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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 기독교 회화에서 그리스도를 표 하는데 있어 가장 요시한 문제는 그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나

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변형’ 도상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그리스도의 두 가지 속성을 뚜렷하게 보여

다. 본 연구의 목 은 형론과 기독론을 통해 세 그리스도 변형 도상의 신체와 복식에 나타난 그리스도

의 신성과 인성의 표 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해 그리스도의 두상표 과 자세, 복식의 종류와 색상, 

형태, 재질  장식, 조형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신성은 푸르거나 어두운 색조의 얼굴과 삼 일체와 

강복을 상징하는 오른손, 오란스, 공 부양 자세로 나타났고, 인성은 홍조가 도는 따뜻한 색감의 피부를 지

닌 장년 남성의 얼굴과 콘트라포스토 자세로 나타났다. 복식에서 흰색, 푸른색, 보라색, 색  탈색효과는 

신성을, 붉은색  고채도의 색상 비는 인성을 강조하기 한 표 으로 분석되었다. 한 비구조 인 주름

과 직선 인 드 이퍼리, 목둘 의 장식선 등은 신성의 특징으로, 구조 이며 사실 인 주름의 묘사는 인성

의 표 으로 나타났다. 세 그리스도 도상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신의 형상을 구 하기 해 

철 히 계획된 의도의 산물이다. 이는 화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자 세 신학의 도그마를 달하는 수단으

로서 요한 의의가 있으며 추상 인 개념을 시각화하여 달하는 이미지의 요성을 시사한다. 

■ 중심어 :∣그리스도의 변형∣그리스도의 복식∣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기독론∣예형론∣ 
Abstract

When expressing Christ visually in the medieval Christian painting, the most important issue 
was how to express the divinity as Son of God and the humanity as attribute of human in a 
balanced mann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both formative and symbolic characters 
of divinity and humanity on the Christ’s body and clothes in the Medieval paintings, 
Transfiguration of Christ. In the paintings, Christ’s body is definite evidence to show both his 
divinity and humanity. In connection with the body, the clothes reveal Christ’s humanity and 
divinity as well. Through this research, the study found that the divinity and humanity on the 
Christ’s clothes in the Transfiguration of Christ were as follows: Blue, gold, purple, white and 
bleaching effect are the emblem of divinity, and red and color contrast effect with a high chroma 
stand for humanity of Christ. In addition, unstructured wrinkles of clothes reveal Christ’s divinity, 
on the other hand, structured drapery shows his humanity through emphasizing volume of the 
body. Finally, divinity of Christ is shown on the gold clavus and red clavus intensify his 
humanity. Medieval Christian paintings are products planned out to express Christ’s dual nature. 
There is a significance that the paintings represent the profession of painter’s faith and the 
dogma of the era. Furthermore, they suggest the importance of the image to deliver the abstract 
concepts by visualizing. 

■ keyword :∣Transfiguration of Christ∣Clothes of Christ∣Dual nature of Christ∣Christology∣Ty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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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 기독교 도상(圖像)은 세의 신학과 신앙의 산

물로 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  ‘ 수 그리스도’는 성

화상의 표 인 주제로써 교회의 교리를 하고 신

앙을 고취시키기 한 목 으로 즐겨 표 되었다. 이러

한 그리스도 표 의 제는 그를 완 한 신이자 완

한 인간으로 보는, 즉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동시

에 지니고 있다는 보는 양성(兩性)교리이다. 기독교에

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타락한 인류를 죄

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계를 회복시킨 구

세주(救世主)이다. 그리스도가 죄의 가인 형벌을 받아 

인류를 속(代贖)하려면 인류의 표자가 되어야 하므

로 완 한 인성을 지녀야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명

을 온 히 감당하고 속죄를 완수하려면 신성을 지녀야

만 한다[1]. ‘변형’은 살아 있는 인간 수 그리스도의 얼

굴과 옷이 신처럼 희게 변화된 모습을 일컫는 용어로써 

동방교회에서는 메타모르포시스(Metamorphosis), 서방

교회에서는 변모(Transfiguration), 러시아에서는 

오 라제니에(Preobrazhenie)라고 부르며 한자문화권

에서는 주로 성용(顯聖容)이라고 번역한다[2]. 

본 연구의 목 은 성서해석의 한 방법인 형론(豫型

論, Typology)과 그리스도에 한 연구인 기독론(基督

論, Christology)을 통해 세 그리스도 변형 도상의 복

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표 을 고찰하

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제하에 신학  미

학의 에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신학  미학은 ‘

술에 한 기독교 철학’으로 일컬어지는데[3] 술작품

을 하나님의 말 , 즉 성서에 근거하여 해석하려는 시

도이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노력이다[4]. 

Balthasar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수 그리스도를 통

해 드러나며 수를 표 한 작품 한 간 으로 하나

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유비론을 주장하 다

[4][5]. 따라서 신학  미학은 수 그리스도를 그린 

술작품을 통해 미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 경험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6].

이러한 제하에 본 연구의 목 은 신학  미학의 

, 구체 으로는 성서를 바탕으로 한 형론과 기독론

을 근거로 세 변형 도상의 그리스도 신체와 복식에 

반 된 양성교리의 표 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철학  미학이 아닌 신학  미학의 

방법으로 그리스도 도상의 복식을 분석하려는 시도에 

있다. 기존의 기독교 회화에 나타난 복식 연구는 철학

 미학의 으로 기술되어 복식의 미 가치와 조형

 특성 분석에 을 두었다. 그러나 세 회화에 나

타난 그리스도 복식은 그리스도의 외  특성  내면의 

속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의 기독교교리와 신앙

을 드러내는 상징  도구이므로 신학  미학의 비평  

시각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은 기독교 신학과 신학  미학, 복식사 

련 도서  학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바탕으로 한 문

헌연구와 세시  동유럽과 서유럽의 기독교 회화  

‘그리스도의 변형’ 도상을 통한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연구의 범   상은 성화상 논쟁(聖畵像論爭, 

iconoclastic controversy: 8∼9세기에 비잔티움 제국 안

에서 성화상(ikon) 숭배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 일

단락되어 성화상 제작이 허용된 843년부터 비잔티움제

국이 멸망한 1453년 사이의 동방정교회와 로마가톨릭

교회의 회화 작품  그리스도의 변형 도상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학  미학의 으로 형론과 기독론을 통

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찰한다.

둘째, 세 변형 도상의 그리스도 신체에 나타난 신

성과 인성의 표 을 분석한다.

셋째, 세 변형 도상의 그리스도 복식에 나타난 신

성과 인성의 상징과 표 을 분석한다. 

II.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세 기독교 회화의 그리스도 신체와 복식을 분석하

기에 앞서 형론과 기독론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신약성서에 

바탕을 둔 기독론과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해석하

는 형론을 함께 다룸으로써 성서 체를 통해 그리스

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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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외

모에 한 묘사보다 행 에 한 서술이 지배 이므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내면  특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구약은 성막과 같이 구체 인 상을 통해 그

리스도의 특징을 기술했으므로 그 사물이 가진 외형  

특징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시각  분석을 

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기 기독교 회화는 박해를 피하기 해 고안된 여러 

상징들로 표 되었고 이러한 표 은 세에까지 이어

져 그리스도의 신체  복식 등이 역사 속의 그리스도

를 묘사하기보다 상징 으로 표 하는 습이 용되

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 인 에서 수 그리스도

의 인성과 신성의 내용  성서에 나타난 상징을 살펴

보는 일은 회화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체와 복식을 분

석하는 과정에서 필수 이다.

1. 예형론으로 본 예수의 신성과 인성 

1.1 예형론에 관한 일반적 고찰  

형론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련성을 연구하는 

성경 해석의 한 방법론이다. 여기에서 구약성경의 인물

과 사건은 신약성서의 형(豫型, Type)이며, 신약성서

의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 형( 型, anti-type)으로써 

구약과 신약은 거울과 같은 칭구조를 갖게 된다[7]. 

즉, 구약성서의 모든 내용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표

하기 한 목 으로 쓰 고,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언은 성취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형론은 기 기독

교 시 부터 재까지 성경 해석의 가장 향력 있는 

방법론  하나로 여겨지며 기 기독교 술에서도 

형을 통한 형의 표 으로 자주 사용되었다[8]. 

형론을 성서해석의 방법론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가 요구된다. 첫째, 구약성서의 역사는 

신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救贖史)이다. 둘째, 구약의 모

든 기록은 수 그리스도에 한 것으로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에 해 계

시하 다. 셋째, 구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한 

목 으로 신에 의해 의도 으로 계획되었다. 넷째, 구약

의 기록은 부분 이며 불완 하다. 따라서 모든 구약의 

언과 계시는 형으로써 신약시 의 형, 즉 그리스

도에 의해 성취된다[9].   

형의 유형은 크게 개인  형(Personal types), 역

사  형(Historical types), 제의  형(Ritual types)

으로 나뉜다[9]. 그리스도를 표하는 개인  형의 

로는 구약성서의 인물인 아담(Adam), 멜기세덱

(Melchizedek), 아 라함(Abraham), 아론(Aaron), 요셉

(Joseph), 요나(Jonah) 등이 있다. 인류의 구속사에 

한 역사  형의 표 인 로는 이집트에서의 포로

생활과 야 생활,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과 아 라함의 부르심 등이 있으며, 제의  유형의 

표  는 제단  제물, 제사장, 성막 등이 있다[9]. 

이 에서 성막은 성서에서 수 그리스도의 표로(요

한복음 2:12-22) 언 하고 있으며[10]. 다른 형과 달

리 그 형태와 색상이 구체 으로 기록되어 있다.

1.2 성막에 나타난 예수의 신성과 인성 

성막(聖幕, tabernacle)은 큰 텐트의 형태로써 이스라

엘 백성이 하나님께 배를 드리는 이동식 성 이다. 

히 리 사람은 텐트와 성막을 구분하여 텐트는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 

신성시했다[11]. 형론에서 성막은 ‘ 의 복음’(The 

Gospel of Eye)이라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를 시각 으

로 표하는 요한 형이다[12]. 이는 그리스도가 인

류와 하나님 사이의 계를 회복하기 한 보자(仲保

)의 역할을 담당하듯이, 성막 역시 불완 하지만 인

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이자 매개체의 역할

을 담당하기 때문이며 성막의 재료와 색상은 그리스도

의 신성과 인성을 시각 으로 달하기 때문이다. 

성막을 구성하는 요소  수 그리스도의 직 인 

상징은 첫째, 청색(blue), 홍색(scarlet), 자색(purple), 

흰색(white)의 가는 베실로 짜인 성막의 문과 성소의 

휘장이다. 각 색상의 상징에 해 살펴보면, Newberry 

(2014)는 청색의 히 리어 어원은 완 함(perfection)을 

의미하며 인 색상으로써 천국을 상징한다고 하

고 홍색은 지구상의 엄과 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수 그리스도가 다윗왕의 후손이자 유 인의 왕임을 

드러낸다고 하 다[11]. 자색은 청색과 홍색을 조합하

여 만들어지는 색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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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상징한다고 보았다[11]. Hershberger(2007)는 

Newberry와 마찬가지로 청색이 천국과 천상의 존재를 

상징한다고 보았고, 홍색은 고통 받는 종, 죄 값으로 

신 피를 흘리는 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13]. Rouw(1981)는 청색이 하늘로부터 온 의 주를 

상징한다고 보고, 홍색은 이스라엘 왕의 복식 색상으로 

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데 수많은 진홍벌

를 죽여서 추출한 염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련이 깊다고 보았다. 자색 역시 로부터 귀한 원료

로 만들어져 높은 계 의 유믈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그리스도의  우주 , 세계  풍성함을 의미한다고 보

았고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인 그리스도의 을 상

징한다고 해석했다[14]. 한 흰색은 그리스도의 정결

함과 순결함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고 완 한 신성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온 한 순종을 의미한다

고 보았다[14]. 김흔 (2014)은 청색은 생명인 수, 자

색은 왕으로서의 수, 홍색은 고난 받은 수, 백색은 

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하 다[10]. 

둘째, 성막을 보호하기 해 사용된 네 겹의 성막덮

개는 수 그리스도의 모습  특성을 상징한다[10-13]. 

첫 번째 덮개는 성막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화려하게 수

놓인 앙장(仰帳)이며 그 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 숫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마지막으로 수달의 가죽으로 성막

을 덮었다. 앙장은 휘장과 마찬가지로 고운 흰 리넨에 

청색, 자색, 홍색의 베실로 그룹(cherub)을 수놓았다. 

여기에서 흰 리넨은 순결함과 죄 없는 인성을 지닌 

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11] 아름답게 수놓인 앙장을 

볼품없는 수달 가죽으로 덮은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모

습 속에 내재해 있는 신성의 상징이다[13][14].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희생양으로서 인

간의 죄를 신하기 해 인간의 모습을 지녀 배고픔과 

아픔, 죽음을 겪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인성[14]  인

간의 죄악을 신한 희생제물의 상징이다[10][11]. 혹은 

세상과의 분리, 거룩함을 나타낸다[13].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10-14] 온 한 순종을 나타낸다[13]. 네 번째 덮개인 

수달의 가죽은 성막의 가장 밖에 사용하는 덮개로 내구

성이 좋고 튼튼하여 그리스도의 무한한 보호를 상징한

다[13]. 반면에,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자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인간 수 그리

스도의 외양을 나타낸다고 보았다[6][10][11][14].

1.3 기독론으로 본 예수의 신성과 인성

기독론은 수 그리스도에 한 신학이론으로 그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15]. 기독론

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명칭, 신분, 역할로 설

명된다. 먼 , 명칭을 살펴보면 신성을 나타내는 호칭에

는 메시야, 그리스도  임마 엘, 하나님의 아들, 주

(主, 한국어 성경), 큐리오스(Kurios-70 인역 헬라어 성

경)가 있다[1][6]. 이  그리스도는 공식 인 명칭으로 

구약성경에 나타난 메시야의 그리스어 번역이다. 메시

야는 ‘기름 부음 받은 혹은 기름을 바른 자’를 뜻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를 제사장이나 왕, 언자를 상징

하는 명칭으로 여겼다[1]. 구약 후기 시 의 미가 선지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 엘을 

이사야 선지자가 언한 메시야로 해석한다. 구약성경

에서 주(主)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히 리어 성경

은 아도나이로 발음)와 동격으로 쓰인다[1]. 수 그리

스도의 인성은 그의 이름인 수와 인자(人子)라는 표

에 나타난다. 인자는 본래 특정한 상에 한 호칭

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지칭할 때 이 표 을 

가장 즐겨 사용했다[1].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구별

된 신분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벌코 에 따르면 신성의 

신분은 하늘, 왕, 승귀(昇貴)의 상태로 나타나고 인성은 

지상, 종, 비하(卑下)의 신분으로 나타난다[1][6]. 그리

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그의 역할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데, 그리스도는 지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성을 

지닌 존재로서 선지자(the Prophetic), 제사장(Priestly 

office), 왕(Kingly office)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희

생양의 역할도 수행한다[1][6]. 이로써 그는 범죄한 인

류의 표자이자 희생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계를 회복시키는 보자로서의 사

명을 완수하게 된다. 형론과 기독론을 정리한 선행연

구[6][16]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명칭, 

신분, 역할  특징과 상징으로 나 어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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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신성 인성

예
형
론

색상

청색 하늘, 천국, 영광의 주, 
부활, 영원(장실), 생명

홍색

죽음, 희생, 고난, 
피, 이스라엘의 왕

자색 만왕의 왕, 영광, 전 우
주적․세계적 부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

흰색 거룩, 완전,  정결, 의, 
부활

흰색 온전한 순종

금색 광채 -

형태 화려, 장식적 소박함, 추함, 연약함

기
독
론

명칭
그리스도, 메시야,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주(큐리오스)

예수, 인자(人子)

신분
하늘과 왕의 신분, 재림의 상
태

땅의 신분, 종의 신분

역할 선지자, 대제사장 희생양

특징

1. 성경의 모든 예언자, 왕보다 
위대한 존재

2. 하나님을 알게 함
3. 기적을 행함
4. 구약의 예언의 성취
5. 하나님과 천사, 귀신 등 영

적인 존재와 그리스도와 함
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

6. 무죄(無罪)

1. 다윗의 후예, 유다지파 
등 계보 존재

2. 유대인 남성, 목수, 아
람어 사용

3. 탄생과 성장, 죽음 등 
인간의 발달 및 성장단
계 거침

4. 분노, 슬픔, 불안함 등 
인간의 감정 지님

5. 생리적 욕구 지님

III. ‘그리스도의 변형’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1. ‘변형’의 내용과 의미

성경은 인간인 상태에서 자연 인 빛의 형상으로 

변형된 수 그리스도에 해 기록한다(마태복음 17장 

1-9 , 마가복음 9장 2-9 , 가복음 9장 28-36 ). 여

기에서 변형은 화(glorification) 혹은 으로의 

이 혹은 변모(變貌)를 의미하며[2], 세 기부터 그리

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해석되었

다[17]. 변형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 양성 교

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동방교회는 6

세기경부터 12  축일  하나로 지켜왔으며 서방교회

는 주교 칼리스토 3세(Callixtus III)에 의해 1456년부

터 매년 8월 6일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18]. 바이츠

만(Weitzmann, 1978)은 변형사건에 해 제자들의 

을 통해 인간이 신으로, 다시 신에서 인간으로 돌아오

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양성을 더 효과

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없다고 해석했다[19].

한, 변형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스런 모습 혹은 재림을 표한다. 특히 희게 변한 그리

스도의 복식은 신성의 완 한 발 이다. 이에 해 교

의학 박사 요한 크리소스토모(John Chrysostom: 

349-407)는 마태복음에 한 주석에서 변형된 그리스

도를 루시아(Parusia), 즉 심 자 그리스도의 원형으

로 해석했다[20]. 출처가 불확실한 베드로 계시록

(Revelation of Peter)역시 심 자로 재림할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그가 으로 들어갈 때...태양의 일곱 배

나 더 채가 나게 될 것’으로 묘사한다[20]. 기독교 도

상학에서 변형 도상은 그림을 상단과 하단으로 나 어 

상단에는 빛나는 형상의 그리스도를 심으로 오른편

에는 언을 표하는 엘리야를, 왼편에는 율법을 상징

하는 모세[21]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세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배치한다. 분석의 상이 되는 세 그

리스도의 변형 도상은 [표 2]와 같다.

2. 그리스도의 신체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변형은 재림 후 완 하게 회복될 그리스

도의 신성을 상징한다.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른 그리

스도는 살아 있는 인간이지만 한편으로는 거룩한 빛에 

의해 신성을 회복한 신의 아들이다. 이러한 신성과 인

성을 동시에 표 하기 해 세의 도상 제작자들은 다

양한 노력을 기울 다. [그림 3]은 세 제자와 달리 그리

스도와 구약시  인물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푸른색으

로 표 하여 구분한 것을 보여 다. 이것은 장차 죽음 

후에 있을 수의 재림과 연 이 있음을 보여 다. 

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30세 반의 성인 남성으로 묘

사하는 것과 달리 수염이 없는 소년의 모습으로 표 하

는 것은 시간을 월하여 원한 음을 지닌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한 것이다[1]. [그림 9]는 제자들

의 따스한 느낌의 피부와 달리 핏기 없는 창백한 피부

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이 역시 재림의 상징으로 신

성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를 표 한 도상  동방교회의 

이콘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짙은 갈색으로 채색하기도 

한다. 동방교회의 도상에서 피부에 채색된 갈색은 비

실 이고 비사실 인 느낌을 주어 결과 으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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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Manuscript illumination,
          10세기말         

      그림 2. Mosaic, 1100년경   
 

    그림 3. Manuscript
      illumination, 1165년경

           

   그림 4. Iconostasis Beam,
          12세기 중반

  그림 5. Icon, 13세기
     

 그림 6. Manuscript 
illumination, 1210년경  

그림 7. Mosaic, 14세기

                     

  그림 8. Painting, 1311년                그림 9. Wall painting, 1350-5         그림 10. Icon, 14세기 말

표 2. 중세 ‘그리스도의 변형’ 도상 

인 인상을 다. [그림 4]와 [그림 10]은 피부를 갈색으

로 채색하여 그리스도의 월 인 신성을 강조한 신 

뺨과 입술에 붉은 빛을 채색하여 인성을 함께 표 하고

자 했다. 이 듯 삶과 죽음을 동시에 나타내려는 시도

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보여 다[22]. [그

림 1]과 [그림 6]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해 머리카락을 흰 색으로 칠했음을 알 수 있다. 신령

한 빛에 의해 옷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희게 변색된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앞의 와 같이 그리스

도의 인성을 동시에 표 하고자 한 시도는 뺨과 입술의 

붉은 빛, 따스한 피부톤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신성

은 무엇보다 그의 오른손 자세를 통해 강조된다. 그리

스도의 오른손은 크게 두 가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축복을 비는 강복과 삼 일체를 상징하며

[23],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과 권 , 하나님의 아들로

서의 지 를 나타낸다. 이 밖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림 5][그림 10]과 같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공 에 

떠 있는 그리스도의 자세를 통해 강조된다. 이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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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인성

얼굴

턱수염 없는 
소년의 얼굴

푸르고 창백
한 피부   

[그림 3], [그림 9], [그림 10] 부분

홍조와 붉은 
  입술 

장년 남성의 
  얼굴    

[그림 2], [그림 4], [그림 6] 부분

머리카락
․

수염

흰색 혹은 회
색의 수염과 
머리카락

  

[그림 1], [그림 6] 부분 

황갈색 계열의 
수염과 머리카
락

   

[그림 5], [그림 7], [그림 8] 부분

자세

삼위일체와 
강복을 상징
하는 오른손

   

    [그림 2], [그림 4], [그림 5], [그림 10] 부분

콘트라포스토  

 

[그림 2], [그림 4] 부분

  

[그림 6], [그림 8] 부분

오란스

[그림 3] 부분

공중 부양 

 

[그림 5], [그림 10] 부분

표 3. 그리스도 신체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의 표현 

리스도의 신체에 비물질성과 월성을 부여한다. [그림 

3]은 오란스(orans)라고 불리는 기도자의 자세로, 12세

기부터 ‘그리스도의 재림’(the Resurrection)도상과 ‘최

후의 심 ’(the Last Judgment)도상에서도 같은 자세를 

찾아볼 수 있다[20]. 이 도상 역시 변형사건이 그리스도

의 재림과 련이 있으며 신성의 완 한 회복을 상징하

고 있음을 보여 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자세에는 [그림 2][그림 

4][그림 6][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트라포스토

(Contrapposto)가 있다. 콘트라포스토는 ‘ 비되다’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보통 조각상에서 한 쪽 다리에 무게 

심을 싣고 지탱하면서 다른 편 다리를 자연스럽게 뻗

은 자세로 인체의 앙선이 S자 형태가 되는 포즈를 일

컫는다[24]. 이 자세는 그리스도의 신체에 긴장감을 주

며 감정을 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19], 그리스도의 

복식과 더불어 신체의 양감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

의 육체, 즉 물질성을 강조하는 효과 인 수단이 된다. 

그리스도의 신체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의 특징은 [표 

3]과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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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도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변형은 그리스도가 지상에 있을 당시 희

게 변형되는 모습을 통해 부활 후 완 히 회복될 신성

을 미리 보여  사건이라는 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변형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식은 무엇보다 그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체

으로 변형 도상의 그리스도는 어깨에 클라비(Clavi)

가 들어가 있는 튜닉이나 달마티카 에 히마티온, 즉 

직사각형 형태의 팔리움(pallium)을 두른 모습으로 나

타난다. 마가복음은 변형 사건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

서 ‘그 옷이 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

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묘사하고 

있다. 성경의 이러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세의 화가들

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드러내기 해 다

양한 표 을 시도하 다. 그  표 인 시도는 [그림 

6][그림 9][그림 10]에서와 같이 성경에 묘사된 로 그

리스도의 복식을 완 히 희게 채색하는 것이다. 형론

을 통해 본 흰색의 상징은 신성을 의미하는 거룩함과 

완 함, 순결 그리고 인성을 의미하는 온 한 순종의 

의미가 있으나 변형 도상의 흰색은 완 한 신성의 발

이기에 자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 흰

색은 세 교회에서 빛의 본질이자 월자의 질료 그 

자체로 여겨졌고, 신비와 계시의 힘을 달하는 개자

로서 신성의 상징이었다[1]. 여기에 [그림 9]와 [그림 

10]은 복식 체에 색을 더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욱 강조했다. 세 교회에서 색은 흰색의 상징  의

미에 상응하며 실과 무 한 이상을 암시하고 비물질

인 실재, 혹은 성스러운 본질 자체로 간주되었다. 

세 동방교회의 색채상징 형성에 많은 향을 끼쳤던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의『천상 계론』은 

흰색은 신의 빛과 가까운 미 이고, 황 은 오염되지 

않은 천상의 채를 상징한다고 보았다[1]. 반면, [그림 

1][그림 3][그림 8]은 그리스도의 복식 색상을 통해 인

성을 부각시키고자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경의 내

용과 달리 그리스도는 세 그림 모두 흰 색이 아닌 색상

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다. 그 , [그림 8]

의 그리스도는 홍색과 청색의 비가 뚜렷하게 드러나

는 평상복을 입고 있다. 동방교회의 이콘 규범에서 그

리스도의 튜닉의 홍색은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겪게 될 

피의 수난을 상징하고 히마티온의 청색은 하늘의 신분, 

즉 신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홍의 튜닉과 청색의 히마

티온은 그의 체 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한다. 

그러나 변형 도상은 다른 그리스도 도상과 달리 신성이 

인성보다 강조되는 사건으로써 성경의 기록 로 옷을 

희게 표 해야 하나 붉은색과 푸른색의 평상복으로 표

했다는 것은 신성보다 인성을 강조하기 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변형 도상에 비해 인성이 강조되는 도상

이긴 하나 화가는 붉은색의 튜닉과 푸른색의 히마티온

에 색의 빗살무늬로 주름을 표 함으로써 그리스도

의 신성도 함께 표 하고자 했다. [그림 2]와 [그림 4]는 

흥미로운 표 을 보여 다. 그리스도의 복식을 완 히 

희게 표 하여 신성을 강조하거나 홍색과 청색의 색상

비가 뚜렷한 평상복 차림으로 인성을 강조하는 신 

원래 평상복의 색상에 흰 색을 더해 흐린 하늘색과 흐

린 분홍색으로 표 하여 인성에서 신성으로의 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복식의 형태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요소

는 비구조 인 드 이퍼리와 직선 인 주름, 구불거리

는 옷자락이다. [그림 5]의 그리스도는 공 에 떠 있으

며 옷자락 한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것과 같이 표

되어 신체의 무게감을 제거하고 있다. [그림 7]은 그리

스도의 왼팔에 감긴 구불구불한 옷자락을 보여주는데 

이는 비재 이며 월 인 인상을 다. [그림 10]은 

옷의 주름을 직선화시킴으로써 외곽선에 의해 둥 려

진 신체의 양감을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다. 한 왼

팔을 감싼 히마티온의 형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활동 당시 팔리움을 입었

다고 해진다. 기 교회는 리나 교사들에 의해 착

용된 팔리움을 교육받은 남성의 상징으로 여겼다[25]. 

고  그리스에서는 팔리움의 신인 히마티온을 입을 

때 왼쪽 팔을 잘 감싸서 착용해야 좋은 가정교육을 받

았다고 여겼고, 반 로 오른팔을 감싸는 것은 잘못된 

규범으로 받아들 다[25]. 변형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왼손에 복음서의 상징인 두루마리 혹은 성경책을 든 모

습으로 표 되고 왼팔은 팔리움으로 감싼 모습으로 표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고  헬라시 의 철학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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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인성

색상
흰색

금색

  

[그림 6],  [그림 9],  [그림 10] 부분

홍색

색상대비

  

[그림 1],   [그림 3],   [그림 8] 부분

형태

비구조적인 
드레이퍼리

 
직선적인

주름

과장된 
형태의 
구불거리는 
옷자락

왼팔을 
감싸는 
형태

  

[그림 5],  [그림 7],  [그림 10] 부분

구조적인 
드레이퍼리

자연스러운 
주름

   

[그림 4],    [그림 8],   [그림 9] 부분

장식
금색, 보라
색 클라비

   

[그림 1],  [그림 2] 부분

붉은색 
  클라비

 

[그림 4],  [그림 5] 부분

표 4. 그리스도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의 표현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 에 한 권 자로서 그 말

을 발하고 가르치는 신성한 선지자를 상징한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복식형태는 구조 인 드

이퍼리와 자연스러운 주름이다. [그림 4][그림 6][그

림 8][그림 9]는 한 색상의 변화와 음 의 표 을 

통해 복식의 양감에 한 사실 인 재 을 보여 다. 

한 드 이퍼리 역시 실제로 몸에 착용하고 있는 듯 

입체 이고 구조 인 주름의 묘사가 특징이다. 이는 그

리스도의 조화로운 신체를 드러내는 콘트라포스토를 

통해 더욱 강화되며 그리스도의 복식은 그리스도의 균

형 잡힌 신체를 보여주려는 목 으로 세심하게 표 되

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복식에 나타난 장식을 통

해서도 드러난다. [그림 1]은 목에 장식선이 둘린 세 

시 의 튜니카(tunica)를 보여 다. 세의 귀족은 다른 

색의 천으로 튜닉의 목선과 앞 심선, 아랫단을 장식

하 고, 12세기 귀족의 튜닉은 에 비해 목둘  장식

선이 넓어졌으며 장식은 더욱 화려해졌다[25].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분, 즉 신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스도 복식에 자주 등장하는 장식에는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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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clavi) 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낸다. [그

림 4]와 [그림 5]는 좁은 면 의 세로선 장식인 앙구스

투스 클라비(angustus clavus)를 보여 다. 클라비가 

들어가 있는 튜닉은 달마티카로 불리는데 원래 자주색

과 붉은색의 클라비는 로마 료제의 상징이었다가 3

세기 반 이후 기독교인이게 착용하면서 그리스도가 

흘린 피의 상징이 되었다[20]. 반면 [그림 2]는 피와 수

난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클라비 신 신의 빛을 상징하

는 색의 클라비를 보여 으로써 신성을 강조하고 있

다. 세 변형 도상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의 특

징을 정리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V. 결 론

그리스도의 변형은 기 기독교 시 부터 그리스도

의 신성을 보여주는 표 인 사건으로써 공 (에피

니: Epiphany)  하나로 기념되어 왔다[20]. 그리스

도의 신성을 표 하기 해 세 교회의 화가들은 다양

한 도상학  장치를 개발했다. 그  그리스도의 신체

는 그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매개체이다. 신성은 수염이 없는 소년의 얼굴과 창백한 

피부색, 흰 머리카락을 비롯하여 축복을 비는 오른손의 

강복의 자세, 재림과 심 자의 상징인 오란스 자세와 

공 에 발이 떠 있는 모습에 의해 성취되었다. 반면 인

성은 살아 있음을 강조하는 따뜻한 피부색과 장성한 성

인 남성임을 뜻하는 수염 등 사실 인 표 과 신체의 

움직임과 양감을 강조하는 콘트라포스토 자세로 강조

되었다. 

신체와 더불어 복식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드

러내는 요한 수단이다. 변형 도상은 그리스도가 착용

하고 있는 달마티카 혹은 튜니카와 히마티온을 보여

다. 분석결과, 신성을 나타내는 색상은 푸른색, 자주색, 

색, 흰색을 더해 명도가 높아진 색상으로 나타났고, 

인성은 붉은색  선명한 색상 비로 강조됨이 밝 졌

다. 복식의 형태로는 비구조 인 드 이퍼리와 직선

인 주름, 외곽선의 강조 등으로 추상화의 경향을 보

고 나부끼는 옷자락으로 무게감을 제거하여 비물질성

을 강조함으로써 월성을 드러냈다. 반면, 사실 인 주

름의 묘사와 구조 인 드 이퍼리는 옷 안에 감춰진 그

리스도 신체의 양감과 물질성을 강조함으로써 인성을 

강조하 다. 신체와 련지어 복식을 살펴보니 신성은 

의복우 의 표 에서 강조되고, 인성은 인체우 의 표

에서 뚜렷하게 드러남을 찰할 수 있었다. 

세 그리스도 도상은 기독교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신의 형상을 구 하기 해 철 히 계

획된 의도의 산물이다. 이는 화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

이자 세 신학의 도그마(dogma)를 달하는 수단으로

서 요한 의의가 있다. 문맹률이 높았던 세시 에서 

세 그리스도 도상은 성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에서도 변형 도상은 그리스도의 격  결합

(hypostatic union)이라는 신학  개념을 효과 으로 

달하는 매개체 다. 이것은 시 와 종교를 넘어 이미

지가 지닌 힘과 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시기로의 이행에 의한 표 의 변

화를 고려하지 않은 과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신학  차이를 반 하지 않은 이다. 후속연구로, 양식

의 변화에 따른 차이  동․서방교회의 신학을 바탕으

로 분석한다면 폭과 깊이를 더한 연구로 발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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