公所歷諸大鎭, 皆有遺愛, 人人畫像事之. 

〇宋張綸知泰州, 修海堰, 復逋戶, 民利之, 爲立生祠. 〇高賦知衢州, 除蠱患, 知唐州, 闢土田, 

兩州爲立生祠.”

3) �果菴先生文集� 권11, 碑 ｢高麗按廉使宣公生祠遺墟碑｣ “我東宣氏出自寶城, 散居四方, 而皆

原於本道按廉公. 公諱允祉, 其先代系派, 世代緜遠, 有所不敢知 , 惟公在麗代官按廉, 則其

爵位之顯槩可知矣. 按山陽勝覽人物篇, 公爲按廉時, 兆陽伏忽縣被倭亂, 所蕩析官民, 皆僑居

內地, 公至盡逐倭, 鳩集安定. 合二縣爲一郡, 是寶城也, 居民思其德, 立生祠于寒食洞北, 至今

傳誦之.”

4) �太祖實 � 권5, 태조 3년 3월 癸亥, “癸亥, 判門下府事安宗源卒. … 甲辰, 拜典法摠郞, 辛

旽當國, 以不附, 出爲江陵府使, 有惠政, 去後, 民立生祠以祭.”; �太宗實 � 권8, 태종 4년 

12월 壬申, “壬申, 檢校政 趙云仡卒. … 壬申秋, 太上卽位, 除江陵大都護府使, 有惠愛, 府

人爲立生祠.”; �太宗實 � 권31, 태종 16년 4월 甲子, “甲子, 文城府院君柳亮卒. … 戊寅起

爲江陵大都護府使, 民皆懷之, 爲立生祠.”; �世宗實 � 권32, 세종 8년 6월 癸酉, “前都按撫

使辛有定卒. … 癸未, 倭寇江原道, 上召有定曰, 事甚急, 不待有司薦, 乃遣卿, 其速行. 卽日上

道, 寇 , 仍判江陵大都護府事, 滿, 以左軍同知摠制還朝, 府人慕之, 共立生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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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에는 산 감(靈山縣監)으로 부임하여 혜정을 펼친 신담(申澹, 15세기 

말 활동)을 해 산의 지역민들이 건립한 생사당의 존폐 여부를 두고 조정에

서 격렬한 논의가 벌어진 일이 있었다.5)5)이로 인해 신담을 한 생사당 건립 사

실은 당  사림 학자들 간에 리 회자되었다.6)6)성종  이후에도 지방 의 생

사 건립 행은 지속되었다. 손 돈(孫仲暾, 1463-1529), 정구(鄭逑, 1543-1620) 

등을 한 생사당 건립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된다.7)7)한편, 신담과 손 돈을 

5) 성종은 신담의 혜정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신담을 한 생사당 조성이 장래에 생사당

이 난립해 백성의 고 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까 염려하 다. 윤필상(尹弼商, 1427-1504) 

등은 그 생사를 유지해  것을 건의한 반면에 심회(沈澮, 1418-1493) 등은 살아 있는 자

에게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도(正道)가 아님을 역설하며 윤필상 등의 의견에 

반  의사를 분명히 하 다. 이에 성종은 신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담을 자(超資)하는 

수 에서 그에 한 포상을 마무리하 다. �成宗實 � 권227, 성종 20년 4월 己酉, “沈澮

議, 申澹雖有惠澤於民, 近古以來, 未聞爲生人立祠也.  臣 禁立祠, 褒以優秩, 庶可得矣. 身

歿之後, 雖立祠可也. 尹弼商議, 申澹有遺愛深矣. 澹安能違道干譽, 以至於斯乎. 立生祠以祀

之, 古亦有之, 宜聽其民願也. 如是則爲守令 , 亦有觀感之理. …… 尹壕議, 申澹於靈山遺愛

實多, 則當有褒賞之典. 生存 立祠 以享, 實非正道, 如是則必有 來之弊.”

6) 성 (成俔, 1439-1504)은 산 감에서 체직된 후 다시 고령 감에 부임하는 신담을 송별

하는 에서 신담의 경우처럼 특정 인물을 해 생사당을 건립하는 일이 매우 드물며 

한 당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를 칭송했음을 밝혔다. �虛白 文集� 권6, 序 ｢ 高靈申縣監

序｣ “曾爲鷲城倅, 治化大洽, 鷲人爲立生祠. 至今歌詠不已. 君上聞而嘉之, 特加二級, 使復守

高陽縣. …… 非但吾侯德政之美, 是亦朝廷勸勉薰陶之所致也. 見 譽之而不容口, 聞 稱之

而爭擊節.”; 조 (曺偉, 1454-1503)는 ｢고령객 기(高靈客館記)｣에서 신담이 수령직을 맡

고 있는 고령에 이르러 자신과 신담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산  사람들이 그를 해 생

사를 세운 일을 거론하 다. �梅溪先生文集� 권4, 記 ｢高靈客館記｣ “申侯淸卿, 相國文忠公

之從子也. …… 嘗宰靈山, 勤於其職, 不屑屑於飾廚傳于時譽, 而故 賓客, 交口稱道, 人無間

, 不規規於煦煦撫摩. 而民皆愛慕, 仰若父母. 見代之日, 轅截鐙, 邑人思之不已, 爲立生

祠.”; 이에 앞서 김일손(金馹孫, 1464-1498)은 신담 생사당의 건립 의미와 경 를 정리해 

지은 기문인 ｢ 산 감신담생사당기(靈山縣監申澹生祠 記)｣를 지었다(�濯纓先生文集�

권3, 記 ｢靈山縣監申澹生祠 記｣). 김일손은 남사림 의 표 학자로 평가되는 인물이

었으므로 그의 문집에 수록된 이 기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을 것으로 여겨진다.

7) � 巖先生集� 권45, 神道碑 ｢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月城君景節公孫公

神道碑銘｣, “及中廟撥亂, 卽起公拜尙州牧使, 始公理梁山, 服吏民心, 咸曰吾侯廉平. 及莅尙, 

痛刮昏朝苛虐, 喣撫甚摯, 治四載, 桑麻滿境, 徂亡乃復, 其政視梁山尤有聲. …… 仍其職. 後

尙人慕其德, 立生祠於丹密縣, 揭公像以祀之.”; �鶴沙先生文集� 권8, 墓誌 ｢寒岡先生墓誌銘

[幷序]｣ “庚辰, 拜昌寧縣監, 上引見而慰諭之. 辛巳, 以持平召還, 昌人爲之立生祠 . 先生旣

至, 引避而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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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사당에 그들의 상화가 걸려 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 기에

도 생사당에는 제향 인물의 상화가 안되었던 것으로 단된다. 특히 신담의 

상화 제작 과정은 김일손(金馹孫, 1464-1498)의 ｢ 산 감신담생사당기(靈山

縣監申澹生祠 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8)8)

조선 ․ 기에 생사당 조성 사례는 지속 으로 확인되지만 그 사례들이 많

지 않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생사당 조성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 산이란 한 작은 고을에 세워졌던 신담 생사당의 존폐 여부를 

두고 조정에서 국왕과 신하들이 열띤 토론을 벌 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이 

시기에 생사당 조성은 흔치 않은 일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생사당이 사 부 

간에 더욱 리 알려지고 좀 더 빈번하게 조성되기 시작한 시 은 임진왜란 발

발 이후 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선조(宣祖, 재  1567-1608)는 무열사(武

烈祠)와 선무사(宣武祠) 등 명나라 장수들을 한 2곳의 생사당을 평양과 서울

에 각각 건립할 것을 지시하 다. 무열사는 향사(享祀) 상 선정의 문제로 생

사당 건립 논의 2년 여 만인 1595년에 완공되었다.9)9)선무사는 1599년에 형개(邢

玠, 1540-1612)의 요청으로 건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명나라 장수들과의 형

평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그 사당은 건립 논의 9개월 만에야 완공되었다.10)10)특히 

 8) 金馹孫, �濯纓先生文集� 권3, 記 ｢靈山縣監申澹生祠 記｣ “ 受代, 齎咨涕洟, 咸願借寇一

年. 而君門九重, 螻蟻之誠, 未必能達, 使鸞鳳久棲于枳棘, 非爲申侯計也. 不若圖侯之像, 留

靈之土, 春秋盡敬事之懷耳. 父 共募畫工, 隨牒訴 入庭, 俟侯治事, 使侯不知, 仰而眞焉. 

出而點校, 一髭髮不似, 則更審之. 如此旬月, 點化惟肖矣. 旣上綃糚䌙, 愼密藏之, 侯旣去, 且

構宇, 民歡趨之. 大 各出財力. 雖鰥夫嫠婦朝夕不 , 亦不惜費, 合粟 百計. 乃購材而

之縣治之東隙地, 父 又 久侯之實於茲土, 當倩文士而記之( 은 필자).”; � 巖先生集�

권45, 神道碑 ｢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月城君景節公孫公神道碑銘｣ “後

尙人慕其德, 立生祠於丹密縣, 揭公像以祀之( 은 필자).”

 9) �宣祖實 � 권35, 선조 26년 2월 丁亥, “備邊司請以李提督立碑畫像生祠事, 令都監 上中, 

掌爲之. 上允之.”; �宣祖實 � 권59, 선조 28년 1월 丁丑, “上敎政院曰, 石尙書生祠, 曾

已定之矣. 他人雖不得爲之, 石尙書 李提督同祀, 天使未出來之前, 使之擧行, 俾華人知之.” 

10) �宣祖實 � 권107, 선조 31년 12월 庚辰, “備邊司啓曰, 軍門生祠, 歌謠事, 軍門旣自 之, 

似當速爲擧行, 以慰其心. 但爲軍門, 設生祠歌謠, 則四路提督必欲幷參其間. 或爲或否, 則有

激怒難處之事. 姑當以建生祠之意, 先告軍門, 摹其眞像, 建祠則從容處之, 歌謠爲先製述投

呈. 傳曰, 依啓.”; �宣祖實 � 권117, 선조 32년 9월 丁未, “備邊司啓曰, 邢軍門生祠, 今旣

繕完, 畫像亦已畢繪, 更無功役之事. 如祭祀節目及祠號撰揚等 , 已有平壤生祠 講定規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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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사의 경우 추배된 양호(楊鎬, ?-1629)의 상화를 구하기 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거의 6년간(1604-1610) 이루어졌다.11)11)이처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원병(援兵)하여 왜 을 물리치는 것에 기여한 국 장수들을 한 생사당 건립 

사업은 제향 인물들의 선정  그들의 상화 제작 그리고 안 의  마련 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거의 13년 만에 비로소 완료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국왕이 

곧 이 사업을 주도했으며 많은 조정 신료들이 이 사업에 직간 으로 여하

다. 조선 정부가 국 장수의 생사당 건립  상화 제작에 극 으로 나섰

던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원병에 한 고마움을 명나라 정부에게 확실

하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12)12)왕과 조정 신들이 오랜 시간  

두 생사당의 건립과 련한 여러 사안에 해 논의를 거듭했던 것은 바로 이러

한 목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 의 많은 료들  재야의 사 부

들은 산 사람을 제향하고 그의 상화를 안하는 ‘생사당’의 개념과 그것의 효

용성을 인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한다. 숙종 이후 재임한 국왕 부분이 명나라

에 한 의리를 시하면서 무열사와 선무사는 조선 말기까지 각각 평양과 서울 

지역을 표하는 사당으로서의 지 를 유지하 다. 결국 이 두 생사당의 건립은 

自當依此爲之.” 

11) �宣祖實 � 권176, 宣祖 37年 7月 19日, “備忘記曰, …… 古 立祠, 必有配享. 宣武祠無配

享, 予意欲以楊經理配享. 可博採公論以啓, 倘曰未爲不可, 則令冬至使行次, 購得畫像而來. 

議處, 于備邊司.”; �漢陰先生文稿附 � 권2, 年譜 下 ｢漢陰先生年譜｣ “三十八年庚戌[公

五十歲], … 閏三月, … 啓進楊經理肖像. 己亥, 置郉軍門生祠. 宣廟又欲幷祠楊經理, 每求

其肖像於使行而未得. 及公戊申赴京, 托之黃參軍應暘, 至是傳來, 公進呈. 請追述先志, 寫置

生祠, 主從之, 幷安於宣武祠.”

12) 선조가 이여송의 생사당 건립을 명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당에 안할 

인물의 선정 문제로 생사당 건립이 크게 진척되지 않자 비변사에서는 “ 국 장수와 군사

들의 왕래가 끊임없이 빈번한데 여태까지 사당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향화(香火)를 올리

지 않으니 우리나라가 국에 해 감사해 하는 뜻을 가 다시 알 수 있겠습니까. 가령 

비문이 마련되지 않아 석각(石刻)을 나 에 하더라도 당 안에 화상을 설치하여 아울러 

제사지내는 것은 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듯합니다”라고 왕에게 아뢰었다. �宣祖實

� 권68, 선조 28년, 10월 壬戌, “備邊司啓曰, 李提督畫像, 前年八月, 漢城參軍鄭檄齎持, 

傳于平壤. 其後處置, 未得聞知. 唐 唐兵往來如織, 至今不設, 而香火寂然, 我國致感於天朝

之意, 誰復知之. 假使碑文不具, 石刻有待, 而 中設畫像, 竝爲香火, 似不可不早爲之. 此意

下書于平安監司.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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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언 할 평양 이원익 생사당의 조성과 함께 17세기 이후에 생사당 조성 

 생사당 안을 한 상화 제작이 유행하게 된 요한 계기의 하나로 작용

했던 것으로 악된다.

2) 조선 후기 생사당 조성 문화의 확산과 생사당 훼철령의 시행

17세기 이후의 생사당 조성 사례들은 여러 문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진다. 

특히 숙종 재  후반의 찬서에서 생사 건립에 따른 각종 폐단이 조정에서 지

속 으로 논의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실은 어도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에 이르는 기간에 생사당이 활발하게 조성되었음을 역설 으로 알려 다. 1707

년 9월 11일에 열린 주강에서 시독 (侍讀官) 권첨(權詹, 1664-1730)은 “비석을 

세우는 일뿐 아니라 생사당을 건립하는 문제가 외방(外方)의 폐단이 되고 있으

며, 근래에 각처의 아 과 백성들이 감사(監司)나 수령[守宰]을 해 생사당을 

창설하는 일이 어지럽기 그지없어 민을 병들게 하고 재물을 써서 아첨을 확 하

고 속상(俗尙 : 특정 시  사람들이 좋아하고 숭상하는 풍속)을 무 뜨림이 더

욱 심합니다”라고 숙종에게 아뢰었다.13)13)이로부터 불과 7일 만인 9월 18일에는 

이진검(李眞 , 1671-1727)이 동년 4월에 생사 건립을 하는 신칙이 이미 내려

졌음에도 그 실효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생사당의 폐단이 지 만큼 심한 

이 없었다는 사실을 언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 다.

근래에 아첨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조 이라도 권세가 있고 정사를 펼친 것이 

반드시 칭송할 만하면 모두 생사를 세워주니 이는 사 부 간에 크게 수치스러운 일

입니다. 평범한 리가 한 주(州)를 맡아 다스려도 모두 자신의 사당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만일 사당이 설치되지 않으면 겸연쩍게 생각합니다.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

갔던 신하에 있어서도 조정의 덕의(德意)를 리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으나 조 이

13) �承政院日記� 437책, 숙종 33년 9월 庚申, “吏曹謄 , 侍讀官權詹所啓, 年因筵臣所達, 

外方立碑禁斷, 主議鄕任論罪事定奪, 而朝令不行, 立碑之弊, 愈往愈甚, 未聞有禁斷論罪之

擧. 成命旣下, 而視若 髦, 事之寒心, 莫此爲甚矣. 不但立碑, 至於生祠 之建立, 尤爲外方

近日之痼弊. 臣曾見故名臣金馹孫文集, 則有靈山縣監申澹生祠 記, 其文曰, 我東數千年間, 

未聞所 生祠 云 , 其制蓋始於此. 近來各處吏民之爲監司守宰, 而創設生祠 , 不勝紛

紜, 其病民而費財, 長諂諛而壞俗尙, 則尤大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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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한때 백성을 편하게 한 정사가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백성들이 반드

시 사당을 세워 주었습니다. 생사당 건립은 드물게 있는 일이었으나 이로부터 일

에 이르러 소  생사당은 거의 사람마다 그것을 세워 주고 주마다 그것이 설치되어

서 이 어  귀한 일이라 하겠습니까?14)14) 

여러 신하들이 생사당 건립에 따른 폐단을 잇따라 국왕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

라 국왕 한 반복 으로 생사당 건립 령을 내리기 시작한 시 은 1700년을 

후한 때 다. 실제로 여러 문헌이나 문집에도 이 시기에 활동한 인사들을 

한 생사당 조성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아진다. 

생사당의 폐단에 한 조정 신료들의 문제 제기는 숙종 재  말엽에는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718년 4월 2일에는 사헌부에서 생사당 설치와 입비(立

碑)의 령을 조정에서 내렸음에도 그것이 제 로 시행되지 않고 여 히 비석과 

사당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면서 비석을 세우고 생사당을 세우는 것을 

엄격히 지시킬 것을 숙종에게 주달하 다.15)15)1719년 8월 18일에는 비변사에서 

1707년(정해년) 이후에 설치된 비와 생사당을 아울러 묻거나 철거할 것, 해당 

향임(鄕任)을 발해서 죄를 물을 것 그리고 일을 거행한 상황을 즉시 장계로 

올릴 것 등 생사당 조성의 확산을 막기 해 각 도의 수령들이 실행해야 할 사

항들을 정리해 숙종에게 보고하 다.16)16) 조는 보다 강력한 생사당 건립 지 

14) �承政院日記� 450책, 숙종 35년 9월 乙酉, “眞 曰, 臣有平日慨然於中 , 敢達所懷. 向

判敦寧趙相愚, 亦以生祠 紛紜之弊, 有所陳達, 更令申飭, 而厥後未有實效矣. 生祠 之弊, 

未有甚於近日, 古人亦豈無善治可立生祠 . 而近來諂諛成風, 稍有形勢, 而政涉要譽, 則擧

皆立祠, 此正士夫間一大羞恥事也. 如(有)庸庸俗吏之典一州 , 皆以立祠爲期, 若不得立祠, 

則以爲歉然. 至於奉命之臣, 則不過宣 朝廷德意, 有些一時便民之政, 而苟有形勢 , 則民

必立祠. 生祠自是希有之事, 而今日則所 生祠, 幾乎人人而立之, 州州而立之, 此何足貴哉. 

其流之弊, 不可勝 .”

15) �承政院日記� 507책, 숙종 44년 4월 庚辰, “生祠 立碑, 尤爲近來痼弊, 則爲方伯守令 , 

所當嚴禁. 而朝令之下, 未見奉行, 固已慨然. 至於營下, 則無人不碑, 無處不祠. 此蓋出於守

令之要譽, 民人之求媚, 而刻石鑄銅, 前後相望, 建宇設祠, 繹騷殆甚, 戶錢收斂之際, 殘氓尤

難支堪, 此弊不可不急先禁抑. 請諸道監司之不遵朝令 , 從重推 , 從今生祠 立碑之弊, 

更加嚴禁, 一倂撤罷.”

16) �承政院日記� 517책, 숙종 45년 8월 戊午, “備局達辭, 曾因全羅右道暗行御史金相玉別單, 

禁令 下後, 外方生祠之不毁 , 銅鐵石碑之豎立 , 査出啓聞之意, 覆啓行 於諸道矣. 丁

亥後所立碑及生祠 , 一倂埋毁, 當該鄕任, 摘發科罪, 擧行形止, 亦卽狀達, 今後如有復踵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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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철책을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1730년  후반에 이르러 생사당 건립은 거

의 단되었으며 기존 생사당  상당수는 훼철되었다. 1730년 에 조가 평양 

지역의 생사당에 해 취했던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이 을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 에 생사당 조성에 따른 폐단이 거듭 지 된 곳은 평양이었다. 

1733년에 윤득화(尹得和, 1688-1759)는 조에게 올린 상소에서 평양 지역에 생

사당이 지속 으로 조성되면서 발생한 폐해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보고하 다. 

화려하고 넓으며 장 한 건물은 모두가 비각(碑閣)이요 생사당이니, 뒷날 의 기

병(騎兵)이 질풍처럼 달려올 경우 이것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가 서로 따르

면서 아첨하는 것이 풍습을 이룬 탓으로 단지 첩지(帖紙 : 아에서 이속을 임명할 

때 쓰는 임명장)를 발 하는 것의 많고 음 그리고 권세(權勢)의 고하에 따라 비각

과 사당의 수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과 명 의 유무로 그 인물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17)17) 

박문수(朴文秀, 1691-1756)는 윤득화가 제기한 평양지역의 생사당 조성과 그 

폐단에 한 논의를 더욱 확 시켰다. 1735년 1월 3일에 회환진주사(回還陳奏

使)의 부사(副使)로 청나라를 다녀온 뒤 조를 알 한 자리에서 그는 “ 후 평

양감사의 생사당과 선정비가 부지기수입니다. 지역을 잘 다스린 것과 상 없이 

아첨하는 것이 풍습이 되었으며 군민으로부터 돈을 거두어 재용을 쓰기를 한도 

없이 하 습니다. 지  감사가 된 자가 반드시 동강에 그 비석을 빠뜨리고 

한 그 화상을 철거한 후에야 민습(民習)이 바야흐로 바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 다.18)18)동월 10일에 이조 서 송인명(宋寅明, 1689-1746)은 평양에 세워진 

생사당 부에 일률 으로 ‘요 (要譽)’의 의를 울 수만은 없다고 주장하며 

習 , 各其道臣及守臣, 常加檢察, 隨現嚴治之意, 竝爲申飭, 何如. 答曰, 依.”

17) �英祖實 � 권33, 조 9년 3월 己酉, “修撰尹得和在永柔縣任所, 上疏略曰, 關西土品, 終

不若三南之宜於稼穡, 民俗棄本而趨末 , 十常八九. …… 浿江東西長林一帶, 焜輝而輪奐

, 何莫非碑閣生祠, 他日敵騎之騁騰疾驅, 其 以此禦之耶. 上下相循, 獻諂成風, 只以帖給

之豐薄, 形勢之高下, 定其碑祠之多 . 若是乎聲譽之有無, 不足以綜核其能否也.”

18) �承政院日記� 793책, 조 11년 1월 甲戌, “文秀曰, 臣過平壤時見之, 則前後監司之生祠

善政碑, 不知其數. 大抵監司之治不治, 姑 之, 惟以媚悅爲習, 收斂軍民, 其費其弊, 罔有紀

極. 今之爲監司 , 必沈其碑於大同江, 且去其畫像然後, 民習方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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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지역 생사당을 모두 철거하자는 박문수의 주장에 반  입장을 표명하

다.19)19)그러나 조는 송인명의 의견에 부분 으로 동조하면서도 비각과 생사당 

건립을 엄 해야 사람들이 아첨하고자 하여도 그 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하 다. 이때 그는 자신이 즉 한 직후에 평양감사[평안도 찰사]를 해 세워

진 생사당이나 비각은 모두 철거하고 그 경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분부했던 사

실을 상기시키며 이를 실행하지 않은 당시 평양감사 박사수(朴師洙, 1686-1739)

를 엄 히 추고할 것을 명령하 다. 그는 을사년(1725) 이후에 건립된 비각과 

생사당을 모두 철거할 것도 아울러 지시하 다.20)20)평양 지역에서의 생사당 조성 

령  훼철책의 실행 과정에서 조가 생사당에 해 보인 인식과 태도로 미

루어 보면 생사당을 훼철하고 신규 생사당의 조성을 지시키는 등의 조치들은 

국 모든 지역으로 확 되어 시행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실제로 1750년 에 

이르면 국 각지에 건립되었던 생사당은 거의 훼철되었으며 생사당은 더 이상 

새로이 건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여러 신료들이 생사당에 

해 조에게 아뢴 다음의 보고 내용들에서 이 을 확인할 수 있다. 1754년에 

조명리(趙明履, 1697-1756)는 조에게 “지 은 생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

다.21)21)1759년 11월 8일에 조가 신들에게 “지  외방에는 생사당이 없는가”

라고 묻자 당시 의정이었던 김상로(金尙魯, 1702-?)는 갑오년(1714) 이후 생

사당, 서원, 입비 등의 일이 모두 지되었다고 답하 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작은 지역 단 의 생사당 건립 사례는 간혹 앙에 보고되고 있었다. 김상로가 

19) �承政院日記� 793책, 조 11年 1월 辛巳, “寅明曰, 平安監司, 無非位高望重 , 而入則居

多爲兵吏判矣. 遐方人心, 必欲張大, 以爲媚悅之計, 故及其遞歸之後, 或有如此之事, 爲監司

, 豈盡要譽而然乎. 至於故相臣李元翼之生祠 , 必不由於要譽之政, 固不可以一槪論之矣.”

20) �承政院日記� 793책, 조 11년 1月 辛巳, “上曰, 非 卿等要譽, 而有此, 若嚴禁, 則人心雖

欲媚悅, 而必不爲之矣. 眞明曰, 未承朝令之前, 先輩畫像, 不敢輕毁矣. 上曰, 聞朴文秀所

達, 平安道生祠 碑閣, 其數甚多云. 雖非盡出於道臣要譽之致, 而其有關後弊, 則大矣. 朴

師洙必知其所當痛禁, 而猶不能革去, 如前仍置. 朴師洙, 從重推 . 自予嗣服後, 關西道臣之

有生祠 碑閣 , 竝爲撤去後, 啓聞事, 分付.” 

21) �承政院日記� 1108책, 조 30년 6월 戊午, “上曰, 生祠 之意, 何據耶, 得宗曰, 生而祭之

之故也. 明履曰, 今則無生祠矣. 上曰, 守令亦有生祠 乎, 明履曰, 守令多有之. 上曰, 畫而

祭耶, 明履曰, 圖像而祭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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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게 와 같이 보고한 날에 홍지해(洪趾海, 1720-1777)가 한 발언에서 이 

이 확인된다. 이 경우 여지없이 신들의 날선 비 이 가해졌다.22)22)생사당 건

립  그 안용 상화 제작 사실이 여러 문헌에서 매우 많이 확인됨에도 불구

하고 구체 인 생사당 조성 사례나 생사당 안용으로 제작된 상화가 거의 제

시되지 못했던 것은 18세기 반에 국가에서 으로 생사당 령  훼철령

을 시행할 때 기존의 생사당 상당수가 훼철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3) 조선 후기 생사당 조성의 원인과 그 폐단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반까지 생사당은 국 으로 활발하게 조성되었다. 

그 결과 조정에서 생사당 건립에 따른 여러 폐단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이

루어졌다. 그 다면 당시의 왕과 신료들은 생사당 건립이 증하게 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으며 생사당 건립에 따른 폐단으로 어떤 들을 지 했을까? 1698

년 10월 6일에 사간원에서 숙종에게 다음과 같이 계문(啟聞)한 내용을 통해 이 

을 살펴 볼 수 있다.

근래 외방에서 ‘요 ’가 실로 병폐입니다. 생사당을 건립하는 일이 한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백성을 사랑한 것이라면, 실로 그 거두어 주

는 마음을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리를 어기고 명

를 구하는 것에 이르고 민으로부터 아름다움을 훔치는 것 한 자못 그 사례가 있습

니다. 그 에 더욱 심한 것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향리(鄕里)의 품 (品官)을 

하고 형상(形像)을 남겨 두고서 반드시 성사가 되도록 하여 무마하는 정사로 삼으니 

거의 다 읍민의 원망을 돋우니 (세 을) 경감해 주는 은혜의 혜택이 오히려 가의 

재물을 축내는 것으로 귀일됩니다.23)23)

22) �承政院日記� 1175책, 조 35년 11월 甲寅, “上曰, 今則外方, 無生祠 乎. 尙魯曰, 甲午以

後, 生祠 書院豎碑等事, 皆禁之矣. 趾海曰, 生祠 之弊, 旣有 端, 敢此陳達. 當初禁令, 非

不嚴截, 而 聞北評事李潭之 , 以御史在嶺南時見之, 則方有生祠之新建 云. 其不遵朝令, 

於此可知, 事極駭然, 宜有各別申飭之道矣.” 한편 갑오년 즉 1714년은 숙종이 서원 등의 

조성을 지한 정책을 시행한 해를 이른다. 이때 실행된 서원 조성 지책에 해서는 다

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국사편찬 원회 편, 1998 ｢2. 사족의 향 지배와 서원의 발

달｣ �한국사: 조선 기의 사회와 문화� 34, 국사편찬 원회, 106-107면.

23) �承政院日記� 381책, 숙종 24년 10월 丁未, “院啓, 近來外方之要譽, 實爲痼弊. 而生祠 之

役, 又從而漸起. 若其至誠愛民, 實得其斂給之心 , 則猶或可也. 至於違道干譽, 掠美於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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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사간원에서는 이동욱(李東郁, 1646-1708)이 안주목사(安州牧使)로 있

으면서 백성들에게 사사로운 은혜를 많이 베푼 뒤 자신의 상화를 그리게 하고 

사당을 세워  것을 요구한 일을 문제 삼으면서 이와 같이 생사당의 폐단을 들

추어내었다.24)24)이 계문에서 사간원은 생사당 건립의 증이 수령들이 ‘명 를 바

라는 것(要譽)’에서 비롯된 상임을 지 하 다. 1709년 4월 11일에 조상우(趙

相愚, 1640-1718)는 숙종에게 “근래 외방과 주군(州郡)에서 생사당의 폐단이 극

히 어지럽습니다. 수령이 된 자에게는 명 를 바라는 일에 가깝고 하민(下民)에

게는 아첨하는 것과 계됩니다”라고 숙종에게 보고하 다.25)25)조상우는 생사당 

건립이 증하게 된 한 요인으로 하민이 수령을 상으로 ‘아첨’하는 행 를 언

하 다. 1735년 1월 10일에 이조 서 송인명 역시 평양감사를 한 생사당이 

세워지게 된 원인으로 설명하면서 ‘요 (要譽)’ 외에 백성들이 해당 수령에게 

‘아첨’하는 행 를 들었다. 

평양감사는 지 가 높고 명망이 높은 인사가 아닌 경우가 없으니, 입조(入朝)하면 

다수가 병조 서나 이조 서가 됩니다. 먼 지방의 인심이 반드시 장 하게 하여 아

첨하려는 계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결과 그가 체임하여 돌아간 후에 혹 이와 같

은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된 자가 어  모두 명 를 구했겠습니까? 고(故) 상신

(相臣) 이원익의 생사당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명 를 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진실로 일률 으로 그것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26)26)

亦頗有之. 其中尤甚 , 提挈酒肴, 親饋鄕品, 而遺置形像, 以爲必成之地, 其爲撫摩之政, 率

多媚悅邑民之怨, 蠲惠之澤, 反作耗弊官家之歸, 有識之竊歎, 固已久矣. 碑表之立, 旣有禁令, 

則獨於立祠一款, 不可(不)任其所爲. 請自今以後, 外方之立生祠 , 一切禁斷. 答曰, 依啓.”

24) �肅宗實 � 권32, 숙종 24년 10월 丁未, “諫院論, 近來外方要譽, 實爲痼弊. 生祠之設, 又從

而漸起, 或提挈酒肴, 親饋鄕品, 而遺置形像, 以爲必成之地. 請自今以後, 外方之立生祠 , 

一切禁斷. 從之. 先是, 李東郁爲安州牧使, 誑誘愚民, 多施私惠, 且留 畫像, 以要立祠, 人莫

不駭笑. 臺 蓋指此也.”; �肅宗實 � 권32, 숙종 24년 10월 丙辰, “且其在西邑也, 摸出數

件圖像, 前後所莅之邑, 誑誘愚民, 輒設生祠, 至其遞歸, 民皆指點而罵詈之.” 

25) �承政院日記� 448책, 숙종 35년 4월 壬戌, “相愚曰, 近來外方州郡生祀 之弊, 極其紛紜, 

爲官長則近於要譽, 爲下民則涉於諂諛. 故曾前州縣立碑之事, 已有朝家之禁令, 而今此生祠

之弊, 有甚於此, 群議多以爲病. 從今以後, 分付中外, 一切禁斷, 宜矣. 上曰, 年因儒臣

所達, 已有禁令, 此而不禁, 則多有濫雜之弊, 此後各別痛禁, 可也.”

26) �承政院日記� 793책, 조 11年 1월 辛巳, “寅明曰, 平安監司, 無非位高望重 , 而入則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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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양감사들이 다시 조정으로 복귀하면 다수가 앙의 고 직에 오르기 

때문에 많은 지역 사람들이 그를 한 생사당 건립 등을 통해 그에게 아첨하고

자 한다고 말하 다. 이처럼 생사당 건립은 해당 지역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명

가 높아지는 것을 기 한 수령과 그로부터 특정한 이익을 기 하며 그에게 잘 

보이려 한 백성들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홍 한(洪鳳漢, 1713-1778)은 생사당 조성의 원인  하나를 다음과 같이 분

석하기도 하 다. 1764년에 그는 조에게 “당  생사를 세워서 화상을 걸어둔 

것은 개 백성들이 유혜(遺惠)를 잊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백성들이 진실로 

기뻐해서 일을 벌 습니다. 한 취사(取捨)가 어려워 매번 수령이 바뀔 때마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 례(典例)로 만들어서 골짜기에 가득 채울 만큼 사당을 확

장하고 상화를 벽에 나란히 벌여 놓았습니다”고 말하 다.27)27)즉 그는 생사당 

건립의 유행을 제향 상 수령의 취사 선택이 어렵고 그것의 건립이 하나의 

례로 정착한 데서 말미암은 상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홍 한의 분석은 조선 

후기에 생사당이 국 단 로 범 하게 조성되었던 실제  원인을 알려 다.

다음으로 생사당 건립에 따른 폐단은 무엇이었을까? 1698년 10월 6일에 사간

원에서는 수령들이 요 를 얻기 해 무분별하게 세  등의 경감 조치 등을 시

행함으로써 청의 재정이 축나고 있는 상황을 숙종에게 보고하 다. 조선 후기

에 수령들이 바랐던 요 의 구체  행 는 선정비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입

비’나 생사당 건립을 뜻하는 ‘입사(立祠)’ 등이 있었다. ‘요 ’를 얻기 해 수령

들은 그 지역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 다. 가장 표 인 것이 수취 

행의 변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수취 행의 변통은 수취량의 감소로 인한 국

가의 재정 기를 래하거나 가 시킬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러

한 수령의 행 를 매우 비 으로 인식하 다.28)28)  

多爲兵吏判矣. 遐方人心, 必欲張大, 以爲媚悅之計, 故及其遞歸之後, 或有如此之事, 爲監司

, 豈盡要譽而然乎. 至於故相臣李元翼之生祠 , 必不由於要譽之政, 固不可以一槪論之矣.”

27) �承政院日記� 1227책, 조 40년 2월 庚子, “洪鳳漢曰, 昨日關西御史, 以去思臺及淸流壁

之弊仰達, 而生祠 之弊, 則未免遺漏矣. 上曰, 卿其陳之. 鳳漢曰, 當初建生祠, 而揭畫像 , 

蓋出於民人不忘遺惠之意, 而民固喜事. 且難取捨, 每當遞易之時, 便作應行之典, 長祠彌洞, 

列像聯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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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는 생사당 조성에 따른 폐단으로 입비․입사 과정에서 지역민이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 을 거론하 다. 1728년 7월 23일에 경상감사 박문수

는 상주에 거주하는 사인(士人) 성이한(成爾漢, 1689-?)이 상주목사 조정만(趙

正萬, 1656-1739)의 생사당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민호(民戶)를 계산하여 돈을 

거두었으나 사우는 실제 조 하지 않고 그 돈을 모두 사사로이 쓴 사실을 조

에게 보고하 다.29)29)앞서 언 했듯이 박문수는 1735년에 평양 생사당의 폐해를 

조에게 보고하면서 생사당 건립 비용이 그 지역민에게서 나오는 을 분명히 

지 하 다.

사 부들이 언 한 생사당의 이러한 폐단들은 결국 생사당이 해당 지역에 부

임해 온 수령과 그 지역 사람들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다. 다음의 한 사례를 통해 이 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앞서 조정만의 생사당 조성을 주도한 사인으로 언 했던 성이한은 남

인이 주류인 상주 지역에서 노론계로 활동한 창녕성씨 집안의 일원인 양반이었

다. 상주의 창녕성씨 인사들은 17세기 후반 이후 지역 내에서 노론계로서의 정

치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으로 흥암서원( 巖書院), 서산서원(西山書院), 충의단

(忠義壇) 등 노론계 원우(院宇)들의 설립을 주도하 다. 성이한은 이 창녕성씨

의 일원이었다.30)30)조정만은 1719-1722년에 상주목사로 재직하 다. 송 길의 문

28) 具玩 , 1991 ｢조선후기의 수취행정과 수령의 ‘요 ’: 17세기 엽에서 18세기 말까지를 

심으로｣ �慶北史學� 14, 54-63면. 이 논문에 언 된 수취제의 구체  변통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양 (量田)의 과정에서 분(田分)을 낮게 평가하는 행 , 재(給災) 과정에

서 이를 과장하는 행 , 수취 방식을 바꾸거나 수취 과정에 작 (作錢)하는 등 경제 변

동에 따르거나 아  수취하지 않고 방납(防納)하거나 탕감을 인정받거나 하는 행  등이 

그것이다.

29) �承政院日記� 666책, 조 4년 7월 壬申, “文秀曰, … 尙州居士人成爾漢, 武斷鄕曲, 行事

不美, 稱以營造趙正萬生祠宇, 計民戶收錢, 祠宇則實無營造, 盡歸私用. 且修改鄕校時, 勒貸

富民穀, …… 當空官時, 閉三城門, 只開一門, 場 出入之人, 無知委之事, 而稱以趙等生祠

所用, 一人捧一長木, 則赴場之民, 不能 知捧木之事, 故皆以錢收納.” 박문수에 따르면 

성이한은 수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세 개의 성문을 폐쇄하고 단지 한 개의 문만을 열어 

장시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조정만 등의 생사당에 소용된다는 명목을 칭해서 1인마다 

장목(長木) 하나를 헌납하게 하 는데, 이때 그는 시장에 가는 백성들이 장목을 거두는 

일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을 이용해 그들로부터는 돈을 거두어들 다는 것이다.

30) 성이한의 숙부 성만징(成晩徵, 1659-1711)은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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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었던 그는 당 의 표 인 노론 인사  한 명이었다. 그는 이의 (李宜顯, 

1669-1745), 윤 조(尹鳳朝, 1680-1761) 등 당 의 노론 핵심 인사들과 가까이 

교유했으며, 특히 김창흡(金昌翕, 1653-1722)․김창업(金昌業, 1658-1721) 형제

와 친분이 깊었다. 그는 상주목사로 있으면서 두 형제의 선조인 김상용(金尙容, 

1561-1637)․김상헌(金尙憲, 1570-1652)을 제향한 서산서원 설립을 주도하기도 

하 다. 한편, 성이한이 조정만의 생사당 건립을 주도한 시 은 조정만이 상주목

사직에서 체직된 1722년 5월을 후한 무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이한은 

1726년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곧바로 직에 오르지는 못하 다. 이로부터 15

년 후인 1741년에 그는 처음으로 앙직[숭릉참 ]에 임명되었다. 이때 그의 

앙직 임명 건에 한 찬반 사안이 조정에서 다 졌다. 소론계 인사인 우의정 조

명(趙顯命, 1690-1752)이 그가 남 향 (鄕戰)에 가담한 한 무리의 일원임을 

들어 그를 그 직에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에 노론계 인사인 이조 서 

조상경(趙尙絅, 1681-1746)은 그가 성이홍(成以鴻, 18세기 활동)의 친족으로 

남 유림 간에 신망이 있는 인물인 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그의 향  가담설을 

부정하며 조 명의 주장을 반박하 다.31)31)성이한이 상주지역 노론 인사인 과 

그가 당시 앙에서 활동하던 노론 인사들의 지지를 얻어 앙직에 임명된 사실

은 그의 앙직 임명이 상주 지역에서 노론세 확장을 해 지속 으로 노력을 

1702년 흥암서원 창건을 주도하는 등 남 노론의 정치․사회  활동에서 큰 역할을 수

행했던 인물이다. 성만징의 아들이자 성이한과는 사 지간인 성이홍(成以鴻)은 권상하 

문하에 출입했으며 이재(李縡, 1680-1746), 민우수(閔遇洙, 1696-1756), 윤 구(尹鳳九, 

1683-1767) 등 노론계 학자들과 교유하 다. 성이한 역시 상주지역에서 노론계로서 활

발히 활동하 다. 그는 집권( 앙) 노론의 지원을 받아 남인계 서원인 도남서원(道南書

院)의 원장직에 오르는가 하면 충의단 건립을 주도하 다(채 수․이수환, 2016 ｢昌寧

成氏 聽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 �朝鮮時代史學報� 79, 397-416

면). 성이한이 이재와 친분을 가졌음은 기록으로 확인된다(�陶菴先生集� 권3, 詩 [3] ｢酬

成進士仲章[爾漢]｣).  

31) �承政院日記� 928책, 조 17년 2월 己亥, “以成爾漢爲崇陵參奉.”; �承政院日記� 928책, 

조 17년 2월 庚子, “趙顯命啓曰, 今番都政, 大體雖好, 而申勅之後, 不能奉承, 吏曹十

十上, 復職十窠, 只用三人, 草率塞責, 事甚未安. 且初仕甚不擇人, 成爾漢嶺南鄕戰之徒, 李

熙文字得謗之人, 李漪科賊之子姪, 而俱爲擬望, 誠甚不可矣.”; �承政院日記� 928책, 조 

17년 2월 戊申, “成爾漢則臣素不識其何狀, 而聞以爾鴻之同 之親, 有嶺南士望, 可合於百

執事云, 鄕戰之說, 今始初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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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 던 그에게 앙 노론 인사들이 수여한 보답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

러한 시각에서 보면 이와 반 로 성이한에 의해 주도된 조정만을 한 생사당 

건립 사업은 상주지역의 노론 집단이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지지하

고 지원해  앙 노론 출신 수령의 치 을 창할 목 에서 비롯된 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정만을 한 생사당이 그가 상주 지역에서 이룬 치 이나 선정

의 결과물임을 완 히 부정할 수는 없다. �상주목읍지(尙州牧邑誌)�에는 조정만

이 “부역을 덜어주고 세 을 여 ” 목사로 간략히 언 되어 있다.32)32) 한 그

를 한 비지류의 에는 그가 상주목사로 있을 때 양 (量田)에 큰 공을 세운 

사실이 특별히 그리고 자세히 언 되어 있다.33)33)그는 10여 곳 이상의 수령을 지

냈지만 “나주와 상주 두 지역에서의 정치는 매우 탁월했다(羅尙二州之政固卓

殊)”고 평가되는 등 그는 특별히 상주에서의 혜정으로 주변 인사들로부터 칭송

을 받았다. 더욱이 상주에서는 그를 한 생사당 건립도 추진되었다.34)3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주에서의 치 으로 높이 평가된 것을 그가 상주에서만 특별히 

펼친 선정의 결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에서 언 한 조정만과 성이한의 

계를 살펴볼 때 이러한 의심을 떨쳐내기란 더욱 어렵다. 결국 조정만이 상주에

서의 혜정으로 더욱 특별하게 칭송된 것은 생사당 건립 등을 통해 그의 치 을 

창하고자 한 동당 소속 지역 인사들의 도움 때문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조정만의 사례는 생사당 조성이 이와 같이 혜정을 펼친 리, 즉 ‘ 리(賢吏)’란 

명 를 바라는 해당 지역의 수령과 그로부터 지역에서의 세력 유지나 직책 임명 

등과 같은 특정한 이익을 바라는 해당 지역의 특정 집단들의 계 속에서 이해

될 수 있는 사안임을 보여 다. 그 집단은 향반, 향리, 무임(武任)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양란 이후 수령권이 크게 강화되면서 지방에 견된 수령들은 향  사회에서 

지배  지 를 확보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향 사회에는 지역마다 차이

32) �尙州牧邑誌�(규장각 想白古 915.15-Sa58j) ｢宦蹟｣ “趙正萬, 蠲徭簿賦有有愛碑閣, 官至判書.”

33) �寤齋集� 권4, 附  ｢謚狀[李箕鎭]｣ “又出牧尙州, 方伯以其難治請極擇, 被大臣特薦而授

之, 適値改量大役, 擇人任事, 告功居先, 而田無見漏, 民自不寃, 爲賑備穀.” 

34) �寤齋集� 권4, 附  ｢神道碑銘(幷序)[李宜顯]｣ “出爲江西縣令, 平壤庶尹, 光山縣監, 安岳

郡守, 靑松成川府使, 羅州綾州淸州楊州尙州牧使而淸未赴, …… 羅尙二州之政固卓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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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품 (品官)들이나 향임층 혹은 이서층 등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한 집

단들이 있었다.35)35)동래(東萊) 지역처럼 무임층이 세력을 확장한 경우도 있었

다.36)36)조선 후기에 이르러 여러 향  집단의 세력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수령과 

향  세력 간의 역학 계는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 숙종 에 집 되어 나타난 

생사당 건립은 이러한 사회  변화의 추이와 결코 무 하지 않다. 이 시기에 크

게 성행했던 송덕․공덕․거사비 등의 비 제작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결국 

조선 후기 생사당 조성은 지방에 견된 수령  특임 과 해당 지역의 주축 세

력 간 계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물론 앞서 살폈듯이 조정 

신들이 생사당의 폐단을 거듭 지 한 사실로 미루어 수령의 일방  요구에 응하

여 품 이나 향리들이 생사당을 건립한 경우도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명확히 확인되는 생사당 조성 문화의 확산 

상은 이 시기에 상화란 장르가 본격 으로 유행한 사실과 연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사당과 선정비는 특정 지역의 백성들이 그 지역 수령이 펼친 선

정에 감사함을 표시하기 해 조성한 것이란 에서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37)37)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반 사이에 조정에서 생사당의 폐단을 논의할 때 선정

비 조성 즉 ‘입비’의 폐단이 항상 같이 언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입비의 폐단에 한 조정의 논의는 16세기에 이미 확인된다.38)38)이 시기에 이미 

선정비는 많이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조성되어 재까지 하는 

선정비도 다수 확인된다.39)39)17세기 반에 조성된 선정비 역시 지 않게 한

35) 金仁杰, 2009 ｢3.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 �한국사 31: 조선 기의 사회와 문화�, 국사편

찬 원회, 112-131면.

36) 이훈상․손숙경 편, 2009 �조선후기 동래의 武廳先生案과 武任 총람�, 동아 학교 석당학

술원 한국학연구소, 9-16면.

37) 양흥숙, 2018 ｢돌에 새긴 선정(善政)과 불망(不忘)｣ �釜山 석문, 역사를 새겨 남기다�, 

부산박물 , 280-290면.

38) �明宗實 � 권26, 명종 15년 10월 丙申, “大司憲吳謙曰, 近來公道日亡, 虛僞成風. 嘗觀守

令等, 以善政立碑之事, 守令善政 , 雖間有之, 或有交結品官, 以杯酒爲歡, 遂成腹心, 甚至

除賦役而賂官物, 以爲 恩之地, 品官感恩, 役愚民而立碑. 若果有善治之實效, 則監司啓聞, 

該曹覈實然後, 雖以一 褒諭, 亦恩寵也, 乃以巧計釣名如此, 其弊有不可勝 矣.”

39) 16세기에 경상도에 세워져 재까지 하는 주요 선정비만 해도 다음과 같이 그 수가 

지 않다. <손 돈권기선정비(孫仲墩權祺善政碑)>(1545년 건립, 상주시 소재), <郡守周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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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세기 후반에 김일손이 ｢ 산 감신담생사당기｣에서 삼국시  이래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벼슬길에 올랐을 것이나 생사당이 건립되었다란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생사당 건립은 입비와는 달리 17세기 

이 까지는 크게 유행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40)40)더욱이 앞서 살폈듯이 18

세기의 조정 신료들 부분은 생사당 조성 문화가 평양에 건립된 이원익 생사당

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생사당 조성이 입비와 비교했

을 때 뒤늦게 유행했음을 시사한다.

상화는 조선 기부터 곧 그려진 회화 장르  하나이지만 상화 제작은 

17세기 후반 이후 더욱 성행하 다. 실제로 공신 책록 때 공신들에게 수여된 공

신상(功臣像)을 제외하면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반 사이에 제작된 상화 

 오늘날까지 하는 작품의 수는 매우 을 뿐 아니라 이 시기의 상화 제작 

사례는 기록상으로도 드물게 확인된다. 다양한 동인(動因)에 의해 매우 다양한 

도상  형식의 상화가 본격 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시 은 17세기 후반 이후

다. 이때 숙종은 거의 200여 년 만에 임 국왕이 자신의 어진을 제작하는 

통을 복구했으며, 각 붕당을 표하는 학자들, 명한 문사들 그리고 고 직 

료들 다수가 생 에 자신의 상화를 남겼다.41)41)이러한 상은 분명 그 이  시

기에는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것이었다. 생사당 조성 문화가 확산된 시 은 곧 

상화 제작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시 과 거의 일치한다. 이 사실은 상화 

장르의 유행이 생사당 조성 문화의 확산을 래한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람들이 생사당이 비석보다 좀 더 수

령의 혜정을 돋보이게 기릴 수 있는 수단이란 을 인지하고 한 상화가 가

鵬善政碑>(1549년 건립, 천시 소재), <신잠유애비(申潛遺愛碑)>(1557년 건립, 상주시 

소재), <부사김 선정비(府使金偉善政碑)>(1579년 건립, 구미시 소재), <유운룡선정비

(柳雲龍善政碑)>(1590년 건립, 구미시 소재), <정익무휼군병청덕선정비(鄭榏撫恤軍兵淸

德善政碑)>(1591년 건립, 고령군 소재).  

40) �濯纓先生文集� 권3, 記 ｢靈山縣監申澹生祠 記｣ “自三國以來數千年間, 名於宦 總總

也。而未聞所 生祠 .”

41) 이성훈, 2019a ｢숙종과 숙종어진(肅宗御眞)의 제작과 안: 성군(聖君)으로 기억되기｣  

�미술사와 시각문화� 24, 25-37면; 2019b �조선 후기 사 부 상화의 제작  안 연

구�, 서울 학교 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  논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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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효용성, 즉 그것이 특정인을 기억하고 기리는 목 에 합한 매체란 사실에 

주목하면서 생사당을 자주 건립하고 상화란 장르를 생사당 건립에 극 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인다.

3. 평양 지역에서의 생사당 조성 추이

조선 후기에 생사당이 가장 활발하게 조성되었던 지역은 평양이었다. 조선시

 평양은 한양 다음으로 큰 도회 으며 평양감사[평안도 찰사]는 지방  에

서는 가장 으뜸으로 치는 자리 다. 평양에서의 생사당 조성 상황을 살피는 일

은 조선시 의 생사당 조성 문화를 반 으로 이해하기 한 제 작업이 될 

것이다. 

평양 지역에 세워진 생사당  그 조성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이원익을 해 건립된 생사당이

다. 1595년경에 평양의 지역민들은 이원익이 평양

감사에서 체임된 뒤 조정으로 복귀하자 그를 

한 생사당을 조성하고 그의 상화를 안하

다.42)42)이때 이 생사당에서는 제향이 이루어졌으며 

선조  최고의 문장가로 손꼽혔던 최립(崔岦, 

1539-1612)이 그 제문을 작성하 다. 최립은 이 

제문에서 임진왜란의 발발과 동시에 도순찰사와 

평안도 찰사로 임명되어 몇 년 간 평양을 다스

렸던 이원익이 우의정으로 조정으로 복귀하자 평

양 사람들이 그간 이원익이 평양에서 펼쳤던 치

을 기리고 그에 한 공경심을 보여주기 해 

생사당을 세웠음을 밝혔다.43)43)그를 한 생사당 

42) �梧里先生文集附 � 권5, 祭文 ｢平壤生祠 祭文[崔岦]｣ “壬辰, 公爲平安道觀察使. 乙未, 

卜相還朝, 西民追思立祠以祭之.”

<그림 1> 작가미상, 이원익 

상, 1595년경, 비단에 색,

166×93cm, 충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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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사실은 조경(趙絅, 1586-1669)과 이식(李植, 1584-1647), 허목 등 동시  

혹은 후 의 문인들에 의해 거듭 언 되었다. 이들은 모두 조선에서의 생사당 

건립이 이원익 생사당의 조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지 하기도 하 다.44)44)충 박물

 소장 <이원익 상>(그림 1)의 뒷면에는 이원익의 (｢평양 생사당을 철거하

고 돌아와서 도상의 배 지 뒤에 쓰다(書箕城生祠撤還圖像褙後)｣)이 힌 문서 

한 장이 덧붙여져 있다. 이 에서 이원익은 자신의 생사당이 건립된 사유를 밝

힌 뒤 자신의 사당 건립이 자신의 뜻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에 그 사당을 철거하

고 사당에 안된 상화를 회수해 왔다고 기록하 다. 한 그는 1604년에 호

성공신(扈聖功臣) 도상을 그릴 때 환수해 온 그 상화를 새롭게 장황해 그의 

자손에게 물려  사실도 언 하 다. 이러한 들로 미루어 이 상화는 1595년

에 평양민들이 이원익을 해 세운 생사당에 안할 목 으로 제작한 상화로 

추정된다.45)45)

임진왜란 에 평양의 지역민들은 이원익을 한 생사당을 세웠다. 이때부터 

어도 1730년 까지 평양 사람들은 평양감사들을 해 생사당을 지속 으로 조

43) 최립이 그 제문에서 언 한 이원익의 치 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쟁

으로 괴된 학교를 복원한 일이며, 둘째는 군사를 일으킬 것을 주장하고 정 병[練兵]

을 양성한 일이며, 셋째는 쟁  일상  삶이 괴된 백성들을 로하고 그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운 일이며, 넷째는 구원병으로 평양에 온 국 장수들을 

히 우하여 국 병사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한 일이다. �簡易文集� 권1, 祭文 

｢爲平壤士民祭李相公生祠文｣ “誠敬之寓, 神明之享, 祭於是名, …… 旣或去我, 何以不忘, 

維敬維誠, …… 有悶其宇, 有儼其像, 我求微精, 孰 其遠, …… 今之上相, 冠冕朝廷, 古先

誰似, 伊尹呂尙, …… 蓋在壬辰, 邦家播蕩, 上保岐坰, 公由八座, 命攬巡鞅, 則尹我京, 安州

之政, 朝藉宿望, 輿聽亦傾, 及公下手, 雖屬草創, 綽然有成, 八路學壞, 斯文幾喪, 公首治黌, 

中外師散, 一旅誰倡, 公勤練兵, 亂離饑疫, 省撫墟莽, 起死以耕, 大援西來, 孚驩軍 , 以無

擾驚, …… 我敢私公, 廟 之上, 久膺丹靑.” 

44) �龍洲遺稿� 권22, 諡狀 ｢領議政完平府院君李公諡狀｣ “凡所臨莅, 吏民愛之如父母, 敬之如

神明. 去則 轅涕泣不忍別. 旣去, 德立碑, 追慕不置, 平壤人至立生祠薦祀. 公潛遣人毁之

而復立, 我國之有生祠自公始.”; �澤 先生別集� 권8, 行狀上 ｢領議政完平府院君李公諡狀｣ 

“凡所臨莅, 吏民愛之如父母, 去則 轅涕泣不忍別. 旣去, 德立碑, 追慕不置, 平壤人, 立祠

薦杞. 公潛遣人毀之而復立, 我國之有生祠自公始.”; �記 別集� 권12, 祭文 ｢祭完平李相國

文(乙亥)｣ “當兵革之際, 社稷幾亡, 生民塗炭, 盡悴驅馳, 勞於四方, 以佐中 之業, 忠義著

於天下, 功德被於草木, 邦人生祭而報之.”

45) 윤진 , 앞의 논문, 173-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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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다. 평양의 생사당은 어떤 방식으로 운 되었을까? �속평양지(續平壤志)�

에는 “생사당은 창 산(蒼光山) 동쪽에 있다. 임진왜란 때 부의 백성들이 감사 

이원익을 해 창건하 다. 이후 감사들의 생사가 같은 당( )에 마련되었다”라

고 설명되어 있다. 이 기록은 평양에서는 감사마다 생사당이 별도로 건립되지 

않았으며 한 채의 생사당 건물 안에 이원익을 비롯한 여러 평양감사들의 상화

가 함께 안되어 있었음을 알려 다.46)46)그런데 앞서 살폈듯이 이원익은 생 에 

자신의 생사당을 스스로 훼철하고 

상화도 집으로 가져왔다고 밝혔으

므로 이원익을 제향한 생사당은 이

원익 사후에 복원되었으며 그의 

상화 역시 그때 재 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기록의 부재로 

생사당의 복원 시 이나 그 상화

의 재 안 시 을 정확히 악하지

는 못하 다.

18세기 반에 여러 평양감사들

의 상화가 안된 생사당 건물은 

�속평양지(續平壤志)�  <평양 부

도(平壤官府圖)>(그림 2)에서 평양 심부로부터 서북 방향의 산기슭에 치해 

있다. 국립 앙박물  <평양성도>(그림 3)에서 이 생사당의 입지를 보다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해문(靜海門)에서 나와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직진하면 

닿는 곳이 바로 창 산이고 그 동쪽 끝 ‘비각’이 치한 곳이 바로 원래 생사당

이 치한 곳이었다. 비각이 자리한 곳과 <평양 부도>(그림 2) 속 생사당이 

46) �續平壤志� 권1, ｢祠廟｣ “生祠 , 在蒼光山東. 壬辰府民爲監司李元翼刱建, 其後監司生祠

皆同 焉.” �속평양지(續平壤志)�는 1727년부터 1729년까지 평안도 찰사를 역임한 윤

유(尹游, 1674-1737)가 편찬한 부지(府志)이다. 이 책에는 1730년 춘(仲春)에 송인명

이 작성한 ｢속평양지서(續平壤志序)｣가 수록되어 있다. 그 서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속

평양지�는 윤유가 편집한 것을 송인명이 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송인명은 1729년 윤7

월에 평양감사에 임명되었다. 

<그림 2> 윤유 편, �속평양지(續平壤志)�  

평양 부도(세부), 1730년, 책 규격

33.9×22.5cm, 국립 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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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곳이 거의 일

치한 것으로 미루어 

이 비각 속 비는 채

제공이 그것이 훼철

된 후인 1774-1775

년경에 그 유허에 

세운 <이원익생사유

허비(李元翼生祠遺

墟碑)>일 것으로 추정된다.47)47)이처럼 생사당은 감 의 각종 시설이 즐비한 내성 

안에 치하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성 내 길목에 치해 있었다.  

이원익 이후 평양감사  다수가 생사당에 안되었다. �속평양지�에는 이원

익 이후 그 책이 편찬된 1730년까지 평양의 생사에 안된 평양감사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48)48)생사당에 안된 평양감사는 이원익을 포함해 총 14인이다. 그

들의 이름과 그들이 부임한 시 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49)49) 

47) � 巖先生集� 권57, 碑 ｢完平府院君李相國[元翼]生祠遺墟碑｣ “嗚呼, 此完平李文忠公生祠

址也. 在昔壬辰之燹, 西京被蠻鋒以刳, 民幾無孑遺, 公之受命按察, 適在其時, 公殫智竭誠, 

卒乃再造一方, 葢師旅渙崩則招裒而鍊肄焉. 天朝大發兵以至, 則接餽而無豪髮漏焉. … 公之

由關西伯拜相以入, 實在乙未六月而生祠成焉. 今年 月適符而遺墟之石立矣. 嗚呼, 事莫不

有莫之爲而爲 也耶. 崇政大夫行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廵察使平壤府尹管餉使

蔡濟恭, 謹書.”

48) 평안도 찰사는 문  종2품이 임명되는 직으로 병마수군 도사(兵馬水軍節度使), 순찰

사(巡察使), 향사(館餉使) 그리고 평양부윤(平壤府尹)을 겸직하 다(이철성 옮김, 

2009 �輿地圖書 平安道� 1, 흐름, 27-28면). 

49) �續平壤志� 권2, ｢宦蹟 觀察使｣ “金起宗[丁卯來, 生祠], …… 閔聖徽[丙子來, 丁丑重來, 

生祠], …… 許積[己丑來, 癸巳重來, 生祠立碑], …… 鄭萬和[丙午來, 生祠], …… 閔維重

[己酉來, 生祠], …… 柳尙運[庚申來甲子重來, 生祠], …… 李世白[乙丑來, 生祠], …… 

李萬元[癸酉來, 生祠], 李濡[甲戌來, 生祠], …… 洪萬朝[戊寅來, 生祠], 趙泰采[庚辰來, 

生祠], 李世載[辛巳來, 生祠], …… 趙泰 [丙戌來, 生祠, 磨崖碑]” �속평양지�에는 1588

년에 부임한 윤두수(尹斗壽, 1533-1601)부터 �속평양지�의 서문을 쓴 송인명(1729년 부

임)에 이르기까지 총 96명의 역  평안도 찰사의 이름과 그들의 부임 시기 그리고 찰

사 별 생사당, 송덕비 등의 건립 황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에는 민성휘가 1636년과 

1637년 두 차례 평양감사에 임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1636년은 오기(誤記)

<그림 3> 작가미상, 평양성도(세부), 19세기, 종이에 색, 각 폭

107.6×37.5cm, 국립 앙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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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익(李元翼)/1592년, 김기종(金起宗)/1627년, 민성휘(閔聖徽)/1630년․1637년, 

허 (許積)/1649년․1653년, 정만화(鄭萬和)/1666년, 민유 (閔維重)/1669년, 류상운

(柳尙運)/1680년․1684년, 이세백(李世白)/1685년, 이만원(李萬元)/1693년, 이유(李

濡)/1694년, 홍만조(洪萬朝)/1698년, 조태채(趙泰采)/1700년, 이세재(李世載)/1701년, 

조태구(趙泰 )/1706년

* 민성휘, 허 , 류상운은 임(重任)   ** 찰사명/부임 연도 

상기의 평양감사들이 평양 생사당에 안된 사실은 이 시기에 활동한 여러 문

인들의 문집에서 부분 확인된다. 이 문집들에는 이 평양감사들의 생사당 안 

사실과 함께 그들이 평양에서 행한 혜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를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민성휘(閔聖徽, 1582-1647)는 1630년 10월에 평양감사에 임

명되어 1633년 8월까지 감사직에 있었다. 그는 평양감사 부임 후 의주성  백

마(白馬), 검산(劍山), 자모(慈母)의 3성을 수축하는 한편으로 선사(宣沙), 량

(廣梁) 등지에도 진(鎭)을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등 지역 내 군사시설 정비에 

극 으로 나섰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1627년 정묘호란으로 괴된 지역 

군사시설을 보강하는 한편으로 청나라의 침입을 비하고자 하 다. 한 병자

호란 때 불탄 향교를 세울 것을 할 고을에 명령하기도 하 다.50)50)정만화(鄭萬

和, 1614-1669)는 재상을 역임한 정태화(鄭太和, 1602-1673)와 정치화(鄭致和, 

1609-1677)의 동생으로 그 역시 주요 앙 요직을 두루 역임한 인사 다. 그는 

청나라 사신이 조선의 통역 들을 박해서 갖가지 요구를 하던 행을 엄격하

게 단속했으며 기아가 발생했을 때는 자비를 들여 진휼에 힘써 수천 명의 유민

(流民)을 살렸다. 한 그는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을 잘 리해 부의 창

고를 가득 채웠다.51)51)홍만조(洪萬朝, 1645-1725)는 평안감사로 부임해서 부의 폐

로 보인다. 그는 1630년과 1637년 두 차례 평안감사에 제배되었다. 

50) �潛谷先生遺稿� 권11, 諡狀 ｢戶曹判書贈領議政閔公諡狀｣ “庚午. 遞歸, 拜右尹, 十月, 除平

安監司. … 公上疏陳祖宗疆土不忍割棄之意, 請修義州城, 爲西邊巨鎭. …… 公又請刷流民

之入內地 , 別築白馬劍山慈母山城, 爲室屋, 具田器, 以給還集之氓. …… 西邊兵火之後, 

學校灰燼, 公命各邑建鄕校, 自中和至義州, 貰馬傳命, 不用民力, 西民感戴, 更借一年, 立生

祠于平壤定州兩處以祀公.” 

51) �宋子大全� 권169, 碑 ｢禮曹參判鄭公神道碑銘[幷序]｣ “翌年丙午元正, … 夏, 西臬當改, 

相臣洪命夏 曰, 鄭某可使, 僚相許積之意亦然矣. 公遂以大司諫超授之. 陛辭日賜 , 諮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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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해결하고 지역의 문풍을 진작시키는 등 지역에 산 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 다. 이  표 인 것이 부임  창고에 보 된 은화를 몰래 빼돌린 장리

(贓吏)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은화를 모두 징수해서 그 우두머리에게는 죄를 주

고 나머지는 사면하여 죄를 묻지 않은 일이었다.52)52)�평양속지�에 언 되어 있지 

않으나 생사당 건립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인물로 1724년에 평안감사에 부

임한 이정제(李廷濟, 1670-1737)가 있다.53)53) 재로선 평양의 생사당에 가장 늦게 

안된 인물은 그로 악된다.

1730년을 기 으로 평양 생사당에는 이원익을 필두로 총 15인의 평양감사의 

상화가 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그런데 평양에는 평양감사 외에 평

양서윤을 한 생사당도 조성되었다.54)54)그러나 평양서윤의 상화들이 찰사들

의 상화가 안된 건물에 함께 안되었는지 혹은 별도의 건물에 따로 안되

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속평양지�에는 평양서윤으로서 생사가 세워

진 인물로 다음의 5명이 소개되어 있다.55)55) 

西事. 日晏乃罷. 公伯仲氏皆有遺愛于本道, 軍民聞公至, 闌道歡迎曰, 眞鄭氏家子弟也. 公爲

治, 視湖嶺有加, 要以約己裕民, 其軍政, 用管氏遺法, 其事不煩而整. 我國 人, 每當北使往

來, 慫臾其間, 使之嚇喝要索, 公防束甚嚴, 習 除. 歲饑, 捐俸設賑, 他路流民得活 亦數

千. 常以蹄收尾洩爲戒, 故薄入而府庫充牣. 以兵曹參判還朝, 西路曾有生祠, 以享李梧里元

翼數公, 至是腏以公像.” 

52) �玉川先生文集� 권40, 墓誌銘 ｢崇祿大夫判敦寧府事兼判義禁府事, 知春秋館事, 世弟左賓

客. 晩 洪公墓誌銘[幷序]｣ “戊寅, 除都承旨. …… 出爲平安道觀察使. 至之初, 鉤校庫

藏銀貨, 覈得 猾宿贓, 捕治繫獄, 盡徵入之, 啓誅首惡, 餘人赦不問. 治學 之中廢 , 招致

生徒, 給其廚饌, 奬勵成材, 文風大振. 出捐錢財, 設廳立馬, 使行輦輸, 不煩民力, 列邑競勸, 

遵爲永䂓. 京司猾胥, 刦攘民田, 締連宮戚, 刑曹受嗾, 左斷符縣割畀, 蔽罪田主, 公上疏理之, 

以直其冤, 至被臺劾, 仍連疏辭職, 上 不許. 庚辰秋, 遞還, 西民繪像而生祠之.”

53) �歸鹿集� 권17, 謚狀 ｢判書李公謚狀｣ “景廟昇遐. 上初卽位, … 擢授平安道觀察使, 有論其

太驟 , 公力辭, 上屢降嚴敎以迫之, 不得已應命. … 公以邊地 尙武事, 非所以敎民親上死

長之義也, 選儒生課學, 飭列邑養士, 有成法, 購燕肆書, 資士取讀, 設壇箕宮故址, 立碑以記, 

買田一區, 用殷尺畫井田, 歲收粟米, 供箕廟粢盛, 所薦文武士三人, 上飭兩銓 用曰, 此李某

所進也. 及罷敀, 箕人立生祠以享之.”

54) 평양서윤(平壤庶尹)은 음 4품의 직 자리이다(이철성 옮김, 앞의 책, 27-28면).

55) �續平壤志� 권2, ｢宦蹟 庶尹｣ “尹世綏[癸未來, 生祠], … 尹趾經[丙戌來, 生祠], … 黃爾

章[辛卯來, 生祠], …李箕獻[乙未來, 生祠],  成壽雄[丁酉來, 生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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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수(尹世綏)/1703년, 윤지경(尹趾經)/1706년, 황이장(黃爾章)/1711년, 이기헌

(李箕獻)/1715년, 성수웅(成壽雄)/1717년                    * 찰사명/부임 년도

상기 5명  윤세수(尹世綏, 1658-1714)와 황이장(黃爾章, 1653-1728)의 생사

당 조성은 그들을 해 작성된 비지류 에서도 확인된다.56)56)

1595년에 이원익을 해 평양 지역민들이 세운 생사당에는 그의 뒤를 이어 평

양에 부임한 감사들의 상화가 제작되어 안되었다. 이원익의 후임자로 윤승

길(尹承吉, 1540-1616)이 평양으로 부임한 해인 1595년 이래 �속평양지�를 편찬

한 윤유가 감사직에서 체직된 해인 1729년까지 총 91명이 평양감사에 임명되었

다. 이들  평양 생사당에 상화가 안된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 인사는 총 

15명이다. 생사당에 제향된 평양감사의 비율은 체 부임 감사의 16.5%에 달한

다.57)57)특정 감사의 생사당 안이 어떤 기 에 의해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생사당에 안된 인사들이 실제로 부민(府民)이 실감할 정도로 혹은 정

부에서 높이 평가할 만큼의 뚜렷한 치 을 남겼는지 등에 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생사당에 안된 인사들에 한정하면 그들을 한 비지류의 에 

그들의 평양 생사당 제향 사실과 함께 평양에서의 그들의 치 이 구체 으로 서

술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어도 생사당 제향이 이들 인사들에게는 

자신들이 펼친 선정에 한 합당한 우로 기억되었음을 보여 다.   

이의 (李義鳳, 1733-1801)은 1760년에 동지사 서장  이휘 (李徽中, 1715- 

1786)의 자제군 으로 연행을 갔다.58)58)이때 그는 평양을 찾아 인 서원(仁賢書

院)에 이어 생사당을 방문하 다. 그의 생사당 방문은 그것이 어도 1760년까

지 운 되었음을 알려 다. 그는 그 사당에서 이원익, 민성휘, 김기종, 정만화, 

56) �黎湖先生文集� 권27, 墓誌 ｢黃海道觀察使尹公墓誌銘[並序○本家用爲神道碑]｣ “爲政, 所

至有聲績. 隋城海西之治, 卓卓皆可記. 而於平壤尤有惠愛, 至設畫像生祠.”; �西 私載� 권

10, 墓誌銘 ｢禮曹參判黃公墓誌銘｣ “ 民繪公像而設生祠, 春秋必祀焉. 寧 善或竪銅碑, 或

自官門至遠村, 竪石至六七. 平壤人, 亦奉公像而俎豆之, 如 安.”

57) 역  평안도 찰사 역임 목록은 다음 책에서 정리한 것을 참조하 다. 이은주 편, 2016  

�평양을 담다: 역주 �평양지�․�평양속지��, 소명출 , 830-834면.

58) 金玲竹, 2015 ｢�북원록(北轅 )�의 1760년 북경(北京)기록: 자제군 (子弟軍官)과 동아

시아 지식인 만남의 재구성｣ � 동문화연구� 90, 7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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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 이만원, 유상운, 홍만조, 이세재, 이유의 상화를 보았다. �평양속지�에 언

된 15인  10인의 상화가 여 히 그곳에 안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그

는 이  이유의 상화만 사당 오른쪽 실에 따로 안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인사들의 상화는 한 방에 함께 걸려 있었다고 기술하 다.59)59) 

평양의 생사당은 1769년 이 에는 훼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769년 4월 27

일에 홍 한은 이원익의 생사당에 한때 30-40명이 제향되었으나 이후 그 사당이 

훼철된 사실을 언 하면서 이원익은 공신이므로 그 생사당을 보수할 것을 

조에게 건의한 바 있었다. 이때 조는 홍 한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60)60)결

국 평양 생사당은 1595년에 건립되어 1760년 무렵까지 운 되었고 1769년 이

에 국가 정책으로 훼철되었던 것으로 악된다. 아마도 조선 후기에 각 지역에 

건립된 생사당들의 운   훼철 상황은 체 으로 평양 생사당의 것과 유사했

을 것으로 여겨진다.

평양은 다른 어느 곳보다 수령  특임  등 앙에서 견된 리들의 생사

당 제향이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이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생사당의 남설(濫設)

에 따른 각종 폐단이 조정에서 본격 으로 논의되었을 때 가장 으로 그 

폐단이 지 된 곳도 바로 평양이었다. 이처럼 평양에서 생사당 조성 문화가 특

히 성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원익 생사당이 평양에 건립된 사실에

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원익이 평양감사로서 선정을 펼친 일과 평양 지

역민이 그의 치 을 칭송할 목 으로 자발 으로 생사당을 조성한 일은 앞서 살

59) �北轅 � 권1, “庚辰七月十二日, …… 十一月初二日, …… 十一日辛亥, 晴寒, …… 至蒼光

山西麓, 訪仁賢書院卽故神護寺址也. …… 歸路入生祠 , 一室奉八觀察像, 李完平元翼, 閔

肅敏聖徽, 金起宗, 鄭萬和, 許積, 李萬元, 柳尙運, 洪萬朝, 李世載也. …… 右 室奉再從曾

大父惠定公像, 皃端而眼細, 又忠厚之氣溢於 表子孫中三陟族叔 中氏略有典刑矣.” 

60) �承政院日記� 1291책, 조 45년 4월 己卯, “蓋成龍 李元翼李恒福李德馨, 皆中 元功, 

而元翼之生祠, 在於平壤, 而其後追入, 殆滿三四十, 故毁之矣. 如元翼之大功臣, 而生祠不爲

修補, 事涉如何矣. 請更問諸大臣而處之, 何如. 上曰, 置之.” 홍 한은 이때 조에게 평양 

생사당에 제향된 인물이 30-40인이라 했으나, 1773-4년에 평안도 찰사를 역임한 채제

공은 20명이 그 생사당에서 제향되고 있었다고 진술하 다(� 巖先生集� 권57, 碑 ｢完平

府院君李相國[元翼]生祠遺墟碑｣ “祠成百五十有餘載, 按使之有去思於民 , 民輒陞配如初. 

又各有像厥位, 並公爲二十. 以濟恭所習聞 之, 延陵君李公萬元, 卽居一於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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폈듯이 당 뿐 아니라 후 의 여러 문인들에 의해 거듭 언 되었다. 이러한 이

유로 평양으로 부임해 온 리들 부분은 이원익의 생사당을 첨배하며 부민들

이 자신을 해서도 생사당을 세워  것이란 기 를 가졌을지 모른다. 이원익

은 당 를 불문하고 사 부들에게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상화가 이원익과 나란히 걸리게 되는 것을 하나의 로 받아들 을 것이라 

생각된다. 평양에서 생사당 조성이 크게 성행한  다른 요인으로 높은 화격(畵

格)의 상화를 생산할 수 있는 화가가 그 지역에서 활동한 사실을 지 할 수 

있다. 특히 생사당 조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7세기 후반-18세기 반

에 평양에는 지역 출신인 조세걸(曺世傑, 1635년경-1704년 이후)과 김진여(金振

汝, 1675-1760)가 한양과 평양을 오가며 활동하 다.61)61)사승(師承) 계에 있는 

이 두 화가는 숙종어진 제작에 주  혹은 동참 화사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앙

의 이름난 학자․ 리들의 상화를 다수 제작한 당 를 표하는 상화가들이

었다. 한편 조선시 에 지역 화단의 활동은 반 으로 부진하 다. 평양과 동래 

지역을 제외하면 일정한 수  이상의 화재(畫才)를 지닌 화가들이 지속 으로 

출 해 활동했던 지역은 거의 없었다.62)62)조선시 의 사 부들은 상화 제작 시

에 무엇보다 핍진성(逼眞性), 즉 상 인물을 방불하게 그리는 것을 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상화에 해 이야기할 때마다 송나라 정이(程頤, 1033-1107)가 

“털오라기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말의 내용을 강조하

61) 조세걸은 두 차례나 주 화사로서 숙종어진을 제작했을 뿐 아니라 박세당(朴世 , 1629- 

1703), 박세채(朴世采, 1631-1695), 김석주(金錫胄, 1634-1684), 이세백(李世白, 1635- 

1703) 등 당 를 표하는 학자․ 리들의 상화를 그렸다. 조세걸의 출신 배경  

상화 제작 활동에 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윤진 , 2006 ｢평양화사 조세걸

의 도사활동과 화풍｣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1(사회평론), 248-255면; 이성훈, 2019a 앞

의 논문, 27-30면; 이성훈, 2019b 앞의 논문, 184, 424-425, 430-433, 614-619면. 김진여 

역시 1713년의 숙종 어진 도사 사업에 동참화사로서 참여했을 뿐 아니라 권상하(權尙夏, 

1641-1721) 등 당 의 이름난 명사들의 상화를 제작하 다. 그의 출신 배경  상화 

제작 활동에 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동수, 2019 ｢玉厓 金振汝(1675- 

1760)와 18세기 반 상화의 一變｣ �미술자료� 81, 115-133면.

62) 동래지역 화단에 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성훈, 2013 ｢海夫 卞持淳과 

19세기 반 동래 지역 화단｣ �미술사학연구� 278, 97-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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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사 부들은 자신의 모습이 제 로 재 되지 못한 상화를 갖는 것

은 그것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 지만 이와 반 로 자신의 모습이 제

로 재 될 수 있다고 단하면 화가 앞에 앉기를 주 하지 않았다.63)63)결국 앙 

화단에까지 명성을 떨친 이 두 화가의 존재는 상화 제작이 수반된 생사당 조

성이 평양에서는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게 만

든다. 후술할 정이지만 재 평양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생사당 

안용 상화 에는 이 두 화가의 화풍이 히 보이는 것들이 일부 포함되

어 있다.

평양에서의 생사당 조성 문화는 략 15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기간 에는 특히 1680- 

1730년에 가장 많은 인물이 생사당에 제향되었

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 다수의 목민 들이 생

사당에 제향된 것은 그 이  시기에는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상이었다. 평양 외 다른 지역

에서도 그 지역 지방 의 생사당 건립 기록은 

1680-1730년의 기간 에 가장 집 으로 확인

된다. <부사 이항 생사비>(그림 4)는 1686년- 

1688년에 동래부사를 역임한 이항(李沆, 1636-?)

의 생사당 터에 세워진 비석이다. 이 비석의 건

립 시 은 1887년이다.64)64)이항의 생사당이 조성

되었던 사실을 기념하기 해 동래 부민이 세운 

이 비석은 조선 후기에 생사당이 경상도의 최남

단에 치한 동래 지역에서도 건립되었을 뿐 아니라 그 생사당이 오랫동안 지역

민 간에 회자되고 기억되었음을 보여 다. 

63) 조선시  상화의 핍진성에 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성훈, 2019b 앞

의 논문, 13-31면.

64) <부사이항생사비>의 면과 후면에는 각각 “府使李公沆生祠”, “崇禎後五丁亥改竪”라 

 있다.

<그림 4> 부사 이항 생사비,

1887년, 돌, 83×27×9cm, 

부산시 동래구 칠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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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양 지역에서의 생사당 안용 상화의 제작

평양 생사당에 제향된 것으로 악되는 인사는 총 15인에 이른다. 이  <이

원익 상>(그림 1)은 이원익을 한 생사당이 조성되었을 때 그 사당에 걸렸던 

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화에서 이원익은 운학(雲鶴) 흉배가 부착된 청색의 

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는 우측을 향해 있으며 왼손으로는 (金帶)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부채를 쥐고 있다. 그가 앉은 교의에는 호피(虎皮)가, 족좌 (足座

臺)가 놓인 바닥에는 화문석이 깔렸다. 이러한 표 들은 이 상화를 17세기 

반의 형 인 공신상의 것과 구분시켜 다. 특히 호피와 를 잡은 손 표  

그리고 운학문의 흉배 등은 국 상화의 표  요소를 반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화문석  우측을 향한 자세 등은 이 상화의 화가를 우리나라 사람으

로 볼 수 있게 한다. 

평양 생사당에 안된 상화  상당수는 그 사당의 훼철 후에도 보존된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추정하는 이유는 그 사당이 훼철될 때 혹은 그 이  어느 

시 에 제향 인물들의 후손들이 그 상화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가져간 사례들

이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1721-1722년에 목호룡(睦虎龍, 1684-1724)의 고변으

로 신임사화(辛壬士禍)가 일어나자 노론의 일원으로 유배지에 있던 이의 은 평

양 생사당에 안되어 있던 자신의 부친 이세백의 상화를 가져와서 그것을 

패와 함께 여양사(麗陽祠)란 사당에 안하 다. 그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부친의 상화가 소론의 수로서 그 사화를 주도한 조태구의 상화와 함께 평

양 생사당에 걸려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65)65)평양의 사례는 아니지만 다른 지

방의 경우 조 에 거듭 시행된 생사당 훼철 때 생사당에 안된 상화가 제

65) �陶谷集� 권31, 書牘 ｢ 洪甥[得福]｣ “ 盟祭果行於十二, 而只以睦漢 勳云耶. 功臣嫡長

之參 , 非時輩而參之 , 某某人云耶. …… 院宇事, 箕城生祠畵像, 奉來之後, 以位版竝

享於驪陽祠. 此則乃是生祠類, 絶異於祠宇書院, 而新以趙泰 入享, 故必欲撤去而爲此也. 

痛心痛心.” 이의 은 그의 외조카인 홍득복(洪得福, 1684-1732)에게 쓴 편지에서 목호룡

이 홀로 공신에 책록된 사실을 언 한 뒤 평양 생사당에서 그의 부친의 상화를 가져온 

사실을 기록하 다. 따라서 그가 홍득복에게 편지를 쓴 시 은 신임사화가 일어난 직후

던 것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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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인물의 후손가로 보내진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된다. 박규세(朴奎世, 1647-?), 

홍구정(洪九鼎, 17세기 활동)은 1700년을 후한 시기에 삼등 령(三登縣令)으

로 부임했고 이 무렵에 그들을 한 생사당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조에 의해 

생사당 훼철령이 시행될 때 이 생사당들은 철거되고 각 생사당에 안된 상화

는 그들의 집으로 보내졌다.66)66)조명리(趙明履, 1697-1756)는 자신의 종조(從祖) 

조형기(趙亨期, 1641-1699)의 생사당이 있었으나 생사당 령이 시행되자 본가

에서 그 화상을 가져왔다고 조에게 말한 이 있다.67)67)이러한 이유로 재 

하는 상화 에는 생사당 안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본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 소장 <허  상>(그림 5)은 평양 생사당에 안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화의 이모본이다. <허  상>은 1796년에 이모된 본으로, 그 원본은 허 (許

積, 1610-1680)이 44세 되던 해인 1653년에 제작되었다. 이 상화의 우측 상단

에는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領議政兼領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許積眞”, “孝廟癸巳平安道觀察使時四十四歲本”, “當宁二十年丙辰七月重摹”란 

씨가 3행에 걸쳐  있다(그림 5). 특히 제 2행에는 이 상화의 원본이 그가 

평안도 찰사일 때 제작된 것이란 사실이 밝 져 있다. 허 은 1649년에 이어 

1653년에 평안도 찰사에 다시 제배되었으며 1653년에 부임한 이후에는 1655년

까지 찰사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8)68)이로써 이 상화의 원본은 바로 평

양 생사당에 안되었던 허 의 상화임을 알 수 있다. 

1795년 10월 21일에 허 의 후손은 허 의 작을 회복하는 것을 명한 교지를 

조정으로부터 받았다. 이때 받은 교지 역시 재 허 의 후손가에 한다.69)69) 

1795년 10월 12일에 형조(刑曹)에서 충주의 유학(幼學) 허복(許澓, 18세기 말 

66) 具玩 , 앞의 논문, 81-82면.

67) �承政院日記� 1108책, 조 30년 6月 戊午, “明履曰, 臣之從祖亨期, 有生祠 , 而其後生祠

有禁令, 故本家推來畫像矣.” 

68) 이은주 편, 앞의 책, 558면.

69) 허 의 작 회복 교지 원문은 다음과 같다. “敎旨. 許積爲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

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 乾隆六十年十月二十一日[復官爵事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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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그의 5 조인 허 을 신원(伸冤)시

키고 직을 회복시켜  것을 요청한 사실

을 알리며 이를 시행하지 말 것을 정조에게 

진달하 다. 이에 정조는 경신년(1680)의 일

에서 허 이 죄를 짓지 않았음은 공사의 문

을 통해 알 수 있으나 당화(黨禍)로 막  

그의 작을 회복하는 일이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허 을 신원시키고 삭직한 

벌을 용서해  것을 명하 다.70)70)정조의 이

러한 조치에 해 여러 신하들이 반  의견

을 내고 심지어 남인의 수 채제공마  정

조에게 그 명을 거두어  것을 건의하 으

나 정조는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71)71)

<허  상>(그림 5)의 모 시 이 허 이 

신원된 해의 그 이듬해 7월이므로 이 상화

의 제작은 허 의 작 회복과 연계되어 이

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이 상화

70) �正祖實 � 권43, 정조 19년 10월 己丑, “刑曹啓 , …… 忠州幼學許澓, 爲其五代祖積雪冤

復官事也. …… 復許積官爵. 敎曰, 此大臣事, 嘗有所深量 . …… 庚申事實, 昭載公私文蹟, 

人孰不知, 而其中心可恕, 而跡不犯 , 一曰筵奏, 二曰囚供. 然而黨禍錮, 而人無自立之定見, 

百有餘年之間, 事關故相, 置之不 提之科, 是豈義也理也哉. …… 卽我聖祖初元之再周甲也. 

以伊時爲院相 , 若於此年, 得蒙霈典, 此亦仰體中一事. 故領議政許積, 雪其齎冤, 宥其削

職.” 정조는 1795년이 숙종이 즉 한 지 120년이 되는 해인 을 들어 숙종 에 재상을 

지낸 이들에게 은 을 베풀어야 한다는 을 허  신원의  다른 명분으로 내세웠다.

71) �正祖實 � 권43, 정조 19년 10월 庚寅, “副校理金羲淳上疏曰, 噫, 賊積果何等惡 也. 竊

國柄, 締結 宗, 終使悖子, 潛主不軌. 己巳復官之時, 雖以權大運、睦來善之甘心護黨, 尙

以爲. 積之收司, 在所難免云, 則可見王法之不可低仰. …… 右議政蔡濟恭上箚曰, …… 夫許

積之死, 一則由於體府之設也, 一則由於賊子之綢繆 宗也. …… 身爲當國首相, 不能斷以大

義, 毅然爲石碏之事, 卒使之不軌陰 , 自其家釀出, 在家不知, 臣未之信也. 以是 之, 許積

之斷案, 不待他求, 而今於百年之後, 丹書無痕, 爵秩如 , 此豈可使聞於隣國乎. 伏願亟寢

成命.”

<그림 5> 이명기(추정), 허

상, 1796년, 비단에 색,

107.6×37.5cm, 허  종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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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8세기 후반을 표하는 상화가 이명기(李命基, 1756-?)의 화풍이 반 되

어 있는 은 이 상화가 정조의 지시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허  상>(그림 5)에서 허 은 학흉배가 달린 흑단령과 학정소 (鶴

素金帶)를 착용하고 오사모를 쓰고 있다.72)72)�경국 �에 소 는 종2품의 품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는 허 이 평안도 찰사직(종2품직)에 있었던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상화 속 복과 교의의 형태는 17세기에 제작된 

상화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한 이 그림에는 복과 교의 표  등에 

음 법이 두드러지게 용되어 있으며 한 17세기 말 이 에 제작된 상화에

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형식의 학흉배가 그려져 있다. 이로 미루어 이 상

화의 화가는 원본을 충실히 모사하는 신에 이모 당시의 화풍을 반 하는 한편

으로 이모 당시에 유행한 표  요소들을 극 활용해 이 그림을 완성했던 것으

로 보인다. 이 그림에는 17세기 반의 공신상에서 일반 으로 확인되는 채 이 

있지만, 이 채 의 문양은 이 시기 공신 상의 것보다 훨씬 단순하다. 이처럼 

<허  상>에 이모 당시의 화풍이 좀 더 하게 반 되어 있는 데다 이모 당

시의 표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은 이모 당시 그 원본의 상당 부분이 손상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물론 그 화가나 그 후손들이 이와 같이 

표 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평양 생사당에 안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작품으로 서울 학교박물  

소장 <이만원 상>(그림 6)이 있다. 재 이만원의 상화는 그의 생 에 제작

된 17세기 본과 1792년에 이모된 본 등 2 이 한다(그림 6, 그림 7). 이  

1792년에 제작된 이모본 우측 상단에는 “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

72) 조선시  품 는 그것의 띠바탕에 달리는 ‘띠돈’이라 불리는 장식 의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서 (犀帶)․ (金帶)․은 (銀帶)․각 (角帶)로 분류된다. 이  와 은

는 띠돈 표면이 조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삽 (鈒帶)와 소 (素帶)로 나 어진다. 

한 와 은 는 오로지 과 은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이

보다 그 테두리만 과 은으로 두르고 침향(沈香), 학정(鶴 ), 모(玳瑁) 등의 재료로

써 띠돈을 만드는 경우가 보다 일반 이었다. 이은주, 2011 ｢조선시  품 의 구조와 세

부 명칭에 한 연구｣ �복식� 61-10, 142-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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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巡察使館餉使, 平壤府尹, 延陵君, 二憂 李先生, 諱萬元, 字伯春眞”과 “聖像十

六年壬子, 改摸於漢陽之報恩洞每善 , 距初摸爲一百年”라 힌 씨가 있다(그림 

7). 이 상화에 기록된 직들은 바로 그가 평안도 찰사로 부임해서 겸직한 

것들이다. ‘두 번째 모사한 것과 처음 모사한 것의 시간차가 100년이다(距初摸爲

一百年)’란 기록으로 미루어 모본의 제작 시 (1792)은 그가 평안도 찰사로 

부임한 해인 1693년을 기 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상화의 원본 그

림의 제작 시 은 바로 이 해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채제공은 1792년에 이

만원의 후손들이 부강 당(芙江影 )에 안되어 있던 그의 상화를 서울로 가

져와 그것을 이모하고 그 원본을 동년 8월 9일에 그 당으로 환안(還安)한 일

을 기록하 다.73)73)이때 부강 당으로 환안한 상은 원본과 이모본 2 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상화의 왼쪽 상단에는 채팽윤(蔡彭胤, 1669-1731)이 작성

한 것을 채제공이 1792년에 쓴 화상찬문이  있다.74) 따라서 이만원을 그린 

두 상화는 바로 이 이모 작업 때 본으로 쓰인 부강 당본  이 본을 이모

한 본으로 여겨진다. 이  자의 상화가 바로 1760년까지 평양 생사당에 

안되어 있었던 본으로 추정된다.

73) � 巖先生集� 권38, 祭文 ｢還安祝文｣ “二憂 李先生影幀, 自芙江影 , 奉來京師, 移摸禮

畢, 用壬子八月九日, 奉往于芙江. 外從孫左議政蔡濟恭, 使先生宗孫寬基替告曰, 伏以 影

描取, 新幀利成, 鬚髯如動, 阿睹 精, 韓魁范傑, 是處得來, 子生後, 恨不躳陪, 京師信美, 

非所妥靈, 宛彼芙岡, 院臨汀, 於焉還奉, 士民迎喜, 吾道悠悠, 萬代千禩.”; � 巖先生集�

권38, 祭文 ｢二憂 李先生影幀移安祝文｣ “維昴維箕, 天宇渺漭, 孰如眞像, 千古景仰, 像在

于 , 歲久漫漶, 一幅移描, 其徐其緩, 羣議僉同, 暫就京國, 日吉辰良, 毋憚行役.” 부강 당

은 충청도 공주에 있었다(�列邑院宇事蹟� 8冊, “公州 芙江影 .”)

74) 이 그림에 힌 화상찬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砥柱障瀾, 陽春煦物, 間氣之發, 是琦是

弼, 世有理亂, 我操其具, 薄施糠粃, 憗絶千古. 侍生平康後人希菴蔡彭胤贊, 外從孫左議政蔡

濟恭七十三歲敬書.” 이 화상찬은 채팽윤의 문집에도 실려 있다. 다만 ‘理亂’과 ‘施’의 자

가 그 문집에는 ‘安危’와 ‘試’로  있다(�希菴先生集� 권29, 贊 ｢二憂 李公[萬元]畫像

贊｣ “砥柱障瀾, 陽春煦物, 間氣之發, 是琦是弼, 世有安危, 我操其具, 薄試糠粃, 憗絶千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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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세걸(추정), 

이만원 상, 1693년,  

비단에 색, 166×86.9cm, 

서울 학교박물

<그림 7> 이명기(추정), 

이만원 상, 1792년, 비단에 

색, 161.3×85.5cm, 

서울 학교박물

<그림 8> 조세걸(추정), 

박세채 상, 17세기 말, 

비단에 색, 180.7×94cm, 

경기도박물

<이만원 상>(그림 6)은 이만원의 무릎 부분에서 발목 부분까지가 크게 훼손

된 상태로 하 다. 재는 이 훼손된 부분의 복원이 이루어졌다. 이 상화에

서 이만원은 정면을 보고 있으며 오사모와 녹색의 단령 그리고 학정 를 착용

하고 있다. 학정 는 종2품직인 찰사직에 부합한 것이다. 다만 단령에 부착

된 흉배문양은 공작, 기러기[雁], 학  어느 것을 표 한 것인지를 단정하기 어

려울 정도로 그 형태가 모호하게 표 되어 있다. 이 날짐승 문양은 �경국 �

에 1․2품의 문 이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된 공작과 운안(雲雁) 문양이 18세기 

이후 학 문양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과도기의 것으로 보인다.75)75) 

<이만원 상>(그림 6)의 화가는 조세걸(曺世傑, 1635년경-1704년 이후)로 여

겨진다. 그는 평양 출신으로 1689년  1695년 숙종의 어진 제작 시에 주 화사

로서 활약하고 1694년에는 복훈(復勳)된 보사공신(保社功臣)의 상화를 다른 

75) 이 흉배 문양은 명나라에서 2품 리가 착용하는 계(金鷄)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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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들과 함께 제작하는 등 17세기 후반의 가장 이름난 상화가 다.76)76)이 

상화의 화가를 조세걸로 추정한 이유는 이 그림의 회화 양식  여러 표 요소

들이 <박세채 상>(그림 8)의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두 그림에서 표피

(豹皮)의 표범 머리 부분은 족좌  아래에 놓이고 그것의 앞다리와 뒷다리 부분

이 좌우 칭으로 교의 양쪽에 걸쳐 있으며 족좌 는 능화형(稜花形) 모양으로 

그 이 여 있다. 이 외에도 인물이 신은 흑화(黑靴)의 형태, 오사모의 양 날

개의 문양 모양, 복을 입은 몸체의 체 인 윤곽 그리고 호피(虎皮)의 문양 

등에서 두 그림은 서로 매우 비슷하게 표 되었다. 마지막으로 인물이 마치 왼

편으로 기운 듯 묘사한 것이나 마치 소묘를 하듯이 여러 차례의 붓질을 통해 얼

굴 윤곽과 주름을 표 한 방식이 두 그림에서 공통 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들로 인해 두 그림의 작가는 동일 인물로 악된다. 한편, <박세채 상>(그림 

8)의 화가가 조세걸임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박세채의 외손자 신경(申暻, 

1696-1766)은 자신의 집안 가묘에 안된 외조부의 상화를 조세걸이 그렸다고 

기록했는데, <박세채 상>이 바로 그 상화  한 으로 여겨진다.77)77) 

성수웅(成壽雄, 1659-1718)은 1717년에 평양서윤에 임명되었으며 그가 평양지

역의 생사당에 제향된 사실은 앞서 이미 확인하 다. 국립 앙박물  소장 <성

수웅 상>(그림 9)의 화면 상단 회장 부분에는 “서윤성공수웅화상(庶尹成公壽

雄畵像)”이라  있다.78)78)평양에서의 생사 건립 사실이 확인되고 그 상 

에 ‘서윤’의 직명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상화는 성수웅이 평양서윤을 

역임했을 당시 생사당 안용으로 제작된 그의 상화로 추정된다.79)79)이 상화

76) 이성훈, 2019a 앞의 논문, 27-30면; 復勳都監 編, �復勳都監 軌�(국립 앙박물  보 ), 

｢二房 軌畫像色｣ “畫員尹商翼, 劉宗建, 卞良, 宋昌燁, 曹世傑, 韓後邦[印札畫員]” 

77) �直菴集� 권20, 遺事 ｢外祖 玄石朴先生遺事｣ “先生畫像有數本, 一則奉安于家廟, 一則羅

州潘南冶川二先生書院, 先生亦入享故奉安, 先生書院亦有屢處, 移摹多本, 並安各處儘好. 

而家廟奉安本, 以程冠道袍畫得, 羅州奉安本, 以公服畫得, 公服非本色. 若有移摹之事, 則當

從家廟本矣. 先師嘗有贊詞, 若有移摹之日, 則 亦似完備矣. 出草畫史, 卽平壤人曺世傑

此其姓名, 亦不可使無傳也.”

78) 국립 앙박물  편, 2008 �조선시 상화� Ⅱ, 국립 앙박물 , 235면.

79) 이 그림에 힌 ‘서윤’은 그 서자(書 )가 성수웅이 역임한 직  가장 고 (高位)의 

직명 혹은 최종 직명을 쓴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는 1715년 평양서윤보다 높은 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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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수웅은 단학(單鶴) 흉배가 달린 단령과 삽은 (鈒銀帶)를 착용하고 있

다. 은테로 둘러싸인 띠돈의 재료는 나무 종류로 보이며 조각이 되어 있다. 서윤

은 종4품직이지만 성수웅이 정3품직의 것이 삽은 를 착용한 것으로 미루어 당

시 그의 품계는 정3품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80)80)이 상화에서는 가장 주목되

는 표   하나는 안면 묘사에서 음  부분이 검붉은 색으로 면 단 로 짙게 

채색된 것이다(그림 9). 

<그림 9> 작가미상, 성수웅 

상, 1717년(추정), 

비단에 색, 134.5×70.7cm, 

국립 앙박물

<그림 10> 작가미상, 

이인엽 상, 1697년, 

비단에 색, 150.5×87cm, 

경기도박물

<그림 11> 작가미상, 

이덕성 상, 1696년, 

비단에 색, 167×99cm, 

부산박물

이러한 표  방식은 평양 출신 화사 김진여가 구사한 상화풍을 연상시킨다. 

인 부평부사(富平府使, 종3품)에 제수 받은 일이 있으므로 이 사례는 첫 번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1718년 평양서윤으로 근무 에 사망했으므로 ‘서윤’은 성수웅의 

최종 직명일 수는 있다(�承政院日記� 511책, 肅宗 44年 11月 丙戌, “平安監司書目, 平壤

庶尹成壽雄, 今月初八日身死事”).

80) 성수웅이 착용한 은 의 띠돈은 조각이 되어 있으므로 이 은 는 일종의 삽은 로 볼 수 

있다. �경국 �에 삽은 는 정3품직이 착용하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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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능화형 모양의 족좌 는 조세걸의 것으로 상정한 작품들에서 확인되는 것

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작가는 김진여 혹은 어도 그의 향을 받은 평양 출

신 화사로 한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처럼 가정하면 이 상화를 평양

서윤으로 재직 이었을 때의 성수웅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좀 더 강하게 추정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인엽(李寅燁, 1656-1710)은 감진어사(監賑御史)로 평안도에 견된 후에 그 

지역에 그를 한 생사당이 건립된 인사로 주목된다. 그의 생사당 조성 사례는 

생사가 지역의 수령뿐 아니라 임시 견된 특임 을 해서도 건립되었음을 보

여 다. 이인엽의 상화는 재 복본 신상 2본, 유복본 반신상 1본, 복본 

반신상이 1 이 하고 있다. 이  복본 신상 한 에는 ‘監賑御史李公寅

燁’이라  있다(그림 10). 감진어사는 조선시  기근(飢饉)이 들었을 때 임

이 지방에 견했던 특명 사신을 일컫는다. 이인엽이 이조, 조, 병조, 호조 서 

 제학 등 여러 고  직을 두루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직이라 할 수 

있는 감진어사의 직명이 그의 상화에 기재되어 있는 은 이 상화가 그가 

실제 그 직책을 수행할 당시에 제작된 것일 수 있음을 말해 다. 그는 1697년 1

월부터 7월까지 평안도감진어사를 맡았다. 이 외에 그가 감진어사에 임명된 기

록은 찾을 수 없다.81)81)한편 �경주이씨세보(慶州李氏世譜)�에는 그가 그 직 수행 

후 그를 한 생사당이 건립된 사실이 언 되어 있다.82)82)이로 미루어 <이인엽 

상>은 1697년 그가 평안도감진어사에 임명된 후에 제작된 생사당 안용 상

화로 추정된다. 실제 이 상 속 이인엽은 상당히 은 모습으로 그려져 40  

81) 숙종  평안도에 감진어사를 견한 것은 1697년(숙종 23) 이인엽의 사례가 유일한 것으

로 악된다. 숙종 이후로 넓 서 살펴보면 조 23년에 任璞을, 순조 12년에 李惟命을 

견한 사실이 확인된다. �肅宗實 � 1697년 1월 23일자 기사에서 이인엽은 平安道監賑

御史로 견되어 임지로 갈 정인 것으로, 同年 7월 3일에 復命한 것으로 보고된다(�肅

宗實 � 권31, 숙종 23년 1월 乙亥, “副應敎李寅燁, 關西設粥之有弊[寅燁以平安道監賑

御史, 今 下去]. 上曰, 下去後, 道臣相議, 便宜從事.”; �肅宗實 � 권31, 숙종 23년 7월 

辛巳, “平安道監賑御史李寅燁復命”). 따라서 이인엽이 평안도 감진어사직을 수행한 시기

는 1697년 1월부터 6월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82) �慶州李氏世譜� 권10(1907년 李鍾弼 序), 7-10면, 光10, “寅燁. … 孝廟丙申生, 甲子進士, 

丙寅文科, 入翰苑, 歷銓郞, 監賑關西, 列邑立碑又建生祠 , 以應敎擢拜海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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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처럼 보인다(그림 10). 이 상화는 평양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

만, 이 그림에서 평양 출신 화사 조세걸이나 조세걸의 화풍은  보이지 않는

다. 최소한의 선으로 인물의 과 코의 윤곽을 그리고 그 선묘 주변에 먹을 선

염해 음 을 표 한 방식은 조세걸의 것으로 상정한 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

는 것이다. 이목구비가 간략히 그려진 것과 달리 곱슬곱슬한 수염은 세선(細線)

으로 매우 사실 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수염 표 은 1696년 작 <이덕성 

상>(그림 11)의 것과 유사하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에 활동한 상화가 

 이러한 표 을 구사한 화가를 제시하기 어려워 아직은 이 상화의 화가를 

특정할 수는 없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생사당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곳에 안된 상화를 

찾아 제시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시도일 수밖에 없다. 조선시 에는 한 인물이 

여러 다른 계기로 생 에 자신의 상화를 수차례 제작한 사례가 지 않았다. 

따라서 문헌에서 그의 생사당 조성 사실이 확인되고 그의 상화도 한다 할지

라도 그 상화의 화면에 그것이 생사당 안용 그림이란 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것을 생사당 안용으로 단정하기란 쉽지 않다. 아직까지 화면에 

생사당 안 사실이  있는 상화는 없다. 앞서 일부 상화들을 생사당 

안용으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그림에 그가 특정 지역의 수령 등을 역임한 

사실 등이  있는 데다 그를 한 생사당 건립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둘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특정 상화를 생사당 안용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말 이후에 생사당 조성 사

례가 기록으로 무수히 하는 것을 보면 하는 복본 상화  일부를 생

사당 안용으로 상정하는 것이  무리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5. 생사당 안용 상화와 ‘양신(良臣)’의 이미지

<이만원 상>(그림 6)에서 이만원은 당상 의 흉배가 부착된 흑단령, 자신의 

품계를 알려주는 (金帶) 그리고 리의 모(帽)인 오사모를 착용하고 공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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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앞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표피가 놓인, 흑칠이 된 교의에 앉았으며 발은 붉

은 색으로 칠 된 족좌 에 두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세로 길이가 170cm에 달

하는 큰 화폭에 그려졌다. 그 결과 이만원은 엄 있고 당당한 고  료이자 

평양과 평안도 일 를 다스린 목민 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앞서 필자가 평

양 지역 생사당에 안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상화들 속 인물들 역시 모두 이

만원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 상화들의 이러한 도상(圖像)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신숙주 상>(그림 12)은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1455년에 좌익공신

(佐翼功臣) 1등에 책록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상화로 추정된다.83)83)이 

상화에서 신숙주는 백한(白鷳)이 수놓인 녹색의 단령을 입고 있으며 허리에는 

삽은 (鈒銀帶)를 착용하고 있다. 한 왼편으로 몸을 약간 비튼 채 교의에 앉

았고 발은 족좌 에 올려놓았다. 세로 길이가 2m에 달하는 큰 화폭에 그려진 

신숙주는 매우 장 해 보인다. 첨배객들은 신숙주가 실제 모습보다 좀 더 크게 

묘사된 이 상화를 보고 어떤 압감을 느낄지 모른다. <정탁 상>(그림 13)

은 정탁(鄭琢, 1526-1605)이 1604년에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에 녹훈되었을 때 

역시 국가로부터 그려 받은 상화이다. 정탁이 착용한 단령과 오사모의 형태는 

신숙주가 입은 것과 다르지만 이 상화의 형식은 <신숙주 상>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즉, 정탁은 신숙주처럼 역시 복 차림을 한 채 족좌 에 발을 두고 

교의에 앉아 왼편을 향한 모습으로 표 되었다. 다만 <정탁 상>에만 바닥에 

채 이 그려져 있다. 

화폭의 규격이 거의 비슷하고 그 주인공이 취한 자세와 착용한 복식이 거의 

동일한 에서 <이만원 상>으로 표되는 평양 생사당 안용 상화의 도상

83) 신숙주는 수양 군이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 정난공신 2등에 책훈되었으며, 

1455년에 수양 군이 왕 에 올랐을 때에는 좌익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한 성종이 즉

한 1469년에는 좌리공신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그는 서로 다른 시 에 제작된 3 의 

공신상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화에서 신숙주의 복에 수놓인 흉배 문양은 

백한(白鷳)이며, 그가 착용한 는 삽은 (鈒銀帶)이다. 이러한 복식은 3품 의 것이다. 

1453년, 1455년, 1469년  그가 3품 에 있었을 때는 1453년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상화는 신숙주가 1453년에 국가로부터 수여 받은 공신상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미, 2009 

�한국의 상화: 形과 影의 술�, 돌베개, 439-440면. 



조선 후기 생사당(生祠堂) 건립과 생사당 봉안용 초상화의 제작·421

은 <신숙주 상>이나 <정탁 상> 등 조선시  내내 그려졌던 공신상의 것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란 은 어렵지 않게 유추된다(그림 6, 그림 12, 그림 13).84)84) 

생사당 안용 상

화들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 수

령의 모습을 남길 의

도로 제작되었으므로 

그 그림 속에서 주인

공이 착용한 복식이나 

그가 취한 자세는 매

우 다양했을 수도 있

었다. 그 주인공은 단

령 외에 유복과 편복

(便服), 군복 등 각종

의 복식 혹은 시복이

나 조복(朝服) 등  

다른 종류의 복을 

입었을 수도 있었다. 한 그는 바닥에 바로 앉은 모습으로 혹은 야외의 어떤 

공간에 서거나 앉은 모습으로 그려졌을 수도, 비용 문제 등으로 작은 화폭에 그

의 반신(半身)만 그려졌을 수도 있었다.85)85)조선시 에는 이러한 도상  형식의 

84) <신숙주 상>  <정탁 상>에서 주인공이 측면을 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만원 

상>에서 주인공은 정면을 향한 모습으로 표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이만원 상>은 

앞의 두 상화와 분명히 구분된다. 

85) 먼  조선 후기에 그려진 상화에 표 된 주인공의 복색은 매우 다양하 다. 유복(儒

服)으로는 심의(深衣), 학창의(鶴 衣), 난삼(襴衫), 도포 등이 그리고 복으로는 상복

(常服), 시복(時服), 조복(朝服), 군복(軍服) 등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이 시기의 상

화들 속 주인공들의 자세 역시 매우 다양하 다. 교의에 앉은 모습 외에도 서 있거나 바

닥에 앉았거나 혹은 바 에 앉은 모습으로 표 된 상화도 있다. 이 외에 반신만 그려

진 상화도 매우 많이 제작되었다. 조선시  상화의 도상  상용형식 등에 해서는 

다음 논 를 참조할 수 있다. 趙善美, 1983 앞의 책, 183-357면.   

<그림 12> 작가미상, 신숙주 

상, 1454년, 비단에 색, 

167×109.5cm, 후손가

<그림 13> 작가미상, 정탁 

상, 1604년, 비단에 색, 

167×89cm, 청주정씨약포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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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들이 실제로 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앞서 생사당 안용 

그림으로 제시한 상화들은 모두 공신상의 형식과 도상을 따르고 있다. 그 

상화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흉배가 달린 단령, 품 , 오사모를 착용한 채 교의

에 앉았으며 두 손은 공수하고 발은 족좌 에 올려놓았다. 이른바 ‘ 신교의좌상

(全身交椅坐像)’의 도상  ‘ 복’의 상화 복색(服色)은 공신상뿐 아니라 생사

당 안용 상화에서 일 되게 확인된다. 그 다면 생사당 안용 상화의 도

상  복색이 공신상의 것을 따른 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이었을까? 생사당 안

용 상화는 사당 내에 안되어 사람들의 제향  첨배(瞻拜)를 받게 된다. 그

런 만큼 그 주인공이 엄 있고 근엄한, 공무를 수행 인 수령의 모습으로 형

상화될 것이란 은 충분히 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복을 착용한 모습

으로 표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조선 부터 18세기 까지 공신상은 지속 으로 제작되었다.86)86)동일한 성격

의 상을 몇 백 년 동안 반복 으로 그리는 일은 국 상화사에서도 왕조 교

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황제의 상화 제작을 제외하면 별달리 확인되지 않는

다. 복식 제도의 변화에 따른 복식 표 과 그림에 용된 화풍이 각 시기마다 

조 씩 변화했지만 공신상 제작에서 ‘ 신교의좌상’의 도상  ‘ 복’의 복색은 

30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그 결과 ‘ 복의 신교의좌상’으로 요약될 

수 있는 공신상의 도상은 곧 ‘충신(忠臣)’  ‘양신(良臣)’의 이미지로 사 부들

에게 뚜렷이 각인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사당 조성이 본격화되었을 때 특정 

수령의 혜정에 보답하고 그를 기리고 추모할 목 으로 그의 모습을 포착한 상

화의 제작을 주도한 사람들은 그가 후 에도 리, 곧 양신으로 인식되고 기억

되기를 간 히 희망하 을 것이다. 17세기 이후 생사당 조성이 본격 으로 유행

했을 때 그 상화의 제작을 담당한 화가들  그 제작을 의뢰한 사람들이 그 

그림의 도상과 복색을 공신상에서 그 로 가져와 쓴 것은 바로 그들이 공신상의 

도상과 복색을 곧 ‘양신’의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신 책록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18세기 반 이후에도 사

86) 趙善美, 1994 �韓國肖像畵硏究�, 悅話 , 183-255면; 權赫山, 2007 ｢朝鮮中期 功臣畵像에 

한 硏究｣, 홍익 학교 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 논문, 230-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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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의 상화 제작 시에 ‘ 복의 신교의좌상’의 공신상 도상이 반복 으로 

사용된 것 역시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이러한 도상의 상화 부분이 국왕의 지시로 그려진 당  최고 직 

료들의 그림들이란 에 주목하면 이 상화들의 제작 과정에서도 공신상 속 양

신의 이미지가 극 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87)87)‘ 복의 신교의좌상’

의 상화는 공신상 제작이 단된 이후에도 지속 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상

화가들이 공신상의 도상과 형식을 행 으로 답습해 쓴 결과가 아닌 오히려 그 

도상 속 ‘양신’의 이미지가 반복 으로 사용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 에 리들은 자신들이 ‘양신’ 혹은 ‘ 리’로 기억되고 추모되는 것에 

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사 부들의 이러한 열망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교  가치 을 교육 받고 역  국 사서(史書) 등을 독서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다. 유교  소양을 쌓기 해 사 부들이 읽은 이러한 책들에는 

국 역  왕조에 직했던 다수의 리들이 자신들이 펼친 선정이나 치 으로 

‘양신’, ‘ 리’로 칭송을 받은 내용의 일화들이 무수히 소개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화들에서 ‘입비’ 그리고 ‘입사’는 그 주인공들이 ‘양신’ 혹은 ‘ 리’ 음을 입증

하는 일종의 물증이자 혹은 그 증거로 언 되는 것이었다.88)88)앞서도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조선시  여러 인물의 비지류의 에는 그가 출사했을 때 ‘양신’ 혹

은 ‘ 리’로 인정을 받았다는 일화가 거의 항상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해 가장 빈번하게 소개되었던 것이 바로 ‘입비’ 혹은 ‘입사’에 한 이야기

87) 18세기의 복본 상화의 제작 배경에 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이성훈, 

2019b 앞의 논문, 610-742면.

88) 국의 역  사서 등에 기록된 생사당 조성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  몇몇 사례들을 나

열하면 다음과 같다. 한나라 우공(于公)은 옥사(獄事)를 공정하게 처리해 억울한 사람들

을 많이 구제하 다. 이에 그 사람들이 그를 해 생사당을 건립하 다(�漢書� 권71, ｢于

定國傳｣). 후한 때 이헌(李憲)의 잔당인 순우임(淳于臨) 등 수천 명이 첨산(灊山)에 진

을 치고 안풍(安風)의 수령을 죽이자 양주목(楊州牧) 구양흡(歐陽歙)이 군 를 견했

으나 승리하지 못했는데 구양흡의 종사(從事)로 있던 진 (陳衆)이 홀로 백마를 타고 가

서 그들을 설득하여 항복시켰다. 이로 인해 첨산의 백성들이 그를 해 생사당을 세웠다

(�後漢書� 권12, ｢李憲列傳｣). 송나라 사람 장륜(張綸)은 태주권지(泰州權知)로 있을 때 

둑을 쌓아 오랫동안 백성들의 농작물에 고통거리가 되어 왔던 해도(海濤)를 막았다. 이

에 그 백성들이 그를 해 생사당을 세웠다(�宋史� 권426, ｢張綸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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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충신, 양신으로 기억되고자 한 이러한 사 부들의 열망은 조선 후기

에 생사당 조성이 성행한  하나의 원인으로 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사당이 

조성되고 그 내부에 안될 상화가 제작될 단계에 이르자 사 부들은 이제 그 

그림에서 자신들이 양신, 리로 형상화되기를 강하게 희망했을 것이다. 한 그

들은 타인 혹은 후손들이 자신들의 상화를 보자마자 자신들을 양신, 리로 

바로 인식할 수 있기를 기 했을 것이다.  

 

6. 맺음말

생사당은 특정 지역의 백성들이 자기 지역에 견 온 리들의 치 을 기릴 

목 으로 건립된 사당을 일컫는다. 따라서 생사당의 역사는 지방  견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생사당 건립은 17세기 후반-18세기 반에 조정에서 생사당 

조성 확산에 따른 폐단이 거듭 논의될 정도로 이 시기에 크게 유행했던 문화 

상이었다. 양란 이후 정치․사회  안정 속에서 수취체제의 변통 등 수령의 권

한은 크게 강화되는 한편으로 품 , 향임․이서층 등은 향  사회에서 더욱 지

배  치를 확보하 다. 생사당 조성은 이처럼 당시의 수령과 지역 세력 간 역

학 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한 문화로 이해된다. 그리고 선정비가 16세기 이

후로 지속 으로 건립된 것과 달리 생사당 조성이 17세기 후반부터 본격 으로 

성행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상화란 장르의 회화가 크게 유행한 것과 직

인 연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 에 생사당 조성 문화가 가장 하게 확인되는 곳은 평양이었다. 평

양의 생사당은 1595년에 이원익 상화의 안을 해 최 로 건립되어 1760년 

무렵까지 운 되었고 1769년 이 에 국가 정책으로 훼철되었던 것으로 악된

다. 평양에서는 어도 17세기 후반 이후로 부임한 평양감사  평양서윤  상

당수의 상화가 제작되어 생사당에 안되었다. <허  상>(그림 5)이나 <이

만원 상>(그림 6) 등은 평양 지역 생사당에 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

화들이다. 이  <이만원 상>을 그린 화가는 숙종의 어진을 제작했던 조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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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된다. 이 사실은 생사당 안용 상화  일부는 화재(畫材)가 뛰어난 

화사들에 의해 제작된, 즉 주문자나 그 주인공 모두가 그 제작에 상당한 공을 

들여 완성한, 화격(畫格)이 높은 그림이었음을 알려 다. 조선 후기에 각 지역에 

건립된 생사당들 역시 체 으로는 평양 생사당과 비슷한 양상으로 운 되고 

훼철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 그 상화 역시 <이만원 상>

(그림 6) 등 이 사당에 안된 상화들과 유사한 도상의 그림이었을 것으로 보

인다.

필자가 제시한 평양 생사당 안 상화들은 모두 이른바 ‘ 신교의좌상’의 형

식을 보인다. 한 그 복색은 모두 복으로 동일하다. 이 사실은 생사당 안용 

상화의 도상이 공신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다. 공신상은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 으로 제작되면서도 그 도상에 형식 인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신상의 도상은 곧 ‘충신(忠臣)’  ‘양신(良臣)’의 이미지로 

사 부들에게 뚜렷이 각인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사당 상화가 본격 으로 

제작되기 시작했을 때 그 주인공이 후 에도 리(賢吏), 곧 양신으로 인식되고 

기억되기를 간 히 희망하 을 사람들, 즉 그 주인공 혹은 그 상화의 제작을 

의뢰한 이들이 그 상화의 도상과 복색을 공신상에서 그 로 가져와 쓴 것은 

바로 그들이 공신상의 도상과 복색에서 ‘양신’의 이미지를 읽었기 때문이었을 것

이다.  

주제어 : 생사당, 상화, 평양, 평양감사, 향리

투고일(2020. 4. 30),  심사시작일(2020. 5. 14),  심사완료일(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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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hrines For Living Persons 

and the Production of the Portraits for Hanging in Them 

in Late Joseon Korea
89)

Lee Sunghoon *

In portraits, the literati were represented in their formal attires in the late Joseon 

period. Among those, portraits of local magistrates were of great interest. They were 

enshrined in the shrines for living persons (saengsa 生祠) which were mostly established 

by the local people including low-level officers in provincial administration (hyangni 鄕

吏) or local yangban family (hyangban 鄕班). The local people wanted to commemorate 

the magistrate’s remarkable achievements by building the shrine. Meanwhile, the local 

magistrate responded actively to the shrine-building project by the local people in the 

hope of making his name and image widely known to others and being remembered as 

a loyal subject or a generous, competent public official to future generations. The 

shrines for living persons were the most popular in Pyongyang, where the locals built 

the shrine for Lee Wonik (李元翼, 1547-1634) to commemorate his perfection as a 

governor in 1595. Shrines had been continuously established in the city for a number of 

its governors or specially dispatched officials, and their portraits had been painted and 

enshrined there for about 130 years (1595-1730).

Key Words : portraits, the shrines for living persons, Pyongyang, 

            Governors of Pyongyang, hyan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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