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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picture bible, the picture is helpful for showing story more vividly and specifically and it is helpful for finding 
the meaning of bible hidden behind familiarity. It plays the role of the most powerful testimony and expression, 
with which human provides himself.

The purpose of study was to grasp the relation among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middle age, human's 
characteristic and symbolic color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stume expressed in Maciejowski Bible, which 
is a picture bible of the middle age and observing type, color and decoration of costume.

Among 46 folios organizing Maciejowski Bible, 129 pictures explaining the Book of Genesis, the Book of 
Exodus, the Book of Leviticus, the Book of Numbers, the Book of Deuteronomy, the Book of Joshua and the Book 
of Judges, which belong to the former 400 years of the old Testament, were analyzed for people's costumes.

The pictures shown in Maciejowski Bible portrays object, costume and behavior on the background of France 
of the 13th century so we can find out the precious natures of middle age's costume, weapon and armor. Especially, 
the portrait about finger armor of chain mail attached in hauberk becomes the outstanding evidence that can 
encroach the discussion over whether it was used in the end of 1300s.

Regarding costumes of main characters, they wore chemise and braies as underwear, wore tunic or cotte having 
various lengths from the length reaching knee to the length reaching ground as basic costume and wore mantle 
with different-colored lining and hose with various colors. In the war picture, we can see hauberk made with chain 
mail and cyclas with long slit, which was worn over hauberk, barrel helmet, norman helmet and steel school cap. 
Regarding cap. man usually wore coif, beret, shade-shaped cap, straw hat and woman wore the decoration using 
veil and hairlace and used the method to wrap whole hair with net.

As the colors used in the costume of the picture bible, scarlet, blue, green and brown were usually used in order. 
They usually wore costumes decorated splendidly with the colors having high brightness and chroma.

Key words: Maciejowski bible（마카이요프스키 성경）, picture bible（그 림 성경）, costume of the middle age（중세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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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독교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문화, 경제, 정礼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특히 기독교 미 

술 부분이 연관성을 갖지 않은 시대는 없었으며, 하 

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종교와 예술 사이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해왔다.

기독교 미술은 우상숭배라는 비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이라는 좋은 취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해 왔 

으나, 이는 숭배나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표 

현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소개하는 일인 것이다. 

중세의 미술은 기독교 미술을 대표하는 하나의 전형 

이 되었고, 수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문화유산 

은 경이로움과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상징으로 풀이되던 중세 기독 

교 사상에서의 상징은 기독교적 의미가 부여된 존재 

론적 사물기호와 약속에 의거하는 기호로서의 상징 

으로 구분되고 있다. 실제 중세미술에 있어서 그림 

은 말보다는 감각에 의해 인식되어 그림이 육체의 

세계를 넘어 정신세계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이 되었 

다。

영어의 바이블(The Bible)은 라틴어의 비블리아 

(Biblia)에서 나온 말이며 이 라틴어는 그리스어 1 2 3 4ta 

biblia，에서 나왔는데, 이는 그리스어의，biblos，의 복 

수형으로，책，을 뜻한다. 비블로스란 말은 알파벳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그리스 세계에도 전달되면서 

책을 의미하게 되어, 후에，책 중의 책'이라는 뜻에 

서〈성경〉을 가리키게 되었다2).

1)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이한순 외 역 (서울: 사계절, 1997), p. 23.
2) 김진영, “기독교미술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24.
3) The New Encyclopedia Vol. 2 (Chicago: Britannica Inc, 1988), p. 895.
4) http://www.medievaltymes.com
5) http://www.medievaltymes.com

구약은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후부터 바벨론에게 멸망 당해 포로로 잡혔다가 일부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며 메시아를 기다리 

던 B.C. 400년경까지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서술된 

히브리 민족에 대한 기록으로서 역사서, 시가서, 선 

지서로 분류되며, 실제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존재하 

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 

로 본다力

성경을 통해 사람은 신과 대화할 수 있고, 그 말씀 

을 깨닫기 위해 문자와 더불어 그림으로 이해를 돕 

는 그림 성경은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러한 성경은 

기록된 당시의 복식관련 자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 

인 생활과 문화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연구 방법은 중세의 그림 성경인〈마카이요프스키 

성경(Maciejowski Bible)〉"에 표현된 복식을 인물별 

로 캡춰하여 복식 특성을 파악하고 문헌 조사를 통 

해 색상의 종교적 상징성을 알아보는 것이며, 연구 

범위는〈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을 구성하는 전체 46 

장(folio)중에서 구약의 전기 400년에 해당하는 창세 

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사사기를 설명하는 129장면을 대상으로 중심인물의 

복식을 1차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은 중세의 그림 성경을 통해 표현된 당 

시 복식이 사회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등장인물 

의 특징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매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복식의 종류, 색상, 장식성 등을 관 

찰함으로써 중세의 시대적 배경과 인물의 특성, 상 

징색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II.〈마카이요프스키 성경 (Maciqjowski 
Bible)> 이란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은 프랑스 루이(Louis) 9 

세(1214〜1270)의 첫 번째 십자군 원정을 위한 각오 

로 유대인 성경에 대한 그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7명의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 숙련공에 의해 

1244년에 제작된 구약을 설명하는 채색 사본으로서 

모두 283장면을 포함한 46장(folio)으로 구성된다. 이 

그림 성경은 뉴욕 pierpont morgan 도서관에 보전되 

어 있는데 '마카이요프스키'는 폴란드식 발음이며, 

'Morgan Bible of Louis IX', the 'Book of Kings', the 

'Crusader Bible5, the 'Maciejowski Bible*, 4The Mor
gan Bible'로도 불린다'.

루이 9세는 프랑스 카페왕조의 왕으로 성왕(聖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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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별칭을 지니며, 정의에 입각한 평화, 덕과 정 

치의 일치를 추구한 왕이다. 중세 프랑스의 집권적 

왕권을 완성하였으며, 십자군원정 도중 사망하였으 

나 이 시기에 프랑스는 서유럽의 중심이 되었다.

이 책은 처음 만들었을 때 말씀이 쓰여 있지 않은 

형태로 페이지마다 일관된 시각적인 리듬으로 편성 

된 회화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야기 전개의 흐 

름으로 성경을 소개하는 보기 드문 중세의 성경 그 

림책이다.

13세기는 스테인드글라스와 화려한 필사본 삽화 

의 시대 였고, 필사본 삽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원했기 때문에 번성하였는데, 풍부한 금박과 다양한 

색채로 이루어져 새로운 호화로움을 갖고 있다. 섬 

세한 선, 우아한 인물, 3차원성을 재현하려는 시도 

등은 이 시기를 아름다운 책을 생산하는 정점의 시 

기로 만들었다们

필사본은 글자와 이미지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두 

루마리 형식이 아니라 낱장들을 단단하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표지에 붙여 장정한 것으로 최초의 책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필사본들을 채색 필사본 

(illuminated manuscript) 이라고 부튼다气

필사본 성서의 세밀화 장식은 건축과 함께 두드 

러지는 예술적 업적으로 꼽힌다. 암흑시대 수도사들 

은 성직자이면서 동시 에 교사, 예술가였는데, 초기의 

채색 사본들은 대개 이들에 의해서 제작되었으며, 

작품의 주된 목적은 성서의 내용과 그 의미와 느낌 

을 감동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时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은 13세기 대부분의 필사 

본과는 달리 앞, 뒤 양면에 그림이 있으며, 일반적으 

로 그림 그리는 면적을 4개의 사각형의 하부면적으 

로 나누고 있지만, 그림의 주제는 종종 영역을 가로 

지르거나 경계를 지나 다음페이지로 계속되기도 한 

다.

고딕 예술의 걸작인 이 성서는 풍광에 있는 히브 

리어 경전으로부터 사건들의 아름다운 그림, 13세기 

프랑스의 배경과 복식, 기독교 시각으로의 묘사, 그 

리고 후에 추가된 3개의 글씨체와 5개의 언어(라틴 

어, 페르시아어, 아랍, 유대 인의 페르시아어, 유대어) 

로 된 성서 귀절에 의해 둘러싸여 구성되어 있다.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의 각 페이지는 390mmx 

300mm의 크기로 측정되며, 채색 면적은 270mmx 

230mm 정도이어서 오늘날 전형적인 책의 두 배 크 

기보다 크다.

또한 그림들은 선악을 예리하게 대조하고, 해를 

끼치는 경우 불가피한 대상을 묘사하고 단색 배경에 

대하여 움직이는 사람과 사건을 보여준다. 모든 페 

이지에 표현된 커다란 그림들은 빛나는 금색 배경에 

화려한 칼라로 되어 있으며, 한 페이지의 그림은 보 

통 직사각형 장면에 반복되는 일정한 인물들과 무질 

서한 전쟁터를 특색 있게 배열하였다’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은 특히 사울(Saul)과 다 

비드(David) 왕의 삶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독특하게 

잔인한 내용을 담은 21개의 큰 전쟁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에서 루이 9세의 십자군 

원정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283개의 회화에는 13 

세기의 무기류, 기갑, 의류, 오락, 가구, 정치, 종교적 

인 연습, 기구 및 무기, 요리, 건축 기술 등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의 그림들은 이스 

라엘 성서로서가 아니라 13세기 프랑스 배경으로 사 

물, 의복,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 중세 복식, 무기 및 

갑옷, 생활문화에 관한 귀중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 

다’

JU.〈마카이요프스키 성경(MaciejQwdd 
Bible)〉에 표현된 복식의 특징

그림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진리에 대해 좀더 깊 

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가져다주기 위함이었다"

따라서〈마카이요프스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들은 구약의 전기 400년에 해당하는 시대의 사람들 

이지만, 성경의 의미와 느낌의 정도를 감동적으로 

높이기 위해 복식과 장식등 생활문화 전반의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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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ne Shaver-Crandell, 중세의 미술, 김수경 역 (서울: 예경 산업사, 1991), p. 101.
7) 필립, B. 멕스, 월간디자인 편집부 역,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서울: 월간 디자인, 1988), p. 52.
8) 안혜정, “최후의 만찬에 표현된 복식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20.
9) 웬디 베케트, 웬디수녀의 그림으로 읽는 성경이야기, 김현우 역 (서울: 예담, 200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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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될 당시인 13세기의 것으로 표현하였다.

1.〈마카이요프스키 성경〉에 등장하는 중심인물 

의 복식

이야기 전개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하느님, 카인 

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로 에서, 야곱, 요셉, 

벤자민, 모세, 아론, 여호수아, 기드온, 예브다, 삼손 

레위, 보아스 등 19명의 복식을 분석하였다.

〈표 1〉은 중심인물 복식의 분석 결과를 표로 나 

타낸 것인데, 등장 빈도를 숫자로 표시하였고, 겉, 안 

감이 다른 색채인 경우 屮를 사용하여 겉감의 색과 

안감의 색을 함께 기록하였다.

1) 창세기 하느님의 복식

하느님의 복식은 1, 2, 7장(folio)에서 보이는 8컷 

을 분석하였는데, 창조의 첫날부터 에덴동산에서 아 

담과 이브가 추방되는 장면까지의 복식으로 파랑색, 

주황색 혹은 갈색의 튜닉과 갈색, 파랑색의 맨틀로 

표현되었다.

7장(folio)에서 하느님이 불타는 숲의 모습으로 모 

세에게 나타날 때는 올리브색 튜닉에 파란색 맨틀을 

착용했으며,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를 줄 

때는 발목길이의 갈색 튜닉 위에 흰색으로 안을 댄 

파란색 맨틀을 둥근 브로치로 여며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머리 주변에는 성자와 황제의 일족에게만 제한적 

으로 사용되어 권력을 표시하는 후광(Halo) 혹은 님 

부스(nimbus)'아가 보이며 주황색과 갈색으로 표현하 

였다.

2) 카인 (Cain)과 아벨 (Abel)의 복식

카인과 아벨 사이에는 인격적인 차이가 있었다. 

카인은 제사에서 차별받자 자신의 동생을 원수로 보 

고 증오심을 품은 악한 성격이었으나, 아벨은 의로 

운 성격이어서 마음이 곧고 생활을 경건히 하여，의 

인 아벨'이라 불렸다. 이는 정해진 토지에 얽매여 사 

는 농부 카인과 이곳, 저곳을 유랑하는 유목민 아벨 

사이의 성격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2장(folio)에서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카인이 매턱

(mattock)이라는 도구로 양치기인 동생 아벨을 죽이 

는 장면의 복식을 분석하면 카인은 파란색 무릎길이 

의 튜닉에 허리에는 가는 끈 형태의 벨트를 매고 주 

황색 호즈를 착용하였고, 쓰러져 있는 아벨은 회색 

의 무릎길이의 튜닉위에 올리브색 맨틀을 입고 역시 

주황색 호즈를 착용하고 있다.

라멕(Lamech)에게 살해되는 장면에서 카인의 복 

식은 갈색의 무릎길이 튜닉에 녹색 호즈를 착용하고 

있다.

3) 노아(Noah)의 복식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하느님이 인류를 위한 

유예 기간을 선언하자 즉시 홍수를 피해 방주를 만 

들었던 노아의 성품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 

하게 살려고 노력한 의인이며, 청명한 하늘을 보면 

서 방주를 준비하고 식량을 비축하는 일을 믿음으로 

수행한 순종적인 인물이다.

노아의 복식은 2, 3장(foli。)의 방주를 만드는 장면, 

동물들과 방주에 탄 장면, 방주를 떠나는 장면, 제물 

을 바치는 장면,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방주를 만드는 장면에서의 노아는 앞 중 

심에 깊은 슬릿이 있는 무릎길이의 파랑색 튜닉을 착 

용하고 있으며, 앞자락을 허리끈에 걷어 올리고 작업 

을 하는 모습이다. 방주에 탄 노아는 갈색의 튜닉을 

입었는데 창문의 크기상 길이는 추정해볼 수 없고 방 

주에서 내리는 노아의 주황색 튜닉은 발목길이의 튜 

닉이다, 또한 제물을 받치는 노아의 튜닉은 소매끝 

부분이 턴업 커프스(turn-up cuffs) 형태를 보이는 발 

목길이의 파랑색 튜닉으로 앞 중심에는 깊은 슬릿이 

있어 한 자락을 허리끈에 걷어 올리고 있다.

맨틀은 겉과 안의 색이 다른 양식을 보이는데, 머 

리부터 덮고 있는 갈색의 맨틀은 안감이 횐색이고 

다른 하나 역시 파랑색 맨틀의 안감에 흰색을 사용 

하고 있다.

같은 배경에서 일련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같은 인물의 복색이 바뀌는 것은 여러 

명의 채색화가가 나누어 작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아브라함(Abraham)의 복식

임산 역 (서울: 한길 아트, 2003), p.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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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아in Lowden, 초기 그리스도교와 비잔틴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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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심인물의 복식 특성

복식 

인물
속옷 튜닉, 꼬뜨 시클라스 맨틀 호즈 기타

하느님 

(God)

주황 4, 
파랑 2, 
갈색 2, 
올리브색

파랑 4
갈색 5, 

파랑+흰색

맨발 

브로치

아벨 

(Abel) 發죠 회색 올리브색 주황

카인 

(Cain)

祁L
파랑, 

갈색

주황, 

녹색

노아 

(Noah)

파랑 3, 
갈색, 

주황

파랑+흰색 

갈색

주황, 

흰색

아브라함 

(Abraham)
誡k 녹색 녹색 갈색 +주황

체인 

메일 

쇼즈

파랑 

코이 프, 

허버크 

(hauberk)

이삭 

(Isaac)

주황, 

올리브색, 

노랑, 

파랑

파랑+흰색 

빨강■+흰색
녹색 머릿수건

롯

(Lot)
ti

녹색 3

흰색

코이프 

베레, 

빨강+모피 

쉬르꼬뜨 2

에서 

(Esau)
녹색, 

연갈색
주황+ 흰색

파랑, 

옅은 

빨강

야곱 

(Jacob) 發 2
 

색
 
즈
 

흰
 
미슈

회색, 

갈색 2, 
올리브색 2, 

녹색, 

주황 2, 
파랑 2

파랑+흰색, 

갈색 +흰색, 

파랑+모피 2

파랑 2,
주황 3,
녹색

후匸

베레 3

요셉 

(Joseph) i 흰색 

슈미즈

회색 +주황, 

회색,

파랑+녹색, 

파랑 4,
빨강+흰색, 

빨강,

갈색 +녹색

주황+파랑 

주황+갈색 

빨강+파랑 

빨강+흰색 

파랑+모피 

파랑+파랑 

파랑+ 갈색

갈색 2
녹색

주황

-267



64 프랑스〈마카이요프스키 성경(Mac记jowski Bible)〉의 중세복식 표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표 1> 계속

인물

복식
속옷 튜닉, 꼬뜨 시클라스 맨틀 호즈 기타

벤자민 

(Benjamin) .當 ' 수#
파랑

갈색 3

올리브색, 

주황, 

녹색 2

모세 

(Moses)

發，厂5變带 丿华,'Al \ J豈的吏¥&<시£妥公。t ■、:':;京호曽篇!

第、活理鶴^^鱼菱冬■自^^^®胃" 鑑^^^^责，攻變宣혈X솔^竿 理冬：: 싴以^弗觞:: ■ £心« ■ *凳李写?^蚤毒N ； 
號^骚匕礬^輙1 〃**，'■从'Nj A*
4噴雙^曜^鞘£

或「

혀■- \ - . •--■V
禁題黑屬既鹽艮院^^藤

주황,

노랑,

파랑,

녹색 2,
갈색 2, 
회색 3

파랑十흰색 2, 
녹색 +노랑, 

녹색 +파랑, 

녹색十주황 2, 
갈색 +주황, 

갈색 +파랑, 

파랑+노랑, 

파랑+주황

흰색,

노랑,

주황 3,
파랑,

녹색, 

회색

브로치 8

아론 

(Aron)

ir •广• 
爲：，

파랑 2,
주화

회색 2,
갈색

갈색 +주황, 

갈색 +올리브, 

갈색 +흰색, 

파랑+흰색 3

주황 2 브로치 2

여호수아 

(Joshua)

厂卢考

주황 3 파랑+연갈색 3 녹색 2 베레 3

기 드온

(Gideon)

瓮廳W詹■■■■■E—gg■■■国.

降竊'

흰색 

브레

파랑+베이지,

녹색 2, 
회색

자주+주황, 

갈색 +올리브

녹색,

주황, 

체인메일 호즈

코이프 2, 
브로礼 

허벅크, 

기사 벨트

예 브다 

(Jephthab)

題
파랑

녹색

+주황

흰색

체인메일 호즈
허 버크

삼손 

(Samson)

次L

-■上S'计
3

주황 5,
주황+파랑 3, 

갈색,

파랑+흰색

녹색+ 흰색 5

파랑 2,
회색 4,
녹색 2,
주황

브로치 5

레위 인 

(Levite)

TWih 빼iw 
•'；
**

J'' ' 1
^^^鄭顚歯象緡시■
4詞号微笼g 
顆2段%題 
泡WZ)後 
■^瞻鶴耋參次凯M奴:써t» \ •气

녹색, 

연노랑, 

흰색 3, 
갈색, 

올리브

주황+흰색, 

녹색十 주황, 

갈색+ 파랑 2, 
파랑+횐 색

주황 3
파랑 

쉬 르꼬뜨, 

갈색 쓰개, 

브로치 3, 
파우치

보아스 

(Boaz)

‘ A

W、、G A
心0
H I •

녹색 4, 
주황

주황+파랑 2, 
올리브색+파랑

파랑 2, 
주황, 

연노랑

빨강+파랑 

쉬 르꼬뜨, 

갓모양의

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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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에서 히브리인으로 불린 최초의 사람인 아브 

라함은 조상 때에 바빌로니아 동남 지방에 살던 셈 

(Semites)족이었는데, 하란(Haran) 지방에 살다가 팔 

레스타인으로 이주하였으며, 아브라함의 활동 시기 

는 기원전 2160〜1991년으로 추정된다、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다가 하느님 

의 언약을 상기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다. 100세에 마침내 언약의 후손 이삭을 얻었지 

만 기꺼이 하느님께 제물로 받치려는 행동하는 신앙 

인의 모습을 보인다.

3장(folio)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Isaac)을 제 

물로 드리는 장면에서 넓은 소매가 있는 발목길이의 

녹색 튜닉과 겉감이 갈색, 안감이 주황색인 맨틀을 

가사의(袈裟衣)형태로 착용하고 있으며, 살렘왕 멜 

키세덱(Melchisedech)에게 은총을 받는 장면에서는 

쇠사슬 갑옷인 허버크(hauberk)위에 녹색의 시클라 

스(cyclas), 기사벨트, 체인메일 쇼즈(chainmaille chau- 

sses), 파란색 코이프(coifs)를 착용하고 있다.

5) 이삭(Isaac)의 복식

이삭이란 이름은，웃음，이라는 뜻이며, 제물로 받 

쳐질 때 순순히 복종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여호와 

와 그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3 

장(folio)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제물로 받쳐 

지는 이삭은 발목길이의 올리브색 튜닉을 입고 있 

으며, 4장(folio)에서 이삭이 아들에서(Esau)에게 봉 

양을 받는 장면의 복식은 소매가 넓은 발목길이의 

빨간색 튜닉과 흰색 안감이 대어진 파랑색 맨틀, 녹 

색 호즈, 머릿수건을 두른 모습과 타이트한 소매의 

노란색 언더 튜닉 위에 소매가 넓은 파랑색 오버튜 

닉을 입고 흰색 안감이 대어진 빨간색 맨틀을 걸치 

고 있다.

이삭은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보다 

는 다른 사람을 먼저 의식하며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품을 갖고 있고, 개방적이며 때로는 충동적인 면 

을 지니고 있다⑴ 이러한 성격은 그의 붉은 튜닉과 

파랑색의 튜닉에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6) 롯(Lot)의 복식

돗은 아브라함의 형 인 하란의 아들이다. 3장(folio) 

에서 소돔(Sodom)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롯이 포 

로가 되어 끌려갈 때의 복식은 녹색의 갬비슨(gam- 

beson)위에 갈색의 가죽제 보호복을 입고 빨간색 기 

사벨트, 박차가 장식된 체인메일 쇼즈, 흰색 코이프 

처림이다. 또한, 소돔사람들이 천사를 만나기 위해 

롯에게 요청하는 장면에서는 종아리 길이의 녹색 튜 

닉 위에 푸른색 모피로 안감을 대고 앞 중심에 깊은 

슬릿과 행잉 슬리브가 달린 빨간색 쉬르고뜨(surcote) 

와 베레모 차림을 하고 있으며, 이는 4장(folio)에서 

소돔을 떠날 때 롯의 복장과 같다.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본 

롯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을 베풀어주는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의 복식 

의 붉은 색도 그런 사랑을 표현해주는 듯하다.

7) 에서(Esau)의 복식

에서는 성질이 용맹하고 사상이 천박하며 들에서 

사냥을 잘 하였다. 더욱이 아버지 이삭은 사냥고기 

를 좋아하여 에서를 사랑하였고 여성스런 야곱은 어 

머니에게 편애를 받았다’ 4장(folio)에서 아버지 이삭 

에게 고기를 드리는 모습의 에서는 무릎길이의 연갈 

색 튜닉과 파랑색 호즈의 차림이고, 자신대신 축복 

을 받고 도망갔던 동생 야곱과 만나는 장면에서는 

종아리길이의 녹색 튜닉과 흰색 안감을 댄 주황색 

맨틀, 옅은 빨간색 호즈를 착용한 모습이다’

8) 야곱 (Jacob) 의 복식

출생시 몇 초 차이로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지 못 

했던 야곱은 하느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겨서 '이스 

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는데⑵, 그의 복식은 

4, 5, 6, 7장(folio)에서 볼 수 있다. 나이 많아 눈이 어 

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 

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도중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꿈을 꾸는 장면에서는 발목길이의 파란색 

튜닉과 연한 노랑색의 안을 댄 갈색 맨틀, 주황색 호 

즈의 차림이다.

11) 이관직,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p. 43.
12) 조신현, “구약성서에 나타난 복식과 그 상징성''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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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은 20년간 외삼촌 라반(Lavan)의 가축을 보살 

피는데 이는 매우 근면하고 성실했음을 알 수 있으 

며, 라반의 딸 라헬(Rachel)과의 만나는 장면에서는 

종아리길이의 파란색 튜닉과 빨간 후드의 차림이거 

나 녹색 종아리 길이의 튜닉에 연노랑색 안감을 댄 

빨간 맨틀을 입고 있다. 사촌의 시기에 두려움을 느 

낀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 떠나자 라반이 추 

격해와 야곱과 협상하게 되는데, 야곱은 종아리길이 

의 올리브색 튜닉을 입고 있으며, 그 후 야복 강에서 

하느님과 씨름하는 장면에서도 같은 복장으로 표현 

되어 있다.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에서는 종아리길 

이의 갈색 튜닉에 흰색 안을 댄 파랑색 맨틀과 파랑 

색 호즈의 차림이다.

세월이 흘러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 

었는데, 총애 받던 막내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상에게 팔리게 되고 양의 피가 묻혀진 요셉의 

옷은 야곱에게 요셉의 죽음을 알리는 수단이 된다. 

이 장면에서 야곱은 흰색 슈미즈 위에 V네크의 소매 

넓은 회색 튜닉, 모피로 안을 댄 파란색 맨틀, 주황색 

호즈, 녹색 베레의 모습이다.

해몽가로서 파라오의 인정을 받게 된 요셉의 초 

청으로 애굽의 파라오 앞에 오게 된 아버지 야곱은 

흰색 슈미즈 위에 넓은 소매의 주황색 튜닉을 덧입 

고 모피로 안을 댄 파랑색 맨틀, 주황색 호즈를 착용 

하거나 주황색 언더 튜닉 위에 넓은 소매의 녹색 오 

버튜닉을 입고 모피로 안을 댄 파랑색 맨틀과 주황 

색 호즈 차림이다.

죽음이 가까甲진 야곱은 그의 아들 므낫세(Manasseh) 

와 에브라임(Ephraim)에게 축복하게 되는데, 야곱은 

파란색 베레를 쓰고 바닥길이의 갈색 꼬뜨 위에 흰 

색의 안을 댄 파랑색 맨틀을 걸치고 임종의 순간에 

는 회색 튜닉을 입고 있다. 젊은 시절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노년에 이르러 기도와 복종의 겸손한 신앙 

인의 모습이다.

9) 요셉 (Joseph)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 

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은화 20냥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지만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받고 기근으로 고 

생하는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켜 정착시킨다.

히브리인의 성서에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인 요셉을 위해 지어 입힌 채색 옷(varicolored tunic/ 

a coat of many colours)”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창 

37:3-4), 이 채색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임을 표 

명하고 있으며, 족장을 계승할 수 있는 '장자 상속 

권'을 상징한다. 장자가 아닌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 

힌다는 것은 족장의 계승자임을 암시하는 야곱의 의 

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성경에서는 5, 6장(folio)에서 요셉의 복장을 

볼 수 있다. 슈미즈 차림으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의 옆에 벗겨진 그의 옷은 주황색으로 안을 댄 무릎 

길이의 회색 튜닉이며, 다른 장면에서 죽음의 증거 

로 야곱에게 보여 진 그의 옷은 녹색으로 안을 댄 파 

랑색 튜닉인데 중심에 깊은 슬릿이 있다. 노예로 팔 

려가는 장면에서는 종아리길이의 파랑색 튜닉과 갈 

색 호즈의 차림이며, 고관의 아내의 고발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녹색 안감을 대고 중심에 깊은 슬릿이 

있는 종아리 길이의 갈색 튜닉과 격자로 바느질선이 

보이는 푸른색 안감을 댄 주황색 맨틀차림이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관리인으로서의 재 

능을 보였으며,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이 

집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명 예로운 고관으로 임 

명된다. 이 장면에서는 파란 색 발목길이 튜닉 위에 

격자로 바느질선이 있는 푸른색으로 안을 댄 빨간색 

맨틀 차림과 빨간색 종아리길이의 풍성한 꼬뜨 위에 

격자로 바느질선이 있는 푸른색 안을 댄 파란색 맨 

틀을 입고 있다.

기근을 예견하고 식량 비축 운동을 벌이던 요셉은 

식 량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데, 고위관리인 요셉은 파란색 튜닉 위에 흰색 안을 

댄 빨간색 맨틀을 입고 지휘봉을 쥐고 있는 모습, 흰 

색 안을 댄 빨간색 종아리 길이 튜닉 위에 모피로 안 

을 댄 파란색 맨틀과 녹색 호즈를 착용한 모습, 파란 

색 종아리 길이의 튜닉 위에 격자로 바느질선이 있는 

갈색으로 안을 댄 파란색 맨틀과 연갈색 호즈 차림, 

회색의 발목길이 튜닉 위에 격자로 바느질선이 있는 

갈색으로 안을 댄 주황색 맨틀과 주황색 호즈 차림으 

로 전체적으로 상류계급의 복식을 입고 있다.

10) 벤자민 (Beqjamin)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벤자민은 형들의 선의를 시 

험하기 위한 요셉의 요청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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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게 된다. 6장(folio)에 표현된 어린 벤자민은 무릎 

길이의 갈색 튜닉과 올리브색의 호즈를 착용하고 있 

으며, 요셉과 만나는 장면에서는 앞 중심에 깊은 슬 

릿이 있는 무릎길이의 파랑색 튜닉과 주황색 호즈를 

입고 있다.

요셉과 포옹하는 장면에서 벤자민의 갈색 튜닉은 

옆선에도 깊은 슬릿이 있고 그 사이로 녹색의 호즈 

가 보이며 연회장에서도 종아리길이의 갈색 튜닉과 

녹색 호즈 차림이다.

11) 모세(Moses) 의 복식

모세는 B,C. 13세기경에 히브리인 백성을 이집트 

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킨 지도자이며, 유대 전 

통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서 추앙받고 있다.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어 왕자같은 생활을 하다 

가 사십세가 되던 해에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쳐 

목동으로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느님 이 불타는 숲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7장(folio) 의 장면에서 모세는 발 

목 길이의 주황색 튜닉 위에 흰색 안을 댄 파란색 맨 

틀을 입고 있는데, 맨틀은 브로치로 네크라인 중심 

에서 여며지고 있고, 발바닥이 없는 흰색 호즈 위에 

짧은 양말 형태의 검정 슈즈를 신고 있다(그림 1). 하 

느님의 임무 수행을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는 

노란색 튜닉 위에 연갈색 안을 댄 파랑색 맨틀을 걸 

치고 있다.

〈그림 1> 모세의 호즈.

8장(folio)에서는 애굽에서 파라오를 만나 이스라 

엘 백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하느님께 받은 지팡이 

의 힘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 모세는 발목길 

이의 회색 튜닉을 입고 그 위에 주황색 안을 댄 녹색 

의 맨틀이나 주황색 안을 댄 파랑색 맨틀을 걸치고 

둥근 형태의 브로치로 여몄다. 히브리인에게 지팡이 

는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의 장신 

구였지만13) 모세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 

단이 된 것이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인들을 뒤쫓아 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익사하게 한 후 이스라엘인의 배고 

픔과 목마름을 하느님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모세는 

의복뿐만 아니라 옷의 장식, 머리모양, 머리관리 등 

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규례를 정하여 

지키도록 했다. 이러한 배경의 9장(folio)에서 모세는 

녹색이나 갈색, 파랑색의 발목길이 튜닉 위에 다른 

색으로 안을 댄 갈색, 녹색, 파랑색 맨틀을 입고 브 

로치로 여미고 있으며, 착용한 호즈는 파랑, 노랑, 녹 

색, 회색, 주황색으로 다양하다.

성경에 따르면 시나이 정상에서 신을 만난 다음 

부터 얼굴과 머리에 빛을 내뿜게 되었으며, 일반인 

을 대할 때는 너울을 뒤집어쓰고, 하느님 앞에서만 

벗었다고 한다'幻

모세는 재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깊으며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성품은 녹색이 

나 갈색 같은 차분한 색상을 이용해 표현하고 있다

12) 아론(Aron)의 복식

하느님께서 아론에게 복을 내려 품위있게 하고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 백성의 사제직을 주었다. 

금색과 보라색, 자주색 실로 수를 놓은 어깨걸이와 

가슴받이를 입 었는데, 이 가슴받이는 진홍색 아마포 

에 금판을 붙이고 그 위에 값진 보석으로 장식한 것 

이었다. 또한, 터번 위에 금관을 씌워주셨는데 거기 

에는 인장이 새겨 있었다.

아론은 형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와 이스라 

엘인들을 구해내는데 7, 8장(folio)에 표현된 그의 복 

장은 주황색 혹은 파랑, 회색, 갈색의 발목길이의 튜 

13) F. H. Wight, Manners and Customs of Bible Lands, (Chicaco: Moody Press, 1979), p. 100.
14) 레지스드브레, 100편의 명화로 읽는 구약, 이화영 역 (서울: 마로니에 북스, 2006),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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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위에 맨틀은 착용하였다. 맨틀의 겉감은 녹색, 파 

랑, 갈색이며, 안감은 노랑, 주황, 파랑, 흰색, 주황색 

으로 배색하여 다양하였고, 목 중심에서 브로치로 

여미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여미고 있다’ 호즈의 

색 또한 흰색, 노란색, 주황색, 파랑색, 녹색, 회색으 

로 다양하다.

13) 여호수아(Joshua)의 복식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 끝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 

하느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모세가 죽은 후 하느님은 여호수아 

에게 이스라엘인들을 이끌 것과 율법을 지키는 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한다 연이은 전승으로 여호 

수아의 명성이 높던 중 신앙기물을 훔친 아간이라는 

이스라엘인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이 생기 

게 된다. 여호수아의 정교한 작전으로 다시 승리하 

게 되고 병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과 작별을 

고한다.

10, 11장(folio)에서 표현된 여호수아의 복식은 주 
황색 앞 중심에 깊은 슬릿이 있는 발목 길이의 튜닉 

위에 격자로 바느질선이 있는 연갈색 천으로 안을 

댄 파란색 맨틀을 걸치고 녹색 호즈, 갈색 베레를 쓴 

모습이다.

14) 기드온(Gideon)의 복식

하느님은 침략자, 미디 안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겸손한 남자 기드온에게 임무를 맡긴다. 

기드온은 바랄 신에게 바치는 아버지의 제단을 부수 

고 그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인들과 미디안족을 싸 

워 이긴다.

12장(folio)에서 표현된 일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베이지색으로 안을 댄 파란색 무릎길이의 튜닉을 앞 

중심의 슬릿을 이용하여 양 갈래로 나누어 허리끈에 

끼우고 있어, 안에 착용한 흰색의 브레와 허리끈에 

매달린 녹색의 호즈가 잘 보이는 노동복의 형태이며, 

머리에는 흰색 코이프를 쓰고 발에는 검정색의 짧은 

양말 형태의 슈즈를 착용하고 있다.

13장(folio)에서 제단을 부수는 기드온은 녹색의 

발목 길이 튜닉과 주황색으로 안을 댄 자주색 맨틀 

을 둥근 브로치로 여미고 있거나 올리브색으로 안을 

댄 갈색 맨틀과 주황색 호즈 차림이다.

전쟁시의 모습은 머리에 흰색 코이프를 쓰고, 회 

색의 캠브슨 위에 허버크를 입고 기사벨트로 장식했 

으며, 다리는 체인메일 쇼즈로 덮여 있다.

15) 예브다(Jephthah)의 복식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새로이 

선택된 사사 예브다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날 그의 집 앞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느님의 

재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한다. 암몬족을 물리치고 집 

에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이 춤을 추며 환영 나오고, 

예브다는 그의 약속을 한탄하지 만, 딸은 하느님에게 

충실하라고 격려하며 희생된다.

13장(f。血)에서 보이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예브 

다의 복장은 허버크와 체인메일 쇼즈 위에 주황색으 

로 안을 댄 녹색 시클라스(Cyclas)를 입고 기사벨트 

를 장식한 기사의 모습이고 딸을 희생시키는 장면에 

서는 파란색 무릎길이의 튜닉과 흰색 호즈, 검정 슈 

즈 차림이며, 앞 중심이 슬릿으로 벌어진 튜닉의 앞 

자락은 허리끈에 걷어 올려져 있다.

16) 삼손(Samson)의 복식

아기가 없던 이스라엘 부부는 천사의 계시로 이 

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곧 

삼손이다. 14장(folio)에서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는 

어린 시절의 삼손의 복식은 주황색 무릎길이의 튜닉 

에 파랑색 호즈 차림이다.

이후 삼손은 부모의 뜻을 어기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선택했으나, 아내로 인해 블레셋인에게 원한 

을 갖게 되고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 꼬리 에 횃불을 

매단 후, 블레셋의 곡식들을 태운다. 추격하는 블레 

셋인들에게 잡혔다가 하느님의 힘으로 결박을 풀고 

당나귀 턱뼈로 천 명의 블레셋 남자들을 죽인다. 필 

리스틴 사람들(Philistines) 의 원한을 갖게 되는 상황 

에서는 주황색의 무릎길이 튜닉위에 흰색 안을 댄 

녹색의 맨틀을 둥근 브로치로 여미고 회색의 호즈를 

착용한 모습이다.

그 후 삼손은 데 리 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블레 

셋 관리들은 데리라를 통해 삼손의 힘의 비결이 그 

의 긴 머리카락임을 밝혀 삼손이 잠든 사이 그의 머 

리칼을 자르고 생포하게 된다. 감옥에서 삼손의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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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블레셋인들의 종교 축제 때 

삼손은 사원의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의 통치자들 

을 죽인다. 15장(folio)에 표현된 필리스틴 사람들로 

부터 탈출하는 장면과 데릴라에게 머리카락을 잘리 

는 장면에서 삼손의 튜닉은 파랑색으로 안을 댄 주 

황색이며 호즈의 색은 각기 녹색과 파랑색이다. 감 

옥에 갇힌 삼손은 흰색 안을 댄 무릎길이의 갈색의 

튜닉에 녹색 호즈를 착용하고 목에는 죄인의 표시인 

듯한 금속제 걸이를 하고 있다.

히브리 남성들은 바빌론 사람들처럼 길고 잘 손 

질한 숱이 많은 곱슬머리를 자랑했고 좋아했다. 사 

사기 16장 13절에 의하면 삼손의 머리털은 직조할 

때 위사에 섞어 짜도 될 만큼 길었고 일곱가닥으로 

표현되었다. 삼손의 머리털은 힘의 원천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지만 서원의 수행을 위해 오랫동안 손 

대지 않았는데 그의 머리가 삭발됨으로써 그의 서원 

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기 

로 서원한 신도는 일정한 서원 기간 동안 머리카락 

이 길게 자라도록 두었다가 나중에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⑸

17) 레위인(Levite)의 복식

人］■사 없는 이스라엘이 더욱 타락하였던 때, 한 레 

위 사람이 그의 부인과 기브아(Gibeah)라는 도시에 

서 숙박하였는데, 기브아 남자들이 그의 부인을 강 

제로 데려가 욕보이고 죽이자 레위 사람은 죽은 부 

인의 시체를 나눠 이스라엘의 12부족에 보내 기브아 

인의 잔악성을 알리게 되고 이스라엘 부족들은 그의 

대가로 기브아 남자들을 죽인다.

15장(folio)에 보이는 여행 중이던 레위인의 복식 

은 밀짚모자 같은 진한 갈색의 모자를 쓰고 발목길 

이의 녹색 튜닉을 입고 흰색 안을 댄 주황색 맨틀을 

둥근 브로치로 여미고 있으며, 사다리꼴의 작은 흰 

색의 가방을 메고 있다. 실내서는 발목길이 흰색 튜 

닉을 입고 파란색으로 안을 댄 갈색 맨틀이나 흰색 

으로 안을 댄 파란색 맨틀을 두른 모습이다.

16장(folio)에서 죽은 부인을 싣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을 토막내는 레위인은 갈색 베레모를 머리에 쓰

〈그림 2, 3> 행잉슬리브의 쉬르꼬뜨 착장법

고 흰색 언더 튜닉 위에 올리브색 오버튜닉을 입고 

행잉 슬리브가 있는 파란색 쉬르꼬뜨를 덧입고 주황 

색 호즈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2).〈그림 3〉은 소매 

에 팔을 끼워 착장한 쉬르꼬드의 모습이다.

히브리인의 성경에 따르면 낯선 사람을 보면 얼 

굴을 가렸지만 베일을 쓰는 것이 엄격히 강요되지는 

않은 듯하며, 과부는 베일을 벗었으며 창녀는 얼굴 

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⑹ 여행 중이던 레위인의 부 

인은 중세의 전형적 인 베일을 쓰고 있다.

18) 보아스(Boaz)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Naomi) 

는 자부 룻(Rute)과 함께 가을걷이 가 시 작될 무렵 고 

향 베들레헴(Bethlehem)에 돌아왔다.

모세의 율법에는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밭에 곡식을 벨 때 얼마쯤 버려 

두며, 감나무를 떤 후에 가지에 남은 것을 살피지 말 

며, 포도를 딴 후에도 그 남은 것을 따지 말 것을 명 

하고 있다.

과부인 룻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인 보리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갔다가 친족인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식사자리에 초대받았는데 이는 그 집안의 상 

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이며, 한 

식구나 다름없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17장(folio)에 표현된 베들레헴의 대지주 보아스의 

복식은 갈색의 밀짚모자를 쓰고 녹색의 튜닉 위에 

파란색 안을 댄 주황색 맨틀, 파란 호즈 차림이며, 처 

15) 박찬부, “구약성서에 나타난 히브리인의 복식,” 복식 36권 10호 (1986), p. 66.
16) 박요기, “김인숙, 주변민족의 복식을 통해서 본 히브리인의 복식형태,”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5권 

1호 (2001),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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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룻을 보게 되고 룻과의 식사 장면에서는 턴업 커 

프스 형식의 소매가 달린 주황색 튜닉과 파랑 호즈, 

후드 차림이다.

히브리인의 성경에서 과부는 과부의 의복으로 자 

신의 신분을 나타내었으며, 상을 당하면 입고 있던 

자신의 옷을 찢고, 상복을 허리에 둘러서 자신의 극 

한 슬픔을 표시했다.

18장(folio)에서 과부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 

서 굴종하는 장면에서는 녹색 튜닉의 깊은 슬릿 사 

이로 주황색 호즈가 드러나고 파란색 안을 댄 올리 

브색 맨틀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외에는 녹색 

의 튜닉 위에 격자로 바느질선이 있는 파란색 천으 

로 안을 대고 행잉 슬리브가 달린 빨간색 쉬르꼬뜨 

를 입거나 파란색 안을 댄 주황색 맨틀을 걸치고, 머 

리에는 팜팜 모양의 장식이 정수리에 달린 갓 모양 

의 쓰개를 쓴 모습을 볼 수 있다.

2. 기독교의 색채상징

회화에 있어서 색채의 상징적 도입은 그리스도교 

시대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당시에는 성스러운 빛 

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 황금색 배경, 후광, 기하학적 

인 별 모양 등이 사물의 광채 현상보다도 더욱 중요 

하게 다루어졌으며, 그리스도교의 상징 체계가 색채 

속에 침투하여 색채는 일련의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초기 교회시대부터 상징적 색채를 사용하였지만, 

색의 상징성에 관한 일반적 관례나 규정이 체계적으 

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중세인들에 의해 색 

채의 상징성에 대한 이론과 체계가 확립되어 오랜 

전통과 관습에 근거하여 각 색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색채의 

상징성에 대한 질서와 규칙을 세웠던 것이다'路

비잔틴의 영향 아래 12세기 말에는 여러 색을 전 

례(典禮)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확정되어 흰색은 순 

결, 파랑색은 신성, 빨강색은 신의 사랑, 심홍색은 존 

귀, 노랑색은 풍요, 금색은 덕, 초록색은 영원한 청춘, 

자주색은 겸양 등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기독교에서 빨강과 파랑, 녹색은 삼위일체의 색이 

다. 하지만 파랑은 거의 동정녀 마리아, 빨강은 예수, 

자주색은 성부(聖父), 녹색은 성령(聖靈)을 상징한다祯

성경에서 흰색은 많은 경우에 죄진 인간을 깨끗이 

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되었다. 죄사함을 받은 깨끗하 

고 정결한 상태를 눈이나 깨끗한 양털과 같이 흰 것 

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흰색은 정결함, 죄가 없 

는 상태, 믿음으로 죄를 사함 받음 등을 상징한다.

또한 흰색은 신의 색이다. 성령은 하얀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는 흰 양이다. 천사들도 

흰 옷을 입고 하얀 날개를 달고 있다. 별등의 찬란함 

과 성모마리아의 순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빛, 영광, 

결백, 승리, 환희 등을 상징하며 축일의 환희가 충분 

히 표현되어야할 전례에 항상 흰색을 사용한다.

빨강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색으로 성부의 색이 

라고 하나 예수의 색이라 해도 무관할 것이며, 중세 

말기의 회화 작품 중에는 마리아가 세속적인 배경에 

서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그림도 많지만 빨강은 믿음 

의 증거로서 순교자가 쏟은 피를 상징하여 순교자의 

축일이나 그 기념일에 사용되며, 작렬함과 사랑을 

나타낸다2*

한편, 오랜 역사를 통해 성경에서는 죄를 '진홍색 

처럼 붉은 색'으로 비유하여 죄의 의미를 붉은 빛으 

로 상징화했다. 그리고 중세에 와서도 빨간 망토는 

사치스러움을 뜻하거나, 어떤 제도를 위배했다는 의 

미로 전달되었다끄1.

여성적인 파랑은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내향적이 

다' 하늘나라를 상징 하는 색 으로 상징학에 서 는 물을 

나타내는데, 물 역시 여성을 상징한다 파랑은 기독교 

문화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여성, 즉 마리아를 상징 

하는 색이다. 마리아의 파란 망토는 하늘만큼이나 넓 

어서 경건한 신자들을 모두 덮어 보호해 주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특성을 나타내준다.

17) 안향신, “현대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12.
18) 김내현,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직물의 상징문양과 색채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3), p. 67.
19) 오춘자, “그리스도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2권 3/4호 (1974), pp. 751-752.
20) 안혜정, Op. cit., p. 46.
21) 안향신, Op. cit., p. 17.
22) Rona Gofften, Titian's Woma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97),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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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란색이 거룩한 장소와 성직자의 예복 제 

사 의식에 많이 쓰인 것은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하 

기 때문이며, 하느님을 묘사할 때 그 배경색으로 사 

용되 었다.

녹색은 나뭇잎의 싹틈, 식물의 성장, 활짝 핀 생명 

의 희열과 열매의 희망을 상징하여 자연의 상징이며 

영생의 희구를 나타내는 중간색이다可

성령은 하얀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이때의 

배경은 주로 녹색을 사용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나 

타나서 녹색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색이 되었다. 이 

녹색은 지혜와 사제 정신이 인도하는 도덕과 법의 

기독교 신앙 본성의 실천을 지향하는 삶을 뜻한다.

자주색은 장엄하고 호화로우며 풍부한 감정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고대부터 서구에서는 왕의 복색이 

었다. 자주색은 빨강색의 정열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과 파랑색의 이지적이고 침착한 성격이 혼합되어 복 

합적이며 고귀한 느낌을 준다. 또한, 자주색은 이 색 

자체가 그다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 회개를 

표시하므로 교회에서는 회개, 고행, 참회, 금식을 의 

미 한다,

교회는 세속적인 권력의 색인 자주색을 영원과 

정의의 색으로 해석함으로써 권력을 추구하면서도 

신의 겸손한 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모순을 해결했다.

검정색은 모두 무채색 증에서 가장 명도가 낮은 

색으로 가장 무겁고 엄숙하며 심원한 깊이를 느끼게 

하는 반면 압박감과 공포, 사망을 연상시키는 색이 

기도하다. 따라서 죽음과 슬픔, 고난을 상징하여 그 

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슬퍼하는 날과 장례 

식 때 사용되었다꺼.

검정색은 줄곧 지옥계의 이교도적 표시일 뿐만 

아니라 영적 파멸의 기호였다. 결국 부정적인 것이 

며, 투쟁하는 교회의 수확과 결실의 초록빛 풍요에 

비해 승리하는 교회에 맞선 영원한 천벌의 색이며 

죽음을 상징한다.

황금은 그 아름다움과 희소성 때문에 많은 문화 

권에서 귀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또 그것은 흔히 사 

회학적, 종교적 중요성 그리고 권력과 연관되고 있 

고 금색 또한 부유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미술에서는 흔히 빛을 상징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는 

데, 이것은 특히 작가의 묘사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시각적 양식에서 그러하다.

그리스도교에서 노랑색의 사용을 피하는 이유는 

배반자 유다의 의복을 표현한 색이기 때문이며, 그 

리스도교의 보급 이래 구미（歐美）에서는 최하의 색 

이 되었다羽.

이렇게 색은 중세 회화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다 

른 색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다. 또한,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무엇을 상징하게 되 

헜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와 위치가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직접적인 반응에 따라서 새롭게도 생 

성된다.

따라서 색채상징은 의미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 

고 사회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종 

교와 연관된 색채상징은 색채상징 중에서도 의미추 

구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마카이요프스키 

성경〉중심인물의 색채상징의 의미는〈표 2〉로 구 

성하였다'

IV.결론

상징의 사용은 드러난 대상의 느낌과 그것이 함 

축하는 이념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기독교 미술이 

상징적인 성향을 지니는 근원적인 이유는 그것이 이 

미 그 자체로 상징적 속성을 지닌 종교와 관련되어 

있음에 기인한다.

1.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의 그림들은 이스라엘 

성서로서의 배경이 아니라 13세기 프랑스 배경 

으로 사물, 의복,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 중세 

복식, 무기 및 갑옷에 관하여 귀중한 특성을 발 

견할 수 있다.

특히 허벅（hauberk）에 붙은 체인메일의 손가락 

장갑에 관한 묘사는 이것의 사용 시기가 1300 
년대 후반이라는 일부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 

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그림 4）.

2. 중심인물의 복식 중 속옷으로는 흰색의 슈미즈 

와 브레, 기본 복식으로는 무릎길이부터 바닥

23） 파바비렌, 색채심리, 김화중 역 （서울: 동국출판사, 1989）, p. 236.
24） 김현, “전례복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충주사대논문집 20집（1982）, p. 205.
25） 塚田敢，色彩美學,（東京：紀伊國屋書店，1985）,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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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심인물의 색채상징

인물 중심 색상 상징

하느님 주황, 파랑
노랑과 빨강의 혼합색인 주황은 권력과 사랑의 의미이며, 파랑은 하늘나라를 

상징한다.

노아 파랑
조용하고 수동적인 파랑색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성격을 반영 

한다.

야곱 주화 파랑
가족애가 많고 성실한 야곱은 하느님의 사랑에 복종하는 겸손함으로 주황과 

파랑으로 표현되었다.

모세 녹색, 갈색, 회색
지혜롭고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녹색으로 표현되고 

차분한 성품은 갈색과 회색의 중간톤으로 표현되었다.

아론 파랑, 회색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인을 구하는 실천자 아론은 거룩한 신의 색 파 

랑과 회색으로 표현하였다.

삼손 주황
정열의 빨강과 노랑의 혼색 주황은 삼손의 강하고 즉홍적인 성격을 표현하기 

에 적당하다.

보아스 녹색 생명과 자연에 관련된 녹색은 대지주 보아스를 표현하기에 좋은 색상이다.

길이까지 다양한 길이의 튜닉 혹은 꼬뜨를 입 

고, 다른 색으로 안을 댄 맨틀(mantle)과 다양 

한 색상의 호즈를 착용했다. 전쟁 장면에서는 

체인메일로 제작된 허벅(hauberk)과 그 위에 걸 

친 긴 슬릿이 있는 시클라스(cyclas), 배럴헬멧 

이나 노르만 헬멧, 스틸 스쿨 캡 등이 보인다. 

머리쓰개로는 남성의 경우 코이프(coifs) 가 가 

장 많이 보이고 베레, 갓모양의 모자, 밀짚모자 

형태 등 다양하며, 여성은 베일과 머리끈을 이 

용한 장식, 네트로 머리 전체를 감싸는 형식 등 

이 보인다(그림 5).

3. 중세복식의 다양한 착장방식과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튜닉의 길이는 나이가 어리거나 

노동을 표현하는 경우 무릎길이로 짧았으며, 신 

분이 높을수록 바닥에 끌리는 것을 착용하고 

있어 신분에 따른 복식의 구분을 보여준다. 또 

한, 복식의 자락을 허리끈에 걷어 올려 끼운 모 

습에서 길거나 거추장스러운 자락을 어떻게 다 

무었는지 알 수 있다(그림 6).
맨틀의 경우도 나이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착 

용하고 있으며, 착장방식은 양쪽 어깨에 걸치거 

나, 오른쪽 어깨를 노출하는 방식, 왼쪽 어깨를 

노출하는 방식, 목 주위를 감싸 뒤로 넘기는 방 

식, 머리부터 써서 늘어뜨리는 방식 등 다양하 

며, 여밈 위치도 오른쪽 목으로 치우치게 여미

〈그림 4> 체인메일 

손가락 장갑.

〈그림 6> 튜닉의 착장 .

거나 둥근 브로치를 이용하여 중심에서 여몄다. 

행잉 슬리브가 붙어 있는 쉬르꼬뜨(surcote)는 

소매에 팔을 끼워 착용한 경우와 팔을 끼우지 

않고 늘어뜨려 착용하는 두 가지 착장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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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중세 그림 성경에서 복식은 당시 시대적 배경 

에 성경의 내용을 투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소 

재로 사용되었고, 색은 상징의 중요한 요소로 

서 무엇을 상징하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의 

미가 새롭게 생성된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며,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쓰인 책이므로 성 

경에 등장하는 모든 복식은 성경이 쓰인 목적 

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복식의 외형뿐 

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이미지 또한 심오한 것 

이므로 성서에 표현된 복식은 기독교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다.

5. 상징으로 쓰이는 색채는 여러 가지 연상 작용 

을 동반하며, 이러한 작용은 사람들의 의식 속 

에 고정화되어 각각의 감정을 갖게 된다. 그림 

성경의 복식에서 많이 사용된 색은 주황색, 파 

랑색, 녹색, 갈색의 순이었으며, 흰색과 검정색 

같은 무채색의 사용은 속옷과 신발같이 아주 부 

분적인 곳에만 사용되어 전반적으로 명도와 채 

도가 높은 색상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복식을 

볼 수 있다.

중심인물의 색채상징 중에서 하나님의 색상으 

로 표현된 파랑은 노아와 아론 등 하나님께 순 

종적인 인물의 묘사에 사용되었으며, 가족애와 

관련된 야곱과 삼손의 경우는 따뜻한 느낌의 

주황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종교적 색채상징은 다른 종교상징들과 함께 신 

성에 대한 성스러우면서도 인간의 사회적 세계 

와 관계된 개념을 전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이처럼 그림 성경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종교에 담긴 진리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졌지만,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로 유용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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