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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요하네스 베르메르 는 세기 네   (Johannes Vermeer, c.1632-c.1675) 17

덜란드의 대표적인 장르화가이다 베르메르가 말년에 그린 천문학자. < (The 

와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Astronomer)>(1668) < (Lady Writing a 

두 점에는 그림 속 그림으로 동일한 Letter with Her Maid)>(1670-71) 

모세의 발견 이 등장한다 그림 속 그림< (The Finding of Moses)> . 

은 세기 장르화에 빈번히 등장했던 모티프(Picture-within-a-picture) 17

로 그림 액자나 지도같이 화면 속에 또 다른 화면을 제시하는 구성 요소, 

를 가리킨다 이 모티프는 보통 전경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실마리로 이. 

해된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베르메르의 작품 총 점 중 점에 회화 작. 36 21

품이나 지도의 형태로 그림 속 그림 모티프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베르메

르가 그림 속 그림 모티프를 무척 즐겼음을 증명한다 지금까지 베르메르 . 

연구자들은 그의 화면 속에 나타난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며 작품 전체를 , 

고려하였을 때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만 집중했을 

뿐 모티프 그 자체에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베. 

르메르의 그림 속 모세의 발견 도상에서 보이는 독특함에 착안하여 기< > , 

존의 연구방식이 소홀히 다루었던 그림 속 그림의 도상을 집중적으로 분

석하였다. 

구약성경 탈출기 장에서 전해지는 모세의 발견 은 파라오의 명령으   2 ‘ ‘ , 

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한 모세가 누이의 기지로 강물에 흘려보

내졌다가 때마침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 가

까스로 회생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세기 네덜란드에서 빈번히 그려졌. 17

던 주제이다 모세의 발견 그림은 대개 이집트의 공주가 하녀를 시켜 아. ‘ ’ 

기를 물에서 막 건져 올리는 장면을 포착하였다 이와 달리 천문학자 와 . < >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속 모세의 발견 에 묘사된 이집트 공주는 무< > < >

릎으로 아기 모세를 받치고 두 팔로 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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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예수를 안은 성모의 상을 연상시킨다 본 연구는 베르메르의 삶과 그가 . 

살았던 세기 네덜란드 사회의 문화적 토양을 고려했을 때 화가의 두 작17

품 속 모세의 발견 이 성모자 에피파니로 이해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 

그리고 이것을 숨겨진 에피파니로 이해할 때 전체 그림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였다.

베르메르의 화면에 성경 속 인물인 모세가 그려질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당대 네덜란드 공화국 의 종교화 (Dutch Republic)

제작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이 당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 

인식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년부터 년까지 . 1568 1648

년의 긴 세월 동안 저지대 국가에 속한 여러 개의 주들이 에스파냐 제80

국에 맞서 투쟁한 끝에 맺은 결실이다 세기 에스파냐 제국의 펠리페 . 16 2

세 치하에서 높은 세금과 종교적 탄(Felipe II el Prudente, 1527 1598) –

압을 견뎌내던 네덜란드 지역은 년 오라녜 공 빌럼1568 (Willem de 

이 일으킨 봉기를 계기로 년 전쟁Oranje, 1533-1584) ‘80 (Eighty Year’s 

에 돌입하였다 이는 네덜란드의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도모하는 독War)’ . , 

립 전쟁으로 이 무렵 중부 유럽 지역에서 교세를 확장하던 프로테스탄트, 

들의 종교개혁 과 맥을 같이 하였다(Protestant Reformation) .

그러나 각 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개 주 연합체를 결성하   17

지는 못하였다 그 중 가장 독립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북부 개 주. 7

만이 합심하여 년 에스파냐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독립을 선언하였1581

다 독립과 함께 프로테스탄티즘 그 중에서도 이미지에 가장 엄격한 태도. , 

를 취했던 칼뱅주의가 공화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되었다 성경 속 인물이. 

나 사건을 소재로 한 이미지 특히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린 이미지는 , 

프로테스탄트 교리 상 결코 환영 받는 장르가 아니었다 가톨릭의 교부들. 

은 종교적 수행에서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하며 이를 적극적

으로 제작 배포하였던 반면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는 성경 말씀을 가장 중, , 

시하며 신자들이 일상에서 그 말씀에 충실할 것을 가르쳤다 종교 개혁가. 

들은 특히 모세가 신으로부터 받은 계명 중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는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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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을 근거로 성삼위 와 성모를 포함한 모든 성인들의 이미지 제( )聖三位

작을 엄격히 금하였다 따라서 종교화는 공개된 장소 특히 교회에서 자취. , 

를 감추게 되었고 새로이 그려지는 수도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종교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세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림들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이는 모세가 당대의 네덜란드가 처한 상황에서 의미 . 

있는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신앙의 중심에 두었던 프로. 

테스탄트 신자들에게 신의 말씀을 직접 들은 최초의 인물 모세는 교리의 

핵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또한 파라오의 폭정에서 민족을 구하. 

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운 모세의 이미지는 스페인으로부터 네덜란드를 , 

독립시키고 공화국을 세운 국부 오라녀 공 빌럼에게 꼭 들어맞았다 최초. 

의 항해자이자 인도자이기도 했던 모세는 무역을 위해 위험한 항해도 무

릅써야했던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수호성인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당대 모. 

세를 주제로 한 문학이나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졌다 모세 이야기 중에서. 

도 모세의 발견 은 작품의 단골 주제로 다뤄졌는데 이는 이 사건이 일어‘ ’

난 장소가 목욕 터이므로 나체의 여인을 그리는 면서도 이를 성경의 이야, 

기로 포장할 수 있는 좋은 주제였기 때문이다 모세 이야기 그리고 모세. , 

의 발견은 당대 사회 문화계에 이미 널리 퍼져있던 주제였으니 베르메르, 

가 모세의 발견 을 화면에 넣은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 .

베르메르가 모세의 상에 예수의 상을 투영할 수 있었던 근거는 기독교    

신학 이론인 예형론 을 통해 구체화된다 예형론은 구약성경과 (Typology) . 

신약성경의 내용이 단절된 내용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음을 주장하는 신

학 이론으로 이에 따르면 구약성경의 인물 또는 사건은 신약성경의 예수, 

와 그가 행한 일들로 대체되며 이를 통해 완전해진다 초기 기독교회에서 .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예형론은 중세 교부들에 의해 체계화된 후 지속적

으로 교회 내에서 인기를 끌었고 종교개혁기 칼뱅주의 사회에서도 크게 , 

유행하였다 프로테스탄트 교부들은 성경을 종교적 의례의 핵심으로 여겨 . 

성경 그 자체에 집중할 것 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 (Scripta sola)’

을 근거로 논증을 풀어나가는 예형론을 강력히 옹호하였다 또한 예형론은 . 



- iv -

역사적으로 기록된 실체가 있는 사건에 근거를 두었으므로 모호한 해석의 , 

여지를 차단하여 모두가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오직 믿음만으로. ‘ (Sola fide)’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프로테스탄트 교리에 알맞은 성경 해석 방법으로

써 예형론은 교부들의 설교나 성경 주석서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모세는 대표적인 예수의 예형으로 그의 삶은 예수의 삶과 상당히 유사   , 

하다 특히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이 다루는 유아기에서 유년기에 일어. 

난 사건들은 예형론적 시각을 잘 드러내는 예이다 모세와 예수 둘 다 영. 

아 살해령이 내려진 시기에 태어나 탄생 직후 죽을 고비에 처했다 그리, . 

고 여성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그들의 보살핌 아래 장성하, 

여 각자의 소명을 무사히 이루었다 예형론에 따르면 두 인물의 삶에 보. , 

이는 이러한 공통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모세의 삶에 일어난 . 

여러 사건들은 훗날 예수가 겪을 사건의 미리 보기이며 예수의 삶에서 재, 

현됨으로써 궁극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따라서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읽는 . 

사람들은 모세를 예수의 예형으로 받아들이고 구약성경의 내용을 신약성, 

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게 된다. 

종교적 이미지를 그리는 일종의 회화적 전통으로서 또는 신학 이론으   , 

로서 베르메르는 서적이나 화가 수업을 통해 예형론적 아이디어를 접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해한 예형론을 그림 속 그림이라는 방식으로 통해 . 

자신의 화면에 구현함으로써 이 모티프를 이용하여 그림 전체의 주제에 

새로운 해석을 더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놓았다 그의 그림에서 모세. 

와 예수를 잇는 예형론적인 관점은 예형과 대형이 되는 두 인물의 이미지

를 병치하는 방식이 아닌 모세와 공주의 모습을 성모자가 전통적으로 그, 

려지던 도상과 꼭 닮게 그리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베르메르의 . 

천문학자 와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속 모세의 발견 은 해당 주제< > < > < >

를 그리던 기존의 전통과는 다른 독특한 도상을 보였다 같은 주제를 그린 . 

동시대의 작품만 보더라도 화가들은 대개 이집트의 공주가 하녀를 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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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아기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릴 것을 명하거나 이제 막 건져 올리

는 장면을 포착한 반면 베르메르의 그림 속 모세는 공주의 품에 이미 안, 

겨 있다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물에서 건져 올리는. ‘ ’ 

장면은 배제되고 마치 물가에 나들이를 나온 모자처럼 묘사됨으로써 이 

아기와 여성은 오히려 모세의 발견 일화와 거리를 두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림의 세부 묘사에도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모세의 발견   . < >

은 대부분 갈대 숲 아기가 담겼던 바구니 등 성경에 언급된 세부 사항을 , 

꼼꼼히 묘사하는 데 비해 베르메르의 모세의 발견 에는 이 부분이 누락, < >

되었거나 흐릿하게 처리되어 확인이 어렵다 또한 . 베르메르의 그림 속 공

주는 화려한 치장을 하지도 나체이지도 않은 대신 기독교 시각문화 안에, 

서 성모의 지물로 여겨지는 검푸른 망토를 입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목자

들의 경배 또는 동방박사의 경배에서 보이는 에피파니의 회화적 전통과 

흡사하다 따라서 감상자에 따라 베르메르의 모세의 발견 속 . < > 아기와 여

성을 성모자로 인식하고 일종의 에피파니의 장면이라 받아들였을 가능성, 

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화면 구성을 좋아하였던 베르메르는 어디선가    

모세의 발견을 성모자처럼 그린 도상을 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본인의 , 

화면 속에 모티프로 도입함으로써 화가로서 갖는 시각적 유희에 대한 욕

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여러 세기 네덜란드미술 연구자들이 밝혔듯 . 17

당대 화가들은 대개 그림 속 그림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였으며 전체 그

림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이용하였으므로 베르메르 또한 이 독특, 

한 도상이 은밀한 방식으로 두 가지 주제를 전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

금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시각적 유희를 시도한 것이다 그는 모세와 공. 

주의 모습을 빌려 성모자를 한 번 숨기고 모세와 공주의 모습을 한 성모, 

자상을 다시 그림 속 그림으로 화면 뒤 쪽에 한 번 더 숨겼다 베르메르의 . 

그림에서 숨은 성화 를 발견한 감상자는 보다 쉽게 이 모티프가 전체 그‘ ’

림의 맥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 

모세의 발견 이 무엇을 상징하고 이것이 전체 그림 해석에 어떤 의미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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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지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모. ‘

세의 발견 의 상징성 즉 절대적 이성 혹은 신의 섭리라는 의미는 모세를 ’ , 

예수로 치환할 때 감상자들에게 훨씬 직설적이고 강렬하게 연상된다 이에 . 

따라 그림 속 그림에 부여된 의미 역시 심화된다 따라서 감상자는 그림 . 

속 그림의 주제를 성모자상으로 이해할 때 베르메르가 그림 속 그림 모티, 

프를 이용하여 의도한 바를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을 숨은 성화 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 ’

이것이 모세의 발견 보다는 성모자를 그리던 회화 전통에 더 잘 들어맞는

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전경과 그림 속 그림 모티프의 연계성을 설명하

기 위한 기존의 연구 내용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 

림 속 그림을 단초 삼아 베르메르의 그림을 해석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 모티프를 시각적 근거로 활용하기 보다는 그 주제나 장르만을 , 

참고하였다 그림 속 그림의 주제 혹은 장르가 제공하는 정보도 물론 유. , 

용하나 천문학자 와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속 모세의 발견 의 경, < > < > < >

우 같이 그림의 도상을 살펴보는 일 역시 전체 그림 해석에 보다 풍부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작품 해석의 도구로서 그림 속 그림을 .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 

모티프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모티프의 도상을 재조명하였다.

주요어 요하네스 베르메르 모세의 발견 그림 속 그림 에피파니 예형론: , , , , 

학  번: 2013-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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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요하네스 베르메르 는 세기 네   (Johannes Vermeer, c.1632-c.1675) 17

덜란드의 대표적인 장르화가이다.1) 년 월 일 델프트 의 성  1653 12 29 , (Delft)

루카 길드에 정식 화가로 등록을 한 이래 생을 마감하기 까지 그는 약 32

년 동안 화가의 업을 놓지 않았다 오랜 기간 화가로 활동하였지만 그가 . 

그린 것으로 알려진 작품 중 현재까지 전해지는 작품은 여 점 뿐이다36 .2) 

남아있는 작품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작품 외에 화가 본인이 남긴 기록이 

나 그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당대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까닭에, 

년대 베르메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화가의 삶1970

과 작품 세계는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년 알버트 블란커. 1978

르트 가 펴낸 베르메르의 모노그래프를 기점으로 아서 윌(Albert Blankert)

록 존 마이클 몬티아스(Arthur K. Wheelock), (John Michael Montias) 

등 수 많은 학자들이 베르메르 연구서를 발표하였고 년 워싱턴과 이, 1995

듬해 헤이그에서 열린 베르메르 단독 전시에서 이 화가에 대한 연구는 정 

점을 맞이하였다.3)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화가의 생애와 주변 환 

1) 본고에서 언급하는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표기하였다 한국어  , . 

표기는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원어의 발음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표, 

기하였다 베르메르는 네덜란드 식으로 발음하면 퍼르미어에 가까우나 이미 우리말에. , 

서 베르메르로 굳어져 알려졌으므로 예외로 두었다.
2) 작품 수는 추정치로 어떤 작품을 베르메르의 것으로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점정도  , 1~2

차이를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베르메르 연구자들은 점에 동의하고 있다 논란이 되. 36 . 

는 작품으로는 데뷔 초 작품으로 추정되는 성 프락세데스 가 < (Saint Praxedis)> (1655)

있다 아서 윌록 은 작품 왼쪽 오른쪽 하단에 명시된 서명이 덧. (Arthur K. Wheelock) , 

그려진 것이 아님을 근거로 이것이 베르메르의 작품임을 주장하였으나 그의 주장은 서, 

명이 두 번 된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Vermeer, Johannes,” Oxford Art Online, accessed Jan 25, 2016, 

http://www.oxfordart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art/T088848?q=verm

eer&search=quick&pos=2&_start=1#firsthit; Arthur K. Wheelock and Ben 

Broos, Johannes Vermeer (Washington D.C.: Nationa l Gallery of Art, 1995), 

86-89.
3) 베르메르 특별전 는 년 월 일부터 이듬해 월 일까지  Johannes Vermeer 1995 11 12 2 11《 》

워싱턴  소재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D.C.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에서 열렸다 전시는 워싱턴 에서 마무리 된 후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D.C.) . D.C. (The 

로 순회하였다Mauritshuis, Den Ha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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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의 삶에는 불확실성, 

을 띤 부분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베르메르의 작품에 . 

나타난 물리적 특질이나 도상과 같이 화면 내 요소들에 방점을 두었다.

특히 그림 속 그림 모티프는 베르메르 연   (Picture-within-a-picture) 

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림 속 그림은 세기 장르화에 빈번히 등. 17

장했던 모티프로 그림 액자나 지도같이 화면 속에 또 다른 화면을 제시하, 

는 구성 요소를 가리킨다 도 당대 그림은 여느 부르주아 가정집의 [ 1, 3]. 

벽에나 걸렸던 흔한 실내 장식품이었다.4) 따라서 실내 풍경을 주로 그렸 

던 장르화에 그림이나 태피스트리 지도 등의 장식품이 모티프로 등장하는 ,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린 전경과는 거리감. 

이 느껴지는 그림 속 그림이 종종 발견되면서 전경의 내용과 후경의 그림 

속 그림 모티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그림 속 그림 . 

모티프 연구는 주로 이 모티프를 통해 제시된 부차적인 주제 가 전경의 ‘ ’

그림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를 해석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 ’

을 두었다.

베르메르는 그림 속 그림 모티프를 즐겨 사용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 

점의 그림 중 점의 그림에 그림 속 그림 모티프가 삽입되어 있다36 21 . 

전체 그림의 퍼센트에 달하는 수준으로 자주 등장하였기 때문에 베르메60

르 연구자들에게 이 모티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여겨졌다 윌록은 그의 모노그래프 얀 베르메르. (『 Jan Vermeer 에) (1988)』 

서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 을 작품을 해석할 때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 ’

내용을 전달하는 장치로 이해하였다 한편 다니엘 아라스. (Daniel Arasse)

는 이것이 작품에서 색조가 갖는 중요성이나 표면 표현을 드러내는 역할

을 할뿐만 아니라 작품을 구성하는 일종의 시나리오를 전달한다고 보았

다.5) 종교화가 그림 속 그림으로 등장한 경우에는 화가의 종교적 지향성 

4) Michael North, Art and Commerce in the Dutch Golden Age, trans. Catherine 

Hil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 107.
5) Arthur K. Wheelock, Jan Vermeer (New York: Abrams, 1988), 68; Daniel 

Arasse, Vermeer: Faith in Paint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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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히는 근거로 활용되며 종교적 맥락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바탕이 되, 

었다 년 그레고르 웨버 는 베르메르의 그림 속 . 1998 (Gregor J. M. Weber)

그림 모티프의 역할과 해석 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그림 속 그림 연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6) 

년 작 천문학자 도 와 년에서 년    1668 < (The Astronomer)>[ 1] 1670 1671

사이 그린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Lady Writing a Letter with Her 

도 에는 모세의 발견 을 주제로 한 동Maid)>[ 3] ‘ (The Finding of Moses)’

일한 그림이 각 그림 속 그림 도 으로 제시되어 있다[ 2, 4] .7) 파라오의 명령 

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한 모세가 누이의 기지로 강물에 흘려, 

보내졌다가 때마침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 가까

스로 회생한다는 이 구약성경의 이야기는 세기 네덜란드에서 빈번히 17 

그려지곤 한 주제였다 연구자들은 베르메르의 두 작품에 동일한 그림이 . 

그림 속 그림으로 두 번 등장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도상학적

인 관점에서 이 그림의 주제가 전체 화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

해 짧은 해석만 덧붙였을 뿐 그림 자체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8) 베르메르 

가 모세의 발견 을 주요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며 특정한 그림 ' ' , 

속 그림이 단독 연구 주제로서 다루어 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베르메르의 , 

그림 속 그림으로 등장하는 모세의 발견 이 특별히 연구자들의 관심을 < >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화면의 구성 요소로서 . 

동일한 그림이 년이라는 짧은 간격으로 두 번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것2-3

1993), 34.
6) Gregor J. M. Weber, “Vermeer's Use of the Picture-within-a-Picture: A New 

Approach,” in Vermeer Studies, ed. Ivan Gaskell and Michiel Jonker 

(Washington D.C.: National Gallery of Art, 1998), 295-307.
7) 모세의 발견은 구약성경 탈출기에 전해지는 일화로 일반명사화 되었다 본고에는 모세의  . 

발견이 그림의 주제로서 그림의 제목으로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혼란을 미연에 방지, . 

하기위해 그림의 주제로 지칭할 때에는 작은따옴표 를 그림의 제목으로 지칭할 때에, (‘’) , 

는 홀화살괄호 사용하였다 이외 일반명사처럼 언급할 때에는 특별한 문장 부호 없(<>) . 

이 사용하였다.
8) Arthur Wheelock and Ben Broos, Johannes Vermeer, 189; Lisa Vergara, 

"Women, Letters, Artistic Beauty: Theme and Variations," in Love Letters, 

Dutch Genre Paintings in the Age of Vermeer, ed. Peter C. Sutton et al. 

(London: Frances Lincoln, 2003),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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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화가와 관련하여 또는 그림이 그려진 시대와 , 

관련하여 해석해 볼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이전까지 이 주제를 그린 작품들과 달리 베르메르의 모세의 발   <

견 속 이집트 공주와 모세는 독특한 도상을 띠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 

있다 모세의 발견 그림은 대개 이집트의 공주가 하녀를 시켜 아기를 물. ‘ ’ 

에서 막 건져 올리는 장면을 묘사하는 반면 베르메르의 그림 속 이집트 , 

공주는 무릎으로 아기 모세를 받치고 두 팔로 품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이 ,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연상시킨다.9) 해당 도상이 보여주 

는 독특함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베르메르의 삶과 그가 살았던 세기 네17

덜란드 사회의 문화적 토양을 고려했을 때 화가의 두 작품 속 모세의 발<

견 이 성모자 에피파니의 대안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그 타당> , 

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종교화 제작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 

였던 프로테스탄트 사회에서 종교화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하였는지 종, 

교화 제작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두루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태까지의 베르메르 연구에서 천문학자 와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   < > <

녀 속 모세의 발견 은 이것이 각 그림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무엇을 의> < >

미하는지에 대해서만 논의되었다 주제 면에서 이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 

다루고 있다 할 만한 지점이 없으므로 연구자들은 두 그림을 함께 연구하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내에 있는 인물을 그렸으며 동일한 모세의 . , <

발견 이 크기와 구성만 달리하여 그림 속 그림으로 등장한다는 공통점은 >

있으나 두 작품의 주제는 매우 다르다 전자는 알레고리처럼 여겨질 정도. 

로 비일상적이고 이상적인 과학자의 이데아를 그린 반면 후자는 누군가의 , 

편지에 감정적으로 답장을 갈겨쓰는 일상적인 상황의 여인을 그리고 있어 

같은 맥락에서 이 그림 속 그림 을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 ’ . 

모세의 발견 은 전경의 내용과 연계하여 각 그림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 >

는지 정도로만 연구되었고 그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도 하나의 정설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9) Vergara, “Women, Letters, Artistic Beauty,”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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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설에 따르면 천문학자 속 모세의 발견 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 > < >

해석된다 첫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천체를 보고 유혹을 받. 

아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고 명한 신명기 장 절을 떠올리며 그4 19

림 속 천문학자와 그림을 보는 감상자들에게 전하는 경고로 이를 이해할 

수 있다.10) 둘째로 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의 이성과  

과학적 사고의 상징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도행전 장 절에 . 7 22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습득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자 만

물을 꿰뚫고 있는 이성적 존재로 묘사된다.11) 제임스 웰루 (James Welu)

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천체에 대한 지대한 호기심을 갖

고 있었으므로 모세 역시 천문학적 지식을 습득하였을 것임을 주장하였, 

다.12) 웰루의 견해에 따르면 천문학자 속에 자리한 모세는 오래 전에  < > 

활동했던 선배 천문학자로 이해된다. 

또한 장성한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와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인들을 이   

끌고 바다를 건너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섰음을 고려하면 모세는 기록으로 

남겨진 최초의 지리학자이기도 하다 실제로 당대 천문학과 지리학은 서로 . 

동일시되었다 천문학자는 하늘 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지리학. 

자와 같이 여겨졌으며 지리학자 또한 항해도 및 지도를 제작할 때 별의 , 

궤적 등의 천문학적 지식을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르메르는 천문. 

10) Eddie de Jongh, Tot Lering en Vermaak (Amsterdam: Rijksmuseum, 1976), 84; 

Albert Blankert, John Michael Montias, and Aillaud Gilles, Vermeer (New 

York:  Rizzoli, 1988), 187.
11) 신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짐하신 약속이 실현될 때가 다가오자 우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 

되었습니다 그자는 우리 겨레에게 간계를 부리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아기들. , 

을 버리게 하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 , 

신 보시기에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자라다가 버려졌는. 

데 파라오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 .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서울 한국. 7:17-22, ( : 『 』 

천주교 중앙협의회 본 논문에서 인용하였거나 참조한 성경 구절은 모두 성경, 2005). 『 』

에서 발췌하였다 인용구 외 성경 속 인물의 이름 지명 등의 고유명사 역시 해당 성경. , 

의 표기법을 따랐다.
12) James Welu, “Vermeer’s Astronomer: Observations on an Open Book,” The 

Art Bulletin 68 (1986):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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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또는 지리학자 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모세 이미지를 후경에 그려 ( ) 像

넣음으로써 전경의 주제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13) 클라스 판  

베르켈 은 모세의 발견 이 천구의나 천문학 서적 등 (Klaas van Berkel) < >

당대 과학적 사고를 상징하는 다른 모티프들과 함께 그려졌다는 점에 주

목하여 이 그림이 고대의 지혜와 당대 새롭게 발견된 과학 지식들이 병존

하며 상보 관계를 유지하던 시대 상황 자체를 나타낸다고 역설하였다.14) 

그림의 중심인물이 천문학자 즉 과학자이므로 전체 주제의 맥락에서 해당 , 

모티프를 해석해 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 

해석은 이 그림 속 도상이 갖는 독특함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세. 

의 발견을 주제로 하는 그림이라면 모두 과학과 이성의 상징으로서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어떤 도상을 취하고 있어도 그림 속 그림으로서 

등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해석은 베르메르가 왜 성모자. 

상을 닮은 모세의 발견 을 그려 넣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 .

반면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에 나타난 모세의 발견 모티프는    < > < > 

천문학자 에 비해 주제 면에서 도상 면에서 조금 더 필연성을 가진다< > , . 

윌록은 세기에 편집 출판된 도상학18 , (『 Iconologia 의 내용을 근거로 이 )』

그림에서 모세의 발견 모티프가 의미하는 바를 밝혀내고 이것을 이용< > , 

하여 전경에 그려진 장면을 해석하였다 도상학 은 세기 이탈리아의 도. ‘ ’ 16

상학자 체사레 리파 가 고대 그리스 로마(Cesare Ripa, c.1560-c.1622) , , 

르네상스기 엠블럼과 알레고리를 모아 그 형상을 글로 묘사한 책으로, 

년 이미지 없이 초판이 발행된 이래 유럽 전 지역에서 꾸준히 재편되1593

어 출판되면서 다양한 삽화들이 덧붙여졌다 년 펴낸 요한 허텔. 1758~60

판은 번째 알레고리로 신의 섭리(Johann G. Hertel) 162 (Divine 

를 다루며 관련 일화로 파라오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Providence) , 

13) 제임스 웰루는 베르메르가 천문학 지식을 가진 자이자 항해자 인도자였던 모세를 화면 , 

에 등장시킴으로써 년에 그린 지리학자 와 천문학자 가 한 쌍으로 여겨지게끔 1669 < > < >

의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Welu, “Vermeer’s Astronomer,” 263-67.
14) Klaas van Berkel, "Vermeer and the Representation of Science," in The 

Scholarly World of Vermeer (The Hague: Museum van het Boek/ Museum 

Meermanno-Westreenianum, 199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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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어릴 적 이야기를 소개한다.15) 알레고리에 대한 설명 옆쪽에 제시 

된 고트프리트 에이클러 의 동판 삽화 도(Gottfried Eichler the Younger) [

상단에는 구름에 몸을 기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신의 섭리 의 알레고5] ‘ ’

리가 나타나있다 가운을 입고 손에 왕홀을 든 여성으로 재현된 신의 섭. ‘

리 의 시선이 미치는 곳에는 나일 강에서 목욕을 하던 이집트 공주가 왕골 ’

바구니에 실려 떠내려 오는 아기 모세를 보고 놀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

다 과연 이 모세의 발견 은 당대인들에게 신성한 섭리의 증거 로서 서. ‘ ’ “ ” , “

로 반대되는 것들 사이의 화합을 이루어내는 신의 능력에 대한 증거 로서 ”

특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16) 이 주제가 신의 섭리를 의미하는 일화 

로 이해되었음을 고려하면 편지 에 나타난 모세의 발견 역시 모든 일, < > < > 

은 섭리에 따라 이루어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경의 주인공과 . , 

아마도 연인일 것으로 추측되는 편지의 수신자 사이의 관계 역시 섭리에 

순응하여 해결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존 연구 중 유일하게 모세의 발견 의 속 공주의 외양에 대해 언급   < >

한 리사 베르가라 는 화면에서 인물이 배치된 양상에 근거(Lisa Vergara)

하여 주류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해석을 제안하였다 그의 주장에 . 

따르면 베르메르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자 의도, 

적으로 후경의 그림 속 이집트 공주를 전경의 편지를 쓰는 여인과 일직선

상에 배치하였다.17) 이집트 공주는 자신이 낳지 않은 아기를 위해 히브리  

유모를 두고 아기에게 직접 이름까지 붙여 후대 사람들에게 배려와 연민, , 

고귀함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베르메르는 이집트 공주가 지닌 자질. 

이 당대 네덜란드 공화국의 여인들에게도 요구되는 자질이라 생각했던 듯

하다 이상적인 여성상의 정석으로 이집트의 공주를 등장시킴을 주장하면. 

15) Cesare Ripa, Baroque and Rococo Pictorial Imagery: The 1758 1760 Hertel –

Edition of Ripa's Iconologia with 200 Engraved I llustrations, ed. Edward A. 

Maser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1), 162.
16) Wheelock and Broos, Johannes Vermeer, 188.
17) Lisa Vergara, “Antiek and Modern in Vermeer’s Lady Writing a Letter with 

Her Maid,” in Vermeer Studies, 237-38; Vergara, “Women, Letters, Artistic 

Beauty,”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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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모와 같이 보이는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으로 미‘ (Madonna-like)’

루어보아 베르가라 역시 성모와 이집트 공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전제한 듯하다 그러나 해당 논의에서 그는 직접적으로 성모와 이집트 공. 

주 그림 속 여성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여성 사이의 유비를 구체적으로 , 

논증하는 데까지 나아지는 않았다.

이처럼 지금까지 천문학자 와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속 모세의    < > < > <

발견 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들은 해당 모티프를 일종의 알레고리처럼 여>

기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가에만 주목할 뿐 그것이 어떻게 보이, 

는가에 대해서는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 동일 주제를 그리는 회화 전통과 . 

비교했을 때 확연히 구분되는 베르메르의 그림 속 모세의 발견 은 그 도< >

상이 지닌 독특함에 비해 충분히 각광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모세의 . <

발견 의 도상을 재조명함으로써 이것에 숨겨진 성모자상의 존재를 드러내>

고 이에 따라 모티프에 더해진 이야기가 전체 그림에 대한 보다 풍부한 ,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림 속 그림 모. 

티프 연구에서 놓치고 있는 시각적 근거 로서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 ’

기를 기대한다. 

본문은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어인 모세와 예수를 차례대로    

다룬다 첫 번째 장에서는 성경 속 인물인 모세가 세기 네덜란드 사회. 17

에서 어떤 인물로 여겨졌는지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베르메르의 화면에 모

세가 그려질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네덜란드 국민들은 에스파. 

냐 제국 그리고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이스라

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당대 모. 

세가 갖는 사회적 위상이 급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맥락에서 떨, 

어져 나와 일종의 문화 콘텐츠로서 모세 이미지가 소비되었다.18) 가톨릭 

이 주도권을 쥐었던 때에 비해 종교화 제작이 위축된 상황에서 모세 이야

기를 주제로 한 그림이 다른 성경 속 인물이나 종교적 주제에 비해 비교

18) Simon Schama, The Embarrassment of Riches (Berkeley: University of 

Ca lifornia Press, 198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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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많이 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칼뱅주의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예   

형론 을 근거로 모세와 예수 두 인물 사이의 연결고리를 구체화(Typology)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플랑드르와 네덜란드 지방에서 시각적으로 표현. 

된 전례를 다룰 것이다 기독교 신학에서 예형론이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다루는 학문으로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과 , 

사건들은 신약성경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할 일들의 원형임을 

주장한다.19) 초기 기독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예형론은 중세 교 

부들에 의해 체계화된 후 지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인기를 끌었고 종교개, 

혁기 칼뱅주의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예형론적 관점은 프로테스탄트 . 

교리가 추구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와 오직 믿음만으로 를 지지하는 중요‘ ’ ‘ ’

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지 제작에 지극히 보수적.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사회는 예형론의 아이디어를 설파하는 

도구로써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베르메르의 두 작품에 그림 속 그림으로 나타난 모세   ‘

의 발견 이 어떻게 성모자 에피파니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 

두 번째 장에서 각 인물이 처한 상황 맥락의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대상 , 

간의 밀접한 연관 관계를 주장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형태적 유사성에서 , 

모세와 예수 사이의 연관 관계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동시대 북유럽 지. 

역에서 그려진 모세의 발견 과 베르메르의 작품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 > ,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베르메르의 화면 속 아기 모세와 이집트의 공주가 

성모자의 모습처럼 보이는지를 지적할 것이다 베르메르가 참고하였을 만. 

한 그림으로 여겨지는 피터 드 흐레버(Pieter Fransz. de Grebber, 

의 모세의 발견 과 피터 렐리c.1600-c.1653) < > (Sir Peter Lely, 

의 모세의 발견 과의 비교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1618-1680) < >

것이다. 

19) Friedbert N inow, Indicators of Typology within the Old Testament: The 
Exodus Motif (New York: P. Lang,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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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온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   

구는 베르메르가 성모자 에피파니의 대형 으로서 모세의 발견 을 ( ) , < >對型

성모자상을 그리는 전통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렸음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

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베르메르가 이처럼 독특한 도상을 선택한 의도를 .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도상을 모세의 발견 이 아니라 성모자. ‘ ’ ‘

상 으로 이해한다면 전체 그림에서 이 그림 속 그림 모티프가 어떻게 해석’

될 수 있을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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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이후 네덜란드 공화국 내 모세의 위상II. 

이 장에서는 당대 네덜란드 공화국   (Dutch Republic)20)의 이미지 제작 

양상과 모세라는 인물의 상징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모세 이야기를 그

린 작품이 베르메르의 작품 속에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

다 이 과정에서 종교화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미술품 제작 양상 전반에 . 

미친 영향도 함께 다룰 것이다 성경 속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이미. 

지 특히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린 이미지는 프로테스탄트 교리 상 결, 

코 환영 받는 장르가 아니었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티즘이 네덜란드 공화국. 

내 제 종교로 선포된 이후 종교화는 공개된 장소 특히 교회에서 자취1 , 

를 감추게 되었고 새로이 그려지는 수도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한편 해상 무역에 최적화된 지리적 조건을 갖춘 네덜란드는 무역을 통   

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됨에 따라 그림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

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종교화 외 다른 장르의 그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그림을 일종의 실내 장식품으로 . 

여겼기에 이러한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풍경화나 정물화를 주로 구매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제재와 수요의 급변으로 종교화 제작이 더 이상 진. 

작되지 않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 인물인 모세의 이미지는 

상당수 제작 소비되었다 이는 모세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이 당대 현실, . 

에 호소하는 바가 짙었기 때문이다. 

20) 년 헬더란트 홀란트 제일란트 위트레흐트 1579 (Gelderland), (Holland), (Zeeland), 

오버레이설 프리슬란트 흐로닝언 등 북부 (Utrecht), (Overijssel), (Frisia), (Groningen) 

네덜란드의 여러 주는 위트레흐트 동맹 을 맺음으로써 에스파냐 제(Union of Utrecht)

국에 대한 저항을 약속하고 독립된 국가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였다 년 북부 주 , . 1581

동맹은 네덜란드 공화국 혹은 (Dutch Republic Republic of the Seven United 

으로서 독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파냐 제국은 이를 독립 국가로 Provinces)

인정하지 않았으나 년 베스트팔렌을 통해 독립 국가로서 국제적인 승인을 받게 된, 1648

다 본 논문에서는 명확한 시기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년 동맹 체결 후부터 . 1579

년 독립 선언 이전까지의 상황을 다룰 때에는 이 지역을 북부 주 동맹으로 지칭하1581

였다 년 이후 세기 말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룰 때에는 네덜란드 공화국으. 1581 17

로 통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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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에서는 종교화가 차지하는 입지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에 중   1

점을 두고 세기 네덜란드 공화국의 이미지 제작 양상을 밝힐 것이다17 . 

이어지는 제 절에서는 성경 속에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식으로 묘사 되2

어 있으며 이것이 당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당, 

대 사람들에게 모세가 어떠한 이미지로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프로테스탄트 네덜란드의 종교화1. 

펠리페 세 가 이끄는 에스파냐 합   2 (Felipe II el Prudente, 1527 1598)–

스부르크 제국 치하에서 네덜란드의 개 주 는 ‘17 (Seventeen Provinces)’

종교적으로 탄압을 당하며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년 . 1568

에스파냐 국왕에게 조세 부과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였던 홀란트의 에

흐몬트 백작 과 호르네 백작(Lamoral, Count of Egmont) (Philip de 

을 포함하여 천여 명이 처형당한 사건Montmorency, Count of Hoorn)

을 계기로 에스파냐 제국과 년 전쟁에 돌입하였다 이는 개 주의 정80 . 17

치적 종교적 독립을 도모하는 독립 전쟁으로 이 무렵 중부 유럽 지역에, , 

서 교세를 확장하던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의 종교개혁(Protestant 

과 맥을 같이 하였다 주로 칼뱅주의자 로 구성된 Reformation) . (Calvinist)

저항 세력은 오라녜 공 빌럼 을 주축으로 (Willem de Zwijger, 1533-1584)

군사 행동을 전개하였다 빌럼은 칼뱅주의자 위그노 등 개혁 교회 세력과 . , 

결탁하여 스페인에 대한 크고 작은 공격을 주도하였고 년 마침내 홀, 1572

란트 와 제일란트 지역에 대규모 민중 봉기를 촉발시키(Holland) (Zeeland) 

며 대다수 도시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연이은 저항군의 승리로 스페인 세력이 쇠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    

개 주 연합체가 탄생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개 주와 그 안에서 형성17 . 17

된 각 개 분파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년 빌럼을 위시한 급진세력의 정책에 반대했던 남부 지역은 에1579

스파냐 제국이 임명한 총독을 받아들이는 아라스 조약(Treaty of Ar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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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맺었다 반면 헬더란트 홀란트 제일란트 위트레흐트. (Gelderland), , , 

오버레이설 프리슬란트 흐로닝언(Utrecht), (Overijssel), (Frisia), 

을 포함한 북부 지역은 위트레흐트 동맹(Groningen) (Union of Utrecht)

을 통해 동맹 주끼리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에스파냐 제국에 대한 저항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빌럼 역시 이 동맹의 지지자 가운데 하나였다 위. . 

트레흐트 동맹은 사실상 네덜란드 공화국의 헌법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프, 

로테스탄티즘 그 중에서도 칼뱅주의가 북부 네덜란드의 공식적인 제 종, 1

교가 되었다.21) 년 북부 주 동맹은 정식으로 에스파냐 제국으로부터 1581

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계속되는 전세 역전으로 여 년이 지난 뒤인 , 60

년에야 뮌스터 조약 을 맺음으로써 독립 국가인 1648 (Peace of Münster)

네덜란드 개 주 연방 공화국‘7 (the Republic of the Seven United 

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Provinces)’ . 

년간의 긴 독립 전쟁을 치르는 동안 변한 것은 비단 정치 체제뿐만   80

이 아니었다 전쟁은 종교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방위에 걸쳐 변화를 야. , , 

기하며 당대인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 

해 종교적 탄압을 피해 또는 침체된 경제로 인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 , 

해 여러 이유로 살던 곳을 버리고 옮겨 다녔다 특히 년 저항군의 스. 1585

헬더 강 봉쇄 작전은 피난 인구를 대폭 늘렸다 에스파냐 (Die Schelde) . 

군이 안트베르펜 을 다시 점령하자 저항세력은 스헬더 강을 (Antwerpen)

봉쇄하여 온갖 물건의 수출입과 거래 사람의 왕래를 차단시켰다 이 때 , . 

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강 건너 북부 네덜란드로 피난길에 올랐15

다.22) 안트베르펜 내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이 피난 인구의 주를 이루었으 

나 종교와 상관없이 스페인의 가혹한 조세 정책을 피해 가는 사람들과 새, 

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떠나는 상인 화가와 공예가도 많았다 애초에 , . 

21) 년 월 일 위트레흐트 동맹이 체결됨으로써 홀란트와 제일란트는 칼뱅주의를 공 1579 1 23

식 주 교리로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가톨릭 미사는 암묵적으로 두 주에서 금지되었다. . 

다른 주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되 종교적 의사 표현을 규제할 권리가 주 정부에 , 

쥐어졌다. Jonathan I. Israel,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Oxford: Clarendon Press, 1995), 199-200.

22) Schama, Embarrassment of Riches,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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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립 전쟁은 스페인령 네덜란드의 배타적인 종교 정책에 항거하여 일

으킨 전쟁이었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북부 , 

네덜란드의 집권 세력은 가톨릭교도들을 탄압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존재. 

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으며 신앙의 자유 역시 보장되었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암묵적인 공공의 적으로서 독립의 움직임   , 

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때까지 격분한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으킨 몇 차례의 

성상파괴운동을 겪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신과 성인을 그린 이미지들. 

은 파괴되었고 가톨릭교회는 거의 모두 훼손되거나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 

바뀌었다 또한 공개적인 미사 집전이 금지되었으며 미사를 집전할 수 있. , 

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노동자의 일 년치 임금에 달하는 길200 

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 신자임을 . 

공개적으로 선언해야만 했다 지역에 따라 배타성이 심한 경우 가톨릭 신. 

자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도 않았다.24) 독립 이후 네덜란드 공화국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신봉하는 부르주아지 신흥 상인 계층 중심의 자본주

의 사회로 나아갔다. 

새로운 네덜란드 공화국 사회의 세 특징적 요소 즉 프로테스탄티즘   , , 

부르주아지 그리고 자본주의는 미술품 제작 양상 전반에 지대한 변화를 , 

야기하였다 공화국의 종교적 지향성은 미술품 후원자의 성격과 그들이 선. 

호하는 회화 장르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 

에서는 종교적 수행에서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하며 사람들에

게 교리를 설파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데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프로테스탄트 교리는 신의 말씀과 이를 담은 성경을 가장 중시하여 

신자들이 일상에서 그 말씀에 충실히 살아갈 것을 가르쳤고 이미지 그 , , 

중에서도 종교적 이미지의 제작은 교리 상 오히려 금지되어야만 했다 개. 

23) Ronnie Po-Chia Hsia, “Introduction,” in Calvinism and Religious Toleration in 
the Dutch Golden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5-7.

24) Maarten Prak, “The Politics of Intolerance: Citizenship and Religion in the 

Dutch Republic (seventeenth to eighteenth centuries),” in  Calvinism and 
Religious Toleration, 1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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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교회 내에서도 교파에 따라 이미지에 대해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였

으나 가톨릭만큼이나 이미지에 호의적인 입장은 없었다 공화국의 집권 , . 

세력인 칼뱅주의자들은 특히나 종교화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25) 신인  

예수 성인들의 삶과 성경 속 이야기를 그린 종교화는 자칫 우상으로서 숭, 

배될 위험성이 있었고 이는 기독교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중 세 10

번째 계명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에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 . 

물론 가톨릭교회에서 종교화의 제작과 배포를 허용했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가톨릭 교부들 역시 종교적 이미지 그 자체. 

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미지에 담긴 원형 과 통(archetype)

하기를 기대하며 종교화의 제작을 허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 

따라 이미지를 숭배하는 것과 이미지가 재현하는 원형을 숭배하는 것 사

이의 구분이 흐려졌으며 종교화의 소비 양상은 우려했던 대로 점점 우상, 

숭배의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종교적 이미지의 효험을 향한 기독교 신자들. 

의 그릇된 열망은 예수나 신을 그린 이미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가. 

톨릭교도들은 종종 성인들의 이미지를 일종의 봉헌물로서 교회의 제단에 

바치고 그림 속 성인들에게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성인에게 기대되는 중, . 

재자로서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성인을 재현한 이미지가 기적적

인 현상을 일으켰다고 알려지는 경우 사람들은 이미지 그 자체를 숭배의 , 

대상으로 오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었던 종교 개혁가들은 종교화나 조각상을    

향해 의식을 치르고 기도를 올리는 경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하, . 

지만 종교적 이미지의 제작 그 자체의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주제와 

목적에 따라 프로테스탄티즘 내에서도 교부들 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였다 츠빙글리 의 경우 경배의 대상으. (Huldrych Zwingli, 1484-1531)

로 쓰이는 이콘 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경배의 목적이 아닌 역사적 (Icon) , 

25) 초기 기독교회가 세워질 시기부터 기독교 내부에서는 종교적 이미지의 효용과 허용 여 

부 허용 범위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종교적 이미지 논쟁에 대한 자세, . 

한 내용은 Hans Belting, Likeness and Presence: A History of the Image Before 
the Era of Art 참조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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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기록하듯 만들어진 종교적 이미지 즉 성서 역사화에 한해서는 성, 

인뿐 아니라 신을 주제로 하였더라도 제작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온건한 입

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칼뱅 은 신을 그리. (Johannes Calvin, 1509-1564)

는 일에 대해서는 츠빙글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태도를 보

였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유한한 물질에 무한하고 절대적인 신성을 담. 

는 것은 불가능하며 담기를 시도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 주장, 

하였다.26) 칼뱅주의의 입장에서는 종교화에서 이미지 자체가 아닌 이것이  

재현하는 원형을 본다는 가톨릭의 주장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명제였

다 따라서 칼뱅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콘은 물론 성서역사. 

화로도 그려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대신 동물이나 풍경과 같이 즐. 

거움을 주거나 교훈을 줄 수 있는 주제를 그리는 데에는 특별히 반대하지 , 

않았다. 

칼뱅을 위시한 여러 프로테스탄트 교파는 이러한 신성모독 우상숭배의    , 

위험성을 근절하기 위해 이미지 사용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 

고 위트레흐트 동맹 결성 이후 칼뱅주의가 공화국의 제 종교가 됨에 따1

라 종교적 이미지를 더욱 거세게 배척하였다.27) 교회 내부를 장식하던 모 

든 예수 성인들의 이미지들이 파괴되었고 위정자들은 여러 명의 화가를 , , 

고용하여 교회의 궁륭과 벽에 그려진 그림을 하얗게 덧칠하였다 가톨릭 . 

미사가 집전되었던 교회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탈바꿈하였다.28) 이 

러한 상황에서 종교화 제작 주문이 유지되었을 리는 만무하다. 

이때까지 화가들이 상당 부분 가톨릭교회와 교회 봉헌물 제작을 원했   

26) Christian Tümpel, “Religious History Painting,” in Gods, Saints, & Heroes: 

Dutch Painting in the Age of Rembrandt, ed. Albert Balnkert et al. 

(Washington: National Gallery of Art, 1980), 46.
27) 년 월 일 네덜란드 남부에서 발 Tümpel, “Religious History Painting,” 45. 1566 8 10

발한 성상파괴운동 은 북부까지 빠르게 퍼졌다 성난 반 가톨릭 반(Beeldenstorm) . ( ) , (反 反

스 페인 세력은 네덜란드 전역의 수도원 및 교회를 공격하여 성상과 성화를 파괴하였)

다 이즈음의 성상파괴운동은 이미지 자체에 대한 배척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적이었던 . 

스페인과 가톨릭에 대한 분노 표출에 더 가까웠다.
28) Angela Vanhaelen, “Iconoclasm and the Creation of Images in Emanuel de 

Witte's “Old Church in Amsterdam”,” The Art Bulletin 87 (2005): 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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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귀족 가문들의 주문에 의지하여 작업하였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정, 

세 변화는 미술품 제작 시장을 완전히 침체시켰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성상파괴운동으로 엄청난 수의 이미지들. 

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년부터 년 사이에 북부 네덜란드에1600 1700

서 약 만 여 점으로 추산되는 수의 그림이 그려졌다 단순하게 평균값500 . 

을 냈을 때 하루 평균 약 점이 그려진 셈이다 같은 기간 네덜란드의 136 . 

전체 인구는 약 만 명 증가하였다 늘어난 인구보다 늘어난 이미지가 40 . 

배 이상 많다 거의 판화를 찍어 내듯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말이다10 . .29) 

화가들은 일자리를 잃지는 않았지만 대신 새로운 수요층의 성격에 맞   

는 그림의 주제와 거래방식을 강구해야 했다 어떤 화가들은 새로 지은 시. 

청 건물 내부를 장식할 그림을 그리거나 시민 조직의 단체 초상화를 의뢰 ,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가들은 개인이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정. 

기적인 주문을 받지는 못하였다 대신 그들은 익명의 구매자를 위하여 미. 

리 그림을 그려 놓고 스튜디오에 방문한 구매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개, 

인에게 넘겼다 또는 성 루카 길드 가 정기적. (The Guild of Saint Luke)

으로 조직하는 시장이나 경매에 내다 팔았다.30) 이러한 거래 방식을 통해 

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그림을 사러 올지 예상하기 매우 어려웠으, , 

므로 화가들은 가급적 시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주제의 그림을 그려 누구

에게든 쉽게 팔고자 하였을 것이다 당대 사회 분위기에서 종교화는 분명 . 

쉽게 팔릴 그림의 주제는 아니었다 따라서 화가들은 종교화 외의 장르에 .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앞서 제시한 만 여 점이란 수는 당시 종교화 외 다른 장르의 그림   500

들이 대거 그려졌음을 반증한다 이는 화가들이 다른 장르의 그림을 그리. 

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이를 사고자 하는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 

29) North, Art and Commerce 윌리엄 템플 의 인구 통계 자료 참, 27. (William Temple)

조.
30) 세기 네덜란드 공화국의 미술 후원계층의 변화와 미술 시장의 형성에 대한 자세한  17

내용은 North, Art and Commerce 장 , 5 Patronage and the Art Market (82-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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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마이클 노스 는 존 마이클 몬티아스. (Michael North)

의 통계 자료 표 를 제시하며 실제로 당대 사(John Michael Montias) [ 1,2]

회에서 종교화 외 장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음을 지적하였다.31) 이  

자료는 세기 암스테르담과 델프트 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재산 목록을 17

정리하여 시기 별로 어떤 장르의 그림이 얼마나 소유되었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전체 그려진 그림의 수와 각 장르가 전체 개체 수에서 차지하는 , 

비중이 두 도시에서 비슷한 양상을 띠며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년 델프트 거주자들의 재산목록에 기록된 회화 장르 별 개체 수 및 비중1. 1610-1679

표 년 암스테르담 사유지에 귀속된 회화 장르 별 개체 수 및 비중2. 1620-1689

31) North, Art and Commerce 노스는 존 마이클 몬티아스가 서로 다른 단행본에 , 109. 

제시한 통계 자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당대 네덜란드 공화국의 회화 제작 양상의 추

이를 분석하였다 몬티아스의 자료는 . Artists and Artisans in Delft: A 

Socio-Economic Study of the Seventeen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의 표 University Press, 1982) 8.3, “Works of Art in Seventeenth-Century 

Amsterdam: An Analysis of Subjects and Attributions,” in Art in History, 

History in Art:  Studies in Seventeenth-Century Dutch Culture, edit. David 

Freedberg et al. (Santa Monica: The Getty Center for the History of Art, 

의 표 참조1991), 331-7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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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주제를 그린 그림은 회화 장르 상 역사화로 분류된다 델프트의    . 

경우 년대 까지만 해도 역사화가 전체 소장품 중 퍼센트를 웃돌1630 40 

았으나 베르메르가 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년대에는 퍼센트, 1650 26.1 , 

년대에는 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역사화의 비1670 16.6 . 

중이 더욱 급속히 줄어들었다 년대 전체 소장품의 퍼센트나 되. 1620 46.9 

었던 역사화의 점유율은 년대 퍼센트 년대에는 퍼센, 1650 16.1 , 1670 15.5 

트까지 급락했다 두 경우 모두 역사화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풍경화 정. , 

물화 장르화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당시 종교화는 역사화의 범주에 , . 

속하였으므로 전체 장르에서 종교화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역사화의 비중

이 줄어든 만큼 또는 그보다 더 줄어들었음이 분명하다 이론적 차원에서 . 

종교적 주제를 포함한 역사화는 여전히 장르의 위계상 가장 우위를 점하

였지만 실제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소유하였는지는 예술 이론과는 별개의 

일이었던 것이다 세기 도르트레흐트 에서 화가이자 미술이. 17 (Dordrecht)

론가로 활동하였던 사무엘 반 호흐스트라텐(Samuel van Hoogstraten, 

은 년 저술한 회화 기술 입문1627-1678) 1678 (『 Inleyding tot de Hooge 

Schoole der Schilderkonst 에서 세기 전반에 걸쳐 나타난 역사화 ) 17』

침체 현상을 두고 다음과 같이 회의감을 표하기도 했다.

예술은 지난 세기 성상파괴운동 이후 홀란드에서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 , 

지만 그 결과 화가의 경력에서 최상급으로 여겨지는 교회의 주문을 받을 

기회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화가들. 

은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그리는 데 전념하였다.32)

풍경화 정물화 장르화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인   , , 

구가 급속히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32) “Dat de konst, sedert de Beeltstorming in de vorrgaende eeuw, in Holland 

niet geheel vernietigt is, schoon ons de beste loopbaenen, naementlijk de 

kerken, daer door geslooten zijn, en de meeste schilders zich diesha lven tot 

geringe zaeken, jae zelfs tot beuzelingen te schilderen geheelijk begeeven” 

Blankert et al., Vermeer 에서 재인용,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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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일이었다 유럽을 대상으로 한 무역에서 네덜란드 공화국이 우위를 . 

차지하면서 막대한 양의 금전이 공화국으로 유입되었고 새로운 일자리가 , 

창출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자유와 경제적 성공의 기회를 찾는 이들이 . 

유럽 각지에서 흘러 들어왔다 동인도 회사 투자자들이나 대규모 상거래를 . 

조직 운영했던 도시의 신흥 중산 계층은 유럽의 귀족 계층들이 해왔던 것, 

처럼 그림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할 수단으로 간주하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33) 신분이나 교육 수준 직업과 관계없이 돈이  ,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집안을 꽃으로 장식하는 것처럼 실내 장식의 일

부로서 그림을 사서 집안 곳곳에 걸었다.34) 풍경화나 정물화 장르화는 이 , 

러한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장르였다 선원들은 바다 풍경 그림을 걸었. 

고 꽃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꽃 정물화는 좋은 대체품이 되었다 선술, . 

집 벽 한 쪽에는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들을 그린 그림이 걸렸다. 

어떤 이들은 그림을 상품으로 여겨 수출품목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네   . 

덜란드의 무역은 주로 향신료나 직물 튤립 구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 

점점 대상 품목을 확장시켜 그림도 취급하게 된 것이다 상품으로서 거래. 

되는 그림은 휴대와 판매를 위한 전시가 용이해야 했으므로 비교적 크기

가 작은 캔버스에 그린 것들이 주가 되었다.35) 자신의 그림이 수출품이  

될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화가는 되도록 작은 그림을 그리려 했을 것이다. 

그림의 주제 역시 작은 크기에 잘 어울리며 임의의 구매자를 전반적으로 , 

만족시킬 만한 주제를 골랐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가장 . 

적절한 장르는 역시 풍경화나 정물화였다 이처럼 풍경화 정물화 장르화. , , 

가 대중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사이 종교화는 조용히 변화를 

모색하며 명맥을 이어 나갔다.

33) Bernd W. Lindemann, “Holland and Flanders. Similarities and Peculiarities,” 

in From Rembrandt to Vermeer Civil Values in 17th-Century Flemish and 

Dutch Painting, exh. cat. (Milan: Motta Cultura, 2008), 15-16. 
34) Bruno Blondé and Veerle De Laet, “Owning Paintings and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 in the Low Countries, Seventeenth-Eighteenth 

Centuries,” in Mapping Markets for Paintings in Europe 1450-1750, ed. Neil 

de Marchi et al. (Turnhout: Brepols, 2006), 77-78.
35) Lindemann, “Holland and Flander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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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화에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종교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능을 변화시켜야만 했다 프로테스탄트 교리는 종교적 이미지가 . 

경배의 대상이 아닌 당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일 경

우에 한하여 제작을 허용하였다 화가들은 성인을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 

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귀감이 되는 인물로 여기고 그들과 관련된 사건 ‘ ’ 

중 당대인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그리기 시작하였다.36) 또 

한 프로테스탄트 교리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를 중시하였고 ‘ ’ 

이러한 해석의 방식은 성경 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달하는 방식에도 영

향을 미쳤다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들은 어떤 다른 개념이나 사건을 암시. 

하는 상징물이 아닌 해당 주제의 내러티브를 눈앞에 보이듯이 그대로 묘, 

사하는 기록물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화가들은 이 사건이 어. 

떤 특정한 시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 찰나 의 ‘ ’

의미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깨달음이나 발견의 순간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 

위트레흐트 카라바지오화파 헤라르트 판 혼트   (Utrecht Caravaggisti) 

호르스트 가 그린 감옥에서 풀려나(Gerard van Honthorst, 1592-1656) <

는 성 베드로 도 는 성경 속 이야기를 역사(Liberation of Saint Peter)>[ 6]

적 사건으로 간주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듯 그린 성서 역사화의 대표적 사

례이다 그림의 주제는 헤로데 왕의 시기 질투로 투옥된 베드로에게 천사. 

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도행전 장의 이야기이다 르네상12 . 

스기 화가들의 그림 도 은 대개 천사가 베드로 앞에 모습을 드러낸 다음 [ 7]

떠날 채비를 할 것을 명하고 그를 데리고 나왔다는 모든 내러티브를 한 , 

화면에 담았다 이와 달리 혼트호르스트는 어두컴컴한 배경에 인물을 크게 . 

확대하여 넣고 강렬한 광원을 이용하여 천사가 나타난 순간만을 집중적으, 

로 조명하도록 그림을 구성하였다.37)

36) Tümpel, “Religious History Painting,” 49-50.
37) 지역이나 특정 화가를 중심으로 한 화파마다 종교적 주제를 선택하는 기준과 이를 묘 , 

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 화파에 따른 종교화 제작 양상은 . Tümpel, “Religious 

참조History Painting,” 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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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경 베르메르가 그린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예수   1654 <

도 역시 세기 중반까(Christ in the House of Martha and Mary)>[ 8] 17

지도 동일한 특징들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북부 네덜란드의 대표. 

적인 장르화가로 더 잘 알려진 베르메르는 사실 역사화가로 화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림들 중 데뷔 후 약 년 동안 . 3

그린 그림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모두 성경과 그리스 신화를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베타니아의 두 자매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예수의 .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는 특히 위트레흐트 카라바지오 화풍이 두드러진

다.38) 분명 실내를 배경으로 벌어진 사건이나 실내 풍경 묘사는 생략되어 

있고 비슷한 채도의 어두운 갈색으로 채워져 공간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물들이 앉아있는 전경은 환히 밝혀져 있으며 화. , 

면 가득히 주인공 셋이 제시되어 마치 장막을 설치한 무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구성은 이야기를 나누는 셋의 모습에 관람자의 . 

시선을 집중 시키며 현장감을 전달한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무슨 일이 , . 

일어나는지를 실감나게 전하는 그림을 보면서 관자들이 해당 그림이 주는 

38) 베르메르가 언제부터 누구의 화실에서 견습생으로 지냈으며 누구의 제자였는지에 대 , , 

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화가는 화상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암스테르담 헤이. , 

그 위트레흐트 등의 도시를 여러 번 왕래하였고 당시에는 판화를 통해 이탈리아 플랑, , , 

드르 지방의 그림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므로 특정 화가에게 수학한 것이 아닌 다양, 

한 화풍을 습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몬티아스는 베르메르가 델프트에서 견습생 생활. 

을 하였다는 기록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화가이기도 했던 베르메르의 아버지가 견습생, 

으로 있었던 암스테르담 또는 위트레흐트에서 그 역시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 조심스럽

게 추측하였다. John M. Montias, Vermeer and His Milieu: a Web of Social 

History 베르메르가 델프트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105-6; 

성 루카 길드에 가입할 당시 회원 등록비로 길더를 내었다는 기록은 화가가 델프트 밖6

에서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성 루카 길드의 회칙은 신입 회원 중 아. 

버지가 이미 길드 회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해당 회원이 년 동안 인정할 만한 대가2

에게 수업을 받은 걸로 간주하여 대개 길더만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아버지가 이미 회3 . 

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르메르가 길더를 내야했던 이유는 그가 델프6 , 

트 외지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hony Bailey, Vermeer: 

A View of Delft 베르메르의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01), 52-53; 

스승이 누구였건 간에 그의 화풍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 듯하다 발터 . 

리트케는 베르메르의 스승을 밝히는 것이 그의 커리어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하면서 누군가의 제자가 아닌 화상의 아들이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베르, 

메르의 재능을 키워낼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Walter Liedtke, Vermeer and 
the Delft School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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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을 능동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칼뱅주의 교리에서 권

장되는 종교화 제작 지침이었다 여전히 가톨릭교도들은 종교화를 경배의 . 

대상으로 여겼지만 칼뱅주의자들은 온전히 심미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 

않는 한은 종교적 주제를 교훈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39) 

흥미로운 점은 당대 종교화가 그것이 그리는 성경 속 인물 혹은 사건   

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부각하게 되면서 이 인물 혹은 사건이 , 

당대 현존하는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사건과 연결 지어 해석되기도 하였

다는 것이다.4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당대 종교화의 주인공으로 구약성 

경의 인물인 모세가 자주 채택되었던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모세의 주제2. 

구약 시기의 예언가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서기 전 약    

세기 이집트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다 그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13 .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 냈으며 신의 계약을 직접 받아 인간에게 전달하였, 

다 천여 년 전의 인물이 세기 네덜란드 공화국 사회에서 중요시되었던 . 3 17

까닭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사건에서 당대인들이 기시감을 느

꼈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의 오경 중 제일 첫 권인 창세기는 천지가 창조된 사건부터    

모세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룬다 두 번째 권인 탈출기부터 레. 

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긴 이야기는 모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신, , 

의 역사 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계시된 과정과 그 내용을 전한( )役事

다.41)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핍박과 착취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 

39) North, Art and Commerce, 129.
40) Tümpel, “Religious History Painting,” 50.
41) 구약성경의 첫 다섯 권을 가리켜 오경이라 지칭하는데 모세가 이 오경의 저자라 믿는  , 

사람들에 의해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구약성경 자체에는 내용의 일부에 . 

국한하여 모세가 쓴 것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명시하지는 않, 

고 있다 모세라는 인물의 정체 역시도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다 후대인들이 모세에 . .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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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이집트 땅을 나와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손꼽힌다 신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 ) . 歷史

이르는 여정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했다 길 위. 

에서 모세는 신의 음성을 듣고 열 가지 계명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새로, 

운 이스라엘의 법과 규율을 제정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 

써 새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 

세 한 사람에게 의지하여 떠난 여정이었기에 결코 쉽지 않았다 추위 혹은 . 

더위와 굶주림에 지쳐 모세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신의 말씀을 거, 

스르는 사람도 있었고 무리를 이탈하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 

사람도 있었다 모세는 신의 말씀을 전하고 그 능력을 빌어 간간히 기적. , 

을 행함으로써 이들을 안심시키거나 처벌하였다 끝내 그는 가나안 땅을 . 

밟지는 못하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고 이들에게 신의 법을 전함

으로써 신의 대리자이자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마쳤다. 

탈출기는 신의 말씀이 계약의 형태로 처음 사람들에게 전해진 역사를    

다루며 모세는 이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 또한 모세는 예수의 , . 

거룩한 변모가 일어났을 때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 신성 을 드러내 보( )神性

인 예수를 보좌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구약성경의 대표자 격임을 알 

수 있다 말씀 그대로 를 교리의 정수로 여겼던 칼뱅주의자들은 신앙생활. ‘ ’

에서 성경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모세와 탈출기가 칼뱅주의자들에게 얼, 

마나 중요하게 여겨졌을지 짐작해보기란 어렵지 않다 실제로 전체 구약성. 

경에서 탈출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분의 에 불과하지만 구약성경의 내20 1 , 

용을 주제로 한 세기의 종교화 중 거의 반에 달하는 수가 탈출기를 다17

나 성경은 모세라는 인물의 전기를 기록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삶을 통해 , 

신께서 펼치신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 쓰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세의 실존을 증명할 

만한 역사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나 플라비우스 요. 1

셉이 오경의 저자로 모세를 꼽는 다는 점 년 경 히에로니무스, 380 (Eusebius 

의 크로니콘 에서 모세의 탄생 연도를 언급하고 Sophronius Hieronymus) (Chronicon)

있다는 점 등 모세의 존재를 방증하는 후대의 기록에 의존하여 모세를 역사 속에 위치

시킬 수 있을 뿐이다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제 권 서울. , 4 ( : 『 』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Moses," The Jewish Encyclopedia, accessed November 

참조28, 2016, http://www.jewishencyclopedi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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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다.42)

당대 네덜란드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모세는 교리의 차원   

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위트레, . 

흐트 동맹 아래 모여 든 북부 네덜란드의 독립 세력은 이집트로부터 탈출

을 감행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에스파냐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강구했던 자

신들을 동일시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이미지는 자연스럽. 

게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오라녜 공 빌럼에게 덧씌워졌다.43) 그 

는 앞서 살펴보았듯 독립 세력의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 행동 대장으로 

네덜란드인들에게 국부나 다름없는 인물이었다 년 연합 주 의회. 1581

가 펠리페 세를 통치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Staten Generaal) 2

표명함으로써 공식적인 독립 선언을 한 이후 빌럼은 그가 독립에 기여한 , 

공을 인정받아 공화국의 초대 세습총독 으로 추대되었다 그(Stadtholder) . 

러나 펠리페 세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집단적으로 발현된 것임을 제대로 2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빌럼 한 사람이 주도한 반란으로 치부하여 지명수

배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오라녜 공 빌럼은 결국 년 가톨릭 광신도였. 1584

던 발타사르 헤라르트 에게 암살당한다 지도자의 암살(Balthasar Gérard) . 

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독립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

다 이처럼 생을 마감한 후 까지도 공화국의 독립에 영향을 미친 빌럼은 . 

국민들에게 네덜란드의 지도자 해방자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낸 독립 국, , 

가의 원수로 길이 기억되었다. 

이스라엘 민족과 네덜란드 공화국 모세와 오라녜 공 빌럼은 과연 부인   , 

42) Tümpel, “Religious History Painting,” 50-52.
43) Schama, Embarrassment of R iches 샤마는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 104-105. 

공화국 내에 상당한 애국주의 가 형성되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성경에 근(Patriotism) , 

거를 두고 발전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쪽 참조 구약성경의 인물과 . 93-125 . 

당대인을 동일시하는 현상은 그러나 세기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아17

니었다 세기 영국의 헨리 세 역시 민족의 구원자로서 모세와 동일시되었다 세기 . 15 8 . 17

네덜란드 공화국 사람들에게는 파라오로 여겨졌던 펠리페 세 마저도 독립운동이 일어2 , 

나기 전 저지대 국가의 지지자들에게는 모세와 비견되는 인물로 여겨졌다는 사실은 역

사 기록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Friedrich Polleross, “Between 

Typology and Psychology: The Role of the Identification Portrait in Updating 

Old Testament Representations,” Artibus et Historiae 12 (1991):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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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닮은꼴이었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이 둘 사이의 유비를 이용하. 

여 독립의 기쁨을 노래하고 오라녜 공 빌럼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한 시나 , 

회화 등의 작품을 남겼다 대중 가요였던 베르헌 옵 좀 전투의 새 노래. 「

의 가사에서는 스페인 (Nieuw Liedeken van den lach voor Bergen)」

군대의 운명을 홍해에 휩쓸린 이집트인들에 빗대었으며 년 당대 최, 1612

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요스트 판 덴 폰덜 (Joost van den Vondel, 

도 희비극 유월절1587-1679) (『 Pascha 을 끝맺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자)』

손의 구원과 네덜란드 공화국의 해방을 직유법으로 표현하였다.44)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설 격으로 저자가 직접 남긴 이 시는 두 쪽

이 조금 넘는 분량을 할애하여 이 두 상황이 각각 어떤 지점에 대입되는

지를 짚어주었다 이 시 구절에 의하면 펠리페 세는 분명 파라오에 견줄 . 2

수 있는 인물이었다.

어떤 이는 야곱의 집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다른 이는 네덜란드를 폭정으로 탄압하는구나

Den eenen Iacobs huys verdruckt met slaverny; 

En d'ander't Nederlant verheert met tyranny;45)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의 유비는 시각 문화에서 두 사건 사이의 유사성   

을 더 확연히 드러낸다.46) 년 독립 선언을 한 해에 헨드릭 골치우스 1581

가 제작한 오라녜 공 빌럼의 초상(Hendrik Goltzius, 1558-1617) <

도 은 무장을 한 빌럼의 초상을 가운(Portrait of William of Orange)>[ 9]

데 두고 사방에 탈출기에 전해지는 일화들을 그리고 있다 삽화 네 개 중 . 

상단의 두 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막 떠났을 때 그들의 길을 인

도해주었던 불기둥 도 과 구름기둥 도 을 묘사하고 있다[ 10] [ 11] .47) 그러나 삽 

44) Joost van den Vondel,  Het Pascha ofte de Ver lossinge Israëls uyt Egypten, 

print. Dirck Cornelisz. (Amsterdam: Houthaeck, 1636), 57-59. 
45) Van den Vondel, Pascha, 57.
46) 이하 네덜란드 이스라엘의 유비로 표기하였다 - .
47)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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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속 피난민과 이들을 뒤쫓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천여 년 전3

의 일인지 동시대의 일인지 확연히 구분할 수 없다 인물들이 입은 옷이나 . 

배경으로 그려진 지형은 시기와 공간을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애매하다 가. 

운데 빌럼 초상이 그려져 있음을 생각하면 이것을 마치 네덜란드 독립전

쟁 중에 일어난 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약 천 여 년 전 모세가 . 3

겪었던 일이 빌럼에게도 반복되어 일어났다는 듯 시각화함으로써 골치우

스는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의 유비를 강조하였다. 

당대 네덜란드인들이 선택된 민족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네덜   

란드와의 유비를 주장한 것은 독립 국가임을 선언한 이후 고취된 애국심

의 발로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이 희. 

생되었으며 물리적 폭력이 도처에 만연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은 신이 의도한 일이며 신의 가호로 성공. 

한 일이었기에 이 사건과 네덜란드의 독립을 동일시하는 것은 또한 전쟁, 

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하는 한편 전쟁의 불가피함을 정당화하는 기제

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일종의 프로파간다로서 세기 내내 . 17

네덜란드 사회에 널리 회자되었다 그와 동시에 모세라는 인물의 상징성이 .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모세가 당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또 다른 이   

유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항해자 모험가였기 때문이다 모세, . 

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

너 밤낮으로 광야를 헤쳐 나갔다 이들은 모두가 무장을 한 것도 아니었. 

고 횃불 외에는 불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으며 이동하는 동안 , , 

근처에서 식량을 급조해야 했다 제대로 대비되지 않은 상태로 위험천만한 .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 년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신이 약속한 40

땅에 대한 이들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허황. 

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려는 듯 신은 불기둥 또는 구름기둥의 형, 

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 .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탈출 , . ( 1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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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이들을 인도하였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는 신이 모세를 통해 바위. 

틈에서 마실 물을 터뜨리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는 등의 기적을 , 

행하였다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 년의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마칠 . 40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의 경제적 생산은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안전한 여정 은 전 국민이 염원하는 바였다 네덜란드는 세기‘ ’ . 14

부터 발트 해 와 서유럽 이베리아 반도 사이를 잇는 가교 역(Baltic Sea) , 

할을 하였다 네덜란드 상선은 북에서 남으로 곡물과 목재를 날랐고 남에. , 

서 북으로 포르투갈 상선이 동인도에서 수매한 향신료를 실어 날랐다 공. 

화국 내 여러 지역을 잇는 운하망은 수위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

어 운송 수단으로 매우 유용했으며 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 

효율적이었다 천혜의 자연적 조건 덕분에 수송의 효율성 면에서 다른 어. 

떤 나라들보다 무역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의 북 남부, 

와 내륙 지방 간의 거래를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펠리페 세가 집권한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항구에 네덜란드    2

상선이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이때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은 

중개 상인의 역할을 접고 동쪽 나라들과의 직접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동. 

쪽까지 자력으로 항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년 네덜란드 사상 최초로 . 1597

상선 세 척이 암스테르담에서 동인도까지 왕복 항해를 성공하였는데 출발, 

할 때 명의 선원을 태우고 떠났던 배는 단 명만을 싣고 돌아왔다249 89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스물 두 척의 배가 동인도 행 항로에 올랐으며, 

점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담하여 항로를 안정화시킨 끝에 년에는 1600

인도 너머 동쪽 끝에 있는 일본까지 진출하였다 네덜란드 사람들 은 일본. 

의 무역에 참여할 수 있었던 최초의 서양인으로서 일본과의 거래를 독점, 

하고 유럽의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 극동의 나라에서 온 진귀한 수. 

입품들과 인도에서 재배한 차 향신료 그리고 발트 해의 풍부한 곡물 등 , , 

네덜란드인들은 서유럽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용품부터 사치품까지 다

양한 종류를 다루었으며 거래 자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으니 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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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공화국의 대 유럽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 .對 48) 무역 

을 통해 생산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문자 그대로 공화국을 황금시대로 

만들만큼 컸다 동인도 무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동인도회사. 

의 수익률은 년 이후 매년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1630

퍼센트를 웃돌았으며 당시 네덜란드 공화국의 일인당 소득은 서유럽 어30

느 나라의 일인당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49)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저항 세력 중 귀족 출신들이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되면서 동인도회사 소속 상인이나 거상들은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과 더, 

불어 새로운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떠올랐다.50) 교역품을 실은 상선이 무 

사히 돌아와야만 원활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경제력에 기반을 둔 기득

권이 유지될 수 있었으므로 이들은 그 누구보다 항해 중의 안녕을 기원하, 

였을 것이다 네덜란드 사람들 특히 선원들과 이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스. , 

라엘 민족을 안전히 목적지로 인도하였던 모세를 자신의 수호성인과 같이 

여기고 항해와 관련된 물품 가령 항해도나 항해법을 다룬 서적 등에 모세 , 

이미지를 넣기 시작하였다 년 다니엘 판 던 브렘던. 1657 (Daniël van den 

이 그린 항해도 표지 도 는 이처럼 모세가 선원들의 수호자로 Bremden) [ 12]

인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이다 단으로 구성된 표지 화면의 가. 3

장 윗부분 도 은 이집트 탈출기를 그리고 있다 전경 한 가운데에는 모[ 13] . 

세와 그의 형 아론이 후경에는 피난 중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묘사되어 , 

있다 모세는 왼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오른손을 신이 내리신 언약의 궤 위. 

에 짚고 있다 모세의 오른 어깨 너머로는 두 갈래로 갈라져 높이 치솟은 . 

48) 네덜란드 공화국이 무역을 통해 부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가적 차원에서  , 

무역을 주도하고 관리한 것은 아니었다 각 연방 정부는 무역에 유리하도록 법규를 제. 

정하거나 운송 망을 정비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무역은 철저히 개인적 혹은 회사 단위의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 , 

졌으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이윤이었다. Hans Koningsberger, 

The World of Vermeer: 1632-1675 (New York: Time inc., 1967), 33-35.
49) Koningsberger, World of Vermeer, 35; North, Art and Commerce 노스, 19-42. 

는 네덜란드 공화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었던 원인을 산업별로 분류하여 상술

하였다. 
50) Koningsberger, World of Vermeer,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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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가 보인다 갈라진 홍해는 전경의 두 인물 다음으로 화면을 가장 많이 . 

차지하고 있어 단연 눈에 띈다 탈출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사건들 중 바. 

다와 관련된 일을 강조함으로써 작가는 모세가 바다를 건널 때 행한 기적

을 상기시키려 한 듯하다 그리고 이 삽화가 그려진 곳이 다름 아닌 항해. 

도라는 사실은 당대 공화국 사람들이 모세에게 기대한 역할이 무엇이었는

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세는 . , 

네덜란드 공화국이 직면한 상황에 매우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기에 그의 이미지는 종교적 맥락에서보다 시대적 아이콘

으로서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다.

모세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어도 프로테스탄트 사회   

에서 이를 용인했던 이유는 모세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징이었던 만큼이

나 프로테스탄트 교리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대변하는 종교적으로도 ,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신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로부터 . 

언약의 궤를 내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리를 비운 새 우상을 만, 

들어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발견했을 때 분개하며 벌을 주고 앞으로 이런 ,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민족들을 엄격히 단속하였다 그는 인. 

간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물론 하늘의 별이나 달 같은 자연물을 섬기는 것

조차도 금지하였다.51) 모세 이미지가 소비되는 양상은 일견 우상 숭배 같 

지만 모순적이게도 모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인물이었으므로 사람들은 , 

우상 숭배의 혐의를 피해 모세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당대 . 

사회에서 모세라는 인물과 그와 얽힌 이야기들이 상징하는 바는 사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동시에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격상시켜 이해

할 수 있는 주제였다. 

모세와 관련된 주제들 중 모세의 발견 역시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를    ‘ '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며 당대 작품 주제로 가장 빈번히 

다루어졌다 탈출기 장 절부터 절까지의 내용은 유아기에 죽을 운명. 2 1 10

51)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해나 달이나 별 같은 어떤 천체를 보고 유혹을 받아 그것들 , , 

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주 너희 신께서 온 하늘 아래에 .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몫이다 신명 .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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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한 모세가 어떻게 목숨을 건지고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될 수 있었, 

는지를 알려준다 이집트 내 이스라엘 자손들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위. , 

협을 느낀 파라오는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인의 아기가 아들일 경우 모두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을 내린다 명령이 내려진 지 오래지 않아 모세가 . 

태어났고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잘 숨겨 세 달 정도 길렀다 그러나 더 . 

이상 아기를 숨기기 어렵게 되자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가 잘 살아남기를 

바라며 왕골로 엮은 바구니에 아기를 눕혀 나일 강에 떠내려 보냈다 마침 . 

파라오의 딸이 시녀들과 나일 강으로 목욕을 나와 있었는데 갈대 숲 사이, 

에서 바구니를 발견하고 시녀를 시켜 이 바구니를 건져오게 하였다 공주. 

는 바구니 안에 뉘인 아기를 왕궁에 데려와 물에서 건진 이 를 뜻하는 모‘ ’

세라 이름을 붙이고 왕자로 삼았다 이 아기가 자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신에게서 받은 열 가지 규율 위에 새로운 이스라, 

엘을 세운다. 

모세의 발견 에 나타난 드라마틱한 서사와 운명론적인 결말은 당대 사   ‘ ’

람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감수성에 호소한다 아기를 버려야만 하. 

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상황 때마침 일어난 공주의 외출 아기의 발견과 , , 

입양은 이 이야기를 읽는 모두의 마음을 울린다 하늘이 돕지 않았다면 불. 

가능했을 이 이야기를 읽고 사람들은 모세의 특별함을 알아채는 동시에 

신의 섭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공주가 목욕을 . 

하러 나온 강가를 배경으로 벌어졌으므로 화가들의 입장에서는 나체의 여

인들을 공식적으로 그릴 수 있는 주제였다 따라서 나체의 여인을 그려도 . 

주제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세부적 요소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그림이 . 

다루는 주제가 성경의 이야기인 만큼 이를 그리고 감상하는 것은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천박한 일이 아니라 격조 있는 일로 여겨질 수 있었

다.52) 종교화 제작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모세를 주제로 한 그림이 다른  

52) Wendy G. Streule, “Objects of Desire: Studies i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rotic images in the Dutch Golden Age” (PhD. diss., Rutgers, 

스트뢸러는 세기 네덜란드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11), 124-125. 17

미술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수요가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고 어떻게 소비되었는지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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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속 인물이나 종교적 주제에 비해 유독 많이 그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모세가 상징하는 바가 당대인들의 필요에 꼭 맞아 떨어졌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발견 은 베르메르에게 일차적으로 주변에. < >

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미지였을 것이다. 

석하였다 본문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장 중 네 번째 장은 에로티시즘 그 자체가 원래 . 

주제를 대체해버리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모세의 발견 주제를 단독으로 다루었‘ ’ 

다 스트뢸러에 따르면 모세의 발견 이야기는 에로틱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의도적. ‘ ’ 

으로 선택된 주제일 뿐 종교적인 맥락이 더 강조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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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와 예수III. 

년 무렵 공식적으로 데뷔한 지 년 차인 중견 화가 베르메르는    1668 , 15

일찍이 장르화 전문 화가로 전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화 특히 성서 , 

역사화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 그는 그림 전경에 신화나 종. 

교적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림 속 그림 모티프로서 성서 역사화를 

꾸준히 자신의 화폭에 등장시켰다 년 경 그린 저울을 다는 여인. 1664 <

도 에는 최후의 심판(Woman Holding a Balance)>[ 14] < (Last 

도 그리고 년에 그린 천문학자 도 에는 모세Judgment)>[ 15, 16], 1668 < >[ 1] <

의 발견 도 이 그림 속 그림으로 삽입되어 있다>[ 2] .53) 또한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 모세라는 인물이 당대 사회에서 갖는 위상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

에 화가가 어떤 의도로 모세의 발견 을 이용했든지 그 존재 자체가 예외‘ ’

적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림 속 아기 . 

모세와 이집트 공주의 모습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

과 닮아 있다는 점이다. 

예수와 모세의 닮음은 단순히 외형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   

니다 성경 속에서 두 인물이 행한 일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종합적으. 

로 비교해보면 두 인물의 속성에도 여러 공통점이 발견된다 선지자이기는 . 

했으나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모세에게 예수를 대입할 수 있다는 상상

력은 예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 이론인 . 

예형론 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을 빛내는 (Typology)

방식으로 두 인물의 연관 관계를 구체화한다 이 장에서는 베르메르의 그. 

림 속 모세의 발견 을 성모자로 대체하여 해석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 >

53) 년에서 년 사이에 그린 음악 수업을 방해 받은 여인 1658 60 < (Gir l Interrupted in her 

에도 그림 후경에 큐피드 전신상을 그린 액자가 걸려있다 큐피드는 그리스 로Music)> . 

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임은 분명하나 신화 속 인물로서 보다는 사랑과 욕정의 상징, 

으로 흔히 쓰였기 때문에 역사적 주제로 분류하기는 애매하므로 본문에 언급하지 않았

다 참고로 년에서 년 사이에 그린 음악 수업 에는 신화적 주. 1662 62 < (Music Lessons)>

제를 다룬 로마인의 자선 이 그림 속 그림으로 나타났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종교적 < > . 

주제를 다룬 성서 역사화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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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줄 예형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예형론을 적용하여 성경을 해석한 사례

들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북유럽의 시각문화에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고 . 

있는 전례를 살펴봄으로써 베르메르가 참고하였을 회화적 전통이 무엇인, 

지를 가늠해보려 한다.

구약과 신약의 예형론1. 

기독교 신학에서 예형론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이   

자 일종의 교리로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에 깊이 천착한다 예형, . 

론에 따르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인물 또는 명제들은 신약 시기에 , 

나타나는 예수의 언행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응하는 예형 이(type)

다.54) 즉 구약의 예형은 신약의 대형 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다 , (antitype) . 

예형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성격을 띠며 훗날 나타나는 예수라는 가장 , 

완전한 대형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기독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은 그저 미완성된 이야기로 . 

신약에 의해 대체되어 버릴 대상의 역할 외에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예형론은 구약 성경에 적힌 모든 사건들의 무용성을 주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필연적인 사건이었음을 주장한다 불완전한 예, . 

형이 있음으로 인해 대형의 완전함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며 예형이 있어야, 

만 대형이 이를 대체함으로써 이야기를 완성한다 는 점이 신자들에게 명‘ ’

확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55) 따라서 예형론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 

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신성을 제한한다거나 모독하는 행위가 , 

54) Ninow, Indicators of Typology, 2.
55) Dona ld R. Dickson, “The Complexities of Biblical Typology in the Seventeenth 

Century,” Renaissance and Reformation 도널드 딕슨은 본 논문에 11 (1987): 263. 

서 종교개혁 이후 세기에 프로테스탄티즘이 예형론에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어떤 입17 , 

장을 취하였는지를 자세히 다루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교리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 

설명하고 실현하는 데 예형론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예형의 요건과 종

류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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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언뜻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옛날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담고 있는 경전이었기 때문에 그 심오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 

강생 하기 전까지의 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글로 적은 구약 성( )降生

경과 신의 새로운 계약을 적은 신약 성경 사이에 나타나는 단절성을 극복

하기 위해서도 초기 기독교회의 교부들은 이 두 계약의 책을 연결 지어 ,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했다 두 경전의 내용은 그리스도. 

인의 할례에 대한 율법을 두고 가장 극명하게 대립된 태도를 보였다 구약. 

성경에는 신의 계약을 몸에 지닌다는 의미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의

무적으로 할례를 실시해야 한다는 계율이 있는 반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 

오로를 위시한 여러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회의에서 특히나 유

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 

기 때문이다.56) 따라서 초기 교부들은 교리상 안전한 범위 내에서 구약과  

신약에 종종 나타나는 불가해한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한편 이 둘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잠재우고자 이와 같이 두 텍스트의 ,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해석의 방법으로서 예형론이 정당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법 자체   

가 신약 성경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열두 사도 중 한 명인 바. 

울은 로마서 장 절에서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라고 전5 14 “ .”

함으로써 예형론의 시초를 마련하였다.57) 또한 콜로새서 장 절은 그 2 17 “

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습니

56) 구약성경 창세기 장 절에서 절까지의 계약과 할례 부분 신약성경 로마서 장  17 1 27 , 2 17

절에서 절까지의 유다인과 율법 부분 참조 예수살렘 사도회의에서 불거진 할례 논쟁29 . 

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장 절에서 절까지 참조15 1 21 .
57)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 . ( 5:14). 

은 로마서 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예수의 죽음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것의 5

의미를 설명하였다 아담이 지은 원죄는 단 한 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태어난 . 

많은 인간들을 벌 받게 하였지만 예수의 죽음은 단 한 번만으로 많은 죄인과 그들이 , 

지은 죄를 씻어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푼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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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전하며 예형의 불완전함과 대형의 완전함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 , . 

예수 그리스도 당신 역시 나자렛의 한 회당에서 예언자 이사야가 쓴 서한

을 읽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 ) “書翰

다 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예형론적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보이기도 했.”

다.58) 성경 말씀을 근거로 논증을 풀어나가는 예형론이 성경 말씀 그대로 ‘

를 종교적 세계관으로 내걸었던 프로테스탄트 교회 내에서 (Scripta sola)’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선 이는 예수 . 

스스로가 실천해 보인 해석 방식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된 실체, 

가 있는 사건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여 모

두가 제대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그리하여 믿음이 있는 .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써 오직 ‘

믿음만으로 를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 세계관의 또 다른 한 축(Sola fide)’

을 공고히 다진다.59) 

프로테스탄트 교부들은 예형론의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위하여    

어떤 사건이 예수의 예형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세 가

지 기본 원칙을 분명히 밝혀두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첫째 예형과 대형. , 

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사람이나 사건과 관계 되는 경우 둘째 예형이 , , 

신약에서 일어날 사람이나 사건을 예견 또는 예언하는 경우 셋째 대형이 , , 

예형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성취한 경우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 

표적인 예형 중 하나로 꼽히는 모세의 구리 뱀 일화는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58)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 , 

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 , 

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 . “

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 

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

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 , 

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 

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루카 . “ .” ( 4:16-21).
59) Dickson, “Complexities of Biblica l Typology,”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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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 산을 떠나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신. . 

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 “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 ? . 

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 뱀들을 보내셨다.” .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 . 

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 “ . 

우리에게서 치워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 뱀을 . . “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 

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민수 . , . (

21:4-9)

민수기에 전하는 이상의 사건에서 구리 뱀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을 사면하고 이들의 삶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뱀은 신의 분부에 . 

따라 기둥 높이 매달아졌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바리사이파 . 

율법학자인 니코데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모세의 구리뱀 일화를 직접 

언급하며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일러준다 니코데모가 예수에게 다시 태어. 

나는 일이 정말 가능하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예수, 

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 , 

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 , 

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 

려는 것이다 요한 고 대답하였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 즉 예( 21:13-15).” . , 

수 그리스도가 들어 올려 지면 신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 때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 짐은 훗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 

올려 짐으로써 죽는 것으로 실현되었으며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예수의 죽, 

음은 태초에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원죄를 지고 살아 온 모든 인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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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씻어낸 사건으로 통한다 명백하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있는 이 두 . 

사건에서 우리는 신이 구리 뱀을 통해 행한 구원은 곧 그가 보낼 메시아

를 통해 행한 구원을 예견함을 알 수 있다 모세의 구리 뱀은 단지 이스라. 

엘 민족만을 구제하였지만 예수는 전 인류를 구원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 

완성도가 높을 뿐이다. 

이처럼 정당성이 인정된 예형 대형의 짝은 이 관계가 만들어내는 서사   -

가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었다 가장 내재적인 차원의 . 

예형은 그리스도론적 예형 으로 단순히 성경에 서술(christological type) , 

된 예형과 대형의 사건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그친다 기둥에 매달린 . 

구리 뱀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제했던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 

때 당시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 사건으로 대체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이 

유형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예형이 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 삶을 모방하는 기독교 신자 개인의 구원 역사에서 되풀이 된다고 믿는 

성사적 예형 이 있다 구리 뱀 사건이 예수의 죽음 이(sacramental type) . 

후 그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 자신의 구원으

로 대체된다고 이해할 때 성사적 예형에 의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마지. 

막으로 광범위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종말론적 예형(eschatological type)

은 예형에서 인류와 세계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 , 

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유형이다 구리 뱀 사건은 이를 읽는 . 

신자 개인의 구원을 예견하고 나아가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 

예견하므로 종말론적 예형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60) 종교 개혁가들은  

성경의 독자들이 예형론을 통해 예수의 삶을 본인의 삶과 동일시 혹은 지

향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함을 인정하였고 이는 결국 구원은 교회가 아, 

닌 개인의 믿음에서 비롯한다는 프로테스탄트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이론

적 근거로 쓰였다.61)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 교부들은 강론 성경 주해서 , , 

60) 구리뱀 예형의 경우 세 가지 차원에서 다 해석이 가능하여 세 종류 모두에 해당하지만  

모든 예형을 세 차원에서 해석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종류가 중복되는 종류도 있지. , 

만 한 종류에만 해당하는 예형도 있다 구리뱀 예형은 모세의 삶에 나타난 예형 중 예. 

형의 세 종류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라 생각하여 본문에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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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해설서 등에 적극적으로 예형론에 입각한 해설을 도입하였다. 

예형론에 따라 모세의 삶 특히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이 다루는 유   , 

아기에서 유년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해보면 그의 삶은 예수의 삶과 ,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두 인물은 탄생을 전후한 시점부터 비슷. 

한 운명을 공유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파라오는 히브리 인구가 불어난 . , 

끝에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것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의 아기가 아들이면 강물에 익사시키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하였다 마치 . 

헤로데 왕이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동방박사들의 전

해 듣고 베들레헴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인 사

건을 예견한 듯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그 전개 양상이 닮아있다 사악한 , . 

왕의 극단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피신한 덕분에 둘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다만 모세는 태어나기 전 이미 영아 살해 명령이 내려졌. 

으므로 이를 알고 있었던 어머니에 의해 숨겨진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면 예수는 태어난 이후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살해당했을 여지가 있었, 

음이 차이이다 그러나 신은 결코 자신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 

다 그는 예수의 인간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 아기와 함께 이. 

집트로 피신하라고 일렀다.62) 덕분에 예수는 무사할 수 있었고 성모 마리 , 

아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관계는 여느 모자보다 각별한데 이는 애당초 예   

수의 수태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에 살. 

던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후 아직 결혼하기 전 신은 마리아에게 대천사 , 

가브리엘을 보내 곧 아기를 수태할 것을 예고하였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인 채로 임신을 하였고 가브리엘의 분부대로 열 달 

후 낳은 사내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요셉은 사실상 생물학적 . 

61) 보다 자세한 설명은 논문  Dickson, “Complexities of Biblical Typology,” 263. 254, 

쪽 참조258-263 .
62) 파라오가 히브리인 사내아이를 강물에 익사시킬 것을 명하다 탈출 헤로데가 아 ( 1:22), 

기들을 학살하다 마태 모세가 숨겨 길러지다 탈출 이집트로 피신하시다 ( 2:16), ( 2:20), 

마태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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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아닌 반면 마리아는 열 달 동안 태중에 예수를 품어 길러냈으니 , 

생물학적으로도 명백한 어머니였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유소년 시절 . 

일화들 역시 예수의 모계 혈통을 강조한다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를 보러 목자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이 전한 소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

이 되새긴 사람은 마리아였으며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을 때 아기 곁을 지, 

키고 있던 이 예루살렘의 예언자 시메온이 아기의 미래에 대해 예언한 바, 

를 전해들은 이도 마리아였다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소년. 

이 된 예수를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도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야단을 치고 

이 사건을 모두 마음속에 간직한 이 또한 마리아였다.63) 유소년기 예수의  

훈육을 담당한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 마리아였으며 요셉은 한 발 짝 물러, 

나 이 둘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모성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모세의 삶에서도 이미 역설된 부분이다 모   . 

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느낀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강가에 떠내

려 보내되 아기를 담은 상자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강가의 갈대숲에 놓아두었다 아기를 걱정한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를 . 

지켜보다가 마침 강가로 목욕을 나온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 아기가 든 상, 

자가 발견되자 아기의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를 추천하겠다고 나섰다 공. 

주의 허락을 받아 아기의 누이는 자신의 어머니 즉 아기 모세의 어머니를 , 

유모로 추천하여 아기가 친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게 도왔다 아. 

기는 자라서 파라오의 궁전에 들어가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 

다.64) 성경에서 모세의 탄생과 유년시절 이야기를 통틀어 아버지 남성이  , 

언급되는 적은 모세의 혈통을 이야기하기 위해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고 설명할 때뿐이다 모세도 예수도 유년 .” . 

63)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수태를 고지하다 루카 목자들이 아기 예수 ( 1:26-38), 

를 뵙다 루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뵙다 마태 시메온이 아기 ( 2:15-20), ( 2:1-12), 

예수의 미래를 예언하다 루카 잃어버렸던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 2:15-35), 

찾다 루카 게다가 예수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 세례자 요한은 그의 이종 사( 2:41-51), 

촌 형 즉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다 마태 마르 루카 , . ( 3:13-17, 1:9-11, 

3:21-22).
64) 나일 강에 버려진 모세를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고 그 누이의 도움으로 친 어머니의 손 , 

에 자라게 되다 탈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다 탈출 ( 2:3-10),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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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적시에 나타난 여성 조력자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민족과 인류를 구

원할 인물로 장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두 인물의 삶에 보이는 여러 공통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모세의 삶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훗날 예수가 겪을 사건의 미. 

리 보기이며 예수의 삶에서 재현됨으로써 궁극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모, . 

세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 

읽는 사람들은 모세를 예수의 예형으로 받아들이고 신께서 모세에게 내린 , 

책무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일과 신의 아들이자 신 그 

자신인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행한 일 즉 구약성, 

경의 내용을 신약성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 

엘 민족들이 겪은 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반적인 사건으로 인식된다. 

이로써 당대 사람들과 현재의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음이 규명된

다 성경을 읽는 이들은 예형론에 근거한 성경 해석을 통해 자신들이 믿음. 

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이에 , 

따라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점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교부들. 

은 올바른 성경 해석 방식으로서 예형론을 지지하고 널리 활용하였다, .

북유럽 미술에 보이는 예형론2. 

이미지 제작에 지극히 보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사회   

는 예형론의 아이디어를 설파하는 도구로써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그들은 . 

중세 가톨릭 문화권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그림 성경의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갔다 중세 유럽의 가톨릭 문화권에서는 성직자나 수도승이 아니고서야 . 

일반인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성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림으로 그 내용을 설

명하고는 하였다 세기 프랑스에서 왕족에게 성경 내용을 가르치기 위. 13

해 제작한 바이블 모랄리제(『 Bible moralisée 는 그림을 곁들인 성경 필)』

사본으로 성경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예형론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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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발췌 내용이 갖는 윤리적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각 면에. 

는 예형과 대형의 짝을 이루는 구약성경의 장면과 신약성경의 장면이 삽

화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으며 텍스트는 그 밑에 주석의 형식으로 제시되

었다 때로는 주석 없이 삽화만 그려져 있기도 하다 바이블 모랄리제 는 . . 『 』

고급 종이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글과 그림을 적어 넣은 필사본으로 매

우 값비싸고 사적으로만 이용되었다 평민들이 이미지와 함께 유형학적 관. 

점을 접할 수 있는 경로는 비슷한 시기 제작된 가난한 이들의 성경『

(Biblia Pauperum 과 인류 구원의 인류 구원의 거울) (』 『 Speculum 

humanae salvationis 을 통해서였다) .』 65) 가난한 이들의 성경 은 바이 『 』 『

블 모랄리제 를 단순화시킨 판본으로 역시나 예형론을 시각화하여 설명한 , 』

책이다 후자가 필사본으로만 제작되었던 것과 달리 전자는 필사본 외에도 . 

세기에 들어 목판인쇄본 으로도 제작되어 보급되었다15 (block-book) . 

년에는 독일의 판화가 알브레흐트 피셔 가 금속 활1462 (Albrecht Pfister)

자본 으로 인쇄한 후 약 권정도 더 제작되었다(incunabulum) 18 . 

이미지와 텍스트의 비중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가난한 이들의 성   . 『

경 은 이전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때로는 그림 속 인물, 』

들이 직접 대사를 말하는 것처럼 텍스트가 적힌 수권 모양의 모티프가 인

물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도 하였다 가난한 이들의 성경 이 라틴어 판본보. 『 』

다는 각 지역의 언어로 된 판본으로 더 많이 제작되었음을 고려하면 텍스, 

트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내용 이해의 난이도는 오히려 낮아졌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66) 세기에 제작된 권의 판본 중에는 네덜란드어 판본 15 12

도 있었다 총 장으로 구성된 네덜란드어 판본은 년에서 년 . 40 1470 1480

사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재료의 질을 낮추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 

65) 가난한 이들의 성경 은 년대 독일의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다 ‘ (Biblia Pauperum)’ 1930 . 

이 책은 가난한 이들의 성경이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난한 이들이 사기 어

려운 매체로 제작되었다 목판 인쇄본은 필사본보다는 개체 수도 많고 가격도 저렴했지. 

만 여전히 가난한 이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일반 성직자들 정. 

도가 구매하여 이를 문맹자 성경 교육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66) Patricia Wardle, “Summaries of ‘A Biblia Pauperum with Woodcuts by Jacob 

Cornelis and Lucas van Leyden Reconstructed’ by J. P. Filedt Kok,” Bulletin 
van het Rijksmuseum 36 (1988): 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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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택함으로써 물리적인 진입 장벽이 허물어졌다면 독해 가능한 사람, 

이 훨씬 많은 언어를 택한 것은 정신적인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 덕분에 . 

이 책은 보다 널리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예형론의 관점을 노출시켰다, , . 

가난한 이들의 성경 은 세기까지도 독일 및 네덜란드 지역에서 재   16『 』

생산되었다 전문 인쇄업자 둔 피터스손 은 그가 암스테르. (Doen Pietersz.)

담에서 활동하였던 년에서 년 사이 당대 최고의 동판화가 야콥 1516 1532

코르넬리스손 과 루카스 (Jacob Cornelisz. van Oostsanen, 1470-1533)

판 라이던 이 제작한 판화를 넣어 여러 (Lucas van Leyden, 1494-1533)

언어로 번역된 가난한 이들의 성경 을 펴냈다 년에는 둔 피터스손. 1988『 』

의 네덜란드어 목판인쇄본 일부가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에(Braunschweig)

서 발견되었다.67) 이 때 발견된 판화 조각 점은 모두 구약성경의 내용 46

을 그리고 있다 그 중 장면은 야콥 코르넬리스손이 나머지 개 장면. 22 , 24

은 루카스 판 라이던이 제작한 것으로 대부분 년대 본의 도상을 1470~80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림 아래에는 네덜란드어로 된 주석이 달려있다 영. . 

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소장된 예전 판본들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결과 , , 

원래 각 판화 조각은 대형이 되는 신약성경의 장면을 사이에 두고 양 쪽

에 제시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세 개의 장면을 그린 두 묶음의 판화가 책, 

장 아래 위를 양분하고 있는 형태였음이 밝혀졌다. 

네덜란드국립미술관 소장 가난한 이들의 성경 프랑스어 판본에도 모   『 』 

세와 예수의 예형 대형 관계를 명시한 그림 도 이 삽입되어 있다 프랑- [ 17] . 

스어 판 본 두 번째 장 상단에는 건축물처럼 생긴 각 프레임 안에 성경 

속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프레임 바깥에는 예언자들이 프레임 안에 묘사. 

된 일들을 들여다보듯 눈을 내리깔고 프레임에 몸을 기대고 있다 프레임 . 

가운데에는 목자들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장면 도 이 그려[ 18]

져 있으며 양쪽 프레임에는 그 예형이 되는 탈출기와 민수기의 일화가 그, 

67) 둔 피터스손 출판 본은 지금까지 발견된 판본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그려진 판본이라  

알려져 있다 세기 후반 네덜란드 사회 곳곳에 퍼져있던 종교개혁 움직임의 영향으. 16

로 이후에는 더 이상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 판본 자체도 구약성경 부분만 , 

잘려 따로 보관 된 것으로 보인다. Wardle, “Summarie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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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왼쪽 프레임 도 에는 불타는 덤불 숲 속에 나타난 신과 그 앞에 주저   [ 19]

앉아 신발을 벗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신의 산 호렙에서 양. 

떼를 치던 모세는 떨기나무 한 가운데서 불꽃이 타오르는데도 떨기가 타

서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 

확인하러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신이 떨기 한 가운데서 모습. 

을 드러내며 모세를 불러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였다 신이 모. 

세 앞에 나타난 이유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구하라

는 소명을 내리기 위해서였다.68) 따라서 왼쪽 판화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 

원자가 탄생하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른쪽 프레임 도. [ 20]

에는 모세의 형이자 레위 지파의 사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편도( )扁桃 69) 싹 

이 튼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에서 유랑하는 동안 레위 지파의 증손인 코라가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수장들은 이스라엘 민족. 

을 이끌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가리기 위해 각자의 지팡이를 증언

판을 모신 성막 안에 두었다 이튿날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 

아론의 지팡이에서 편도 싹이 돋아나 있었다.70) 오른쪽 판화는 민족을 이 

끌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확인시킴으로써 민족의 구원자가 

다시 한 번 탄생하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가운데 프레임에 위치한 장면은 목자들의 경배를 주제로 다루었다   ‘ ’ . 

목자들의 경배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

를 경배하기 위해 마구간을 방문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 때 아기 예수는 .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이며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 

68) 신께서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나시다 탈출 모세가 소명을 받다 탈출  ( 3:1-6), ( 3:7-12).
69) 장미과의 낙엽 교목 높이는 미터 정도이며 잎은 피침 모양인데 톱니가 있다 초봄에  . 6 , . 

연한 붉은색의 오판화 가 가지에 두세 개씩 마주 붙어 피고 열매는 핵과( ) , ( )五瓣花 核果

로 복숭아와 비슷한데 과육이 얇고 수분이 적다 종자는 식용 또는 약용 하며 지중해 . , 

연안이 원산지이다 편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 , accessed January 12, 2017,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 jsp?idx=497945.
70)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반역 민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다 민수  ( 16:1-35), (

1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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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다 즉 목자들의 경배 는 구세주의 탄생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알. , ‘ ’

려진 사건이다 가운데 그림이 다루는 구원자의 탄생과 공표 라는 . ‘ ( )’公表

주제는 양쪽 프레임에 그려진 그림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동일하

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이 세 사건은 완전 독립적인 사건이 . 

아니라 같은 범주 안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판화. 

가는 세 사건을 각각의 프레임에 묘사하고 이를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일, 

련의 사건들이 규명하는 예형론적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시각화하였다.

가난한 이들의 성경 보다 약간 늦은 시기 제작된 인류 구원의 인류    『 』 『

구원의 거울 은 그림에 치중한 화면 구성을 보이는 전자와 달리 화면에서 』

텍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였다 년에서 년 사이 라틴어로 처. 1309 1324

음 출간된 이 작자 미상의 판화집에는 삽화 아래 내용을 설명하는 장황한 

텍스트가 첨부되어 있었다 책의 서문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 

읽고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만 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평민들을 위해 , 

만들어진 그림책을 통해야만 성경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고 서술함으로

써 이 책의 목적이 평민을 가르치는 데 있음을 표명하였다.71) 세기 네 15

덜란드와 독일 전역에서 유행한 데보티오 모데르나 운(Devotio Moderna) 

동과 맞물리면서 인류 구원의 거울 의 제작과 유통은 더욱 활기를 띠었『 』

다 이 종교적 운동이 추구하는 겸손과 복종 단순한 삶 의 기치 아래 신. ' , '

심 깊은 성직자 및 학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신앙과 교리를 설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교를 세우고 필사본을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72) 프로테스탄 

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운동은 막을 내렸지만 이때 제작된 책들은 , 

상당 수 보전되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인류 구원의 거울 의 수만 해도 . 『 』

권이 넘고 그 중에는 라틴어 원본뿐 아니라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350 , , , 

스어 영어 그리고 체코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된 번역본들이 있다, , . 

독일 다름슈타트 응용과학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토마스 아 켐피스   

의 인류 구원의 거울 라틴어 필사본(Thomas á Kempis, c.1380-1471) 『 』 

71) Adrian Wilson and Joyce Lancaster Wilson, A Medieval Mirro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1984), 25.
72) Wilson and Wilson, Medieva l Mirro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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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직관적으로 예형론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의 표현 방식

까지 유사하게 시각화한 사례이다 년경 쓰인 이 책에는 개의 주제. 1360 34

가 원색으로 꾸며진 삽화와 함께 연재되어있다 각 주제마다 네 개 장면이 . 

삽화로 그려졌으며 책을 펼치면 네 장면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마주보고 , 

있는 뒷면 과 앞면 에 삽화가 한 쪽 당 두 개씩 아래위로 위(verso) (recto)

치해 있다 이야기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며 뒷면에는 신약의 장면이. , , 

앞면에는 그 예형에 해당하는 구약의 장면이 나타나있다 삽화가 제시된 . 

방식은 물론 그림이 있는 페이지에는 텍스트가 극히 제한되고 뒷장에 따

로 해설이 삽입된 점이 특이하다 작자는 화면에 해설을 적게 넣는 대신 . 

짝을 이루는 삽화의 외형을 비슷하게 그려 이 둘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

하는 예형론적 아이디어를 직관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그린 장 뒷면 도 과 역대 제왕의 일화를 그   18 [ 21]

린 장 앞면 도 을 함께 놓고 해보면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짐을 알 수 19 [ 22]

있다 장 뒷면 상단은 세 명의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찾아가 성모자에. 18

게 경배를 올리고 황금과 유향 몰약을 선물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바로 , , . 

맞은 편 장 앞면 상단은 예수의 또 다른 예형인 다윗 왕에게 세 명의 19

용사가 물을 길어 바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73) 세 명의 인물이 자신이  

섬기는 왕을 향해 무엇인가를 바침으로써 예를 표한다는 행위의 본질이 

같으며 왕좌에 자리한 왕 앞에 세 명 중 하나가 한 쪽 무릎을 꿇고 나머, 

지 둘이 서 있는 구성도 같다 다만 다윗 왕은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 . 

온 물을 마셨다가 주님이 노여워 할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마시는 대신 

신께 바쳤으나 먼 훗날 신의 아들이자 신 그 자신인 예수는 이를 기쁘게 , 

받아들임으로써 경배와 봉헌의 이야기를 끝마쳤다 필사본뿐만 아니라 권. 4

의 목판인쇄본 그 중 둘은 라틴어본 둘은 네덜란드어본이다 과 권의 ( , .) 16

금속 활자본으로도 인류 구원의 거울 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당대 이 『 』

책의 인기가 어느 정도로 높았는지를 실감하게 한다.74) 세기 말 즈음에 15

73) 동방 박사들의 방문 마태 다윗의 용사들 사무  ( 2:1-12), (I 23:8-39).
74) Wilson and Wilson, Medieva l Mirror,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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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부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예형론적 관점은 텍스트에서 독립된 형태로 동시대 회화 작품에서도    

흔히 발견되었다 교황 식스투스 세 재위기에 완. 4 (Sixtus IV, 1471-1484) 

성된 시스티나 예배당 남북쪽 벽 도 의 눈높이에는 각각 모세의 일[ 23, 26]

생과 예수의 일생을 주제로 한 여섯 장면의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다 양. 

쪽 벽화는 네 개의 단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모세와 예수의 일생을 보

여주는 세 번째 단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벽화의 첫 . 

번째에는 마태오 복음 장 절에 나열된 예수의 선조들이 그려져 있고1 1 , 

두 번째 단에는 역대 교황들의 모습이 마지막 단에는 공간을 화려하게 장, 

식하기 위한 가짜 커튼이 묘사되어 있다 세 번째 단의 프레스코화 열두 . 

점은 보티첼리 페루지노(Sandro Botticelli, c.1445-1510), (Pietro 

로셀리 등 Perugino, c.1446/1452-1523), (Cosimo Rosselli, 1439-1507) 

세기 이탈리아의 대가 여섯 명이 나누어 그린 것이다15 .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여섯 개의 화면은 예형론적 관점에서 상응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남쪽 벽에 그려진 모세의 생애는 원래 제단이 있었던 . 

서쪽 벽에서부터 전개되도록 고안되었다 원래는 페루지노가 그린 모세의 . <

발견 이 모세 이야기를 여는 첫 장면이었으나 년 미켈란젤로> 1536

가 그 위에 최후의 심판 을 덧(Michaelangelo Buonarroti, 1475-1564) < >

그리면서 이 장면은 소실되었다 제단에서 가장 가까운 쪽의 남쪽 벽 도. [

에는 모세가 아내 치포라와 이집트로 돌아가 히브리 민족을 이집24, 25]

트 땅에서 탈출시키려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 장면에는 모세가 우, 

연찮게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고향을 떠난 뒤 소명을 받기 전까지 겪은 

몇 가지 사건이 한 화면에 그려져 있다 가운데 두 장면에는 각각 모세가 .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산에서 신의 계약이 적힌 궤, 

를 내려 받는 모습이 마지막 두 장면에는 그가 반역자들을 처벌하고 가, , 

나안 땅 언저리에서 목숨을 거두는 모습이 이어진다 그 맞은 편 북쪽 벽. 

도 에는 차례로 예수의 세례 장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장면 첫 [ 27, 28] , , 

번째 사도를 임명하고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장면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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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닦을 것을 당부하고 죽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 

면이 묘사되어 있다. 

교황 관저 내 개인 예배당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이므로 주문자이자 주    , 

감상자인 교황 식스투스 세는 벽화 디자인에 개인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4

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양 쪽 벽에 그려진 모세와 예수. 

는 식스투스 세가 본받고자 했던 인물이며 모세와 예수의 삶은 교황 자4

신이 삶에서 지향하는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75) 가톨 

릭의 수장으로서 신학에 통달해 있었을 교황은 분명 모세가 예수의 예형

임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알렉산더 링커 가 . (Alexander Linke)

지적한 대로 양 쪽 벽의 주제들은 직접 비교하여 해석하기에는 다소 추상, 

적이고 이상화 되어 있어 이것이 어떤 예형론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지 금방 알아차리기 어렵다.76) 그러나 링커는 네 개의 단에 그려진 주제 

를 개별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서사를 이루는 요소들로 생각, 

한다면 벽화에 반영된 예형론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77) 모 

세의 삶은 예수의 삶으로 대체되며 이 열 두 개의 주제는 결국 제단 뒤 , 

벽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 으로 대체된다 예형론적 관점에 따르면 구약의 ‘ ’ .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까지 모두를 인류 , 

구원의 역사라는 거대한 맥락 위에 위치시킬 수 있다 시스티나 예배당 벽. 

화를 그리는 데 참여한 화가의 수만 해도 십여 명이 넘었으며 이를 참고 , 

작품으로 삼았던 동시대 그리고 후대 화가들까지 고려하면 시스티나 예배, 

당 프레스코화 디자인이 시각화한 예형론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화가

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세기 들어 네덜란드와 독일 전역에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16

종교적 이미지 제작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와 별개로 예술가들 사이에, 

75) Lorenzo Del Turco, The Sistine Chapel (Rome: Lorenzo Del Turco, 1970), 

10-11.
76) Alexander Linke, Typologie in der Frühen Neuzeit: Genese und Semantik 

heilsgeschichtlicher Bildprogramme von der Cappella Sistina (1480) bis San 
Giovanni in Laterano (1650) (Berlin: Dietrich Reimer Verlag, c.2014), 229.

77) Linke, Typologie, 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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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일종의 회화 전통으로서 예형론적 관점이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보

인다 특히나 세대 프로테스탄트 교부들은 예형론을 옹호하고 이를 설. 2,3 

교나 성경 해설에 적극 이용하였으므로 이즈음에는 예형론을 시각화하는 

것 역시 엄격하게 제재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년 암스테르담에. 1662

서 인쇄된 윌리엄 퍼킨스 전집(『 William Perkins, Alle de werken 에는 )』

예형론적 아이디어를 암시하는 동판화가 표지로 들어가 있다 영국 엘리자. 

베스 여왕 통치기의 신학자 성직자였던 윌리엄 퍼킨스, (William Perkins, 

는 청교도파의 주창자 중 하나였다 그는 칼뱅과 그의 제자 테1558 1602) . –

오도르 베자 의 개혁 신학을 굳게 지지하였(Theodore Beza, 1519-1605)

으며 이를 영국에 소개하였다 퍼킨스는 그가 따르는 칼뱅의 신학과 마찬, . 

가지로 성경을 가장 중요시하고 이에 철저히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때 구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8) 

성경을 향한 열정을 강조하려는 듯 퍼킨스의 전집 제 권의 표지 도   , 2 [

에는 그의 초상과 함께 신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 든 모세와 사람이 29] ‘

되신 말씀 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다’ .79) 화면 가운데의 타원형 액자 

에는 퍼킨스의 모습이 액자 오른쪽으로 두광을 띤 예수가 나타나 있다, . 

예수는 오른손을 들어 맞은편에 서 있는 모세를 가리킨다 이마에서 광선. 

을 내뿜는 모세는 십계가 적힌 증언판과 지팡이를 들고 서 있다 예수는 . 

모세를 직접 가리켜 보임으로써 그가 자신의 예형임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세의 증언판은 퍼킨스와 모세가 유관함을 주장하려는 듯 퍼킨스. 

의 초상과 가까이에 맞닿아 있다 퍼킨스와 모세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 

강조되어 보이는 것은 단지 판화가 테오도르 마탐 이 (Theodor Matham)

여전히 예수의 모습을 그리기를 주저하여 예수를 더 소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판화가의 의도는 알려진 바 없으나 예수와 모세의 상관. 

관계만큼은 그림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따라서 예형론에 대한 배경 지. 

78) Thomas D. Lea, "The Hermeneutics of the Puritan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9 (1996): 275.
79) 모세에게 증언판을 주시다 탈출 다시 계약을 맺다 탈출 한처음에  ( 31:18), ( 34:10-28),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신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신이셨다 요한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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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없는 이라도 두 인물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것

이다.

베르메르의 가족사와 그의 데뷔 초 상황을 고려하면 그 역시 예형론적    

전통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년 베르메르의 부모. 1615

는 유명한 칼뱅주의자 야코부스 타우리누스 앞에 결(Jacobus Taurinus) 

혼을 서약하였고 베르메르를 낳은 후 년 월 일에는 델프트의 프, 1632 10 31

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아기에 세례를 주었다 둘 다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 

된 신자는 아니고 단지 지지자들 로 불리는 개혁지지 세력에 (liefhebbers)

속했다 그러나 결혼 탄생과 같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교회와 나누었. , 

을 정도의 신앙심 혹은 신자로서의 의무감은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 

형론은 프로테스탄트 교부들도 설교나 성경 해설서에 즐겨 사용하였던 신

학 이론이므로 교회와 교류가 있던 사람에게 아주 생소한 내용은 아니었, 

을 것이다. 

더욱이 화가라는 직업군에 예형론은 일종의 화론이나 도상의 출처의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내용이었다 베르메르가 어렸을 적부. 

터 아버지를 따라 델프트 주변의 대도시를 종종 방문하였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림 감식을 위해 헤이그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

가 이러한 아이디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열어준다.80) 특히 몬티 

아스가 제안하는 대로 그가 데뷔 전 화가 수업을 받기 위해 위트레흐트와 

암스테르담에 일정 기간 머무른 적이 있었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다 세기 초중반 위트레흐트는 인쇄 출판업의 중심지로 인류 구원의 . 15 , 『

거울 과 가난한 이들의 성경 을 포함하여 북부 유럽에 배포된 상당수의 』 『 』

인쇄서들의 제작을 도맡았던 곳이었기 때문이다.81) 암스테르담에서는 동시 

대 네덜란드의 온 상거래 제조 및 유통 관련 업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 

므로 나라 안팎의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생각, 

과 물건들이 유입되었다 다시 말해 이 두 도시는 예형론과 관련된 정보를 . 

80) Blankert, et al., Vermeer, 77.
81) Wilson and Wilson, Medieva l Mirro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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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입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었다. 

서점 주인과 교류하며 실제로 적잖은 책을 소장하였던 베르메르는 위   

트레흐트와 암스테르담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새롭고 흥미로운 서적들

에 관심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화면에 다양한 상징적 모티프를 . 

넣어 모호하면서도 풍부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했던 화가는 예

형론을 통해 모세와 예수의 상호대체가능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한 번쯤은 , 

이를 화면에 시도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베르메르의 방식으로 소화해. 

낸 모세와 예수의 예형론적 이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화가, 

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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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성화로서의 모세의 발견IV. < >?

지금까지 모세의 발견 을 주제로 한 그림이 베르메르의 천문학자 와     ‘ ’ < >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의 모티프로 등장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 , 

이 모티프를 모세의 발견 이 아닌 성모자상 으로 정당하게 치환시킬 수 ‘ ’ ‘ ’

있는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베르메르의 그림 . 

속 모세의 발견 이 성모자 상처럼 보이는지 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 > ‘ ’ . 1

절에서는 먼저 베르메르의 천문학자 와  편지 속 모세의 발견 과 이< > < > < >

제까지 그려져 왔던 동일 주제의 작품들을 비교함으로써 베르메르의 모<

세의 발견 이 갖는 독특함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베르메르의 그림 > . 

속 이집트 공주와 모세가 성모자상의 회화적 전통과 외형적인 면에서 어

떠한 유사점을 공유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이어지는 제 절에서는 베르메르. 2

가 이 독특한 도상을 선택한 의도를 밝히고 만약 이 도상을 모세의 발, ‘

견 이 아니라 성모자상 으로 이해한다면 전체 그림에서 이 그림 속 그림 ’ ‘ ’

모티프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를 고찰해볼 것이다. 

모세의 발견 1. 

천문학자 와 편지 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세의 발견 이 갖는 독   < > < > ‘ ’

특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주제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그려져 왔

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주제의 출처는 탈출기 장의 첫 구절. 2 10

인 모세의 탄생 부분이며 그 중 절부터 절까지는 아기 모세가 강에서 , 3 6

발견되어 구출될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더 숨겨 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바구니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 .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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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 , 

갈대 사이에 있는 바구니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 

였다 그것을 열어 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 . 

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 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탈출 , “ .” . (

2:3-6)

탈출기의 묘사에 따르면 모세의 발견 장면에는 갈대가 나 있는 나일 강 

지류를 배경으로 이집트의 공주와 시녀들이 등장하고 아기가 담긴 혹은 , 

담겼던 바구니가 나타나야 한다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의 대가 파울로 베로. 

네제를 비롯한 여러 화가들 역시 모세의 발견 에 나일 강 갈대 수풀 공< > , , 

주와 시녀 아기 바구니 모티프를 그려 넣었다 네덜란드가 위치한 저지대 , . 

국가 에서는 르네상스기 모세의 발견을 주제로 한 판화가 (Low Countries)

여러 점 제작되었다 이후 세기에 이르러 피터 드 흐레버 도 얀 드 . 17 [ 30], 

브레이 페르디난트 볼(Jan de Bray, 1627-1697), (Ferdinand Bol, 

도 등이 이를 주제로 한 유화를 남겼다 판화와 유화는 예1616-1680)[ 31] . 

외 없이 앞서 언급한 모티프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티프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모세의 발견을 주   

제로 한 그림들이 포착한 장면이다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여러 장면 중 어. 

떤 장면을 그릴지 선택하는 것은 주제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세의 발견 이야기의 경우 동시대의 작품만 보더라도 대개 바구니를 발, 

견한 이집트 공주가 시녀를 시켜 이를 건져 올릴 것을 명하거나 막 건져 

올린 아기 모세를 시녀로부터 건네받으려는 장면을 묘사한다 구약성경에. 

는 공주가 바구니를 직접 열어보았다고 쓰여 있으나 그림으로 그려진 사

례들에는 거의 덮개가 없는 바구니에 아기가 뉘여 있다 덮개가 없으면 바. 

구니를 발견한 즉시 안에 아기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모세를 발견할 , 

당시의 순간을 더욱 극적으로 그리기 위해 화가가 변용하였을 공산이 있

다 전반적으로 갈색조를 띠는 화면과 강가 공주와 시녀들 아기와 아기. , , 

가 담겨있던 바구니 모티프는 모세의 발견 주제를 묘사할 때 공통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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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구성 요소들이다 이 때 그림 속 등장인물들은 높은 확률로 동일. 

한 장면 즉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여 건져 올리는 순간을 재현한다 성경 , . 

구절에 대입하면 장 절에서 절로 막 넘어 온 상황이다 세기 전반 2 5 6 . 17

길리엄 두 가르데인 이 그린 모(Guilliam du Gardijn, 1595/6-1647/57) <

세의 발견 도 은 이 주제를 그리는 전형적인 특징들을 >(c.1615-1630)[ 32]

잘 반영하고 있다 베르메르 작품보다 몇 년 일찍 그려진 페르디난트 볼의 . 

모세의 발견 도 또한 해당 주제를 그리는 일종의 문법을 충실히 따< >[ 31] 

랐다. 

반면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으로 삽입된 모세의 발견 도 은 중   < >[ 2, 4]

요한 지점에서 이러한 시각 전통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의 그림 . 

속 아기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품에 이미 안겨 있고 공주는 확실치는 않

으나 그녀 바로 왼편에서 아기 쪽으로 몸을 기울인 한 여성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하다 이는 탈출기 장 절부터 절까지 이루어지는 이집트 . 2 7 8

공주와 아기의 누이 사이의 대화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 “ , 

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 

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 .” , 

왔다 탈출 . ( 2:7-8)

모세의 발견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물에서 건져 올‘ ’ ‘

리는 장면은 배제되고 이야기의 절정을 지나 결말에 다다르는 과정이 그’ 

려졌다는 점 게다가 두 주인공이 마치 물가에 나들이를 나온 모자처럼 묘, 

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르메르의 그림 속 아기 모세와 공주는 오히

려 모세 이야기와 거리를 두고 있는 듯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발견. ‘

의 주요 구성 요소인 왕골 바구니의 존재가 그림 속에 분명히 드러나지 '

않는다는 점 역시 이 그림과 모세 이야기 사이의 간극을 심화시킨다 이미 . 

아기를 건져 낸 상황이라 해도 그 즉시 바구니를 치워 버리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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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근처에 바구니가 놓여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 작품의 주제가 모세의 . ‘

발견 임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작가는 의도적으로 왕골 바구니를 그’

려 넣었어야 한다 그러나 마치 작가가 오히려 이 주제를 숨기고자 했다는 . 

듯 그림 속에서 바구니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그림을 보는 관람자는 이처럼 원래의 전통에서 조금 벗어난    

아기를 안은 여성 을 보았을 때 무엇을 연상시킬 수 있었을까 전통적으‘ ’ . 

로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아기를 안은 여성의 도상은 제일 먼저 아기 예

수와 성모 마리아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그림 역시 관람자에

게 일견 성모자 상으로 오인되었을 소지가 있다 사이먼 샤마. (Simon 

는 세기 종교개혁의 기치 아래 성상파괴운동으로 인해 성모와 Schama) 16

아기 예수의 이미지들이 파괴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아주 일반적인 아기와 

어머니의 이미지를 보고도 성모자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

였다.82)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가장 공경 받았던 성인으로 성모와 관련된 의례 의식의 수만, , 

큼이나 그를 시각화한 이미지도 많았다 개혁기를 거치며 성인을 모시는 . 

의례가 정리되고 이미지들이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성모 신앙은 건재하였

으므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모자 이미지에 노출되었다.83) 

당시 작가들이 새로이 유화로 성모자상을 그리는 경우는 확연히 줄었   

으나 세기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이미지를 모사하거나 각자의 방식, 16-17

으로 이를 소화하여 제작한 에칭이나 동판화 등은 당대 성모자상의 존재

를 긍정한다 년 렘브란트 역시 . 1654 (Rembrandt van Rijn, 1606-1669) 

아기 예수를 꼭 끌어안은 성모와 창 밖에서 이를 바라보는 성 요셉의 애

틋한 모습을 에칭으로 남겨 놓았다 그가 에칭을 제작하는 동안 이를 압. , 

82) Schama, Embarrassment of Riches, 540.
83) Bridget Heal, The Cult of the Virgin Mary in Early Modern Germany: 

Protestant and Catholic Piety, 1500-16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북부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가장 거세게 일어났던 독일 지역에서도 Press, 2007), 1-3. 

여전히 성모 공경 문화가 뿌리 뽑히지 못했다면 역시 프로테스탄트가 정치적 주도권을 , 

잡았지만 가톨릭교도가 훨씬 많았던 네덜란드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화는 건재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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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판에 넣고 종이에 찍어내는 동안 그리고 상이 찍힌 종이를 말리는 동, 

안 그를 거쳐 간 많은 수의 견습생들은 적어도 이 작품을 통해서라도 성

모자를 이미지로 마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기 들어 모세의 발견 주제가 당대 사회   17 ‘ ’ 

에 크게 유행하였다고는 해도 이처럼 수 세기 동안 반복 재생산된 성모자 

이미지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수가 적었기 때문에 아기를 안은 여성 모티

프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보다 익숙한 이미지인 성모자의 모습을 떠올렸

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베르메르의 그림에서처럼 기존의 도상과 차이를 보. 

이는 경우라면 더욱 모세의 발견 보다는 성모자가 쉽게 연상되었을 것이‘ ’ 

다 그림 속 공주의 옷차림과 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이러한 오인. ‘ ’

의 가능성을 배가시킨다 그는 하얀 튜닉 위에 검푸른 색 망토를 걸치고 . 

그 외에는 아무런 장신구도 걸치지 않았다 심지어 맨발이다 이스라엘 민. . 

족을 식민 삼아 거느리던 이집트 공주라기에는 옷차림이 지나치게 검소하

다 이는 가르데인이 그린 모세의 발견 속 공주 도 와는 상반되는 모. < > [ 33]

습이다 가르데인의 공주는 여러 겹의 드레스를 겹쳐 입고 그 위에는 모피. 

로 치장한 망토를 둘렀으며 터번처럼 생긴 머리장식을 머리에 얹고 있다, . 

머리장식에 달린 보석은 이마 앞쪽으로 물방울처럼 떨어지며 이와 대구를 

이루듯 허리춤에는 큰 보석으로 장식한 허리띠가 둘러있다 나일 강에 떠. 

내려 오던 아기 모세를 발견한 공주는 왕홀을 이용하여 아기를 건져 데려

올 것을 명하고 있다 인물 머리 위로 드리워진 차양은 중심인물이 공주라. 

는 사실을 강조한다. 

공주 일행이 나일강가로 목욕을 나온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생각   

하면 인물들이 나체로 그려진 편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페르디난트 볼의 . 

그림 도 에는 전라의 여인들이 큼지막한 천을 두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31] . 

공주 역시 하얀 천으로 겨우 서혜부만 가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베르메. 

르의 그림 속 공주는 화려한 치장을 하지도 나체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 

그의 몸 전체를 감싸 안은 검푸른 망토는 그리스도교 시각문화 안에서 성

모 마리아의 지물로 여겨지던 모티프이며 대부분의 경우 성모는 이 푸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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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토 안에 하얀색이나 파스텔 톤의 드레스를 입은 것으로 묘사됨을 고려

한다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성모 마리아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84)

아기를 안은 여성이 앉은 자세 역시 성모자 상을 연상시킨다 그리스도   . 

교 시각 문화에서 성모 마리아는 그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전의 일생,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후 일어난 성모 승천 이야기를 제외하고

는 항상 예수를 동반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수가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 

날 때에는 대개 성모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앉아 있는 자세로 그려졌

다 년경 얀 브뤼겔 세 과 헨. 1608 1 (Jan Brueghel the Elder, 1568-1625)

드릭 판 베일런 이 협업하여 그린 (Hendrik van Balen, c. 1574-1632)

꽃 갈란드 안의 성모자상< (Flower Garland Around the Virgin and 

도 과 비교해보면 성모자상과 베르메르의 모세의 발견 사이의 Child)>[ 34] < > 

도상적 유사성을 보다 뚜렷하게 인식 할 수 있다 밀라노의 추기경 페데리. 

코 보로메오 의 주문으로 그려진 이 그(Federico Borromeo, 1564-1631)

림 한 가운데에는 성모와 아기 예수를 그린 메달리온이 있다 메달리온 속 . 

성모는 연한 분홍빛을 띠는 드레스에 푸른 망토를 어깨에 둘러 걸치고 있

으며 무릎에 아기 예수를 받쳐 안고 있다 성모의 오른손은 아기의 오른, . 

쪽 겨드랑이 아래를 지탱하고 있고 왼손은 아기의 양 다리 아래로 넣어 , 

엉덩이 쪽을 가볍게 붙잡고 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아기 예수는 성모. 

의 무릎에 앉아 홍조를 띤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베르메르의 그림 속 . 

그림의 공주가 아기 모세를 안은 방식은 좌우가 대칭되었다는 점만 제외, 

하면 브뤼겔의 그림 속 성모가 예수를 안은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공주는 . 

무릎에 모세를 앉히고 왼손은 모세의 왼쪽 겨드랑이 쪽에 오른손은 양 발 , 

아래 끼고 아기를 받쳐 안고 있다. 

84) Jacqueline Orsini, Mary: Images of Holy Mothers (San Francisco: Chronic le 

년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파체코가 그의 저서 회Books, c.2000), viii, xii. 1649 <

화의 기술 에서 성모 마리아를 시각화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Arte de la Pintura)>

원칙들을 제시한 이후 스페인 및 이탈리아를 비롯한 북부 유럽 지역의 많은 화가들이 

이를 따랐다 그러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이를 아예 알고 있지 않거나 알지. 

만 따르지 않는 화가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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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도상은 야외에서 아기를 안은 여성이 아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듯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자들의 경배‘ (Adoration of the 

나 동방박사의 경배 와 같이 에피Shepherds)’ ‘ (Adoration of the Magi)’

파니 의 순간을 나타낸 이미지와도 시각적으(Epiphany, ἐ , )公現πιφάνεια

로 매우 유사하다 고대 그리스어로 나타남 을 뜻하는 에. ‘ (Manifestation)’

피파니는 일반적인 의미의 나타남을 표현할 때에도 쓰였지만 특히 신적 

존재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남을 가리킨다.85) 기독 신앙에서는 예수 

가 어떤 외양으로든 인간들에게 신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경우를 가리

켜 에피파니라 이른다 서방교회에서 고유명사 에피파니. (The Epiphany)

는 세 명의 동방 박사가 예수의 탄생을 알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 을 가리킨다 이 사건을 통해 예‘ ( ) ’ . 公現

수가 구세주임이 이방의 민족들 모두에게까지 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날은 기독교 전례력 상 중요한 축일로 꼽힌다 주님 공현 대축( ) . 典禮曆

일은 원래 세기 동방 교회에서 예수의 탄생과 동방 박사의 경배 세례를 3 ,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서방교회가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세기 . 4

무렵으로 세기에 이르러서는 예수가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사건에 한하여 , 5

기려졌다 따라서 서방교회의 영향력 아래 놓인 지역에서 그려진 에피파. ‘

니 의 장면은 동방박사의 경배 장면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 . 

듯 본래 고대 그리스어 에피파니는 신이 인간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 모‘ ’ 

든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동방박사의 경배뿐만 아니라 목자들의 경. 

배 나아가 그림 바깥의 관자를 상정하고 아기 예수를 관자에게 정면으로 , 

내보이듯 그려진 성모자상 또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에피파니의 범주에 

포함된다.

두 주인공의 외형과 주변 환경들까지 고려하면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   

림 역시 에피파니의 장면처럼 보인다 아기 모세를 안은 공주를 제외한 인. 

물들의 관심은 하나같이 두 주인공을 향하고 있다 공주의 왼쪽 어깨 너머. 

85) Joseph H. Thayer, A Greek-Eng 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889), 209.



- 59 -

에 서 있는 여인과 그 왼쪽에 나체로 앉아 있는 여인의 시선은 아기 모세

에게 쏠려 있다 공주의 오른편 뒤쪽에 있는 여인 역시 멀찌감치 떨어져 . 

있기는 하지만 시선은 아기를 향하고 있다 그 아래 뭍에 걸터앉은 두 여. 

인은 그 둘 사이에 놓인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공주가 있는 쪽으로 몸을 

완전히 기울여 그들의 관심사 역시 이 아기와 여인임을 보여준다 공주는 . 

이러한 관심을 의식하고 있다는 듯 사람들에게 아기를 더 잘 보여주기 위

해 아기를 자신의 품 쪽으로 끌어안지 않고 정면으로 돌려 무릎에 세우다

시피 추켜 앉혔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워 하는듯한 공주의 태도에서 이 아. 

기가 비범하고 관심 받아 마땅한 아기임을 느낄 수 있다 아기를 보기 위. 

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의 모습은 여느 동방박사의 경배 또는 목자

들의 경배 장면과 다르지 않다. 

안트베르펜의 대가 야콥 요르단스 가 그   (Jacob Jordaens, 1593-1678)

린 목자들의 경배 도 도 아기 예수를 안은 성모를 중심으로 사< >(1671)[ 35]

람 가축 모두가 아기 쪽으로 몸을 향해 구세주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을 , 

재현하였다 화면 전반에 흐르는 따뜻함은 아기를 보러 모여 든 사람들의 . 

애정과 관심 어린 시선에 연유한다 성모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이들에. 

게 품에 안은 아기를 조심스레 내보이고 있다 년에 그려진 얀 드 브. 1658

레이의 동방박사의 경배 도 에서는 따뜻함 대신 보다 엄숙한 분위기< >[ 36]

에서 구세주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가 이루어진다 성모와 아기 예수 요. , 

셉 앞에 동방박사 세 사람과 시종으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 무릎을 꿇고 

있고 마구간 모퉁이 뒤편으로는 무장을 하고 말을 탄 두 명의 군인이 그

려져 있다 이들의 시선 역시 모두 아기 예수에게로 몰려있으며 성모는 조. 

심스럽게 아기를 붙잡아 무릎에 앉히고 경배를 하러 온 이들 앞에 제시한

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아기를 안은 여성을 둘러싸고 아기를 지켜보는 . 

가운데 여성이 이들에게 아기를 내보이듯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은 예수 에피파니의 장면과 유사한 골격을 갖추

고 있다.

베르메르의 그림에서 보이는 도상의 특이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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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에피파니를 연상시키는 형상과 구도로 모세의 발견 장면을 그린 전례‘ ’ 

가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기 네덜란드 공화국과 플랑드르 지. 17

방을 통틀어 그려진 모세의 발견 중 피터 드 흐레버의 그림은 베르메르< > 

의 그림 속 그림과 가장 유사한 도상을 보여준다 베르메르보다 한 세대 . 

정도 먼저 활동한 피터 드 흐레버의 모세의 발견 도 역시 이집트 공< >[ 30] 

주와 아기 모세를 마치 성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렸다 화. 

면 가득 잡힌 군상은 오른쪽 위로 상승하는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그 뒤로 높다란 풀숲이 배경으로 나타나 있다 전체 배경의 약 정도. 2/3 

를 숲이 차지하고 있는 한편 나머지 에는 구름 낀 하늘과 나일 강 그1/3 , 

리고 강 건너편의 건물 하나가 그려져 있다. 

군상 한 가운데 이집트 공주와 모세는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   

다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늘어뜨린 금발을 시녀에게 빗기던 공주. 

는 모세의 누이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아 들고 지긋이 아래를 응시하고 있

다 공주의 발 치에는 푸른색 양탄자가 깔려 있으며 공주의 왼편에서 아. , 

기를 감싸기 위해 하녀가 건네는 직물의 색도 푸른색이다 둘 다 풍부한 . 

푸른색 직물에 금사로 촘촘히 수를 놓은 것으로 보이며 직물에서 느껴지

는 섬세함과 화려함 깊은 우아함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림의 주인공이 고, 

귀한 신분임을 알려준다 전반적으로 화면이 어두운 가운데 이집트 공주와 . 

아기 모세는 명도가 높은 색조로 선명하게 그려진 반면 주변의 인물들은 , 

어둡고 흐릿하게 그려져 있어 강한 대비를 이룬다 그림 속 하늘은 구름으. 

로 뒤덮여 광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이집트 공주와 아기 모세 . 

그리고 주변 인물들에게서 보이는 명도 차는 아기와 공주에게서 빛이 나

는 듯한 인상을 조성한다 나아가 이는 성모자의 두광을 연상시킨다 성모. . 

의 색인 푸른색의 디테일과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강력한 명암대비, 

무엇보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의 자세를 고려하면 드 흐레버의 그림 역

시 일견 성모자 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점에서 관자는 이 그림의 주제가 모세의 발견임을    

분명히 인지하게 된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기를 안은 여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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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눈부시게 하얀 공단 소재의 드레스는 별다른 무늬가 없어도 모든 .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상당히 화면에서 도드라진다 어깨부터 소맷자락까. 

지는 금사로 주름이 잡혀 있으며 소맷부리에는 넓게 금빛 천이 덧대어져 , 

있다 그가 건 목걸이에는 진주 오닉스 내지는 사파이어가 박힌 큰 펜던. , 

트가 달려있다 이처럼 화려한 여성의 의상은 오히려 그가 이집트의 공주. 

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한다 또한 오른편에서 아기의 엉덩이를 받쳐 든 여. 

성 즉 아기 모세의 누이까지도 화면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위치하여 그 존, 

재감이 상당히 강조되었고 무엇보다도 화면 전경 등을 돌린 여성이 들고 , 

있는 커다란 왕골 바구니 때문에 관자는 이것이 모세의 발견을 그리고 있

음을 파악할 수 있다.8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세기의  17

모세의 발견 중 이 정도로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과 비슷한 도상을 < > 

보이는 경우가 더 없을 뿐만 아니라 베르메르의 초기 화풍을 고려하면 그

가 선배 화가의 작업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작품 

사이의 영향 관계를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할렘에서 이미 역사화 초상화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아버지 프   , 

란스 피터손 드 흐레버 에게 기(Frans Pietersz. de Grebber, 1573-1649)

초적인 교육을 받고 헨드릭 골치우스의 화방에서 견습을 한 피터 드 흐레

버는 년대 중반 명확하고 질서 있는 화면 구성 옅은 색조의 팔레트1620 , , 

회화적인 붓놀림으로 대표되는 화풍을 완성함으로써 할렘 고전주의자

의 선봉에 섰다 초기 작품에는 그가 당시 동경했던 (Haarlem Classicist) . 

위트레흐트 화파 의 영향이 드러났으나 곧 자신만(Utrecht Caravaggisti) , 

의 독보적인 화풍을 구사하게 되며 화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는 . 

년 할렘의 노인 빈민구호소에 자선 행위를 주제로 한 그림과 성경 속 1628

인물인 야곱 라헬 그리고 레아의 이야기를 그린 큰 그림을 그린 이후 공, 

공기관 궁정 내부를 장식하기 위한 그림을 주문 받았다 년에는 , . 1648~50

헤이그에 있는 왕족의 공식 관저 하우스텐보그 내 오라(Huis ten Bosch) 

녀의 방 에도 작품을 걸게 된다 역사화 초상화가로서 자부심(Oranjezaal) . , 

86) Streule, “Objects of Desire,”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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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단했던 드 흐레버는 대를 이어 화가로서의 명성을 떨치며 많은 제자

를 양성하였다. 

드 흐레버에게는 말년이었던 년 초 베르메르는 막 화가로서 경력   1650 , 

을 쌓기 시작하였다 작품 활동 초기 베르메르가 위트레흐트 카라바지오화. 

풍의 역사화를 여러 점 남겼으며 그림 매매 상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암스, 

테르담 위트레흐트 할렘 등 근교 도시로 종종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는 , , 

점을 고려하면 그는 분명 할렘 고전주의에도 관심을 두었을 것이다 드 흐. 

레버는 역사화가로서 명망이 있었고 특히나 그의 모세의 발견 은 세로 , < >

센티미터 가로 센티미터의 대작이었으므로 할렘에 방문한 사람170 , 229 

이라면 누구나 이 대작을 보고 싶어 했으리라 짐작된다 이 작품은 베르메. 

르가 훗날 그린 그림 속 그림 의 특정된 모델이라 볼 수는 없지만 적어‘ ' , 

도 베르메르에게 이집트 공주와 아기 모세가 성모자처럼 보일 수 있음을 

알려준 계기는 되었을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이 제안한대로 베르메르는 피터 렐리의 작품을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자크 푸카르트 는 년 머큐. (Jacques Foucart) 1989

리 지에 게재한 짤막한 글을 통해 그동안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피터 렐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역사화가로서 그를 세기 네덜란드 미술17

사의 맥락 안에 재 위치시켰다 그는 대표적인 베르메르 연구자인 알버트 . 

블란커르트와 빌럼 판 드 바터링 의 의견을 인(Willem van de Watering)

용하며 베르메르의 두 그림 속 모세의 발견 이 피터 렐리가 그린 그림임< >

을 주장하였다 또한 베르메르가 미술품 거래에도 뛰어들었다는 점을 근거. 

로 그가 원작으로 삼은 렐리의 그림을 갖고 있었으리라 확신하였다.87) 

년 년 두 차례에 걸쳐 판 드 바터링의 도움으로 베르메르 카탈1975 , 1986

로그를 저술한 블란커르트는 년에만 해도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의 1975

원작자가 피터 렐리라는 판 드 바터링의 주장을 인정하는 데 망설였다 그. 

러나 여년 뒤에 출간한 책에서는 그의 의견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였10

87) Jacques Foucart, “Peter Lely, Dutch History Painter,” The 
Hoogsteder-Naumann Mercury 8 (198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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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8) 그 사이 년 런던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열린 피터 렐리 단독  1978

전시의 도록에서도 역시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의 전반적인 크기나 구

성이 렐리의 것과 매우 유사함을 지적하였다.89) 

문제는 베르메르가 원작으로 삼았을 만한 피터 렐리의 모세의 발견   < >

이 현재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렐리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던 두 점의 . 

모세의 발견 중 한 점은 년에서 년 사이 진행된 복원 작업을 < > 2011 2012

통해 세기 후반 원래 목욕하는 님프를 그린 그림에 바구니에 담긴 아기 19

모세를 덧그려 넣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프랑스 렌 순수미술관. (Rennes, 

에서 소장하고 있는 나머지 한 점은 전반적인 구Museé des Beaux-Arts)

성이 판이하다.90) 렌 미술관 소장 모세의 발견 도 은 배경으로 제시된  < >[ 37]

숲이나 한 쪽으로 점점 상승하는 삼각형 구도 물가에 걸터앉은 나신의 여, 

인 모티프에서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과 어느 정도 유사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베르메르의 저울을 다는 여인 도 이나 믿음의 알레고리. < >[ 14] <

에 나타난 그림 속 그림들은 한 두 개의 모티프에서 (Allegory of Faith)>

유사성이 발견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로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91) 천문학자 에 등장하는 지구의와 주인공이  < >

들여다보는 천체학 서적만 하더라도 베르메르는 이것이 몇 년도에 만든 

버전인지 어떤 책의 몇 쪽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실물을 , 

본떠 묘사하곤 하였다.92) 

88) Albert Blankert, Rob Ruurs, and Willem L. van de Watering, Vermeer of 

Delft: Complete Edition of the Paintings (Oxford: Phaidon, 1978), 166; Blankert 

et al., Vermeer, 187.
89) Oliver Millar, Sir Peter Lely: 1618-80 (London: Nationa l Portrait Gallery, 

1978), 10.

90) Diana Dethloff, “Reception and Rejection: Lely’s subject pictures in an 

“un-understanding land”,” in Peter Lely, A Lyrical Vision, ed. Caroline 

이 복원 작업이 언제 진행되Campbell (London: The Coutauld Gallery, 2012), 43. 

었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년 월 일에 있었던 런던 크리스티 경매 , 2006 6 8

대상품 목록에도 모세의 발견 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년에 발표된 < > 2011

스트뢸의 박사논문 에도 모세의 발견 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아 “Object of Desire” < >

그 이후부터 전시 도록이 발간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진행되었으리라 추정된다.
91) 저울을 다는 여인 의 후경에는 야콥 드 베커 의 최후의 심판 이 < > (Jacob de Becker) < > , 

믿음의 알레고리 의 후경에는 야콥 요르단스의 십자가에 못박히심 이 그려져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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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베르메르가 렐리의 그림을 자기의 그림 속 그림의 모델로 삼았다   

고 하기에는 비슷한 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눈에 띈다 제일 먼저 두드러지. 

는 차이는 모세의 발견을 구성하는 여러 서사 중 두 작가의 화면이 포착

하고 있는 순간이 다르다는 점이다 렌 미술관 소장본 모세의 발견 은 . < >

공주가 손을 뻗어 바구니에서 꺼내지는 아기 모세를 넘겨받으려는 찰나를 

그리고 있다 공주와 아기는 아직 어떠한 물리적 접촉조차 하지 않은 상태. 

이다 또한 렐리의 그림 속 공주는 나신에 하반신에만 하얀 공단을 두르고 . 

있어 상반신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이와 달리 베르메르의 그림 속 공. 

주는 하얀 드레스와 검푸른 빛의 망토를 갖춰 입고 꼿꼿한 자세로 아기를 , 

무릎에 세워 앉혀 그 모습에서 기품이 느껴진다 공주의 시선은 맞은편에 . 

앉은 여성을 향한다 공주와 아기를 둘러 싼 여인들 하나하나의 자세와 배. 

치 생김새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다르다, . 

그토록 정교하게 세부를 묘사하곤 했던 베르메르가 렐리의 그림을 모   

델로 삼았음에도 이처럼 유독 여러 변용을 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베르메르의 심중에 특별한 의도가 . 

있었거나 다른 그림을 모델로 삼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닮은꼴이 미흡한 

그림 속 그림을 등장시켰을 리가 만무하다 베르메르와 렐리의 그림은 구. 

성 면에서 명백히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연구자들 역시 렌 

소장본을 원작이라 제안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렐리가 같은 주제로 그린 . 

또 다른 그림이 틀림없이 여러 점 있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 중 하나가 , 

원작이 되었을 가능성을 역설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는 화가가 평소. 

에도 하나의 주제를 반복적으로 그리곤 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렐. 

리가 프란스 드 흐레버에게 미술 교육을 받았으며 스승의 아들이자 동료 , 

견습생이었던 피터 드 흐레버에게서도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

함으로써 기존 연구자들은 렐리가 피터 드 흐레버의 년 작품을 보고 1634

이와 비슷한 구성 비슷한 도상으로 다른 모세의 발견 을 그렸으리라 주, < >

장하였다. 

92) Welu, “Vermeer’s Astronomer,” 263-64.



- 6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은 타당성을 갖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 

실재하는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상의 또 다른 그림이 존재하기

는 했는지 존재했다면 베르메르가 렐리의 그림을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 

접하였는지를 밝히기 전까지 이러한 가설은 그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

에 불과하다 이러한 그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높이 산다 해도 구체적으. 

로 어떤 점에서 이 그림을 렐리의 것이라 귀속할 수 있는지 보다 상세하

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베르메르의 그. 

림 속 그림의 원작자로서 렐리를 특정하려는 시도는 유보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우리는 이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누, 

군가의 원작을 베르메르가 보고 그렸으리라는 점에만 동의할 수 있을 뿐

이다.

해당 주제를 그린 기존의 작품들과 달리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으로    

그려진 모세의 발견 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응당 강조해야 할 부분들< > , 

즉 아기를 건져 올리는 순간의 포착이나 아기가 담겨 있었던 왕골 바구니 

모티프는 부각시키지 않았다 아기를 안은 여성의 자세와 의상 그리고 여. , 

기서 비롯된 태도는 오히려 성모자를 그리는 전통적인 도상과 닮아있다. 

중심인물을 둘러싼 제 자들에게 여성이 아기를 내보이는 장면은 심지어 3

에피파니의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종교개혁 이래 성모자를 비롯한 성인. , 

특히 예수는 공공연히 그리기 어려운 주제였으나 성모자의 이미지가 근절, 

되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졌다고는 결코 주장할 수 없다 이전까지 . 

사람들은 성모자 이미지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당대에도 여전히 , 

이러한 종교적 주제를 다룬 그림들이 실내를 장식하고 판화로 제작되어 , 

유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구약성경 속 인물이 예수의 예형으로 여. 

겨지며 그 근거가 되는 구약 신약성경의 장면들이 나란히 그려졌던 전례, , 

를 고려하면 당대 감상자들이 베르메르의 천문학자 와 편지를 쓰는 여< > <

인과 하녀 을 보았을 때 이 그림 속 그림의 아기와 여성을 성모자로 인식>

하고 에피파니의 장면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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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숨은 성모자상2. < >

천문학자 와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두 점의 그림 속 그림으로 그려< > < > 

진 모세의 발견 은 성모자의 모습을 이집트 공주와 아기 모세의 모습 속< >

에 숨겨 전달한다 역사화가로 데뷔하였으며 가톨릭 영향권에 밀접해 있. , 

었던 베르메르는 성모자상에 익숙해있었으므로 이 도상이 쉽게 혼동을 불

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베르메르가 이처럼 독. 

특한 도상을 선택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

는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을 모델로 하였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는 점이다 만약 화가가 직접 그린 그림이 모델이 되었다면 화가의 삶과 . , 

직결시켜 그 의도를 비교적 쉽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 

남아있는 그림이 없으며 원작이었을 만한 그림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베르메르가 모세의 발견을 단독 주제로 그림을 그

렸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93) 이에 따라 화가의 의도를 밝히는 일도 한 

층 더 복잡한 층위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별도의 원작 없이 그림 속 그림 그 자체로서 베르메르가 이 도상을 고   

안하였다고 가정한다 해도 이 역시 입증하기 힘들다 앞서 그려진 천문. <

학자 속 모세의 발견 을 살펴보면 이 주제의 중심인물인 공주와 모세 > < >

한 쌍이 그림의 가장 오른쪽에 치우쳐 잘려있고 이를 지켜보는 시녀 중 

한 명이 오히려 화면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베르. 

메르가 성모자 에피파니처럼 보이는 이집트 공주와 모세 도상을 의도적으

로 만들어냈다면 이 한 쌍을 화면 중심에 위치시키는 편이 더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약 년이 흐른 뒤에 그려진 편지 를 통해서야 정작 . 2~3 < >

이 모세의 발견 의 중심인물이 이 한 쌍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 >

된다 화가가 원래 알고 있던 그림을 보고 또는 떠올리며 이 그림 속 그. , 

93) 몇몇 연구자들은 베르메르가 모세의 발견 을 그렸을 가능성을 긍정하기도 한다 안소니  ‘ ' . 

베일리는 만약 베르메르가 이 주제를 단독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베르메르의 가장 중요, 

한 후원자 중 한 명인 제빵사 헨드릭 판 바위텐 이 소유하였던 (Hendrick van Buyten)

베르메르의 큰 작품 이 바로 그 작품일 것이라 추측하였다‘ ’ . Bailey, Vermeer, 167.



- 67 -

림을 그렸다고 가정하는 편이 중심인물의 이상한 배치를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림들 중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분. , 

명 이 그림의 원작이 되었을 만한 다른 누군가의 그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베르메르는 이 도상의 독특함을 간과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 

본인의 화면 속에 모티프로 도입함으로써 화가로서 갖는 시각적 유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세기 네덜란드미술 . 17

연구자들이 밝혔듯 당대 화가들은 대개 그림 속 그림에 어떤 상징성을 부

여하였으며 전체 그림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이용하였으므로 베르, 

메르 또한 이 그림 속 그림이 은밀한 방식으로 두 가지 주제를 전달한다

는 점을 이용하여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시각적 유희를 시도하고

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베르메르가 성화처럼 보이는 독특한 도상의 모세의 발견 을    < >

이용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저울을 다는 여인 이나 믿? < > <

음의 알레고리 와 같이 베르메르의 화면에 전통적인 가톨릭 성화가 그림 >

속 그림으로 등장한 경우 기존의 연구들은 이 그림 속 그림이 화가의 종, 

교적 지향성 즉 화가의 가톨릭 우호 성향을 증명한다고 해석해 왔다, .94) 

실제로 베르메르는 년 부유한 가톨릭 집안 출신의 카타리나 볼네스1653

와 결혼한 후 가톨릭 신자들의 모퉁이(Catharina Bolnes) ‘ (Papist’s 

에 있는 장모 마리아 틴스 의 집에 보금자리를 마Corner)’ (Maria Thins)

련하였다 결혼식 자체도 델프트에서 약 한 시간 정도 남쪽으로 걸어가야 . 

94) 이반 가스켈 은 최후의 심판이 그려지던 시각적 전통을 고려하였을 때 정 (Ivan Gaskell)

확히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 주인공의 머리가 위치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저울을 다는 여인 의 주인공이 심판자 미카엘의 역할을 대신하며 이를 통해 기독교적< > , 

인 진리를 전달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van Gaskell, “Vermeer, Judgment and 

Truth,” The Burlington Magazine 발레리 헤드퀴스트는 믿음 126 (1984): 557-61; <

의 알레고리 가 로만 가톨릭의 핵심 교리인 성찬의 신비를 긍정하고 성찬의 신비가 거> , 

행되는 미사의 제단으로 그려졌음을 주장하였다. Valerie L.  Headquist, “The Real 

Presence of Christ and the Penitent Mary Magdalen in the Allegory of Faith 

by Johannes Vermeer,” Art History 베르메르의 종교적 지향성23 (2000): 333-64. 

과 관련하여 믿음의 알레고리 를 분석한 최신 논문으로는 < > David R. Smith, 

“Vermeer and Iconoclasm,” Zeitschrift für Kunstgeschichte 74 (2011): 193-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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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히플라이덴 에서 올렸는데 이 지역은 당시 가톨릭 교(Schipluiden) , 

도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몬티아스 블란커르트 다니엘 아라스. , , (Daniel 

를 위시한 몇몇 베르메르 연구자들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베르메Arasse)

르가 결혼을 전후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을 가능성을 입증해 보이기도 하

였다.95) 그들이 제시하는 가장 결정적인 정황은 결혼을 둘러싼 갈등 해결  

과정이었다. 

약 한 세기 전 트렌트 공의회 에   (The Council of Trent, 1545-1563)

서 결의된 내용 중에는 가톨릭 신자와 비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 관계

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였던 카타리나 . 

볼네스와 프로테스탄트로 세례를 받은 비 가톨릭 신자였던 베르메르와의 , 

결혼은 가톨릭교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관계였다 가톨릭 . 

신앙에서 혼인성사는 그리스도가 창설한 일곱 가지 성사 중 하나로( ) 聖事

서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은혜로운 일 중 하, 

나였기에 마리아 틴스는 사위가 될 베르메르의 종교적 지향성이 못마땅했

을 것이다 이에 년 월 일 베르메르가 결혼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 1653 4 4 , 

기 전 날 저녁 마리아 틴스는 결혼 승낙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며 나는 “

이 결혼에 반대할 것이고 그녀는 이를 감내해야 할 것 이라 선언하였”

다.96)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 주 뒤 결혼을 쟁취할 수 있었 2

던 이유는 그 사이 화가가 개종을 하였거나 개종을 하기로 약속하였기 때

95) 베르메르가 가톨릭으로 개종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들은 몬티아스가 당대 기 

록물은 발굴하여 정리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Montias, Vermeer and His 
Milieu, 98-107; Blankert et a l., Vermeer of Delft, 8; Arasse, Vermeer 같은 , 18. 

책 쪽에서 아라스는 베르메르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후 화풍에서 눈에 보이는 것81 ‘ ’

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신비로운 합일을 이루는 가톨릭적인 미학이 발전하였음을 지적‘ ’

하였다.
96) 5 April, Johannes Vermeer registers his intentions to marry Catharina Bolnes 

(born 1631), youngest daughter of Maria Thins (born c.1593) and Reynier 

Bolnes (died 1674; he and Maria Thins had separated in 1641). Two 

witnesses, the painter Leonard Bramer (1596-1674) and a Captain 

Bartolomeus Melling, state that on the previous evening Maria Thins had 

refused to sign a formal statement consenting to the marriage, but had 

declared that she “would suffer the [marriage] banns be published and would 

tolerate it.” Wheelock and Broos, Johannes Vermeer 에서 재인용,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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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것이다 결혼을 계기로 화가가 가톨릭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 

되었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실이라 인정하는 부분으로 이후 화가의 종, 

교적 지향성에 바탕을 두고 그림을 해석하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숨은 성화로서의 모세의 발견 이 나타난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   < >

석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으나 가톨릭에 대한 신의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에는 베르메르라는 인물의 성정이 그리 단순치 않아 보인다 장에서 살. 1

펴보았듯 당대 네덜란드 공화국은 공식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톨릭교도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 

았으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못하였다 베르메르가 살았, . 

던 델프트는 공화국 내 다른 큰 도시들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경향을 띠었

다.97) 따라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가톨릭교도임이 밝혀졌을  

때 당사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더 심했다 화가 수공예자 상당수가 . , 

가톨릭 신자였으며 특히나 유능하고 명망 있는 화가들 중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므로 예술가는 종교에 따른 차별대우에서 비교적 자

유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주문할 때 주문자들 대부분이 본인과 . 

같은 신앙을 가진 화가에게 작품을 의뢰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가톨릭이기 보다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로 알려져 있는 편이 화가에게 유리

했다.98) 이러한 상황에서 화가가 스스로 가톨릭 신자임을 밝히는 일은 꽤 

나 확고한 신앙심과 소신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림 속 그림을 이용하여 성. 

모자 이미지를 암시하는 수준에 그쳤더라도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가톨릭 , 

신자로 밝혀졌을 때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전제로 행해진 일임

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감수할 만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   , 

을 고백하기 위해 숨은 성화 모티프를 그려 넣었다고 주장하기에 베르메

르는 지나치게 스스로에 대해 함구하는 성격이었다 단 한 점의 자화상도 . 

97) Arasse, Vermeer, 18.
98) Xander van Eck, “The Artist's Religion: Paintings Commissioned for 

Clandestine Catholic Churches in the Northern Netherlands, 1600-1800,”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27 (1999): 84.



- 70 -

없으며 화론 이나 본인 그림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고 남아있는 그림, ( ) , 畫論

들마저도 해석될 여지가 많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주변 인물들. 

을 더듬어 보아도 특별히 친하게 지냈던 화가나 인간적인 교류를 했다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각별한 사이었다고 할 만한 사람 중에는 화가. 

의 후원자였던 피터 판 라이펀 과 마리아 크뉘트(Pieter van Ruijven)

부부가 있는데 이들은 사후 베르메르에게 길더의 유(Maria Knuijt) , 500

산을 남기기로 했다가 화가가 죽으면 가톨릭 신자인 그의 아내에게로 유

증되지 못하게 유언을 수정했을 만큼 강건한 프로테스탄트 지지자였다.99) 

따라서 극도로 자신에 대한 말을 아꼈던 화가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 ,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가장 중요한 후원자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가

며 가톨릭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려 하였을 가능성은 오히려 매우 낮다.

그렇다면 베르메르는 도대체 왜 모세의 발견 을 그려 넣었는가 이처   < > ? 

럼 수수께끼 같은 인물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이 있는

가 베르메르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역설적이게도 이 수수께끼 같음 이 ? ‘ ’

중요한 열쇠가 된다 논의의 중심이 되는 천문학자 와 편지를 쓰는 여. < > <

인과 하녀 두 작품은 베르메르의 말년으로 분류되는 년부터 년 > 1668 1675

사이에 그려졌다 년대 초중반 가장 완숙한 화풍을 구사하였던 베르. 1660

메르는 년이 될 무렵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1667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에 남겨진 몇몇 기록물들은 직접적으로 . 

베르메르를 언급하며 그가 화가로서 어느 정도 명망이 있었는지를 말해준

다 년 출판 된 디르크 반 블리스베이크. 1667 (Dirck van Bleyswijk, 

의 델프트 이야기 에는 네덜1639-1681) (Beschryvinge der Stadt Delft)『 』

란드의 시인 아놀드 본 이 화가 카렐 파브리투스의 천재성을 (Arnold Bon)

칭송하기 위해 지은 시가 실려 있다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본은 파브리투. 

스의 명성과 천재성을 잇는 화가로 베르메르를 언급하였다.100) 렘브란트의  

가장 뛰어낸 제자로 평가되었던 파브리투스는 년경 델프트에 정착하1650

99) Montias, Vermeer and His Milieu, 250.
100) Bailey, Verme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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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 후 델프트 화약 폭발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본의 시에서 4 . 

그의 뒤를 잇는 화가로 베르메르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그가 동시대인들에

게 파브리투스 사후 델프트를 대표하는 화가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약 여 년 뒤 피터 테딩 판 베르크하우트   2 (Pieter Teding van 

가 남긴 기록은 베르메르가 당대 누렸던 명성을 Berckhout, 1643-1713)

더욱 직접적으로 증명한다 년 월 베르크하우트는 예술평론가로 유. 1669 5

명세를 떨치던 콘스탄테인 하위헌스(Constantijn Huygens, 1596-1687)

와 함께 베르메르의 화실을 방문하였다 월 일자로 그가 남긴 기록에. 5 14

는 델프트에 도착하여 베르메르라는 훌륭한 화가를 만났다 고 전한다 그“ ” . 

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월 일 그는 다시 베르메르를 찾아간 뒤 6 11

베르메르라는 명망이 있는 화가를 보러 갔다 그는 나에게 “ ‘ (celebrated)’ . 

원근법을 적용하여 그린 그림들 중 가장 뛰어나고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 

는 그림 몇 점을 보여주었다 고 남겼다” .101) 단순히 뛰어나다거나 유능하다 

는 수식어가 아닌 명망이 있는 화가라 칭해졌다는 점 그리고 베르크하“ ” , 

우트가 이 도시를 방문한 주요 목적이 베르메르의 화실을 방문하기 위함

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베르메르는 이미 화가로서 이름을 알리고 

칭송을 받는 성공한 화가의 반열에 올라와 있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그, . 

는 부유한 처가와 고정적이다시피 한 후원자를 둔 덕분에 생계를 잇기 위

해 그림을 그려 파는 데 혈안이 될 필요도 없었다.102) 

101) Wheelock and Broos, Johannes Vermeer 쪽에서 재인용, 49-50 .
102) 베르메르에게 가장 중요한 후원자는 앞서 언급한 피터 판 라이펀 부부와 제빵사 헨드 

릭 아리안스손 판 바위텐 이다 둘 다 매우 부유했(Hendrick Ariaensz. van Buyten) . 

으며 델프트 사회에서 높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피터 판 라이펀이 생전에 베. 

르메르의 작품을 몇 점이나 소유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사위인 야콥 디시, 

우스 가 화가의 작품을 점 갖고 있었으며 이것은 장인의 유품에서 상(Jacob Dissius) 21 , 

속받은 것이므로 판 라이펀은 여 점에 족히 달하는 수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20

산된다 화가가 전 생애에 걸쳐 약 점의 그림을 그렸다는 몬티아스의 추정치를 . 44~54

고려하면 판 라이펀은 거의 화가가 남긴 작품 중 반을 소유한 셈이다. Montias, 

Vermeer and His Milieu 헨드릭 바위텐은 화가의 작품을 약 대여섯 점정, 265-267; 

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두 점은 화가가 죽고 난 뒤 그동안 그가 화가의 집, 

에 길더 어치의 빵 파운드를 제공한 대가로 카타리나 볼네스에게 넘겨받은 600 8000 

것이다 즉 그는 직접적으로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하거나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식대를 . ,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화가의 작업을 도왔다고 볼 수 있다 몬티아스가 제시한 대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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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말 화가로서 충분히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면서 베르메   1660

르는 그동안 시도했던 것들보다 더욱 대범한 회화적 실험에 이끌렸을 것

이다 숨은 성모자상으로 보이는 이 그림 속 그림 모세의 발견 은 이처. , < >

럼 베르메르가 말년에 시도했던 새로운 방향의 시각적 유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드 흐레버의 그림이든 렐리의 그림이든 에피파니처럼 그려. , 

진 모세의 발견 을 접한 화가는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이제 < >

완성도는 높지만 지루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화풍을 타개할 자구책을 찾아

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화면 속에 현실과 똑같은 세계를 충실하게 묘. 

사함으로써 감상자들의 눈을 속여 왔다면 말년의 화가는 이 독특한 도상, 

을 활용하여 감상자들에게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수수께끼를 던졌다. 

년 천문학자 를 그리면서 화가는 여느 때와 같이 본인이 매우 즐겨 1668 < >

그렸던 그림 속 그림 모티프를 화면에 삽입하였다 보다 풍부한 이야깃거. 

리를 제공하기 위해 화가는 그림 속 그림의 주제로 아주 다양한 상징성을 

갖고 있던 인물인 모세가 주인공이면서 모세 이야기 중에서도 본능을 자, 

극하는 동시에 성스럽게 여겨지던 모세의 발견 이야기를 택하였다 그리고 . 

그 도상마저 에피파니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음으로써 감상자들이 

이 그림 속 그림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고민해보게 만들었다.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의 주제가 단순히 모세의 발견 아니라 성모   ‘ ’ ‘

자 상을 닮은 모세의 발견 임을 파악하는 경우 전체 그림의 맥락에서 모’ <

세의 발견 모티프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더욱 쉬워진다 모> . 

세를 예수로 치환하여 생각했을 때 감상자들은 예수라는 상징을 통해 훨

씬 직설적이고 강렬하게 모세와 그의 삶에 얽힌 상징들이 무엇을 가리키

는 지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천문학자 에서 모. < >

세는 어떤 천체 가 대유 적으로 나타내는 우상의 숭배를 금하는 자‘ ’ ( ) , 代喩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의 이성을 가진 자로 이해

약 화가가 생전에 점의 그림을 그렸다면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정식 화가로 데44~54 , 

뷔한 이래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년 동안 년에 평균 두어 점 남짓한 수의 그림을 그23 1

렸다고 볼 수 있다 온전히 생계를 목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일 년에 두 점을 팔아서. 

는 턱도 없이 부족했을 테니 더 많이 그려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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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모세의 이미지에서 두 가지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의 .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우상을 . 

섬기는 일을 금하고 이집트에서 자랐기에 천문학 및 여러 지식들을 익혔, 

음은 각 사건을 증언하는 성경 구절 한 줄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그림을 . 

보는 감상자가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았다면 충분히 놓칠 수 도 있는 세

부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모세에게 부여된 의미를 감상자에게 이해시키려. 

면 해당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고 그의 성장 배경을 설명하는 등 여, 

러 가지 부연 설명들이 필요하다 반면 모세의 자리에 예수의 이미지를 . , 

대입시키면 모세에게 부여된 두 가지 의미가 별 다른 설명 없이도 감상자

들에게 명확해진다 예수는 인간의 모습으로 강생한 유일신이다 감상자들. . 

은 예수의 이미지를 보고 신은 예수 한 명뿐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며 우

상숭배를 경계하게 된다 또한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상태의 . 

이성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복잡한 사고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인물에게 부여된 상징성을 연상시키는 과정이 더 간단하고 빠를 뿐 아   

니라 그 상징성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모세는 우상 숭배를 , . 

금하는 신의 계명을 받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중간자였으나 예수는 직접 , 

인간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사람들이 이 금기 사항을 어겼을 시에도 모세. 

는 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어 사람들을 처벌했던 반면 예수는 직, 

접 처벌을 내렸으니 우상 숭배를 금하는 자로서의 상징성은 예수에게 더 , 

강하게 발현된다 그림 속 그림의 인물이 이성적 존재를 상징한다는 점과 . 

관련해서도 수식어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야하는 모, ‘ ’

세와 달리 예수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고도 가장 완벽한 이성을 가진 존재

임을 천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속 그림의 인물을 예수로 받아들인다면 . 

그림 속 그림 모티프와 전경을 연결 지어 해석하는 일이 더욱 수월해지는 

것이다.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의 서사 안에서 모세의 발견 모티프를 해   < > < > 

석하는 과정에서도 모세를 예수로 대체시켰을 때 이 모티프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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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극대화된다 모세의 발견 자리에 성모자 상이 그려져 있다고 가정하면 . 

기존 연구들이 설명하려던 그림 속 그림 모티프와 전경의 관계를 훨씬 간

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모세의 발견이라는 사건이 신의 섭리를 상징하므. 

로 편지를 쓰는 여인이 당면한 문제 또한 신의 섭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

라는 해석은 모세 대신 예수가 그녀의 일을 관장한다고 보았을 때 더욱 

간단하게 도출된다 베르가라가 주장한 대로 이집트 공주를 당대 여성들이 . 

본받아야 할 여성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이집트 공주 대신 성모가 그려, 

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모범이 되는 여성상으로서 갖는 위격이 격상된다. 

베르가라가 공주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성모와 같다 고 언급한 의도는 성‘ ’

모가 가진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의 위치를 빌려 이집트 공주에게 부여된 

모범적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이 . 

모세의 발견 모티프에 성모자 상이 숨어 있음을 지적하고 성모자 이미< > , 

지를 읽으려는 시도가 전경과 그림 속 그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

존 연구 내용을 강화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성모자상을 닮은 모세의 발견 은 베르메르가 나름대로의 방식   < >

으로 이해한 예형론을 구현한 결과물이다 천문학자 와 편지를 쓰는 여. < > <

인과 하녀 에서 그림 속 그림의 모세에게 부여된 여러 상징성은 모세를 >

예수로 대체함으로써 이집트 공주에게 부여된 상징성은 공주를 성모로 대, 

체함으로써 완전해진다 완전하고 간명한 상징체계가 만들어짐에 따라 이 . 

그림 속 그림 모티프와 전경의 내용을 연결하는 해석 역시도 수월해진다. 

다만 베르메르는 예형과 대형이 되는 두 이미지를 알기 쉽게 나란히 제시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공주의 이미지를 성모자의 이미지가 그려지던 전, 

통과 유사하게 그림으로써 조금 더 복잡한 장치를 통해 예형론을 구현하

였을 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모자상은 화면 뒷부분의 그림 속 그림으. 

로 한 번 숨겨졌고 모세와 이집트 공주라는 표면적 주제 속에 한 번 더 , 

숨겨졌다 이와 같이 베르메르가 설계한 이중 숨김 장치를 발견하고 그의 . , 

의도를 간파한 감상자들은 베르메르의 그림을 해석하는 데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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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 

베르메르가 말년에 그린 천문학자 와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두    < > < > 

점에는 그림 속 그림으로 동일한 모세의 발견 이 등장한다 세기 네덜< > . 17

란드 장르화에 특히 자주 사용되곤 하였던 그림 속 그림 모티프는 보통 , 

전경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실마리로 이해된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베르. 

메르의 작품 총 점 중 점에 회화나 지도의 형태로 그림 속 그림 모티36 21

프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베르메르가 그림 속 그림 모티프를 무척 즐겼음

을 증명한다 그림 속 그림 모티프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주제로 하는 . 

장르화에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쉬운 방법이었다 각자의 일에 몰. 

두하거나 지긋이 정면을 응시하는 소수의 인물을 주로 그린 베르메르는 

그림 속 그림 모티프를 이용하여 정적이고 제한된 전경의 서사를 풍부하

게 만드는 동시에 더욱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베르메르 . 

연구자들은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 모티프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장르화

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재구성하고 화가가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 

했는지를 밝혀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그림 속 그림의 주제에만 . 

천착하여 이 주제가 전체 그림의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 

으로 귀결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방식이 소홀히 했던 그림 . 

속 그림 그 자체에 주목하였다 천문학자 와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 > < > 

속 모세의 발견 이 독특한 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모티프< >

가 어떻게 성모자의 에피파니로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숨겨진 , 

에피파니로 이해할 때 전체 그림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

구하였다.

먼저 베르메르의 화면에 성경 속 인물인 모세가 그려질 수 있었던 배   

경을 밝히기 위하여 세기 네덜란드 공화국의 종교화 제작 양상을 살피17

고 모세라는 인물이 당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 

네덜란드 공화국은 년부터 년까지 년의 긴 세월 동안 저지대 1568 164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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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속한 여러 개의 주들이 에스파냐 제국에 맞서 투쟁한 끝에 맺은 

결실이다 펠리페 세의 종교적 탄압과 높은 세금 부과율을 견디다 못한 . 2

네덜란드 사람들은 오라녜 공 빌럼이 이끄는 저항 세력을 주축으로 독립 

전쟁을 전개하고 년 에스파냐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독립을 선언하, 1581

였다 독립과 함께 프로테스탄티즘은 공화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되었다. . 

성경 속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이미지 특히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 

그린 이미지는 프로테스탄트 교리 상 결코 환영 받는 장르가 아니었다 따. 

라서 종교화는 공개된 장소 특히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새로이 , 

그려지는 수도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한편 해상 무역에 최적화된 지리적 . 

조건을 갖춘 네덜란드는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됨에 따라 그

림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종교화 외 다른 , 

장르의 그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은 그림을 일종의 실내 장식품으로 여겼기에 이러한 목적에 가장 잘 부합

하는 풍경화나 정물화를 주로 구매하였다 일부는 그림을 수출품목으로 여. 

겨 매우 무난한 소재를 다루었으며 이동이 용이한 그림 결국 풍경화나 정, 

물화 장르화를 매매하기 시작했다 년 역사화가로 데뷔했던 베르메, . 1652

르는 아마 이러한 수요의 변화를 의식하여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

르화가로 전향한 듯하다. 

종교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세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림들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이는 모세가 당대의 네덜란드가 처한 상황에서 의미 . 

있는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신앙의 중심에 두었던 프로. 

테스탄트 신자들에게 신의 말씀을 직접 들은 최초의 인물 모세는 교리의 

핵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또한 파라오의 폭정에서 민족을 구하. 

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운 모세의 이미지는 스페인으로부터 네덜란드를 , 

독립시키고 공화국을 세운 국부 오라녀 공 빌럼에게 꼭 들어맞았다 최초. 

의 항해자이자 인도자이기도 했던 모세는 무역을 위해 위험한 항해도 무

릅써야했던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수호성인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당대 모. 

세를 주제로 한 문학이나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졌다 모세 이야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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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세의 발견 은 작품의 단골 주제로 다뤄졌는데 이는 이 사건이 일어‘ ’

난 장소가 목욕 터이므로 나체의 여인을 그리는 면서도 이를 성경의 이야, 

기로 포장할 수 있는 좋은 주제였기 때문이다 모세 이야기 그리고 모세. , 

의 발견은 당대 사회 문화계에 이미 널리 퍼져있던 주제였으니 베르메르, 

가 모세의 발견 을 화면에 넣은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 .

모세 이미지에 예수 이미지가 숨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장에서는    2

모세와 예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예. 

형론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형론은 구약성. 

경과 신약성경의 내용이 단절된 내용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음을 주장하

는 신학 이론으로 이에 따르면 구약성경의 인물 또는 사건은 신약성경의 , 

예수와 그가 행한 일들로 대체되며 이를 통해 완전해진다 모세는 대표적. 

인 예수의 예형으로 그의 일생은 탄생 직후부터 예형론적인 해석을 요구, 

한다 철저히 성경 내용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예형론은 프로테스탄. 

트가 추구하는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었다 또한 구약을 신약이 대체하. 

는 것처럼 현재의 삶도 이후에 다시 올 메시아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완, 

성 즉 구원을 받는다는 예형론의 세계관은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요약한 , 

것과 같았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교부들은 적극적으로 예형론을 이용하. 

였다 세기 암스테르담에서 제작된 윌리엄 퍼킨스 전집 제 권 표지 에 . 17 < 2 >

모세와 예수의 예형을 암시하는 도상이 나타난 것은 당시 예형론이 실제

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내에서 설파되고 있었으며 세기부터 본격화된 , 14

예형론의 시각화가 당시까지도 지속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종교적 이미지를 그리는 일종의 회화적 전통으로서 또는 신학 이론으   , 

로서 베르메르는 서적이나 화가 수업을 통해 예형론적 아이디어를 접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해한 예형론을 그림 속 그림이라는 방식으로 통해 . 

자신의 화면에 구현함으로써 이 모티프를 이용하여 그림 전체의 주제에 

새로운 해석을 더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놓았다 그의 그림에서 모세. 

와 예수를 잇는 예형론적인 관점은 예형과 대형이 되는 두 인물의 이미지

를 병치하는 방식이 아닌 모세와 공주의 모습을 성모자가 전통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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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던 도상과 꼭 닮게 그리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베르메르의 . 

천문학자 와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속 모세의 발견 은 해당 주제< > < > < >

를 그리던 기존의 전통과는 다른 독특한 도상을 보였다 모세의 발견 을 . ‘ ’

그린 대부분의 그림들이 모세를 발견한 공주가 아기를 건져 올릴 것을 명

하는 순간을 재현하고 갈대 숲 아기가 담겼던 바구니 등 성경에 언급된 , ,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묘사하는 반면 베르메르의 그림 속 모세의 발견, < >

은 푸른 망토를 걸친 공주가 물에서 건져 올린 아기를 품에 안고 주변 사

람들에게 내보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목자들의 경배 또. 

는 동방박사의 경배에서 보이는 에피파니의 회화적 전통과 흡사하다 따라. 

서 감상자에 따라 베르메르의 모세의 발견 을 성모자상으로 볼 여지가 < >

충분하다. 

복잡하고 수수께끼같은 화면 구성을 좋아하였던 베르메르는 어디선가    

모세의 발견을 성모자처럼 그린 도상을 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본인의 , 

화면 속에 모티프로 도입함으로써 화가로서 갖는 시각적 유희에 대한 욕

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여러 세기 네덜란드미술 연구자들이 밝혔듯 . 17

당대 화가들은 대개 그림 속 그림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였으며 전체 그

림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이용하였으므로 베르메르 또한 이 독특, 

한 도상이 은밀한 방식으로 두 가지 주제를 전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

금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시각적 유희를 시도한 것이다 그는 모세와 공. 

주의 모습을 빌려 성모자를 한 번 숨기고 모세와 공주의 모습을 한 성모, 

자상을 다시 그림 속 그림으로 화면 뒤 쪽에 한 번 더 숨겼다 베르메르의 . 

그림에서 숨은 성화 를 발견한 감상자는 보다 쉽게 이 모티프가 전체 그‘ ’

림의 맥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 

모세의 발견 이 무엇을 상징하고 이것이 전체 그림 해석에 어떤 의미를 ‘ ’ , 

부여하는 지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그들이 밝혀낸 상징성 즉 절. , 

대적 이성 혹은 신의 섭리라는 의미는 모세를 예수로 치환할 때 감상자들

에게 훨씬 직설적이고 강렬하게 연상된다 따라서 감상자는 그림 속 그림. 

의 주제를 성모자상으로 이해할 때 베르메르가 그림 속 그림 모티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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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의도한 바를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을 숨은 성화 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 ’

이것이 모세의 발견 보다는 성모자를 그리던 회화 전통에 더 잘 들어맞는

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전경과 그림 속 그림 모티프의 연계성을 설명하

기 위한 기존의 연구 내용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 

림 속 그림을 단초 삼아 베르메르의 그림을 해석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 모티프를 시각적 근거로 활용하기 보다는 그 주제나 장르만을 , 

참고하였다 그림 속 그림의 주제 혹은 장르가 제공하는 정보도 물론 유. , 

용하나 천문학자 와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속 모세의 발견 의 경, < > < > < >

우 같이 그림의 도상을 살펴보는 일 역시 전체 그림 해석에 보다 풍부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작품 해석의 도구로서 그림 속 그림을 .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르메르의 그림 속 그림 

모티프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모티프의 도상을 재조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이 수수께끼로 가득 찬 베르메르의 화면에 새로운 해석을 더

하고 나아가 세기 네덜란드 장르화에 나타난 복잡한 의미망을 연구하는 17

데 보탬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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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werpen).

도 야콥 코르넬리스손 루카스 판 라이던 가난한 이의 성경17. , , < >, 

동판화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1525-1530, , 18×26.3cm, 

암스테르담(Rijksmuseum), (Amsterdam).

도 도 중앙 프레임에 그려진 목자들의 경배 확대 부분18. 17 ‘ ’ .

도 도 좌측 프레임에 그려진 모세의 소명 확대 부분19. 17 ‘ ’ .

도 도 우측 프레임에 그려진 아론의 지팡이에 돋은 싹 확대 부분20. 17 ‘ ’ .

도 인류 구원의 거울 채색필사본21. < >, Hs 2505, folio 18v, ca.1360, , 

다름슈타트 응용과학대학교도서관35×20cm, (Hochschulbibliothek 

다름슈타트Darmstadt), (Darmstadt).

도 인류 구원의 거울 채색필사본22. < >, Hs 2505, folio 19r, ca.1360, , 

다름슈타트 응용과학대학교도서관35×20cm, (Hochschulbibliothek 

다름슈타트Darmstadt), (Darmstadt).

도 시스티나 예배당 남쪽 벽화 프레스코 바티칸 박물관23. , 1481-1482, , 

로마(Vatican Museum), (Rome).

도 도 모세 삶 확대 부분 왼쪽 세 작품 왼쪽부터 시뇨렐리24. 23 . . 

의 모세의 죽음과 유산 보티첼리 의 코라(Signorelli) < >, (Botticelli) < , 

다탄과 아비람의 처벌 로셀리 의 계약의 궤를 넘겨받는 >, (Rosselli) <

모세>. 

도 도 모세의 삶 확대 부분 오른쪽 세 작품 왼쪽부터 안토니오25. 23 . . 



- 88 -

의 홍해를 건너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보티첼리의 (d’Antonio) < >, 

모세가 겪은 여러 사건들 페루지노 의 이스라엘 민족< >, (Perugino) <

을 탈출시키러 이집트로 돌아온 모세>.

도 시스티나 예배당 북쪽 벽화 프레스코 바티칸 박물관26. , 1481-1482, , 

로마(Vatican Museum), (Rome).

도 도 예수의 삶 확대 부분 왼쪽 세 작품 왼쪽부터 페루지노의 세27. 26 . . <

례를 받는 예수 보티첼리의 유혹을 받는 예수 기를란다이오>, < >, 

의 첫 번째 사도를 부르는 예수(Ghirlandaio) < >. 

도 도 예수의 삶 확대 부분 오른쪽 세 작품 왼쪽부터 로셀리의 산28. 26 . . <

상에서의 설교 페루지노의 베드로에게 열쇠를 건네는 예수 로>, < >, 

셀리의 최후의 만찬< >.  

도 테오도르 마탐 윌리엄 퍼킨스 전집 제 권 표지 동판화29. , < 2 >, 1662, ,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암스테르담28×18cm, (Rijksmuseum), 

(Amsterdam).

도 피터 드 흐레버 모세의 발견 캔버스에 유화30. , < >, 1634, , 

드레스덴 국립 회화관 드레스덴170×229cm, (Gemäldegalerie), 

(Dresden).

도 페르디난트 볼 모세의 발견 캔버스에 유화31. , < >, 1660-1663, ,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암스테르담408×493cm, (Rijksmuseum), 

(Amsterdam).

도 길리엄 두 가르데인 모세의 발견 나무 패널에 유32. , < >, c.1615-1630, 

화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암스테르, 75.7×109.5cm, (Rijksmuseum), 

담(Amsterdam).

도 도 이집트 공주 확대 부분33. 32 .

도 얀 브뤼겔 세 헨드릭 판 베일런 꽃 갈란드 안의 성모자상34. 1 , , < >, 

동판 및 타원형 은판에 유화 암브로시아c.1607-1608, , 27×22cm, 

나 미술관 밀라노(The Pinacoteca Ambrosiana), (Milan).

도 야콥 요르단스 목자들의 경배 캔버스에 유화35. , < >,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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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노블 박물관 그르노블255×175cm, (Musée de Grenoble), 

(Grenoble).

도 얀 드 브레이 동방박사의 경배 나무 패널에 유화36. , < >, 1658, , 

개인 소장71×55cm, .

도 피터 렐리 모세의 발견 캔버스에 유화 순37. , < >, c.1647, , 54×63.5cm, 

수 미술관 렌(Muséedes Beaux-Arts), (Rennes).



- 90 -

도 판

도 요하네스 베르메르 천문학자 캔버스에 유화 루브르 1. , < >, 1668, , 50×45cm, 

박물관 파리(Musée du Louvr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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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 의 모세의 발견 확대 부분2.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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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요하네스 베르메르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캔버스에 유3. , < >, c.1670-1671, 

화 아일랜드 국립 미술관 더블린, 71.1×58.4cm, (National Gallery of Ireland), 

(Dub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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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 의 모세의 발견 확대 부분4.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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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트프리트 에이클러 신의 섭리 동판화5. , < >, 1971, , Cesare Ripa, Baroque 

and Rococo Pictorial Imagery 쪽에서 발췌 (JohannG. Hertel edition)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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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헤라르트 판 혼트호르스트 감옥에서 풀려나는 성 베드로6. , < >, c.1616-1618, 

캔버스에 유화 베를린 국립 회화관 베를린, 129×179cm, (Gemäldegalerie), 

(Berlin).

도 콘라드 비츠 감옥에서 풀려나는 성 베드로 나무 패널에 템페라7. , < >, 1444, , 

제네바 미술사 박물관 제네바154×132cm, (Musée d'Art et d'Histoire), 

(Geneva).



- 96 -

도 요하네스 베르메르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예수8. , < >, c.1654-1655, 

캔버스에 유화 스코틀랜드 국립 미술관, 160×142cm, (National Gallery of 

에딘버러Scotland), (Edinbu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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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헨드릭 골치우스 오라녜 공 빌럼 세의 초상 동판화9. , < 1 >, 1581, ,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암스테르담26.5×18.1cm, (Rijksmuseum), (Amsterdam).

좌 도 도 좌측 상단 불기둥 삽화 확대 부분( ) 10. 9 . 

우 도 도 우측 상단 구름기둥 삽화 확대 부분( )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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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니엘 판 던 브렘던 항해도 표지 동판화 네덜란12. , < >, 1657, , 40.3×25.7cm, 

드 국립 미술관 암스테르담(Rijksmuseum), (Amsterdam).

도 도 상단의 모세와 아론 확대 부분1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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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요하네스 베르메르 저울을 다는 여인 캔버스에유화14. , < >, c.1664, , 

국립 미술관 워싱턴42.5×38cm, (National Gallery of Art), D.C.(Washington 

D.C.).

좌 도 도 의 최후의 심판 확대 부분( ) 15. 14 < > .

우 도 야콥 드 베커 최후의 심판 패널에 유화 성( ) 16. , < >, c.1580, , 140×105cm, 

모 마리아 성당 안트베르펜(Onze-Lieve-Vrouwekathedraal), (Antwer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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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야콥 코르넬리스손 루카스 판 라이던 가난한 이의 성경17. , , < >, 1525-1530, 

동판화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암스테르담, 18×26.3cm, (Rijksmuseum), 

(Amsterdam).

도 도 중앙 프레임에 그려진 목자18. 17 ‘

들의 경배 확대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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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 좌측 프레임에 그려진 모세의 소명 확대 부분19. 17 ‘ ’ .

도 도 우측 프레임에 그려진 아론의 지팡이에 돋은 싹 확대 부분20. 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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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류 구원의 거울 채색필사본21. < >, Hs 2505, folio 18v, ca.1360, , 

다름슈타트 응용과학대학교도서관35×20cm, (Hochschulbibliothek Darmstadt), 

다름슈타트(Darmst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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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류 구원의 거울 채색필사본22. < >, Hs 2505, folio 19r, ca.1360, , 

다름슈타트 응용과학대학교도서관35×20cm, (Hochschulbibliothek Darmstadt), 

다름슈타트(Darmst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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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스티나 예배당 남쪽 벽화 프레스코 바티칸 박물관23. , 1481-1482, , (Vatican 

로마Museum), (Rome).

도 도 모세 삶 확대 부분 왼쪽 세 작품 왼쪽부터 시뇨렐리 의 24. 23 . . (Signorelli)

모세의 죽음과 유산 보티첼리 의 코라 다탄과 아비람의 처벌 로< >, (Botticelli) < , >, 

셀리 의 계약의 궤를 넘겨받는 모세(Rosselli) < >. 

도 도 모세의 삶 확대 부분 오른쪽 세 작품 왼쪽부터 안토니오25. 23 . . (d’Antonio)

의 홍해를 건너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보티첼리의 모세가 겪은 여러 사건< >, <

들 페루지노 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러 이집트로 돌아온 모>, (Perugino)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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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스티나 예배당 북쪽 벽화 프레스코 바티칸 박물관26. , 1481-1482, , (Vatican 

로마Museum), (Rome).

도 도 예수의 삶 확대 부분 왼쪽 세 작품 왼쪽부터 페루지노의 세례를 27. 26 . . <

받는 예수 보티첼리의 유혹을 받는 예수 기를란다이오 의 첫>, < >, (Ghirlandaio) <

번째 사도를 부르는 예수>. 

도 도 예수의 삶 확대 부분 오른쪽 세 작품 왼쪽부터 로셀리의 산상에서28. 26 . . <

의 설교 페루지노의 베드로에게 열쇠를 건네는 예수 로셀리의 최후의 만>, < >, <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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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테오도르 마탐 윌리엄 퍼킨스 전집 제 권 표지 동판화29. , < 2 >, 1662, ,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암스테르담28×18cm, (Rijksmuseum),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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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터 드 흐레버 모세의 발견 캔버스에 유화 드레30. , < >, 1634, , 170×229cm, 

스덴 국립 회화관 드레스덴(Gemäldegalerie), (Dresden).

도 페르디난트 볼 모세의 발견 캔버스에 유화31. , < >, 1660-1663, , 408×493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암스테르담(Rijksmuseum),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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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길리엄 두 가르데인 모세의 발견 나무 패널에 유화32. , < >, c.1615-1630, ,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암스테르담75.7×109.5cm, (Rijksmuseum), (Amsterdam).

도 도 이집트 공주 확대 부분33.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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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얀 브뤼겔 세 헨드릭 판 34. 1 , 

베일런 꽃 갈란드 안의 성모자상, < >, 

동판 및 타원형 은판에 c.1607-1608, 

유화 암브로시아나 , 27×22cm, 

미술관(The Pinacoteca 

밀라노Ambrosiana), (Milan).

도 야콥 요르단스 목자들의 35. , <

경배 캔버스에 유화>, 1619, , 

그르노블 박물관255×175cm, (Musée 

그르노블de Grenoble), (Gren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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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얀 드 브레이 동방박사의 36. , <

경배 나무 패널에 유화>, 1658, , 

개인 소장71×55cm, .

도 피터 렐리 모세의 발견 캔버스에 유화 순수 미술37. , < >, c.1647, , 54×63.5cm, 

관 렌(Muséedes Beaux-Arts), (Re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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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dden Epiphany in Moses Disguise:
A Study on The Finding of Moses

within Paintings by Johannes Vermeer

Han, Jihe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unhyoung Shin
 

Johannes Vermeer(c.1632-c.1675), the seventeenth-century Dutch genre 

painter, executed The Astronomer (1668) and Lady Writing a Letter with 

Her Maid (1670-71) that present the same painting on the wall behind its 

main characters. An exceptional iconography is observed in this 

picture-within-a-picture which illustrates the Old Testament story of Moses in 

his infancy, being found in the Nile river and adopted by the Pharaoh’s 

daughter (Exodus 2:1-10). In the image, she sits alongside the riverbank 

with the baby Moses on her left lap while holding him in her arms. This 

thesis focuses on the exceptional features of the iconography itself and 

attempts to demonstrate Vermeer’s intention to disguise Moses and the 

Egyptian princess as the Virgin and Child epiphany. By utilising this 

suggested identification, an enhanced perspective can be obtained in the 

interpretation of both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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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t comes to the pre-existing pictorial tradition, The Finding of 

Moses generally represents the specific moment when the Egyptian princess 

commands her maid to rescue the baby, or when she is about to be handed 

baby Moses by a maid. However, in Vermeer’s two paintings, The Finding 

of Moses captures the scene of two protagonists being seated together, 

shortly after the whole process of rescue was completed. Despite its unique 

iconography, this picture-within-a-picture has been only noted by its 

subject-matter, while the detailed features were not thoroughly recognised. 

The established scholarly viewpoint has provided a limited and less 

plausible interpretation in an attempt to explain the presence of this 

picture-within-a-picture. The Finding of Moses in both Astronomer and Lady 

Writing, has been considered as a symbol of the finest intelligence and 

divine providence, respectively, based on the Bible. In this respect, it is 

interpreted to emphasize the occupational feature of the main character or 

allude to their destiny. It is still questionable, however, why Vermeer chose 

this particular iconography. Aiming to provide better explanation on this 

point, this thesis mainly deals with the particular expressions within this 

iconography and its two protagonists. 

The first chapter explores the contemporary impressions of Moses in 

17th century dutch society to peruse possible backgrounds in explaining the 

presence of this biblical figure in Vermeer’s paintings. The Dutch Republic 

was founded through the revolt of the Seventeen Provinces, which had been 

under the Spanish rule. The major cause of this discontent was the severe 

policy of King Phillip II of Spain the high level of taxation imposed on – 

the population and the enforced religious uniformity for Roman Catholic. In 

1568, the revolt against Phillip II, led by William of Orange, broke out and 

until the official independence of Dutch Republic, it continued for 80 years. 

During the war, Calvinism took the hegemony among many Prote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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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ominations, which gained followers in the Seventeen Provinces after the 

Reformation and became the state religion. Due to the hazard of idolatry, 

Protestantism in general strictly prohibited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images that describe divine or religious figures. 

Moses, however, was illustrated exceptionally often because of his 

various roles in the Old Testament which were eulogised in contemporary 

circumstances. He saved the Israelites from Egyptian tyranny, gave them a 

law (including a prohibition on idolatry) and successfully delivered them to 

the Promised land. As a religious leader, 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livering God’s word, which was considered the most crucial factor in 

Protestant doctrine. Politically, the image of leader and lawgiver was 

projected to that of William of Orange, the father of the Republic. Since 

the trade catalysed the material opulence of the Republic, the image of 

deliverer was highly regarded, especially among merchants and tradesmen. 

Moreover, ‘the Finding of Moses’ happened at the river where Egyptian 

ladies came to bathe so that it idealised female nudity in paintings. 

Another key factor to be examined is the biblical typology, in 

disclosing the ‘epiphanic’ iconography out of The Finding of Moses. In 

christian theology, typology is a doctrine concerning about the relationship 

of the Old Testament to the New Testament. Events or figures in the Old 

Testament are seen as prefigures, called type, superseded by its antitype, the 

life events of Christ or himself in the New Testament. Based on the Bible, 

typology enables the faithful reader to understand its meaning clearly, 

precluding all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eventually to be redeemed. 

Believed to summarise the quintessence of Protestant doctrine, typology was 

often adopted in sermons or biblical commentaries in the 17th century. 

Moses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types, displaying high resemblance 

in his whole life with that of Christ. During the infancy of Moses, depicted 



- 114 -

in Vermeer’s picture-within-a-picture, he was destined to be cast in the river 

Nile at his 3 month old age. Had it not been for female characters to aid 

him in time, Moses would not have been saved and brought up in such 

environment. Almost the same story was repeated in Christ’s life he – 

could have been dead as soon as he was given a birth, if the Virgin Mary 

had not helped. According to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the life of Moses 

was superseded and finally completed through the life of Christ. The readers 

should be able to be aware of the close link and understand two Testaments 

on the same context. 

Vermeer seemed to be exposed to the typological idea as a doctrine,  

or more likely, a means of visually expressing tradition. As a painter of 

visual innovation, Vermeer might have arranged a new pictorial riddle in the 

form of picture-within-a-picture, when he recognised the typological link 

between two biblical figures. Those two were not presented in separate but 

adjoint picture as it used to be. Instead Moses with the Egyptian princess 

were described in the most likely way of depicting the Virgin and the 

Child. The painter must have chosen the rare scene of the princess sitting 

with baby Moses on purpose so that he could confuse the audience when 

they try to figure out the subject by not giving them an obvious hint. 

Details of Moses and the princess in the picture-within-a-picture 

should also be worth re-evaluating in this sense. The princess is neither 

revealing nor decorating herself with jewelleries. She is in the blueish black 

mantle that resembles the typical attributes of the Virgin. On the other hand, 

other attributes that are supposed to present in the picture to indicate the 

subject clearly, such as a basket made of bulrushes are rather indistinct. The 

way the princess embraces baby Moses in her arms being in the middle of 

intense attention of others seems familiar to the eyes of the faithful, 

reminding them of epiphany scene, to be more precisely, a scen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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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ration of the Shepherds and that of the Magi. 

Taken the iconography as an epiphany, the presence of the 

picture-within-a-picture produces more plausible interpretation than when it is 

simply viewed as The Finding of Moses. Two interpretations posited within 

the established purview, require other auxiliary context, such as biblical story 

to be understood. Whereas the proposed perspective in this thesis is directly 

linked to the same symbolic meaning without any help; Christ is the 

divinity himself, with limitless intelligence. His intellectual capacity would 

be appreciated by the astronomer, and his divinity would take good charge 

of the incident happening to the lady writing a letter. Thus, it facilitates the 

audience’s understanding on paintings by Vermeer. 

Vermeer elaborated his paintings with full intention as many of his 

masterpieces have attested. The picture-within-a-picture motif was always a 

good aid to allude to his intention. By shedding light on the iconographic 

features of the picture-within-a-picture, this thesis brings more emphasis on 

this motif as a visual ground and tests its utility in varying interpretations 

of the main picture. Through this perspective, it is expected to go beyond 

when understanding Vermeer’s oeuvre and mapping 17th century Dutch 

visual culture.

Keywords : Johannes Vermeer, The Finding of Moses, picture-within-

                a-picture, epiphany, ty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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