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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바니타스 미술이 애도미술치료에 주는 의미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바니타스
미술의 탄생 배경 및 역사를 통해 주제의 변화를 알아보고, 바니타스 미술의 구성요소를 분석심리학적으로 살
펴봄으로써 바니타스 미술이 애도미술치료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바니타스 미술은 17세
기경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성행한 회화 장르로서 삶과 죽음의 사유를 포함하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으며, 바니
타스 미술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꽃, 거울, 시계, 책, 촛불, 해골 등이다. 이러한 구성요소 중 삶과 죽음의 대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꽃’과 ‘해골’이 그려진 미술 작품들을 통해 꽃과 해골의 이미지가 내포하는 의미를 분
석심리학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애도과정에 대한 의미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결국 분석심
리학적 관점에서 애도는, 애도자가 고통에서 의미를 찾고 삶과 죽음이라는 대극을 포함한 전체성을 향해가는
개성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삶과 죽음의 이미지,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개성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기에 애도미술치료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주요어 : 바니타스, 애도미술치료, 분석심리학,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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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바니타스 미술”의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학
위논문 27건, 학술지 논문 13건, 단행본 23건

Debray(1995/2011)는 이미지의 탄생을 죽음

등으로 총 64건이며, “애도 미술”의 주제어로

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했다. 죽음은 오랫동

검색한 결과, 학위논문 65건, 학술지 논문 35

안 미술의 중요한 주제였으며, 미술은 애도(哀

건, 단행본 146건 등으로 총 246건이다. “죽음

悼: mourning)에서 시작되었다(박영택, 2014)고

미술”의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학위논문 860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영생

건, 학술지 논문 245건, 단행본 1,382건 등으로

에 대한 염원, 그리고 유한한 시간에 맞서고

총 2,487건으로 나타났다(검색일: 2018년 7월 6

저항하기 위해 인간은 이미지의 힘이 필요했

일).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문헌의 양이 가장

다. 죽음과 애도라는 주제는 고대 동굴벽화에

방대한 ‘죽음’이라는 큰 주제 안에 ‘애도’나 ‘바

서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를 거쳐

니타스’의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문헌들이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되어왔다.

중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죽음’이나 ‘애

죽음이라는 이미지와 주제를 본격적으로 회

도’ 관련 미술치료 연구들은 있지만 ‘바니타스’

화에서 다룬 것은, 17세기 전후 바로크 시대에

나 ‘바니타스 미술’ 관련 미술치료 연구는 전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등장한 바니타스 정물화

하였기에, 애도미술치료 연구에서 바니타스 미

(Vanitas Still Life)라고 알려져 있다. 바니타

술을 소개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바

스는 구약성서 전도서에서 나오는 구절인

니타스 및 죽음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정영한

“Vanitas vanitatum omnia vanitas 헛되고 헛

(2013)은 시대를 초월하는 반복되는 주제인 ‘삶

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에서 유래한 라틴어

과 죽음’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미지로서의 바

로, 사전적 의미는 허영, 헛됨, 무의미, 공허 등

니타스의 개념을 밝혔고, 김승환(2016)은 분석

을 나타낸다. 문학과 예술영역에서 자주 인용

심리학적 관점이 기존의 도상학적이고 환원적

되었던 바니타스란 용어 자체는 삶과 죽음의

인 해석과는 다르게 포괄적으로 상징적인 의미

의미를 함축하며, 여기에 종교적이고 교훈적

를 지닌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이 두 연구의

의미가 덧붙여져 ‘덧없음’의 복합적 상징으로

결과는 본론에서 바니타스의 알레고리적(비유

알려졌다(정영한, 2013). 덧없음의 상징으로서의

적) 관점과 분석심리학적(상징적) 관점의 차이

바니타스는 유한한 삶에 대한 공허와 피할 수

를 설명하여 바니타스의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

없는 죽음, 그리고 영원성을 찾는 종교적 성찰

기 위한 배경이 되었다.

로 대중을 이끄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바니타스 정물화의 하위 장르로 정

이후 미술 장르의 발전으로 인해, 바니타스 이

착된 메멘토 모리의 현대적 변용과 의미에 대

미지는 정물화뿐 아니라 풍경화와 초상화, 사

한 연구(정수경, 2013)나 죽음의 재현으로서의

진, 조각, 설치작업 등의 다양한 매체와 양식으

미술에 대한 고찰(정헌이, 2011) 등은 바니타스

로 확장되어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7세

와 죽음이라는 주제가 미술 분야에서 꾸준히

기 바니타스 정물화에서 현대미술에 이르기까

등장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박영택(2014)은 한

지 바니타스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다양한 미술

국의 현대미술사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룬

작품들을 종합하여, ‘바니타스 미술’로 표기하

이미지가 많지 않은 점과 최근 들어서야 사회

고자 한다.

적 죽음에 대한 애도의 형상화가 시도되었다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바니타스”,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술뿐 아니라 미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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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이미지

긴 미술 작품들과 문헌들을 제시하였다. 그리

를 형상화하여 상징적으로 다루는 미술치료는

고 17세기 바니타스 정물화부터 현대미술에 이

개인과 공동체 사회 안에서의 애도를 창조적으

르기까지 다양한 바니타스 이미지에 내포된 상

로 표현하게 하며 치유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

징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와 분석심리학적

기 때문이다. 최근 십여 년간 서양 미술에서

애도 과정에 대한 고찰이 애도미술치료에 어떠

죽음이 다양하게 시각화되는 추세와 비교해볼

한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때, 죽음에 침묵하는 한국 미술계의 현상을 제

국내 미술치료 연구에서 애도의 연구는 아

고할 필요성(강수미, 2014)은 미술이 죽음과 애

직 시작단계에 있으며, 애도미술치료 관련 학

도를 표현하는 역할로서 존재할 필요성이기도

술지논문은 2008년부터, 학위논문은 2010년부

하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와 애도

터 간행되고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의 경험을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미

서 “애도 미술치료”의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술의 치유적 역할에 대해 미술치료사들은 함께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등 총 66건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바니타스의 이미지

이르지만 애도의 개념과 애도 과정에 대한 의

가 지닌 치유성을 논하려면 바니타스 이미지에

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미술치료적 관점을

내포된 상징적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가

밝힌 연구는 학위논문 5편과 학술지 논문 4편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최근 바니타스 미

으로 총 9편에 불과하다. 이 9편의 연구에서 1

술의 연구에서 분석심리학적 이해가 시도되고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별 애도에 관한 연구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였다. 장희은(2015)은 사별 여성이 칠보 만다라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묘사하는 바니타스

를 통해 삶과 죽음이 하나의 과정임을 수용하

미술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들은 비유나 기호로

고 통합할 수 있음을 밝혔고, 장성금(2010)은

이해되기도 하지만, 분석심리학적으로는 상징

가족사별의 상실감 극복을 위한 사례를 통해

으로 바라본다. 프로이트는 꿈이나 예술작품을

상징적 의사소통의 중요함과 의례(ritual)의 공

통해 나타난 이미지들을 억압된 리비도의 무의

간과 창조적 성장에 대해 논하였다. 사별 애도

식적 충동으로 보았던 반면, 융은 이미지들을

를 위한 만다라 그림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오

창조적이고 보상적이며 초월적인 기능을 가진

연주, 2008)에서는 구체적인 상징분석을 시도하

무의식에서 떠오른 심상으로 보았다(이유경,

였지만, 분석심리학적 상징해석 방법인 확충에

2012). 즉, 프로이트가 이미지를 하나의 기호처

대한 소개가 없이 여러 학자의 애도 개념을 나

럼 인식하여 환원적이고 인과론적으로 해석을

열한 것에 그쳤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여러

하였다면, 융은 확충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의

학자들의 애도 개념의 나열과 구체적인 치료적

관계를 살펴나가는 과정에서 목적론적 의미를

용과의 연결성이 미흡하다고 파악되었다. 따라

중요시하였다. 바니타스 미술의 이미지에 담긴

서 사별을 포함한 애도의 이론적 정의와 함께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숙고한다면 무의식의 창

애도 및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에 대한 연구

조적이고 보상적인 기능이 인간 정신에 어떠한

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목적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발견에 도움이 될

“애도”연구의 국내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바니타스의 주

에서 시작하여 2018년 6월까지 학위논문 620

요 구성요소 중, 특히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건, 학술지 논문 1,193건으로 총 1,813건에 이

대표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 ‘꽃’과 ‘해골’이 담

른다(검색일: 2018년 7월 6일). 이렇게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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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다양한 분야에서

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바니타스 미술을 국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10여 년

의 애도미술치료 연구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므

내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로, 바니타스의 탄생 배경 및 역사를 먼저 알

이 중, 국내 최초로 성인용 애도 척도의 개발

아보고 바니타스 미술의 구성요소들을 분석심

과 타당화 연구(황정윤, 김미옥, 천성문, 2014)

리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바니타스 미술이 애

가 시도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애도 개념에 대

도미술치료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 논

한 정의를 ‘사별로 인한 상실’에 국한하였기에

의할 것이다.

사별 애도에 한정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즉,

Ⅱ. 바니타스 미술의
탄생 배경과 역사

애도의 개념을 사별애도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애도 척도의 연구에서도
사별 애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임상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내담자들은 반드

마카브르, 메멘토 모리, 그리고 바니타
스의 탄생

시 사별의 상황에서만 애도가 필요한 것이 아
니며, 연령과 증상에 상관없이 다양한 상실과
상징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애도가
필요하다.

Gombrich(1950/2012)의 “미술의 모든 역사
는 기술적인 숙련에 관한 진보의 이야기가 아

따라서 제한적인 애도의 정의는 다양한 내

니라 변화하는 생각과 요구들에 대한 것”이라

담자에 맞는 애도 연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는 말은 미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애도는 사별뿐 아니라 기타 의미 있는 것들

한다. 미술은 항상 사람들의 삶과 함께 존재해

의 상실에 대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다(예현숙,

왔다. 또한, 삶은 언젠가 죽음이 다가올 것을

2017). Cole(2008/2017)은 상실에 반응하는 감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은 삶뿐만 아니라

정을 슬픔으로, 상실에 대한 반응인 슬픔을 극

죽음에 대한 사유를 표현하였다. 미술에 있어

복하는 과정을 애도로 나누었고, Hibberd(2013)

서 죽음의 주제는 고대의 동굴벽화에서 이집트

는 슬픔과 애도는 각각 죽음에 대한 개별적이

의 미이라나 중세의 기독교 표상들, 르네상스

고 사회적인 차원의 반응이자 적응과정이라고

시대의 초상화, 17세기의 바니타스 회화, 19세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예현숙(2017)의 개념을

기 회화와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를

중심으로, 애도의 정의를 사별을 포함하여 모

거쳐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든 의미 있는 대상의 상실에 대한 개인적이고

바니타스의 뿌리인 메멘토 모리 이전에 먼

사회적인 경험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저 등장한 마카브르(Macabre)는 그림 1과 같이

본론에서는 분석심리학 관점으로 본 애도 과정

썩어가는 시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신분과

이 애도미술치료의 이론적 토대에 어떠한 의미

계급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평등하다

를 주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는 관념으로 대중에게 널리 퍼져나갔다. 주로

이러한 과정으로 바니타스 미술이 애도미술

중세의 수도원이나 공동묘지에 벽화로 그려졌

치료에 주는 의미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살

던 마카브르의 3대 장르 중 특히 <죽음의 무도

펴보고자 한다. 이는 애도미술치료 연구에서

danse macabre>는 14세기 유럽에서 목판화로

애도의 이론적 배경과 삶과 죽음의 이미지, 그

유행하였고 음악, 문학, 영화 등의 영역으로도

리고 미술의 치유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의

널리 전파되었다(이군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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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인들의 고통이 심한 시기였다. 이렇게 기존
의 가치와 이념들이 충돌하고 급변하는 혼란스
러운 시대에서 바니타스는, 인생의 허망함과
슬픔, 고통, 그리고 죽음의 주제를 표현하는 미
술의 역할을 담당하였다(최정은, 2003). 이제 바
니타스는 죽음의 상기를 통해 종교적 교훈을
촉구하는 메멘토 모리에 비해 좀 더 성찰적으
그림 1. 귀요 마르샹, <danse macabre> 중

로 삶의 허망함, 죽음에 대한 실존적 물음의

「추기경과 왕, 교황과 황제를 춤판으로 이끄

주제로 변화하게 되었다(정헌이, 2011).

는 죽음」, 1490년, 파리 국립도서관 고문서실

바니타스 정물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정
물화의 거장으로 꼽히던 하르멘 스텐비크

마카브르에 이어 죽음의 이미지가 대중적인

(Harmen Steenwyck, 1612-1655)의 그림을 들

상징으로 알려진 계기는, 중세의 기도서 삽화

수 있다. 그림 2에는 해골을 중심으로, 책과 악

에서 해골이나 뼈다귀 등의 형태로 표현된 ‘메

기, 일본도와 조개껍질, 비단 천, 시계, 꺼진 램

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의

프, 도기 그릇 등이 놓여있다. 스텐비크의 정물

이미지에서 비롯된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화에는 해골과 책이 주요 모티브로 등장한다.

개선 행진을 벌이던 고대 로마 장군의 뒤에서

책은 인간이 추구하는 지적 가치를 상징하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친 노예의 절규로부터

며 해골은 죽음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스텐비크

왔으며, 영광의 절정에서 죽음을 생각하라는

의 작품들은 인간 문명의 유한함이라는 메시지

의미로서 바니타스의 먼 정신적 뿌리이다(이주

를 함축한다(정영한, 2013). 특히 30년 전쟁의

헌, 2009). 또한, 메멘토 모리는 전염병과 기근

영향으로 물질과 육체가 지닌 무상함에 대해

이라는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는 유럽의 시대적

사람들은 더 깊이 사색하게 된 시기에 등장한

요청이자, 중세 말에는 성장한 도시의 향락추

바니타스의 정신적 뿌리는 죽음을 의식하는 겸

구에 대처하는 교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정수

허한 삶에 대한 태도인 메멘토 모리에서 찾을

경, 2013). 마카브르에서 메멘토 모리에 이르기

수 있다(이주헌, 2009). 죽음에 대한 모티브인

까지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는 해골 이미지는

마카브르와 메멘토 모리의 종교적인 교훈에서

‘죽음’을 명시하는 대표적인 알레고리로서 다른
이미지들과 함께 사용되었다.

17세기는 네덜란드가 경제적 풍요를 누린 황
금시대(1700-1780년경)이자 미술 양식의 발전도
황금시대를 맞이한 시기였다. 특히 정물화, 장
르화, 풍경화, 시민초상화 등의 새로운 양식들
이 쏟아져 나왔다(최정은, 2003). 그러나, 그 시
기는 유럽의 종교전쟁과 30년 전쟁을 겪은 시
기이기도 하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특히 이 전

그림 2. 하르멘 스텐비크, <An Allegory

쟁의 시기에 자주 그려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

of the Vanities of Human Life> 1640년

때의 유대인 학살과 맞먹는 전쟁의 폐해로 유

경, 나무에 유채, 영국 런던 내셔널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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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삶과 죽음의 성찰이라는 상징으로 변화한
바니타스 미술은 현대로 오면서 표현방법과 사
용하는 매체의 다양성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바니타스와 현대미술
약 천 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던 공동체 안
에서의 친숙했던 죽음은 20세기 서구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그 양상이 바뀌게 되
었다. 즉,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병원에

그림 3. 앤디 워홀, <Skull> 1976년,

서 고립되고 은폐된 죽음을 맞게 되고(Ariès,

실크스크린

1985/2009), 억압하고 금기시하게 된 죽음은 이
제 가족과 공동체의 애도와 사제의 축성 대신

통해 워홀과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왔던 죽음이

약품과 의료기기의 기술화된 운명을 함께하게

라는 주제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워홀의

되었다(강수미, 2014). 산업화와 의료기술의 발

‘죽음과 재난’ 시리즈 전체에서 나타나는 복제

달로 죽음에 대한 사유가 변화하던 이 시기에,

의 ‘반복성’은 삶의 무의미함을 상징하며(정헌

미술계에서 메멘토 모리와 바니타스의 정신은

이, 2011), 이후 1980년대에 제작된 워홀의 작

오드리 플락, 게르하르트 리히터, 데미안 허스

품들은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주제로 변화하게

트, 앤디 워홀 등에 의해 계승되며 변용되어왔

된다.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게르하르트 리

다(정수경, 2013).
팝아트로 유명한 앤디 워홀(Andy Warhol,

히터(Gerhard Richter, 1932- )의 작품에서도 그

1928-1987) 의 작품은 대량생산과 무한복제의

림 4와 같이 바니타스 이미지가 등장한다. 특

대표적인 현대미술의 예로 들 수 있다. 워홀의

히 리히터는 1982년과 1983년, 2년 동안 25점

작품은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코카콜

의 촛불과 해골만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는

라나 캔수프, 대중적인 만화 캐릭터나 배우 이

데, 이 시리즈 작업은 그 자신뿐 아니라 동시

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실크스크린 작업으

대인들의 애도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다른 한편, 사회적인

받고 있다(김승환, 2016).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

테마인 ‘죽음과 재난’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하
였다. 워홀의 재난 시리즈는 1965년 원자폭탄
으로 매듭지으면서 그의 작품세계와 예술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오주환, 최
은수, 2014). 그러나, 재난시리즈 이후 워홀은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데, 1968년 뉴욕의 한 여성 작가로부터 총을
맞은 워홀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일과 1972년
워홀의 어머니가 사망한 일이다. 1976년에 제

그림 4. 게르하르트 리히터, <Skull with

작된 그림 3과 1978년의 해골이 있는 자화상을

Candle> 1983년, 독일 뉘른베르크 신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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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리히터의 작품은 30년 전쟁이라는 비극적

존하는 ‘합목적적’ 예술로서, 역설적으로 우리

역사를 배경으로 한 바니타스 회화의 죽음에

시대의 메멘토 모리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정

대한 기억과 유사하며, 독일의 현대사에 존재

수경, 2013).

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다(정영한, 2013).

미술 분야에서 삶과 죽음의 주제를 표현한

살아있는 현대미술의 전설 데미안 허스트

이미지는 시대적이고 개인적인 요청으로 여러

(Damien Hirst, 1965- )는 삶과 죽음에 대해 작

매체로 확장되며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

업하는 작가로 유명하며 동물의 사체나 해골,

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하는

알약 등을 사용한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작품으

매체와 양식의 변화 가운데에서 변치 않는 현

로 많은 논란을 남겼다. 허스트는 죽음이라는

상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사유는 지속적

주제를 대학 시절부터 일관되게 탐구했으며,

이다는 점일 것이다. 바로 이 삶과 죽음의 상

그의 죽음에 대한 시리즈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징이 바니타스 미술의 이미지에 내포되어 있다

인 그림 5는 실제 사람의 두개골에 32개의 백

는 점을 주목한다면, 특정 시대나 작가 개인의

금과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붙여 엄청난 화

의도에도 불구하고 상징 자체가 지닌 의미가

제를 불러일으켰다. 허스트는 죽음에 대하여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하나의 상징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

을 단순한 기호로 보는 것, 즉 상징의 부분을

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위장하거나 꾸며서 죽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음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위해서는 포괄적인 목적 의미를 중요시하는 분

다... ”(출처: Damienhirst.com). 이 작품은 죽음

석심리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상징에 대한 분

의 상징인 해골과 영원을 의미하는 다이아몬드

석심리학적 관점은 바니타스 미술이 애도미술

라는 이중적인 매체를 사용하여 삶과 죽음이라

치료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에 대한 배경이

는 실존적 주제를 강렬한 이미지로 제시한다.

될 것이다.

그러나, 허스트의 몇몇 작품들은 진정성 없는

Ⅲ. 바니타스 미술의
분석심리학적 의미

자본주의의 스펙터클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였
다. 그렇지만 매혹과 환멸이라는 양가성이 공

바니타스 미술 작품에 드러난 이미지의 상
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바니타
스 미술에 나타나는 주요 구성요소들을 살펴
보아야 한다. 바니타스의 주요 구성요소들의
분류는 김종수와 정영한의 분류내용을 참고하
였다.
김종수는 Wunderlich(2001/2008)의 『메멘토
모리의 세계』서문에서 총 63여 가지의 상징을
분류함으로써 메멘토 모리와 바니타스 미술 작
그림 5. 데미안 허스트, <For the

품에 나타난 대부분의 구성요소 들을 포함 시

Love of God> 2007년, 두개골과

켰다. 정영한(2013)은 17세기 바니타스 정물화

사람 이빨, 티타늄, 다이아몬드

에 등장하는 16여 개의 구성요소 들을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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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레고리로 분류하여 동시대 미술에서 변용

또한, 무의식은 상징을 산출하는 자연현상이기

된 양식과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였으나 구성요

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Jung, 1964/2013). 분

소 중 ‘촛불’이나 ‘과일’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상징은 주로 꿈, 환상, 그

이는 세 가지의 알레고리가 가지는 한계일 것

림 등을 통해 이미지로 표출된다. 따라서 상징

이다. 하나의 이미지가 하나의 알레고리, 즉 비

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때, 다 알려지지 않

유적 측면만을 의미한다면 이미지가 가진 포괄

은 무의식의 심층적인 의미를 고려하여야 하며

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드러나기 어렵다. 이

이를 하나씩 의식으로 동화해 나가는 과정을

미지를 하나의 비유적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

중요시한다. 이미지를 이해하는 분석심리학적

이미지가 가진 심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숙

관점은 모든 요소를 확충하여 여러 층의 상징

고하는 자세가 치료적으로는 필요하다.

성을 고려하며, 그림에게 묻는 자세를 취하지

따라서 알레고리적 관점과 분석심리학적 관

의미의 이론을 강제로 적용하지 않는다(Abt,

점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는 미술치료 과정에서

2005/2008). 확충을 통해 상징의 포괄적이고 전

이미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체적인 의미를 찾는 것은 그림이나 꿈 해석에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바니

중요한 과정이다. 만일 무의식적이고 원형적인

타스의 구성요소 중 ‘꽃’과 ‘해골’을 중심으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상징을 성급하게 해석한

알레고리적 관점과 분석심리학적 관점의 차이

다면, 인간 정신을 편협하게 보게 되는 결과를

점을 통한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

가져온다. 이러한 분석심리학적 관점은 이미지

골은 바니타스의 구성요소 중 죽음을 가장 극

를 알레고리의 관점으로 보는 해석이나 기호적

명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이며, 꽃은 만개한 형

으로 보는 프로이트의 환원적인 해석과도 다르

태와 시들어버린 형태의 대비된 모습 자체로

다. 하나의 그림, 하나의 이미지에 담긴 심층적

삶과 죽음을 묘사하는 풍성한 이미지이다. 그

인 의미와 인간 정신의 전체성을 이해하기 위

외에도 거울, 과일, 무기, 보석, 벌레, 술잔, 시

해서는 상징의 부분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기보

계, 악기, 촛불, 책 등의 대표적인 바니타스의

다는 상징의 전체성을 향해가는 분석심리학적

구성요소들도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의 외상이나 충

으며 작품에서는 여러 요소가 함께 등장하는

격으로 인해 무의식으로 억압된 내용물을 밝히

경우가 일반적이다. ‘꽃’과 ‘해골’의 구성요소에

는 환원적이고 인과론적 입장보다 현재의 고통

대한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상징

을 견디고 미래에 다가올 의미를 찾아가는 목

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를 설명한 후, 미술

적론적 입장이 치료과정에서는 더 중요하게 대

작품과 문헌 등을 살펴볼 것이다.

두된다.
바니타스의 이미지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으

상징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로 이해하는 것은 이미지의 창조를 주된 치유
기제로 보는 미술치료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며 분석심리학의 창

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미술치료 치료요인

시자인 칼 융(C.G.Jung, 1875-1961)은 상징

의 첫 번째 범주는 ‘상징을 통한 표현의 용이

(symbol)을 비유(allegorie)나 기호(sign)가 아니

성’으로 나타났다(이명숙, 최은영, 공마리아,

라 대부분 의식을 초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2017). 미술의 감각적 특징이 내재화된 이미지

상(像), 이미지라고 하였다(Jung, 1912/2005).

를 더욱 쉽게 표현하도록 촉진하며(Malchi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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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04), 자유로운 표현으로 드러난 심상,

바니타스와 죽음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즉 이미지를 매개로 한 상징적인 의사소통이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꽃’과 ‘해골’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미지 창조과정과

이 명료하게 묘사된 이미지들을 위주로 선정

상징적 의사소통이 미술치료의 두 가지 기본적

하였다.

인 측면(Malchiodi, 1998/2004)이라고 볼 때,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를

1) 꽃

것이다. 심상의 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꽃의 이미지는 미술의 역사에서 수없이 등

그 형상들은 상징에 해당되며 이해를 요구하기

장하지만, 정물화의 전성기를 맞이한 17세기

때문에, 확충을 통해 민속학적, 종교사적, 정신

바니타스 정물화를 기점으로 현대에 이르기까

문화적 자료까지 널리 제한 없이 고려된다(이

지 5점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유경, 2012).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는

조망해보려 한다. 꽃은 동양 문화권의 신화·종

것은 분석심리학적으로 보면 확충을 통해 이루

교에서 다양한 은유를 지니며, 우리나라의 문

어지는 방식이며, 개인적 의미를 넘어선 보편

화 전반에서 종교적․제의적 상징의미를 지닌

적이고 원형적인 수준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다(윤정원, 2017). 꽃 정물화의 원류는 인간의

이러한 심층적인 수준의 상징적 의미를 숙고하

세속적 삶을 중시한 고대 로마의 모자이크와

면서 점차 의식화하는 과정이나 태도를 분석심

폼페이 벽화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독립된

리학에서는 개성화 과정으로 본다.

범주로서는 16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그 원류를

Jaffe(1990/2012)는 자기(Self)에 도달하는 길

찾을 수 있다(안현정, 2013). 정물화의 전성기인

이 종교적인 태도, 즉 주의 깊은 숙고로 비롯

17세기경에 등장한 바니타스 정물화에서 화려

되며, 융의 치유 메시지의 본질적인 요소인 개

하게 만개한 꽃과 시들어버린 꽃의 대비되는

성화(個性化: individuation)라고 하였다. 분석

이미지는 인생무상과 덧없음을 시각적으로 강

심리학에서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조한다. 전통적인 바니타스 회화에서 작가들은

전체의 본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자기는 상징

그림 6과 그림 7처럼 상징의미를 비유적으로

을 통하여 스스로의 모습을 나타낸다(이부영,

표현하였고, 꽃과 해골, 시계 등이 다른 요소들

2015). 따라서 미술치료의 이미지 창조과정은

과 함께 등장하며 유한한 삶의 덧없음과 죽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형상화 과정과 상징적 의

에 대한 성찰을 명시하곤 하였다.

사소통을 통해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심상의 의
미를 이해함으로써 자기를 향해가는 개성화 과
정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준다.

‘꽃’과 ‘해골’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관점과
알레고리적 관점
바니타스의 구성요소 중 ‘꽃’과 ‘해골’의 요
소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관점과 알레고리적 관

그림 6. 아드리안 판 위트레흐트

점을 비교, 고찰하기 위하여 다수의 상징 관련

<Still Life with Bouquet and Skull>

문헌들과 미술 작품 7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642년, 캔버스에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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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필립 드 샹페뉴 <Vanité>

그림 9. 앤디 워홀, <Flowers>

1671년. 패널에 유채, 태세 미술관

1964년. 실크스크린

이후 19세기경에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교

통 미술의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안현정,

훈의 알레고리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내면을 표

2013). 워홀의 꽃 시리즈인 그림 9는 실크스크

현한 꽃 그림 등이 나타나게 된다.

린의 대량복제 과정과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림 8은 에두아르 마네(Édouard Manet,

평면적인 꽃 이미지의 무의미한 반복으로 보인

1832-1883)가 말년에 투병 중인 병원에서 사망

다. 미국의 평론가 Foster(1996/2010)는 워홀의

전에 그린 정물화 중 한 작품이다. 마네는 병

팝아트를 죽음의 초월로 인식하였고, 정헌이

원에 방문한 사람들이 주고 간 꽃을 보고 그림

(2011)는 워홀의 작품에 나타난 복제의 ‘반복성’

을 그렸는데, 만개한 꽃은 일시 적인 기쁨과

자체가 삶의 무의미함을 상징한다고 논하였다.

희망을 느끼게 하는 한편 시들어가는 꽃은 절

워홀의 팝아트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망을 의미 하곤 한다. 이는 전통적인 바니타스

아시아의 앤디 워홀로 불리는 무라카미 다카시

회화가 주는 종교적 교훈이나 성찰의 메시지에

의 그림 10은 입체적인 작업 속에서도 평면성

서 벗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의 꽃이지만,

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인 바니타스의 무겁

그림은 여전히 바니타스의 의미를 강렬히 품고

고 진지한 분위기와는 달리 가볍고 유머러스하

있다.

며 만화적인 요소가 강조되었다. 이는 워홀 이

19세기 이후 20세기의 모더니즘 미술에서는

후의 현대의 네오팝 작가들이 희화화의 상징물

대중 소비사회의 현대적 특성에 집중하며, 전

로서의 꽃을 세속적 현실에 맞게 새로운 의미
로 전환 시켰다(안현정, 2013)는 점에서 보듯이,
꽃 자체의 강력한 상징성은 예술가들의 지적인

그림 8. 에두아르 마네, <Roses in

그림 10. 무라카미 다카시, <flower

glass Vase> 1883년, 캔버스에 유채

ball> 2007년, 3D(아크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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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골

탐구대상으로 존재한다.
고대인들은 자연을 통해 시공간의 개념과

해골은 마카브르나 메멘토 모리에서부터 바

우주적인 질서, 그리고 신적인 개념들을 떠올

니타스 미술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죽음의 모

렸다. 그리스인들은 천국은 수선화로 뒤덮여

티브로 알려져 있다. 그림 11을 보면, 전형적인

있다고 믿었으며, 중국인들은 모든 여성을 위

바니타스 정물화에 등장하는 해골로서 다른 요

해 다음 세상에 하나씩 꽃이 핀다고 상상했다

들과 함께 삶의 무상함과 다가올 죽음을 암시

는 고대의 두 믿음은 ‘천국의 상태와 여성적

하고 있다. 바니타스 정물화나 초상화 등에서

아름다움’이라는 상징의미를 보여준다(Fontana,

자주 등장하는 해골은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이

1993/2005).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 신화에 중

고 물질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이미지로 볼 수

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는 ‘꽃’과 ‘꽃밭’의 상징은

있다. 그러나 이는 알레고리적 관점의 해석이

특별한 능력의 징표, 생명을 재생․환생하거나

며, 해골이 가지는 심층적인 의미는 상징적 관

멸망시키는 기능, 생체 치유의 기능 등의 의미

점으로 보아야 한다.

를 가지고 있다(강명혜, 2016). 고대 한국인의

해골은 일차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나 역설적

천(天)사상에 대해 연구한 윤정원(2017)은 한국

으로 풍요와 재생을 의미한다고 밝힌 조현설

의 신화와 무속에 나타난 꽃은 종교적 하늘,

(2013)은 동아시아의 여러 서사 형식으로 전승

우주목의 상징의미와 관련되며, 꽃 상징과 연

되어온 해골보은담 이야기를 통해 생사의 매개

구자의 미술 작품분석을 통해 사랑과 공감, 치

자로서의 해골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김승환

유와 같은 근본적인 삶의 가치를 논하였다.

(2016)은 조르주 드 라 투르(George de La

융학파 분석가인 뒤르밀러는 저서에서 죽어

Tour)의 그림분석을 통해 촛불과 해골은 애도

가는 한 여성의 꿈 내용과 함께 그 여성이 그

과정의 촉매제이자 승화 기제의 역할을 담당한

린 그림 4점을 함께 실었는데, 4점의 그림 모

다고 하였다. 이렇게 민담 속 해골상징이나 미

두 꽃과 식물을 그린 작품이다. 여기에서 꽃은

술 작품에 드러난 해골의 의미에서 보듯이 해

자기의 상징이며, 인간의 영원성, 죽음 후의 삶

골은 단순히 죽음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해골

을 상징한다(Dürmüller, 2003/2007). 이렇듯 꽃

의 상징성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한 권

의 상징을 인류 역사와 신화, 문화사 및 개인

미라(2015)는 민담이나 설화에서부터 인류의 문

의 꿈과 그림 등에서 살펴보자면 단순히 삶과

화유산과 예술, 종교 등에서 나타나는 해골은

죽음, 또는 덧없음의 알레고리로 한정 짓기 어

심혼에 존재하는 원형적 의미이자 재생의 상징

렵다. 꽃은 사후의 존재 또는 부활한 육체에

성을 뜻한다는 점을 밝혔다.

대한 널리 퍼져 있는 원형상이며, 특히 극동에
서의 “황금의 꽃”은 자기의 상징으로서 인간
안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다(Von Franz,

1984/2017). 삶과 죽음의 자각과 성찰에서 나아
가 치유나 재생, 부활, 영원성 등을 의미하는
꽃은 분석심리학적으로 자기, 만다라, 전체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 페테르 클라스 <Vanitas

Still-life> 16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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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해골의 상징성을 볼
수 있는 이미지는 연금술에 많이 등장한다. 연
금술에 대한 융의 연구는 평생의 과제였고, 결
국 최고의 물질을 만들기 위한 연금술사들의
노력 속에 개성화 과정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이부영, 2015). 그리고 연
금술의 이미지들은 심리치료에서 벌어지는 변
환과정의 경험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중요한 가

그림 12. 요한 다니엘 밀리어스

치를 지닌다(Edinger, 1985/2015). 융의 심오한

<Rosarium Series> 1622년, 목판화

통찰이 담겨있지만 다소 비현실적이고 신비주
의적으로 보이는 연금술의 과정을 심리치료의

인 차원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의미를 도출해

과정과 연결하여 통찰력 있게 제시한 에딘저의

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충의 방법으로 상

연구는 연금술 이미지의 상징성에 대한 이해를

징을 이해하는 관점은 인류의 집단적인 보편성

돕는다.

(집단무의식)을 포함하므로, 인간 정신의 전체

그림 12는 융의 저술에서 여러 번 인용된

성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 개개인의 다양한

Rosarium

삶과 인간 정신에 대해 넓은 시야로 조망해야

philosophorum」에 실린 20여 개의 목판화 중

하는 미술치료사는 이미지로 표현되는 상징의

하나이다. 연금술의 과정에서 대극의 융합을

의미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인식해야 할 필

연금술서 「현자의

장미원

왕과 왕비의 결합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묘사

요가 있다. 꽃과 해골의 두 관점의 차이점에

하는데, 융합 이 이후의 단계가 ‘죽음’의 단계

대한 정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다. 이 그림은 융합 이후의 죽음, 검음 혹은

바니타스 미술의 분석심리학적 의미

부패이며 다음 단계인 상승과 분리로 가기 위
한 과정이다(Jung, 1943/2004). 죽음은 연금술
에서 가장 부정적인 작업에 속하나, 이러한 부

바니타스 미술에서 반복하여 드러나는 주제

정적인 죽음의 이미지는 성장과 부활, 그리고

는 ‘삶과 죽음’이라는 대극의 이미지로서 모든

재탄생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인간의 실존적 주제이기도 하다. 융은 죽음에

(Edinger, 1985/2015).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은 에너지의

이상으로, ‘꽃’과 ‘해골’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흐름이며, 목적론적인 것이다.... 죽음은 의미

관점과 알레고리적 관점을 비교해본 결과, 분

없는 끝남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충족이며 그

석심리학적 관점은 상징의 심층적이고 원형적

고유의 목표이다”(Jung, 1934/2004). 삶과 죽음

표 1. ‘꽃’과 ‘해골’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관점과 알레고리적 관점
구성요소

분석심리학적 관점 (상징적)

알레고리적 관점 (비유적)

꽃

여성성, 생명력, 치유와 재생, 삶과 죽음, 덧없음, 삶의 성찰,
부활, 깨달음, 태양, 빛, 인간의 영원성, 죽음 후의 삶, 황금
꽃과 만다라로서 자기(Self)의 상징

삶과 죽음, 덧없음, 유한성

해골

물리적인 죽음, 삶과 죽음․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매개
체, 변환의 상징, 재생과 풍요, 성장․부활․재탄생을 의미함

죽음, 덧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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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의 순환 고리이며 삶은 대극의 쌍인 죽

말한 Verena kast(1982/2015)는 심리적이고 정

음으로 향하는데,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모든

신적인 죽음에 대해 말하였다. 삶 속에서 다양

대극은 하나의 전체가 되고자 하는 목적성을

하게 경험하는 죽음인 사별, 이별, 상실, 분리

지닌다. 인간은 전체로서 살 것을 스스로 요구

등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수없이 많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은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물

통합한 전체를 말한다(이부영, 2015). 그러므로,

리적이고 심리적인 사건으로서의 모든 죽음 앞

삶에서 죽음을 회피하려 하거나 반대로 죽음에

에서 애도가 필요한 것이다.

매몰된 절망의 상황에서도 삶과 죽음이 결국에

Ⅳ. 바니타스 미술이 애도미술치료에
주는 의미에서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는 하나인 전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을 깨닫는 것과
도 같다. 하늘과 땅, 남과 여, 낮과 밤, 상승과
하강 등등의 자연에서 관찰되는 모든 대극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애도과정

요소들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대극은 분리된 하
나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반대의 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의미 있는 대상의 상실

소와 함께 존재하며 그로써 전체가 된다. 우리

과 죽음은 감정적인 고통을 동반한다. 일반적

가 우리 정신 안에 있는 대극의 존재와 갈등을

으로 인간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처할 때, 즉시

받아들이고 대극을 삶에서 체험해 나간다면 정

해결하려 하거나 아니면 바뀔 수 없는 외부 상

신의 전체성인 자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황을 탓함으로써 내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

(이부영, 2008).

다. 고통이란 없애거나 빨리 해결해야 할 것으

모든 죽음은 평등하다는 마카브르나 죽음을

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Jung(1961)은 고통

상기하라는 메멘토 모리의 메시지, 그리고 삶

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의미는 아마

의 덧없음을 강조하는 바니타스의 주제는 삶과

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융

죽음이라는 대극을 인간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학파 분석가인 Jaffe(1990/2012)는 고통이 목적

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

없는 우연이라면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인간

버릴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죽음에 처한다. 또

은 경험을 의미로 변화시키는 유기체라고 정

한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조차 인간은 죽음에서

의하였다.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상실의 고통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삶과 죽음이라는 대극

에 대해 애도가 필요하며, 애도는 건강에 중요

이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바니타스 미술을

한 심리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Verena,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삶의 유한성과

1982/2015). 즉 상실로 인한 고통은 피해야 할

덧없음의 비유적 의미에서 나아가 목적 의미를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내포한다. 대극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

태도가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고통에서 의

은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미를 찾는 것과 삶에서의 의미충족이 중요하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삶의 유한

는 융의 입장은 다른 학자들의 애도와 상실 연

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건강한

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애

정신적 성숙을 위한 방향일 수 있다. 죽음은

도에서 의미의 중요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심

물리적으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우

리학에서의 애도 연구의 시작과 흐름에 대해

리 삶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변화를 요구한다고

간략하게 짚어볼 것이다.

- 843 -

14

미술치료연구 제25권 제6호(통권 99호), 2018

정신분석이나 심리학 분야에서는 제1차 세

‘의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계대전의 미망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이트의

(Bonano, 2009/2010). Hibberd(2013)는 특정 상

논문 「Mourning and Melancholia」(1917)의 발

황에 국한된 개인적 의미와 좀 더 넓은 보편적

표 이래, 애도의 개념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의미를 구분하였고, 의미 만들기를 통해서 고

시작되었다(예현숙, 2017). 특히 심리적으로

통과 상실에 대한 이해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건강한 성인의 애도 반응을 연구하여 분리불

하였다. Hibberd의 보편적 의미 개념은 최근의

안과 애도의 통상적인 반응을 설명한 Bowlby

애도 연구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의미의 중요성

(1988/2014)의 이론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

을 보여주며, 고통의 의미를 중시하는 분석심

고 있으며, 생애 초기 애착의 정도가 성인의

리학적 애도의 관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애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애도미술치

분석심리학적 관점의 심리치료는 증상이나

료의 국내 연구도 있다(장성금, 유영권, 2012).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애도 연구가 꾸준히 지속 되면서 그 방향성에

인과적인 요인보다는 그 이면에 내포된 의미를

변화가 생기는데, 초기 애도이론이 정서나 애

중요하게 여기며. 증상 속에 숨겨진 전체 인격

착에 관심을 두었다면 점차 애도 과업과 단계

인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의미를 강조

의 발달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나타났다.

한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추구가 중요

Kavaler-Adler(2003/2009)의 발달적 애도 개념

한 이유는 애도 과정이 인간의 전일성의 성취

이나 Kübler-Ross(2005/2007)의 애도 과정의 5

혹은 전인격의 성장이라는 과업을 이루는 시작

단계와 상실에 관한 연구, 그리고 Worden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예현숙, 2017). 애도자

(1991/2016)의 능동적인 애도 과업 등의 연구

들은 의식적 차원과 무의식적 차원에서 다층적

들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변화로는 전통적인

으로 감정을 경험하므로(Neimeyer, 2001), 슬픈

애도이론에 반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거나 ‘의

감정의 표출이나 해소 그리고 상실한 대상과의

미’를 중요시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별

관계 다루기도 필요하나 그 이상의 의미가 필

과 트라우마 연구로 업적을 쌓은 Bonano

요하다. 삶과 죽음,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2009/2010)는 기존의 전통적인 애도 개념을

실존적 물음이 제기되는, 포괄적 의미를 추구

비판하면서, 과학적인 임상연구를 통해 슬픔을

하는 애도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심층적이다.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의 중요성과 왔다 갔다

그렇기에 현대의 애도 연구에서 사별, 슬픔, 애

진동하는 감정적 경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도의 의미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하나, ‘의미’

이 임상 연구결과는 기존의 인식과는 반대로

의 정의는 아직 제대로 된 합의를 내리지 못하

상실로 인한 슬픔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지 않

고 있는 것이다(Hibberd, 2013). 이에 대해 고

으므로, 애도에 일정한 단계나 과업을 거쳐야

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가는 개성화 과정(이

한다는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부영, 2008)과 개성화 과정을 통한 자기인식은

또한, 사별에서 의미 재구성을 강조한 Hibberd

삶에 의미를 준다(Jaffe, 1990/2012)고 보는 분

(2013)는 삶의 의미가 애도자에게 중요한 삶의

석심리학적 관점이 복잡한 애도 과정에서의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미 찾기를 회

‘의미’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꾸

고 본다. 결국 분석심리학의 치료목표는 개개

준히 발전해온 애도 연구의 흐름은 ‘정서’의 중

인의 개성화, 곧 자기실현이다. 이는 개인의 전

요성에서 ‘과제’의 중요성으로, 최근에는 점차

체정신을 실현한다는 뜻이다(이부영, 2008).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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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자는 애도자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드러난 증

찾아가는 애도 과정에서 미술 혹은 예술은 말

상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더 중요

로 표현하지 못한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유용

한 것은 애도의 전 과정에서 미처 드러나지 못

한 도구가 된다. 예술 매체를 통해 형상화된

했던 의미를 찾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숨

이미지들은 분석심리학적으로 보면 의식과 무

겨진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애도자는 진정

의식의 협동적 작업의 산물이며(이유경, 2012),

한 자기를 발견하고 회복하며 성장하는 경험을

형상화 과정에서 의식은 무의식의 조절력이 발

할 수 있다.

휘되도록 한다(길은영, 장인희, 2016). 즉 그림
을 그려 내적 심상들과 접촉하는 과정은, 편협

애도미술치료에서 바니타스 미술이 주는
의미

과 분열이 해소되고 자연스러운 개성화 과정이
진척되는 것을 돕는다(Riedel, 1992/2000). 이렇
게 애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창조하는 미술

미술치료는 전통적으로 외상, 슬픔, 상실

작업을 통해 형상화된 이미지에 내포된 목적

의 경험에서 회복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의미를 찾아가고 고통이 해소되며 전체성이 촉

(Malchiodi, 1998/2004), 애도자들이 자신의 내

진되는 개성화 과정이 바로 분석심리학적 애도

면에 존재하는 고유한 창조력을 체험함으로써

미술치료라고 볼 수 있다.

표현된 그림에 의미부여를 하고 치유를 경험하

애도미술치료에서 삶과 죽음의 이미지를 내

게 된다(Henzler, 2003/2006). 비언어적인 미술

포한 바니타스 미술이 주는 의미는, ‘삶과 죽

작업이 인간의 감정을 좀 더 안전하고 창조적

음’이라는 대극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전체로

으로 표출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의

서의 통합으로 가는 과정을 포함하며 새로운

표출에서 나아가 애도미술치료는 애도자에게

변화로 이끄는 상징적인 이미지라는 점이다.

능동적인 애도를 촉진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꽃과 해골에 담긴 상징적

제공할 수 있다(장희은, 2015). 현대사회에서의

의미는 삶의 유한성과 죽음이라는 비유적 의미

죽음은, 전통적인 사고(순간적이고 연속성을 지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넓고 풍부하다.

닌 죽음)의 변화를 맞이하며 공동체적이고 친

애도자의 내면에도 다양한 차원의 의미가 담겨

밀한 공간에서의 의례적 절차와 멀어지는 결과

있다는 것을 치료자가 이해할 때 애도 과정은

를 낳았다(Ariès, 1985/2009). 그러나, 미술치료

촉진될 수 있다. 이렇듯 바니타스 이미지는 삶

의 창조적인 활동은 애도를 할 수 있는 의례의

과 죽음에 대한 폭넓은 의미, 목적 의미를 찾

공간을 상징적으로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다

아가는 애도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장성금, 유영권, 2012).

애도란 대극의 긴장과 갈등을 겪는 고통 속에

Wallace가 이미지는 우리의 정신세계 깊은

서 의미를 찾아가는 개성화 과정의 기회이기도

곳에서 나오며 말보다 앞선다고 하였듯이

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바니타스 미술이 애

(Rubin et al., 2001/2012), 미술이 가진 이미지

도미술치료에 적합하다는 공식을 세우고자 하

의 힘은 강력하다. 의식적 차원과 무의식적 차

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바니타스의 이미지가 가

원 모두를 아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술의

지는 상징성이 애도 과정에서 창조적이고 치유

경험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의미 있

적인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제기는 애도

는 것을 알게 해주거나 심오한 경험들과 맞닥

미술치료 연구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뜨리게 한다(주리애, 2012). 고통 속에서 의미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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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스 이미지에 드러나는 삶과 죽음이라는 대극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전체성에 대한 태도와 함께

이제까지 바니타스 미술의 분석심리학적 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가는 애도 과정이

찰을 통해 애도미술치료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

중요하다. 창조적인 미술 작업을 통해 형상화

았다. 먼저 바니타스 미술의 탄생 배경 및 역

된 이미지에 내포된 목적 의미를 찾는 것, 즉

사를 통해 알아본 바니타스의 주제는, 마카브

전체성이 촉진되는 개성화 과정이 바로 분석심

르와 메멘토 모리로 대변되는 죽음에 대한 상

리학적 애도미술치료라고 볼 수 있다. 물리적

기와 종교적 교훈이라는 주제에서 점차 삶의

이고 정신적인 모든 죽음 앞에서, 그리고 상실

유한성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는 실존적 주제

과 이별이라는 고통 속에서 개개인이 아직 찾

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 못한 목적 의미를 숙고하는 과정은 온전한

바니타스 미술의 의미를 알레고리적 관점에서

전체성을 향한 길이자 애도의 여정이다. 건강

보면 ‘삶과 죽음의 성찰’이라는 비유적 의미가

한 애도를 위해 미술은 창조적인 형상화 과정

있으며, 분석심리학적으로 볼 때 ‘삶과 죽음이

의 표현과 상징적인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라는 대극의 만남’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담당한다.

다.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상징은 의식적으로

이상으로 바니타스 미술의 상징성이 삶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한 비유적인 의미

죽음을 전체로서 인식하게 하는 개성화 과정으

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포함하여 다

로 향하는 목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상실

알려지지 않은 의미를 내포한 이미지로 발현된

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애도미술치료

다. 즉, 상징은 이미지를 통해 무의식의 메시지

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해 보았다. 삶 속에서

를 보낸다. 삶과 죽음이라는 대극은 갈등을 포

경험하는 다양한 죽음은 건강하게 애도 되어야

함하지만, 전체가 되고자 하는 목적 의미를 지

하며, 미술은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형상화하여

닌다는 점에서 바니타스에서 나타나는 삶과 죽

내포된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유

음은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서 통찰해야 하는

용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이미지를 통해 애도

삶의 태도를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바니타스의

라는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애도미술치료에서

여러 구성요소 중 ‘꽃’과 ‘해골’의 상징을 분석

바니타스 이미지의 상징성과 애도에 대한 분석

심리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상징이 내포한 포

심리학적 관점은, 애도미술치료의 이론적 배경

괄적인 의미는 원형적인 요소까지 포함한다는

과 임상에서의 구체적인 실제 적용에 유용하고

것을 밝혔다. 이러한 바니타스의 이미지들은

창의적인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애도자에게 삶과 죽음의 인식, 치유와 변환, 재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바니타스와 미술치

생, 영원성 등의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의

료를 연계한 국내 연구가 아직 없으므로 추후

전체성을 향해가는 여정을 안내할 수 있는 매

국외 연구를 참고하여 이론적 토대를 더욱 보

개체로 존재하게 된다.

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니타스의 구성요

바니타스 미술의 주제와 상징적 의미를 분

소 중 ‘꽃’과 ‘해골’의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석심리학적으로 고찰한 결과, 바니타스 미술의

살펴보았기에, 다른 요소들에 대한 상징연구도

이미지가 지닌 상징성은 인간의 전체정신인 자

이루어지면 더욱 풍부한 자료가 갖추어질 것이

기를 향해가는 목적으로서의 개성화 과정을 내

다. 이러한 결과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바니타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하며 다양한 후속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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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2008). 자기와 자기실현. 서울: 한길사.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부영(2015). 분석심리학 - C.G.융의 인간심성론(3
판). 서울: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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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tical Psychological Consideration on the Meaning of
Vanitas Art in Mourning Art Therapy

Lee Joo-hee

Won Hee-rang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aning of vanitas art in mourning art therapy from
Jung’s analytic psychological perspective. I will explane the changes in themes through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birth of vanitas art, and examine the components of vanitas art through an analytic
psychological perspective, to understand what vanitas art means to mourning art therapy. Vanitas art is a
painting genre that emerged in the Netherlands around the 17th century. It contains images of life and
death. The main components of vanitas art are flowers, mirrors, clocks, books, candles and skulls. Among
these components, the meaning of the images of flowers and skeletons was analyzed psychologically
through the art works of 'flowers and skeletons', which most clearly showed the contrast of life and death.
Additionally, the meaning of the mourning process was considered from an analytic psychological
perspective. Finally, from this perspective, mourning can be seen as a process of individualization in which
a mourner seeks meaning in pain and toward the whole, including the opposite of life and death.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mourning art therapy by provid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the images of life and death, and the individualization process of finding meaning in
pain.
Key Words : Vanitas, Mourning art therapy, Analytical psychology,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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