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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레겐스부르크의 화가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는 1510년 <이집트 피

난길의 휴식>에서 아기 예수를 분수의 넓은 수반에 기울여져 있는 모습

으로 그렸다. 본 논문은 이 모티프를 기독교의 유아 세례 성사에 대한 

암시로 해석하고자 한다. 아기 예수는 유대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았으

나 이 그림에서는 세례반처럼 수반이 넓은 분수에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알트도르퍼는 16세기 초 신성로마제국의 주요 유대인 중심

지 중 하나였던 레겐스부르크에서 활동한 화가이다. 그는 유대인 쟁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던 독일의 인문주의 지식인들과 교류했을 것으로

도 추정된다. 본 논문은 그림이 그려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기 

예수의 세례라는 모티프가 동시대 레겐스부르크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의 신학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주요 연구들은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의 풍경화적 요소를 분석하거나 

기초적인 도상을 해석하는 데 그쳤다.

논문의 제2장은 아기 예수와 분수를 다른 작가들이 묘사한 방식과 

알트도르퍼의 그림을 비교하여 알트도르퍼가 유아 세례를 암시했다는 점

을 보인다. 동시대 성모자상 그림에서는 아기 예수가 성모의 젖을 먹거

나 과일을 집어 드는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는 반면, 알트도르퍼의 아기 

예수는 성모의 손에 들려 물이 담긴 분수에 금방이라도 담가질 듯 기울

여져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유아 세례 장면

을 그린 그림과 매우 유사하다.

제3장은 예수의 할례와 이후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재현하는 미술

사 전통에 비추어 알트도르퍼의 재현 방식이 당대에 어떻게 이해되었을

지 추론한다. 예수가 받은 성사를 재현하는 주된 방식과 달리, 알트도르

퍼는 아기 예수의 세례를 암시했다. 이로써 알트도르퍼는 동시대 기독교

인이 실제 신앙생활에서 행하는 유아세례를 유대인의 할례보다 드높였

다. 알트도르퍼의 시대 기독교인은 봉헌 문학, 수난극, 설교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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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의 신학적 교훈을 잘 알고 있었다. 그 교훈은 예수 자신이 인류를 

대신하여 할례를 받았기에 신자들은 고통스럽지 않은 세례만 받고도 천

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신학자들은 할례를 동시대에 어떠

한 구원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율법으로 강등시키는 반면 세례

를 유일하게 신자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입문 성사로 구축했다.

15-16세기경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기독교인

은 유대인의 할례에 더욱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다. 15세기 후반 엔

딩엔과 트렌트에서 유대인에게 제기된 살인 혐의 공판은 기독교인들이 

할례에 대해 지니고 있던 두려움과 혐오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16세

기 북유럽의 대표적인 신학자와 인문주의자인 루터와 에라스무스도 유대

교의 할례를 비난했다. 16세기 초 독일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의례를 대

비하여 반 유대교 프로파간다를 내세운 대표적인 사례로 페퍼코른이 

1508년 쾰른에서 출판한 ‘유대인의 거울’ 팸플릿을 들 수 있다. 이 팸

플릿은 알트도르퍼가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을 그리기 수 년 전 출판되

어 반 유대인 감정에 힘입어 신성로마제국 전역에 퍼졌다. 팸플릿의 표

지에는 유아 세례를 받는 기독교인 및 새로 세례를 받는 개종자들과 악

마에 이끌려 할례를 받으러 가는 유대인들이 대비되어 있다.

이처럼 할례와 세례를 대비하는 종교적 상징은 실제 사회에서 유

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반영했다. 따라서 제4장은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의 역사적 배경을 짚기 위해 16세기 초 신성로마제국과 레겐스부르

크의 유대인 역사, 유대인의 지위에 대한 기독교인의 논쟁, 그리고 이러

한 문제에 대한 알트도르퍼의 반응을 논한다. 15세기와 16세기 초 신성

로마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이 때 자주 일

어난 유대인 추방은 1519년 레겐스부르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역설적

으로, 이 시기에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일환으로 히브리어와 유대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알트도르퍼가 동시대의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 어

떠한 태도를 취했을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알트도르퍼가 <이집트 피

난길의 휴식>을 제작한 시기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경력 초기부터 성직자와 인문주의 지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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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작품을 주문 받았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막론하고 성직자, 

공직자, 인문주의자들 사이에서 유대인과 유대교는 첨예한 논쟁거리였

다. 따라서 알트도르퍼는 유대인 문제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레겐스부르크는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의 오래된 지적 중심지였으며, 유

대인 집단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알트도르퍼는 레겐스부르크에서 유대인의 위기가 절정에 달할 때 

레겐스부르크의 주민일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의원이었다. 레겐스부르크 

유대인을 오랫동안 보호하던 막시밀리안 1세가 1519년 1월 12일 사망했

을 때 알트도르퍼를 포함한 시의회는 유대인을 모두 도시에서 추방하고, 

시나고그를 없애고, 그 자리에 레겐스부르크의 ‘아름다운 마리아

(Schöne Maria)’에 봉헌하는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한편 알트도르

퍼는 미술가로서 이 사건에 기여했다. 그는 레겐스부르크 시나고그가 파

괴되기 직전 내부를 묘사한 에칭 두 개를 제작하고 ‘아름다운 마리아’

를 다양한 매체로 복제했다.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에서 아기 예수가 세례를 받는 것 같은 특

이한 장면은 바로 예수가 기독교인의 유아 세례를 확립했다는 신학을 암

시한다. 또한 할례와 세례가 각각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대표하

므로,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을 확정

하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관념은 동시대 레겐스부르크에서 유대인과 기

독교인 사이의 긴장 및 지식인들 사이에서 높아지던 유대교에 대한 관심

과 연결되어 있었다. 알트도르퍼 그림 속의 세례 모티프는 유대인에 대

하여 증오와 호기심이 모두 고조되던 동시대 신성로마제국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주요어 :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유아 세례, 할례,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 신성로마제국, 레겐스부르크.

학  번 : 2013-2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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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레겐스부르크(Regensburg)에서 활동한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Albrecht Altdorfer, 1480-1538)는 16세기 초 성가족의 이집트 피난 설화

를 소재로 하여 성모자가 있는 종교화를 두 점 제작했다. 1510년 알트도

르퍼가 패널에 유화로 그린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Rest on the Flight 

to Egypt>과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로 만든 목판화에는 다른 성

모자 그림에 흔하지 않은 장면이 나타난다(도 1, 2).1) 동시대에 그려진 

비슷한 주제의 그림들과 달리 알트도르퍼의 이 작품들에는 분수가 성모

자보다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아기 예수가 성모에게 

보살핌을 받는 전통적인 묘사 방식과 달리 두 작품에서는 아기 예수가 

거대한 수반에 담긴 물을 향하여 기대거나 앉은 자세로 그려졌다. 

이러한 특이점들로부터 아기 예수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 같은 모

티프를 읽어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이 아기 예수

가 받은 의례를 연상시킨다고 보고 그림의 도상을 다시 검토한다. 그리

하여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의 재현 방식이, 그림에 대한 이전의 연구

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신성로마제국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신학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알트도르퍼는 할례를 

1) 베를린 미술관(Gemäldegalerie, Berlin)에 소장된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에는 분수 아
래의 서판에 작가의 이름과 제작 연도가 적혀 있다. 명문은 레겐스부르크의 화가 알브
레히트 알트도르퍼가 신심을 다하여 성모에게 그림을 봉헌한다는 내용이다(A[l]bertu[s] 
Altorffer pictor Ratisponen[sis] in salute a[n]i[ma]e hoc tibi munus diva maria sacravit 
corde fideli 1510 AA). 명문은 그림을 그린 연도인 1510년과 작가의 서명 AA로 마무리
된다. Henning Bock, comp., Masterworks of the Gemäldegalerie, Berlin: With a 
History of the Collection (New York: Harry N. Abrams, 1986), pp. 90-91;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에 소장된 목판화의 제작 시
기는 논란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목판화가 151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따
를 것이다. 목판화는 1510년의 그림과 비슷하게 분수와 성가족을 묘사하였다. 분수 아
래에는 A 두 개를 아래위로 겹친 알트도르퍼의 사인이 있다. 목판화에서 별이 그려진 
옷을 입은 성모가 1520년경 레겐스부르크에서 유행한 성모 신앙에 따라 알트도르퍼가 
활발히 제작한 성모자상의 모습과 비슷하여 해당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작품이 더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분수 아래의 돌고래
를 탄 푸토를 1512년 스케치한 그림이 뮌헨 판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Staatliche 
Graphische Sammlung, München), 1515년 막시 리안 황제의 후원으로 만든 기도서
(fol. 74r) 하단에도 비슷한 모양의 분수가 나타나므로 목판화는 1510년대에 만들어졌
을 것이다. Giulia Bartrum, German Renaissance Prints 1490-1550 (London: British 
Museum Press, 1995),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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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던 아기 예수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처럼 재현하여 구약과 유대인의 

관습이 신약과 기독교인의 질서로 대체되었다는 점을 암시했다. 예수의 

구약과 신약 성사를 각각 현실의 유대교와 기독교 성사에 비교하고, 할

례의 구원적인 힘을 세례로 대체하려는 사고는 16세기 초 신성로마제국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갈등 관계 속에서 더욱 중요해졌을 것이다. 알트도

르퍼가 활동하던 레겐스부르크와 독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박

해하는 동시에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그림과 목판화는 한 세기 넘게 각종 연구

서에서 알트도르퍼 초기 경력의 주요 작품에 포함되었으나 기초적인 도

상 해석 외에 규명된 것이 적다. 그림 속 이탈리아 풍 분수의 유래와 의

미는 일찍이 논란이 되었다. 연구자들은 이교 풍 분수가 환상적인 분위

기를 자아내며, 성모자가 있는 종교화에 자주 나오는 기독교의 생명의 

샘(Fountain of Life)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분수의 맨 

위에 놓인 이교 신상이 무엇을 가리키고 그의 손에 들린 알 모양 또는 

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2) 한편 그림에 나타

난 북유럽과 이탈리아 연원을 구분하고 알트도르퍼가 둘을 혼합한 방식

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었다. 프란츠 빈칭거(Franz Winzinger)는 분수가 

이탈리아의 그림과 판화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3) 이러한 연

2) <이집트 피난길 휴식>의 분수, 특히 그 위에 있는 이교 신상의 정체에 대한 관심과 
풀리지 않는 의문은 독일어권 연구들에서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한스 티체(Hans 
Tietze)는 이 루시퍼(Luzifer)가 이교 신들을 대표하는지, 기독교 상징인지, 아니면 어떤 
별자리의 알레고리인지 의문을 품었다. Hans Tietze, Albrecht Altdorfer (Leipzig: 
Insel-Verlag, 1923), p. 139; 오토 베네쉬(Otto Benesch)는 그림의 이교 신상이 생성과 
소멸의 상징인 불사조(Phönixei)를 붙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Otto Benesch, Der Maler 
Albrecht Altdorfer (Vienna: Schroll, 1939), p. 12; 1988년 기젤라 골트베르크(Gisela 
Goldberg)는 그림 속 분수 위의 이교 신상이 크로노스(Chronos)인지, 머큐리(Merkur)인
지, 고대 악마로서 사트로누스(Saturn)인지, 손에 든 알로 보아 포르투나(Fortuna)인지 
여러 가능성이 있을 뿐 아직 해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Gisela Goldberg, Albrecht 
Altdorfer, Meister von Landschaft, Raum, Licht (München: Schnell & Steiner, 1988), 
p. 101; <이집트 피난길 휴식>의 특이성과 분수의 의미에 대해 언급한 다른 독일어권 
학자들의 연구는 다음 부분들에 정리되어 있다. Thomas Noll, “Albrecht Altdorfers 
“Ruhe auf der Flucht nach Ägypten”: Annäherung an eine Deutung,” Mu ̈nchner 
Jahrbuch der bildenden Kunst 45 (1994), p. 83, 85; Franz Winzinger, Albrecht 
Altdorfer: die Gemälde: Tafelbilder, Miniaturen, Wandbilder, Bildhauerarbeiten, 
Werkstatt und Umkreis (Munich: Hirmer Verlag, 1975), pp. 75-77.

3) 빈칭거는 알트도르퍼의 분수에 관한 앞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탈리아 영향을 만테냐 
풍 판화와의 비교로 뒷받침했다. Franz Winzinger, “Der Altdorfer-Brunnen,” 
Berliner Museen 13 (1963), pp.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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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알트도르퍼의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만의 특징을 짚지 못한다. 

16세기에는 이탈리아 풍 분수 모티프나 이교 신상이 플랑드르와 독일 화

가들의 종교화에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상술

할 것이다.

분수 같은 부차적 소재가 인물보다 강조되어 있는 구성적 특징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었다. 독일어권과 영미권의 많은 연구자들은 알트도

르퍼의 그림들이 중세와 동시대 종교화의 도상 관습에서 비껴 간 특이한 

형식을 구사했다고 보고 근거를 찾는 데 주력했다. 막스 프리들랜더(Max 

J. Friedländer)부터 크리스토퍼 우드(Christopher S. Wood)에 이르기까지 

알트도르퍼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알트도르퍼가 자연 풍경, 건축, 빈 

공간 같은 주제 이외의 배경을 강조하여 주제를 모호하게 보이도록 하는 

전략을 썼다고 여겼다.4)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알트도르퍼 작품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교화에 담긴 신앙적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

할 수 있다. 

초기 독일어권 연구자들은 알트도르퍼가 종교화에서도 신앙적 교

훈보다 풍경화나 장르화에 대한 관심을 다루었다고 주장했다. 막스 프리

들랜더는 알트도르퍼에 대한 첫 전기적 연구서인 『알브레히트 알트도르

퍼: 레겐스부르크의 화가 Albrecht Altdorfer: Der Maler von Regensburg』

(1891)에서 알트도르퍼가 뒤러에 비하여 대상을 정확한 비례나 원근으로 

재현하지 않고, 인물보다 공간 배경을 강조하여 종교화의 주제를 모호하

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프리들랜더는 종교 미술에서 요구하는 통일된 

주제와 구성을 흩뜨린 대표적인 작품으로 1510년에 제작된 <이집트 피난

길의 휴식>을 들었다.5) 1923년 알트도르퍼 전기에서도 프리들랜더는 이 

4) 알트도르퍼가 주제보다 자연 배경이나 풍속화적 요소에 집중했다는 관점의 독일어권 
연구들은 부스하르트가 쓴 책의 서문 일부를 참조. Magdalena Bushart, Sehen und 
Erkennen: Albrecht Altdorfers religiöse Bilder (Munich: Deutscher Kunstverlag, 2004), 
pp. 10-11; 크리스토퍼 우드(Christopher S. Wood)는 박사학위논문을 발전시킨 저서에
서 알트도르퍼를 근대적인 풍경화가로 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초기 독일어권 연구자들
과 마찬가지로 알트도르퍼가 주제 외의 요소에 집중했다고 논평하면서도, 앞선 이들처
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알트도르퍼의 풍경화를 독일적인 특성으로 정의하려 하지 않
았다. 또한 우드는 자연 속 풍경보다는 주제 이외의 프레임, 배경, 공간을 주로 논의했
다. Christopher S. Wood, Albrecht Altdorfer and the Origins of Landsc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5) Max J. Friedländer, Albrecht Altdorfer: Der Maler von Regensburg (Leipzig: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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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 “꿈같은 비일관성으로 점철된 무질서한 구성”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6) 이후 독일어권의 많은 학자들이 알트도르퍼의 종교화는 중심 

소재와 서사를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며, 특히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은 형식적 구성이 기이하여 비교할 만한 선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학

자들은 부차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알트도르퍼의 재현 방식

에 대하여 작가 본인의 형식적 기교 이외에 다른 근거를 거의 파고들지 

않았다.7)

1964년 알프레트 슈탕에(Alfred Stange)는 『도나우 화파의 그림 

Malerei der Donauschule』에서 알트도르퍼를 풍경화가로 정의하려 했다. 

슈탕에는 도나우 유역의 화가 그룹과 그 대표자인 알트도르퍼가 자연 세

계를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고 풍경 요소를 자주 그린다고 말했다.8) 나아

가 1993년 크리스토퍼 우드는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와 풍경화의 기원 

Albrecht Altdorfer and the Origins of Landscape』에서 알트도르퍼가 유

Seemann, 1891), pp. 23-25.
6) Max J. Friedländer, Albrecht Altdorfer (Berlin: B. Cassirer, 1923), p. 31.
7) 1923년 한스 티체(Hans Tietze)도 알트도르퍼 그림은 종교화의 교훈적인 주제가 잘 드

러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Tietze, 앞의 책, p. 11; 1941년 루트비히 발다스(Ludwig 
Baldass)는 알트도르퍼의 종교화에 풍속화적인 속성이 보인다는 점을 들어 그를 17세
기 세속적 미술의 선구자로 보기도 했다. Ludwig Baldass, Albrecht Altdorfer (Zürich: 
Scientia a.g, 1941), p. 208; 2차 대전 이전과 이후 독일 학자들 가운데 <이집트 피난길
의 휴식>이 어떠한 도상에도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평가한 이들에 대한 정리는 
Thomas Noll, “Albrecht Altdorfers “Ruhe auf der Flucht nach Ägypten”: 
Annäherung an eine Deutung,” Mu ̈nchner Jahrbuch der bildenden Kunst 45 (1994), 
p. 83.

8) Alfred Stange, Malerei der Donauschule (München: Bruckmann, 1964), p. 40; 앞서 
1907년 헤르만 보스(Hermann Voss)는 알트도르퍼를 포함하여 바이에른 도나우 유역에
서 활동하는 지역 화파를 도나우 화파(Donaustil)로 일컬었다. Hermann Voss, Der 
Ursprung des Donaustiles, ein Stück Entwickelungsgeschichte deutscher Malerei 
(Leipzig: K.W. Hiersemann, 1907), p. 53; 1965년 린쯔(Linz)에서 열린 《도나우 화파의 
미술 1490-1540 Die Kunst der Donauschule 1490-1540》전시와 1983년 파리(Paris)에서 
열린 《알트도르퍼와 독일 미술의 환상적 리얼리즘 Altdorfer et le realisme 
fantastique dans l'art allemand》전시는 자연과 공간이라는 큰 주제를 적용하여 자연
을 묘사한 풍경화 외에 더 다양한 장르로 도나우 양식의 범위를 확대했다. 도나우 화
파의 개념과 연구사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 Thomas Noll, Albrecht Altdorfer in seiner 
Zeit: religiöse und profane Themen in der Kunst um 1500 (Berlin: Deutscher 
Kunstverlag, 2004), pp. xi-xxvi; Fedja Anzelewski, “Albrecht Altdorfer and the 
Question of “the Danube School,”” in Altdorfer and Fantastic Realism in German 
Art, ed. Jacqueline Guillaud and Maurice Guillaud (Paris: Guillaud Editions, 1985), pp. 
10-47; Pierre Vaisse, “Remarks on the Danube School,” in Altdorfer and Fantastic 
Realism in German Art, ed. Jacqueline Guillaud and Maurice Guillaud (New York: 
Rizzoli, 1985), pp. 1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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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미술사에서 처음으로 도상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된 풍경화

(Independent landscapes)를 제작한 작가라고 평가했다.9) 우드의 논지에

서 알트도르퍼의 풍경화란 자연에 대한 낭만주의적 관심을 드러낸 그림

이라기보다 중심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림을 일컫는다.10) 우드는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그림과 목판화의 구성이 이 주제의 전통적인 초

점인 성가족이 아니라 주변 사물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우드는 

1510년 그림의 화면이 분수의 높이에 따라 유난히 수직적으로 조정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11) 그는 1993년 판에 없었던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목판화를 2014년 재판한 책에 추가했다. 우드는 알트도르퍼의 작품에서 

건축 또는 빈 공간이 주제를 압도하여 전체 그림의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자신의 논지를 이 목판화로도 뒷받침했다. 우드는 배경 소품으

로 쓰이곤 하는 분수가 그림의 주인공이어야 할 성가족을 화려함으로나 

위치로나 어내고 중앙을 차지한 점을 중요하게 서술했다.12)

알트도르퍼를 역사적 맥락에서 다룬 연구도 초기에는 풍경화와 관

련된 인문주의 담론을 주로 논했다. 1939년 오토 베네쉬(Otto Benesch)는 

의사이자 철학자인 프라켈수스(Pracelsus; Theophrastes von Hohenheim, 

1493-1541)가 연금술에서 착안한 생성과 소멸의 우주관이 <이집트 피난

길의 휴식>을 포함한 알트도르퍼의 많은 작품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했

다.13) 1962년 카를 외팅어(Karl Öttinger)는 인문주의 학자이자 문학가인 

콘라트 켈티스(Konrad Celtis, 1459-1508)가 고대 역사서인 타키투스

9) Wood, Albrecht Altdorfer, p. 9; 이후 제프리 스미스, 래리 실버, 최근에는 부스하르트
에 이르기까지 몇몇 연구자들이 주제와 배경을 구분할 수 있는지, 또는 배경으로 보이
는 소재들에 다른 의미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Jeffrey Chipps Smith, “Book 
Review: Albrecht Altdorfer and the Origins of Landscape,”Renaissance Quarterly 48, 
no. 3 (1995), pp. 670-72; Larry Silver, “Nature and Nature's God: Landscape and 
Cosmos of Albrecht Altdorfer,”The Art Bulletin 81 (1999), p. 194; Bushart, 앞의 책, 
p. 53.

10) Wood, Albrecht Altdorfer, p. 13.
11) 위의 책, p. 100.

12) Christopher S. Wood, afterword to Albrecht Altdorfer and the Origins of Landscape, 
2nd ed. (London: Reaktion Books, 2014), pp. 339-42.

13) Otto Benesch, 앞의 책, p. 9. 베네쉬와 유사한 의견은 Carl Linfert, Albrecht 
Altdorfer, Die Enthüllung der Landschaft (Mainz: Werkstatt fu ̈r Buchdruck und Verlag, 
1938), pp. 36-37; Lottlisla Behling, Die Pflanze in der mittelalterlichen Tafelmalerei 
(Weimar: Böhlau, 1957), pp. 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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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itus, c. 56–117)의 『게르마니아 Germania』를 읽고 독일의 역사와 

자연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사고가 1500년경 독일 화가들이 자연을 

새롭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서술했다.14)

1970년대에는 알트도르퍼도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막시

리안 궁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알트도르퍼의 사회적 관계를 통

해 그림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1976년 베른하르트 사란

(Bernhard Saran)은 1510년 그림 속 알트도르퍼의 분수가 막시 리안 황

제의 치세를 칭송하고 레겐스부르크의 정의를 염원하는 공적이고 인문주

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사란은 단테(Dante; Durante degli 

Alighieri, 1265–1321)와 피치노(Marsilio Ficino, 1433–1499) 같은 이탈리아 

인문주의자가 쓴 텍스트와 관습적인 성모의 상징을 참고하여 분수를 정

의의 분수(Fons Iustitiae)로 해석했다.15) 1983년 래리 실버(Larry Silver)는 

북유럽 엘리트들의 담론과 뒤러의 인문주의 판화들을 참고하여, 알트도

르퍼의 작품에 나타나는 숲 배경을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영웅이 영적

인 통과 의례를 겪는 장소로 해석했다.16)

<이집트 피난길 휴식>의 종교적 의미를 고찰한 연구 중 본 논문에

서 주목하는 세례 모티프를 지적한 연구들은 해당 요소가 나타난다고만  

언급하거나, 보편적인 생명의 샘 맥락에서 세례 모티프를 이해했다.17) 

토마스 샤우어테(Thomas Schauerte)는 목판화에서 요셉이 목욕 수건을 

14) Karl Öttinger, “Laube, Garten und Wald. Zu einer Theorie der Suddeutschen 
Sakralkunst, 1470-1520,” in Festschrift für Hans Sedlmayr (Mu ̈nchen: Beck, 1962), 
pp. 201-28; 이처럼 동시대 인문주의의 자연관과 알트도르퍼를 연결 짓는 문헌은 다음 
글에 정리되어 있다. Reinhild Janzen, Albrecht Altdorfer: Four Centuries of Criticism 
(Ann Arbor, Mich.: UMI Research, 1980), pp. 77-88. 얀첸의 글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
지 알트도르퍼에 대한 담론이 형성된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15) Berhard Saran, “Der Maler Albrecht Altdorfer als Humanist in seiner 
reichsstädtischen Umwelt,” in Die Humanisten in ihrer politischen und sozialen 
Umwelt, ed. Otto Herding et al. (Boppard: Boldt, 1976), pp. 131-40.

16) Larry Silver, “Forest Primeval: Albrecht Altdorfer and the German Wilderness 
Landscape,”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13, no. 1 (1983), 
pp. 4-43.

17) 티체는 분수와 성가족이 있는 알트도르퍼 목판화의 제목을 <교회에서 큰 세례반
(Taufbecken)과 함께 있는 이집트 피난길의 성가족>이라고 명명했다. Tietze, 앞의 책, 
p. 138; 사란은 1510년의 그림 속 천사들이 기뻐하며 헤엄치는 모습으로부터 분수가 
기독교인의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반(Taufbad)일 것이라고 유추했다. Saran, 앞의 책,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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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는 모습과 예수를 물에 담그려는 모습에 주목했다. 그러나 예수

의 목욕이 그 자체로 세례를 강하게 암시함에도 샤우어테는 이를 세례와 

연관 짓지 않았다. 샤우어테는 알트도르퍼의 목판화가 가정에서 아이를 

목욕시키는 장르화적(genrehafte; genre-like) 장면이 종교화에 습합된 사

례라고 설명했다.18)

풍경화에 편중된 알트도르퍼 연구를 극복하기 위해 작가의 종교화

와 역사화 전반을 새로이 검토하려 한 연구서들이 2004년 독일에서 출간

되었다. 토마스 놀(Thomas Noll)은 알트도르퍼가 그린 종교화가 관람자의 

봉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분석했고, 마크달레나 부스하르트(Magdalena 

Bushart)는 알트도르퍼의 작품들에 반영된 신학과 사회 현상을 기초부터 

다시 해석하려 했다.19) 알트도르퍼의 분수 그림에 암시된 세례 성사 모

티프에 주목한 글도 이 두 학자가 남겼다. 1993년 놀은 <이집트 피난길

의 휴식>을 도상학적으로 해석한 논문에서 아기 예수가 가장자리에 기댄 

분수는 성사를 암시하는 세례반으로서 생명의 샘이라고 주장했다. 놀은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의 예수가 분수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

수가 예수의 피를 근원으로 하여 성체 성사나 세례 성사를 상징하는 생

명의 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놀은 예수가 세례를 받는 아기처럼 묘

사된 방식에는 의문을 품지 않고 세례 모티프를 성모 신앙과 연관 지었

다. 놀은 세례로 신자들을 새로이 탄생시키는 교회의 역할을 어머니 성

모의 영광에 비유한 중세 신학과 무염시태(Immaculate Conception) 성모 

신앙 및 레겐스부르크의 ‘아름다운 마리아(Schöne Maria)’ 신앙을 참

고했다. 2004년 부스하르트도 놀의 논문을 인용하여 분수가 있는 목판화

의 종교적 효과를 설명했다.20) 

이처럼 알트도르퍼의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그림과 목판화의 신

학적 의미를 검토한 연구도 기독교 분수의 보편적인 상징인 생명의 샘과 

18) Thomas Ulrich Schauerte, “Zu Ikonographie und Zeitbezügen in Holzschnitten 
Albrecht Altdorfers,” Verhandlungen des Historischen Vereins für Oberpfalz und 
Regensburg 137 (1997), p. 100.

19) Noll, 앞의 책; Bushart, 앞의 책. 이 책들에 대한 해설과 평가는 Christopher S. 
Wood, “Review,” The Art Bulletin 89, no. 4 (December 2007), pp. 818-21.

20) Noll, 앞의 논문, pp. 95-100; Bushart, 앞의 책, pp. 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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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알트도르퍼가 다른 

성모자 그림과 다르게 예수를 그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알트도르퍼가 미적 형식 이상의 의도를 지니고 아기 예수의 몸을 특이하

게 나타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예수의 몸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기

독교 신학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기 예수가 세례

를 받는 것 같은 모습을 그와 직접 관련되는 예수의 성사로 설명하고, 

16세기 초 독일이라는 시공간에서 그림이 형성된 맥락을 고찰할 것이다. 

알트도르퍼의 작품에서 구약과 신약 서사는 아기 예수의 몸을 매개로 시

각적 긴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재현 방식이 알트도르퍼와 당대인에게 어

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추론하는 작업은 1517년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종교개혁 이후에 비해 글로 쓰인 기록이 적은 1500년 초 

독일의 신앙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이교 신상이 

장식된 분수의 이탈리아 양식이나 이교 신상의 의미보다도 분수와 예수

가 형성하는 관계에서 그림의 실마리를 찾는다. 아기 예수가 큰 분수에

서 세례를 받는 듯이 재현한 장면은 알트도르퍼의 <이집트 피난길의 휴

식> 이외에 본인과 다른 작가의 작품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알트도

르퍼는 성사의 장면과 막시 리안 궁정 미술에서 시각적 영감을 받았을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아기 예수의 성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입회 의례 

사이에서 어떻게 시각화되었는지 분석하고 할례와 세례에 관한 신앙을 

참고하여 이러한 그림이 당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추정할 것이

다.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여 후자로 전자를 대체하려는 사고는 자주 할

례와 세례의 대조로 표현되곤 했다. 이러한 신학적 사고는 실제로 유대

인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알트도르퍼가 그러한 신학적 사고를 나타낸 배경을 1500년경 신성로마제

국과 레겐스부르크에서 살아가던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역사로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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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례 성사와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본 장은 먼저 알트도르퍼의 그림을 분수가 있는 다른 성모자 그림

들과 비교하여 특이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유아 세례를 연상시키는 아

기 예수의 자세와 사람들이 들어가 몸을 담글 수 있는 세례반으로서 분

수가 중세와 르네상스의 어떠한 신앙과 미술을 배경으로 나올 수 있었는

지 각각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15세기 후반과 16세기 북유럽에서 유행

한 생명의 샘 신앙과 성사 신앙이 시각화된 사례를 알트도르퍼의 작품과 

비교할 것이다. 

1.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의 분수와 아기 예수

16세기 초 알트도르퍼가 제작한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작품들은 

1500년대 북유럽에서 피난길의 휴식을 주제로 제작된 그림이나 분수와 

함께 있는 성모자와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21) 알트도

르퍼는 분수가 그림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비중 있게 묘사하였고, 아기 

예수가 분수에 빠질 듯이 기대는 모습으로 그렸다. 이러한 요소들은 비

슷한 주제의 그림들에서 잘 나타나지 않기에 주목할 만하다.

16세기 독일과 플랑드르 지역에서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을 주제로 

그린 작품 중 알트도르퍼처럼 인공 분수를 그린 장면은 드물다. 위(僞) 

마태오 외경(The Gospel of Pseudo-Matthew)에 따르면 성 가족이 피난을 

떠난 지 사흘 째 되던 날 어린 예수는 나무 아래서 샘이 솟아나도록 명

하여 지친 가족들의 목마름을 달랬다고 한다.22) 대(大) 루카스 크라나흐

21) 본 논문에서는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주제가 비교적 분명한 성모자 그림만이 아니
라, 해당 주제와 거리가 멀되 분수가 있어서 알트도르퍼의 작품들과 비교할 수 있는 
성모자 그림들도 참고할 것이다. 1510년 그림에서 알트도르퍼가 명문에 성모에 봉헌하
려는 의도를 표명했듯이,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은 성모자에 봉헌하는 그림의 배경 
주제가 되곤 했다. 16세기 요아힘 파티니르 화파의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을 연구한 
폴켄버그(Reindert Leonard Falkenburg)에 따르면 이집트 피난길 휴식의 주제는 성모
자상 또는 성가족상으로 일반화되었다. 여기에 외경에 나오는 이집트 피난 설화의 세
부사항이 더해졌다. Reindert Leonard Falkenburg, Joachim Patinir: Landscape as an 
Image of the Pilgrimage of Life (Amsterdam: J. Benjamins, 1988), p. 20.   

22) 피난 사흘째에 성 가족은 야자나무 아래 휴식을 취했다. 요셉이 열매로 손을 뻗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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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 Cranach the Elder, 1472-1553)는 성 가족이 휴식을 취하는 숲 속 

나무 둥치의 이끼를 뜯어낸 땅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묘사하여 외

경의 이야기를 충실히 반영했다(도 3). 마드리드(Madrid)에 있는 요아힘 

파티니르(Joachim Patinir, 1480-1524)의 작품에서는 바위틈에서 나온 샘

이 연못을 채우는 모습으로 자연 풍경에 동화되어 있다(도 4). 파티니르

는 성가족을 넓은 풍경 속에 작게 그려 넣곤 했다. 그러나 파티니르의 

그림에서는 다른 피난길 서사의 소재들도 배경에 흩어져서 알트도르퍼 

그림의 분수처럼 성가족을 압도하지는 않는다. 샘을 그리지 않고 야외 

풍경 속의 성가족 또는 성모자만을 그린 사례는 더 많다. 크라나흐와 알

트도르퍼의 몇몇 판화는 샘을 비롯한 이집트 피난길 휴식의 서사적 요소

들을 약화시키고 야외를 배경으로 성가족을 크게 나타내었다(도 5, 6). 

성가족의 여행 복장과 나무를 통해 이 장면들이 피난 설화와 관련되었으

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인공 분수도 천국에 있는 생명의 샘이자 성모의 상징으로서 성모

자 그림에 종종 그려졌으나, 알트도르퍼의 분수는 이 분수들보다도 훨씬 

수반이 넓고 깊다. 15세기 얀 판 에이크(Jan van Eyck, 1390-1441)는 작

은 놋쇠 분수를 성모자와 함께 그렸다(도 7). 실버에 따르면 이 그림에서 

성모자가 다정히 얼굴을 맞대고 있는, 비잔틴 이콘에서 유래된 엘레우사

(Eleusa) 도상과 전통적인 마리아의 상징인 천국의 분수는 16세기 북유럽

에서도 자주 그려지곤 했다. 1515년 베르나르트 판 오를레이(Bernard 

van Orley, 1487/1491-1541)의 그림에는 얼굴을 맞댄 성모자와 얀 판 에

이크의 분수보다 더 많은 장식을 가미한 놋쇠 분수가 나타난다(도 8).23) 

한편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을 주제로 한 몇몇 그림에는 벌거벗은 이교 

못하자 아기 예수는 나뭇가지를 가리켜 아래로 굽게 하여 요셉이 열매를 딸 수 있게 
하고 가족들이 목마름을 달랠 수 있도록 나무 아래서 샘이 솟아나도록 명했다고 한다. 
위 마태오 외경 20장 1-2절. 한글 해석은 필자. Bart D. Ehrman and Zlatko Pleše, 
The Apocryphal Gospels: Texts and Trans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109. 

23) 실버가 한스 벨팅(Hans Belting)을 참고하여 주장한 바에 따르면, 15세기와 16세기 북
유럽에서 제작된 많은 성모자 봉헌 그림들이 1493년 얀 반 아이크의 <분수의 마돈나
(Madonna of the Fountain)>에 나타난 전통적인 형식을 반복하여 성모자상의 영험을 
계승하고자 했다. Larry Silver, “Fountain and Source: A Rediscovered Eyckian 
Icon,” Bruckmanns Pantheon 41 (1983), 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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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분수의 맨 위를 장식하고 있어서 알트도르퍼의 작품과 비교할 수 

있다. 여성 반신상의 화가(Master of the Female Half-Lengths, 16세기 

활동)가 그렸다고 추정되는 플랑드르 계열의 한 그림에는 성가족 곁의 

네모난 인공 샘 위에 신상이 장식되어 있다(도 9). 바젤에 소장된 파티니

르 화파의 그림에는 분수 위에 있는 신상의 몸통이 부러진 모습으로 나

타나기에 외경의 한 일화와 분수를 결합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도 10). 

외경에는 성가족이 이집트의 도시 소티넨(Sotinen)에 들어서자 그들이 믿

던 이교의 신상들이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고 전한다.24) 그러나 알트도르

퍼는 여전히 성모자와 인공 분수를 그린 다른 사례들보다 과장되게 분수

를 그렸다. 이교 신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수반이 거대한 분수는 성 

가족보다 큰 크기로 그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도 1, 2).

알트도르퍼의 동시대에 이교 풍의 조각과 건축을 종교화에 화려하

게 묘사한 그림들도 알트도르퍼의 분수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얀 호사

르트(Jan Gossart, 1478-1532)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로마 풍이나 고딕 풍

을 가리지 않고 혼성적인 건축물을 자주 그렸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천

국의 분수들은 고딕 풍의 미감으로 그려져서, 로마 풍에 가까운 알트도

르퍼의 분수와 다르다. <성가족 The Holy Family>이나 <성모를 그리는 

성 루가 Saint Luke Drawing the Virgin>의 분수는 섬세하고 얇은 골조가 

드러나며 트레이서리(tracery)로 장식되었고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모양을 

하고 있다(도 11, 12). 중세에 이어 15세기까지도 독일과 프랑스 지역의 

장인들은 금세공품의 조 한 장식을 모방하여 고딕 풍 건축을 마치 큰 

성 유물함(reliquary)처럼 짓는 기술로 유명했다. 북유럽의 많은 종교화에

도 천국의 문이나 천국의 예루살렘처럼 성스러운 장소는 장식적인 고딕 

풍으로 묘사되었다.25) 예를 들어 15세기 얀 판 에이크 화파의 <생명의 

24)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이교의 신전에 들어서자 모든 상(image)과 우상(idol)이 무너
져 예수 앞에 엎어져서 사라졌다. 예언자가 “보라,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
집트로 가신다.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은 그분 앞에서 사라지리라(이사야 19장 1절 참
조).” 라고 한 예언이 이 때 성취되었다.” 위 마태오 외경 23장 1절. 한글 해석은 필
자. Ehrman and Pleše, 앞의 책, p. 111. 

25) Ethan Matt Kavaler, “Gossart as Architect,” in Man, myth, and Sensual Pleasures: 
Jan Gossart's Renaissance: The Complete Works, ed. Maryan W. Ainsworth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0),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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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Fountain of Life>에서 천국의 궁전과 천국 벽 바깥의 분수 모두 화려

한 고딕 풍 건축으로 그려져 있다(도 13).

알트도르퍼의 분수는 다른 북유럽 종교화에서 주로 재현되던 천상

의 분수보다 수반이 훨씬 크고 둥글며 이교 신상이 장식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이탈리아의 판화에 자주 나타나는 고대 양식의 분수가 알

트도르퍼가 그린 분수의 양식적 근거로 동원되곤 했다(도 14, 15).26) 그

러나 16세기 초 북유럽 화가들이 고딕과 로마네스크 사이에서 건축을 자

유롭게 변용하여 그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탈리아로부터의 영향에 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알트도르퍼는 다른 독일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고대 건축과 독일 고딕 건축 어느 한 요소로 특정할 수 없는 

가상의 혼성 건축을 스케치하곤 했다. 우드는 알트도르퍼가 둘 사이를 

구분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7) 제프리 칩스 스

미스(Jeffrey Chipps Smith)는 알트도르퍼가 이탈리아 판화에 나오는 분

수들 말고도 실제로 독일의 각 도시와 궁정에 지어진 건축들을 참고하고 

자신의 창안을 더하여 그림 속 분수를 디자인했으리라 추측했다. 알트도

르퍼는 1526년 레겐스부르크 시의 건축가(Baumeister)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분수를 포함한 건축 디자인에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

다.28) 이교 풍과 고딕 풍을 알트도르퍼의 분수에서 구분할 필요가 거의 

없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우드에 따르면 1500년대 독일 지식인과 

26) 프란츠 빈칭거는 초안 안드레아(Zoan Andrea)나 타로키의 마스터(Master of 
Tarrochi) 처럼 만테냐(Andrea Mantegna, 1431-1506)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북이탈리아 
판화 속 분수와 알트도르퍼의 분수를 비교했다. Winzinger, 앞의 논문, pp. 31-32; 크
리스토퍼 우드는 만테냐 풍 판화(Mantenesque prints)가 1510년의 그림에 영감을 주었
다고 언급했다. Wood, Albrecht Altdorfer, p. 100; 에블린 링컨(Evelyn Lincoln)에 따르
면 만테냐는 고대 동전, 메달, 조각, 프리즈(frieze), 글, 명문을 가지고 고대 취향의 시
각 문화 속에서 동판화를 제작했다. 고대 풍 소재가 많은 만테냐의 드로잉이나 그림을 
복제한 판화 중, 해칭과 지그재그 선을 사용하여 양감과 색조를 내는 만테냐 특유의 
기술은 성취하지 못한 장인의 모방 판화를 만테냐 풍(Mantenesque) 판화라고 일컫는
다. Evelyn Lincoln, The Invention of the Italian Renaissance Printmak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 17, 37; 이밖에 베네치아와 북유럽의 교류 속에서 알
트도르퍼의 분수를 이해한 글은 Bernard Aikema and Beverly Louise Brown, ed. 
Renaissance Venice and the North: Crosscurrents in the Time of Bellini, Dürer, and 
Titian (New York: Rizzoli, 2000), p. 333.

27) 위의 책, pp. 270-75.
28) Jeffrey Chipps Smith, “The Renaissance Fountain,” in German Sculpture of the 

Later Renaissance, c. 1520-1580: Art in an Age of Uncertain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 216, pp. 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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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들은 동시대 로마에 비하여 고대의 아름다움을 이교 신상과 건축

을 통하여 부흥시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웠다. 우드는 16세기 독일 

미술가와 엘리트 후원자들이 고대 이교 신상을 둘러싼 신학적 터부를 거

의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9) 따라서 이교 양식이 알트도르퍼의 분

수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알트도르퍼가 분수를 특이하게 묘사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분수의 이교 풍 양식을 구분하기보다 분수가 전체 그림에서 행하는 역할

에 주목해야 한다. 알트도르퍼는 유아 세례가 행해지는 세례반을 암시하

기 위해 아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고 넓은 분수를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포함한 많은 성모자 그림에서 아

기 예수는 주로 마리아에게 보살핌을 받는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기 예수는 성모 품에 안겨 젖을 먹거나 과일을 집어 든다(도 3, 4, 5, 

6, 7, 8, 9, 10, 11).30) 그러나 알트도르퍼의 1510년 그림에서는 아기 예수

가 분수의 거대한 하단으로 몸을 기울여 담긴 물을 향해 손을 뻗고 있

다. 그림의 여러 요소들이 예수를 수반에 담그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성

모는 쿠션과 자신의 손으로 예수를 받쳐서 그가 몸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우며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헤엄치는 아기 천사는 물에 손을 담그려

는 아기 예수를 향해 손을 벌려 수반 속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도 

1). 이러한 묘사 방식들은 기독교인 아이를 거대한 세례반에 기울여 유

아 세례를 주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알트도르퍼가 의식적으로 분수와 아기 예수의 구성을 통해 세례라

는 주제를 전달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는 1510년의 그림

보다 조금 늦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화이다. 알트도르퍼는 그림

의 장면 중 수반에 기댄 아기 예수의 모티프를 목판화에도 사용했다(도 

2). 또한 전통적으로 예수의 요단강 세례를 상징하여 요단강 세례 그림

29) Christopher S. Wood, Forgery, Replica, Fiction: Temporalities of German 
Renaissance A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 70.

30) 아기 예수에게 수유하거나 열매를 먹이는 성모가 영적인 자양분을 주는 교회를 나타
낸다는 해석은 E. James Mundy, “Gerard David’s “Rest on the Flight into 
Egypt”: Further Additions to Grape Symbolism,”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12, no. 4 (1982), pp. 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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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나타나곤 하는 요소들을 분수와 아기 예수의 구성에 새로이 추가했

다. 마리아는 분수의 뒤에 서서 관람자에게 예수가 보이도록 안아 수반

의 가장자리에 놓고 있다. 한 천사가 이러한 행동을 독려하듯 성모자 곁

에 붙어 있고 다른 두 천사들은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손에 받고 

있다. 목판화에는 이집트 피난길 휴식의 서사가 그림보다 약화되고 예수

의 세례를 암시하는 요소들이 강조되었다. 1510년의 그림에서는 성가족

이 휴식을 취할 때 요셉이 나무 열매를 따다 성모자에게 바쳤다는 이야

기대로 요셉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으나, 목판화에서 요셉은 수반에 

들어갔다가 나올 어린 아이를 닦으려는 듯이 큰 수건을 들고 관람자로부

터 등을 돌린 채 성모자 옆에 서 있다. 피난길의 휴식이라는 소재는 요

셉의 여행 복장과 샘으로 간신히 암시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아기 예수

가 앉아 있는 분수 하단에는 1510년의 분수에 없던 비둘기가 묘사되어 

있다. 비둘기는 예수가 요단강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

로 내려왔다는 성경 속 일화를 상기시킨다. 성령 비둘기는 마르틴 숀가

우어(Martin Schongauer, c. 1450-1491)의 동판화에서처럼 예수의 요단강 

세례 장면에 자주 재현되던 소재이다(도 16). 이러한 요단강 세례 장면에 

자주 나타나는, 수건이나 옷가지를 든 천사의 모습도 알트도르퍼의 판화 

속 요셉의 동작에 대응한다. 

2. 아기 예수의 세례

예수가 청년이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역사적 장면이 아니

라, 아기 예수가 일반적인 기독교 신자처럼 세례반에 담겨 유아 세례를 

받는 것처럼 표현하는 장면은 알트도르퍼의 그림 이외에 시각화된 사례

가 거의 없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예수를 수반에 담가진 모습으로 그

리는 사례는 드물게나마 존재했다. 12세기 스페인의 한 필사본은 요단강

에서 예수가 세례 받는 장면을 예수를 수반에 담그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실제로 기독교인이 받는 성사를 암시했다(도 17).31) 

31) Lily Arad, “The Bathing of the Infant Jesus in the Jordan River and His Bap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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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예수가 일반 목욕통에 담가져서 목욕하는 장면도 근대 초기

까지 종종 그려졌다.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예수의 어린 시절 서사 속

에서 기독교 신자를 세례로 구원한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암시할 수 있

었던 도상이 아기 예수의 목욕이었다. 목욕은 황제나 영웅 같은 신성한 

인물의 탄생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나타나곤 했다. 기독교 신자의 세례는 

영적인 씻어냄과 새로 태어남으로 해석되었기에 세례를 받은 인물은 새

로 태어난 아기를, 세례반에 담가지는 행위는 목욕에 자주 비유되었

다.32) 고대 로마 기독교 집단에서는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가 세례를 행

했다. 신학자와 교부(Early Church Fathers)들이 세례에 관하여 쓴 글을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세례 성사를 주제로 쓰인 글 중 가장 이른 

시기인 2세기경의 문헌인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 c. 155-240)의 『세

례에 관하여 De baptismo; On Baptism』에는 세례를 논할 때 목욕

(lavacrum, aqua)이나 담그다(tinguere)등의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33) 

성 바울(St. Paul, 64-67)이 세례를 예수와 함께 매장되는 것에 비유하고 

목욕(λουτρόν)이라 표현한 것에서도 일찍이 세례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

는 방식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줄 

때 아이를 수반 위에 기울이거나 반쯤 담가 물을 뿌리기도 했다.34) 

아기 예수의 목욕이 신자의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요단강 

세례와 의미상 병치되기도 했다. 15세기 이탈리아 북부 알멘노 산 살바

in a Font: A Mutual Iconographic Borrowing in Medieval Art,” Miscellània litúrgica 
catalana 11 (2003), p. 25. 

32) 위의 논문, p. 32.
33) 위의 논문, p. 30.
34) 바울의 서간 중 초기 교회에서부터 세례 성사가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이하 성서의 한글판은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한 『공동
번역 성서』(1999)를 따랐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
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로마서 6장 
3-4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골로사이서 2장 12절. 그리스어 원문으로 된 바
울의 서간에서 바울이 세례를 “목욕(λουτρόν)”으로 표현한 구절들은 에페소서 5장 
26절, 디도서 3장 5절,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찾을 수 있다. J. A. Jungmann, 
“Baptism (Liturgy of),”in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2 (New York: 
McGraw-Hill, 1967),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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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Almenno San Salvatore) 근처 산 조르조(San Giorgio) 교회 프레스코 

벽화에는 성인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의 오른쪽에 나란히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목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도 18). 이 벽화의 

구성에 따르면, 아기 예수가 목욕하면서 물에 담가지는 사건은 이후 예

수가 받은 세례를 암시한다. 

아기 예수의 목욕 장면과 알트도르퍼의 재현 방식은 여전히 차이

가 있다. 토마스 샤우어테는 목판화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에서 요셉이 

든 수건과 예수가 담가지려는 모습이 일반 가정의 목욕처럼 묘사한 장르

화적 요소라고 해석했다(도 2).35) 그러나 목판화와 그 원형이 된 1510년 

그림의 주된 소재는 중앙의 분수이다. 이 분수는 소박한 가정의 목욕통

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예수에게 제왕적인 위엄을 부여하는 화려한 수반

이다. 한편 라틴어 판 유년 복음 외경(The Latin Infancy Gospels)의 이집

트 피난길 설화에도 아기 예수를 목욕시킨 물이 상처를 치료하는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36) 그럼에도 이집트 피난길의 맥락에서 목욕 

이야기가 시각화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아기 예수의 목욕 장면은 대개 

탄생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의 재현 방식은 요단강에서 예수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나 아기 예수의 목욕으로 예수의 세례를 간접적으로 암시하

는 방식보다 당대 기독교인의 유아 세례 성사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이

집트 피난길의 휴식>에서 성모가 아기 예수를 들고 수반에 기울이는 모

습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유아 세례 성사 장면과 매우 흡사

하다. 13세기 후반 프랑스 북부에서 제작된 성서 필사본에는 신이 지시

한 대로 모세(Moses)의 형 아론(Aaron)을 씻겼다는 구약 출애굽기의 이

야기가 목욕통에 들어간 아론의 모습으로 메달리온에 그려져 있다(도 

19). 이 그림 바로 아래의 메달리온에 실제 중세 기독교인이 행하는 유

아 세례 장면이 묘사되었다. 이처럼 아론의 이야기와 현실의 세례 성사 

35) Schauerte, 앞의 논문, p. 100.
36) 성 가족을 공격하려던 강도가 예수의 힘으로 온순해져서 성 가족을 초대하여 대접하

고 강도의 아내는 아기 예수를 목욕시켰다. 나중에 강도가 부상을 크게 당하자 강도의 
아내는 보관해두었던 예수의 목욕물을 발라 상처를 낫게 했다고 한다. 라틴어 판 유년 
복음 외경 116-122장. 한글 해석은 필자. Ehrman and Pleše, 앞의 책, p. 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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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병치한 구성을 두고 아론을 씻긴 구약의 사건이 세례를 시각적으

로 예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37) 아론이 놋쇠 그릇에 담긴 물로 

손과 발을 씻는다는 성서의 대목을 아론이 나무 목욕통에 들어간 모습으

로 묘사한 것도 아이를 물에 담그는 유아 세례와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 세례 장면은 사제가 아이를 붙들고 넓은 수반 위에 기울이

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세례를 포함한 교인의 일곱 가지 성사를 여러 가지 매체들로 시각

화하는 작업들은 15세기 중반 이후 활성화되어 16세기에 전성기를 맞았

다.38) 16세기 초 유아 세례를 더 사실적으로 묘사한 사례로는 1510년 뤼

카스 판 레이던(Lucas van Leyden, 1494-1533)이 스테인드글라스를 성사 

장면들로 장식하기 위해 그린 밑그림(Cartoon)과 1520년대 얀 호사르트

가 삼단제단화의 밑그림으로 기획한 <성 레오나르의 일생 Design for a 

Triptych with Scenes from the Life of Saint Leonard>이 있다(도 20, 

21). 뤼카스 판 레이던은 나이 든 여인이 아이를 수반 위로 기울이고 사

제가 물을 뿌리는 실제 성사 모습을 재현했다.39) 얀 호사르트는 여인의 

손에 붙들려 크고 둥근 세례반 위로 몸이 굽혀진 아이의 자세를 사실적

37) W. O. Hassall, Bible Moralisée. MS. Bodley 270b, SC 2937 c. 1250 (Wakefield: 
Microform Academic Publishers, 1961), p. 22, fol. 54r. 그림과의 비교를 위해 출애굽기 
30장 18-20절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난 영문본을 New International Version으로 참고한
다. “Then the Lord said to Moses, “Make a bronze basin, with its bronze stand, 
for washing. Place it between the tent of meeting and the altar, and put water in it. 
Aaron and his sons are to wash their hands and feet with water from it. Whenever 
they enter the tent of meeting, they shall wash with water so that they will not die. 
Also, when they approach the altar to minister by presenting a food offering to the 
Lord.” Exodus 30:18-20; 13세기 중반 프랑스 궁정에서 만든 교훈 성서는 양피지의 
한 면을 세로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네개 씩 한 면에 총 여덟 개의 메달리
온이 그려져 있다. 성서 사건 순서대로 네 개의 메달리온이 나온다. 첫 번째와 세 번
째 메달리온은 구약의 사건에 대한 삽화이다. 두 번째와 네 번째 메달리온은 바로 위
에 있는 구약 이야기에 미리 형상화된 신약의 교리를 묘사하여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
한다. 본고에서 참고한 그림은 네 권의 교훈 성서 중 런던 보들레이안 도서관(Bodleian 
Library)에 소장된 첫 번째 권에 수록되어 있다. 다른 판본들은 보들레이안 도서관, 대
영박물관(British Museum), 파리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톨레도(Toledo) 대
성당, 뉴욕 피어폰트 모건 도서관(Pierpont Morgan library), 빈 국립도서관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Hassall, 앞의 책, p. 2.

38) Ann Eljenholm Nichols, Seeable Signs: The Iconography of the Seven Sacraments, 
1350-1544 (Woodbridge, Suffolk: Boydell Press, 1994), pp. 1-29.

39) Karel. G. Boon, Netherlandish Drawings of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Catalogue of the Dutch and Flemish Drawings in the Rijksmuseum, vol. 2 (The 
Hague: Govt. Pub. Office, 1978),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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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했다.40) 1510년 알트도르퍼가 그린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에

서 수반이 아이의 몸보다 크고 아기 예수가 성모에 붙들려 몸이 수반 쪽

으로 기울어진 자세는 유아 세례를 묘사한 장면과 재현 방식이 매우 유

사하다. 같은 주제의 목판화도 성모가 분수의 물이 담긴 쪽을 바라보며 

아기 예수를 바짝 안아 붙여서 세례반에 유아를 담그거나 물을 뿌리려는 

모습을 암시한다.

알트도르퍼가 참여한 합스부르크 궁중 예술도 아기 예수를 가까이 

한 분수를 그리도록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세기 초 신성로

마제국의 황제이자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 막시 리안 1세(Maximilian I, 

1459-1519; 1486-1519년 재위)는 궁중 문학가와 비서들, 제국의 미술가들

을 동원하여 자신과 합스부르크가 조상들을 신성화하는 작업을 추진했

다. 다른 왕가들과 달리 일정한 수도나 중심 도시를 갖지 못했던 막시

리안은 거대한 기념비적인 건축보다는 운반할 수 있고 제국 전역에 복제

하여 배포할 수 있는 목판화 예술을 후원했다. <개선문 Triumphal 

Arch>(c. 1517-1518)이나 <개선 행진 Triumphal Procession>(1507-1518) 

연작은 고대 로마 황제들이 승리를 기념하는 방식을 목판화로 모방한 작

품이며, <막시 리안 기도서 Prayerbook of Maximilian I>(c. 1513-1515)는 

사적인 봉헌 용도를 기본으로 하는 기도서를 황제가 신임하는 신하들과 

동맹들에게 배포하여 공적인 선전 도구로 이용한 사례이다.41)

먼저 알트도르퍼의 그림과 목판화에 나타나는 분수와 이교 신상은 

16세기 막시 리안 황제가 후원한 판화 작업들에 나타나던 소재이며 양

식도 비슷하게 재현되었다. 샤우어테는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에 그려

진 분수와 비슷한 모양의 분수가 <막시 리안 기도서>의 가장자리에 나

타나고 <개선문>의 섬세한 장식과 유사한 표현들이 이러한 분수들에도 

40) Stijn Alsteens, “Design for a Triptych with Scenes from the Life of Saint 
Leonard,” in Man, Myth, and Sensual Pleasures: Jan Gossart's Renaissance: The 
Complete Works, ed. Maryan W. Ainsworth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0), p. 360.

41) Larry Silver, Marketing Maximilian: The Visual Ideology of the Holy Roman Empero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p. viii-ix; Joseph Leo Koerner, The 
Moment of Self-Portraiture in German Renaissance A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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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었기에, 이 작품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인 16세기 초에 제작되었으

리라 추정했다(도 22, 23).42)

다음으로 막시 리안의 선전 예술 중 그의 자전 문학에 딸린 삽화

에는 막 태어난 왕자에게 세례를 주거나 그를 목욕시키는 모습들이 보인

다. 이러한 장면들은 알트도르퍼가 아기 예수를 묘사하는 방식에 더 직

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막시 리안의 전기 중 여러 대

목들은 황제가 지상의 왕, 즉 기독교 유럽 세계의 보호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고귀한 핏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천상의 왕 예수와 비교

하곤 했다.

막시 리안이 궁중 문학가들을 시켜 쓰게 한 문학 작품들은 대부

분 자전적인 성격이었다.43) 이러한 작품들 중 비교적 일찍 기획되었다고 

여겨지는 책이 『프리드리히와 막시 리안의 생애 Historia Frederici et 

Maximiliani』(c. 1508-1510; 1516년 출간)이다. 막시 리안의 개인 서기이

자 라틴어 학자 요제프 그륀펙(Joseph Grünpeck)이 라틴어로 써서 알트

도르퍼의 드로잉 삽화와 함께 1516년 2월 출간되었다. 그륀펙은 알트도

르퍼와 마찬가지로 레겐스부르크에 살고 있었다. 그륀펙은 나중에 드로

잉을 목판으로 만들어 출판하려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이 전기는 막

시 리안의 출생에서 시작하여 왕이 바이에른(Bayern; Bavaria) 전쟁에서 

쿠프슈타인(Kufstein)을 공략한 1504년 10월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지막 장의 시기는 막시 리안이 49세가 되는 1508년이라고 적혀 있기

에 시간차가 있다.44) 1508년은 막시 리안이 교황에게 대관식을 받으러 

가다가 실패하자 트렌트(Trent)에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를 자칭한 해이

다. 이처럼 막시 리안 개인의 영광을 드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 

전기에는 막시 리안이 출생 직후 스스로 일어서는 신이함을 보였다는 

대목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의 삽화에는 아기가 아무 것도 잡지 않은 채 

42) Thomas Ulrich Schauerte, Die Ehrenpforte für Kaiser Maximilian I. Dürer und 
Altdorfer im Dienst des Herrschers (Munich: Deutscher Kunstverlag, 2001), p. 184.

43) Freydal, Theuerdank, Weisskunig 등 막시 리안의 전기는 막시 리안이라는 인물을 
확고하게 제국의 건국 신화와 상징에 연결하도록 기획되었다. Koerner, 앞의 책, p. 
230.

44) Silver, 앞의 책,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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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목욕통 위에 일어서서 부모와 궁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아기

의 요람에는 예수의 모노그램 IHS가 쓰여서 예수와 황제를 비교하는 의

미를 분명히 한다(도 24).45)

『프리드리히와 막시 리안의 생애』와 비슷한 시기에 『백왕전 

Weisskunig; The White King』(c. 1505-1516; 개정 1526-1527)이 독일어

로 기획되었다. 여기에는 기독교 왕국의 제왕이 유아 세례를 받는 장면

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1505년경 막시 리안은 아우크스부르크

(Augsburg) 출신 궁정인 콘라트 포이팅어(Konrad Peutinger, 1465-1547)가 

『백왕전』과 관련된 작업을 추진하도록 명령했다. 이 작품은 독일어로 

된 궁정 기사 로맨스 소설풍의 전기이다. 막시 리안 부모의 결혼, 막시

리안의 탄생과 성장, 다른 왕들과 벌인 전투가 연대기로 이어진다. 왕

들이 각자의 색깔과 지물을 지니며 막시 리안을 상징하는 주인공은 백

색 갑옷을 입기에 백왕(Weisskunig)이라 이름 붙여졌다.46) 아우크스부르

크의 미술가 대(大) 한스 부르크마이어(Hans Burgkmair the Elder, 1473–
1531)는 포이팅어의 중개를 통해 『백왕전』을 위한 목판 삽화를 주문 

받았다. 부르크마이어는 부왕 프리드리히가 다른 고위 성직자와 궁인들

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 막시 리안을 들어 화려한 세례반에 담그는 모

습을 묘사했다(도 25).47) 여기서 아기의 자세나 수반의 양식적 특징은 

1510년 알트도르퍼의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에 보이는 요소들과 흡사하

다. 부르크마이어의 판화에서 날개달린 인물상들과 식물 모양 조각으로 

장식된 세례반은 그 화려함으로 황제의 권위를 높인다. 마찬가지로 알트

도르퍼의 그림과 목판화에서 분수의 화려한 양식도 인간의 왕으로 온 예

수와 그를 직접 안아 분수에 기댄 성모의 신성함을 보인다.

『백왕전』에서 막시 리안이 유아 세례를 받는 대목은 유아 예수

가 성전에 처음 보여 졌을 때 시므온(Simeon)이 감격하는 장면과 유사하

게 서술되었다. 여기서 막시 리안은 기독교 세계를 구원할 영웅으로서 

예수와 비교되었다. 루가 복음에서는 시므온이 성전 제단에 놓였던 아기 

45) 위의 책, p. 136. 
46) 위의 책, pp. 4-5, 38. 
47) 위의 책,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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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를 두 팔에 들고 인류의 구원자를 보낸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와 

유사하게 『백왕전』에서는 세례식에 참석한 폰토(Ponto)의 왕자가 물에 

담갔던 아기 막시 리안을 들어 올리며, 투르크 적들을 물리칠 세상의 

구원자를 대면한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린다.48)

3. 세례반으로서 생명의 분수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속 생명의 분수를 재현한 방식은 중세와 

근대 초기 북유럽에서 유행한 성사 신앙을 기반으로 한다. 알트도르퍼의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에 나타난 분수는 기독교의 천국의 샘과 생명의 

샘 중에서도 세례 성사의 의미를 가진 일종의 세례반이라 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부터 생명의 샘 관념은 세례 성사와 접한 관련이 

있었다. 폴 언더우드(Paul A. Underwood)는 생명의 샘이 시각화된 이른 

작례인 카롤링거 시대 복음 필사본을 예로 들었다(도 26). 그는 이 필사

본들에 나타나는 생명의 샘을 세례반으로 해석했다. 그림의 중앙에는 수

반 위로 여덟 개의 기둥과 돔이 서 있다. 이 건축 요소들은 5세기 로마

에 세워져 초기 교회 역사에서 세례 전례를 정립하는 중심지가 된 라테

란 세례당(Lateran Baptistery)의 구조와 일치한다(도 27). 생명의 샘이 그

려진 필사본에 종종 나타나는 뿔 달린 사슴도 중앙의 샘이 세례반일 가

48)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아
들 에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
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구
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루가 복음 2절 27-32장; 성서의 이 구절과 비교할 수 있는 『백왕전』의 장
면은 다음과 같다. 한글 해석은 필자. “시므온이 그의 속죄자(Heiland; redeemer), 즉 
인류의 구원자(Erlöser; saviour)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신의 은총으로 제가 
아이를 세례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나의 적들에 복수하고 투르크인들을 강력한 
손으로 제압할 것입니다.”” H. Theodor Musper, et al., eds., Kaiser Maximilians I 
Weisskunig (Stuttgart: W. Kohlhammer, 1956), p. 326; Silver, 앞의 책, p. 137에서 재인
용. 예수는 유아가 아닌 청년기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애 중 성서 속 요단
강 세례와 막시 리안의 세례식을 비교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백왕전에서 아
기 막시 리안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 중 탄생 장면은 성서에서 아기 예수의 일화와 
거의 일치한다. 혜성(별)이 나타났다는 일화나 아기가 뱃속에서 방문자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는 백왕전의 대목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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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암시한다. 5세기경 교회 기록에 따르면 그림에서만이 아니라 실

제로도 사슴 모양의 장식품을 수반과 함께 놓아 세례 용구로 썼던 것으

로 보이기 때문이다.49) 

라테란 세례당에 새겨진 한 명문은 생명의 샘이 지닌 성사적 의미

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들을 담고 있었다. 라테란 세례당 중앙의 

세례반을 둘러싼 여덟 기둥 위에 세워진 여덟 상인방의 서로 다른 명문

들은 세례의 핵심 의미들을 표명했다. 그 중 “이 분수는 온 세상을 씻

어내는 생명의 샘이다 / 그 원천은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나온다(Fons hic 

est vitae, qui totum diluit orbem; sumens de Christi vulnere 

principium).”라는 명문의 전반부는 세례당의 중앙에 있는 세례반이 

‘생명의 샘’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한편 후반부는 세례반으로서 생명

의 샘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상처, 즉 세례를 주는 물이 그리스도의 피라

고 표현했다. 이로부터 그리스도의 수난과 세례를 연관시키는 사고가 고

대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50) 예수가 수난으로 받은 상처에서 

흘린 피가 인간의 죄를 씻어내는 물이 된다는 관념은 이후 북유럽 미술

에서 생명의 샘을 그릴 때 자주 시각화되는 핵심 개념이었다. 

15세기와 16세기 북유럽 미술에서 예수의 상처가 생명의 샘의 원

천이자 세례 성사의 근원이라는 신학이 재현되었다. 에블린 언더힐

(Evelyn Underhill)에 따르면 15세기부터 플랑드르 지역에서 생명의 샘이 

자주 그려졌다. 그림 속 샘 혹은 분수들은 신자에게 신의 은총(Grace)을 

전달하는 성사(Sacrament)와 관련되었다. 은총은 기독교에서 영적인 삶의 

정수를 가리킨다. 예수가 기독교인의 영적 삶의 근원이기에 그가 흘린 

피는 은총과 동일시되곤 했다. 세례를 포함한 일곱 성사는 실질적으로 

은총을 기독교인에게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얀 판 에이크 화파의 그림 

49) Paul A. Underwood, “The Fountain of Life in Manuscripts of the Gospels,” 
Dumbration Oaks Papers 5 (1950), pp. 45-51; 여전히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세례당 기반
에는 물을 담아 세례 예식을 행했던 고대의 구덩이가 두 개 있다. 현재 세례당의 팔각
형 벽은 식스투스 황제(Pope Sixtus III, d. 440)때 개축한 것이다. 이 벽의 내부에는 여
덟 개 기둥으로 지지된 원래의 둥근 벽이 있다. F. X. Murphy, “Baptistery,”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2 (New York: McGraw-Hill, 1967), p. 74.

50) 여덟 명문들의 라틴어 원문과 영어 해석은 Underwood, 앞의 논문,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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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겐트 제단화의 <양에 대한 경배 Adoration of the Lamb> 장면에서 어

린양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생명의 분수를 신자와 성인들이 둘러싸서 경

배하고 있다(도 28).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신자를 깨끗한 물로 

정화시키는 세례 성사의 은총을 암시한다. 마드리드에 소장된 <생명의 

샘> 혹은 <시나고그에 대한 에클레시아의 승리 Triumph of Ecclesia 

over the Synagogue>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도 13). 천국의 궁전 안

에 앉아 있는 어린양의 아래로 생명의 물이 흘러서 천사 악사들을 지나 

천국의 벽 바깥쪽에 있는 샘에 흘러내려 채워진다.51) 샘의 모양은 세례

반에 자주 쓰이는 팔각형을 하여 세례 성사를 암시한다.52)

생명의 분수가 예수의 상처에서 나온 피를 원천으로 한다는 관념

은 중세와 근대 초기 북유럽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신앙이 유행하면

서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분수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성혈이 담긴 

분수에 여러 신자들이 몸을 담그는 모습은 직접적으로 세례 성사를 연상

시킨다. 프랑스 북부 두에(Douai) 출신 장 벨강브(Jean Bellegambe, c. 

1470-1535)는 연옥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커다란 금속 수반

에 달려들어 피에 몸을 담그고 피를 마시는 모습을 16세기 전반 경 <신

비의 목욕 Mystical Bath of the Souls> 삼단제단화에 묘사했다(도 29). 이

것은 흔히 봉헌의 샘(Fons Pietatis)으로 일컬어지는 생명의 샘의 한 종류

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Man of 

Sorrows)을 하고, 그의 몸에 난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분수를 이루며, 신

자들이 그 주위에서 기도하거나 피를 마시거나 피에 몸을 담그는 장면은 

51) <양에 대한 경배>와 <생명의 샘>은 세례 성사와 함께 기독교의 중요한 전례인 성찬
식(Eucharist)도 함께 암시하고 있다. <양에 대한 경배>에서는 그리스도 어린양의 상처
에서 나온 피가 성배를 채우고, <생명의 샘>에서는 팔각형 수반 위에 성체 빵 여러 개
가 떠 있다. Evelyn Underhill, “The Fountain of Life: An Iconographical Study,”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17, no. 86 (May 1910), p. 103; <생명의 샘>
에서 천사가 들고 있는 양피지에는 “정원의 분수, 생명의 샘(Can. Fons [h]ortorum, 
puteus aquarum viventium; Cant. A fountain of gardens, a well of living waters)”이
라고 적혀 있다(아가(雅歌) 4장 15절 부분). 희생양 그리스도가 들어 있는 천국의 건축
은 그 자체로 성체의 탑(Eucharistic towers)의 도상이다. Felipe Pereda, ““Eyes That 
They Should Not See, and Ears That They Should Not Hear”: Literal Sense and 
Spiritual Vision in the Fountain of Life,” in Fiction Sacrée Spiritualité et Esthétique 
Durant Le Premiere Âge Moderne, ed. Ralph Dekoninck et al. (Leuven: Peeters, 
2013), p. 137. 

52) 위의 논문,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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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초 네덜란드와 프랑스 북부의 목판화들에서도 발견된다(도 30).53) 

<신비의 목욕> 그림 속 배너들에 쓰인 이사야서 및 요한 묵시록의 문구

들과 예수의 피가 담긴 분수를 종합하면, 연옥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구원한다는 제단화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54) 신자들이 그리

스도의 피인 목욕물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다는 모티프는, 제단화의 주제

인 영혼의 구원이 세례 성사로 구체화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기존 연구자들은 예수의 피를 원천으로 하는 봉헌의 분수와 남녀

가 즐겁게 사랑하는 젊음의 분수(Fountain of Youth) 또는 사랑의 분수

(Fountain of Love)가 그 재현 방식과 의미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젊음

의 분수는 생명의 샘 신앙의 세속적인 차원이다. 북이탈리아 판화들에는 

사랑의 신상이 놓인 분수에 벌거벗은 인물들이 들어가 목욕하고 휴식하

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도 15, 31). 프란츠 빈칭거는 날개달린 푸토들이 

분수에 들어간 모습의 북이탈리아 판화가 1510년 알트도르퍼의 <이집트 

피난길 휴식>에서 큰 분수에 들어가는 작은 천사들에 영감을 주었다고 

지적했다(도 15).55)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노인은 젊어지고 병자는 치유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연인들은 사랑을 나눈다는 젊음의 분수 이야

기는 중세 후기와 르네상스 시대 유럽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젊음의 

분수는 적어도 14세기에는 시각적으로 재현되었고 연극으로도 자주 상연

되었다. 1484년 샤를 8세(Charles VIII, 1470–1498)의 랭스(Reims) 대관식

에서 젊음의 분수가 공연될 때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효험을 궁금해 

하여 몰려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젊음의 분수에 대한 민간신앙

이 자리 잡아 있었다. 장 벨강브의 <신비의 목욕> 속 분수는 예수의 피

를 원천으로 하는 종교적인 분수이다. 그러나 세속적인 젊음의 분수 장

53) G. B. Krebber and G. Kotting, “Jean Bellegambe en zijn Mystiek Bad voor 
Anchin,” Oud-Holland 104 (1990), p. 34.

54) 장 벨강브의 <신비의 목욕> 제단화 속 배너의 문구들은 메시아가 부당한 수난을 받
은 것을 그가 홀로 술틀을 밟은 것에 비유하여 인간의 죄를 상기시킨다(이사야 63장 
1-3절). 동시에 인간의 죄를 씻어내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옷을 희게 만드는 어린양의 
피로 표현한다(요한 묵시록 7장 13-15절). 피를 통한 심판과 구원은 그림의 중심 주제
인 생명의 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이사야 12장 3절). 배너의 문구를 비롯하여 기타 
도상에 대한 기초적인 해설은 Maj-Brit Wadell, Fons Pietatis: eine inkonographische 
Studie (Gothenburg, 1969), p. 50. 

55) Winzinger, 앞의 논문,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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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인물들이 치유와 젊음을 얻고자 수반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로, <신비의 목욕>에서 예수의 피가 담긴 분수에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영혼들이 앞 다투어 몰려들고 있다.56)

알트도르퍼의 <이집트 피난길 휴식> 그림에서 여러 천사들이 분수

에 들어가 놀고 헤엄치는 장면이나 목판화에서 천사들이 다가와 손을 씻

는 장면은 젊음의 분수의 종교적 차원이라 할 수 있는 봉헌의 분수로 이

해할 수 있다. 알트도르퍼의 분수에 관한 연구에서 젊음의 분수를 언급

한 학자들은 종교보다는 이탈리아풍 양식이나 인문주의 모티프로 해석했

다.57) 그러나 알트도르퍼의 그림은 작가가 성모에 봉헌하는 명문을 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교성이 강하다. 천사들이 모여드는 분수는 예

수와 마리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분수는 인문주의보다

는 예수의 수난과 나아가 성사를 암시하는 분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56) Krebber and Kotting, 앞의 논문, p. 130; Wadell, 앞의 책, pp. 49-51. 
57) 빈칭거는 젊음의 분수가 그려진 이탈리아 판화와 알트도르퍼 분수의 모양이 유사하

다고 지적했다. Winzinger, 앞의 논문, pp. 31-32. 놀은 젊음의 분수가 의미상 알트도
르퍼의 분수와 관련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종교보다는 사랑 및 젊음의 세속적인 차
원과 연관 지었다. Noll, 앞의 논문, p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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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할례에서 세례로

본 장에서는 알트도르퍼의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에 암시된 유아 

세례 성사가 그 상대항인 유대인의 할례, 나아가 할례의 구원 역할을 세

례로 대체하고자 하는 기독교 신학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

은 먼저 중세부터 16세기까지 예수의 할례와 세례에 대한 신앙과 주요 

시각적 재현을 서술하여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속 예수의 재현이 동시

대인들에게 할례에서 세례로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 추론할 것이

다. 다음으로 유대교 할례를 파기하고 기독교의 세례를 구축하는 신학 

담론이 기독교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1. 예수의 할례와 세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예수의 할례와 세례는 예수가 인류의 구

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인 중요한 사건으로 존숭되었다. 성서에 따르

면 예수는 유대 관습에 따라 태어나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예수로 

명명되었다.58) 서른 살에는 집을 떠나 광야로 나가기 전 요단강에서 세

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4대 복음의 저자들은 예수의 세례를 메시

아로서 그의 역할을 확증한 사건으로 서술했다. 네 복음 모두 예수가 세

례를 받은 직후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그가 신의 아들임을 가리키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썼다.59) 한편 예수의 할례 사건은 루가 복음에만 나

와 있다. 루가 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유대인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서술

하여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약 성서에서 

아브라함의 할례는 신이 그의 자손인 유대인을 표시하여 이스라엘로 들

어갈 구원을 약속하는 표징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유대인의 

58) “여드레째 되는 날은 아기에게 할례를 베푸는 날이었다. 그 날이 되자 아기가 잉태
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루가 2장 21절.

59) 마태오 3장 13-17절, 마르코 1장 9-11절, 루가 3장 21-22절, 요한 1장 29-3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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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 예수가 할례를 받았다고 쓰는 것은 자연스러웠다.60) 

유럽 기독교인들은 고대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

안 예수의 할례와 세례를 기렸다. 예수의 세례는 3세기경부터 동방박사

가 예수를 방문한 것을 기억하는 공현일(公現日, epiphany)에 함께 기념

되었다. 트렌트 공의회(Council of Trent, 1545-1563)까지도 예수 세례 축

일은 따로 없었으나 예수의 세례는 기독교인의 관습과 신학 전반에 중요

한 의미를 지녔다. 그가 받은 세례 성사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입교 의식이었다. 세례 받는 신자는 물에 담가졌다가 나와서 예수가 매

장되었다가 부활하는 수난과 구원의 서사를 그대로 따랐다.61)

예수의 할례 축일인 1월 1일도 적어도 6세기 중반에 정착하여 중

세와 르네상스 시대까지 기념되었다.62) 중세의 기독교 성서 주해들은 예

수의 할례를 그가 처음으로 희생하여 피를 흘린 사건으로 해석했다. 할

례에 쓰이는 칼은 이후 예수가 수난을 당할 때 고문 도구로 여겨졌으며 

할례 사건은 마리아의 일곱 가지 슬픔에 포함되었다.63) 마리아의 슬픔 

신앙은 시므온이 예수의 고난과 그것을 보는 마리아의 가슴에 칼처럼 찔

릴 아픔을 예언한 루가 복음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64) 이 일화를 그대

로 형상화하여 가슴에 하나 또는 슬픔의 개수만큼 여러 개의 칼이 박힌 

마리아가 그려졌다. 마리아의 생애 중 예수의 수난과 관련되는 이 슬픔

의 종류는 다섯 가지에서 백여 가지에 이르렀으나 대체로 일곱 가지로 

압축되었다. 14세기와 15세기부터 독일, 프랑스,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문

학과 그림과 성가에 마리아의 슬픔을 열거하는 봉헌 방식이 인기를 끌었

다.65) 15세기 후반 독일에는 마리아의 슬픔에 대한 축일과 형제회도 나

60) R. L. Foley, “Circumcision of Our Lord,”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3 (New 
York: McGraw-Hill, 1967), p. 880; 창세기 17장 4-14절.  

61) T. M. De Ferrari, “Baptism (Theology of),”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2 
(New York: McGraw-Hill, 1967), p. 64.

62) Leo Steinberg, The Sexuality of Christ in Renaissance Art and in Modern Obliv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49-50.

63) Gertrud Schiller, Die Kirche, vol. 4, 1 of Ikonographie der christlichen Kuns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 Mohn, 1976), p. 99. 

64) 루가 2장 34-35절.
65) Carol M. Schuler, “The Seven Sorrows of the Virgin: Popular Culture and Cultic 

Imagery in Pre-Reformation,”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21 (1992),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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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66) 아기 예수의 할례가 그림으로 자주 그려지기 시작한 것도 

14-15세기부터이다.67) 

15세기 미하엘 파허(Micahel Pacher, 1435-1498)가 제작한 잘츠캄

머구트(Salzkammergut) 성 볼프강(St. Wolfgang) 교회 제단화가 마리아의 

생애 일부로 아기 예수의 할례를 구획해 넣는 방식이나 해당 장면을 재

현한 방식은 이후 독일어권 아기 예수 할례 재현의 전범이 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도 32). 제단화 전체 프로그램은 마리아 신앙과 관련된다.68) 

가장 바깥 날개를 열면 예수의 생애에서 따 온 여덟 장면이 드러나고, 

다시 날개를 열면 그 안쪽에 그려져 있던 마리아의 생애 네 장면이 펼쳐

진다. 제단화의 하부(predella)에도 마리아의 생애 두 장면이 묘사되어 있

다. 열린 제단화의 중앙에는 나무로 조각된 성모 대관 장면이 드러난

다.69) 날개에 그려진 마리아의 생애 중 예수의 할례를 주제로 한 패널에

는 성전의 궁륭 아래 관을 쓴 고위 사제가 아기 예수를 무릎에 놓고 경

건하게 예식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15세기에 예수의 할례가 

중요하게 신앙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70)

1495년경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는 마리아의 

일곱 가지 슬픔을 주제로 한 제단화의 일부로 할례 장면을 그렸다(도 

33). 할례 장면은 비텐베르크(Wittenberg) 궁 교회 제단화 날개의 일부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단화의 패널들은 드레스덴(Dresden)과 뮌헨

(München)에 흩어져 있다. 가장 큰 패널에 그려진 마리아의 가슴에 박힌 

66) Junhyoung Michael Shin, “Materialized Vision as a Meditative Exemplar: Albrecht 
Dürer's Marienleben (1502-1511)” (PhD di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1), 
p. 136. 

67) Schiller, 앞의 책, p. 100. 
68) 위의 책, p. 100. 
69) 성 볼프강 제단화의 예수 생애 장면이 그려진 날개는 일요일과 소규모 교회 축일에 

열렸다. 이 장면의 주제는 “예수의 세례, 악마에게 유혹을 받음, 칸나의 결혼, 오천 
명을 먹임,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돌을 던짐.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음. 예수와 창녀, 
라자로를 일으켜 세움.” 등이다. 미하엘 파허가 그린 마리아의 생애 장면보다 양식화
된 기법으로 볼 때 그의 친척인 프리드리히 파허가 그렸으리라 추정된다. 미하엘 파허
가 그린 마리아의 생애 여섯 장면과 성모 대관 조각은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령강림
절, 성모 승천 등 중요한 교회 축일에 공개되었다. 성 볼프강 제단화의 프로그램과 도
상은 Arthur Burkhard, The St. Wolfgang Altar of Michael Pacher (Munich: F. 
Bruckmann KG, 1971), pp. 8-11.

70) Schiller, 앞의 책, p. 100. 



29

일곱 개의 칼은 다른 패널에 그려진 일곱 가지 슬픔을 상징한다(도 34). 

이 패널들의 주제는 예수의 할례, 이집트 피난, 성전에서 예수를 찾음, 

십자가를 짊어짐, 십자가에 못 박힘, 십자가형, 애도이다. 예수 할례 패

널에서 마리아는 손을 가슴에 모으고 엄숙하게 바라보고 있다. 16세기 

초에도 뒤러는 아기 예수의 할례를 목판화 연작 <마리아의 일생 Life of 

the Virgin>(1502-1511)의 첫 번째 주기에 오도록 배치했다(도 35).71) 여

기에는 슬퍼하는 마리아의 표정이 더 잘 드러나 있다.

뒤러의 <마리아의 일생>과 비슷한 시기에 알트도르퍼도 아기 예수

의 할례 장면을 목판화 연작 <인간의 타락과 구원 Fall and Redemption 

of the Human Race>(1513)에 포함시켰다(도 36). 이 작품은 구약의 인간 

타락부터 신약의 최후의 심판까지 40개의 장면으로 구원의 전체 서사를 

묘사했다. 알트도르퍼는 1511년경부터 종교적 주제의 목판화들을 디자인

하기 시작했다. 목판화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알트도르퍼의 목판화는 1511년에서 1520년 사이 제작

된 독일 목판화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여겨진다. 알트도르퍼는 뒤

러가 자주 쓰는 전지 크기의 4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화면에 장면을 섬

세하게 구성해 넣는 기술을 과시했다. 1511년은 뒤러가 <묵시록 

Apocalypse>의 재판, <마리아의 일생>, <대(大)수난 Large Passion>과 <소

(小) 수난 Small Passion> 연작을 출간한 해이다. 뒤러는 15세기 후반부터 

목판화를 선도했으므로 뒤러의 작품들은 알트도르퍼가 예수와 성모의 일

생을 주제로 목판화 연작을 기획하는 데 영감을 주었을 것이다.72) 

16세기 초 알트도르퍼의 목판화 연작들은 뒤러의 선례를 반영하면

서도 그와 조금씩 어긋나게 서사를 전개했다고 평가받는다.73) 할례 장면

에서도 알트도르퍼는 뒤러의 <마리아의 일생>이나 더 이른 시기의 독일

어권 선례들과 달리 예수를 정면에 드러내지 않았다. 아기 예수를 안은 

사제가 등을 돌려 앉아서 예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성전이 어둡고 좁

71) Shin, 앞의 논문, p. 137.

72) David Landau and Peter Parshall, The Renaissance Print, 1470-155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pp. 204-5.

73) 위의 책, pp.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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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방 안쪽의 마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물이 그림자에 가려 있다. 

할례를 행하는 사제의 얼굴과 칼만이 빛 아래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

(도 36).

1500년경 독일에서는 아기 예수의 할례가 마리아의 생애 일부가 

아닌 독립된 주제의 제단화로 제작될 정도로 깊이 신앙되었다. 쾰른

(Köln)의 시의원이자 성 골룸바(St. Columba) 교회 관리인인 요한 폰 케

스텐버그(Johann von Questenberg)는 성 골룸바 교회에 놓을 제단화를 

주문했다(도 37). 예수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방문을 배경으로 중앙에는 

그 이후 벌어진 사건인 아기 예수의 할례가 관람자를 향해 반쯤 열린 화

려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제단 위에 놓인 아기 예수, 

그를 잡고 있는 마리아, 칼을 든 사제를 중심으로 군중이 모여 있다. 주

문자와 그의 아내도 양쪽에 무릎을 꿇고 이 성사를 목도하고 있다.74)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성인 예수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아기 

예수의 할례 장면보다 더 많이 재현되었다. 예수의 세례를 재현하는 방

식은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대부터 반복

되는 요소는 예수가 서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세례자 요한이 머리 위

로 손을 들어 축복하거나 물을 부어 세례를 주며, 성령 비둘기가 내려오

고, 성사를 보조하는 사제처럼 천사가 수건이나 옷을 들고 곁에 있는 모

습이다. 15세기 숀가우어의 동판화와 성 볼프강 제단화 날개에 예수의 

일생 일부로 그려진 예수의 세례 장면은 세례자 요한, 예수, 천사, 비둘

기, 물 등 예수의 세례 장면에서 핵심을 요약하여 보여준다(도 16, 38). 

16세기 초 헤라르트 다비트(Gerard David, 1460-1523)의 제단화처럼 예수

의 세례를 제단화의 중심 주제로 삼은 작품도 있었다(도 39). 

알트도르퍼의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은 앞 장에서 논증했듯이 유

아 세례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유아 세례는 중세와 16세기에 널리 알려

진 예수의 성사에 관한 도상인 아기 예수의 할례나 성인 예수의 요단강 

세례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16세기 초 독일인은 아기 예수가 받는 성사

를 재현한 그림으로는 독일에서도 유행했던 아기 예수의 할례 장면을 떠

74) Martin Schawe, Alte Pinakothek: Altdeutsche und altniederländischee Malerei  
(Munich: Bayerische Staatsgemäldesammlungen, 2006),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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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기 쉬웠다. 따라서 이들은 아기 예수가 세례 성사를 받는 것 같은  

장면을 보고 아기 예수의 성사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도상인 할례를 먼저 

연상했을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알트도르퍼의 그림에서 할례가 세례 성

사로 바뀌어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로써 알트도르퍼는 유아 세례의 

우월함을 표시하는 만큼 유아 할례에 대한 부정을 암시했다. 제단이나 

수반 위에 아기 예수를 올려놓고 칼을 대려는 유대교 성사는 그를 세례

반으로서 분수의 가장자리에 놓고 담그려는 기독교 성사로 전환되었다. 

구약 성사와 신약 성사를 병치하고 후자로 대체하고자 하는 관념

은 알트도르퍼가 1510년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의 화면을 양분한 방식

에서도 드러난다. 왼편에 솟아난 거대한 세례반 분수는 그 주변에서 분

주하게 움직이는 천사들로 인해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 분수는 오른편 

뒤의 로마네스크식 고성(古城)이 폐허가 되고 인적이 드물어 쇠락해가는 

모습과 대조된다(도 1). 어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는 북유럽 미술

에 자주 나타나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폐허와 고딕 양식의 새 건물의 대

비를, 유대교 질서를 기독교로 대체한다는 신학적 상징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대조는 성탄 장면에 자주 나타나 예수가 세상에 와서 신약의 시

대를 열었다는 점을 가리켰다.75)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룬 <이집트 피난

길의 휴식>에서도 두꺼운 로마네스크 식 벽을 한 낡은 건물이 유대인의 

구약을 상징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폐허 앞의 분수에서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시대가 물러가고 새로 온 기독교 시대의 성사인 유아 세례를 

받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한편 비슷한 주제의 목판화에도 신약 성사인 

세례가 성전에서 할례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의미가 건축으로 암시되어 

있다. 아기 예수 할례를 재현한 많은 그림에서 할례가 행해지는 건물은 

성전이었다. 그러나 세례반으로서 분수가 가운데에 놓인 목판화 속 고딕

식 궁륭의 공간은 교회 건물 중에서도 세례당이라 할 수 있다(도 2). 예

수의 할례와 이집트 피난은 마리아의 슬픔에 주로 속하는 주제이다. 마

리아 신앙과 관련된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그림과 목판화에서, 알트도

르퍼는 성모가 예수의 할례와 이집트 피난으로 겪는 슬픔이 피난길의 휴

75) Erwin Panofsky, Early Netherlandish Painting, Its Origins and Chara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 pp. 135-37.



32

식과 세례를 통한 기쁨으로 전환되도록 묘사했다. 

세례와 할례를 의미상 병치하고 세례에 우위를 두는 관념이 알트

도르퍼처럼 예수의 성사를 가지고 시각화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러나 예수의 할례와 세례가 기독교 세례 성사의 신학적 근거가 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신자들은 예수가 받은 성서 속 의례들을 현실

의 유대교 및 기독교 성사와 비교했다. 예수의 세례는 기독교인의 세례

와 조응했으나 문제는 예수의 할례였다. 유아 할례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할례와 세례를 모두 받았으나 기독교인의 

삶에서 성사로 유효한 것은 세례뿐이었다. 기독교 신자는 고대부터 예수

의 할례를 기념하면서도 이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심했

다. 신학자들은 예수가 할례와 세례를 몸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할례

를 면제받고 세례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석했다. 중세와 르네

상스 시대 예수의 할례와 세례를 기념하는 문학, 설교, 수난극은 이러한 

교훈을 언급하곤 했다. 

13세기 이탈리아 알바노의 주교 성 보나벤투라(San Bonaventura, 

1221-1274)가 썼다고 전해지는 『예수의 생애에 관한 명상 Meditationes  

Vitae Christi; Meditations on the Life of Christ』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인기를 누린 봉헌 문학이다. 이 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관하여’라는 장은 아기 예수가 고통스럽게 할례를 받고 마리아가 슬퍼

하는 모습을 묘사한 후 “그 때부터 육체적인 할례가 폐기되어서 우리는 

은총은 더 많고 고통은 더 적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교

훈을 덧붙였다.76) 예수의 할례 축일인 1월 1일, 예수의 할례를 수난과 

구원의 첫 계기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설교에서도 세례가 할례보다 우

위에 놓였다는 점을 확인하곤 했다. 1485년 안토니오 롤리오(Antonio 

Lollio)는 할례 축일에 바티칸에서 “할례 이후 세례가 천국으로 가는 길

을 더 넓게 열어주었다.” 라고 설교했다.77) 

예수의 요단강 세례 장면을 다룰 때에도 할례가 세례로 전환되었

76) Isa Ragusa and Rosalie B. Green, eds., Meditations on the Life of Chris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 44. 

77) Leonard B. Glick, Marked in Your Flesh: Circumcision from Ancient Judea to 
Moder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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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수사를 쓰는 사례가 있었다. 16세기 프랑스의 한 수난극 대본은 예

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리는 장면 이후 마지막 장면을 

다음과 같은 대사로 끝맺는다. 

하느님 아버지가 천사들에게: 이는 할례를 끝마치고 세례를 시작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78)

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음

성이 내려왔다고 전한다.79) 수난극 대본의 대사는 이 복음의 구절에 당

시 널리 알려진 예수 세례의 의의를 결합한 것이다. 그 의의는 할례의 

파기와 세례로 인한 구원이다. 이 대본은 현전하지 않는 이른 시기의 수

난극을 이어받았다고 여겨지기에, 세례 장면에서 할례에 대한 부정을 읽

어내는 전통이 오래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16세기 초 독일에도 이 

전통이 잘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종교개혁 직전까지 독일에서는 중세 

문학이 이른 시기의 판본을 따라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설교자들은 이

전의 사상을 대중화하여 유포했다.80) 르네상스 시대 기독교 신자들은 유

대교의 입문 의식인 할례를 기독교의 입문 의식인 세례로 대체하는 사고

방식에 익숙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유대인을 교회 질서 아래 지배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이 담론을 구축했다.

78) 수난극의 마지막 대사를 영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OD THE FATHER to his 
angels: This is my beloved son / Who has initiated baptism (Qui a conmancé le 
baptesme). / He has ended circumcision (Il a circunsision finé).”마지막 대목 바로 직
전에는 예수가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이 할례를 끝내고 세례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
었다고 천명하는 대사가 나온다. “Jesus: A sacrament of great worth / Now adorns 
our holy church, / For I value your holy baptism, / Which shall put an end to 
circumcision / And my baptism will be so perfect / That all men will be saved by 
it.”John R. Elliott and Graham A. Runnalls, The Baptism and Temptation of Christ: 
The First Day of a Medieval French Passion Pla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8), pp. 78-79.

79) 마태오 3장 17절, 마르코 1장 11절과 루가 3장 22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타난다. 요한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 예수가 하느님이 보낸 분이라고 증언한다. 요한 3장 
34절 참조.

80) Bernd Moeller, “Religious Life in Germany on the Eve of the Reformation,” in 
Pre-Reformation Germany, ed. Gerald Strauss (London: Macmillan, 1972),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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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대교 할례의 파기와 기독교 세례의 구축

유대인은 할례가, 기독교인은 세례가 유아의 원죄를 지우고 자신들

의 믿음에 입회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약속한다고 믿었

다. 하나의 천국을 두고 경쟁하는 두 종교의 입교 성사는 서로 양립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할례를 구원의 효험을 상실한 구

시대의 율법으로 강등시키고 세례에 은총의 영험을 부여했다. 이러한 신

학 논쟁은 고대부터 시작하여 기독교가 유럽의 주도권을 잡는 12-13세기

에 박차를 가하고 16세기까지도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학자들은 히

브리어 성서를 공유하면서도 기독교 교리와 관습을 거부하고 같은 땅에

서 살아가는 유대인을 경계했다. 

할례의 구원 기능을 부정하고 세례로 대체하는 작업은 유대인의 

과거를 기독교의 현재를 위한 준비로 통합해 넣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

졌다. 고대 교부와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구약이 그 자체의 구원 기능

을 상실하고 그것이 예언한 기독교 시대의 역사 역할을 하도록 이론화했

다.81) 성 바울은 이후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할례와 세례 및 두 성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전범을 제공했다. 바울은 세례와 할례를 나란히 비교했

다. 이는 율법에 따르는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인 할

례인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82) 성 아우구스티누스

(St. Augustine, 354-430)는 예수의 할례를 구약의 표징으로 해석하는 전

통에서 벗어나 원죄를 용서하는 은총의 도구로 해석하여 기독교식 구원 

서사에 편입했다. 성 비드(St. Bede, 673-735)는 할례도 인간의 원죄를 벗

긴다고 인정했지만 할례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83) 

81) Steven E.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1550: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History of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p. 63.

82)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
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
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사이서 3
장 11-12절; Steinberg, 앞의 책, p. 50. 

83) 위의 책,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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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경 기독교가 유럽의 주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더욱 강경하게 할례의 효과를 의심하고 세례를 옹호했다. 이 시기 신학

자들은 유럽 사회의 본질과 목표를 정의해나갔다. 세례를 비롯한 일곱 

성사도 이 때 구축되기 시작했다. 기독교 신학자들의 관심은 고전 철학 

담론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거부하고도 유럽

에서 함께 살아가는 유대인을 첨예하게 의식하고 있었다.84) 많은 유대인

은 중세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신학적 이상에 동화되지 않았다. 교회는 

자신들의 교리를 유럽 전역의 남녀와 민족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성

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성을 공유하고 

있는 한 예수의 희생과 구원으로 하나 된 형제였다. 그러나 이성과 동일

시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전례, 예를 들어 세례나 성찬식을 따르지 않는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교회를 이성과 등가로 놓

는 논리는 유대인을 신학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고립시켰

고, 소수자인 유대인은 스스로 배타성을 강화했다.85) 

이러한 배경에서 두 종교의 성서해석학자들은 할례와 세례의 타당

성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 프랑스의 피에르 아벨라르(Peter Abelard, 

1079-1142)와 기베르 드 노장(Guibert de Nogent, 1055-1124), 유대교에서 

개종한 스페인의 페트루스 알폰시(Petrus Alfonsi, 12세기 전반 활동)는 

할례가 유대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기 위한 관습에 지나지 않는 반

면 세례는 여성까지 포함한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녔

다고 주장했다.86) 독일의 루페르트 폰 도이츠(Rupert von Deutz, 

1075-1129)도 통합된 하나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할례의 정당성

을 공격했다. 그는 저서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고리 또는 대화 Anulus 

sive dialogus inter Christianum et Iudeum; The Ring, or a Dialogue 

between a Christian and a Jew』에서 유대교 교리의 특수성과 기독교 

교리의 보편성을 대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할례와 세례도 이 맥락에

84) Anna Sapir Abulafia, Christians and Jews in the Twelfth-Century Renaissance 
(London: Routledge, 1995), p. 77.

85) 위의 책, pp. 123-24, 129-30.
86) 위의 책, pp. 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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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교되었다.87) 중세 유대교 신학자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에 반박

했다. 12세기에는 요셉 킴히(Joseph Kimhi, 1105–1170), 13세기에는 공직

의 요셉(Joseph Official, 13세기 활동)을 비롯한 프랑스 출신 유대교 신

학자들이 할례의 피가 세례의 물보다 강력한 속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88) 중세의 논쟁들에서 교회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

다. 하나는 세례가 은총을 전달하는 효험이 있으나 할례는 그러한 효험

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례가 모든 민족과 남녀에게 열려 있는 

보편적인 성사인 데 반해 할례는 유대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고 남

자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의례라는 것이다.  

중세 교회는 몇 백 년 동안 진행된 할례와 세례에 대한 논의를 기

반으로 하여 세례를 성사(Sacrament) 제도로 정비했다. 일곱 성사는 신자

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도록 체계화한 제도였다. 그 중에서도 

세례 성사는 다른 모든 성사로 들어가는 필수 관문이었다. 13세기 초 교

황 이노첸트 3세(Pope Innocent Ⅲ, 1198-1216년 재위)는 당시 유아 세례

가 신학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던 세력에 반박하여 유아 세례의 

의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서한을 썼다. 이노첸트 교황은 할례와 세례의 

관계에 대한 고대 이래 기독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단언하는 이들에게 다

음과 같이 답한다. (중략) 세례는 할례를 대체했다. (중략) 비록 원

죄가 할례의 신비로 사하여졌고 인간이 파멸의 위험을 피하게 되

었으나 여전히 할례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돌

아가시기 전까지 천국은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았다. 예수의 피로 

87) 위의 책, pp. 126-27.
88) 데이비드 비알레(David Biale)에 따르면 중세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논쟁은 공식적으

로 행해지기도 했으나 많은 경우 덜 엄격한 방식으로 광장 같은 곳에서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다. 논쟁자들은 상대 종교에 반박하거나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글을 썼다. 요셉 킴히의 글은 실제로 기독교인들과의 공공 논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
성된 것으로 보인다. 13세기 작자 미상의 히브리어 문헌 『승리의 책 Sefer Nizzahon 
Yashan; The (old) Book of Victory』도 논쟁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할례의 피와 세례의 물을 둘러싸고 벌이는 가상의 논쟁을 쓴 것
이다. 가상의 상대편과 논쟁하는 형식은 기독교 측의 복음주의 설교에도 자주 쓰이던 
형식이다. 이러한 종류의 글에서 논쟁의 승자는 논설문을 쓴 작가 측의 교리이다. 
David Biale, Blood and Belief: The Circulation of a Symbol between Jews and 
Christia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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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게 되었던 인간은 세례 성사를 통해 죄를 사할 것이다. 그는 그

리스도의 피가 자비롭게도 신자에게 열어 준 문을 통해 천국의 문

에 도달할 것이다.89)

이 글이 쓰인 뒤 1215년 4번째 라테란 공의회(Lateran Council)에서 유아 

세례가 다른 여섯 가지 성사들과 함께 공인되었다. 기독교인의 생애 주

기를 관리하는 일곱 성사 중 세례는 성체 성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성사

였다. 300여년 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교회의 각종 의례들을 감축

하면서도 유아 세례와 성체 성사는 보전했다.90) 

기독교 신학자들은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율법과 자신들의 성사를 

차별화했다. 일곱 성사를 정립한 초기 이론가인 페테르 롬바르드(Peter 

Lombard, 1096-1160)는 기독교 성사가 구약의 관습처럼 구원의 은총을 

상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신자에게 전달한다는 논리를 세

웠다.91)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74)는 할례를 구

약 시대의 계약이 아니라 세례로 성취되는 구원의 준비 단계로 논하여 

세례의 우위를 강조했다.92) 아퀴나스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모든 성사

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교회의 입교 의식인 세례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세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93) 이후 영국의 둔스 스코투스

89) Innocent III, “The Effect of Baptism (and the Character),” in The Sources of 
Catholic Dogma, ed. Henry Denzinger, trans. Roy J. Deferrari (Louis: Herder, 1957), 
pp. 160-61. 이노첸트 3세는 서한에 유아 세례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인용에 따르면 반대자들은 유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므로 태어나자마자 
받는 성사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거나, 세례가 원죄를 지울 뿐 은총은 전달하지 못한다
고 하거나, 유아 세례가 원죄를 지우고 선을 얻는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어른이 될 
때까지 선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반박하여, 교황은 유아가 
그의 동의 없이 타고난 원죄밖에 없으므로 유아의 동의 없이 행하는 세례 성사도 원
죄를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의 책, p. 161; 유아 세례는 초기 교회부터 중세와 
근세까지 교회 안팎에서 논쟁을 일으켰다. 이성과 믿음이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점과,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느
냐는 점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P. J. Hill, “Baptism of Infants,” in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2 (New York: McGraw-Hill, 1967), pp. 69-70.

90) Miri Rubin, “Sacramental life,” in Christianity in Western Europe c. 1100-c. 1500, 
vol. 4 of Cambridge History of Christianity, ed. Miri Rubin and Walter Sim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229, 231, 237. 

91) Bryan D. Spinks, Early Medieval Rituals and Theologies of Baptism: From the New 
Testament to the Council of Trent (Aldershot, Hants: Ashgate, 2005), p. 142.

92) Glick, 앞의 책, p. 90.
93) Spinks, 앞의 책,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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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uns Scotus, 1266-1308)와 독일의 가브리엘 비엘(Gabriel Biel, 

1420-1495)에 이르기까지 세례는 은총과 신앙이 인간의 영혼에 주입되는 

핵심 성사로 강화되었다.94) 

세례는 철학 담론에 그치지 않고 일반 신자의 삶을 규정했다. 12세

기에서 15세기까지 신학자들 사이의 논의가 아닌 대중적인 설교에서 세

례는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원죄를 씻어내는 의식으로 널리 설파되었

다.95) 중세 후기에는 종교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사람조차 태어나서 받는 

세례와 죽기 전 받는 의례만큼은 지켰다.96) 중세 독일과 플랑드르 지역 

기독교인들은 일상 종교 생활에서 고해나 성찬식보다 세례와 종부성사를 

적극적으로 따랐다.97) 

교회는 세례를 공식화한 만큼 세례성사를 받지 않는 이교도를 더

욱 분명하게 구분했다. 1215년 라테란 공의회는 일곱 성사 말고도 유대

인을 배지로 표시하는 법을 승인했다.98) 구약을 신약의 예비 역사로 포

섭하는 신학은 현실 사회의 유대인을 기독교인의 사회 규범 하에 관리하

는 법적 문제로 연결되었다. 교황 그레고리 1세(Pope Gregory I, 

590-604)는 유대인이 시나고그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강제 개종을 피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보다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하

도록 서한에 명시했다. 중세 내내 다른 교황들의 서한에서도 반복된 이 

관용 원칙은, 교회가 유대인을 유럽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되 기독교인

에 종속시켜서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99)

신도와 이교도를 세례 성사로 구분하려는 관념은 15세기 북유럽 

미술에서 생명의 샘으로 나타났다. 성혈을 근원으로 한 생명의 샘이 북

94) 위의 책, p. 148. 
95) 위의 책, p. 149.

96) Toussaert, Le sentiment religieux en Flandre à la Fin du Moyen-Age (Paris, 1963), 
p. 489; Ozment, The Age of Reform, p. 30, no. 18에서 재인용.

97) Steven E. Ozment, The Reformation in the Cities: The Appeal of Protestantism to 
Sixteenth-Century Germany and Switzerlan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p. 28, 21.

98) Abulafia, 앞의 책, p. 137.
99) 위의 책, p. 66; Jonathan M. Elukin, Living Together, Living Apart: Rethinking 

Jewish-Christian Relations in the Middle Ag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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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세례 또는 성찬식을 상징하여 시각화된 사례는 앞 장에서 살펴

보았다. 그 중 하나가 마드리드에 소장된 얀 판 에이크 화파의 <생명의 

샘> 혹은 <시나고그에 대한 에클레시아의 승리>이다. 어린양 그리스도의 

아래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은, 성사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피가 

천국의 샘의 근원을 이룬다는 신학을 표현한 것이다. 팔각형 수반은 세

례반을, 물에 떠 있는 성체는 성체 성사를 더 분명하게 암시한다(도 13). 

이처럼 그림의 중앙에 서 있는 생명의 샘은 기준으로 신자와 이교도를 

구분하여 천국에 들여보내거나 막는 법질서 역할을 한다.100) 하느님의 

오른쪽에는 교황이 속죄의 기를 들고 신자들을 생명의 샘으로 이끌고 있

다. 이들은 샘이 상징하는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를 받아들여서 천국으

로 들어갈 것이다. 하느님의 왼쪽에는 히브리어가 적힌 부러진 구약의 

기를 든 유대교 성직자가 눈을 가린 채 기독교 성사의 은총이 내리는 기

적을 보지 못하고, 그 뒤의 이교도 무리도 함께 생명의 샘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101) 이처럼 생명의 샘은 성사의 기적을 믿는 이와 믿지 않

는 이를 가른다.   

15세기 후반에는 세례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과 할례에 대한 거부

감이 유럽 사회에 뿌리내렸다. 이 시기 유럽 곳곳에서 일어난 형사 사건

은 이러한 믿음이 실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갈등에 어떻게 수사로 동원

되는지 잘 보여준다. 1470년 독일 남부 엔딩엔(Endingen)의 한 기독교인 

가족이 실종되자 그 지역의 몇몇 유대인들이 이들을 유괴하여 피를 뽑아 

자신들의 의식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피의 의례에 대한 고발

(Blood Libel)은 유대인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는 12세기 중반부터 나타

나나 당시에는 아직 할례와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

나 엔딩엔의 심문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유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독교인의 피가 필요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이 기록

에는 유대인이 불완전한 할례를 기반으로 하므로 피가 깨끗하지 않고, 

기독교인은 물로 세례를 받으므로 피가 깨끗하다는 관념이 깔려 있다. 

엔딩엔 사건 당시 기독교인들은 연루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아들여서 

100) Schiller, 앞의 책, p. 63, 66.
101) Underhill, 앞의 논문,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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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피를 깨끗하게 만들도록 강요했다.102) 

할례와 피의 의례의 연관성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1475년 오스트

리아 경계에 가까운 이탈리아 북부 트렌트(Trent)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공판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받는 할례를 보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피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나아가 기독교인 남자아이에

게 강제로 할례를 행하려 한다는 관념이 드러난다. 이 지역 유대인들은 

기독교인 소년 시몬(Simon)을 납치하여 할례를 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트렌트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소년을 찔러 피를 내고 할례를 하

려는 장면을 표현한 목판화로도 널리 알려졌다. 이 판화는 1475년에서 

1511년 사이 독일어와 라틴어로 된 팸플릿들을 통해 널리 유포되었다. 

판화는 뉘른베르크의 인문주의자 하르트만 셰델(Hartmann Schedel, 

1440-1514)이 낸 유명한 저술인 『세계 연대기 Weltchronik; World 

Chronicle』(1493)에도 포함되었다.103)

16세기 지성사에 큰 영향을 끼친 지식인들도 할례를 비판했다. 

1523년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Das Ihesus Christus ain geborner Iude sey; That Jesus Christ 

was born a Jew』에서 기독교인이 예수의 친족이면서 이교도인 유대인

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궁극적으로 유대

인을 개종시켜서 교회의 일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

나 말년에는 이러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의 

신학과 관습을 비난했다.『창세기 강의』(1539)에서 루터는 중세 신학자

들의 입장을 따라 할례의 구약 율법은 동시대 인간의 삶에 어떤 구원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104) 5년 후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 Von den 

Jüden vnd jren Lüge; On the Jews and their Lies』(1543)은 실제 관습

으로서 할례에 초점을 맞추어, 할례를 받아서 스스로 선택받은 이라 여

기는 유대인의 오만함을 공격하고 유아와 부모가 고통을 받는다고 비판

102) Biale, 앞의 책, pp. 98-99.
103) Edith Wenzel, “The Representaion of Jews and Judaism in Sixteenth-Century 

German Literature,”Jews, Judaism, and the Reformation in Sixteenth-Century 
Germany, ed. Dean Phillip Bell and Stephen G. Burnett (Leiden: Brill, 2006), p. 410.

104) Glick, 앞의 책,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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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05)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9-1536)도 유대교의 할례를 

신자의 영적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 허례허식으로 비판했다. 그는 “하

느님의 정의는 할례나 유대교 의례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신앙과 확신으

로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106) 에라스무스는 할례를 “우리가 수

치스러워 하는 관습들(we cry shame on these customs)”에 포함시키기

도 했다.107) 에라스무스는 동시대 형식적인 율법과 의례에 치우친 유대

교의 관습과 그와 비슷한 교회의 허식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할례를 경멸

했다.108)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동시대에 종교적 관용을 주장한 대표적 

지성인들이었으나 그들의 관용은 세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에게 미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유대교에 대한 비판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연결되

었다.109)

16세기경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세례와 할례는 

중세에 이어 각각 기독교와 유대교를 상징했고, 세례가 할례보다 우월하

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알트도르퍼가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1510)을 그

리기 수 년 전 요하네스 페퍼코른(Johannes Pfefferkorn, 1469-1523)이 

출간한『유대인의 거울 Der Joeden spiegel; Mirror of the Jews』(1507; 

1508)의 표지에는 기독교인이 세례와 할례를 대조하는 인식이 집약되어 

있다(도 40). 화면 위의 세례반은 장 벨강브의 <신비의 목욕>처럼 예수의 

105) Yaacov Deutsch, Judaism in Christian Eyes: Ehtnographic Descriptions of Jews and 
Judaism in Early Modern Europe, trans. Avi Aronsk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33.  

106) Desiderius Erasmus, Paraphrases, fol. vii; Annotationes, to Rom. 3:21, note 21, 
Opera, VI, cols, 575f; Lewis William Spitz, The Religious Renaissance of the German 
Humanist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 220에서 재인용. 

107) 에라스무스는 라틴어로 쓴 『전쟁을 겪지 않은 자에게 전쟁은 감미롭다 Dulce 
bellum inexpertis』에서, 유대인들도 전쟁을 하도록 (구약 시대의) 하느님이 허용했으
므로 전쟁을 하는 것이 항상 죄짓는 일은 아니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반박 과정에서 
에라스무스는 반어법으로 유대인의 관습 전반에 대한 경멸적 의식을 드러내 보였다. 
필립스(Margaret Mann Philips)가 영역한 관련 대목은 다음과 같다. “Anyway, if the 
example of the Jews is so attractive, why do we not practise circumcision? or make 
animal sacrifices? or abstain from pig’s flesh? why do we not marry several wives? 
Since we cry shame on these customs, why is it that we want to follow their 
example solely in making war?” Desiderius Erasmus, “Dulce bellum inexpertis,” in 
The ‘Adages’ of Erasmus: A Study with Translations, trans. Margaret Mann Philip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4), p. 336.

108) Roland H. Bainton, Erasmus of Christendom (London: Collins, 1969), p. 17.
109) Heiko A. Oberman, The Roots of Anti-Semitism in the Age of Renaissance and 

Reform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p. 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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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신도들이 마시거나 목욕하는 봉헌의 분수 도상으

로 표현되었다. 예수의 못 박힌 상처와 창이 찔린 옆구리에서 나오는 핏

줄기가 그 아래의 수반에 맑은 물로 채워 넣어지고 있다. 이 세례반은 

마드리드 소장 15세기 얀 판 에이크 화파의 <생명의 샘>과 마찬가지로 

성사에 참여하는 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이교도와 구분하는 기능

을 한다. 십자가의 오른편에 선 신도들은 성모의 독려를 받으며 어린 아

이를 세례반에 담그러 가고, 십자가의 왼편에 선 개종자들은 교황이 지

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고 눈을 크게 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와 대

조적으로 유대인들은 눈을 감고 다리를 절며 귀를 닫은 채 악마에게 이

끌려서 할례를 행하러 가고 있다. 15세기 <생명의 샘> 그림에도 세례와 

성체 성사의 기적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은 눈 감고 귀 막은 모습으

로 묘사되었다. 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불구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도 13, 40). 

『유대인의 거울』표지의 이미지는 유대 관습을 행하는 것을 악마

에 이끌리는 어리석음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해당 책의 내

용에도 나타난다. 책에서 페퍼코른은 자신을 개종한 광야의 예언자로 상

정하고, 비록 유대인이 악마에 속고 희생자가 되었지만 아직 구원의 가

능성이 있다고 설득했다.110) 이 책의 목적은 유대인에게는 개종하도록 

촉구하고 기독교인에게는 유대교 관습을 관용하지 말도록 호소하는 것이

었다. 페퍼코른은 전통적인 복음주의 설교를 따라 유대 민족만이 신과 

계약했다는 믿음은 와해되었고 예수가 메시아로서 새 시대를 열었다고 

설파했다.111) 

『유대인의 거울』은 동시대 신성로마제국에서 유대인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던 시점에 출간되었다. 요하네스 페퍼코른은 모라비아

(Moravia) 태생의 유대인이었으나 1504년경 쾰른에서 세례를 받고 개종

했다. 페퍼코른은 개종한 후 유대교의 의례와 가르침을 공격했다. 그는 

유대인의 책을 압수하고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

110) Hans-Martin Kirn, Das Bild vom Juden im Deutschland des frühen 16. Jahrhunderts 
dargestellt an den Schriften Johannes Pfefferkorns (Tübingen: Mohr, 1989), pp. 17-18. 

111) David H. Price, Johannes Reuchlin and the Campaign to Destroy Jewish Book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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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2) 페퍼코른은 이러한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다수 써서 배포하고 신

성로마제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설교 자료로 사용했다. 그 첫 저술이 

1507년 뉘른베르크와 쾰른에서 독일어로 출간되고 1년 후 라틴어로도 번

역된 『유대인의 거울』이다. 이후 『유대인의 고해 Ich heysch eyn 

boichelgyn der ioeden bicht; The Confession of the Jews』(1508), 『유

대인은 어떻게 부활절을 보내는가 In disem buchlein vindet Ier ain 

entlichenn furtrag wie die blinden Juden yr Ostern halten; How the 

Blind Jews Celebrate Their Easter』(1509), 『유대인의 적 Hostis 

iudeorum; The Enemy of the Jews』(1509)에 이르기까지 페퍼코른이 낸 

저술들은 모두 독일어와 라틴어로 출간되었으며 여러 쇄를 찍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페퍼코른은 대학의 엘리트들과 지역 제후들의 지지를 받

아서 제국에 자신의 주장을 널리 퍼뜨릴 수 있었다.113) 성서를 제외한 

유대교의 책들을 압수하자는 페퍼코른의 주장은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그러나 독일 모든 도시에서 유대교 관습을 뿌리 뽑고자 하는 그의 주장

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 신성로마제국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반 유대

인 감정에 힘입어 제국 전역에 퍼졌다. 특히 페퍼코른은 1504년에서 

1513년 사이 집중적으로 알트도르퍼가 살고 있는 레겐스부르크가 위치한 

바이에른 및 국경을 접한 보헤미아(Bohemia) 지역으로 가서 자신의 주장

을 설파했다.114)

 이처럼 신성로마제국에서 반 유대인 경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할

례와 세례 이미지는 각각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상징했다. 알트

도르퍼는 아기 예수의 할례나 요단강에서의 세례 장면을 묘사하지 않고 

당대의 종교적, 사회적 역할을 통찰하는 도상학적 암시를 만들어냈다. 

112) Ilse Guenther, “Johann Pfefferkorn,” in Contemporaries of Erasmus: A 
Biographical Register of the Renaissance and Reformation, ed. Peter G. Bietenholz 
and Thomas B. Deutscher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3), p. 76.

113) Price, Johannes Reuchlin, pp. 100-101; 페퍼코른의 책을 포함하여 16세기에 출간된 
반 유대교적 서적들의 독일어 원제와 영문 해석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했다. 이 웹사
이트에는 유대교 책 압수 논쟁의 개요와 1차 문헌도 정리되어 있다. “Johannes 
Reuchlin and the Jewish Book Controvers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accessed April 08, 2016,  
http://www.library.illinois.edu/rbx/exhibitions/Reuchlin/gallery.html. 

114) Price, Johannes Reuchlin, pp. 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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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기 예수가 동시대 기독교인의 실제 신앙인 유아 세례를 몸소 행

하여 고통스럽고 피 흘리는 할례를 정화하도록 묘사했다. 

Ⅳ. 유대인과 기독교인

앞 장에서는 알트도르퍼의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에 예수의 할례

에서 세례로의 전환이 암시되었다고 보고, 실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할

례와 세례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인의 사고가 이러한 특이한 시각화의 배

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

된 두 종교 성사의 신학적 긴장을 고대에서 근대 초기에 이르는 역사적 

사례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장은 알트도르퍼가 <이집트 피난

길의 휴식>을 그린 16세기 초 신성로마제국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서술하여 그림의 사회적 배경을 논하려 한다. 본 장은 먼저 15세기 후반

과 16세기 초 독일에서 일어난 유대인 박해와 유대교 연구 경향을 개관

한다. 다음으로 레겐스부르크의 유대인 쟁점을 이 도시의 유대인 역사와 

기독교인 지식인들의 지적 분위기, 알트도르퍼 본인의 역할로 나누어 살

펴본다.

1. 신성로마제국의 유대인

 종교개혁 직전 신성로마제국의 유대인들은 거세게 박해받고 있었

다. 1492년 스페인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 집단이 추방당하고 

1497년 포르투갈에서 강제 개종이 이루어진 이후, 신성로마제국의 주요 

제국 도시들도 유대인들을 대거 추방했다. 이러한 경향은 1519년 레겐스

부르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115) 신성로마제국에서는 황제가 공식적으로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들의 거취를 결정할 권한인 유대인 보호

권(Judenschutzrechte; Jewish protection rights)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역 

115) Oberman, 앞의 책,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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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이 강했기에 중세 후기부터 주로 지역 공국과 시의회가 자신들의 

구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지위를 결정했다. 15세기 전반까지 유대인 공

동체가 여러 제국 도시들에서 발달했으나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 이 

도시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을 쫓아내려 했다.116) 시의회는 황제가 자신들

의 구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권리를 행사하여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여겼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레겐스부르크 등 신성로마제국의 도시

들에서 유대인 추방이 자주 일어난 한 이유는 황실이 유대인에 대한 보

호권을 빌미로 시의 자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117) 

황실은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거나, 반대로 다른 권력자들이 유대인을 추방하도록 허가하는 대신 그

들에게서 대가를 받아내었다. 막시 리안은 아버지 프리드리히보다 자주 

지역 권력자들과 협상하여 1494년에서 1510년 사이 13번 유대인 추방을 

허용했다.118) 막시 리안은 반 유대인 정책을 문화 선전과 병행하기도 

했다. 결혼식이나 대관식처럼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시기에 반 유대인 

선전이 행해졌다. 1477년 부르고뉴 공국의 마리(Mary of Burgundy, 

1475-1482)와 결혼하던 해에 막시 리안은 플랑드르 지역 캉브롱

(Cambron)에 있는 시토(Cisctercian) 수도회에 안치된 캉브롱의 성모

(Vierge de Cambron) 이콘을 참배했다. 이 이콘은 1322년 유대인이 칼로 

찔렀다는 전설이 있었다. 막시 리안은 1510년 콜마르의 유대인 집단을 

추방할 때 콜마르(Colmar)의 프란치스코회(Franciscan) 교회에 캉브롱의 

전설에 관한 벽화를 화려하게 그리도록 명령했다.119) 1508년 막시 리안

은 트렌트에서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기 직전 트렌트의 시몬 성소에서 기

도를 했다. 이 성소에는 유대인에게 납치되어 강제로 할례를 받았다는 

순교자 시몬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막시 리안은 유대인들이 성체

를 훼손하고 의례 살인을 행하고 있다는 혐의로 1496년 이래 슈타이어마

116) Rotraud Ries, “German Territorial Princes and the Jews,” in In and out of the 
Ghetto: Jewish-Gentile Relations in Late Medieval and Early Modern Germany, ed. R. 
Po-chia H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 215.

117) Price, Johannes Reuchlin, p. 39.
118) 위의 책, p. 124. 
119) Mitchell B. Merback, “Fount of Mercy, City of Blood: Cultic Anti-Judaism and the 

Pulkau Passion Altarpiece,” The Art Bulletin 87, no. 4 (December 2005), p.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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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Steiermark; Styria)와 클라겐푸르트(Klagenfurt; Carinthia)에서 유대

인들을 추방하기도 했다. 기독교 유럽을 다스리던 황제와 교황은 성체 

훼손과 의례 살인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기고 배척했다.120)

16세기 초 독일에서는 가톨릭부터 프로테스탄트까지 다양한 성향

의 인문주의자와 신학자들이 유대인과 그들의 종교에 관하여 열띤 논쟁

을 벌였다.121) 페퍼코른이 유대교 책을 압수하도록 막시 리안 황제에게 

청원한 사건도 이 시기에 일어났으며, 독일의 여러 지식인들이 이 사건

에 관여했다. 1509년 11월 10일 막시 리안은 책을 압수하기 전 선별하

는 위원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위원단에는 히브리어 전문가 요하네

스 로이힐린(Johannes Reuchlin, 1455-1522)을 포함하여 신성로마제국의 

성직자, 정치가, 유대교 학자들이 참여했다.122) 1510년 10월 로이힐린은 

압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률 의견을 내었고, 황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세를 고려하여 정책을 철회했다. 페퍼코른이 로이힐린을 비난하고 다

시 로이힐린이 반박하면서 신성로마제국 전역의 성직자와 인문주의자들

이 편을 갈라 논쟁했다.123) 

이처럼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논란이 심화되던 시기에 독일의 몇

몇 지식인들은 유대교와 히브리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1500년경 북유

럽 엘리트 계층은 이탈리아와의 교류를 기반으로 고전과 고대 언어를 새

로 해석하는 인문주의 학문을 부흥시켰다. 북유럽 인문주의는 영적인 쇄

신과 기독교 사회의 제도적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성서를 비롯한 종교적 

고전을 연구하는 기독교 인문주의(Christian Humanism)의 맥락에서 진행

되었다.124) 따라서 신학자만이 아니라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성서를 해석

120) Price, Johannes Reuchlin, p. 124. 
121) R. Po-chia Hsia, The Myth of Ritual Murder: Jews and Magic in Reformation 

German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p. 111. 
122) Price, Johannes Reuchlin, p. 117. 
123) Eckhard Bernstein, German Humanism (Boston, Mass.: Twayne, 1983), pp. 76-79. 
124) Charles Nauert, “Rethinking “Christian Humanism,””in Interpretations of 

Renaissance Humanism, ed. Angelo Mazzocco et al. (Leiden; Boston: Brill, 2006), pp. 
155-56;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은 교회 개혁을 교육, 문학, 정치만큼 추구하지는 않았
다. 그러나 북유럽은 이미 중세 후기에 개인의 영성과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대중 운
동이 활발했다. 북유럽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취향을 종교 문제로 확장해야만 의미 있
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위의 책, pp. 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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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히브리어를 고대어의 하나로 포용했다. 로이힐린은 이 시기 독일 

기독교인의 유대교 취향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유대교 신비주

의인 카발라(Kabbalah)에 관한 책 『기적의 말 De verbo mirifico; 

Miracle-Making word』(1494)과 『히브리어 문법 De rudimentis 

Hebraicis; The Rudiments of Hebrew』(1506)를 냈다. 로이힐린의 연구로 

유대교에 대한 학문적 수요가 많아져서 1510년대 독일 대학들에서는 히

브리어 교수들을 고용하려 애썼다.125)  

그러나 16세기에 유대교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던 이들은 대개 반 

유대인 성향도 지니고 있었다.126) 유대인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로

이힐린조차 초기 저서에는 15세기 반 유대인 서적들을 자신의 글에 상당

수 긍정적으로 인용했다.127) 또한 로이힐린은 유대교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유대교 사상을 기독교의 

틀로 왜곡했다.128) 한편 에라스무스는 로이힐린보다 훨씬 유대교 연구에 

회의적이었으며 반 유대인적 발언도 자주 했다. 에라스무스는 고대 그리

스어와 라틴어를 열성적으로 연구하였으나 히브리어는 잘 알지 못했다. 

그는 유대교와 구약 연구가 유럽에 범람하고 있다고 피로감을 내비치기

도 했다.129) 에리카 럼멜(Erika Rummel)은 로이힐린과 에라스무스가 유

대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부터 히브리어 전통에 대한 존중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시각을 보였으며, 이러한 넓은 범위의 태도가 당시 독일 인문

주의자들이 표현하던 전형적인 감정이었다고 요약했다.130) 

유대인의 관습을 기록하는 민족지학적 연구도 1500년대 독일의 반 

유대교 성향 저술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학적 논의를 넘어서 유

125) Price, Johannes Reuchlin, pp. 68-76.
126) Erika Rummel, “Humanists, Jews, and Judaism,”in Jews, Judaism, and the 

Reformation in Sixteenth-Century Germany, ed. Dean Phillip Bell and Stephen G. 
Burnett (Leiden: Brill, 2006), pp. 30-31.

127) Price, Johannes Reuchlin, p. 130; 비록 많은 설교가들처럼 강제 개종과 폭력, 추방
을 절대 옹호하지는 않았고, 갈수록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로이힐린은 
초기 저술에서 중세 기독교 논쟁가들의 반 유대 암시를 상당수 공유하고 표현했다. 위
의 책, pp. 227-28.

128) David H. Price, Albrecht Dürer’s Renaissan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 85.

129) Rummel, 앞의 책, p. 26.
130) 위의 책,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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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의례와 관습을 기독교인 대중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담은 책은 주

로 16세기 독일에서 독일어로 출간되었다. 독일에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마찬가지로 유대인 집단이 오래되고 건재한 이탈

리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의례에 대한 흥미가 적게 나타났다.131) 페퍼코른

의 『유대인의 고해』(1508)와 『유대인이 어떻게 부활절을 보내는가』

(1509)는 반 유대인 문헌이면서 가장 이른 민족지학적 작업 중 하나이기

도 하다. 이 책들은 기독교인 독자에게 유대인들이 축일을 어떻게 지내

는지에 관해 서술했다. 이후 많은 독일어 문헌이 할례를 포함하여 유대

인의 핵심적 의례와 축일을 소재로 다루었다.132)

2. 레겐스부르크의 유대인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을 제작하던 16세기 초 알트도르퍼가 신성

로마제국의 유대인 쟁점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지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이 시기 그의 활동이 기록으로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알트도르퍼는 경력 초기부터 인문주의 엘리트 또는 성직

자들을 위한 작품들을 제작했다. 예를 들어 막시 리안 황제의 비서였던 

요제프 그륀펙은 프리드리히와 막시 리안의 전기에 넣을 삽화를 알트도

르퍼에게 주문했다. 그륀펙은 1503년경 레겐스부르크에서 고전과 대학 

과목 입문 강좌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륀펙이 떠난 뒤에도 아우구스티누

스 수도원이 그대로 인문주의 교육을 이어나갔고, 이 수도원은 알트도르

퍼의 첫 번째 집 가까이 있었다.133) 알트도르퍼는 레겐스부르크 주교 페

터 크라프트(Peter Krafft)에게 성모 그림을 주문받았으며, 레겐스부르크

의 성 에메람 수도원에 봉직한 요하네스 트라볼트(Johannes Trabolt)의 

무덤에 놓을 <두 요한 Two Johns>(1507)을 그렸다고도 전해진다.134) 앞

131) 유대인에 관한 민족지 성격을 띠는 서적은 독일에서 47권, 영국에서 7권,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각각 두 권 씩 출간되었다. 출판 장소가 명확하지 않
은 다른 다섯 권도 독일어로 되어 있다. Maria Diemling, “Conversion, Anti-Judaism, 
Controversy: The Rise and Fall of Johannes Pfefferkorn,” in The Jew's Mirror 
(Tempe, Ariz.: ACMRS, 2011), pp. 18-19. 

132) Deutsch, 앞의 책, p. 27. 
133) Janzen, 앞의 책,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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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보았듯 유대인 문제는 다양한 성향의 신성로마제국 엘리트들 사

이에서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따라서 알트도르퍼가 그의 고객들의 관심

사인 유대인 쟁점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알트도르퍼가 활동하던 레겐스부르크는 기독교와 유대교 모두의 

오래된 신학적 중심지이기도 했다. 레겐스부르크 교구의 중심 교회인 베

네딕트회 성 에메람(St. Emmeram) 수도원은 8세기에 세워진 이래 중세 

후기를 거쳐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 독일 남부 인문주의 운동에 이르

기까지 이 지역 기독교인의 지적 중심지를 이루었다. 성 에메람 수도원

의 도서관이 유럽 각국의 고대 및 중세 필사본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135) 뉘른베르크의 의사 하르트만 셰델, 황실의 문학가 콘라트 

켈티스, 바이에른 궁정의 역사가 요하네스 아벤티누스(Johannes 

Aventine; Turmair, 1472-1534)를 비롯한 독일 남부 출신의 엘리트들이 

독일 역사의 기록과 필사본을 찾으러 이 도서관에 왔다.136) 특히 켈티스

는 레겐스부르크가 있는 독일 남부 다뉴브 지역의 인문주의자 모임

(Sodalitas Danubiana)을 결성하여 신성로마제국 엘리트들을 연결한 중심

인물이었다.137) 한편 12-13세기에는 레겐스부르크 경제가 번창하면서 유

대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유대교 학문이 발전했다. 1195년 저명한 랍

비 유다 벤 사무엘(Juda ben Samuel ben Qalonymos he-chasid, 

1140/50-1217)이 레겐스부르크에 와서 탈무드 학교(yeshiva)를 세운 이후 

많은 랍비들이 이곳에서 공부했다. 레겐스부르크는 13세기경부터 유럽 

전역에 유대교 연구 중심지로 유명해졌다.138) 

이러한 환경에서 레겐스부르크 등지의 인문주의자들은 유대교 책 

압수 칙령, 로이힐린과 페퍼코른의 대립으로 인한 신학자와 인문주의자 

134) Bushart, pp. 41-42, 50.

135) Nikolaus Henkel, “Literatur im mittelalterlichen Regensburg,” in Regensburg im 
Mittelalter (Regensburg: Universitätsverlag Regensburg, 1995), p. 301; E. Dünniger, 
“Regensburg,” in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12 (New York: McGraw-Hill, 
1967), p. 200.

136) Bushart, 앞의 책, pp. 49-50.
137) Janzen, 앞의 책, p. 13.
138) Christoph Daxelmüller, “Zwischen Fest und Fasten. Frömmigkeit und Alltag im 

mittelalterlichen Regensburg,” in Regensburg im Mittelalter (Regensburg: 
Universitätsverlag Regensburg, 1995),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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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논쟁, 제국 도시들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유대인 추방 등 신성로

마제국에서 날로 첨예해지는 유대인 문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에메람 

수도원의 수도사 크리스토프 호프만(Christoph Hoffmann)은 에메람 수도

원에서 레겐스부르크 내외의 인문주의자들인 헤르만 슈트라이틀

(Hermann Streitl), 요하네스 엑(Johannes Eck, 1486-1543), 요하네스 스타

비우스(Johannes Stabius, 1450-1522) 등과 서한을 주고받았다. 호프만과 

슈트라이틀은 1519년경 레겐스부르크 유대인의 역사를 쓰기도 했다.139) 

한편 1495년 로이힐린은 당시 레겐스부르크 랍비의 우두머리인 야콥 마

르골리오트(Jakob Margolioth, d. 1499-1512)에게 편지를 써서 카발라에 

관한 책을 얻으려 시도했다.140) 

16세기 초 레겐스부르크는 독일에서 대표적인 유대인 거주지 중 

하나였다. 1512년 페퍼코른은 레겐스부르크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및 보름스(Worms)와 함께 신성로마제국에 있는 주요 유대인 도시로 꼽

았다.141) 레겐스부르크는 유대인이 독일에 처음 정착한 장소들 중 하나

로 추정된다.142) 적어도 6세기에서 7세기경에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143) 

레겐스부르크의 유대인을 다스릴 권한은 원래 황제에게 있었으나 13-14

세기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는 주체가 주교와 황제와 시의회와 바이에른 

공작 사이에서 바뀌었다.144) 중세 레겐스부르크의 유대인은 이처럼 지위

가 불안정하고 종종 박해받았으나 다른 도시에 비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보호받았다. 13-14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른 독일 도시들에

서 학살당하던 시기에도 황제가 직접 다스리던 보헤미아와 오스트리아의 

139) Oberman, 앞의 책, p. 77; Bushart, p. 49.
140) Daniel O’Callaghan, The Preservation of Jewish Religious Books in 

Sixteenth-Century Germany: Johannes Reuchlin’s Augenspiegel (Leiden: Brill, 2013), 
p. 78

141) Price, Johannes Reuchlin, p. 114.
142) “Regensburg,” Encyclopedia Britannica, accessed December 24, 2015, 

http://www.britannica.com/place/Regensburg.

143) Sebastian Schott, “Die Geschichte der jüdischen Gemeinde in Regensburg im 
Mittelalter,” in Regensburg im Mittelalter (Regensburg: Universitätsverlag 
Regensburg, 1995), p. 251.

144) Allyson F. Creasman, “The Virgin Mary against the Jews: Anti-Jewish Polemic in 
the Pilgrimage to the Schöne Maria of Regensburg, 1519-25,”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33, no. 4 (Winter 2002), p. 965, no. 8; Schott, 앞의 책,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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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스부르크 지역 및 레겐스부르크의 유대인은 무사했다.145) 14세기에 레

겐스부르크는 남부 독일의 다른 지역과 오스트리아에서 추방되어 피난 

온 유대인을 수용하기도 했다.146)

레겐스부르크에서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은 시의 경제가 악화되는 

15세기 중반부터 자주 표출되어 1519년 시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기까지 

고조되었다. 레겐스부르크가 중세에 번창할 때 이 시에 사는 유대인은 

시와 주변 지역의 귀족, 고위 성직자, 군주들에게 거액의 돈을 대출해주

고 장거리 무역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15세기경 가까이에 있는 뉘른베르

크가 성장하여 레겐스부르크는 경쟁력을 잃었고, 유대인들은 소규모 상

인들을 상대로만 대금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한편 레겐스부르크의 기

독교인들은 경제 악화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렸고, 여기에 이 시기의 

높은 종교열이 더해져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었다. 1470년에서 

1476년 사이 레겐스부르크 유대인들에게 의례 살인과 성체 훼손 혐의로 

4번의 기소가 제기된 후 1480년까지 공판이 진행되었다.147) 1492년과 

1513년 사이 기독교인 장인과 상인들은 봉기를 일으키고 유대인도 공격

했다. 길드 대표들은 시의회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탄원했다.148) 1474년 잉골슈타트(Ingolstadt)의 도미니크회 수도사

이자 유대교 학자인 페터 슈바르츠(Peter Schwartz; Petrus Negri)는 레겐

스부르크에서 강제로 유대인들을 모아 놓고 개종하도록 설교했다. 시의 

유대인을 보호하던 황실은 이러한 활동을 비난했으나 레겐스부르크 성직

자들과 시의회는 유대인 공동체를 계속 압박했다.149)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사이 레겐스부르크 시의 유대인 정책에 

여러 권력 주체들이 개입한 것은 이 시기 레겐스부르크가 속한 독일 남

부가 정치적 알력의 중심지였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레겐스부르크

는 1245년 이래 바이에른 공국 내 유일한 자유 제국 도시(Freie 

Reichsstadt; Free imperial city)로서 황제에게 속했다.150) 그러나 1486년 

145) Elukin, 앞의 책, p. 108.
146) Schott, 앞의 책, p. 253.
147) Hsia, 앞의 책, pp. 66-67.
148) Creasman, 앞의 논문, p. 965.
149) Schott, 앞의 책,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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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뮌헨(Bayern-München; Bavaria-Munich)을 다스리는 공작 알브

레히트 IV세(Duke Albrecht IV, 1447-1508)가 경제 파산 위기에 빠진 레

겐스부르크를 자신의 소유로 편입했다. 결국 황실과 다른 제후국 및 공

국들의 압박으로 알브레히트가 1492년 레겐스부르크에 대한 권리를 포기

했으나 황실은 레겐스부르크를 비롯한 독일 남부의 주도권을 잡고자 지

속적으로 노력했다. 1499년 막시 리안은 자신이 파견한 제국 감독관

(Reichshauptmann)이 레겐스부르크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여 시

에 대한 제국의 통치를 강화했다. 막시 리안은 1512년에서 1513년 사이 

몇몇 시의원들과 제국 감독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일어난 시민의 시위를 

진압했다.151) 16세기 초 레겐스부르크에 대한 황제의 통제는 강화되었다. 

1500년에서 1514년 사이 제국 대표들은 레겐스부르크 시의 헌법을 제정

했다. 레겐스부르크 의회의 활동은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지만 시의회의 

권위는 황제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확립되었다.152) 1504년 막시 리안 황

150) “Regensburg,” Encyclopedia Britannica, accessed December 24, 2015, 
http://www.britannica.com/place/Regensburg. 신성로마제국의 도시 종류는 세 개이나 
구분이 불분명하다. 자유 도시(Freistadt; Free city) 중 대표적인 것은 라인 강 유역 주
교 도시인 쾰른, 마인츠(~1462), 보름스, 슈파이어, 슈트라스부르크, 바젤과 다뉴브 강
에 있는 레겐스부르크(~1486)이다. 성직자가 통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독일의 다양한 정치권력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황제가 통치하는 자
유 도시는 제국 도시이기도 했다. 제국 도시(Reichstadt; Imperial city)는 백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대부분 남부 독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세 후기부터 왕이 전통적으로 제국 
도시의 시민 또는 도시 내 유대인 집단에서 세금을 거두었다. 14세기에는 전반적으로 
도시들의 자율성이 강해졌으나 황제는 여전히 시 법률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었다. 
자유 도시도 제국 도시도 아닌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들은 영지 도시(Landstadt; 
Territorial city)로서 공작, 백작, 선제후 등 지역 권력자에게 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
들은 중세 후기와 근대 초기에 분할 자치 경향이 강해져서, 선출된 부르주아 시 의회
가 제후들과 비슷하게 통치했다. Peter Moraw, “Cities and Citizenry as Factors of 
State Formation in the Roman-German Empire of the Late Middle Ages,” Theory 
and Society 18, no. 5 (September 1989), pp. 641-43; 15세기 후반에 제국 도시와 자유 
도시의 차이는 거의 사라지고 영지 도시의 상대 개념으로 묶였다. 이 때 자유 도시, 
즉 제국 도시의 대표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제국 도시들의 연합은 여러 제국 
도시들과 공국, 제후국이 신성로마제국의 평화를 위해 1488년 결성한 슈바뱅 동맹
(Schwäbischer Bund; Swabian League)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Joachim Whaley, 
Germany and the Holy Roman Empi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26. 

151) Peter Schmid, “Regensburg zwischen Bayern und Reich. Krise und 
Neuorientierung im 15. Jahrhundert,” in Regensburg im Mittelalter (Regensburg: 
Universitätsverlag Regensburg, 1995), pp. 141-44; 궁정 법률가이자 외교관으로서 로이
힐린의 활동은 Price, Johannes Reuchlin, pp. 45-51.

152) Kristin Eldyss Sorensen Zapalac, “Gottvater, Stadväter, Hausväter: Paternal 
Imagery in the Dialogue between Bürgher and Rat,” in “In His Image and 
Likeness”: Political Iconography and Religious Change in Regensburg, 1500-160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p. 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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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독일 남부 영토 일부를 황제 소유로 편입한 바이에른 전쟁에서도 

레겐스부르크를 전쟁의 근거지로 삼았다.153) 이처럼 16세기 초 레겐스부

르크를 통제하려 했던 막시 리안 황제는 도시에서 높아지던 반 유대 감

정을 제어하려 했다.

레겐스부르크 유대인을 보호하던 막시 리안이 1519년 1월 12일 

사망한 직후, 레겐스부르크 의회는 도시의 유대인들을 추방하기로 결정

했다. 1517년 의원으로 취임한 알트도르퍼도 이 자리에 있었다. 시의회

는 다음 황제가 즉위하여 시의 반 유대인 정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행

정집행을 서둘렀다. 1519년 1월 21일 유대인들은 두 시간 안에 시나고그

를 스스로 파괴하고 닷새 안에 도시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시나고

그가 파괴된 자리에는 레겐스부르크 기독교인들의 오래된 성모 신앙에 

따라 아름다운 마리아(Schöne Maria)의 교회가 목조로 세워졌다. 시나고

그 파괴와 교회 건립에 동원된 일꾼이 다쳤으나 성모의 기적으로 회복되

었다는 일화가 전해지면서 독일 전역에서 많은 순례자가 이 교회를 찾아 

도시의 경제에 기여했다. 1519년 3월 중순 레겐스부르크 군중은 유대인 

묘지에서 묘소 4200여 기를 파내어 시신을 훼손하거나 묘석을 가져가는 

소요를 일으켰다. 레겐스부르크 유대인의 역사는 이날 종언을 고했다.154)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 유대인 문제를 비롯하여 레겐스부르크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심각해져가던 시기에도 알트도르퍼는 미술가와 

시의원으로서 성공적으로 복무했다. 따라서 기록으로 잘 남지 않은 그 

이전부터 알트도르퍼는 그의 후원자와 시민 등 레겐스부르크 안팎 기독

교인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처신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알트도르퍼가 

시의원 임기를 수행하는 내내 레겐스부르크는 종교적 쟁점에 휩싸였다.  

153) Thomas A. Brady, Turning Swiss: Cities and Empire, 1450-15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p. 78-79.

154) Schott, 앞의 책, p. 254; 막시 리안 사후 신성로마제국을 다스린 황제 카를 5세
(Karl V, 1500–1558; 재위 1519-1556년)는 레겐스부르크 시가 불법으로 유대인을 추방
한 죄를 1521년 사면했으나, 그 대가로 시에서 추방된 유대인의 세금을 떠맡게 했다. 
시는 원래 매년 유대인이 내던 세금의 스무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동안 내고 나
서야 1532년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시는 4100 굴덴에 상당하는 유대인의 채
무를 떠맡아야 했다. 따라서 유대인을 추방하고 나서 그들의 가산을 압수하고 시나고
그 자리에 세워진 아름다운 마리아 신앙에 대한 순례로 이윤을 창출했음에도 레겐스
부르크는 그다지 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책,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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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마다 알트도르퍼는 정치인으로서 결정에 참여하고 시의 미술가로서 

복무했다.

알트도르퍼는 유대인 추방 사건 이외에도 시의원으로 재임하는 동

안 레겐스부르크에서 발생한 종교적 현안들에 관여했다. 1517년 알트도

르퍼는 외(外) 의회 의원이 되고 나서 약 10년 후인 1526년 내(內) 의회

에 들어갔고, 비록 바이에른 공작 빌헬름 4세(Duke Wilhelm IV, 

1493-1550)에게 주문 받은 <알렉산더 전투 Battle of Alexander>를 완성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고사했으나 1528년 시장(Cammerer) 직책을 제의받

았다.155) 1525년경에는 영아 세례에 반대하여 성인에게 세례를 주는 재

세례파(Anabaptist) 이단 세력이 레겐스부르크에도 들어왔다. 시에서는 

다시 세례를 받은 일부 주민을 조사했다. 알트도르퍼는 1527년 11월 15

일, 1528년 5월 20일과 25일 세 차례에 걸친 재세례파 이단 심문을 모두 

참관했다.156) 한편 가톨릭을 믿고 있던 레겐스부르크에도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시에서 프로테스탄트교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해는 

1542년이나 신앙은 더 일찍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1523년 루터는 레겐스부르크 시의회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1534년 알트

도르퍼는 당시 프로테스탄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

도원의 관리인(Propst)을 맡았다. 한 해 전인 1533년 알트도르퍼는 프로

테스탄트 성향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를 포함한 시의 설교가들을 승인하

는 결정에 찬성했다. 알트도르퍼는 미술가로서도 시의 종교 정책을 뒷받

침했다. 그는 대(大) 다니엘 호퍼(Daniel Hopfer the Elder, 1470-1536)가 

그린 루터 초상과 D.M.L. (Doctor Martin Luther) 이니셜을 판화로 복제

하여 유통시켰다.157)

155) Winzinger, 앞의 책, pp. 147-49; 레겐스부르크의 의회는 뉘른베르크의 의회만큼 귀
족(patrician) 위주는 아니었다. 1500년 이후 규정에 따르면 의원 수가 더 많은 외 의회
(Outer council)는 적어도 12명의 길드 출신을 포함해야 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알트도
르퍼는 길드 장인을 대표하여 외 의회에 들어갔을 것이다. 외 의회보다 더 직위가 높
은 내 의회(Inner council)와 시장과 제국 감독관은 필요시 외 의회를 소환하여 논의했
다. Zapalac, 앞의 책, p. 144.

156) Karl Schornbaum, Quellen zur Geschichte der Täufer, vol. 5 of Reichsstädte 
Regensburg, Kaufbeuren, Rothenburg, No ̈rdlingen, Schweinfurt, Weissenburg  
(Gütersloh: Mohn, 1951), p. 3, 10, 27, 31.

157) Benno Jakobus Walde. “Albrecht Altdorfers Haltung zur Reformation: Testament, 
Nachlass und ein Erbteilinventar als Pfade in die historische Lebenswirklichkei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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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도르퍼는 외(外) 의회 의원으로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상태에

서 유대인 추방 사건을 맞이했다. 알트도르퍼 개인의 의견이 어떠했는지

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그는 추방 명령을 내린 대표단에 속했다. 알트

도르퍼가 시나고그 내부 모습과 사건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나고그를 없

애는 기한이 하루 정도 연장되었다고 한다. 이 때 알트도르퍼가 제작한 

에칭 두 점이 남아 있다(도 41, 42).158) 알트도르퍼는 시나고그를 파괴하

고 그 자리에 마리아를 경배하는 목조 교회를 세우도록 다른 시의원들과 

함께 결정했다. 알트도르퍼는 유대교의 성전을 어낸 자리에 정복하듯 

세워진 마리아 교회의 신앙도 미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선전했다. 루가 

성인이 그렸다고 여겨지던 성모 그림의 복제본이 이 교회로 운반되어 제

단 위에 놓였다. 알트도르퍼의 공방은 다시 이 그림을 그림과 판화와 동

전으로 다수 제작하여 순례자를 끌어 모으는 역할을 했다(도 43, 44). 당

시 레겐스부르크에서 활동한 다른 작가들 중 미하엘 오스텐도르퍼

(Michael Ostendorfer, 1490/1494-1559)는 동시대의 성모 교회 순례 열기

를 목판화로 기록했다. 이 목판화에는 알트도르퍼가 1519년 시의 주문을 

받아 루가 성인의 성모를 따라 그린 깃발이 교회 꼭대기에 걸린 모습이 

나타나 있다(도 45).159)  

1519년 유대인이 추방될 때 알트도르퍼가 그린 시나고그 내부 에

칭 두 점은 사건에 대한 건조한 기록이자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레겐스

부르크 내외 기독교인의 흥미에 부합하는 작품이다. 한 점에는 복식을 

갖춘 유대인 두 명이 각각 정면과 측면을 보이며 시나고그에 들어서고 

있다. 그 위에는 라틴어로 “1519년 2월 21일 파괴된 레겐스부르크 유대

인 시나고그의 현관(PORTICUS SINAGOGAE / IUDAICAE 

RATISPONEN[SIS] / FRACTA 21 DIE FEB. / ANN. 1519)”이라고 쓰여 

있다(도 41). 다른 한 점은 열주를 중심으로 두 개의 회랑이 나 있는 빈 

Der Künstler und sein Tod: Testamente europäischer Künstler vom Spämittelalter bis 
zum 20. Jahrhundert, ed. Nicole Hegener and Kerstin Schwedes (Würzburg: Ko ̈
nigshausen & Neumann, 2012), p. 96, 99.

158) Wood, Albrecht Altdorfer, pp. 251-54. 
159) David Freedberg, The Power of Images: 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Respon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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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만을 보여준다. 그 위에는 더 단호한 어조로 “서기 1519년 레

겐스부르크의 유대인 시나고그가 신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완전히 파

괴되었다(ANNO D[OMI]NI D XIX/ IUDAICA RATISPONA / SYNAGOGA 

IUSTO / DEI IUDICIO FUNDIT[U]S EST EVERSA)”라고 적혀 있다(도 

42). 우드는 시나고그가 세워진 13세기 초부터 16세기까지도 기독교인들

이 시나고그 내부에 들어가기 힘들었으리라 추정했다.160) 따라서 유대인

의 관습에 흥미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시나고그 내부를 묘사한 장면들을 

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판화가 유포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들였을 

것이다. 프리데리케 하우페(Friederike Hauffe)는 16세기 독일 인문주의자 

사이에서 유대교와 히브리어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판화의 잠재

적 고객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레겐스부르크의 아우구스티누스 수

도원 사제이자 1519년 레겐스부르크 유대인의 역사를 서술하기도 했던 

헤르만 슈트라이틀이 그러한 고객이었을 수 있다.161) 두 에칭이 시나고

그가 파괴된 시기를 표시하고 있어서 기념품 용도로 제작되었으리라는 

주장도 있다.162)

이 시기 알트도르퍼는 히브리어에 대한 당대 엘리트의 관심과 민

족지적 취향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1519년의 유대인 추방 당시 유

대인 묘지에서 묘석을 가져다가 자신의 집에 판석으로 놓았다고도 전한

다. 우드는 알트도르퍼가 고대 취향에 따라 시나고그 같은 오래 된 건물

과 묘석에 흥미를 보였으리라 주장했다.163) 우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대 언어로서 히브리어에 호기심을 보이고 그 문자를 그림으로 그리기

도 했던 분위기 속에서 알트도르퍼가 히브리어 문자가 새겨진 유대교 묘

석을 미신적 의미로 수집했으리라 추정하기도 했다. 막시 리안 황제의 

비서로서 화가와 문학가들의 황실 선전 프로젝트를 자주 담당했던 콘라

트 포이팅어도 로마자와 히브리어를 새긴 명문들을 모아 자신의 집 뜰 

담장에 박았다고 전한다.164) 16세기 초 알트도르퍼가 그린 성 세바스티

160) Wood, Albrecht Altdorfer, p. 254. 
161) Friederike Hauffe, "Architektur als selbständiger Bildgegenstand bei Albrecht 

Altdorfer" (PhD diss., FU Berlin, 2001); Bushart, 앞의 책, pp. 48-49에서 재인용.
162) Janzen, 앞의 책, p. 15.
163) Wood, Albrecht Altdorfer,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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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단화(St. Sebastian Altarpiece)에도 히브리어를 묘사한 사례가 나타

난다. 알트도르퍼는 예수에 가시관을 씌우는 장면에서 유대인 복식을 한 

인물 뒤의 기둥에 히브리어 명문을 흉내 내어 그려 넣었다(도 46, 47

).165)

알트도르퍼는 시나고그를 허물고 세운 성모 교회에 안치된 성모상

을 복제하여 교회에 대한 순례 열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유대인을 추

방하기 훨씬 전부터 레겐스부르크에서는 ‘아름다운 마리아(Schöne 
Maria)’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신앙되었다. ‘아름다운 마리아’는 별이 

그려지고 술 달린 옷을 입은 성모가 예수를 들어 보이는 비잔틴 이콘 풍

으로 재현되었다. 루가 성인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마리아(Lukasmadonna)

로서 이콘 풍 성모상은 15세기 후반과 종교개혁 직전 독일에서 널리 제

작되었다.166) 유대인을 추방하기 전인 1510년대 초에 제작되었다고 추정

되는 알트도르퍼의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목판화에도 이미 이 마리아

의 모습이 나타난다(도 2). 

알트도르퍼의 시대에 마리아에 대한 숭배는 반 유대인 정서와 잘 

결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레겐스부르크의 성모 교회이다. 앨리슨 크

리즈먼(Allyson F. Creasman)은 시나고그를 무너뜨리고 성모 교회를 세운 

레겐스부르크의 사건으로부터 성모의 힘으로 유대교의 부정적인 영향을 

정화할 수 있다는 신앙을 읽어내었다. 프로테스탄트 성향의 신자들은 레

겐스부르크의 마리아 순례에서 보이는 광신적인 분위기를 비판했으나 그

들의 비판도 유대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예

를 들어 루터는 1523년 레겐스부르크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시나고그 

자리는 이미 악마가 자리했기에 신이 깃든 성전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

했다.167) 

164) Wood, Forgery, Replica, Fiction, p. 279. 
165) Bushart, 앞의 책, p. 219. 
166) Koerner, 앞의 책, pp. 114-15.
167) Creasman, 앞의 논문, p. 976; 본 논문에서 참고한 목판화는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

의 소유이다. 뒤러는 교회 외부 광장에 세워진 마리아 조각상과 내부의 마리아 그림에 
열광적으로 몰려들어 절하는 순례 행위를 “신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으로 비판한 
글을 목판화 아래에 적었다. 위의 논문, p. 978; 시나고그와 아름다운 마리아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이어지는 레겐스부르크의 변화는 종교개혁 이후 독일의 복잡한 
종교 상황을 대변한다. 1525년경에는 아름다운 마리아 교회에 대한 순례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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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도르퍼는 반유대교적인 목적이 강한 이 교회에 안치된 루가 

성모 그림을 토대로 아름다운 마리아 이미지를 디자인하여 다양한 매체

로 복제했다(도 43, 44). 데이빗 프리드버그(David Freedberg)는 레겐스부

르크의 성모 교회 순례 사건을 이미지가 새로이 신앙을 이끌어낸 사례로 

설명했다. 순례자들은 성모 이미지의 원본만이 아니라 알트도르퍼의 복

제본도 영험이 있어서 그 자체로 기적을 일으킨다고 널리 믿었기에 그림

이 그려진 판화, 동전, 면죄부를 얻으려 애썼다. 1519년 6월 1일, 교황 

레오 10세(Pope Leo X, 1475-1521)는 이 교회를 순례하는 신자에게 100

일 분량의 면죄부를 발급하겠다고 공표했고, 알트도르퍼는 교황인(印) 면

죄부를 아름다운 마리아의 모습으로 장식했다. 1522년 알트도르퍼는 레

겐스부르크의 아름다운 마리아가 일으킨 기적 이야기를 교회 내부에 그

리도록 주문받았다.168) 

16세기 초 막시 리안 서클의 정치인들과 엘리트들은 유대교 문화

와 유대인의 지위에 중세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이를 기독교의 신

앙과 사회에 따라 통제하려 했다. 이러한 시각을 지니고 있던 독일 기독

교인들은, 유대교의 관습으로서 할례를 의식하는 동시에 그것이 세례로 

대체되는 신약의 역사를 강조한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의 표현 방식을 

이해했을 것이다.

시나고그 자리에 급하게 지었던 나무 교회를 돌 교회로 대체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1542년 레겐스부르크의 첫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완성되었다. 나
무로 된 아름다운 마리아 교회는 무너지고 이콘은 소실되었으며 광장 기둥 위 마리아 
조각상은 1543년 파괴되었다. 위의 논문, p. 979.

168) Winzinger, 앞의 책, pp. 147-48; Freedberg, 앞의 책, pp. 100-104.



59

V. 결론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은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세례 성사가 

아기 예수의 몸을 통해 구현된 특이한 사례이다. 본 논문은 이 작품만이 

아니라 알트도르퍼의 다른 종교화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부족한 역사적 

맥락을 통하여 알트도르퍼의 성향과 그림 세계를 검토했다. 세례와 할례

를 병치하려는 관념은 고대와 중세부터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1500

년경 독일에서 신학을 넘어 기독교와 유대인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첨예

해지던 현상에 병행하여 나타난 작품으로서 알트도르퍼의 종교화를 해석

하고자 했다.

16세기 초 알트도르퍼는 성서 역사에서 할례를 받았던 아기 예수

가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재현했다. 그는 당시 널리 알려진 아기 예수의 

할례나 청년 예수의 세례가 아닌 특이한 도상을 만들어냈다. 아기 예수

의 세례 이미지는 할례로 상징되는 유대교의 관습을 세례로 상징되는 기

독교의 구원 서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미를 암시했다. 할례와 세례는 

고대부터 유럽에서 같이 살아가는 두 종교 집단을 서로 정의하고 구분 

짓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실제 사회에서 맺는 관계가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는 신학 담론에 자극을 주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교회가 

사회 질서의 토대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시나고그를 전신으로 두면서도 

이교도로 구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 과제는 고대와 중세를 

거쳐 알트도르퍼의 시대까지도 자주 할례와 세례의 대조로 나타났다. 기

독교인은 할례를 통해 선택받은 민족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

하면서 세례를 받아 개종하기를 거부하는 유대인을 긴장된 시선으로 바

라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할례와 세례를 대비하는 <이집트 피난길

의 휴식> 속 신학은 레겐스부르크 사회에서 유대인과의 갈등을 본 알트

도르퍼가 기독교 사회로의 전환 방향을 암시한 결과일 수 있다. 16세기 

초 신성로마제국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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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로마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의 지위는 지역 제후, 황

제, 시의회, 성직자의 복잡한 정치 역학에 의해 좌우되었다. 레겐스부르

크를 비롯한 주요 제국 도시들에서는 유대인들을 대거 추방하여 박해했

다. 한편 바로 이 시기에 요하네스 로이힐린을 비롯한 많은 독일의 엘리

트들이 고대를 부흥시키는 인문주의 차원에서 유대인의 언어와 관습에 

흥미를 갖고 연구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인문주의자들

이 유대교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경멸을 모순 없이 병행했다. 또한 이 

시기 기독교인 지식인들은 유대인을 사회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페퍼코른의 청원에서 촉발된, 유대인 책을 압수

할지에 관한 논쟁이 신성로마제국 정치인, 신학자, 인문주의 엘리트들을 

휩쓴 것과 유대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례 살인 혐의에 대한 논쟁이 대표

적인 예다. 이처럼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 독일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흥미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었다.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 같은 작품들을 제작할 당시 알트도르퍼의 

활동은 기록으로 잘 남아 있지 않으나, 그는 유대인 문제를 포함한 레겐

스부르크와 독일의 종교적 쟁점들에 친숙했을 것이다. 알트도르퍼가 살

던 레겐스부르크 시는 신성로마제국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잘 보

여주는 제국 도시이다. 레겐스부르크의 유대인은 독일의 다른 주요 제국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고대부터 정착하여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1500년경 위기에 봉착했다. 또한 레겐스부르크는 두 종교 모두의 오래 

된 신학적 중심지였으므로 유대교 문제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이 

도시에서 교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알트도르퍼 본인도 레겐스부르크의 

시의원으로서 1519년 도시의 유대인 추방과 관련된 시의 현안들에 참여

하고, 미술가로서 시나고그 에칭을 제작하거나 ‘아름다운 마리아’ 그

림을 복제했다.

성사를 받는 예수의 몸은 할례와 세례 의례를 가지고 각각 구원을 

향하여 경쟁하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대립을 형상화하기 좋은 소재였

다. 알트도르퍼의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은 크고 화려한 분수라는 기이

한 소재를 아기 예수와 함께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기독교인의 유아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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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그것이 할례를 대체한 신약의 역사를 암시했다. 당대 기독교인은 

유대인의 관습과 언어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이들을 기독교 사회의 불안 

요소로 보고 경멸했다. 유대인의 할례에 대하여 기독교인의 세례가 우월

하다는 신학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 독일은 이

러한 취향과 사고가 번성하기 좋은 장소였다. 따라서 레겐스부르크와 신

성로마제국의 기독교인들은 알트도르퍼의 묘사 방식에 공감했을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한 <이집트 피난길의 휴식>의 기이한 구성은 유대

인과 기독교인의 신학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알트도르퍼의 독창적인 시

각화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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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Museo del Prado,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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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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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stmuseum, Basel).

도 11

     

도 12

도 11. 얀 호사르트, <성가족>, c. 1510, 패널에 유화, 45.7 × 33.7 cm, 로스앤젤레스 폴 
게티 미술관(The J. Paul Getty Museum, Los Angeles).
도 12. 얀 호사르트, <성모를 그리는 성 루가>, c. 1515, 패널에 유화, 230 × 205 cm, 프
라하 나로드니 미술관(Národní Galerie, Pr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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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도 13. 얀 판 에이크 화파, <생명의 샘> 또는 <시나고그에 대한 에클레시아의 승리>, c. 
1430-1440, 패널에 유화, 181 × 119 cm,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Museo del Prado, 
Madrid).

도 14

       

도 15

도 14. 조반니 안토니오 다 브레시아, <넵튠 상이 있는 분수>, c. 1500, 33.2 × 23.4 cm,  
런던 대영박물관 재단(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London).
도 15. 페라레세 동판화가들, <사랑의 분수>, c. 1460-1470, 인그레이빙, 20.4 × 17.7 cm, 
런던(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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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도 17

도 16. 마르틴 숀가우어, <예수의 세례>, c. 1480, 인그레이빙, 16.3 × 16.4 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Rijksmuseum, Amsterdam). 
도 17. <예수의 세례>, 『투린 베아투스 필사본』, 12세기, 토리노 국립 도서관(Biblioteca 
Nazionale di Torino), MS. I, II. 1, fol. 136.

도 18

    

도 19

도 18. 롬바르디아 화파, <예수의 세례와 예수의 탄생>, 15세기, 프레스코, 롬바르디아 
알멘노 산 살바토레 산 조르조 교회(San Giorgio, Almenno San Salvatore, Lombardia). 
도 19. <아론의 목욕과 유아 세례>, 『교훈 성서 필사본』, 13세기 중반 파리(Paris), 
옥스퍼드대 보들레이안 도서관(Bodleian Library, University of Oxford), part I., fol. 054r 
(A1,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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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도 21

도 20. 뤼카스 판 레이던, <세례 성사 카툰>, c. 1510, 회색 종이에 초크, 40 × 58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Rijksmuseum, Amsterdam), 부분.
도 21. 얀 호사르트, <성 레오나르의 생애 삼단제단화 밑그림>, c. 1520, 갈색과 회색 
잉크, 초크, 그레이워시, 32.2 × 51.2 cm, 베를린 국립미술관(Staatliche Museen, Berlin), 
부분. 

도 22 

    

도 23
도 22.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공방, <분수>, 『막시밀리안 기도서』, c. 1513-1515, fol. 
74r, 부분.
도 23. 뒤러 외 독일 작가들, <개선문>, c. 1517-18, 목판화, 전체 30.4 × 29.2cm, 빈 
알베르티나 미술관(Graphische Sammlung Albertina, W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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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도 25

   

도 24.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추정), <막시밀리안의 탄생 후 첫 목욕>, 『프리드리히와 
막시밀리안의 생애』, c. 1508-1510, 잉크, 오스트리아 국립 아카이브(Haus-Hof-und 
Stattsarchive, Wien), Hs Blau 9, fol. 38r.
도 25. 대(大) 한스 부르크마이어, <백왕(막시밀리안)의 유아 세례>, 『백왕전』, c. 
1505-1516, 목판화, The Illustrated Bartsch III. Vol 11. 80(224)-17.

도 26

   

도 27

도 26. <생명의 샘>, 『수아송의 생 메다르 복음서』, 9세기 초, 36.5 × 26 cm, 파리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Paris), MS lat. 8850, fol 6v. 
도 27. 안토니오 라프레리, <5세기 라테란 세례당을 고고학적으로 재구성한 모습>, 
16세기, 인그레이빙, 로마(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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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

도 28. 얀 판 에이크, <겐트 제단화 중 양에 대한 경배>, 15세기 초, 패널에 유화, 겐트 
성 바보 대성당(St. Bavo Cathedral, Ghent).

도 29

     

도 30 

도 29. 장 벨강브, <신비의 목욕 삼단제단화 중앙 패널>, c. 1505-1010 또는 1526, 패널에 
유화, 전체 81 × 58cm, 릴 미술관(Musée des Beaux-Arts, Lille). 
도 30. <봉헌의 분수로서 그리스도>, c. 1500, 네덜란드 계열, 채색목판화, 11.8 × 7.4cm, 
런던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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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

      

도 32

도 31. 페라레세 동판화가들, <젊음의 분수>, c. 1460-1470, 인그레이빙, 18 × 10.1 cm, 
런던(London), The Illustrated Bartsch. Vol. 24, pt. 3, commentary, Early Italian Masters.
도 32. 미하엘 파허, <예수의 할례>, 『성 볼프강 제단화』, 1471-1481, 잘츠캄머구트 성 
볼프강 교회(St. Wolfgang, Salzkammergut).

도 33

   

도 34

도 33. 알브레히트 뒤러, <예수의 할례>, c. 1496, 패널에 유화, 63 × 46 cm, 드레스덴 
알테마이스터 회화관(Gemäldegalerie Alte Meister, Dresden).
도 34. 알브레히트 뒤러, <마리아의 일곱 가지 슬픔>, c. 1496, 패널에 유화, 전체 109 × 
43 cm, 개별 패널 63 × 46 cm, 뮌헨 알테 피나코텍(Alte Pinakothek, München), 
드레스덴  알테마이스터 회화관(Gemäldegalerie Alte Meister, Dres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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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

   

도 36

도 35. 알브레히트 뒤러, <예수의 할례>, 『마리아의 일생』, 1502-1511, 목판화, 29.9 × 
21.1 cm, 메사추세츠 윌리엄스타운 스털링 프란시스 클락 박물관(Sterling and Francine 
Clark Art Institute, Williamstown, Mass.).
도 36.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예수의 할례>, 『인간의 타락과 구원』, 1513, 목판화, 
7.2 × 4.8 cm,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 

도 37

도 37. 성가족의 마스터, <예수의 할례>, 1500-1510, 패널에 유화, 102 × 196.5 cm, 뮌헨 
알테 피나코텍(Alte Pinakothek,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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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

  

도 39

  

도 38. <예수의 세례>, 『성 볼프강 제단화』, 1471-1481, 173 × 140.5 cm, 잘츠캄머구트 
성 볼프강 교회(St. Wolfgang, Salzkammergut).
도 39. 헤라르트 다비드(Gerard David), <얀 데스 트롬퍼스 삼단제단화>, c. 1502-1508, 
패널에 유화, 중앙부 129.7 × 96.6 cm, 날개 132 × 43 cm, 브뤼허 흐루닝헤 
박물관(Groeningemuseum, Brugge).

도 40

도 40. <『유대인의 거울』 표지>, 1507, 쾰른, 목판화, 쾰른 대학과 시 도서관
(Universitäts und Stadtbibliothek Kö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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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

  

도 42

도 41.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레겐스부르크 시나고그>, 1519, 에칭, 16.4 × 11.7cm, 
베를린 판화 드로잉 박물관(Kupferstichkabinett, Berlin).
도 42.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레겐스부르크 시나고그>, 1519, 에칭, 17 × 12.5cm, 
베를린 판화 드로잉 박물관(Kupferstichkabinett, Berlin).

도 43

    

도 44

          

도 43.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레겐스부르크의 ‘아름다운 마리아(Schöne Maria of 
Regensburg)’>, c. 1519, 혼합재료, 레겐스부르크 성 요한 수도원 재단(Kollegiatsstift St. 
Johann, Regensburg).
도 44.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레겐스부르크의 ‘아름다운 마리아’>, c. 1519-20, 채색 
목판화, 33.9 × 24.6 cm,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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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

    

도 45. 미하엘 오스텐도르퍼, 
<레겐스부르크의 ‘아름다운 
마리아’에 대한 순례>, c. 1520, 
목판화, 55.5 × 39.0 cm, 코부르크 
박물관(Kunstsammlung der Veste 
Coburg, Coburg).

도 46

   

도 47

도 46.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가시관을 쓰는 예수>, 『성 세바스티안 제단화』, 
1509-1516, 패널에 유화, 성 플로리안 수도원, 오스트리아 성 플로리안(Sankt Florian, 
Austria).
도 47. 도 46. 부분.





Abstract

Albrecht Altdorfer’s 

Rest on the Flight into Egypt

From Circumcision to Baptism

Dasol Kim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notes with particular interest the position of Christ Child 

stooping over the fountain with a large vessel in Albrecht Altdorfer’s 

Rest on the Flight into Egypt (1510), and interprets this motif as 

signaling the Christian sacrament of infant baptism. Even though the 

Christ Child was circumcised following Jewish tradition, Altdorfer 

represented in this painting as if the Child was about to be immersed 

into the large basin-like fountain as in infant baptism, which was not a 

part of narrative iconography in the Rest on the Flight into Egypt. 

Considering that Altdorfer was working in the pre-Reformation city of 

Regensburg with its sizable Jewish community and that he also had 

relationship with humanist intellectuals, I argue that the visual allusion 

to the Christ Child’s baptism in this painting reflected the 

contemporary religious and social relation and tension between the J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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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hristians in this region. Scholars such as Max Friedländer, 
Christopher Wood, and Thomas Noll discussed the landscape, 

background buildings, fountain, and overall iconography in the painting, 

but no one related the work to the possible contrast of infant baptism 

with Jewish circumcision.

In the second section, I compare the motif of the Child and 

fountain in Altdorfer’s painting to those in other artists’ works of 

the same theme, and point out why Altdorfer’s motif could be read as 

a signification of infant baptism. Unlike contemporary representations of 

the Virgin and Child, Altdrofer’s Child is nearly toppling into the 

basin, as the Virgin brings Him near the water. Altdorfer’s 

composition shows great similarity to the representations of infant 

baptism in the Middle Ages and Renaissance.

The third section examines the art historical traditions of 

representing Christ’s Circumcision and later Baptism in the River 

Jordan, and how Christian audience could perceive Altdorfer’s painting 

in the context of such visual traditions. In contrast to the visual 

traditions of circumcision and adult baptism, Altdorfer made a strong 

allusion to Christ’s infant baptism in his Rest on the Flight into Egypt. 

By creating a totally new iconographic allusion, the artist not only 

elevated Christian baptism over Jewish circumcision, but also underlined 

that newly sanctified baptism of the Christians was indeed infant 

baptism as it was practiced in his own time. Christians of Altdorfer’s 

time were familiar with the theology of baptism through devotional 

literature, Passion plays, and sermons, which all asserted that believers 

could receive baptism instead of circumcision because Christ Himself 

suffered circumcision and later Passion for the sake of mankind. 

Theologians relegated circumcision as part of the old law, which did 

not have any effect of salvation in the era of New Covenant.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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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hand, baptism was the true and only effective initiation rite for 

salvation.

As the tension between Jews and Christians grew throughout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Christians’ abhorrence of Jewish 

circumcision also increased accordingly. The trial on charges of blood 

libels in Endingen and Trent in the late fifteenth century revealed 

contemporary Christians’ fear and repugnance for the Jewish rite. 

Sixteenth-century theologians and humanists such as Martin Luther and 

Desiderius Erasmus continued to condemn Jewish circumcision.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of contrasting Jewish and Christian rite for 

the anti-Semitic propaganda was a pamphlet Der Joeden Spiegel or The 

Mirror of the Jews (1508), published by Johannes Pfefferkorn, in 

Cologne a couple of years before Altdorfer’s Rest on the Flight into 

Egypt. On the title page of the pamphlet, Christians and the converts 

who receive baptism are sharply contrasted with the Jews who stick to 

their circumcision rite. The pamphlet was widely circulated in the Holy 

Roman Empire in the course of growing persecution of Jews.

The last section of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situation of 

Jews, debates on their existence among Christians, and the painter’s 

involvement in these matters. In the fifteenth and early sixteenth 

century, Jews living in Holy Roman Empire were experiencing severe 

persecutions. The wave of expulsion reached its peak in 1519 in 

Regensburg. Paradoxically, Christian humanist intellectuals’ interest in 

Hebrew language and Judaism also increased in this period, in order to 

rediscover the true past of Christianity, as they uncovered the 

forgotten Greek and Latin classics. It is difficult to pinpoint Altdorfer’s 

stance towards such issues concerning the Jews, since few records on 

the artist’s life survived, particularly on his early career when he 

produced the Rest on the flight into Egypt. However, as a paint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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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and secular subject matters, he was in constant contact with 

clergymen and humanist intellectuals. Since Jews and Judaism were a 

heated topic in the writings and discussions of such clergymen, officials, 

and humanists, both Catholics and Protestants, it is more than natural 

to assume that Altdorfer was well aware of Jewish matters. 

Furthermore, Regensburg was an old intellectual centre for both 

Judaism and Christianity.

Altdorfer was not merely a resident in such a city, but a member 

of the city council, when the crisis of Jews in Regensburg was 

reaching its peak. When Maximilian I, a long protector of the 

Regensburg Jews, died on January 12, 1519, city councillors including 

Altdorfer decided to expel the entire Jews from the city, clear out the 

synagogue, and set up a chapel dedicated to the Schöne Maria of 

Regensburg. In addition, Altdorfer contributed to the event as an artist. 

He created two etchings depicting the interior of the Regensburg 

synagogue just before the demolition, and copied Schöne Maria of 

Regensburg in various media.

The unusual motif in the Rest on the Flight into Egypt implied 

that infant baptism was sanctified by no other than Christ Himself, as 

He Himself as a baby was represented as if to be baptized over a 

large basin. Furthermore, in the theological tradition that circumcision 

and baptism respectively represented Jewish and Christian identity, this 

painting appears to assert Christian superiority over the Jews and 

Judaism. It further bore upon the contemporary tension between Jews 

and Christians in Regensburg, which Altdorfer’s own prints of 

Regensburg synagogue attested to, and related to the increasing 

interest in Jewish religion and culture among the humanist intellectuals, 

with whom the artist was associated. The sixteenth-century 

German-speaking land was paradoxically characterized by int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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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Semitism and also by increased knowledge of Judaism and Jewish 

culture among the intellectuals. Altdorfer’s unique inclusion of 

baptismal motif in this painting grew out of a culture that expressed 

both hatred and genuine curiosity towards the Jews.

Keywords : Albrecht Altdorfer, Infant baptism, Circumcision, 

Jewish-Christian Relationship, Holy Roman Empire, Regensburg.

Student Number : 2013-2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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