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와 주술의 경계로서 러시아 이콘
–　예술적 이미지와 의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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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현상은 그 개인의 감정과 감동의 차원 너

머 의식화 과정에서 어떤 합리성을 지닌다. 절대자(신)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

과 믿음의 표상들로 이루어진 종교현상은 언어, 상징, 신화적 요소들과 함께 

교리, 사상, 의례, 종교예술들로 구체화 된다. 도식적으로 범주화 하자면, 궁극

적 실재에 대한 개인의 믿음은 수평축에 놓인 것으로 종교현상의 기저를 형성

하고, 수직축의 한 면에는 신에 대한 언어적 해석들인 경전, 교리, 사상이, 다

른 면에는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구체적인 행위로 표출하는 종교적 의례가 

놓일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층위만으로는 종교현상을 설명하는 데 충분

치 않음을 자각할 수 있는데, 이 글의 주제인 이콘(икона)을 비롯한 종교예술

의 정체성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종종 제기되고 있는 기독교 회화의 정체성 논란은, 성서 이야

기, 즉 언어를 형태와 색으로 재현함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재에 대한 

모방의 핍진성의 문제에서 비롯한다. 실재를 언어로 표현할 때의 의미, 이미

지로 표상된 의미,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언어를 다시 이미지로 재현함으로

써 발생하는 상호관계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재현된 예술적 이미지와 의미

의 관계로 고찰할 수 있는데, 피셔(F. Vischer)는 회화의 이미지와 의미를 ‘어
두운 고리’, ‘논리적 고리’, ‘신화적 고리’로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어두운 

고리’는 기독교 등 종교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미지와 의미는 딱히 구

분되지 않고 주술적인 힘을 갖는다. ‘논리적 고리’는 이미지와 의미를 확연히 

구별하는 것으로 이미지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기표에 불과하다. ‘신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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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는 두 고리의 중간으로서 ‘어두운 고리’와 ‘논리적 고리’ 라는 이원주의

는 사라지고 이미지와 그 의미는 동의어가 되며 상징 개념도 잃게 된다.”1)

이콘은 예술이 예술 자체를 초월하여 신적인 것들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

어진 성스러운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독교사(7~8세기)에서 격렬하게 충돌

했던 이콘 논쟁은 신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이콘의 이미지와 의미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콘의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시적으로 표출한 것이었

다. 당시 대부분 문맹자인 일반 대중들의 교화 수단, 이교도 국가와 대중들

을 기독교로 개종하는 문제, 기독교 공인 이후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한 기독

교 세력 간의 이권 충돌, 이슬람 세력의 급격한 확장에 따른 종교, 정치적 

관점들이 예술적 이미지 논란으로 분출된 것이었다. 지난한 논쟁의 결과는 

우상(Idol)은 배격하고 성상은 숭상하여야 하며 형상(Image)은 허용되어야 한

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콘은 신적인 것들의 표상으로서 일종의 상징으

로 규정되었고, 이콘의 관람자에게 신성에 대한 인간의 숭배(latreia)와 공경

(proskynesis)의 개념을 분별하게끔 하였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종

교예술의 태생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오늘날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듯이, 이

콘의 이미지와 의미의 관계는 인종, 역사, 사회, 문화적 층위에 따라 서로 얽

혀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이콘의 정체성 문제가 비잔틴의 후계자로서 동방정교

회의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러시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익히 알려

진 대로, 이콘은 이론적 측면에서 신적인 계시의 통로, 진리의 담지자, 성례전

적인 예배 의식의 일종, ‘영원한 세계로 향하는 창’이기도 했지만, 실천적 측면

에서는 현세의 질병과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염원하거나 악귀를 내쫓고 

전쟁에서 국가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에서 정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가족은 나름대로 기적의 이콘(чудотворная икона)을 숭배하고 

있다. 이러한 숭상은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의 종교 생활의 전체 혹은 일부분

을 차지하는데, 넓게는 마을, 도시, 국가 전체의 종교 생활의 단면이기도 하

다.’2) 그리고 이콘을 기적의 대상으로 숭배한 사례는 ‘불가리아, 세르비아, 루

1) F. T. Visher(1920) “Das Symbol,” in R. Visher(ed.) Kritische Gänge, vol. 4,    
pp. 420-456;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2012)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이한순 외 역, 
서울: 사계절, 277쪽에서 재인용.

2) А. М. Лидов и Г. В. Сидоренко(2001) Чудотворный образ Иконы Богоматери   
в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е, М.: Радуница, С. 3-4.



마니아, 그리스, 그루지아 등 다른 정교회 국가들에 비해(국가별로 10개 정도) 
러시아에서는 수백여 개에 이른다. 이콘의 기적에 대한 숭배, 즉 주술적 행태

는 러시아 정교회 전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3)

이 글에서는 익히 알려진 러시아의 다층적인 종교현상 속에 내재한 주술적

인 속성을 이콘과 관련하여 재해석하고, 러시아 일반 대중들의 이콘에 대한 

주술적 관념과 인식의 태도를 예술적 이미지와 의미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사전적 이해로서 기독교 예술의 주술적인 면을 종교와 주술

의 ‘관념 연합’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다.

2. 인식의 차원에서 종교와 주술

초기 기독교와 동방정교회의 종교적 문화유산을 수용한 러시아정교회뿐 아

니라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는 종교예술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유지했고 

현재까지 그러하다. 이콘 논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동방정교회는 종교

회화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반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유대교는 적대적이었다. 기독교 예술의 허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는 

대개 구약성서 구절과 예수의 성육신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찬

성의 진영은 출애굽기 15장, 35장과 예수의 성육신을 근거로, 반대는 출애굽

기 20장, 신명기 4장을 이유로, 그리고 예수를 선지자, 예언자로 간주하는 유

대교는 구약의 십계명을 근거로 반대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적 계시

가 육신으로 현시한 기독교는 차치하더라도 형상을 엄격히 금지했던 유대교 

역시 신적인 이미지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유대교가 종교예술에서 부분적으

로 이교적인 것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 황금 송아지라는 부적을 만들었다. 
당시 황소와 송아지는 중동지역 초기 문명에서 가장 일반적인 성스러운 상징

물이었다.”4) 1세기 경 유대인 미술에서는 이교도적 주제와 기법이 발견되었

는데, “듀라 시나고그(Dura synagogue)에는 토라를 모시는 신전 위편에 오르

3) А. М. Лидов и Г. В. Сидоренко(2001), 3. 
4) 힐러리 브랜드ㆍ아드리엔느 채플린(2011) 예술과 영혼, 김유리ㆍ오윤성 역, 서울: 

IVP, 119쪽. 



페우스가 동물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그림이 걸려 있다. 인간보다 월등히 크

게 묘사되어 있는 모세는 이교도 미술에서 신이나 영웅을 묘사할 때의 전형

적인 기법이었다.”5) 그리고 “오늘날 일부 유대인들은 랍비의 초상 그림을 일

종의 액막이나 부적 혹은 신앙생활의 보조물로 여기고 있다.”6)

기독교에서 종교예술의 이교적인 특성은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기독교의 

혼합적인 특성 때문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예술들과 유사한 기독교 예술은 

많다. 예를 들어, “디오니소스는 승천하는 하나님, 미네르바는 성모 마리아”의 

형상에 녹아들었다.7) 이교도 미술이 기독교적 어휘로 변형된 것이다. 이콘의 

성인들과 기독교 회화의 성인들에 대한 후광이나 일련의 동물 상징들은 기독

교 이전 시기에 이교에서 자주 사용되던 것이었다.8) 이에 대해 M. 엘리아데

(Mircea Eliade)는 “기독교가 후광과 같은 상징적 요소를 도입하는 방법 외에

는 신을 회화적 형식으로 전달할 수단이 딱히 없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9) 그

래서 기독교 회화는, 이콘의 대부분의 주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책형의 그

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 ‘심판자, 통치자로서 그리스도’라는 제한된 주제

로만 성육신 예수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독교 회화의 혼합적인 특성은 종교회화라는 독자적인 영역보다 종

교의식과의 상관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초기 예술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

독교 예술은 종교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성례전의 일종이라는 

이콘처럼, 종교의식의 일종으로 종속적인 속성을 가졌었다. 그리고 F. 피셔의 

진술처럼 종교예술의 이미지와 의미의 ‘어두운 고리’는 종교의식에서 확연히 

주술적인 힘을 갖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종교의식은 종교예술보다 광범위하게 이교적인 것과 연관되었다. 

“초기 기독교는 이교적인 풍습에 젖어 있던 일반 대중들의 미신적인 숭배에 

대해 완고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유연한 정책’, ‘관용’, 자비로 방

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10) 이전부터 내려오던 다신론의 믿음과 이교적

5) 앤소니 줄리어스(2003) 미술과 우상, 박진아 역, 서울: 조형교육, 84-85쪽.
6) 앤소니 줄리어스(2003), 78.
7) 앤소니 줄리어스(2003), 12.
8)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2012), 84. 
9) M. 엘리아데(1991) 상징, 신성, 예술, 박규태 역, 서울: 서광사, 125쪽.
10) J. G. 프레이저(2005) 황금가지, 박규태 역, 서울: 을유문화사, 849쪽.



인 풍습 속에서 살았던 일반 대중들에게 맞게 수정하거나 변형할 필요가 있

었던 것이다. 초기 기독교의 정착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

는데, 기독교의 혼합적인 특성에 대해 프레이저(J. Frazer)는 “기독교의 축일과 

이교도 축일의 일치는 너무도 긴 하고 많아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고 지적한다.11)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에 기원을 지닌 각종 

상징과 의식의 형태들을 수용하여 자기 것으로 동화시켰고 실질적으로 천 여 

년이 넘도록 이교적 요소가 끊임없이 기독교적 관행과 전승에 유입되는 것에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12)라는 M. 엘리아데의 진술 역시 기독교 의식의 

혼합적인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중신앙 혹은 다층신앙

(multiple faith)이라는 러시아정교회의 혼합적인 면은 러시아 종교현상의 가장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다.13) 동방정교회를 수용한 러시아는 성직자, 국가의 

상층 계층과 농민으로 대변되는 하층 계층이 상충하는 종교생활을 영위했다. 
기독교 성인과 이교 신과의 혼용, 기독교 축일과 이교도 축일이라는 이질적인 

체계가 러시아적으로 탈바꿈하는 지역화, 토착화 과정에서 타협, 공생 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러시아 일반 대중(농민)들의 종교 생활은 기독교와 전적으로 

별개의 미신적이었다는 특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14) 요컨대, 러시

아정교회는 기독교의 혼합적인 특성과 더불어 슬라브 지역에 토착화하면서 

슬라브 민족 특유의 종교성과 결합하여 자체의 혼합적인 특성을 가졌다. 
여기서 주시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요소와 이교적 요소가 혼합된 

러시아 종교의식의 이중적인 양태가 아닌, 일반대중들의 심리적인 인식의 태

도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대중들이 “선조들을 위한 제사 음식을 올리거나 

부활절에 선조들의 무덤에 입을 대는 행위들”15)은 과연 부활절에 행해진 것

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요소와 이교적인 것이 혼합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 라는 점이다. 기독교 축일의 시기, 명칭과 이교적인 내용이 혼합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죽음과 재생의 주술적 의례는 주로 부활절, 성

11) J. G. 프레이저(2005), 849.
12) M. 엘리아데(1991), 76-85.
13) 러시아 정교의 이중신앙과 다층신앙 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황성우(2001) ｢러시아 ‘이중신앙’ 용어에 대한 재검토｣, 슬라브연구
17:1, 51-75쪽.

14) 메리 메토시안 외(1998) 러시아 문화 세미나, 장실 외 편역, 서울: 미크로, 257쪽.
15) 메리 메토시안 외(1998), 262.



령 강림절과, 강우 주술의 경우는 주로 성 요한제 축일에 그 의식이 행해졌

다.16) 반면 기독교 명칭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이교적인 의례도 존재했다. 
남부 러시아 쿠르스크(Курск)에서는 가뭄이 지속되면 여자들이 지나가는 나

그네를 붙잡아 냇물 속에 던지거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을 끼얹었고, 캄차트

카(Камчатка) 주민들이 일식 때 오두막에서 불을 가지고 나와 빛을 내려달라

고 태양에게 빌었던17)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절기, 명칭과 상관있

는 의식들은 종교적인 것이고 관련성이 없는 것들은 주술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의 다층적인 종교현상은 기독교의 명칭, 시기와 

상관이 있든 없든 종교적이거나 때로는 주술적이었다. 
종교적인 것과 주술적인 것에 대한 인식의 혼동은 두 세계관이 서로 비슷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와 주술의 인식의 혼동은 이콘의 예술적 이미지와 

의미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으로, 비록 진화론적이고 자본주의

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종교학 분야에서 방대한 사례 수집과 

고증을 통해 널리 알려진 F. 프레이저의 관점을 빌어, 종교와 주술적인 것에 

대한 인식의 혼동의 원인을 살펴본다. 우선, 프레이저가 주술을 원시인들이 

무의식중에 행한 오류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현대 인류학자, 기호학자들은 

주술과 종교를 선후관계가 아닌 인류의 상징의 행위로 여기고, 에  뒤르켐

(E. Durkheim)과 같은 문화 인류학자들은 역으로 종교가 주술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종교와 주술은 이론과 실천의 양상이 결합하여야 온전한 실체가 드러나는

데, 종교는 신학이나 철학의 영역에서 이론이 발달한 반면 주술은 그렇지 않

다. 기독교와 같이 인격적이고 의식적인 존재를 신으로 상정하는 경우, 신은 

우주, 자연 현상을 어느 정도 융통, 지배, 운행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물론 이

에 대해 신학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남겠지만, 동방정교회의 사상과 교리는 

신이 그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일정 정도 대우주와 소우주인 인간사에 관계

하는 것으로 본다. 서구 기독교와 동방정교회가 기독교를 우주의 의례로 이해

했다는 M. 엘리아데의 언급처럼, 유일신을 믿는 인간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

은 신의 섭리와 경륜이 자신에게 미치는 힘이다. 그 속에는 신을 통해서 인

간과 자연의 현상, 사건들의 운행 흐름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16) J. G. 프레이저(2005), 197-198. 
17) J. G. 프레이저(2005), 212.



놓여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간은 신과의 ‘화해’, 즉 조화

를 이루고자 한다. 반면 주술의 세계관은 자연을 운행하는 것이 인격적인 존

재가 아니라 무의식적이며 비인격적인 존재에 의해서, 즉 불변의 법칙에 의해

서 가능하다고 여긴다. J. 프레이저는 이 점이 과학과 주술이 일치하는 것으

로 보았다. 그런데 주술은 과학과 달리 종교의 영적인 인격적 존재와 유사한 

영적 존재를 인정한다. 종교가 영적인 인격적인 존재와 화해를 시도한다면 주

술은 영적 존재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상정하고 주술사의 주문과 의식으로 비

인격적인 힘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18) 
한편 주술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 역시 비슷한 점이 있다. 둘은 “자연 현

상의 인과관계는 불변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그 법칙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

측하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 규칙적이며 확실하다고 여긴다. J. 프

레이저에 따르면, 주술의 오류는 위와 같은 전제의 오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 연쇄를 지배하는 특수한 법칙의 성질을 전면적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에 

있다.”19) 요컨대 인격적인 존재가 자연 현상을 운행한다는 것과 불변의 법칙에 

의해 운행된다는 점에서 종교와 과학은 전제조건이 다르다. 반면 주술은 과학

과 전제조건이 같으나 우주의 운행에 영적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종교와 일정 

정도 유사성을 지닌 것이다. 주술이 자연 현상의 불변의 성질은 인정하면서도 

실천적으로 수용할 때 ‘관념 연합’의 오류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사관

념의 잘못된 연합은 동종주술(마법), 모방주술을 낳았고, 접촉 관념의 잘못된 

연합은 감염주술을 낳은 것”으로 규정한다.20) 관념의 연합은 인간의 정신 활동

에서 필수적인 것인데, 인식 과정에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와 주술의 혼동은 특히 유일신을 상정하는 신현( ) 종교에

서 뚜렷하다. 상술한 대로, 인격이 부여된 유일신에 의해 자연의 운행이 결정

된다는 것은 고도의 세련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시 유일신을 

상정하는 대표적인 종교로서, 러시아의 대중들 역시 인격신의 섭리를 이해하

는 것은 쉽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것에 대한 

인식의 혼동은 러시아의 다층신앙과 이콘의 주술적인 숭배의 방대한 사례에

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종교문화의 고유의 특수성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18)  J. G. 프레이저(2005), 155-157.
19)  J. G. 프레이저(2005), 151-152.
20)  J. G. 프레이저(2005), 70-72.



그리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가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다른 동방정교회 국가들에 비해 19세기 말까지 상대적으로 러시아 대

중들에게 강하게 존속하였다. 19세기까지 ‘러시아 농촌의 사제는 주술사의 역

할을 했으며 영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제는 권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사제는 폭풍우, 우박, 가뭄, 기근 따위의 자연적인 재해를 막거나 멈추는 의

례를 행하곤 했다. 물론 모든 사제가 그런 의식을 거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주술사의 역할을 일부 사제나 장로(старец), 수도사들이 담당했다. 만일 

사제, 장로, 유로지븨(юродивый), 수도사들의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경우, 대중

들은 그들을 배척하거나 성상들을 벽 쪽으로 돌려놓고 부수기도 했다. 점차적

으로 사제와 주술사의 역할이 분리되고 주술사 내에서도 계급 분리가 이뤄졌

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정교회 교회와 국가가 주술 행위를 미신적인 것으로 

금지하였음에도 장로들, 수도사들, 유로지븨, 점쟁이들이 교회와 마법사의 역

할을 계속하였다.’21) 
이러한 러시아 종교현상의 이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

독교를 하나의 우주적 의례로 이해하고 나름대로 고유한 우주 내 존재양식을 

가졌던 것이 동방정교회 종교적 전승의 핵심적인 요소”22)였던 것처럼, 러시아 

대중들은 기독교적인 상징들을 우주의 섭리로 이해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삶

과의 관계, 즉 개인과 신과의 실질적인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간주했다. 신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더욱 관심이 있었다. 
집, 가족, 가축, 농작물들을 보호하고 안위하는 힘은 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여

겼고, 그들의 염원은 주로 집에서 행했던 종교적 의례나 이콘, 신성 조각상들

의 예술적 대체물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들에게 이즈바(изба)
는 성례를 위한 장소였으며 그 안의 이콘은 신적인 것의 대체물이었다. 성례

가 행해질 때의 농가는 교회를, 이콘은 신을 대신하는 것이었다.23) 서구 가톨

릭과 대비되는 동방정교회의 신비적 요소는 러시아 대중들이 기독교의 주술, 
미신적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덜 자각하게 할 수 있었다. 러시아정교회는 신

의 계시가 현시한 기적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세기까

지 90% 이상 문맹이었던 일반대중들은 구전으로 전해들은 성서 이야기 외에 

21) 메리 메토시안 외(1998), 270.
22) M. 엘리아데(1991), 86.
23) 메리 메토시안 외(1998), 262.



기독교의 교리, 상징, 비유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앞으로 고찰하겠지만, 성직

자와 지식 계급도 구별하기 어려웠고 다소 논란이 있는 성서의 비유와 상징

들이 함축하고 있는 기독교의 이상과 내세 지향성을 러시아 일반대중들이 이

해하는 것은 요원한 것이었다. 러시아 정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

게 뿌리박힌 현실 지향적인 주술적 관념은 박멸되지 않았고, 그들은 현실의 

고통과 위협으로부터 주술적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

대의 변천에 따라 기독교적 교리와 상징들을 이해하더라도 기적과 주술의 경

계, 즉 신성한 것과 미신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념 연합은 인간의 인식 작용에 있어 필수적인 것인데 기독

교의 다양한 상징들과는 차원이 다른 예술적 이미지인 이콘의 상징과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른 고도의 인식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신적인 것들의 이미지인 성상은 숭배하고 우상은 배격하고 형상은 허용해

야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 요원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3. 공감의 원리로서 이콘

초기 기독교, 동방정교회의 전승과 유산을 수용한 러시아의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종교현상은 종교회화와 종교의식과의 접점에서 더욱 확연하게 발현

되었다. 현대 러시아인들뿐 아니라 일반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친근한 성 게

오르기(Cв. Георгий) 이콘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M. 엘리아데는 “이교의 신적 형상과 신화가 결국에는 기독교화 된 예들 가

운데 성 조지(St. George, ∼303년)를 언급하곤 한다. 용을 살해한 수많은 신

과 영웅들이 기독교의 성 조지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24) 성서에는 요한계시

록 12: 7-10에 옛 뱀,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사악한 용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있다. 잉글랜드 수호성인 성 조지가 사악한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했다는 

전설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전설들이 구전되었

고, 러시아에서는 11세기 경 야로슬라브(Ярослав) 시대에 이 성자에 대한 숭

배가 확산되었다.25) 성 게오르기는 위대한 순교자로서 공경의 대상이었으나 

24) M. 엘리아데(1991), 85.
25) 여러 전설 가운데 하나는, 이교도들이 많았던 레바논 언덕 근처의 호수에 사악한 



<그림 1> 성 게오르기 이콘, 
   15세기 노브고로드 화파

각종 일화들과 함께 용기, 힘의 화신으로 변모한

다. 성 게오르기 이콘은 젊은 청년이 갖는 힘, 열

정, 용기의 상징으로 러시아에서 사랑 받았고 전

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민족의 수호신으로 숭배

되었다. 4월 23일에 행해졌던 고대 이교적 파릴리

아(Parilia) 축제를 대체한 것으로 간주되는 성 게

오르기 축일은 슬라브인들에게 나무, 화환, 물의 

상징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다산, 농작물 번성, 
강우주술을 위한 축제이기도 했다. 남부 슬로베니

아 지방에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 여자는, 성 게오

르기 축일 전야 때, 열매 잘 맺는 나무에 새 속치

마를 걸어 놓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밤새 

속치마를 걸어놓았던 나무처럼 자신도 풍성한 열

매를 맺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26) <그림 1>의 성 게오르기 이콘에서 성자

가 들고 있는 방패는 이러한 슬라브족의 풍요와 번식의 염원이 담긴 태양신 

다쥐보그(Дажбог)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교도와 기독교, 종교의식과 예술이 

연결된 예인 것이다. 
주술적인 대상으로서 기적의 이콘들은 성 게오르기 이콘처럼 비잔틴 또는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유래한 것도 있고 러시아 전통에서 유래한 것도 있다. 
성모 이콘뿐 아니라 예수, 성자들의 이콘도 기적에 관한 일화를 가지고 있

다. 구전이나 단편적인 기록들에 의존하던 이콘의 주술적인 내용을 체계적으

로 연구한 «동방기독교 문화 센터(Центр восточно-христианской культуры)»
의 기록에 의하면, 기적과 관련한 이콘의 일화는 20세기까지 현존했다. 주지

하듯이,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사랑 받고 있는 성모 이콘의 기적에 관한 숭배

는 초기 비잔틴 시대에 형성되어 동방정교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органичная 
часть)로 키예프 루시(Киевская Русь)로 전승되었다. 988년 기독교 수용 후 

1세기 동안 점차적으로 이콘의 기적에 관한 관습이 발전하였고, 16, 7세기에 

정점에 다다른다.27) 러시아에는 수백여 개의 기적의 이콘들이 있지만, 대부

뱀이 있었다. 그 도시는 뱀의 횡포 앞에 굴복하여 마을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
다. 그 도시의 공주를 희생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젊은 청년이 말을 타고 나타나 
공주를 구했다고 한다. http://www.ikona.ru/georg05.html(검색일: 2012.09.20).

26) J. G. 프레이저(2005), 311-334, 847. 



분의 이콘들은 기적을 일으킨 이콘들의 이미지의 복사본이다. 동방정교회 전

통에 의하면,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최초의 이콘과 관련성이 있는 이콘

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모든 이콘이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

되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적에 관한 

일화로 유명한 12세기 블라지미르 성모 이콘(Владимирская икона Божией 
Матери)28)의 다른 패턴들(혹은 복사본)은 블라지미르 성모 이콘의 기적의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라브렌치예프스카야(Лаврентьевская), 이파치예프스카야 연대기(Ипатьевская 

летопись)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160년 블라지미르 공후 안드레이 보고류

브스키(Князь Андрей Боголюбский)가 콘스탄티노플로부터 들어와 키예프에 

있던 블라지미르 성모 이콘을 블라지미르의 우스펜스키(Успенский) 사원에 

안착시킨다. 1395년 티무르 악사크 칸(Хан Темир Аксак)이 모스크바 공국 

침공을 위해 도시를 에워싸자, 도시 보호와 구출을 위해 이콘을 블라지미르에

서 모스크바로 가져온다. 루시인들이 기도와 눈물로 맞이한 후 기적처럼 타타

르(Татар) 군이 퇴각했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이 이콘은 기적의 일화를 가진 

다른 우 레니예(умиление, 연민, 감동) 이콘의 원형이기도 하다.29) 다른 예

로, 우스츄쥐스코예 성모 수태고지(Благовещение устюжское) 이콘은 16세기 

역사에 등장하는데, 1547년 모스크바 수태고지 사원의 소실 후, 이반 뇌제  

(Иван Грозный)가 노브고로드에서 모스크바로 옮겨온다. 기적의 일화로, 1290

27) 동방기독교 문화 센터는 1991년부터 성스러운 유산으로만 간주되었던 이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연구를 시작했다. 다양한 국가의 40여명이 넘는 전문 학자들이 모여서 
연대기, 문학 이야기들의 문헌 기록이나 구전을 바탕으로 이콘의 기적에 관한 증거들
을 수집하였다. 12세기부터 20세기까지 트레치야코프스카야 갤러리(Третьяковская 
галерея)에 소장된 40 개의 성모 마리아 이콘의 기적과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다(А. М. Лидов и Г. В. Сидоренко 2001: 3).

28) 이른바 블라지미르스카야(Владимирская)로 널리 알려진 블라지미르 성모 이콘에 
대한 기적의 일화는 10여 개 전해온다. 주요한 것으로 1395년 티무르의 침공 당시 
이 이콘 앞에서 대중들이 기도를 한 후, 적이 퇴각했다는 것이 연대기에 기록되었
고, 1480년 타타르 침공 때도 이 이콘 앞에서 끊임없는 행렬의 기도 후, 기적처럼 
갑자기 타타르(Татар) 군이 퇴각했다고 한다. http://www.clir.ru/blogs/zhizn-svjatyh/ 
vladimirskaja-ikona-bozhei-materi.html(검색일: 2012.09.13).

29) 블라지미르 성모 이콘은 1155년 라브렌치예프스카야, 이파치예프스카야 연대기에 
처음 언급되었다. 원본의 형태는 얼굴과 옷의 일부분만 남아있으며 1514년, 1918년의 
복원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온다(А. М. Лидов и Г. В. Сидоренко 2001: 38). 



<그림 2> 블라지미르 
  성모 이콘, 12세기

년 돌덩어리 같은 우박으로부터 위대한 우스츄그 

(Великий Устюг) 공국을 보호해준 것이 있다. 16
세기 중엽 이 이콘에 대한 숭배가 절정에 이르렀

고 모스크바 크레믈(Кремль) 벽과 대천사(Архан- 
гельский) 사원, 성모 수태고지 사원에 복사본이 

그려졌다. 17세기 초 성모수태고지 사원이 새로운 

형태로 구축될 때 이 이콘의 원형보다 작은 형태

의 복사본들이 제작되기도 했다.30) 요컨대 기적의 

이콘들은 수많은 다른 패턴 또는 복사본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기적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

는 것이다. 손으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만딜리온 이

콘이 모든 이콘의 원형이듯이, 기적의 이콘 역시 

다른 복사본들의 원형인 것이다. 
리도프(А. Лидов)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기적을 일으킨 이콘과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는 이콘을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콘 

고유의 신성이 발현된 것으로 기적을 실제로 일으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

인들의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유물로 변모한 이콘들이다.”31) 이렇게 

성 게오르기 이콘, 블라지미르 성모 이콘, 돈 성모 이콘(Богоматерь Донская), 
이베리아 성모 이콘(Иверская икона Божией Матери), 카잔 성모 이콘(Казан- 
ская икона Божией Матери) 등 러시아의 수많은 이콘들은 그 원형이든 복

사본이든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숭상되었다. 이

콘은 하나님과 성서 사건의 교훈적 수단,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초월

적 세계의 매개, 그리고 말씀의 육화, 즉 성육신이라는 종교적 세계관에 기

초한 상징으로 일반 회화와 구별되는 이콘 그 자체(성스러움)였지만, 러시아 

대중들에게 이콘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이었다. 그들은 이

콘을 선대부터 내려오던 문화적 유산으로 자신과 가족, 국가의 안위를 위한 

공경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예술적 이미지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양상의 결합에서 발

생한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것, 즉 이콘의 예술적 이미지와 의미의 혼동은 

30) А. М. Лидов и Г. В. Сидоренко(2001), 6.
31) А. М. Лидов и Г. В. Сидоренко(2001), 4. 



<그림 3> 우스츄쥐스코예 
  성모 수태고지 이콘, 
  12세기 초, 노브고로드

이미지의 상징과 실체의 관계로 치환하여 살펴볼 

수 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콘은 일반 대중들

의 실천적 양상 속에서는 종교적, 신학적 상징이 

아니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련과 역경에 

부딪힌 대중들은, 이콘, 신성의 조각상, 모형물들

에게 염원했던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것들을 

구석에 돌려놓거나 부수거나 짓밟았다. 그리고 병

을 치유하기 위해 이콘을 담근 물에 사람을 목욕

시키거나 악귀를 쫓는 축사(逐邪) 장면은 민간 구

전 설화에도 종종 등장하는 서사 구조이기도 하

다. 즉 ‘이미지’와 ‘실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사례들인 것이다. 이콘에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점증적으로 기독교적 관념의 색채가 가미되었고 

테오파니(theophany)의 아우라가 대중들에게 전파되는 상징화의 과정이 담겨 

있었다.32) 정교회가 ‘이콘을 신, 신적인 것들의 상징’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일반 대중들은 이콘을 상징이 아닌 실체로서 체득한 것이다.33) 이콘은 이론

적 영역에서 도상적 기호로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물질적인 표현의 기호였

다. 그리고 성물과 성체는 성서에 따른 도상의 수사학적 기호로 치환된 것이

다. 이것은 실체와 그 표상의 비등가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천적 영역에서

는 실체와 그 형상이 등가성을 지녔던 것이다. 즉 신의 형상을 입은 예수와 

성모 마리아, 성인들은 단순히 신적인 것의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것, 
적어도 신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였다. ‘신격을 예술로 형상화시

킬 때 그것은 신의 섭리가 직접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34) 
플로티노스(Plotinos)의 일자설에서 신의 형상을 입은 인간 역시 신적인 것

을 일정 부분 분유하고 있듯이, 신의 형상인 이콘 역시 신적인 것을 나누어 
가진 것이다. 만일 거꾸로 이콘이 신적인 힘을 분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교도

의 우상과 차이점이 없다는 모순에 부딪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콘의 신은 숭

배의 대상이고 성모와 천사들은 공경의 대상일 뿐이라는 구분은 요원한 것이

32) В. А. Бачинин(2004) Религиозная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жизнь, СПб.: Новое и Старое, 
С. 146.

33) В. В. Лепахин(2002) Икона и иконичность, СПб.: Паломник, С. 3-6. 
34) M. 엘리아데(1991), 112.



다. 왜냐하면 종교와 주술의 관념 연합의 양상들처럼, 숭배와 공경의 차이 또

한 인간의 의지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경계

하는 이교도들의 우상숭배 역시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교도들 또한 

논리적으로는 종교회화, 조형물을 신의 현현, 실체라고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믿음의 실천적 측면에서는, 그들의 전통에 따른 것이든 주술 의식 또는 잠재

된 무의식 층위에서 발생한 것이든, 그들이 섬기는 신적인 것의 형상물은 이

콘과 같이 병을 치유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M. 엘리아데

가 “신이 예술로 형상화될 때 우상으로 변질되거나 사물 자체로 혼동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각을 통해 신을 지각하도록 허용하는 신

학자들의 견해와 해석에 빗대어서, 신이 ‘스스로 제한함’(형과 색으로)으로써 

신이 표상하는 전체성의 일부분만을 드러내는 역설은 모든 종교에 공통적”35)

이라고 한 것은 이콘과 같은 종교예술의 태생적인 양가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콘의 이미지를 실체로서 수용하는 것은, 앞에서 제시한 F. 피셔의 개념에 

따르면, ‘어두운 고리’ 로서 이미지와 의미가 하나인 단계다. 동방정교회 신

학, 사상에 따른 이콘과 그 의미, 즉 여러 상징들의 관계는 ‘논리적 고리’다. 
반면 정교회를 믿는 러시아 일반 대중들의 종교적 행위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콘을 기적, 즉 일종의 주술적 대상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두운 고리’라고 

할 것이다. 기독교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의 비유로 이해하면, “빵과 포도주가 

축성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것을 의미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지, 즉 진정한 서술인지 비유인지 구분하는 것은 상징

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견해를 초래한다.”36) “진정한 서술, 즉 실체

로서 수용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빵과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 )이 열리는 것이고, 비유로서, 즉 논리적 방식으로 수

용하는 경우는 하나의 기호로서 일종의 우의로 전환된다. 전자는 의례의 힘

을, 후자는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일종의 기호로 변환하는 것이다.”37) 
한편 이콘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 양태의 차이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감각(sensus communis)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

35) M. 엘리아데(1991), 113.
36)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2012), 99. 
37)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2012), 100.



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고대 철학, 인류학 

등에서 언급하는 인간의 인식의 기저에 놓여있는 공동체적 감각, 즉 공동유대

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원시 인류의 인식 체계뿐 아니라 세련된 현대 인

류의 인식의 기저에도 공통적으로 공동유대감이라는 층위가 존재한다. E. 카

시러(E. Cassirer)에 의하면, “원시인은 자연을 인식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것

이 아니라 자연과 공감하려고 했다. 인간의 생활은 이론적 활동과 실천적 활

동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영역의 밑에는 그것들을 아우르는 공감각

이라는 기저의 층이 존재한다. 이런 공감각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고대부

터 인간은 만물을 결합시키는 하나의 공동유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

다.”38) 스토아학파(the Stoic school)의 철학적 언술로는 ‘전체의 공감’(koinai 
ennoiai)으로 일컬어지며, 신화, 마법의 세계를 살던 인간의 의식 밑바닥에 있

는 근본적 신앙을 간략히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마법과 신화의 세계가 사

라지면서 종교를 발견한 인류는 이런 인간의 근저에 있는 ‘전체의 공감’의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야 했다. 이 단계에서 종교는 마법, 신화의 세계를 살

던 인간의 전체의 공감과는 다르게 종교적 전체의 공감을 구분 짓는다.”39) 
마법, 신화 세계의 공감과는 달리, 종교적 전체의 공감에는 인간의 개성의 

감정이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 카시러에 따르면, “개인, 사회, 윤리, 
예술적 차원을 심리학적, 사회학적, 윤리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는데, 유일

신교에서는 감정적 측면보다는 이성적인 접근을 했다.”40) 범신론적인 관념에

서 자연의 위대함, 신비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자연을 인격적인 

유일신의 창조물로서 그가 운행, 섭리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요컨

대, 신화, 마법의 세계를 살던 인류는 이론적 활동과 실천적 활동의 영역을 

아우르는 공감각적인 층위를 주요한 세계 인식의 틀로 이해했는데, 종교를 

발견한 후 ‘전체의 공감’이라는 보편성과 인간의 개성이 충돌하는 것에 직면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태도를 공감의 원리

를 강조, 발견하려 했던 마법의 원리로 좀 더 살펴보고 현대인의 기저에도 

놓여있는 공동유대감과 이콘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자연, 우주의 공감 형성이었다. 고어에서 

38) E. 카시러(2003)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역, 서울: 서광사, 153-155쪽.
39) E. 카시러(2003), 153-155.
40) E. 카시러(2003), 153-160.



공감은 현대적 의미의 비슷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 접하게 관련된 것’이
라는 뜻이었다.41)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공감 마법(sympathetic magic)에 속하

는 모방 마법(homoeopathic magic)은 유사성의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서로 

비슷한 것끼리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고, 감염 마법(contagious magic)은 

어떤 것에 한번 접촉하면 그 원형에 상당하는 효과, 즉 그 기운이 상대방에

게 옮겨진다는 관념에 따른 것이다.42) 이것과 반대로 반감(antipathy)마법이 

있다. 서로 상극인 것이 부딪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없애거나 삼켜버리는 

것이다. 즉 공감 마법은 ‘상응’, 반감 마법은 ‘상극’의 원리에 따른다. 
이런 공감의 관념과 원리를 이콘에 적용하면, 공감 마법 가운데 모방 마법

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콘을 대하는 대중들은 신, 천사, 성인들의 이미

지를 닮고, 즉 모방하고 나아가 신적인 힘이 자신들에게 미치기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이콘의 영향력이 자신에게 미치기를 바라면서 방 안의 모서리, 사

무실 책상, 자동차 등에 걸어 놓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소형으로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이콘 복사본을 일상이나 여행 중 몸에 지니

거나 지갑에 넣고 다니는 행위는 모방 마법의 원리의 작용에 대한 기대 심

리 때문이다. 성 게오르기 이콘, 블라지미르 성모 이콘을 대하는 대중들은 

그 속에 담긴 용맹, 풍요, 자비, 안위의 힘이 개인, 사회, 국가에 미치기를 바

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콘은 인간이 신, 신적인 것과 ‘화해’, ‘조응’하
기 위한 것으로서 모방 마법의 ‘상응’의 원리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콘의 실천적인 측면을 마법의 공감의 원리로 고찰하는 데에는 엄격

한 층위 구별 또한 필요하다. 러시아정교회를 비롯한 기독교는 마법을 부정했

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마법을 크게 자연적인 마법과 악마적인 마법으로 구분

하는데, 자연적인 마법은 외부적인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자연의 신비

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한다. 악마적인 마법은 인간사에서 실제적인 도움

41) 그리오 드 지브리(2003) 마법사의 책, 임산ㆍ김희정 역, 서울: 루비박스, 449쪽; 리
처드 킥헤퍼(2003) 마법의 역사, 김헌태 역, 서울: 파스칼북스, 35-36쪽. 이 부분부
터 3장의 끝까지 내용은 한국서양문화교류회 편(2011) 동과 서, 마주보다, 서울: 성
균관대출판부, 165-170쪽에 실린 필자의 글의 일부분을 발췌,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42) ‘magic’을 대체적으로 주술로 이해한다. 특히 동양에서는 주술의 행위의 측면을 강조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글의 2장에서는 F. 프레이저의 ‘magic’ 개념을 종교적 
행위 측면에서 주술로 이해했고, 이 부분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감의 원리를 강조하
는 측면에서 마법이라는 용어로 이해한다. 실질적으로 F. 프레이저의 ‘magic’ 개념을 
주술 또는 마법으로 혼용하여 해석하곤 한다. 



을 얻기 위해 신으로부터 이탈하여 악마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서, 중세 

기독교에서는 마법을 모두 악마의 마법으로 간주했다.43) 그런데 상술한 대로 

종교와 마법(주술)을 구별하기 어렵듯이, 종교예술과 관련하여 자연적인 마법

(기적)과 악마적인 마법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그것을 구

분하려는 시도가 고대, 중세에도 계속 있었으나 정확한 구분없이 혼용되어 전

해왔다.44) 성인들의 유품이나 유물이 평화나 풍작을 가져온다고 믿었고, 성체

는 대중들에게 풍작, 부상, 질병, 익사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수용되었으며 

성체 위에 성구, 주문을 넣음으로써 성체의 영향력을 높이기도 했다.45) 예수, 
성모상 등에 마법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러시아 대중들뿐 아니라 러시아정

교회 역시 이콘을 진정한 신학적 의미로, 순수한 마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이

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법적인 ‘잠재적 능력’, ‘주술적 영향력’에 관한 문제를 

신학적 입장에서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널리 알려진 대로 앞에서 살펴 

본 기적의 이콘에 대한 숭배는 러시아정교회가 일정 정도 승인하고 이용하기

도 한 것이었다. 러시아정교회 역시 기적의 이콘의 상징성과 실체의 등가성

과 비등가성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러시아정교회는 이콘의 신성성을 강

조하기 위해 성인의 유골을 빻은 물감으로 이콘을 채색하기도 하였으며, 인

간의 상상력과 노력이 스며들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즉 손으로 그려지지 않

은 이콘인 만딜리온을 모든 이콘의 원형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이콘을 실체

로서 수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기도와 주문의 스펙트럼을 어디

서부터 종교적이고 주술적이며, 어디서부터 신비, 경건한 것이고 영험한 가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것처럼, 이콘과 같은 종교회화의 이미지와 의미를 ‘어
두운 고리’인 주술적인 단계와 ‘논리적 고리’인 신학적 상징의 단계로 구분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앞의 예처럼,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인간

의 죄를 씻고 정화한다는 것을(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의 피와 살로 변한

다는 화체설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비유, 상징으로만 수용하는 것도 

종교 예술의 이미지와 의미의 관계의 본질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회

화의 이미지와 의미의 주술적 단계와 신학적 상징의 단계는 양 극단에 위치

43) 리처드 킥헤퍼(2003), 40. 
44) 리처드 킥헤퍼(2003), 40.
45) 리처드 킥헤퍼(2003), 155-157. 



하면서도 때로는 혼동되기 때문이다. 
F. 피셔는 “이렇게 극단적인 양 단계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를 ‘유보하는 

단계’로 간주한다. 주술적인 생명력을 믿지 않으면서도 거기에서 전적으로 벗

어나지 못하는 국면인 것이다.”46) 그의 개념을 이콘을 대하는 대중들의 인식

의 태도에 적용하면, 만일 인간이 이콘의 통합적인 위력(주술적)에 압도되지

도 않고, 상징(신학적)의 의미를 없앨 정도로 논리적으로 관념을 구분하지 않

는 경우, 인간은 이콘을 ‘예술적 의미의 가상 이미지’로서 수용하는 ‘유보하

는 단계’에 놓인다. 즉 ‘어두운 고리’와 ‘논리적 고리’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이콘을 미적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화적 고리’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

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에드가 빈트(Edgar Wind)는 이 단계를 ‘균형 상태’
로 규정하는데, “인류의 ‘종교적 충동’과 ‘이성적 충동’이 동화와 분리의 갈림

길에서 벌어지는 대결 상태로서 인류의 역사에 항상 위협받는 상태”라고 말

한다.47) 달리 말해 인종, 시대, 역사, 문화에 따라 ‘종교적 충동’ 혹은 ‘이성적 

충동’이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동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다층

적인 종교현상이 가톨릭, 개신교에 비해 현저했고 종교예술인 이콘에 대한 주

술적인 숭배 역시 다른 정교회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했던 이유는 

16, 17세기 정점에 다다른 러시아 대중들의 ‘종교적 충동’이 ‘이성적 충동’보
다 크게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자기비움(кеносис)적인 금욕주의의 형태

인 유로지븨 현상이 16, 17세기에 창발하였고, 특히 이반 4세의 폭정의 시대

에 정점에 다다른 것처럼, 이콘의 예술적 형상을 통해 드러난 러시아 민중들

의 ‘종교적 충동’ 역시 역사, 정치, 사회적으로 고난과 핍박의 시기에 분출되

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전제정치 시대에 ‘종교적 충동’이 확연히 발

현되지 않았더라도 러시아 대중들의 예술적인 이미지에 대한 ‘종교적 충동’의 

흔적들은 그들의 종교문화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종교적 충동’과 ‘이성적 충동’이 동화되거나 분리되는 것은 러시아 

역사와 계층의 차원을 넘어 이콘을 대하는 현대인의 과제일 수도 있다. 일반 

상식과 교양을 가진 현대인들은 기적의 일화를 갖고 있는 이콘을 러시아 대

중들처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신학적 상징의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회화적 이미지인 이콘뿐 아니라 언어적 

46) F. T. Visher(1920), 420-456;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2012), 100-101에서 재인용. 
47)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2012), 101.



이미지인 성서 문구에도 해당한다. 성서 속의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출애굽기 7: 8-13), 모세가 강을 건너는 것, 유일신이 이교의 신인 바알신

과 힘의 대결을 하는 장면(열왕기상: 18), 예수의 옷깃을 만진 여인이 치유되

고(누가복음 8: 43-48), 예수 그리스도가 귀먹은 사람과 소경을 치유하는(마가

복음 7: 32-34, 요한복음 9: 6) 것들이 그 예일 것이다. 현대인들이 의식적으

로 과거의 정신세계로 회귀한다면, 즉 이콘을 비롯한 회화적 이미지와 언어적 

이미지의 세계로 감정 이입을 한다면, 이는 인간과 종교예술이 ‘신화적 고리’
로 연결된 상태이다. 여기서 과거의 정신세계로의 회귀는, 공감각의 원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도)종교의 출현 이전 신화, 마법의 세계를 살았던 인류 조

상들의 정신세계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인이 종교회화의 이

미지와 언어적 이미지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분명히 인식하면서

도, 그것들의 상징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에 감정 이입, 즉 동화되는 것은 

스스로가 미적 세계의 차원으로 전이되었음을 뜻한다. 이콘을 신학적 상징으로

만 또는 주술적으로만 수용하지 않는 ‘균형 상태’의 차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 

상태는 ‘어두운 고리’와 ‘논리적 고리’라는 이분법적인 대립이 사라지고 이콘

의 예술적 이미지와 그 의미가 하나이기도 하고 신학적 상징들이 의미를 상실

하게 되는 ‘신화적 고리’의 상태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콘에 대한 러시아 대중들의 마법적이고 심리적인 효과에

만 초점을 두는 것 역시 이콘의 본질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콘과 같은 종교적

이고 마법적인 예술은 신, 성인들의 계시의 영역과 인간 세계의 매개이지만,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플러스(plus)적, 잉여적인 것이다. 
이콘은 그 자체가 고유 능력을 지녔다기보다 그것이 표상하는 신, 신적인 존

재, 성인들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신과 이콘, 즉 대상과 매개, 그

리고 그 이미지와 의미가 등가물도 비등가물도 아닌 것으로 그 연결 고리가 

다소 느슨한 것이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집적된 이콘에 관한 신학적 상징과 추상

적, 사변적인 특징들이 아닌 실제적인 역사, 종교적 맥락에서 예술적 이미지로 



구상화 된 것으로서의 이콘의 주술적 측면을 고찰하였다. 종교와 주술의 관념

이, 인간 인식의 기저에 있는 공감각을 바탕으로, 신, 자연, 우주와 조응하려는 

인간의 상상력과 욕망에서 비롯하였듯이, 이콘은 신, 신적인 것과의 화해, 조

화를 이루려는 인간의 욕망과 관념의 예술적 표상이다. 러시아 대중들은 이콘

의 이미지와 의미를 신학적 상징의 고리보다 주술적인 고리로 인식하였다. 이

콘에 대한 러시아 대중들의 주술적 숭배는 16, 17세기에 절정에 달했고 러시

아 종교문화의 중요한 현상이었다. 정교회를 하나의 우주적 의례로 나름대로 

이해한 러시아 대중들은 기독교적인 상징들을 우주의 섭리로 수용하였다. 성 

게오르기, 블라지미르 성모 이콘처럼 기적의 일화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수많

은 이콘들의 용맹, 풍요, 자비, 안위의 힘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현실의 삶 속

에 끼치기를 염원했다. 이콘의 이미지를 실체와 동일한 것으로 체득하였고, 종

교적 의례와의 결합 속에서 이콘의 이미지는 실체로 변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획득했다. 이러한 러시아 대중들의 인식의 태도에는 ‘관념 연합’, 공감각

의 원리가 담겨 있었다. 기적의 이콘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콘의 주술적

인 영향력은 개인, 가족, 국가, 즉 공동체가 고난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명

히 발휘되었고, 이는 가톨릭, 개신교, 다른 동방정교회 국가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러시아 대중들의 ‘종교적 충동’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초월적 세계의 매개로서 이콘은 성스러움의 

아우라를 담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콘의 신학적 상징들도 분명 인간이 신

적 계시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통로다. 이런 측면에서, 이콘의 주술적인 

영향력은 잉여적인 것으로, 그 이미지와 의미의 고리가 다소 느슨하게 연결되

어 있는 것이다. 이는 이콘의 이미지와 의미의 관계는 ‘어두운 고리’와 ‘논리

적 고리’도 아닌 ‘신화적 고리’의 상태인 것이다. “종교 속에는 약간의 마법

(주술)이 지속하고 있고, 무엇보다 마법 속에서도 종교적인 어떤 것이 남아 

있다”48)는 H. 베르그송(H. Bergson)의 문구가 시사하듯, 오늘날의 현대인 역

시 종교적 이미지와 의미의 관계에서 ‘종교적 충동’과 ‘이성적 충동’의 동화 

또는 분리의 갈림길에 있다고 할 것이다. 

48) H. 베르그송(1998)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송영진 역, 서울: 서광사,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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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Икона как граница религии и магии 
- интерпретаци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а и значения

Ли, Ки Ен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анализу религиозных и магических свойств 
иконы с точки зре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а и значения. Религиозное 
явление, основанное на мистических чувствах человека, не мож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только в логическом аспекте. Икона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святости в богословском понимании, а в практичеком плане выступает в 
качестве волшебного, магического объекта. Почитание чудотворных икон 
Богоматери, сформировавшееся в ранневизантийскую эпоху, пришло на Русь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православ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Магическое почитание икон 
приобрета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е значение в XVI-XVII вв. как важнейшее явление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Икона является образом,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о божественности, 
способным, в представлении верующих, изменять реальность, подобно тому 
как понятия религии и магии, имеющие своим источником воображение и 
фантазию человека, проистекают из человеческого стремления всё к той же 
трансформации реальности. В иконе прежде всего являет себя принцип 
сочувствия и сопереживания. Образы икон в религиозных ритуалах приобретают 
мощную силу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реальности, в чём находит проявление  
универсальное чувство верующих, желающих обрести спасение и защиту от 
кризисов, войн,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социальных катаклизмов  и т. д.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знообразные религиозные чувства и переживания верующих,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икону как магический объект, могут результироваться в 
некой практической субстанц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