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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서론

1724년 趙榮祏(1686-1761)은 유배 인 형 二知  趙榮福(1672-1728)을 찾아 

상화 본을 제작하 다. 이듬해 그는 이 본을 바탕으로 두 의 정본 상

을 제작하 다. 이들이 재 경기도박물 에 소장된 <조 복 상>이다(그림 1, 

2). 정본은 公服本과 燕居服本의 서로 다른 도상으로 제작되었다.1) 분홍 시복을 

착용한 공복의 상은 奏再奚(1691-1769)라는 당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완성

되었다. 그러나 야복의 상화는 조 석 자신이 직  제작하 다. 조 석은 조선 

회화의 환기에 폭넓은 활약을 보이며 회화의 경계를 확장한 다재다능한 화가

*  이 논문은 2019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9S1A5B5A07093169).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조 복의 두 상화는 모두 <조 복 상>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두 본

을 구분하여 제사를 따라 진재해본은 公服本으로 부르고, 조 석본은 조선미의 선행 연구

를 따라 燕居服本으로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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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국의 문 이론을 기반으로 그려낸 남종화풍의 산수화를 비롯하여 

동시  조선인들의 일상생활을 사실 으로 포착한 풍속화에 이르는 폭 넓은 작

품 세계를 구축한 화가 다.2) 그가 18세기 문 에 남긴 업 은 지 않았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비상한 심을 받아 왔다. 

조 석이 제작을 주 한 조 복의 상화도 기존에 학술  조명을 받았다.3) 

<그림 1> 진재해, <조 복 

상> 공복본, 1725년, 비단에 

색, 154×80cm, 경기도박물

    
<그림 2> 조 석, <조 복 상> 

연거복본, 1725년, 비단에 채색, 

125.0×76.0cm, 경기도박물

2) 조 석의 회화에 해서는 유홍 ·이태호, 1979 ｢ 아재 조 석의 회화｣ � 아재고�,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25-37면; 강 식, 1989 ｢觀我齋 趙榮祏 畵學 (上)｣ �미술자료� 44; 강

식, 1990 ｢觀我齋 趙榮祏 畵學 (下)｣ �미술자료� 45; 유홍 , 1998 ｢조 석의 寫眞論 《觀

我齋稿》｣ �조선시  화론 연구�, 학고재, 158-163면; 유홍 , 2001 ｢ 아재 조 석: 선비

정신과 사실정신의 만남｣ �화인열 �1, 역사비평사, 117-181면; 안휘 , 2000 ｢ 아재고의 

회화사  의의｣ �한국회화사 연구�, 시공사, 666-687면 등 참조. 그 외에 문학 방면에서는 

김수진, 2005 ｢觀我齋 趙榮祏의 文藝論과 作品世界｣,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

논문 등의 논고를 참고하 다. 

3) <조 복 상>을 집 으로 논의한 연구로는 유홍 , 1998 ｢趙榮祏과 奏再奚의 <趙榮福 

肖像>에 하여｣ �年譜�3, 경기도박물 , 23-47면; 조선미, 2009 �한국의 상화: 形과 影

의 술�, 돌베개, 232-239면이 있다. 18세기  상화 제작의 반 인 상황에 해서는 

문동수, 2016 �肅宗·英祖 年間의 肖像畵 硏究�, 서울 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 논문; 

이성훈, 2019 �조선 후기 사 부 상화의 제작  안 연구�, 서울 학교 고고미술사학

과 박사학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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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공통 으로 두 상에 구사된 회화  표 에 근거하여 심미  특

질을 규명하는 데 심을 두었다. 그 결과 조 복의 상은 각별히 상의 정신

성을 그려내는 이른바 ‘傳神寫照’에 성공한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작품 

자체의 심미  특징, 표 의 독창성에 한 높은 평가와는 달리 조 석이 형의 

상을 제작한 동기와 그의 의도에 한 구체 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

간에 이루어진 서술의 행간에서 ‘동기간의 우애’가 비  있게 거론되어왔을 뿐이

다. 조 석은 조 복의 墓文를 지으며 어려서 부모를 잃은 자신에게 조 복은 

부모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 다고 고백하기도 하 다.4) 두 사람 간의 우의를 

강조하는 서술 방식은 조 석의 상 제작을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

이게 만든다. 그러나 조선시  문인화가들의 상화 제작 상황과 조 석이 평소 

회화에 보 던 완고한 태도를 면 하게 살펴보면 ‘형제의 정’이라는 보편 인 정

서는 그가 형의 상화를 직  제작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조선의 문인화가 에는 상화를 제작한 인물들이 다수이다. 宋時烈(1607- 

1689) 상의 본을 그린 金鎭圭(1658-1716)와 金昌業(1658-1721), 沈得經(1673 

-1710)의 상을 제작한 尹斗緖(1668-1715), 李益炡(1699-1782)의 모친 오부인 

상과 유래 없는 도상의 자화상을 그린 姜世晃(1713-1791)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이 제작한 상화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종의 아마추어인 문인화

가들이 고도의 문 인 기량을 필요로 하는 상화에서 직업화가 못지않은 높

은 술  성취에 도달하 음이 에 띈다(그림 3). 그러나 문인화가의 상화

가 지닌 요성은 회화  표 만이 아니라 제작 이면에 놓인 특별한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김진규와 김창업이 제작한 송시열상은 1680년 경술환국 이후 서

인의 정계복귀를 기리는 회화  기념물이었다. 윤두서는 친한 벗이었던 심득

경의 세 이후 기억에 의거하여 상을 제작하 다. 강세황은 남성 화원의 

근이 불가능했던 사 부가의 여성을 하여 직  집필하 다.5) 이처럼 문인화가

4) 趙榮祏, �觀我齋稿� 卷4(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 자료총서 84-1, 198-206면), ｢祭伯氏二知

墓文｣, “而若公之於余則其恩愛之篤, 相得之 , 有異於人 . 盖余年甫十四, 先 妣下世, 

內無鞠養, 外失敎 . 伶俜孤苦, 惟姊氏 諸兄是依, 而寢食居處, 實于公所.”

5) 김진규의 송시열 상 제작의 배경에 하여는 이성훈, 앞의 논문, 367-393면; 심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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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화 제작 배경에는 그들이 직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각별한 이유가 존재하 다. 아울

러 이들 화가들이 조선을 이끄는 사 부로서 

면했던 정치사회  상황이 긴 하게 련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문인화가의 상화 제작 동기를 고려하면 조

석에게도 이들에 못지않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

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조 석은 사 부로서

의 명 를 지키기 하여 어진 제작에 참여하라

는 국왕의 명령마 도 거부한 인물이었다. 자신이 

그린 풍속화가 수록된 《麝臍帖》의 표지에는 “남

들에게 보이지 말라. 이를 범한 자는 내 자손이 

아니다(勿示人犯 非吾子孫).”라고 으며 자기의 

그림이 세간에 알려지는 것까지 지극히 경계하

다. 회화를 하는 조 석의 강고한 태도에서 독

창 인 회화 형식을 구사하여 형의 모습을 기록

하고자 하 던 자유로운 화가의 모습을 연상하기 어렵다. 문인화가들이 제작한 

상에 담긴 특별한 동기, 그리고 완고하기까지 한 조 석의 회화 을 종합 으

로 고려할 때 <조 복 상>을 제작하도록 조 석을 움직인 동인과 그가 이 

상화에 담고자 하 던 의미를 향한 보다 정 한 근과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상 제작의 일차 인 동기로서 조 복상의 제작 당시 조 석 형

제가 처했던 긴박한 정치  상황을 주목하고자 한다. 노론이라는 이들이 속한 

정치  공동체의 문화  맥락 안에서 조 석의 상화 인식과 경험을 구체화하

고 그가 구사한 회화  표 이 지닌 차별화된 의미의 악을 시도할 것이다. 조

석의 상 제작 동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두 의 <조 복 상>의 실사 결과

상 제작의 배경에 하여는 이경화, 2009 ｢윤두서의 <정재처사심공진> 연구: 한 남인 지

식인의 상 제작과 우도론｣ �미술사와 시각문화� 8; 강세황의 오부인 상에 하여는 

윤진 , 2006 ｢강세황 작 <복천오부인 정(福川吳夫人影幀)>｣ �강좌미술사� 27 참조.

<그림 3> 윤두서, <심득경 

상>, 1710년, 비단에 채색, 

160.3×87.7cm, 국립 앙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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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회화  특징을 심층 으로 이해하고 이를 논의의 출발 으로 삼고

자 한다. 상 제작을 주도한 조 석의 의도를 도출하기 하여 그의 필치로 그

려진 ‘연거복본’을 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되 공복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의도

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자 한다.

2. 공복본과 연거복본의 회화  표

이지당 조공화상 

이는 나의 큰형 이지당 부군의 54세 상이다. 지난 갑진년 석이 永春의 謫所에

서 부군을 뵙고 본을 그렸다. 다음해 을사년 부군이 조정에 돌아왔을 때 약간의 

윤색을 더하고 화사 진재해에게 명령하여 별도로 공복본을 그리게 하고 석은 

이 본을 그렸다. 숭정 기원후 두번째 임자년(1732년) 7월 정미(23일) 아우 석이 

삼가 쓰다.6) 

1732년 조 석은 조 복의 야복본 상의 화면에 이와 같은 간략한 상 제작

의 내력을 題詞의 형식으로 남겼다. 조 석이 처음 안을 그리기 시작한 해는 

갑진년, 즉 1724년이었다. 상의 제작은 조 복이 유배 이던 충청도 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본만을 제작하 을 뿐 정본의 완성까지 진행하지 못하

다. 이듬해 조 복은 해배되어 돌아왔으며 조 석은 서울에서 본을 보완하

다. 이 게 완성된 본을 바탕으로 당시 도화서의 이름난 화원인 진재해에게 

공복본의 제작을 요청하 으며 자신은 별도로 야복본을 제작하 다. 야복본과 

달리 공복본에는 “개성부유수 이지당 조공 54세 화상”이라는 간단한 표제만이 

 있다. 표제 곁에는 세필로 “진재해가 그리다”라며 화가의 이름을 기록하

다.7) 공복본에는 필자가 있지 않지만 표제를 는 방식이나 書風이 야복본

과 동일하여 조 석이 연거복본과 함께 기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 <조 복 상> 연거복본: “二知 趙公 畵像, 此我伯氏二知 府君五十四歲眞像也. 昔在甲

辰榮祏, 拜府君於永春謫中, 始出草. 明年乙巳及府君還朝, 略加潤色, 命畵師秦再奚, 別作公

服本. 榮祏寫此本云. 崇禎紀元後再壬子七月丁未弟榮祏謹書.” 

7) <조 복 상> 공복본: “開城府留守, 二知 趙公, 五十四歲眞像. 奏再奚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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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본을 제작한 진재해는 숙종과 조 에 걸쳐 도화서를 심으로 활동한 

표 인 화원이었다.8) 그는 1713년 시행된 숙종의 첫 번째 어진 도사에서 안면

을 담당하는 주 화사로 선발되었으며 1728년 무신란 이후의 奮武功臣圖像 제작

에서도 심 인 역할을 담당하 다. 조 복상을 포함하여 재 진재해의 그림

으로 하거나 그의 필치로 추정되는 상화만도 거의 10여  정도로 악된

다. 18세기 반까지도 상화의 제작자로서 화원의 이름이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음과 비교하면 진재해의 이름이 기입된 다수의 상화는 그가 이 분야에 구축

한 남다른 명성을 그려보게 한다.

조 복의 공복본은 교의에 앉은 신상으로서 풍만한 신체는 화면을 가득 채

울 듯이 묘사되었다. 연한 분홍빛 시복 차림의 조 복은 虎皮를 덮은 교의에 앉

아 우측을 바라보고 있다. 반 으로 채색은 밝은 편으로 안면의 윤곽선은 이

른바 변화가 크지 않고 특유의 ‘골기 있는 필선’을 구사하 다. 허리에는 모란 

문양이 장식된 정3품 당상 의 鈒銀帶를 걸쳤다. 문양이 없는 시복은 미세한 음

이 표 되었지만 제된 묘사로 인하여 다소 평면 인 인상을 남긴다. 반면 

주인공의 주변에 호피  족좌 와 같은 장식  요소들은 매우 정교하게 묘사되

었으며 주인공의 상을 돋보이는 역할을 한다(그림 4). 공복본의 규모와 사용

된 비단을 살펴보면 바탕화면은 세로 154cm, 가로 80cm 가량의 폭 비단을 사

용하 다. 존하는 공신화상의 규모를 참조하면, 17세기 에 제작된 호성공신

화상은 체로 세로 160cm, 가로 90cm 안 의 비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기

으로 조 복 상과 가까운 1728년의 분무공신도상은 략 세로 170cm, 가로 

100cm으로 상 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9) 공신상에 사용되는 비단의 규

8) 진재해의 생애  상화에 하여는 강 식, 2019 ｢공  상화와 사  상화: 진재해 

필 조문명의 <분무공신상>과 <학암무송상>을 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24; 신민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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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93 참고. 

9) 조선시 의 일반 직물은 체로 30~40cm 사이의 폭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화 제작

에 많이 사용되는 폭 50cm 이상의 비단에 폭이라는 용어가 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

궤에 나타나는 공신도상의 규격은 약 길이 3尺7寸(약 182cm), 넓이 2尺2寸(약 108cm) 정

도 다. 의궤에 나타난 공신도상의 규모에 하여는 강 식, 2019 앞의 논문, 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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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고려하면 조 복의 공복본은 약간 축소된 규모이지만 이것이 사 으로 제

작된 상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격식을 갖추고자 하 음도 알 수 있다. 연거복

본은 공복본과 유사한 크기의 비단을 사용하 으나 폭이 좁은 세 폭의 비단을 

결 하여 사용하고 있다. 두 상은 사용된 견직물의 종류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공복본은 회화용으로 제작되는 綃, 즉 畵絹을 사용한 반면에 연거복본에서는 평

견직물을 사용하 다. 이처럼 진재해가 그린 공복본 상은 상의 회화  형식

과 사용된 물자에서 공신화상에 하는 면모를 보이는 반면에 연거복본은 비교

 임의 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조 석이 제작한 연거복본은 공복본과 여러 면에서 조를 이룬다. 조 복은 

높은 회색 방건에 특별한 색채와 문양이 없는 야복을 착용하 다. 방건은 호분

을 많이 사용하여 흰색에 가까운 명도 높은 회색으로 채색하 다. 야복에는 바

탕 비단과 약간의 차이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색채가 도포되었다. 신

체 반에 걸쳐 음 을 구사하지 않아 평면 이다. 그러나 신체를 분망하게 가

로지는 옷주름은 신체의 단조로운 표 을 상쇄시키고 있다. 공복본에서는 일정

한 굵기로 길게 이어지는 철선묘로 의상을 묘사한 것과 달리 야복본은 비수의 

변화를 보이는 短線으로 표 되었다. 조 석은 서 의 필법으로 신체를 묘사함

으로써 일견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상에 생동감과 자연스러운 분 기를 불어

넣었다(그림 5). 

<그림 4> 공복본의 세부 (족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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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거복본의 표  요소  감상자의 시선을 

집 시키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활짝 펼쳐 양 

무릎에 얹은 손과 그 사이에 드러난 기물일 것

이다. 선명한 붉은 색의 세조 는 매듭의 모양

을 정 하게 묘사하 으며 장식 부분에는 박

까지 사용하여 실물의 제작 방식을 정교하게 

반 하 다. 부채 손잡이에는 속장식과 나무의 문양을 묘사하고 이를 감싼 가

죽 주머니에는 바느질 형태를 정 하게 그려넣었다(그림 6). 감상자의 시야에 

드러난 손,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세조 와 부채는 담백한 야복 표 을 배경으로 

더욱 시선을 모은다. 손과 기물의 정 한 묘사는 다소 무거워 보이는 안면 표

과 한껏 소략하게 그려진 신체 사이에서 시각  균형을 부여하는 심미  역할도 

담당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정 함과 균형 감각은 조 석이 평소 묘사력에 자부

심을 보 던 인물임을 환기시킨다. 심재의 �松泉筆談�에서는 조 석이 동시 의 

화가이자 이웃이었던 謙齋 鄭敾(1676-1759)에게 ‘가느다란 털, 머리카락 한 올

을 한 치의 틈 없이 정교하게 그리는 데는 자네가 나에게 조 은 양보해야 할 

것일세.’라 하 던 일화를 하고 있다.10) 이 일화에 나타난 것처럼 화가 스스로 

자부심을 보 던 특유의 정확한 묘사력을 야복본의 표 에서 확인가능하다.11)  

10) 심재(신익철·조융희·김종서 옮김), 2010 ｢조 석과 정선의 그림 솜씨｣ �교감역주 松泉筆

談�2, 보고사, 402면.

11) 조 석의 사실주의 인 회화 에 하여는 강 식, 1989 앞의 논문. 

<그림 6> 손 부분 

<그림 5> 연거복의 세부 

(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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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장경주, <윤증 상>, 

1744년, 비단에 색, 111×81cm,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그림 8> 이명기, <채제공 상> 

시복본, 1791년, 비단에 채색, 

120×79.8cm, 수원화성박물

공수자세가 일반 이었던 조선시  상화에서 화면에 드러난 ‘손’은 조 복의 

연거복본 상을 외 인 그림으로 여기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18세기의 

상화를 돌아보면 1700년  에 제작된 尹拯(1629-1714)  申銋(1639-1725)의 

상, 그리고 1793년 李命基(1756-1813 이 )의 蔡濟恭(1720-1799) 상에 이르

기까지 손을 그린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그림 7, 8). 이들 상에서 

목격되는 특징은 복본의 정형화된 상보다는 야복과 시복본에서 더욱 빈번하

게 손이 묘사되었다는 이다. 야복 상에서 손을 활용한 표 이 자주 찰되

는 까닭은 이것이 어느 도상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조 석의 상화와 가장 유사한 회화  문법을 구사한 채제공의 시복본 

상에서 객의 시야에 드러난 두 손에는 향낭이 부착된 부채가 들려 있다. 채

제공은 제발에서 이 기물들이 국왕의 하사품임을 밝혔다. 화면의 기물들은 국왕

에게 신뢰 받는 재상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시각 으로 구 하기 한 장치 음

을 알 수 있다. 조 복 상의 손과 부채도 주인공의 특정한 정체성을 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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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특유의 문법과 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조 석은 연거

복본에 손과 부채 등을 그린 구체 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채제공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인 측면에서 보면 손의 여부보다는 자연스러운 자세와 손의 입체감까지 

표 한 정교함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조 석의 묘사 방식은 <윤증 상>, 

<신임 상>에서 확인되는 바처럼 손을 작고 간결하게 그리는 화원의 정형화된 

묘사법과 차별화된다. 야복과 방건을 착용한 윤증상은 조 복과 유사한 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두 상이 그려내는 인물의 분 기는 조 이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윤증의 모습은 일상에서도 근신하며 禮를 실천하는 

유학자의 모습을 표 하는 데 이 맞추어졌다. 반면에 자연스럽게 무릎에 손

을 얹은 조 복의 자세는 개인 이고 일상 인 순간을 포착한 듯이 보인다. 이

에 더하여 세조   부채의 실 인 묘사도 주인공의 모습을 인 인 연출이 

아니라 꾸 없는 재 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연거복본은 진재해의 상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진재

해의 그림은 료 상 특유의 정형화된 도상을 취함으로서 조 복의 공  정체

성을 정확하게 구 하 으나 그 안에 주인공의 내면성이나 개성이 뚜렷하게 포

착되어 있지는 않다. 반면에 연거복본에는 한가함 속에서 자족을 추구하는 문인

의 성정이 분명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처럼 閑雅함을 즐기는 여유로운 문인의 

모습은 조 석이 찰하여 상으로 구 하고자 의도한 이미지 을 것이다.   

조 복의 상이 보여주는 바처럼 한 인물이 공복과 야복의 서로 다른 상을 

제작하는 일은 17세기 이래 조선 문인들이 선호한 상화의 한 흐름이었다. 이

러한 상 제작의 풍조는 1637년 金 (1580-1658)이 명나라에서 흑단령의 복

본과 와룡 에 야복을 착용한 상을 제작해온 일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다. 이

는 인으로서의 공  정체성과 士人으로서 사  정체성을 상으로 표출하려는 

시도로서 설명된 바 있다.12) 조 석이 공복본과 별도로 문인의 내면성을 표 할 

수 있는 연거복본을 제작한 일은 公私의 양가 인 정체성을 구별하여 표 하고

12) 강 식, 2019 앞의 논문; 조인수, 2019 ｢잠곡 김육의 상화 세 에 하여: 제작과 

승을 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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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 던 동시 의 상화 제작 습과 공명하는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

 상화에 나타난 한 상은 조 석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주

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직  상을 제작한 이유에 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

시해 주지 못하는 듯하다. 연거복본에 그려진 조 복의 문인 인 면모는 조 석

만이 묘사할 수 있는 특수한 성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  최고의 화원에게 

상을 의뢰하 음에도 불구하고 직  연거복본을 완성하도록 조 석을 움직 던 

특별한 동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3. 경종  정치  격동 속의 조 복과 조 석 

조 석은 연거복본 에 제작 내력을 포함한 제사를 으며 제작 이유를 직  

언 하지 않았다. 그  제작 동기를 악하기 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

는 부분은 ‘永春謫中’이라는 제작 장소일 것이다. ‘ 춘 ’은 춘이라는 공간

 배경과 유배의 시기라는 시간  의미를 포함한다. 화면상에 謫所에서 제작하

음을 명시하는 태도에서 조 석을 상 제작으로 이끈 계기는 조 복에게 닥

쳤던 정치  상황과 긴 하게 련되었음이 그려진다. 조 석이 상을 제작했

던 상황을 보다 정 하게 악하기 하여 18세기 반 조정에서 진행된 노소간

의 치열한 경쟁과 그 심에서 활약하 던 조 복의 행 , 그리고 그의 유배와 

복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 복과 조 석의 가문 咸安趙氏 參判公派는 6 조 이래로 서울 化坊 彰義

里에 세거하 던 노론 계열의 경화세족이었다. 그들의 부친 趙楷(1639-1699)는 

宋時烈(1607-1689)의 문인이었으며 조 복은 金昌協(1651-1708)의 문하에서, 조

석 자신은 李喜朝(1655-1724)의 문하에서 수학하 다.13) 이처럼 조 석가의 

학문과 사승 계는 서인-노론으로 이어지는 학맥의 핵심에 맞닿아 있었다. 조

13) 조 석의 가계에 해서는 함안조씨참 공 보발간 원회 편, 2007 �함안조씨 참 공

보�2, 함안조씨참 공 보발간 원회 참조. 조 복의 생애는 趙榮祏, 앞의 책, ｢祭伯氏二

知 墓文｣; �景宗實 � 卷11, 景宗 3年 1月 12日 졸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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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 유배되었던 1720년 반 조정에서는 유래 없는 정치  격변이 진행되고 

있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肅宗(재  1661-1720), 景宗(재  1720-1724)  

英祖(재  1724-1776)에 이르는 극 인 왕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붕당 간에

는 치열한 정치  반목이 지속되었다. 그 립의 핵심에는 1720년 경종의 즉

와 그에 따른 노소의 이해 립이 있었다. 

숙종 부터 왕  계승을 둘러싸고 지속되어온 소론과 노론 사이의 갈등은 경

종의 즉  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경종을 지지한 소론이 일단은 득세하 으나 

延礽君을 지지하는 노론의 항 한 치열하 다. 1721년 8월 20일 의정 金昌

集(1648-1722)을 주축으로 하는 노론 세력은 경종에게 후사가 없음을 이유로 들

어 연잉군을 경종의 후계자로 책 하는 데 성공하 다.14) 그들은 세제의 리청

정까지 추진하 지만 이는 소론의 강력한 반 에 부딪  철회되었다. 그러나 그 

장은 간단하게 그치지 않았다. 얼마 후 이른바 노론 4 신을 포함한 5-60여명

의 노론 인사들이 처벌을 받았다. 이듬해인 1722년 3월에는 노론 명문가의 자제

들이 국왕을 시해하고자 음모를 계획하 다는 睦虎龍(1684-1724)의 고변이 발생

하 다.15) 그 결과 이미 유배에 처해진 4 신을 포함하는 170여 명의 노론 인사

에 하여 인 처형과 형벌이 단행되었다. 

李宜顯(1669-1745)이 기록한 조 복의 묘지명에는 노론이 연잉군의 建儲를 추

진할 당시 조 복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여론을 주도하여 극 으로 이를 

성사시킨 인물로 나타난다.16) 경종이 연잉군의 세제 책 을 허락한 자리에서 조

복은 “연잉군을 사로 삼는다(以延礽君爲儲嗣).”는 령을 직  쓰기도 하

다. 1722년 에 노론이 실각하 을 당시 조 복 한 책임을 물어 직에서 罷

黜되었으며 유배가 결정되었다. 그의 첫 번째 유배지는 경상도 선산부 다. 선산

에 유배된 약 3개월 뒤 경기도에 인 한 충청도 춘으로 이배되었다.17) 춘 

14) �景宗實 � 卷4, 景宗 1年 8月 20日. 경종 에 발생한 신임사화와 그 진행에 한 종합

인 설명은 이성무, 2000 �조선시  당쟁사�2, 동방미디어, 127-140면 참조. 

15) 당시 역모의 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론 자제들 에는 김창집의 손자 김성행, 李

頤命(1658-1722)의 아들 李器之(1690-1722) 등이 포함되었다. 

16) 李宜顯, �陶谷集� 卷17, ｢開城府留守趙公墓誌銘 幷序｣, “時以建儲事, 大臣六卿三司入 齊

請, 上始允而久無命令. 公力勸大臣申請, 大事遂定, 人情乃安. 是日微公, 事幾危, 士論多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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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조 석은 형의 소를 찾아와 상화 본을 제작하 다. 그러나 1724년 

경종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정국은 다시 변하 다. 경종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世弟 던 조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왕 를 계승하 다. 조의 즉  

후 차 신임사화의 피화자에 한 복권이 이루어졌으며 조 복도 유배에서 돌

아와 공조참의에 제수되었다.18) 조 석은 조 복이 돌아온 직후 이 에 마련한 

본을 바탕으로 정본 상화의 제작에 착수하 다. 이상에서 조 석이 상을 

제작한 시 은 조 복의 유배  복귀와 긴 하게 련되며, 제작의 변에서 

정국의 변화가 요한 요소로 작용하 음을 알 수 있다.

당쟁의 와 에 조 복 일가가 경험한 실을 구체화하기 하여 소론이 보

던 유래 없이 엄혹한 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 역모의 당사자로 지목되

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김창집 가계의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더하여 아들인 

金濟謙(1680-1722)과 그의 손자인 金省行(1696-1722)이 처형되었다. 여기에 더

하여 소론 세력은 이 가족을 노비로 만들고 집안의 가산을 몰수하는 收孥籍産을 

끈질기게 주장하 다.19) 이와 같은 시국에서 노론의 주요 가문들이 느끼는 기

의식은 이 의 어떤 사화와는 다른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당시 상황에서 조 복

의 충청도 춘 유배는 상 으로 가벼운 처벌이었다. 그러나 연잉군의 건 에 

참여한 노론 신들이 유배 이후 차례로 처형되는 도 이었음을 고려하면 조

복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처지 음이 분명하다.  

신임사화가 진행될 당시 조 석은 실무를 담당하는 청의 하  원으로 재

직하 으며 정쟁에 직  여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한 긴박하게 

돌아가는 실의 여 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조 석은 1718년 장릉참 으로 출

17) �景宗實 � 卷11, 景宗 3年(1723) 2月 19日; �承政院日記� 景宗 3年 11月 19日.

18) 1725년 1월 민진원을 비롯한 37인의 복권과 敍用 명령이 내려졌다. 이때 서용자의 명단

에는 조 복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조정에 돌아온 조 복은 곧 공조참의를 거쳐 경상도 

찰사에 제수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1725) 2月 8日.

19) 이와 같은 신임사화의 후유증으로 안동 김씨의 문인들은 조가 즉 한 이후에도 출사를 

기피하 으며 조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출사가 본격화되었다. 김창집 일가의 정치  

시련에 해서는 이경구, 2003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1-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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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이후 사옹원 사를 거쳐 1722년 상서원직장에 제수되었다. 이 무렵 조 복

이 정계에서 축출되었으며 동시에 조 석 자신도 신병으로 직을 사임하 다. 훗

날 조 석은 이 시기를 회고하며 자신에게 기이한 질병이 생겨 세상에 나갈 뜻이 

없어졌다고 하 다.20) 그러나 그가 직을 떠난 시기는 목호룡의 고변 직후 다. 

조 석이 앓았던 기이한 질병이란 실의 기와 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 석이 조 복의 소를 찾아 影草를 제작한 일은 일차 으로는 미래를 

한 처 방법의 하나 다. 그러나 상하지 못했던 조의 등극과 정권 교체에 

따라 조 복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기감은 안도와 감격으로 바 었을 

것이다. 이 때 조 석은 진재해와 함께 정본을 완성하 다. 이처럼 본에서 정

본에 이르는 과정의 이면에는 미래가 태로운 유배객의 처지에서 이 의 지

를 되찾는 극 인 과정이 있었다. 조 복과 노론의 복권에 따른 감동은 그가 

상화를 제작하도록 이끄는 가장 직 인 동기임을 추정할 수 있다. 

조 석이 진재해에게 상 제작을 요청한 이유는 일차 으로 상화 분야에서 

보여  그의 높은 기량 때문이다. 진재해는 18세기  고  료와 학자들의 

상 다수를 제작한 화원이었다. 진재해의 역량이 가장 돋보이는 사건은 무신란의 

공신들에게 하사된 분무공신 상일 것이다. 이 의 어느 공신상보다 뛰어난 격

조를 과시하는 분무공신상은 조선 후기 상화 표 의 토 를 정립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진재해는 이 사업을 주도한 화가로 규명되

었으며 그는 박문수 상을 비롯하여 최소 4  이상의 공신상 제작에 참여한 것

으로 악되었다. 진재해의 필치로 확인되는 작품들의 특징으로 미루어 그는 

료로서의 상과 업 을 기념하기 하여 제작되는 공 인 상화 분야에서 독

보 인 기량을 지녔던 화가로 악된다. 

다른 한편으로 진재해는 조 복과 노론의 정치  복권을 기념하고자 하는 조

석의 의도를 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화가이기도 하 다. 진재

해의 작품 에는 송시열을 비롯하여 서인-노론계 인사들의 상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목호룡이 1723년 노론의 역모를 고발한 공 으로 扶社功臣에 녹훈되

20) 趙榮祏, 앞의 책 卷4, ｢祭艮庵李先生文｣, “ 子亦自是歲, 忽抱奇疾. 無復有當世之志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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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당시, 공신 상을 그리라는 압력을 거 하 다는 일화는 진재해의 인물됨

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회자되었다.21) 이 사건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진재해는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개를 지킨 인물로서 국왕과 노론 료들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행 으로 보건데 진재해는 노론의 정치  입장을 지지하는 

화가 으며 조 복 상의 제작 의도와 이 상이 구 하려는 의미를 효과 으

로 구체화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제작한 공복본이 시복 차림으로 표 된 

을 제외하면 공신도상에 하는 격식을 갖춘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연잉

군을 보 하여 조의 즉 에 기여하 던 조 복의 공 은 어떤 의미에서 공신

에 필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재해의 공복본은 왕실의 안정과 유지에 기

여한 조 복의 공 을 기념하는 상인 것이다.  

도상과 제작 의도 사이의 명확한 계를 반 하는 공복본과 달리 다양한 의미

를 담을 수 있는 연거복본의 경우는 그 제작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

다. 공 인 지 와 무 한 야복의 문화  상징성을 고려하여 유배시기의 일면을 

반 한 도상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  체에 걸

쳐 유배 에 상화를 제작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상 인물의 사회  지

를 표상하고 후세에 하는 상화의 기능으로 보아 유배의 처지에서 상을 제

작하는 일이란 외 인 상황임에 틀림없다. 하는 18세기의 상화  유배

기의 제작으로 거론되는 경우는 조 복을 제외하면 <유수 상>, <이 사 상> 

상이 있을 뿐이다. 진재해가 제작한 <유수 상>은 흔히 동래 유배기에 제작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진재해와 유수가 나  서간의 일자를 세 하게 

살펴보면 그의 상의 제작 시기는 해배 이후 동래를 떠나기 직 으로 나타난다

(그림 9).22) 따라서 유수의 상은 정확히 하면 해배의 기념물이었다. 이러한 

21) 조의 즉  후 조정에서 목호룡의 일이 거론되었으며 진재해는 그 포상으로 格浦別 에 

제수되었다. 진재해의 일을 조정에 알리고 포상을 제안한 인물은 당시 의정이었던 閔

鎭遠(1664-1736)이었다. 진재해에게 상 제작을 지시한 도감당상 韓配夏(1650-1722)는 

직을 추탈당하 다. 이후 金東弼(1678-1737), 한배하의 아들 韓師善 등 소론 료들은 

한배하가 진재해를 구박한 일은 거짓이라며 그의 작 회복을 추진하 다. 진재해가 목

호룡의 상 제작을 거 한 사건의 진 는 기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

는 진재해의 일화를 사실로 여긴 듯하며 김동필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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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의 처지 변화는 상에 묘사된 당상 의 화려한 복 차림새를 설명해 

다. 반면에 <이 사 상>에서는 종신유배객의 신분이었던 李匡師(1705-1777)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그의 상은 1774년 이 사가 薪智島에 유배되어 있던  

萬戶로 이곳을 찾은 화원 申漢枰(1726-미상)과의 만남을 계기로 제작될 수 있었

다.23) ‘우울한 기색이 감도는 안면’에 더하여 평이한 사방 , 사회  지 가 감

지되지 않는 흰색 도포와 흰색 를 맨 모습은 상 제작 당시 주인공의 처지를 

22) �승정원일기� 1726년 7월 4일 기사에는 유수의 放 에 하여 조의 계하가 이루어졌음

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서생첨사 던 진재해가 상 제작을 논의하기 하여 유수에게 

보낸 서간의 일자는 각각 7월 5일과 24일이다. 유수의 해배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에서 

상 제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유수의 해배시기에 하여는 �承政院日記� 641冊 英

祖 3年 7月 4日; 진재해의 서간 내용은 경기도박물  편, 2008 � 상 원을 그리다�, 경

기도박물 , 141-142면 참조.

23) 신한평은 1773년 조의 80세 어진 도사에 참여하 으며 그 공로로 신지도 만호에 제수

되어 1775년까지 머물 다.

<그림 9> 진재해, <유수 상>, 

1726년, 비단에 채색, 

166.5×88.0㎝, 경기도박물

<그림 10> 신한평, <이 사 상>, 

1775년, 비단에 채색, 66.8×53.7cm, 

국립 앙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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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한다(그림 10).24) 일견 <이 사 상>과 유사한 차림새로 보여도 고 료

가 착용하는 붉은 세조 와 화려한 부채를 곁들인 조 복의 모습은 유배자의 신

분과 간극을 지니고 있다. 주인공의 여유로운 심리가 감지되는 연거복본의 제작 

방식에서 유배의 흔 을 남기고자하는 의도는 읽히지 않는다. 

조 복의 는 소에 머물 무렵 시작되었지만 정본이 완성된 시기는 복권 

이후 다. 조 복에게 닥친 정치  기가 상 제작 동기 던 만큼 본과 정

본의 사이에 발생한 정국의 환은 상의 궁극 인 의미를 결정하는 요한 변

수로 작용하 을 것이다. 극 으로 조정에 복귀하여 명 를 회복한 시 에 그려

진 조 복의 상들은 그의 노고를 보상하고 공 을 기념하는 조형물로서 제작

되었음이 분명하다. 상에 담긴 정치  의미는 공신상에 필 하는 공복본만이 

아니라 동시에 제작된 연거복본에도 동일하게 용될 것이다. 조 석 형제의 

실과 긴 하게 결부된 상 제작의 의미는 연거복본의 회화  표 과 어떤 상

계를 지닐까? 

4. 조 석이 제작한 연거복본과 송시열 상의 유산

조 석의 생애 속에 기록된 몇 차례의 상화 련 경험을 살펴보면 상화 

상호간의 긴 한 인과 계를 목격할 수 있다. 조 복상과 직 인 계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은 스승이자 처백부 던 이희조의 사망과 그의 상 제작이다. 이

희조는 은 시  송시열의 문하에서 주자학 연구에 념하 으며 김창 , 權尙

夏(1641-1721) 등과 학술 교류를 개하며 노론 학맥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었

다.25) 환국 당시 사간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이희조는 소론으로부터 斯文亂賊

이라는 비난받으며 1722년 靈巖에 유배되었다. 2년 후 암에서 鐵山으로 이배

되던  그는 定州 객 에서 숨을 거두었다.26) 이희조의 죽음은 조 석에게 상

24) 이 사 상에 한 상세한 사항은 조선미, 2009 앞의 책, 267-271면 참고. 

25) 이희조의 학문에 하여는 노 범, 2009 ｢이희조의 학술교류와 숙종  주자학의 동향｣ �역

사문화논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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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정신  충격과 분노를 불러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승이 죽음에 이른 

까닭은 송시열을 계승하여 是非正邪를 철 히 구분하고 이단을 배척하고자 하

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아울러 “艮菴(이희조) 선생의 뜻은 단지 斯文을 보

호하는 데 있지 않았으며 우암 선생께서 이단을 물리치고자 하셨던 아름다운 취

지를 계승하는 데 있었다. 올바른 양의 기운이 음습한 독기를 이기지 못하여 우

암 선생께서 일에 화를 당하 고 간암 선생께서도 죽음에 이르셨다.”라며 분

노 어린 탄식을 표출하 다. 조 석의 언 에서 스승 이희조를 송시열의 학문 , 

정치  계승자로서 자리매김하고 그의 죽음을 송시열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심리

를 읽을 수 있다.27) 

흥미로운 은 조 석이 이희조의 상을 제작한 일이다. 1748년 숙종 어진 

모사를 앞두고 조 석을 추천하며 조 빈은 ‘조 석이 이희조의 사망 후 상을 

그렸는데 생기가 돌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일화를 하 다. 조

석은 스승의 상을 그린 일이 있었으나 조 빈의 언처럼 사후에 직  상을 

제작한 것은 아니었다. 이희조 상과 련된 상세한 사정은 그의 자서  성

격을 지닌 ｢漫 ｣에서 확인된다.

우암의 화상은 죽천(김진규)과 석교(김창업)가 모두 본을 그렸다. 나는 지  이

문간공(이희조)에게서 이 일을 들었다. 우연히 작은 종이에 이희조 상의 안을 

그렸다. 원량[李亮臣: 이희조의 아들, 1689-1739]과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웃으며 

닮았다고 여겼다. 문간공 역시 웃었으나 나를 돌아보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

거라. 후에 반드시 난처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 하 다. 나는 이 말을 소홀하게 들

었다. 지 에 와서 돌이켜보건  스승의 말 에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문간공이 돌아

가시고 원량은 그 본을 화사를 시켜 모사하여 보 하 다.28)     

26) �景宗實 � 卷11, 景宗 3年 1月 7日; �景宗實 � 卷13, 景宗 3年 11月 21日; �景宗修整實

� 卷5, 景宗 4年(1724) 1月 28日.

27) 趙榮祏, 앞의 책 卷4, ｢祭艮庵李先生文｣, “先生之意, 不但爲師門衛護, 亦所以承尤翁辭闢之

旨也. 嗚呼! 正陽之氣, 反不勝陰沴之毒, 而尤翁受禍於前, 先生又至於此.”

28) 趙榮祏, 의 책 卷3, ｢漫 ｣, “尤菴畫像, 竹泉石橋皆爲之起草. 余於芝村李文簡甞師事之. 

故偶於 을片白紙中作眞像草, 元亮諸人, 皆見而笑之以爲甚肖. 文簡公亦笑之, 而顧 余曰, 

“更勿作此事. 後必有難處之害.” 余泛然聽之. 到今思之, 先輩之 , 可 有先見之明也. 其後

文簡公卒, 元亮以其草本, 使畫師模寫以藏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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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조의 문하에서 수학하던 시 , 조 석은 김진규와 김창업이 송시열 상

을 제작한 일화를 알게 되었다. 조 석은 한세  앞서 동당의 선배들이 스승의 

상을 그렸던 일을 매우 각별하게 수용하 던 듯하다. 이들의 미담을 거로 

자신도 스승의 상을 제작하 다. 조 석이 그린 본은 매우 핍진하 다. 그러

나 이희조는 조 석에게 상화로 인해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다며 그림 그리

는 일을 만류하 다. 이희조가 조 석의 그림을 단속하고자 하 던 이유는 무엇

일까? 이는 단지 玩物喪志라며 회화를 지하 던 문인 사회의 습 인 규범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의 뇌리에는 1688년 태조 어진 모사 시에 

발생한 김진규의 사건이 떠올랐을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단 된 어진 제작의 

통을 되살리고자 숙종은 태조 어진의 이모를 단행하 으며 부친상을 당한 김

진규에게 起復出仕를 명령하 다. 김진규는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으며 필을 단

행하고 말았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이희조는 조 석이 회화의 재능으로 난

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미연에 막고자 하 을 것이다.29)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도 당시에 그린 안은 훗날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이희조의 죽음 이후에 그의 가

족은 조 석이 그렸던 본을 본으로 삼아 그의 상을 마련할 수 있었다.30) 

이희조의 사망과 조 복의 본 제작 시기를 비교하면 두 사건이 무 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조 복은 1723년 11월 천으로 이배되었다. 이희조의 

사망 시기는 이듬해인 1724년 1월 무렵으로 약 2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만 있

었을 뿐이다.31)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그는 조 복의 상을 계획하 을 

29) 1688년 김진규의 어진 제작 소환에 해서는 신민규, 2017 ｢保社功臣畫像 硏究｣ �美術史

學硏究� 296 참조.

30) 조 빈은 이희조의 사후에 조 석이 상을 제작하 다고 하 으나 이는 ｢만록｣의 내용

과 차이가 있다. ｢만록｣에는 어느 화가가 상을 제작하 는지 구체 으로 제시되지 않

았으며 화사에게 의뢰하여 상을 완성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기록과는 달리 

본을 그렸으며 생 의 이희조를 잘 기억하 던 조 석이 조 빈의 언 처럼 상의 완

성에 여하 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 빈의 언은 �英祖實 � 卷67, 英祖 24年

(1748) 2月 4日 참고. 

31) �景宗實 � 卷14, 景宗 4年 1月 28日. �실록�에는 1724년 1월 28일자에 이희조의 卒記가 

수록되어 있다. 그는 이때로부터 머지않은 시기에 사망하 을 것이다. 이 졸기에는 이희

조는 송시열의 문인으로 윤증과 립하 으며 송시열을 옹호하여 윤증 일당의 미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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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조 석은 이희조의 경험을 통하여 상으로서 한 인물의 삶을 기록하고 

훗날 그들의 명 를 되살리고 추모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 던 것이

다. 이희조의 사망과 같이 조 석의 주 에 닥친 실의 기는, 사 부의 회화 

제작을 경계하는 유가  통념과, 회화의 재능이 알려질 경우 닥칠 수 있는 장차

의 곤란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제작하는 하나

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김진규와 김창업의 송시열 상 제작의 일화는 조 석이 이희조의 를 제

작하는 직 인 거가 되었다. 이희조의 사망 후 경험한 상화의 효용성은 

다시 조 복 상을 제작하도록 그를 이끌었다. 결국 선  문인화가들이 남긴 

송시열상은 그에게 상 제작의 실천  연원이었던 것이다. 그 근 에는 노론의 

지식인으로서 조 석이 지닌 송시열을 향한 높은 존숭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 석의 문집인 �觀我齋稿�에는 ‘菊翁’이라는 미상의 인물이 송시열의 증손 宋

婺源(1677-1736)이 소장한 우암 상을 첨배한 후 을 지어 그에게 차운을 부

탁한 일이 기록되었다.32) 그는 국옹에게 차운한 세 수의 시를 지어 보냈다. 이 

시문은 송시열의 걸출한 용모를 칭찬하고 직  大賢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 음

에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석의 은 자신이 직  당에서 송시열의 

상을 첨배하 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말미에는 상을 첨배한 장소

가 禮山 集成 이라고 밝혔다.33) 조 석은 서인-노론을 통하는 학문  통을 

기반으로 송시열의 학문 , 정치  유산을 계승하고 이를 내면화한 형 인 노

론계 지식인이었다. 그는 선 의 문인화가들이 송시열의 상을 제작하 던 내

력을 이해하고 있으며 당에 안된 송시열 상화의 문화  권 를 체험 으

로 알고 있었다. 조 석의 상과 련된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그 안에는 노

론의 문인화가가 제작한 ‘송시열 상’이 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았다고 기록되었다.  

32) 송무원: 송시열의 증손. 부친은 東溪 宋晦錫이다. 자는 景徽, 호는 念修窩이다.

33) 조 석, 앞의 책 권1, ｢菊翁於宋景徽家, 瞻拜尤庵先生遺像, 感題一律, 示於灘翁及余使和

之. 此非 常吟詠. 且俯仰斯文, 益切樑摧之悲, 豈敢以詩拙而辭之, 輒賦三篇以復.｣, “烏山當

日有遺蹤, 爲訪祠 憶住筇, 三百年來精粹氣, 七分圖裡傑魁容. 光輝早仰垂天斗, 肅穆驚瞻

聳壑松, 不及大賢凾丈地, 自憐生晩墊昏慵. 曾於禮山集成 , 瞻拜畫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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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와 김창업이 송시열의 상을 그린 해는 1680년이었다. 이 해는 庚申換

局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득세한 해 다. 환국 이후 유배 이던 송시열

은 추부사에 제수되어 상경하 다. 이듬해 화양동으로 낙향할 무렵까지 그

는 약 1년 동안 서울에 머물 다. 김진규와 김창업이 상을 제작한 정확한 시

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송시열이 서울에 체재하던 기간으로 추

정된 바 있다.34) 서인의 핵심 인물인 송시열의 정계 복귀는 정권 교체를 의미하

는 상징 인 사건이었다. 그의 복귀를 맞이하여 문도들의 손으로 제작된 상은 

일차 으로 학문과 사상의 스승으로서 그를 기리기 한 것이었으나 필연 으로 

서인의 정치  승리와 그들의 권력 회복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680년에 발생한 권력 교체와 서인의 복권을 배경으로 송시열상이 제작된 상황

은 신임사화 이후 조 복상이 제작되던 여건과 상당 부분 첩된다. 두 사건은 

17세기 후반부터 지속되었던 당 간의 정쟁의 연속선상에 치했으며 서로 무

하지 않았다. 조 석은 두 시기 사이의 연 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단순한 상 

제작을 넘어 그 계승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상을 제작하고자하 을 것이다. 조

석이 상을 제작하며 선 의 문인화가들을 거로 삼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조 복상의 회화  표 에서도 그들을 본보기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문인화

가들이 제작한 송시열상을 환기시키는 이미지는 조 복상의 의미를 극 화시키

는 행 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론의 학문 ․정치  지도자로서 시 를 이끌었던 송시열은 상화의 역사

에서 특별한 치를 유한다(그림 11, 12). 그는 생 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상을 제작하 다. 그의 사후에 서원과 당에서 배향을 받았던 송시열의 

상은 노론 학맥의 사상 ․정치  구심 이자 그를 추종하는 문인들에게는 

상화 제작의 모델이 되었다.35) 송시열 상은 노론 내에서 향력 있는 문화  

아이콘이자 상 제작의 형이었다. 조의 등극 이후 조정에 돌아온 노론 

료들에게 송시열 상이 지닌 의의를 단 으로 제시하는 인물은 鄭澔(1648- 

34) 송시열 의 제작 시기는 이성훈, 2019 앞의 논문, 351-393면 참조.

35) 송시열 상의 계승과 련된 논의로서 강 식, 2014 ｢南塘 韓元震의 深衣幅巾像｣ �한국

문화� 65; 심경보, 2019 ｢조선후기 노론계 深衣肖像의 형성과 계승｣ �美術史學�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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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일 것이다. 정호는 본래 송시열의 문인으로서 신임사화 동안 사 신과 함

께 유배된 이후 조 복과 함께 복권되었다. 복권 이후 의정에 제수된 그는 진

재해에게 의뢰하여 78세상을 제작하 다. 정호의 이 상은 자신의 지 에 어울

리는 복 차림이 아니라 송시열 상의 한 유형인 복건과 심의 차림의 반신상

이었다(그림 13). 그는 조정에 돌아온 후 송시열을 향한 계승의식을 의미하는 

심의 차림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그려낸 것이었다.36) 조 복의 연거복본에 정호

와 같은 회화  의도가 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송시열을 추종하 던 조 석에게 그가 직  배향하 던 산 집성당의 유상은 

상 제작의 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석이 언 한 집성당은 

1709년경 산의 유생들이 설립하여 주자와 송시열의 유상을 안하 던 集成祠

36) <정호 상>의 좌변에 힌 “旃蒙大荒落”이란 고갑자의 을사년을 의미하며 이 상이 

1725년에 제작되었음을 말해 다. 국립 앙박물  편, 2011 � 상화의 비 �, 국립 앙박

물 , 314면. 

<그림 11> 필자미상, <송시열 

상〉심의복건본, 비단에 색, 

89.7×67.6cm, 국립 앙박물  

 <그림 12> 필자미상, <송시열 

상〉방건심의본, 비단에 색, 

92.5×62㎝, 안동권씨 문순공  종  



조영석이 그린 이지당 조영복 초상ㆍ347

를 가리킨다. 이곳은 19세기 말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이후 사라졌으며 이곳에 

어떤 유형의 상이 안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37) 이런 상황에서 조

석의 시도를 악하기 하여 무엇보다 김진규와 김창업이라는 노론의 선  

문인화가들이 제작한 송시열상의 도상과 이에 한 세간의 평가 등을 폭 넓게 

돌아보며 조 석의 경우에 근해 보고자 한다. 

<그림 13> 진재해, <정호 상>, 

1725년, 비단에 채색, 70×58cm, 

개인소장
        

<그림 14>  한시각, <송시열 

상> 입상, 1683년, 비단에 

채색, 174×79cm, 국립청주박물  

37) 산읍지 편찬 원회, 2016 �禮山邑誌�, 산군, 66-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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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김진규, 

<송시열 상> 본, 

1680년, 종이에 수묵,  

56.5×36.5cm, 

국립청주박물

 

<그림 16>  김창업, 

<송시열 상> 본, 17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 

50.5×37cm, 국립청주박물

 

 

<그림 17>  김창업, <송시열 

상> 본, 17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 56.3×42.7cm, 

국립청주박물

 

재 송시열의 상은 본을 포함하여 거의 30여 에 가까운 수량이 확인된

다. 이 상들은 도상에 따라 략 4가지 유형으로 나 어진다. 심의복건 차림의 

신상 외에 반신상으로는 심의복건, 방건심의, 방건도포의 3가지 유형이 하며 

각 본은 본을 제작한 화가와 련되어 있다.38) 심의복건의 신 입상은 도화

서 화원 韓時覺(1621-미상)의 제작본에서 유래하 음이 기록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그림 14). 반신상  방건도포 차림은 김진규본으로, 복건심의  방건심의

본은 김창업본으로 구분되고 있다(그림 15, 16, 17).39) 본들  김진규본에는 

38) 종택에 소장된 송시열상을 비롯한 상의 승에 하여 송백헌 편, 2011 �은진송씨문정

공 세 록�, 종려나무, 4-20면; 송자장 세계자손록간행 원회, 2005 �은진송씨세 록�, 

회상사, 1-12면 참조. 문 에서는 송시열의 신상은 한시각의 제작으로, 복건본의 반신

상은 김창업의 제작으로, 帽冠本, 즉 방건본의 반신상은 김진규의 본을 따른 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39) 송시열 상의 각 본과 의상의 의미에 한 해석은 이성훈, 2020 ｢송시열 상화의 제

작과 ‘ (大賢)’의 이미지 구축｣ �미술사와 시각문화� 26 참조. 앞의 논고에서는 종택

에 하는 본들을 단하는 과정에서 노가재본으로 해오는 심의복건 본  한 본

을 김진규본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안면의 모델링을 기 으로 한 것으로 타당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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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상에 “우암의 상 본을 김달보(김진규)가 경신년(1680)에 그리다.”라며 

화가에 한 언 이 문자로 남아 있어 비교  뚜렷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40) 김

진규의 제작본은 조 복의 연거복본과 가장 유사한 복장, 즉 방건과 도포를 착

용하고 있어 직 인 계를 유추할 수 있는 이다.

종택에 해온 3 의 본  오직 김진규본에만 제작 시기와 화가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비록 화가의 친필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비교  제작 계를 명

확히 해 다. 이것은 김진규본이 지닌 특별한 상을 반 한 상이기도 할 것

이다. 종가에는 김진규본 정의 권 와 승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록이 한다. 그것은 각 본의 우암 상에 한 평가를 담은 手記이다. 이 수

기에 따르면 송시열 一家는 소장한 본  김진규본이 상의 정신을 잘 악

하 다고 평가하 다. 김창업본에서는 조 은 ‘申申夭夭’, 즉 연거할 때의 부드럽

고 편안한 모습이 보인 반면에 김진규본은 ‘山野淸曜’, 재야에서 밝게 빛나는 기

상이 ‘七分之貌’라 칭할만하 다고 한다. 김진규가 화사와 함께 완성한 상은 

화양서원 설립 시 이곳의 안본으로 선택되었으며 그의 油紙墨本은 후손들  

송무원가에서 받들었다. 세간에서는 상의 제작이 거듭될수록 원본의 면모를 

잃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화상을 안하고자 하는 이들은 방불함을 하여 송무

원가의 본을 애써 받고자 하 다고도 한다.41) 앞서 거론한 조 석의 시문에 

등장하는 송무원가의 유상이란 바로 김진규가 직  제작한 유지묵본으로서 유상

을 제작하려는 이들이 모사하기 바랐던 원본이었던 것이다. 조 석의 시문이 지

어진 후 상황을 돌아보면 그는 이미 김진규본에 익숙하 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조 석은 송무원의 挽詞를 남기기도 하여 개인 인 친분을 짐작해볼 수 

있는 계이기도 하 다.42) 김진규본에 한 세인들의 높은 인식, 그리고 본

는 견해이나 본고에서는 종택의 승 사항을 보다 신 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단

하여 기존의 칭 내용을 따른다.

40)  김진규, <송시열 상> 본: “尤齋影草金達甫庚申年所寫.” 

41) 조선미, 1994 �韓國肖像畵硏究�, 열화당, 295-317면. 수기의 내용은 조선미 교수의 논고를 

참고하 다. 재 김진규본으로 하는 본(그림 15)은 화면상에 1680년에 김진규가 제

작하 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김진규의 원본인지, 이후의 모사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42) 趙榮祏, �念修窩遺稿� 下卷, ｢挽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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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 등 후 상황을 고려하면 송시열의 정신을 구 한 상으로서 인정받았

으며 스스로 익히 알고 있었던 송무원가의 김진규본 , 혹은 이를 본으로 

제작된 송시열상은 조 석이 상을 제작하는 보다 직 인 회화  거로 기

능하 을 것이라 추정된다.

송시열은 평소 복 착용을 좋아하지 않았던 인물로서 그의 상은 모두 야복

으로 제작되었다. 그의 사후에 상은 노론 학맥 내에서 정치문화의 아이콘으로

서 기능하 으며 18세기 이후 야복 상이 

유행하는 기를 마련한 것으로 논의된다. 

조 석이 공복본과 별되는 연거복 차림

의 상을 제작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송

시열 상의 통과 무 하지 않은 행 이

다. 여기에 더하여 두 인물의 상에 나타

나는 공동의 시각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밝은 회색 방건과 도포의 조

합이다. 주지하다시피 방건은 조선 문인들

이 당색의 차이에 계없이 보편 으로 착

용한 모 다. 방건을 착용한 모습의 

상이 지 않지만 일반 으로는 실을 반

한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송시열상에서는 특징 으로 백색, 혹은 회

색 등 밝은 색채 주로 표 되었다. 송시

열 상에서 보편 인 색채인 검은색 방건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은 상 제작의 

기부터 그 색채에 한 모종의 차별된 인식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반증한다.43) 

43) 송시열 상에 등장하는 특징 인 백색 방건은 孝宗(재  1649-1659)이 貂裘와 함께 송

시열에게 하사한 털모자, 즉 貂帽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송시열의 구와 모는 만주

의 추 를 함께 견디자는 효종의 北伐 의지를 담은 선물이었다. 송시열의 백색 방건에는 

모피로 보이는 질감이 표 된 경우도 있어 모의 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러한 해석을 따르면 백색 방건본은 노론의 정치  의인 북벌을 상징하는 도상으로서 

어느 상보다 구체 인 정치  표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송시열의 모와 방건

의 계에 해서는 한 심사 원  곡선사박물 의 심경보 학 사의 의견을 참고하

<그림 18> 필자 미상, <송시열 상> 

방건도보본, 비단에 색, 

61.2×40.6cm, 국립 앙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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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필자 미상(한종유 추정), 

<김원행 상>, 1763년, 비단에 

채색, 95.5×56cm, 이화여 박물

      

<그림 20> 필자 미상, <김원행 상>, 

1760년 , 비단에 채색, 74×48cm, 

간송미술

백색 방건과 도포를 착용하여 연거복본과 가장 높은 련성을 보여주는 송시

열상은 재 약 5 이 확인되고 있어 이것이 송시열상의 한 유형으로 확립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8).44) 이러한 유형의 상은 체로 유사한 형

식을 보이며 김진규의 본을 근간으로 제작되었음은 분명하다. 이  제작 시

기가 분명한 경우는 1800년을 후하여 등장하기 때문에 백색 방건이 언제부터 

다. 심경보 학 사는 송시열의 회색 방건도 모 표 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 아울

러 김원행  최익 이 모피로 만든 모를 착용한 상을 제작하 으며 이 때 방건은 

화이론과 정척사 사상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지면을 빌어 논의

를 도와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 

44) 필자가 확인한 백색 방건을 착용한 송시열상은 다음과 같다: 덴리  도서 본, 경기도박

물 본, 국립 앙박물 본(덕2252), 송재만 교수 소장본, 송 문 소장본. 조선미는 김진

규본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로서 송재만 교수 소장본을 지목한 바 있다. 조선미, 

2009 앞의 책, 190-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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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지기 시작되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존하는 송시열 

상  18세기 반에 제작되어 비

교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황강

당 승의 유상에서 방건은 검은색

이 아닌 회색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12). 정호의 사례에서 확인되

듯이 송시열 상을 향한 繼述의 

뜻을 지닌 노론 학자들이 일차 으

로 선호한 도상은 유학자의 정체성

을 강조한 복건에 심의를 착용한 

상이었다. 송시열의 을 잇는 

학자로 평가받는 金元行(1702-1772)

은 복건에 심의본 상을 제작하

다. 심의본 제작과 동시에 그는 백색 방건과 도포의 상을 남기기도 하 다(그

림 19, 20).45) 19세기 의 노론계 학자 洪直弼(1776-1852)은 이명기에게 의뢰

하여 백색 방건 차림의 송시열상을 제작하 다. 홍직필은 우암 후손가에 하던 

김진규본의 를 바탕으로 이 상을 제작하 다(그림 21).46) 이러한 사례를 

45)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원행은 심의와 야복 등 최소 8회 이상의 상을 제작하 다. 이화

여 박물 의 심의본은 1763년 한종유의 필치로, 간송미술 본의 김원행 상은 1768년 

오 기라는 평양화사가 제작하 을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백색 방건의 간송본은 황윤석

이 김원행의 서재에서 열람하고 기록한 백양모 의 상이며, 노론의 유학자 상에 보

이는 백양모 은 성리학 인 상징성을 지닌 도상으로 유추된바 있다. 김원행의 상과 

백양모 의 의미에 해서는 강 식, 2011 ｢진경시  인물화: 진경시  인물풍속의 조선

 풍격을 심으로｣ �간송문화� 81, 155-156면; 심경보, 2014 ｢조선 후기 深衣肖像 연구｣, 

고려 학교 문화재학 동과정 석사학 논문, 69-70면 참조. 

46) 洪直弼, �梅山集� 卷8, ｢上著菴兪丈漢雋｣; 洪直弼, �梅山集� 卷5, ｢ 鰲村宋丈稺圭 己卯

十一月七日｣. 홍직필은 1818년경에 송시열의 6 손인 宋穉圭(1759-1838)에게 서간을 보

내 그가 소장한 화상은 김진규본을 화원 이명기가 모사한 그림이라고 밝힌바 있다. 홍직

필의 후손가에 하던 백색 방건의 <송시열 상>은 홍직필의 상화와 함께 경기도박

물 에 기증되었다. 기증본과 종택에 하는 김진규본 와의 유사성으로 보아 홍직필

<그림 21>  이명기, <송시열 상>, 

1800년경, 비단에 채색, 129.5×60.5cm, 

경기도박물



조영석이 그린 이지당 조영복 초상ㆍ353

통해서 백색 방건상은 18세기 이래로 노론의 문인들 사이에 송시열 상의 한 

유형으로 수용되어 있었으며 김진규의 와 더불어 일정한 문화  권 를 공

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조 석이 그린 연거복본의 도상  연원은 그가 상

화 제작의 모델로 삼았던 송시열 상의 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조 석이 제작한 연거복의 도상을 1700년을 후한 상화의 역사 속

에서 살펴보면 백색 계열의 방건을 착용한 송시열 상과의 형식 인 련성을 

찰할 수 있다. 상화의 역사에서 백색 혹은 회색 방건이 노론의 유물은 아

니었다.47) 그러나 남인  소론계 문사들의 백색 모는 부분 본 상태로 

찰되며 완성된 상에서 백색이나 밝은 회색 방건을 착용한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후 상황을 고려하면 18세기 이래로 백색 방건의 도상은 송시

열상의 한 유형으로서 노론 집단 내에 자리 잡았으며 상 제작 시 실질 인 효

력을 발휘하 던 것으로 악된다. 

조 석의 상화 제작 방식은 노론 지식인으로서 송시열을 심으로 결집하

던 자당의 문화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었다. 그의 상화 인식과 

경험의 심에는 김진규와 김창업이라는 동당의 문인화가들이 제작한 송시열 

상이 있었다. 신임사화로 인한 기는 그의 붕당 의식을 심화시키는 계기 다. 

노론이 극 으로 기를 극복하고 조 복이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조 석은 선

이 참고한 후손가의 본은 송무원이 소장했던 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47) 18세기 이후에 소론  남인 문사들을 해 제작된 상 본에서 백색 계열의 방건을 

착용한 는 간혹 찰되지만 정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1730년 에 제작된 李

山培(1703-1732)로 추정되는 인물의 상화에도 회색 방건이 등장하고 있다. 이산배의 

상은 특별한 제작 내력을 지니는데, 그의 부친은 李德壽(1673-1744)로서 아들의 이른 

사망 후 화원 함세휘에게 요청하여 그를 追寫하 다고 한다. 재 의이씨 문 에 하

는 회색 방건을 착용한 은 남성의 상은 당시 제작한 이산배의 본으로 추정되고 있

다. 이산배의 상은 본으로 제작되었으며 추사라는 에서 본고의 논의와 다른 맥락

에서 이해해야하는 그림일 것이다. 이덕수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이 분기하던 18세기 

에 소론을 표하는 인물이었다. 이 시기에 소론과 노론은 정치 으로 치열한 립을 벌

던 상황과 달리 문화 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유의 심의

를 고안하여 착용한 남인과 달리 서인의 통을 가진 노소론 문인들은 공히 직령의 심의

복건본의 상을 제작한 사정도 양자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부분일 것이다. 이산배 상

의 제작 동기와 존 상의 비정에 하여는 이성훈, 2019 앞의 논문, 317-3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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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인화가의 를 따라 상을 제작하 다. 이 때의 상이란 일차 으로 조

복의 복권을 기념하는 일이었으나 그 변에서 송시열이 남긴 정치 , 문화  

유산을 확인하고 계승하는 일이기도 하 다. 후자의 의미는 공  기능을 강조한 

복 차림의 상으로는 온 히 구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 석이 직  연거

복본을 제작한 이유는 노론의 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그 에서 정치 , 문화

 함의를 담기 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표 1> 방건을 착용한 송시열 상과 조 복․김원행 상 

 김진규, 

〈송시열 상〉 

본

필자미상, 

<송시열 상>

 

필자미상, 

<송시열 상>, 

18세기 후반 

이후, 비단에 색, 

100×58cm, 개인 

소장

조 석, 

<조 복 상>

필자미상, 

<김원행 상> 

5. 결론

18세기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변하는 문인화가의 한 사람인 조 석은 형 조

복의 상을 제작하 다. 조 복의 두 상화는 1720년  왕  계승을 둘러싸

고 개된 붕당간의 치열한 정치  립의 소용돌이와 함께 제작되었다. 조를 

보 하여 소론과 립하 던 조 복과 노론은 경종의 즉  후 신임사화로 정치

 세력을 상실하 다. 조 복이 유배되어 천에 머물던 시기 조 석은 그를 

찾아 상 제작을 비하 다.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비하는 의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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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경종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조의 즉 에 따라 조

복은 무사히 조정으로 돌아왔다. 이 때 조 석은 진재해와 더불어 두 본의 조

복 상을 제작하 다. 본을 비하던 당시와는 상반된 처지에서 제작된 정본 

상은 노론과 조 복의 복권을 기념하는 상이 되었다. 

진재해는 조 복의 공복본 상을 제작하며 공신도상의 형식을 빌려 료로서 

조 복을 명 롭게 재 하 다. 공 인 상화 제작법을 충실히 따른 이 상은 

감상자에게 조 복이 조를 보 하여 왕 의 획득과 정치  안정에 기여하 다

는 메시지를 달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에서 조 석은 자유로운 표  방

식으로 조 복의 문인 인 성품을 강조한 야복본을 직  제작하 다. 이 상에

서 일차 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특징은 공들여 묘사한 두 손과 부채일 것이다. 

두 손을 자연스럽게 시야에 드러내고 부채를 늘어뜨린 모습은 주인공의 여유로

운 심리를 반 하며 내면의 문인 인 성품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표 된 연거복본의 의미는 조선 후기 상화의 행에서 야복본에 부여하 던 

일반 인 의의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 석이 채택한 회색 방건과 도포의 조합이 유사한 도상을 지닌 

송시열 상의 한 유형을 환기시키고 있음에 주목하 다. 백색 방건과 도포를 

착용한 송시열상은 1680년 김진규가 그린 를 본으로 제작되었다. 이들이 

언제부터 제작되기 시작되었는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18세기 부터 이미 송시

열 상에는 보편 인 검은 방건을 신하여 회색 방건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

러한 노론의 상 제작의 문맥에서 조 복의 밝은 회색 방건과 도포는 송시열 

상을 연상시키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송시열의 상화는 그의 사

상과 학문을 변하는 시각  상징물이자 노론계의 서원과 당에 안되어 추

앙받는 문화  아이콘이었다. 한 세  앞서 문인화가들에 의해 제작된 송시열의 

상은 조 석의 상화 제작과 인식의 근간을 구성하 던 것으로 확인된다. 조

석이 연거복본을 제작하는 태도는 송시열 상이 제작된 1680년과 그들이 살

았던 1725년 사이에 놓인 모종의 상 계를 가리키고 있다. 조 석은 서인을 

집권으로 이끌었던 송시열의 상징성을 환기시키는 상을 제작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정치  기를 극복하고 집권하 음을 기념하고 조 복 상에 의미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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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 석이 그린 연거복본 상은 노론이라는 특정 집단에 속한 문인화가라는 

존재와, 그들의 문화  유산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1748년 

숙종의 어진 모사를 추진하며 집필할 화가를 선발하는 자리에서 조는 “조 석

이 사 부 화가  제일이다.”라고 평가하며 집필을 권유하 다.48) 조 석은 ‘기

로서 왕을 섬겨서는 사류의 반열에 들 수 없다.’며 국왕의 요청을 사양하 다. 

조 석의 언 은 유교  수신서인 �禮記�를 인용한 것으로서 천한 기 에 종사

해서는 덕업을 담당하는 사 부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49) 사

부로서의 명 를 지키고자 하는 조 석의 발언은 일 이 김진규가 인 왕후의 

정을 그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국 당 의 화가 關立本의 일화를 들어 자손

들에게 그림을 경계시켰던 일화와 상통한다.50) 문인화가로서 높은 인정을 받았

지만 어진을 그리라는 요구 앞에서 사 부로서의 명 를 지키고자 필하 던 

김진규는 조 석에게 문인화가로서의 형을 제공한 인물이었다. 김진규가 제작

한 송시열 상은 조 석에게 사 부의 법에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상을 제

작할 수 있는 례를 제공하 을 것이다. 

조 석은 비록 명문가 출신의 사 부 지만 료로서는 낮은 직을 역임하

을 뿐이었다. 직  조정의 안을 논의하거나 첨 한 정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가 두각을 보인 분야는 미술과 문 이다. 이러한 그의 생애는 일견 세속 인 

성취에서 거리를 두고 술을 통한 자기수양을 추구하는 문인화가의 이미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조 복 상의 제작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돌아보면 조 석

이 동시 의 정치사회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선 사 부의 일원이었음

을 확인하게 된다.   

주제어 : 조 석, 상화, 송시열, 문인화가, 진재해

투고일(2021. 7. 30),  심사시작일(2021. 8. 6),  심사완료일(2021. 8. 23)

48) �承政院日記� 1026柵 英祖 24年 2月 4日, “然予亦曾見榮祐畫其兄像, 而果逼眞矣.”

49) 김민수 역해, 1992 ｢제5편 왕제｣ � 기�, 혜원출 사, 167-168면.

50) 장언원(조송식 옮김), 2008 �역 명화기�하,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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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traits of Jo Yeongbok Painted by Jo Yeongseok : The Legacy 

of Song Siyeol’s Portraits for the Literati Painter

51)

Lee Kyunghwa *

In 1724, Jo Yeongseok (1686-1761), a representative literati painter of late Joseon 

Korea, visited his older brother Jo Yeongbok (1672-1728), who had been exiled to 

Yeongcheon, and painted a draft for his brother’s portrait. The following year, Jo 

Yeongbok was released from exile and he returned to his official position. Jo Yeongseok 

commissioned Jin Jaehae, a leading portraitist during the early 18th century, to paint a 

formal portrait of his brother wearing a sibok (pink-colored official robe). He himself 

produced an informal portrait of Jo Yeongbok wearing a plain robe with a square hat 

(banggeon) and showing his bare hands. This portrait by Jo Yeongseok is recognized as 

jeonsin sajo, the ideal stage of expressing the spiritual essence of the sitter in a portrait.  

 During Joseon dynasty, portraiture was a specialized field of painting in which only 

professional painters would engage. But despite being a scholar painter, Jo Yeongseok 

created a portrait and even surpassed the artistic achievement of a professional painter. 

As a Confucian intellectual, Jo shared the view of Neo-Confucians that painting was a 

lowly skill (賤技). The given study explores what drove Jo Yeongseok to paint a 

portrait and what he wanted to express through the depiction of his brother. 

The hostilities and power struggles among political parties during the reign of King 

Gyeongjong (r. 1720-1725) may have motivated Jo to paint his brother’s portrait. The 

Noron (old learning) faction, to which Jo’s family belonged, advocated for the king’s 

half-brother Yeoning’gun (later Yeongjo, r. 1724-1776), but it was defeated by the Soron 

(young learning), which aimed to protect the reign of Gyeongjong. As a result, the 

Noron faced a major crisis and numerous of its scholar officials including Jo Yeongbok 

were either banished or executed. The political situation suddenly changed when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358ㆍ한국문화 95

Gyeongjong died unexpectedly in 1724. King Yeongjo succeeded the throne legitimately, 

and Jo Yeongbok and other representatives of the Noron returned to their positions. 

Once his brother was restored to power, Jo initiated the production of Jo Yeongbok’s 

portraits based on the draft from his exile. The portrait painted by Jin Jaehae and 

depicting Jo Yeongbok clad in an official robe symbolizes his loyalty to Yeongjo and 

commemorates his political restoration. The other one portraying him with a plain robe 

and a gray square hat reflects the sitter’s identity as a Confucian scholar. Furthermore, it 

evokes the image of Song Siyeol (1607-1689), scholar and politician of the 17th century 

and leader of the Noron faction, since there are several portraits of him wearing a white 

hat and robe similar to Jo Yeongbok. Song Siyeol’s portraits were  not only a symbol 

of his studies and thoughts, but a cultural icon which was enshrined in portrait hall and 

worshiped by Noron scholars. Song’s portraits depicted by literati painters of a previous 

generation, were in the center of Jo Yeongseok’s ideas and experiences with portrait. 

Following the precedent of Noron literati painters, Jo Yeongseok would have painted the 

portrait to commemorate overcoming the political crisis and his brother’s recovery. When 

examining Jo Yeongseok’s life and his artwork, it seems that literati painters in Joseon 

are not only artists who pursue idealistic, aesthetic values, but that they were also 

members of the high ruling class and they could not free themselves from their 

socio-political responsibilities.

Key Words : Jo Yeongseok, portrait, Song Siyeol, literati painter, Jin Jaeh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