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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인 세이드 휘세인 베흐비(Seyyid Hüseyin Vehbi, 미상~1736)에 

의해 기록된 『베흐비의 축제서(Surname-i Vehbi)』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아흐메드 3세(Sultan Ahmed Ⅲ, 재위 1703～30)가 네 아들의 
할례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한 1720년의 축제를 다루고 있다. 『베흐비
의 축제서』는 삽화가 포함된 2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필사본으로 제작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톱카프궁박물관(Topkapı Saray Musei) 소장 
A3953의 필사본은 회화와 장식의 수준이 높고, 오스만 회화의 마지
막 거장으로 손꼽히는 압뒬젤릴 첼레비 레브니(Abdülcelil Celebi 
Levni, 1680년경～1732)의 서명이 남아 있어서 왕실 혹은 대재상의 
주문을 받아 제작된 가장 이른 작품으로 추정된다. 『베흐비의 축제
서』에 담겨 있는 레브니의 작품은 다양한 구도와 색채를 활용한 생동
감 있는 표현으로 16세기 고전기를 잇는 오스만 회화사의 두 번째 고
전기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17세기 오스만 회화가 
일종의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가 보여주는 다양한 회화적 변화 중에
서도 주요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표현은 특별히 주목된다. 구체적으
로 특징을 살려 묘사된 개별적인 술탄의 모습은 왕실 초상화의 규범
이 확립된 16세기의 작품과 큰 차이를 보이며, 『베흐비의 축제서』에 
연극적인 활기를 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기존의 연구에서 특징적인 인물 표현을 비롯한 레브니의 새로운 
회화적 성취들은 구체적인 미술사적 분석 없이 단순히 ‘유럽지향의 
튤립시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튤립시대의 개념은 여전히 논
쟁 중이지만, 확실한 것은 이 시대가 단순히 유럽 문화만을 지향하지
는 않았다는 점이다. 튤립시대에는 오히려 ‘오스만다운 오스만’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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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제국의 전성기인 16세기에 대한 향수가 지배적
으로 공유되었다. 미술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럽회화의 기법들은 레브
니의 작품들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인물들은 뚜렷한 
윤곽선과 평면적인 얼굴로 표현되어서 오스만 궁정에서 활동했던 동
시대 유럽 화가들의 작품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한다.

『베흐비의 축제서』가 다루고 있는 ‘왕실의 할례’는 왕조의 정통성
과 계승을 선언하며 이슬람을 매개로 사회를 통합하는 매우 중요한 
의례였다. 그러나 16세기 이후로는 술탄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할례 
축제가 자주 치러지지 못했다. 18세기까지 삽화를 포함하는 독립된 
형태로 제작된 축제서는 크게 두 권 뿐인데, 한 권은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에 제작된 『인티자미의 축제서(Surname-i Intizami)』
이고, 다른 한권이 1720년 레브니가 그림을 그린 『베흐비의 축제서』
이다. 1720년 할례 축제는 술탄 아흐메드 3세가 전성기의 술탄들처럼 
안정적인 보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선언이었으며, 『베흐비의 축제서』
의 제작은 그 자체로 16세기로 대표되는 오스만 제국의 고전기에 대
한 향수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는 독립된 할례 축제서의 유일한 선례
인 『인티자미의 축제서』의 전통을 계승하며, 동시에 18세기의 변화한 
사회와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대재상 이브라힘 파샤
(İbrahim Paşa, 재위 1718～1730)는 튤립시대의 정점에서 17세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술탄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화적 사교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베흐비의 축제서』에 나타난 술
탄 주도의 자유롭고 다채로운 장면은 이브라힘 파샤의 전략을 잘 반
영하고 있다. 이처럼 『베흐비의 축제서』에 나타나는 독특한 변화는 
단순히 유럽의 영향에 의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 의도
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오스만 역사서의 전통에 위에서 새로운 표현의 
방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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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흐비의 축제서』에 나타나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특징적인 표현 
역시 오스만 초상 표현의 전통 위에서 탄생하였다. 오스만 왕실 초상
화의 규범은 16세기 화가 오스만이 그린  『기질의 책(Şema’ilname)』
에서 확립되었다. 18세기에 레브니가 그린 왕실초상화인 『왕실가계도
(Silsilename)』의 기본적인 틀은 16세기에 확립된 왕실 초상화의 전
통을 따르고 있으나 그 표현은 크게 달라졌다. 『기질의 책』에서 술탄
들은 유사한 복식과 생김새를 통해 왕조는 연속적인 통일성을 획득하
고 ‘술탄’이라는 집단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레브니가 그린 
술탄들은 외양뿐만 아니라 시대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분명한 특성이 
강조된 개별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16세기와 크게 달라진 
18세기의 술탄의 지위와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레브니가 처음 그렸을 당시 『왕실가계도』에는 
외양을 묘사하는 글, 즉 힐예(Hilye)가 없다는 점이다. 『기질의 책』이 
제작된 16세기는 오스만 제국의 정신으로 이슬람이 강조되기 시작하
던 시기였다. 이슬람에서는 형상을 창조하는 행위가 암묵적으로 금기
시되었기 때문에 회화는 텍스트를 부연하기 위한 ‘용도’를 강조하게 
되었다. 『기질의 책』의 초상화들은 힐예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제작되
었다. 그러나 레브니의 『왕실가계도』는 처음부터 힐예없이 회화만으
로 구성되었다. 레브니의 초상들은 텍스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에 더욱 분명하게 스스로를 표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술탄의 생김새
와 복식은 화가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새롭게 표현되었고, 레브니
의 초상들은 텍스트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정보를 전하게 된 것이다. 

『왕실가계도』에서의 실험은 『베흐비의 축제서』로 이어진다. 자세히 
살펴보면 레브니는 『베흐비의 축제서』에서 역시 텍스트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회화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레브니는 1720년 축제를 
시간순서대로 기록하면서 동시에 축제의 여러 장소와 소재들을 제시
함으로써 베흐비의 글 못지않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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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가 재구성한 이러한 회화의 서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특징적으로 표현된 인물들이다. 술탄 아흐메드 3세
는 물론 당시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이브라힘 파샤 등 축제의 
핵심인물들은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표현되었으며, 얼굴 표현만으로 
신원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이는 『인티자미
의 축제서』의 회화 속에 표현된 인물들의 모습이 글의 도움 없이는 
그 신원을 알기 힘들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레브니의 구체적인 인
물 표현은 단순히 그의 초상화 솜씨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시점과 동선 속에서 관람자들
은 매 장면마다 술탄과 대재상이라는 두 주인공의 얼굴과 눈을 마주
하게 된다. 화려한 축제를 주도한 술탄과 대재상의 분명한 존재를 반
복적으로 인식하면서, 독자는 다시금 그들이 이끄는 서사 속으로 초
대된다. 혼란스러운 화면 속에서도 뚜렷하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레브니의 개성적인 인물들은 회화 자체의 서사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베흐비의 축제서』는 튤립시대의 문화적 풍요 위에서 16세기에 확
립된 오스만 회화의 규범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레브니의 구체적인 
인물 표현은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적 요구, 종교의 제약과 화가의 욕
구 사이에서 탄생한 흥미로운 회화적 성취였다. 그는 이슬람의 교리
적 제약에 부합하는 평면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과 인물의 묘사를 통
해 ‘유럽의 회화와 구분되는 오스만의 회화’라는 전통을 이어갔다. 그
러나 그 역시 형상표현의 회화적 필요와 형상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이슬람의 제약 속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오스만의 화가이자 지식
인이었다. 레브니는 16세기 오스만 회화가 교리적 금기를 피해가기 
위해 의존했던 텍스트의 부연이라는 ‘용도’의 제약을 걷어내면서 스스
로 이야기하는 독립적인 회화의 서사를 창조해냈다. 『베흐비의 축제
서』에서 분명한 개성을 가지고 묘사된 인물들은 축제의 주인공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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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화가가 재구성하는 회화적 서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레브니
의 인물들은 자신의 분명한 얼굴을 보여주며, 스스로 자신들의 축제
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어 : 레브니, 베흐비의 축제서, 왕실가계도, 축제서, 술탄 아흐메
드 3세, 이브라힘 파샤, 오스만 미술, 오스만 회화, 튤립시
대

학  번 : 2009-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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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720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아흐메드 3세(Sultan Ahmed Ⅲ, 재
위 1703～30)는 네 아들의 할례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개최한다. 
수도 이스탄불의 오크 메이바느(Ok Meybanı)와 골든혼(Golden 
horn) 해변에는 특설 무대와 천막이 설치되었으며, 술탄과 고위 관료
들이 관람하는 가운데 길드의 행렬과 예니체리의 씨름, 광대놀음과 
불꽃놀이 등 화려한 볼거리가 15일 동안 이어졌다. 축제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는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가난한 가정에서 선발
된 오천여 명의 소년들이 술탄의 왕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는 영광을 
누렸다. 다양한 축제와 연회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튤립시대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화려했던 이 축제의 기록은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인 세
이드 휘세인 베흐비(Seyyid Hüseyin Vehbi, 미상~1736)가 담당하였
다. 『베흐비의 축제서』는 다양한 필사본으로 제작되었는데,1) 삽화를 
포함하는 것은 두 본으로 모두 톱카프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표 
1). 특히 총 137점의 회화가 묘사된 유물번호 A3953의 필사본은 회
화의 질이 뛰어나고 장식이 화려할 뿐 아니라, 오스만 회화사의 마지
막 대가로 손꼽히는 레브니(Levni)2)의 서명과 인장이 남아있어서 왕
실 혹은 대재상의 주문을 받아 제작된 가장 이른 작품으로 추정된다

1) 톱카프궁박물관(Topkapı Saray Musei) 총4점: B223(1738-9), Y3954(1753), 
R825(1761-62), H1574(1766-67); 이스탄불대학교도서관(İstanbul Üniversitesi 
Kütüphanesi) 총5점: T6099(1735), T6124(1744), T1607(1754), T11, T3035, 
T3974, T6098; 쉴레이마니에 도서관(Süleymaniye Kütüphanesi) 총5점: Esat 
Efendi3348/4, Esat Efendi2282, Mehmet Hafid Efendi244, Haci Mahmut 
Efendi5292, Hamidiye952; 위스퀴다르 도서관(Üsküdar Kütüphanesi) 총1점: 
Selim Ağa473; 레트 도서관(Millet Kütüphanesi) 총1점: Ali Emir414, 417; 

   터키 국외 소장(4점): 카이로, 아랍박물관(Arab Museum) 232; 런던, 영국박물관
(British Museum) Or.7218; 파리,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eque Nationale) 
1284; 비엔나, 오스트리아국립도서관(Nationalbibliothek) 1092.

2) 압뒬젤릴 첼레비(Abdülcelil Çelebi, 1680～1732)의 필명으로 ‘다채로운’이라는 뜻
을 가지고 있다. 그는 『베흐비의 축제서』를 비롯한 그의 작품들에 레브니(Levni)
라는 서명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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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No. A3593 A3594
소장처 톱카프궁박물관 톱카프궁박물관
저자 베흐비 베흐비
화가 레브니 (서명 有) 레브니 양식 (서명 無)
낱장 175 폴리오 231 폴리오
삽화 137 폴리오 140 폴리오

추정
연도

1721년 글 완성(추정)
1725년 글씨 완성

1725～1728년 그림 완성
미상

표 1. 톱카프궁박물관 소장 『베흐비의 축제서』 중 삽화가 있는 필사본

『베흐비의 축제서』에 담겨있는 레브니의 작품은 방대한 규모와 높
은 회화 수준, 새로운 색채와 구도의 실험 등 여러 면에서 오스만 회
화사의 마지막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작품과 작가의 명성
에도 불구하고, 『베흐비의 축제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술사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작품에 대한 최초의 심도있는 연구는 1969년 
에신 아틀(Esin Atıl)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논문에서는 톱카프궁박
물관 소장의 『베흐비의 축제서』 두 본을 비교하여 순서를 정렬하고, 
등장인물의 신원을 밝히는 등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 연구의 초
석을 마련하였다.3) 이후 아틀은 1993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 간략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4) 1999년 터키문화부(Koçbank)와 함
께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 삽화를 모두 포함한 도록을 출간하였
다.5) 이후 『베흐비의 축제서』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어졌으나, 

3) Esin Atıl, “Surname-i Vehbi: An Eighteenth Century Ottoman Book of 
Festivals”(Ph. 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1969).

4) Esin Atıl, “The Story of an Eighteenth-Century Ottoman Festival,” 
Muqarnas, vol. 1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pp. 
181-200.

5) Esin Atıl, Levni and the Surname: The Story of an Eighteenth-Century 
Ottoman Festival (Istanbul: APA Tasarim Yayincilikve Baski Hiz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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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의 관점에서의 연구보다는 작품에 나타난 튤립시대의 문화나, 
길드의 양상을 연구하는 사회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6) 아틀 이후 
가장 본격적인 접근은 2000년 이스탄불에서 발간된 도록에 실린 『베
흐비의 축제서』의 번역과 이를 토대로 한 짧은 논문들에서 이루어졌
다.7) 이 도록에서 도안 쿠반(Doğan Kuban)은 베흐비의 수사적 글과
는 구별되는 레브니의 사실적인 회화에 주목했으나, 그 사실성의 원
인을 종교적 제약에서 찾는 모순을 보였다.8) 

기존의 연구에서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가 보여주는 특징들
은 구체적인 양식적 분석없이 피상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초기의 학
자인 쉬헤일 윈베르(Süheyl Ünver)는 레브니 작품의 독창적인 표현
들이 ‘오스만 튀르크의 회화적 전통’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으
나,9) 구체적인 양식적 설명은 생략하여 단순히 투르크 미술의 우수성
을 강조하는데 머물렀다. 기존의 평면적 구성을 극복한 동적인 구도
와 다양한 시점의 활용, 높은 채도의 색채 활용과 인물들의 생동감 
있는 표현은 프랑스 문화 애호가 성행한 18세기 튤립시대의 특징과 
맞물려 유럽 회화의 영향이 불러온 변화로 쉽게 설명되었다. 『베흐비
의 축제서』를 다루는 대부분의 논문과 서적은 18세기 초, 오스만 제
국이 직면한 위기와 튤립시대의 적극적인 유럽 문화 수용을 먼저 소
개하며 작품의 독특한 성취를 이러한 전제 하에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10) 『베흐비의 축제서』에 나타난 레브니의 회화의 특별함은 유럽

Leven, 1999).
6) Carrie Serban, A Study of the Ottoman Guild as They Are Depicted in 

Turkish Miniature Paintings, M.A. (Montreal: Mcgill University, 2009). 이 
석사 논문은 아틀의 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A3593본과 A3594을 구분없이 
언급하고 있다.

7) Ahmet Ertug ed., Surname: An Illustrated Account of Sultan Ahmed III's 
Festival of 1720. (Bern: Ertug & Kocabijik. 2000).

8) Doğan Kuban, “The Miniatures of Surname-I Vehbi.” In Ahmet  Ertug 
ed., Surname: An Illustrated Account of Sultan Ahmed III's Festival of 
1720.

9) Süheyl Ünver, Levni (Istanbul: Turkish Press, 1951).
10) 예를 들면, 귈 일레포올루는 레브니의 초상화의 업적을 문화 변동의 결과로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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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화와 회가들이 많이 유입된 튤립시대에 나타난 유럽 회화의 영
향으로 쉽게 설명되어 왔다.11) 그러한 기법을 도입한 동시대 무굴 혹
은 사파비 왕조의 회화와 비교하여 변화가 미미하다는 유럽 회화 기
준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다. 『베흐비의 축제서』에 나
타난 레브니 회화의 특별함은 단순히 당시에 유행하던 유럽 회화의 
영향으로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과 표현이 
등장해야하는 시대, 상황 혹은 작가나 주문자의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준비과정에서 술탄이 축제의 노고를 치하하는 장면까지 15일 
간의 축제 일정을 137점의 삽화를 통해 묘사한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는 다양한 특징을 지닌다. 도식화된 방식을 극복하고 새롭고 
개성적인 표현을 도입하였으며, 방대한 양과 다양한 시점으로 글에서 
독립된 그림 나름의 서사성을 획득하였다. 앞서 언급한 새롭고 파격
적인 구도, 색채, 시점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 기록화와 비교되는 레
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개성적
인 인물 표현이다.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에는 술탄과 주요 관
료는 물론 내궁 관리와 군대, 대표적인 길드의 구성원들까지 각계각
층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인물과 직업군은 인물 묘사와 복
식을 통해 정확히 신분을 밝힐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술탄 아흐메드 
3세와 당대의 개혁을 주도했던 네브쉐히르리 다마드 이브라힘 파샤

당대에 이스탄불에서 활동했던 유럽 화가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레브
니나 오스만 의 다른 화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Gül İrepoğlu, “Innovation and 
Change,” In Ayşe Orbay ed., The Sultan's Portrait: Picturing the House 
of Osman, (Istanbul: Işbank, 2000), p. 385.

11) “유럽 예술에 대한 오스만의 관심은 왕실 세 화에서 분명해진다. 이 예술은 레
브니에 의해 형태가 갖춰졌는데, 그는 술탄 아흐메드 3세의 주문으로 1720년 술
탄 아흐메드의 아들들을 위한 할례 축제를 기념하는 연속되는 삽화를 제작했다.” 
Suraiya Farochi, The Ottoman Empire -A Short History (NJ: Markus 
Wiener Publisher, 2009), p. 100;  도안 쿠반 역시 고전주의 전통을 따르는 레
브니의 회화가 원근법의 발견으로 전통의 틀을 벗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유럽 회화 
기법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Doğan Kub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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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şehirli Damad İbrahim Psşa, 재위 1718～1730)12) 뿐만 아니
라 다른 주요인물들도 얼굴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서 공간에서
의 위치나 복장과 상관없이 초상표현만으로 그 신원을 구분할 수 있
을 정도이다. 오스만 회화에서 술탄의 초상을 표현하는 문제는 늘 중
요한 쟁점이었다. 술탄은 오스만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회화에 등장하여야 했고, 그런 술탄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는 문제
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여기에 15세기 
이후 꾸준히 유입된 서양 초상화의 수법과 기능을 얼마나, 어떻게 수
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인물 묘사를 금기시하는 순니 이슬람의 수호자
임을 강조해 온 오스만 술탄의 입장과 항상 결부되어 있었다. 술탄의 
초상은 오스만 회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의되고, 다루어
졌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특징을 살려 묘사된 개성적인 인물표현이 등장하게 된 종교, 정치, 시
대의 상황을 알아보고, 오스만 회화의 초상 전통의 맥락 위에서 화가
가 개성적인 초상 표현을 통해 얻어내고자 했던 ‘의도’를 이해해 보고
자 한다. 우선 『베흐비의 축제서』를 16세기 확립된 오스만 역사서의 
전통 위에 재배치시킴으로서 『베흐비의 축제서』에 나타난 새로운 변
화들이 단순히 서양 회화의 기법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18세기의 변
화한 정치적 요구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다음, 레브니가 
전작(前作)인 『왕실가계도』에서 시도한 ‘텍스트 독립적인 술탄 초상
화’라는 실험이 어떠한 ‘의도’로 『베흐비의 축제서』에 반영되었으며, 
『베흐비의 축제서』의 독립적인 서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12) 이하 이브라힘 파샤(İbrahim Paşa)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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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베흐비의 축제서』의 제작 과정과 그 해석

1. 『축제서』의 탄생과 발전 

이슬람 시대 이전, 페르시아 왕들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다룬 샤나
메(Shahnama)는 서아시아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사랑받아온 이야
기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1010년 피르다우시(Firdawsi, 940～
1020)에 의해 정리된 『피르다우시의 샤나메』는 그의 폭넓은 역사 지
식과 빼어난 시구들로 인해 이슬람 문학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으
로 널리 칭송되었다. 15세기 이후 피르다우시의 샤나메는 오스만 궁
정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술탄 메흐메드 2세(Sultan Mehmed Ⅱ, 
재위 1444～1446, 1451～81)를 위해 터키어로 번역된 페르시아 서적 
중에는 『피르다우시의 샤나메』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터키어로 번역
된 페르시아 서적들에는 삽화가 곁들여지곤 했다. 샤나메에 나타나는 
영웅적 왕들의 서사적 틀은 곧 오스만 왕실의 위대함과 정통성을 강
조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1545년경에는 이집트의 맘룩(Mamluk) 왕조
에서 유입된 쉐리프 아미디(Şerif Amidi)의 터키어 번역본을 바탕으
로 약 6부의 터키어 샤나메가 오스만 왕실에서 제작되었는데, 이는 
약 10년 뒤 제작된 오스만 역사서의 바탕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13) 

벨라그라드(1521년)와 부다페스트(1526년)를 점령하고 이란의 사파
비 왕조에게 타브리즈를 포함한 주요 도시를 획득한 후인 1540년경 
오스만 궁정 행정부에 오스만 역사를 저술하는 부서가 설립되고 오스
만 역사서 샤흐나메(Şehname)를 저술하는 관리인 샤흐나메지
(Şehnameci)가 임명되면서 오스만 역사서의 제작이 본격화되었다. 
1558년에 아리피(Arifi)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샤흐나메지 페툴

13) Serpil Bağcı et al., Ottoman Painting (Ankara: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The Bank, 2010),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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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첼레비(Fethullah Çelebi)에 의해 총 5권으로 구성된 첫 번째 샤
흐나메가 제작되었다. 아담과 이브부터 오스만 왕조 직전까지의 역사
를 다룬 『예언자의 책(Enbiyaname)』, 오스만 제국의 창건부터 술탄 
바예지드 1세(Sultan Bayezid Ⅰ, 재위 1389～1402)까지의 역사를 
다룬 『오스만의 책(Osmanname)』, 술탄 쉴레이만 1세(Sultan 
Süleyman Ⅰ, 재위 1520～66)의 업적을 다룬 『쉴레이만의 책
(Süleymanname)』14)(도 2) 등으로 구성된 이 샤흐나메는 빼어난 글
과 글씨, 그리고 오스만 회화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뛰어난 회화를 담
고 있다. 오스만 술탄이 다른 지방의 영주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에서 
이들 모두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군주로 진화한 것은 술탄 메흐메드 2
세 이후의 일이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이후 술탄은 그 누구보다 
우월한 군주이며 동시에 존귀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
다. 그리고 술탄 메흐메드 2세와 술탄 쉴레이만 대제 사이의 1세기에 
관료들과 신민들 사이에 술탄의 영토, 즉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의식
이 생겨나기 시작했다.15) 16세기 중반 시작된 오스만 왕실의 샤흐나
메 작업은 새롭게 정립되는 제국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술탄에게 
샤나메의 영웅들과 같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함으로서 술
탄 중심의 절대적이고 우월한 오스만 제국의 불멸의 영광을 선언하고
자 하는 왕실의 의도를 반영하였다. 

제국의 최전성기인 술탄 쉴레이만 1세 시기의 샤흐나메가 오스만 
제국의 정통성과 불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면, 이 후
의 샤흐나메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발전하였다. 술탄 쉴레이만 1세 
통치 말기부터 오스만 군대의 불패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오스
만 술탄들은 더 이상 전장이 아니라 하렘을 중심으로 하는 내궁에 머
물기 시작했다. 점차 술탄은 우월한 개인적 통치력의 상징이 아니라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체제의 상징으로 변화하였다. 자연스럽게 

14) TSM, H 1517, by Arifi (1558).
15) 도널드 쿼터트, 『오스만 제국사』, 이은정 역(사계절, 2008),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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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중심은 하렘과 결탁한 몇몇 가문들과 행정을 담당하는 재상들
에게 이전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팽창이 중단되자 권력을 쥔 가문과 
재상들은 제국을 안정시키고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샤흐
나메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1565년부터 1579년까지 대재상(Grand Vizier)으로 봉직했던 소콜
루 메흐메드 파샤(Sokollu Mehmed Paşa)는 샤흐나메를 가장 적극
적으로 활용했던 후원자였다. 술탄 쉴레이만 1세부터 술탄 셀림 2세
(Sultan Selim Ⅱ, 재위 1566～1574)와 술탄 무라드 3세(Sultan 
Murad Ⅲ, 재위 1574～1595)에 이르기까지 세 명의 술탄을 거치며 
유례 없는 권력을 누렸던 소콜루 파샤는 뛰어난 시인이자 샤흐나메지
였던 세이드 로크만(Seyyid Lokman)과 함께 다양한 샤흐나메를 제
작하였다. 특히 삽화가 포함된 샤흐나메는 주로 1570년부터 80년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오스만 제국의 쇠락의 기미가 짙어지면서 관료들의 
불만이 커져 가던 시기였다.16) 오스만 왕실과 통치세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국의 황금시대였던 술탄 쉴레이만 1세의 영광이 다
시금 샤흐나메의 주요 주제로 부각되었다. 동시에 소콜루 파샤는 영
웅적 술탄의 시대를 계승하는 정통성 있는 후계자로서 회화에 등장하
기 시작했다. 

오스만 왕실에서 수집하거나 제작된 서적들은 주로 톱카프궁17)의 
도서관에 보관되었다.18) 이들 서적은 이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는 오

16) Emine Fetvacı, Picturing History at the Ottoman Court (Bloomingtion: 
Indiana Univ. Press, 2013), p. 101.

17) 톱카프 궁은 4개의 문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을 통과하는 공간에 
내각회의를 집전하는 디반(divan) 등 행정부서가 집되어 있고, 세 번째와 네 번
째 문을 통과하면 나타나는 공간은 크게 내궁으로 분류되는 술탄의 사적 공간이었
다. 세 번째 공간에서는 술탄의 아들들을 비롯한 오스만 왕실의 지식인층이 학문
을 연마하는 엔데룬(enderun)이 위치하고 있고, 네 번째 공간은 술탄과 술탄의 
가족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하렘(harem)이다. 

18) 술탄이 선호하는 몇몇 서적은 따로 선별되어 하렘에 있는 술탄의 개인 도서관에 
비치되었다. 오스만 술탄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장식된 개인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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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만의 지식인들과 관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샤흐나메의 
회화들은 이들에게 암묵적 프로파간다를 전달하는 주요한 매체로 활
용되었다.19) 일례로 1579년에 제작된 로크만 글, 오스만(Osman)20) 
그림의 『승리의 책(Zafarnama)』21)에는 술탄 쉴레이만의 행진을 보좌
하는 소콜루 파샤의 모습이 등장한다(도 3). 정중앙에 홀로 위치한 술
탄은 주위를 겹겹이 둘러싼 훌륭한 군대들과 대비되며 위대한 승리를 
이끈 위대한 술탄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다. 소콜루 파샤는 술탄 바로 
옆에서 홀로 그를 보좌하며, 위대한 술탄과 그의 시대를 보좌하고 있
다. 장황한 텍스트 중에서 특정한 장면을 선택하고, 술탄과 소쿨루 파
샤의 위치를 세 하게 구성하며, 텍스트가 전달하는 내용을 적당히 
가감하면서 샤흐나메의 회화들은 텍스트가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암
묵적으로 전달하는 데 활용되었다. 

술탄 무라드 3세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축제서(Surname)는 
샤흐나메의 한 계통으로 그와 비슷한 의도로 제작되었다. 축제라는 
뜻의 수르(sur)와 책이라는 뜻의 나메(name)22)의 합성어인 축제서는 
왕실의 축제를 기록하는 오스만의 독특한 양식이다. 에신 아틀에 의
하면 1285년 이후 술탄 아흐메드 3세가 퇴위한 1730년까지 약 32번
의 축제가 거행되었다. 술탄의 결혼, 왕자의 탄생, 공주의 결혼, 왕자
의 할례 등이 축제의 이유였는데, 술탄이나 왕자의 결혼은 더 이상 
혼인을 맺을 동등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술탄 메흐메드 2세 이후 
사라지게 되었으며, 왕자들의 할례 축제는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많
이(약 10회) 거행되었다.23) 

19) Emine Fetvacı (2013), p. 101.
20) 나카쉬 오스만(Nakkaş Osmam, 생몰년 미상): 위스테드 오스만(Üsted Osman)

으로도 불린다. 로크만과 함께 수많은 샤흐나메를 남겼으며, 16세기 오스만 회화
의 규범을 만들었다. 

21) 체스터 비티 도서관(Chester Beatty Library), T.413 (1579).
22) 영문으로 nama, nameh, namah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기되며, 본문에서는 

터키어 발음과 표기법에 따라 나메(-name)로 표기한다.  
23) Esin Atıl (1969), pp. 387, 388,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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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할례가 가지는 독특한 지위 때문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모든 무슬림 남아들은 성인 남성으
로 존중받기 위해 할례라는 통과 의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할례와 
이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유한 집
안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할례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가난한 아이들의 
할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풍습이 있다. 할례는 모든 무슬림 남성이 
통과하는 공통의 경험임과 동시에 부와 권위를 지닌 계층이 공동체의 
가난한 계층을 포용하는 단합의 상징인 것이다. 오스만 제국의 구성
원들은 왕실의 할례 축제를 통해 칼리프(Caliph)24)가 이끄는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정체성을 확인하고 평등한 무슬림으로서의 공동체 의
식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오스만 공동체의 어려움을 돌보는 자애로운 
술탄의 수혜를 경험하였다. 동시에 술탄의 아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오스만 왕실이 적통한 계승자를 확보했다는 것이며, 할례 축제
는 곧 오스만 왕조가 계속해서 확고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
는 자리이기도 했다. 

할례 축제가 가진 상징적 의의는 축제의 기록에도 그대로 반영되
었다. 에신 아틀이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25) 1730년까지 제작된 축제
서는 총 일곱 권으로, 이들은 모두 네 번의 왕실 할례 축제를 다루고 
있다26). 이 중 삽화가 포함된 축제서는 네 권이다. 

왕실의 축제를 다룬 축제서의 가장 이른 예는 1587～88년 제작된 
『업적의 책(Hünername)』27) 제2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크만이 글
을 쓰고 오스만이 그림을 그린 이 책은 역대 오스만 술탄들의 성취와 

24)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를 일컫는 말로, 11세기 이후 정치적 
실권을 잃었으며, 1258년 몽골인의 바드다드 함락으로 마지막 칼리프가 살해당함
으로서 사실상 단절되었다. 그러나 형식적인 칼리프가 맘룩 왕조의 비호 하에 있
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맘룩 왕조를 정벌한 1517년, 오스만 술탄들은 칼리프
의 칭호를 계승하게 되었다. 초기의 칼리프 칭호는 단순히 상징이었으나, 18세기 
이후 이슬람 정통성을 강조하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칼리프로서의 오스만 술탄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었다. 

25) Esin Atıl (1969), pp. 387-392, Esin Atıl (1999), pp. 42-43.
26) <참고자료 1>에서 핵심 사본을 정리함 (밑줄 친 연도가 최근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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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재능들을 보여주고자 제작되었다.  술탄 쉴레이만의 관대함과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제2권(네 번째 부분)에는 1530년, 술탄 쉴레이
만 1세가 세 아들, 메흐메드(Mehmed), 쉴레이만(Süleyman), 무스타
파(Mustfa)를 위해 개최한 할례 축제를 묘사한 회화가 등장한다. 에
미네 페트바즈(Emine Fetvacı)에 의하면, 술탄 무라드 3세에 시기에 
제작된 『업적의 책』은 술탄 쉴레이만 1세 시기에 제작된 『쉴레이만의 
책』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의도와 초점이 분명히 구분
된다28). 『쉴레이만의 책』이 위대한 술탄 쉴레이만이 가진 뛰어난 전
쟁 기술과 재능이 무엇이며 얼마나 강력하고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업적의 책』은 이러한 업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술탄 쉴레이만의 덕성과 인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결과
적으로 『쉴레이만의 책』의 쉴레이만은 페르시아의 샤나메 영웅들의 
재능을 가졌다면 『업적의 책』의 쉴레이만은 더 나은 덕성, 곧 예언자 
무함마드의 덕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의도를 가장 잘 드

축제
연도 축제서 제작

연도
회화 수
/총 쪽수

삽화
유무

쉴레이만 
1세

(1530년)
『Hünername』 2권 (부분) 1587-88 10 ○

무라드 
3세

(1582년)

『Surname-i Intizami』 1587-88
1582-85

427 
/총 432 쪽 ○

『Shahımshahname』 2권 (부분) 1593-97 42 ○
『Jami al-Buhur der Mecalis-i 
Sur』 1585-86 총 109 쪽

메흐메드 
4세

(1675년)

『Surname-i Abdi』 1719-20 총 31 쪽

『Surname-i Nabi』 1775 총 133 쪽
아흐메드 

3세
(1720)

『Surname-i Vehbi』 1727-8
1720-30

137 
/총 175쪽 ○

27) 톱카프궁박물관, H1524 (1587-88).
28) Emine Fetvacı (2013),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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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는 부분이 바로 할례 축제의 묘사이다. 『쉴레이만의 책』은 1530
년의 세 아들의 할례와 1539년 다른 두 아들의 할례를 모두 다루고 
있지만, 회화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할례 자체가 아니라 축제를 누리
는 술탄 쉴레이만의 화려한 궁정이다. 반면에 『업적의 책』은 할례 축
제의 장면을 다음 부분인 쉴레이만의 종교적 꿈과 연결시키면서 신
앙, 도덕, 인성의 측면에서 모두 완벽한 술탄 쉴레이만을 신성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는 술탄 개인의 영웅적 업적에 찬사를 보냈던 술탄 
쉴레이만 시기의 전성기를 뒤로 하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추앙받는 
술탄의 신성한 존재를 강조해야 하는 술탄 무라드 3세 시기의 시대적 
요구였을 것이다. 

2. 오스만 그림 『인티자미의 축제서』 

축제서가 독립된 책으로 발전한 것은 『인티자미의 축제서
(Surname-i Intizami)』29)부터이다. 『왕실축제서(Surname-i 
Hümayun)』으로 더 잘 알려진 『인티자미의 축제서』는 1582년 무라
드 3세가 개최한 아들 메흐메드 3세(Mehmed Ⅲ)의 할례 축제를 기
록하고 있다(도 4). 50일 이상 계속된 축제는 다양한 행사와 오락, 연
회와 길드의 행렬 등으로 풍요롭게 치러졌다. 화려한 축제의 모습은 
인티자미와 오스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필사본 작업
을 지도했던 샤흐나메지 로크만과 당대의 실권을 쥐고 있던 하렘 환
관, 메흐메드 아아(Mehmed Ağa)와 제이렉 아아(Zeyrek Ağa)는 인
티자미가 작품을 완성한 이후에도 작품의 구성과 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도 5). 일반적으로 술탄이 작가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명령
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인티자미의 축제서』는 자신들이 

29) 톱카프궁박물관, H1344 (1587-88, 1582-85), 『왕실축제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자이름을 붙여 축제서를 명명하는 다른 필사본들과의 통일성을 위해 『인
티자미의 축제서』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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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던 인티자미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술탄과 그의 가신들의 의도가 강하게 담겨있었
다고 볼 수 있다.30) 

총 432쪽(folio)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축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한 427점의 삽화가 실려있다. 대부분의 회화는 양쪽 면을 활용해
서, 축제가 벌어진 아트 메이바느의 넒은 배경을 효율적으로 묘사하
고 있다. 오스만 제국의 전리품들이 놓인 아트 메이바느와 술탄 쉴레
이만 대제 시기의 명재상이었던 이브라힘 파샤 궁(İbrahim Paşa 
Saray)을 배경으로 축제가 펼쳐진다. 『인티자미의 축제서』에서 배경
은 연극의 무대처럼 고정되며, 등장인물들은 지정된 공간과 동선을 
따라 움직인다. 각종 묘기와 행사, 길드의 행렬은 작품의 하단에 위치
한 아트 메이바느에서 이루어지며, 제국의 관료와 외국의 사신들은 
양쪽면으로 구성된 회화의 오른쪽 면에 위치한 3층 건물의 지정된 자
리에 앉아있다. 상단 중앙에는 격자나 천으로 가려진 작은 정자들이 
있는데, 이 곳에는 당시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했던 술탄의 모후와 첫 
번째 부인 등의 하렘 여인들이 축제를 관람하는 곳이었다. 작품의 왼
쪽면 상단에 위치한 이브라힘 파샤 궁의 큰 정자에서 술탄은 자신의 
신하들과 외국의 사신들, 행사를 진행하는 신민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아트 메이바느에서는 제국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여러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군대는 몸싸움을 통해 승리한 전쟁의 기념하고, 길드는 제
국의 부와 기술을 상징하는 다양한 과시품과 진상품을 들고 행진한
다. 광대와 인형극은 전쟁 관계에 있던 사파비 왕조를 노골적으로 희
화화하기도 한다. 술탄은 예니체리에 각종 음식을 풍요롭게 담은 접
시를 내림으로서 자신의 관대함과 여유로움을 과시한다. 200여 장 동
안 이러한 패턴은 반복되는데, 이는 단순히 축제의 재현 이상의 의미
를 지닌다. 높은 곳에 위치한 술탄의 시선 아래, 술탄의 노예인 관료

30) Emine Fetvacı (2013), p. 176.



14

들, 외국의 사신들과 오스만 제국의 신민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를 지
키며 정해진 역할을 수행한다. 다채로운 광장의 행사가 보여주는 풍
요로움과 화려함은 술탄의 질서에 순종하는 세계 안에서 성취되는 오
스만 제국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1582년 할례 축제는 그 자체로 전성기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재현
하고, 오스만 제국과 이슬람 전통의 정신을 계승하는 술탄의 정통성
을 강조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례였다. 『인티자미의 축제서』에서 화가 
오스만은 신비로운 절대 권력자로서의 술탄의 시선을 통해 구현되는 
제국의 질서를 표현해냈다. 술탄은 더 이상 자신의 전쟁에서의 자신
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군대나 관료들과 직접 대면하지도 않지만 그 
존재 자체로 제국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대중들에게 모
습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내궁의 구성
원들은 작품의 중앙의 가려진 격자창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 술탄의 모후 누르바누 술탄(Nurbanu Sultan, 1525～1583)의 
신하이자, 술탄 무라드 3세 시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환관
장 메흐메드 아아의 등장은 내정으로 옮겨간 당시의 권력 흐름을 보
여주고 있다. 

1582년 이후 술탄 아흐메드 3세가 개최한 할례 축제가 열린 1720
년까지, 단 한 번의 할례 축제가 기록되어 있다31). 술탄 메흐메드 4
세(Sultan Mehmed Ⅳ, 재위 1648～1687)가 1675년 자신의 두 아들
을 위해 열었던 할례 축제가 그것이다32). 일주일 간 이어진 축제의 
내용은 『압디의 축제서(Surname-i Abdi)』33)와 『나비의 축제서
(Surname-i Nabi)』34)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록에는 회
화가 포함되지 않았다. 한 세기만에 치러진 성대한 할례의 두 주인공

31) Esin Atıl (1969), pp.387-392, Esin Atıl (1999), p. 43.
32) Suraiya Faroqhi, Subjects of the Sultan: Culture and Daily Life in the 

Ottoman Empire (NY: I.B. Tauris, 2000), p. 165.
33) TSM, R823, H1573 외 6권 (<참고자료 1> 참조).
34) 이스탄불대학교 도서관, T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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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훗날의 술탄 무스타파 2세(Sultan Mustafa Ⅱ, 재위 1695～1703)
와 술탄 아흐메드 3세이다. 그리고 술탄 아흐메드 3세는 1720년에 자
신의 네 아들을 위한 할례 축제를 성대하게 거행한다.

3. 레브니 그림 『베흐비의 축제서』

1720년 술탄 아흐메드 3세가 네 아들의 할례 축제를 위해 제작한 
『베흐비의 축제서』는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과 화가에 의해 기록된 뛰
어난 축제서이며, 16세기의 『인티자미의 축제서』와 더불어 회화가 포
함된 유일한 독립된 양식의 할례 축제서이다. 이 두 『축제서』는 모두 
왕자의 할례 축제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축제가 진행된 과정을 담고 있지만, 표현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
다.  

16세기에 제작된 『인티자미의 축제서』가 당대의 시대상황과 더불
어 오스만 회화 고전기의 섬세한 표현과 권위적인 색채, 엄 하게 계
산된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면, 18세기 초의 『베흐비의 축제서』는 생
동감 있는 표현과 다채로운 색채, 겹치고 뒤섞이는 자유로운 공간구
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티자미의 축제서』가 인물의 구체적 묘
사를 지양하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한정된 공간을 통해 통제했던 
반면, 『베흐비의 축제서』는 인물 개인의 특징을 인물의 지위와 존재
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레브니는 『베흐비의 축제서』를 술탄의 내궁인 구궁(Eski Saray)에
서 시작한다(도 6). 술탄 아흐메드 3세는 직접 구궁을 방문하여 할례
를 받을 주인공인 세 왕자, 쉴레이만(Süleyman), 메흐메드
(Mehmed), 무스타파(Mustafa Ⅲ)와 함께 나흘(Nahıl)35)이 세워진 정
원을 바라보고 있다.36) 네 왕자를 상징하는 네 개의 나흘 옆에는 설

35) 나무로 만든 봉을 설탕으로 만든 꽃과 과일, 금속장식 등으로 화려하게 꾸민 긴 
원뿔형태의 장식으로, 풍요로움과 권위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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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을 채색해서 만든 섬세하고 화려한 설탕정원이 놓여있다. 구궁은 
담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관람자의 시선은 담을 넘어, 위에서 궁 안을 
모습을 내려다보게 된다.

다음 장면은 축제 준비가 한창인 오크 메이바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도 7). 원거리에서 조망한 오크 메이바느는 술탄과 내궁 관리들, 
재상, 장군, 지방관과 종교지도자들의 천막들과 더불어 축제에 사용될 
각종 도구들과 예행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천막의 
크기와 위치는 천막 소유자의 정치권력의 크기를 의미하며, 작은 인
물의 크기는 축제의 거대한 규모를 가늠하게 한다. 준비가 끝나면 재
상들과 술탄, 다른 관료들이 도착하고 이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축제
가 시작된다(도 8). 이브라힘 파샤와 술탄의 행렬 장면은 매우 혼잡해 
보인다. 신성한 말들과 내궁 관료들, 이들을 호위하는 병사들은 서로 
겹치고 떨어지며 종종 뒤돌아보고 있고, 심지어 머리장식들로 술탄의 
몸을 절반 가까이 가려 버리기도 한다(도 9). 이러한 혼잡함은 행렬에 
사실성과 생동감을 부여하며 실제로 이 행렬을 관람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혼잡한 생동감은 축제 과정 내내 재현
된다.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는 축제의 행사와 길드의 행렬을 양쪽
면을 활용하여 다채롭게 묘사하고 있다(도 10). 동일한 공간에서 일어
나는 비슷한 행사도 레브니는 구도를 조금씩 달리하며 회화에 다채로
움을 주고 있다. 레브니의 그림 속에서 주로 오른쪽 면에 등장하는 
술탄과 이브라힘 파샤의 천막은 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
나 오른쪽 면 하단에는 늘 다양한 묘기 장면이나 길드의 행렬 묘사되
는데, 행렬이 길 때면 종종 이들은 이브라힘 파샤의 천막을 왼쪽 면
으로 어내기도 한다(도 11). 술탄과 이브라힘 파샤의 공간은 묘기를 

36) 막내였던 바예지드(Bayezid) 왕자는 당시 두 살로 실제로 축제에 참석하지 못했
던 것으로 보인다. 오스만의 작품 속에서 바예지드 왕자는 할례가 이루어진 직후 
휴식을 취하는 장면(fol.174b)에만 한 번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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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이나 길드들과 같은 높이에 존재하며, 그 거리도 무척 가깝
게 묘사된다(도 12). 이는 16세기 『인티자미의 축제서』에서 강조하던 
술탄과 관료, 신민들 사이의 분명한 공간의 경계가 사라졌음을 의미
한다. 주요한 인물의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하는 이슬람 회화의 
기법도 등장하지 않는다. 술탄과 이브라힘 파샤는 천막이라는 개별적
인 배경과 자신들의 외양 묘사만으로 다른 축제의 공간들과 구분될 
뿐이다.37)

실제로 레브니의 인물의 표현은 매우 구체적이다. 단순히 행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도 다채롭지만, 특히 등장인물들이 소개되는 
첫 부분에서 주요한 인물들은 상당히 사실적인 특징들로 묘사되어 있
다. 술탄 아흐메드 3세와 이브라힘 파샤, 이브라힘 파샤의 개혁운동을 
지지했던 쉐이흐 윌 이슬람38) 압둘라 에펜디(Şeyh ül-İslam 
Abdullah Efendi), 이브라힘 파샤의 두 사위인 테브키 무스타파 파샤
(Tevkii Mustafa Paşa)와 케트휘다 메흐메드 파샤(Kethüda 
Mehmed Paşa)39)의 얼굴은 세 하고 섬세하게 묘사되어서 그들의 
실제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도 13, 도 14, 도 15, 도 16). 회화 전체
에 등장하는 인물의 묘사는 종종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인물의 개별적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는 높은 채도의 다채로운 색채를 활용
하였으며, 원거리와 근거리, 올려보기와 내려보기처럼 거리와 높이를 

37) 쿠반 도안은 베흐비의 과장된 글과는 구분되는 레브니의 사실적인 장면과 인물 
표현이 글과 그림이 갖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와 종교적 제약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본다. Doğan Kuban (2000). 그러나 중심인물을 큰 비율로 묘사하는 등의 과장된 
표현은 다양한 지역의 이슬람 회화에 등장해왔던 전통적인 표현이며, 사실적인 비
율로 ‘창조’된 인물이 종교적 제약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레브
니의 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평면적인 표현은 분명 종교적인 제약을 반영한 것
이지만, 사실적인 구도와 구체적인 표현들은 종교적 제약이 아닌 다른 의도를 반
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8) 쉐이흐 윌 이슬람(Şeyh ül-İslam)은 오스만 제국의 최고 종교 지도자로, 종교와 
교육을 담당하였다.

39) 케트휘다(Kethüda)은 대재상의 대리인으로 메흐메드 파샤는 이브라힘 파샤의 사
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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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는 구도를 사용하였다. 절대적이고 단일한 시점을 포기하는 대
신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시각정보를 담음으로써 글의 정보
를 수동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을 넘어서 축제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생동감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생동감은 축제 자체가 가진 풍부한 
볼거리들과 함께 화려하고 놀라운 순간의 기록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낸다. 그러나 레브니 회화가 갖는 생동감과 독립적인 서사의 힘은 무
엇보다도 구체적인 인물 표현이 주는 사실적 시각정보에 의존한다. 
관람자들은 특수한 공간이나 독립된 여백이 주는 효과 없이도 술탄과 
이브라힘 파샤를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다채롭고 풍요로운 축제를 
개최한 그들의 능력과 존재를 항상 의식하게 된다. 

『베흐비의 축제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 표현은 개성적이며, 
인물의 동작과 시선 처리는 자연스럽고 동적이다. 또한 주요 인물들
은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레브니의 인물들은 작품
에 신선함과 율동감을 부여하며, 궁극적으로는 텍스트에서 독립된 회
화만의 서사 구조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레브니의 개성적인 인
물 표현은 그동안 단순히 서양 회화의 영향으로만 설명되어 왔다. 실
제로 레브니는 의복이나 천막, 나무 등에는 음영을 사용하기도 하였
고, 공간을 구성할 때 소실점이나 원근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오랜 유럽과의 관계와 동시기 술탄 아
흐메드 3세의 궁정에서 활동하고 있던 장 밥티스트 반 무어
(Jean-Baptist Vanmour, 1671～1737)40) 등의 서양 화가들의 존재를 
고려하면, 레브니 회화로 대표되는 18세기 오스만 회화의 성취를 단
순히 서양을 영향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서양 회화의 
기술과 특징을 아주 자세히 접할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레브니
의 인물 표현에는 서양 회화의 특징이 적절히 통제되어 있기 때문이

40) 플랑드르 화가로 1703년 프랑스 대사와 함께 이스탄불에 와서 1737년 사망할 
때까지 이스탄불에 거주하며 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베네치아, 네덜란드 외교관
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였다. 술탄 아흐메드 3세를 그린 회화가 다수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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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레브니 작품 속에서 인물의 얼굴 표현이나 천막 등의 공
간 묘사에 과도한 음영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으며, 턱선과 옷깃 등
의 섬세한 음영은 이미 16세기부터 오스만 회화의 전통 속에 내재화
되었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 오히려 분명한 선과 개성적이지만 
몇몇 특징들로 규범화된 얼굴 표현은 오스만 전통 회화의 초상표현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베흐비의 축제서』에 나타나는 신선한 레브니의 
초상표현은 유럽 문화의 유행이라는 튤립시대의 외양만이 아니라 레
브니가 수련해온 오스만 회화의 전통과 흐름, 그리고 더 나아가 화가
가 살아가던 시기의 정치, 문화, 종교적 제약을 함께 고려해야만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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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오스만 초상화의 발전과 『베흐비의 축제서』의 
초상화적 특징

1. 술탄 메흐메드 2세와 초상화의 등장

오스만 회화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술탄의 초상화는 술탄 메흐메
드 2세 재위 기간에 제작되었다.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
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지역을 정복한 정복왕(Fatih)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아랍어는 물론 그리스어, 라틴어 등 여러 언어에 능하
고, 수준 높은 독서와 예술을 즐기던 지적인 예술 애호가이기도 했다. 
1453년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술탄 메흐메
드 2세는 그가 로마를 계승했다고 여겼다. 따라서 그는 유럽 문화라
는 정복의 전리품을 받아들이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이탈리아 화가들
은 외교적 필요와 술탄의 요구에 따라 술탄 메흐메드의 측면 초상을 
담은 다양한 메달리온을 제작하였다. 이 메달리온 속의 술탄 메흐메
드 2세는 로마의 황제들 더 나아가서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연상시키며, 그가 종종 로마의 계승자라는 뜻에서 ‘카이샤르
(Caesar)’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메달리온
에 담긴 자신의 초상표현에 흥미를 느낀 그는 직접 인물을 묘사하기
도 했다(도 17). 그는 유럽의 여러 메달 제작자들을 후원했으며, 유럽
의 사신들을 통해 뛰어난 화가를 이스탄불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
다. 

코스탄조 다 페라라(Costanzo da Ferrara, 미상～1524 이후)는 
술탄의 요청으로 이스탄불을 방문한 나폴리의 메달 제작자이다. 그는 
1475년부터 1478년 사이에 이스탄불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며, 술탄 
메흐메드 2세가 사망한 1481년까지 이스탄불에 머물다가 나폴리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41) 코스탄조가 1481년 제작한 메달리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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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군주로서의 술탄 메흐메드 2세의 모습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도 18). 뛰어난 초상 표현을 보여주는 그의 메달리온들은 훗날 
오스만 화가들이 술탄 메흐메드 2세를 묘사할 때 가장 널리 참고 되
었다. 

이스탄불을 방문했던 또다른 유명한 화가는 베네치아의 지오바니 
벨리니(Giovani Bellini, 1430년경～1507)이다. 1479년, 술탄의 요청
으로 이스탄불을 방문한 벨리니는 18개월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오
스만 왕실의 주문을 소화했다. 그 중에는 그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
던 메달리온의 제작도 포함되어 있었다.42) 이 시기 그가 남긴 대표적
인 작품은 술탄 메흐메드 2세의 메달리온43)과 유화 초상화(도 19)44)

이다.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유화 초상화와 메달리온들은 유럽과 오스만 

제국의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술탄의 초상화는 서로에게 군주
의 얼굴을 알리는 목적 외에도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오스만 술탄의 
권위와 힘을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실제로 플로렌스
(Florence)의 지도자 로렌조 디 메디치(Lorenzo de' Medici, 1449～
1492)는 술탄 메흐메드가 나폴리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복종의 의미로 그리스, 트라브존, 아시아의 승리의 여신을 뒷면에 새
긴 술탄 메흐메드의 메달리온을 제작해 선물하기도 하였다(도 20).45)

15세기 오스만 왕실에서는 페르시아의 회화의 전통을 잇는 작품들
도 꾸준히 제작되었다. 오스만 왕실의 화원에는 페르시아는 물론 오

41) 내셔널 갤러리 National Gallery of Art, 검색어, “Costanzo da Ferrara”,
http://www.nga.gov/content/ngaweb/Collection/artist-info.2071.html#artis
t-info.2071.html?artistId=2071&pageNumber=1&_suid=1390821371253006815
587261964445(2013년 11월 20일 접속)

42) Juian Raby, “Opening Gambits”, In Ayşe Orbay ed., The Sultan's 
Portrait: Picturing the House of Osman, p. 68.

43) <Portrait medal of Mehmed the Conqueror>, Oxford, Ashmolean 
Museum (1480).

44) <Portrait of Mehmed Ⅱ>, London, National Gallery, 3099 (1480).
45) Juian Raby (2000),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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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만 제국이 점령한 다양한 지역 출신의 화가들이 다량 포진해 있었
고, 이러한 다국적인 화원의 구성은 오스만 제국 후기까지 이어졌다. 
오스만 왕실 초상의 기원은 페르시아 지역에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무렵 티무르(Timur)와 우즈벡(Uzbek) 궁정에서는 초상화가 
곁들여진 왕실가계도가 제작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이를 참고로 한 
왕실초상화가 만들어졌다. 비흐자드(Bihzad, 1450년경～1535년경)의 
작품으로 전칭되는 16세기의 두 왕실 초상화는 오스만 왕실에 선물로 
전해졌다.46) 오스만 화가가 그린 초기의 초상화 중 하나는 쉬브리자
데 아흐메드(Şiblizade Ahmed)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장미 향기를 
맡는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초상>(도 21)47)이다. 이 작품은 자신의 특
징을 상징하는 물건(메흐메드의 경우에는 장미꽃)을 들고 가부좌를 튼 
술탄을 3/4 정도의 옆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티무르 왕실초
상화의 도상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티무르의 전통
을 답습하는데서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전통과 이탈리아 전통을 종합하
고 있다. 술탄의 자세와 복식은 페르시아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신체
의 양감과 섬세한 음영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된 술탄의 얼굴은 벨
리니의 초상화를 연상하게 한다. 

이탈리아 회화와 페르시아 회화를 통합해서 이 둘 모두를 뛰어넘
는 오스만의 회화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 술탄 메흐메드의 목표였다. 
오스만의 화원에서 화가들은 술탄이 초빙한 유럽 화가들부터 이탈리
아 회화의 기법을 전수 받았다. 티무르의 화가들도 외교적인 목적으
로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에 방문했다. 술탄 메흐메드는 1480년 화

46) <Portrait of Sultan Husayn Bayqara>, Arthur. M. Sackler Museum, 
no.1958.59 (1500-25).

    <Portrait of Muhammad Shaybani Khan>,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56.(57.51.29) (1500-25).

   Gülru Necipoğlu, “The Serial Portraits of Ottoman Sulta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Ayşe Orbay ed., The Sultan's Portrait: 
Picturing the House of Osman, p. 26.

47) <Portrait of Sultan Mehmed Ⅱ smelling rose>, TSM, H.2153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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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난 베이(Sinan Bey)를 외교 사절로 베네치아에 파견했다.48) 그
곳에서 시난 베이는 이탈리아인들과 직접 대면하며 이탈리아의 회화
를 습득했다. 이탈리아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두 전통을 모두 습득
하면서 오스만 화가들은 대안적이고 발전적인 초상표현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술탄 메흐메드 2세와 그의 화가들이 성취한 새로운 초상화는 지속
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의 뒤를 이은 술탄 셀림 1세(Sultan 
Selim Ⅰ, 재위 1512～1520)는 초상화에 부정적이었고, 술탄 쉴레이
만 1세의 관심은 간헐적이었다. 그러나 술탄 메흐메드 2세 시기에 이
루어진 왕실 초상화의 실험과 업적은 16세기 후반 오스만 왕실 초상
화의 규범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2. 술탄 초상 표현의 규범, 『기질의 책』

1578년, 소콜루 메흐메드 파샤는 세이드 로크만과 나카쉬 오스만
에게 오스만 술탄들의 초상화를 담은 한 권의 책을 만들도록 한다. 
『오스만 왕실의 개인적 기질을 고려한 골상의 책(Kıyafetü’l-insanıye 
fi şema’il’ül-Osmanıye)』(이하 『기질의 책(Şema’ilname)』으로 약
칭)49)은 오스만 베이(Osman Ⅰ, 재위 1299～1324)에서 술탄 무라드 
3세에 이르는 12명의 술탄의 역사를 초상화와 함께 기록하였다(도 
22, 도 23). 술탄의 재위기간은 각각 분리되어 기술되었으며, 각 술탄
의 초상화와 함께 술탄의 외양을 묘사한 글이 함께 곁들여졌다. 

『기질의 책』은 두 가지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하나는 역대 왕들의 
초상화가 목판화로 곁들여져있던 프랑스 역대 왕들의 연대기가 터키
어로 번역되면서50) 소콜루 퍄샤에게 전해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48) Gülru Necipoğlu (2000), p .30.
49) 여러 판본이 있으나 톱카프궁박물관 소장의 1579년 본이 가장 이르고 뛰어난 작

품으로 알려져 있다. 톱카프궁박물관, H1563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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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동안 샤흐나메가 집중적으로 생산되면서 역대 술탄들을 어떻
게 묘사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존하지 않
는 역대 술탄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유럽과 오스만 제국에서 그려진 
다양한 초상화들이 자료로 활용되었다. 로크만과 오스만은 오스만의 
화가들이 제작한 역대 술탄의 초상표현은 물론 이탈리아의 기록51) 까
지 참고해서 오스만 술탄들의 외양을 정립했다.

『기질의 책』에서 술탄의 외양은 그들의 얼굴 생김새와 의상, 자세
를 통해 결정된다. 초상화의 배경은 유사하게 통일되어 있어서 관람
자는 배경이 주는 유사성 속에서 강조되는 각 술탄들의 미묘한 차이
를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12명의 술탄들 사이에 통일성을 부
여하는 역할도 한다. 각 술탄들은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었지만, 신체
의 크기와 비율, 복식 양식과 장식, 무릎을 꿇거나 가부좌를 튼 자세, 
사색적인 시선처리 등에서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전에 매
우 개성적으로 묘사되던 술탄 메흐메드 2세와 술탄 셀림 2세 역시 특
징을 완화하고, 단점을 이상화시킨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1561～2년
경 화가 니가리(Nigari)52)가 그린 왕자 셀림(훗날의 셀림 2세)은 얼굴
은 부어 있고, 목이 짧으며, 눈매는 익살스럽고, 뺨은 늘 술로 상기된 
붉은 빛으로 묘사되었다(도 24). 그러나 오스만은 회청색의 눈동자, 
짧은 턱수염과 긴 콧수염 등 술탄을 묘사한 당대의 기록을 따르면서
도 얼굴과 목의 비율을 비교적 완화하고, 다른 술탄들과 같은 사려 
깊은 눈동자로 묘사했으며, 니가리의 술탄에 손에 들려있던 와인 잔
을 제거했다(도 25). 왕자 셀림의 사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초

50) 『프랑스왕실 연대기(Tevarih-i Padişhahan-i Franç)』, Emine Fetvacı (2013), 
p. 139.

51) <Elogia Virorum Bellica Virtute illstrium> by Paolo Giovio, Houghton 
Library, Harvard Univ., FIC5.G4395.B575v (1575). 『기질의 책』이 참고한 이
탈리아의 자료들은 다음 논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Julian Raby, “From 
Europe to Istanbul,” In Ayşe Orbay ed., The Sultan's Portrait: Picturing 
the House of Osman, pp. 136-163.

52) 하이다르 레이스(Haydar Reis, 미상～1572), 니가리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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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는 샤흐나메에 적합한 술탄 셀림의 영원한 공식적인 모습으로 대
체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술탄들의 모습은 유사해졌고, 특성은 
이상화되었으며, 술탄들 사이의 연속성, 즉 오스만 왕조의 통일성은 
강조되었다. 

초상화의 표현 기법 역시 변화하였다. 오스만은 술탄들의 얼굴을 
섬세하게 묘사한 반면, 복식은 명암대비나 색의 깊이감이 거의 나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옷감의 세 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신체를 평면
화시키고 있다. 입체감과 명암 대비를 통한 사실성을 최소한으로 제
한하면서, 술탄 메흐메드 2세 시기 이후 페르시아 회화에 이식되어 
온 이탈리아 회화의 양식을 걷어 내고자 한 것이다. 페르시아 전통에 
바탕을 둔 ‘오스만’ 초상화의 표현은 당시의 ‘이슬람화’ 경향과 관련
이 있다. 술탄 사후 순니 정통파의 교리가 급부상하면서 사실적인 형
상 재현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던 것이다.53) 따라서 유럽에서 제작되
는 술탄의 초상화와는 별개로 메달리온이나 유화와 같은 유럽의 회화 
매체들은 오스만 왕실 안에서는 더 이상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제작된 샤흐나메와 술탄의 초상화들은 유럽의 사
실적인 표현 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무굴 제국의 회화들과 비교되
곤 한다. 그러나 나카쉬 오스만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오스만 화가들
은 유럽 회화들을 ‘낯선 타자’로 여기며 사실적인 재현에 덜 관용적이
었던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였으며, 이탈리아 회화의 유산과 
구분되는 오스만의 ‘고전적’ 초상 표현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기질의 책』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는 인물의 외양
을 묘사한 글, 즉 힐예(Hilye)이다. 세이드 로크만은 책을 앞머리에 
인물의 외향은 그 인물의 성품과 기질을 반영한다는 골상학을 소개하
고, 술탄의 외향을 글로 묘사하고 있다. 로크만은 술탄은 평범한 사람
들과는 다른 신성함을 지니는데 이는 그 외양에도 반영된다고 전제하

53) Gülru Necipoğlu (2000),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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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술탄들의 비범한 외양을 글로 묘사하였다. 술탄의 외모를 묘사하
기 위해 그는 다양한 수사(修辭)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사자를 닮
은 코’는 위대한 용기를, ‘양을 닮은 코’는 원대한 야망을 상징한다.54) 
술탄의 얼굴 생김새와 복식, 머리 장식은 곧, 술탄의 기념비적 업적과 
군사적 성취, 자애로운 건축물의 기부 등의 역사적 결과물을 나타나
게 한 술탄의 내면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술탄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묘사되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이름이나 업적을 
지닌 전대의 술탄들과 복식이나 자세의 각도 등에서 공통점을 지니도
록 의도되었다. 로크만은 술탄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개개인의 훌륭한 
기질을 오스만 술탄 전부에게서 발견되는 비범하고 신성한 정신성으
로 연결시킴으로서 오스만 왕조의 단일성과 위대함을 다시 한 번 강
조한다. 오스만이 그린 술탄의 초상화는 로크만의 힐예를 따라 제작
되었으며, 로크만의 힐예와 함께 해석되었을 때만이 내면적 기질의 
표식으로서의 외양이라는 『기질의 서』의 본질에 도달하도록 의도되었
다. 

로크만의 힐예는 다시 한 번 이슬람의 전통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형상의 재현을 금기시하고 있지만, 사실 『꾸란
(Quran)』에는 형상을 금지하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는다. 『꾸란』 5장 
90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 우상숭배와 점술은 사탄이 행하
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55)

『꾸란』에서 사용된 우상숭배에서 우상이란 이교도의 우상을 의미
하며,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를 정복했을 때, 카바(Kaba) 신전

54) Gülru Necipoğlu (2000), p. 34.
55) 최영길 역, 『성 꾸란』, 파하드 이븐 압둘아지즈(사우디아라비아 국왕) 꾸란 출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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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상들을 파괴하면서 아기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묘사한 그림
은 남겨두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확실해진다. 다만 예언자 무함마드
의 언행록인 『하디스(Hadiths)』에는 형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발
견된다. “천사는 개나 그림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거
나 “그림을 만드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 너희가 창조한 것들이 살아
나게 하여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언자의 언행은 이후 율법 학자들
의 해석을 통해 형상 표현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
다.56) 형상 표현에 대한 무슬림들의 두려움은 실제로 『꾸란』에 근거
를 두었다기 보다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
한다. 초상화가를 뜻하는 아랍어 무사비르(musavvir)는 ‘창조자’라는 
뜻으로, 이는 『꾸란』에서 만물의 창조자인 신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
되었다.57) 

그러나 유명한 전통주의자 알 부하리(Al-Duhai, 미상～870)가 수
집한 기록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인 아이샤(Aishah)가 동물
과 새가 장식된 걸개를 집에 장식하자 신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자
는 심판의 날 준엄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화를 내었지만, 아이
샤가 걸개를 재단해 방석으로 만들자 흡족해 했다고 한다.58) 즉 생명
을 묘사하더라도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숭배의 대상이 
아닌 ‘용도’을 가지고 있다면 형상 표현의 금기는 완화될 수 있었다.

술탄 무라드 3세는 독실한 무슬림이었으며, 수피 칼와티(Khalwati) 
교단의 지도자인 샤이흐 쉬자(Şeyh Şuca, ?～1582)를 크게 존경했다
고 한다. 그는 자신이 꾼 신비로운 꿈을 샤이흐 쉬자에게 들려주고 
해석이나 도움을 청하곤 하였다.59) 이슬람 신비주의 운동인 수피는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으로 순니 정통파의 경계를 받기는 했지만, 위

56) 로버트 어원, 『이슬람 미술』, 황의갑 역(예경, 1996), p. 91.
57) Metin And, Turkish Miniature Painting (Istanbul: Dost Publication, 1974), 

p. 13.
58) 조너선 블룸, 셰일라 블라어, 『이슬람 미술』, 강주헌 역(예경, 1998), pp.84.
59) Emine Fetvacı (2013),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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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피 지도자들은 순니와 시아, 두 교단 모두에서 존경을 받았다. 
수피 지도자들은 오스만 제국 안팎에서의 이슬람교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슬람 지도자들의 영적 조언자로 활동했다. 셀죽
(Seljuk) 왕조에서 활동한 수피 지도자 알 가잘리(Al-Ghazali, 105
9～1092)는 1106년경 저술한 『행복의 비법(Kimiyal-Saadat)』에서 아
름다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예술의 아름다움, 즉 외
적인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의 반영이며, “외적인 미 때문에 벽 
위에 그려진 그림을 사랑하는 자와 내적인 미 때문에 예언자 무함마
드를 사랑하는 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60) 

내면의 아름다움의 표식으로서의 외양의 강조는 예언자 무함마드
의 외양을 묘사한 ‘힐예 이 쉐리프(Hilye-i şerif)’의 유행을 연상시킨
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임종 직전 자신의 우상화와 인물 묘사를 통한 
형상의 제작을 경계하며, 자신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도 그리지 말
도록 유언하였다. 이에 신도들은 하디스에 남아있는 예언자 무함마드
의 덕성과 외모에 대한 기록을 하나의 글로 모아 그의 모습을 추앙하
였는데 이를 ‘힐예 이 쉐리프’라고 한다. 가장 잘 알려진 ’힐예 이 쉐
리프’는 예언자의 사위였던 알리(Ali)의 하디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
였다.

그 분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며 세상에서 중간이 되
는 키를 하고 계셨다. 그 분의 머리는 짧게 곱슬거리지도 곧
게 뻗지도 않았으며, 물결치듯 내려 왔다. 그 분의 얼굴은 
지나치게 뚱뚱하지도 통통하지도 않았으며 둥글었다. 그 분
의 안색은 장밋빛이 도는 하얀색이었다. 눈이 크고 검었으
며, 속눈썹은 길었다. 그 분은 뼈대가 굵고 어깨가 넓으셨
다. 그 분의 상체에는 가슴에서 배꼽으로 이어지는 얇은 선
을 제외하고는 체모가 없었다. 그 분의 손과 발은 큰 편이었

60) 로버트 어윈 (1996) p. 5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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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분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걸으셨다. 다른 사람을 쳐
다볼 때, 그 분은 온 몸을 그에게 향하게 하셨다. 그 분의 
두 어깨 사이에는 예언자의 표식이 있었으며, 그 분은 마지
막 예언자셨다.61) 

‘힐예 이 쉐리프’는 다른 이슬람 문학에는 나타나지 않는 오스만 
고유의 전통으로 늦어도 16세기 중반 독립된 장르로 발전하였으며, 
술탄 쉴레이만 1세 시기에 왕실에 전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62) ‘힐
예 이 쉐리프’는 17세기에는 장식적인 서예로 만들어졌으며, 18세기
에는 다양한 크기의 서예판으로 제작되어 오스만 가정에 비치되거나 
개인의 호신용 부적으로써 예언자의 모습을 기리는 데 사용되었다. 
예언자의 신성한 외면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힐예 이 쉐리프’는 『기질
의 책』의 제작 및 술탄을 묘사한 로크만의 기술과 접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로크만이 『기질의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골상학은 아름다움에 대
한 수피 지도자들의 해석과 일치한다. 술탄의 외적인 아름다움(초상화
가 전하는 아름다움)은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의 반영이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초상화를 통해 그가 오스만 술탄들을 찬양하는 이
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로크만의 힐예를 따라 그려진 화가 오스만의 
초상화들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로크만이 서술한 
술탄의 모습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술탄의 초상화는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생명력을 갖는 유럽의 초상화
들과는 구분되며, 이슬람의 지도자이자 무슬림의 표본으로서의 술탄
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을 수 있었다.

 3. 튤립시대와 새로운 초상 표현, 『왕실가계도』
61) İrvin Cemi̇l Schick, “The Iconicity of Islamic Calligraphy in Turkey”, 

RES: Anthropology and Aesthetics, no.53/54 (2008), p. 216.
62) Sadık Yazar, "Seyyid Sherifi Efendi and His Hilye", Journal of Turkish 

Studies 2/4 (2007), pp. 1026–104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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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의 오스만 초상화는 양식상 특별한 변화없이 술탄 무라드 3
세 시기에 만들어진 양식을 이어 갔다. 한 세기 동안 술탄 아흐메드 
1세(Sultan Ahmed Ⅰ, 재위 1603～1617)부터 술탄 무스타파 2세
(Sultan Mustafa Ⅱ, 재위 1695～1703)에 이르기까지 총 9명의 술탄
이 보위에 올랐으며, 정국을 주도하는 재상과 가문과의 갈등으로 퇴
위당하거나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17세기 오스만 제국은 내부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렘과 결탁한 데브쉬르메(Devshirme) 세
력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귀족에 의해 양성되던 기병은 쇠퇴하고 봉급
을 받는 예니체리(Janissary)의 수는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복사업
의 퇴조로 예니체리의 봉급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국가 재정은 위기에 
직면했다. 유럽이 신대륙 식민지에서 조달하는 엄청난 양의 은화는 
오스만의 기준 은화인 아크체(Akche)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으며, 
오스만의 전통 산업과 무역을 퇴조하였다. 조세의 의무를 피할 수 있
었던 데브쉬르메가 기존 영주들의 토지를 사유화하면서 국고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급료를 제때 받지 못한 관리들의 수탈은 강도를 더
해갔고, 이는 도시로의 인구 집 및 사회혼란을 야기했다.63) 형제살
해의 전통이 사라지면서 국정운영에서 배제된 채 평생을 하렘에서 성
장하다가 술탄이 된 왕자들은 이러한 혼란을 극복할 권력을 쥐고 있
지 못했다. 따라서 이전 세기처럼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대대적인 샤
흐나메 사업은 줄어들고, 독립된 낱장의 초상화가 널리 제작되었다. 

그러나 17세기가 전적인 퇴조의 시기는 아니었다. 대외적으로 17
세기 오스만 제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비교적 짧은 
재위 기간을 누렸던 다른 술탄들과 달리 술탄 메흐메드 4세는 1648
년부터 퇴위할 때까지 39년간 오스만 제국의 상징으로 군림했다. 그
의 재위기간 동안 오스만 제국은 쾨프륄뤼(Köprülü) 가문이 배출한 

63)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pp. 47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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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샤들64)과 함께 광범위한 개혁과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다. 그
리하여 1672년 폴란드 원정에 성공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다. 1675년 술탄의 두 아들 무스타파 2세
와 아흐메드 3세를 위해 열린 할례 축제는 당시의 자신감과 번영을 
상징한다. 

이 시기 유럽과 오스만 사이에는 전쟁으로 인한 빈번한 외교가 이
루어졌고, 따라서 초상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었다. 왕실뿐
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술탄을 묘사한 서양의 초상화와 오스만의 초상
화가 거래되었으며, 이는 양 측 모두에게 자극이 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화가는 레브니의 스승이었던 무사비르 휘세인(Musavvir 
Hüseyin)이다. 그가 그린 술탄 메흐메드 4세의 초상65)은 전체적으로 
오스만 회화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눈매의 표현에서 비엔나에 
제작된 초상화의 영향을 보인다(도 26).66) 그러나 고전기 초상화와 구
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직접적으로 강조된 술탄의 개별적 특징이다. 
후대에 들어 무사비르는 이전의 이상화된 모습과는 구분되는 술탄 메
흐메드 4세의 초상을 그렸다(도 27).67) 흥미로운 점은 술탄메흐메드 
4세가 이전과 달리 목이 짧고 살집이 있는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묘사
되었다는 점이다. 이어지는 술탄 쉴레이만 2세(Sultan Süleyman Ⅱ, 

64) 쾨프륄뤼 메흐메드 파샤(Köprülü Mehmed Paşa, 재위 1656-61); 파즐 아흐메
드 파샤(Fazıl Ahmed Paşa, 재위 1661-76): 쾨프륄뤼 파샤의 아들; 카라 무스타
파 파샤(Kara Mustafa Paşa, 재위 1676-83): 쾨프륄리 파샤의 사위; 파즐 무스
타파 파샤(Fazıl Mustafa Paşa, 재위 1687-91): 쾨프륄리 파샤의 아들, 술탄 쉴
레이만 2세 시기의 재상; 휘세인 파샤(Hüseyin Paşa, 재위 1697-1702): 쾨프륄
뤼 파샤의 조카, 술탄 무스타파 2세 시기의 재상.

65) <Sultan Mehmed Ⅳ enthroned> by Musavvir Hüseyin, Ankara, Vakıflar 
Genel Müdürlüğü, K4 (1683), 무사비르가 그린 『왕실가계도(Silsilename)』의 마
지막 장이다. 

66) Hans Georg Majer, “New approaches in Portraiture,” In Ayşe Orbay ed., 
The Sultan's Portrait: Picturing the House of Osman, p. 342.

67) <Sultan Mehmed Ⅳ> in Silsilename by Musavvir Hüseyin, Vienna,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Handschriftensammulung, A.F.17, 
fol.36r (1692). 유럽 소비자를 위해 제작된 이 『왕실계보도』는 술탄의 상반신만
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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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 1687～91)의 모습 역시 짙은 음영을 통해 사실적이고 개성적으
로 묘사되었다. 고전기에 정립된 오스만의 술탄 초상화가 추구하던 
이상적이고 통일성 있는 술탄의 모습이 아닌 개별적인 특징을 강조한 
무사비르의 초상화는 후대 레브니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오스만 제국의 18세기는 술탄 아흐메드 3세가 보위에 오르면서 시
작되었다. 톱카프궁박물관 소장 『왕실가계도(Kebir Musavvir 
Silsilename)』68)는 18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레브니의 작품으로 후대 
왕실 초상화의 규범이 된 작품이다. 레브니의 『왕실가계도』는 술탄 
아흐메드의 형인 술탄 무스타파 2세 시대에 이미 작업에 들어갔던 것
으로 보인다. 1706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에디르네(Edirne)에 사는 레브니69)는 눈에 질병으로 고통받
으며 가난에 빠졌는데, 이제 그는 술탄에게 바쳤던 『왕실가계
도』를 상기시키며, 그와 그의 가족들에 조력을 베풀 것을 간청
했고, 그의 간청은 승인되었다70).

남아있는 작품과 시기로 볼 때, 이 기록에 등장하는 『왕실가계도』
는 톱카프궁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번호 A3109의 『왕실가계도』로 추정
된다. 『왕실가계도』는 오스만의 오스만 베이부터 술탄 아흐메드 3세
까지 23명의 술탄의 초상을 담은 작품으로 술탄 무스타파의 초상화 
우측 하단에 화가 레브니의 서명이 남아있다. 술탄 무스타파 사후 
『왕실가계도』는 술탄 아흐메드 3세의 초상화가 더해져 새로운 술탄에

68) 톱카프궁박물관, A3109.
69) 술탄 무스타파 3세 시대에 술탄은 에디르네에 거주했는데, 레브니는 당시 에디르

네 궁정에 활동하였다. 이후 술탄이 된 술탄 아흐메드 3세를 따라 이스탄불로 거
주지를 옮겼다.

70) BOA, Ibnülemin Müstediyat, no: 301, T6. Gül İrepoğlu (2000), p. 378에서 
재인용. 이 글에서 저자는 밑줄 친 부분을 album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동일 저
자의 1999년 저서를 인용한 세르필 바아즈에 따르면 이 부분은 터키어로 
Silsilename, 즉 『왕실가계도』이다. Serpil Bağcı (2010),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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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바쳐졌다. 레브니의 『왕실계보도』는 초상화로 오스만 왕조의 역대 
술탄을 초상화로 정리했다는 면에서 16세기에 화가 오스만에 의해 확
립된 『왕실계보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와 구분되는 독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전통적으로 『왕실계보도』는 아담과 천사 혹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계보를 시작했다. 술탄의 등장을 인류의 기원과 연관시키는 것은 정
당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종교적인 뿌리를 강조하기 위한 편리한 장치
였다. 반면, 레브니의 『왕실계보도』는 오스만 왕조의 개조(開祖)인 오
스만 베이에서 작품을 시작한다(도 28). 『왕실계보도』는 예전의 작품
들보다 큰 판형으로 제작되었으며, 그림은 전체 페이지의 4분의 3 정
도를 차지한다. 술탄 아흐메드 3세를 제외한 술탄들은 먼 곳을 응시
하는 듯,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3/4 정도로 틀어진 옆모습으로 편안
하게 앉은 채 묘사되었다. 이러한 자세는 화가 오스만이 16세기에 
『기질의 책』에서 정립한 전통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술탄들이 몸을 
기댄 쿠션에는 화려한 무늬가 더해졌으며, 배경은 금박이 입혀진 연
한 노랑색으로 단순하게 장식되었다. 도안에 가까운 반복적인 무늬가 
사라지면서 공간은 더 사실적로 변했으며, 술탄의 역사적 배경을 고
려하여 종종 커튼이나 세로 장식물이 배치되기도 했다. 레브니의 술
탄들은 얼굴 표현이 더욱 생생해졌을 뿐 아니라 신체의 양감 또한 강
조되었다. 특히 레브니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재해석된 술탄의 얼굴
들은 각자 분명한 개성을 보여주며 『왕실계보도』에 다채로움을 더한
다.

술탄들의 개성있는 모습은 레브니의 『왕실계보도』에서 가장 도드
라지는 특징이다. 술탄 셀림 1세는 둥근 얼굴에 길고 검은 팔자 모양
의 콧수염을 단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도 29). 카프탄(Kaftan)을 살짝 
어깨에 걸치고, 오른쪽 팔을 살짝 들어올린 자세는 16세기에 묘사된 
방식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얼굴 표현을 들여다보면 두 작품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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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확연해진다. 레브니의 술탄 셀림 1세는 화난 듯 눈썹을 찡그
리고 있다. 술탄의 불편한 심정은 이마의 주름과 고민에 빠진 듯한 
눈매에서도 감지된다(도 30). 술탄 셀림 1세의 격렬하고 화난 듯한 표
현은 자신의 형제와 조카들, 재상들을 처형해서 술탄 중심의 강력한 
권력 집중을 이루어 내고, 수많은 정복전쟁을 승리를 이끌며 마침내
는 전장에서 사망한 강력하고 냉혈했던 술탄의 성품71)을 느끼게 한
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술탄이 된 술탄 오스만 2세(Sultan Osman 
Ⅱ, 재위 1618～1622)은 카프탄을 입은 다른 술탄들과는 달리 양궁 
연습을 할 때 주로 입는 털로 장식된 소매없는 외투를 입고, 오른쪽 
발을 내어놓고 가부좌를 튼 모습으로 그려졌다. 수염없이 깨끗한 술
탄의 얼굴은 분홍빛 홍조를 띤 새하얀 피부로 묘사되어서 어린 술탄
의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다(도 31). 

술탄 무스타파 2세는 줄무늬로 된 세로 벽장식을 배경으로 그려졌
다(도 32). 연노랑의 밝고 빈 공간의 배경 위에 묘사된 다른 술탄 초
상화들과 비교해 푸른색과 주황색의 강렬한 보색 배경은 술탄 무스타
파 2세의 초상화를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유사한 세로 줄무늬 배경
은 술탄 무스타파 2세의 아버지인 술탄 메흐메드 4세에게도 적용되어
서 두 술탄의 혈연적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다. 처음에 레브니는 이 
작품을 술탄 무스타파 2세를 위해 제작하기 시작했다. 레브니가 실견
했을 확률이 높은 술탄의 얼굴은 섬세한 채색과 음영을 통해 가는 붓
으로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섬세한 수염과 복잡한 복식의 문
양 등에서 화가의 특별한 노력이 발견되며 레브니는 이 초상화의 오
른쪽 하단에 사진의 서명을 남기고 있다. 

71) 혼돈 속에서 술탄위에 오른 술탄 셀림 1세는 술탄이 되자마자 자신의 형제와 조
카들을 죽여 왕위에 안정을 꾀했으며, 술탄을 계승한 아들 술탄 쉴레이만 1세를 
위해 자신의 다른 아들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오스만 왕조의 위대했던 술탄들은 
특별한 호칭을 부여받는데, 술탄 셀림 1세의 별칭은 야부즈(Yavuz), 즉 냉혈한(冷
血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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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성을 잘 포착한 사실적인 표현과 더불어 『왕실가계도』에
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별함은 역대 술탄들의 모습을 레브니가 적극
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6세기에 화가 오스
만이 『기질의 책』을 통해 술탄의 외양을 정립할 때 수집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가 18세기에 발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과거 술탄들
의 새로운 초상 표현은 레브니의 주도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재해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특별한 변화는 『왕실가계도』를 시작
하는 오스만 베이의 초상화에서 발견된다(도 28). 오스만 베이는 『기
질의 책』에서와 같이 위로 감아 올린 터번을 쓰고, 어깨가 강조된 소
매 없는 외투를 입고 무릎 꿇은 자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하얀 피부
에 턱수염을 길게 정돈하고 인자하고 우아하게 그려진 화가 오스만의 
초상화 달리, 레브니의 오스만 베이는 둥글고 덥수룩한 수염을 하고 
검은 피부를 한 거칠고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오스만 베이의 눈썹은 
굵고 진하며 갈매기 모양으로 붙어 있고, 눈매는 뾰족하게 올라가서 
그의 강인함을 강조한다. 가지의 복식은 그의 소박하고 검소한 품성
을 반영하듯 옅은 올리브 색과 갈색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레브
니에 의해 새롭게 그려진 오스만 가지의 모습은 검고 소탈하지만, 힘
든 전투들을 통해 오스만 제국의 기틀을 잡은 개국자의 굳은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레브니가 제시하는 술탄의 새로운 모습은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초
상화에서도 잘 드러난다(도 33). 술탄 메흐메드 2세 역시 보다 풍만한 
풍채의 강인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그려졌으나, 안에 모피가 장식된 
외투를 입어 화려했던 시대를 암시하고 있다. 향기를 맡던 장미꽃은 
사라진 대신 정복 전쟁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상징하는 칼이 한켠에 
놓여있다.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초상화에서 가장 새로운 점은 터번을 
둘러싼 금색의 띠이다. 가로로 넓은 술탄의 터번은 금색의 넓은 띠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오스만의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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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색의 띠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이스탄불을 세운 위대한 술탄
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레브니의 장치로, 후대 작품들에서 술탄 메
흐메드 2세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식이 되었다.

술탄 쉴레이만 1세 역시 『기질의 책』에서의 젊고 이상화된 모습과 
다르게 표현되었다(도 34). 레브니의 초상화는 야윈 얼굴을 한 노년의 
술탄을 선택하였다. 회색빛으로 세어 버린 술탄의 거친 수염과 얼굴
의 주름들은 길고 고단했던 그의 여정을 암시하는 듯하다. 술탄의 나
이든 모습은 초상화에 사실성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고귀한 존재로서의 술탄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16세기에 로크만과 오스만은 왕실 초상의 규범을 확립하면서 술탄
의 우월함과 단일한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술탄들을 이상적이고 유
사한 모습으로 그려내었다. 레브니는 원칙적으로 16세기의 규범을 따
르면서도 술탄의 실제 모습과 특성을 강조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
다. 레브니의 오스만 술탄들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시대와 업적, 개인
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하기 위해
서는 단점을 드러내 보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날 전해지는 레브니의 『왕실가계도』에는 술탄 아흐메드 3세 
이후의 술탄들뿐 아니라 레브니의 초상화를 보충하는 글이 함께 담겨 
있다. 이들은 모두 레브니 이후에 더해진 것들이다. 술탄 마흐무드 
1(Sultan Mahmud Ⅰ, 재위 1730～1754)세부터 압뒬하미드 1세
(Sultan Abdülhamid Ⅰ, 재위 1774～1789)까지의 초상화는 18세기 
후반 더해졌고, 그 이후의 초상화는 19세기 초에 더해졌다. 술탄들에 
대한 글은 레브니가 작품을 완성하고 한 세기가 지난 뒤, 술탄 셀림 
3세(Sultan Selim Ⅲ, 재위 1789～1807) 시기에 시인 뮈닙(Münib)에 
의해 작성되었다.72) 따라서 『왕실가계도』의 레브니의 초상화들은 완
성된 글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더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초상

72) Gül İrepoğlu (2000), p.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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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자체를 만들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이는 16세기의 『기질의 책』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레브니의 『왕실가계도』에서 초상화들은 
스스로 술탄의 모습과 성취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했던 것이다. 

레브니는 오스만이 정립한 16세기 술탄 초상의 규범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로크만의 『기질의 책』은 술탄 무라드 3세 시기에 
완성되었지만, 술탄 무라드 3세 이후의 술탄들의 초상이 후대에 지속
적으로 더해졌다. 술탄 아흐메드 3세 시기에는 술탄 무스타파 2세와 
술탄 아흐메드 3세의 초상화가 더해졌는데, 이 작업은 레브니에 의해 
수행되었다. 『기질의 책』에 더해진 두 술탄의 초상화는 얼굴과 옷주
름의 음영 표현이 조금 더해졌을 뿐, 화가 오스만의 모델들을 충실하
게 따르고 있다. 레브니의 『왕실가계도』 역시 자세와 복식, 술탄의 주
요한 특징 등의 기본적인 틀을 오스만의 『기질의 책』과 공유하고 있
다. 신체와 얼굴에 입체감과 사실성이 더해지고, 술탄 셀림 1세와 쉴
레이만 1세 초상의 배경에 유럽 초상화의 장치인 커튼이 장식되었지
만 전체적인 양식과 표현 기법은 오스만 회화의 전통을 벗어나지 않
았다. 개성적인 표현과 얼굴을 묘사하는 기법의 면에서 그는 스승이
었던 17세기의 화가, 무사비르 휘세인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지
만73), 레브니의 초상은 휘세인의 초상화보다 더 정돈되어있으며, 음영 
표현도 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화가들이 이스탄
불 궁정을 출입하며 술탄의 초상화를 제작하고, 시장에서 유럽의 관
광객을 대상으로 낱장 초상화가 활발하게 제작되던 18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주목된다. 

18세기의 정치적 상황은 16세기와 크게 달랐다. 16세기는 제국의 
영토가 끝없이 확장되던 ‘패배하지 않는 군대’의 시대가 한계에 도달
하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영웅적 술탄이 아닌 그 자체로 신성하고 
고귀한 오스만 제국의 상징이나 이슬람 지도자로서의 술탄의 이미지

73) Gül İrepoğlu (2000), 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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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던 시기였다. 반면에 술탄 아흐메드 3세의 18세기는 하렘과 
결탁한 가문들의 암투 속에서 국정 능력을 키우지 못한 술탄이 힘없
이 보위에 오르고, 퇴위되던 17세기를 뒤로 하고 시작되었다. 술탄이
라는 이유만으로 고귀한 존경을 받을 수 있던 시기가 사라진 것이다. 
18세기 초 튤립시대는 권력을 독점한 기존 세력들을 자극하지 않으면
서 술탄 중심의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이브라힘 파샤
의 정치적 산물이었다. 술탄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존경
을 이끌어내야 했다. 오스만 제국 초기의 위대한 술탄들은 각자의 방
식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끌어 냈고, 후대의 술탄들 역시 그것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오스만 제국을 끌어가
기 위해 분투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술탄’은 다시금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레브니의 『왕실가계도』의 마지막 장은 술탄 아흐메드 3세의 모습
을 담고 있다(도 35). 다른 술탄들과는 달리, 술탄 아흐메드 3세는 16
세기를 연상시키는 작고 화려한 장식의 벽을 배경으로 꽃무늬가 화려
하게 장식된 옥좌에 앉아 있다. 배경의 노란색과 옥좌의 황금색, 술탄
이 입은 황금색의 복식은 모두 화려함을 더하며, 터번을 장식한 보석 
터번 장식은 술탄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편안한 
자세로 즐기는 술탄을 그의 아들이 공손한 자세로 우러러보고 있다. 
외양은 내면의 품성과 특질을 반영한 것이라는 로크만의 언급을 상기
하자면, 술탄 아흐메드 3세의 초상화는 화려하게 빛나는 그의 역량을 
보여주며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약속하는 듯하다.  

술탄이 필요로 하는 이미지가 변화하면서 오스만 왕실 초상화의 
지향점도 달라졌지만, 왕실 초상화의 변화는 여전히 종교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에브릴야 첼레비(Enliya 
Çelebi)는 한 샤나메 필사본의 수난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기록에 따
르면, 한때 비틀리스(Bitlis)의 칸이 소장하였던 이 샤나메는 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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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시여기는 한 예니체리의 손에 들어갔다고 한다. 극단적인 정통주
의 설교가인 카드자데 메흐메드(Kadızade Mehmed, 미상～1635)74)

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이 예니체리는 샤나메에 그려진 인물들의 눈을 
칼로 파내서 책장마다 구멍을 뚫어버렸다. 목에는 선을 그어 목졸라 
죽였다고 여기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가래침을 뱉어 얼굴과 여인들의 
장신구를 문질러 지우기도 했다.75) 

유럽의 신대륙 발견과 신항로 발견으로 오스만 제국의 경제는 크
게 위협받고 있었다. 경제의 혼란은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졌고, 혼란
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슬람의 중요성은 커져갔다. 민중들 사이에
서는 수피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종교적 활동이 성장해 갔고, 지도층
을 중심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계하기 위한 방법으
로 순수한 순니 이슬람의 정신이 강조되었다. 왕실 역시 혼란한 제국
을 통합하기 위해서 투르크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대신에 이슬람의 수
호자이자, 범 이슬람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오스
만 왕실은 무굴 왕조나 사파비 왕조에 못지않게 오랜 기간 동안 유럽
과 접한 관계를 맺으며 문화를 교류했지만, 고집스러운 문화적 자
부심과 종교적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유럽 회화의 요소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회화, 특히 인물을 묘사해야하는 초상화
는 이 제약의 중심에 있었다. 튤립시대에 이스탄불 해안가를 중심으
로 로코코 양식의 장식들이 더해진 유럽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술탄 
아흐메드 3세의 도서관에 유럽의 기술을 충실히 반영한 사실적인 화
병 그림들이 장식될 때에도 이슬람의 수호자인 술탄의 초상화는 분명

74) 17세기의 가장 유명한 순니 정통파 설교가로 아야소피아 모스크(Aya Sophia 
Zami)의 설교를 담당하였다. 술탄 메흐메드 3세의 초청으로 술탄 아흐메드 모스
크(Sultan Ahmed Zami)의 설교를 담당한 수피 설교가 압뒬메지드 시바시
(Abdülmecid Sivasi, ?～1639)와 대립하며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논쟁을 이끌었
다. 논쟁은 커피와 담배를 허용할지에서부터 수피의 음악과 춤을 받아들이는 문제
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Gerhard Bowering ed.,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Islamic Political Thought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p. 292.

75) Gülru Necipoğlu (2000),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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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을 지켜야 했다. 많은 유럽의 화가들이 오스만의 왕실을 방문하
여 술탄의 초상화를 남겼지만, 유럽의 초상화는 오스만의 초상화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유럽의 초상화는 오스만의 왕실에 적합하
지 않은 것이었으며, 오스만 초상화는 유럽 초상화와 경쟁하는 대신, 
종교적 제약과 전통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다. 레브니는 『왕실가계도』를 통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무분별하게 유럽 회화의 방식을 모
방하는 대신에 그는 화가 오스만이 제시한 형식적 틀을 충실히 따르
고 있다. 달라진 술탄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초상화의 개별적 특징과 
사실성이 중요해졌지만, 음영과 색조의 변화는 오스만의 회화 전통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왕실가계도』에서 발견되는 동시대 
유럽 화가들의 영향은 회화의 기법에서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
통을 재해석하고, 텍스트에 종속적이던 회화를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
들고자 한 레브니라는 화가의 의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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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베흐비의 축제서』의 회화적 서사와 인물의 역할

1. 튤립시대와 술탄 아흐메드 3세, 그리고 이브라힘 파샤

18세기는 오스만 제국의 쇠락이 시작된 시기로 인식된다. 1683년 
두 번째 비엔나 함락작전이 실패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유럽 지역의 
대부분의 영토를 신성동맹에 내어주게 되었다. 비엔나 함락 작전의 
실패는 제국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술탄 무스타파는 곧 만회를 시작
했다. 술탄 무스타파 2세는 1683년과 1695년 베네치아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1695년과 1696년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베네
치아와 합스부르크, 러시아를 상대로 크고 작은 승리를 이루었다. 그
러나 1697년 술탄은 직접 참전한 합스부르크와의 젠타(Zenta) 전투에
서 대재상 엘마스 메흐메드 파샤(Elmas Mehmed Paşa)가 전사하는 
큰 패배를 경험해야 했다. 젠타 전투의 패배로 오스만 제국은 결국 
1699년 신성동맹과 사실상의 패전조약을 맺게 되었다. 1699년 카를
로비츠(Karlowitz)에서 이루어진 조약은 오스만 제국 역사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처음으로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에 동의했으며, 자신의 패배와 그 선조들이 정복한 
영토의 영구적인 상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후 오스만 
제국은 유럽 대륙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는 술탄 무
스타파 2세 개인에게도 큰 시련을 주었다. 술탄 무스타파 2세는 베지
르와 파샤 가문에 의해 주도되던 정국을 뒤엎고 다시금 술탄과 그의 
궁정에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수도 이스탄불을 떠나 에디르네에 머물
며 힘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 대륙의 상실과 술탄이 친정에 
나선 전투에서의 패배라는 유례 없는 사건은 그의 위상을 하락시키기
에 충분했고, 이후의 실정이 겹치면서 결국 술탄에서 물러나야만 했
다. 술탄 무스타파의 실패로 술탄의 지위는 현저히 하락했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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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만 지도자들은 카를로비츠 조약으로 분명해진 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가장 적절한 개혁의 방식을 고민해야 했다.

1703년 술탄 무스타파 2세가 보위에서 물러나면서 그의 동생이었
던 술탄 아흐메드 3세가 술탄이 되었다. 술탄 아흐메드 3세에게 주어
진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베네치아에서의 패전의 결과로 1718년 
체결하게 된 파사로비치(Passarowitz) 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는 
것이었다. 대재상 다마드 이브라힘 파샤는 파사로비치 조약을 오스만 
제국에 최대한 유리하게 성사시키는 중책을 담당하였다. 이브라힘 파
샤는 1713년부터 프랑스 대사로 있던 장 루이 두손 보냑 후작
(Jean-Louis Dusson marquis de Bonnac, 1676～1738)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76) 당시 프랑스는 합스부르크 왕조가 지나치게 성장
하여 유럽의 세력 균형을 깨는 것을 원치 않았고,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77)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은 
오스트리아에게 베오그라드 등의 주요 영토를 넘겨주는 대신에, 베네
치아로부터 모레아(Morea) 항과 크레타(Crete)를 획득하는 등 성공적
인 조약을 체결하였다.

1718년, 이브라힘 파샤는 톱카프궁을 정돈하고 에디르네에 머물던 
술탄 아흐메드 3세를 이스탄불로 불러들인다. 성대한 축제가 동반된 
술탄 아흐메드 3세의 입성과 함께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실험적인 시
기였던 튤립시대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파사로비치 조약이 비교적 
큰 출혈 없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러시아-오스만 전쟁78)에서 승리하면
서 1711년에는 프루트(Pruth) 조약이 체결되고, 동쪽의 사파비 왕조

76) Suraiya Faroqhi, Another mirror for princes (N.J.: Isis Press, 2009), p. 
149. 

77) Suraiya Faroqhi (2009), p. 66.
78) 스웨덴과의 폴토바(Poltova) 전투에서 승리한 러시아의 피터 1세(Peter Ⅰ, 재위 

1689～1825)가 오스만 제국에 몸을 위탁하고 있던 스웨덴 국왕 찰스 12세
(Charles Ⅶ)의 신변을 요구하며 몰다비아(moldavia) 공국과 함께 오스만의 변경 
지대를 공격하자, 1711년 발발한 전쟁. 18세기 초의 오스만 제국과 유럽 국가들
의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한다. Suraiya Faroqhi, The Ottoman 
Empire and the World Around it (NY: I.B.Tauris, 2011), pp.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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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전쟁도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짧은 평화의 시기
를 맞이했다.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은 술탄 아흐메드 3세가 재위
하는 동안 사파비를 포함한 주변국과 29건의 조약이나 협약에 조인하
는 등 전선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에 나섰다. 그 결과 오스만 
궁정이 있는 이스탄불은 유럽을 비롯한 외국의 사신과 예술가들이 오
가는 국제교류의 장이 되었다. 

짧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브라힘 파샤는 대내적인 정국의 
혼란을 타개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그 어느 때보다 유럽
의 중요성이 분명해지면서 유럽의 발전을 분석하고 수용해야할 필요
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술탄 무스타파 2세의 실패 이후 정권은 베지
르와 파샤 가문, 그리고 그들과 연계한 울레마들에게 더욱 집중되어 
있었고79), 이브라힘 파샤는 앞선 역사를 통해 그들을 무시하고 독단
적으로 어붙이는 개혁이 어떤 결과를 나을지 예상할 수 있었다. 따
라서 그는 술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새로운 문화적 배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술탄이 권력을 잃어가던 오스만 제국과 달리 당시 
유럽은 군주중심의 절대왕권이 확립되고 있었다. 이브라힘 파샤는 두
손 후작과의 친분을 통해 루이 14세의 후원으로 만개했던 발레와 연
극 등의 풍요로운 문화와 베르사유 궁정에서 귀족들을 모아 벌인 호
화로운 축제들이 절대 왕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잘 인지하고 있
었다.

튤립시대의 변화는 술탄이 정통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한 세련
된 방식을 잘 보여준다.80) 골든혼과 보스포러스(Bosporus) 해협을 따
라 술탄의 여름 별장을 비롯한 유럽풍의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으
며, 이스탄불의 해안을 중심으로 화려한 축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건물의 외부와 내부 장식은 로코코 풍의 꽃무늬로 장식되었으며, 왕
실과 대신들의 정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튤립이 재배되고 경쟁적으로 

79) 도널드 쿼터트 (2008), p. 83.
80) 도널드 쿼터트 (2008), p. 84.



44

개량되었다. 화려한 의류와 사치품으로 치장한 이스탄불의 지식인들
은 정원을 환하게 밝히는 촛불 덕분에 밤에도 시와 노래가 즐길 수 
있었다. 오스만 지식층을 중심으로 과시적이고 낭만적이며 때로는 사
치스럽기까지 한 새로운 문화가 유행하면서 술탄 아흐메드 3세의 궁
정은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이자 모방의 대상으로서 오스만 상류층의 
문화를 주도할 수 있었다. 

튤립시대는 종종 단순히 ‘유럽 지향의 시기’로 불리곤 한다. 유럽
식 건물이 세워지고, 유럽의 복식이 유행하고, 유럽인들처럼 소풍 나
갔다. 이브라힘 파샤의 주도로 이스탄불에는 서구식 소방서가 도입되
었으며, 오스만 최초의 인쇄소가 설립되었다. 튤립시대의 정의와 역사
적 해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81) 한 가
지 분명한 것은 이 시기가 단순히 유럽 문화에 경도되어 있지는 않았
다는 것이다. 튤립시대에 유행한 새로운 문화 현상들은 다분히 프랑
스 문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이 시기의 오스만 제국에서의 유럽
의 위상은 서구식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분투했던 제국의 후기와는 
사뭇 달랐다. 오스만 제국에게 세계는 이슬람의 영역(Dar al-Islam)
과 전쟁의 영역(Dar al-Harb)으로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그 어떤 국
가도 오스만 제국과 동등하게 교섭한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유럽에서
의 패전 조약과 프랑스의 중재로 유럽의 성장과 중요성은 충분히 인
식되었고, 유럽의 문화는 술탄 메흐메드 2세 시대 이후 처음으로 수
용하고 즐길만한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술탄 아흐메드 3
세의 시대는 일방적인 패전의 시기가 아니었기에 유럽의 문화는 오스
만의 문화보다 우월하거나 뛰어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이브라힘 파샤가 주도하는 튤립시대의 핵심은 유럽의 문화를 모방

81) Can Erimatan, Ottoman Looking West?: The Origins of the Tulip Age 
and its Development in Modern Turkey (NY: Tauris Academic Studies, 
2008). 저자는 튤립시대의 용어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과정을 비판적으로 다루
면서 튤립시대와 근대 터키에서의 유럽 지향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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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술탄과 궁정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
들어 내는 것이었다. 술탄 아흐메드 3세 시기는 가장 오스만다운 문
화가 성장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 문학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페르시아 양식을 배제한 순수 터키 양식의 시가 저술되었다는 점이
다. 오스만 문학사상 처음으로 시인들은 자신 주위 환경에서 보고, 느
낀 점을 토착 터키어와 숙어들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인들은 
서민들의 생활상과 이스탄불의 행사들을 비롯하여 튤립시대의 다양한 
모습들을 작품에 담아내었다.82) 

이브라힘 파샤와 술탄 아흐메드 3세 시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
은 술탄이 궁정을 나와 신하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며, 신민들에게 
그 모습을 즐겨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골든혼의 여름 별장들
에서 술탄은 다른 관료들과 즐거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신민들은 매주 금요일에 술탄이 예배를 보기 위해 모스크로 향하는 
행렬을 볼 수 있었다. 1728년에는 톱카프궁 밖에 술탄 아흐메드 3세
의 이름을 딴 큰 수도 시설이 지어졌는데, 이러한 공익 목적의 건물
들은 신민들에게 왕실의 덕행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83) 특히 술탄 
아흐메드 3세의 시대에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에서부터 이웃 
프랑스 왕 루이 15세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까지 총 10번의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17년에 불과한 짧은 재위 기간을 고려하
면 놀라운 횟수이다. 

그 중에서도 1720년 술탄 아흐메드 3세의 아들을 위한 할례축제는 
튤립시대를 이끈 술탄 아흐메드 3세와 대재상 이브라힘 파샤의 의도

82) 아프메드 네딤(Ahmed Nedim, 1681-1730): 동시대 정신을 포착해내는 섬세한 
이미지를 완벽한 터키어 운율로 표현하였다. 오스만 문학사의 가장 뛰어난 시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세이드 휘세인 베흐비(Seyyid Huseyin Vehbi, 미상~1736): 
이스탄불 토박이이자 울레마의 일원. 네딤의 시가 운동에 동조하여 페르시아 문단
의 철학적인 성향을 접목한 자연주의와 개인주의를 조합한 새로운 방식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술탄 아흐메드 3세의 분수에 남아있다. Esin Atıl 
(1999), pp. 26-27 참조.

83) 도널드 쿼터트 (2008),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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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성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축제이다. 16일 간의 휴일이 선포된 가
운데 이스탄불과 제국 전역의 도시에서 묘기와 불꽃놀이, 길드의 행
렬을 포함하는 성대한 경축 행사가 이루어졌다. 축제의 화려한 볼거
리는 튤립시대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 
화려한 축제와 화려한 시대를 이끈 술탄은 톱카프궁을 나와 아트 메
이바느에 설치한 거대한 천막에서 축제를 관람했다. 오스만 제국의 
전통을 상징하는 화려한 천막 보면서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들이 
관료이든 외교관이든 길드의 성원이든 누구나 이 축제의 주인공이자, 
이 시대의 주인공인 술탄의 존재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스
탄불의 궁전들과 아트 메이바느, 골든혼을 오가는 술탄이 행차는 장
엄했고, 이스탄불 시민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부유함과 자비로움
의 표현으로 술탄은 축제 내내 풍요로운 연회를 준비했으며, 술탄의 
아들들을 오스만의 신민들과 결합하는 의미에서 5000여 명의 가난한 
소년들의 할례가 함께 치러졌다. 마침내 왕자들의 할례가 거행되면서 
오스만 제국의 관료와 신민들은 이 시대의 번영을 계승할 왕조의 다
음 세대가 성공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왕실과 제국의 공고한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베흐비의 축제서』의 개성적인 인물 표현과 서사적 기능

술탄 아흐메드 3세의 네 아들을 위한 1720년의 할례 축제는 시인 
세이드 휘세인 베흐비의 시와 필사가 휘세인 샤키르 베이(Hüseyin 
Şakir Bey, 미상～1743)의 글씨, 그리고 화가 압뒬젤릴 첼레비 레브
니의 그림으로 기록되었다. 137쪽의 회화를 포함하여 총 175쪽으로 
구성된 『베흐비의 축제서』는 1721년경 베흐비에 의해 글이 완성되었
고, 1725년에는 필사가 완성되었으며, 1725-8년 사이 레브니의 그림
이 더해져 1728년 술탄에게 진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84) 레브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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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쪽에 이르는 방대한 회화를 통해 축제를 준비하는 8월 30일부터 
축제를 준비한 관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10일 11일까지의 긴 축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대재상 이브라힘 파샤와 그의 사위가 그려진 
한 쪽짜리 회화(도 36)를 제외한 모든 회화는 양쪽 면을 활용해서 가
로로 넓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넓은 화면은 레브니 특유의 밝고 
다양한 색채와 동선인 구도, 다양한 시점의 각도 등과 더불어 작품에 
움직임과 활기를 부여하며, 축제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이야
기의 흐름을 형성한다. 그러나 레브니의 작품에서 축제의 서사를 이
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체적으로 묘사된 인물들이다. 특히 
이야기의 중심인물인 술탄 아흐메드 3세와 재대상 이브라힘 파샤, 그
리고 다양한 이유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몇몇 인물들의 얼굴은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들은 얼굴은 인물이 지닌 개별적인 특
징을 잘 살려서 묘사되어 있어서, 특별한 장치나 위치와 상관없이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16세기 공간에 인물이 종속되어 있었던 
『인티자미의 축제서』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현상으로, 특히 중심인물
인 술탄 아흐메드 3세와 이브라힘 파샤의 얼굴은 초상화에 근접한 개
성을 보여주고 있다.

1) 술탄 아흐메드 3세
술탄 아흐메드 3세는 축제가 시작되기 전 구궁에서 왕자들과 나흘

과 설탕 정원을 바라보는 장면(fol.6b-7a)에서부터 축제의 노고를 치
하하는 장면(fol.174b-175a)까지 레브니가 그린 총 69개의 장면 중 
41장면에 등장한다. 각 장면 마다 미미한 수준과 표현 방식이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든 장면에서 술탄의 얼굴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묘

84) BOA, Ali Emir Tasnifi, Ⅲ.Ahmed 571. 1721년 문서(1134 AH)에는 이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재료와 비용이 기록되어 있다. Serpil Bağcı (2010), p. 268에서 재
인용. 에신 아틀은 이 기록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sin Atıl (1969), 
(199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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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술탄 아흐메드 3세는 긴 얼굴에 잘 다듬은 풍성한 수염을 
가지고 있다. 술탄의 눈매는 선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며, 눈썹
도 미간에서부터 둥글게 경사를 이루며 아래로 쳐져 있다. 피부는 희
고, 약간 큰 키에 적당한 체격을 하고 있다. 술탄 아흐메드 3세의 얼
굴이 가장 섬세하게 표현된 부분은 세 아들과 함께 각계 대표들의 인
사를 받는 축제의 첫머리에서 찾을 수 있다(도 37). 술탄은 화려한 깃
털로 만들어진 터번 장식을 단 넓은 터번을 쓰고, 털로 가장 자리를 
댄 무채색의 카프탄을 입고 있다. 술탄의 얼굴은 길고, 넓은 미간을 
시작으로 아래로 쳐진 눈썹과 눈매와 큰 코를 가지고 있다. 술탄은 
대재상 이브라힘 파샤와 세 아들을 옆에 두고 황금빛 옥좌에 앉아있
다(도 38). 레브니는 이 장면에서 술탄의 발받침 구석에 자신의 서명
(도 39)을 남겨서 술탄에 대한 존경과 이 장면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
다. 이 장면에 묘사된 술탄 아흐메드 3세의의 모습은 레브니의 앞선 
작품인 『왕실가계도』의 술탄 초상화와 매우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 
얼굴 표현은 물론 술탄이 앉아있는 옥좌와 옆에서 두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있는 왕자들까지 레브니는 약 20년 전 자신이 수립한 초상화
의 규범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

술탄은 축제 동안 천막에 머물거나, 말을 타거나, 골든혼의 정자에
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인티자미의 축제서』와는 달
리 술탄은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공간이 공유하는 한 가지 공통점은 개방성이다. 실재로 술탄의 
천막은 거대하고, 다중의 천막이 벽처럼 가리워져 있었지만, 레브니의 
그림 속에서 천막은 열린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 술탄이 축
제를 관람하는 천막은 축제를 진행하는 광대, 군인, 길드 구성원, 묘
기꾼들과 같은 높이의 땅 위에 설치되었으며, 이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 덕분에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과 독자들은 축제 대부분의 장면
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술탄의 얼굴을 바라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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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술탄의 천막은 축제 행사를 묘사하기 위해 종종 오른쪽의 좁은 
공간이나 위쪽으로 려나곤 하지만, 술탄의 구체적인 얼굴 표현은 
손쉽게 그를 찾을 수 있게 한다(도 40). 아날르카박 궁(Analıkavak 
Saray)의 정자에서 골든혼을 바라보는 장면에서도 실재로 아나르카박
의 정자는 격자창으로 외부에서 내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구조로 
임에도 불구하고, 술탄의 모습은 전경의 광대들보다 훨씬 크게 그려
져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실재로는 보이지 않았을 술탄을 가
시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나카쉬하네(Nakaşhane) 이층에서 장남 쉴레
이만의 행진을 바라보는 장면에서도 반복된다(도 41). 술탄은 아들들
의 할례 의식을 앞두고 대재상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며(도 42), 톱카
프궁에서 축제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금화를 뿌려주는 마지막 장면
에서는 할례 정자(Circumstance Pavilion)과 테라스가 이루는 소실
점의 중앙에 서서 온화한 표정으로 자신의 부유함과 관대함을 보여주
고 있다(도 1).

2) 대재상 다마드 이브라힘 파샤
술탄 아흐메드 3세와 더불어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의 회화

적 서사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주인공은 대재상 다마드 이브라힘 파
샤이다. 이브라힘 파샤는 다른 관료들의 마중을 받으며 오크 메이바
느에 도착하는 첫 부분부터 집도의(執刀醫)에게 왕자들의 할례가 무사
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장면까지 총 42장면에 등장하는
데 이는 술탄 아흐메드 3세보다 오히려 더 많은 횟수이다. 이브라힘 
파샤의 얼굴은 술탄만큼이나 섬세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
다. 그는 균형잡힌 얼굴형에 단정한 수염을 하고 치켜 올라간 갈매기 
모양의 눈썹과 눈매가 올라간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진 것으로 표현
되었다. 이브라힘 파샤는 술탄 아흐메드 3세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
서 술탄과 가까운 곳에 함께 등장한다. 축제를 관람할 때 그는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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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천막 바로 아래 위치한 자신의 관람용 천막 안에 머물고 있으며, 
골든혼에서는 해변이나 함선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브라힘 파샤의 모습은 술탄 못지않게 섬세하게 그려졌는데, 특히 관
료들의 인사를 받는 이브라힘 파샤의 모습이나(도 14) 옥좌에 앉은 
술탄 아흐메드 3세 옆의 이브라힘 파샤의 모습(도 38)은 초상화와 근
접한 표현력을 보여준다. 레브니의 작품 속의 이브라힘 파샤는 중요
하게 다루어지다 못해 종종 술탄의 지위를 위협하기도 한다. 옥좌에 
앉은 술탄 아흐메드 3세의 옆의 이브라힘 파샤의 얼굴은 술탄보다 높
은 곳에 위치하는데, 이는 술탄과 재상들을 함께 묘사한 과거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배치이다. 이브라힘 파샤는 대부분의 장면
에서 술탄과 비슷한 크기로 그려지며, 술탄과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
막 부분(도 42, 좌측)에서는 술탄보다 크게 그려지기도 한다. 대재상
의 뚜렷한 존재감을 강조하는 초상표현은 할례에 앞서 왕자들을 할례 
정자로 인도하는 장면(도 42, 우측)에서 특별한 장치의 도움없이도 누
가 대재상인지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3) 기타 인물
레브니는 『베흐비의 축제서』에서 술탄과 대재상말고도 궁정 내외

의 관리들과 종교지도자들 등 당시에 활동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외모
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 몇몇은 의도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
어서 주목을 끈다. 오스만 제국의 종교와 교육 부분의 수장인 세이휠 
이슬람(Şeyhül-islam) 압둘라 에펜디(Abdullah Efendi)는 이브라힘 
파샤의 개혁을 지원했던 인물이었다. 『베흐비의 축제서』에는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로서 오스만 왕실의 이슬람에 대한 복종을 표현하는 의
미에서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술탄의 모습이 자
주 등장한다. 압둘라 에펜디는 역시 술탄을 맞이하거나(도 8), 예배를 
이끄는 장면(도 43)에서 축제의 종교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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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얇은 콧수염과 둥글고 흰 턱수염을 하고 있으며, 하얗고 큰 
울레마의 터번을 쓰고, 검은 털이 달린 하얀 옷을 입은 인자한 모습
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은 대재상의 권한 대행이자 이스탄
불의 행정관인 테브키 무스타파 파샤(Tevkii Mustafa Paşa, 미상～
1730)과 케트휘다(Kethüda) 메흐메드 파샤(Mehmed Paşa, 미상～
1730)이다. 대재상의 사위인 이들은 튤립시대에 대재상을 보좌하며 
그의 개혁과 정권을 지지했던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들의 얼굴은 술
탄에게 헌정되는 선물들을 옮기는 장면이나(도판 44) 대재상과 함께 
무희들의 춤을 관람하는 장면(도 36)에서 술탄이나 대재상 못지않게 
세 하고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특히 『베흐비의 축제서』의 유일하게 
한 쪽으로 구성된 장면에는 술탄없이 무희의 공연을 관람하는 대재상
과 메흐메드 파샤만이 중앙에 묘사되어있어서 주목된다. 1720년 할례 
축제와 튤립시대에서의 대재상 이브라힘 파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동시에 그와 그의 가문이 『베흐비의 축제서』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 장면의 반대편 적혀있는 글
의 내용이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설득
력을 얻는다. 

오스만 왕실의 할례 축제를 다룬 두 권의 기록인 16세기의 『인티
자미의 축제서』와 18세기의 『베흐비의 축제서』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
고 있지만 작품을 둘러싼 서로 다른 정치적 상황과 작품 제작의 의
도,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그 구성과 표현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
다. 『인티자미의 축제서』에서 세계는 공간을 통해 구현된다. 아트 메
이다느라는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술탄은 좁은 정자 속에서 존재를 
알리며, 관료와 외교관들은 술탄과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누구와 함
께 앉느냐를 경쟁했고, 신민들은 높은 벽 아래의 지정된 길을 따라 
행진하였다. 『인티자미의 축제서』에서 공간은 곧 인물의 한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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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분리된 영역의 질서 속에서 신성한 술탄에 의한 오스만 세계를 
표현하였다. 『인티자미의 축제서』는 반복되는 배경과 엄격하게 통제
된 공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베흐비의 축제서』에서 회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독립
적인 서사와 그 서사를 이끄는 인물들의 존재이다. 서사의 흐름과 필
요에 따라 공간은 서로 섞이고 통합되면서 밝고 화려한 시대를 생동
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레브니의 서사에서 중심
을 잡아주는 것은 뚜렷한 얼굴을 지닌 인물들이다. 레브니는 다양한 
공간과 시점을 활용해서 독자를 회화가 보여주는 축제에 참여시킨다. 
레브니가 제시하는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매번 축제를 주제하
는 두 주인공, 술탄 아흐메드 3세와 대재상 이브라힘 파샤와 눈을 마
주치게 된다. 축제가 화려할수록 생동감이 느껴질수록, 독자는 이 축
제를 주도하고 있는 두 사람의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하게 된다. 이스
탄불의 다양한 공간에서 자신의 신료, 신민들과 뒤엉켜 표현된 술탄 
아흐메드 3세는 튤립시대의 수많은 축제를 주도했던 실제의 술탄 아
흐메드 3세로서 『베흐비의 축제서』의 서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18세기의 술탄은 더 이상 톱카프궁의 벽 안에서 오스만 술탄의 신
성한 계보로 정당화되는 상징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 제국의 격동기
를 맞이하여 왕실 중심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자 한 대재상 이브라
힘 파샤의 세련된 전략을 통해 술탄은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
는 매력적인 지도자의 얼굴을 갖게 되었다. 술탄 아흐메드 3세는 하
렘의 폐쇄된 공간에 숨는 대신 대재상과 더불어 이스탄불 곳곳에서 
튤립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에서 역
시 회화의 중심에 서서 분명한 얼굴로 화려했던 축제를 스스로 이야
기하고 있는 것이다. 

 3. 레브니의 전략과 회화적 서사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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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흐비의 축제서』의 그림을 그린 레브니는 튤립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오스만 회화의 마지막 대가로 손꼽히고 있지만 그의 생애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있다. 그는 1680년경 태어나 1732년
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85) 18세기 중후반 무렵 활동했던 역사가 
하프즈 휘세인 아이반사라이(Hafız Hüseyin Ayvansarayi)는 그가 저
술한 『역사선집(Mecmua-i Tavarih)』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
다. 아리반사라이에 의하면 레브니의 본명은 압뒬젤릴 첼레비이며 그
는 에디르네에 살다가 이스탄불에 왔다. 그는 사즈(Saz) 양식에 능통
한 삽화가(nakkaş)였으며 훗날 초상화가(musavvir)가 되었고86), 
1732/33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87)  레브니의 인물표현은 술탄 아
흐메드 4세 시기에 활동한 화가 무사비르 휘사인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어서 그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88) 1687년부터 1710년
까지 오스만 궁중에 머물렀던 몰도바의 왕자 디미트리에 칸테미르
(Dimitrie Cantemir, 1673~1723)가 저술한 『오스만 제국의 성장과 
몰락의 역사(The History of the Growth and Decay of the 
Othoman Empire)』에는 술탄 무스타파 2세까지의 오스만 술탄들의 
초상화가 삽입되어 있었는데, 칸테미르에 이 삽화들이 술탄의 최고 
화원이었던 레브니의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다.89) 그러나 레브니가 활

85) Gül İrepoğlu, Levni: Painting, Poetry, Colour (Istanbul: Society of 
Friends of Topkapi Palace Museum, 1999), pp. 37-47.

86) 터키어로 화가는 일반적으로 나카쉬(Nakkaş)라고 하며 이는 도안을 그리고, 필
사본을 장식하고, 그림을 그리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된다. 필사본에서 인물 등의 
중요한 부분을 그리는 화가는 구체적으로 무사비르(musavvir)라고 불리며 초상화
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무사비르는 창조자라는 의미로,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 유일신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다. 

87) 레브니는 술탄 마흐무드 1세(Sultan Mahmud Ⅰ, 재위 1730～1754)의 궁중에
서도 작업을 계속 했다. Ayvansarayi, Hafız Hüseyin, Mecmua-i Tevarih, 
1799, pub. Fahri Çetin Derin and Vahid Çabuk (Istanbul: Edebiyat 
Fakültesi, 1985), p. 175. 

88) Hans George Majer, “Individualized Sultan and Sexy Women. The Work 
of Musavvir Hüseyin and their East-West Context.”, Turkish Art. 1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urkish Art (Geneva: 1995), Serpil Bağcı,  
(2010), p. 26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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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당시의 ‘왕실 장인과 공인 조합(Ehl-i Hiref)’의 화가 명부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며, ‘최고 화가(Baş nakkaş)’의 자리는 공
석으로 비어있다. 레브니는 터키어로 “다채로운”이라는 뜻이며, 그에
게 붙는 첼레비라는 호칭은 왕자나 학자 등의 높은 지위의 사람을 존
경을 담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왕실 기록과 레브니의 호칭을 
고려하면 레브니는 왕실의 최고화가이자 궁정에서 화가 이상의 특별
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레브니는 화가이면
서 동시에 행정부와 종교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오스만 회화
사의 과거 지식인 화가들과 유사한 지위를 누렸을 것으로 추정된
다.90) 

『베흐비의 축제서』에서 레브니는 두 번의 서명을 남기고 있는데, 
하나는 책의 첫 부분에 묘사된 옥좌에 앉은 술탄 아흐메드 3세의 발 
받침대 구석에 남겨졌으며(도 39), 다른 하나는 마지막 행진 부분에 
톱카프궁의 엔데룬91) 관료들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에서 발견된다(도 
45). 엔데룬 관료의 행진 장면은 베흐비의 글에는 등장하지 않는 장
면으로, 레브니는 편안한 태도로 행진에 임하는 엔데룬 관리들을 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여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왼쪽 면 하단에
는 갈색 털로 장식된 하늘색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이 묘사되어 있는
데, 그 남성의 발아래 레브니의 서명이 남아있어서 그가 화가 자신임
을 밝히고 있다(도 46). 행렬이 가지는 엄격한 위계와 근엄함을 무시
하는 듯 두리번거리거나 수다를 떨며 딴청을 피우는 이야기하고 나누
는 엔데룬 관료들의 모습은 바로 앞 장에 묘사된 악단의 일사불란한 

89) 레브니의 작품들은 다시 클로드 데 보스크(Claude de Bosc)에 의해 동판화로 
제작되어 영국에서 발간된 『오스만 제국의 성장과 몰락의 역사』 1734년 판본에 
삽입되었다. Ayşe Orbay ed. (2000), p. 372.

90) 마트락지 나수(Martakcı Nasuh), 나카쉬 하산 파샤(Nakkaş Hasan Paşa), 아
흐메드 나크쉬(Ahmed Nakşi) 등이 있다.  Esin Atıl (1999), p. 33.

91) 엔데룬(enderun): 톱카프 궁의 세 번째 문 안에 위치한 내궁의 일부로, 술탄과 
왕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였다. 엔데룬은 수업을 하기 위한 공간일 뿐 아니
라 다양한 장서가 비치된 도서관에서 학자들과 종교지도자들 젊은 관료들이 예술
과 학문을 논의하며 오스만 궁중의 지식문화를 주도하던 곳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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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과 대조되며 그들의 자유로운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 정치, 
종교, 예술을 망라하는 최고의 지식문화가 수집되고 논의되던 엔데룬
의 일원이라는 레브니의 신분은 표현의 방식에서부터 화가로서의 자
의식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과거의 회화와 구분되는 레브니 회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회화
와 글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오스만 왕실이 회화를 후원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오스만 화가들은 인물을 표현해야하는 필요와 광범
위하게 통용되던 종교적 금기 사이에서 긴 곡예를 시작해야 했다. 술
탄 메흐메드 2세 궁정이 이룩한 동서양을 통합하는 뛰어난 초상화의 
결실이 사장된 것도, 소콜루 파샤가 술탄들의 외양을 비슷비슷한 모
습으로 이상화시켰던 것도 모두 이 줄다리기의 결과였다. 회화의 등
장인물이 전설 속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실존했거나 실존하는 술탄들
로 변화하면서 곡예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 과정 속에서 오스만 회화
들은 힐예라는 문자의 보호에 자신을 의탁해야했다. 회화는 글의 내
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용도’를 가짐으로써 창조행위를 금기
시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비난을 피해갈 수 있었다. 텍스트에 
종속적인 회화라는 장치는 점차 강화되는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의 종
교적 권위 속에서 회화와 화가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화의 주인공인 
술탄들의 이슬람 세계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지속시켜 주었던 것이
다. 세계 질서 속에서 오스만 제국의 차지하던 힘의 범주가 작아지고, 
유럽의 새로운 문화가 쏟아지던 18세기에도 오스만 제국의 왕실 회화
가 유럽 회화의 양식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유럽 화가가 그린 유럽의 그림과 오스만 화가가 그린 오스만의 그림
은 달라야했다. 

레브니의 『베흐비의 축제서』는 고전기 회화의 균형과 18세기의 사
회의 역동성,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종교적 정체성을 모두 고려한 섬
세한 작품이다. 그의 작품들은 무척 새로워 보이지만 그 새로움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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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튤립시대에 대한 편견이 야기하는 유럽 지향의 결과물이 아니었
다. 튤립시대의 시인들이 터키 고유의 단어들 속에서 새로운 운율을 
찾아냈듯이, 레브니는 오스만 회화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전통을 수
립해냈다. 그 새로운 전통은 특별한 기술이나 기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목적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레브니는 유
럽 회화들로부터 과도한 음영이나 사실적인 묘사, 유화의 사용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유럽 회화가 내재하고 있는 본질
적인 성격을 받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글 없이 존재하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독립적인 회화의 정체성이었다. 화가로서의 자의
식과 오스만 회화의 새로운 지향점에 대한 고민의 결과는 문자의 종
속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회화로 나타난 것이다. 레브니는 이미 『왕실
가계도』를 통해 특징적이고 개성적인 얼굴을 통해 글의 부연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시대와 업적을 대변하는 개별적인 술탄들을 그려낸 경
험이 있었다. 그 경험은 『베흐비의 축제서』에서 다양한 시공간을 오
가며 적극적으로 서사를 주도하는 인물들을 만들어 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혼잡한 화면과 다양한 소재들 속에서도 레브니는 뛰어난 
공간 관리를 통해 매 장면마다 독자의 시선을 술탄 아흐메드 3세와 
친구들에게 유도하며, 글의 도움 없이 진행되는, 뚜렷한 얼굴들이 주
도하는 회화적 서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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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8세기 초, 약 30년 간 지속되었던 오스만 제국의 튤립시대는 여
러 가지로 흥미로운 시기였다. 오스만 제국이 유럽과의 첫 패전 조약
(카를로비치 조약)을 맺고 등장한 짧은 평화의 시기였으며, 유래없이 
화려하고 과시적인 문화가 발달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오스
만 제국에서 유럽의 문화는 단순히 신기하고 이국적인 것을 넘어, 훌
륭하고 좋은 것이며, 술탄이 직접 즐기고 권장할 만한 높은 수준의 
문화라는 지위를 확보하였다. 바닷가의 빌라들은 로코코 양식으로 장
식하기 시작했고, 대재상과 고위 관료들의 정원은 직접 교배한 튤립
들과 밤새 꺼지지 않는 촛불들로 가득 찼다. 이브라힘 파샤의 각별한 
프랑스 문화 애호는 프랑스에 상주 대사를 보내게 했으며, 오스만 최
초의 인쇄소를 이스탄불에 설치하게 하였다. 유럽의 문화는 오스만 
왕실과 지배층의 문화가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서양 중심의 근대화가 시작된 18세기 후반과 달리, 튤립시
대의 서양문화 애호는 오스만의 전통을 압도하는 위협은 아니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문화애호와 연회 문화라는 틀을 받아들이기
는 했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풍요로운 오스만 고유의 문화 채워졌다. 
이 시기에 오스만의 문학은 터키어 고유의 미감을 활용한 다양한 문
학 작품을 쏟아 냈으며, 술탄 아흐메드 3세의 이름을 딴 이슬람 양식
의 도서관이 지어지고 분수와 기념물들이 도시 곳곳에 들어섰다. 이
슬람 문화권에서 오스만 제국의 입지가 약해지고, 사파비 왕조를 중
심으로 하는 시아파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슬람 신비주의인 수피 
운동이 크게 성장했고, 수피 지도자들과의 경쟁과 협조를 통해 순니 
정통성을 강조하는 이슬람 정체성 역시 더욱 성장했다.

술탄 아흐메드 3세와 이브라힘 파샤의 프랑스 문화 애호와 유럽 
문화의 권장은 유럽 문화에 대한 선망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전대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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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전과 최초의 패전 조약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술탄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치세력들과의 권력 다툼의 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된 이브라힘 파샤의 전략으로 보인다. 이스탄불 궁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풍요로운 문화 활동을 이어가면서 술탄과 궁
정은 다시금 오스만 지식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군
대의 개혁, 소방서와 인쇄소의 도입, 외교관의 파견과 조약을 체결 등 
서양 문물의 도입은 튤립시대의 과시적이고 화려한 연회의 장막 뒤에
서 소리없이 진행되었다. 동시에 오스만 고유의 언어와 음악, 회화, 
건축, 음식과 풍습에 대한 관심은 오스만 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자
극했으며, 모든 연회와 축제들은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로서의 술탄의 
지위를 치 하게 고려하여 개최되었다. 

『베흐비의 축제서』는 튤립시대의 정점에서 술탄의 이야기를 담아
야 했던 이브라힘 파샤의 정치적 의도와 지식인이자 화가였던 레브니
의 회화적 선택이 잘 반영된 작품이다. 술탄은 성에서 내려와 오스만
의 전통을 상기시키는 천막에서 축제를 주관하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과 종교지도자들은 존중받으며 예배를 이끈다. 총기와 발달한 범
선, 서양의 기술을 응용한 불꽃놀이가 등장하지만, 길드 구성원들과 
군인들은 전통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술탄에게 알리고 존경을 
표시한다. 화가 역시 강한 음영과 원근법, 해부학적 신체묘사와 같은 
서양 회화의 기법을 모방하는 대신에 고전의 규범으로 돌아가 오스만 
초상 회화의 전통을 다시 정립하고, 당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방식의 
규범으로 『베흐비의 축제서』의 인물들을 탄생시켰다. 

술탄 쉴레이만 1세를 샤나메의 영웅으로 대체한 그 순간부터 오스
만 왕실 회화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술탄의 초
상화는 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변화해왔다.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유
럽과 아시아를 통합하는 자신 있고 사실적인 모습의 초상화는 오스만 
제국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 회화의 전통적 초상화



59

로 대체되었다. 16세기에 정복전쟁이 둔화되고 제국의 안정되면서 개
인적 기량을 자랑하는 영웅적 술탄의 모습은 이상적이고 통합적인 모
습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7세기의 혼란이 술탄의 지위를 흔들어 놓
자, 18세기의 술탄은 다시금 개성을 강조해서 표현됨으로써 이전 술
탄의 실패들과는 구별되는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다. 

『베흐비의 축제서』는 튤립시대의 문화적 풍요 위에서 16세기에 확
립된 오스만 회화의 규범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엔데룬의 지식인이자 
화가였던 레브니는 오스만 고전 회화의 바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당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회화의 전통을 수립하였
다. 풍요로운 문화의 시대는 화려한 색채와 동적인 운동감, 특별한 공
간 구성을 통해 생동감을 획득했으며, 화가가 직접 참여한 축제의 모
든 과정은 다양한 시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되면서 독자를 축제의 
행렬 속에 참여시킨다. 변화하는 시점과 복잡하면서도 균형잡힌 공간 
속에서 독자의 시선은 매번 축제를 이끌어가는 술탄과 대재상의 얼굴
을 마주한다. 레브니의 구체적인 인물 표현은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
적 요구, 종교의 제약과 화가의 욕구 사이에서 탄생한 흥미로운 회화
적 성취였다. 개인의 특성을 분명히 살려 묘사된 그의 인물들은 16세
기의 틀 위에서 18세기의 시대적 분위기와 그에 따라 변화한 술탄과 
대재상의 정치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화려한 색채와 복잡한 동선, 개성적인 인물 표현으로 구성된 그의 
작품은 언뜻 고전기의 전통과 동떨어져 보이며, 그래서 쉽게 튤립시
대에 오스만 궁정에서 활동했던 유럽 화가들의 영향을 떠올리게 한
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곳곳에서는 명암법의 활용이나, 입체적 표현
에 대한 욕구, 소실점의 활용과 같은 서양 회화의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스만 고전기 회화의 전통 위에서 고전
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과도한 
음영과 사실주의적인 묘사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1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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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화나 동시대의 꽃그림들과 비교하면 더욱 확실해진다. 화려한 
색조와 복잡한 동선, 개성적 인물 표현은 모두 당시의 시대와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고 화가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작품 세계를 펼치기 위
해 선택된 레브니의 장치였던 셈이다. 그는 튤립시대의 다른 예술가
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스만 회화의 전통과 자체적인 발전의 가능성
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럽의 표현을 수용하는 데는 제약을 분
명히 하였다. 그는 이슬람의 교리적 제약에 부합하는 평면적이고 비
현실적인 공간과 인물의 묘사를 통해 ‘유럽의 회화와 구분되는 오스
만의 회화’라는 전통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 역시 형상표현의 회화적 필요와 형상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이슬람의 제약 속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오스만의 화가이자 
지식인이었다. 오히려 서양의 손님들과 화가들이 레브니에게 전해준 
것은 회화의 기법이라기보다는 주체적인 화가의 정체성이었다. 레브
니의 『왕실가계도』는 오스만 회화에서 처음으로 글의 도움 없이 독립
적으로 술탄의 외양을 전하는 왕실 초상화였으며, 『베흐비의 축제서』
는 글의 흐름과 묘사에 종속되기보다는 자유롭게 선택된 장면과 서사
를 보여주고 있다. 레브니는 16세기 오스만 회화가 교리적 금기를 피
해가기 위해 의존했던 텍스트의 부연이라는 ‘용도’의 제약을 걷어내면
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독립적인 회화의 서사를 창조해냈다. 『베흐비
의 축제서』 분명한 개성을 가지고 묘사된 인물들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화가가 재구성하는 회화적 서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베흐
비의 축제서』에서 레브니의 인물들은 자신의 분명한 얼굴을 보여주
며, 스스로 자신들의 축제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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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15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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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fa

『Hünername』 vol.2 TSM, H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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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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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hımshahname』
vol.2 TSM, B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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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bibliothek
1019 (Vienna)

『Jami al-Buhur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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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례와 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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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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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 R823, H1573
Millet Lib., 
Ali Emiri 343 
Selimiye Lib., 2315
Bibliotheque Nationale,
Supl. turc 501, 880, 
1085 (Paris)
Nationalbibliothek
1072 (Vienna)

『Surname-i Nabi』 İÜK, T 1774

아흐메드 
3세

(1720)

네 아들의 할례
Süleyman
Mehmet

Mustafa Ⅲ
Bayez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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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2점)
A3593, A3594 ○

TSM(4점)
B223, Y3954, R825, 
H1574
İÜK(5점)
T6099, T6124, T1607, 
T11, T3035, T3974, 
T6098
기타)

기타)
쉴레이마니에 도서관 소장(5점): Esat Efendi 3348/4, Esat Efendi 2282, Mehmet 
Hafid Efendi 244, Haci Mahmut Efendi 5292, Hamidiye 952; 위스퀴다르 도서관 
소장(1점): Selim Ağa 473; 레트 도서관 소장(1점): Ali Emiri 414, 417; 터키 국
외 소장(4점): Arab Museum 232(Cairo), British Museum, Or.7218(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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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name-i Vehbi by Levni:

Reinterpreting the Tradition and Creating the Narrative 

Portraits.

Lee, Kangon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rname-i Vehbi is the book which recorded the festival that 

celebrating the circumcision ceremony of four sons of the Sultan 

Ahmed Ⅲ (r.1793-30).  It is written by the poet Seyyid Hüseyin Vehbi 

(?-1736), and there are several versions of hand written copies.  Of 

these, the manuscript A3953 housed in Topkapi Palace Museum is 

assumed as the first copy made either for the Sultan Ahmed Ⅲ or the 

Grand Vizier.  It is because There are two signatures of Abdülcelil 

Celebi Levni (1680s-1732), who was one of the famous painters in the 

18th century Ottoman empire.  Levni led the second classical period of 

Ottoman painting with various perspectives, vibrant colors and dynamic 

expression.

Personalized expression of Sultans described with specific features 

is noticeable changes among various achievements of Surname-i Vehbi.  

Individualized expression of Sultans in the Levni’s paintings shows a 

considerable difference from the canon of idealized portraits of Ottoman 

Sultans which established in the 16th century, and plays a special role 

for providing theatrical atmosphere to Surname-i Vehbi.  The concept of 

Tulip period is still controversial, however, it is quite clear that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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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the period simply influened by the western culture, but rather the 

period sharing consideration of ‘Ottoman’ and nostalgia of the 16th 

century, the Golden Age of the Ottoman.  Art was no exception of 

this movement, therefore typical development of European paintings 

were used restrictively in Levni’s paintings.  Especially, people in 

Levni’s works were painted with clear lines and flat face thus made 

the a clear distinction from European painters who worked at the 

Ottoman court at the same period.  Pictorial revolution that Levni 

achieved was not a mere influence from an European technique, but a 

consequence of political intentions which was an important factor of 

production of Surname.

Royal circumcision itself symbolized Ottoman tradition.  It was a 

significant ritual which declared the legitimacy of the lineage and 

integrated the complex empire with the spirits of Islam.  Unfortunately, 

not all Sultans could hold royal circumcision.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18th century, there were only two Surnames as an independent 

format depicting royal circumcision.  One was Surname-i Intizami 

produced in the 16th century, and the other one was Surname-i Vehbi 

made in the 18th century. Royal circumcision festival in 1720 was the 

declaration of the stable rulership of Sultan Ahmed Ⅲ like other 

powerful Sultans in 16th century. Surname-i Vehbi was produced 

following the tradition of Surname-i Intizami, the only former example. 

As Surname-i Intizami did in 16th century, pictorial changes in 

Surname-i Vehbi reflected the circumstance of the Sultan in the 18th 

century and his political intention.  Levni tried to represent the new 

model of the Sultan, who was attractive and talented enough to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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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etic society of the 18th century. 

Personal expression depicted with specific features indicates a 

change of an ideal model of the Sultan and his political intention.  

Levni already had created personalized portraits in Silsilename of the 

early 18th century. Silsilename of the 18th century was produced based 

on the canon of 16th century which was established by Şema’ilname by 

painter Osman.  Similar appearance of Sultans in the works of the 

painter Osman symbolized the collective authority of Sultans, while 

Sultans of Levni exposed their individual personalities.  It is also 

interesting that Levni’s Silsilename had no assistance of Hilye, the text 

which describes appearance of Sultans.  According to tacit taboo of 

Islam, Ottoman paintings were supposed to emphasize its ‘function’ of 

visualizing the meaning of the text.  It was the reason why paintings 

of Ottoman court followed Persian tradition to avoid the taboo of 

representing human beings instead of embracing European revolution.  

However, Levni created Sultans with distinct individualities without any 

assistance of texts. 

Individualized portraits also appeared in Surname-i Vehbi.  

Idiosyncratic portraits of the Sultan and the Grand Vizier had the 

function as not only visualizing political intentions but also creating an  

independent narrative of paintings.  Unlike anonymous actors of 

Surname-i Intizami, Sultan Ahmed Ⅲ and other main actors of the 

festival stand out vividly with their distinct features in the every 

festival scene.  Through the intricate views and movements, readers are 

led to the two main actors, the Sultan and the Grand Vizier in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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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Recognizing the distinct existence of the Sultan and the Grand 

Vizier leading a glamorous festival, readers are invited to the narrative 

that two people convey. 

Surname-i Vehbi reinterpreted Ottoman painting tradition based on 

fertile cultural atmosphere of Tulip period.  Specific portraits of Levni 

were the interesting pictorial achievement which were created in the 

situation of the 18th century, political intentions, religious restrictions 

and desires of the painter Levni.  Levni successfully exhibited the 

tradition of ‘Ottoman painting which was different from European 

painting’ with flat and unrealistic spaces and faces which obeyed the 

Islamic doctrine.  However, he was also a painter and an elite who 

struggled between pictorial needs of representation of individuals and a 

religious taboo.  Levni removed the limitation of ‘function’ of 

paintings, visualizing the text, and created the independent narrative 

which the painting itself displayed.  Levni’s personalizing characters of 

Surname-i Vehbi tell their own festival and the period with their own 

distinct 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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