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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5세기 전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화가 프라 안젤리코(Guido di Pietro, 또

는 Fra Angelico, c. 1395-1455)는 그의 생애 중 세 점의 ‘성스러운 화(sacra 

conversazione)’형식의 제단화를 제작했다. 세 점의 제단화는 <아날레나 제단화

(Annalena Altarpiece)>, <산 마르코 주제단화(San Marco High Altarpiece)>, <보

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Bosco ai Frati Altarpiece)>로, 모두 당  피렌체의 권력

자였던 코지모 데 메디치(Cosimo ‘il Vecchio’ de’ Medici, 1389-1464)의 의뢰를 받

아 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세 점의 ‘성스러운 화’ 형식 제단화가 후원자 코지모

의 지극히 사적이고 종교적인 소망을 신 앞에 제시하는 발원의 도구로서 제작되었음

을 주장한다. 또한 작품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해당 제단화들 자체뿐만이 아니라 

작품이 봉헌된 비교적 폐쇄적인 위치, 작품과 관련된 제례들, 작품이 주위의 다른 그

림들과 함께 형성하는 종합적인 맥락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이고자 한다. 

‘성스러운 화’란, 중심 패널에 성모 또는 성모자를 묘사하고 주변 패널에 

성인들을 배치했던 14세기까지의 다폭제단화로부터 발전한 르네상스 시  특유의 제

단화 형식이다. 프라 안젤리코는 위의 세 제단화를 통하여 ‘성스러운 화’라는 형식 

자체를 창안했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이 작품들은 주로 미술사적 연 기 내에서의 가

치에 주목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작품과 후원자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는 상 적으

로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 안젤리코의 세 점 ‘성스러운 화’가 각기 구체적으

로 어떤 목적을 띠었는지를 주문자의 입장에서 추적하며, 결론적으로 세 작품이 각각 

주문자 코지모의 부친-본인-아들(자손)을 위해 제작된 시각적 기도였음을 설명한다.

‘성스러운 화’ 양식의 창안이었던 작품 <아날레나 제단화>는 당 의 일반적

인 가문 예배당 제단화와 달리 가문의 세력을 과시하거나 후원자를 영예롭게 하려는 

성격이 약했다. <아날레나 제단화>는 성모자를 화면의 중심 인물로서 강조하며 그 다

음으로 코지모의 부친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Giovanni di Bicci de’ Medici, c. 

1360-1429)의 수호 성인인 사도 요한(St. John the Evangelist)을 강조하고 있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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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모의 아버지라는 개인의 수호성인을 가문 전체의 수호 성인이나 교회의 주보 성인

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당 의 일반적인 제단화 제작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더

불어 해당 제단화의 목적지였던 메디치 장례 예배당(Old Sacristy)은 당 의 일반적 

사례와 비교할 때 유달리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시민들로부터의 접근성도 낮았다. 따

라서 <아날레나 제단화>의 후원자 코지모는 이 제단화를 주문할 때 피렌체 사회에 가

문의 세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부친의 사후 안식을 효과적으로 기원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라 안젤리코의 두 번째 ‘성스러운 화’인 <산 마르코 주제단화>는 코지모가 

피렌체 산 마르코 수도원(Church and Convent of San Marco)의 재건축을 추진할 

때에 해당 수도원의 중앙 제단에 봉헌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코지모는 교황 에우제

니우스 4세(Eugenius IV)의 조언으로 산 마르코 수도원을 재건했는데, 이 때 그에게

는 고리 금업으로 쌓은 자신의 죄를 속죄한다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 해당 수도원

의 심장을 장식한 <산 마르코 주제단화>의 도상 및 수도원의 기타 부분을 구성하는 

회화들에서는 속죄라는 주제에 한 후원자 코지모의 집요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산 마르코 주제단화>에서 메디치 가문의 수호 성인인 성 코스마(St. Cosmas)와 성 

다미아노(St. Damian)는 무릎 꿇은 자세로 화면 전경에 배치되었는데, 이는 르네상스 

시  제단화에서 일반적으로 인간 후원자가 취했던 자세이며 겸손한 성격을 내포한

다. 동시에 두 성인 중 코지모의 수호성인이기도 한 성 코스마는 그의 시선과 제스처

로 인하여 알베르티적인 ‘초 하는 인물’로 제시되었다. <산 마르코 주제단화>에서 성 

코스마는 관람자를 제단화의 중심 신격인 성모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로써 사도

적인 지위로 격상된 것이다. 여기에서 제단화의 주문자 코지모가 자신의 수호 성인이 

재현되는 방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산 마르코 주제단화>에서 성 코스마에게 주어진 강조는 수도원 복합체 내부

의 타 회화 작품에서도 관찰된다. 사제단 회의실의 형 프레스코와 코지모의 개인 

예배실을 장식하는 프레스코가 그 예이다. 공통적으로 <십자가 책형>이라는 주제를 

갖는 해당 두 작품은 십자가 책형이 기독교 역사에서 갖는 내러티브로 인하여 성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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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를 속죄라는 테마에 재차 결부시킨다. 또한, <아날레나 제단화>의 경우에서와 마

찬가지로, <산 마르코 주제단화>는 피렌체의 일반 중에게 메디치 가문의 세력을 과

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가 석 칸막이로 가려

져서 성직자와 후원자 본인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산 마르코 주제단화>의 폐쇄

적인 위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이다. 성 코스마에 한 강조와 더불어, 권력

의 표상으로서의 제단화의 기능에 한 이례적인 무관심은, 산 마르코 수도원 복합체

뿐 아니라 그 중심에 있었던 <산 마르코 주제단화> 역시 코지모가 속죄의 의미로서 

바친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봉헌물이었다는 독해를 가능케 한다.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는 후원자 코지모의 가계 

3 를 차례로 기념하는 ‘성스러운 화’ 중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며, 제단화의 초점에 

코지모의 큰아들 피에로 데 메디치(Piero ‘il Gottoso’ de’ Medici, 1416-1469)의 수

호성인인 순교자 성 베드로(St. Peter the Martyr)를 두었다.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제단화의 봉헌 장소였던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 교회(Church and Convent of San Francesco at Bosco ai Frati)가 메디

치 가문과 관련하여 수행했던 역할에 있다. 코지모와 관련된 기록 및 피에로가 가족

과 주고받은 서신으로 판단컨 , 보스코 아이 프라티는 코지모를 중심으로 한 메디치 

가문의 중요 성원들이 고향 마을인 무젤로(Mugello)로 휴양을 갈 때에 그들의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던 지역 교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지모가 메디치 가문의 

뿌리를 상징하는 저택 빌라 카파졸로(Villa Cafaggiolo)의 구매를 기하여 <보스코 아

이 프라티 제단화>를 주문하고 수도원 교회에 봉헌했다는 사실은, 주문자 코지모가 

해당 제단화에 다분히 개인적이며 가족적인 의미를 부여했음을 짐작케 한다.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에 피에로 데 메디치의 수호 성인인 순교자 성 

베드로가 묘사된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사건이다. 순교자 성 베드로는 도미니코회

의 중요 성인이므로, 그를 프란치스코회 수도원 교회의 제단화에 묘사하는 것은 당

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를 주문할 때 

후원자 코지모는 통념에 반하는 수단을 써서라도 아들 피에로를 특별히 가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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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에는 앞선 두 ‘성스러운 

화’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가족적이며 친 한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화면 중앙에서 

엘레우사(Eleousa)도상으로 다정하게 뺨을 맞댄 성모와 아기 예수는 그러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주축이다. 
 
세 점의 ‘성스러운 화’는 성모자를 중심에 두고 성인들이 아치형으로 도열한

다는 회화 구도상의 공통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프라 안젤리코의 솜씨와 이를 유도

한 코지모 데 메디치의 의지로 인하여 각기 후원자의 서로 다른 세 가지 기원(祈願)

에 봉사하는 작품이 되었다. 세 제단화는 모두 코지모의 사적이며 종교적인 의지를 

반영했으며 르네상스 제단화가 일반적으로 수행했던 사회적·정치적 재화로서의 성격

은 다분히 축소되었다. 본고는 세 점 ‘성스러운 화’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작품의 제작 조건, 봉헌 공간, 주변 제례 등 총체적인 주변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로써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제단화가 당

의 특정 관객을 상 로 제시되고 해석된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주요어 : 프라 안젤리코, 코지모 데 메디치, 성스러운 대화, 르네상스 제단화, 종교적 

미술 후원

학번 : 2013-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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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5세기 전반 피렌체(Florence)에서 활동했던 화가이자 도미니코 

수도회(Order of Preachers)의 수사인 프라 안젤리코(Guido di Pietro, 또는 Fra 

Angelico c. 1395-1455)는 그의 생애 중 세 점의 ‘성스러운 화(sacra 

conversazione)’형식의 제단화를 제작했다. 세 점의 제단화는 〈아날레나 

제단화(Annalena Altarpiece)〉 (c. 1435) (도 1), 〈산 마르코 주제단화(San Marco 

High Altarpiece)〉 (c. 1438-40) (도 2),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Bosco ai 

Frati Altarpiece)〉 (c. 1450-52) (도 3)로, 모두 당  피렌체의 권력자였던 코지모 

데 메디치(Cosimo ‘il Vecchio’ de’ Medici, 1389-1464)의 의뢰를 받아 제작되었다. 

15세기 초까지 토스카나 지방에서 관습적으로 제작되었던 다폭제단화(polyptych)들과 

달리 단일 패널인 팔라(pala)를 택했던 이 새로운 형식의 제단화들은, 통합된 화면 

내부에 삼차원적 공간의 환영을 설득력 있게 구현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었다. 프라 

안젤리코는 위의 세 제단화를 통하여 ‘성스러운 화’라는 형식 자체를 창안했다고 

여겨진다.

‘성스러운 화’는 중심 패널에 성모 또는 성모자를 묘사하고 주변 패널에 

성인들을 배치했던 14세기의 다폭제단화로부터 발전했다.1 제단화가 ‘성스러운 

화’로 불리기 위한 요건은 첫째로 제단화의 화면이 하나로 통합된 직사각형의 패널 

또는 캔버스일 것이며, 둘째로 화면 안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인 성모자와 주변 

인물인 성인들이 모두 함께 실제적으로 묘사된 원근법적 공간 안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성스러운 화’는 제단화라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미술품에 

선원근법을 이용한 보다 사실적인 공간·인물 묘사의 욕구, 재료의 물성보다 화가의 

솜씨를 높이 사는 미학이론 등이 투사되어 탄생한, 지극히 르네상스적인 충동이 낳은 

종교화 형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탄생 이후 ‘성스러운 화’는 르네상스적 정신을 

1 Rona Goffen, “Nostra Conversatio in Caelis Est: Observations on the Sacra 
Conversazione in the Trecento,” The Art Bulletin 61, No. 2 (1979): 19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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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포섭한 종교화의 형식으로서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를 통틀어 

토스카나(Tuscany), 베네토(Veneto) 및 플랑드르(Flanders)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다. 

르네상스 전반기에 ‘성스러운 화’ 형식의 파급력과 인기가 상당했다는 사실은 프라 

필리포 리피(Fra Filippo Lippi, c. 1406-1469), 조반니 벨리니(c. 1430-1516), 

도메니코 기를란다요(Domenico Ghirlandaio, 1449-1494),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1483-1520) 등의 거장이 모두 ‘성스러운 화’ 형식의 제단화를 여러 차례 

그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성스러운 화’가 이처럼 르네상스 시  종교화라는 분야에서 명백한 

중요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형식으로서의 ‘성스러운 화’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2 ‘성스러운 화’ 형식의 효시였던 프라 안젤리코의 

제단화 세 점을 하나의 맥락에서 서술한 연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90년  초 존 파올레티(John T. Paoletti)가 〈아날레나 제단화〉와 〈산 마르코 

주제단화〉를 한데 묶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두 작품이 

왕조적 가문 도상(dynastic family iconography)을 지향했다고 논한 바 있으나, 

해당 연구에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는 포함되지 않았다.3 비슷한 시기에 

윌리엄 후드(William Hood)는 〈산 마르코 주제단화〉를 분석하며 〈아날레나 

제단화〉와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를 함께 거론했는데, 이는 주로 세 ‘성스러운 

화’의 제작 연  순서를 논하기 위함이었다.4 현재까지 코지모 데 메디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으며 공통의 회화적 구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세 점의 ‘성스러운 

화’를 가장 집중적으로 논했던 연구는 프란시스 에임즈-루이스(Francis 

Ames-Lewis)의 94년 저술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에임즈-루이스는 코지모가 

2 로나 고펜의 연구는 ‘성스러운 화’라는 형식을 집중적으로 다룬 드문 저작 중 하나로, 14
세기에 ‘성스러운 화’의 토 가 형성된 과정을 탐구한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성스러운 
화’가 15세기에 비로소 탄생하여 널리 쓰였던 과정은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Goffen, 위의 논문.
3 John T. Paoletti, “Fraternal Piety and Family Power,” in Cosimo "il Vecchio" de' 
Medici, 1389 - 1464, ed. Francis Ames-Lewis (Oxford: Clarendon Press, 1992), 
211-219.
4 William Hood, Fra Angelico at San Marco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3), 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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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성스러운 화’를 이용해 피렌체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던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을 정립했다고 보았다.5

90년  전반에 위와 같은 몇몇 논의가 행해진 뒤, 프라 안젤리코의 ‘성스러운 

화’들은 주로 화가에 의한 새롭고 영향력 있는 종교화 형식의 창안이라는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미술사가들의 연구 상이 되어 왔다. 그 예로 가브리엘레 

바르츠(Gabriele Bartz), 다이앤 콜 알(Diane Cole Ahl) 등의 저서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의 ‘성스러운 화’에 한 후원자의 관점을 주된 논의 상으로 

삼지 않거나, 작품과 후원자와의 관계를 언급하더라도 ‘성스러운 화’는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을 정립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다는 에임즈-루이스의 기존 관점과 

다른 논지를 제공하지 않았다.6 

프라 안젤리코의 ‘성스러운 화’들이 모두 코지모 한 명에 의해 

의뢰되었으며 그가 작품의 제작 과정과 도상의 형성에 강하게 개입했음이 주지의 

사실인 만큼, ‘성스러운 화’들의 보다 완전한 분석을 위해서는 코지모 개인의 

관점을 논의의 장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 더불어 르네상스 시 의 제단화는 결코 

개별 예술품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간 내에서 기능하는 도구였음을 고려할 때, 

‘성스러운 화’들의 당시 제반 상황은 작품 분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프라 안젤리코의 세 점 ‘성스러운 화’는 형태와 구성에 있어서 서로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세 작품 모두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메디치 가문의 수호 성인 및 코지모 이하 메디치 가문의 주요 인물과 연관되는 

성인들이다. 세 작품에서 메디치 가문과 관련된 성인은 일정 이상의 비율로 등장하며, 

작품별로 차이는 있으나 각 제단화에서 성모자 다음으로 주목받는 인물은 모두 

메디치 가문과 관련된 성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의 유사성으로 성모자와 성인들 

주변을 구획하는 경계에 메디치 가문의 문장인 팔레(palle)가 그려졌다는 점, 

5 Francis Ames-Lewis, “Fra Angelico, Fra Filippo Lippi and the early Medici,” in 
The Early Medici and their Artists, ed. Francis Ames-Lewis (London: Birkbeck 
College, 1995), 107-124.
6 Gabriele Bartz, Giudo da Pietro, known as Fra Angelico, ca. 1395-1444, trans. 
Christine Varley (Köln: Könemann Verlagsgeselleschaft, 1998), 38-47.; Diane Cole 
Ahl, Fra Angelico (London and New York: Phaidon, 2008), 90-93, 118-123, 19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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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이 존재하는 공간의 경계 저편에는 성모를 상징하는 정원이 그려졌다는 점 

등이 존재한다.7

그러나 그림의 틀과 그림 내부의 구성에서 눈을 돌려 제단화가 수용되었던 

맥락을 살펴본다면, 프라 안젤리코의 세 ‘성스러운 화’는 각기 전혀 다른 환경을 

위해 주문되고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주문되었다고 추정되는 

〈아날레나 제단화〉는 산 로렌초 교회(Basilica of San Lorenzo)에 있었던 메디치 

가문의 장례 예배당을 위해 제작되었다. 흔히 ‘성스러운 화’의 모범이라 불리는 〈산 

마르코 주제단화〉는 피렌체의 도미니코회 수도회칙엄수파(Observant Order of 

Preachers)의 본거지였던 산 마르코 수도원(Church and Convent of San 

Marco)의 주 제단에 봉헌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는 

피렌체 외곽 시골 마을의 프란치스코회 수도원 교회의 주제단을 위해 의뢰되어 

아직까지 거기에 자리잡고 있다. 새로이 시도된 하나의 형식이, 은행가 가문의 개인 

예배당, 거  수도회의 모교회(mother church)의 주 제단, 그리고 또 다른 수도회의 

교회 제단에 바쳐졌던 것이다.

상술했듯 프라 안젤리코의 ‘성스러운 화’ 형식 제단화들은 흔히 성장 

일로에 있던 메디치 가문의 이미지를 피렌체 시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폐쇄되고 제한적인 공간이었던 개인 

예배당 또는 수도원 내부가 아니라, 세인의 접촉이 보다 용이했던 피렌체의 거  

교회인 산타 마리아 노벨라(Basilica of Santa Maria Novella) 혹은 산타 크로체 

교회(Basilica of Santa Croce)에 예배당을 마련하여 그곳의 제단화로 봉헌하는 편이 

이치에 맞았을 것이다. 더욱이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의 경우에는 당시 

피렌체에서 도미니코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프란치스코회의 수도원에 바쳐진 

쟉품임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코회 소속 수사로서 교단의 중심에 있었던 프라 

7 〈산 마르코 주제단화〉에서는 성인들의 발치에 깔린 카펫 가장자리에 팔레가 장식되었으며,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에서는 성인들 뒤편의 건축 상인방에 팔레가 장식되었다. 〈아날
레나 제단화〉는 예외인데, 작품 자체가 메디치 가문의 예배당에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굳이 메디치 가문의 문장을 거듭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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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리코가 제작했다는 점이 자못 흥미롭다. 코지모 데 메디치가 이렇듯 

어색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구성의 작품을 의뢰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프라 안젤리코의 세 점 ‘성스러운 화’ 작품들이 코지모 데 메디치 

개인을 위한 영적 투자였음을 주장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관점은 본인 및 

가족들의 영적 안녕에 한 코지모의 염려가 무척 광범위하고 열렬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충동이 은행가였던 그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다양한 투자의 형태로 

‘성스러운 화’ 제단화들과 그 주변 환경의 조성을 통해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코지모의 의뢰 하에 제작된 세 점의 ‘성스러운 화’를 당시의 제작 

환경, 제단화와 결부되었던 제례, 제단화가 설치되었던 장소, 나아가 제단화와 도상적 

공통점을 가졌던 주변 시각 요소와 함께 종합적인 맥락 안에서 분석할 것이다. 

그로써 그간 프라 안젤리코의 세 점 ‘성스러운 화’ 연구에서 상 적으로 간과되었던 

측면, 즉 후원자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스러운 화’ 제단화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제단화가 의미했던 바를 파악하기 위해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작품의 총체적인 주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분석을 행함으로서, 르네상스 종교화가 

당 의 특정 관객을 상 로 제시되고 해석된 방식을 보다 적확하게 이해하는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문의 각 장에서는 차례로 〈아날레나 제단화〉, 〈산 마르코 주제단화〉,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를 제단화의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할 것이다. 먼저 

II장에서는 〈아날레나 제단화〉가 그 최종적 봉헌처와 달리 본래는 산 로렌초 교회의 

메디치 장례 예배당(Old Sacristy)에 봉헌될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논증할 

것이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 1377-1466)에게서 비롯한 

메디치 장례 예배당의 설계 지침은 최초의 ‘성스러운 화’인 〈아날레나 제단화〉가 

등장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어서 〈아날레나 제단화〉의 내부 도상, 

메디치 장례 예배당에 결부되었던 제례, 메디치 장례 예배당의 상 적으로 고립된 

위치와 검소한 내부 장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단화의 개인적·기복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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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며, 그 최종 목적은 코지모의 부친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Giovanni di Bicci 

de’ Medici, c. 1360-1429)의 사후 안식을 비는 것에 있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본문의 III장은 〈산 마르코 주제단화〉의 제작에 관하여 알려진 후원자 

코지모의 동기를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산 마르코 주제단화〉는 산 마르코 

수도원 전체의 재건축 사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교황 에우제니우스 

4세(Eugenio IV)의 조언에 따라 해당 수도원을 재건축할 때 코지모에게는 자신의 

속죄를 추구한다는 명백한 동기가 존재했다. 후원자의 종교적 염려는 산 마르코 

수도원 내부의 시각요소들에 ‘속죄’라는 주제가 일관되게 투사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이기 위하여 필자는 〈산 마르코 주제단화〉 및 수도원 복합체 

내의 다른 회화 작품인 사제단 회의실의 〈십자가 책형(Grand Crucifixion)〉 (c. 

1441-42) (도 22) 및 〈성모, 성 코스마, 사도 요한과 순교자 성 베드로가 있는 

십자가 책형(Crucifixion with the Virgin and Sts Cosmas, John the Evangelist 

and Peter Martyr)〉 (c. 1441-42) (도 24) 에서 나타나는 도상학적 연속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해당 작품들의 위치와 구성을 논의함으로써 자신의 속죄를 강하게 

열망하면서도 그것을 피렌체의 일반 중에게 공개할 의도는 없었던 후원자 코지모의 

영적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를 분석 상으로 삼아 코지모가 

마지막 ‘성스러운 화’ 주문을 통해 기원했던 것이 그의 가족과 후손의 안녕이었다는 

점을 서술할 것이다.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는 코지모의 장자이자 메디치 

가문의 상속자였던 피에로 데 메디치(Piero ‘il Gottoso’ de’ Medici, 1416-1469)의 

수호 성인을 작품의 초점으로 두었으며, 세 점 ‘성스러운 화’ 중 성모자의 관계를 

가장 가족적으로 묘사했다. 제단화의 가족적인 성격과 더불어, 제단화의 봉헌처인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Church and Convent of San Francesco at Bosco ai 

Frati)이 코지모가 고향에서 말년을 보낼 때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된 영적 도움을 

제공했던 장소였다는 사실을 통해, 해당 제단화에 부여된 사적인 성격과 거기에 

투사된 후원자 코지모의 가족 및 후손에 한 염려를 읽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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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날레나 제단화〉 (c. 1435): 부친의 사후 안식을 
위하여  

1. 〈아날레나 제단화〉의 주문과 메디치 장례 예배당

르네상스 시 의 이탈리아에서의 미술 후원은 미술 작품의 종류, 제작 지역, 

기능, 더불어 작품 후원 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띠었다. 특히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작품이 의뢰되는 과정 및 완성된 작품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후원자들의 신분 및 취향이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 에 개인적으로 

미술품을 주문할 정도의 부를 갖췄던 인물이라면 누구든 필수적으로 의뢰했던 미술 

작품의 범주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장례 예배당(funerary chapel)과 그에 

수반하는 제단 및 제단화이다. 로마 가톨릭이 제시하는 사후 세계관은 당시 전 

이탈리아인이 공유하던 공통분모였으며, 가톨릭적 세계관에서 볼 때 장례 예배당과 

그에 딸린 제단 및 제단화는 망자의 영혼이 사후에 빠른 안식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8

가톨릭의 사후관에 따르면 부분의 기독교인은 죽은 뒤 최종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으나 그 전에 연옥에서 생전의 죄를 정화해야 했다. 연옥에 머무르는 동안의 

고통의 기간과 엄중함은 사람이 생전에 지은 죄업의 크기에 비례하지만, 산 자가 

망자를 기억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바칠 경우 망자의 영혼이 연옥에 머무르는 

기간과 그 고통은 줄어들 수 있었다.9 망자를 위한 기도는 죽은 사람의 살아 있는 

8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으며 이에 전 유럽적인 사회 변화를 수반했던 종교개
혁(또는 프로테스탄트 개혁Protestant Reformation)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1517년 95개조 반박문 발표를 결정적인 계기로 삼았다. 14세기 중반부터 영
국, 보헤미아 등지에서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몇몇 고립된 개혁 운동이 유의미하게 전개되었
으나, 알프스 이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517년 이전의 이탈리아 반도 내 주요 국가 및 
도시들은 중세로부터 전해 온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따른 사회·종교적 관습을 유지했다
고 요약할 수 있다. 베른하르트 로제, 『루터 연구 입문』, 이형기 옮김(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3), 17-39; 스티븐 오즈먼, 『개혁의 시  (1250-1550): 중세 말의 지성-종교사와 유럽의 
종교개혁』, 손두환·강정진 옮김, 칼빈신학연구원 교회사 연구소 편 (칼빈서적, 1988), 1-65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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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사적으로 바칠 수도 있었으나, 성직자가 추모 미사(funerary mass) 및 연중 

성무일도(anniversary office)등의 공적인 제례를 통해 기도해 주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여겨졌다. 성직자로 하여금 개인을 위하여 정기적인 제례를 바치도록 

계약을 맺으려면 교회와의 접한 친분 및 적잖은 기부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한 사회 지도층들이 이러한 정기적인 제례의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한 기부의 절정은 개인 혹은 가문에 소속되는 장례 

예배당을 봉헌하여 교회 내부에 해당 제례가 행해질 독점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중세 말부터 이탈리아에서는 점차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장례 예배당을 

갖기를 열망했고, 14세기 후반-15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명문가라면 교회 내부에 장례 

예배당을 하나 이상 갖는 것이 사회적 의무로까지 여겨졌다.10 장례 예배당을 

바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안에 딸린 제단 및 제단화, 예식에 필요한 기구와 

성직자들의 봉급을 모두 함께 기부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해당 물품들의 제작을 

활성화했으며 교회 측에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었다.

코지모 데 메디치가 프라 안젤리코에게 의뢰했던 〈아날레나 제단화〉 (도 1)는 

바로 메디치 가문의 인물들이 묻힌 산 로렌초 교회의 메디치 장례 예배당을 위한 

것이었다고 추정된다.11 〈아날레나〉의 제작 연 에 해서는 1430년  중반과 

1450년  초반이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추정치가 각각의 근거를 통해 

주장된 바 있다. 제단화가 이름을 얻게 된 최초 소장처 산 빈첸초 다날레나 

수녀원(Church and Convent of San Vincenzo d’Annalena)이 1450년 에 

9 “PURGATORY,” in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11 (New York: McGraw-Hill, 
1967), 1034-1039.
10 Francis Ames-Lewis, Florenc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52.
11 코지모 데 메디치가 건설한 산 로렌초 교회 내부의 메디치 예배당은 본래 해당 교회의 성
구(聖具)를 보관하는 성구보관실 기능을 겸했다. 1520년 산 로렌초 교회에 신 성구보관실
(New Sacristy)이 지어지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코지모 데 메디치가 건설한 성구실은 구 
성구보관실(Old Sacristy)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편, 17세기 초 산 로렌초 교회의 후진(apse)
또한 메디치 가문의 일원을 매장하는 공간이 되면서 메디치 예배당(Cappelle Medicee)이라 
불리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코지모 데 메디치가 건설하고 조반니 디 비치가 매장된 공간만을 
다루는데, 의미를 명쾌히 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메디치 장례 예배당’이라고 적으며 영어
로는 ‘Old Sacristy’라고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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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었다는 점을 들어 후자를 지지하는 설이 존재하나, 제단화 내부의 성인 구성 

및 화풍으로 미루어 볼 때 〈아날레나〉는 1430년  중반에 제작되었다는 의견이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다.12 

작품의 세부 요소에 한 분석을 통하여 1430년  중반 제작 설이 보다 높은 

타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아날레나〉의 성모자가 앉은 옥좌 뒤에는 

규칙적인 문양을 갖는 금빛 직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직물의 문양은 프라 

안젤리코가 1430년  중반에 그린 바르셀로나 소장의 〈겸손의 성모(Madonna of 

Humility)〉 (도 4)에서 성모가 앉은 방석에 그려진 문양과 일치한다. 프라 안젤리코가 

1432년경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코르토나 수태고지(Cortona Annunciation)〉 (도 

5)의 성모가 앉은 의자에도 같은 문양의 직물이 걸려 있다. 〈아날레나〉의 성인들 

뒤로 걸린 직물에서는 보다 정교한 문양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1430년 에 제작된 

프라 안젤리코의 또다른 〈겸손의 성모〉 (도 6)의 성모 뒤편에서 목격되는 것과 

일치한다.

둘째로, 〈아날레나〉의 중심 인물인 성모가 그려진 방식을 보면 작품의 연 가 

1430년  초-중반이라는 것이 더욱 확고해진다. 프라 안젤리코의 모든 작품 중 

〈아날레나〉의 성모와 가장 유사한 모습의 성모를 보여주는 것은 1433-35년에 제작된 

〈세례 요한과 성 마르코와 함께 있는 성모자(Madonna and Child with Saints 

John the Baptist and Mark)〉, 일명 〈리넨 제작자의 경 (Linaiuoli Tabernacle)〉 

(도 7)이다. 두 작품의 성모는 가장자리에 금박 문양이 들어간 푸른 망토로 머리부터 

12 〈아날레나〉가 1430년  중반에 메디치 장례 예배당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설은 1993년 후
드가 최초로 제안했고 이후 에임스-루이스, 알 등이 동의했다. Hood, 앞의 책, 102-107; 
Ames-Lewis, “Fra Angelico, Fra Filippo Lippi and the early Medici,” 107-124; Ahl, 
앞의 책, 90-93. 2005년 메트로폴리탄 전시 도록은 산 빈첸초 다날레나 수녀원의 설립 시기
에 근거하여 1450년  초반 제작 설을 지지한다. Laurence Kanter and Pia Palladino, Fra 
Angelico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146. 그러나 〈아날레
나 제단화〉가 본래 산 빈첸초 다날레나 수녀원을 위하여 주문된 것이었다면, 수녀원의 주보 
성인인 성 빈첸초 페레(St. Vincent Ferrer) 및 성 스테파노(St. Stephen), 수녀원의 소속 종
파 성인인 성 도미니코(St. Dominic)중 누구도 제단화에 묘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1430년  중반 제작 설에서는 〈아날레나〉가 본래 메디치 장례 예배당에 봉헌될 목적
으로 제작되었으나 모종의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던 중, 1450년  초 급히 제단화가 필요하게 
된 산 빈첸초 다날레나 수녀원에 보내졌다고 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드와 알의 상기 저
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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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끝까지를 감쌌고, 그 안에는 허리에 주름이 잡힌 진홍색 치마를 입었으며, 

망토자락은 왼쪽 무릎 옆으로 흘러내려서 발 밑에서 물결치는 듯한 주름이 잡혔다. 

두 작품에서 성모의 의복은 망토를 가슴 위에서 금색 메달로 여미고 그 근처에 

오른손을 가져다 며 안에 입은 치마에는 금빛 허리띠를 두르는 등 세부까지도 거의 

완벽한 동일성을 보인다. 이는 프라 안젤리코가 1450년 에 성모를 그린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프라 안젤리코의 1450년  작품 중 성모가 등장하는 것으로는 

표적으로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 (도 3)가 있는데, 여기서 성모는 망토 안에 

푸른 치마를 입었으며 망토 자락은 두 무릎 사이로 내려오고 있다. 성모의 시선의 

방향도 〈아날레나〉 및 〈리넨 제작자의 경 〉와의 그것과는 다르게 처리되었다. 

〈리넨 제작자의 경 〉는 성모 외의 인물을 그린 방식에서도 〈아날레나〉와 

상당한 공통점을 갖는다. 〈리넨 제작자의 경 〉의 날개 패널을 펼쳤을 때 두 

작품에서 성모의 바로 왼쪽에 있게 되는 성인의 자세 및 옷자락의 곡선 주름 표현은 

단순히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참고했거나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여 

그렸으리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도 7a).13 〈아날레나〉와 〈리넨 제작자의 경 〉의 

인물 표현법에서의 강한 유사성은 두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제작되었으리라는 

가설에 신빙성을 더한다. 

〈아날레나〉의 제작 연 를 1430년  중반으로 확정하는 것은 프라 안젤리코와 

메디치 가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1430년  중반에 작품이 

제작되었다면 그 목적은 산 로렌초 교회의 메디치 장례 예배당에 제단화로 봉헌되기 

위함이었음이 분명한데, 이 시기에 메디치 가문의 주도로 건설 중이었던 종교 

건축물이 해당 예배당뿐이기 때문이다.14 당  종교적 후원의 일반적 양상을 생각해 

13 알은 여기에 나타난 성인들의 옷주름 표현과 기베르티(Lorenzo Ghiberti, 1378-1455)가 
1410-20년 에 제작한 오르산미켈레(Orsanmichele) 외벽 청동상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전자가 후자를 참고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Ahl, 앞의 책, 89.
14 프라 안젤리코가 세속 건축 내부 예배당을 위한 제단화를 제작한 예는 알려지지 않았다. 
설령 세속 건축으로까지 고려 범위를 넓히더라도, 메디치 가문의 상징이 되는 팔라초 메디치
(Palazzo Medici)는 1445년부터 건설되었므로 예배당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단화
를 먼저 주문하는 일이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팔라초 메디치의 건설 시작 시점은 Dale 
V. Kent, Cosimo de’ Medici and the Florentine Renaissance: the patron’s oeuv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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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에도 〈아날레나〉의 1450년 제작 설보다는 이 편이 신빙성을 띤다. 코지모가 한 

예술가에게 여러 점의 신식(新式) 제단화를 주문했다면 공적인 건물을 위한 

작품에서보다는 개인 예배당을 위한 작품에서 먼저 시도했으리라는 편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프라 안젤리코가 코지모 데 메디치의 의뢰로 제작했던 제단화는 

〈아날레나〉, 〈산 마르코 주제단화〉,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의 세 점이며 이 

제단화들은 모두 ‘성스러운 화’ 도상을 가졌다. 15세기 중반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성스러운 화’는 그전까지 토스카나 지역의 주류였던 금박 배경 다폭제단화의 

인기를 뛰어넘어 16세기 말까지 이탈리아 전역에서 유행하였다. 프라 안젤리코가 

코지모 데 메디치를 위해 제작한 세 점의 제단화는 초기 ‘성스러운 화’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산 마르코 주제단화〉와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는 둘 다 수도원 소속 교회의 주제단을 위한 작품이었다. 수도원 교회의 주 

제단은 많은 성직자들이 접하는 공적인 장소로서 전통적 규범에 따른 제단화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개인 예배당에 속한 제단화는 교회의 주 제단에 

봉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리나 전통, 성직자들의 간섭에서 보다 자유로웠다. 

‘성스러운 화’라는 새로운 형식의 제단화를 최초로 선보이기에 보다 적합했을 

장소는 메디치 가문의 사적인 예배당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아날레나〉는 1440년경 

제작된 〈산 마르코 주제단화〉보다 앞서 산 로렌초 교회의 메디치 장례 예배당을 위해 

제작되었다고 추정하는 편이 타당하다.

〈아날레나〉가 1430년  중반 산 로렌초 교회의 메디치 예배당을 위해 

제작되었다고 전제할 때, ‘성스러운 화’ 양식의 탄생에 관한 결정적인 실마리 또한 

얻을 수 있다. 기실 ‘성스러운 화’라는 양식은 결코 허공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프라 안젤리코는 늦어도 1420년  말부터 이미 제단화 내에서 공간을 

통합하고 자연스러운 원근감을 재현하는 실험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과도기적 작품으로 1430년  중반에 제작된 〈코르토나 

제단화(Cortona Triptych)〉 (c. 1434-35) (도 8)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중앙의 

성모자는 원근감을 부여하는 요소를 넣은 옥좌에 앉아 있으며, 성인들은 둘씩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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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통합되어 하나의 리석 발판을 딛고 서 있다. 그러나 〈코르토나〉는 성모자와 

성인의 공간이 분리된 점, 첨두 아치형의 틀 및 평면적인 금박 배경이 사용된 점에서 

중세 말 다폭제단화의 형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프라 안젤리코가 긴 세월에 걸쳐 정립된 종교미술의 전통에서 쉬이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 자신 수도사였던 프라 안젤리코에게 

도미니코회의 오랜 미술적 전통을 깨트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며, 스스로 

그럴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는지도 의심스럽다. 프라 안젤리코가 선원근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성화를 적절하게 완성하기 위함이었지, 가령 동시 의 파올로 

우첼로(Paolo Uccello, 1397-1475)가 그랬듯이 선원근법이라는 기술 자체에 

심취하여 그것을 한껏 활용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메디치 가문의 의뢰가 아닌 경우, 

프라 안젤리코는 경력의 후기에도 중세 말의 형식을 띠는 다폭제단화를 제작한 바 

있는데, 〈페루자 제단화(Perugia Altarpiece)〉 (c. 1447-8) (도 9)가 그 좋은 예가 

된다.15 그렇다면 〈아날레나〉에서 프라 안젤리코가 혁신의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딛게 

된 결정적인 원동력, 혹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약은 무엇이었을까? 해답은 메디치 

예배당의 건축을 맡았던 브루넬레스키의 건축 지침서에 있다. 

〈아날레나〉의 제작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디치 장례 예배당의 초기 

건설 과정 및 건축 지침이 남겨진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디치 장례 예배당이 

봉헌된 산 로렌초 교회는 1421년 해당 교회의 교구에 소속된 메디치 등 여러 

가문들의 후원으로 재건축되기 시작했다.16 재건축의 총지휘는 브루넬레스키가 

맡았으며, 이 때 주 제단보다도 앞서서 가장 먼저 지어지기 시작했던 부분이 메디치 

장례 예배당이었다. 브루넬레스키는 1430년경 산 로렌초 교회 개축에서 손을 떼었고 

15 선원근법의 사용이 충분히 탐구된 뒤에도 많은 수의 제단화들은 중세풍의 화려한 틀, 다
폭, 금박 배경을 사용하여 제작되곤 했다. 1500년 까지의 르네상스 제단화들은 다폭화에서 
단일 패널화로 발전하는 단선적인 흐름 위에 있었다기보다는 각각의 제작 지역, 후원자, 재료
가 낳은 개별적 결과물이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Diana Norman, 
“Making Renaissance altarpiece,” in Making Renaissance Art, ed. Kim W. Woo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203-208 참조.
16 1419년경 교회의 주 예배당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는 문서가 존재하나, 교회 

표와 참사회원단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시공식은 1421년 8월 10일에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Howard Saalman, Filippo Brunelleschi: the building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110-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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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건축은 더디게 진행되어 1440년까지도 전체 교회 건물 중 완공된 부분은 

메디치 장례 예배당뿐이었다.17 중요한 점은 1431년에 산 로렌초 교회의 

참사회원단에 의하여 “이후의 [산 로렌초 교회의] 모든 예배당은 그것(메디치 가문의 

석관이 안치된 예배당)에 기초하여 지어져야 한다”고 정해졌다는 사실이다.18 즉 

브루넬레스키의 건축에 따라 약 십 년간 지어진 분량의 메디치 장례 예배당이 나머지 

교회 건축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브루넬레스키가 교회 건축에서 손을 

뗀 뒤에도 그의 원안이 얼마나 존중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1434년에는 

브루넬레스키의 원안에 따라서 예배당을 건설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치수, 디자인 

및 내부 장식의 형태를 설명하는 긴 지침서가 작성되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예배당에 봉헌되는 제단화는 “네모난 패널에 고딕식 장식 없이(tabula quadrata et 

sine civoriis)” 제작되어야 했다.19 ‘성스러운 화’ 제단화를 ‘성스러운 화’로 

만드는 요체 중의 하나, 바로 고딕적이지 않은 테두리의 단일한 사각형 패널이라는 

조건이 여기에서 지정된 것이다.

1434년에 “네모난 패널에 고딕식 장식 없이”라는 지침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즈음 메디치 장례 예배당을 위해 의뢰되었던 〈아날레나〉가 정확히 그러한 

형태로 제작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아날레나〉는 단지 고딕식 장식이나 

아치형 패널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 여러 폭으로 나뉘어 이콘(icon)풍 

인물을 제시하던 전형적인 다폭제단화의 형식을 넘어서 통합된 단일 공간에 실제적인 

인물들을 묘사하는 르네상스 팔라(renaissance pala)의 효시가 되었다. 여기에는 

브루넬레스키의 지침 외에 1435년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1404-1472)가 저술했던 『회화론(De pictura)』의 영향이 있었으리라고 추정된다.20 

17 메디치 가문은 1442년 교회 건설 전체에 한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교회는 1460
년  초가 되어서야 체로 완공되었다. 공사의 진행 과정은 Saalman, 위의 책, 106-209 참
고.
18 Hood, 앞의 책, 106.
19 Jeffrey Ruda, “A Building Programme for San Lorenzo in Florence,” Burlington 
Magazine 120, No. 903 (1978): 358-61; Saalman, “San Lorenzo: The 1434 Chapel 
Project,” Burlington Magazine 120, No. 903 (1978): 361-4.
20 프라 안젤리코가 『회화론』을 소장했거나 읽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그가 당 의 많은 피렌
체 화가들처럼 『회화론』에서 제시된 이론들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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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티는 『회화론』에서 직사각형 화면에 선원근법으로 실제적 공간을 구현하는 

것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 때 하나의 소실점으로 후퇴하는 직교선(直交線)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했다.21 그러한 방식으로 그려진 회화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historia)를 보여주는 ‘열린 창문(finestra aperta)’이 될 것이라는 비유 또한 

사용되었다.22 프라 안젤리코는 〈아날레나〉에서 비교적 조심스럽게 이 이론을 

적용하여 성모의 옥좌 밑에 깔린 발판과 성인들이 디딘 층계 가장자리의 선이 성모의 

얼굴에 배치된 소실점을 향하게 했다. 이후 ‘성스러운 화’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산 마르코 주제단화〉에서는 카펫의 무늬를 통하여 직교선이 좀 더 명쾌하게 

표현되었으며, 그로써 화폭 내의 공간도 보다 깊고 실제적이게 묘사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자와 성인들이 원근법으로 표현된 단일한 공간 내에 

모여든 첫 번째 미술사적 첫 사례는 바로 〈아날레나〉였다. 해당 작품이 바로 제단화 

장르에서 최초로 시도된 ‘열린 창문’이었던 것이다. 

‘성스러운 화’라는 새로운 구성을 제시한 최초 사례로서 하나의 혁신이었던 

〈아날레나〉는, 그러나 화가에 의해서만 탄생한 작품이 아니라 후원자, 목수, 건축가 

등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르네상스 시  제단화의 

전형(典形)이기도 하다. 제단화를 비롯한 르네상스 시 의 패널화는 화가를 포함하여 

많은 장인의 손을 거쳐 완성되는 산물이었다. 우선 그림이 그려질 나무 패널을 

제작하는 목수가 있었고, 패널 주위를 장식할 틀을 제작하거나 치장하는 

금속가공인이 따로 있었으며, 패널에 그림을 그리고 틀에 끼우도록 넘겨 주는 화가가 

리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프라 안젤리코에 한 알베르티 『회화론』의 영향은 후술할 
작품 〈산 마르코 주제단화〉에서 보다 명백하게 드러난다. 학자들은 당시 피렌체에서 형성되었
던 교황 에우제니우스 4세의 궁정에 알베르티가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 궁정의 중심 인물인 코
지모를 통해 프라 안젤리코가 이 이론을 접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Ahl, 앞의 책, 120; 
Kent, 앞의 책, 156.
21 Rocco Sinisgalli, ed., trans., Leon Battista Alberti: On Painting: A New 
Translation and Critical Editio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22-56.
22 Sinisgalli, 위의 책, 39. 폰 토이펠은 알베르티가 제시한 ‘열린 창문’의 개념 자체가 브루
넬레스키의 ‘네모난 패널에 고딕식 장식 없이’를 받아들여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Christa 
Gardner von Teuffel, From duccio’s Maestà to Raphael’s Transfiguration: Italian 
Altarpieces and their settings (London: The Pindar Press, 2005), 183-210 및 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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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23 후원자는 완성될 작품의 이같은 요소들에 해서 재료, 크기, 예산, 임금 

등을 규정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결정권자였으며, 많은 경우 그림 내부의 도상뿐 

아니라 형태(feature)를 지정하는 것 또한 그가 맡았다.24 

프라 안젤리코가 〈아날레나〉에서 만들어낸 ‘성스러운 화’라는 형식상의 

성취는, 적어도 고딕식 장식을 배제한 방형(方形) 패널의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건축가 

브루넬레스키의 계획이 낳은 산물이었다. 또한 이는 브루넬레스키가 산 로렌초에서 

손을 뗀 뒤에도 그의 설계안을 따르기로 결정하여 제단화 주문을 실행에 옮긴 

코지모의 성취이기도 했다. 이후 ‘성스러운 화’ 형식은 코지모 데 메디치 생전의 

중요한 제단화 주문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의 명성에 힘입어 피렌체 

및 타 지역의 여러 후원자에게도 애호받는 형식이 되었다.25 르네상스 시 의 

저자들은 자주 후원자를 가리켜 미술 작품의 저자(author)라고 칭했는데, 후원자의 

의도가 특정 작품이나 형식을 창조하고 전파하는 데에 화가만큼이나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시 임을 생각한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단어 사용이었다고 보인다.26 코지모 데 

메디치와 프라 안젤리코에 의해 ‘성스러운 화’가 탄생한 과정은 바로 그러한 상황의 

모범적인 예시였다. 〈아날레나〉를 낳은 것은 화가나 건축가, 혹은 후원자 어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들을 둘러싼 1435년경의 상황 전체였다고 할 수 있다. 

2. 부친을 위한 〈아날레나 제단화〉

23 전기 르네상스 제단화 제작의 일반적인 과정에 해서는 Norman, 앞의 책, 175-203 참
고.
24 Jonathan K. Nelson and Richard J. Zeckhauser, The Patron’s Payoff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19.
25 O’Malley의 2005년 논문은 코지모가 의뢰한 프라 안젤리코의 ‘성스러운 화’ 형식 제단
화가 어떻게 사회정치적인 의미를 획득했으며, 그 형식을 모방하도록 의뢰된 베노초 고촐리
(Benozzo Gozzoli, c. 1421-1497)의 제단화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자리잡았는지 설
명한다. Michelle O’Malley, “Altarpieces and Agency: The Altarpiece of the Society of 
the Purification and Its ‘Invisible Skein of Relations’,” Art History 28, No. 4 (2005): 
417-441 참고.
26 Nelson and Zeckhauser, 앞의 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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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레나〉가 단일 공간 내에 성모자와 성인들이 도열하는 ‘성스러운 화’ 

구성의 효시였을 수 있다는 회화사적 중요성은 이미 여러 학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27 반면, 작품의 주문자였던 코지모 데 메디치가 이 제단화에 요구했을 기능 

또는 그가 목격했을 성취의 정도에 해서는 그만큼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날레나〉가 회화사적으로 성취했던 혁신은 과연 놀라운 것이었고, 이 혁신에 

후원자가 기여한 바 또한 컸다. 그러나 그러한 혁신이 코지모가 바랐던 제단화의 

최우선적인 기능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날레나〉를 주문자 입장에서 바라볼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해당 제단화가 특정 인물 또는 특정 가문의 추모 

행사를 장식한다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했느냐 하는 점이다. 

교회 내부의 가문 예배당에 봉헌된 제단화는 어떤 구실을 했으며 어떤 특징을 

가져야 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가문 예배당이라는 공간의 기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서 강조하였듯이, 중세 말부터 이탈리아에서는 교회의 

익랑(transept)이나 측랑(aisle)에 배치된 예배당이 매장 공간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세력을 갖춘 가문의 경우 개별 예배당 전체에 한 후원권(ius patronatus)을 

획득하는 것이 일종의 의무이자 명예로 여겨졌다.28 이러한 가문 예배당에서는 해당 

가문의 구성원 전체를 위한 미사가 바쳐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문 예배당을 

건설하는 데에는 막 한 자금이 필요했고, 한 가문이 여러 예배당에 한 후원권을 

획득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가문 예배당 내에는 해당 가문의 중요 

사망자들이 모두 묻힐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29 그러나 예배당 내에 특별히 

27 Hood, 앞의 책, 104; Ahl, 앞의 책, 92.
28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서 교회에 한 후원권(ius patronatus 또는 jus patronatus, 영역
하면 ‘the right of patronage’)은 후원자가 교회에 1)토지 제공, 2)교회 건물의 건설, 3)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기부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였으며 이 외에도 암
묵적인 사회적 규약이 존재했던 탓에 획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후원권의 일반적인 내용에 
해서는 Peter Landau, Ius Patronatus: Studien zur Entwicklung des Patronatus im 
Dekretalenrecht und der Canonistic des 12. und 13. Jahrhunderts (Cologne and 
Vienna: Böhlau, 1975) 참고.
29 중세 말부터 이탈리아에서 가문의 매장지로서 예배당을 사용한 경향에 해서는 Ito 
Takuma, “A Private Chapel as Burial Space: Filippo Strozzi with Filipino Lippi and 
Benedetto da Maiano in Santa Maria Novella, Florence,” Bulletin of Death and Life 
Studies 7 (2011): 215-242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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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개인의 무덤이 안치된 경우, 그의 영혼을 위한 추모 미사가 개별적으로 

바쳐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제단화의 기능은 이러한 미사들을 위한 제단을 

장식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회화적인 구성에는 가문 전체 및 중요한 개별 망자에 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했다. 따라서 부분의 가문 예배당 제단화는 가문의 문장(紋章), 

가문 전체 또는 매장된 개인의 수호성인을 구성에 포함할 것이 기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제작되었다. 

상술했듯이 〈아날레나〉는 메디치 가문이 살았던 교구의 교회인 산 로렌초 교회 

내부 메디치 장례 예배당에 봉헌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아날레나〉가 의뢰된 

1430년 에 산 로렌초 교회의 메디치 장례 예배당은 특별히 코지모의 아버지인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를 그 초점이 되는 인물로 두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해당 

예배당에서 바쳐지도록 계약되었던 제례들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추측할 수 있다. 

메디치 장례 예배당에서 바쳐지도록 계약된 축일 행사와 제례는 본래 예배당의 

건설을 최초로 제안했던 조반니 디 비치에 의해 규정되었다.30 1428년에 1차로 

규정된 이 계약에서는 메디치 가문의 두 수호 성인인 성 코스마(St. Cosmas)와 성 

다미아노(St. Damian) 및 조반니 본인의 수호 성인인 사도 요한(St. John the 

Evangelist)의 축일을 성 하게 기념할 것이 지정되었다.31 가문 예배당에서 가문 

전체를 상징하는 수호 성인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이 경우 가문 

구성원 중에서 특별히 더 축복받도록 지정된 인물은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조반니 디 

비치 뿐인 셈이었다. 

1429년 12월에 조반니 디 비치는 죽음을 맞았고, 장례가 끝난 직후인 1430년 

1월 21일에 새로이 가주가 된 코지모와 그의 동생 로렌초(Lorenzo ‘il Vecchio’ de’ 

Medici, c. 1395-1440)가 앞선 계약을 확장하였다. 그 내용을 살피면 제례와 축일 

행사들이 여전히 사도 요한, 즉 조반니 디 비치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죽은 

조반니 디 비치의 영혼을 가호하는 데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32 

30 Susan McKillop, “Dante and Lumen Christi: A Proposal for the Meaning of the 
Tomb of Cosimo de’ Medici,” in Cosimo ‘il Vecchio’ de’ Medici, 1389-1464, 271.
31 McKillop, 위의 책.
32 조항의 세부는 McKillop, 위의 책,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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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모 형제에 의해 1430년 확장된 사항들은 조반니 디 비치를 위한 연중 

성무일도를 매년 바치는 것, 성 코스마·다미아노·사도 요한 축일의 제례를 오 솔디 

급(five soldi rank)으로 격상시키는 것 등이었다.33 이러한 확장은 모두 죽은 

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을 손쉽게 통과해 지나가며 최후의 심판 날에 은총을 받도록” 

하는 데에 코지모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게 하는 지표이다.34 가령 조반니 

디 비치를 위한 연중 성무일도는 그가 죽은 날짜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년 그의 

사망일에 가장 가까운 수요일에 바쳐지도록 규정되었는데, 이는 교회의 주보 성인인 

성 라우렌시오(St. Lawrence)가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 주는 능력을 수요일에 

가장 강하게 발휘한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35 메디치 가문 성인과 사도 요한의 축일 

제례를 격상시키는 것 또한 조반니 디 비치를 위해 중요한 일이었는데, 해당 

제례들이 격상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성직자들에게 영속적으로 각인되는 효과를 

지녔기 때문이다.36 이후 1440년 에 동생 로렌초가 죽고 나서 코지모는 메디치 장례 

예배당에서 행해질 제례를 더욱 확 했으며, 이 때에는 아버지뿐 아니라 본인과 죽은 

동생에 한 개별적인 성무일도 및 미사 봉헌이 추가되었다.37 그러나 〈아날레나〉가 

의뢰되었던 시점인 1430년  중반에 메디치 장례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제례의 

초점이 되었으며 실제로 거기에 매장되었던 개별 인물은 조반니 디 비치 뿐이었다. 

메디치 장례 예배당은 내부 장식이 무척 절제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도 

10). 당 의 일반적인 화려 취미와는 달리 예배당 벽체 부분은 흰 회칠로 

마감되었으며, 천장의 네 귀퉁이와 제단 양 옆에 작은 규모의 부조가 여섯 점 

설치되었을 뿐이었다. 절제된 장식과 더불어 정사각형을 기조로 한 평면과 원형 돔의 

33 당시 중요한 축일 행사에 참여하는 교회 참사회 회원들은 그 가로 사 솔디 또는 오 솔
디의 일당을 지불받았다. 이는 무수한 가톨릭 교회의 축일 중 특정 축일 행사에 한 참여율
을 높이고자 하는 후원자의 전략이었다. 오 솔디 급은 최상급의 축일 행사에 주어지는 지원금
으로서, 성탄절, 부활절, 공현절, 만성절 등이 이에 속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Robert 
Gaston, “Liturgy and Patronage in San Lorenzo, Florence, 1350-1650,” in 
Patronage, Art, Society in Renaissance Italy, ed. F.W.Kent et al (Oxford: Clarendon 
Press, 1987), 118-119 참고.
34 McKillop, 앞의 책, 274.
35 Gaston, 앞의 책, 119.
36 Gaston, 위의 책, 122.
37 McKillop, 앞의 책,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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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등은 이 공간이 재탄생한 고 , 즉 브루넬레스키의 시각에 의해 구현된 가장 

르네상스적인 예배당이라고 불리게 만드는 요소이다.38 

예배당 내에 주의를 흐트러뜨릴 만한 요소가 적었던 만큼, 본래 계획 로 

메디치 장례 예배당 내부에 봉헌되었더라면, 제단화 〈아날레나〉는 제례의 유일한 

시각적 초점이자 예배당 내부의 가장 두드러지는 장식요소로 기능했을 것이다. 

그러한 〈아날레나〉의 회화적 구성은 앞서 서술한 조반니 디 비치에 한 각별한 

관심을 재확인시켜 준다. 〈아날레나〉는 중앙의 건축적으로 꾸며진 옥좌에 성모자가 

앉아 있고 그 주위에 여섯 명의 성인이 반원을 그리듯 서 있는 구성을 갖는다. 

성모자 오른편 (관람자 시야의 왼편) 에는 안쪽에서부터 차례로 성 코스마, 성 

다미아노, 순교자 성 베드로(St. Peter the Martyr)가, 성모자 왼편 (관람자 시야의 

오른편) 에는 안쪽에서부터 차례로 사도 요한, 성 라우렌시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St. Francis of Assisi)가 배치되어 있다. 

〈아날레나〉 내부의 성인들은 모두 메디치 가문과 관계 있는 수호 성인들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위계가 존재한다.39 여섯 명의 성인들 중 제단화의 중심인 

성모자 가장 가까이에 배치되었으며 뚜렷한 정면상으로 그려져 더욱 눈에 띄는 

성인이 둘 있는데, 성모 오른편의 약합을 든 성 코스마와 성모 왼편의 복음서를 든 

사도 요한이 그 둘이다. 성 코스마는 제단화의 주문자인 코지모의 수호성인인 동시에 

성 다미아노와 더불어 메디치 가문 전체를 상징하는 수호 성인이었다. 이와 동일한 

중요도로 배치된 인물이 조반니 디 비치를 가리키는 사도 요한이라는 점은 제단화가 

그에 한 각별한 고려 하에 제작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다른 제단화에서의 경향과 

비교해 보면, 성 코스마는 메디치 가문에 의해 제작된 거의 모든 제단화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체로 중요한 위치를 부여받았던 반면, 사도 요한은 매번 등장하지는 

않으며 등장하더라도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그려지는 경향이 낮았다. 일례로 프라 

38 Saalman, 위의 책, 123.
39 그림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순교자 성 베드로: 코지모의 아들 피에로 데 메디치(Piero ‘il 
Gottoso’ de’ Medici, 1416-1469), 성 다미아노: 메디치 가문 전체, 성 코스마: 메디치 가문 
전체 및 코지모 데 메디치, 사도 요한: 코지모의 아버지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 성 라우렌
시오: 코지모의 동생 로렌초 데 메디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로렌초의 아들 피에로프란체
스코의 수호 성인이다. 성 라우렌시오는 산 로렌초 교회의 주보 성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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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리코가 그린 훗날의 두 ‘성스러운 화’의 경우, 〈산 마르코〉 (도 2)에서 사도 

요한은 다른 성인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주목도가 낮고, 〈보스코〉 (도 3)에서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아날레나〉에서 그에게 부여된 중요성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세-르네상스 시  동안, 제단화에 등장하는 성인의 구성이 어떠할지는 작품의 

금전적 후원자뿐 아니라 해당 작품이 봉헌될 교회의 구성원 성직자들 또한 관여하여 

결정하는 문제였다.40 이에 따라 작품이 소속될 교회의 주보 성인 및, 수도회 소속 

교회의 경우, 해당 수도회의 주요 성인들이 제단화에서 부각되어 묘사되는 관례가 

존재했다. 이는 제단화가 부유한 평신도의 후원 하에 제작되었더라도 지켜지는 

사항이으며, 〈아날레나〉의 경우에도 역시 제단화가 봉헌될 예정이었던 산 로렌초 

교회의 주보 성인인 성 라우렌시오가 제단화 내에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 성인은 

충분히 주목받는 위치에 놓이지 못했는데, 양 옆의 성인, 특히 사도 요한에 의해서 

모습이 일부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망자 조반니 디 비치의 수호 성인이 교회의 주보 

성인을 제치고 나온 것이다. 

더욱이 사도 요한은 그를 묘사한 색조를 통하여 높은 주목도를 얻었다. 사도 

요한이 입은 겉옷의 밝은 분홍색은 성모의 옥좌 뒤편 조개꼴 벽감의 색깔 및 아기 

예수의 옷자락 색에서 반복되었다. 이러한 동일한 색조의 사용은 해당 성인과 성모자 

사이의 연관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아기 예수와 사도 요한 사이의 

연관성은 두 인물의 옷 색깔이 같다는 점을 통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사도 

요한은 본래 붉은 색조의 의복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성인 예수가 

등장하는 ‘최후의 만찬’ 혹은 ‘십자가 책형’ 주제의 회화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아날레나〉에서처럼 아기 예수와 사도 요한이 강한 색조 연관성을 갖는 

경우는 드물기에 여기에서 화가 혹은 후원자가 두 인물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를 

부여하고 싶어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또한 색채의 공명은 중앙의 성모자로 

40 Von Teuffel, “Clerics and Contracts: Fra Angelico, Neroccio, Ghirlandaio and 
Others: Legal Procedures and the Renaissance High Altarpiece in Central Italy,” 
Zeitschrift für Kunstgeschichte 62, Bd., H. 2 (1999): 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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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했던 시선이 자연스럽게 사도 요한에게 옮겨가도록 하는 실제적인 기능을 

수반한다. 조반니 디 비치의 수호 성인인 사도 요한은 아날레나 제단화의 두 번째 

초점이 되도록 의도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도 요한에게 중요성을 부여한 〈아날레나〉의 구성은 산 로렌초 교회 

내부의 메디치 장례 예배당의 건설이 우선 조반니 디 비치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는 사실과 정확히 부합한다. 이례적인 도상의 〈아날레나〉는 조반니 디 

비치를 위한 예배당에, 그의 영혼을 위해 봉헌될 예정이었다. 아들이 아버지가 묻힌 

가문 예배당의 제례를 관리하고 제단화를 주문했으며 그 도상의 중심에 아버지를 

두었던 것은 언뜻 당연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지어졌던 당  피렌체의 타 

가문 예배당들의 예를 살펴보면, 이것이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배당의 설립과 꾸밈을 의뢰한 주체, 예배당에 매장된 인물, 제단화와 벽화 등 

예배당의 시각적인 부분에서 직접(본인 초상의 형태로)·간접(수호성인의 형태로)적으로 

묘사된 상 등을 고려 지점으로 삼아 당  피렌체의 타 가문 예배당들과 코지모의 

메디치 장례 예배당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3. 14-15세기 피렌체의 가문 예배당 경향과 메디치 예배당

코지모 데 메디치가 가문 예배당의 건설을 마음먹고 산 로렌초 교회의 재건축을 

후원하던 15세기, 피렌체에는 이미 수많은 가문 예배당이 존재했다. 14세기와 

15세기에 피렌체의 주요 교회 아홉 곳에 하여 개별 예배당을 구매한 가문의 수는 

204개에 달한다.41 그 중 1430년  이전에 완공되었으며 명망 높은 가문의 소유여서 

메디치 장례 예배당의 건설 관계자들이 참고했을 수 있는 중요 예배당으로 산타 

크로체 교회의 바르디 예배당(Bardi Chapel) (c. 1320-28) (도 11)과 바론첼리 

예배당(Baroncelli Chapel) (c. 1328-32) (도 12),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의 

스트로치 예배당(Strozzi Chapel) (c. 1354-57) (도 13),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41 Nelson and Zeckhauser, 앞의 책,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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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Basilica of Santa Maria del Carmine)의 브랑카치 예배당(Brancacci 

Chapel) (c. 1426-27) (도 14)등을 꼽을 수 있다.42 이 중 바르디 예배당, 바론첼리 

예배당, 스트로치 예배당은 1300년  초·중반에 건설되거나 내부가 새로이 

단장되었다. 브랑카치 예배당은 1420년 개축되어 코지모 데 메디치의 메디치 예배당 

건설과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그 모습을 얻었다.43 

열거한 가문 예배당의 건설 주체들은 모두 피렌체 공화국의 엘리트에 속했으나, 

그들 사이에서도 가문의 기원과 역사에 따른 위계가 존재했다. 먼저 산타 크로체 

교회에 예배당을 봉헌한 바르디 가와 바론첼리 가는 12세기 후반 피렌체에 자리잡은 

뒤 권력을 행사해 온 역사가 가장 오래된 토착 귀족들이었다. 바르디 가는 1164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로부터 작위를 수여 받았으며, 1300년 에 

접어들어서는 피렌체 공화국 정부의 위협으로 거론될 만큼 권세가 드높았던 

가문이었다.44 바론첼리 가 또한 13세기 초에 이미 피렌체의 가장 중요한 가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도시 안에 권위의 상징인 성과 탑을 여러 채 소유했던 

명문가였다.45 두 가문은 12세기부터 13세기 말, 늦게는 14세기 초반까지 피렌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토착 귀족을 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토착 귀족은 

13세기 말 부상한 신흥 상인-은행가 계층에 의해 권력의 중심에서 려나게 

되었다.46 권력을 차지한 신흥 상인-은행가 계층은 15세기 내내 피렌체 정치의 

42 15세기 이전에 건설되어 그 형태가 코지모 데 메디치의 시절까지 남아 있었던 피렌체의 
주요 교회 네 곳(산타 마리아 노벨라, 산타 크로체, 산타 트리니타,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을 선별하여, 해당 교회들의 가문 예배당 중 1430년  이전에 완공되었고, 당 부터 현 까지 
예술적 평가가 높으며, 내부 작품에 한 기록과 해석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43 각 예배당이 설립되거나 단장된 연 는 차례로 Ames-Lewis, Florence, 52; 60; 81; 
Nicholas A. Eckstein, Painted Glories: the Brancacci Chapel in Renaissance 
Flor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4), 69-73.
44 Maria Grazia Pernis and Laurie Adams, Lucrezia Tornabuoni de’ Medici and the 
Medici Family in the Fifteenth Century (New York: Peter Lang, 2006), 10-11.
45 Giuro Pampaloni, “Baroncelli, Tano,” in Dizionario Biografico degli Italiani, vol. 
6, ed. Alberto Maria Ghisalberti (Rome: Istituto della Enciclopedia italiana, 1964), 
accessed February 24, 2016, http://www.treccani.it/enciclopedia/tano-baroncelli_ 
(Dizionario-Biografico)/.
46 르네상스 시 의 상업(무역업)과 은행업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주체가 행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원거리 무역에는 각 지역에서 현금을 공급해 줄 안정적인 은행이 필수적이었으며, 
은행 또한 현 와 같이 단순 출이나 이자 상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연계되어 
지역 간의 환율 차이로 돈을 버는 환어음으로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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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에 있었으며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에 예배당을 바쳤던 스트로치 가문과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교회에 예배당을 봉헌한 브랑카치 가문이 여기에 속했다. 동시에 

스트로치 가문과 브랑카치 가문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입지의 차이가 존재했는데, 

스트로치 가문이 13세기부터 내내 피렌체의 정치·종교적 기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피렌체 출신의 명가였던 반면, 브랑카치 가문은 인근 소도시 출신으로서 14세기에 

들어서야 피렌체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형성한 이민자 상인이었기 때문이다.47 즉 

열거한 각 가문의 예배당이 지어진 순서는 그들이 피렌체 정치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다가왔던 시간 순서와 략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메디치 가문은 브랑카치와 

마찬가지로 피렌체 외곽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 상인-은행가였으며, 13세기부터 

피렌체 시에서 활동했으나 14세기 전반까지는 도시 안에 거 한 저택을 갖지도 

못했고 토박이 은행가들만큼의 세력과 수입을 올리지도 못했다.48 

열거한 예배당들은 그 치장에 후원자의 개별적 존재감이 얼마나 부각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스트로치, 브랑카치, 메디치 예배당의 경우 후원자의 

존재가 수호 성인의 모습으로 강하게 부각되었다. 반면, 바르디, 바론첼리 예배당의 

경우 후원자 개인에 한 시각적 강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각각 살펴보자면, 스트로치 

예배당의 경우 후원자인 톰마소 스트로치(Tommaso Strozzi, ?-?)의 수호 성인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가 프레스코와 제단화를 통해 거듭 

강조되었다(도 13, 15). 브랑카치 예배당은 예배당의 최초 설립자였던 피에트로 

브랑카치(Pietro Brancacci, ? -1367)의 수호 성인인 성 베드로(St. Peter)를 〈성 

-은행가 라는 표현을 통해 두 직종을 동시에 수행했던 메디치, 스트로치, 브랑카치 등의 가문
을 지칭한다. 토착 귀족의 몰락 및 상인-은행가 계급의 부상과 관련된 13-15세기 피렌체의 
역사는 John M. Najemy, A History of Florence 1200-1575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6)의 3-12장에 상세하게 개관되어 있다. 언급된 이윤 창출 방식에 해서는 
팀 팍스, 『메디치 머니』, 황소연 옮김 (청림, 2008), 74-84를 참고.
47 스트로치 가문에 해서는 Samuel K. Cohn, JR., “Collective Amnesia: Family, 
Memory, and the Mendicants,” in Art, Memory, and Family in Renaissance 
Florence, ed. Giovanni Ciappelli and Patricia Lee Rubi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278-80; 브랑카치 가문에 해서는 Eckstein, 앞의 
책, 66-68 참고.
48 Gene A. Brucker, “The Medici in the Fourteenth Century,” Speculum 32, No. 1 
(195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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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의 일생〉이라는 거 한 프레스코 연작을 통해 강조했다(도 14). 메디치 예배당 

또한 상술한 로 제단화를 통해 예배당 건설의 최초 제안자였던 조반니 디 비치의 

존재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바르디 예배당과 바론첼리 예배당에서는 

이런 식의 후원자 개인에 한 시각적 지목이 관찰되지 않는다. 두 예배당은 각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성모 마리아에게 전적으로 봉헌되었으며 예배당 내부 

미술품의 도상도 이에 일치하는데, 각 예배당의 후원자였던 리돌포 바르디(Ridolfo 

Bardi, ?-?)와 반디니 바론첼리(Bandini Baroncelli, 1420-?)는 이러한 성인들에 

해 개별적인 친연성을 갖지 않았다.

예배당 치장의 도상에서 드러나는 두 부류의 차이는 각자가 피렌체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오랜 기간 피렌체의 정치경제적 

권력의 중심에 있어 왔던 토착 귀족인 바르디 가문과 바론첼리 가문은 예배당을 

장식할 때 새삼 후원자 개인의 이미지를 선전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꼈을 것이다. 두 

가문 예배당의 설립 연 가 나머지 세 예배당보다 앞서기는 하나, 이러한 후원자 

이미지에 한 무심함이 시 적 경향이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두 

예배당과 비슷한 시기 또는 보다 앞선 시기에 건설된 가문 예배당들에서도 후원자를 

내부 시각요소를 통하여 적극 강조한 예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표적으로 14세기 초 

건설되어 당 부터 현재까지 걸작으로 손꼽히는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예배당(Scrovegni Chapel) (c. 1306)이 있다.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후원자인 엔리코 

스크로베니(Enrico Scrovegni, ?-1336)는 조토(Giotto di Bondone, 

1266/7-1337)가 그린 예배당 내부 프레스코 연작 중 서쪽 벽 전체를 사용한 〈최후의 

심판(Last Judgement)〉에 직접적으로 묘사되었다(도 16). 여기서 스크로베니는 

성모에게 예배당을 들어 봉헌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그는 비록 살았던 시기가 

한 세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스트로치·브랑카치·메디치 예배당의 후원자들과 같은 

유명한 은행가였다. 따라서 예배당 내부 장식에서 후원자 개인을 강조하거나 

강조하지 않는 선택은 어떤 시 적 경향이었다기보다는 해당 후원자 가문의 계급적 

배경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바르디 예배당과 바론첼리 예배당의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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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의 존재가 본인의 직접적인 묘사로도 수호 성인의 모습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피렌체 내에서 오랜 기간 누려 왔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반면 새로이 피렌체 권력망의 핵심으로 떠오르던 신흥 상인 계층은 엔리코 

스크로베니의 선례를 따라서 가문 예배당의 시각적 구성물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강조하기를 선택했다. 그들은 기독교계에서 비난받는 직업인 

상인-은행가직으로 부를 쌓았던 만큼,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치장하고 그 

영혼의 사후 안락함을 보장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스트로치 

예배당의 설립은 이러한 맥락에서 예배당의 후원자였던 톰마소의 아버지 로셀로 

스트로치(Rossello di Ubertino Strozzi, ?-1340)가 1336년에 남긴 유언에서 

비롯되었다. 유언장에서 로셀로는 상속자로 하여금 그가 프랑스와 로마 등지에서 

“부당한 방법(injuste acquista)으로” 벌어들인 돈을 산타 마리아 노벨라 수도원에 

헌납하라고 명시했다.49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고리 금업을 돌려 말하는 

단어였는데, 당시의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이율이 높든 낮든 빌려준 원금 이상으로 

돌려받는 모든 행위는 고리 금업에 속했다. 한 푼이라도 이자를 받은 이상 당 의 

그 어떤 은행가도 고리 금업자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죽은 뒤에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그가 벌어들인 돈을 교회나 사회에 반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다.50 브랑카치, 메디치 또한 근본적으로 이러한 동기에서 자신들의 사후를 

위해 종교 단체에 금전을 기부했고 가문 예배당을 건설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수호 성인을 부각시켜 특정인의 영혼을 가호하고자 한 것은 금융업이 피렌체 경제의 

중심이 되어 가던 14세기 중반-15세기 전반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9 Kathleen A. Giles, “The Strozzi Chapel in Santa Maria Novella: Florentine 
Painting and Patronage, 1340-1355,” (Ph.D. diss., New York University, 1977),  
33-60.
50 기독교의 교리로 금지되었던 고리 금업의 범주와 고리 금업자가 회개하기 위해 행해야 
했던 구체적인 방법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Benjamin Nelson, “The Usurer and the 
Merchant Prince: Italian Businessmen and the Ecclesiastical Law of Restitution, 
1100-1550,”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7 (1947): 104-122; Marvin B. Becker, 
“Three Cases Concerning the Restitution of Usury in Florence,”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17, No. 3 (1957): 445-450.



- 26 -

그러나 같은 신흥 상인 계층에 속하며, 후원 가문과 관련이 있는 수호 성인을 

예배당 장식 도상의 전면에 부각시킨 세 가문 예배당 중에서도 메디치 예배당은 

스트로치·브랑카치 예배당과는 그 표현 방식이 상이하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예배당 내 프레스코 벽화의 유·무이다. 스트로치 예배당과 브랑카치 예배당은 거 한 

프레스코 벽화 연작과 스테인드글라스로 예배당 내부의 모든 평면을 빼곡하게 채운 

반면, 메디치 예배당을 장식한 것은 제단화와 몇 점의 작은 단색 부조가 전부였다(도 

13, 14 및 12).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브랑카치 예배당과 비교해 보면 메디치 장례 

예배당의 흰 회벽은 거의 공허하게까지 보인다. 둘 중 당 의 일반적인 경향에 

가까웠던 것은 단연 전자이다. 교회 부속 예배당은 일반적으로 한 면이 출입구로 

개방된 방형 공간으로서, 그 삼면의 벽체를 프레스코화로 채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히 가문 예배당의 경우, 예배당 내부로의 출입이 허가된 부류인 성직자 및 해당 

가문 구성원에게뿐 아니라 멀찍이서 예배당을 바라볼 일반 교회 방문객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배당 내부 벽체와 천장을 빼곡하게 채우는 

프레스코화는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고자 하는 후원자들에게 알맞은 수법이었다. 

스테인드글라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가문의 영향력을 널리 알리는 데에 효과적인 

장치였으며 프레스코화와 더불어 가문 예배당에서 널리 사용되었다.51

프레스코화와 스테인드글라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  피렌체에서 

특히 애호되었던 수법이었다. 상술한 예배당들 외에도, 15세기 후반 건설된 산타 

트리니타 교회(Basilica of Santa Trinita)의 사세티 예배당(Sassetti Chapel) (c. 

1483-86)과 16세기 초 건설된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의 필리포 스트로치 

예배당(Filippo Strozzi Chapel) (c. 1487-1502)등, 예배당 봉헌이 활발했던 전 

시기에 걸쳐 건설된 피렌체의 주요 가문 예배당은 모두 화려한 프레스코를 가졌다.52 

이는 또한 피렌체 바깥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수법이었다. 많은 예시 중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전술한 14세기 초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예배당, 15세기 중반 라노에 

건설되었던 포르티나리 예배당(Portinari Chapel) (1460-68), 15세기 후반 로마에 

51 Ito, 앞의 논문, 238-240.
52 필리포 스트로치 예배당은 전술한 톰마소 스트로치의 스트로치 예배당과는 다른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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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었던 부팔리니 예배당(Bufalini Chapel) (c. 1486)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코지모 데 메디치는 이러한 전이탈리아적인 경향, 특히 피렌체에서 압도적이었던 

경향을 따르지 않고 제단화만으로 부친이 매장된 가문 예배당을 꾸미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메디치 장례 예배당에 나타난 소박함이 후원자 코지모의 의도적인 차별화였느냐 

또는 어쩔 수 없는 귀결이었느냐를 판단해 보자면 당시의 정황은 전자를 가리킨다. 

우선 프레스코화 또는 스테인드글라스의 제작 비용이 제약으로 작용했을지를 따져볼 

수 있다. 이 두 상품이 비록 저렴한 것은 아니었으나, 무척 윤택했던 당시의 메디치 

은행 상황을 보건 , 프레스코나 스테인드글라스의 주문 비용이 제단화만을 주문하게 

된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53 다음으로 당시 메디치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430년  중반은 망명을 떠났던 코지모가 동맹군의 도움으로 

피렌체에 귀환하여 공화국의 제1 권력자가 되었고 정적들을 추방했던 시기였다.54 

그가 이 시기에 장엄한 프레스코 등으로 가문의 장례 예배당을 치장하여 메디치의 

위엄을 과시하고 싶어했다면, 이에 해 반 의 목소리를 높일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며, 그런 프로파간다는 일면 적절하기조차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산 로렌초 교회의 

메디치 장례 예배당에 드러난 결과물은 그와 정 반 였다. 그러므로 메디치 장례 

예배당의 시각적 간소함은 원치 않은 귀결이었기보다는 의도된 소박함이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타 가문 예배당과의 또다른 차이점은, 메디치 장례 예배당이 일반 중의 

접촉이 잦았던 거  교회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비교적 소규모의 지역 교구 교회인 

산 로렌초 교회에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르디 예배당, 바론첼리 

53 메디치 은행은 1397년 조반니 디 비치가 설립하여 1420년 은퇴하기까지 연간 6,644플로
린의 수익을 남겼다. 코지모에게 은행이 상속된 후 조직개편이 일어난 1435년까지 은행의 수
익금은 연간 1만 1,648플로린으로 증가했고, 1435년부터 1450년까지가 은행의 황금기로 수익
금은 연간 1만 9,386플로린에 달했다. 수치는 팍스, 앞의 책, 75 로부터 인용. 즉 가문 예배
당이 건설되던 시기에 메디치 은행의 사업은 원활한 성장세를 띠고 있었다. 당  피렌체에서 
거  프레스코 연작 주문 비용은 1,000플로린 정도였다. 비용에 한 수치는 E. H. 
Gombrich, Gombrich on the Renaissance: vol. 1, Norm and form (London: Paidon, 
1985[(2007 reprinting)]), 52 참고.
54 Najemy, 앞의 책, 25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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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 스트로치 예배당 등이 속한 산타 마리아·산타 크로체 교회는 각각 피렌체의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의 본산이었다. 이 교회들은 13세기 중반에 피렌체를 

표하는 양  수도회의 모교회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소교구를 뛰어넘는 

지원을 받아 그 흔적이 여러 개의 가문 예배당들로 남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해당 

교회들 내부의 가문 예배당은, 비록 일반 중의 입장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간접적으로 각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해당 교회에 

가문 예배당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가문의 위세를 알려 주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브랑카치 예배당이 속한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교회도 피렌체 

내 카르멜회(Carmelite order)의 본산이었므로, 그 위세가 양  수도회만은 

못할지언정 카르멜회의 성직자와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에 비해 메디치 가문의 예배당이 속한 산 로렌초 교회는 1420년 에야 전면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되어서 〈아날레나〉가 주문되었던 시점에는 주제단이 있어야 할 중앙 

예배당조차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다. 예배당을 둘러싼 환경으로 보건  제단화를 

비롯한 시각적 요소로서 메디치 가문의 위엄이나 부를 드러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예배당 내부의 간소한 치장을 더하면, 코지모에게는 장례 예배당을 

통해 가문의 위세를 드높이려는 의도가 전무했다고 해도 좋음을 알 수 있다. 

가문의 장례 예배당을 건설하면서 이를 통하여 가문의 위엄을 세간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르네상스 시기 후원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욕망이었다. 

그러나 코지모가 건설하고 치장한 산 로렌초의 메디치 장례 예배당의 외양에서 

짐작되는 것은 그와 정 반 의 충동이다. 과시욕이 물러난 빈자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죽은 부친을 기념하고 부친의 영혼이 사후에 안식을 얻기를 기원하는 것이 

그 빈자리를 온전히 채웠다고 추측된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메디치 장례 

예배당에 봉헌될 예정이었던 〈아날레나〉의 내용과 형식이다. 상술했듯이 

〈아날레나〉는 수호 성인인 사도 요한의 모습을 빌어 코지모의 부친 조반니 디 비치를 

기념했으며, 그를 도상의 중심에 놓았다. 또한 조반니 디 비치가 실제로 이 예배당에 

매장되었으며 코지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야 한다. 메디치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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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이 어느 정도 완공되었고 〈아날레나〉가 주문될 시점이었던 1430년  중반에 

코지모는 자신의 매장지로 별도의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55 즉 코지모에게 

있어서 메디치 장례 예배당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부친 조반니 디 비치의 공간이었다.  

하나의 주제를 향한 강한 응집력은 코지모가 후원한 종교적 미술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다. 흔히 코지모가 후원한 산 마르코 수도원을 가리켜 

르네상스 피렌체의 교회 건축 중 그 미술적 통일성이 가장 뚜렷하며, 그로써 

수도원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예라고 언급하곤 한다.56 필자는 그러한 강한 

통일성 또는 일관성이 산 로렌초 교회의 메디치 장례 예배당 및 〈아날레나〉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아날레나〉의 내부 구성과 외부 형식 및 제단화가 본래 

목적했던 예배당의 총체는 코지모 데 메디치가 갖고 있었던 부친의 영혼에 한 

염려, 즉 사후 세계에 한 깊은 관심을 드러낸다. 동시에 이는 다음 장에서 서술할 

코지모 자신의 사후를 위한 집요하고도 철저한 일련의 투자를 예고하는 서장이라고 

볼 수 있다.

  

55 코지모가 스스로의 매장지로 염두에 둔 곳은 산 로렌초 교회의 주 제단 밑이었다. 
McKillop, 앞의 책, 254.
56 이에 한 논의는 Hood, “Fra Angelico at San Marco: Art and the Liturgy of 
Cloistered Life,” in Christianity and the Renaissance: Image and Religious 
Imagination in the Quattrocento, ed. Timothy Verdon and John Henderson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0), 1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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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 마르코 주제단화〉 (c. 1438-40): 스스로의 속죄를 
위하여

1. 산 마르코 수도원의 건설과 〈산 마르코 주제단화〉

산 로렌초 교회의 메디치 예배당과 〈아날레나 제단화〉를 통하여 부친의 사후 

안식을 기원한 이후, 코지모 데 메디치는 곧바로 스스로의 속죄를 위한 또다른 

‘성스러운 화’ 작품을 주문했다. 피렌체의 중요 도미니코회 건물인 산 마르코 

수도원의 교회 주제단에 봉헌된 〈산 마르코 주제단화(San Marco High Altarpiece)〉 

(c. 1438-40) (도 2)가 해당 작품이다. 앞선 〈아날레나〉와 마찬가지로, 〈산 마르코〉 

역시 코지모에 의해 프라 안젤리코에게 의뢰된 ‘성스러운 화’로서 주문자 개인의 

내 한 영적 필요에 부합하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산 마르코〉의 경우 작품 자체 

또는 작품이 봉헌된 개별 제단뿐 아니라, 교회 건물 전체 및 그에 속한 여러 내부 

시각요소가 제단화와 같은 목적을 지향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아날레나〉와는 

차이를 갖는다. 제단화 〈산 마르코〉의 지향과 기능은 그것이 설치된 건축물 및 

주변의 장식 요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 마르코 수도원 전체의 설립 과정과 설립 목적, 더불어 코지모의 의도를 

반영하여 산 마르코 수도원 내부에 설치된 다른 작품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33년, 코지모 데 메디치는 독재권력에 한 열망을 가졌다는 혐의로 피렌체 

공화국 정부에 의해 수감되었다가 탈출하여 망명했다. 약 일 년간의 망명 생활 뒤 

세력을 길러 1434년 피렌체로 귀환한 코지모는 공히 피렌체의 최고권력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57 그는 정적들을 추방하고 세제(稅制)를 정비했으며 세속 건축과 

교회 건축을 망라하는 무수한 건설 사업을 진행했는데, 앞서 거론한 〈아날레나〉가 

의뢰된 시기도 이 시점이거니와, 코지모의 의뢰로 제작된 중요 건축물과 예술품은 

모두 1430년  중반의 이 시기 이후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7 Najemy, 앞의 책, 27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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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모의 건축열이 낳은 결과물은 피렌체 전체의 지형도를 바꿔 놓았다. 

1430년  중반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코지모가 참여하여 진행된 메디치 가문의 건축 

사업은 총 열 건이 넘었는데, 이는 당  피렌체의 타 명문가와 비교해 보아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58 코지모가 이처럼 독보적인 규모의 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했던 

것에 하여 몇 가지 동기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망명 뒤에 되찾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심리가 있었을 것인데, 가문의 거주 건물이었던 메디치 

궁(Palazzo Medici) 건설의 경우 이것이 주된 동기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코지모의 

건설사업 중 다수를 차지했던 종교 건축에 한 지원의 경우, 이와 별개의 동기를 

추측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고리 금업으로 쌓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는 

코지모의 종교적인 믿음이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59 1433년의 수감 중 

코지모는 죽음을 각오했었고, 이후 고질병인 중풍이 악화됨으로써 그는 자신의 

죽음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염려를 갖게 되었는데, 이 또한 코지모가 당시 종교 

건축의 후원에 보인 열성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60 이 외에 독실한 후원자로서 

이름을 날려서 가문의 명성을 긍정적으로 드높이려는 계산, 나아가 피렌체 시 역사에 

남겨지고자 했던 소망 등을 코지모를 추동했던 동인들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61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인 열망과 궤를 달리하는 종교적인 열성은 특히 코지모가 

후원한 종교적 건축물들의 설립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기였다.62 

58 특히 종교 건축에 한 지원이라는 면에서 그러하다. Crispin Robinson, “Cosimo de’ 
Medici and the Franciscan Observants at Bosco ai Frati,” in Cosimo ‘il Vecchio’ de’ 
Medici, 1389-1464, 182.
59 이에 한 이전의 논의로 Kent, 앞의 책, 138-141 참고.
60 산 마르코 수도원의 건설을 후원하던 1440년경에 코지모는 이미 “허락된 시간이 너무 조
금밖에 남지 않아서 그가 시작한 사업의 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었다. 관련 기
록은 Vespasiano da Bisticci, Renaissance princes, popes, and prelates:the Vespasian 
memoirs, lives of illustrious men of the XVth century, trans. W. G. and Emily 
Waters (New York: Harper & Row, 1963), 221.
61 코지모는 시의 역사에 자취를 남기려면 건물을 짓는 것이 최선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원문은 ‘I know the humours of my city, … Before fifty years have 
passed we shall be expelled, but my buildings will remain.’ Christopher Hibbert, 
The House of Medici: Its Rise and Fall (New York: Morrow, 1975), 73.
62 코지모의 종교적 건축물 설립의 배경이 되는 종교적 열성에 해서는 Kent, 앞의 책, 
161-1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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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마르코 수도원은 코지모의 후원으로 건설되었던 종교적인 건축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동시에 이 수도원은 코지모가 진행한 건축 사업 중 그 건설 

동기가 뚜렷하게 명시되었던 드문 예이기도 하다. 1434-71년의 회계장부에 따르면 

산 마르코 수도원은 코지모로부터 건축과 자선 기금, 세금의 명목으로 총 66만 

3,755플로린을 후원받았다.63 이는 코지모가 여러 수도원 복합체에 베풀었던 금전적 

지원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다.64 수도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동시 의 기록인 

베스파시아노 다 비스티치(Vespasiano da Bisticci, 1421-1498)의 『열전(Vite di 

uomini illustri del secolo XV)』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하고 있다.

그(코지모)는 그의 부(富) 일부가 정당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 

출처에 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는데-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마음의 짐 탓으로 어깨에 얹힌 무게를 덜기 위하여 그는 당시 

피렌체에 머물렀던 교황 에우제니우스[4세]에게 회담을 요청했다. 교황 

에우제니우스는 [도미니코회의] 회칙파(Observant) 수도회가 산 

마르코에 자리잡도록 명령한 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들의 

숙소가 불충분했기에, 그(교황)는 코지모에게 영혼의 짐을 덜고 싶다면 

수도원을 하나 짓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코지모)는 곧바로 

필요하다고 요구된 것을 제외하고 일만[플로린]을 소비한 뒤, 사만 

플로린 이상을 더 들여서 수도원을 완성했다.65

63 Hibbert, 앞의 책, 74.
64 베스파시아노에 따르면, 코지모는 피렌체의 산 마르코 수도원, 피에솔레의 히에로니무스회 
수도원 및 바디아(Badia), 무젤로의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의 건설 또는 개축을 후원했다. 
이 중 히에로니무스회 수도원이 지원받은 금액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바디아는 7,000플로린 
이상을,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은 15,000플로린 이상을 지원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산 마
르코 수도원과 관련하여 베스파시아노가 기록한 금액은 50,000플로린인데, 산 마르코 수도원
의 회계장부와의 차이는 건축 외 비용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베스파시아노는 또한 산 
마르코 수도원에 지원된 금액이 무척 큰 것이었음을 함께 강조한다. Vespasiano da Bisticci, 
앞의 책, 219-22.
65 Vespasiano da Bisticci, 위의 책, 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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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모는 당  최고의 은행가로서 살아오면서 그가 축적했던 거 한 부에 해 

속죄하기 위하여 인생 최 의 거액을 쾌척했던 것이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마태 19장 

24절)라는 복음서의 구절에서도 드러나듯, 기독교는 본래 개인이 큰 부를 쌓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을 가졌다.66 더욱이 중세-르네상스 시 의 가톨릭 교회는 은행업을 

돈이 돈을 낳는 일인 것뿐으로 취급하여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은행업으로 쌓은 부는 주위로부터 훔친 것이나 다름없기에 그 죄업이 더욱 크다고 

취급했다.67 교회의 비난은 당 의 여러 은행가들에게도 그랬듯 코지모의 마음을 

짓눌렀음에 틀림없다. 표면적으로 공개된 건설 동기 외에 다른 동인을 고려해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부의 축재로 인하여 마음에 진 부담이 상당했으며 

산 마르코 수도원의 봉헌이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속죄를 위함이었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산 마르코 수도원의 건설은 후원자 코지모의 속죄 및 그의 영적 안녕을 

기원한다는 동기로 인하여 실현되었는데, 이는 수도원 건물의 내부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산 마르코 수도원은 크게 교회와 부속채의 두 건물로 나누어 건설되었다. 이 

중 부속채는 수도원 구성원들의 거주를 위해 쓰였던 공간으로, 일 층에는 참사회 

회의실(Chapter Room), 식당, 방문자 전용 구역이 있었고, 이 층에는 도서관과 

더불어 평수사(lay brother)용·수련 수사(novice)용·수사(friar)용의 개인실이 총 마흔 

개 마련되어 있었다. 주목할 것은 개인실 마흔 개 중 38번과 39번 방이 코지모 데 

메디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배정된 예배실이었다는 점이다. 당시에 수도원 건축물 

내부에 평신도의 상주처를 두는 것은 도미니코회 구성원이 따라야 할 내부 규약인 

회칙(Constitutions)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회법마저 위반하는 행위였다.68 중세 

말-르네상스 초 피렌체에서 세속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종교적 건축물은 

무수히 많았지만, 그 중 수도원의 엄정한 폐쇄성을 침범하면서까지 후원자를 위한 

66 이하 성서의 한글 전문은 한성서공회 발행의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가톨릭용』을 따랐다. 
67 은행업에 한 가중 죄목에 해서는 주 45 참고.
68 Hood, Fra Angelico at San Marco,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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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실을 따로 마련한 예는 코지모 이전에 전무했다.69 여기에는 후원자 코지모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39번방에는 작은 벽감과 제단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아 코지모의 필요에 따라 특별 미사가 바쳐지는 등의 활동이 있었을 

것이며, 후술할 38번방의 내부 장식 역시 개인적인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바, 어느 쪽도 사회·정치적 쓰임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다. 즉 산 

마르코 수도원은 코지모의 영적 안녕을 위한 특별 공간까지 갖춘 장소로 설계되었던 

것이다.

후원자 코지모의 개인적인 건설 동기와는 별개로, 산 마르코 수도원은 완공 후 

피렌체 사회의 중요한 문화·정치적 중심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이 현상에 뒤이은 

메디치 가문의 개입은 산 마르코 수도원과 속죄라는 주제를 다시금 연관짓고야 만다. 

산 마르코 수도원은 코지모에 의해 개축되기 이전부터 르네상스 피렌체의 중요 축일 

중 하나였던 공현절(Feast of Epiphany) 축제 행렬의 종착점이었다.70 피렌체 공현절 

축제의 중심에는 축일의 유래를 기념하여 동방박사의 베들레헴 방문을 흉내낸 가장 

행렬이 있었는데, 동방박사의 축제(Festa de’ Magi)라 불렸던 이 행렬은 최소한 

1390년부터 도시의 주목할 만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었다.71 산 마르코 수도원의 

재건축이 완료된 1443년을 기하여 동방박사의 축제는 규모가 폭 증가함과 동시에 

도시의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하였다.72 행렬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세 명의 동방박사, 

최  700명에 이르는 말 탄 기수, 장식 꽃수레, 악단 등이 포함되었고, 행렬의 

출발지는 종종 바뀌기도 했으나 종착지인 베들레헴은 예외 없이 산 마르코 수도원의 

69 이러한 예는 이후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다. 알려진 유일한 이후의 사례는 코지모의 아틀 
피에로가 1440년  후반에 피렌체의 산티시마 아눈치아타 교회(Basilica of Santissima 
Annumciata)에 자신의 별실을 마련했던 경우이다. Hood, 위의 책, 252.
70 공현절이란 그리스도교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1월 6일에 기념하는 축일로, 특
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날 세 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베들레
헴을 방문했던 것을 기념한다. “EPIHPHANY, Feat of,”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V, 480-481.
71 Rab Hatfield, “The Compagnia de’ Magi,”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33 (1970): 108.
72 Hatfield, 위의 논문, 111-114; Hood, 앞의 책,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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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단이 맡곤 했다.73 더불어 행사의 중요 인물인 동방박사 역할을 메디치 가문 

일원이 맡는 것은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74

피렌체 시민들이 거 참여하는 중요한 문화 행사에서 메디치 가문이 주역을 

맡았다는 것은 그들에 한 시민 일반의 존경을 반영하며,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명성을 증폭시키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산 마르코 수도원의 건설과 입지 

상승에 메디치 가문의 정치적인 고려가 전면 배제되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코지모 데 메디치는 가문의 명성을 드높이는 이러한 행사에도 영적 속죄라는 

요소를 개입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443년의 공현절 축일 행사와 더불어 

있었던 산 마르코 수도원의 축성 때 교황 에우제니우스 4세가 수도원에 사권을 

부여하면서, 이후 공현절 축제에 참여하여 산 마르코 수도원의 제단화를 보는 사람의 

죄가 사면되도록 지목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75 특정 장소에서 벌어지는 특정 행사의 

참여와 관련하여 사권을 부여했던 것이 교황의 자의적인 결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건물 및 행사의 후원자였던 코지모와 교황 간의 교섭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76 즉 코지모는 자신이 많은 것을 투자하여 건설한 산 

마르코 수도원과 그 주제단에 바친 제단화가 피렌체의 사회·문화적 행사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많은 이들의 속죄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산 마르코 수도원이 피렌체 사회 내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수도원을 건립한 메디치 가문과 코지모도 도시의 중요 건물에 한 

후원자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앞서 여러 근거를 통하여 살펴보았듯, 

73 Hatfield, 위의 논문, 108-116.
74 메디치 가문은 또한 이 행사의 주축인 ‘동방박사 형제회(The Compagnia de’ Magi)’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이기도 했다. Hatfield, 위의 논문, 113-117.
75 Hood, 앞의 책, 97-104.
76 교황 에우제니우스 4세는 1434-1443년간 망명과 유사한 형태로 피렌체에 머물렀으며 그
동안 메디치 은행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다. 코지모가 요구할 경우, 정치적 약자인 교황은 
그의 특권을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이루어 주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Peter Partner, 
“Florence and the Papacy in the Earlier Fifteenth Century,” in Florentine Studies: 
Politics and Society in Renaissance Florence, ed. Nicolai Rubinstein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6), 392-4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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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모가 수도원을 건립한 애초의 동기는 세속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인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속죄를 향해 있었음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 수도원의 

주 제단을 장식하는 주제단화는 수도원 내부 시각 요소 중 정점에 해당하므로, 

본고는 〈산 마르코〉를 분석할 때에 코지모의 수도원 건설에 깔린 이같은 개인적 

동기에 특히 유념하려 한다. 더불어 〈산 마르코〉가 설치되었던 산 마르코 수도원의 

주제단은, 앞서 언급한 공현절 축일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오직 수도사들과 메디치 가문의 일원만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일반인 신도의 제단에 한 접근은 성가 석 칸막이(choir screen) 또는 

십자가 칸막이(rood screen)라고 불리는 목조 구조물에 의해여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제단화를 가까이에서 목격하기 

어려웠다.77 이로 미루어 볼 때 〈산 마르코〉의 구성과 도상으로부터 피렌체의 일반 

중을 향한 과시나 홍보의 의도를 읽는 것은 애초에 부적합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산 마르코〉는 그 존재 배경에서부터 코지모 개인의 속죄를 위해서만 가장 의미 

있었을 작품이며, 이어지는 장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작품의 내부 도상과 수도원의 

여타 작품들 또한 그러한 해석에 부합한다. 

2. 〈산 마르코 주제단화〉에서의 성 코스마

〈산 마르코〉는 코지모 데 메디치의 의뢰로 탄생한 종교화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장 한 작품이다. 메디치 가문이 후원한 종교미술품이 부분 그러했듯이, 〈산 

마르코〉는 메디치 가문의 상징으로 장식되었으며 가문의 수호 성인을 구성에 

포함했다. 메디치 가의 문장은 방패형 위에 6개의 공 모양이 장식된 것인데, 채색될 

경우 전통적으로 바탕색은 노란색이고 공은 빨간색으로 칠했으며, 여기에서 공 

모양을 따로 떼어 메디치의 상징으로 삼을 경우 팔레(palle)라고 불렀다.78 〈산 

77 성가 석 칸막이는 가구라기보다는 건축에 가깝다. 이에 한 일반적인 정보는 Marcia B. 
Hall, “The Ponte in S. Maria Novella: The Problem of the Rood Screen in Italy,”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37 (1974) 참고. 특히, 산 마르코 수도
원의 성가 석 칸막이에 해서는 169-170 및 Pl.35a 참고.



- 37 -

마르코〉에서 성모자가 앉은 중앙의 옥좌 앞에 깔린 화려한 아나톨리아 산 카펫의 

가장자리는 노란 바탕에 붉은 팔레가 연속되는 띠로 장식되어 있다. 이는 제단화가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명시한다.79 메디치 가의 두 수호 성인인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는 자신들이 수호하는 가문의 상징 가까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팔레나 수호 성인만큼 눈에 뜨이지는 않지만, 〈산 마르코〉와 메디치 

가문을 연관짓는 또다른 지표도 찾아볼 수 있다. 무릎 꿇은 두 메디치 성인 사이에 

보이는 카펫의 동물 무늬는 황도 11궁 중의 물고기자리와 게자리 도안인데, 이는 

1439년 피렌체에서 코지모 데 메디치의 주최로 열렸던 동서 교회 합동 공의회를 

상기시키는 요소로서, 메디치 가문의 영광과 관련된 표식이다.80

맨 앞 중앙의 두 메디치 수호 성인 뒤로는 옥좌에 앉은 성모자와 여섯 명의 성인, 

여덟 명의 천사가 ‘성스러운 화’ 특유의 아치꼴을 이루며 도열해 있다. 아치를 이룬 

성인 중 화폭 왼편의 세 성인은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성 라우렌시오, 사도 요한, 성 

마르코이며, 화폭 오른편의 성인은 차례로 성 도미니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순교자 성 베드로이다. 성모자의 옥좌 뒤로는 식물 문양의 융단이 칸막이 역할을 

하듯 걸려 있으며, 융단 뒤에는 구약의 아가서에서 유래하여 순결한 성모를 상징하는 

도상인 닫힌 정원(hortus conclusus)이 펼쳐져 있다.81 정원에서 자라는 향나무, 

사이프러스, 종려나무, 올리브나무는 구약성서 중 집회서에서 유래하며 성모의 지혜를 

상징한다.82  성모자의 옥좌에 걸린 금빛 융단, 옥좌 꼭 기의 건축적 장식과 그 양 

78 메디치 가의 문장에서 여섯 개의 공 중 맨 위의 공을 푸른 바탕에 붓꽃 문양이 그려진 프
랑스 발루아(Valois) 왕가의 상징으로 변형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1465년 루이 11세
(Louis XI)가 피에로 데 메디치와 그의 후손들에게 왕가의 문장을 수여한 뒤의 형태이므로, 
코지모의 시 에 제작된 메디치 문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메디치 문장의 변형에 해서는 
Hibbert, 앞의 책, 132참조.
79 Kent, 앞의 책, 156.
80 Barts, 앞의 책, 40.
81 Hood, 앞의 책, 108.
82 집회서의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지혜는 스스로 자신을 찬미하고, 군중들 속에서 자기
의 영광을 드러낸다./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모신 모임에서 입을 열고, 전능하신 분 앞
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으로부터 나왔으며 안개와 같이 
온 땅을 뒤덮었다./ … /나는 레바논의 송백처럼, 헤르몬 산의 삼나무처럼 자랐고,/ 엔게디의 
종려나무처럼, 예리고의 장미처럼 자랐으며, 들판의 우람한 올리브 나무처럼, 또는 물가에 심
어진 플라타너스처럼 무럭무럭 자랐다.” ”(집회서 제 24장 1-3절, 13-14절) 식물의 판별은 
Hood, 위의 책, 108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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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을 장식한 꽃줄, 옥좌와 성인들 뒤편으로 생생하게 묘사된 수목 등은 모두 화가 

프라 안젤리코의 기량이 아낌없이 발휘된 세부들이며, 메디치 가문이 이 수도사 

화가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화려함의 최 치라고도 보인다. 전반적인 인상을 놓고 

보건  〈산 마르코〉는 당  피렌체 최고의 가문이었던 메디치 가의 위엄과 장려함을 

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었다. 때문에 이 제단화를 “메디치의 

성명서(manifesto)”, 즉 일차적으로 메디치 가문의 권력을 과시하며 강화하는 정치적 

수단이었다고 읽는 것이 관련 연구자들의 전통적인 관점이었다.83  

그러나 〈산 마르코〉에서 메디치 가문의 수호성인들이 묘사된 방식을 살펴보면, 

해당 제단화가 상 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곳에 봉헌되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후원자 코지모가 이 제단화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 권력의 시각적 구현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산 마르코〉에서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가 

묘사된 방식은 일반적인 르네상스 시  제단화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세에 있어서 일반적인 성인의 묘사 방식을 벗어나 있다. 중세 말부터 

바로크 시 에 이르기까지 제단화에 등장한 성인들 다수는 직립한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그 외에는 주로 의자나 좌에 앉은 자세로 묘사되었다. 성인들이 무릎 

꿇은 자세로 그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간혹 그럴 경우 그들의 자세는 

경배보다는 수취(受取)를 의미하기 위함이었다. 오르카냐(Andrea di Cione, 또는 

Orcagna, c. 1308-1368) 작(作) 〈스트로치 제단화(Strozzi Altarpiece)〉 (c. 

1354-57) (도 15)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와 성 베드로가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여기서 두 성인은 각각 그리스도가 

수여하는 책과 열쇠를 받아들임으로서 그들 성인됨의 주요한 특징을 표상한다.84 

83 Kent, 앞의 책, 155. 인용은 John Pope-Hennessy, Angelico (Firenze: Scala; New 
York: Distributed by Harper & Row, 1981), 25.
84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표적인 교회학자 성인으로서 [신학 전(Summa Theologica)]을 
저술한 것이 중요한 위업으로 꼽힌다. Gaston Duchet-Suchaux and Michel Pastoureau, 
The Bible and the Saints: Flammarion Iconographic Guides , trans. David R. Howell 
(Paris and New York: Flammarion, 1994), 325-326. 성 베드로는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수여받았다고 믿어졌으며, 이는 그의 표적인 지물이다. Jacobus de Voragine, The 
Golden Legend: readings on the saints. vol. 1, trans. William G. Ry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340-250; Duchet-Suchaux and Pastoureau, 위의 
책, 27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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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 마르코〉에서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는 그들의 특성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단순히 경배를 위하여 무릎을 꿇은 듯 묘사되었다. 이는 알려진 전근  

이탈리아 제단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이다.

〈산 마르코〉에서 메디치 가의 수호 성인들은 성모자 양 옆에 도열한 성인들의 

아치에서 빠져나와 화폭 전경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경배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가장 가까운 예는, 성인의 묘사에서가 아니라, 당  종교화에 등장한 인간 

후원자의 초상화들에서 목격된다. 동시  플랑드르의 제단화에서는 화면의 중심이 

되는 성인 또는 장면을 향해 무릎 꿇어 경배드리는 후원자를 묘사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로베르 캉팽(Robert Campin, c. 1375-1444)공방의 〈메로드 

제단화(Merode Altarpiece)〉 (c. 1427-32) (도 17)와 얀 판 에이크(Jan van Eyck, 

c. 1390-1441)의 〈판 데르 팔러와 함께 있는 성모자(Virgin and Child with Canon 

van der Paele〉 (1436) (도 18)등이 그 예이다. 〈산 마르코〉의 제작 장소와 보다 

가까운 동시 의 예로는 마사초(Masaccio, 1401-1428)가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에 그린 프레스코 〈성 삼위일체(Holy Trinity) (c. 1427) (도 19)를 들 수 

있다. 해당 작품은 제작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유명세를 떨쳤기에, 〈산 마르코〉의 

후원자인 코지모와 제작자인 프라 안젤리코가 모두 주목했을 수 있는 지근거리의 

작품으로 보인다.85 

상술한 로 르네상스 종교화 속에서 무릎을 꿇어 중심 신격을 경배하는 것은 

성인의 역할이기보다는 주로 인간 후원자의 역할이었다. 〈산 마르코〉가 성인의 위를 

갖는 존재를 세속의 인간일 뿐인 후원자와 유사한 제스처로 묘사한 것은 

동시 인에게 상당한 파격으로 비추어졌을 수 있다. 이렇듯 파격적인 발상이 후원자 

코지모에게서 나왔을지 제작자였던 프라 안젤리코에게서 비롯했을지는 명쾌하게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어느 쪽이었든지 간에 후원자의 최종적인 동의 없이 해당 

제안이 완성작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르네상스 제단화의 일반적인 제작 

85 해당 작품이 동시 와 이후에 누린 명성에 하여, Rona Goffen, “Introduction: 
Masaccio’s Trinity and the Early Renaissance,” in Masaccio’s Trinity, ed. Rona 
Goffe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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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후원자에게 드로잉을 제시하고 검토받는 단계를 포함했으며, 특히 비일반적인 

구성이나 묘사는 후원자의 개입으로 제시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많았다.86 화가 쪽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제단화의 미적인 측면을 강화한다는 것은 1500년  

중반이 되어서야 몇몇 화가들에 해서 적용될 수 있었던 개념이었다.87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가 〈산 마르코〉에서 취하는 독특한 위치와 그 기능에 

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부분의 학자들은 당 의 이론가였던 

알베르티의 저서에 근거하여 이 두 성인의 주요 기능이 관람자를 제단화 속의 

성스러운 인물들에게로 초 하는 것이었다는 데에 동의한다.88 알베르티가 〈회화론〉을 

통하여 ‘열린 창문’으로 기능하는 회화, 즉 직사각형 평면에 선원근법을 구사하여 

가상의 공간을 설득력 있게 구현하는 회화의 우월함을 설파했다는 사실은 앞 장에서 

서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알베르티가 남겼던 영향력 있는 조언이 바로 그림 속의 

가상 공간에 시선 맞춤과 손짓 등을 통하여 관람자를 초 하는 인물을 배치하라는 

것이었다.89 프라 안젤리코가 〈아날레나〉와 〈산 마르코〉에서 실제적인 삼차원 공간을 

구현한 것이 『회화론』에 힘입었던 일일 수 있는 만큼, 그가 『회화론』의 또다른 조언 

역시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산 마르코〉에 적용해 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90 

〈산 마르코〉 속의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는 과연 알베르티적인 초 하는 

인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두 성인의 제스처는 동일하지 

않으며, 이로써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서로 얼마간 구별된다. 〈산 마르코〉의 

전면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성인 중 화폭 왼편에 앉은 인물이 성 코스마이다. 

그는 관람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왼손은 경건하게 가슴에 얹고, 깃펜을 든 

86 O’Malley, “Subject Matters: Contracts, Designs, and the Exchange of Ideas 
between Painters and Clients in Renaissance Italy,” in Artistic Exchange and 
Cultural Translation in the Italian Renaissance City, eds. Stephen J. Campbell and 
Stephen J. Milner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7-37; 후원자의 개입과 영향에 하여 특히 20-27 참고.
87 Patricia Rubin, “Commission and Design in Central Italian Altarpiece 
c.1450-1550,” in Italian Altarpieces 1250-1550, eds. Eve Borsook and Fiorella 
Gioffredi Superbi (Oxford: Clarendon Press, 1994), 201-230.
88 Kent, 앞의 책, 156.
89 Sinisgalli, 앞의 책, 63.
90 Ahl, 앞의 책, 120.



- 41 -

오른손으로는 성모자를 가리키고 있다(도 2a). 여기서 성 코스마는 시선 맞춤으로 

자연스럽게 관람자의 주의를 끈 뒤 성모자를 바라보도록 정확하게 지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화폭 오른편에 앉아 있는 성 다미아노는 관람자에게 얼굴 또는 손을 

제 로 보여 주지 않는다(도 2b).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뒷모습과 모자를 

벗어서 쥐고 있는 손 약간인데, 이는 교회에 신자들이 차례로 앉아 있을 때 보게 

되었을 앞사람의 뒷모습과 흡사하다. 성 다미아노는 관람자보다 앞서 경배를 드리는 

인물이며, 제단화를 바라볼 때 취해야 할 경배의 자세의 모델로서 기능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두 성인이 관람자의 행동을 지시하는 독특한 역할을 함께 취하고 있기는 

하나, 알베르티가 말한 초 하는 인물에 좀 더 부합하는 것은 성 다미아노보다는 성 

코스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후원자 코지모의 입장에서 볼 경우,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가 취하는 

독특한 위치는 다른 의미를 포함했을 수 있다. 코지모가 후원자의 초상화처럼 무릎 

꿇은 수호성인이라는 구성을 제안했거나 승낙했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그가 바랐을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추론 가능하다. 첫째로 코지모는 메디치 가문의 수호 

성인들에게 겸손한 외양을 부여하고 싶어했을 수 있다. 전통적인 미술사의 도상에 

힘입어 메디치 성인들을 성인이라기보다는 인간 신자를 연상시키는 존재로 

등장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독특함을 부여하면서도 거만함의 악덕은 피하는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둘째 가능성은 코지모가 가문의 수호 성인들에게 후원자와 같은 

자세를 줌으로써 후원자인 자신을 성인에게 이입하기 쉽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두 명의 가문 수호 성인 중에서 코지모 개인의 수호 성인이기도 한 성 

코스마의 묘사가 보다 큰 중요성을 띤다. 두 가능성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후원자의 의도에 둘 모두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작품의 분석을 통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산 마르코〉 내부에서 두 

메디치 수호 성인 중 성 코스마가 특히 더 부각되었으며, 신학적으로도 우월한 

지위를 선사받았다는 것이다. 산 마르코 수도원의 재건축 후 수도원 교회의 주 

제단은 교회의 수호성인인 성 마르코에게뿐 아니라 메디치의 수호 성인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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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마와 성 다미아노에게도 봉헌되었다.91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는 〈산 

마르코〉에서 공동 1위로 부각되어도 좋을 명분을 획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 봉헌은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 중 특히 성 코스마를 강조할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실제 작품에서의 표현은 명백히 두 메디치 수호성인 중 성 

코스마에게 이목을 집중시킨다. 성 다미아노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탓에 관람자가 

그와 친 함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성 코스마는 시선의 마주침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조에 하여 어떠한 

도상학적이거나 신학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수호성인 중에서 성 

코스마가 좀 더 이목을 끄는 역할을 차지했던 것은 관련자의 사적인 의도가 

개입되었던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92 

〈산 마르코〉에서 성 코스마는 단순히 관람자의 이목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킬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맥킬롭에 따르면 이 

제단화에서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는 시각적으로 다른 성인들과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절로, 즉 사도(apostle)의 위치로 격상시킨다.93 

사도 성인들의 주된 특징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여 초기 기독교 신자들과 

그리스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는 위치에 

있어서나 행동의 성격에 있어서나 제단화 안쪽의 성모자와 제단화 바깥의 관람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개자 역할을 맡으며, 이로써 사도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개자로서 보다 사도적인 성격을 띠는 인물은 두 성인 중 

관람자를 그림 내부의 중심 신격에게로 안내하는 성 코스마라고 할 수 있다.

91 Paoletti, 앞의 책, 213.
92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는 외모가 같은 쌍둥이였으며, 생애의 행적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지물이나 제스처를 가질 만한 근거가 언급되지 않았다. 중세와 그 이후 시 의 사람들이 주로 
참고했던 전설에 따르면 두 성인은 기적적인 치유 능력을 보여 준 의사들이었으며 생애 내내 
함께 의술을 행했고 죽어서 같은 무덤에 묻혔다. 실제 미술 작품에서도 두 성인은 거의 항상 
동일한 외양으로 묘사되었는데, 이에 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후술한다. 문헌 근거는 Jacobus 
de Voragine, The Golden Legend: readings on the saints. vol. 2, trans. William G. 
Ry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196-98.
93 McKillop, 앞의 책,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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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메디치 수호 성인 중 성 코스마를 좀 더 부각시키는 역할 부여는 그들의 머리 

뒤 후광에 기입된 명문을 통하여 완성된다(도 2a, 2b). 〈산 마르코〉 내부의 성인들은 

모두 금박으로 채색된 머리 뒤 후광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문을 갖고 있다.94 

특히 쌍둥이 성인이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은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를 각각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지표가 바로 이 명문이다.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부여하여 묘사한 예는 사실상 매우 드문데, 둘은 별개의 

성인이라기보다는 집합적인 존재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피렌체에서 

제작된 종교화에 두 성인이 등장할 경우, 그들은 거의 항상 똑같은 의사의 복장을 

입고 똑같이 약합과 깃펜이라는 지물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었다.95 단적으로 뒤이어 

논할 프라 안젤리코의 또 다른 ‘성스러운 화’ 작품인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 

(도 3)와의 비교가 가능한데, 해당 작품에서 두 메디치 성인은 다른 성인들이 이름 

명문을 가진 중에도 자신들만은 명문이 없이 묘사되어 있다. 앞서 논한 

〈아날레나〉에서도 이 둘을 구분할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산 마르코〉는 프라 

안젤리코가 코지모의 의뢰로 제작한 제단화 중에서 유일하게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를 구별 가능하도록 묘사한 작품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구별짓기로 인하여 

〈산 마르코〉에서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는 혼동할래야 혼동할 수 없는 개별 인물로 

인식된다. 후광에 쓰여 있는 이름 덕분에 관람자를 제단화로 초 하는 성인, 보다 

사도적인 성인이 성 코스마라는 사실이 명시성을 띠는 것이다.  

종합하면, 〈산 마르코〉는 메디치 가문의 두 수호 성인 중에서 성 코스마에게 특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고 이는 후광이라는 세부를 통하여 관람자들에게 명시되었다. 

여기에서 성 코스마를 수호성인으로 가졌던 후원자 코지모의 개입을 짐작할 수 있다. 

코지모는 자신의 수호성인을 격상시킴으로써 본인에게 보다 큰 은총이 내려지기를 

소망했을 것이며, 그가 해당 성인에게 자기 자신을 이입하기 쉽게 하는 시각적 

94 성모 마리아는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95 알레소 발도비네티(Alesso 또는 Alessio Baldovinetti, 1425-1499)의 〈카파졸로 제단화
(Cafaggiolo Altarpiece)〉 (c. 1454) (도 20), 프라 필리포 리피(Fra Filippo Lippi, 
1406-1469)의 〈옥좌에 앉은 성 라우렌시오와 성인들과 기증자들(Saint Lawrence 
Enthroned with Saints and Donors)〉 (1451-3) (도 21)등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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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들은 그 과정에서 적합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산 마르코〉 내부의 성 코스마의 

얼굴이 코지모의 초상일 수 있다는 선행 주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더욱 

타당하다.96 이 때 그가 소망했던 은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술한 로 스스로의 

속죄였을 것이며, 산 마르코 수도원 내부의 여타 성 코스마 표현 양상을 살펴보는 

다음 장의 결론 또한 이와 일치한다.

3. 산 마르코 수도원 내부의 성 코스마 표현 양상과 코지모의 참회 

성 코스마를 성 다미아노와 명확히 구분하여 부각시키는 표현 방식은 〈산 

마르코〉에서뿐 아니라 산 마르코 수도원의 여러 시각요소에서 거듭 목격된다. 

반복되는 사례들은 〈산 마르코〉에서 성 코스마가 강조되었던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입증할뿐더러, 수도원 복합체 내부에 묘사된 성 코스마가 메디치 가의 수호 

성인이기보다도 코지모의 수호 성인으로 인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산 마르코 

수도원의 개축 당시 내부의 모든 회화 요소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책임은 프라 

안젤리코에게 있었다. 코지모는 프라 안젤리코를 고용할 때 주제단화인 〈산 마르코〉 

뿐 아니라 수도원 부속채의 식당, 사제단 회의실, 복도를 장식하는 형 프레스코 및 

기숙사 방 내부의 중형 프레스코와 출입구 위의 루네트(lunette)를 장식하는 소규모 

그림까지 모두 제작할 것을 주문했고, 이는 그 로 실행되었다.97 즉 수도원 내부에 

거듭 등장하는 성 코스마의 이미지는 동일한 후원자 및 제작자를 가졌으며 이는 해당 

이미지가 제작상의 일관된 의도를 반영할 수 있었을 근거가 된다. 

96 Kent, 앞의 책, 156 주 132.
97 프라 안젤리코와 동시 인으로서 산 마르코 수도원의 수도원장이었던 프라 줄리아노 라파
치니는 수도원의 역사와 재건축에 한 연 기를 남겼다. 여기에서 그는 주 제단화를 비롯한 
수도원 내부 회화를 나열하며 ‘모두가 한 명의 도미니코회 형제에 의해 그려졌다(‘omnes 
pictae sunt per quemdam fratrem ordinis Praedicatorum’)’고 적었다. 즉, 프라 안젤리
코 공방 소속의 다른 인물이 일부 작품의 제작에 기여했던 것은 사실이더라도, 수도원 내부 
회화를 그린 일관된 주체는 프라 안젤리코였다는 동시 의 인식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Raoul Morçay, “La Cronaca del convento fiorentino di San Marco. La Parte più 
antica, dettata da Giuliano Lapaccini,” ASI, 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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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화 〈산 마르코〉를 제외하면, 수도원 내에 성 코스마를 성 다미아노와 

차별화하여 묘사한 작품은 두 점이 더 존재한다. 첫째로 사제단 회의실에 그려진 

규모의 프레스코 〈십자가 책형(Grand Crucifixion)〉 (c. 1441-2) (도 22)을 들 수 

있다. 작품의 반원형 평면 중앙에는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와 두 죄인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들의 발치에 크게 두 무리로 나뉘는 

성인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화폭 왼편에는 십자가 책형 장면에 

흔히 포함되는 인물인 성모 마리아, 사도 요한, 막달라 마리아 등의 성인들과 메디치 

가문의 성인들이 모여 있다. 화폭 오른편에는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의 주요 

성인들이 모여 있으며 그들은 체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보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림의 테두리를 장식한 작은 초상화들은 구약의 선지자와 무녀들 및 

도미니코회의 여러 성인들을 묘사한다. 

사제단 회의실의 〈십자가 책형〉이 많은 수의 도미니코회 성인과 메디치 가문의 

성인들을 포함하는 것은 해당 주제의 회화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도미니코회 성인들의 등장은, 해당 작품이 다름아닌 사제단 회의실에 

그려졌으며 이에 따라 거의 전적으로 도미니코회 사제들에게 보여졌음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제단 회의실의 〈십자가 책형〉에 등장할 

근거가 가장 취약한 부류는 메디치 가문의 성인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치 

가문의 성인들이 해당 작품에 등장했던 것에는 필시 코지모가 〈십자가 책형〉의 

세부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과 조언을 화가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98 결과적으로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는 자신들과 역사적 관련이 없는 

〈십자가 책형〉의 장면에서 화면 왼쪽 맨 끝의 말석이나마 차지하게 되었다. 

사제단 회의실의 〈십자가 책형〉에 등장한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의 표현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들의 제스처이다. 행동의 측면에 있어서 〈십자가 책형〉의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는 〈산 마르코〉에서보다도 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메디치 

가문의 두 성인은 그들이 입은 붉은 겉옷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둘 중 왼쪽의 

98 Hibbert, 앞의 책,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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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성 다미아노, 오른쪽의 인물이 성 코스마이다(도 22a). 여기서 성 코스마는 두 

손을 기도하듯 모으고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똑바로 응시한다. 

반면 성 다미아노는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차마 볼 수 없다는 듯 

오른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다. 성 코스마의 침착하고 굳은 믿음은 성 

다미아노의 감정적인 반응과 조되어 두드러진다.

침착하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인이 성 코스마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제단 회의실의 〈십자가 책형〉에서는 후광의 명문 신 턱수염과 

벗겨진 머리로써 외관상의 차이를 부여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상술했듯이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는 집합적인 ‘의사 성인들’로 인지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는 

르네상스 시 에 제작된 종교화들에서 두 성인이 같은 지물을 지닐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외모 자체가 똑같이 묘사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드물게 두 

성인의 얼굴 표현에서 차이를 관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성 

코스마에게 턱수염 등 원숙함을 짐작하게 하는 요소가 추가되었다. 중세 말-르네상스 

초에 성인의 생애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참고되었던 책인 『황금전설(The Golden 

Legend)』에 따르면,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중의 형은 

성 코스마였다.99 즉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 중 한 명이 보다 나이 들게 

묘사된다면 이는 성 코스마를 가리키는 지표라고 해석함이 옳다. 피렌체 산타 크로체 

교회의 〈수련원 제단화(Novitiate Altarpiece)〉 (c. 1445) (도 23)는 이를 예증하는 

희귀한 실제 사례로서, 본고에서 논의하는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코지모 데 메디치에 

의해 의뢰되었으며, 턱수염을 무성히 기른 인물 아래에 성 코스마의 이름 명문을 

새겨서 그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했다. 산 마르코 수도원 내의 작품들은 

〈수련원 제단화〉보다 시 가 앞서므로,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가 서로 구분 가능한 

외모로 묘사된 르네상스 회화 작품 중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산 마르코 수도원을 

개축하고 그 내부 그림들의 의뢰를 맡길 때 후원자 코지모에게는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를 구분하여 묘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9 Jacobus de Voragine, The Golden Legend: vol. 1,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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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마르코 수도원 복합체 내부에서 성 코스마를 차별화하여 묘사한 두 번째 예는 

코지모의 개인 예배실로 주어진 수도원 기숙사 38번방의 프레스코화에서 관측된다. 

이 작품은 성 코스마, 즉 코지모의 수호 성인을 홀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장 

성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8번방 내부 프레스코인 〈성모, 성 코스마, 사도 요한과 

순교자 성 베드로가 있는 십자가 책형(Crucifixion with the Virgin and Sts 

Cosmas, John the Evangelist and Peter Martyr)〉 (c. 1441-42) (도 24)은 간소한 

인물 구성으로 사제단 회의실의 그것과 같은 주제를 묘사한다. 중앙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 밑에는 성 

코스마, 성모 마리아, 사도 요한, 순교자 성 베드로가 나란히 앉아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다. 코지모의 예배실을 포함하여, 수도원 기숙사의 방들에 그려진 이 같은 

프레스코화들은 방을 사용하는 수도사 또는 평신도의 명상을 돕기 위해 존재했다.100 

따라서 수도사가 사용하는 방에 그려진 프레스코와 평신도가 사용하는 방에 그려진 

프레스코는 각각의 사용자에 걸맞게끔 그림의 주제나 구성이 서로 달랐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미술사를 통틀어 〈십자가 책형〉이라는 주제에 성 코스마가 포함되는 

것이 매우 드문 사건이기는 했지만, 코지모의 예배실 프레스코에 성 코스마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8번 방 〈십자가 책형〉에서 성 코스마의 존재가 각별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여기에서 성 코스마는 성 다미아노를 동반하지 

않고 홀로 등장한다. 코지모 데 메디치 생전에 제작된 종교화 중 성 코스마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알려진 작품 중 이 〈십자가 책형〉이 유일하다. 사실상 

르네상스 시  종교화 전체를 통틀어서도 유일한 사례인 이 단독 묘사를 통하여, 

코지모가 해당 작품을 감상한 맥락, 나아가 38번방을 사용했던 맥락을 짐작할 수 

있다. 38번 방 〈십자가 책형〉은 다른 기숙사 방들의 프레스코가 그렇듯이 사용자인 

코지모의 쓰임에 알맞게 최적화된 명상용 회화였다.101 만일 코지모가 38번 방을 

100 특히 수도사들을 위하여, 각 방의 도미니코회 관련 인물의 이미지가 수행했던 역할에 
하여 Hood, “Saint Dominic’s Manner of Praying: Gestures in Fra Angelico’s Cell 
Frescoes at San Marco,” The Art Bulletin 68 (1986): 195-206 참고.
101 Hood, 앞의 책,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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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주 목적이 메디치 가문 전체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면, 혹은 그 자신을 

개인 코지모라기보다 메디치 가문의 수장으로 강하게 정체화했다면, 명상용 

프레스코화에는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가 둘 다 등장하는 것이 합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 책형〉에 등장한 것은 성 코스마 홀로이므로, 이 성인이 지칭하는 

상도 메디치 가문 전체가 아니라 코지모 개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하여 성 코스마는 〈산 마르코〉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머리 뒤 후광의 이름 

명문으로써 스스로의 정체를 명쾌히 드러낸다. 수도원 기숙사의 프레스코화들 중에서 

성인의 후광에 이름이 기입된 경우로는 유일한 예이다. 38번방 프레스코에서만 

성인들의 후광에 이름이 기입된 것은 다른 성인들보다도 성 코스마의 정체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성모, 사도 요한, 순교자 성 베드로의 후광에 쓰인 명문은 

작품 전체의 일관성을 위해서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들은 이름 명문이 

없더라도 당 의 관람자들이 쉽사리 알아볼 수 있었을 성인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 중요성이 무척 큰 성인들로 일반적인 

도상이 확립되어 있었다. 특히 십자가 책형이라는 주제의 회화에서 푸른 옷의 나이 

든 여인과 붉은 옷의 젊은 남자가 등장할 경우, 그들이 각각 성모와 사도 요한이라는 

점은 당 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순교자 성 베드로의 

경우, 그는 도미니코회의 중요 성인이며 수도사복과 머리의 상처라는 두드러지는 

지표를 갖기 때문에, 성모나 사도 요한만큼은 아니더라도 수도원을 사용하는 

도미니코회 관련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성인이었을 것이다.102 반면 성 코스마는 

같은 개성을 공유하는 성 다미아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을 적어넣지 않으면 그가 

두 쌍둥이 성인 중 어느 쪽인지를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수도원 기숙사의 프레스코 중 십자가 책형이라는 주제를 묘사하며 등장인물의 

수와 배치가 38번 방 프레스코와 비슷한 작품으로 56번 방 프레스코과 37번 방 

프레스코가 있다(도 25, 26). 이들 중 어느 것도 성인의 후광에 이름을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름 명문의 유무가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사항이었을 가능성도 

102 〈황금전설〉에도 그의 일 기를 서술한 장이 있으며, 그 분량은 한 명의 성인에 한 서
술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 Jacobus de Voragine, 앞의 책, 254-266. 



- 49 -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코지모가 프라 안젤리코로 하여금 다른 방들과의 

통일성을 포기하고서라도 38번방 프레스코에 성인들의 이름 명문을 기입하도록 한 

것은 성 코스마의 정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십자가 책형〉이라는 장면에서 성 

코스마가 등장한다는 이례적인 사건은 이로써 부정의 여지 없이 강조되었다. 

나아가 38번방 〈십자가 책형〉에서 성 코스마는 성모의 아들이라는, 그 전에도 

후에도 그에게 주어진 예가 없는 각별한 위치를 부여받기에 이른다. 본래 이 지위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로 인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가리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고,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라고 말했다고 전한다.103 그런데 38번방의 프레스코에서 

검은 글씨로 적힌 예수의 말(“MVLIER ECCE FILIVS TVVS”)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성 코스마를 향하고 있다. 예수의 시선 또한 명확하게 성 코스마를 내려다본다(도 

24a). 어머니로 지목된 성모 마리아 또한 성 코스마와 십자가 사이에 자리잡고서 

마치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듯 성 코스마로부터 십자가의 예수를 

가리키는 손짓을 해 보인다. 사도 요한의 이름은 신의 은총(grace of God)을 뜻하며 

“특별히 은총 받은 이(to whom a particular grace is given by God)”라고도 

여겨졌는데, 여기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참관했으며 그때  성모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복음서의 뒷받침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104 마찬가지 

맥락에서 38번방 프레스코화는 본래 사도 요한에게 가게 마련이었던 그리스도의 

각별한 은총이 성 코스마에게 내려지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사제단 회의실의 〈십자가 책형〉과 달리, 38번방의 〈십자가 책형〉은 코지모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예배실에 그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해당 프레스코는 코지모 개인의 

묵상을 돕기 위한 용도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로 개인 예배실을 만들면서까지 

103 요한복음 19장 26-27절: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
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하시고/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104 Jacobus de Voragine, 앞의 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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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모가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한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산 마르코 수도원 

전체를 건설한 계기가 되었던 죄의 속죄라는 동기이자 주제가 38번방의 프레스코에도 

반영되었다고 추측된다. 기독교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것은 

인류의 죄를 신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담 이래로 인간이 갖고 있었던 

원죄는 십자가 책형의 그 순간에 용서받았다고 여겨진다.105 기독교가 세를 넓힘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이라는 주제 또한 빈번히 묘사되었으며 인류의 속죄를 

위한 희생이자 죽음에 한 승리를 의미하는 도상으로서 표성을 띠게 된 것이다.106 

즉 38번방의 프레스코는 십자가 책형이라는 주제의 선정, 내부에 성 코스마를 성 

다미아노 없이 배치한 점, 후광에 이름을 기입함으로써 성 코스마의 정체를 명쾌히 

한 것과 사도 요한의 특별한 지위를 그에게 부여한 점까지, 코지모의 속죄라는 

목적을 가장 잘 시각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총집합이었다. 

코지모는 산 마르코 수도원 내부의 회화들에서 명문 등으로 표현된 신학적 

함의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르네상스 시  이탈리아의 중은 주로 미사 

때의 라틴어 강론 신 수도사가 각 지역의 언어로 전해 주는 중 강론(popular 

sermon)을 통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습득했다. 중 강론은 해당 일자의 복음서 

강독에 기반했으며 여기에는 인류의 원죄 및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이라는 

주제가 자주 포함되었다.107 코지모는 개인적으로도 수도사들과의 사귐을 유지했을 

만큼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었므로, 중 강론의 주요 주제였던 복음서 및 사도 

서간(epistle)에 등장하는 가르침에 익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08 나아가 코지모는 

메디치 가문의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알았으므로, 38번방 

105 로마서 6장 6절: “예전의 우리는 그분[그리스도]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서 죄에 물든 육
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
드로1서 2장 24절: “그분[그리스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
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106 해당 도상의 변천과 다양한 예시에 관하여 Neil MacGregor, Seeing Salvation: Images 
of Christ in Art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18-137 참고.
107 르네상스 시  이탈리아에서 수도사들에 의해 행해진 중 강론의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 
Blake Wilson, Music and Merchants: the Laudesi Companies of Republican Florence 
(Oxford: Clarendon Press, 1992), 19-28 참고. 
108 Kent, 앞의 책,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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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코화에 등장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문의 의미는 설교를 통해 얻은 지식에 

힘입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109

상기한 사례들에서 보이듯 코지모 데 메디치에게는, 그리고 그의 뜻을 실행하여 

실제 회화를 제작한 프라 안젤리코에게는, 산 마르코 수도원 내부 회화 도상을 

관통하여 메디치 쌍둥이 수호 성인 중에서 성 코스마를 특히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성 코스마의 부각 및 그에 한 코지모 자신의 

투사에서 외부 관람자의 시선을 기 하는 뉘앙스가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렌체 

일반 시민의 시선에 한 코지모의 무관심은 고집스러운 수준이다. 만약 코지모에게 

자신 또는 가문의 이미지를 선전할 의도가 있었더라면, 그는 교회 내부의 다른 

부분에서 메디치 성인들을 강조할 수도 있었다. 가령 성가 석 칸막이로 가로막혀서 

수도원을 방문하는 일반 신도가 접근할 수 없었던 주 제단이 아니라, 본당 내부 양 

측면에 메디치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프레스코를 그리도록 주문했을 수 있을 

것이다.110 또는, 코지모 자신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개인 예배당이 아니라, 수도원의 

통로 벽에 성 코스마를 그려넣어서 산 마르코 수도원의 도서관을 이용했던 일부 

엘리트들이나마 목격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코지모는 이러한 

사용가능한 수단 중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자신과 극히 일부 수도사들만 볼 수 

있는 장소에 성 코스마를 부각시켰다. 산 마르코 수도원의 설립에 투자된 막 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의도적인 회피는 기이하게까지 보인다. 

다시 〈산 마르코〉를 살펴보면, 그 프레델라에서 이러한 무관심이 가장 선명하게 

읽힌다. 총 9개의 프레델라 패널은 중심 패널의 받침 역할을 했으며, 그 중 8개의 

패널이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의 일생을 묘사한다. 흥미롭게도, 복원도에 따르면 이 

패널들 중 첫번째와 마지막 패널은 90도 꺾인 왼쪽과 오른쪽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제단화를 정면에서 볼 때에는 아예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111 (도 27) 

109 코지모는 15세기 초 피렌체에서 팔라 스트로치 다음으로 방 한 장서를 소유했고, 그 중 
상당수를 직접 읽거나 자신에게 낭독하도록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코지모의 교육 수준 및 장
서의 내용에 관하여 Kent, 위의 책, 33-38 참고.
110 이에 해당하는 표적인 경우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의 상부 바실리카,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예배당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예배당의 내부 벽체에는 각각 아시시의 성 프란치
스코의 생애 연작과 성모·예수의 생애 연작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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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두 패널은 〈팔라디아의 치유(Healing of Palladia)〉 (도 28)과 〈유스티니아노 

부제를 치유하는 성 코스마와 다미아노(Saints Cosmas and Damian Healing the 

Deacon Justinian)〉 (도 29)로, 두 성인의 전기에 기록된 치유의 기적 일화를 

묘사한다. 정면을 향한 다른 여섯 개의 패널은 두 성인이 순교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는 데에 비해, 보이지 않게 배치되었던 양끝 패널은 의사로서 두 

성인이 가졌던 치유의 권능을 묘사했던 것이다. 치유의 힘은 이 두 성인의 가장 

중요한 개성이며, 메디치 가문이 이 두 의사 성인들을 가문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게 

되었던 이유 자체이기도 하다(‘메디치’는 이탈리아어로 ‘의사들’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사다운, 즉 가장 메디치적인 성인들의 모습은 세인들뿐 아니라 

미사를 올리는 수도사들의 시선 및 코지모의 시선에서마저 배제되어 있었다. 해당 두 

패널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을까? 

〈산 마르코〉를 필두로 산 마르코 수도원 내부의 회화가 일관되게 성 코스마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들이 외부의 시선을 기 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인간의 시선 자체를 배제하는 듯 보인다는 점은, 코지모의 

의뢰로 제작된 이 그림들이 신의 시선을 위한 것이었다는 설에 힘을 실어 준다. 그림 

내부에서 성 코스마의 역할 또한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거나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 죄의 속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등 기독교의 성부-성자에게 가까워지려 

하는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신의 시선은 세상에 편재하여 어디든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 당 의 기독교 교리를 생각한다면, 그림이 일반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당  수도원의 성무일도 또는 미사 

중에 수도사들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듣지 않을 성가가 소리 높여 불려졌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한 경우, 찬송가를 들을 이는 세속의 관람객이 아니라 신 그 

자체였던 것이다. 코지모의 의뢰로 산 마르코에 바쳐졌던 종교화들은 이와 같이 신을 

향한 것이었으며, 그 안에서 성 코스마의 모습을 입은 코지모가 거듭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되는 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신에게 보여질 시각적 약속이었다.  

111 Ahl, 앞의 책, 2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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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 (c. 1450-52): 자손의 
안녕을 위하여

1. 메디치의 뿌리인 무젤로와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의 관계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Bosco ai Frati Altarpiece)〉 (c. 1450-52) (도 3)는 

코지모의 의뢰로 프라 안젤리코가 그렸던 세 점의 ‘성스러운 화’ 형식 제단화 중 

마지막 작품이다. 이는 또한 프라 안젤리코가 생전에 제작한 마지막 제단화였으며, 

코지모에 의하여 교회에 봉헌된 제단화 중 최후의 작품이기도 했다.112 코지모와 프라 

안젤리코 사이의 오랜 계약에 마침표를 찍는 작품이었던 〈보스코〉는 앞선 두 

‘성스러운 화’와 다르게 피렌체 내부 교회에 봉헌되지 않았다. 〈보스코〉가 그 

이름을 얻은 봉헌처는 피렌체 북쪽 지역 무젤로(Mugello)에서도 산중에 자리잡은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건축물인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Church and Convent of 

San Francesco at Bosco ai Frati)이었다. 수도원의 이름은 ‘수사들의 숲’을 뜻하는 

지명을 따서 지어졌으며, 그 이름 로 일반인의 왕래가 드문 숲 속에 자리잡은 

검박한 건물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제단화 〈보스코〉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서는 이 제단화가 봉헌된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과 메디치 가문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무젤로라는 지방, 나아가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의 주 제단에 바쳐졌다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보스코〉는 프라 안젤리코가 제작한 세 점의 ‘성스러운 화’ 

중에서도 가장 가족적인 작품이 되기 때문이다. 코지모는 프라 안젤리코에게 

〈보스코〉를 의뢰함으로서 자신이 죽은 뒤에 남겨질 가족 및 후손들의 안녕을 빌고자 

했으며, 그러한 그의 염려가 특히 그의 장자(長子)인 피에로 데 메디치(Piero ‘il 

Gottoso’ de’ Medici, 1416-1469)라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 표현되었다는 것이 

112 Ahl, 위의 책, 198. 코지모의 생전에 제작된 마지막 제단화는 1450년  초반에 제작된 
발도비네티의 〈카파졸로 제단화〉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제단화는 교회에 봉헌되지 않고 
코지모의 별장에 있던 개인 예배당에 설치되었으므로, 규모와 형식에 있어서 별도의 논의 
상이다. Kent, 앞의 책, 148-1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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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요점이다. 더불어 코지모에게 있어서 세 점의 ‘성스러운 화’는 

아버지-자신-큰아들로 이어지는 메디치 가계의 3 를 각각 수호하기 위한 종교적 

봉헌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 로렌초 교회의 첫 번째 ‘성스러운 화’로써 죽은 

아버지의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고, 산 마르코 수도원의 두번째 ‘성스러운 화’를 

통해 자신의 속죄를 빌었던 코지모가, 마지막 ‘성스러운 화’로는 아들 및 자손의 

안녕을 바랐던 것은 사뭇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이다. 세 점의 ‘성스러운 화’가 

코지모를 중심으로 한 메디치의 가계를 시각화하는 상징이었다는 의견은 종래에 

제시된 적 있으나, 각 제단화가 각각 메디치 가문의 어느 인물에게로 상징적으로 

귀속되는지는 논의된 바 없다.113 

1400년  중반에 코지모를 비롯한 메디치 가문의 중심 인물들은 휴양(retreat)을 

위해 피렌체를 떠나 외부에 머무르는 일이 잦았다.114 코지모, 코지모의 아들 피에로, 

그 아들들인 로렌초(Lorenzo ‘il Magnifico’ de’ Medici, 1449-1492)와 

줄리아노(Giuliano di Piero de’ Medici, 1453-1478) 등, 메디치 가문의 중요 일원이 

피렌체로부터 피신해 있을 때에 그들은 주로 무젤로의 메디치 빌라(Villa Medicea)중 

하나에 머물렀다. 

본래 무젤로는 메디치 가문이 유래한 뿌리가 되는 지역이다.115 1장에서 

전술했듯이 메디치 가문은 외부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 상인-은행가 부류였는데, 

피렌체로 이주하기 전 그들이 살았던 고장이 바로 무젤로였다. 14세기 말까지 메디치 

가문의 힘은 무젤로의 지주로서 그들이 가졌던 지위, 즉 무젤로에 그들이 소유한 

땅과 저택에 한 권리로부터 유래했다.116 코지모의 조부 아베라르도 데 

113 세 점의 ‘성스러운 화’와 메디치 가의 가계(lineage)를 연관하여 해석한 기존의 연구로 
Ames-Lewis, “Fra Angelico, Fra Filippo Lippi, and the Early Medici” 및 Paoletti, 앞
의 논문, 195-219 참고.
114 retreat의 사전적 정의는 ‘(군사적인) 후퇴’, ‘퇴각’이나,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벗어났
던 것은 1) 흑사병의 위협으로 인구가 집한 도시를 떠나고자 했거나 2) 도시의 번잡함을 피
해 휴식을 취하고자 함이 주된 이유였기에 본문에서는 ‘휴양’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
115 Brucker, 앞의 논문, 2; Christina Acidini Luchinat, “Sulle tracce dell'arte 
rinascimentale in Mugello,” in Mugello culla del Rinascimento: Giotto, Beato 
Angelico, Donatello e i Medici, ed. Barbara Tosi (Firenze: Edition Polistampa, 2008), 
39-40.
116 Kent, 앞의 책, 30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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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치(Averardo de’ Medici, 1320-1363)의 시절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로 

이주했고, 곧 피렌체 내에서 상인-은행가로서 입지를 쌓아 갔지만, 무젤로에 남은 

저택과 토지는 여전히 메디치 가문의 소유였으며 그들 가문의 기반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은 바로 이 무젤로 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이었다.

무젤로에서는 메디치 가문의 빌라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알려진 메디치 가문 소유의 저택 중 연 가 가장 앞서는 것은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의 지척에 자리잡은 빌라 카파졸로(Villa Cafaggiolo)이다. 이 빌라는 

최소 1349년 이전에 건설되어 피렌체 공화국 정부의 소유로 있다가 1359년에는 이미 

“메디치 가문의 카파졸로”라고 불리고 있었다.117 빌라 카파졸로는 가문의 기반이자 

뿌리로서 메디치 가문의 고건물 중에서도 독보적인 상징성을 띠었다. 조반니 디 

비치가 사망한 뒤 빌라 카파졸로의 소유권은 코지모의 사촌 아베라르도에게 

넘어갔으나, 아베라르도 쪽의 방계 인물이 모두 사망한 뒤에는 코지모와 그의 동생 

로렌초에게 돌아왔다.118 이후 형제의 공동 명의 건물이었던 빌라 카파졸로는 

1451년에 체결되었던 새로운 계약에서 전적으로 코지모의 소유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119 이윽고 1451년경, 코지모는 건축가 미켈로초(Michelozzo di 

Bartolomeo Michelozzi, 1396-1472)를 시켜서 낡은 성채에 가까웠던 빌라 

카파졸로를 증·개축하여 실질적 거주 및 휴양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만들었다. 말년에 

이르러 그는 점차 자주 빌라 카파졸로를 방문하여 오랜 시간 머물렀다.120

코지모가 〈보스코〉를 프라 안젤리코에게 의뢰했던 시점은 이처럼 그가 빌라 

카파졸로의 개축을 진행했던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시기의 일치를 

후원자의 사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우연으로, 즉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한 코지모의 배려심이 하필 그때 솟구쳤을 뿐이라는 식으로 독해하기는 어렵다. 그 

117 John Shearman, “The Collections of the Younger Branch of the Medici,” The 
Burlington Magazine 117 (1975): 17.
118 Kent, 앞의 책, 300-302.
119 Shearman, 앞의 논문, 17.
120 Isabella Lapi Ballerini, “Mugello: le ville de Medici,” in Mugello culla del 
Rinascimento,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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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근거로, 코지모에게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은 다분히 가족 방문용의 

성격이 짙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은 빌라 카파졸로에서 

가장 가까운 종교 건축이었기에 코지모 일가가 카파졸로에 머무를 때면 그들이 찾는 

주 교회였다. 문헌 기록은 실제로 코지모와 그의 가족들이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을 자주 찾았으며, 그 공간이 코지모와 가족들의 영적 필요에 적극 봉사했음을 

입증한다. 베스파시아노의 기록에 따르면 코지모는 종종 보스코 아이 프라티를 찾아 

그의 영적 문제들을 상담했다. 한번은 그가 보스코 아이 프라티의 수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 값비싼 성물을 선사하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했을 정도이다.121 이러한 태도는 자식 에도 이어져서, 코지모 사후에도 그의 

큰아들인 피에로가 보스코 아이 프라티를 자주 방문하여 그곳의 수사들을 존중으로 

했으며, 자신의 아들 로렌초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권했음이 알려져 있다.122

둘째로,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은 1400년  전반에 

제단화를 보다 필요로 하는 상황을 거듭 겪은 바 있었다. 만약 코지모가 

프란치스코회에 한 단순한 배려심 또는 신앙심에 의하여 〈보스코〉를 봉헌했던 

것이라면 1400년  전반의 사건들을 외면했던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1300년  내내 

황폐했던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의 증건축 자체는 1410년  후반에 

진행되었다.123 이 증건축 역시 코지모의 자금을 후원받아 진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수도원이나 교회를 개축할 때에는 제단화도 함께 주문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은 당시에 그런 도움까지는 얻지 못했다. 1436년에는 교황 

에우제니우스 4세가 친히 이 외진 수도원을 방문하여 미사를 거행하기도 했다.124 

결정적으로, 1449년에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총회가 보스코 아이 프라티에서 열려서 

총 400명이 넘는 수사들이 운집하는 일이 있었다.125 그러나 〈보스코〉가 의뢰된 것은 

121 Vespasiano da Bisticci, 앞의 책, 229.
122 피에로의 아들 로렌초와 줄리아노는 1464년 피렌체에 돌던 전염병을 피해 빌라 카파졸로
에서 휴양하던 중 피렌체에 남은 피에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 그리고 지금까
지 저희는 보스코의 수사 형제들과 저희 간에 어떤 차별도 두지 말라는 아버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Kent, 앞의 책, 170 에서 재인용.
123 Robinson, 앞의 논문, 183-187.
124 Robinson, 위의 논문,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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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념비적인 행사들을 모두 넘긴 뒤인 1451년경, 바로 코지모가 빌라 

카파졸로의 단독 소유권을 얻었으며 이를 공식화했던 시점이었던 것이다.

종합해 볼 때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은 코지모 일가가 무젤로 지역에 머무를 

때에 그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었던 장소였다. 제단화 〈보스코〉의 봉헌 상황을 

보건 , 〈보스코〉는 코지모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한 공적 지지의 표현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코지모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행했던 사적인 기도의 시각화에 

가까웠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단화 〈보스코〉의 내부 도상 및 〈보스코〉를 

둘러싼 수도원의 미술적 세부를 논의하기 이전에, 코지모가 〈보스코〉를 봉헌할 당시 

처해 있었던 중 한 상황을 하나 더 살펴봄으로써 그의 사적인 기도를 구성했을 만한 

내적 요인을 짐작해 보고자 한다. 

전기적 기록들에서 코지모 생의 후반부를 살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가 

심각한 통풍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감내했다는 사실이다. 통풍은 코지모의 가계에 

속한 지병이었으며, 1455년 이후로 그는 병세가 악화된 나머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나 각 방을 돌아다닐 때에도 스스로 걷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 다녀야 했다.126 

2장에서 언급한 망명 때의 위기와 더불어서 이는 코지모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죽음을 

염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127 임박한 죽음에 한 염려는, 코지모 자신의 

사후에 한 염려 및 속죄에의 충동과 더불어, 자신이 죽은 뒤에 남겨질 가족에 한 

고려로 흘러갔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코지모의 큰아들인 피에로 데 메디치 또한 

성인이 된 이후로 계속 통풍을 앓아 ‘일 고토소(il Gottoso, 통풍 걸린 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다.128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질병이 상속자이자 가문의 

차기 지도자인 큰아들 또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아버지로서, 말년의 

코지모가 피에로에 한 염려를 늦추기는 어려웠으리라 보인다. 코지모는 결국 

〈보스코〉가 완성된 뒤에도 십 년 이상을 더 살아남았지만, 이미 1440년 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미래에 한 염려는 그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25 Robinson, 위의 논문, 188-89.
126 Hibbert, 앞의 책, 94-96.
127 Kent, 앞의 책, 137.
128 Hibbert, 앞의 책,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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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의 가족적 성격과 순교자 성 
베드로

〈보스코〉는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성스러운 화’ 구성의 

제단화였다. 1438-40년경 두 번째 ‘성스러운 화’인 〈산 마르코〉를 그린 뒤 

1450-2년경 〈보스코〉에 착수하기까지, 프라 안젤리코는 십이 년 이상의 세월을 공백 

없이 화가로서 활동하며 보냈다. 이 기간 중에 그가 완성했던 작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로마 교황궁(Apostolic Palace)의 니콜라오 5세 예배당(Chapel of Nicholas 

V)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들이다.129 〈산 마르코〉와 〈보스코〉사이에 제작되었으며 프라 

안젤리코 경력 상의 정점을 의미했던 이 프레스코들은 그가 〈산 마르코〉를 통해 얻은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는데, 무엇보다도 선원근법을 통한 

공간감의 창출이라는 성취에 있어서 그러하다.130 니콜라오 5세 예배당의 《성 

라우렌시오의 생애》 연작 중 〈성 라우렌시오의 서품(Ordination of St. Lawrence 

by St. Sixtus)〉 (1447-49) (도 30), 〈적선하는 성 라우렌시오(St. Lawrence 

Distributing Alms)〉 (1447-49) (도 31)등의 프레스코를 보면, 선원근법에서의 

소실점이 되는 위치에 중요한 인물을 배치하고 그 뒤로 깊은 공간을 제시하는 〈산 

마르코〉의 구도가 보다 정교하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라 안젤리코가 

선원근법 기술의 탐구를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깊이 있는 공간의 

환영을 창출할 능력이 충분했음을 알려 주는 부분이다. 

교황궁 프레스코의 완성 직후에 착수했을 〈보스코〉의 구도는 그런 면에서 프라 

안젤리코의 작업사를 아는 관람자에게 약간의 당혹스러움을 선사한다. 이전 ‘성스러운 

화’인 〈산 마르코〉나 직전의 작품인 《성 라우렌시오의 생애》 연작과 비교해 볼 때, 

〈보스코〉의 내부 공간은 사정 없이 납작해져 있다. 〈보스코〉에서 성모자와 성인들의 

129 작품의 연 는 Bartz, 앞의 책, 94의 의견을 따름.
130 니콜라오 5세 예배당에 그린 프레스코로 인하여 프라 안젤리코는 두 교황을 만족시킨 화
가로서 실력을 공인받았고 “이탈리아의 다른 모든 화가들보다 유명(famous beyond all 
other Italian painters)”하다고 칭해지기까지 했다. Creighton Gilbert, How Fra Angelico 
and Signorelli Saw The End of The World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3), 23-24; Ahl, 앞의 책, 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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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는 그들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벽이 바짝 다가와 있어서 〈산 마르코〉와 달리 

뒤편의 깊은 공간을 제시하지 않는다. 성모자 앞쪽의 공간도 상 적으로 얕아지기는 

마찬가지여서, 〈산 마르코〉에서처럼 일부 성인을 전면으로 빼내는 구도는 엄두도 낼 

수 없어 보인다. 선원근법 및 깊이 있는 공간의 구현은 당  피렌체-로마 화단의 

핵심 논제였다.131 프라 안젤리코는 그 탐구에 동참하여 십몇 년간 해당 기술을 

발전시켜 왔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스코〉에서는 이를 비교적 자제했던 

것이다.

〈보스코〉의 구도가 상기시키는 것은 〈산 마르코〉가 아니라 첫 번째 ‘성스러운 

화’ 작품인 〈아날레나〉이다. 두 그림은 공통적으로 성모자 뒤편의 양옆으로 뻗은 

벽체가 여러 개의 아치로 장식된 점, 성모자 양 옆의 성인들이 성모자 가까이에 서 

있어서 그들의 머리 높이가 비슷한 점 등으로 인하여 상 적으로 비슷한 인상을 

갖는다. 또한 〈보스코〉에는 성모자 뒤편의 담장 너머로 성모의 지혜를 상징하는 

나무들인 향나무,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등이 자라고 있는데, 이는 〈산 마르코〉에 

등장했던 것과 같은 수종이지만 〈산 마르코〉와는 달리 나무들의 끄트머리만 묘사되어 

정원의 폐쇄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폐쇄성 또한 〈보스코〉가 〈아날레나〉와 갖는 

공통분모이다.132 언급된 세 ‘성스러운 화’가 모두 공통의 후원자와 제작자를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호 참조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이 때 세 번째 

작품이 두번째 작품보다 첫번째 작품과 유사성을 띠고 제작되었다면, 거기에 어떤 

의도의 개입이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아날레나〉가 본래 가족 예배당에 

봉헌될 작품이었음을 생각하면다면, 〈보스코〉의 구도가 갖는 〈아날레나〉와의 유사성 

또한 폐쇄적이고 가족적인 목적에 한 회귀라고 읽을 수 있다.

〈보스코〉가 〈아날레나〉와 달라지는 지점은 제단화 내부 성인들의 선택과 그 

배치에서이다. 〈아날레나〉의 내부에 배치된 성인은 모두 메디치 가문 전체 또는 

131 피렌체 화단에서의 해당 논제의 중요성과 그 탐구에 참여한 예술가들에 하여 J. V. 
Field, The Invention of Infinity: Mathematics and Art in the Renaissanc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3-40 참고.
132 알은 또한 〈아날레나〉의 담장 너머 공간이 명백히 덧칠된 것이며 본래 〈보스코〉에서와 
같이 여러 나무들로 장식되어 있었으리라고 주장한다. Ahl, 앞의 책,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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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치 가문 구성원 개인의 수호성인 중에서 선별되었다. 〈보스코〉에는 가운데의 

성모자를 제외하고 총 여섯 명의 성인이 등장한다. 그들은 화면 맨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St. Anthony of Padua), 툴루즈의 성 루도비코(St. 

Louis of Toulouse),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 코스마와 다미아노, 순교자 성 

베드로이다. 이들 중 화면 오른쪽의 세 성인, 즉 성 코스마와 다미아노, 순교자 성 

베드로는 메디치 가문과 관련한 성인들이다. 화면 왼쪽의 나머지 세 성인은 

프란치스코회 수도회와 관련한 중요 성인들로, 수도회를 설립하거나 크게 발전시켜서 

수도사들이 공경하는 인물들이었다. 

〈보스코〉와 〈아날레나〉의 성인 구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전자는 수도원 교회의 

제단화였으며 후자는 가족 예배당용 제단화였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아날레나〉는 

메디치 가문의 장례 예배당을 위한 제단화였기에 성모자 주위의 공간을 모조리 

메디치 가문과 관련한 성인으로 채워도 무방했다. 그러나 〈보스코〉는 일차적으로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속한 수도원 교회의 주제단화였던 탓에, 후원자인 코지모가 

등장 성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날레나〉 에서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수도회들에게 있어 제단화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었고, 때문에 수도원 교회에 봉헌되는 제단화의 경우 

해당 수도회와 관련된 성인을 다수 묘사하는 일이 잦았다.133 〈보스코〉의 경우 제단화 

주문 초기 단계에서 세 명의 프란치스코회 관련 성인을 배치한다는 점이 결정되었을 

것이며, 이 때 메디치 가문과 관련하여 배치될 성인 세 명 또한 선택되었을 것이다. 

셋 중 둘은 선택의 여지 없이 메디치 가문 전체를 상징하는 두 형제 성인이었어야 

했으니, 사실상 코지모가 〈보스코〉에 자의적으로 배치할 수 있었던 성인은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스코〉에서 그 희소한 자리를 차지한 성인은 바로 순교자 성 베드로였다. 

코지모의 부친을 수호하며 〈아날레나〉의 중심이었던 사도 성 요한이나, 코지모의 

동생을 수호하며 표적인 메디치 성인 중 하나로 여겨진 성 라우렌시오 신에, 

133 Joanna Cannon, “The Creation, Meaning, and Audience of Early Sienese 
Polyptych: Evidence from the Friars,” in Italian Altarpieces 1250-1550, 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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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로 데 메디치의 수호 성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134 이 선택은 그 자체로는 

어색한 구석이 없다. 코지모의 장자이자 메디치 가문의 차기 우두머리인 피에로의 

수호 성인이 메디치 가문의 제단화에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순교자 성 베드로는 〈아날레나〉와 〈산 마르코〉에서도 등장했었다. 

그러나 〈보스코〉에 순교자 성 베드로가 등장하는 경우, 이는 〈아날레나〉나 〈산 

마르코〉에서와는 다르게 화면 안에 어느 정도의 긴장을 창출할 수밖에 없었다. 

〈보스코〉는 프란치스코 수도원 교회에 바쳐진 제단화였는데, 순교자 성 베드로는 

당시 프란치스코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도미니코회의 중요 성인이기 때문이다. 

14세기에서 15세기 중반까지 중부 이탈리아에서 제작되었던 프란치스코회의 

제단화들 중 도미니코회와 관련된 성인이 포함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135 이 시기 

프란치스코회 수도원 교회에 봉헌되었던 제단화에서 여러 명의 성인이 묘사될 경우 

그 포함 상은 일반적으로 프란치스코회와 관련된 성인, 수도회라는 개념의 설립에 

기여한 초기 교부 성인, 수도회와 무관하게 공경받는 성인 등이었다.136 〈보스코〉는 

이러한 보편 경향과 사뭇 다르게 도미니코회의 수도복을 입은 순교자 성 베드로를 

전면에 묘사하는 것이다. 제단화 반 편의 세 명의 프란치스코회 성인들과 비된 

그의 존재감은 사뭇 이질적이며, 이로부터 해당 제단화의 인물 구성을 결정할 당시 

후원자의 의사가 강하게 개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원자 코지모에게 순교자 성 

베드로의 존재가 의미했을 바는 명쾌하다. 그는 코지모의 아들이자 메디치 가문의 

134 성 라우렌시오는 또한 〈보스코〉의 의뢰 즈음하여 태어난 코지모의 큰손자 로렌초 ‘일 마
니피코’(Lorenzo ‘il Magnifico’ de’ Medici)의 수호 성인이기도 했다. 〈보스코〉와 비슷한 시
기에 제작된 〈카파졸로 제단화〉 (도 20)에서 성 라우렌시오는 성모 바로 옆의 주목받는 자리
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코지모의 동생 로렌초가 아니라 손자 로렌초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
된다. Kent, 앞의 책, 148-149참조.
135 알려진 해당 시기와 지역의 프란치스코회 제단화 중에서 도미니코회의 성인을 포함하는 
예는 〈보스코〉외에 사노 디 피에트로(Sano di Pietro, 1405-1481)의 〈제수아티 다폭화
(Gesuati Polyptych)〉 (1444) (도 32) 뿐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단화의 프란치스코회와의 
연관성에 해서는 Gaudenz Freuler, “Sienese Quattrocento Painting in the Service of 
Spiritual Propaganda,” in Italian Altarpieces 1250-1550, 90 참고.  
136 Goffen, 앞의 논문, 198-222; Von Teuffel, “The Buttressed Altarpiece: A 
Forgotten Aspect of Tuscan Fourteenth Century Altarpiece Design,” Jahrbuch der 
Berliner Museen, 21 (1979): 21-65. Cannon, 앞의 논문, 52-61; Gaudenz Freuler, 앞의 
논문, 81-118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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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지도자이며 큰 병을 앓고 있는 피에로의 수호 성인이므로, 그를 제단화에 

그려넣는 것은 피에로의 건강과 메디치 가문의 미래에 가호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 

〈보스코〉가 메디치 가문의 고향 수도원에 봉헌되었다는 점, 코지모의 가족 삼 

의 구성원이 해당 수도원을 정기적으로 찾았다는 점, 해당 제단화의 내부 도상이 

코지모의 아들 및 그로서 표상되는 후손에 한 가호를 지향했다는 점은 모두 

〈보스코〉라는 제단화가 가졌던 가족적인 쓰임을 짐작케 한다. 여기에 걸맞게도, 

〈보스코〉는 코지모가 의뢰했던 이전의 두 ‘성스러운 화’보다 훨씬 친 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성모자를 묘사하고 있다.137 〈보스코〉의 아기 예수는 성모에게 

자연스럽게 기 어 안기며 그녀의 뺨에 자신의 이마를 맞댄다(도 3a). 이처럼 성모와 

아기 예수의 얼굴이 맞닿는 도상은 엘레우사(Eleousa, 그리스어 Ἐλεούσα에서 유래) 

또는 온유의 성모(Virgin of Tenderness)라 일컬어진다(도 33).138 엘레우사 도상은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 사이의 애정어린 관계를 극 화시킨 도상으로서, 이 때 

강조되는 것은 성모의 여러 성격 중 예수를 낳은 신체적 어머니라는 측면이다.139 즉 

〈보스코〉는 천상의 여왕이라기보다는 인간 어머니인 성모와 그녀에게서 보호를 

구하는 어린 아이인 아기 예수를 제시하는 것이다.140 

이로써 〈보스코〉의 성모자는 앞선 두 ‘성스러운 화’, 특히 〈산 마르코〉에 

묘사된 성모자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산 마르코〉에서 아기 예수는 축복의 

뜻으로 오른손을 들어올리며 왼손에는 세계에 한 지배를 상징하는 구(orb)를 들고 

있다(도 2c). 이는 세상의 구원자(Salvator Mundi) 또는 세상의 지배자(Imperator 

Mundi) 그리스도의 도상이 아기 예수에게 적용된 것이다.141 성모는 이에 부응하여 

137 Ahl, 앞의 책, 202.
138 Alfredo Tradigo, Icons and Saints: of the Eastern Orthodox Church, trans. 
Stephen Sartarelii (Los Angeles: The J. Paul Getty Museum, 2006), 177-179.
139 이와 더불어 해당 도상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비주의적 결합을 상징하기도 한다. 
Tradigo, 위의 책, 178.
140 Ahl, 앞의 책, 202.
141 만테냐(Andrea Mantegna, c. 1431-1506)의 〈세례 요한과 성가족(The Holy Family 
with Saint John)〉 (c. 1500) (도 34)에서 유사한 예를 볼 수 있다. Gabriele Finaldi, The 
Image of Christ (London: National Gallery; Distributed by Yal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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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으로 아기 예수를 가리켜 보이는데, 이는 호데게트리아(Hodegetria, 그리스어 

Ὁδηγήτρια에서 유래) 또는 인도자 성모(“She who shows the way”)라는 도상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에게로 신자들을 안내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도 33).142 

종합하자면, 〈산 마르코〉가 보여주는 것은 세계의 구원자이자 지배자인 예수와 그를 

향한 인도자로서의 성모이다. 〈보스코〉가 보여주는 것은 그와 조되는 인간 

어머니-아들의 관계이며, 성모자가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이고 가족적인 성격을 

극 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성모자를 이처럼 친 하게 묘사한 것은 프라 

안젤리코의 알려진 제단화 중에서 〈보스코〉가 독보적이다. 〈아날레나〉의 성모자의 

경우 〈산 마르코〉 및 〈보스코〉 양쪽과 비교해 보면 〈보스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엘레우사 도상의 핵심인 성모와 아기 예수 사이의 친 한 얼굴 맞댐이 

결여되어 있기에, 〈보스코〉만큼 인간적이고 가족적인 성격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보스코〉의 성모자를 더욱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요소는 그들이 앉은 옥좌, 

정확히는 옥좌의 부재(不在)이다. 〈보스코〉에서 성모자 뒤편의 벽체는 값진 리석과 

세부 조각 요소, 벽감에 걸린 금빛 융단 등으로 넉넉히 치장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성모자가 앉은 자리에는 쿠션을 깔아 두었을 뿐 제 로 된 의자는 온데간데없다(도 

3b). 프라 안젤리코의 다른 ‘성스러운 화’인 〈아날레나〉와 〈산 마르코〉에서 

성모자가 건축적인 등받이와 팔걸이를 갖는 옥좌에 앉은 것과는 조적인 표현이다. 

이 두 ‘성스러운 화’에서 성모자는 그들 양옆으로 솟아오른 팔걸이 및 등받이 

기둥으로 인해 기타 성인들 및 천사들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산 마르코〉에서 성모자의 위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반면 〈보스코〉의 

성모자는 그런 장벽을 갖지 않아서 주위의 다른 성인들도 성모자가 조성하는 친 한 

공기에 포섭될 수 있을 듯한 인상을 준다. 

옥좌 없이 쿠션 위에 앉은 성모는 실상 분위기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며 

위의 해석은 그와 맟닿아 있다. 쿠션 위에 앉은 성모는 1420-30년 에 프라 

2000), 50.
142 Tradigo, 앞의 책, 1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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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리코가 거듭 제작했던 패널화의 주제인데, 이 도상은 겸손의 성모(Virgin of 

Humility)라고 일컬어진다(도 4, 6).143 겸손의 성모는 성모가 갖는 온유하고 겸허한 

성격을 강조하는 도상으로서 자주 엘레우사 도상과 함께 쓰였다. 겸손의 성모 

도상으로 제작된 프라 안젤리코의 패널화들은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명상용 회화로 

기능했다고 추정된다.144 〈보스코〉가 수도원 교회의 제단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회화에 흔히 쓰이던 도상을 차용했다는 것은, 그 도상 자체의 의미와 더불어, 해당 

제단화가 갖는 사적이며 가족적인 지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보스코〉 내부의 

순교자 성 베드로가 열렬한 시선으로 응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겸허하고 인간적인 

모습의 성모자, 즉 가족적인 모습을 강조한 성모자이다. 

〈보스코〉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제단화를 둘러싼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 교회 내부의 치장이다. 사실상 보스코 아이 프라티 교회 

내부에는 꾸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무한데, 유일하게 눈에 띄는 장식 요소로 제단 

양 옆 기둥에 새겨진 주두 장식을 들 수 있다. 주두에는 메디치 가문의 상징인 

팔레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다(도 36). 메디치 가문의 상징을 이처럼 고 도로 새긴 

경우는 가문의 건물을 전부 통틀어서도 비견할 예가 없다.145 만일 이 같은 가문의 

상징 부각이 피렌체 내부 세속 건축에 베풀어졌더라면, 그것은 필시 메디치 가문의 

권세를 떨치는 수단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찾는 사람이 드문 교회의 수도원 

교회에서 이처럼 가문의 상징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킨 것은 일반 중에 한 홍보 

또는 선전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선 두 제단화와 그 주위 장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스코 아이 프라티 내부의 팔레 장식 또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시선을 

위한 것이었으며, 추가로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이 메디치 가문을 위해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43 Kanter and Palladino, 앞의 책, 101.
144 프라 안젤리코의 일련의 ‘겸손의 성모’는 마사초의 제단화인 〈성 안나와 성모자(Virgin 
and Child with Saint Anne)〉 (c. 1424) (도 35)를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작품
의 프레임과 표현 양식을 볼 때 ‘겸손의 성모’ 자체는 제단화가 아니라 감상용 단독 회화였다
고 추정된다. 해당 주장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anter and Palladino, 위의 책, 102 참
고.
145 Kent, 앞의 책,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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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자면, 〈보스코〉는 코지모가 그의 가족을 위해 신의 은총을 간구하고자 

의뢰했던 작품이라고 불 수 있다. 코지모는 특히 가문을 물려받아 이끌어 나갈 

큰아들 피에로에게 가호가 있기를 바람으로써 피에로로 표되는 후손들의 안녕 또한 

기원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보스코〉 내부의 순교자 성 베드로에 

한 부각, 각별히 가족적이고 친 하게 묘사된 성모자, 메디치 가문을 나타내는 

팔레의 사용 등에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메디치 가문의 고향 마을 교회로서 

외부인의 왕래가 드물지만 코지모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수도원에 봉헌되었다는 

점이 〈보스코〉의 가족적이고 사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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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프라 안젤리코는 15세기 중반에 세 점의 ‘성스러운 화’형식의 제단화를 제작했으며, 

이는 모두 당 의 권력자이자 예술후원자였던 코지모 데 메디치의 의뢰에 의한 

것이었다. 미술사가들은 훗날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서 16세기까지 인기를 끌었던 

‘성스러운 화’라는 형식의 시발점으로서 해당 작품들의 미술사적 의미를 논해 왔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일반적 연구 지향으로 인하여 주목받지 못했던 해당 제단화들의 

실제적 기능, 즉 후원자가 해당 제단화들을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적을 탐색해 

보았다. 

코지모 데 메디치는 15세기 피렌체의 실세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프라 안젤리코에게 주문하여 제작했던 세 점의 ‘성스러운 

화’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외적 이미지에서 일반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코지모의 명성이나 메디치 가문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제작된 작품이 

아니었다. 세 점의 ‘성스러운 화’는 코지모의 지극히 사적이고 종교적인 소망을 신 

앞에 제시하는 발원이자 그가 신과 맺고자 한 계약에 한 증거물로서 제작되었다. 

그 종교적 소망이란 구체적으로 부친의 사후 안식, 자신의 속죄, 장자로 표되는 

후손의 안녕에 한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성스러운 

화’들이 봉헌된 비교적 폐쇄적인 위치, 제단화 내부의 이례적인 도상, 제단화를 

둘러싼 주변의 꾸밈 및 제례 등의 종합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세 점의 ‘성스러운 화’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성에 기초하여 제작된 

작품이다. 그러나 각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도상의 차이, 더불어 작품 각각의 

특수한 존재 배경은 작품의 일반적인 의미를 축소하고 하나의 주제에 집중시켜서 

보다 정교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에 근거하여 분석할 때, 관습에 

역행하여 사도 요한을 강조하는 도상 및 메디치 장례 예배당의 제례를 수반했던 

〈아날레나 제단화〉는 후원자 코지모의 부친 조반니 디 비치의 사후 안식을 

기원한다는 구체적인 지향을 가졌다고 읽힌다. 마찬가지로, 수도원 전체의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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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도원의 기타 미술품의 도상학적 해석, 무엇보다도 제단화 내부에서 강조된 성 

코스마의 역할로 인하여, 〈산 마르코 주제단화〉는 코지모가 은행업을 통해 쌓은 죄를 

속죄하고자 바친 서원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의 경우, 순교자 성 베드로를 강조한 내부 도상이 메디치 가문의 

고향이자 코지모 가족의 휴양지였던 마을에 봉헌되었다는 위치적 성격과 

결부됨으로써, 코지모의 아들 피에로의 안녕을 바라는 목적을 띠었다고 독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세 점의 제단화가 각각 코지모의 부친 - 본인 - 큰아들을 기념했다는 점을 

통하여 '성스러운 화' 형식에 부여된 가계도(pedigree)적인 성격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르네상스 시 에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속한 가문이라는 배경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코지모가 의뢰했던 '성스러운 화' 형식 제단화들이 

개인으로서 그의 개별성(individuality)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하는 일은 

위험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세 제단화가 모두 일반에 공개되기 어려운 장소에 

봉헌되었다는 점, 또한 세 제단화의 메시지가 과시적·정치적이기보다는 

개인적·종교적이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해당 작품들이 공공에 봉헌된 제단화임에도 

불구하고 후원자에게 사적인 미술품으로 기능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후원자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프라 안젤리코의 ‘성스러운 화’들을 해석하는 

것은 르네상스 시 의 종교화가 사회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이었는지에 한 

답으로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근  이전의 종교화는 미적 

사물이라기보다는 도구적 사물이었으며, 특히 제단화가 도구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단화의 주변 환경은 작품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같은 관점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르네상스 제단화의 의미를 

회화 자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종합적으로 엮인 의미망 내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하나의 작품에 

해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제작된 제단화의 특정 유형이 주변의 복합적인 환경과 

함께 형성했던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의 연구를 통하여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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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의 설립 및 그 부속 제단화의 제작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제단화 연구가 당 의 실제에 보다 근접하는 한 걸음을 내딛었기를 

희망한다. 

  



- 69 -

참 고 문 헌

사전류
· 한성서공회 발행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가톨릭용』 (2001).

·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New catholic encyclopedia. New York: 

McGraw-Hill, 1967.

한글 문헌
· 로제, 베른하르트. 『루터 연구 입문』. 이형기 옮김.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3.

· 오즈먼, 스티븐. 『개혁의 시  (1250-1550): 중세 말의 지성-종교사와 유럽의 

종교개혁』. 손두환·강정진 옮김. 칼빈신학연구원 교회사 연구소 편. 칼빈서적, 1988.

· 팍스, 팀. 『메디치 머니』. 황소연 옮김. 청림, 2008.

영문 및 외국어 문헌
· Ahl, Diane Cole. Fra Angelico. London and New York: Phaidon, 2008.

· Ames-Lewis, Francis. “Fra Angelico, Fra Filippo Lippi and the early 

Medici.” The Early Medici and their Artists. Ed. Francis Ames-Lewis. 

London: Birkbeck College, 1995. 107-124.

· ___________________. Florenc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Ballerini, Isabella Lapi. “Mugello: le ville de Medici.” Mugello culla del 

Rinascimento: Giotto, Beato Angelico, Donatello e I Medici. Ed. Barbara 

Tosi. Firenze: Edition Polistampa, 2008. 195-219.

· Bartz, Gabriele. Giudo da Pietro, known as Fra Angelico, ca. 1395-1444. 

Trans. Christine Varley. Köln: Könemann Verlagsgeselleschaft, 1998.



- 70 -

· Becker, Marvin B. “Three Cases Concerning the Restitution of Usury in 

Florence.”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17, No. 3 (1957): 445-450.

· Brucker, Gene A. “The Medici in the Fourteenth Century,” Speculum 32, 

No. 1 (1957): 1-26.

· Cannon, Joanna. “The Creation, Meaning, and Audience of Early Sienese 

Polyptych: Evidence from the Friars.” Italian Altarpiece 1250-1550: Function 

and Design. Eds. Eve Borsook and Fiorella Gioffredi Superbi. Oxford: 

Clarendon Press, 1994. 41-80.

· Cohn, Samuel K., JR. “Collective Amnesia: Family, Memory, and the 

Mendicants.” Art, Memory, and Family in Renaissance Florence. Eds. 

Giovanni Ciappelli and Patricia Lee Rubi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275-283.

· Duchet-Suchaux, Gaston and Michel Pastoureau. The Bible and the Saints: 

Flammation Iconographic Guides. Trans. David R. Howell. Paris and New 

York: Flammarion, 1994.

· Eckstein, Nicholas A. Painted Glories: the Brancacci Chapel in Renaissance 

Flor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4.

· Field, J.V. The Invention of Infinity: Mathematics and Art in Renaissanc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Finaldi, Gabriele. The Image of Christ. London: National Gallery; 

Distributed by Yale University Press, 2000.

· Freuler, Gaudenz. “Sienese Quattrocento Painting in the Service of 

Spiritual Propaganda.”  Italian Altarpiece 1250-1550: Function and Design. 

Eds. Eve Borsook and Fiorella Gioffredi Superbi. Oxford: Clarendon Press, 

1994. 81-118.



- 71 -

· Gaston, Robert. “Liturgy and Patronage in San Lorenzo, Florence, 

1350-1650.” Patronage, Art, Society in Renaissance Italy. Eds. F.W.Kent, 

Patricia Simons, and J.C.Eade. Oxford: Clarendon Press, 1987. 111-133.

· Gilbert, Creighton. How Fra Angelico and Signorelli Saw the End of the 

World.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3.

· Giles, Kathleen A. “The Strozzi Chapel in Santa Maria Novella: Florentine 

Painting and Patronage, 1340-1355.”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77.

· Goffen, Rona. “Nostra Conversatio in Caelis Est: Observations on the 

Sacra Conversazione in the Trecento.” The Art Bulletin 61, No. 2 (1979): 

198-222.

· _____________. “Introduction: Massacio’s Trinity and the Early 

Renaissance.” Masaccio’s Trinity. Ed. Rona Goffe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32.

· Gombrich, E.H. Gombrich on the Renaissance: vol. 1, Norm and form. 

London: Paidon, 1985[(2007 reprinting)]. 

· Hall, Marcia B. “The Ponte in S. Maria Novella: The Problem of the Rood 

Screen in Taly.” Journal of the Warbourg and Courtauld Institutes 37 

(1974): 157-173.

· Hatfield, Rab. “The Compagnia de’ Magi.” Journal of the Warbourg and 

Courtauld Institutes 33 (1970): 107-161.

· Hibbert, Christopher. The House of Medici: Its Rise and Fall. New York: 

Morrow, 1975.

· Hood, William. “Saint Dominic’s Manner of Praying: Gestures in Fra 

Angelico’s Cell Frescoes at San Marco.” The Art Bulletin 68 (1986): 195-206.



- 72 -

· ____________. “Fra Angelico at San Marco: Art and the Liturgy of 

Cloistered Life.” Christianity and the Renaissance: Image and Religious 

Imagination in the Quattrocento. Eds. Timothy Verdon and John Henderson.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0. 108-131.

· _____________. Fra Angelico at San Marco.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3.

· Ito, Takuma. “A Private Chapel as Burial Space: Filippo Strozzi with 

Filipino Lippi and Benedetto da Maiano in Santa Maria Novella, Florence.” 

Bulletin of Death and Life Studies 7 (2011): 215-242.

· Jacobus de Voragine, The Golden Legend: readings on the saints. Vol. 1. 

Trans. William G. Ry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Jacobus de Voragine, The Golden Legend: readings on the saints. Vol. 2. 

Trans. William G. Ry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Kanter, Laurence and Pia Palladino. Fra Angelico.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 Kent, Dale V. Cosimo de’ Medici and the Florentine Renaissance: the 

patron’s oeuv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Landau, Peter. Ius Patronatus: Studien zur Entwicklung des Patronatus im 

Dekretalenrecht und der Canonistic des 12. und 13. Jahrhunderts. Cologne 

and Vienna: Böhlau, 1975.

· Luchinat, Christina Acidini. “Sulle tracce dell’arte rinascimentale in 

Mugello.” Mugello culla del Rinascimento: Giotto, Beato Angelico, Donatello 

e I Medici. Ed. Barbara Tosi. Firenze: Edition Polistampa, 2008. 37-67.

· MacGregor, Neil. Seeing Salvation: Images of Christ in Art.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73 -

· McKillop, Susan. “Dante and Lumen Christi: A Proposal for the Meaning 

of the Tomb of Cosimo de’ Medici.” Cosimo ‘il Vecchio’ de’ Medici, 

1389-1464. Ed. Francis Ames-Lewis. Oxford: Clarendon Press, 1992. 

245-301.

· Morçay, Raoul. “La Cronaca del convento fiorentino di San Marco. La 

Parte più antica, dettata da Giuliano Lapaccini.” ASI, 1, 1913.

· Najemy, John M. A History of Florence 1200-1575.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6.

· Nelson, Benjamin N. “The Usurer and the Merchant Prince: Italian 

Businessmen and the Ecclesiastical Law of Restitution, 1100-1550.”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7 (1947): 104-122.

· Nelson, Jonathan K and Richard J. Zeckhauser. The Patron’s Payoff.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Norman, Diana. “Making Renaissance altarpiece.” Making Renaissance Art. 

Ed. Kim W. Woo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175-208.

· O’Malley, Michelle. “Subject Matters: Contracts, Designs, and the Exchange 

of Ideas between Painters and Clients in Renaissance Italy.” Artistic 

Exchange and Cultural Translation in the Italian Renaissance City. Eds. 

Stephen J. Campbell and Stephen J. Milner.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7-37.

· ________________. “Altarpieces and Agency: The Altarpiece of the Society 

of the Purification and Its ‘Invisible Skein of Relations’.” Art History 28, No. 

4 (2005): 417-441.

· Pampaloni, Giuro. “Baroncelli, Tano.” Dizionario Biografico degli Italiani, 

vol. 6. Ed. Alberto Maria Ghisalberti. Rome: Istituto della Enciclopedia 



- 74 -

italiana, 1964, Accessed February 24, 2016, 

http://www.treccani.it/enciclopedia/tano-baroncelli_(Dizionario-Biografico)/.

· Paoletti, John T. “Fraternal Piety and Family Power.” Cosimo ‘il Vecchio’ 

de' Medici, 1389 – 1464. Ed. Francis Ames-Lewis. Oxford: Clarendon Press, 

1992. 195-219. 

· Partner, Peter. “Florence and the Papacy in the Earlier Fifteenth 

Century.” Florentine Studies: Politics and Society in Renaissance Florence. 

Ed. Nicolai Rubinstein.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381-402.

· Pernis, Maria Grazia and Laurie Adams. Lucrezia Tornabuoni de’ Medici 

and the Medici Family in the Fifteenth Century. New York: Peter Lang, 

2006.

· Pope-Henessy, John. Angelico. Firenze: Scala; New York: Distriduted by 

Harper& Row, 1981.

· Robinson, Crispin. “Cosimo de’ Medici and the Franciscan Observants at 

Bosco ai Frati.” Cosimo ‘il Vecchio’ de' Medici, 1389 – 1464. Ed. Francis 

Ames-Lewis. Oxford: Clarendon Press, 1992. 181-194. 

· Rubin, Patricia. “Commission and Design in Central Italian Altarpiece 

c.1450-1550.” Italian Altarpieces 1250-1550. Eds. Eve Borsook and Fiorella 

Gioffredi Superbi. Oxford: Clarendon Press, 1994. 201-230.

· Ruda, Jeffrey. “A Building Programme for San Lorenzo in Florence.” 

Burlington Magazine 120, No. 903 (1978): 358-61.

· Saalman, Howard. “San Lorenzo: The 1434 Chapel Project.” Burlington 

Magazine 120, No. 903 (1978): 361-4.

· _______________. Filippo Brunelleschi: the building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 75 -

· Shearman, John. “The Collections of the Younger Branch of the Medici.” 

The Burlington Magazine 117 (1975): 12-27.

· Sinisgalli, Rocco, ed. and trans. Leon Battista Alberti: On Painting: A New 

Translation and Critical Editio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Tradigo, Alfredo. Icons and Saints: of the Eastern Orthodox Church. 

Trans. Stephen Sartarelli. Los Angeles: The J. Paul Getty Museum, 2006. 

· Vespasiano da Bisticci. Renaissance princes, popes, and prelates: the 

Vespasian memoirs, lives of illustrious men of the XVth century. Trans. E. 

G. and Emily Waters. New York: Harper & Row, 1963.

· Von Teuffel, Christa Gardner. “The Buttressed Altarpiece: A Forgotten 

Aspect of Tuscan Fourteenth Century Altarpiece Design.” Jahrbuch der 

Berliner Museen 21 (1979): 21-65.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erics and Contracts: Fra Angelico, 

Neroccio, Ghirlandaio and Others: Legal Procedures and the Renaissance 

High Altarpiece in Central Italy.” Zeitschrift für Kunstgeschichte 62, Bd., H. 

2 (1999), 190-208.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duccio’s Maestà to Raphael’s 

Transfiguration: Italian Altarpieces and their settings. London: The Pi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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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son, Blake. Music and Merchants: the Laudesi Companies of Republican 

Florence. Oxford: Clarendon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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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목 록

도 1. 프라 안젤리코, 〈아날레나 제단화〉, c. 1435, 패널에 금과 템페라, 200 x 235 

cm,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도 2. 프라 안젤리코, 〈산 마르코 주제단화〉, c. 1438-40, 패널에 금과 템페라, 220 

x 227 cm,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도 2a. 도 2의 성 코스마 확 본.

도 2b. 도 2의 성 다미아노 확 본. 

도 2c. 도 2의 아기 예수 확 본. 

도 3. 프라 안젤리코,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 c. 1450-2, 패널에 금과 템페라, 

174 x 173 cm,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도 3a. 도 3의 성모자 얼굴 확 본. 

도 3b. 도 3의 성모가 앉은 쿠션 부분 확 본.

도 4. 프라 안젤리코, 〈겸손의 성모〉 (부분), c. 1435, 패널에 금과 템페라, 95 x 

46.5 cm, 국립 카탈루냐 미술관(Museu Nacional d'Art de Catalunya), 

바르셀로나(Barcelona).

도 5. 프라 안젤리코, 〈코르토나 수태고지〉 (부분), c. 1432, 패널에 금과 템페라, 

175 x 180 cm, 주교구 미술관(Museo Diocesano), 코르토나(Cortona).

도 6. 프라 안젤리코, 〈겸손의 성모〉, c. 1430, 패널에 금과 템페라, 60.7 x 45.2 

cm,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National Gallery of Art), 워싱턴 D.C. (Washington 

D.C.).

도 7. 프라 안젤리코, 〈세례 요한과 성 마르코와 함께 있는 성모자〉 또는 〈리넨 

제작자의 경 〉, 1433-35, 패널에 금과 템페라, 내부 패널: 250 x 133 cm,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도 7a. 도 7의 셔터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사도 요한, 성모 왼편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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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프라 안젤리코, 〈코르토나 삼폭화〉, c. 1434-5, 패널에 금과 템페라, 중앙 

패널: 137 x 68 cm; 양측 패널: 117 x 69 cm; 프레델라: 23 x 230 cm, 주교구 

미술관(Museo Diocesano), 코르토나(Cortona).

도 9. 프라 안젤리코, 〈페루자 제단화〉, c. 1447-8, 패널에 금과 템페라, 중앙 패널: 

128 x 88 cm; 양측 패널: 102 x 75 cm; 프레델라: 각각 34 x 60 cm, 움브리아 

국립미술관(Pinacoteca Nazionale dell'Umbria), 페루자(Perugia).

도 10.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메디치 가문 예배당(Old Sacristy), c. 1421-8, 산 

로렌초 교회(Basilica of San Lorenzo), 피렌체(Florence).

도 11. 조토 디 본도네, 《성 프란치스코의 일생》 연작 등 (우·좌측에서 바라본 모습), 

c. 1320-8, 프레스코, 바르디 예배당(Bardi Chapel), 산타 크로체 교회(Basilica of 

Santa Croce), 피렌체(Florence).

도 12. 타 오 가디, 《성모의 일생》 연작 등, c. 1328-32, 프레스코, 바론첼리 

예배당(Baroncelli Chapel), 산타 크로체 교회(Basilica of Santa Croce), 

피렌체(Florence).

도 13. 나르도 디 초네, 〈최후의 심판〉 등, c. 1354-7, 프레스코, 스트로치 

예배당(Strozzi Chapel),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Basilica of Santa Maria 

Novella), 피렌체(Florence).

도 14. 마사초, 《성 베드로의 일생》 연작 등, c. 1426-7 프레스코, 브랑카치 

예배당(Brancacci Chapel),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교회(Basilica of Santa Maria 

del Carmine), 피렌체(Florence).

도 15. 오르카냐, 〈스트로치 제단화〉, c. 1354-57, 패널에 금과 템페라, 274 x 296 

cm, 스트로치 예배당(Strozzi Chapel),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Basilica of Santa 

Maria Novella), 피렌체(Florence).

도 16. 조토 디 본도네, 〈최후의 심판〉(부분), c. 1306, 프레스코, 스크로베니 

예배당(Scrovegni Chapel), 파도바(Pad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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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로베르 캉팽, 〈메로드 제단화〉, c. 1427-32,  패널에 유화, 64.5 x 118 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뉴욕(New York).

도 18. 얀 판 에이크, 〈판 데르 팔러와 함께 있는 성모자〉, 1436, 패널에 유화, 122 

x 157 cm, 흐루닝어 미술관(Groeningemuseum), 브뤼허(Bruge). 

도 19. 마사초, 〈성 삼위일체〉(부분), c. 1427, 프레스코, 640 x 317 cm,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Basilica of Santa Maria Novella), 피렌체(Florence).

도 20. 알레소 발도비네티, 〈카파졸로 제단화〉, c. 1454, 패널에 금과 템페라, 176 x 

166 cm, 우피치 미술관(Galleria degli Uffizi),  피렌체(Florence).

도 21. 프라 필리포 리피, 〈옥좌에 앉은 성 라우렌시오와 성인들과 기증자들〉, 

1451-3, 패널에 금과 템페라, 121 x 116 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뉴욕(New York).

도 22. 프라 안젤리코, 〈십자가 책형〉, c. 1441-2, 프레스코, 550 x 950 cm, 사제단 

회의실(Chapter room),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도 22a. 도 22의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 부분 확 본. 

도 23. 프라 필리포 리피, 〈수련원 제단화〉, c. 1445, 패널에 템페라, 196 x 196 

cm, 우피치 미술관(Galleria degli Uffizi),  피렌체(Florence).

도 24. 프라 안젤리코, 〈성모, 성 코스마, 사도 요한과 순교자 성 베드로가 있는 

십자가 책형〉, c. 1441-2, 프레스코, 152 x 112 cm, 38번 방,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도 24a. 도 24의 예수의 말 명문 부분 확 본.

도 25. 프라 안젤리코, 〈성모, 막달라 마리아와 성 도미니코가 있는 십자가 책형〉, c. 

1441-2, 프레스코, 176 x 136 cm, 25번 방,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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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프라 안젤리코, 〈성모, 사도 요한, 성 도미니코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 

십자가 책형〉, c. 1441-2, 프레스코, 213 x 165 cm, 37번 방,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도 27. 〈산 마르코 주제단화〉의 의 디지털 복원 예상도, 사진 출처: Diane Cole 

Ahl, Fra Angelico (London and New York: Phaidon, 2008), 226.

도 28. 프라 안젤리코, 〈산 마르코 주제단화〉의 프레델라 패널 중 〈팔라디아의 

치유〉, c. 1438-40, 패널에 금과 템페라, 38.1 x 47.5 cm,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National Gallery of Art), 워싱턴 D.C. (Washington D.C.).

도 29. 프라 안젤리코, 〈산 마르코 주제단화〉의 프레델라 패널 중 〈유스티니아노 

부제를 치유하는 성 코스마와 다미아노〉, c. 1438-40, 패널에 금과 템페라, 37 x 45 

cm,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도 30. 프라 안젤리코, 〈성 라우렌시오의 서품〉, 1447-9, 프레스코, 271 x 197 cm, 

니콜라오 5세 예배당(Chapel of Nicholas V), 교황궁(Apostolic Palace), 

로마(Rome). 

도 31. 프라 안젤리코, 〈적선하는 성 라우렌시오〉, 1447-9, 프레스코, 271 x 205 

cm, 니콜라오 5세 예배당(Chapel of Nicholas V), 교황궁(Apostolic Palace), 

로마(Rome). 

도 32. 사노 디 피에트로, 〈제수아티 다폭화〉, 1444, 패널에 금과 템페라, 320 x 282 

cm, 시에나 국립미술관(Pinacoteca Nazionale di Siena), 시에나(Siena).

도 33. 그리스인 테오파네스, 〈돈 성모 이콘〉, 14세기 후반, 트레챠코프 

미술관(Tretyakov Gallery), 모스크바(Moscow). 

도 34. 안드레아 만테냐, 〈세례 요한과 성가족〉, c. 1500, 캔버스에 아교, 71.1 x 

50.8 cm,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런던(London)

도 35. 마사초, 〈성 안나와 성모자〉, 1424, 패널에 템페라, 175 x 103 cm, 우피치 

미술관(Galleria degli Uffizi),  피렌체(Flo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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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 메디치의 팔레로 장식된 주두, 보스코 아이 프라티 수도원(Church of San 

Francesco at Bosco ai Frati), 산 피에로 아 시에베(San Piero a Sieve). 사진 

출처: Dale V. Kent, Cosimo de' Medici and the Florentine Renaissance: the 

Patron's Oeuvr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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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1. 프라 안젤리코, 〈아날레나 제단화〉, c. 1435, 패널에 금과 템페라, 200 x 235 cm,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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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프라 안젤리코, 〈산 마르코 주제단화〉, c. 1438-40, 패널에 금과 템페라, 220 x 227 
cm,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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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도 2의 성 코스마 확 본                     도 2b. 도 2의 성 다미아노 확 본. 

도 2c. 도 2의 아기 예수 확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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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프라 안젤리코, 〈보스코 아이 프라티 제단화〉, c. 1450-2, 패널에 금과 템페라, 174 x 
173 cm,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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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도 3의 성모자 얼굴 확 본. 

도 3b. 도 3의 성모가 앉은 쿠션 부분 확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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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프라 안젤리코, 〈겸손의 성모〉 (부분), c. 1435, 패널에 금과 템페라, 95 x 46.5 cm, 
국립 카탈루냐 미술관(Museu Nacional d'Art de Catalunya), 바르셀로나(Barcelona).

(좌) 도 5. 프라 안젤리코, 〈코르토나 수태고지〉 (부분), c. 1432, 패널에 금과 템페라, 175 x 
180 cm, 주교구 미술관(Museo Diocesano), 코르토나(Cortona).
(우) 도 6. 프라 안젤리코, 〈겸손의 성모〉, c. 1430, 패널에 금과 템페라, 60.7 x 45.2 cm,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National Gallery of Art), 워싱턴 D.C.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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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도 7. 프라 안젤리코, 〈세례 요한과 성 마르코와 함께 있는 성모자〉 1433-35, 패널에 
금과 템페라, 내부 패널: 250 x 133 cm, 산 마르코 미술관(Museo di San Marco), 
피렌체(Florence).
(우) 도 7a. 도 7의 셔터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사도 요한, 성모 왼편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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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프라 안젤리코, 〈코르토나 삼폭화〉, c. 1434-5, 패널에 금과 템페라, 중앙 패널: 137 x 
68 cm; 양측 패널: 117 x 69 cm; 프레델라: 23 x 230 cm, 주교구 미술관(Museo 
Diocesano), 코르토나(Cortona).

도 9. 프라 안젤리코, 〈페루자 제단화〉, c. 1447-8, 패널에 금과 템페라, 중앙 패널: 128 x 
88 cm; 양측 패널: 102 x 75 cm; 프레델라: 각각 34 x 60 cm, 움브리아 
국립미술관(Pinacoteca Nazionale dell'Umbria), 페루자(Peru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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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메디치 가문 예배당(Old Sacristy), c. 1421-8, 산 로렌초 
교회(Basilica of San Lorenzo), 피렌체(Florence).
  

도 11. 조토 디 본도네, 《성 프란치스코의 일생》 연작 등 (우·좌측에서 바라본 모습), c. 
1320-8, 프레스코, 바르디 예배당(Bardi Chapel), 산타 크로체 교회(Basilica of Santa 
Croce), 피렌체(Flo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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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도 12. 타 오 가디, 《성모의 일생》 연작 등, c. 1328-32, 프레스코, 바론첼리 
예배당(Baroncelli Chapel), 산타 크로체 교회(Basilica of Santa Croce), 피렌체(Florence).
(우) 도 13. 나르도 디 초네, 〈최후의 심판〉 등, c. 1354-7, 프레스코, 스트로치 
예배당(Strozzi Chapel),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Basilica of Santa Maria Novella), 
피렌체(Florence).

도 14. 마사초, 《성 베드로의 일생》 연작 등, c. 1426-7 프레스코, 브랑카치 
예배당(Brancacci Chapel),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교회(Basilica of Santa Maria del 
Carmine), 피렌체(Flo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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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오르카냐, 〈스트로치 제단화〉, c. 1354-57, 패널에 금과 템페라, 274 x 296 cm, 
스트로치 예배당(Strozzi Chapel),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Basilica of Santa Maria 
Novella), 피렌체(Florence).

도 16. 조토 디 본도네, 〈최후의 심판〉(부분), c. 1306, 프레스코, 스크로베니 
예배당(Scrovegni Chapel), 파도바(Pad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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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로베르 캉팽, 〈메로드 제단화〉, c. 1427-32,  패널에 유화, 64.5 x 118 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뉴욕(New York).

도 18. 얀 판 에이크, 〈판 데르 팔러와 함께 있는 성모자〉, 1436, 패널에 유화, 122 x 157 
cm, 흐루닝어 미술관(Groeningemuseum), 브뤼허(Br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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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a Angelico’s Three Sacre Conversazioni
: Cosimo de’ Medici’s Private Transactions with God

Yoon, Soohyun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unhyoung Michael Shin

Fra Angelico (1395-1455), a Renaissance Florentine painter and a friar of 

the Order of Preachers, executed three sacra conversazione altarpieces in 

the mid-fifteenth century, all commissioned by Cosimo de’ 

Medici(1389-1464). Art historians celebrate these paintings as the earliest 

cases of so-called sacra conversazione iconography, which represents the 

Virgin and the Child accompanied by a group of saints in a unified 

perspectival space. On the other hand,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se altarpieces and how they reflect the religious motivations of their 

patron, Cosimo de Medici, was not fully explored by the former studies. 

This dissertation therefore attempts to read the three sacra conversazione 

altarpieces from the viewpoint of the patron by analyzing them in their 

contemporary circumstances. 

Sacra conversazione, a stylistic innovation of altarpieces from 

Gothic polyptychs, flourished in northern Italy and Flanders region from 

the early quattrocento to the beginning of the baroque. Two essential 

factors are required for an altarpiece to be called a sacra conversaz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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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t should have a united rectangular panel as its foundation; second, 

the gathering of Virgin and Child with other saints should be placed in a 

realistic, perspectival space of the rectangular panel.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nnalena Altarpiece (c. 1435), the first subject of this 

dissertation, was the earliest known case that fully embodied this novel 

style. Annalena Altarpiece was originally commissioned for the Old Sacristy 

of the Church of San Lorenzo, where Cosimo’s father Giovanni di Bicci de’ 

Medici (1360-1429) was buried. Even though the altarpiece was eventually 

sent to the Convent of San Vincenzo d’Annalena, the circumstantial 

evidences surrounding its commission point to Cosimo’s wish to guarantee 

his father’s afterlife salvation through the dedication of the altarpiece, 

while also continuing the renovation of the Old Sacristy, which his 

deceased father had begun. 

There are two major grounds to claim that Annalena Altarpiece was 

commissioned for the afterlife salvation of Giovanni di Bicci but not for 

display of Medici authority to the contemporary Florentines. First, The 

pictorial elements of Annalena Altarpiece underscore the commemorative 

reference to Giovanni di Bicci. Among the saints that accompany the 

central figures of the Virgin and the Child, St. John the Evangelist, the 

titular saint of Giovanni di Bicci, is treated as a central figure. Such 

emphasis on the titular saint of a deceased family member over the patron 

saint of the entire family was unusual in the customs of the family chapel 

decoration. Furthermore, both the location and the inner visual elements of 

the Old Sacristy were not targeting the public eyes of Florentines. By the 

unique austerity of the chapel decoration compared to those of 

contemporary Florentine novelties and with the rituals focusing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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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ovanni di Bicci, it is plausible to say that Cosimo was not seeking an 

opportunity to show off the wealth and power of his family. While 

commissioning Annalena Altarpiece, Cosimo wa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religious benefits that might have brought about his deceased father's 

salvation. 

The next sacra conversazione, San Marco High Altarpiece (c. 

1438-40), was dedicated by Cosimo to the high altar of the Church and 

Convent of San Marco, within the context of building the entire monastery 

complex at the suggestion of Pope Eugenius IV. Through the dedication of 

both the altarpiece and the whole monastery of San Marco, Cosimo sought 

his personal atonement for accumulating huge wealth from banking and 

related commerce. Visual evidence for this interpretation is present not 

only in the altarpiece’s iconography but also in decorative programs for 

the Chapter House and Cosimo’s private cell in the monastery. While the 

two Medici saints in the San Marco High Altarpiece are represented 

somewhat unusually by the standard of early Renaissance altarpiece 

commission, St Cosmas, the titular saint of Cosimo, was even more 

accentuated among them and elevated to the status of apostles. The 

emphasis given to St Cosmas is continued through the paintings in the 

Chapter House and Cosimo’s private cell, both having the theme of 

Crucifixion, the well-known pictorial subject of atonement through the 

history of Christianity. Therefore the figure of St. Cosmas serves both as 

an intermediary between God and Cosimo, and his alter ego who conducts 

pious acts in various scenes in the high altar, chapter house, and Cosimo’s 

private cell. It is also remarkable that the altarpiece seems to be intended 

not for the eyes of the public but for the eyes of God. Such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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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fference to the eyes of the public is most clearly found in the hidden 

predella panels of San Marco High Altarpiece. All of this attests to the 

possibility that Cosimo’s intention in the San Marco project was to humbly 

conduct good deeds for the redemption of his sins, and that all of these 

images were foremost meant for the all-seeing eyes of God rather than 

those of contemporary Florentines. 

Finally,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commission, location, and 

composition of the Bosco ai Frati Altarpiece (c. 1450-1452), the last sacra 

conversazione of Fra Angelico, I read the altarpiece as an expression of 

Cosimo’s wish for the grace of God for his family, especially for his 

firstborn Piero ‘il gottoso’ de’ Medici (1416-1469).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Bosco ai Frati Altarpiece’s function lies in its host church’s relation to 

the Medici family. It appears that Bosco ai Frati had served for the 

spiritual needs of Cosimo during his retreat in Mugello, the hometown of 

his ancestors. The inner iconography of the altarpiece and the outer 

surroundings further support such reading of this altarpiece’s familial 

function for the Medici. In contrast to the two previous sacre 

conversazioni, this altarpiece shows a shift of focus from Cosimo to his 

family and descendants, through its inclusion of the titular saint of Piero ‘il 

gottoso,’ St Peter the Martyr. Also, the Virgin and the Child in Bosco ai 

Frati altarpiece are represented with familial warmth and intimacy, a 

feature not fully underscored in the previous two sacre conversazioni. With 

the final touch of Medici palle carved on those capitals of secluded 

monastery, Bosco ai Frati Altarpiece serves the function of a tool to obtain 

the grace of God for Cosimo’s family and especially his son Piero ‘il 

Gottoso.’ 



- 105 -

Despite their generic, common iconographic features, the three 

sacra conversazione altarpieces of Fra Angelico were intended to serve 

different purposes for the patron and his family, which could be 

understood by considering the circumstantial evidences of those 

commissions and donations. Significantly, all three of these altarpieces 

reflect Cosimo de’ Medici’s personal, private, and devotional needs and 

intents rather than public and political motivations to show off his family’s 

power and authority to contemporary Florentines. This dissertation thus 

argues that the meaning of a work of art does not only lie in the 

iconographic or compositional elements inside the picture, but it is 

determined also by the context in which the work was planned, executed, 

installed, and displayed to its intended audience. 

Keywords : Fra Angelico, Cosimo de’ Medici, sacra conversazione, 

Renaissance altarpieces, patronage for personal p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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