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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여행

베리 공작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  4월

(Tres Riches Heures du duc de Berry : 
Avril  c. 1412 - 1416)

The Limbourg Brothers (림뷔르흐 형제 1385 - 1416)

(양피지에 채색 필사본 세밀화 22.5 cm x 13.6 cm 콘데 미술관)

중세 화가 헤르만, 폴, 얀 림뷔르흐 형제는 방패, 깃

발, 국기 등에 상징적인 문장을 그려 넣는 네덜란드 

장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들의 삼촌 역시 화가로서, 

프랑스에서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 2세의 궁정화가로 

높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그 삼촌의 도움

으로 형제들은 파리로 건너가 도제 생활을 하다가 필

리프 2세로부터 성서의 채색 필사본 제작을 의뢰 받

는다. 필리프 2세가 죽은 후에는 그의 동생 베리 공작

의 후원을 받아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림뷔르흐 형제가 제작한 선구적인 양식의 채색 필

사본들은 종이나 양피지에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선

으로 사실적이면서도 세밀하게 이미지를 묘사하고,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세련되게 장식한 궁정 양식이

었다. 

그들의 대표적인 채색 필사본 중의 하나인‘베리 공

작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는 100개의 세밀화로 구

성되어 있다. 그 중 1년의 12달을 묘사한 세밀화들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각 달에 해당하는 별자리, 자

연 풍경, 성서 장면, 그리고 농부, 양치기, 소작농, 귀족

들의 삶이 그려져 있다. 

4월의 그림에는 생명이 피어나는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강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고, 

들에서는 여인들이 꽃을 꺾고 있는데 오른 쪽 정원

에서는 과일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그림 왼쪽 하단

에는 젊은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 듯 반지를 교환하고 

있으며, 이 모든 풍경을 감싸 안은 4월의 하늘은 청명

하고 푸르다. 

림뷔르흐 형제는 그들의 후원자 베리 공작과 함께 

모두 30세에 이 채색 필사본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

망했다고 한다. 당시 유럽을 휩쓸던 흑사병에 걸려 죽

었다고 전해진다. 미완성으로 남겨졌던 채색 필사본

은 1485년 경에 후대의 화가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이 기도서에 담긴 섬

세한 그림들은 중세 사람들이 인식한 시간의 흐름과 

세계관을 수백 년 후의 사람들에게 가만히 펼쳐 보여

준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김없이 찾아 오고, 그 

속에서 계절에 맞춰 살아가며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중세 삶의 풍경은 우리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동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