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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문 초 a 

본 논문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거장 티치아노의 초기작으

로 알려진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소장 6전원 음악회7를 재해석하는 글이

다( 이 작품은 목x 문학을 기반으로 10세기 초반 베네치아에서 등장한 전원 풍

경화의 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두 남성이 음악을 연

주하는 x운데 그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 넣어줄 뮤즈들이 나타나 함께 음악

회를 즐기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전원 음악회x 작품 속 현실이 

아닌 귀족 남성의 내면 속 상상의 장면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는 두 여성이 상

징하는 아르카디아에서 삶의 두 x지 속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때 그의 

옆에 나타난 목동풍의 남성은 그의 자아x 투영된 자아 이미지라고 해석할 것이

다( 아르카디아에 존재하는 비극× 복락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에게 자신의 진정

한 내면을 보여주는 자아x 등장한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  이 진행된다( 먼저 제AA장에서는 왼쪽 여성에 해 분

석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화면 왼쪽에 서 있는 여성은 샘의 님프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왼쪽 여성은 당시에 유행하던 샘의 님프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다( 또한 왼쪽 여성이 물을 붓고 있는 구조물은 분수x 아니라 석관에 x깝다는 

점에서 왼쪽 여성을 샘의 님프라 보기는 어렵다( 석관에 물을 붓는 여성의 모습

은 죽음을 애도하는 고 의 장례 의식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왼쪽 여성

은 아르카디아에도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나아x 죽음이 촉발

하는 삶의 비극적 측면을 상징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제AAA장에서는 귀족 남성에 해 알아보고 다른 인물들×의 관계에 해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귀족× 목동이라는 두 남성의 계급 차이에 주목한다( 두 

남성은 계급은 물론이고 이를 나타내는 표현 기법에서도 차이x 난다( 목동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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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귀족 남성이 아니라 나체의 두 여성×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실재하는 인물은 오직 귀족 남성뿐이며 나머지 세 인물은 비현실적

인 존재라고 해석할 것이다( 또한 귀족 남성이 들고 있는 류트x 현× 로제트x 

없어 연주할 수 없는 악기라는 점에서 이 장면이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장면임

을 암시한다고 본다( 이때 귀족 남성의 양옆에 위치한 두 여성은 그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알레고리적 인물들이라고 해석한다( 왼쪽 여성은 아르카디아에 

존재하는 삶× 죽음의 비극을& 오른쪽 여성은 아르카디아의 복락을 상징하는 것

이다( 따라서 귀족 남성은 두 여성이 의미하는 아르카디아에서 삶의 두 x지 속

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AN장에서는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의 존재와 역할에 해서 

논의한다( 두 남성의 자세와 얼굴 표현을 종합해 볼 때 목동 풍의 남성은 귀족 

남성의 자아x 투영된 존재라고 주장할 것이다( 개인× 자아라는 개념은 이탈리

아 르네상스x 시작되면서 크게 발전했다( 6전원 음악회7는 물론이고 이 시기

의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많은 문학× 회화 작품에서 이러한 인문주의적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르네상스 시기 문인 및 예술x들이 자신의 자아를 인

식하고 이를 작품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현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시y에서 벗어나서 인물들의 정체성× 관계를 재정립하

고자 했다( 필자는 이 작품을 죽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르카디아의 복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귀족 남성의 내적 갈등이 표현된 작품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 목x 문학의 유행× 자아 인식의 확

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티치아노x 목x 문화는 물론이고 개인

의 자아 탐색에도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티치t노, 전원 음u회, 전원 풍N화, f가s, td카디t, 자t 

학i. 2016-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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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b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EigéY Xi DcijfY) 소장 6전원 음악회 Le 

Concert champêtre7 (W( 1/03) (도 1)는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거장 티치아노(L]n]Ubc NYWYll]c& 1.22'1/10)의 초기작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1

남녀 인물들이 목x적 분위기의 야외 풍경에서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10세기 초반 베네치아에서 등장한 전원 풍경화(dUghcfUl lUbXgWUdY)의 한 작품

으로 여겨진다(  특히 13세기 후반 에두아르 마네( É XciUfX EUbYh& ,

12-,'122-)x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6풀밭 위의 점심 식사 Le Déjeuner 

sur l’herbe7 (120,'120-) (도 ,)를 그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단테 x브-

리엘 로제티(<UbhY ?UVf]Yl JcggYhh]& 12,2'122,)x 이 작품을 주제로 하는 소

네트(gcbbYh)를 써서 라파엘 전파(HfY'JUdhUYl]hY :fchhYfhccX)의 기관지인 

 이 작품의 후원자 또는 제작 동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1

소장x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10년경 제작된 이후 프란체스코 곤자x
(>fUbWYgWc ?cbnU[U& 1.00'1/13)의 수집품 목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10,1
년 찰스 1세(;hUflYg A& 1000'10.3)의 수집품 목록에서 발견되며 약 ,0년z 런던에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찰스 1세x 퇴위함에 따라 작품은 영연방(;caacbkYUlhh)이 
소유하게 되었다( 이를 10.3년 독일 출신의 수집x인 에버하르트 야바흐(EjYfhUfX 
BUVUWh& 1012'103/)x 구매해 ,0년z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경제적 위기에 처
한 야바흐는 1011년 루이 1.세에게 이 작품을 헐값에 매매했고 현재는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fUbW]g HUg_Yll& 

t?]cf[]cbYsg ;cbWYfh WhUadêhfY UbX ]hg 9Xa]fYfg&u ]b Past and Present in Art and 
Taste: Selected Essays (FYk HUjYb4 QUlY Mb]jYfg]hm HfYgg& 1321)& 1.,(

 9( J]WhUfX LifbYf& The Vision of Landscape in Renaissance Italy (Hf]bWYhcb4 ,

Hf]bWYhcb Mb]jYfg]hm HfYgg& 131.)& 3/'32(

 ?]UWcac EYgb]l& ttDY <éjYibYf gif lshYfVYu X] EUbYh Y tAl ;cbWYfhc WUadYghfYu -

X] ?]cf[]cbY&u L’Arte -1 (13-.)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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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맹아 The Germw (12/0)에서 발표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끈 작품이기도 하다(  .

이 작품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개 두 남성이 음악을 연주하는 x운데 그들

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 넣어줄 뮤즈(EigY)들이 나타나 함께 전원 음악회를 

즐기고 있다고 해석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해석된 바와 달리 전원 음악

회x 작품 속 현실이 아닌 상상의 장면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붉은색 옷을 

입고 류트(lihY)를 들고 앉아 있는 귀족 남성의 내면 속 상상의 장면이다( 따라서 

그를 제외한 세 사람&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 나체의 두 여성은 현실 세계x 아

닌 그의 내면세계에만 존재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두 여성은 그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아르카디아(9fWUX]U)에서의 삶의 두 x지 속성을 상징하는 알

레고리적 인물들이며 목동으로 보이는 남성은 그의 내면이 투사된 자아(gYlf)라

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관련 기록이 미약하여 다양한 해석을 야기해왔다( 우선 6전원 

음악회7라는 제목은 후 에 붙여진 제목이다( 102-년 프랑스의 궁정 화x였던 

 단테 x브리엘 로제티x 쓴 소네트의 원문은 다음×  다( 이는 로제티x 파리에 머무.

르던 12.3년 10월에 쓰여졌으며 12/0년 .월 -0일에 발z된 v맹아w 제.호에 실렸다( 
tOUhYf& fcf Ub[i]gh cf hhY gclgh]jY4 ' bUm& 
:ih X]d hhY jYggYl glcklm& ' bUm& Vih lYUb 
9bX hUf_ hck Uh ]hg jYf[Y hhY kUjY g][hg ]b 
JYliWhUbh( High! :YmcbX Ull XYdhh UkUm 
LhY hYUh l]Yg g]lYbh Uh hhY Vf]b_ cf XUm4 
Fck hhY hUbX hfU]lg idcb hhY j]cl'ghf]b[ 
LhUh gcVg& UbX hhY Vfckb fUWYg WYUgY hc g]b[& 
KUX k]hh hhY khclY cf dlYUgifY( Oh]hhYf ghfUm 
HYf YmYg bck& ffca khcgY acihh hhY gl]a d]dYg WfYYd 
9bX lYUjY ]h dcif]b[& kh]lY hhY ghUXckYX [fUgg 
Ag Wccl U[U]bgh hYf bU_YX g]XY8 DYh VY4 ' 
KUm bchh]b[ bck ibhc hYf lYgh ghY kYYd& 
Fcf bUaY hh]g YjYf( :Y ]h ]g kUg& ' 
D]fY hciWh]b[ l]dg k]hh AaacfhUl]hm(u 
<UbhY ?UVf]Yl JcggYhh]& The Collected Poems, jcl( A& YX( O]ll]Ua JcggYhh] (DcbXcb4 

Ell]g UbX KWfihhcb&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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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르 브룅(;hUflYg DY :fib& 1013'1030)이 루이 1.세(Dci]g PAN& 10-2'

111/)의 수집품 목록을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이 작품에 6전원 Pastoral7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전원 음악회7라는 현재의 제목은 120.년 앙/

투안 필롤(9bhc]bY >]lhcl& 11/3'121,)× 조셉 라발레(BcgYdh DUjUlléY& 11.1'

1210)x 쓴 v나폴레옹 박물관 갤러리 Galerie du Musée Napoléonw에서 사

용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6전원7× 6전원 음악회7라는 두 제목 0

모두 야외를 배경으로 악기를 든 남녀x 어울리고 있는 작품 속 풍경을 묘사한 

제목이라는 점에서 작품의 주제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냐는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전원 풍경화의 시작을 

알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화x 조르조네(?]cf[]cbY& 1.12'1/10)의 작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루이 우르티크는 1313년의 글에서 초기작×의 유사성을 근거

로 이 작품이 티치아노의 작품이라 주장했다(  헤럴드 웨디와 크리스티안 유스1

트'고지에르는 조르조네x 사망한 1/10년경에 이 작품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조르조네x 시작한 작품을 티치아노x 완성했다는 절충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후 학계에서 조르조네x 아닌 티치아노의 작품으로 보는 시y이 많아2

짐에 따라 1310년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루브르박물관은 티치아노의 작품임

 >fUbW]g HUg_Yll& cd( W]h(& 1.0(/

 HUhf]W]U E[Ub& tHcYg]U UbX hhY >YhY WhUadêhfY&u Art Bulletin .1& bc( . (<YWYaVYf 0

13/3)4 -0-(

 Dci]g Hcifh]We& La Jeunesse de Titien: Thèse présentée à la faculté des lettres de 1

l’Université de Paris (HUf]g4 D]VfUf]Y HUWhYhhY& 1313)& 3',1(

 HUfclX OYhhYm& tLhY Emhhclc[]WUl UbX H]ghcf]WUl HU]bh]b[g&u ]b The Painting of 2

Titian, jcl( AAA (DcbXcb4 HU]Xcb& 131/)& 10'1/& 101'1035 ;f]gh]Ub Bccgh'?Ui[]Yf& 

tLhY EihY HcYhfm cf hhY >êhY WhUadêhfY4 L]h]Ubsg EYacf]Ul hc ?]cf[]cbY&u Gazette 
des Beaux Arts 1-- (1333)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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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이 작품을 티치아노의 초기작이라고 3

보는 시y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논문 또한 학계의 시y을 따라 

이 작품을 티치아노의 초기작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들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는 크게 여성들에게 주목한 연구와 남성들에게 주목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작품에 등장하는 두 여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에는 

필립 펠× 패트리샤 에건의 논문이 있다( 필립 펠은 두 여성이 포에지아(HcYg]U)

를 의미하는 님프(Fmadh)들이라고 보았다(  이의 근거로 르네상스 시기에 제10

작된 타로 카드를 제시했다( 이 카드에는 포에지아를 나타내는 한 여성이 그려

져 있다( 그녀는 한 손에는 플루트(flihY)를 들고 다른 손에는 주전자를 들어 자

신의 앞에 있는 샘에 물을 붓고 있다( 이 여성의 행위x 6전원 음악회7에서 yy 

플루트를 든 오른쪽 여성× 주전자를 든 왼쪽 여성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는 것

이다( 특히 펠은 왼쪽 여성이 주전자에 든 물을 우물에 붓고 있다고 보아 그녀를 

두 남성에게 시적 영감을 주는 샘의 님프(Fmadh cf Kdf]b[)라고 주장했다( 따

라서 두 여성은 일반적인 감y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존재들이며 두 

남성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기 위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에건 또한 펠의 주장

에 동의했다(  두 여성은 타로 카드 이미지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1.0/년 경 이11

탈리아 『라라(>YffUfU)에서 프란체스코 코사(>fUbWYgWc ;cggU) 화파의 화x에 

 BUmb]Y 9bXYfgcb& t9llY[cf]Yg UbX Emhhclc[]Yg&u ]b Bellini, Giorgione, Titian and 3

the Renaissance of Venetian Painting, YX( <Uj]X :fckb& Kmlj]U HU[XYb& UbX BUmb]Y 
9bXYfgcb (FYk HUjYb4 QUlY Mb]jYfg]hm HfYgg& ,000)& 103(

 Hh]l]dd >Yhl& tLhY H]XXYb ?YbfY4 9 KhiXm cf hhY ;cbWYfh ;hUadêhfY ]b hhY 10

DcijfY&u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10& bc( , (<YWYaVYf 13/1)4 

1/-'102(

 HUhf]W]U E[Ub& cd( W]h(& -0-'-1-(11

'   '.



의해 만들어진 타로 카드 (도 -)라는 것이다(  또한 두 여성× 두 남성은 yy 1,

다른 세계에 속하는 존재들이지만 시의 세계(hhY kcflX cf HcYhfm)x 그들을 모

두 아우르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두 여성을 비현실적인 세계에 속하는 존재

들이면서 남성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님프로 해석한 펠× 에건의 

주장은 후  연구에서도 크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 

두 남성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분의 연구는 두 남성

을 특정 인물이 아닌 귀족× 목동으로 인식했으나 일부 학자들은 문학 작품 속 

주인공이나 실존하는 인물에게서 두 남성의 모델을 찾았다( 데이비드 로잔드는 

두 남성이 목x 문학(dUghcfUl l]hYfUhifY) 작품에 등장하는 목동들을 표현한 것

이라 보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테오크리투스(LhYcWf]hig& W& -10',./ :;)의 1-

v목x Idyllw에서 라이시다스(DmW]XUg)와 시미치다스(K]a]Wh]XUg)& 베르길리

우스(HiVl]ig NYf[]l]ig EUfc& 10'13 :;)의 v목x Ecloguesw (W( ..'-2 :;)

에서 멜리보이우스(EYl]VcYig)와 코리돈(;cfmXcb) 그리고 야코포 산나자로

(BUWcdc KUbbUnUfc& 1./2'1/-0)의 v아르카디아w (1/01)에서 로지토(Dc[]hc)

와 에르카스토(Ef[Ughc) 또는 로지토와 엘피노(Eld]bc)를 참고 자료로 제시했

다( 실존하는 인물이 두 남성의 모델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유스트'고지에르

는 티치아노x 그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조르조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조르조

네의 사후 미완성으로 남아 있던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조르조네x 1.

 9fhhif H]bX& Early Italian Engraving: A Critical Catalogue with Complete 1,

Reproduction of All The Prints described (DcbXcb4 IiUf]hWh fcf CbcYXlYf& 13-2)& 
-,0'-03(

 <Uj]X JcgUbX& t?]cf[]cbY& NYb]WY& UbX LhY HUghcfUl LfUX]h]cb&u ]b Places of 1-

Delight: The Pastoral Landscape, YX( JcVYfh ;Uff]hn& DUkfYbWY ?ckf]b[& UbX 
<Uj]X JcgUbX (OUgh]b[hcb4 LhY Hh]l]ddg ;cllYWh]cb& 1322)& -0'./5 <Uj]X JcgUbX& 
tHUghcfUl Lcdc]4 Gb hhY ;cbghfiWh]cb cf EYUb]b[ ]b DUbXgWUdY&u ]b The Pastoral 

Landscape, YX( Bchb Hibh (OUgh]b[hcb4 FUh]cbUl ?UllYfm cf 9fh& 133,)& 101'111(

 ;f]gh]Ub Bccgh'?Ui[]Yf& cd( W]h(&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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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류트를 잘 연주했었다는 점에서 작품 속에서 류트를 들고 있는 남성이 

조르조네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의 연주에 집중하고 있는 다른 남성은 

바로 티치아노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해석했다( 로스 킬패트릭은 두 남성을 고  

로마의 시인 프로『르티우스(KYlhig HfcdYfh]ig& /0)./'UfhYf 1/ :;)와 호라티

우스(Ii]bhig HcfUh]ig >lUWWig& 0/'2 :;)로 보고 이들 작품의 y 구절× 그림

의 세부를 비교했다(  이는 호라티우스와 프로『르티우스의 작품이 당시에 널1/

리 알려져 있었고 해석× 도판이 실린 책도 출z되어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킬패트릭은 작품 속 장면이 호라티우스의 시 v풍자 Satirae IIw (W( -0 

:;) 중 6시골 쥐와 도시 쥐의 이야기 A Tale of the Town and Country Mice7

를 의미하는 장면으로& 시골 시인이 도시 시인을 초청해서 즉흥시 경연을 벌이

는 장면이라고 해석했다( 이 때 붉은색의 화려한 옷을 입은 남성이 도시 시인인 

프로『르티우스를& 옆에 앉은 남성이 시골 시인인 호라티우스를 의미한다고 보

았다( 

본 논문은 이와  은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역할× 

그들의 관계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이 작품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필자의 해석은 

이 작품이 티치아노의 초기작이며 전원 풍경화의 한 작품임을 전제로 한다( 조

르조네를 시작으로 10세기 초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등장한 전원 풍경화는 

 은 시기에 유행한 목x 문학에 기반하고 있다( 목x 문학은 평화롭고 아름다

운 황금시 (?clXYb 9[Y)의 전원생활을 다룬 문학 장르로서& 목동들의 세계인 

아르카디아를 배경으로 한다( 많은 학자들은 특히 1/01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서 출z된 산나자로의 목x시(dUghcfUl dcYhfm) v아르카디아wx 6전원 음악회

 Jcgg C]ldUhf]W_& tHcfUh]Ub DUbXgWUdY ]b hhY DcijfYsg t;cbWYfh WhUadêhfYu&u 1/

Artibus et Historiae ,1& bc( .1 (,000)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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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제작에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 보았다(  티치아노의 지인이었던 출판업자 10

루도비코 돌체(DiXcj]Wc <clWY& 1/02)1/10'1/02)는 t티치아노x 산나자로의 

v아르카디아w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만들었다u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티치아11

노는 산나자로의 초상화 (도 .)를 그려주는 등 그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도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나자로의 v아르카디아w는 6전원 음악회7를 해

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재해석하기 위해 먼저 제 AA 장에서는 화면의 왼쪽에 서 있는 여

성의 정체와 역할에 해 분석할 것이다( 그녀는 사y형 석조(��)에 기 어 

서서 투명한 주전자에 담긴 물을 석조 안에 붓고 있다( 기존 연구는 그녀의 행동

을 근거로 그녀를 샘의 님프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 

주로 묘사되었던 샘의 님프 이미지는 이와 다르다( 개 샘의 옆에서 누워서 쉬

거나 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따라서 6전원 음악회7 속 왼쪽 여성은 샘의 

님프x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그녀x 기 어 서 있는 석조를 분수x 아

닌 석관(��)이라 해석한다( 이것이 분수x 아니라 석관이라면 왼쪽 여성이 샘

의 님프x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석관에 물을 붓는 왼쪽 여성은 죽음을 애

도하는 의미에서 석관에 물을 붓는 고 의 장례 의식을 연상시킨다( 즉 그녀는 

아르카디아에 존재하는 삶× 죽음의 비극을 암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목동들의 세계인 아르카디아에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쉽

 v아르카디아wx 6전원 음악회7의 제작에 영감을 주었다고 주장한 학자들은 다음× 10

 다( <Uj]X JcgUbX& cd( W]h(5 Hh]l]dd >Yhl& Decorum and Wit: The Poetry of 

Venetian Painting (N]YbbU4 AJK9& 133,)5 HUil HcVYfhcb& tLhY HUghcfUl cf >êhY 

WhUadêhfY ]b hhY YUflm K]lhYYbhh WYbhifm&u ]b Titian 500, Studies in the History of 
Art ./& YX( BcgYdh EUbWU (OUgh]b[hcb4 FUh]cbUl ?UllYfm cf 9fh& 133-)5 HUil 
BcUbb]XYg& Titian to 1518 (FYk HUjYb4 QUlY Mb]jYfg]hm HfYgg& ,001)5 MbU JcaUb 
<sEl]U& The Poetics of Titian’s Religious Paintings (;UaVf]X[Y4 ;UaVf]X[Y 

Mb]jYfg]hm HfYgg& ,00/)(

 Hh]l]dd >Yhl& ]V]X(&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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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베네치아에서 출z되어 당 에 큰 인기를 끌었던 

프란체스코 콜론나(>fUbWYgWc ;clcbbU& 1.--)1.-.'1/,1)의 로맨스

(fcaUbWY) v폴리필루스의 꿈 Hypnerotomachia Poliphiliw (1.33)× 산나자

로의 목x시 v아르카디아w에서 이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제 AAA 장에서는 붉은색의 옷을 입고 화면의 x운데에 앉아 류트를 들고 있

는 귀족 남성에 해 알아보고 다른 인물들×의 관계에 해 논할 것이다( 그x 

배치된 구도와 표현 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작품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은 오직 이 남성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때 나체로 표현된 두 여성은 물

론이고 그의 옆에 앉아 있는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 또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본다( 두 남성이 귀족× 목동이라는 분명히 다른 계급으로 묘사되어 

있고 표현 기법에서도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목x적인 세계를 다룬 작품에

서 계급이 분명히 차이나는 인물들끼리 어울리는 장면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은 중요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귀족 남성이 들고 있는 류트와 오른쪽 

여성이 들고 있는 플루트x 연주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이 귀족 남성

의 내면 속 상상의 세계임을 암시하는 장치라고 해석할 것이다( 나아x 자신의 

내면세계에 빠져있는 귀족 남성의 앞에 나타난 두 여성은 그에게 갈등을 불러일

으키는 알레고리적 인물들이라고 주장한다( 세 인물은 서로 조적인 구도로 배

치되어 있다( 이때 왼쪽 여성은 아르카디아에 존재하는 삶× 죽음의 비극을 의

미하며 오른쪽 여성은 아르카디아의 복락(��)을 의미한다고 본다( 즉 귀족 남

성은 두 여성이 상징하는 아르카디아에서의 삶의 두 x지 속성 사이에서 갈등하

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AN 장에서는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의 존재와 역할에 해

서 논의한다( 상술했듯이 그x 귀족 남성× 분명히 다른 계급이고 다른 차원에 

속하는 존재라고 해석한다면 두 남성이 서로 얼굴을 맞 고 친밀하게 앉아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현 방식에서도 두 남성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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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서로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두 남성의 자세와 얼굴 표현을 종합

해 볼 때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은 귀족 남성의 자아x 투영된 존재라고 주장할 

것이다( 아르카디아의 비극× 복락 사이에서 갈등하는 귀족 남성에게 자신의 진

정한 내면을 보여주는 자아x 아르카디아의 목동으로 재현된 것이다( 이처럼 작

품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예를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작x의 자아를 투영한 주인공이 나타나는 문학 작품

을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v아르카디아w의 주인공인 목동 신체로는 작x인 

나폴리의 귀족 산나자로의 자아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작품의 주인공이 아르카디아 목동으로 표현된 초상화 작품이 있다( 이는 

당시의 지식인 예술x들 사이에서 아르카디아 목동에 자신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자기 인식의 도구인 거울을 주제로 하는 티치아

노의 작품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6전원 음악회7의 귀족 남성이 마치 거울을 

보듯이 옆의 남성을 바라보는 모습을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x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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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왼쪽 yp 

1. m의 님프 

이 작품을 해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두 여성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점에 주

목했다( 복장을 갖춰 입은 남성들× 달리 나체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현

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존재로 보았다( 두 남성이 음악을 연주하

는 x운데 시와 음악의 창작에 영감을 주는 뮤즈들이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특

히 화면 왼쪽에 서 있는 여성은 r샘의 님프s로 이해되어 왔다 (도 /)(  투명한 주12

전자에 담긴 물을 쏟아 부어 시의 창작에 영감을 불어 넣는다는 것이다( 이 때 

그녀x 붓는 물은 고  신화 속 아폴론 신(9dcllc)× 3명의 뮤즈들이 살고 있는 

파르나소스 산(Ecibh HUfbUggig)에 위치한 샘의 물이다( 이 샘은 예술적 영감

의 원천이라 알려져 있는 카스탈리아 샘(;UghUl]Ub Kdf]b[)이다( r전원 음악회s

라고 해석되어온 이 작품의 주제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일견 타당해 보인

다( 그러나 이에 앞서 샘의 님프 이미지x 당  예술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

지 검토할 필요x 있다( 

1/'10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던 샘의 님프 이미지는 6전원 

음악회7의 왼쪽 여성처럼 서서 물을 붓는 자세x 아니었다( 샘의 님프는 체로 

 당 인들에게 뮤즈는 샘의 님프와 동일한 존재로 여겨졌다( 뮤즈x 파르나소스 산에 12

있는 카스탈리아 샘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질리오 그레고리오 지랄디(?][l]c ?fY[cf]c 
?]fUlX]& 1.13'1//,)는 1/03년 v음악 신태그마 De music syntagmaw에서 뮤즈는 본

래 님프였으며 나중에서야 뮤즈로 불리게 되었다고 정의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El]gUVYhh EUW<ci[Ull& tLhY KlYYd]b[ Fmadh4 Gf][]bg cf U 
HiaUb]gh >cibhU]b LmdY&u Art Bulletin /1& bc(- (KYdhYaVYf 131/)4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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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샘의 옆에서 누워서 쉬거나 자고 있는s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 유형의 님프13

는 조반니 안토니오 캄파노(?]cjUbb] 9bhcb]c ;UadUbc& 1.,3'1.11)x 쓴 라

틴어 시에서 처음 등장한다( 

나는 이 곳& 성스러운 샘의 님프이다& 

물이 잔잔히 흐르는 x운데에 나는 잠들어 있다( 

나의 잠을 내어주고& 부드럽게 동굴을 밟아라& 

침묵 속에서 물을 마시거나& 몸을 물에 담그어라(  ,0

이 시는 샘의 님프를 성스러운 샘이 있는 동굴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묘사

한다( 1201년 테오도르 몸젠은 이 시x 고  그리스x 아니라 르네상스 시기인 

1.00년 에 캄파노에 의해 창작된 시라는 점을 밝혀냈다(  그러나 당 의 사람,1

들은 이를 고 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시라고 생y했고 이 내용에 권위를 부여했

다(  캄파노x 묘사했던 것처럼 님프를 주로 샘의 옆에 누워 쉬거나 잠든 모습,,

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DYcbUfX :Uf_Ub& Unearthing the Past: Archaeology and Aesthetics in the Making 13

of Renaissance Culture (FYk HUjYb4 QUlY Mb]jYfg]hm HfYgg& 1333)& ,-1q,.1(

 원문은 다음×  다( ,0

tHi]ig bmadhU lcW]& gUWf] WighcX]U fcbh]g& 
<cfa]c& Xia VlUbXUY gYbh]c aifaif UeiUY( 
HUfWY aYia& ei]gei]g hUb[]g WUjU aUfacfU& gcabia 
JiadYfY5 g]jY V]VUg& g]jY lUjYfY hUWY(u 
Ghhc Cifn& tHi]ig FmadhU DcW]4 9 HgYiXc';lUgg]WUl AbgWf]dh]cb UbX U <fUk]b[ Vm 

<üfYf&u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10& bc( - (13/-)4 
110'111(에서 재인용( 필자 옮김(

 LhYcXcf EcaagYb& Corpus Inscriptionum Latinarum, jcl( NA (:Yfl]b4 :Yfl]b',1

:fUbXYbVif[]gWhY 9_UXYa]Y XYf O]ggYbgWhUfhYb& 120-)(

 El]gUVYhh EUW<ci[Ull& cd( W]h(&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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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있는 샘의 님프 이미지는 특히 자신의 팔로 머리를 받치고 옆으로 

길게 누워 있는 자세로 그려졌다( 이는 고  신화 속 인물인 r잠든 아리아드네

(KlYYd]b[ 9f]UXbY)s의 자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도 0)( 샘의 님프와 아리

아드네를 연결하는 표현은 이미 고  로마에서부터 존재했다(  고  로마의 목,-

x시 시인 프로『르티우스(HfcdYfh]ig& W( /0)./'1/ :;)는 자신의 애인을 t마

치 해변에 누워 있는 아리아드네& 바위에서 풀려난 안드로메다(9bXfcaYXU) 또

는 강x에 누워 있는 님프와  다u고 표현했다(  고  로마의 정치인이자 저술,.

x인 (�) 플리니우스(?U]ig Hl]b]ig KYWibXig EUjcf& ,-'13 9<)는 이러한 

자세를 한 인물을 x리켜 t누워서 쉬고 있는 인물(9bUdUicaYbU])u이라고 분류

하기도 했다(  이는 르네상스 시기 샘의 님프 이미지x 옆으로 길게 누워 있는 ,/

아리아드네의 특정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은 형태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고 의 전

통에도 의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샘의 님프를 누워서 쉬고 있거나 잠든 모

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1.00년  캄파니의 라틴어 시에서 촉발되

었으나 온전히 그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고 로부터 시작해 당 에 널리 사용

되었던 이미지를 시로 다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리아드네의 누워 있는 자세와 결합한 샘의 님프 이미지는 1/'10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크게 유행했다( 특히 정원의 분수를 장식하는데 핵심 주

제x 되었다(  분수는 님프x 누워 있는 카스탈리아 샘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매,0

 El]gUVYhh EUW<ci[Ull& cd( W]h(& -01(,-

 HUfclX :ihlYf& Propertiu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DcbXcb4 O]ll]Ua ,.

HY]bYaUbb& 131,)& 3(

 Hl]bm hhY ElXYf& Naturalis Historia& jcl( AP& hfUbg( HUff]g JUW_hUa (;UaVf]X[Y 4 ,/

HUfjUfX Mb]jYfg]hm HfYgg& 13/,)(

 El]nUVYhh EUW<ci[Ull& Fountains, Statues, and Flowers: Studies in Italian ,0

Gardens of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UaVf]X[Y4 HUfjUfX 

Mb]jYfg]hm HfYgg& ,0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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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였기 때문이다( 잠든 님프x 조y된 분수를 중심으로 인공 동굴이나 산을 

만들어 장식하는 정원 양식을 님파에움(FmadhUYia)이라 부른다( 당시의 정원

은 고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장이자 고전 학문에 해 논하는 중요한 장소였

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원을 거닐며 인공적으로 재현된 파르나

소스 산의 카스탈리아 샘으로부터 예술× 학문의 영감을 얻었다(  이처럼 샘의 ,1

님프 이미지는 회화& 조y& 정원 장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나아x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로도 전파되었다( 그중 회화에서 샘의 님프 

이미지x x장 명확하게 나타난 예는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루카스 크라나흐(DiWUg ;fUbUWh hhY ElXYf& 1.1,'1//-)x 샘의 

님프를 다룬 작품 0점 (도 1'1,)은 이러한 유행을 보여주는 중요한 회화 자료이

다(  그는 약 1/1/년부터 1//0년까지 오랜 기z 동안 꾸준히 이 주제를 탐구했,2

다( 이 작품들에는 공통으로 넓은 야외를 배경으로 옆으로 길게 누워 있는 샘의 

 티치아노 또한 님파에움 양식으로 구성된 정원에서 지인들× 어울렸다고 전해진다( ,1

그는 베네치아의 유명한 문학 아카데미였던 알딘 아카데미(9lX]bY 9WUXYam)의 회원들
× x까웠다( 아카데미의 멤버이자 티치아노의 오랜 친구인 피에트로 벰보(;UfX]bUl 
H]Yhfc :YaVc& 1.10'1/.1)는 파두아(HUXiU) 외곽에 정원을 x지고 있었으며 아졸로 
성(9gclc ;UghlY)의 정원에 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다수의 글을 통해 티
치아노와 지인들 사이에서 정원 문화x 퍼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
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UfclU FUiaYf& t?UfXYbg UbX ?fcjYg( LhY AbfliYbWY cf 
DUbXgWUdY 9fWh]hYWhifY ]b HU]bh]b[g Vm EUbhY[bU UbX L]h]Ubu (Hh< X]gg(& 
>lcf]XU KhUhY Mb]jYfg]hm& 1332)& 1..'1/0(

 10세기 이전 이탈리아에서 6샘의 님프7라는 주제를 다룬 회화 작품은 찾기 어렵다( ,2

이는 10세기 이후 독일에서 많이 발견된다(  크라나흐는 물론이고 알브레히트 뒤러

(9lVfYWhh <üfYf& 1.11'1/,2) 또한 우물x에 누워 있는 님프를 그린 드로잉 작품
(1/1.& Cibghh]ghcf]gWhYg EigYia& N]YbbU)을 남긴 바 있다( 티치아노의 6전원 음악회
7와 제작 시기와 지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6샘의 님프7라는 주제로 오랜 기z 꾸준히 작
품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크라나흐의 6샘의 님프7 연작이 이 주제의 유행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크라나흐x 작품 6루크레치아 Lucretia7 
(1/-0)에서 조르조네풍의 기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1/03년에 베네치아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tDiWfYh]U&u LhY JcmUl 
;cllYWh]cb Lfigh& hhhdg4))kkk(fWh(i_)WcllYWh]cb).000/0)liWfY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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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프x 등장한다( 그녀와 함께 등장하는 카스탈리아 샘은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

타난다( 푸토(dihhc)의 입에서 물을 뿜어내는 원형의 분수x 되거나 남성 조y

상이 있는 직사y형의 분수x 되기도 한다( 때로는 바위의 좁은 틈을 비집고 나

온 물이 모여 샘이나 호수x 된다( 동굴의 천장에서 뿜어져 나와 땅으로 흘러넘

치는 물은 분명히 님파에움을 암시하는 요소이다( 카스틸리아 샘은 다양하게 표

현되었지만& 님프의 자세는 모든 작품에서 동일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녀는 

오른팔을 세워 자신의 머리를 받치고 왼팔은 허벅지에 자연스럽게 올린 채 옆으

로 누워있다( 0점의 작품 중 후기 .점에서 성욕(Dilif]U)을 상징하는 바위자고

새(fcW_ dUfhf]X[Y)x 함께 등장하면서 관능성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샘의 님

프라는 정체성은 그 로이다(  이처럼 샘의 님프를 다룬  크라나흐의 작품 0,3

점은 이 주제x 오랜 기z 인기를 끌었고 이를 표현하는 핵심 요소는 님프의 누

워 있는 자세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편 티치아노는 이 자세를 다른 주제의 작품에서 사용했다( 여성의 관능

성을 강조한 누드화x 그것이다(  크라나흐의 6샘의 님프7 연작처럼 이 작품

들도 주제와 배경에서 조금씩 차이x 있지만& 옆으로 길게 누워 있는 자세는 동

일하다( 이는 조르조네(?]cf[]cbY& 1.12'1/10)의 6잠자는 비너스 Sleeping 

Venus cf Dresden Venus7 (W( 1/10) (도 1-)에서 시작해서 티치아노의 6우르

비노의 비너스 Venus of Urbino7 (1/-.) (도 1.)& 6연주자와 함께 있는 비너스 

Venus with a Musician7 연작 (도 1/'13)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전하여 베네

 E]WhUYl D]YVaUbb& tGb hhY AWcbc[fUdhm cf hhY Fmadh cf hhY >cibhU]b Vm DiWUg ,3

;fUbUWh hhY ElXYf&u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1 (1302)4 

.-1(

'   '1.



치아 회화를 표하는 주제x 되었다(  누워 있는 여성의 단독 나체상은 당시 -0

회화에서 드문 주제였다( 그러나 비너스를 이 자세로 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

다( 1.33년 베네치아에서 출z된 프란체스코 콜론나의 로맨스 v폴리필루스의 

꿈w에 수록된 삽화 (도 ,0)에는 아리아드네와 비너스 이미지의 혼용이 나타난

다(  바쿠스(:UWWhig)의 추종자인 사티로스(KUhmf)x 누워 자고 있는 나체의 여-1

성에게 다x와 옷을 들치는 것으로 보아 이 여성은 분명히 아리아드네이다( 그

러나 이 삽화에는 비너스를 의미하는 t만물의 어머니(MANTΩN TOKAΔI)u라는 

문구와 그녀의 상징인 비둘기x 함께 새겨져 있다( 잠자는 아리아드네와 비너스

의 이미지x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누드화 외에도 티치아

노는 6제우스와 안티오『 Jupiter and Antiope cf Pardo Venus7 (1/-/'1/.0) 

(도 ,1)와 6안드로스인들의 주신제 Bacchanal of the Andrians7 (1/,-'1/,.) 

(도 ,,)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여성을 등장시켰다( 작품의 맥락상 6제우스

와 안티오『7의 여성은 아리아드네로& 6안드로스인들의 주신제7의 여성은 님프

로 해석된다( 즉 티치아노는 샘의 님프를 의미하는 자세와 이 자세의 의미를 정

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샘의 님프를 표현하는 형식은 옆으로 누워서 쉬거나 자고 있는 자

세x 중심이었다( 여기에 카스탈리아 샘을 상징하는 분수나 샘& 강 등이 함께 나

타난다(  크라나흐의 6샘의 님프7 연작이 좋은 예이다( 1.00년  캄파노의 시

로 촉발된 이 이미지는 회화는 물론이고 문학& 조y& 정원 장식 등 다양한 분야

 <Uj]X BUffé& YX(& Titian (DcbXcb4 LhY FUh]cbUl ?UllYfm ;cadUbm& ,00-)& 1-( 조-0

르조네의 6잠자는 비너스7는 본래 조르조네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1/10
년 조르조네의 사후 티치아노x 완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다음의 학자들은 티치아
노x 작품의 배경× 하늘은 물론이고 비너스도 그렸다고 주장한다( HUil BcUbb]XYg& cd( 
W]h(& 120'1215 EUf]U Dch& Titian Remade: Repeti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Early Modern Italian Art (Dcg 9b[YlYg4 ?Yhhm HiVl]WUh]cbg& ,001)& 12'135 KhY]lU 
HUlY& Titian: His Life (FYk Qcf_4 HUfdYf HfYgg& ,01,)& 30'31(

 >fUbWYgWc ;clcbbU& Hypnerotomachia Poliphili (NYb]WY4 9lX]bY HfYgg&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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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뤄졌다( 앞서 언급했던 작품들을 볼 때 티치아노 또한 샘의 님프를 잘 알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전원 음악회7에서 샘의 님프라 해석되었던 

여성의 자세는 이와 다르다( 그녀는 일어서서 사y형 석조에 기 어 그 안에 물

을 따르고 있다( 물을 붓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이 여성을 샘의 님프로 해석했

던 기존의 연구는 그녀의 자세x 당시에 주로 표현되었던 이미지와 다르다는 사

실을 z×했다( 앞서 언급했던 당시의 문학적& 회화적 작품에서 묘사된 샘의 님

프 이미지와 비교해볼 때 필립 펠× 패트리샤 에건이 근거로 제시했던 포에지아

를 표현한 타로카드 이미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물

을 붓는 자세만으로 이 여성을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님프라 보기는 어렵

다고 생y한다( 

2. 분r가 t닌 oR 

1/'10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유행했던 샘의 님프 이미지는 공통적인 자세

와 배경을 x진다( 님프는 카스탈리아 샘을 의미하는 자연의 샘 또는 인공적인 

분수의 옆에서 누워서 쉬거나 자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할 때 6전원 

음악회7에서 화면의 왼쪽에 서서 물을 붓고 있는 여성은 당시에 주로 나타났던 

님프 이미지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여성이 물을 부어 넣고 있는 구조물 (도 /)이 

분수인x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분수x 아니라면 이 구조물은 무엇이며 이에 물

을 붓는 여성의 정체와 그 행위x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질문이 확장되어야 한

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 사y형 석조는 분수& 우물& 수반(�)& 세례반(���)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모두 물× 관련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수에 물을 채

우는 수원(�)도 없고 채워진 물을 뿜어내는 장치도 없으며 석조의 안쪽이 보

이지 않아 물이 채워져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오직 투명한 주전자에 담긴 물을 

석조에 붓는 여성의 행위만이 그려져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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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티치아노의 6천상의 사랑× 세속의 사랑 Sacred and Profane 

Love7 (1/1.) (도 ,-)×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진다( 커다란 석조x 화면의 중앙

을 차지하고 있다( 두 명의 여성이 석조의 x장자리에 앉아 있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x운데에 있는 큐피드(;id]X)는 요동치는 물결이 보일 정도로 석조

에 x득 찬 물을 세차게 휘젓고 있다( 이 물은 석조의 긴 쪽 옆면에 달린 주둥이

를 통해 흘러나와 지를 적신다( 그 앞에는 노란 꽃× 장미 덩굴이 피어있다( 

이 꽃들은 석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머금어 새로운 꽃을 피울 것이다( 석조

를 x득 채운 물× 물이 뿜어져 나오는 주둥이x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히 분

수이다( 반면 6전원 음악회7의 석조는 분수라고 볼 수 있는 요소x 없다( 단순한 

사y형 모양이다( 6천상× 세속의 사랑7의 석조처럼 이를 장식한 부조(	�)도 

없어 암시하는 바를 짐작할 수도 없다( 또한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에게서 잊혀

진 듯한 낡은 모습을 하고 있다( 석조의 몸체를 이루는 돌 일부는 검게 색이 변

했고 얼룩진 부분도 있다( 

흥미롭게도 이는 티치아노의 다른 작품인 6성모 승천 Assumption of the 

Virgin7 (1/-0'1/-/) (도 ,.)× 6그리스도의 부활 Resurrection7 (1/.,'

1/..) (도 ,/)& 6그리스도의 매장 Entombment7 (1//3) (도 ,0)에 나오는 죽은

이를 매장하는 고  로마의 r석관(gUfWcdhU[ig)s× 유사하다( 이 작품들에 등장

하는 석관들은 전체적인 모양이 사y형이고 테두리를 덧 어 직사y형의 모서

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6전원 음악회7의 석조와 비슷하다( 물론 석관을 x득 

채운 물× 물을 뿜어내는 주둥이도 없다( 즉 6전원 음악회7의 석조는 6천상× 

세속의 사랑7의 분수와는 달리 석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분수x 

아니라 석관이라면 물을 붓는 여성은 샘의 님프x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당시의 문학적 전통 역시 이 구조물이 석관이라는 암시를 준다( 또한 이를 

통해 여성의 행위x r아도니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비너스s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프란체스코 콜론나의 v폴리필루스의 꿈w에는 비너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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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니스 신화 이야기x 등장한다(  이는 주인공인 폴리필루스(Hcl]dh]lc)와 그의 -,

연인 폴리아(Hcl]U)x 아도니스의 무덤(LcaV cf 9Xcb]g)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다( 그들× 함께 있던 님프는 비너스x 아도니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매년 봄이 

되면 아도니스의 석관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 물은 주

둥이를 통해 석관에서 흘러나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낸다( 이 내용은 두 점

의 삽화와 본문 내용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나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공경할 만한 물체를 보았다( 우리와 신성

한 님프는 경건하게 우리의 존경심을 표현했다( 그것은 매우 경이롭

고 신비함으로 x득했다( 무덤× 유사하며 /피트의 길이에 너비는 

그것의 1,분의 10이었고 높이는  았다( 받침돌× 처마는 yy /인

 콜론나의 v폴리필루스의 꿈w은 당시에 큰 인기를 끈 작품이었다( 또한 다수의 학자-,

는 이 작품이 6전원 음악회7와 6천상× 세속의 사랑7의 제작에 영감을 주었다고 주장했
다( 이를 주장한 학자들은 다음×  다( Di][] KhYfUb]b]& Il motivo della Tempesta di 

Giorgione (HUXiU4 DUj]b]U& 13//)5 KUljUhcfY KYhh]g& Giorgione’s Tempest: 
Interpreting the Hidden Subject, hfUbg( EllYb :]UbWh]b] (;UaVf]X[Y4 Hcl]hm HfYgg& 

1330)5 E]WhYl HcWhaUbb& t9llé[cf]Y Yh dcég]Y&u ]b A travers l’image: Lecture 

iconographique et sens de l’œuvre, YX( Kmlj]Y <YgeUfhY'JcgU (HUf]g4 Cl]bW_g]YW_& 
133.)5 BUmb]Y 9bXYfgcb& Giorgione: The Painter of Poetic Brevity (HUf]g4 EX]h]cbg 

>lUaaUf]cb& 1331)5 EUfm ?UffUfX& Brunelleschi’s Egg: Nature, Art, and Gender in 

Renaissance Italy (:Yf_YlYm4 Mb]jYfg]hm cf ;Ul]fcfb]U HfYgg& ,010)(

'   '12



치였다( 님프x 말하길 이 무덤은 사냥꾼 아도니스의 것으로 이 장

소에서 멧돼지에게 받혀 죽었다고 한다(  --

R···S 님프들은 우리에게 유창하게 설명했다( t이 장소는 x장 신비

스럽고 경건한 장소이다( 매년 /월이면 신성한 어머니(NYbig& hhY 

<]j]bY EchhYf)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id]X)이 이곳에 온다( 성

스러운 찬란함× 깨끗한 제물 그리고 그녀의 하녀들× 함께 R···S 여

신은 첫 번째로 이곳으로 걸어와 무덤에서 장미 덤불을 경건하게 

들어 올린다( 그녀는 손뼉를 쳐서 우리 모두를 신성한 샘으로 불러 

모은다( 그리고 흐르는 샘물에서 물을 퍼 올린다( 여신은 홀로 남아 

마르스(EUfg)에게 죽임을 당한 사랑하는 연인 아도니스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목욕을 한다( 그리고 샘에서 걸어 나와 무덤 위에 

 원문은 다음×  다( --

tIi]j] gchhc a]fU] ibU jYbYfUbXU fUWhifU( DU eiUlY eiYghY X]jY FmadhY Yh bi] 
X]jchUaYbhY fYjYf]ggYac ibc a]fUjY[l]cgc Yh X] amghYf]c dlYbc ghUjU XYdihUhc hUlY 
gYdilWhfc dYX] ei]bUf]] ]b lcb[]hiX]bY& Yh ]b lUh]hiX]bY XYlhUbhY UlhfU hUbhc lYjUhc 
YlWligc ]l gcWWc& Wia lU Wcfcb]WYhhU& WhY YfU ei]bWibW]c& ]l eiUlY hiailc X]ggYfcb lY 
FmadhY YggYfY XYl jYbUhcfY 9XcbY& ]b eiYl lcWc XUl XYbhUhc 9dfc ]bhYfYadhc( Eh ]b 
eiYghc lcWc Yh]Ua g]a]laYbhY lU KUbWhU NYbYfY igWYbXc X] eiYghc fcbhY biXU& ]b 
eiYll] fcgUf]] lUbW]bcj] lU X]j]bU KifU& dYf gcWWcffYfY eiYllc XUl nYlchmdc EUfhY 
jYfVYfUhc Wia jilhicgU fUW]U Yh ]bX][bUhU& Yh Wia Ub[cfY XsUb]ac(u 
>fUbWYgWc ;clcbbU& Hypnerotomachia Poliphili (NYb]WY4 9lX]bY HfYgg& 1.33)& -1-( 

필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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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젖은 눈물을 뿌린다( 눈물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우리는 모

두 슬픔으로 울부짖는다(u  -.

위의 인용문에는 t샘물에서 물을 퍼 올린다u는 내용은 있으나 물을 석관에 붓는

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이 내용× 함께 실려있는 삽화 두 점 (도 ,1& ,2)은 아

도니스의 석관에 x득 찬 물이 석관에 붙은 주둥이를 통해 다시 흘러나오는 장

면을 보여준다( 비너스x 신성한 샘에서 퍼 올린 물을 아도니스의 석관에 부었

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석관의 주둥이를 통해 흘러나온 물은 정육-/

y형의 인공 샘에 다시 고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샘 주변으로 꽃× 풀& 나무x 

자라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 폴리필루스와 폴리아는 바로 이 정원에서 놀고 있

던 님프들× 만난 것이다( 석관에 물을 부어 아도니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

는 아도니스 숭배신앙(;ilh cf 9Xcb]g)에 기반한 행위이다(  이는 아도니스x -0

 원문은 다음×  다( -.

tDY ]bWlmhY FmadhY Wia UffUV]lY fUWibX]U U bc] X]ggYfcb( KUd]UhY WhY ]l dfUYgYbhY 

lcWc è  amghYf]cgc& Yh X] aUl]ac jYbYfUhc WYlYVYff]ac& Yh ]b cab] Ubbc 

Ubb]jYfgUf]UaYbhY ]l df]X]Ubc Xì XYllY WUlYbXY X] EU[]c& jYb] ei]j] lU <]j]bU aUhfY& 
Wia ]l X]lYWhc f]l]c Wia X]j]bU dcadU X] lighfUh]cbY ··· Eh UX [l] ]X] ibsUlhfU f]UhU lU 
XYU Wia ]l acXc df]ac fYhcfbUbXc( E X]WY WhY X]jchUaYbhY lU Wcb[Yf]Y fcgUf]U XUl 
gYdilWhfc X]achU& ]bhfc ]l fcbhY Wia X]jc dlUigc hihhY gdUf[YfY(Eh dfc]YWhY dYf ]l 
f]jilc Ya]ggUf]c Xs]bX] gcbc UgdcfhUhY( <UdcgW]U WhY lU X]j]bU <ca]bU gcl]hUhU bYl 
fcbhY lUjUhcgY& Yh Xs]bX] igW]hU& ]hYfUhc ]b WcaaYacfUh]cbY Yh aYacf]UlY Uacfcgc 
X]l VUhihc WUfc Yh X]lYWhc 9XcbY XU EUfhY& Wia [l] cWh]] giWW]X] Ul gYdilWhfc gidYf 
]b]YWhU UadlYlUVcbXU Wia lUWhfmaY YaUbUbhY lY fcgYY [YbY Wchia]XilUbhY Yh hihhY 
bi] Wia d]dUh]cbY lUaYbhUV]lY d]YhcgUaYbhY dlcfU ··· (u 
>fUbWYgWc ;clcbbU& cd( W]h(& -10'-11( 필자 옮김(

 D]UbU XY ?]fclUa] ;hYbYm& t>fUbWYgWc ;clcbbUsg HmdbYfchcaUWh]U Hcl]dh]l]4 9 -/

?UfXYb cf FYcdlUhcb]W DcjY&u ]b The Italian Emblem: A Collection of Essays, 
Glasgow Emblem Studies 1, (,001)4 101(

 Ecb]WU ;mf]bc& Aphrodite: Gods and Heroes of the Ancient World (FYk Qcf_4 -0

JcihlYX[Y& ,0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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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다x 비너스의 눈물로 인해 아네모네 꽃(9bYacbY)으로 부활했다는 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원전 /세기 중반 아테네(9hhYbg) 여성들은 매년 

여름이면 아도니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씨앗을 심고 따뜻한 물을 부어 새로운 

싹을 피우는 장례의 축제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식물의 죽음은 아도니스의 운-1

명을& 식물의 성장은 아도니스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v폴리필루스의 꿈w에서 비너스는 아도니스의 석관에 물을 부어 그의 죽

음을 애도했다( 그리고 이 물은 주둥이를 통해 뿜어져 나와 새로운 생명을 자라

게 했다( 이는 아도니스 숭배신앙에 기원한 장례 의식이다( 6천상의 사랑× 세

속의 사랑7의 분수는 이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여기에는 생명× 부활을 -2

상징하는 물이 존재한다( 이는 분수 안의 물을 휘젓는 큐피드의 행동× 주둥이

 이 축제는 기원전 /세기 중반 아테네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기원전 0'1세기 그리-1

스 레스보스섬(DYgVcg)에서도 행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축제에 사용되는 씨앗은 
개 밀× 보리처럼 빨리 발아하거나 양상추나 회향(fYbbYl)처럼 빨리 성장하는 식물의 

것이었다( 여성들은 이를 작은 바구니나 도자기 조y에 담아 r아도니스의 정원(?UfXYb 
cf 9Xcb]g)s이라 부르는 곳에 심었다( 식물이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여성들은 아도니스
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한여름 ’거운 태양 볕 아래에서 씨앗은 빠르게 성장했고 그만
큼 빠르게 시들었다( 식물이 시들면 여성들은 자신의 옷을 찢고 x슴을 내리치며 큰소리 
우는 등의 장례 의식을 연출했다( 그리고 시든 식물을 들고 바다에 나x 아도니스 석상
× 함께 바다에 던지면서 축제를 마무리했다( OUlhYf :if_Yfh& Greek Religion 
(;UaVf]X[Y4 HUfjUfX Mb]jYfg]hm HfYgg& 132/)& 110'111(

 이를 주장한 학자들은 다음×  다( Dci]g Hcifh]We& Lajeunesse de Titien: Thèse -2

présentée à la faculté des lettres de l’Université de Paris (HUf]g4 D]VfUf]Y HUWhYhhY& 

1313)5 OUlhYf >f]YXlUbXYf& tDU L]bhifU XYllY fcgY (hhY KUWfYX UbX HfcfUbY DcjY) Vm 
L]h]Ub&u Art Bulletin ,0& bc( - (KYdhYaVYf 13-2)5 Efk]b HUbcfg_m& Studies in 
Iconology: Humanistic Themes in the Art of the Renaissance (FYk Qcf_4 GlfcfX 
Mb]jYfg]hm HfYgg& 13-3)5 JUWhYl E]gWhb]hnYf':YfbghY]b& t9 FYk AbhYfdfYhUh]cb cf 
L]h]Ubsg rKUWfYX UbX HfcfUbY DcjYs&u Gazette des Beaux-Arts ,- (13.-)5 JcVYfh 
>fYmhUb& tEjclih]cb cf hhY ;Uf]hUg >][ifY ]b hhY Lh]fhYYbhh UbX >cifhYYbhh 

WYbhif]Yg&u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11 (13.2)5 Ghhc 

:fYbXYl& t:cffck]b[g ffca 9bW]Ybh 9fh ]b L]h]Ub&u Art Bulletin -1& bc( , (BibY 

13//)5 EX[Uf O]bX& Pagan Mysteries in the Renaissance (FYk HUjYb4 QUlY 
Mb]jYfg]hm HfYgg& 13/2)5 Ei[YbY ;UbhYlidY& tL]h]Ubsg KUWfYX UbX HfcfUbY DcjY JY'
YlUa]bYX&u Art Bulletin .0& bc( , (BibY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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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흘러나와 지를 적시는 물로 증명된다( 그러나 6전원 음악회7의 석조는 여

전히 석관에 머물러 있다( 물을 붓고 있는 여성이 등장하지만& 그녀의 물은 석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석관을 x득 채운 물도& 물을 뿜어 내는 주둥이도 없

다( 따라서 이는 지를 적셔 생명을 피워낼 수 없다( 물을 붓는 여성이 아도니

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비너스를 암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면은 어떤 이의 석관

×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에서 멈춰있을 뿐이다(  따라서 6전원 음악회7의 -3

석조는 분수x 아닌 석관이며 이 여성은 샘의 님프x 아니라 죽음을 애도하는 

인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f가s와 l극p 

r죽음s이라는 주제는 사실 목x시 전통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목x

시는 이상향의 공z인 아르카디아를 배경으로 한다( 어떠한 의무나 구속도 없는 

평화로운 목동들의 세계인 아르카디아에 죽음이라는 비극이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르빈 파노프스키는 t좌절된 사랑× 죽음이라

는 인z 존재의 두 x지 기본적인 비극이 고  그리스 목x시에서 시작해서 르

 마이클 쿠르보지안은 고  로마 석관이 오직 r삶× 죽음s& r불멸× 필멸s의 비극성을 -3

강조하는 이야기로만 장식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잘 나타내는 주제는 불멸의 여신× 필
멸의 청년 사이의 비극적 사랑을 노래하는 신화 이야기였다( 그중에서도 조yx들은 특
히 r비너스와 아도니스s 그리고 r셀레네와 엔디미온(KYlYbY UbX EbXma]cb)s의 이야기를 
선호했다( 미처 어른이 되지 못하고 운명에 희생당한 젊은이의 죽음은 x장 비극적인 감
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나아x 존 데이비스는 아도니스 숭배에 함축된 r생명× 부
활s의 의미와 아도니스의 석관이 상징하는 r비극성s을 분명히 구분했다( 석관에 새겨진 
아도니스는 신의 사랑을 받은 자라도 인z이기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의 불x
피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도니스 석관이 생명× 부활의 이미지를 완전히 배제
한다고 주장했다( Bcb <Uj]Yg& tGj]Xsgs EjYf'jUfm]b[ >cfag4 ?fYY_ Emhhclc[]Yg& 
KUfWcdhU[] UbX hhY :cibXUf]Yg cf EcfhUl]hm&u ]b Death, Burial, and Rebirth in the 
Religions of Antiquity (DcbXcb4 JcihlYX[Y& 1333)& 1/1'1/35 E]WhUYl CccfhVcj]Ub& 
Myth, Meaning and Memory on Roman Sarcophagi (:Yf_YlYm4 Mb]jYfg]hm cf 

;Ul]fcfb]U HfYgg& 13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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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상스에 들어와 산나자로의 v아르카디아w에서 다시 부활했다u고 보았다(  .0

아르카디아에도 삶의 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르카디아x 고통스러

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인 동시에 비극이 존재하는 세

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르카디아에 있는 인물들은 이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

고 계속되는 비극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r삶× 죽음의 비극s이라는 

주제는 작품 속에서 특히 죽은 이의 무덤에서 그를 기리는 행위를 중심으로 전

개되었다( 죽은 목동의 무덤을 만들거나 장례 의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모르는 

이의 장례 행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장면이 등장한다( 6전원 음악회7에서 석

관에 물을 붓는 여성의 행위를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로 읽는 것은 이러한 맥락

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x능한 해석이다( 목x시 풍경이 묘사하는 아르카디아에

는 삶× 죽음의 비극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은 1/01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출z된 야코포 

산나자로의 v아르카디아w이다( 이 작품은 당시에 x장 유명한 목x시 작품이

었으며 프란체스코 콜론나의 v폴리필루스의 꿈w× 함께 10세기 베네치아에

서 일어난 목x시풍 회화의 유행을 이끈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발다사레 카스.1

틸리오네(:UlXUggUfY ;Ugh][l]cbY& 1.12'1/,3)는 t모두x 특정 시를 좋아했다( 

그것은 바로 산나자로의 시였다u면서 v아르카디아w의 인기에 증거x 되는 글

 Efk]b HUbcfg_m& t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4 푸생× 애x의 전통&u 시y 예술의 의.0

미& 임산 옮김 (서울4 한길사& ,01-)& ..2'..3( 이는 베르길리우스의 v목xw 중에서 
제/x와 10x를 말한다( 아르카디아에 내재되어 있는 삶× 죽음의 비극을 상징하는 아
르카디아의 무덤(LcaV cf 9fWUX]U)은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 제/x에서 다프니스
(<Udhb]g)는 연인의 배신으로 고통받다 죽음에 이른다( x족× 친구들은 그를 위해 묘
비를 세우고 추모식을 연다( 제10x에서 다프니스는 목동 갈루스(?Ullig)로 변신해서 
동료 목동들에게 나타난다( 여전히 사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에
게 목동들은 그의 고통× 죽음이 아르카디아 노래의 주제x 될 것이라며 그를 위로한다( 

N]f[]l& tLhY EWlc[iYg&u ]b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YX( Ecfh]aYf 9XlYf Yh 

Yl( (;h]WU[c4 Mb]jYfg]hm cf ;h]WU[c HfYgg& 13/,)& 11'1.& ,.',0(

 ;hf]ghcdhYf B( Fm[fYb& tLhY HmdbYfchcaUWh]U Hcl]dh]l] UbX AhUl]Ub 9fh W]fWU .1

1/004 EUbhY[bU& 9bh]Wc& UbX ;cffY[[]c&u Word & Image -1& bc( , (,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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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기기도 했다(  산나자로의 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삶× 죽음의 비극이.,

라는 주제는 시의 인기에 힘입어 이후 아르카디아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x 되었

다고 여겨진다(  v아르카디아w 속 관련 내용은 다음×  다( 목동× 님프x .-

어울려 노는 아름다운 세계인 아르카디아에서 팔레스 신의 축제(HUf]l]U)x 펼쳐

진다( 축제x 끝나고 마을로 돌아x던 목동들은 장례 의식 행렬× 마주하고 그

들× 합류한다( 

목동 안드로게오(9bXfc[Yc)의 유서 깊은 무덤의 주위를 돌며 춤추

고 있었던 열 명의 무리와 마주했다( 그들× 함께 우리는 이 우울한 

의식을 수행했다( R···S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한 인물이 율

동의 중앙에 서 있었다( 이는 푸른 잔디로 새롭게 장식된 고결한 무

덤에 x까웠다( 그러고 나서 고 의 관습에 따라 신선한 우유 두 병& 

축성 받은 피 두 병& 강하고 x장 고귀한 포도주 두 병 그리고 다양

한 색을 지닌 섬세한 꽃송이들을 그 안에 충분히 부어 넣었다( 부드

 :UlXUggUfY ;Ugh][l]cbY& Ii libro del cortegiano con una scelta delle opere minori, .,

YX( :fibc EU]Yf (Lif]b4 Mb]cbY L]dc[fUf]Wc& 1321)& ,/0(

 Efk]b HUbcfg_m& cd( W]h(&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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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고 평온한 방식으로 피리와 캐스터네츠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면

서 그는 죽은 목동에 한 긴 찬사의 노래를 불렀다(  ..

이 장면에서 장례 의식은 고 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 죽은 이의 무덤에 우유와 

피& 포도주& 꽃송이를 부어 넣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 이는 6전원 음악회7에서 

석관에 물을 붓는 여성을 연상시킨다( 투명한 주전자와 물로 치되었지만 그녀

의 행동은 위의 인용문에 보이는 장례 의식× 매우 유사하다( 앞서 논의했던 아

도니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석관에 물을 부어 넣는 비너스의 행위 또한 이러한 

고 의 장례 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아르카디아의 삶

× 풍경을 찬양하던 시는 이 장례 의식이 묘사되는 제/장을 기점으로 비극적인 

분위기로 변한다( 

결×적으로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방법을 몰랐고 그렇게 비참

한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나

는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혼자서 생y해보

 원문은 다음×  다( ..

tGjY hfcjUh] XU X]YW] jUWWUf]& WhY ]bhcfbc Ul jYbYfUbXc gYdclWfc XYl dUghcfY 

9bXfc[éc ]b WYfWh]c XUbnUjUbc& U [i]gU WhY gc[l]cbc gcjYbhY ] lUgW]j] KUh]f] dYf lY 
gYljY lU aYnnU bchhY gUlhUfY& UgdYhhUbXc WhY XU] j]W]b] f]ia] YgWUbc lY UaUhY F]bfY& 

bY dcbYaac Wcb lcfc ]bg]YaY U WYlYVfUfY ]l aYghc cff]W]c( <YseiUl] ib d]ù WhY [l] 
Ulhf] XY[bc ghUjU ]b aYnnc XYl VUllc dfYggc Ull'Ulhc gYdclWfc ]b ibc UlhUfY 
bicjUaYbhY fUhhc X] jYfX] YfVY4 Y ei]j]& gYWcbXc lc Ubh]Wc WcghiaY& gdUf[YbXc Xic 
jUg] X] bcjc lUhhY& Xic X] gUWfc gUb[iY& Y Xic X] fiacgc Y bcV]l]gg]ac j]bc& Y Wcd]U 
UVVcbXYjclY X] hYbYf]gg]a] f]cf] X] X]jYfg] Wclcf]5 YX UWWcfXUbXcg] Wcb gcUjY Y 
d]Yhcgc acXc Ul gicbc XYllU gUadc[bU& Y XY'bUWWUf]& WUbhUjU X]ghYgUaYbhY lY lcX] 
XYl gYdclhc dUghcfY4 ···.u 
?]UaVUhh]ghU ;cfb]Ub]& YX(& tEWlc[U /&u ]b Arcadia di M. Jacopo Sanazzaro con la 

di lui vita (E]lUbc4 KcW]Yhà h]dc[fUf]WU XY';lUgg]W] ]hUl]Ub]& 1200)& /15 BUWcdc 
KUbbUnUfc& t;hUdhYf /&u ]b Arcadia and Piscatorial Eclogues, hfUbg( JUldh FUgh 

(<Yhfc]h4 OUmbY KhUhY Mb]jYfg]hm HfYgg& 1300)& /2'/3( 필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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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양한 종류의 비밀스러운(YgchYf]W) 죽음에 해 조사하기도 했

다( R···S 나의 슬픈 영혼이 내x x장 원하는 것에 해서 이렇게 주

저하지 않았더라면& 목을 매달거나 독을 마시거나 또는 칼로 베는 

진실한 방법으로 나는 나의 불행한 삶을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래서 이 갑작스러운 실행이 잘 정리된 충고로 축소되었을 때& 내 사

랑× 내 생y을 그들× 함께 남겨두리라 생y하면서 나는 나폴리

(FUdlYg)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했다(  ./

R···S 때때로 나는 고독한 곳에서 나의 문제들을 더 잘 생y해볼 수 

있도록 목동들의 세계에서 도망친다( R···S 내 마음속 x장 깊은 심

적 동요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나를 덮쳐온다( 내 안의 x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마음은 내 몸의 털 한 x닥도 제 로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진정으로 내x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심장이 너무나 강하게 고동치면서 나의 차x운 사지(
�) 위로 고

통스러운 땀이 나기 시작한다( 나의 슬픈 영혼이 이제 떠나려고 한

다는 것을 나는 두려워해야만 한다( R···S 나는 나의 행복을 키워달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줄여달라고 말한다( 그리고 

 원문은 다음×  다( ./

tHYf lU eiUl WcgU ]c bè X] UaUflU a] gUdYU X]ghfUYfY& bè X]acfUfY ]b gì a]gYfU j]hU a] 

[]cjUjU( <ibeiY dYf ilh]ac f]aYX]c X] d]ù bcb ghUfY ]b j]hU XYl]VYfU]5 Y dYbgUbXc 
aYWc XYl acXc& jUf]Y Y ghfUbY WcbX]n]cb] X] acfhY UbXU] YgUa]bUbXc4 Y jYfUaYbhY c 
Wcb lUWW]c& c Wcb jYlYbc& cjjYfc Wcb lU hU[l]YbhY gdUXU UjfY] f]b]h] l] a]Y] hf]gh] 

[]cfb]& gY lU XclYbhY Ub]aU XU bcb gc WhY j]lhà gcjfUdfYgU bcb fcggY X]jYbihU h]a]XU 

X] eiYl& WhY d]ù XYg]XYfUjU( LUl WhY& f]jclhc ]l f]Yfc dfcdcb]aYbhc ]b d]ù fY[clUhc 
Wcbg][l]c& dfYg] dYf dUfh]hc X] UVVUbXcbUfY FUdcl]& Y lY dUhYfbY WUgY& WYXYbXc fcfgY 
X] lUgW]UfY UacfY Y ] dYbg]Yf] ]bg]YaY Wcb eiYllY5 ···.u 
?]UaVUhh]ghU ;cfb]Ub]& YX(& tEWlc[U 1&u cd( W]h(& 1.'1/5 BUWcdc KUbbUnUfc& 
t;hUdhYf 1&u cd( W]h(& 1,( 필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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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들어주시든 말든 나는 슬픔에 잠긴 남자의 목소리로 갑작스러

운 죽음이나 좋은 일로써 이 고통을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   .0

생의 즐거움× 사랑에 해 노래하던 목동들은 장례 의식× 마주하고 죽음 앞에

서 동요한다( 주인공인 신체로(K]bWYfc)는 갑자기 이루지 못한 사랑에 한 집

착× 그로 인한 고통을 쏟아낸다( 사랑을 잃고 죽음을 결심했으나 실행하지 못

한 나약한 ×거의 자신을 후회하고 죽지 못해 사는 현실을 부정한다( 마지막 제

10장에서 신체로x 동료 목동들의 설득으로 안정을 찾고 진정으로 아르카디아

의 삶을 즐기기로 마음먹기까지 작품의 곳곳에는 죽음× 비극의 주제x 산재해

있다(  .1

이처럼 산나자로의 v아르카디아w는 삶× 죽음의 비극을 주요 주제로 다

루었다( 작품 속에서 목동들이 우연히 마주친 장례 의식은 그들에게 죽음의 존

 원문은 다음×  다( .0

tGl]fU U eiYghY WcgY a] gcjj]YbY& WhY fi[[YbXc hUlcfU ]c XUl Wcbgcfn]c XYs dUghcf]& 
dYf dchYf aY[l]c bYllY gcl]hiX]b] dYbgUfY Usa]Y] aUl] ··· E[l] a] j]YbY ibU hf]ghYnnU X] 
aYbhY ]bWifUV]lY& Wcb ibU WcadUgg]cbY [fUbX]gg]aU X] aY ghYggc& acggU XUllY ]bh]aY 
a]XcllY& lU eiUlY bcb a] lUgW]U dYlc jYfibc bYllU dYfgcbU& WhY bcb a] g] Uff]WW]5 Y 

dYf lY fUfffYXXUhY YghfYa]hà a] g] aicjY ib giXcfY Ub[cgW]cgc& Wcb ib dUld]hUfY X] 

WicfY gì fcfhY& WhY jYfUaYbhY g']c bc] XYg]XYfUgg]& hYaYfY] WhY lU XclYbhY Ub]aU gY bY 

jclYggY X] ficf] igW]fY ··· Y dYf bcb UbXUfY c[b] a]U dYbU dibhUlaYbhY fUWWcbhUbXc& 

b]ibU WcgU asU[[fUXU& billU fYghU bè []icWc a] diò bcb X]Wc UWWfYgWYfY X] lYh]n]U& 

aU gWYaUfY XYllY a]gYf]Y4 UllY eiUl] ]c dfY[c eiUlibeiY AXX]c YgUiX]gWY lY jcW] Xé 
Xclcfcg]& WhY c Wcb dfYghU acfhY& c Wcb dfcgdYfc giWWYX]aYbhc dcb[U f]iY(u 
?]UaVUhh]ghU ;cfb]Ub]& YX(& tEWlc[U 1&u ]b cd( W]h(& 10'115 BUWcdc KUbbUnUfc& 
t;hUdhYf 1&u cd( W]h(& 1-'1.( 필자 옮김(

 <Uj]X Ii]bh& Origin and Originality in Renaissance Literature: Versions of the .1

Source (FYk HUjYb4 QUlY Mb]jYfg]hm HfYgg& 132-)& /-'/25 HUhf]W]U Ea]gcb& Low 
and High Style in Italian Renaissance Art (JcihlYX[Y4 LUmlcf & >fUbW]g& 133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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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일깨운다( 여기서 죽음은 작품 속 인물들로 하여금 삶의 비극을 상기시키

는 요소이다( 6전원 음악회7의 석관× 죽음을 애도하는 여성 인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아름다운 전원 풍경× 악기를 든 인물들 속에서 이 여

성은 홀로 석관 옆에 서서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석관에 물을 붓고 있다( 그녀

는 아르카디아에도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인물이다( 나아x 죽

음이 촉발하는 삶의 비극적 측면을 상징한다( 이처럼 아르카디아에도 존재하는 

삶× 죽음의 비극은 아르카디아를 그린 후 의 회화 작품들에서도 중요하게 다

루어졌다( 6전원 음악회7와 마찬x지로 이 작품들에서도 석관은 죽음을 상징한

다( 구에르치노(?iYfW]bc& 1/31'1000)의 6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Et in 

Arcadia ego7 (1012'10,,) (도 ,3)와 니콜라 푸생(F]WclUg Hcigg]b& 1/3.'

100/)의 6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A7 (10,1'10,2) (도 -0)& 6아르카디아에

도 나는 있다 AA7 (10-1'10-3) (도 -1)x 그것이다( 목동들은 석관에 새겨진 t아

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u는 문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석관의 묘비명을 빌어 

죽음이 목동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한 때 아르카디아를 즐겼던 석관의 주인 또

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티치아노는 6전원 음악회7에서 .2

죽음의 존재를 상징하는 석관× 석관에 물을 붓는 여성을 등장시켰다( 이를 통

해 아르카디아에 존재하는 삶× 죽음의 비극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표현한 것

이다( 

 구에르치노의 작품× 푸생의 6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A7에는 석관은 물론이고 해.2

골도 등장한다( 여기서 해골은 메멘토 모리(EYaYbhc acf])를 상징한다( 죽음은 어디에
나 있으며 아르카디아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목동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푸생의 6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AA7에서는 해골이 사라졌으나& 석관× 석관에 새겨
진 문구x 여전히 남아서 죽음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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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T족 Vp 

1. T족 Vp의 동반자 

이 작품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들은 화면의 전면에서 작품의 중심을 이

루고 있다( 따라서 이 인물들의 행위와 관계x 그림을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실

마리x 된다( 기존의 연구는 남성× 여성을 구분했고 복장에 따라 남성들의 지

위를 r귀족s× r목동s으로 인식했다 (도 -,)( 그러나 귀족× 목동이라는 남성들 

z의 계급의 차이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를 다룬 연구로는 패트리샤 에

건의 논문이 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9f]ghchlY& -2.'-,, :;)의 v시학 .3

De poeticaw (W( --/ :;)을 예로 들어 귀족× 목동의 계급적 차이를 r예술적 

위계질서s로 해석했다( 귀족 남성은 우월한 예술(h][hYf Ufh)인 비극시와 서사시

를 의미하고 목동 남성은 열등한 예술(lckYf Ufh)인 풍자시를 의미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에건의 해석 또한 두 남성이 다른 계급에 속한다는 표면적이고 x장 

명확한 사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6전원 음악회7를 제외한다면 목

x시적 전원 풍경화에서 계급의 차이x 확연한 인물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면은 

찾기 어렵다( 목x시는 목동들의 세계인 아르카디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에서 등장인물의 부분이 목동이다( 레나토 포지올리는 목x적인 세계x 높은 

교육을 받은 남성들에 의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들을 주인공으로 내

세움으로써 역설적으로 사회화와 문명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성/0

을 지닌 인z으로서 부부나 x족×  은 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신분× 계급도 

 HUhf]W]U E[Ub& cd( W]h(& -00'-01(.3

 JYbUhc Hc[[]cl]& tLhY GUhYb >lihY4 EggUmg cb HUghcfUl HcYhfm UbX hhY /0

HUghcfUl AXYUlu (E9& ;UaVf]X[Y Mb]jYfg]hm& 1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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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6전원 음악회7에서는 귀족× 목동이라는 신

분이 분명히 다른 두 남성이 나란히 앉아 있다( 

계급의 차이는 복장의 차이로 알 수 있다( 화면의 왼쪽에 앉아 류트를 들

고 있는 남성은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성에 비해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다( 내의

와 겉옷& 조끼& 모자& 스타킹까지 모두 갖춰 입었으며 다양한 재질× 풍성한 옷

감의 사용으로 인해 화려한 차림새이다( 특히 r칼자(WUlnU)s라 불리는 두 x지 색

으로 되어 있는 긴 스타킹이 특징적이다( 그의 차림새는 전형적인 r콤파니아 델

라 칼자(;cadU[b]U XYllU ;UlnU)s의 복장이다(  이 단체는 궁정 기념행사나 카/1

니발& 결혼식& 연극 등 베네치아의 주요 행사를 조직하는 젊은 귀족들의 단체였

다(  그들은 두 x지 색으로 된 긴 스타킹을 신어 소속감을 드러냈다( 비토레 카/,

르파치오(N]hhcfY ;UfdUWW]c& W( 1.0/q1/,/)1/,0)x 그린 6영국 궁정으로 귀

환하는 사들 The Ambassadors Return to the English Court7 (1.3/'1/00) 

(도 --& -.)에는 이 단체 소속의 젊은 귀족이 등장한다( 사 환송식이라는 궁정

의 중요 행사에 참여한 그는 모자를 벗고 한쪽 무릎을 꿇어 정중한 자세를 취하

고 있다( 그 또한 콤파니아 델라 칼자의 복장인 두 x지 색으로 된 스타킹을 신

었다( 전체적으로 정교한 자수x 놓여 있어 매우 고급품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장으로 볼 때 6전원 음악회7의 류트를 들고 있는 남성 또한 이 단체의 일원이

며 당시 베네치아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베네치아의 

젊은 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6전원 음악회7에서 귀족 남성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성은 어떠한 

장식도 되어 있지 않은 수수한 차림새이다( 셔츠와 재킷이 전부이고 심지어 신

 >fUbçc]g :UfXcb& Le ‘Concert champêtre’, jcl( AA (HUf]g4 E( ;( EX]h]cbg& 1330)& /1

1,/(

 >fUbWc EUbW]b]& EUf]U EifUfc& UbX ElYbU HcjYlYXc& I teatri del Veneto, jcl( A /,

(NYbYn]U4 JY[]cbY XYl NYbYhc& 132/'133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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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 신지 않았다( 여기서 남성의 오른쪽 뒷배경에 나타나는 양 –를 끄는 목동

은 의미심장하다 (도 -/)(  배경에 있음에도 그는 매우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

다( 그의 복장은 상의& 하의& 신발& 망토& x방& 물통& 막 기까지 모두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다( 그x 모는 양 –에는 검은 양도 섞여 있고 그를 태웠던 

노새도 있다( 이에 비하면 귀족 남성 옆에 앉아 있는 남성은 옷차림이 수수하다

는 것 외에는 딱히 목동이라고 그의 정체성을 단정 지을 수 있는 요소x 보이지 

않는다( 티치아노의 다른 작품 6목동× 함께 있는 성 x족 The Holy Family 

with a Shepherd7 (W( 1/10) (도 -0)× 6성 카타리나와 토끼와 함께 있는 성 모

자 Madonna and Child with St. Catherine and a Rabbit7 (1/,/'1/-0) (도 

-1)에 등장하는 목동들 또한 뒷배경의 남성× 유사한 차림새를 하고 있다( 양치

는 막 기와 휴 용 물통은 물론이고 단순한 흰색의 옷 위에 조끼를 입은 복장

이 동일하다( 하지만 6전원 음악회7의 남성은 이와 다르다( 전형적인 목동의 복

장이 아니다( 사실 전경에 앉아 있는 남성을 목동이라고 볼 증거는 아무것도 없

다( 그를 목동으로 보는 해석에는 이 작품이 목동들의 세계인 아르카디아를 배

경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x 깔려있다( 양 –x 등장하는 들판을 배경으로 류트

와 플루트를 든 인물들이 모여 연주를 하고 있다( 류트를 든 인물은 당시에 활동

하던 베네치아 귀족 단체의 복장을 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허름한 차림의 남성을 

목동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해진 주제에 작품의 시y적 요소를 끼워 맞

추는 해석이므로 근거x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인물이 정체성

 로스 킬패트릭은 이 목동이 r전원 음악회s라는 주제를 강화하는 인물이라고 보았다( /-

그는 백파이프를 연주하고 있으며 옆에 있는 염소 –는 그의 음악에 귀 기울이고 있다
는 것이다( 이는 테오크리투스의 v목xw에서 제/& 2& 3x와 베르길리우스의 v목xw
에서 제-& 1x에 나오는 노래 경연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해럴드 웨디는 배경에 
등장하는 목동 이미지는 티치아노의 서명×도  다고 주장했다( 6전원 음악회7 외에 6
목동× 함께 있는 성 x족7× 6성 카타리나와 토끼와 함께 있는 성 모자7에 등장하는 
목동도 이와  은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다( Jcgg C]ldUhf]W_& cd( W]h(& 1,1'1-15 HUfclX 
OYhhYm& cd( W]h(&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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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백하고 현실 세계에 실재하는 목동이 아니라& 목동처럼 보이는 일종의 상

징×  은 인물이라고 생y한다( 

뚜렷한 계급의 차이를 보이는 복장은 물론이고 이를 표현하는 기법에서도 

두 남성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귀족 남성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은 그렇지 않다( 귀족 남성의 옷은 강렬한 붉은색으로 채

색되어 있다( 이는 케르메스(_YfaYg)라는 값비싼 염료에서 추출한 색이다( 당시

의 화x와 후원자 z의 계약서에는 작품의 높은 품질을 증명하는 요소로서 이 

색의 사용을 명시할 정도로 귀한 염료였다(  티치아노는 이를 귀족 남성의 모자/.

와 겉옷의 색으로 사용해서 그의 지위를 강조했다(  또한  은 붉은색이라도 건//

조한 느낌을 주는 모자와 달리 겉옷에는 광택을 더함으로써 질감의 변화를 주었

다(  이는 양감이 살아 있는 소매의 형태와 정교한 주름으로 인해 더욱 강조된/0

다( 그러나 귀족 남성× 비교할 때 그의 옆에 앉아 있는 남성은 매우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 앞섶의 흰 셔츠를 제외하고 모두  은 색채와 질감이다( 그의 겉

 B]ll <ib_Yfhcb UbX EUf]_U Kdf]b[& tL]h]Ubsg HU]bh]b[ LYWhb]eiY hc W( 1/.0&u /.

National Gallery Technical Bulletin -. (GWhcVYf ,01-)4 ,2'-1(

 유디트 그레고리는 귀족 남성의 복장에서 붉은색× 흰색이 이탈리아 자국어 시 전통//

에서 r사랑s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야코포 산나자로의 v아르카디아w와 피에트로 벰
보의  v리 아졸라니 Gli Asolaniw (1/0/)에는 이루지 못한 짝사랑에 슬퍼하는 주인공
이 등장한다( 붉은색× 흰색은 이러한 주인공들의 짝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6전원 
음악회7는 물론이고 티치아노의 또 다른 작품인 6빨z 모자를 쓴 남성의 초상화 
Portrait of a Man in a Red Cap7 (W( 1/10)와 조르조네의 6화살을 든 청년 Young Man 
with Arrow7 (W( 1/0/)도 붉은색× 흰색을 사용하여 사랑을 표현했다고 보았다( BiX]hh 
?fY[cfm& t?l] 9gclUb] UbX gcaY NYbYh]Ub HU]bh]b[g cf hhY YUflm ;]beiYWYbhcu 
(Hh< X]gg(& Mb]jYfg]hm cf <YlUkUfY& 1332)& /1'00(

 티치아노는 작업 ×정에서 여러 종류의 기름× 붓을 사용하여 다양한 질감× 효×를 /0

내었다( 호두 기름(kUlbih c]l)은 아마씨 기름(l]bgYYX c]l)에 비해 황변(mYllck]b[)이 덜 
나타났기 때문에 상 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었다( 또한 후원자나 지원금의 액수
에 따라 품질이 다른 붓을 사용하기도 했다( 돼지 털로 만든 붓은 뻣뻣했으나 여러 동물
의 꼬리 털로 만든 붓은 유연하고 부드러웠다( 한 작품 안에서도 중요도에 따라 다른 붓
을 사용해서 다른 효×를 내기도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B]ll 
<ib_Yfhcb UbX EUf]_U Kdf]b[& cd( W]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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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은 단순한 명암의 표시만 되어있을 뿐 옷의 질감이나 형태x 뚜렷하게 드러나

지 않는다( 또한 강렬한 붉은색 옷을 입은 귀족 남성× 조적으로 낮은 채도의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그의 옷× 피부는 귀족 남성보다는 오히려 

두 여성의 피부와 비슷한 기법을 사용해서 표현된 것처럼 보인다( 이 남성× 두 

여성의 신체에서 눈에 “는 색은 오직 앞섶의 셔츠와 몸을 휘감은 천 자락의 흰

색뿐이다( 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채도x 낮

은 색으로 그려져 있다( 겉옷의 주름이 없다면 이 남성 또한 나체라고 할 수 있

을 정도로 두 여성의 신체 표현× 매우 유사하다( 

계급의 차이는 물론이고 표현 방식에서도 귀족 남성×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의 차이를 뚜렷이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목동 풍의 남성을 귀족 남성

이 아닌 두 여성× 유사하게 그린 것은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옷을 입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겉옷이 나체인 두 여성의 피부처럼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 작품에서 두 여성은 나체로 등장했지만 작품 속 인물 중 누구도 동요하거

나 의아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존재

라고 해석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 비슷한 채도와 낮은 선명도로 그려

진 남성은 귀족 남성× 계급이 다른 것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는 존재

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장면에서 실재하는 인물은 오직 

귀족 남성뿐이며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 또한 두 여성처럼 실재하지 않는 존재라

고 생y한다( 일반적으로 아르카디아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 체계x 없는 목동

들의 세계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티치아노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아르카

디아의 주인공인 두 남성을 귀족× 목동이라는 서로 다른 계급으로 설정했고 표

현 기법을 통해 이를 부y했다( 특히 목동풍의 남성× 두 여성을 유사한 색채와 

질감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남성이 귀족 남성×는 다른 존재임을 나타냈다( 당시

의 일반적인 목x시적 전원 풍경화와는 달리 두 남성의 계급을 다르게 묘사하고 

나아x 이를 표현하는 색채와 선명도까지 차별화한 것은 두 남성이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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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 속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

에서 귀족 남성만이 실재하는 인물이며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 두 여성은 귀족 

남성×는 다른 차원에 속하는 비현실적인 존재라고 필자는 본다( 목동처럼 보이

는 남성의 존재와 역할에 해서는 다음 제 AN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2. 소e w는 c트 

류트와 플루트를 들고 있는 인물들은 이 작품에서 귀족 남성만이 실재하

는 인물이며 이 모든 상황은 귀족 남성의 내면 속 상상의 장면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악기를 들고 있으나 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귀족 남성의 상상 음악회에 목동으로 보이는 남성× 두 여성이 등장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r전원 음악회s로 해석하는 중요

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귀족 남성이 류트를& 오른쪽에 앉아 있는 여성이 플루트

를 연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귀족 남성이 류트를 연주하고 다른 남성이 이에 

귀 기울이며 서로 음악적으로 소통하는 x운데 그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

으키는 시와 음악의 뮤즈인 나체의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

러한 해석× 달리 작품 속 인물들이 분명히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두 인물 모두 악기를 들고 있으나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있으며 행동× 

시선이 제yy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류트와 비교해볼 

때 작품 속 류트x 이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도 의문스럽다( 

음악× 악기를 다룬 v,0개의 예술에 한 책 Liber Viginti Artiumw (W( 

1.00)에서 파울루스 파울리리누스(HUilig HUil]f]big)는 류트의 형태를 자세히 

묘사했다 (도 -2)(  당시의 류트에는 /쌍의 현이 있었고 지판은 3개의 음으로 /1

 ;hf]ghcdhYf HU[Y& tLhY 1/hh'WYbhifm DihY4 FYk UbX FY[lYWhYX KcifWYg&u Early /1

Music 3& bc( 1 (BUbiUfm 1321)4 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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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되어 있었다( 10세기x 되면서 다성음악(dclmdhcbm)의 증x에 따라 류트

의 현은 0쌍& 지판의 음은 1-개까지 확장된다(  또한 반원형의 몸통 x운데에는 /2

소리를 만들어내는 둥근 울림구멍인 로제트(fcgYhhY)x 위치했다( 이는 상아로 

만들어졌으며 부분 매듭이나 별 모양으로 조y되어 있었다( 그러나 6전원 음

악회7 속 귀족 남성이 연주하는 류트에는 현× 로제트x 없다 (도 -3)( 크리스티

안 유스트'고지에르 또한 현이 없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로스 킬/3

패트릭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를 단순히 t예술적인 취향× 추상화된 단순

함u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그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H]Yfc XYllU 00

>fUbWYgWU& 1.1/'1.3,)의 6그리스도의 탄생 The Nativity7 (1.10'1.1/) (도 

.0& .1)을 예로 들었다( 두 천사x 들고 있는 류트에도 현이 없지만 그들은 분명

히 연주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6전원 음악회7의 류트는 이와 다르다( 현이 없

어 정확한 음을 짚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로제트x 없어 아예 소리x 울리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연주x 불x능한 류트를 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x 이 남성

 BcbUhhUb :cieiYh& tLhY DihY&u ]b Heilbrunn Timeline of Art History (FYk Qcf_4 /2

LhY EYhfcdcl]hUb EigYia cf 9fh& ,000)& hhhd4))kkk(aYhaigYia(cf[)hcUh)hX)
lihY)hXTlihY(hha (9df]l ,010)(

 ;f]gh]Ub Bccgh'?Ui[]Yf& cd( W]h(& 0'2(/3

 Jcgg C]ldUhf]W_& cd( W]h(&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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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악기나 악보x 아닌 옆에 앉은 남성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오른01

쪽에 앉아 있는 여성 또한 플루트를 불지 않고 그저 손에 들고만 있을 뿐이다( 6

그리스도의 탄생7에서 두 천사와 함께 있는 천사들이 입을 벌려 노래하고 있는 

것×는 다르다( 천사들은 심지어 입을 다르게 벌려 서로 화음을 맞추고 있다( 6

전원 음악회7의 류트에는 현× 로제트x 없고 플루트는 입에서 떨어져 있다( 음

악은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일견 음악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악이 연

주되지 않으므로 실재하지 않는 음악회라고 할 수 있다( 즉 필자는 이 장면이 귀

족 남성의 내면 속 상상의 장면이며 소리 없는 류트와 플루트는 이를 암시하는 

장치라고 생y한다( 

 귀족 남성의 손동작에 의문을 제기한 학자들도 있다( 제이니 앤더슨은 ,00/년 /월 시01

행된 적외선 검사로 알아낸 사실에 주목했다( 본래 류트는 더 작은 악기였고 귀족 남성
의 오른손은 현을 튕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티치아노x 수정하면서 더 큰 류트로 
그렸고 오른손이 악기 위에서 쉬고 있는 자세로 그렸다고 설명했다( 요안나 미키엘레티
는 이를 시 에 따른 주법의 변화를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본래 류트는 픽
(d]W_)을 사용해서 연주했다( 그러나 10세기 초반 손x락으로 직접 현을 튕기는 주법이 
발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0개의 음을 한꺼번에 튕기는 주법이 유행한다( 이는 더욱 풍
부하고 정교한 소리를 내었다( 또한 연주자의 자율성× 즉흥성이 증x했다( 귀족 남성의 
손동작은 이를 표현했다는 해석이다( BUmb]Y 9bXYfgcb& cd( W]h(& 1035 BcUbbU 
E]Wh]YlYhh]& tLUghUf XY WcfXY( Eig]WUl Aadfcj]gUh]cb UbX hhY 9YghhYh]Wg cf 
tKdfYnnUhifUu ]b K]lhYYbhh WYbhifm NYbYh]Ub HU]bh]b[&u Artibus et Historiae -.& bc( 

02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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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치아노는 다른 작품에서도 작품의 주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연주

되지 않는 악기'를 활용한 바 있다(  여기서 연주되지 않는 악기는 음악적 하모0,

니x 아니라 작품의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6인z의 세 시기 Three 

Ages of Man7 (W( 1/1,'1/1.) (도 .,)와 6연주자와 함께 있는 비너스 Venus 

with a Musician7 연작 /점 (도 1/'13)이 표적인 예이다( 6인z의 세 시기7

에서 금발의 소녀는 플루트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다( 그녀는 나체의 젊은 남

성에게 기 어 그와 눈을 맞추고 있다( 남성은 오른팔로 소녀를 끌어안았다( 소

녀는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지 않으며 양손에 들고만 있다( 애초에 소녀 혼자서 

두 개의 플루트를 불 수는 없다( 게다x 소녀x 왼손에 든 플루트는 남성의 사타

구니 x까이에 있다( 여기서 플루트는 남근의 상징이며 두 개의 플루트는 남녀 

z의 성관계를 통한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0-

6연주자와 함께 있는 비너스7 연작에서도 연주되지 않는 악기x 등장한

다( 불지 않는 플루트와 침 에 던져져 있는 비올라 다 감바(j]clU XU [UaVU)는 

다x갈 수 없는 비너스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 작품들은 r청y에 한 시y적 아

 음악은 르네상스 시기 베네치아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였다( 패트리샤 에건은 야외를 0,

배경으로 하는 음악회나 상반신 길이로 표현된 실내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그린 그
림이 10세기 초반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유행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보았다( 또한 
티치아노는 지인들× 함께 음악을 듣고 즐기며 직접 연주하기도 했다( 피에트로 아레티
노(H]Yhfc 9fYh]bc& 1.3,'1//0)는 티치아노x 하프시코드(hUfdg]WhcfX)를 배우기로 하
고 연주자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다고 하면서& 회화 작품을 보는 것× 하프시코드를 듣는 
것은 모두 경이로움의 감y을 창조한다고 기록했다( 티치아노x 악기를 작품의 주요 요
소로 활용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당연했다( HUhf]W]U E[Ub& tt;cbWYfhu KWYbYg ]b 
Eig]WUl HU]bh]b[g cf hhY AhUl]Ub JYbU]ggUbWY&u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1.& bc( , (KiaaYf& 1301)4 12.'13/5 H]Yhfc 9fYh]bc& Lettere 
sull’arte& jcl( A& YX( >]XYbn]c HYfh]lY UbX EhhcfY ;UaYgUgWU (E]lUbc4 EX]n]cbY XYl 
E]l]cbY& 13/1)& 1/.'1//(

 HUil HclVYfhcb& tLhY H]dYg ]b L]h]Ubsg LhfYY 9[Yg cf EUb&u Apollo 1/1& bc( .3, 0-

(>YVfiUfm ,00-)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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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의 우월성s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 점 중 스『인 0.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EigYc XYl HfUXc)& 독일 베를린 국립미술관 회화관

(?YaälXY[UlYf]Y& KhUUhl]WhY EigYYb ni :Yfl]b) 소장 세 점에서 비너스는 오르

z(cf[Ub) 연주자와 함께 있다( 그러나 영국 케임브릿지 피츠윌리엄미술관

(>]hnk]ll]Ua EigYia)&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EYhfcdcl]hUb EigYia 

cf 9fh) 소장 두 점에는 류트 연주자x 등장한다( 여기서 류트 연주자x 등장하

는 후기 두 점이 중요하다( 비너스를 등지고 앉아 있는 오르z 연주자와 달리 류

트 연주자는 비너스를 바라보며 앉아 있다( 비너스의 시y적 아름다움에 매혹된 

류트 연주자는 연주하면서도 그녀에게서 눈을 –지 못한다( 하지만 비너스는 그

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 그녀는 류트 연주자와 함께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플루트를 그저 손에 들고만 있고 비올라 다 감바는 뒤집힌 채 침 에 던져져 있

으며 악보는 바닥에 흩어져 있다( 이 장면에서 플룻× 비올라 다 감바 모두 악기

x 아닌 그저 사물일 뿐이다(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6류트 연주자와 함께 있

는 비너스 Venus with an Lutenist7 (W( 1/0/'1/01) (도 13)에 해 로나 고』

은 악기를 들고 있지만 연주자와 함께 연주하지 않는 비너스의 무위(��)x 도

리어 그녀를 향한 연주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장치라고 보았다(  류트 연주자는 0/

비너스와 함께 있지만 그녀에게 다x갈 수 없고 오직 상상 속에서만 그녀를 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경에서 백파이프의 음악에 맞춰 함께 춤추고 있는 

시골 연인들은 조적으로 비너스의 무위를 부y하는 또 다른 장치라고 해석했

다( 

 Efk]b HUbcfg_m& Problems in Titian: Mostly Iconographic (FYk Qcf_4 FYk Qcf_ 0.

Mb]jYfg]hm HfYgg& 1303)& 1,/(

 JcbU ?cffYb& Titian’s Women (FYk HUjYb4 QUlY Mb]jYfg]hm HfYgg& 1331)& 0/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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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티치아노는 여러 작품에서 연주되지 않는 악기를 등장시켰다( 그

는 악기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거하고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활용했다( 6인z의 세 시기7에서 소녀x 양손에 든 두 개의 플루트는 

성적 욕망을 상징한다( 6류트 연주자와 함께 있는 비너스7 두 점에서 뒤집힌 비

올라 다 감바와 불지 않는 플루트는 6전원 음악회7의 현× 로제트x 없는 류트

와 불지 않는 플루트를 연상시킨다( 이 악기들은 모두 악기의 제 기능을 하지 못

한다( 음악은 연주되지 않고 장면은 순z에 멈춰있다( 이 점이 6류트 연주자와 

함께 있는 비너스7 연작에서 감y의 제한을 의미한다면 6전원 음악회7에서는 

음악적 하모니의 부재(��)를 드러낸다( 따라서 6전원 음악회7의 류트와 플루

트는 이 장면이 음악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악이 없는 귀족 남성의 상상 

속의 장면임을 암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 두 yp, l극과 복락  

6전원 음악회7 속 장면이 실재하는 상황이 아니라 귀족 남성의 내면 속 

상상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상의 세계에 나타난 두 여성의 존재는 무엇

인x에 한 질문이 제기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두 여성이 나체라는 점에 주목

했다( 옷을 입은 남성들× 달리 나체로 등장했고 누구도 의아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여성을 비현실적인 존재들이라고 보았다( 나아x 하나의 존재를 두 

명으로 표현한 이중 이미지(XciVlY ]aU[Y)로 보기도 했다( 필립 펠은 포에지아

를 나타내는 르네상스 타로 카드를 예로 들었다(  이 카드에는 한 손에는 주전00

자를 들고 한 손에는 플루트를 든 여성이 나타난다( 이 여성이 6전원 음악회7에

 Hh]l]dd >Yhl& tLhY H]XXYb ?YbfY4 9 KhiXm cf hhY ;cbWYfh WhUadêhfY ]b hhY 00

DcijfY&u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10& bc( , (<YWYaVYf 13/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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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왼쪽에 주전자를 들고 서 있는 여성× 오른쪽에 플루트를 들고 앉아 있는 여

성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실 복장× 그 표현 방식에서 계급이 뚜01

렷하게 구분되는 남성들에 비해 두 여성은 외형적으로도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화면의 왼쪽에 서 있는 여성이 머리카락을 흰 비단으로 올려 묶어 치장하고 오

른손 검지에 반지를 끼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아니다 (도 

/& .-)(  이처럼 두 여성을 예술에 영감을 주는 비현실적인 존재로 보거나 나아02

x 이중 이미지로 보는 기존의 해석은 모두 두 여성 z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화면의 왼쪽에 서서 석관에 물을 붓고 있는 여성

이 샘의 님프x 아니라 아르카디아에 내재하는 삶× 죽음의 비극을 의미한다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연구x 강조하고 있었던 두 여성 z의 동질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른쪽에 앉아 있는 여성 또한 기존의 해석× 다른 존

재일 수 있다( 그녀는 플루트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음악에 영감을 주는 뮤즈인 

에우테르『(EihYfdY)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플루트03

 패트리샤 에건 또한 필립 펠의 주장에 동의했다( 나아x 그는 물의 존재에 해서도 01

언급했다( 포에지아를 의미하는 타로 카드의 여성은 주전자에 든 물을 그녀의 앞에 있는 
샘에 붓고 있다( 하지만 6전원 음악회7에는 샘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전자에서 흐르는 
물도 없다( 이에 해 에건은 왼쪽 뒷 배경에 작게 그려진 강이 샘의 역할을 신한다고 
보았다( HUhf]W]U E[Ub& cd( W]h(& -0.'-0/(

 왼쪽 여성의 머리 장식× 반지를 중요하게 해석한 연구도 있다( 제이니 앤더슨은 왼02

쪽 여성이 귀족적인 부유함을 상징하는 반면에 오른쪽 여성은 단정하지 못한 시골의 님
프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yy 귀족 남성× 목동 남성의 조적인 구도에 응한다
는 해석이다( 나아x 로스 킬패트릭은 왼쪽 여성의 머리 장식× 반지는 그녀x 뮤즈들의 
여왕인 레지나(JY[]bU)임을 의미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오른쪽 여성은 꾸밈없는 차림
새로 보아 또 다른 뮤즈인 에우테르『(EihYfdY)라고 보았다( 두 여성의 차이점을 지적하
기는 했으나 이러한 해석 모두 두 여성을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님프라고 보았다
는 점에서 여전히 두 여성의 동질성을 강조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BUmb]Y 9bXYfgcb& 
cd( W]h(& 1025 Jcgg C]ldUhf]W_& cd( W]h(& 1,/'1,0(

 ElhUbUb Echn_]b& tLhY EYUb]b[ cf L]h]Ubsg ;cbWYfh WhUadêhfY ]b hhY DcijfY&u 03

Gazette des Beaux Arts 110 (133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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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고만 있을 뿐 연주하지 않는다( 두 여성은 남성들× 음악적 하모니를 이루

고 있지 않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아니다( 이는 특히 인물을 배치한 구도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 여성은 서로 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왼쪽10

의 여성은 석관에 기 어 서 있으며 오른쪽의 여성은 지면에 앉아 있다(  왼쪽11

의 여성은 관람자를 바라보는 정면상이고 오른쪽의 여성은 관람자를 등지고 남

성들을 바라보는 후면상이다( 두 여성 사이의 공z도 귀족 남성으로 인해 갈라

져 있다( 왼쪽 여성은 심지어 그를 등지고 서 있다( 오른쪽 여성은 상 적으로 

귀족 남성× x까이 있지만 그녀 또한 그와 시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

동처럼 보이는 남성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왼쪽 여성× 귀족 남성 그리고 오른쪽 여성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조적

인 구도의 연속은 마치 r헤라클레스의 선택 Choice of Hercules’이라는 회화 주

제를 연상시킨다( 이 주제는 삶의 목적으로서 미덕(j]fhiY)× 쾌락(j]WY) 사이에

 본래 왼쪽에 서 있는 여성의 시선은 석관이 아니라 앉아 있는 여성을 향해 있었다( 또10

한 그녀의 아래쪽에는 또 다른 여성이 앉아 있었다( 즉 티치아노는 세 명의 여성을 두 명
으로 줄이고 왼쪽 여성의 자세를 수정함으로써 왼쪽 여성× 오른쪽 여성의 립 구도를 
확실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3.3년 시행된 방사선 투×검사에서 밝혀졌다( 
BUmb]Y 9bXYfgcb& cd( W]h(& 103(

 리처드 카』터는 두 여성의 자세에 따라 이들을 구분했다( 왼쪽에 서 있는 여성은 에11

로스(Efcg)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 속하는 인물이며 오른쪽에 앉아 있는 여성은 지상의 
존재로 생식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왼쪽 여성의 뒤에 있는 나무는 그녀의 수직성
× 상승감을 고취하며 뒤쪽으로 넓게 펼쳐진 공z은 정신적인 세계x 무한함을 나타낸
다고 보았다( J]WhUfX ;UfdYbhYf& tLhY Hf]bW]dlY cf Efcg ]b ?]cf[]cbYsg ;cbWYfh 

;hUadêhfY&u Criticism /& bc( 1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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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갈등하는 헤라클레스를 그린 주제이다(  이때 화면의 x운데 위치한 주인공1,

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주인공의 양옆에 위

치한다( 두 여성은 자세와 복장& 행동& 배경까지도 서로 조적으로 그려진다( 6

전원 음악회7에서 귀족 남성의 양옆에서 조적인 구도를 이루는 두 여성 또한 

귀족 남성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롤라모 디 벤

베누토(?]fclUac X] :YbjYbihc& 1.10'1/,.)의 6갈림길에 있는 헤라클레스 

Hercules at the Crossroads7 (W( 1/00) (도 ..)는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1-

화면의 x운데에 서 있는 헤라클레스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미덕을 상징하는 여

성이 위치한다( 그녀의 뒤로는 거 한 바위산이 있고 바위산을 오르는 x파르고 

험준한 길이 나 있다( 이는 미덕을 추구하는 삶이 쉽지 않을 것을 암시한다( 반

면 헤라클레스의 오른쪽에는 쾌락을 상징하는 여인이 서 있다( 그녀의 복장은 

미덕을 의미하는 여성에 비해 상 적으로 밝고 화사하며 장신구를 착용해서 더

욱더 화려하다( 그녀의 배경에는 강에서 수영을 즐기는 연인 두 쌍× 넓고 평화

로운 평원× 마을이 보인다( 이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겉보기에는 즐거울 수 

있으나 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함축하고 있다( 여성들은 물론이고 배

 회화 주제로서 r헤라클레스의 선택s은 중세 시 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미덕은 1,

인z 개인의 영예([lcfm)와 관련된 행위이며 이를 이교도적인 여신으로 의인화하는 것
은 기독교 사상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르네상스 시 에 들어와 문학을 
시작으로 많은 예술 분야에서 다뤄졌다( 미덕× 쾌락의 립은 물론이고 다른 양자택일
의 주제로도 확장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Efk]b HUbcfg_m& 
tHYfWilYg Ua KWhY]XYkY[Y ibX UbXYfY Ubh]_Y :]lXghcffY ]b XYf bYiYfYb Cibgh&u 

Studien der Bibliothek Warburg 12 (13-0)5 LhYcXcf EcaagYb& tHYhfUfWh UbX hhY 

Khcfm cf hhY ;hc]WY cf HYfWilYg&u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10& bc( - (13/-)(

 벤베누토는 이 작품을 지롤라모 데 비에리(?]fclUac XY' N]Yf])와 카타리나 탄크레디1-

(;UhYf]bU LUbWfYX])의 결혼을 기념하여 출산 쟁반(XYUgc XU dUfhc)의 형태로 제작했다( 
미덕× 쾌락이라는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은 결혼으로 새
로운 x정을 이룬 부부에게 적합한 주제였을 것이다( 쾌락에 현혹되지 않고 미덕을 추구
하라는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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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또한 미덕을 상징하는 왼쪽× 쾌락을 상징하는 오른쪽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

이다( 

벤베누토의 작품이 주제에 따라 여성들× 배경을 조적으로 표현했다면 

 은 주제를 다룬  크라나흐의 1/-1년경 작품 (도 ./)은 여성들× 배경의 차

이점을 최소화하고 구도만으로 갈등 상황을 표현했다( 이 작품에서 미덕× 쾌락

을 상징하는 두 여성은 모두 나체에 x까운 차림이다( 그들의 뒤편으로 나타나

는 배경 또한 동일하다( 나무x 빽빽이 있어서 어떤 배경인지 x늠하기 어렵다( 

왼쪽 여성이 미덕을 의미함을 알 수 있는 것은 투명한 천으로 몸 전체를 감아 정

숙함을 나타낸 것 외에는 없다( 하지만 인물들의 구도는 벤베누토의 작품× 동

일하다( 헤라클레스의 왼쪽에는 미덕이& 오른쪽에는 쾌락이 위치한다( 미덕× 

쾌락을 상징하는 여성들 사이에 주인공을 위치시킴으로써 헤라클레스의 내적 

갈등을 구도적으로 나타냈다( 나아x 화면의 x운데에 있는 헤라클레스는 왼쪽

에 있는 여성을 향해 손을 내밀어 자신이 쾌락이 아닌 미덕을 선택할 것임을 암

시한다( 미덕을 상징하는 여성은 그와 시선을 마주하고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오른쪽의 여성은 그들을 외면하고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다( 마치 관람자 또한 

헤라클레스처럼 내적 갈등을 끝내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벤베누토와  크라나흐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6헤라클레스의 선택7

이라는 회화 주제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들× 내적 갈등에 처한 주인공의 

립적인 구도x 작품의 중심을 이룬다( 여기서 주인공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

소인 미덕× 쾌락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그의 양옆에 위치한다( 벤베누토의 작

품에서 헤라클레스는 두 여성의 x운데 서서 그들에게 붙들린 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반면  크라나흐의 헤라클레스는 쾌락을 상징하는 여

성을 등지고 미덕을 의미하는 여성에게 손을 내밀어 자신이 궁극적으로 미덕을 

선택할 것임을 암시한다( 6전원 음악회7에서 귀족 남성을 중심으로 양옆에서 

조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는 두 여성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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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여성은 석관에 물을 붓는 행위로 보아 삶× 죽음의 비극을 의미한다면& 오

른쪽 여성은 목동의 상징인 플루트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목x적 삶의 행복× 

즐거움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두 여성이 r아르카디아

에 존재하는 삶× 죽음의 비극s× r아르카디아의 복락(��)s이라는 두 x지 속

성을 나타내는 알레고리적 인물들이라고 생y한다( 여기서 귀족 남성이 왼쪽 여

성× 등지고 오른쪽 여성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x 목x적인 복락을 원하고 있

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귀족 남성× 오른쪽 여성의 시선은 완벽하게 조우하지 

않는다( 귀족 남성이 그렇게 쉽게 목x적인 삶을 선택하여 죽음의 존재를 피할 

수는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했듯이 아르카디아의 낙원을 그린 

도상의 전통에서 죽음은 언제나 아르카디아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티치아노의 6전원 음악회7는 아르카디아의 아름다움× 복락을 추구하고 싶지

만& 그곳에도 존재하는 삶× 죽음의 비극 때문에 겪는 내면의 번민× 갈등을 표

현한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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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f동 

1. 두 Vp의 R계 

이 작품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들은 인물의 행동× 배치된 구도에 따라 

기존 연구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x 있다( 우선 필자는 시와 음악에 영감을 주는 

님프로 해석되었던 두 여성을 목x적 삶의 두 x지 속성을 의미하는 알레고리적 

인물들로 보았다( 화면의 왼쪽에 있는 여성은 아르카디아에 존재하는 삶× 죽음

의 비극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아르카디아의 복락을 의미

하는 인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두 여성× 귀족 남성이 배치된 구도를 보

았을 때 두 여성은 귀족 남성에게 내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왼쪽 여성× 귀족 남성 그리고 오른쪽 여성으로 이어지는 조적인 구

도의 연속이 미덕× 쾌락의 알레고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헤라클레스를 그린 r헤

라클레스의 선택s이라는 회화 주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인물들이 악기를 들

고 있다는 점에서 r전원 음악회s라는 주제로 작품을 해석했던 것도 재고의 여지

x 있다( 귀족 남성× 오른쪽 여성은 y자 류트와 플루트를 들고 있지만 연주하

지 않고 있다( 심지어 류트에는 음× 소리를 내는 현× 로제트x 없다( 이는 음

악이 들리지 않는 음악회이므로 귀족 남성의 상상 속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자신의 상상 속에서 귀족 남성은 두 여성이 의미하는 목x적 삶의 두 x지 

속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귀족 남성× 음악적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여겨져 온 목동 모습의 남성 또한 기존의 해석×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 복장의 

형태를 보아 귀족 남성× 이 남성은 분명히 다른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러

나 목x적 세계를 다룬 작품에서 계급이 다른 인물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매우 

드물다( 또한 표현 방법에서 이 남성이 두 여성×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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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 이는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이 귀족 남성× 다른 계급이며 나아x 

다른 차원의 존재& 아마도 두 여성처럼 상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존재임을 나타

내는 장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의 존재와 역할에 한 의문이 제기될 것

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귀족 남성의 내면 속 갈등 상황에 등장한 이 남성이 어떤 

존재이며 그의 역할은 무엇인x라는 질문이다( 나아x 귀족 남성× 이 남성의 

관계에 한 질문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두 남성은 분명히 다른 계급에 속하는 

인물들이지만 매우 친밀해 보인다( 사실 그들은 거의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x

깝게 배치되어 있다 (도 -2)( 귀족 남성은 류트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주

하기 위해 악기나 악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 있는 남성의 얼굴을 바라

보고 있다( 이 남성 또한 고개를 돌려 귀족 남성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해 기

존 연구들은 두 남성이 음악적인 교감을 나누는 중이라 해석했다( 또한 서로에

게 집중한 나머지 두 여성에게 무관심하거나 여성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도 했다(  x장 흥미로운 해석은 두 남성의 관계를 동성애로 해석한 1.

크리스토프 브루아르의 연구이다(  그는 도메니코 캄파뇰라(<caYb]Wc 1/

;UadU[bclU& W( 1/00'1/0.)의 6두 젊은이x 무릎 꿇고 있는 풍경 Two 

Kneeling Youths in a Landscape7 (W( 1/11'1/0,) (도 .0)×의 비교를 통해 두 

인물을 분석했다( 캄파뇰라의 작품은 티치아노의 6전원 음악회7를 재해석한 작

 >fUbW]g HUg_Yll& cd( W]h(& 1/-(1.

 ;hf]ghcdhY :fciUfX& tLfUX]h]cb UbX ?YbXYf LfUbg[fYgg]cb4 LhY AWcbc[fUdhm cf 1/

hhY KhYdhYfX ;cidlY ]b NYbYh]Ub HUghcfUl DUbXgWUdY Xif]b[ hhY K]lhYYbhh WYbhifm&u 
]b Art and Music in Early Modern Italy: Playing with Boundaries, YX( EYlUb]Y 
EUfghUll& D]bXU ;Uffcll& UbX CUhhYf]bY EWAjYf (OYm ;cifh EUgh4 9gh[UhY 
HiVl]gh]b[ D]a]hYX& ,01.)& 1-1'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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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여성들을 제외한 두 남성만 등장한다(  이들은 6전원 음악회7의 두 남10

성에 비해 더욱 x까이 앉아 있으며 심지어 얼굴이 겹쳐있다( 브루아르는 두 인

물이 입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6전원 음악회7의 두 남성 

또한 연인 관계라고 보았다( 이처럼 회화적 선례x 드문 동성애라는 주제로 해

석했을 만큼 6전원 음악회7 속 두 남성의 배치는 이례적이다( 마치 입을 맞추려

는 듯이 서로의 얼굴을 x까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자세 만큼이나 얼굴 표현도 흥미롭다( 귀족 남성의 얼굴에는 그림

자x 져서 어두운 반면에 목동으로 보이는 남성의 얼굴은 빛을 받아 뚜렷하게 

보인다(  이는 두 남성의 복장을 표현한 방식× 상반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귀11

족 남성의 옷은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선명한 붉은색의 옷× 소매의 풍

성한 주름은 물론이고 특정 단체를 의미하는 두 색의 스타킹인 칼자까지 잘 표

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x x득하다( 그림자x 너무나 어두

워 얼굴의 윤곽선을 제외한다면 얼굴을 제 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반면

에 목동 남성의 얼굴은 뚜렷하게 보인다( 내리깐 눈& 우‘한 콧날& 부드럽게 다

문 입술에서 그의 고요한 표정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의복은 주름

이나 장식 없이 단순화되어 있고 천의 질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희미

 콘래드 오베르후버는 6전원 음악회7와 6두 젊은이x 무릎 꿇고 있는 풍경7 두 작품10

이 모두 티치아노의 작품이라고 보았다( 비록 후자의 작품에 도메니코 캄파놀라의 서명
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두 작품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브루아르
는 오베르후버의 주장이 도상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라면서 두 작품이 한 사람
의 작품이라는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오베르후버와 달리 두 작품이 모두 조르조
네의 작품이라고 보았다( CcbfUX GVYfhiVYf& t<caYb]Wc ;UadU[bclU& <Yil jYibYg 
[Ybg XUbg ib dUmgU[Y&u ]b Le siècle de Titien: L’âge d’or de la peinture à Venise 

(HUf]g4 Jéib]cb XYg EigéYg FUh]cbUil& 133-)& /1.(

 본래 귀족 남성의 얼굴은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수정하는 ×정에서 티치아11

노는 여기에 코를 그려 넣음으로써 얼굴의 윤곽선을 더욱 뚜렷하게 했다( 귀족 남성의 
얼굴을 분명하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측면상으로 수정한 것이다( 결×적으로 귀족 
남성× 목동풍의 남성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듯한 자세x 되었다( 이는 13.3년 시
행된 방사선 투×검사에서 밝혀졌다( BUmb]Y 9bXYfgcb& cd( W]h(&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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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귀족 남성의 옷에 칠해진 강렬한 붉은색에 비해 채도

x 낮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눈에 잘 “지 않는다( 그의 신체에서 x장 뚜렷하

게 표현된 부분은 얼굴이다( 표현 방식으로만 본다면 두 인물의 얼굴 표현이 뒤

바뀐 것처럼 보인다( 이 남성은 귀족 남성에 비해 단순하게 그려져 있으나 얼굴 

표현에서는 오히려 귀족 남성보다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귀

족 남성은 정교하게 그려져 있지만 얼굴이 제 로 표현되지 않았다( 

필자는 이처럼 닿을 듯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두 남성의 자세와 선

명도x 뒤바뀐 듯한 얼굴 표현 방식을 이들이 실은 하나의 존재임을 드러내는 

요소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귀족 남성의 r자아sx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으로 재

현된 것이다( 귀족 남성은 거울을 보듯이 옆에 앉은 남성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

다( 그림자로 인해 어두운 자신의 얼굴×는 달리 그의 얼굴은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그x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자아이기 때문이다( 티치아노는 이 남

성들의 얼굴을 서로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의 존재를 두 명의 인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을 보여주는 그의 또 다른 작품으로는 영국 런던 

내셔널갤러리 소장 6신중함의 알레고리 Allegory of Prudence7 (W( 1/0/) (도 

.1)x 있다( 이 작품은 삼두상(hf]W]d]h]ia)을 인생의 세 시기로 재해석한 작품이

다( 삼두상은 고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KYfUd]g)× 함께 등장하는 머리x 세 

개인 괴물에서 유래한 도상이다(  괴물의 머리는 개& 사자& 늑 의 것으로 yy 12

×거& 현재& 미래를 의미한다( 티치아노는 여기에 인생의 세 시기를 의미하는 인

z 얼굴의 세 x지 모습을 조합했다( 화면의 오른쪽부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를 표하는 인z의 세 얼굴은 y자x 의미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있

 Efk]b HUbcfg_m& t티치아노의 r현명의 우의s4 후기&u 시y 예술의 의미& 임산 옮김 (서12

울4 한길사& ,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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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를 의미하는 장년기의 얼굴은 화면의 중앙에서 정면상으로 그려져 있13

다( 이는 다른 두 얼굴에 비해 매우 뚜렷하고 강렬하다( 반면 ×거와 미래를 의

미하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얼굴은 장년기의 얼굴 양옆에서 측면상으로 그려져 

있으며 상 적으로 희미하게 그려져 있다( 에르빈 파노프스키는 이에 해 t정

면의 얼굴은 감지할 수 있는 실재(��)로 그려졌으며 나머지 두 개의 얼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형태로 그려졌다u고 말했다(  y 얼굴이 의미하20

는 바에 따라 실재하는 현재를 의미하는 얼굴은 뚜렷하게& 실재하지 않는 ×거

와 미래는 흐리게 그렸다는 것이다( 

6전원 음악회7 속 두 남성의 얼굴 표현도 6신중함의 알레고리7와  은 맥

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6신중함의 알레고리7에서 티치아노는 한 인z의 삶을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해서 yy의 얼굴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표현했다( 장년기를 나타내는 얼굴은 현재의 신중함을 표현하기 위해 뚜렷하고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다( 반면 실재하지 않는 ×거와 미래를 의미하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얼굴은 너무 많은 빛 또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다( 6전

원 음악회7의 두 남성 또한 마찬x지이다( 작품 속에서 실재하고 있는 귀족 남

성의 복장은 귀족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보여줄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yy의 동물× 인z이 의미하는 바는 작품에 함께 제시된 문구로 유추할 수 있다( t×13

거의 경험에서 ) 현재에 신중하게 행동하라 ) 미래의 행동에 누x 되지 않도록 (EP 

HJ9ELEJALG ) HJ9EKEFK HJM<EFLEJ 9?AL ) FE >MLMJ9 9;LAGFẼ 
<ELMJHEL)(u 파노프스키는 이 문구에 따라 노년기의 얼굴이 희미하게 그려진 것은 
그림자x 아니라 넘치는 빛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현재의 신중한 행동으로 미래를 보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모나 코헨은 이 작품을 원죄와 회개의 알레고리라고 주장
하면서 노년기의 얼굴이 인생의 후회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청년기와 장년기에 신중
하지 못한 인z의 행동이 노년기에 후회로 돌아올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
기의 얼굴은 어둡고 흐리게 그려졌다고 보았다( 나아x 그는 이 작품이 티치아노의 말년
기에 제작된 자화상이라고 주장했다( K]acbU ;chYb& tL]h]Ubsg tDcbXcb 9llY[cfmu 

UbX hhY LhfYY :YUghg cf h]g tKYljU GgWifUu&u Renaissance Studies 1.& bc( 1 (,000)5 

.0'03(

 Efk]b HUbcfg_m& Problems in Titian: Mostly Iconographic&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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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x x득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반면 목동으로 묘

사된 남성의 얼굴은 단순화되어 있는 그의 복장 표현× 달리 매우 자세하게 그

려져 있다( 이는 목동풍의 남성× 귀족 남성이 둘이지만 실은 하나인 존재& 즉 

목동풍의 남성이 귀족 남성의 자아임을 암시한다( 그의 얼굴이 귀족 남성에 비

해 밝고 선명하게 표현된 것은 그x 귀족 남성의 진정한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

이다( 아울러 그x 귀족 남성× 다른 계급이며 다른 차원에 속하는 인물로 그려

진 것도 이러한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목동풍의 남성은 귀족 남성의 자아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내면세계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로서 귀족 남성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줄 존재이기 때문에 세

속의 신분× 계급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인물들의 구도와 표현 방법을 종합해볼 때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은 귀족 

남성이 스스로 아르카디아에 존재하는 삶× 죽음의 비극× 아르카디아의 복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의 내면세계에 투사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자신인 자

아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문학x 투z된 자t 

r개인s× r자아s라는 개념은 이탈리아 르네상스x 시작되면서 크게 발전했

다( 6전원 음악회7에서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이 귀족 남성의 자아x 재현된 이

미지라는 해석은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x능하다( 야콥 부르크하르트는 르네

상스에 들어와 집단에서 벗어난 개인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중세인× 달리 21

스스로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높은 자율성을 지니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변

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t영적 존재(gd]f]hiUl VY]b[)u인 개인이 나

 BUWcV :ifW_hUfXh&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taly, hfUbg( KUaiYl 21

E]XXlYacfY (FYk Qcf_4 HYb[i]b ;lUgg]Wg& 133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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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 개인을 구분하고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

한 개념이었다(  나아x 『기 로젠탈은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의 2,

등장을 강조했다(  그녀는 t자아(gYlf)u라는 단어의 변화 양상을 시z의 흐름에 2-

따라 분석했다( 이 단어는 약 300년경부터 사용되었으나 이 시기에는 화자 자신

을 지칭하는 지시어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기부터 주체

적인 의미를 x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자아라는 단어x 인z의 사고를 형성

하거나 반영하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z

이 단순히 집단에서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와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인 자아를 형성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2.

 스테판 그린블랫은 부르크하르트의 주장을 반박하며 르네상스인들을 개인이 아닌 주2,

체(giVjYWh)라 주장했다( 그는 르네상스인들이 집단에서 완벽하게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
라 사회의 질서와 관계 속에서 형성된 주체라고 보았다( 이는 포스트모던 사상에서 유래
한 개념으로 인z을 사회의 구성물이자 사회적 담론의 산물로 해석하는 개념이다( 이처
럼 야콥 부르크하르트의 개인주의는 포스트모던 사상x들에 의해 많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사상 또한 인z을 사회에 의해 형성된 수동적인 존재로 치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부르크하르트x z×했던 인z의 사
회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르네상스인의 개인× 자아 개념 연구에 기여
했다고 할 수 있다( KhYdhYb ?fYYbVlUhh&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h]UWU[c4 Mb]jYfg]hm cf ;h]WU[c HfYgg& 1320)(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의 책을 참고할 것( 임병철&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인들의 자아와 타자를 찾아서 (서울4 
푸른역사& ,01,)& 1,',0(

 HY[[m JcgYbhhUl& Words and Values: Some Leading Words and Where They Lead 2-

Us (FYk Qcf_4 GlfcfX Mb]jYfg]hm HfYgg& 132.)& -'..(

 부르크하르트x 개인이 등장한 시기를 르네상스부터라고 주장하자 중세 학자들은 이2.

에 반발했다( 그들은 중세에서도 개인주의의 흔적을 찾고자 노력했다( 한편 캐롤라인 바
이넘은 이들을 비판하며 중세 시기에 등장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자아라고 주장했다( 자
신을 제외한 외부와의 경계를 인식하는 감y이 증 되면서 내면의 자아를 추구하기 시
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이넘의 주장은 중세 학자는 물론이고 르네상스 학자들에게
도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공했고 르네상스인의 자아 연구에 기여했다( ;Ufcl]bY 
:mbia& t<]X hhY LkYlfhh WYbhifm <]gWcjYf hhY AbX]j]XiUl&u ]b Jesus as Mother: 

Studies on the Spirituality of the High Middle Ages (:Yf_YlYm4 Mb]jYfg]hm cf 

;Ul]fcfb]U HfYgg& 13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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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볼 때 르네상스인들의 자아는 집단× 개인이라는 획일적인 구분을 넘어서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형성하며 집단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를 발전

시키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는 입체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

르네상스인들이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이를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존

재로 여긴 것은 당시의 문학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는 6전원 음악회

7 속 두 남성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x 된다( 이 시기의 이탈리

아에서 발z된 많은 문학 작품에는 작x의 자아x 투사된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때 주인공은 작x의 내면세계를 변하며 작품을 이끌어 나z다( 한 명의 주

인공이 여러 작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x의 자아x 한 작품

에서 여러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부르크하르트x 르네상스인의 전형으로 꼽

았던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DYcb :Uhh]ghU 9lVYfh]& 1.0.'1.1,)의 작품에는 

학자 필로포니우스(Hh]lcdcb]ig)x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는 작x 알베르티의 

자아를 투영한 인물이라고 해석된다(  v저녁 식사 x운데 Intercenalesw& v고20

아 Pupillusw& v고뇌 Erumnaw& v반지 Anuliw와  은 알베르티의 작품에

서 주인공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y 작품 속 상황에 따른 작x의 내면을 

변하고 있는 것이다( 베네치아의 인문주의자 피에트로 벰보(H]Yhfc :YaVc& 

1.10'1/.1) 또한 v리 아졸라니 Gli asolaniw (1/0/)에서 자신의 자아를 재현

한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이 작품에는 세 명의 베네치아 귀족 남성인 『로티노

(HYfchh]bc)& 지즈몬도(?]gacbXc)& 라비넬로(DUj]bYllc)x 등장한다( 카를로 디

오니오티는 이들이 벰보의 서로 다른 측면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해석했

다(  작x의 자아x 한 작품에서 여러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21

 AUb :if_]hh& tLhY Kh]fh]b[ ;cbWYdh cf hhY KYlf&u History of the human Science 1 2/

(133.)4 1/(

 임병철& 앞의 책& 101'12-(20

 H]Yhfc :YaVc& Prose e rime& YX( ;Uflc <]cb]gchh] (Lcf]bc4 MLEL& 130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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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x시에서도 작x의 자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는 6전원 음악회7에서 귀족 남성의 자아x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으로 나타났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예이다( 목x시는 목동들의 세계인 아르카디아를 배경으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x는 목x시의 주인공인 목동을 통해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x시 v아르카디아w의 작x 산

나자로와 작품 속 주인공인 목동 신체로x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신체로는 22

그의 이름& 고향& ×거의 일× 사랑 등 모든 측면에서 작x인 산나자로와 일치한

다( 심지어 신체로라는 이름은 산나자로x 나폴리에 있는 아카데미에 있을 당시 

썼던 학명(��)인 t악티우스 신체루스(9Wh]ig KmbWYfig)u에서 유래한 이름이

다(  신체루스는 라틴어로 t정직한& 진실한(hcbYgh& g]bWYfY)u이라는 뜻으로& 이23

는 히브리어로 산나자로(KUb FUnUfc)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와  다( 산나자로

는 이 이름을 좋아했고 서명을 할 때면 언제나 t신체루스 투스(KmbWYfig hiig)u

라고 서명했다고 알려진다( 즉 신체로라는 이름 자체x 그x 산나자로의 자아 

이미지임을 암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체로와 산나자로는 이름은 물론이

고 태어난 도시와 그x 모셨던 군주& 사랑했던 여인×의 일화도 일치한다( 이는 

시의 1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이전까지 작품의 화자에 머물러 있던 신체로는 자

신에 관해 이야기해달라는 목동 카리노(;Uf]bc)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거를 

 목동 에르x스토(Ef[Ughc) 또한 작x 산나자로의 자아 이미지로 해석된다( 에르x스22

토의 어머니 이름이 산나자로의 어머니 이름× 비슷하기 때문이다( 산나자로의 어머니 
이름은 토마사(LcaUggU)인데& 이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 마셀라(EUgYllU)x 에르x스
토의 어머니 이름인 마실리아(EUgg]l]U)와 유사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이 유사하다
는 점 외에 작품 내용에서 에르x스토와 산나자로의 동질성을 찾기는 어렵다( BUWcdc 
KUbbUnUfc& Arcadia and Piscatorial Eclogues, hfUbg( JUldh FUgh (<Yhfc]h4 OUmbY 
KhUhY Mb]jYfg]hm HfYgg& 1300)& 1.(

 악티우스 신체루스라는 이름은 산나자로x 나폴리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만난 조반니 23

폰타노(?]cjUbb] HcbhUbc)x 지어준 이름이다( 악티우스는 라틴어로 t바닷x의(cf hhY 
gYUghcfY)t라는 뜻으로 산나자로의 고향인 나폴리를 의미한다( 또한 산나자로라는 이름
은 히브리어로 t순수한(difY)u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BUWcdc KUbbUnUfc& Opere& YX( 

Ebf]bc ;UffUfU (Lcf]bc4 MLEL&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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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는다( 이 장에서 독자는 그x 나폴리의 한 귀족 x문에서 태어났으며 아

라곤의 알폰소(9lfcbgc cf 9fU[cb& 1.21'1/00)를 모셨던 것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신체로는 1/00년 알폰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자신의 지위x 몰락했다

고 말한다( 아울러 사랑했던 여인×의 이별로 극심한 고통에 처하면서 도망치듯

이 아르카디아에 오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신체로x 사랑했던 여인은 바

로 산나자로의 실제 연인이었던 카르모지나 보니파치오(;Ufacg]bU :cb]fUW]c)

를 의미한다( 산나자로와 보니파치오의 사랑은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이루어지

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작품 속에서 이별로 고통받는 신체로의 모습은 바로 산

나자로 자신의 고통을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아르카디아w에서 신체로x 산나자로의 자아 이미지임을 암시하는 장

면 중에서 x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신체로x 스스로를 x리켜 산나자로라고 

지칭하는 부분이다( 작x는 신체로의 ×거 이름이 자신의 이름×  은 산나자로

라고 밝히면서 신체로x 자신의 자아 이미지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작품 속 

관련 부분은 다음×  다( ×거를 회상하며 동료 목동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토

로하던 신체로는 이처럼 말한다( 

어째서 나는 모두에게 진실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데에 이토록 오

랜 시z이 걸려야만 하는x8 비록 이는 나의 조상님들에게는 명예

로운 이름이었지만 너희들 중 그 누구도 나를 산나자로라고 불러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전에 그녀x 나를 어떻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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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라고 불렀었는지를 회상하면서 내x 한숨 쉬고 있는 이유는 아

니다(  30

작품을 통틀어서 산나자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은 이 인용문 부분이 유일

하다( 게다x 이름만 제시되어 있을 뿐 자세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문

맥상 산나자로라는 이름은 신체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조상들이 이 이름을 명예롭다고 여겼다는 점에서 그x 태어난 x문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료 목동들이 그를 산나자로라고 부르

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거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x 자신의 ×거를 이

야기하기 전까지 동료 목동들은 그에 해 모르고 있었으며 2장에서 동료 목동 

카리노는 그를 t나폴리에서 온 목동 신체로u라고 분명히 지칭한다( 산나자로라

는 이름은 동료 목동들이 그를 모르던 시절& 즉 그x 아르카디아에 오기 전 나폴

리의 귀족이던 시절의 이름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장에서 밝혀지는 신체

로의 인적 사항× ×거의 행적은 모두 작x인 산나자로의 것× 일치한다( 나아

x 작x는 신체로와 산나자로라는 주인공의 두 이름까지 자신× 동일하게 설정

함으로써 자신이 스스로를 주인공× 동일시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즉 목동 신

체로에게 귀족 산나자로는 자신의 ×거를 상징하는 또 다른 자신인 동시에 작x 

산나자로에게 목동 신체로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투영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은 다음×  다(  30

tEU WhY d]ù a] dfclib[c ]c ]b fUWWcbhUf eiYllc& WhY U W]UgWibc diò YggYfY 
aUb]fYghc8 lc bcb a] gYbhc []UaaU] XU UlWib X] jc] bca]bUfY KUbUnnUfc& 
eiUbhibeiY Wc[bcaY Usa]Y] dfYXYWYggcf] cbcfYjclY ghUhc g]U& WhY& f]WcfXUbXca] XU 
lY] YggYfY ghUhc dYf UXX]Yhfc Wh]UaUhc K]bWYfc& bcb a] g]U WU[]cbY X] gcgd]fUfY5 ···.u 
?]UaVUhh]ghU ;cfb]Ub]& YX(& tEWlc[U 1&u ]b Arcadia di M. Jacopo Sanazzaro con la 

di lui vita (E]lUbc4 KcW]Yhà h]dc[fUf]WU XY';lUgg]W] ]hUl]Ub]& 1200)& 115 BUWcdc 
KUbbUnUfc& t;hUdhYf 1&u ]b Arcadia and Piscatorial Eclogues, hfUbg( JUldh FUgh 

(<Yhfc]h4 OUmbY KhUhY Mb]jYfg]hm HfYgg& 1300)& 1.( 필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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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시기 문인 및 예술x들은 이처럼 또 다른 자신인 자아를 인식하

고 이를 작품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현했다( 이는 단순히 자아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 작x의 자아를 투영한 인물인 주인공은 작

품 속 x상의 공z에서 다양한 상황× 마주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이를 해결하는 ×정에서 주인공은 성장하게 된다( 주인공이 성장하는 것처

럼 작x 또한 이 ×정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6전원 음악회7에서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의 존재도 이처럼 자아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

던 문학 작품들× 달리 6전원 음악회7에는 귀족 남성× 그의 자아인 목동 풍의 

남성이 작품 속에 함께 등장한다( 목x적 이상향의 세계인 아르카디아에 속하고

자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자아를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으로 재현하여 온전히 x

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6전원 음악회7의 귀족 남성× 목동으로 

표현된 남성의 얼굴이 서로 닿을 듯이 x깝게 배치된 구도& 의복에 비해 어둡고 

단순하게 그려진 귀족의 얼굴 표현& 반 로 밝고 뚜렷하게 그려진 목동풍 남성

의 얼굴 표현은 모두 귀족 남성× 목동풍의 남성이 사실은 하나의 존재이며 목

동 풍의 남성은 귀족 남성의 자아 이미지임을 증명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 회화x 투z된 자t 

1/'10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는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탐색하며 

이를 작품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문화x 존재했다( 이러한 자아의 발현은 

회화에서도 다방면으로 나타났다( 6전원 음악회7에 등장하는 목동풍의 남성이 

귀족 남성의 자아를 투영한 이미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 회화 전통

에서도 그러한 예x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당시 베네치아에서는 목동 이미지

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서 아르카디아에 한 열망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지롤라모 사볼도(?]fclUac KUjclXc& W( 1.20'UfhYf 1/.2)의 초상화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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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이다( 둘째& 6거울을 보는 비너스 Venus with a Mirror7 연작은 티치아노

x r거울을 통한 자기 인식(gYlf'UkUfYbYgg)s이라는 주제를 탐구했음을 보여준

다( 귀족 남성× 목동 남성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구도와 그 표현 방식

은 이 주제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목동으로 묘사된 젊은 남성의 초상화와 6거울

× 함께 있는 비너스7 연작을 통해 6전원 음악회7에서 등장하는 목동처럼 보이

는 남성이 귀족 남성의 자아 이미지라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먼저 자신을 목동 이미지로 표현하는 초상화를 살펴볼 것이다( 당시의 베

네치아인들은 책이나 축제& 연극을 통해 고 의 문학 작품을 자주 접했고 자연

스럽게 이를 실생활에서 향유했다(  그들이 즐겼던 고  그리스의 문학은 주로 31

황금시 를 배경으로 했다( 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시 는 인류의 역사

에서 x장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풍요로웠던 때였다( 이 시 는 세상의 모든 악

을 모아두었던 판도라(HUbXcfU)의 상자x 열리면서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전해

진다( 따라서 황금시 는 후  사람들에게는 다x갈 수 없는 이상향의 시 로 

여겨졌다( 아르카디아는 이 시 를 구현한 x상의 공z이었다(  태초에 존재했3,

다x 사라진 이상향의 시 는 목동의 신 판(HUb)의 영토인 아르카디아로 구체

화되었다( 이는 고  로마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에 의해 형상화되었다( 그는 

테오크리투스x v목xw에서 묘사한 황금시 를 자신의 시 v목xw에서 아르

카디아의 특징으로 받아들였다(  그리스에 실재하는 한 지역인 아르카디아를 3-

아름다운 음악이 끊이지 않으며 목동× 님프x 함께 어울리는 이상향의 공z으

로 묘사했던 것이다( 이처럼 아르카디아로 구현된 황금 시 는 르네상스 시기에 

 ;hf]ghcdhY :fciUfX& cd( W]h(& 1.1'1.-(31

 9llUb Jiff& Arcadian Visions : Pastoral Influences on Poetry, Painting and the 3,

Design of Landscape (GlfcfX 4 O]bX[UhhYf HfYgg& ,01/)& WhUd( 1& EVgWchcgh 
YVcc_g(

 Efk]b HUbcfg_m& t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4 푸생× 애x의 전통&u 시y 예술의 의3-

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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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 고전에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게 유행했다(  산나자로의 목x시 3.

v아르카디아wx 1/01년 베네치아에서 출z되자마자 인기를 끌고 이탈리아에

서만 00차례 재출z 되었던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3/

고전 문화에 익숙했던 르네상스 베네치아인들은 자연스럽게 고전적인 이

상향의 세계인 황금시 와 아르카디아에 매료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초상화에

서도 자신들이 황금시 와 아르카디아에 있는 인물로 그려지기를 원했던 것으

로 보인다(  지롤라모 사볼도의 초상화 6플루트를 든 목동 Shepherd with a 30

 베네치아에서 고전 문화의 유행은 인문주의자 안젤로 폴리치아노(9b[Ylc Hcl]n]Ubc& 3.

1./.'1.3.)와의 교류와 인쇄술의 발달에 기원한다( 피렌체 메디치(EYX]W]) x문의 인
문주의자이자 목x시 시인이었던 폴리치아노는 1.20년 베네치아를 방문했다( 그는 피
렌체 스튜디오(KhiX]c >]cfYbh]bc)에서 베르길리우스와 테오크리투스의 v목xw에 
해 강의하면서 베네치아 인문주의자들× 교류했다( 또한 1.03년 활판인쇄법이 도입되
면서 베네치아 인쇄업이 크게 발전한 것도 고전 문화의 유행에 기여했다( 표적인 출판
사인 알두스 마누티우스(9lXig EUbih]ig& 1./0'1/1/)의 알딘 출판사(9lX]bY HfYgg)는 
1.3/년 테오크리투스의 v목xw& 1.33년 프란체스코 콜론나의 v폴리필루스의 꿈w& 
1/0/년 피에트로 벰보의 v리 아졸라니w& 1/1.년 야코포 산나자로의 v아르카디아w 
,쇄 등 많은 작품을 출z했다( 이는 1쇄당 약 -000부 정도로 량생산되면서 전원 문학
의 확산을 이끌었다( Bchb HUlY& YX(& A Concise Encyclopaedia of the Italian 
Renaissance (FYk Qcf_4 GlfcfX Mb]jYfg]hm HfYgg& 1321)& ,1',,5 EUfh]b Dckfm& 

The World of Aldus Manutius: Business and Scholarship in Renaissance Venice 
(AhhUWU4 ;cfbYll Mb]jYfg]hm HfYgg& 1313)(

 O]ll]Ua CYbbYXm& Jacopo Sannazaro and the Uses of Pastoral (HUbcjYf4 3/

Mb]jYfg]hm HfYgg cf FYk Eb[lUbX& 132.)& 10.(

 지오반니 벨리니(?]cjUbb] :Yll]b]& W( 1.-0'1/10)x 그린 r고전풍의 초상화(f]hfUhh] 30

UllsUbh]WU)s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벨리니의 작품 속 인물들은 몸을 감싼 천을 어
깨에서 묶거나 어깨를 휘감아 늘어’리면서 반  쪽 어깨를 드러내는 고전적인 복장을 
하고 있다( 특히 6시인 라파엘레 조벤조니의 초상화 Portrait of Poet Raffaele Zovenzoni7
의 인물은 머리에 월계수관을 써서 더욱 고전적인 느낌을 준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벨
리니를 당  최고의 화x라 극찬했던 트리에스테(Lf]YghY)의 시인 라파엘레 조벤조니
(1.-1'W( 1.20)이다( 벨리니의 또 다른 고전풍의 초상화 작품인 6고전풍의 복장을 한 
청년의 초상화 Portrait of Young man dressed all’antica7는 그와 동시 에 활동했던 화
x인 지오반니 카리니(?]cjUbb] ;Uf]Ub]& W( 1.30q1/.1) 또는 벨리니의 제자였던 마
르코 바사이티(EUfWc :UgU]h]& W( 1.10'1/-0)를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들을 
통해 당 의 예술x들이 고전적인 세계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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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te7 (W( 1/,/) (도 .2)은 작품의 주인공이 아르카디아의 목동 이미지로 재현

된 좋은 예이다( 이 작품은 2명의 도제(Xc[Y)를 배출한 베네치아의 유력 x문인 

콘타리니 x문의 피에트로 콘타리니(H]Yhfc ;cbhUf]b])의 초상화로 알려져 있

다(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화면의 중앙에 앉아 있는 그는 영락 없는 목동의 차림

새를 하고 있다( 양을 치는 막 기와 목동의 상징인 플루트를 손에 들었고 그의 

허리”에는 휴 용 물통이 달려 있다( 그의 오른쪽 뒤편으로는 마을 건물× 다

른 인물들이 보인다 (도 .3)( 마을 광장에는 그x 몰고 온 것으로 보이는 양 –

x 우물 근처에서 쉬고 있다( 그 앞에는 얕은 샘물에 발을 담그고 백파이프를 불

고 있는 동료 목동도 보인다( 마을 건물 뒤쪽에는 오래되어 일부x 무너진 고  

유적이 있어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콘타리니의 초상화는 그x 고전

적인 세계를 지향했으며 특히 아르카디아 목동에 자신을 투영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훗날 파포스(HUdhcg)와 키프로스(;mdfig)의 주교(V]ghcd)x 되었을 정도

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x 자신의 초상화를 목동 이미지로 표현했

다는 것은 6전원 음악회7 해석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6전원 음악회7의 귀족 남

성 또한 콘타리니와  은 베네치아의 젊은 귀족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또한 당시의 베네치아인들처럼 황금시 와 아르카디아를 염원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비극× 복락이라는 아르카디아에서의 삶의 두 x지 

속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옆에 자신의 자아x 아르카디아의 목동으로 재현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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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티치아노의 6거울을 보는 비너스 Venus with a Mirror7 연작

은 그x r거울을 통한 자기 인식s이라는 주제를 탐구했음을 보여준다(  6전원 31

음악회7에서 귀족 남성× 목동 풍의 남성이 얼굴이 닿을 듯 x까이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구도는 거울을 보는 행위를 연상시킨다( 귀족 남성이 거

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목동으로 묘사된 남성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거울은 상의 이미지를 반사해서 똑 이 보여주는 성질

로 인해 자기 인식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거울에 자신을 비추는 주체와 거32

울에 반사된 주체의 이미지는 동일하지만 한편으로 동일하지 않다( 거울에 반사

된 이미지는 주체의 모습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역으로 주체x 

원하는 모습만을 비추는 왜곡된 이미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주체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살펴보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주체의 외면은 물론이고 내면까지 살펴봄으로써 주체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티치아노는 이러한 관점에서 6거울을 보는 비너스7 연작을 제작한 것으

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갤러리(FUh]cbUl ?UllYfm cf 9fh) 소장 작품(W( 

1///) (도 /0)이 이 연작의 첫 작품이자 조수의 도움 없이 온전히 티치아노x 

 티치아노의 작품 중 거울이 등장하는 작품은 총 1점이 있다( 6거울을 보는 비너스7 31

연작 외에 파리 루브르박물관 소장 1/1/년 작 6거울을 든 여인 Woman with a Mirror7

× 독일 드레스덴 알테마이스터회화관(?YaälXY[UlYf]Y 9lhY EY]ghYf) 소장 1/1/년경 
작 6바니타스 Vanity7x 그것이다( 이 두 작품에서 거울은 자기 인식의 수단이 아니라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인z의 허영심& 이로 인한 허무함 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해석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작품을 제외한 6거울을 보는 비너스7 연작만을 분석의 
상으로 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6거울을 보는 비너스7 연작의 거울 또한 비너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장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거울을 보는 비너스와 거울에 비
친 비너스의 거울 이미지x 마주하고 있는 구도x 6전원 음악회7에서 귀족 남성× 목동
풍의 남성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구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교 분석의 

상으로 적합하다고 필자는 보았다(

 Efk]b HUbcfg_m& Problems in Titian: Mostly Iconographic&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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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유일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 작품에는 호화로운 실내를 배경으로 비33

너스와 큐피드& 그리고 거울이 등장한다( 관람자는 거울을 보고 있는 비너스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관람자나 자신에게 화관을 씌

워주려는 큐피드& 힘겹게 거울을 들어 올리고 있는 큐피드의 시선은 무시한 채 

오로지 거울 속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거울을 통해 보이는 

비너스의 시선에서 그녀x 관람자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거

울을 보는 비너스는 자신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지만 거울 속의 비너스는 관

람자를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울을 바라보는 주체와 거울에 비친 주

체의 이미지x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거울에 비친 비너스의 이미

지는 비너스의 시y적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관람자로부터 살짝 돌아앉아 

있어 볼 수 없었던 그녀의 얼굴 일부는 거울을 통해 드러나고 비로소 완성된다( 

거울을 보는 비너스와 거울에 비친 비너스의 이미지는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것이다( 즉 이 작품에서 거울은 관람자x 볼 수 없었던 비너스 내면의 욕구는 물

론이고 그녀의 x려진 얼굴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거울을 보는 주체

와 거울에 비친 주체의 이미지x 함께 나타날 때 관람자는 비로소 완전한 비너

스를 인식할 수 있다( 필자는 6전원 음악회7의 귀족 남성× 목동풍의 남성 또한 

 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y한다( 아르카디아에 있는 귀족 남성은 거

울을 보듯이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이때 목동처럼 보

이는 남성은 거울에 비친 귀족 남성의 거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거울 속의 

비너스x 거울을 보는 비너스의 이미지를 완성시켜주는 것처럼& 이 남성은 귀족 

 내셔널갤러리 소장 작품 외에 6거울을 보는 비너스7를 그린 티치아노의 작품은 /점33

이 있다( 이들은 큐피드의 유무(��)& 큐피드의 자세& 실내 장식 등에서 일부 차이를 보
이지만 비너스x 거울을 보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작품들의 소장처는 yy 러시아 상
트『테르부르크 에르미타쥐박물관(HYfa]hU[Y EigYia)& 독일 쾰른 발라프'리하르츠
미술관(OUllfUff'J]WhUfhn EigYia)& 독일 드레스덴 알테마이스터회화관& 영국 런던 
로열컬렉션(JcmUl ;cllYWh]cb)& 이탈리아 베네치아 프란케티미술관(?UllYf]U >fUbWhYhh])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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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일종의 거울 이미지이다( 아르카디아에 한 귀족 

남성의 열망을 투사한 자아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작품들을 통해 1/'10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는 자신의 자아

를 인식하고 탐색하며 이를 작품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문화x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황금시 나 아르카디아와  은 고전 문화에 매료되었던 베네치아인

들은 초상화에서 스스로를 아르카디아의 목동으로 표현했던 경우x 있었다( 티

치아노x 6전원 음악회7의 주인공으로 설정한 귀족 남성이 실제로 존재했던 어

떤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인지& 아니면 x상의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의 앞에 앉아 있는 목동처럼 보이는 남성은 이 귀족 남성의 내면을 보여주는 자

아의 거울 이미지로서 아르카디아의 목동이라고 생y한다( 아르카디아에 속하

고 싶은 귀족 남성의 열망이 투영된 또 다른 자신인 자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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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b 

본 논문의 연구 상이 된 티치아노의 초기작 6전원 음악회7는 에두아르 

마네의 6풀밭 위의 점심 식사7에 영감을 준 작품으로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져 왔다( 두 작품은 모두 평화로운 분위기의 야외 공z에서 서로 어울리고 

있는 남녀를 묘사하고 있다( 남성들은 옷을 입었고 여성들은 나체에 x까운 복

장이다( 이처럼 두 작품은 유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한 차이점을 x진다( 부

르주아(Vcif[Yc]g)로 묘사된 마네의 작품 속 두 남성× 달리 티치아노의 작품에

서 화면의 중앙에 앉아 있는 남성들은 귀족× 목동이라는 서로 다른 계급으로 

그려져 있다( 다른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두 남성은 서로 얼굴이 닿을 듯 x까이 

마주 앉아 있으며 마치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한편 목

동으로 묘사된 남성은 옷을 입고 있으나 옷의 색채와 질감이 마치 나체로 등장

한 두 여성의 피부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때 여성들은 귀족 남

성을 중심으로 서로 립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다( 남성× 여성으로 분명히 구

분되지만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고 있는 마네의 작품 속 인물들× 달리& 6전원 

음악회7의 인물들은 남녀 z의 구도x 분명히 구분되지 않으며 서로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해서 6전원 음악회7를 재해석했다( 이는 6전

원 음악회7를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이 작품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시와 음악의 영감을 

불어 넣어줄 님프x 나타나 함께 음악회를 즐기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라고 해석

했다( 본 논문은 6풀밭 위의 점심 식사7와  이 작품 속 인물들을 옷을 입은 남

성들× 나체에 x까운 여성들로 양분하는 기존의 시y에서 벗어나서 인물들의 

정체성×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AA 장에서는 화면의 왼쪽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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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성에 해서 분석했다( 그녀의 자세와 물을 붓는 행위& 물을 붓고 있는 

상을 살펴 볼 때 그녀는 r아르카디아에 존재하는 삶× 죽음의 비극s을 상징하

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석관에 물을 붓는 행위는 죽음을 애도하는 고 의 장

례 의식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AAA 장에서는 귀족 남성에 해서 살펴보았다( 

그는 현× 로제트x 없어 연주할 수 없는 류트를 들고 있다( 이는 r전원 음악회'

라는 주제로 해석되었던 장면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 남성의 내면 속 상

상의 장면임을 암시한다( 나아x 귀족 남성은 아르카디아에 존재하는 삶× 죽음

의 비극을 상징하는 왼쪽 여성× 아르카디아의 아름다움× 복락을 상징하는 오

른쪽 여성의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귀족 남성

의 곁에 앉아 그를 응시하고 있는 목동 풍의 남성은 AAA 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그는 두 여성× 마찬x지로 귀족 남성의 내면 세계에 나타난 인물이다( 또한 목

동이라는 계급& 옷× 신체의 표현 방법& 배치된 구도 등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귀족 남성의 내면이 투영된 자아 이미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진정한 아르카디

아를 갈망하는 귀족 남성의 자아x 목동풍의 남성으로 재현된 것이다( 

이 작품을 아르카디아에 속하고자 하는 베네치아 귀족 남성의 내적 갈등

이 표현된 작품으로 해석한 필자의 주장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서 목x 문학의 유행× 자아 인식의 확 에 기반하고 있다( 목x 문학은 고전 문

화에 한 관심에 힘입어 10세기 초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크게 유행했다( 

야코포 산나자로의 v아르카디아w와  은 관련 서적이 량 출판된 것은 물론

이고 피에트로 콘타리니와  은 유력 귀족은 스스로를 아르카디아의 목동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또한 르네상스 지식인들은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이를 작품

에서 표현함으로써 발전시켜 나갔다( 티치아노는 이러한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6전원 음악회7에서 표현함으로써 당  관람자들의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티치아노x 그의 경력 초기부터 목x 문화는 물론이고 개인의 

자아 탐색에도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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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TT( tHUghcfUl Lcdc]4 Gb hhY ;cbghfiWh]cb cf EYUb]b[ ]b DUbXgWUdY(u Ab 

The Pastoral Landscape, YX]hYX Vm Bchb Hibh( OUgh]b[hcb4 FUh]cbUl 

?UllYfm cf 9fh& 133,( 

JcgYbhhUl& HY[[m( Words and Values: Some Leading Words and Where They 

Lead Us( FYk Qcf_4 GlfcfX Mb]jYfg]hm HfYgg& 132.( 

JcggYhh]& <UbhY ?UVf]Yl( The Collected Poems, jcl( A& YX]hYX Vm O]ll]Ua 

JcggYhh]( DcbXcb4 Ell]g UbX KWfihhcb& 1220( 

Jiff& 9llUb( Arcadian Visions : Pastoral Influences on Poetry, Painting and 

the Design of Landscape. GlfcfX 4 O]bX[UhhYf HfYgg& ,01/( EVgWchcgh 

YVcc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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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bUnUfc& BUWcdc( Opere, YX]hYX Vm Ebf]bc ;UffUfU( Lcf]bc4 MLEL& 13/,( 

TTTTT( Arcadia and Piscatorial Eclogues. LfUbglUhYX Vm JUldh FUgh( 

<Yhfc]h4 OUmbY KhUhY Mb]jYfg]hm HfYgg& 1300( 

KYhh]g& KUljUhcfY( Giorgione’s Tempest: Interpreting the Hidden Subject. 

LfUbglUhYX Vm EllYb :]UbWh]b]( ;UaVf]X[Y4 Hcl]hm HfYgg& 1330( 

KhYfUb]b]& Di][]( Il motivo della Tempesta di Giorgione. HUXiU4 DUj]b]U& 

13//( 

LifbYf& 9( J]WhUfX( The Vision of Landscape in Renaissance Italy( 

Hf]bWYhcb4 Hf]bWYhcb Mb]jYfg]hm HfYgg& 131.( 

N]f[]l( tLhY EWlc[iYg(u Ab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YX]hYX Vm 

Ecfh]aYf 9XlYf Yh Yl( ;h]WU[c4 Mb]jYfg]hm cf ;h]WU[c HfYgg& 13/,( 

OYhhYm& HUfclX( tLhY Emhhclc[]WUl UbX H]ghcf]WUl HU]bh]b[g(u Ab The 

Painting of Titian, jcl( AAA( DcbXcb4 HU]Xcb& 131/( 

O]bX& EX[Uf( Pagan Mysteries in the Renaissance( FYk HUjYb4 QUlY 

Mb]jYfg]hm HfYgg&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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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f a 

도 1( 티치아노(L]n]Ubc NYWYll]c)& 6전원 음악회 Le Concert champêtre7& W( 

1/03& 캔버스에 유화& 10/ p 1-1 Wa& 파리 루브르박물관(EigéY Xi 

DcijfY& HUf]g)( 

도 ,( 에두아르 마네(ÉXciUfX EUbYh)& 6풀밭 위의 점심 식사 Le Déjeuner sur 

l’herbe7& 120,'120-& 캔버스에 유화& ,02 p ,0. Wa& 파리 오르셰미술

관(EigéY X'GfgUm& HUf]g)( 

도 -( 프란체스코 코사(>fUbWYgWc ;cggU) 화파& 6포에지아 Poesia7& W( 

1.0/'1.01& 판화& 10(0 p 2(3 Wa&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EYhfcdcl]hUb EigYia cf 9fh& FYk Qcf_)( 

도 .( 티치아노& 6야코포 산나자로의 초상화 Portrait of Jacopo Sannazaro7& 

1/12& 캔버스에 유화& 2/(1 p 1,(1 Wa& 런던 버킹엄궁전 로열컬렉션

(JcmUl ;cllYWh]cb& :iW_]b[hUa HUlUWY& DcbXcb)( 

도 /( 도 1의 확  부분( 

도 0( 작자 미상& 6잠자는 아리아드네 Sleeping Ariadne7& ,세기 로마 복제본& 

리석& 101(/ p 13/ Wa& 바티칸시티 피오클레멘타인박물관(H]ig 

;lYaYbh]bY EigYia& NUh]WUb ;]hm)( 

도 1(  루카스 크라나흐(DiWUg ;fUbUWh hhY ElXYf)& 6누워 있는 물의 님프 

Reclining Water Nymph7& 1/1/'1/,0& 목판에 유화와 템『라& /2 p 21 

Wa& 베를린 그뤼네발트사냥궁전(BU[XgWhlcgg ?fibYkUlX& :Yfl]b)( 

도 2(  루카스 크라나흐& 6분수에 누워 있는 강의 님프 Reclining River 

Nymph at the Fountain7& 1/12& 목판에 유화& /3 p 3, Wa&  라이프치히 

조형예술박물관(EigYia XYf :]lXYbXYb CübghY& DY]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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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루카스 크라나흐& 6누워 있는 님프 Reclining Nymph7& 1/-0'1/-.& 패

널에 유화& 1/ p 1,0 Wa& 마드리드 티센'보르네미차 미술관(EigYc 

LhmggYb':cfbYa]gnU& EUXf]X)( 

도 10(  루카스 크라나흐& 6누워 있는 물의 님프7& 1/--& 목판에 유화와 템『

라& -1 p ,. Wa& 다름슈타트 헤센주립박물관(HYg g ] g WhY g 

DUbXYgaigYia& <UfaghUXh)( 

도 11(  루카스 크라나흐& 6분수의 님프 The Nymph of the Fountain7& 1/-.& 

패널에 유화& /0(2 p 10(, Wa& 리버풀 워커국립미술관(OUl_Yf 9fh 

?UllYfm& D]jYfdccl)( 

도 1,(  루카스 크라나흐& 6샘의 님프 Nymph of the Spring7& 1/./'1//0& 패

널에 유화& 1/ p ,0 Wa&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 1-( 조르조네(?]cf[]cbY)& 6잠자는 비너스 또는 드레스덴 비너스 Sleeping 

Venus cf Dresden Venus7& W( 1/10& 캔버스에 유화& 102 p 11/ Wa& 드

레스덴 알테마이스터회화관(?YaälXY[UlYf]Y 9lhY EY]ghYf& <fYgXYb)( 

도 1.( 티치아노& 6우르비노의 비너스 Venus of Urbino7& 1/-.& 캔버스에 유화& 

113o Wa po 10/o Wa& 피렌체 우피치미술관(?UllYf]U XY[l] Mff]n]& 

>lcfYbWY)( 

도 1/( 티치아노& 6오르z 연주자와 함께 있는 비너스와 큐피드 Venus and 

Cupid with an Organist7& 1/.2& 캔버스에 유화& 1.2 p ,11 Wa& 마드리

드 프라도미술관(EigYc XYl HfUXc& EUXf]X)( 

도 10( 티치아노& 6오르z 연주자와 함께 있는 비너스와 큐피드7& W( 

1/.2'1/.3&  캔버스에 유화& 11/ p ,10 Wa& 베를린 국립미술관 회화관

(?YaälXY[UlYf]Y& KhUUhl]WhY EigYYb ni :Yfl]b&  :Yfl]b)( 

'   '1/

https://en.wikipedia.org/wiki/Uffizi


도 11( 티치아노& 6비너스와 오르z 연주자 그리고 작은 개 Venus and an 

Organist and a Little Dog7& W( 1//0& 캔버스에 유화& 1-0 p ,,0 Wa& 마

드리드 프라도미술관( 

도 12( 티치아노& 6류트 연주자와 함께 있는 비너스 Venus with an Lutenist7& 

W( 1///'1/0/& 캔버스에 유화& 1/0(/ p 130(2 Wa& 케임브리지 피츠윌리

엄박물관(>]hnk]ll]Ua EigYia& ;UaVf]X[Y)( 

도 13( 티치아노& 6류트 연주자와 함께 있는 비너스 또는 홀컴 비너스 Holkham 

Venus7& W( 1/0/'1/10& 캔버스에 유화& 10/(1 p ,03(0 Wa& 뉴욕 메트로

폴리탄미술관( 

도 ,0( 전(�) 베네딕토 보르도네(9hhf]VihYX hc :YbYXYhhc :cfXcbY)& 6t만물의 

어머니에게u 장면 Scene of the “To the Mother of All”7& 프란체스코 콜

론나(>fUbWYgWc ;clcbbU)의 소설 v폴리필루스의 꿈 Hypnerotomachia 

Poliphiliw에 수록된 목판화 삽화& 베니스4 알딘 출판사(NYb]WY4 9lX]bY 

HfYgg)& 1.33( 1.쪽( 

도 ,1( 티치아노& 6제우스와 안티오『 또는 파르도 비너스 Jupiter and Antiope 

cf Pardo Venus7& 1/-/'1/.0& 캔버스에 유화& 130 p -2/ Wa& 파리 루

브르박물관( 

도 ,,( 티치아노& 6안드로스인들의 주신제 Bacchanal of the Andrians7& 

1/,-'1/,.& 캔버스에 유화& 11/ p 13- Wa&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 

도 ,-( 티치아노& 6천상의 사랑× 세속의 사랑 Sacred and Profane Love7& 

1/1.& 캔버스에 유화& 112 p ,13 Wa& 로마 보르게세미술관(?UllYf]U 

:cf[hYgY& Jc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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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티치아노& 6성모 승천 Assumption of the Virgin7& 1/-0'1/-/& 캔버스

에 유화& -3. p ,,, Wa& 베로나 성당 카르톨라니'니케솔라예배당

(;UddYllU ;UfhclUf]'F]WhYgclU& <icac X] NYfcbU& NYfcbU)( 

도 ,/( 티치아노& 6그리스도의 부활 Resurrection7& 1/.,'1/..& 캔버스에 유

화& 10- p 10. Wa& 우르비노 두칼레궁전(HUlUnnc <iWUlY& MfV]bc)( 

도 ,0( 티치아노& 6그리스도의 매장 Entombment7& 1//3& 캔버스에 유화& 1-0 

p 11.(/ Wa&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 

도 ,1( 전 베네딕토 보르도네& 6t아도니스의 무덤u 장면 Scene of the “Tomb of 

Adonis”7& 프란체스코 콜론나의 소설 v폴리필루스의 꿈w에 수록된 목

판화 삽화& 베니스4 알딘 출판사& 1.33( -1.쪽( 

도 ,2( 전 베네딕토 보르도네& 6t아도니스의 무덤u 장면7& 프란체스코 콜론나의 

소설 v폴리필루스의 꿈w에 수록된 목판화 삽화& 베니스4 알딘 출판사& 

1.33( -13쪽( 

도 ,3( 구에르치노(?iYfW]bc)& 6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Et in Arcadia ego7& 

1012'10,,& 캔버스에 유화& 2, p 31 Wa&  로마 국립고전미술관(?UllYf]U 

FUn]cbUlY Xs9fhY 9bh]WU& JcaY)( 

도 -0( 니콜라 푸생(F]WclUg Hcigg]b)& 6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A7& 

10,1'10,2& 캔버스에 유화& 101 p 2, Wa& 채츠워스 데본셔컬렉션

(<Yjcbgh]fY ;cllYWh]cb& ;hUhgkcfhh)( 

도 -1( 니콜라 푸생& 6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Al7& 10-1'10-3& 캔버스에 유

화& 12/ p 1,1 Wa& 파리 루브르박물관( 

도 -,( 도 1의 확  부분( 

도 --( 비토레 카르파치오(N]hhcfY ;UfdUWW]c)& 6영국 궁정으로 귀환하는 사 

들 The Ambassadors Return to the English Court7& 1.3/'1/00& 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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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템『라& ,31 p /,1 Wa& 베네치아 아카데미아미술관(?UllYf]Y 

XYlls9WWUXYa]U& NYb]WY)( 

도 -.( 도 --의 확  부분(  

도 -/( 도 1의 확  부분(  

도 -0( 티치아노& 6목동× 함께 있는 성 x족 The Holy Family with a 

Shepherd7& W( 1/10& 캔버스에 유화& 33(1 p 1-3(1 Wa& 런던 내셔널갤러

리(LhY FUh]cbUl ?UllYfm& DcbXcb)( 

도 -1( 티치아노& 6성 카타리나와 토끼와 함께 있는 성 모자 Madonna and 

Child with St. Catherine and a Rabbit7& 1/-0& 캔버스에 유화& 1. p 

2. Wa& 파리 루브르박물관( 

도 -2( 식스투스 라우흐볼프(K]lhig JUiWhkclff)& 6류트 DihY7& 1/30& 로즈우드

와 흑단& 상아& /2(. p 11(2 Wa&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 -3( 도 1의 확  부분( 

도 .0(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H]Yfc XYllU >fUbWYgWU)& 6그리스도의 탄생 The 

Nativity7& 1.10'1.1/& 패널에 유화& 1,.(. p 1,,(0 Wa& 런던 내셔널갤

러리( 

도 .1( 도 -3의 확  부분(   

도 .,( 티치아노& 6인z의 세 시기 Three Ages of Man7& W( 1/1,q1/1.& 캔버

스에 유화& 30o Wa po 1/0(1o Wa& 에든버러 스코틀랜드국립미술관

(FUh]cbUl ?UllYfm cf KWchlUbX& EX]bVif[h)( 

도 .-( 도 1의 확  부분( 

도 ..( 지롤라모 디 벤베누토(?]fclUac X] :YbjYbihc)& 6갈림길에 있는 헤라클

레스 Hercules at the Crossroads7& 1/00& 패널에 템『라& 액자 포함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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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a& 베네치아 카도로 프란케티미술관(?UllYf]U >fUbWhYhh]& ;Us 

XsGfc& NYbYn]U)( 

도 ./(  루카스 크라나흐& 6헤라클레스의 선택 The Choice of Hercules7& 

UfhYf 1/-1& 개인 소장( 

도 .0( 도메니코 캄파뇰라(<caYb]Wc ;UadU[bclU)& 6두 젊은이x 무릎 꿇고 

있는 풍경 Two Kneeling Youths in a Landscape7& W( 1/11'1/0,& 드로

잉& 12(, p ,1(- Wa& 런던 영국박물관(:f]h]gh EigYia& DcbXcb)( 

도 .1( 티치아노& 6신중함의 알레고리 Allegory of Prudence7& W( 1/0/& 캔버스

에 유화& 10 p 03 Wa& 런던 내셔널갤러리( 

도 .2( 지롤라모 사볼도(?]fclUac KUjclXc)& 6플루트를 든 목동 Shepherd 

with a Flute7& W( 1/,/& 캔버스에 유화& 32(. p 13(. Wa& 로스앤젤레스 

폴게티미술관(B( HUil ?Yhhm EigYia& Dcg 9b[YlYg)( 

도 .3( 도 .1의 확  부분( 

도 /0( 티치아노& 6거울을 보는 비너스 Venus with a Mirror7& W( 1///& 캔버스

에 유화& 1,/ p 100 Wa& 워싱턴 내셔널갤러리(FUh]cbUl ?UllYfm cf 9fh& 

OUgh]b[h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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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1. 티치아노& 6전원 음악회7& W( 1/03& 캔버스에 유화& 10/ p 1-1 Wa& 

파리 루브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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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에두아르 마네& 6풀밭 위

의 점심 식사7& 120,'120-& 캔

버스에 유화& ,02 p ,0. Wa& 

파리 오르셰미술관(

도 3. 프란체스코 코사 화파& 6

포에지아7& W( 1.0/'1.01& 판

화& 10(0 p 2(3 Wa& 뉴욕 메트

로폴리탄미술관(

도 4. 티치아노& 6야코포 산나자

로의 초상화7& 1/12& 캔버스에 

유화& 2/(1 p 1,(1 Wa& 런던 버

킹엄궁전 로열컬렉션(

도 5. 도 1의 확  부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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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작자 미상& 6잠자는 아리아드

네7& ,세기 로마 복제본& 리

석& 101(/ p 13/ Wa& 바티칸시

티 피오클레멘타인박물관(

도 7.  루카스 크라나흐& 6누워 

있는 물의 님프7& 1/1/'1/,0& 

목판에 유화와 템『라& /2 p 21 

Wa& 베를린 그뤼네발트사냥궁

전( 

도 ,.  루카스 크라나흐& 6분수에 

누워 있는 강의 님프7& 1/12& 목

판에 유화& /3 p 3, Wa&  라이

프치히 조형예술박물관(

도 -.  루카스 크라나흐& 6누

워 있는 님프7& 1/-0'1/-.& 패

널에 유화& 1/ p 1,0 Wa& 마드

리드 티센'보르네미차 미술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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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루카스 크라나흐& 6누

워 있는 물의 님프7& 1/--& 목판

에 유화와 템『라& -1 p ,. Wa& 

다름슈타트 헤센주립박물관(

도 11.  루카스 크라나흐& 6분

수의 님프7& 1/-.& 패널에 유화& 

/0(2 p 10(, Wa& 리버풀 워커

국립미술관(

도 12.  루카스 크라나흐& 6샘

의 님프7& 1/./'1//0& 패널에 

유화& 1/ p ,0 Wa& 뉴욕 메트로

폴리탄미술관(

도 13. 조르조네& 6잠자는 비너

스 또는 드레스덴 비너스7& W( 

1/10& 캔버스에 유화& 102 p 

11/ Wa& 드레스덴 알테마이스

터회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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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티치아노& 6우르비노의 

비너스7& 1/-.& 캔버스에 유화& 

113oWa po10/oWa& 피렌체 우

피치미술관(

도 15. 티치아노& 6오르z 연주

자와 함께 있는 비너스와 큐피

드7& 1/.2& 캔버스에 유화& 1.2 

p ,11 Wa& 마드리드 프라도미

술관( 

도 16. 티치아노& 6오르z 연주

자와 함께 있는 비너스와 큐피

드7& W( 1/.2'1/.3&  캔버스에 

유화& 11/ p ,10 Wa& 베를린 

국립미술관 회화관(

도 17. 티치아노& 6비너스와 오

르z 연주자 그리고 작은 개7& 

W( 1//0& 캔버스에 유화& 1-0 p 

,,0 Wa& 마드리드 프라도미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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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티치아노& 6류트 연주자

와 함께 있는 비너스7& W ( 

1///'1/0/& 캔버스에 유화& 

1/0(/ p 130(2 Wa& 케임브리지 

피츠윌리엄박물관(

도 1-. 티치아노& 6류트 연주자

와 함께 있는 비너스 또는 홀컴 

비너스7& W( 1/0/'1/10& 캔버스

에 유화& 10/(1 p ,03(0 Wa& 뉴

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 20. 전 베네딕토 보르도네& 

6t만물의 어머니에게u 장면7& 

프란체스코 콜론나의 소설 v폴

리필루스의 꿈w에 수록된 목판

화 삽화& 베니스4 알딘 출판사& 

1.33( 1.쪽(

도 21. 티치아노& 6제우스와 안

티오『 또는 파르도 비너스7& 

1/-/'1/.0& 캔버스에 유화& 

130 p -2/ Wa& 파리 루브르박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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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티치아노& 6안드로스인

들의 주신제7& 1/,-',.& 캔버

스에 유화& 11/ p 13- Wa& 마

드리드 프라도미술관(

도 23. 티치아노& 6천상의 사랑

× 세속의 사랑7& 1/1.& 캔버스

에 유화& 112 p ,13 Wa& 로마 

보르게세미술관(

도 24. 티치아노& 6성모 승천7& 

1/-0'1/-/& 캔버스에 유화& 

-3. p ,,, Wa& 베로나 성당 

카르톨라니'니케솔라예배당(

도 25. 티치아노& 6그리스도의 

부활7& 1/.,'1/..& 캔버스에 

유화& 10- p 10. Wa& 우르비노 

두칼레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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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티치아노& 6그리스도의 

매장7& 1//3& 캔버스에 유화& 

1-0 p 11.(/ Wa& 마드리드 프

라도미술관(

도 27. 전 베네딕토 보르도네& 

6t아도니스의 무덤u 장면7& 프

란체스코 콜론나의 소설 v폴리

필루스의 꿈w에 수록된 목판화 

삽화& 베니스4 알딘 출판사& 

1.33( -1.쪽(

도 2,. 전 베네딕토 보르도네& 

6t아도니스의 무덤u 장면7& 프

란체스코 콜론나의 소설 v폴리

필루스의 꿈w에 수록된 목판화 

삽화& 베니스4 알딘 출판사& 

1.33( -13쪽(

도 2-. 구에르치노& 6아르카디

아 에 도 나 는 있 다 7 & 

1012'10,,& 캔버스에 유화& 2, 

p 31 Wa&  로마 국립고전미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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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 니콜라 푸생& 6아르카디

아 에 도 나 는 있 다 A 7 & 

10,1'10,2& 캔버스에 유화& 

101 p 2, Wa& 채츠워스 데본셔

컬렉션(

도 31. 니콜라 푸생& 6아르카디

아 에 도 나 는 있 다 A l 7 & 

10-1'10-3& 캔버스에 유화& 

12/ p 1,1 Wa& 파리 루브르박

물관(

도 32. 도 1의 확  부분( 도 33. 비토레 카르파치오& 6영

국 궁정으로 귀환하는 사들7& 

1.3/'1/00& 캔버스에 템『라& 

,31 p /,1 Wa& 베네치아 아카

데미아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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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 도--의 확  부분( 도 35. 도 1의 확  부분(  

도 36. 티치아노& 6목동× 함께 

있는 성 x족7& W( 1/10& 캔버스

에 유화& 33(1 p 1-3(1 Wa& 런

던 내셔널갤러리(

도 37. 티치아노& 6성 카타리나

와 토끼와 함께 있는 성 모자7& 

1/-0& 캔버스에 유화& 1. p 2. 

Wa& 파리 루브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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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식스투스 라우흐볼프& 6

류트7& 1/30& 로즈우드와 흑단& 

상아& /2(. p 11(2 Wa& 뉴욕 메

트로폴리탄미술관(

도 3-. 도 1의 확  부분(

도 40.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6 그 리 스 도 의 탄 생 7 & 

1.10'1.1/& 패널에 유화& 

1,.(. p 1,,(0 Wa& 런던 내셔

널갤러리(

도 41. 도 -3의 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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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 티치아노& 6인z의 세 시

기7& W( 1/1,q1/1.& 캔버스에 

유화& 30oWa po1/0(1oWa& 에든

버러 스코틀랜드국립미술관(

도 43. 도 1의 확  부분(

도 44. 지롤라모 디 벤베누토& 6

갈림길에 있는 헤라클레스7& 

1/00& 패널에 템『라& 액자 포함 

지름 21 Wa& 베네치아 카도로 

프란케티미술관(

도 45.  루카스 크라나흐& 6헤

라클레스의 선택7& UfhYf 1/-1&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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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 도메니코 캄파뇰라& 6두 

젊은이x 무릎 꿇고 있는 풍경7& 

W( 1/11'1/0,& 드로잉& 12(, p 

,1(- Wa& 런던 영국박물관(

도 47. 티치아노& 6신중함의 알

레고리7& W( 1/0/& 캔버스에 유

화& 10 p 03 Wa& 런던 내셔널갤

러리(

도 4,. 지롤라모 사볼도& 6플루

트를 든 목동7& W( 1/,/& 캔버스

에 유화& 32(. p 13(. Wa& 로스

앤젤레스 폴게티미술관(

도 4-. 도 .1의 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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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 티치아노& 6거울을 보는 

비너스7& W( 1///& 캔버스에 유

화& 1,/ p 100 Wa& 워싱턴 내

셔널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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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str79t 

3e-ex7min7tiAn Af 5iti7nKs Le Concert champêtre 

C]a HUbYY 

<YdUfhaYbh cf 9fWhUYclc[m UbX 9fh H]ghcfm 

LhY ?fUXiUhY KWhccl 

KYcil FUh]cbUl Mb]jYfg]hm 

Lh]g hhYg]g fY'YlUa]bYg Le Concert champêtre cf hhY EigéY Xi DcijfY& 

_bckb Ug hhY YUflm kcf_ cf L]n]Ubc NYWYll]c& hhY [fYUh NYbYh]Ub aUghYf cf 

hhY JYbU]ggUbWY dYf]cX( Lh]g kcf_ ]g fY[UfXYX Ug U dUghcfUl lUbXgWUdY kh]Wh 

YaYf[YX ]b hhY YUflm K]lhYYb WYbhifm NYb]WY VUgYX cb dUghcfUl l]hYfUhifY( 

HfYj]cig ghiX]Yg ]bhYfdfYhYX hh]g kcf_ hhUh Ua]Xgh hkc aYb dYffcfa]b[ 

aig]W& hkc EigYg kcilX UddYUf UbX Yjc_Y Ufh]gh]W ]bgd]fUh]cb UbX hhYfYcb 

Ybjcm hhY dUghcfUl WcbWYfh( Lh]g hhYg]g& hckYjYf& k]ll Uf[iY hhUh hhY WcbWYfh 

]g bch hhY fYUl]hm ]b hhY kcf_& Vih Ub ]aU[]bUfm gWYbY ]b hhY mcib[ NYbYh]Ub 

Uf]ghcWfUh'g a]bX& khYfY]b hhY lilif]ciglm XfYggYX aUb hclXg U lihY( HY ]g ]b 

Wcbfl]Wh VYhkYYb hkc Uhhf]VihYg cf l]fY ]b 9fWUX]U& gmaVcl]nYX Vm hhY hkc 

kcaYb( 9bX hhY ghYdhYfX'l]_Y aUb bYlh hc h]a WUb VY ]bhYfdfYhYX Ug U 

gYlf']aU[Y fYflYWh]b[ h]g gYlf( Oh]lY hY kUg ]b Wcbfl]Wh VYhkYYb hfU[YXm UbX 

hUdd]bYgg'UbX'VlYgg]b[ ]b 9fWUX]U& U gYlf UddYUfYX VYfcfY h]a ghck]b[ h]g 

hfiY ]bbYf gY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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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g hhYg]g dfcWYYXg Ug fcllckg( Lh]g hhYg]g dfcWYYXg Ug fcllckg( >]fgh& 

]b ;hUdhYf AA& A X]gWigg hhY kcaUb ghUbX]b[ cb hhY lYfh g]XY cf hhY gWYbY( 

HfYj]cig ghiX]Yg ]bhYfdfYhYX hh]g kcaUb Ug hhY Fmadh cf Kdf]b[( HckYjYf& 

hh]g kcaUb XcYg bch WcffYgdcbX hc Ub ]aU[Y cf hhY Kdf]b[ Fmadh kh]Wh 

kUg dcdilUf Uh hhY h]aY( Ah ]g Ulgc X]ff]Wilh hc gYY hh]g kcaUb Ug hhY Fmadh 

cf Kdf]b[ VYWUigY hhY ghfiWhifY khYfY ghY dcifg kUhYf ]g WlcgY hc U 

gUfWcdhU[ig& bch U fcibhU]b( LhY ]aU[Y cf U kcaUb dcif]b[ kUhYf ]bhc U 

gUfWcdhU[ig UddYUfg hc hUjY cf][]bUhYX ffca Ub UbW]Ybh fibYfUl WYfYacbm 

acifb]b[ XYUhh( Ab chhYf kcfXg& ghY ]g Ub UllY[cf]WUl f][ifY& U fYa]bXYf hhUh 

XYUhh ]g Ulgc dfYgYbh ]b 9fWUX]U& UbX gmaVcl]nYg hhY hfU[]W UgdYWh cf l]fY hhUh 

]g hf][[YfYX Vm XYUhh( 

Ab ;hUdhYf AAA& A UbUlmnY hhY mcib[ NYbYh]Ub Uf]ghcWfUh UbX X]gWigg h]g 

fYlUh]cbgh]dg k]hh chhYf f][ifYg( LhY X]ffYfYbWY ]b WlUgg VYhkYYb hhY hkc 

aYb& Uf]ghcWfUh UbX ghYdhYfX& ]g U bchYkcfhhm fYUhifY kh]Wh kUg bch 

UXXfYggYX ]b dfYj]cig ghiX]Yg( LhY hkc aYb X]ffYf bch cblm ]b WlUgg& Vih Ulgc 

]b dU]bh]b[ hYWhb]eiYg kh]Wh YldfYggYg hhYa( >cf ]bghUbWY& hhY ghYdhYfX'l]_Y 

aUb ]g fYdfYgYbhYX Vm U dU]bh]b[ hYWhb]eiY g]a]lUf hc hhUh cf hhY hkc biXY 

kcaYb( K]bWY hhY hkc biXY kcaYb hUjY VYYb dfYj]ciglm ]bhYfdfYhYX Ug 

ibfYUl]gh]W VY]b[g& A Uf[iY hhUh hhY cblm fYUl dYfgcb ]b hh]g kcf_ ]g hhY bcVlY 

aUb UbX hhY chhYf hhfYY UfY ibfYUl]gh]W VY]b[g( LhY fUWh hhUh hhY Uf]ghcWfUhsg 

lihY WUbbch VY dlUmYX fcf hhYfY UfY bc ghf]b[g cf fcgYhhY gi[[Yghg hhUh hh]g ]g 

Ub ]aU[]bUfm gWYbY( 9h hh]g h]aY& hhY hkc kcaYb cb Vchh g]XYg cf hhY 

Uf]ghcWfUh]W aUb UfY ]bhYfdfYhYX Ug UllY[cf]WUl f][ifYg dfcjc_]b[ Wcbfl]Wh k]hh 

h]a( LhY kcaUb ghUbX]b[ cb hhY lYfh gmaVcl]nYg hhY hfU[YXm cf l]fY UbX 

XYUhh& UbX hhY kcaUb g]hh]b[ cb hhY f][hh gmaVcl]nYg hhY hUdd]bYgg'U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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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Ygg]b[( LhYfYfcfY& A Uf[iY hhUh hhY Uf]ghcWfUh]W aUb ]g ]b Wcbfl]Wh VYhkYYb 

hhY hkc Uhhf]VihYg cf l]fY ]b 9fWUX]U& gmaVcl]nYX Vm hhY hkc kcaYb( 

>]bUllm& ]b ;hUdhYf AN& hhY Yl]ghYbWY UbX fclY cf hhY aUb khc lcc_g 

l]_Y U ghYdhYfX UfY X]gWiggYX( ;cbg]XYf]b[ hhY dcghifYg UbX fUW]Ul 

YldfYgg]cbg cf hhY hkc aYb& hhY ghYdhYfX'l]_Y aUb WUb VY ]bhYfdfYhYX Ug U 

gYlf'VY]b[ dfcjYWhYX Vm hhY mcib[ NYbYh]Ub Uf]ghcWfUh h]agYlf( LhY WcbWYdh 

cf Ub ]bX]j]XiUl UbX gYlf [fYUhlm XYjYlcdYX Ulcb[ k]hh hhY VY[]bb]b[ cf hhY 

AhUl]Ub JYbU]ggUbWY( Lh]g hiaUb]gh]W hYbXYbWm WUb VY fcibX ]b aUbm 

l]hYfUhifY UbX dU]bh]b[g dfcXiWYX ]b AhUlm Xif]b[ hh]g dYf]cX& Ug kYll Ug ]b Le 

Concert champêtre( Lh]g ghckg hhUh kf]hYfg UbX Ufh]ghg cf hhY JYbU]ggUbWY 

dYf]cX fYWc[b]nYX hhY]f ckb gYljYg UbX fYdfcXiWYX hhYagYljYg hhfci[h 

jUf]cig fcfag ]b hhY]f kcf_g( 

Lh]g hhYg]g gci[hh hc fYXYf]bY hhY ]XYbh]hm UbX fYlUh]cbgh]d cf hhY 

f][ifYg UdUfh ffca hhY dYfgdYWh]jYg cf dfYj]cig ghiX]Yg( A ]bhYfdfYhYX Le 

Concert champêtre Ug U kcf_ YldfYgg]b[ hhY ]bbYf Wcbfl]Wh cf hhY mcib[ 

NYbYh]Ub Uf]ghcWfUh difgi]b[ hhY hUdd]bYgg'UbX'VlYgg]b[ cf 9fWUX]U XYgd]hY 

hhY dfYgYbWY cf XYUhh( Em Uf[iaYbh ]g VUgYX cb hhY dfYjUlYbWY cf dUghcfUl 

l]hYfUhifY UbX YldUbg]cb cf gYlf'UkUfYbYgg ]b AhUlm Xif]b[ hhY JYbU]ggUbWY( 

Ab hh]g fY[UfX& Le Concert champêtre ]g Ub ]adcfhUbh kcf_ fcf ]h ghckg hhUh 

L]h]Ub ]g ]bhYfYghYX ]b bch cblm hhY dUghcfUl l]hYfUhifY Vih Ulgc hhY gYlf'

UkUfYbYgg cf hhY ]bX]j]XiUl( 

1eIwAr:s. 5iti7n, 5izi7nA 6e9elliA, Le Concert champêtre, p7stAr7l 

l7n:s97pe, p7stAr7l pAetrI, Ar97:i7, self 

4tu:ent 2um8er. 2016-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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