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畫員 秦再奚의 허상과 실상에 한 검토
- �槿域書畫徵�과 진재해의 문집, 족보에 기록된 戊申亂 

련 행 을 심으로 -

신 민 규 *

1. 머리말: 허상에 가려진 화원 진재해의 역사  상

2. 진재해의 출신과 행 에 나타나는 史實의 간극

3. �僻隱遺集�, �豐基秦氏族譜�의 조 경 와 換父易祖의 정황

4. 居昌 지역에 드리워진 戊申亂의 그늘과 만들어진 기억

5. 맺음말: 史的 진실과 追遠報本의 길 사이에서 

1. 머리말: 허상에 가려진 화원 진재해의 역사  상

吳世昌(1864~1953)은 �槿域書畫徵�에서 秦再奚의 출신과 이력에 해 다음과 

같이 요약 기술하 다.

字는 井伯이고 號는 僻隱이며 豐基人이다. 茂城君 禮男의 5 손이고, 畫員 許承賢

의 손녀사 [孫壻]이다. 숙종 17년 신미년(1691)에 태어났다. 화원이며, 직은 僉使

이다. 조 4년 무신년(1728)에 의병을 일으켜 역 을 토벌하 으나 功勳을 사양하

다. 79세에 卒하 다.1)

*  국립고궁박물  연구원.

1) 吳世昌, 1928 �槿域書畫徵� 권5, 啓明俱樂部(학자원 인본 175-176면). �근역서화징�에는 

이 논문에 인용한  아래에, 오세창이 옛 문헌에서 진재해와 련된 행 을 발췌하여 정

리한 내용이 실려 있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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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보자면 진재해의 행 은 화원으로서의 활동과 무신년의 역  토

벌 두 가지로 별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의 인물상을 그려본다면 한 손에는 

붓을, 다른 한 손에는 검을 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짧은 기록을 통해 그려낸 그의 역사  형상에는 史實과 동떨어진 허상이 첩되

어 있으며, 그의 손에 쥐어진 검은 그의 형상에서 지워내야 할 상이다.

그간의 연구에서 �근역서화징�에 기록된 진재해의 생몰년과 친인척 계가 잘

못되었다는 지 이 일 부터 있었으며,2) 이로 말미암아 그가 역 을 토벌했다는 

사실, 즉 戊申亂이라 일컬어지는 역란을 진압했다는 것 한 잘못 알려진 사실

일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3) 그러나 오세창이 이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탓에 그동안 사실 계에 한 고증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 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진재해의 문집으로 알려진 �僻隱遺集�과 그 집안의 족

보인 �豐基秦氏族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4)

�벽은유집�은 진재해의 實記類 문집이다. 1884년에 처음 간행되고 1978년에 

重刊되었는데, 재 간본만 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부록 <그림 1>). 이 책

에 기록된 진재해의 생몰년, 자, 호, 본 , 출신, 무신란에 한 기록은 �근역서

화징�에 기록된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1902년에 간행된 �풍기진씨족보�에도 동

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부록 <그림 2>). 이 외의 다른 문헌에서는 련 기

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 �근역서화징�의 모체인 �槿域書畫史�가 1917년에 편

2) 정병모, 1991 ｢朝鮮時代 後半期 耕織圖｣ �美術史學硏究� 192, 37-38면; 박정혜, 1995 ｢

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 9, 214면; 진 , 1995 ｢肅宗代 御眞圖寫

와 畫家들｣ �古文化� 46, 114-115면.

3) 유미나, 2006 �中國詩文을 주제로 한 朝鮮後期 書畫合璧帖 硏究�, 동국 학교 학원 미술

사학과 박사학 논문, 134-136면.

4) 강 식은 2020년 12월 5일에 개최된 ‘한국미술사학회 6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에서 진재해 

의 행장과 족보에 해 언 한 바 있다. 그는 <문자와 이미지, 역사  사실과 회화  진

실: 조선시  회화사 연구의 몇 가지 방법론  성찰>이라는 발표에서 ‘지 까지 알려진 

진재해의 무신란 련 행 은 미화된 행장  족보 기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지 하

다. 그러나 진재해 련 내용은 이 발표의 주요 주제가 아니었기에 진재해의 문집을 포함

한 세 한 문헌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역사  배경 한 검토되지 못했다. 한국미

술사학회 유튜 (Youtube) 채 (https://youtu.be/Hx3Q7B6C6F0/ 2020년 3월 2일 최종 

열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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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되었다는 을 고려하면,5) 오세창이 이 문집이나 족보를 보았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6)

그 다면 무신란과 련한 진재해의 행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

나, 정작 문제는 이 자료들의 사료  신뢰성과 순수성에 있다. �벽은유집�과 �풍

기진씨족보�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여기에 실린 거의 모든 기록이 날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진재해가 아무런 련이 없는 家系에 거짓으로 

편입되었다는 정황, 즉 換父易祖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결론 으로 

오세창은 진재해에 한 조된 사료를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가감 없

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하 고, 書畫史 연구의 寶典으로 일컬어지는 이 책의 권

로 말미암아 진재해의 허상이 오늘날까지 해지게 된 것이다.7)

이에 이 의 일차  목표는 진재해의 허상을 지워냄으로써 ‘화원 진재해’의 

역사  상을 고쳐 그리는 데에 있으며, 궁극 으로는 그 허상이 어떠한 경

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산생시킨 역사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먼  �벽은유집�과 �풍기진씨족보�에 기록된 

진재해의 행 과 찬서를 비롯한 여타의 문헌에 수록된 진재해 련 기록을 비

교하여 상호 간에 어떠한 史實의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5) 오세창은 1917년에 �槿域書畫史�를 편찬하 으나 바로 출간하지는 않았다. 이후 1921년  

�書畫協 報�에 ｢書家列傳｣, ｢畫家列傳｣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내용을 연재하 고 1928년

에 최남선의 권유로 책을 활자본으로 간행했는데, 이때 책의 제목을 �槿域書畫徵�으로 바

꾸었다. 홍선표, 2008 ｢�근역서화사�의 편찬과 �근역서화징�의 출 ｣ �인물미술사학� 4, 

291-308면.

6) �근역서화징�에는 오세창이 책을 편찬할 때 참고한 문헌의 목록[採用群書目]이 수록되어 

있다. 그 목록에서 �벽은유집�은 확인되지 않지만 ‘각 집안의 족보와 가승 약간[各家譜乘

若干種]’을 참고하 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세창이 참고한 책은 �풍기진씨족보�일 

가능성이 상 으로 높다. 한편 �근역서화징�에는 진재해의 행 에 한 몇몇 문헌이 인

용되어 있다. 그 에 “  하나에 동자가 둘이어서 밤에도 벼룩과 이를 찾아냈다[一目重

瞳 夜察蚤虱].”라는 기록은 家乘에서 인용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문집( 간본)과 족보 

어디에서도 이러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 다면 이 기록이 문집의 간본에 수록되었

다가 간본에서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세창이 본 ‘가승’은 문집ㆍ족보가 아닌  다

른 진재해 련 家傳 기록일 수도 있는데, 재로서는 이를 고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7) �근역서화징�의 가치와 상에 해서는 홍선표,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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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집․족보의 간행 경 와 세부 인 내용을 내재 으로 검토하여 이것이 조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러한 허  기록이 만들어진 원인이 무신란 이후에 

형성된 거창 지역의 역사  특수성에 있음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2. 진재해의 출신과 행 에 나타나는 史實의 간극

2017년 거창문화원에서 진재해의 문집으로 알려진 �僻隱遺集�을 국역하여 출

간하 다.8) 거창 지역사 연구자들은 일 부터 진재해를 지역의 역사 인물로 기

념해왔는데,9) 그 연장선상에서 이 책의 출간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시  직업화가의 遺集  實記로는 許鍊(1809∼1892)의 � 痴實 �, 蔡龍

臣(1850∼1941)의 �石江實記� 정도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자료 인 측

면에서 매우 희귀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진재해는 그 畫名에 비해 알려진 

행 과 하는 작품도 많지 않아서, 그의 문집은 존재 자체로서 주목을 받기

에 충분하다. 

그러나 문집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 는 실망으로, 실망에서 황당함으로 이

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에는 진재해의 화가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

며, 역사  실재와 맞지 않는 목들이 수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벽은유집�에 수록된 진재해의 ｢年譜｣ㆍ｢行狀｣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표 1).10)

 8) 秦再奚(魚允東 옮김), 2017 �國譯 僻隱遺集�, 거창문화원. 이 논문에서 �벽은유집�의 내

용을 언 할 때에는 편의상 국역서에 거하여 출처를 밝힘.

 9) 居昌郡史編纂委員 , 1997 �居昌郡史�; 조재원, 2015 ｢다시 보는 거창의 미술사: 조선시

 거창의 화인들과 작품｣ �거창 술� 3; 신성기, 2015 ｢벽은 진재해와 거창을 탐방한 

화가(畫家)들｣ �거창 지역사 연구� 1, 247-255면; 김여석, 2016 ｢문무를 겸비하고 숙종의 

어진을 그린 벽은 진재해에 한 소고｣ �거창문화� 21, 64-80면.

10) 秦再奚(魚允東 옮김), 앞의 책, 43-62ㆍ108-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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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나이 연도 행

유년기

1세 1691년(숙종 17) 居昌縣 伽南에서 출생.

7세 1697년(숙종 23) 천자문을 읽음.

8세 1698년(숙종 24) 應 詩를 지어 奇才로 칭해짐.

10세 1700년(숙종 26) 성리학 서 과 병법서를 연구함. 

장년기

20세 1710년(숙종 37) 蔚山朴氏와 혼례를 치르고 부모를 효성으로 양함.

37세 1727년( 조 3)
殿力校 로 천거되었지만 성품이 본래 리를 쫒지 않

았기에 2달 만에 그만둠.

38세 1728년( 조 4)

무신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역 의 수괴 鄭希亮 

등을 직  잡아서 군에 바침. 奮武原從功臣 1등에 녹

훈되어 盟祭에 참석함.

노년기
72세 1762년( 조 38) 진휼한 공으로 충장군 행용양  부호군이 됨. 

79세 1769년( 조 45) 통정 부로 가자됨. 고향 자택에서 임종함.

사후

1788년(정조 12)
奮武功臣 녹훈 60주년을 기념하여 정조가 그 자손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고 綸音과 御製詩를 하사함.

1798년(정조 22) 가선 부 호조참  오  부총 으로 증직됨.

1890년(고종 27) 자헌 부 호조 서 겸 지의 부사로 증직됨.

1891년(고종 28) 거창부 僻居里에 처음으로 사당을 지음.

<표 1> �벽은유집� ｢연보｣  ｢행장｣ 요약

의 내용은 1902년에 간행된 �풍기진씨족보�에도 그 로 실려 있지만,11) 족

보와 문집 어디에도 진재해의 화원으로서의 행 이 나타나지 않는다. 權龍鉉

(1899~1988)이 쓴 진재해 齋室의 記文에 ‘진재해가 睦虎龍의 공신화상 제작을 

거부한 일이 빠져있어서, 그 의를 드러내기 해 특별히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인데,12) 이는 오히려 진재해에 한 家傳 자료에 화원으로서의 행 이 

11) �豐基秦氏族譜�(後壬寅譜, 1902년) “再奚 初諱斗華 字井伯 號僻隱 肅廟辛未四月二日生 

通政大夫行龍驤衛副護軍 英廟四年戊申倡義討  擒亮雄坤三賊魁 卽辭功歸第 鞱名晦跡 己

丑十二月二十九日卒 享年七十九 ○墓在加南長嶝午向原 有表石 士人崔潼幹撰碣銘 縣監張

紀恒撰誌銘 正廟戊午 以子國寧貴贈嘉善大夫戶曹參判五衛都摠府副摠管 皇上庚寅 以儒生

疎請因領相沈公舜澤草記 贈資憲大夫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 敎旨面書 忠節卓異加贈事 承

傳因建祠 士林設俎豆祭焚黃 有實記一卷 議官李埈學序幷博士車錫祜記跋 判官吳命甲撰行

狀 配贈貞敬夫人蔚山朴氏 父連日 辛未生 丙申卒 墓在公墓後午向原”

12) 秦再奚(魚允東 옮김), 앞의 책, 170면. 睦虎龍은 辛壬獄死를 일으켜 노론 四大臣을 죽음

으로 몰고 간 인물이다. 그는 노론을 축출한 이 사건으로 인해 扶社功臣에 녹훈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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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는 것을 변한다. 한 문집ㆍ족보에 기록된 진재해의 행 은 여러 

찬사료에 기록된 진재해의 행 과 확연하게 달라서, 일일이 비교하여 고증하

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軌, 榜目 등의 찬사료를 통해 진재해의 ‘실제’ 행 을 순차 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문집과 족보에 실린 내용과 어떠한 史實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진재해의 본 은 太元이며,13) �姓源 �과 雜科榜目에 실린 편  기록을 통

해 그의 7  조부인 秦文秀까지의 선  가계를 확인할 수 있다(표 2).14)

태원진씨의 연원은 자세하지 않지만, 진재해의 7  조카인 秦應彩의 말을 따

른다면 진문수가 국에서 조선으로 귀화하면서부터 그 世系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773년( 조 49) 명나라 遺民의 후손을 試取하는 자리에서 조가 

진응채에게 그 출신을 물었는데, 진응채는 ‘8  조부가 국에서 조선으로 왔으

며, 秦應 (1705~?, 진재해의 아들)는 자신과 8 지간이다.’라고 하 다.15) 재

로서는 이를 방증할만한 사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진응채의 말을 으로

이때 진재해가 목호룡의 공신화상 제작을 거부했다고 알려져 노론계 인사들의 칭송을 받

았다. 후일에 그가 화상 제작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 졌으나 이 일은 사실

계와 상 없이 리 회자되었다. 유홍 , 1999 ｢趙榮祏과 秦再奚의 <趙榮福 肖像>에 

하여｣ �京畿道博物館 年報� 3, 41-44면 참조.

13) 太元은 太原, 大元, 大原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14) �姓源 �은 李昌鉉(1850~1921)이 여러 인 계층의 가계 정보를 모아서 편집한 책이다. 

이창 은 이 책을 만들기 하여 방목을 주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 제

시한 진재해의 가계도(표 2)는 �성원록�에 실린 태원진씨 가계도를 기본 자료로 삼되, 

추가 으로 방목 자료를 조사하여 �성원록�에 실린 가계도를 검증ㆍ보완한 것이다. 확인

한 방목은 秦士尙, 秦大立, 秦夢賢, 秦益善, 秦彦璧, 秦時英, 秦應 , 秦渭發의 방목이다. 

李昌鉉, �姓源 �(고려 학교 앙도서  인본), 914면; 한국역 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2021년 1월 31일 최종 열람).

15) 조는 秦氏가 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평소에 들은 바 없었고 다른 명나라 유민의 자손

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조는 진응채의 말을 거짓이라 여겼지만 이러

한 정황만으로 진응채의 말을 거짓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承政院日記� 조 49년 3월 

20일 “…試 畢 入格人入侍 至秦應彩 上曰 秦哥胡爲漢人 應彩曰 臣八代祖以漢人來本朝

矣 上曰 若以陳秦之音似不知而入來云 則當參酌 而不然則當嚴處分矣 應彩曰 應 之三從

矣 上曰 應 豈漢人乎 上曰 田得雨王漢禎入侍 田得雨王漢禎進伏 上曰 秦應 漢人乎 得

雨曰 秦哥則 臣不知爲漢人矣 上曰 此則拔去榜目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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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진재해의 가계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태원진씨 가계도를 참고했을 때 진응채가 말한 8  조부

는 진문수이고 선  가계가 진문수까지만 확인된다는 에서 그 집안이 명나라 

유민의 후손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진재해의 선 에는 雜科에 입격한 사람이 많으며, 그의 조부인 秦彦璧과 부친 

秦時英 한 譯科에 입격하여 司譯院에서 근무하 다. 역  집안에서 태어난 진

재해가 가업을 잇지 않고 화원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陽川許氏, 高靈申氏 두 화

원 집안과의 혼맥이 있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그의 어머니는 양천허씨 화원 

가문을 개창한 許承賢의 손녀이고,16) 고모부는 화원 申世潭이다. 진재해의 외가

에는 작은 할아버지인 許仁 , 許義 , 당숙인 許謙, 許晳, 許楫, 許哲이 모두 화

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들은 仁同張氏, 淸州韓氏, 通津崔氏 등의 화원 가문들과 

혼맥을 가지면서 범 한 화원 집단을 형성하 다.17) 진재해가 이러한 연망

16) �근역서화징�에는 진재해가 허승 의 손녀사 [孫壻]로 기록되어 있으나, 진재해의 부친

인 진시 이 손녀사 이고 진재해는 허승 의 증외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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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해 있다는 은 그의 직업 선택이 우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다. 

그리고 그의 아우인 秦再起가 화원으로 활동하고 아들 秦應 가 그림에 뛰어났

던 것도 모두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18)

진재해의 畫路가 연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은 都監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표 3).19) 진재해는 1698년부터 1728년까지 총 7차례 도감의 畫

役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참여한 定 王后復位祔廟

都監에는 그와 연을 맺고 있는 인물들이 화원으로 다수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許義 (?~1712)을 심으로 보자면 崔碩巘은 그의 고종사 이고 許謙, 

許楫, 韓後邦, 韓後良은 모두 조카이며, 진재해는 그의 從孫이 된다.20)

허의순은 당시 최고의 경력과 향력을 가진 도화서의 원로 다. 1688년(숙종 

14) 太祖御眞 模寫의 同參畫師로 직하여 그 공으로 東班의 正職에 제수되는 

격 인 우를 받았다. 그리고 1692년(숙종 18)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도화

서에 다시 돌아와 후진을 양성하 다. 일반 으로 화원이 도화서를 나와 동반정

직을 역임하면 다시 복직하지 못하는 것이 규정이었지만, 당시 화원들의 실력이 

낮은 것을 염려한 조 서 柳命賢의 건의에 의해 司果 遞兒職이 신설되어 그 

자리에 허의순이 오게 된 것이다.21) 체아직 신설은 도화서를 진흥시키려는 정책

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허의순의 명망과 향력을 짐작  하는 

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허의순의 친족ㆍ인척들이 도감의 화역에 

다수 참여하게 된 것은 그의 지 와 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진재해가  

17) 이양재, 1993 ｢혜원 신윤복을 찾아서: 그의 부친 일제 신한평과 더불어｣ �월간 미술세계�

109, 122면; 강 식, 2001 �조선 후기 궁 화원 연구(상)�, 돌베개, 522-524면 참조.

18) 진응회는 1725년에 무과 제하 다. 그는 도화서 화원이 아님에도 1748년 숙종어진 모

사의 동참화사로 참여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화상들이 

몇  남아있어, 그가 아버지 진재해처럼 상화에 조 가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

응회의 그림에 해서는 심경보, 2014 ｢조선 후기 深衣 肖像 연구｣, 고려 학교 학원 

문화재학 동과정 석사학 논문 참조.

19) 진재해의 도감 활동 정황(표 3)은 박정혜, 앞의 논문, 203-290면에서 발췌.

20) 이양재, 앞의 , 122면; 강 식, 앞의 책, 522-524면 참조.

21) 진 , 앞의 논문, 89-119면; 유미나, 2010 ｢17세기, 인ㆍ숙종기의 圖畫署와 畫員｣ �강좌 

미술사� 34, 141-1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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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진재해의 都監 참여 기록  *  친 인물들은 진재해와 친인척 계임. 

시기 도감명 참여 화원

1698년(숙종24)
定 王后

復位祔廟都監

一房 許楫 秦再奚 崔 栢 許義  張泰   張子賢 

二房 許謙 張時良 張佑良 張尙良

三房 崔碩巘 韓後邦 韓後良 李次

1701년(숙종27) 
仁顯王后

殯殿都監

張子旭 咸泰碩 玄有剛 秦再奚 朴東普 崔碩巘 金麗  趙繼明 

金晚仲 咸泰  朴再茂 金九成 金震  尹一萬  李萬益 高天機 

崔種

1702년(숙종28)
仁元王后

嘉禮都監

一房 張子賢 玄有綱 許佑 趙哲明 李萬

二房 張子房 張時良 趙泰  秦再奚

三房 李貴  秦再奚 李次

1705년(숙종31) 金寶改造都監 一房
秦再奚 李萬  玄孝剛 金震  趙戒明 金啓章 

金孝成

1705년(숙종31) 
神懿王后

金寶改造都監
一房 秦再奚 李次

1713년(숙종39) 肅宗初 崇都監 一房 韓後良 朴東普 秦再奚 崔壽徹 李垕

1713년(숙종39) 御容圖寫都監

主官畫師 秦再奚(前司果)

同參畫師
金振汝(平壤畫師, 閑良) 張泰 (敎鍊官) 

張得萬(前司果)

隨從畫師 秦再起(前司果) 許俶(前司果)

1728년( 조4) 奮武 勳都監
秦再奚 朴東普 張得萬 咸世輝 許俶 金世重 梁箕星 金斗樑 

張泰

화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집안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

작된다.

진재해는 1713년(숙종 39) 肅宗御眞 圖寫의 主官畫師로 발탁되면서부터 화명

을 떨치게 된다. 애  李頤命의 천거를 통해 어진화사로 선발되었으나, 試才를 

통해서 여러 화사들과 경쟁하고 그 실력을 입증하여 당당히 주 화사로서 어진

을 제작했다.22) 이때의 공으로 진재해를 上으로 加資하라는 명이 내려지면서 

진재해는 도화서를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조에서 ‘당상 은 도화서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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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사와 시각문화� 24, 24-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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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기 때문에 도화서의 입장에서는 인재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그 재주에도 

녹 을 제 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므로 작년에 작고한 허의순의 사과 

체아직을 그에게 주어서 녹 을 받으면서 도화서의 업무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주청하 다. 이에 진재해는 당상의 를 얻지 못한 채 그 로 도화서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23)

진재해는 숙종어진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713년 윤5월에 副護軍으로 임

명되었고, 1718년(숙종 44) 윤8월에는 忠壯 에 제수되었다.24) 그 사이(1713~ 

1718)에 도감의 화역을 수행한 흔 이 보이지 않지만, 부호군은 실직이 아닌 체

아직이며 앞서 조에서 진재해를 도화서에 배속시켜 그림을 그리게 해야 한다

고 했기 때문에 도화서 업무를 계속 이어나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외직

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그는 공식 으로 도화서를 완 히 떠난 것으로 보인다. 

진재해는 1718년 12월에 所斤浦(지 의 태안) 僉使에 제수되었다.25) 그리고 

1725년( 조 1) 7월에는 格浦(지 의 부안) 別 에 제수 되었으나 낙마하여 다

치는 바람에 부임하지 못하고,26) 같은 해 11월에 다시 부호군에 제수되었다.27) 

이듬해 8월에는 西生浦(지 의 울산) 첨사로 임명되었다가,28) 1729년에 景福宮 

假衛 ,29) 1730년에 忠翊 이 되는데,30) 이것이 문헌에서 확인되는 그의 모든 

력이다.

23) �承政院日記� 숙종 39년 5월 6일.

24) �承政院日記� 숙종 39년 윤5월 9일; 같은 책, 숙종 44년 윤8월 20일.

25) 그는 소근포에 부임하자마자 軍餉米를 제 로 걷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압송될 기에 처

했지만, 이는 임자의 책임으로 명되어 그 로 첨사직이 유임되었다. �承政院日記� 숙

종 44년 12월 2일 “有政 吏批 …秦再奚爲所斤浦僉使… 【以上朝報】”; 같은 책, 숙종 45년 

8월 13일 “讀義禁府申目 所斤僉使秦再奚 時在任所 拿來事 達下”; 같은 책, 숙종 45년 9

월 15일; �備邊司謄 � 72책, 숙종 45년 9월16일.

26) �承政院日記� 조 1년 7월 28일; 같은 책, 조 1년 8월 15일 “兵批啓曰 新除授格浦別

秦再奚呈狀內 猝然落馬 腰脚重傷 不得屈伸 轉側 人 旬月之內 萬無差復 赴任之望 入

啓處置云 病勢旣如是危重 則不可等待其差歇 今姑罷黜 何如 傳曰 允”

27) �承政院日記� 조 1년 11월 19일.

28) �承政院日記� 조 2년 8월 11일.

29) �承政院日記� 조 5년 10월 4일.

30) �承政院日記� 조 6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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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해는 도화서를 떠났지만 자의 든 타의 든 그림 그리는 일을 멈추지 않

았다. 그는 1724년( 조 즉 년) 경종의 山陵 자리 그림[山圖]을 그리는 일에 

동원되었으며,31) 이외에도 사 으로 사 부들의 상화를 다수 그린 것으로 확

인된다(표 4, 표 5).

구분 작품명  비고

고사 인물

松下人物圖 �槿域畫彙�에 수록, 黑絹金泥, 25.7×19.1㎝, 서울 학교 박물  소장.

高士閒日圖 黑絹金泥, 27.5×20.0㎝, 간송미술  소장.

蠶織圖 1697년, 견본채색, 137.6×52.4cm, 국립 앙박물  소장

傅說築巖 �萬古奇觀�에 수록, 大和文華館 소장.

巢父洗潁 �萬古奇觀�에 수록, 大和文華館 소장.

獨樂園 �萬古奇觀�에 수록, 大和文華館 소장.

산수 인물 月下吹笛圖 지본채색, 99.8×56.3㎝ 서울 학교 박물  소장.

상

宋時烈 肖像
18세기 , 견본채색, 97.0×60.3㎝, 삼성미술  리움 소장

18세기 , 견본채색, 92.5×62.0㎝, 안동권씨 화천군  소장.

鄭澔 肖像 1725년, 견본채색, 70.0×58.0㎝, 개인 소장.

趙榮福 肖像 1725년, 견본채색, 120.0×76.5㎝ 경기도박물  소장.

柳綏 肖像 1726~1727년, 견본채색, 166.5×88.0㎝, 경기도박물  소장.

趙文命 肖像 1728년, 견본채색, 121.1×61.0㎝, 개인소장. 일명 鶴巖撫松像.

奮武功臣畫像 1728년, 朴文秀 공신화상 등.

<표 4> 진재해의  작품( 칭작 포함)

31) �承政院日記� 조 즉 년 10월 27일.

구분 작품명 제작 연 출

고사 

인물

舞雩圖 미상 趙龜命, �東溪集� 卷二, 記, ｢舞雩圖 記 【甲寅】｣

商山四皓圖 미상 李萬敷 �息山先生續集� 卷之一, 詩, ｢商山四皓圖歌｣.

상

肅宗 御眞 1713년 �御眞圖寫都監 軌�

金昌集 肖像 1713년

李頤命, �疎齋集� 卷二, 詩, ｢曾從秦畫師 得睡夢二公圖像

草本 置壁上 又和藩字韻 詠兩眞 奉示二公｣.

李頤命, �疎齋集� 卷十一, 贊, ｢左相夢窩金公畫像贊幷序｣.

<표 5> 문헌에서 확인되는 진재해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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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 목록을 보면 진재해가 상화 제작에 경주하 음을 알 수 있으며, 

도화서를 떠난 이후에도 지속 으로 상화를 그렸다는 것이 확인된다. 아마도 

숙종의 어진을 그린 이후로 사 부들의 상화 제작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이는데, 그의 직 생활이 한때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까

닭은 이러한 고 작들의 상을 그림으로써 유력자들과 돈독한 계를 형성했

기 때문이라 짐작된다.32)

진재해가 언제 작고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1735년( 조 11) 世祖御眞 

模寫 때 조가 ‘진재해가 이미 죽었기에 어진 모사를 제 로 해낼 사람이 없

다.’며 탄식한 목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어,33) 그가 략 1730년에서 

32) 진재해가 그림으로 출세했다는 사실은 진재해의 인척인 화원 崔壽萬의 말을 통해서도 유

추할 수 있다. 1722년 최수만은 임 의 상화를 주했다는 죄에 연루되어 심문을 받았

다. 심문 기록에 따르면 최수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본래 그림 그리

는 화원이라서 출세할 수가 없다. 진재해 같은 자는 그림으로 명성을 얻어 첨사에 이르기

까지 했는데, 나는 이처럼 곤궁하다.”, “진재해는 내 사  이의 아들이다. 그림 수 이 

원래 단한 정도가 아니었는데, 외람되게도 첨사 직임을 받기에 이르 다.” 변주승 역

주, �추안 국안� 39, 흐름출 사, 107-152면 참조.

상

金昌集 肖像 1713년

閔遇洙, �貞菴集� 卷十一, 墓誌, ｢領議政忠獻金公墓誌銘｣.

金信謙, �橧巢集� 卷九, 行狀, ｢伯父夢窩府君行狀 【丁未】｣.

金昌集, �夢窩集� 卷二, 詩, ｢書畫像顚末｣.

金昌翕, �三淵集� 卷二十五, 題跋, ｢題肅廟御製伯氏畫像

贊後｣.

李杓 肖像 1713년 추정 �承政院日記� 조 21년(1745) 4월 2일.

李世弼 肖像 1717년
崔昌大, �昆侖集� 卷六, 記, ｢三陟龜川李公 【世弼】 畫像

記 【己亥】｣.

金鎭圭 肖像 1717년 무렵 李天輔, �晉菴集� 卷六, 記, ｢竹泉金公畫像記｣.

趙觀彬 肖像 1718년 趙觀彬, �悔軒集� 卷十五, 贊, ｢畫像自贊幷序｣.

李畬 肖像 1722년 이
李頤命, �疎齋集� 卷二, 詩, ｢曾從秦畫師 得睡夢二公圖像

草本 置壁上 又和藩字韻 詠兩眞 奉示二公｣.

林慶業 肖像 1725년 무렵 黃胤錫, �頤齋亂藁� 卷十, 戊子五月十六日癸卯.

崔奎瑞 肖像 1728년 추정 崔奎瑞, �艮齋集� 卷一, 詩, ｢戱題畫像 兼贈畫師秦僉使再奚｣.

金構 肖像 미상 �承政院日記� 조 11년(1735)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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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년 사이에 세상을 떠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 까지 살펴본 진재해의 출신과 행 은 �벽은유집�과 �풍기진씨족보�의 기

록과 일치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혹 화원의 일은 미천한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한 행 을 싣지 않았다는 추측과 일부의 력이 실수로 락

되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728년( 조 4)에 일어난 戊申亂 때의 

행 을 비교해보면 문집과 족보에 기록된 진재해는 ‘화원 진재해’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무신란은 남인과 소북, 소론의 강경 들이 일으킨 무력 반란이다. 반란 세력은 

조가 경종을 독살했으며 숙종의 친아들도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워 호서, 호남, 

남 세 지역에서 일제히 기하 다. 이 당시 거창, 함양, 안의, 합천 지역은 鄭

希亮, 李熊佐, 羅崇坤 등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벽은유집�의 ｢행장｣에 따르면 

그는 변란 소식을 듣고서 고향인 거창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정희량을 포함한 

10여 인을 생포하여 군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공을 드러내지 

않고 자취를 감추고는 자신의 호를 僻隱이라 했으며, 그 후 先祖의 를 높이

기 해서라는 명분으로 盟祭에 참석하여 奮武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34)

진재해가 역  무리를 생포했다는 이야기는 찬서나 여타의 기록에서 확인되

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일 수도 있으므로 그 진  

문제를 섣불리 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가 회맹제에 참석했다는 기록은 역사

 사실과 완 히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회맹제는 역  正勳功臣과 그 자손들

만 참석할 수 있는 행사이고, 원종공신은 참석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이때 발 된 盟 에도 당연히 진재해의 이름은 없다.35)

한편 �奮武原從功臣錄券�의 1등 명단에 진재해의 이름이 확인되어, 문집의 기

록과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그림 3>). 그러나 진재해의 녹훈은 

33) �承政院日記� 조 11년 3월 16일 “…上曰 近來畫師秦再奚死後 無成樣 矣…”

34) 秦再奚(魚允東 옮김), 앞의 책, 108-120면.

35) �二十一功臣 盟 �(서울 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古425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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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화상을 그린 공로 때문이지 武功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奮武 勳都監

軌�를 보면 진재해는 난이 일어났을 때 서생포 첨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난이 평정된 이후에도 한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녹훈도감의 명을 갑작스

 받고서 곧장 상경하여 공신화상을 그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36) 공신화상을 

그린 화원은 원종공신에 녹훈되는 것이 상례이며,37) �분무원종공신녹권�에 진재

해를 비롯하여 朴東普, 張得萬, 咸世輝, 許俶, 金世重, 金斗樑, 梁箕星, 張泰  등

의 화원 명단이 연이어 수록되었다는 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결론 으로 문집ㆍ족보에 기록된 진재해와 화원 진재해의 일치 은 원종공신 1

등에 녹훈되었다는 사실 하나뿐인 것이다.

3. �僻隱遺集�, �豐基秦氏族譜�의 조 경 와 換父易祖의 정황

화원 진재해의 생애를 돌아 으로써 �벽은유집�과 �풍기진씨족보� 속 진재해

는 그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자명해졌다. 그 다면 남은 문제는 문집과 족보 

속 진재해는 구냐는 것이다. 만일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의 진재해가 존재했

다고 가정한다면,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두 사람의 일화를 섞어 기술함으로

써 동일인인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켰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문

36) 진재해의 무신란 때의 행 과 분무공신화상 제작에 해서는 강 식, 2019 ｢공  상화

와 사  상화: 진재해(秦再奚) 필(筆) 조문명(趙文命)의 <분무공신상(奮武功臣像)>과 

<학암무송상(鶴巖撫松像)>을 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24, 72-125면 참조.

37) ‘공신화상을 그린 화원을 원종공신으로 녹훈한다.’는 법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만 �汾西集�과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따르면, 이는 통상 인 조치 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1453년 靖難功臣 녹훈 때 원종공신 명단에 화원인 崔涇, 李淇, 安貴生의 이름이 수

록되어 있으며, 다른 시기의 원종공신녹권에도 공신화상을 그린 화원의 이름이 확인된다. 

그리고 원종공신녹권의 체 명단을 분석해보면 화원 이외에도 勳都監에 부역한 匠人

은 원종공신에 녹훈되었음을 알 수 있다. �汾西集� 卷11, ｢丙子亂後集 藏屛障記 【其八】｣ 

“…前後功臣像 多其手幾十之九 而 事畫史 必貌一員功臣 始許 原從功 故李輒推 他族

史…”; �承政院日記� 조 3년 8월 11일 “…且畫師之入都監  例參原從一等 復有推榮之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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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족보를 면 히 검토해보면 이 책들이 조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으

며, 그 속에 존재하는 진재해 역시 허구 으로 가공된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재해가 동명이인이라는 가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실제로 

존재했던 진재해는 ‘화원 진재해’ 한 사람 뿐인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이러

한 사실을 증명하기 해 문집과 족보의 간행 경 , 조 정황을 살펴볼 것이며, 

이로써 �근역서화징�에 기록된 진재해의 생몰년, 자, 호, 출신, 가계, 무신란 때

의 행  일체가 허 로 만들어진 기록에 의거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벽은유집�은 1책 2권의 石版本으로, 1978년에 重刊된 것이다. 진재해의 8세손

으로 언 되어 있는 秦學愚의 ｢重刊跋｣에 따르면, 무신년(1908, 융희 2) 겨울에 

진재해의 6세손들이 거창의 褒忠祠에서 遺集을 발간하 고, 여기에 진재해의 實

跡이 많이 빠져있어서 내용을 보충하여 간했다고 한다.38)

1908년에 발간한 유집, 즉 간본은 재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형식과 수

록된 내용의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벽은유집�에 수록된 간본의 서문

과 발문을 보면, 간본은 1908년에 간행된 것이 아니라 이보다 앞선 1884년(고

종 21)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884년에 지어진 李浚學의 서문과 車錫祐

(1846~1911)의 발문에는, 진재해의 후손인 秦廷浹과 秦鎔浹이 진재해의 유고와 

무신란 때 의병을 일으킨 행 을 모아서 책을 간행하려 한다고 되어 있다.39) 더

불어 진정 이 쓴 발문을 보면, 和村 李述原(1679~1728)의 종손이 포충사에서 

이술원의 實記를 간행하면서 진재해의 실기를 함께 간행하자고 권유하여 수개월 

만에 간본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40) 이술원은 무신란 때 거창의 좌수로서 

순 한 인물인데, 발문에 언 된 그의 실기는 1884년에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

다.41) 그러므로 여러 정황상 �벽은유집�의 간본은 1884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

38) 秦再奚(魚允東 옮김), 앞의 책, 192-193면.

39) 의 책, 4-5ㆍ185-189면. 발문을 쓴 車錫祐는 조선말기의 유학자로, 본 은 延安, 자는 

應元, 호는 海史이며, 草溪郡(지 의 경상남도 합천군 계면) 출신이다. 그의 문집인 �海

史集�(1927년 간행)에는 �벽은유집�에 부친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두 문집의 발문 내

용을 상호 비교해보면 자의 異同이 약간 있으나 내용은 체로 동일하다. 車錫祐, �海

史集� 卷七, 跋, ｢僻隱集跋｣.

40) 秦再奚(魚允東 옮김), 앞의 책, 190-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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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으며, ｢ 간발｣에서 간본이 1908년 무신년에 간행되었다고 언 한 

것은 간 시 을 착각했거나 와 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42)

�벽은유집�의 내용은 부분 진재해의 무신란 때의 행 으로 채워져 있다. 1

권은 진재해의 手稿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신란 때 지은 것이 다수이다. 그리

고 2권에 실린 진재해의 年譜, 行狀, 碑文 등 그의 사후에 작성된 기록들 한 

무신란 때의 공훈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철되어 있다(표 6).

1권에 수록된 진재해의  가운데 ｢변란 소식을 듣고서[聞賊變]｣, ｢피난하는 

사람들을 보고서[見避亂人]｣, ｢창의 할 때에 선 에 고하는 [倡義時告先塋文]｣, 

｢군사를 거느리고[領軍]｣, ｢병사들을 경계시키다[戒兵]｣, ｢ 진을 쳐부수길 서원

하다[誓破陣]｣, ｢역 을 사로잡다[擒賊]｣ 등은 무신란 때의 활약상과 우국충정

의 심회가 드러나는 들이다.

2권에는 무신란과 련된 公的 기록과 御製詩(④~⑪), 진재해의 가계와 행

에 한 여러 기록들이 실려 있다(①~③, ⑫~◯31 ). 1728년의 ｢ 敎文(④)｣과 ｢傳

旨(⑤)｣는 난을 진압한 직후 역 들의 죄상과 공신들의 공 에 해 서술한 내

용이고, 1788년의 ｢綸音(⑥)｣과 ｢御製詩章(⑦)｣은 무신란을 진압한지 60주년을 

맞이하여 정조가 그 의미를 다시 천양한 것이다. 그리고 1890년의 ｢傳敎(⑧)｣는

41) 이술원의 실기는 1884년에 간행한 간본 �忠剛公李先生實紀�(국립 앙도서  소장, 한

古朝57-가85)가 있으며, 1934년에 간한 �和村先生實紀�(국립 앙도서  소장, 古

2511-62-225-1-3)가 있다.

42) 서발문 이외에도 �벽은유집�에는 간본이 1884년에 간행되었다는 방증자료가 존재한다. 

�벽은유집�에는 崔潼幹이 지은 진재해의 묘갈명이 있으며, 이  바로 뒤에는 묘갈명에 

한 ｢後識｣가 실려 있다. ｢후지｣는 진학우가 1973년에 작성한 것인데, 이 에 따르면 

최동간이 지은 묘갈명은 애  간본에 실려 있었으며, 1890년에 진재해가 ‘자헌 부 호

조 서 겸 지의 부사’로 가자ㆍ증직된 사실이 여기에 빠져있어서 1973년 묘갈 비석을 

세울 때 이 사실을 추가로 기록한다고 되어 있다. 진학우가 ｢ 간발｣에서 언 한 것처럼 

만일 간본이 1908년에 간행된 것이라면, 여기에 실린 묘갈명에 1890년의 추증 사실이 

당연히 빠질 수 없으므로, 여러 정황상 간본의 간행시 은 1884년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벽은유집�의 심 내용이 무신년(1728) 역  토벌이라는 을 생각해

보면, 진학우가 간본 간행시 을 1908년 무신년이라 언 한 것은 무신란 사건과 문집

의 상징성을 배가시키기 한 작 인 기록일 가능성이 있다. �벽은유집�에는 ｢후지｣의 

작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풍기진씨족보� 戊午譜(1978년 간행)를 통해 작자가 진학

우라는 것을 확인하 다. 秦再奚(魚允東 옮김), 앞의 책, 132-138면; 秦秀漢 編, 1978 �豐

基秦氏族譜�, 豊基秦氏大同譜所, 60-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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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重刊序(權龍鉉, 1978년), 序(李浚學, 1884년).

卷一

詩

八世應韻輒 , 戒兵, 誓破陣, 擒賊, 聞賊變, 見避亂人, 勉業, 歎懶, 歎  【回甲日子國

寧作上壽詩公感賦焉】 (1751년), 備, 時中, 理氣, 絜矩, 示讀書 兒, 烏鷺黑白【二首】, 

數彙, 領軍, 讀中庸, 讀大學, 遠遊, 近峽, 近海, 遠望, 遠慮

雜著 戒子姪書, 學而 講規

銘 學而 銘, 仁宅銘, 義路銘, 禮里銘, 智隣銘, 信基銘, 文房四友銘, 烟竹銘

祭文

倡義時告先塋文 【戊申三月】 (1728년), 行軍時祭飛鷄山文, 先祖 鷄山公通政公兩位壇

享祝文 【兩位墳墓失所故壬戌築壇以祭之】 (1742년), 祭天祈雨文 【甲戌夏】 (1754년), 

智仁峰祈雨文

箴 十難箴

補遺 尙忠祠常享祝文

卷二 附

① 世系 ⑰ 書行狀後(海州 吳命甲)

② 年譜 ⑱
贈資憲大夫戶曹判書僻隱秦公墓誌

銘【幷序】 (玉山 張紀恒)

③ 戊申  【訓鍊院判官吳命甲撰】 ⑲
贈戶曹判書僻隱秦公墓表(延安 李

鉉斗)

④ 敎文(尹淳, 1728년) ⑳
贈資憲大夫戶曹判書僻隱秦公墓碣

銘【幷序】 ( 海 崔潼幹)

⑤ 傳旨(1728년) ㉑ 後識(秦學愚)

⑥ 綸音 【正廟戊申三月初一日】 (1788년) ㉒

贈資憲大夫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

行通政大夫龍驤衛副護軍僻隱秦公

神道碑銘 【幷序】 (安東 金甯漢)

⑦ 御製詩章 【是年是月十七日】 (1788년) ㉓ 神道竪碑告由文(星山 全鳳遂)

⑧
傳敎 【今上二十七年庚寅正月日】

(1890년)
㉔

慕義 重修記(延安 李祚永, 一善 

金 錫, 咸從 在殷, 竹山 全其玉, 

新昌 表東直, 密陽 卞士錫)

⑨
儒林上疏 【今上庚寅十月十三日○李鉉

斗朴普慶等】 (1890년)
㉕ 崇慕齋記(花山 權龍鉉)

⑩ 議政府草記 【是年十二月日】 (1890년) ㉖ 崇慕齋上樑文(河濱 李正義)

⑪ 敎旨(1890년) ㉗ 尙忠祠重修奉安告文(秦學愚)

⑫ 不祧廟追造神主告由文(咸從 魚在河) ㉘ 仰止門銘(花山 權玉鉉)

⑬ 戶判加增改題主告由文(殷山 朴鍾弼) ㉙ 慕義 韻(秦鎔浹)

⑭ 焚黃告由文(善山 金致珏) ㉚ 次韻(秦廷浹)

⑮ 不祧廟上梁文(延安 李浚穆) ㉛ 次韻(晉陽 鄭載星)

⑯ 行狀(秦有載) ㉜ 次韻(新昌 表正埈)

跋 跋(延安 車錫祐, 1884년), 跋(秦廷浹, 1884년 추정), 重刊跋(秦學愚, 1978년)

<표 6> �벽은유집�의 구성과 체재  * 【】는 題下注이며 호는 을 작성한 사람  작성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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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묘호 추증을 기념하여 고종이 무신란을 진압한 공신 몇 명을 致祭하고 

그 후손을 등용하라고 교한 내용인데, 이상의 기록들은 모두 찬서에 수록되

어 있다.43) 여기에는 진재해에 한 직 인 언 이나 그와 련된 사실이 보

이지 않지만, 이러한 공  기록을 통해 역 로 朝家에서 공신들을 어떻게 우

하 는지를 보여주고, 이로써 간 으로 진재해의 업 을 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의도는 1890년 1월에 내려진 고종의 ｢ 교｣가 진재해의 加資ㆍ贈職과 

련하여 인과  맥락을 갖고 있다는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 교｣에는 

무신란 때 공을 세우거나 희생당한 崔奎瑞, 吳命恒, 李鳳祥 등을 치제하고 그 祀

孫을 등용하라는 내용이 있고, 그 말미에는 “그 밖에 순 한 사람과 의병을 일

으킨 사람[殉節倡義之人] 에 치제하고 추증할만한 자, 그 사손 에 調用할만

한 자를 의정부에서 문건을 거슬러 상고하고 계품하여 시행하라.”44)라고  

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1890년 10월에 李鉉斗, 朴普慶 등이 진재해의 공로

를 조정에 아뢰어 추증해  것을 청한 상소문이 실려 있고(⑨), 그 다음에는 

의정부에서 상소문을 검토ㆍ의결하여 추증을 윤허 받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10 ), 이어서 진재해를 ‘자헌 부 호조 서 겸 지의 부사’로 추증한다는 교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⑪). 진재해의 가자ㆍ증직이 고종의 공식 인 교에서 

비롯되었다는 인과  흐름을 보여주기 하여 의도 으로 이와 같은 순서로 문

집을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의도는 �벽은유집�과 찬사서에 실린 

교문의 내용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교문에는 “순 한 사람과 훈공이 있는 사람[殉節及勳勞人]”을 치제ㆍ추증하라

43) 1728년의 ｢반교문(④)｣은 � 조실록�, �승정원일기� 조 4년 4월 22일 기사에 실려 있

으며, ｢ 지(⑤)｣는 �분무원종공신녹권�의 頭辭와 원종공신의 등수별 賞典을 발췌한 것

으로 보인다. 1788년의 ｢윤음(⑥)｣은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3월 1일(癸

亥)에 실려 있고, ｢어제시장(⑦)｣은 �弘齋全書� 제6권에 ｢이날에 지난 무신년에 공을 세

운 奮武功臣의 자손들을 불러서 酒饌을 내리고  시로써 칭찬해 주어, 甲을 만나서 

옛일을 회상하는 뜻을 기록하다｣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890년의 ｢ 교

(⑧)｣는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고종 27년 1월 27일 기사에 확인된다.

44) 秦再奚(魚允東 옮김), 앞의 책, 85면. “其外殉節倡義之人可以宣侑竝貤贈  祀孫可以調用

 自廟 溯 載籍 啓稟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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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록되어 있지만,45) �벽은유집�에는 “순 한 사람과 의병을 일으킨 사람[殉

節倡義之人]”으로 바 어 있다. 이는 사소한 차이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

한 변화에는 뚜렷한 목 성이 보인다. 즉 ‘훈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  범주

를 ‘의병을 일으킨 사람’으로 좁히면 고종의 교와 진재해가 의병을 일으킨 事

蹟이 더욱 명시 으로 연결되며, 동시에 진재해가 추증된 인과  연결고리가 더

욱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하면 자의 변화는 傳寫 

과정에서의 실수라기보다는 문집 편집자의 의도 인 변조로 의심된다.

게다가 이와 유사한 정황이 1788년의 ｢윤음(⑥)｣에도 나타난다는 에서 이러

한 의심은 더욱 깊어진다. 당시 정조는 무신란 진압 1주갑을 맞아 조의 업

을 기리기 하여 공신의 자손들을 청하여 주연을 열었다. 이때 여러 공신을 

치제하거나 공신의 후손을 등용하 고, 업 이 평가되지 않은 인물은 추증하여 

포상했다. �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윤음에는 이때 포상된 30여 명

의 공신 집안이 열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거창 지역에서 활약한 李述原, 李遇

芳, 愼溟翊, 愼克終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벽은유집�의 ｢윤음｣에는 이 모든 

명단이 빠져있다. 원래의 내용이 무 길어서 일부러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겠

으나, 그보다는 거창 지역 인사들이 褒贈되었음에도 그 상에 진재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도 으로 빠뜨렸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진재해가 실제로 1890년에 자헌 부 호조 서로 추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

만, 이 무렵부터 그를 양하는 爲先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문집에 실린 

을 보면 추증된 이듬해에 사당을 세워 그의 불천 를 새로 안하 고(⑫~

⑮),46) 묘표, 묘갈, 신도비를 새로 세웠으며(⑱~◯23 ),47) 사당과 재실을 단장하고 

수했음을 알 수 있다(◯24~◯32 )(부록 <그림 4>). 그리고 이러한 기념물과 기념

45) �고종실록�․�승정원일기� 고종 27년 1월 27일(戊辰) “…其外殉節及勳勞人可以宣侑竝貤

贈  祀孫可以調用  自廟 溯 載籍 啓稟施行…”

46) ｢연보(②)｣에 ‘1891년 9월에 처음 사당을 지었다.’고 되어 있다.

47) 묘지(⑱), 묘표(⑲), 신도비(◯21 )에 힌 은 작성 시 이 밝 져 있지 않다. 다만 제목

과 내용에 추증된 품계(자헌 부)와 직명(호조 서)이 있는 것으로 서 진재해

가 추증된 1890년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묘갈명(⑳)은 추증되기 이 에 작

성된 것인데, 이에 해서는 이 논문의 각주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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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를 칭송하는 들이 산생되었는데, 그 에는 하

나 같이 진재해의 학식과 인품, 그의 훌륭한 선조와 가문의 통이 찬미되어 있

으며 특히 진재해의 무신란 때의 공로를 기리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들은 

모두 진재해의 후손에게 부탁 받은 것이고, 후손들이 제공한 진재해의 행 에 

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힌 내용의 진 와 순수성보

다는 이 들의 근거자료가 무엇이며, 그것이 언제 산생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

가 있다.

�벽은유집�에 수록된  가운데, 앞서 살펴본 공  기록물 이외에는 ｢행장

(⑯)｣이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인 것으로 짐작된다. 문집에 따르면 진재해

는 1769년( 조 45)에 통정 부로 가자되고, 1798년(정조 22)에 가선 부로, 

1890년(고종 28)에 자헌 부로 가자되었는데, 이 ｢행장｣에는 통정 부에 가자되

었다는 기록만 남아있다. 즉 ｢행장｣은 최소한 진재해가 가선 부로 가자된 1798

년 이 에 작성된 기록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더불어 ｢행장｣을 작성한 이가 

진재해의 집안 조카[族姪]인 秦有載로 기재되어 있기에, 이 기록이 진재해 사후 

오래지 않아 작성된 것이며 �벽은유집�에 수록된 모든 기록의 연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행장｣에는 앞서 살펴본 진재해의 행 을 비롯하여, 그의 뿌리가 당나라 

大司馬 던 秦弼明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고려조에 保勝 軍을 지낸 秦元, 조선조

의 宣武功臣인 秦禮男, 秦應世 등으로 이어진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그런데 �풍

기진씨족보�의 간행 경 를 살펴보면 ｢행장｣에 실린 선  계보는 후 에 추가된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며, 심지어 ｢행장｣의 모든 내용이 날조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풍기진씨족보�의 최  편찬 시 은 알 수 없으나 1646년(인조 24)에 草稿 형

식의 족보가 존재했다고 하며, 이것을 기 하여 癸巳譜(1774년)를 간행했다고 

한다. 이후 자손이 늘어남에 따라 壬寅譜(1842년), 己巳譜(1869년), 後壬寅譜

(1902년), 後己巳譜(1929년)가 차례로 증보․간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계사보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나머지 임인보에서 후기사보까지의 족보 4종과  

�벽은유집� ｢행장｣에 실린 진재해의 가계를 비교 검토해보면 족보의 내용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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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차례 고쳐졌다는 것이 확인되며, 그 변개된 기록이 ｢행장｣에 반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7).48)

�豐基秦氏族譜�
�僻隱遺集� ｢行狀｣

(1978년 간)壬寅譜

(1842년)

己巳譜

(1869년)

後壬寅譜

(1902년)

後己巳譜

(1929년)

1 弼命 1 弼命

~ … ~ …

15 礩溟 15 礩溟

1 元 1 元 16 元 1 元 16 元

2 孝貞 2 孝貞 17 孝貞 2 孝貞 17 孝貞

3 中吉 3 中吉 18 中吉 3 中吉 18 中吉

4 儒 4 儒 19 儒 4 儒 19 儒

5 浩 5 浩 20 浩 5 浩 20 浩

6 有緯 6 有緯 21 有緯 6 有緯 21 有緯

7 崇祖 7 崇祖 22 崇祖 7 崇祖 22 崇祖

8 公繼 8 公繼 23 公繼 8 公繼 23 公繼

9 淑 9 淑 24 士淑 9 士淑 24 士淑

10 義孫 10 義孫 25 禮南 10 禮南 25 禮南

11 天 11 天 26 天 11 天 26 天

12 應世 12 應世 27 應世 12 應世 27 應世

13 戒立 13 戒立 28 戒立 13 戒立 28 戒立

14 自昌 14 自昌 29 自昌 14 自昌 29 自昌

15 斗華 15 斗華 30 再奚 15 再奚 30 再奚

<표 7> �풍기진씨족보�와 �벽은유집� ｢행장｣에 수록된 진재해의 직계 선조

4종의 족보  진재해의 이름이 확인되는 것은 후임인보, 후기사보 2종이다. 

이에 우선 두 족보에 수록된 진재해의 직계 선조를 나열하고 이와 동일한 방식

으로 이보다 앞선 시기에 편찬된 임인보, 기사보의 계보를 나열하여 체를 비

교해보면, 代數와 이름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인보와 기사보는 

48) 임인보는 국립 앙도서  소장본(청구기호 古2518-77-1), 기사보는 인제 학교 디지털 

족보도서 (https://genealogy.inje.ac.kr/ 2021년 1월 31일 최종 열람), 후임인보는 부천

족보도서  소장본(분류기호 002-1902-006), 후기사보는 국립 앙도서  소장본(청구기

호 한古朝58-가50-156)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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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元에서부터 15 손까지 동일하지만, 후임인보에는 弼命부터 礩溟까지 15

의 先代 家系가 추가되었다가 후기사보에서 다시 빠졌다는 것이 확인된다. 후임

인보의 기록에 따르면 1898년( 무 2) 필명에서부터 질명까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선 의 계보가 제주도에서 발견되어서 1902년 족보를 간행할 때 추가했

다고 한다.49) 그리고 후기사보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에 추가된 선  계보를 신

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29년 족보 간행 때 그것을 뺐다고 한다.50) 앞서 ｢행

장｣의 작성 시 을 1798년 이 으로 추정하 는데, 1898년에 발견된 선 의 계

보가 이 가운데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곧 ｢행장｣의 내용이 변개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문제는 문집을 간할 때(1978년) 기존의 행장에 선  계보에 한 

정보를 추가했다는 설명으로 소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풍기진씨족보� 속 인물

들의 이름이 변화된 시 과 그 양상을 보면 ｢행장｣은 애  변개 는 수정된 것

이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처음 산생된 허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인보와 기사보에 수록된 淑, 義孫, 斗華의 이름은 후임인보에서 士淑, 禮南, 

再奚로 바 었고, 후기사보에서도 바  이름이 그 로 수록되었다. 후임인보와 

후기사보의 기록에 따르면 사숙, 남, 재해는 개명한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 으로 개명은 생시에 이루어진다는 에서 이러한 상은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특정시  이후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일시에 개명되었다는 도 이해하

기 어렵다. 더구나 개명된 인물들의 이력 한 바 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에, 

족보 속 인물의 변화는 어떠한 의도에 의해 조작된 결과라는 것을 의심  한다. 

먼  19세기 족보(임인보, 기사보)에 실린 淑의 이력에는 그가 통정 부 다

는 기록과 묘소의 치만 있는데,51) 20세기의 족보(후임인보, 후기사보)에

49) 후임인보의 서문 뒤에는 秦尙彦이 쓴 後識가 실려 있는데, 이 에 선 의 가계를 추가하

게 된 경 가  있다. 이에 따르면 1898년 제주에 거주하던 秦相友가 진상언을 찾아와

서 당나라 秦叔寶의 家譜, 송나라 秦觀의 譜書, 당나라 秦弼命이 신라로 귀화한 내력이 

힌 책자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1902년 후임인보를 간행할 때 이 문 들을 토

로 진필명 이하 15 의 가계를 족보에 추가하고, 그 내용을 ｢溯源攷｣라는 제목으로 족보

에 수록했다고 한다. ｢소원고｣에는 진씨가 黃帝軒轅氏의 후 이며, 그 후손인 진필명이 

당나라 大司馬로서 백제를 정벌할 때 신라로 넘어와 東方 진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기록

되어 있다.

50) 秦錫仁이 쓴 후기사보의 後識에 해당 기록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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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름이 士淑으로 바 고 통정 부라는 품등 이외에 승정원 좌승지라는 직

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풍기에서 加召縣(지 의 거창군 가조면)으로 이

주하여 고을의 유풍을 진작시키고 후학을 길 다는 구체 인 행  한 기술되

었다.52)

義孫의 경우는 19세기 족보에 그의 배필이 구인지만 기록되어 있는데,53) 20

세기 족보에는 이름이 禮南으로 바 고 그가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워 武城君에 

해졌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54) 다시 말해 그가 공신이었다는 것인데, 실

제 �선조실록�에는 진 남이 임진왜란 때 司譯院正으로서 활약한 사실이 기록되

어 있으며,55) �扈聖原從功臣錄券�에도 “行護軍 秦禮南”이라는 그의 직과 이름

이 확인된다.56) 그러나 그는 명나라 장수들과의 통역을 담당한 공으로 원종공신

이 된 것이지 武功으로써 녹훈된 것이 아니었다. 무성군이라는 號 한 正勳

功臣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어서 제도상 그가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족

보에는 天  朱之蕃이 그의 무공을 칭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주지번은 임진

왜란에 참 한 사실이 없다.

마지막으로 斗華의 경우는 19세기 족보에 字가 而南이고 동치 추부사 다는 

51) �豐基秦氏族譜�(己巳譜, 1869년) “淑 通政 ○墓飛鷄山富地嶝內向原連墳.” 임인보의 내용

도 이와 동일함.

52) �豐基秦氏族譜�(後壬寅譜, 1902년) “士淑 初諱淑 字善由 號松泉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

旨 配贈淑夫人金氏 墓上同 公合窆 經燹失所 后孫設坍追慕幷享焉 法吉同案略曰 松泉秦

公 文詞稔瞻 志操閑雅 往在己卯 陪先府君 自豊來昌搬居于加召縣法吉洞 盖此地土俗 樸魯

士  外慕有衣冠古風 公 之共徵逐 復有後進 蒙士相從講磨 爲義理之說 則抖擻勸獎 多

有所賴 又植松于村西隙地 名曰大泉亭 以寓其志 居人因致敬爲洞祭所云.” 후기사보에는 

몇몇 자가 다르고 문장의 순서가 차이나지만 체 으로 내용은 동일함. 

53) �豐基秦氏族譜�(己巳譜, 1869년) “義孫 配密陽朴氏 ○墓上同丙向同原.” 임인보의 내용도 

이와 동일함.

54) �豐基秦氏族譜�(後壬寅譜, 1902년) “禮南 初諱義孫 字正立 號碧溪 嘉靖二十五年丙午生 

嘉善大夫 行同知中樞府事 宣廟壬辰起義討倭 多有斬搴之功 天 朱之蕃壯而稱焉 茂城君 

子孫因籍于茂州 至七世孫光弼 復回貫豐基 仁祖甲戌卒 享年 八十九….” 후기사보에는 몇

몇 자와 문장의 순서가 차이나지만 체 으로 내용은 동일함.

55) �선조실록� 선조 30년 4월 15일(乙亥); 4월 21일(辛巳).

56) 秦禮南의 이름은 �扈聖原從功臣錄券�(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청구기호 K2-638)

의 5번째 장 앞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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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그의 배필이 울산박씨라는 사실과 생몰년, 묘소의 

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57) 반면 20세기 족보에는 이름과 자가 再奚, 井伯으로 

바 고,58) 그의 이력은 앞서 살펴본 ｢행장｣, ｢연보｣에 수록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족보와 동일한 내용은 배필, 생몰년, 묘소 치가 부이다.59)

이 외에도 족보의 내용을 고친 곳이 여러군데 보이는데, 고치는 과정에서 

에 띄는 실수 는 오류를 범한 곳도 있다. 일례로 公繼는 후임인보에 ‘己卯士禍

가 일어나서 풍기에서 거창으로 이주하 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60) 20세기 족보

에는 그의 아버지인 崇祖의 이력에 宣武功臣이라는 기록이 추가되었다. 즉 아들은 

종 연간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아버지는 선조 연간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이다.

한 문집과 족보에도 상호 간에 사실의 간극이 보인다. 4종의 족보에는 진재

해의 자녀로 國寧, 以貞, 武 , 張汝化에게 출가한 딸 이상 3남 1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문집의 ｢연보｣에는 “아들   와 族弟 命大를 보내서 먼  의 형

세를 염탐했다.”61)라는 기록이 실려 있어, 아들의 이름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화원 진재해의 아들 이름이 應 라는 을 생각해보면 ｢연보｣를 작성한 사람이 

화원 진재해에 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연보｣를 작성할 때 �풍기

진씨족보�의 내용은 생각하지 못한 채 ‘화원 진재해의 아들’ 이름을 실수 는 

고의로 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풍기진씨 가문에서 1902년 족보를 간행할 때 몇몇 

인물들의 이름과 이력을 변개하 고, 진 남과 진재해의 경우는 실재했던 인물

의 행 을 날조하여 자기 집안의 선조로 둔갑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869

57) �豐基秦氏族譜�(己巳譜, 1869년) “斗華 字而南 同樞 辛巳四月二日生 己丑十二月二十九

日卒 ○墓在法吉里東長嶝內向原 配蔚山朴氏 父連日 辛未生 丙戌卒 ○墓同原午向.”

58) 국 秦나라의 賢人이었던 百里奚의 字가 井伯이었는데, 족보를 고친 사람은 아마도 秦

再奚의 이름을 ‘진나라의 백리혜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백리혜의 자인 정

백을 진재해에게 붙인 것으로 짐작된다. 통상 으로 자는 이름과 연 된 의미의 자를 

쓰거나 연 된 고사에서 인용하여 짓는다.

59) 각주 11 참조.

60) �豐基秦氏族譜�(後壬寅譜, 1902년) “公繼 號鷄山 謹按公世居豐基魯佐里…中宗己卯士禍

起 遂摯妻子 踰右嶺南下 我居昌府東飛鷄山下加南坊而止焉…”

61) 秦再奚(魚允東 옮김), 앞의 책, 50면. “…遣子  族弟命大 先覘賊勢…”

忄應 

忄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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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족보에는 없던 진재해의 이름이 1902년 족보에 처음 보이고 진재해의 문집 

간본이 1884년에 간행되었다는 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조 작업이 1869년

에서 1884년 사이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진재해의 집안조

카인 진유재가 썼다는 ｢행장｣ 한 진재해가 작고한 1769년 이후 얼마 뒤에 작

성된 것이 아니라 조 작업이 진행되던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야한

다. 결론 으로 족보와 문집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허구 으로 조작된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4. 居昌 지역에 드리워진 戊申亂의 그늘과 만들어진 기억

조선 후기에 산생된 僞譜, 改譜의 사례는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조 족보

는 주로 평민과 노비 등의 하층민들이 군역을 면제 받거나 상층민의 핍박에서 

벗어나기 한 수단으로 제작되었는데, 당시 조 족보를 제작ㆍ 매하는 문 

업자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62) 그리고 �풍기진씨족보�의 처럼 가문이 

조의 주체가 되어 선조의 행 을 허 로 고치거나 아무런 련이 없는 인물을 

족보에 편입시키는 경우도 많았지만, 진재해의 사례는 그 목 의 측면에서 특수

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선  가계를 조작할 때에는 가문의 

상을 높이기 해 달하거나 지체가 높은 인물을 족보에 편입시킨다. 그런데 

풍기진씨 문 에서는 인 출신의 일개 화원이었던 진재해를 그들의 선조로 둔

갑시켰고 그의 문집까지 만들어 가문의 주요 인물로 자리매김 시켰다. 물론 진

재해를 자신들의 가계에 끌어오면서 화원으로서의 행 을 모두 지워내기는 했으

나, 왜 굳이 행 을 지워가면서까지 미천한 신분이었던 인물을 換父易祖에 이용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의문을 풀기 해서는 풍기진씨 가문에서 화원 진재해를 통해 얻고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진재해를 자신들의 족보에 편입시키면서 화원으로서의 행

62) 백승종, 1999 ｢ 조 족보의 유행｣ �한국사 시민강좌� 24, 67-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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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력을 지우고 변조했지만, 그가 ‘분무원종공신 1등’이었

다는 사실 하나만은 남겨두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화원 진재

해라기보다 �분무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그의 ‘이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신란이라는 역사  사건이 거창에 끼친 향과 그로 인

한 정세 변화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무신란은 거창을 비롯한 남 지역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다. 남 체가 反

鄕으로 낙인되어 이 지역 인사들의 앙정계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도 반군에 참여했던 이들과 반군을 진압했던 이들이 양분되어 갈등

과 분열이 지속되었다. 패배자들은 철 하게 응징되는 한편 반란 진압에 공을 

세운 자들은 그 업 이 창되었다. 조정에서는 남 지역을 순화하고  경계

시키기 해 무신란 공로자들의 충 을 창하는 기념물과 기념공간을 조성하

고, 남에서는 자기 지역이 반역향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그것이 필요했다.63) 

거창의 경우는 褒忠祠, 彰忠祠 건립이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두 祠宇의 

건립은 무신란 이후 거창 지역의 동향을 악할 수 있는 지표인 동시에, �벽은

유집�의 간행과 �풍기진씨족보�의 조작 배경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좌표라 할 

수 있다.

포충사는 거창좌수 던 이술원을 기리기 해 건립된 사우이다. 이술원은 무

신란 당시 반군 진압에 나섰다가 정희량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거창에 의

병이 일어나는 기폭제 역할을 하 다. 이에 난이 종료된 이후 이술원은 원종공

신에 녹훈되어 거창 지역의 의의 표상로서 양되었고, 1738년( 조 14)에 그

를 기리는 포충사가 사액사우로 건립되었다. 포충사의 건립은 이술원의 후손인 

延安李氏와 지역 사림의 청원에 의해 발의된 것이지만, 노론계 인사들의 조력 

내지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노론은 무신란 이후 서원과 사우를 심으로 남 

지역을 노론화하는 데에 경주하 으며, 포충사를 경상우도의 표  노론계 사

우로 만들었다.64)

63) 무신란 후 남 지역의 동향에 해서는 이원균, 1971 ｢英祖 戊申亂에 하여: 嶺南의 

鄭希亮亂을 中心으로｣ �釜大史學� 2, 63-87면; 이재철, 1986 ｢18世紀 慶尙右道 士林과 鄭

希亮亂｣ �大丘史學� 34, 33-72면; 이근호, 2010 ｢英祖代 戊申亂 이후 慶尙監司의 收拾策｣ 

�嶺南學� 17, 149-1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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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창충사는 무신란 때 공로를 세운 慎克終, 慎錫顯, 慎德顯, 慎光世, 慎致謹

을 제향하기 해 세워졌다. 본래 포충사에 딸린 별묘에 신극종 한 사람만을 모

셨었는데, 1778년(정조 2)에 독립된 사우를 건립하여 나머지 네 사람을 추향하

다. 사우 건립을 주도한 이들은 제향된 인물들의 후손인 居昌慎氏 鄕吏들이었

다. 그들은 선조들의 공로를 인정해  것을 청원하여 다섯 사람의 추증을 이끌

어냈고, 공신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상은 격상되었다. 종 에는 거창신씨 향리

들의 족보가 같은 가문의 士族들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다섯 공신이 추증된 이

후 향리들의 족보가 다시 사족의 족보와 합쳐졌다. 그리고 에는 사족만이 

가문 내 훌륭한 인물의 행 을 기록하는 ｢世德 ｣에 실릴 수 있었지만, 추증 

이후로는 그 범주가 향리에게까지 설정될 정도로 그들의 세가 월등히 신장되

었다.65)

이상의 두 사우는 연안이씨, 거창신씨 가문의 문 사우 성격을 지니지만 국가

에서 致祭하고 고을 아에서도 제향하는 지역의 주요한 院祠로 인식되었다. 이

에 두 사우의 건립 과정과 성격, 향  사회에서의 상을 고려했을 때 거창 사

회에서 행세하기 해서는 첫째 무신란 때 반군을 진압한 공신의 후손이어야 하

고, 둘째 노론의 색목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된 �벽은유집�과 

�풍기진씨족보�(후임인보, 후기사보)에 이러한 두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은, 

문집ㆍ족보를 조한 목 과 그것이 성공 으로 완수될 수 있었던 배경을 짐작

 한다.

우선 거창의 풍기진씨 가문에서 진재해를 그들의 선조로 둔갑시킨 이유는, 그

가 분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씨 가문

이 언제부터 거창에 세거했는지 명확치 않지만, 그들은 무신란을 진압한 공신의 

후 라는 것이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명망과 상을 갖는지를 분명 인지하 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 에 �분무원종공신녹권�에 진씨 성을 가진 사람, 즉 진

재해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선  가계의 인물  진두화를 진재해로 

64) 채 수, 2019 ｢1728년 무신난과 居昌 褒忠祠 건립의 성격｣ �歷史敎育論集� 70, 209-244면 

참조.

65) 이훈상, 1984 ｢彰忠祠의 건립과 居昌 愼氏 吏族｣ �東亞硏究� 4, 59-93면; 신용균, 2015 �한

국사에 비추어 본 거창의 역사�, 역사공간, 194-1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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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갑시키고, 진재해의 행 을 무신란 때의 공 으로 채워 넣었다고 볼 수 있다. 

화원 진재해는 명문벌족도 아니고 그 후손은 지리멸렬하 기 때문에 아마도 진

재해를 자신들의 가계로 편입시키는 데에 별다른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며, 당시 거창에서 화원 진재해를 아는 이도 거의 없었을 것이기에 환부역조에 

용이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때 진숭조, 진 남 등의 다른 선 의 인물

도 임진왜란 때의 공신으로 둔갑시킴으로써 거창의 풍기진씨 가문은 충 의 가

문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충사의 이술원이나 창충사의 다섯 공신은 조․정조 때 이미 지역 사

회에서 공신으로 인정되었지만, 진재해는 19세기 후반에 갑자기 등장한 공신이

었기에 거창 향인들은 그 출처에 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

나 풍기진씨 가문은 포충사와 지역 내 노론계 인사들의 조력을 통해 아무런 문

제없이 공신 가문으로 용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884년 �벽은유집� 간본의 간행은 이술원의 종손의 권유에 의해 시작되었으

며, 그 간행 작업은 포충사에서 이루어졌다. 포충사의 종손은 진재해의 무신란 

때 업 이 날조된 것임을 몰랐던지 풍기진씨 가문을 같은 공신 가문으로서 인정

하고 유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벽은유집� 간행의 실무를 맡은 진정 과 포충사의 연안이씨들은 노론

계 유학자인 淵齋 宋秉璿(1836-1905)과 친연 계를 갖고 있다는 공통 도 있었

다. 송병선은 송시열의 후손으로 기호유학의 嫡傳이라 일컬어졌으며, 그 명성만

큼 門人들이 국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거창은 경상도에서 가장 많은 

문인이 배출된 곳이며,66) 진정 도 그의 문인인 것으로 확인된다.67) 송병선은 

거창의 屛山書齋와 洗心臺를 찾아와 강학을 개최한 바 있었고, 포충사와 깊은 

66) 宋秉璿과 宋秉珣의 문인록인�溪山淵源 �에는 1100명의 문인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함경도 안변 출신이 52명으로 가장 많으며, 거창 출신이 46명으로 다음을 차지한

다. 정경훈, 2019 ｢居昌 지역 淵齋學派와 연호 이주환｣ �東方漢文學� 78, 81-104면; 박학

래, 2020 ｢연재학 (淵齋學派)의 형성과 개: 계산연원록(溪山淵源 )을 심으로｣ �儒

學硏究� 50, 111-152면 참조.

67) 李承典 編, 1965 �居昌郡誌�, 195-196면. “秦廷浹 字幹直이오 號三巖이니 豐基人이라 僻

隱再奚의 後오 哲宗甲寅生이라 嘗遊宋淵齋秉璿之門하야 學問이 純篤하고 制行雅飭하야 

爲鄕黨所推라 有遺稿하니 延安李根永撰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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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이 있었다. 그는 이술원의 신도비문과 포충사 강당의 기문을 썼으며 포충사

를 院하여 이곳에서 강학과 향음주례를 베풀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 수백 명

이 참석했다고 한다.68)

�벽은유집�에는 포충사의 연안이씨 문  사람과 송병선 문하생들의 이 다수 

확인된다. 문집 간본의 서문을 쓴 李浚學을 비롯하여, 진재해 불천  사당의 

상량문을 쓴 李浚穆, 사당의 수기를 쓴 李祚永(1875년 생)은 모두 연안이씨이

며, 이 가운데 이조 은 송병선의 직 제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朴鍾弼(1849~ 

1898), 金 錫(1856~1932), 表東直(1864년 생), 表正埈(1876년 생)은 송병선의 

직 제자로 확인되며,69) 간본의 서문을 쓴 權龍鉉(1899~1988)과 그의 제자 

權玉鉉(1912~1999)은 송병선의 재 제자이다.

이상의 정황으로 보자면 진재해의 문집이 경상우도 노론계의 표 사우이자 

분무원종공신 이술원을 모신 포충사에서 간행되었다는 은, 이 문집의 순수성

을 담보하는 동시에 풍기진씨 가문이 의심의 여지없는 공신의 후 라는 것을 증

명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문집에 송병선으로 연계된 거창 일 의 노

론계 유학자들의 이 실림으로써 문집의 권 와 공신력은 더욱 격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진재해는 지역 내에서 공신으로 확고하게 기억되고 풍기진씨 가문은 

공신의 후 로서 그 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史的 진실과 追遠報本의 길 사이에서

지 까지 화원 진재해의 역사  상에 존재하는 허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허상이 산생된 과정과 배경에 해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근역서화징�에 

기술된 진재해에 한 행  가운데, “화원이며, 직은 첨사이다.”라는 기록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사실에 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재해는 붓으로 입

신양명했던 인물이지, 검을 들고 반란을 진압한 충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68) 채 수, 앞의 논문, 235-236면.

69) 정경훈, 앞의 논문, 9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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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허상이 그의 문집과 족보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이면에는 무신

란이라는 역사  사건이 남긴 상흔과 그늘이 존재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었

다. 풍기진씨 가문에서 진재해의 문집을 간행하고 족보를 조한 것은 무신란 

이후에 형성된 거창 향  사회의 역사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고 그들이 그 지

역에서 살아가기 한 실  선택이었다.

기실 이러한 기억의 조작은 당시에 허다한 일이었다. 19세기부터 가문의 선조

를 창하기 한 실기류 문집이 출 되었고, 20세기로 어드는 시 에 석 인

쇄술이 도입되면서 실기의 출 이 하게 증가하 다. 이 책들의 내용은 주로 

선조의 忠孝를 부각하거나 그 행 을 미화하는 데에 치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이 부족할 시에는 없던 사실을 조작하기도 했다.70)

이 게 배태된 실기의 내용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공고한 집단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만, 때로는 그 기억에 한 史

的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투쟁이 야기되기도 했다. 거창에서는 1997

년 �居昌郡史� 발간을 계기로 이러한 기억 투쟁이 발생한 이 있었다. �거창군

사�에 자기 선조의 지 , 업 , 충효 등에 한 내용이 축소되거나 빠졌다는 이

유로 거창 지역의 여러 가문과 지역사 연구자들이 이 책의 매ㆍ배포 지  

개정을 법정에 제소했는데, 그 에는 무신란과 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지만, 거창 지역에 무신란의 그늘이 아직까

지 걷히지 않았음을 여실히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71) 소송을 제기한 가문은 

70) 하 휘, 2007 ｢화왕산성의 기억: 신화가 된 의병사의 재조명｣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

쟁�, 휴머니스트, 115-143면 참조.

71) 2003년 �居昌郡史�의 개정을 요구한 측에서는 명지 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에 의뢰하여 

개정 요구 사항을 수록한 �居昌郡 連編 �을 발간하 다. 그리고 거창문화원에서는 개정 

요구에 응하여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 ‘거창군사검증학술연구’ 용역을 맡겼고, 이 

용역 결과와 �거창군 연편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2009년에 �居昌郡史 補正資料�를 발간

하 다. �거창군 연편록�에 실린 무신란 련 개정 요구 사항에는 역  정희량을 미화했

다는 지 , 포충사의 이술원과 창충사의 거창신씨, 진재해 등 무신란에 공 이 있는 이들

의 업 이 축소․ 락ㆍ왜곡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요구 사항들은 �거창군사 보

정자료�에 상당 부분 반 되었는데, 이 책의 발간사에 따르면 여기에 수록된 보정 사항

을 재간행될 �거창군사�에 반 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용균, 앞의 책, 18-20면; 명지 학

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居昌郡 連編 : 第四回 居昌郡史 虛僞歪曲 改訂 要件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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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遠報本의 순수한 마음에서 투쟁을 했겠지만, 한 가문에 승된 역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체의 역사 서술에 입할 수는 없으며 이는 그 선조를 한 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1929년 �풍기진씨족보�를 간행할 때 미심쩍었던 선 의 계

보를 삭제했던 것처럼, 가문의 역사에서 역사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그 가문

의 과거와 미래를 써나가기 한 올바른 역사 인식일 것이다. 이제라도 잃어버

린 선조의 이름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추원보본의 길이 아니겠는가.

주제어 : 진재해(秦再奚), 무신란(戊申亂), 분무공신(奮武功臣), �벽은유집

(僻隱遺集)�, �풍기진씨족보(豐基秦氏族譜)�

투고일(2021. 1. 31),  심사시작일(2021. 2. 4),  심사완료일(2021. 2. 23)

編輯�, 居昌郡 連編 編纂委員 ㆍ民族文化硏究所 알, 297-337면; 거창군사 보정자료 

편집 원회, 2009 �居昌郡史(補正資料)�, 居昌文化院, 58-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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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 1> �僻隱遺集� 표지  重刊序 부분(필자 소장)

<그림 2> �豐基秦氏族譜� 後壬寅譜(부천족보도서  소장, 2018년 9월 필자 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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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揚武原從功臣錄券� 진재해 성명 수록면

(국립고궁박물  소장, 박물  사진 제공)

<그림 4> 진재해의 사당 尙忠祠 경

(거창군 가조면 소재, 2018년 8월 필자 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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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n the Illusion and Truth of 

the Court Painter Jin Jaehae

- Centered on his activities related to The Mooshin Revolt on 

Geunyeokseohwajing, Anthology & Genealogy of Jin Jaehae -
72)

Shin Min-gyu *

Jin Jaehae was a court painter under the Academy of Painting during the reign of 

Kings SukjongㆍKyeongjongㆍYeongjo. Skilled in portraits, he gained a reputation as the 

best court painter of his time by painting the portrait of king Sukjong. 

Geunyeokseohwajing(槿域書畫徵) by Oh Sechang, which was published in 1928,  gives 

a detailed description about his birth and career. This book says Jin Jaehae who was 

born in 1691 and died in 1769 had Punggi(豐基) as his family origin, Jeongbaek(井伯) 

as his Courtesy name and Byeokeun(僻隱) as his nom de plume. In addition, it says he 

worked as the court painter and suppressed traitors during The Mooshin Revolt in 1728. 

However, when examining such records above with other literature, it is possible to find 

out that everything except for the truth that he was the court painter does not 

correspond to the historical facts.  

It seems that Oh Sechang wrote out an article about Jin Jaehae by referring to 

Byeokeunyujip(僻隱遺集) known as the anthology of Jin Jaehae or the genealogy of his 

family Punggi Jinssi Jokbo(豐基秦氏族譜). Nevertheless, the anthology and the 

genealogy were forged. The Jins of Punggi who were residing for generations at 

Geochang included Jin Jaehae unrelated to their family in their genealogy and fabricated 

his life via the anthology faked. Oh Sechang cited the false record without any proper 

verification.

Such a false record resulted from the historically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Geochang area which was established after The Mooshin Revolt. Geochang was the 

* Researcher,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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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where the rebels and government forces fiercely confronted each other during The 

Mooshin Revolt. After the Revolt was put down, the rebels were punished thoroughly 

and meritorious subjects who had suppressed the rebels were celebrated. Furthermore, 

descendants of the meritorious subjects came to have reputation and authority in the 

Geochang community. Accordingly, the Jins of Punggi at the Geochang area made an 

attempt at turning their family to that of the meritorious subjects using the fake 

anthology and genealogy. The court painter Jin Jaehae was also installed as the 

meritorious retainer with his portraits of meritorious subjects who had suppressed The 

Mooshin Revolt. The Jins of Punggi fabricated their family to make it a family of the 

meritorious subjects by turning the meritorious subject Jin Jaehae into their ancestor.

Key Words : Jin Jaehae(秦再奚), The Mooshin Revolt(戊申亂), Bunmu gongsin(奮武

功臣): an honorary title granted to meritorious officials in 1728, 

Byeokeunyujip(僻隱遺集), Punggi Jinssi Jokbo(豐基秦氏族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