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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When expressing Jesus Christ visually in the medieval Christian paintings, the most important 
issue was portraying Christ's divinity and humanity in a balanced manner; showing both attributes 
as Son of God and a human be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both the formative 
and the symbolic characteristics of divinity and humanity on Christ’s clothes in the Medieval 
paintings, Baptism of Christ. In the paintings, there are iconographical devices to show His divin-
ity including God, Holy Spirit, the Trinity and the Jordan River. But Christ’s body is definite 
evidence to show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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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ptism of Christ were as follows: Blue, gole, purple, and white are 
the emblem of divinity, while the colors red and white stand for the humanity of Christ. In addi-
tion, the divinity of christ is expressed through the decoration on the clothes, while the humanity 
of Christ is shown through the structured drapery and transparen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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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

류를 구원할 메시야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기

독교가 공인되기 전 초기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그

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고안했다. 기독교 공인 후 중세교회는 8, 9

세기의 성상(聖像) 파괴 논쟁을 거쳐 그리스도를 이

미지로 표현하는 것에 합의를 이룬다. 이후, 그리스

도 도상은 교회의 관점을 대중에게 교육하거나 개인

의 신앙적 체험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써 체

계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며 보편적인 상징성을 획득

하게 된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양성

(兩性)교리가 확립된 이후, 기독교 도상의 가장 큰

과제는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동시

에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세례(Baptism of

Christ)는 중세 그리스도 도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신

성과 인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이 도상은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

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의

모습을 한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

들이라는 인정을 받은 사건을 묘사한다. 이 사건 이

후에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중세의 화

가들은 세례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양성적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상징과 알레고리를 고안하였

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식은 그의 신체표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세 그리스도 도상 중 ‘세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

성과 인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식

에 나타난 조형성과 상징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

과 인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신학적인 관점에서 미를 바라보는 학문인

신학적 미학의 틀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

성의 특징 및 상징을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예수 그

리스도의 본성과 그것을 철저한 교리와 신앙으로 표

현하고자 했던 중세 기독교 회화를 통해 현대의 문

화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적가치와 조형언어를

발견하는 데에 있다.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는

포스트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에서 이미지를 중
시하는 현대를 새로운 중세로 보았다.1) 중세 그리스

도 도상은 신념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이미지의

힘과 중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현대의 문화를 바라

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복식을 통해 그

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했던 중세의 도상을 고

찰해 봄으로써 복식이 지닌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도출해내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기독교와 신학적 미학, 미술사 및 복

식사 관련 도서 및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바탕

으로 한 문헌연구와 중세시대 동유럽과 서유럽의 기

독교 회화를 통한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연구의 범위

및 대상은 성화상 논쟁이 일단락된 843년부터 비잔

티움제국이 멸망한 1453년 사이의 동방정교회와 로

마가톨릭교회의 회화 작품 중 세례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식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학적 미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과 인성의 정의와 특징, 상징을 고찰한다.

둘째, 그리스도의 세례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

및 인성을 드러내는 도상학적 장치를 분석

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세례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식

에 나타난 신성 및 인성의 조형성과 상징성

을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신학적 미학의 일반적 고찰
신학과 예술 혹은 신학과 미학에 대한 논의가 제

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경향이다. 근세시대 이후

신학은 미학이 진리가 아닌 인간의 감각과 감수성을

중시한다고 보면서 멀리했으나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와서 신앙의 감각성과 체험에 대한 강조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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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신학적 미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2) 여

기에서는 현대의 신학적 미학의 대표학자인 레우후

와 발타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적 미학의 목적

및 대상과 방법론 등을 살펴보겠다.

1) 게라두스 반 데르 레우후(G. van der

Leeuw)의 현상학에 입각한 신학적 미학

레우후는 20세기 종교현상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로

신학적 미학을 통해 예술과 성(聖)의 합일을 추구하

였다. 그는 그의 저서 Wegen en Grenzen, Studie
over de verhouding van religie en Kunst(길과 경

계: 종교와 예술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종교와

예술 사이의 네 가지 관계를 첫째, 원시문화에서의

종교와 예술의 일치, 둘째, 종교와 예술의 외형적인

연계 속에서의 종교예술의 고양, 셋째, 대립구조 안

에서의 종교와 예술의 상반, 넷째, 새로운 일치에 의

한 봉사로서의 종교예술로 설명하였다.3) 레우후는

예술의 종교적 기원에 근거하여 종교와 예술의 일치

혹은 통합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예술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도달하는 길을 모색하였

다. 레우후는 이러한 통합의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

에게서 찾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름

다움의 현현으로 보았고, 물질화된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의 아름다움을 파악할 수 있

다면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을 통한 미적경험을 통해

하나님 경험이 가능하리라고 유추하였다. 따라서 그

의 신학적 미학은 예술의 종교적, 제의적 가치를 회

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예술에 대한 현상학적인 관찰

과 기술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는 가운

데 신학적인 사고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속성

즉, 신성과 인성을 다루는 성육신 신학으로부터 비롯

된다.4)

2) 한스 우어스 폰 발타자(Hans Urs von

Balthasar)의 신학적 미학

발타자는 신학적 미학을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연

구에서 출발한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신학적 미

학에서 영광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념인 형상은 하

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발현되는 구체적

인 대상이다. 영광은 형상을 통해 드러난다. 발타자

는 이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다. 예수 그리스

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는 대상이자 영광

이 구체화된 형상이다.5) 그는 신학적 미학을 존재의

유비(類比)라는 가설 위에 전개해 나갔다. 이는 하나

님의 아름다움, 즉, 영광이 구체적인 형상인 예수 그

리스도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인간이 감각적으로 인

식할 수 있다면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 선뿐만 아니라 미도 인식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 따라서 그는 신학적 미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를 이해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것이 곧 하

나님의 아름다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

을 주장했다.

3) 신학적 미학의 정의 및 방법론

신학적 미학은 “예술에 관한 기독교 철학”6)으로

일컬어진다. 앞의 두 학자에 따르면 신학적 미학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며 목적은 하나님의 아

름다움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넓히

는 것이다. 위의 두 학자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보았고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을 통해 얻는 미적경험

이 하나님경험으로 나아가는 조건을 탐색하였다. 첫

번째 조건은 기독교적인 주제와 더불어 유비적 혹은

비판적으로 미적경험을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미적

경험의 내용이나 주제가 기독교적인 주제와 유사할

때는 유비적인 성찰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기독교적

인 가치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비판적인 사유

를 통해 성찰한다. 이렇듯, 기독교와 관련한 성찰은

미적 경험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며 또 미적경험의

질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해 준다.7) 둘째, 성서의 예

형론(豫型論, Typoloogy)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적경험이 하나님 경험이 된다. 예형론은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 혹은 피조물이 하나

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보는 시각이

다.8)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구체적인

특징과 상징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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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고찰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인간의 대

표자로서 인성을 지녀야 하며 죄가 없어야 하고 인

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공의회 이래 교회는 그리스도를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 믿는 양성 교리를 신앙으로 고백해 왔

다. 본 절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그리스도 세례 도상

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을 분석함에 있어 신

학적 미학의 방법론을 따라 첫째, 그리스도를 연구하

는 신학인 기독론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둘째, 예형론을 통해 성경에

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특징 및

상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명칭,

신분, 직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명칭에는 그리스도, 메시야, 임마누

엘, 하나님의 아들, 주(主)가 있다. 이 중 그리스도는

예수의 공적인 명칭으로 구약성경의 메시야의 그리

스어 번역어이다. 메시야는 ‘기름을 바른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특히 대제사장, 왕, 예언자를 언급하는 명칭으로 사

용되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는 뜻으로 구약 후기 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을 메시야로 해석하고 있

다. 구약성경에서 주, 큐리오스(Kurios)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 동격어로 쓰이는 명칭이다.9) 반면

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명칭에는 예수

와 인자(人子)가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이름이다. 인자는 원래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

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는

호칭을 가장 즐겨 사용했다. 달만(Gustaf Dalman)은

인자를 ‘예수의 인성을 확증하는 명칭으로서 그의 메

시야성(性)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았

다.10)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그의 신분을 통해서

도 드러난다. 신성을 나타내는 신분으로는 하늘, 왕,

승귀의 신분이 있고, 인성을 드러내는 신분으로는 지

상, 종, 비하의 신분이 있다. 여기에서 승귀는 그리스

도가 부활하고 승천한 후 얻게 된 신분을 의미한

다.11) 비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내려와

얻게 된 신분으로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지냄, 음

부에 내려감의 순서로 비하의 단계로 설명된다.12) 그

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그의 직분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존재로서 선지자직(the Prophetic), 제사

장직(Priestly office), 왕직(Kingly office)을 수행한

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제사의 희생제물이 되는 어

린 양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로써 그는 범죄한 인류

의 대표자이자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하는 중보자가

된다.

예형론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사물이나 사건이 그

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성서해석법이다. 예

형론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찰하고자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예표는

성막(聖幕)이다. 성막은 ‘눈의 복음’(The Gospel of

Eye)으로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

는다.13)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으로 범죄한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중보자의 역할을 담

당했듯이, 성막은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나 인간이 하

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막은 오늘날의 큰 텐트와 같은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성막의 문과 성소의 휘장

에 나타난 흰색, 청색, 자색, 홍색의 네 색상과 성막

덮개이다. 흰색은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정결함, 거룩

하고 완전한 신성을 상징한다. 또한 흰색은 그리스도

의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기도 하여 그의 인성을 상

징하기도 한다. 청색은 하늘로부터 난 영광의 주를

상징한다. 자색은 비싼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로부터 왕이나 부자의 전유물이었다. 그리스도에게는

전 우주적, 전 세계적 부요를 의미하며 만왕의 왕이

자 만주의 주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한다. 홍색은

이스라엘 왕의 복식의 색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색상이다. 홍색은 수많은 진홍벌레를 죽여

만드는 염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되

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4) 한편, 성막덮개는 성막

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덮개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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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인성

기

독

론

명칭
그리스도, 메시야,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인자

신분

하늘의 신분, 왕의 신분

승귀의 신분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육체적 재림)

지상적 신분, 종의 신분

비하의 신분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지냄, 음부에 내려감)

직분 선지자, 대제사장 희생 제물(어린양)

특징

1. 성경의 어떠한 예언자나 왕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기록

2.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음.

3. 위임받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권능에

의한 기적 행함

4.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행위로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됨

5.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6. 다른 인간과 달리 죄가 없음

1.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후예, 유다지파

등 계보 존재

2. 유대인 남성으로 장인(목수)집안 출신, 아람어

사용

3. 탄생과 성장, 죽음 등 인간의 발달·성장단계

따름, 세례 받을 당시 나이는 삼십

세쯤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을 당시는

30대 초·중반 정도로 추정

4. 분노, 슬픔, 불안함 등 인간의 약한 감정 표출

5. 인간의 생리적 욕구 지님

예

형

론

색의

상징

-흰색: 거룩하고 완전함, 순결

-청색: 하늘, 영광의 주

-자색: 만왕의 왕, 영광

전 우주적, 세계적 부요

-흰색: 온전한 순종

-홍색: 이스라엘의 왕, 홍포

-붉은색: 죽음, 피 흘림

형상 빛, 소리, 화려, 장엄, 초자연적, 비물질적 소박함, 아름답지 않음, 연약함

<표 1> 기독론과 예형론으로 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cherub)을 수놓은 앙장이며,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

로 만들어졌고,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네 번째 덮개는 수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첫 번째 덮개는 하나님의 아

름다움을 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며, 두 번째

덮개는 세상과의 분리, 거룩을 상징하고, 세 번째 덮

개의 붉은 염색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림을 상

징한다. 가장 바깥에 덮이는 맨 위 덮개는 외부로부

터 내부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 수달 가죽은

수를 놓은 앙장이나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에 비

해 화려하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가

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리

스도 역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신성

을 품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15)

위의 기독론과 예형론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명칭, 신분, 직분, 특징, 상징 등으로

나누어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Ⅲ. 그리스도 세례 도상의 의미와
도상학적 해석

1. 그리스도 세례의 내용
기독교에서 세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

에 입문하는 신자에게 세례는 물로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지닌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통

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표하였다. 예수의 세례에 대한

묘사는 공관복음서 중 마태복음 3장 13-17절, 마가복

음 1장 9-11절, 누가복음 3장 21절과 요한복음 1장

26-36에 언급되어 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과 제사장 사가랴 사이

에서 태어난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광야
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해 설교하며 사람
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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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aptism of Christ

Mosaic, 11c, Delphi

- http://www.augustana.ca

<그림 2> Baptism of Christ

Mosaic, 11c, Chois

- http://davidfinckelandwuhan.instantencore.

com

<그림 3> Baptism of Christ

Icon, 11c

- 이콘과 아방가르드, p. 301

<그림 4> Baptism of Christ

Mosaic, c.1100, Daphni

- http://en.academic.ru

<그림 5> Baptism of Christ

Drawing(copy), 1167-1185, Strasbourg

- http://commons.wikimedia.org

<그림 6> Baptism of Christ

Icon, 14c, Greek.

- http://iconreader.wordpress.

com

<표 2> 중세 그리스도의 세례 도상

스도로 오해하자 요한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
당하지 못한다며 자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
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후에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때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소리가 들

렸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
의 위에 강림한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사람들 앞

에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약 3세기 초부터 그리

스도의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와 함께 공현절(公現

節:에피파니epiphany)로 기념되었다. 성경은 그리스

도의 세례를 하나님 스스로 예수를 자신의 아들이라

고 공표한 사건이자, 왕이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비둘기의 모습을 한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였음을 두고 그가 인류를 구원할 약속된 메시야,

즉 신성을 지닌 존재로 증거한다. 이처럼 기독교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세례는 중세

이후 기독교 회화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

었다. 그리스도 세례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과 인성의 조형성과 상징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2>

과 같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중세 그리스도의 세례

도상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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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aptism of Christ

Manuscript illumination, 975-80,

London

- http://usna.edu

<그림 8> Baptism of Christ

Manuscript illumination, 1011-14, Hildesheim

- http://hub.jhu.edu

<그림 9> Baptism of Christ

Manuscript illumination, c.1100,

Limoges

- Iconography of Christian art I,

p. 407

<그림 10> Baptism of Christ

Illumination on parchment, 1160s, Berlin

- http://commons.wikimedia.org

<그림 11> Baptism of Christ

Master of the Triptych of Perugia,

Icon, c.1270-75, Perugia

- The meanings of nudity in

Medieval art, p. 184

<그림 12> Baptism of Christ

Giotto di Bondone, Fresco, 1305,

Padova

- http://commons.wikimedia.org

<그림 13> Baptism of Christ

Master of the Life of Saint John the

Baptist, Tempera on panel,

c.1330-1340, Rimini

- http://commons.wikimedia.org

<그림 14> Baptism of Christ

Giovanni del Biondo, Tempera on

wood, 1360-70, Florence

- The early Italian Schools, p. 402

<그림 15> Baptism of Christ

Niccolò di Pietro Gerini, Egg tempera

on wood, 1387, London

- The early Italian Schools, p.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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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성의 표현 그리스도의 세례 도상의 부분 이미지

하나님

-오른손: 그리스도를

가리킴

-의인화: 왼손에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모습,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 구름이나 별로

둘러싸임
<그림 1> <그림 4> <그림 12> <그림 13> <그림 15>

천국

-여러 겹의 푸른색 반구

-여러 겹의 구름층으로

묘사, 여기에 하나님이

위치하거나 성령의

비둘기가 이곳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리스도에게

강림함

<그림 1> <그림 3> <그림 11>

<그림 7> <그림 8> <그림 10>

성령

-비둘기: 그리스도의

머리를 향해 수직강하,

부리로 물고 온 기름을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는 올리브가지를

물고 있음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11> <그림 7> <그림 10>

<표 3> 그리스도 세례 도상에 나타난 신성의 상징

2. 그리스도 세례 도상에 나타난 신성의 상징
중세의 그리스도 세례 도상은 다양한 상징과 표현

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낸다. 그리스도

의 인성은 주로 그의 신체를 통해 드러나지만 그의

신성은 성경에 근거하여 다양한 소재로 나타난다. 그

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12세기 말까지 하나님은 <그림 1>16)과 <그

림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 곧 덱스트라 도미니(destera domini)로 표현

되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

로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도상학적 장치로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14세기 고딕

시대의 세례 도상인 <그림 12>18), <그림 13>19), <그

림 15>20)의 하나님은 의인화된 모습이다. 보통 왼 손

으로 성경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며 세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의인화된 하나

님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어 아

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둘째, 그

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요소는 천국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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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

일체

-천국 혹은 하나님과

비둘기의 모습을 한 성령,

그리스도의 머리가 일렬로

배열됨, 삼위일체 상징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11> <그림 15>

요단강

-주저앉거나 그리스도를

피하는 모습의 인물로

의인화: 죽음, 사탄 상징

-그리스도에게 물을 붓는

모습으로 의인화: 축복,

경외 상징

<그림 2>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

1>, <그림 3>21), <그림 11>22) 등에서 보듯이 중세 기

독교 도상에서 천국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푸른

색 계열의 반구로 묘사되거나 <그림 7>23), <그림

8>24), <그림 10>25) 등과 같이 여러 겹의 구름층으로

나타난다. 푸른색은 신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상

으로써 이 천국에 하나님이 위치하고 비둘기의 모습

을 한 성령이 그리스도에게로 내려온다. 셋째, <그림

2>26), <그림 4>를 비롯하여 모든 세례 도상에 빠짐없

이 등장하는 요소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성

령이다. 성경에서 성령의 강림은 기름부음으로 비유

되고 왕과 제사장직의 임명을 상징한다. 따라서 그리

스도의 머리 위로 강림하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성

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그림 5>27)의 비둘

기는 성령과 기름부음의 관련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

러낸다. 이 도상에서 비둘기는 부리에 기름을 넣은

작은 병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으로 묘사된다.28) <그림 1>과 <그림 3>의 비둘기

는 부리에 작은 가지를 물고 있는데 이것은 노아의

비둘기(창세기 8:11)에서 가져온, 평화의 상징이자

그의 아들을 지상에 보냄으로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연상케 한다.29) 대체로

성령의 비둘기는 <그림 7>, <그림 8>과 같이 부리를

그리스도의 머리를 향해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거나

<그림 11> 등과 같이 원안에 들어 있는 모습으로 표

현된다. 넷째,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과의 관련

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요소는 하나님과 성령, 그리

스도의 수직 일렬 배치이다. <그림 3>, <그림 4>, <그

림 5>, <그림 11>, <그림 15> 등 거의 모든 세례 도

상은 천국 혹은 하나님과 성령의 비둘기, 그리스도의

머리를 수직선상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trinity)를 상징하는 것이다. 다섯째,

세례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요소는

의인화된 요단강이다. 각 교회의 신학적 전통에 따라

요단강의 인물은 사탄을 상징하여 그리스도를 피하

는 모습으로 표현되거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모습

으로 등장한다. <그림 2>, <그림 5>, <그림 6>30)의 인

물은 그리스도를 피해 뒷걸음질 치거나 주저앉은 모

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림 7>, <그림 8>, <그림

9>31)의 인물은 그리스도를 향해 물을 붓는 것으로

마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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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다.32) 그리스도 세

례 도상에 나타난 신성의 도상학적 장치는 <표 3>으

로 정리하였으며 예시그림은 <표 2>에 나타난 그림

의 부분이미지이다.

Ⅳ. 그리스도 세례 도상의 그리스도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중세 그리스도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식과 더불

어 그리스도의 신체 표현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체가 무엇보다 그의 인

성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복식은 신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스도 도상

에서 복식은 그리스도의 신체를 강조하거나 은폐함

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효과적으로 표현

하는 매개체가 된다. 세례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살펴보기 위해 신체 표현은 그리스도

의 피부색, 얼굴, 인체 및 그리스도의 자세와 조형성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복식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

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색상, 형태, 재질 및 장식,

조형성의 분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특

징을 고찰해 보았다.

1. 그리스도의 신체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성경은 세례 당시 그리스도의 나이가 삼십 세쯤

되었다고 기록한다.(누가복음 3:23) 또한 그 당시 세

례 방법은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침례방식이었으

므로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세례시 그리

스도는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였을 것이다. 기독교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체의 노출은 그리스도가 인

간임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일반적으

로 초기의 세례 도상은 그리스도가 옷을 완전히 벗

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있는 그리스도는 원죄 이전의 아담과 같이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의식하지 못한다.33)

중세의 화가들은 노출된 그리스도의 신체를 통해

그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까지도 나타내고자 했다.

신성을 나타내는 피부색의 특징은 <그림 3>과 <그림

6>와 같이 어두운 갈색 톤의 비재현적인 색상이다.

얼굴은 <그림 8>, <그림 9>에서와 같이 턱수염이 없

는 소년의 얼굴로 묘사된다. 중세 초기의 도상은 그

리스도의 인성보다 신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인

간의 생리적인 발달단계에 따른 모습으로 그리스도

를 묘사하기보다 영원한 젊음을 지닌 초월적인 존재

로 표현한다. 소년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는 임마누

엘 그리스도로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을 지닌다.34) 인

체의 표현도 <그림 3>, <그림 4>와 같이 부드럽고 곡

선적인 외형으로 표현되며, 체모가 없고 성기는 투명

한 물에 의해 암시되거나 노출된다. 성기의 노출은

하늘의 존재로서 완전한 순수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방법이자 그리스도를 죄에 의해 수

치심을 지니게 된 다른 인간과 구별 짓는 중요한 표

현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자세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에서 보듯, 주로 동방교회의

세례 도상은 그리스도가 아래로 팔을 내리고 손을

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사탄을 상징하는 요

단강의 인물을 막아 내거나 오른손의 두 손가락을

편 강복의 자세를 함으로써 메시야이자 하나님의 아

들,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신분을 나타낸다.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신체에 나타난 신성은

<그림 3>, <그림 6>, <그림 9>와 같이 특히 왜곡되고

변형된 형태표현과 비재현적이며 도식적인 묘사, 선

의 강조를 통해 더욱 강조된다. 레우후는 예술가의

표현이 리얼리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스러움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35)

이러한 경직되고 사실성에서 멀어진 표현방법은 그

리스도를 보통의 인간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최대한 그리스도를 실제 역사

속에 살아 있던 30세 무렵의 성인 남성으로 묘사할

때 극대화된다. 따라서 피부는 <그림 7>, <그림 12>,

<그림 13>과 같이 밝은 톤의 따뜻한 피부색으로 채

색되거나 입술과 뺨을 분홍빛으로 채색하여 생동감

을 더한다. 얼굴은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36)에서 보듯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성인남성으로 묘사된다. 신체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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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신성 인성

피부색
어두운 톤의

피부색

<그림 3> <그림 6>

밝은 톤의

따뜻한

피부색,

입술과 뺨에

분홍빛

<그림 7> <그림 12> <그림 13>

얼굴

턱수염이

없는 소년의

얼굴

<그림 8> <그림 9>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성인남성의

얼굴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인체

부드럽고

곡선적인

외형의 신체,

체모 없음,

성기 노출

<그림 3> <그림 4>

넓은 어깨와

잘 발달된

근육질의

매혹적인

신체, 체모의

섬세한 묘사,

성기 은폐
<그림 11> <그림 14> <그림 15>

자세

두 팔을

내리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는

벽사의 자세,

강복의 자세

<그림 1> <그림 2> <그림 3>

손을 가슴에

모은 순명의

자세,

기도의 자세

<그림 9> <그림 10>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표 4> 그리스도 세례 도상의 그리스도 신체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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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림 5> <그림 6>

조형성

왜곡 및 변형,

비재현적,

도식적,

경직된 표현,

선의 강조

<그림 3> <그림 6> <그림 9>

사실적,

재현적,

자유롭고

부드러운

표현, 면의

강조
<그림 12> <그림 13> <그림 15>

11>, <그림 14>, <그림 15>처럼 넓은 어깨와 잘 발달

된 근육질의 매혹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체모의

섬세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특히 고딕시대 이탈리아

의 십자가 도상에서 이러한 표현을 살펴볼 수 있는

데 이것은 13세기 후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신학의 변화에 화가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37)

<그림 11>의 경우를 보면, 음모와 유두의 털까지 섬

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4세기 초까

지 시에나(Siena), 아시시(Asisi), 플로렌스(Florence)

와 북 이탈리아의 수많은 그리스도 도상은 그리스도

의 체모 묘사를 강조하였다.38) 중세의 남성을 묘사한

도상에서 체모의 표현은 성별을 알리는 중요한 시각

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소년이나 여성에 대한 성인

남성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39) 따라서

체모를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실제 생존했던 30

세 정도의 성인 남성으로 묘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체모의 표현

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신체표현은

자세가 있다. 악한 존재를 제압하고 강복의 자세를

취하는 동방교회의 도상과 달리 서방교회의 도상은

<그림 9>, <그림 10>,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와 같이 주로 손을 가슴에 모으거나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세례 이후 그

리스도에게 닥칠 수난을 암시하며 세례를 수난의 시

작으로 보는 당시의 종교관을 보여준다.40) 순명의 자

세를 취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

의 신분을 보여줌으로써 성육신에 나타난 인성을 드

러낸다.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체에 나타난 인성

의 조형성은 사실적이며 재현적이고 자유로우면서

면이 강조되는 성향을 띤다.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그의 역사성과 실

제성을 강조하려는 시도이다. 그리스도의 신체에 나

타난 신성과 인성은 아래의 <표 4>로 정리하였으며

예시그림은 <표 2>의 부분이미지이다.

2. 그리스도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중세의 세례 도상에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식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착용하고 있는

로인클로스이다. 13세기까지 중세의 세례 도상은 세

례의 특성상 그리스도의 신체가 대부분 노출되어 있

으나 14세기에 들어와서 로인클로스를 착용한 모습

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천사가 들고 있는 그리스

도의 복식이다. 중세의 화가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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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을 드러내기 위해 흥미로운 도상학적 장치를 고

안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있는 천사의

표현이다. 실제 성경에는 옷을 들고 있는 천사의 언

급이 없으나 중세의 모든 세례 도상은 2명에서 많게

는 6명의 천사가 등장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있

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1) 그리스도가 착용하고 있는 복식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전체 도상 중에 그리스도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도상은 <그림

14>, <그림 15>이다. 13세기 후반 서방교회의 도상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슴과, 겨드랑이

의 체모뿐 만 아니라 치골의 체모까지 묘사한다. 이

러한 그리스도의 인성이 옷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중세 후기의 예술가들은 로인클로스의 매듭을 없애

고 가운데가 깊숙이 파여서 치골과 치골의 체모를

강조하는 형태를 고안해냈다. 이것은 세례 도상과 마

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체가 노출되는 십자가 책형

도의 표현과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더 분명하게 드

러난다. 책형도의 로인클로스는 대부분 앞에 매듭이

있거나 옆에 매듭이 있으며 재질 또한 불투명하게

표현되는데 비해 세례의 로인클로스는 구조적인 드

레이퍼리로 묘사되어 그리스도의 신체의 양감을 강

조한다. 또한 투명한 재질로 섬세하게 묘사된 로인클

로스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체를 흘러내리듯이 감

싸며 관능성의 느낌마저 더한다.

한편, 세례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복식을 입은 모

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14세기 이후 세례의 방법이

몸을 물에 담그는 침수에서 그릇에 물을 담아 뿌리

는 관수로 변화한 것에도 기인한다.41) 13세기까지 중

세 세례 도상은 그리스도의 몸을 요단강물에 잠긴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신체가 적당히 가려져서 굳

이 복식을 그려 넣어 국부를 가릴 필요가 없었다. 또

한 이 시기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였고

세례 도상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누드는 원죄 이전

의 완전한 순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기가 암시되

거나 노출되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14세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물 밖으로 완전히 노출되

는 상황은 그리스도의 신체를 드러내어 인성을 강조

해야 함과 동시에 성기를 은폐해야 하는 필요성을

낳았다. 따라서 인성을 강조하는 신학이 우세하던 중

세 후기의 화가들은 그리스도의 성기를 묘사하는 대

신 체모의 섬세한 묘사를 통해 인성을 드러내려 하

였고, 복식 역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2) 천사가 들고 있는 복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세의 세례 도상은 세례의 특성상 옷을 벗고 있

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

내기 위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있는 천사를 그려 넣는다.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있는 천사는 마치 성례식(결

혼식, 세례식, 성찬식 등의 의식)에서 의식을 집례하

는 사제를 돕는 부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42) 천

사들은 때로 옷감이나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있는데

이 옷은 세례 받은 그리스도가 물 밖으로 나와 입게

될 옷임을 암시한다. <그림 7>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전례용 옷 혹은 옷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

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한 신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 옷은 기름부음을 위한 전례용 옷감으로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직분의 임명을

예비한 것이다. 반면 지상에 있는 두 명의 천사는 그

리스도가 벗어 놓은 옷을 들고 있다.43) 각각의 옷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가지

옷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정체성과 그가

하늘의 존재로부터 경배받기에 합당한 대상임을 드

러낸다.

11세기의 도상 <그림 1>은 전면에 둥근 문양이 있

는 의복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의복

인지 알 수 없지만 하늘과 영광의 주를 상징하는 푸

른색과 만왕의 왕, 전 우주적 부요를 상징하는 자주

색으로 채색되어 그 옷이 귀한 옷감으로 만들어졌음

을 짐작하게 하고 그 옷을 입게 될 그리스도의 고귀

한 신분을 강조하고 있다. 복식의 전면에는 꽃무늬를

연상시키는 둥근 기하학적 무늬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그 시대의 화려한 비잔틴 실크를 연상케 한다.

비잔틴 실크는 금사와 실크를 혼합하여 찬란한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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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신성 인성

상징 이미지 상징 이미지

색상

*푸른색:

하늘의 신분

*금색:

초월적 존재

*흰색:

신성의 현현,

영광 상징

*자주색:

왕의 신분

<그림 1> <그림 4> <그림 15>

<그림 2> <그림 13>

<그림 7> <그림 10> <그림 12>

*붉은색: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

지상에서의

사명, 종의

신분

*흰색:

순종, 종의

신분

<그림 3> <그림 4>

<그림 6> <그림 7>

<그림 10> <그림 14>

형태

*커튼같이

펼쳐진

형태;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과

찬미

<그림 8>

*구조적인

드레이퍼리:

그리스도의

신체, 즉

인성의 강조

<그림 14> <그림 15>

재질

및 장식

*문양:

고귀한 신분

상징

*벨벳:

고귀함

선 장식:

고귀함
<그림 1> <그림 11> <그림 13>

*투명한 재질:

신체, 인성의

강조

<그림 15>

조형성 장식성

<그림 4> <그림 15>

재현성

<그림 14> <그림 14> <그림 15>

<표 5> 그리스도 세례 도상의 그리스도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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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준 것이 특징인데 비잔틴 실크는 왕의 하사

와 십자군에 의한 확산 등을 통해 서유럽으로 전파

되었고, 교회의 종교의상과 일부 상류층 의상에 도입

되었다.44) 서방교회의 14세기 도상 <그림 13>은 어두

운 자주색에 금색의 기하학적 문양이 장식된 화려한

옷을 보여준다. 고딕시대에는 다양한 문양들이 사용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식물문양, 동물문양,

기하학 문양이었다.45) 이것은 그 당시 상류층과 종교

복식에서 사용하던 화려한 직물을 표현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그리스도의 옷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색의 선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황금색은 태양빛을 연상

시키므로 2세기의 영지주의, 3세기의 마니교 등 다른

이단 종파에서도 가장 신성시하던 색채였다. 기독교

도상에서 황금색은 생명력이 제거된 비자연적인 광

채를 띤 비물질적인 실재 혹은 성스러운 본질로 간

주되었기 때문에46)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색상으로 여겨졌다. <그림 15>는 끝단에

화려한 금색 선장식이 되어 있는 파란색의 의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 당시 왕이나 귀족이 입었던

화려한 맨틀을 연상케 한다. 고딕시대에는 동방의 영

향으로 유럽의 직물공업이 발달하였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직물은 벨벳과 실크였다.47) 이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복 역시 직물의 무게감이나 광택으로

볼 때 벨벳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리스

도의 높은 신분, 즉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천사들

이 들고 있는 의복의 표현 중에 <그림 12>, <그림

14>, 는 안감과 겉감의 색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두 옷 모두 붉은 색 계열로 채색되어 있는데 안감은

진한 붉은 색으로, 겉감은 안감에 흰 색을 섞어서 만

든 밝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리스도 도상에서

붉은 색은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 즉 인성을 상징하

는 대표적인 색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과 왕의 직분에 대한 임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리

스도가 받을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기

도 하다. 이 복식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명, 종의 신분을 드러내주며 그것이 신성의 영광스

런 빛에 의해 밝게 변모될 것임을 보여준다. 보통 세

례 도상의 천사들이 천을 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

는데 반해 <그림 8>은 두 명의 천사가 세례 받고 있

는 그리스도의 뒤에서 커튼같은 옷감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과 찬

미(glorification)의 상징으로48) 신성을 의미한다. 그

리스도 세례 도상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은

<표 5>와 같으며 예시그림은 <표 2>의 부분이미지이다.

V. 결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에서 출발했다. 그 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이 깃들여 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난 대표적

인 사건으로써 공현절로 기념되어 왔다. 그리스도의

신체는 그의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매개체이다. 중세 그리스도의 세례도상에 드러난 그

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신체적 특징은 첫째, 어두

운 톤의 피부색, 둘째, 턱수염이 없는 소년의 얼굴,

셋째, 부드럽고 곡선적인 외형의 신체와 성기의 노출

및 체모 없음으로 나타났다. 신성을 나타내는 자세는

두 팔을 내리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는 벽사의 자

세 및 강복의 자세로 나타났으며 신성을 더욱 강조

하기 위해 비재현적이며 도식적인 형태로 신체를 왜

곡하거나 변형하였고 선을 강조하는 회화적인 조형

성이 부각되었다. 한편,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는

신체적 특징은 먼저, 밝은 톤의 따뜻한 피부색, 둘째,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성인 남

성의 얼굴, 셋째, 넓은 어깨와 잘 발달된 근육질의

매혹적인 신체 및 체모의 섬세한 묘사이다. 그리스도

의 인성은 30세가량의 성인 남성이었던 예수 그리스

도의 사실적인 신체표현뿐만 아니라 손을 가슴에 모

으거나 기도하는 순명의 자세를 통해 더욱 강조된다.

또한 사실적이며 자유롭고 부드러운 표현 및 면의

강조는 인성의 조형적 특성이다. 그리스도의 복식은

그의 신체와 더불어 그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상학적 장치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

내는 복식의 특징은 첫째, 색상이다. 푸른색, 금색,

흰색, 자주색은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분, 왕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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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성의 현현 등을 상징한다. 둘째, 신성은 커튼

처럼 펼쳐진 옷감의 형태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과 찬미를 상징한다. 셋째, 옷

에 들어간 문양과 벨벳재질은 그리스도가 고귀한 신

분임을 상징한다. 넷째, 그리스도의 복식에 나타난

신성의 조형성은 장식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식은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인 인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첫째,

복식에 나타난 붉은색은 그의 피와 죽음, 지상에서의

사명, 종의 신분을 상징하며 흰색은 순종 등을 상징

한다. 둘째, 구조적인 드레이퍼리는 그리스도의 신체

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셋째, 투

명한 재질의 복식 역시 그리스도의 신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조형성은 재현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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