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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Gerard ter Borch the 

Younger, 1617-1681)는 1648년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The 

Swearing of the Oath of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Münster, 15 May 

1648)>을 제작했다. 이 회화는 테르 보르흐의 기획 하에 완성과 동시에 

판화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이 판화는 뮌스터 조약 체결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발행되었던 팸플릿이라는 매체의 형태로 네덜란드에 유통되었다. 

본 논문은 테르 보르흐라는 화가를 논의에 중심에 두고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이 회화에서 판화로 제작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테르 보르흐가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화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 작품을 제작하였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작품이 17세기 네덜란드의 문화적 환경에서 성공적인 

화가로 자리매김한 테르 보르흐라는 인물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임을 설명한다. 

1630-40 년대 테르 보르흐는 특정 종교나 정치적 분파에 구애받지 않고 

화가로 성장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도시나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했다. 

17 세기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의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종교적 관용의 

전통과 세속적 가치가 빠르게 성장했다. 엘리트 계층은 네덜란드 사회의 

지배 계층이자 문화 예술의 후원자였다. 테르 보르흐는 유년시기에 

암스테르담과 하를럼 등의 문화 중심지에서 도제 교육을 받으며 이러한 

문화적 환경에 밀접하게 노출되었다. 그리고 1635 년, 테르 보르흐는 찰스 

1 세의 궁정 판화가였던 로버르트 판 푸르스트(Robert van Voerst, 1597-

1636)의 영국 런던의 스튜디오에 방문했다. 이곳에서 그는 안토니 반 

다이크(Anthony Van Dyck, 1599-1641)의 초상화 시리즈, <도상연구(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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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ography)> (c1630) 작업을 관찰했다. 또한 테르 보르흐는 1637 년부터 

1640 년까지 스페인에서 필립 4 세의 초상화 등을 작업했다. 이러한 1630-

40 년대의 활동을 통해 테르 보르흐는 초상화라는 장르의 중요성과 

국제적인 활동이 화가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되었다. 

테르 보르흐는 1648년 뮌스터 시청에서 거행된 네덜란드와 스페인 간의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의식을 회화에 담았다. 이는 유럽국가들의 

2년 여에 걸친 치열했던 협상이 마무리되는 절정의 순간이자 테르 보르흐가 

양국 대사들과 뮌스터 시청에 동행하여 실제로 목격한 장면이었다. 테르 

보르흐는 1646년 네덜란드 연합주 최고 대사 아드리안 파우 반 

헤임스테더(Adriaen Pauw van Heemstede, 1585-1653)의 수행원으로 

뮌스터를 방문했다. 그는 2년 여의 협상 기간 동안 아드리안 파우를 포함한 

네덜란드 대사들의 초상화 등을 제작했다. 그리고 1648년에는 스페인측 

최고 대사 페르냔다 백작(Gaspar de Bracamonte y Guzmán, 3rd Count of 

Peñaranda, c1595-1676)의 수행원으로 뮌스터 시청에서 거행된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의식에 참여했다. 테르 보르흐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을 제작했다. 그리고 이 회화의 

주문자는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작품은 테르 보르흐의 스스로의 기획 

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을 마치 사진을 찍은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림에는 네덜란드와 스페인 

대표단을 포함한 77명의 참여자와 목격자들이 횡렬로 배치되었다. 조약의 

서명자들은 그림 중앙의 원탁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네덜란드 대표단이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를 들고 서약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스페인 측 대사들이 십자가가 놓인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서약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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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 보르흐는 동시대의 역사적 사건이었던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다루면서도,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주제로 통상적으로 그려졌던 역사화와는 

달리 알레고리적 요소를 취하지 않았다. 작품의 배경묘사나 소품들까지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등장인물들 역시 압도적인 

인물 수에도 불구하고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묘사했다. 또한 

테르 보르흐는 각각 화면의 절반씩을 배분하여 프로테스탄트 네덜란드와 

가톨릭 스페인을 동등하고, 상호 호혜주의적으로 묘사했다. 서약 의식에 

대한 서면 기록들은 실제 의식이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의 순서로 시간의 

틈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테르 보르흐는 각 측의 다른 

맹세의 행위를 한 장면에 순간의 모습으로 동등하게 집약했다. 또한 테르 

보르흐는 이 그림에 양국 대표로 서약에 참여한 대사들뿐만 아니라 

목격자들 역시 높은 비중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서약 의식에 집중하고 

있는 다른 목격자들과 달리 화면 외부의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는 자화상을 

포함시켰다. 테르 보르흐는 자신을 단순한 의식의 목격자가 아닌 의식과 

관람자를 매개하는 자부심을 가진 화가로 표현하였다. 그는 그의 첫 번째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자신의 높아진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고, 표현했다. 

테르 보르흐는 회화 제작 직후, 하를럼의 판화가 요나스 사위 

데르후프(Jonas Suyderhoef, c1613-1686)에게 판화 제작을 의뢰했다. 이 

판화는 원본(original) 회화를 바탕으로 회화와 동일한 구성과 높은 수준의 

세밀한 디테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판화 하단에는 “테르 보르흐가 그리고 

사위 데르후프가 새김”이라는 서명과 함께 이 그림이 의식 당일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였음을 강조하는 라틴어 문구가 포함되었다.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판화의 내용과 형태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주요 종교, 정치, 경제적 이슈를 다뤘던 ‘팸플릿’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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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발행된 팸플릿은 역사적 사건의 일정, 

인물, 지역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뮌스터 조약과 

관련된 정보를 기대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시켰고 

발행 주체의 정치·사회적 의도를 전했다. 주로 출판가를 중심으로 

발행되었던 팸플릿은 역사적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했으며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되었다. 따라서 팸플릿은 발행주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담으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테르 보르흐의 판화 역시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적 행위와 참여 

인물들의 모습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화가의 자화상을 통해 테르 보르흐의 

자부심을 표현했다. 그리고 “정확한 초상”임을 강조한 그림 하단의 라틴어 

각주는 테르 보르흐가 이 뮌스터 조약 체결 의식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그에 의해 묘사된 배경과 인물에 대한 객관성을 강조한다. 

테르 보르흐가 화가로서 유일하게 뮌스터 조약 체결 의식에 참여했는 

사실은 테르 보르흐의 앞으로의 이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가 뮌스터에서 교류한 인물들은 평화조약 체결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던 네덜란드 중심부의 정치·경제적 지도자였다. 이들은 

또한 미술시장의 부유한 콜렉터이자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에서 종교적 

관용주의와 국제주의라는 뮌스터 조약의 이념을 자신의 신념으로 표출했다. 

그림에 표현한 뮌스터 조약의 정체성은 결국 그의 주고객인 네덜란드 

대도시 엘리트 계층의 성향이나 신념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테르 보르흐는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된 원본 회화를 판화의 모델로로 

제공하여 판화가 회화와 동일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판화의 유통을 통해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화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17세기 미술시장에서 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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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은 작품의 가격과 수요층에 직결되었다. 17~8세기 네덜란드의 철학가 

베르나르드 맨더빌(Bernard Mandeville, 1670-1733)은 그의 저서 『꿀벌의 

우화(Fable of the Bees)』(1705) 에서 화가의 명성은 그림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밝혔다.  당시 고가의 회화를 구매했던 

엘리트 계층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술 

애호가(liefhebber)’였다. 이들은 열정적인 콜렉터이자 그림의 감정에도 

참여하는 학식과 예술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계층이었다. 예술 애호가들이 

주요 콜렉션에서 그림의 감정에 참여하는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방식에는 

그림의 양식에 대한 품평뿐만 아니라 화가에 대한 ‘명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다.  화가에 대한 명성은 기본적으로 화가의 

기술과 그림의 질을 바탕으로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 역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명성’을 활용하여 

엘리트 계층의 수요를 향상시키고, 더 높은 가격에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고자 했을 것이다.  

실제로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시장과 관련된 기록과 문헌은 테르 보르흐가 

뮌스터 시기 이후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네덜란드 주요도시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지속적으로 네덜란드 최상위 엘리트 

계층을 고객의 초상화를 제작했으며 16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작한 

장르화 역시 성공적으로 판매했다. 그리고 1666년에는 데벤테르 시의회 

고문으로 임명되며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정치적 엘리트의 반열에 올랐다.  

 

본고는 테르 보르흐가 17세기 네덜란드의 문화적 환경에서 엘리트 계층을 

주고객으로하는 화가로 성공하기 위해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이라는 작품을 기획하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원본 회화가 판화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화가, 테르 보르흐의 주체적인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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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존까지 뮌스터 조약이 갖는 역사적 가치 하에 국한되었던 작품의 

의미를 화가의 전략이라는 새로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주요어 :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뮌스터 조약, 엘리트 계층, 17세기 네덜란드 

팸플릿, 화가의 전략, 화가의 명성   

학  번 : 2013-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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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7세기 네덜란드 1의 화가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Gerard ter Borch the 

Younger, 1617-1681)는 1648년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The 

Swearing of the Oath of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Münster, 15 May 

1648)>을 제작했다(도1). 테르 보르흐는 실제로 1648년 5월 15일에 독일 

뮌스터 시청 중앙홀에서 진행된 네덜란드와 스페인 간의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의식을 목격했다. 2  그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에 당일 진행된 조약 체결 의식을 마치 사진을 찍은 것과 같이 

                                            
1 본 논문에서 네덜란드(The Netherlands)는 네덜란드 연합주(United Provinces), 네

덜란드 공화국(Dutch Republic)이라는 표현과 함께 네덜란드 독립전쟁(1568-1648)

의 과정에서 1579년 위트레흐트 조약(Union of Utrecht) 하에 스페인 합스부르크

(Habsburg) 가문의 지배에서 독립한 북부 7개주[헬더란트(Gelderland), 홀란트

(Holland), 제일란트(Zeeland), 위트레흐트(Utrecht), 오버레이설(Overrijssel), 프리

슬란트(Friesland), 흐로닝언(Groningen)]를 말한다. 네덜란드 역사에 관한 개설서로 

J.L Price, The Dutch Republic in the Seventeenth Centur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Maarten Prak, The Dutch Republic in the Seven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2005, 2009 printing)를 참조. 
2 본문에서 서술하는 뮌스터 조약은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에 체결된 조약(1648년 

5월 15일)이다. 이 조약은 베스트팔렌 조약(The Peace of Westphalia)의 일부로 30

년 전쟁(Thirty Years War, 1618-1648)을 종결하는 평화 협상이었다. 베스트팔렌 조

약은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에 체결된 뮌스터 조약과 함께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뮌스터 조약(1648년 10월 24일),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스웨

덴 사이에 체결된 오스나브뤼크 조약(The Treaty of Osnabrück, 1648년 10월 24일)

을 포괄한다.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한 개괄은 Derek Croxton and Anuschka Tischer, 

The Peace of Westphalia: A Historical Dictionary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2002), xiii-x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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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 이 작품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하나의 생생한 기록화로 완성되었다. 이는 그 

때까지 네덜란드에서 제작되었던 회화는 물론, 뮌스터 조약을 배경으로 

그려졌던 동시대의 초상화, 그룹초상화, 역사화 등과도 구별되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었다. 또한 당시 뮌스터 조약 관련 작품들은 특정한 

정치·종교적 주체들의 분명한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프로테스탄트 네덜란드와 가톨릭 스페인을 동등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뮌스터 조약 체결의 순간은 네덜란드가 독립국가로 공식적으로 공표된 

순간이다. 그리고 이 조약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전유럽의 정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3  따라서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의 독특한 특성은 지금까지 뮌스터 조약의 역사적 

의의에 근거하여 규명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제작자인 

화가를 논의의 중심에 둘 것이다. 이를 통해 테르 보르흐가 이 작품을 

뮌스터 조약의 역사적 의미를 전하는 것 이상의 야심을 가지고 기획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은 테르 보르흐의 빈번했던 1630-

40 년대의 여행이 마무리되고, 네덜란드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시점에 제작되었다. 또한 그는 이 작품을 회화로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화로 재생산하여 네덜란드 미술시장에 

유통시켰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 작품이 17 세기 네덜란드에서 회화, 

그리고 판화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테르 

                                            
3 뮌스터 조약의 의의와 영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Derek Croxton, Westphalia: 

The Last Christian Pea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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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흐가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을 동시대의 통상적인 역사화와 

차별화시켰음을 설명하겠다. 그리고 화가가 이 작품을 통해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화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음을 

주장하겠다.  

테르 보르흐는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급변했던 17 세기 네덜란드에서 

독특한 이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당시 화가가 

마주해야 했던 문화적 환경을 누구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르 보르흐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4 특히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은 테르 보르흐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이지만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테르 보르흐에 대한 연구는 

20 세기 초 연구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던 17 세기 네덜란드 장르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1650-60 년대의 성숙기 양식에 

집중되었다. 테르 보르흐의 성숙기 장르화는 2-3 인의 인물로 구성된 

우아한 분위기의 실내장면(domestic scene)으로 대표된다. 그는 이러한 

장르화를 통해 네덜란드 사회의 이상적인 시민성을 회화에 가장 완벽하게 

                                            
4 테르 보르흐에 대한 최초의 독자적인 연구는 독일어권 연구자였던 슈투를라 구틀

라우크손(Sturla Gudlaugsson)이 1959년 출판한 테르 보르흐의 전작 도록(catalogue 

raisonné)에 의해 이뤄졌다. 이 책은 테르 보르흐의 일생과 진작으로 판단되는 196

개의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와 가족에 대한 동시대의 문서를 모아 제작되었

다. 테르 보르흐에 대한 초기연구로 그의 이력이 시기별로 잘 규명되어 있어 연구

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진작으

로 확인되지 않은 450개 이상의 방대한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류

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Sturla J. Gudlaugsson, Gerard Ter Borch. 2vols (The 

Hague: Nijhoff, 19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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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화가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17 세기 중반 네덜란드 장르화의 

양식적, 주제적인 변화를 주도한 인물로 평가 받았다.5  

그러나 테르 보르흐의 장르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비교하여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20 세기 초까지도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은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역사적 

장르(genre historique)’의 작품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6  19 세기 

프랑스에서는 동시대의 프랑스 역사를 사실적으로 그린 작은 규모의 회화가 

성행하였다. 프랑스 미술사학자들은 아카데미풍의 역사화(history 

painting)와 구별되는 이러한 작품에 역사적 장르라는 개념을 부여하였다. 7 

                                            
5 초상화와 함께 테르 보르흐의 주분야였던 장르화에 대한 평가는 Wayne Franits, 

Dutch Seventeenth-Century Genre Painting: Its Stylistic and Thematic Evolutio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c2004), 99; Paragon of Virtue: Women and 

Domesticity in Seventeenth Century Dutch Ar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75; Arthur K. Wheelock, et al,“The Artistic Development of Gerard ter 

Borch,” in Gerard ter Borch, ed. Arthur K. Wheelock, et al. (Washington DC: 

National Gallery of Art, 2004), 2-17; Aliosn Mcneil Kettering, “Ter Borch’s Ladies 

in Satin,” Art History 16 (1993): 95-124.  
6  Alison Mcneil Kettering, Gerard ter Borch and The Treaty of Munster (The 

Hague: Mauritshuis; Zwolle: Waanders Publishers, 1998), 43-44; Neil MacLaren, 

The Dutch school, 1600-1900 (London: National Gallery, 1991), 37.  
7 폴 듀로(Paul Duro)의 논문에서 19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한 ‘역사적 장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역사화(history painting)’와 구분되는 ‘역사적 장르’의 

특성을 특정성(particular), 개인성(individual), 사건 중심성(event driven), 역사적 사

실성(historical truth)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역사화가 장중하고 아카데믹한 양식

(grand manner, academic finish)으로 표현되는 것에 반하여, 역사적 장르는 지역적

인 색채와 작은 규모(local colour, petit maniere)로 제작된다고 설명한다. Paul Duro, 

“ Giving up on History? Challenges to the Hierarchy of the Genres in Early 

Nineteenth Century France,” Art History, 28 (2008):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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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기 초중반 프랑스의 귀족가문들이 <뮌스터 조약 비준에 대한 서약>을 

이러한 ‘역사적 장르’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인식하고 소유하였다. 8  따라서 

1871 년 런던 내셔널갤러리(National Gallery, London)가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을 획득한 이후에도 미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을 ‘역사적 

장르’의 예시로 인식하였다.9 

이후,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은 1648 년의 평화조약이 갖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논의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다뤄졌다. 1998 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의 350 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개최되었다. 10  먼저 독일에서는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8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은 테르 보르흐 사망 전후에 테르 보르흐의 후손

이자 데벤테르의 시장(Bugormaster)이었던 핸드릭 테르 보르흐(Hendrik ter Borch)

에게 전달되어 1804년까지 테르 보르흐의 가문에 소장되었다. 이후 프랑스의 귀족 

가문인 로셰 가문(The de la Roche)과 탈레랑 왕자(Prince de Talleyrand), 베리 가문

(Duc de Berry), 아나톨 데미토프(Prince Anatole Demidoff) 등을 거쳐 1871년 런던 

네셔널갤러리에 소장되었다.  
9 나폴레옹 1세와 사돈시간이었던 러시아 출신의 귀족 아나톨리 데미토프는 1837년 

파리 옥션에서 이 작품을 45,500프랑에 낙찰 받았다. 1994년 데미도프의 컬렉션을 

정리한 연구자들 역시 이 작품을 “동시대인에게 큰 호소력을 갖는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국내적인 접근으로 제작된 예시적 작품”이라고 분석했다. Francis Haskell, 

David Edge, Robert Wenley, Anatole Demidoff, Prince of San Donato, 1812-70 

(Trustees of the Wallace Collection, 1994), 22.  

그러나 이후 아서 휠록은 2005년 런던 내셔널갤러리에서 개최된 테르 보르흐 전

시회의 카탈로그에서 이러한 작품에 대한 분류가 “ 시대착오적(somewhat 

anachronistically)”이라고 서술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초상화와 역사화를 성공적으

로 결합시킨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 하나의 혁신적인 작품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휠록 역시 이후 설명할 1998년의 케터링의 논의를 답습하는 데 

그쳤다. Wheelock et al., Gerard ter Borch, 74. 
10 이 전시가 개최되기 10년 전에 1988년 3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뮌스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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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으로 뮌스터와 오스나브뤼크에서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유럽국가간의 

지속된 전쟁의 종결과 국제관계와 국제법,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념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평화조약의 덕목을 유럽의 

정체성으로 조명하였다. 11  이 전시에서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은 

뮌스터 조약과 관련된 기념주화, 메달 등과 함께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평화’와 ‘화합’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소개되었다.12  

또한, 같은 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와 뮌스터 

조약(Gerard Ter Borch and The Treaty of Müster》 전시가 개최되었다.13 

이 전시 역시 테르 보르흐의 작품을 통해 자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를 희망하였다. 엘리슨 멕닐 케터링(Alison Mcneil Kettering)은 

헤이그에서의 전시 카탈로그를 통해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에 

관한 가장 중요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그녀는 이 작품이 테르 보르흐의 

사실적인 회화적 기술을 바탕으로 문서와 동일한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테르 보르흐의 회화적 선택이 

                                                                                                               

립박물관(Stadtmuseum Münster)에서 《베스트 팔렌 평화조약: 전쟁과 평화, 동전 

그리고 메달에 담긴 평화의 기쁨(Der Westfalische Fieden: Krieg und Frieden: Die 

Friedensfreude auf Münzen und Medaillen)》전시가 개최되었다. 이후 1998년 뮌스

터의 베스트팔렌 미술문화박물관(Westfalisches Landesmuseum fur Kunst und 

Kultergeschichte)과 오스나브뤼크 문화사박물관(kulturhistorisches musseum)에서 

《1648, 유럽의 전쟁과 평화》가 개최되었다. 이 전시의 도록은 베스트팔렌 조약과 

관련된 방대한 예술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Klaus Bussmann and Heinz Schilling, 

1648, War and Peace in Europe (Council of Europe, 1998) 
11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서문 참조. 
12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210-230. 
13 이 전시는 뮌스터 조약 350주년을 기념하여 헤이그 마우리츠하이스미술관에서 7

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되었다. Kettering, Treaty of Muns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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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뮌스터 조약의 본질적인 가치인 국제주의와 종교적 관용을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14 이와 관련된 점은 케터링의 논의에 더하여 본문에서 

자세하게 상술할 것이다. 

 한편 테르 보르흐가 뮌스터에서 제작한 작품이 외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15 뮌스터는 수년 동안 대표자들의 

협상이 진행되었던 치열한 외교 현장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외교사절단은 물론 그들의 가족, 법률인, 사제, 선원, 요리사 등이 모여든 

고급문화의 향연지였다. 16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뮌스터의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와 함께 뮌스터에서 네덜란드와 

스페인 양국 전권대사의 수행원 역할을 맡은 테르 보르흐의 활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명되었다. 또한 그가 뮌스터에서 제작한 작품에 당대의 정치 

외교적 맥락이 충실하게 반영되었음이 중요하게 서술되었다.17  

이처럼 20 세기 후반의 연구를 통해 테르 보르흐의 뮌스터 시기의 

작품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작품 제작 시점 전, 

                                            
14 Kettering, Treaty of Munster, p. 46. 
15 Jonathan I. Israel, “Art and Diplomacy: Gerard ter Borch and Munster Peace 

Negotiation, 1646-8,”in Conflicts of Empires: Spain, the Low Countries and the 

Struggle for World Supremacy, 1585-1713 (London: The Hambledon press, 1997), 

93-104. 
16 Israel, “Art and Diplomacy,” 93. 
17 이즈라엘은 테르 보르흐가 뮌스터 이주 초기에 그린 <아드리안 파우의 뮌스터 입

성(The Entry of Adriaen Paw into Munster)>(c1646)을 통해 뮌스터 조약의 정치외

교적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한 테르 보르흐의 회화적 선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측의 공식문서를 바탕으로 스페인측 최고 대사 페르냔다의 

수행원이었던 테르 보르흐의 뮌스터 조약 체결 당일의 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본문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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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테르 보르흐가 가졌던 독특한 이력이나 네덜란드의 문화적 환경과는 

분리되어 다루어졌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의미 역시 뮌스터 조약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는데 국한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이 17 세기 네덜란드의 문화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화가로 성장한 

테르 보르흐라는 화가 개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임을 

주장할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의 판화는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된 회화를 

바탕으로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글과 이미지가 혼합된 

팸플릿이라는 매체의 형태로 네덜란드에 유통되었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의 

회화, 그리고 판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경험 이후 네덜란드에서의 활동을 앞둔 화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당시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회화와 판화 작품들을 검토해보는 과정은 

테르 보르흐 작품만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는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을 위해 제Ⅱ장에서는 먼저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이 제작되기 이전 테르 보르흐의 이력을 그의 1630-40년대의 

빈번했던 여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테르 보르흐는 여행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네덜란드의 문화적 환경에 밀접하게 노출되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경험 역시 화가로서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대한 

인식을 내재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제Ⅲ장에서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회화의 ‘원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리고 테르 

보르흐가 회화에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에 접근해 보기 위해 이 작품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한 회화들을 검토하겠다. 테르 

보르흐는 이 작품에 스페인과 네덜란드 양측을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9 

표현했으며 전권대사들뿐만 아니라 목격자들 역시 높은 비중으로 다뤘다. 

그리고 이 작품에 역사적 사건의 참여자로서 자화상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테르 보르흐에 의해 디자인된 

회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판화로 옮겨볼 것이다. 테르 보르흐의 판화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종교, 정치적 주제로 발행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팸플릿의 형태로 발행되었다. 1648년을 전후하여 발행된 팸플릿들은 뮌스터 

조약과 관련된 정보를 기대하는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발행주체의 정치적 의도를 전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제작된 팸플릿들을 

검토하여 테르 보르흐가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지 밝혀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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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행과 화가: 뮌스터 시기 이전의 이력 

 

테르 보르흐는 1646 년 뮌스터로 떠나기 전까지 국내외의 다양한 

도시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쌓았다. 15 세에 고향이었던 즈볼레(Zwolle)를 

떠나 암스테르담(1632-3)과 하를럼(1634-5)에서 도제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영국 런던(1635)과 스페인 마드리드(1637-40)를 방문했다. 이후 

암스테르담(1640-6)에 머문 후 뮌스터(1646-8)로 그 여정을 이어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이러한 이력이 테르 보르흐가 국제적인 화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했던 행동양식과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중세 번창한 무역 도시였던 오버레이설의 주도 즈볼레(Zwolle)에서 

태어난 테르 보르흐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Gerard ter Borch the elder, 

c1582,3-1662)에 의해 화가로 키워졌다.18 젊은 시절 잠시 화가로 활동했던 

테르 보르흐의 아버지는 첫 번째 결혼 이후 선대로부터 내려온 우편 

행정직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그는 작품활동을 지속하며 집안에 드로잉 

스튜디오를 운영하였으며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영국 여행 등을 

                                            
18 테르 보르흐의 아버지는 테르 보르흐가 암스테르담로 떠나기 전까지 아들에게 직

접 드로잉을 가르쳤다. 아버지는 여행 중에도 편지 등을 통해 그림에 대한 조언과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하였다. 케터링은 테르 보르흐의 아버지가 집안에서 운영한 

운영한 드로잉 스튜디오에 관한 내용과 이들의 드로잉 작품들을 인물별로 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이 책을 통해 테르 보르흐 아버지를 중심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테르 

보르흐 가문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Alison McNeil Kettering, Drawings from 

the Ter Borch Studio Estate (Amsterdam: Rijksmuseum, 1988), XXIX-X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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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16, 17세기의 드로잉을 수집했다. 그는 자신의 드로잉 스튜디오에서 

자식과 조카에게 직접 드로잉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들 중 테르 보르흐의 

재능이 가장 뛰어났다. 아들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는 아들이 화가로 

대성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테르 보르흐는 비교적 이른 나이였던 1632년 15세가 되던 해 

암스테르담으로 미술 훈련을 위한 첫 번째 여행을 떠났다. 19 이곳에서 그는 

피터르 코데(Pieter Codde, 1599-1678)와 빌렘 도이스테르(Willem Cornelisz 

Duyster, c1598-1635)의 제자로 지냈다. 이후 1634년부터 대략 1년 동안 

하를럼(Haarlem)에서 머물며 피터르 데 몰레인(Pieter de Molijn, 1595-

1661)의 스튜디오에서 하를럼 화가 길드에 들어갔다. 테르 보르흐는 

암스테르담과 하를럼의 유명 화가의 스튜디오에서 당대에 유행했던 

장르화나 풍경화의 특정 주제나 양식을 익혔다.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의 절대왕정이었던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The Dutch Revolt, 1568-1648)에서 

12년간의 휴전(The Twelve Years’ Truce, 1609-1621) 기간을 가졌다. 이 

시기 이후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혁을 지속했다. 20  암스테르담은 1599년에 이미 ‘네덜란드 황금기(Dutch 

                                            
19 테르 보르흐의 여행의 일정은 쿠틀라우손, 케터링, 휠록의 저서를 종합하여 참고

했다. Sturla J. Gudlaugsson, Katalog der Gemälde Gerard Ter Borchs: Sowie 

Biographisches Material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0); Wheelock, “Artistic 

Development,”5-10; Kettering, Treaty of Munster, 86-87. 
20 네덜란드는 종교개혁(The Reformation)과 80년 동안의 독립전쟁을 거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을 통해 공식적인 신생 국가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는다. 그

러나 네덜란드의 ‘사실상의' 독립은 1609년 합의된 12년의 휴전 조약에 의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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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Age)’를 여는 기점이 되는 동인도회사의 2차 원정선단을 성공적으로 

귀환시켰다. 이후 암스테르담은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을 통해 

기적이라 불리는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라는 종교적 정체성과 무역을 통해 이룩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네덜란드는 필연적으로 유럽 주변국과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였다. 개인들 

역시 정치, 경제, 종교, 철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위치에 맞는 

새로운 개념을 구축했고, 삶의 변화를 마주하였다.21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암스테르담과 하를럼의 대가 곁에서 테르 보르흐 

역시 앞으로 화가로서 직면해야 할 네덜란드의 문화적 환경을 몸소 

맞닥뜨렸을 것이다.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성공한 화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은 정치 관료인 레헨트(Regenten), 자본가, 지방세력가 등의 최상위 

엘리트 계층 22 이었다. 이 엘리트 계층은 네덜란드 사회의 지배 계층이자 

문화 예술의 후원자로서 누구보다 물질문화를 잘 뒷받침하며 사회적 

                                                                                                               

어진 것으로 설명된다. Prak, Dutch Republic, 37-38. 
21  네덜란드 서부 지역인 홀란트와 제일란트 주를 중심으로 17세기 중반에 절정에 

다다른 네덜란드의 경제적 성장과 팽창에 대해서는 Jan de Vries and Ad van der 

Woude, The First Modern Economy: Success, Failure, and Perseverance of the 

Dutch Economy, 1500-18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The 

Industrious Revolution: Consumer Behavior and the Household Economy, 1650 to 

the Presen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참조. 
22 17세기 네덜란드 상위 계층을 칭하는 엘리트(Elite)는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약 50

개 이상의 투표권을 갖는 각주의 도시 의회의 고위관료인 레헨트와 자본가, 지방세

력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Julia Adams, “ The Familial State: Elite Family 

Practice and State-Making in the Early Modern Netherlands,” The Theory and 

Society, 23 (199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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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지속해갔다. 23 따라서 당시 네덜란드는 칼빈주의 개혁 교회를 공적 

교회로 하는 프로테스탄트 국가였지만, 부와 권력을 통해 정부를 조정했던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종교적 관용의 전통과 세속적 가치가 빠르게 

성장했다. 24  테르 보르흐는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통해 이러한 환경에 

밀접하게 노출되었다. 그는 특정 종교나 정치적 분파에 구애 받지 않고, 

화가로 성장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나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했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의 이후 행보는 네덜란드의 엘리트나 주변국가의 왕과 

귀족 등 네덜란드 미술시장의 최상위 계층을 주고객으로 하는 국제적인 

화가가 되기 위한 행동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행으로 지속되었다. 

                                            
23  사이먼 샤마는 종교개혁과 경제적 성장 등에 따른 17세기 네덜란드의 물질문화

에 대해 그의 저서에서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특히 지배 계층의 종교와 세속에 대

한 양면적인 태도는 Simon Schama, The Embarrassment of Riches: An 

Interpretation of Dutch Culture in the Golden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290-343 참조. 
24 네덜란드는 종교개혁의 여파로 강력한 프로테스탄트가 지배하는 국가로 여겨진다. 

그러나 당시 네덜란드는 지배 종교를 강압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관용적

인 종교 정책 하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였다. 17세기 중반까지도 가톨릭은 

여전히 네덜란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프로테스탄트 내에서도 칼뱅주의자를 

비롯한 메노파(Mennonites)나 루터파 등의 다양한 분파가 존재했다. 1618-9년의 도

르트레흐트 종교회의(The Synod of Dordrecht, 1618-19)에서 칼뱅주의 개혁 교회가 

공화국의 공적 교회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분권화되었던 네덜란드 정치당국은 거주

자에게 공적교회를 강압하지 않았다. 특히, 네덜란드는 무역을 통한 경제적 성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지닌 사업가들은 종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

할 경우, 가톨릭 스페인이나 성공회 영국 등과의 교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온

건한 태도를 취했다. Royal Van Gorcum, Dutch Culture in a European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50; Price, Dutch Republic,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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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년 초여름 테르 보르흐는 영국 런던으로 떠나 특별한 경험을 한다.25 

이 해 5 월, 테르 보르흐의 첫 번째 새어머니의 동생이었던 로버르트 판 

푸르스트(Robert van Voerst, 1597-1636)가 영국 찰스 1 세(Charles Ⅰ, 

재위 1625-1649)의 궁정판화가로 임명되었다. 26  판 푸르스트는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초상화 화가들과 작업했다 그리고 안토니 

반 다이크(Anthony Van Dyck, 1599-1641)의 초상화 시리즈, <도상연구(The 

Iconography)> (c1630)의 판화가였다.27 네덜란드에서 초상화는 수요가 많은 

안정적인 영역이었다. 따라서 아버지는 테르 보르흐가 런던에서 상류사회의 

초상화 양식을 습득하길 바랬을 것이다. 하를럼에서 머물던 테르 보르흐는 

외숙부의 스튜디오를 방문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런던으로 떠나게 되었다. 

아들의 체류를 위해 아버지는 미술도구와 생활비, 그리고 격식을 갖출 수 

있는 수트 등을 편지와 함께 런던으로 보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먼 길을 

떠나게 된 10 대 후반의 아들에게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를 강조하며 세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28 

테르 보르흐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반 다이크의 초상화 모음집인 

<도상연구>가 활발히 제작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외숙부의 스튜디오에서 <도상연구> 작업을 관찰하였으며 반 

                                            
25 테르 보르흐의 아버지가 7월 3일 테르 보르흐에게 보낸 편지로 볼 때, 테르 보르

흐는 6월경에 런던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Wheelock, “Artistic Development," 6. 
26 판 푸르스트는 1636년 10월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테르 보르흐는 4월까지 런던

에서 머물다가 즈볼레로 돌아왔다. Wheelock, “Artistic Development," 7. 
27 Kettering, Ter Borch Estate, 86. 
28 Arthur K. Wheelock, et al,“Letter, 3 July 1635, From Gerard ter Borch the Elder 

to His Son in London,”  in Gerard ter Borch, ed. Arthur K. Wheelock, et al. 

(Washington DC: National Gallery of Art, 2004),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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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크의 스케치를 모사하기도 하였다(도 2).29 당시 영국은 네덜란드와 달리 

강력한 전제왕권과 가톨릭 전통을 수호하는 찰스 1 세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는 영국 상류사회의 초상화 양식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런던의 귀족적인 궁정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화가가 

귀족이나 엘리트 계층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은 화가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었다. 반 다이크나 판 푸르스트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왕과 왕비, 학자, 콜렉터 등의 초상과 함께 자신들을 포함한 

동료 예술가의 초상을 포함하고 있는 <도상연구>는 이러한 화가의 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는 초상화가로서 귀족적 화가의 위상을 

스스로 갖춘 반 다이크나 판 푸르스트와의 만남을 통해 초상화라는 장르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그리고 귀족이나 엘리트 계층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화가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30 

실제로 이 시기 이후 테르 보르흐는 초상화를 통해 상류사회로 진출했다. 

그는 초상화 제작을 위해 사회적 지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세나 

제스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의 귀족과 

암스테르담의 엘리트 계층의 초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테르 보르흐는 1636 년 후반 혹은 1637 년 초 스페인으로 떠났다. 31 

스페인은 강력한 가톨릭 국가로 당시 공식적으로는 네덜란드와 전쟁 

                                            
29 <도상연구>에는 반 다이크가 그린 판 푸르스트의 초상화도 포함된다. 테르 보르

흐가 모사한 이 초상화 드로잉이 전해진다. Wheelock, “Artistic Development," 7. 
30 Wheelock, “Artistic Development," 7. 
31 학자들은 이 시기에 제작된 테르 보르흐의 몇몇 작품에서 발견되는 로마인의 복

장과 풍경, 그리고 호우브라켄의 언급을 바탕으로 테르 보르흐가 스페인으로 가기 

전 이탈리아를 거쳐 스페인으로 향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Kettering, Ter Borch 



 

 16 

중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네덜란드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었다. 

18 세기 전기 작가 아놀드 호우브라켄(Arnold Houbraken, 1660-1719)은 

테르 보르흐의 전기를 남겼다. 32  그리고 즈볼레의 교사(Schoolmaster)이자 

시인이었던 요스트 롤다뉘스(Joost Roldanus, c1619-1688)는 테르 보르흐의 

결혼 당시 축시를 헌사했다. 33  이러한 문헌에 따르면 당시 테르 보르흐는 

마드리드 궁정에서 필립 4 세(Philip Ⅳ, 재위, 1621-1665)의 초상화를 

제작했다. 34  이 작품은 이후 테르 보르흐가 네덜란드에 돌아온 후 스스로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전해진다(도 3).35 그러나 축시의 내용이나 

다음 장에서 살펴볼 뮌스터에서의 스페인 특사 페르냔다 백작(Gaspar de 

Bracamonte y Guzmán, 3rd Count of Peñaranda, c1595-1676)과 테르 

보르흐의 친밀한 관계, 이후 스페인 궁정에서 테르 보르흐에게 내려진 작위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테르 보르흐의 스페인 마드리드 궁정에서의 활동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39 년경 스페인에서 돌아온 테르 

보르흐는 1640 년대에 암스테르담에 머물면서 얀 식스(Jan Six, 1618-

                                                                                                               

Estate, 86.  
32 테르 보르흐가 스페인에 방문했던 기간동안의 성취에 대한 호우브라켄과 롤다뉘

스의 문헌에 대해서는 Angela Ka Yan Ho, “Rethinking Repetition, Constructing 

Value in Dutch Genre Painting, 1650s to 1670s,” (Ph. D. diss,. Michigan University 

2007), 105 참조. 
33 축시의 내용은 Gudlaugsson, Geraert Ter Borch, Vol. 2, 23. 
34당시 스페인의 궁정화가였던 벨라스케스(Diego Rodríguez de Silva y Velázquez, 

1599-1660)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휠록은 테르 보르흐의 

스페인 방문 직후 네덜란드에서 작업한 초상화에 인물의 포즈와 전반적인 색조에서 

벨라스케스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Kettering, Treaty of Munster, 19; 

Gudlaugsson, Geraert Ter Borch, Cat. No. 9, 54. 
35 Wheelock, “Artistic Development," 8. 



 

 17 

1700)와 헤라르트 판 데르스할커(Gerard van der Schalcke, 1609-1667) 

일가와 같은 홀란트 지역 유력인사들의 초상화를 제작했다(도 4-6).36 

이와 같이 테르 보르흐의 2-30대는 국내외의 다양한 여행으로 

점철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작품거래나 고전양식의 학습, 왕실 후원 등을 

위한 화가의 이동(mobility)은 일반적인 활동이었다. 37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사가 카럴 판 마더르(Karel van Mander, 1548-1606)는 그의 책 

『화가들(Book of Painters』(1604)에서 “우리 네덜란드인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외국을 여행하고, 외국인을 만나는 경향을 가진다.”고 

말했다. 38 네덜란드 화가들은 16세기부터 유럽의 황실이나 이탈리아를 찾아 

외국을 여행하였고, 17세기에는 카라바지스트(Caraviggist), 

밤보끼안띠(Bamboccianti) 등의 유파들이 형성되었다. 39  그러나 테르 

보르흐의 여행은 이들과는 달리 독자적인 활동이었다. 또한 한 가지 

양식이나 주제를 습득하기 위한 이동도 아니었다. 테르 보르흐와 동시대의 

                                            
36 테르 보르흐는 이 시기에 암스테르담에 머물면서 하를럼, 안트베르펜, 프랑스 등

을 방문했다. 그의 전신상이나 반신상으로 제작된 작은 크기의 초상화는 플랜더스

와 프랑스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Kettering, Studio Estate, 86. 
37 Gorcum, Dutch Culture, 281. 
38 Gorcum, Dutch Culture, 281에서 재인용. 
39  카라바지스트는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카라바지오(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의 양식을 추종했던 화가들을 말한다. 이들은 인물의 현실

적인 신체와 감정묘사, 사실주의적인 표현, 극적인 명함(chiaroscuro)을 특징으로 한

다. 네덜란드에서는 주로 위트레흐트 출신의 화가들이 이탈리아에서 카라바지오의 

양식을 습득한 후 돌아왔다. 밤보끼안끼는 이탈리아의 로마 캄파냐(Campagna)의 

자연풍경이나 여관, 시장 등을 배경으로 소와 목부, 부랑자, 거리의 악단 등을 그렸

으며, 주로 로마에서 활동했다. Seymour Slive, Dutch painting 1600-18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18-19, 2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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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였던 프란스 할스(Frans Hals, 1581-1666), 렘브란트 판 

레인(Rembrandt Harmensz. van Rijn, 1606-1669). 얀 스테인(Jan Steen, 

1626-1679), 요하네스 베르메르(Johannes Vermeer, 1632-1675) 등은 

비교적 네덜란드 밖이나 자신의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 40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테르 보르흐의 빈번한 여행은 일반적인 네덜란드 화가와는 

다른 그만의 뚜렷한 특성을 가진다. 

테르 보르흐는 어린 시절부터 고향인 즈볼레를 떠나 네덜란드 중심부의 

문화적 환경에 밀접하게 노출되었다. 이후 반 다이크나 판 푸르스트와 같은 

귀족적 화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다시 왕이나 귀족과 접촉할 수 

있는 외국의 궁정을 방문하였으며 다시 암스테르담에 머물면서 주변 

도시들을 방문했다. 외국에서의 활동과 네덜란드에서의 활동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았다. 외국에서의 이력은 테르 보르흐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암스테르담의 엘리트 계층의 초상화를 제작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엘리트 계층과의 교류는 

다시 뮌스터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테르 보르흐는 국제적인 활동이 화가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네덜란드 최상위 계층의 

초상화 제작에 집중하면서 테르 보르흐는 자신의 주고객이었던 엘리트 

계층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테르 

보르흐가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이라는 작품을 제작한 것은 그가 

이 작품을 통해 뮌스터 조약의 역사적 의미를 전하는 것 이상의 야심을 

가졌음을 추론하게 한다. 

                                            
40 Gorcum, Dutch Culture,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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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화: “테르 보르흐가 1648년 뮌스터에서”41 

 

본 장에서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이 가진 뮌스터 조약을 

배경으로 동시대에 그려졌던 통상적인 역사화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에 대해 

서술하겠다. 테르 보르흐는 이 그림에 알레고리적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장르화이면서 그룹초상화의 요소를 포함한 기록화적인 

성격으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동시대에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회화들을 검토하여 테르 보르흐의 

작품과 대조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가 이 작품에 스페인과 네덜란드 

양측을 양측을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표현하였으며, 역사적 사건의 

참여자로서의 자화상을 포함시켰음을 살펴보겠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가 이 작품을 스스로 기획하였음에 주목할 것이다. 

 

1.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한 회화들 

 

1646년 테르 보르흐는 독일 뮌스터로 떠났다. 이곳은 17세기 발발한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사이의 30년 전쟁(Thirty Years' War, 

1618-1648)을 종결하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일부이자 네덜란드와 

스페인간의 평화협정이었던 뮌스터 조약의 체결지였다. 이 조약은 

네덜란드에게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네덜란드는 조약 체결을 

                                            
41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회화 좌측 벽면 현판에 “테르 

보르흐가 1648년 뮌스터에서(TBorch. F.Monasterij.A.1648)”라는 서명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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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스페인과의 80년 전쟁을 종결하였으며 유럽에서 공식적인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였던 암스테르담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평화조약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자처했다. 그 결과 

전쟁비용의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세계무역을 위한 중앙 및 

남아메리카(Central and South America)와 인도양(The Indian Ocean)의 

식민지를 지킬 수 있었다. 스페인은 네덜란드와의 정치, 종교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암스테르담과의 해상무역에 경제적으로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페인 역시 뮌스터 조약을 통해 주변국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부 네덜란드에게는 

뮌스터 조약은 스페인의 통치와 가톨릭의 확정적인 위치가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관련국 중 최대 강국이었던 프랑스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합스부르크 가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42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뮌스터 조약 협상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관련국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전후하여 테르 보르흐의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뿐만 아니라 스페인과의 뮌스터 조약의 체결 당사자였던 북부 

네덜란드와 뮌스터 조약으로 스페인에 공식적으로 귀속된 스페인령 남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뮌스터 조약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회화 작품이 

제작되었다.  

                                            
42 뮌스터 조약 체결에 따른 각국의 이해관계는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189,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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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화 작품 중 가장 큰 비중으로 그려진 것은 각국에서 특사로 

파견된 대사들의 초상화였다. 초상화는 대사들의 역사적인 사건에의 참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평화협상의 참여 주체였던 대사들은 조약의 

역사적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화가들에게 초상화를 의뢰했다. 대사들의 초상화 

제작에서 가장 명망이 높았던 화가는 오렌지 가문(House of Orange)의 

궁정화가였던 플랜더스(Flanders) 출신의 안셀름 판 휠레(Anselm van Hulle, 

1601-c1674)였다. 43 그는 겐트 출신의 오렌지 가문의 궁정화가로 네덜란드 

총독 프레데릭 헨드릭의 주문으로 뮌스터에 왔다. 44  그러나 판 휠레는 또 

다른 협상도시였던 오스나브뤼크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는 독일 학자였던 

아우구스트 카르프초우 (Doctor August Carpzow), 교황 대사였던 파비오 

키지(Fabio Chigi, 1599-1667, Alexander Ⅶ, 재위 1655-1667) 등 전 

유럽의 대사들의 주문을 받아 반신상의 초상화를 제작했다. 그는 많은 

수요로 인해 동료들을 작업에 참여시켰다(도7-8).45  

북부 네덜란드에서는 평화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의 축배를 통해 

암스테르담의 자부심을 선전하는 그룹초상화가 제작되었다.  

바르톨로메우스 판 데르 헬스트(Bartholomeus van der Helst, 1613-1670)가 

뮌스터 조약 체결을 축배하는 그룹초상화 <석궁길드의 뮌스터 조약 

축하연회(Banquet at the Crossbowmen’s Guild in Celebration of the Treaty 

                                            
43 Israel, “Art and Diplomacy,” 95. 
44 위와 같음. 
45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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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ünster)> (1648)를 그렸다(도9). 46  판 데르 헬스트는 1640년대 

암스테르담에서 부유한 레헨트 계급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초상화 화가 

중 렘브란트와 더불어 최고의 명성을 가진 화가였다. 

이 그림은 1648년 6월 18일의 석궁사수 길드 구성원들이 뮌스터 조약을 

축하하는 연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 판 데르 헬스트는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아래 길드원 25명의 개개인의 초상을 충실하게 재현했다. 그림 

중앙에는 기수가 어깨에 그룹의 문장을 새긴 깃발을 걸치고 서있다. 기수 

앞에는 얀 포스(Jan Vos, 1612-1667)의 뮌스터 조약에 대한 축시가 

적혀있는 종이가 걸쳐진 커다란 드럼이 위치해 있다. 그림 오른편에는 

길드의 수장이 축배를 상징하는 뿔잔을 들고 있다. 이 그림은 판 데르 

헬스트의 최고의 작품이자 그룹초상화의 전형으로 평가 받으며 당시 

암스테르담 시청 건물 벽을 장식했다. 

안트베르펜(Antwerp)과 암스테르담에서는 뮌스터 조약 체결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당일의 도시의 풍경을 담은 회화가 그려졌다. 47  이러한 

도시풍경화는 뮌스터 조약과 관련된 행사를 기록하는 의미를 갖는다. 

뮌스터 조약의 선포는 시의회의 단순한 축하 의식이 아닌 공공에게 조약 

체결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648년 6월 5일 남부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무역도시였던 안트베르펜과 

북부 네덜란드 주요 도시 시청 광장에서 뮌스터 조약이 대중에게 

                                            
46 판 데르 헬스트와 그의 그룹초상화에 대한 설명은 Bob Haak, The Golden Age: 

Dutch Painters of The Seventeenth Century (New York: Stewart, Tabori & Chang, 

1996), 255-256 참조. 
47 안트베르펜과 암스테르담에서 제작된 도시풍경화에 대한 내용은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231-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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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막스밀리안 파우얼스(Maximilian Pauwels)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안트베르펜 대광장의 뮌스터 조약 선포(Proclamation of 

the Treaty of Munster o the Grote Markt in Antwerp)> (1648)는 안트베르펜 

시청 건물과 뮌스터 조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설치된 연단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도10). 이 연단은 인문학자이자 

안트베르펜의 시청 비서인 얀 카스파르 헤바르티위스(Jan Caspar 

Gevartius)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연단 배경 중앙에 설치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여인으로 형상화된 평화의 알레고리 조각은 

에라스뮈스 크벨리뉘스(Erasmus Quellinus)에 의해 제작 되었다(도11). 무대 

주변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묘사를 통해 뮌스터 조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했다. 코르넬리스 베일트(Cornelisz Beelt)는 같은 날의 하를럼 

시청 광장을 묘사했다(도12). 48  시청 정면 발코니에 설치된 

캐노피(canopy)에서 조약 체결이 선포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림 정면에는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말을 타고 

있는 두 명의 인물과 귀족적인 복장을 한 커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크벨리뉘스의 알레고리 조각을 비롯하여 많은 알레고리 형식의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특히,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통치자를 찬양하는 

역사화를 제작할 때 이와 같은 알레고리적 요소를 포함시켰다. 49  따라서 

                                            
48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235. 
49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사가였던 판 만더르는 역사화를 “인물들과 역사들(figures 

and histories)”이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이 범주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신화, 고전

적인 역사, 문학, 알레고리를 주제로 한 회화를 포함시켰다. 사무엘 판 호흐스트라

턴(Samuel van Hoogstraeten, 1627-1678) 역시 영토와 전쟁, 그리고 동시대의 역사

를 주제로 한 회화를 역사화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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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스터 조약으로부터 도래한 평화와 함께 중심인물을 칭송하는 알레고리적 

요소를 포함한 역사화가 그려졌다. 북부 네덜란드에서는 주로 오렌지 

왕가의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찬양하기 위해 그려졌다. 먼저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했던 안트베르펜의 출신의 화가 아드리안 판 

니욀란트(Adriaen van Nieulandt, 1587-1658)는 <뮌스터 조약의 

알레고리(Allegory of the Peace of Munster 1648)> (1650)를 그렸다(도13).50 

그림에서 전쟁의 알레고리인 마르스(Mars)는 화면 하단부의 4명의 강의 

신에 의해 묶여 쓰러져 있다. 미덕(Virtue)은 1647년에 사망한 네덜란드 

연합의 오렌지 가문 출신의 총독(stadtholder), 프레데릭 핸드릭(Frederick 

Henry, Prince of Orange, 1584-1647)의 승리의 마차를 밀고 있다. 총독의 

뒤에는 자유(Freedom)와 종교(Religion)가 마주보고 앉아 있다. 총독은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들고 로브를 걸친 미네르바(Minerva)와 

비너스(Venus)의 환영을 받고 있다. 팍스(Pax)는 의인화된 네덜란드의 손을 

잡고, 오렌지 가문의 후계자 빌럼 2세(William Ⅱ, 1626-1650)에게 올리브 

화환을 전하고 있다. 사실 빌럼 2세는 평화협정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프레데릭 핸드릭과 빌럼 2세의 통치기간 동안 실질적인 정치적 결정은 

홀란트주를 중심으로 한 의회에서 이루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뮌스터 조약을 오렌지 가문의 승리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빌럼 2세의 암스테르담 쿠데타(1650)에 맞춰 그의 선전을 위해 

                                                                                                               

사화란 인간(human figure)이 중심적인 역할로 등장하며, 알레고리를 포함한 성경, 

역사, 신화, 문학 등을 주제로 하는 회화라고 할 수 있다. Haak, Golden Age, 77-

78, Note. 3 참조. 
50  판 니욀란트의 그림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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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야콥 요르단스(Jacob Jordaens, 1593-1678)의 <프레데릭 핸드릭의 

승리(The Triumph of Frederik Hendrik)> (1652) 역시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다(도14). 51  이 작품은 오렌지 가문의 궁전 벽에 장식되어 프레데릭 

핸드릭을 경배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림의 중앙에는 승리의 마차를 타고 

있는 프레데릭 핸드릭이 묘사되어 있으며 승리(Victory)의 형상이 그에게 

왕관을 쓰여주고 있다. 그 왼편에는 총독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트럼펫을 

울리는 팍스와 명예의 형상이 묘사되어 있다.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그 

주변에 프레데릭 핸드릭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프레데릭 

핸드릭의 아버지와 그의 형이자 전 총독이었던 마우리스(Maurice of Orange, 

1567-1625)의 동상이 승리의 아치의 왼편과 오른편에 자리해 있다. 그리고 

프레데릭 핸드릭의 후임자인 빌럼 2세의 기마초상이 그림의 오른편 아래에 

묘사되었다.  

남부 네덜란드의 화가 테오도르 판 튈던(Theodor van Thulden, 1606-

1669)은 <성모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브라반트, 헨네가우, 플랜더스 주(The 

Provinces of Brabantia, Hennegau and Flanders Offer Their Devotions to 

Christ and to the Madonna)> (c1654)를 그렸다(도15).52 이 그림은 스페인 

지배 하의 남부 가톨릭 네덜란드가 맞이한 평화의 도래를 축복하고 있다. 

홀을 든 마리아의 무릎에서 아기예수가 세 명의 여성으로 의인화된 남부 

                                            
51 이 그림은 프레데릭 핸드릭의 미망인었던 아말리아 폰 솔름스(Amalia von Solms)

와 그의 비서였던 콘스탄테인 하위헌스(Constantijn Huygens)등에 의해 기획된 궁

전(Oranjezaal in the Huis ten Bosch)벽을 장식하는데 쓰였다.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254. 
52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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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주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다. 그림 왼 편에는 브라반트가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다. 오른편에는 머리쓰개를 한 플랜더스가 마리아를 향해 서 

있다. 하단의 아기 천사는 헨네가우의 시선을 마리아에게 돌리고 있다. 왼 

편에서 날고 있는 아기 천사는 선한 통치와 평화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축복을 의미하는 책과 금화가 쏟아지고 있는 풍요의 뿔을 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뮌스터 조약을 배경으로 제작된 회화들은 

목적에 따라 초상화, 그룹초상화, 도시풍경화, 역사화 등의 다양한 양식으로 

분명한 주제를 표현하였다.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주, 오렌지 

가문, 남부 네덜란드 등 각각의 주체들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모두 회화를 통해 뮌스터 조약이 이뤄낸 평화의 도래를 축하하고 있다. 

그러나 북부에서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연합주가 뮌스터 조약에서의 

주체적인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네덜란드 

연합의 총독과 총사령관(generals)의 지위를 행사했던 오렌지 가문은 

전총독이었던 프레데릭 핸드릭을 위시하여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남부 네덜란드는 안트베르펜을 중심으로 스페인의 역할과 

가톨릭 믿음을 강조하였으며 경제적 번영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그렇다면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이라는 작품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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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르 보르흐의 전략: ‘원본’에 표현된 뮌스터 조약과 화가 

 

 “네덜란드 황금기의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이자 얼마간의 기간 동안 

베스트팔렌에 살았던, 그리고 (평화조약의 협상 기간 동안 베스트팔렌에 

머물며) 그 기간 동안 중요한 작품을 남겼던 유일한 네덜란드의 화가” 53 

 

1974년 독일에서 개최된 테르 보르흐 전시회 카탈로그는 그를 이와 같이 

수식하고 있다. 테르 보르흐는 1645년 말 혹은 1646년 1월부터 1648년까지 

뮌스터에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네덜란드 연합주의 대표 대사였던 

아드리안 파우 반 헤임스테더(Adriaen Pauw van Heemstede, 1585-1653)가 

주문한 <아드리안 파우의 뮌스터 입성(The Entry of Adriaen Paw into 

Munster)> (c1646)과 뮌스터에 방문한 네덜란드 대사들의 초상화를 

제작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약이 체결된 1648년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을 제작했다. 그는 뮌스터에서 활동했던 화가 중 

유일하게 뮌스터 시청에서 거행된 조약 체결 의식을 직접 목격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대사들이 작성한 문헌와 함께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동시대와 후대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작품은 초상화와 장르화를 

주로 제작했던 테르 보르흐의 작품 중에서도 형식과 주제 자체로도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작품이다. 그리고 테르 보르흐의 예술적 성숙기와 

전성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시점에 제작되어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이 작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53 Israel, “Art and Diplomacy,” 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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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테르 보르흐의 뮌스터 이주 시기부터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의 제작 시점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뮌스터 조약을 위한 협상은 1646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2년여의 

협상을 거쳐 1648년 1월 30일 조약문서의 서명이 이뤄졌다. 이후 1648년 

3월 스페인 국왕 필립 4세(Philip Ⅳ, 재위 1621-1665)의 비준과 4월 

헤이그에서의 네덜란드 의회의 비준을 거쳤다. 그리고 마침내 1648년 5월 

15일 뮌스터 시청 중앙홀에서 양국 대표단을 중심으로 비준에 대한 서약이 

거행되었다.54   

테르 보르흐는 1645년 말 또는 1646년 1월 네덜란드 대사 아드리안 

파우의 후원으로 뮌스터로 이주했다. 아드리안 파우는 홀란트의 

총독(Pensionary of Holland)이자 동인도 회사의 임원, 그리고 초기 

네덜란드 외교 공관의 일원으로 네덜란드에서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도16). 뮌스터 이주 초기 파우의 주문으로 제작된 <아드리안 

파우의 뮌스터 입성>은 뮌스터 조약의 정치외교적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한 

테르 보르흐의 회화적 선택을 보여준다(도17). 

외교적 측면에서 뮌스터 조약은 네덜란드 연합의 자주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정을 바탕으로 가톨릭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권력이 파우를 

포함한 네덜란드 대사를 외교 상의 전권 대사(plenipotentiary)로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55 전권대사는 유럽각국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54 베스트 팔렌 조약 관련 일정은 Croxton, Westphalia, xiii 참조. 
55  <아드리안 파우의 뮌스터 입성>에서 보이는 테르 보르흐의 뮌스터 조약의정치 

외교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는 Israel, “ Art and Diplomacy, ”  96-97; Kettering, 

Treaty of Munster, 19-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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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는다. 그림에서 파우는 아내와 손녀와 함께 금장마차를 타고 

뮌스터에 다다르고 있다. 금장마차는 여섯 마리의 말과 짙은 주황빛 제복을 

입은 수행단원이 이끌고 있다. 사실 파우의 첫 번째 공식입성 시기는 

겨울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하지 않았다. 두 번째 협상을 위한 5월 방문에서 

가족과 함께 뮌스터로 이주하였으나 당시에는 수행단원과 함께 하지 

않았다. 56  뮌스터 입성 시 대사가 타고 온 여섯 마리의 말과 사륜마차는 

독립국의 지위를 가진 국가의 대사에게만 수여되는 것으로 전권대사의 

위엄과 특권을 상징한다.57 따라서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협상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국제적, 공식적 독립과 파우의 전권대사로서의 

권위를 의미하는 요소를 그림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축복의 계절인 봄을 

배경으로 파우와 가족의 검은색 복장과 수행단원의 밝고 화려한 외양을 

대비시켜 강조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테르 보르흐는 파우의 위상을 

높이고, 뮌스터 입성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58 

동시에 테르 보르흐는 자신의 주력분야였던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이미 

궁정화가로서 높은 명성을 가진 판 휠러가 전 유럽의 대사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초상화를 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는 주로 네덜란드 

대사를 대상으로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테르 보르흐가 그렸던 초상화로는 

그로닝헨(Groningen)의 대표였던 아드리안 클란트 판스테뒴(Adriaen Clant 

van Stedum, 1599-1655), 위트레흐트 대표인 호다르트 판레이트, (Godard 

van Reed, heer van Nedehorst, 1588-1648), 법률인이자 헤이그 레헨트 

                                            
56 Kettering, Treaty of Munster, 19-21. 
57 Israel, “Art and Diplomacy,” 96-97. 
58 Kettering, Treaty of Munster,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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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의 일원으로 네덜란드 대표의 수행원이었던 카스파르 판 

킨스호트(Caspar van Kinschot, 1622-1649), 주요 종교회의 의장이자 

헤이그 신교회의 수도사였던 엘레아저르 로티우스(Eleazer Lootius, 1595-

1668) 등이 전해진다(도18-21).59  

이후, 테르 보르흐는 협상기간 동안 네덜란드를 왕래했던 파우와 달리 

뮌스터에 정착했던 스페인 대사 페르냔다의 거주지에 정착했다. 그가 

어떠한 경로로 스페인 대사 측의 거주지에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의 1630년대의 마드리드 궁정에서의 활동이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테르 보르흐는 스페인 측과의 교류를 통해 

페르냔다의 초상화와 프랑스 공작 앙리 드 부르봉-오를레앙(Henri de 

Bourbon-Orleans)의 기마초상을 제작했다(도22-23).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페르냔다는 테르 보르흐에게 1647년, ‘궁정인(Edelman)”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60  그리고 이후, 네덜란드 출신의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체결 현장에 스페인 측 수행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당시 스페인 공식문서는 조약 체결 당시 페르냔다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테르 보르흐가 당일 뮌스터 시청에 도착한 

페르냔다 수행원단의 첫 번째 마차에 다른 스페인 측 수행원단과 

동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61 스페인 측 수행원으로 뮌스터 시청에 도착한 

                                            
59 Kettering, Treaty of Munster, 24-37. 
60 Kettering, Treaty of Munster, 29. 
61  스페인 측 공식문서에서 서약 당일 뮌스터 시청에 도착한 페르냔다 수행원단의 

첫 번째 마차에 테르 보르흐를 포함한 여덟 명의 수행원이 타고 있었고, 두 번째 

마차에는 통역을 위한 스페인 대사의 비서와 사제가 타고 있었으며, 뒤 이어 페르

냔다가 두 사람의 트럼페터, 24명의 민간 고용인, 24명의 군사와 군장이 이끄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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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 보르흐는 오전부터 다섯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양국 대사들의 조약 

문서의 서명과 서약 의식을 목격하였다. 당일 서약 의식 과정은 네덜란드와 

스페인 측의 문서를 통해 자세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17세기 네덜란드 

역사학자 리우어 판 아이체마(Lieuwe van Aitzema, 1600-

1669)는『네덜란드의 평화법에 대한 기록(Verhael Van de Nederlandsche 

Vreede Handeling)』(1650)에서 뮌스터 조약의 마지막 절차였던 비준에 

대한 서약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62 

 

“네덜란드 대표자들은 브룅이 큰 목소리의 라틴어로 ‘왕께서 

기쁘심으로 평화조약을 허하시고 비준하셨다’는 서약문을 

낭독하고 있는 중앙홀로 안내되었다. 잠시 후, 스페인 대사들은 

스페인 측의 서약문서를 교환할 준비를 하였고, 평화를 축복하며 

네덜란드 측에게 서약문서를 교환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네덜란드 측은 동일한 기쁨으로 조약이 승인되었음을 밝히고, 

서약문서를 교환할 준비가 되었다고 답했다. 페르냔다의 사제가 

은십자가가 놓여진 벨벳 커버의 복음서를 들고 페르냔다와 브룅 

앞에 섰다. 페르냔다와 브룅은 오른 손을 은색 십자가에 올렸다. 

페르냔다가 스페인 측 서약을 읽은 후 오른손을 들고 십자가에 

키스함으로써 의식에서 가장 엄숙했던 순간이 끝이 났다. 

페르냔다는 네덜란드 대사에게 서약 여부를 물었고, [그들은) 

                                                                                                               

차에서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Israel, “Art and Diplomacy,” 102-103. 
62 아이체마의 기록은 당시 대사들의 일기, 편지, 팸플릿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Kettering, Treaty of Munst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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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합니다(Aye)’로 답했다. 그들은 일어서서 두 손가락을 

펼쳤고, 판 헨트가 프랑스어로 서약을 낭송했다. 그리고 모든 

네덜란드 대사들이 ‘저희를 살피소서(Ainsi m'aide Dieu)’라고 

합창했다. 네덜란드 측 선언문이 쓰여진 문서가 붉은 벨벳 

상자에 놓여졌고, 스페인 측의 문서 역시 은장의 붉은 벨벳 

상자에 놓여졌다.”63 

 

아이체마의 기록뿐만 아니라 페르냔다 백작이 5월 18일 필립 4세에게 

보낸 서한 등 스페인 측의 기록에도 이날의 과정이 그들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으며 아이체마의 기록과 유사하게 작성되었다. 스페인 대사의 

서약이 거행된 후 네덜란드 대사의 서약이 이어졌다. 서약 이후 양국의 

대사는 서로를 포옹한 후 축복의 말을 주고 받았다. 

 테르 보르흐는 당일 뮌스터 시청에서 회화 제작을 위해 서약 의식에 대한 

스케치와 그림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인물들 중 초상화를 제작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스케치했을 것이다. 이후 그는 뮌스터에 머물며 7-8주의 기간에 

거쳐 <뮌스터 비준에 대한 서약>을 완성했다. 64  테르 보르흐가 스페인 측 

수행원으로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냔다가 이 그림의 주문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의문으로 남는다. 페르냔다는 서약 체결 후 브뤼셀로 

떠났으며 뮌스터로 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그림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 65  

                                            
63  Lieuwe van Aitzema, Verhael, Van de Nederlantsche Vreede Handeling (The 

Hague 1650), 546-548; 영문번역은 Kettering, Treaty of Munster, 15-16에서 재인

용. 
64 Israel, “Art and Diplomacy,” 103-104. 
65 Israel, “Art and Diplomacy,”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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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네덜란드 대사가 그림을 주문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는 이 그림을 스스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상술하겠지만,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에서의 활동이 이후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경력임을 

인식했으며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테르 보르흐는 이 작품에 1648년 5월 15일의 일정 중 뮌스터 시청 

중앙홀에서 네덜란드, 스페인의 대표단이 거행한 조약 비준에 대한 서약 

장면을 담았다. 66 이 장면은 2년 여에 걸친 조약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절정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테르 보르흐 자신 역시 스페인 측 수행원으로서 

그 자리에 동행한 순간이었다. 그림에는 네덜란드와 스페인 대표단을 

포함한 77명의 참여자와 목격자들이 횡렬로 배치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조약의 서명자들은 그림 중앙의 원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원탁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6명의 네덜란드 각 주 대표단이 그려졌다. 선언문을 

들고 있는 헬데를란트의 대표 바르톨드 판 헨트, 홀란트와 서프리슬란트의 

얀 판 맛헤네서(Jan van Mathenesse)와 아드리안 파우, 그로닝헌의 아드리안 

클란트 판스테뒴(Adriaen Clant van Stedum), 프리슬란트의 프란스 판 

도니아(Frans van Donia), 오버레이설의 빌럼 판 리페르다(Willem van 

Ripperda)가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를 들고 서약을 행하고 있다(도24). 

                                            
66 그림의 인물들의 식별과 위치, 구성에 대한 설명과 배경 묘사는 케터링의 저서를 

중심으로 이즈라엘의 글, 런던 내셔널갤러리의 카탈로그를 종합하여 참조하였다. 

Kettering, Treaty of Munster, 9; MacLaren, Dutch school, 37-38; Israel, “Art and 

Diplomacy,”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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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편에는 스페인 대표단의 수장인 페르냔다 백작이 선언문을 들고, 

플랜더스의 외교관인 앙투안 브룅(Antoine Brun)과 함께 페르냔다 백작의 

제 1사제 인 돈 미겔 로페스 데 바르누에보(Don Miguel Lopez de 

Barnuevo)앞에 펼쳐진 십자가가 놓인 성경에 손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 

스페인 페르냔다 백작의 제 1사제 뒤에는 제 2사제가 서있고, 붉은 옷을 

입은 인물은 브룅의 비서로 추측된다. 그리고 그림의 제일 오른편의 회색의 

수도복을 입은 프란체스코 수도사와 왼쪽 끝 금은장과 붉은색의 뮌스터 

군인제복을 입은 인물 등과 같은 행사의 목격자들이 이들이 서약을 

거행하고 있는 대표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우측의 큰 창에서는 

들어오는 밝은 빛으로 천장 중앙에 실제 보다 크게 묘사된 성모마리아가 

장식된 금장 촛대가 밝게 빛나고 있으며, 엄숙한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얼굴 역시 짙은 색의 복장과 대비를 이루며 환하게 빛나고 있다. 

테르 보르흐는 동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인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다루면서도,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주제로 통상적으로 그려졌던 역사화와는 

달리 알레고리적 요소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이 그림을 마치 사진을 찍은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작품의 배경 묘사에 

있어서도 그림의 정중앙 천장에 위치한 금장 빛살로 둘러싸인 성모마리아와 

뮌스터 문장으로 장식된 촛대를 비롯하여 르네상스 목각 양식으로 장식된 

좌우 벽면, 판사석(Magistrates’ benches) 뒤로 별문양의 징이 박힌 뒤쪽 

벽면 등 의식의 실제 장소였던 뮌스터 시청 중앙홀의 모습을 충실하게 

재현했다(도25). 또한 녹색 벨벳으로 덮인 둥근 탁자와 의자, 필립 4세의 

금장씰(seal)이 달린 문서, 붉은 벨벳과 은장으로 장식된 문서 보관상자 등 

관련 소품들도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세밀하게 묘사했다(도26).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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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이 작품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1648년 6월 5일 뮌스터 조약 

선포 당일의 시청 광장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파우얼스나 

베일트의 도시풍경화 작품과 유사하다. 두 작품은 뮌스터 조약과 관련된 

행사를 기념하고, 기록하는 의미를 갖는다. 흥미롭게도 베일트의 작품에서는 

하를럼 시청 광장의 사실적인 묘사와 함께 인물들의 표현에서 장르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67 

 또한 등장인물의 표현에서 그룹초상화적인 요소를 가져왔다. 68  테르 

보르흐는 작품의 등장인물을 그룹초상화와 마찬가지로 관람자를 향하게 

배치했으며, 압도적인 인물 수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묘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초상화의 인물표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복장과 제스처를 통해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드러냈다. 페르냔다는 스페인식 세워진 옷깃과 마드리드 궁정양식의 

은장으로 장식된 최고급 의상을 갖춘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하얀색의 실크 

옷깃과 검은색의 상의가 대비를 이루는 네덜란드 특유의 대사들의 복장과 

사제복, 수도복, 군인제복을 입고 의식에 참여한 인물들이 각각 묘사되었다. 

그리고 판 데르 헬스트의 그룹초상화처럼 역동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도, 

네덜란드 대표단의 검지와 중지를 세운 손가락의 모양이나 스페인 대표의 

십자가와 복음서에 올려진 손 등 각 측의 서로 다른 서약의 특정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그림에 표현했다. 앞의 기록에서 증명하듯이 실제 서약 의식은 

스페인, 네덜란드의 순서로 시간의 틈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테르 

보르흐는 그룹초상화의 형식을 빌어 각각 다른 맹세의 행위를 순간의 

                                            
67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235. 
68 Kettering, Treaty of Muns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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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으로 집약하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화면의 절반씩을 

배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동등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사화나 초상화에서는 주문자 혹은 칭송의 대상이 

분명하게 부각된다. 그룹초상화에서도 주문자들이 그림을 위해 지불한 그림 

가격에 따라 인물비중이 결정될 정도로 17세기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역사화나 초상화에서 중심인물에 대한 강조는 중요한 요소였다. 스페인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였던 디에고 벨라스케즈(Diego Velazquez, 1599-

1660)가 제작한 <브레다의 항복(The Surrender of Breda)> (c1634-5)은 

테르 보르흐의 작품과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하게 대비된다(도27). 이 그림은 

1625년 스페인에 의해 함락된 남부 네덜란드의 국경도시 브레다에서 

발발한 전쟁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69  벨라스케즈는 화면을 반으로 

배분하여 그림 왼 편에는 네덜란드 군대를 그리고 오른 편에는 스페인 

군대를 위치시켰다. 그림 중앙에는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브레다 성문 

열쇠를 건내는 패장 나사우(Justin of Nassau, 1559-1631)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는 암브로지오 스피놀라(Ambrogio Spinola, 1569-1630) 장군을 

그렸다. 벨라스케즈는 두 장군의 관계를 적대감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고, 동일한 화면 배분을 통해 양측 군대를 묘사했다. 그러나 

                                            
69 1624년 9월 남부 네덜란드로 향하는 관문이었던 남부 네덜란드의 국경도시 브레

다가 스페인에 의해 함락되었다. 그리고 8개월 동안의 포위 끝에 1625년 5월, 스페

인은 브레다의 항복을 받아냈고, 6월 5일 항복 의식이 행해졌다. 10년 후 벨라스케

즈는 부엔 레티로 궁전(Palacio del Buen Retiro)의 알현실을 장식하기 위해 이 장면

을 회화로 제작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은 Jonathan Brown and Carmen Garrido, 

Velázquez: The Technique of Geniu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81-82; Fernando Checa Cremades, Velazquez, the complete paintings (New York: 

Harry N. Abrams, 2008), 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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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벨라스케즈는 스페인 군대의 

우월함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림 전체적으로는 스페인 측 

군대가 좀 더 높은 지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왼편 전경의 말의 뒷모습을 

통해 관람객의 시선을 스페인 군인 쪽으로 이끌고 있다. 스페인 군인 뒤에 

위치한 높이 솟은 수십 개의 창들은 스페인 군대의 승리감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에 그림의 왼편의 네덜란드 군인들은 소수의 인원이 짧은 창을 어깨에 

걸친 채 성의 함락을 의미하는 시커먼 연기를 배경으로 무질서하게 서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이 그림은 결국 패장을 격려하는 스피놀라 장군과 그가 

이끈 스페인 군대를 높이 칭송하고 있다. 이는 이 그림이 스페인 

마드리드의 궁전 알현실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벨라스케즈의 회화적 선택이었다.  

일반적으로 테르 보르흐가 프로테스탄트 네덜란드와 가톨릭 스페인의 

평화조약 체결에 있어서 두 국가를 동일한 비중으로 대등하게 묘사한 것은 

보통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 종교적 관용이라는 뮌스터 조약의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70 그러나 이와 함께 벨라스케즈의 구성과 대비되는 

테르 보르흐만의 독특하고, 자유로운 회화적 선택은 다시 한 번 이 작품이 

주문자에 의해 제작되었다기보다는 테르 보르흐의 주도적인 기획으로 

제작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 테르 보르흐는 이 그림에 양국 대표로 서약에 참여한 대사들뿐만 

아니라 목격자들 역시 높은 비중으로 포함시켰다. 양국 대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목격자들은 서약이 진행되고 있는 원탁 주변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림은 이들로 인해 빡빡할 정도로 채워졌다. 그리고 이러한 목격자들 

                                            
70 Kettering, Treaty of Muns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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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 인물은 목격자이면서도 이들과 달리 화면의 왼 편에서 그림 외부의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테르 보르흐이다(도28). 71  테르 

보르흐는 역사적인 사건의 참여자로서 그림에 자화상을 포함시켰고, 이는 

테르 보르흐의 다양한 회화적 선택과 조응하며 효과를 나타낸다.72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분석한 페리 채프만(H. Perry Chapman)은 그의 

저서에서 화가가 작품에 자화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고대로부터 수용돼 

르네상스 시대에 널리 퍼진 전통임을 설명했다. 73  그리고 이러한 예로써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사가 조르지오 바사리(Giorgio Vasari, 1511-1574)가 

밝힌 마사치오(Masaccio, 1401-28)의 <성전세(Tribute Money)> (c1426)와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1483-1520)의 <아테네 학당(School of Athens)> 

(c1510),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otti, 1475-1564)의 <최후의 

심판(Last Judgement)> (1536-1641)과 북유럽 미술사가 카럴 판 만더르가 

서술한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 1390-1441)의 <겐트 제단화(Ghent 

Altarpece)> (1432)와 알베르트 뒤러(Albercht Durer, 1471-1528)의 <만명의 

순교(Martydom of the Ten Thousand)> (1508)와 <삼위일체의 

                                            
71 Kettering, Treaty of Munster, 9. 
72 1999년 알레고리화를 중심으로 베스트팔렌 조약과 관련된 회화 이미지를 분석한 

마틴 카울바흐는 테르 보르흐의 도상이 당시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알레고리화와 비

교하여 혁신적인 도상이며, 화가는 이를 통해 자신을 역사적 사건의 목격자로 주장

했다고 서술했다. Hans Martin Kaulbach,“Pax Fovet Artes: Kunst als Thema in 

Allegorien auf den Westfälischen Frieden, ” in Westfälischer Friede: Die Kunst 

Zwischen Krieg und Frieden, ed. Jacques Thuillier and Klaus Bussmann eds (Paris: 

Musée du Louvre, 1999), 405-431. 
73H. Perry Chapman, Rembrandt's Self-Portraits: A Study in Seventeenth-Century 

Ident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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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Adoration of the Trinity)>등을 제시한다.74  

채프만에 따르면 화가가 작품에 자화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전통적으로 

화가 자신의 명예를 승격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화가는 자화상이라는 

회화적 사인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며 화가의 명성을 널리 

알린다. 그리고 창조라는 전부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의 특권적인 위치를 

상기 시킨다. 75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에 의식에 

집중하고 있는 다른 목격자들과 달리 화면 외부의 관람자를 응시하는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단순한 의식의 목격자가 아닌 의식과 

관람자를 매개하는 자부심을 가진 화가로 표현했다. 이러한 점에서 테르 

보르흐의 자화상은 채프만의 설명에 부합한다. 테르 보르흐는 그의 첫 번째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자신의 높아진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고, 표현했다. 그리고 자화상이 위치한 

왼쪽 벽면에 자신의 서명이 쓰인 현판을 그려 넣고, 이 회화의 가격을 

6000길더로 책정하였다(도29). 76  당시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Night 

Watch)> (1642)이 1400길더였다. 77  즉 테르 보르흐는 이 작품에 팔릴 수 

없는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테르 보르흐가 이 작품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이 회화는 실제로 테르 

보르흐가 정착했던 데벤테르에 소장되다가 사후에는 그의 고향이었던 

                                            
74 Chapman, Rembrandt's Self-Portraits, 15-16. 
75 Chapman, Rembrandt's Self-Portraits, 15-16. 
76  Christopher Brown, “ Gerard ter Borch at The Hague and Münster, ”  The 

Burlington Magazine 116 (1974): 291.  
77 Brown, “Gerard ter Borch,”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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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볼레에서 가문의 소유로 전해졌다.78  

이처럼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양측 대사의 

수행원이자 화가로 뮌스터 조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생생하게 체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이라는 작품을 스스로 기획하였으며 자신을 그림에 포함시켰다. 조약 

체결 서약 의식에 참여한 유일한 화가로서 작품에 사실성과 현실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스페인 양측을 상호 호혜주의적으로 표현하여 

통상적인 역사화와 차별화시켰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작된 테르 보르흐의 회화는 판화 제작을 위한 

하나의 ‘디자인(design)’이 되었다. 79  테르 보르흐의 회화를 디자인으로 한 

판화가 동시대는 물론 18, 19세기까지 재생산되었다(도30-31). 80  테르 

                                            
78 테르 보르흐는 이 그림을 여생을 보냈던 데벤테르에 보관하였다. 테르 보르흐 사

후에는 그의 가문에서 이 작품을 보관하다가 18세기에 프랑스 파리에서 판매되었다. 

휠록 등의 연구자들은 테르 보르흐가 역사적 사건에 참여한 개인적인 기억으로 이 

그림을 소장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Wheelock et al., Gerard ter Borch, 74. 
79  네덜란드 판화 시장은 삽화가 삽입된 책을 출판하는 15세기의 전통으로부터 디

자이너(designer, 판화에는 “invenit” 또는 “delineavit”이란 단어로 각인되어 있다), 

판화가(engraver, “sculpsit”), 출판가(publisher, “excudit”, “divulgavit”, “caelavit” 

“formis”)등으로 구성된 판화 생산의 분업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네덜란

드 판화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플랜더스 판화 출판가 등 다양한 출판가들의 선행모

델을 바탕으로 분업의 영역과 방식도 점차 다양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화를 판

화로 복제하고 특정화가의 작품을 판화로 출판하는 방식은 17세기 중후반에 북네덜

란드 판화 시장의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17세기 출판가를 중심으로한 네덜란드 판

화 제작 체계에 대해서는 Nadine Monica Orenstein, “Hendrik Hondius (Duffel 

1573-The Hague 1650) and the Business of Prints,”  (Ph. D. diss,. New York 

University, 1992), 10~25 참조. 
80 이러한 복제 판화에 대한 선례는 이탈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40년대 이탈리

아에서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Marcantonio Raimondi)가 라파엘(Raphael)의 디자

인 등을 플레이트에 복제하였고, 바비에로 데 카로치(Baviero de Carocci)가 이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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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흐의 회화를 바탕으로 재생산된 판화는 주로 출판가에 의해 그 구성과 

용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81  당시 네덜란드 판화업체는 주로 

출판가가 디자이너나 판화가 등을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출판가가 판화의 주제나 매체(media) 등을 결정했다. 테르 보르흐의 회화를 

바탕으로 재생산된 판화는 회화에서 세밀하게 묘사된 주요 소품이나 

인물들이 생략되는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1650년대 제작된 한 판화에서는 

배경의 주요 소품이었던 천장의 촛대가 생략되었다(도32). 목격자들 역시 

대부분 그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테르 보르흐로 보이는 인물이 서있지만 

회화에서와 같이 관람자를 향하고 있지 않다. 1660년대에 더 데커르(J. de 

Decker)라는 출판가에 의해 제작된 판화는 배경과 인물들의 디테일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었다(도33). 그러나 이 판화 역시 테르 

보르흐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역사에 관한 

                                                                                                               

화로 출판하였다. 그리고 1550년대에 남네덜란드 안트베르펜에 주요 판화 출판 업

체가 등장했다. 이후 16세기까지 안트베르펜은 유럽의 판화 시장의 중심지가 되었

다. 따라서 히에로니무스 코크(Hieronymus Cock)나 필립스 할러(Philips Galle)와 

같은 플랜더스의 판화 출판가들이 17세기 북네덜란드의 판화 시장에 큰 영향을 끼

쳤다. 또한 헨드릭 홀치위스(Hendrick Goltzius)와 자크 더 헤인(Jacques de Gheyn 

II)이 17세기 북네덜란드 판화 시장의 초기 모델이 되었다. 17세기 중반 암스테르담

은 이러한 전통과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판화 시장의 중심지가 되었다. 17세기 네

덜란드 판화의 발전 양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Ann Diels, The Shadow of 
Rubens: Print Publishing in 17th-Century Antwerp: Prints by the History Painters 
Abraham van Diepenbeeck, Cornelis Schut and Erasmus Quellinus II(London: 

Harvey miller publishers, 2009), 11-19; Nadine M. Orenstein, “Marketing Prints to 

the Dutch Republic: Novelty and the Print Publisher,” Journal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Studies, 28 (1998): 141~165 참조. 
81 출판가는 디자이너와 판화가 등을 포함한 판화 출판과 연관된 작업자들의 임무를 

연결, 관리하였으며 자금관리와 판매도 담당했다. Orenstein, “Business of Print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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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년의 삽화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이 최소한으로 

단순화된 도상으로 포함되었다(도34). 이 단순화된 도상은 전체 이미지 중 

일부로 삽입되어 뮌스터 조약을 상징하는 기호로 기능하고 있다(도35).  

그러나 테르 보르흐의 의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회화 제작 직후 

제작된 요나스 사위 데르후프(Jonas Suyderhoef, c1613-1686)의 

판화이다(도36). 이 판화는 그 어떤 생략도 없이 회화와 동일한 구성과 

세밀한 디테일로 제작되었다. 이 판화는 테르 보르흐의 기획 하에 그의 

직접적인 주문과 철저한 감독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이어질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즉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제작에 있어서 

원본(original) 회화의 화가이자 판화의 디자이너, 그리고 판화 제작을 

감독하는 출판가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테르 보르흐가 그리고, 사위 

데르후프가 새긴(Geraert ter Burch pinxit./ Jonas Suyderhoef sculpsit.)”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판화를 통해 이 작품이 제작된 의도를 

구체적으로 추정해보겠다.82

                                            
82  사위 데르후프의 판화 하단에 “ 테르 보르흐가 그리고, 사위 데르후프가 새김

(Geraert ter Burch pinxit./ Jonas Suyderhoef sculpsit.)” 이라는 각인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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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화: “테르 보르흐가 그리고 사위 데르후프가 새김” 

 

 앞 장에서 기록화적인 성격으로 제작된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회화가 판화 제작을 위한 디자인으로 그려졌음을 언급했다. 본 장에서는 

테르 보르흐가 회화를 팸플릿 형태의 판화로 발행하여 유포함으로써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화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음을 주장하겠다. 이 과정에서 먼저 네덜란드에서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다양하게 발행된 팸플릿을 살펴보겠다. 이는 테르 보르흐가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가 판화로 제작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 팸플릿의 매체적 특성과 뮌스터 조약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긍정적 인식을 전략으로 한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판화 

작품이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테르 보르흐의 명성과 입지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추론해보겠다. 

 

1. 뮌스터 조약 팸플릿의 기능 

 

테르 보르흐는 Ⅲ장에서 설명했듯이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에 

팔릴 수 없는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회화 자체는 자신이 소유하고자 

했다. 이는 테르 보르흐가 회화의 소유를 통해 스스로 뮌스터 조약 체결 

현장에 참여한 것을 기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처음부터 이 그림이 판화 제작을 위한 모델로로 기획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작품과 테르 보르흐의 뮌스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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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활동과의 연관성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이 작품을 판화로 제작하여 

네덜란드에 유포했다는 사실이다.  

테르 보르흐는 회화 제작을 마친 후, 판화가 요나스 사위 데르후프(Jonas 

Suyderhoef, c1613-1686)에게 판화 제작을 요청했다. 사위 데르후프는 

하를럼 출신의 판화가로 당시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

1640), 반 다이크, 렘브란트, 할스, 헤라흐트 혼트호르스트(Gerard van 

Honthorst, 1590-1656) 등 당대 유명화가들의 판화제작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83  1648년 7월 9일 교황 대사였던 파비오 키지가 뮌스터에서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회화를 본 기록이 남아있다.84 따라서 테르 

보르흐는 많은 수의 실물을 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8주의 기간에 회화 

제작을 마친 후 곧바로 판화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테르 보르흐는 판화 제작을 위해 일반적인 판화의 모델로(modello)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세밀하게 마무리된 회화를 제공했다. 따라서 사위 

데르후프는 77명의 등장인물들의 모습과 소품, 배경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회화와 동일하게 구현했다. 판화의 크기 역시 회화와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오직 회화 왼쪽 벽면의 현판에 위치했던 테르 보르흐의 서명이 뮌스터 

조약의 모토였던 “평화가 모든 것 중 최고입니다(PAX OPTIMA RERUM)” 

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판화 하단에는 “테르 보르흐가 그리고, 사위 

데르후프가 새김”이라는 서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라틴어 문구가 

삽입되었다. 

                                            
83  Wussin Johann, Jonas Suyderhoef, Son Œuvre Gravé, Classé et Décrit, 

(Bruxelles: Impr. de Labroue et Mertens, 1862), 13-14. 
84 Kettering, Treaty of Munster,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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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조약문서의 상호교환 이후 영원한 평화의 서약에 

비준한 스페인 필립 4세의 전권대사와 네덜란드 연합의 

전권대사의 엄숙한 의식을 보여주는 정확한 초상이다. 

베스트펠리아 뮌스터 시청에서 1648년 5월 15일 거행되다(ICON 

EXACTISSIMA, QUA AD VIVUM EXPRIMITUR SOLENNIS 

CONVETUS LEGATORUM PLENIPOTENTARIORUM 

HISPANIARUM REGIS PHILIPPI Ⅳ. ET ORDINUM/ 

GENERALIUM FAEDERATI BELGII, QUI PACEM 

PERPETUAM PAULLO ANTE SANCITAM, EXTRADITIS 

UTRINQUE INSTRUMENTIS, IUTAMENTO 

CONFITMARUNT,/ MONASTERII WESTPHALORU IN 

DOMO SENATORIA. ANNO MDCXLVIII. IDIBUS MAII.)”85 

 

테르 보르흐의 판화는 그림과 더불어 글이 혼합된 형태로 ‘뮌스터 

조약’이라는 동시대의 정치·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테르 

보르흐의 판화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활발하게 발행된 팸플릿(pamphlet)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86 17세기 초부터 네덜란드의 출판업자들은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종교, 정치, 경제적 이슈를 그림과 글이 혼합된 팸플릿 

                                            
85 Kettering, Treaty of Munster, 54, Exhibited Work. 17의 영문번역 참조, 밑줄 강

조는 필자. 
86 뮌스터와 오스나브뤼크에서 1998년에 개최된 《1648, 유럽의 전쟁과 평화》전시

도록에서도 테르 보르흐의 동판화는 팸플릿과 함께 분류되어 수록되었다.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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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제작하여 유통하였다. 87  이러한 팸플릿은 17세기 초반에는 

칼빈주의 논쟁과 같은 신학적이거나 역사적인 내용을 다뤘고, 점차 정치, 

경제적인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88  네덜란드에서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발행된 팸플릿은 사실적인 보도나 알레고리 형식 혹은 이 둘이 혼합된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의 판화와 유사한 

시기에 발행된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한 팸플릿과 판화들을 검토해보고, 

이들이 네덜란드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암스테르담의 판화 출판가 롬바르트 판 데르 후이어(Rombout van der 

Hoeye, c1622-1671)가 발행한 <뮌스터 조약(The Treaty of Munster)>은 

테르 보르흐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뮌스터 조약 체결이 일어난 1648년 5월 

15일을 다루고 있다(도37). 89  팸플릿 속 이미지는 조약 체결 당일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의 과정을 마치 글처럼 서술하는 방식으로 그려졌다. 중앙의 

큰 이미지를 여섯 개의 작은 이미지가 둘러싸고 있는 구성으로, 그림 
                                            
87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팸플릿을 “푸른 작은 책자(little blue books)”라 칭하

였다. 팸플릿은 오늘날의 신문과 유사한 기능과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 발행될 때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뤘다. 17세기 네덜란드 공화국 사람들에게 팸

플릿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작용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크레이그 할

라인의 저서나 A. 아그네스 스넬러의 글에서 다루고 있다. 할라인과 스넬러의 논의

는 팸플릿에 수록된 ‘글’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림에 대한 논의는 자세하게 다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팸플릿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Craig E. Harline, Pamphlets, Printing, and Political Culture in the Early 

Dutch Republic (Kluwer Academic Pub, 2007), ix-x, 1-5; A. Agnes Sneller, 

“Seventeenth-Century Dutch Pamphlets as a Source of Political Information,”in 

From Revolt to Riches: Culture and History of the Low Countries, 1500–1700, ed. 

Theo Hermans and Reinier Salverda (London, UCL Press, 2017), 199-200. 
88 Harline, Pamphlets, Printing, 6-11. 
89 Kettering, Treaty of Munster, 39. 



 

 47 

중앙에는 각국 대표단이 문서를 교환하는 장면이 묘사되어있다. 페르냔다 

백작과 앙투안 브룅이 오른쪽에 마주보며 서있고, 십자가 등이 놓여진 

테이블에 네덜란드 대표단이 앉아있다. 그러나 실제 의식에서 두 주의 

네덜란드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한 것과 달리 그림에는 모든 네덜란드 

대사들이 묘사되어있으며, 모든 대사들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다. 90  그림 

왼쪽에는 상단부터 네덜란드 대사의 도착, 페르냔다의 수행원의 도착, 

네덜란드 대표단의 비준에 대한 서약의 장면이, 오른쪽에는 의식 후 

포옹하는 대사들, 뮌스터 시청 광장의 모습, 축하 사격 장면이 그려져 있다.  

당시 서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두 명의 네덜란드 연합주의 대사가 중앙의 

그림에 포함된 것은 이 팸플릿이 전쟁을 지속하기 원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자들에 반하여, 네덜란드 연합주의 통합을 강조하는 암스테르담의 

중심으로 한 친평화적 성향의 정치적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91 

팸플릿 하단에는 네덜란드 어로 네덜란드가 독립을 위해 치른 전쟁의 

공포에 대해 설명하고, 평화에 대한 축복과 이를 위한 연합주의 화합을 

경하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의도를 더욱 부각시킨다.   

휘호 알라르트(Hugo Allard)에 의해 발행된 팸플릿 역시 이와 유사한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도38). 92  그림의 중앙에는 테이블 주위에서 뮌스터 

평화조약을 맹세하는 장면이 묘사되었고, 대표단 위로는 올리브 화환을 

마주잡은 천사들이 오렌지 가문과 스페인 필립 4세, 그리고 7개 연합주의 

                                            
90 Kettering, Treaty of Munster, 40. 
91 Kettering, Treaty of Munster, 40. 
92  작품에 대한 설명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홈페이지 작품설명 참조

(Rijksmuseum, Amsterdam, inv. No. RP-P-OB-6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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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들고 있다. 주변부에는 대사들의 뮌스터 시청 도착, 협상의 과정, 

평화 발표의 모습 등이 묘사되었다. 하단에는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로 이와 같은 과정이 설명되었으며, 그 옆에는 대표단의 이름이 

각인되었다.  

암스테르담 출신의 판화가 살로몬 사베리(Salomon Savery, 1594-1683)는 

<뮌스터 조약의 알레고리(Allegory of the Peace of Munster)> (1648)을 

제작했다(도39). 93  이 판화는 1620년대 후반에 제작된 다비트 

핑크본스(David Vinckboons, 1576-1632)의 <프레데릭 핸드릭의 헤이그로의 

승리의 입성(The Triumphal Entry of Frederik Hendrik of the Orange into 

The Hague)>을 수정하여 제작된 것이다(도40). 프레데릭 핸드릭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칭송하기 위한 헤이그로의 행진을 묘사한 이 작품은, 

사베리에 의해 1648년 뮌스터 조약 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그림에는 마차에 앉아 있는 팍스가 자유의 모자를 들고, 

포르투나(Fortuna) 여신이 풍요의 뿔을 늘어뜨리고 있는 승리의 대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승리의 대문에는 “네 성안에 평화가, 네 궁전 안에 

풍요가 있으리라(Vrede zy binen uwe Veften En overvloet in uwe paleife)” 

(Psalm 122:7)는 구절이 새겨져 있으며, 네덜란드 특유의 복장을 한 

연합주들(states)이 이 행렬을 이끌고 있다. 하늘의 천사들은 “제일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Eere zy god in den hooghsten, 

Vrede op aerden en den Menschen die van goeden wille zyn)” (Luke 2:14)를 

합창하고 있다. 그림에서 팍스가 자리한 자리는 원래 핑크본스의 그림에서 

프레데릭 핸드릭이 앉아있던 자리였다. 그러나 그림에 삽입된 구절들과 

                                            
93 작품에 대한 설명은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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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을 이끌고 있는 연합주들에 의해 ‘승리’에 대한 칭송은 ‘평화’에 대한 

경배로 수정되었다. 그림의 아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승리보다 단 하나의 

평화가 더 나은 것입니다(PAX UNA TRIUMPHIS INNUMERIS 

POTIOR).”라는 라틴어 문구가 삽입되었다.  

헨드릭 포컨(Hendrick Focken)에 의해 암스테르담에서 발행된 <뮌스터 

전경(Panorama van Münster)> (c1648-53)은 뮌스터의 전망을 그리고 

있다(도41). 94  전경에는 마차, 수녀, 농부 등이 묘사되어 있다. 그림의 아래 

부분에는 네덜란드어, 라틴어, 프랑스어로 그림에 등장하는 교회와 수도원의 

명칭과 설명이 쓰여져 있다. 암스테르담의 출판가 당커르 당크르츠(Dancker 

Danckerts)가 발행한 뮌스터 전경을 다룬 팸플릿 역시 이와 거의 유사하게 

제작되었다(도42). 이러한 팸플릿들은 뮌스터 조약이 체결된 도시에 대한 

네덜란드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 시켜주었을 것이다.  

피터르 놀퍼(Pieter Nolpe)에 의해 암스테르담에서 발행된 팸플릿에는 

암스테르담 담광장에서 1648년 6월 5일 뮌스터 조약을 기념하여 열린 

연극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도43). 95  이 연극은 암스테르담 시의회에서 

기획하였고 극작가이자 역사가였던 사뮐 코스터르(Samuel Coster), 헤라르트 

브란트(Gerard Brandt the Younger), 얀 포스에 의해 연출되었다.96 팸플릿에 

묘사된 세 가지 장면은 바타비아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를 보여준다. 

브란트와 같은 17세기 네덜란드 역사가들은 고대의 바타비아인에게서 

                                            
94 뮌스터 전경을 다룬 판화에 대한 설명은 작품에 대한 설명은 암스테르담 국립미

술관 홈페이지 작품설명 참조(Rijksmuseum, Amsterdam(inv. No. RP-P-1893-A-

17994, RP-P-BI-6814, 18). 
95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236. 
96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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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합헌적이고, 문화적인 기원을 찾고자 했다. 97   따라서 이들은 

바타비아인들의 덕목이었던 용기와 자유에 대한 열망을 찬미하였으며 이를 

독립전쟁의 기간 동안 스페인의 압제를 견딘 네덜란드의 국가적 성격과 

연결시켰다.98 팸플릿에 수록된 이러한 연극의 내용은 뮌스터 조약과 관련된 

문헌에 자주 인용되었다. <뮌스터 조약을 기념하는 보르머르(Wormer)의 

축제 행렬> (1649) 팸플릿은 연극 팸플릿에 수록된 글을 포함한 열여덟 

개의 글과 다섯 줄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도44). 99  그림의 다섯 줄 중 

중간의 세 줄은 홀란트의 작은 도시였던 보르머르에서 뮌스터 조약을 

축하하는 행렬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맨 윗줄과 아랫줄은 보르머르의 

역사와 미래를 간단한 개요와 함께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뮌스터 조약 체결 시기에 제작된 다양한 팸플릿과 판화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역사적 사건의 일정, 인물, 지역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뮌스터 조약과 관련된 

정보를 기대하는 네덜란드 공화국 사람들의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발행 주체의 정치·사회적 의도를 전했다.  

                                            
97  Charles H. Parker, “To the Attentive, Nonpartisan Reader: The Appeal to 

History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Religious Disputes of the Seventeenth-Century 

Netherlands,”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28 (1997): 60-61.  
98 Parker, “Attentive, Nonpartisan Reader,” 60-61. 
99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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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르 보르흐의 전략: 화가의 명성과 작품의 가치 

 

테르 보르흐의 판화 역시 앞에서 설명한 팸플릿들과 함께 1649년, 늦어도 

1650년 초부터 네덜란드에 유통되었다. 100 작품의 정확한 판매량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심부에서 벗어난 캄펜(Kampen)에서 1650년 12월 한달 동안 

23개의 작품이 판매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101 그러나 하를럼에서의 사위 

데르후프의 명성과 캄펜에서의 비교적 늦은 시점의 판매량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암스테르담이나 하를럼에서의 판매량과 인지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후 테르 보르흐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모방작들이 

암스테르담을 포함한 주요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회화를 판화로 제작하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 

테르 보르흐는 일찍부터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화가로 성공해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리고 뮌스터에서의 활동, 

특히 화가로서 유일하게 뮌스터 조약 체결 의식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테르 

보르흐의 앞으로의 이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테르 보르흐가 뮌스터에서 교류한 인물들은 평화조약 체결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던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네덜란드 주요도시의 정치·경제적 

지도자였다. 이들은 또한 네덜란드의 미술시장의 부유한 콜렉터이자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테르 보르흐는 네덜란드 

                                            
100 Kettering, Treaty of Munster, 39. 
101 Kettering, Treaty of Munster,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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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뿐만 아니라 스페인측 최고 대사였던 페르냔다 수행원으로도 활동했다. 

테르 보르흐의 이러한 뮌스터에서의 경력과 그가 이들과 함께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의 자리에 동행했다는 사실은 화가로서 매우 명예로운 

일이었다. 

네덜란드에서도 뮌스터 조약은 오랜 동안의 전쟁의 종식과 공식적인 신생 

공화국의 독립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화국 시민들은 이에 대해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암스테르담은 같은 해 건립을 

시작한 암스테르담 시청에 뮌스터 조약을 기념하여 ‘평화의 기념물(Peace 

Temple)’이라는 상징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기념 

메달과 주화가 발행되었다. 102  뮌스터 조약에 참여한 대사들의 초상화가 

판화집으로 제작되어 유포되었으며 관련 소식들 역시 팸플릿을 통해 

알려졌다.103  

이러한 환경에서 테르 보르흐가 팸플릿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가진 판화를 

제작하여 유통시킨 것은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자신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당시 판화를 포함한 팸플릿은 주로 작가가 아닌 

출판가가 주체가 되어 발행되었다. 출판가에 의해 발행된 팸플릿은 당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했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되었다. 따라서 팸플릿은 발행주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담으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104 이러한 팸플릿은 

                                            
102 Bussmann and Schilling, War and Peace, 227. 
103  특히, 판 휠러가 제작된 초상화는 안트베르펜에서 동판화 모음집으로 재생산되

었다. 1648년 55명의 초상화가 포함된 『Celeberrimi ad Pacificandum Christiani』

이 처음 출판된 후, 대사들의 초상화가 추가되며 지속적으로 재출판되었다. 
104 Harline, Pamphlets, Printing,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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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스터 조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1648년 그 

발행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105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은 회화에서 판화로 제작되면서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팸플릿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게 된다. 테르 

보르흐의 그림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적 행위와 참여 인물들의 

모습을 제공하였다. 또한 화가의 자화상을 통해 테르 보르흐의 자부심과 

명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과 함께 “정확한 초상”임을 강조한 그림 

하단의 라틴어 각주는 테르 보르흐가 이 의식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테르 보르흐에 의해 묘사된 배경과 인물에 대한 

객관성을 강조한다. 

또한 테르 보르흐는 일찍이 판 푸르스트와 반다이크와의 경험을 통해 

판화 유통의 이점을 습득했다. 따라서 출판가가 주체가 되어 주로 무명의 

판화가에게 발행되었던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한 팸플릿과 달리, 테르 

보르흐는 판화를 회화와 같은 디테일로 제작하기 위해 최상의 모델로를 

제공했다. 대부분의 팸플릿의 모델로가 스케치 또는 습작이었지만, 테르 

보르흐는 자신의 완성된 회화 자체를 판화의 모델로로 제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그는 오랜 협상 기간 동안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던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동시에 자화상을 통해 

자신 역시 회자될 수 있기를 원했을 것이다.  

                                            
105 Clazina Dingemanse and Rutger de Graaf, “Dutch Literary Journalism: From 

Pamphlet to Newspaper (ca. 1600–1900), ”  in Literary Journalism across the 

Globe: Journalistic Traditions and Transnational Influences, ed. John S. Bak and Bill 

Reynolds (Bost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11),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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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판화의 제작을 통해 테르 보르흐가 얻고자 했던 것은 ‘명성’이었다. 

그리고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화가의 명성은 작품의 가격과 

수요층에 직결되었다. 17~8세기 네덜란드의 철학가 베르나르드 

맨더빌(Bernard Mandeville, 1670-1733)은 그의 저서 『꿀벌의 우화(Fable 

of the Bees)』(1705) 에서 화가의 명성은 그림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밝혔다. 106  당시 고가의 회화를 구매했던 엘리트 계층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술 

애호가(liefhebber)’로서 열정적인 콜렉터이자 그림의 감정에도 참여하는 

학식과 예술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계층이었다. 107 이러한 17세기 네덜란드 

관람자들이 주요 콜렉션에서 그림의 감정에 참여하는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방식에는 그림의 양식에 대한 품평뿐만 아니라 화가에 대한 ‘명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다. 108  화가에 대한 명성은 

기본적으로 화가의 기술과 그림의 질을 바탕으로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 

역시 영향을 미쳤다.109 

테르 보르흐가 뮌스터로 이주한 1640년대 중후반의 시점은 30대에 

접어든 화가에게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였다.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시장은 

                                            
106 Ho, “Dutch Genre Painting,” 48; Bernard Mandeville, The fable of the bees: or, 

private vices, publick benefits. Second ed. (London: Edmund Parker, 1723), 374. 
107 Lara Yeager-Crasselt, “Knowledge and Practice Pictured in the Artist’s Studio: 

The ‘Art Lover’ in the Seventeenth-Century Netherlands,” De Zeventiende Eeuw: 

Cultuur in de Nederlanden in Interdisciplinair Perspectief 32(2007): 186. 
108 Ho, “Dutch Genre Painting,”48. 
109 Ho, “Dutch Genre Painting,”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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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경쟁적이었다.110 전통적인 고객이었던 교회, 궁정, 귀족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네덜란드 화가의 주요 수요층은 중산계층의 시민 

계급(burgher)이었다. 화가들은 대가가 되기까지 끊임없는 수요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엘리트 계층은 화가의 성공을 보장하는 누구보다 확실한 

고객이었다. 뮌스터에서 활동하기 이전부터 테르 보르흐의 초상화 고객은 

엘리트 계층이었지만, 뮌스터 시기 이전까지는 비교적 많은 수의 작품을 

제작하지 못했다. 또한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에서 네덜란드로 돌아온 

16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장르화 시장에도 진출했다. 따라서 그는 뮌스터 

조약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명성’을 활용하여 엘리트 계층의 수요를 

향상시키고, 더 높은 가격에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장르화 판매에 있어서도 더욱 확대된 수요층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에 당시 평화 

협상에 긍정적이었던 네덜란드 중심부 엘리트들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110  17세기 네덜란드의 회화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네덜란드에서 1600-

1619년 사이 화가의 수가 4배 증가했고, 1619-1639년에 다시 2배 증가했다. 그리

고 이후 20년 동안에도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화가 수의 증가와 함께 17-

18세기 사이에 500만-1,000만개의 작품이 생산되었다. 이중 최소 절반이 17세기에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일반적인 미술시장에서 미술작품은 하나

의 상품으로 거래되었다.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가정의 재고목록에서 10길더 미만

의 다수의 회화 작품들이 흔히 발견된다.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생산된 그림의 생

산량과 수요량, 가격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연구는 Maarten Prak, “Guilds and the 

Development of the Art Market during the Dutch Golden Age, ”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2003)의 서론과 Neil De Marchi and 

Hans Van Miegroet, “Art, Value, and Market Practices in the Netherlands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Art Bulletin, 76(1994): 4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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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표현했다. 당시 12년간의 휴전기간 동안 네덜란드에서 

가톨릭의 정치적 지배권은 모두 사라졌으며 111  칼빈주의 엘리트 계층이 

네덜란드 사회를 지배했다. 112  그러나 칼빈주의 엘리트 계층은 

항론파(Remonstrants)와 반항론파(Counter-Remonstrants)로 대립하고 

있었다. 113  항론파들은 종교에 관용적이었던 온건주의자들이었다. 

온건주의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운영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가톨릭 스페인과의 전쟁의 종결을 원했다. 그러나 반항론파는 국가는 

‘믿음’에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종교를 강하게 반대했다. 따라서 

반항론파는 가톨릭 스페인과의 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했다. 당시 오렌지 

왕가의 마우리츠 총독은 반항론파에 합류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을 기반으로 

                                            
111 엘리트 계층은 반드시 칼빈주의 개혁 교회의 일원이어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중 도시 의회의 투표권을 갖는 고위관료인 레헨트 계급은 도르트 회의에서 개

혁 교회가 공적 교회로 선포된 후 반드시 공적교회의 일원이어야 했다. 
112 Jan Burgers and Helene Reid, The Lute in the Dutch Golden Age: Musical 

Culture in the Netherlands Ca. 1580-1670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40. 
113  이러한 대립은 개혁 교회가 설립된 1572년부터 존재했다. 개혁 교회의 신학과 

규율에 있어서 온건한 태도를 취했던 신학자인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는 칼빈주의 신학자 프란시스쿠스 호마루스(Franciscus Gomarus)의 하나

님이 이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예정설(Predestination)”에 대해 반대

하며 정통 칼빈주의파와 분쟁했다. 신학적인 논쟁으로 시작된 두 파의 양극단적인 

논쟁은 점차 정치, 경제적 논쟁으로 확장되었다.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순수한 성체의 공동체의 설립을 위해 개혁 교회의 교리와 자주권을 지키는 것이 필

수적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적 통제에 강하게 저항했다.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개혁 교회의 온건파들은 규율과 교리의 엄격성, 절대적인 예정설에 반대했

다. Charles H. Parker, To the Attentive, Nonpartisan Reader: The Appeal to History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Religious Disputes of the Seventeenth-Century 

Netherlands,"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28 (199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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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홀란트주와 같은 대도시의 정치·경제적 엘리트들은 요한 

올덴바르너벨트(Johan van oldenbarneveldt, 1547-1619)의 지도 하에 

온건주의적인 항론파측에 섰다. 114  17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이러한 대립 

속에서도 홀란트와 제일란트와 같은 대도시의 선박들이 세계무역을 

주도하면서 암스테르담이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종교에 

관용적인 온건주의자였던 이들은 지속적인 세계무역을 위해 평화조약 

체결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결국 평화 조약은 전유럽의 

관심과 함께 성사되었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에 종교적 

관용주의와 국제주의라는 뮌스터 조약의 이념을 자신의 신념으로 표출했다. 

그는 화가로 성공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서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했으며 

그들은 대부분 네덜란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 역시 당대의 주류 경향을 이해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누구보다 잘 통찰할 수 있었다. 그가 

그림에 표현한 이러한 뮌스터 조약의 정체성은 결국 앞에서 설명한 그의 

주고객, 네덜란드 대도시 엘리트 집단의 성향이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시장과 관련된 테르 보르흐에 대한 기록은 실제로 

그가 뮌스터 시기 이후 암스테르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네덜란드 최상위 엘리트 계층을 주고객으로 하는 초상화 화가로의 

활동을 이어나가면서도 장르화 역시 성공적으로 판매했다. 먼저 초상화 

제작에 있어서 뮌스터에서 네덜란드로 돌아온 직후인 1650년대에는 주로 

                                            
114 Burgers and Reid, Lute in the Dutch Golden Ag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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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 보르흐의 정착지였던 데벤테르의 정치적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데벤테르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이들은 그룹초상화 주문을 위해 

약 1,500길더 이상의 돈을 지불할 정도로 부유한 인물들이었다.115 166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 암스테르담의 시장(burgomaster) 니콜라 판크라스(Nicolae 

Pancras, 1622-1678)나 더 흐라프(De Graeff) 가문 등 네덜란드의 최상위 

엘리트 계층과 빌럼 3세의 초상화 제작하는 등 초상화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도45-46).116   

16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한 장르화에 대한 기록 역시 

테르 보르흐의 네덜란드 대도시에서의 활발했던 활동을 나타낸다.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거래된 작품목록(inventory)을 정리한 몬티아스 데이터 

베이스(The Montias Database)는 1647년부터 1678년의 6개의 목록에서 

테르 보르흐의 여덟 작품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117  그리고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아트 딜러이자 고가의 작품을 취급했던 요하네스 

레니알머(Johannes Renialme, 1600-1657)의 1657년 사망 후 재고 

                                            
115  테르 보르흐는 데벤테르 레헨트의 그룹초상화를 1,575길더에 주문 받았다. 

Kettering, Treaty of Munster, 50; 1650년대에 1,000길더는 소박한 집 한 채를 구입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다. Ho, “Dutch Genre Painting,”58.  
116 빌럼 3세의 첫 번째 초상화는 뮌스터와 코로냐의 침범기에 소실되었다. 두 번째 

초상화 역시 헤이그에서 완성되었으나 소실되었다. Wheelock, “Artistic 

Development," 16. 
117 몬티아스 데이터 베이스는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시장과 작품거래에 대해 연구한 

경제학자 존 미카엘 몬티아스(John Michael Montias)가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공

증된 1,280개의 자산목록과 경매목록 등을 정리한 것이다. 몬티아스 데이터 베이스

는 프릭 컬렉션(The Frick collection) 홈페이지에서 그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테르 

보르흐와 관련된 17, 18세기 문서 기록은 안젤라 카 얀 호의 박사논문을 참고하였

다. Ho, “Dutch Genre Painting,”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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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도 테르 보르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18  또한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헤이그, 레이든, 로테르담에서의 작품거래 목록인 헤라르트 

훗(Gerard Hoet)과 피터르 테르베스턴(Pieter Terwesten)의 카타로그에서도 

그의 이름이 87번 언급된다. 119  그의 장르화의 가격은 일반적으로는 

암스테르담에서 거래되었던 작품들의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매우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기도 했다.120  

테르 보르흐의 전기와 동시대의 기록 역시 테르 보르흐의 명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헤시나 테르 보르흐(Gesina ter 

Borch, 1633-1690)가 작성한 테르 보르흐의 비문은 그의 마드리드 궁정과 

뮌스터에서의 활동을 강조하며 그의 높은 명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121 

그리고 1670년대의 토스카나의 대공 코시모 3세 데 메디치(the Grand Duke 

Cosimo III de’ Medici of Tuscany, 1642-1723)는 피렌체의 ‘예술가의 

                                            
118 Ho, “Dutch Genre Painting,” 119. 
119 Ho, “Dutch Genre Painting,” 119.; Gerard Hoet, Catalogus of Naamlyst van 

Schilderyen, met Derzelver Pryzen, 2 vols (The Hague, 1752); Pieter Terwesten, 

Catalogus of Naamlyst van Schilderyen, met Derzelver Pryzen. Vol. 3 (The Hague, 

1770) 
120 모니타스의 목록에서는 “군인”과 “양치기”로 지칭된 그의 작품이 각각 60길더와 

120길더로 거래되었다. 훗과 테르베스턴의 기록에서는 54개의 작품은 100길더 미

만, 17개의 작품은 100-199길더 미만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1765년의 한 콜렉션에

서는 테르 보르흐의 장르화가 990길더로 평가되었다. 테르 보르흐의 초상화와 비교

했을 때 데이터 베이스에서 나타나는 장르화의 평균적인 가격은 비교적 낮은 편이

다. 이는 테르 보르흐의 장르화가 다양한 품질로 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부유한 고객이 아주 높은 가격의 장르화만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테르 보르

흐의 작품을 취급했던 아트딜러와 콜렉션의 명성 등을 고려했을 때 테르 보르흐의 

주고객은 네덜란드 엘리트 계층이었다. Ho, “Dutch Genre Painting,” 118-119. 
121 Ho, “Dutch Genre Painting,”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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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를 장식할 화가들의 자화상 중 하나로 테르 보르흐의 자화상을 

구매하였다. 122  코시모 3세의 암스테르담 아트 딜러였던 조아키노 

구아스코니(Gioachino Guasconi)는 코시모 3세가 네덜란드의 유명화가인 

게리 도우와 프란스 판 미에리스와 함께 테르 보르흐의 자화상을 

구매하고자 했음을 기록했다. 123  구아스코니는 테르 보르흐의 작은 규모의 

자화상을 250플로린(florins)에 거래했으며, 이후 코시모 3세는 테르 

보르흐에게 이전보다 큰 규모의 작품을 의뢰했다. 이 의뢰에 테르 보르흐는 

작품을 완성하는데 네 달의 기간이 필요하며, 그림의 가격으로 

1000플로린을 요구했다. 구아스코니는 630플로린을 제안했으나 테르 

보르흐의 거절로 작품의 주문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뮌스터 시기 이후 테르 보르흐는 화가로서도 카스파르 

네츠허르(Caspar Netscher, 1639-1684)와 같은 제자를 양성하며 대가의 

위치에 올라섰다.124 그리고 1666년에는 데벤테르 시의회 고문으로 임명되며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정치적 엘리트의 반열에 올랐다. 125 1668년경 테르 

보르흐의 자화상에서 그는 자신의 고객이었던 정치적 엘리트와 동일한 

                                            
122 Wheelock, “Artistic Development," 16.  
123  코시모가 네덜란드에서 작품을 구매하고자 했던 상황은 구아스코니와 코시모의 

피렌체 비서였던 아폴로니오 바세티 (Apollonio Bassetti)와의 1676년 5월부터 11월

까지의 서신에 기록되어 있다. 이중 테르 보르흐와의 거래에 대한 기록은 8월 14일

과 11월 27일의 서신에 집중되어 있다. Ho, “Dutch Genre Painting,” 120. 
124 Franits, Genre Painting, 107. 
125 테르 보르흐는 그는 1654년 데벤테르 출신의 레헨트 가문 미망인이었던 헤이르

트라위트 마티스(Geertruid Matthys)와의 결혼 후 데벤테르에 정착했다. 이후 대략 

12년이 지난 시점인 1666년에 데벤테르 시의회의 8명의 권위자 중의 한 명인 시의

회 고문(Gemeensman)으로 임명되어 이 지위를 생전까지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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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하고 있다(도47).126 자신의 일생에서 최상의 지위에 오른 후 제작된 

이 자화상은 테르 보르흐가 화가라는 직업을 통해 추구했던 가치와 뮌스터 

시기 이후 쌓은 높은 성취를 보여준다. 

                                            
126 테르 보르흐는 어두운 여백을 배경으로 무릎을 덮은 어두운 망토를 입고, 정교

하게 묘사된 은빛 레이스로 장식된 옷깃을 두르고 서 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의 얼

굴로 화면 밖을 응시하며 리본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고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

다. 이 자세는 그가 데벤테르에서 제작한 전신상의 초상화 인물들의 자세와 같다. 

Alison McNeil Kettering, “Gerard ter Borch's Portraits for the Deventer Elite,”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27(1999): 4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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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을 17세기 네덜란드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하나의 생생한 기록화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회화를 디자인으로 하는 판화를 제작하여 팸플릿이라는 매체의 

형태로 네덜란드에 유통시켰다. 기존의 연구에서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의 의미는 평화, 화합, 관용 등 뮌스터 조약이 갖는 역사적 가치 하에 

밝혀졌다. 작품의 독특한 특성 역시 뮌스터 조약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특수한 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독특한 이력을 쌓으며 성장한 테르 보르흐라는 화가를 

논의에 중심에 두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이 테르 보르흐라는 화가 개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임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의 완성된 회화가 다시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또 다른 형태의 

판화로 제작, 유통되면서 가지게 된 기능에 주목하여 화가의 의도를 

조명하고자 했다. 

테르 보르흐가 뮌스터로 떠나기 직전까지의 경험을 통해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이 제작될 당시 그가 가졌던 신념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 1630-40년대 테르 보르흐의 이력은 특정 종교나 정치적 분파에 구애 

받지 않고, 화가로 성장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도시나 국가를 방문하는 

자유로운 여행으로 점철되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혁을 지속하고 있는 시기였다. 네덜란드는 

엄격한 교리를 설파하는 칼빈주의 개혁 교회를 공적 교회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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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스탄트 국가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은 엘리트 계층이 정부를 조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종교적 관용의 전통과 세속적 가치가 빠르게 성장했다. 

엘리트 계층은 네덜란드 사회의 지배 계층이자 문화 예술의 후원자로서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성공한 화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다. 테르 

보르흐는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통해 이러한 네덜란드의 문화적 환경에 

밀접하게 노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에서 초상화 화가로서 

귀족적 화가의 위상을 갖춘 반 다이크와 판 푸르스트와의 만남과 스페인 

마드리드 궁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초상화라는 장르의 중요성과 국제적인 

활동이 화가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1640년대에 네덜란드 최상위 계층의 초상화 제작에 

집중하면서, 테르 보르흐는 자신의 주고객이었던 엘리트 계층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동조하게 되었다.  

테르 보르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에 자유롭고 독특한 회화적 선택을 감행했다. 그 결과 이 작품은 

동시대에 뮌스터 조약을 배경으로 제작된 회화와 차별성을 갖는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대사의 수행원으로 조약 협상 기간부터 조약 체결의 

순간까지 뮌스터에 거주한 그는 뮌스터에서의 마지막 작품으로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을 주문 받지 않고, 스스로 기획하였다. 동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다루면서도,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주제로 통상적으로 그려졌던 역사화와는 달리 알레고리적 요소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품의 배경 묘사나 소품들까지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세밀하게 묘사하였고, 등장인물들 역시 압도적인 인물 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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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묘사했다.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의 순서로 시간의 틈을 두고 이루어진 각각 다른 맹세의 행위를 

순간의 모습으로 집약했다. 동시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화면의 

절반씩을 배분하여 이를 동등하고, 상호 호혜주의적으로 묘사했다. 또한 

테르 보르흐는 서약 의식의 목격자들 역시 높은 비중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다른 목격자들과 달리 화면 외부의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는 자화상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제작된 회화를 모델로로 하여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된 판화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갖춘 ‘팸플릿’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뮌스터 

조약 체결 시기에 제작된 다양한 팸플릿과 판화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역사적 사건의 일정, 인물, 지역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뮌스터 조약과 관련된 정보를 기대하는 네덜란드 

공화국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발행 주체의 정치·사회적 의도를 

전했다. 

 테르 보르흐의 판화 역시 이러한 팸플릿들과 함께 적어도 1650년 

초부터 네덜란드에 유통되었다. 팸플릿은 당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했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되었다. 따라서 

팸플릿은 발행주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담으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테르 보르흐의 판화 역시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적 행위와 참여 인물들의 모습을 제공하여 뮌스터 

조약 체결 서약 의식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켰고, 자화상을 통해 

테르 보르흐의 화가로서의 자부심과 명성을 표현했다. 그리고 “정확한 

초상”임을 강조한 그림 하단의 각주는 의식에 참여한 테르 보르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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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에 의해 묘사된 배경과 인물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했다. 또한 일찍이 

판 푸르스트와 반다이크와의 경험을 통해 판화 유통의 이점을 습득했던 

테르 보르흐는 일반적으로 출판가가 주체가 되어 무명작가의 스케치 또는 

습작의 모델로를 통해 발행되었던 팸플릿과 달리, 자신의 완성된 회화 

자체를 판화의 모델로로 제공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그는 오랜 협상 

기간 동안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던 뮌스터 조약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동시에 자화상이 포함된 판화를 통해 자신 역시 

회자될 수 있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처럼 테르 보르흐는 판화의 제작과 유통을 통해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화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화가의 명성은 작품가격과 수요층에 직결되었다. 엘리트 

계층의 고객들이 주요 콜렉션에서 그림의 감정에 참여하는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방식에는 그림의 양식에 대한 품평뿐만 아니라 화가의 명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다. 화가에 대한 명성은 기본적으로 

화가의 기술과 그림의 질을 바탕으로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명성’을 

활용하여 엘리트 계층의 수요를 향상시키고, 더 높은 가격에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테르 보르흐는 16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장르화 판매에 있어서도 더욱 확대된 수요층을 필요로 했다.  

테르 보르흐는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에 당시 평화 협상에 

긍정적이었던 암스테르담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관용에 긍정적이었던 자신의 신념을 표출했다. 그가 

그림에 표현한 이러한 정체성은 결국 그의 주요 고객인 자본가, 정치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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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엘리트 집단의 신념과 일치되는 것이었다.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시장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와 기록 등도 테르 보르흐가 뮌스터 시기 

이후 네덜란드에서 최상위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 초상화 화가로의 활동을 

이어나가면서도 장르화 역시 성공적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은 종교, 정치, 경제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격변의 시기였던 17세기 네덜란드의 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화가로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테르 보르흐의 삶을 종합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테르 보르흐의 삶은 당시 네덜란드 

화가들이 마주해야 했던 종교와 세속, 그리고 예술과 자본으로 

양면적이었던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시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테르 

보르흐는 종교와 세속,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등 기존의 가치관에서 

이분화된 절대적인 개념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이라는 작품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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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목 록 

 

도1.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1648, 동판에 

유화, 45.4 x 58.5 cm, 내셔널 갤러리(the National Gallery), 런던(London). 

도2. 로버르트 판 푸르스트, <로버르트 판 푸르스트의 초상>, c1630-6, 판화, 

23.9 x 17 cm, 시카고 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시카고(Chicago) 

도3.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필립 4세의 초상>, c1640, 목판, 30x20.4cm, 

개인소장. 

도4.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얀 식스와 부인의 초상>, 1645, 구리에 유화, 

10x8cm, 식스 콜렉션(Collectie Six), 암스테르담(Amsterdam). 

도5.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헤라르트 아브라함스 판데르스할커와 부인의 

초상>, 1644, 패널에 유화, 29.5x23.5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6. <헬레네 판 데르스할커의 초상>, c1648, 패널에 유화, 34x 28.5cm, 네덜

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7. 안셀름 판 휠레, <아우구스트 카르프초우의 초상>, 캔버스에 유화, 58.7

×46.7 cm, 겐트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Ghent).  

도8. 안셀름 판 휠레, <파비오 키지의 초상>, c1646, 캔버스에 유화, 67.5 × 

56.5 cm 베스트팔렌 미술관(Westphalian State Museum of Art and Cultural 

History), 뮌스터 (Münster). 

도9. 바르톨로메우스 판 데르 헬스트, <석궁길드의 뮌스터 조약 축하연회

>1648, 캔버스에 유화, 232x547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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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 막스밀리안 파우얼스, <안트베르펜 대광장의 뮌스터 조약 선포>, 1648, 

캔버스에 유화, 107x169cm, 안트베르펜 왕립 미술관 (Koninklijk Museum 

voor Schone Kunsten), 안트베르펜(Antwerp). 

도11. 에라스뮈스 크벨리뉘스 <여인으로 형상화된 팍스의 알레고리 조각>, 

1648, 패널에 유화, 212x117cm, 플레이스하이스 미술관(Museum Vleeshuis), 

안트베르펜(Antwerp).  

도12. 코리넬리스 베일트, <할를렘 시청 광장의 뮌스터 조약 선포>, 1648, 

캔버스에 유화, 103x147cm, 암스테르담 역사 박물관(Historisch 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13. 아드리안 판 니욀란트, <뮌스터 조약의 알레고리>, 1650, 캔버스에 유

화, 136x105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도14. 야콥 요르단스, <프레데릭 핸드릭의 승리>, c1652, 캔버스에 유화, 

116x126cm, 안트베르펜 왕립 미술관 (Koninklijk Museum voor Schone 

Kunsten), 안트베르펜(Antwerp). 

도15. 테오도르 판 튈던, <성모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브라반트, 헨네가우, 플

랜더스 주>, 캔버스에 유화, c1654, 197x177cm, 비엔나 역사 박물관

(Kunsthistorisches Museum), 비엔나(Vienna).  

도16.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아드리안 파우 판 헤임스테더와 그의 부인의 

초상>, 구리에 유화, 16.3x12.2cm, 프란스할스 미술관(Frans Hals Museum), 

하를럼(Haarlem). 

도17.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헤라르트 판 데르 호르스트 <아드리안 파우의 

뮌스터 입성>, c1646, 캔버스에 유화, 뮌스터 시립미술관(Stadtmuseum), 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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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Münster). 

도18.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아드리안 클란트 판스테뒴의 초상>, c1646-8, 

구리에 유화, 14.x10cm, 그로닝헨 미술관(Groningen Museum), 그로닝헨

(Groningen). 

도19.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호다르트 판레이트의 초상>, c1646, 구리에 

유화, 14.5x11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도20.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카스파르 판 킨스호트의 초상>, c1647-8, 구

리에 유화, 11x8cm, 마우리츠하이스 미술관(Mauritshuis), 헤이그(The 

Hague). 

도21.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엘레아저르 로티우스와 그의 부인의 초상>, 

1646, 구리에 유화, 21.5x15.5cm, 개인소장. 

도22.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카스파르 페르냔다의 초상화>, c1647-8, 구리

에 유화, 10.5x9cm, 보이만스 반 뵈닝겐 미술관(Boymans van Beuningen), 

로테르담(Rotterdam).  

도23.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앙리 드 부르봉-오를레앙 공작의 기마초상>, 

c1646-7, 캔버스에 유화, 49x41cm, 뮌스터 시립미술관(Stadtmuseum), 뮌스

터 (Münster). 

도24. 도1의 확대. 

도25. 뮌스터 시청 중앙홀의 모습(c.1930). 

도26. 도1 확대와 필립 4세의 금장씰이 달린 문서와 문서 보관상자 비교. 

도27. 디에고 벨라스케즈, 브레다의 항복, c1634-5, 캔버스에 유화, 

367x307cm, 프라도 국립미술관(Prado Museum), 마드리드(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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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8. 도1 자화상 부분 확대. 

도29. 도1 현판 서명 부분 확대. 

도30. 시몬 포커(Simon Fokke), <뮌스터 조약>, 1754, 에칭, 18.7x25.5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31. 페트뤼스 프라시스퀴스 흐레이버(Petrus Franciscus Greive), <뮌스터 

조약>, c1853-1861, 종이에 리소그래피, 16x24.2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32. <뮌스터 조약>, c1650-1652, 에칭, 10.2x13.1cm, 네덜란드 국립 미술

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33. J. 더 데커르(J. de Decker), <뮌스터 조약>, c1665-1667, 인그레이빙과 

에칭, 18.4x25.4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도34. <네덜란드 사자와 뮌스터 조약의 알레고리>, 1663, 인그레이빙, 

11.7x7.5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35. 도34의 상단부분 확대. 

도36. 요나스 사위 데르후프,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c. 1649, 인

그레이빙, 46.9x58.8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도37. 롬바르트 판 데르 후이어 출판, <뮌스터 조약>, c.1648, 인그레이빙, 

36x40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38. 휘호 알라르트 출판, <뮌스터 조약>, c.1648, 인그레이빙, 36x40cm, 네

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39. 살로몬 사베리, <뮌스터 조약의 알레고리>, 1648, 인그레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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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x49.1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40. 다비트 핑크본스, <프레데릭 핸드릭의 헤이그로의 승리의 입성>, 

c1629, 종이에 펜, 잉크, 검은 분필, 37.1 x 50.9 cm, 로버트 리먼 컬렉션

(Robert Lehman Collection). 

도41. 피터르 놀페, <뮌스터 전경>, c1648-53, 에칭, 인그레이빙, 

42.2x53.4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도42. 당커르 당크르츠, <뮌스터 전경>, c1648-1666, 에칭, 40x50.8cm, 네덜

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43. 피터르 놀페, <1648년 6월 5일 암스테르담 연극 팸플릿>, 1648, 인그

레이빙, 44.6x57.7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도44. <뮌스터 조약을 기념하는 보르머르의 축제 행렬 팸플릿>, 1649, 에칭,

인그레이빙, 56x95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도45.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야콥 더 흐라프의 초상>, c1670, 패널에 유화, 

45.5x 34.5 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도46.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안드리스 더 흐라프의 초상>, 1673, 캔버스에 

유화, 39.3 x 29 cm, 레이든 콜렉션(Leiden Collection), 레이든(Leiden). 

도47.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자화상>, c1668, 캔버스에 유화, 62.7×

43.7cm, 마우리츠하이스(Mauritshuis), 헤이그(The H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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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1.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1648, 동판에 

유화, 45.4 x 58.5 cm, 내셔널 갤러리(the National Gallery), 런던(London). 

 
도2. 로버르트 판 푸르스트, <로버르트 판 푸르스트의 초상>, c1630-6, 판화, 

23.9 x 17 cm, 시카고 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시카고(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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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필립 4세의 초상>, c1640, 목판, 30x20.4cm, 

개인소장. 

도4.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얀 식스와 부인의 초상>, 1645, 구리에 유화, 

10x8cm, 식스 콜렉션(Collectie Six), 암스테르담(Amsterdam). 

 

 

 

 

 

 

 

 

 

 

 

도5.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헤라르트 아브라함스 판데르스할커와 부인의 

초상>, 1644, 패널에 유화, 29.5x23.5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6. <헬레네 판 데르스할커의 초상>, c1648, 패널에 유화, 34x 28.5cm, 네덜

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W4Na89r3aAhWCpZQKHVLWD3cQjRx6BAgAEAU&url=https://useum.org/artwork/Gerard-Abrahamsz-van-der-Schalcke-1609-67-Haarlem-Cloth-Merchant-Gerard-ter-Borch-II-1644&psig=AOvVaw2OLAzGzE9SlrK75SNPJEug&ust=15239382266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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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 안셀름 판 휠레, <아우구스트 카르프초우의 초상>, 캔버스에 유화, 58.7

×46.7 cm, 겐트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Ghent).   

도8. 안셀름 판 휠레, <파비오 키지의 초상>, c1646, 캔버스에 유화, 67.5 × 

56.5 cm 베스트팔렌 미술관(Westphalian State Museum of Art and Cultural 

History), 뮌스터 (Münster) 

 
 

도9. 바르톨로메우스 판 데르 헬스트, <석궁길드의 뮌스터 조약 축하연회

>1648, 캔버스에 유화, 232x547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d/Anselm_van_Hulle_-_Portrait_of_the_Papal_Nuntius_Fabio_Chig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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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 막스밀리안 파우얼스, <안트베르펜 대광장의 뮌스터 조약 선포>, 1648, 

캔버스에 유화, 107x169cm, 안트베르펜 왕립 미술관 (Koninklijk Museum 

voor Schone Kunsten), 안트베르펜(Antwerp). 

도11. 에라스뮈스 크벨리뉘스 <여인으로 형상화된 팍스의 알레고리 조각>, 

1648, 패널에 유화, 212x117cm, 플레이스하이스 미술관(Museum Vleeshuis), 

안트베르펜(Antwerp).  

 

 
도12. 코리넬리스 베일트, <할를렘 시청 광장의 뮌스터 조약 선포>, 1648, 

캔버스에 유화, 103x147cm, 암스테르담 역사 박물관(Historisch 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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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3. 아드리안 판 니욀란트, <뮌스터 조약의 알레고리>, 1650, 캔버스에 유화, 
136x105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Amsterdam).  
 
 

 

 

 

 

 

 

 

 

도14. 야콥 요르단스, <프레데릭 핸드릭의 승리>, c1652, 캔버스에 유화, 

116x126cm, 안트베르펜 왕립 미술관 (Koninklijk Museum voor Schone 

Kunsten), 안트베르펜(Antwerp). 

도15. 테오도르 판 튈던, <성모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브라반트, 헨네가우, 플

랜더스 주>, 캔버스에 유화, c1654, 197x177cm, 비엔나 역사 박물관

(Kunsthistorisches Museum), 비엔나(Vienn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b/Theodor_van_Thulden_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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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6.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아드리안 파우 판 헤임스테더와 그의 부인의 

초상>, 구리에 유화, 16.3x12.2cm, 프란스할스 미술관(Frans Hals Museum), 

하를럼(Haarlem). 

 

 
 

도17.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헤라르트 판 데르 호르스트 <아드리안 파우의 

뮌스터 입성>, c1646, 캔버스에 유화, 뮌스터 시립미술관(Stadtmuseum), 뮌

스터 (Mü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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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8.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아드리안 클란트 판스테뒴의 초상>, c1646-8, 

구리에 유화, 14.x10cm, 그로닝헨 미술관(Groningen Museum), 그로닝헨

(Groningen). 

도19.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호다르트 판레이트의 초상>, c1646, 구리에 

유화, 14.5x11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도20.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카스파르 판 킨스호트의 초상>, c1647-8, 구

리에 유화, 11x8cm, 마우리츠하이스 미술관(Mauritshuis), 헤이그(The 

Hague). 

 

 
 

도21.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엘레아저르 로티우스와 그의 부인의 초상>, 

1646, 구리에 유화, 21.5x15.5cm,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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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2.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카스파르 페르냔다의 초상화>, c1647-8, 구리

에 유화, 10.5x9cm, 보이만스 반 뵈닝겐 미술관(Boymans van Beuningen), 

로테르담(Rotterdam).  

도23.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앙리 드 부르봉-오를레앙 공작의 기마초상>, 

c1646-7, 캔버스에 유화, 49x41cm, 뮌스터 시립미술관(Stadtmuseum), 뮌스

터 (Münster). 

 

 
 

도24. 도1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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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5. 뮌스터 시청 중앙홀의 모습(c.1930). 

 

 

 

 

 

 

 

 

 

 

 

 

 

도26. 도1 확대와 필립 4세의 금장씰이 달린 문서와 문서 보관상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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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7. 디에고 벨라스케즈, 브레다의 항복, c1634-5, 캔버스에 유화, 

367x307cm, 프라도 국립미술관(Prado Museum), 마드리드(Madrid). 

 

 

 

 

 

 

 

 

 

 

 

 

 

도28. 도1 자화상 부분 확대. 

도29. 도1 현판 서명 부분 확대.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gres&cd=&cad=rja&uact=8&ved=&url=https://en.wikipedia.org/wiki/The_Surrender_of_Breda&psig=AOvVaw3P1VtK0El_OEHswlRKNHb4&ust=1526699979369207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gres&cd=&cad=rja&uact=8&ved=&url=https://en.wikipedia.org/wiki/The_Surrender_of_Breda&psig=AOvVaw3P1VtK0El_OEHswlRKNHb4&ust=152669997936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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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0. 시몬 포커(Simon Fokke), <뮌스터 조약>, 1754, 에칭, 18.7x25.5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31. 페트뤼스 프라시스퀴스 흐레이버(Petrus Franciscus Greive), <뮌스터 

조약>, c1853-1861, 종이에 리소그래피, 16x24.2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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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2. <뮌스터 조약>, c1650-1652, 에칭, 10.2x13.1cm, 네덜란드 국립 미술

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33. J. 더 데커르(J. de Decker), <뮌스터 조약>, c1665-1667, 인그레이빙과 

에칭, 18.4x25.4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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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4. <네덜란드 사자와 뮌스터 조약의 알레고리>, 1663, 인그레이빙, 

11.7x7.5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35. 도34의 상단부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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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6. 요나스 사위 데르후프, <뮌스터 조약 비준에 관한 서약>, c. 1649, 인

그레이빙, 46.9x58.8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도37. 롬바르트 판 데르 후이어 출판, <뮌스터 조약>, c.1648, 인그레이빙, 

36x40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93 

 
도38. 휘호 알라르트 출판, <뮌스터 조약>, c.1648, 인그레이빙, 36x40cm, 네

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39. 살로몬 사베리, <뮌스터 조약의 알레고리>, 1648, 인그레이빙, 

38x49.1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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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0. 다비트 핑크본스, <프레데릭 핸드릭의 헤이그로의 승리의 입성>, 

c1629, 종이에 펜, 잉크, 검은 분필, 37.1 x 50.9 cm, 로버트 리먼 컬렉션

(Robert Lehman Collection). 

 

 

 

 

 

 

 

 

 

 

 

 

 

 

도41. 피터르 놀페, <뮌스터 전경>, c1648-53, 에칭, 인그레이빙, 

42.2x53.4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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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2. 당커르 당크르츠, <뮌스터 전경>, c1648-1666, 에칭, 40x50.8cm, 네덜

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Amsterdam).  
 

 
도43. 피터르 놀페, <1648년 6월 5일 암스테르담 연극 팸플릿>, 1648, 인그

레이빙, 44.6x57.7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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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4. <뮌스터 조약을 기념하는 보르머르의 축제 행렬 팸플릿>, 1649, 에칭,

인그레이빙, 56x95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도45.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야콥 더 흐라프의 초상>, c1670, 패널에 유화, 

45.5x 34.5 cm,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암스테르담

(Amsterdam). 

도46.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안드리스 더 흐라프의 초상>, 1673, 캔버스에 

유화, 39.3 x 29 cm, 레이든 콜렉션(Leiden Collection), 레이든(Le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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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7.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자화상>, c1668, 캔버스에 유화, 62.7×

43.7cm, 마우리츠하이스(Mauritshuis), 헤이그(The H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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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erard ter Borch’s  
The Swearing of the Oath of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Münster, 15 May 1648 
 

Won, Jungyeon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unhyong Michael Shin 
 

Gerard ter Borch the Younger (1617-1681), the seventeenth-century Dutch painter, 

executed The Swearing of the Oath of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Münster, 15 

May 1648 in 1648. After it was completed, Ter Borch asked the Haarlem engraver 

Jonas Suyderhoef (1613-1686) to reproduce it in a print. Suyderhoef’s print after 

Ter Borch’s painting was distributed in the Netherlands in a medium form of 

pamphlet, the most actively issued at the time of the Treaty of Münster.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The Swearing of the Oath of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Münster reproduced into the print. Also, I argue that Ter Borch executed this 

painting to raise his reputation in the Dutch art market and to reinforce his position 

as an artist. This study also explain that as the result, this painting is an important 

work in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painter Ter Borch, who succeeded in the 

cultural milieu of the Netherlands in the 17th century. 

Ter Borch visited Münster as an entourage of Adriaen Pauw van Heemstede 

(1585-1653), one of the two delegates from Holland and West Friesland and a 

vigorous leader of the peace faction. For the two years of negotiation for the Treaty 

of Münster, he painted portraits of Dutch delegates. Later in 1648, as an ent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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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aspar de Bracamonte y Guzmán, 3rd Count of Peñaranda (c1595-1676), the 

top diplomat of Spain, he participated in the ratification ceremony which took 

place at Münster city hall. Based on such experiences, Ter Borch executed The 

Swearing of the Oath of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Münster, 15 May 1648, which 

depicted the climax where the treaty negotiation came to the end and the ceremony 

where he attended. The patron of this painting is unknown, and it would be worked 

on Ter Borch’s own initiative. He depicted the place and people of the oath 

ceremony in details and realistically as if taking a picture. This is a differentiated 

method from history paintings on the treaty of Münster normally produced in the 

Netherlands. He depicted the Protestant Netherlands and Catholic Spain as 

equivalent and mutually reciprocal. Also, he assigned a large importance on the 

witnesses of the oath ceremony, and included a self-portrait gazing the audience 

outside the painting, unlike the other witnesses.  

Ter Borch used the painting as design for the print. Suyderhoef’s print has the 

same composition and details as the original painting. And at the bottom of the 

print there were autograph “Drawn by Ter Borch and engraved by Suyderhoef” and 

a Latin text emphasizing that the painting accurately depicted the ceremony day. 

Such content and form are similar with those of ‘pamphlet’, which dealt with 

religious, political and econom And at the bottom of the print there were autograph 

“Drawn by Ter Borch and engraved by Suyderhoef” and a Latin text emphasizing 

that the painting accurately depicted the ceremony day. ic issues in the 17th century 

in the Netherlands. Pamphlets on the treaty of Münster had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chedule, people, region, etc. of the historical event. Thus, they satisfied the 

needs and curiosity of people expecting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treaty of 

Münster, and conveyed the issuers’ political·social intentions of the Netherlands. 

Pamphlet was quick in responding to historical issues and was quickly distributed 

to many people. Thus, pamphlet was recognized by many as containing what the 

issuer wants to deliver, and as information provider. Suyderhoef’s print also 

provided descriptions of a historical event and the participants there that took at a 

certain place. Ter Borch also expressed his self-pride by drawing his self-por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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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in note on the bottom emphasizes that it is an "accurate portrait", that Ter 

Borch attended this ratification ceremony and the objectivity of the background 

and people depicted by him. 

The fact that Ter Borch was the only artist to attend the the treaty of Münster 

ratification ceremony was a decisive event that could have a large influence on his 

career. The people whom he interchanged in Münster were political·economic 

leaders of the central Netherlands who put a lot of effort into the ratification of the 

peace treaty. They were also wealthy collectors in art market who have an artistic 

influence as well. Therefore, Ter Borch made and distributed the print that has the 

same composition and details as those of The Swearing of the Oath of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Münster painting. And from this, he attempted to raise his 

reputation in the Dutch art market and reinforce his position as an artist. 

In the art market of the 17th century, the reputation of the artist was directly 

linked with the price of the work and the consumers. In his book Fable of the Bees 

(1705), the Dutch philosopher Bernard Mandeville (1670-1733) made it clear that 

an artist's reputation is one of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ice of the 

artwork. The elites who purchased high-priced paintings then not only had high 

social position and economic power but were also ‘art lovers’. They were 

passionate collectors and at the same time, had knowledge in art to participate in 

the connoisseurship. In art lovers' ways of enjoying intellectual joyfulness by 

participating in the connoisseurship in their major collections, discussions on the 

'reputations' of artists were important as well as evaluating style of paintings. 

Reputations of artists are basically based on artists' technique and quality of 

paintings, but external factors were influential as well. Thus, in The Swearing of 

the Oath of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Münster, Ter Borch expressed religious 

tolerance and internationalism of the the treaty of Münster by his faith. The identity 

of the the treaty of Münster expressed in the painting ultimately corresponded to 

the traits or faith of the elites in central cities of the Netherlands, who are his main 

customers. 

In fact, records and literature on Ter Borch regarding the 17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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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erlands art market show that he actively behaved in major cities of the 

Netherlands including Amsterdam after the the treaty of Münster. He continued his 

career as a portrait painter for the topmost Dutch elites. And from the 1650's, he 

began to successfully sell genre paintings in major cities of the Netherlands as well. 

Appointed as advisor at city council of Deventer in 1666, he became a political 

elite in terms of social class. 

 

This study argues that Ter Borch executed The Swearing of the Oath of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Münster to become a successful artist whose main 

customers are the elites in the art environment of the 17th century Netherlands. It 

especially focuses on the independent role of Ter Borch in the whole process of the 

original painting being reproduced into the print. From this, it tried to shed light on 

the new perspective of the artist’s strategy, moving beyond from the the treaty of 

Münster’s historical value the artwork had had. 

 

Keywords      : Gerard ter Borch the Younger, The Treaty of Münster, elites, 

seventeenth-century Dutch pamphlets, artist’s strategy, artist's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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