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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슬에 뜻을 잃고 학문에 빠진 남자

충북 음성군의 평산 신씨 문중에서는 조선 후기의 문신 신

후재의 초상화인 ‘신후재 영정’을 소장하고 있다. 신후재 영

정은 규정영당에 소장되어 있다. 

신후재는 1660년(현종 1)에 문과에 급제하여 강원도관찰

사 등을 지냈으나, 당쟁으로 남인이 제거될 때 삭직되었다

가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다시 벼슬길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았고

숙종의 왕비인 인현왕후가 쫓겨나는 대신 소의 장씨(장희

빈으로 알려진 인물)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장

씨가 점점 숙종의 총애를 잃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1694년

갑술옥사가 일어났다. 소론이 폐비 민씨(인현왕후)를 복위 신후재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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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다. 이번에 숙종은 장

씨를 필두로 한 남인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섰다. 숙종은 남인을 축출하고 다음과 같

이 명을 내렸다. 

“중전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하고 폐비 민씨

를 다시 왕후로 복위하라!”

남인 신후재는 이 갑술옥사 때 연루되어 정

치적인 위기를 맞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숙

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인현왕후 폐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진주 부사 신후재가 거론되었다. 대사헌 이규령, 장

령 이의창, 지평 김연이 논했다. 

“신하가 된 자는 후(后)에 대하여서는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것과 같으므로,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감히 배척하여 말할 수 없는데, 더구나 없는 악명(惡名)을 방자하게 억지로 가

하여 조금도 꺼리지 않았으니 어찌 그 죄가 없었다 하겠습니까? 1689년 기사환국 때 신후

재가 감히 불경한 말을 아뢰었는데, 아주 도리에 어그러지기 짝이 없어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 신후재를 문책하여 그 죄를 다루소서.” (1694년(숙종 20) 4월 25일)

숙종은 그 의견에 따라 신후재를 여주에 유배시켰다. 이렇게 신후재는 1694년 갑술옥사에

연루되어 옥살이를 한 후로 다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1697년 석방되어 음성군 감

곡면 문촌리 오갑으로 돌아와 백련(白蓮)을 심고 ‘백련재(白蓮齋)’를 지어 학문에 전념하

였다. 저서로 『규정집(葵亭集)』이 있다.

그의 모습이 조선 사람과 달랐던 이유

신후재 영정은 조선 중기의 일반적인 초상화와는 크게 다른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단

령(團領, 깃이 둥근 공복)과 사모관대를 정장하고 전신 의좌상인 모습은 조선 숙종 연간

의 통상적인 초상화 모습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모습은 독특한 점들이 있다.  

동시대의 다른 초상화의 경우 공수자세(拱手姿勢)를 취하는데 반해 신후재 영정은 양손

에 홀(笏)을 받들어 쥐고 손을 노출시켰으며 긴 손톱을 표현하였다. 단령 위에는 각대를

나타내지 않았고 의자와 족좌대가 겹쳐져 있는 등 불합리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바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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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탄자나 화문석을 깔지 않았으며, 의자가 인물에 비하여 큰 편이다. 호피(虎皮)의 표현

은 거친 편이나 초상화의 안면 세부묘사는 뛰어나다.

후손들에게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후재가 청나라에 사은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그

려왔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조선 후기의 초상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규정영당과 신후재 묘소

규정영당은 신후재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사당이다. 규정영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

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목조기와집으로 1칸은 툇간이다. ‘규정영당(葵亭影堂)’이라는 현판

을 걸었으며 영당 주변에 돌담장을 돌리고 영당 앞에 솟을삼문을 세웠다. 솟을삼문 왼쪽

에는 ‘백련서재(白蓮書齋)’라는 재실(齋室)이 있는데, 이곳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4

호인 ‘신후재 영정’이 보관되어 있다.

신후재 묘소는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정도에 있다. 정부인 진주 유씨와 합장묘이며,

묘역은 잘 단장되어 있다. 묘 앞에는 상석이 있고, 좌우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

으며, 봉분 오른쪽에는 최근에 건립된 묘비가 있다. 상석 앞쪽으로는 장명등이 놓여 있다. 

비신은 대리석재로 대좌와 이수의 홈에 맞추어져 있고 4면에 그의 일대기가 음각되어 있다.

비신의 높이는 143㎝, 너비는 59㎝, 두께는 21.5㎝이다. 신도비는 묘에서 남서쪽으로

60m 떨어져 있다. 묘 비문은 이익이 짓고, 증손 신준악이 썼다. 석물이 잘 남아 있고 신도

비가 같은 묘역에 위치한다. 문화재로 지정하여 잘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신후재 초상

간접 관련된 유적(물) 규정영당, 신후재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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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서재 전경 신재후 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