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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세기 라인란트 에서 유포된 예수와 성모 14-15 (Rheinland)
의 수난 이미지가 제작 및 수용의 측면에서 평신도의 육체적 고통을 통한 
영성 추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라인란. 
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시각적 요소들은 평신도에게 강렬한 신체
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으며 관자 와 작품 사이의 새로운 상호 ( )觀者
작용도 가능하게 하였음을 주장할 것이다. 
라인란트의 수난 이미지는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신학적 논의가 있은  
후 고통을 과장하는 표현법을 활용하며 성행하였다 특히 수난상은 입체성. 
과 육체성을 특질로 갖는 조각에 채색이나 촉각적 효과를 더함으로써 관
자의 관상(觀想 수행이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였다 본 논문) . 
에서는 성인의 수난을 생생하게 묘사한 라인란트의 목조상 중 특히 예수
의 육체적 고통과 성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십
자가형 도상과 피에타 도상에 주목할 것이다. 
독일 지역의 십자가상에서는 공통적으로 비율이 맞지 않는 앙상한 인체 
와 경직되고 뒤틀린 몸 오상, (五傷 과 가시관을 쓴 머리에서 분출되는 검)
붉은 피 채찍질로 인한 상처로 범벅이 된 표피 곧 신음을 낼 듯 일그러, , 
진 표정 자형 십자가 등의 특징이 나타, Y (Gabelkruzifix/Forked cross) 
난다 이러한 양식은 년대에 고통의 십자가상. 1930 ‘ (crucifixus 
dolorosus 이라는 용어로 정립되었다 이 형식은 세기 이후에는 라인)’ . 14
강 유역 외에 유럽 곳곳으로 전파되었는데 고통의 십자가상을 마주한 신, 
앙인들은 그 충격적인 모습에 깊은 신앙심을 느꼈다 평신도들은 십자가상 .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도하거나 그 상을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미지(true 

로 여겨 성금요일 의 전례에서 들고 행진하기도 하였image) (Good Friday)
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통의 십자가상이 관자에게 극렬한 감정적 반응을 . 
야기하였다는 것과 당대 신심을 고취시키는 예수의 이미지가 고통으로 처
참한 모습으로 이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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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에는 피에타상도 큰 인기를 끌며 다수 만들어졌다 그 신앙적 배경 . 
에는 성모의 고통에 대한 신학적 대중적인 주목이 있었다 중세 말기에는 , . 
성모의 영적 고통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 공동구속자 마(Co-redemptrix) 
리아에 대한 신앙이나 마리아를 모델로 삼아 따르는 수행법이 절정에 이
르렀다 이에 따라 성모를 실감나게 형상화하여 그를 공경할 수 있는 고통. 
의 피에타상이 크게 유행하였다 라인란트의 피에타상에서는 대개 고통의 . 
십자가상과 유사한 결의 묘사와 표현법들이 발견된다 즉 이들은 모두 고. , 
통을 극단적으로 부각함으로써 관자의 구상력을 자극하고 효과적인 이입
이 가능하도록 의도되었던 것이다.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들이 널리 수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종교 사회 , 
적 맥락이 있었다 먼저 세기 독일에는 육체 고행을 통해 고통받는 예. 14
수를 본받고자 한 하인리히 수소 가 활약하였(Heinrich Suso, 1295-1366)
다 그의 신앙은 세기 중후반부터 독일 내외의 여러 수도원과 수녀원에. 14
서 인기를 끌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라인강과 인접한 마을에
서는 많은 평신도들이 그를 추종하였다 또한 폐쇄적인 집단이었던 수녀원. 
에서도 육체를 매개로 한 영성이 추구되었는데 중세 후기 여성 성도들은 , 
금식 사슬 고문 수면 거부 등의 고행을 지속하면서 신심을 북돋고 자신, , 
들만의 방식을 개척하려 노력하였다 수소와 독일의 수녀들은 공통적으로 . 
관상 이미지 들도 직접 제작하며 관상을 (Andachtsbild/devotional image)
실천하였다 이들의 작품에서는 성인의 수난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 
그들의 작품에서도 보는 이에게 즉각적으로 고통을 인지시키는 요소들이 
강조되어 묘사된다.

세기에는 육체적 고통을 통해 영성을 추구하는 방법론이 평신도 사 14-15
이에서도 대대적으로 유행하였다 대표적인 움직임은 년 독일에서 재. 1348
기된 차 채찍질 운동이었다 이탈리아 프랑스와 달리 독일의 채찍질 고2 . , 
행단에서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 어린 아이 및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참, 
회 행위로서 스스로를 채찍질 하였다 또한 이들은 본인의 참회뿐만 아니. 
라 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상화들을 들고 행진하였다 실제로 . 
고행단을 마주한 당대의 관중은 관상화 속 예수와 그를 모방한 수행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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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통을 동시에 느끼며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한다 이러한 반응은 . 
당시 관중 역시 수동적 관찰자에 머물지 않고 광경 속에서 함께 회개하며 
보속 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리하자면 중세 후기 라인란( ) . , 補贖
트에서는 고행의 수행법이 특정한 부류에게 국한되지 않았으며 여러 변천
을 거치며 대중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었다. 
광범위한 고행의 실천 속에서 독일의 평신도들은 수난 이미지들을 열렬 
히 수용하고 그에 반응하였다 우선 고통의 십자가상의 수용적 측면은 채. 
찍질 고행단이 가지는 시각적 구성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대 채찍. 
질 행렬이 가지는 핵심은 바로 시각에서 촉발되는 고통의 경험이었다 무. 
엇보다 주요한 요소는 피였는데 채찍질 운동이 부흥하던 시기에는 고행단, 
의 핏방울이 예수의 피와 같이 계시적이고 구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유사한 시각성(visibility)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가 행렬단의 피에도 유비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라인강의 . 
수난상 또한 붉은 채색으로 예수의 피를 실체화하였다 그 피는 구세주로. 
서가 아닌 고난을 당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상기시키는데 그것은 또한 , 
직관적으로 동일한 육신을 가진 관자 본인의 신체적 고통까지 연상시킨다. 
즉 라인란트의 조각들은 특징적인 시각적 구성으로부터 일련의 다감각적, 
인 경험을 관자에게 촉발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대에 평신도가 수난상을 매개로 영성을 추구하였다면 그것 , 
은 채찍질 행렬에서 관상화를 목도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
로 짐작된다 현재 시점에서 광경을 보는 관중은 동시에 과거 시점에 있는 . 
예수의 희생을 연계하여 떠올리며 그 예수의 존재는 관상 이미지를 통해 
시공간을 넘어 관중의 곁에 현존하게 된다 이와 동시대에 신체적 감정적 . , 
격렬함을 고양시키는 라인란트의 작품들은 관자가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
의 고통을 체감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대 채색목조상은 수난. 
을 보거나 고행을 실천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의 심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 
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특히나 평신도. 
의 신앙이 열렬하던 라인강 지역에서 이미지와 당대인 사이의 다양한 상
호 작용을 불러일으키며 활용되기 적합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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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라인란트의 수난상에서 드러나는 독특성과 그것의 수용은 평신도 
의 믿음 및 수행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 
그리스도와 성모의 육체적 고통을 가감 없이 드러낸 조각들은 고통을 통
한 영성 추구의 흐름 안에서 활용되며 광경과 관상 이미지 관자 사이의 , 
효과적이고도 복합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듯 보는 이를 끊임없. 
이 자극하는 라인란트의 작품들은 감각의 차원에서 구원을 찾던 당대의 
평신도들에게 그 충격적인 모습만큼이나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요어 수난 이미지 십자가상 피에타상 육체 고행 라인란트: , , , , .
학  번 : 2018-26388



v

목     차

서론 . Ⅰ ·········································································  1

육체적 고통의 이미지 . Ⅱ ··········································  9
 고통의 십자가상1. ································································  9
고통의 피에타상 2. ································································  21

라인란트의 문화적 맥락 . Ⅲ ······································  29
하인리히 수소의 육체 고행 1. ············································  30
수녀의 영성 2. ········································································  35
수녀의 관상화  3. ··································································  41

평신도와 수난 이미지 . Ⅳ ··········································  46
채찍질 고행단  1. ··································································  46
육체 고행과 수난상  2. ························································  55

결론 . Ⅴ ·········································································  61

참고문헌 ·······································································  63
도판 목록 ·····································································  71
도판 ···············································································  76
Abstract ······································································  90



1

서론  . Ⅰ

중세 후기 라인란트 의 성인 수난상은 미술사 연구에서 독특 (Rheinland)
한 표현성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1) 당대에는 성인을 주로 종교적 신성함 
과 엄숙함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시각화하였다 이와 달리 라인란트의 수. 
난상은 예수와 성모를 묘사할 때 인체 비율이나 정교함보다 육체의 고통
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세기 독일에서는 육체성과 인간성. 14-15
을 강조한 십자가상과 피에타상이 다수 제작되었다 선행 연구는 라인란트. 
의 채색목조상이 가지는 시각적 특징에 집중하여 도상적 연원을 특정 지
역과 관련짓거나 작품의 유형 을 분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왔다(type) .2)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관점과 달리 이러한 채색목조상의 제
작과 수용의 측면을 당대에 유행했던 특정한 신앙 행위 및 믿음과 관련지
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세기 라인란트에서는 육체적 고. 14-15
통을 통해 영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성직자들뿐 아니라 평신도 사이에서
도 행해질 정도로 활발하였다 이러한 수행법은 고통을 부각한 채색목조상. 
이 성행하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관자의 감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
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세 후기에 그리스도의 수난 이미지가 변화한 근간에는 신학적 이유가  
있었다 약 세기부터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의 인성을 주목하기 시작하. 11
였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성에 대한 새로운 부각이 나타난 것이었, 
다 이러한 관심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미지에 변화를 가져왔다 일례. . 
로 세기 후반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예수의 수난 이미지에서 그의 육체13
성을 강조하는 여러 요소들이 등장하였다.3) 그리고 곧이어 세기 라 14-15

1) 라인란트란 라인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펼쳐진 지역을 말한다 라인강은 네덜란드와 룩 . 
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프랑스의 국경 사이를 지나며 흐르는데 현재 대부분의 라인강 , , , , 
유역은 독일 중서부 지역에 속한다. 

2) 이하 본 논문에서 용어 채색목조상 은 편의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십자가상과 피에타상 ‘ ’
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할 것이다 . 

3) 이와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는 본문 장 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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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란트에서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을 한층 더 과장한 수난 이미지들이 
탄생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그곳에서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하였다.
라인란트에서 제작된 수난 이미지 중 대표로 꼽을 수 있는 두 도상은 십 
자가형과 피에타다.4) 십자가형은 신인 ( )神人 인 예수의 육체적인 고통을, 
피에타는 그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의 정신적 고통을 각각 함축적으로 담
아내는 주제였다 먼저 라인란트에서는 예수의 뒤틀린 신체나 피 상처를 . , 
극강의 정도로 강조한 십자가상이 성행하였다 다른 지역과 달리 라인란트. 
에서는 예수를 고통으로 일그러진 한 인간으로서 나타내는 묘사가 큰 인
기를 얻은 것이었다 그런데 십자가형 도상은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신학적. 
으로 가장 중요한 이미지다 그러므로 당대에 이러한 독특한 십자가상이 . 
전파된 것은 분명 특기할 만한 양상이었으며 여러 주변적 요인들과의 유
기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라인강 유역의 피에타 도상에서도 십자가상과 유사한 표현법이 등장한다 . 
예수와 성모는 그들의 고통을 실체화하기 위해 매우 왜곡된 모습으로 나
타난다 피에타 이미지는 중세 후기에 등장하여 라인란트에서 갑작스럽게 . 
유행하였다 그것은 예수의 인성에 대한 주목에서 이어진 성모에 대한 신. 
학적 논의를 배경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피에타상이 성행하기 이전부터 그. 
리스도교 내에서는 마리아의 고통에 대한 신앙과 공동구속자

로서의 공경이 있었는데 이러한 신앙이 점차 대중화되면(Co-redemptrix) , 
서 세기경에는 그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다14-15 .5) 즉 당시 라인란트에서 , 
는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하여 두 도상에 대한 독특한 표현 형식의 작품
이 다수 제작되었다 두 이미지 모두에서 성인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 
모습으로 형상화되며 이들은 관자에게 강한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유발한, 
다. 
당대 라인란트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맥락이 있었다 특히 중세 후기  . 
독일 지역에서는 육체적 고통을 통해 영성을 추구하는 거대한 종교 사회, 
적 흐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천은 남녀 수행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보. 

4) 는 이탈리아어로 자비 연민 슬픔을 뜻하며 라틴어  Pietà , , Pietas에서 유래하였다. 
Pietas는 자비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다‘ ’ . 

5) 당대 성모 신앙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장 절에서 진행할 것이다 2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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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으로 행해졌는데 라인란트의 조각들은 이 신앙생활 및 운동과 궤를 , 
같이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흐름을 크게 성직자들의 수행과 . 
평신도들의 운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수행자들의 수행으로서 . 
하인리히 수소 의 사상과 수녀(Heinrich Suso/Henry Suso, 1295-1366)
들의 육신을 통한 실천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독일의 대표적인 신비주의 . 
신학자인 수소는 고통을 통해 영성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하였는데 그의 , 
사상은 세기 중후반에 독일 대내외로 퍼지며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향력14
을 끼쳤다 그리고 수소의 사상 외에도 당대에는 수녀들의 열정적인 실천. 
이 있었다 폐쇄적 집단인 수녀들에 대한 연구는 젠더적인 시각에서 촉발. 
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여성은 당시 육신을 매개로 , 
하는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고 한다.6) 그 과정에서 여성 수행자들은  
육체적 고통을 강조한 이미지들도 제작하며 관상(觀想 수행에 몰두해 나) 
갔다.  
다음으로 평신도들의 신앙 운동으로는 채찍질 고행단을 주목할 것이다 .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차 채찍질 고행단 이후 차로 나타난 채찍질 고행1 2
단은 세기 독일 지역에서 맹렬하게 전개되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14 . 
리를 지어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고 피를 흘리는 행렬은 수행자와 그것을 
보는 관자의 경계를 허물었다 또한 채찍질 고행단은 행렬에서 채색목조상. 
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의 기능을 해석할 ,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당대의 관자가 라인란트의 조각들. , 
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그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그 방식을 채, 
찍질 고행단과의 관련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 중 먼저 십자가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자 
면 이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7) 독일 출 

6) 젠더 는 생물학적인 성과 대비되는 사회 문화적으로 구축된 성을 이르는 용어다 개개 ‘ ’ · . 
인의 성 정체성이나 성 역할 그리고 사고나 행동 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 
규정한 것에 영향을 받으며 가변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 1970-80
학계에 수용된 이 용어는 특히 페미니스트 이론 과 결부되어 여성의 (feminist theory)
성 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나 고정 관념 차별적 시각에 도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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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연구자들은 라인강 유역의 독특한 십자가상들이 독일적인 것 을 표‘ ’
상한다고 보았다 그중에서도 중추적인 인물이었던 빌헬름 핀더. (Wilhelm 

는 독일적인 특성을 당대에 유행하던 신비주의와 연결시키며 구체Pinder)
적으로 작품과 당대 신앙의 연계를 강조하였다.8) 채색목조상에 대한 이러 
한 접근은 자민족중심적인 것이었지만 작품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세기 초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색목조 십자가 20

상을 연구하고자 한 학자는 게자 데 프랑코비츠 다(Géza de Fràncovich) . 
프랑코비츠는 년의 저작에서 고통을 강조한 십자가상을 고딕적 고통1938 ‘
의 십자가상 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 “crocifisso gotico doloroso 로 ”
정의하였다 이 용어는 년대가 되어서야 . 1950 “crucifixus dolorosus 라”
는 라틴어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고통의 십자가상 이라는 의미였다, ‘ ’ .9) 프 
랑코비츠는 중세 말기 라인강 지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널리 퍼져있, 
던 고통의 십자가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고통의 십자가. 
상이 유럽 각지에서 상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퍼져 나갔다는 점에 주목하
였다.10) 그런데 프랑코비츠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 고통의 십자가상이 발 

7) 대표적으로 프리츠 비테 와 오이겐 뤼트겐 그리고 빌헬름 (Fritz Witte) (Eugen Lüthgen), 
핀더가 년대의 초기 연구자였다 이들의 연구에 대해서는 1910-20 . Fritz Witte, “Der 
große Kruzifixus in Maria im Kapitol zu Köln und sein Alter,” Zeitschrift für 
christliche Kunst 12 (1911), pp. 357-358; Eugen Lüthgen, “Die Wirkung der 
Mystik in der Kölner und der niederrheinischen Bildnerei gegen Ende des 14. 
Jahrhunderts,” Monatshefte für Kunstwissenschaft 8 (1915), pp. 223-237; 
Wilhelm Pinder, Die deutsche Plastik vom ausgehenden Mittelalter bis zum 
Ende der Renaissance (Wildpark-Postsdam: Akademische Verlagsgesellschaft 
Athenaion M. B. H., 1924), pp. 1-512.

8) 핀더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세기 독일의 정신 이란 신비주의적이면14 (german spirit)
서 영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위의 책. Pinder, , p. 93. 

9) Fried Mühlberg, “Crucifixus dolorosus. Über Bedeutung und Herkunft des 
gotischen Gabelkruzifixes,” Wallraf-Richartz-Jahrbuch 22 (1960), pp. 69-86; 
Meredith D. Raucher, “Blood on the Cross: The Crucifixus Dolorosus and 
Violence in Italian Medieval Art,” (PhD diss., Johns Hopkins University, 2015), 

재인용p. 18 . 
10) 프랑코비츠의 자세한 연구는  Géza de Fràncovich, “L’Origine e la Diffusione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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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되고 보급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많은 십자가상의 본보기가 된 것은 , 
년에 제작된 독일의 십자가상이라고 이야기하였다1304 .11) 이로 인해 이후  

많은 학자들이 고통의 십자가상의 시초에 대해 논쟁을 벌일 때에도 독일
의 십자가상은 긴요하게 거론되었다. 

대에 들어서는 많은 이탈리아의 연구자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 1970
다 대부분은 이탈리아의 작품과 북유럽 모델 간의 영향 관계를 파헤치고. 
자 하였는데 이는 독일의 십자가상이 고통의 십자가상의 연원이라는 데에, 
는 의문을 표하지 않은 것이었다 아마도 중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이탈리. 
아의 전통적인 미적 가치에 고통의 십자가상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
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년대 말부터 년대 초까지 파벨 칼리. 1990 2000
나 등의 연구자들은 고통의 십자가상의 발원지가 이탈리아(Pavel Kalina) 
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구체적으로는 이탈리아의 조각가 . 
조반니 피사노 가 십자가형 이미지를 고통(Giovanni Pisano, 1250-1315)
스럽게 표현한 시초였다고 말하며 그의 경향이 이탈리아 미술가들과 독일 
지역에 자극을 준 것이라 주장하였다.12) 
라인란트의 채색목조 십자가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상당 부분 형식이나  
도상적 근원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작품의 시각적인 특이함으로 인해 . 
이와 같은 접근법은 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그20 . 
러나 십자가상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육체성은 동시대에 제작된 피에타상
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두 도상은 중세 후기 신앙의 맥락에서도 긴밀하
였다 그러므로 당대인들이 전면에 내세웠던 성인의 육체적 고통의 극명한 . 
시각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피에타상의 연구사를 짚어본 뒤에 논의해
야 한다. 
중세 후기 피에타상은 특히 라인란트에서 중점적으로 만들어졌다 피에타 . 
상 속 성모는 십자가상과 유사하게 아들을 잃은 슬픔과 인간적인 고통이 

Crocifisso Gotico Doloroso,” Römisches Jahrbuch für Kunstgeshischte 2 

참조(1938), pp. 143-261 .
11) 이것은 쾰른 (Köln)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 교회(St. Maria im Kapitol)의 십자가상이며 
자세한 서술은 본문 장에서 진행된다. Ⅱ

12) 칼리나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본문 장 절에서 진행된다 1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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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어 있다 핀더는 피에타상이 관상화. (Andachtsbild/devotional 
로서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를 연구한 초기의 연구자이기도 했다image) . 

그는 피에타상 역시 신비주의 사상과 연계시켜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피에
타상을 중세 후기 독일 조각사에 중대하게 위치시켜 의미화하기도 하였
다.13) 이후 그를 위시한 다수의 미술사가는 발견된 다양한 작례들을 유형 
에 따라 분류하려 시도하였다.14) 

년대 전후에는 피에타상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1950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레흐 칼리노우스키 는 도상의 근. (Lech Kalinowski)
원뿐 아니라 문화적인 설명까지 풍부하게 전개하려 노력하였다.15) 년 1900
대 후반에는 보다 새로운 작품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피에타상. 
을 제작하는 데에는 나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가 활용되었는데 이 독, 
특한 피에타상들을 발견하고 조망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볼프강 크뢰니그. 

는 라인강 인근의 채색가죽 피에타상을 연구하였다(Wolfgang Krönig) .16) 
그는 년의 연구에서 기존에 주목받지 않던 가죽이라는 재료에 집중하1962
여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당대의 전례에서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탐구 대상을 점차 확장시키면서 . 1970
년에는 중세 후기 북유럽에서 만들어진 목조 석조 등 여러 매체의 피에타, 
상을 한데 모아 정리하려 하였다.17) 

13) 자세한 핀더의 연구는  Pinder, Die Pieta (Leipzig: E. A. Seemann, c. 1922), pp. 
1-32 .

14) 핀더에 이어 발터 파사르게 는 년 저작을 통해 세기부터  (Walter Passarge) 1924 14 16
세기 초까지의 독일 피에타상의 주요 유형을 설명하려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 Walter 
Passarge, Das deutsche Vesperbild im Mittelalter (Köln: F. J. Marcan-Verlag, 
1924), pp. 1-146. 

15) Lech Kalinowski, “Geneza Piety średniowiecznej (=Der Ursprung der 
mittelalterlichen Pietà),” Polska Akademija Umiejetności, Kraków (=Poln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Krakau), Prace komisji jistorii sztuki (=Arbeiten 
der Kommission für Kunstgeschichte) 10 (1953), pp. 153-260; Wolfgang 
Krönig, “Rheinische Vesperbilder aus Leder und ihr Umkreis,”  
Wallraf-Richartz-Jahrbuch 24 ( 재인용1962), p. 103 .  

16) 자세한 내용은 위의 논문 , pp. 97-192. 
17) 자세한 내용은  Dieter Großmann. Stabat Mater: Maria unter dem Kreuz i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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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에타상에 대한 연구도 작품들을 범주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종교 및 개념적인 함의를 찾는 것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피에타상에 대한 . 
기존 연구 역시 대부분이 작품의 유래와 제작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었다. 
본고에서는 전술한 연구들의 이러한 의의와 한계점을 인식하고 라인란트
의 채색목조상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선행된 . 
분석을 기반으로 그렇다면 왜 라인란트에서는 육체적 고통을 드러낸 이미‘
지가 다수 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 ‘ , 
가 에 대한 가능성을 개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연구들은 ?’ . 
대부분 채색목조상과 육체 고행 신앙을 단편적으로 연계시켰다.18) 그러나  
채색목조상과 당대의 수행법 그리고 관자의 수용 방식까지 복합적으로 살, 
피는 것은 다양한 변화가 있던 세기 라인란트의 연구에서 중요하다14-15 . 

본 논문은 라인란트의 조각들과 그 유행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경 
향을 살피고 관자였던 평신도들과의 유의미한 상호 작용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장에서는 라인강 인근에서 나타난 육체적 고통의 . Ⅱ
이미지들을 상세히 조명해 볼 것이다 이들은 고통받는 몸을 여러 가지 요. 
소들을 통해 강력하게 시각화하였다 그것들은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또 어. 
떻게 관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지 이야기 해보려 한다 그리고 작품들과 . 
인접한 지역의 같은 주제의 작품들을 비교해 보고 라인란트 조각의 기능

Kunst um 1400. Austellung im Salburger Dom 1. Juni bis 15. Sept. 1970 
(Salzburg: Salzburger Domkapitel, 1970), pp. 1-118.

18) 일찍이 미술사가들은 라인란트의 십자가상에서 피와 상처 그리고 괴로운 표정이 나타 , 
나는 것을 통해 채찍질 고행과 관련지었다. 대표적으로 슈바르츠 알레만의 모니카

는 저서에서 고통의 십자가상 속 채찍질 자국을 나(Monika von Alemann-Schwartz)
타내는 채색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후 칼리나 역시 고통의 십자가상 유형에서 . 
채찍질 흔적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목은 사
회적 관행과 작품의 채색 표현 방식을 연결하는 단편적 시도였으며 종합적인 논의로 , 
발전되지는 않았다 모니카의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Monika von 
Alemann-Schwartz, “Crucifixus Dolorosus: Beiträge zur Polychromie und 
Ikonographie der rheinischen Gabelkruzifixe,” PhD diss., University of Bonn, 
1976, pp.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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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각적 측면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 .
이어지는 장에서는 고통의 채색목조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었던  Ⅲ

세기의 종교 사회적 맥락을 짚어볼 것이다 먼저 수소의 자전적인 14-15 , . 
이야기와 고행 신앙이 구축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후 . 
수녀들에 관해서는 캐롤라인 워커 바이넘 과 제(Caroline Walker Bynum)
프리 햄버거 등의 연구를 통해 여성 수행자의 실(Jeffrey F. Hamburger) 
천과 그것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당시 수소와 . 
수녀들의 고행은 신앙뿐 아니라 다양한 관상 이미지의 제작 및 활용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수행자들의 고통을 통한 영성 추구와 성화 제. 
작 등에 대해서도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동시대 평신도들의 활동과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 Ⅳ
본 채색목조상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중세 후기 채찍질 고행단은 특히 라. 
인란트의 평신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 지점에 관해서는 . 
니클라우스 라기어르(Niklaus Largier)와 미첼 멀벡(Mitchell B. 

그리고 앙드레 보셰 가Merback), (André Vauchez) 핵심적인 연구를 남겼 
는데 이들의 주장을 토대로 평신도의 신앙과 관련한 여러 층위의 논의를 , 
이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채찍질 행렬 역시 시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관자가 채색목조상을 수용하는 데에 새로운 상호 작, 
용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육체 고행이 일어나는 광경에서 시각 . 
이미지를 목도하는 것과 피와 상처 괴로움이 생생하게 구현된 채색목조상, 
을 보는 것은 분명히 연결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채찍질 행렬단을 면밀히 살펴본 뒤 이들의 특성이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
의 감상과도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흐름 . 
속에서 라인란트의 관자들은 채색목조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육체적 고통
을 통한 영성을 추구할 수 있었음을 주장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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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고통의 이미지. Ⅱ

본 장에서는 세기 독일 지역에서 채색목조로 제작된 고통의 십자가 14-15
상과 피에타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당대 라인란트에서는 독특한 형식의 . 
십자가상이 유포되었다 우선 이들의 시각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 
타지역에서 만들어진 작례들과의 비교도 시도해 볼 것이다 다음은 라인란. 
트의 피에타상을 분석해 보려 한다 유럽 각지에서 만들어지던 십자가상과. 
는 달리 피에타상은 특히 독일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였다 피에타 조각들. 
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발전하였고 어떤 요소를 시각적으로 강조하
려 하였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채색목조 십자가상과 피에. 
타상의 형식 분석을 통해 이들이 시각적 측면에서 동일하진 않지만 관자
에게 유사한 신체적 반응을 유도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고통의 십자가상 1.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예수를 고통에 찬 모습으로 묘사하는 경향은 중세 

후기에 들어 본격화되었다.19)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이전까지 주로 경건하고 신성하게 그려져 왔다 그러나 세기 라인강 . 14-15
인근에서는 예수를 매우 고통스럽게 표현한 십자가상이 제작되었다 중세 . 
후기는 독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십자가형을 주제로 한 작품이 다
수 만들어진 시기였지만 라인강 지역의 십자가상은 특별하였다, .
라인란트에서는 고통을 강조한 표현 형식과 더불어 이전과는 다른 형태 
의 십자가가 등장하였다 기존 도상에서 나타나는 열십자. ( 가)十 아니라  Y

19) 북유럽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십자가형 이미지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세기경이었 9-10
다 해당하는 작례로는 위트레히트 시편 의 십자가형 필사본과 게로 . (Utrecht Psalter)
십자가상 등이 있다(Gero Cro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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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형태의 십자가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자형 십자가. Y
란 기둥의 윗부분이 세 갈래로 나누어진 (Gabelkruzifix/Forked cross)

십자가를 말한다 세 갈래 모양의 유래로는 여러 추측이 존재하는데 그중 . ,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못박힌 성십자가 가 세 종류의 나무로 (True Cross)
만들어졌다는 전설이다 이 전설은 야코포 다 바라지네. (Jacopo da 

의 Varagine, 1228-1298) 황금 전설(Legenda Aurea/The Golden 『
Legend)』에도 등장할 만큼 중세에 널리 퍼져 있었다.20) 한편 자형 십 , Y
자가상은 당대에 선악과나무 를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뜻한다고 여겨지기도 하였다.21) 또한 세기 말부터 독일에서 성행했던  13
신비주의의 영향으로 이 전례 없는 십자가가 신비주의자에 의해 고안되었
다는 이야기도 확산되었다.22) 마지막으로는 자가 인생의 갈림길을 상징 Y
한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이것은 갈래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미덕과 악, 
의 기로를 뜻한다는 설이었다.23) 이러한 당대의 전설들은 세기 북유 14-15
럽에서 새롭게 자형 십자가 이미지가 전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Y
보여준다.24)  

20) 황금 전설 속 성십자가의 발견 챕터에는 성 (The Invention of the Holy Cross)『 』 「 」 
십자가가 자비의 나무 의 씨앗에서 자란 세 그루의 나무들로 만들어‘ (Tree of Mercy)’ 
졌다고 서술된다 세 종류의 나무에는 삼나무 편백나무 소나무라는 설과 야자수 전나. , , , 
무 그리고 참나무라는 설이 공존하였다고 한다, . Jacopo da Varagine, The Golden 
Legend 3, trans. William Caxton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993), p. 103.

21) 또한 바라지네는 황금 전설 속 성십자가의 헌양 (The Exaltation of the Holy 『 』 「
챕터에서 성십자가는 선악과나무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위의 Cross) . 」 

책(vol. 5), p. 74.
22) 당시 수난 신비주의 라 불리는 사상이 전파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Passionsmystik) , 
와의 합일이 그의 고통에 동화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예수의 . 
외적인 고통을 모방하려는 시도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하
나될 수 있는 신비적 단계로 향하는 길이라 보는 관점이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십자가. 
상이 만들어지게 된 연유를 신비주의의 영향이라고 보는 해석도 큰 지지를 얻었다. 
Hans Belting, Das Bild und sein Publikum im Mittelalter: Form und Funkion 
früher Bildtafeln der Passion (Berlin: Gebr. Mann Verlag, 1981), p. 222..

23) Nikolas Davies, Erkki Jokiniemi, Dictionary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Construction (London: Routledge, 2008), p.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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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후기 자형 십자가상에 대한 근대적 연구는 년 출판된 게자  Y 1938
드 프랑코비츠의 저서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코비츠는 년경부터 독. 1300
일 라인강 일대에서 번성한 독특한 십자가상을 고통의 십자가상 이라고 ‘ ’
분류하였다 이 십자가상은 라인강 중부 지역에서 가장 유행하였으며 독일 . 
이외에 이탈리아 등에서도 유포되었다.25) 자형 십자가상은 고통의 십자 Y
가상들 중에서도 독특한 모양으로 인해 쉽게 구별된다 자형 십자가상 . Y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예수의 신체적인 고통과 피가 강조되어 있
는 작품들이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라인란트의 작례를 분석해보고 이를 . 
통해 특정한 시대와 지역에서 발현된 시각적 표현과 특징 그리고 그 동기, 
를 포착해보고자 한다. 
라인란트의 고통의 십자가상 중 대표적인 작품은 쾰른에 위치한 성모 마 
리아 교회의 십자가상이다 도 ( 1-3).26) 년경 제작된 이 작품은 독일의  1304
자형 십자가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Y . 
에는 그리스도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이 매우 생생히 표현되어 있다. 이 상
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율에 맞지 않게 강조된 예수의 상체다 앙상. 

24) 일각에서는 자형 십자가상을 동시대에 창궐한 흑사병과 관련지어 흑사병 십자가 Y
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자형 십자가의 출현은 전염병이 발(Pestkreuz/plague cross) . Y

병한 년보다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둘의 정확한 연관성을 지적한 연구는 아직 확인1347
되지 않는다.    

25) 중부 라인강 일대란 쾰른을 비롯한 안더나흐 켄데니히 그 (Andernach), (Kendenich), 
리고 크레펠트 린 같은 지역을 말한다 세기의 고통의 십자가상은(Krefeld-Linn) . 14-15  
이 지역뿐 아니라 베스트팔리아 와 이탈리아에서도 발견되었다(Westphaila) . Patrick M. 
de Winter, “A Middle-Rhenish “Crucifixus Dolorosus” of the Late Fourteenth 
Century,” The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69 (1982), p. 225.

26) 현대에 쾰른 십자가상의 복원 작업을 실시하면서 작품이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덧칠해 
진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덧칠한 작업은 원본의 작자와는 다른 조각가가 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 1 년 에기디우스 겔레니우스636 (Aegidius Gelenius, 

가 묘사한 원래의 상과 현재의 모습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겔레니1595-1656) . 
우스는 년에 쾰른 도시의 교회 역사 기념물 및 성유물을 방대하게 다룬 책을 출1645 , 
판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기록들이 유실되어 일부만 전한다. . Johanna Christine 
Gummlich, Bildproduktion und Kontemplation: ein Überblick über die Kölner 
Buchmalerei in der Gotik unter besonderer Berückstichtigung der 
Kreuzigungsdarstellung (Weimar: VDG, 2003),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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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늑골들은 모두 두드러지게 부풀려져 있고 채찍질로 인해 피 맺힌 상흔
들은 팽창된 상체 곳곳에 퍼져있다 또한 한쪽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상처. 
와 분출된 피가 보인다 어깨 위로는 예수의 떨궈진 머리가 있는데 축 늘. , 
어진 머리와 머리카락에는 이마의 가시관에 찔려 새어 나온 검붉은 피가 
찐득하게 엉겨 붙어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예수의 얼굴은 상당히 사실적. 
으로 묘사되어 있다 눈가의 주름이나 수난으로 인해 진이 빠진 표정 등은 . 
자세하다 예수는 힘겹게 미간을 찡그린 채 양 눈을 감고 있으며 머리에서 . 
흘러내린 피는 이마와 볼을 타고 코와 귀까지 흘러내린다 그의 입 또한 . 
힘이 빠져 윗니가 드러나게 벌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세한 표정 묘사는 관자가 작품을 정면에서 볼 때에는  
발견하기 힘들다 예수의 머리가 아래를 향해 있기에 관자가 고개를 숙여 . 
위로 자세히 올려다보았을 때에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 옆으로. 
는 가늘고 길게 뻗은 두 팔이 보인다 그리스도의 두 팔은 십자가와 마찬. 
가지로 자형으로 높게 들어 올려 박혀 있다 팔에는 핏자국이 있는데 그 Y . 
근원지는 대못이 박힌 양 손바닥이다 손바닥을 상세히 보면 겉가죽이 벗. 
겨져 있고 대못은 그 속살을 관통하여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피는 . 
못에 의해 들어 올려져 있고 생생한 속살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손가락 . 
쪽에서 고정된 못은 손목 끝에 닿을 정도로 길고 두껍다.
상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의 하반신은 곯고 축소된 모습이다 벌거벗고  . 
모욕당한 모습을 강조하듯 그의 하체는 천 하나로 대충 여며져 있다 그 . 
천은 무릎의 뼈가 모양대로 튀어나올 만큼 얇다 가녀린 예수의 다리는 손. 
쉽게 교차되어 하나의 대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예수의 바싹 마른 종아리. 
에도 팔과 마찬가지로 채찍질로 인한 상처들이 여러 군데 있다 또한 못이 . 
박힌 발등에는 갈라진 근육과 뼈가 보이는데 특히 발가락은 지나치게 앙, 
상하여 얼마 전까지 살아 있던 사람의 것과 같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그. 
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예수는 몸체 높이가 로 거의 등신대로 150cm
제작되었다 그런데 실제 인물과 같이 시각화된 예수에 대한 이러한 표현. 
은 전례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중세 후기의 관자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 
느껴졌을지는 연구자들의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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쾰른의 십자가상은 예배를 위해 성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 
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관자가 이 작품을 마주한 순간에는 고통과 죽음. 
에 대한 깊은 침묵과 묵상(默想 만이 가득했다고 전한다 당대에 부유한 ) . 
쾰른 가문의 묘단 설립자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잠시 동안 그리
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애도할 정도였다고 한다.27) 이 작품에 
서 관자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의 손상된 살과 피 뼈였다 그러, . 
한 시각적 요소들은 그리스도가 당했던 육체적 고통의 실상을 전면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제작자가 의도했던 대로 관자에게 감. 
정적 반응과 자극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이 기념비적인 작품. 
은 라인란트에서 발전한 많은 고통의 예수상의 효시가 되었고 여러 유사
한 형식의 작품들을 파생시켰다.
라인강 유역의 다른 자형 십자가상은 보홀트 의 성 게오르그  Y (Bocholt)
교회 에 안치되어 있는 작품이다 도 보홀트의 십자(St. Georg-kirche) ( 4). 
가상은 쾰른의 십자가상을 모델로 삼아 세기 초 만들어졌다 두 십자가14 . 
상 속 예수는 길고 높게 뻗어있는 양팔과 대조적으로 축 처져있는 머리, 
그리고 채찍질로 인한 상처가 가득한 마른 몸이 흡사해 보인다.28) 보홀트
의 십자가상을 세세히 보자면 쾰른 성모 마리아 교회의 십자가상보다 직
선적인 형태로 조각되었다 십자가의 갈라진 가지 부분과 예수의 몸체는 . 
굴곡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비교적 뻣뻣해 보인다 그러나 육체의 세부적. 
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정교함을 보여주는데 특히 예수의 두상과 어깨가 , 
이어지는 목 부분이나 손가락 발가락 부분은 매우 사실적이다 그리스도, . 
의 흉곽은 도드라져 있고 그 피부 표면에는 다수의 채찍질 상처와 피고름
이 나타나 있다 상처에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표현도 더해져 있으며 하. 
체의 마른 종아리에도 같은 표현이 드러난다 신체의 다른 곳보다 예수의 . 

27) Wermer Schäfke, Metropole am Rhein: Köln im Mittelalter (Köln: Bohlau 
Verlag GmBH & Co. KG, 2020), p. 102.

28) 두 상의 큰 차이로는 머리카락의 유무를 꼽을 수 있는데 보홀트 십자가상에는 가발이  , 
씌워져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성 게오르그 교회의 십자가상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 
Elisabeth Bröker, St. Georg-Kirche Bocholt (=Kleine Kunstführer. Heft Nr. 
1639) (München: Schnell & Steiner, 1988), pp. 1-28.



14

발은 상대적으로 크게 조각되었다 그곳에는 양발을 관통한 대못이 있는. 
데 그중에서도 못이 예수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늘어난 발등의 살가죽, 
과 피부가 뛰어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예수는 등 뒤의 십자가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일체 
화된 느낌으로 조형되었다 붉은 채색이 많이 강조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 , 
직된 예수의 몸은 그 자체로 관자를 압도한다 이 십자가상의 크기는 가. 
로 세로가 약 정도로 등신대보다 약간 작게 제작되었다, 100cm . 정확한 
제작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 십자가상이 첫 번째로 언급된 곳은 년, 1315
의 기록이다 전설에 의하면 년 부활절 월요일에는 피의 기적이 교회. 1315
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 보홀트의 십자가상은 피를 흘렸는데 묵상을 위해 . , 
상 아래에 있던 여인의 옷자락에 그 피가 흘러 내렸다고 한다.29) 신자들 
은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보홀트의 십자가상을 각별히 숭배하기 시작
하였다 십자가 현양 축일 월 일 에는 이 십자가상을 들고 거리를 행진. (9 14 )
하기도 하였다.30) 
다음으로 살펴볼 자형 십자가상은 브로츠와프의 성 베르나르도 교회 Y

에서 발견된 십자가상과 쾰른에 위치(Bernardine Church in Wroclaw)
한 성 게오르그 교회 의 십자가상이다 도 성 베르(St. Georg-kirche) ( 5-6). 
나르도 교회의 자형 십자가상은 그곳에서 발견되었으나 본래 작자가 누Y
구인지 누구로부터 주문되었는지 알 수 없다, . 브로츠와프의 십자가상은 
예수의 고통스러운 육체를 최대로 부각하여 묘사한다 우선 이 작품에서 .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예수의 독특한 인체와 오상의 표현이다 부자연스러. 
운 비율과 자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의 두상은 몸에 맞지 않게 크다. 
또한 예수의 얼굴은 기울어졌음에도 관자에게 잘 보일 수 있게 정면을 향
한다 감정 표현은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는데 찌푸린 미간과 감은 눈 그. , , 
리고 앙상하게 패인 볼 위로는 핏자국이 가득하다 그 피는 머리 위에 놓. 
인 날카로운 가시관으로 인한 것이며 가시관은 이마의 살갗을 깊이 파고

29) Historischer Verein für den Niederrhein(Hg.), Annalen des Historischen 
Vereinsfür den Niederrhein: Heft 218 (Köln, Weimar, Wien: Böhlau, 2015), p. 
134.

30) 위의 책 ,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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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있다 예수의 입에서는 곧 신음이 새어나올 듯이 반쯤 벌려져 있다. .  
두상 아래로는 어린 아이의 몸과 같이 왜곡된 몸이 이어진다 그의 몸은  . 
고통으로 인해 축 늘어져 있기보다는 경련을 일으키는 듯이 뒤틀려 있다. 
머리 위쪽에 고정된 양 팔에는 사선의 채찍질 자국이 빼곡하다 또한 높게 . 
박힌 높이와 대조적으로 몸의 무게는 모두 아래로 쏠려 있기에 팔의 힘줄
과 혈관은 잔뜩 부풀어 있다 이 십자가상의 오상은 피딱지와 포도송이처. 
럼 응고된 방울 형태로 시각화된다 양손의 경우 크고 둥근 못의 머리가 . 
손바닥을 뚫고 나와 있으며 그곳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이 손목 아래에 맺
혀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흉통도 매질로 터진 피딱지로 가득하다 상처. . 
로 뒤덮인 피부 아래로는 앙상한 뼈가 선명하게 비친다 특히 창에 찔린 . 
옆구리의 상처에는 거의 한 쪽 옆구리를 다 덮을 만큼의 응고된 핏방울이 
매달려 있다 검붉은 핏방울은 덩어리지어져 있어 관자가 오랜 시간 동안 . 
피가 분출되었을 과정을 상상하게 만든다 예수의 하반신은 무릎 위까지 . 
두꺼운 천으로 쌓여 있고 두 다리는 하나로 포개져 대못으로 박혀 있다. 
종아리부터 발등까지는 채찍질 상처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발등 . 
대부분은 둥근 못에 의해 파여 있으며 상처와 고름 피로 뒤덮여 있다 이, . 
러한 예수 육신의 표현은 그의 인간성과 육체성이 관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되기를 의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 작품이 브로츠와프에 소장된 것
에서 알 수 있듯 세기 중반에는 고통의 십자가상이 독일을 넘어서 오스14
트리아 체코 폴란드 실레지아 등에서도 수용되었다, , , (Silesia) .31)

마지막으로 년대에 제작된 성 게오르그 교회의 1380 십자가상은 어색한  
비율이나 과장된 묘사보다는 못박힌 예수의 인체를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예 수의 떨궈진 머리나 매달린 중력으로 인해 
복부로 몰린 살가죽의 표현 등은 매우 사실감 있다 아울러 힘이 빠진 신. 
체나 하반신의 굴곡진 표현 옷주름 등도 전술한 쾰른 지역의 십자가상들, 
보다 확연히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이 작품 역시 피나 상처에 대한 채색 . 
표현이 부각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채색이 드러나는 곳은 옆구. 

31) Education Department, National Museum in Warsaw, “Crucifixion of Christ,” 
catalogue note, accessed February 13, 2021, https://cyfrowe.mnw.art.pl/en/ca
talog/6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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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환부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그 피가 옆구리를 타고 흐르는 표현이 , 
생생하게 나타난다 피부도 마찬가지로 실제 인체. 의 색과 유사하게 나타내
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는 마치 실제 십자가형에 처해 매달려 있는 듯이 
길고 높은 세 갈래의 십자가에 못박혀 있다 예수상의 크기는 실물대로 제. 
작되어 이 상을 직접 보게 된 관자는 마치 십자가형의 예수를 마주한 듯
이 실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작품
이 당대 성금요일 의 전례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미지(Good Friday)

로 여겨지기도 했다는 것이다(true image) .32) 이러한 고통의 십자가상에  
대한 당대의 반응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미지가 이전의 거룩한 모습에서 
고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지금. 
까지 살펴본 라인란트의 자형 십자가상들은 매우 독특하다 이들의 특징Y . 
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하는데 하나는 중세 후기 신앙에서 예수의 인간적인 , 
측면이 새로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수를 시각화하는 데에 . 
있어서 그의 육체적인 고통을 관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는 점이다.33)

 사실 중세 후기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미지가 이행하게 된 과정은 점진
적이었다 시각 이미지의 변화가 있기 전에 신학적인 논의가 선행하였는. 
데 그 시작은 캔터베리의 안셀름, (Anselm of Canterbury, c. 1033 

에 의해서였다/1034-1109) .34) 안셀름은 여러 저서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32) Johannes Taubert, Polychrome Sculpture: Meaning, Form, Conservation  (Los 
Angeles: Getty Publications, 2016), p. 36. 

33) 이와 관련하여 채색이 강조된 중세 후기 조각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 
Ernst Willemsen, “Die Bedeutung der Oberfläche bei der spätgotischen 
Polychromie,” in Beiträge zur Untersuchung und Konservierung 
mittelalterlicher Kunstwerke, ed. Heinz Althöfer (München: Deutscher 
Kunstverlag & Landesdenkmalamt Bd-Wttbg, 1974), p. 112.

34) 캔터베리의 안셀름에 대한 자세한 참고는  Davis S. Hogg, Anselm of Canterbury : 
the beauty of theology (Burlington: Ashgate, 2004), pp. 1-207; Brian Davies 
and G. R. Evans, Anselm of Canterbury: The Major Work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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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육신과 인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다.35) 그는 기본적으로 이성에 의 
해 신을 증명하려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연적, 
으로 신인의 죽음이 필요함을 논술하였다.36) 대속을 위한 신의 수육( )受肉
과 인간으로서의 죽음은 필연적 관계라는 것이다 안셀름의 주장으로 인해 .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의 인성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논의가 있은 후 세기 후반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예수를  13
표현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겨났다 수난의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 
주목하게 된 것인데 대표적인 경우는 이탈리아의 조각가 피사노 등의 작, 
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의 표현법의 시초와 관련한 명확한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 
이탈리아의 작례들보다 이후 세기 라인란트의 작품에서는 한층 더 14-15
과장된 고통의 표현법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라인란트의 고통의 십자가상은 세기 후반에 이르러선 유럽 곳곳에서    14

유행하였는데 다소 충격적인 모습으로 인해 종교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 
키기도 하였다 실제로 년 영국 런던의 주교는 성 밀드레드. 1306 (St. 

교구에 있는 한 십자가상을 없애라고 명령하였다Mildred) .37) 사건을 기 
록한 연대기에 따르면 예배당에 놓여 있던 십자가상의 형태는 독특했다고 
한다 들보 가 없고 관습적인 형태가 아니었다는 기술로 보. (cross-beam)
아 이 상은 자형 십자가였을 확률이 높다 흥미로운 점은 연대기가 해당 Y . 
십자가를 끔직한 십자가상‘ (crux horribilis 이라고 서술한 것이다)’ .38) 즉 , 
주교를 비롯한 일부 종교인들은 낯선 자형 십자가상이 지나치게 충격적Y
이라고 여겼고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관상은 오히려 미신적인 두려움을 

35) 안셀름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년 저술한 독어록 과  1075-1076 ( , Monologion)獨語錄『 』
년 저술한 대어록 그리고 년 집필한 왜 1077-1078 ( , Proslogion) , 1094-1098對語錄『 』 『

신은 사람이 되었는가 등이 전한다(Cur Deus Homo) . 』 
36) 그에 따르면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느님만이 가지는 것인데 동시에 인 , 
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도 하느님뿐이다.

37) 당시 런던의 주교는 랄프 발독 이었다 (Ralph Baldock, n/a-1313) . 
38) T. A. Heslop, “Attitudes to the Visual Arts: The Evidence from Written 

Sources,” Jonathan Alexander and Paul Binski, eds., in Age of Chivalry: Art 
in Plantagenet England, 1200-1400 (London, 1987), pp.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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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올 수 있다고 경계하였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39)

고통의 십자가상이 독일에서 성행할 무렵 다른 유럽 지역에서도 많은 십 
자가상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라인강 지역의 십자가상과 동시대 타지역의 . 
십자가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비교를 위해 살펴볼 다른 지역의 첫 작. 
품은 상아로 조각된 십자가상이다 도 이 작품의 제작 연대는 약 ( 7). 1275
년 년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독일의 가장 이른 예 쾰른의 성모 마리-1300 , (
아 교회 십자가상 보다 년경 앞선 시기다 현재 소장처에 의하면 이 ) 20-30 . 
작품은 제작자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 또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
정된다.40) 십자가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예수의 피부와 근육 조직 
의 표현이다 양팔로 매달려있어 두드러지는 흉곽과 당겨진 피부는 섬세하. 
게 조각되어 있다 또한 예수의 머리카락과 표정 역시 실제 인물을 관찰한 . 
듯 사실적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면서도 상은 고상한 미감으로 예수의 희생. 
을 형상화하려 한 모습이 드러난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예수의 고통보다는 . 
세심한 인체 묘사를 통해 성스러운 희생을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 
강조점은 독일의 십자가상과는 대조적이다.    
동시대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십자가상 중 먼저 비교해 볼 작품은 로렌초  
마이타니 의 작품이다 도 (Lorenzo Maitani, c. 1275-1330) ( 8).41) 마이타니 
는 오르비에토 성당 을 건축하고 외관을 장식한 화가(Duomo di Orvieto)
로 잘 알려져 있다 마이타니가 세기 초 제작한 목조 십자가상으로는 . 14
몇 점이 전하는데 두 점은 오르비에토 성당에 안치되어 있고 한 점은 성 , 
프란체스코 교회 에 놓여 있다(Chiesa di San Francesco) .42) 마이타니는  

39) Cate Gunn, Ancrene Wisse: From Pastoral Literature to Vernacular 
Spirituality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2008), p. 67. 

40) Victoria and Albert Museum, “The Crucified Christ,” catalogue note, accesse
d February 20, 2021,https://collections.vam.ac.uk/item/O72925/the-crucified-
christ-figure-unknown/.

41) 본 연구에서 살피는 마이타니의 작품은 세기 초 제작된 목조 십자가상으로 현재 피 14
렌체 에 소장되어 있다(Bacarelli-Botticelli collection) . 

42) Colum P. Hourihane, ed., The Grove Encyclopedia of Medieval Art and 
Architecture 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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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수난을 생생하고 세세하게 묘사하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 
목조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피나 상처가 채색으로 강조되어 있지 않다 예. 
수는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인 듯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어 관자에게 엄
숙하게 비춰진다 그러므로 관자가 이 상을 마주할 때에는 정적이고 경건. 
하게 묵상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마이타니는 오르비에토 성당. 
의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장식 등에서 매우 격정적인 조각을 남긴 화가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타니 역시 예수의 십자가형을 구현할 때에는 . 
거룩한 형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작품 또한 독. 
일의 경우와는 달리 고통의 십자가상이라고 일컫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이탈리아의 두 번째 예는 조반니 피사노가 만든 채색목조 십자가상이다 
도 ( 9).43) 작품의 제작 연대는 년경으로 추정되며 토스카나 지방의  1310
마사 마리티마 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Massa Marittima) . 
피사노가 대리석에 정통한 조각가였고 그 아버지 역시 조각가이자 고대 
로마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마사 마리티마의 
십자가상은 특이한 작례다.44) 모델링을 강조하는 이탈리아 조각가에 의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는 채색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 상은 육체미를 과시하기보다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피로 예수의 인간적
인 죽음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처럼 피사노의 작품은 이전까지의 이탈리아 . 
조각과는 다른 시각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45)

43) 현재 피사노가 남긴 채색목조 십자가상으로는 마사 마리티마의 십자가상을 포함해 약  
점이 전한다 작품들은 각각 토스카나주의 시에나 피스토야 프라토5 . , (Pistoia), (Prato), 
피사 그리고 독일 베를린 에 소장되어 있다 작품들은 고대 조각에 영향을 (Pisa), (Berlin) . 
받은 이탈리아의 조각과는 다른 미감으로 만들어졌다 점 중 마사 마리티마의 십자가. 5
상을 비교작으로 선택한 이유는 가장 채색이 두드러지고 옆구리나 손과 발의 피가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44) 조반니 피사노의 아버지는 니콜라 피사노 다 (Nicola Pisano, c. 1220/1225-1284) . 
Michael Ayrton, “Giovanni Pisano,”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Arts 100  
(1952), pp. 786-790. 

45) 피사노는 채색목조 십자가상을 제작한 것보다 이른 시기에 상아 십자가상을 제작하기 
도 하였다 이 작품은 현재 런던 에 소장되어 있는데. (Victoria and Albert Museum) , 
제작 연대가 년경으로 추정된다 소장처에 따르면 중세 이탈리아에서 상아를 1290-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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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노의 작품은 오히려 독일의 십자가상과 유사한 형상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유럽 지역의 작품들보다 육신의 고통을 두드러지게 표현하. 
였다는 점에서 독일의 십자가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통의 십 
자가상이 북유럽 지역에서 출발하였다는 기존의 지배적 의견과 달리 최근 
연구에서는 오히려 피사노의 작품이 독일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설도 
제기된다.46) 대표적으로 칼리나는 쾰른 성모 마리아 교회의 십자가상이  
고통의 십자가상의 원형( ) 原型 격으로 여겨지는 것에 의문을 표하였다 그 . 
상의 제작 연대를 알려준 년의 기록이 마리아 교회의 작품을 언급한 1304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었다 대신 그는 세기 후반에서 세. 13 14
기 초에 제작된 피사노와 보헤미아의 작례들을 살피며 고통의 십자가상의 
복잡한 기원에 대해 해설하려 하였다.47) 그러나 피사노의 의견처럼 고통 
의 십자가상이 다른 지역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강한 정도의 , 
표현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추세로 자리한 곳은 라인란트였다 중세 후기 . 
이탈리아의 미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볼 때 피사노의 십자가상 같은 
유형은 예외였기 때문이다. 
한편 육체적 수난을 드러내는 묘사가 북유럽에서 선행하였다는 입장의  , 
증거로는 스칸디나비아의 작품을 내세울 수 있다 도 스칸디나비아( 10-11). 
에서는 제작 시기가 약 년으로 추정되는 매우 이른 시기의 채1250-1349

매체로 선택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며 이에 부유한 인물이 주문한 작품이었을 것이라 
한다 이 상아 작품에서는 예수가 고통에 몸서리치기보다는 숭고미가 느껴지도록 묘사. 
되었다. Victoria and Albert Museum, “The Crucified Christ,” catalogue note, a
ccessed February 21, 2021, https://collections.vam.ac.uk/item/O72533/the-cr
ucified-christ-statuette-pisano-giovanni/.   

46) 칼리나의 자세한 연구는  Pavel Kalina, “Giovanni Pisano, the Dominicans, and 
the Origin of the “crucifixi dolorosi”,” Artibus et Historiae 24 (2003), pp. 
81-101. 

47) 자세한 내용은  Pavel Kalina, “Crucifixus dolorosus: Zur Forschungslage und 
zur Begriffsbestimmung, mit einem Exkurs zum späten Michelangelo,” Umění 
49 (Praha: ČSAV, 2001), pp. 398-409; Ivana Kyzourová and Pavel Kalina, “The 
“PŔEMYSLOVSKÝ” Crucifix of Jihlava Stylistic Character and Meaning of a 
Crucifixus dolorosus,” Wallraf-Richartz-Jahrbuch 57 (Köln: Museum Ludwig, 
1996), pp.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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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목조 십자가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피사노의 십자가상이 제작된 것보다 . 
이전이다 이미 스칸디나비아에서 육체적 고난이 가감 없이 드러난 형식의 .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고통의 십자가상의 연원이 북유럽일 수 있다
는 주장을 염두에 두게 한다 작자 미상의 이 작품은 스웨덴 봇쉬르카 교. 
회 에서 발견되었고 현재는 스톡홀름의 국립역사박물관(Botkyrka Kyrka)

에 놓여 있다 작품을 보면 흉곽이 두드러진 (Swedish History Museum) . 
몸은 격렬한 고통에 의한 듯 자 형태를 취하고 있고 채색은 옆구리와 상S
반신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봇쉬르카 교회의 십자가상은 두상을 강조한 . 
인체 비율이나 뚜렷한 감정 표현 등에서 라인란트의 십자가상과 긴밀하게 
관련지을 수 있어 보인다. 
중세 후기에 북유럽 지역에서는 예수의 육체성과 인간성을 매우 부각시 
키는 작품들을 점차 발전시켜 왔다 특히 라인란트에서는 예수의 고통을 . 
관자에게 충격을 줄만큼 강렬한 이미지로 실체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고통의 표현법은 라인강 지역에서 예수의 수난을 묘사하는 
주류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라인란트에서는 십자가상과 동일하게 관자. 
의 심상을 자극하고 신체적 반응을 야기하는 또 다른 수난 이미지가 있었
다. 

고통의 피에타상 2.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끌어안고 통탄하는 성모를 형상화한 피에타상 
은 세기 초부터 북유럽에서 유행하였다 그중에서도 라인란트는 개성있14 . 
는 피에타상들이 많이 제작되던 곳이었다. 라인란트의 피에타상들은 고통 
의 십자가상과 유사한 결을 가진다 주제나 등장인물 구성 등 전반의 시. , 
각적 측면은 다르지만 고통을 실체화한 수난 이미지로서 보는 이를 자극, 
한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두 도상은 세기의 신앙적 측면에서 깊은 관련이 있었다 십자가형 14-15 . 
과 피에타는 성인의 고통에 대한 신학적 담론에서 각각 육체적 고통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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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고통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정신적 고통이란 성모의 수난을 의. 
미하는데 중세 후기에 예수의 인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더불어 , 
피와 살을 주어 그를 낳은 성모의 슬픔(Mater dolorosa 에 관한 관심도 )
높아졌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의 삶을 정신적 고통의 삶이라고 보았. 
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순간부터 십자가형 죽음을 목도하고 그. 
를 신에게 봉헌하는 순간까지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의미였다 성모는 예. 
수와 같이 직접적인 육체의 고통을 겪지는 않았지만 일생을 그의 길을 뒤
따르며 고통에 동참하였고 이로 인해 당대 신앙인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정신적 순교의 삶을 기리는 축일을 제정하며 크게 공경하였다.48) 
아울러 세기경에는 공동구속자 마리아에 대한 신앙도 절정에 이르렀 15
다 공동구속자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며 사용하는 칭호이자 인류의 구속. 

에서 마리아의 부차적 이지만 본질적인 역할을 나타내( ) (subordinate)救贖
는 신학 개념이다 인류를 구원할 신인인 예수에게 인성을 부여한 것은 동. 
정녀 마리아였음으로 성모를 함께 공경하는 것이다.49) 이와 같은 신앙은  
일찍이 세기부터 존재하였는데 특히 중세 말기에 프란체스코 교회에서 3 , 
이를 크게 옹호하면서 더욱 공공연해졌다고 한다.50) 정리하자면 그리스도 
의 인성에 대한 부각과 그것을 부여한 성모에 대한 신앙 그리고 죽어가는 , 
예수와 함께 영적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 융합되어 두 성인
의 수난 이미지가 유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8) 특히 중세 후기 고통의 성모 성모 칠고 에 대한 공경 , (The Seven Sorrows of Virgin)
은 대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성모 칠고 중 피에타는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어. 
머니의 고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는 . Carol M. Schuler, 
“The Seven Sorrows of the Virgin: Popular Culture and Cultic Imagery in 
Pre-Reformation Europe,”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21 (Utrecht: Stichting Nederlandse Kunsthistorische Publicaties, 1992), pp. 
5-28. 

49) 신학자들은 성모의 참여에 대해 성육신에 동의하고 하느님의 아들을 낳은 것과 예수의  
수난에 공감하며 그를 다시 하느님에게 바쳤던 것으로 구분 지으며 논의하였다고 한다.

50) 공동구속자 마리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 Ioseph M. Bover, “B. V. Maria, 
homium Co-redemptrix,” Gregorianum 6 (Rome: GBPress-Gregorian Biblical 
Press, 1925), pp. 537-569; Francis Joseph Ripley, Mary: Mother of the Church 
(North Carolina: TAN Books, 1991), pp.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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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작된 라인란트의 피에타 이미지들을 보자면 먼저  , 
초창기에 만들어진 세 점의 채색목조 피에타상을 언급할 수 있다 라인란. 
트 주립박물관(L 에 소장된 피에타상과andesMuseum Bonn) 바이에른 북 
부 잘름도르프 의 마리아 대성당 에 안(Salmdorf) (St. Mariä Himmelfahrt)
치된 피에타상 그리고 라인란트 서부 에서 제작된 피에타상, (Scheuerfeld)
이다 도 ( 12-15).
세 점의 피에타상 중 단연 압도적인 작품은 첫 번째 상이다 이 작품은  . 
뢰트겐 피에타 로 명명되며 미술사 내에서도 이에 대한 < (Röttgen Piet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뢰트겐 피에타 는 예수와 성모를 참혹할 정. < >
도의 육체적 고통과 비탄에 빠진 모습으로 시각화한다 특히 두상은 다른 . 
신체 부분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졌는데 이는 인물의 표정이 갖는 , 
의미가 상당하여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밀한 표정 묘사. 
와 강한 채색들은 역시 아름다움이나 성스러움보다는 인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로 인해 관자의 시선은 감정이 응축된 인물의 얼굴. 
과 응고된 핏방울에 먼저 도달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뢰트겐 피에타. < >
의 모습은 독일 소설가 토마스 만 의 마의 산 에 묘사된 (Thomas Mann) 『 』
기괴한 피에타 상을 떠올리게 한다. 

정말로 처절한 느낌을 주는 조각으로 그리스도의 시체를 안고 서러워하는 성모 마리아    , 
를 표현한 피에타였는데 단순하고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한 인상을 주었다 수건을 쓴 성모   . 
는 눈썹을 찌푸리고 비통에 이지러진 입을 벌리고 무릎 위에 수난의 그리스도를 안고 있   
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각 부분의 크기의 균형을 졸렬하고 해부학적으로 과장되고   , 
오히려 조각가가 해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드리워진 머리에 가시관이 얹   ( ) . 
혀 있고 얼굴과 사지에는 피가 묻고 옆구리의 상처와 손발에는 흘러나온 피가 큰 포도알   
같이 엉겨 있었다 이렇게 추악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으리라고는 .… … …   

모든 것이 고뇌와 육체의 무력에 대한 과격한 표현 ….51)       마의 산 장    - 6『 』 

51) 마의 산 속 피에타 작품과 뢰트겐 피에타 를 연결지은 것은 신준형의 글이다 신준< > . 『 』 
형은 미술사가들이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Fyodor Mikhailovich 

의 소설 백치 에서 묘사된 죽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을 한Dostoevsky, 1821-1881) 『 』
스 홀바인 의 죽은 그리스도 라고 여기는 (Hans Holbein the Younger, 1497-1543) < >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의 예는 잘 알려져 있지만 마의 산 속 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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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속 주인공이 어떤 피에타상을 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뒤. 
이어 이 상이 세기 라인란트에서 제작된 것 같다는 서술을 보면 이는 14
뢰트겐 피에타 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 .52) 마의 산 에 『 』
서 이 작품 또는 이 유형의 작품이 언급되는 것은 독일인들이 전통적으로 
예수와 성모의 인간적 고통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조각은 독일적인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강렬한 인상을 갖는 뢰트겐 피에타. < >
는 개인이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마리아 대성당의 피에타상과 서부 라인란트의 피에타상은 모두  

가 넘는 크기로 제작되었다 실물대 이상의 규모로 보아 두 상은 175cm . 
대중적인 묵상을 위해 쓰인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이들은 세월이 지남에 . 
따라 많이 퇴색된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두 작품 역시 부자연스러. 
운 인체 표현과는 달리 감정적인 측면은 부각되어 있어 성모자의 수난이 
관자에게 직관적으로 전해진다 상을 마주한 종교인들은 뢰트겐 피에타. < >
보다 강도는 약할지라도 유사하게 고통이 강조된 이 커다란 피에타상을 
보고 아픔에 공감(compassion)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기 후반 라인란트에서는 더욱 다양한 채색과 변형을 가한 피에타상 14

이 탄생하였다.53) 독일 마인츠 지방에서는 금색으로 칠해진 독특 (Mainz) 
한 피에타상이 발견되었다 도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화려한 금칠과는 ( 16). 
대조적으로 예수의 육체는 곯고 여윈 모습으로 축소되어 있다 마치 육신. 
이 썩어 문드러지고 나면 백골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듯 성모의 옷자락 끝
에는 해골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이렇듯 고통을 드러낸 피에타상은 고통. 

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신준형은 육체의 죽음을 치밀. 
하게 다룬 마의 산 이 충격적인 모습의 피에타를 묘사한 대목은 탁월한 장치였음을 지『 』
적하며 뢰트겐 피에타 는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작품일 것이라 말한다 이에 대한 자< > . 
세한 연구는 신준형 중세의 죽음 서울대학교중세르네상스연구소, ( , 2015), 『 』 pp. 
109-110.

52) Thomas Mann, The Magic Mountain, trans. John E. Woods (New York: 
Vintage, 1996), p. 386. 

53) 세기에 피에타상은 목조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특히 여러 14-15 . 
가지 석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데 대표적인 작례로는 바이에른 민족박물관, 

에 소장된 피에타상 등이 있다(Bayerisches Nationalmuseum) .



25

의 십자가상과 마찬가지로 이후에 독일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타지역. 
에 남아 있는 작품들 중 잘 알려진 것은 폴란드 남서부 에서 발견(Leubus)
된 피에타상이다 도 이 작품을 통해서는 피에타상이 세부적인 장식과 ( 17). 
다채로운 색이 강조되는 형식으로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 
의 상처와 피는 사실적으로 칠해졌으며 성모의 의복은 화려하게 수놓아진 
것으로 묘사되어 권위를 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물들의 개성 있는 얼. 
굴로 인해 관자에게 인간적인 비애의 감정은 잘 전달된다.

라인란트의 피에타상에서는 예수와 성모의 고통이 응축적으로 드러난다 . 
이는 동시대 다른 지역의 피에타 이미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특기할 만한 점은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는 피에타를 조각으로 . 
형상화한 작품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피에. 
타를 회화로 그려내었다 이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비교해볼 작품은 . 
크레타 비잔틴 화풍 으로 그려진 피에타 와 토- (Cretan-Venetian school) < >
스카나 화파 가 남긴 피에타 다 도 우선 크레타(Tuscan school) < > ( 18-19). 
비잔틴 화파에서 제작된 작품은 비잔틴 전통의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것-
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제작 연대는 년경으로 추정되지만. 1480-1500 , 
이미지는 여전히 비잔틴 미술의 양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잔. 
틴의 이콘 과 유사하게 내러티브는 생략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금색으(icon)
로 칠해진 배경은 두드러진다 또한 인물은 어두운 톤으로 채색되어 금욕. 
적이고 절제된 느낌이다 끝으로 성모가 그리스도를 안고 있으며 그들의 . 
머리 양쪽 위에는 성령이 나타난 것 또한 비잔틴의 성모자 도상과 상당히 
흡사하다.
다음으로 토스카나 화파의 그림은 비잔틴 미술의 영향과 르네상스 이전  
시기의 과도기적 면모가 동시에 나타난다 작품에서는 성모와 예수가 얼굴. 
을 맞댄 자세나 약간 길쭉한 인체 비율 등 비잔틴 미술의 인습적인 형식
이 엿보인다 반면에 인물의 얼굴이나 배경 묘사에서는 부드러운 곡선의 . 
사용이나 우아한 표현 기법이 드러난다 이는 토스카나 화파 중 특히 . 

세기에 번성한 시에나 화파에서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다 종합하여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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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토스카나 화파의 피에타 와 전술한 크레타 비잔틴 화파의 피에< > - <
타 는 모두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성모를 거룩한 모습으로 묘>
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비교적 형식적인 요소에 치중되어있. 
으며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의 감정적 격동은 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회화 작품은 아비뇽 피에타 < (Pietà of 

다 도 이 그림은 세기 초 년 이전Villeneuve-lès-Avignon)> ( 20). 15 (1457 ) 
앙게랑 카르통 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Enguerrand Quarton, 1410-1466)
전한다.54) 우선 화면의 전경에는 핏기 없이 어두운 빛을 띤 채 힘없이 늘 
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시신이 보인다 죽은 예수의 주변에는 성모를 비롯. 
한 인물들이 있는데 슬픔에 잠긴 이들의 표정은 고상하며 절제되어 있다, . 
특히 중앙 성모의 무릎에는 안긴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는 수평의 구도로 , 
뉘어져 있어 종교적 비장감을 더한다 후경에는 어슴푸레 보이는 지평선과 . 
그 위로 화려한 금빛으로 덮인 하늘이 펼쳐져 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들. 
은 동시대 라인란트의 작품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다시 말해 아비뇽 피. <
에타 에서 드러나는 미감은 독일의 피에타상과는 주제만 동일할 뿐 전혀 >
다른 표현법과 형식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이렇듯 전술한 작례들은 라인란트와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인접 지역에서  
만들어졌지만 완연히 다른 표현법을 구사한다 독일의 십자가상과 피에타. 
상에서는 공통적으로 고통의 모티프가 등장하지만 다른 지역의 작품들에, 
서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유달랐던 독일의 채색목조상은 어떤 . 
이유로 제작된 것이며 수행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알아볼 필요
가 있다 세기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은 대부분 관상 이미지로서 제. 14-15
작되었다.55) 관상 이미지란 에르빈 파노프스키 의 도상  (Erwin Panofsky)

54) 아비뇽의 피에타 의 작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미술사적인 논란이 있었다 추정 < > . 
된 제작 연대와 작자에 대한 서술은 작품의 소장처인 루브르 박물관(Louvre Museum)
의 서술을 따랐다. 

55) 이는 십자가형과 피에타 이미지가 수난 조각의 주제로서 형상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본문 장 제 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라인란트에서 십자. 3 . Ⅳ
가상과 피에타상이 목조로 다수 만들어진 것은 용이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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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등장하는 독일어 를 번역한 용어이며 ‘Andachtsbild’ ‘Andacht’
는 그리스도교의 묵상을 뜻한다.56)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행위인 묵상에서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몰입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함의를 갖는다 관. 
상화를 통한 묵상은 시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
고 그것을 통해 영성을 추구해 나가는 수행방법론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57) 이것은 관상 이미지의 기능과 직결되는데 이에 따라 관상 이미지로 , 
서 제작된 작품은 관자의 구상력을 자극하고 효과적으로 영성을 북돋을 
수 있도록 의도된다고 볼 수 있다.
고통의 채색목조상이 관상 이미지로서 제작된 배경에 대해선 롤랑 레쉬 
트 의 연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레쉬트는 년 (Roland Recht) . 2008
저서에서 중세 후기 종교 미술에서 조각이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 정리하
였다.58) 레쉬트는 우선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듯 조각의 모방적 성질을  
입체성과 육체성으로 요약하였다 특히 중세 북유럽에서는 상에 채색이 더. 
해지면서 조각은 더욱 실제 사람과 비슷해졌다.59) 이 과정에서 종교적 주 
제를 형상화한 조각 작품은 더 이상 이상적이거나 거룩한 모습이 아닌 인
간적인 모습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전능한 그리스도. 
가 아닌 본인들과 같은 육신을 가진 신에게 기대려는 당대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레쉬트는 조각의 기능에 대해 다루면서 관상 수행을 위한 조각 

힘들고 무거운 다른 재료들보다 목재는 무게가 가볍고 작은 크기로도 만들기 수월하였
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채색목조상은 이후 개인적인 관상 용으로. (private devotion)
도 많이 제작되었다. 

56) 파노프스키의 자세한 연구는  Erwin Panofsky, “Imago Pietatis: Ein Beitrag zur 
Typengeschichte des ‘Schmerzensmanns’ und der ‘Matia Mediatrix’,” in 
Festschrift für M. J. Friedländer zum 60. Geburtstage, ed. Max J. Friedländer 

그러나 오늘날 학계에서는 파노프스키(Leipzig: E.A. Seemann, 1927), pp. 261-308. 
의 정의에 대한 많은 이견과 의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 

57) 신준형 한스 벨팅의 종교미술 연구 도상 에서 기능 으로 미술사와 시각 , : ( ) ( ) , 圖像 機能「 」 『
문화 6 (2007), p. 107.』 

58) 롤랑 레쉬트의 연구는  Roland Recht, Believing and Seeing: The Art of Gothic 
Cathedra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p. 1-376.

59) 위의 책 ,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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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조각 작품 중에서 가장 적극적 이라고 말하였다‘ (active)’ .60) 이는  
조각으로 만들어진 관상 이미지가 관자에게 가장 큰 자극과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이콘에 대한 한스 벨팅 의 이해를 떠올. (Hans Belting)
리게 한다 비잔틴 전례에서는 이콘이 주요하게 사용되는데 벨팅은 이 이. , 
콘의 존재가 곧 성인의 현존 을 의미한다고 보았다(presence) .61) 전례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인은 단순히 평면 속 이미지가 아니고 이콘을 통해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nunc et hic)’ .62) 관상 이미지로  
제작된 조각이 가장 적극적이라는 레쉬트의 주장도 작품을 통해 신의 현
존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물론 벨팅의 논의와는 달리 관상 조. 
각의 현존성은 일차적으로 조각 자체가 갖는 입체성으로 인해 획득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채색된 조각의 경우는 육체적인 표현을 더함으로써 성
인의 현존을 실제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 이것은 관상을 행하는 수행자. 
의 측면에서 본다면 채색조각을 통해 마치 성인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
동감 있게 현존을 경험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회화나 다른 매체
를 통한 관상보다 관자의 충동과 영적 열망을 일으키는 데에 효과적이라 
말할 수 있다.63)

60) 위의 책 , pp. 195-196.
61) 한스 벨팅의 연구는  Hans Belting, Likeness and Presence: A History of the 

Image before the Era of A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p. 
1-676.

62) 신준형 앞의 논문 , , pp. 94-95.
63) 중세 조각의 감각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것은 재클린 정 의  (Jacqueline E. Jung)
연구다 정은 조각의 물질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것이 시각적인 관상 관행에서 얼마나 . 
중요하였는지 기술하였다 그는 신을 만남에 있어 관자가 더욱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그. 
를 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조각이 촉각에 호소되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 . 
그는 중세 조각가들은 관자가 즉각적인 촉각을 사용하여 작품과 나눌 수 있는 긴장 관
계를 고려하여 상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각이 가지는 질량 무게 질감의 표현 . , , 
등은 보는 이에게 친화적이고 구체화되면서도 긴장된 인식을 갖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조각을 사용한 관상은 관자에게 다감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직접적, 
인 자극을 통해 효과적인 비전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 정의 분석이었다 본 . 
논문 참고는 Jacqueline E.  Jung, “The Tactile and the Visionary: Notes on the 
Place of Sculpture in the Medieval Religious Imagination,” in Looking Beyond: 
Visions, Dreams and Insights in Medieval Art and History, ed. Co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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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특히 성인의 고난이나 감정적 격동을 담아내는 데 설득력 있게  
작용하였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는 고통받는 예수를 조각으로 제작. 
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imitatio Christi 을 장려하였다) .64) 시각화를  
통해 신자에게 예수의 희생을 상기시키고 그가 갔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설파한 것이다 그런데 중세 후기 독일의 십자가상과 피에타상은 예수와 . 
성모의 수난을 관습적인 정도에서 벗어나 극대화하여 나타내었다 이것은 . 
이전까지의 관상 이미지와는 차별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전면적으로 실체
화하고 그것을 관자가 직접 느끼게 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인란트의 고통스러워하는 예수와 마리아는 격렬한 육체와 감정 . 
표현을 통해 수행자의 눈앞에 생생하게 현존할 수 있었고 관상화와 관자 
사이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유도하였다 레쉬트 역시 이 입장과 유사하. 
게 그리스도의 머리와 가시관 그리고 오상, (五傷 을 관상화에 나타내는 것)
은 관자의 영성 발휘 를 위한 안내(devotional exercise) (a guide and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aidemémorie) .65) 위의 가지 표식들을 보면서 수행 7
자는 예수의 고난을 헤아리고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의 경우는 육신의 고통을 극렬하게 드러낸 것만
큼 수행자들의 영성 또한 강력하게 자극시키고 신앙심을 이끌어낼 수 있
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세 후기에 이렇듯 이미지를 활용하며 육체를 매. 
개로 하는 수행을 실천한 주체는 누구였을지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라인란트의 문화적 맥락. Ⅲ

 본 장에서는 육체적 고통을 통한 영성을 추구한 중세 후기 수행자를 다

Hourihane (Princeton: Index of Christian Art, 2010), pp. 203-240.  
64) 앞의 책 Recht, , p. 197.
65) 앞의 책 Recht, ,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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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것이다 이는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이 널리 제작되고 유포되게 하는 . 
문화적인 맥락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함이다 우선 당대 수행자의 실천에 . 
대해 살펴볼 것인데 수소와 수녀들의 고행을 대표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 
수소는 세기에 활동한 독일의 수도자 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방14 (monk)
하면서 극단적인 실천을 행하였다 동시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었기에 그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육체 고행의 전개와 그 의미에 대해 
논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여성 수행자에 대한 분석을 살필 것이다 캐롤라. . 
인 워커 바이넘과 제프리 햄버거는 특히 여성의 영적 수행에서 육신이 중
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먼저 바이넘은 남성과 달리 교육의 . 
기회가 적었던 중세 여성이 대안적으로 자신의 육신을 매개로 하여 영성
을 추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대 여성 성도들의 육체 고행이나 수행법은 .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힌 것이었다 이후 햄버거는 여성의 수행법에 . 
대한 미술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는 중세 후기 독일 지역에서 수녀가 . 
제작하고 활용한 관상 이미지를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햄버거가 다룬 여성. 
들의 성화에서는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과 유사한 표현법이 등장하므로 
이들을 살피는 것은 라인란트의 작품을 다루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인리히 수소의 육체 고행 1. 

세기 독일의 종교적 맥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은 수소였다 수 14 . 
소는 대표적인 육체 고행 신학자로 당대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수. 
소의 사상이 알려진 이후 여러 탁발 수도회 와 도미니(mendicant orders)
크회 수녀원은 그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특히 도미니크회 수녀들을 돌보는 , 
것은 수소의 사목( )司牧 활동 중에서 큰 부분을 이루었다 또한 라인강과  . 
인접한 마을에서는 많은 평신도들이 수소의 영성 추구법을 추종하면서 그
의 신앙은 라인강 상류를 따라 스위스와 네덜란드 지역(the Low 

으로 확장되었다Countries) .66)

수소는 세에 도미니크 수도회 에 입회하여 수련 기 13 (Dominica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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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학공부에 매진하였다 세에는 스스로 주님의 . 18
영원한 지혜의 종 이 되기를 갈망하며 ‘ (a servant of eternal Wisdom)’
그는 보다 엄격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67) 신성함의 본질인 영원한 지 ‘
혜 를 깨닫고자 했던 수소는 동시에 극렬한 금욕 고행을 (eternal Wisdom)’
실천하게 된 것이다 그의 영성 추구는 그리스도와 맺은 신비로운 영적 결. 
혼 으로 절정에 이르렀다고 한다(Spiritual Marriage) .68) 수소는 동시대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에게 수학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1295-1366) .69) 이러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아를 벗어나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
던 수소의 고행 사상은 사람들에게 초반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점차 라인강 주변부인 슈바벤 스위스 알자스 그리고 네덜란(Schwaben), , , 
드 등까지 알려졌다. 
수소의 육체 고행 중 가장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날카로운 바늘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예수의 이름 을 새긴 일이다 이는 자신과 (IHS) . 
그리스도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증표를 남기기 위함이었다 수소는 그리스. 
도를 향한 불같은 사랑에 사로잡혀 고통도 거의 느끼지 못하였고 도리어 
기뻤다고 고백하였다.70) 

66) Heinrich Suso, Henry Suso: The Exemplar, with Two German Sermons, ed. 
Frank Tobin (New York: Paulist Press, 1989), pp. 15-17. 

67) 하인리히 수소의 전기문로는 위의 책을 참고 . 
68) 위의 책 , pp. 67-70.  
69) 수소는 년에는 스트라스부르의 도미니크회 수도원에서 첫 수도 생활을 했다1319-1321
고 알려져 있다 년에는 쾰른의 수도회 대학. 1324-1327 (Dominican Studium 

에서 신학 공부를 하였는데 이곳에서 신비 체험을 설교하던 마이스터 에크하Generale) , 
르트와 만났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외에도 그의 제자이자 라인지역의 주요한 신비주. 
의 신학자인 요하네스 타울러 와도 접촉했을 것으로 추(Johannes Tauler, 1300-1361)
정된다. Bernard McGinn, The Harvest of Mysticism in Medieval Germany (The 
Presence of God 4) (New York: Herder & Herder, 2005), p. 197.  

70) 위 내용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으며 위 내용은 필자가 번역하였다 . “bared his 
breast, and took a stylus in hand. Looking at his heart, he said, "God of 
power, give me today strength and power to carry out my desire, for today 
you shall the flesh above the heart with the stylus in a straight line. He 
jabbed back and forth, up and down, until he had drawn the name IH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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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펴고 손에 바늘을 쥐었다 자신의 가슴을 보면서 그가 말하길 힘의 “ , . , “
하느님 오늘 제게 저의 열망을 이루게 할 힘과 강함을 주소서 오늘 가슴 위에 , . 
있는 살에 바늘로 곧게 쓸 수 있도록 하소서 그는 오른 쪽 가슴 위에 라는 .” IHS
이름을 그을 때까지 앞 뒤로 계속하여 찔렀다 그의 살갗에 피가 마구 쏟아져 가, . 
슴 위로 쏟아졌다 그는 불타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고 고통. 
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중략 ( )
그는 녹초가 되어 피를 흘리며 자신의 수도실에서 설교단에 있는 십자가상 아  

래까지 나아갔다 무릎을 꿇고 말하길 주님 내 마음의 유일한 사랑이시여 제 . , “ , , 
마음의 강한 열망을 보시옵소서 주님 저는 당신을 제게 더 밀어 넣는 방법을 모, , 
르나이다 아아 주님 간청하오니 제 마음의 끝에 당신을 더 밀어 넣으시고 다. , , , 
시는 제 심장에서 떠나지 않도록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제게 그려주소서.”71)    

수소는 여러 가지 극한의 방법으로 고통을 가하였는데 모든 행위는 육체 , 
를 영에 복종시키기 위해 행해졌다.72) 그중 하나는 오랫동안 고행용 털  
셔츠 와 쇠사슬을 둘러 입고 개의 뾰족한 못이 달려 있는 (hair shirt) 150
털로 만든 고의 를 착용하는 것이었다 날카로운 놋쇠 못(undergarment) . 
들이 맨살을 더 파고들도록 의복을 단단히 조여 입었고 심지어 입고 잠까
지 청했다고 언급된다 그는 잘 때 의복을 무의식적으로 벗지 않기 위해 . 

over his heart. Because of the sharp stabs blood poured profusely from his 
flesh and ran over his body down his chest. Because of his burning love he 

앞의 책enjoyed seeing this and hardly noticed the pain.” Heinrich Suso, , p. 
70. 

71) “He went exhausted and bleeding from his cell to the pulpit under the 
crucifix. Kneeling down he said, "My Lord and only Love of my heart, look at 
the intense desire of my heart, My Lord, I do not know how to press you 
into me further, nor can I. Alas, Lord, I beg you to finish this by pressing 
yourself further into the ground of my heart and so draw your holy name 

앞의 책onto me that you never again leave my heart." Heinrich Suso, , p. 71. 
원문은 이와 같다. 

72) 금욕 수행에는 빈곤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였는데 이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에 깊 , 
은 감명을 받은 것이었다 앞의 책. Heinrich Suso, ,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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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과 목을 가시 박힌 띠로 묶었다 못들은 살갗을 파고들어 팔 피부와 심. 
장 부근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하였고 피는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고 한
다 수소는 이 고행을 년 동안 지속하였는데 이후 성령 강림절. 16 , 

에 환시를 본 뒤에야 그만두었다(Pentecost) .73) 또 다른 고행은 십자가형 
에 처해진 그리스도에 대한 공감을 자신의 신체에 새기기 위해 년 동안 8
맨 등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닌 것이다 마지막 년째 되는 해에는 십. 8
자가를 개의 바늘로 고정하려 시도하였는데 이때 등뼈로 인해 온몸이 7 ,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한다 수소는 그리스도가 잔인하게 채찍질. 
당했던 순간을 숙고하면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육체 고행을 버텨냈다고 기
록하였다.74)

 육체 고행뿐 아니라 수소는 신비 체험도 경험하였다 우선 수소는 그리스. 
도의 고난을 명상하고 그를 모방하기 위해 매일 밤 그리스도가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해 관상하였다고 한다.75) 그는 자신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그 
리스도가 자신 앞에서 겪은 모든 수난에 체휼( /體恤 할 수 있도sympathy)
록 전념하였다 심지어 수소는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 상상. 
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비탄에 잠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도 돌이켜 보았
다 그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흘리는 뜨거운 눈물로 그가 얼마나 통탄스. 
러운지를 알아차렸다고 하며 그의 발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76) 이것은  
중세 수녀원에서 널리 행해지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관상 수행을 연상시
킨다 특히 독일의 수녀원에서는 피에타상을 이용한 관상과 비전. (vision)
의 경험이 성행하였는데 특히 피에타는 관자가 성인의 감정과 고통에 내, 

73) 앞의 책 Suso, , p. 88. 
74) 앞의 책 Suso, , p. 88. 
75) 수소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경멸 받는 순간부터 베드로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당 
하는 순간까지를 매일 할 수 있는 한 생생하게 상상하였다고 한다 그는 신체의 안락을 . 
포기하고 고통에 이르기 위해 열띠게 기도와 관상 수행을 하였다 앞. Heinrich Suso, 
의 책, pp. 84-85. 

7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hen he knelt down facing the gentle 
Mother, who in her immeasurable grief was led past him. He noticed how 
distressed she was-the hot tears, the plaintive sighs, the sorrowful 
demeanor. He remembered her with a “Salve Regina” and kissed her 

앞의 책footsteps.” Heinrich Suso, ,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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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몰입하기에 매우 적합한 주제였기 때문이었다.77)

수소의 신앙은 영성에 다가갈 수 있는 매개로 육체적 고통을 택한 것이 
었다 그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극단적인 실천을 감내한 이유는 그 상. 
처와 고통을 신성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육체 고행은 신의 고통을 그대. 
로 느끼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육체성과 인간성을 극단에 이르게 해 
신성에 다가가기 위한 것이었다.78) 수소는 자필 편지에서 나의 인성 즉“ [ , 
그리스도의 인성 은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길이며 나의 고통은 사람이 통]
과해야 하는 문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그.” . 의 신앙은 신비주의가 결합되어 

년경 이단으로 비난받기도 하였으나 세기 중후반부터는 독일 내외1330 , 14
의 여러 도미니크회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인기를 끌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다.79) 이러한 경향은 이전까지와는 대조적이다 세기 전까지  . 12
중세 수도원은 세속과 거리를 둔 채 고립되어 엄격한 규율에 따라 생활하
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수도자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 금욕 겸손 순종 . , , 
등의 덕목을 익히고 신학 공부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였
다.80) 수도원에서 준엄한 규칙들을 따른 이유는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77) 앞의 논문 당대에 알려진 피에타상의 유래 중 하나는 신비 Merback, , pp. 166-167. 
주의자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독일 남서부에서는 특이한 이미지들이 많이 만들어졌는. 
데 일부에서는 이 이미지들을 당대의 저명한 신비주의자인 수소와 연관시키기도 하였, 
다 앞의 책. Großmann, , p. 34. 

78) Suso, “Einleitung,” in Heinrich Suso: Deutsche Schriften, ed. Karl Bihlmeyer 
(Stuttgart: W. Kohlhammer, 1907), p. 34. 

79) 버나드 맥진 은 중세 후기 신비주의자의 저작 중 가장 널리 읽힌 것 (Bernard McGinn)
이 수소의 글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만큼 수소의 사상은 중세 후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 
가졌다 수소 이전에도 많은 개인의 신비 체험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본격적. , 
인 주목은 세기가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이전까지의 신비 체험은 주로 여성의 미신적13 . 
인 경험이라고 치부되었다 그러나 세기에 수소의 사상이 독일 내외로 전파되면서부. 14
터는 육체를 매개로 한 수행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McGinn, 
앞의 책, pp. 198-199. 

80) 중세시대에 수도원의 규범이 된 것은 베네딕트 규칙서다 위 덕목들은 베네딕트회의  . 
수도 규칙서에 저술된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축약하여 서술한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 
수도자들은 종종 개인 공간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쇠사슬로 내리치거나 하는 고행을 하
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성 도메니코 로리카토. (San Domenico Loricato, 

를 들 수 있다 성 도메니코는 년 폰테 아벨라나 의 베995-1060) . 1040 (Fonte Avell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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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육체성이나 인간성은 소거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81) 그러 
나 수소가 활동한 세기는 육체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종교적 인식이 대14
두된 때였다. 
이와 같이 자발적인 폭력으로 점철된 신체를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로서  
받아들인 수소는 버나드 맥진이 지적하였듯이 시각 이미지의 유용성을 역
설하면서 관상 이미지들을 직접 그려 남겼다 도 ( 32-34).82) 그는 시각 이 
미지의 도움을 받아 신과의 신비로운 합일을 이룩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런데 이러한 수소의 활동은 당대에는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녀들
의 수행과도 매우 흡사하였다 여성 수행자들 역시 여러 방식으로 육신을 . 
매개로 하는 영성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수녀의 영성 2. 

중세 여성의 영성과 육신이 관련지어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학 
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역사학자 바이넘은 육체적 수행의 길을 택하고 그 . 
방식을 개척해나간 여성 수도자 들을 주목하였다 바이넘은 년과 (nun) . 1985

네딕트회 수도원에 입회하였는데 당시 수도원은 성 피에트로 다미아니의 영향을 받고 , 
있었다고 한다 성 피에트로 다미아니는 속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때린 채찍처럼 자. 
신의 몸을 자학하며 보속할 것을 권장하였다 성 도메니코는 이에 큰 감명을 받아 하루 . 
시간 정도를 기도와 속죄의 시간으로 보냈는데 만대 정도의 채찍질 수행을 하였다20 , 5

고 전한다 그러나 수소와 같이 육체 고행에 극단적으로 치중하여 갖가지 방식으로 오. 
랫동안 지속한 사례는 드물다. Edward Gibbon,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5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CO., 1876), pp. 
548-552.   

81) 중세 초까지 특히 남성 수행자에게는 오성 을 통해 영성을 추구할 것이 강조되었 ( )悟性
음은 분명하다. 

82) 수소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은유 ‘ (a living 
혹은 참된 이미지 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스스로 metaphor)’ ‘ (true image/war bilde)’ . 

여러 관상화를 남겨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앞의 . McGinn, 
책, pp. 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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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저작에서 중세 그리스도교 여자 성인들이 음식과 관련하여 수행1987
한 여러 가지 실천 행위를 분석하였다 바이넘이 음식과 관련한 수행을 분. 
석한 이유는 음식이 넓은 의미에서 성찬으로 분리될 수 있는 상징으로서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식사나 성찬식은 그리스도교 문화에서 핵심적인 의. 
식이었으며 신을 만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다.83) 또한 음식은 중세  
여성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종 중세인이 남긴 기. 
록에서는 탐식을 정욕( )情欲 의 가장 주된 형태로 보았으며 금식을 가장 고
통스러운 포기로 그리고 먹는 것을 신에게 향하는 가장 기본 방안으로 언, 
급하였다.84) 그러므로 바이넘이 다루는 여자 성인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음식에 대한 것은 긴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음식과 관련한 대표적인 여성 수행자의 수행법은 금식 고행이었다 바이 . 
넘은 금식을 몸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찾으려 한 여성의 실천 행위로서 
파악하였다.85) 그는 중세 민속 문학 에서 음식과 몸은 거 (folk literature)
의 동의어로 간주될 만큼 탐식이 억제되지 않은 감각적 쾌락의 이미지로 
쓰인 것을 발견하였다.86) 이러한 배경하에서 여자 성인은 극단적인 금식 
을 통해 자신의 몸을 통제하였고 정화된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
고자 하였다 특히 일부 여자 성인들은 성체만을 먹는 극단적인 실천을 행. 
했다고 한다 그런데 중세 성인의 금욕 고행을 연구한 여러 선행 연구는 . 
이것이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 성인이 택했던 방법이라 제시하였다.87) 선 

83) Caroline Walker Bynum, “Fast, Feast, and Flesh: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Food to Medieval Women,” Representations 11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 2.  

84) 위의 논문 , p. 1.
85) 한편 바이넘과 같은 시기에 중세 여성의 금욕주의를 연구한 다른 학자들도 있었다, . 
그중 년 루돌프 벨 은 중세 여자 성인의 금식 행위가 현대의 거식1985 (Rudolf M. Bell)
증(anoreixa nervosa)과 유사하다고 병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주로 어린 여성에게 증. 
상이 나타나고 사회가 정한 가치에 따르기 위해 무리하게 음식을 거부하다가 병적 집착
으로 이어지는 것이 공통적이라고 본 것이다 벨은 아직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 
되지 않은 어린 여성이 현대에는 마른 몸을 위해 또 중세에는 육체성을 소거하기 위해 , 
극단적으로 음식을 기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벨의 연구는 . Rudolf M. Bell, Holy 
Anorexia (University of Chicago, 1985) pp. 1-255. 

86) 앞의 논문 Bynum, ,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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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는 금식 고행으로 공경 받은 남자 성인은 평신도에게 그다지 인기 
있는 본보기가 아니었던 반면 같은 고행을 행한 여자 성인은 큰 사랑을 , 
받았던 것을 지적하였다.88) 먹는 것을 거부한 여자 성인은 굶주림으로 인 
해 강한 육체적 고통을 느꼈으며 미사만을 애타게 기다렸다고 한다.89) 이 
러한 예로는 시에나의 카테리나 를 들 (Catherine of Siena, 1347-1380)
수 있는데 카테리나는 평생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고행을 행한 성인으로 , 
유명하다 도 ( 21).90) 그는 대 이전에도 단 것이나 고기는 거부하였으며  10
세부터는 약간의 빵과 물 생야채만 먹으며 연명하였다 그러다 세 15 , . 25

무렵에는 물과 성체 성사 외에는 모두 거절하였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금식 고행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91) 카테리나는 금식 후 영성체 
를 하면 신에게 훨씬 이끌렸으며 한결 깊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92) 즉 여성 수행자가 고통을 참아가면서 음식을 기피하였던  , 

87) 세기부터 세기까지 시복 시성된 성인 중 약 가 여성인데 그중 금식을 비롯한 11 18 18% , 
금욕 고행을 한 비율은 정도라 한다 또한 고대 후기부터 세기까지 성체 외에는 30% . 14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여겨진 여자 수행자들의 경우는 최소 명인데 비해 남성은 30
명에 불과했다고 전한다 시에나의 카테리나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극단적인 금1-2 . 

식 생활을 한 여자 성인도 쉬담의 리드비나 제노아(Lidwina of Shiedam, 1380-1433), 
의 카테리나 리에티의 콜룸바(Catherine of Genoa, 1447-1510), (Columba of Rieti, 

오와니의 마리 그리고 코흐니용의 쥴리아1467-1501), (Mary of Oignies, 1177-1213), 
나 등 여러 명이 있었다(Juliana of Cornillon, 1192-1258) . Donald Weinstein and 
Rudolf M. Bell, Saints and Society: The Two Worlds of Western Christendom, 
1000-1700 앞의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 234; Bynum, 
책 최화선 중세 여자 성인들의 음식 몸 물질의 종교 캐롤라인 워커 바이넘의 , p. 3; , , , : 「
저작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2 (2017), p. 2.   」 『 』 

88) 앞의 논문 Bynum, , p. 3.
89) Raymond of Capua, Life of St. Catherine of Sienna by her Confessor the 

Blessed Raymond of Capua (Dublin: James Duffy and CO., 1863), pp. 25-29. 
90) 참고한 시에나의 카테리나의 생애에 대한 자료는  Raymond of Capua, Life of St. 

Catherine of Sienna by Her Confessor The Blessed Raymond of Capua  
(Dublin: James Duffy and CO., 1863), pp. 1-468. 

91) 위의 책 앞의 책 , p.24; Bell, , p. 25; Bynum, Holy Feast and Holy Fast: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Food to Medieval Women (Berkeley: University 
California Press, 1987), p. 169. 

92) 위의 책 Raymond of Capua, ,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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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더 귀하게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중세에 성체 성사는 단순히 영적인 상징물이 존재하는 순간이 아니라 실 
제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순간을 의미하였다.93) 바이넘은 이때 여성들에 
게 강조된 예수의 몸은 고통받는 몸이었다고 말하였다.94) 이 논의의 전제 
는 여성의 육체가 고통받는 예수의 육체와 동일하다는 관념이었다 이것은 . 
예수의 인성이 오로지 여성에게 유래하였다는 종교적 사회적 인식 때문이, 
었다 남성은 신성을 상징한다는 개념과 대조적으로 여성이 예수에게 육신. 
을 부여하였다는 개념은 안셀름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에 의해 더욱 공고히 확립되었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c. 1224/1225-1274) . 
태어나는 데에 물질적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이라 보았고 그로 인해 
여성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의 몸은 그 자체로 여성적이라 여겨졌
다.95) 바이넘은 중세의 여성 수행자는 역으로 이 담론을 이용하여 예수와  
공유된 육체성을 통해 신성에 다가가고자 절실히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일부 여성 수행자는 신과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며 주체적으로 식욕을 . 
통제하는 실천 속에서 몸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여자 성인은 금식을 행함과 동시에 다른 이에게는 음식을 베풀었다고 한 
다.96) 바이넘은 이 자선 행위를 여성이 스스로의 몸 외에도 주변 환경에  

93) 최화선 앞의 논문 , , p. 101.
94) 바이넘의 년 저작의 제목은 1987  거룩한 만찬 거룩한 금식 중세 여성들에게 있어서 , : 『
음식의 종교적 의미』(Holy Feast and Holy Fast: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다Food to Medieval Women) . 여기서 거룩한 만찬 은 성체 성사를 의미한다 고대 ‘ ’ . 
그리스도교부터 성체 성사는 다른 이들과 천상의 빵을 나누어 먹는 거룩한 만찬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세 여성은 음식과 관련한 수행을 할 때에 항상 예수의 고. 
통과 고행에 대해 항상 묵상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자나 부활자로서의 예수. 
보다 육체적 고통을 받던 예수를 상기하였기 때문이었다 바이넘의 저술에 대해서는 . 

앞의 책Bynum, , pp. 31-72.
95) 성체성사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줌으로써 음식과도 연결되었다 . Bynum, 

Fragmentation and Redemption: Essays on Gender and the Human Body in 
Medieval Religion (New York: Zone Books, 1992), pp. 210-215.

96) 그리스도교에서 걸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 
선 행위로 여겨졌고 전술한 시에나의 카테리나도 이와 같은 자선을 베풀었다 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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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통제하려는 나름의 방식이었다고 분석하였다.97) 당대 문화에서 먹을  
것을 만들고 또 누군가를 먹이는 일은 여성의 담당이었으므로 그들의 젠
더 역할이 종교적 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분명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본 
것이다.98) 마치 인간에 의해 십자가에서 수난당하면서도 인간을 구원하고 
자 한 그리스도처럼 여성 수행자는 자신의 음식과 몸은 희생하면서도 그
리스도의 몸과 하나되고자 노력하였다 바이넘은 중세에는 성과 속 영과 . , 
육 남성과 여성 등으로 구분 짓는 틀에 따라 육체를 부정적으로만 간주하, 
였을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하였다 그는 여성이 외부의 인. 
식에 따라 자신의 육체를 혐오하고 폄하하면서 수동적으로 고행을 실천한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였다.99) 바이넘은 여성이 육체를 통해 영성을 추구 
한 것은 남성 중심적 사고가 팽배해 있던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오히려 권
력을 얻고 자신들의 방식을 의미화하려던 노력이라고 보았다.100)

한편 바이넘의 연구 중 본고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 , 
가 금식 외에도 여성이 행한 여러 가지 육체 고행을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바이넘은 중세 후기 그리스도교인에게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
요하였음을 수긍하였다.101) 실제로 그리스도교에서 수행자가 육체의 고통 

애를 담은 전기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카테리나는 하느님께 영광. “
을 돌리는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음식만을 가져다주고 싶어 했고, 
그래서 아무도 따지 않은 새 포도주 한 통을 땄다 이 통에 들어있는 포도주는 그의 가. 
족들이 일 정도 마실 수 있는 양이었다 가족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려 하기 전15-20 . , 
카테리나는 이미 오랫동안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일뿐만 아. 15… 
니라 일 혹은 한 달이 지나도 포도주는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맛도 전혀 변20
하지 않았다 앞의 책.” Raymond of Capua, , pp. 73-77.

97)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책 앞의 논 Bynum, (1987), pp. 189-244; Bynum, 
문 최화선 앞의 논문, pp. 10-13; , , p. 99.

98) 앞의 책 Bynum, (1987), pp. 208-209.
99) 최화선은 바이넘이 육체와 육욕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혐오가 여성들로 하여금 육체 고 
행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전의 설명을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여겼음을 덧붙였다 최화. 
선 앞의 논문, , p. 100.

100) 앞의 책 Bynum, (1987), p. 208. 
101) 중세 이전에 이러한 실천을 행한 인물로는 성 안토니우스(Anthony the Great, c. 

나 성 제롬 이 잘 알려져 있다251-356) (St. Jerome, c. 347-420) . 성 안토니우스는 이
집트 출신의 그리스도교 성인으로 광야에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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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개로 영성을 추구하는 행위는 중세 말기에 와 절정에 도달하였다 또. 
한 그러한 시도는 남녀 수행자 모두에게 있었으나 바이넘 이전까지의 연
구에서는 주로 남성의 수행이 육체 고행의 전형으로서 알려져 왔다.102) 그 
러나 바이넘은 고통의 경험이 여성 수행자에게도 두드러졌다고 강조하며 
특히 여성이 질병에 의해 고통 받거나 개인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았다.103) 그는 세기에서 세기 초까지 다수의 여성  13 15
수행자가 예수의 수난 이미지를 보며 관상 수행을 한 것을 근거로서 언급
하였다 여성들은 환시를 통해 실제로 그리스도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았. 
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광기 라고 여겨지는 행위에 ‘ (insanity)’
몰두하기도 하였다.104) 그리고 바이넘은 시에나의 알다 (Siena of Alda, 

의 삶도 한 예로서 제시하였다 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시에1249-1309) . 16
나의 알다는 고행을 위해 돌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쇠사슬로 자신
을 채찍질하였다고 한다 또한 가시관을 쓰거나 스스로 예수의 발에 박힌 . 
것과 같은 나무못을 몸에 새기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이처럼 바이넘은 중. 
세 말기 여성 성도들의 수행에는 채찍질이나 사슬 고문 수면 거부 금식 , , 
등과 같은 극단적 육체 고행이 열렬히 행해졌다고 기술하였다.105) 

바이넘은 여성의 육체를 통한 영성 추구에 대한 새로운 함의를 제시하였 
다.106) 그는 중세 후기에는 여성 수행자의 육체 고행이 위험하거나 미신적 

롬 역시 사막에서 고행을 하며 신앙을 키워 나갔다 특히 성 제롬은 종교화에서 동굴 .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로 가슴을 치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된다.

102) 대표적으로 추대를 받던 중세 후기 그리스도교의 육체 고행자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
스코 나 하인리히 수소 자코모 올도 복자(St. Francis of Assisi, c. 1182/1182-1226) , 

등이었다(Blessed James Oldo, 1364-1404) . 
103) 바이넘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질병의 발현 같은  (psychosomatic manipulation) 
경우는 대체로 여성에게 빈번히 존재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서 못박힌 . 
그리스도의 손과 발 머리 등에 난 상처들이 여성 수행자의 몸에도 나타났다는 일화를 , 
덧붙였다 앞의 책. Bynum, (1987), p. 210. 

104) 앞의 책 Bynum, (1987), p. 209.
105) J. Bollandus and G. Henscheniun, Life of Alda of Siena (Paris, 1866), pp. 

앞의 책 재인용473-474; Bynum, (1987), pp. 209-210 . 
106) 육체를 매개로 한 영성 추구를 젠더적 시각으로 해부하려 한 시도는 여러 모호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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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였으나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그와 같은 실천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고 밝혀냈다 지성을 통해 영성을 추구할 기회가 주. 
어지지 않았던 여성들은 육신을 매개로 삼아 영성을 추구하는 방안을 강
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이넘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학자들도 . 
소외받던 여성의 영성 추구법과 관련한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미술사적 접, 
근도 그중 하나였다. 

수녀의 관상화 3. 

여성의 육신을 통한 영성과 연관하여 미술사적 담론을 이끌어낸 학자는  
햄버거다 햄버거는 중세 후기 라인란트를 비롯한 독일 지역에서 제작된 . 
매우 독특한 관상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관상화를 수행에 활용하는 것은 . 
글을 읽고 쓸 줄 몰라도 가능하였기에 당대에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여성
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성화는 특히 북유럽에. 
서 인기를 끌면서 수녀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햄버거는 . 1997
년 저작에서 수녀들이 관상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제작한 여러 이
미지들을 탐구하였다 그것은 학계에서 이전까지 일정 수준을 갖춘 작품으. 
로서 여겨지지 않던 그림들이었다 햄버거는 그 그림들을 몸을 매개로 수. 
행한 수녀들의 산물로서 주목하였다 독일 지역의 수녀들이 사용한 관상화. 
에도 예수나 성모의 고통스러워하는 육신과 피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
기 때문에 그의 연구를 살피는 것은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을 이해하는 

점을 낳기도 하였다 바이넘 스스로도 이점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가 사용한 여자 성. , 
인에 관한 원전 자료들은 여성이 직접 집필한 것도 있지만 남성 작가가 쓴 전기들도 포
함하였다 이에 그는 성인 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임을 되짚으면서 자료들 속에서 . ‘ ’
어떻게 개인의 목소리를 구별해 낼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남성이 쓴 여성 성인의 전기. 
는 여성의 목소리보다 남성 작가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투영되어 쓰였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바이넘은 현재 전하는 여성 성인에 대한 기록들은 어떻게 얼마나 젠더화되어 있는. ‘ , 
가 등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이 점을 끊임없이 탐색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그의 ?’ . 1987
년 저작의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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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기 라인란트에서 그려진 십자가형 관상 이미지를 예로 살펴 14 < > 
보도록 하겠다 도 현재 소장처에 의하면 이 작품은 세기 초 라인강 ( 22). 14
하류 지역에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관상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107) 작품은 한 눈에 보아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화가가 그린  
것은 아니다 이는 여성 화가 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측. (draftswoman)
되는데 중세 시대에 수녀는 대부분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고 외부 미술 , 
세계와도 교류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든 작품은 기술이나 정교. 
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햄버거는 관상화를 당시 관자의 시. 
각에서 제대로 보기 위해선 미술 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당대의 ‘ (Arts)’
시공간적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108)

우선 햄버거는 예수의 몸 전체를 뒤덮은 붉은 채색이 점성이 있어 보이 
며 고르지 않게 표현된 것에 일차적으로 주목하였다.109) 제작자는 그리스 
도의 피를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화가는 붉게 채색된 예수의 형상이 관자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그리스
도의 육체로서 체현되기를 바랐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 
여성 수행자에게는 그림의 질적 수준보다는 그리스도의 수난 장면을 보고 
느끼면서 직관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통해 영성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
였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햄버거는 당대의 수녀들에게 이 그림은 성체 성사와 관련되어 
졌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이 설명을 위해 햄버거는 년 프라이부르크. 1318

의 여성 수행자 공동체 에 전해진 에스링(Freiburg) (female community)
겐의 콘라트 의 설교 를 인용하였다(Konrad von Eßlingen) (homily) .110) 
에스링겐의 콘라트는 성체 성사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특성을 온
기 와 유체성 그리고 색 이라고 열거하였다고 한다(heat) (fluidity), (color) . 

107) 작품의 현재 소장처는 쾰른의 슈뉘트겐 미술관 이다 (Museum Schnütgen) . 
108) Jeffrey F. Hamburger, Nun as an Artist: The Visual Culture of a Medieval 

Conv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 1. 
109) 위의 책 , p. 1. 
110) 에스링겐의 콘라트는 튜톤 지역 의 도미니크회 수도원 원장을 두 차례 (Teutonia)

역임한 인물이었다(1277-81, 129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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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콘라트는 그리스도의 붉은 피는 인간의 영혼에 각인된 신성함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강조하였다 햄버거는 이러한 콘라트의 가르침을 받은 . 
수녀들에게는 관상화 속 피에 흠뻑 젖은 그리스도의 몸은 성사적인 의미

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acramental significance) .111) 
다음으로 햄버거는 독일 남부 아이히슈테트 에 위치한 성 발부 (Eichstätt)
르그 수녀원 의 관상화를 재발견하였다 이 수녀(Abbey of St. Walburg) . 
원에는 년 이상 성화로서 보전되어 온 여러 점의 드로잉 채색필사본500 , , 
조각 태피스트리 등이 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약탈과 방화를 견디, . 
면서도 소중하게 보전되어 왔다.112) 이로 볼 때 햄버거는 중세 수녀들에게  
수난 이미지를 관상의 모범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뿌리 깊은 관습이었다고 
보았다.113) 집단 내에서 관상화에 대한 끊임없는 전통과 숭배 (veneration)
가 이어져 왔다고 본 것이다.114)

성 발부르그 수녀원의 성화 중 한 예로는 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채색 14
목조 피에타상을 들 수 있다 도 햄버거는 이 작품에서 그리스도의 희( 23). 
생은 손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의 흐름에 응, , 
축되어 있다고 묘사하였다.115) 또한 이 상은 라인란트의 채색목조 피에타 
상과 유사하게 성모의 두상을 비율에 맞지 않게 확대하여 슬픈 표정을 드
러낸다 햄버거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 발부르그 수녀원에는 또 하나. , 
의 독특한 채색목조상이 존재한다 바로 피에타상과 마찬가지로 세기에 . 14
만들어진 자형 십자가상이다 도 전혀 미화되지 않은 육체의 그리스Y ( 24). 
도는 머리와 가시관 그리고 오상에서 검붉은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러나 , .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앞선 미소 짓는 마리아상과 마찬가지로 

111) 또한 예수의 흘러내리는 붉은 성혈은 생명을 상징하며 수녀들에게 신학적으로 긴요하 
게 숭배되었다 위의 책. , p. 2.

112) 기록에 따르면 성 발부르그 수녀원은 년 월 일 스웨덴 군대에 의해 약탈되었 1624 2 6
으며 방화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수녀원의 중세에 만들어진 유물들은 거의 남지 . 
않았다고 전한다. Alexander Rauch, Denkmäler in Bayern, Band , 9/1: Stadt Ⅰ
Eichstätt. Ensembles, Baudenkmäler, Archäologische Geländedenkmäler 
(Munich: Schnell & Steiner, 1989), pp. 156-163.

113) 앞의 책 Hamburger, , p. 94.
114) 위의 책 , p. 9.
115) 위의 책 ,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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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미소를 띠고 있다 이처럼 중세 후기 독일에서는 여성 수행자의 관상. 
을 위한 개성 있는 성화들이 상당수 제작되었다.116) 
햄버거는 여성 수행자가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법으로 만든 작품들이 설 
득력 있게 관자를 끌어당긴다고 보았다 수녀는 본인의 수행을 위해 성화. 
를 제작하였을지라도 본인 외의 관자에게도 그들의 영적 열망이 강하게 
전달된다고 평한 것이다 아울러 햄버거는 성 발부르그 수녀원에서는 관상. 
화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역설하였다.117) 여성의  
영성을 고취시키는 데에 관상화는 무엇보다 크게 기여하였으며 기도자의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118) 예 
를 들어 햄버거는 기도서나 수난 이미지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피는 그 자
체로 구원의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보다 수녀들이 수난 이미. 
지를 관상하고 예수의 희생에 대한 응답으로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그리
스도의 피가 구원의 힘을 갖게 된다고 본 것이었다.119) 즉 관상화는 화면 , 
에 그려진 예수나 성모와 수행자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데, 
특히 육신을 통해 영성을 추구하는 여성 수행자는 이 관상화를 적극적으
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세의 수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 직접 그림을  
그렸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신체에 간직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일례로 . 

116) 성 발부르그 수녀원에는 그밖에도 예수의 피나 상흔 심장을 이용한 다수의 비전형적, 
인 관상화들이 탄생하였다 위. 의 책, pp. 134-135.

117) 햄버거는 수녀의 관상 이미지는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만 사용되거나 기도에서 보조적 
인 역할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위의 책. , p. 177.

118) 위의 책 , p. xxi. 
119) 햄버거는 이 대목에서 년 취리히 외텐바흐 의 도미니크회 수 1436 (Zurich) (Ötenbach)
녀원에서 한 수녀가 기도서에 응답했던 순간을 인용하였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수녀는 . 
기도서에 묘사된 예수의 거룩한 고통에 대해 열렬히 관상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와 . 
땀을 절실하게 느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 내주실 것을 기도하였다고 한
다 이때 햄버거는 수녀를 구원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수녀의 눈물이라고 서. 
술하였다. Guido Hoppeler, “Ein Erbauungs-und Andachtsbuch aus dem 
Dominikanerinnenkloster Ötenbach in Zürich vom Jahre 1436,”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 Kirchengeschichte 앞의 책 18 (1924), p. 214; Hamburger, ,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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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에 나자렛의 베아트리스 는 주13 (Beatrice of Nazareth, 1200-1268)
야로 가슴에 십자가를 묶고 다녔으며 팔에는 예수의 십자가형 이미지를 
붙이고 다녔다.120) 마찬가지로 세기 독일의 수녀인 마르가레타 에브너 14

는 자신이 본 모든 수난 이미지를 마음에 (Margareta Ebner, 1291-1351)
새기려고 노력하였으며 잠잘 때에도 그 그림을 머리 아래에 놓아두었다고 
전한다.121) 이러한 수녀들의 실천에 대해 햄버거는 그리스도의 수난 이미 
지가 여성 수행자의 몸 안에서 육체화되었다 고 평하였(became flesh)
다.122) 이는 시각화된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육체를 수녀들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햄버거는 중세 후기의 여성 수행자가 어떻게 이미지를 활용 
하여 영성을 추구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는 여성의 영성에 어떻게 기, 
여하였는지 탐구하였다.123) 햄버거는 아마추어의 작품이나 민예품 정도로  
취급되어온 수녀들의 작품을 조명함으로써 여성의 영성 및 수행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이끌어 냈다 또한 그는 해당하는 관상 이미지는 수녀의 . 
영적 열망의 발현으로서 만들어졌기에 평신도의 신심 과는 (popular piety)
거리가 멀었고 그것을 창조해낸 수도원 문화와 관련지어야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24)

이처럼 당대 독일과 인접 지역에서는 남녀 수행자들이 모두 열성적으로  
육체를 매개로 한 영성 추구에 몰입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적 맥락은 독특. 
성과 내재적 의의를 함축한 여러 수난 이미지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120) Roger De Ganck, “Beatrice of Nazareth in her Context,” Cistercian Studies 
Series 121 (1991), p. 254.

121) Philipp Strauch, Margareta Ebner und Heinrich von Nördlingen: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Mystik, (Freiburg, Tübingen: J. C. B. Mohr, 
1882; reprinted Amsterdam, 1966), pp. 20-21.

122) 앞의 책 Hamburger, , p.178.
12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책 Hamburger, , pp. 63-176. 햄버거는 수녀원 내에

서 전해지던 관상 이미지를 밝혀내면서도 그것을 고립적인 결과물로 보지 않으려 하였
고 수녀원이라는 환경과 문헌 영성 섹슈얼리티 젠더 등 상호적 요소의 맥락 안(text), , , 
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124) 앞의 책 Hamburger, ,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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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세 후기 라인란트는 수도원과 수녀원 외에서도 다양한 수난 이
미지가 무수히 유포되던 시대였다 전술한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도 이 경. 
우 중 하나다 즉 중세 후기 독일에서는 고통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작품. , 
들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고행을 통한 영성 추구가 , 
평신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신도와 수난 이미지 . Ⅳ

 세기 독일에서는 평신도의 종교 수행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13-15
등장하였다 바로 스스로 육신에 고통을 가해 영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움. 
직임이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채찍질 고행단이었다 채찍질 고행단은 , . 13
세기 이탈리아에서 처음 생겨나 세기에는 독일 지역까지 당도하며 큰 14
인기를 구가하였다 우선적으로 라인강 지역을 따라 전파된 채찍질 고행단. 
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독일에서 성행한 차 채찍질 운. 2
동의 전개 과정과 특징들을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공개된 곳에서 집. 
단적으로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수행 방식이 동시대 라인강 유역에서 제
작된 채색목조상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채찍질 광. 
경 행렬에서 보이는 관상 이미지 그리고 고행의 요소가 드러나는 채색목, , 
조상이 어떠한 개연성을 갖는지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당대의 예상. 
되는 관자에게 라인란트의 작품들이 어떻게 수용되었을지 알아 보고자 하
는 시도다.        

채찍질 고행단  1. 

사실 종교 전통에서 고행을 통해 영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오래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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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다 성직자 개인이나 소수 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 온 것이. 
다 그중에서도 예수의 고통을 처음 온몸으로 느끼고 증거로서 성흔을 부. 
여받은 인물은 성 프란체스코였다 성 프란체스코 이래로 예수의 고난을 . 
따르려는 고행은 성직자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평신도들 . 
역시 육체적 고통을 통해 영성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분기점은 채, 

찍질 고행단이었다. 세기 유럽의 역사를 서술할 때 채찍질 고행단은 13-14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은 발생지인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곳곳으로 . 
반경을 넓히며 활동하였고 활동 기간 동안의 영향력이 상당하였기 때문이
다. 
채찍질 고행이 평신도 무리의 행위로 처음 등장한 곳은 년 이탈리아  1260
움브리아 다 채찍질 고행 자체는 고대부터 열광적인 종교 수행자(Umbria) . 
들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행해지던 관습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125) 그 
러나 이전까지는 수도원 내에서 은밀하게 수행되던 것이 세기에 이르러13
서는 평신도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평신도들 또한 자. 
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모방하며 참회의 길을 걷고자 했던 것이
다.126) 기록에 의하면 움브리아에서 시작된 집단적인 채찍질 고행은 중 , 

125) 세기 초 이탈리아의 수도사인 성 피에트로 다미아니 11 (San Pietro Damiani, c. 
는 채찍질 관행에 대한 첫 공식적인 기록을 남겼다 성 피에트로 다미아니1007-1072) . 

의 저술 이후로 수도원에서는 이따금씩 채찔질 고행이 수행되었다 채찍질 고행의 역사. 
에 관해서는 Jean Louis de Lolme, The History of the Flagellants: Otherwise, of 
Religious Flagellations Among Different Nations, and Especially Among 
Christians (London: Printed for G. Robinson, 1783), pp. 192-222; John 
Henderson, “The Flagellant Movement and Flagellant Confraternities in 
Central Italy, 1260-1400,” Studies in Church History 15 (1978), pp. 147-160; 
Niklaus Largier, Lob der Peitsche: Eine Kulturgeschichte der Erregung 
(Munich: C. H. Beck, 2001), pp. 83-143.

126) 앙드레 보셰는 중세의 잠재적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가난을 모방해야 했다“ . 
그의 겸손과 고통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통의 중세 사회에서조차 미쳤다 고 여기는 행, ‘ ’
동을 주저 없이 수행해야 했다 고 서술하였다. ” . André Vauchez, “Lay People’s 
Sanctity: Evolution of a Pattern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in 
Images of Sainthood in Medieval Europe, ed. Renate Blumenfeld-Kosinski 
(Ithaca, 1991),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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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이탈리아로 무대를 옮겼고 뒤이어 알프스 를 건너 오스트리아(Alps) , 
바바리아 헝가리 폴란드에까지 이르렀다 이후에는 라인강을 따(Bavaria), , . 
라 알자스 지역에 도달하였다 도 (Alsace) ( 25-26).127) 동시기 페루자 

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채찍질 고행단이 창설되었다(Perugia) .
채찍질 고행단이 이전에 있던 개인적인 채찍질 수행과 차별화되는 것은  
공적인 장소에서 행렬을 이루어 집단적으로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한다는 
점이었다.128) 채찍질 고행단은 시기에 따라 차와 차로 나뉜다 그중  1 2 . 

년 움브리아에서 일어난 움직임을 차 채찍질 운동으로 보는데1260-61 1 , 
이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큰 반향을 일으켰다.129) 차 채찍질 운동은 이 1
후 년 발생한 대대적인 차 채찍질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1348 2 .
채찍질 운동은 종교뿐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도 긴밀하였는데 세  , 13-15

기의 전염병과 기근 등 혼란스러운 사회적 배경 속에서 번성했기 때문이
다 특히 년 재기된 차 채찍질 운동은 세기 중반에 창궐한 흑사병. 1348 2 14
과 맞물려 더욱 열성적으로 진행되었다.130) 차보다 훨씬 큰 세력으로 규 1

127) 멀벡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 채찍질 운동의 여파로 이탈리아에는 개의 참회 형 , 1890
제회 가 생겼고 다른 유럽 국가에는 개가 설립되었다고 (penitential confraternities) 42
한다 또한 라기어르의 저서에 따르면 년 스트라스부르 에는 명의 . 1261 (Strasbourg) 1200
채찍질 고행단이 도착하였는데 그들이 머무는 동안 여명이 채찍질 운동에 동참하, 1500
게 되었다고 전한다. Mitchell B. Merback, “The Living Image of Pity: Mimetic 
Violence, Peace-Making and Salvific Spectacle in the Flagellant Processions 
of the Later Middle Ages,” in Images of Medieval Sanctity, ed. Debra Higgs 

앞의 책Strickland (Leiden: Brill, 2007), p. 150; Largier, , p. 90.
128) 앞의 논문 Merback, , p. 141. 
129) 차 채찍질 고행단은 초반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점차 교권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충 1
동적이고 급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후에는 채찍질 운동에 대한 교권의 지원도 . 
철회되었고 운동은 서서히 하위 계급의 운동으로 변모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수도. 
사와 평신도들은 운동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고 차 채찍질 운동의 인기는 사그라졌다1 .  
위의 논문, p. 152. 

130) 년 유럽에서는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피스토이아 의 익명의 연 1347-8 . (Pistoia)
대기에는 당시 엄청난 기근과 흑사병이 동시에 극성을 부렸다고 묘사되었다 또한 중세 . 
페루자의 연대기에서도 년은 최악의 기근이 도시를 덮친 해이고 그것은 흑사병이 1347
움브리아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이었다고 기술되었다 더 구체적인 기록으로는 피렌체의 . 
회고록 작가 조반니 모렐리 가 남긴 것이 있다 그는 (Giovanni Morelli, 1371-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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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차 채찍질 운동은 이탈리아가 아닌 독일에서 더욱 뜨거운 열기를 2
보였다 년 오스트리아에서 분기한 차 행렬단은 독일 중부의 튀링겐. 1348 2

지역으로 이동한 뒤 년 월에는 북쪽과 마인 강 (Thüringen) , 1349 4 (Main) 
지역의 프랑켄 지방으로 옮겨갔다 월에는 남쪽으로 내려와 라(Franken) . 5
인강 상류에 침투하였고 월에는 라인강을 따라 더욱 북쪽으로 세를 확장7
하며 프랑스와 영국에까지 퍼져 나갔다.131)

채찍질 운동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은 스스로 육신에 매질하는 것을 참회  
행위로서 수행하였는데 채찍질하며 회개하는 것이 전염병과 기근을 불러, 
온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년대. 1360
에 제작된 성모 마리아 교회 의 한 프레스(Santa Maria dell’Incoronata)
코를 보면 채찍질 고행이 심지어 고해성사와 나란한 위치에 그려졌음을 , 
확인할 수 있다 도 ( 27-28).132) 행렬단은 대개 명으로 이루어졌으 200-300
며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며 활동하였다 행렬 기간은 일 정. 33
도였다 도시에 다다른 행렬단은 평신도가 모이는 공개 장소인 광장이나 . 
교회 앞에서 본격적인 채찍질을 준비하였다 행렬은 일련의 의식. ( 에)儀式  
따라 진행되었는데 우선 천상의 편지를 낭독하고 두 명씩 짝을 이뤄 송가, 
를 불렀다 그리고 이후 차례로 채찍질을 시작하였으며 고행은 피가 날 때. 
까지 지속되었다.133)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행진하는 동안 행렬단은 하 

년 피렌체가 이전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사람들1348 ‘ (a large number never before 
로 넘쳐 났으며 그 수가 대략 명에 달한다고 회고하였으며 도시being known)’ 120,000

는 대기근으로 고통받았다고 서술하였다. Samuel Kline Cohn, The Black Death 
Transformed: Disease and Culture in Early Renaissance Europe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03), p. 32. 

131) 앞의 논문 Merback, , p. 153. 
132) 채찍질 형제회와 관련 주제를 나타낸 채색필사본 프레스코 회화 등 종교 미술에 대 , , 
한 자세한 연구는 Andrew H. Chen, Flagellant Confraternities and Italian Art, 
1260-1610: Ritual and Experienc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8), pp. 33-35. 

133) 의식의 시작은 천사가 가져다주었다는 편지를 낭송하는 것이었다 편지는 신의 분노 . 
와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고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다음으로는 행렬 중 한 . 
사람이 일어나서 채찍으로 첫 번째 사람을 때리며 주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
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다음 사람이 일어나 앞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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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에 번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매질하였다 선봉에는 설교자가 섰고 뒤3 . 
이어 남자 여자 순으로 행진하였다 행렬단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 . 
흰색 두건과 망토로 얼굴과 신체를 둘러쌌다 도 당시 독일에서 재기( 29). 
한 채찍질 행렬단은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을 감화하였으며 엄청난 인기
를 끌었다고 한다.134) 그러나 세기 후반부터는 채찍질 고행단이 가톨릭  14
교회로부터 이단시되었고 고행단은 점차 쇠퇴하였다.135) 
채찍질 행렬은 더 많은 평신도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공개적으로 피 흘리는 모습과 채찍질하는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회개하
고 궁극적으로는 행렬에 함께하기를 의도한 것이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채. 
찍질 고행단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세기부터는 육체의 고통을 통한 수행 13
이 수도원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고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리사 실버맨. (Lisa Silverman)에 의하면 11-12
세기는 남성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육체 고행을 제대로 시작하게 된 전
환기였다 수도자는 자발적인 자선의 행위로서 육체적 고통을 택하였고. , 
이는 육체뿐 아니라 영적 고통을 얻기 위해서였다 실버맨은 심지어 당시 . 
스스로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높은 지위의 활동이자 엘리트 남성
의 표식이 되었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배경에 맞게 차와 차 채찍질 행 1 2
렬단은 남성 수행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으로 채찍질 고행단이 처음 등장한 이탈리아에서는 여성 수행자의  

과 똑같이 행동하고 뒤이어 다른 사람도 차례로 동일하게 행동하였다 그들이 모두 일. 
어서서 두 명씩 행렬을 이루었을 때 기둥 중앙에 있는 두 사람은 높은 목소리로 송가, 
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언급한 송가가 나올 때마다 그들은 어느 곳. 
에 있든 상관없이 갑자기 땅에 엎드리기도 하였다 채찍질 고행단의 행렬 의식이 따르. 
는 절차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앞의 책von Herford, , p.151..  

134) Richard Kieckhefer, “Radical Tendencies in the Flagellant Movement of the 
Mid-Fourteenth Century,” Journal of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4 
(1974), p. 157. 

135) 채찍질 고행단은 많은 도시에서 출입이 금지되는 등 저항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 
년 가을에는 파리 대학 신학부가 채찍질 고행단에 대한 중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1349

교황에게 설교자를 보냈다 그 결과 년 월 일 교황 클레멘트 세. 1349 10 20 6 (Clément 
는 공개적인 교서에서 채찍질 운동을 이단의 한 형태라고 비난하였고 교회 및  세속 )Ⅵ

정부 는 이들을 탄압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의 논문(secular authorities) . ,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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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제한하기도 하였다.136) 여성은 행렬을 따라 이동하거나 관상 행위 
에는 참여할 수 있었으나 공개적으로 채찍질하는 것은 불가했다 여성의 . 
채찍질 고행은 사적인 공간 개인 공간 에서만 가능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 ) , 
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137) 그러나 흥미롭게도 세기  14
독일 지역의 채찍질 고행단에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과 여성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차 고행단보다 급진적인 성격을 띠었다. 1 .138) 독 

136) 중세 시대에는 여성이 공적 장소에서 자기 고행을 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터부시되
었다 이것은 여성의 신체는 남성과 달리 이미 저주받았다는 뿌리 깊은 인식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 니클라우스 라기어르의 저서에서 인용된 폴란드의 연대기에
는 여성과 소녀들이 지역 마을에서 벌어진 채찍질 행렬에 참여하는 것을 경멸하는 언급
이 발견된다. 소녀와 여성들이 광기에 사로잡힌 듯 자신을 채찍질하며 행진하였는데 , 
그들은 악으로 타락하였으며 그들의 운동 역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러한 연유로 중세의 여성 수행자는 주로 실내 공간에서 전례나 시각 이미지를 통한 관
상 수행을 행하였다. 또 다른 이유로는 육체에 직접 적극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수행 방
식이 세기부터는 엘리트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점을 들 수 있다12 . 채찍질 고행단 
과 육체 고행의 역사를 젠더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리사 실버맨이다 실버맨. 
은 조르주 뒤비 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뒤비는 세기 이전까지(Georges Duby) , 11
는 고통이 여성의 속성 으로 인식되었고 여성은 이미 육체적인 고통을 겪도록 (property)
단죄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condemned) 
사회적 의식이 있었음을 밝혔다 실버맨은 나아가 세기부터는 스스로 육체에 물리적 . 12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엘리트 남성의 전유물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버맨은 프랑. 
스의 채찍질 고행단에 대해 분석하면서 여성들이 채찍질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예이고 일반적으로 프랑스 여성은 회원 자격에 들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실, . 
버맨은 이 경우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채찔질 고행단의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멀벡 또한 이탈리아의 첫 번째 물결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떨어져 교회나 집에서 고
행을 수행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앞의 책. Largier, , p. 98; Lisa Silverman, Tortured 
Subjects: Pain, Truth, and the Body in Early Modern France (Chicago: 

앞의 논문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p. 126; Merback, , p. 154.
137) 존 핸더슨 은 이탈리아의 여성들은 성적 겸손 을  (John Henderson) (sexual modesty)
이유로 남성들과 함께 있는 공개 장소에서는 채찍질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조적으로 제임스 뱅커 는 여성이 원천적으로 수행 공동체 회원 참회 (James Banker) (
형제회 에서 제외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위의 책) . Silverman, , p. 127.   

138) 선행 연구는 독일의 채찍질 고행단을 전위적이라 평가한다 차 채찍질 고행단에는  . 2 1
차 때와는 달리 사회적 지위나 계층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일. 
반적으로 근대 역사가들은 채찍질 운동이 초기에는 독실하고 정통적인 성격이었지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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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마그데부르크 의 한 연대기를 보면 당시 등을 제외한 얼(Magdeburg) , 
굴과 몸에 망토를 두르고 채찍질하던 여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 
대기의 저자는 어떤 지역에서는 많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행렬
을 걷는 동안 성가를 외우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기
술하였다.139)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행렬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140) 또 
한 남성 중에서도 사제와 백작 지위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군인(count) , , 
학자 소작농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고행단에 참여하였다, .141)   
이는 사회 문화적인 차별이 명확하던 중세 사회에서 흔치 않은 사건이었 
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중세 후기의 채찍질 운동은 육체적 매개를 통. , 
해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정한 부류에게만 국한된 사적인 방식이 아니
었음을 강력하게 보여준다 당시 채찍질 고행단은 여러 변천을 거치면서 . 
대중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었다.    

세기의 채찍질 고행단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한 대표적인 연 13-14
구자는 니클라우스 라기어르와 미첼 멀벡이다 년 발간된 라기어르의  . 2001
저서는 채찍질 고행단에 대한 다양한 차 사료와 문헌들을 정리하였다1 . 
또한 라기어르는 행렬을 지켜보던 관중들의 반응 등 당대의 배경을 재구
성하면서 다각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라기어르의 연구는 이후 멀벡에게 .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미첼 멀벡은 년 논문에서 그동안 선행된 연구. 2007
사를 체계적으로 개괄하였고 이에 더해 당시 채찍질 운동이 대중적인 의
식이었다는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내었다.142) 멀벡은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 

기가 되면서 급진적으로 변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틴 에어브스퇴서 . (Martin 
는 채찍질 운동의 급진적인 성격은 시간에 따라 변천한 것이 아니라 지리Erbstösser) , 

적 특성이었다고 지적하였다 키크헤퍼 는 에어브스퇴서의 연구를 기반으로 . (Kieckhefer)
하여 차 채찍질 운동은 특히 튀링겐과 프랑켄 지역에서 급진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재차 2
강조하였다 채찍질 운동의 급진적인 성향에 대한 연구는 앞의 논문 멀벡 . Kieckhefer, . 
또한 선행 연구를 전제로 하여 년 진행된 독일의 채찍질 운동을 센세이셔널1348-1349
했다고 보았다 앞의 논문. Merback, , p. 152. 

139) 앞의 책 Largier, , pp. 97-98.
140) 앞의 논문  Kieckhefer, p. 160. 
141) Paul Runge, Die Lieder und Melodien der Geißler des Jahres 1349 (Leipzig: 

앞의 책Breitkopf & Härtel, 1900), p. 24; Largier, , p. 83. 
142) 멀벡은 폭력적인 회개와 금욕적인 수행은 본래 수도원에 국한되는 훈육 형태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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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앙드레 보셰의 연구를 기반으로 삼았다 보셰는 중세 후기 특히 . (
세기 종교사에서 평신도의 역할에 처음으로 관심을 기울인 연구자12-15 ) 

다 그는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과 수행 . 
생활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투쟁해 나갔던 평신도들에 주목하였다.143)

이 에 더해 멀벡은 당시 평신도에게 채찍질 고행단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 
던 시대적 조류와 신학적 근거들을 충실히 살펴보았다.144) 멀벡은 채찍질 
고행에 대한 인식이 세기 후반에 변화한 것에 대해 특히 분출되는 피에 13
관한 신학적 주장과 그로 인해 생긴 구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
였다 세기는 매우 위태로운 혼란기였기에 평신도들은 채찍질 고행단이 . 14
주장하는 구원과 속죄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였다 그들 사이에서 살아 . 
있는 성도의 자기 고행 행위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점차 퍼
지게 된 것이다 또한 채찍질 고행단은 구원 사업에 있어서 자신들의 피가 . 
그리스도의 피와 섞였다 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mingled with)
다 멀벡은 채찍질 고행단의 이러한 피에 대한 신학적 주장과 구원에 대한 . 
믿음은 기존의 성사 사역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밝혔다.145)

멀벡은 또한 인터비쥬얼 이라는 창의적인 용어를 도입하여  ‘ (intervisual)’
그림 과 광경 그리고 관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pictorial arts) (spectacle), 

세기에는 채찍질 행렬단으로 인해 평신도의 의식으로 새롭게 전환되었다는 점을 13-15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앞의 논문. Merback, , p. 141. 

143) 보셰는 그동안 종교사에서 평신도들이 성직자의 그림자에 가려 주목받지 못해 왔고  
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재조명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세에는 성19 . 

직자와 평신도들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하였다 평신도에 대한 성직자들의 노골적인 적. 
대심은 년 발표된 교황 보시파치오 세 의 교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1296 8 (Bonifàcio ) . Ⅷ
교황은 평신도들은 고대 성직자들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으며 그것은 현재의 경험에 의“
해 매우 분명하게 증명된다 고 적었다” . “That laymen have been very hostile to 
the clergy antiquity relates; and it is very clearly proved by the experiences 
of the present time.” Brian Tierney, The Crisis of Church and Stat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4), p. 175.

144) 리사 실버맨은 채찍질 고행이 세기까지도 널리 퍼진 관습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 11 . 
는 세기 초 무렵에도 채찍질은 수도원 내에서 행해지는 사적인 관행이었기에 그 관13
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의 책. Silverman, , p. 129.

145) 앞의 논문 Merback, , p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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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작용을 이론화하려 시도하였다.146) 그가 제시하는 그림 (pictorial arts)
이란 채찍질 행렬단이 들고 행진하는 관상화다 도 , ( 30-31).147) 또 광경이 
란 고행단이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하는 순간과 의례를 직접 체험하는 관
중의 대응까지 합쳐진 장면을 말한다 즉 멀벡은 채찍질 행렬에서 관자가 . , 
보고 겪는 시각 이미지와 경험이 다른 이미지와 경험으로 이어지는 연계 
과정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148) 실제로 고행단을 마주한 관중은 예수와  
그를 모방한 수행자들의 고통을 동시에 느끼며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149) 멀벡이 논설하였듯이 이러한 반응은 당시 관중이 수동적 관찰자 

146) 멀벡은 상호텍스트성 이라는 용어로부터 인터비쥬얼 이 ‘ (intertextuality)’ ‘ (intervisual)’
라는 새로운 용어를 착안하였다 그는 줄리아 크리스테바 에 의해 만들. (Julia Kristeva)
어진 상호텍스트성이란 용어를 변용하여 인터비쥬얼 개념을 만들었다 크리스테바는 모. 
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의 언급 연상 흡수 그리고 변화 등으로 구성되며 그것의 연, , , 
속으로 의미가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상호텍스트성에 기인하여 만든 인터비쥬얼 개념. 
을 통해 멀벡은 채찍질 행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미지와 경험의 연상 과정을 설명
하려 하였다 관자가 종교 미술품과 퍼포먼스 광경을 보는 중에 겪을 수 있는 연속적인 . 
작용을 풀이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관한 멀벡의 자세한 연구는 . Merback, The Thief, 
the Cross, and the Wheel: Pain and the Spectacle of Punishment in Medieval 
and Renaissance Euro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pp. 
28-32.

147) 채찍질 고행단은 행렬에 사용되는 십자가 와  성유골 (processional crosses) (relics), 
그리고 손잡이가 달린 작은 관상화를 들고 행진하였다 관상화의 경우 높은 확률로 십. 
자가형 이미지나 성모자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Richar C. Trexler, Spiritual 
Power: Republican Florence under Interdict (Leiden: E. J. Brill, 1974), pp. 
130-133.  

148) 앞의 논문 Merback, , p. 159. 
149) 헤르포르트의 하인리히 (Heinrich von Hervord/Henry of Herford/Henricus de 

는  세기의 중요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연대기를 남Hervordia, c. 1300-1370) 14
겼다 신성로마제국의 일부였던 헤르포르트에서 년경 태어난 하인리히는 민덴. 1300

에 위치한 도미니크회 수도원에서 성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대의 역(Minden) . 
사를 기술한 ‘Liber de rebus memorabilioribus (A Book of Memorable Things)’
를 저술하였고 이 저작은 년 아우구스트 포타스트1859 (August Potthast, 1824-1898)
에 의해 재판되었다 그는 년 발발한 채찍질 고행단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묘사하였. 1348
다 고행단이 휘두르는 채찍에는 막대기 끝에 개의 매듭진 끈이 붙어 있었다 매듭 끝. 3 . 
에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금속 징이 달려 있어 채찍질을 하면 몸에 멍이 들거나 부어오
르고 피가 쏟아져 근처 벽에 튀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고행단은 맨살을 채찍질하였기. 
에 때때로 금속 조각이 살을 너무 깊게 뚫고 들어가 두 번 이상 꺼내려고 시도한 것을 
보았다고 상세히 회상하였다 헤르포르트는 이 채찍질 장면을 눈물 없이 보려면 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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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지 않고 함께 회개하면서 보속( )補贖 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보여준
다 관중은 자신을 수행자와 분리하지 않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채찍질 . 
운동의 복음적 메시지가 매우 효과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
다.150) 이렇듯 선행 연구는 당대에 채찍질 고행단이 어떻게 활동하였고 영 
향력을 발휘하였는지 상세하게 복원하였다 차 채찍질 고행단과 뒤이어 . 1
전개된 독일의 채찍질 고행단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들을 날카롭게 밝
혀냈다는 것은 이들의 큰 의의다.   
독일의 채찍질 고행단은 평신도가 영성을 추구하는 전례 없는 방식을 본 
격적으로 유행시켰다 다양한 계층의 수행자는 행렬에 참여하여 육체에 직. 
접 고통을 가하며 영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외부의 관중은 관상화와 채. 
찍질 광경을 목도하면서 예수 수난에 대한 공감과 신앙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과 채찍질 고행단으로 대표되는 . 
육체 고행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이들의 연계성. 
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어 볼 것이다. 

육체 고행과 수난상  2. 

역동적인 변화가 있던 세기 라인란트에서 채색목조상과 채찍질 고 14-15
행단은 동시대에 성행하였다. 선행 연구는 이들을 관련짓기보다는 각 주제
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채색목조상과 육체 고행 신앙의 . 
연관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바로 채색목조상의 주제적 측. 
면과 기능적 측면이다 먼저 주제적 측면이란 수난과 고통을 강조하는 주. 
제로서 십자가형과 피에타가 조각으로 빈번하게 형상화된 것을 말한다 중. 
세 후기는 전술한 신학적 논의 이후로 그리스도와 성모의 수난에 대해 처
음 적극적으로 주목한 시점이었다 이전까지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십자가. 
형과 피에타 즉 예수와 성모의 고난 장면은 크게 조명되지 않았고 예수는 , 

심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앞의 책. von Herford, , pp. 150-153.  
150) 앞의 논문 Merback, ,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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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왕이나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151) 그러나 세기부터는 유 11
럽 각 지역에서 십자군 전쟁을 비롯하여 심각한 전염병과 사회적 분열이 
일어났다 종교인들은 위엄있는 왕의 모습이 아닌 현실적인 구원을 바랄 . 
수 있는 고통받는 인간 으로서의 예수를 필요로 하였다‘ ’ .152) 수난을 겪은  
예수를 묘사함으로써 그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감정적 유대를 강
화하고 자신들의 고통도 호소하기를 원한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형 이미지. 
가 유포되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알려져 있다.
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십자가형 이미지의 변형들이 파생되었 13

고 십자가상도 다수 제작되었다.153) 또한 예수의 수난 이미지 중 관상화로 
서의 의미가 강조된 비탄의 예수‘ (Man of Sorrows/ 

도상이 북유럽에서 유포되기도 하였다Schmerzensmannes)’ .154) 피에타  
역시 비탄의 예수 이미지가 확장되어 나타난 주제로 추정된다 특히 피에. 
타는 예수와 성모의 슬픔을 극대화한 장면인 만큼 희생당하고 비참한 죽
음을 맞은 예수의 이미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155) 실제로  Ⅱ
장에서 살핀 초기의 피에타 이미지에서는 이렇듯 비극적인 감정이 부각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도 ( 12-15).156) 당대에는 피에타 이미지의 전례가  
없었기에 예수의 몸은 다소 경직되고 부자연스럽게 묘사된 모습이다 그렇. 

151) 앞의 책 Großmann, , p. 24. 
152) 위의 책 , pp. 25-26. 
153) 위의 책 , p. 27.
154) 비잔틴의 이콘에서 출발한 비탄의 예수 도상은 서유럽 그리스도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상으로 자리하였다 비탄의 예수 도상이 중세 후기 전례 및 종교 행렬 성극에서 어. , 
떻게 활용되었으며 기능하였을지는 다음 연구를 참조 Hans Belting, Das Bild und 
sein Publikum im Mittelalter: Form und Funktion früher Bildtafeln der 
Passion (Berlin: Mann, 1981), pp. 1-316. 

155) 이러한 추측은 피에타 이미지의 초기작 중 일부에서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사용되었던 도구 들이 함께 등장한 것에 기인하였다 예(Instruments of the Passion) . 
수의 수난과 관련된 도구들은 예수의 고난 을 단독 주제로 한 관상화에‘ (Arma Christi)’
서 나타나는데 이 관상화 역시 비탄의 예수 도상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위의 책, .  , 
p. 28.

156) 피에타 도상의 정확한 기원과 의미에 대한 당대의 문헌적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 
다 이 주제를 탐구한 연구의 예는 . Tadeusz Dobrzeniecki, “Mediaeval Sources of 
the Pietà,” Bulletin du Musée National de Varsovie 8 (1967), pp.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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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관자에게 성모와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정서가 강하게 전달되도록 표
현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세기의 십자가형과 피에타는 이후 그리스도. 14
와 그의 어머니의 고난을 묘사하는 기본형 이 되었다( ) .基本形

세기 라인강 지역에서 피에타상이 상당수 제작된 것은 또 다른 특 14-15
정한 관상 수행법과 관련이 있었다 신앙인이 자신과 성모를 동일시하는 . 
관상을 실천하였는데 이것은 과거에 주로 수녀원에서 수행되던 방식이었, 
다.157) 그러나 세기에는 평신도들이 성별과 관계없이 마리아를 모델 14-15
로 삼아 따를 것이 촉구되었다 종교 내에서 보편적인 관상 수행으로서 마. 
리아에 대한 동일시를 추구한 것이었다.158) 이러한 갑작스러운 유행은 마 
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시대 상황과 관련된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 . 
의 슬픔은 당시 생과 사의 경계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의 심정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피에타 장면을 통해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 비
교적 용이하였을 것이다 마리아에 대한 동일시가 널리 행해짐에 . 따라 자
연스레 피에타상의 제작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적인 번뇌와 육신의 괴로움을 승화시켜 신심을 북돋으려 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육체 고행 신앙과 동일한 맥락이다, .
실제로 세기 독일의 채찍질 고행단은 마리아 송가 13-14 (marienklagen)
를 애호하였다고 한다 마리아 송가는 성모 통고. ( )聖母痛苦 기념일에 예수 
의 수난을 바라보는 성모의 슬픔을 묵상하기 위한 노래였는데 채찍질 고, 
행단이 행렬에서 유난히 즐겨 불렀다고 전한다.159) 선행 연구는 피에타 이 
미지가 세기 출현한 마리아 송가의 시각적 대응물이라고 분석하기도 하13

157) 마리아의 예수 수난에 대한 공감과 중재자 로서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intercessor)
논의는 다음을 참고. Rachel Fulton Brown, From Judgement to Passion: 
Devotion to Christ and the Virgin Mary, 800-1200 (New York: Columbia 

그리고 University Press, 2002), pp. 405-428 pp. 444-458. 
158) 앞의 논문 Merback, , p. 166. 
159) 마리아 송가는  스타바트 마테르 가 노래로 발전한 것으로 본래 스타‘ (Stabat Mater)’ , 
바트 마테르는 성모의 고통을 풀어낸 시다 시는 세기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회 수도. 13
사 야코포네 다 토디 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마리아 송(Jacopone da Todi, 1230-1306) . 
가는 사순절과 성모 통고 기념일에 불리는데 특히 십자가의 길을 행진할 때 구가된다, 
고 한다. 앞의 책 Großmann, ,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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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60) 요약하자면 독일의 십자가형과 피에타 이미지는 평신도가 자신 , 
과 같이 수난을 겪은 예수와 성모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형상화되기 시
작하였다 그리고 중세 후기에 발전된 채색목조상은 여러 시각적 효과들을 . 
더해 예수와 성모의 인간성을 부각시켜 드러내었다 이들은 관자에게 상당. 
한 몰입감과 충격을 선사하였으며 예배용과 개인용으로 만들어져 교회 대
내외에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라인강 지역의 채색목조상은 관자에게 어. 
떻게 기능하였을까 세기 채색목조상들은 육체 고행 신앙이 번성하. 14-15
던 때에 함께 유행하며 평신도에게 사랑받았기에 분명히 특정한 기능을 
의도하여 제작되었을 것이다.  

채색목조상의 기능적 측면은 육체 고행 신앙에서 활용된 시각적 구성들 
을 기반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멀벡은 특히 채찍질 운동의 독특성을 정. 
확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평신도들이 고행단에 열광하였다는 사실과 채찍. 
질 고행단의 핵심은 시각성 이었다는 것을 꼬집었다 멀벡은 채‘ (visibility)’ . 
찍질 고행단에서 중요한 것은 채찍질의 격렬함이나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의식의 과정과 광경을 종합하여 보는 것에 있다고 말하였다 채찍질 의식. 
을 종합하여 보는 것에는 소리 시각적 충격 제스쳐 등 신체의 모든 기술, , 
이 포함된다 그는 고통 받는 몸의 외부적인 시각성 덕분에 채찍질 광경은 .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하였다.161) 그러나 멀벡은 채찍질 행렬단의 유행  
속에서 더불어 발전한 채색목조상에 대해선 주목하지 않았다.
채색목조상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작품을 목도하는 것 역시  
관중이 채찍질 행렬을 보는 것과 동일하게 몸을 매개로 한 시각적 경험이
기 때문이다 채찍질 고행단의 시각성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는 피. 
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피가 함의하는 바는 의미심. 
장하다.162) 그리스도의 피는 성스러움의 상징이자 인간과 창조주를 묶는  

160) 앞의 논문 Merback, , p. 167. 
161) 앞의 논문 Merback, , p. 162. 
162) 특히 중세에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숭배가 열렬하였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자세 . 
한 연구는 Bynum, “The Blood of Christ in the Late Middle Ages,” Church 
History 71 (2002), pp. 685-714; Bynum, Wonderful Blood: Theolog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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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체라고 믿어졌다 그런데 채찍질 운동이 부흥하던 세기. 14-15 에는 채
찍질 고행단의 핏방울 역시 예수의 피와 같이 계시적이고 구원적인 의미
로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채찍질에 의해 피가 흐르는 것을 본 관중은 그 . 
피를 묻혀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하거나 피에 옷가지를 담가 유물로 여기
기도 하였다.163) 이것은 유사한 시각성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던  
신학적 의미가 행렬단의 피에도 유비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라인강 지역의 채색목조상 또한 붉은 채색으로 피를 강조하였다
는 것이다 채색목조상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과장되. , 
어 묘사된 피다 그런데 여기서 피는 구세주로서가 아닌 채찍질당하고 고. 
난당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상기시킨다 이것은 관자에게 직관적으로 예. 
수만이 아니라 동일한 육신을 가진 본인의 신체적 고통까지 연상시킨다. 
즉 라인란트의 조각들은 보는 이에게 시각적 구성에서 촉발되는 일련의 , 
고통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채찍질 고행단은 관상화를 매우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164) 고 
행단은 십자가상이나 관상화를 들고 다니며 관중에게 예수의 수난에 대한 

Practice in Late Medieval Northern Germany and Beyon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Karl A. Zänker, “The Cult of the 
Holy Blood in Late Medieval Germany,” Mosaic: An Interdisciplinary Critical 
Journal 10 (1977), pp. 37-46.  

163) 채찍질 고행단은 고행을 통해서 모든 죄가 면제될 것을 확신 받았을 뿐 아니라 마귀 , 
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당대에 간절했던 사람들에게 믿어졌고 사람들은 고행단의 . 
신성한 피에 담근 천을 몸에 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채찍질 고행단의 피는 특. 
히 눈병을 치료하는 데에 효력을 가진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행렬단의 피가 구원적인 . 
힘을 갖고 있다는 믿음은 불경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기에 행렬단은 쉽게 이단으로 
몰렸다. Norman Cohn, The Pursuit of the Millennium: Revolutionary 
Millenarians and Mystical Anarchists of the Middle Ages (New York: Oxford 

앞의 논문University Press, 1970), p. 135; Merback, , p. 154.
164) 멀벡의 경우는  채찍질 행렬에서 관상화가 함께 쓰였다는 사실을 간략하게만 언급하였
다 그는 이러한 시각 이미지는 이전에 주로 여성 수행자가 관상으로 몰입. 

하기 위해 사용했었던 것이라 덧붙였다(contemplative immersion) . 앞의 Merback, 
논문,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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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와 관상을 촉발시키려 하였다 도 공적인 행렬에서 발휘되는 관상( 35). 
화의 기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휘되는 기능에 비해 복합적이다 관중은 . 
고행단이 모방하는 예수의 수난을 볼 때 단순히 고통을 상상하고 짐작하
지 않는다 현재 시점에서 채찍질 광경을 보는 관중은 동시에 과거 시점에 . 
있는 예수의 희생을 연계하여 떠올린다 그리고 그 예수의 존재는 채찍질 . 
행렬에 사용된 관상화를 통해 시공간을 넘어 관중의 곁에 현존하게 된다. 
물론 장에서 다루었듯 사적으로도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관상 수행에 Ⅱ
몰입하게 되면 관상화 속 그리스도가 마치 관자의 현장에 현존하는 듯이 ,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중세 수행자들은 관상화를 적극적. 
으로 이용하여 수행해 나갔다 도 ( 36-37).
그런데 세기 독일에서 평신도가 채색목조상을 매개로 영성을 추구 14-15
하였다면 그것은 채찍질 행렬에서 관상화를 목도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각성이 강조된 채색목조상을 통해 죽어가는 그. 
리스도나 그 순간의 어머니를 마주하는 것은 관자로 하여금 감정적 격렬
함을 고양시킨다 더 나아가 관자가 수난상에 깊게 몰입한다면 관중으로서 . 
그저 채찍질 행렬을 바라보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예수의 고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대 채색목조상은 육체 고행을 보거. 
나 실천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의 심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기 위해 의도, 
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특히나 육체 고행 신앙이 열렬하던 라. 
인강 지역에서 큰 제약 없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적합하였을 것이다 또. 
한 삶의 고통 속에서 구원을 찾던 당대의 평신도들에게 라인란트의 채색
목조상은 그 충격적인 모습만큼 강한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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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Ⅴ

본 논문은 세기 라인란트에서 크게 유행한 예수 수난상의 특징과  14-15
제작 배경 그리고 수용 방식에 대해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당대 라인란, . 
트에서는 예수와 성모의 육체적 고통을 극대화하여 나타낸 채색목조상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채색목조상은 어지럽던 시대에 육체적 고통을 . 
통해 영성을 추구하려던 평신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였다. 
예수와 성모의 육체적 영적 고통에 집중하는 신학적 접근이 있은 후 당, , 
대에는 성인의 인간성을 부각하는 이미지들이 만들어졌고 또한 수행자뿐 
아니라 평신도가 함께하는 육체 고행 운동들이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기. 
존 연구에서는 이 작품들과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는 여러 층위의 이야기
들을 상세히 살피지 않았다. 
중세 후기 고통의 예수상과 피에타상은 특히 독일 지역에서 거대한 흐름 
으로 자리하였다 이 점은 동시대 타지역에서 만들어진 작품들과의 비교를 .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의 육체성과 인간성을 가감 없이 실체. 
화한 작품들은 같은 육신을 가진 관자의 신앙심을 강하게 자극하였다 이. 
러한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에 관한 형식 분석을 통해 당대에는 왜 관상
을 위한 조각이 많이 제작되었는지 또 이 작품들은 관자에게 어떻게 신체, 
적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 
채색목조상이 성행하던 무렵 독일 지역에서는 남녀 수행자들 사이에서  
육체 고행이 적극적으로 실천되었다 수소의 신앙과 수녀들의 활동이 그 . 
대표적인 예다 수소는 갖가지 방식으로 극단적인 육체 고행을 행했으며 . 
그의 사상은 독일 대내외로 퍼지며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였
다 주로 고립되어 생활하던 여성 수행자들 또한 육신을 매개로 한 영성을 . 
추구하였는데 그것은 중세 사회에서 특별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며 전개, 
되었다 아울러 햄버거는 독일의 수녀원에서 수녀들이 직접 만들고 사용한 . 
관상화를 조명하며 이 논의를 강조하였다 라인란트의 관상 이미지들은 이. 
러한 연관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탄생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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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시대에는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육체적 고통을 통해 신에게 가 
까이 다가가려는 움직임이 성행하였다 세기 독일의 채찍질 고행단이 . 14
대표적인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리를 지어 채찍질하는 이 행렬에는 다양, 
한 신분의 평신도들이 참여하였다 이것은 전에 없던 실천 방식이었는데. ,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통한 수행을 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채찍질 고행단도 마찬가지로 관상화를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그들은 관상. 
화를 들고 행렬하며 관중이 관상 수행을 하도록 도모하였으며 이러한 신
앙 운동 속에서 평신도는 더 이상 외부의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인 수행의 
참여자로 변모하였다. 
채찍질 행렬과 같은 육체 고행 운동 속에서 라인란트의 채색목조상들은  
긴요하게 활용되었다 이들은 성인의 수난을 주제로 만들어지면서 관상화. 
로서 기능할 것이 의도되었는데 고행 광경과 참여자 관중 사이의 효과적, , 
인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당대에는 평신도가 마리아와 자신. 
을 동일시하는 관상 수행도 인기를 끌었다 이 과정에서 예수의 수난을 고. 
통스럽게 묘사한 작품을 보는 관자들은 채찍질 행렬을 마주하거나 고행에 
참여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기 라인란트의 작품들은 이러한 역동적인 흐름에 따라 육체. 14-15
적 고통을 통한 영성을 묘사하는 새로운 형식으로서 발전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중세 후기 라인강 유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들을 유기적으
로 연결지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작품들과 당대인의 수용 방식. 
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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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보홀트 성 게오르그 교회, 102×97cm. (St. 
Georg-kirche, Boch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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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카푸아의 레이몬도 본 수록 삽화. (illustrated copy of 

프랑스 국립도서관 Raimondo da Capua’s).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도 익명 라인란트 십자가형 세기 초 종22. ( ), < >, Inv. Nr. M340, 14 . 
이에 펜과 잉크(pen and ink drawing on paper), 

쾰른 슈뉘트겐 미술관25.5×18cm. (Schnütge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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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익명 아이히슈테트 피에타상 세기 중반 채색 목조조23. ( ), < >, 14 . 
각 아이히슈테트 성 발부르그 수녀원. (Abbey of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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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질 행렬 베리 공작< (The Procession of Flagellants)>, 『
의 시도서(The Belles Heures of Jean de France, duc de 

양피지에 템페라 잉크 및 Berry) fol. 74v, c. 1405-1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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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후반 조반니 빌라니Cod. L. V. 296, fol. 197v, 14 . Ⅲ 
본 수록 삽화 바티칸 도서관(Giovanni Villani) .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
도 도 의 부분31. 28 .
도 하인리히 수소 축복받은 자의 몰락32. , < (Der Untergang 

귀감auserwählter Gottesfreude)>, (Exemplar) Ms. 2929, 『 』 
스트라스부르 국립 대학 도서관fol. 57r, c. 1365. 

(Bibliothèque nationale et universitaire de Strasbourg).
도 수소 신비로운 순환 귀감33. , < (Der mystische Kreislauf)>, 『

스트라스부르 국(Exemplar) Ms. 2929, fol. 82r, c. 1365. 』 
립 대학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et universitaire de 
Strasbourg).

도 수소 장비 비전과 채찍질당하는 그리스도 비전34. , < (Die 
Rosenvision und die Vision Christi an der Geißelsäule)>, 
귀감 스트라스부(Exemplar) Ms. 2929, fol. 109v, c. 1365. 『 』 
르 국립 대학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et 
universitaire de Strasbourg).

도 익명 플랑드르 도르니크의 채찍질 행렬35. ( ), < (La Peste à 
플랑드르Tournai en 1349: procession de flagellants)>, 『

의 유물(Antiquitates Flandriae) Ms. 13077, fol. 16v, c. 』 
질 리 모아지 본 삽화 벨기에 왕립도1352. (Gilles li Muisis) . 

서관(Bibliothèque Royale de Belgique, Brussels).
도 알브레히트 뒤러 참회자36. (Albrecht Dürer),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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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화 뉴욕 메트로폴리탄 Penitent)>, 1510. , 19.5×13.4cm.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익명 독일 남부 참회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37. ( ), < >, (De 『
켐펜의 토마스Imitatione Christi) title verso, 1489. 』 

본 목판화 양피지에 인쇄(Thomas von Kempen) ( ), 
뉴욕 스완 옥션 갤러리14.2×9.7cm. (Swann Auction 

Galleries, New York). 



76

도 판

           

도 익명 라인란트 고통의 십자가상 채색 목조조각 높이 1. ( ), < >, c. 1304. , 150cm. 
쾰른 성모 마리아 교회.

 

도 도 의 부분 도 도 의 부분2. 1 .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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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왼 익명 라인란트 보홀트의 십자가상 세기 초 채색 목조조각4( ). ( ), < >, 14 . , 
보홀트 성 게오르그 교회102×97cm. .

도 오 익명 브로츠와프 고통의 십자가상 채색 목조조각5( ). ( ), < >, c. 1360. , 
브로츠와프 국립박물관178×136×44cm. .

도 익명 라인란트 고통의 십자가상 6. ( ), < >, 
세기 말 채색 목조조각 높이 14 . , 

쾰른 성 게오르그 교회16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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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익명 프랑스 또는 영국 십자가상 상아조각7. ( ), < >, c. 1275-1300. ,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24.3×7.8cm. .

도 로렌초 마이타니 십자가상 목조조각 피렌체 8. , < >, c. 1325-1330. , 68×68cm. 
바카렐리 보티첼리 컬렉션- .

도 조반니 피사노 십자가상    9. , < >, c. 
채색 목조조각 마사 마리티마 1310. , 

종교 미술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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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익명 봇쉬르카 십자가상 목조조각 스웨덴 10. ( ), < >, c. 1250-1349. , 77×69cm. 
역사 박물관.

도 도 의 부분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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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익명 라인란트 뢰트겐 피에타 채색 목조조각 높이 12. ( ), < >, c. 1300-1325. , 
라인란트 주립박물관88.5cm. .

도 도 의 부분1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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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익명 라인란트 피에타상 채색 목조조각14. ( ), < >, c. 1330-1340. , 
잘름도르프 마리아 대성당186×74×35cm. .

도 익명 라인란트 피에타상 목조조각15. ( ), < >, c. 1340-1370. , 176×126cm. 
슈어이에르펠트 페스테 코부르크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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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익명 라인란트 피에타상 채색 목조조각 높이 16. ( ), < >, c. 1390. , 80cm. 
프랑크푸르트 리비그하우스 미술관.

도 익명 프랑켄 피에타상 채색 목조조각 높이 17. ( ), < >, c. 1370. , 162cm. 
바르사브 국립미술관.

도 크레타 비잔틴 화파 피에타    18. - , < >, c. 
목판에 템페라 및 금박 1480-1500. 

채색 캔버스에 부착 높이 ( ), 47.5cm. 
파리 프티 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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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토스카나 화파 피에타 세기 파비아 카스텔로 비스콘테오 미술관19. , < >, 14 . .

도 앙게랑 카르통 아비뇽 피에타 년 이전 목판에 템페라 및 금박 20. , < >, 1457 . 
채색 파리 루브르 박물관, 162×218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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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익명 못박힌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시에나의 카테리나21. , < >, 
시에나의 성 카테리나의 생애 세기 카푸아의 MS All. 34, fol. 4v, 15 . 『 』 
레이몬도 본 수록 삽화 프랑스 국립도서관. .

도 익명 라인란트 십자가형 세기 초 종이에 펜과 22. ( ), < >, Inv. Nr. M340, 14 . 
잉크 쾰른 슈뉘트겐 미술관, 25.5×18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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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익명 아이히슈테트 피에타상 세기 중반 채색 목조조각23. ( ), < >, 14 . . 
아이히슈테트 성 발부르그 수녀원.

도 익명 아이히슈테트 십자가상 세기 채색 목조조각 아이히슈테트  24. ( ), < >, 14 . . 
성 발부르그 수녀원.

도 중세 후기 유럽 지도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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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럽 라인강 지도26. .
도 로베르토 도데리시오 고해성사 프레스코 나폴리 성모 27. , < >, c. 1360-1369. . 

마리아 교회.

도 도 의 부분2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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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익명 피렌체 년경의 채찍질 행렬 피렌체의 역사30. ( ), <1260 >, Cod. L. V. 『 』 
세기 후반 조반니 빌라니 본 수록 삽화 바티칸 296, fol. 197v, 14 . . Ⅲ 

도서관.
도 도 의 부분31. 30 .

도 랭부르 형제 채찍질 행렬 베리   29. , < >, 『
공작의 시도서 fol. 74v, c. 』 

양피지에 템페라 잉크 및 1405-1408. , 
금 은박 뉴욕 · , 23.8×34.1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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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인리히 수소 축복받은 자의 몰락 귀감32. , < >, Ms. 2929, fol. 57r, c. 『 』 
스트라스부르 국립 대학 도서관1365. .

도 수소 신비로운 순환 귀감33. , < >, Ms. 2929, fol. 82r, c. 1365. 『 』 
스트라스부르 국립 대학 도서관.

도 수소 장비 비전과 채찍질당하는     34. , <
그리스도 비전 귀감>, Ms. 2929, fol. 『 』 

스트라스부르 국립 109v, c. 1365. 
대학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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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브레히트 뒤러 참회자 목판화 뉴욕 36. , < >, 1510. , 19.5×13.4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도 익명 독일 남부 참회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37. ( ), < >, title verso, 1489. 『 』 
켐펜의 토마스 본 목판화 양피지에 인쇄 뉴욕 스완 옥션 ( ), 14.2×9.7cm. 
갤러리. 

도 익명 플랑드르 도르니크의      35. ( ), <
채찍질 행렬 플랑드르의 유물>, Ms. 『 』 

질 리 13077, fol. 16v, c. 1352. 
모아지 본 삽화 벨기에 왕립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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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tinctive visual elements of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y religious art works in Rhineland were intended to induce 
a strong physical reaction in lay people and enabled a new 
interaction between beholders and the work. Images of the 
Passion, which depicted an exaggerated expression of suffering, 
became popular among believers after the emergence of 
eleventh- century theological discussions emphasizing the 
humanity of Christ. Sculptures that depict the Passion through 
three-dimensionality and physicality realized concrete devotional 
practices by adding color or tactile effects. Wooden sculptures of 
Rhineland that vividly depict the Passion of saints through 
crucifixion and Pietà images have theological significance, as they 
convey the physical suffering of Christ and the mental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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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Virgin. This thesis argues that images of the Passion of 
Christ and the Virgin circulated in Rhineland in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y developed in a close relationship, in terms 
of prevalence and acceptance, with lay people’s pursuit of 
spirituality through physical suffering.

German Crucifixes have several common features, 
including an angular, disproportionate human body with rigid and 
twisted features; dark red blood gushing from the five wounds on 
the head and crown of thorns; skin covered with wounds from 
whipping; a distorted expression that looks like the figure will 
soon moan; and a y-shaped cross. This type began to be known 
as crucifixus dolorosus in the 1930s. After the fourteenth 
century, this form spread to many parts of Europe beyond the 
area surrounding the Rhine River, and the shocking appearance 
of these depictions of the crucifixion inspired many believers to 
develop a deep devotion to Christ. It became an established 
practice for lay people to kneel in front of the crucifix in 
mourning and to hold it as a true image of Christ, carrying it in 
the liturgy of Good Friday. This suggests that “the suffering 
crucifix” at the time provoked an intense emotional reaction in 
beholders and that the image of Christ, which can stir deep faith 
at the time, was changed due to its ability to evoke in observers 
a direct experience of the miserable state of suffering.

A number of Pietà were made popular at the same time. 
Their background was a theological debate that paid much 
attention to the suffering of the Virgin Mary. During the late 
medieval period, in addition to reverence for the spiritual 
suffering of the Virgin, faith in the Co-redemptrix and practices 
following Mary as a model reached their peak. Along with this, 
the Pietà of Pain, which realistically embodies the suffering of the 
Virgin, became prevalent. Descriptions and expression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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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ncy similar to the crucifixes of pain are found in many 
Rhineland Pietà. In other words, all of these works were intended 
to stimulate the viewer’s imagination and promote compassion 
emphasizing pain to the extreme.

There were religious and social contexts behind the wide 
acceptance of the polychrome sculptures of the Rhineland. In 
fourteenth century Germany, Heinrich Suso (1295 1366) desired –
to imitate the suffering of Christ through actively practicing 
physical asceticism in various ways. From the mid to late 
fourteenth century, his belief gained considerable influence in 
several monasteries and convents in Germany and beyond, and 
he attracted many lay followers in the villages adjacent to the 
Rhine River. Moreover, various practices using one’s own body 
were performed in convents, which were relatively closed groups 
in the late Middle Ages. Female saints practiced abstinence in the 
form of fasting, chain torture, and a refusal to sleep, believing 
that they encouraged their devotion. Suso and the German nuns 
also practiced visual contemplation by making their own 
devotional images (Andachtsbild). In their works, scenes of the 
Passion of the saints appear frequently, and elements that make 
the viewer perceive pain immediately are emphasized.

In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y, the pursuit of 
spirituality through corporal suffering became a major trend 
among lay people. A representative movement was the Second 
Flagellant Movement, which was revived in Germany in 1348. 
Unlike flagellants in Italy and France, in Germany, not only men 
but also women, children, and people of various backgrounds 
whipped themselves as an act of penance. In addition, they 
marched with devotional paintings to express penance and induce 
the participation of spectators. In fact, it is said that those who 
observed the flagellants shed tears of lamentation, as they f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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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in of Christ expressed in devotional images as well as by 
the performers who imitated it. This reaction suggests that 
spectators were not passive observers but repented together in 
the spectacle and contributed to a group expression of penance. 
To summarize, in late medieval Rhineland, the practice of 
self-mortification was not limited to a specific class; it was 
transformed into a popular form through social and religious 
changes.

In the widespread practice of asceticism, German lay 
people enthusiastically embraced and responded to images of the 
Passion. The receptive aspect of crucifixes of pain can be 
understood based on the visual composition of the flagellants. 
The essence of flagellant procession of the time was the 
experience of suffering triggered by sight.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blood, and during the revival of the Flagellant 
Movement, the blood of performers was accepted as revelatory 
and redemptive like the blood of Christ. The theological 
importance of the blood of Christ is analogous to the blood of 
the procession in its appearance. Crucifixes in Rhineland 
materialized the blood of Christ in red. The blood reminds the 
beholder of Christ as a suffering human being by evoking the 
physical pain of the body experienced by humanity. In short, the 
characteristic visual compositions of the sculptures of Rhineland 
triggered a series of multisensory experiences in the viewer.

Finally, if lay people pursued spirituality through the 
images of the Passion in the later Middle Ages, then it is 
assumed that these images would have had a similar effect as 
the devotional paintings displayed during the processions of the 
flagellants. A spectator who sees the spectacle relates scenes of 
the suffering with the sacrifice of Christ and his present 
existence. Thus, the images transcend the boundaries of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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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ime to unite Christ with spectators in the present moment. 
The polychrome sculptures of the time were intended to evoke 
mental and physical pain comparable to those who witnessed the 
sufferings or practiced asceticism. Such works would have been 
suitable for evoking various interactions between the images and 
the people of the day, especially in the Rhine River region, where 
lay people’s religious beliefs were fervent.

The unique acceptance of the sculptures of Rhineland can 
be interpreted in close relation to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the 
faithful. Sculptures that reveal the corporal pain of Christ and 
the Virgin as human beings were used in the pursuit of spiritual 
development through suffering, enabling effective and complex 
experiences between spectacles, devotional images, and 
spectators. Such works of Rhineland could have exerted a 
spiritual impact on the lay people who were seeking salvation 
through sensorial experience.

Keywords : Image of the Passion, Crucifix, Pietà, physical 
asceticism, Rhineland.
Student Number : 2018-2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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