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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야코뷔스 프렐(Jacobus Vrel, 

1654-1662년 활동)이 ‘어린 아이의 환영(apparition)’을 다룬 두 작품에서 

환영을 대하는 여성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신앙심으로 우울증

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삶을 장려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동시대인들이 당

시 신학, 의학, 문학 전반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졌던 환영 및 유령의 이미지

를 두 작품에 투영하여 이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야코뷔스 프렐의 <앉은 채 창 너머 아이를 보는 여성(A Seated Woman 

Looking at a Child through a Window)>(c. 1656)은 당시 흔히 볼 수 없

는 소재로 어두운 창을 통해 인사하는 여성과 아이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

와 구성, 크기, 제작 시기가 비슷한 작품 <독서하는 노파와 창밖의 소년(An 

Old Woman Reading, with a Boy behind the Window)>(c. 1655)은 반

대로 창문에 비친 환영을 등지고 성경을 읽는 노인을 그렸다. 두 작품은 최

소한의 가구로 채워진 공간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 벽면을 채우는 크고 검은 

창을 재현하여 기이한 인상을 준다. 특기할 만한 점은 어두운 공간에서 흐

릿하게 표현된 아이의 모습이다. 많은 학자들이 환영 같다고 표현한 이 아

이는 작품의 가장 모호한 부분인 동시에 작품을 해석하는 실마리를 제공한

다. 

환영은 17세기 회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소재였으나 논문 및 문학에서 

자주 다루어져 동시대인들에게 익숙한 주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환

영과 정신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논문이나 『햄릿(Hamlet)』(1601)과 

같이 17세기에 성행했던 희곡까지 망령을 보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프로테

스탄트 교리에 따르면 유령은 망자의 모습을 한 마귀 혹은 정신질환자가 보

는 환영으로 정의되었다. 예컨대 유령과 환영은 혼재된 개념으로 현세에 있

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특히 히스테리

(hysteria)를 비롯한 여성의 정신질환은 무기력과 나태, 나아가서 마법

(witchcraft)과도 연관되었기 때문에 여성이 환영을 보는 것은 더욱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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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현상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모친이 만성적인 우울증의 영향으로 아이의 

환영을 보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잃은 직후 자연스레 느끼는 상실감과 엄연

히 구별되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17세기 추모 문학과 예술은 가족의 슬픔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기보다 부모에게 죽음을 마주하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제시했다. 

네덜란드 독립 전쟁 이후 새로 편입된 신교도들은 죽은 자녀의 구원 여부를 

알지도 못한 채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러한 불안

감을 잠식시키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펼쳤다. 첫째, 개혁교회는 유족에게 

자녀와의 추억을 회고하고 아이의 숭고한 죽음을 준비할 것을 거듭 강조했

다. 그 예로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A Token for Children)』(1671)와 같

이 딸의 고결한 태도를 기록하고 죽음의 미학(Ars Moriendi)을 역설하는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또한 가족들은 임종 초상화(deathbed portrait)처럼 

사망한 직후의 아이를 사실적으로 재현한 회화를 집안에 걸어 매일 아이를 

기억하고 애도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두 번째 전략으로 도드레흐트 총회(Synode van 

Dordrecht)에서 독실한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 한해 구원을 보장하고 공인했

다. 1618년에 수정된 신조는 죽은 아이를 천사 혹은 승천하는 영혼으로 묘

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천사가 된 아이가 슬퍼하는 부모에게 

위안을 건네는 내용이 동시대 문학에 등장했다. 회화의 경우 천국에 있는 

아이가 가족 초상화의 가장자리에 묘사되거나 천사들이 어린 영혼을 천상으

로 이끄는 모습이 단독 초상화에 나타나기도 했다. 예컨대 당시의 추모 문

학과 예술은 아이를 회고하거나 그의 행복을 상상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슬

픔을 위안하고 나아가 상실을 극복하는 태도를 장려했다. 

프렐의 <독서하는 노파와 창밖의 소년>을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작품 속 여성은 성경을 통해 상실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어머니로 이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프렐은 작품에서 단독으로 우울하고 고달픈 여성을 

빈번하게 재현했을 정도로 여성의 멜랑콜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가 멜랑콜리의 징후나 이를 암시하는 세부 요소를 작품에 자주 묘사했던 

것으로 보아 여성의 우울증을 시각화하는 데에 능숙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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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작품처럼 창밖의 대상을 등한시하고 성경이나 가사에 몰두하는 인

물은 동시대 회화에서 고결한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아울러 우울증을 극복

하는 방안으로 영적인 수행이 권장되었던 배경을 고려하면 <독서하는 노파

와 창밖의 소년>은 환영을 등진 채 성경에 열중하는 여성을 도덕적인 인물

로 그리고 있다. 

어린 아이의 환영을 그린 두 작품은 흐릿한 아이의 형상을 주축으로 비슷

하면서 상반된 내용을 보여준다. 프렐은 <앉은 채 창 너머 아이를 보는 여

성>을 통해 여성의 상실과 멜랑콜리를, <독서하는 노파와 창밖의 소년>을 

통해 죽음을 애도하고 극복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감상자는 이에 

따라 두 작품을 비교하며 직접적인 경험이나 개인이 접했던 문학과 예술에 

근거하여 지향해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사색했을 것이다. 즉, 관람자는 

환영을 다루는 논문 및 희곡 작품, 동시대 추모 문학, 죽은 아이를 재현한 

초상화 등에 근거하여 두 작품의 주제를 추측하고 마침내 신앙으로 역경을 

이겨나가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

  

주요어 : 야코뷔스 프렐, 멜랑콜리, 환영, 추모 문학, 요스트 판 덴 폰델, 

17세기 네덜란드.

학  번 : 2019-2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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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야코뷔스 프렐(Jacobus Vrel, 1654-1662년 활동)은 17세기 네덜란드 지

역에서 활동했던 화가로 4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것 외에 화가로서의 생애, 

주 활동 지역, 심지어 본명까지 확실히 규명된 것이 없다.1) 프렐의 작품들

은 정적이고 모호한 화풍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중에서 두 작품은 

유독 주제를 특정하기 어렵다. 먼저 1656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앉은 채 창 너머 아이를 보는 여성(A Seated Woman Looking at a 

Child through a Window)>(이하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은 아이와 어머니

의 소통이라는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듯하나 세세히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작품이다(도 1).2) 창문이 한 벽을 차지하는 기이한 실내 구성과 두 

공간의 극명한 명암 대비는 공간의 비현실성을 부각시킨다. 특히 어두운 창

1) 프렐의 활동 지역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나 최근 연구에서 즈볼레(Zwolle)와 
데벤테르(Deventer) 일대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기존 연구에서 
프렐의 거리 풍경을 기준으로 비슷한 정경의 도시를 찾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호니히
(Elizabeth Honig)는 프렐의 거리 풍경이 여러 도시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합쳐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방식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디어크 얀 더 
프리스(Dirk Jan de Vries)는 프렐의 <읍성 옆 빵집이 있는 거리 풍경(Street Scene 
with a Bakery by the Town Wall)>과 매우 유사한 즈볼레의 ‘물 통하는 길
(Waterstraat)’을 찾았다. 그 밖에도 거리의 아치형 구조물, 교회 실내 회화(interior 
painting)의 첨탑 위 초승달 표식 모두 네덜란드공화국(Dutch Republic)에서 흔치 않
음에도 불구하고 즈볼레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프렐이 실제 풍경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호니히의 주장을 뒤엎는다. 본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프렐
의 주 활동 지역을 네덜란드공화국에 한정하여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독일과 남네덜란
드로부터 북네덜란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정황을 고려하면 프렐이 네덜란드공화
국으로 이주하여 화가로서의 커리어를 쌓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다. Dirk Jan de Vries 
and Boudewijn Bakker, "Jacobus Vrel in Zwolle," in Jacobus Vrel: Looking for 
Clues of an Enigmatic Painter, ed. Bernd Ebert et al. (Munich: Hirmer, 2021), 
pp. 75-89.

2) 논문에서 기재하는 작품의 제작 연도는 최근에 출판된 프렐의 단독 전시 도록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화가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도록 내에서도 작품의 제작 연도가 명
시되어 있지 않으나 연륜편년학(dendrochronology)을 토대로 패널화 30점 가량의 제
작 연도를 추정하여 정리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필자는 이 정보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Peter Klein, "The Dendrochronological Analysis of Panel 
Paintings by Jacobus Vrel," in Jacobus Vrel: Looking for Clues of an 
Enigmatic Painter, ed. Bernd Ebert et al. (Munich: Hirmer, 2021), pp. 
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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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뒤에 있는 아이의 흐릿한 모습은 많은 연구에서 거론될 정도로 매우 기

이하다. 한편 검은 창 너머의 아이를 그린 다른 작품으로는 프렐의 <독서하

는 노파와 창밖의 소년(An Old Woman Reading with a Boy behind the 

Window)>(이하 <독서하는 노파>)이 있다(도 2).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넓

은 창문을 두고 각자의 공간에 있는 여성과 흐릿한 실루엣의 아이를 보여준

다. 동일한 화가가 회화 전통에서 유례없는 소재를 다루었다는 사실뿐만 아

니라 두 작품의 제작 시기, 규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각 작품에 대한 형식적인 기술이 주를 이룰 뿐, 두 

작품을 연결시켜 작품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한 시도는 없었다.

 두 작품에 대한 서술 중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여러 연구에서 아이를 유령

(ghost)이나 환영(apparition)으로 짧게 언급했다는 점이다.3) 많은 연구에서 

아이의 환영 같은 모습을 기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심으로 작품의 의

미를 재구성하고자 한 시도는 없었다. 본 연구는 유령과 환영이라는 키워드

에 주목하여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이 제작되고 수용되었을 맥락을 재구성

하고자 한다. 17세기 유럽에서 환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자 정신질환의 증

상으로 이해되었다. 프로테스탄트 교리에 따르면 지상에서 목격되는 유령은 

실제 죽은 이의 영혼이 아니라 망자의 모습으로 둔갑한 악마 혹은 정신질환

자가 겪는 환각이다. 즉, 환영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의학에 대한 관심이 17세기에 부상함에 따라 멜랑콜

3) 본고에서는 유령과 환영을 의미상 구별하지 않고 쓸 것이다. 19세기까지 환영과 유령은 
엄밀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았다. 17세기에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환각 증상을 병리
학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본고에서는 논지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해 편의상 Ⅱ장에서 환영이 다루
어진 종교적, 의학적 맥락을 나눠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본 논문에서 
서술하는 환영은 죽은 이의 모습을 한 귀신, 환각, 환상(vision)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프렐의 작품 속 아이를 환영으로 언급한 연구로 
Gérard Régnier, "Jacob Vrel, un Vermeer du pauvre," Gazette des Beaux-Arts 
68 (1968), pp. 279-280; Richard N. Kingzett, "The Paris Arts Scene: "Refléts 
du Siécle D'or" in the Institut Néerlandais," Apollo 117 (1983), p. 503; 
Marjorie Wieseman, Vermeer's Women: Secrets and Silence (Cambridge: 
Fitzwilliam Museum, 2011); Hanneke Grootenboer, "Arresting What Would 
Otherwise Slip Away: The Waiting Images of Jacob Vrel," in Time in the 
History of Art, ed. Dan Karlholm and Keith Moxey (London: Routledge, 2018), 
pp. 127-12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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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환각의 인과관계를 지적한 논문들이 잇따라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가족의 유령이나 환각을 보는 희곡 작품들도 다수 등장했다.4) 프렐은 

특히 아픈 여성을 주제로 작품에 멜랑콜리의 도상을 다양하게 묘사했을 정

도로 여성의 우울증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5) 이러한 경향들을 종합해보면 

<창 너머 아이와 여성>과 <독서하는 노파> 속 두 인물은 죽은 아이의 유령

과 우울한 어머니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프렐

이 비슷한 두 작품에서 아이의 환영에 미혹되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와 환영

을 마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여성을 대조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신앙으로 

멜랑콜리를 극복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장려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야코뷔스 프렐의 단일 작품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 연구는 매우 적다. 

프렐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는 화가의 생애를 재구

성하고 그의 작품들을 발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20세기부터 

학자들이 프렐을 본격적으로 연구함에 따라 그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을 제공하였다. 대표적으로 호니히(Elizabeth Honig)와 흐로텐보어르

(Hanneke Grootenboer)는 기존의 형식주의적 방법론에서 벗어나서 수용의 

측면에서 프렐의 작품을 분석했다. 먼저 호니히는 작품에 보는 이의 시선을 

끄는 사물들이 적다는 점을 들어 프렐이 감상자로 하여금 ‘보는 행위’를 자

각하고 사색에 빠지게 유도한다고 주장하였다.6) 그는 디테일이 적은 프렐의 

4) 멜랑콜리는 주로 남성들의 초상화나 성 예로니모(St. Jerome, 347-420)를 묘사한 종교
화에서 집중적으로 시각화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aurinda S. Dixon, The 
Dark Side of Genius: The Melancholic Persona in Art, ca. 1500-1700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13); Laurinda S. 
Dixon, "Privileged Piety: Melancholia and the Herbal Tradition," Journal of 
Historians of Netherlandish Art 1 (2009), DOI: 10.5092/jhna.2009.1.2.1; Marten 
Jan Bok, "Was Hendrick ter Brugghen a Melancholic?," Journal of Historians 
of Netherlandish Art 1 (2009), DOI: 10.5092/jhna.2009.1.2.2 참고.

5) 프렐의 작품이 멜랑콜리를 강하게 암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이와 같은 지적
을 한 연구로 Clotilde Brière-Misme, “Un ‘Intimiste’ hollandais, Jacob Vrel,” 
Revue de l’art ancien et moderne 68 (1935), pp. 97-114, 157-172; Wieseman, 
앞의 책, p. 212; Danielle Dufort, “Unearthing ‘Jacobus Vrel’: Un Petit-Maître, 
Un Intimiste, a Painter Buried in Histori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2019) 등이 있다.  

6) 1989년에 집필한 호니히의 논문은 스베틀라나 알퍼스(Svetlana Alpers)로 필두로 하는 
시각을 잇는다. 스베틀라나 알퍼스의 획기적인 『묘사의 기술(The Art of Describing)』
(1984)이 출판된 이후 그 명맥을 잇는 헤흐트(Peter Hecht), 얀 슬루이터(Eric Jan 
Sluijter) 등이 도상학과 상징 찾기에 매몰된 기존 연구를 전면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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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일반적인 장르화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흐로텐

보어르는 호니히의 접근을 수용하고 나아가 관람자가 17세기의 시대적 경

향이나 회화의 도상학적 전통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어도 프렐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7) 즉, 프렐의 작품은 동시대 회화처럼 상징이나 

모티프를 숨겨놓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감상자는 작품 이면의 의미를 해

석할 필요가 없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이들의 접근을 기반으로 주

체적인 작품 해석보다 근대 관람자의 감상 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선행 연구를 집대성하여 더 넓은 시각에서 프렐의 작품 경향을 분석

한 인물이 다니엘 듀포트(Danielle Dufort)다. 그는 크게 17세기에서 활동했

던 화가로서의 프렐과 후대 연구에서 새로이 재구성한 프렐의 이미지를 분

석하였다. 그는 먼저 ‘17세기 화가로서의 프렐’을 발굴하기 위해 아카이브 

자료를 재검토하고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회화적 모티프를 분석하였다. 그

러나 프렐의 신상을 특정할만한 주요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분석도 여전히 수용의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

의 차별성이 없다. 듀포트는 프렐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를 정리하

여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 관람자에게 이 모티프들이 호소되었는지를 살펴볼 

뿐 작가의 제작 의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이에 반해 그는 미술사 연구에서 재구성된 프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데 

다. 그 영향으로 프렐에 대한 연구 경향이 이러한 시각적 모델에 크게 의존한다. 
Elizabeth A. Honig, "Looking in(to) Jacob Vrel," Yale Journal of Criticism 3  
(1989), pp. 37-56. 알퍼스, 헤흐트, 얀 슬루이터의 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vetlana Alpers, The Art of Describing: Dutch Art in the 
Seventeenth-Centu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eter 
Hecht, "Dutch Seventeenth-Century Genre Painting: A Reassessment of Some 
Current Hypotheses,"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21 (1992), pp. 85-95; Eric Jan Sluijter, "Ownership of Paintings in the Dutch 
Golden Age," in Class Distinctions, Dutch Painting in the Age of Rembrandt 
and Vermeer, ed. Ronni Baer et al. (Boston: Museum of Fine Arts, 2015), p. 
90.

7) 흐로텐보어르는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빌려 프렐의 작품이 관람
자에게 보는 행위 자체를 자각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라캉의 응시(gaze) 개념과 
다르게 프렐의 작품에서 주체와 작품 속 대상은 시선을 교차하지 않는다. 대신에 순간
을 포착한 듯한 프렐의 묘사는 관람자를 사색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흐로텐보어르의 논
지다. Grootenboer, 앞의 논문, pp. 119-132. 라캉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Jacques Lac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trans. 
Alan Sheridan (Harmondsworth: Penguin, 197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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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세기에서 만들어진 프렐의 이미지가 어떠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

여 드러나고 변했는지에 대해 예리한 분석을 보여주었다.8) 특히 프랑스의 

앵티미슴(intimisme)이 성행한 이후 프렐의 작품이 주목받고 모더니티의 틀 

내에서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은 매우 흥미롭다. 듀포트의 연구는 역사

적으로 ‘만들어지는’ 화가의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

확인시켜준다. 

<창 너머 아이와 여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작품의 형식적인 특징

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했다. 먼저 브리에르-미슴(Clotilde Brière-Misme)은 

작품 속 창문 있는 벽이 바깥 거리나 중정(courtyard)과 접해 있는 것이 아

니라 인접한 방의 내벽이라고 밝혔다.9) 이러한 분석은 현재 학계에서도 받

아들여지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포츠크(C. Willemijn Fock)는 작품 속 실내 

장식이 당시에 유행하던 실내 디자인과 상충하거나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

게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10) 그의 주장에 따르면 벽을 차지하는 넓은 창과 

양쪽에 거는 커튼은 당시에는 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프렐의 <창 너머 아

이와 여성>에서만 나타난다. 종합하자면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의 공간은 

17세기 초중반의 실내 정경과 명백히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 연구는 독특한 공간뿐만 아니라 창 너머 비친 아이의 모습을 집중적

으로 언급했다. 많은 학자들이 어둡게 표현된 창문과 아이를 흐릿하게 묘사

8) 듀포트가 19세기 프랑스에 주목한 이유는 프렐에 대한 초창기 연구가 이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뷔르거(Theophile Thoré Bürger), 브리에르-미슴(Clotilde Brière-Misme), 
레니예(Gérard Régnier) 등이 프렐에 주목한 이유에는 당시의 공화파 사상, 낭만주의
적 관점, 내면파(intimisme) 예술의 성행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 특히 판할런
(Angela Vanhaelen)의 연구를 빌려 ‘따분함의 수사학(rhetoric of boredom)’이 프렐 
작품을 비롯한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를 재정의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판할런의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 회화에 대한 19-20세기의 예술비평은 내러티브나 분
명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장르화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따분함의 수사학을 활용했
다. 따분함의 수사학이 그림에 적용되었을 때 평이하고 따분한 요소들이 도상학과 같이 
고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의 독자적인 작품 해석을 유도하는 매개체
가 된다. 즉, 판할런의 관점은 호니히와 흐로텐보어르의 입장을 계승한다. 19-20세기 
미술사에서 다뤄진 프렐과 따분함의 수사학에 대한 논의는 Dufort, 앞의 논문, pp. 
101-171; Angela Vanhaelen, "Boredom's Threshold: Dutch Realism," Art 
History 35 (2012), pp. 1004-1023 참고.

9) Brière-Misme, 앞의 논문, p. 168.
10) C. Willemijn Fock, "Werkelijkheid of schijn. Het beeld van het Hollandse 

interieur in de zeventiende-eeuwse genreschilderkunst," Oud Holland 112 
(1998), pp. 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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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중 아이의 이미지를 유령과 환영에 

비유하여 묘사한 점이 주목을 요한다. 가장 이른 시기의 서술은 레니예

(Gérard Régnier)의 1968년 논문에 나타난다. 그는 아이를 환영에 빗대어 

표현했으며 ‘저승(au-delà)’으로부터 돌연히 나타난 존재로 묘사했다.11) 마찬

가지로 1983년 킹제트(Richard N. Kingzett)는 아이를 두고 『나사의 회전

(The Turn of the Screw)』에 등장할 법한 이미지로 묘사하며 ‘유령 같은’ 

모습을 한다고 기술했다.12) 마지막으로 비세만(Marjorie Wieseman)은 그림 

전체를 관통하는 으스스한 분위기를 지적했다.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공허

한 방’, ‘유령과 같은 아이의 이미지’ 등 괴상한 이미지를 아이의 모습에 한

정하지 않고 작품 전체에 투영했다.13) 물론 이러한 서술들은 짧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러나 작품의 주제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와 

같은 코멘트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기존 연구에서는 프렐의 작품들을 형식과 수용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었으며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작품을 재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의구

심을 표했다. 화가의 기본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선행 연구는 디테일

이 적은 프렐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

한 관점은 프렐의 작품들이 갖는 모더니티에만 주목한다는 한계가 있다.14) 

다시 말해서 기존 연구는 프렐이 살았던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의 작품을 후대의 미의식에 비추어 해석했다. 그러나 프렐은 17세기 네덜

란드 회화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전통적인 소재와 문화적 코드를 반복적

11) Régnier, 앞의 논문, pp. 279-280.
12) Kingzett, 앞의 논문, p. 503. 
13) Wieseman, 앞의 책, p. 214.
14) 듀포트를 비롯한 미술사학자들은 프렐의 작품에 내러티브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입장은 19세기 연구 경향을 크게 계승한다. 당시 모더니티와 앵티미슴을 표방하
던 프랑스에서 프렐의 작품들이 새로이 주목받았다. 듀포트는 앵티미슴의 여파로 프렐
의 작품이 수용의 맥락에서 주로 다루어졌다고 보았다. 앵티미슴의 핵심이 작품과 감상
자의 영향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프렐의 작품 역시 관람자의 개인적 감상에 맞춰 이해되
었다. 비약적인 산업 발전에 따라 개인의 존재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실내 공간과 가
족 중심적인 생활이 재평가되었기 때문에 실내 회화(interior painting)가 부상했다. 이
때 실내 회화는 내러티브 없이 소박한 일상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예술지상
주의를 표방한 실내 회화 작품들은 곧 모더니티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프렐의 작품을 모던하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Dufort, 앞의 논문, p.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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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품에 녹여냈다.15) 본고는 역으로 프렐의 <창 너머 아이와 여성>에

서 포착할 수 있는 회화적 관례와 사회적 현상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때 프렐이 어떠한 의도로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을 제작했는지를 

유추하는 동시에 동시대 관람자의 감상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프렐이 <창 너머 아이와 여성> 속 아이를 유령 및 환영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작품 제작에 영향을 

끼쳤을 시대적 요인들과 프렐이 재현했던 아픈 여성상을 살펴봄으로써 ‘어

린 아이의 환영’ 이미지가 제작되고 수용되었던 맥락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Ⅱ장에서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을 분석하여 아이를 유령 및 환영으

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각적인 근거를 설명하고 동시대인들이 이해했던 유령

의 총체적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이를 희미하게 표현한 점뿐만 아니

라 작품의 시간대가 밤이라는 점, 화들짝 놀라는 여성의 모습, 두 인물을 

철저히 분리하는 공간 구조는 아이가 유령으로 묘사되었다는 정황을 뒷받침

한다. 신교도들은 유령을 지상으로 회귀한 아이의 영혼이 아니라 사람의 모

습을 한 악마나 정신질환자가 보는 환영으로 이해했다. 이처럼 망령은 실체

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주로 우울증을 앓는 남녀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어서 Ⅲ장에서 17세기에 아픈 여성과 아이의 죽음을 다룬 작품들을 알

아볼 것이다. 여전히 높은 영유아 사망률을 보였던 17세기에는 아이의 죽음

과 부모의 심정을 기록한 문학 작품이나 죽은 아이들의 초상화가 다수 제작

되었다. 특히 생전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거나 승천한 아이의 영혼을 표현한 

문학, 예술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작품들은 부모의 슬픔에 

동조하지만 본질적으로 사후 아이의 행복을 바라고 부모가 상실을 극복하고 

나아갈 것을 장려한다. 한편 당대 회화에는 우울한 여성도 빈번하게 묘사되

었는데 이들은 주로 상사병(heroic melancholy)을 앓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15) 일례로 프렐은 거리 풍경도 자주 그렸는데 제빵사와 그 제과점을 화면 중심에 묘사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호니히가 지적한 바로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에서 제빵사는 화가
의 메타포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두 직업이 비슷한 도제 과정을 겪고 손으로 ‘작
품’을 빚는 직군이었기 때문에 빵을 전면에 전시하는 제빵사의 모습으로 자화상을 그린 
화가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프렐은 제빵사를 화가에 빗대는 회화적 관습을 익히 알고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Honig, 앞의 논문, pp. 29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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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병을 앓는 여성들은 의학적으로 사랑과 성욕을 갈구하는 대상으로 설명

되었기 때문에 회화에서 관능적이고 성적인 대상으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프렐은 아픈 여성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질환 그 자체를 재현하는 데

에 주력했다. 그는 침대에 누운 노쇠한 여성부터 턱을 괴며 밖을 응시하는 

우울한 여성까지 아픈 여성을 다양하게 구현했다. 본 장에서는 당시 추모 

문학과 죽은 아이를 재현한 회화를 살펴봄으로써 아이를 여읜 부모에게 사

회적으로 요구되었던 삶의 태도를 밝히고 여성의 멜랑콜리에 대한 화가의 

관심과 선행지식을 확인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독서하는 노파>에서 노파의 도상학적 의미를 추정해보고 프

렐의 ‘어린 아이의 환영’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독서하는 

노파>와 비슷한 모티프의 작품을 분석하여 창밖의 대상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는 여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맥락을 짚고자 한다. 창문 밖의 대상에 

미혹되지 않고 노동과 영적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여성은 미덕의 대상으

로 여겨졌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독서하는 노파>에 대입시켜보면 환영

을 등한시하고 성경을 읽으며 우울증을 극복하는 노파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다. 한편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은 <독서하는 노파>와 구성, 작품 크기, 제

작시기가 비슷하여 주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프렐은 두 작

품에서 구도, 빛의 색감, 세부요소, 여성의 행동을 달리하여 <창 너머 아이

와 여성>에서 환영 같고 비현실적인 공간을 구축하고자 했다. <창 너머 아

이와 여성>이 여성의 멜랑콜리와 상실을, <독서하는 노파>가 노파의 애도와 

치유를 중점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본고의 요지다. 본 논문은 프렐이 두 

작품을 통해 환영을 보며 상실감을 채우는 삶보다 죽음을 정상적으로 애도

하고 나아가는 삶을 권장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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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죽은 아이의 유령 혹은 환영

본 장은 <창 너머 아이와 여성> 속 아이의 존재를 유령 및 환영으로 해

석하고 당시 환영이 이해되었던 시대적 맥락을 재구성하는 장이다. 유령은 

종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망자의 모습을 한 마귀로 이

해되었다. 특히 연옥의 존재를 부정한 네덜란드 개혁교회(Dutch Reformed 

Church)는 죽은 자의 영혼이 지상에 회귀할 수 없기 때문에 유령의 존재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이에 따라 신교도들은 유령을 마귀나 정신질환

을 앓는 사람이 보는 환영으로 이해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토대

로 아이의 존재를 환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각적인 근거를 설명하고 동시

대 의학 논문과 희곡을 살펴봄으로써 환영의 총체적인 이미지를 밝히고자 

한다. 

1. 유령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은 일상적인 소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장르화와 다르게 비현실적인 공간 내에서 인물의 관계 및 행동

을 모호하게 표현한 작품이다(도 1). 등을 보이는 여성이나 흐릿하게 표현

된 아이는 보는 이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인물에 대한 시각적인 정

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상자는 작품의 내용을 스스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

다. 또한 새하얀 빛으로 가득 찬 안쪽의 방과 빛이 전혀 통과되지 않는 듯

한 창밖의 방은 작품에서 묘사되는 시간대조차 모호하게 만든다. 양쪽에서 

가지런하게 정리된 초록색 커튼, 선반 위의 그릇 장식, 오른쪽 벽면에 고정

된 못조차 작품의 의미를 유추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보는 이에게 가장 위화감을 주는 것은 창밖의 아이다. 17세기 장르화 속

의 아이는 주로 밝은 낮에 어머니의 교육을 받거나 놀이를 하는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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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그러나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의 아이는 빛이 없는 공간에서 흐

릿하게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벽에 몸이 가려져 얼굴만 보인다. 아울러 

그는 무표정에 가깝게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어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돌진

하는 여성에 비해 반응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 연구에서는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의 아이를 유령 혹은 환영에 빗대어 표현했다. 

아이의 유령을 직접적으로 재현한 동시대 작품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창 

너머 아이와 여성> 속 아이처럼 어두운 공간 내에서 인물을 흐릿하게 표현

한 작례는 존재한다.16) 벙어리 화가 얀 얀츠 데 스토메(Jan Jansz. de 

Stomme, 1615-1657)가 제작한 알라트 차르다 판 스타켄보르흐(Allard 

Tjarda van Starkenborgh, 1620-1673)의 가족 초상화에서 이와 비슷한 표

현이 포착된다(도 3). 전경에 있는 세 자녀 뒤로 검은 구름에 휩싸인 얼굴

이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도 4).17) 세 자녀의 복장과 이목구비가 세세하게 

16) 당시 유럽 회화에서 환영 및 유령을 표현하는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다. 필자가 
찾아본 결과 환영이나 유령을 표현한 작품들은 대개 정치적 알레고리를 표현한 판화였
다. 이때 유령은 프렐이 묘사한 방식과 같이 흐릿하게 표현되지 않고 다른 인물들과 같
이 선명하게 묘사되었다. 차이점을 꼽자면 유령은 횃불을 들거나 튜닉과 같이 길게 늘
어진 흰 천을 두르고 있다. 예시로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London)에 소장된 
1680년 작품 <끔찍한 유령(The Dreadful Apparition)>이나 암스테르담국립박물관에 
소장된 1635년 작품 <구스타브 2세 아돌프의 유령이 작센의 선제후가 있는 침대 곁에 
나타나다(De geest van Gustaaf II Adolf verschijnt aan het bed van de 
keurvorst van Saksen)> 등이 있다. 인물을 희미하게 처리한 회화 작품으로는 얀 스
테인(Jan Steen, c, 1626-1679)의 <엠마오에서의 만찬(Supper at Emmaus)>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낯선 동행자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을 그리지만 얀 스테인은 
다르게 식후 누적된 피로함으로 잠든 제자들과 그 곁에 나타나는 유령 같은 예수를 묘
사했다. 예수는 매우 흐릿한 형상으로 독특하게 표현되었다. 이 작품이 1665년경에 제
작되었을 것을 고려했을 때 프렐이 직접적으로 얀 스테인의 작품을 참고했을 가능성은 
낮으나 이 시기부터 화가들이 환영이나 유령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영을 시각화하는 방식은 다양했기 때문에 유령이나 환영을 묘
사하는 경향을 일반화할 수 없다.

17) 세 아이의 뒤에 있는 인물의 정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왼쪽의 여자 아이는 장녀 
프레데리카(Frederica)로 명확하게 밝혀졌으나 작품의 중앙에 있는 여자 아이와 오른쪽
의 남자 아이의 정체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로 태어난 아들 램버트
(Lambert)는 1654년 2월에 태어나 1658년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초상화가 1654년
에 완성되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오른쪽의 아이는 램버트가 아니다. 한편 초상화가 2
월 이후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구름에 둘러싸인 아이가 일찍 죽은 램버트일 가능
성도 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램버트가 태어난 해에 이른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추
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Jan Baptist Bedaux and Rudi Ekkart, Pride and Joy: 
Children‘s Portraits in the Netherlands 1500-1700 (Ghent: Ludion Press, 
2000),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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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한편 후경의 인물은 강한 빛에 가려져 얼굴이 흐릿하게 표현되어 있

다. 이 인물은 <창 너머 아이와 여성>에 등장하는 아이처럼 얼굴만 나타나

며 어두운 공간에 놓여 있다. 

얀 얀츠 데 스토메가 재현한 후경의 아이는 판 스타켄보르흐 부부의 자녀 

중 일찍 죽은 아들로 추정된다. 당대 초상화에서 죽은 아이의 영혼은 일반

적으로 천사나 날개 달린 얼굴로 축약해서 재현되었다. 당시의 화가들이 죽

은 아이의 얼굴만 묘사한 이유는 동시대인들이 아이의 영혼에 형태가 없다

고 믿었기 때문이다. 판 스타켄보르흐의 가족 초상화 속 죽은 아이는 날개

가 없으나 푸토(putto)와 같이 개성 없는 얼굴을 하고 있다. 브도(Jan 

Baptiste Bedaux)는 이러한 표현이 죽은 아이의 영혼을 천사로 시각화하기 

이전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18) 

얀 얀츠 데 스토메의 작품과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을 비교하면 두 작품

은 형체가 희미하게 보이는 인물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얀 얀츠 

데 스토메가 형상화한 아이의 영혼은 전경의 세 인물에 비해 흐릿하게 표현

되어 환영과 같은 인상을 준다. 어두운 구름에 둘러싸인 채 무표정하게 아

이들을 보는 모습은 어두운 창 너머의 아이를 상기시킨다. 여기서 검은 구

름은 마치 세 아이가 있는 이승과 영혼이 있는 저승을 나누는 경계선과 같

다. 특히 세 명의 아이는 뒤쪽을 전혀 쳐다보지 않아 후경의 아이와 심리적 

괴리감을 자아낸다. 레니예의 서술처럼 검은 구름에 싸인 아이나 어두운 창

문 뒤에 있는 아이는 저승으로부터 돌연히 나타난 존재처럼 보인다. 

아이의 흐릿한 묘사 외에도 여러 특징들이 <창 너머 아이와 여성> 속 여

성이 환영을 보고 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먼저 작품 속 시간대가 낮으

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19)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은 자

18) 브도는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아이의 단독 초상화 자료를 모았다. 그는 144점에 이르
는 작품들 중 출생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들의 초상화 63점을 분류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들어 정황상 당시의 기대수명이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 원인
으로 감염이나 다른 합병증들을 제시했다. Jan Baptiste Bedaux, “Funeraire 
kinderportretten uit de 17de eeuw,“ in Naar het lijk. Het Nederlandse 
doodportret 1500-heden, ed. Bert C. Sliggers (Rotterdam: Walburg, 1998), p. 
99. 

19) 작품의 시간대나 창문이 어두운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한 선행 연구는 없다. 흐로텐보
어르는 작품의 시간대가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하기 모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프렐의 작품 경향이나 당시 창문의 쓰임새를 고려했을 때 본 작품의 시간대가 저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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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광이 비치는 실내 공간을 묘사하는 장르화와 다르게 새하얀 빛이 반사된 

실내와 칠흑 같이 어두운 바깥 공간을 표현했다. 일반적인 장르화에서는 따

뜻한 빛과 그림자도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반면에 프렐의 작품에서는 밝고 

어두운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게다가 어두운 창문의 오른쪽 상단

에 하얀 빛이 반사된 것을 보았을 때 실내의 조명이 작품의 광원이라는 것

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작품의 시간대가 밤이나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프렐이 일반적인 장르화와 다르게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밤으로 설정하고 

아이를 어두운 공간에서 배치한 것은 아이가 초현실적인 존재라는 추측에 

힘을 싣는다. 유령이나 꿈속의 존재를 표현한 작품들은 주로 늦저녁 혹은 

밤에 일어난 장면을 재현한다. 가령 야콥 요르단스(Jacob Jordaens, 

1593-1678)와 바우어(Johann Wilhelm Baur, 1607-1642)의 두 작품은 모

두 밤에 죽은 자의 유령을 보는 장면을 재현한다(도 5, 6). 먼저 <밤의 환

영(Night Vision)>에서 빛이 거의 없는 실내 공간과 문밖의 인물들이 든 촛

불, 그리고 창 밖에 어두운 하늘은 작품 속 시간이 밤임을 암시하고 있다. 

후로 설정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프렐의 작품 중 <어린 소년에게 책을 읽어주
는 여성과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 남성(A Woman Reading to a Young Boy, and a 
Man Sitting by the Fireplace)>이나 <열린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 있는 여성(Woman 
Leaning out of an Open Window)>을 살펴보면 길고 높은 창을 통해서 햇빛이 방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실내가 어둡게 표현되어 있다. 낮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들은 
오히려 창밖이 밝고 실내 공간이 어두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창 너머 아
이와 여성>에서 밝은 실내와 새까만 실외 공간을 표현한 모습과 대조된다. 아울러 낮 
시간대에 셔터를 닫았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창 너머 아이와 여성>처럼 전혀 빛이 
통과되지 않는 상태를 조성하기 어렵다. 작품 속 아이가 있는 어두운 공간은 가장 앞쪽 
방으로 추정된다. 시라트(Irene Cieraad)가 지적한 바로 당시 낮에 셔터를 모두 닫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창문의 하단부에만 셔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빛을 온전히 차단하
는 것은 쉽지 않았다. 프렐의 작품 속 아이가 있는 공간으로부터 자연광이 여성이 있는 
방까지 침투했을 것이기 때문에 낮에는 어두운 창문이 성립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시라트는 실제 관행과 상관없이 회화 내에서 커튼이나 셔터로 가려진 창문이 작품의 시
간대를 암시하는 것이라 보았다. 다시 말해서 회화 속 창문과 문이 개방되어 있거나 별
도의 가림막 없이 빛을 통과시킨다면 작품은 낮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반대로 바깥에 
셔터를 내리거나 창문의 안쪽에 커튼이 쳐져 있다면 화가는 밤 시간대를 묘사한 것이
다. 시라트는 밤에 폐쇄된 집들이 마치 요새와 같다고 표현했으며 이러한 요새화가 17
세기에 한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Irene Cieraad, "Dutch Windows: 
Female Virtue and Female Vice," in At Home: An Anthropology of Domestic 
Space, ed. Irene Cieraad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6), p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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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이는 나체의 여성은 얀 얀츠 데 스토메의 표현방식과 같이 어두운 

구름에 둘러싸여 다른 인물들과 구분된다. 이 여성은 남성이 보는 유령 혹

은 꿈속의 환영으로 해석된다.20) 

바우어의 판화는 오비디우스(Publius Ovidius Naso, 기원전 43년-기원후 

17년)의 『변신 이야기(Metamorphoses)』 중 알키오네(Alcyone)가 익사한 

케익스(Ceyx)의 유령을 보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도 6). 이 작품도 마찬가

지로 건물 밖의 하늘이 어둡게 표현되고 횃불을 든 채 방을 들어서는 하인

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이 일어난 시각이 밤임을 보여준다. 케익스의 유

령은 나체로 나타나 뻣뻣하게 서 있는 반면에 이를 마주한 알키오네는 누운 

채 팔을 뻗어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창 너머 아이와 여성> 속 의자

에 앉은 채 창문에 손을 밀착한 여성의 모습 또한 이러한 표현과 비슷하다. 

세 작품 속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밤에 돌연히 나타난 유령 혹은 환영을 발

견하여 침대와 의자에 걸쳐서 갑작스레 몸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

고 화가들이 일반적으로 유령이 밤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 두 인물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듯한 공간 묘사는 여성과 아이가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태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아이가 초자연적인 존

재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유령 같은 아이가 있는 공간이 

실외가 아닌 바깥과 통하는 집의 ‘가장 앞쪽에 있는 방(voorhuis)'으로 밝혀

졌다.21) 나아가서 레온하드(Karin Leonhard)는 최근 연구에서 <창 너머 아

20) <밤의 환영>의 내러티브에 대해 여러 추측이 이루어졌다. 빌레펠트(Erwin Bielefeld)는 
요르단스가 고대 그리스 마카테스(Machates)와 필리니온(Philinion)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품을 제작했다고 보았다. 이는 죽은 필리니온의 유령이 집에 손님으로 온 마카테스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흘간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빌레펠트에 의하면 요르단스는 마카
테스의 앞에 필리니온의 유령이 나타나고 이를 목격하고 놀란 필리니온의 어머니, 카리
토(Charito)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헬드(Julius S. Held)는 작품에서 남성이 꿈
을 꾸는 모습으로 표현된 반면에 플레곤(Phlegon of Talles, 기원후 2세기에 활동)의 
이야기에서 필리니온이 물질적인 실체를 갖춘 존재, 이른바 유령이 깃든 시체로 묘사되
고 마카테스가 꿈을 꾼다는 암시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보았다. 그는 대신 요르단
스가 성적인 꿈을 꾸는 내용의 다른 이야기를 채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rwin 
Bielefeld, “Jordaens’ “Night Vision”,”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23 (1960), pp. 177-178; Julius S. Held, “Jordaens’ ‘Night Vision’: A 
Rejoinder,”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25 (1962), pp.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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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여성>의 방 구조와 비슷한 실내 공간을 발견하였다.22) 네덜란드의 서

부 도시, 호른(Hoorn)에 있는 봉크주택(Huis Bonck)은 프렐의 작품과 유사

한 실내 구조를 보인다(도 7). 마찬가지로 창문은 좌우 3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창 위에 그릇이 걸쳐 있을 만한 폭의 선반이 있다. 또한 창 너머의 

공간은 야외와 접하는 방으로 보인다(도 8).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는 데 호흐(Pieter de Hooch, 1629-1684)의 <남자

아이를 위해 빵을 준비하는 여성(Woman Preparing Bread for a Boy)>은 

보다 효과적으로 두 방이 이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도 9). 마름모 타일

이 깔린 앞쪽의 방에 등을 돌린 한 남성이 서 있다. 창문을 반쯤 가리는 초

록색 커튼 사이로 모자 쓴 남성의 뒷모습이 보인다. 한편 창 너머 여성이 

있는 안쪽의 방은 구조상 <창 너머 아이와 여성>에서 흰 벽으로 둘러싼 공

간과 같다. 이처럼 프렐의 작품 배경은 실재하는 공간에 기반을 두고 있으

나 회화적 변용을 통해 비현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프렐이 봉크주택이나 데 호흐의 작품에 나타난 

방처럼 창문 옆에 문을 재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두 공간을 이어주

는 통로를 제거하고 창문을 유일한 소통의 창구로 남겨둔 것이다. 즉, 문을 

구현하지 않음으로써 두 인물 간의 거리감을 부각시켰다. 마찬가지로 거의 

흑백으로 대비되는 두 공간의 묘사나 인물들의 상이한 태도는 두 방이 동떨

어져 있는 느낌을 자아낸다. 

먼저 아이가 있는 공간은 칠흑같이 어두운 반면에 여성의 방은 흰 벽의 

빛 반사로 인해 매우 밝게 비추어져 있다. 아이의 실루엣을 조금이나마 밝

21) Briére-Misme, 앞의 논문(1935), p. 168; Quentin Buvelot, A Choice Collection: 
Seventeenth-century Dutch Paintings from the Frits Lugt Collection (Zwolle: 
Wannders, 2002), pp. 184-185. 전방의 방, 이른바 포어하위스(voorhuis)는 네덜란드 
회화에서 흔히 보이던 공간이자 시각적 장치였다. 이 구역은 사적이며 공적인 영역이었
기 때문에 특정 젠더를 연상시키는 공간이 아니었다. 동시대 회화에서 바깥의 아이들, 
상인, 거리 음악가들과 집안의 여성이 교류하는 장면을 주로 다루었다. 더 자세한 설명
은 Martha Hollander, An Entrance for the Eyes: Space and Meaning in 
Seventeenth-century Dutch Art (Berkeley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p. 184-186.

22) Karin Leonhard, "Rooms without Keys: Jacobus Vrel and Modernity," in 
Jacobus Vrel: Searching for Clues to an Enigmatic Artist, ed. Bernd Ebert et 
al. (Munich: Hirmer, 2021),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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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주는 것도 실내의 빛이다. 두 공간의 뚜렷한 대비감을 가장 잘 표현한 레

니예는 짙고 검은 유리창이 아이가 있는 외부 세계로부터 실내의 방을 고립

시킨다고 언급했다.23) 레온하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빛의 대비를 두고 각 

인물이 있는 두 세계가 간신히 연결되어 있다고 묘사했다.24) 한편 아이의 

초연한 모습과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은 강한 대비를 이룬다. 여성은 앉아 

있는 채 몸을 돌리면서까지 아이를 반기고 있다. 두 다리로 위태하게 서 있

는 의자는 여성의 급박한 심정을 잘 보여준다. 동시대 회화에서 아이가 어

른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어른이 이를 타이르거나 차분하게 받아주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면 프렐의 작품에서 두 인물은 역전된 모습을 보여 서로 심리

적으로 동떨어진 인상을 준다(도 1, 10).  

결과적으로 프렐은 실재하는 공간에 회화적 변형을 꾀해 의도적으로 낯선 

공간을 구축했다. 밝은 실내와 어두운 창 너머의 공간은 작품의 시간대를 

모호하게 만든다. 또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문과 창문이 같은 벽면에 있

는데 프렐은 문을 제거하여 두 공간의 괴리를 강조했다. 새까맣게 칠해진 

창문은 여성과 아이가 서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한편 굳게 닫혀 있어 두 

인물을 고립시킨다. 프렐은 일상에서 볼 수 있을 듯한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변용하여 익숙하면서 낯선 광경을 묘사했다. 마치 여성의 환영과 상상에 의

해 일그러진 공간을 표현한 듯하다. 흐로텐보어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텅 

빈 방, 어두운 바깥 공간, 넓은 창은 아이가 실존하는지, 혹은 여성이 아이

를 보거나 상상하는지에 대한 모호함을 가중시킨다.”25) 

유령 및 환영은 장르화의 소재로 자주 쓰이지 않았으나 신학, 의학, 문학 

등 여러 방면에서 다루어져 동시대인들에게 친숙한 주제였을 것이다. 교회

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규명할 정도로 유령을 직관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

23) 원문은 “c'est ce haut vitrage opaque et noir au sommet duquel scintillent 
des reflets du lumière, isolant cette pièce du monde extérieur don't ne reste 
plus visible que la tête de l'enfant”이다. Régnier, 앞의 논문, pp. 279-280.

24) 레온하드는 두 인물의 만남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있다
고 표현했다. 그는 이어서 두 인물이 불안정하게 연결된 모습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한 의자에 투영되었다고 언급했다. Leonhard, 앞의 논문, p. 118.

25) 원문은 “the empty room, the darkness outside, the width of the window all 
contribute to general ambiguity as to whether the child is present or absent 
and whether the woman is seeing something or imagining it." Grootenboer, 앞
의 논문, pp.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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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구교도들은 천국과 지옥이 아닌 제3의 장소, 연옥

(Purgatory)과 림보(Limbo)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이 다양

한 형태와 이유로 이승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26) 충분한 기도와 선행

으로 아직 정화되지 못한 영혼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원령이 이

승 혹은 자손들의 꿈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에서도 유령은 일반적으로 이승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존재로 여겨졌다. 가톨릭 신앙에서 정의하는 유령은 실제 죽은 자의 영

혼이 회귀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장한 악령이었다.27) 

한편 네덜란드공화국(Dutch Republic)에서 죽은 자의 망령을 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연옥과 림보의 존재

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에 모습을 보이는 유령을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악마, 혹은 정신질환을 앓는 자가 보는 환영으로 해석했다. 유령의 

중의적 표현은 스위스 신학자 라바터(Ludwig Lavater, 1527-1586)의 글에

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라바터의 논문 『밤에 활보하는 유령과 영혼들에 대

하여(Of Ghosts and Spirits Walking by Night)』(1572)에서 스펙트룸

(Spectrum), 즉 유령은 환각과 악령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28) 라

26) 에드워즈(Kathryn A. Edwards)는 전근대 사회부터 유령과 영혼들이 인간에 가깝게 
묘사되기 시작했다고 서술했다. 전근대인들은 연옥이 공인된 이후에는 중보기도
(intercession)를 요청하기 위해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
았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령 이야기도 성행했던 동시에 햄릿의 원령처럼 원을 풀
기 위해 이승에 나타나는 유령담도 많았다. 그러나 16-17세기 악마 연구 내에서 유령
은 여전히 악마와 동일시되었다. 프로테스탄트 교리 내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 혹
은 지옥에 곧바로 가기 때문에 유령은 철저히 악마나 환영으로 받아들여졌다. Kathryn 
A. Edwards, “The History of Ghosts in Early Modern Europe: Recent 
Research and Future Trajectories," History Compass 10 (2012), pp. 356-360.

27) Moshe Sluhovsky, Believe Not Every Spirit: Possession, Mysticism, and 
Discernment in Early Modern Catholic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pp. 17-21. 

28) 라바터는 글의 초장에 고대의 저명한 작가들이 썼던 용어와 그 용례에 근거해서 비슷
한 용어들의 정의를 정리했다. 비숨(Visum), 즉 환영(vision)은 잠자거나 깬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상의 산물이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c. 1466-1536)는 이 용
어를 스펙트룸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판타시아(Phantasia)와 판타스마
(Phantasma)는 사람에게 보이는 존재이나 전자는 잠자는 사람의 상상에서 비롯된 존
재라면 후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다. Ludwig Lavater, Of Ghosts and Spirits 
Walking by Night, trans. Robert Harrison (London: Thomas Creed, 1596),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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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터에 따르면 유령은 타자의 눈에 보이는 존재로 실존하거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환영일 수 있다. 이는 형체가 없고 보는 이에게 공포감을 준다. 
동시대 문학에서도 유령은 죽은 자의 모습을 한 마귀나 우울한 사람이 보

는 환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햄릿(Hamlet)』(1601)은 우울증을 앓는 인물, 햄릿이 아버

지의 환영을 목격한 후 복수를 다짐하는 이야기다.29) 학계에서는 작품에 나

타나는 아버지의 원령이 실제 초자연적인 존재인지 환영인지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유령에 대한 묘사가 모호하다.30) 예를 들어 햄릿의 충직한 신하, 호

레이쇼(Horatio)와 마셀러스(Marcellus)가 선왕의 유령을 목격한 장면과 이

들이 햄릿의 망상이 심해졌다고 걱정하는 장면은 모순적이면서 작품 속 유

령의 정체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서술은 당시 신교도들이 이해했던 유

령의 복합적인 이미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햄릿이 선왕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삼는 장면은 환영과 유령이 혼재된 개념임을 직접적으로 드러

낸다. 자세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내가 본 혼령은 마귀인지도 모를 일이다.

마귀는 그럴듯한 모양을 차리는 마력을 가졌으니까. 

옳지, 나의 기가 허해지고 우울증이 생긴 틈을 타서,

29) 셰익스피어의 극을 선보인 사례가 자주 기록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동료
들이 직접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논문, pp. 66-68; S. 
L. Bethell, “Shakespeare's Actors,” Review of English Studies Ⅰ (1950), pp. 
193-205 참고. 

30) 최근의 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이 원령의 존재를 환영으로 해석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극에는 인물들이 유령의 모습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햄릿을 제외하고 『리처드 3세
(Richard Ⅲ)』의 11명의 혼령, 『맥베스(Macbeth)』의 뱅쿼(Banquo) 경, 『율리우스 카
이사르(Julius Caesar)』의 카이사르가 모두 유령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세 유령의 
정체에 대해 간단히 규명한 월터 윌슨 그렉(Walter Wilson Greg)은 각각 꿈에 나타난 
유령, 맥베스와 브루투스(Brutus)가 보는 환영으로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로이초드리
(Suparna Roychoudhury)는 『맥베스』에 나타나는 뱅쿼의 환영을 중심으로 작품의 병
리학적 면모를 자세히 분석했다. 물론 라바터의 서술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유령과 환
영의 구분이 명백했는지는 의문이다.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실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죽
은 사람을 목격했다고 믿는 경우도 있으며 문학 작품에서 서술한 유령의 존재가 모호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W. W. Greg, "Hamlet's Hallucination," The Modern 
Language Review 12 (1917), pp. 393-395; Suparna Roychoudhury, 
"Melancholy, Ecstasy, Phantasma: The Pathologies of Macbeth," Modern 
Philogy 111 (2013), pp. 2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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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는 이런 혼령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력을 가졌으니까

나를 파멸의 구멍으로 끌고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31)

햄릿은 먼저 선왕의 유령이 실제 죽은 아버지의 영혼이 아니라 ‘그럴듯한 

모양을 차리는’ 마귀라고 의심한다. 그 다음 구절에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아버지의 환영을 본다는 암시를 남겼다. 이처럼 프로테스탄트 교리에 따라 

유령은 지상으로 회귀한 영혼이 아니라 그 모습을 교묘히 감춘 마귀나 망상

의 산물이었다. 

2. 환각 경험

마귀로서의 유령은 악마학(demonology)에서 자주 논의되었다면 환영으로

서의 유령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정신질환, 특히 멜랑콜리의 증상으로 이해

되었다. 17세기에 정신질환은 생체학적 불균형에 수반되는 정신 이상으로 

이해되었다.32) 질환은 본래 고대 그리스부터 체액(humor)의 불균형과 천체

의 움직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당시의 정신질환은 독립

적인 질병으로 여겨지기보다 생리학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증상으로 인식되

었다.33) 마이클 맥도날드(Michael MacDonald)에 의하면 당시 병리학의 수

31) “The spirit that I have seen/ May be the devil; and the devi hath power/ To 
assume a pleasing shape; yea, and perhaps/ Out of my weakness and my 
melancholy,/ As he is very potent with such spirits,/ Abuses me to damn me 
.” (밑줄은 필자) Shakespeare, Hamlet, ed. Cyrus Hoy (New York: Norton, 
1992), Ⅱ. 2. 629-632.  

32) 정신질환은 정신 이상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 심리나 행동 
면에서 기능 부전이 일어난 것이 정신 이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정신 이
상이 발전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일컫는다. 17세기의 관점에서 정신 이상의 발현은 
개인의 생리학적인 경향과 주변의 스트레스 요인에 크게 의거한다. 즉, 유독 두려움이
나 슬픔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으며 생리학적으로 균형이 맞는 사람조차 환경의 부정적
인 변화를 맞닥뜨리면 정신적 이상을 보일 수 있다. 

33) 『우울의 구조(The Anatomy of Melancholy)』를 저술한 로버트 버턴(Robert Burton)
조차도 멜랑콜리를 원인이나 영향, 질병이나 증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기술
했다. 이처럼 멜랑콜리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현대의 의학적 개념에 비추어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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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정신병의 통상적인 증상을 가려내 정신 이상의 여부를 가려내는 정도

였다.34) 즉, 특정 증상을 통해 구체적인 병명을 진단하는 양상은 후대에 나

타났다.

그러나 당시 정신의학의 수준이 후진적이라고 해서 17세기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를 방치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17세기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정신질환을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대해 풍부한 논의를 이끌었던 시기였

다.35) 이때 멜랑콜리, 광기(madness), 치행(folly), 자살 등이 대표적인 질환

으로 거론되었다.36) 물론 언급한 질환들은 모두 명칭이 다를 뿐, 동시대인

들에게 정신 이상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신

질환들이 단독으로 특정 증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의 망상이 과해지면 광기에 사로잡히거나 판

단력 부족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듯이 17세기 사람들은 당시의 의학 수준에

서 각 질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었다.37) 즉, 전술한 정신 이상들은 서

보다 특정한 감정 상태나 생리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J. H. Linday, "Fashions in Psychiatry: Melancholia 1621-Depression 
1961,"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Journal 8 (1963), p. 156.

34) Michael MacDonald, Mystical Bedlam: Madness, Anxiety, and Healing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120.

35) 마이클 맥도날드(Michael MacDonald)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16세기부터 정신 이상자
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16세기 후반부터 칼
뱅주의(Calvinism)의 확산, 마녀재판, 종교적 갈등, 대내외 전쟁 등을 들었다. 점성가를 
겸한 의사 리처드 네이피어(Richard Napier, 1559-1634)는 약 2000명 이상의 정신 이
상자를 진료하고 그들의 증상, 경과 등에 근거하여 당대 정신질환을 종합적으로 연구하
였다. 네이피어의 기록은 정신병이 당대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문제시
되었던 정신 이상의 종류를 세세하게 보여준다. 16세기 후반 영국의 상황과 네이피어의 
기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책, pp. 1-71 참고. 

36) 맥도날드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광기, 우울증, 자살에 대해 사회
적 불안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다루어진 정신질환은 이렇게 세 부류인 듯하다. 위의 
책, p. 2. 버턴은 물론 광기와 우울증이 동일한 질환이 아니라고 저술했다. 그에 따르면 
우울증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광증(insanity)은 정신적 기능(mental 
function)이 아예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서문에서 버턴은 두 상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사학적으로 “온 세상이 미
쳤다는 것은 곧 우울하다는 것이다(that all the world is mad, that it is 
melancholy, dotes)”고 표명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세 정신질환에 구분을 두지 않
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Mary Ann Lund, Melancholy, Medicine, and Religion 
in Early Modern England: Reading 'The Anatomy of Melanchol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9; Robert Burton, The Anatomy of 
Melancholy, ed. Holbrook Jackson (London: J.M. Dent & Sons, 1968),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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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증상이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대인들에게 대동소이한 질환

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38)

과대망상은 모든 정신질환의 공통적인 증상으로 여겨졌다. 『우울의 구조

(The Anatomy of Melancholy)』(1621)의 저자 로버트 버턴(Robert 

Burton, 1577-1640)은 광증, 우둔함, 멜랑콜리 모두가 같은 질환이며 망상

(delirium)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다고 보았다.39) 다시 말해서 과대망상

은 정신질환의 가장 일반적인 지표였다. 이는 현실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나 18세기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

는 상상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망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장 크게 반영한 것이 멜랑콜리였다. 17세기에 

37) 멜랑콜리는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이었다. 지적인 고뇌, 광기, 종교적 열정, 격정적인 
사랑 모두 멜랑콜리의 단면이 될 수 있었다. 예컨대  『우울의 구조(The Anatomy of 
Melancholy)』의 속표지에도 멜랑콜리의 넓은 스펙트럼이 네 가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다. 각 구획에 적힌 라틴어는 멜랑콜리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한다. 먼저 오른쪽 하단
에는 발이 묶이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은 ‘광란의(maniacus)’ 화신
(personification)이다. 그 위에 턱을 괸 채 사념에 빠진 모습의 남성은 심기증
(hypochondriac melancholy)을 대변한다. 그 외에도 왼쪽 하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
하는 수도사는 영적인 멜랑콜리의 상징으로 ‘미신을 믿는(superstitiousus)’ 유형으로 
그려졌다. 마지막으로 ‘애인(inamorato)’으로 분류된 남성은 이후 살펴볼 상사병, 또는 
영웅적 멜랑콜리(heroic melancholy)를 대변한다. 한편 상사병에서도 환영이라는 증상
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헛것을 보는 상사병 환자
들이 있었다. 이를 두고 페랑(Jacques Ferrand, c. 1575-c. 1623)은 사랑을 “마음 깊
숙이 있는 이미지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상상력과 기억을 수반하
는 환영의(phantasmatic)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고통스러운 망상을 저지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초상화를 제작하여 볼 것을 권장했다. 상사병을 다루는 회화
나 판화에서 상사병에 빠진 여성과 애인의 초상화를 보여주거나 가리키는 이미지들이 
사용되었다. Jacques Ferrand, Erotomania (Oxford: L. Liechfield, 1640), p. 47. 

38) 본 글은 모든 정신 이상을 다루지 않고 멜랑콜리에 한해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첫 번
째 이유는 17세기가 ‘멜랑콜리의 시대’로 일컬어질 정도로 멜랑콜리의 시대적 특수성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멜랑콜리가 다른 증상에 비해 흔하게 발현되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네이피어의 진료기록을 들 수 있다.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증, 의기소침함, 지나친 걱정, 몽롱함이었다면 드물게 나타났던 것
은 광기, 실성(lunacy) 등 광증(insanity)으로 구분되는 증상들이었다. 따라서 17세기에
서 자주 언급되었던 광기도 정신 이상 중에서도 극단적인 양상의 질환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적 접하기 쉬웠고 국제적으로 만연했던 
멜랑콜리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따라서 멜랑콜리를 위주로 서술하는 것은 단순 우
울증에 한정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다. 

39) 원문은 “Who is not brain-sick? Folly, melancholy, madness are but one 
disease; delirium is a common name to all." Burton, 앞의 책,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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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에 대한 관심이 부상한 동시에 심기증(hypochondriac melancholy)과 

천재성을 결부시킨 학문적 전통이 재평가되었다. 심기증과 천재성의 연관성

을 처음 지적했던 위 아리스토텔레스(Pseudo-Aristotle)의 저작 『난제ⅩⅩ

Ⅹ(ProblemaⅩⅩⅩ)』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의 상상력(vis imaginativa)은 

시각적인 상상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었다.40) 

이러한 기능은 예지몽을 야기하기도 하는 한편 끊임없이 창작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여겨졌다. 에페수스의 루푸스(Rufus of Ephesus, c. 70-c. 110)

는 우울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배경을 보다 구체화했다. 그는 복

부관련 장기들이 부패된 흑담즙으로 폐색되어 신경증(hypochondria)이 일어

난다고 보았다.41) 루푸스에 따르면 화농성 체액에 의해 발생된 증기가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상상이 나타난다. 마르실리오 피치노

(Marisilo Ficino, 1433-1499)는 이 유래 깊은 관념을 16세기에 다시 제기

하며 멜랑콜리와 창의성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재정립했다. 이들이 언급하는 

신경증은 결과적으로 17세기 특권층 남성들을 천재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17세기에 멜랑콜리가 국

제적으로 주목받았으며 의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의 한 모티프로 자리잡

았다.42)

반면에 여성의 멜랑콜리는 과거부터 부정적인 함의가 강한 질환이었다.43) 

40) Raymond Klibansky et al., Saturn and Melancholy: Studies in the History of 
Natural Philosophy, Religion and Art (London: Nelson, 1964), p. 36.

41) Dixon, 앞의 책(2013), p. 14.
42) 17세기 멜랑콜리 논의의 양상에 대해서는 Jeremy Schmidt, "Melancholy and the 

Therapeutic Language of Moral Philosophy in Seventeenth-Century Thought,"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65 (2004), pp. 583-601; Angus Gowland, "The 
Problem of Early Modern Melancholy," Past & Present 191 (2006), pp. 77-120 
참고.

43)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여성의 멜랑콜리는 남성의 멜랑콜리와 분리되어 다루어졌으나 의
학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설명되었을 뿐이다. 본격적으로 여성의 멜랑콜리에 부정적인 
평가가 따라오게 된 것은 중세부터다. 남성의 천재성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다루어지
기 시작했던 반면에 여성의 히스테리(hysteria)는 중세 부인과학(gynecology)에서 문제
시되었다. 고대 로마의 의사 아레타우스(Aretaeus of Cappadocia, ca. 81-138)는 자
궁을 ‘동물[여성] 안의 동물[자궁]’이라 표현했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일부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발단으로 중세 신학자들은 여성의 멜랑콜리를 한층 더 비
판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다. 우울한 여성을 마녀로 오인하여 구마 의식(exorcism)을 행
하기도 하였다. 즉, 17세기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여성과 남성의 멜랑콜리가 구분되
고 상이한 가치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Laurinda S. Di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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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며 우울한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남성의 특권이었다. 여성의 

우울증은 무기력과 감정의 기복을 수반하는 단순 질환으로 이해되었다. 여

성의 멜랑콜리는 남성의 멜랑콜리와 같은 증상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궁

의 기능 장애로 치부되었다.44) 이와 같은 생각은 선천적으로 여성이 불안정

한 자궁(furor uterinus)을 갖고 태어난다는 옛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여성의 멜랑콜리는 크게 상사병과 히스테리(hysteria)로 분류되었다. 히스테

리는 상사병보다 넓은 개념으로 여성의 우울한 기질 자체를 일컫는다면 상

사병은 특수하게 남녀의 사랑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성적인 함의가 강

하다.45) 또한 상사병이 남녀 모두에게 발병하는 것과 달리 히스테리는 여성 

고유의 질환으로 여겨졌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녀의 상사병과 심기증은 문

학과 예술의 소재로 빈번히 사용된 반면에 히스테리를 단독 주제로 삼은 작

품은 현저히 적다. 

여성의 멜랑콜리는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져 많은 학자들이 히스테리에 대

한 저술들을 남겼다. 남성의 멜랑콜리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히스테리는 치료해야 하는 질환에 불과했다. 여성의 멜랑콜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버턴은 히스테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멜랑콜리가 남성에게 자

주 발현되지만 여성의 경우 그 증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46) 그

중에서 ‘따분한 일상을 보내는 부인들’이 불안함을 느끼기 쉽다고 덧붙였

Perilous Chastity: Women and Illness in Pre-Enlightenment Art and Medicin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pp. 15-24 참고.

44) 멜랑콜리의 증상으로 우울감, 감정기복, 환각, 창백한 안색, 배탈, 기절 등이 지적되었
다. 히포크라테스 코퍼스(Hippocrates Corpus)에서는 그 증상으로 식욕부진, 불면증, 
가슴통증, 울렁거림, 오한 등 신체적인 문제가 다수 지적되었다. 같은 증상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멜랑콜리와 히스테리는 각자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반영한 용어로 사용되었
다. 17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성별과 상관없이 'hysteric', 'melancholic', 
'hypochondriacal' 등의 용어를 번갈아 쓸 수 있었다. Stanely W. Jackson, 
Melancholia and Depression from Hippocratic Times to Modern Times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1990), pp. 78-115; Dixon, 앞의 책(2013), p. 
197.

45) 17세기 이전까지는 히스테리도 성적인 함의가 강했던 질환으로 상사병과 큰 구별점이 
없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서 문제의 원인을 자궁이 아닌 뇌와 신경계로 바라보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 신체와 히스테리의 연관성이 의심되었고 남성 환자
들도 나타났다. 물론 히스테리의 성적인 의미가 서서히 사라졌을 뿐 여전히 히스테리와 
여성의 성향을 추론적으로 연결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줄리아 보로사, 『히스테리』, 홍수
현 옮김(이제이북스, 2001), pp. 15-17.

46) Burton, 앞의 책, p. 165. Cited in Lund, 앞의 책,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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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7) 나아가서 멜랑콜리가 걱정과 슬픔이 많은 과부들에게 나타날 수 있으

며 주로 인생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은 사람들에게 발현된다고 보았다.48)

한편 학계에서도 여성의 질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49) 그중 히스테리 연

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딕슨(Laurinda Dixon)은 히스테리가 17세기

에 새로이 부상한 주제인 동시에 만연한 현상이었다고 언급했다.50) 가령 레

이던(Leiden)에서 의학 과정을 이수한 토마스 윌리스(Thomas Willis, 

1621-1675)는 히스테리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표명했다.51) 윌리스는 히스

테리가 무조건 움직이는 자궁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지 않았다.52) 그 결과 

여러 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발전시켜 히스테리를 뇌와 자궁의 복합적인 문

47) Burton, 위의 책, pp. 242-245.
48) 원문은 “This melancholy may happen to widowes, with much care and 

sorrow, as frequently it doth, by reason of a sudden alteration of their 
accustomed course of life, &c"이다. 위의 책, p. 193. 버턴을 비롯한 학자들은 나이
가 들면서 사람이 건조해지고 차가워진다고 하며 멜랑콜리가 쉽게 발현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년기의 멜랑콜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특정 요인에 따
라 촉발되는 우울증은 주로 중년기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MacDonald, 앞
의 책, p. 33.

49) 딕슨(Laurinda Dixon)에 따르면 17세기 여성의 질환을 다룬 논문들은 약 500편에 달
한다. 그중 4분의 1은 레이던대학(Universiteit Leiden)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네덜란
드 의사들이 본 주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딕슨은 이러한 사실
이 17세기의 여성들이 병으로 시달렸다는 정황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Dixon, 
앞의 책(1995), p. 219.

50) 히스테리가 17세기에 부상한 배경에 대해서는 Lloyd G. Stevenson, "'New 
Diseases' in the Seventeenth Century,"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39 
(1965), pp. 1-21 참고. 딕슨은 자궁질환이 마치 1661년의 괴혈병이나 구루병처럼 널
리 퍼져 있다는 기록을 들며 히스테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는 자
궁질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축적되면서 17세기를 기점으로 여성의 부인과학이 크게 
발전했다고 보았다. 실제 17세기부터 이른 18세기까지 학자들은 히스테리가 뇌와 자궁
의 문제로 기인한다고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의 연구 이전에는 여전히 히스테리가 성 기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위와 같음.  

51) 윌리스는 히스테리 환자들을 해부한 결과 건강한 자궁이 그대로 보존되었음을 관찰했
다. 그는 자궁이 작고 다른 신체기관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궁이 이동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비슷한 입장을 보이던 토마스 시드남(Thomas Sydenham, 
1624-1689)은 처음으로 자궁이 아닌 정신적인 문제가 히스테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Dixon, 위의 책(1995), pp. 51-52 참고.

52) 윌리스는 흑담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멜랑콜리로 오염된 혈액이 비장(spleen)을 
거쳐 만들어진 유해한 슬러지를 간, 혈관, 뇌와 같은 주요 장기에 전달했다고 보았다. 
윌리스의 라틴어 논문은 네덜란드에 잘 알려져 있었으며 이례적으로 영어보다 먼저 네
덜란드어로 번역되었다. Dixon, 앞의 책(2013),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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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보았다. 이처럼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여성의 멜랑콜리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학문적 풍토가 형성되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의학의 발전에 따른 

관심사의 확대도 있겠으나 여성에 한정해 특정 질환을 꾸준히 분석한 데에

는 더 현실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즉, 멜랑콜리를 호소하는 여성

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17세기부터 히스테리를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풍토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우울한 여성의 환영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네덜란드 의사이자 신비주의자 요하네스 비어(Johannes Wier, 1518-1588)

는 『악마들의 망상(De Praestigiis Daemonum)』(1563)에서 히스테리와 환

각 경험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마찬가지로 흑담즙의 과다 분

비로 인해 사람의 공상이 심화되는 것을 언급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례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다.53) 그는 버턴

과 다르게 멜랑콜리가 여성에게 자주 발현된다고 믿었다. 또한 비어는 우울

증을 앓는 다수의 여성들이 망상과 환각에 시달려 마녀재판의 희생자가 되

었다고 주장했다.54) 많은 여성들이 환영을 보아 마녀로 자주 오인되었다는 

지적은 최소한 17세기 초반까지 환영을 보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

한다.55)  

53) 하나의 사례로 1562년 22세 여성 환자가 본인의 몸 안에 칼을 감추었다는 망상을 했
다고 전해진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음; Erik Midelfort, A History of 
Madness in Sixteenth-Century German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 77; Hans de Waardt, "Melancholy and Fantasy: Johan Wier's Use of 
a Medical Concept in his Plea for Tolerance," in Illness and Literature in the 
Low Countries: From the Middle Ages until the 21st Century, ed. Jaap Grave 
et al.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6), pp. 33-46 참고.

54) Sonja Deschrijver, "From Sin to Insanity? Suicide Trials in the Spanish 
Netherlands,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42 (2011), p. 990; Sydney Anglo, ed., The Damned Art: Essays in the 
Literature of Witchcraft (London: Routledge, 2016), p. 170. 아울러 앵글로
(Sydney Anglo)는 여성들이 사용했던 연고에 마약성 식물 성분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환각 증세를 자주 경험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호밀에 번식하는 
맥각균(麥角菌)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맥각 중독에 의해 환각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
였다.

55) 신교 국가로 편입된 네덜란드공화국에서 마녀재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종
교개혁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교도들은 이단적인 마녀들을 대거로 숙청했다. 스페인령 
네덜란드의 경우 마녀사냥은 1590년대부터 1620년대까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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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버턴의『우울의 구조』는 여성의 멜랑콜리와 그 증상을 가장 자세

하게 규명했다. 그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겪는 환시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다. 여성이 겪는 증상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그들[여성]은 신체가 건조하고 잠에 들지 못한다, 등등. 이 때문에 (그들은) 사

납게 헛소리를 하거나 노망이 들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는 (그들은) 잠

자리가 불편해서 밤에 악몽을 꾼다. … 그들은 귀신에 들려서 절망에 빠지고 

심각하게 망령이 들어, (삶에 지쳐) 그중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 

일부는 자신이 환시를 보고, 영혼 및 악마들과 소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미치거나, 혹은 일정 시간 동안이

나 간헐적으로 멍청한 모습을 보인다.56)

위 구절에서 멜랑콜리를 앓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수면 부족, 

망상, 광기, 우둔함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우울한 남성들이 하는 상상의 소

재가 각양각색이었다면 여성의 망상은 영혼, 악마, 망령 등 초자연적인 현

상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57) 이러한 차이는 역시 남성의 공상이 천재성에, 

그러나 이마저도 1684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Bernadette van 
Haute, "'Dulle Griet' in Seventeenth-Century Flemish Painting: A Risible 
Image of Popular Peasant Culture," Acta Academia 43 (2011), pp. 3-4.

56) 필자는 원문의 일부를 의역했다. 원문은 “they (women) are dry, cannot sleep, 
&c. And from hence proceed ferina deliramenta, a brutish kinde of dotage, 
troublesome sleepe, terrible dreames in the night, …… they are in despaire, 
surely forespoken or bewitched, and in extremity of their dotage, (weary of 
their lives) some of them will attempt to make away themselves. Some thinke 
they see visions, conferre with spirits and divels, …… but are almost 
distracted, madde, or stupid for the time and by fits.” Burton, 앞의 책, p. 
194.

57) 버턴은 구체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스스로 수탉, 곰, 올빼미와 같은 짐승이 되거나 
터무니없이 가볍거나 큰 대상이 된 듯한 착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우울한 남성이 폭넓
은 상상을 한다는 당시의 생각은 버턴의 저술뿐만 아니라 동시대 삽화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예로 들어 그로이터(Matthäus Greuter, 1564-1638)와 드루샤우트(Martin 
Droeshout, 1601-c. 1650)의 판화는 거의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 동시에 치행과 비이
성적인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두 판화는 우울증을 앓는 남성이 용광로에 들어가 치료
받고 있는 과정을 그린다. 실제로 당시 의사들이 증류의 원리를 이용하여 공상을 치료
했다고 전해진다. 작품 속 환자는 용광로의 적절한 열기에 노출되어 땀을 흘리며 망상
을 증기로 배출시킨다. 증기 속에 일각수와 같은 상상의 동물부터 일상에서 접할 수 있
는 소소한 물체들까지 다양하게 묘사되었다. 두 작품은 망상과 비이성적인 상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태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Burton, 앞의 책, p. 252. Cited in 



- 26 -

여성의 멜랑콜리가 악마 숭배에 기인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처

럼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등지의 학자들은 멜랑콜리와 환영의 인과관계를 

익히 알고 있었으며 여성의 환각 경험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다.58) 

즉, 유령이나 영혼을 직관하는 행위도 환각의 일종이었으며 우울증 환자에

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해되었다.

동시대 문학에서도 환영과 멜랑콜리의 인과성이 자주 나타났다. 그중 당

시 희곡은 환각 경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르였다. 브리젯 리온스

(Bridget Lyons)는 17세기부터 멜랑콜리가 더 이상 의학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문학으로 급속히 스며들었다고 지적했다.59) 특히 역사, 연극성, 광기가 

혼합되어 나타난 새로운 극의 형태가 부상하면서 멜랑콜리는 문학적 장치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즉, 17세기의 연극들은 멜랑콜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준다. 극작가들은 멜랑콜리의 증상에 대한 통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멜랑콜리를 간취할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

두운 색의 망토, 얼굴에 그늘을 만드는 모자, 팔짱 낀 자세 등 멜랑콜리를 

나타내는 요소들이 극에 세밀하게 반영되었다.60) 

Stephanie Shirilan, Robert Burton and the Transformative Powers of 
Melancholy (Farnham and Burlington: Ashgate, 2015), p. 75; Diane Karp, 
"Madness, Mania, Melancholy: The Artist as Observer," Philadelphia Museum 
of Art Bulletin 80 (1984), p. 9. 

58) 네덜란드에서 멜랑콜리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던 시도도 있었다. 17세기 네덜
란드공화국에서 가장 이름을 떨쳤던 의사 판 베버베크(Johan van Beverwijck, 
1594-1657)는 멜랑콜리와 망상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질병
의 보물(Schat der ongesontheyt)』 (1644)은 다양한 질환과 그들의 원인 및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 우울증 환자들이 겪는 증상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울증 환자의 
판단은 대부분 뒤집힌 상상의 산물이며 그들은 거짓된 것에서 진실을 찾고, 어떤 부분
에서는 옳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는 우울증 환자들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상상을 하며 이를 확고하게 믿는다고 보았으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았
다. Johan van Beverwijck, Werken der Geneeskonste, bestaende in den Schat 
der Gesontheyt, Schat der Ongesontheyt, Heel-konste etc. (Amsterdam: 
Weduwe van J.J. Schipper, 1680), p. 38. Cited in Jaap Grave et al., Illness and 
Literature in the Low Countries: From the Middle Ages until the 21st Century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6), pp. 66-67.

59) Bridget Gellert Lyons, Voices of Melancholy: Studies of Literary Treatments 
of Melancholy in Renaissance England (London: Routledge, 1975), p. 76. Cited 
in Emily Anglin, ""Something in Me Dangerous": Hamlet, Melancholy, and the 
Early Modern Scholar," Shakespeare 13 (2017), p. 22

60) 위의 책, p. 26. Cited in 위의 논문,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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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은 유럽 전 지역에 성행했으나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더 큰 호응을 받

았다.61) 16세기 후반부터 영국의 극단들은 정기적으로 독일, 덴마크, 스페

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유럽 지역을 순회하며 유명한 작품들을 대중적으

로 각색한 연극들을 선보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들이 대부분 네덜란

드 지역을 경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갔다는 것이다. 심지어 네덜란드 

배우들이 영국 극단에 합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독일에서 이들을 ‘네

덜란드 희극배우들(niederländische Comedianten)’로 부르기도 했다.62) 영국 

극단에 대한 기록은 레이던, 위트레흐트(Utrecht), 흐루닝언(Groningen), 암

스테르담, 혹은 남네덜란드 지역 등에도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프렐의 작품

을 구매했던 빌헬름 대공(Archduke Leopold William, 1614-1662)의 회계

장부에서도 1648년 2월 8일에 익명의 영국 극단이 대공을 위해 공연을 열

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63) 이처럼 영국 배우들은 네덜란드 지역의 귀족부

터 일반 대중까지 폭넓게 연극을 선보였다. 이들의 활동은 네덜란드에 멜랑

콜리 풍조를 전파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때 멜랑콜리를 기조로 삼은 희곡은 주로 죽은 가족의 환영을 보는 주인

공과 그 이야기를 다루었다. 유명한 판 덴 폰델(Joost van den Vondel, 

1587-1679)의 비극 『제프타(Jeptha)』(1659)는 우울한 여성의 환각 경험

을 다룬다.64) 『햄릿』에서도 거론되는 제프타의 비극은 그가 신에게 맹세

61) 영국은 헤이우드(Thomas Heywood, c. 1574-1641), 매신저(Philip Massinger, 
1583-1639),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와 같은 저명한 극작가들
을 배출했다. 영국 극단들은 서유럽 지역에 순회하며 이들의 극을 공개적으로 공연했
다. 한편 네덜란드 지역에서 레데라이커스(rederijkers)가 대중 연극을 주도적으로 선보
였다. 따라서 네덜란드 현지에서 영국 극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62) Herbert Junkers, Niederländische Schauspieler und niederländisches 
Scahuspiel im 17. und 18. Jahrundert in Deutschland (Dordrecht: Springer,  
1936); Cited in J. G. Riewald, "New Light on the English Actors in the 
Netherlands, c. 1590-c. 1660," English Studies 41 (1960), p. 69.

63) 위의 논문, p. 89.
64) 여기서 감안해야 하는 것은 판 덴 폰델이 1641년경에 가톨릭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1496-1561)가 제창한 
재세례파, 메노나이트파(Mennonite)의 일원이었던 그가 이후에 개종한 것은 작품에 분
명한 영향을 끼쳤다. 판 덴 폰델은 새로운 교회와 개혁 이후의 분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단면은 판 덴 폰델의 1631년 시, 『공포스러운 심판
(Decretum horrible)』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칼뱅주의(Calvinism)에서 내세
우는 무자비한 신을 나일 강의 악어에 비유할 정도로 예정설에 거부감을 느꼈다. 물론 
그의 작품들이 온전히 가톨릭 신앙을 대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자들은 판 덴 폰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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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대로 딸을 불가피하게 죽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실의와 광기에 빠지게 된다. 자식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버지

와 더불어 아내 필로파이(Filopaie)는 남편을 죽이는 망상을 한다.65) 다음 

구절에서 필로파이는 상상 속에서 맹수가 되어 남편에게 복수를 한다. 

저 악인은 어디에 숨었는가? 저주이자, 그 딸 살육자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저기에 그가 보인다. 그러니 나를 놓아라! 그는 저 궁정의 기둥 뒤에 숨어 있

다 … 늑대로 변하고, 이 두 손은 짐승의 발톱으로 … 그 다음으로 그의 머리

에서 눈을 찌르고 …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다. 나의 딸이 이 광경을 본

다. 그녀는 조소를 지으며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는다.66)

필로파이는 히스테리를 앓는 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아내는 남편을 마

주친 착각을 하며 그를 죽이는 망상에 사로잡힌다. 특히 짐승과 같이 새로

운 대상으로 변하는 상상은 멜랑콜리를 앓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

으로 여겨졌다.67) 과도한 슬픔에서 시작하여 분노로 휩싸이는 필로파이의 

의 다채로운 종교적 배경이 작품 곳곳에 반영된다고 말하며 메노파의 성격도 후기의 비
극 작품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필자는 판 덴 폰델의 작품 경향
이 프로테스탄트 교리와 완전히 상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서 언급하고자 한다. 
Kristine Steenbergh, "Gender Studies: Emotions in Jeptha (1659)," in Joost van 
den Vondel (1587-1679): Dutch Playwright in the Golden Age, ed. Jan 
Bloemendal and Frans-Willem Korsten (Leiden and Boston: Brill, 2012), pp. 
424-427.

65) 성서의 제프타 이야기에서 딸과 부인의 이름은 없다. 그러나 판 덴 폰델은 두 인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서사 내에서 각 인물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스틴베르흐(Kristine 
Steenbergh)는 판 덴 폰델이 딸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필로파이를 긍정적
으로 비추었음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제프타』는 사회적인 의무를 위해 감정을 억누
르는 제프타보다 필로파이의 격정이 자연스럽고 보다 윤리적인 삶의 태도임을 관철한
다. 위의 논문, pp. 407-426.

66) 원문은 “Waer schuilt die booswicht? Waer Verberght hy zich, die vloeck, die 
dochterslaghter? Daer ziet men hem: laet los! daer schuilt hy achter den 
pijler van het hof, … Verandert in een' weerwolf, ddeze handen in klaeuwen 
… Daer ruck ick hem zijne oogen uit het hooft … Dat is zijn loon; mijn 
dochter ziet het aen. Zy lacht'er om, en laet niet eenen traen.” Joost van 
den Vondel, J. van Vondel's Dichtwerken (Schiedam: Roelants, 1863), p. 130.

67) 늑대로 변하는 상상은 많은 저술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비어는 
우울한 사람들이 늑대나 맹견으로 변하는 상상을 하며 밤에 특히 집을 나가 짐승의 행
태를 따라한다고 서술했다. 판 덴 폰델이 상상의 대상을 늑대로 설정한 것은 그가 비어
의 저술을 비롯한 의학 서적을 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Johann Weyer,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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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멜랑콜리의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망상은 

극의 절정을 이루며 관객의 카타르시스를 이끈다. 

한편 극의 후반부에 필로파이는 죽은 딸의 환영을 본 후 마음을 다스린

다. 그 대목은 이와 같다. “나의 딸, 나는 나의 딸을 보았다. 넘쳐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까지 어미를 찾은 (나의 딸을) …… 이를 본 순간 그

녀(딸)는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68) 딸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음에

도 불구하고 필로파이는 생전에 자신을 애타게 찾는 모습으로 딸을 상상한

다. 마지막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대목은 그가 단순히 망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딸의 환영을 직관했다는 것을 암시한다.69) 이로써 필로파이가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애도하는 장면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여기서 필로파이는 어머니로서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단계적

으로 보여준다. 그가 딸이 죽은 사실을 알아채고 남편을 살해하는 망상을 

하는 전반부는 멜랑콜리의 광적인 단면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이때 필로파

이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실감에 젖어 망상을 한다. 그러나 

딸의 환영을 마주하고 죽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순간 이후 필로파이는 애

도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사제는 마지막 독백에서 필로파이에게 매년 딸의 

죽음을 나흘간 힘껏 애도하며 천천히 슬픔을 극복할 것을 격려한다.70) 즉, 

그는 필로파이에게 슬퍼하되 딸을 가슴에 묻고 나아가는 삶을 권한다. 결과

적으로 『제프타』는 다층적인 인물, 필로파이를 통해 히스테리의 다양한 

Praestigiis Daemonum: Witches, Devils, and Doctors in the Renaissance, ed. 
Geroge Mora A. O. (Binghamton: Medieval and Renaissance Texts & Studies, 
1991), p. 343. 

68) 원문은 “My Docht, ick zagh mijn dochter, die voor't slot/ Haer moeder 
zocht, met tranen overgoten: … Op dat gezicht verdweenze uit mijn gezicht." 
Van den Vondel, 앞의 책, p. 132.

69) 시르하위스(Freya Sierhuis)는 제프타 앞에 딸의 원령이 나타나는 반면 필로파이 앞에
는 위안을 주는 환상(vision)이 나타났다는 점을 제시하며 필로파이의 비애가 제프타의 
슬픔에 비해 합당한 것으로 암시되었다고 언급했다. Freya Sierhuis, "The Passions 
in the Literature of the Dutch Golden Age," Tijdschrift voor Nederlandse Taal 
en Letterkunde 132 (2016), pp. 23-24.

70) 위의 책, pp. 133-134. 스틴버흐의 해석에 따르면 딸 이피스(Iphis)가 본인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교를 의연하게 택하는 점이나 딸의 억울한 죽음을 적극적으로 슬퍼하는 
필로파이의 모습은 구세주 예수와 그 죽음을 애도하는 성모 마리아와 대응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teenbergh, 앞의 논문, pp. 464-4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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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애도하며 슬픔을 극복하는 태도를 장려하는 작품이

다. 

필로파이와 제프타의 비극 외에도 판 덴 폰델은 인물의 멜랑콜리에 초점 

맞춰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는 『형제들(Gebroeders)』(1640)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여성, 리스페(Rispe)의 이야기나 『처녀들(Maeghden)』(1639)

과 『마리아 스튜어트(Maria Stuart)』(1646)에서 영적인 힘으로 멜랑콜리

를 극복하는 여성상을 구축하기도 했다.71) 판 덴 폰델의 작품들로 보아 그

는 멜랑콜리에 대한 문학적 관심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그는 히스테리에 시달리는 여성상과 더불어 마리아 스튜

어트처럼 멜랑콜리를 열렬한 믿음으로 극복한 여성상 또한 재현했다.72) 

이와 같이 대중은 저명한 작품들로부터 멜랑콜리가 환각을 일으킨다는 사

실을 자연스레 접했을 것이다.73) 이들이 마주하는 멜랑콜리의 유령은 절치

71) Bettina Noak, "Pictures of Melancholia in Four Tragedies by Joost van den 
Vondel," in Illness and Literature in the Low Countries: From the Middle 
Ages until the 21st Century, ed. Jaap Grave et al.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6), pp. 63-64. 그 외에도 광기와 멜랑콜리에 사로잡힌 네로 황제가 환
영을 보는 모습을 극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72) 여성의 상상력은 대체로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임산부가 지나
친 상상을 하면 태아가 기형아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망상을 많이 하는 여
성이 마녀가 되기 쉽다고 여겨질 정도로 여성의 지적인 활동이 제한되었다. 실제로 멜
랑콜리를 앓는 남성에게 책을 읽거나 지도, 엠블럼집을 보는 것이 추천되었던 반면에 
여성의 경우 독서가 망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다른 방안으로 노동과 신앙생활이 권장되
었다. 임신한 여성의 상상에 대한 논의는 Herman W. Roodenburg, "The Maternal 
Imagination. The Fears of Pregnant Women in Seventeenth-Century Holland," 
Journal of Social History 21 (1988), pp. 701-716 참고. Dixon, 앞의 책(1995), pp. 
199-201.

73) 극이 공공장소에서 공연되었기 때문에 멜랑콜리와 환영의 관계에 대해 대중적인 이해
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빌헬름 대공과 같이 귀족들도 연극을 즐겨보았던 것으로 보인
다.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 계층은 이미 멜랑콜리의 국제적인 유행을 가장 가까이서 체
감하고 있었다. 또한 특권층은 고대 지식에 해박한 감식가(connoisseur)이자 여러 언어
를 구사할 수 있던 세계시민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멜랑콜리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고뇌하는 지식인, 또는 열렬한 신학자의 페르소나를 쓰며 멜랑콜리의 최신 동향
을 소화하고 있었다. 또한 수많은 상사병, 초상화를 감상하며 제스처로 읽히는 신체적 
증상이나 멜랑콜리의 예술적 관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신흥계급
으로 부상한 부르허레(burgerij)들도 제스처가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
었다. 이들은 해외 고객들 중심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현장에서 배우며 제
스처를 활용하여 소통의 공백을 채워나갔다. 단적인 예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영국 극
이 성행했을 때 네덜란드인과 영국인이 제스처를 통해 성공적으로 소통했다는 사실이 
여러 기록에 나타난다. 언어를 대체할 수단으로 제스처를 사용해야 했던 상황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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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심의 원령이나 유족이 죽은 자를 그리워하여 보이는 환영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부류의 환영 모두 가족을 잃는 비극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신교 국가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음에도 불

구하고 부모가 아이 잃은 고통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편지, 일기, 문

학 등에서 자주 나타났다.74) 

말하자면 동시대인들은 가족의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과 상실감에 대해 익

히 알고 있었다. 로버트 버턴도 우울증 환자 중 가족과 사별한 사람들을 가

장 흔하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아무도, 심지어 가장 

라 귀족계급의 지식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컸기 때문에 손동작을 통한 예술 감식의 중요
성도 인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시인 하위헌스(Constantijn Huygens, 
1596-1687)가 라오콘 군상을 처음 직관하며 어린 아들에게 제스처의 중요성을 거듭 강
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처럼 네덜란드인들은 충분히 일상 속 제스처의 중요성
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프렐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었
던 상류층은 멜랑콜리의 유행과 맞닿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의학에 비추어 
멜랑콜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위의 책(1995), pp. 59-60; Riewald, 앞의 논
문, p. 69.

74) 클라크(Elizabeth Clarke)에 의하면 아이의 죽음을 기록한 문학은 신교 국가에 한해서 
나타나던 경향이었다. 프랑스 신학자 페늘롱(Francois de Salignac de La Mothe, 
Fénelon, 1651-1715)을 비롯한 구교도들은 죽은 자들의 말을 듣고 수의, 열려 있는 무
덤, 죽어가고 죽은 자들을 볼 수 있다고 믿었던 듯하다. 반면에 영국의 청교도들과 더
불어 신교도들은 개종하지 못한 채 죽은 아이들의 사연을 오싹하게 묘사하거나 그들의 
도덕적인 자세를 찬양하며 감화적인 문학 작품들을 저술했다. 당시 신교도들이 흔히 죽
음에 초연하고 슬픔을 절제하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믿음이 학계에서 통용되는 사실이었
으나 최근 연구에서 실제 부모들이 아이들의 죽음에 격렬한 슬픔을 적나라하게 표현했
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존의 학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Elizabeth Clarke, "'A Heart Terrifying Sorrow': The Deaths of Children in 
Seventeenth-Century Women's Manuscript Journals," in Representations of 
Childhood Death, ed. Gillian Avery and Kimberley Reynold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6), pp. 65-84; Gillian Avery, "Intimations of Mortality: The 
Puritan and Evangelical Message to Children," in Representations of 
Childhood Death, ed. Gillian Avery and Kimberley Reynolds (London: Palgrave 
Macvillan, 2016), p. 88. 한편 프렐의 종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프렐이 네덜란
드공화국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가 신교도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
었다. 프렐이 개혁교회(Reformed Church)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지
역 명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또한 카푸친(Capuchin) 수도사나 
작은 탑(turret) 위의 깃발, 십자가 등 가톨릭교회의 상징이 그의 풍경화에 등장하기 때
문에 화가가 신교도였음을 단언할 수 없다. 그의 주된 활동 지역으로 제시된 즈볼레는 
신교에 편입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교회 네 곳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프렐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문화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e Vries and Bakker, 앞의 논문, pp. 84-88; Piet Bakker, "Who 
was Jacobus Vrel?" in Jacobus Vrel: Searching for Clues to an Enigmatic 
Artist, ed. Bernd Ebert et al. (Munich: Hirmer, 2021), p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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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경한 영혼조차도, 슬픔에 잠긴 광기를 느끼지 않고서야, 아버지, 남편, 

아들, 어머니, 아내, 딸의 죽음을 견딜 수 없다”고 서술했다.75) 이어서 Ⅲ장

에서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문학과 회화를 살펴봄으로써 17세기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부모가 어떠한 태도로 아이의 죽음에 감정적으로 대처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75) Burton, 앞의 책, pp. 3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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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픈 여성과 죽은 아이

본 장은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이 죽은 아이의 환영을 보는 우울한 어머

니를 재현했다는 전제 하에 당시 아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문학, 예술 작품

을 살펴본 후 프렐이 회화에서 자주 재현했던 우울한 여성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7세기에는 아이의 죽음과 그 감정적 여파를 사실적으로 기록한 문학 

작품이나 죽은 아이의 초상화가 적지 않게 제작되었다. 당시의 추모 문학과 

회화는 아이를 기억하거나 천사로 형상화함으로써 슬픔을 끌어내기보다 죽

음을 마주하고 건전하게 애도하는 태도를 장려했다. 한편 가족의 죽음을 겪

고 우울증을 겪는 여성은 회화에 거의 등장하지 않으나 프렐은 빈번히 고립

된 공간 속에서 멜랑콜리를 앓는 여성을 재현했다. 동시대 화가들이 일반적

으로 상사병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아픈 여성의 전형으로 그렸던 것에 반해 

그는 우울증 그 자체에 주목했다. 본 장의 목표는 동시대인들이 <창 너머 

아이와 여성> 속 인물들을 죽은 아이와 아픈 부모로 이해했을 가능성과 아

픈 여성에 대한 화가의 관심이 ‘어린 아이의 환영’ 이미지의 제작으로 이어

졌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1. 아이의 죽음과 애도

17세기 네덜란드는 잦은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주기적 확산으로 많은 위기에 맞닥

뜨렸다.76) 이 중 흑사병은 주로 네덜란드 지역에서 시작되어 크게 확산되었

76) 필자는 전염병에 초점을 두어 글을 전개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자연재해, 사고, 불안정
한 출산 등 아이의 죽음에 기여했을 다양한 원인들을 모두 세세하게 살펴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병이 16-17세기 네덜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확산했기 때문이
다. 네덜란드 지역을 기점으로 흑사병이 전파된 만큼 이곳의 피해가 극심했다. 이에 대
한 방증으로 편지, 지역신문, 노래 등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나 문학 작품이 많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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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77) 주목해야 할 점은 프렐이 활

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와 암스테르담을 주축으로 역병이 확산되던 시기가 겹

친다는 점이다. 흑사병은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이 제작된 1656년보다 1년 

전에 네덜란드를 강타했다. 1655년 대도시 기준으로 암스테르담에서 약 8

분의 1에 달하는 16,727명이 사망했으며 레이던에서 세 달 만에 64,000명

의 거주민 중 8분의 1이 사망했다고 전해진다.78) 더구나 작품 활동이 끝나

가는 1663년에 한차례 더 전염병이 크게 돌았는데 이때 죽거나 병든 사람

은 1650년대보다 더 많았다. 1664년을 기준으로 암스테르담에서는 24,148

명이 죽고 마찬가지로 브뤼셀에서도 많은 인원이 죽었다.79) 

매장 기록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다. 1666년까지 네덜란드 사람들은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페스트(peste)’나 그 앞 글자 ‘p’만

을 떼서 사자(死者)의 이름 뒤에 적었다. 그러나 이 표시는 1670년 이후로 

기록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보아 흑사병은 프렐이 활동했던 시

있다. 전염병 이외의 17세기 네덜란드 지역에 일어났던 재난 전반을 다룬 저술로 
Dagomar Degroot, The Frigid Golden Age: Climate Change, the Little Ice Age, 
and the Dutch Republic, 1560-17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Simon Schama, The Embarrassment of Riches: An Interpretation of 
Dutch Culture in the Golden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Lotte Jensen, "'Disaster upon Disaster Inflicted on the Dutch': Singing 
About Disasters in the Netherlands, 1600-1900," Low Countries Historical 
Review 134 (2019), pp. 45-70 등이 있다.

77) 전염병의 영향으로 1560년부터 1640년까지 산출된 중앙 유럽 전체인구의 약 8%에서 
15%가 죽었다. 네덜란드 지역을 기점으로 한 확산경로를 살펴보면 북해와 발트 해를 
통한 해상경로와 유럽의 북부 연안이나 독일 북부를 관통하는 경로가 있다. 1722년부터 
전염병이 실질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Edward A. Eckert, 
"The Retreat of Plague from Central Europe, 1640-1720: A　 Geomedical 
Approach,"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74 (2000), p. 2. 17세기 네덜란드
에서 역병의 확산세가 크게 나타났던 시기는 1624-1625년, 1635-1638년, 1664-1669
년이다. 전년 대비 매장률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스페인령 네덜란드는 시기마다 일정
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네덜란드공화국은 1620년대와 1630년대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 후 1640년대부터 전년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년 
대비 증감률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 네덜란드 지역은 17세기 중후반경까지 여전히 역병
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Daniel R. Curtis, “Was Plague an 
Exclusively Urban Phenomenon?: Plague Mortality in the Seventeenth-Century 
Low Countries,”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47 (2016), pp. 139-170.

78) Eckert, 앞의 논문, p. 10; Irene Cieraad, "Rocking the Cradle of Dutch 
Domesticity: A Radical Reinterpretation of Seventeenth-Century 
"Homescapes"," Home Cultures 15 (2019), p. 274.

79) Eckert, 위의 논문,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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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네덜란드 지역에서 크게 돌았던 것으로 추측된다.80) 따라서 프렐은 

화가로서 두 차례의 대역병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81)

80) 북네덜란드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역병이 확산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프렐이 대도시에 상주하며 활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역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대도시를 제외한 주변 지역이나 소도시의 경우 전
염병의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어
려우나 에케르트(Edward A. Eckert)는 유럽 본토의 경우 도시와 지방 모두 역병의 영
향권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1710년 프로이센 동부에서 주마다 산출한 교구들
의 기록들은 살펴보면 소도시와 지방부 내에 전염병의 영향이 도시의 피해크기와 대동
소이하다. 위의 논문, p. 20. 더 나아가서 17세기 네덜란드의 역병 피해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커티스(Daniel R. Curtis)는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들보다도 개발이 덜 된 지
역들이 더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대 지방문학에서 묘사된 
전염병의 실체, 도시 외에도 지방의 인구밀도가 높았다는 점, 지방의 상업화가 꽤 진전
되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통계학에 기반한 편향적인 분석과 그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Curtis, 앞의 논문 참고.

81) 프렐의 거리 풍경화들을 살펴보면 흰 십자가가 창문이나 문지방 위에 그려져 있다. 여
러 학자들은 이 문양이 액막이를 위해 새겨졌거나 역병에 걸린 환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표식으로 그려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자의 경우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은 재해를 예
방하기 위해 하얀 석회나 분필을 이용하여 집 외벽에 액막이 십자가(apotropaic 
cross)를 표시했다. 실제 17세기부터 재난의 내용을 가사로 삼은 노래들이 제작되어 전
파될 정도로 이 시기에 자연 재해와 인명사고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전
염병을 포함하여 재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흰 십자가는 재해에 
대한 프렐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표식이 다른 화가
들의 거리 풍경 그림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나 프렐의 풍경화 16점 중에 6점 
이상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De Vries and Bakker, 앞의 논문, p. 
85; Jensen, 앞의 논문, pp. 45-70; Bernd Ebert, "Narrow Alleyways, Austere 
Rooms and Contemplative Silence," in Jacobus Vrel: Searching for Clues to 
an Enigmatic Artist, ed. Bernd Ebert et al. (Munich: Hirmer, 2021), p. 58 참
고. 한편 프렐의 실내 정경에서 아픈 아이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는 없으나 아이의 
병약한 상태를 암시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프렐의 여러 작품에 굴렁쇠가 등장하
는데 이는 아이의 병과 관련된 모티프로도 이해할 수 있다. 굴렁쇠는 당시에 아이들의 
대중적인 놀이였기 때문에 이 대상을 관심 있게 주시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아이의 
놀이를 묘사하는 대다수의 작품들이 굴렁쇠를 굴리는 행위를 묘사한 데에 반해 프렐은 
바닥에 방치된 굴렁쇠를 그렸다. 또한 그의 소박한 화풍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관람자들
의 시선이 쉽게 닿는 곳에 굴렁쇠를 놓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실제 굴렁쇠는 단순 놀이
에 한해서만 이해되지 않았다. 올바른 양육태도와 굴렁쇠의 의미를 연결시켜 보았을 때 
굴렁쇠는 병약한 아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도구로도 볼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 코퍼스
(Hippocratic Corpus)의 한 논문에서도 이 대목을 찾을 수 있는데 약한 체질을 타고난 
아이들에게 굴렁쇠 굴리기가 건강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언급되었다. 이후에 다루겠지만 
프렐은 여성의 질환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가 굴렁쇠를 굴리는 건강한 아이
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고 바닥에 있는 굴렁쇠를 표현한 의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Hippocratic Corpus, De diaeta, pp. 63-92. Cited in Reonhard, 앞의 논
문,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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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기에 걸쳐 지속되는 흑사병, 17세기의 소빙하기와 더불어 크게 개

선되지 못한 출산 환경으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82) 그래서 아이들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한 저술들은 17세기에도 

쉽게 발견된다.83) 특히 근대적 의미의 신문이 발행되면서 지역 신문에 실린 

부고가 많은 자료로 남게 되었다. 하나의 사례로 1664년 신문에 실린 비커

스(Bickes)가 아이들의 죽음이 큰 주목을 받았다. 14세의 쉬사나(Susanna 

Bickes, 1651-1664)와 7세의 남동생 야콥(Jacob Bickes, 1658-1664)은 각

각 1664년 9월 1일과 8월 8일에 사망했다. 그들의 부고는 신문을 통해 영

국까지 퍼졌다. 1665년 런던에서 대역병(The Great Plague)이 확산되었던 

것처럼 쉬사나와 야콥이 죽은 원인도 흑사병이었다. 

이 남매의 죽음이 유독 주목받았던 이유는 영국의 제임스 제인웨이(James 

Janeway, 1636-1674)가 이 사연을 아동 문학 작품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

이다.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A Token for Children)』(1671)는 남매가 

경건한 태도로 죽음을 기다렸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의 증언

82) 실제 많은 아이들이 흑사병에 전염되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 브리엘(Brielle)의 의
사 빌럼 스비나스(Willem Swinnas, 1621-1670)는 1664년에 젊은 사람들이 역병에 많
이 감염되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보다 생물학적으로 구멍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감염된다고 믿었다. 1625년 브레다(Breda)의 기록에도 동일한 현상이 언
급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기록들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나 동시대인들이 경험한 참
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한편 노르데흐라프(Leo Noordegraaf)는 젊은 사
람들이 더 높은 수치로 역병에 감염된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나이에 따른 면역체
의 유무, 아이들의 부주의로 인한 감염자와의 접촉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서술
했으나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표면적으로 어릴수록 감염되는 것처
럼 비춰지는 현상이 고아원, 학교, 군사조직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관이 고립
되기 쉬웠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Willem Swinnas, De pest-stryt, beharnast 
met veel voor-treffelyke genees-middelen (Leiden: Johan Le Carpentier, 1664), 
p. 31; Jelle Banga, Geschiedenis van de geneeskunde en hare beoefenaren in 
Nederland (Leeuwarden: Eekhoff, 1868), p. 218. Cited in Leo Noordegraaf and 
Gerrit Valk, "De Gave Gods": De pest in Holland vanaf de late middeleeuwen 
(Amsterdam: Bert Bakker, 1996), p. 61.

83) 전염병으로 인해 아이를 잃은 부모의 감정을 가감 없이 표현한 기록들도 존재한다. 예
컨대 긴 항해로 떠나 있는 남편에게 보낸 한 편지의 내용에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부인
의 솔직한 심정이 절절하게 적혀 있다. 부인은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우리 아들의 
죽음으로 너무 슬퍼하던 나머지 그동안 편지를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생각
할 때마다 심장이 마치 몸속에서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적었다. S. W. Braunius, 
"Het leven van de zeventiende-eeuwse zeeman: valse romantiek of 
werkelijkheid?," Mededelingen van de Nederlandse Verenigning voor 
Zeegeschiedenis 40 (1980), pp. 19-20. Cited in Cieraad, 앞의 논문(2019),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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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각색된 두 아이의 이야기는 병의 진행이나 불안한 감정 상태에 

대한 서술이 생략된 채 전개된다. 부모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 외려 

부모를 위안하는 쉬사나와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격려와 사랑의 표현을 아끼

지 않은 부모의 모습은 하나의 모범으로 굳었다. 이 책은 죽음이 만연했던 

시기에서 작게는 ‘죽음의 미학(ars moriendi)’, 크게는 이를 가능하게 한 경

건한 교육과 기독교적인 실천을 표방한다.

쉬사나의 일화처럼 죽음에 성숙하게 대비하는 자세와 그 교육 철학을 관

철하는 문학 작품은 프로테스탄트 교리에서 강조했던 메모리아(memoria), 

이른바 회고의 기능을 내세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연옥의 존재를 부

정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은 죽은 자녀들과 접점이 없어진 동시에 아이들

이 구원될지 여부조차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렸다.84) 기존에 구교도들은 연

옥을 통해 망자와 사후 기도로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가 연옥 혹은 림보에 있는 동안 아이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교도들은 망자와 접촉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잃고 향후 아이의 

운명을 모른 채 실의에 빠져야 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아이의 미래를 그리기보다 아이와 나눴던 

추억을 회고하고 아이가 고결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을 전략적으로 강조했다. 죽음을 미진하게 대비하는 것은 곧 정죄(定罪)의 

대상이었다. 즉, 자녀의 일생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강조하

여 아이의 구원 여부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표였다.

『제프타』의 작가 판 덴 폰델은『내 어린 딸의 장례식(Uitvaert van 

mijn Dochterken)』(1633)에서 마찬가지로 죽은 딸과의 추억을 생생하게 

회상한다. 그는 생전에 여덟 살짜리 딸이 웃고, 뛰어다지고, 인형과 놀던 기

억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례식에서 딸의 눈썹에 걸친 

화관을 묘사하면서 부모의 상실을 애처롭게 표현한다. 또래의 친구가 직접 

엮어서 만든 로즈마리의 화관과 장례는 딸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과 극명

한 대비를 이루며 이른 죽음의 비극성을 부각한다. 이 작품은 딸의 사후보

84) 연옥의 부정으로 인해 신교도들이 겪었던 심리적 외상과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는 
Nigel Llewellyn, The Art of Death: Visual Culture in the English Death Ritual 
1500-1800 (London: Reaktion Books, 199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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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전의 기억을 재구성한 것으로 회고적인 성격을 띤다. 이 시는 비록 죽

음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지 않으나 딸을 회상하고 비통한 부모의 심정을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어 17세기 추모 문학의 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회고적인 추모 문학과 더불어 죽은 아이를 천상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 

문학 작품들도 많이 남아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묘사가 전형적으로 

가톨릭 신앙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로 죽은 

자의 영혼을 구원받은 모습으로 그리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 이미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는 프로테스탄트 신조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도와 

에카르트(Rudi Ekkart)는 1618년의 도드레흐트 총회(Synode van 

Dordrecht)의 내용을 근거로 이러한 표현이 네덜란드공화국에서도 가능해지

고 널리 수용되었음을 주장했다.85) 

이미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이 연옥의 부재로 인해 새로운 신에게 반발심을 

느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총회에서는 

독실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경우 구원이 보장된다고 표명했다.86) 

개혁교회는 창세기, 사도행전, 고리도전서의 구절에 의거하여 예정론을 부분

적으로 수정했다.87) 즉, 하느님이 독실한 자들의 자녀가 신성하다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른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도 선택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정의 핵심이다. 새로운 신조가 당시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충분한 

위안이 되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승천한 아

이의 영혼을 그린 문학, 회화 작품은 네덜란드공화국에서도 다수 제작되어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판 덴 폰델은 마찬가지로 한 살짜리 아들, 콘스탄테인(Constantijn)을 잃

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시를 작문했다.88) 『킨더르크(Kinder-Lyc

85) Bedaux and Ekkart, 앞의 책, p. 23.
86) Festus Hommius, Oordeel des Synodi Nationalis der Gereformeerde kercken 

van de Vereenichde Nederlanden: ghehouden binnen Dordrecht, inden jare 
1618. ende 1619 (Dordrecht: Isaac Janssen Canin, ende zijne medestanders, 
1619). Cited in 위의 책, p. 278.

87) 죽은 아이의 구원을 뒷받침하는 경전적 근거로 창세기 17장 7절, 사도행전 2장 3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 제시되었다. 

88) 판 덴 폰델은 1635년 아내의 죽음까지 연달아 경험한 후에 실제 우울증을 앓았다고 
전해진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경험은 창작의 원천이 되었다. 판 덴 폰델의 멜랑콜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 Porteman, ""Aensiet de Swackheyt dan van uwen ar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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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632)는 천국에서 아들이 애도하는 어머니에게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89) 먼저 ‘작은 천사(cherub)’ 콘스탄테인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는 관 위에 쓰러져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본인

이 안식을 얻고 천국에서 영광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며 위안을 건넨

다.90) 『킨더르크』는 『내 어린 딸의 장례식』에 비해 애달픈 감정이 정제

된 감상을 주지만 두 작품 모두 부모의 절절한 심정을 사뭇 드러낸다. 그러

나 판 덴 폰델은 단순히 슬픔을 토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아이와

의 추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사후의 행복을 바라는 방식으로 죽음을 받아

들이고 나아가는 것을 지향했다.

『킨더르크』와 비슷한 내용의 민간 전설이 스웨덴에도 전해진다.91) 이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외동을 여의고 슬픔에 잠긴 여성이 천사가 된 아이를 

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타인의 위로조차 거부하던 여성은 초원을 향하

던 중에 흰옷을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죽은 자녀를 발견한다.92) 한쪽 손에 

dichter" Een lectuur van Vondel's "Gebedt"," in Unt goeder jonsten: Studies 
aangeboden aan prof. Dr L. Roose, ed. K. Porteman (Leuven and Amersfoort: 
Acco, 1984), pp. 115-130 참고.

89) 킨더르크(Kinder-lyck)는 네덜란드어로 ‘아이 같은’ 또는 ‘아이의 시체’를 모두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원어로 표기하였다.

90) 원문과 번역은 Peter King, "Three Translations of Vonde's 'kinder-lyck'," 
Dutch Crossing 3 (1979), pp. 82-83을 참고했다.

91) 1544년에 스웨덴은 루터교(Lutheran Church)를 국교로 선포했다. 그러나 이후 다룰 
민간 전설이 이러한 종교적 색채를 띠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옛 가톨릭 미신들이나 관례들이 척결되지 않았던 것처럼 17세기의 신교도들
이 가톨릭의 전통과 완전히 결별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아이는 림보를 통해 지상
에 당도한 영혼이나 천국으로 승천하기 전의 영혼, 혹은 어머니를 위안하는 환상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아이의 존재를 유심히 분석하기보다 당시 유족들
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얻고자 했던 바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92) 심슨(Jacqueline Simpson)은 유럽 곳곳의 장례 전통에서 아이의 영혼이 천상에 있다
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간혹 하얀 왕관이나 진주 목걸
이로 꾸미는 관행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흰색은 아이의 순수함을 나타내기 좋은 
색상이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히거나 관을 흰색으로 도색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심슨의 
저술에서 흰옷을 입히는 장례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과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기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인지 단정할 수 없
다. 죽은 아이를 천사로 재현한 17세기의 초상화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나체로 나타난
다. 브도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죽은 아이들이 나체로 묘사되
었다고 서술한다. 이처럼 죽은 아이의 영혼을 표현하는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죽은 
아이를 재현하기 위해서 특정 표현기법이 사용되었다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Jacqueline 
Simpson, "The Folklore of Infant Deaths: Burials, Ghosts and Changelings," in 
Representations of Childhood Death, ed. Gillian Avery and Kimbe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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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를 들고 괴로운 표정을 짓던 아이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계속 슬

픔에 잠겨 우신다면, 저 또한 어머니 따라 울 수밖에 없으며 이 항아리는 

어머니의 눈물로 차 있습니다”라고 말한다.93) 그는 이미 천상의 행복을 누

리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이 이

야기는 눈물을 담은 항아리와 슬퍼하는 아이를 통해 부모에게 상실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고 나아갈 것을 강조한다. 종합하자면 17세기의 추모 문학은 

부모의 슬픔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죽은 아이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거나 천상의 천사로 그린 회화 작품도 당

시 추모 문학과 같은 맥락에서 제작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쉬사나의 이야

기처럼 생전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는 데에 주력하거나 『킨더르크』처럼 아

이를 천사로 형상화하여 사후 자녀의 행복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제작되었

다. 그러나 제인웨이가 타인의 죽음을 내용으로 작품을 제작했던 것과 다르

게 죽은 아이를 재현한 회화는 대부분 가족이 주문한 초상화에 한정된다.94)  

Reynolds (London: Palgrave Macvillan, 2016), p. 11; Bedaux and Ekkart, 앞의 
책, p. 276.

93) 이 이야기는 1666년 5월에 딸의 장례식을 치른 길레니우스(Petrus Magni Gyllenius, 
1622-1675) 사제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민간 전설이 아이를 잃은 부모들에
게 위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논문, pp. 18-19; John Lindow, Swedish 
Legends and Folktales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p. 190-191.

94) 필자가 찾아본 바로 가상의 죽은 아이를 재현한 장르화는 없으나 대신 아픈 아이를 그
린 장르화는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메취(Gabriel Metsu, 1629-1667)의 작
품, <아픈 아이(The Sick Child)>를 들 수 있다. 작품에서는 병약한 아이를 무릎에 올
려 정성껏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가 한눈에 들어온다. 기존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듯
이 이들의 자세는 피에타(Pietà)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비슷한 맥락에서 뒷벽에 걸려 있
는 작품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
았다. 작품 내에서 두 이미지가 갖는 의미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프래니츠
(Wayne Franits)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픈 
아이> 속 종교적인 요소들은 아픈 아이에게 계율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올바른 모습을 
시사한다. Wayne Franits, Paragons of Virtues: Women and Domesticity in 
Seventeenth-Century Dutch Ar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 120. 쉬사나가 죽음을 대하는 기독교적인 실천을 주체적으로 보여줬다면 메
취의 어린 아이는 어머니에게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는 단계에 있다. 메취의 작품은 아
픈 아이라는 소재를 통해 어머니의 보살핌과 종교적 지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물론 
두 인물이 보여주는 피에타 이미지는 자식을 향한 깊은 모성애를 기본적으로 상기시키
기 때문에 <아픈 아이>는 교육과 카리타스(caritas)의 가치를 모두 관철하는 작품이다. 
메취가 이 작품을 1664년 전후로 전염병의 피해가 매우 심했던 암스테르담에서 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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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이의 안식과 구원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임종 초상화(deathbed 

portrait)나 죽은 자녀의 초상도 포함된 가족 초상화를 주문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죽은 아이를 재현하는 초상 전통은 플랑드르에서부터 시작되었으

나 17세기에 이르러서 네덜란드공화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전역으로도 전파되었다.95) 주 수요층은 초상화를 주문할 수 있을 정도의 재

력을 갖춘 귀족이나 왕족이었다. 신분과 상관없이 당시 영아 사망률이 40%

에 육박했기 때문에 한정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이의 초상화가 많

이 남아 있다.96) 

임종 초상화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비롯된 초상화의 일종으로 보통 침상

에 누워 있는 아이를 묘사한다. 이 초상들은 마치 아이의 존재가 눈앞에 있

듯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규격도 실물 크기에 가깝게 제작되었다. 일례로 

마우리츠호이스미술관(Mauritshuis Museum)에 소장된 임종 초상화는 실제 

신생아의 신장과 비슷하게 가로 길이 58cm로 제작되었다(도 11). 한편 작

품의 사선 구도로 인해 왼쪽 상단에 있는 커튼이 아이와 밀착한 느낌을 주

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하다. 실제 메취와 그의 가족은 암스테르담에서 역병의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었다. 1635년 채 10살도 되지 않은 메취는 라이든 일대의 전염병을 처음 
목격하였다. 그 이후 <아픈 아이>를 제작한 1663, 1664년을 포함하여 암스테르담을 여
러 차례 강타했던 흑사병으로부터 살아남았다. 1664년 7월에 부부가 유언을 남겼을 정
도로 역병의 공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아픈 아이>가 완
성된 것이다. Valerie L. Hedquist, "Dutch Genre Painting as Religious Art: 
Gabriel Metsu's Roman Catholic Imagery," Art History 31 (2008), pp. 162-170 
참고. 

95) 에카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초상 전통은 17세기에 더 성행했고 이후 19세기에 산발적
으로 나타났다. 17세기 남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죽은 아이의 초상화는 적으나 북 네덜
란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프리슬란트(Friesland)의 북부지역, 흐루닝언
(Groningen), 하를럼(Haarlem), 암스테르담, 남서부의 젤란트(Zeeland)등에서 주로 나
타난다. 제작시기가 규명된 작품 중 가장 이른 작품은 1600년 프리슬란트에서 제작된 
사례다. R. E. O Ekkart, “De ontwikkeling van het Nederlandse doodsportret in 
de 16de en 17de eeuw,” in Naat her lijk. Het Nederlandse doodportret 
1500-heden, ed. Bert C. Sliggers (Rotterdam: Walburg, 1998), pp. 80-82. 17세
기 스웨덴에서 제작된 죽은 아이의 초상화에 대해서는 Karin Sidén, "Memorials and 
Expressions of Mourning: Portraits of Dead Children in Seventeenth-Century 
Sweden," in Death, Emotion and Childhood in Premodern Europe, ed. Katie 
Barclay et 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7), pp. 129-150 참고. 

96) 자세한 수치와 그에 대한 분석은 Ingvar Elmroth, För kung och fosterland. 
Studier i den svenska adelns demografi och offentliga funktioner 1600-1900 
(Lund: Gleerup, 1981) 참고. 



- 42 -

어 보는 이에게 어설프게 눈앞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화가

가 대각선 구도를 고집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임종 초상화는 아이를 기억하고 회상하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인물의 

외양을 세세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때 사선 구도는 인물의 생김새를 자세히 

보여주면서 마치 화폭 뒤에 아이가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데에 효과적이

다.97) 이 작품에서도 아이의 얼굴과 직물 표현의 차이를 보면 화가가 인물

의 사실적인 재현에 공들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이를 덮는 천이나 커튼

의 주름 처리로 보아 화가가 직물 표현에 미숙하거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비해 아이의 얼굴에 나타나는 팔자주름이나 인중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화가가 아이 특유의 얇은 입술, 돌출된 눈썹 

뼈에 부드러운 음영을 더해 얼굴이 한층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임종 

초상화들은 죽은 아이가 화폭 안에 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사실적이다. 

가족들은 매일 작품 속 아이를 보며 그 존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계속 

아이와 같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가족 초상화에 죽은 아이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경향도 존재

했다. 브도에 의하면 오늘날과 달리 죽은 자녀들은 사후에도 가족의 일원으

로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 초상 양식이 유럽에 만연했다.98) 판 카윌

(Gerard van Kuijl, 1604-1673)이 제작한 가족 초상화에는 아이의 죽음이 

암시되어 있다(도 12).99) 아버지의 왼쪽에 있는 아들은 작품 왼쪽 상단의 

환상(vision)을 검지로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 예수는 천사의 도움 속에서 

나체의 어린 아이를 맞이하고 있다(도 13). 동시에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이 환상을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작품의 우측

에 있는 두 자녀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축복받는 영혼을 응시하고 있다. 

97) 잠든 아이를 정면으로 묘사한다면 화가는 단축법 대신 인물의 얼굴을 잘 볼 수 있는 
구도로 부감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 경우 벽면에 작품을 걸면 보는 이에게 아이가 마치 
서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작품의 착시효과가 경감된다. 한편 측면으로 아이를 묘사하게 
되면 인물의 반만 보이게 되며 그가 갖는 고유한 이목구비를 작품에 반영하기 어렵다.

98) Bedaux and Ekkart, 앞의 책, p. 23.
99) 이 작품에서 죽은 아이가 등장한다는 해석은 얀 슬루이터와 프래니츠의 논저에 등장한

다. 자세한 사항은 Franits, 앞의 책(1995), p. 122; Eric jan Sluijter, "Niet Gysbert 
van der Kuyl uit Gouda, maar Gerard van Kuijl uit Gorinchem; Een 
identiteitverwisseling sinds Houbraken," Oud Holland 91 (1977), pp. 166-195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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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은총을 받는 아이의 영혼은 『킨더르크』의 콘스탄테인을 연상시킨다. 

즉, 죽은 아이들의 초상화는 아이에 대한 현세의 기억과 천상에서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단독 초상화에서 푸티가 죽은 아이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표현도 포착된다. 마스(Nicolaes Maes, 1634-1693)의 <죽은 아이

를 천국으로 들고 가는 두 천사(Two Angels Bearing a Dead Infant up to 

Heaven)>는 죽은 아이를 사실적으로 재현한 임종 초상화와 천국에 당도한 

아이를 묘사한 가족 초상화의 도상을 절충한 작품이다(도 14). 마스는 죽은 

이의 초상을 다양한 양상으로 시각화했는데 일례로 죽은 남자아이를 독수리

에 의해 천국으로 가는 가니메데(Ganymede)로 재현했다. <죽은 아이를 천

국으로 들고 가는 두 천사>는 반대로 죽은 여자아이를 승천하는 영혼으로 

시각화했다.100) 아이는 장례식에서 씌웠던 화관을 그대로 쓰고 게슴츠레 눈

을 뜨고 있어 죽은 직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아울러 늘어진 모습과 창백한 

피부는 아이가 죽음을 맞이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가는 아이의 초상화도 판 카윌의 작품

처럼 부모에게 심적인 위안을 주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죽은 아이를 시각화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했다. 죽은 아이는 

단독으로 재현되거나 집단 초상화에 묘사되어 가족과 아이의 유대관계를 시

각적으로 나타냈다. 화가들은 수의에 싸인 채 임종을 맞이한 아이의 모습을 

핍진하게 재현하거나 관, 요람 안에 있는 아이를 가족 초상화에 등장시키기

도 했다. 한편 승천한 아이의 영혼을 천사 혹은 날개 달린 얼굴로 표현하여 

아이의 희망찬 미래를 시각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17세기의 추모 문학과 초

상 전통은 부모가 아이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천상에서의 행복할 자녀

를 상상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 주력하여 죽음을 마주하고 건전하게 애도

하는 태도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100) 브도와 에케르트는 죽은 아이의 영혼이 주로 천사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마스
의 작품이 이례적인 사례라고 기술했다. 날개 없이 표현된 영혼의 도상에 대해 추가적
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Bedaux and Ekkart, 앞의 책,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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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픈 여성 이미지

동시대 문학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의 죽음을 겪은 부모는 큰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의 과거를 기억하거나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 그러나 상

실감에 빠져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도 기록에서 적지 않게 확인된다. 

가령 아들을 잃고 함묵증을 앓게 된 여성이 결국 몸이 쇠약해져 죽은 사례

가 전해질 정도로 유족들은 정신적 외상으로 병을 얻기도 했다.101) 아이를 

잃은 부모를 직접적으로 재현한 장르화는 없으나 우울한 여성을 묘사한 작

품들은 당시에 많았다. 

17세기 회화에서 여성의 질환이 구현된 양상을 살펴보면 상사병, 즉 영웅

적 멜랑콜리가 작품의 주제로 자주 다루어졌다.102) 여성의 멜랑콜리가 자궁

에서 비롯되었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상사병 또한 멜랑콜리의 일

환으로 취급받았다. 동시대 회화에서 상사병을 앓는 여성은 창백한 안색을 

보이고 힘없이 팔을 내려뜨리거나 의사에게 진단받는 모습으로 정형화되었

다. 실제 상사병은 당대 여성에게 대두되는 문제였으며 안정적인 결혼을 통

해 극복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상사병은 17세기 네덜란드 여성을 

결혼 제도 하에 포섭하기 위해 회화에 자주 다루어졌으며 대다수의 작품들

은 도덕적인 교훈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101) Clarke, 앞의 논문, pp. 65-84; 주 38 참고. 아울러 리처드 네이피어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가족과 사별을 경험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람들이 134명에 달한
다. 이때 자식의 죽음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환자가 58명, 그중 여성의 비율이 무려 
88%에 이른다. 네이피어는 지나친 애도를 정신병의 직접적인 징후로 보지 않았으나 추
후에 만성적인 우울감과 같이 감정적 장애나 신체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 
보았다. MacDonald, 앞의 책, p. 82.

102) 상사병을 영웅적 멜랑콜리로 일컫는 이유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이 질환이 영웅
들에게 잘 나타나거나 노동자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잘 발현이 되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 ‘heroic’이 그리스 신 에로스(Eros)의 이름에서 유
래되었다는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 ‘hereos’, ‘heroicus’, ‘heroical’ 모두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어 'Ἔρως'의 변형이기 때문에 영웅적 멜랑콜리가 언어적 유사성을 토대
로 상사병의 다른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Mary Ann Lund, A User's Guide 
to Melanchol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p. 112; Stanley 
W. Jackson, Melancholia and Depression: From Hippocratic Times to Modern 
Tim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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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판 호흐스트라텐(Samuel van Hoogstraten, 1627-1678)의 작품, 

<활기 없는 여인(The Anaemic Lady)>은 상사병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도 

15).103) 창백한 안색의 여성은 손깍지 낀 상태로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몽롱한 눈빛은 멜랑콜리의 증상으로도 볼 수 있다. 사

랑에 취해 약하고 무방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성은 남성 관람자의 관음적 

시선을 허용한다. 한편 손깍지 끼는 동작은 전형적으로 멜랑콜리를 암시하

는 제스처다.104)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은 소변이 든 플라스크를 관찰하는 것

으로 보아 의사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여성의 상태를 암시하는 대상들이 

적지 않다. 성적인 문란함을 상징하는 고양이가 여성의 발치에 숨어 있으며 

여자가 밟고 있는 발 난로는 상사병의 증상을 은연중에 드러낸다.105) 마지

막으로 <활기 없는 여인> 속 다른 회화 모티프는 여성이 앓고 있는 병을 

103) 이 작품은 <요람 옆의 두 여성(Two Women by a Cradle)>과 짝을 이룬다고 알려져 
있다. 휴 로드니 네빗(Hugh Rodney Nevitt, Jr.)은 두 작품이 상사병을 극복한 젊은 
여성이 덕망 있는 어머니로 거듭났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흥미로운 해석을 남겼
다. 즉, 이 두 작품은 내조하는 부인, 부정한 질환을 극복한 여성, 아이를 양육하는 어
머니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이 갖춰야할 바람직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상사병을 다룬 동시대 회화는 성적으로 소비되는 면도 있었으나 어린 여성들을 감화시
키는 기능도 있었다. Hugh Rodney Nevitt, Jr., "Vermeer's Milkmaid in the 
Discourse of Love," in Ut Pictura Amor: The Reflexive Imagery of Love in 
Artistic Theory and Practice, 1500-1700, ed. Walter Melion et al. (Leiden: 
Brill, 2017), p. 332. 그밖에 상사병을 암시하는 대상들과 프레임을 활용한 회화적 전
략에 대해서는 Celeste Brusati, "Paradoxical Passages: The Work of Framing in 
the Art of Samuel van Hoogstraten," in The Universal Art of Samuel van 
Hoogstraten (1627-1678): Painter, Writer and Courtier, ed. Thijs Westeijn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pp. 61-63 참고. 

104) 존 불워(John Bulwer)의 『손짓 언어(Chirologia)』는 수사학적으로 손동작과 이에 동
반하는 감정이나 의사를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John Wesley, 
"Original Gesture: Hand Eloquence on the Early Modern Stage," Shakespeare 
Bulletin 35 (2017), pp. 65-96; Guy Tal, "An Enlightened View of Witches 
Melancholy and Delusionary Experience in Goya's "Spell"," Zeitschrift für 
Kunstgeschichte 75 (2012), pp. 33-50; Dixon, 앞의 책(1995), pp. 65-91을 참고. 

105) 고양이가 여성의 성적인 메타포로 읽히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 서적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욕이 강한 여성들의 특성을 수컷을 유혹하고 도발하
는 암컷 고양이에 투영시켰다. 이어서 세바스티안 브란트(Sebastian Brant)는 『바보의 
배(Das Narrenschif)』에 성생활이 난잡한 기혼 여성에 이 비유를 적용시켰다. 17세기
에 들어 고양이와 멜랑콜리아의 뜨겁고 건조한 기질을 엮어 상사병을 앓는 여성을 재현
할 때 고양이를 난로 근처에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상사병 환자는 질환의 영향
으로 추위를 탄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상사병을 표현할 때 발 난로가 자주 등장하였다. 
위의 책(1995),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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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케 한다(도 16, 17). 왼쪽의 긴 통로에서 보이는 안쪽 방의 회화는 관

능적인 전원 풍경화다.106) 마찬가지로 테이블보를 장식하는 나체의 비너스

는 상사병의 성적인 함의를 암시하며 에로틱한 분위기를 조성한다.107) 이와 

같이 화가들은 사랑으로 고통 받는 여성을 묘사하기 위해 인물들의 특정 자

세나 겉모습을 세심하게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상징적인 오

브제를 배치시켰다. 

호흐스트라텐, 얀 스테인(Jan Steen, c. 1626-1679)을 위시한 화가들과 

달리 프렐은 성적인 뉘앙스 없이 여성의 멜랑콜리를 묘사했다. <스툴 옆 의

자에 앉은 여성(Woman Seated in a Chair, by a Stool)>은 당대 화가들의 

성적인 묘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도 18). 여성의 문란함을 간접적으로

라도 나타내는 오브제가 없으며 디테일이 모두 생략된 배경은 여성의 우울

증을 대변하는 듯하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으로 여성의 시선을 꼽을 수 

있다. 무거운 눈꺼풀과 바닥을 향하는 눈빛은 여성의 근심을 드러낸다. 푹 

파인 눈과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시선은 멜랑콜리의 시각적인 징후로 여

겨졌다.108) 이와 비슷한 표현은 독일 출신 판화가 브룬(Franz Isaac Brun, 

c. 1535-c. 1610/20)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도 19). 멜랑콜리의 화신

(personification)으로 묘사된 여성은 눈을 내리뜨며 공허하게 쳐다보고 있

다. 이처럼 두 여성의 시선 처리나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은 우울한 상태

를 암시한다. 

한편 양팔을 무기력하게 늘어뜨린 브룬의 여성과 달리 프렐의 여성은 의

자 팔 끝을 손으로 쥔 채 힘겹게 몸을 지탱하고 있다. 그 외에 여성의 병적

인 상태를 유일하게 암시하는 대상은 스툴 위의 요강이다.109) 이는 <활기 

106) 홀란더(Martha Hollander)는 가장 안쪽 방에 있는 작품을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1483-1520)의 <아테네 학당(School of Athens)>으로 규명했다. <아테네 학
당>은 17세기에 종교화로 이해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 앞에 있는 전원 풍경화와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작품의 모순적인 내용을 두고 여러 해
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성이 가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받고 있다는 해석과 
상사병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해석이 공존한다. 본 논문은 후자의 해석을 전제로 논지
를 전개할 것이다. 왜냐하면 테이블보의 비너스나 이후 살펴볼 네빗의 주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Hollander, 앞의 책, p. 95.

107) Brusati, 앞의 논문, p. 61.
108) 클리반스키(Raymond Klibansky)에 따르면 눈을 내리뜬 모습이나 공허한 시선도 멜

랑콜리의 징후로 여겨졌다. Klibansky et al., 앞의 책,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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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여인> 속 의사가 들고 있던 유리 플라스크와 상응하는 것으로 배설물

을 통해 진단을 내렸던 당시의 관습을 보여준다. 또한 판 호흐스트라텐의 

작품에서 빛을 받은 흰색의 옷과 창백한 안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에 

반해 프렐은 회색에서 검은 갈색에 이르는 채도 낮은 색감을 활용하여 우울

한 분위기를 조성했다.110)  

 요컨대 프렐은 독특하게 사랑의 아픔에 시달리는 여성보다 우울하고 무기

력한 여성을 소재로 삼았다. 프렐은 인간의 병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

던 듯하다. 그는 멜랑콜리에 시달리는 인물들을 그리기도 했으나 신체적으

로 아픈 여성들을 침상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주로 묘사하였다. 프렐이 즐

겨 그렸던 <병상 옆에 앉은 여성(Woman Seated by a Sickbed)>은 정신적

으로나 신체적으로 아픈 여성을 병렬시킨 대표적인 사례다(도 20). 이 작품

은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자들이 모두 정면을 향한 채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어 낯선 느낌을 준다. 어린 여성은 침상 앞에 있는 세 

의자 중 가운데에 앉아 턱을 괴고 창밖을 응시하고 있다. 이 자세는 이미 

109) 스툴 위의 수반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없으나 17세기에 유통되었던 판화 <수반(Le 
Bassin)>에서 입구부분, 손잡이 유무, 모양 등을 비교해보았을 때 작품 속 수반이 요강
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화에 나타나는 탁상과 그 위의 약병, 꽃의 잔가
지 등은 의사의 기민한 후각과 미각을 상징하며 내용물이 살짝 보이는 요강은 배설물을 
통해 병을 진단하던 당시의 관습을 보여준다. Dixon, 앞의 책(1995), pp. 77-78.

110) 동시대 화가들이 화려한 색감을 선보였던 것에 비해 프렐의 작품들은 흙빛 색조가 지
배적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무채색 계열의 색조가 토성, 즉 멜랑콜리의 천체
와 연관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마르실리오 피치노(Marsilio Ficino)와 같이 18세기 의
사들이 멜랑콜리를 앓는 여성들에게 양의 기운을 전달하는 분홍, 초록, 파랑, 연두색을 
보여주고 되도록 거무칙칙한 푸른빛이나 난색조를 여성의 시선에 닿지 않게 할 것을 권
장하였다. 실제 뮌헨(Munich)의 도우너 연구기관(Doerner Institut)에서 X선 형광 분
석기술(X-ray Fluorescence scanning)을 활용해 프렐의 작품에 쓰였던 안료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백연(white lead), 납주석 황색(lead-tin yellow), 황토계열의 색, 적색
(vermillion) 등의 난색조와 코발트 안료인 스멀트(smalt)와 어두운 쪽빛(indigo)가 사
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놀랍게도 프렐의 컬러 스펙트럼은 멜랑콜리 환자들이 기피해
야할 색조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비록 멜랑콜리를 소재로 삼지 않은 프렐의 작품들까지 
어둡고 채도가 낮은 색을 활용했기 때문에 프렐이 멜랑콜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 난색조의 색감을 사용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난색조의 활용이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공허하고 고독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프렐이 이 시각적 효과를 익히 알고 난색조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위
의 책, p. 171; Jens Wagner and Heike Stege, "The Examination of Selected 
Panels by Jacobus Vrel using Imaging Methods," in Jacobus Vrel: Searching 
for Clues to an Enigmatic Artist, ed. Bernd Ebert et al. (Munich: Hirmer, 
2021),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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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부터 네덜란드에 널리 유통된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의 

판화 <멜랑콜리아Ⅰ(MelencoliaⅠ)>에서 천사의 자세를 차용한 것이다(도 

21). 

또한 다른 한 팔을 치마폭에 숨기는 것도 멜랑콜리의 시각적 근거가 될 

수 있다.111) 코슬로(Susan Koslow)가 밝힌 바에 따르면 망토나 옷에 손을 

숨기는 자세는 도상학적으로 게으름, 나태를 의미했다. 구약성경의 잠언에서

는 느리거나 활동적이지 않은 손을 수동적인 성격과 결부시켰다. 이를 발단

으로 팔을 일부 숨기는 모습은 태만과 연결되어 설명되었다. 자크 더 헤인 

2세(Jacques de Gheyn Ⅱ, 1565-1629)의 판화 <들판에 쉬고 있는 남성

(Man Resting in a Field)>에서 마찬가지로 팔을 옷으로 감춘 남성이 등장

한다(도 22).112) 챙 넓은 모자, 그늘진 얼굴, 손에 머리를 기대는 자세, 한

쪽 손을 옷깃에 숨긴 모습 모두 남성의 우울증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한편 젊은 여성의 뒤편에는 병상에 잠든 여성이 있다(도 23). 그는 어두

운 상자형 침소(box-bed) 안에서 팔을 길게 늘어뜨린 채 왼쪽으로 얼굴을 

기대어 자고 있다. 그 외에는 증상을 발견할 수 없어 구체적인 병을 가늠하

기 어렵다. 그러나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과 병상에 누워야하는 상태를 고

111) 이후 15세기의 프랑스 필사본 삽화에서 이 상징적인 제스처가 시각화되었다. 이어서 
네덜란드에 이 상징을 차용한 화가로 루카스 판 레이든(Lucas van Leyden, 
1494-1533)이나 필립 갈레(Philips Galle, 1537-1612)가 있다. 이 도상학적 근거에 기
대어 자크 더 헤인 2세의 판화를 멜랑콜리와 결부시켜 해석한 논문이 Gelinde Lütke 
Notarp, "Jacques de Gheyn Ⅱ's "Man Resting in a Field": An Essay on the 
Iconography of Melancholy,"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24 (1996), pp. 311-319다.

112)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나 노타르프, 이브 에르상(Yves Hersant) 등 작품의 
의미와 멜랑콜리를 연관시켜 해석하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먼저 추수가 끝난 텅 빈 밭
과 뒤편의 집들에 쌓여있는 건초더미가 작품 속 시간적 배경이 늦은 가을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토성의 신, 사투르누스(Saturnus)가 농업과 식생을 주재했기 때문에 가을은 
멜랑콜리의 계절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작품에서 설정한 계절이 남성의 멜랑콜리를 부
각시킨다. 그밖에도 우측에 있는 버드나무가 슬픔과 관계성이 짙은 점, 후경에 수확물
을 나르는 성실한 사람들이 남성과 대비된다는 점 등 멜랑콜리가 죄악시되었다는 요소
들이 작품 곳곳에 드러난다. 자세한 내용은 Notarp, 앞의 논문, pp. 311-319; Yves 
Hersant, Melancolies: de l'Antiquité au XXe siecle (Paris: Laffont, 2005) 참고. 
가지치기가 된 버드나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에덴동산에서 한때 자랐던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관되어 이해되었다. 또한 버드나무가 진정효과를 지닌다고 보
았기 때문에 광야의 성 예로니모를 묘사한 회화에서 같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들
판에 쉬고 있는 남성>의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읽는 것이 적합하다. Dixon, 앞의 
책(2013),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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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했을 때 이 여성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린 여성과 다르게 신체적인 질

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3) 회칠한 벽에 둘러싼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여성과 침소 속 어두운 공간에 휴식을 취하는 여성은 공간적으로 분

리되어 있다. 동시에 엇갈린 방향으로 병렬된 모습 또한 두 인물의 상이한 

특성을 부각시킨다.114) 프렐이 본 작품을 반복적으로 변용하여 제작했다는 

점에서 <병상 앞에 앉은 여성>이 그의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115)

멜랑콜리를 암시하는 다른 작품으로 <벽난로 옆에 잠든 여성이 있는 실내

(Interior with a Woman Sleeping by the Fireplace)>가 있다(도 24). 어둡

고 차분한 색감의 배경을 뒤로 따뜻한 벽난로 근처에 여성과 고양이, 강아

지가 잠을 취하고 있다. 타일, 그릇, 그리고 종 모양의 스너퍼(haardklok) 

등이 구체적이고 화려하게 벽난로를 장식하고 있으나 반대로 벽과 바닥이 

단순하게 표현되어 이곳이 그림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라는 인상을 준다. 불 

근처에 잠든 동물들, 집게 옆의 발 난로는 따뜻한 색조와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나 바깥 공간의 여백과 난로 주변에 대상들이 몰려 

있는 구도에서는 공허한 냉기가 느껴진다. 따뜻하면서 서늘한 이 공간에서 

여성은 앞치마 속에 팔을 품고 다른 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이러한 자세는 전형적으로 멜랑콜리를 암시한다.116) 

113) 프렐의 다른 작품 <두 간병인과 젊은 어머니가 있는 침실(Bedroom of a Young 
Mother, with Two Women Attending)>도 침상에 누운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 간병
하는 두 여성, 병상 옆의 요람과 아이로부터 이 작품이 출산을 마친 산모와 그 정경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병상 옆에 앉은 여성>에서 침상에 누운 여성은 정
신적인 질환보다 산후 몸이 피로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14) 프렐의 전작(全作)을 살펴보면 두 여성이 있는 침실은 실재하기보다 재구성된 공간이
다. 침실과 네덜란드 고유의 반으로 나뉜 문이 공존하는 것은 매우 이질적이다. <병상 
옆에 앉은 여성>은 <두 간병인과 젊은 어머니가 있는 침실>과 <어린 소녀의 머리를 빗
는 여성이 있는 실내 정경>을 합친 듯한 구조를 취한다. 따라서 프렐은 현실적인 상황
을 구현하는 것보다 실험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하여 두 여성을 분리시키고 상이한 방식
으로 다루고자 했다. 

115) <병상 옆에 앉은 여성>은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되어 제작되었다. 작품의 구성과 디테
일은 거의 일치하며 <벽감 옆에 앉은 여성(Woman Seated by an Alcove)>만 침상에 
누운 여성을 제거하여 턱 괴고 있는 여성만 등장시킨다. 애시몰린박물관(Ashmolean 
Museum, Oxford)과 워싱턴 내셔널갤러리(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에 소장된 작품 두 점은 1651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샌디에고미술
관(San Diego Museum of Art, San Diego)에 소장된 작품은 제작시기가 여전히 미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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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벽난로 옆에 앉은 여성이 있는 실내(Interior with a 

Woman Seated by a Hearth)>는 마찬가지로 벽난로 앞에 있는 여성과 잠

든 동물들을 그린 작품이다(도 25). 발 난로 위에 기댄 고양이와 여성의 발

치에 누워 있는 강아지는 작품에서 느슨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요람을 

116) 베개를 베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전통적으로 멜랑콜리의 도상으로 이해되었다. 프렐
이 활동하기 전부터 멜랑콜리와 아케디아(Accedia)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설명
되었다. 초기 기독교 시기부터 아케디아는 은둔하는 신도들에게 수반되는 고통으로 인
식되어 종교적으로 문제시되었다. 그 유래는 3세기의 사막 교부(Desert Father)들의 일
화에서 찾을 수 있다. 아케디아는 무기력, 건조함, 그리고 무관심으로 특징지어졌으며 
영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었던 
아케디아는 17세기 무렵 성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멜랑콜리와 큰 구분 
없이 다루어졌다. 나태는 멜랑콜리의 대표적인 증상이었기 때문에 나태를 교차점으로 
멜랑콜리와 아케디아가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었다. Reinhard Kuhn, The Demon of 
Noontide: Ennui in Western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 40. 아케디아와 그밖에 다른 형태의 지루함이 서구문학에서 다루어진 경향에 
대해서는  Elizabeth Goodstein, Experience without Qualities: Boredom and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참고. 아케디아를 전반적으
로 설명해주는 저술로는 Siegfried Wenzel, The Sin of Sloth: Acedia in Medieval 
Thought and Literature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7) 참고.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 c. 1450-1516)의 <일곱 가지 죄
악과 사말(Table of the Seven Deadly Sins)> 중 아케디아(Accidia)를 표현한 부분을 
살펴보면 난로 앞에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남성을 볼 수 있다. 두 작품의 공통점으
로 벽난로 옆에 웅크려 잠든 강아지와 그 앞에 한쪽 손을 옷 속에 숨긴 남성을 꼽을 수 
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베개를 베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 그 왼편에 나무로 된 궤짝 위
에 펼치지도 않은 책이 얹혀 있다. 반면에 그 뒤에 서있는 수녀는 한 손에 기도서를, 
다른 손에 묵주를 들고 남자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편안하게 잠든 남성은 그 
존재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남성은 신도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체적 안락
함을 택하였기 때문에 나태의 화신으로 묘사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프렐의 잠든 여
성도 같은 도상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프렐은 턱을 괴는 자세를 추가로 묘사하고 화려
한 색감과 빛으로 가득 찬 보스의 공간보다 더 어둡고 차분한 색조를 활용함으로써 멜
랑콜리 그 자체를 표현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Alberto Manguel, The Traveler, 
the Tower, and the Worm: The Reader as Metaphor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3), pp. 52-53. 보스의 작품을 차치하고도 아케디아를 표
현한 다른 작품들은 대부분 잠든 나이든 여성을 표현했다. 에디 드 융(Eddy de Jongh)
도 페르미에르(Johannes Vermeer, 1632-1675)의 <잠든 소녀(Sleeping Girl)>나 니콜
라스 마스(Nicolaes Maes, 1634-1693)의 <잠든 요리사(Sleeping Cook)>를 예시로 들
며 당시 아케디아가 잠든 여성으로 비일비재하게 표현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즉, 보스의 
작품처럼 성경이나 수녀의 디테일 없이도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전통에서 잠든 여성이 
나태와 연결되어 이해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Dufort, 앞의 논문, pp. 
307-309; Eddy de Jongh, Tot lering en vermaak Betekenissen van Hollandse 
genrevoorstellingen uit de zeventiende eeuw (Amsterdam: Rijksmuseum, 1976), 
pp. 263-264; Wayne Franits, Dutch Seventeenth-century Genre Painting: Its 
Stylistic and Thematic Evol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p. 
1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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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진 여성은 왼쪽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어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듯

하다. 듀포트도 이 제스처에서 여성의 권태가 느껴진다고 표현했다.117) 상

사병을 재현한 얀 스테인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는 

자세도 우울증의 징후로 시각화되었다(도 26). 근심의 원인이 작품에서 직

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대신 침소 앞의 요람, 의자에 널려 있는 천, 탁

상 위에 있는 베개 등은 공간이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줘 여성이 집안일로 

분주했음을 은연중에 보여준다.

에사이야 보어스(Esaias Boursse, 1631-1672)의 <요리하는 여성이 있는 

실내(Interior with Woman Cooking)>도 프렐의 작품처럼 물건이 즐비한 

공간 내에서 벽난로 앞에 있는 여성과 방치된 요람을 보여주고 있다(도 

27). 반면에 보어스의 작품은 더 비좁고 어수선한 공간을 배경으로 요람에 

잠든 아이를 정면에서 보여준다. 듀포트에 의하면 상자형 침소 앞으로 쏟아

지는 침구류와 방의 어두운 분위기는 작품의 배경이 병실임을 시사한다.118)  

두 작품 모두 여성의 심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나 정돈되지 못한 공

간과 홀로 남겨진 요람을 통해 가사로 분주한 여성의 고충을 간접적으로 나

타낸다.

요컨대 프렐은 신체적으로 병약하거나 우울증을 앓아 무기력한 여성상을 

구축했다. 그의 작품에서는 대부분 여자가 단독으로 나타나 먼 곳을 응시하

거나 사념에 잠긴 모습을 보인다. 또한 턱을 괴는 자세, 무거운 눈꺼풀, 손

을 품속으로 감춘 제스처 등 멜랑콜리의 도상이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

타난다.119) 이처럼 프렐은 여성의 멜랑콜리에 관심이 많았고 우울한 여성을 

117) Dufort, 위의 논문, p. 311.
118) 에사이야 보어스는 다른 작품에서도 가사노동으로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여성

을 그렸다. <자수하는 여성이 있는 네덜란드 실내(Dutch Interior with Woman 
Sewing)>는 자수에 몰두한 나머지 왼쪽의 아이를 신경 쓰지 못한 여성을 묘사한다. 두 
인물 간의 거리나 소녀와 여성의 시선이 교차하지 않는 점은 두 인물의 심리적 거리감
을 드러낸다. 특히 소녀가 곁눈질하면서 바쁜 여성에게 말을 걸지 못하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자세한 작품 설명은 Clotilde Brière-Misme, "Un 
Intimiste hollandais, Esaias Boursse, 1631-1672: Ⅲ. L'oeuvre d'Esaias Boursse 
(Suite)," Oud Holland 69 (1954), p. 160; 위와 같음.

119) 멜랑콜리를 앓는 남성도 프렐의 거리 풍경화에 등장한다. 예를 들면 <읍성 옆 빵집이 
있는 거리 풍경>, <교회 앞 빵집이 있는 광장(Square with a Bakery in front of a 
Church)>, <빵집과 직물점이 있는 거리의 모퉁이(Street Corner with a Bakery and 
a Draper's Shop)>는 건물의 2층 창문에서 턱을 괸 남성을 재현했다. 주목할 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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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데에 능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여성의 상사병을 자주 

다루었던 당시의 회화 경향과 다르게 우울하고 고립되어 있는 여성상을 주

로 그렸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프렐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병증을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 감

상자의 자유로운 해석을 유도한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인물

과 그가 속한 폐쇄적인 공간을 전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감상자에게 한 개

인의 일상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느낌을 준다. 여기서 감상자는 작

품에 흩뿌려진 시각적인 정보를 모아 모호한 주제를 재현한 화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람자는 개인이 접했던 문학, 예술 작

품과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작품 속 인물의 사연을 재구성할 것이다. 특

히 앞서 본 추모 문학과 회화, 나아가서 유령과 환영을 보는 이야기는 작품

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비슷한 구성의 <창 너머 아이와 여성>과 <독서하는 노파> 또한 관찰자의 

시각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들도 프렐의 다른 ‘아픈 여성’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멜랑콜리를 암시할 뿐, 여성이 우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Ⅳ장은 <독서하는 노파>의 도상을 검토한 후 두 작품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두 작품의 제작 의도와 수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프렐이 어떠

한 의도로 죽은 아이의 유령을 보는 여성을 모호하게 재현했으며 동시대인

들이 작품 속 인물들의 서사를 어떻게 재구성했을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은 이 남성이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빨간 모자와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빵집 주인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아래층 가판대에 빵을 전시하고 있다. 호니히
는 빵집 주인이 화가의 시각적 은유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17세기의 화가들은  
본인을 제빵사로 형상화하기도 했으며 빨간 두건은 얀 판 에이크(Jan Van Eyck, 
1390-1441)나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의 자화상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식품이었다. 호니히는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 프렐이 화가로서의 자아를 창가의 남성에 투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Honig, 앞의 논문, pp. 296-297. 동일한 외관의 남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점뿐만 아니라 화가들의 우울한 자화상이 성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도 
눈여겨볼 만하다. 17세기 화가들의 멜랑콜리와 자화상에 대해서는 Bok, 앞의 논문, pp. 
1-30; Pablo Scheider, "The Self-assured Silence: A Subtle Distance between 
Acedia and Melancholy in Pieter de Codde's Portrait of a Young Man," 
History of European Ideas 47 (2021), pp. 871-886; Dixon, 앞의 책(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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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멜랑콜리와 애도

본 장은 창가의 환영이 나타나는 프렐의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여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이 멜랑콜리, <독서하는 노파>가 애도의 이미지로 묘사되

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은 아이의 환영을 볼 

정도로 극심한 여성의 멜랑콜리를 중점적으로 비춘다면 <독서하는 노파>는 

신앙으로 상실감을 극복하고 애도하는 여성상을 제시한다.120) 성경을 읽으

며 창밖의 인물에게 대응하지 않는 여성은 동시대 회화에서 고결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또한 버턴을 비롯한 17세기의 학자들은 히스테리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종교적인 수행을 권장했다. 이에 따르면 <독서하는 노파>는 성경

을 가까이함으로써 멜랑콜리를 극복하는 여성을 도덕적인 인물로 그려냈다. 

그와 다르게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은 17세기에서 보기 어려운 실내 장식

뿐만 아니라 아이를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여성을 묘사해 주목을 요한다. 본 

장은 여성의 병세가 다르게 표현된 프렐의 두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화가가 건전하게 애도하고 멜랑콜리를 극복하는 태도를 권장하고자 했

120) 필자는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논문 「애도와 멜랑콜리(Trauer 
und Melancholie)」 (1917)에서 정의한 멜랑콜리와 애도에 근거하여 두 용어를 구분하
여 사용하고자 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애도와 멜랑콜리아는 모두 상실에 대한 반응이
지만 원인과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정상적인 애도는 시간이 경
과되면서 해소가 되는 일상적인 반응의 양상이라면 멜랑콜리는 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 
병리적 상태로 망상과 자기징벌에 의해 자아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간단히 말하
자면 애도는 주체가 상실의 상태를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인 반면에 멜랑콜리는 대상의 
상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주체의 자아까지 상실되는 병리적 상태다. 물론 프로
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17세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Ⅱ, Ⅲ장
에서 보았듯이 여성의 멜랑콜리는 부정적인 함의가 강했으며 추모 문학과 회화는 자식
을 잃은 부모의 슬픔에 동조하는 한편 상실을 넘어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
한 경향을 고려했을 때 동시대인들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부모의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슬픔으로 인해 병리적 상태, 히스테리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을 것이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정의처럼 17세기에는 멜랑콜리와 애도가 의식적으로 구분되어 사용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멜랑콜리는 망상과 환영을 보는 병리적 상태로 ‘애도’하면서 슬픔
을 토로하는 과정과 구분되어 이해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논지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두 용어를 활용할 것이다. 애도와 멜랑콜리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Sigmund Freud, On Murder, Mourning, and Melancholia, trans. Shaun 
Whiteside (London and New York: Penguin Books, 2005); Mary Bradbury, 
“Freud’s Mourning and Melancholia,” Mortality 6 (2001), pp. 212–219 참고.



- 54 -

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은 독특한 주제, 비현실적인 공간, 모호한 인물 묘

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동시대 회화 전통 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작품이다. 

그러나 창가의 환영을 주축으로 비슷한 구성을 보여주는 프렐의 다른 작품

이 있다(도 2). <독서하는 노파>는 <창 너머 아이와 여성>보다 1년 전에 제

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프렐의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두 작품은 

연달아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121) 아울러 두 작품 모두 가로 길이 약 

40cm에 근접하며 세로 길이 약 7cm 차이를 보일 정도로 크기가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두 작품은 어두운 창 너머 흐릿한 아이의 형상이 보인다는 점에

서 유사하다. 두 작품에서는 한 벽면을 채우는 창문과 그 안쪽에 여성이 있

는 기본적인 구성이 동일하다. 각 작품을 살펴보면 여성이 있는 방에서 흰 

벽과 갈색 바닥이 검정색 띠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 28). 

같은 색 구성의 바닥과 벽, 앉아 있는 여성과 서 있는 아이, 한 벽면을 채

우는 검은 창 등은 두 작품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프렐이 독특한 소재를 중심으로 비슷한 구성과 크기로 두 작품을 연달아 

제작한 것은 주목을 요한다. 실제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은 도덕적인 메시

지를 전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구성의 작품 두 점을 같이 제작하였다. 쌍

을 이루는 작품들은 각각 상반되는 내용을 담아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

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122) 즉, 화가들은 두 작품에 대조되는 장면이나 인

121) 편년연륜학적 분석에 따르면 두 작품 사이에 다른 작품이 제작된 바가 없다. 물론 논
문에서 제시한 제작 시기는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작품이 연달아 제작되었는지 단
언할 수 없다. 

122) 쌍을 이룬다는 표현은 두 작품이 짝으로 전시되기 위해서 고안된 작품(pendant)임을 
일컫는 것이다. 이화진, 「C.D. 프리드리히의 풍경화 연작에 나타난 서사의 확장과 종합 
예술의 특성」,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51(2019), pp. 113-136을 참고하여 이와 같이 
번역했다. Ⅲ장에서 언급했던 판 호흐스트라텐의 <활기 없는 여인>은 <요람 옆의 두 여
성(Two Women by a Cradle)>과 쌍으로 제작되었다. 두 작품은 세 명의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여러 방을 잇는 통로(doorsien)를 묘사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구성을 보여준다. 두 작품의 규격 또한 세로 67cm, 가로 55cm에 근접하여 거의 동일
한 사이즈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두 여성의 의복은 거의 똑같이 재현되어 두 인물이 같
은 여성임을 암시한다. 휴 로드니 네비트는 판 호흐스트라텐이 <활기 없는 여인>에서 
상사병을 앓는 처녀와 <요람 옆의 두 여성>에서 질환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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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을 구현해서 통합적인 주제의식으로 수렴하는 회화적 변증법을 구축하

였다.123) 물론 프렐의 두 작품은 세로 길이가 엄연히 다르며 정확한 제작 

시기가 확인되지 않아 쌍을 이루는 작품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그러나 <창 너머 아이와 여성>과 <독서하는 노파>가 비록 쌍으로 제작되지 

않았을지라도 프렐이 비슷한 두 작품을 통해 일관된 주제의식을 전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고려할 만하다.124)

두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제작된 <독서하는 

노파>와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창 너머 

아이와 여성>과 달리 창밖의 인물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가사나 신앙

생활에 몰두하는 여성상은 동시대 회화에서 간혹 찾을 수 있다. 일례로 판 

호흐스트라텐은 창밖의 남성이 실내의 여성에게 시선을 보내는 장면을 재현

했다(도 29). 한 여성은 창 옆에서 목재로 된 단(zoldertije) 위에 독서를 하

고 있다(도 30). 그는 창밖의 남성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성경을 읽고 

리는 기혼여성을 재현했다고 해석했다. 두 작품의 여성은 한 여성의 과거와 미래를 보
여주는 한편 부정한 질환을 앓는 여성과 이를 극복한 여성을 대조적으로 나타낸다. 즉, 
<요람 옆의 두 여성>은 내조하는 부인, 부정한 질환을 극복한 여성,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등 여성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Nevitt, Jr., 앞의 
논문, p. 332.  

123) 홀란더는 이러한 회화적 변증법이 관자의 상상력에 크게 호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
혔다. Hollander, 앞의 책, p. 144; Cornelia Moiso-Diekamp, Das Pendant in der 
holländischen Malerei des 17. Jahrhunderts (New York: Peter Lang, 1987), pp. 
236-237. 

124) 기존 연구에서 프렐의 작품 중 쌍으로 제작되었을 작품들을 추정하는 움직임이 있었
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두 작품의 규격이나 인물 구성 등 형식적인 유사성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결국 두 작품이 내포하는 주제의식을 상정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많은 학자들이 두 작품의 규격이 유사하고 동일한 컬렉션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
로 <열린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 있는 여성>과 <벽난로 옆 아픈 여성이 있는 실내
(Interior with a Sick Woman by a Fireplace)>를 쌍으로 제작된 작품들로 간주하였
다. 이와 달리 뷔벨롯(Quentin Buvelot)은 그 짝으로 <벽난로 옆에 잠든 여성이 있는 
실내(Interior with a Woman Sleeping by the Fireplace)>를 제시하였다. Buvelot, 
앞의 책, pp. 182-185. 한편 더 심층적인 해석이 이루어진 두 작품은 <열린 창을 통해 
대화하는 두 여성(Two Women Conversing through an Open Window)>과 <열린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 있는 여성>이다. 브리에르-미슴은 두 작품이 대화를 나누는 여성
들의 시점을 반전시킨 것으로 보았다. 이에 덧붙여 그는 두 작품에 서사를 부여했는데 
<열린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 있는 여성>이 <열린 창을 통해 대화하는 두 여성> 뒤에 
일어난 상황으로 잡담 뒤에 이어지는 공허함을 표현한다고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두 여
성은 무의미한 공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나태한 인물상을 대변한다. Brière-Misme, 앞
의 논문(1935), p. 157. Cited in Dufort, 앞의 논문,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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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장면을 두고 콜렌브란더(Herman Colenbrander)는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 상자는 판 호흐스트라텐과 부인 사라 발렌(Sara Balen, 생몰

년 미상)의 결혼생활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제작되었다. 콜렌브란더는 이러

한 맥락을 고려하여 창밖의 남성이 순결한 결혼의 과실, 즉 아들로 해석했

다.125) 그리고 실내에서 자리를 지키며 성경을 읽는 여성이 신앙심의 화신

으로 묘사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시선에도 성경에 몰두하는 여성은 암

묵적으로 네덜란드 기혼 여성이 따라야 할 본보기를 보여준다. 이 밖에도 

여성의 미덕과 성실함을 입증해 주는 것은 문 앞에 세워진 빗자루다. 콜렌

브란더는 빗자루가 집안일을 잘 꾸려나가는 여성의 능력을 암시한다고 보았

다. 따라서 판 호흐스트라텐은 어머니와 아내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여성상

을 바깥일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유사한 모티프가 나타난 또 다른 예시로 니콜라스 마스의 <고결한 여인

(The Virtuous Woman)>이 있다(도 31). 이 작품에서 마스는 자수를 놓고 

있는 여성과 창밖에서 그를 바라보는 어린아이를 그렸다. 여성은 셔츠에 자

수를 놓고 있으며 그 옆으로는 성경이 의자 위에 펼쳐져 있다. 여성은 아이

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그의 방향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깔끔하게 정

리된 집안, 읽은 흔적이 있는 성경, 손에서 놓지 않은 자수는 여성의 모범

적인 면모를 부각시킨다.126) 

125) 콜렌브란더는 프렐의 두 작품, <창 너머 아이와 여성>과 <독서하는 노파>를 인용하
며 아이가 창을 통해 여성을 보는 모티프가 세 작품에 모두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Herman Colenbrander, "A Pledge of Marital Domestic Bliss: Samuel van 
Hoogstraten's Perspective Box in the National Gallery, London," in The 
Universal Art of Samuel van Hoogstraten (1627-1678): Painter, Writer, and 
Courtier, ed. Thijs Westeijn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pp. 155-156.

126) 기존 연구에서 작품 속 아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에서 여성이 동냥하는 아
이를 가리킴으로써 자선을 베푸는 미덕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학자들은 그녀의 수사적 
표현이 잠언서 3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들어 자선의 모티프를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손 내미는 구절과 여성의 제스처가 겹친다는 
것이 해석의 주 근거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터 서튼(Peter Sutton)은 아이가 걸인이라
는 시각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였다. 특히 마스가 어린 걸인들을 재현한 다
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고결한 여인>의 아이와 공통적인 특징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스가 도덕적인 주제로 작품을 많이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문헌이나 격
언에 근거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경향이 없었음을 언급했다. 한편 2020년 런던 내셔널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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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습은 <엿듣는 사람(The Eavesdropper)>의 후경과 대비를 이룬

다(도 32, 33). 열린 창문을 통해 남녀가 밀애를 나누는 장면은 아이에게 

대응하지 않는 여성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고결한 여인>의 

닫힌 창문과 <엿듣는 사람>의 열린 창문은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남성은 

창가에 몸을 기대고 여성에게 밀착한 채 귓속말을 하고 있다. 더구나 여성

의 발치에 요람이 방치된 모습은 <고결한 여인>과 반대로 가사를 방임한 

채 창밖의 연인에게 몰두하는 부덕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창문은 여성의 미덕과 악덕을 모두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상이었다. 창문은 당시 여성들의 노동과 신앙심을 전시하는 

순기능이 있었다. 전술했듯이 창문 옆에 여성들은 주로 목재 단 위에 올라 

집안의 소일거리를 하거나 성경을 읽었다. 따라서 창문은 이와 같은 행동을 

공공연하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여성

의 사적인 영역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127) 그러나 열려 있는 창문은 

갖가지 소문을 확산시키고 남녀의 추파를 공공연하게 허용했기 때문에 경계

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였다.128) 판 호흐스트라텐과 마스의 작례는 창밖의 

대상에 미혹되지 않고 노동과 종교적 수행을 하는 여성을 긍정적으로 비추

고 있다.

러리에서 열렸던 니콜라스 마스 전시도록에는 작품 서사 속 아이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언급했다. 즉, 아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는 아직 없으나 작품이 도덕적인 여
성상을 구현한다는 주장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논문은 서튼의 주장을 수
용하여 아이와 자선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자 한다. John Ingamells, The 
Wallace Collection Catalogue of Pictures Ⅳ (London: The Wallace Collection, 
1985), pp. 191-193; Peter Sutton, "Review of The Wallace Collection. 
Catalogue of Pictures Ⅳ, Dutch and Flemish by John Ingamells," The 
Burlington Magazine 135 (1993), p. 701; Eds. Ariane van Suchtelen et al., 
Nicolaes Maes: Dutch Master of the Golden Age (Zwolle: Waanders Publishers, 
2019), p. 61.

127) 시라트는 20세기 이전까지 여성들이 창문을 닦는 일까지 도맡았다고 덧붙였다. 여성
이 바깥 창문을 닦는 것은 젠더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깨끗한 창
문은 그 집안의 여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Cieraad, 앞의 논문(2006), 
pp. 43-47. 

128) 윤리학자 야콥 카츠(Jacob Cats, 1577-1660)는 길가를 마주하고 있는 창가 혹은 출
입구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여성들을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Linda Stone-Ferrier, " 
The Engagement of Carel Fabritius's Goldfinch of 1654 with the Dutch Windo
w, a Significant Site of Neighborhood Social Exchange," Journal of Historians 
of Netherlandish Art 8 (2016), para. 21, DOI: 10.5092/jhna.201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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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하는 노파>는 판 호흐스트라텐과 마스가 구축한 고결한 여성의 이

미지를 차용했다. 작품 속 노파는 마찬가지로 창문에 나타난 아이를 등지고 

성경에 몰두하고 있다. 물론 프렐이 이러한 이미지를 참고하여 창을 등진 

채 성경을 읽는 노파를 재현했을지라도 이 도상이 내포하는 의미까지 작품

에 반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히스테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우울증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노파가 도

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멜랑콜리가 문제시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나태

였다. 프로테스탄트 교리에서 개인과 사회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동이 필수

적이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나태는 신교국가에서 더욱 박해를 받았다.129) 다

시 말해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여성들이 신도로서의 임무와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130) 또한 여전

히 히스테리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울한 

여성들이 마귀에 홀린 사람들이거나 마녀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다. 즉, 우

울한 여성들은 곧 악마에 홀려 의무를 등한시하는 사람들로 낙인찍히기 쉬

웠다. 

129) 중세시대부터 살레르노 의과대학(Scuola Medica Salernitana)이 이러한 신념을 주
창했다. 이러한 믿음은 17세기의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 1628-1699)의 「네덜란
드공화국에 대한 논평(Observations upon the United Provinces of the 
Netherlands)」 (1673)에 의해 발전되고 계승되었다. Dixon, 앞의 책(1995), p. 131. 칼
뱅주의와 노동윤리의 발전관계에 대해서 Ilja M. Veldman, "Images of Labor and 
Diligence in Sixteenth-Century Netherlandish Prints: The Work Ethic Rotted 
in Civic Morality or Protestantism?,"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21 (1992), pp. 227-264 참고. 

130) 실제 많은 학자들은 나태하거나 사치스러운 여성들에게 히스테리가 잘 발현된다고 설
명하였다. 이를테면 로버트 버턴은 노동자 계층의 여성이 근면하기 때문에 멜랑콜리가 
드물게 일어난다고 보았다. 또한 요하네스 랑어(Johannes Lange, 1485-1565)는 「공상
에 대한 논문(Traité des vapeurs)」에서 집안일에 매진하는 기혼 여성에게 히스테리가 
나타난 적이 없다고 언급할 정도로 정신질환과 근면함, 신앙생활을 밀접하게 결부시켰
다. 마찬가지로 스베이르츠(Hieronymus Sweerts, 1629-1696)의 『결혼의 열 가지 즐
거움(The Ten Amusements of Marriage)』은 대표적으로 여성의 히스테리 발작, 사
치, 부도덕성으로 인해 남성이 경제적 수렁에 빠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성실한 기혼 여성들에게는 우울증이 발현되지 않았는가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아픈 여성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여성상과 거리가 있었다. Burton, 앞의 책, 
p. 195; Johannes Lange, Traité des vapeurs (Paris: Chez la veuve de Denis 
Nion, 1689),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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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턴을 비롯한 학자들은 멜랑콜리를 앓는 여성들에게 노동과 신앙의 실

천을 권장하였다. 17세기 사람들은 체액의 불균형에 따라 인간의 영혼이 점

차 멸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영적인 수행을 중시했다. 특히 노

년기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에 비해 차갑고 건조한 신체 기질을 가지기 때문

에 멜랑콜리에 취약하다고 여겨졌다.131) 아울러 노년기에 접어들면 외롭고 

권태로운 삶의 방식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들이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멜랑콜리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고 보았다. 『우울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던 골런드(Angus 

Gowland)는 당시 고립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수양

이 장려되었다고 기술했다.132) 또한 피터 버크(Peter Burke)에 따르면 교회

는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까이하고 지속적인 기도와 묵상을 통해 멜랑콜리의 

고통을 상쇄할 것을 격려하였다.133)

<독서하는 노파>를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보면, 노파는 신앙의 실천으로 

멜랑콜리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년의 여성은 우울하

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

렐의 노파는 마스의 고결한 여인이나 판 호흐스트라텐의 신실한 아내의 이

미지와 의미상 상응한다. 물론 창가 뒤에 아이의 환영이 나타나는 점이나 

비현실적인 방의 구조는 여성의 우울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다. 그러나 이를 <창 너머 아이와 여성>과 나란히 비교했을 때 노인의 증세

가 경미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알 수 있다.   

첫째, <창 너머 아이와 여성>에만 등장하는 초록색 커튼과 창문 위의 그

릇 장식은 17세기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작품 공간의 비

현실성을 부각시킨다(도 34, 35). 먼저 창문 양쪽에 거는 커튼은 17세기 말

131) 17세기 화가들은 유독 늙거나 혼자 있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멜랑콜리를 시각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시대인들은 사람과 교류가 적거나 일찍 남편을 여읜 노년의 
여성들이 우울증을 앓기 쉽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선천적으로 여성이 감정적이고 
부패한 상상에 민감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도 멜랑콜리의 화신으로 자주 그
려졌다. 로버트 버턴도 노년기의 멜랑콜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그
는 노년기에 이르기 전에 멜랑콜리를 겪는 사람들은 심각한 증세를 보인다고 믿었다.  

132) Gowland, 앞의 논문, p. 83.
133) Peter Burke, "The Invention of Leisure in Early Modern Europe," Past & 

Present 146 (1995), pp. 13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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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서야 수용되었기 때문에 작품이 제작되었던 1656년에는 볼 수 없

는 형태의 커튼이었다. 포츠크에 따르면 대칭적인 커튼은 윌리엄 3세

(William Ⅲ, 1650-1702)가 즉위한 후에 네덜란드 궁정에 처음 전해졌

다.134) 즉, 그가 임명한 궁정 화가, 마로(Daniel Marot, 1661-1752)가 입

성한 후에서야 대칭적인 커튼이 수용되기 시작했다. 1675년 인벤토리 기준

으로 헤이그(Den Haag)에 있는 노르트아인데 궁전(Paleis Noordeinde)에 

한쪽에 다는 커튼만이 나타나며 1697년의 레이스베이크 궁전(Paleis 

Rijswijk) 인벤토리에도 양쪽에 다는 커튼이 등장하지 않는다.135) 

마로가 입성한 시기에조차도 궁전에 대칭적인 커튼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아 17세기 중후반까지 커튼은 일반적으로 창문의 한쪽에만 설치되

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작은 창문에 커튼을 거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커튼은 짧게 재단되었다. 데 호흐의 <침실(The Bedroom)>은 당시 

커튼의 쓰임새와 형식을 잘 보여준다(도 36). 통로와 이어지는 벽면에 작은 

창이 뚫려 있고 길이가 짧은 초록색 커튼이 한쪽에만 걸려 있다. 

또한 커튼은 창문을 꾸미기보다 일반적으로 상자형 침소나 회화 작품의 

가림막으로 사용되었다. 창문은 일종의 사치재였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

는 애써 일조량을 줄이는 커튼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 레이던에 있

는 라펜부르흐(Rapenburg)의 인벤토리를 살펴보면 17세기 전반에 창문에 

커튼을 장식한 집이 단 두 채에 불과했다.136) 프렐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창

가에 커튼이 설치된 경우는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이 유일하다. 그 외에 초

록색 커튼 자체가 등장하는 작품은 <서재에 있는 노년의 남성(An Old 

134) 대칭성과 규칙성을 추구하였던 프랑스 미학이 17세기 후반 네덜란드 궁정에 처음 전
해져 점차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C. Willemijn Fock, "Semblance or Reality? The 
Domestic Interior in Seventeenth-Century Dutch Genre Painting," in Art & 
Home: Dutch Interiors in the Age of Rembrandt, ed. Mariët Westermann 
(Zwolle: The Denver Art Museum and the Newark Museum, 2001), p. 100.

135) 포츠크는 1690년대 이전에 양쪽에 설치하는 커튼이 나오는 작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림 외에 암스테르담에 있던 바르톨로티(Bartolotti)나 트립(Trip) 가택들의 
사례를 보아도 주요 층에는 커튼이 없거나 각 창문에 하나의 커튼이 있었다고 전해진
다. 위의 논문, pp. 98-100.

136) 언급한 두 채의 집은 시의회 의원(councilor)의 과부와 윌리엄 3세의 전담 청지기
(steward)의 소유였다. 16세기 전반에는 창문에 커튼을 다는 것조차 흔치 않았으며 설
치하더라도 특별한 방에 한해서 나타났다. 위의 논문,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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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in his Study)>으로 한 점뿐이다(도 37). 화면 전면을 가리는 초록색 

커튼은 트롱프뢰유(trompe-l'oeil)의 일환으로 묘사된 듯하다. 실제 초록색 

커튼은 회화 작품을 가리고 보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137) 이로써 

화가들은 눈앞에 초록색 커튼이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 작품 한 

편에 이를 그렸다. 결론적으로 <창 너머 아이와 여성>에 표현된 커튼은 당

시의 디자인과 일반적인 용도와 다르게 묘사되었다. 

창문 위에 보이는 그릇 장식도 이 시기에 볼 수 없는 것이었다(도 35). 

네덜란드 가정집에서 벽난로 혹은 궤(kussenkasten) 위에 자기(porcelain)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38) 프렐도 많은 작품에서 이 장식 디테일을 활용

하였는데 대개 벽난로의 상단이나 상자형 침소를 둘러싸는 목재 프레임에 

사기 장식을 묘사했다(도 38, 39). 사기 장식뿐만 아니라 정중앙에 걸려 있

는 구리로 만든 사발도 프렐의 작품에서 벽난로 장식으로 활용되었다(도 

40). 그러나 그릇 장식들이 창문의 상단을 장식하는 경우는 동시대 회화나 

프렐의 다른 작품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창문을 그릇과 커튼으로 

장식하는 경향은 프렐의 작품뿐만 아니라 동시대 회화와 실생활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간주된다.139) 

137) 커튼은 연기와 먼지로부터 작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물적 가치를 부여하는 상징적
인 대상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트롱프뢰유(trompe l'oeil) 효과를 자아내는 커튼들이 
작품 전면에 나타나 화가의 예술적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동시에 작품의 상징적 가치
를 강조할 수 있었다. 프렐의 작품 제작시기와 가까운 164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관행
이 매우 흔하게 이루어졌다. <서재에 있는 노년의 남성>도 이러한 관행을 보여주지만 
커튼이 눈앞에 있는 듯한 환영을 일구지 못한다. 작품 속 커튼은 오른쪽 상단에 드리워
져 그 질감이나 음영 처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사실적이지 못하다. 프렐은 회화적 
관례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능숙하게 실천하는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Hollander, 앞의 책, p. 72. 네덜란드 회화에 나타났던 커튼의 환영주의적 효과에 대해
서는 Robert Fucci, "Parrhasius and the Art of Display: The Illusionistic 
Curtain in Seventeenth-century Dutch Painting," Netherlands Yearbook for 
History of Art 65 (2015), pp. 144-175 참고.

138) 쿠센카스텐(kussenkasten)은 베개와 같은 침구류를 보관하는 용도의 궤였다. 델프트
나 아시아에서 생산한 도기를 이 궤 위에 장식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Fock, 앞의 논문
(2001), pp. 32-33.  

139) 기존 연구에서도 이질적인 그릇 장식과 커튼에 주목했다. 포츠크는 작품 속 공간을 
분석하며 흥미로운 지적을 했다. 그는 당시 창문 위에 자기를 올려 장식하는 경향이 존
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작품 속 창문이 실제 창문이 아니라 상자형 침소를 창문으
로 변용한 것이라고 서술했다. 이어서 그는 프렐이 침소 공간을 묘사하는 데 능숙했기 
때문에 익숙한 배경을 변용하여 창을 통해 소통하는 두 인물을 구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프렐이 많은 작품에서 각양각색의 창문을 묘사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가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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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렐은 <창 너머 아이와 여성>에서 평범한 실내 장식을 특이한 위치에 

배치하여 익숙하면서 묘하게 낯선 공간을 구성했다. 주로 상자형 침소를 꾸

미는 커튼과 그릇은 창문의 양쪽 끝과 상단에 배치되어 작위적으로 재구성

된 인상을 준다. 작품의 배경은 마치 여성의 상상에 의해 재조합된 공간인 

마냥 자연스럽지 못하다. 요컨대 낯설게 재구성된 공간은 환영을 보는 여성

의 병리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아울러 일렬로 나열된 사기와 창문의 양쪽에 걸려 있는 커튼은 작품의 중

심선을 기준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 않아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왼쪽에 

걸린 커튼은 오른쪽의 커튼에 비해 넓은 폭으로 펼쳐져 있다. 그리고 선반 

위에 구리 선반이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기를 나열한 선반

의 왼쪽에 공간이 남는다. 특히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의자는 보는 

이의 불안감을 배가시킨다. 원근법을 철저하게 구사하지 않던 프렐이 의자 

다리의 기울기를 몇 차례 조정했다는 사실이 밑그림에서 확인되었다.140) 이

와 같은 요소들은 환영을 보는 여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간접적으로 나

타낸다. <독서하는 노파>는 이러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매우 간소하지만 

<창 너머 아이와 여성>보다 사실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을 구축했다.141) 

침소를 창문으로 변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는 학자의 서재에 나타나는 1단 
창문이나 <열린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 있는 여성(Woman Leaning out of an Open 
Window)>처럼 길고 높은 창문을 그린 적이 있다. 심지어 <열린 창을 사이로 대화하는 
두 여성(Two Women Conversing Through an Open Window)>과 같이 창문을 통해 
소통하는 두 인물을 묘사한 작품도 있다. 다양한 창문의 형태를 묘사했던 프렐이 굳이 
침소의 구조를 변용하여 창문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프렐은 본인의 의지로 <창 너머 
아이와 여성>에서 여러 세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묘사했다. Fock, 앞의 논문(1998), 
pp. 223-224.

140) 프렐은 평소 원근법을 철저하게 지키거나 작품을 대거 수정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러
나 최근 적외선 반사 복사 촬영을 통해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의 의자 각도, 위치가 수
정된 흔적(pentimenti)이 발견되었다. 의자 다리, 좌석, 가로대의 길이와 위치도 가볍게 
수정되었다. Wagner and Stege, 앞의 논문, p. 141. 

141) 당시 네덜란드공화국을 방문한 기록에서 네덜란드 여성들이 매우 깨끗하게 집을 관리
한다는 사실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가 종교
적인 이유를 든다. 샤마(Simon Schama)는 칼뱅주의의 엄격한 윤리관으로 인해 네덜란
드 집안들이 깔끔하게 관리되었다고 기술한다. 한편 판 바벨(Bas van Bavel)은 이러한 
기록과 종교개혁 및 네덜란드 반란의 시기적 괴리를 들어 샤마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
는 오히려 네덜란드의 농업과 낙농업의 상업화로 인해 유제품을 보존하기 위해 위생관
리가 필수적이었다고 역설했다. 자세한 내용은 Bas van Bavel, "The Economic 
Origins of Cleanliness in the Dutch Golden Age," Past & Present 205 (2009), 
pp.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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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프렐은 <독서하는 노파>에서 깊이 있는 공간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

라 방을 채우는 빛을 따뜻한 색감으로 표현하여 <창 너머 아이와 여성>보

다 사실적인 배경을 구성했다. <독서하는 노파>는 노파를 사선으로 비추기 

때문에 보다 넓고 개방된 공간을 보여준다. 노파는 화면과도 바짝 붙어 있

지 않으며 뒤에 있는 창문과도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다. 반면에 <창 너

머 아이와 여성>에서는 정면에 있는 벽이 화면과 가깝게 표현되어 여성이 

있는 방이 비좁아 보인다. 특히 양쪽 벽면의 길이가 화면상 많이 잘렸기 때

문에 방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한편 프렐은 <독서하는 노파>에서 세월이 지나 낡아진 벽 표면을 따뜻한 

상앗빛으로 채색하였다. 이미 많은 학자들은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의 새하

얗게 밝은 실내공간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흐로텐보어르는 <창 너머 아이

와 여성>의 시간적 배경이 저녁이라면 작품 속 안쪽 방이 오일램프와 촛불

의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지적했다.142) <독서하는 노파>는 흐로

텐보어르의 서술처럼 상앗빛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

다. 창문에 반사된 빛 또한 노란빛을 띄고 있다.

말하자면 창을 꾸미는 커튼과 그릇, 방을 채우는 밝고 강한 빛, 일그러지

고 깊이가 얕은 공간은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의 비현실적인 배경을 부각

시킨다. 더구나 평안한 기류가 도는 노파의 방과 달리 다른 폭으로 펼쳐진 

커튼, 중심선에 맞춰져 있지 않은 구리 그릇의 위치, 그리고 위태하게 기울

어져 있는 의자는 감상자에게 묘한 위화감을 주는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한

다. 이는 마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의 심리를 대변하는 듯하다. 동시

대인에게 생소하게 느껴졌을 실내 장식은 화면 속 공간이 상상에 의해 만들

어진 인상을 준다. 따라서 감상자는 유령같이 표현된 아이와 어색하게 꾸며

진 공간이 여성의 환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를 <독서하는 노파>와 

비교했을 때 노파가 있는 방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공

간처럼 느껴진다. 

한편 두 작품은 여성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감상자에게 등을 돌린 채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여성과 달리 <독서하는 

142) Grootenboer, 앞의 논문,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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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파> 속 노인은 아이의 존재를 전혀 모르거나 못 본 체하고 있다. 아이가 

노파를 응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여성은 지긋이 성경을 읽으며 

침착한 모습을 유지한다. 특히 의자가 안정적으로 바닥에 붙어 있는 모습으

로부터 여성의 차분한 태도가 드러난다. 반면에 <창 너머 아이와 여성>에는 

아이에게 밀착하며 말을 건네는 여성이 나타난다.143) 이처럼 두 작품은 아

이와 여성의 관계를 주축으로 상반되는 내용을 나타낸다. 

<독서하는 노파>가 노년의 여성이 영적인 수양을 통해 환각 증상을 완화

하는 과정을 그렸다면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은 슬픔에 사로잡혀 아이의 

환영을 보는 어머니를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여성의 멜랑콜리

는 치료해야 하는 질환에 불과했다. 당시에도 아이를 잃은 상실감과 슬픔은 

환각과 망상이 수반되는 멜랑콜리와 엄연히 구분되었다. 동시대인들은 일차

적으로 유족의 애통한 심정에 공감하고 동조하였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부모

가 애도하고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했다. 『제프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

편을 죽이는 망상을 할 정도로 우울증이 극심했던 필로파이는 극의 후반부

에 딸의 환영을 본 후에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는다. 딸의 임종을 목격하지 

못하고 슬픔에 허덕이던 필로파이는 마침내 딸의 환영을 본 후 죽음을 받아

들일 수 있었다. 이를 프렐의 작품에 대입시켜 보면 <창 너머 아이와 여성>

은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영과 망상에 사로잡힌 필로파이를, <독서하

는 노파>는 사제의 말씀에 따라 딸의 죽음을 애도하고 천천히 슬픔을 극복

하는 필로파이를 보여준다. 즉, 두 작품은 각각 ‘멜랑콜리’와 ‘애도’의 이미

지로 그려졌다.

프렐이 시각적으로 <창 너머 아이와 여성>에서 아이를, <독서하는 노파>

에서 노년의 여성을 부각시킨 것도 멜랑콜리와 애도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은 정면에서 두 인물을 비추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는 아이에게 시선이 가게끔 유도한다. 반면에 <독서하는 

노파>에서 노파의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관람자는 작품의 중심에 있는 

143) 여성이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서술은 흔하게 찾을 수 있다. E. Plietzsch, 
"Ausstellung von Werken alter Kunst aus Berliner Privatbesitz. Mit 16 
Abbildungen," Der Cicerone 7 (1915), p. 205; Ella Reitsma, "A Connoisseur's 
Collection of Paintings," Apollo 104 (1976), p. 256; Kingzett, 앞의 논문, p.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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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여성을 먼저 보게 된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아이에 비

해 노파는 얼굴, 의복, 행위 모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포착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작품의 밑그림에서 노파의 얼굴 각도가 수정된 흔적

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144) 기존에는 여성이 왼쪽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얼굴의 반쪽만 묘사되었다. 옆모습은 평면적이면서 인물의 이목구

비를 온전히 묘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사선 각도는 여성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더 많은 세부 묘사를 가능하게 한다. 프렐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어 노파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 그는 

최소한의 인물 묘사를 추구하는 화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만큼은 

털모자의 질감이나 성경 구절을 손으로 하나씩 짚는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

하였다.145) 주름진 이마와 ‘장로교 교인의 눈(presbyterian eyes)’은 여성의 

나이와 신앙심을 가늠하게 한다.146)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이 아이를 통해 멜랑콜리와 환각 경험을 부각시킨

다면 <독서하는 노파>는 성경을 읽는 여성의 모습을 내세워 신앙심으로 히

스테리를 극복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전술하였듯이 멜랑콜리를 치료하기 위

해서 꾸준한 기도와 영적인 수행이 권장되었다. 따라서 노파가 시선을 성경

에 고정하고 손으로 구절을 짚는 모습은 단순히 여성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

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노파가 신의 가르침을 새겨들으며 우울증을 스스로 

144) 프렐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 인물의 이목구비를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비춘 경우가 많
지 않다. 그는 주로 등을 보이거나 고개를 돌린 여성이나 얼굴이 부분적으로 가려진 이
물들을 재현했다. 프렐은 이례적으로 <독서하는 노파>에서 노파의 얼굴을 작품의 중앙
에 놓고 세밀하게 표현했다. Wagner and Stege, 앞의 논문, p. 141.  

145) 노년기의 남녀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주로 계절 중 겨울에 빗대어 표현되었
다. 한편 멜랑콜리는 차갑고 건조한 토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늦가을과 겨울로 
상징되었다. 이러한 공통점에 근거하여 노인들은 주로 두꺼운 털로 된 의복을 입은 채 
재현되었다. Franits, 앞의 책(2008), p. 151.  

146) 브리에르-미슴은 손가락으로 짚어 성경구절을 읽는 모습, 털 보닛(bonnet), 나이든 
얼굴과 장로교 교인의 눈 등 풍부한 표현으로 여성의 외관을 묘사했다. Briere-Misme, 
앞의 논문(1935), p. 166. 시몬 샤마는 17세기 회화에서 노년의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인물로 그려졌다고 언급했다. 늙은 얼굴을 과장되고 익살스럽게 표현한 일부
의 사례 외에는 노파는 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차분한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샤
마는 노인의 주름에서 신앙심과 반추의 세월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Simon Schama, 
"Wives and Wantons: Versions of Womanhood in 17th Century Dutch Art," 
Oxford Art Journal 3 (198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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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는 모습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렐은 <창 너머 아이와 

여성>에서 환영에 미혹되고 상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여성과 <독서하는 노

파>에서 믿음으로 멜랑콜리를 극복해 나가며 애도하는 여성을 대조적으로 

그렸다. 결과적으로 그는 두 작품을 통해 신앙심으로 상실을 마주하고 나아

가는 삶을 간접적으로 장려했다.

창가의 환영이 나타나는 두 작품을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그 주제의식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아이의 모호한 존재와 더불어 화가의 불친절한 묘사

는 작품 해석의 어려움에 기여했다. 그러나 동시대 감상자가 창가의 환영을 

재현한 두 작품을 연결시켜 보았을 때 비로소 화가가 전하고자 했던 교훈을 

읽을 수 있다. 17세기 멜랑콜리가 대중적으로 성행하던 시기에 프렐은 묘사

하기 힘든 소재, 환영을 기발한 방식으로 시각화하였다. 멜랑콜리의 유행을 

가장 가까이서 접했을 관람자들은 프렐의 두 작품을 같이 감상하며 아이의 

존재를 환영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작품 속 여성의 사연은 관람자들이 접한 

문학 작품과 개인적 경험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에 따라 감상자들은 

프렐이 제시한 선택의 기로에서 마침내 신앙과 지혜로 무장한 삶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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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은 프렐 개인의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17세기 네

덜란드 장르화에서도 이례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각적 단서 없이 매우 

독특한 소재를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작품

의 수용에 치우친 연구 경향, 난해한 작품 묘사, 화가의 정보 부족 등 복합

적인 요인으로 이 작품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한 시도가 없었다. 나아가

서 프렐의 작품에 의미가 없고 반복되는 모티프가 많기 때문에 그가 회화의 

내용보다 형식에 역점을 두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전통을 벗어

나는 표현 방식으로 인해 학자들은 프렐을 17세기의 맥락에서 다루지 않았

다. 그 결과 19, 20세기의 예술적 경향 내에서 프렐의 작품을 설명하는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프렐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로서 당시의 회화적 관례와 사회적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하던 화가였다. 일례로 그는 손으로 작품을 빚는 제빵

사가 화가의 은유로 활용되는 것을 익히 알고 이 예술적 관행을 작품에도 

반영했다. 아울러 그는 멜랑콜리의 도상을 작품 곳곳에 묘사하여 여성의 우

울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능숙했다. 그는 여타 화가들과 같이 상사

병에 시달리는 여성을 묘사하지 않고 공허한 공간에서 혼자 있는 우울한 여

성을 그렸다. 심지어 프렐의 많은 거리 풍경 그림에서 턱을 괸 채 창밖을 

보는 남성이 포착된다.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프렐이 천재적인 화가로

서 고뇌하는 본인을 이 우울한 제빵사에 빗대어 그린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

다. 이처럼 프렐의 주 관심사는 넓게는 질환, 좁게는 멜랑콜리 그 자체였다.

그의 관심사는 당시 멜랑콜리에 대해 활발히 이루어지던 학문적 논의나 

멜랑콜리를 다루는 문학이나 회화 작품과 접점이 있다. 멜랑콜리의 주요 증

상으로 망상, 또는 환각이 대두되었으며 당시 극문학에서는 가족의 상실로 

인해 환영을 보는 경험을 주로 다루었다. 가족과의 사별이 초래했던 감정적 

동요는 아이들의 죽음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문학 작품, 서신, 지역 신문 등

에서 볼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죽은 아이의 임종 모습이나 승천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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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표현한 초상 전통이 17세기에 두드러지게 부상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아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문학과 예술은 부모의 애통함을 절절하게 

표현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족이 슬픔을 딛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제시한

다.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은 이러한 경향과 다르게 죽은 아이의 환영을 반

기는 어머니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창 너머 아이와 여성>과 <독서하는 노파>는 검은 창 너머 아이가 

있는 독특한 구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규격과 제작 시기가 비슷하여 주제

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독서하는 노파>는 결정적으로 아

이의 존재를 등한시하는 여성을 내세워 <창 너머 아이와 여성>과 구별된다. 

실제 창밖의 인물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노동과 종교 생활을 이어나가는 

태도가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다.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도와 

성경 읽기가 장려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서하는 노파>는 우울증을 신

앙으로 극복하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프로이트

(Sigm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빌리자면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은 멜랑콜리, <독서하는 노파>는 애도의 이미지로 해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창 너머 아이와 여성>이 제작되었을 시대적 맥락을 재구

성하여 작품을 재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유령 및 환영의 키워드에 착안하

여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환영이 갖는 의미와 이해되었던 맥락을 먼저 살펴

본 다음 화가의 작품 세계와 <독서하는 노파>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화

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프렐이 ‘어린 아이의 환영’ 이미지를 

통해 멜랑콜리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했는지 불

분명하다. 그러나 듀포트가 언급했듯이 프렐의 회화는 완성된 서사를 갖춘 

작품이 아니라 관람자의 개입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작품이다. 그는 작품

의 발상을 은밀하게 내보임으로써 감상자의 새로운 통찰을 유도했을 것이

다. 이에 따라 감상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예술적 지식을 동원하여 두 작품

이 전하는 통합적인 메시지를 읽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렐의 작품이 

17세기에 제작되고 수용되었을 배경 모두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이 

프렐의 모호한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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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cobus Vrel's 

Imagery of a Ghostly Child
Melancholy and Mourning

Suh, Jeongsu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rgues that the Imagery of a Ghostly Child conceived by the 

17th-century Dutch artist Jacobus Vrel (active in 1654-1662) 

encourages the pious conduct of the melancholic and bereaved by 

portraying two women genial or oblivious to a spectral child 

respectively. It attempts to reconstruct the comprehensive image of the 

apparition, which was addressed extensively in theology, medicine, and 

literature. Through this examination, this study aims to expand further 

knowledge on melancholy by elucidating this imagery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Jacobus Vrel's A Seated Woman Looking at a Child through a 

Window (c. 1656) depicts a woman greeting a ghostly child through a 

dark window, an exceptional subject in Dutch art. In contrast, Vrel's 

An Old Woman Reading, with a Boy behind the Window (c.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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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a similar composition, size, and probable date to that of the 

former painting, yet it portrays the old figure reading the Bible without 

noticing the presence of the spectral boy. The modestly adorned space 

and black window give a peculiar impression in both paintings. Still, 

the key element of this ambiguous imagery is the blurry representation 

of the child.

While ghostlike figures were uncommonly represented in Dutch genre 

paintings, apparitions were primarily discussed in contemporary 

literature, such as The Anatomy of Melancholy (1621) and Hamlet 

(1601). According to Protestant doctrine, apparitions were defined as 

devils disguised as the deceased or hallucinations of mentally ill people. 

Furthermore, hysteria, the gendered disease that was prevalent among 

women and predominantly associated with lethargy, idleness, and 

witchcraft, had negative connotations. Thus, the chronic depression of a 

mother lured by the illusion of a dead child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 parent naturally grieving after the loss of a child.

In a similar vein, consolation literature and mourning portraits in the 

17th century suggest emotional closure, rather than inciting sorrow and 

unconditionally sympathizing with the bereaved. After the Eighty Years' 

War, the newly incorporated Protestants grew anxious about their 

deceased family's predestinated and unprecedented future. The Dutch 

Reformed Church presented two strategies to alleviate this sort of 

apprehension and fear of damnation: first, promoting the art of dying 

and revering the memory of the deceased; second, enabling the 

portrayal of a dead child as an angel or spirit ascending to Heaven. 

The latter was feasible after the Synod of Dort (1618), in which the 

Church publicly recognized the salvation of young children nurtured by 

a faithful family. These two trends are conspicuous in literary works of 

Joost van den Vondel (1587-1679) and folk tales or portraits 



- 105 -

representing the child on his/her deathbed or as a departed spirit.

To summarize, An Old Woman Reading, with a Boy behind the 

Window, could have been construed as a scene depicting a bereaved 

mother conquering melancholy by devotion. So elaborately integrated 

into his oeuvre, women's melancholy was a compelling subject to Vrel. 

In this respect, he should have been knowledgeable about not only the 

symptoms of hysteria but also the healing nature of spiritual practice as 

a remedy for this disease. Also, the representation of a woman 

absorbed in housework or the Bible, despite the gazing figure outside 

the window, was articulated as a virtuous image. Hence, referring to 

this didactic image, Vrel may have intended to ennoble the old woman 

coping with melancholy. He strives to do so even when he includes the 

gazing apparition outside the window.  

To borrow Freud (1856-1939)'s terms, Vrel's Imagery of a Ghostly 

Child shows the image of melancholy and the image of mourning 

through two respective figures displaying different attitudes to the 

apparition. It can be speculated that these works would enable 

contemplation of the ideal life among its viewers. The viewer would 

interpret both works through the lens of their personal experiences and 

expertise in art and literature. Thus, the contemporary viewer would 

determine to fill in the blanks of Vrel's enigmatic imagery with 

theological and medical treatises, plays, and representations of childhood 

death. In the end, this reflection would encourage viewers to pursue a 

pious and sound life. 

keywords : Jacobus Vrel, melancholy, apparition, consolation literature,  

Joost van den Vondel, Dutch Golde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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