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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계(matrilineage)를 형상화한 
15-16세기 북유럽의 안나 젤프드리트(Anna Selbdritt) 도상이 동시
대 왕족 및 귀족 가문의 여성들과 유비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
다. 또한 당시 관람자들이 이러한 유사성을 통해 해당 도상을 이해하
고 수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할 것이다.

안나 젤프드리트는 성모의 어머니인 성 안나(St. Anne)를 중심으로 
성모자(Virgin and Child)를 함께 배치한 도상이다. 안나 신앙과 안
나 젤프드리트 도상은 1470-1530년경 북유럽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
였다. 특징적인 것은 상당수의 작품에서 성 안나를 성모와 예수의 보
호자이자, 권위를 갖는 연장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
부 작품에서는 성삼위(Holy Trinity) 도상을 차용하여 안나 젤프드리
트를 성삼위에, 안나를 성부에 비견되는 성스러운 존재로 높이고 있
다. 이는 ‘아버지의 성삼위’에 대응하는 ‘어머니의 성삼위(Maternal 
Trinity)’로서, 그리스도의 모계와 안나의 지위를 크게 격상시킨다. 기
존 연구에서는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을 주로 도시 중산층이나 가정생
활에 관련된 맥락으로 다루었다. 동시대 정치상황이나 왕족 및 귀족
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15-16세기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친 왕족 및 귀족 여
성들과 유사하다.

안나 젤프드리트의 모계 중심적 특성과 동시대 귀족사회의 유사성
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어머니의 혈통이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에서 여성의 가
계, 특히 어머니의 출신 가문이 언급되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 여성들
은 자신의 혈통을 후손들에게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유럽의 
정치 판도를 바꾸어 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여성의 혈
통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정치적 주장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활발
하게 선전되고 유포되었다. 따라서 군주의 어머니 측 혈통에 대한 논
의는 당시 일반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관념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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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15세기 초의 영국령 프랑
스이다. 당시 영국 측은 헨리 6세(Henry VI, 1421-71)가 영국 왕인 
동시에 프랑스 왕이라는 ‘이중 왕국’ 체제를 주장하였다. 프랑스 북부
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프로파간다에서는 헨리 6세가 외가를 통해 프
랑스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14-15세
기 발루아 가문(House of Valois) 출신 공작들이 통치한 부르고뉴 공
국이다. 1대 공작부인인 플랑드르의 마르그리트(Margaret of 
Flanders, 1350-1405)의 혈통은 공국에 네덜란드 지역을 편입시키는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네덜란드는 부르고뉴 공작들의 부와 명성의 
핵심적인 기반이었기 때문에, 마르그리트의 혈통은 15세기 부르고뉴 
공국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어머니의 혈통은 
부르고뉴의 정통성과 독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특히 
부르고뉴의 초기 역사에 관해 클로비스 왕(King Clovis, c. 466-511)
의 왕비이자 부르고뉴의 공주였던 클로틸드(Clotilde, c. 474-545)가 
강조되었다. 세 번째 사례는 합스부르크 왕가(House of Habsburg)
이다. 합스부르크의 전략적인 결혼 외교는 유럽의 장기적인 세력 판
도를 바꾸어 놓았다. 특히 안나 신앙이 유행하였던 1470-1530년에는 
이러한 외교 전략의 초석이 놓이고 점차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
작하였다. 

이처럼 15-16세기 북유럽에서 여성의 혈통은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었다. 안나 젤프드리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었을 것이다. 세속의 
군주에게 어머니의 혈통이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었듯, 천상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어머니 측의 조상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진 것
이다. 어머니의 혈통에 대한 관념은 안나 젤프드리트가 확대된 ‘성스
러운 친족(Holy Kinship)’ 도상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작품에서 성 안나는 고귀한 일족의 조상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작센
의 선제후가 주문한 작품 등을 통해 당시 왕족 및 귀족들이 안나의 
일족을 고귀한 혈통을 지닌 자신들과 동일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속의 왕가에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남자 친족’들이었
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외할아버지 요아킴이 아닌 외할머니 안나가 
비중 있게 표현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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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가족으로서 섭정이 된 여성들에 주목할 수 있다. 15-16세기 
북유럽 정치사에서 여성 섭정들의 역할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통치자의 부재를 대신하거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였다. 권
력상의 공백이 발생할 때, 군주와 가까운 가족관계에 있는 여성들은 
섭정으로 지명되거나 혹은 공식적 직함 없이 사실상 섭정으로 기능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15세기 
프랑스 왕실이다. 14-15세기 프랑스 왕실에서 군주가 부재하거나 미
성년일 경우, 왕비 혹은 모후가 섭정이 되는 것은 점차 관행으로 자
리 잡았다. 바이에른의 이자보(Isabeau of Bavaria, c. 1370-1435)
와 프랑스의 안느(Anne of France, 1461-1522)는 선례를 확립하였
으며, 16세기 사부아의 루이즈(Louise of Savoy, 1476-1531)에 의해 
계승되었다. 두 번째는 15세기 부르고뉴 공국이다. 부르고뉴 공작부인
들은 공작의 부재시에 통치를 대리하였으며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3대 공작부인 포르투갈의 이사벨(Isabella of 
Portugal, 1397-1471)과 4대 공작부인 요크의 마가렛(Margaret of 
York, 1446-1503)에 주목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16세기 전반 
합스부르크 왕가이다. 16세기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는 군주의 어
머니나 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혈족이 섭정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들은 공식적으로 섭정이라는 직위를 부여받았다. 16세기 초 네덜란
드 섭정이었던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테(Margaret of Austria, 
1480-1530)는 이러한 선례를 확립하였다. 

여성 섭정이 갖는 권력의 기반은 사적 영역에서 비롯되었다. 군주와
의 사적 관계는 이들이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 명분이었
기 때문이다. 즉, 군주의 가까운 가족이자 여성이라는 점에서, 권력을 
위협하기보다는 군주를 보살피고 돕는 데에 헌신할 대리인으로 여겨
진 것이다. 이는 특히 군주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 두드러졌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 즉 어린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의 
연장선에서 군주의 후견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통치에까지 관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 섭정의 기능은 군주의 가족이라는 사적 차원과,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행위를 하는 공적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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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안나 젤프드리트의 성 안나와 유사하다. 예수
의 외할머니라는 사적 관계가 확장되어 가모장적인 권위를 부여받았
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성삼위 도상을 차용한 작품들에서 두드러진
다. 성 안나는 성모와 함께 아기예수를 돌보고 있거나, 홀로 옥좌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전자의 경우 성 안나는 천상의 여왕
인 성모를 도와 어린 군주를 키워내고 있는 지혜로운 연장자로 인식
되었을 것이다. 후자에서 성 안나는 천상의 왕의 가족으로서 어린 군
주를 대신하여 직접 권좌에 앉은 것처럼 이해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외할머니 성 안나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안나 젤
프드리트 도상은 동시대 왕족 및 귀족사회와 유비관계를 갖는다. 부
계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어머니 측 혈통은 여전히 중요하였으
며, 여성들은 군주와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공적 영역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성 안나는 그리스도의 어머니 측 혈통을 표상
하는 동시에, 어린 군주를 키워내고 보호하는 인물로서 권위를 갖는
다. 따라서 안나 젤프드리트가 보여주는 모계 중심적 성격은 천상의 
왕가라는 맥락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천상을 상상하는 방식은, 관람
자들에게 익숙한 지상의 모습을 통해 주조되었을 것이다.

주요어: 안나 젤프드리트, 성 안나, 모계, 여성의 혈통, 여성 섭정, 북
유럽. 
학번: 2017-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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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 안나(St. Anne)는 성모 마리아(Virgin Mary)의 어머니로, 특히 
1470-1530년경 북유럽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안나 신앙(devotion 
of St. Anne)이 정점을 이루던 시기 성 안나의 시각이미지는 신앙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 안나를 주제로 하는 미술
품이 다수 제작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도상은 성 안나와 성모, 아기예
수(Christ Child)로 구성된 ‘안나 젤프드리트(Anna Selbdritt)’이다(도 
1-12, 19-24).1) 세 인물을 묘사하고 배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러
나 특징적인 것은 상당수의 작품에서 성 안나를 성모와 예수의 보호
자이자, 권위를 갖는 연장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성 안나는 성모와 예수보다 낮은 지위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다수의 
안나 젤프드리트 이미지에서는 성 안나를 가장 서열이 높은 인물로 
시각화하였다. 심지어 성삼위(Holy Trinity) 도상을 차용하여 안나 젤
프드리트를 성삼위에, 안나를 성부에 비견되도록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은 신학적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가모장(matriarch)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당시의 가부
장제 사회 규범과도 모순된다. 이는 같은 시기 출판된 안나 성인전
(hagiography)에서 묘사하는 성 안나와도 다르다. 따라서 안나에게 
높은 지위와 권위를 부여하는 이미지들이 이해되고 수용되었던 배경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이 확
산되고 유행하였던 15-16세기 북유럽의 정치적 상황은 주목을 요한

1) 안나 젤프드리트는 독일어로 ‘안나를 포함한 세 인물’이라는 의미이다. 네덜란드어
로는 ‘세 사람 가운데의 안나’라는 의미인 ‘Anna-te-drieën’으로 불린다. 영어로
도 정확한 번역어가 없기 때문에 영미권 논저에서도 ‘Anna Selbdritt’라는 독일
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편의상 이와 같이 ‘안나 젤프드리트’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안나 젤프드리트’는 동시대에 도상뿐만 아니라 
성인 자체를 가리키는 호칭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편의상 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 2 -

다. 이 시기에는 어머니의 혈통이 왕(king)이나 군주(prince)의 정치
적 주장 및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특히 15
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는 여성들의 가계(genealogy)가 유럽의 영역 
판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왕족 
및 귀족 여성들 본인이 직접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성들은 서
로 다른 혈통을 잇는, 정략결혼의 교환대상에 그치지 않았다. 군주와 
가까운 혈족이었던 여성들은 남성의 부재시에 섭정(regent) 혹은 섭
정에 준하는 역할을 하였다. 15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역할이 관례로 
정착하거나 공식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어머니의 혈
통에 대한 관심과, 남성을 대신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여성의 모습은 
성 안나를 드높이는 안나 젤프드리트의 성격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당시 귀족 여성들의 가계와 역할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안나 젤프드리트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안나 신앙과 도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15-16세기에 집중되었
다.2) 이 시기는 안나 신앙의 전성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3) 그러나 

2) 안나 신앙에 대한 연구에서 시각이미지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는 15-16세기 
안나 신앙에서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문헌자료와 더불어 당시 신
앙의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연구사 검토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미술사 연구뿐만 아니라 시각자료를 중요하게 다룬 역사학 및 
종교학 연구도 포함하였다. 한편 15세기 이전의 안나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음 연
구들이 있다. 우선 파렐은 13세기 샤르트르(Chartres)를 중심으로 서유럽에 안나 
신앙이 유입되고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Colleen Ann Farrell, “St. Anne 
at Chartres” (PhD diss.,Yale University, 2013). 네이더노바-슬레이드는 성 안
나의 ‘세 번의 결혼(trinubium)’ 전설을 시각화한 ‘성스러운 친족(Holy Kinship)’
의 초기 형태가 유럽 대륙이 아닌 중세 영국에서 먼저 나타났음을 주장하였다. 그
의 연구는 중세 영국의 종교적•사회적 맥락 안에서 성 안나와 ‘성스러운 친족’의 
초기 도상을 분석하고 있다. Mellie Naydenova-Slade and David Park, “The 
Earliest Holy Kinship Image, the Salomite Controversy, and a 
Little-Known Centre of Learning in Northern England in the Twelfth 
Century,”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71 (2008), pp. 
95-119; Naydenova-Slade, “Images of the Holy Kinship in England, c. 
1170-1525,” (PhD diss., Courtauld Institute of Art, University of London, 
2008). 

3) 좁은 범위에서 안나 신앙의 전성기는 대략 1470-1530년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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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정치적 상황과의 관련성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안나 
신앙에 대한 근대적 연구의 시작은 1930년에 출판된 베다 클라인슈미
트(Beda Kleinschmidt)의 저서이다.4) 클라인슈미트의 연구는 성 안
나와 관련된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시각이미지와 민담(folklore)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의 연구범위는 
초기 기독교(Early Christianity)부터 근세(Early Modern)까지 망라
하나 특히 안나 신앙의 전성기였던 15세기에서 16세기 초 북유럽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클라인슈미트의 연구에는 프란치스코회
(Franciscan Order) 수도사(friar)로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 즉 성모
의 무염시태(Immaculate Conception)에 대한 신앙이 반영되어 있
다. 그의 논의는 무염시태 교리와 관련하여 안나 신앙의 신학적 의의
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풍부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맥락
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안나 도상에 대한 연구는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 이
루어졌다. 그러나 80년대 말 이후 15-16세기의 성 안나 신앙이 재조
명되면서 안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연구자는 베르너 에서(Werner Esser), 톤 브란덴바흐(Ton 
Brandenbarg), 앙겔리카 되플러-디르켄(Angelika Dörfler-Dierken)
이다. 1986년에 나온 베르너 에서의 논문은 성 안나에게서 나온 자손
들을 시각화한 도상인 ‘성스러운 친족(The Holy Kinship)’에 대한 종
합적인 연구이다.5) 에서는 ‘성스러운 친족’의 문헌적 근거, 도상의 발

이다. 15세기 전반은 안나 신앙이 성장하고 확산되던 시기로, 16세기 중•후반은 
안나 신앙의 쇠퇴기로 간주된다. 따라서 안나 연구사에서 궁극적인 문제의식은 안
나 신앙이 단기간에 급성장하고, 다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쇠퇴하게 된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

4) Beda Kleinschmidt, Die Heilige Anna. Ihre Verehrung in Geschichte, 
Kunst und Volkstum: mit 20 Tafeln und 339 Textbildern (Düsseldorf: L. 
Schwann, 1930).

5) Werner Esser, “Die Heilige Sippe: Studien zu einem spätmittelalterlichen 
Bildthema in Deutschland und den Niederlanden,” (PhD diss., Universität 
Bon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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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및 변천 과정뿐만 아니라 도상에 관련된 작품 전체를 목록화하고 
분류하였다. 그의 연구는 대체로 ‘성스러운 친족’의 신앙형태와 관련 
작품의 양식사적 검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사회사와 관
련된 분석을 부분적으로 시도하였다. 3장에서 안나의 ‘성스러운 친족’
이 당시 사회의 가족제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
이다.6)

되플러-디르켄과 브란덴바흐는 본격적으로 성 안나 신앙을 사회적 
배경과 연결하여 논의하였다. 되플러-디르켄의 연구는 시각자료를 활
용하지는 않았으나 안나 신앙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였다.7) 그는 
안나 신앙의 확산에 북유럽 인문주의자(humanist)들의 활동과 안나 
신심회(St. Anne’s confraternity)가 크게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문주의자들이 안나 신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성 안나
가 결혼과 종교적 영성을 성공적으로 양립시켰다는 점에서 평신도
(laity)들의 좋은 모델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브란덴바흐는 1500
년경 북유럽 인문주의자들이 저술한 성인전들을 분석하였다.8) 되플러

6) Esser, 앞의 논문, pp. 32-49.
7) Angelika Dörfler-Dierken, Die Verehrung der heiligen Anna in 

Spätmittelalter und früher Neuzeit (Gö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1992). 

8) Ton Brandenbarg, Heilig Familieleven. Verspreiding en waardering van 
de historie van Sint-Anna in de stedelijke cultuur in de Nederlanden en 
het Rijnland aan het begin van de moderne tijd (15de/16de eeuw) 
(Nijmegen: SUN, 1990). 브란덴바흐의 1992년 저작은 유사한 논지를 보여주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성 안나와 관련된 시각자료를 풍부하게 정리한 카탈로그
(catalogue)가 수록되어 있다. Brandenbarg, Heilige Anna, grote moeder. De 
cultus van de Heilige Moeder Anna en haar familie in de Nederlanden 
en aangrenzende streken (Nijmegen: SUN, 1992). 두 단행본의 핵심적인 논
의는 다음 영문 논문에 요약되어 있다. Brandenbarg, “Saint Anne and Her 
Family: The Veneration of St. Anne in Connection with Concepts of 
Marriage and the Family in the Early-Modern Period,” in Saints and 
She-Devils: Images of Women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ed. Léne 
Dresen-Coenders (London: The Rubicon Press, 1987), pp. 101-128; 
Brandenbarg, “Saint Anne: A Holy Grandmother and Her Children,” in 
Sanctity and Motherhood: Essays on Holy Mothers in the Middle Ages, 
ed. Anneke B. Mulder-Bakker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5),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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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르켄과 마찬가지로, 그는 인문주의자들이 교회 내부의 개혁과 도
시 중산층의 윤리적 교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성 안나를 중
산층 평신도들의 가정생활 및 종교생활에 관련된 교육적 모델로 활용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 안나가 결혼을 통해 이룬 일족이 당시 
사회에서 나타난 가계(genealogy)에 대한 관심과 조응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성 안나의 결혼이나 자손들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다양
하게 제시하였다.9) 브란덴바흐의 연구는 인문주의자들을 매개로 안나 
신앙과 당시의 가족제도를 연결하고, 문헌자료와 시각자료를 모두 풍
부하게 활용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안나 신앙을 
인문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제한하였으며 주로 중산
층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캐슬린 애슐리(Kathleen Ashley)와 파멜라 셰인곤(Pamela 
Sheingorn)이 편집한 논집 『문화적 상징의 해석: 중세 후기 사회에
서의 성 안나(Interpreting Cultural Symbols: Saint Anne in Late 
Medieval Society)』에서는 안나 신앙이 보다 다면적이었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안나 신앙이 여러 계층과 집단의 신앙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10) 논집에 수록
된 논문들은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민담, 연극, 미술 등 다양한 매
체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안나 신
앙의 수용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은 제

31-65.
9) 그린은 15-16세기 안나 신앙이 유행함에 따라 성모의 가계를 표현하기 위해 ‘이

새의 나무(Tree of Jesse)’ 도상이 차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맥락
에서의 가계에 대한 관심과 연결한 것은 아니며, 성 안나보다는 성모에 대한 인식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Susan L. Green, Tree of Jesse Iconography 
in Northern Europe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8), pp. 36-75.

10) Kathleen Ashley and Pamela Sheingorn, “Introduction” in Interpreting 
Cultural Symbols: Saint Anne in Late Medieval Society, ed. Kathleen 
Ashley and Pamela Sheingorn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0), pp. 1-6.



- 6 -

니퍼 웰시(Jennifer Welsh)의 2017년 단행본에서도 이어진다. 웰시의 
연구는 북유럽 내에서도 안나 신앙이 종교적•경제적•사회적으로 어떻
게 활용되었는지 다양하게 분석하였다.11)

특히 『문화적 상징의 해석』에 수록된 셰인곤의 논문은 15-16세기
의 성 안나 이미지가 여성 중심적이고 가모장적(matriarchal)이라고 
주장하였다.12) 셰인곤은 해당 논문 및 1989년의 논문에서 안나 젤프
드리트가 확장된 성스러운 친족 도상을 여성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다.13) 그는 성스러운 친족이 가모장 안나를 중심으로 하는 도상으로
서, 여성과 모계(matrilineage)를 높이는 이미지라고 주장하였다. 특
히 성령이 삽입된 작품들에서 착안하여, 안나 젤프드리트가 성삼위와 
유사하게 시각화되었으며 성 안나가 성부에 대응되는 역할을 부여받
았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상이 유행하였던 배경에 대해서
는 브란덴바흐와 유사한 관점을 보여준다. 셰인곤은 가모장과 모계를 
강조하는 이미지가 열렬한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은, 당시 사회에서 예
수의 육화(Incarn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모성(motherhood)
이 긍정적으로 재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결혼과 출산이 
종교적 장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중세와 달리 
결혼한 여성도 성인이 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다는 것이다. 셰인곤
의 논의는 안나 젤프드리트가 ‘여성’ 안나를 높이는 이미지라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 및 가정생활과의 
관련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명시적으로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
지는 않았으나 도시 중산층이 안나 신앙 및 도상과 가장 밀접하게 관

11) Jennifer Welsh, The Cult of St. Anne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7). 웰시의 연구는 15-16세기의 
성 안나 신앙을 여러 사회 계층과 관련하여 조명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관심
을 받지 못하였던 16세기 후반 이후의 안나 신앙 및 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12) Pamela Sheingorn, “Appropriating the Holy Kinship: Gender and Family 
History,” in Interpreting Cultural Symbols, pp. 169-198.

13) Sheingorn, “The Holy Kinship: The Ascendency of Matriliny in Sacred 
Genealogy of the Fifteenth Century,” Thought 64:254 (1989), pp. 26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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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14)

기존 연구에서 귀족 및 왕족과의 관련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
니었다. 브란덴바흐는 안나 성인전을 저술하거나 유통시킨 인문주의
자들 중 상당수가 합스부르크(Habsburg)의 막시밀리안 황제
(Maximilian I, 1459-1519)의 궁정에서 활동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동일한 인물들이 막시밀리안의 가계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참
여한 시기와 안나 신앙이 유행한 시기가 일치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는 성 안나가 여러 성스러운 인물들의 조상으로서 일가를 이룬 것이 
가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귀족들, 그리고 귀족을 모방하고자 하
는 신흥 중산층에게도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5) 그러나 브
란덴바흐의 논의는 성 안나의 권위보다는 그녀의 일족 전체에 주목하
고 있으며 시각적으로도 성스러운 친족 도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막시밀리안의 가계와 관련하여 예시로 제시한 작업들이 어머니 
측의 가계를 배제하고 부계에만 집중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계를 묘사하고 있는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셰인곤이나 웰시도 막시밀리안 
궁정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사례는 성스러운 친족 
도상을 차용하여 그려진 막시밀리안 황제의 가족 초상화이다.16) 그러
나 이 초상화에서는 기존의 안나 도상에서 나타나는 가모장적 성격이 

14) 이는 1990년 논문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당 논문은 안나 신앙이 쇠퇴
하고 시각이미지에서 안나의 권위가 약해진 것이, 도시 중산층의 가부장제 이데올
로기가 확산되었다는 점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heingorn, 
“Appropriating the Holy Kinship,” pp. 184-193.

15) Brandenbarg, Heilig Familieleven, pp. 144-148. 웰시 이 점을 역시 지적하였
다. Welsh, 앞의 책, pp. 32-35. 그러나 웰시 역시 귀족들과 관련하여 안나 본인
보다는 그녀의 일족 전체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16) 이 작품은 베른하르트 슈트리겔(Bernhard Striegel)이 그린 <막시밀리안 황제의 
가족(Family of Emperor Maximilian I)>(1516년 이후, 비엔나미술사박물관 소
장)이다. 각 인물의 이름표에는 막시밀리안 황제와 그의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 안나는 제외되어 있다. 셰인곤은 이 
작품을 안나 신앙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침투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Sheingorn, “Appropriating the Holy Kinship,” p. 189. 한편 웰시는 안나 신
앙이 쇠퇴하는 과정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Welsh, 앞의 책, pp.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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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 안나라는 존재가 아예 지워져 있다. 전
성기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의 여성적 권위와 귀족사회의 관련성에 대
한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귀족사회와 안나 도상의 관련성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 것은 앤 
마리 라스무센(Ann Marie Rasmussen)과 버지니아 닉슨(Virginia 
Nixon)이다. 라스무센은 1210년경에 쓰인 『파르치팔(Parzival)』을 근
거로 하여, 중세 귀족사회에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족들도 
정치적 권력이나 지위를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였음을 논증하였다. 또
한 성스러운 친족 도상은 그리스도의 어머니 측 가족들을 시각화하였
다는 점에서 실제 귀족사회의 친족 구조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17) 
라스무센의 연구는 중세 귀족들의 친족 인식과 안나 도상 사이의 관
계를 짚어냈으나, 이것을 안나 젤프드리트의 동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구체화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가계가 안나라는 
여성으로 표상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닉슨은 두 가지 중
요한 지적을 하였다. 하나는 15-16세기 시각이미지의 성 안나가 독자
적인 가계 정체성(lineage identity)과 권력을 보유하는 귀족 여성
(aristocratic noblewoman)들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성 안나의 모습이 성인전에서 묘사하는 안나의 상과 다르다는 
것이다.18) 이로써 닉슨은 안나 젤프드리트와 동시대 귀족사회의 관계
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짧게 언급했을 뿐 더 이상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안나 젤프드리트를 주로 도시 중산층과 가

17) Ann Marie Rasmussen, “Babies and Books: The Holy Kinship as a Way 
of Thinking about Women’s Power in Late Medieval Northern Europe,” 
in Founding Feminisms in Medieval Studies: Essays in Honor of E. Jane 
Burns, ed. Lain E. Doggett, and Daniel E. O’Sullivan (Boydell & Brewer, 
2016), pp. 209-210.

18) Virginia Nixon, Mary's mother: Saint Anne in Late Medieval Europe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4),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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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생활에 관련하여 다루었다. 귀족사회, 특히 왕족 및 귀족 여성들이
나 정치적 측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안나 신앙의 주축이 도시 중산층 및 이들을 교화하고자 하였
던 인문주의자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신자(devotee)
들이 반드시 성인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같은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상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5-16세기의 세계관에서 예수 그리스도
는 천상의 왕으로, 그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는 천상의 여왕으로 이
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들과 함께 성모의 어머니인 안나까지 등장하는 
도상은 동시대 관람자들에게 왕족 혹은 최상위의 귀족을 연상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시각이미지에서 묘사된 안나의 복식은 다소 수수하여 
‘중산층적’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는 일종의 도상적 어휘일 뿐, 그 자
체로 특정 계층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시각적 요소들
을 통해 왕족의 권위를 연상하게 한다. 예컨대 안나의 딸로 표현된 
성모는 왕관을 쓴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안나가 장엄한 옥좌
(throne)에 앉아 있는 작례도 드물지 않다(도 3, 22). 성 안나 역시 
성모 및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상의 왕족으로 상상되었으리라 추정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의 가모장적 성격이 
15-16세기의 정치 상황에서 권위를 행사했던 귀족 여성을 연상시키
며 동시대 관람자들에게도 그러한 맥락에서 인지되었을 것이라고 주
장하고자 한다. 우선 Ⅱ장에서는 안나 신앙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
정을 살피고, 15-16세기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이 성 안나의 지위를 
신학적 교리에서 가르치던 것 이상으로 격상시켰음을 보일 것이다. 
특히 일부 작품에서는 안나 젤프드리트를 성삼위에, 성 안나를 성부
(God the Father)에 비견되는 지위로까지 높이고 있다.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가장 성스러운 이미지라 할 수 있는 성삼위 도상의 구도와 
형식이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에 차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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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리스도의 부계적(patrilineal) 이미지에 대응되는 모계적
(matrilineal)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두 장에서는 이 도상을 당시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정
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귀족 여성들과 관련짓고자 한다. Ⅲ장에서
는 여성, 특히 어머니의 가계가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15-16세기 북유럽 정치사에서 어머니의 혈통은 정치적 주장
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메시지는 여러 매체를 통해 
유포되었다. 따라서 왕족 및 귀족들에게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의 혈통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이 일반인들에게도 공유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왕(Christ the King)의 어머니 혈통에 속하는 안나가 중요하
게 시각화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권
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정치에 참여하였던 
여성들도 존재했다. Ⅳ장에서는 남성 군주를 대신하여 섭정으로 활동
한 여성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들은 군주의 혈족으로서 통치행위
에 직접 참여하였다. 군주와의 혈연이라는 사적 관계는 여성 섭정들
의 권력과 권위의 기반이 되었다. 여성 섭정들은 군주가 어린 경우 
군주의 후견인(guardian)으로서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적인 관계 및 역할이 확장되어 군주의 통치를 보조하고 대리하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안나 젤프드리트의 가모
장적인 특성이 동시대 관람자들에게 이러한 정치적 관행 및 시대상황
의 유비관계로 수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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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안나 신앙과 도상

본 장에서는 안나 신앙의 성립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안나 젤프드
리트 도상의 성격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우선 성 안나에 대한 서사
가 구체화되고, 15-16세기에 이르러 안나 신앙이 폭발적으로 유행하
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15-16세기 성 안나의 대표
적인 도상이었던 안나 젤프드리트를 분석할 것이다. 안나 신앙이 유
행함에 따라 다수 제작된 안나 젤프드리트 이미지들은 성 안나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일종의 가모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시
각적 차원에서는 안나 젤프드리트와 성 안나를 각각 성삼위와 성부에 
대응하는 지위로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결과적으로 안나 
젤프드리트는 신학적 서열과 달리 성 안나를 성모보다 높은 지위로 
격상시키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1. 안나 신앙의 형성 및 유행

성 안나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안나를 언급한 것은 외
경(Apocrypha)의 유년 복음서(Infancy Gospel)들이다. 현전하는 외
경 문헌 중 안나가 등장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이중 연대가 가장 이
른 것은 『야고보의 원복음서(Protoevangelium of James)』(이후 『원
복음서』)이다. 『원복음서』는 2세기 후반에 그리스어로 쓰인 것으로 추
정되며 특히 정교회(Orthodox Church)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
나 라틴 교회(Latin Church)에서는 영향이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며 
라틴어 번역본 역시 남아있지 않다.19) 두 번째 문헌인 『위마태복음

19) 엘리엇에 따르면, 라틴어 번역본도 존재하였을 것이나 서방 교회에서 해당 문헌
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방 교회에서 『원복
음서』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배경은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성경 속 “주
님의 형제(brother of the Lord)”라는 표현을 예수의 이복형제로 해석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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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pel of Pseudo-Matthew)』은 라틴 교회에서 인기를 끌어 중세 
서유럽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원복음서』와 『토마스의 
유년복음서(Infancy Gospel of Thomas)』의 영향을 받은 문헌으로, 
8-9세기 경 라틴어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20) 마지막으로 『성모탄
생 복음서(Gospel of the Birth of Mary)』는 『위마태복음』에서 예수
의 유년시절을 상당 부분 삭제하고 성모 중심으로 재편한 문헌이
다.21)

이러한 문헌들은 성모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자세히 밝힘으로써 성
모를 높이고 그에 대한 공경(veneration)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22) 따라서 안나는 성모의 일생에 대한 서사의 일부로 언급되
며, 남편 요아킴(Joachim)에 비해 비중이 높게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세 문헌에서 나타나는 안나의 서사는 성모자헌(Presentation of 
Mary)까지로 제한되며 대체로 비슷한 줄거리로 서술되어 있다. 예루
살렘(Jerusalem)에 사는 요아킴과 안나는 모범적인 결혼생활을 하였
지만 결혼 후 20년 간 자식이 없었다.23) 요아킴은 성전(Temple)에 
제물을 바치려다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굴욕을 견디지 
못해 광야로 가 양떼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안나는 몇 달 동안 남편
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슬픔 속에 지냈다. 그러던 중 천사가 두 사
람에게 각각 나타나 장차 안나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

이다. 성 제롬(St. Jerome)은 이를 격렬히 비난하였으며 성경의 구절은 예수의 사
촌(cousin)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하나는 『원복음서』의 영향을 받은 『위
마태복음』이 일반적으로 읽혔기 때문에 별도로 『원복음서』를 소장할 필요성이 낮
았다는 것이다. J. K. Elliot, The Apocryphal New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 48. 

20) 위의 책, pp. 84-6.
21) 위의 책, p. 84.
22) 위의 책, pp. 50, 85.
23)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신의 은총으로 고령에 임신을 한다는 모티프는 

구약의 비슷한 사례들에서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안나’가 사무엘
(Samuel)의 어머니 한나(Hannah)와 같은 이름이라는 점에서 안나라는 인물 자체
가 한나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Ton Brandenbarg, “A Holy 
Grandmother,”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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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기쁨에 찬 두 사람은 예루살렘의 황금문(Golden Gate) 앞에
서 재회하고 몇 달 뒤 성모 마리아가 태어나게 되었다. 마리아가 세 
살 때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후 안나와 요아킴에 대
한 언급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24)

12세기 이후에는 서유럽에서 성 안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25) 그러나 이 시기 성 안나는 대중적으로 널리 공경되기보다
는 신학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는 두 가지 논쟁으로 표출되었다. 첫 
번째는 성모의 잉태와 관련된 논의이다.26) 12세기에는 성모의 무염시
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는 자연히 성모를 잉태한 주체, 즉 
어머니 안나에 대한 관심을 수반하였다. 두 번째는 안나의 ‘세 번의 
결혼(trinubium)’에 대한 논쟁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의 형제
(brother of the Lord; 갈라티아서 1:9)”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지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가톨릭교회에서 주장
하는 성모의 ‘영원한 순결(perpetual virginity)’과 예수의 인간 형제
는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
설이 제시되었다. ‘세 번의 결혼’은 이러한 해결방안 중 하나였다. 안
나가 세 차례 결혼을 하여 성모 외에도 다른 딸들을 낳았고, 이들이 
낳은 아들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형제”라는 것이다.

‘세 번의 결혼’을 언급하는 문헌 중 현전하는 가장 이른 문헌은 9세

24) 『성모탄생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는 서술이 
등장한다. Elliot, 앞의 책, p. 84. 그러나 여기에서 안나의 역할에 대한 별도의 언
급은 없으므로 생략하였다.

25) 영국에서는 성모잉태축일(Feast of Conception of Mary)이 1030년경부터 도입
되었다. Ashley and Sheingorn, 앞의 논문, p. 12.

26) 위의 논문, p. 13; Nixon, 앞의 책, pp. 15-16. 그러나 무염시태 논쟁이 15-16
세기 안나 신앙의 동력이었던 것은 아니다. 신학적 차원에서 안나의 존재는 성모
의 잉태와 연결될 수 있었으나, 15-16세기에는 안나 신앙이 신학적 차원을 넘어
섰기 때문이다. 안나의 성인전을 저술하고 안나 신앙을 장려한 성직자 및 인문주
의자 중에는 무염시태를 반대하는 대표적 집단인 도미니코회 수도사들이 포함되었
으며, 도미니코회의 로사리오 기도가 안나 성인전에 수록되기도 한다. 기존 연구
에서는 무염시태가 안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나 15-16세기의 
유행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Brandenbarg, “A Holy 
Grandmother,” p. 38; Welsh,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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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오세르의 에모(Haimo of Auxerre, d. c. 865)의 글이다.27) 그러
나 이러한 서사는 13세기  『황금 전설(Golden Legend)』에 수록되면
서 널리 유통되었다. 그 결과 『위마태복음』의 14세기 판본에는 이전 
판본과 달리 이 전설을 수록하기도 하였다.28) 『황금전설』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Birth of the Blessed Virgin Mary)’ 항목에서는 
안나가 세 번 결혼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표 1). 이에 따르면 요아킴
이 사망한 뒤 안나는 클레오파스(Cleophas)와 결혼하여 마리아 클레
오파스(Mary Cleophas)를 낳았다. 클레오파스가 사망한 뒤에는 살로
메(Salome)와 결혼하여 마리아 살로메(Mary Salome)를 낳았다. 마
리아 클레오파스는 알패오(Alphaeus)와 결혼하여 네 명의 아들을 낳
고, 마리아 살로메는 제베대오(Zebedee)와 결혼하여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들 중 다섯 명은 훗날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29) 이는 성경
에 등장하는 “주님의 형제(brother of the Lord)”이라는 표현을 예
수의 이종사촌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세 명의 마리아(Three Marys)’
를 안나의 딸들로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성 안나는 점차 신학적 중
요성을 띠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서사를 갖게 되었다.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안나 신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5세
기 전체에 걸쳐 안나 신앙의 인기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1470-1530
년 경 독일 및 네덜란드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이다. 
북유럽에서는 성 안나에게 봉헌된 신심회(confraternity)가 크게 증가
하였으며, 안나의 유골을 소장한 순례지들이 인기를 끌었다.30) 무엇보
다 성 안나를 독립적인 소재로 한 성인전(hagiography)들이 활발하
게 저술되고 출판되었다. 대표적인 저자는 얀 판 데너마르켄(Jan van 

27) Ashley and Sheingorn, 앞의 논문, p. 11.
28) Welsh, 앞의 책, p. 27.
29) Jacobus de Voragine, trans. William Granger Ryan, The Golden Legend: 

Readings on the Saints vol. 2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 150.

30) 성 안나 유골에 대해서는 Welsh, 앞의 책, pp. 51-59, 9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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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emarken, d. c. 1545)과 바우터 보어(Wouter Bor), 피터 돌란
트(Pieter Dorlant, 1454-1507)이다. 얀 판 데너마르켄은 북네덜란드
(Northern Netherlands)의 교구 사제(secular priest)로, 그의 저술
은 바우터 보어에 의해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후 상업적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후일 독일어 및 프랑스어로도 번역되어 활발
하게 유통되었다.31) 피터 돌란트는 남네덜란드(Southern 
Netherlands) 디스트(Diest)의 카르투지오회(Carthusian Order) 수
도사로, 라틴어와 네덜란드어로 안나 성인전을 한 권씩 저술하였다.32) 
이 중 네덜란드어로 쓰인 저작은 라틴어로 번역 및 축약되어, 1502년 
작센의 루돌프(Ludoph of Saxony)의 『그리스도의 생애(Vita 
Christi)』에 수록되었다. 루돌프의 저서가 파리(Paris)와 리옹(Lyon)에
서 활발하게 유통됨에 따라 돌란트의 안나 일대기 역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외에도 돌란트는 라틴어로 쓰인 『성 안나 전설
(Legenda sanctae Annae)』의 출간에 깊게 관여하였다. 이 책은 독
일과 알자스(Alsace) 지방에서 인기를 끌어 안나 신앙의 확산에 기여
하였다. 

이러한 성인전들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북유럽에서 성 안나가 
독자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 시
기 안나 성인전의 구성은 일대기와 기도문, 그리고 안나를 공경하거

31) 얀 판 데너마르켄이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권의 안나 성인전에는 저자가 명
시되어 있지 않다. 하나는 1491년 안트베르펜(Antwerp)에서 네덜란드어로 출간된 
『성스러운 여인이신 성 안나의 일대기, 기도문과 교훈담(Die historie dei 
ghetiden ende die exemplen vander heyligher vrouwen Sint Annen)』이다. 
이 책은 1499년 즈볼레(Zwolle)에서 다시 출간되었다. 즈볼레 판에서는 익명의 저
자가 저술한 라틴어 판본을 바우터 보어가 번역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브란
덴바흐는 안트베르펜 판본 역시 판 데너마르켄의 라틴어 저작을 보어가 속어로 번
역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얀 판 데너마르켄의 저술에 대해서는 Ton 
Brandenbarg, Heilig Familieleven, pp. 41-81.

32) 라틴어 버전은 1493년에 출간된 『가장 성스러우신 안나의 지극히 아름다운 일대
기(Historia perpulchra de anna sanctissima)』이며 네덜란드어 판본은 1501년
에 출간된 『성 안나의 일대기(Historie van Sint-Anna)』이다. 피터 돌란트에 대
해서는 Brandenbarg, Heilig Familieleven, pp.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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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척한 결과 벌어진 기적을 묘사한 교훈담(exemplum)으로 이루어
져 있다. 브란덴바흐가 지적하였듯, 성인전의 일대기와 교훈담에서 묘
사하는 성 안나는 중산층 여성의 모델로 기능한다.33) 계층적으로 요
아킴과 안나 부부는 부유한 중산층으로 설정되었다. 안나는 성적 욕
망을 배척하였으며,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 번이나 
결혼하였다고 묘사되었다. 육체적 욕망 없이 오로지 자손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 올바른 자녀교육, 그리고 신의 뜻에 겸손하게 순
종하는 모습은 기독교적 여성관에 정확히 부합한다. 안나는 일대기의 
주인공이자 위대한 일족을 낳은 여자 조상이지만, 가정에서 권위와 
힘을 갖는 가모장은 아닌 것이다. 이는 교훈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난다. 안나를 공경한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고, 반대로 안
나를 비난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특정 계기를 통해 개심하거나 벌
을 받는다. 그러나 안나가 직접 보상이나 벌을 내리는 주체로 등장하
는 경우는 드물다. 대체로 안나의 자손들이 대신 나타나 안나 신앙을 
독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혹은 신적인 존재의 현현 없이 기적만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34) 이처럼 문헌에서 묘사되는 성 안나는 직접 목소
리를 내거나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겸손한 여성으로서, 당시 중산층의 
여성관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각이미지에서의 성 안
나는 동시대 문헌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성 안
나 도상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15-16세기 안나 도상의 가모장적인 
성격에 대해 살필 것이다.

2. 모계의 성삼위

13세기 말에서 14세기 독일 지역에서는 성 안나와 성모, 아기예수

33) Brandenbarg, Heilig Familieleven. 
34) Welsh, 앞의 책, pp. 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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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안나 젤프드리트 조각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도 1). 이는 
수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안나 젤프드리트가 성 안나의 도상으로 확고
히 자리 잡은 것도 아니었다.35) 그러나 15-16세기에는 북유럽에서 안
나 신앙이 크게 유행함에 따라 안나 젤프드리트 이미지가 다수 제작
되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성 안나의 유골함(reliquary)들은 안나 
젤프드리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안나 젤프드리트 이미지는 그 자
체로 기도와 공경의 대상이 되었다.36) 다른 한편으로는 안나 젤프드
리트가 예수의 가족들을 묘사한 ‘성스러운 친족(Holy Kinship)’ 도상
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도 30-32). ‘성스러운 친족’은 성모, 요셉
(Joseph), 예수로 구성된 ‘성가족(Holy Family)’뿐만 아니라, ‘세 번의 
결혼’ 전설에서 등장하는 안나의 남편들 및 자손들까지 포함하는 도
상이다. 이는 예수의 가계(genealogy)를 도해한 것으로, 많은 작품에
서 안나 젤프드리트가 중심에 배치되었다.37)

이처럼 안나 젤프드리트는 성 안나를 대표하는 도상이자, 안나 신앙
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였다. 안나 젤프드리트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성 안나를 권위 있는 연
장자 혹은 가모장처럼 묘사하고 있다. 신학적 관점에서 성 안나는 성
모나 예수보다 아래 서열에 속한다. 15-16세기 안나 젤프드리트가 묘
사하는 안나의 상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안나는 
성모와 아기예수의 보호자로서 가장 높은 서열에 위치하거나, 최소한 
성모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

35) Nixon, 앞의 책, pp. 18-20. 15세기 이전 중세 미술에서 성 안나는 주로 ‘황금
문에서의 만남’, ‘성모의 탄생’ 등 내러티브 도상의 일부로 등장한다. 이와 별도로 
영국에서 제작된 필사본을 중심으로 ‘성모를 가르치는 안나’ 도상이 그려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Pamela Sheingorn, “‘The Wise Mother’: The Image 
of St. Anne Teaching the Virgin Mary,” Gesta 32:1, 1993, pp. 69-80.

36) 성 안나의 이미지와 성 안나 자체는 문헌에서 구별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러한 안나의 이미지는 대부분의 경우 안나 젤프드리트 형식이었으며, 이는 
현전하는 작례들에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나의 이미지 앞에서 기도를 세 
번 올린다거나 촛불을 세 개 밝힌다는 표현 등에서 유추할 수 있다. 

37) 이 중 안나 젤프드리트가 부각되는 작품들은 본 논문의 논의에 포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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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것은 성모가 어린 소녀로 묘사된 작품들로, 많은 경우 성모는 
안나에 비해 매우 작게 표현되어 함께 묘사된 아기예수의 어머니로 
보이지 않는다. 관련된 작품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안나가 성모와 예수를 팔에 안고 있는 형태이다(도 2-3). 성모가 
작은 소녀로 묘사된 것은, 일차적으로 안나가 성모를 안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모와 
아기예수가 모두 안나의 보호 아래에 놓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안나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바이트 슈토스(Veit Stoß, c. 
1450-1533)의 작품에서는 성모가 안나를 향해 공경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안나 젤프드리트에서만큼은 성모보다 안나가 더 높은 지위임을 
시사한다(도 2). 두 번째는 성모가 안나 곁에 서 있는 구도이다(도 4). 
여기에서도 성모는 안나에 비해 작게 묘사되거나 눈높이가 낮게 배치
되었다. 이로써 성 안나가 화면의 중심이자, 권위를 갖는 인물임을 표
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작품이 성삼위 도상의 구
도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 이는 
안나를 중심으로 구성된 세 인물을 ‘지상의 성삼위(earthly Trinity)’ 
혹은 ‘어머니의 성삼위(maternal Trinity)’로 높이는 장치이다.38) 구
도의 유사성은 세 인물 중 연장자인 안나에게 권위를 부여하며, 심지
어는 성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여기에 속하는 작품들은 두 가지 유
형으로 나뉜다. 

우선 첫 번째는 성모와 안나가 나란히 긴 의자에 앉아 있는 유형이
다(도 5-12). 두 여성은 아기예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있다. 
아기예수는 어머니인 성모에게 안겨 안나를 바라보거나 그녀에게 팔

38) Sheingorn, “The Ascendency of Matriliny,”; Sheingorn, “Appropriating 
the Holy Kinship,” p. 176; Nixon, 앞의 책; Welsh, 앞의 책. 브란덴바흐는 별
다른 설명 없이 안나 젤프드리트를 “St. Anne Trinity”로 지칭하고 있다. 
Brandenbarg, “A Holy Grandmother,”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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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뻗기도 하나, 대부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에 서 있다. 이
러한 구도는 예수의 육화와 양육에서 안나가 성모와 대등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원칙적으로는 성모의 위상이 더 높아야 함에
도 불구하고 동등한 위치로 시각화된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성삼위 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토리노
-밀라노 시도서(Turin-Milan Hours)』에 수록된 <성삼위>에서도 성
부와 성자가 나란히 앉아 있고 성령이 공중에 배치되어 있다(도 13). 
안나와 성모를 이와 유사한 구도로 배치한 것은 두 여성의 지위를 성
삼위에 비견될 만한 것으로 높이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안나 젤
프드리트에 성삼위의 모티프(motif)를 명시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은 이
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많은 작품에서는 나란히 앉은 성 안나와 성
모 사이에 성령(Holy Spirit)을 함께 묘사하였다(도 5, 7-11). 예컨대 
하우스북의 대가(Master of the Housebook, 1470-1500년경 활동)
의 작품에서는 안나와 성모가 옥좌에 나란히 앉아 있고, 그 사이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비둘기가 날고 있다(도 7). 성령뿐만 아니라 성부까
지 등장하여 성부-성령-성자로 이어지는 축을 형성하는 작품도 제작
되었다. 프랑크푸르트의 대가(Master of Frankfurt, 1493-1520년대 
활동)의 작품에서는 성부와 성령이 삽입되어, 세로축의 성삼위와 가로
축의 안나 젤프드리트가 성자(God the Son)에서 교차하고 있다(도 
9). 셰인곤의 지적대로, 이 작품에서는 성삼위와 안나 젤프드리트를 
명시적으로 함께 묘사함으로써, 후자가 전자에 준하는 지위인 것처럼 
시각화하고 있다.39) 이처럼 안나와 성모가 나란히 배치된 구도는 성
삼위 도상과 상당히 유사하며, 성삼위 전체 혹은 성령이 삽입됨으로
써 그러한 연관성이 더욱 강화되었다.40) 그 결과 성모와 안나가 지상

39) Sheingorn, “The Ascendency of Matriliny,” p. 281; Sheingorn, 
“Appropriating the Holy Kinship,” p.176. 본문에서 언급한 작품 외에도 프랑
크푸르트의 대가나 그의 공방에서 제작한 안나 젤프드리트에는 거의 빠짐없이 성
부와 성령이 삽입되었다. 

40) 퀸텐 마시스(Quinten Massys)의 <성 안나 제단화(St. Anne Altarpiece)>(브뤼



- 20 -

에서 성삼위에 대응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성스러운 인물들임을 시
사하고 있다.

이때 안나는 성모와 동등한 위치에 묘사되었음에도 서열이 더 높은 
연장자로 해석될 수 있다. 성삼위의 세 위격이 동등하고 궁극적으로
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성부는 성자의 ‘아버지’로서 연장
자로 시각화되었기 때문이다(도 14-18).41) 따라서 안나 젤프드리트가 
성삼위에 대응하는 조합으로 인식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머니 안나는 
성부에, 딸 마리아는 성자에 대응되며, 전자가 후자보다 연장자로서 
높은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안나와 성모가 동등한 구도로 묘사되더라도, 성삼위를 환기
시킴으로써 안나의 지위가 더 높은 것처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삼위 도상을 차용한 다른 유형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안나를 성모
보다 높은 지위를 갖는 성인인 것처럼 시각화하고 있다. 헤라르트 다
비드(Gerard David, c. 1460-1523)의 작품에서는 성 안나가 옥좌에 
앉은 채로 작게 묘사된 성모자(Virgin and Child)를 무릎 위에 올려
놓은 상태로 묘사되었다(도 19). 안나가 옥좌에 앉은 정면상으로 묘사
되고 그녀의 무릎에 성모를 앉힌 구도는 ‘자비의 권좌(Throne of 
Mercy)’ 도상을 연상시킨다.42) 플레말의 대가(Master of Flémalle, 
c. 1375-1444)의 <성삼위>에서는 성부가 옥좌에 앉은 채로 무릎 위
에 예수를 올려놓고 있다(도 25). 장 벨르감브(Jean Bellegambe, c. 
1470-c. 1534)의 <성삼위>는 다비드의 작품과 더욱 유사하다(도 26). 
예수가 성부보다 작게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셀 왕립미술관 소장)는 이러한 구도를 따르되 성령이 없는 예이다. 그러나 이를 
모사한 후대 판화에서는 성령을 삽입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구도와 성삼위 모티
프가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1) 성부와 성자를 다른 연령대로 묘사하여 구별한 예는 15세기 필사본(manuscript) 
삽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도 14-16), 패널화(panel painting)에서는 주로 성모
대관(Coronation of the Virgin)의 일부로 나타난다(도 17-18).

42) 닉슨은 “자비의 권좌형 안나 젤프드리트(Throne of Grace Anna Selbdritt)”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작례가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서
술하지 않았다. Nixon, 앞의 책,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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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의 성모(Madonna of Humility)’ 도상과 결합한 안나 젤프드
리트에서는 자비의 권좌 도상과의 유사성이 더욱 강화된다. 예컨대 
한스 멤링(Hans Memling)의 작품에서 옥좌에 앉은 어머니 안나와 
달리, 바닥에 앉은 성모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겸손한 딸의 모습으
로 시각화되었다(도 20). 이때 일부 작품에서는 안나의 발치에 앉은 
성모가 자신의 어머니와 거의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도 
21-23). 이러한 경향이 가장 극대화된 예로는 얀 유스트 판 칼카르
(Jan Joest van Kalkar, c. 1450/1460-1519)의 작품을 들 수 있다
(도 23). 안나와 성모는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정면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서로 다른 높이에 배치되면서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두 여성의 구도는, 성 안나의 권위를 가장 극대화하는 
표현 형식이다. 이러한 구도는 1473년의 대가(Master of 1473, 15세
기 후반 활동)의 작품과 같이 성스러운 친족 도상에서도 나타난다(도 
24). 성 안나와 성모자의 배치는 성자를 양 손에 든 채 관람자를 직
시하는 자비의 권좌 도상과 매우 유사하다(도 27-28). 따라서 정면을 
향한 채로, 자신의 아래에 있는 성모를 내보이는 안나의 모습은 자연
스럽게 성부를 상기시켰을 것이다. 인물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구도
에서보다 성 안나와 성부의 유비관계는 더욱 강화된다. 자비의 권좌
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명확하게 다른 모습으로 시각화되고, 안나 젤
프드리트에 대입할 경우 연장자로 그려진 성부에 대응하는 것은 분명
하게 안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15-16세기 북유럽에서 제작된 안나 젤프드리트 이미지
들은 성 안나의 지위를 높이고 있다. 안나는 성모와 예수의 보호자이
자 연장자로 묘사됨으로써 권위를 부여받았다. 특히 일부 작품은 성
삼위 도상과 매우 유사한 구도를 보여준다. 성삼위 도상의 형식을 차
용함으로써 안나 젤프드리트와 성 안나는 각각 성삼위 및 성부에 비
견되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신학적으로는 성모와 예수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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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열에 위치하는 성 안나가, 시각이미지에서는 화면의 중심이 되
고 오히려 성모보다 높은 지위인 것처럼 묘사되었다는 점은 흥미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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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머니의 가계 

본 장에서는 15-16세기 북유럽에서 귀족 여성의 가계가 정치적 권
력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43) 이 시기 북
유럽의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 군주와 관련된 여성, 특히 어머니의 혈
통은 정치적 권리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시각적 프로파간다를 통해 강조되고 유포되었으므로, 일반인들 역시 
귀족과 왕족에게 어머니의 혈통이 중요한 자산이었음을 인지하고 있
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
째는 15세기 초의 영국령 프랑스이다. 두 번째는 발루아 가문(House 
of Valois) 출신 공작들이 통치한 14-15세기 부르고뉴 공국이다. 세 
번째는 15세기 후반-16세기 합스부르크 왕가(House of Habsburg)
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대상이 동시대인들에게 예수의 어머니 혈
통을 묘사한 안나 젤프드리트 이미지를 이해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
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성모자와 함께 묘사된 성 안나의 이미지는 세
속 군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천상의 왕 그리스도에게도 어머니의 혈
통이 중요하다는 맥락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1. 헨리 6세의 ‘이중 왕국’ 

11-12세기 이후 유럽사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족을 모두 포함하
는 양측적 친속제도(bilateral kinship)에서 남성 혹은 아버지 중심으
로 변화했다.44) 지역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나 속도에 차이가 있었으

43) III장과 IV장의 논의에서 언급되는 역사적 인물들과 지명은 원어의 발음에 따라 
표기하고,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예컨대 프랑스어를 
사용한 지역인 Bourgogne(영어식 표기 Burgundy)는 ‘부르고뉴(Burgundy)’로, 
부르고뉴 공작 Charles le Téméraire(영어식 표기 Charles the Bold)는 ‘담대공 
샤를(Charles the Bold)’의 형식으로 지칭할 것이다.

44) 이어지는 서술에서 친족에 대한 용어 정의는 잭 구디를 따랐다. 양측적 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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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체로 장자상속(primogeniture) 원칙을 따르고 남성 구성원들로 
계보를 구성하는 부계제도(patrilineage)가 보편화된 것이다. 일반적
으로 15-16세기는 부계제도가 이미 정착하여 여성이나 방계(cadet 
branch)의 중요도가 낮아졌다고 간주된다.45) 그러나 잭 구디(Jack 
Goody)가 지적했듯 부계사회라 해도 다른 가계의 의미와 위상이 반
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머니의 가계와 친족(maternal 
kin)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부계’라는 제도
와 본질적으로 양립 가능하다.46) 이와 유사하게 15-16세기 북유럽 사
회에서는 가부장제와 부계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가계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정치적 맥락에서 
두드러진다. 15-16세기 북유럽 정세에서 혈통은 정치적 정당성과 상
속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였으며 어머니의 혈통도 예외는 아니
었다.

어머니의 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우선 15세기 초반 프
랑스 북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년전쟁(Hundred Years War)기 영
국(England)은 어머니 측의 혈통을 근거로 프랑스 왕위에 대한 권리
를 주장하였다. 전쟁이 발발할 때 영국 측은 에드워드 3세(Edward 
III, 1312-1377)의 어머니 프랑스의 이자벨(Isabella of France, 
1295-1358)이 카페왕조(Capetian dynasty) 출신임을 내세워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였다. 에드워드 3세는 여성이 선천적으로 나약하기 때

(bilateral kinship)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을 모두 동등하게 친족으로 포함하
는 관계이다. 이와 달리 단계(unilineal) 제도는 특정 성별의 구성원만 포함한 계
보이다. 부계(patrilineage)와 모계(matrilineage)는 각각 아버지와 아들로만 구성
된 가계와 어머니와 딸로만 구성된 가계를 의미한다. Jack Goody, The 
Development of the Family and Marriage in Europ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 222-4.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
머니의 가족이나 조상을 가리킬 때에는 ‘모계(matrilineage)’가 아닌, ‘어머니의 
가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45) David Herlihy, Medieval Household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p. 82-98. 

46) Goody, 앞의 책, pp.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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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왕위를 계승하지 않는 것은 정당할지라도, 그러한 여성의 ‘남성 
자손’은 계승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47) 발루아 왕가에서는 프랑스 
왕위는 여성을 통해 상속될 수 없으므로 영국 왕의 주장이 무효라고 
반박하였다.48) 

영국과 프랑스 발루아 왕가 사이에서 여성, 즉 어머니의 혈통을 통
한 왕위 승계 문제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1420년 트루아 조약(Treaty of Troyes)이 체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트루아 조약에서는 영국의 헨리 5세(Henry V, 
1386-1422)가 샤를 6세(Charles Ⅵ, 1368-1422) 사후 프랑스 왕위
를 계승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헨리 5세는 샤를의 딸인 발루아의 
카트린(Catherine of Valois, 1401-1437)과 결혼하게 되었다. 리처즈
(Earl Jeffrey Richards)에 따르면 이는 일종의 “법적 입양(legal 
adoption)”으로, 조약문에서는 헨리 5세를 샤를 6세의 아들로 지칭하
고 있다. 샤를 6세의 왕위가 딸 카트린에게, 그리고 카트린의 남편 헨
리 5세에게 상속되는 형식이 아니라, 샤를 6세의 아들로서 계승하도
록 하는 것이다.49) 이는 영국 왕에게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넘겨주되, 

47) Earl Jeffrey Richards, “Political Thought as Improvisation: Female 
Regency and Mariology in Late Medieval French Thought,” in Virtue, 
Liberty, and Toleration: Political Ideas of European Women, 1400-1800, 
ed. Jacqueline Broad and Karen Green (Springer, 2007), pp. 10-11. 이외에
도 에드워드 3세의 프랑스 왕위 계승 논쟁에 대해서는 Craig Taylor, “Edward 
III and the Plantagenet Claim to the French Throne,” in The Age of 
Edward III, ed. James Bothwell (Woodbridge: Boydell & Brewer, 2001), pp. 
155-169.

48) 중세 프랑스에서 여성이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지 명문화
된 법 규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백년전쟁기 프랑스 법률가들은 그간의 관행을 정
당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여성에게 공적 지위가 왜 적합하지 
않은지 논하는 여성혐오적 담론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살리
카 법(Salic Law)의 재조명이다. 살리카 법은 클로비스 왕(Clovis I, c. 466-511)
시대에 쓰인 법률로, 이후 사문화되었으나 15세기 초 프랑스 법률가들에 의해 재
해석되었다. Craig Taylor, “The Salic Law, French Queenship, and the 
Defense of Women in the Late Middle Ages,” French Historical Studies 
29: 4 (Fall 2006), p. 543. 

49) Richards, 앞의 논문, p. 11.



- 26 -

여성의 왕위 계승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트루아 조약 이후 왕위 계승권에 대한 논쟁에서 어머니의 
혈통은 여전히 유효한 논거로 사용되었다. 조약 체결 당시의 예상과
는 달리 헨리 5세는 몇 달 차이로 샤를 6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헨
리 5세를 이어 그의 아들 헨리 6세(Henry VI, 1421-1471)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샤를 6세의 아들 샤를 7세(Charles VII, 
1403-1461)와 헨리 6세 측은 프랑스 왕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
다.50) 영국 측에서는 헨리 6세가 영국 왕과 프랑스 왕을 겸하는 ‘이
중 왕국(dual monarchy)’ 체제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였다.51) 이는 특히 당시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영국령 
프랑스의 섭정이었던 베드포드 공작(John of Lancaster, Duke of 
Bedford, 1389-1435)을 중심으로 한 영국계 통치자들은 여론의 동조
를 얻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프로파간다의 일환
으로 헨리 6세의 어머니인 카트린의 프랑스 혈통 또한 강조되었다. 
헨리 6세는 샤를 6세의 혈육이자 정통 후계자이며 ‘외국인’이 아닌 
프랑스인이라는 것이다. 트루아 조약의 효력뿐만 아니라, 헨리 6세가 
샤를 6세의 외손자로서 프랑스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점이 좋은 명분
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헨리 6세의 정치적 정당성에서 프랑스 왕가
와 연결고리가 되는 어머니의 가계는 매우 중요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는 헨리 6세의 가계를 시로 쓰고 도해
한 ‘선전용 포스터’이다. 로우(B. J. H. Rowe)에 따르면 이러한 포스

50) 헨리 6세기 재위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Ralph A. Griffiths, 
The Reign of King Henry VI: The exercise of royal authority, 1422-1461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51) 위의 책, p. 217. 이중 왕국 프로파간다에 사용된 시각 이미지 및 문학작품에 대
해서는 J. W. McKenna, “Henry VI of England and the Dual Monarchy: 
Aspects of Royal Political Propaganda, 1422-1432,”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28 (1965), pp. 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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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들은 프랑스 북부 전역의 교회들에 붙여지고 프랑스 전역에 유포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52) 여기에 실린 계보도의 원본은 현전하지 않는
다. 그러나 존 탈벗(John Talbot)이 헨리 6세의 왕비 앙주의 마르그
리트(Margaret of Anjou, 1430-1482)에게 바친 필사본에는 이를 모
사한 삽화(illumination)가 남아 있다(도 33).53) 페이지는 총 세 갈래
의 계보로 나뉘어 있다. 가운데의 마름모꼴 구획에는 “프랑스 왕가의 
직계(Directe ligne de France)”라는 표지가 붙어있다. 이 계보는 카
페 왕조의 루이 9세(Louis IX; St. Louis, 1214-1226)에서 시작하여 
그의 아들인 필립 3세(Philip III, 1245-1285)와 손자인 필립 4세
(Philip IV, 1268-1314)로 이어진다. 왼쪽에는 “프랑스 왕가의 방계
(ligne collateralle de France)”라고 쓰여 있으며 발루아의 샤를
(Charles of Valois)에서 시작하는 발루아 가문의 계보가 이어진다. 
오른쪽에는 “영국 왕가의 계보(ligne d’Angleterre)”라고 쓰여 있다. 
여기에서는 에드워드 1세(Edward I, 1239-1307)를 시작으로 영국 왕
가의 계보가 이어진다. 발루아 가문의 계보는 캐서린에서, 영국 왕가
의 계보는 헨리 5세에서 끝이 나며 두 인물의 아들인 헨리 6세에게서 
세 계보가 합쳐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도 34).

해당 계보도는 주로 남성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계 중
심적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데에는 어머
니의 가계 또한 동원되었다. 첫 번째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어머
니 이자벨이 프랑스 왕 필립 4세의 딸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도 35). 
필립 4세와 그의 자녀들은 금색 선으로 연결되고 이자벨과 에드워드 
2세의 혼인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가의 후
손임을 강조하고 있다. 에드워드 3세 이후 영국 왕가의 계보는 영국 

52) B. J. H. Rowe, “King Henry VI’s Claim to France: In Picture and Poem,” 
The Library s4-XIII: 1 (1932), p. 82. 

53) 위의 논문, p. 80. 계보도에 대해 후술한 묘사와 각 인물의 신원은 같은 논문의 
pp. 80-81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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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을 상징하는 표범(leopard) 문양과 프랑스 왕실을 상징하는 백합
(fleur-de-lis) 문양이 반씩 섞인 배경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트루아 
조약 이전부터 영국 왕실이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였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두 번째는 헨리 6세의 가계이다. 계보도 전체에서 헨리 6세의 조상
들은 아버지 측과 어머니 측이 동등한 비중으로 표현되었으며 오히려 
어머니 측인 발루아 왕가의 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오른쪽에 놓여 있다. 이는 계보도의 핵심적인 프로파간다, 즉 프랑스 
왕의 외손자인 헨리 6세가 왕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강력하
게 주장하는 요소이다. 계보도와 함께 적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에
서는 샤를 6세의 지지자들에게 그의 손자이자 진정한 후계자인 헨리 
6세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54) 전술하였듯 이러한 계보도는 영국
령 프랑스의 주요 교회들에 붙여졌다. 교회라는 공적 장소에 시각이
미지를 전시함으로써, 어머니의 혈통을 통한 정당한 왕위 계승이라는 
메시지는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전달되었을 것이다.55) 이처럼 15세기 
초반 프랑스 북부에서는 정치적으로 혈통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있었으며, 필요한 경우 어머니의 혈통은 아버지 이상의 정치적 상징
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단순히 소수의 귀족들 사이의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 선전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통되었다. 따라서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계 역시 
권력의 중요한 근거라는 메시지가 유포되었을 것이다.

54) 이 시는 존 칼롯(John Calot)에 의해 프랑스어로 쓰였으며, 이후 영어로도 번역
되어 영국 본토에서의 프로파간다에도 사용되었다. McKenna, 앞의 논문, p. 
152. 

55) 위의 논문,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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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15세기 부르고뉴 공국

같은 시기 부르고뉴 공국(Burgundian dynasty)에서는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계의 정치적 중요성이 보다 지속적으로 작동하였다.56) 프랑
스 왕 장 2세(John Ⅱ, 1319-1364)의 막내아들 대담공 필립(Philip 
the Bold, 1342-1404)이 처음 부르고뉴 공작(Duke of Burgundy)에 
봉해졌을 때 그의 영지는 부르고뉴 공작령(Duchy of Burgundy)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백여 년에 걸쳐 발루아 가문 공작들이 
통치한 부르고뉴 공국은 당시의 경제적 요지였던 플랑드르(Flanders)
를 포함한 네덜란드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강력한 정치체로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14-15세기 부르고뉴 공국은 단일한 왕국이 아
닌, 서로 다른 작위에 부속된 영지들이 ‘부르고뉴 공작’의 통치 관할
에 속함으로써 구성된 것이었다.57) 따라서 프랑스 왕위가 오랜 군주
권(sovereignty) 전통과 헌법에 준하는 선례(constitutional 
precedent)들에 따라 계승되었던 것과 달리, 부르고뉴 공국의 통치권
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상속되는 재산(property)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58) 상속을 통해 작위와 영지를 획득하는 체계에서 결혼은 매
우 중요한 요소였다. 신부가 지참금(dowry)이나 상속물의 형태로 가
져오는 영지 및 작위는 공작의 기존 재산과 함께 자손에게 상속됨으

56) 14세기 중엽-15세기 부르고뉴 공작의 영역은 부르고뉴 공작령(Duchy of 
Burgundy)뿐만 아니라 플랑드르 백작령(county of Flanders), 브라반트 공작령
(Duchy of Brabant) 등 방대하다. 본고에서는 14-15세기 발루아 가문 출신 부르
고뉴 공작의 통치 지역 전체를 편의상 ‘부르고뉴 공국’으로 지칭할 것이다. 부르고
뉴 공작으로서 갖는 영지만 가리킬 때에는 ‘부르고뉴 공작령’이라고 부를 것이다.

57) 이에 대해 본은 선량공 필립(Philip the Good)은 “디종에서는 부르고뉴 공작이었
으며 돌(Dole)에서는 부르고뉴 백작(count of Burgundy)이었고, 헨트에서는 플랑
드르 백작(count of Flanders), 말리네(Malines)에서는 그저 영주(lord)일 뿐이었
다”고 지적하였다. Richard Vaughan, Valois Burgundy (Hamden, 
Conneticut: Archor Books, 1975), p. 196. 

58) Edward Adib Tabri, “Political Culture in the Early Northern 
Renaissance: The Court of Charles the Bold, Duke of Burgundy 
(1467-1477),” (PhD diss., University of Virginia, 1996),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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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공국의 세력권으로 고착되었다. 따라서 14-15세기 부르고뉴 공
국의 역사에서 결혼은 핵심적인 정치적 수단이었으며, 공작부인들의 
가계 역시 비중 있게 인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물은 대담공 필립의 부인 플랑드르의 마
르그리트(Margaret of Flanders, 1350-1405)이다(표 2). 마르그리트
는 플랑드르 백작 말의 루이(Louis of Male, Count of Flanders, 
1330-1384)의 외동딸이자 상속자(heiress)로, 부르고뉴 공작들은 마
르그리트의 가계와 상속권을 통해 네덜란드 지역의 상당 부분을 획득
할 수 있었다. 이는 부르고뉴 공국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공국의 초기 기반이었던 14세기 부르고뉴 지방은 디종(Dijon)을 제외
하고 도시화 수준이 낮은 농업사회였다.59) 이와 달리 네덜란드 지역
은 유럽 무역의 중심지로 브뤼헤(Bruges), 헨트(Ghent) 등 경제적으
로 발전한 도시들이 속해 있어, 부르고뉴 공작의 부와 명성을 가능케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오히려 프랑스 본토의 부르고뉴보다 높
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15세기 부르고뉴 공작들은 프랑스 본토의 부
르고뉴를 “저곳”, 네덜란드 지역을 “이곳”이라고 부르기에 이르렀
다.60)

 이러한 영토 상속 및 편입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는 마르그리트 대에 직접적으로 편입된 영토들이다. 1384년 루이가 
사망하면서 필립과 마르그리트는 플랑드르, 프랑슈콩테
(Franche-Comté), 르텔(Rethel), 안트베르펜(Antwerp), 메헬렌
(Mechelen), 아르투아(Artois), 느베르(Nevers)를 상속받았다.61) 특히 
네덜란드 내에서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중심지였던 플랑드르는 공
국의 핵심 영토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마르그리트의 가계는 공국

59) Wim Blockmans and Walter Prevenier, The Promised Lands: The Low 
Countries Under Burgundian Rule, 1369-153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p. 20.

60) 위의 책, p 142.
61) 위의 책,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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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요지였던 브라반트 공작령(Duchy of Brabant)을 부르고뉴 
공국에 귀속시키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다.62) 14세기 말 브라반트 
공작령의 통치자는 공작부인 잔느(Joan, Duchess of Brabant)였다. 
잔느는 마르그리트의 고모로, 자식이 없어 생전에 필립과 마르그리트
의 둘째 아들 앙투안(Anthony, Duke of Brabant, 1384-1415)을 후
계자로 지정하였다. 브라반트 공작령은 앙투안의 후손, 즉 부르고뉴 
공국의 방계로 상속되다가 1427년 부르고뉴 공작 선량공 필립(Philip 
the Good, 1396-1467)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필립에게 브라반트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였다. 브라반트 공작령의 위치 자체가 지정학
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브라반트 공작은 
전설적인 로타링기아 왕국(Kingdom of Lotharingia)을 계승한 로타
링기아 공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로타링기아 왕국은 9세기에 
잠시 존속한 왕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필립과 그의 아들 샤를은 로타
링기아 왕국의 후예라는 점을 명분으로 하여 프랑스 왕이나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63) 

이처럼 마르그리트는 부르고뉴 공작들이 정치적•경제적 요지인 네
덜란드지역을 ‘상속’받게 하는 매개로, 부르고뉴 공국의 형성과 성장
에 여성의 가계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술
하였듯 공국을 구성하는 각 지역은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공작의 
‘재산’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을 가능케 하는 ‘어머니의 가
문’은 부르고뉴 공작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프로파간다에서 비중 있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예는 마르그리트의 아버
지인 말의 루이의 무덤이다.64) 루이의 무덤은 1450년 중반 필립에 의

62) 선량공 필립이 브라반트를 상속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 55-56.
63) Blockmans and Prevenier, 앞의 책, p. 92. 조준희에 따르면 부르고뉴 공국이 

그 자체로 국가에 준하는 정치체인지는 학계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며, 필립과 그의 
아들 샤를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히 
프랑스 국왕의 봉신에 그치지 않는, 새로운 지위와 위상을 도모한 것은 분명하다. 
조준희, 「기사 소집령과 민병 무장령: 15세기 후반 부르고뉴령 네덜란드에서 군사
적 의무의 변모 과정」, 『西洋史論』 142 (2019),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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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세워졌으며, 릴의 생 피에르 교회(Church of St. Pierre)에 안치
되었다. 스미스가 지적하였듯 무덤의 초점은 루이의 행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었다. 루이가 기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그가 플랑드르
를 부르고뉴 공작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었다. 루이가 부르고뉴 공
작 가문의 조상이라는 점은 명문(inscription)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
었다.65) 또한 무덤 하단에 배치된 상(statue)들에서도 강조되었다. 총 
24개의 상들은 각각의 문장(coat-of-arms)을 통해 대담공 필립과 마
르그리트의 자손들임을 알 수 있다.66) 여기에는 필립의 장남인 용맹
공 장(John the Fearless, 1371-1419)과 그의 형제자매들에서 시작
하여 총 3대의 자손들이 포함되었다. 조각상으로 이루어진 계보는 무
덤을 주문한 선량공 필립의 아들이자 공국의 후계자가 될 그의 아들 
담대공 샤를(Charles the Bold, 1433-1477)에서 끝을 맺는다. 

이처럼 루이의 무덤은 부르고뉴 공국의 계보가 루이와 공고하게 연
결되어 있음을 천명하는 이미지이다. 무덤이 안치된 생 피에르 교회
는 이러한 주장을 공적으로 선언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공작의 권
력을 집약적으로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생 피에르 교회는 릴
의 궁정 예배당(palace chapel)이었을 뿐만 아니라, 1431년에 열린 
황금양털기사단(The Order of the Golden Fleece)의 첫 회합이 이
루어진 곳이었다.67) 황금양털기사단은 필립이 국제적으로 자신의 권
력과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생 피에르 교회는 정치

64) 무덤과 예배당은 모두 프랑스 혁명기인 1793년에 파괴되었다. 그러나 파괴 이전
에 몇몇 화가들이 무덤의 스케치를 남겨 제작 당시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특
히 17세기 앙투안 드 수카(Antoine de Succa, 1567 이전-1620)가 남긴 드로잉
을 통해 무덤에 세워진 조각상들의 외형과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Antoine de 
Succa, Les Mémoriaux d’Antoine de Succa, vol.II, ed. Michline 
Combien-Sonkes, and Christiane Van den Bergen-Pantens (Brussels: 
Bibliotheque Royale Albert, 1977), fol. 54v-58v; De Succa, Les 
Mémoriaux, vol. I, pp. 166-171.

65) Jeffrey Chipps Smith, “The Artistic Patronage of Philip the Good, Duke 
of Burgundy (1419-1467),” (PhD diss., Columbia University, 1979), p. 65. 

66) De Succa, Les Mémoriaux, vol. I, pp. 166-171.
67) Smith, 앞의 논문,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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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요한 상징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공국과 
공작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에 루이의 무덤을 안치하였다
는 점은 루이와 그의 딸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공국의 정통성과 관
련하여 매우 중요하였음을 시사한다.68)

그러나 마르그리트와 같이 공국의 역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
우가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가계는 의미 있게 표상될 수 있었다. 고대 
및 중세 초기의 신화와 역사는 부르고뉴의 역사와 결부되어 공작들의 
고귀한 혈통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장치가 되었다. 이때 영웅들은 부
르고뉴의 여성과 결혼하여 부르고뉴의 조상이 된 것으로 서술되었다. 
예컨대 그리스•로마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부르고뉴의 공주 알리
사(Alisa)와 결혼하였다는 이야기가 유통되었다.69)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King Clovis, c. 
466-511)에 대한 인식이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수호한 클로비스 왕
의 이야기에서는 그의 아내이자 부르고뉴의 공주였던 클로틸드
(Clotilde, c. 474-545)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데에는 클로틸드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15세기 중반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부르고뉴 공작들이 정치
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선량공 필
립이 주문한 태피스트리에서 클로비스 왕과 함께 클로틸드가 비중 있
게 묘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70) 스미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필립
의 태피스트리는 ‘클로비스와 클로틸드의 역사’이며, 클로비스가 프랑
스의 아버지라면 클로틸드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71) 담대공 샤를 
치세에서도 클로비스와 클로틸드 전설은 공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68) 필립이 공국의 영토 및 정통성과 관련하여 가계를 중시하였다는 점은 브라반트 
공작부인 잔느의 무덤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Smith, 앞의 논문, pp. 
86-69. 

69) 위의 논문, pp. 39-40.
70) 해당 작품은 현재 랭스(Reims)의 토 궁전(Palais du Tau)에 소장되어 있다. 위

의 논문, p. 63. 
71) 위의 논문,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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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왕가를 능가하는 부르고
뉴의 정통성과 독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
다.72) 이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태피스트리는 ‘세기의 결혼’이라고 
불린 샤를과 요크의 마가렛(Margaret of York, 1446-1503)의 결혼
식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73) 부르고뉴의 시작을 여성, 
즉 어머니로 설정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혈통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이 시기 부르고뉴 공국에서 여성
의 혈통은 실질적 차원과 상징적 차원에서 모두 중요한 정치적 자산
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합스부르크의 결혼외교

15세기 초중반 북유럽에서는 계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으며 어
머니의 조상 역시 배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히 안나 젤프드리트 도
상의 정점이었던 1470-1530년에는 여러 정치 세력의 관심이 가계와 
상속 문제에 집중되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략적인 결혼 외교가 
유럽의 장기적인 세력 판도와 국경선을 바꾸어놓았기 때문이다. 웨일
리에 따르면 신성로마제국의 국경은 가변적이고 모호하다. 제국이 왕
과 봉신(vassal) 사이의 봉건적 관계로 이루어져, 특정 가문의 대가 
끊기거나 결혼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경우 영토의 구획이나 
소유관계도 변화하였기 때문이다.74) 따라서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영

72) 클로비스 왕과 클로틸드가 부르고뉴 공국의 역사 인식 및 프로파간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Rolf Strøm-Olsen, 
“Narrative, Ritual and History: Inventing the Dynastic State in 
Fifteenth-century Burgundy,” (PhD diss. Northwestern University, 2010).

73) Jesse Hurlbut, “Ceremonial Entries in Burgundy: Philip the Good and 
Charles the Bold (1419-1477),” (PhD diss., Indiana University, 1990). 클로
비스와 부르고뉴 왕의 동맹, 그리고 클로비스와 클로틸드의 결혼을 묘사한 태피스
트리는 담대공 샤를의 궁에도 걸려 있었다. Tabri, 앞의 논문, p 199.

74) Joachim Whaley, Germany and the Holy Roman Empire vol.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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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에는 황제 개인의 친인척 관계 및 상속권이 큰 영향을 미쳤다.75)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영토 확장도 전쟁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 이
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중요한 정치적 세력과 결혼 동맹을 맺는 수준
에 그치지 않았다. 막시밀리안 본인이나 그의 자손들이 유럽 전역의 
왕위나 영토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결
혼외교’는 막시밀리안 치세부터 제국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그의 손자인 카를 5세(Charles V, 1500-1558) 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76) 따라서 15세기 후반부터 16
세기 초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여성의 혈통은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합스부르크의 외교관계에서 어머니의 가계가 부각되는 대
표적인 사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막시밀리안의 첫 번째 부인이었
던 부르고뉴의 마리(Mary of Burgundy, 1457-1482)이다. 다른 하나
는 막시밀리안의 아들 미남공 필립(Philip the Fair, 1478-1506)과 
결혼한 카스티야의 후아나(Joanna of Castile, 1479-1555)이다. 각 
결혼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부르고뉴령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통치권을 
갖게 하였다. 막시밀리안의 손자이자 필립의 아들로 신성로마제국 황
제가 된 카를 5세는 부르고뉴 공국의 옛 영토와 스페인 왕위를 모두 
상속받아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넓은 영토의 소유자가 되었다. 막시
밀리안과 카를 모두 오히려 신성로마제국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독
일 본토보다 이러한 지역들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메헬
렌 궁정에서 자란 카를은 부르고뉴 문화를 이어받았다는 정체성이 강

75) 따라서 황제가 속한 가문, 즉 왕조(dynasty) 차원의 이해관계와 독일 제국의 이
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15세기 중반 이후 합스부르크 가의 팽창
정책 및 대외관계는 제국 내에서 적극적인 동조를 얻지 못하거나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황제-제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들을 참고. 
Tom Scott, “Germany and the Empire,” in The Cambridge Medieval 
History VII  vol. VII, ed. Christopher Allmand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337-366; Whaley, 앞의 책, p. 38. 

76) Whaley, 위의 책,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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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부르고뉴, 네덜란드, 스페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77) 
따라서 두 여성을 매개로 형성된 가족관계는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핵
심적인 정치적 명분이었다.

이러한 명분은 여러 매체를 통해 강조되고 선전되었다. 우선 막시밀
리안의 시각적 프로파간다에서 마리와 후아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대표적인 작품은 1517년에 인쇄된 <개선문(The Triumphal 
Arch)>이다(도 36).78) <개선문>은 총 174장의 목판화(woodcut)로 이
루어진 거대한 작품이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인스부르크(Innsburck)
의 궁정화가였던 외르크 쾰더러(Jörg Kölderer d. 1540)가 하였고 각 
세부 이미지와 병치된 시구 및 발문(colophon)은 궁정 역사가였던 요
하네스 스타비우스(Johannes Stabius, 1450-1522)가 썼다. 판화의 
제작은 뉘른베르크(Nuremberg)의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의 공방(workshop)에서 전담하였다. 실버에 따르면 이 작
품은 막시밀리안의 명성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
다.79) <개선문>은 신성로마제국 전역에 황제가 하사하는 프로파간다
적 선물로 유통되었다.80) 회화가 아닌 목판화로 제작되었다는 점은 

77) 위의 책, p. 159. 14-15세기 부르고뉴 공국의 영토 중 디종이 속한 부르고뉴 지
역은 프랑스 왕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공국이 태동한 근거지이
면서 카를의 부르고뉴 공작 조상들이 묻힌 샤르트뢰즈 드 샹몰(Chartreus de 
Champmol)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수복하는 것은 막시밀리안과 카
를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Andrea Pearson, Envisioning Gender 
in Burgundian Devotional Art, 1350-1530: Experience, Authority, 
Resistance (Hampshire: Ashgate, 2005), p. 174.

78) 이어지는 <개선문>의 제작 과정은 래리 실버의 저작을 참조하였다. Larry 
Silver, Marketing Maximilian: The Visual Ideology of a Holy Roman 
Emperor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Silver, 
“Paper Pageants: The Triumphs of Emperor Maximilian I,” in Triumphal 
Celebrations and the Rituals of Statecraft, ed. Barbara Wisch and Susan 
Scott Munshower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0), pp. 292-331.

79) Silver, “Paper Pageants,” p. 293.
80) Elizabeth Wyckoff and Larry Silver, “Introduction,” in Grand Scale: 

Monumental Prints in the Age of Dürer and Titian, ed. Larry Silver and 
Elizabeth Wyckoff (Wellesley, Mass.: Davis Museum and Cultural Center, 
Wellesley College;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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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을 용이하게 하므로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한다. 따라서 <개선
문>은 막시밀리안이 추구하는 왕권의 상을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선
전하며 후대까지 전승하는 도구가 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개선문>에서 마리와 후아나는 두 차례 등장한다. 첫 번째는 각 여
성의 결혼 장면이다. 막시밀리안과 마리의 결혼은 좌측 상단에 묘사
되어 있다(도 37). 마리는 아버지 샤를로부터 상속받은 자신의 문장을 
남편에게 건네고 있다.81) 막시밀리안의 문장도 화면에 묘사되었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마리의 문장, 즉 새로이 제국에 편입된 혈통 혹은 
세력권이다. 후아나와 필립의 결혼 장면도 이와 유사하다(도 38). 여
기에서도 막시밀리안과 필립의 문장이 아닌, 후아나의 문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각각의 문장은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통
치권을 상징한다. 따라서 두 장면에서는 마리와 후아나로 표상되는 
부르고뉴 공국의 가계와 스페인 왕실의 가계가 합스부르크와 결합된
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두 여성은 <개선문> 중앙에 배치된 합스부르크 가문의 계보도에서 
한 차례 더 등장한다.82) 이 부분은 전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막시밀리안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합스부르크 조상들의 
계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인문주의자들을 후원하여 이를 연구
하게 하였다.83) <개선문>이 화면에 표시된 제작연도(1515년)보다 2년
가량 늦게 완성된 것도 합스부르크 가문의 계보에 대한 논란 때문이
었다.84) 완성된 작품에서 계보는 하단의 클로비스 왕에서 시작하여 
남성 후계자들로 이어진다(도 39). 이 계보는 부계로 구성되어 막시밀
리안과 필립에서 끝이 난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상단의 막시밀리

11.
81) Silver, Marketing Maximilian, p. 9.
82) 계보에 등장하는 각 인물의 신원은 스타비우스의 발문(colophon)의 내용을 따랐

다. Silver, Marketing Maximilian, p. 51에서 재인용.
83) 막시밀리안이 자신의 가계와 관련하여 벌인 프로젝트(project)들에 대해서는 위

의 책, pp. 41-76, 
84) Silver. “Paper Pageants”,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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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가장 가까이에, 즉 가장 ‘중요하게’ 묘사된 인물이 필립, 마리, 
후아나라는 점이다(도 40-41). 황제의 오른쪽에는 마리가, 왼쪽에는 
후아나가 묘사되었다. 두 여성의 신원은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립은 막시밀리안 바로 아래에, 황제와 비슷한 크기로 묘사되었다. 
필립이 막시밀리안의 후계자라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
나 필립과 막시밀리안 사이에 양 옆으로 두 여성이 배치된 것은 주목
을 요한다. 당시 막시밀리안의 부인은 비앙카 마리아 스포르차
(Bianca Maria Sforza, 1472-1510)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앙카가 아
닌 며느리 후아나와 이미 죽은 마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두 여
성이 가문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음을 시사한다. 문
장(coat-of-arms)을 통해 표상하는 그들의 혈통과 권리는 합스부르
크 전체의 계보에서 핵심적인 요소였던 것이다. 두 여성의 위상은 실
질적인 정치적 업적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계
보를 합스부르크에 가져다준 매개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
과 두 여성은 합스부르크의 ‘위대한 가계’에서 황제와 그의 후계자 다
음으로 돋보이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두 인물 중 부르고뉴의 마리는 특히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네덜란드가 ‘부르고뉴령’에서 ‘합스부르크령’으로 전환되는 과
정에서 마리가 합스부르크가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명분이었기 때문이
다. 마리 사후에 그의 남편 막시밀리안이 ‘외국인’ 통치자로 적대시되
었던 반면, 마리의 아들인 미남공 필립은 정당한 혈통을 이어받은 후
계자(“natural prince”)로 인식되었다.85) 적어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85) Susie Speakman Sutch and Anne-Laure van Bruaene, “The Seven 
Sorrows of the Virgin Mary: Devotional Communication and Politics in 
the Burgundian-Habsburg Low Countries, c. 1490-1520,”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61: 2 (2010), p. 262. 필립의 여동생이자 필립 사후에 
카를 5세의 네덜란드 섭정을 맡았던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테(Margaret of 
Austria) 역시 ‘natural princess’로 간주되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국적 때문
은 아니다. 블로크만스와 프로베니에에 따르면 제국의 환경에서 성장한 막시밀리
안은 네덜란드의 도시 체계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Blockmans and Provenier, 앞의 책, pp. 198-203. 막시밀리안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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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리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이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제였던 것이다.86) 이에 따라 마리는 사후 합스부르크의 문화 정책
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예컨대 네덜란드어로 쓰인 문학작품들에
서는 마리를 이상화하여 빈번히 활용하였다. 이는 종교적 차원으로도 
확장되었다. 같은 시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하였던 ‘성모의 일곱 가지 
슬픔(The Seven Sorrows of the Virgin)’ 신앙은 부르고뉴-합스부
르크 궁정의 지지를 받았다. 여기에서는 고난을 겪는 성모와, 이른 나
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마리를 동일시하여 그의 남겨진 가족
들, 특히 아들 필립의 슬픔에 동조하도록 유도하였다.87)

마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인 부르고뉴 공작들의 계보 역시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마리의 딸이자 필립의 여동생인 오스트
리아의 마르가레테(Margaret of Austria, 1480-1530)의 궁정에서 두
드러진다. 마르가레테는 필립이 사망한 후 그의 어린 아들인 카를 5
세의 섭정이 되어 네덜란드를 통치하였다. 마르가레테는 섭정기간 동
안 활발하게 예술 후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그녀의 예술 후원에
서는 부르고뉴 공국의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드러

지가 네덜란드 밖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대한 몰이해가 반발의 주
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며, 그의 국적은 불만을 집약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와 달리 막시밀리안의 두 자녀는 마리의 계모이자 담대공 샤를의 부인인 요크의 
마가렛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르고뉴령 네덜란드의 문화에 익숙하였다. 이러
한 배경이 이들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86) 필립의 이름은 그의 외증조부인 선량공 필립에게서 따온 것이었다. 필립이 태어
나고 처음으로 막시밀리안이 아이를 만났을 때, 막시밀리안은 “오 고귀한 부르고
뉴 혈통이여, 발루아의 필립을 따라 이름지어진, 나의 아이(O noble Burgundian 
blood, my offspring, named after Philip of Valois)”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Blockmans and Prevenier, 앞의 책, p. 210.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테의 
이름은 의붓외조모 요크의 마가렛을 따른 것이다. 

87) Anne-Laure van Bruaene, “The Habsburg Theater State. Court, Citiy 
and the Performance of Identity in the Early Modern Southern Low 
Countries,” in Networks, Regions and Nations: Shaping Identities in the 
Low Countries, 1300-1650, ed. Robert Stein and Judith Pollmann (Leiden: 
Brill, 2009), p. 140. ‘성모의 일곱 가지 슬픔’ 신앙에 대해서는 Carol M. 
Schuler, “The Seven Sorrows of the Virgin: Popular Culture and Cultic 
Imagery in Pre-Reformation Europe,” Simiolus 21: 1/2 (1992); Sutch and 
Van Bruaene,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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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이는 그녀 본인의 통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대신하고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제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메헬렌에 있었던 마르가레테의 궁전, 소위 ‘사부아 
궁전(Palais de Savoie)’에 있던 초상화 갤러리이다.88) 아이히버거
(Dagmar Eichberger)와 베번(Lisa Beaven)에 따르면, 이곳에는 마
르가레테가 소유한 세속 초상화들이 걸려있었다. 또한 방문객들이 드
나들 수 있는, 비교적 공적인 공간이었다.89) 이곳에 전시된 초상화들
은 사부아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네덜란드 통치가 
부르고뉴 공국을 계승한 것임을 강조했다. 우선 대담공 필립을 제외
한 3대의 부르고뉴 공작들의 초상화가 차례로 전시되었다(도 42-43
).90) 이는 공국의 계보를 초상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보
는 마지막 발루아 출신 공작이었던 담대공 샤를에게서 끝나지 않는
다. 이곳에 전시된 막시밀리안의 초상은 황제 본인이 공작들의 계보
를 잇고 있음을 시사한다(도 44). 요스 반 클레브(Joos van Cleve, c. 
1480-1540)의 공방에서 제작된 이 작품은 막시밀리안의 다른 초상화
들과 달리,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아닌 부르고뉴 공작들의 공식 초상
화와 유사하게 그려졌다.91) 계보는 미남공 필립을 거쳐 카를 5세의 
초상화로 이어진다(도 45). 아이히버거와 베번은 이 갤러리에서 합스
부르크 가문보다 부르고뉴 가문의 계보가 더욱 완전하게 시각화되었

88) 마르가레테는 메헬렌에 있던 부르고뉴 공작 궁전을 개축하여 자신의 거주 공간이
자 궁정(court)으로 사용하였다. 사부아 궁전이라는 별칭은 마르가레테의 죽은 남
편 사부아 공작 필리베르에게서 따온 것이다. 메헬렌 궁에 대한 논의는 Kristina 
de Jonge, “The Principal Residences in Mechelen. The Court of Cambrai 
and the Court of Savoy,” in Women of Distinction: Margaret of York 
and Margaret of Austria, ed. Dagmar Eichberger (Leuven: Brepols 
Publishers, 2005), pp. 57-67.

89) Dagmar Eichberger and Lisa Beaven, “Family Members and Political 
Allies: The Portrait Collection of Margaret of Austria,” The Art Bulletin 
77: 2 (1995), p. 229. 

90) 위의 논문, p. 230. 
91) 위의 논문,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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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석한다.92) 이러한 이미지는 얼핏 카를 5세의 부계가 합스부르
크가 아닌 부르고뉴 공작들인 것으로 보이게 하기까지 한다. 섭정 마
르가레테의 궁정으로서, 이 공간은 합스부르크 황제들이 갖는 네덜란
드 통치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맥락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카를의 할머니인 마리의 가계가 오히려 정통 부계보다 강조된 것이
다.

 
이처럼 15-16세기 북유럽에서 여성의 혈통은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었다. 영토와 작위, 그리고 권력의 정통성과 명분은 아버지뿐만 아니
라 어머니의 조상에게서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주요한 정치
적 쟁점과 관련하여 여성의 혈통이 거론되는 것은 드물지 않았고, 이
는 여러 매체를 통해 시각화되거나 유포되었다. 따라서 군주의 어머
니 측 혈통에 대한 언급과 논의는 당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관
념이었을 것이다.

안나 젤프드리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었을 것이다. 전술하였듯 
안나 젤프드리트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외할머니까지 시각
화하였으며, 신학적 원칙과 달리 안나에게 높은 권위를 부여하여 연
장자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는 세속 군주와의 유비관계를 통해 정
당화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군주에게 어머니의 혈통이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었듯, 천상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어머니 측의 
조상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어머니의 혈통에 대한 관념은 안나 젤프드리트가 확대된 성스러운 
친족 도상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헤라르트 다비드의 <이새의 
나무(Tree of Jesse)>는 안나로부터 나무가 뻗어 나온 모습을 묘사하
였다(도 29). 안나가 탄생시킨 일족, 즉 그녀의 남편, 딸, 사위, 손자
들이 나무 모양의 계보로 재현된 것이다. 성모자는 화면에서 두 차례 

92) 위의 논문,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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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안나 젤프드리트의 일부로서 안나의 발치에 한 번 등장하
며, 화면 상단 중앙에 한 차례 더 삽입되어 안나로부터 파생된 계보
의 열매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성 안나는 고귀한 일
족의 조상이다. 또한 그녀가 낳은 자손들의 계보는 성스러운 예수 그
리스도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대
가가 그린 <성 안나 제단화>의 중앙 패널(panel)은 계보도의 형식은 
아니지만, 안나의 일족이 고귀한 혈통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뒷받
침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도 30). 안나의 자손들은 귀족 복장을 하고 
있으며, 원형으로 옥좌를 둘러싸서 마치 안나 젤프드리트를 섬기고 
수호하는 이들처럼 묘사되었다. 천상의 왕에게 어울리는 귀족적이고 
고귀한 혈통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러한 안나의 일족이 왕족 혹은 귀
족의 유비관계로 읽혔다는 점은 대(大)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 the Elder, c. 1472-1553)의 <성스러운 친족>을 통해 뒷받
침된다(도 31). 이 작품은 작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
(Frederick III, Elector of Saxony, 1463-1525)의 주문으로 제작되
었다. 주목할 점은 막시밀리안 황제와 선제후, 그리고 선제후의 동생
의 초상이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각 안나의 남편과 사위들
로 묘사되었다.93) 이는 선제후가 자신과 황제를 동일시할 만큼, 안나
의 일족을 고귀한 왕족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브란덴바흐
와 웰시가 지적했듯, 당시 왕족 및 귀족들은 안나의 일족을 고귀한 
혈통을 지닌 자신들과 동일시하였던 것이다.94)

이처럼 안나 젤프드리트를 비롯한 성 안나의 이미지는 세속의 왕족 
및 귀족사회와 유비관계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귀족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모계 혈통’이 아

93) Werner Schade, Lucas Cranach: A Family of Master Painters, trans. 
Helen Sebba (New York: Putnam’s Sons, 1980), p. 30.

94) Brandenbarg, Heilig Familieleven, pp. 144-147. Welsh, 앞의 책, pp.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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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어머니의 ‘남자 친족’들의 혈통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달
리 안나 젤프드리트 및 성스러운 친족 도상에서는 성모의 아버지이자 
안나의 남편이었던 요아킴이 아닌 안나를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시 귀족 사회의 체계와 안나 도상 사이의 유비점을 살피는 데에는 
보다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정
치 행위에 참여한 귀족 여성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여성 자신이 직
접 적극적으로 권력 행위에 참여한 예를 살펴봄으로써 성 안나의 도
상이 당대인들에게 어떻게 인지되었는지 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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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여성 섭정

본 장에서는 북유럽 왕족 및 귀족 여성들의 섭정 통치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 시기 귀족 여성들은 군주와의 가족관계를 근거로 통치 
행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통치 기능을 수행할 남성이 부재하
거나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 여성은 군주의 ‘대리인’으로서 권
력을 위임받았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존재감이 뚜렷하였으며 이들의 정치적 역할이 공식적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예시를 다룰 것이다. 첫 번째는 프랑
스 왕실의 여성 섭정이다. 두 번째는 부르고뉴 공국의 공작부인들이
다. 세 번째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네덜란드 섭정들이다. 이들은 군주
와의 사적인 관계, 즉 혼인 및 혈연관계를 근거로 공적 역할에 진출
하였다. 이러한 여성 섭정의 특성이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에서 보이
는 성 안나의 지위와 유사함을 밝히고자 한다.

1. 15세기 프랑스 왕실

중세 프랑스에서 왕비가 국왕을 대리하여 섭정이 되거나 그에 준하
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 왕비들이 섭정이 되는 것
은 주로 국왕이 원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거나, 국왕이 사망한 뒤 
후계를 이을 왕자가 아직 미성년인 경우였다.95) 그러나 왕비 혹은 모
후가 섭정이 되는 것이 관습으로 정착하거나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

95) 군주의 부재로 인한 섭정과 어린 군주를 대신하는 섭정을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다. 전자는 lieutenant로, 왕비는 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주체로 자신의 이름
하에 권력을 사용한다. 후자는 regent로 권력은 왕의 이름으로 사용되나 배후에
서 실질적인 역할을 맡는다. Murielle Gaude-Ferragu, trans. Angela Krieger, 
Queenship in Medieval France, 1300-1500, (New York;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4), p. 111.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섭정’으로 통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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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이는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임시방편
에 가까웠다. 기본적으로 통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며, 섭정
의 1순위는 국왕과 가장 가까운 남성 혈족이었다.96)

14-15세기를 지나면서 왕비•모후의 섭정은 관행으로 자리 잡기 시
작했다. 섭정의 기능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어린 국왕의 교육
과 후견(guardianship)이며, 다른 하나는 군주를 대신하여 직접 국정
을 운영하는 통치(governance) 행위이다. 모후 섭정의 경우 기본적
인 역할은 어린 후계자나 국왕을 보살피는 후견인이 되는 것이었
다.97) 그러나 이들은 남성 섭정과 공동으로 통치 행위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사실상 여성 섭정이 국정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
다. 여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인 역할, 즉 어린 왕손 및 군주의 교육
은 이러한 상황에서 통치권을 위임받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
다.

대표적인 예는 샤를 6세의 왕비인 바이에른의 이자보(Isabeau of 
Bavaria, c. 1370-1435), 그리고 샤를 8세의 누이인 프랑스의 안느
(Anne of France, 1461-1522)이다. 이자보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국
정 수행이 불가능한 샤를 6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였다.98) 섭정기간 

96) Tracy Adams and Glenn Rechtschaffen, “Isabeau of Bavaria, Anne of 
France, and the History of Female Regency in France,” Early Modern 
Wome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8 (2013), p. 119. 앙드레 풀레에 따르
면, 카페왕조 이래 왕위의 장자상속이 확립되면서 국왕이 건강상의 이유나 어린 
나이로 인해 정상적인 통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주로 모후에 의해 
이루어진 여성 섭정의 존재는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왕조의 존속을 보장
하는 장치였다. 그럼에도 카페왕조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불신과 혐오
가 이어졌다. André Poulet, “Capetian Women and the Regency: The 
Genesis of a Vocation,” in Medieval Queenship, ed. John Carmi Parsons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3), pp. 93-116. 

97) Fanny Cosandey, “Puissance maternelle et pouvoir politique: La régence 
des reines mères,” Clio 21 (2005), pp. 70-71.

98) 이자보의 생애에 대해서는 Jean Verdon, Isabeau de Bavière (Paris: 
Tallandier, 1981). 이자보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Rachel Gibbons, 
“Isabeau de Bavière: Reine de France ou «lieutenant-général» du 
Royaume?,” in Femmes de Pouvoir, femmes politiques durant les 
derniers siècles du Moyen Âge et au cours de la première Re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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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이자보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방계왕족(prince of the 
blood) 공작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들의 다툼에 휘둘렸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통치자로 평가받기는 어렵다.99) 그럼에도 내전의 중재자이
자 섭정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존재감을 유지하였다. 1393년 칙령
(ordinance)에서 샤를 6세는 왕세자(Dauphin)를 비롯한 자녀들의 후
견인으로 이자보를 지정하였다. 이자보는 공동 후견인 중 한 사람이
었으며, 통치는 오를레앙 공작(Duke of Orléans)에게 위임되었다.100) 
방계왕족 공작들 간의 권력다툼이 심화되어 내전의 양상을 띠면서 이
자보의 정치적 역할도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402년 칙령에서 이자보
가 공작들의 중재자로 지명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자보는 이들을 
중재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핵심적인 정치적 
행위자로 기능하였다. 

특히 1407년의 칙령은 이자보에게 국정 운영의 실권을 위임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101) 이자보는 공식적으로 왕세자의 후견인이자 통
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는 왕비의 사적 역할, 즉 
국왕의 부인이자 왕세자의 어머니라는 지위와 공적 역할 사이의 경계
를 무너뜨린 것이다.102) 따라서 이자보는 후견뿐만 아니라 통치까지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여성 섭정의 선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103)

이에 비해 프랑스의 안느는 섭정으로서 보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

ed. Éric Bousmar, Jonathan Dumont, Alain Marchandisse, and Bertrand 
Schnerb (Brussels: De Boeck Université, 2012), pp. 101-112.

99) Gaude-Ferragu, 앞의 책, p. 120.
100) 공동 후견인은 부르고뉴 공작 대담공 필립, 베리 공작 장(John, Duke of 

Berry), 오를레앙 공작 루이(Louis, Duke of Orléans)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선
왕(先王) 샤를 5세(Charles V)의 형제이자 현왕(現王) 샤를 6세의 삼촌들이었다.

101) 칙령에 따르면 샤를 6세가 사망할 경우 미성년이더라도 왕세자가 바로 즉위하
며, 합의체(collegial council)가 구성되어 대리 통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자
보는 합의체의 구성원 중 한 명이자 왕세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러
한 합의체의 구성과 통치는 국왕이 “질병으로 인해 부재할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
로 규정되었다. Gaude-Ferragu, 앞의 책, p. 122.

102) Taylor, 앞의 논문, p. 558.
103) Adams and Rechtschaffen, 앞의 논문,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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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로써 16-17세기에 활동한 여성 섭정들의 직접적인 선례가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안느는 루이 11세(Louis XI, 1423-1483)의 장녀
이자 샤를 8세(Charles VIII, 1470-1498)의 누이로, 루이 11세 사후
에 남편 피에르(Peter, Duke of Bourbon, 1438-1503)와 함께 공동 
섭정(co-regent)이 되었다.104) 안느는 이자보의 선례와 같이 국왕의 
후견과 통치를 모두 담당하였다. 샤를 8세의 즉위 직후에 열린 삼부
회(Estates General)에서는 오를레앙 공작이 국왕참사회(Royal 
Council)의 수장으로서 안느 부부와 공동 통치를 하고, 안느 부부가 
국왕의 후견을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국
왕의 신병을 확보한 안느에게 핵심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었다.105) 안
느는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적인 역할, 즉 어린 국왕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이를 근거로 공적 역할인 섭정 지위를 취득한 것
이다. 

이러한 지위를 반영하여, 섭정으로서 안느는 이중적인 노선을 취하
였다. 국왕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전담하
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스스로를 유순하고 겸손한 여성으로 포장한 것
이다. 앞서 언급한 삼부회는 단적인 예이다. 이는 안느의 반대파들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서, 안느는 자신이 국왕의 후견인으로서 정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느는 스스로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추었으며, 대신 자신의 지지자들이나 혹은 국

104) 샤를 8세의 어머니 사부아의 샤를로트(Charlotte of Savoy)가 생존해있었으나 
루이 11세는 자신의 왕비가 섭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안느를 섭정으로 
지목하였다. Anne의 생애와 섭정통치에 대해서는 Jean-François Lassalmonie, 
“Anne de France, Dame de Beaujeu. Un Modèle Féminin d’Exercice du 
Pouvoir dans la France de la Fin du Moyen Âge,” in Femmes de 
Pouvoir, pp. 129-146; Aubrée David-Chapy, “The Political, Symbolic and 
Courtly Power of Anne of France and Louise of Savoy: From the 
Genesis to the Glory of Female Regency,” in Women and Power at the 
French Court, 1483-1563, ed. Susan Broomhall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8), pp. 43-64.

105) Adams and Rechtschaffen, 앞의 논문, pp.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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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본인이 그녀의 정당성에 대해 설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실제로 삼부회가 사실상 안느의 편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106) 표면상 여성적 덕목을 유지하는 전략은 안느의 섭
정 기간 동안에도 지속되었다. 동시대인들은 안느가 실권을 쥐고 있
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를 “영웅적인 여성(virago)”이라고 묘사하
였다. 그럼에도 표면적으로 국정 운영의 주체는 공동 섭정이었던 남
편 피에르나 국왕 자신인 것으로 내세워졌다.107) 이러한 노선은 자칫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 권력자의 효과적인 정치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권을 인정받으면서도 결코 그것을 과시하거나 위
협하지 않음으로써 ‘모범적인 여성’의 범주 내에 머무르고, 철저히 군
주를 위해 행동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자보와 안느는 왕손 및 국왕과의 혈연을 근거로 통치권까
지 획득하는 여성 섭정들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6세기 들어 
프랑수아 1세(Francis I, 1494-1547)의 어머니 사부아의 루이즈
(Louise of Savoy, 1476-1531)의 섭정 통치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선례가 누적되면서, 점차 군주의 가족으로서 권력을 대리하는 여성 
섭정이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군주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
은 대부분 국왕이 성년이 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로 모후가 섭
정을 맡았으며, 이들은 국왕의 후견과 공적인 통치를 겸하였다. 사부
아의 루이즈 이후 16-17세기에는 강력한 권력을 갖는 여성 섭정의 
이미지가 일반화되었다.108) 

여성 섭정이 정당화되고 관례로 정착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

106) Adams and Rechtschaffen, 앞의 논문, pp. 144-145.
107) 위의 논문, pp. 144-5. 
108) 안느 이후로 1652년까지 섭정으로 활동한 여성은 사부아의 루이즈를 포함하여 

네 명이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Catherine de Médicis), 마리 드 메디시스(Marie 
de Médicis), 오스트리아의 안나(Anne of Austria)이다. 이 중 사부아의 루이즈
와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각각 두 차례 섭정이 되었다. Harriet Lightman, 
“Political Power and the Queen of France: Pierre Dupuy’s Treatise on 
Regency Governments,” Canadian Journal of History XXI (December 
1986),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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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주요하였던 것은 여성의 왕위 승계를 금지하는 살리카 법
(Salic Law)이다.109) 살리카 법은 이후 프랑스의 왕위 승계에서 여성
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점은 여성들이 섭정이 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왕위 계승
권이 없다는 점은 곧 이들이 섭정이 되더라도 왕위를 찬탈할 가능성
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110) 따라서 여성 섭정을 옹호하는 진영
에서는 여성이 왕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전한 존재라는 점을 핵심
적인 근거로 내세웠다.111) 국왕에게 해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점은 
여성이 갖고 있는 감정상의 특성, 특히 모성애를 통해 더욱 강조되었
다. 여성은 자연적으로 강한 모성애를 갖고 있으며, 모후가 섭정이 될 
경우 아들인 국왕에게 해가 될 리 없다는 것이다.112) 앞서 언급한 프
랑스의 안느는 국왕의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와 유사하게 손윗누이
로서 갖는 애정을 근거로 국왕의 후견인을 자처하였다. 이러한 여성
적인 애정은 군주의 보호자 및 대리자가 되기에 적합한 기질로 간주
되었으며, 이들의 공적 활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프랑스 왕실에서 여성 섭정은 안전한 여성 보호자이자 통치
를 대리하는 공적 권위로 해석되었다. 여성은 사적 영역인 혈연을 근
거로 왕손의 후견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역할이 공적 영역으로도 확
장된 것이다. 

2. 15세기 부르고뉴 공국

군주와의 혈연을 근거로 권력을 잡은 여성의 사례는 14-15세기 부

109) 살리카 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Ⅲ장 각주 46 참고.
110) Adams and Rechtschaffen, 앞의 논문, pp. 124-127.
111) Sharon L. Jansen,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 Female Rulers 

in Early Modern Europe (New York;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02, p. 58; Adams and Rechtschaffen, pp. 123-124.

112) Lightman,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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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뉴 공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 부르고뉴 공작부인
(Duchess of Burgundy)들은 남편이 부재할 경우 그를 대신하여 정
치 및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는 특히 네덜란드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공작부인의 ‘대리 통치’는 부르고뉴 공국의 특성상 드물지 않게 발생
하였다. 우선 공국의 영토는 프랑스 중부부터 네덜란드까지 매우 넓
은 범위에 걸쳐 있었다. 공식적인 수도는 부르고뉴의 디종이었으나 
네덜란드, 특히 플랑드르와 브라반트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또한 
네덜란드 지역은 통합되지 못하고 각 도시 및 지역별로 뚜렷한 정체
성을 갖고 있어 군주와의 잦은 접촉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
작들은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들과 디종, 그리고 프랑스 왕실이 있는 
파리 등을 오가며 자주 거처를 옮기는 생활을 하였다. 특히 원정이 
있을 때에는 공작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는 위
험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작부인들은 공작의 정치적 협력
자이자 대리인의 역할을 하였다. 공작부인들은 상징적으로는 공작의 
권력을 신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켰으며, 실질적으로 행정 및 통
치 행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공작부인들은 출신 가문의 인맥을 활용하여 외교적
으로 핵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공작의 결혼은 외교 전략의 연
장선으로서 새로운 동맹관계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동맹을 재확인하
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공작부인들은 단순한 교환대상에 그치지 않았
다. 남편인 부르고뉴 공작과 자신의 출신 가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공국의 외교 전반에 관여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물은 선량공 필립의 부인 포르투갈의 이
사벨(Isabella of Portugal, 1397-1471)과 담대공 샤를의 부인 요크
의 마가렛이다. 포르투갈의 이사벨은 포르투갈 왕 주앙 1세(John I, 
1357-1433)와 영국 랭카스터 가문의 필리파(Philippa of Lanc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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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1415)의 딸이었다(표 3).113) 영국 왕가와 가까운 친척이라는 점
은 영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이사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
다. 1439년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평화조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
며 여기에는 부르고뉴 공국 역시 참여하였다.114) 이때 공국 측 대표
는 이사벨이었으며,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헨리 6세가 이사벨에
게 보낸 서신들에서는 오히려 공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115)

이사벨이 외교사절이 된 것은 비단 영국 왕실과의 관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사벨은 타고난 협상가로서 이외에도 여러 외교문제에 깊
게 관여하였다. 1430년대 후반부터 1440년대까지 부르고뉴 공국은 
프랑스 측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하여 여러 곤란을 겪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1445년에는 두 차례 회합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도 이사벨이 파견되었다.116) 이처럼 이사벨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서 부르고뉴 공국이 줄타기를 하던 시기, 공국의 외교정책에 관여하
고 직접 협상에 나서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사벨은 외교 외에도 다른 통치행위에 참여하였다. 원정 등
으로 인해 공작 필립이 오랫동안 부재할 경우 이사벨이 지휘하는 섭
정 위원회(council of regency)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위원회의 존재
는 공작부인이 공작을 제외한 최고 명령권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

113) 이사벨의 전기(biography)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Monique Sommé, 
Isabelle de Portugal duchesse de Bourgogne, une femme au pouvoir au 
XVe siècle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1998). 예술후원에 대해
서는 Charity Cannon Willard, “The Patronage of Isabel of Portugal,” in 
The Cultural Patronage of Medieval Woman, ed. June Hall McCash 
(Athen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114) 부르고뉴 공작은 외교문제 이외에도, 영국과 부르고뉴령 네덜란드, 특히 플랑드
르와 홀란드(Holland)의 교역문제가 중요하여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였다. 
Richard Vaughan, Philip the Good: The Apogee of Burgundy (Suffolk: 
The Boydell Press), 2002, pp. 107-8.

115) Monique Sommé, “La correspondance d’Isabelle de Portugal, reflet du 
pouvoir d’une duchesse de Bourgogne au XVe siècle,” in Women at the 
Burgundian Court: Presence and Influence, ed. Dagmar Eichberger, 
Anne-Marie Legaré, and Wim Hüsken (Turnhout: Brepols, 2010), p. 30.

116) Vaughan, Philip the Good, pp. 114-118.



- 52 -

음을 보여준다.117) 공작 본인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을 경우
에는 부인인 이사벨의 견해를 구하였으며 이는 부부가 주고받은 서신
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특히 1457년 이후 이사벨이 궁정을 완전히 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립이 서신을 통해 이사벨의 의견을 물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8)

필립과 이사벨의 아들 담대공 샤를의 부인이었던 요크의 마가렛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119) 웨이트맨(Christine 
Weightman)에 따르면 마가렛이 수행한 공적 역할은 시어머니 이사
벨에 비해 분명하지 않으며 결혼 초에는 다소 미미하였다. 그러나 늦
어도 결혼 후 3년이 지난 1472년에는 공적 영역에 활발하게 참여하
고 있었다.120) 마가렛의 정치 참여는 섭정이나 외교사절 등 공식적인 
직함을 갖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공작부인으로
서 네덜란드의 각 지역을 순회하거나, 활발하게 종교 및 예술 후원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공작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이었다.121)

117) Vaughan, Philip the Good, p. 171. 
118) Sommé, 앞의 논문, p. 33
119) 마가렛의 주요 전기로는 웨이트맨의 저서가 있다. Christine Weightman, 

Margaret of York: Duchess of Burgundy 1446-1503 (Gloucester: Alan 
Sutt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120) 위의 책, p. 63.
121) 이와 관련해서는 주요 도시를 주기적으로 순회하거나,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지

역으로 순례를 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공작부인의 ‘경사스런 입성식’은 대내
외적으로 부르고뉴 공작 가문의 위엄을 드러내었다. 위의 책, pp. 75-76. 마가렛
의 순례에 대해서는 Harry Schnitker, “Margaret of York on Pilgrimage: 
The Exercise of Devotion and the Religious Traditions of the House of 
York,” in Reputation and Representation, pp. 81-122. 특히 워렌은 마가렛
의 순례가 순수하게 종교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이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Nancy Bradley Warren, Women of God and Arms: 
Female Spirituality and Political conflict, 1380-16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5, pp. 39-40. 마가렛의 예술후원에 대
해서는 Andrea Pearson, “Gendered Subject, Gendered Spectator: Mary 
Magdalen in the Gaze of Margaret of York,” Gesta 44: 1 (2005), pp. 
47-66; Thomas Kren, ed., Margaret of York, Simon Marmion, and The 
Visions of Tondal (Malibu, California: The J. Paul Getty Museum,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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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이 공국의 통치 및 외교에 전면적으로 나선 것은 샤를이 사
망한 1477년 이후이다. 마가렛은 공식적인 섭정이 된 적은 없었으나, 
이후 군주와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 조력자로 활동하였
다. 이는 완벽한 ‘대리 통치’는 아니었으나 부르고뉴-합스부르크 가문
의 네덜란드 통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이었다. 

우선 샤를이 낭시 전투(Battle of Nancy)에서 예기치 못하게 전사
하자 그의 외동딸 마리는 공국의 후계자로서 새로운 여공작(duchess)
이 되었다.122) 그러나 공국의 존속 여부 및 마리의 지위는 불안정하
였다. 프랑스의 루이 11세는 프랑스 왕의 봉토들을 반환할 것을 요구
하며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각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났다.123) 이 시기 마가렛은 마리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언자로서 혼란을 타개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24) 우선 
신성로마제국의 후계자인 합스부르크의 막시밀리안과 마리의 결혼을 
성사시켰다. 이는 샤를이 생전에 막시밀리안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3세(Frederick III, 1415-1493)와 합의한 사항이었다. 마가렛은 이를 
근거로 막시밀리안에게 조속히 결혼식을 올리고 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네덜란드의 여론이 프랑스가 아닌 

Dagmar Eichberger, ed., Women of Distinction: Margaret of York and 
Margaret of Austria (Leuven: Brepols Publishers, 2005). 

122) 이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1477년의 정치적 상황과 마가렛의 역할에 대
해서는 웨이트맨의 설명을 참고하였다. Weightman, 앞의 책. 한편 마리의 지위
인 ‘duchess’는 결혼으로 취득한 지위가 아니다. 이는 공작(duke)의 여성형이라
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마가렛의 지위와 마리의 지위는 영어로는 동일하
게 ‘duchess’이지만 마가렛의 경우는 ‘공작부인’으로, 마리는 ‘여공작’으로 다르게 
표기하였다.

123) 부르고뉴 공국은 독립적인 왕국에 가까운 지위를 누렸으나 엄밀히 말해 대담공 
필립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부르고뉴 공작 작위를 받은 데에서 출발하였다. 이때 
받은 공작령의 법적 성격이나 상속 규정에 대해 프랑스 왕실과 공국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Paul Saenger, “Burgundy and the 
Inalienability of Appanages in the Reign of Louis XI,” French Historical 
Studies 10: 1 (1977), pp. 1-26.

124) 마리는 샤를의 두 번째 부인인 부르봉의 이자벨(Isabella of Bourbon)의 딸이
다. 마가렛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마가렛은 평생 마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서 의붓어머니이자 정치적 조언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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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국의 후계자인 마리를 지지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부르고뉴 공국 전체를 프랑스령으로 귀속시키고자 하였던 루이 
11세의 계획을 좌절시켰으며, ‘부르고뉴령 네덜란드’가 ‘합스부르크령 
네덜란드’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마가렛은 이후에도 마리와 막시밀리안의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 이
는 1482년 마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에도 지속되었다. 웨이트맨에 
따르면 막시밀리안과 마가렛은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였
다. 마가렛은 미망인으로서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도록 보장받
았으며, 막시밀리안은 네덜란드 통치에서 마가렛의 지지와 조언을 자
산으로 활용하였다.125) 마가렛은 또한 막시밀리안을 대변하여 네덜란
드와 영국 사이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였다. 블로크만스(Wim 
Blockmans)에 따르면 마가렛은 1480년 영국을 방문하여 자신의 오
빠 에드워드 4세(Edward IV, 1442-1483)에게 막시밀리안과 경제적•
군사적 동맹을 맺을 것을 권하였다. 또한 1486년과 1495년에는 새로
이 들어선 튜더 왕가(House of Tudor)와 네덜란드의 관계 개선을 위
해 힘썼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496년에는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126)

마가렛은 부르고뉴 공국의 전통과 합스부르크를 연결하는 매개이기
도 하였다. 마가렛은 막시밀리안과 마리의 아들인 미남공 필립의 대
모(godmother)로, 마리가 사망한 뒤에는 어린 필립의 양육을 맡았
다.127) 필립은 막시밀리안을 잇는 합스부르크의 후계자인 동시에, 마
리를 잇는 차기 네덜란드 통치자였다. 마지막 부르고뉴 공작의 부인
으로서 마가렛의 존재는 필립에게 흐르는 두 가문의 피, 그리고 이에 

125) Weightman, 앞의 논문, p. 152.
126) Blockmans, “Women and Diplomacy,” p. 98.
127) 마리의 딸 마르가레테는 프랑스 왕 샤를 8세와 약혼하여 프랑스 궁정에서 성장

하였다. 자세한 것은 3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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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정통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 장치였을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
여주는 것은 필립의 유아세례이다. 1478년 필립의 유아세례는 브뤼헤
에서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다.128) 세례식을 위해 공작 궁전에서부터 
성 도나티우스 성당(St. Donatian’s Church)까지 행렬이 지나갔다. 
행렬이 지나가는 경로에는 지면보다 높게 나무로 만든 통로가 설치되
었으며, 대규모의 행렬은 차기 군주의 위엄을 도시민들에게 과시하였
다. 이때 행렬에서 필립을 안고 이동한 것은 바로 마가렛이었다. 이처
럼 마가렛은 샤를 사후 군주의 자애로운 보호자이자 정치적 조력자로
서 공적 존재감을 유지하였다.

부르고뉴 공작부인들의 정치적 역할은, 어느 정도는 당시 네덜란드 
사회에서 이들에게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였다. 벨첼(Barbara Welzel)
에 따르면, 홀로페르네스(Holofernes)를 죽이고 유대민족을 구한 유
디트(Judith)는 15세기 네덜란드의 왕녀(princess)들의 귀감으로 제시
되었다. 요크의 마가렛, 부르고뉴의 마리, 그리고 미남공 필립의 부인 
카스티야의 후아나의 ‘경사스런 입성식(joyous entry)’에서는 유디트
의 영웅적 행위를 묘사하는 타블로 비방(tableau vivant)이 상연되었
다. 유디트를 본받아 이러한 여성들은 “인민(people)을 위한 공정하
고, 진취적이며, 용기 있는 통치자”가 될 것을 권고 받았다. 특히 
1496년에 있었던 후아나의 ‘경사스런 입성식’을 기록한 문헌에서는 
유디트가 자신의 민족(people)을 구하였듯이 카스티야의 왕녀 역시 
자신의 인민(people)을 지켜야한다고 적고 있다.129) 군주와 가까운 여

128) 이어지는 서술에서 행렬의 묘사와 구성에 대해서는 터렐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Noa Turel, “Staging the Court: Auto-Iconicity and Female Authority 
around a 1478 Burgundian Baptism,” in Authority and Gender in 
Medieval and Renaissance Chronicles, ed. Juliana Dresvina and Nicholas 
Sparks (Newcastle : Cambridge Scholars), 2013, pp. 344-375. 

129) Barbara Welzel, “Die Macht der Witwen: Zum Selbstverständnis 
niederländischer Statthalterinnen,” in Das Frauenzimmer. Die Frau bei 
Hofe in Spätmittelalter und Früher Neuzeit, ed. Jan Hirschbiegel and 
Werner Paravicini (Stuttgart: Thorbecke, 2000), p. 302; Welzel, 
“Widowhood. Margaret of York and Margaret of Austria,” in Wome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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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게 공적인 역할과 미덕을 기대하는 것은 그 다음 세대, 즉 합스
부르크 왕가로도 계승되었다.

3. 16세기 전반 합스부르크 왕가

16세기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는 여성들의 공적 참여가 뚜렷하
게 나타났다. 블로크만스에 따르면 이는 넓은 영토로 인해 각지에 섭
정이 필요하면서도, 가문 전체에 남성 자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가문내의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불리함을 갖고 있었음에도 군주의 가
까운 가족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130) 이에 
따라 합스부르크의 통치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섭정으로 활
동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131)

 합스부르크의 여성 섭정들은 이전 세대의 프랑스 및 부르고뉴 공
국의 관행과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정치적 대리자가 된 여성이 군주의 
부인이나 어머니로 한정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군주와의 가족관계
가 핵심적인 명분으로 작용하였으나 그러한 가족관계는 이전 세대보
다 다양화되었다. 예컨대 막시밀리안 1세와 카를 5세의 네덜란드 섭
정이었던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테는 막시밀리안의 딸이자 카를의 고
모였으며, 마르가레테의 뒤를 이은 헝가리의 마리아(Mary of 
Hungary, 1505-1558)는 카를의 여동생이었다. 또한 이들은 비공식
적으로, 혹은 ‘임시방편’으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섭정’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는 군주의 급
사나 원정 등으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일시적인 공백을 채우는 데에 

Distinction, p. 105. 
130) Wim Blockmans, “Women and Diplomacy,” in Women of Distinction, p. 

97.
131) 이어지는 논의는 16세기 전반 북유럽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카를 5세의 부인으

로서 스페인 통치를 담당하였던 포르투갈의 이사벨 황후(Isabella of Portugal)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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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았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섭정으로서 신성로마제
국 황제의 영토 일부를 영속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수행하
였다. 특히 앞서 언급한 마르가레테와 마리아가 과부 신분이라는 점
은 이러한 역할에 특히 적합하였다. 미혼 여성과 달리 결혼이라는 필
수적 통과의례를 치렀으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남편에 예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신분이었기 때문이다.132) 즉, 이들은 황제와 가까운 가족으
로서 충성도가 높으면서도 상당한 정무 감각과 독립적인 신분을 보유
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이라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섭정으로 임명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합스부르크의 여성에 의한 섭정 통치는 오스트리아의 마르
가레테에서 시작되었다(도 46). 마르가레테는 유년기부터 세 차례의 
결혼으로 인해 유럽의 여러 궁정에서 생활하였다.133) 이는 마르가레
테가 각 궁정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여성 
군주 혹은 권력자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운 경험은 후일 마르가레테
의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134) 마르가레테가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발

132) 전통적으로 과부 신분은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가장 큰 자율성을 부여받는 시기
로 간주되었다.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과부들은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며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성 섭정들과 과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Laetitia Gorter-Van Royen, “De regentessen van 
Karel V in de Nederlanden. Beeld en Werkelijkheid,” Tijdschrift voor 
Geschiedenis 110, 1997, pp. 169-187; Welzel, “Die Macht der Witwen”; 
Laura D. Gelfand, “Margaret of Austria and the Encoding of Power in 
Patronage: The Funerary Foundation at Brou,”  in Widowhood and 
Visual Culture in Early Modern Europe, ed. Allison Levy (Hampshire: 
Ashgate), 2003, pp. 145-160.

133) 마르가레테는 2세 때인 1482년 프랑스의 샤를 7세와 대리 결혼(proxy 
marriage)을 하고 프랑스 궁정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1491년 샤를 7세가 브르
타뉴의 안느(Anne of Brittany)와 결혼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파혼하였
다. 두 번째로는 1497년 카스티야의 이사벨(Isabella of Castile) 여왕의 아들인 
후안(John)과 결혼하였으나 5개월 만에 남편이 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1501년 
사부아 공작 필리베르와 결혼하였으나 그 역시 3년 뒤 사망했다.

134) 특히 샤를 7세의 누이이자 섭정이었던 프랑스의 안느와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 
부르고뉴 공작부인 요크의 마가렛은 마르가레테의 역할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다. 
Eichberger, “A Princess with Ambition,”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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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여러 개인사적 불행
이 겹친 결과물이었다. 1504년 세 번째 남편이었던 사부아 공작 필리
베르(Philibert, Duke of Savoy, 1480-1504)가 사망하자 아버지 막
시밀리안과 오빠 미남공 필립은 또 다른 정략결혼을 권했다. 그러나 
마르가레테는 과부 신분으로 남기를 고집하였다. 1506년 필립이 사망
하자 네덜란드는 필립의 어린 아들 카를에게 상속되었다. 막시밀리안
은 마르가레테에게 카를을 비롯한 필립의 자녀들의 양육을 맡겼으며, 
그녀를 카를을 대리하는 네덜란드 섭정으로 임명하였다. 마르가레테
는 황제의 딸이자 카를의 고모로서 신뢰할 만한 혈족이면서도, 이미 
사부아 공국의 국정 운영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직위의 적임
자였던 것이다.

마르가레테의 섭정은 두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 시기는 마르가레테
가 네덜란드로 돌아온 1507년부터 1515년이다. 두 번째 시기는 1517
년부터 마르가레테가 사망하는 1530년까지이다. 약 20여 년의 섭정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공식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
고자 노력하였다. 막시밀리안은 1507년 마르가레테를 네덜란드로 불
러들이고 통치를 위임하였으나, 그녀의 직함은 ‘섭정(regent)’이 아닌 
‘총독(governor-general)’이었으며 권한도 제한되어 있었다. 고터-판 
로이엔(Laetitia Gorter-Van Royen)에 따르면 마르가레테는 이후 2
년 간 막시밀리안과 여러 차례 협상하면서 보다 강력한 권한과 독립
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519년에는 공식적으로 섭정
에 임명되었으며 네덜란드의 실질적인 재정권을 갖게 되었다.135) 첫 
번째 섭정 기간은 1515년 카를 5세가 네덜란드에서 친정을 시작하면
서 끝이 났다.

외조부 페르디난드 왕(Ferdinand II, 1452-1516)이 사망하자 1517
년 카를 5세는 스페인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스페인으로 떠나고, 마

135) Gorter-Van Royen, 앞의 논문,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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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가레테는 다시 네덜란드 통치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마르가
레테의 두 번째 섭정은 이전보다 권한이 제한적이었다.136) 초기에는 
네덜란드 통치를 위한 위원회(privé council)의 일원에 그쳤으며, 끊
임없이 카를 5세를 설득한 결과 1519년에야 공식적으로 섭정에 임명
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카를 5세는 마르가레테가 섭정으로서 갖는 
권한을 규정하고 제한하고자 시도하고, 그녀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예컨대 마르가레테는 
1525년 파비아 전투(Battle of Pavia) 이후 제국 전체와 별도로 네덜
란드-프랑스 간의 조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카를 5세는 
자신과 상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
시하였다.137) 그럼에도 마르가레테는 능숙한 협상가로서 외교적 활동
을 지속하였으며 캉브레 조약(Treaty of Cambrai, 1529) 등에서 상
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마르가르테의 외교적 성과와 능력은 대외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
다. 또한 그녀의 권력과 지위는 합스부르크의 통치령 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막시밀리안 황제의 시각적 프
로파간다에서도 잘 드러난다. <개선문>에서 마르가레테는 막시밀리안 
황제와 가까운 위치에 비중 있게 묘사되었다(도 41). 마르가레테는 자
신의 어머니 부르고뉴의 마리 아래, 그리고 황제의 장자이자 자신의 
오빠인 필립의 오른편에 배치되었다. 마르가레테는 앞 장에서 언급한 
마리와 후아나의 묘사와 유사하게 의자에 앉은 모습이며, 이들 여성
들은 물론이고 필립과도 거의 대등한 크기로 묘사되었다. 이는 합스
부르크의 정치적 권위에서 마르가레테가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명확하
게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의 정치적 중요성은 황제의 딸이라는 점이나, 그녀의 문
장(coat-of-arms)이 보여주는 결혼관계에서만 기인하지 않는다. 마르

136) Eichberger, “A Princess with Ambition,” p. 153.
137) Gorter-Van Royen, 앞의 논문, p. 177



- 60 -

가레테의 발치에는 이른 나이에 사망한 필립이 남긴 두 아들들이 배
치되었다. 필립의 아들 카를과 페르디난드(Ferdinand I, 1503-1564)
는 가문을 존속시키는 남성 후계자로서, <개선문>의 계보가 표상하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광이 후대까지 이어지게 할 중요한 인물들이었
다. 마르가레테의 이미지는 이들보다 크게, 그리고 바로 위에서 손을 
뻗는 모습으로 형상되었다. 이로써 마르가레테는 차기 황제의 후견인
으로서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 아이히버거에 따르면, 이는 마르가레테
가 유럽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마르
가레테가 브루(Brou)에 지은 자신의 장례용 교회(burial church)에서
도 그녀가 두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딸이자 고모라는 지위는 뚜렷하게 
강조되었다.138) 이처럼 그녀의 정치적 역할은 사적인 혈연을 근거로 
하되, ‘섭정’이라는 지위로 공식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메
시지는 시각 매체를 통해 전시되고 유포되었으므로 동시대인들에게 
익숙한 관념이었을 것이다. 

1530년 마르가레테가 사망한 뒤에는 카를 황제의 여동생 헝가리의 
마리아가 네덜란드 섭정으로 부임하였다. 이러한 여성 통치자의 존재
는 17세기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여성이지만 황제의 가까운 혈족으로
서 통치권을 위임받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르가레테는 이러
한 합스부르크의 여성 섭정의 선례를 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15-16세기 북유럽 정치사에서 여성 섭정들의 
역할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통치자의 부재를 대신하거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였다. 권력상의 공백이 발생할 때, 군주와 가
까운 가족관계에 있는 여성들은 섭정으로 지명되거나 혹은 공식적 직

138) 마르가레테는 교회의 첨탑 꼭대기에 제국의 표지(imperial insignia)를 배치하
도록 주문하였다고 전한다. 첨탑은 프랑스 혁명기에 파괴되어 원형은 남아있지 않
다. Eichberger, “Instrumentalising Art for Political Ends. Margaret of 
Austria, Regente et Gouvernante des Pais Bas de L’Empereur,” in 
Femmes de pouvoir, p.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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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없이 사실상 섭정으로 기능하였다. 이들이 갖는 공적인 권력의 핵
심적인 기반은 사적 영역에서 비롯되었다. 군주와의 사적 관계는 이
들이 공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즉, 
군주의 가까운 가족이자 여성이라는 점에서, 권력을 위협하기보다는 
군주를 보살피고 돕는 데에 헌신할 대리인으로 여겨진 것이다. 이는 
특히 군주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 두드러졌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여
성이 수행하는 역할, 즉 어린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의 연장선에서 군
주의 후견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통치에까지 관여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여성 섭정의 기능은 군주의 가족이라는 사적 차원과, 권력을 위임
받아 통치행위를 하는 공적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섭정의 정체성은 동시대인들이 성 안나의 이미지를 수
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들의 역할과 시각이미지에서 
묘사하는 성 안나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여성 섭정을 연상시키는 안
나 젤프드리트 도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성모와 안나가 
아기예수를 가운데에 두고 대칭적으로 배치된 경우이다(도 2-6). 이러
한 구도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아기를 돌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하우스북의 대가의 작품에서는 성모가 아기예수
를 안고 있는 가운데 안나가 예수에게 과일을 건네고 있다(도 3). 양
육의 장면에서 두 여성을 대등하게 묘사하는 것은 예수의 성장과 양
육에 안나가 성모 못지않은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2장에
서 서술하였듯, 대칭적인 구도에서도 성 안나는 오히려 성모보다 높
은 지위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성삼위 도상의 형식을 차용하여 성 
안나를 성부에 비견되는 존재로 시각화하였기 때문이다. 성 안나는 
성부에 대응됨으로써 성모자의 ‘연장자’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따
라서 성 안나는 지혜로운 연장자로서, 천상의 여왕인 성모를 도와 어
린 군주를 키워내고 있는 모습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여성 섭정들의 사적 역할, 즉 군주의 가까운 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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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양육을 전담하는 측면과 유사하다. 특히 전술한 요크의 마가렛
과 중첩된다. 마가렛은 남편 담대공 샤를이 사망한 뒤 스무 살에 불
과하였던 여공작 마리의 정치적 조언자이자 보호자로 기능하였다. 또
한 마리의 아들이자 부르고뉴-합스부르크 가문의 정통 후계자 필립이 
태어난 뒤에는 그의 대모로서 일종의 공동 양육자가 되었다. 이후 마
리가 이른 나이에 사망하자 그녀를 대신하여 직접 필립을 키워냈다. 
동시에 네덜란드의 외교 및 통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어린 군
주였던 마리와 필립을 직접 키워내고, 이들의 보호자라는 역할이 확
장되어 공적 영역에서도 비중 있게 활동한 것이다. 성모와 함께 천상
의 왕을 양육하는 측면이 강조된 성 안나의 이미지는 유사한 맥락으
로 이해되었을 것이다.139)

두 번째는 자비의 권좌 도상을 닮은 예이다(도 7-10). 성 안나는 구
도상 가장 지위가 높은 인물로 시각화되었다. 앞의 유형과 같이 성 
안나가 성부에 대응될 뿐만 아니라, 성모자의 바로 위에 배치되어 그
녀가 연장자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신
학적 차원에서는 성 안나보다 그녀의 발치에 앉아있는 성모자의 지위
가 더 높다. 그러나 안나는 실질적으로 자신보다 위대한 자손들에게 
기대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안나가 

139) 이와 관련하여 터렐은 마가렛이 스스로를 성 안나와 유사한 존재로 표상하였다
고 주장한다. 한 기록에 따르면 필립의 유아세례 당시 군중의 일부가 필립이 딸이 
아니냐며 야유하자, 마가렛은 “황제의 씨에서 나온 새로운 군주인 소년 필립”을 
보라고 말하며 필립의 성기를 내보였다. 터렐은 이러한 행위가 한스 발둥 그린
(Hans Baldung Grien)의 목판화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 가족(The Holy 
Family with St. Anne)>(1511)과 일치하며, 마가렛이 의도적으로 안나 도상을 차
용하였다고 본다. 외할머니 성 안나가 그리스도의 성기를 내보여 그의 인성을 중
명하였듯 필립의 외할머니 마가렛이 새로운 군주의 존재를 증언한다는 것이다. 
Turel, 앞의 논문, pp. 353-355. 그러나 터렐의 주장대로 마가렛이 성 안나를 염
두에 두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발둥 그린의 작품은 1511년에 제작된 것으로 
연대상 필립의 세례보다 늦다. 또한 발둥 그린 이전에 이러한 도상이 보편화되었
다는 증거도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마가렛이 성 안나 도상을 의도적으로 차용하
였거나, 필립의 남성성을 증명하는 행위가 성 안나를 직접적으로 연상시켰을 가능
성은 낮다. 이보다는 군주의 외할머니로서 필립의 정통성을 지지하고 보호하였던 
마가렛의 역할 전반이 성 안나와 중첩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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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자보다 크게, 정면상으로 묘사된 작품들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
다(도 7, 10). 안나는 그리스도라는 군주를 보호하는 권위자로 그려진 
것이다. 특히 1473년의 대가나 성 안나 전설의 대가(Master of the 
Legend of Saint Anne, 1480-1510년 활동)의 작품에서 안나는 이
들을 대신하여 홀로 옥좌에 앉아 있다(도 7, 9). 천상의 왕의 혈족이
기에 성스러움을 획득하였으면서도, 그러한 왕을 대신하여 권력의 자
리에 직접 올라앉은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군주를 대신하여 통치권을 위임받은 여성 섭정들
과 유사하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테는 좋은 예이다. 마르가레
테는 2대에 걸친 신성로마제국 황제들과 가까운 가족이라는 점을 강
조하였다. 특히 카를 5세의 경우 마르가레테가 직접 후견인으로서 양
육 및 교육의 책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가레테의 섭정 통치는 
어린 군주를 임시로 대신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정치적 역
할은 카를이 장성한 뒤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황제의 통치를 보좌하
기 위해 네덜란드 통치권을 위임받는 ‘섭정’에 공식적으로 임명되었
다. 군주와의 혈연을 통해 정당성을 갖되, 공식적인 권력을 항구적으
로 부여받은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성 안나가 직접 옥좌에 
앉아 통치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을 인식하는 배
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안나 젤프드리트는 동시대 여성 섭정들의 역할과 중첩되는 
이미지이다. 군주의 친밀한 가족으로서 관계를 맺고 양육을 담당하며, 
동시에 이러한 관계를 근거로 하여 권위를 위임받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왕실 및 그에 준하는 궁정에서 권력을 갖는 여성 연장자의 존
재는 낯설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의 어머니 측 혈통이 부각되면서
도, 이것을 남성이 아닌 여성 연장자로 표현한 성 안나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안나 젤프드리트의 ‘가모장적’인 성격은 
세속 왕실과의 유비관계로 이해되고 수용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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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15-16세기 북유럽의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이 당시에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었을지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천상의 왕가’를 상상하는 방식이 지상의 왕가에게
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동시대 유럽 정치에서 여성이 
수행한 역할과 성 안나의 이미지의 유비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
구에서는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과 왕족 및 귀족의 관련성을 간과하거
나, 젠더적 측면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부족하였다.

안나 젤프드리트는 성 안나의 지위를 신학적 교리 이상으로 격상시
키는 이미지이다. 안나는 성모자와 함께 묘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모보다 서열이 높은 인물처럼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삼위의 
구도를 차용하여 안나와 성모, 아기예수의 조합이 성삼위에 비견될 
만큼 성스러운 존재임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이때 안나는 연장자로서 
성부에 대응된다. 성 안나를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의 성삼위’에 대응
하는 일종의 ‘어머니의 성삼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계를 높이고 안나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당시 귀
족 여성들의 역할과 유사하다. 우선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서 여성의 
가계, 특히 어머니의 출신 가문이 거론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여성
들은 자신의 혈통을 후손들에게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유럽
의 정치 판도를 바꾸어 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주장과 메시지는 여러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선전되고 유포되
었다. 이는 군주가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갖고 높은 지위일수록 두드러
지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군주의 어머니 측 혈통에 대한 논의는 당시 
일반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관념이었을 것이다. 안나 젤프드리트는 예
수 그리스도라는 천상의 왕의 어머니 측 조상을 부각시킨다는 점에
서,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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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속 왕가에서 어머니의 혈통은 주로 어머니의 남자 조상들
로 표상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외할아버지 요아킴이 아닌 외할머
니 안나가 비중 있게 표현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15-16세기의 왕족 및 귀족 여성들이 직접 정치적 역할을 수행
한 사례들과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특히 군주의 가까
운 가족으로서 섭정이 된 여성들에 주목할 수 있다. 여성 섭정의 정
체성은 어린 군주를 양육 및 교육하는 측면과, 통치자를 대신하는 공
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한다. 15세기 후반에는 이들의 공적 역할이 더
욱 강화되고 공식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양육
자라는 모습과, 위엄 있게 옥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모두 나타나는 
안나 젤프드리트는 이와 유사하다.

이처럼 이 시기 북유럽의 안나 젤프드리트 도상은 당시의 왕실 및 
귀족사회와 유비관계에 있다. 성 안나가 가모장으로 형상화된 것이 
여성과 모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는지는 불분명하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 안나의 이미지가 상당히 가모
장적이며 모계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가부장제 사회
의 여성상 및 규범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
외적 현상이 관람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을지에 주목하였다. 또한 
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자신들이 익숙하게 보고 경험한 지식에서 영향
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안나 젤프드리트의 수용 양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가 성 안나 도상뿐
만 아니라 종교미술의 수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혔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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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르고뉴 공국의 가계(빨간 표시는 부르고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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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1.3cm. 뉴욕 모건 도서관.

도 6. 티부르의 무녀의 대가, 
<안나 젤프드리트>, c. 1480/82–1490. 
패널에 유화, 38.2×24.1cm. 
프린스턴 대학교 미술관.

도 7. 
하우스북의 대가, 
<안나젤프드리트>, 
c. 1490. 
패널에 템페라 및 유
화, 136×105cm.
올덴부르크 
국립박물관.



- 88 -

도 8. 전(傳) 금색 비단의 대가 또는 자크 다레, 
<요아킴, 요셉과 함께 있는 안나 젤프드리트>, 
15세기 말. 패널에 유화, 45.5×30.5cm. 투르네 
미술관

도 9. 프랑크푸르트의 대가, <안나 젤프드리
트>, c. 1511-15. 패널에 유화, 73.5×57.5cm.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도 10. 
베르나르드 판 
오를리의 추종자, 
<안나 젤프드리트>, 
16세기 초. 하위스 
베르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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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성혈의 대가, <요셉 및 요아킴과 함께 있는 
안나 젤프드리트>, c. 1520. 패널에 유화, 
89.8×82cm.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미술관.

도 12. 암브로시우스 벤슨, <안나 젤프드리
트>, c. 1527. 패널에 유화, 78x58cm. 스코
틀랜드 국립 미술관.

도 13. 
익명(프랑스), 
<성삼위>, 
『토리노-밀라노 
시도서』 inv. no. 
47, fol. 87r, 
c. 1400-10.
양피지, 28.4 x 
20.3cm. 토리노 
시립 고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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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익명(프랑스 낭트), <성삼위>, Ms. 
Ludwig XI 10 (83.MN.129), fol. 2,  
c. 1440-50. 양피지에 채색 및 도금, 36.2× 
27.3 cm. 게티 미술관.

도 15. 도 14의 부분.

도 16. 룩셈부르크의 자크의 대가, <성삼위>, 
Ms. Ludwig IX 11 (83.ML.107), fol. 78v, 
c. 1466 – 1470.
양피지에 채색 및 금•은박, 16.4×11.4cm.
게티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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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성 루시 전설의 대가, <천상의 여왕으
로서의 마리아>, c. 1485/1500. 패널에 유화, 
201.5×163.8cm.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도 18. 도 17의 부분.

도 19. 헤라르트 다비드, <안나 젤프드
리트>(<성 안나 제단화>의 중앙 패널), 
c. 1500/20. 패널에 유화, 236.1×97.5 
cm.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도 20. 한스 멤링, <안나 젤프드리트>, c. 1480. 

패널에 유화, 43.4 x 31.3 cm. 뮌헨 알테 피나코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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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수놓인 나뭇잎의 대가의 추종자, 
<안나 젤프드리트>, 15세기 말.
패널에 유화, 41 x 28.5 cm.
옥스퍼드 애쉬몰리언 박물관.

도 22. 성 안나 전설의 대가, <성스러운 친
족>, 15세기 후반. 패널에 유화, 27.9× 
20.3cm. 필라델피아 미술관.

도 23. 얀 유스트 판 칼카르, <안나 
젤프드리트>, c. 1510. 패널에 
유화, 50.8x34.93cm. 컬럼버스 
미술관.

도 24. 1473년의 대가, <성스러운 친족>
(제단화의 중앙 패널), 1473. 주스트 성모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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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플레말의 대가, <성삼위>, 
c. 1433-35. 패널에 유화,  
34.3x24.5 cm. 에르미타주 박물관.

도 26. 장 벨르감브, <성삼위>(<마르시
엔느 제단화>의 중앙 패널), c. 1510. 
105x69cm, 패널에 유화. 릴 미술관.

도 27. 익명(오스트리아), <성삼위>, c. 
1410.
패널에 템페라, 118.1 × 114.9 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도 28. 익명(잘츠부르크), <성삼위>, c. 1470. 
패널에 채색, 81 x 110cm. 베를린 국립회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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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 헤라르트 다비드, <이새의 나무>, c. 
1490. 118x69cm. 리옹 미술관. 도 30. 프랑크푸르트의 대가, 

<성스러운 친족>(<성 안나 제단화>의 
중앙 패널), 1505. 프랑크푸르트 역사박
물관.

도 31. 대 루카스 크라나흐, <성스러운 친족>(“토르가우 제단화”), 1509. 패널에 채색, 
121x191cm.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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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 
g) 헨리 6세의 앙겔로 주화(1427) 
j) 헨리 6세의 살루트 주화(1423)
(J. W. McKenna, 1965, pl. 26)

도 33. 탈벗의 대가, <헨리 6세의 가계
도>, B. M. Shrewsbury Ms. Royal 15 
E vi, fol. 3, c. 1444-45. 47.5x33.5cm.
영국 도서관.

도 34. 
도 33의 부분.

도 35.
도 33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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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 알브레히트 뒤러 및 여러 독일 작가들, <개선
문>, 1515-17. 목판화, 357x295cm. 영국 박물관.

도 37. <막시밀리안 황제와 부르고뉴의 마리의 결혼>, 
도 36의 부분.

도 38. <미남공 필립과 카스티야의 후아나의 
결혼>, 도 36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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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 <합스부르크
의 가계>, 도 36의 
부분.

도 40. <합스부르크
의 가계>, 도 36의 
부분.

도 41. <합스부르크
의 가계>, 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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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 익명(플랑드르), <선량공 필립의 초상
화>(로지에르 반 데르 바이덴 작품의 모사
본), 15세기 후반. 22x32.6cm. 흐루닝에 미
술관.

도 43. 전(傳) 로지에르 반 데르 바이덴, 
<담대공 샤를의 초상화>, c. 1460-65. 패
널에 유화, 50.9x33.6cm. 베를린 국립회
화관.

도 44. 요스 판 클레브의 공방, <막시밀리
안 1세의 초상>, c. 1508-09. 벨기에 왕
립 미술관.

도 45. 베르나르드 판 오를리의 공방 혹은 
추종자, <카를 5세의 초상화>, 16세기 전
반. 패널에 유화, 37x27cm. 브루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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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 베르나르드 판 오를리, <과부의 모습으로 
그려진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테의 초상화>, 
1518년 이후. 패널에 유화, 37x27cm. 브루 박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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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conography of Anna Selbdritt 

in Northern Europe (1450-1550) 

Matrilineage and Power

Kim, Nayoung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rgues that the Anna Selbdritt iconography of the fifteenth- 

and sixteenth-century Northern Europe parallels the status of 

noblewomen of the period and that this analogy would have affected 

the ways in which the viewers perceived the image of St. Anne.

The Anna Selbdritt consists of the images of St. Anne, the 

Virgin Mary, and the Christ Child. The period between 1470 and 1530 

saw the heyday of the cult of St. Anne in the Northern Europe, and 

the Anna Selbdritt represents the St. Anne iconography of the time. St. 

Anne shows an elevated status as an authoritative matriarch in 

guardianship of the Virgin and Child. Some works even adopt the 

composition of the Holy Trinity, which transforms the image into a 

Maternal Trinity, a counterpart to the traditional paternal Trinity. It 

elevates the Anna Selbdritt and St. Anne to a status comparable to that 

of the Holy Trinity and God the Father, respectively. St. Anne in her 

exalted status reminds the viewer of the women of royal or n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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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who exerted political power in fifteenth- and sixteenth-century 

Europe. In previous scholarship, this analogy to the royal or the 

aristocratic class has been relatively overlooked. Scholars have discussed 

the iconography of Anna Selbdritt in the context of marriage, 

domesticity, or the edification of the middle class. 

This thesis examines the parallel between the political practices 

in royal houses and the matrilineal character of Anna Selbdritt. 

Maternal bloodline was effectively used as political capital. 

Noblewomen mediated their own bloodlines to their descendants, which 

often changed the entire political map of late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As these political claims were widely propagated, the 

public was familiarized with the bilateral character of noble genealogy. 

The Anna Selbdritt would have been perceived and understood in 

relation to this political milieu, in which the genealogy of noblewomen 

could be used for a political cause.

Three historical cases exemplify the importance of maternal 

lineage in early modern Europe. The first relates to the early 

fifteenth-century northern France under English rule. It was advocated 

that Henry VI (1421-1471) of England was the legitimate successor to 

the French throne. This “double monarchy” propaganda was actively 

circulated in northern France, and it was emphasized that Henry VI 

inherited Valois blood from the maternal side. The second example can 

be found in Valois Burgundy. The native bloodline of Margaret of 

Flanders (1350-1405), the first Valois Duchess of Burgundy, was 

cherished and advocated in the Burgundian court because this made it 

possible for the Burgundian dukes to inherit important territories in the 

Low Countries, which were their primary source of the w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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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e. In addition, early Burgundian history and tradition were glorified 

via the maternal bloodline. It was argued that Clotilde (c. 466-511), 

princess of Burgundy and queen of Clovis, converted her husband to 

Catholicism. The third example is the House of Habsburg. Dynastic 

marriage in Habsburg diplomacy changed the map of early modern 

Europe. The late fifteenth and early sixteenth centuries saw the first 

fruits of their marriage policy.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noble genealogy of the 

maternal side mostly consists of male ancestors, which differs from the 

matrilineal character of the Anna Selbdritt. It is therefore required to 

examine why Anne, and not Joachim, the maternal grandfather of 

Christ, was prominently depicted. The female regents of the period are 

discussed in this context. The royal women who exerted regency had a 

certain presence in the politics of the time. When there was a lack of 

male sovereignty, female members of royal houses were designated as 

regents, or acted as de facto regents. They were substitutes for kings 

and princes who were either absent or in the minority.

Over the course of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it 

became customary in the French court to designate the queen as regent 

when the king was unable to exert his sovereignty. Similarly, the 

duchesses of Burgundy in the fifteenth century substituted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oles of the dukes in their absence. In the House of 

Habsburg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some female members of the 

dynasty were officially designated as regents of certain Habsburg 

territories. Margaret of Austria (1480-1530), regent of the Low 

Countries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became the model for female 

regency in the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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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power of female regents derived from the private 

sphere. Familial ties and duties to the prince were at the heart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xercise of power. As the prince’s close 

female relatives, they were considered to be safe substitutes who would 

protect and serve him faithfully. This notion was enhanced when he 

was in the minority. The royal women were expected to care for and 

educate the future lord with female affection, and this role extended to 

the political sphere in the form of regency. Hence, the practice of 

female regency consists both of the private sphere and the public and 

political sphere which is derived from the former. This resembles the 

role and status of St. Anne in the Anna Selbdritt. She is accorded 

matriarchal authority and power through her familial tie and duty to 

Christ. St. Anne would have been seen as a wise matriarch helping the 

young queen to raise the future lord, and as a matriarch exercising 

royal power on behalf of the heavenly king who was still in his 

minority.

Keywords: Anna Selbdritt, St. Anne, matrilineage, maternal lineage, 

female regency, Northern Europe.

Student number: 2017-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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