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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로 믿

는 믿음에서 출발하 다.처음 기독교가 될 당시 로마의 박해를 피

해 카타콤에 거주했던 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표 하고 공

유하기 해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고안했다. 기 기독교 시 부터

발 시켜온 기독교 도상의 상징성은 8,9세기의 성상(聖像) 괴 논쟁을

거쳐 보다 사실 인 조형성을 얻게 된다.그러나 성상 괴 논쟁은 동·

서방 교회의 분열을 래했고 이후 두 교회가 각기 다른 신학 을

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신학 미학의 표학자인 발타자(Hans

UrsvonBalthasar)는 동방교회를 ‘’(seeing)의 교회,서방교회를 ‘들

음’(listening)의 교회로 보았으며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로고스(logos)역

시 동방교회는 의미와 형(idea),서방교회는 말 (Verbum,word)을 뜻한

다고 하 다.그러나 두 교회 모두 451년에 있었던 칼 톤 공의회

(CouncilofChalcedon)의 결의를 따라 그리스도의 양성(兩性)교리,즉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한다.

세 기독교 회화에서 그리스도를 시각 으로 표 함에 있어 가장 요

시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神性)과 인간의 속성인 인성(人

性)을 어떻게 동시에 조화롭게 표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세 그리스

도 도상은 그 시 에 각 교회에 속한 술가들의 술성과 그 시 의 신

학이 만나서 생긴 결과물이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시각 으로

달해 주는 효과 인 매체이다.따라서 하나님의 의 (顯現)인

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면 수 그리스도를

표 한 도상을 통해서도 간 으로나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표출될 것

이다. 세 기독교 도상은 다양한 상징과 표 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

움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데,그리스도의 인성은 인간 수의 신

체를 통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세 그리스도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도상학

장치에는 하나님,성령,천사,해,달,별,천국 등과 주변 인물이 있다.

먼 ,하나님은 수태고지,그리스도의 세례,십자가 책형도에 등장하는데

주로 ‘DexteraDomini’,즉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타나거나 그리스도와

비슷한 생김새를 지닌 인물로 표 되어 있다.의인화된 하나님은 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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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리스도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표 되며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표 이다.

둘째,성령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며 각 주제에 따라 기름병을

들고 있거나 올리 가지를 물고 있는 모습 등으로 나타난다.비둘기가

반드시 등장하는 주제는 수태고지와 그리스도의 세례이며 십자가 책형의

경우 하나님,그리스도와 함께 삼 일체로서 나타나기도 한다.성경에서

성령은 기름부음을 상징하며 이는 곧 왕 혹은 신령한 제사장직에 오르

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셋째,천사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요한 요소이다.천사는

나사로의 소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상에 등장한다.천사는 주제에 따

라 하나님의 사자(使 )로서 하나님의 뜻을 달하거나 특정인물을 그리

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수종을 들기도 한다.

책형도에 등장하는 천사는 죽음 후 부활을 맞게 될 그리스도의 스러

운 승리에 환호하거나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쏟아지는 피를 성배에 받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넷째,천국은 의인화된 하나님,하나님의 오른손,비둘기 등 신성한 존

재와 함께 등장하며 주로 그리스도의 머리와 수직선상에 배열되는데 이

는 삼 일체의 상징이며 그리스도가 하늘의 신분임을 드러낸다.천국은

주로 색,어두운 란색의 반원으로 표 되거나 하나님의 을 상징

하는 붉은 색의 구름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다섯째,해,달,별은 로부터 세상을 지배하는 권 의 상징으로써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기 해 사용된다.그러나 책

형도에 등장하는 해와 달은 의인화되는 경우 소매를 들어 얼굴을 가리는

모습으로 표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곧 인성에 한 암시이다.

여섯째,그리스도 도상에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각 인

물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목격하거나 기 의 당사자가 되어 그림을 보

는 객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심지

어 책형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보이는데 후기로 갈수록 그리스도의 죽

음을 애도하는 표 이 강조되면서 주변 인물 한 극 인 감정을 표출하

게 된다.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한 도상학 장치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늘의 신령한 존재,즉

하나님,성령,천사,해,달,별 등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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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성은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에서만 암시된다.따라서 다른 어떤 도

상학 장치보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

려온 그리스도의 신체 그 자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먼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을 살펴보면 세 기에는 아기 수를 소

년이나 성인 수의 축소 으로 표 하는 등 인간의 자연 인 발달을 따

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낸다.이는 비록 2세 미만의 아기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 이다.고딕시 에 이르러서 수는 짧

은 머리와 통통한 볼을 가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그

리스도의 인간 인 면을 강조하는 표 이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신체가 거의 노출되어 수의 신성과 인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여기에서 신성은 완 히 노출되거나 암시된 성기의

표 과 비재 ,도식 인 신체표 에서 드러난다.성경의 맥락에서 보

면 세례 받을 때의 그리스도는 죄를 짓기 의 아담과 같이 완 히 순결

한 상태이므로 신체,특히 성기의 노출은 그의 신성한 죄 없음의 상징이

다.세례 도상 역시 세 말기로 갈수록 변화하는데 손을 가슴에 모으거

나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신분,하나님의 명

령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강조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변모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다.성경에서는 변모 시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 같이 빛나고 옷

은 희게 변하 다고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세의 변모 도상은 성경의

기록을 충실히 따르기도 하고 술가의 개인 인 해석이 가미되어 성경

의 기록과 달리 신성으로의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게 표 되기도 한

다.이에 따라 성경의 기록에 충실하게 묘사된 것은 신성을 강조하는 것

으로,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일상 인 모습으로 표 한 것은 그리

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사로의 소생은 그리스도의 일상 인 모습을 표 한 것으로 인성 인

표 이 두드러진다.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목을 길게 늘이거나

신체를 평면 ,비물질 으로 표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월 인 신성을

표 하고자 했다.

십자가 책형도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다.죽음은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세

기의 책형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을 떠서 정면을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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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으로 표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긴 승리,부활을 암시하

여 그의 신성을 강조한다.그러나 13세기 란시스코회(Franciscan)의

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이 강조되면서 당한 근육의 매혹 인

신체로 표 되던 그리스도는 꺾이고 뒤틀린 사지와 채 에 맞아 상한 피

부,붉은 피를 흘리는 인간 인 모습으로 표 되기 시작한다. 체 으로

12세기까지는 동방과 서방교회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었는

데 13세기부터는 신학의 변화에 따라 차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되었

다.

복식은 그리스도의 신체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 세 시 에 의복을

입고 있는 신체와 벗고 있는 신체는 신학 인 주제와 맞물려 요한 의

미를 지닌다. 한 유럽의 통에서 옷을 입는 것은 문명화의 증거이며

성 정체성을 인식 하는 수단으로써 옷을 입지 않은 신체는 착의의 개

념에 반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따라서 의복은 그 시 의 사회 규

범을 반 하는 한편 신학 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신체와 한 련

을 맺고 있으므로 다른 어떠한 도상학 장치보다 세 시 의 도상학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살펴보기에 효과 이다. 세의 그리

스도 도상은 크게 신체를 은폐하고 있는 경우와 그리스도의 신체를 노출

하는 경우로 나뉜다. 자의 경우 동방박사의 경배,그리스도의 변모,나

사로의 소생이 해당되고,후자의 경우 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 책형도

가 포함된다.각 도상에 나타난 복식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복식 종류에는 화려한 클라비(Clavi)장식

이 들어간 달마티카(Dalmatica)와 례복,콜로비움(Colobium)이 있다.

이 례복은 그리스도의 왕의 신분과 제사장 직분을 상징한다. 기

서방교회의 동방박사의 경배도상에서 그리스도는 팔리움(Pallium)을 입

은 모습으로 나타나며 성당의 가장 안쪽 지붕인 앱스(apse)에 치하는

데 이것은 만물의 지배자, 만능의 주의 상징인 토크라토르

(Pantocrator)를 연상 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복식형태는 비구조 은폐이다.이는 그리

스도 신체의 물질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12세기 나사로의

소생과 그리스도의 변모 도상은 비구조 인 옷의 주름으로 그리스도의

신체를 평면화시켜 비물질 이며 월 인 신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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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신성은 한 색채의 상징으로 나타난다.옷을 입고 있는 도

상에서 그리스도는 흰 색 혹은 붉은색의 튜닉(tunic)이나 달마티카 에

푸른색의 히마티온(himation)을 입은 모습으로 표 된다.성서에서 푸른

색은 하늘의 색으로 의 주를 상징하는 색상이다.이 색은 무한과

월을 상기시키는 색으로 붉은색과 함께 쓰 을 때 가장 성스러운 색으로

간주되었다.

그리스도의 복식에서 재질의 불투명성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신성을 강조하는 책형도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는다.동

방교회의 그리스도는 불투명한 재질의 로인클로스(loincloth)를 입어 그

의 하체를 완벽히 은폐한다.그러나 경우에 따라 죽음 후에도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성의 원성을 드러내는 도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체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를 드러내기 해 투명한 재질을

이용하기도 한다.이와 반 로 서방교회는 체모를 보여주거나 수난 받은

그리스도의 인체를 강조하기 해 투명하고 얇은 재질을 사용하 다.

한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복식에 표 된 장식을 통해서도 나타난

다. 표 인 장식은 달마티카에 들어가는 클라비와 그 당시 시 복식의

향을 받은 네크라인과 단,소매 끝의 장식선을 들 수 있다.이는 그

당시 왕이나 고 성직자의 복식에서 연유하는데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분

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체의 구조 노출로 드러난다.12세기의 동방교회

의 변모 도상은 몸무게를 한 쪽으로 싣는 콘트라포스토(Contraposto)자

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 인 드 이퍼리로 신체의 움직임을 드러

내 으로써 의복 안에 감춰진 인체를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한 서

방교회의 세례와 책형도에서 보이는 얇은 재질의 구조 인 드 이퍼리

역시 그리스도의 신체에 착되게 표 됨으로써 인성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속옷인 흰 색 혹은 붉은색의 튜닉(tunic)

을 통해 드러난다.성경에서 흰색은 거룩하고 완 한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나 그리스도의 속옷의 흰색은 온 한 순종,즉 종의 신분을 상징한다.

한 붉은색은 피 흘림과 죽음의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색상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복식의 투명한 재질을 통해 드러난다.고딕시 의

세례 도상은 흠 없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매혹 인 신체를 드러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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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클로스를 투명한 재질로 표 한다.반면에 14세기의 십자가 책형도

는 그리스도의 수난,죽음,고통을 강조하기 해 투명한 재질의 로인클

로스를 활용한다.동방교회의 십자가 도상에서도 투명한 재질의 로인클

로스는 그리스도의 흠 없는 신체를 드러냄으로써 죽음을 맞은 그리스도

의 승리,부활을 상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세 기독교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식은 수의 신체와 함께 표 되

거나 혹은 신체와 분리된 상태로 표 된다.복식은 착용자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가장 효과 인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의복은 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즉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사건들과 깊은 련을

맺음으로써 그의 신성과 인성을 뚜렷하게 상징한다.

주요어: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세 그리스도 도상,신학 미학,

기독론,비구조 은폐형 복식,구조 노출형 복식

학 번:2010-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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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 목 과 의의

1.연구의 목

신학 미학은 ‘신학으로 미를 보는’학문이다.기존의 철학 미학과

달리 신학 미학은 하나님경험으로서의 미 경험을 상으로 한다.신

학 미학은 신학 인 기 으로 미 가치를 별하고 미 단의 정당

성을 검토한다. 한 미 경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학 인 주제와

련해서 유비 혹은 비 성찰을 통해 궁극 으로 하나님 경험으로까

지 나아가도록 한다.신학 미학에 한 논의가 제기된 것은 비교 최

근의 경향이다.본래 신학은 미에 무 한 학문이 아니었는데 신학은 인

간의 감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다루고,미학은 인간의 감각과 감

수성을 시한다고 보면서 신학과 미학 사이에는 뚜렷한 간극이 생겨버

렸다.신학 미학이란 용어를 신학계에서 처음 사용한 네덜란드

종교 상학자 게라두스 반 데르 우후(GeradusvanderLeeuw)는 종

교와 술의 합일을 통해 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한 신학 미학의 표 사상가인 한스 우어스 폰 발타자(HansUrs

vonBalthasar)는 하나님은 진리와 선으로서 뿐 만 아니라 미로서도 계

시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미,아름다움은 존재의 유비(類比)를 통해

악할 수 있다고 하 다.존재의 유비란 모든 사물 안에 신의 존재가

내재되어 있어서 사물을 통해 월자를 유추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기독교에서 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몸으로 하나

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 한 존재이다.하나님의 ,곧 아름다움은

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월 아름다움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는 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

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 다.처음 기독교가 될 당시 로마의 박해



-2-

를 피해 카타콤에 거주했던 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표 하

고 공유하기 해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고안했다. 기 기독교 시

부터 발 시켜온 기독교 도상의 상징성은 8,9세기의 성상(聖像) 괴 논

쟁을 거쳐 보다 사실 인 조형성을 얻게 된다.그러나 성상 괴 논쟁은

동·서방 교회의 분열을 래했고 이후 두 교회가 각기 다른 신학

을 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발타자(HansUrsvonBalthasar)는 동방

교회를 ‘’(seeing)의 교회,서방교회를 ‘들음’(listening)의 교회로 보았으

며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로고스(logos)역시 동방교회는 의미와 형(idea),

서방교회는 말 (Verbum,word)을 뜻한다고 하 다.그러나 두 교회 모

두 451년에 있었던 칼 톤 공의회(CouncilofChalcedon)의 결의를 따라

그리스도의 양성(兩性)교리,즉 그리스도 안에 신성(神性)과 인성(人性)

이 결합되어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한다.

세 동·서방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시각 으로 표 함에 있어 가장

요시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인간의 속성인 인성을 어떻

게 동시에 조화롭게 표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세 그리스도 도상은

그 시 에 각 교회에 속한 술가들의 술성과 그 시 의 신학이 만나

서 생긴 결과물이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시각 으로 달해 주는

효과 인 매체이다.따라서 하나님의 의 (顯現)인 수 그리스도

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다가갈 수 있다면 유비론 에서 수

그리스도를 표 한 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할 수 있

게 된다.

세 기독교 도상은 다양한 상징과 표 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낸다.그 의복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 주는 요한 도상학 장치 하나이다.그리스도의 인성

은 무엇보다 그의 신체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신체와 가장

한 련을 맺고 있는 것이 복식이기 때문이다. 세 기독교 도상에서

복식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활동했던 시

배경 그림이 제작되었던 세 시 와 각 교회의 신학 특징을 보

여주는 요한 상이다.따라서 세 기독교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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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인 신성과 인성

의 두 가지 측면을 가장 효과 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신학 미학의 으로 세 그리스도 도상의 복식

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을 고찰하는 것이다.이것은 단순히 도상학 측

면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한 상징을 분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믿는 신앙의 차원에서 유비 ·

비 사고를 통해 세 그리스도 도상을 통한 미 경험이 하나님경험

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모색하기 함이다.

본 연구를 해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신학 미학에 한 해외 학

자들의 연구에는 게라두스 반 데르 우후(GeradusvanderLeeuw)1),

한스 우어스 폰 발타자(Hans Urs von Balthasar)2),리차드 해리스

(RichardHarries)3),리차드 빌라데서(RichardViladesau)4)등의 연구가

있었고,국내 학자의 연구로는 윤성범,유동식,심 섭,손호 ,김도훈,

최성수 등의 연구가 있었다. 우후는『종교와 술』을 통해 상학

에서 종교와 술의 합일을 추구하 다.발타자는『TheGloryof

theLord』 3부작 1부인 『A TheologicalAesthetics』에서 유비

사유에 의해 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사람

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듯이,아름다운 술작품 한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하 다.해리스 역시『 인을 한 신학 미학』

을 통해 술이 신의 아름다움을 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빌라데

서는 『신학 미학』에서 감정과 상상력,아름다움,그리고 술의 신학

요성을 분석하고 이것을 하나님에 한 계시의 신학과 연결 지었

다.신학 미학에 한 국내 연구자 가운데 윤성범5),유동식6),심 섭7)

1)GerardusvanderLeeuw,종교와 술,윤이흠 옮김 (서울:열화당,1988).

2) Hans Urs Von Balthasar,The Glory ofthe Lord:A Theological

Aesthetics,vol.1,SeeingtheForm,translatedbyErasmoLeiva-Merikakis,

ed.byJ.Fessio,SJandJ.Riches(Edinburgh:T& TClark,1982).

3)RichardHarries, 인을 한 신학 미학,김혜련 옮김 ( 주:살림,

2003).

4)RichardViladesau,신학 미학,손호 옮김 (서울:한국신학연구소,2001).

5)윤성범,기독교와 한국사상 (서울: 한기독교서회,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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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 신학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강조하기 해 신학에 ‘멋’개념을 도

입하 다.손호 은8)그의 서『아름다움과 악』에서 신학 미학의 필

요성에 해 언 하고 미학이 신학의 새로운 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음

을 피력하 다.김도훈은9)미 경험을 단순히 감각 혹은 감정 인 차원

에 제한시키지 않고 의미경험이라는 정신 인 차원에까지 확장시켜서 기

독교 인 성찰을 거친 경험만을 신학 미학의 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최성수는10)신학 미학에 한 학문 흐름을 살펴본 후,하나

님께 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미 기 을 가진 신학 미

학을 개하 다.

본 연구는 신학 미학에 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학 미학

의 필요성과 미학의 상,미 경험,미 태도,미 가치 등 신학

미학이 학문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통해 세

그리스도 도상을 철학 미학의 상만이 아닌 신학 미학의 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 토 를 마련할 것이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회화에 나타난 복식을 살펴보기 해 비잔티움

과,로마네스크,고딕시 련 문헌과 세의 기독교 회화에 련된 문

헌을 살펴보았다. 『Byzantine Art』11), 『Romanesque Art』12),

『GothicArt』13)은 세 시 의 술에 한 개 인 역사와 표

인 작품에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기독교 도상학의 이해』14),

6)유동식,한국신학의 맥 (서울:다산 방,2003).

7)신 섭, 술신학 (서울: 한기독교서회,2010).

8)손호 ,아름다움과 악.1,신학 미학 서설 (서울:한들출 사,2009).

9)김도훈,“창조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신학 미학의 시도,”장신논단 15

(1999):307-331.

10)최성수,신학 미학과 기독교 화 미학 (고양:자우터,2012).

11)CharlesBayetByzantineArt(New York:ParkstonePressLtd,2009).

12)V.CharlesandK.H.Carl,RomanesqueArt(New York:Parkstone

Press,2012).

13)V.CharlesandK.H.Carl,GothicArt(New York:ParkstonePress,

2012).

14)AndréGrabar,기독교 도상학의 이해,박성은 옮김 (서울:이화여자 학교

출 부,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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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미술과 도상』15)은 기독교 미술에 나타난 도상의 상징성에 해

분석하 다.『IconographyofChristianArt』16)는 성서의 내용에 기 하

여 기 기독교와 세 시 의 수 그리스도의 도상과 련된 방 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TheImageofChrist』17)는 그리스도에 련

된 도상을 기 기독교 시 부터 르네상스시 의 표 작품을 통해 주

제별로 분석하고 있다.『Iconsand Saints oftheEastern Orthodox

Church』18)와 『The Icon』19)『이콘과 아방가르드』20)는 동방교회의

기독교 회화에 해 다루고 있고,『TheEarly Italian School:before

1400』21)과『DevotionbyDesign』22)은 서방교회의 기독교 회화에 한

도상과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MeaningofNudityinMedievalAr

t』23)는 세 시 의 드와 나체에 한 연구를 모아놓았는데,이

페니 하월 졸리(Penny HowellJolly)의 연구 “Pubics and Privates:

BodyinLateMedievalArt”는 서방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체를 보는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한편,동방교회에서 그리스도 신체를 바라보는 시

각은『BeautyandtheMaleBodyinByzantium』24)을 통해 살펴볼 수

15)임 방, 세미술과 도상 (서울:서울 학교 출 부,2006).

16)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Greenwich:New York

GraphicSociety,1971).

17)G.FinaldiandN.MacGregor,TheImageofChrist(London:National

GalleryPublications,2000).

18)AlfredoTradigo,IconsandsaintsoftheEasternOrthodoxChurch(Los

Angeles:J.P.GettyMuseum,2006).

19)KurtWeitzmann,TheIcon:HolyImages—sixthtofourteenthcentury

(New York:GeorgeBraziller,1978).

20)이덕형,이콘과 아방가르드: 월 성스러움의 문화 표상 (서울:생각

의 나무,2008).

21)M.Davies and D.Gordon,The early Italian Schools:before 1400

(London:NationalGalleryPublications,1994).

22) Scott Nethersole,Devotion by Design (London: National Gallery

Company,2011).

23)Sherry C.M.Lindquist,The Meanings ofNudity in MedievalArt

(Surrey:Ashgate,2012).

24)MyrtoHatzaki,BeautyandtheMaleBodyinByzantium:Perceptions



-6-

있다.동·서방 교회의 기독교 미술에 한 국내의 연구로는 선한용,25)김

수,26)장 선27),신 형28)등의 연구가 있었다.선한용,김 수,장 선

등은 세의 회화를 동방교회 측면에서 고찰하 고,신 형은 기독교미

술을 뒷받침하는 신학이론에 해 연구했다. 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

에 따르면, 세 기독교 회화에 나타난 다양한 도상학 장치의 의미와

상징성을 도상학 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기독교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는 김 미29)와 하경희30),기독교 복식

에 한 연구로는 희31)의 연구가 있었다.김 미는 르네상스 이콘화

에 표 된 복식의 종교성과 세속성을 규명하 고 하경희는 그리스도 도

상의 복식을 시 복식과 비교·분석하 다. 희는 기독교 복식에 나타

난 상징성을 연구하 다.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세 시 의 그리스도

도상의 복식에 한 연구는 미비하 고 그리스도 도상 역시 철학 미학

에 의한 도상학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세 그리스도 도상이 단순히 술가의 개인 취향이나 술의지에 의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시 의 신학과 신앙이 결합된 산물이라면 철학

미학의 을 넘어서 신학 미학의 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 앞에서 언 했듯이,그리스도의 복식은 그의 신체와 더불어 신성과

인성을 효과 으로 드러내주는 매개체이므로 세 기독교 회화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식을 본 연구의 상으로 한다.

andRepresentationsinArtandText(Hampshire:PalgraveMacmillan,2009).

25)선한용,“동방정교회의 아이콘(Icon)에 한 역사 ·신학 인 이해,”신학과

세계 24(1992):128-147.

26)김 수,“동방정교회 아이콘 숭배 연구”(연세 학교 연합신학 학원,석사학

논문,1998).

27)장 선,이콘-신비의 미 (서울:기쁜소식,1993).

28)신 형,“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상이론,”미술사학 22(2008):43-68.

29)김 미,“르네상스 아이콘화에 표 된 복식의 종교성과 세속성”(서울 학

교 학원,석사학 논문,1993).

30)하경희,“11-16세기 스테인드 라스에 나타난 그리스도상의 복식연구: 랑

스를 심으로”(이화여자 학교 산업미술 학원,석사학 논문,1991).

31) 희,“기독교복식에 표 된 상징성에 한 연구- 기 기독교시 와 비잔

티움시 를 심으로-”(숙명여자 학교 학원,석사학 논문,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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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신학 미학의 의미를 고찰한다.

둘째,성서와 기독론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찰한다.

셋째,신학 미학의 으로 세 그리스도 도상에 나타난 신성과 인

성을 분석하는 틀을 마련한다.

넷째,이 틀을 활용하여 세 그리스도 도상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

성을 유비 ·비 으로 고찰한다.

2.연구의 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인 신성을 인간의 육체 안에 담고 있는 존재

이다. 세 기독교 회화에서 도상의 주제에 따라 신성이 강조되기도 하

고 인성이 강조되기도 하는 등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하게 표 되더라도

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동시에 표 되어야만 했다. 세의 기독

교 회화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양성(兩性)을 표 하기 해 만돌라32)등

다양한 상징과 알 고리를 고안했다.이러한 이유로 세 기독교 회화에

한 부분의 연구는 도상학과 상징성에 한 연구에 집 되어 왔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철학 미학의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세 기독

교 회화에 련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구체 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것을

철 한 교리와 신앙으로 표 하고자 했던 세 기독교 회화를 신학 미

학의 분석 상으로 삼고,이를 통해 의 문화에 용할 수 있는 새

로운 미 가치와 조형언어를 발견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세 기독교

32)두 개의 원을 병렬로 일부 겹쳐놓은 형상으로 원이 겹치는 부분이 아몬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기독교의 물고기 상징도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두 개의 원은 립 인 것이며 만돌라는 서로 립되는 것들의 조화를

상징한다. 수 그리스도 역시 신이자 인간으로써 립되는 두 극을 화합하는

존재이므로 만돌라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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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는 신념을 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미지의 힘과 요성을 환기

시킨다.움베르트 에코(UmbertoEco)는 를 일컬어 새로운 세라고

표 했다.33)그는『포스트모던인가,새로운 세인가』에서 시각 이미

지를 통해 효과 으로 교리를 달했던 세와, 상 이미지가 큰 권력

으로 작용하는 문화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둘째, 세 기독교 도상,특히 세의 그리스도 도상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시각 으로 달하고자 했다는 에서 텍스트 기반의 기독교 문

화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복식을 통한 신학 미학의 미 가치

의 발견에 있다.본 연구는 신앙을 바탕으로 성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묘

사하려고 했던 세의 기독교 회화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속성인 신성

과 인성의 양성 측면이 복식에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 한다.

복식은 사회,문화 인 특성을 반 하는 수단인 동시에 인물의 개인 인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세 유럽의 기독교회회에 나타난 복식은 다

른 조형 요소와 함께 그 당시의 기독교교리를 드러내는 상징 인 도구

뿐만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특성 내면의 속성까지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복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미

가치와 더불어 신학 미학의 측면에서 복식이 갖는 새로운 미 가치

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복식에 한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

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제 2 연구 방법과 범

본 연구는 기독교와 미학,미술사 복식사 련 도서 학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와 세시 동유럽과 서유럽의 기

독교 회화를 통한 사례연구를 병행한다.연구의 범 상은 세시

의 비잔티움제국을 심으로 하는 동방정교회와 서유럽을 심으로 하

33)UmbertoEco,포스트 모던인가 새로운 세인가,조형 옮김 (서울:새

물결,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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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마가톨릭교회의 기독교 회화 작품 그리스도 도상에 제한한다.

이 동방교회의 작품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던 콘스탄티노 과 러

시아를 심으로 살펴보고,서방교회 작품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이탈

리아와 독일 지역을 심으로 살펴본다.본 연구는 동방정교회를 동방교

회로,로마가톨릭교회를 서방교회로 지칭한다.34)

일반 으로 세미술은 비잔티움,로마네스크,고딕양식으로 구분 짓는

데,35)이것은 시간상으로 연속 인 개념은 아니다.비잔티움 미술은 동로

마제국,즉 비잔티움제국(theByzantineEmpire:395-1453)의 미술을 가

리키며 로마네스크미술은 약 10세기부터 12세기(지역에 따라 13세기)에

걸쳐 서유럽에서 발 한 미술이고,고딕미술은 체로 12세기 후반부터

15세기 반까지 서유럽에서 행해졌던 미술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세 시 에 제작된 여러 미술작품 그리스도를 표 한 회

화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동방교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신에게

받은 십계명 ,“ 를 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출애굽

기 20:4)라는 명령에 따라 동상은 거의 제작하지 않았다. 신 회화는

배의 도구이자 월 인 존재와의 만남의 매개체로 인식하여 ‘술의 형

식을 빌린 신학’의 치까지 격상되었다.36)서방교회의 로마네스크와 고

딕시 에는 그리스도의 성상(聖像)이 많이 제작 되었지만,동방교회와의

비교를 하여 회화작품으로만 그 범 를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세 그리스도 도상은 성화상논쟁이 일단락된 843

년부터 비잔티움제국이 멸망한 1453년까지의 작품으로 한정한다.이 시

기는 서유럽에서 세에 해당하는 로마네스크,고딕 양식의 시 구분

과도 거의 일치한다.교회사를 살펴보면,동·서방 교회가 공식 으로 분

34)임 상,권 ,황인욱 등은 비잔티움제국을 심으로 하는 동유럽의 동방

정교회를 동방교회로,서유럽을 심으로 하는 로마가톨릭교회를 서방교회로 지

칭하 다.

35)임 방, 세미술과 도상,3.

36)권순정,“교회사속에 나타난 성상(Icon)의 발 과정에 한 역사 고찰”

(감리교신학 학교 신학 학원,석사학 논문,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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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것은 1054년이지만 8,9세기에 있었던 성화상 논쟁이 분리의 결정

인 원인으로써 이미 9세기 반에 양 교회가 확실한 분리를 이루었다

고 한다.성화상 논쟁 후에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교권을 장악하게 되

며 서방교회는 기 로마 교회의 후계자로써 교황의 권 가 강화된다.

이것을 계기로 라틴문화의 향 아래 있던 서유럽 지역은 비잔티움 제국

과 구별되는 로마네스크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비잔티움 제국 역시

기 로마 제국 시 부터 지켜온 희랍문화의 향 아래 독자 인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각각 다른 교리를 주장하게 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기독교 회화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분명한 차이가 생겼다.동방교회는

표 인 회화양식인 이콘을 신학의 치로까지 격상시켰고,서방교회는

회화양식을 문맹자를 한 성서에 한 안내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그

러나 동·서방 교회 모두 그리스도를 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하게

여겼던 문제는 그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표 해내는 것이었다.본 연

구는 각기 다른 신학 배경을 가진 동·서방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는 복식의 상징성을 신학 미학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이를 통해 각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표 하기 해 사

용하는 도상학 장치가 성서와 어떻게 부합되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한 어떤 표 이 더 성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근 한지 고

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분석의 상이 되는 동·서방 교회의 그리스도 도상은 성서에서 그

내용이 언 되거나 성서의 본문을 통해 연상할 수 있는 것,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것을 상으로 한다.본문의 말 은 한성서공회

에서 출간된 성경 서 개역개정 37)의 번역을 따랐다.

37) 재 우리나라의 개신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 번역본이다.1938년

의 ‘셩경젼셔 개역’을 시작으로 1961년 ‘성경 서 개역 한 ’을 거쳐 1998년에

출간된 성경이다.성경 원문의 뜻에 가깝도록 수정하 으며 고어나 한자어를 쉬

운 한 로 바꾸었고, 의 맞춤법으로 수정하 다. 한 장애인 기피/차별 용

어를 하게 수정하 다.( 한성서공회:www.bs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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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신학 미학과 세 그리스도 도상의

이론 배경

제 1 신학 미학의 일반 고찰

1.신학과 미학의 개념

1)신학의 개념

신학을 가리키는 어 theology는 헬라어 theos(신)와 logos(말,가르

침,연구)의 합성어이다.어원에서 비롯된 신학의 의미는 ‘신에 한 가

르침’ 는 ‘신에 한 연구’이다. 재 신학은 체로 기독교에 국한되어

사용되지만,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 헬라인

이다.그들은 그 당시 신과 련된 상을 인간과 자연에 한 지식의

틀 안에서 고찰한 철학자들과 시인의 술을 일컫기 해 이 단어를 사

용하 다.38)

신학 개념의 역사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기 기독교 사상가들이 받

아들인 헬라인의 신학 개념은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 요한 변화를 겪

게 된다.신학은 더 이상 단순히 하나님에 한 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한 합리 인 해석으로 진화했다. 한 이 시기에 학이 출

하면서 신학은 학문의 한 분과가 되었으며,하나님에 한 지식에

을 맞춘 통합된 학문(science)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세시 까지의 신학은 로부터 내려오는 ‘지혜’(wisdom)의 성격

을 띠고 있어서 기독교인의 삶과 결부된 ‘실천 인’(practical)의미로 사

용되었다.39)18세기 독일에서 신학은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겪게 된다.

38)StanleyJ.Grenz,조직신학:하나님의 공동체를 한 신학,신옥수 옮김

(고양:크리스챤다이제스트,2003),32.

39)Ibi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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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기독교 사상가들은 신학이 하나의 통합된 실천 인 학문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신학을 오늘날과 같이 성서신학,조직신학,역사신학,실

천신학과 같이 세분화된 다양한 분과들의 총체로 보았다.이 게 해서

신학은 성경과 교회에 한 연구의 다양한 측면을 포 하는 의미로 정착

되었다.

오늘날 기독교는 신학을 ‘교의학’(dogmatics)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교의학은 원래 넓은 범 의 신학에서 세부분과의 하나로 여겨졌던 ‘조직

신학’(systematic or constructive theology)혹은 ‘교리신학’(doctrinal

theology)을 일컫는다. 의 신학이 보편 으로 다루는 주제는 하나님

(신론),인류와 피조세계(인간론),그리스도로서의 수의 정체성과 그가

가져온 구원(기독론),성령과 개인 세계 안에서 행하는 성령의 사역

(성령론),기독교 신앙의 공동체 표 으로서의 교회(교회론),창조를

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종말론)등이다.40)신학의 과제는 먼 ,기독교

만의 특정한 종교 신념 체계 교리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고 둘

째,신앙의 본질에 한 성찰과 셋째,신앙 헌신 개인 공동체

삶의 통합에 한 것이다.41)

이러한 신학의 정체성은 신학과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학문들과

의 비교를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를 들어,종교학 체로서의

실재(實在,reality)에 해 탐구하는 과학 철학과의 차이 을 살펴보

는 일은 신학의 고유한 학문 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된다.

우선,신학과 종교학은 모두 신념 체계를 탐구의 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 공통 이다.신학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한 신앙 성찰을 주제로

하고 있는 반면,종교학은 여러 신념 체계들에 한 학문 인 연구를 수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따라서 종교학의 연구방법은 특정한 연구 상

의 신념 체계에 한 개인 인 입장에서 벗어나 외부로부터 찰자의 시

선으로 상에 근하는 것이다.신학은 합리 이고 객 인 찰에 바

탕을 둔 학문 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신앙 공동체 즉,교회를 배경으

40)Ibid.,34.
41)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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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앙에 근한다.신학은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

의 참여를 제한다.신학자들은 개인 헌신의 에서 신앙의 본질과

내용에 하여 진술하며 종교학과 달리 상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신

앙은 신학과 종교학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이다.종교

학은 신앙이 없어도 연구할 수 있지만 신학 과제는 연구 상인 기독

교 통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에 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이 가능하

다.

신학은 세계를 바라보는 과 이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연·사회

과학과 유사성이 있다.신학자와 과학자는 우주와 인간이라는 연구 상

을 공유하고 있지만,그 목 과 방법은 상이하다.과학은 경험 찰을

통해 우주에 한 제와 가정들을 실험하고 결론을 도출한다.이와는

조 으로 신학은 세계를 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계 인 측면에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그러

므로 신학은 단순히 자연 인 상을 벗어나 창조에 참여하는 존재,즉

창조주와 련된 인간과 우주에 심을 갖는다.더 나아가 신학의 체

인 과제는 실재(實在)에 한 기독교 특유의 이해,즉 나사렛 수 안

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물리 혹은 경험 찰의 역을 넘어서는 월 인 실재에 해 연

구한다는 측면에서 신학은 철학과 유사성을 지닌다. 라톤과 아리스토

텔 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철학자들은 각자 형이상학 존재와 그 실재

를 증명하기 한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반면에

신학은 실재하는 유일한 존재를 하나님으로 제하며 신앙공동체 안에서

나사렛 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한 신앙으로 특유의 실재 을 제시

한다.

신학의 개념을 정리하면,신학은 신앙을 지닌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며,

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과 련된 시각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실재하는 유일한 월자인 하나님에 해 연구하는 학문이다.따라서 신

학의 사유의 상은 하나님과 신앙 혹은 종교 경험 신학의 방법론,

해석학 원칙들,그리고 가능성의 조건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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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자들은 체로서 실재를 연구 상으로 삼아 신앙의 으로 설명

하고자 하지만,그 어떤 신학 체계도 실재를 온 하게 악할 수는 없다.

신학에서 다루는 주제인 하나님,인간, 체로서의 세계는 궁극 으로 인

간의 지 능력으로 온 히 악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인간은

체험이나 계시를 통해 월 인 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함으로

써 단편 으로나마 실재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이러한

경험과 성경 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학은 유비모형(類比模型:analogue

models)을 통해 실재에 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유비모형은 실재

의 구조 계성을 재 하는 것으로 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에서 실재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창조,역사에 한 이해에 있어서 나사렛 수가 지

니는 의미에 을 맞춘다.그들은 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차지하는 요성, 수에 한 우리의 신앙이 모든 인간의 삶에 지니는

의미를 기독교 공동체가 설명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이러한 목 을

해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계시라는 에서 실재

에 한 유비모형을 구축한다.신학은 이처럼 하나님에 한 성경의 진

술을 제하고, 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경험을 기술하는 학문이다.

2)미학의 개념

‘미학’(Aesthetics)이라는 용어는 ‘감각을 통한 인식’을 의미하는 그리스

어 αἰσθητικός에서 유래한 것으로,18세기 반 바움가르텐(Alexander

Baumgarten)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그는『미학』(Aesthetica,

1750)에서 지식의 감각 인 양태와 구분되는 감각 양태에 해 연구

하 다.42) 바움가르텐은 미학을 ‘감각을 통한 인식의 학문’(scientia

cognitionissensitivae)이라고 말하면서 미학은 인식론에 비해 열등하지

만 ‘아름답게 사유하는 기술’(arspulchrecogitandi)혹은 ‘심미감(taste)

을 형성시키는 기술’(artsformandigustum)로써 미학을 통해 아름다움

42)RichardViladesau,신학 미학,32.



-15-

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바움가르텐에 따르면 미학은 상상력과 통

찰력을 연구하는 학문인 동시에 그것들의 산물인 술 작품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다.바움가르텐은 합리주의 철학에 비해 불분명하고 열등

한 것으로 여겨졌던 감각 인식의 차원을 학문의 역으로 고양시켰다.

바움가르텐의 학문으로서의 미학은 계몽주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계

몽주의 정의에 기 한 미학개념은 정신과 육체의 분리를 주장하는 데

카르트 철학의 이원론을 제로 한다.칸트는『순수이성비 』(1781)에

서 미학이란 감각 인식과 그 조건들에 한 학문이라 정의하 고,헤

겔은『미학강의』(LecturesonAesthetics)에서 미학을 아름다움에 한

연구,구체 으로는 순수 술의 철학에 한정한다.쉴러 역시『미학에

한 편지들』에서 미학의 상을 ‘아름다움과 술’로 규정하는데,그에게

있어 미학은 인간의 능력들이 통합되는 역이자,감각과 이성이 함께

활동하는 감정 혹은 정조(dasGemüt)의 조건에 한 것이다.

이상의 간략한 요약 고찰을 통해 통 인 미학의 상과 미학이 갖

는 심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감각과 상상력,감정에 한 일반 연구.

둘째,아름다움,심미감에 한 연구.

셋째,순수 술에 한 연구.

이 듯 미학과 련된 연구들은 향유 인 측면 혹은 창조 인 측면에

을 두고 수행된다. 의 철학 미학은 내연 으로는 술에 해

비 으로 성찰하며,주로 미와 취미의 본성을 주제로 다룬다.최근에는

미학의 경계가 더욱 넓어져서 존재를 지각하고 인지하는 방식,존재를

술 으로 구성하는 방식과 그 결과에 한 이론 인 성찰,사회비 의

통찰을 포함하게 되었다. 술의 본성에 한 다양한 이론 성찰과 미

학이 거의 구분 없이 쓰이기도 한다.

2.신학 미학의 형성

여기에서는 세 신학자의 미학에서부터 의 신학 미학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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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신학 미학의 정의와 주요개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1) 세유럽의 미학

(1)신 라톤주의

세미술의 미학 인 기반을 제공한 그리스철학자는 로티 스

(Plotinus,205-270)이다. 라톤철학의 흐름을 계승했다 하여 신 라톤주

의(Neo-platonism)라고 불리는 로티 스의 ‘미’론은 라톤사상을 그

로 이어받았다. 로티 스는 모든 만물이 월 인 지고의 실재인 ‘일자

(一 )’에서 유출되며, 제1단계는 정신(nous)이고, 제2단계는 혼

(psyche)이며,제3단계는 물질(hyle)이라고 보았다.제1단계는 지계이

며 제3단계는 감성계로써 라톤의 이데아와 실세계,성서에서의 말

과 무(無)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43)그러나 로티 스 철학의 양극

은 라톤철학의 이원론 인 성을 띤 것이 아니고 단계 으로 이동

가능한 일원론 성격이 강하다.유출론은 신 인 일자로부터 간단계

를 거쳐 아래의 물질계로 내려오는 과정을 포함한 일원론이라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일자로의 귀향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는데,사람의 혼이 아

래 단계에 있는 물질계를 벗어나 정신 인 단계에 근하기 해서는 반

드시 혼의 정화가 필요한데, 이것을 혼의 내 상승인 명상

(contemplation)으로 보았다.즉,인간의 혼이 근본 인 실재(實在)인

일자와의 합일을 이루려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몰아지경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며 이것은 미 인 신비주의의 특징을 보여 다.44) 로티

스에게 있어 참다운 미는 형도 없고 색도 없는 에 보이지 않는 지

인 미이다.미 그 자체는 각 물체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이데아로서의 미

로 존재한다.미의 이데아는 형이상학 실재이고 참다운 실체로써 지상

에 있는 물체는 오로지 그러한 형이상학 실재의 반 일 뿐이다.이러

한 미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미의 이데아가 인간의 마음속에 하

43)임 방, 세미술과 도상,603.

44)Ibid.,604.



-17-

나의 인상(印象,formulae)으로 선재해 있기 때문이다.신은 미의 이데아

를 창조함과 동시에 인간의 혼 속에 그 이데아의 인상을 심어놓았다.

따라서 감각기 을 통해 감지되는 지상계의 미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이데아의 인상과 일치될 때 아름답다고 느껴진다. 술가는 미의

이데아를 추구해야 하는데, 로티 스는 참다운 미를 찾기 해서는

마음의 정화를 거쳐 순수한 상태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45)이러한

로티 스 철학은 기독교의 하나님에 의한 창조 개념과 일치하여 신 라

톤주의의 미에 한 개념이 기독교의 미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2)아우구스티 스의 미학

세의 철학 미학은 신의 창조에 의한 자연미는 우월하고 인간이 만

든 술작품은 열등한 것으로 여겼다.그러나 아우구스티 스는 술작

품을 신의 미에 한 흠모로 보았다.그는 『고백록』(Confestiones)과 6

권으로 된 『음악론』(Demusica)에서 지상의 미는 보이지 않는 성스러

운 미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 다.이는 라톤의 이데아로서의 미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데 아우구스티 스는 이데아의 미를 월 인 신의

속성을 지닌 미로 치시켰다.그의 미에 한 견해는 세미학에 결정

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46)이어서 그는 라노의 성 암 로시우스

성당에서 성가를 듣고 감동하여 386년경에 집필한 『음악론』에서 신의

미를 우주의 조화와 원한 수(數)와 연결시켰다. 원한 수,리듬으로서

의 신의 미는 계측가능한 일상 인 시간단 의 리듬의 미와는 차원이 다

른 것으로,끝이 없는 원한 리듬으로서의 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47)

아우구스티 스의 미학은 아름다움을 통하여 신에게 근할 수 있다는

말로 변된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람들이 술작품을 만들고 애호

하는 것은 과 귀를 즐겁게 하기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미의 원천인

신의 덕을 흠모하기 한 것이다.이 같은 미의 복합 인 성격에 해

그는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그 즈음,나는 열등한

45)Ibid.,603-605.

46)Ibid.,606.

47)Ibid.,6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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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좋아하느라 심연 속을 걷고 있었다.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

운 것밖에 무엇이 있는가.그 다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도 체 무엇이 우리를 당기고 사로잡아서 사물

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고움과 맵시가 없는 것이면 사랑할 마음이 움

직여지지 않을 것이 아닌가?”이러한 그의 고백 속에는 신학 인 차원에

서 미와 쾌를 결부시키려는 능 인 심미주의가 드러나고, 미 차

원의 문제를 탐구하려는 정신이 간 된다.48)

(3)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철학

13세기에 들어서 라톤의 미의 이데아에 련된 아우구스티 스의 신

비주의 사상은 퇴색하고 아리스토텔 스의 철학사상을 기반으로 한 스

콜라철학이 이탈리아 출신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의 주도 하에 탄생한다.13세기에 스콜라철학이 등장한 배후

에는 리 학의 창설과 아랍세계를 거쳐 유럽에 된 아리스토텔

스의 자연학 사상이 있다.아리스토텔 스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학문

은 원한 실재에 해 연구하는 형이상학이지만,그 형이상학은 자연학

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했다.그는 자연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하여,자연의 본질인 운동, 는 자연 사물들의 생성·소멸과 질료

구조에 하여 고찰하 다.자연의 생성,변화,운동은 질료가 그 목

인 형상을 실 하는 과정으로 해석되었는데,이것은 ‘자연은 어떤 것도

헛되이 만들지 않는다’는 자연의 합목 성을 의미한다.아리스토텔 스는

신이 자연의 천체계를 지배하는 근원 인 존재로서 세계라는 기계를 움

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다.그러므로 신 지의 직 이며 명료

한 보임새는 원불멸하고 규칙 인 천체의 운행이고,이것이야말로 신

의 의지의 행동 인 과시라는 것이다.49)

12세기에 이르러 아랍의 자연학이 본격 으로 서구세계에 도입되어 자

연과학 합리주의가 싹트게 되는데,이것이 기독교의 신앙과 히 결

48)Ibid.,607.

49)Ibid.,6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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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탄생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철학이다.아퀴나스는 신

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제에서 아리스토텔 스식의 사고를 받아들여 상

계의 구체 인 사물에서부터 출발했다.그는 실제 존재하는 세계에서 출

발하여 그 존재가 무엇인지,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그 존재의 조건

이 무엇인지를 탐구했다.아퀴나스는 거기서부터 모든 존재하는 사물의

원천으로서의 존재자체,곧 신을 증명하는데 온 힘을 기울 다.그는 철

학의 원리이며 목 인 존재자체에 한 탐구를 기독교의 창조론과 연결

시킴으로써 자신이 출발 으로 삼은 아리스토텔 스철학을 넘어선다.여

기서 각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 자체인 신이 자신의 창조를 통해서

각 사물에게 존재를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 신에 의

해 창조된 모든 사물은 자체의 근원인 창조주에게로 되돌아가려는 성향

을 갖고 있는데,이것이 곧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다.50)

스콜라철학이 당면한 문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었고,이 문제

는 곧바로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는 문제로 연결되었다.이성과 신앙의

문제는 스콜라철학의 가장 핵심 인 문제인데,아퀴나스는 ‘나는 이해하

기 해서 믿는다’는 말로써 이성이 지닌 가능성을 제시했다.이성은 단

지 신으로 향한 이성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모든 것을 이

해한다는 것도 포함한다.이것은 인식이 신앙에 앞선다는 의미인데,아퀴

나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신앙에서 이성의 권리를 내세웠다.신

이 은총으로 인간에게 내리신 인간이성은 그 능동 작용으로 자연일반

에 한 인식은 물론이려니와 신에 한 인식과 은혜에 한 자각도 가

능하다는 것이다.인간이성은 월 인 신을 근거로 두고 있어 원성을

갖는다.51)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 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당 의 모든

요한 문제를 과감하게 지 하고 해결하고자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고

자 하 다.그는 신 지가 인간이성에게 주어진 신의 은총으로 보았고

신을 인식하는 것,자연을 인식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믿는 이성만

능의 형이상학을 개하 다.52)

50)Ibid.,626.

51)Ibid.,627.

52)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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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는『신학 』(SummaTheologica)에서 ‘미는 보고 마음에 드

는 것’(idquodvisum placet)이라고 정의 내린다.미를 직 인식 혹

은 마음에 드는 쾌로 보는 것이다.그는 술작품을 술가가 질료 속에

어떠한 착상을 주입한 것으로써 이지 인 차원의 것으로 간주하 다.그

래서 술품의 미는 질료를 통하여 어떤 정신 인 즐거움,정신 인 쾌

를 갖다 다.스콜라 철학에서 정신 인 쾌는 지성과 감성이 동시에 작

용하는 즐거움이고 마음의 편안함을 뜻한다.사람은 즐거움을 리지 않

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감각 인 곳에서 이성 인 곳으로,거기에서

최종 으로 깊고 무한한 정신을 흠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감성과 이

성의 편안함을 느끼는데 이 상태가 바로 쾌다.이것은 아퀴나스의 신학

미론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모든 존재는 신 인 미에서 유래한다.신

인 미와 유사한 미가 창조에 부여되어 술작품을 창조하는 술가는

신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다.53)

아퀴나스에게 술은 신의 지에 의해 창조된 질서 잡힌 자연을 인식

하는 수단이자 모방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반 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 스 향 아래 직 인 경험에 의한 인식으로부

터 출발하여 신의 미를 보기 한 정신 이고 기술 인 활동의 결과로

나온 것을 술로 본 것이다.

2) 의 신학 미학

앞에서 세의 미학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신 라톤주의의 미는 물질

계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이데아 인 개념으로 존재하며 이것은 신이 창

조한 것으로 인간의 혼에도 내재해 있다.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내

재해 있는 미의 인상과 일치되는 상을 바라보았을 때 아름답다고 여기

게 된다.아우구스티 스는 신의 아름다움을 자연미에서 뿐만 아니라

술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신의 아름다움은 술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술작품의 아름다움을 통해 신에 한 인식

53)Ibid.,62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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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아퀴나스는 신의 은총인 인간의 이성으로 사물을

찰함으로써 물질의 미를 좇다보면,더 높은 수 의 미를 찾게 되고 결

국에는 최상 의 신의 미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 다.따라서 세의 미

학은 공통 으로 월 인 신의 미를 인정하고 있으며 신의 미는 자연미

에도 계시되지만 술작품을 통해서도 간 으로 드러나고,이것은 신

에게 주어진 인간의 능력에 의해 악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그러나

신학에서 감각 미에 한 논의는 합리 인 이성 심의 근 를 거치면

서 쇠퇴하 다.

신학과 술 혹은 신학 미학에 한 논의가 신학에서 다시 제기된 것

은 비교 최근의 경향이다.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본래 신학은 미

혹은 미학에 무 한 학문이 아니었는데 신학이 미학에 멀어지게 된 것은

신학이 인간의 감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간주되

고,미학은 인간의 감각과 감수성을 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

미에 한 신학 심이 쇠퇴한 다른 이유는 근 세계에 어들면

서 미학이 과학과 경제와 정치에 한 새로운 이해와 상충된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54)신학이 미에 해 다시 심을 갖게 된 것은 서구 신학의

이성과 문자 심이 드러낸 한계와 멀티미디어와 상 시 의 도래

술에 한 정 이해의 제기 때문이다.포스트모던 시 에 들어와서

신앙의 감각성과 체험에 한 강조가 제기되면서 신학 미학에 한

심이 증 되었다.55)여기에서는 의 신학 미학의 표학자인 우

후와 발타자의 이론을 심으로 신학 미학의 상과 그 상을 인식하

기 한 방법론 술작품에 한 해석의 을 살펴보겠다.

(1)게라두스 반 데르 우후(G.vanderLeeuw)의 상학에 입각한

신학 미학

게라두스 반 데르 우후(G.vanderLeeuw,1890-1950)는 20세기 세

54)김도훈,“창조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신학 미학의 시도,”307.

55)김 동,“신학 미학’에 한 선교신학 연구:헤라르두스 데어 이유

의 ‘성과 속의 아름다움: 술 속의 성스러움’을 심으로,”신학논단 64(2011):

29.



-22-

계 종교 상학계를 주도한 네덜란드출신 종교학자이다.56)그는 종교학자

이면서 기독교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1932년의 그의 서 『Wegenen

Grenzen,StudieoverdeverhoudingvanreligieenKunst』(길과 경계:

종교와 술의 계에 한 연구)에서 그가 스스로 신학 미학이라고

부른 술에 한 심을 엿볼 수 있다.57)그는 우선 종교와 술의 연

계에서 발견되는 네 가지 계 도식을 설명한다.첫째,원시문화에서의

종교와 술의 일치,둘째,종교와 술의 외형 인 연계 속에서의 종교

술의 고양,셋째, 립구조 안에서의 종교와 술의 상반,넷째,새로운

일치에 의한 사로서의 종교 술이 그것이다. 우후는 네 번째의 항목

을 통해 통 인 교회 술의 새로운 존재의미를 기술하려고 했다.종교

술이 술 일반과 구분되는 하나의 술로 존하고 있음을 승인하

고자 한 것이다.물론 보편 인 술은 종교 술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둘은 표 을 한 수단을 공유하며 형식이나 행 인 측면 역

시 동일하다.다만 신학 으로 말해 종교 술이 신에 의한 창조의 표상

이라면 일반 술은 인간에 의한 창조의 표상이다.이 두 창조가 새로운

일치로 만났을 때 종교 술은 삶을 해 사하게 되는 것이고,삶의 경

험 안에서의 의미를 기반으로 하는 술 일반은 삶을 해 이미 주어진

사를 수용하면서 다른 형태의 사를 담당하는 것이다.58)즉, 술의 모

든 창조 인 행 는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와의 조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술과 성(聖:거룩)의 계에 한 성찰에서 우후의 심은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말 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최고의 아

름다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룩으로부터 아

름다움으로,아름다움에서 거룩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과 동시에 그것의 한계를 환기하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

형태를 이해하고 아름다움의 궁극 인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근거들

56)안신,“종교 상학의 주요 인물과 최근 동향-네덜란드 종교 상학 와

데 크리스텐센을 심으로-,”철학과 상학 연구 39(2008):124.

57)정진홍,“G.vanderLeeuw 연구,”종교학 연구 11(1992):38.

58)Ibid.,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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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 결국 타자인 하나님에게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이를 해

그는 상학 인 연구를 통해 신학 미학에 매우 의미 있는 통찰을 안

겨주었다.신학 미학에 한 다른 시도들에 비해 그의 특징은 술과

술 형식들에 한 신학 인 의미를 밝힌 데에 있다.신학 미학을 해

석학으로 이해한 것이다.이것은 우후가 정리한 다음의 에서 잘 표

되었다.

“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반 하고,하나님의 움직임은 우리를 이 땅

에서 움직이게 한다.드라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놀이를 제한다.언어 술은 원자와 그의 사역들을 담아서 나타내는

찬양이다.건축은 잘 지어진 도시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윤곽을 우리에

게 나타내 보여 다.음악은 원한 의 메아리이다.회화 술에서..

술가는 물질 인 형태로 있는 이미지의 특징들을 가시화한다.”59)

우후에게 있어서 신학 미학은 상학 인 찰에 근거하여 해석함

으로써 술에서 궁극 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의 연결

을 추구하는 것이다.그가 이 게 시도하는 이유는 술과 종교 사이에

존하는 갈등 때문이다.이 갈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해서는

상호 분리 혹은 배척 이외의 것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그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술의 종교 인 기원을 밝히려고 노력했고 이에

근거해서 종교와 술의 일치 혹은 통합의 가능성을 추구하 다.60)그는

술과 종교의 통합은 하나님의 부름에 한 인간의 응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신학 미학은 바로 이런 통합의 가능성을 수 그리스

도에게서 찾는 작업이다.다시 말해서 우후에게 있어서 신학 미학의

필요성은 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탕으로 술과 종교의 통합에 있다.

달리 표 한다면, 술의 종교 혹은 제의 인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

있다. 우후의 신학 미학에는 기독론 특히 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 사고가 지배 이다. 술에 한 상학 인 찰과 기술만으로 만족

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는 가운데 신학 인 사고로 나아갈 수 있게 하

59)최성수,신학 미학과 기독교 화미학,102.

60)Ib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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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의 근거는 바로 수 안에서 발견되는 신성과 인성을 다루는

성육신 신학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61)

(2)한스 우어스 폰 발타자(HansUrsvonBalthasar)의 신학 미학

발타자는 바르트(KarlBarth)의 『교회 교의학』에 지 한 향을 받으

며 신학 사유를 개해 나갔다.스스로 바르트 신학에 한 연구를 수

행하기도 했는데,신학 미학에서 다소 소극 인 태도를 보 던 바르트

에 비해 발타자는 그것에 한 이유를 바르트가 존재의 유비(類比)를

정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찾는다.존재의 유비에 근거해서 신학 미학을

조직신학의 한 분야로 주장하는데 매우 선구 이었던 발타자는 그럼에도

형이상학의 세 가지 가치인 진선미 가운데 미의 이 다른 두 개에 비

해 상 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그는 단지 그동안 잊힌

미에 해 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62)

발타자에게 있어서 신학 미학은 철학 미학의 개념으로 작업하는 것

이 아니라 신학 방법에 따라 계시의 내용으로부터 개되는 신학이다.

그는 신학 미학을 ‘하나님의 ’에 한 연구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은

그의 신학 미학에서 ‘형상’과 함께 핵심 개념을 형성한다.바르트와 마

찬가지로 하나님의 과 련해서 그가 시하는 것은 의 나타남

으로서의 아름다움이며,이것을 매개하는 것으로 그리고 방법으로서의

‘형상’이다.형상에 해서 그가 주목하는 것은 수 그리스도이다.다시

말해서 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을 아름다움으로 하는 계시의

내용이면서 한 형상이다.이것은 그의 책 『형상을 』에서 심층 으

로 다 진다.

신학 미학의 첫 번째 책의 서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발타자가 조직

신학 안에서 신학 미학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다.첫째,결코 분리될 수 없는 형이상학 세 가치 가운데 하나인 미에

심을 기울임으로써 진과 선의 시각을 보충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고 둘

61)Ibid.

62)Ibid.,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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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과거 기독교 사상에 강력한 향력을 행사했던 미의 이 배제되

면서부터 기독교 사상은 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그는 “미가 없는 세계에서..선은 매력,곧 마땅히 행해져야 할 명증성

을 상실했다...미를 정하는 것이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는 세계에서

진리를 입증하려는 노력은 설득력을 상실했다...미를 더 이상 읽어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존재를 증거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심지어

발타자는 미의 형태를 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존재의 미가 아무 가치

가 없으며,그는 나 에 불에 던져지고 마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고 말

한다.이 듯 아름다움에 손실을 요한 이유는 세 개의 월 인 가

치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에도 합리 인 통이 강하게 철되면서 감

성은 상 으로 평가 하되었고 미는 그동안 심의 상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 미학에서 기 되는 것은 먼 는 미에 한 심

이 어떻게 진과 선의 을 보충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한

미의 이 회복됨으로써 기독교 신학은 과거와 어떤 에서 달라질 것

인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를 해 발타자는 먼 하나님의 계

시에 한 감각 인 인식의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왜냐하면

진과 선은 월자에 한 인식을 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진과 선에

만 치 했던 월자에 한 인식이 월자에 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야만 소 보충한다는 말이 성립되기 때문이다.그리고 이어서 발타자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신학 사유의 충만함을 가져왔던 사례들을 고찰하

는데 이것은 감각 인 인식을 계시 인식의 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사례

를 역사 으로 살펴 본 것이다.이로써 그는 월자에 한 감각 인 인

식이 신학 인 통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음을 역설하고 미가 배제되

지 않았을 때 신학이 어떠했는지를 구체 으로 보여 수 있었다.그리

고 끝으로 인식론 인 에서 볼 때 신학 미학은 기존의 철학 미

학과 어떤 에서 구별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신학 미학의 학문 자리

매김을 시도하 다.미학의 필요성을 환기해주는 의 두 가지 이유는

발타자가 신학 미학을 통해 기독교 신학의 온 성을 추구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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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데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타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

했던 미학을 다시 형이상학의 궤도 로 올려놓고자 한다.

발타자는 신학 미학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형태에 한 지각론”으

로 보았다.그에게 있어 미학은 순수하게 신학 인 의미를 지녔다.미학

이란 완 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이라는 을 신앙 안에서

지각하는 것이다.그는 사랑이란 내 실체는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지

각된다고 보았고 인간의 감각 인식능력으로 악할 수 있는 형상이

수 그리스도임을 주장했다.

3.신학 미학의 정의

세에서부터 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한 추구와 그

것이 표 된 술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신학

미학의 요 개념을 에 열거한 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신학 미학은 술에 한 기독교 철학으로 일컬어지는데,

기존의 신학이나 미학과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신학에서 더욱 완 하게

월자에 해 인식하고자 하는 필요성 등에 의해 두되었다.여기에서

는 신학 미학에 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학 미학의

필요성, 상,미 경험,미 태도,미 가치 등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1)신학 미학의 정의

신학 미학은 “ 술에 한 기독교 철학”63)으로 일컬어지는데,신학

미학에 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신학 미학은 하나님의 을 감각 으로 지각하는 인식론 인

노력이다.둘째,감각 으로 통찰하고 만든 결과물인 술작품들과 그것

63)DorothyLeighSayers,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한다,홍병룡 옮김 (고양:

한국기독학생회출 부,200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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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원리를 탐색한다.셋째,작품들을

하나님의 행 와 말 에 근거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다.넷째,미학

단 혹은 진술에 한 신학 인 정당성 혹은 합성을 묻는 비평작업이

다64).기독교 술은 단순한 미 경험을 넘어 하나님 경험을 목 으로

삼기 때문에,신학 미학은 미 경험을 통해 하나님 경험으로까지 나

아갈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한다.기독교인의 미 경험은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 경험이 된다.65)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미를 주제로 하는 신학 미학은 하나님의 진과

선을 다루는 분야인 교의학과 윤리학에 비해 비교 그 요성과 필요성

이 늦게 받아들여졌다.왜냐하면 신학 미학의 상인 아름다움,특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한 논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한 이성 인식에 의한 연구에 비해 감성

인 지각에 의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하려는 미학은 우선 감성

인식능력에 한 불신으로 인해 학문성이 결여되었다고 여겨졌다.신학

미학은 먼 교의학이나 윤리학처럼 신학 내의 한 학문분야로써 고유

한 역을 확보하기 해 구체 인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학문 방법론

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 다.신학에서 미학의 필요성을 주장한

학자들은 먼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

첫째,진과 선 이외에 미는 신학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독자 인 역

을 가지는가,둘째,미학은 신학에서 필요한가,셋째,감성 인 지각에 의

해 존재인식이 가능한가이다.이 듯,미학이 신학 내에서 받아들여지기

해서는 교의학과 윤리학과의 계에도 차별화된 분명한 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더 나아가 미 상,미 태도,미 인식,미의 정의

등에 한 미학 인 연구를 신학 으로 성찰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한

편,신학 미학에서 존재 인식의 세 가지 차원이면서 보편 인 세 가지

가치인 진선미 가운데 특히 미,아름다움에 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는 감각과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향을 미치고

64)최성수,신학 미학과 기독교 화 미학,169.

65)StanleyHauerwas,교회됨,문시 옮김 (서울:북코리아,201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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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 교회와 삶의 장에서 기독교 술의 활성화와 더불어 미학

이 기독교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한 목회 차원에서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신학 미학의 필요성은 신학에서 미 인식

의 필요성과 계가 있다. 술의 신학 인 의미를 탐색할 때 먼 제기

되는 질문은, 술이 감각 인 것을 매개로 비가시 인 존재를 지시하거

나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아니면 술 상상력을 통해 존재 자

체를 드러내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후자의 의미라면 술과 존재가 같

은 차원이 됨으로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술작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험이 있다.따라서 술의 신학 인 의미는 체로 그것을 매개

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성례 66) 인 의미에 제한된다. 술 인

식은 성례 인 기능을 갖는 한에서 신학 인 의미가 있다.이것은

술에 한 신학 인 해석을 시도한 우후의 시각으로부터 찾아 볼 수

있는데 술과 신학의 계에서 건은 술 자체가 아니라 술에 한

인간의 태도와 과 이해,그리고 사용의 합성 문제이다.67)

엄 히 말해서 술의 본질은 비가시 인 것을 가시화하는 일이고,유

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지시 혹은 표 하는 것이며,정신 인 것을 물

질 인 것으로 환기 혹은 표 하는 것이다.경우에 따라서 술은 감성

인 인식을 매개로 이성 인 인식을 종합 으로 통찰하기도 한다.그러

므로 기독교 술은 자신을 상으로 계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그리고 성육신 종교의 본질 인 특성을 반 한다.따라서 본 연구

는 신학 미학을 통해 기독교가 시 정신이었던 세의 교회에서 제작

되었던 그리스도 도상을 신학 성찰과정을 통해 유비 으로,혹은 비

인 시각으로 살펴 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술미를 통해 드러나

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신학 미학의 상

66)비가시 인 신의 은총을 가시 인 매체를 통해 달하는 기독교의 제의.

67)최성수,신학 미학과 기독교 화 미학,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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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미학에서 존재의 유비(類比)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사

물에 나눠주어 그 사물들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지

하게 되는 원리이다.원래 인간의 감각 지각능력으로는 월자인 하나

님의 아름다움을 악할 수 없는데,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계시를 이용하여 인간으로 하여 부분 으로나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한다.같은 방식으로 고 그리스의 형이상학 미학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술작품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월자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자연미 혹은 술미를 통해 월자의 존재를 미루

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학 미학은 오히려 존재의 유비(類比)를 통해 하나님은 악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발타자가 존재의 유비(類比)개념을 가

져온 시와라의 사상을 살펴보면,존재의 유비(類比)는 ‘살아 계신 하나

님과 만나는,붙잡을 수 없는 지 ’으로 묘사된다.이것은 양극,즉 신의

월과 신의 내재 사이의 긴장이며 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가시성으로서

의 피조물 체와 그것을 월해 있는 신 자신의 불가시성 사이의 긴장

이다.우리가 이러한 간극을 좁 월자인 하나님을 부분 으로라도 알

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방법뿐이다.68)하나님이 자신을 드

러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악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형태로 계시

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즉,하나님의 아

름다움, 월자의 신성이 인간인 수 안에 담겨 표 됨으로써 인간의

지각능력으로 월자의 아름다움을 지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같은 방

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을 드러

내려는 목 으로 창조된 자연과 술을 통해 부분 으로나마 악될 수

있다.

신학 미학의 주제로서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성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하

68)김산춘,발타살의 신학 미학,감각과 월 (경북:분도출 사,2003),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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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아름다움에 해 가장 많이 언 하고 있는 곳은 이사야서와 시편

이다.이사야 35장 2 69)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으로 표

하고 있다.하나님의 은 하나님의 나타남 즉,하나님의 을 의

미하는데,성경에서는 아름다움, 엄, 휘,그리고 권능 등과 같은 맥락

에서 사용된다.70)즉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낼

때 인간에게 인식되는 형태가 아름다움인 것이다.바르트와 발타자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의 형태로 보았다.

이 밖에도 시편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련된 아름다움을 언 하고

있다.시편 50편 2 71)과 시편 65편 4 72)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시편 8편 1 과 8편 9 73),시편 135편 3 74)

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에 해 언 하고 있다. 한 시편 21편

3 75)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다.이사야 12

장 5 76)과 28장 5 77)에는 하나님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

69)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바논의 과 갈멜과 사론의 아

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70)Patrick Sherry,Spiritand Beauty:An Introduction to Theological

Aesthetics,2nded.(London:SCM Press,2002),54.

71)온 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72)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

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 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73)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 하늘을 덮었나이다,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 그리 아름

다운지요

74)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

을 찬양하라

75)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하시고 순 을 그의 머리에 우셨나이

다

76)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77)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화로운 면류 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 이 되실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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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에 해 말하고 있다.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름답고,그와 계 맺는 방식도 아름답고 그

와의 계 안에 있는 피조물 역시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다.78)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 아름다움의 형태로 나타나고 하나님과 련된 것은 그

의 아름다운 속성으로 인하여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이 구체 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이해하기 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름답다는 말 자체는 어떤 상에 한 미 평가라고 할 수 있다.창

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

님 자신이 직 창조한 상을 향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4,10,12,

21,25,31)고 언 한 장면이 나온다.이것은 성경의 70인 역의 그리스어

‘칼로스’의 번역어인데,타타르키비츠에 따르면,이 말은 원래 ‘성공 ’이

라는 뜻에 가깝다고 한다.79)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

신 것은 아름다움 자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피

조물에 한 언 이라는 사실이다.창세기 자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

해 세상에 자신의 뜻과 속성을 드러내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 로 만들

어졌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보았다.80)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명확하

게 드러난다.(히 1:3)발타자와 우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그의

은 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성경

은 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 온 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을 나타내었다고 말한다.그리스도는 세

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요 3:16,롬 5:8)을 나타내고,구원이 성취되

도록 하나님의 보냄(요 17:3,18)에 순종하되,세상이 하나님의 의에 이

르게 하려고,곧 죄 용서를 받게 하려고 죽기까지 순종(빌 2:8)하

다.81)성경은 여러 곳에서 수 그리스도를 아름답다고 묘사한다.82)여

78)최성수,신학 미학과 기독교 화 미학,140.

79)Ibid.,150.

80)PatrickSherry,SpiritandBeauty,54-62.

81)최성수,신학 미학과 기독교 화 미학,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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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83)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

라 죽기까지 순종함을 두고 묘사한 단어이다.즉 아름다움에 한 미

단의 기 이 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한

그리스도의 태도 음을 알 수 있다.정리하면,성서에서 언 하는 하나님

의 아름다움이 인간에게 지각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수 그리스도84)

이며 그의 겸손,희생,순종85)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단하는 미 가치

라고 할 수 있다.86)

3)신학 미학의 방법론

(1)성령에 의한 조명

기독교에서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소통하는 으로 인간으로 하

82)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

으심이니(히 리서 1:4),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보자시라(히 리서 8:6),그러나

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

성이니 이는 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 서 2:9)

83)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

도다(이사야 53:2)

84)여호와의 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 하셨느니라(이사야 40:5)

85) 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

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

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수의 이름에 꿇

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5-11)

86)최성수,신학 미학과 기독교 화 미학,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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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인간과 인

간의 교통을 가능하게 한다.87)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Edwards)는 세상의 아름다움

은 성령의 존에 의지한다고 말했다.88)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

어 타락한 이후 모두 죄성(罪性)을 갖게 되었다.이 죄성으로 인해 하나

님의 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제작된 술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 하게 표 되었다고 말

하기 어렵다.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수 그리스와 자연, 술 작품의 아

름다움을 통해 드러날 수 있지만 인간이 그것을 인식하거나 표 하는데

있어서 죄성의 방해를 받는다.그러나 성령은 죄성이 여 히 인간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자연과 술 작

품, 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도와 다.

따라서 신학 미학에서 성령의 역할은 피조물을 매개로 하나님의 아름

다움을 보게 하고 술가에게 감을 주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

러내는 작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아름다움은 피조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계를 표 하는 개념이다.신학 미학에

서 아름다움의 인식은 하나님과의 계를 제하고,이 제는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해진다.89)

(2)신학 주제 연구

아름다움은 지각 경험이지만 인지 으로 성찰될 때 지각경험을 넘어

의미를 지시한다.신학에서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지각 아름다움이 아

니라 신앙인으로서 얻는 쾌감과 련을 맺는다.따라서 신학 인 의미에

서 아름다움은 기본 으로 하나님 뜻의 실 을 지향한다.90)그러므로 신

학의 주제로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은 신앙 경험의 바탕이 되는 미 경

험에 한 신학 인 성찰과 련이 있다.

87)Ibid.,163.

88)PatrickSherry,SpiritandBeauty,96.

89)최성수,신학 미학과 기독교 화 미학,160.

90)Ibid.,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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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미학의 주제로서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다.그러나 미

경험 자체는 비록 상 으로는 하나님 경험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결

코 같지 않다.하나님은 미와 추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타락한 인간에

게는 하나님을 상으로 삼아 아름답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그러한 능력

도 갖춰져 있지 않다.91)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한 언 은 미 경험을

넘어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근원임을 성찰했을 때 가능하다.이것은 인간

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드

러냄과 연 이 있다.물질 인 매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인간은 분

별의 능력을 동원하여 ‘아름답다’는 술어로 자신의 하나님 경험과 인식을

표 한다.하나님에 해서는 미 단이 가능하지 않기에 그것은 하나

님의 언어를 반복하는 것이며 단지 기도와 찬미로 지시하는 것일 뿐이

다.92)아름다움은 하나님 자신의 나타남이며 하나님 뜻에 합한 것,바른

계 속에 있음을 두고 주신 하나님의 평가 언어이며,그것을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 속에서 즐거움 혹은 깊은 교

훈을 얻는다.

미 경험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거나 그것에 해 아름답다고

말하는 행 사이에는 매개 역할이 필요하다.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험

이다.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에 한 강력한 경험을 가리킨다.93)

하나님의 나타남과 그것에 한 경험이 없는 하나님 인식은 가능하지 않

기 때문이다.바로 이 이 신학 미학의 고유한 역이다.다시 말해

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한다는 것은 그 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학 미학과 철학 미학의 요한 구분이기도 하다.철학

미학에서의 미 경험이 미 상과 련하여 감각 인 지각을 통해 수

용된 것을 인지 으로 성찰함으로써 의미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하나

님의 존과 행 에 따른 경험은 하나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미

91)Ibid.,147.

92)Ibid.,148.

93)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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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미와 술과 함께 미학의 세 가지 주요 범주 가운데 하나로 일상

의 모든 경험 가운데서 특수한 형태이며 미 상에 한 미 태도에

의해 일어나는 경험이다.미 경험은 월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에 비해 기독교의 하나님 경험은 하나님의 말 과 행 에 따라 인간에

게 일정한 감정 인지 인 반응,믿음,그리고 경건한 태도가 일어나게

하는 경험이며 한 상이 분명하다는 에서 일반 인 종교 경험과 확

연히 구분된다.94)종교 경험은 월 경험일 뿐이다.이에 비해 하나님

경험은 성서의 하나님 행 를 인식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

취를 기 함으로써 세계에 한 새로운 인식에 이르거나 자기 자신의 의

미를 깨닫고,경우에 따라서는 경험하는 자의 완 한 변화를 동반하는

경험이다.물론 양자 모두 종종 몰아 이라는 에서 자기 월 이며,경

험 안에 암묵 으로 혹은 명시 으로 함의되어 있는 보편 인 의미를 지

향하는 목 을 갖는다는 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다.그러나 하나님 경

험은 인간의 경험과 성찰을 발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 경험이나 미 경험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해도 결

코 같지 않다.

따라서 존재 경험과는 달리 하나님 경험의 원형은 성경에서 찾아야 한

다.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경험의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95)

첫째,삼 일체 하나님과 계하며 구속사 이다.둘째,인격 이다.인간

의 지각 능력 안에서 이 지지만 하나님의 주권 인 방식으로 이 진다.

이것은 인 타자로서 경험되며 무한한 신비를 동반하는 계다.셋째,

하나님 경험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고 인정하도록 한다.경험하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자의 반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드러난다.넷째,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한

다.다섯째,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한다.여섯째,하나님을 찬

송하고 경배하게 한다.일곱째,치유되고 변화된 삶을 가능하게 한다.여

덟째,약속에 한 충만한 기 를 하게 한다.아홉째,소명에 순종하게

94)Ibid.,127.

95)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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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열째,기도로 이끈다.96)

여기에서 신학 미학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신학 미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미 경험에서 하나님이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신학 미학은 하나님의 나타남이 인간에 의해 아름다움으로 인

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즉,신학 미학은 하나님 경험을 미학 인

에서 기술하고, 미 경험을 신학 으로 성찰함으로써 하나님 경험

이 가능할 수 있기 한 조건을 탐색한다.

그 다면 미 경험은 어떻게 하나님 경험이 되는가.이것은 신학 으

로 보면,크게 세 가지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97)첫째,미 경험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 경험이 된다.이것은 미 경험의 과정에

성령이 조명이나 감을 통해 직 개입함으로 하나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둘째,기독교 인 주제와 더불어 유비 으로 혹은 비 으

로 미 경험을 이해하는 것도 미 경험을 통한 하나님 경험으로 이르

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즉,미 경험의 내용이나 주제가 기독교 인

주제와 유사할 때는 유비 인 성찰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기독교 인 가

치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비 인 사유를 통해 성찰하는 것이다.

이 듯,기독교와 련한 성찰은 미 경험의 범 를 확장시켜 주며,

미 경험의 질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해 다.뿐만 아니라 신학 인 측

면에서도 미 경험에 한 유비 이고 비 인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하나님 경험을 기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성서의 형론(豫型

論,Typology)을 통해 미 경험이 하나님 경험이 될 수 있다. 형론은

실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보다 더 큰 실재를 표하는 것을 탐색하는

것이다.이것은 유비론과 비슷하다.유비론은 피조물 체와 련해서 의

미론 인 이해를 제할 때 가능한 일이지만, 형론은 성경에 나오는

구체 인 인물이나 사건 혹은 피조물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 구분된

다.98)

96)Ibid.,129.

97)Ibid.,127.

98)Ibid.,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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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론을 통한 연구

신학 미학은 하나님 경험으로서 미 경험을 기술하며,미 가치를

별하고,그리고 미 단의 정당성을 신학 으로 검토한다.그리고 그

상을 신학 인 주제와 련해서 유비 혹은 비 으로 성찰하여 궁

극 으로는 하나님 경험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세 그리스도 도상의 미 경험을 통해 하나님 경험에 이르

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따라서 미 경험이 되는 상인 회화를 신

학 인 맥락,특히 그리스도를 상으로 하는 기독론을 통해 유비 ,비

으로 성찰하고 형론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이 과

정을 거쳐 하나님경험이 되는 미 경험의 미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표 1>신학 미학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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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수 그리스도의 신성·인성에 한 일반 고찰

세의 그리스도 도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도상의 상이 되는 수 그

리스도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경 인 성서

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 시키기

해 이 땅에 내려왔던 인간으로 소개되어 있다.이 에서는 수 그리스

도를 기독론 인 과 성서의 형론 인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미 상을 유비 ·비 으로 분석하기 해 미 상과 련

된 기독교 주제를 살펴보는 것과 형론 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신학

미학의 방법론을 따르기 함이다.이를 통해 세 그리스도 도상의 분

석에 있어 도상학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도상의 본질 의미와 내용까

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인 해석의 틀을 세우고자 한다.

1.기독론으로 본 수 그리스도

1)그리스도의 명칭

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명칭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그 에 일부는

그의 성격을,일부는 그 직분을,일부는 그가 세상에서 해야 하는 사역과

련이 있다.

(1) 수

수라는 이름은 히 리어 여호수아(Jehoshua,Joshua,수 1:1,슥 3:1)

는 수아(Jeshua,스 2:2)의 헬라어 형이다.구세주를 의미하는 이 일

상 이름의 유래는 미상이다.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 그

것이 어근 야샤(yasha’히필형은 hoshia’,구원하다)에서 생되었다는 것

이지만,여호수아가 수아로 바 경 에 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다.

다른 견해로는 여호(Jeho:여호와)와 슈아(shua:도움)에서 생된 합

성어라는 것이다.그 명칭은 구약 성경 속에 잘 알려진 수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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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형에 나타나 있다.99)

(2)그리스도,메시야,임마 엘

수가 개인 인 명칭이라면,그리스도는 공 인 명칭에 해당된다.그리

스도는 구약성경의 메시야(요 1:41,4:25)의 그리스어 번역어이다.메시야

는 히 리어 마쉬아흐ַחיִׁשָמ (‘기름 붓다’의 의미인 마샤흐에서 생)와

동격어이며,‘기름을 바른 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이

스라엘 법에서는 지 가 높은 사람,특히 유 인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메시야는 향료를 몸에 바르는 법으로부터 이 단어가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사장,왕, 언자

다.유 교에서는 이사야서에 언된 것과 같이 다윗과 같은 통치자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 는 해방시키는 자를 이른다.유 인들은 메시

야를 정치 인 의미에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지도

자로 여겼다.그러나 기독교에서 메시야는 수 그리스도를 이르며 그를

혼의 구원자로 믿는다.한편 구약 후기 시 의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언한 임마 엘(사 7:14)을 메시야로 해석하고 있다.(미 5:5)

한 마태복음에서 메시야는 장차 태어날 수에 한 상징 호칭으로 사

용하고 있으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다.(마 1:23)

구약 시 에는 왕과 제사장들이 정식으로 직 를 이어받을 때 기름부음

을 받았다.(출 29:7, 4:3,삿 9:8,삼상 9:16,10:1,삼하 19:10).특히 왕

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호칭되었다.(삼상 24:10)왕이나 선

지자 등 나라를 정치 으로 는 종교 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부은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했고(사 61:1,슥 4:1-6),기름 부음은 성별

된 인물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했다.(삼상 10:1,6,10,16:13,14)

기름 부음은 직분에 임명함과 기름 부은바 된 자의 신성한 계 결

과 인 신성 불가침성의 확립(삼상 24:6,26;9,삼하 1:14),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달함(삼상 16:13,고후 1:21,22)의 가시 상징이었

99)LouisBerkhof,조직신학,권수경 옮김 (서울:크리스챤다이제스트,1991),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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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0)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음에 해 구약성경은 시편 2:2,45:7에,

신약성경은 사도행 4:27,10:38 에 언 하고 있다.그리스도는 원

에 그의 직분에 임명되셨지만,역사 으로 볼 때 그의 기름 부음은 그

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1:35)와 그가 특히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은 장면(마 3:16,막 1:10)이다.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인류구원

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부여했다.

(3)인자(人子)

성경에서 인자는 특정한 상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다.히 리 성경

에 나오는 인자는 일반 인 의미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신해 사용되

던 표 (벤아담:םדאןב)이다.이 벤아담은 ‘인간’을 말하는데 특히 인간

이 약하고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101)구약 성경에서 이 명칭은

시편 8:4,다니엘서 7:13 에스겔서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인자라

는 명칭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를 때 가장 일상 으로 사용하던 칭호

다.그리스도가 이 호칭을 40회 이상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다른 사

람들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는 이 호칭을 거의 쓰지 않았다.102)보스

(GeerhardusVos)는 그의 책 『 수의 자기 계시』에서 이 명칭의 용례

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첫째,인자의 종말론 도래를 분명히 언

하면서 사용되었다.(미 16:27,28,막 8:38,13:26)둘째,그리스도의 고난,

죽음,부활에 한 내용과 함께 사용되었다.(마 17:22,20:18,19,28:12,

12:40 병행 구 들)셋째, 수의 자연 측면과 선재성(先在性)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구 들(1:51,3:13,14,6:27,53,62,8:28등)에서 살

펴볼 수 있다.넷째, 수님의 인성과 련되어 있는 구 (막 2:27,28,

요 5:27,6:27,51,62)에서 그 를 찾아볼 수 있다.103)달만(Gustaf

Dalman)은 인자라는 칭호를 ‘수의 인성을 확증하는 명칭 뒤에 메시야

100)Ibid.,542.

101)ChristopherWright,구약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홍종락 옮

김 (서울:성서유니온선교회,2010),184.

102)LouisBerkhof,조직신학,542.

103)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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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을 의도 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았다.그러나 그리스도가 자

신을 인자로 부른 것은 그가 메시야로 불리는 것에 한 유 교 악용

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는 자신을 인자로 부름으로써 메시야직에

그 자신의 천국 심 (heaven-centered)정신을 불어넣었다.그리고 이

로써 그가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높이 고양시킨 것은 그의 기 제자들

이 그를 가장 천국 인 명칭으로 부르기를 주 했던 것과 연 성이 있

다.104)

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완 한 인간이어야 했다. 세의

신학자 안셀무스(Anselmus,Cantaberiensis)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

셨는가?』(CurDeusHomo?)에서 속죄의 필요성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

랑에 두었다.105)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타락한 인간과 화해할 수 없으

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고자 한다.그러나

인간의 완 한 속죄는 인간만이 신할 수 있으므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표자로 인류의 죄를 신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류구원에

한 계획이 성취되었다.

(4)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었다.첫째,이

스라엘 민족을 일컬을 때(출 4:22,렘 31:9,호 11:1),둘째,이스라엘의

직분자,특히 다윗 가문의 약속된 왕을 일컬을 때(삼하 7:14,시 89:27),

천사들을 일컬을 때(욥 1:6,2:1,38:7,시 29:1,89:6),셋째,일반 인 경

건한 사람을 일컬을 때(창 6:2,시 73:15,잠 14:26)사용되었다.그러나

신약시 에는 오직 수만이 이 명칭을 사용하 고,다른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에게만 이 명칭을 사용했다.이 명칭을 그리스도에게 용할 경

우 네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성경에서 항상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복합 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106)

첫째,직분 는 메시야 의미로 사용된다.그리스도의 성격보다는

104)Ibid.,543.

105)Ibid.,609.

106)Ibid.,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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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를 묘사하는 경우,메시야는 하나님의 후사와 표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되었다.귀신들이 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 을

때도 메시야 의미로 사용되었다.107)마태복음 24장 36 ,마가복음 13장

32 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이 외에도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와 변화 시에 들린 음성에 포함된 명칭도 이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마 3:17,17:5,막 1:11,9:7, 3:22,9:35)그러나 이 구 은 한 삼

일체 의미도 포함한다.108)

둘째,삼 일체 의미로 사용된다.이 명칭은 그리스도의 본질 신성

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그 자체로는 선재(先在) 아들 됨(sonship)을

가리키며,이는 그리스도의 인간 삶과 메시야로서의 공식 소명을 완

히 월하는 개념이다.이 같은 용례는 마태복음 11장 27 ,14장

28-33 ,16장 16과 병행 구 들,21장 33-46 ,22장 41-46 ,26장 63

과 병행구 에서 찾아볼 수 있다.요한복음에서도 수는 자신이 하나

님의 아들임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다.(6:69,8:16,18:23,10:15,30,14:20

등)신약성경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는 형이상학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되고 있다.(롬 1:3,8:3,갈 4:4,히 1:1,기타 다수)109)

셋째,출생 의미로 사용된다.그리스도는 그의 자연 출생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된다.이 같은 용례는 그의 인성의 기원을 하나

님의 직 · 자연 부성(父性)에서 찾는 가복음의 유명한 구

(1:35)에 나타나고 있다.이 외에도 마태복음 1장 18-24 ,요한복음 1장

13 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사용된 를 발견할 수 있다.110)

넷째,윤리-종교 의미로 사용된다.신약에서는 이 같은 의미에서 믿

는 자들에게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마태복음 17:24-27의 ‘하나님의 아들’은 윤리-종교 의미로 수께 용

되었다고 할 수 있다.111)

107)Ibid.

108)Ibid.

109)Ibid.,543-544.

110)Ibid.,544.

111)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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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Kurios)

‘주’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된 70인 역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용

되는데,여호와의 동격어로 쓰이거나 아도나이(Adonai)의 번역으로 쓰

다.이 밖에도 인간 경칭을 하나님께 용시키는 경우에 쓰인다.(수

3:11,시 97:5)신약 성경에서 이 명칭이 그리스도에게 사용될 경우에도

비슷하게 세 가지 경우로 사용된다.첫째,정 하게 경의를 표하는 인사

형식(마 8:2,20:33),둘째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 개념을 내포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과 권 의 표 (마 21:3,24:42),셋째,권 의 최고 함축어

로서,사실상 하나님과 동의어(막 12:36,37, 2:11,3:4,행 2:36,고

12:3,빌 2:11)로 사용된다.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는 이 명

칭이 마지막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부활 이 에도 사용된 실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이 명칭에 신성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마 7:22, 5:8,요 20:28)이 명칭은 구약에서 비롯된 것인데 본 명칭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 옴에 따라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불변하는

요소는 권 있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다.바울 서신은 추가 으로 그

권 와 소유권이 이 에 획득한 권리들에 의거한다는 개념을 제시한

다.112)

2)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세 ·인간 존

재로의 지상 신분(earthlystate),승귀(承貴)되고 화(榮化)된 천상

신문(heavenlystate)으로 나 수 있다.113)

(1)승귀(承貴)의 신분(ThestateofExaltation)

승귀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얻게 된 신분을 의미한다.

승귀를 통해 수 그리스도는 계약 ·형벌 측면에서 율법의 지배를 벗

112)Ibid.,

113)Ibid.,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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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고,그 결과 행 언약의 조건이 되는 율법의 무거운 요구와 주를

벗어 버렸다. 한 율법과의 형벌 계를 공의 계로 신하 고,

죄인들을 해 획득한 구원의 복을 보자의 자격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이에 합당한 명 와 을 으로 썼으며 승귀는 그의 화

(榮華)이기도 했다.114)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비하 다음에 승귀가 따랐음을

보여 다.이를 증명하는 표 인 성구는 빌립보서 2장 9-11 이다.

이 외에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승귀에 해 증거하고 있다.(막 16:19,

24:26,요 7:39,행 2:33,5:31,롬 8:17,34,엡 1:20,4:10,딤 3:16,히

1:3,2:9.10:12등)115)

승귀 신분은 비하 신분의 공의로운 결과이다.그리스도는 보자의 자

격으로 율법의 계약직·형벌 요구를 만족시키고 죄의 형벌을 치른 후

생의 공로를 쌓았다.그리스도는 그의 생애를 통해 공개 으로 사역을

행하 으므로 승귀 역시 공개 으로 이루어져야 했다.개 신학은 그리

스도의 승귀를 부활,승천,하나님 우편에 앉음,그리스도의 육체 재림

4단계로 구별하고 있다.

(2)비하(卑下)의 신분(ThestateofHumiliation)

지상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얻게 된 신분이므로

비하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개 신학에서는 빌립보서 2장 7 과 8

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비하를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첫째는

노시스(exinanitio)로 ‘비움’을 의미한다.이는 그가 우주의 주권 통치자

로서의 신 엄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한 사실을 의미한

다.둘째,타페이노시스(tapeinosis<humiliatio>,비하)는 그가 율법의 요

구와 주에 굴복하고 수치스럽게 죽기까지의 일생을 행동과 고난으로

순종한 것을 의미한다.빌립보서의 구 에 근거해 볼 때 비하 신분의 핵

심 요소는 천지의 주재이고 최고의 입법자인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해

율법의 계약 ·형벌 조항을 이행하고자 스스로 율법 아래 속한 사실에

114)Ibid.,579.

115)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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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로써 그는 우리 죄를 법 으로 책임지게 되었고 율법의 주 아

래 놓이게 되었다.갈라디아서 4장 4 에 ‘율법 아래 나시고’라는 말로

간결하게 표 된 구세주의 신분은 비하의 모든 단계에 상응하는 상태 속

에 반 되어 있다.그리스도의 비하 단계는 기독교 학 에 따라 다르지

만 개 신학의 단계를 따르면 첫 단계의 성육신에서부터 둘째,고난,

셋째,죽음,넷째,장사지냄,다섯째,음부에 내려감의 순으로 비하의 단

계를 구분할 수 있다.116)

3)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례 으로 선지자직(the Prophetic), 제사장직

(Priestlyoffice),왕직(Kinglyoffice)의 세 직분으로 나뉜다.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해, 한 창조 때 부여받은 인간의 동일한 세 직분의 회

복을 해 기름 부음 받았다.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원래,선지자,제

사장,왕 존재 고 지식과 오성(悟性),공의와 거룩함,그리고 다른 피

조물에 한 지배권을 부여받았다.죄는 인간의 삶 체에 향을 미쳤

고,무지,맹목,오류,비 진리뿐 만 아니라 불의,범죄,도덕 감염

이에 덧붙여 비참,죽음, 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117)따라서 인류의

보자인 그리스도는 선지자·제사장·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그는

선지자로서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표하고,제사장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을 표하며,왕으로는 통치하며 인간의 본래 지배

권을 회복시킨다.

(1)선지자직

선지자를 지칭하는 구약의 용어는 나비(Nabi), 로에(ro'eh), 호제

(chozeh)의 세 가지이다.나비의 원래 의미는 불명확하지만,출애굽기 7

장 1 과 신명기 18장 18 등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백

116)Ibid.,567.

117)Ibid.,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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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게 하도록 송된 사람을 일컫는다.로에와 호제는 선지자가 특히

환상의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경우를 강조한다.이 단어들은 서

로 바꿔서 사용되기도 한다.선지자직을 일컫는 다른 명칭으로는 ‘하나님

의 사람’,‘주의 사자’,‘수꾼’이 있다.이 명칭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특

별한 일에 종사하고 있고,동족의 안 를 보살핀다는 의미가 함축

되어 있다.신약에서는 로페테스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말을 발

하다’의 의미를 지닌다.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 을 발하는 사

람이다.이상의 칭호를 종합하면,선지자란 사물을 직시하는 자,즉 계시

를 받고,하나님의 일(특히 사자로서)에 종사하며,그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앞에 언 한 출애굽기 7장 1 과 신명기 18장 18

은 선지자의 기능이 수동 기능과 능동 기능으로 구성됨을 보여

다.이 두 요소 수동 요소가 더욱 요하지만 자신이 받은 신 계

시를 타인에게 달하려는 하나님의 소명에 한 능동 인 태도 한

요하다.118)

그리스도는 교훈과 이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 의 사역자들의 설교로,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으로 신자들에게 허락한 조명과 감화로 그의 선지

자 역할을 수행한다.그는 지 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늘에서 그의

선지자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을 증거하고 있다.사도행 3장 22,23 에서는 신명기 18장 15 을

로 들어 한 사람의 선지자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다.그리스도는

가복음 13장 33 에서 자신을 선지자로 호칭한다.더 나아가 그는 성

부에게 받은 메시지를 한다고 주장한다.(요 8:26-28,12:49,50,14:10,

24,15:15,17:8,20) 한 선지자로의 그리스도는 미래의 일을 언하고

(마 24:3-35, 19:41-44)말 에 독특한 권 가 있다.(마 7:29)이 모든

증거로 인해 그 당시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 다.(마 21:11,46,

7:16,24,19,요 3;2,4:19.6:14,7:40,9:17)119)

118)Ibid.,595.

119)Ibid.,59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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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사장직

성경에서 제사장을 의미하는 구약의 용어는 코헨(ןהכ)이다.이 용어는

명 롭고 책임 있는 지 에 있으며 타인에게 권 를 행사하는 성직자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제사장에 해당되는 신약의 용어는 히에류스(ἱερε

υς,)로 원래 ‘강한 자’를 의미했으나 후에 ‘거룩한 자’,‘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뜻하게 되었다.선지자와 제사장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임명받았

다는(신 18:18이하,히 5:4) 에서는 동일하지만,선지자는 하나님의

리인이자 사자로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도록 임명되었다.

한 선지자는 종교 인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 다.이와 반 로 제사장

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표하 다.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백성들을 해 말하고 행동할 특권이 있었다.구약 시 의 제사장은 교

사도 겸임했으나 그들의 가르침은 선지자와 상이했다.선지자가 윤리 ·

인 의무,책임,특권을 강조한 반면,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

가기 한 요건인 의식( 式)의 행을 강조했다.120)

구약성경은 장차 오실 구세주(Redeemer)의 제사장직을 언, 시하고

있다.이에 한 명백한 언 이 시편 110편 4 과 스가랴 6장 13 에 기

록되어 있다.더구나 구약의 제사장직,특히 제사장 직분은 명백하게

메시야를 표 한다.신약에서는 오직 히 리서만이 그를 제사장으로 칭

하고 있지만 그 호칭은 여러 곳에서 반복된다.(3:1,4:14,5:5,6:20,7:26,

8:1)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이 인데,그의 최우선 사명은 세상

죄를 속하기 해 온 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죄를 속하기

해 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에 속하는 일이다.121)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은 구약 시 의 모세의 희생 제사 속에 상징되고

시되었다.첫째,그의 제사를 통해 표된 그리스도의 사역은 속죄 ·

속 성격을 지녔다.이는 기 1장 4 과 4장 29,31,35 ,5장 10

과 16장 6 ,17장 11 등에 명백히 진술되어 있으며 제사에는 죄와

죄책의 이(轉移)를 상징하는 행 인 안수( 1:4,16:21,22),죄를 덮는

120)Ibid.,599.

121)Ibid.,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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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로서 제단과 속죄소에 피 뿌리리기( 16:27),거듭 기록된 희생 제

사의 효과,즉 제사 드리는 것의 사죄 체험( 4:26,31,35)등이 포함되

어 있다.둘째 표 · 언 성격을 지닌다.모세의 제사는 의식 ·상징

이었을 뿐 아니라 · 표 의미도 있었다.그것은 언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율법 내에서 복음을 상징했다.그것은 수 그리스도의

속 고난과 그의 속죄를 한 죽음을 시하는 것을 목 으로 했다.

제사와 그리스도와의 계는 구약성경 속에 암시되어 있다.시편 40편

6-8 은 다음과 같이 메시야의 말을 소개하고 있다.122)

“제사와 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

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

의 법이 나의 심 에 있나이다 하 나이다”

이 구 에서 메시야는 구약의 제사를 자신의 희생 제사로 신함을 언

한다.구약의 희미한 그림자는 신약에서 실상,즉 그리스도가 나타남으

로써 사라져 버린다.(히 10:5-9)신약에는 모세의 제사가 더욱 탁월한

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표 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수많은 가 등장한

다.구약 제사들이 그리스도와 그 사역의 표임을 보여 주는 분명한 암

시와,명시 인 표 이 골로새서 2장 17 에 나온다.이 외에도 그리스도

가 구약의 제사가 미치는 효력을 고차원 의미에서 성취하 음을 말하

는 구 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히 9:23,24:10,10:1,13:11,12,고후

5:21,갈 3:13,요일 1:7)123)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 1:29)으로 불리며 ‘흠 없고 없는 어린 양’(벧 1:19)으로,우리를

해 희생당한 ‘우리의 유월 양’(OurPassover)로 호칭된다.그리고 모

세의 제사 외에도 성막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해 표한다.

122)Ibid.,602-603.

123)Ibid.,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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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리스도의 양성(兩性):신성과 인성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인간의 표자로서 인성을 지녀

야 하며 죄가 없어야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

에 신성이 필요하다.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바탕으로 한 속죄 교리

는 ‘복음의 정수’라고 불린다.124)

(1)양성(兩性)교리의 성립:칼 돈 공의회 선언

451년에 있었던 칼 돈 공의회(CouncilofChalcedon)이래 교회는 그

리스도의 양성(兩性)교리를 신앙으로 고백해 왔다.교회는 단일 격의

양성 교리를 받아 들 는데,그 비 을 완 히 이해하서라기 보다 그것

이 하나님의 말 에 의해 계시된 신비임을 직시했기 때문이다.이는 신,

구교를 막론하고 인간의 이해를 훨씬 월하는 신앙 조항으로 교회 내에

존속해왔다.125) 수 그리스도에 해 칼 돈 공의회의 고백을 그 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에 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에

서 지극히 요하다.다음은 칼 돈 공의회의 고백의 내용이다.

“교부들(theholyFathers)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일치 안에서 한 분이시

며 같은 아들 우리 주 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데,그는 신성

에 있어서 완 하시며,동시에 인성에 있어서도 완 한 분이시고,참으로 하

느님이심과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시며, 한 이성 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같은 본질(realityoressence,

homoousios)을 지니고 계시며,그의 인격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는데,죄로부터는 떨어져 있으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와 같으시

고,그의 신성에 해서는 역사 이 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고,그러나 그

의 인간 출생에 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해 하나님의 어머니(그

리스어:Theotokos,TheMotherofGod})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한 분이시고 동일한 그리스도,성자,주님,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는 두 가

124)Ibid.,606.

125)Ibid.,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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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성질(nature)로 인식되는 바,혼돈 없이(withoutconfusion),변화 없이

(withoutchange),구분 없이(withoutdivision),분리 없이(without

separation)계신 분이며,성질들의 차이는 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아

니한다.오히려 각 성질의 특징들은 보존되고,한 인격과 생존을 형성하기

하여 함께 오며,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나눠짐 없이 한 분 같은 성자요

독생자이시며,말 ,하나님,주 수 그리스도시며 이와 같은 사실은 심지어

가장 최 의 언자도 그에 하여 말 하셨고,우리 주 수 그리스도 자신

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교부들의 신조로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

다126)

주후 451년 칼 돈 회의는 그리스도의 격에 한 교회의 신앙을 공식

화하면서,그에 해 ‘양성을 인정하되 두 본성은 혼동되거나 변화하거나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inconfusedly,unchangeably,indivisibly,

inseparably),양성의 구별은 연합으로 인해 결코 말소되지 않고 오히려

각각의 성의 특징이 보존되고,두 격으로 분할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126)We,then,followingtheholyFathers,allwithoneconsent,teachmen

toconfessoneandthesameSon,ourLordJesusChrist,thesameperfect

inGodheadandalsoperfectinmanhood,trulyGodandtrulyman,ofa

reasonable[rational]soulandbody,consubstantial[co-essential]withthe

FatheraccordingtotheGodhead,andconsubstantialwithusaccordingto

theManhood,inallthingslikeuntous,withoutsin,begottenbeforeallages

oftheFatheraccordingtotheGodhead,andintheselatterdays,forusand

foroursalvation,bornoftheVirginMary,theMotherofGod,accordingto

theManhood,oneandthesameChrist,Son,Lord,onlybegotten,tobe

acknowledged in two natures, inconfusedly, unchangeably, indivisibly,

inseparably,thedistinctionofnaturesbeingbynomeanstakenawaybythe

union,but rather the property of each nature being preserved,and

concurringinonePersonandoneSubsistence,notpartedordividedinto

twopersons,butoneandthesameSon,andonlybegotten,GodtheWord,

theLordJesusChrist,astheprophetsfrom thebeginning[havedeclared]

concerningHim,andtheLordJesusChristHimselfhastaughtus,andthe

CreedoftheholyFathershashandeddownt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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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격과 실체로 합치된다’고 선언했다.

(2)그리스도의 일 성(一位性)

그리스도의 일 성은 ‘성질’과 ‘격’으로 설명할 수 있다.성질은 어떤

사물로 그같이 되게 하는 본질 속성들의 총합을 의미한다.성질은

구나 공통 으로 갖는 실체(substance)와 그에 딸린 일체의 근본 특성

들로 이루어져 있다.‘격(인격)’은 이성을 부여받은 완 한 실체이며,

따라서 그 자신의 행 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이다.인격(personality)은

성질의 근본 ·필수 부분이 아니라,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격

(인격)은 성질에 무엇을 부가한 것으로 독립된 실존이자 개체

(individuality)이다.127)즉,그리스도의 일 란,말 인 로고스가 독자 으

로 존재하지 않는 인성을 취한 것을 뜻한다.

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격에 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첫째, 보자 속에는 오직 한 인격,곧 불변하는 로고스가 존재한다.로

고스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기 이다.그러나 보자의 인격을 신 인 측

면으로만 말하는 것은 잘못이며,성육신을 통해 그는 양성으로 이루어진

복합 인 인격이 되었다.그리스도는 신인(God-man)이다.128)

둘째,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의 인간 인격(humanperson)을 구성하지

않는다.로고스는 인간의 인격을 택하지 않고 단지 인성만을 취했다.그

리스도가 신 인 인격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인격의 신비이다.129)

셋째,동시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비인격 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정확하

다.이는 인성이 독립된 실존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만 사실

이다.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한 순간도 비인격 인 이 없었다.로

고스는 인성을 취하여 자신의 인격 존재성에 참여하게 하 다.인성은

로고스의 인격 내에서 그 인격 존재를 갖는다.130)

넷째, 원 부터 신성을 소유한 신 인격이 인성을 취했고,지 은

127)Ibid.,551.

128)Ibid.

129)Ibid.

130)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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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131)

일 이성(一位二城)의 교리는 인간 이성을 월하는 것이다.그것은

감각 실재와 불가해한 신비의 표 이며,우리의 지각이 미치는 인간사

속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고 인간 이성에 의해 지지받을 수 없기 때

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 의 권 를 믿는 신앙으로 받아들여야만 한

다.132)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일 (一位)에 연합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그리스도의 두 성(性)을 언 하는 성경 구 이 있지만,

그 구 은 오직 한 인격만을 뜻하는 경우이다.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 인격이 인성과 연합되었다고 가르친

다.(요 1:14,롬 8:3,갈 4:4,9:5,딤 3:16,히 2:11-14,요일 4:2,3)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격이 양성의 한 쪽에 련되어 있는 것으로 서술

되어 있다.한 성(性)의 속성들이 격에 귀속되는 것으로 서술하면서도

그 격을 다른 성에서 유래된 칭호로 부르는 일이 성서에서 반복되고

있다.한편으로는 인 속성과 행동이 격에 귀속된 것으로 서술하면서,

그 격을 신 칭호로 부르고 있기도 하며(행 20:28,고 2:8,골 1:13,

14),다른 한편으로는 신 속성과 행동이 격에 귀속된 것으로 서술하

면서,그 격을 인간 칭호로 부르고 있다.(요 3:13,6:62,롬 9:5)133)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성질이 하나의 격 속에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

의 이해를 벗어나는 신비이다.그리스도 안에서 양성의 연합은 바르트의

표 로 가장 역설 인 형태로 모든 엄 가운데 나타났다.

(3)그리스도의 신성

① 신성에 한 근거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엇보다 성경이 확증하고 있다.그리스도의 신성에

한 성경의 증거는 아주 풍부하다.구약성경은 수 그리스도가 메시야

됨을 언하고 있으며,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성취를 보여 다.(시편

131)Ibid.552.

132)Ibid.

133)Ibid.,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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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히 1:5),45:6,7(히 1:8,9),110:1(히 1:13))이 밖에도 이사야 9장 6

, 미야 23장 6 ,다니엘 7장 13 ,미가 5장 2 ,스가랴 13장 7

,말라기 3장 1 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에 해 언한다.134)

신약성경의 네 복음서인 마태,마가, 가,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

님의 아들로서 행했던 많은 기 과 그의 일 기에 한 기이한 사건들의

기록을 통해 그가 신성을 지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첫째,신약성경은 그리스도를 성경의 어떠한 언자나 왕보다 더

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가복음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

시되 희가 보는 것을 보는 은 복이 있도다 내가 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 이 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 으되 보지 못하 으

며 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 으되 듣지 못하 느니라’( 10:23-24)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희 조상 아 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 느니라’(요 8:56)고 말하며 유 인이 존경하

는 조상,아 라함과 그리스도와의 탁월한 신분의 차이를 언 한다. 한

마태복음은 ‘내가 진실로 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마 11:11)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인 우 를 비

유로 설명한다.신약성서는 그리스도에 해 구약시 의 어떠한 언자

들과 성경의 한 임 보다 더 높은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135)

둘째,하나님에 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과 차

별성이 그의 신성을 증거 한다.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신,즉 ‘성자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로’라는 말로 집약된다.136)요한복음은 이러한 그리스

도의 가르침에 주목한다.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자신

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

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요 14:10),‘나를 본 자는

134)Ibid.,546.

135)KarlAdam, 수 그리스도,정처묵,이문호 옮김 (서울:가톨릭출 사,

2008),222-223.

136)Ibid.,240-241.



-54-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

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요 8:19),‘아버

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요 10:15),‘아버지께

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요 10:38),

‘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

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알았사옵나이다’(요 17:25). 가복음에서도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구인

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 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10:22)고 말한다.

셋째,그리스도가 행한 기 이 그의 신성의 증거가 된다.구약성경은

언자들이 행한 많은 기 에 해 언 하고 있다.실제로 엘리야와 엘리

사는 죽은 사람을 소생시켰고,(왕상 17:19-24,왕하 4:32-37,13:21)랍비들

도 귀신을 몰아냈다.(마 12:27)그러나 이러한 기 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반면에 그리스도의 기 은 그리스

도가 본래 가지고 있는 권능을 행사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요하다.

그 기 은 성부로부터 나온 향력이 아니라 수 그리스도 자신으로부

터 나온 능력이다.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는 한 나병환자를 고치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막 1:41)고 말한다.역시 마가복음에서 귀 먹

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할 때 그에게 ‘에바다(열리라)’라고 직 말함으

로써 그의 신 인 권능을 드러낸다.(막 7:34) 한 마가복음 5장 41 은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소녀야 일어나라)’이라고 말함으로써 다시 살리

는 기 을 묘사하고 있고,마가복음 2장 11 은 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여 병을 치유하

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이 기 은 신 인 직권을 임받아 행해진 것

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다.137)

넷째,구약성경의 언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리스도

137)KarlAdam, 수 그리스도,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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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에서 그의 신성을 유추할 수 있다.그리스도는 구약시 의 선지

자가 하나님의 행 로 기술한 언을 자신에게 용시킨다.구약성경의

말라기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

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비할 것이요’(말 3:1)라고 언했다.그리스

도는 이 언을 인용하여,‘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

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한 말

이니라’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길을 비하도록 하나님이 미

리 미리 보낸 사자(使 )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138)(마 11:10, 7:27)

한 그리스도는 구약시 의 언을 통해 하나님의 행 로 기술된 것을

자신의 행 로 치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마태복음

11장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성에 해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구약시 이사야 선지자의 언을 인용하여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

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된다 하라’고 말한다.선지자 이사야

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오실 때 ‘맹인의 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

하는 자의 는 노래하리니...’라고 언한 바 있다.(사 35:5)이 밖에도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서 자신에게 맞서는 자들에게,‘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 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희가 읽

어 본 일이 없느냐’(마 21:16)라고 말하는데,이 한 구약성경 시편 8편

2 말 ,‘주의 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

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

다’는 구 의 인용이다.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리스도의 의식은

풍병자의 치유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

다’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하는 서기 들이 이것

은 신성모독이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할

때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

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에서 어느

13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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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을

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풍병자에게 말 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

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막 2:9-11)그리스도는

유 인들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믿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사 43:25,겔

36:25)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임을

선언하고 있다.

다섯째,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과 그를 직 보았던 사람들

의 고백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곧 신성을 지닌 존재 음을 알 수

있다.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

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하 고,(마 3:17,막 1:11, 3:22)변화산

에서 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한다.(마 17:5,막 9:7) 한 그리스도는 어렸을 때

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그리스도는 12

살 되던 해에 성 에서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를 찾았노라’(

2:48)라는 어머니의 꾸지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이

러한 인식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외모는 자연 이며 거룩한 신 인

채를 발한다.139)특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

과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지닌 ’을 보았다.(요 1:14,3:16,5:23,17:2)

귀신도 그리스도의 신성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그들은 그리스도를 향

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 1:24)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아들 수’(

5:7)로 지칭했다. 한 그리스도를 곁에서 지켜본 제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십자가에 달려 죽

은 그리스도를 지켜본 백부장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는 고백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이 드러

난다.

여섯째,그리스도의 무죄성(無罪性)이 그의 신성을 증거 한다.이것은

그리스도가 죄를 범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실제로 피했으며 인성과

139)Ibid.,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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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의 근본 결속으로 인해 범죄 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신약성경

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에 해 묘사하면서 인류를 죄와 사

망에서 구원하려면 그가 죄 없는 존재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그것은

자신이 죄가 있는 상태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의 죄 없음을 기록하고 있다.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고 기록하고 있고,히 리서는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

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

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

다 높이 되신 이라’(히 7:26)고 기록하고 있다. 한 요한 일서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

라’(요일 3:5)고 말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아들, 수 그리스

도의 무죄성에 해 언 하고 있다.이 밖에도 여러 구 에서 그리스도

의 무죄성을 증거하고 있다.( 1:35,요 8:46,14:30,히 9:14,벧 2:2

2)140)그리스도는 인간 세상의 법으로 정죄 당했지만 윤리 으로는 유

타락과 자범죄(自犯罪)로부터 자유로웠다.그는 도덕 과오를 범한

이 없으며,제자들과 함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

는다.그는 그의 들에게 자신의 죄로 인해 비 해 보라고 도 한다.

심지어 성경은 그를 이상 인간의 구 체로 묘사하고 있다.더욱이 그

리스도가 자주 사용하던 인자라는 명칭은 그가 인성의 완 한 이상에 부

합되는 존재임을 암시한다.141)

(4)그리스도의 인성

① 그리스도의 인성에 한 근거

140)LouisBerkhof,조직신학,548.

141)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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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재성( 지주의)과 자연 완 성(가 설,아폴리나

리우스주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의 신학계는 수 그리

스도의 참된 인성을 인정하고 있다.142)그리스도의 인간 성장과 한계

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인성의 실재성과 완 성을 견지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신성의 채 한 부각시켜야 하지만 그것이 참된 인성을

가리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람으로 칭하셨고,

성서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같이 부르고 있다.(요 8:40,행 2:22,롬

5:15,고 15:21)143)

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4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있

으며 기독교 밖의 문헌도 유 인 수 그리스도에 해 언 하고 있다.

유 인 역사가인 요세푸스 라비우스(Flavius Josephus)는 기원후

93-94년경에 그리스어로 발간된 그의 서 『유 민족의 고 사

(AntiquitatesJudaicae)』에서 90년경 로마에서 ‘소 그리스도라는 수

의 형제’야고보가 62년에 돌에 맞아 죽은 일을 기록하고 있다.144) 한

그는 같은 책 18권에서 그리스도에 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 당시 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만일 그가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데

하자(瑕疵)가 없었다면,그는 인(賢人)이었을 것이다.그는 기 을 행하

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그는 많은 유 인들과

이민족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들 다.그는 바로 그리스도(구세주) 다.

요세푸스가 그 당시 기독교를 승인하지 않던 로마 황제인 베스 시아

스(Vespasianus)와 티투스(Titus)의 후원을 받아 이 을 썼음을 감안하

면 그리스도에 한 이 진술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145) 한 소아

시아 비티니아 지방의 로마 총독이었던 가유스 리니우스 2세(Gaius

PliniusSecundus)는 112년 여러 가지 범죄 의로 고발된 ‘기독교인들’

142)Ibid.,547.

143)Ibid.

144)HansKüng,그리스도교,이종한 옮김 (경북:분도출 사,2002),51.

145)KarlAdam, 수 그리스도,73-74.



-59-

의 처리 문제를 트라야 스(Trajanus)황제에게 문의한다.146)그는 ‘기독

교인들은 주기 으로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quasideo)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다.이 문헌 역시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의 존재에

해 증언하고 있다.로마의 명한 역사가이자 리니우스의 친구 던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PubliusCorneliusTacitus)는 그의 서『연 기

(Annales,A.D.116)』에서 네로(Nero)황제가 자신이 로마에 방화할 것

을 지시한 장본인이라는 소문을 잠재우기 해,‘ 들이 그리스도교라

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우고 가장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연 기』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가장 불길한 미신’,

‘온갖 추악하고 야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로마의 화재 이후 기

독교는 많은 신도의 무리를 얻게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다.147)

그리스도의 인성에 한 설명은 기독교내의 문헌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표 인 것이 신약 성서의 4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이다.내

용으로 보면 4복음서가 그리스도에 한 최 의 회상 기록이지만 기록된

순서로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먼 편찬되었다.148)사도 바울은 역

사 인 수의 모습을 기록하려는 목 이 아니라 사람인 그리스도 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신비를 알리고자 하 다.이러한

이유로 그의 신앙 인 심사는 그리스도의 신성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

고,구체 이고 역사 인 모습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한 심도 포함되

어 있다.그가 보는 인간 수는 아 라함의 자손(갈 3:16)이자 다윗의

후 (롬 1:3)이며,한 여인의 태 에서 태어나 유 인의 율법 하에 살았

던(갈 4:4)그리스도이다.149)

4복음서 마태,마가, 가 복음 가장 먼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

음으로 기원후 70년 후에 기록되었으며 가복음은 70년 이후,마태복

음은 80년경에 완성되었다고 한다.이 세 복음서는 공 복음이라고도 불

리는데 이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 은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146)Ibid.,71.

147)HansKüng,그리스도교,51.

148)KarlAdam, 수 그리스도,76-77.

149)Ibid.,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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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되어 있던 수 그리스도에 한 승들을 비롯하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나 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얻은 정보를 모아 정리

하는데 있었다.이들의 복음 편집 방법은 매우 냉정하고 진솔하며 최

한 개인의 감정을 배제한 객 인 것으로 신학자들은 공 복음서의 신

빙성에 동의한다.150)반면 4복음서 가장 늦게 편찬된 요한복음은 문

체와 서술방식에서 공 복음과 큰 차이를 보인다.그러나 요한복음 역시

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한 요한 문헌으로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

의 아들 수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요한복음의 자 사도 요

한은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한 사람으로 그 자신이 직 으로 보고

귀로 들은 소식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한번 이상 언 하고 있다.(요 1:14,

14:35)그는 먼 기술된 공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참신하고 담한 구도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술하 다.신약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그리스도의 묘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

한다.

첫째,그리스도는 탄생과 성장,죽음 등 일반 인 인간의 성장의 법칙을

따랐다.성경은 아기 수,소년 수( 2:40-43),장성한 성인 남성

수에 해 기록하고 있다.성령에 의한 신비로운 잉태로 인해 처녀 마리

아에게서 탄생한 그리스도는 아기의 모습으로 동방박사와 양치기의 경배

를 받으며 성 에서 시므온의 축복을 받는다.(마 2:6-11, 2:11-20,

2:27-28) 가복음은 계속해서 아기 수의 성장에 해 언 하고 있는

데 2장 40 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로 묘사하고 있으며 42 은 그

리스도가 열두 살이 되던 해에 루살렘 성 에서 선생들과 함께 화를

나 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인 52 에 ‘수는 지혜와 키가 자

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나이를 언 하고 있는 가복음은 3

장 23 에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가 가르침을 시작할 당시 그의 나이가

삼십 세쯤 되었다고 하고 있다.이후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기까지 학

자들은 보통 3년 반 정도가 흘 다고 보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공생애 기

150)Ibi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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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보낸 유월 의 횟수를 근거로 한다.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세

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 한 후 두 번의 유월 (요 2:23,요 6:4)을 보내

고 세 번째 유월 날에 죽음을 맞이했음을 기록하고 있다.(요 19:14)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33세 정도의 나이로 죽음을 맞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연도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체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기원 4～7세기경에 태어났을 것

으로 보고,30 · 반 무렵에 죽음을 맞았을 것으로 본다. 의 가

톨릭 신학자 안셀름 그륀(Anselm Gruen)은 그리스도의 일 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그리스도는 기원 6～7년경에 태어났고 갈릴리 지방의 인구 100～150명

정도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어린 시 을 보냈다.기원후 28년 1월경 수

는 요단 지방으로 갔는데,그 곳에서 26년경부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

던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는다.그리스도는 28년 3월부터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공생애를 시작했다.28년 11월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고,이때부터

그리스도는 복음을 하기 시작한다.30년 4월 7일 그리스도는 로마인에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유월 날 녁에 죽음을 맞게 된다.151)

둘째,그리스도는 유 인 남성으로 장인(목수)집안 출신이었고,아람어

를 사용했다.152)성경은 그리스도의 족보와 나이에 따른 사건을 언 함

으로써 그의 출신과 가정환경을 보여 다.4복음서에 따르면 그는 유

의 열 두 지 유다족속 사람이었으며,아 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

다.(마 1:1-17)그는 한 그의 아버지 요셉처럼 목수 다.(마 13:55,막

6:3).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이었으며,요셉,야고보,시몬,유다

라 이름 하는 남동생과 이가 있었다.(마 13:55,막 6:3)그리스도가 아

람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신약성경

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으며 략 1세기를 후하여 기록되었는데,당시

151)Anselm Gruen,50가지 수모습,신동환 옮김 (경북:분도출 사,2004),

14.

152)HansKüng,그리스도교,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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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믿고 따르던 기독교인들이 지방에 따른 언어차이를 해소하기

한 수단으로 고 그리스어의 범용 형태인 헬 니즘 그리스어 는 헬라

어로 불리는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하 다.그러나 그리스도가 직 얘

기한 몇몇 구 은 헬라어로 번역되지 않고 아람어 그 로 쓰여 있다.

표 으로 ‘달리다굼’(Ταλιθα κουμ:마가복음 5:41,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에바다’(Εφφαθα:마가복음 7:34,열리라),‘엘리 엘리 라마 사

박다니’(Ηλει Ηλει λεμα σαβαχθανει:마태복음 27:46,마가복음 15:3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 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등의 구 에서

그리스도의 아람어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그리스도는 분노,슬픔,불안함 등 인간의 약한 감정을 지니고 있

었다.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해 묘사하면서 그의 온유함

과 인자함,사랑이 많은 측면뿐 만 아니라 그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번민

하는 모습도 보여 다.마가복음 3장은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

람을 고쳐주면서 병든 자에 해 휼한 마음을 품는 신 율법에 얽매

인 자들에 해 노하는 모습을 보여 다.(막 3:5),마태복음 23장은 그리

스도가 외식하는 서기 과 바리새인들에 하여 ‘화 있을진 ’라고 말하

며 호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마 23:13-16)요한복음 2장은 성

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격렬하게 분노하는 그리스도의 모

습을 묘사한다.(요 2:14-16)그리스도는 이 듯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

는 행 와 종교 악습,편 한 신앙심에 해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153)

한 그리스도는 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들을

회개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 지만 어떠한 기 이나 말 으로도 그들

의 마음을 돌릴 수 없는 무력함에 물을 흘렸다.( 19:40-42)이 밖에

도 그리스도는 친구 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가 다시 소생할 것을 알

고 있었음에도 친구의 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물을 흘리는 모

습을 보 다.(요 11:33-36)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앞에 번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다.이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을 때 ‘나의 하나님,나의 하나님,어 하여 나

153)안셀름 그륀,50가지 수모습,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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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하는 규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

님에게도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깊은 망감을 느끼게 해 다.

넷째,그리스도는 인간의 생리 인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성경은 그리

스도가 인간의 일반 인 경험을 같이 겪었음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배고 하는 모습(마 4:2),잠을 자는 모습(마 8:24),

목말라 하는 모습(마 19:28)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간 인 측면을 신

성의 측면과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154)

이 듯,성경은 수 그리스도의 이상 이고 완벽한 모습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성장하고 유혹과 시련을 겪으면서 때론 분노하고

슬퍼하며 번민하고 망했음을 그리고 인간처럼 죽음을 맞이했음을 보여

다.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신성을 가졌으나 인간의 모

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모든 약 을 몸소 겪음으로써 인류의 고

통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속

할 수 있는 존재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그리스도 양성(兩性)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양성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인 속죄에 으로 필

요하다.

먼 ,그리스도는 꼭 인성을 지닌 존재여야 한다.이것은 그리스도가 인

간을 신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인간은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후로 모두 죄의 역에 속하게 되었다.이로 인해 인간은 육신과 혼의

고통인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요 12:27,행 3:18,히 2:14,

9:22)155)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되 그 모든 본질 속성뿐 아니라 타락

후 인성이 처했던 일체의 연약성도 취하심으로써 인간이 겪은 타락의

바닥까지 떨어질 필요가 있었다.(히 2:17,18)156)동시에 그는 무죄한 인

간이어야 한다.왜냐하면 죄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타

인을 해 속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히 7:26)157) 한 오직 인류의 고통

154)LouisBerkhof,조직신학,547-548.

155)Ibid.,548.

156)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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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험 으로 알고 일체의 시험을 극복한 진정한 인간인 보자만이 인

간의 모든 경험·환난·유혹을 겪어낼 수 있고(히 2:17,18,4:15-5:2)158)완

한 인간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마 11:29,막 10:39,요

13:13-15,빌 2:5-8,히 12:2-4,벧 2:21)159)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존재여야만 한다.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에서 보자가 한 신성을 가진 존재여야 함은 필수 이다.그 이

유는 첫째,그가 무한히 값진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

히 순종하기 해서이다.둘째,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구속 으로 감당함

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주로부터 해방시키기 해서이다.셋째,

이미 성취한 사역의 성과를,믿음으로 그를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기 해서이다.타락한 인간은 죄에 훼손된 삶에 짓 려 죄

의 삯을 지불할 능력도 하나님께 온 히 순종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

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시 49:7-10,130:

3)160)

2. 형론으로 본 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1)성막과 수 그리스도의 계

성막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 그리스도의 표로써,‘의 복음’(The

GospelofEye)으로 불렸다.161)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로 성막은 이스

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야에서 보내는 동안 제사( 배)의 심이었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다.이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 고

157)Ibid.

158)Ibid.

159)Ibid.

160)Ibid.,549.

161)이탁우,“성막의 구속사 의미 연구“(목원 학교 신학 학원,석사학

논문,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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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으며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했다.성막의 가장

큰 의의와 목 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데 있다.그러나 구약시 에는 죄인인 인간

이 하나님께 직 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희생제물로 자신의 죄를 씻

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간 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구약시

의 성막은 불완 한 형태이긴 하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담당한다.이것은 곧 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하나

님 사이의 보자인 것을 표하며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완 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구약시 의 성막은 수 그리스도,죄인들을 해 죽임

당하고 부활한 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비유이며,모형으로써 그의

인성과 신성 안에 하나님의 원하신 계획인 구속사역(redemptive

work)이 시되어 있다.162)따라서 하나님이 직 계시한 성막을 통해

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표 에 한 특징을 구체 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2)성막을 통해 드러난 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성막은 보통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은 야의 성막을 의미한다.성막은 오늘날의 큰 텐트와

같은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야를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배를 드

리는 처소로 사용이 되었는데 크게,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 뜰,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된다.성막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

는 장막과 구분 짓기 한 울타리로 둘려 있었으며,백성들은 동쪽으로

나 있는 출입문을 통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다.출입문을 통해 뜰에

들어가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번제단과 손,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물

두멍이 놓여 있었다.물두멍을 지나면 성막에 도달하는데 성막은 으로

싸여진 으로 벽을 세우고 네 겹의 덮개를 덮어 야의 풍우로부터

162)Ibid.,5.



-66-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했다.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등 가 놓여

있었으며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지성소는 성막

에서도 가장 은 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다.따라서 제

사를 드리는 제사장 에서도 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번 밖에 들어갈

수 없었다.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으며 그 안에는 모세가 시

내산에서 받은 두 돌 과 만나 항아리,모세의 형인 제사장 아론의 싹

난 지팡이를 넣어 두었다.언약궤를 덮는 뚜껑부분은 속죄소 혹은 시은

좌라 하여 백성들의 죄악을 속량하는 곳으로 여겼다.성막의 구조와

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련성은 다음과 같다.

(1)울타리

성막의 울타리는 밝고 흰 세마포장으로 둘러싸여 주 에 쳐진 회색,검

정색의 장막들과 조를 이룬다.163)세마포는 아마로 짠 천으로 고 이

집트에서 많이 생산되었다.세마포로 만들어진 흰 포장은 그 내부의 순

결과 거룩함을 암시하는데 곧 거룩하고 완 하신 인자인 수 그리스도

를 상기시킨다.이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인간의 모습과

조를 이룬다.’(롬 3:10-23,렘 17:9-10).164)

(2)성막의 문

성막의 동쪽에는 문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은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

도록 하 다.이 문은 흰 바탕에 청색,자색,홍색 실로 짜 만들었는데,

곧 복음을 상징하며 네 가지 색은 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165)이 문

은 하나님 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으로 요한복음 10장 9 에서는

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문임을 밝히고 있다.(내가 문이니 구든지 나

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요 10:9)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엡 2:8,3:12,행 4:22,

딤 2:5,요 14:6)166)성경에서 4는 땅의 수를 가리킨다.문에 들어간 네

163)J.Rouw,황 의 집,황인출,오진 옮김 (일산: 도출 사,1981),13.

164)Ibid.,13-14.

165)Ibi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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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색과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해 이 땅에 오셨던 세상의 구주를 기록

한 복음서가 네 권인 이유이기도 하다.

(3)제물과 제단

놋 제단은 성막의 기물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기 한 것으로 희생

제물인 동물을 살해하여 그 에서 불태우는 장치이다.성경 체는 제

단과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그것은 그

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

님이 인류를 향해 갖고 있는 계획의 핵심이며 죄인을 구속하는 유일한

길이다.그 제단과 수세기에 걸쳐 드려졌던 많은 희생제물은 온 한

희생제물인 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에서의 그의 구속 사업에 한 훌

륭한 표이다.167)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심 하지 않을 수 없

으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에 그의 외아들을 땅 에 사람으로 보내

어 사람들의 죄를 신하여 죽게 하는 것이다.구약시 때 살해되었던

모든 희생제물과 제단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 에 내려와 끔 한 십

자가 에서 죽을 것을 표한다.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죄 없이

인간의 죄를 신하여 죽는 동물을 뜻한다.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

으면 그 사람의 죄는 양에게 가되며 그 양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의 죄는 사해진다.마찬가지 원리로 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

를 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가 깨끗해지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계가 완 하게 회복된다.(히 9:12,히 9:22,요

1:29)168)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

아 아라비카로써 이 나무로부터 그리스도의 인성을 엿볼 수 있다.169)성

경은 그리스도를 나무에 비유하곤 한다.이사야서 53장 2 은 그리스도

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

166)Ibid.

167)Ibid.,21.

168)Ibid.,22-24.

169)Ibi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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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

다운 것이 없도다”로 표 하고 있다. 수는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 같

고 마른 땅에서 나온 기로 묘사되는데 나무가 땅에서 자라듯이 그리스

도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며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

에 달리게 된다.이사야 4장 2 은 그리스도를 ‘땅의 열매’로 부르고 있

다.170)제단의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한다.제단은 나무에 놋을

입 만든는데 놋은 힘을 상징한다(욥 40:18).놋은 하나님의 불의 심

을 견딜 수 있는 힘이다.민수기 16장에 보면 반역한 자들에 한 기사

가 나오는데 불의의 물을 드리려는 250인이 하나님의 심 의 불에 소

멸된다(민 35-39).그 때 그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지만 손에 든 향로는

놋으로 입 졌기 때문에 그 로 보존되었다.171)그리스도는 나무로 비유

된 인성과 함께 놋으로 비유된 신성을 가졌다.그리스도는 제단이자 제

물이며 한 불 속에 있는 제물이 하나님께 타오르도록 돕는 제사장이

다.(엡 5:2)172)

(4)성소

성소는 길이가 5m이고 넓이가 75cm인 48장으로 구조를 만든다.

나무는 제단에서와 같이 싯딤나무 는 아카시아 나무 다.173)땅에서

자라나는 이 나무는 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간으로 땅에서 태어난 사실

을 상징한다.그러나 들은 모두 으로 입혔고 놋제단의 나무를 감

싼 놋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했듯이 나무로 만든 을 싸고 있는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174) 으로 덮은 으로 인해 성

소 안은 온통 순 으로 빛났다. 은 가장 고귀한 속이며 성경에서

은 천국,하나님의 을 말한다.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새 루살렘의

묘사 에 수많은 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도시는 정 으로 되어 있어 하

170)Ibid.

171)Ibid.,29.

172)Ibid.,32.

173)Ibid.,47.

174)Ibid.,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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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을 드러낸다.175)

(5)성소의 휘장

성막의 휘장도 문과 마찬가지로 흰색,자색,홍색,청색 4가지 색으로

직조되고 수놓아져 있었다.이 색은 모두 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

다.4복음서는 각기 상이한 그리스도의 4가지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데

성막의 색깔에서 이 네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176)

·흰색:흰색은 정결과 의를 나타낸다.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커다

란 흰 보좌 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나는 세마포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포장의 흰색은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가리킨다.세마포는

하나님과 인간을 온 히 섬긴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상징한다.(벧

2:21-25)특히 마가복음에는 완 한 인자(人子)이며 충성스런 종이었던

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177)

·청색: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고 15:47), 의 주로 불린다.(고

2:8)그는 땅 에서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애를 보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요 3:13).그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자 생이다.(요일 5:20)178)청색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

·자색:자색 옷감의 원료는 비 기 때문에 자색 옷은 왕이나 부자의

유물이었다.성경에 보면 붉은 자색 옷은 이스라엘 주 국의 궁정에

서 입었던 것으로 나타난다.(삿 8:26).자색은 우주 , 세계 부요

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수 그리스도의 과 련되어 있다.시편 8편

6 은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두셨으니’라고 되어 있으며(엡 1:22) 가복

음은 고난과 죽음을 당한 인자를 ‘만주의 주요,만왕의 왕’(계 17:14)으로

묘사하고 있다.179)

175)Ibid.

176)Ibid.,57.

177)Ibid.,58.

178)Ibid.,59.

179)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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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색:성경에서 홍색은 자색과 달리 이스라엘과만 연 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복식의 색상으로, 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큰 을 차지할 것의 표이다.그리스도의 이스라엘에 한 왕

권 회복이 주제인 마태복음은 27장 28 에서 그리스도가 홍포를 입은 모

습을 묘사하고 있다.한편,홍색과 자색은 살아 있는 자색달팽이와 진홍

벌 로부터 추출하는데 염료를 뽑아내기 해서 수많은 달팽이와 벌 들

이 죽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과 련되어 요한 의미를

지닌다.180)

이 듯, 요한 의미를 담은 네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막으로써 그 안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으

며,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다.그러나 지

은 모든 기독교인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존 에 찬양과 감사의

배를 드리기 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이것은 그리

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해

성취되었다.(마 27:51,막 15:28, 23:45,히 10:19-20)181)

(6)성막덮개

성막의 라고 할 수 있는 과 기둥들은 천사(그룹)를 수놓은 앙

장(仰帳)을 비롯한 네 겹의 덮개로 드리워졌다.그 에 네 개의 넓은 막

인 덮개가 펼쳐져 지붕을 이루는데 이것이 바람과 폭우로부터 성막을 보

호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182)

·첫 번째 덮개(그룹을 수놓은 앙장):가장 에 들어가는 덮개로 에

서 언 한 네 가지 색으로 천사를 수놓은 천이다.183)

·두 번째 덮개(염소털로 만든 덮개): 의 것보다 크기가 크며 이것은

성막 의 천막으로 불린다.아래의 아름다운 앙장을 보호하고 그 주

에 있는 것으로부터 성막을 분리하는 안 장치이다.이 덮개는 특히 분

180)Ibid.,59-60.

181)Ibid.,61-62.

182)Ibid.,64.

183)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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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집,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각에

서 합당치 못한 모든 것으로부터 성별되어 따로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분리라는 말은 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데 엄격하라는 것이

며, 수 그리스도는 이 땅 에서 이것을 온 히 이루었다.184)

·세 번째 덮개(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수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

릴 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해 살해되었다.(출 29:15-35, 8:2)

이 희생제물은 아버지께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그리스도의 완 한 헌신

을 의미한다.(빌 2:8)붉은 염색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림을 상기시

킨다.185)

·네 번째 덮개(수달의 가죽):맨 덮개는 수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

다.가장 바깥 덮개는 외부로부터 내부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다.그리스도는 원불변하고 죄가 없으며 모든 유혹과 항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보호는 완 하다.네 번째 덮개는 그리스도의 인성

에 한 표이기도 하다.수달 가죽은 수를 놓은 앙장이나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에 비해 화려하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그 안

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연약

한 인간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다.186)

제 3 신학 미학에 의한 세 그리스도 도상의 신

성·인성 분석을 한 틀

1.신학 미학과 세 그리스도 도상의 계

세 그리스도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석하기에 앞

서 그리스도 도상과 분석의 방법론이 될 신학 미학과의 련성을 언

하고자 한다. 노 스키(ErwinPanofsky)는 술작품의 정확한 분석을

184)Ibid.

185)Ibid.,66.

186)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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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도상을 자연 주체의 층과 습 주제의 층,본질 의미·내용

의 층으로 나 고 이것을 다시 통합 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

했다.187)그리스도 도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성서의 내용과 기독교인의

신앙이 결부된 형태로 발달해 왔다.그리고 시 의 흐름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에 따라 그리스도를 재 하는 방식이 변화해 왔다. 기

독교 도상학자인 앙드 그라바(AndréGrabar)에 따르면 기독교 미술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3세기 후, 기기독교인들의 지하묘소이자 배소

던 카타콤에 나타난 벽화이다. 기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

해 카타콤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회화의 상징성을 통해 표 하

다.이러한 상징성과 표 방식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발 해 왔지만 여 히 습 인 형태로 남아 있게 된다.그러

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10세기부터는 두 교회가 서로 공유하

고 있던 기 기독교 도상의 상징성이 각 교회의 신학과 미학의 차이에

의해 차별화된 조형성을 띠기 시작한다.이 듯 세의 그리스도 도상은

기 기독교시 부터 물려받은 도상의 상징,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각 교

회의 신학과 미학의 차이,성서의 충실한 반 과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

에 따라 다양한 층 를 갖게 되었다.이러한 다양한 층 를 고려해야 비

로소 세 그리스도 도상의 해석이 정당성과 신뢰성을 갖추게 될 것이

다.

그리스도 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노 스키가 말한 자연 주제의

층은 작품에 묘사된 형태가 어떤 상이나 사건으로 인지되는 사실 주

제와 자세나 신체의 표정이 감지되는 표출 주제로 나 수 있다.이

게 인지된 순수한 형태는 일상 인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쉽게 이해되

는 것이다. 습 주제의 층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독교 주제와 표 에

따른 상징성을 이해함으로써 악할 수 있게 된다.이를 바탕으로 본질

의미·내용을 악하는 도상해석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노

스키는 민족·시 ·계 ·종교 ·철학 신조 등의 기본 태도를 견지하는

187)장미진,“도상해석학의 문제- 노 스키와 제들마이어의 이론을 심으로”,

미술사학,2(1990):1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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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리를 조사하여 확실히 알아냄으로써만 도상의 본질 의미·내

용을 악할 수 있다고 하 다.188)

그 다면 본 연구의 상인 그리스도 도상을 해석하기 해서는 먼

도상학 인 ,즉 습 주제의 층을 살펴보고 본질 의미와 내용

의 층은 그 도상을 이루는 가장 핵심 인 근본원리를 악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자는 이 근본원리를 신학,특히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기독론 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보았다. 세 기독교 도상은 그리스도와 련된 다양한 주제와 표 ,상

징을 보여 다.그러나 모든 그리스도 련 도상이 일 되게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여기에서

신학 미학의 시각이 요구된다.신학 미학은 복음에 기반 하여 술

작품을 유비 ,비 으로 성찰하는 이론이다.특히 술작품이 복음의

핵심인 수 그리스도를 표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더욱 철 한 신학

미학의 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독론과 형론을 통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 그리

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악한 뒤, 술작품에 묘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종합 으로 악할 수 있는 거의 틀을 세우고자 한다.

이를 기 으로 하여 그 동안 그리스도 도상에 해 이 졌던 미학

단이나 진술에 해 신학 인 타당성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도상해석학

측면에서 그리스도 도상의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표

의 정당성과 합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세 그리스도 도상의 신성·인성 분석을 한 틀

본 연구는 신학 미학의 연구 방법으로 세 동·서방 교회의 그리스도

도상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해 기독

론과 형론에 입각하여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을 살펴보고 이를 각 교회의 그리스도 도상이 표 하고 있는 주제 상

18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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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들과 연 시켜 분석하고자 한다.다음은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한 세

그리스도 도상의 신성과 인성의 분석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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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학 미학에 의한 세 그리스도 도상의 신성·인성 분석 틀

수 그리스도

신성 인성

기

독

론

명칭
그리스도,메시야,임마 엘

하나님의 아들,주
수,인자(人子)

신분

하늘의 신분,왕의 신분

승귀의 신분

(부활,승천,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육체 재림)

지상 신분,종의 신분

비하의 신분

(성육신,고난,죽음,

장사지냄,음부에 내려감)

직분 선지자, 제사장 희생 제물(어린양)

특징

1.성경의 어떠한 언자나

왕보다 더 한 존재로 기록

2.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음.

3. 임받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권능에 의한 기 행함

4.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행

로 기록되어 있는 언이 그리스

도에 의해 성취됨

5.하나님과 인 존재,그리스

도와 함께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6.다른 인간과 달리 죄가 없음

1.아 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후 ,유다지 등 계보 존재

2.유 인 남성으로 장인(목수)집

안 출신,아람어 사용

3.탄생과 성장,죽음 등 인간의

발달·성장단계 따름,세례 받을

당시 나이는 삼십 세쯤이었고,십

자가에서 죽음을 맞을 당시는 30

· 반 정도로 추정

4.분노,슬픔,불안함 등 인간의

약한 감정 표출

5.인간의 생리 욕구 지님

형

론

색의

상징

-흰색:거룩하고 완 함,순결

-청색:하늘, 의 주

-자색:만왕의 왕,

우주 ,세계 부요

-흰색:온 한 순종

-홍색:이스라엘의 왕,홍포

-붉은색:죽음,피 흘림

형상
빛,소리,화려,장엄,

자연 ,비물질
소박함,아름답지 않음,연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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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세 그리스도 도상에 나타난

신성·인성 분석

제 1 세 동·서방 교회 그리스도 도상의 일반

고찰

1.그리스도 도상의 이해

1)그리스도 도상의 개념

그리스도 도상의 개념을 구체 으로 고찰하기에 앞서,기독교에 해

간단히 살펴본다.표 국어 사 에 의한 기독교의 정의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그 독생자 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

교이다.그리스도교라고도 부르며, 수교,크리스트교라고도 부른다.기

독교는 팔 스타인에서 시작되어 313년 콘스탄티 스(Constantinus)황

제 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다시 페르시아ㆍ인도ㆍ 국 등지에

해졌는데,8세기에 동방 고 헬 니즘의 통 에 그리스정교회가

갈려 나간 후,로마 가톨릭교회는 다시 16세기 종교 개 에 의하여 구교,

곧 가톨릭교와 신교로 분리되었다. 재는 크게 동방정교회 기독교,로마

가톨릭 기독교,개신교 로테스탄트 기독교로 나뉘어 있다.1)우리나라에

서는 특별히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방정교회와 로마가톨릭,개신교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로 기독교를 사

용한다.

본 연구의 연구 상이 되는 그리스도 도상은 기독교미술(基督敎美術)

의 한 로 기독교 미술의 사 의미는 기독교의 배와 사상이 결부

된 미술로 4세기 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함으로써

1)HansKüng,그리스도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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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발달하여 주류를 이룬 미술이다.김 2)과 서 남3)의 선행연구에

따르면,기독교미술은 신앙의 체험에 의해 표 된 작가의 신앙 고백

조형양식이다.채창완4)은 미술사 인 측면에서 기독교미술을 로마의 콘

스탄티 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4세기경부터 르네상스 이 의 유럽

세미술로 본다.본 연구는 의 개념들을 수렴하여, 세의 기독교미술

을 수 그리스도에 한 신앙심을 표 한 4세기부터 르네상스 이 의

유럽의 미술로 본다.

기독교미술과 련된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 ,기독교 회화

는 크게 종교화로 분류하며,기독교 회화를 일컫는 용어 가장 표

인 것은 이콘(icon)과 성상화(聖像畵)이다.종교화의 사 정의는 종교

와 계되는 인물 는 례(典禮)등을 주제로 하여,신앙의 상으로

그려진 그림이다.종교화를 다른 말로 성화(聖畵)라고도 하는데 성화는

특별히 기독교의 내용을 그린 회화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기독교 회화

의 상징성과 련하여 일컫는 용어 에 이콘이 있다.이콘은 ‘모방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고 그리스어 동사 ‘에이콘’(eikon)에서 유래한다.신

상(神像)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 ‘에이콘’은 로마 제국 시 의

코이네 공용 그리스에서는 이콘으로 발음되었으며, 기 그리스 교부들

은 이 이콘이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지칭하기 해 차용하면

서 ‘에이돌론(우상)’과 구분하 다.5)이콘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우

선,그리스 정교에서 모시는 수,성모,성도(聖徒),순교자 등의 상이

라는 의미가 있고,두 번째로,교회의 벽,성구,스크린,네모꼴 자 등

에 색을 넣어 그리거나 혹은 모자이크로 만든 종교 의미를 상징하는

성화를 지칭한다.6)성상화는 이콘과 동의어로 쓰인다.본 연구에서는 이

콘을 포함한 동·서방 교회의 성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2)김 ,“도상해석학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 미술과 그것에 나타난 복음의

인식과 변용과정의 이해”,59.

3)서 남,기독교미술사 (서울:집문당,1994),18.

4)채창완,“ 기독교미술의 미학 신학 연구”(성공회 학교 신학 학원,석

사학 논문,2008),6.

5)이덕형,이콘과 아방가르드,22-23.

6)김 수,“동방정교회 아이콘 숭배 연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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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룬 도상을 연구의 상으로 한다.

2) 세 이 의 그리스도 도상

세의 그리스도 도상을 살펴보기 에 기 기독교 미술을 통해 세

이 의 그리스도 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 기독교 미술은 략 기

원후 처음 5세기 동안에 기독교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는 기독교를

해 만들어진 미술작품을 말한다. 기 기독교 미술의 표 인 는 카

타콤과 두라 에우로포스(Dura-Europos)의 벽화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

다.

본격 으로 세의 기독교 도상이 등장하는 시기는 12세기 이후로,6세

기에서 11세기 동안의 시기는 기독교 미술의 쇠퇴기라고 할 만큼 기독교

도상이 발 하지 못했다.그 이유는 기 기독교 미술을 이어 받았던 동

방교회의 성상 괴주의자들이 종교 형상의 표 을 공식 으로 지했

고 그 당시 서방의 조형 술은 낮은 수 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 기에도 불구하고 기 기독교 미술과 12세기 이후 세의 기

독교 미술은 연속성을 지닌다.7)그리스도의 재 에 있어서도 기 기독

교 미술의 향이 12세기 이후 세시 까지 이어졌다.따라서 세의

그리스도 도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 기독교 도상에 나타나는 그리스

도의 모습을 고찰하는 것은 필수 이다.

서구미술사는 카타콤의 회화 석 술과 두라 에우로포스 세례당의

벽화를 기독교 최 의 술로 규정한다.8)카타콤은 고 그리스어 ‘카타

콤베(catacombe)’에서 비롯된 것으로,‘낮은 지 의 모퉁이’를 뜻하며,

기기독교인들의 지하묘소이자 배소 다.원래 지하에 묘지를 만드는

풍습은 동방에서 래되었다고 하는데,기독교에 한 박해가 심해지면

서 지하에 매장하는 풍습이 더욱 성행하 다.9)가장 오래된 카타콤의 벽

화는 서기 200년 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오래된 기독교 석

7)AndréGrabar,기독교 도상학의 이해,223.

8)박정세,기독교 미술의 원형과 토착화 15.

9)Ibi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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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은 23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본다.10)

1차 세계 직후에 이란 국경 유 라테스 강 부에 치한 로마군

주둔지 던 작은 마을 두라 에우로포스에서는 연 가 약 230년경으로 추

정되는 기독교 세례당의 벽화가 발견되었다.11)이 세례당의 벽화가 발견

됨으로써 기독교가 공인되기 한 세기 에 이미 기독교 종교의식에 사용

된 장소가 도상으로 장식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이 벽화는 비록 부

분 으로 남아 있긴 해도,주제와 구성뿐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 가치

가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그림으로 벽을 장식하는 방법은

두라의 벽화를 그린 화가들이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 있던 이교도들의

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 다.두라의 기독교 미술은 기본 으로 페르시

아 술의 향을 받았는데,이 지역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 교,미트

라신,팔미라신 등 각종 신 의 스코화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체 으로 선묘주의,평 채색,정면성을 특색으로 한다.이 듯,정신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헬 니즘과 고 오리엔트의 미술 통을 충한 것

으로 로마제국의 지배시 에도 계승되었고,다시 비잔티움 미술의 원류

가 되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12)

로마 카타콤의 회화와 두라 벽화는 그리스-로마 세계 하에 이교도의

향을 받은 기독교 도상이라는 에서 서로 유사한 경향을 찾을 수 있

지만 그 계는 그리 하지 않다.두라의 벽화가 더 묘사 인 반면

로마 카타콤의 회화는 간략한 이미지와 기호를 더 많이 이용하 다.이

것은 카타콤의 벽화가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해 자신들의 신앙을 상징

으로 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에 반해,두라의 벽화는 기독

교 공동체의 모든 일원이 쉽게 근할 수 있는 장소에 그려졌기 때문일

것이다.13)

기 기독교 미술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의 비 은

그리 크지 않았다.기독교가 공인되기 이 의 기 기독교 시 에 그리

10)AndréGrabar,기독교 도상학의 이해,23-24.

11)Ibid.

12)박정세,기독교 미술의 원형과 토착화,56.

13)AndréGrabar,기독교 도상학의 이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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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는 다양한 상징 이미지로만 나타나며 개인 인 얼굴 모습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14)그럼에도 불구하고,로마의 카타콤과 석 ,두라 에우

로포스의 세례당에서 발견되는 기 그리스도의 상징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선한 목자 이미지이다.카타콤과 석 에서 볼 수 있는 어린 양을

메고 있는 선한 목자 도상은 로마의 이교도 미술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

덕 박애주의자의 상징이다.15)두라 에우로포스의 세례당은 카타콤의

선한목자 도상에 비해 기독교의 교리를 보다 체계 으로 표 하고 있는

데 양떼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를 아담과 이 와 함께 방의 정 앙에

치한 앱스(apse)16)에 그려 넣음으로써 원죄와 구속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 다.

둘째,선한 목자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그리스도를 표 하는 다른

상징 형상은 철학자 이미지이다.이 도상은 주로 상반신을 벗거나 혹

은 반쯤 몸을 드러낸 채 엑소미스(exomis)라는 겉옷을 두르고 걸상에 앉

아 책을 읽고 있는 수염 난 남자로 표 되는데, 의 성서학자들은 이

를 ‘진정한’철학자로 제시된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일반 으로 이 도상

에서 죽은 자는 진리를 가르쳐 철학자 수 앞에 몸을 굽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선한 목자가 후 까지 승된데 비해 이 도상은

세 이후의 기독교 미술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17) 기 철학자 유형의 그

리스도가 입고 있던 엑소미스는 어깨와 상반신이 드러나는 옷이었으나

기독교 미술은 차 이 의상의 표 을 제한하 고 신 로마의 행정 리

나 시인, 인 같은 고 층 인물들이 입는 형 의상인 길고 펑퍼짐한

토가나 다른 망토를 입은 모습으로 표 하 다.이때부터 그리스도와 선

지자,그리고 사도들은 기독교 도상에서 다른 인물들과 구별되는 의복을

14)Ibid.,29-30.

15)Ibid.,30.

16)교회 건축에서 동쪽 제단 뒤편에 반원형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기

기독교 시 부터 이곳을 스코화나 모자이크로 장식했다.(AndréGrabar,기

독교 도상학의 이해,41.)

17)Ibid.,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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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18)

셋째,그리스도는 기 을 행하는 자로 묘사된다.가장 오래된 카타콤에

는 구약에서 인용된 구원의 이미지가 지배 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나

사로를 소생시키는 그리스도의 기 이 포함되어 있다.4세기 카타콤과

석 부조에는 수의 기 에 한 장면이 더욱 반복 으로 표 되고 있

다.이것은 도상 제작자들과 그들의 고객이 개인 인 수의 이미지를

갖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보여 다.19)두라 에우로포스의 세례당은 수

의 기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고 있는 장면과 풍병자의 치유 장

면을 보여 다.20)

넷째, 기 기독교 미술에서 그리스도는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으로 표

되곤 한다.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이 아닌 주

인 1월 6일이나 동방박사가 도착한 1월 5일에 기념했기 때문이다.

이 도상이 요한 이유는 기독교의 주요 주제인 그리스도의 육화와 그의

인류 구원이라는 논 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21)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임을 직감하고 그것을 표 하고자 했기 때문

이다.

다섯째,기독교가 공인된 4세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그리스도 도상은

엄 있는 의 그리스도,즉 토크라토르(Pantocrator)22)이미지이

다.이 도상은 시 에 비해 묘사 성향을 띠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화를 강조한다.23)이 유형의 그리스도는 수염 난 얼굴과 풍성한

머리털을 가진 성숙한 남자로서 힘의 지속과 충만함을 가진 모습으로 표

된다.

18)Ibid.,62.

19)Ibid.,31.

20)Ibid.,41.

21)Ibid.

22)만물의 지배자,만능의 주(主)를 의미하며 (요 11:17),머리가 길고 수염을

기른 장년의 그리스도 상으로 오른손은 축복의 표시를 하고 왼손에는 복음서를

안고 있다. 기 이후 비잔틴 성당의 앱스(apse)장식에서 많이 보인다.(미술용

어 사 ,http://terms.naver.com)

23)Ibi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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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독교 미술의 그리스도 도상은 이교도 미술의 향을 받은 모습

으로 표 되는데 주로 선한 목자 이미지와 철학자 이미지로 표된다.

한 기 을 베푸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 고 기독교 공인 이후에는 부

활 후의 스런 그리스도를 표 하기 시작하 다. 기 기독교 시기에

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묘사하지 않는 신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

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려 했다는 이 특이할 만한 이

다.

2. 세 동·서방 교회의 신학 미학

기 기독교 미술과 세의 기독교 미술은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분

명히 구별된다.그것은 세 시 가 기 기독교 시 보다 기독교 교리

를 하기 한 목 에서든 개인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한 목 에서

든 도상에 한 의존도가 더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의 도상 제작자들은 교회와 성도의 새로운 요구에 맞춰 도상을 창조

하게 되었다.24)도상학 에서 볼 때 이 시 의 교회와 국가의 권력

은 서로 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미술 작품에도 많은 향을 미쳤다.

신정군주제 던 비잔티움 제국에서 교회와 국가는 성상 괴논쟁 시기와

그 이후에 결정 인 향을 미쳤고 카롤링거 왕조가 지배하던 서방 세계

역시 미술작품에 교회와 국가가 큰 향을 미쳤다.다만 서방교회는 기

독교 미술의 제작이 주로 수도원에서 이 졌고 이를 통해 한 토

안에 기독교 미술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세 후기에 나타나는 서구 미술

의 지방분권주의화의 토양을 마련했다.25)따라서 동·서방 교회의 분리의

역사를 통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각각 어떠한 정치 배경을 갖고 있

으며 어떠한 신학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세의 그리스

도 도상에 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해 필요하다.

24)Ibid.,224-225.

25)Ibid.,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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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서방 교회의 분리의 역사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은 문화 ·사상 차이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비록 로마제국에 의하여 희랍문화를 창출하 던 지역과 라틴문화를

발 시켰던 지역이 한 제국으로 통일되었지만,문화와 사상의 차이는 단

순히 토의 통일만으로 극복될 수 없었다.로마제국 내에서 두 지역 간

의 문화 ·사상 차이는 각 지역에서 발 하 던 기독교 교회간의 차이

와도 하게 연 이 있다.희랍문화의 특성은 동방교회의 교회 ·신학

특성으로 나타났으며,라틴문화의 특성은 서방교회의 특성을 형성하

는 데에 깊은 향을 끼쳤다. 를 들어 희랍문화의 사변 특징은 동방

교회가 서방교회에 비하여 신학 으로 더 깊은 심을 가졌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동방교회는 수백 년에 걸쳐 삼 일체론이나 기독론과 같은

깊이 있는 신학 논의를 개해 왔다.이에 비하여 서방교회는 라틴문

화의 실 이고 실질 인 사고방식에 따라 신학보다는 교회의 윤리 인

문제에 더 많은 심을 가졌다.교인의 윤리 삶에 한 깊은 심은

일 부터 서방교회에서 고해성사를 발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문화

차이에 의한 동·서교회의 차이는 신학과 교회의 제도 습,그리고

가치 에 이르기까지 범 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서교회가 다른 노

선을 택하는 근본 인 원인을 제공하 다.26)

동서방의 교회가 노골 으로 립하게 된 신학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일어났던 성화상 논쟁은 표 인

경우이다.이 논쟁은 726년에 비잔티움의 황제 오 3세가 성화상 기

칙령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황제의 성화상 기의 목 은 다분히 정

치 인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주로 제국의 동쪽에 있었던 단성론자(單

性論子),바울 ,유 교도,이슬람교는 성화상의 습을 반 했는데,황

제는 정치 으로 그들을 포용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특히 성화상의

습이 유 교도와 이슬람교도의 기독교로의 개종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

다.황제의 칙령은 단호하여 이를 반 하던 콘스탄티노 의 총 주교

26)남병두,기독교의 교 ( 주:살림출 사,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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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게르마니우스는 폐 되었으며 많은 성화상 찬성론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다.이에 하여 로마의 교황 그 고리 3세는 두 차례에 걸쳐 공의

회를 소집하고 성화상 괴론자들을 정죄하 다.그러나 콘스탄티 스 5

세는 753년 히에리아 공의회에서 모든 성화상의 기를 재차 선언하

다.많은 교회 성직자들은 이 선언을 수용하 지만 수도사들은 체로

격렬하게 반 하 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 다.이후,

오 4세의 아내 이 네가 어린 황제를 섭정하면서 성화상 기정책을

철회하 고,결국 로마 교황의 력 하에 787년 니 아 공의회를 소집하

여 히에리아 공의회의 결정을 무효화하 다.그러나 이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9세기에 들어서면서 국면은 다시 역 되었다.814년 제

에 오른 오 5세는 다시 성화상 기정책을 실시하 고,이것은 이후의

황제 테오필루스 때까지(842)지속되었다.성화상 논쟁은 동방 제국의

황제와 서방 교황과의 갈등을 표출하 고,동서교회의 분열을 가속화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27)

동·서교회의 분열에 있어서 하나의 요한 요소는 서로마제국이 패

망한 이후 로마교회가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서유럽에 형

성되었다는 데 있다.더 이상 서로마제국의 황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476

년 이후 로마의 갈리아 지방(지 의 랑스 지역)에 진입한 랑크족이

클로비스 왕을 심으로 새로운 왕권을 수립한 것과 그 왕권이 로마가톨

릭으로 개종한 것은 그 이후의 서유럽과 서방교회의 역사에 획기 인

환 이 되었다.8세기에 이르러 랑크 왕국 내에서 메로빙거 왕조가 쇠

퇴하고 카롤링거 왕조가 수립되면서 교황과 랑크 왕국 간의 새로운

계가 형성되었다.특히 800년경 교황 오 3세가 랑크 왕 샤를마뉴에

게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을 운 일은 서방교회가 로마의 교회를

잇는 정통교회임을 내외 으로 공표한 사건이었다.한편,이 사건은 제

국 내에서 교황의 권한을 확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다른 한편으로는

황제가 성직자의 임명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에 군림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로마의 교황이 정치 으로 비잔틴

27)Ibid.,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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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황제로부터 독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에서 획기 인 일이었

다.이것은 동서교회의 분열이 실화될 수 있는 정치 여건을 제공하

다.

동서교회의 실질 분열이 결정 으로 이루어진 것은 11세기 엽이었

다.독일의 하인리히 3세에 의하여 임명된 교황 오 9세는 11세기 교황

개 운동을 주도하 던 요한 인물로 평가된다.그는 유럽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종교회의를 주최하고,개 인 인사들을 측근으로 포진하는

등 교회개 을 하여 단한 노력을 기울 다.그가 교황권 신장의 일

환으로 남이탈리아를 령하고 있었던 노르만족을 상 로 쟁을 일으킨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그 지역에는 6세기 유스티니아 스 황제의

정복 이후로 희랍교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 오 9세의 심

은 곧 콘스탄티노 의 총 주교 던 룰라리우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

들었고, 룰라리우스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몇 가지 신학 ·제도

이유를 들어서 콘스탄티노 에 있는 라틴교회를 폐쇄하는 것으로 표 하

다.그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양 교회의 통합이 시도되었지만 실패

하 다.11세기 말에 시작된 십자군 쟁도 동·서교회의 통합에 한 기

를 갖고 시작되었지만,결과 으로는 오히려 동·서교회의 분리를 더

강화시켰다.동방정교회의 역사가들은 1054년 동서교회의 공식 결별

사건은 동방교회가 서구의 역사에서 소외되는 계기가 되었으며,이로 인

해 서방 기독교가 그 역사 속에서 ·신학 균형을 상실하게 된 근본

인 이유로 생각하고 있다.28)

2)동방교회의 신학 미학:이콘의 미학

동방교회에서는 술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고 본다.동방교회는

이콘이 그림의 심미 장식성과 교육 도구성을 넘어 성스러운 숭엄을

직면하게 하는 성례 계시의 통로로 사용된다.루돌 오토(Rudolf

Otto)는 술에 있어서 거의 부분의 경우 미노제(Numinose)29)의 경

28)Ibid.,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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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가장 효과 으로 표 하는 수단은 숭엄이라고 말했다.이콘 술은

이처럼 신성한 숭엄의 계시이다.30)

이콘은 그리스어로 ‘형상’,‘이미지’,‘상화’,‘닮은 꼴’등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시각 술 체를 가리키는 말이다.그러나 동방 정

교회의 성상 괴 논쟁에서 사용된 좁은 의미의 이콘은 커다란 벽화와는

달리 쉽게 휴 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보다 소규모의 재료 에 그리스

도,성모 마리아,성자,순교자,천사 등을 표 한 례물을 가리킨다.31)

넓은 의미에서 이콘은 뒤에서 살펴볼 서방교회의 교황 그 고리우스 I

세가 말했듯 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에게 책을 신하여 교육 기능을

신한다.이때 이콘은 교리 가르침을 보다 쉽게 달하여 신도들을

교화시키는 술 매체가 된다.동방교회의 교리를 담고 있는 좁은 의미

의 이콘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월 하나님,말 과 육

신,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시간과 원,내재성과 월성을 다리 놓는

술 ‘모순의 일치’(coincidentiaoppositorum)라는 독특한 존재론

치를 지닌다.서방교회가 문맹자를 한 책이라는 이콘의 교육론 기능

에 집 하 다면,동방교회는 은총의 통로로서의 술의 계시성이라는

이콘의 존재론 지 에 집 하 다.32)따라서 동방교회에서는 이콘을 통

해 계시의 미학 측면에서 신학에 근할 수 있는 것이다.

기 기독교 내에서는 성서와 통을 들어 성상을 옹호하는 입장과 성

29)독일의 철학자 R.오토가 그의 서 『성(聖)스러운 것』에서 새로이 만든

철학용어.그는 독일어의 heilig(神聖)라는 말이 합리 이고도 도덕 이어서 ‘표

하기 어려운’본질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여,라틴어의 멘(numen:아직 명

확한 표상을 갖추지 않은 자연 존재)에서 이 말을 새로 만들었다.이 말은

사람에게 피조물(被造物)이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신비’로서,이를

다시 분석하면 외경심(畏敬心)을 불러일으키는 율 (戰慄的)인 무서움,압도

인 권 ,세력 있는 것,‘ 타자(絶 他 )’로서의 신비이다.그것은 한 사람

의 혼을 홀리는 것으로 가치로서는 존엄이다.그러나 그것은 본시 말로 표

할 수 없으며 다만 암시할 수 있을 뿐이다.( 미노제:terms.naver.com)

30)손호 ,아름다움과 악,135.

31)Ibid.,136.

32)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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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괴하려는 입장이 공존했다.반 하는 입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께 받은 십계명 둘 째 계명( 를 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 20:4)에 따라 성상을 반 했다. 한 로마서 1장 23 에서 사도

바울은 종교 술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기만 행 라

고 비 하는데 이것 역시 성상을 반 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로부터 표상 이미지의 통이 강했던 페르시아나

시리아,이집트 북부의 알 산드리아 등지의 토착 술과 동방의 향으

로 동방교회의 기 그리스 교부들은 체로 이콘의 성스러운 이미지에

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이들이 성상을 옹호하는 가장 결정 인 성서

근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자체이다.이콘 옹호론자들은 구약

시 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묘사할 수 없도록 지했으나,신약시

에 와서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의 가시성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미학 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 다고 주장한다.이들은 요한복음

1장 14 에서 ‘말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구 을 근

거로,육신이 된 로고스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가시성을 가시성

으로 환시킨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이콘이라고 보았다.여기에

서 말 은 로고스(logos)의 번역이며 육신은 형상의 번역이다. 한 신약

성서의 골로새서는 수그리스도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

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 나신 이시니’(골 1:15)로 묘사하고 있

다.

이콘 논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한 기독론 논쟁이다.이콘

의 신학은 수 그리스도에 한 존재론 성찰의 정을 이루고 있

다.33)이콘을 반 하는 입장에서는 화가들의 불법 인 술이 그리스도

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표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이콘으로 그림으로써 한편으로는 인성만 표 하

33)손호 ,아름다움과 악,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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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성을 제한하거나,다른 한편으로는 혼합될 수 없는 인성과 신성을

혼합시키는 단성론의 오류를 범한다고 보았다.한편,이콘을 옹호하는 입

장에서는 이콘이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인해 사람의 형상으로 표 하지

만,이때 사람만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된 그리스도를

표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한다.신성한 말 이 인간의 육신이 된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이들은 ‘참된 기독교인들은,한 분이며 동

일하신 아들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며,그들이 물감으로 이콘을

제작할 때에 말 이 육신이 되어 완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

는’한에서 이콘을 제작한 것이며,이것은 온 히 하다고 주장하

다.34)

이콘 논쟁에 한 제 7차 공의회에서는 이콘이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인성을 묘사하고 있지만,그러한 인성이 형상화될 수 없는 신성에 완

히 흡수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한다.그리스도는 그

신성에 있어 제한되지 않는 존재이지만,그 인성에 있어서는 제한되어진

존재이다. 를 들어 그리스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살던 마

을인 베다니에 있지 않았다.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인한 공

간 제한을 가리킨다.따라서 ‘모든 이들의 주님이신 수 그리스도,우

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성육신 후에도 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

한 신성모독’으로 결론지어졌다. 한 제 7차 공의회는 이콘이 단지 그

리스도의 인성을 묘사하기 때문에 신성을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콘과 원형을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신성과 인성을 혼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말 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콘의 신학을 가능

했을 뿐 아니라,모든 기독교 미학의 가능성에 석을 제공하 다.35)

동방교회의 성상 괴논쟁은 사실상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닌

그리스도에 한 기독론 논쟁이었다.손호 은 여기에 기 하여 다음과

같은 신학 함의들을 정리하 다.첫째,성육신의 계시는 미학 사건이

다.이콘의 신학에 따르면 구약시 의 형상 지령은 신약시 에 와서

34)Ibid.,152.

35)Ibid.,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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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콘’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해제되고 극

복된 것으로 이해된다.하나님의 비가시성이 성육신의 가시성으로 존재

론 환을 이루게 되었다.이제 하나님 으로서의 계시는 말 의

언어성과 함께 이콘의 미학성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술은 미학 성육신의 재 사건이다. 수 그리스도가 말

과 육신,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묶은 ‘신학 성육신’(theological

incarnation)의 사건이듯, 술은 자연의 질료와 인간의 정신,흙과 술

가의 혼이 결합하는 ‘미학 성육신’(aestheticincarnation)의 사건이다.

자가 하나님의 술 행동이라면,후자는 인간의 재 술 행동이다.

인카네이션(incarnation)의 어원이 말해주듯,자연 물질의 육체(carnis)

속으로(in-)정신을 실 시키는 미학 행동이 바로 성육신이고 술이다.

술은 자연인으로서의 우리가 원성을 경험하는 최 의 미학 성육신

의 경험이며,기독교의 신학 성육신의 교리는 이러한 술의 존재론

정당성을 제공한다.따라서 술도 하나님 계시의 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술의 교육 도구성에 집 했던 서방교회와는 달리,동방교회

는 하나님의 숭엄함의 표 으로써 이콘 술이 지니는 존재론 계시성

에 한 신학 성찰을 발 시켰다.성자 하나님의 비물질 월성과

물질 내재성,즉 신성과 인성이 이콘 술에 ‘모순의 일치’로서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이다.나아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한 이콘의 신학은 이

콘 술을 넘어서 술 일반이 지니는 계시성을 옹호한다.

마지막으로,계시와 술의 유비 계에 있어 언제나 계시가 존재론

으로 우선한다. 술은 미학 성찰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상

승의 길이다.이콘의 신학과 술신학은 오직 물질 인 것을 통해

인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인간 인식의 조건을 드러내 다.기독론의 교

리와 계시의 미학성이 가지는 근본 인 존재론 유비는 이러한 상승의

길에 궁극 인 기 를 제시한다.그러나 유비에는 선후 계가 있으며

무엇이 어떤 다른 것을 닮은 것이다.로고스가 성육신을 통한 계시가 있

었기에 반 로 계시의 미학 인식이 가능한 것이다.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라는 하나님의 하강의 길(viadescensionis)이 있었기에,미학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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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간의 상승의 길(viaascensionis)이 가능한 것이다.‘이콘에 드

려진 공경은 원형에게로 달된다’는 바실리우스(Basilius:330?-379)의

말처럼, 술은 존재의 의미를 푸는 단서가 될 수 있다.동방교회의 미학

에서 인간은 술작품이라는 감각 인식의 재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엄한 엄을 향해 상승하게 된다.

3)서방교회의 신학 미학: 술교육론

서방교회는 신앙의 교육을 해 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공식종교로 인정되고 차 세의 발 기를 거치면서 서방교

회는 술 이미지에 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었다.교회의 신자들은

부분이 가난한 자로 라틴어를 모르던 문맹자들이었고,라틴어로 작성

된 문서를 읽을 수 있었던 자는 성직자를 포함한 극히 소수의 엘리트뿐

이었다. 한 수도원에서 손으로 제작되던 필사본 서 들은 희소했을 뿐

아니라 매우 고가여서 성직자들도 개인 으로 소유하기는 어려웠다.이

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손쉽게 근할 수 있는 교육매체에 한 요구

가 성직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되었다.

6세기 말 서방교회의 교황 그 고리우스 I세(GregoriusI,590-604)는

성상의 사용을 교육 인 측면에서 옹호한 표 인 사람이다.그는 그

당시 성상 괴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마르세우의 주교 세 스

(SerenusofMarseilles)에게 두 개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고리우

스 제의 편지는 이후 술과 미학의 문제에 한 서방교회의 교육

도구론의 견해를 표 으로 달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인용되었다.그

는 자신의 편지에서 교회의 미술작품들을 옹호하며 문맹자의

‘책’(scripturaoftheigonrant)이라 불 는데 여기에서 “가난한 자의 성

서”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그 고리우스는 후에 동방교회에서 일어난 성

상 괴논쟁과는 달리 “무지한 자들의 교화”와 교육을 한 술의 도구

효용성에 집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6) 한 교회 안의

36)손호 ,아름다움과 악,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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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창작뿐 아니라 술교육의 정당화를 제공하는 로마교황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담고 있다.이런 이유에서 이콘이 표 할 수 있는 주제들에 해

동방교회가 엄격하게 규제했던 것과는 달리,서방교회는 신앙의 교육을

해서라면 다양한 성서의 내용들을 술로 표 할 수 있도록 보다 자유

롭게 허락하 다.교황의 두 편지는 교회 안의 술창작을 허용한 요

한 역사 근거를 제공한다는 술사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다른 한

편으로 설교나 교리문답 등으로 변되는 언어 교육과 더불어서 회화,

벽화,조각,건축 같은 형상 술도 신앙을 가르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교회의 술교육 혹은 미학교육의 정당화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언어

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고리우스의 두 편지는 이후 세의 “라티오 트리 스”(ratio

triples)라고 불리던 술의 세 가지 옹호의 이유를 이미 모두 담고 있다.

술은 교훈 (didactic), 회상 (mnemonic), 그리고 감정고양

(affective)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첫째로,그 고리우스의 편지는 라틴

어를 몰랐던 하층민들뿐만 아니라,그림이나 이미지 자체의 숭배에 익숙

하던 주로 독일계 이방인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익숙한 방식으로 교육

하고자 하는 호교론 선교의 심을 분명히 한다.그림은 그들에게 책

의 교육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하지만 그 고리우스는 그림을 숭

배하는 것과 그림을 통해서 그것이 가르치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으

로 다르다는 요한 신학 구분을 한다.하나님과 그림의 존재론 차

이를 분명하게 하기 해서 그 고리우스는 아주 일 으로 “숭

배”(adorar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하나님만이 숭배되어야 하는 것

이다.둘째로,그 고리우스는 그림이 기억을 회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즉 언어에서 분리되어서 그림이 감상자에게 완 히

독자 으로 신앙의 지식을 달할 수 있는 교육의 독립 매체로서의 역

할을 한다고 여기지 않으며,이미 설교에서 말해진 내용을 다시 달하

거나 회상시키는 보조 매체의 기능을 한다고 본 것이다.셋째로,그

고리우스는 회화라는 미학 매개체가 감정을 고양시켜 깊은 경건심을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그림을 통한 이야기의 생생한 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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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자들로 하여 회개의 감정을 보다 쉽게 가져오고,따라서 이후의

보다 엄 한 지 훈련의 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고리우스 I세의 편지는 기독교 술교육론을 옹호하는 직 근거

를 제공하 을 뿐만 아니라,8-9세기 동방교회를 휩쓴 성상 괴논쟁에서

도 간 으로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그는 “그림을 숭배하는 것”과

“그림의 이야기를 통해 숭배되어야 할 것을 배우는 것”은 서로 다른 일

이라고 분명하게 구분하 다.동일한 성화도 그것이 하게 혹은 부

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술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한

그 고리우스 I세의 입장은 로마를 심으로 한 서방교회의 견해를 변

하 다.

3. 세 동·서방 교회 그리스도 도상의 분류

세의 그리스도 도상을 분석하기 해 선행 연구37)에 기 하여 세

동·서방 교회의 그리스도 도상(圖像)에서 다루는 주제를 분류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그리스도 도상은 그리스도가 그림의 주제와 한 련이

있고 크기나 배치에 있어서 심 치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동

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다루는 도상의 주제를 살펴보면 동방교회에 비해

서방교회에서 화가나 화 에 따라 다양한 주제가 표 되었다.13세기 이

후 이탈리아를 심으로 제작된 기독교 회화는 작가의 이름과 화 가 표

기되는 것이 특징이다.각각의 화가나 화 는 특정한 주제에 능통하다고

하여 마스터(Master)라고 불리기도 했다.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림을 제작하 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표 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한 경우

가 많고,주제도 다양하게 다 진다.따라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표

을 비교·분석하기 해 동·서방 교회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37) 동방교회는 『Ions and Saints』,『이콘과 아방가르드』,『The Icon』,

『Byzantine Art』,서방교회는 『Image ofChrist』,『The Early Italian

Schools before 1400』, 『Art of Worship』, 『Christian Iconography』,

『RomanesqueArt(A.Petzold)』,『RomanesqueArt(C.Victoria,H.C.Klaus)』,

『GothicArt(C.Victoria,H.C.Klaus)』,『GothicArt:GloriousVisions』에 근

거하여 의 주제를 도출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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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

1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

(Nativityand
ChildhoodofChrist)

수태고지,그리스도의 탄생,동방박사의 경

배,성 알 등

2
그리스도의 세례

(TheBaptism ofChrist)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

3
그리스도의 유혹

(TheTemptationofChrist)
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음

4

그리스도의 변모

(TheTransfigurationof

Christ)

세 제자,베드로,요한,야고보와 함께 기

도하기 해 올라 간 산에서 그리스도가

밝게 빛나는 형상으로 변모

5
그리스도의 행

(Christ’sWorks)

제자를 부름,산상수훈,사마리아 여인과의

화,간음한 여인 사건 등 그리스도의 설

교 교훈

6
그리스도의 기

(Christ’sMiracle)

물로 포도주를 만듦,물 를 걸음,베데스

다못에서 름발이를 고침,나사로의 소생,

7

그리스도의 수난

(TheStoryofthe

Passion)

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

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최후의 만찬,세족

식,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빌라도의

재 ,채 질과 가시면류 ,홍포의 수모,

십자가를 짐,옷이 벗겨짐

8
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

(Crucifixion)

유 인과 제사장 무리가 백성을 미혹하고

‘유 인의 왕’으로 자칭했다하여 그리스도

를 십자가형으로 죽임

9

그리스도의 장사지냄

(TheDepositionandthe

EntombmentofChrist)

아리마 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그리

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청하고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내려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무

덤에 장사지냄

10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Resurrectionand

Ascension)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늘로 승천.동방교회에서는 ‘연옥으로의

하강’(DescensionintoHades)으로 표 되

기도 함

그리스도 생애의 주요 사건을 심으로 분류한 쉴러(GertrudSchiller,

1971)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표 3> 세 그리스도 도상의 주제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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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세 그리스도 도상의 신성·인성 분석

그리스도 도상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의 미 특성을 알아보기

에 주제별로 도상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을 살펴보고 도상에 나타난 그리

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미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 도상은 크게 열 가지 주제로 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면

서 그리스도의 복식에 변화가 있는 표 인 주제를 선택하여 도상의 의

미를 살펴보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살펴 볼 주제는 첫째,‘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 ’,둘째,‘그리스도의 세례’,셋째,‘그리스도의 변모’,넷

째,‘그리스도의 기 ’,다섯째,‘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이다.‘그리스도

의 탄생과 어린 시 ’은 수태고지,동방박사의 경배,그리스도의 성 방

문 등 다양한 주제가 속해 있고,각각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특징이

드러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식에 집 하기 해 수의 비

범한 탄생을 고하는 수태고지와 서방교회에서 공 로 기념하는 동방

박사의 경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그리스도의 기 ’ 에는 동·서방

교회 모두에서 풍부한 도상이 남아 있는 ‘나사로의 소생’을 심으로 살

펴보겠다.

세 그리스도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다양한 도상학 장치로 표

되었으나 인성은 주로 그리스도의 신체와 복식 표 에 집 된다.따라

서 이 은 각 주제별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한 도상학 장

치를 성서에 기반을 둔 신학 미학의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주제별로 본 세 그리스도 도상의 신성과 인성

1)수태고지(TheAnnunciation)

(1)‘수태고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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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태고지에 한 성서의 근거는 마태복음 1장 18 에서 25 과 가복

음 1장 26 에서 38 이다. 한 구약성경은 동정녀의 몸에서 날 임마

엘에 해 언하고 있다.(사 7:14,11:1)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과 동침하기 에 천사 가

리엘로부터 아들을 잉태하 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수라는 소식을 듣

게 된다.마리아의 남편 요셉 역시 꿈에서 천사를 만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임마 엘

임을 듣게 된다.

(2)‘수태고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수태고지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첫째,비둘기의 모습을 한 성령을 통

해 드러난다.동·서방 교회 모두 성령을 비둘기로 표 하는데 이는 그리

스도의 세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독교 도상의 습 표 이다.

성령의 임재는 태어날 아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즉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 이다.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사 61:1,

슥 4:1-6),기름 부음은 성별된 인물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 직 에 오를 때 기름부음을 받

았다.(삼상 10:1,6,10,16:13,14)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은

그가 온 인류의 왕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한 이러한 자연 출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하는 근거가 된다.( 1:35,마

1:18-24,요 1:13)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가복음은 천사 가 리엘을

통해 새로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한다.동·

서방 교회 모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

리아가 수태한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온 인류의 왕이라는

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동방교회의 12세기

의 <그림 1> 『수태고지』는 비잔틴 양식 콤네소스 유형(Type

comnène)38)을 보여주는 표 인 작품이다.<그림 1-2>의 성령은 천국

38)11세기 말에서 13세기 콤네소스 왕조(ComnenianDynasty,1081-1185)와

앙겔로스 왕조(AngelianDynasty,1185-1204)시 에 들어와 비잔틴 이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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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징하는 황 색의 원호에서 비롯된 색 각선과 그에 연결된 둥근

원 안의 비둘기39)로 표 되고 있다.12세기 에 제작된 동방교회의 수

태고지 <그림 2-1>은 하강하는 비둘기 신 그림의 에 반원으로 표

된 천상과 그 안에 앉아 있는 성부의 모습을 표 하고 있다.이 그림

에서 성령은 천국에서 성부의 주변을 맴도는 모습으로 표 된다.서방교

회의 <그림 3-1>는 12세기 엽 독일 지역의 필사본 성서에 등장하는

수태고지이다.여기에서는 붉은 색의 구름에서 비둘기가 수직 강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림 4-2>는 천국으로부터 비롯된 3개의 각선과

함께 원 안에 들어 있는 작은 크기의 흰색 비둘기로 표 되는데 마리아

의 귀로 향하고 있는 이 특징 이다.<그림 5-1>에서는 새의 모습을

한 천사에 둘러싸인 비둘기가 마리아에게 하강하고 있는데 비둘기 머리

주 로 배가 둘려 있어 신성한 존재임을 암시한다.

둘째,천국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암시한다.성경은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을 가시 인 채(겔 1:4,14,28)나 구름(겔 1:4,출 16:10,

겔 1:28)으로 표 한다.동방교회의 <그림 1-1>은 천국을 황 색으로 그

리고 있다.황 색은 태양빛을 연상시키므로 2세기의 지주의,3세기의

마니교 등 다른 이단 종 에서도 가장 시하던 색채 다.동방교회의

이콘에서 황 색은 생명력이 제거된 비자연 인 채를 띤 비물질 인

실재 혹은 성스러운 본질로 간주되었기 때문에40)그리스도의 신성을 드

러내기 한 목 으로 리 사용되었다. 한 천국은 어두운 란색(그

림 2-1,4-1)이나 붉은 색의 구름(그림 3-2)으로 표 되기도 하 다.비

잔티움 기의 색채상징 형성에 결정 역할을 했던 (僞)디오니시우

스(Pseudo-Dionysius)의 『천상 계론』(天界位階論 De codesti

hierarchia:6세기경)은 란색의 상징을 은폐·신비로 보았고 빨간색은 불

마 도니아 르네상스 시 의 이콘이 보여주던 헬 니즘 술의 장식주의

경향과 엄격한 욕주의 인 통에서 벗어나 보다 섬세한 인물 묘사에 치

하면서,콤네소스 유형을 만들기 시작했다.(이덕형,이콘과 아방가르드,

295-296)

39)그리스도의 세례식 장면에서 성령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표 되었다.(막

1:10, 3:22,요 1;32,마 3:16)

40)이덕형,이콘과 아방가르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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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이자 격류를 상징한다고 보았다.41)수태고지 도상에서 검푸른 하늘

은 은폐와 신비의 상징이자 어둠의 표 이기도 하다.이것은 성경의 열

왕기상의 구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

으니 이는 여호와의 이 여호와의 성 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 하셨사오나’(왕상

8:11-12)에서 연유한다.42)

셋째,수태고지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상은 천사 가

리엘이다.수태고지의 장면 외에 가 리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두 번 언 된다.여기서 그의 역할은 환상 에 하나님의 뜻을 달하거

나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다.가 리엘(히 리어:לֵאיִרְבַּג,)은 히 리어로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뜻을 담고 있다.수태고지에서 가 리엘은 구약시

부터 언되었던 메시야가 강한 하나님이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임을 드러낸다.43)가 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로 두 날개를 지니고 있

으며 동·서방 교회에서 한 손에 홀을 들고 있는 모습(그림 1,2,4,5)으

로 나타나기도 한다.이는 가 리엘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왕의 권 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다.

넷째,마리아의 복식에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잉태를 살펴볼 수 있다.이

것은 서방교회의 도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림 4>의 마리아는 붉은

색에 색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드 스를 입고 있다.여기에서 황

색의 무늬는 그리스도의 잉태,즉 그리스도 의 신성함을 상징한

다.44)<그림 2>에서 동방교회의 마리아는 블루 그린의 튜닉을 입고 그

에 어두운 붉은 색의 클록을 입은 모습으로 표 된다.여기에서 마리

아가 입고 있는 튜닉의 푸른색은 그녀의 인성을 상징하고,붉은 색은 그

녀에게 부여된 신성을 상징한다.45)여기에서 붉은 색은 생명과 연결되며

41)Ibid.,,156.

42)양희진,“동·서방 교회의 성모 보 도상의 신학 ·조형 비교 연구:오크리

드의 성모희보 이콘과 라 안젤리코의 성모 보”(인천가톨릭 학교,석사학

논문,2013),16.

43)Ibid.,14-15.

44)M.DaviesandD.Gordon,TheearlyItalianSchools,161.

45)AlfredoTradigo,IconsandsaintsoftheEasternOrthodoxChurch,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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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가로 생명을 가져다 메시야를 상징한다.46)반 로 서방교회의

마리아는 밖에 입은 푸른색의 클록으로 안에 입은 붉은 드 스를 가리는

모습으로 표 된다.동방교회에서 신성을 상징했던 붉은 색은 서방에서

는 아담의 재료가 되었던 진흙의 색이자 그리스도의 질료가 되었던 마리

아 태속의 피를 나타내는 색상으로 인성을 나타낸다.여기에 천상을 상

징하는 푸른색이 덮임으로써 성령의 말 이 마리아의 몸에서 육화되는

순간을 색채로 표 하 다.이것은 <그림 5>의 그림에서 푸른색과 붉은

색이 혼합되어 있는 리석문양으로도 나타난다.47)

다섯째,<그림 4>에서 화면의 앙을 수직으로 가르는 건물의 기둥 역

시 그리스도의 성육화를 표 하기 한 장치이다.이 기둥은 원근법 인

공간감을 효과 으로 표 해 주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천상과 지상을 잇

는 기둥으로 마리아의 수태를 통해 구 되는 성육신의 신비를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48)

(3)‘수태고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성

수태고지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

다.첫째,동방교회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마리아의 태 에 아기 수의

모습을 그려 넣는 것이다.<그림 1>과 <그림 2>는 마리아의 품에 성령

으로 잉태된 아기 수를 희미하게 그려 넣었다.아기 수는 신성과 인성

을 상징하는 두 개의 원이 만나 생기는 아몬드 모양의 타원형,즉,만돌

라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 되는데,49)이로써 동방교회는 가시 이며

직 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 하게 된다.

둘째,색상의 상징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표 하는 방법이다.이

는 마리아의 복식을 통해 드러난다.동방교회의 마리아는 짙은 푸른색의

클록만을 입고 있거나(그림 1)안에 푸른색의 튜닉을 입고 에 붉은 색

의 클록을 겹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그림 2)동방교회에서 마리아의

46)양희진,“동·서방 교회의 성모 보 도상의 신학 ·조형 비교 연구”,32.

47)Ibid.,33.

48)Ibid.,20.

49)KurtWeitzmann,TheIco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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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표 된 푸른색은 단독으로 표 될 때는 하나님이 살고 있는 천국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성스러운 삶의 신비를 나타내는 색으로 사용되는

데 붉은색과 함께 사용될 때는 인성의 상징 표 으로 모든 색 에서

가장 지 이고 정신 인 색으로 사용되었다.50)반면에 서방교회에서 푸

른색은 늘 신성을 상징하며 붉은 색이 인성을 상징한다.서방교회에서

붉은 색은 아담의 재료가 되었던 진흙의 색이자 그리스도 신체의 질료로

사용된 마리아 태속의 피를 상징한다.

2)동방박사의 경배(TheAdorationoftheMagi)

(1)‘동방박사의 경배’의 내용

동방박사의 경배에 한 내용은 4복음서 마태복음에만 실려 있다.

(마 2:1-12)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방의 세 박사는 하늘에 나타난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유 에 새

로운 왕이 태어날 징조로 해석한다.그들은 새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새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묻기 해 루살렘으로 향한다.동방박사에게 새 왕

의 탄생에 한 소식을 듣고 놀란 유 왕 헤롯은 제사장과 서기 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묻는다.그들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로(베들

헴 에 라다야 는 유다 족속 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원에 있느니라-미 5:2)베들

헴일 것이라고 말하고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다시 베들 헴으로

향하게 된다.동방박사는 별이 멈춘 집에 들어가 아기 수와 어머니 마리아

를 발견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 과 유향과 몰약을 물로

드린다.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듣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을 기념하는 공 (Epiphany:1월 6일)에 동방

교회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요시한 것과 달리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

50)양희진,“동·서방 교회의 성모 보 도상의 신학 ·조형 비교 연구”,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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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배’를 더 요하게 여겼다.그 이유는 이 사건이 유 인뿐만 아니

라 이교도를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자(사 55:4,61:1-2,슥 6:9-15등),

즉,메시야에 한 언의 성취로 여겨졌기 때문이다.고 시 에 동방

박사는 자와 이교도의 상징이었다.성 아우구스티 스는 이 사건을 하

나님이 유 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을 아우르는 신으로 자신을 드러낸

첫 번째 사건으로 보았다.그는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별로 등장한 아기

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아본 최 의 이방인이

며,양치기는 유 인들을 상징한다고 보았다.따라서 동방박사의 경배는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곧 메시야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51)

(2)‘동방박사의 경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동방박사의 경배도상은 동방교회에 비해 서방교회에서 훨씬 더 자주 나

타난다.이것은 동방교회가 공 을 그리스도의 세례로 기념한 반면 서

방교회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공 로 기념했기 때문이다.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도상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몇 가지 차이

를 보인다.

먼 동방교회에서는 천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도상학 장

치이다.동방교회의 도상에서 천사는 동방박사들을 아기 수에게 인도

하는 역할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천사는 동방박사의 앞에서 손을 들

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습으로 표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직

으로 지시한다.(그림 6,7,8)안내하는 천사는 항상 왕 (diadem)을 쓰

고 있는데 이는 그가 천사임을 보여 다.(그림 6,7,8)동방교회에서

천사는 동방박사 앞에서 성큼성큼 걷거나 그들 로 날고 있는 모습으로

표 된다.서방에서 천사는 동방교회의 향을 받은 작품에만 등장한

다.52)

반면에 서방교회의 도상에서는 별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 하는 장치

51)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95.
52)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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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서방교회의 별은 보통 6개나 8개의 선이 나오는 모습으로(그림

9,10,11)표 되며 빛의 표 이다.서방교회에서 공 은 세상에 드러

난 그리스도의 신성을 암시하기 해 빛의 기로 지켜져 왔다.빛은 그

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 인 상징이다.구약성경 이사야서는 그

리스도의 빛에 해 다음과 같이 언한다.‘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 고 여호와의 이 네 에 임하 음이니라...오직 여호

와께서 네 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이 네 에 나타나리니 나라들

은 네 빛으로,왕들은 비치는 네 명으로 나아오리라...’(사 60:1-4)53)

한 세상의 지배자가 탄생하는 장면에서 별이 등장하는 도상은 고

그리스와 로마 술에서 친숙한 이미지이다.고 그리스 로마 술은

황제의 머리 에 별을 치시킴으로써 그의 신성을 표 하고자 했다.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에서 별은 마치 보좌 에 앉은 것처럼 어머니의 무

릎 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야이자 새로운

왕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 기 기독교의 석 미술에서는 보좌에

앉은 어린 수가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있는 도상이 아담과 이 의

창조 도상과 나란히 표 되기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창조주

이자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야임을 나타내는 것이다.54)

둘째,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암시하는 것은 두

교회 모두 동방박사의 표 이다.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세기

부터 기독교 도상은 동방박사의 이름을 멜키오르(Melchior),가스 르

(Gaspar),발타사르(Balthasar)로 고 있다.6세기 라벤나의 산 아폴리

나 오보(Sant’ApollinareNuovo)성당의 모자이크는 이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생김새를 구체 으로 보여 다.이들의 출신이 동방임을 보

여주듯,이들은 페르시아풍으로 리지안 모자,짧게 두른 튜닉, 깅스,

망토를 입고 있다. 이들의 수염은 나이를 짐작 하는데 가스 르는

흰 수염을 가진 노인,멜키오르는 수염이 없는 청년,발타사르는 갈색 수

염이 있는 년의 모습으로 표 된다.55)10세기부터 동방박사는 더 이상

53)Ibid.,96.

54)Ibid.,97.

55)“동방박사의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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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 풍의 의상을 입지 않게 되고 왕 (crown)이나 작은 (circlet)

을 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그림 6)56)이것은 앞의 이사야 60장 4

의 ‘왕들은 비치는 네 명으로 나아오리라’는 구 과 함께 시편의 ‘다시

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물을 드리리로

다’(시 72:10)를 배경으로 한다. 세의 도상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각

각 유럽,아 리카,아시아 륙의 상징으로 보기도 했다.이후에 이 도상

은 발 하여 르네상스시 에는 두 번째 동방박사가 종종 아 리카

북서부에 살았던 이슬람 종족인 무어인(Moor)으로 표 되기도 한다.57)

이 듯 왕으로 묘사되는 세 동방박사는 보통 세의 동·서방 교회 도상

에서 각각 청년과 년,노년의 모습으로 표 되는데 아기 수를 향해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발에 입 맞추는 등의 경배행 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야,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그림

7>을 보면 가장 나이 많은 동방박사가 무릎과 허리를 굽힌 자세를 하고

있다.그의 자세는 고 페르시아의 경배자세인 ‘공경: 로스키네시

스’(proskynesis)58)자세를 연상시킨다.서방교회는 9세기부터 동방박사가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티 는 궁정의 에서 가져온

것으로 세 말이 되어서야 경건함과 경배의 표 으로 생각되었다.<그

림 12>와 <그림 13>은 가장 나이가 많은 동방박사가 자신이 쓰고 온

왕 을 아기 수의 발 아래 내려놓고 아기의 발에 입 맞추는 모습을 보

여 다.이 모티 는 14세기에 들어 보편화되었고 차 으로 아기 수

의 손에도 입을 맞추는 모습이 나타난다.59)

셋째,동방박사가 가져온 세 물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그림

6-11)동방박사가 가져온 선물은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외국 사람이 가져

오는 선물과 일치한다.(사 60:6) 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임을 보여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5&contents_id=4532

56)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96.
57)Ibid.

58)Theactofbowingdownbeforealordorruler,especiallyinancient

Persia.(proskynesis:en.wiktionary.org/wiki/proskynesis)
59)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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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물이고,몰약은 시체의 부패를 막아주는 약 로 그리스도의 죽음

과 련이 있다.신약성경의 외 인 『보물의 동굴』(the Cave of

Treasures)의 설에 따르면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동방박사

의 물과 마찬가지로 황 과 유향과 몰약을 받았다고 한다.그는 이것

을 동굴에 숨겼고 유 의 별이 그 동굴 로 떠오른 모습을 보고 동방박

사는 그것이 진정한 아담의 보물임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60) 한 베르

(Wernher)라는 이방인 사제에 의해 기록된 『Leitvondermaget』에

서는 이 능력과 세상의 지배를 상징한다고 하 고 유향은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자 신성을 지닌 존재임을 암시하며 몰약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

들이는 그의 태도를 상징한다고 하 다.61)

3)그리스도의 세례(TheBaptism ofChrist)

(1)‘그리스도의 세례’의 내용

수의 세례에 한 묘사는 공 복음서 마태복음 3장 13-17 ,마가

복음 1장 9-11 , 가복음 3장 21 과 요한복음 1장 26-36에 언 되어

있다.성경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리아의 사 인 엘리사벳과 제사장 사가랴 사이에서 태어난 요한은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아 야에서 하나님의 심 과 회개에 해 설교하며 사람들에

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하자 요한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며 자신은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해 그

길을 비하기 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증언한다.후에 수께서 세례를 받기

해 요한에게 나아 오셨고,요한은 거 했으나 수의 청함을 받고 물로 세

례를 베푼다.그 때에 하늘로부터 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를 기뻐

하노라는 소리가 들렸고,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수 그리스도의 에

강림한다.

60)Ibid.

61)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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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의 분석을 해 그리스도의 세례에 한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

펴보겠다.마태,마가, 가 세 공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세례에 한 내

용이 야에서 심 과 회개를 구하던 세례요한의 설교 뒤에 나온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 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

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리라’고 경고하고,그가 수행하는 ‘물로

하는 회개의 세례’와 자신보다 뒤에 올 더 크신 이가 베풀 ‘성령과 불로

하는 세례’사이에 확실한 구별을 둔다.(마 3:10-11)15 에는 그리스도

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청하지만 세례를 거 하는 요한에게 이것이 모

든 의를 이루는 것이며,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

례를 허락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세 공 복음서의 그리스도가 세

례를 받는 장면의 묘사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62)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각각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해 임하심을 보시

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 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6),‘그 때에 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

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를 기뻐하노

라 하시니라’(막 1:9-11)라고 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세례에 한 묘사가

유사하다.

반면에, 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라’(3:21-22)고 되어 있는데,마태,마가복음과 달리 물에서 나오기 기

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했다고 되어 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세례 장면의 묘사를 신한다.‘요한

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

와서 그의 에 머물 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 으나 나를 보내어 물

62)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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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 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구

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 노라 하니

라’(1:32-34)이튿날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

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한

다.(1:36)사도 요한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연 짓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이사야서 53장 6-7 의 ‘여호와께서는 우

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 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 도다’

의 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사람들 앞에 드러난 사건으로 약

3세기 부터 그리스도의 탄생,동방박사의 경배와 함께 공 로 기념

되었다.동방교회에서 세례는 요한 공 (公現節:에피 니epiphany)63)

의 주제 으나,서방교회는 이사야서 60장 1-4 64)의 언에 따라 동방

박사의 경배만을 공 로 기념하 는데,이는 이 사건이 이방인에 한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기 신학자 들은

가복음 3장 22 의 ‘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의 근거를 시편 2편 7 의 ‘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를

낳았도다’에서 찾기도 한다.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세례는 하나님 스스

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공표한 사건이자 그리스도의 신성이

63)1월 6일.공 (公現節)이라고도 한다.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당일,즉 수가 제30회 탄생일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증(公證)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축 이다. 국 등 서

방교회에서는 이 축제일을 그리스도가 동방의 3박사에게 나타난 날로서,주

을 탄생 후 12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 12일제(祭)라고 한다.(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107&cid=40942&categoryId=32179)

64)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 고 여호와의 이 네 에 임

하 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에 임실 것이며 그의 이 네 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왕들은 비치는 네 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

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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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사건이다.65)

(2)‘그리스도의 세례’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세례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상은 첫째,

비둘기의 모습으로 표 된 성령이다.그리스도의 세례는 동방박사와 마

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는 공 로 기념된다.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에서 별은 세상의 지배자와 하늘로부터 공증 받은 신성을 상징

하며 같은 이유로 세례의 비둘기도 별과 같은 상징성을 띠게 되었다.66)

따라서 기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세례시 성령을 비둘기가 아닌 별의

모습으로 치시키기도 하 다.4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 시리아의 에

라임(Ephraem Syrus)의 10번째 찬송가는 탄생의 별과 세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별에 해 말한다.6세기 안티오키아의 총주교 던 세베루스

(Severus)의 례는 ‘태양은 세례 받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해 자신

의 빛과 별을 기울이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시리아의 세례에 한 술

은 ‘당신은 하늘의 주인이고 베들 헴으로부터 요단강으로 이끌리셨다’라

고 표 하며 탄생의 별과 세례의 비둘기의 련성을 강조한다.67)따라서

세례의 장면에 등장하는 비둘기는 수태고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의 왕과 제사장직의 임명을 상징하면서 동방박사의 경배에 등장하는 별

이 상징하는 온 인류의 구원자,메시야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

한 세례도상에서 성령은 열린 하늘로부터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데,그 때 하늘로부터 ‘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를 기뻐하노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신분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증된다.동방교회의 <그림 17-1>은 성령과

기름부음의 련성을 더욱 직 으로 표 한다.이 도상에서 비둘기는

부리에 기름을 넣은 작은 병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다.이 모티 는 9세기부터 서방교회의 도상에서도 발견된다.68)11세기

65)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28.

66)Ibid.

67)Ibid.

68)Ibid.,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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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 도상인 <그림 16-1>의 비둘기는 부리에 작은 가지를 물고 있

는데 이것은 노아의 비둘기(창 8:11)에서 가져온,평화의 상징이자 그의

아들을 지상에 보냄으로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올리 가

지를 연상 한다.69)반면,12세기까지 서방교회의 비둘기는 날개를 펴

거나(그림 19-1) 은 모습(그림 20-1)으로 표 되는데 체로 동방교회

에 비해 크기가 크며 그리스도의 후 에 닿아 있거나 후 을 향해 들어

오는 모습으로 표 된다.

둘째,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표 이다.12세기

말까지 하나님의 이미지는 일반 으로 하나님의 오른손,곧 덱스트라 도

미니(desteradomini)로 표 되었다.(그림 14-1)14세기 고딕시 의 세례

도상에서 하나님은 의인화되어 나타난다.(그림 24-1,25-1,27-1)보통 왼

손으로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세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

를 바라보고 있는데,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묘사

된다.

셋째,반구로 표 되는 하늘,천국의 표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

다.동방교회는 체로 은폐와 신비를 상징하는 짙은 푸른색 계열로 하

늘을 표 한 반면(그림 16,18)서방교회는 열린 하늘을 푸른색의 반구로

표 하기도 하고(그림 23,25,26)여러 색의 구름층으로 나타내기도 한

다.(그림 19,20,21,22) 한 동방교회는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는 통

로로 연결된 하늘과 그리스도 머리 사이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한편 서방

은 12세기까지 하늘과 비둘기,그리스도의 머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세례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천사의 표 이

다.그리스도의 세례를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는 천사에 해 언 하고

있지 않지만 동·서방 교회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있는 천사를 그림

에 포함시킨다. 체로 두 명에서 세 명이 나타나며 세례요한의 반 편

에서 허리를 숙여 경배의 자세를 표하는 경우가 많고 두 손으로 옷을 들

고 있거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천사들은 세례를 축하함과 동시

69)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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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례의 증인이기도 하다.70)<그림 19>는 풍성한 잎으로 장식되어 있

는 국 체스터(Winchester)의 에슬울드 강복기도서(Benedictionalof

StEthelwold(975-80)로 다른 도상보다 많은 숫자인 6명의 천사를 보여

다.하늘에서 내려온 두 명의 천사는 한 손에는 왕 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홀을 들고 있어 그리스도가 왕의 신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앙

의 천사들은 기름부음을 한 례용 의복을 손에 들고 있으며,서 있는

천사들은 그리스도가 벗어 놓은 옷을 들고 있다.71)

넷째,그리스도의 세례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주는 것은

요단강의 표 이다.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요단강의 표 에 있어서 가

장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동방교회에서 요단강은 의인화되어 물속에 사

는 작은 인물로 표 되고 서방교회 역시 기 도상은 요단강의 의인화를

보여 다.먼 동방교회의 요단강을 살펴보면,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큰 변화 없이 그리스도의 목과 어깨까지 차오르는 형태로 표 된다.다

만 강의 가장자리는 테두리가 쳐진 동굴 모양으로 묘사되었다가(그림

14)1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그재그 형태로 변형이 된다.(그림 15,16,17)

후기 비잔티움 시 에는 강의 형태가 완 하게 땅의 지형과 결합된다.72)

성경에서 물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보통 세례식에서 사용되는 물은

축복과 통과의례의 의미를 지니며 갱생,거듭남의 의미를 지닌다.73)그러

나 동방교회의 도상에서 요단강은 괴 인 힘을 지닌 부정 인 상으

로 인식되었다.따라서 요단강 역시 그리스도에게 항하듯이 범람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동방교회의 세례 도상에서 요단강을 의인화한 인물

은 그리스도의 과 수난에 의해 완 히 물리쳐질 죽음,특히 사탄을

상징한다.74)구약성서는 괴 인 물을 다스리는 여러 장면이 나온다.모

세의 사후에 새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

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십계명 돌 이 들어 있는 언약궤를

70)정은진,미술과 성서,226.

71)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38.

72)Ibid.,134.

73)Ibid.

74)Ibid.,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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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할 때 물이 차 있는 요단강을 말 에 의지하여 건 다.(여호수아

3:13-17) 한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처음으로 행한 이

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의 강물을 가른 것이다.(열왕기하 2:14)75)

이 사건들의 공통 은 모두 물을 건 때 다치지 않았고 물의 괴 인

힘이 구원을 해 다스려졌다는 것이다.76)따라서 동방교회의 요단강은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려질 상으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최후 승

리를 상징하는 도상학 표 이 된다.<그림 14>에서 요단강의 인물은

천사들을 보고 도망하는데 그리스도는 오른손을 펴서 그를 막고 있다.77)

다른 동방교회의 도상인 <그림 15>와 <그림 17>에서도 그리스도의

손은 요단강의 인물을 향하여 뻗어 있다. 기 동방교회의 도상에서 이

자세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악을 막음 즉,사탄과 죽음을 이긴 그

리스도의 승리의 표시이나 차 물이 갖고 있는 축복의 의미와 련지어

축복의 자세로 표 되었다.

반면에 서방교회에서 요단강은 기부터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의미를

지니며 주로 ‘물로 된 산’과 같이 추상 으로 표 된다.지형 요소는 13

세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서방교회의 세례 도상에는 그리스도가 강

에 서있는 것으로 표 되지 않았다.78)서방교회의 세례도상에서 물은 하

나님의 창조와 련이 깊다.창세기에서 물은 가장 먼 창조된 물질로

하나님의 이 그 로 운행하 다.(창 1:2)이 물은 세례 시 그리스도에

게 부어져 신성 되며,성령은 물로 세례 받는 사람의 에서 그를 거

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79)서방교회의 요단강의 인물은 동방교회와 달

리 그리스도에 항하는 사탄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물을 부

음으로 경의를 표하는 이미지로 표 된다.80)<그림 19>에서 의인화된

요단강은 머리에 게의 집게발을 달고 있고 있는데 동방교회와 달리 마치

그리스도를 수종 들 듯이 물을 붓고 있다.81)<그림 20>에서는 강의 인

75)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35.

76)Ibid.,130.

77)Ibid.,135.

78)Ibid.

79)Ibid.,129.

80)Ibid.,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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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두 명의 머리로 단순화되어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 모습으로 표 된

다.이것은 아마도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요단강의 갈라짐에서 연유한 것

으로 보인다.이 도상에서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데 이는 그리

스도의 세례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을 상징한다. 기 기독교의 세례 도상

은 종종 세례 받은 사람들을 물고기로 묘사했다.82)<그림 21>의 물은 가

나의 혼인잔치 도상과 결합되어 허리까지 그려진 두 사람에 의해 물병에

담겨 부어지고 있으며 그 물은 그를 덮는 것이 아니라 만돌라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다.83)12세기 말경부터 서방교회에서 요단강의 의인화는 사

라지고 14세기에 들어서면 세례 도상이 몸을 물에 완 히 담그는 침수에

서 물을 흘려 붓는 수의 도상이 등장하게 된다.이것은 14세기까지 세

례의 보편 인 형태 던 침례가 머리에 물을 흘려 붓는 수의 형태로

바 게 되면서 당시 세례 습을 반 한 결과이다.14세기 이후 서방교

회의 도상에서 세례자는 시나 조개껍데기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에게 물

을 붓는다.따라서 강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높이로 그릴 필요가 없게 되

었으므로 얕은 깊이의 강 풍경으로 체되기 시작했다.(그림 26,27)

다섯째,그리스도의 신성은 세례 요한의 표 에도 나타난다.성경에 나

와 있듯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청에 따라 그리스도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이것은 구약시 의 선지자가 왕으로 임명하기 해 기름을 붓는

장면과 연 된다.<그림 21>은 세례요한이 물이 아닌 기름을 그리스도

에게 붓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다.병에 담긴 것이 기름인 이유는 이 시

기는 례식에서 수가 습화되기 이며 기독교 도상학에서 선지자가

들고 있는 병은 항상 기름이나 기름부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그리스도

가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묘사되는 요한( 16:16)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메시야의 임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써,그리스도 세례의

첫 단계로 여겨졌다.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은 표 인 구

약성경의 형론 사건으로 세 시기에는 세례와 동일하게 인식되었

다.왕이 다스리기 해 기름 부름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

81)Ibid.,138.

82)Ibid..

83)Ibid.,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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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기 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이후,

기름부음은 그리스도의 장례를 한 비로써 다른 유형화를 보여

다.(마태복음 26:12)84)

한편,동방교회의 세례 요한은 성경의 묘사와 달리 주로 소매와 몸 에

푸른색의 클라비(Clavi)가 그어져 있는 흰 색의 달마티카 에 푸른색의

히마티온을 걸친 모습을 하고 있으나(그림 14-17)서방교회의 세례도상

은 체로 성경의 묘사를 따라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

된다.(그림 19-21)85)

4)그리스도의 변모(TheTransfigurationofChrist)

(1)‘그리스도의 변모’의 내용

그리스도의 변모는 마태복음 17:1-9,마가복음 9:2-9, 가복음 9:28-36

에 언 되어 있다.공통 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는,12제자 에 베드로,야고보,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간다.거기에서 그리스도는 변형되어 얼굴이 해 같이 빛나고 옷이 희게 변하

게 된다.그 때에 제자들은 변형된 그리스도가 구약 시 에 살았던 모세와 엘

리야와 함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며 이들이 서로 화할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한다.

변모는 화(glorification)혹은 으로의 이 혹은 변형을 의미한

다.86)빛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한 묘사와 모세와 엘리야의 출 은

공 복음서 세 곳에 모두 나와 있다.이 장면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가 산으로 데리고 갔던 세 명의 제자의 반응은 매우 다르다.마태복음

17장 6 은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하고 ‘제자들이 듣고 엎

84)Ibid.,139.

85)Ibid.,136.

86)Ibid.,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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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고 기록한다.마가복음 9장 6 에는 하늘에서 소

리가 나기도 에 베드로가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지 못함이더라’고 있고 가복음 32장 9 에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 히 깨어나 수의 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쓰여 있다.제자들이 잠에 빠진 모습은 겟세마네 동

산에서 그리스도가 기도하실 동안에 자고 있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

다.87)성경에서는 그 산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기 교회의 신학자

던 루살렘의 시릴(Cyril)은 그리스도의 변모가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졌던 타볼산(MountTabor)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88)

그리스도의 변모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세례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난 사

건이다.세례 장면에서 하나님은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 종의 모습을 한

수에게 자신을 드러내지만,그리스도의 변모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연 인 빛의 형상으로 변형 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마가

복음은 이 변모를,‘그 옷이 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 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묘사했고, 가복음은 ‘기도하

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채가 나더라’고 묘사하고 있

다.구약성경에도 이와 비슷하게 신의 향으로 얼굴에서 채가 나거나

하나님을 빛 혹은 불로 묘사한 유형을 볼 수 있다.출애굽기 34장 29

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얼굴 피부에 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

으며,출애굽기 24장 17 은 하나님에 해 ‘산 의 여호와의 이 이

스라엘 자손의 에 맹렬한 불 같이 보 다’고 한다.89)

그리스도의 변모장면에서 특이한 은 구약시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

가 빛과 같이 변형된 그리스도와 함께 화하는 부분이다.모세와 엘리

야는 고 유 역사에서 가장 한 두 인물이다.모세는 율법을 변

하고 엘리야는 언을 표하는 인물로써 율법과 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완 한 성취를 이룬다.구약시 에 그리스도를 표하는 인물이

87)Ibid.,146.

88)Ibid.

89)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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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지구상에 수가 나타남으로써 메시야의

시 가 열렸음을 상징한다.동시에 이 새로운 증거는 수가 메시야인

것과 공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변모 에 견되었던 그의 수난사이의

연결 고리가 된다.그리스도의 수난에 한 암시는 곧 그의 부활과 연결

되어 언 된다.(마 17:9)90)

동방교회에서 변모 축일의 기원은 6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서방

교회에서는 8세기에 타볼의 축일로 기념되었던 것이 시 이다.동방교회

에서 이 축일은 12 축일의 하나이며,서방교회는 주교 칼리스토 3세

(CallixtusIII)에 의해 1456년부터 8월 6일에 기념된다.91)

교회의 박사들,특히 요한 크리소스토모(JohnChrysostom:344-407)는

마태복음에 한 주석에서 변모를 루시아(Parusia),즉 심 자인 그리

스도 재림의 원형으로 해석했다.크리소스토모는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

의 변모를 언 하기 에 그의 재림과 련하여 그리스도가 한 말에 주

목한다.(마 16:27,인자가 아버지의 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로 갚으리라)출처가 불분명한 베드로 계시록

(RevelationofPeter)은 그의 재림에 해 ‘내가 나의 으로 들어갈

때 십자가가 내 앞에 먼 가며 나는 태양보다 일곱 배나 더 환하게 빛

나게 될 것이다’고 고 있다.마지막 심 에 한 설명 후에 베드로 계

시록은 그리스도의 변모에 한 언 으로 끝을 맺는다.92)이 듯,그리스

도의 변모는 지상에서의 비하의 신분이 아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승

귀의 신분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상징이다.지 까지 성경은 수태고지,동

방박사의 경배,세례 등의 사건을 통해 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

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야임을 강조해 왔다면 그리스도의 변모는 부활 후

에 얻게 될 그리스도의 스런 모습을 강조한다.

4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한 혼란기 동안에도 그리

스도의 변모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한 확실한 증거로 여겨졌다.5세기

90)Ibid.

91)IgnatiusPuthiadam,Christianliturgy(Mumbai:StPaulsBYB,2003),

169.

92)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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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활동한 서방교회의 오 교황(LeotheGreat)은 325년에 있었

던 니 아 신조의 결론을 따라 그의 51번째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

다.‘로고스의 성육신(Incarnation)은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를 통해 이루

어졌고,타볼 산에서 이루어진 변모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가 천국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 다.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세상을 구원하는 그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다.’93) 세 교회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변모의 장면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빛에

많은 심을 가졌다. 기 기독교 학자인 제롬(Jerome)은 그 빛나는 구

름은 성령이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이 빛으로 변형되었다고 믿었다.

14세기 에 활동했던 동방교회의 신비주의 신학자 그 고리 팔라마스

(GregoryPalamas)는 그의 35번째 설교에서,‘아버지의 목소리는...그의

사랑하는 아들에 한 증언이고,밝은 구름 속에서 그와 함께 빛나는 성

령이 나타났고,빛은 하나로써 그들의 모든 다른 풍부함과 같이 아버지

와 아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는 그리스도의 변모를 삼

일체의 에피 니(epiphany)로 해석한다.8세기 반의 신학자인 다마스

커스의 요한(JohnofDamascus)역시,그리스도의 변모에 한 설교에

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빛에 해 언 하면서 태양과의 비교를 거부했

다. 한 땅에서는 그 신성의 창조되지 않은 실재성이 창조된 신체의 이

미지에 의해 표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94)

(2)‘그리스도의 변모’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세 시 동안 서방교회는 그리스도의 변모를 축일로 기념하지 않은

반면,95)동방교회는 12 축일 하나로 요시 했다.그것은 그리스도의

변모가 그리스도의 양성(兩性)교리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

이다.제자들의 을 통해 인간에서 신으로,신에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

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양성을 더 효과

으로 보여 수 있는 것은 없다.96)

93)Ibid.,148.

94)Ibid.,147.

95)M.DaviesandD.Gordon,TheearlyItalianSchool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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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변모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

이다.앞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변모이미지를 두고 그리스도가 부활

후 회복하게 될 완 한 신의 모습으로 보았다.따라서 인성보다 신성의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의 신체를 제외한 체 도상에서 그

리스도의 신성은 먼 ,베드로,요한,야고보 세 제자의 태도나 자세에

의해 악할 수 있다.동방교회의 도상 <그림 29>는 땅에 무릎을 꿇은

세 제자의 모습을 보여 다.그리스도의 왼쪽 편 아래에는 흰 머리와 수

염을 가진 베드로가 한 손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다른 한 손으로 경

배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오른쪽 끝에 있는 야고보는 오른쪽으로 그리

스도의 반 편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데 땅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

다.그리고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요한은 자신의 맨틀로 을 가리려 하

고 있다.이 세 사도의 자세는 이후의 동방교회 이콘에서 자주 볼 수 있

는 형 인 모습이다.97)그리스 아토스 산의 수도원에서 유래하는 통

인 이콘 규범집 『에르메네이아』에 따르면,그리스도 변모 이콘에서

제자들은 을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린 모습으로 화면의 하단부에 그려

져야 한다.98)<그림 30>에 해 12세기 작가,니콜라오스 메사리테스

(NicolaosMesarites)는 그의 『에크 라시스』(ekphrasis99))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가장 열정 인 베드로는 땅에서 뛰어오르는 듯 하고...조

힘든 모습으로 무릎으로 일어서는 야고보는....여 히 그의 몸의 많은 부

분이 땅에 못 박 있는 반면...그의 손으로 그의 을 보호할 만큼 충

분히 명한 이처럼 오른손을 에 꽉 붙이고 있다.그러나 요한은

바라보길 원하지 않은채...그곳에서 깊은 잠 속에 워 있는 것처럼 보

인다”.100)이 도상 역시 동방교회 이콘의 규범을 따르고 있으며 <그림

31>과 <그림 32>에서 보듯 세 말기까지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에 놀

라는 제자들의 자세는 거의 변함이 없다.

96)KurtWeitzmann,TheIcon,86.

97)Ibid.

98)이덕형,이콘과 아방가르드,335.

99)시각 표상에 한 언어 표상(en.wikipedia.org/wiki/Ekphrasis)

100)KurtWeitzmann,TheIcon,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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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교회의 변모 도상은 13세기까지 동방교회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운 모습으로 표 되거나(그림 34)잠을 자는 모습으로(그림 35)표 되

기도 한다.동방교회의 도상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에 반응하는 제자들

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 한 반면 서방교회의 도상은 그에 비해 온건한

반응을 보인다.14세기에 제작된 <그림 36>,<그림 37>은 그리스도의

변모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 다.이들은 순종의 태도로

가슴을 모으거나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기는 해도 몸을 일으키고 얼굴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며 마치 그리스도의 말 을 듣고 있는 것

처럼 묘사된다.발타자는 이것이 동방과 서방이 갖고 있는 신학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았다.그에 의하면 동방교회는 요한 으로 ‘’,시각을

시하는 교회이고,서방교회는 공 복음 ·바울 이며 ‘들음’,청각을 시

한다.101)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서에 기록된 로 구약

성경의 인물인 엘리야와 모세를 그리는 것이다.동방교회의 이콘 규범집

『에르메네이아』는 타볼산의 세 우리 그리스도의 오른쪽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가,왼쪽 우리에는 모세가 치해야 한다고 하 다.102)

모세와 엘리야는 자신들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후 을 가지고 있으며 그

리스도를 향해 몸을 돌리고 손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모세는 청년의 형상을 하고 율법을 상징하는 돌 이나 두루마리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동방교회는 이 두 인물이 이마를 푸

리는 모습으로 표 한다.동방교회의 <그림 29>에서 모세는 목을 길게

빼고 있고 노인으로 표 되는 엘리야는 근심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103)

선지자들의 근심어린 표정은 <그림 30>을 비롯해 후 의 도상에도 나타

난다.이 표정은 변모 후에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과 죽음,즉 그의 인성

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다.한편,동방교회 도상이 타볼산의 세 우

리를 지속 으로 표 하는 것과 달리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의 향으로

우리에 올라가 있는 도상도 있고 구름 나 동산,언덕 에 올라가

101)김산춘,발타살의 신학 미학,감각과 월,155.

102)이덕형,이콘과 아방가르드,335.

103)KurtWeitzmann,TheIcon,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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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습으로 표 되기도 한다. 한 서방은 동방의 향을 받은 도상

을 제외하고 두 선지자 모두 나이 든 노인의 모습으로 표 하는 경향이

있다.서방교회의 후기 작품인 <그림 36>은 엘리야와 모세의 표 에 있

어서 흥미로운 도상학 장치를 도입했다.이 도상은 제자들의 화려한

겉옷에 비해 구약인물들의 의상은 성 톤의 갈색으로 표 하 다.이

도상은 빛과 그림자의 조와 함께 의상의 선명한 색상 비를 보여주는

데 이러한 조는 수의 인성에서 신성으로의 이를 상징하는 것이

다.104)다시 말해 구약시 인물의 갈색 옷은 소박하고 아름답지 않으며

연약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신약시 인물의 다양하고 화려한

색의 겉옷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다.

5)그리스도의 기 :나사로의 소생(RaisingofLazarus)

(1)‘나사로의 소생’의 내용

신약성경에서 죽은 나사로가 소생한 사건은 네 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다.(요 11:1-45)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리아,마르다,나사로는 그리스도가 유난히 사랑했던 남매이다.어느 날 나

사로의 두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오라비가 병에 걸렸음을 그리

스도에게 알린다.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을 함이요’라고 답하며 바로 찾아가지 않는다.그리스도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도착한다.그리스도는 마르

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는다.이

화 후에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마르다,유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를 매장한

굴로 간다.굴을 막은 돌을 옮기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그리스도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 느냐’라고 말한 후,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른다.죽은 나사로는 얼굴은 수건에 싸

104)M.DaviesandD.Gordon,TheearlyItalianSchool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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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수족은 베로 동인 채 걸어 나온다.이 사건으로 그 장소에 있던 많은 유

인이 수를 믿게 된다.

나사로의 소생은 그리스도 삶의 주기 요한 사건의 하나로 성경에

서는 세례 혹은 변모 후에 등장하고 루살렘 입성 에 등장한다.105)

동방교회에서 나사로의 소생은 12 축일 의 하나로써 그리스도의

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날에 지킨다.따라서 러시아 정교회

는 이 날을 ‘나사로의 토요일’이라고 부른다.나사로의 소생에 한 기념

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는 능력과 함께 성주간(HolyWeek,

聖週間:부활 일요일 의 일주일)의 날 그리스도가 루살렘에 입

성하는 사건과 결합되어 있다.서방교회에서도 나사로의 소생은 그리스

도의 변모, 루살렘 입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수난,희생 죽음과 부활,

과 연결되는 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106)

(2)‘나사로의 소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나사로의 소생은 기 기독교 시 인 3세기부터

모든 시 에 걸쳐 기독교 술의 주요 주제 다.107)그 이유는 기 기독

교 시 에 나사로의 소생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지막 심 때 죽은 자

들의 부활의 원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그 당시 박해받은 기독교인들

은 부활과 생에 한 그들의 소망을 이 도상에 담았다.이것이 카타콤

의 벽화와 석 에 이 주제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다.108)나사로의 소생

은 한 지구상에서 인 거듭남을 상징하여 기 기독교 술은 이

도상을 그리스도의 세례 도상이나 모세의 기 ,호렙산의 바 ,요나 이

야기,아담과 이 ,동방박사 등과 나란히 배치시켰다.109)

105)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81.

106)Ibid.

107)Ibid.

108)Ibid.

109)여기에서 아담과 이 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받은 모습으로 묘사되고,세례는 물에 의한 거듭남을 의미한다.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 과 모세가 호렙산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기 역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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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로의 소생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한 암시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의 자세를 통해 나타난다.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즉 로스키네시스(Proskynesis)의 모습으로 나

타나는데 두 명 한 명은 바닥에 워 땅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한

명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손을 올리고 있다.(그림 38-44)이 자세는 페

르시아에서 통 으로 높은 계 의 사람에 한 혹은 경배의 자세이

다.성경에서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비록 그들이 나사로가 살아 있을 때

그리스도가 곁에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

스도의 능력에 한 믿음이 없던 때에도 수를 ‘주’,‘그리스도’,‘하나님

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이 명칭들은 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하는

것이다.

둘째,나사로의 소생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간 으로 드러내는

표 은 무덤의 을 옮기는 사람들의 자세이다.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나

사로가 매장되어 있는 굴의 입구에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한

다.이때 나사로의 이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

가 나나이다’라고 말한다.여기에 근거하여 나사로의 도상에는 코를 움켜

쥐거나 옷으로 코를 가리거나 얼굴을 가리는 인물이 등장한다.이 표

에서 동방교회의 인물은 주로 소매를 길게 빼서 손을 보이지 않게 하고

얼굴을 가리는 반면(그림 38-40) 기 서방교회의 도상의 인물들은 노골

으로 코를 움켜쥐는 모습으로 표 된다.(그림 42,43)이 표 은 14세

기 들어 소매를 들어 얼굴을 가리는 모습으로 변형되었다.(그림 44-46)

셋째,나사로의 소생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가장 표

인 요소는 나사로이다.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그리스

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이 모든 상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

을 가져온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의 구원과 거듭남을 상징한다.마찬가지로

떡과 물고기의 기 에서 떡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 빵을 언 하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원히 죽지 않는다는 성경구 에 근거한다.(요 6:50) 한 동방

박사는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에 한 경배로써 그들의 선물을 드

린다.이 무덤에 있는 이미지들은 그리스도에 한 신 인 경배와 그들의 부

활에서 세례에 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GertrudSchiller,Iconography

ofChristianArtI,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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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소생시킨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뚜렷하게 보여 다. 기 동방

교회의 나사로는 성경에 묘사 된 로 굴이 아닌 로마의 장례식에 사용

되는 건축물인 에디쿨라(aedicula)110)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된다.(그림

38-40)나사로는 흰 옷의 수의를 입거나 붕 로 몸을 감싼 모습으로 등

장하는데 두 을 뜨고 있어 그가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나사로의 머리

뒤에는 그리스도처럼 배가 둘려 있다.그리스도가 동한 제자의 경우

배가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배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동방교회의 나

사로의 표 에는 외 없이 배가 포함된다.한편, 세말기 서방교회의

도상은 새로운 유형의 나사로를 표 한다.<그림 46>에서 14세기 반

에 조반니 다 라노(GiovannidaMilano)는 로 스의 산타 크로체

(SantaCroce)성당의 나사로의 소생에서 의 가장자리를 밟고 깊은

에서 올라서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 다.이 구도에 향을 것

은 고딕의 회화 유형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미지라고 볼 수 있

다.111)이 유형은 기 기독교인이 나사로의 도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

활을 상기하고 자신들의 부활과 생에 한 소망을 담았던 것과 일맥상

통한다.이것이 기 기독교인들의 카타콤의 벽화와 석 에 이 주제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다.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달리 나사로는 두

명의 제자의 도움을 받아 일으켜지지만(그림 46)그리스도는 자신의 권

능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

넷째,이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표 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거

된다.동방교회의 경우 후기로 갈수록 나사로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

려지고 서방교회는 시 에 걸쳐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소생을 지켜보

는 것으로 표 된다.성경은 이 기 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는 것을 강

조한다.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성한 존재임

110)로마 시 의 소사당.정면열주(列柱)와 페디멘트를 갖고 희생단(犧牲壇)과

조신(祖神)을 모신다.뜻이 바 어 조상과 병을 넣는 벽감(壁龕)을 페디멘트

나 기둥으로 둘러싸 장식한 것, 는 로마 고 주택내에 라르 신을 모시는

라라륨(Lararium[라])을 말한다. 르네상스 이후 건축의 창 주 에 장식한

작은 페디멘트와 기둥을 일 하여 말하기도 한다.즉 이 소신 의 정면을 미

니어처로 장식한 것.(미술 사 (용어편),1998,한국사 연구사)

111)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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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낸다.(요 11:42,그러나 이 말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함

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112)

6)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TheCrucifixion)

(1)‘십자가 책형’의 내용

십자가 책형은 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로 끝나는 수 수

난기(Passion)에 속하는 도상으로서 그 에서도 수의 이미지를 가장

집약 으로 보여 다.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신약의 마

태복음 27장 33-56 ,마가복음 15장 22-41 , 가복음 23장 33-49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7-37 에 기록되어 있다.이 네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루살렘 성 밖의 골고다 언덕에 수는 두 명의 도둑들과 함께 가운데에서

십자가형을 받는데 그 한 명은 죄를 뉘우치며 수께 구원을 간청한다.십

자가 에는 ‘유 인의 왕 나사렛 수’라는 명패가 달려 있다.군병들은 겉옷

을 네 몫으로 각각 나 어 갖고 통으로 짠 속옷은 제비를 뽑아 주인을 가린

다.사람들과 병사들,율법학자들은 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십자가 곁에는

사도 요한, 수의 어머니 마리아,막달라 마리아와 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다.낮 열두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덮여 세시까지 지속되었다. 수

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어떤 사람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셔 갈 끝에 꽂아 십자가에 달린 수의 입에 었다. 수가 숨을 거두자

성소 휘장이 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는데 이를 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한다.병사들이 와서 두 도둑의

다리를 꺾고 수가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군병 하나가 창으로 구

리를 르니 그 상처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4복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음과 같이 7번 말했다.십

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나의 하나님,어 하여 나를 버리

112)Ibid.,183.



-47-

셨나이까’라고 외치며 숨진다.(마 27:46,막 15:34)이는 구약성서의 시편

22편의 1 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

나이까’에서 연유한다. 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에서 한 3가지의

말을 기록한다.그리스도는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들

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3:34)라

고 간청한다.그리고 자신의 에 매달린 행악자 참회하는 사람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23:43)고 말한다.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아버지 내 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23:46)라고

말하며 숨지는데,이는 옛 유 인의 녁 기도를 인용한 것이다.113)요한

복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간

의 화를 보여 다.그리스도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니이다’(요 19:26)라고 말하고,그의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

라’(요 19:27)라고 말한다.그리스도는 십작가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

어진 알고 성경의 언을 이루고자 ‘내가 목 마르다’(요 19:28)고 말하

는데,이것은 구약 시편 69편 21하반 의 ‘목마를 때에는 를 마시게

하 사오니’의 내용에 기인한다.마침내 한 병사가 그의 입에 신 포도주

를 담근 해면을 어 주었을 때 그는 ‘다 이루었다’(요 19:30)는 말을 남

기고 죽음에 이른다.114)요한복음은 이후 병사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기 해 왔는데,그리스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기록한다.이 사건 역시 구약성서에

이미 언되어 있다.(출 12:46,민 9:12)다리를 꺾는 신 병사들 하

나가 그의 구리를 창으로 찔 는데,성경은 그 상처에서 피와 물이 흘

러내렸다고 기록한다.공 복음서는 이 밖에도 제사장과 유 인들이 어

떻게 그에게 수모를 주었으며 조롱했는지 묘사한다.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있었던 일식과 지진 등 천재지변과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

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한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을 때,지성소

113)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I,89.

114)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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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ofHolies)를 가렸던 성 의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겨졌다고 증언

한다.이것은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보자임을 상징하는 것이다.빌라도 행 외경

(apocryphal)은 그리스도의 책형에 해 복음서와 비슷하게 언 하고 있

는데,유일하게 추가된 모티 는 책형 그리스도에게 로인클로스

(loincloth)가 주어졌다는 것과 그의 머리 에 가시 면류 이 어졌다

는 것이다.115) 설에 의하면 참회하는 도둑의 이름은 디스마스

(Dysmas),다른 한명은 게스타스(Gestas)이며,백부장 혹은 창으로 구

리를 른 병사의 이름은 롱기 스(Longinus)그리스도에게 신 포도주를

건넨 병사는 스테 톤(Stephaton)으로 알려져 있다.116)이러한 모티 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책형도에서 다양한 도상학 장치로 나타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한 언 은 신약성서 외에도 구약성

서에 형론 인 사실들로 견되어 있다. 를 들어 창세기 22장 1-19

의 아 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모습은 인류의 희생양

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인 순종을 뜻한다.한편

수의 십자가 구속은 구약성서에서 매우 많이 언 되는 어린 양 등을

바쳤던 희생 제사의 완성이기도 하다.민수기 21장 4-9 은 이스라엘 백

성이 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 장 의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이는 그

리스도의 십자가에 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다.117)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은 신약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통하

는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이러한 십자가의 심성에 하여

존 스토트(JohnR.W.Stott)는 복음 신앙의 핵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다고 말한다.118)스 스의 신학자 에 부르 (EmilBruner)는 십자가

115)Ibid.

116)Ibid.

117)정진옥,“표 주의 회화에 나타난 ‘십자가 처형’도상 연구”(이화여자 학

교 학원,석사학 논문,19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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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자에 의하여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곧

구속에 한 신앙은 바로 기독교 자체이자 심 이라고 말한다.119)에

릭 사우어(ErichSauer)도 ‘십자가는 구원사(救援史)의 가장 한 사건

으로서 부활보다도 더 하다,십자가는 승리이며 승리 자체는 완 하

다’고 말한다.120)십자가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를 신 담

당한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데,11세기의 터베리의 안셀무스(Anselm

vonCanterbury)은 그의 책 『인간이 되신 하나님(CurDeusHomo)』

에서 성육신과 속죄의 계에 하여 조직 인 해명을 제공한다.121)그

는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우리는 우리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다른 어떤 인간도 우리를 구원하

지 못한다.그것은 죄인인 사람은 다른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없기 때

문이다.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없다.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다.만약 그 지

않다면 인간이 그것을 만족시킨 것이 되지 않는다.십자가 에서 우리

를 신하여 죽은 속자는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곧 완 한 신이나

완 한 인간인 독특한 자격을 지닌 존재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122)

즉,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가로 엄청난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빚을 지불하기 해 사

람인 동시에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보자로 세웠다.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을 취해야했던 것은 필연 이다. 한 인간으로부터 죄를 물

려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출생해야 했다.그리고 하나님

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나 숭고하고 귀 하기 때문에 인류

의 모든 죄를 구속할 수 있을만한 능력이 있다.123)다시 말해 그리스도

118)JohnStott,그리스도의 십자가,황 철,정옥배 옮김 (서울:IVP,1996),

39-44.

119)Ibid.,54-55.

120)ErichSauer,십자가의 승리,권 옮김 (서울:생명의 말 사,2002),70.

121)JohnStott,그리스도의 십자가,149-150.

122)Ibid.,198.

123)Anselm vonCanterbury,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은재 옮김 (서울:한들출

사,200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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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있는 본성의 다양성과 인격의 연합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 그리스도

의 인성이 인류의 회복을 하여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면 신성이 그

것을 하 으며 신 인 본질에 조화되지 못하는 일은 인성이 수행했을 것

임을 뜻하는 것이다.즉,인성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치르

고,신성을 통하여 그에게 요청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124)

(2)‘십자가 책형’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첫째,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도상학 장치는 태양과 달

이다.태양은 주로 뾰족한 선 모양의 배를 갖고 있는 남성으로,달은

머리에 낫 모양의 상달이 얹힌 여성의 모습으로 표 된다.태양과 달

은 고 에서 권력의 상징들이었다.십자가 책형도에서 그리스도의 오른

쪽에 배치된 태양과 왼쪽에 배치된 달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권

있는 존재임을 상징한다.(그림 48-1,51-1,58-1,59,60-1)이는 한 그

리스도의 죽음 시 일어난 일식 등의 우주 변동(마 27:45,막 15:33,

23:44)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의 세 화는 부분 으로 태양을

어둡게 묘사하곤 하는데 이것 역시 일식을 표 하는 것일 수 있다.125)여

러 그리스도 책형도에서 태양과 달은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

린 그리스도를 숭배한다.학계의 신학자들은 성 아우구스티 스의 한 구

을 용 해 십자의 왼쪽에 배치되는 달은 구약을,오른쪽에 배치되는

태양은 신약으로 해석하 다.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얻기 때문에 복음

서의 빛이 없다면 율법은 이해될 수 없다.태양과 달의 오른쪽·왼쪽에

련된 상징주의는 십자가 아래 형상들에게도 용되며,빛의 상징으로

부터 비롯된 일반 인 동-서양의 상징주의와도 일치한다.126) 한 태양

과 달은 의인화되어 표 되기도 한다.(그림 58-1,60-1)이 때 태양과 달

은 그들의 얼굴과 어둠을 가리고 탄식의 몸짓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리스

도의 죽음에 한 애도,즉 인성을 암시하는 표 이다.

둘째,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것은 십자가 의 명패이다.

124)Ibid.,271.

125)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I,92.

126)Ibid.,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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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는 십자가 형상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 다.성경은 그리스도

의 십자가 에 ‘유 인의 왕’(마 27:27,막 15:26,요 19:19)이라는 죄패

를 붙 다고 기록한다.동방교회의 십자가 도상은 주로 ICXC라는 단어

가 명패에 쓰여 있다.(그림 48-2,51-2)이는 그리스어 ΙΗϹΟΥϹ ΧΡΙϹΤ

ΟϹ의 첫 자와 마지막 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수 그리스도’(Jesus

Christ)를 의미한다.127)서방교회의 도상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명패에

<그림 62-1>와 <그림 63-1>에서 보는 것 같이 INRI라고 있다.

INRI는 라틴어 IESVS·NAZARENVS·REX·IVDÆORVM의 두문자어로

‘나사렛 사람 수,유 인의 왕’이란 뜻이다.128)이 구 은 수가 십자

가에서 처형될 때 머리 에 붙인 죄목의 표시로 요한복음 19장 19 을

근거로 한다.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이 죄패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썼으며 히 리어,그리스어,라틴어로 각각 쓰여졌다.(요 19:19-20)동방교

회는 그리스도의 메시야 신분이 드러나는 명칭을 사용하 고,서방교

회는 성경의 기록을 반 하 는데 ‘유 인의 왕,나사렛 수’는 그리스

도의 지상에서의 삶을 상징하고 있어 그의 인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셋째,십자가의 형태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암시한다.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 이 서로 가로지른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 의 끝

이 가리키는 4개의 방향은 세상 는 우주를 나타낸다.129)십자가는 그

리스도의 죽음이 세계에 미치는 향을 상징한다.바울은 에베소 교

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

도의 사랑을 알고 그 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에베소서 3:18-19)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을 쓸 때 십자가를

떠올렸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이 귀는 바울이 ‘세상을 둘러싼 십

자가에서 세상을 둘러 싼 안트로포스(anthropos,인간)’로 그리스도를 묘

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안트로포스는 사 없이 수의 메시야 칭호로

사용되기도 한다.130)즉 인간의 몸으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메

127)“Christogram”,http://en.wikipedia.org/wiki/Christogram.

128)“INRI”,http://ko.wikipedia.org/wiki/INRI.

129)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I,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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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 죽음을 맞이한 십자가의 형태 자체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 십자가에 매달

린 그리스도의 자세 역시 십자가의 상징성을 같이 지니고 있다.그리

스도는 자신의 뻗은 양팔로 유 인과 천국,그리고 하나님과 결합한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상징은 죽음에 한 승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힘이다.에베소서 3장 19 에 의하면 이러한 힘은 사랑이며,기

독교인이 이해하고 악해야 할 모든 지식을 월한다.골고다 언덕

십자가는 온 인류를 포용하는 세상의 심으로 간주된다.131)그러므로

루살렘의 성 치릴로(StCyril)는 그의 세례교리서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십자가 하나님은 그의 양손을 뻗어 세상의 끝을 잡고

(oikoumene,오이쿠메네,사람이 사는 모든 땅)있으므로 이 골고다 언덕

은 세상의 심이다’132)따라서 십자가 책형도는 십자가에 달린 수 그

리스도가 인류와 하나님의 보자임과 동시에 곧 하나님임을 보여 으로

써 그의 신성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성뿐 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도 강조한

다.책형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화면 앙에 배치함으로써 인간 구원

을 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한다.이것은 인간 수를 도상의 심

에 둠으로써 그가 겪었을 고통과 수치심을 부각하기 한 것이다.133)

넷째,그리스도의 구리를 창으로 른 롱기 스(Longinus)와 그리스

도에게 신 포도주를 건넨 스테 톤(Stephaton)의 표 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난다.성경은 로마군 백부장이 수가 십자가 에서 숨을

거둘 때 나타난 표징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마 27:54,막 15:39, 23:47)요한복음은 수의 죽

음을 확인한 로마 병사가 수의 구리를 창으로 찔 다고 기록하고 있

다.(요 19:33-34)성경에서는 이 인물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경

130)성종 ,“안트로포스”,기독교 사상,33,no.3(1989):222.

131)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I,93.

132)Ibid.

133)박정호,“엘 그 코의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연구”(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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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데모 복음서와 13세기에 술된 이래로 큰 인기를 린 야코부스 데

보라기네의 『황 설』은 이 인물을 롱기 스라는 로마인으로 기록하

다.134)『황 설』에 따르면 롱기 스가 그리스도의 구리를 찔 을

때 흘러나온 피가 창을 타고 내려와 롱기 스의 에 닿았고 이로 인해

롱기 스는 약한 시력을 회복하 다고 한다.135)성경에 기록된 로

수가 숨을 거두는 순간 성 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과

『황 설』에 등장하는 시력 회복의 기 체험은 결국 로마인 롱기 스

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롱기 스는 그리스도의 죽

음으로 인해 처음 회심한 로마인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결

과로 주어진 인간의 구원을 형상화하는데 좋은 소재 다.136)<그림 57>

과 같이 롱기 스와 스테 톤은 보통 십자가 양쪽에 조 인 한 으로

나타난다.롱기 스는 그의 긴 창으로 그리스도의 구리를 르는 모습

으로 오른쪽에 배치되는데 이것은 오른쪽이 왼쪽 보다 상징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다.스테 톤은 왼쪽에 서 있으며 막 기에 식 를 담근 스

폰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21 에 표된다.

스가랴서 12장 10 은 ‘그들이 그 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하여 통곡하기를 장자

를 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로 되어 있어 창 르기가 메시야와 련

이 있음을 보여 다.요한계시록 1장 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이 그를 보겠고 그를 른 자들도 볼 것이요’에

의하면 창에 찔린 그리스도는 승귀의 신분을 획득한다.따라서 창으로

르는 롱기 스의 모습을 표 한 도상은 그리스도의 메시야됨,그리스

도의 승귀의 신분을 상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 하게 된다.

한 창에 찔린 그리스도 구리 상처에서 나온 ‘피와 물’(요 19:34)은 세

례 받은 기독교인이 공유하는 생명으로써 신성한 힘의 원천으로 간주되

었다.137) 이에 따라 성 아우구스티 스는 그의 책 『Tractatus in

134)Ibid.,30.

135)Ibid.

136)Ibid.,31.

137)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I,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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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em』에서 그리스도의 긴 창에 의한 심장 르기를 생명의 문의

시작으로 해석했으며,이를 통해 교회의 성사(Sacrament),죄의 용서를

한 피,세례를 한 물이 흘러나온다고 보았다.138)

다섯째,서방교회의 카롤링거 오토 왕조의 술가들은 책형 당한 그

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기 해 다양한 모티 들을 사

용했다.앞에서 살펴본 태양과 달의 상징 이외에,가장 빈번하게 나타나

는 것은 천국의 속성인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오른손 즉 ‘덱스

트라 도미니’(dexteradomini)상징이다.(그림 58,60) 기 기독교 도상

학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종종 십자가 에서 승리자의 화환을 잡고 있

다.(그림 58)그리스도 세례 이미지처럼,책형 당한 그리스도 에 묘사

되는 하나님의 손은 모욕당하는 그의 아들에 한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

하며, 한 그의 희생에 한 승인과 그리스도가 하나님 치로 승격되

는 승귀의 신분을 의미한다.139)

여섯째,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곧 그의 신성한 신분의 회복은 화환

으로 나타난다.화환은 승리의 고 상징으로 왕 이나 서클렛(circlet,

꽃 등으로 만든 머리에 쓰는 )으로 체된다.<그림 58>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들고 있는 화환과 성령의 비둘기를 함께 보여 으로써 그리스

도가 죽음을 이기고 얻게 될 부활의 승리를 암시한다.하나님의 오른손

과 더불어 화환 모티 는 12세기에 사라지게 된다.140)

일곱째, 세 기 이후 책형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

내기 해 사용되었던 상징에는 천사가 있다.천사는 2명에서 4명 사이

로 다양하다.이들은 세 기에는 십자가의 가로 왕의 종의 상징

으로 등장한다.(그림 47-1,50-1,51-3,59-1)그 후 이들은 숭배하고 숭

앙하며 이 달린 향로(censer)를 흔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화

환이나 왕 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표 된다. 한 공 을 맴돌면서 경

의의 표 으로 한 손을 들어 올림으로써 곧 승귀의 신분을 획득할 그리

스도를 환호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그림 61-1,64-1,65)13세기부터

138)Ibid.

139)Ibid.,107.

140)Ibid.,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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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들은 구원자의 피를 받기 해 성배(chalice)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그림 62-2,그림 61,63)141)천사들 몇몇은 손이나 옷으로

입을 가리거나 머리를 가림으로써 그들의 슬픔을 표 한다.이것은 그리

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는 표 으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련이 있다.(그림

63-2,64-2)

한 십자가 아래에 표 되는 아담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한

다.아담은 주로 해골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처형된 골고다 언

덕,즉 해골산을 암시한다. 세의 십자가 책형도에서는 수의 발에서

흘러나온 피가 해골을 시는 것으로 표 되기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의 피로 아담의 원죄가 씻김을 표 한 것이다.(그림 48-3,49-1,61-2,

62-3)이것은 로마서 5장 12 에서 21 에 근거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의 상징이다.첫째 아담에 의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 안에

서 왕 노릇하 으나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생명을 은혜로 받게 되었다.아담의 해골에 피를 뿌리는 그리스도는 인

간으로서 인류의 죄를 속하므로 그의 인성이 두드러진다.

13세기 서방교회에 새롭게 등장한 십자가도상은 여러 명의 인물이 함께

표 되는 것이다.(그림 61-66)동·서방 교회 모두 그 이 시기의 십자가

책형도는 십자가 에 통 인 상징성을 지닌 두 명의 인물들을 좌우

칭형으로 배치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새로운 십자가 책형도는 각 인물

과 련된 특정한 상징성보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

린 사건과 상황 그 자체에 심을 두었다.142)상징성과 역사성의 결합은

그 당시 서방교회의 신학에 새롭게 등장한 태도 다.사실 재 은 그

리스도의 죽음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골고다에서 있었던 사건의 정확한

재 가능성을 확 시켰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경험을 공유했던 모든

사람들의 인간 인 반응과 감정까지 달할 수 있었다.그리스도의 수난

에 한 명상과 개인의 참여를 처음으로 강조했던 성 베르나르 클래르보

(StBernardofClairvaux:1090-1153)의 신학은 이후 요하네스 타울러

141)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I,108.

142)Ibid.,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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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es Tauler: 1300-61)와 토마스 피스(Thomas à Kempis:

1378-1471)와 같은 독일의 신비주의자로 이어졌다.성 란시스 아씨시

(StFrancisofAssisi:1181/2-1226)의 향은 베르나르보다 더 직

이었다.그는 그의 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 인간의 죄와 신

성의 고통 사이의 련성을 목격하면서 죄에 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

다.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십자가를 숭배했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볼 때

마다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한다.‘우리는 당신께 기도합니다.그리스

도 수여,당신을 축복합니다.당신이 십자가로써 세상을 구원했기 때문

입니다.’143)니콜라 피사노(Nicola Pisano)는 시에나 성당(St Siena

cathedral)을 해 만든 리석 부조 ‘십자가 책형도’(Crucifixion:

1265-1268)에서 처음으로 많은 인물이 포함된 도상을 선보 다.이러한

유형은 지 까지의 도상과 달리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제공한다.이 시기

에 새롭게 등장한 도상은 그리스도의 발을 매만지거나 안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이다.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

털로 씻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긴 머리털을 가진 여인으로

표 된다.<그림 61>에서 지오토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를 처음 창

조하 고 이 향은 후 에까지 지속되었다.(그림 63)많은 인물이 등장

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슬픔이나 애통 등 감정의 동요가

극 으로 표 된다.12세기까지 정제된 자세로 슬픔을 표 하거나 손

을 들어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마리아는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거나 기 한 듯한 모습으로 표 된다.(그림 62-65)마리

아와 더불어 기 십자가 책형도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은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이다.마리아는 보통 십자가의 오른쪽에 배치되며

요한은 왼쪽에 배치되는데 오른손을 들어 얼굴에 갖다 거나 그리스도

를 가리키는 모습으로 표 된다.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한 감정의

동요를 나타내는 표 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낸다.

143)Ibid.,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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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신성의 상징과 의미
그리스도의

명칭·신분·직분

수태고지

하나님 -의인화:보좌에 앉아 만돌라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왕

제사장

성령

-비둘기:신성한 잉태,기름부음 상징

(원 안에 들어 있는 채로 빛의 기둥,삼 일체를 상징하는 3개의 각

선과 함께 표 ,원 안에 들어 있거나 천상에서 수직강하)

하늘·천국 어두운 란색과 황 색의 반구 형태,붉은 색의 구름

푸른색

붉은색

황 색

-푸른색이 단독으로 쓰이면 신성(동방교회),서방교회의 푸른색은 항상

신성

:은폐·신비·천국 상징

-붉은색이 푸른색과 함께 사용되면 신성(동방교회)

:생명,메시야 상징

-비자연 ,비물질 ,성스러운 본질로 간주

수직기둥 -천상과 지상을 연결:그리스도의 성육화 상징

만돌라
-두 개의 원이 만나 생기는 아몬드 모양의 타원형

:신성과 인성의 결합 상징

천사

가 리엘

-하나님의 사자(使 ), 천사

-왕의 권 지님(한 손에 홀을 들고 있는 모습)

동방박사의

경배

별
-8개의 방사선을 가진 형태:그리스도의 빛 상징,하늘에 의해 공증된

신성 상징

메시야

왕

세 물

- :온 세상의 왕,능력과 세상의 지배 상징

-몰약(시체의 부패를 막아 ):그리스도의 죽음,순종 상징

-유향:그리스도의 신성,제사장 신분 상징

천사 -인도자, 천사(왕 을 쓰고 홀을 들고 있음)

동방박사

-청년, 년,노년으로 표

:이방의 왕 상징(왕 을 쓴 모습)

:유럽,아 리카,아시아 륙의 상징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춤,무릎을 꿇은 자세, 로스키네시스

:경건함과 경배 상징

그리스도의

세례

하나님

-오른손:두 번째 손가락을 뻗은 모습으로 비둘기,그리스도의 머리가

수직선상에 배열되면서 삼 일체 상징

-의인화:왼손에 성경을 들고 오른손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지상을

바라 ,흰색,붉은색,푸른색 등 복식 색상 다양,구름이나 별로 둘러싸

임.
하나님의 아들

왕

제사장

성령

-비둘기:기름부음,평화,하나님의 언약 상징

(수직강하 /부리로 병의 기름을 부음 /올리 가지를 물고 있음)

-별:탄생의 별과 련지어 신성의 상징

하늘·천국 어두운 란색과 황 색의 반구 형태,여러 색의 구름층

천사
-그리스도의 옷(례용 의복 /벗어 놓은 옷)을 들고 있음

-왕 과 홀을 들고 있음

<표 4> 세 그리스도 도상에 나타난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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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강 -의인화:죽음,사탄 상징(동방교회)/축복,경의 상징(서방교회)

세례요한
-물로 세례를 베풂:메시야의 임명 상징

-기름을 붓기도 함:그리스도의 장례 비 상징

그리스도의

변모

만돌라
-두 개의 원이 만나 생기는 아몬드 모양의 타원형

:신성과 인성의 결합 상징

하나님의 아들

심 자

승귀의 신분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그리스도의 왼쪽에 배치,노인의 모습

-모세:그리스도의 오른쪽에 배치,돌 이나 두루마리 가진 청년으로

묘사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두 인물 모두 노인으로 묘사

-두 인물 모두 후 을 지니고 있으며 허리를 숙이고 있거나 손을 뻗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세 취함.서방에서는 가슴에 손을 모은 순명의

자세 보이기도 함.

베드로,요한,

야고보

-베드로(오른쪽)/요한(가운데)/야고보(왼쪽)

-땅에 무릎을 꿇거나 엎드린 자세,옷으로 을 가림(동방교회)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올린 경외·경청·순종의 자세(서방교회)

나사로의

소생

나사로
-도상의 오른쪽에 배치,얼굴을 제외한 신이 흰 붕 혹은 수의에 감

싸임. 을 뜬 모습으로 죽음에서의 소생 상징

하나님의 아들
나사로의

두 여동생

-그리스도와 나사로 사이에 작은 크기로 배치, 로스키네시스(경배)자

세

뚜껑을

옮기는 사람

-코를 움켜쥐거나 소매를 길게 빼서 얼굴을 가림:나사로가 죽은지 오

래되어 시체 냄새가 남을 암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

하나님 -오른손:십자가 에서 승리의 화환을 잡고 있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

보자

승귀의 신분

성령 -비둘기:하나님의 손과 함께 표

천사 -종,숭배,환호의 자세,성배를 들고 있는 모습

천국 -어두운 란색과 황 색의 반구 형태,붉은 색의 구름

해와 달
-십자가의 오른쪽과 왼쪽에 배치,의인화,그리스도 숭배

:고 권력의 상징,그리스도 죽음 시 일어난 우주 변동 의미

십자가의

명패

-ICXC: 수 그리스도

-INRI:나사렛 사람 수,유 인의 왕

십자가
-십자가의 네 끝:그리스도 죽음의 세계 향 상징

인류와 하나님을 결합

아담
-십자가 에 골고다 언덕에 해골의 모습으로 표

:인간의 타락과 죄 상징,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비를 이룸

화환 -둥근 월계수를 엮은 모습:그리스도의 승리 상징

롱기 스와

스테 톤

-롱기 스:창으로 그리스도의 구리를 름,이방인의 구원 상징

-스테 톤:긴 창에 신 포도주를 묻힌 해면을 끼워 들고 있음

마리아

세례요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뻗음으로 경배의 자세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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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인성의 상징과 표
그리스도의

명칭·신분·직분

수태고지 붉은색
-아담의 질료가 되었던 진흙의 색(서방교회)

-마리아 태속의 피 상징(서방교회)
수,인자

나사로의

소생

베다니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묘사:사건의 역사성 상징 수,인자

지상 신분에디큘라·석 -매장 풍습 반 :세속성 상징

그리스도의

변모

엘리야와

모세

-근심어린 표정:변모 후 있을 그리스도의 고난 견(동방교회)

- 성 톤의 갈색 옷:그리스도의 인성 상징(서방교회)

지상 신분

비하의 신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

천사

-손이나 옷으로 입을 가리거나 머리를 가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함

- 이 달린 향로를 흔들며 애도 종의 신분

비하의 신분

희생 제물
마리아

세례요한

-마리아:다른 사람에 의해 부축 받거나 기 한 모습

-세례 요한:한 손을 얼굴에 갖다 거나 근심어린 표정

십자가 -그리스도의 희생 강조

<표 5> 세 그리스도 도상에 나타난 인성

2.그리스도의 신체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1)동방박사의 경배(TheAdorationofMagi)

승되는 이야기에 따르면,동방박사의 방문은 그리스도의 탄생 후 7일

만에 이 졌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2년이었다고 한다.2년이라는 기간은

성경에서 헤롯왕이 아기 수를 죽이기 해 그 당시 베들 헴에서 태어

난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인 사건에서 연유한다.이런 이유로

서방교회는 동방박사의 경배가 그리스도 탄생 후 2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본다.반면 동방교회는 그리스도가 탄생한 순간을 신성의 육화로 보았기

때문에 동방박사와 양치기의 경배가 탄생 직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

다.144)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신체표 에도 향을 미쳤다.

144)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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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동방교회의 도상 <그림 6>와 <그림 7>,<그림 8>의 그리스도는

각각 10,11,12세기의 도상인데 시 의 변화에 따라 표 양식에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모두 짧은 머리에 비교 동그란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

으로 표 된다.그러나 도상으로 보았을 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의 모습이라기보다 조 더 성장한 유아의 모습으로 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따라서 체 신체에 비해 비교 각 부분의 비율이 하

게 표 되기는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로 2세 미만의 아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같은 시기에 제작된 서방교회의 도상 <그림 9>,<그림

10>,<그림 11>은 아기 수를 소년,혹은 성인 그리스도 수를 축소한

모습으로 표 하고 있다.이들은 단발머리나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하고 있으며 인체의 각 부분 간 비례도 과장되거나 축소되는 비재

성향을 강하게 띤다. 한 그리스도의 자세를 통해 그의 신성을 유추할

수 있다.동·서방 교회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오른손은 하늘과 땅의 결합

을 의미하는 강복자세를 취하고 있다.기독교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들어

올린 두 손가락은 그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나머지 세 손가락은 삼

일체를 상징한다.145) 한 12세기부터 서방에서는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

이 성당의 앱스(apse)146)에 나타나기 시작한다.이 경우 시 와 달리

그리스도는 측면이 아닌 정면을 바라보고 옥좌에 앉은 모습으로 앙에

배치되고 몸 체를 감싸는 큰 만돌라와 함께 표 된다.이것은 그리스

도의 신성의 을 더욱 강조한다.이러한 표 은 ‘ 의 그리스

도’(MajestasDomini)147)도상을 연상 하는데 어린 그리스도가 장차

145)이덕형,이콘과 아방가르드,208-209.

146)교회 건축에서 동쪽 제단 뒤편에 반원형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성직

자가 의식을 집행하는 스비테리움(presbyterium)이나 주제단(主祭壇)을 설

치하기도 하는 등 교회의 가장 안쪽에 치한 곳. 기 기독교 시 부터 이곳을

스코화나 모자이크로 장식했다.(세계미술용어사 ,AndréGrabar,기독교

도상학의 이해,41.)

147)라틴어로 ‘주님의 엄’을 의미한다.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세계의 지배자로

서 왕좌를 차지한 그리스도의 을 기념비 으로 표 한 그림이다.‘장엄한

그리스도’,‘ 의 그리스도’라고도 한다.보통 그리스도는 배(大光背)속이

나 옥좌 혹은 무지개 에 정면을 향해 앉은 모습으로 표 되고,왼손에는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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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왕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148)이 듯,12세기까지 동방과 서방의

아기 수는 유아,소년,혹은 성인 수의 축소 으로 표 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보다 불가사의한 신성의 측면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킨

다.

이러한 경향은 고딕시 로 넘어오면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14세기

의 <그림 12>과 <그림 13>은 수를 짧은 머리와 통통한 볼,몸을 가

진 아기의 모습으로 표 하고 있다.지오토(Giotto)의 <그림 12>은 태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처럼 배내옷을 입고 있고,타데오 가디

(TaddeoGaddi)의 <그림 13>은 상체에 옷을 입지 않은 아기 수의 모

습을 처음으로 보여 다.이 도상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

도상에서 상의를 벗은 아기 수를 표 하기 시작했고 곧 완 한 드의

아기 수가 등장한다.149)신체를 노출한다는 것은 신체의 가시 강조이

자 곧 그리스도의 인성에 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2)그리스도의 세례(TheBaptism ofChrist)

세례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자 공

생애를 시작하고 가르침을 시작한 첫 단계이다.성경은 이 당시 그리스

도의 나이가 삼십 세쯤 되었다고 기록한다.( 3:23)동·서방 교회의 도

상은 성인 남성이 된 그리스도의 신체를 표 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낸다.앞에서도 언 했듯이 그리스도의 신체의 노출

은 그리스도가 인간임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 인 수단이다.일반 으로

기의 세례 도상은 그리스도가 옷을 완 히 벗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다.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있는 그리스도는 원죄 이 의 아담과 같이 자

신이 벌거벗었음을 의식하지 못한다.150)동방교회의 도상이 세 말기까

를 갖고 오른 손으로 축복의 자세를 취한다.(미술 사 ,두산백과)

148)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11.
149)Ibid.

150)Jean-ClaudeBologne,수치심의 역사, 혜정 옮김 (서울:에디터,200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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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세나 표 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과 달리 서방교회의 도상은

그리스도의 신체를 보여주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보인다.

먼 동방교회는 걸음을 옮기거나 정면으로 서 있는 나체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12세기 말까지 그리스도는 거의 어깨까지 차오르는 물속에

잠긴 모습으로 표 된다.이 때 물은 반투명하게 표 되어 그리스도의

신체와 자세를 잘 보여 다.그리스도는 턱수염이 있는 모습으로 표 되

고 가 드러나고 가슴과 배 근육이 발달한 모습의 성인남자로 표 된

다.그러나 성기의 표 은 거의 하지 않거나 암시를 주는데 아담을 묘사

한 그림에서처럼 성기에 한 암시는 원 인 순결을 암시하며151)그가

보통 인간과 다른 신성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낸다. 한 조형 표 역

시 사실 이라기보다 도식 이어서 람객이 그리스도의 신체를 보며 같

은 인간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기보다 객 화된 거리감을 느끼게 해 신성

의 느낌을 더욱 강조한다.그리스도의 신성은 자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동방교회의 그리스도는 두 팔을 내리고 있는데 보통 요단강의 인물이 있

는 곳을 향한 손은 손바닥을 펴서 사악한 기운을 막는 듯한 자세를 취하

고 있고,다른 편 손은 두 손가락을 펴고 세 손가락을 은 강복의 자세

를 취하고 있다. 한 그리스도의 후 은 원형의 배 안에 십자가의 형

태가 그려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11세기까지 서방교회는 물속에 잠긴 그리스도의 신체를 표 하지 않았

다.고딕시 로 넘어오면서 세례의 방법이 강에 몸을 담그는 통 인

침수가 아니라 그릇에 물을 담아 머리에 뿌리는 수로 변화하면서 몸이

물속에 허리까지 잠길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체가 완 하

게 드러난다.(그림 26,27)이때 서방교회의 그리스도는 로인클로스

(loincloth)를 입은 모습으로 표 되며 인체미를 강조하는 표 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152)이는 14세기에 들어 그리스도의 인체를 노출함으로써

인성을 강조하기 한 서방교회의 신학 변화와 련이 있다.153)<그림

25>는 세례 받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 다.서방교회에서 새

151)Ibid.

152)정은진,미술과 성서,226.

153)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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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등장한 이 유형은 그리스도가 가복음의 기록과 같이 기도하는 모

습으로 재 되며 15세기에는 이 자세가 그리스도의 세례도상에서 일반화

된다.154)한편,<그림 26>과 <그림 27>은 그리스도가 양손을 가슴에 모

은 순명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이는 세례 이후 그리스도에게 닥칠 수난을

암시하며 세례를 수난의 시작으로 보는 당시의 종교 을 보여 다.155)순

명의 자세를 취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신분을 보

여 으로써 성육신에 나타난 인성을 강조하게 된다.

한 서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보다 인성을 더 강조하기 해 가슴과

치골,심지어 겨드랑이의 체모까지 묘사 한다.특히 고딕시 이탈리아의

십자가 도상에서 이러한 표 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13세기 후반

그리스도의 인성 표 에 한 신학의 변화에 의해 화가들이 향을 받았

기 때문이다.156)<그림 23>의 약 1270-75년에 페루자의 3폭 제단화의

장인(TheMasterofthePerugiaTriptych)에 그려진 이태리 움 리아

(Umbria)의 그리스도의 세례는 음모와 유두의 털까지 묘사하고 있다.이

와 비슷하게 다른 움 리아의 화가가 1280년-1300년경에 제작한 실

제 인체 크기만 한 십자가 도상 역시 고통 받는 그리스도의 가슴과 음부

의 체모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그림 24>와 <그림 26>,<그림

27> 역시 그리스도의 체모를 찰할 수 있다.14세기 까지 시에나

(Siena),아시시(Asisi), 로 스(Florence)와 북 이탈리아의 수많은 그리

스도 도상이 그리스도의 체모를 묘사하 다.157)이것은 성서에서 말하듯

그리스도가 30세 정도의 성인 남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리고 남

성에게 있어 체모의 표 은 성별을 알리는 요한 시각 장치일뿐더러

성인남성의 소년이나 여성에 한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 정력 혹은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158)따라서 체모를 표 하

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인 남성의 모습을 가진 인간으로 묘사하는데 가장

154)Ibid.

155)정은진,미술과 성서,228.

156)SherryC.M.Lindquist,TheMeaningsofNudityinMedievalArt,182.

157)Ibid.184.

158)Ibid.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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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방법으로 그의 육체,즉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3)그리스도의 변모(TheTransfigurationofChrist)

동방교회의 통 인 이콘 규범집 『에르메네이아』는 그리스도 변모

이콘은 세 개의 우리로 상징되는 타볼 산에서 신 의 빛이 그리스도를

비추고 성령인 그 빛에 의해 변모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해야 한다

고 하 다.이 규범에 따르면,그리스도는 흰 옷을 입고 오른손으로는 강

복의 자세를,왼손에는 복음서를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

로 그려야 한다.그리고 그리스도의 표 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그

리스도의 신후 인 만돌라와 그 에 첩되어 나타나는 기하학 형

상의 구름이다.159)모세와 엘리야의 머리 에 드러난 작은 후 과 달리

주로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된 신 후 인 만돌라160)는 지고의 성스러움

과 을 나타내는 유 통의 ‘카보드’(Kabod:honor,glory)를 상징

하기도 하고,그리스도를 둘러싼 성스러운 공간이자 빛의 근원인 태양을

의미하기도 했다.동방교회의 만돌라는 빛을 이미지화한 것인데 성령을

상징하는 기하학 형태의 빛의 구름과 첩된 형태로 나타난다.이 빛

의 구름은 기하학 도형의 방사상 형태를 띤 추상 구름이다.161)이 만

돌라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변모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월 인 신성을

상징하는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 한 <그림 30>에서 보듯 만돌라에 둘

러싸인 그리스도는 엘리야와 모세와 달리 공 에 들린 모습으로 표 되

어 그의 신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동방의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수염

과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가진 성인 남성으로 표 된다.12세기

159)이덕형,이콘과 아방가르드,336.

160)만돌라는 이탈리아어로 아몬드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신 후 이 아몬

드 형태를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사각형,육각형,팔각형의 형태를 띠

는 기하학 후 인 만돌라는 완 함을 상징하는 두 개의 원이 교차하면서 형

성하는 물고기 형상의 타원 즉 ‘베시카 피지스’(VesicaPiscis)의 다른 유형

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이덕형,이콘과 아방가르드,335-336)

161)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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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상 <그림 28>과 <그림 29>에서 그리스도는 고 그리스 신상에서

볼 수 있는 한 다리에 무게를 싣고 다른 편 다리를 편안하게 하는 콘트

라포스토(Contrapposto)162)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이것은 그리스도의 신

체에 긴장감을 주며 감정을 싣기 한 표 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

하고 있다.163)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3세기를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체가 길어짐에 따라 신체의 비율이 왜곡되면서 보편 인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난 신성의 측면이 강조된다.(그림 30,31,32)

서방교회의 변모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화면의 앙에 배치되지만 동방

교회와 달리 다양한 표 이 존재한다.동방교회는 그리스도가 왼손에 두

루마리를 든 모습으로 표 하지만 서방교회는 14세기에 이르러 두루마리

가 아닌 성서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 한다.10세기 말의 성서 필사본

인 <그림 33>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 한다.이 도

상에서 그리스도와 엘리야,모세는 록빛의 피부색을 갖고 있고,아래

배치된 세 제자는 보통 사람의 피부색을 띠고 있다.이를 통해 변모 시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으로 환되었음을 시각 으로 뚜렷하게 표 한

다. 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표 으로 동방교회는 빛과 구름이

결합된 거 한 신만돌라를 이용하 는데 서방은 주로 사방으로 뻗어나

162)‘비된다’는 뜻의 이탈리아어.인체 입상에서 인체의 앙선을 S자형으로

그리는 포즈를 일컫는다.정면을 향해 꼿꼿하게 서 있는 기원 6세기 말경

의 그리스 아르카익기 인물상과 다른 이 포즈는 기원 5세기경 그리스 클래

식기의 조각상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딱딱하고 엄숙하게 정면을 향해 칭

자세로 서 있는 인물조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력은 여 히 조

각의 앙에 미치고 있었으나 몸체의 거의 모든 무게가 다리 한쪽에 몰려 있

고 이 경사진 다리가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골반은 기울어진 다리 쪽에 돌

출되어 있고,다른 다리는 무릎에서 구부러진다.머리는 반 방향으로 비스

듬히 기울여 심을 잡는다. 에서 보면 버티고 있는 다리가 뒤쪽으로 약간

려나 있고 가슴은 를 떠받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이와 같은 새

로운 체계를 르네상스 시 에 인체상의 각 부분의 작용과 반작용을 기술하기

해 콘트라포스토라고 명명하 는데,이것은 그리스 미술의 한 업 의

하나로서 조상(彫像)의 조형 가능성을 풍부하게 하 다.조각가는 이와 같

은 자유로운 모습으로 함께 서 있는 새로운 인물을 비롯해 더 큰 긴장감과

극 인 감정을 자아내는 포즈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표 의 가능성을 탐색했

다.(세계미술용어사 )

163)KurtWeitzmann,TheIcon,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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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선을 이용하거나(그림 34,35,36)단순히 후 만을 그려 넣는다.

(그림 33,36)서방교회는 지속 으로 명암표 이 발달하면서 그리스도의

표 에 있어서도 양감과 입체감을 강조한다. 한 후 로 갈수록 그리스

도는 보통 사람의 체격과 비율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면서 그리스도의

육신에 한 물질성이 강조됨에 따라 인성 측면이 두드러진다.

4)나사로의 소생(RaisingofLazarus)

동방교회의 그리스도는 보통 왼 손에는 로고스의 상징인 두루마리를 들

고,오른손은 강복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그리스도의 머리는 안에 십자

가가 그려진 후 이 둘려 있어 그의 신성을 드러낸다.서방교회의 그리

스도는 오른손을 들어 강복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신성을 드러내나,동방

의 향을 받은 도상을 제외하고 왼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지 않다.

기 동방교회의 그리스도는 신체의 비례나 동작의 표 이 비교 사실

으로 재 되어(그림 38,39)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12세기 반 이후 14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는 지나치게 길어진 모

습으로 표 된다. 우후는 술가의 표 이 리얼리티에서 멀어지면 멀

어질수록 보다 더 효과 으로 성스러움을 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164)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게 늘여진 신체는 인간 인 신체비례와 거리가 먼

월 존재의 느낌을 강하게 달함에 따라 신성을 강조한다. 한 동

방교회의 도상은 그리스도를 인간 인 신체와 비율을 지닌 모습으로 표

했다 할지라도 제자나 나사로,나사로의 두 동생과 하인들에 비해 크

기가 크거나 진한 외곽선과 색상으로 두드러지게 묘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표 역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반면 서방교회는 로마네스크 시기와 고딕

시기의 도상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14세기의 도상,<그림 44>

와 <그림 45>를 보면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크게 묘사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인 비례에 맞는 키와 양감

164)GerardusvanderLeeuw,종교와 술,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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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표 된다.이를 통해 14세기 이후의 서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성 측면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다만 그리스도의 신

성은 오른손의 강복의 자세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의복 표 으로 강조

된다. 한 배는 동방교회와 마찬가지로 안에 십자가가 그려진 모습으

로 표 되어 있어 나사로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는 그의 우월한 신성

을 드러낸다.

5)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TheCrucifixion)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재 하고 있는 도상은 모두 그리스도의

인성과 련되어 있다.특히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완 한 인성을 증거

하는 십자가 책형 도상은 더욱 그러하다.화가들이 수의 죽음을 재

하기 해 십자가 책형 장면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세 기부터이다.

한 사망 후의 모습 역시 세 이 에는 재 되지 않았다.165)이것은

아마도 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믿는 신이 노 처럼 십자가에 매달

린 채 고통당하는 모습을 재 하고 싶지 않아서 을 것이다.166)

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수의 십자가 이미지는 박물 에 있

는 상아부조이다.이 십자가상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마을에서 만든

것으로 그리스풍의 수염이 없는 긴 머리의 그리스도가 국부만 가리고 옷

은 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 있는 모습을 보여 다.167)이후 수

도사 라불라가 586년에 제작한 『라불라 복음서』는 고난 받는 그리스도

를 묘사하면서 수염이 있는 시리아풍으로 표 하 다.여기에서 그리스

도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콜로비움(Colobium)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

있어,그리스풍의 옷을 벗은 상태와 큰 조를 이룬다.168)이 콜로비움은

최고의 권력을 나타내는 황 색 무늬가 들어간 길이가 발꿈치까지 내

려오는 자 빛의 소매 없는 튜닉형태의 옷이다.169)이 유형은 시리아계

165)AndréGrabar,기독교 도상학의 이해,199.

166)임 방, 세 미술과 도상,254.

167)Ibid.

168)Ibid.,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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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들이 아랍인에게 쫓겨 로마로 들어오면서 서방교회에 해지게 되

었다. 우후는 술가가 리얼리티에서 멀어질수록 성스러움의 표 은

보다 더 사실 이면서도 인상 인 것이 된다고 했다.십자가를 그린

기 그림들은 사실 이고 인간 인 고통의 개념을 표 하려는 의도가 없

었으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비잔티움 왕조의 휘장과 홍포,홀 그리고 왕

을 가진 한 임 으로서 십자가 에 올려놓고 있는데,이러한 그림들

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강하게 달해 다.(그림 57)

비잔티움 기 들어 동방교회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도상은 일정한

규칙을 보여 다.동방교회의 그리스도 이미지는 ‘십자가 에 살아 있는

그리스도’로 변된다.이는 부활의 확실성에 한 직 시이다.170)

11세기 반의 동방교회 도상을 살펴보면,비잔티움 기의 그리스도 도

상이 정면을 바라보고 을 뜨고 있으며 체로 양팔을 곧게 펴고 있는

것과 다르게,그리스도의 머리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은 감겨

있고 왼쪽 구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처가 보이며 몸이 왼쪽으로 쳐

져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한 양팔은 다양한 각도로 쳐져 있고 엄지손가

락은 항상 로 내 고 있다.171)(그림 48,49,50,52)이러한 죽음에

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채 에 맞은 흔 이나 가시면류

에 의해 손상된 흔 을 보이지 않으며 표정 역시 고통에 의해 일그러

지지 않았다.오히려 자고 있는 듯 평안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이러한

표 은 그리스도의 몸이 죽지 않았다는 동방교회의 믿음과 일치한다.동

방교회의 이미지가 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부활과 련

되며 그가 획득하게 될 원한 승귀의 신분,즉 신성을 상징한다.172)이러

한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련하여 12세기 동방교회에서 활동

하던 술가 셀로스(MichaelPsellosorPsellus)173)는 그의 에크 라시

169)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I,91.

170)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I,98.

171)Ibid.,99.

172)Ibid.

173) 셀로스는(Greek:Μιχαήλ Ψελλός,MikhalPsellos)비잔티움의 수도사

이자 작가 으며 철학자,정치가,역사가이다.그는 1017년 혹은 1018년에 태어

났으며 1078년경에 죽었다고 해지는데 다른 기록은 그가 1096년까지 살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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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ekphrasis)인 『십자가도상에 한 담화』(Discourse on the

Crucifixion)에서 십자가 도상에 나타난 죽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해 묘사하고 있다. 셀로스는 십자가 도상의 그리스도를 찰하면서 그

리스도가 그의 정신을 포기하기 에 그의 과 입을 주의 깊게 닫고 있

으며 그의 신체는 완벽하고 조화롭게 처리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

다.174)이것은 죽음의 고통을 월한 신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그

는 <그림 49>와 같이 그리스도의 배가 부풀어 오른 것처럼 묘사된 것은

간,심장과 같은 내부의 장기에 의한 압력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175)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생긴 신체의 변화를 묘사

한 것이므로 그리스도 신체의 물질성 즉,인성을 암시한다. 한 11세기

들어 동방교회의 도상은 그리스도를 콜로비움이 아닌 로인클로스만 입은

모습으로 표 하면서 그리스도의 세미 드를 허용하게 되었다.<그림

48>과 <그림 49>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고 은 감

겨 있으나 넓은 어깨와 잘 발달된 근육질의 몸으로 표 되며 구리의

상처 한 조심스럽게 묘사되었다. 한 그리스도의 뺨은 장 빛으로 표

되었고, 구리의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는 날렵한 아치를 그리며

도식 으로 표 되었다.이 도상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고통과 공

포를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 신체의 능 이고 매혹 인 면에

을 맞춘다.176)12세기 반에 이르러 죽은 그리스도의 몸에 한 매

혹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떠난 몸을 애도하는 도상인 ‘슬픔의 사람’(Man

ofSorrow)으로 종결된다.<그림 53>은 12세기 동방교회의 죽은 그리스

도의 신체에 한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이 이콘에서 죽은 그리스

도의 머리는 주의 깊게 채색되었는데 굽이치는 곱슬머리는 부드럽게 굴

려진 외곽선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얼굴을 감싸는 하나의 후 처럼 보

었다고 기록한다.(www.wikipedia.com)

174)MyrtoHatzaki,BeautyandtheMaleBodyinByzantium:Perceptions

andRepresentationsinArtandText(New York:PalgraveMacmillan,2009),

66.

175)Ibid.,66-67.

176)ThomasF.Mathews,TheartofByzantium;BetweenAntiquityandthe

Renaissance(London:Weidenfeld,199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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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그리스도의 얼굴과 토르소의 따뜻한 피부톤은 어두운 란색의 배

경과 조를 이루며 강렬한 색채 비를 제공하고 람자에게 그 신체의

시각 인 향력을 극 화한다.177)이 ‘슬픔의 사람’과 같이 죽은 그리스

도의 몸에 한 새로운 도상학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은 몸과 함께 성

육신에 한 믿음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물질성,인성을 바탕으로 한

월 희생을 강조한다.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내서 묘사

한 ‘슬픔의 사람(ManofSorrow)’도상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묘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그림 53>에서 그리스도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갈색 머리에 짧은 턱수염을 가지고 있다.그리스도의 머리는 도식

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벗은 어깨 에 장식 으로 늘어져 있다.그의

꺼풀은 우아하게 구부러져 있으며 담하고 완벽하게 휘어진 썹 에

자리하고 있다.그의 입술은 부드러운 핑크 색으로 채색되었는데 이는

비잔티움 기 시 의 죽은 그리스도를 살아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동방교회의 미의식을 반 한다.178)비슷한 효과는 <그림 54>에서도 볼

수 있다.이 그림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마리

아와 그를 애도하고 있는 세례요한과 아리마 요셉을 보여 다.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최 한 람객의 시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밖으로 기울어져 있다.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우아

하게 구불거리는 무늬로 장식되어 있고 썹 역시 우아한 곡선을 그리

고 있으며 이마와 뺨 등은 주름살 없는 부드러운 피부로 표 되었다.여

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부를 표 한 색채이다.그리스도

는 을 감고 있으며 죽은 것이 명백하지만 그의 피부는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장 빛을 띠고 있다.179)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은 어떠한 물리 인 증거도 보여주지 않는다.12세기 반에 죽은 그

리스도를 묘사한 동방교회의 도상은 그리스도가 당한 채 질과 십자가의

고통과 번민 등 신체의 상처와 감정을 반 하지 않고 있다.반면에 마리

아와 요한은 푸려진 이마와 내려간 입 꼬리 등으로 인간의 고통스런

177)MyrtoHatzaki,BeautyandtheMaleBodyinByzantium,67.

178)Ibid.,69.

179)Ibi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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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즉 비잔티움 기의 동방교회 도상은 그

리스도를 을 감은 모습으로 표 함으로써 그의 죽음,즉 인성을 드러

내지만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부와 장식 인 머리 표 을 통

해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내재된 신성을 드러낸다.이로써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동시에 죽음을 이긴 생명의 희망 인 징

후를 동시에 표 하고자 하 다.그러나 13세기의 동방교회 도상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더 이상 죽음과 생명사이의 균형에 을 맞추지 않

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한다.<그림 55>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뒤

로 넘어가 있으며 턱이 들려 있어 몸에 많은 긴장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

다.그리스도의 피부색은 르께한 빛을 띠고 있으며 그의 팔은 수척하

고 그의 가슴은 가 드러나 있다.그리스도의 얼굴은 찡그려 있으며

을 꽉 감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다.마찬가지로 <그림 56>의 경우에도

12세기의 도상과 달리 얼굴의 붉은 빛은 사라지고 어두운 피부 톤으로

채색되어 있다.180)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한 도상이 객들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도상에 변화를 주어 객들의 심을 그리스도의 정

신 인 고요한 아름다움보다 신체의 고통에 두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3세기 이후 동방교회의 도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에 한 정교한

묘사로 치우치게 되고 죽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시각 인 고통을 끌어내

기 한 의도로 제작되었다.따라서 후기 동방교회의 죽은 그리스도에

한 묘사는 신성보다 인성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에 한 서방교회의 도상은 기에는 동방교회

의 구성을 따랐다.9세기 서방교회의 그리스도 도상은 십자가의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 다.<그림 57>의 그리스도는 수염이 없으며

을 뜨고 있고 구리의 피 흘리는 상처도 보이지 않는다.<그림 59>역

시 을 뜨고 있으며 구리의 상처가 없는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을 보여 다.두 그림 모두 그리스도의 곧게 펴진 팔의 묘사로 인해 신

체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인성보다 신성이 더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기 서방교회의 책형도는 동방교회와

180)Ibi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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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정한 규칙이 형성되지 않았다.181)11세기의 책형도 <그림 60>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은 그리스도를 비교 사실 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는 고개를 기울인 채 을 감고 있는데 찡그린

썹은 고통스런 표정을 드러내고,신체의 무게감으로 인해 구부러진 팔과

은 사실 으로 묘사되었다.축 늘어뜨린 머리와 그에 응해 구부러진

드상은 인간의 아들의 비극 인 이미지를 달해주며182)이것은 객에

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살과 를 가진 인간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의 인성을 드러낸다.

서방교회에서 십자가 책형도는 13세기부터 본격 으로 등장한다.시토

수도회의 수도사인 성 베르나르 클 르보(Bernard of Clairvaux:

1090-1153)와 성 란시스 아씨시(FrancisofAssisi:1182-1226)가 이끄

는 란시스회는 십자가의 수난에 을 둔 성을 고취시키기 해

‘연민을 불러일으키는’(affective) 수의 인간성에 주목하 다.183)따라서

13세기 이후의 그리스도 도상은 창에 찔린 구리와 못 박힌 손과 발에

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피를 부각하 다.(그림 62,63,64)그리스도의 살

아 있음을 묘사할 때 서방교회의 술가들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상처

를 강조하 다.184) 한 후기 고딕 시 로 갈수록 그리스도의 머리는

떨구어지고,여 육체는 축 늘어지며 무릎은 굽 지고 비틀어져 있

는데 이것은 토스의 상형문자이다.성 란체스코의 후계자들은 인간

정서를 강조하 고 죽은 그리스도의 비참한 모습을 더 선호함으로써

생명의 강렬함을 느낄 수 있는 표 을 권장하 다.185)이후 옷이 벗겨진

그리스도의 신체에 상처를 그려 넣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의 육체 고통

을 시각 으로 표 하는 효과 인 수단이었다.186)그리스도는 와 근육

이 드러나는 앙상한 팔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의 무게로 인해 팔이 높이

들린 모습으로 표 되었고(그림 58,60-65)피부색 역시 창백하거나(그림

181)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I,101.

182)KennethClark, 드의 미술사,306.

183)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I,103.

184)Ibid.,104.

185)KennethClark, 드의 미술사,307.

186)박정호,“엘 그 코의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연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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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어둡게 음 이 진(그림 63)으로 묘사되었다.

한편,고딕시 의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신체를 체 으

로 살펴보면 배 부분은 뒤로 물러나고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부드러운

지그재그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폴리클 이토스

(Polykleitos)의 캐논에서처럼 보상과 균형의 법칙을 따르고 있어 유기

인 인체의 율동 표 을 보여주는 것으로187) 술로 승화시킨 그리스도

신체의 미화를 엿볼 수 있다.이 듯 서방교회의 세 후기의 십자가 도

상은 그리스도의 고통당하는 신체,즉 그의 인성에 을 맞추었으나

아름답게 묘사된 신체의 형태에 의해 신성 역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187)KennethClark, 드의 미술사,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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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그리스도의 신체 표 그리스도의 표정·자세

표 신성 인성 신성 인성

동방박사의

경배

피부색 -창백한 색 -사실 인 따뜻한 색

-강복의

자세

-나이에 맞

는 사실

인 자세

얼굴 -단발,긴 머리의 소년 -짧은 머리,통통한 볼

인체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

한 인체

-성인의 축소

-어린 아기의 사실 표

-상체 노출

그리스도의

세례

피부색
-따뜻한 피부색

-입술과 뺨의 분홍빛 -손을 펴서

사탄을 막는

자세

-강복의 자

세

-정면을 바

라보는 자세

-손을 가슴

에 모은 순

명의 자세

-기도의 자

세

-성기를 가

리는 반측

면의 자세

얼굴 -비재 ,도식 표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에 턱수염을 가진 성인 남성

으로 사실 재

인체
-성기의 노출 혹은 암시

-도식 인 인체 표

-넓은 어깨와 잘 발달된 근

육질의 매혹 인 몸

-체모의 섬세한 묘사

그리스도의

변모

피부색 - 록색이나 창백한 톤
-따뜻한 피부색,

-입술과 뺨의 분홍빛
-왼손에 두

루마리나 성

서, 오른손

은 강복의

자세

-환경에 맞

는 사실

인 자세

-감정을 싣

는 콘트라

포스토 자

세

얼굴 -지나치게 작게 표

- 한 음 으로 사실 으

로 묘사, 체 신체에 비해

당한 크기

인체

-평면 인 인체 표

-해부학 구조에 맞지

않는 변형된 신체

-신체가 길게 늘여짐

-비례에 맞는 사실 인 신체

표

- 한 양감과 무게감

나사로의

소생

피부색 -사실 인 피부색 -왼손에 두

루마리, 오

른손은 강복

의 자세

-목을 길게

뺀 자세

-얼굴의 반

측면 자세

-얼굴의 완

한 측면

표 : 상황

에 맞는 자

세

얼굴 -비재 ,도식 표
-수염과 머리카락의 사실

인 묘사

인체

-길게 늘여짐,비재

-다른 인물에 비해 큼

-평면 인 인체 표

-사실 인 비례

-양감과 무게감 표 됨

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

피부색
-따뜻한 피부색

-입술과 뺨의 분홍빛

- 르께하고 어두운 톤

- 록빛이 감도는 창백한 색

-평온한 표

정

-콘트라포스

토 자세:리

듬감이 느껴

지는 유기

인 자세

-고통에 의

해 일그러

진 표정

-긴장의 자

세

얼굴

-도식 으로 표 된

얼굴과 머리카락

-정면을 바라보는 뜬

-고요하게 감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머리

-꽉 감긴

인체

-곧게 펴진 팔

-넓은 어깨와 잘 발달된

근육질의 매혹 인 몸

-도식 인 피의 표

-길게 늘여짐

-수척하고 비틀린 팔과 다리,

두드러진 의 표

- 가 드러나는 앙상한 가슴

-몸의 무게로 인해 처진 팔

과 배

<표 6> 세 기독교 도상의 그리스도 신체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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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피와 상처 강조

-합리 인 인체 비례

제 3 종합 논의

세 그리스도 도상은 크게 그리스도 탄생과 어린 시 ,그리스도의 세

례,그리스도의 유혹,그리스도의 변모,그리스도의 행 ,그리스도의 기

,그리스도의 수난,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그리스도의 장사지냄,그

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등 열 가지 주제로 분류한다.본 연구는 그리스도

도상에 나타난 복식을 그리스도의 신체 표 에 따라 유형별로 살펴보기

해 수태고지,동방박사의 경배,그리스도의 세례,그리스도의 변모,그

리스도의 기 (나사로의 소생),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을 심으로 살펴

보았다.복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3장에서는 도상 체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도상학 장치와 그리스도의 신체표 을 살펴보

았다.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해 기독교 도상학은 지상의 인물이

아닌 천상의 존재인 하나님,성령,천사,사탄 등을 표 하기도 하고

로부터 권력의 상징이었던 해,달,별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한 그리스

도에 한 주변 인물들의 자세나 표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

러난다. 부분의 경우 다른 인물들은 그리스도에게 경배,순종,놀람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그림을 바라보는 객을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듯

그를 가리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거의 모든 주제에서 그리스도가 하

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해 다양한 도상학

장치를 동원하고 있다.한편,그리스도의 인성은 다른 무엇보다 그의

신체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난다.이는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가진 존재로

서 지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1.주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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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주제는 그 사건의 내용과 상징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강

조하기도 하고 인성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수태고지는 성령에 의한 잉

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동방박사의 경배와 그리스도의

세례,그리스도의 변모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모두 그리스도의 신성이

구체 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여긴다.동방박사의 경배는 새로 태어난 아

기 수가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드러내고,그리스도의

세례는 공식 으로 그리스도가 만유의 왕이자 선지자이며 제사장임을 사

람들과 하나님 앞에 공증 받은 사건이다. 한 그리스도의 변모는 부활

후 그리스도가 회복하게 될 그의 하늘의 신분을 미리 보여 사건으로

신성이 뚜렷하게 가시화되었다.나사로의 소생 역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기이한 능력과 그리스도의 죽음 후 부활을 연상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그러나 이 사건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지상

에서 행한 일들이며 겪은 사건들이다.성경은 그리스도가 오라비의 죽음

을 슬퍼하는 나사로의 여동생과 유 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

고 불 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다.(요 11:32-33)이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표 으로 그리스도의 인성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은 인간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

통과 단 의 경험인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지상에 내려온 목 을 이루

는 장면을 보여 다.이것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

들이 가장 낮고 천한 치까지 떨어짐으로써 성취한 놀라운 사건이다.

2.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도상학 장치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련된 사건이 신성 혹은 인성 한쪽을 강조하

는 것과 달리 이것을 표 하는 술가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내재된 신

성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 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따라서 각 주제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도상학

장치가 개발되었다. 체 세 기독교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다양

한 상징에 의해 암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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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님

기독교 도상에서 하나님은 천국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거나

손만 등장하기도 한다.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해 구체 으로

묘사하지 않는다.하나님의 은 곧 하나님의 을 일컫는데 하나님

의 은 채나 구름,불 등으로 묘사된다.그러나 세 기독교 도상은

문맹인을 한 성서이자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한 목 하에 제작되었

으므로 성경의 기록을 구체화하여 가시 으로 표 한다.동방교회의 12

세기 이콘은 어두운 반구로 표 된 천국에서 옥좌에 앉은 모습의 하

나님을 표 한다.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등 뒤로 커다란 만돌라가 보이

며 하나님의 주변에는 천사들이 날고 있다.하나님은 주로 천국이나 비

둘기와 함께 표 되므로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례도상에

서도 하나님의 구체 인 표 을 찰할 수 있다.14세기 들어 서방교회

의 세례 도상에는 하나님의 표 이 나타난다.여기에서 하나님은 앞모습,

혹은 모습으로 표 되는데 주로 성경을 들고 땅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

라보며 손을 뻗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하나님의 표 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재 되거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

로 흰 옷이나 붉은 색의 튜닉 에 란 색의 히마티온을 걸친 모습으로

표 된다.기독교 도상학에서 하나님을 표 하는 다른 표 인 방법

은 손을 보여주는 것이다.이 손은 하나님의 오른손 곧 ‘덱스트라 도미

니’(dexteraDomini)로 불리며 그리스도의 책형도에서 가장 많이 등장

한다.하나님의 오른손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데 이것은

모욕당하는 아들에 한 하나님의 인정과 그의 희생에 한 승인 그

리스도가 하나님의 치로 승격되리라는 상징의 표 이기도 하다.각 도

상의 주제에 따라 하나님의 손은 구름이나 천국에 둘러싸여 십자가를 들

고 있거나 화환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 된다.

2)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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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성령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왕이며 제사장

임을 뒷받침한다.기독교 도상학에서 성령은 보통 비둘기로 형상화된다.

이는 그리스도의 세례에 한 성경 마태복음 3장 16 ,마가복음 1장 10

, 가복음 3장 22 ,요한복음 1장 32 에서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했

기 때문이다.성경에서 비둘기의 모습을 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만 기록하고 있지만 수태고지 도상은 성령에 의한 수태를 표 하기 해

비둘기의 형상을 차용하고 있다.수태고지의 비둘기는 보통 원 안에 들

어가 있는 모습으로 표 되는데 동방교회의 도상에서는 마리아의 가슴과

배 부분에 희미하게 묘사된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서방교회의 도상에서

는 마리아의 귀를 향해 있다.이는 ‘’을 시하는 동방교회와 ‘들음’을

시하는 서방교회의 신학의 차이에서 연유한다.성령은 그리스도의 세

례 장면을 묘사하는 도상에서 동·서방 교회를 막론하고 필수 으로 표

되는 요소이다.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보통 천국과

그리스도 사이에 묘사되어 삼 일체를 상징한다.천국,비둘기,그리스도

는 도상의 한 가운데 수직선상에 일렬로 치한다.나사로의 소생,그리

스도의 변모 책형도는 성령을 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서방교

회의 책형도 가운데 천국의 하나님과 비둘기의 모습을 함께 표 한 도상

이 나타나기도 한다.

3)천사

신성을 표 인 도상학 장치는 천사의 표 이다.천사는 보통 두 날

개를 가졌으며 머리에 배가 있고 작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천사

가 입은 옷은 흰색,붉은 색,푸른 색, 록색 등 다양하며 옷의 형태나

날개의 형태 역시 각 교회마다 시 마다 조 씩 차이를 보인다.머리에

왕 을 쓰고 있거나 손에 긴 홀을 들고 있는 천사는 천사이다.주제별

로 천사의 묘사를 살펴보면,수태고지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명

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동방박사의 경배에서 천사는 동방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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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거나 목동에게 나타나 기쁜 소식을 달하는

모습으로 표 된다.그리스도의 세례에서 천사는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

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여기에서 천

사들이 들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기 해 벗어놓은 옷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기름부음,곧 만유의 왕이자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한 례복이기도 하다.이들은 세례를 축하함과 동시에 그리

스도 세례의 증인이다. 한 여러 명의 천사를 묘사하는 도상은 왕 과

홀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 다.이는 그리스도가 왕의 신분임

을 드러내는 장치이며 곧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다.그리스도

의 변모 도상에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모두 천사의 모습이 거의 보이

지 않는다.이는 그 도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묘사된 구약시 의 인물인

엘리야와 모세가 천사의 역할을 신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천사가 하

늘의 신성한 존재로서 인간과 구별되는 속성을 지님과 같이 엘리야와 모

세 역시 그리스도의 세 제자와 달리 구름 에 떠 있거나 그리스도와 같

이 피부색이 변해 있는 등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나사로

의 소생에서도 천사의 표 은 보이지 않는다.동방박사의 경배,세례,변

모는 그 사건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성,특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됨,왕이자 제사장 신분을 강조하는 사건으로 그에 합당한 천사의 경배

가 포함되지만 나사로의 소생은 그 보다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행 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성경은 나사로의 소

생 장면에서 그 기 을 지켜본 많은 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따라서

도상의 구도나 배열에서 이미 많은 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나사로의 도상

은 기 을 행하는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표 에 을 맞춰

야 했기 때문에 천사의 표 이 필요치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리스

도의 십자가 책형도는 보통 2명에서 4명 혹은 다수의 천사가 등장한다.

주제 면으로 봤을 때 십자가 책형은 그리스도의 죽음,즉 인성에 이

맞춰져 있어 애도하거나 슬퍼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

스도의 피를 성배에 받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리스도의 부활을 견하는 듯 손을 들어 그리스도를 환 하는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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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되기도 한다. 체 주제를 보면 성경에서 구체 으로 천사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수태고지와 동방박사의 경배에서 양치기에게 그리스

도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뿐이지만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천사와 그리스도

의 세례에 나타난 천사,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에 나타난 천사는 그리

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해 개발된 도상학 장치로 볼 수 있다.

4)별과 해와 달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 인 상징 에 별이 있다.이 별은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으로 인도하는 별에 한 성경의 기록에 근거한다.동방박사의

경배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기념하는 공 의 주제이

다.공 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축하하기 해 빛의 기로 지켜져 왔

다.성경에서 빛은 그리스도의 표 인 상징이기도 하다.도상학 측면

에서 별은 고 그리스와 로마 술에서 세상의 지배자가 탄생하는 장면

에서 등장하곤 한다.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에서 동방박사를 아기 수에

게 인도하는 별 역시 만유의 왕인 그리스도와 그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에서 권력을 상징하던 태양과 달은 그리스도의 책형도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등장한다.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시 일어난

우주의 변동을 암시하거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천사와 마찬가지로 세

상의 어떤 권세보다 뛰어난 존재인 그리스도에 한 경배와 순종을 나타

낸다.십자가 책형도에서 달은 주로 왼쪽에,태양은 오른쪽에 배치되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상징으로도 읽힌다.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얻으

므로 신약시 복음서의 빛이 없다면 구약시 의 율법은 이해될 수 없음

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 태양과 달은 의인화되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고 탄식하는 모습으로 표 되기도 한다.

5)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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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그리스도 도상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손,천사

와 함께 표 되거나 반구의 형태로 나타난다.성경은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을 으로 볼 수 있는 채나 구름으로 표 하는데 세

그리스도 도상은 천국을 빛이나 구름과 함께 표 하기도 했다.수태고지

에 나타난 천국은 황 색으로 표 되거나 어두운 란색 혹은 붉은 색의

구름으로 표 된다.천국을 표 하는 황 색은 생명력이 제거된 비자연

인 채를 띤 비물질 인 실재나 성스러운 본질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려는 목 으로 세 그리스도 도상에서 리

사용되었다. 란색은 은폐·신비를 상징하며 빨간색은 불의 힘이자 격류

를 상징한다.이러한 천국의 표 은 그리스도의 세례에서도 동일하게 반

복된다.

6)주변 인물의 자세

세 그리스도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은 도상 안에 표 된 다

른 인물들의 표정이나 자세에 의해서도 드러난다.동방박사의 경배 도상

은 세 왕으로 상징되는 동방박사의 자세와 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

을 드러낸다.동방박사는 왕 을 쓴 노인과 년,청년의 모습으로 묘사

되는데 아기 수를 향해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발에 입 맞추는

등의 경배행 를 통해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왕보다 한 존재임을

드러낸다.동방교회의 그리스도 세례 도상은 요단강의 의인화를 보여주

는데 이 인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완 히 물리쳐질 죽음,

특히 사탄을 상징한다.요단강 안에 묘사되는 이 인물은 그리스도를 보

며 도망치거나 뒤로 넘어지면서 손을 들어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그리스도의 손은 악한 기운을 다스리기 함인 듯 요단강의 인물을 향해

뻗어 있다.그리스도의 변모 도상은 그리스도 외에 크게 구약시 의 인

물인 엘리야와 모세,신약시 의 인물인 베드로,요한,야고보 세 제자가

등장한다.엘리야와 모세는 그리스도의 양 에 배치되며 세 제자는 주

로 도상의 아래편에 배치된다.동방교회의 엘리야는 주로 노인의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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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 되고 모세는 한 손에 율법의 돌 을 들고 있는 은이의 모습으

로 묘사된다.이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목을 길게 빼고 있거나 손을

뻗어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한 동방교회의 도상은 이들의 찡그린 표정

을 통해 그리스도의 변모 후에 찾아올 그리스도의 수난을 견 하기도

한다.서방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왼쪽에 엘리야를 오른쪽에 모세를 배치

한다.서방교회 도상의 해석 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구약시 인물과

신약시 의 인물들 간의 조 인 묘사에 한 것이다.<그림 36>의 두

치오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는 화려한 겉옷을 입은 제자들에 비해 갈색

톤의 옷을 입은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조는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신성으로의 이를 상징한다.다시 말해 구약시 인물의 갈색

옷은 소박하고 아름답지 않으며 연약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신

약시 인물의 다양하고 화려한 색의 겉옷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

다고 보는 것이다.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변모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에 놀라는 세 제자를 보여 으로써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시각화하고 있다.특히 동방교회의 경우 세 제자 요한

과 야고보는 땅에 엎드리거나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여

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의 향력을 강조한다.서방교회는 무릎을

꿇거나 손을 가슴에 모으는 순명의 자세로 세 제자들을 표 함으로써 말

인 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나사로의 소생 역시 나사로의

두 여동생의 경배자세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 한다.두 여동생은

주로 무릎을 꿇어 엎드린 자세로 묘사되는데 이는 고 페르시아에서 높

은 계 의 사람에 한 혹은 경배의 자세인 로스키네시스를 보여

다. 한 나사로의 도상은 그리스도의 기 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을 암시하기도 한다.성경에서 죽은 지 나

흘이나 지난 것으로 묘사되는 나사로는 흰 수의나 붕 에 감긴 채 무덤

에서 나오고 있으며 무덤을 열고 있는 사람은 그의 시체 냄새에 코를 막

고 있다.이는 성경의 기록 로 나사로가 부패할 정도로 죽은 지 오래

된 것에 한 확실한 증거의 표시이자 이러한 나사로를 살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곧 신성한 기 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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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도는 세례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그리스도를 따

르던 여인들,그리스도의 구리를 창으로 른 롱기 스,창에 신 포도

주를 신 해면을 꿰어 그리스도에게 한 스테 톤 등 많은 인물을 보

여 다.이들은 무엇보다 구약성경에 나온 언을 성취하기 한 도구로

사용되거나 그리스도의 월 인 죽음에 한 목격자로 책형도에 등장한

다.

3.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도상학 장치

앞에서 살펴본 도상학 장치는 부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기

한 도구이다.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늘과 왕,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신성한 존재라는 것은 논리를 월한 인물과 다양한 도상학 상징

을 통해 드러난다.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오직 그의 신체표 을 통

해서만 나타난다.그의 신체는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지상 존

재이며 종의 신분,비하의 신분인 채 인류의 죄를 속하기 한 희생제

물,어린양을 상징한다.성경은 그의 신체를 소박하고 아름답지 않으며

연약하다고 묘사한다.본 연구에서 분석의 상이 되는 주제 에 어린

그리스도의 일화를 제외한 성인이 된 그리스도의 기 과 사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나이 30 , 반에 이 진 것이다.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장남으로서 아 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후 ,유다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그러나 여기에서 요한 은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으므로 인간의 몸

을 통한 죄가 유 되지 않았고 따라서 죄 없는 신체를 갖게 되었다는

이다.이는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행하기 한 가장 요한 핵심 하나이다.따라서 그리스도

의 인성은 30 , 반의 성인 남성으로 표 되는데 그가 다른 인간과

다른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역시 그의 신체를 통해 표 되어야만 했

다.그리스도의 신체 안에 그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표 하는 것은

세 기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술가에게 가장 요한 문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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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체 안에 드러나는 신성과 인성은 각 교회의 신학과

시 의 요구에 따라 한 쪽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3장에서

그리스도의 신체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의 표 은 4장에서 복식을 분석하

는 요한 기 이 된다.왜냐하면 복식은 입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가장 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의 신체가 신성을 강조

하는 쪽으로 표 되었다면 그 신체에 입 진 복식 한 신성을 강조하도

록 표 될 것이고 인성을 강조하는 쪽이라면 그리스도의 신체를 사실

으로 보여주기 한 수단으로 복식이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

서 3장을 통해 그리스도 신체의 신성과 인성의 표 방법과 특징을 도출

하여 4장의 복식 분석에 용하고자 한다.

1)아기 수의 신체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1)동방박사의 경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동방박사의 경배는 성인이 되기 그리스도의 신체 표 을 보여 다.

동방박사의 경배 시 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승에 따라 그리스

도 탄생 후 7일 만에 이 졌다는 설과 성경에서 헤롯왕이 아기 수가 탄

생한 지역의 2살 미만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2년

만이었다는 설이 있다.여기에서 동방교회는 그리스도가 탄생한 순간 이

미 신성의 육화가 이 졌기 때문에 동방박사의 경배가 탄생 직후에 이

졌을 것이라고 보고,서방교회는 동방박사의 경배가 탄생 후 2년 만에

이 졌을 것이라고 본다.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신체표 에

도 향을 미친다. 체로 동방교회의 아기 수는 시 의 변화에 따라

양식의 차이를 나타내기는 하나 체로 짧은 머리에 비교 동그란 얼굴

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 된다.그러나 도상으로 보았을 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의 모습이라기보다 조 더 성장한 유아의 모습으로

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반면에 서방교회의 로마네스크 시기의 도상

은 아기 수를 소년,혹은 성인 그리스도 수를 축소한 모습으로 표

하고 있다.이들은 단발머리나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하고 있으며



-85-

인체의 각 부분 간 비례도 과장되거나 축소되는 비재 성향을 강하게

띤다.이것을 통해 동방과 서방 모두 12세기까지 아기 수의 나이에 맞

는 신체표 이 아닌 인성 안에 내재된 신성을 더 요시했음을 알 수 있

다.이것은 아기 수의 자세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동·서방 교회 모두 아

기 수는 오른손을 들어 하늘과 땅의 결합을 의미하는 강복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그리스도의 들어 올린 두 손가락은 그의 신성과 인성의 결

합을,나머지 세 손가락은 삼 일체를 상징한다.동방박사의 경배도상은

12세기 이후 동방교회에서는 거의 표 되지 않으나 서방교회는 공 을

동방박사의 경배로 기념하면서 계속 심 있게 표 하 다.서방교회에

서 아기 수의 도상의 변화는 14세기 고딕시 로 넘어오면서 확연해진

다.이 까지 동·서방의 아기 수는 인류의 구원자이자 만유를 다스리는

우주의 지배자의 모습을 상징하 는데,14세기의 서방교회는 아기 수를

2살 미만의 실제 아기처럼 사실 으로 묘사하고 있다.더 이상 아기 수

는 강복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포 기에 싸이거나 상의를 드러내는 아

기의 모습으로 표 된다.신체의 노출은 그리스도가 지닌 인성의 강조이

다.

2)성인 수의 은폐된 신체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동방박사의 경배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는 성인 수의 이미지를 표 한

다.주제 에 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 책형도는 체로 옷을 벗은 그

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그리스도의 변모와 나사로의 소생 도상은 그

리스도가 옷을 입은 모습으로 표 된다.

(1)‘나사로의 소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나사로의 소생은 공생애 기간 동안 자주 그랬듯,그리스도가 기 을 베

푸는 모습을 보여 다.동·서방 교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는 체로 도

상의 왼쪽에 배치되는데 이는 강복의 자세를 취하는 오른손을 강조하기

함이다.그리스도는 거의 모든 도상에서 한결같이 오른손을 뻗어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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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 라’하는 성경의 명령을 표 하고 있다.

이 자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자세이다.12세기까지의 동방교

회 도상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체로 인간 인 비례와 양감을 가진 모

습으로 표 된다.그러나 12세기 반부터 그리스도는 목을 기이하게 빼

고 있거나 신체가 길어지면서 비례와 형태가 왜곡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표 역시 인성을 월한 신성의 특징이다.서방교회는 오히려

12세기까지 그리스도의 팔을 지나치게 길게 표 하거나 손을 크게 그리

고 키를 늘려 비정상 인 인체 비례를 보여 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고딕시 로 넘어오면서 인간 본연의 비례와 물질성을 회복하게

된다. 한 명암과 그림자의 표 은 그리스도의 사실 인 인체 비례와

더불어 양감과 무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

(2)‘그리스도의 변모에 나타난’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변모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그의 모습과 의복의 변화가 뚜렷하다.서방교회가 동방박사의

경배를 공 로 기념하는 반면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변모를 12 축

일 하나로 지정하여 기념하 다.신학자들은 변모이미지를 그리스도

가 부활 후 회복하게 될 완 한 신의 모습으로 여겼다.동방교회의 그리

스도는 시 에 걸쳐 큰 유형의 변화를 겪지 않는다.그리스도는 오른

손으로는 강복의 자세를,왼손은 복음서를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

는 모습으로 표 되며 신만돌라로 싸여 있다.동방의 도상에서 그리스

도는 수염과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가진 성인 남성으로 표 된

다.12세의 그리스도는 고 그리스 신상에서 볼 수 있는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보이는데 이는 신체에 긴장감을 주며 감정을 싣기 한 표 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이때까지 그리스도는 비교 사실 인 비

례감과 입체감을 있는 모습으로 표 된다.그러나 13세기 이후 그리스도

의 신체는 길어지면서 옷 아래에 있는 신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

로 물질성이 사라지고 비재 인 모습으로 표 된다.이로써 그리스도

는 신성의 측면이 더 부각되었다.서방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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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는데 로마네스크 시기의 그리스도는 신체가 길게 변형이 되어 있

거나 피부색을 제자들과 달리하여 신성의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킨다.그

러나 13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자세가 동방교회의 12세기 작품처

럼 한 발에 무게를 싣는 콘트라포스토로 표 됨에 따라 옷 안에 감춰진

신체의 동세와 양감을 유추하게 한다. 한 세 말기로 갈수록 신체의

비례가 길어진 동방교회와 달리 14세기 두치오가 그린 변모 도상은 그리

스도의 신만돌라를 제거하고 거의 보통 성인 남성과 같은 체격과 비례

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그리스도의 육신에 한 사실 인 묘사가 두

드러짐을 알 수 있다.

3)성인 수의 노출된 신체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가 옷을 벗고 있는 도상은 크게 세례와 그리스도의 책형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세례 받는 그리스도는 원죄 이 의 아담을 상징하

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원죄 후의 아담을 상징한다.따라서 세례

받는 그리스도는 ‘벗은 아담’으로,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벗은 몸을

가리는 아담’에 상응한다.그리스도의 세례에서 성기에 한 암시는 원

인 순결을 암시하며,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맞는 그

리스도는 나체의 순결함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188)

(1)‘그리스도의 세례’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신체 노출은 그리스도가 인간임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 인

수단이다.그러나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있는 그리스도는 원죄 이 의

아담과 같이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의식하지 못하며 비록 신체가 노출된

다 하더라도 이는 죄 없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 한다.동방교회는 이

러한 그리스도의 신체에 나타난 신성을 표 하기 해 그리스도의 신체

를 비교 자세히 묘사한다.12세기 말까지 동방교회의 도상에서 그리스

도는 어깨까지 차오르는 물속에 잠겨 있다.그러나 그 물은 반투명하게

188)Jean-ClaudeBologne,수치심의 역사,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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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되어 그리스도의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고 있다.여기에서 그리스도

는 턱수염이 있으며 가슴과 배 근육이 발달한 성인 남성으로 표 되는데

성기의 표 은 거의 하지 않거나 암시함으로써 그의 신성을 강조한다.

한 동방교회의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자세를 취

하고 있어 그의 죽음을 이기는 하늘의 권세를 강조한다.11세기까지 서

방교회는 세례 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묘사함에 있어 불투명한 물에 의해

부분 으로 은폐된 신체를 보여 다.특히 허리 아래의 신체는 묘사하지

않았다.이것은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그 당시 서방교회가 갖고 있

던 나체에 한 수치심의 반 일 것이다.따라서 성경은 세례 받는 그리

스도를 죄 없는 원 인 순결함의 상징,즉 월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

하나 서방교회의 로마네스크 시 도상은 그리스도의 신체에 그 당시 나

체에 해 갖고 있던 부정 인 사고를 반 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육체,

곧 그의 인성에 한 심을 환기시킨다.고딕시 로 넘어오면서 서방교

회는 그 당시 세례 풍습에 따라 물에 몸을 완 히 담그는 침수가 아니라

머리에 물을 뿌리는 수의 형태로 그리스도의 세례도상을 묘사하게 된

다.그리스도는 물속에 잠길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신체가 완 히 노

출된다.이때 서방교회는 로인클로스를 입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표

하 는데 부드러운 피부와 섬세한 근육의 표 등 그리스도의 인체에

한 아름다움을 강조하 다. 한 1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의 체모까지 섬

세하게 묘사하면서 그의 인성을 더욱 사실 으로 재 하고자 했다.이러

한 인성의 강조는 세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세에서도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손을 가슴께로 모으거나 기도를 하는 등 순명의 자세를 취하

고 있어 그의 지상에서의 신분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다.

(2)‘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세례에 한 신학 이 그리스도의 죄 없는 신체에

이 맞춰져 있다면 책형도는 인류의 표자로서 나체의 순결함을 상실

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강조한다.죽음은 그리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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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는 가장 큰 증거이다.그러나 동방교회는 십자가에 매달린 죽은

그리스도를 살아 있는 모습으로 표 함으로써 죽음이 빼앗지 못한 그의

신성을 표 하고자 했다.동방교회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왼쪽으로 머리

를 기울인 채 을 감고 있으며 창에 찔린 구리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

러나오고 있다. 한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미 죽은 뒤에 창에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다.이러한 죽음에 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채 에 맞아 손상된 흔 이 없으며 표정 역시 고통에 의해 일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고 있는 듯 평안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이러한 표

은 그리스도의 몸이 죽지 않았다는 동방교회의 믿음과 일치한다.동방교

회의 이미지가 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부활과 련되며

그가 획득하게 될 원한 승귀의 신분,즉 신성을 상징한다.이러한 표

은 동방교회가 새롭게 고안해 낸 도상인 ‘슬픔의 사람’에서 더욱 명백하

다.이 도상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의 얼굴과 상체를 보여주는데

십자가 책형도와 마찬가지로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은 감고 있으

나 피부는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몸에는 상처와 고난의 흔 이 보

이지 않는다.그리스도의 몸을 집 으로 보여주는 이 도상은 그리스도

의 죽은 몸과 함께 성육신에 한 믿음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인성 안에

내재된 신성을 바라보게 한다.동방교회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체는 도

식 으로 주의 깊게 디자인되었다.특히 그의 머리카락과 썹, 과 입

술은 공들여 묘사되었으며 구리의 피 역시 아름다운 아치를 그리며 떨

어지고 있다.이러한 묘사는 13세기 들어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에

을 맞추게 된다.그리스도의 피부색은 르께하게 표 되었고 팔과 가

슴은 수척하게 표 되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푸려 있으며 한 질끈

감은 것처럼 묘사된다.12세기까지 그리스도의 인간 죽음보다 그 안에

내재된 부활과 신성을 강조했던 경향은 이후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

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기 서방교회의 도상은 동방교회와 마찬가

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여 다.로마네스크 시 의 책형도에 나타

난 그리스도는 곧게 펴진 팔로 인해 신체가 갖는 무게감이나 물질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한 피부색 역시 살아 있는 사람처럼 묘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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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처의 흔 이 보이지 않는다.이후 차로 그리스도의 표정에 고통

의 기운이 드러나게 되고 신체의 무게감에 의해 구부러진 팔과 이

사실 으로 묘사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13세기는

특히 란시스회의 주장에 의해 사람들로부터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리

스도의 이미지를 강조하게 된다.따라서 창에 찔린 구리와 못 박힌 손

과 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자세히 묘사하 고 피부색 역시 창백하거

나 어둡게 음 이 진 모습으로 표 하 으며 팔과 다리는 와 근육이

드러나는 앙상한 모습으로 묘사하 다.이를 통해 끔 한 십자가형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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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림 1Icon,12세기 말.Monasteryof
St.Catherine.MountSinai.Egypt.

그림 3ManuscriptIllumination,12세기

엽.Gospels from the Monastery at
Gengenbach.Swabia.

그림 4DucciodiBuoninsegna,Eggtempera
on wood,1307(?)8-11.Predellapanelfrom

theMaestà.

<표 7>수태고지와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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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Icon,1120.Tretyakov

Gallery.Moscow.

그림 5SimoneMartiniandLippo

Memmi,Temperaonpanel,1333.

GalleriadegliUffizi.Florence.

그림 6Manuscriptillumination,

974-84. Constantinople. Menologion of
EmperorBasilII.

그림 7 Manuscriptillumination,11세기.

PsalterofMelisande.Byzantine.

그림 9Manuscriptillumination,

980년경. Reichenau School. Codex

Egberti.

그림 10Manuscriptillumination,1007혹은
1012.ReichenauSchool.BookofPericopes

ofHeinric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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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osaic, 1100년경. Daphni.

MonasteryChurch.Byzantine.

그림 11Wallpainting,12세기.

From Tahull.AgnusDei.Catalonia.

그림 12 Giotto di Bondone, Wall

painting, 1305년경. Arena Chapel.

Padua.

그림 13 Taddeo Gaddi, Painting,

1332-1338.From S.Croce,Flo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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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림 14Mosaic,11세기.Katholikon
ofthe Monastery ofHosios Lukas,near

Delphi.Byzantine.

그림 15 Mosaic,11세기.MonasteryofNea

Moni.Chois.Greek.

그림 16Icon,11세기.

그림 19Manuscriptllumination,

975-80.BenedictionalofStEthelwold.

그림 20 Manuscriptillumination,1011-14.

GospelsofBishopBernward.

그림 21 Manuscript
illumination, 1100년경.

Sacramentary from

Limoges.

<표 8>그리스도의 세례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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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en and Ink drawing(copy),

1170년경.HortusDeliciarum.

그림 22Illuminationonparchment,1160s,

KupferstichkabinettStaatlicheMuseen,
Berlin.

그림 18Icon,14세기.Greek.

그림 23 Master of the

TriptychofPerugia,1270-75
년경. Galleria Nazionale

dell’Umbria.Perugia.

그림 24GiottodiBondone,

1305,Cappella Scrovegnia

Pad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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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asteroftheLife
of Saint John the Baptist,
Temperaonpanel,1330-1340
년경. National Gallery.
Rimini.

그림 26Giovannidel
Biondo,Temperaon
wood,1365-70.

그림 27Niccolòdi
PietroGerini,Egg
temperaonwood,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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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림 28 Mosaic,1100년경. Daphni,
MonasteryChurch.Byzantine.

그림 29IconostasisBeam,12세기 반.

Sinai.

그림 30 Icon,Mosaic,13세기.
Paris.

그림 33Manuscript
illumination.10세기말,

ReichenauSchool.Gospelsof
OttoIII.

그림 34Manuscriptillumination,1165년경.
BibleofFloreffe.

그림 35 Manuscript
illumination, 1210년경,

IngeburgPsalter.Paris.

<표 9>그리스도의 변모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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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Icon,Mosaic,14세기.ChurchofAgioi
Apostoloi,Thessaloniki,Greek.

그림 32TheophanestheGreek,14세기 말.

TretyakovGallery.Moscow.

그림 36Duccio,Eggtemperaonwood,1311.
Predellapanelfrom theMaestà.LondonNational

gallery.

그림 37BarnadaSiena,Wallpainting,1350-5.

SanGimignano.Collegi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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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림 38 Eggtemperaonwood,12세기,

ByzantineandChristianMuseum,Athens.

그림 39 IconostasisBeam,12세기,Sinai.

그림 42 Manuscriptillumination,10세기

말,ReichenauSchool,GospelsofOttoIII.

그림 43 WallPainting,1075-1100년경,

MonteCassinoSchool.S.Angelo.Formis.

그림 44 Giotto,Wallpainting,1305년경,

Padua

<표 10>나사로의 소생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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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IconostasisBeam,12세기 반.

그림 41 Icon,15세기.Novgorodmuseum,
Russia.

그림 45 Giotto,1320.LowerAssisi.

그림 46 Giovanni da Milano. Wall

painging,1365년경.S.Croce.Flo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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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림 47 Icon,8세기 반.Sinai.

Byzantine,

그림 48 Mosaic,11세기.HosiosLoukas,

Greek.

그림 57Wallpainting,8세기

엽,Rome.

그림 58 Chasedgold,980년

경,Cologne.CrossofLothar.

Aachen.

<표 11>그리스도의 십자가 형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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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Mosaic,11세기.Daphni

Monastery,Greek.

그림 50 Icon,11세기 혹은
12세기.MonasteryofSt.

Catherine.MountSinai,

Egypt.

그림 59 Fresco,11세기.Sant’Angelo in
Formis.

그림 60 Pen and Ink

drawing, 11세기 반.

England.Gospels.New York.

그림 61 Giotto,Wallpainting,1305년경.

Pad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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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Enamel,12세기,Munich.

그림 52 TemperaonWood,13세기 후반.
St.Clement’s(ChurchoftheVirgin

Peribleptos).Ohrid.Macedonia.

그림 62 Vienna Master,Painting,1331.

VaackofKlosterneuburgAltar,

그림 63 Hohenfurt Master, Painting,

1346-56.Panelofanaltarpeice,Pr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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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Icon,12세기 후반.

ByzantineMuseum,Kastoria.

그림 54 Wall painting, 12세기. St

Panteleimon.Nerezi.

그림 55PanagiaPerivleptos,13세기.Ohrid.

그림 64BarnadaSiena, Walllpainting,

1350-5.SanGimignano,그림 63

그림 65 AndreadaFirenze,Wallpainting,

1366-8.Flo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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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Icon, 14세기 후반.

Monastery of the Transfiguration.

Meteora.

그림 66 HohenfurtMaster,Painting,

1346-56.Panelofanaltarpiece.Prague.

<표 12>‘수태고지’에 나타난 하나님,성령,천국

그림 1-1
그림 1-2 그림 3-1

그림 4-1

그림 2-1 그림 4-2 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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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그림 15-1 그림 19-1 그림 20-1

그림 16-1 그림 17-1 그림 22-1 그림 23-1

그림 18-1

그림 24-1 그림 25-1

그림 27-1

<표 13>‘그리스도의 세례’에 나타난 하나님,성령,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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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1 태양, 달 그림 58-1 태양, 달

그림 51-1 태양, 달 그림 60-1 태양, 달

<표 14>‘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에 나타난 태양과 달

<표 15>‘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의 명패

그림 48-2 그림 62-1

그림 51-2 그림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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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그림 51-3

그림 50-1 그림 59-1

그림 61-1 그림 64-1

그림 62-2 그림 63-2 그림 64-2

그림 48-3 그림 49-1 그림 61-2 그림 62-3

<표 16>‘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의 천사

<표 17>‘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의 아담의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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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세 그리스도 도상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분석

제 1 신체 은폐형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본 연구의 분류에 따라 그리스도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식을 살

펴보면 크게 옷을 입고 있는 경우와 신체가 노출되는 경우로 나 수 있

다.동방박사의 경배,나사로의 기 ,그리스도의 변모에서 그리스도는

옷을 입은 모습으로 표 되며,그리스도의 세례,십자가 책형도는 그리스

도의 신체를 부분 으로 혹은 완 히 노출한다.

3장에서는 세 그리스도 도상학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표 되었는지 살펴보고,그리스도의 신체 자체가 가장 확실한 양성의 증

거가 됨을 고찰해 보았다.그리스도의 신체 자체는 인성의 증거이나

세의 기독교 술가들은 그것을 표 함에 있어 도상의 주제에 따라 피부

색,얼굴,신체,표정,자세 등에 변화를 주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함께 표

하고자 하 다.그러나 실제 세의 그리스도 도상을 살펴보면 각 교

회의 신학 해석과 신학 이론의 변화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

거나 인성이 강조되는 등 어느 한 쪽을 더 강조하여 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복은 그리스도의 신체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의복을 입고 있는 신

체와 벗고 있는 신체는 신학 인 주제와 맞물려 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 유럽의 통에서 옷을 입는 것은 문명화의 증거이며 성 정체성을

인식 하는 수단으로써 옷을 입지 않은 신체는 착의의 개념에 반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1)따라서 의복은 그 시 의 사회 규범을 반 하는

한편 신학 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신체와 한 련을 맺고 있으므

로 다른 어떠한 도상학 장치보다 세 시 의 도상학에 나타난 그리스

1)Sherry C.M.Lindquist,The Meanings ofNudity in MedievalArt

(Surrey:Ashgate,20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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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신성과 인성을 살펴보기에 효과 인 수단이다.

4장에서는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의복을 착용한 모습으로 표 된 주제

와 신체가 노출되는 주제를 나 어 그리스도의 신체와 의복과의 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 도상 에 그리스도가 착용하고 있지는 않으

나 주제에 따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표 되는 경우 역시 분석에 포함시켰

다.각 도상에 나타난 의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한다.

첫째,그리스도의 신체가 신성과 인성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핀다.

둘째,복식의 종류를 규명한다.

셋째,복식의 형태를 분석한다.

넷째,복식의 색상과 상징성을 고찰한다.

다섯째,복식에 표 된 장식 요소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그리스도의 신체와 의복의 계를

살펴 의복이 신성과 인성 표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기독론의

으로 분석한다.

1.동방박사의 경배

1)복식의 종류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에 나타난 복식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주로 동방교회의 10-12세기 도상에 등장하는 단독으로 입는 튜닉

이다.둘째,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오며 히마티온 에 받침옷으로

입는 튜닉이다.셋째,히마티온이다.넷째,<그림 11-a>에서 보는 바와

같은 례복(典禮服)이다.다섯째,어린 아기가 입는 배내옷이다.

2)복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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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의 도상 <그림 6-a>,<그림 7-a>,<그림 8-a>를 살펴보면

어린 그리스도는 체 으로 비슷한 형태의 황색계열의 튜닉을 입고 있

다.성경에서 2세 미만의 어린 아기로 기록하고 있는 수는 그 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어린 소년의 모습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보다 나

이를 월한 신성의 측면을 강조한다.동방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소년의 모습으로 표 되는 아기 수는 임마 엘 그리스도라고 불린다.

소년으로 표 되는 임마 엘 그리스도는 시간을 월한 변하지 않는

원성을 지닌다.동방교회의 도상에서 튜닉의 황색은 황 색의 다른

표 으로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본질, 원한 음을 상징한다. 기 기독

교 시 에 황 색은 실을 떠난 이상을 암시하고 비물질 인 실재,신

성의 본질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2)

서방교회 역시 12세기까지는 아기 수를 소년 혹은 성인 수의 축소

으로 묘사하고 있다.<그림 9-a>,<그림 10-a>는 소매가 달린 튜닉

에 히마티온을 걸치고 오른손으로 강복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리스

도를 보여 다.여기에서 그리스도는 크기만 작게 묘사되어 있을 뿐 뒤

에 나사로의 소생에서 살펴볼 성인 그리스도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

다.그러나 의복의 색상은 서로 반 이다. 부분의 성인 그리스도가 붉

은 색의 튜닉을 안에 입고 푸른색의 히마티온을 겉에 입고 있는 모습으

로 표 되는데 비해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에서 보이는 아기 수는 푸른

색의 튜닉에 붉은 색 계열의 히마티온을 겉에 입고 있다.성경과 기독교

도상학,특히 서방교회에서 붉은 색은 그리스도의 죽음,피 흘림을 연상

시키는 인성의 색상이며,푸른색은 지상을 월하여 존재의 신비를 반

하는 신성의 색상이다.성인 그리스도가 이처럼 색상을 바꾸어 입는 경

우는 부활 이후의 모습을 묘사하는 도상에서이다.3)다시 말하면,로마네

스크 시 의 동방박사 경배 도상에서 성인 그리스도의 축소 으로 묘사

되는 임마 엘 그리스도는 부활 후 완 한 하늘의 신분을 회복한 그리스

도를 상징한다.그리스도의 신체 표 뿐 만 아니라 의복의 색상이 그리

2)이덕형,이콘과 아방가르드,154.

3)Ibid.,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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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의 죽음을 이긴 부활 곧 승귀의 신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기 서방교회의 시각은 <그림 11-a>의 그리스도의 복식,팔리

움(pallium)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그리스도는 다른 도상에서

처럼 강복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그의 신성을 짐작 하는데 이 도상에

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그의 복식이다.<그

림 11-a>는 소매와 단에 선 장식이 있는 발목길이의 언더 튜닉 에

화려한 선장식이 있는 튜닉을 입고 폭이 좁은 천으로 만든 세 시 의

례복,팔리움(pallium)(그림 11-b)을 입은 그리스도를 보여 다.4)팔리

움은 히마티온을 계승한 로마시 복식으로 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

가 착용한 복식으로 알려지면서 성스러운 의복으로 여겨졌다.5)원래는

히마티온처럼 직사각형의 직물을 왼쪽 어깨로부터 등을 지나 오른쪽 팔

아래로 빼어 왼쪽 팔에 둘러 입는 의복이었으나 5세기에 성직자가 처음

착용한 이래로 9세기 말에는 로마 교회의 교황과 주교와 몇몇 특정한

주교의 제의로 착용되었다.6세기경 팔리움은 폭이 약 4인치 정도 되는

아주 좁은 형태로 변화하는데 채서블(chasuble) 에 양 어깨를 가로질러

앞에서 내리는 방식으로 착용하 다.어깨를 가로지르는 선은 사제의 권

를 상징하며 기 그리스도의 상징 하나인 양을 어깨에 짊어진 선

한 목자의 모방이었다.6)7세기경에는 <그림 11-b>와 같이 앞과 뒤에 늘

어트린 천(pendant)을 가진 원 모양의 형태 다가 11세기에는 Y자 형태

가 되었다. 개 앞면에 3개,뒷면에 3개의 십자가가 배치되는데,이것은

재까지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교에 의해 착용되는 것이다.7)

<그림 11-a>의 시 배경은 12세기이나 도상은 11세기의 형태를 따

르지 않고 7세기의 형태를 따른다.이는 만약 그리스도가 그 당시 사제

의 복식과 같은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면 그의 신성이 시각 으로 차별화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례복의 표 은 원래

4)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11.

5)HerbertNorris,AncientEuropeanCostumeandFashion,108.

6)Ibid.,109.

7)Ibid.,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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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상징을 차용한 것이다. 례복은 구약

시 부터 제사장이 입던 특별한 복장으로 경신례(敬神禮)8)를 행할 때 사

제가 입는 일체의 복장을 말한다.9)따라서 례복을 입은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보자를 상징한다. 제사

장의 복은 그리스도의 존엄성과 은혜,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

내는 의복이기도 하다.10) 한 이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다른 도상과 달

리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이 도상은 성당의 앱스에 그

려졌는데 마리아의 무릎에 앉은 그리스도는 옥좌에 앉은 모습으로 체

도상의 앙에 배치된다.이것은 서방교회가 동방박사의 경배를 그리스

도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으로 얼마나 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 주는 것

이며 그리스도의 례복이 상징하는 제사장뿐 만 아니라 성당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토크라토르(pantocrator),즉 만물의

주재,만왕의 왕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12세기까지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식은 동·서방

교회 모두 체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10세기의

동방교회 도상 <그림 6-a>는 구조 인 형태를 가진 드 이퍼리의 사실

인 묘사를 통해 옷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다리를 간 으로 드러냄

으로써 성육신의 물질성을 표 하고 있다.비록 성경에 기록된 로 어

린 아기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 도상은 그리스도의 인성,즉 그리스도 인

체의 물질성을 구조 이고 사실 인 드 이퍼리의 묘사를 통해 드러낸

다.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는 징후는 <그림 8-a>를 통해서도 나타난

다.이 도상은 시기와 마찬가지로 황 색의 튜닉을 입은 모습으로 그

리스도의 신성을 표 하고 있지만 에 비해 짧아진 소매와 튜닉의 길이

8)경신례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임을 믿고 인간이 그 분의 피

조물이자 죄인임을 자처하면서 드리는 배를 말한다.(천주교용어사 ,서울:도

서출 작은 수)

9)“종교용어 풀이, 례복”,뉴스천지,2010.05.20,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24

10)임석원,“성경의 옷에 한 기독론 고찰:옷과 그리스도”(총신 학교 신

학 학원,석사학 논문,200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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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가 노출되었다.이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2세 미

만의 아기라고 하기에는 여 히 신체의 비율이 맞지 않지만 드러난 팔과

다리의 묘사는 훨씬 사실 인 느낌을 달한다.동시 서방교회의 도상

과 달리 <그림 8-a>는 팔과 다리를 묘사하는 외곽선을 통해 훨씬 아이

답고 부드러운 인체의 굴곡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14세기의 고딕시 말기에 이르러

극 화된다.서방교회 도상 <그림 12-a>와 <그림 13-a>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메시야인 임마 엘 그리스도, 원한 음을 지닌 소년 그리

스도가 아니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수를 보여 다.<그림

12-a>는 배내옷을 입고 있는 아기 수의 모습을,<그림 13-a>는 포

기에 싸인 아기 수를 사실 으로 묘사하 다. 한 <그림 13-a>는 그

리스도의 노출된 상체를 보여 으로써 그의 인성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

고 있다.상체를 노출한 아기 수의 표 은 그 당시 리 알려졌던 성

녀 리짓(BridgetofSweden:1303-1373)의 환상에 기인한다. 리짓은

어느 날 환상 에 옷을 입지 않은 아기 수가 빛을 받으며 땅에 워

있는 모습과 그 곁에서 발머리를 한 어머니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기

도하는 모습을 보았다.이 환상은 그 당시 아기 수를 묘사하는 도상에

많은 향을 미쳤으며 이후의 탄생 도상에서 아기 수는 옷을 입지 않

은 채 바닥에 눕 진 모습으로 종종 표 된다.11)

14세기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체가 그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복식은 그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드러내는 요한

수단이다.이 도상에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수 그리스도는

그 신체만으로 신성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졌다.따라서 화가는 그리스도

의 복식에 신성의 상징을 포함시켰다.<그림 12-a>의 아기 수는 흰

천으로 만든 배내옷 에 상류층의 외투인 맨틀(mantle)을 두르고 있어

그의 높은 신분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림 13-a>의 포 기는 황 색과

빨강색의 무늬로 이루어져 그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하고 있다.

11)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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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스도의 변모

1)복식의 종류

그리스도의 변모에 등장하는 복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이다.첫째는

클라비(Clavi)장식이 있는 달마티카와 둘째,몸에 둘러 입는 히마티온,

셋째,목에 장식선이 둘러진 세 시 의 의복 튜니카(tunica)이다.

<그림 28-a>와 <그림 29-a>,<그림 30-a>는 좁은 면 의 세로선 장

식인 앙구스투스 클라비(angustusclavus)12)가 있는 흰색의 달마티카를

보여 다.달마티카는 본래 유고슬라비아 지방의 민속복으로써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비잔틴 제국을 비롯한 세 유럽 복식의 기본형이

되었다.13)달마티카는 앞여 이 없는 단순한 T자형 의복으로 넓은 소매

가 달려 있고 허리띠 없이 착용된다는 이 특징이다.달마티카는 보통

붉은 색이나 보라색의 클라비로 장식되기도 하는데 앞,뒤 에는 어깨부

터 단까지 이어지는 수직선으로,소매에는 한 이나 같은 색을 가진 두

로 장식되었다.달마티카는 기 기독교인에 의해 착용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입었던 콜로비움(Colobium)의 발 된 형태로 보기도

하고 달마티카를 펼친 모양이 십자가와 닮아서라고 보기도 한다.원래

붉은 색과 자주색의 클라비는 로마 료제의 상징이었는데 3세기 반

이후부터 기독교인에게 착용되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 되었다.14)클

라비 에 폭이 넓은 것은 라투스 클라비(latusclavus)라고 한다.클라

비는 구불구불한 선이나 소용돌이 무늬,잎사귀 무늬 등 다양한 문양이

실과 함께 직조되었다.15)비잔티움 제국에서 왕족이 입는 클라비 역시

12)Theangustusclavuswasanarrow,thelatusclavusabroad,purple

uprightstripe(possiblytwostripes)stitchedtoorwovenintotheRoman

tunic(“clvusangustus,ltus”http://www.oxfordreference.com).

13)정흥숙,서양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1997),108.

14)HerbertNorris,MedievalCostume and Fashion (New York:Dover

Publicans,1999),100.

15)HerbertNorris,AncientEuropeanCostumeandFashion,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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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수가 놓 다.16)

튜니카는 튜닉의 라틴명으로 로마시 에 토가 아래에 입던 속옷이 일상

복으로 변화한 것이다.로마 시 의 남자들은 보통 무릎길이의 튜니카를

입었는데 의식 때는 더 길게 입었다.17) 세로 넘어오면서 귀족의 남자들

은 발목까지 오는 길이의 튜닉을 입었으며 벨트는 넓고 장식 인 형태로

변화했다.귀족들은 다른 색의 천으로 튜닉의 목선과 앞 심선,아랫단

을 장식하기 해 트리 을 기도 했다.18)12세기 귀족의 튜닉은 그

에 비해 목둘 의 장식선이 더 넓어졌으며 장식도 더욱 화려해졌다.19)

2)복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체 으로 변모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깨에 클라비가 들어가 있

는 튜닉이나 달마티카 에 히마티온,즉 직사각형 형태의 팔리움을 두

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앞의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 그리스도는 활동 당시 팔리움(pallium)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신성한 복식으로 여겨진 팔리움은 성직자에게 착용되기 시작하 는

데 기 교회에서는 리나 교사들이 착용하기도 하 다.따라서 팔리움

은 교육받은 남성의 상징이기도 했다.20)그리스 시 에는 히마티온으로

왼쪽 팔을 잘 감싸는 것이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증거 고,반 로

오른팔을 감싸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여겼다고 한다.21)변모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왼손에 두루마리나 성경책을 들고 있고 왼 팔을 팔리움으로

잘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 그리스의 철학자나 자

와 같이 하나님의 말 에 능통하며 하나님께 받은 말 을 가르치고 발하

는 신성한 권 자인 선지자를 상징한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변모를 묘사하면서 ‘그 옷이 채가 나며 세상

16)정흥숙,서양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1997),109.

17)Ibid.,93.

18)Ibid.,122.

19)HerbertNorris,MedievalCostumeandFashion,27.

20)HerbertNorris,AncientEuropeanCostumeandFashion,109.

21)Ibi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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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 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기록하고 있고, 가복음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

어져 채가 나더라’고 묘사하고 있다.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희게 변한 옷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볼 나사로의 소생 도상은 그리스도의 평상복 차림을 보여

다. 부분의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붉은색이나 흰색의 달마티카,혹은 튜

닉을 입고 푸른색의 히마티온을 두른 모습으로 표 된다.동방교회의 이

콘 규범에서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튜닉의 붉은색과 히마티온의 푸른색

은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겪게 될 피의 수난과 하늘에서 비롯된 신성을

상징하게 되고,이것은 그리스도 속에 체 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

징한다.22)

동방교회의 12세기의 도상 <그림 28-a>는 은 분홍색의 클라비 장식

이 있는 튜니카에 연한 랑색의 히마티온을 두른 그리스도를 보여 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신성이 발 되면서 그리스도가 일상복으로 입던

붉은 색의 튜닉과 푸른색의 히마티온이 그 신성한 빛의 향을 받아 색

상이 흐려진 것 같은 인상을 다.이러한 표 은 <그림 29-a>를 통해

서도 볼 수 있다.그리스도는 빨간 클라비 장식이 들어간 흰 색의 달마

티카를 입고 있는데 겉에 두른 푸른색의 팔리움이 부분 으로 연하게 탈

색이 되었다.이를 통해 신성의 과 함께 완 히 사라지지 않은 그리

스도의 인성을 짐작할 수 있다.이에 반해 13세기와 14세기의 도상 <그

림 30-a>와 <그림 31-a>는 어깨의 장식 선을 통해 그리스도가 안에 입

은 복식이 달마티카임을 추측하게 하지만 그 외에는 완 히 흰색의 튜닉

과 히마티온을 보여 다.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의복은 성경의 기록에서

와 같이 원래의 의복색이 남아 있지 않은 완 한 흰색으로 표 되

었다.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변모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부활하여 원래 자신의 신분이었던 하늘의 신분,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

분 회복을 암시한다.이 도상에서 완 히 하얗게 표 된 그리스도의 복

식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약화시키고 신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자아낸

22)이덕형,이콘과 아방가르드,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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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복의 형태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일 으로 발견된다.앞의 <그림

28-a>와 <그림 29-a> 도상의 복식을 보면 한 색상의 변화와 음

의 표 을 통해 복식의 양감을 사실 으로 재 하고 있다. 한 드 이

퍼리의 형태 역시 실제로 몸에 착용하고 있는 듯 구조 인 주름의 묘사

가 특징 이다.이는 3장에서 분석하 듯,그리스도의 조화로운 신체를

드러내는 콘트라포스토의 자세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그리스도의 복식

은 그리스도의 균형 잡힌 신체를 드러내기 해 세심하게 표 되었다.

반 로 비잔티움 후기에 그려진 <그림 30-a>와 <그림 31-a>는 3장에

서 분석한 결과 길게 늘여진 그리스도의 신체 비율을 통해 신성을 드러

내고자 함이 밝 졌다.복식 역시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물질 이고 평면

인 신체의 월성을 강조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그림

30-a>에서 그리스도의 복식은 오른팔 부분을 제외하고 신체의 해부학

구조에 맞지 않는 비구조 이며 주름의 선 인 요소가 강조된 드 이퍼

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체를 평면화시킨다.이는 의복이 신체보다 더

강조되는 의복우 의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을 약화시킨

다. 한 이 도상에서 그리스도 복식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것과 같이 표 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공 에 떠 있는 듯

한 느낌을 자아낸다.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체가 가져야 할 무게감이

사라져 버림으로써 신성을 강조하게 된다.<그림 31-a> 역시 그리스도

의 신체가 비구조 이며 장식 인 드 이퍼리에 의해 은폐되고 있다.

한 왼손을 감은 드 이퍼리는 지나치게 구불거리는 모습으로 표 되어

세속 인 느낌을 자아낸다.<그림 32-a>는 옷의 주름을 직선화함으로써

외곽선에 의해 둥 려진 신체의 양감을 무효화시켜버리는 효과를 다.

비잔티움 말기에 제작된 이 도상은 붉은 색의 클라비 장식이 보이지 않

으며 의복 체가 완 히 흰 색으로 표 되었고 여기에 신성을 강조하고

자 색으로 채색을 더하 다.

동방교회의 복식이 흰색으로 탈색되거나 완 히 희게 묘사된 것과 달리

서방교회의 복식은 색상의 기운이 강하게 남아 있는 도상이 부분이다.

<그림 33-a>는 3장에서 살펴보았듯,그리스도의 피부색을 록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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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하여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묘사하 고,의복은 보라색 튜닉에 밝은

주황빛의 히마티온을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표 하 다.보라색은 붉은

색과 푸른색이 혼합되어 나오는 색으로 자주색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신

성과 인성의 연합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다.이 도상도 12세기 동방교

회의 도상에서처럼 원래의 의복 색상에 흰색이 더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표 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탕으로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회

화 표 이다.<그림 34-a>의 경우는 그리스도가 세시 의 상류층의

복식인 목에 장식선이 있는 튜닉을 입고 그 에 은 보라색과 푸른색

의 히마티온을 겹쳐 입은 모습을 보여 다.다른 도상과 달리 그 당시의

복식형태를 따름으로써 세속화의 경향을 보이나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복의 색상에서 드러나는 상징으로 그의 신성이 강조된다.<그림

35-a>는 완 히 흰 색으로 표 된 그리스도의 복식을 보여 다.이것은

성경의 기록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을 뚜렷하

게 가시화한다.그러나 같은 시기의 동방교회 도상이 비구조 이며 비재

인 드 이퍼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체를 비물질화하여 신성을 극

화한 반면,<그림 35-a>는 구조 인 드 이퍼리와 사실 인 명암표 을

통해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체를 뚜렷하게 부

각시키고 있다.따라서 흰 옷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나 신체의 해

부학 구조에 따른 구조 이며 사실 인 주름의 묘사는 그리스도의 인

체를 드러내어 인성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6-a>는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묘사할 때 가장 보편 으로 표 되는

붉은 색 튜닉과 푸른색 히마티온을 입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다.

다른 도상에서 색상에 흰색을 가미한다거나 아 흰색의 옷으로 묘사하

는 것과 달리 이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색의 빗 무늬로 표 된

다.이 표 마 도 그리스도의 신체를 강조하는 구조 인 주름 선을 반

함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체가 더욱 사실 으로 입체감 있게 표 되었

다.<그림 37-a>는 <그림 32-a>의 후기 비잔티움 복식과 같이 그리스

도의 흰 옷에 황 빛을 더하여 신성을 강조하는 한편,복식의 사실 인

음 표 으로 옷 아래 감춰진 그리스도의 신체를 자연스럽게 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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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을 바탕으로 한 신성을 표 하 다.

한편,동방교회의 그리스도는 부분 클라비가 있는 달마티카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서방교회의 그리스도 복식은 클라비가 없는 튜닉이

며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오른팔 간 정도에 히마티온이 걸쳐져 있는

반면,13세기 이후의 서방교회 히마티온은 오른쪽 어깨에 걸쳐져 있다.

이것은 11-12세기 고딕시 의 귀족 계층의 남성이 외투인 클록(cloke)이

나 맨틀(mantle)을 착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따라서 고딕시 의 복식

은 성경에 묘사된 로 흰색의 옷이나 색의 사용으로 신성을 드러내고

자 하 으나 구조 인 드 이퍼리와 사실 인 명암 표 ,시 복식의 반

등으로 동방교회에 비해 인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3.나사로의 소생

1)복식의 종류

나사로의 소생에 나타나는 복식 종류는 히마티온과 그 아래에 입은 튜

닉 혹은 달마티카이다.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묘사하는 도상에서 튜닉

과 히마티온의 조합은 가장 표 인 복식형태이다. 부분의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클라비 장식이 있는 튜닉,즉 달마티카를 입고 있다.나사로

의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항상 도상의 왼쪽에 배치되는데 이는 그리스도

의 신성을 상징하는 강복의 자세가 오른손으로 취해지기 때문이다.따라

서 히마티온에 의해 감춰지지 않은 튜닉의 오른팔이 겉으로 드러남에 따

라 그리스도의 복식에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구조를 지닌다.

2)복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동방교회의 나사로의 소생 도상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체로 붉은

색 계열의 튜닉에 푸른색 히마티온을 입고 있다.동방교회의 이콘 규범

에서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튜닉의 붉은색과 히마티온의 푸른색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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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가 지상에서 겪게 될 피의 수난과 하늘에서 비롯된 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리스도 속에 체 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한다.

각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나사로를 향해 신성의 권 있는 명령,곧 ‘나사

로야 나오라’(요 11:43)는 말을 외치는 듯 오른팔을 들어 나사로를 향해

뻗고 있다.이 자세로 인해 그리스도가 정면을 향해 서 있을 때보다 그

리스도의 각 복식이 뚜렷한 색상과 면 의 비를 보이게 된다.<그림

38-a>는 붉은 색과 푸른색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반면에 <그

림 40-a>는 붉은 색이 더 많아 보이고,<그림 41-a>푸른색의 비율이

압도 으로 높다.<그림 40-a>는 히마티온의 길이가 다른 도상들에 비

해 무척 짧게 표 되어 있으며 오른손목을 자세히 보면 소매가 넓은 오

버 튜닉 아래에 언더 튜닉(undertunic)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 당시 비잔티움에는 두 겹의 튜닉을 겹쳐 입는 더블- 이어드 튜닉

(double-layeredtunics)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었다.23)서방교회의 도상에

서는 이러한 더블 튜닉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그 당시 시 복식의

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한 푸른색에 비해 넓은 면 을 차지하고

있는 붉은 색의 상징성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길

게 늘여진 목과 오른팔의 튜닉에 드러난 어둡고 진한 동심원은 고 조

각이나 건축물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념비성(monumentality)을 느끼게

한다.24)기념비(Monument)란 그것이 기념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시키기 한 기념건조물,기념탑,납골당 등과 같은 건물이나 그와

함께 제작되는 동상을 의미한다.25)베르그송(H.Bergson)에 의하면 기념

비의 어원은 라틴어 ‘Monumetum’으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회상하

게 하는 것’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기억’을 의미한다.26)따라서

기념비성은 기억을 보존하고 달하는 건축이나 물건 등 이미지에 담긴

속성을 말하며 속성과 시간 월성, 원성,상징성의 특징을 지닌

23)김민자 외 5인,서양패션 멀티콘텐츠,127.

24)KurtWeitzmann,TheIcon,76.

25)WuHung,순간과 원: 국고 의 미술과 건축,김병 옮김 (서울:

우학술총서,2001),34.

26)Andrew Benjamin,철학과 건축,한 기 옮김 (서울:청람,19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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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직선에 의한 의복의 외곽선의 강조,단순하고 명료한 형태,

색채의 비,평면성의 강조 등은 그림을 바라보는 람자에게 그리스도

에 시간을 월한 원한 신성을 기억하게 한다.

기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와 반 로 푸른색 튜닉에 자주색과 짙은 붉은

색 계열의 히마티온을 착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표 한다.이는 앞의

동방박사의 경배의 경우에서와 같이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서방교회

에서 붉은 색은 그리스도의 죽음,피 흘림을 연상시키는 인성의 색상이

며,푸른색은 지상을 월하여 존재의 신비를 반 하는 신성의 색상이다.

성인 그리스도가 이처럼 복식의 색상을 바꾸어 입는 경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성경에서 나사로의 소생은 그리스

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루살렘 입성 에 있었던 사건으로 요

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다.그리스도는 나사로를 살리기 ,나

사로의 이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나사로의 소생은 기 기독교 시 부터 모든 시

에 걸쳐 기독교 술이 다루는 표 주제 다.그 이유는 나사로의

소생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지막 심 때 부활하게 될 죽은 자들의 원

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기독교인들은 부활과 생에 한 소망을 이

도상에 담았다.<그림 42-a>와 <그림 43-a>는 이러한 부활에 한 염

원을 그리스도의 복식을 통해 표 함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하늘의 권세

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부활의 심 자 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낸

다.반면에 <그림 44-a>,<그림 45-a>,<그림 46-a>는 동방교회의

부분의 도상들처럼 클라비 장식이 있는 붉은 색 튜닉에 푸른색 히마티온

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복식의 묘사는 자연스러운 명암과 음

의 표 을 통해 사실 인 재 성을 획득하 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인체의 양감과 물질성이 강조되었다. 한 어깨와 끝단의 색으로 된

장식 인 클라비는 그 당시의 복식에 기반을 둔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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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는 상징이나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식이 그리스도의 인체,

즉 인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제 2 신체 노출형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1.그리스도의 세례

1)복식의 종류

사운더스(Saounders,1989)는 세 고딕 시 의 드에 한 4가지 상

징 인 유형을 제시하 다.첫째, 드의 자연성(nuditasnaturalis)은 아

담과 이 가 원죄를 짓기 이 에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순결을

뜻한다.둘째, 드의 세속성(nuditastemporalis)은 세상 인 것을 포기

하는 의미에서 알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셋째, 드의 고결성(nuditas

virtualis)은 천진,순수,진실을 상징하는 것이며,넷째, 드의 죄악성

(nuditascriminals)은 허 ,사치와 방종에 한 죄를 표 하는 것이

다.27)이 분류에서 그리스도의 세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드는 원죄

이 의 완 한 순결함을 상징한다.동방교회의 경우 세례 도상에서 로인

클로스(loincloth)를 입은 그리스도는 15세기 러시아 이콘에서 발견된다.

서방교회의 경우 역시 14세기 반이 지나서야 세례도상에서 로인클로스

를 입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시작한다.

세의 세례 도상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기 해 흥미로운

도상학 장치를 고안했다.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있는 천사의

표 이다. 세의 모든 세례 도상은 2명에서 많게는 6명의 천사가 등장

하며 그 천사들은 그리스도가 세례 후 입게 될 옷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따라서 세례도상에서는 다른 보통의 인간과 달리 그리스도의

죄 없는 인체표 과 14세기 반에 처음 등장하는 로인클로스와의 계,

27)김민자,복식미학강의 2,복식미 엿보기,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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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 도상마다 등장하는 천사가 들고 있는 옷의 분석을 통해 그리

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한 증거가 드러날 것이다.

2)그리스도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앞의 3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

은 비재 ,도식 인 회화기법과 그리스도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암시

하는 방법이 있었고,사탄을 상징하는 요단강의 인물을 막기 해 손을

펴는 자세와 오른손의 두 손가락을 편 강복의 자세 등이 있었다.이러한

표 은 주로 동방교회의 도상에서 나타났다.그리스도의 인성은 넓은 어

깨와 잘 발달된 근육질의 매혹 인 신체에 한 사실 인 묘사와 체모의

섬세한 묘사,손을 가슴에 모은 순명의 자세,기도의 자세를 통해 나타났

으며 고딕 시 의 서방교회 도상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먼 분석의 상이 되는 체 도상 에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

되고 있는 <그림 26-a>와 <그림 27-a>를 살펴보고자 한다.두 도상은

투명한 재질 혹은 구조 인 형태의 드 이퍼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체

를 뚜렷하게 보여 다.특히 십자가 책형도의 표 과 비교해 보면 세례

도상의 로인클로스의 특징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책형도의 로인클로

스는 거의 부분 앞에 매듭이 있거나 에 매듭이 있으며 재질 한 거

의 불투명하게 표 되는데 비해 세례 도상에서는 매듭이 보이지 않으며

로인클로스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치골을 드러내는 형태로 표 되어 있

다.14세기 서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체를 노출함으로써 그의 인성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신학이 변화한다.이러한 신학의 변화에 의해 향을

받은 화가들이 고안해 낸 방법 하나가 그리스도의 체모를 사실 으로

섬세하게 표 하는 것이었다. 한 세례의 방법이 몸을 물에 담그는 침

수에서 그릇에 물을 담아 뿌리는 수로 변화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

시 와 달리 물 밖으로 완 히 노출된 것도 그리스도의 신체 표 에

한 심에 향을 미쳤다.13세기 후반 서방교회의 도상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해 가슴과,겨드랑이의 체모뿐 만 아니라 치골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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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까지 묘사한다.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성이 옷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서방교회의 술가들은 <그림 26-a>와 같이 로인클로스의 매듭을 없애

고 가운데가 깊숙이 여서 치골과 치골의 체모를 강조하는 형태를 고안

해냈다. 다른 형태는 <그림 27-a>와 같이 거의 투명한 재질로 로인

클로스를 그려내어 그리스도의 신체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다.섬세

하게 묘사된 반투명한 드 이퍼리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체를 흘러내리

듯이 감싸며 능성의 느낌마 더한다.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식이

은폐와 노출의 기능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리스

도와 함께 표 되고 있는 요단강의 물결 역시 의복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방교회의 도상 <그림 14-a>,<그림 15-a>,<그림 16-a>,<그림

17-a>는 물결의 폭과 투명도의 정도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체를 하

게 노출하고 있음을 보여 다.이는 마치 투명한 재질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데 후 로 갈수록 물결의 표 이 약해짐에 따라 그리스

도의 신체가 구체 으로 드러나며 <그림 18-a>에서 보듯 14세기의 세

례도상은 완 히 노출된 그리스도의 나체를 보여 다.그러나 서방교회

와 달리 동방교회에서 노출하고 있는 신체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그것은 다른 주제의 동방교회 도상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체가 비사실 으로 재 되고 있기 때문이다.과도한 배와

가슴 근육의 도식 인 표 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체에 한 거리감을

형성한다.이것은 그리스도의 나체에 한 친 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친 성은 그리스도의 벗은 몸을 통해 그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임을 알

게 되는 순간 발생하는 감정에 의한 미 가치이다.우리는 타인의 벌거

벗은 모습을 본다고 상상할 때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된다.그러나 막상

그 모습을 실제로 보는 순간 특별한 느낌은 사라지게 되며 벌거벗은 몸

의 익명성은 차갑고 비인격 인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조 으로 어딘

가 따뜻하고 친 한 것이 된다.28)즉,옷을 입고 있는 타인은 신비로울 수

있으나 옷을 벗은 타인을 볼 때는 평범성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며 신비감

28)JohnBerger,다른 방식으로 보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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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우리는 사실 으로 묘사된 그리스도의 나체를

보며 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임을 알게 되고 그가 역사 으로 실

제 살아서 존재했던 30여세 가량의 성인 남성임을 깨닫게 된다.따라서

사실 인 나체 표 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기시키고,도식 인 나체표

은 상과의 분리 거리감을 발생시키면서 우후가 말했던 것처럼

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게 된다.

서방교회의 도상 <그림 19-a>,<그림 20-a>는 요단강의 물결을 불투

명하게 처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하체를 완벽하게 은폐하고 있다.이것

은 수치심에 한 감정,인간성에 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세례 도상

에서 그리스도의 신체는 범죄 하기 이 의 아담과 같이 순결하고 죄 없

는 신성을 지녔는데 이것을 가린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개입된 결과이

며 이로 인해 그림을 바라보는 객에게도 그리스도의 신체가 우리와

같이 수치심에 의해 가려야만 하는 상으로 바라보게 한다.<그림

21-a>는 그리스도의 신체가 완 히 노출되어 있으나 동방교회의 도상보

다 더 도식 으로 표 되어 인성과는 멀어진 표 을 보여 다.<그림

22-a> 한 동방교회의 11세기 도상과 같이 반투명한 물결을 통해 그리

스도의 하체가 어렴풋이 노출된다.동방교회의 요단강이 그리스도의

신을 감싸고 있는데 반해 <그림 22-a>는 그리스도의 상체가 노출되어

있다.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가슴에 손을 모은 순명의 자세를 보여주며

한 근육으로 인해 사실 인 느낌을 달함으로써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

3)천사가 들고 있는 복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세례 도상에서 옷 혹은 그리스도의 흰 옷을 들고 있는 천사

는 성례식(결혼식,세례식,성찬식 등의 의식)에서 부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29)천사들은 때로 옷감이나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있는데 이옷

은 세례 받은 그리스도가 물 밖으로 나와 입게 될 옷임을 암시한다.<그

29)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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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9-b>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례용 옷 혹은 옷감을 가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 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한 신분을 간 으로 드러낸다.30)

이 옷은 기름부음을 한 례용 옷감으로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직분의 임명을 비한 것이다.반면 지상에 있는 두 명의 천사는

그리스도가 벗어 놓은 옷을 들고 있다.31)각각의 옷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가지 옷의 표 은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정체성과 그가 하늘의 존재로부터 경배받기에 합당한 상임을 드러낸

다.

11세기의 도상 <그림 14-b>는 면에 둥근 문양이 있는 의복을 보여

다.구체 으로 어떠한 형태의 의복인지 알 수 없지만 하늘과 의

주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만왕의 왕, 우주 부요를 상징하는 자주색

으로 채색되어 그 옷이 귀한 옷감으로 만들어졌음을 짐작하게 하고 그

옷을 입게 될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분을 강조하고 있다.복식의 면에

는 꽃무늬를 연상시키는 둥근 기하학 무늬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그

시 의 화려한 비잔틴 실크를 연상 한다.비잔틴 실크는 사와 실크

를 혼합하여 찬란한 조형 효과를 것이 특징인데 비잔틴 실크는 왕의

하사와 십자군에 의한 확산 등을 통해 서유럽으로 되었고,교회의

종교의상과 일부 상류층 의상에 도입되었다.32)서방교회의 14세기 도상

<그림 25-b>는 어두운 자주색에 색의 기하학 문양이 장식된 화려

한 옷을 보여 다.고딕시 에는 다양한 문양들이 사용되었는데 그

표 인 것이 식물문양,동물문양,기하학 문양이었다.33)이것은 그 당

시 상류층과 종교 복식에서 사용하던 화려한 직물을 표 한 것으로 보인

다.그림을 보면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복식이 그리스도의 신

성을 나타내기 한 하늘의 의복이라는 것이다.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있는 천사의 옷을 비교해 으로써 알 수 있다.천사 역시 면에

문양이 표 된 화려한 복식을 입음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존재임을 암시

30)Ibid.,137.

31)Ibid.,138.

32)김민자 외 5인,서양패션 멀티콘텐츠,125.

33)Ibid.,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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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림 27-b>는 끝단에 화려한 선장식이 되어 있는 란색의 의복

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 당시 왕이나 귀족이 입었던 화려한 맨틀을 연

상 한다.고딕시 에는 동방의 향으로 유럽의 직물공업이 발달하

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직물은 벨벳과 실크 다.34)이 도상에 나타난 그

리스도의 의복 역시 직물의 무게감이나 택으로 볼 때 벨벳을 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 배경의 반 으로 그리스도가 마치 그 시

에 살았던 사람인 듯한 인상을 다.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물의 란색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천사들이 들고 있는 의복

의 표 에 <그림 24-b>와 <그림 26-b>는 흥미로운 를 보여 다.

두 의복은 모두 안감과 겉감의 색이 다르게 표 되어 있다.두 옷 모두

붉은 색 계열로 채색되어 있는데 안감은 진한 붉은 색으로,겉감은 안감

에 흰 색을 섞어서 만든 밝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이는 그리스도의

변모 도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붉은 색은 그리스도

의 피와 죽음,즉 인성을 상징하는 표 인 색이다.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에 한 임명이기도 하지만 세례 이후에 그리스

도는 인류를 구속하기 한 사명을 본격 으로 감당하기 시작한다.이

복식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명,종의 신분을 드러내주며 그

것이 신성의 스런 빛에 의해 밝게 변모될 것임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것은 <그림 20-b>이다.이 도상에서 두 명의 천사

는 세례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뒤에서 커튼같은 옷감을 들고 있는데 이

것은 그리스도에 한 과 찬미(glorification)의 상징이다.35)

2.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

34)Ibid.,170.

35)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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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식의 종류

세의 십자가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식은 콜로비움(Colobium)

과 로인클로스이다.로인클로스(loincloth)는 고 시 부터 남성들의 속옷

으로 착용되어 왔다.크 타에서는 삼각형의 천으로 만든 로인클로스를

허리띠와 함께 착용하기도 하 고36)그리스 시 에는 남성들이 속옷이

나 운동복으로 입었으며 페리조마(perizoma)로도 불리었다.37)로마의 로

인클로스는 상류층 이상 남녀의 속옷이었으며 노 들이 일을 할 때 입

는 복식이기도 했다.38)

콜로비움은 10세기 이 의 십자가 책형도에서 그리스도가 주로 착용한

복식이다.문헌에서는 콜로비움이 소매가 없는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

는 복식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때로는 어깨부터 단까지 선이 그어져 있

는 선으로 장식되기도 한다.콜로비움의 어깨 부분 비는 다양하다.

개 팔의 윗부분을 가리는데 마치 팔꿈치길이의 소매가 달린 것처럼 보이

기도 한다.콜로비움은 체로 울이나 리넨으로 만들어졌는데 고 은 매

우 섬세한 재질로 만들어졌다.색상은 튜니카에 사용되는 통을 그 로

따른다.39)

2)그리스도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세의 표 성인 인 야코부스 데 보라기네(JacobusdeVoragine)의

『황 설』(Legendaaurea)은 그리스도가 겪은 수난을 자세하게 서술

하 다.이 책의 “주님의 수난”항목은 그리스도의 수난에서 수치심이

그의 인성을 드러내는 요한 요소 음을 보여 다.

십자가 책형도에서 그리스도의 나체 노출은 세례에서 보듯 매혹 인 신

체를 통해 드러나는 인성이 아닌 수척하고 비틀린 팔과 다리,앙상한 가

36)김민자 외 5인,서양패션 멀티콘텐츠,69.

37)Ibid.,80.

38)Ibid.,111.

39)HerbertNorris,AncientEuropeanCostumeandFashion,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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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몸무게로 쳐진 팔과 배,붉은 피와 상처를 통해 드러나는 처 한 인

성이다.반 로 넓은 어깨와 잘 발달된 근육질의 매혹 인 몸과 도식

인 피의 표 은 고통이나 수치심과 무 한 죽음을 이긴 그의 승리,곧

죽음후의 부활 신성과 련이 깊다.

동방교회의 도상 <그림 47-a>와 서방교회의 도상 <그림 57-a>는 십

자가에 달린 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콜로비

움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겉옷과 속옷이 빼앗겼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학자들 역시 그

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입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동

방교회의 그리스도는 감은 과 구리의 피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아

죽음에 이른 상태인데 그의 팔은 곧게 펴져 있고 머리 한 보통의 그리

스도 수난 도상에서처럼 거의 기울어지지 않은 모습이다.서방교회의 그

리스도는 을 뜬 모습으로 표 되어 죽음 후에 있을 승리와 부활을 상

징하며 곧게 뻗은 팔과 손상되지 않은 피부 등은 그의 신성을 더욱 강조

한다.이 도상에서 콜로비움의 색상은 각각 짙은 자주색 계열과 어두운

란색으로 묘사되고 있다.자주색은 우주를 지배하는 만왕을 상징하

는 색이며 란색은 의 주를 상징하는 신성의 색이다.따라서 복식

표 역시 그리스도의 신체표 과 일 되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략 10세기 이후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콜로비움을 입은 모습으로 묘

사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신체가 노출되는 로인클로스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먼 동방교회의 도상 <그림 48-a>,<그림 49-a>,<그림

50-a>는 로인클로스의 매듭이 옷의 앙에 치해 있으며 앞단이 짧고

뒷단이 더 길게 내려오는 모습으로 표 된다.동방교회의 십자가 도상에

서 가장 특징 인 은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리게 한 못이 네 개라는 것

이다.이것은 그리스도의 발이 겹쳐지지 않고 나란히 평행으로 놓이도록

묘사했으며 양쪽으로 벌린 팔과 함께 칭을 이룬다. 앙에 매듭이 있

는 로인클로스 역시 수평 균형을 이루며 체 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

리스도를 정제되고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표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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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림 48-a>의 경우 그리스도는 당히 발달한 근육과 함께 조화

로운 신체를 가진 모습으로 표 되어 동방교회의 십자가 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한 믿음을 표 한다.사실 이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상태이다.그러나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간 죽음보

다 그의 죽음으로 성취된 인류의 구원,죽음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더 강조하고자 했다.<그림 50-a>는 투명한 재질을 통해 신성의 아름다

운 육체를 지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했으며 <그림 54-a>의 애도 도

상 역시 상처 없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신체표 을 통해 죽음에 이른 그

리스도를 살아 있는 모습으로 표 하고 있다.여기에서도 그리스도가 입

은 로인클로스는 투명성을 띠며 그리스도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더욱 강

조하고 있다.반면에 <그림 55-a>는 뒤로 꺾인 머리, 록빛으로 표

된 피부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즉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이 도상

에서 그리스도의 로인클로스는 불투명한 재질로 그려져 그의 인간 인

수치를 가리고 있으며 마치 심리 인 동요를 표 하는 듯 구불구불하게

말린 끝단은 이 시기의 십자가 도상이 지녔던 정제된 균형미와 거리가

멀어졌다.

서방교회의 로인클로스는 보통 매듭이 에 치하고 있으며 주름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표 된다.<그림 58-a>에서도 로인클로스의 매듭이

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주름이

보다 율동 인 느낌을 자아낸다.<그림 60-a>의 로인 클로스는 매듭은

잘 보이지 않으나 끝단이 불규칙하고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표 되어 있

다.이러한 표 은 동방교회에서처럼 정제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고요

한 신성을 강조하기보다 십자가 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인간 수

에 한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13세기에 더욱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을 강조하게 된 서방교회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상처와 피 흘림,앙

상하고 뒤틀린 사지를 강조하게 된다. 한 그리스도의 두 발을 모아 하

나의 못으로 고정시킨 서방교회의 도상학은 그리스도의 자세를 불안정하

게 만든다.13세기 이후에 제작된 십자가 책형도의 로인클로스는 체로

투명하거나 얇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고통 받은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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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냄으로써 인성을 강조하고자 함이다.동방교회에서는 십자가상의 그

리스도를 살아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아름답게 균형 잡힌 신체를 보여주

기 한 의도로 투명한 재질을 사용했는데 서방교회는 오히려 그리스도

의 고통 받고 상처 입은 인성을 드러내기 해 재질의 투명성을 이용한

다.<그림 61-a>는 각선의 구조 인 주름과 함께 반투명한 재질의 로

인클로스로 그리스도의 신체를 그 로 보여주며 <그림 63-a>,<그림

64-a>,<그림 65-a>역시 인체의 양감과 물질성을 살리는 구조 인 드

이퍼리와 그리스도의 신체를 드러내는 투명한 재질의 로인클로스로 그

리스도의 고통 받는 신체를 사실 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 <그림

64-a>,<그림 65-a>의 로인클로스는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것과 같이

묘사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언덕 높은 곳에 달려 있음을 보여 으

로써 그리스도의 장엄한 죽음으로 인한 감정의 격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63-a>는 로인클로스의 가장자리에 섬세한 을 어 세속 인

장식성을 보여 다.여기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인체는 사실 이기 보

다 단순화된 경향을 띠므로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복식 역시 그

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보다 신성을 강조하기 한 표 으로 해석할

수 있다.

3)벗겨진 그리스도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희생의 기념이라는 두 가지 의

미를 동시에 지닌 모티 다.40)동방교회의 도상 <그림 51-b>는 그리스

도의 옷을 나 고 있는 세 명의 군인의 모습을 보여 다.그들이 들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의 겉옷으로 보인다.양쪽의 군인이 잡고 있는 것이

소매처럼 보여서 그리스도의 속옷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짙은 푸른색으로

표 된 것을 보아 그리스도의 겉옷으로 추정된다.동방교회는 앞선 나사

로의 도상 등에서 그리스도의 속옷인 튜닉은 붉은 색이나 흰색으로 표

하지만 겉옷은 언제나 푸른색의 풍성한 히마티온으로 묘사하 다.따라

40)박정호,“엘 그 코의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연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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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식은 색상이나 풍성한 직물의 형태로

보아 겉옷일 것이다.성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겉옷은 속옷을 제비뽑기

넷으로 나뉜다.‘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요 19:23)의 구 에서 그리스도의 겉옷이 넷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지구

의 네 지역 는 네 방 를 통한 복음의 를 의미한다. 세 시 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나 는 사람

들의 표 을 통해 이러한 분할에 의한 복음의 를 상징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옷을 나 는 사람을 3명으로 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41)비

록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른 그리스도 지

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죄를 구원할 메시야라는 복음은 그의

넷으로 나뉜 겉옷의 상징을 통해 된다.

서방교회의 도상 <그림 61-b>에서 사람들이 나 려는 그리스도의 의

복은 로마네스크 시 의 튜닉이다.길이가 길고 화려하면서 장식 인 클

라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튜닉 에서도 왕족이나 성직자들이 입었던 달

마티카를 묘사한 것이다.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들어 옷을 가르려

고 하자 어떤 사람이 그의 팔을 붙들고 있고 맞은편 사람 역시 손을 내

어 만류하는 모습을 보인다.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옷이 ‘호지 아니하고 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요

19:23)’이었다고 기록한다.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옷에 솔기가 없었다는

뜻으로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당시 일반 인 속옷은 씨 과 날 의 두

로 엮은 옷감으로 양 끝을 붙여 꿰매면 완성되었다.그러나 성경에서 말

하는 그리스도의 속옷은 날 로만 이용해 만든 옷으로 솔기가 없었다.

이처럼 씨 이 없이 ‘끝없는 날 ’로만 만들어진 옷은 고 의 여러 문화

에서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다.42)즉 창조주와 연결되는 족보,연속

성,더 나아가 개인의 가계가 원히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만든 특별

한 옷이었다. 가의 기록에 따르면 수님의 족보는 최 의 인간인 아

담,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된다.( 3:37-38)유 인 역사가 요세푸스

41)Ibid.,93.

42)류모세,열린다 성경,생활풍습이야기 상 (서울:두란노서원,2010),72.



-26-

의 기록에 따르면, 제사장의 속옷 역시 호지 않고 통으로 만들어졌다

고 한다.이런 의미에서 끝없는 날실로 만들어진 옷을 강제로 나 다는

것은 신에 한 도 으로 인식되었다.따라서 로마 군인 역시 그리스도

의 속옷을 찢을 수 없어 가 가질지 제비를 뽑게 된다.(요 19:24)43) 한

기 기독교인들은 이 에피소드를 그리스도 내 인간과 하나님의 나뉠 수

없는 통일 그리고 복음의 통일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했다.44)

<그림 61-b>의 붉은색 달마티카는 솔기가 있는 옷으로 추정되나 그리

스도의 호지 않은 속옷의 상징성은 그 로 간직하고 있다.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매개하는 제사장인 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옷과 옷을 나 려는 사람들의 자세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솔기 없는 옷을 걸고 내기를 하는 남자들은 시편 22편 18

의 ‘내 겉옷을 나 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의 반 이다.

한편,속옷에 나타난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나

사로의 소생 등에서 그리스도가 일상복으로 히마티온 에 입는 받침옷

의 색상과 일치한다.

<그림 65-b>는 그리스도의 속옷을 걸고 내기를 하는 남자들의 모습

을 보여 다.이 도상에서는 성경의 기록에 더 근 한 묘사를 보여주는

데 그들은 솔기가 없는 그리스도의 속옷을 나 기 해 제비를 뽑고 있

다.이 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호지 않은 속옷이 지닌 의미

는 그의 신성을 상징하나 의 도상보다 수수하게 표 된 붉은 색 튜닉

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43)Ibid.,71-73.

44)GertrudSchiller,IconographyofChristianArtII,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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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복식 신성 인성
신성과 인성의

결합

동방

박사의

경배

복식종류

- 례복(팔리움): 제사장,

보자,임마 엘 그리스도 상징

-튜닉(황색):하늘의 신분

-튜닉(푸른색):부활의 신분

-맨틀:고귀한 신분

-히마티온(붉은색): 그리스도의

피흘림,죽음

-배내옷,강보:아기 수 튜닉(푸른색)+히

마티온(붉은색)

:부활의 그리스도

-배내옷+맨틀

-황 색과 붉은

색의 무늬

색상
-황색:성스러운 본질, 원한 음

상징-푸른색:존재의 신비

-붉은색:그리스도의 죽음,피 흘

림

형태
-신체 은폐

-비구조 드 이퍼리

-짧은 소매 등으로 신체노출

-구조 드 이퍼리

재질·장식 -불투명 -신체가 드러나는 얇은 재질

조형성

-상징성:색채

-규범성:복식 형태와 색채 사용의 일

성

-자율성:주제의 다양한 변용

-재 성:입체감,양감,음 ,물

질성 강조

그리스

도의

변모

복식종류
-달마티카: 제사장

-히마티온(푸른색):하늘의 신분
-튜닉(붉은색):지상의 신분

튜닉(붉은색)+히

마티온(푸른색)

:피의 수난과 하

늘의 신분,일상

복

색상

-흰색:완 한 신성의 상징,거룩함,

완 함,순결

-푸른색:하늘, 의 주

-보라색:하늘과 땅의 결합

- 색: 월 인 존재

-흰색의 가미로 탈색효과

-붉은색:그리스도의 죽음,피 흘

림

-흰색:온 한 순종

-뚜렷한 색기운과 색상 비

형태

-왼팔을 감싸고 있는 형태:

말 을 가르치는 선지자

-비구조 인 주름:평면성 강조

-직선 인 드 이퍼리

-바람에 나부끼는 드 이퍼리:인체의

무게감 제거

-구조 이며 사실 인 주름의 묘

사:그리스도의 균형잡힌 신체의

양감과 입체감 강조

재질·장식

-클라비( 색,장식과 문양)

-목둘 의 장식선:고귀한 신분

- 색의 빗 무늬:신성의

-클라비(붉은색)

-목둘 의 장식선:시 성 반

조형성
-비재 성:형태 왜곡,외곽선 강조

-상징성:색상

-재 성:입체감,양감,음

-자율성:주제의 다양한 변용

나사로

의 소생

복식종류
-달마티카: 제사장

-히마티온(푸른색):하늘의 신분

-더블- 이어드 튜닉:시 성 반 튜닉(붉은색)+히

마티온(푸른색)

:피의 수난과 하

늘의 신분,일상

복

튜닉(흰색)+히마

티온(푸른색)

:온 한 순종과

하나님의 아들,

색상
-푸른색:하늘, 의 주

-자주색:고귀한 신분

-붉은색:그리스도의 죽음,피 흘

림

형태

-굵은 선으로 강조된 평면 인 드

이퍼리

-단순화된 드 이퍼리

-구조 인 드 이퍼리와 주름선

재질·장식 -클라비( 색,장식과 문양)
-목둘 의 장식선:시 성 반 ,

세속성

<표 18> 세 기독교 도상의 그리스도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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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성

-기념비성:강한 외곽선,색채 비

-규범성:복식의 종류와 색채 상징의

일 성

-비재 성:형태의 왜곡

-상징성:색채의 일 된 사용

-재 성:입체감,양감,음 ,시

복식의 반

-자율성:주제의 다양한 변용

일상복

튜닉(푸른색)+히

마티온(붉은색)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스

도의

세례

복식종류
-천사가 들고 있는 례용 옷:

왕과 제사장 직분의 임명 상징

-매듭이 없는 로인클로스:그리스

도의 신체 강조

*그리스도의 세

례와 십자가 책

형도에서 그리스

도가 착용하고

있는 복식은 로

인클로스 한 종

류이며,문양이나

색상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앞의

에서와 같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의 요소를

말하기 어려움.

*각 도상에 나타

난 그리스도의

복식은 당시의

신학 배경과

맞물려 신성과

인성 한 쪽을 강

조하기 한 수

단으로 활용됨.

색상

-푸른색:하늘의 신분

-자주색:왕의 신분

- 색: 월 존재

-흰색이 섞인 붉은 색:그리스도의 신

성의 , 상징

-붉은 색:그리스도의 피와 죽음,

지상에서의 사명,종의 신분

형태
-커튼 같이 펼쳐진 형태:그리스도에

한 과 찬미

-구조 인 드 이퍼리로 인한 신

체의 노출

-신체를 노출하기 한 형태

재질·장식

-기하학 문양

-벨벳:고귀함 상징

-끝단의 화려한 장식

-투명한 재질

-벨벳:세속성,시 성 상징

조형성 -장식성:문양과 끝단의 섬세한 묘사
-재 성:사실 인 명암,음 ,재

질의 물질성 강조

십자가

책형

복식종류

-콜로비움

-가운데 매듭이 있는 로인클로스(페리

조마):그리스도의 신체 은폐 혹은 노

출(죄없음 상징)

-그리스도의 호지 않은 속옷():하나

님의 아들,신성한 존재,복음의 통일

성,시 성 반

-로인클로스:그리스도의 신체 노

출,친 성

-그리스도의 겉옷:네 개로 나뉘

어 세계 복음 상징,그

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호지 않은 속옷(로마

네스크의 달마티카):시 성,세속

성 반

색상

-푸른색:하늘의 신분

- 색: 월 존재

-흰색:거룩하고 완 함,순결함

-흰색:완 한 순종,종의 신분,

비하의 신분

-붉은색:피 흘림,죽음

형태

-매듭이 가운데 있는 로인클로스

-좌우 칭의 직선 이고 단순한 형

태

-비구조 인 드 이퍼리

-매듭이 에 치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로인클로스

-사선 방향의 구조 인 드 이퍼

리

-바람에 나부끼는 형태:장식성,

세속성 상징

-복잡한 주름:감정의 격정성

재질·장식 -투명,불투명 극 으로 나타남

-불투명한 재질(동방)

-반투명, 체로 아주 얇은 재질

(서방)

조형성

-경직성:좌우 칭

-규범성:복식 형태와 색채 사용의 일

성

-비재 성:형태왜곡

-상징성:색채

-장식성:불필요한 주름을 과장되

게 표

-재 성:양감과 입체감,음 표

,시 복식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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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종합 논의

1.비구조 은폐와 구조 노출

앞의 분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복식의 형태 특징은

비구조 드 이퍼리로,인성을 나타내는 형태 특징은 구조 드 이

퍼리로 나타났다.비구조 드 이퍼리는 그리스도의 자세나 신체의 해

부학 구조를 드러내기보다 신체를 은폐하고 평면화 시킴으로써 그리스

도의 월 특성을 드러낸다.구조 드 이퍼리는 그리스도의 신체를

부각하는 구조로 개 얇은 직물의 느낌으로 표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

체에 착되어 신체의 형태를 노출함으로써 인체에 사실 인 양감과 입

체감을 부여한다. 한 비구조 드 이퍼리가 선 인 요소를 강조하는

데 비해 구조 드 이퍼리는 미묘하고 풍부한 톤의 변화로 회화 인 요

소를 강조한다. 체로 동방교회의 도상은 비구조 드 이퍼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데 인체의 형태를 가늠할 수 없는 단순화된

주름으로 표 된다.13세기의 변모 도상 <그림 30-a>과 14세기 말의

<그림 32-a>,나사로의 소생 도상 <그림 40-a>등이 표 이다.서방

교회의 도상 13세기 이후 고딕시 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식은 그리

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신학 배경과 함께 신체를 따라 흐르는 유연하

고 자연스러운 구조 인 드 이퍼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체를 강조한

다. 표 인 는 서방교회의 세례 도상 <그림 26-a>,<그림 27-a>,

그리스도의 변모 도상 <그림 35-a>,십자가 책형도 <그림 61-a>,

<그림 64-a>,<그림 65-a>등이다.

2.상징성과 재 성:색상

세의 기독교 도상은 그리스도의 표 에 있어 다양한 색채상징을 활용

해 왔다.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내용을 유비 계로 보는 형론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약시 의 성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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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드러난다고 본다.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색은 푸른

색과 자주색,흰색으로 나타나며 인성을 나타내는 색에는 붉은색과 홍색,

한 흰색이 있다.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푸른색은 하늘의 신분,

의 주를 상징하고,자색은 만왕의 왕, 우주 ,세계 부요를 상

징하며,흰색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완 함,죄 없음을 상징한다.흰색

은 신성과 함께 인성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한데 인성을 상징할 때는 그

리스도의 종 된 신분,완 한 순종을 나타낸다.붉은 색은 그리스도의 속

옷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피 흘림을 상징하

며 인성의 표 인 상징색이다.홍색은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하는데,성

경에서 홍색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로마군에게 조롱당할 때

억지로 입 진 홍포의 색상으로 나타난다.

세 기독교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보통 붉은 색의 튜닉 혹은 클라비 장

식이 있는 달마티카에 푸른색의 히마티온을 착용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차림은 동·서방 교회 모두 나사로의 소생 등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묘사한 도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조합이다.(그림 38-a,그림 40-a,

그림 41-a,그림 44-a,그림 45-a,그림 46-a)그러나 반 로 푸른색의 튜

닉에 붉은 색의 히마티온을 걸친 모습의 그리스도는 부활과 련된 기

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9-a>와 <그림 10-a>,<그림 43-a>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스런 심 자의 모습과 련이 있다.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뚜렷한 색채 비로 더욱 두드러진다.그러나 고딕시 에

서방교회에서 제작된 도상은 강렬한 색의 비보다 다양한 음 과 명암

의 변화를 주어 복식의 사실 인 재 성에 을 맞춘다.이 경우 그리

스도는 월 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이

더 강조된다.(그림 44-a,45-a)

3.불투명성과 투명성:재질

그리스도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은 재질의 투명성과 불투명성으

로 나타난다.이러한 재질에 의한 효과는 그리스도의 신체가 노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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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인 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 책형도에서 두드러진다.동방교회에서

로인클로스를 착용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15세기 러시아에서 처음 등장

한다.왜냐하면 동방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나체의 그리스도는 원죄

이 의 아담과 같이 죄와 수치심이 없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복식으로 신체를 가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 다.이에 반해 14세기 서방

교회의 세례 도상에서는 로인 클로스를 입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

기 시작한다.이 시기의 서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성,특히 그의 신체에

많은 심을 가졌다.이러한 심은 그리스도의 체모를 자세히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 복식은 이러한 체모의 노출을 강조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 다.<그림 27-a>는 투명한 재질의 로인클로스

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체와 체모를 노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

조하고 있다.십자가 책형도에서도 투명한 재질의 로인클로스가 등장한

다.동방교회는 신성을 나타내기 해 단순화된 형태의 불투명한 로인클

로스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죽음 후에도 변치 않는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투명한 재질의 로인클로스를 표 했다.(그림

50-a,54-a)그러나 이와는 반 로 고딕시 의 서방교회는 투명한 재질

의 드 이퍼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통당한 그의 신체,즉 인성을 드러

내고자 하 다.

4.비장식성과 장식성:장식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그의 복식에 나타난 장식을 통해서도 나타난

다. 표 인 장식은 달마티카에 들어가는 클라비와 그 당시 시 복식의

향을 받은 네크라인과 단,소매 끝에 들어가는 장식선이 있다.붉은

색의 단순한 클라비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반면 색으로 묘사

된 비교 폭이 넓은 클라비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다. 한 튜닉에 들어간 장식선은 단순한 색선이 아니라 자수나 문양이

들어간 것으로 세의 왕족이나 성직자 등이 입었던 복식에서 연유한다.

그리스도의 복식에 들어간 화려한 장식과 문양은 그리스도의 세례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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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천사들이 들고 있는 복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성경에는 그리스

도의 세례 장면에서 천사의 등장에 한 언 이 없다.그러나 세의

술가들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세례식에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서 천사가

참여하여 수종드는 모습을 표 하 다.천사는 세례를 받고 있는 그리스

도 에서 세례를 마친 그리스도가 입을 의복을 들고 있는데 세 후기

서방교회의 도상은 천사들이 들고 있는 화려한 의복을 보여 다.이는

그 당시 가장 값비싼 직물을 반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벨벳과 같이 부

드러운 질감의 직물에서부터 면에 기하학 문양이 사로 수놓아진

다양한 직물을 찰할 수 있다.(그림 25-b,그림 2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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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a 그림 13-a

<표 19>동방박사의 경배에 나타난 그리스도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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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본 연구는 세 기독교 도상의 그리스도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을

고찰하 다.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 다.처음 기독교가 될 당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 자신들의 신앙을 표 하고자 했던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상

징과 이미지를 고안했다.이후 8,9세기의 성상 괴 논쟁을 거쳐 기독교

도상학은 본격 인 발 을 이루게 된다.

세 기독교 회화에서 그리스도를 시각 으로 표 함에 있어 가장 요

시한 문제는 그리스도가 지닌 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참 인간으로서

의 인성을 조화롭게 표 하는 것이었다. 세 그리스도 도상은 각 교회

에 속한 술가들의 술성과 그 시 의 신학이 만나서 생긴 결과물이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시각 으로 달해 주는 효과 인 매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 본체인 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

움을 알 수 있다면 수 그리스도를 표 한 도상을 통해서도 간 으로

나마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신학 미학의 방법론을 통해 세 기독교 도상을 성서의 내

용에 근거하여 유비 ·비 으로 고찰하고자 하 다.먼 도상의 주제

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기독론과 형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도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도상학 장치와 그리스도의 신체에 드러난 신성과 인성의 요

소를 도출해 내었다.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식을 주제에 따라 은폐형

과 노출형으로 나 어 각기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요소에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분석해 보았다.

세 그리스도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도상학

장치에는 하나님,성령,천사,해,달,별,천국 등과 주변 인물이 있다.

먼 ,하나님은 수태고지,그리스도의 세례,십자가 책형도에 등장하는데

주로 ‘DexteraDomini’,즉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타나거나 그리스도와

비슷한 생김새를 지닌 인물로 표 되어 있다.의인화된 하나님은 천국에



-2-

서 그리스도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표 되며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표 이다.

둘째,성령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며 각 주제에 따라 기름병을

들고 있거나 올리 가지를 물고 있는 모습 등으로 나타난다.비둘기가

반드시 등장하는 주제는 수태고지와 그리스도의 세례이며 십자가 책형의

경우 하나님,그리스도와 함께 삼 일체로서 나타나기도 한다.성경에서

성령은 기름부음을 상징하며 이는 곧 왕 혹은 신령한 제사장직에 오르

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셋째,천사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요한 요소이다.천사는

나사로의 소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상에 등장한다.천사는 주제에 따

라 하나님의 사자(使 )로서 하나님의 뜻을 달하거나 특정인물을 그리

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수종을 들기도 한다.

책형도에 등장하는 천사는 죽음 후 부활을 맞게 될 그리스도의 스러

운 승리에 환호하거나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쏟아지는 피를 성배에 받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넷째,천국은 의인화된 하나님,하나님의 오른손,비둘기 등 신성한 존

재와 함께 등장하며 주로 그리스도의 머리와 수직선상에 배열되는데 이

는 삼 일체의 상징이며 그리스도가 하늘의 신분임을 드러낸다.천국은

주로 색,어두운 란색의 반원으로 표 되거나 하나님의 을 상징

하는 붉은 색의 구름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다섯째,해,달,별은 로부터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의 상징으로써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기 해 사용된다.그러나 책

형도에 등장하는 해와 달은 의인화되는 경우 소매를 들어 얼굴을 가리는

모습으로 표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곧 인성에 한 암시이다.

여섯째,그리스도 도상에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각 인

물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목격하거나 기 의 당사자가 되어 그림을 보

는 객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심지

어 책형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보이는데 후기로 갈수록 그리스도의 죽

음을 애도하는 표 이 강조되면서 주변 인물 한 극 인 감정을 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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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한 도상학 장치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늘의 신령한 존재,즉

하나님,성령,천사,해,달,별 등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그리스도

의 인성은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에서만 암시된다.따라서 다른 어떤 도

상학 장치보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

려온 그리스도의 신체 그 자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먼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을 살펴보면 세 기에는 아기 수를 소

년이나 성인 수의 축소 으로 표 하는 등 인간의 자연 인 발달을 따

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낸다.이는 비록 2세 미만의 아기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 이다.고딕시 에 이르러서 수는 짧

은 머리와 통통한 볼을 가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그

리스도의 인간 인 면을 강조하는 표 이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신체가 거의 노출되어 수의 신성과 인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여기에서 신성은 완 히 노출되거나 암시된 성기의

표 과 비재 ,도식 인 신체표 에서 드러난다.성경의 맥락에서 보

면 세례 받을 때의 그리스도는 죄를 짓기 의 아담과 같이 완 히 순결

한 상태이므로 신체,특히 성기의 노출은 그의 신성한 죄 없음의 상징이

다.세례 도상 역시 세 말기로 갈수록 변화하는데 손을 가슴에 모으거

나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신분,하나님의 명

령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강조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변모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다.성경에서는 변모 시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 같이 빛나고 옷

은 희게 변하 다고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세의 변모 도상은 성경의

기록을 충실히 따르기도 하고 술가의 개인 인 해석이 가미되어 성경

의 기록과 달리 신성으로의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게 표 되기도 한

다.이에 따라 성경의 기록에 충실하게 묘사된 것은 신성을 강조하는 것

으로,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일상 인 모습으로 표 한 것은 그리

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사로의 소생은 그리스도의 일상 인 모습을 표 한 것으로 인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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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 두드러진다.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목을 길게 늘이거나

신체를 평면 ,비물질 으로 표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월 인 신성을

표 하고자 했다.

십자가 책형도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다.죽음은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세

기의 책형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을 떠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표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긴 승리,부활을 암시하

여 그의 신성을 강조한다.그러나 13세기 란시스코회(Franciscan)의

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이 강조되면서 당한 근육의 매혹 인

신체로 표 되던 그리스도는 꺾이고 뒤틀린 사지와 채 에 맞아 상한 피

부,붉은 피를 흘리는 인간 인 모습으로 표 되기 시작한다. 체 으로

12세기까지는 동방과 서방교회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었는

데 13세기부터는 신학의 변화에 따라 차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되었

다.

복식은 그리스도의 신체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 세 시 에 의복을

입고 있는 신체와 벗고 있는 신체는 신학 인 주제와 맞물려 요한 의

미를 지닌다. 한 유럽의 통에서 옷을 입는 것은 문명화의 증거이며

성 정체성을 인식 하는 수단으로써 옷을 입지 않은 신체는 착의의 개

념에 반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따라서 의복은 그 시 의 사회 규

범을 반 하는 한편 신학 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신체와 한 련

을 맺고 있으므로 다른 어떠한 도상학 장치보다 세 시 의 도상학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살펴보기에 효과 이다. 세의 그리

스도 도상은 크게 신체를 은폐하고 있는 경우와 그리스도의 신체를 노출

하는 경우로 나뉜다. 자의 경우 동방박사의 경배,그리스도의 변모,나

사로의 소생이 해당되고,후자의 경우 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 책형도

가 포함된다.각 도상에 나타난 복식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복식 종류에는 화려한 클라비(Clavi)장식

이 들어간 달마티카(Dalmatica)와 례복,콜로비움(Colobiu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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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례복은 그리스도의 왕의 신분과 제사장 직분을 상징한다. 기

서방교회의 동방박사의 경배도상에서 그리스도는 팔리움(Pallium)을 입

은 모습으로 나타나며 성당의 가장 안쪽 지붕인 앱스(apse)에 치하는

데 이것은 만물의 지배자, 만능의 주의 상징인 토크라토르

(Pantocrator)를 연상 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복식형태는 비구조 은폐이다.이는 그리

스도 신체의 물질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12세기 나사로의

소생과 그리스도의 변모 도상은 비구조 인 옷의 주름으로 그리스도의

신체를 평면화시켜 비물질 이며 월 인 신성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한 색채의 상징으로 나타난다.옷을 입고 있는 도

상에서 그리스도는 흰 색 혹은 붉은색의 튜닉(tunic)이나 달마티카 에

푸른색의 히마티온(himation)을 입은 모습으로 표 된다.성서에서 푸른

색은 하늘의 색으로 의 주를 상징하는 색상이다.이 색은 무한과

월을 상기시키는 색으로 붉은색과 함께 쓰 을 때 가장 성스러운 색으로

간주되었다.

그리스도의 복식에서 재질의 불투명성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신성을 강조하는 책형도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는다.동

방교회의 그리스도는 불투명한 재질의 로인클로스(loincloth)를 입어 그

의 하체를 완벽히 은폐한다.그러나 경우에 따라 죽음 후에도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성의 원성을 드러내는 도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체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를 드러내기 해 투명한 재질을

이용하기도 한다.이와 반 로 서방교회는 체모를 보여주거나 수난 받은

그리스도의 인체를 강조하기 해 투명하고 얇은 재질을 사용하 다.

한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복식에 표 된 장식을 통해서도 나타난

다. 표 인 장식은 달마티카에 들어가는 클라비와 그 당시 시 복식의

향을 받은 네크라인과 단,소매 끝의 장식선을 들 수 있다.이는 그

당시 왕이나 고 성직자의 복식에서 연유하는데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분

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체의 구조 노출로 드러난다.12세기의 동방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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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모 도상은 몸무게를 한 쪽으로 싣는 콘트라포스토(Contraposto)자

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 인 드 이퍼리로 신체의 움직임을 드러

내 으로써 의복 안에 감춰진 인체를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한 서

방교회의 세례와 책형도에서 보이는 얇은 재질의 구조 인 드 이퍼리

역시 그리스도의 신체에 착되게 표 됨으로써 인성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속옷인 흰 색 혹은 붉은색의 튜닉(tunic)

을 통해 드러난다.성경에서 흰색은 거룩하고 완 한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나 그리스도의 속옷의 흰색은 온 한 순종,즉 종의 신분을 상징한다.

한 붉은색은 피 흘림과 죽음의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색상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복식의 투명한 재질을 통해 드러난다.고딕시 의

세례 도상은 흠 없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매혹 인 신체를 드러내기 해

로인클로스를 투명한 재질로 표 한다.반면에 14세기의 십자가 책형도

는 그리스도의 수난,죽음,고통을 강조하기 해 투명한 재질의 로인클

로스를 활용한다.동방교회의 십자가 도상에서도 투명한 재질의 로인클

로스는 그리스도의 흠 없는 신체를 드러냄으로써 죽음을 맞은 그리스도

의 승리,부활을 상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세 기독교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식은 수의 신체와 함께 표 되

거나 혹은 신체와 분리된 상태로 표 된다.복식은 착용자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가장 효과 인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의복은 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즉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사건들과 깊은 련을

맺음으로써 그의 신성과 인성을 뚜렷하게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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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vinityand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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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evalChristianPainting

SunYoungChoi

Dept.ofTextiles,MerchandisingandFashionDesig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Christianity wasoriginatedfrom thefaiththatChristisSon of

God,theMessiahwhoisgoingtoredeem allhumanbeings.Early

Christians,wholived in Catacomb from Roman oppression atthe

periodofChristianspread,devisedvarioussymbolsandimagesto

expressandsharetheirfaith.Symbolism oftheChristianiconsthat

had been developed from the early Christian age,through the

IconoclasticControversy in the8th-9th centuries,cameto acquire

more realistic formative characteristic.However,the Iconoclastic

Controversy causeddisruptionofeastern·westernchurch,formingan

opportunityofadifferenttheologicalperspectivebybothchurches.A

representativemodern theologicalaestheticsscholar,Balthasar(Hans

Urs von Balthasar) regarded Eastern Church as the church of

'seeing',Western Church as the church of'listening'.In Logos

referring toChrist,EasternChurch ismeantby themeaning and

idea,WesternChurchbyVerbum orword.However,both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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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e a confession offaith thatthe divine and the human are

integratedinChrist,adual-propertiesdoctrineofChristunderthe

resolutionofCouncilofChalcedonin451.

WhenexpressingChristvisuallyinthemedievalChristianpainting,

themostimportantissuewashow toexpressthedivinityasSonof

Godandthehumanityasattributeofhumaninabalancedmanner.

MedievalChristianiconsarenotonlyaresultofartistryofartists

whobelongedtothechurchandtheologyofthosetimesbutalsoan

effective medium to communicate Christ's divinity and humanity

visually.Accordingly,ifbeauty ofGod may be revealed through

Jesus Christ,incarnation of God's glory,it may be expressed

indirectly through icons Jesus Christ was expressed. Medieval

Christianiconsshow divinityofChrist,orbeautyofGodthrougha

variety of symbols and expressions.Also,humanity of Christ

manifestsitselfmostclearlyfrom abodyofJesus.

InthemedievalChristicons,thereareiconographicaldevicesto

show HisdivinityandhumanityincludingGod,HolySpirit,anangel,

thesun,themoon,Heaven,starsandneighboringfigures.

Firstly,God appears in Annunciation,Baptism of Christ and

Crucifixion,mainlyexpressedas'DexteraDomini’,thatis,theRight

HandofGod,orasafigureresemblingwithChrist.PersonifiedGod

isexpressedastheimageoverlookingChristintheHeaven,clearly

meaningthatChristisSonofGod.

Secondly,HolySpiritisillustratedastheimageofadove,holding

anampullainthehandoranolivetwiginthemouthaccordingto

thetheme.DovesalwaysappearinthemesAnnunciation,Baptism of

Christ.IncaseoftheCrucifixion,itcomposestheTrinityalongwith

GodandChrist.IntheBible,holyspiritstandsforanointment,in

otherwords,Christwhoascendsthethroneoradivinehighpri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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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ly,anangelisalsosignificantelementsymbolizingdivinityof

Christ.Angelsappearalmostevery iconexcepting TheRaising of

Lazarus.Accordingtothetheme,angelsdeliverwordsofGodasHis

messenger,guidecertain figuretoChristorattend Christ.In the

Crucifixion,angelsappearasanimagecheeringforgloriousvictory

ofChristwhohastohaveResurrectionafterHisdeathorcatching

bloodfallingdownfrom HiswoundintheHolyGrail.

Fourthly,Heaven appearsalong with personified God,theRight

HandofGod,sacredthingslikeadove,mainlyarrangedonavertical

linewiththeHeadofChrist,symbolizingtheTrinityandrevealing

thatChristhasastatusoftheheaven.Heavenisexpressedasa

goldenordarkbluesemicircleordescribedasredcloudssymbolizing

incarnationofGod.

Fifthly,astheauthoritativesymbolsruling theworld,thesun,

moonandstarsareusedtosymbolizedivinityofChristgoverning

thewholeworld.However,thesunandthemoonintheCrucifixion

areexpressedasanimageraisingthesleeveandcoveringtheface

inthepersonifiedforms,suggestiveofthedeathofChrist,orHis

humanity.

Sixthly,intheChristicons,eachthemehasavarietyoffigures.

EachcharacterwitnessesdivinityofChristorbecomesapartyof

miracle,takingaroleinleadingviewerstoChrist,SonofGod.Such

atendencymaybeobservedevenintheCrucifixion.Inthelatter

works,withtheemphasisonexpressionsmourningforthedeathof

Christ,neighboringfiguresalsocometoexpressdramaticfeeling.It's

aniconographicaldeviceforemphasizinghumanityofChrist.

As shown from above,divinity ofChristis revealed definitely

throughdivinebeingsoftheheaven,orGod,HolySpirit,angels,the

sun,themoonandstars,whilehumanityofChristisimplied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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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thescenemourningforthedeath.Accordingly,Hishumanity

isprominentfrom thebodyofChristitselfwhoclimbeddowntothe

groundthananyothericonographicaldevice.

IntheiconofAdorationoftheMagi.intheearlyMiddleAges,

christchilddoesn'tfollow naturalhumandevelopment,expressedasa

boyoraminiatureoftheadultJesus.Eveninthecaseofachild

under2,it'sanexpressionemphasizingdivinityofSonofGod.In

theGothicage,Jesusappearsasanimageofayoungbabyhaving

shorthairandchubbycheeks,emphasizinghumanityofChrist.

Baptism ofChristshowsthedivineand human ofChristmore

clearly through themostly exposed body.Here,divinity isshown

from expressionsofgenitalscompletelyexposedoralluded,orbody

non-representational andschematic.InthecontextoftheBible,as

Christ under Baptism is completely pure like innocent Adam,

exposure of His body,especially genitals is a symbolof His

innocence.Baptism iconsalsochangedinthelateMiddleAges,with

aposeputtingahandtothechestorpraying,emphasizingastatus

ofChristontheground,animageofaservantobeyingorderofGod.

TransfigurationisaneventdivinityofChristmanifestsitselfmost

clearlyontheground.BiblesaysfaceofChristshonelikethesun

andHisclotheschangedtowhiteattheTransfiguration.Medieval

Transfigurationiconsfollow theBibleasitis,howeversometimes,

change to divinity is rarely felt unlike the Bible as personal

interpretationofanartistisadded.So,it'sregardedthatdescription

faithfultotheBibleemphasizesthedivineand description asthe

dailyimagealmostnochangecanbefeltemphasizesthehumanof

Christ.

TheRaisingofLazarusexpresseseverydaylifeimagesofChrist

andhasanoutstandingexpressionofHishumanity.However,it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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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estoexpresstranscendentaldivinityofChristbymakingChrist's

necklongerorexpressingHisbodyflatandnon-material.

TheCrucifixion showsthehuman ofChristmostdistinctly,as

deathisthemostabsoluteevidenceChristwasahuman.However,

intheearlyMiddleAges,crucifiedChristisexpressedastheimage

seeing thefrontwithopeneyes.ItsuggestsChrist'svictoryover

death,ResurrectionandemphasizesHisdignity.However,underthe

influenceofthe13thcentury'sFranciscans,passionunderacrucifix

getsemphasis,soChristhavingtheattractivebodywithmoderate

musclesbeginstobeexpressedasthehumanimagesheddingred

blood with twisted limbs and damaged skin from whipping.In

general,inbothEasternandWesternchurches,divinityofChristwas

emphasizedtillthe12thcentury.Sincethe13thcentury,humanityof

Christcomestobeemphasizedgradually togetherwith theological

changes.

Dressing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body ofChrist.Body

dressedorundressedhasanimportantmeaningwiththetheological

theme.In addition,in the European tradition,dressing is both

evidence of civilization and means of sex identity recognition.

Undressedbodywasrecognizedasthecontrarytotheconceptof

dressing.Therefore,asclothes reflectperiodicsocialnormswhile

haveacloseconnection withthebody ofChristinthetermsof

theology,theyaremoreeffectivemeansforexaminingthedivineand

thehuman ofChristin themedievaliconography than any other

iconographicaldevice.MedievalChristicons may be divided into

cases ofconcealmentorexposure ofChrist's body.The former

containsAdorationoftheMagi.TransfigurationandtheRaisingof

Lazarus.ThelattercontainsBaptism ofChristandCrucifixion.As

theresultofexaminingclothesshownfrom eachicon,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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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besummarizedasfollows.

AsforclothesshowingdivinityofChrist,thereareDalmaticawith

splendid Clavi decorations,Vestments and Colobium.Especially,

Vestmentsstandforroyalstatusandhighpriest'sdutyofChrist.In

Adoration ofthe Magiicons from early Western church,Christ

appearswearingPallium andstandsattheapse,innerroofofthe

Catholic Church,suggestive of Pantocrator meaning a ruler of

everything,theAlmighty.

A form ofdressing showing divinity ofChristis unstructured

concealment.It'samethodtoveilmaterialism ofChrist'sbody.12th

century'sRaisingofLazarusandTransfigurationiconsmakebodyof

Christplanethrough unstructured wrinklesofclothes,emphasizing

non-materialandtranscendentdivinity.

Divinity ofChristisalsoshown through an emblem ofcolors.

Christisexpressedastheimagewearingbluehimationoverwhiteor

redtunic,Dalmaticaintheicons.IntheBible,blueisthecolorof

thesky,symbolizing theLordofGlory.Thiscolor,suggestiveof

infinityandtranscendence,isregardedasthemostsacredwhenused

togetherwiththered.InthedressingofChrist,opacityofmaterial

emphasizesdivinity ofChrist.In theCrucifixion laying stresson

divinity,bodyofChristisn'texposed.Christputsonloinclothfrom

opaquematerialandhidesHislowerpartscompletely.

HumanityofChristisshownfrom thestructuredexposureofthe

body.Inthe12thcentury'sEasternChurchTransfigurationicons,a

poseofContrapostoloadingaweighttotheonesideisobserved,

having an effectofemphasizing the body hidden in clothes by

structureddraperyshowingthemotionofthebodyasitis.Humanity

ofChristisalsoshownfrom whiteorredtunic,underwearofChrist.

In theBible,whitesymbolizesholy and perfectpurity but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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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earofChristsymbolizesintactobedience,inotherwords,a

statusofaservant.Furthermore,asanemblem ofbleeding,redisa

colortoemphasizeHishumanitythroughrepresentingthedeathof

Christ.

Humanity ofChristis shown from a transparentmaterialof

clothes.TheGothicBaptism iconsexpressloinclothasatransparent

materialtoshow attractive,pureandperfectbodyofChrist.Onthe

otherhand,14thcentury'sCrucifixionusestransparentloinclothwith

aview toemphasizingChrist'spassion,deathandsuffering.

IntheMedievalChristianicons,dressingofChristisexpressed

either combined with the body ofJesus or separated from it.

Dressingisthemosteffectivemeansofidentityofawearer.Clothes

ofChristhaveacloseconnectionwiththeGloryofGod,orevents

beautyisembodiedthroughHislifesosymbolizeclearlyHisdivinity

andhumanity.

keywords:TheMedievalChristianPainting,Divinityand

HumanityofChrist,AestheticalTheology,

UnstructuredConcealingDress,Structured

Exposing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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