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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고는 루카스 판 레이덴의 1531년 작품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

이 당대 종교 관행에서 인간의 육체적 시각과 영적인 시각의 역할

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고자 한다.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

은 신약성경의 이야기 중 예수가 여리고를 떠나면서 바르티메오라

는 이름의 맹인을 치료한 기적을 그리고 있다. 해당 이야기는 판 레

이덴이 회화로 남기기 전까지 거의 독립적인 주제로 그려지지 않던 

주제였다. 화가는 전통적이지 않은 회화 주제를 선택하였으며 이야

기를 화면에 옮기는 과정에서 중심 인물보다 목격자들을 강조하였

다. 이러한 구성은 16세기 초 성화를 육체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제

기된 의구심을 반영한다.  

 루카스 판 레이덴의 후기 회화 작품들은 당대 사회적으로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던 새로운 종교의 필요성과 신앙 생활의 개혁

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 

또한 당대 사회적인 인식, 특히 신앙 생활에서 시각을 활용하는 것

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

들은 판 레이덴의 후기 작품을 주로 양식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으

며 이탈리아와 뒤러라는 큰 틀 속에서 영향 관계를 구성하고자 하

였다. 사회사적인 접근에서도 그림의 주제가 담고 있는 함의와 이를 

묘사한 이례적인 방식 등에 대해서 온전히 분석하지 않았다. 

 논문의 제 2장은 성화의 역할이라는 맥락에서 판 레이덴의 

작품들을 살펴볼 것이다. 15세기 무렵까지 네덜란드에서 성화는 궁

극적으로 이미지 없는 명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적극 이용

되었다. 판 레이덴 또한 이러한 용도의 성화를 다수 제작하였으나 <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해당 성화의 기능에 대한 의심을 제기

한다. 16세기 초 성화를 보는 것의 정당성과 이를 이용한 종교 관행

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판 레이덴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완성한 1531년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30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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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566년에 네덜란드에서는 전국적으로 성상파괴 운동이 발발하게 

된다. 따라서 판 레이덴이 작품을 그렸을 시기 대두되었던 이미지에 

대한 의심과 성화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제 3장은 구체적으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회화적 

특징이 어떻게 시각과 믿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한다. 판 

레이덴의 묘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화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다. 화가는 주변 인물들을 예수와 바

르티메오 못지 않게 중요하게 묘사함으로써 이들이 기적의 순간을 

육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집시, 바리새인 등으로 

확인되는 인물들은 16세기 기독교인에게 타자화된 집단이었으며 경

계해야 할 ‘반-모델’로 작용하였다. 

한편 바르티메오는 육체적인 봄의 대척점에 위치한 인물이

다. 그는 물리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인

정받는다는 점에서 영적으로는 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시절부터 ‘육체적인 봄’에 대비되는 ‘영적인 봄’이 기독교인들에

게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은 

예수의 죽음과 승천 그리고 성부 옆에 자리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대신에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교리를 그들의 심장의 눈으로 보는 것임을 강조한다. 즉, 기독교인

들은 보지 않고도 믿었기 때문에 찬양 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물리적인 봄에 대한 경계가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종교적인 

논의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지나치게 

시각에 의존하는 가톨릭의 종교 관습에 대한 비판이 레이덴을 비롯

한 북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4장에서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 기존에 이해되었던 

것과 달리 물리적인 봄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16세기 후반부

터 17세기 전반에 걸쳐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인간의 오감에 대한 

알레고리화는 예수가 맹인을 치료하는 기적을 시각의 알레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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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들에서 맹인의 시각은 영적인 신실함에 

대한 비유로만 이해되지 않았으며 육체적인 감각 자체로 이해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은혜로운 시각(beatific vision)’을 부여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육체적 시각에 대한 인정인 것이다. 

화가가 육체적 시각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 관자의 ‘봄’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

으로 뒷받침된다. 화가는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자가 

이미지를 먼저 보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 판 레이덴의 작품에서 ‘봄

의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 맹인, 관중들과 같은 신약성

경의 이야기 속 인물들뿐만 아니라 16세기 당대의 관자도 포함하는 

것이다. 화가는 관자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물의 시선을 통해 

관자 자신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도록 하였다. 관자는 자신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군중들과 대비되는 바르티메오의 봄을 따르

도록 요구되고 있다.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신앙 생활에서 시각의 역할 또

는 이미지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던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맹인의 영적인 봄을 강조하는 주제는 당대 

논의 속에서 물리적인 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판 레이덴은 이미지의 내용이 바로 그 이미지의 효용성 자체를 부

정하는 듯 보이는 모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주제, 이를 표현한 방식과 작품의 형식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16세기 기독교인에게 올바른 봄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

시하였다. 

 

주요어 : 루카스 판 레이덴, 성상 파괴, 바르티메오, 맹인 도상, 레이

덴, 네덜란드. 

학번 : 2015 -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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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6세기 초 네덜란드의 레이덴(Leiden)에서 활동한 루카스 판 레이덴

(Lucas van Leyden, c. 1494 – 1533)은 1531년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 

Healing of Blind Man of Jericho>을 완성한다(도 1, 2). 그는 해당 작품

을 완성한 2년 후 세상을 떠나게 되며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현재 전하는 판 레이덴의 작품 중 마지막 회화 작품으로 여겨진다.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먼저 판 레이덴이 회화로 재현한 신약성경의 이야기는 16세기 초까

지 북유럽에서 독립적인 주제로 거의 그려진 바가 없다. 또한 화가

는 작품에서 이야기의 중심 인물보다 주변 인물들을 더욱 강조하여 

그렸다.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는 기적의 일화는 매우 특정

한 맥락 속에서 제한적으로 그려졌다는 점과 판 레이덴이 내러티브

를 화면에 옮긴 결과물은 모두 ‘시각’에 대한 함의를 전달한다. 특히 

그가 그림을 완성한 시점인 1531년은 북유럽의 종교 생활에서 시각 

체험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대두되던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현재 전해지는 작품의 외형은 16세기 이후 큰 변화를 겪은 

후의 결과이다. 따라서 작품이 본래 제작된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먼저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리고의 맹인

을 치료함>은 세로 115.7 cm, 가로 150.5 cm의 중앙 패널과 세로 89 

cm, 가로 33.5 cm 크기의 날개 패널 두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

르미타주 미술관(The State Hermitage Museum)에 소장되어 있다.
1
 현재 

                                                           
1 Nikolai N. Nikulin, “Some Data Concerning the History of the Triptych The Healing of the 

Blind Man of Jericho by Lucas van Leyden,”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29 (1978), p. 302. 『네덜란드 미술사 연보』는 

1978년 ‘루카스 판 레이덴 연구’라는 주제로 지면 전체를 할애하여 집중적으로 판 

레이덴의 작품을 다루었다. 특히 해당 연구들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루

카스 판 레이덴의 작품의 제작 과정과 이후 변경 내역 등을 추적하였다. 에르미타

주 미술관의 학예사 니쿨린(Nikulin)은 엑스레이 분석, 사진 촬영 등으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분석하였다.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최초 모습과 이후 변화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니쿨린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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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한 작품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중앙 패널에는 화면의 중

심에 작품의 제목에 해당하는 신약성경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으며 

그 주변으로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양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두 개의 패널이 있으며 각각 남성과 여성 방패지기(shield-bearer)가 

벽감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상에서 기술한 작품의 상태는 원래 작품이 만들어

졌을 당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이 작품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

은 1604년 카럴 판 만더(Karel van Mander, 1548 – 1606)의 『화가전 

Het Schïlder-boeck, Het Leven dar Doorluchtighe Nederlandsche/ en 

Hooghduytsche Schilders 』에 나타난다.  

 

내부의 날개 또한 이야기를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인물들이 다

양한 자세로 나타나며, 각각의 인물들은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 

즉, 맹인이 시각을 회복하게 되는 것에 엄청난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중략) 날개의 바깥 쪽에 쓰여 있듯이 그림은 1531년에 제작되었다; 

외부 패널에는 두 인물이 묘사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이며 각각 가

문의 문장을 들고 있다. 이들은 매우 우아하며 매력적으로 그려졌다.
2
 

 

이와 같은 판 만더의 글을 통해 작품이 처음 제작되었을 당시의 모

습을 추측할 수 있다. 

 먼저 현재 단일한 화면으로 구성된 중앙의 패널은 본래 세 

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었다(도 9). 즉 중앙에 그리스도와 맹인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중앙 패널이었으며 왼쪽과 오

른쪽 가장자리에서 기적의 장면을 목격하는 인물들은 각각 왼쪽 날

개와 오른쪽 날개의 안쪽 패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양 날개

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 인물은 양 날개의 외부 패널에 해당하는 부

                                                           
2 Karel van Mander, Het Schïlder-boeck, Het Leven dar Doorluchtighe Nederlandsche/ en 

Hooghduytsche Schilders (Haarlem, 1604), fol. 213r.; Rik Vos, “Life of Lucas van Leyden by 

Karel van Mander,”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29 (1978), pp. 471.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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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도 1, 2).
3
 이처럼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여러 번의 변

형을 거쳐 지금의 상태로 관자에게 보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형

이 정확히 언제,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1772년 해당 작품을 소장하

기 이전에 이미 이와 같은 상태였다. 다만 이전 소장처에서 남긴 기

록을 바탕으로 아마도 1740년에서 1755년 사이에 이러한 변형이 가

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4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판 레이덴의 후기 작품들 중 

드물게 주문자가 알려져 있는 예이다. 작품의 주문자는 레이덴의 귀

족 가문인 야코프 플로리스 판 몬트포르트(Jacob Florisz. Van 

Montfoort)와 그의 부인 디르켄 판 린덴부르(Dirckgen van Lindenbrugh)

이다. 현재 분리되어 날개 패널로 전시되고 있는 외부 패널의 두 인

물이 각각 주문자 가문의 문장을 들고 있다. 작품이 제작된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다만 초기 연구에서는 해당 작품이 

레이덴 병원에 전시될 맥락이었다고 추측하였다.
5
 그러나 최근의 연

구에서는 작품이 비교적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사적인 

맥락에서 감상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6
 

 카럴 판 만더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헨드릭 홀치우

스(Hendrick Goltzius, 1558 – 1617)의 컬렉션에서 직접 확인하고 작품

에 대한 찬사를 남겼다. 그는 루카스 판 레이덴의 회화 작품 중 가

장 먼저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화가의 작품

                                                           
3 Nikolai N. Nikulin, Netherlandish Paintings in Soviet Museums (Oxford: Phaidon; Leningrad: 

Aurora Art Publishers, 1987), p. 47. 이 외부 날개는 내부 패널들과 분리되어 독립된 작

품으로 다른 곳에 소장되었다가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구입하여 중앙의 패널과 함

께 전시하고 있다. 중앙 패널의 상단은 본래 형태와 달리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변

형되었으며 날개 패널의 상단은 잘려져 현재는 알려져 있지 않다.  
4 Nikulin, 앞의 논문, p. 301. 
5 N. Beets, “De Bestsellers van Lucas van Leyden’s “Genezing van den Blinde van 

Jericho”,“ Oud Holland – Quarterly for Dutch Art History 28 (1910), pp. 155 – 60. 
6 Elise Lawton Smith, The Paintings of Lucas van Leyden: A New Appraisal, with Catalogue 

R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2), pp. 142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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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칭송하였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당 작품은 미술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이는 16 - 17세기까지 판 레이덴의 작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신성 로마 제국

의 황제 루돌프 2세(Rudolf II, 1552 – 1612)가 루카스 판 레이덴의 작

품을 소장하기 위해 3번이나 시도한 끝에 화가의 작은 경배용 이면

화(diptych)를 소장하게 된 예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판 레이덴의 

작품은 17세기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
8
 그러나 18 - 19세기에 상대적

으로 판 레이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그의 작품

에 대한 연구도 거의 부재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판 레이

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제기되었으며 그에 대한 단일 연구 논문은 

20세기에 이르러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9
 그러나 20세기 판 레이덴

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그의 판화와 초기 장르화에 주목하였다. 따

라서 판 레이덴의 후기 종교화는 심도 있는 연구의 대상으로 여겨

지지 않았다.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 대한 가장 초기의 연구는 작품

의 주문자와 전시 맥락을 추정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비츠(Beets)는 

외부 패널에 그려진 가문의 문장을 바탕으로 주문자를 확인하였으

며 중앙 패널 우측 하단의 전경에 그려진 귀족 신사와 여성이 해당 

주문자 부부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0

 1950년대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해당 작품의 양식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이와 같은 연

구 경향은 판 레이덴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당대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 – 1528)와의 라이벌 관계에 

주목하거나 이후 네덜란드 황금기 미술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려는 

                                                           
7 Vos, 앞의 논문, p. 469. 
8 위의 논문, p. 473. 
9 Jan Piet Filedt Kok, Wouter Th. Kloek, and Ilja M. Veldman, “Introduction,”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29 (1978), VI. 
10 Beets, 앞의 논문,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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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강했다.
11

 예컨대 뒬버그(Dülberg)는 인물과 풍경의 조화라는 

점에서 얀 판 스코렐(Jan van Scorel, 1495 - 1562)의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12

 마찬가지로 크누텔(Knuttel) 또한 배경에 그려

진 풍경이 얀 판 스코렐의 화풍임을 지적하였다.
13

  

 특히 루카스 판 레이덴 후기 작품들에서 보이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도 확인하려는 시도가 나타났

다. 비츠는 1954년의 논문에서 외부 패널의 두 인물이 뒤러의 <네 

명의 누드 여인 The Four Witches>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14

 한편 프리들랜더(Friedländer)는 판 레이덴의 후기 작품

들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이탈리아의 영향을 강하게 보이며 북유럽 

특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하였다.
15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작품의 

양식적인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당대 다른 화가들과의 비교에 집중

하였다. 

 1960 – 70년 대에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1978년은 판 레이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시점이다.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Rijksmuseum)은 거의 전작에 이

르는 판 레이덴의 판화를 전시하였다. 같은 해 레이덴의 라켄할미술

관(Museum De Lakenhal)에서는 당시 새롭게 복원된 판 레이덴의 <최

후의 심판 Last Judgment>과 함께 드로잉 및 회화 작품을 전시하였

                                                           
11 Susanne Boorsch and Nadine M. Orenstein, “The Print in the North: The Age of Albrecht 

Dürer and Lucas van Leyde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1997), pp. 3 – 12. 바

사리는 루카스 판 레이덴을 독일의 뒤러에 비견할 만한 판화가로 제시하였다. 바사

리에 의해 제기된 뒤러와 판 레이덴의 라이벌 구도는 미술사학자들의 흥미를 끌었

다. 또한 두 화가가 1521년 직접 만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주로 

두 화가의 영향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로 양식적인 측면에 집중

하였으며 판 레이덴은 일방적으로 뒤러의 이탈리아풍 인물 양식을 수용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12 Smith, 앞의 책, p. 140. 
13 위의 책, p. 141.  
14 N. Beets, “De Noordnederlandse Schilderkunst in de zetiende eeuw,” in Kunstgeschiedenis 

der Nederlanden, Vol. 1, ed. H. E. Van Gelder and J. Duverger (Utrecht, 1954), pp. 447 – 50. 
15 Max J. Friedländer, Early Netherlandish Painting: Vol. 10 Lucas van Leyden and Other 

Dutch Masters of His Tim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3), pp. 170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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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

 이와 더불어 『네덜란드 미술사 연보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는 전체 지면을 판 

레이덴 연구에 할애하였으며 해당 권에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

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었다.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

관의 학예사 니쿨린(Nikulin)은 자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작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적 측면과 변화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였

다. 그의 연구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 18세기와 19세기에 변

화를 겪은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향후 작품에 대한 이해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1978년『네덜란드 미술사 연보』에 수록된 <

최후의 심판>에 대한 연구 등은 판 레이덴의 후기 작품의 제작 과

정과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루카스 판 레이덴의 작품을 양식적인 분석을 넘어 당

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리고

의 맹인을 치료함>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당대 사회적 논의에 위

치시키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 다만 화가의 후기 작품들과

의 관련성 속에서 해당 작품을 함께 논의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래리 실버(Larry Silver)는 판 레이덴의 1527년 작품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다 Moses and the Israelites after the Miracle of Water from 

the Rock>을 분석하였다. 그는 판 레이덴이 당대 진행되고 있던 프로

테스탄트와 가톨릭 간의 논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화가 자신의 의견을 작품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판 레이

덴의 입장이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Roterodamus, 1466 – 1536)

의 의견과 유사하며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모두를 비판적으로 바

라보는 관점이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실버는 같은 맥락에서 <여리

고의 맹인을 치료함> 또한 이해하였다. 그는 판 레이덴이 화면의 전

경과 후경에서 두 번에 걸쳐 모두 믿음을 강조하는 주제를 선택하

                                                           
16 Kok, Kloek, and Veldman, 앞의 논문,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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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에 주목하였다. 에라스무스가 맹인의 일화를 통해 믿음을 강조

했던 것과 레이덴에서 이단의 설교자가 “레이덴의 맹인”이라고 불렸

다는 점에 근거하여 판 레이덴이 가톨릭 교회와 개혁가들 사이의 

화해를 추구했다고 해석하였다.
17

  

 깁슨(Gibson)은 판 레이덴의 후기 회화 작품들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특징들에 주목하였다. 작품의 주제가 화면의 후경으로 

물러나고 전경에 장르적인 요소가 강하게 제시되는 점과 다양한 인

물들이 이루고 있는 군상의 구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 화가의 장르적인 요소에 대한 관심과 신약성경의 

극적인 이야기를 가장 잘 조화시킨 작품이라고 설명하였다.
18

 그는 

이전 연구에서 외부 패널의 두 인물이 뒤러의 <막시밀리안 황제의 

개선문 The Triumphal Arch of Maximilian> 판화에 나타나는 인물의 모

습과 유사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19

 깁슨의 연구는 판 레이덴의 후

기 회화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식적 특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깁슨의 연구는 20세기 초반

의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판 레이덴이 1526년 이후 이탈리아의 영

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다. 양식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영

향 이외에 판 레이덴이 작품을 제작했을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배

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처럼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도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

>은 화가의 후기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되었으며 작품에 대

한 독립적인 도상 분석이나 제작 배경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

다. 한편 흥미로운 연구로는 네덜란드 회화에 묘사된 맹인 도상을 

분석하면서 판 레이덴의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사례로 제시

                                                           
17 Larry Silver, “The Sin of Moses: Comments on the Early Reformation in a Late Painting by 

Lucas van Leyden,” The Art Bulletin 55 (1973), pp.401- 9.  
18 Walter S. Gibson, “Lucas van Leyden's Late Paintings: The Italian Connection,”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37 (1986), pp. 41 – 52. 
19 Walter S. Gibson, “The Paintings of Lucas van Leyden,” (Master degree of Art, The Ohio 

State University, 1960),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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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 헬러슈테트(Hellerstedt)는 16세기 후

반 네덜란드의 희곡과 회화, 판화 등 다양한 매체에 맹인이 등장한

다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맹인을 이끄는 또 다른 맹인’을 하나

의 도상으로 파악하고 이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저

자는 판 레이덴의 그림에 등장하는 맹인을 이끄는 소년의 모습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당대 희곡과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희곡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화면의 중

앙에 자리하고 있는 소년은 믿음이 의인화된 알레고리라고 분석하

였다.
20

 이와 같은 연구는 판 레이덴의 작품을 보다 넓은 사회적 맥

락에서 이해하고자 했으며 다양한 문학적 자료를 포함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특징적

인 구도와 형식을 판 레이덴의 회화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일반화하여 이해하였다. 또는 판 레이덴 전후 화가들이나 

당대 뒤러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작품

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이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독창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사회사적인 연구에서는 신약성경의 

이야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주로 믿음의 중요성을 시

사하는 그림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저자는 보다 근

본적으로 화가가 자주 그려지지 않던 신약성경의 이야기를 1531년

이라는 시점에 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당대 신앙 생활에서 시각의 역

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는 논쟁이 반영된 작품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작품이 제작되고 30년 후인 1566년 네덜란드에서는 전국적으

로 성상파괴 운동이 벌어졌으며 이는 몇 세기 동안 이어져오던 전

통적인 신앙 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1566년

                                                           
20 Kahren Jones Hellerstedt, “The Blind Man and His Guide in Netherlandish Painting,”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13 (1983), pp. 166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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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건은 갑작스럽게 발발한 것이 아니며 1520년경부터 사회적 인

식이 변화한 결과물이었다. 

 한편 루카스 판 레이덴의 작품을 당대 사회적, 종교적 맥락

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주의를 요한다. 판 레이덴의 시기에 

실제 개인의 삶에서 명백히 한 종교적 입장을 표명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조차도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영원한 결별을 예측하지는 못했다.
21

 따라

서 16세기 화가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프로테스탄트’ 또는 ‘가톨릭’

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대 미술사학자들의 편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다만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논쟁

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어떤 입장에 보다 더 공감하는지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22

  

 기존의 판 레이덴 연구자들 또한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실버와 파샬(Peter Parshall)은 화가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판 레이덴의 회화에서 명백한 종교적 입장을 읽

을 수는 없지만 화가가 당대의 미묘한 종교적 분위기를 담아내려고 

했다고 지적하였다.
23

 한편 엘리스 로튼 스미스(Elise Lawton Smith)는 

루카스 판 레이덴의 전작 도록에서 이와 같은 해석에 비판적인 의

견을 제시하였다. 스미스는 판 레이덴은 평생에 걸쳐 레이덴 지역의 

유망한 귀족 가문의 주문을 받았으며 이들은 가톨릭이었다는 점에

서 화가가 종교개혁의 맥락을 그림에 암시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주

장한다. 또한 실버와 파샬이 해석한 그림을 그린 시기에도 ‘성모 마

리아와 아기 예수’와 같은 명백히 가톨릭적인 주제의 작품을 계속해

                                                           
21 Steven E.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1550: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History of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pp. 182 – 

223. 
22 Bonnie Noble, Lucas Cranach the Elder: Art and Devotion of the German Reformation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9), pp. 11 – 14.  
23 Silver, 앞의 논문, pp. 406 -9.; Peter Parshall, “Lucas van Leyden and the Rise of Pictorial 

Narrative,” (PhD diss.,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4), pp. 144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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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산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4

 

 이처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판 레이덴의 종교적 성향에 대

한 의견의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문자와 작품의 제작 의도까

지 고려해야 하는 작품에 대해서 루터 또는 가톨릭에 특정적인 신

학이나 담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판 레이덴이 당대 사회적 분위기를 인지하고 이

를 작품을 통해 시각화하고자 했음을 전제할 것이다. 판 레이덴의 

후기 회화는 주제와 구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에서 벗어난 이례

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은 화가의 장르적 묘사에 대한 관

심이나 이탈리아 양식의 영향과 같이 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난 미술

사의 양식적 분석에 초점을 둔 해석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당대 종교적 논의에 

대한 화가의 인식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신앙 생활

에서 시각 체험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판 

레이덴이 활동하던 16세기까지 이미지는 네덜란드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중세 신학자들의 논의와 이

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미지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 생활

에서 육체적 시각이 활용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520년

경 독일에서부터 이와 같은 이미지의 사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

다. 보이지 않는 신을 보아야 하는 물질적인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

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네덜란드에도 전해졌으며 판 레이덴은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 또는 

사회적 사건 등을 통해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을 주장한다. 

 III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이야

                                                           
24 Smith, 앞의 책, pp. 68 – 78. 



１１ 

 

기를 묘사한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화가는 주변 인물의 다양한 자

세와 구체적인 반응을 통해 이들이 육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 때 집시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타자화된 집단이 

구현하고 있는 육체적 시각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맹인 바르티메오는 육체적인 시각의 대척점에 위치한 

인물임을 주장할 것이다. 그는 물리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로

부터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영적으로는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 화가가 육체적 시각 자체를 부정

하는 듯한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제시한다. 

본문의 IV장에서는 맹인 치료의 기적을 오히려 육체적 시각

을 인정하는 내러티브로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16 - 

17세기에 회화로 재현된 맹인 치료의 기적은 영적인 앎이 아닌 인

간의 육체적 감각에 해당하는 맥락에서 나타난다.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 육체적 시각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인정하는 듯한 모순

적인 측면은 관자의 시각 체험에 대한 인식과 경계로 나아간다. 또

한 작품의 형식이 보이는 이례적인 특성들 역시 이와 같은 교훈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임을 확인할 것이다. 궁극

적으로 판 레이덴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내러티브의 중

의적 해석 가능성, 극적인 묘사, 형식적 변형 등 전반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올바른 기독교 신자가 ‘보아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

고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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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각 체험과 믿음 

 

본 장에서는 루카스 판 레이덴의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 제작

되었던 시기 전후의 종교미술과 신앙 경향의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판 레이덴이 작품을 완성하는 시점인 1531년은 네덜란드의 신앙 생

활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시기이다. 16세기 초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의 사상적 변화는 네덜란드 평신도들의 전통적인 믿음에 의문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위해 이

미지를 보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1566

년 네덜란드 성상파괴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먼저 15세기부터 

16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네덜란드의 신앙 생활에서 성화와 믿음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지 추적할 것이다. 이후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과 성상 비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러한 논쟁이 레이덴을 포함한 네덜란드에도 전해지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1. 종교적 시각 체험의 전통 

 

1531년 판 레이덴은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완성한다(도 1, 2). 

그가 그린 주제는 마가복음 10장과 루가복음 18장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일화이다. 두 성경의 기록은 구체적인 전개에서 일치

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기본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동일하다. 예수

가 여리고라는 도시 근처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르티메오를 

마주하게 되고 그의 소망을 들어주어 눈을 뜨게 한다는 기적의 일

화이다.
25

  

                                                           
25 마가복음과 루가복음은 각각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다르게 기록한다. 마가복음에

서는 예수가 여리고의 도시를 들어가는 길에 맹인을 만나는 한편 루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여리고를 떠나는 길에 맹인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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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스 판 레이덴이 묘사한 순간은 예수가 바르티메오를 그

에게 불러온 후의 모습이다. 예수와 맹인을 이끄는 어린 아이, 바르

티메오 세 인물이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 바르티메오는 

예수의 기적으로 눈을 뜨기 전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이야기의 전

개에서 예수가 바르티메오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순간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추측해보자면 예수가 바르티메오에게 

그의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고 선언하기 직전의 순간 즉, 바르

티메오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일 것이다. 세 

인물들의 왼편으로는 사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양 

쪽의 가장자리에는 예수가 앞으로 행할 기적을 고대하기라도 하는 

듯한 관중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나타나는 각

기 다른 인물들의 ‘봄’과 ‘보지 못함’의 대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각 

인물들이 구현하는 다른 형태의 육체적 시각에 대한 묘사가 당대 

관자에게 어떤 함의를 전달했을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통적인 종교 생활에서 시각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14 – 15세기 네덜란드의 신앙 생활에서 육체적인 눈으로 보

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신도들의 종교적인 삶에서 ‘보는’ 

                                                                                                                                           

상의 한계로 인해 마가복음의 내용만을 인용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매오의 아들인 바디매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지르기 시작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

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고 계시네.”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

나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 주길 원하

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52절. 이와 거의 유사한 내

용을 루가복음 18장 35 - 43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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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단지 성화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신도들은 성화를 보고 

경배하는 것에서부터 성인의 유물을 직접 보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육체적인 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

히 미사에 참석하여 성체가 들어올려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는 것

은 그 자체로 성체와 접촉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때 이들의 육체

적인 봄의 행위는 단지 현세에서의 행위로 그치지 않았으며 사후의 

안위를 보장하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26

 

이미지 역시 평신도들의 종교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교회의 미사에 참석한 신도들은 제단화 앞에서 성사가 행해지는 것

을 목격하였으며 각 예배당에 걸린 제단화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교회에 걸리는 제단화뿐만 아니라 사적인 경배용 그림이 제작되어 

신도들은 개인적인 경배와 묵상에서도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처럼 구원을 위한 종교 생활에서 육체적 시각을 활용하는 

것의 정당성 및 신앙적 효용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해 

왔다. 신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신을 영적으로 알기 위한 과정에서 활

용하는 도구로써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였다. 특히 중세와 전

근대 기독교인들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은 4세기 기독

교 신학가이자 주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Hippo, 354 – 

430)의 감각에 대한 논의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시각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가장 낮은 단계의 감각은 육체적인 시각

(corporeal sight)이었으며 두 번째 단계는 환영을 보는 환시의 단계

                                                           
26 많은 학자들이 중세와 전근대 종교 생활의 시각적인 측면을 지적해 왔다. 특히 

로버트 스크립너(Robert Scribner)는 독일의 대중적인 종교 생활에서 얼마나 봄의 행

위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는지 방대하게 다루었다. 보다 자세한 연구는 다음

의 연구 참고. Robert Scribner, “Perceptions of the Sacred in Germany at the End of the 

Middle Ages,” in Religion and Culture in Germany (1400 – 1800), ed. Lyndal Roper (Leiden : 

Brill, 2001), pp. 85 – 103.; Robert Scribner, “Ways of Seeing in the Age of D rer,” in D rer 

and his Culture, ed. Dagmar Eichberger and Charles Zika (Cambridge, UK;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Joseph Leo Koerner, The Reformation of the Im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Margaret R. Miles, “Vision and the Sixteenth-

Century Protestant and Roman Catholic Reforms,” in Image as Insight: Visual Understanding 

in Western Christianity and Secular Culture (Eugene (Or.): Wipf & Stock, 2006), pp. 95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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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ary sight)였다. 마지막으로 최상위의 시각은 신을 영적으로 아

는 단계(intellectual sight)이다.
27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에서 육체

적인 시각은 명백하게 가장 낮은 단계이며 올바른 기독교인이 추구

해야 할 단계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영적으로 알게 되는 최상위 단

계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적 시각의 필요성

을 역설하기도 한다. 속세의 인간이 신을 영적으로 아는 단계에 이

르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 환영과 지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각에 대한 이론은 이후 

중세 신학자들과 이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 네덜란

드의 신앙 생활에서 주요한 부분이었던 묵상에서 이미지를 활용하

는 근거가 되었다. 예컨대 14세기 위(爲) 보나벤투라(Pseudo-

Bonaventure)의 『예수의 생애에 대한 묵상 Meditations on the Life of 

Christ』에서는 성경의 구절을 읽으며 독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상상

하라”고 권한다. 이처럼 위 보나벤투라가 적극적으로 독자를 개입시

키고 시각 이미지를 활용한 예는 중세 후기 신자들이 어떻게 이미

지를 통해 신을 알고자 했는지 잘 보여준다.
28

  

 유사한 시각의 활용을 보여주는 작센의 루돌프(Ludolph 

Saxony, c. 1295 - 1378)의 저서 『예수의 생애 Vita Christi』또한 1474

년에 최초로 인쇄되었다. 그는 저술에서 신도들의 삶은 마치 사다리

                                                           
27 Augustine of Hippo, On Genesis: Two Books: On Genesis against the Manichees; and, On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Genesis: An Unfinished Book, trans. Roland J. Teske (Washington, 

D. 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1), pp. 156 – 61.; Christian K. Kleinbub, 

“Raphael’s “Transfiguraion” as Visio-Devotional Program,” The Art Bulletin 90 (2008), p. 367. 

중세와 전근대 ‘시각’에 대한 신학자들의 논의는 다음의 연구 참고. Eugene Vance, 

“Seeing God, Augustine, Sensation, and the Mind’s Eye,” in Rethinking the Medieval Senses, 

ed. Stephen G. Nicholas, Andreas Kablitz, and Alison Calhou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pp. 13 – 29. 특히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

의 감각과 신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의 이론은 한 가지로 

정의되기 쉽지 않으며 저술에서 종종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가장 핵심적인 틀은 3단계 이론이었으며 이와 같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

상은 중세를 걸쳐 유럽 기독교인들의 사고의 바탕이 되었다. 
28 Craig Harbison, “Vision and Meditations in Early Flemish Painting,”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15 (1985),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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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고 비유한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신자들은 인간으로 

육화한 그리스도를 보는 것으로부터 영적으로 그를 인지하는 단계

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세 후기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의 삶에 대해 묵상하는 것을 종교적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강조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각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네덜란드

에서 ‘데보티오 모데르나(Devotio Moderna)’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마

찬가지로 예수의 삶과 수난에 대해 묵상하고 마음 속에 이미지를 

그려 상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다.
29

 

 이와 같은 신학 이론과 종교적 삶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엘

리트 계급뿐만 아니라 지방어를 사용하는 보다 넓은 독자들에게도 

유의미한 논의였다. 플랑드르의 얀 판 뤼스브룩(Jan van Ruusbroec, 

1293 - 1381)이 저술한 『영적 결혼 Spiritual Espousals』(1335) 또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감각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판 뤼스브룩

의 책은 크게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370년부터 16세기 

중반까지 계속해서 필사본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네덜란드어 버전으

로 출판된 판본은 1624년경까지 인쇄되었다. 판 뤼스브룩은 성 아우

구스티누스가 인간의 감각을 3단계로 분류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종교적 삶의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활동적 삶

(active life)이며 두 번째 단계는 갈망하는 삶(yearning life), 세 번째 

단계는 신에 대해 명상하는 영적인 삶(spiritual life)이었다.
30

 판 뤼스

브룩 역시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삶은 영적인 삶이라

                                                           
29 위의 논문, p. 95. 데보티오 모데르나로 이어지는 지적인 흐름은 네덜란드에서 종

교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위-보나벤투라와 작센의 루돌프, 데보티

오 모데르나에 대한 연구는 다음 참고. Mary Immaculate Bodenstedt, The Vita Christi of 

Ludolphus the Carthusian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44).; Pseudo-

Bonaventure, Meditations on the Life of Christ: An Illustrated Manuscript of the Fourteenth 

Century, ed. Isa Ragusa and Rosalie B. Gree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Charles Abbott Conway, Jr., The Vita Christi of Ludolph of Saxony and Late Medieval Devotion 

Centered on the Incarnation: A Descriptive Analysis (Salzburg: Institut f    nglische    ache 

und Lite atu ,  nive sit t  al bu g, 1976).  
30 Bret Rothstein, “Vision, Cognition, and Self-Reflection in Rogier van der Weyden’s Bladelin 

Triptych,” Zeitschrift für Kunstgeschichte 64 (2001),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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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육체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불

가피함을 인정하였다. 그는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자 그대

로 “보아야 하며” 바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적절한 미덕을 가지고 

지상의 존재를 탐구하여 이 미덕으로 말미암아 시각을 초월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31

  

 이처럼 4세기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위 보나벤투라, 작

센의 루돌프, 판 뤼스브룩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시각 체험에 

대한 중세 기독교인들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체적인 감각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에 대한 영적인 이해에 비

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

학자들은 모두 평신도들이 곧바로 신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기 어

렵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서 단계

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육체적인 감각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시

각이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평신도들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었다.
32

 일차적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와 성모의 생애를 그린 그림을 보고 묵상을 행한다. 이러한 

묵상이 지속되면 이들은 물리적으로 그림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마

음 속에 새겨진 이미지를 상기함으로써 환시(vision)로 나타난 그리

스도를 볼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마음 속의 이미지조

차도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이

                                                           
31 위의 논문, p. 53.  
32 Bret Rothstein, “On the Order of Seeing in the Burgundian Netherlands,”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8), pp. 19 – 27. 로스스타인은 해당 논문에서 로히어르 판 

데어 바이덴(Rogier van der Weyden)의 <블라델린 제단화 Bladelin Altarpiece>, 얀 판 

아이크(Jan van Eyck)의 <요리스 판 데어 펠레와 성모자 Virgin and Child with Canon 

van der Paele>, 얀 판 아이크의 <니콜라 롤랭 수상의 성모 Madonna of Chancellor 

Nicolas Rolin>을 다루면서 네덜란드와 부르고뉴 지역에 영향을 주었던 시각 이론들

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로스스타인은 위 보나벤투라, 작센의 루돌프, 판 뤼스브

룩 등의 이론을 이들 작품들의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러한 이론들을 

통해 당대 시각에 대한 인식 속에서 작품들이 제작될 수 있었던 맥락을 구성하였

다. 본고에서도 시각에 대한 중세와 전근대 신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나 판 

레이덴이 이러한 이론을 직접 인용하여 그림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

은 아니다.  



１８ 

 

르러야 하는 것이었다.
33

 

 이러한 시각과 종교적 명상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론적인 

차원으로만 이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그들이 보게 되는 이미지를 구

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성화에 묘사된 주문자의 모

습에서는 묵상에서 이미지를 활용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34

 중세 후기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많은 성화들에는 주문자

가 그림 속에 나타난다. 주문자가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생애에 참

여하고 있는 듯한 묘사는 명백하게 시대착오적임에도 불구하고 거

의 모든 네덜란드의 종교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그림 속 주

문자의 존재는 자신이 그림을 주문했다는 사실을 그림의 관자에게 

과시하는 역할을 했다. 때로는 주문자의 사후 안식을 위해 기도를 

올리도록 장려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문자 묘사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이들이 현실에서 물리적인 그림을 보고 명

상으로 나아가길 희망하는 것처럼 그림 속에서 환시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35

  

 종교화가 중세 후기 신도들의 삶에서 수행했던 기능과 그림

을 보는 것을 통해 관자가 얻고자 했던 효과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는 바로 <마리 드 브루고뉴의 기도서 Mary of Burgundy 

                                                           
33 14-15세기 네덜란드의 종교화의 경배적(devotional) 측면은 파노프스키(Panofsky)가 

주장했던 ‘숨겨진 상징’에 반박하며 주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하비슨은 15세기 신앙 

생활에서 이미지는 그 자체로 이미지를 보고 그에 대해 명상하고 나아가 환시를 

보는 일련의 과정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4-15세기 종교화와 경배

에 대한 연구는 다음 참고. James H. Marrow, “Symbol and Meaning in Northern European 

Art of the Late Middle Ages and the Early Renaissance,”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16 (1986), pp. 150 – 69.; Jeffrey Hamburger, “The Visual and the Visionary: 

the Image in Late Medieval Monastic Devotion,” Vator 20 (1989), pp. 161 – 82.; Sixten 

Ringbom, “Devotional Images and Imaginative Devotions, Notes on the Place of Art in Late 

Medieval Piety,” Gazette des Beaux-Arts 73 (1969), pp. 159 – 70.; Sixten Ringbom, Icon to 

Narrative: The Rise of the Dramatic Close-up in Fifteenth-century Devotional Painting 

(Doornspijk: Davaco Publishers, 1984).; Rosemary Drage Hale, “‘Taste and See, for God Is 

Sweet’: Sensory Perception and Memory in Medieval Christian Mystical Experience,” in Vox 

mystica: Essays on Medieval Mysticism in Honor of Professor Valerie M. Lagorio, ed. Anne 

Clark Bartlett et al. (Cambridge; Rochester: D. S. Brewer, 1995), pp. 3 – 14.  
34 Harbison, 앞의 논문, pp. 95 – 101.  
35 위의 논문, p. 100. 



１９ 

 

praying from her Book of Hours>이다(도 10). 해당 삽화에서 마리는 창

문 앞에 자리하고 기도서를 보고 있다. 현실에서 마리가 보고 있는 

기도서의 삽화로 주문자 자신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리의 뒤에 자리하고 있는 창문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현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마리는 성모와 아기 예수의 현

현 장면에도 자리하고 있다. 즉 관자인 마리는 기도서에 묘사된 자

신의 모습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기도서 속 자신이 창문에 나타난 

성모와 아기 예수를 알현하게 되듯이 환시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36

 

 이러한 묘사 방식은 <마리 드 브루고뉴의 기도서>와 같이 

단일한 관자만을 대상으로 한 작품에 제한되지 않는다. 15세기 네덜

란드의 수많은 제단화에서도 이와 같은 주문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태 로베르 캄팽(Robert Campin, c. 1375 – 1444)의 <메로데 

제단화 Merode Altarpiece>(1428)와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도 11). 

주문자 부부가 자리한 왼쪽 패널과 중앙 패널이 이어지는 부분에는 

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마치 이들이 현실의 집 앞에서 문

을 열고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태고지를 확인하고 있는 듯 하

다. 그러나 두 부부의 눈은 매우 상반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남편

의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 반면 부인은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

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눈의 묘사는 그림을 보는 일련의 과정을 암

시한다. 일차적으로 관자는 제단화 앞에서 부인과 같이 묵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묵상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남편이 수태고지를 목

격하듯이 환시를 보게 되는 것이다.
37

 

                                                           
36 Scribner, 앞의 책 (2005), pp. 104 – 5. 
37 Lynn F. Jacobs, Opening Doors: the Early Netherlandish Triptych Reinterpreted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12), pp. 48– 52.; Bret Rothstein, Sight and 

Spirituality in Early Netherlanish Painting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2005), pp. 56 – 64. 이들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은 더욱이 부부의 묵상의 순간

을 강조한다. 이들은 수태고지를 묘사한 중앙 패널의 성스러운 공간과 문으로 구분

되어 있다. 한편 부부의 뒤로는 속세의 공간과 구분해주는 또 다른 문이 보이고 있

다. 묵상을 통해 성과 속의 경계에서 이들이 성스러운 영역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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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스 판 레이덴이 그림을 배웠던 코르넬리스 엔게브레흐

츠(Cornelis Engebrechtsz., 1462 – 1527)의 공방에서도 이와 같은 이미지

를 다수 제작하였으며 판 레이덴 또한 이러한 경배용 및 명상용 이

미지의 전통에 익숙했다.
38

 비록 그는 초기에 일상을 주제로 한 그림

을 주로 제작하기는 했으나 현재까지 전해지는 몇몇 종교화는 판 

레이덴이 당대 이미지가 지닌 경배 및 명상 용도에 대해 알고 있었

음을 보여준다. 1521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모마리아와 아

기 예수와 천사들 Virgin and Child with Angels>은 당대 유행한 성모와 

아기 예수상으로 주로 개인적인 경배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도 12). 

화면의 전경과 오른쪽 모서리에는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신

체 일부는 화면 밖으로 잘려있어 관자와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

는 효과를 준다. 판 레이덴의 그림에서 특히 인상적인 묘사는 왼편

에 나타나는 소년의 모습이다. 그는 천사들과 거의 비슷한 나이 또

래로 보인다.
39

 소년은 화면에서 두드러지게 묘사되어 있지 않으며 

천사들이 마치 그를 천사들 중 하나로 가장해주기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당대 의복을 입고 날개와 같은 묘사가 

없다는 점에서 화면 왼쪽의 소년은 천사들과는 구분되는 현세의 인

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화면에서 소년이 비교적 숨겨져 있는 것처럼 존재감

이 약한 것에 반해 이 소년의 눈은 화면 속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

도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 화면 전경의 천사들은 고개를 내리고 있

                                                           
38 코르넬리스의 공방에서 제작한 제단화 중 명상을 통해 환시를 보고 있는 주문자

가 나타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코르넬리스 엔게브레흐츠, <오병이어 기적 제단화 

Triptych with the Miracle of Feeding the Five Thousand>(1520년경), 아르트헨 판 레이덴 

화파, <성인과 주문자가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The Resurrection with Saints And 

Donors>(1525 – 1530), 아르트헨 판 레이덴, <라자로의 부활 The Raising of 

Lazarus>(1530년경). 특히 <성인과 주문자가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는 주문자 

부부 중 부인의 앞에 기도대가 있으며 기도서가 펼쳐져 있어 현재 그녀가 묵상을 

통해 중앙 패널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39 Smith, 앞의 책, pp. 110 - 11. 명상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현실의 인물은 대부분 

작품을 주문한 인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처럼 어린 소년이 직접 그림을 주문했을 

법하지 않으며 아마도 주문자와 가족 관계인 인물로 추정된다.  



２１ 

 

거나 등을 돌리고 있어 눈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오른편의 천사 두 

명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듯하며 무엇을 보고 있는 지 명확하

지 않다. 성모와 아기 예수는 고개의 방향을 통해 소년을 향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들의 눈동자는 소년의 것만큼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와 대비되는 소년의 뚜렷한 눈은 보

는 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소년은 앞서 살펴

보았던 기도서나 제단화 속 주문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림 속에 나타

나는 동시에 실제로 현실에서 예상되는 그림의 관자이기도 하다. 특

히 그의 눈을 다른 인물들보다 뚜렷하게 강조하여 그린 것은 소년

이 자신의 눈으로 그림을 목도하여 그림 속의 자신이 성모와 아기 

예수를 보고 있듯이 명상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결

국 그림 속에서 소년은 성모와 아기 예수, 천사들과 같은 공간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들이 실제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0

 

 <성모와 아기 예수와 천사들>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성

모와 아기 예수, 마리아 막달레나와 주문자 Virgin and Child with Mary 

Magdalene and Donor>(1522) 또한 환시를 보고 있는 주문자를 묘사하

고 있다(도 13). 해당 작품은 본래 이면화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17세

                                                           
40 소년이 후원 성인의 중재 없이 직접 성모와 아기 예수를 보고 있는 점 또한 주

목할 만하다. 별도로 성인의 중재 없이 신자가 성스러운 인물과 같은 공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얀 반 아이크의 <니콜라 롤랭 수상

의 성모>이다. 해당 작품에서 롤랭은 기도대 앞에 나타난 성모와 아기 예수를 바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때 롤랭의 시선은 약간 위로 향하여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그가 기도 중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롤랭이 성모와 아기 예수를 실제로 보

고 있는 것이 아닌 명상의 과정에서 환영으로 보게 된 모습임을 확인해준다. <니콜

라 롤랭 수상의 성모>에 나타나는 신자와 성스러운 인물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

양한 해석이 제기되었다. James  nyde , “Jan van  yck and the Madonna of Chancello  

Nicolas Rolin,” Oud-Holland 82 (1967), pp. 163–71.; Molly Teasdale  mith, “On the Dono  of 

Jan van  yck’s Rolin Madonna,” Gesta 20 (1981), pp. 273–79.; Marvin Felheim and F.W. 

B ownlow, “Jan van  yck’s Chancello  Rolin and the Blessed Vi gin,” Art Journal 28 (1968), 

pp. 22–58.; Carol J. Purtle, The Marian Paintings of Jan van Eyc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Laura D. Gelfand,, and Walter S. Gibson, "Surrogate Selves: The 

"Rolin Madonna" and the Late-Medieval Devotional Portrait,"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29 (2002), pp. 119-38. 



２２ 

 

기경 두 패널이 봉합되어 단일한 화면을 구성하게 되었다.
41

 본래 해

당 작품이 이면화로 제작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판 레이덴의 작품

은 전형적인 네덜란드의 경배용 그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스 

멤링(Hans Memling, 1430 – 1494)과 로히어르 판 데어 바이덴(Rogier 

van der Weyden, 1400 – 1464) 모두 성모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주문

자가 나타나는 이면화를 제작하였다(도 14, 15, 16).
42

 한 패널에는 성

스러운 인물이나 사건이 묘사되어 있고 다른 패널에는 주문자의 모

습이 등장하는 구성이다.  

 판 레이덴의 작품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고개는 아래를 향

하고 있으며 그녀의 손을 따라가면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다. 막달레

나는 손짓으로 주문자에게 반대편 패널의 아기 예수를 볼 것을 권

장하고 있다. 그러나 막달레나의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자세로 묘사

된 주문자는 막달레나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있지 않으며 오

히려 살짝 위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시선은 성모의 시선과도 겹치

지 않는다. 이러한 시선의 단절은 주문자가 현재 묵상의 상태이며 

그의 눈이 보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현실의 존재가 아닌 환시임을 

암시한다. 

 판 레이덴이 제작한 두 작품에서는 모두 환시로 나타난 성

스러운 인물들을 목도하고 있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특히 두 작

                                                           
41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성모와 아기 예수, 마리아 막달레나와 주문자>에서 주문

자는 17세기 패널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요셉으로 바뀌게 되었다. 아마도 막시밀리

안 공작(Maximilian I, Elector of Bavaria, 1573 – 1651)의 컬렉션에서 이와 같은 변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품의 변형 내용과 소장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J. P. Filedt Kok, P. Eikemeier, and J. R. J. Van Asperen De Boer, "Das Diptychon des Lucas 

van Leiden von 1522. Versuch einer Rekonstruktion,"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26 (1975), pp. 229-58. 참고. 
42 한스 멤링의 <성모에게 경배하는 마르틴 판 뉴베호퍼 Martin van Nieuwehove 

praying to the Virgin>과 로히어르 판 데어 바이덴의 <성모와 아기예수를 경배하는 

필립 드 크로이 Madonna and Child adored by Philippe de Croy> 등이 대표적이다. 15세

기 이면화로 제작된 경배용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Laura Deborah Gelfand, “Fifteenth-

century Netherlandish Devotional Portrait Diptychs: Origins and Function“ (PhD diss.,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94).; John Oliver Hand, Prayers and Portraits: Unfolding the 

Netherlandish Diptych (Washington, D. C.: National Gallery of Art;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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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 공통적으로 인물들의 시선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은 이들이 경배를 드리는 대상과 같은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성모와 아기 예수는 물리적인 실

체로 주문자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며 주문자가 사후에 이들을 알

현하고자 하는 희망을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그림 속에 묘사

된 주문자가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묵상의 결과물로 나타

난 결과인 것이다.
43

 이처럼 판 레이덴은 16세기 네덜란드에서 물리

적인 눈으로 이미지를 목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상에 이르는 과정

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화면 

속에서 신자들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상을 

통해 마음 속 이미지를 보는 것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하였다. 

 

2. 의문의 제기 

 

전통적인 신앙 생활에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관습은 16

세기 초에 이르러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1517년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기존 가톨릭의 신앙 관습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중

에는 지나친 이미지의 사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한적인 물질로 영

적인 신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대두되었으며 그리

스도를 재현한 그림에 경배를 표하는 것이 우상숭배인지에 대한 논

의가 격렬하게 이어졌다. 성상에 대한 의심은 독일 지역과 스위스 

등지에서 실질적인 성상 파괴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는 1566년까지 독일이나 스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렬한 성상 파

괴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44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덴을 포함한 

                                                           
43 Harbison, 앞의 논문, p. 101. 
44 Ilja M. Veldman, “Characteristics of Iconography in the Lowlands during the Period of 

Humanism and the Reformation: 1480 – 1560,” in The Luminous Image: Painted Glass 

Roundels in the Lowlands, 1480-1560, ed., Timothy Husband et al.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5), pp. 24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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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도 충분히 종교개혁의 주요 사상이 전해졌으며 이는 판 

레이덴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성상에 대한 의심은 

판 레이덴의 후기 작품들에서 중요한 주제를 형성하였다.  

 종교생활에서 이미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 – 1546)를 위시한 프로테스탄트에서 

완전히 새롭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비잔틴 시기와 8세기 기

독교 사회에서 성상에 대한 논쟁이 전개된 바 있으며 16세기의 논

쟁에서도 앞선 신학자들의 논의가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었다. 성상

옹호자들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St. Gregory the Great, c. 540 – 604)가 

주장한 이미지의 교육적 측면을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이미지에 대한 경배는 이미지 그 자체가 아닌 이미지가 

묘사하고 있는 원형(prototype)에 전달된다는 해석도 주요한 근거였

다. 한편 성상반대자들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 명백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조항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어떠한 물질도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한 신을 재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미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이미지는 우상이라고 반박하였다.
45

  

 16세기 초 신앙 생활에서 이미지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비

                                                           
45 비잔틴 시기와 중세 초기부터 성상의 사용과 이에 대한 반대는 첨예한 대립을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성상을 옹호한 인물들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St. Gregory the 

Great, 540 – 604), 다마스쿠스의 요한(John of Damascus, 676 – 749)과 같은 인물이다. 

한편 8세기 신성로마제국의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 748 – 814)는 『샤를마뉴 대

제의 서 Libri Carolini』(794)를 저술하여 성상 숭배를 반대하였다. 이들이 전개한 

성상논쟁의 다양한 근거를 본고에서 다루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성상

에 대한 신학자들의 이론적 해석보다는 실제로 이미지를 보았을 관자들이 접했을 

사회적인 사건이나 희곡, 선전물 등에 집중할 것이다. 비잔틴 성상 논쟁과 16세기 

성상파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 참고. 신준형, 「비잔틴 성상 복구

운동(8세기)과 신성로마제국의 대응」,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24 (2005), pp. 

9 – 25.; David Freedberg, “The Structure of Byzantine and European Iconoclasm,” in 

Iconoclasm, ed. Anthony Bryer and Judith Herrin, (Birmingham: University of Birmingham, 

1977), pp. 165 – 77.; Carl Christensen, Art and the Reformation in Germany (Athens: Ohio 

University of Press, 1979).; Carlos M. N. Eire, War against the Idols: the Reformation of 

Worship from Erasmus to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Helmut 

Feld, Der Ikonoklasmus des Westens (Leiden: E. J. Brill, 1990).; Lee Palmer Wandel, Voracious 

Idols and Violent Hands: Iconoclasm in Reformation Zurich, Strasbourg, and Bas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Kristine Kolrud and Marina Prusac, ed., 

Iconoclasm from Antiquity to Modernity (Burlington, VT: Ashgat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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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은 대표적인 세 인물-에라스무스, 루터, 칼쉬타트-에 의해 제기되

었으며 이들 간의 성상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는 성상 논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세 인물이 전개한 성상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모두 육체적인 시각에 대한 경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16세기 성상 논쟁에서는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

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었다. 즉 가장 첨예한 대립을 초래한 문제

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체를 인간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장 먼저 네덜란드의 인문학자이자 가톨릭 내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 Praise of Folly』에서 당대 종교

적 세태를 풍자하였다.46 에라스무스는 그의 책 전반에 걸쳐 사회의 

다양한 세태를 비판한 후 마지막 장에서 우신의 장광설로 끝맺고 

있다. 이전까지 비유적인 장치와 수사학을 통해 비판을 유희적으로 

전달했던 것과 달리 마지막에 이르러 에라스무스는 보다 직접적으

로 물질화된 종교 생활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진정토록 경건한 

사람들의 내면화된 종교 생활이야말로 모범적인 예시라고 제시한다. 

우신의 통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유형의 사물에만 집

착하여, 그것들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조하는 데만 매료되어 있다.” 이들은 “가장 단순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47 

                                                           
46 네덜란드 인문주의의 등장과 가톨릭 개혁의 대한 연구는 다음 참고. Cornelis 

Augustin, Erasmus: His Life, Works, and Influenc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0).; Johan Huizinga, Erasmus and the Age of Reformation (New York: Harper, 1957).에라

스무스와 시각 문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Hilmar M. Pabel, “Critique, 

Reform, and Defence of Prayers to the Saints,” in Conversing with God: Prayer in Erasmus 

 Pastoral Writing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pp. 69 – 108.; Erwin Panofsky, 

“Erasmus and the Visual Arts,”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32 (1969), pp. 

200 – 27.; Rachel Giese, “Erasmus and the Fine Arts,”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7 (1935): 

pp. 257 – 79.  
47 Desiderius Erasmus, The Praise of Folly, trans. Hoyt Hopewell Hudson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pp. 1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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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스무스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예들은 당시 평신

도들의 신앙 생활이 시각 즉 보는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었음을 방증하며 당대 기독교인들의 물질화된 종교생활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성 크리스토퍼가 그려

진 그림을 보고 성인에게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 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비판한다. 삽화로 삽입된 판화에

는 벽에 붙은 성 크리스토퍼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도 17).
48

 이러한 봄의 행위는 앞서 성상옹호론에서 

주장했던 이론적인 설명과는 차이를 보이는 현실의 세태인 것이다. 

성 크리스토퍼의 이미지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바라는 신자의 모습

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묵상에 이르는 것도 아니며 이미지를 통해 

예수의 삶을 알게 되는 교육적인 측면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에라스

무스는 이처럼 당대 신앙 생활이 지나치게 물질화되었으며 미신으

로 변질되었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더불어 그는 물질화된 종교 생활이 결국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시각 또한 이에 포함

되는 요소였다.  

 

가령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과 같이 좀더 물질적인 것들이 있고, 

기억 지성, 의지와 같이 육체와 관련이 적은 것도 있다. … 그러나 경

건한 사람은 전 생애에 걸쳐 육체적인 것에서 멀리 떨어져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향해 날아오른다.
49 

 

책의 전반을 할애하여 물질적인 세태를 비판한 에라스무스의 논의

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그는 우신의 입을 빌려 “정

신적인 것은 그 정도로 물질을 능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48 Erasmus, 앞의 책, pp. 56 - 59.; Koerner, 앞의 책 (2008), p. 97. 
49 Erasmus, 앞의 책, pp. 140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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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능가한다!”고 외치며 논의를 마무리 한다. 이처럼 에라스무스

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회귀하는 종교 생활을 강조하였다. 『우신

예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병사 지침서 Enchiridion: Or Manual 

of a Christian Knight』의 한 챕터인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From the Visible to Invisible”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에라스무스

는 기독교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있음을 강조한다.50
 

 한편 프로테스탄트 역시 가톨릭의 ‘보이는 왕국(visible 

kingdom)’에 대한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 왕국(invisible kingdom)’을 

올바른 형태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성경을 강조하면서 보는 것이 아닌 듣는 행위를 통

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프로테

스탄트 신학에서 ‘보이지 않음(invisibility)’는 진정한 교회의 가장 중

요한 핵심이었다.  

 1520년의 설교에서 루터는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설명

한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 이해 가능한 것이야말로 새

로운 천국이자 새로운 지상이라고 불리는 교회”라고 주장했다. 1521

년에 도미니크회의 암브로시우스 카테리노(Ambrosius Caterino, 1484 - 

1553)에 대한 비판에서는 “반석(그리스도)이 보이지 않고 영적이며 

오직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 없는 교회 또한 

보이지 않으면서 영적이고 오직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1528년 설교에서 그는 거짓 이론가들을 

비판하면서 “신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실제 일어난 

것들에서 명백하게 지각할 수 있는 것처럼 찾는 이들”이라고 언급

하였다.
51

  

                                                           
50 Desiderius Erasmus, “The Handbook of the Christian Soldier: Enchirision militis christiani,” 

in Spiritualia, ed. John W. O’Malley and Louis A. Perraud (Toronto;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8), pp. 70 – 78. 
51 Koerner, 앞의 책 (2008), pp. 38 – 51. 그러나 루터는 이미지를 교육적 목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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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루터가 가톨릭 신앙 생활의 과도한 시각적 측면을 

비판하기는 했으나 프로테스탄트에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성상

파괴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안드레아 칼쉬타트(Andreas 

Rudolph Bodenstein von Karlstadt, 1486 – 1541)를 통해서이다. 그는 

1521년 루터가 비텐베르크를 비운 사이 도시의 시민들과 함께 교회

에서 이미지를 제거하였으며 이와 같은 폭력적 행동은 그가 루터와 

결별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칼쉬타트가 『성상제거에 관하여 On 

the Removal of Images』에서 이미지의 파괴를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도 18). 그는 전통적으로 이미지를 옹호해

오던 입장에서 주장하는 근거에 반박하였다.  

 가장 먼저 그는 이콘이 구약의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상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비잔틴 시기부터 전개된 성상 논쟁

에서 성상옹호론자들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이콘에 대한 경배 

행위가 그림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원대

상(prototype)으로 전이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칼쉬타트는 구약의 

십계명을 제시하면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묘사하고 있는 

성인 조차 경배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구약에 대한 해석은 루터에 비해 매우 엄격한 것으로, 가톨릭 교회

에 맞서 철저한 성서근본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그는 성상옹호론에서 주장하는 경배(veneration)와 숭배

(worship)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칼쉬타트에 의하면 실제 신도

들의 신앙 생활에서 경배와 숭배의 구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였으며 교회의 공간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이미지를 보는 

행위는 문제삼지 않았다. 이와 같은 루터의 태도는 칼쉬타트나 칼뱅, 쯔빙글리 등

의 급진적인 태도와는 구분된다. 보니 노블(Bonnie Noble)은 루터의 특징적인 이미

지 사용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특히 크라나흐와의 협업을 분석하였다. 루터의 이미

지에 대한 입장과 그의 종교개혁 이미지는 다음의 연구 참고. Carl C. Christensen, 

“Luther’s Theology and the Uses of Religious Art,” The Lutheran Quarterly 22 (1970), pp. 147 

– 65.; Joseph Leo Koerner, The Moment of Self-portraiture in German Renaissance A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Steven E. Ozment, The Serpent & the Lamb: 

Cranach, Luther, and the Making of the Reformation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1). 



２９ 

 

신자들이 성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는 행위는 신 앞에서 

보이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성인에게도 신에게 하듯이 

경배나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화가 

글을 읽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도해된 성서이며 교육적인 효용이 있

다는 성상옹호론의 근거 또한 부정한다.
52

  

 이는 그가 루터와 다른 견해를 보이는 측면이다. 루터는 이

콘이 아닌 내러티브 이미지의 경우 교육적 효용이 있음을 인정하였

기 때문이다. 칼쉬타트는 교육적 효용마저 완전히 부정하면서 가톨

릭 교회가 신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성서 대신 이미지를 제공함으로

써 이들을 우매하게 만든다고 비난하였다. 나아가 가톨릭 교회는 신

자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될 경우 그들의 하찮은 경제적 이익을 챙

기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53

 

 이처럼 독일 지역에서는 종교개혁과 함께 이미지에 대한 논

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네덜란드 종교개혁사 연구가

들은 1550년 이후 칼뱅주의가 전해지기 전까지 네덜란드에서 성상

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해 왔다.
54

 그러

나 성상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직접 전해지지는 않았더라도 개혁의 

흐름과 신앙 생활에서의 변화는 독일을 벗어나 네덜란드에도 분명

히 전달되었다. 판 레이덴이 주변에서 접했을 법한 사회적 사건과 

여행으로 방문했던 지역에서 경험했을 혼란한 분위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  

 그는 동료 얀 호사르트(Jan Gossaert, c. 1478 – 1532)와 함께 

1526년 안트베르펜(Antwerp)으로 여행을 다녀오며 브라반트(Brabant), 

                                                           
52 Andreas Rudolph Bodenstein von Karlstadt, “On the Removal of Images,” in A Reformation 

Debate: Karlstadt, Emser, and Eck on Sacred Images; Three Treatises, trans. Bryan D. 

Mangrum and Giusepe Scavizzi (Ottawa: Dovehouse Editions Inc.; Toronto: The Centre for 

Reformation and Renaissance Studies Victoria University, 1991), pp. 34 – 39. 
53 Koerner, 앞의 책 (2008), p. 100. 
54 Alastair Duke, Reformation and Revolt in the Low Countries (Bloomsbury, UK: Hambledon 

Continuum, 2003), pp. 2 - 4.; Veldman, 앞의 책,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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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란트(Zeeland) 등의 도시를 방문한다.
55

 두 화가가 마주했을 상황이

나 영향을 주고 받았던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들이 안트베르펜 전반에서 전개되고 있던 종교적 분위기

로부터 완전히 무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56

 당시 안트베르펜은 네

덜란드에서 개혁의 분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이었

다. 일찍이 1523년 처음으로 안트베르펜에서 프로테스탄트 순교자가 

처형당하였다. 또한 1525년 여름 안트베르펜과 델프트에서 네덜란드

에서 가장 처음으로 성상파괴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57

 특히 안트베르

펜은 발달한 인쇄업을 바탕으로 독일에서 유입된 새로운 종교적 논

의들을 네덜란드 전반으로 알리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안트

베르펜의 인쇄업자 아드리안 판 베르겐(Adriaen van Berghen, 1500 - 

1542)은 1523년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루터의 『 9월 성경 

Septembertestament』에 기반한 신약 성경을 출판하였다.
58

  

                                                           
55 Smith, 앞의 책, pp. 8 - 9.; Joshua Bruyn, “Lucas van Leyden en zijn Leidse tijdgenoten in 

hun relatie tot Zuid Nederland,” in Miscellanea I. Q. Van Regteren Altena (Amsterdam: 

Scheltema & Holkema, 1969), pp. 44 - 47. 
56 Victoria Christman, Pragmatic Toleration. The politics of Religious Heterodoxy in Early 

Reformation Antwerp, 1515 – 1555 (Rochester: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15), p. 41. 크

리스만은 브뤼셀(Brussels)을 비롯한 남부 네덜란드에서 나타난 프로테스탄트 설교 

등은 공공연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규모 또한 커서 “길거리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

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1526 – 27년 즈음 남부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프로테

스탄트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이와 같은 비밀스러운 개혁의 집단 구성원들로는 상

위계층의 예술가들이 대부분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시 브뤼셀과 안트베르펜 

등에서 설교를 하다 추방된 인물인 클라스 판더 엘스트(Claes vander Elst)는 1528년 

레이덴으로 도망쳤으며 레이덴에서도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된다. 크리스만은 이

처럼 초기 네덜란드의 개혁은 각 도시끼리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판 레이덴이 남부 네덜란드 여행에서 많은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 호화스러운 모임

을 개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따라서 화가가 개혁의 의식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았든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롭게 대두된 문제 의식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57 Duke, 앞의 책, p. 42. 듀크는 이처럼 초기 종교개혁의 영향 속에서 나타난 네덜란

드에서의 간헐적인 성상파괴의 움직임이 1566년 전국적인 성상파괴의 시초임을 지

적한다. 
58 당시 독일어 버전의 루터 성경이 1522년에 번역되어 출간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안트베르펜의 인쇄업자들이 세계적인 종교개혁의 전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Paul Arblaster, “TOTI   M NDI  MPORI M’: Antwerp as a Centre 

for Vernacular Bible Translations: 1525 – 1545,” in The Low Countries as a Crossroads of 

Religious Beliefs, ed. Arie-Jan Gelderblom, Jan L. de Jong and Marc van Vaeck (Leiden: Brill, 

2004), pp. 13 - 14. 종교개혁에서 안트베르펜의 중요성과 인쇄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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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레이덴이 태어나고 주로 활동했던 레이덴 또한 이와 같

은 종교개혁의 분위기와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 루터의 프로테스탄

트 신학이 유입되기 이전부터 레이덴을 포함하여 북부 네덜란드 지

역에서는 이미 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퍼져 있었다. 

에라스무스가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국으로부터 추방된 율리

우스 Julius Excluded from Heaven』가 1515년 레이덴에서 처음 인쇄되

었다. 이 글의 저자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성 베드로와 당시 교황

이었던 율리우스(Pope Julius II, 1443 – 1513)가 나누는 대화로 글을 전

개한다. 저자는 율리우스 교황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계승하여 지나

치게 이단적인 예술과 문학을 숭배한다고 비난하였으며 그를 명백

하게 비그리스도적인 인물로 간주하였다.
59

  

 판 레이덴과 가까운 곳에서도 직접적인 개혁의 움직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레이덴의 인쇄업자 얀 세베르츠(Jan Seversz.)는 네덜란

드어로 『독일 신학으로 이해한 성서 전집 Summa der Godliker 

Scrifturen oft een duytsche Theologie』를 출판하였다. 이는 루터의 성경 

이론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이후 네덜란드에서 금서로 지정되는 

최초의 책이다.
60

 그는 1524년 루터의 사상을 담은 글을 인쇄했다는 

죄목으로 헤이그 위원회에 의해 레이덴에서 추방당한다. 판 레이덴

은 얀 세베르츠의 주문으로 몇몇 목판화를 제작한 바 있다.
61

 따라서 

화가는 새로운 종교적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나아가 이

에 대한 시 당국의 경계하는 태도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는 다음의 연구 참고. Guido Marnef, Antwerp in the Age of Reformation: Underground 

Protestantism in a Commercial Metropolis, 1550 – 1577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6).; John D. Fudge, Commerce and Print in the Early Reformation (Leiden: Brill NV., 

2007).; Arie-Jan Gelderblom, Jan L. de Jong and Marc van Vaeck, ed., The Low Countries as a 

Crossroads of Religious Beliefs (Leiden: Brill, 2004). 
59 Jürgen Müller, “Albrecht Düre ’s Peasant Engravings: A Different Laocoön, or the Birth of 

Aesthetic Subversion in the Spirit of the Reformation, ” Journal of Historians of Netherlandish 

Art 3: 1(2011), pp. 1 – 10.  
60 Arblaster, 앞의 책, p. 14.; Jeremy D. Bangs, “Reconsidering Lutheran Book Trade: The 

So-called ‘Winkelkasboek’ of Pieter Claesz. van Balen,” Quaerendo 9 (1979), pp. 227 – 48.  
61 Silver, 앞의 논문, p.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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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네덜란드의 화가들은 새로운 종교적 사상에 이입하

였으며 이를 시각화하기도 하였다. 1527년 베르나르드 판 오를레이

(Bernard van Orley, 1487 - 1541)는 자신의 집에서 루터의 사상을 담은 

설교에 참석했다는 죄목으로 심문 받는다.
62

 출판물이 검열 대상이 

되고 인쇄업자들이 주요한 심문 대상자였던 것과 달리 화가가 심문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당시 심문 기록을 살펴보면 설

교에 참석한 인물들 중 상당수는 상위 계층 예술가들과 그의 가족

들이었다.
63

 그의 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목판화로는 

<불신에 대항하는 믿음의 투쟁 The Struggle of Faith against Unbelief>

과 <인내와 분노 사이의 투쟁 The Struggle between Patience and 

Wrath>이 있다(도 19, 20). 두 작품의 텍스트는 진정한 믿음은 선업과 

같은 가톨릭 교회의 제도가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개개인의 믿음이

라고 강조한다.
64

  

 판 레이덴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레이

덴의 화가 루카스 코르넬리스 콕(Lucas Cornelisz. Cock, 1495 - 1552)은 

1530년경 <세계의 진정한 빛으로서 그리스도 Christ as the Light of the 

World>를 그렸다(도 21). 그는 루카스 판 레이덴의 스승 코르넬리스 

엥게브레흐츠의 아들이었다. 그의 드로잉은 독일에서 제작된 한스 

홀바인 2세(Hans Holbein the Younger, c. 1497 - 1543)의 판화를 바탕으

로 한 것이다(도 22). 홀바인의 판화는 성경의 구절 “나는 세상의 빛

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를 시각화한 것이

다.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은 이 구절을 어둠이 가톨릭에 의해 위협

받는 현실에 해당하며 새로운 빛은 성경이라고 해석하였다. 홀바인

의 판화에서 오른쪽에 등장하는 교황이 이끄는 성직자들은 빛으로

                                                           
62 Christman, 앞의 책, pp. 39 – 41. 스미스는 판 레이덴 도록에서 루카스 판 레이덴의 

<최후의 심판>의 이례적인 특성이 드물게 판 오를레이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확

인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Smith, 앞의 책, pp. 124 – 31. 
63 Christman, 앞의 책, p.41. 
64 Veldman, 앞의 책, pp. 24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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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등 돌린 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구덩이에 빠지려는 모습

이다.
65

 이러한 연관 관계는 그 자체로 판 레이덴 주변에서 충분히 

종교개혁에 대한 논의를 접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레이덴

까지 독일의 프로파간다 선전물의 도상이 알려졌음을 증명한다. 비

록 현재 전하는 1566년 이전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프로파간다 판화

나 선전물은 매우 드물지만 루카스 코르넬리스의 드로잉과 같은 예

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처럼 레이덴에도 종교개혁의 흐름이 전해졌음은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화에 대한 16세기 초 레이덴 또는 북부 네

덜란드 지역의 태도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는 

교황과 성직자들, 그리고 지나치게 물질적인 가톨릭 경배를 비난하

는 팜플렛이 다수 제작되었다(도 43, 44).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이

러한 선전물도 드물었으며 명백하게 개혁의 사상을 담은 작품도 거

의 없었다.
66

 이 시기 성상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산발적으로 소규모 

반달리즘의 형태로 곳곳에서 나타났다.  

먼저 안트베르펜에서는 물질화된 종교 의식에 대한 반대가 

한 화가에 의해 제기되었다. 플랑드르 출신의 제세레파이자 화가

(glass painter)이기도 했던 다비드 요리스(David Joris, 1501 - 1556)는 

1528년 성모승천 축일의 행렬에서 성모의 이미지가 들려 경배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다. 그는 행렬을 가로막아 방해했으며 행렬에 참

가한 사람들을 “눈이 멀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성직자들은 대중

들을 잘 못된 신앙의 길로 이끄는 죄인들이라고 비난하였다.
67

 이후 

                                                           
65 Ilja M. Veldman, “Religious Propaganda in Sixteenth-century Netherlandish Prints and 

Drawings,” in The Education of a Christian Society. Humanism and the Reformation in Britain 

and the Netherlands. Papers Delivered to the Thirteenth Anglo-Dutch Historical Conference, 

ed. N. Scott Amos, Andrew Pettegree and Henk van Nierop (Aldershot: Ashgate, 1999), pp. 137. 
66 위의 책, p. 26. 
67 Keith Moxey, “Pieter Aertsen, Joachim Beucklaer, and the Rise of Secular Painting in the 

Context of the Reformation”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1974), p. 182. 다비드 요리스

는 안트베르펜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으며 레이덴과 가까운 엔크하위젠(Enkuizen)에

서 교회 창을 장식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 다비드 요리스와 네덜란드 재세레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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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프로테스탄트 개혁가 빌렘 그나페우스(Willem 

Gnapheus, 1493 - 1568) 같은 인물들도 유사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는 요리스와 마찬가지로 성인으로부터 중재를 바라고 지상의 나

무 조각들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눈 먼 행위”라고 비난

하였다. 당대 물질적인 경배 관행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떠한 

유사한 상도 제작하지 말라는 신의 금기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하

였다.
68

 

루카스 판 레이덴이 에라스무스나 프로테스탄트의 사상에 

동의하고 가톨릭을 배격했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 환경과 시각 자료들을 통해 추정해본다면 그가 

새로운 종교적 사상에 흥미를 느끼고 기존의 가톨릭 또는 육체적 

시각에 대한 경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 참고. J. Denny Weaver, Becoming Anabaptist: The 

Origin and Significance of Sixteenth-Century Anabaptism,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7).; Gary K. Waite, David Joris and Dutch Anabaptism, 1524-1543, (Waterloo, ON: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1990). 
68 Moxey, 앞의 논문,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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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성화의 자기부정 

 

본 장에서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육체적인 봄’과 ‘영적

인 봄’의 행위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주장한다. 시각미술의 종교

적 유용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던 시기에 판 레이덴이 전통적으로 잘 

그려지지 않았던 해당 주제를 그렸다는 것은 매우 미묘한 의미를 

가진다. 이 그림 속에서 맹인 바르티메오는 육체적인 시각으로 예수

를 볼 수 없었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심만으로 치유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오히려 이 장면을 목도하는 눈을 뜬 군중들은 

바르티메오와 대비되는 불신자로 그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판 레

이덴의 그림은 신앙에 있어 시각적 경험이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해는 해당 작품이 중세로부터 16

세기에 이르는 종교미술의 역할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모

순적인 작품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1. 시각 체험에 대한 경계 

 

판 레이덴이 바르티메오의 기적을 묘사한 방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중심인물인 예수와 바르티메오 보다 화면의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관중들의 모습이다. 화가는 주변 인물들을 예수와 바르

티메오 못지 않게 중요하게 묘사하면서 이들이 육체적으로 보고 있

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본래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 삼면화

(triptych)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중앙의 패널의 가장자

리와 양 패널을 모두 기적을 목격하는 인물들로 채우고 있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도 9). 세부적으로 화면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주변의 군중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예수와 가까이 인접하

고 있으며 화면의 좌측에 밀집되어 있는 이들은 사도들이다. 사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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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있으나 비교적 

침착한 모습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편 화면의 양 가장자

리에는 사도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인물들이 무리 지어 등장하고 있

다. 이들은 사도들이나 예수와 달리 16세기 당시의 의복을 입고 있

으며, 특히 집시와 바리새인들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9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 선행하는 맹인 치료의 장면이

나 판 레이덴의 작품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 모두에서 이

와 같이 관중들의 모습이 강조된 묘사는 찾을 수 없다(도 23, 24, 25, 

26, 36, 37, 38).
70

 예를 들어 두초(Duccio di Buoninsegna, ca. 1255 – 1319)

가 그린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심 Healing of the man born 

blind>>(1307/08 – 1311)에서는 예수와 맹인 이외에 등장하는 인물들

은 모두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뿐이다(도 36). 1570년경 제작된 엘 그

레코(El Greco, 1541 – 1614)의 <눈 먼 자를 치유하는 그리스도 Christ 

healing the blind> 3점은 시기적으로 판 레이덴의 작품과 가장 근접하

다(도 23, 24, 25). 엘 그레코의 그림들에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기

적에 놀라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세와 구도는 

오히려 화면 전경에 위치한 예수와 맹인을 향하여 관자의 시선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관중을 중심 인물들보다 강조하여 묘사

한 측면은 판 레이덴의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독창적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심 주제를 압도하는 주변 인물들의 묘사를 판 레

이덴 특유의 화면 구성 방식으로 일반화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그

                                                           
69 Smith, 앞의 책, pp. 140 - 44. 
70 판 레이덴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제작하기 전에 그려진 맹인이 눈을 뜨

는 기적을 그린 예는 본고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루카스 판 레이덴 보다 이후 

시기에는 엘 그레코(El Greco, 1541 - 1614)와 니콜라스 푸생(Nicolaus Poussin, 1594 - 

1665)이 예수가 맹인을 치료하는 장면을 독립적인 회화 작품으로 남겼다. 푸생의 

작품에서는 오직 사도와 예수, 맹인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엘 그레코가 그린 3점

의 ‘맹인을 치료함’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 참고. Andrew R. Casper, “Experiential 

Vision in El Greco’s “Christ Healing the Blind”,” Zeitschrift für Kunstgeschichte 74 (2011), pp. 

349 – 72.; Katharine Baetjer, “El Greco,”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39 (1981), 

pp. 1 + 4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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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화와 회화 모두에서 주제에 해당하는 내러티브를 주로 화면의 

후경에 배치한 후 마치 관자가 이를 직접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듯이 전경에 많은 인물 무리를 배치하는 구성을 선호하였다.
71

 판화

에서는 대표적으로 <에케 호모(보라 이 사람이로다) Ecce 

Homo>(1510)와 <십자가형 The Crucifixion>(1517), <바구니에 매달린 

시인 베르길리우스 The Poet Virgil in a Basket>(1525)와 같은 작품들에

서 유사한 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도 27, 28, 29). 또한 그의 후기 회

화 작품에서도 일관적으로 중심 주제에 해당하는 장면이 오히려 주

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527년 작인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

을 내다 Moses and the Israelites use water from the rock>과 1530년 작인 

<금송아지 경배 Worship of Golden Calf>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도 30, 31). 위의 예시들에서는 모두 작품의 주

요 핵심에 해당하는 인물 또는 사건이 화면의 후경에 작게 묘사되

거나 좌우 한 쪽에 치우쳐 있다.
72

 

                                                           
71 스미스는 판 레이덴의 특징적인 화면 구도가 이후 네덜란드의 피터 아르첸(Pieter 

Aertsen, 1508 - 1575)과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 1606 - 1669)에 의해 계승된다고 

지적하였다. Smith, 앞의 책, pp. 41 – 44. 판 레이덴 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활동했던 

아르첸은 주로 성경의 내러티브를 화면 후경에 그려 넣었으며 전경에는 이와 관련

이 없는 일상의 사물들 또는 생활의 모습을 압도적으로 묘사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러한 도치를 이후 네덜란드 장르화의 발전과 연관하여 이해하였다. 이는 판 레이덴

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구도를 장르화에 대한 화가의 관심으로 이해한 것과도 일치

하는 경향이다. 아르첸의 작품에서 보이는 전경과 후경의 도치는 다음의 연구 참고. 

Keith Moxey, “Interpreting Pieter Aertsen: The Problem of ‘Hidden Symbolism’,”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40 (1989), pp.29 – 40.; 

Keith Moxey, “Image Criticism in the Netherlands before the Iconoclasm of 1566,” 

Nederlandsch archief voor kerkgeschiedenis / Dutch Review of Church History 57(1977), pp. 

148 – 62. 
72 Parshall, 앞의 논문, pp. 134 – 63. 파샬은 이러한 구성에 대해 판 레이덴이 의도적

으로 관자로 하여금 화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개입하도록 고안한 방식이

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깁슨은 판 레이덴의 일상의 사물과 행동에 대한 관심이 이

러한 구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그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

서 맹인과 예수의 모습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 관자와 가깝게 묘사되었으며 완전히 

후경으로 도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구성을 판 레이

덴이 일상의 장면을 묘사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야기의 극적인 순간을 묘사하고자 

하는 욕구를 조화시킨 결과물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깁슨은 판 레이덴이 마지막

으로 이 작품을 남겼다는 점에서 그의 회화적 기술이 성숙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면서 화가 개인의 선적인 발전 양상을 전제한다. Gibson, 앞의 논문 (1960), pp. 

144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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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인물들의 배치를 단순히 화가가 

선호하는 관습적인 묘사로 이해하기에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

은 여전히 판 레이덴의 다른 작품들과도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군중의 모습이 부각되는 판 레이덴의 작품들에서도 해당 작품의 인

물들처럼 ‘눈으로 목격함(act of seeing)’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묘사된 

예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십자가형>과 <에케 호모(보라 

이 사람이로다)>와 같은 판화에는 공통적으로 예수의 수난을 지켜보

는 군중들이 다수 나타난다(도 27,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의 맹인을 치료함>의 군중들과 같이 그들이 물리적인 눈으로 해당 

장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강조되지 않고 있다.  

 반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예수가 바르티메오를 

치료하기 직전의 순간을 목격하는 인물들의 동작과 행위는 매우 구

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마치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 듯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다. 특히 기적의 장면에 참여하고 있는 두 그

룹의 묘사에서 의도적인 대비가 나타난다. 사도들의 침착한 반응과 

달리 16세기 의복을 입은 관중들은 기적의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놀라는 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깁슨은 이와 같은 대비를 지적

하였으나 인물들의 극적인 반응이 물리적인 시각으로 기적을 목격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73

 

 군중들의 육체적 시각에 대한 강조는 화면 곳곳에 나타난다. 

본래 왼쪽 패널에 해당했던 화면의 좌측에는 집시 모자를 쓰고 있

는 여인과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도 

3). 두 인물은 마치 중앙의 그리스도와 맹인의 동작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듯 하다. 집시 여인은 손을 들어 남성의 눈을 가리키

고 있으며 남자는 예수로부터 등을 돌린 채 집시 여인에게 시선을 

빼앗긴 모습이다. 한편 화면의 오른쪽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73 Gibson, 앞의 논문 (1978),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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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가장 우측에는 한 남성이 나무에 올라가 손을 길게 뻗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기적을 ‘보라’고 강조하고 있다(도 4). 그의 

손을 따라가면 비교적 뒤에 위치한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다시 

한 번 예수의 기적을 향해 손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

고 그들의 앞에는 두 남성이 고개를 길게 빼고 곧 어떤 일이 벌어

질지 호기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두 남성은 바르티메오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곧 발생할 기적을 고대 또는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다(도 

5).  

 이상에서 상술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와 사도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기적을 

목격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예수의 

기적을 물리적으로는 보는 이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무엇이 중요한 

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다. 심지어 좌측에서 집시 여인과 

대화하는 남자가 예수로부터 등을 돌린 모습은 눈 앞의 사건에 조

차도 무지한 모습이다.
74

 집시 여인은 남자의 눈을 가리키며 그에게 

곧 바르티메오가 ‘당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육체의 눈’을 

뜨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묘사는 이들이 바

르티메오의 기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가 바르티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는 것

은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지만 집시 여인과 남자는 벌어지고 있

는 사건에서 믿음의 중요성보다는 표면적인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들처럼 육체적으로 볼 수 있으나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74 예수를 보지 않거나 그로부터 등진 모습은 전통적으로 불신의 상징으로 여겨졌

다. 예컨대 로히어르 판 데어 바이덴의 <블라델린 제단화>에는 봄의 위계가 화면 

전반에 걸쳐 묘사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당나귀는 황소에 가려 예수의 탄생 장

면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당나귀에 대한 전통적인 불신의 상징이 

보지 못함과 함께 병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판 레이덴의 ‘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인물들과 겹쳐진다. Rothstein, 앞의 논문 (2001), pp. 54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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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 근거한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는 그리

스도가 맹인으로 하여금 실로암의 물로 눈을 씻어 앞을 볼 수 있도

록 기적을 행한 이후의 이야기가 서술된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

던 자가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믿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맹인에

게 눈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 추궁하였으며 그를 회당에서 쫓아낸

다. 이에 그리스도는 맹인을 찾아가 인자를 믿는지 질문한다. 한 때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답하자 예수는 다음과 같이 경고

한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

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

실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

다.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75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는 오히려 볼 수 있는 이들은 보지 못

하며 보지 못하는 이들은 죄가 없다고 밝힌다. 이는 믿음이 없이 물

리적으로만 볼 수 있으며 예수의 기적을 보고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즉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을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 등장

하는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군중의 모습에 투영할 수 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듯이 예수와 사도들의 의복은 매우 소박하

며 초기 교회 시대에 입었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주변 인물들의 

복장은 이들과 급격한 대조를 이룬다. 군중들의 의복은 붉은색, 노

란색 등 매우 화려한 색감을 보이며 옷뿐만 아니라 모자와 같은 다

                                                           
75 요한복음 9장 39 – 4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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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장식을 취하고 있다(도 5). 판 레이덴의 정교한 세부 묘사를 통

해 16세기의 관자라면 이러한 군중들 속에서 집시와 유대인의 묘사

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76

 집시와 유대인은 모두 16세기 네덜란

드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이었으나 특히 회화에서 이들에 대한 묘사

는 관자에게 일종의 ‘반(反) -모델(anti-model)’로 작용하였다.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집시는 화면의 왼쪽과 오른

쪽 가장자리에 등장한다. 왼편에 묘사된 두 여인은 아이와 함께 그

들의 앞에 앉은 남자와 대화하고 있다. 화면 오른편의 여인은 다른 

인물들과 함께 기적 직전의 순간을 바라보고 있다(도3, 4).
77

 판 레이

덴이 집시를 회화 장면에 포함시킨 것은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

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다양한 작품에서 집시를 묘사하였는

데,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경배>에 나타나는 집시 여인들은 눈에 띄

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도 31). 이들은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술을 마

시는 등 방탕한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한 여인은 손금을 봐주는 모

습인데 이는 전형적인 집시의 묘사였다. 손금을 봐주는 행위는 순진

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집시에 대한 당대 인식을 

보여준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무도 The Dance of Magdalene>(1519) 판

화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집시의 특징적인 모자를 쓰고 있는 모

습으로 묘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 34). 스미스는 판 레이덴이 

                                                           
76 붉은색과 노란색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의복을 묘사하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유대인과 집시 모두 독특한 모자 또는 머리 장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Smith, 앞

의 책, p. 142.  
77 위의 책, p. 144. 집시들은 1410년대 이후부터 서유럽에서 존재가 인식되어 왔다. 

처음 집시들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투르크족으로부터 피난 온 순례자들로 

여겨져 환영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15세기 중반부터 바뀌게 된다. 집시들

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사기와 도둑질로 간신히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회적

인 문제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회화에서 집시들은 그들의 특징적인 의복과 행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른 시민들과 구분된다. 이들은 헐렁한 가운이나 쉬프트(shifts)

를 입고 있으며 담요나 망토를 어깨에서 묶어 고정하였다. 집시 여인들은 흔히 맨

발로 등장하며 특히 여인들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판 레이

덴의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넓은 챙의 모자 또한 집시 여인들의 특징적인 

의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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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달레나가 개종하기 이전에 창녀였다는 사실에서 도덕적인 타락을 

강조하기 위해 집시를 암시하도록 묘사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처

럼 집시는 판 레이덴의 작품에서 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교훈적

인 반-모델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78

 마찬가지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도 집시 여인들은 맹인의 영적인 시각에 대조적인 육체

적 시각을 구현하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판 레이덴은 집시 외에도 16세기 관자가 구분할 수 있는 존

재로 유대인을 포함하였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식(sign)”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판 레이

덴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관중들에 유대인을 포함한 

것이다.
79

 집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대한 묘사도 그들의 특징적

인 의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0

 특히 맹인의 뒤쪽에서 예수의 기

적을 바라보고 있는 붉은 모자를 쓴 유대인은 놀란 표정이라기보다

는 믿지 못하는 의심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도 5).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장면에서 이를 목격하고 있는 유대인의 등장은 요한복음 9장

에서 예수의 기적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을 상기시킨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예수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러
                                                           
78 위의 책, pp. 66 - 68. 
79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

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

린도전서 1장 22 - 23절. 
80 Lipton, 앞의 책, pp. 243 – 45. 유대인은 중세시기부터 기독교 회화에서 꾸준히 등

장하였다. 기독교 회화에서 유대인은 특징적인 의복, 특유의 골상, 색, 동물 등을 

통해 기독교인과 구분되었다. 특히 이들은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며 이러한 장치를 통해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구분하였다. 기독교 회화에

서 유대인의 도상과 역사적 함의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전근대 회

화적 재현에서 나타나는 집시와 유대인에 대한 보다 넓은 연구는 다음의 연구 참

고. Ruth Mellinkoff, Outcasts: Signs of Otherness in Northern European Art, 2 vol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Heinz Schreckenberg, The Jews in 

Christian Art: An Illustrated History (London: SCM Press, 1996).; Debra Higgs, Strickland, 

Saracens, Demons, and Jews: Making Monsters in Medieval Ar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Sara Lipton, Dark Mirror: the Medieval Origins of Anti-Jewish 

Iconograph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Henry Holt and Company, 2014).; Frances 

Timbers, “The Damned Fraternitie”: Constructing Gypsy Identity in Early Modern England, 

1500 – 1700 (London: Routledg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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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 레이덴이 그림의 주제로 선택한 바르티메오의 기적에서는 바

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을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 묘사된 유대인들은 화가가 의도적으로 성경에 없는 내용

을 삽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판 레이덴은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암시하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육체적 시각에 대한 부정

적 함의를 전달한다.  

 이와 같은 유대인의 불신 특히 군중 속에 등장하는 불신하

는 유대인의 모습은 네덜란드 지역의 회화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

는 모습이다. 알베르트 판 아우바터(Albert van Ouwater, c. 1410/1415 - 

1477)의 <라자로의 부활 Raising of Lazarus>(1445)에서는 그리스도와 

라자로를 중심으로 화면의 좌우에 묘사된 인물들이 명확히 대조적

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도 35). 그리스도와 성 베드로를 중심으로 왼

쪽에 무리 지어 있는 인물들은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기적

의 장면을 경외와 놀람, 동정심을 가지고 목도하고 있다. 이들의 얼

굴은 겸손과 믿음을 보여준다. 반면 화면의 오른쪽에서는 이와 대조

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6명의 유대인들은 매우 화려

하게 옷을 차려 입고 있으며 마치 부활한 시체로부터 멀리 떨어지

려는 듯 꺼려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두 명의 남성은 뾰족한 모자에 

달린 흰색 천으로 그들의 코를 막고 있다. 화면의 가장 앞 쪽에 화

려한 푸른 옷을 입은 남성은 관자에게 등을 돌리고 있으며 화면 안

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로부터 등지고 있는 모습이다.
81

  

 이와 같은 시각적 전통은 판 레이덴이 화면의 많은 부분을 

이야기의 핵심적인 장면이 아닌 이를 목격하는 인물들로 채워 넣은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화가가 주변 인물들의 

의복을 매우 세세한 디테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16세기 관자라면 

                                                           
81 이처럼 아우바터의 그림에 등장하는 등을 돌린 유대인의 모습은 <여리고의 맹인

을 치료함>에서 집시 여인과 대화하느라 기적의 장면으로부터 등지고 앉아 있는 

남성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Lipton, 앞의 책, pp. 242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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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속에서 특정 집단을 구분해 낼 수 있었다. 화가가 성경의 역사

적인 사건을 당대 현실적인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관자가 보다 감정

이입 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82

 그

러나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서 집시와 유대인은 관자에게 부정적인 

함의를 전달하는 타자화된 집단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그림에서 육

체적으로 예수의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 모습은 16세기 관자에게 육

체적인 봄의 행위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것

이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확인한 군중들이 구현하고 있는 육체적

인 시각에 대한 대안으로 바르티메오의 ‘보지 않고도 믿음’이 제시

되고 있음을 논할 것이다. 바르티메오의 일화가 다른 맹인 치료의 

기적과 다른 점을 살펴봄으로써 성화에 대한 의심이 대두되던 시기

에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 기독교인 관자에게 제시한 올바른 

‘봄’이 무엇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2. 보지 않고도 믿음 

 

예수의 일생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가 맹인을 치료한 기

적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난다. 마가복음과 루가복음에서 공통적

으로 기록하고 있는 바르티메오의 기적 이외에도 마태복음 9장에서

는 예수가 2명의 맹인과 벙어리를 치료하며 20장에서는 여리고에서 

두 명의 맹인을 치료한다. 또한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벳새다

                                                           
82 스미스는 판 레이덴의 작품들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강화시켜주는 존재로 등장한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나 <광야에서 설

교하는 세례자 요한 St. John the Baptist in the Desert>(1512)과 같은 작품에서 집시의 

등장은 교훈적인 의도가 없다고 해석한다. 위 두 작품에서 집시는 16세기 네덜란드 

지역의 길거리나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보았을 법한 인물들이며 지역적인 색깔을 

더하기 위해 그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저자는 이와 같은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도 분명히 집시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맹인

과 대조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먼 집단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Smith, 앞의 책,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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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saida)에서 또 다른 맹인을 치료하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맹인을 치료한 일화를 기록한다.
83

 예수는 

이러한 기적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맹인의 눈을 치료한다. 요한복

음에 기록된 일화에서는 맹인에게 실로암의 물로 눈을 씻으라고 명

하여 치료하는 한편, 벳새다에서는 손에 침을 뱉어 이를 맹인의 눈

에 문지르는 행위로 치료의 기적을 행한다.
84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판 레이덴은 성경에 등장하

는 각기 다른 4가지의 맹인 치료의 기적 중에서 특히 바르티메오의 

일화를 재현하였다. 이미 17세기에 판 만더는 해당 작품이 맹인 치

료의 기적 중에서도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화임을 확인하였다.
85

 중세

와 전근대 시기 관자와 이미지 제작자는 모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경의 기적 

중 어느 것을 재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기적의 일화는 눈을 뜨게 되는 인물이 2명이다. 요

한복음 9장에 기록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치료함’

을 묘사할 때에는 실로암의 물에서 씻는 행위를 알 수 있도록 분수 

또는 넓은 대야가 등장한다. 또한 그림이 재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예수가 맹인의 눈에 직접 손을 대고 있기도 하며 

그저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만 하기도 한다(도 36, 37, 

38).
86

 

                                                           
83 Casper, 앞의 논문, p. 354. 
84 바르티메오가 아닌 다른 맹인 치료의 기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9장 27 – 34절, 마태복음 20장 29 – 34절, 마가복음 8장 22 – 

25절, 요한복음 9장 1 – 41절. 
85 Vos, 앞의 논문, pp. 469 - 71.  
86 예컨대 13세기 아미앵 지역에서 제작된 필사본과 16세기 레이덴의 스테인드글라

스의 도안은 모두 요한복음에 기록된 맹인 치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이미지 제작자 모두 실로암의 물을 화면에 포함시켜 다른 맹인 치료의 

기적과 구분하고 있다. 특히 레이덴의 스테인드글라스에 등장하는 맹인은 한 화면

에서 두 번에 걸쳐 등장하며 실로암의 물로 눈을 씻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편 14세기 두초(Duccio)의 <마에스타 Maestà > 프리델라 후면의 장면에서는 예수

가 직접 맹인의 눈을 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에서 아미앵 

필사본과 두초의 <마에스타>에 나타나는 맹인의 묘사를 상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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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티메오가 눈을 뜬 기적의 일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맹인이 눈을 뜬 이유는 다른 어떤 행동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는 바르티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고 물었고 앞을 보길 원한다는 대답에 즉시 “믿음이 너를 낫게 하

였다”고 답한다. 이러한 전개에서 맹인을 치료한 것은 다른 성경의 

기적에서와 같이 실로암의 물과 같은 외부적 요소가 아닌 바로 맹

인 자신의 믿음이다. 루카스 판 레이덴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강조하

기 위해 바르티메오의 기적을 선택했다는 것은 후경의 묘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르티메오의 우측 상단에는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작은 인물들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 6). 이는 마가복음에

서 예수와 사도들이 여리고를 떠난 다음 날의 일화를 그린 것이다. 

해당 무화과나무 일화에서도 예수는 사도들에게 오직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87

 이처럼 전경과 후경의 두 번의 반

복을 통해서 화가는 일관적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8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군중

들의 봄의 행위와 겹쳐지면서 의미를 확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 레이덴은 구체적으로 타자화할 수 있는 집단의 극적인 반

                                                           
87 “아침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버린 것을 보았습니

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셨던 무화

과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

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 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

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

를 용서하실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0-25절. 
88 바르티메오의 일화가 특히 믿음에 의해 치료되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은 그리

스도가 침을 뱉거나 맹인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는 반면, 바르티메오는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르티메오의 일화는 16세기 관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치유력 

뿐만 아니라 신자로써 자신의 믿음을 반추하게 하는 주제였을 것이다. 리 제퍼슨

(Lee M. Jefferson)은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 그리스도가 기적의 치유자로 묘사되는 

양상을 연구한 논문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지적하였다. Lee M. Jefferson, “The Image 

of Christ the Miracle Worker in Early Christian Art” (PhD diss., Vanderbilt University, 2008), 

pp. 206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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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통해 그들의 육체적인 봄의 행위를 경계하였다. 이 때 작품의 

중앙에서 눈을 감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는 바르

티메오는 육체적인 봄의 대척점에 위치한 인물이다. 그는 물리적으

로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점에

서 영적으로는 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바르티메오가 구현하

고 있는 ‘보지 않고도 믿음’의 가능성은 성경에서 예수의 말을 통해 

직접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자세로 제시된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서 도마는 예수가 부활하여 돌아온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상처

에 손을 넣은 후에야 믿게 된다. 이에 예수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대답한다.
89

  

 중세 신학자들 또한 육체적인 시각에 대비되는 ‘영적인 봄’

을 기독교인들에게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였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는 예수의 죽음과 승천 그리고 성부 옆에 자리하게 됨을 기독교인

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대신에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교리를 그들의 심장의 눈으로 보는 것임을 강조한다. 즉, 

기독교인들은 보지 않고도 믿었기 때문에 찬양 받을 만하다는 것이

다. 이어 그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덕목을 표상을 요하는 유대인과 

대조한다.
90

 판 레이덴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의를 직접 반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 레이덴의 그림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각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표상을 필요로 

하는 유대인들은 육체적 시각에 의존함을 비판하며 이와 달리 표상

에 의존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비시키고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각의 위계를 분류하였으며 그와 같

은 이해가 중세 후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시각의 위계를 뚜렷하게 구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인다. 삼면화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양 날개 패널에서 점차 안쪽

                                                           
89 요한복음 20장 29절. 
90 Lipton, 앞의 책,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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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하면서 재현된 시각의 위계가 점차 높아진다. 화면 왼쪽에 

나타나는 집시 여인과 남성은 물리적인 눈으로 조차 그리스도를 보

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화면의 오른쪽 가장자리에도 중앙의 내러

티브로부터 등을 돌리고 대화에 몰두해 있는 인물들이 나타난다. 그

들은 곧 발생할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진정 중요

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대화에 몰두해 있는 모

습이다. 즉 제작 당시의 형태에서 양 패널에 그려진 인물들은 믿음

도 없고 보지도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물들이다. 중앙 패널의 가

장자리에 묘사된 유대인과 집시는 육체의 눈으로만 보고 있다. 이들

은 그리스도의 진실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경지까지는 나아가지 못

하고 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직접 목격해 온 인물들이다. 이

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다. 그러나 바르티메오는 사도들보다도 더욱 강력한 ‘봄’을 보여준다. 

그는 육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최상의 시각을 구

현하고 있다. 즉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구분한 시각의 위계에서 가장 

상위 단계인 ‘지적인 시각(intellectual sight)’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바르티메오는 자신의 육체적인 눈으로 “다윗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전하는 예

수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예수가 “다윗의 아들”임을 믿었

다. 육체적으로 본 경험조차 없기에 그가 예수를 인지한 것은 마음 

속에 그려진 어떠한 이미지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알아 본 것이다.  

 비록 바르티메오의 기적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맹인

의 ‘보지 않고도 믿음’이 기독교인들에게 모범적인 예로 제시된 선

례를 확인할 수 있다. 13세기 후반 아미앵(Amien) 지역에서 제작된 

시편 기도서는 중세 신앙 생활에서 맹인 치료의 기적이 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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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녔을지 추측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흔히 『수와송의 욜

랑드의 시편 기도서 Psalter Hours of Yolande of Soissons』라고 불리는 

필사본은 시편의 전통적이지 않은 텍스트 배열과 폭넓은 이미지 사

용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91

 필사본 페이지의 전면을 이미지가 채우

고 있는 이례적인 측면은 해당 필사본이 의도적으로 관자의 시각을 

적극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 성경의 이야기를 도해한 삽화는 전통적인 시편 기

도서와는 다른 배치로 시편의 구절들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라자

로의 부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린 삽화가 각각 시편 52편과 68편

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구성이다. 알렉

사 산드(Alexa Sand)는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필사본 제작자가 의도

적으로 필사본 전체에 걸쳐 육체적인 봄과 영적인 봄을 대조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두 기적의 삽화가 각각 시편의 텍스트와 결합하

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받은 인물들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 간의 대조가 두드러진다.
92

 

 아미앵 필사본에서 시각에 대한 강조는 ‘맹인을 치료함’의 

장면에서 정점을 이루게 된다(도 38). 해당 삽화는 요한복음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묘사하고 있다. 필사

본 제작자는 전통적인 도상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였으며 이를 통

해 기독교 신앙에서 시각을 통한 믿음이 차지하는 역할을 다루고 

                                                           
91 시편기도서에 대한 연구는 다음 참고. Karen Gould, "Illumination and Sculpture in 

Thirteenth-Century Amiens: The Invention of the Body of Saint Firmin in the Psalter and Hours 

of Yolande of Soissons," The Art Bulletin 59, no. 2 (1977), pp. 161 - 66.; Alexa Sand, "A Small 

Door: Recognizing Ruth in the Psalter-Hours "Of Yolande of Soissons"," Gesta 46, no. 1 (2007), 

pp. 19 - 40.; Alexa Sand, "Vision, Devotion, and Difficulty in the Psalter Hou s “of Yolande of 

 oissons”," The Art Bulletin 87, no. 1 (2005), pp. 6 - 23. 
92 Sand, 앞의 논문 (2005), pp. 12 – 14. 예를 들어 라자로의 부활을 묘사한 삽화는 그

리스도의 부활의 예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을 

기리는 금요일의 조과기도에 해당하는 시편 80편과 함께 배치된다. 그러나 아미앵 

필사본의 저자는 시편 52편을 배치함으로써 첫 구절에 등장하는 악인을 관자에게 

반-모델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인물들로 삽화에 라자로의 누이들인 

마사와 마리아가 등장한다. 마사와 마리아는 모두 예수가 라자로를 소생시키기 이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은 인물들이다. 악인과 삽화 속 인물들의 대비는 

믿는 이들과 믿지 못하는 이들의 대비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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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수의 기적을 재현하는 삽화의 화면에서는 모순적으로 예수

의 모습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관자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삽화에서 맹인은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실로암의 물로

부터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눈을 뜨게 된

다. 이 때 맹인은 관자가 모방해야 할 강력한 예시로서 작동하게 된

다. 관자는 필사본에 그려진 삽화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육체적으

로 보지 못하지만 시편의 구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맹인과 마찬가지로 진실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명상해야 하는 것이다.
93

 

 맹인을 치료하는 장면 또한 다른 필사본의 이미지들과 마찬

가지로 시편의 구절과 결합하면서 의미의 층위가 더해진다. 그림 이

후에 등장하는 시편 80편은 독자에게 기적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반

길 것으로 글을 시작하나 그 이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어두움” 속

에서 헤매는 바리새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94

 바리새인

들은 맹인과 달리 물리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

문에 보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어둠에 갇힌 것이다. 따라서 

13세기 후반 아미앵의 필사본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육체적 봄은 영

적인 보지 못함으로 해석되며 반대로 맹인의 보지 못함은 영적인 

봄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바르티메오가 구현

하고 있는 ‘영적인 봄’은 당대 기독교인이라면 본받아야 할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세기 네덜란드 희곡에서

도 물리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인물

들과 대비를 이루는 인물로 맹인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3 위의 논문, p. 15. 
94 위의 논문, p. 16. “They do not know, nor do they understand; They walk about in darkness; 

All the foundations of the ea th a e un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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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년 아드리안 야코프(Adriaen Jacopz.)의 희곡 『운명이 결정된 맹

인 The predestined blind』의 첫 장면에는 맹인과 그를 이끄는 여성이 

등장한다. 나이 든 여성은 구약의 세계를 옹호하며 “신약의 법” 또

는 “은총의 법”이 의인화된 인물과 열띤 토론을 벌인다. 맹인을 이

끄는 이 여성의 존재는 특히나 그 자체로 구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회화적 전통에서 구약을 상징하는 알레고리인 시나

고가(Synagoga)는 나이 든 여인이며 자신의 눈을 가린 채로 등장한

다(도 39).
95

 희곡의 등장인물인 여인은 물리적으로 눈이 멀지는 않

았으나 그리스도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눈이 가려진 시

나고가와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희곡이 전개되면서 그

리스도가 맹인을 치료하게 되고 새로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여인

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96

  

 야코프의 희곡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출판된 디르크 코른헤

르츠(Dirck Coornhert)의 1582년 작 『여리고의 맹인에 관한 희극 

Comedie vande blinde voor Jericho』은 판 레이덴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여리고의 맹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작가는 바르티메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창조하였다. 희곡의 시작에서 

바르티메오는 어떤 안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한탄한다. 그는 잘

못된 판단(Perversum Judicium), 가치(Meritum), 책임 전가(Justitia 

Imputativa) 등 각각 유대인, 가톨릭, 칼뱅주의를 의인화한 안내자들 

중에서 혼란을 겪는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Faith)은 바르티메오를 

예수에게 이끌며 그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97

 코른헤르

                                                           
95 Schreckenberg, 앞의 책, pp. 31 – 66. 시나고가는 기독교 미술의 주제 중 하나인 ‘에

클레시아와 시나고가(Ecclesia et Synagoga)’에서 유래하였다.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가

는 각각 기독교 교회와 유대 교회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왕관

을 쓰고 성배와 십자가로 장식된 지팡이를 들고 자신있게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으

로 나타난다. 한편 시나고가는 눈을 가린 채로 부서진 창을 든 모습으로 묘사된다. 

본 논문에서는 도상의 상징성을 유지하고자 해당 용어를 ‘유대 교회’로 번역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96 Hellerstedt, 앞의 논문, pp. 177 – 78.  
97 위의 논문,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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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희곡에서 바르티메오는 16세기 기독교인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는 듯하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가톨릭

과 프로테스탄트의 프로파간다는 서로가 올바른 종교임을 강조하였

다.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안내자를 따라야 할 지 혼란스러

울 수 밖에 없었다. 이 때 코른헤르츠는 당대의 신자들에게 가톨릭

이나 프로테스탄트 중 특정 종교를 올바른 종교로 제시하는 대신에 

본질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16세기 희곡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은 오

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

는 주제로 차용되었다. 이와 같은 이해는 가톨릭 종교개혁의 프로파

간다에서 맹인의 시각적 결함이 믿음의 부족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7세기에는 맹인이 시각을 회복하는 내용의 그림이 다

수 그려지게 된다. 이 때 시각은 종교적인 믿음을 비유적으로 상징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각을 회복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을 회

복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종교개혁에 대항한 가톨릭 개혁

에서는 시각의 회복을 본래 가톨릭에 대한 믿음의 회복으로 적극 

차용하였다.
98

  

가톨릭 종교개혁의 논의에서 맹인은 영적인 믿음이 부족한 

인물로 제시되는 것과 달리 16세기 네덜란드에서 맹인은 진정한 믿

음을 구현한 인물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즉, 시각의 부재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또는 종교적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

은 흥미롭다. 13세기 중세 필사본과 16세기 판 레이덴이 살았던 사

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산물들은 맹인을 진정한 믿

음을 가진 인물로 해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각의 부재 또한 긍정

적으로 이해되었다. 맹인의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불구 상태는 

영적인 결함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바르티메오는 육체적 시

                                                           
98 Casper, 앞의 논문,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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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도움 없이 오로지 영적인 믿음의 가능성을 구현하고 있는 인

물이었다. 

 바르티메오가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믿

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지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사회

적 맥락에서 흥미로운 의미를 갖는다. 특히나 그의 ‘보지 못함’ 또는 

‘보지 않고도 믿음’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바 있듯이 판 레이덴

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완성한 1531년이라는 시점은 기독

교 신앙 생활에서 육체적 시각과 이미지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

의가 대두되던 시점이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러한 논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바로 그 경계의 대상

인 이미지에도 등장하게 된다.  

예컨대 루카스 판 레이덴과 비슷한 시기 레이덴에서 활동했

던 익명의 화가의 1530년 작 <교회에서의 설교 The Church Sermon>

는 네덜란드의 신앙 생활에서 새롭게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설교의 장면을 그리고 있다(도 40).
99

 화면의 전경에는 여러 인물들

이 모여 설교를 듣고 있으며 뒤로는 교회의 실내가 묘사되어 있다. 

실내를 묘사한 오른편으로는 교회 외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99 해당 작품은 루카스 판 레이덴 또는 아르트헨 판 레이덴이 제작한 것으로 여겨

졌으나 최근에는 익명의 레이덴 화파 화가 또는 아르트헨 판 레이덴의 전칭작으로 

알려져 있다. 조슈아 브륀(Joshua Bruyn)은 1960년 처음으로 루카스 판 레이덴 귀속

에 반박하였으며 아르트헨 판 레이덴을 제작자로 제시하였다. Joshua Bruyn, “Twee St. 

Anthonius-panelen en andere werken van Aertgen van Leyden,”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11 (1960), pp. 36 - 119. 한편 1986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전시 “성상파괴 이전의 미술: 북부 네덜란

드 미술, 1525 – 1580 Art before the Iconoclasm: Northern Netherlandish Art, 1525 – 1580”에

서는 해당 작품의 제작자를 ‘교회 설교의 화가(Master of Church Sermon)’으로 표기하

였으며 작품의 제목으로는 <교회 설교 The Church Sermon> 또는 <성 안토니의 소명 

The Conversion of St. Anthony> 또는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 The Preaching of the Lord’s 

Prayer>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1년 라켄할미술관(Mudeum De Lakenhal)에서 개최

되었던 전시 “루카스 판 레이덴과 르네상스 Lucas van Leyden en de Renaissance”에서

는 ‘전칭 아르트헨 판 레이덴, <성 안토니의 소명 The Calling of St. Anthony>’로 표기

하였다. 작품의 작가와 제목은 확실하지 않지만 해당 작품이 1530년경 레이덴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며, 두 전시 모두 ‘판 레이덴 주변 화파’라는 맥락

에서 작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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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안토니가 병자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모습이다. 이

러한 작품의 독특한 구도는 성 안토니의 소명의 순간과 신의 말씀

의 정수를 들어야 한다는 교훈적 메시지를 한 화면에 전달하기 위

한 결과물로 보인다.
100

  

작품의 주제가 교회에서의 설교가 아닌 ‘성 안토니의 소명’

이라면 설교 장면이 그려진 점은 더욱 흥미롭다. 15세기까지 네덜란

드 지역에서 제작된 성 안토니의 생애 장면에서 젊은 성 안토니가 

속세에서 벗어나 은둔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는 계기는 성서대에서 

가톨릭 사제가 성경을 읽어주는 장면으로 나타난다(도 41, 42).
101

 그

런데 레이덴의 화가는 이와 같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성인의 생애

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화가

의 의도적인 변경을 가톨릭 사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반영된 결

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화면의 묘사에서 두 공간은 급격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삶에서 가장 중심적

인 미사가 행해지는 공간인 제단은 화면 후경 멀리로 후퇴하였으며 

제단화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설교를 열렬히 듣고 있는 신도들의 

모습으로 꽉 찬 전경의 공간과 대조적으로 후경에 묘사된 제단의 

공간은 텅 비어 있다. 삼단으로 구성된 제단화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아 미사가 진행되거나 이미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은 미사에는 전혀 무관심한 모습이며 설

교에 열중하고 있다.  

설교는 일찍이 독일의 팜플렛과 선전물(broadsheets) 등의 판

화에서 프로테스탄트를 의미하는 도상으로 사용되었다. 루터는 보이

지 않는 교회를 강조하였으며 나아가 인간의 감각 중 시각이 아닌 

청각을 통해 구원받을 것을 주장한다. 시각은 언제나 위험한 유혹에 

                                                           
100 Christiaan Vogelaar and Marieke T. G. E. van Delft, Lucas van Leyden en de Renaissance 

(Belgium: Ludion, 2011), pp. 22 – 23. 
101 Bruyn, 앞의 논문, pp. 38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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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감각이었다. 그러나 청각은 오직 그리스

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에서 필수적인 

감각이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 성경은 가톨릭 교회에서 지나치

게 물질화된 요소들을 대체하는 가장 권위 있는 근거였다. 독일에서 

제작된 프로테스탄트 팜플렛들은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를 매우 극적인 대비로 제시한다(도 43, 44). 가톨릭의 교회는 봉헌물, 

제단화, 초와 향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프로테스탄

트의 교회 즉, 진정한 교회는 장식이 전혀 없는 엄숙한 실내 풍경을 

보여준다. 이 곳에서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성사를 대체하여 프로테

스탄트 개혁가들이 설교를 하는 모습이다.
102

 

 <교회에서의 설교>에서 역시 화면 전경을 가득 메운 설교의 

장면과 달리 전통적으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단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묘사되었다. 제단은 미사가 행해

지는 곳이며 신도들의 시각을 가장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공간이었

다. 제단화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도들은 미사에서 성체가 들

어올려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자 열망했다. 미사는 라틴어로 진

행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신도들은 오로지 성체

가 들어올려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미사에 

참석하였다.
103

 <교회에서의 설교>는 가톨릭의 보는 왕국을 상징하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묘사하여 신앙 생활에서 보는 것 

대신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레이덴의 익명의 화가가 제단에서 행해지는 미사보

다 설교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루카스 판 레이덴은 더 

나아가 애초에 ‘봄’을 부정하는 주제를 그린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102 Koerner, 앞의 책 (2008), pp. 44 - 49. 특히 프로테스탄트 사상에서 설교의 중요성

에 대해서는 해당 저서의 pp. 252 – 81. 참고.  
103 Scribner, 앞의 책 (2001), pp. 89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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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충분했다는 이야기는 이미지를 옹호하는 입장의 가장 큰 근

거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기독교에서 이미지

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그림이 글을 읽지 못하는 신도들에게 책”

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주장은 이후 이미지 옹호론의 근거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104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16세기 네

덜란드의 신앙 생활에서 육체적 시각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시각으

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바르

티메오의 일화는 이와 같은 기존 성상옹호론의 논리를 모두 부정한

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육체적 시각의 도움도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강조하는 육체적 시각과 이

를 활용하는 이미지에 대한 경계는 판 레이덴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는 판 레이덴이 일찍이 이미지가 갖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는 1510년경 판화 <솔로몬의 우상숭

배 Idolatry of Solomon>을 제작하였다(도 45). 해당 판화는 판 레이덴

이 구상한 ‘여성의 힘(Power of Women)’ 연작 중 일부로 제작된 것이

었으며 연작의 맥락에서 우상숭배 그 자체보다는 여성의 치명적인 

매력의 위험성과 우매한 남성의 모습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해당 주제는 여성의 매력으로 우상숭배라는 잘 못된 행위 또는 

우매한 행위에 빠지게 된 남성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105

 불과 몇 십 년 후 동일한 

주제가 프로테스탄트 화가들에 의해 이미지에 대한 경계를 전달하

는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또한 <금송아지 경배>는 보다 직접적으로 우상숭배를 경계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도 31). <금송아지 경배>는 출애굽기 32장

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나이 산으로 

                                                           
104 신준형, 앞의 논문, pp. 10 – 16. 
105 Silver, 앞의 논문, pp. 407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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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인들은 아론에게 신을 요구한다. 

이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었으며 이스라엘인들은 진정한 신

이 아닌 금송아지를 경배한다. 이러한 구약성경의 이야기는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제작하지 말라”는 말씀에 곧바로 위배되

는 것이다. 16 - 17세기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 또한 성상 반대의 근

거로 해당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였다.106
 

 판 레이덴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제작하고 불과 30

년경 후인 1566년 네덜란드에서는 대대적인 성상파괴 운동이 진행

된다.
107

 이후 북부 네덜란드는 칼뱅주의의 영향 하에서 극히 금욕적

인 기독교 신앙 생활을 추구하게 된다. 루터는 이콘의 사용에 반대

                                                           
106 David Freedberg, The Power of Images: 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Respon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p. 378 - 85. 예컨태 17세기 영국의 프로테

스탄트 윌리엄 셜록(William Sherlock, 1641 – 1707)는 『프로테스탄트 교리에 반박하

는 교황주의자들이라는 제목의 담론에 대한 대답 An Answer to a Discourse Intituled 

Papists Protesting Against Protestant-popery …』에서 가톨릭의 이미지 옹호에 대해 반

박하며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그는 가톨릭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지 자체에 경배하는 것이 아닌 신의 재현으로서 이미지를 경배한다는 주

장에 반박한다. 그는 성경에 나타나는 우상숭배의 양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십계명의 첫 번째인 잘 못된 신(false God)을 섬기는 것과 두 번째 십계명인 우상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 중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인들의 행위는 잘 못된 신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서 제시하듯이 여전히 같은 신에 대한 경배였으나 그 수단으

로 금송아지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은 이에 분노하였으며 이는 경

배의 방법이 잘 못되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가톨릭이 주장하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William Sherlock, An Answer to a Discourse Intituled Papists Protesting 

Against Protestant-popery: Being a Vindication of Papists Not Misrepresented by Protestants, 

and Containing a Particular Examination of Monsieur de Meaux, Late Bishop of Condom, His 

Exposition of the Doctrine of the Church of Rome, in the Articles of Invocation of Saints and 

the Worship of Images, Occasioned by that Discourse (London: printed for John Amery at the 

Peacock, and William Rogers at the Sun, both against St. Dunstan's Church in Fleetstreet, 1688), 

pp. 93 – 94, 

https://play.google.com/books/reader?printsec=frontcover&output=reader&id=JLloAAAAcAA

J&pg=GBS.PA93.  
107 Duke, 앞의 책, pp. 125 – 52. 1566년 네덜란드의 성상파괴 운동과 그 영향에 대해

서는 방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David Freedberg, “The Problem of Images in Northern 

Europe and its Repercussions in the Netherlands,” Hafnia. Copenhagen Papers in the History 

of Art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Colloquium in the History of Art) (1976), pp. 25 – 

45.; David Freedberg, “The Hidden God: Image and Interdiction in the Netherlands in the 

Sixteenth Century,” Art History 5 (1982), pp. 133 – 53.; Mia M. Mochizuki, The Netherlandish 

Image after Iconoclasm, 1566 – 1672: Material Religion in the Dutch Golden Age (Aldershot, 

England; Burlington, VT: Ashgate, 2008).; Phyllis Mack Crew, Calvinist Preaching and 

Iconoclasm in the Netherlands, 1544 – 156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Koenraad Jonekheere and Ruben Suykerbuyk, ed., Art after Iconoclasm: Painting in the 

Netherlands between 1566 – 1585 (Turnhout: Brepols, 2012). 참고  

https://play.google.com/books/reader?printsec=frontcover&output=reader&id=JLloAAAAcAAJ&pg=GBS.PA93
https://play.google.com/books/reader?printsec=frontcover&output=reader&id=JLloAAAAcAAJ&pg=GBS.PA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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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내러티브 회화의 경우 교육적 효용성이 있음을 인정하였

다. 그러나 칼뱅(John Calvin, 1509 – 1564)과 쯔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 – 1531)는 모두 루터가 옹호했던 그림의 교육적 용도를 부정하

였으며 완전한 이미지의 파괴를 주장하였다.
108

 판 레이덴이 의도하

지는 않았으나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 전달하는 육체적 시각

의 도움 없이도 온전한 믿음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30년 

후 네덜란드를 장악하게 될 신앙적 경향을 예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판 레이덴 또는 주문자는 이미지를 통해서 역설적

으로 이미지를 보는 행위를 부정하고자 했던 것일까. <여리고의 맹

인을 치료함>에서 나타나는 성화의 자기부정은 일견 모순처럼 보인

다. 보아야 하는 그림의 내용으로 보는 행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모순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바르티메

오의 ‘봄’이 영적인 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육체적인 시각을 부여 받았음에 주목한다. 

또한 판 레이덴이 관자의 봄의 행위를 의식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108 이미지의 교육적 측면까지 온전히 부정한 칼뱅과 쯔빙글리의 입장은 칼쉬타트

의 주장과 유사하다. 칼쉬타트는 뉘른베르크에서 퇴출당한 후 스위스로 이주하여 

칼뱅과 쯔빙글리에게 영향을 주었다. 칼뱅과 쯔빙글리의 이미지에 대한 입장은 다

음의 연구 참고. Peter Auski, “Simplicity and Silence: The Influence of Scripture on the 

Aesthetic Thought of the Major Reformers,” Journal of Religious History 10 (1979), pp. 343 – 

63.;  lisabeth  omme , “Of Idols and Images. Calvin and Luthe  on Religious A t,” Essays in 

History 29 (1985), pp. 67 – 82.; Ann Kibbey, The Interpretation of Material Shapes in 

Puritanism: A Study of Rhetoric, Prejudice and Violenc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R. Po-chia Hsia and Henk van Nierop, Calvinism and Religious 

Toleration in the Dutch Golden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Sergiusz 

Michalski, Reformation and the Visual Arts: The Protestant Image Question in Western and 

Eastern Europe (Hoboken: Taylor and Franci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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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각 체험의 긍정 

 

III장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육체적

인 시각, 더 나아가 종교미술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있는 듯이 보

인다. 그러나 저자는 이처럼 자기부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림이 

사실상 눈으로 보는 행위를 긍정하는 메시지 역시 전달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바르티메오가 순수한 신앙에 대한 보답으로 부여 받은 것

은 결국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

서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 궁극적으로는 신앙 생활에서의 

시각적인 경험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맹인 치료의 기적이 16

세기 시각문화에서 인용되고 있는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일화

가 믿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시각에 대한 함의를 전달하였음을 확

인할 것이다. 시각을 부정하는 듯한 메시지와 긍정하는 듯한 메시지

가 동시에 전해지는 일견 모순적인 측면은 당시 종교개혁의 상황에

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봄의 행위에 대한 교훈적 권고를 전달하

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판 레이덴이 관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와 같은 교훈적 메시지를 보다 효과

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1. 눈을 뜬 바르티메오 

 

판 레이덴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완성한 지 30년 후인 

1566년 네덜란드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성상파괴 운동이 전개되었다

(도 46, 47). 판 레이덴의 작품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격동 속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작품 중 <최후의 심판>은 원래 소장되어 있

던 교회에서 철거되어 시청으로 옮겨졌으며 본래 제작되었던 묘비

화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세속적인 맥락에서 전시된다. 또한 판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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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덴이 성부를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그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

져 신의 말씀을 상징하는 글자로 덮이게 되었다(도 48, 49).
109

 <여리

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마치 이와 같은 사회적 격동을 예견한 것처

럼 보인다. 판 레이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제시함으로써 물

리적인 시각이 없이도 그리스도를 진실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즉 이미지 없이 충분한 그리스도에 대한 숭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성경에서 명백히 바르티메오가 

“즉시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기록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맹인 치료의 기적에 대한 당대 해석과 시각적으로 활용된 

예들은 맹인의 믿음과 함께 그가 새롭게 부여 받은 육체적인 시각

을 강조하였다. 

 판 레이덴과 비슷한 시기 맹인 치료의 기적이 회화로 재현

된 예들을 살펴보면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은 16세기 유럽의 관자에

게 시각이라는 육체적인 감각을 상기시켜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그림들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이해

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인간의 신체 감각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맹

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는 비유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표면적인 내용 그 자

체로 육체적인 시각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에서는 인간

의 5가지 감각인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을 알레고리로 나타내

는 새로운 회화 주제가 유행하게 된다. 수많은 회화와 판화 작품이 

해당 주제를 다루었으며 그 인기를 증명해준다. 이러한 알레고리화

에서는 각 감각에 해당하는 동물들이나 사물들 또는 직업군을 그리

                                                           
109 P. F. J. M. Hermesdoerf et al., “The Examination and Restoration of The Last Judgment by 

Lucas van Leyden,”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29 (1978), pp. 325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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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으며 구약과 신약의 장면을 감각과 연관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110

 주목할 점은 바로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오감 중 시각에 해당하는 장면에 그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이른 예로는 마르텐 드 포스(Maarten de Vos, 1532 – 1603)의 1575년 판

화 연작 중 <시각 Sight>이 있다(도 50). 화면의 중앙에는 시각을 의

인화한 여인이 거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녀를 중심으로 

화면의 좌측에는 구약성경, 화면의 우측에는 신약성경에서 각각 시

각을 상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구약성경에서는 신이 아담과 이

브에게 낙원을 보여주는 장면이 선택되었다. 이에 상응하는 신약성

경의 장면으로는 그리스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모습이 그려졌

다.  

 또한 플랑드르의 대표적인 두 화가 피터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 - 1640)와 얀 브뤼헐 1세(Jan Brueghel the Elder, 1568 - 

1625)가 협업을 통해 완성한 <<오감 The Five Senses>>(1617 – 18) 연

작에서도 맹인을 치료하는 기적이 시각이라는 육체적 감각과 결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 51).
111

 드 포스의 판화 연작에서와 마

찬가지로 시각에 해당하는 작품에서 예수가 맹인을 치료하는 장면

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작품에서는 비너스가 화면의 중앙에 앉아 

                                                           
110 Chu-tsing Li, “The Five Senses in Art: An Analysis of its Development in Northern Europe” 

(PhD diss., State University of Iowa, 1955), pp. 23 – 34. 16-17세기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오감을 알레고리로 재현한 주제의 그림이 다수 제작되었다. 특히 오감에 대한 논의

에서 시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여겨졌으며 이를 이미지로 재현하는 화가들은 

시각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헨드릭 홀치우스의 오감을 주제로 한 판화 연

작에서 시각에 해당하는 작품에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 자체가 시각을 상징

하는 것으로 인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 - 17세기 오감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

한 회화적 재현은 다음의 연구 참고. Á gnes Czobor, “‘The Five Senses’ by the Antwerp 

Artist Jacob de Backer,”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23 (1972), pp. 317 – 27.; Carl Nordenfalk, “The Five Senses in Late Medieval and 

Renaissance Art,”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48 (1985), pp. 1 – 22.; Carl 

Nordenfalk, “A Unique Five-senses Cycle of the 1620’s,” Konsthistorisktidskrift/ Journal of Art 

History 59 (1990), pp. 183 – 89. 
111 Justus Müller-Hofstede, “‘Non Saturator Oculus Visu’ - Zur ‘Allegorie des Gesichts’ von 

Peter Paul Rubens und Jan Brueghel d. Ä ,” in Wort und Bild in der niederländischen Kunst und 

Literatur des 16. Und 17. Jahrhunderts, eds. Herman Vekeman and Justus Müller Hofstede, 

(Erfstadt: Lukassen, 1984), pp. 243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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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피드가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그림에 그려진 주

제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인 것이다(도 52). 이와 같은 배치

는 루벤스와 브뤼헐의 <시각>이 헨드릭 홀치우스의 <시각의 알레고

리 Allegory of Sight>(1616) 판화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홀치우스의 작품에서 비너스가 바라보는 대상은 본래 

거울이기 때문이다(도 53). 루벤스와 브뤼헐은 거울을 신약성경의 한 

장면으로 바꾸어 인간의 오감이라는 개념에 종교성을 부여하였다.
112

 

 위와 같은 두 작품은 ‘맹인을 치료함’이라는 주제가 알레고

리화에 종교적인 층위를 더해주기 위해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알레

고리로 제작된 작품들은 신약에 나타나는 4가지의 각기 다른 맹인 

치료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특정한 내러티브인지 강조하지 않았다. 

다만 감각의 알레고리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진실한 빛”으로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보도록 했다는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맹인 치료의 기적이 알레고리화라는 

특정한 장르의 회화에 나타난다는 점은 중요하다. 알레고리화는 신

화나 성경의 이야기를 도해하는 회화와 달리 상징성이 특징이다. 이

는 관자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미를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

이다. 따라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알레고리화에서 사용되고 있

는 것은 이미 해당 이야기가 육체적 시각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가

지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나아가 맹인 치료의 기적 이야기가 알레고리화에 어떤 의미

를 더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맹인 치료의 기적이 상징적으로 사

용된 맥락은 맹인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눈을 뜨게 되었듯이 인간

이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한다. 

이 때 인간의 시각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 받은 일종의 은총이다. 

결국 맹인 이야기는 시각이라는 감각을 신성한 것으로 긍정하는 의

                                                           
112 Li, 앞의 논문,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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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더하고 있다.  

 이처럼 시각을 신으로부터 받은 감각으로 인정하는 인식은 

비단 17세기에 새롭게 대두된 사상이 아니다. 이미 중세부터 맹인이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된 것을 은총으로 묘사한 예를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14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두초는 1311년 완성한 시에나 대

성당의 제단화 <마에스타 Maestà>에서 맹인이 예수로부터 받은 육

체적 시각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지복직관(beatific vision)의 예형

으로 묘사하였다. 두초가 그린 장면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맹인 

치료의 기적으로 제단화의 프리델라 뒷면을 구성하는 패널 중 하나

이다(도 36).
113

 두초는 하나의 패널에서 맹인을 두 번 묘사하여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를 그려냈다. 먼저 화면 왼쪽에서는 예

수가 맹인의 눈을 만지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실로암의 물로 씻고 

눈을 뜬 맹인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부여 받은 육체적 시각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된 맹인은 하늘을 향해 감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개를 위로 향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맹인을 그린 패널이 전체 구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이다. 패널을 독립적으로 보았을 때 맹인은 허공을 바라보

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프리델라 전체의 구성을 고려하게 

되면 맹인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리델라 뒷면

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묘사된 패널의 오른쪽에는 <그리스

도의 변용 Transfiguration>이 그려져 있었다고 추정된다(도 54, 55). 

따라서 프리델라의 흐름을 따라가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 보는 

것은 바로 제자들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인 것이

                                                           
113 Gavin Wiens, “Spaces Made Strange: Architectural Oddity as Devotional Catalyst in the 

Passion Sequence of Duccio’s “Maesta”,” Artibus et Historiae 33 (2012), p. 19. <마에스타>의 

중앙 패널은 시에나 오페라 델 두오모 박물관(Museo dell'Opera metropolitana del 

Duomo)에 소장되어 있으며 제단화의 나머지 패널들은 분리되어 영국과 미국의 박

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마에스타>의 원래 형태와 구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의

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프리델라의 뒷부분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장면이 예수의 변용 왼쪽에 위치했을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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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4

 그리스도의 변용은 제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사후의 지복직관을 예견하는 사건으로 이해되었

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타보르 산에서 마주한 그리스도는 

환시로 현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자들은 현실에서 물리적인 

실체로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본 것이었다.
115

 결국 두초는 <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심>과 <그리스도의 변용>을 나란히 배치

함으로써 눈을 뜬 맹인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 때 그의 육체적 시

각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총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이해하고자 시도한다면 일견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의 그림에 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르티메오의 기적은 

‘보는 행위’ 없이도 충분히 믿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그가 그

리스도로부터 받은 육체적인 시각은 ‘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특히 판 레이덴의 그림에서 화면의 전경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소년의 모습은 화가가 ‘봄’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

연하게 보여준다. 소년은 대담하게 화면 밖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으

며 관자와 눈을 마주하고 있다. 그는 손을 들어 관자에게 ‘보라’고 

권하고 있는 모습이다.
116

  

                                                           
114 Ruth Wilkins Sullivan, “The Anointing in Bethany and Other Affirmations of Christ’s 

Divinity on Duccio’s Back Predella,” The Art Bulletin 67 (1985), pp. 46 – 47. 마태복음 17장 

1 – 9절, 마가복음 9장 1 – 8절, 루가복음 9장 28 – 36절에 그리스도의 변용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타보르산에 오른다. 산의 정상

에서 그리스도는 밝은 빛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동반하여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115 Kleinbub, 앞의 논문, pp. 382 – 85. 
116 전통적으로 이러한 인물들은 그림을 그린 화가의 초상이거나 주문자 또는 신원

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한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여러 인

물들로 구성된 군중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고 숨어 있다. 네덜란드 회

화에서도 화면 밖을 응시하고 있는 인물의 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는 로히어르 판 데어 바이덴의 <성 콜롬바 제단화 St. Columba Altarpiece>, 퀸텐 마

시스(Quentin massys, 1466 – 1530)의 <에케 호모 Ecce Homo>, 히에로니무스 보쉬

(Hieronymus Bosch, 1450 – 1516)의 <면류관을 쓰는 예수 그리스도 Crowning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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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바르티메오 일화가 당대 기독

교인들에게 영적인 봄을 넘어 육체적인 시각을 사용하는 적절한 봄

이 무엇인지 교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의 ‘보지 못함’은 주변 인물들의 ‘봄’과 대비를 이루며 관자 또한 마

찬가지로 보지 않고 믿어야 함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바르티

메오가 곧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시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는 점 또한 분리될 수 없는 측면이다.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듯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관자가 봄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보다는 바르티

메오처럼 이미 믿음을 지닌 상태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감각과 종교

적 믿음에 대해 논의한 바와도 일치하며 기독교 역사에서 감각에 

대한 뿌리 깊은 이해와도 상통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 아우구스

티누스가 시각을 3가지 단계로 분류한 것은 중세 전반에 걸쳐 인간

의 감각이 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설명하는 

바탕이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논의에서 낮은 단계의 감각은 

상위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즉, 그 자체로 나쁜 시

각은 없으며 오직 상위 단계의 지각이 부적절할 때 나타나는 ‘믿음

이 부재한 시각’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다.
117

 감각의 위계에 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해도 중세와 전

근대 시기 이론가들에게까지 전해졌다.  

 14세기의 판 뤼스브룩은 이와 같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론의 영향을 받아 ‘봄’과 영적인 삶의 단계간에 긴밀한 비유 관계를 

설정하여 정의하고자 시도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먼저 육체적으

로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바로 외부의 빛, 

                                                                                                                                           

with Thorns> 등이 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화면 속 인물은 관자와 눈을 마주치고 

관자와 시선의 교환이 발생한다. Lipton, 앞의 책, pp. 256 – 60. <여리고의 맹인을 치

료함>에서 소년이 관자를 응시하고 있는 묘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본고의 후반부에

서 보다 상세히 다룬다. 
117 Vance, 앞의 책, pp. 2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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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려는 것이 그의 눈에서 재형성되게 하려는 의지, 그리고 

건강하고 결점 없는 눈이 이에 해당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영적으

로 보기 위한 조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 즉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빛이 있어야 하며 

신에게로 향하려는 의지와 죄로 물들지 않은 양심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118

 이러한 구조를 바르티메오의 일화에 적용해 본다면 그는 

신에게로 향하려는 의지와 죄로 물들지 않은 양심 즉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은총의 빛을 받아 

영적으로 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인물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에라스무스는 바르티메오가 그리스도로부

터 육체적인 시각을 부여 받은 것에 주목하였으며 그가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동일하다고 해석하였다. 특

히 그는 마가복음의 주해에서 예수와 바르티메오의 대화에 주목한

다. 그는 예수가 바르티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은 것은 예

수가 이미 맹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보게 해 주소서(make me see)”라는 바르티메오의 대답을 신도들이 

듣도록 하고자 의도적으로 물었다는 것이다. 바르티메오가 자선이나 

물질적인 도움(alms)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시각을 얻고자 했다

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보고자 열망함을 보여준다. 에라스무스는 

“아는 것은 곧 보는 것이다(To know is to see)”라고 강조하며 바르티

메오가 신과 신의 아들인 예수를 구분하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닌 시

각을 청했음을 칭송한다.
119

 그의 해석에서도 앞선 이론가들과 마찬

가지로 육체적인 눈으로 신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칭찬받

을 만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신을 알게 되는 경지로 나아갈 수 있

                                                           
118 Rothstein, 앞의 논문 (2001), pp. 45 – 52. 
119 Desiderius Erasmus, Paraphrase on Mark, trans. Erika Rummel (Toronto;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8), pp. 133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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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전제를 확인할 수 있다. 

 루카스 판 레이덴이 1531년에 그림을 완성하면서 1000여년 

전 신학자의 논리를 직접 끌어들여 작품을 구성한 것은 아닐 것이

다. 그러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의에서 보이는 논리적인 흐름은 

14세기 판 뤼스브룩과 16세기 에라스무스 같은 이론가들을 통해 계

속해서 기독교인들의 사상적인 전통을 구성하게 되었다. 판 뤼스브

룩의 저술이 네덜란드어로 출판되기도 하였으며 17세기까지 인쇄되

었음은 이와 같은 논의가 당대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주었음을 의미한다. 판 레이덴이 어느 정도로 이러한 논리적

인 해석을 이해하고 차용한 것일지는 추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이론적인 해석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에 대한 의심이 대두되던 16세기 화가들에게 이와 유사한 육체적 

시각을 옹호하는 논리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브뤼헐과 루벤스가 <시각>을 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기도 

한 헨드릭 홀치우스의 판화 <시각의 알레고리>에는 해당 감각과 관

련된 직업군의 인물들이 등장한다(도 53). 이 때 화면의 뒤 쪽에 이

젤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려는 화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6 -17세기에 화가 자신들도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시각에 의존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시각에 대한 의

심이 대두되고 이미지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면서 화가들은 자신들

의 직업적 정체성과 사회적 문제의식 사이에서 갈등할 수 밖에 없

었다.
120

 전술한 바 있듯이 판 레이덴 또한 레이덴을 포함하여 네덜

란드에서 종교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특히 그는 

                                                           
120 종교개혁과 이미지 논쟁으로 화가들의 생업은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한스 홀바인이다. 그는 독일에서의 주문이 줄어들

자 영국으로 옮겨 가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다. 에라스무스는 토마스 무어에게 보내

는 편지에서 “이 곳의 예술이 얼어버렸으니…”라며 홀바인이 이주한 이유를 설명한

다. Gert von der Osten and Horst Vey, Painting and Sculpture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1500 to 1600 (Baltimore: Penguin Books, 1969), pp. 171 – 77.; 또한 공예인이 직접 자신들

이 주문을 받기 어려움을 시 당국에 호소한 편지를 확인할 수 있다. Koerner, 앞의 

책 (2008), pp. 27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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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년 이후 레이덴의 주요 제단화 주문을 맡았기 때문에 주로 장

르화를 제작하였던 1500년대 초반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종교화

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때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당대 사회적인 요구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미지 제작의 행위도 부정하지 않는 작품이었던 것이다. 

 카럴 판 만더가 『화가전』에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

에 대해 남긴 글은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화가의 

대응을 이해한 감상으로 보인다. 그는 판 레이덴의 작품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당대 한 시인이 이 그림에 대한 찬가를 남겼다고 언급

하며 다음과 같은 소네트를 적고 있다.  

 

 (생략) 

 이는 맹인은 모든 이의 눈과 마음을 이끌기 때문이며 

 맹인이 눈과 마음이 없는 이들을 사로잡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서 강한 열망이 불타오르리. 

 맹인은 빛으로부터 빛을 부여 받았으니 

 맹인을 통해 루카스 또한 시각을 부여하네 

 그의 보지 못하는 붓에게, 붓의 잘못된 길을 시각이 이끌리.
121

 

 

이와 같은 찬가의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먼저 소네트의 저자 또한 

맹인의 이야기가 보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이끈다는 점을 지적하

                                                           
121 Vos, 앞의 논문, p. 471. 판 만더는 익명의 예술을 감상하는 시인이 이와 같은 시

를 썼다고 기록하지만 포스(Vos)는 판 만더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시는 판 만더의 다른 글들에서 보이는 특징들과 일치하며 따라서 저자가 루카스 

판 레이덴의 작품을 찬양하기 위해 직접 창작한 것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해당 

시의 저자가 누구이든 판 만더가 1604년 『화가전』을 쓰기 이전 또는 비슷한 시

기에 쓴 것이다. 따라서 16세기의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관자와 시기적으로 

밀접한 17세기 초 이와 같은 감상이 전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글 

번역은 필자. 포스의 영문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Fo  this blind man d aws the eye and hea t of all/ but those who lack an eye o  hea t he can’t 

enthrall/ though strong desire may burn with fire in their insides. / The blind man has received 

the light back from the light/ and through the blind man Lucas too provides with sight/ the 

 ainte ’s sightless b ush, whose e  ant ways it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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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나아가 예수의 기적에 감동을 받는 이들과 대조적으로 “눈과 

마음”이 부족한 이들을 제시하였다. 

 가장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마지막 두 행의 내용이다. 소네

트의 저자는 “시각이 없는 붓(sightless brush)”의 “잘못된(errant)” 길을 

시각이 이끈다고 말한다. 이 때 시각은 화가인 판 레이덴이 부여한 

것으로 소네트의 저자는 “또한(too)”을 통해 그리스도가 맹인에게 시

각을 부여한 것과 판 레이덴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유비관계로 

제시한다. 위의 문장에서 시각이 이끌기 전의 붓이 잘못된 길을 간

다는 지적은 당대 이미지에 대한 경계를 암시한다. 그러나 화가가 

부여한 시각은 붓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이는 적절하게 그려

진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네트의 감상을 루카스 판 

레이덴의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감상했을 모든 관자에게 적

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제작된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이미지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육체적 시각을 

인정하는 소네트의 내용은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 당대 관자

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졌을 지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제공한다.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주문자의 

개입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지는 알 수 없으나 16세기 기독교인 

관자의 입장에도 비슷한 맥락을 적용할 수 있다. 1520년경 독일에서

부터 시작된 종교개혁과 성상파괴의 움직임이 네덜란드로 전해지기 

전까지 신도들의 종교생활에서 이미지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인 비판 의식에 공감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관습으로부

터 탈피하여 자신들의 신앙 생활에서 성화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

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의 상황에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

>은 ‘어떻게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 

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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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자의 시각 체험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절한 봄에 대한 교훈적인 메시지를 보아야만 

하는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을 보는 관자는 

바르티메오의 믿음에 감탄하는 동시에 그와 대비되는 육체적인 봄

의 행위에 몰두해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비판적인 함의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참여하는 관자는 이미 그림 속 군

중들과 마찬가지로 보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전제된다. 이와 같은 

긴장은 화면 전경에 나타나는 소년의 묘사를 통해 극대화된다(도 7). 

이 소년은 화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의 기적에는 관심이 없

는 듯 보이며 화면 밖을 곧은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다. 관자는 작품

을 보게 되는 순간 소년과 눈을 마주치게 되며 소년의 손이 이끄는 

곳을 따라 시선을 향하게 된다. 즉 소년은 화면 밖의 관자에게 육체

의 눈으로 보도록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판 레이덴은 자신의 다른 작품에서도 소년의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바 있다.
122

 예컨대 

1510년경 제작된 판화인 <예수의 세례 The Baptism of Christ>에는 <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보이는 소년과 마찬가지로 화면 전경

에 어린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 56). 뒤를 돌아 

앉아 있는 소년은 손을 들어 관자가 판화에서 보아야 할 장면 즉, 

예수의 세례가 진행되는 곳을 가리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인물은 전

통적으로 관자의 감정이입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판 레이덴을 포함하여 다른 화가들 또한 의도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였다.123 소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관자는 마치 자신이 예수가 

                                                           
122 Parshall, 앞의 논문, pp. 140 - 44. 
123 Leon Battist Alberti, On Painting, trans. Cecil Grayson (London: Penguin Books, 2004), pp. 

33 – 57. 알베르티는 『회화론』에서 이러한 인물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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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를 받는 시점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화면 중앙의 

소년의 안내를 따라 예수의 기적을 목도하게 되는 관자는 결국 작

품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집시들과 같은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 이처럼 판 레이덴은 관자가 작품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관자는 마치 화면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세례>에서 보이는 등진 소년과는 달리 <여

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소년은 관자가 예수의 기적을 보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관자와 시선을 교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를 통해 관자는 보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봄의 대상이 된다. 

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 인지의 차원을 넘어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124  소년의 밖으로 향한 시선으로 인해 

관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기적 또는 그림으로 재현된 그리스도의 

기적을 육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지는 관자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전달하는 봄의 위험성과 겹쳐지

면서 관자로 하여금 자신의 봄의 행위를 성찰하도록 유도한다.125  

 관자를 응시하는 소년의 교훈적 역할은 화면 속에 등장하는 

                                                                                                                                           

다. 알베르티의 이론적 근거를 참고하지 않았더라도 16세기까지의 전통을 통해 판 

레이덴은 충분히 이러한 인물들의 사용법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알베르티의 

『회화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 참고. David C. Lindberg, Theories of 

Vision from Al-Kindi to Kepl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Martin 

Kemp, The Science of Art: Optical Themes in Western Art from Brunelleschi to Seura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124 Patricia Lee Rubin, Images and Identity in Fifteenth-century Florence (New Havem: Yale 

University Press, 2007), pp. 117 – 120. 시선과 응시가 갖는 위력과 이에 대한 심리적 

분석은 방대하다. 단순한 심리적 효과에서 판옵티콘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

회적, 철학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본고에서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회화적인 범주 내에서 시선의 의미에 대해 정리

한 대표적인 저서로 Norman Bryson, Vision and Painting: The Logic of the Gaz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Margaret Livingstone, Vision and Art: the Biology of 

Seeing (New York: Harry N. Abrams, 2002). 참고.  
125 Huston Diehl, Staging Reform, Reforming the Stage: Protestantism and Popular Theater in 

Early Modern England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1997), p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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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비슷한 또래의 또 다른 소년의 묘사를 통해 한층 더 강화된다. 

관자는 ‘보라’고 손짓하는 소년을 따라 시선을 옮기게 되는데 그 때 

보게 되는 것은 바르티메오를 이끄는 또 다른 소년이다(도 8). 이 소

년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예수가 사람

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고 사람들이 바르티메오를 예수에게 

이끈다. 마가복음과 루가복음의 구체적인 기술에서 어린 아이가 바

르티메오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바르티메

오를 안내하는 소년은 화가가 새롭게 구성한 부분이다. 특히 소년은 

예수와 바르티메오를 매개하는 동시에 화면의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판 레이덴은 의도적으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소년들을 대비

시키고 있다. 화면의 전경에 있는 소년이 상대적으로 화려하고 주변

의 집시, 유대인들과 유사한 의복을 입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바

르티메오를 이끄는 소년은 소박한 옷을 입고 있다.
126

 두 인물의 외

적인 대비는 궁극적으로 두 소년이 구현하고 있는 봄의 대비로 연

결된다. 화려하게 옷을 입은 소년은 관자에게 육체적인 눈으로 그림

을 ‘보라’고 가리키고 있다. 한편 바르티메오를 이끄는 소년이 그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일 뿐이다. 소년이 

보고 있는 장면은 바르티메오가 은총으로 눈을 뜨게 된 후 보게 되

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두 소년의 대비는 관자에게 ‘무엇을 볼 것

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작품의 교훈적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

다. 중세 후기 관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것과 같이 시각에 위계가 있

                                                           
126 Wouter Th Kloek, Willy Halsema-Kubes, and Reinier Baarsen, Art before the Iconoclasm: 

Northern Netherlandish Art 1525 – 1580 (Amsterdam: Rijksmuseum; ‘s-Gravenhage: 

Staatsuitgeverij, 1986), pp. 16 - 18. 판 레이덴의 작품들 중 상당수에서 화면 전경에 두 

어린 소년들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록의 저자 또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나타나는 두 소년이 다른 작품들에 등장했던 소년들과는 달리 

서로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묘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전 작품들에서 두 소년들

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며 화면 안의 장면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과 같이 관자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개입시키는 

묘사는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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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두 소년은 관자에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

고 있는 듯하다. 관자가 보고 있는 것은 기적의 장면 그 자체도 아

니며 기적을 회화적으로 재현한 2차원의 화면이다. 그리고 작품 속 

다른 인물들의 보는 행위에 대한 묘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볼 것인 

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당대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시각 체험을 유도

한다. 

 회화 또는 판화와 같은 시각 매체를 통해 육체적인 봄에 대

한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일견 모순적인 시도처럼 보인

다. 그러나 이는 당대 화가들에게 자신의 생업과 직접 연관된 문제

였으며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였다. 16세기 사회 전반에 걸쳐 과

도하게 물질화된 신앙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화

가들은 자신들이 본래 사용하던 매체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였다. 예컨대 1526년 알브레히트 뒤러는 <네 사도들 The Four 

Apostles>이라는 제목의 두 패널화를 완성하였다(도 57, 58). 뒤러는 

루터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그의 작품에서는 보다 직

접적으로 프로테스탄트적인 시각에 대한 논의가 드러난다.  

 <네 사도들>에 등장하는 네 명의 사도들은 각기 다른 시선

을 보여준다. 사도들이 묘사된 방식은 각 사도들의 발 아래에 배치

된 텍스트와 결합하여 관자에게 그들의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면으

로 향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오른편 패널에 책과 검을 들고 있는 

바울은 옆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는 시선을 옆으로 돌려 관

자를 바라보고 있다. 이 때 바울의 시선은 권위적이며 마치 관자의 

생각을 꿰뚫는 듯한 의미를 전달한다. 사도 바울의 시선은 <여리고

의 맹인을 치료함>의 어린 소년의 시선과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그

는 관자가 육체적 시각으로 그림을 보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그러한 

관자의 봄에 대한 권위적인 경고를 암묵적으로 알리고 있다.
127

 

                                                           
127 Diehl, 앞의 책, pp. 54-58. 딜은 프로테스탄트의 프로파간다가 어떻게 기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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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판 레이덴 또한 <금송아지 경배>라

는 작품을 통해 이미지의 교훈적 메시지로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다

룬 바 있다(도 31). <금송아지 경배>가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

식은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관자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판 레이덴은 <금송아지 경배>에서 출애굽기

의 이야기 중에서도 이스라엘인들이 방탕하게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였다. 화면 전경을 가득 메우고 있는 

군상에 대한 묘사는 황금소를 제작한 다음 날의 모습으로 아론이 

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로 하여 이에 “이스라엘인들은 술을 먹고 

마셨다”는 내용을 화가의 상상력으로 확장한 것이다.  

 ‘금송아지의 경배’가 그림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는 화면 중경에 매우 작게 묘사되어 있으며 군중의 모습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도 32). 따라서 관자는 그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가

장 먼저 금송아지를 묘사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판 레

이덴이 중경 멀리 배치해 놓은 금송아지와 그 주변을 둘러싼 인물

들의 모습은 쉽게 확인할 수 없다. 관자가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찾

을 때에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때 관자는 화면 전경에 

배치된 이스라엘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되

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128

  

 관자의 시각 체험과 이미지가 전달하는 내용간의 충돌은 작

                                                                                                                                           

각 매체에 나타나는 도상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새로운 개혁의 논의를 전

달하였는지 설명한다. 가톨릭의 이미지 사용과 물질적인 숭배 행위를 비판하는 프

로테스탄트의 이미지는 역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딜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 이미

지에서는 기존의 가톨릭 도상을 교묘하게 수정함으로써 관자의 ‘경배하는 시선 

(devotional gaze)’을 차단한다. 
128 Jacobs, 앞의 책, pp. 245 – 46.; Parshall, 앞의 논문, pp. 134 - 63.; Silver, 앞의 논문, pp. 

407 - 9. 파샬은 ‘시각적인 패러독스(visual paradox)’라는 용어를 통해 판 레이덴의 작

품이 우상숭배를 다루는 또 다른 우상(이미지)임을 설명하였다. 그는 판 레이덴이 

의도적으로 관자를 개입시킴으로써 교훈적 효과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실버

는 <금송아지 경배>에서 나타나는 우상숭배 또는 이미지에 대한 경계는 특별히 프

로테스탄트적인 입장이 아니며,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모두에서 비판하는 우상숭

배의 행위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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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형식과 내용의 모순적 관계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금송아지 

경배>는 비교적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으나 삼면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129

 네덜란드의 회화 전통에서 삼면화 형식은 주로 제단화에 사

용되었음을 고려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금송아지 경배>가 화면에 

재현된 이야기에서 경계하고 있는 바로 그 우상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판 레이덴은 제단화로 대표되는 우상의 위험

성을 제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제단화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화면에는 

경배의 대상이 아닌 죄악의 장면을 그려 넣었다.
130

 나아가 그는 외

부 패널까지 온전히 하나의 틀을 구성하도록 고안하였다. <금송아지 

경배>의 외부 패널에는 삼면화 외부 패널에 주로 그려지던 성인의 

모습이나 주문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대리석 무늬가 빈 

화면을 채우고 있다. 삼면화의 닫힌 모습은 안에 그려진 장면에서 

모세가 산에서 들고 내려오는 석판을 상기시키며 관자에게 다시 한 

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떠올리게 한다(도 33).
131

 

 <금송아지 경배>에서 화가가 교훈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

달하기 위해 전통적인 형식에서 탈피한 예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

료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인 이례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

리를 제공한다. 판 레이덴의 작품이 형식적으로 이례적인 측면은 크

게 두 가지이다. 먼저 내부 패널은 세 개의 패널로 형식적으로는 분

리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세 패널이 단일한 장면을 구성한다. 또

한 외부 패널에는 이전까지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알레고리 형태

의 두 남녀가 주문자 가문의 문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

다. 이러한 구성은 네덜란드의 삼면화의 전통적인 구성 양식과 비교
                                                           
129 작품의 크기는 93 x 127 cm이다. 연구자들은 작품의 작은 크기를 바탕으로 <금송

아지 경배>가 개인적인 주문으로 제작되었다고 추측하였다. Jacobs, 앞의 책, p. 245. 
130 Freedberg, 앞의 책 (1989), pp. 384. 프리드버그는 루카스 판 레이덴이 <금송아지 

경배>를 제작한 시기가 이미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으며 판 레이

덴 또한 당대 논의에 무지했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금송아지 경배>가 

제단화 형식을 차용하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형식과 모순되는 지점을 지적하였

다. 
131 Jacobs, 앞의 책, p. 245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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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았을 때 매우 파격적인 선택이다. 판 레이덴은 의도적으로 전통

적인 제단화의 형식에 일치하지 않는 도상을 재현함으로써 제단화

의 본래 맥락을 거부하고 있다.  

 두 가지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리고의 맹

인을 치료함>이 전달하는 주제와 형식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가장 큰 특징은 

삼면화의 형식적인 틀을 고려하지 않은 화면의 구성이다(도 9). 판 

레이덴은 중앙 패널과 좌우 날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내러티브

를 세 개의 패널에 펼쳐 놓았다. 18세기 변형의 결과로 현재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겨질 정도이다. 이

러한 묘사는 화가가 굳이 삼면화라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지 질문

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금송아지 경배>에서도 판 레이덴은 양 패널

과 중앙 패널을 구분하지 않고 화면 전체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구

성하였다.  

 이와 같은 묘사 방식은 히에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 

c. 1450 – 1516)가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과 같은 작품에서 삼면화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

는 전통적인 묘사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도 59). 보쉬의 

작품에서 형식과 내용의 괴리는 그림이 전달하는 교훈적인 메시지

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내러티브를 성스러

운 제단화 형식을 빌어 전달함으로써 관자는 작품이 전달하는 교훈

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132

 판 레이덴의 

<황금소의 경배>와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이 모두 교훈적인 메

시지를 전달한다는 점, 특히 두 작품 모두 모순적으로 제단화와 같

은 물질을 보는 것에 대한 경계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삼

면화 형식은 보쉬의 작품에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32 Joseph Leo Koerner, “Bosch’s Contingency,” in Kontingenz, ed. Gerhart von Graevenitz 

and Odo Marquard (Munich: Wilhelm Fink, 1998), p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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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판 레이덴은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외부 패널

에서 독창적인 실험을 한다. 양 옆 패널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삼면

화에서 외부 패널에는 주로 주문자의 보호 성인이 재현되거나 기도

하는 주문자의 모습이 나타나며 때로는 내부 패널의 내러티브에 선

행하는 장면이 그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판 레이덴은 이들 중 어떠

한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두 남녀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들

은 성인도 아니며 주문자의 초상도 아니다. 다만 이들은 주문자 부

부의 가문의 문장을 각각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구성은 이전

의 네덜란드 삼면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판 레이덴의 창

작이다(도 2).
133

  

 판 레이덴이 전통적인 도상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했던 이유

는 기존의 묘사가 삼면화에 부여하는 효과를 고려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이 그려지는 경우 삼면화의 패널이 닫혀 있을 

때 관자는 성인의 이미지를 경배할 수 있다. 이는 성상파괴주의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이미지의 사용이었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성인에 강력한 힘을 부여

하고 성인의 중재하는 힘에 의존하려던 당대 관행은 비판의 대상이

었다.
134

 마찬가지로 주문자를 그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주문자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자체로 

주문자가 이미지를 경배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도 60).
135

 특히 네

                                                           
133 Gibson, 앞의 논문 (1978), p. 140. 깁슨은 두 인물이 온전한 판 레이덴의 창작임

을 지적하였다. 이미 그는 1960년의 논문에서 두 인물의 양식이 뒤러가 제작한 <막

시밀리안 황제의 개선문>에 작게 나타나는 인물들의 구도와 비슷하다고 제시하였

다. 판 레이덴이 뒤러의 <막시밀리안 황제의 개선문>에 나타나는 인물의 자세와 구

도를 차용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를 삼면화의 외부 패널에 알레고리적인 인물로 

사용한 것은 그의 독창적인 시도이다. 
134 Koerner, 앞의 책 (2008), pp. 38 - 40. 에라스무스는 기독교인들이 성 크리스토퍼의 

이미지를 보고 경배하며 이를 통해 그날 하루의 복을 얻는다고 믿는 주술적인 관

행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Erasmus, 앞의 책 (2015), p. 44. 
135 예컨대 한스 멤링의 <최후의 심판 Last Judgment>(1467 – 71)의 패널은 닫혀 있을 

때 마치 주문자 부부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와 성 미카엘에 경배를 

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성모와 성인은 그리자이유(Grisaille) 기법으로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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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란드 제단화에서 주문자가 그려질 경우 이들은 ‘환시’를 목도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나 동시에 패널 중앙에 재현된 성인에게 경

배하는 의미 역시 지니기 때문에 올바른 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

하는 내부 패널과 모순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136

   

 이처럼 판 레이덴은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관자가 보고 있는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알

려주고 있다. 화면 전경의 소년은 대비를 통해 관자가 보아야 할 대

상이 이미지가 아닌 그리스도임을 제시한다. 양 패널에 걸쳐 있는 

주변 인물들은 관자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봄’의 행위를 행하고 

있다. 관자는 이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봄을 경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르티메오가 그리스도로에 

대한 믿음을 지닌 채 그의 눈으로 보게 되었듯이 믿음이 선행하는 

‘봄’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과 더불어 화면 외부 

패널의 알레고리적인 인물들 또한 관자가 보고 있는 대상은 2차원

의 이미지이며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종합하자면 <여

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주제, 회화적 재현, 회화를 담고 있는 형

식의 모든 요소에서 한 가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구

성되어 있다. 바로 올바른 기독교인으로써 적절한 봄의 행위는 오직 

그리스도를 봄이라는 것이다.  

 

  

                                                                                                                                           

되어 그 자체로 조각상 같은 환영의 효과를 자아낸다. 그렇다면 이는 성상 특히나 

그리스도가 아닌 성인의 이미지(그리자이유로 묘사된 성인)를 경배하는 주문자의 

모습이 또 다른 성상(<최후의 심판> 제단화)에 묘사된 것이다. 
136 네덜란드 삼면화의 특징과 외부 패널의 전통적인 도상과 효과에 대해서는 제이

콥스의 책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Jacobs, 앞의 책, pp. 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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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가며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루카스 판 레이덴 개인의 작품 세계에

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16세기 초 네덜란드 종교

화에서도 이례적인 작품이다. 판 레이덴은 회화로 자주 재현되지 않

던 신약성경의 이야기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독특한 구도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했다. 판화가로서의 판 레이덴의 명성과 장르화의 개척가라는 

인식은 오히려 그의 종교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에 한계를 제

공했다. 그러나 1526년 이후 제작된 판 레이덴의 후기 종교화들은 

주제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모두 관습을 탈피한 모습이다. 

따라서 화가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된 성경의 내러티브들은 당대 사

회에서 진행되고 있던 논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판 레이덴이 활동하던 시기는 네덜란드 종교미술의 역사에

서 과도기적인 시기이자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었다. 중세 후기까지 

종교미술은 다양한 신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

어 왔다. 이미지는 교육적인 효용성과 명상에 이르는 도구로써 효용

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독일의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종

교미술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독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 유럽

의 주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루터를 비롯한 프로테스탄트의 논의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과 신자의 직접적인 접촉이었다.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중간 매개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인

식에서는 이미지 또한 물질적인 매개체로써 물질을 초월한 신을 이

해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특히나 신자들의 

시각에 의존하는 가톨릭 사제의 미사와 화려한 교회 장식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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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대상이었으며 이와 함께 육체적 시각에 대한 경계도 대두되

었다. 

 판 레이덴 또한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

다. 비록 그가 직접 기록한 문서나 그의 종교적 성향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레이덴에서도 루터의 이론이 인쇄되었으며 가톨릭

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네

덜란드에서 종교개혁의 논의가 가장 일찍 시작되고 격렬하게 전개

되었던 안트베르펜을 비롯한 남부 네덜란드로의 여행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접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공방에서 작

업했을 법한 주변 화가들 중 일부는 보다 직접적으로 프로테스탄트 

논의에 동의하는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판 레이덴은 이들처럼 프

로테스탄트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기 종교화들에서 기존의 종교 관습에 대

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은 육체적인 시

각의 도움 없이 은총을 받은 맹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당대 신자

들의 시각 체험 자체를 부정하는 내러티브로 보인다. 바르티메오의 

이야기가 당대 희곡과 설교에서 차용된 맥락은 다른 외부의 개입 

없이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시각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보아야 하는 그림으로 제시했다

는 점에서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을 다시 살펴 본다면 화가가 

여전히 관자의 시각 체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 

레이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림을 보라고 권하면서 관자를 작품

에 개입시키고 있다. 화가의 초대로 작품을 보게 되는 관자는 자신

이 따라야 하는 모범적인 시각과 경계해야 할 시각을 동시에 보게 

된다. 봄의 행위에 대한 관자의 자기 인식을 통해 판 레이덴은 기독

교인으로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보아야 하는 가에 대한 교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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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리고의 맹인을 치

료함>의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주제, 구성을 모두 당대 시각 체험이

라는 관점에서 검토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

해 판 레이덴의 후기 회화 작품에 대한 통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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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목 록 

 

도 1. 루카스 판 레이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중앙 패널, 

1531, 캔버스에 유화, 115.7 x 150.5 cm, 상트 페테르부르크 에르미

타주 미술관(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 

도 2. 루카스 판 레이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날개 패널, 

1531, 캔버스에 유화, 각 89 x 33. 5 cm, 상트 페테르부르크 에르

미타주 미술관(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 

도 3. 도1. 확대 부분. 

도 4. 도1. 확대 부분. 

도 5. 도1. 확대 부분. 

도 6. 도1. 확대 부분. 

도 7. 도1. 확대 부분. 

도 8. 도1. 확대 부분. 

도 9.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 원형 복원 구조 (Nikolai N. Nikulin, 

“Some Data Concerning the History of the Triptych The Healing of the 

Blind Man of Jericho by Lucas van Leyden,”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29 (1978), p. 302. 

도.4). 

도 10. 마리 드 브루고뉴의 기도서의 장인, <마리 드 브루고뉴의 기

도서>, c. 1480, 채색필사본, 225 x 163 mm, 비엔나 오스트리아 국

립도서관(Ö 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Vienna) Cod. 1858, 

fol.14v. 

도 11. 로베르 캄팽 공방, <메로데 제단화>, c. 1427 - 1432, 패널에 유

화, 64.5 x 117.8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12. 루카스 판 레이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천사들>, c. 

1521, 패널에 유화, 77.5 x 46.4 cm, 베를린 국립 회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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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äldegalerie, Berlin). 

도 13. 루카스 판 레이덴, <성모와 아기 예수, 마리아 막달레나와 주

문자>, 1522, 패널에 유화, 51 x 68 cm,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 Munich). 

도 14. 한스 멤링, <성모에게 경배하는 마르틴 판 뉴베호퍼>, 1487, 

패널에 유화, 52 x 83 cm, 브뤼헤 멤링 미술관 & 성 요한 병원 

Memlingmuseum & Sint-Janshospitaal, Bruges). 

도 15. 로히어르 판 데어 바이덴, <성모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필

립 드 크로이> 의 왼쪽 패널, 1460, 패널에 유화, 49 x 30 cm, 산 

마리노 헌팅턴 도서관(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도 16. 로히어르 판 데어 바이덴, <성모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필

름 드 크로이>의 오른쪽 패널, 1460, 패널에 유화, 49 x 30 cm, 안

트베르펜 왕립 미술관(Koninklijke Musea voor Schone Kunsten van 

België, Antwerp). 

도 17. 한스 홀바인 2세, <성 크리스토퍼에게 경배하는 어리석은 자>, 

에라스무스 저 『우신예찬』에 펜과 잉크로 드로잉, 바젤 미술

관(Ö ffentliche Kunstsammlung, Basel) (Joseph Leo Koerner, The 

Reformation of the Im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 97. 도38.). 

도 18. <안드레아 보덴스타인 폰 칼쉬타트의『성상 제거에 관하여』 

표지>, c. 1600, 인그레이빙 (Joseph Leo Koerner, The Reformation of 

the Im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 90. 도36.). 

도 19. 마스터 에이피, 원작 베르나르드 판 오를레이 공방, <불신에 

대항하는 믿음의 투쟁>, 1536, 목판화, 베를린 국립미술관

(Staatliche Museen, Berlin). 

도 20. 마스터 에이피, 원작 베르나르드 판 오를레이 공방, <인내와 

분노 사이의 투쟁>, 1536, 목판화, 베를린 국립미술관(Staatliche 

Museen,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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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루카스 코르넬리스 콕, <세계의 진정한 빛으로서 그리스도>, 

종이에 펜과 갈색 잉크, c. 1530, 파리 프릿츠 루트 컬렉션

(Collection Frits Lugt, Paris). 

도 22. 한스 홀바인 2세, <진정한 빛으로서의 그리스도>, c. 1526, 목

판화, 84 x 277 cm, 바젤 미술관 (Ö ffentliche Kunstsammlung, Basel). 

도 23. 엘 그레코, <눈 먼 자를 치유하는 그리스도>, 1567 – 1570, 패

널에 유화, 65.5 x 84 cm, 드레스덴 알테 마이스터 회화관

(Gemäldegalerie Alte Meister, Dresden). 

도 24. 엘 그레코, <눈 먼 자를 치유하는 그리스도>, c. 1570, 캔버스

에 유화, 119.4 x 141.6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25. 엘 그레코, <눈 먼 자를 치유하는 그리스도>, c. 1572, 캔버스

에 유화, 50 x 61 cm, 파르마 국립미술관(Galleria Nazionale, Parma). 

도 26. 니콜라스 푸생, <맹인을 치료하는 그리스도>, 1650, 캔버스에 

유화, 119 x 176 cm, 파리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 Paris). 

도 27. 루카스 판 레이덴,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1510, 

인그레이빙, 28.9 x 45.6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28. 루카스 판 레이덴, <십자가형>, 1517, 인그레이빙, 28.3 x 41.3 

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Rijksmuseum, Amsterdam). 

도 29. 루카스 판 레이덴, <바구니에 매달린 시인 베르길리우스>, 

1525, 인그레이빙, 24.5 x 18.9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30. 루카스 판 레이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다>, 1527, 린

넨에 템페라, 181.9 x 237.5 cm, 보스톤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도 31. 루카스 판 레이덴, <금송아지 경배>, c. 1530, 패널에 유화, 

93.5cm x 126.9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Rijks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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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terdam). 

도 32. 도 31. 확대 부분. 

도 33. 루카스 판 레이덴, <금송아지 경배> 외부 패널, c. 1530, 패널

에 유화, 93.5cm x 66.9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Rijksmuseum, 

Amsterdam). 

도 34. 루카스 판 레이덴, <마리아 막달레나의 무도>, 1519, 인그레이

빙, 29 × 39.7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35. 알베르트 판 아우바터, <라자로의 부활>, 1445, 목판에 유화, 

122 x 92 cm, 베를린 국립미술관(Staatliche Museen, Berlin). 

도 36. 두초,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심>, 1307/8 – 1311, 목판에 

템페라, 45.1 x 46.7 cm, 런던 내셔널 갤러리(The National Gallery, 

London).  

도 37. 작자미상(네덜란드),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심>, c. 1510 – 

1520, 스테인드글라스, 지름 23.9 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Rijksmuseum, Amsterdam).  

도 38.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심>, 『수와송의 욜랑드의 시편 

기도서』, 1280 – 1299, 채색필사본, 182 x 134 mm, 뉴욕 모건 도서

관 & 미술관(The Morgan Library & Museum, New York), MS M. 729, 

fol. 104v. 

도 39. <시나고그>, c. 1220 – 1235, 스트라스부르그 뢰브르 노트르담 

박물관(Musée de l'Oeuvre Notre-Dame, Strasbourg). 

도 40. 아르트헨 판 레이덴 화파, <교회에서의 설교> 또는 <성 안토

니의 소명>, c. 1530, 패널에 유화, 132.5 x 96.3 cm, 암스테르담 국

립미술관(Rijksmuseum, Amsterdam). 

도 41. 안트베르펜의 장인, <성 안토니의 소명>, c. 1510, 패널에 유화, 

81.5 x 58.4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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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 서-플랑드르 장인, <성 안토니의 삶 중 네 개의 일화>, c. 1515, 

패널에 유화, 116 x 92 cm, 니우포르트 시청(Stadhuis van 

Nieuwpoort) (1914년까지). 

도 43. 작자미상(독일), <고대 사도들의 복음교회의 진정한 모습>, c. 

1600, 인그레이빙. (Joseph Leo Koerner, The Reformation of the Im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 44. 도10.) 

도 44. 작자미상(독일), <교황주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 c. 1600, 인그

레이빙. (Joseph Leo Koerner, The Reformation of the Im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 44. 도11.) 

도 45. 루카스 판 레이덴, <솔로몬의 우상숭배>, 1514, 인그레이빙, 뉴

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46. 작자미상(네덜란드), <칼뱅의 성상파괴>, 1566, 인그레이빙. 

(Alastair Duke, Reformation and Revolt in the Low Countries 

(Bloomsbury, UK: Hambledon Continuum, 2003), p. 198. 도5.) 

도 47. 프란츠 호겐베르크, <1566년 8월 20일, 칼뱅주의자들의 성상 

파괴적인 폭동>, 1588, 인그레이빙, 18.6 x 27.6 cm, 런던 영국 박

물관(British Museum, London). 

도 48. 루카스 판 레이덴, <최후의 심판>, 1527, 패널에 유화, 301 x 

435 cm, 레이덴 라켄할 시립미술관(Stedelijk Museum De Lakenhal, 

Leiden). 

도 49. <복원 이전의 <최후의 심판> 내부 스케치 일부>, 1792, 선 인

그레이빙과 수채. (P. F. J. M. Hermesdoerf et al., “The Examination 

and Restoration of The Last Judgment by Lucas van Leyden,”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29 (1978), pp. 333. 도17-a.) 

도 50. 마르텐 드 포스, 아드리안 콜라트, <<오감>> 연작 중 <시각>, 

17세기, 인그레이빙, 21.3 × 26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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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 얀 브뤼헐 1세, 피터 파울 루벤스, <<오감>> 연작 중 <시각>, 

1617, 패널에 유화, 65 x 110 cm,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Prado 

Museum, Madrid). 

도 52. 도 51. 확대 부분 

도 53. 헨드릭 홀치우스, <시각의 알레고리>, 1616, 인그레이빙, 24.2 x 

18.5 cm, 런던 영국 박물관(British Museum, London). 

도 54. 존 화이트, <마에스타 뒷면 재구성도>, 1979. 

도 55. 도 54. 확대 부분. 

도 56. 루카스 판 레이덴, <예수의 세례>, c. 1510, 인그레이빙, 14.4 x 

18.3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57. 알브레히트 뒤러, <네 사도들>, 1526, 목판에 유화, 각 215 x 76 

cm,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 Munich). 

도 58. 도 57. 확대 부분. 

도 59. 히에로니무스 보쉬, <세속적 쾌락의 동산>, 1490 – 1500, 패널

에 유화, 205.6 x 386 cm,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Prado Museum, 

Madrid). 

도 60. 한스 멤링, <최후의 심판> 닫힌 모습, 1467 - 71, 패널에 유화, 

각각 223.5 x 72.5 cm, 그단스크 국립미술관(Muzeum Narodowe, 

Gda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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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1. 루카스 판 레이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중앙 패널, 

1531, 캔버스에 유화, 115.7 x 150.5 cm, 상트 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

주 미술관(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 

 

도 2. 루카스 판 레이덴,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의 날개 패널, 

1531, 캔버스에 유화, 각 89 x 33. 5 cm, 상트 페테르부르크 에르미

타주 미술관(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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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도1. 확대 부분. 도 4. 도1. 확대 부분. 

  

도 5. 도1. 확대 부분. 도 6. 도1. 확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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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도1. 확대 부분. 도 8. 도1. 확대 부분. 

 

도 9.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함> 원형 복원 구조 (Nikolai N. 

Nikulin, “Some Data Concerning the History of the Triptych The Healing of 

the Blind Man of Jericho by Lucas van Leyden,”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29 (1978), p. 302. 

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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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마리 드 브루고뉴의 기도서의 장인, <마리 드 브루고뉴의 

기도서>, c. 1480, 채색필사본, 225 x 163 mm, 비엔나 오스트리아 국

립도서관(Ö 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Vienna), Cod. 1858, fol.14v. 

 

도 11. 로베르 캄팽 공방, <메로데 제단화>, c. 1427 - 1432, 패널에 

유화, 64.5 x 117.8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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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루카스 판 레이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천사들>, c. 

1521, 패널에 유화, 77.5 x 46.4 cm, 베를린 국립 회화관
(Gemäldegalerie, Berlin). 

 

도 13. 루카스 판 레이덴, <성모와 아기 예수, 마리아 막달레나와 

주문자>, 1522, 패널에 유화, 51 x 68 cm,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 Mun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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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한스 멤링, <성모에게 경배하는 마르틴 판 뉴베호퍼>, 1487, 

패널에 유화, 52 x 83 cm, 브뤼헤 멤링 미술관 & 성 요한 병원 

Memlingmuseum & Sint-Janshospitaal, Bruges). 

 

도 15. 로히어르 판 데어 바이덴, 

<성모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필립 드 크로이> 의 왼쪽 패널, 

1460, 패널에 유화, 49 x 30 cm, 산 

마리노 헌팅턴 도서관(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도 16. 로히어르 판 데어 바이덴, <

성모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필름 

드 크로이>의 오른쪽 패널, 1460, 

패널에 유화, 49 x 30 cm, 안트베르

펜 왕립 미술관(Koninklijke Musea 

voor Schone Kunsten van België, 

Antw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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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한스 홀바인 2세, <성 크리스

토퍼에게 경배하는 어리석은 자>, 에

라스무스 저 『우신예찬』에 펜과 

잉크로 드로잉, 바젤 미술관
(Ö ffentliche Kunstsammlung, Basel) 

(Joseph Leo Koerner, The Reformation of 

the Im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 97. 도38.). 

도 18. <안드레아 보덴스타인 폰 칼

쉬타트의『성상 제거에 관하여』 

표지>, c. 1600, 인그레이빙 (Joseph 

Leo Koerner, The Reformation of the 

Im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 90. 도36.). 

  

도 19. 마스터 에이피, 원작 베르나

르드 판 오를레이 공방, <불신에 대

항하는 믿음의 투쟁>, 1536, 목판화, 

베를린 국립미술관(Staatliche Museen, 

Berlin). 

도 20. 마스터 에이피, 원작 베르나

르드 판 오를레이 공방, <인내와 분

노 사이의 투쟁>, 1536, 목판화, 베

를린 국립미술관(Staatliche Museen,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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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루카스 코르넬리스 콕, <

세계의 진정한 빛으로서 그리스

도>, 종이에 펜과 갈색 잉크, c. 

1530, 파리 프릿츠 루트 컬렉션
(Collection Frits Lugt, Paris). 

도 22. 한스 홀바인 2세, <진정한 

빛으로서의 그리스도>, c. 1526, 목

판화, 84 x 277 cm, 바젤 미술관 

(Ö ffentliche Kunstsammlung, Basel). 

  

도 23. 엘 그레코, <눈 먼 자를 

치유하는 그리스도>, 1567 – 1570, 

패널에 유화, 65.5 x 84 cm, 드레스

덴 알테 마이스터 회화관
(Gemäldegalerie Alte Meister, 

Dresden). 

도 24. 엘 그레코, <눈 먼 자를 

치유하는 그리스도>, c. 1570, 캔

버스에 유화, 119.4 x 141.6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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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엘 그레코, <눈 먼 자를 치유

하는 그리스도>, c. 1572, 캔버스에 유

화, 50 x 61 cm, 파르마 국립미술관
(Galleria Nazionale, Parma). 

도 26. 니콜라스 푸생, <맹인을 

치료하는 그리스도>, 1650, 캔버

스에 유화, 119 x 176 cm, 파리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 

Paris). 

  

도 27. 루카스 판 레이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1510, 인

그레이빙, 28.9 x 45.6 cm, 뉴욕 메

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28. 루카스 판 레이덴, <십자

가형>, 1517, 인그레이빙, 28.3 x 

41.3 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Rijksmuseum, Amsterdam). 

 

 



１０８ 

 

 

도 29. 루카스 판 레이덴, <바구니에 매달린 시인 베르길리우스>, 

1525, 인그레이빙, 24.5 x 18.9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30. 루카스 판 레이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다>, 1527, 

린넨에 템페라, 181.9 x 237.5 cm, 보스톤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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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 루카스 판 레이덴, <금송아지 경배>, c. 1530, 패널에 유화, 

93.5cm x 126.9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Rijksmuseum, Amsterdam). 

 

 

도 32. 도 31. 확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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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 루카스 판 레이덴, <금송아지 경배> 외부 패널, c. 1530, 패널

에 유화, 93.5cm x 66.9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Rijksmuseum, 

Amsterdam). 

 

 

도 34. 루카스 판 레이덴, <마리아 막

달레나의 무도>, 1519, 인그레이빙, 29 

× 39.7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

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35. 알베르트 판 아우바터, <

라자로의 부활>, 1445, 목판에 

유화, 122 x 92 cm, 베를린 국립

미술관(Staatliche Museen,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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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 두초,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심>, 1307/8 – 1311, 목판

에 템페라, 45.1 x 46.7 cm, 런던 

내셔널 갤러리(The National 

Gallery, London). 

도 37. 작자미상(네덜란드), <맹인으

로 태어난 자를 고치심>, c. 1510 – 

1520, 스테인드글라스, 지름 23.9 

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Rijksmuseum, Amsterdam). 

  

도 38.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고

치심>, 『수와송의 욜랑드의 시

편 기도서』, 1280 – 1299, 채색필

사본, 182 x 134 mm, 뉴욕 모건 도

서관 & 미술관(The Morgan 

Library & Museum, New York), MS 

M. 729, fol. 104v. 

도 39. <시나고그>, c. 1220-35, 

스트라스부르그 뢰브르 노트르

담 박물관(Musée de l'Oeuvre 

Notre-Dame, Stras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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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 아르트헨 판 레이덴 화파, <교

회에서의 설교> 또는 <성 안토니의 

소명>, c. 1530, 패널에 유화, 132.5 x 

96.3 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Rijksmuseum, Amsterdam). 

도 41. 안트베르펜의 장인, <성 

안토니의 소명>, c. 1510, 패널에 

유화, 81.5 x 58.4 cm, 뉴욕 메트

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42. 서-플랑드르 장인, <성 안

토니의 삶 중 네 개의 일화>, c. 

1515, 패널에 유화, 116 x 92 cm, 

니우포르트 시청(Stadhuis van 

Nieuwpoort) (1914년까지). 

도 43. 작자미상(독일), <고대 사도

들의 복음교회의 진정한 모습>, c. 

1600, 인그레이빙. (Joseph Leo 

Koerner, The Reformation of the Im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 44. 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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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 작자미상(독일), <교황주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 c. 1600, 인

그레이빙. (Joseph Leo Koerner, The 

Reformation of the Im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 44. 도11.) 

도 45. 루카스 판 레이덴, <솔로

몬의 우상숭배>, 1514, 인그레이

빙,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46. 작자미상(네덜란드), <칼뱅

의 성상파괴>, 1566, 인그레이빙. 

(Alastair Duke, Reformation and 

Revolt in the Low Countries 

(Bloomsbury, UK: Hambledon 

Continuum, 2003), p. 198. 도5.) 

도 47. 프란츠 호겐베르크, 

<1566년 8월 20일, 칼뱅주의자

들의 성상 파괴적인 폭동>, 

1588, 인그레이빙, 18.6 x 27.6 cm, 

런던 영국 박물관(British 

Museum,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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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8. 루카스 판 레이덴, <최후의 심판>, 1527, 패널에 유화, 301 x 

435 cm, 레이덴 라켄할 시립미술관(Stedelijk Museum De Lakenhal, 

Leiden). 

  

도 49. <복원 이전의 <최후의 심판> 

내부 스케치 일부>, 1792, 선 인그레

이빙과 수채. (P. F. J. M. Hermesdoerf et 

al., “The Examination and Restoration of 

The Last Judgment by Lucas van 

Leyden,”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29 (1978), pp. 

333. 도17-a.) 

도 50. 마르텐 드 포스, 아드리

안 콜라트, <<오감>> 연작 중 <

시각>, 17세기, 인그레이빙, 21.3 

× 26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

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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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 얀 브뤼헐 1세, 피터 파울 

루벤스, <<오감>> 연작 중 <시각

>, 1617, 패널에 유화, 65 x 110 cm,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Prado 

Museum, Madrid). 

도 52. 얀 브뤼헐 1세 <시각> 

확대 부분 

 

 

도 53. 헨드릭 홀치우스, <시각의 

알레고리>, 1616, 인그레이빙, 24.2 

x 18.5 cm, 런던 영국 박물관
(British Museum, London). 

도 54. 존 화이트, <마에스타 뒷

면 재구성도>,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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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5. 도 54. 확대 부분. 도 56. 루카스 판 레이덴, <예수

의 세례>, c. 1510, 인그레이빙, 

14.4 x 18.3 cm, 뉴욕 메트로폴리

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57. 알브레히트 뒤러, <네 사

도들>, 1526, 목판에 유화, 각 215 

x 76 cm,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Alte Pinakothek, Munich). 

도 58. 도 57. 확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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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9. 히에로니무스 보쉬, <세속적 쾌락의 동산>, 1490 – 1500, 패

널에 유화, 205.6 x 386 cm,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Prado Museum, 

Madrid). 

 

도 60. 한스 멤링, <최후의 심판> 닫힌 모습, 1467 - 71, 패널에 유

화, 각각 223.5 x 72.5 cm, 그단스크 국립미술관(Muzeum Narodowe, 

Gda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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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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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Lucas van Leyden’s  

Healing of Blind Man of Jericho,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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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thesis I discuss how Lucas van Leyden (c. 1494 – 1533)’s Healing of 

Blind Man of Jericho (1531) addresses the role of corporeal and spiritual sight 

in devotional practices. Healing of Blind Man of Jericho depicts a narrative 

from the New Testament, in which Jesus cures a blind man named Bartimaeus 

when leaving Jericho. The story had rarely been an independent subject matter 

before van Leyden painted it. I argue that the subject and the composition of 

figures in van Leyden’s painting allude to the growing doubt on the physical 

seeing of sacred images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The painting should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van Leyden’s other works from the 1530s which call 

for new confession and the renewal of religious conventions. Scholars have 

mostly focused on stylistic aspects of van Leyden, comparing the style of the 

artist to that of Albrecht Dürer and Italian artists. Socio-cultural researches on 

van Leyden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implication of the narra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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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usual representation of Healing of Blind Man of Jericho. 

 Chapter II explains van Leyden’s works in the context of the role of 

sacred images. Up to the fifteenth century, the sacred images had been 

vigorously exploited to aid the devotee to ultimately reach the imageless 

meditation. While many of van Leyden’s devotional works serve this 

traditional role of sacred images, the artist’s Healing of Blind Man of Jericho 

shows speculations on the same role. The legitimacy of seeing and using 

devotional images began to be challenged in the sixteenth century. 

Considering that the miracle of Bartimaeus revolves a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sight and faith, the fact that van Leyden completed the painting in 

1531 has a profound significance on the contemporary Iconoclastic debates 

which became fully blown in the Netherlands thirty years later.  

 Chapter III examines how visual elements in Healing of Blind Man 

of Jericho represent the issue of sight and faith. The onlookers occupy the 

largest part of the painting and overwhelm the main characters. By 

representing the onlookers as important as Jesus and Bartimaeus, van Leyden 

points out that they physically see the miraculous moment. The onlookers 

including Gypsies and Pharisees, nevertheless, are depicted as an anti-model 

since they only physically see and do not believe. 

The blind himself epitomizes the antithesis of physical seeing 

without faith demonstrated by the onlookers. Bartimaeus cannot physically 

see but, can spiritually see, because his faith is confirmed by Jesus. 

Traditionally spiritual sight in contrast with corporeal sight had been adopted 

as an ideal sight for Christians. St. Augustine argued that Christians are able 

to witness the Christian doctrines, such as Christ’s Death, Ascension, and His 

being next to God the Father, not with their physical eyes but with their eyes 

of heart. In this view, Christians deserve praise because they believe in God 

even though they have not seen the actual miraculous events. Similar 

arguments on the corporeal and spiritual seeing were made throughout the late 

medieval and Renaissance period. Furthermore, Catholic Church’s 

dependence upon visual experience was being debated in Northern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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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including Leiden, in which Lucas van Leyden spent most of his life. 

Chapter IV suggests that the miracle of Bartimaeus is the 

acknowledgement of physical act of seeing. The allegorical images of five 

senses of human were produced in the lat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The miracle stories in which Jesus gives sight to the blind become the 

allegory of sight. In this allegorical context, sight of the blind does not imply 

spiritual faith or religious righteousness. Rather, it literally means corporeal 

sight. The story that the blind receives physical ability to see from Jesus 

indicates that physical sight is a beatific vision gifted by Christ. 

The fact that Healing of Blind Man of Jericho deliberately 

manipulates a viewer’s act of seeing further implies that the painter 

acknowledges corporeal sight in the painting. Lucas van Leyden was well 

aware of the process of optical perception. In order for a view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painting, he or she must see and observe the painting. The 

contemporary viewers of van Leyden’s painting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act of seeing along with the figures from the New Testament narrative 

including Jesus, Bartimaeus, and the onlookers. Moreover, the painting 

encourages the audiences to be conscious of their own act of seeing by 

placing a young boy who stares out to the viewers. The viewers become the 

objects of censorship when they confront the painting. They are encouraged to 

follow Bartimaeus’s act of seeing rather than that of onlookers. 

Healing of Blind Man of Jericho was made when the role of 

corporeal sight and sacred images became a subject of heated debates. 

Didactic message of the blind of Jericho which stresses the importance of 

spiritual sight and faith seems to deny physical act of seeing, especially as 

regards contemporary debates on corporeal sight. Lucas van Leyden skillfully 

executes seemingly paradoxical subject of the painting which seems to deny 

its very own existence and usefulness in devotional practices. The painter 

cleverly arranges the subject and composition of painting in order to 

efficiently convey a didactic message. Healing of Blind Man of Jericho 

provides the sixteenth-century audiences with guidance to properly see in 



122 

 

religious devotions.  

 

Keywords : Lucas van Leyden, Iconoclasm, Bartimaeus, Iconography of 

the blind, Leiden,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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