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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이미지와 초월성:
동방정교회의 ‘이콘 공경’을 중심으로
이 연 호

Ⅰ. 서론
한국에는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 대주교청의 관할을 받는 정교회 한국 대교구
청(Orthodox Metropolis of Korea)이 있다. 최초로 정교를 선교했던 러시아 신부들
이 러일전쟁, 일본의 한국 강점, 볼셰비키 혁명, 한국전쟁 등이 이어지며 한국을
떠나게 되자 전쟁에 종군했던 그리스 신부가 남은 신자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
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교구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던 한국 정교회는 자진해서
세계 총 대주교청 산하로 들어갔고, 처음에는 뉴질랜드 교구에 소속되었다가 2004
년 마침내 한국 대교구청으로 독립을 했다.1) 최초의 정교회 성당은 1903년 서울에
건립한 성 니콜라스 성당이었으며, 개축을 거쳐 현재도 한국 정교회의 중심지 역
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성당들과 소성당, 수도원 성당, 묘지 성당에는 그리
스에서 자원해 온 작가들이 그린 수많은 이콘2)들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지에 있는 정교회의 성당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와 천사
및 성인들의 이콘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성소 앞쪽에는 이콘 거치대가 있으며, 회

1) 정교회 한국 대교구청 홈페이지. http://www.orthodoxkorea.org.
2) 그리스어 εἰκών에서 유래한 icon은 영어 발음이 ‘아이콘’이며, 컴퓨터 그림 기호, 우상(偶像), 성상(聖像)이나 성화(聖畫) 등 여러 가지를
뜻한다. 그러나 영어 용법과 한글 용법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한글로 ‘성화’나 ‘성상’이라고 할 때는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 등의 성스러운
이미지 모두를 포함하지만, ‘이콘’이라고 표기할 때는 보통 동방정교회의 것만을 가리킨다. https://dictionary.cambridge.org 및 https://
en.wikipedia.org 참조.(2020년 1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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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으로부터 성소를 분리하는 이코노스타시스에도 우주적 구원의 서사를 표현하
는 이콘들이 나름의 규칙에 따라 여러 개의 단을 이루고 있다. 신비롭고 장중하며
화려한 색채를 한 정교회 성당의 이미지들은 사실 이콘 옹호론자와 반대론자 사이
의 신학적 논쟁과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험난한 투쟁의 역사를 거쳐 획득한 결과
물이다. 본래 구약성서는 이미지에 대해 확고한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말씀’의 종
교였기 때문이다. <신명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상 금지의 규범이 나온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
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
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
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
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
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3)

이미지 금지의 근거를 성서에서 찾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성서의 증거’로 내
세운다.4) 선지자 이사야는 우상 숭배라는 측면에서, 사람의 작품이고 성스럽지 못
한 속된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작가의 의향에 따라 언제든 다른 작품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신의 이미지를 금지한다.5)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3)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항목이 있다. 이 글에서는 <출애굽기> 대신 <신명기> 4:15-18을 인용했다. 새번역 성
경.
4) Moshe Barasch, Icon: Studies in the History of an Idea,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p. 18.
5) Ibid.,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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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린다!”6)라는 구절은 신의 이미지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인간 제작자와 재료의
속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신약 시대에는 육화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
상에 오면서 신을 말씀으로 듣고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되었다.7) 그러나 신의 이미
지를 인정한 후에도 흠숭(라틴어 adoratio, 그리스어 latreia [λατρεία], 영어 worship)과
공경(라틴어 veneratio, 그리스어 douleia [δουλεία], 영어 veneration)이라는 용어 및 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통일되지 않고 달리 받아들여지면서, 신을 이미지로 표현
하고 그 이미지를 ‘공경’하는 일은 쉽사리 수용되지 않았다.8) 692년 트룰로 공의회
에서 신을 인간 형태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이콘을 인정했던 기독교 교회는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흠숭과 공경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콘 파괴주의에 대
응해 이콘 공경을 재선포했다. 그러나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는 자신의 영토 밖
에서 개최한 공의회 의결 사항에 반대해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794
년 7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기독교 세계는 1054년 필리오케 논쟁을 계기
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로 완전히 갈라지고 ‘이콘의 역사’도 서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성스러운 이미지를 모두 다룰
여력은 없으므로 서방 교회의 성화는 예술가와 화풍(畫風)에 따라 변화했으나 동
방의 이콘은 전통과 도상 규범을 엄격히 지키며 기본적으로 변화가 허용되지 않았
다는 점만을 지적해 둔다.

6) 새번역 성경, <이사야> 44:15.
7) Leonid Ouspensky, Theology of the Icon, translated by Anthony Gythiel with selections translated by Elizabeth Meyendorff,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92, pp. 46-47.
8) 이콘 공경을 재확립하기 위해 소집된 제2차 니케아 공의회는 제7차 회의(783년)에서 이콘에 대한 공경과 오직 신만이 대상인 흠숭을
구별했다.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영역본은 다음과 같다. “Therefore, it is proper to accord to them a fervent and reverent veneration,
not, however, the veritable adoration which, according to our faith, belongs to the Divine Being alone-” https://en.wikipedia.
org(2020년 3월 2일 접속); 가톨릭 평화신문(2011.5.29.) 〈교회사속 세계 공의회(16) 제2차 니케아 공의회(하)〉에 실렸던 번역본 중 해당
부분. “우리는 그 성화상들에 공경의 예를 표하지만 그러나 진짜 흠숭을 드리지는 않는다. 흠숭은 우리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오직 하느
님께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377762&path=201105; 케임브리지 사전에
서는 worship을 to have or show a strong feeling of respect and admiration for God or a god로, veneration을 the feeling or act of
venerating(=very much respecting) someone or something“으로 설명한다. https://dictionary.cambridge.org;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서도 제2차 니케아 공의회가 이콘은 공경의 대상이고 오직 신만이 흠숭의 대상이라는 선포를 했다고 해설한다. https://www.britannica.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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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정교회는 성부와 성육신한 예수의 동일 본질을 인정하는 삼위일체론에
기반을 두고, ‘이콘 도상 규범’에 따라 제작하고 성직자가 강복·축성한 이콘은 그
이미지의 원형을 재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미지는 원형과 다르지만 닮음의 관
계에 있으므로, 이미지에 대한 공경은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표현되어있는 원형
을 향한다. 다마스쿠스의 요한(St. John of Damascus)은 닮은 이미지는 원형을 전
제로 할 때만 존재하며,9) 왕의 이미지를 ‘왕’으로 부른다고 해서 두 명의 왕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려진 왕에 대한 경의는 본래의 원형인 왕에게 돌아간다고 강
조했다.10) 동방정교회는 8~9세기에 이슬람의 침입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
한 이콘 파괴론자와 이콘 옹호론자의 격렬한 대립을 마무리하고 이콘 공경을 재
확립했다. 14세기에는 타보르산에서 일어난 예수의 현성용(顯聖容, ‘주님의 변모’,
Transfiguration) 해석을 두고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St. Gregory Palamas)와 칼

라브리아의 발람(Barlaam of Seminara 또는 Barlaam of Calabria) 사이에 논쟁이 벌
어졌다.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현성용을 신의 변화보다는 제자들의 변화라
는 시각에서 해석했다.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현성용에서 제자와 성인들이
보았던 “하느님 뵙기(見神)가 전적으로 실제적”이며, “성사(聖事)의 은총을 통해 주
시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고 신화”라고 주장했다.11) 하느님은 본
질에서는 “전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지만 “각각의 능력(energie) 안에서는 살아계
신 하느님으로서 자기 자신 전체를 드러내시기 때문”이다.12) 반면에 칼라브리아의
발람은 현성용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상징으로 해석했다. 동방정교회는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의 이론을 채택하고 신과 인간의 합일, 즉 신화를 추구하는

9) S t. John of Damascus, The Fathers of the Church: St. John of Damascus Writings, translated by Frederic H. Chase Jr., Washington, D.C.: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n Press, 1958, P. 371. “the original is the thing imaged from which the copy is made.”
10) St. John of Damascus, St John Damascene on Holy Images, translated from the original Greek by mary H. Allies, London; Thomas
Baker, 1898, p. 34.
11) 존 메이엔도르프, 《동방 교회의 신비신학자: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박노양 옮김, 누멘, 2009, 106-107쪽.
12) 위의 책,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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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시카즘(Hesychasm)을 교리에 편입했다. 헤시카즘은 ‘정적주의’라고도 부르며,
헤시카즘 수행자는 자신의 내부에서 신과 합일하기 위해 외부의 이미지에서 떠나
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런데 헤시카즘을 교리로 채택한 동방정교회에서는 이미지
인 이콘이 신앙과 전례의 중심이 된다. 이미지에서 멀어지라는 헤시카즘과 이미지
인 이콘 공경은 동방정교회의 교리와 실천에서 어떻게 양립하고 있을까. 이 지점
이 바로 이 글이 질문하고 대답을 찾으려는 부분이다.
상반된 논리로 보이는 헤시카즘과 이콘 공경의 관계에 대해 드르피치(Ivan
Dripić)는 ‘이콘은 신인 합일, 즉 신화에 이르는 영적 여행을 표현하고 있다’는 수용

이론(reception theory)을 제시한다.13) 이 경우 이콘은 인간과 초월을 간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전하는 내용에 따르
면, 성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349~407)은 사도 서한을 읽을 때 바울의 이콘
을 앞에 두고 마치 그려진 대상이 현존하듯 이야기를 하고 축복을 했다.14) 헤시카
즘 교부로 불리는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헤시카스트들이 경험하는 빛은 타
보르산에서 예수가 변모할 때의 그 빛이라고 주장했다.15) 그렇다면 위의 이론과
주장들을 결합하면 이콘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견해보다 좀 더 진전된 주장을 펼
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이콘과 초월의 관계를 ‘직접 연결’이라는 시각에서 살
펴봄으로써, 물질을 종교의 종속변수보다는 독립변수로 파악하는 연구가 가능한
지 탐구해보려고 한다.

13) Ivan Dripić , “Art, Hesychasm, and Visual Exegesis: Parisinus Graecus 1242 Revisited,” Dumbarton Oaks Papers 62, 200, p. 230.
14) S t. John of Damascus, St John Damascene on Holy Images, p. 51.; David Morgan, The Sacred Gaze, Califonia: University of Califonia
Press, 2005, p. 61-62.
15) Toretein Theodor Tollefsen, Activity and Participation in Late AntiQue, and Early Christian Thou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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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방 정교회의 이콘 공경
동방정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이콘 공경 및 인간이 신처럼 되는 과
정 혹은 신과 합일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신화(神化, theosis 혹은 deification)이다. 이
콘 파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콘 공경론을 재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 신
학자는 다마스쿠스의 요한이었으며, 신화는 타보르산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변모
사건인 현성용의 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우선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전개한 이미지론 및 현성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어지는 장에서 헤시
카즘의 대표 신학자인 성 그레오스 팔라마스의 이론과 신화가 이콘 공경을 중심으
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려고 한다.

1. 다마스쿠스의 요한: 신성과 인성의 일원적 구현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의 상황 및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영향
을 받았던 이미지에 관한 사상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시
대적 상황이다. 비잔틴의 유스티니아누스 2세는 692년 트룰로 공의회(Concilium
Quinisextum)를 소집하고, 교회는 선구자들이 양(lamb)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양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나타냈던 이콘의 유형(type) 및 그 속에 포함된 진리를 포용하
며,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진 어린 양의 인간 형태인 하느님-그리스도(Christ our
God)의 모습을 고대의 양 대신 인간 형태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그 이미지를 통해

말씀(the Word of God)과 그리스도의 죽음 및 온 세상의 구원을 기억할 것이라고
선포했다.16) 그러나 공의회의 규범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콘을 둘러싼 논쟁은 잦아
16) 트
 룰로 공의회 규범 82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 영역본은 미국 뉴욕에 있는 Fordham대학교 자료 사이트에 있는 <CANON LXXXII> 사
용. https://sourcebooks.fordham.edu/basis/trullo.asp.(2020년 3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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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지 않았다. 비잔틴 제국의 레오 3세는 이슬람 세력의 위협 앞에서 이콘 공경이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화합을 저해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726
년 콘스탄티노플 궁전 대문 위에 걸려있던 판토크라토르 이콘을 제거함으로써 9
세기까지 이어진 이콘 파괴 운동에 불을 붙였다.17) 두 번째는 당시의 논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미지의 분류론이다. 플라톤은 《소피스테스》에서 소피스트들을
변증하기 위해 원형(idea, 완전한 실재), 모사물(eicon, 模像), 유사 영상(phantasma)
에 대해 논했는데, 이콘 파괴론과 이콘 옹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들이
도움이 된다. 원형은 참모습이나 본모습이고, 모사물은 원형과 ‘닮은 것’이며, 유사
영상은 원형과 ‘닮아 보이는 것’, 즉 원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닮은 것의 닮은 것’이
다.18) 서론에서 인용했듯이 다마스쿠스의 요한 또한 원형과의 관계로 모상을 이야
기했다. 번역자가 유사 영상이라고 옮긴 판타스마는 현대 철학자인 들뢰즈의 ‘허
상’ 개념에 해당한다.

플라톤주의를 쫓던 교부(敎父)들에게 그토록 많은 영감을 주었던 교리문답 덕
택에 우리는 이미 어떤 유사성 없는 이미지라는 관념과 친숙해졌다. 인간은
원래 신의 이미지를 본떠 창조되었고 그래서 신과 유사했지만, 우리는 원죄
때문에 그 이미지를 온전히 간직하면서도 신과의 유사성을 잃어버리고 말았
다는 것이다. … 허상은 정확히 말해서 유사성을 결여하고 있는 이미지, 어떤
악마적인 이미지이다. 또는 차라리 허상은 모상과는 반대로 유사성을 외부에
방치하고 단지 차이를 통해 살아가는 이미지이다.19)

17) 이
 덕형, 《이콘과 아방가르드》, 생각의 나무, 2008, 261쪽.  
18) 플라톤, 《소피스테스》, 김태경 옮김, 한길사, 2000, 130-132쪽.
19) Gilles Deleuze,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8;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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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콘 파괴론자와 이콘 옹호론자의 논쟁은 플라톤의 《소피스테스》에 나온 개
념들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신을 원형이라고 할 때, 파괴론자는 이콘을 허상으
로, 옹호론자는 이콘을 모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콘 파괴론과 이콘 옹호론
은 원형, 모상, 허상이라는 이미지 개념의 토대 위에서 신의 동일한 본성과 서로
다른 세 위격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파괴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그린 이콘이 두 가지의 신성모독을 범했다고 비
난했다.20) 하나는 재현 불가능한 신성을 피조물일 뿐인 육체로 묘사한 신성모독이
고, 다른 하나는 섞이지 않는 신성과 인성을 섞어버린 신성모독이다. 파괴론자와
옹호론자는 신의 본성은 동일하되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다르다는 삼
위일체론을 이콘과 원형의 문제에 그대로 대입했다. 파괴론자들은 이콘이 성육신
한 신의 한 위격만을 나타내도 그 위격에 분리할 수 없는 신의 본성이 반드시 포함
되므로, 이콘은 묘사 불가능한 신성을 인성이라는 구실로 표현한 셈이 된다고 주
장했다. 반면에 옹호론자들은 이콘은 본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성육신한
신의 한 위격만을 나타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본성의 문제를 제쳐놓고 위격만
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신성이 깃든 몸’은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일원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내세운 이론이었다.21) 이미지와 원형에 대해 성
아타나시우스는 이미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황제의 이미지를 예로 들면 이 점[아버지와 닮은 ‘아들’의 신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이미지는 황제의 형태(form)와 모습(appearance)
을 보여준다. 황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의 이미지는 그렇게 나타난다.

20) 김철균, 〈이콘의 신학과 세계관의 문제 -‘성육신’ 이론과 헤시카즘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5, 한국러시아문학회,
2004, 259-260쪽.
21) 위의 글,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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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미지에 나타난 황제의 모습이 정확하게 황제 자신의 모습과 유사해서,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이 황제의 이미지임을 깨닫는다. 또 황
제를 처음에 보고 이미지를 나중에 보는 사람들도 곧 이미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22)

아타나시우스의 이미지론과 비슷하게 다마스쿠스의 요한도 이미지와 원형
사이의 ‘닮음’을 강조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이미지에 대한 공경은 원형을 향
하며, 동쪽이나 십자가 등에 대한 경의 표시와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대한 공경 또
한 문자로 쓰여 전해지는 전통이라고 강조했다.23)그리고 성서와 비교하며 이미지
가 인간을 위해 하는 역할을 설명했다.

사도들은 인간이 되신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들은 예수의 수난도 보
았고, 기적도 목격했으며, 하시는 말씀도 들었다. 우리도 사도들의 길을 따르
며 보고 듣기를 열망한다. 사도들은 예수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얼굴을 맞대
고 대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도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쓰인 책들을 통해 말씀을 들고 그럼으로써 우리
귀와 우리 영혼을 신성하게 한다. 우리는 책들을 통해 성스러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신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책들을 공경(venerate)할 수 있어서 다
행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이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육
체적 모습과 기적과 수난을 묵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묵상은 우리의 시각과 우
리의 영혼을 신성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 모습을 넘어 신의 영
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멀리까지 들어 올려주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공

22) M
 oshe Barasch, op. cit., p. 198에서 재인용.
23) S t. John of Damascus, The Fathers of the Church: St. John of Damascus Writings, p.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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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24)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보이지 않는 신과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물질인 이콘의
성스러움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25)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신약 시대의 이콘
공경이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 금지와 저촉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 금지를 계
승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에는 육체나 형태를 갖지 않으신 하느님
은 결코 묘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느님이 육신을 갖추어 오셨고 인간
들 안에서 교류했던 이상, 나는 눈에 보이는 하느님을 묘사할 것이다.”26) 다마스쿠
스의 요한은 레오 3세 시대에는 탄압을 받았지만, 그의 옹호론은 예수 그리스도,
성모, 천사, 성인의 이콘을 인정하고 이미지에 대한 공경은 그 안에 표현된 원형을
향한다고 선언한 제7차 공의회(787년, 일명 제2차 니케아공의회) 결의문의 교리적 기
초가 되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이미지의 힘을 인식하고 있었다.

왕의 이미지가 왕이고,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이고, 성인의 이미지가
성인이고, [이미지와 원형 사이에] 힘이 나뉘지 않고 은총이 분산되지 않는다
면, 이미지에 대한 공경은 이미지에 있는 대상에 대한 공경이 된다. 악마는 성
인의 그림자만 보아도 두려워 도망을 간다. 그림자는 이미지이다. 그래서 나
는 악마를 겁줄 이미지를 만든다. … 자주색은 그저 자주색일 뿐이지만, 왕의
외투가 되면 입은 사람 덕분에 영예롭게 된다. 물질도 마찬가지이다. 자체로
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이미지로 재현된 인물이 은총으로 충만하다면, 사람들

24) L eonid Ouspensk, op. cit., p. 48에서 재인용.
25) M
 oshe Barasch, op. cit., p. 206.
26) 이덕형, 앞의 책, 263쪽에서 재인용. 저자는 St. John of Damascus, Three Treaties on the Divine Images, Crestwood: St. Vladimir’s
Seminary Press, 2003, P. 2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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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그 은총에 참여하게 된다.27)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말한 ‘은총에의 참여’는 헤시카즘의 신화(神化)와 관련해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의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타보르 산의 현성용(顯聖容, Transfiguration)

타보르 산의 ‘현성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변모
장면을 가리키는 용어이다.28) <마태복음> 17장의 현성용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
다.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
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29)

현성용 이콘 중에서 왼쪽은 1535년 테오파네스(Theophanes the Cretan)가 그
리스 아토스산에 있는 스라브로니키타 수도원(Monastery of Sravronikita)에서 그렸
고, 오른쪽은 1995년 소조스 야누디스가 서울에 있는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북측
벽화로 제작했다. 450년이라는 간격에도 불구하고 이콘의 형태가 유사한 이유는
이콘 화가들이 ‘이콘 도상 규범’에 따라 전통을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콘의

27) St. John of Damascus, St John Damascene on Holy Images, p. 35-36. [ ] 부분은 필자가 보충.
28) 한국 정교회에서 발간한 최근의 저서들에는 Transfiguration이 ‘현성용’이 아니라 ‘주님의 변모’로 되어 있다. 사례: 조성암 암브로시우
스 대주교, 《영성 예술 1》, 2018, 정교회 출판사, 105-114쪽.
29) 새번역 성경, <마태복음>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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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Transfiguration30)

<그림2> 주님의 변모31)

성스러움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교회의 인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성용 이콘에서 예수는 빛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몸에서 빛줄기가 뻗어 나
온다. 위쪽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있고, 아래쪽에는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
고보가 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Saint John Chrysostom)은 구약성서의 엘리야와
모세가 이 장면에 나타나 있는 이유로 첫째, 하느님에게 십계명을 받은 모세와 위
대한 예언자인 엘리야가 각각 법과 예언자를 대표하고, 둘째, 모세는 시나이산에
서 엘리야는 카르멜산에서 각각 하느님의 비전을 경험했으며, 셋째, 산 채로 하늘
로 올라간 엘리야와 죽은 모세가 각각 산 자와 죽은 자를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한다.32) 그러나 천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 14세기의 헤시카스트들은 예수를 제
외한 등장인물들을 신비로운 영적 상승과 관련지어 다르게 해석한다. 신성한 어둠

30) o
 rthodoxmonasteryicons.com/products/transfiguration-of-our-lord-jesus-christ-icon-2
31) 조성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 앞의 책, 104쪽.
32) o
 rthodoxmonasteryicons.com/products/transfiguration-of-our-lord-jesus-christ-icon-2. 이콘 설명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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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e darkness) 속에서 산을 오르는 모세는 진정한 신비주의자이고, 엘리야의 삶

은 그 자체가 사막과 수도원을 방랑하는 헤시카스트들의 전형이며, 세 명의 사도
들은 엑스터시의 상태 또는 영적 상승을 위해 겪어야 할 세 단계를 나타낸다.33) 현
성용을 보는 관점은 14세기의 헤시카스트와 현대의 정교회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
한국 정교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에게 특별히 헌신하고 사랑과 믿음이
깊었으므로 변모를 경험하도록 선택받았다고 말한 후, 현성용이 인간의 구원에서
지니는 의미를 설명한다.

이 변모 사건에서 그리스도는 신적 본성의 영광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적 본
성의 영광 또한 드러내셨다 …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은 테오토코스의 태에
서부터 이미 영광을 입었지만,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인간의 눈은 닫혀
있었고, 그것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제자들의 두 눈이 열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실 때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다 … 그리스도의 변모는 우리 모두의 영적 삶에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신적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변모의 시간에 빛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
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변모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헤지카스트 교부들’의 가르침과 동일하다. 14세기 헤지카스트 수도 운동의 대
부,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하느님은 그분의 본질이 아니라 그분의 에너
지에 있어서 “빛”이라 불린다고 선언했다. 또 이 “창조되지 않은 빛”은 기도 안
에서, 그리고 깨끗한 마음, 끊임없는 하느님 기억, 겸손한 영적 상태 등과 같
은 조건 아래서 경험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34)

33) Ivan Dripić, op. cit., pp. 232-236.
34) 조성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 앞의 책, 112-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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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원래 신과 유사하다가 ‘타락’해버린 인간은 현성용
에 나타난 신의 에너지를 통해 인간이라는 본성을 지닌 채로 신과 합일할 수 있는
신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신화는 신인합일을 추구하는 헤시카즘과 관계가
있고, 현성용은 신화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아직 신화와 이콘의 관계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 헤시카즘을 대표하는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
마스의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신화와 이콘의 관계를 논하려고 한다.

Ⅲ. 헤시카즘과 이미지
1.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신의 본질과 신의 에너지

헤시카즘은 고요함과 정적과 침묵을 뜻하는 그리스어 Hesychia(ἡσυχία, [isi’çia])
에서 유래한 용어로,35) 자신의 내면에서 신의 빛을 체험하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
으로 신처럼 되는 신화를 추구한다. 헤시카즘은 동방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영적 경험과 금욕 수행의 한 형태이지만, 좁은 의미로 헤시카즘을 이야
기할 때는 14세기에 신화를 둘러싸고 비잔틴 제국에서 벌어졌던 신학적 논쟁을 가
리키기도 한다.36) 대표적 논쟁자는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와 칼라브리아의 발
람이었는데, 정교회의 전통적 입장을 대표하는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와 헬레
니즘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성을 중시한 칼라브리아의 발람은 타보르산의 빛
이 신의 본질인지 에너지인지를 두고 서로 대립했다. 그들은 신의 본질이 인간의
35) 이덕형, 앞의 책, 325-326쪽.
36) L eonid Ouspensky, op. cit., pp. 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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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넘어서 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신의 본질과 신의 에너지를 따
로 떼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했다. 신의 본질이 신의 에너지
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칼라브리아의 발람은 타보르의 빛이 감각 불가능한 신
의 빛을 상징으로 나타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신의 본질과 신의 에너지
를 신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타보르의 빛
이 신의 창조적 질서 안에서 신의 창조되지 않은 현존이 드러난 현상이라고 주장
했다.37)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에게 타보르의 빛은 신에 의해 창조된 자연의
빛도 아니고 상징이나 비유도 아니며,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창조되지 않은 신
성한 빛(The Uncreated Divine Light)’이었다. 인간은 신의 에너지인 그 빛을 지상에
서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체험을 통해 지상에서 신처럼 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타보르 산의 현성용을 실제의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신화를 통해 현재도 계속되는 사건이라고 해석했으나.38) 칼라브리아의
발람은 타보르의 빛도, 예수의 변모도, 신화라는 개념도 상징으로 간주했다. 동방
정교회는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의 신학을 채택하고 1351년 열린 콘스탄티노
플 공의회에서 헤시카즘의 교리를 공식으로 인정했다.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가 말한 신의 에너지는 신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신의 에너지와 인간의 관계이다.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신의 에너지는 본질에서 나왔으므로 본질과 분리되
지 않으나 창조물에 작용하므로 본질과는 다르며, 신이 창조물에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도 신의 에너지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39) 둘째로 인간이 신의
에너지인 빛을 경험할 때, 어떠한 감각을 사용하는지이다.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

37) Ibid., p. 239.
38) Ibid., pp. 239-240.
39) T oretein Theodor Tollefsen, op. cit., pp. 89, 9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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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는 인간이 정화와 수행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천사 혹은 신적
인 형태(an angelic or divine form)인 새로운 존재 양식(new mode of being)으로 확
장되어 일반적 인식범위와는 다른 신의 빛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40) 그렇다면,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가 말하는 ‘본다’라는 감각은 육체의 감각이 아닌 영적인
감각을 뜻할까.

우리 눈은 부드러운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하며,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자비를 전해 주어야 한다(“온화한 시선을 가진 사
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쓰여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귀도 단지 들을 뿐만 아

니라 “신의 지시를 기억하고 실행하기 위해” 신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우리의 혀, 손, 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의지를 따라야 한다. 이처럼 몸
과 영혼은 일상적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지시를 실천하는 일을 한다. 그렇다
면 어떻게 이러한 활동들이 영혼을 눈멀고 어둡게 할 수 있을까.41)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지상에서 작용하는 신의 빛과 그 빛을 경험함으
로써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신화 과정을 이야기하므로,42) 비록 ‘존재의 양
식’은 새롭게 달라져도 신의 빛을 인식하는 기관은 본래의 감각 기관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칼라브리아의 발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빛은 창조된 자연의 빛뿐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창조된 자연의 빛과 삼위

40) ibid., pp. 202, 206.
41) G
 regory Palamas, The Triads,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John Meyendorff, Translation by Nicholas Gendle, New Jersey; Pauline
Press, 1983, pp. 47-48. “Our eyes must acquire a gentle glance, attractive to others, and conveying the mercy from on high (for
it is written, "He who has a gentle look will receive grace"). Similarly, our ears must be attentive to the divine instructions, not
only to hear them, but (as David says) "to remember the commandments of God ... in order to perform them", ...Our tongues, our
hands and feet must likewise be at the service of the Divine Will. Is not such a practice of the commandments of God a common
activity of body and soul, and how can such activity darken and blind the soul?”
42) L indsay Jones, editor in chief, Encyclopedia of Religion: second edition, Farmington Hills; Tomson Gale, 2005, p. 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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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신에서 비롯한 타보르산의 빛을 구분하고 후자를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
고 불렀다. 이 빛은 전부터 있었지만, 제자들은 현성용의 순간 눈이 뜨이며 비로소
볼 수 없던 빛을 보았고, 그들의 몸도 광채에 둘러싸인 예수의 몸처럼 빛나게 되었
다. 헤시카즘 텍스트에서는 신화한 인간의 몸이 빛을 담는 용기로 변형되었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43) 신화는 자신의 내부에서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빛’을 몸
과 영혼이 함께 하는 감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시작한다.44) 성 그레고리오스 팔
라마스가 지키려고 한 “본질적 가치”는 “성사적이고(sacramentelle) 교회적인(eccle
siale) 신비 영성”이었다.45) 그래서 실제로 수행과 기도와 예배를 하는 실천의 장
(場)에서 이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신화(神化, deification)와 이콘

신화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신의 에너지인 ‘창조되지 않은 빛’을 체험
한 인간이 지상에서 몸을 지닌 채로, 신처럼 되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인간은 정결
함과 금욕을 실천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신의 에너지인 빛을 내면화
해서 궁극적으로 신과 합일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처럼 되다’를 메타포가 아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인간은 신의 영광에 ‘참여’해서 신처럼 되는 것이지 신
의 본질과 혼합되어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46) 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헤시카즘이
동방정교회의 중심 교리가 되면서 이콘은 “헤시카즘의 영성을 빛과 색으로 표출하
는 것”, “헤시카즘의 영성을 빛과 색 속에 반영하는 일종의 관조적 도구”, “헤시카

43) Ivan Dripić, op. cit., p. 242.
44) 유해룡, 〈동방정교회의 관상적 전통과 예수의 기도〉, 《장신논단》 22,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 연구원, 2004, 258쪽.
45) 존 메이엔도르프, 앞의 책, 122쪽.
46) Toretein Theodor Tollefsen, op. cit., p. 167.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인간은 신과 똑같아지는 것(become
identical with the divine)이 아니라 신처럼 된다(become like it)고 말했다.  

연구논문_343

즘의 회화”가 되었다.47) 그런데 신과의 합일을 열망하며 감각의 세계를 부정하고
내면의 추상적 정신세계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물질로 만들어 시
각으로 경험되는 이콘을 공경하는 까닭은 무엇일까.48) 벨팅(Hans Belting)은 예술
의 역사는 이미지의 역사이고 전례(liturge)의 역사이며, 결국은 인간의 역사로 이
어진다고 주장했다.49) 벨팅의 말처럼 이콘 공경은 수행자나 신자들이 교리를 실천
으로 옮기는 과정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서술의 편의를 위해 수도자
의 금욕 수행과 일반 신도의 의례로 나누어 각각에서 이콘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
려고 한다.
첫 번째는 금욕 수행과 이콘의 관계이다. 신의 빛을 내면화하는 헤시카즘 수
행은 시리아와 이집트의 초기 기독교 교부들에서 시작되어 비잔틴 제국으로 전해
졌다. 14세기에 아토스산의 수도원에 있던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기도와 특
수한 호흡법을 결합한 “지혜로운 기도”를 고안했고, 이 기도가 신의 빛을 내면화하
고 신과 대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다.50) 이렇게 외부로부터 받는 신의 빛과
내부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능동적 실천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므로, 신화는 “신의
프로젝트인 동시에 인간의 자기 구원의 프로젝트”51)라고 할 수 있다. 신화의 순간
인간의 몸이 빛을 담는 용기로 변형되듯이, 인간은 신과 합일할 때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제외됨이 없이 마음과 영혼과 몸이 함께 신화한다.52) 신의 비전이라
는 단어에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이미지가 떠오르고, 몸이라는 단어에서는 육체가

47) 이덕형, 앞의 책, 331쪽. “헤시카즘의 회화”라는 표현은 저자가 Успенский의 1989년 저서 c. 207, Языкова의 저서 c. 104에서 인용.
48) 이 부분은 <비잔틴 및 러시아정교 미술> 세미나에서 미술사학자인 신준형 교수가 제기한 질문이다. 본래의 글은 다음과 같다. “창조되
지 않은 신성한 빛(Uncreated Divine Light)과 합일되는 것을 열망하는 종교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감각의 세계를 부정하고 내
면의 추상적 정신세계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물질로 만들어 시각으로 경험되는 성상(icon)을 라틴 교회 이상으로 공
경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2019.10.2.)
49) Hans Belting, “An Image and Its Function in the Liturgy: The Man of Sorrows in Byzantium,” Dumbarton Oaks Papers, Vol. 34/35,
1980, pp. 1-2.
50) 김철균, 〈이콘의 신학과 세계관의 문제-‘성육신’ 이론과 헤시카즘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5, 한국러시아문학회, 2004,
271-272쪽.
51) 위의 글, 273쪽.
52) Leonid Ouspensky, op. cit.,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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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감각과 그 감각의 대상이 떠오른다. 인간은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육화한
신의 모상을 감각하고, 그 감각을 통해 감각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모상의 원형과
소통할 수 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말했듯이 이콘에 대한 공경은 그 원형으로
돌아가고,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의 말처럼 헤시카스트들이 경험하는 빛은 예
언자와 제자들이 타보르산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바로 그 빛인 신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바울의 이콘을 앞에 놓고 마치 살아
있는 사도를 대하듯 하며 수행을 했다. 그렇다면 금욕 수행에서 이콘이 하는 역할
을 간접 연결인 매개체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성 그레고리오
스 팔라마스의 견해처럼 인간이 수행으로 현재 도달해있는 수준이 각기 다르고 그
각기 다른 수준에 따라 이미지와의 소통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헤시카
즘 수행에서는 내면에 집중하고 외부의 감각을 닫기 위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
소서(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라는 짧은 기도를 반복한다.
감각으로 감각을 넘어설 수 있다면, 예수 기도가 하는 역할을 예수의 이콘도 한다
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동방정교회의 신비주의 전통은 도상학 수준에서 상상력
을 활용할 때 허상인 판타스마를 단호하게 거부하는데,53) 역으로 원형과 ‘닮은’ 모
상인 이콘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은 신을 대면하기 위해 몸을 가진 채
초월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이 몸을 가진 채 마음과 영혼과 몸으로 신
과 합일하려면, 인간과 신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결하는 통로’가 열려야 한
다. 이단의 경고를 받았던 독일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카르트(Meister Eckhart,
1260?~1328)는 하느님이 육화한 예수를 낳은 특별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아들

의 탄생’과, 계속해서 성부이자 성자이며 인간인 아들을 ‘낳아야 하는’ 보편적 사건
으로서의 ‘아들의 탄생’을 구분했다. 하느님이 인간의 영혼 안에 아들을 낳음으로
53) Marco Toti, “The Hesychast method of prayer: its anthropological and symbolic significanc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8, No. 1, 2008,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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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인간이 신처럼 되듯, 이콘 이미지의 원형인 신도 이 세계와 초월의 세계를 연결
해주는 에너지를 통해 인간의 신화 과정에 도움을 준다.
두 번째는 일반 신도의 의례와 이콘의 관계이다. 동방정교회의 성당에는 벽
면과 성소 가림막인 이코노스타시스 그리고 성소 앞 이콘 거치대에 예수 그리스
도, 성모, 천사, 성인들의 이콘이 있다. 한국 정교회의 경우 출입문에서 지성소 방
향으로 오른쪽 벽면에 현성용 이콘, 왼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이콘이
있다. 이코노스타시스 출입문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및 천사와 성인들의 이
콘, 왼쪽에는 성모 및 천사와 성인들의 이콘, 그 위쪽 벽면에 아기 예수와 성모가
두 팔을 넓게 펼치고 있는 ‘하늘보다 더 넓으신 성모’ 이콘이 있다. 둥근 돔 천장에
는 예수 그리스도가 왼손에 성서를 들고 있는 ‘만물의 주관자’ 이콘이 있다. 신자들
은 성당에 들어오면 거치대에 놓인 이콘 앞에서 기도하거나 성호를 긋거나 키스를
한다. 정교회 성당에서 결혼식을 할 때 신부와 신랑은 각각 성모와 예수 그리스도
의 이콘을 들며, 축일에는 해당 이콘을 들고 행렬을 지어 성당 밖으로 나간 후 다
시 안으로 들어온다. 치데스터(David Chidester)는 신봉자들이 공경하는 행위를 통
해 성스러운 이미지에 현존(present)하는 영적 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
는데,54) 동방정교회의 이콘 공경 의례가 바로 그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최
소한 하나의 의미 있는 견해로 고려해볼 수는 있다. ‘왜 이콘을 공경하는가’를 설명
하기 위한 글에서 의례라는 측면을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동방정교회 성당
에서 행해지는 의례는 예수 그리스도, 성모, 천사, 성인들의 이콘을 통해 지금, 이
곳이라는 공간에서 ‘천상의 왕국’을 ‘현존’하게 만든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예수의 이콘과 성인의 이콘에 관해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54) D
 avid Chidester, Religion: Material Dynamic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8,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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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된 그 분의 이콘을
만드십시오. 이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콘을 통해 예수 그리
스도를 숭배하십시오. 이콘을 통해, 천상에서 하느님 오른쪽에 영광으로 둘러
싸여 앉아 계신 구세주의 지극히 사랑하는 몸까지 도달하도록 마음을 들어올
리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성인들의 이콘을 만드십시오.… 성인들의 이콘을 신
으로 공경함은 금지되지만, 그들과 사랑으로 친교하는 표시로, 그리고 여러분
이 그들을 공경하는 표시로, 그들의 이콘을 공경함은 허용됩니다. 그들의 이
콘을 통해 그들에게 향하도록 마음을 들어올리십시오.55)

이 문장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는 신과 성인, 신의 이콘과 성인의 이콘, 숭배와 공경을 구분하고, 궁극적으로 신
의 이콘이 하는 역할과 성인의 이콘이 하는 역할을 설명해 준다. 신은 숭배의 대상
이고 성인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신의 이콘은 공경의 대상이며 성인의 이콘 또
한 공경의 대상이다. 예수의 이콘은 인간의 마음을 들어올려 하늘의 예수에 닿게
하고, 성인의 이콘 또한 그들을 향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의 몸까지 이르도록 하는
예수의 이콘은 신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성인들의 이콘은 신화를 달성하기까지
그들이 걸어간 길을 본받도록 한다.
헤시카즘은 신의 에너지가 이 세상에 깃들어 작용하고 있다면 천상 질서의 실
현이 지상에서 가능하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한다.56) 성당에서 이콘에 둘러싸여 기
도와 예배를 하는 신자들은 의례를 행하는 동안 신의 에너지를 통해 점진적으로
신화의 과정을 진행해 간다. 한국 정교회에서도 신화를 “하느님과 연합되어 가는
55) Leonid Ouspensky, op. cit., p. 247에서 재인용.
56) 김철균, 앞의 글,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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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여정”이며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시작되고 저승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승
에서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57) 그래서 동방정
교회의 신학은 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신화라는 신비체험을 정당화하고 이론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듬어졌다고 보기도 한다.58) 인간은 신의 에너지와 합일할 뿐이
므로 완전한 신이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59) 종말의 시
간에 가서야 완전한 신화가 이루어지므로 이 세상의 인간은 비록 한 번의 신화, 두
번의 신화, 여러 번의 신화를 경험한다 해도 인간으로서의 본성과 감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신화는 성육신한 예수가 출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간이 신의 모상인 이콘을 통해 초월적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상도 성육신한 예수의 출현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
었을 것이다. 이콘을 통해 신과 만나고, 이콘에 그려진 신에게 하는 기도가 곧 신
에 대한 기도가 되는 동방정교회에서 이콘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
소이다.60) 수도에 전념하는 소수의 금욕 수행자이든 일상을 살며 구원을 염원하는
다수의 평신도이든, 이콘은 그들을 초월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Ⅳ. 결론
동방정교회는 이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이콘과 뗄 수 없는 관계
를 맺고 있다. 동방정교회가 14세기에 교리로 채택한 헤시카즘은 감각을 멀리하
고 신의 빛을 내면화해서 그 빛으로 인간이 신처럼 되는 신화를 추구한다. 그렇다

57) 정교회 한국 대교구청(orthodoxkorea.org). 우리의 신앙 > 우리의 신념 > 기도와 영성 생활.
58) 손명곤, 〈14C 헤시카즘 논쟁을 통해본 동방정교회의 신론 고찰〉, 《동북아 문화연구》」 26,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11, 609쪽.
59) 위의 글, 610쪽.
60) 권영훈, 〈동방정교회와 이콘〉, 《아세아연구》 58(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2015,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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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미지를 멀리하고 내면에서 신과 합일하라고 가르치는 헤시카즘과 감각이 동
원되어야 하는 이콘 공경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이 글은 플라톤과 다마
스쿠스의 요한 및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의 사상, 성서와 동방정교회의 교리를
자료로 활용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신을 그린 이콘은 지상의 관
점에서는 신의 모상이고 천상의 관점에서는 원형인 신 자체이기 때문에, 비록 수
행자 혹은 신도가 도달해있는 ‘존재의 양식’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는 ‘보는 감각’을 통해 지상의 인간을 초월의 세계와 연결해주고 그
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신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이콘
이 “성화에 표상된 본래의 인물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61)이라는
동방정교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최초의 이콘은 예수가 자신의 얼굴을 드
러나게 한 성스러운 수건이었다. 신이 직접 자신의 이콘을 제작했다는 이야기인
데, 여기서 다른 질문 하나를 제기할 수 있다. 본래 말씀이 있었는데 신은 시각을
활용하는 물질을 왜 또 추가했을까. 이 문제는 예수의 지위와 인간의 지위 둘로 나
누어 답변을 찾아보려고 한다. 첫째는 예수의 지위와 이콘이다. 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천상에 있는 원형인 신의 모상이다. 인간으로 육화하여 이 세상에
온 예수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는 신의 모상이다. 그러니 예수는 신이면서 인간이
고, 원형이면서 모상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그렇다면 신이며 인간이고, 원
형이며 모상인 예수의 ‘이콘’보다 지상과 천상을 더 잘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둘째는 인간의 지위와 이콘이다. 신화는 신이 인간에게 일방적으
로 주는 은총이 아니라 인간의 수행과 신의 은총이 결합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
정이다. 그런데 인간은 감각 불가능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신의 빛을 완전히 내

61) 조성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 앞의 책,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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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하고,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 되고, 자아와 세상이 공(空)임을 깨달으면 신과
합일하는데 인간의 감각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경지까지 도달하는
인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통 사람들은 물질과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상을
살며 속됨 속에서 문득 성스러움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자신을 ‘신처럼’ 변
화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된다. 인지 과학이나 심리학 등 인접 학문의 도움을 받아
야 말씀이라는 청각과 이미지라는 시각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겠
지만, 초월성을 시각 이미지로 물질화한 신과 성모와 천사와 성인의 이콘이 동방
정교회에서 인간 구원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비교종교학이라는 관점에서 초월성의 이미지화는 불교나 무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불교에는 부처가 하나이면서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이라는
세 개의 몸을 가졌다는 삼신의 교리가 있다. 법신은 공(空)이라는 깨달음 자체이지
만,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남겨
놓은 가르침과 말씀 등을 뜻하기도 한다. 삼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법신은 본
래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된 보신이나 중생이 된 부처인 화신과 달리 몸이 없다. 그
러나 불교에서는 법신을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像)이라는 부처님의 형상으로 표현
한다. 비로자나는 두루 비추는 빛 또는 광명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바이로차나
(virocana)의 음역이며,62) 밀교에서는 비로자나를 대일여래(大日如來)로 번역한다.

무속에는 무당이 신성하게 여기는 무구(巫具)인 명두(明斗)63)가 있다. 둥근 형태이
고 한 면에 해, 달,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 명두는 신령의 얼굴 혹은 신령 그 자체
로 간주가 된다.64) 이처럼 초월성은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야만 인간이 인식하고
감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초월성이 이미지화하는 과정 혹은 이미지가 초월성을 내

6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비로자나불”. http://encykorea.aks.ac.kr
63) 명두(明斗)라고도 명도(明圖)라고도 한다.
6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홍태한 작성 “명도”. http://folkency.nf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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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과정은 신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활동 영역에 속한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
지 않는 것을 나타내려면 둘 사이의 연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
게 하려면 신성한 집단이든 속된 집단이든 권력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동방정교회에서 이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초월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적을 물리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콘이나 사람
들을 보호해준다는 이콘처럼, 이콘은 지상의 삶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한다. 이
글은 지상에서 ‘신처럼’ 되려는 과정 또는 지상에서 신과 합일하려는 과정인 신화
를 중심으로 이콘의 초월성을 지상에 발을 딛고 천상을 지향하는 초월성이라고 결
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콘의 또 다른 측면으로 성과 속을 모두 아우르는 초월성 혹
은 인간과 물질이 서로 얽혀있는 초월성도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콘이 생소한 주제라는 점을 고려해 이콘의 정치·사회·문화적 맥
락보다는 이콘 자체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치중했다. 활용한 자료의 폭이 좁고 이
론 구성이 정밀하지 못하며 의례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콘의 역할을 제대
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 물질을 종교의 한 요소로 보는 시
각을 넘어 종교와 물질과 인간의 관계를 대등하게 다루는 관점에서, 초월성이 이
미지에 내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미지가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지에 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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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콘(icon)은 예수 그리스도, 성모, 천사, 성인을 그린 이미지이며, 동방정교회의 신
앙과 전례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콘은 원형(prototype)인 신의 모상(模
像)이며, 신과 ‘닮음’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관계가 없는 허상과 구별이 된다.

8~9세기의 이콘파괴운동을 극복한 동방정교회는 14세기에 금욕 수행과 자기 정화를 통
해 신화(神化)를 추구하는 헤시카즘을 교리에 편입했다. 헤시카즘은 ‘정적주의’라고도 부
르며, 헤시카시스트들은 신의 에너지인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빛’을 내면화하기 위해 외
부의 감각에서 떠나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멀리하는 헤시카즘과 동방
정교회의 이콘 공경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이콘에 대한 공경
은 그려진 대상인 원형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헤시카스트
들이 경험하는 빛이 타보르산의 현성용에서 신으로부터 나왔던 바로 그 빛, 즉 신의 에
너지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신의 본질은 알 수 없지만, 지상에서 작용하는 신의 에너지
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인 빛을 봄으로써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지상에서의
신화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다’라는 감각의 주체를 육체라고
할 수 있을까.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인간이 수행을 통해 천사 혹은 신적인 형태
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존재의 양식에 도달해야 신의 빛을 인식할 수 있다고 했고, 또
한 몸과 영혼이 함께 일상적 활동으로 신의 의지를 실현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함께’ 이미지를 보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바울의 이콘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았던 성 크리소스톰의 경우처럼, 수행을 통해 도달한 수준에 따라 이미지의 원형과 간
접 혹은 직접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비록 수행자 혹은 신자가 도달해있는 ‘존재의 양식’
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을 그린 이콘은 지상의 관점에서는 신의 모상이고
천상의 관점에서는 원형인 신 자체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는 ‘보는 감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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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초월의 세계와 연결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신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 신처럼 되려는 과정 또는 신과 합일하려는 과정인 신화를 중
심으로 하는 이콘의 초월성은, 지상에 발을 딛고 천상을 지향하는 초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시각 이미지, 초월성, 이콘, 동방정교회, 물질, 신화(神化), 헤시카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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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sual Image and Transcendence: Focusing on Veneration of
the Icon of the Eastern Orthodox Church

Lee,Yeon Ho
Seoul National University

Icon is an image of Jesus Christ, the Virgin, the Angel and the Saint,
plays an integral role in the faith and the liturgy of the Eastern Orthodox
Church. Icon is a likeness-making of God as the prototype, which
distinguishes from a false image that has no such relations with God.
Overcoming the iconoclasm in the 8th and 9th centuries, the Eastern
Orthodox Church incorporated Hesychasm into the doctrine in the 14th
century, which is in pursuit of deification through ascetic practice and
purification of self. Hesychasm also called “Quietism”, and hesychast is asked
to leave the senses to internalizes “The Uncreated Divine Light” as God’s
energy. If so, how can hesychasm trying to stay away from images and
veneration of icon of the Eastern Orthodox church be compatible? St. John of
Damascus said that veneration of icon redounds to the original represented in
a image, and St. Gregorius Palamas claimed that the light experienced by the
hesychast was the very light as the energy of God that came from Christ in
Transfiguration on Mount Tabor. Mortals can’t know the essence of God, but
they can participate in God's energy that works on earth. And by seeing the
light which is energy, one can benefit in the process of deification that must
be pursued constantly in this world. Then, can the agent of the sense of
‘seeing’ be called the corporal? St. Gregorius Palamas said that mor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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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 the light of god only when they reach the new mode of being that
can be called an angel or a divine form through practices, and that the body
and soul together practice God's Will through common activities. So mortals
see images with ‘the body and the soul together’, and can be connected
original in the image indirectly or directly depending on the level reached by
practice, as the case of St. John Chrysostom who seemed to be talking to icon
of Paul. Even if there may be differences in strength depending on the “mode
of being” reached by practitioner or believer, since the icon that represented
God is the likeness-making from the earth's perspective and the prototype
from the heavenly perspective, make possible mortals to connect the
transcendental through ‘a sense of sight’ and by doing so helps them to
become like god on earth.
Thus, the transcendence of icon centered on deification which the
process of becoming like God or uniting with gods here and now, is the
transcendence that stand on this world with one’s foot and orientate towards
heavenly world.

Key Words: visual image, transcendence, icon, Eastern Orthodox Church,
material, Theosis, Hesych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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