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치료연구 제19권 제2호(통권 59호)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012. Vol. 19, No. 2(SN. 59), 423～451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작품변화과정과 내면적 치유과정의 연관성1)
- 미술치료의 매체, 주제, 크기 중심으로 -

최 혜 원2)

길 은 영3)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미술치료에서 내담자가 창작을 통해 내면적 치유과정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들 또한 작업
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자는 예술가 루이즈 부르주아 작품에서 드러나는 변화
과정과 내면적 치유과정의 연관성에 대해 미술 치료적 관점에서 매체, 주제, 크기의 변화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녀의 작품에서 드로잉 펜부터 라텍스, 대리석, 부드러운 천 등 다양한 매체들은 공격성 표출, 스트레스 해소,
확고한 자아상창조에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주제가 심리적으로 속박된 여성, 은유적으로 갇힌 집과 미분화된
덩어리형태의 굴집으로 표현되었다면, 후기에는 적극적인 창조자로서의 풍부하고 다양한 여성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었다. 크기는 평면종이작업에서 다양한 매체들이 사용되면서 그녀의 과거에 대한 관점과 내면의 변화과정
이 넓어졌고, 후기에는 거미, 밀실작업을 통해 부피감, 덩어리감이 커진 형상, 실제적이고 압도적인 규모의 형상
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작업과정, 작품에 대한 작가의 술회,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외상을 드러내는 힘이 견고
해졌고, 이는 동시에 내면의 성숙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르주아의 창작활동에서는 외상과 감정을
의식화, 이를 통찰하게 하는 미술고유의 역할과 치유과정이 매체, 주제, 크기의 변화에서 나타났고, 미술치료과
정에서 내담자가 창작을 통해 내면적 치유과정을 경험하고 작품을 통해 살펴보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미술치료, 매체, 주제, 크기, 치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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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교적 내담자 자신의 직접적인 감정이 나

Ⅰ. 서 론

타난 그림의 한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고 보고
한다(김동연, 한홍석, 1991 재인용: 69-7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미술치료에서 내담자가 창작을
미술이란 풍부하고 세밀한 언어라고 할 수

통해 내면적인 치유과정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

있다. 그만큼 다양하고 크고 작은 이야기가 표

로 직업 작가들도 작업을 통해 내면적 치유과

현되기 때문이다. 미술치료에서 미술의 치료적

정을 경험하지 않을까, 미술치료에서의 ‘미술’

속성은 바로 이 세밀한 언어, 미술매체를 사용

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을

하여 내담자 자신이 가진 문제와 역사를 표현

갖고 있던 차에 루이즈 부르주아*(이하 부르주

할 뿐만 아니라, 그림에 대한 환자의 연상을

아라 한다)의 작품들을 접하고, 그녀의 작품에

통해 내면을 스스로 치유함으로써 자아가 성숙

서 보여주는 치유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순수

하는 데 있다. 미술작업 행위를 통해 작품을

예술에서 오는 치유적인 속성을 분석하고 내면

제작할 때 발휘되는 창조적인 작업능력은 특정

적인 치유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심리적 과정을 끌어내고, 그 결과 창작과정

시도되었다.

자체에서 치유적인 힘이 발생하며 이 창조적

작가의 여러 가지 작품이 있으나 작품이 변

행위는 내면적 경험의 변형과 완화, 방향전환

화되어 가는 과정 자체에 내재한 치유적인 작

을 통하여 자아의 통합은 물론 감정의 정화

용에 주목하여 부르주아의 전체 작업을 토대로

(catharsis)와 승화(sublimation)를 낳게 한다

작업의 매체, 주제,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변화

(Malchiodi, 1998; 최재영, 김진연 역, 2000). 내

되어가며, 치유적일 수 있는 가에 대한 각 치

담자와 예술작가가 그의 환상을 실제로 실행하

유의 속성과 과정을 찾고 고찰하는 데 연구의

려는 충동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그 환상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김선희(2009)는 미술치료

대응물을 창조해 내는 행위로 대신할 때 변환

사의 관점으로 예술가들의 작품세계를 이해하

의 과정을 살펴 볼 수 있고, 이 과정을 미술적

려는 이러한 시도는 작가의 생애를 이해함으로

승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Kramer, 2000; 김

써 얻어지는 지식으로, 작품을 보는 눈의 깊이

현희, 이동영 역, 2007).

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미술치료사로서 내담자

예술작품은 작가의 내면세계가 의식적 또는

의 미술 과정과 결과물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작가 자신만의 독특한

내담자를 전체로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각

형태와 기법으로 표출된다. 작품을 완성하는

을 길러준다고 하였다.

과정에는 작가의 재료와 창작과정, 그 결과물

부르주아를 대상으로 한 임현숙(2002), 김민

인 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유동적이고 다채로

정(2004), 양리애(2005) 외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운 것들이 요소들에 포함된다. 먼저 재료를 선

주로 부르주아의 시대별 작품에 대한 작품론,

택하는 개인의 반응은 그들의 내면세계의 투사

부르주아의 작품세계를 연구하며 부르주아 작

라고 볼 수 있다(Rubin, 1984). 가능하다면 창

품 내의 페미니즘적인 요소, 그리고 부르주아

작과정에서 보여지는 개인의 행동과 이야기되

의 대표작인 밀실(cells), 집=여자 등에 대해 연

어지는 반응들은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자의 여

구하였으며, 정성희(2001)와 서수영(2006)은 부

러 가지 측면들을 알려준다. Lowenfeld(1966)는

르주아의 작품을 정신분석적인 해석을 통해 바

인간의 이런 행동이 자유로운 행위에서 표현될

라보며,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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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2006)은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매체의

리고 미술치료임상에서의 다양한 매체와 주제,

상징성에 대해 언급하며 부르주아와 매체의 관

그리고 크기를 다양한 임상대상에게 적용함으

계는 작업하는 사람과 제작되어지는 것의 관계

로써 내담자들에게 그들의 심리적 투영으로 직

가 아닌 서로의 대화의 장으로써 만들어진다

접적인 연결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

하였다. 서수영(2006)은 부르주아의 작업들을

점에서 이 작가의 내면 작업 과정에 대한 고찰

매체와 형태면에서의 변화를 정신분석적으로

은 임상적 적용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

보았으며, 이상매(2003)와 정현경(2006)은 부르

을 것이다.

주아의 예술 활동을 오브제를 중심으로 연구하

이 연구의 대상인 부르주아는 일생 동안 예

고 작품세계를 시대별로 구분하며 분석, 바느

술 활동을 하였으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질 작품을 자기치유의 관점으로 다루었다. 하

하는 치유의 도구로 예술을 활용하였다. 그녀

세경(2004)은 부르주아가 의미와 형식간의 활력

는 어린 시절, 평화로웠던 가정이 아버지의 외

이 있는 유대를 형성하는 작품 세계를 만들었

도로 인한 심리적 상처 및 불행한 기억과 가족

으며, 끊임없이 라텍스와 유리, 솜을 채운 조각

으로부터 받은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예술을

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기 통합과 소통의

선택하였고,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을 반복해서

작업 그 자체가 치유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

인식하도록 하였다. Storr(1994)는 부르주아의

다.

작업을 해석하는 열쇠는 이미지나 형태보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작업 활동에서 보여지는

그녀의 재료 선택과 작업방식에 있다고 하였

작품의 변화과정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치유를

다. 사용하는 재료의 변화에 따른 감정의 변화,

목적으로 한 예술 그 자체는, 부르주아 자신과

그리고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 대화의 장이며 자기치유의 힘이 있음을 알

작가의 심경 변화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고,

수 있었다. 부르주아에게 있어 작품 활동이 자

이 연구는 미술치료에서 내담자의 재료, 과정,

기치유로써의 과정임을 알 수 있었지만, 연구

작품의 변화가 어떤 치료적 의미를 갖는지 가

가 대부분 부르주아의 작품에 대한 해석에만

늠하게 할 것이다. 미술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르주아의 작품이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이유

작업과정에 있어서 부르주아의 내면세계에 따

는 작가가 정신적 외상(trauma)을 경험한 후

른 작품의 변화와 작품의 매체, 주제, 크기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따른 변화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방

작업’으로 말했다는 사실과, 그녀가 언어로는

법론적 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작업으로 형상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분석하고자 한다.

화하여 의식의 세계에서 통합함으로써 자신의

내담자의 미술치료 임상사례를 통해 이미 국내

삶을 위협하는 그러한 정신적 외상(trauma)에

에 많은 치료사례연구가 있으며 미술치료의 실

서 벗어났다는데 있다.

효성과 치료성이 입증되고는 있으나, 예술가의
미술 치료적 작품 분석에 관련된 연구는 적은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실정이다. 미술치료 관점에서 예술가의 작품
분석은 많은 임상가들에게 있어 자신의 내담자

루이즈 부르주아의 생애와 외상

작품과 창작과정을 이해하고 심리학적 관점으
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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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할머니는 오뷔송

은 나의 친구이다.’라고 말했는데, 실제 그녀의

(Aubusson)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태피스트리

작업은 개인의 일기를 보는 듯하다. 그녀의 작

(tapestry)를 제작했고 부르주아의 집안도 오래

품에는 개인사적 사건과 체험으로부터 무의식

된 태피스트리(tapestry)를 수선하는 일을 하였

의 재현,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분노, 가족으로

다. 대대로 태피스트리(tapestry) 사업을 해온

부터 받은 상처를 작업으로 표출하는 과정이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8세부터 드로잉을 하면

포함된다(정효영, 2011). 예술은 자신의 외상을

서 사업에 참여하였다.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

회고하고 때로는 대항하고 소화하는 방법이 되

았다는 이유로 자식들 중 가장 사랑받긴 했지

었고, 예술가로서 자신의 고통을 작업에 반복

만 자신을 사랑해 준 아버지가 보여준 비이성

적으로 투사하여 외부로 토해내는 매개체였다.

적인 행동들은 그녀에게 한 사람에 대한 극도

자신이 경험한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증오, 어

의 애정과 증오의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게

머니에 대한 연민 등은 부르주아 예술의 지속

하였다(박미화, 2000). 부르주아는 자신이 딸로

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태어나 아들을 원하던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주

부르주아에게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부를 받

었으나, 그녀는 자신이 외모나 성격에서 아버

아들이고 인내하는 여성이었고, 동시에 그러한

지를 많이 닮아 그의 사랑과 기대를 받게 되었

상황을 제공한 환경으로 경험된다. 어머니에

던 것을 그나마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

대한 모순적인 상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부르

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갔다. 한 인터

주아에게 좌절과 분노를 일으키고 그 대상에

뷰에서 작업의 영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라는

대한 근본적인 공격성을 생성하게 하였다. 어

질문에 부르주아는 자신이 누군가를 기쁘게 할

린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던 부르주아

수 있다는 사실, 즉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는 자라서 예측가능하고 안정된 체계에 끌려

욕망에서 나온다고 말했다(Interview with

수학과 기하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곧 수학적

Douglas Maxwell, 1993).

관념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이론적 구조뿐임

부르주아가 11살이었을 때 부르주아의 아버

을 깨닫고 예술의 세계로 들어서기로 결심한

지는 세이디(Sadie)라는 여자를 가정교사로 고

다. 예술가가 되기 위해 파리국립학교에 입학

용했었고 결국 그의 정부가 되었다. 세이디

한 것은 태피스트리(tapestry)의 복원현장을 지

(Sadie)는 부르주아의 가족들과 10년간 같이 살

켜보며 성장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무의식에

았고, 어머니와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묵

잠재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정

과했으며 공공연히 인정하며 지냈다. 부르주아

영인, 2008).

보다 겨우 7살 많은 침입자 소녀에 대한 아버

에콜 데 보자르와 에콜 드 루브르 과정 후,

지의 관심은 부르주아의 질투와 혼란을 가져왔

루브르 미술관에서 일하던 부르주아는 1938년

다. 이런 영향으로 언니 앙리에트는 자유분방

미국인 미술사학자 로버트 골드워트(Robert

한 성생활을 했고, 남동생 피에르는 포악한 성

Goldwater)를 만나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하

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기

게 된다. 항상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으로부터

억들은 그녀가 자신의 정신적 아픔을 예술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가졌던 부르주아에게 있

승화시키고 정신분석학을 수료해 자신의 아픔

어, 결혼과 미국으로의 이주는 그녀의 일생에

을 치료해 나갈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큰 영향을 미친 최대의 전환점이라 볼 수 있을

의 부분이 되었다. 부르주아는 스스로 ‘무의식

것이다. 그녀는 자식으로 아들 셋을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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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아이를 원치 않았던 그녀의 남편으로

드러내고, 그것은 곧 선택한 사람 자신의 내면

인해 그녀는 첫아들을 입양하였다. 그리고 그

의 필요의 반영인 것이다(김진숙, 1993). 재료는

녀는 영원히 아이를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작업하든지 주제보다 작품

불안감에 늘 휩싸여 있었으나, 1940년과 41년

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만일 내담자에게 재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출산하였다. 그 후, 그녀

료를 다루는 기능이 없다면 그가 선택한 재료

의 세 명의 자식과 남편은 항상 그녀에게 창조

는 매체가 될 수 없다. 내담자가 자신의 이미

적 영감을 심어주는 원천적인 존재가 되었다.

지나 느낌을 재료를 통해 형상화시킬 때, 재료

부르주아는 어머니, 여성 그리고 작가로서의

는 비로소 매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술치

삶에서 모성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

료에서 재료가 갖는 속성과 매체로 사용되는

며 새롭게 과거의 기억을 재고하게 된다. 작품

단계에 걸친 발달적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작업

활동을 통한 자신의 일생에 대한 회고는, 당시

하는 사람의 심리적 발달도 보여줄 수 있다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예술 활동에서의 무의식이

것을 의미한다.

현실을 뛰어 넘고자 하는 방편이었다면 부르주

재료의 선택과 변화가 심리적 변화와 관련

아에게 무의식은 실제로 경험한 세계를 재현하

이 있다고 볼 때, 미술치료에서 사용되는 다양

고자 한 것으로 다소 차이가 나는 개인적인 것

한 재료는 내담자의 요구와 관련되고 치료 목

이었다. 그녀에게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처럼 무

적에도 맞아야 할 것이다. 내담자가 경직되거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상

나 강한 통제력을 지녔을 때 무엇을 만들기보

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와의 상호

다는 색연필, 사인펜과 같은 딱딱한 재료, 즉

작용을 통해 무의식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게

통제력을 지닌 재료로 자신을 방어하며 무엇인

되었다. 그 신체적 작업, 상처 받은 그녀의 심

가를 그려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자신

상과 강력한 충동을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예술

을 첫 세션부터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일지도

작업은, 그녀에게 있어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모르지만, 그러한 선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자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 되

김지영(2008)은 자율적인 선은 자유를 표현하기

었던 것이다.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며 기
초적이며, 자연스럽게 작가의 내면세계로 들어

미술치료에서 매체, 주제, 크기

가는 입구가 된다고 하였다. 그와는 반대의 성
향을 가진, 자아경계가 불분명하고 충동적인

매체와 도구 없이 미술은 존재할 수 없고,

내담자는 치료실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와 관련

각각의 미술매체가 갖는 촉진과 통제적인 속성

하여 물감이나 핑거 페인트, 물기가 많은 점토

은 많은 미술치료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등의 통제도가 낮고 자신이 가진 스트레스를

제안되고 있다 즉, 선택된 재료의 성질은 내담

해소할 수 있는 매체를 자연스럽게 찾기도 한

자가 재료 선택 당시 갖고 있던 내면적 욕구를

다. 비정형적인 재료로써 물감을 사용한 잭슨

표 1. 통제를 기준으로 한 매체의 특성(Landgarten, 1987)
←

젖은

수채화

소상용

유성

싸인펜

통제도

점토

물감

점토

물감

굵은 것

낮음

1

2

3

4

5

콜라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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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싸인펜

색연필

점토

가는 것

류

7

8

9

연필류

→
통제도

10

높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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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과 같이 자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서히 분화되고 확대

롭게 요동치는 형태와 강렬한 색채가 만들어내

된다. 또한 나이를 불문하고 작업에 임하는 모

는 신화적인 이미지들로부터 억눌린 내면을 표

든 사람들의 작업 변화 과정은 비슷한 발달과

출해 내는 새로운 언어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정을 보여준다. Arieti(1976)는 발달적인 맥락에

이다. 넓게 펼쳐진 캔버스 위를 종횡무진 뛰어

서 이미지는 다양한 수준 내에서 표현된다고

다니며 온몸으로 물감을 흩뿌리며, 어떤 구속

하였다. 모호하고 불완전하게 상상된 정서나

도 받지 않고 그림 속에서 자기 자신과 그림과

감각을 내배엽적(endocepts)인 것이라고 불렀

하나 되는 행위가 작가의 상황과 의미 있는 예

다. 이는 확고한 이미지로 인지되기 전 상태로

술행위가 될 수도 있다. 미술치료에서는 이 행

써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없으면서도 우리가 느

위 자체가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정화의

끼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며, 남게 되는 결과물은 승화된 상태로

기질로, 비록 이러한 기질이 억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생활상에 지속적으로 간접적

이렇듯 매체는 내담자의 상황과 심리적 변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미술치료에

화를 투영하는 반영물이 되고 미술치료에서 내

서 미술작업이 가지게 되는 정신분석적 차원의

담자의 심리적 정보를 제공한다. 통제가 쉬운

의미는 불확실한 내배엽적인 사고, 즉 일차적

미술재료, 예를 들면 연필과 지우개, 색연필이

인 사고과정을 보다 확고한 이미지, 분화된 이

나 마커 등을 선택하는 내담자는 통제에 대한

미지로 인지되는 이차적인 사고과정으로 연결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조심성이 있거나

하고, 내적 및 외적인 현실의 합일, 그리고 과

억제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내면적인

거와 현재를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유약성을 만회하기 위한 보상행위로 선택하기

있다. 아직은 미분화 상태인 표현하고 싶은 주

때문에 치료사 또한 이러한 재료가 가져다주는

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형태의 조형작업

치료적인 효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과정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점차

이다. 이러한 이해가 없이는 아무리 풍부한 재

분화되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술

료가 있더라도 적절한 활용을 기대할 수 없고,

매체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창작적이고 경험 있는 미술치료사의 적절한 재

(김진숙, 1993).

료의 사용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가 좌우된다고

송승희(2010)는 예술을 업적으로 하는 작가

할 수 있다. 재료란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형성하게 한다.

자기술회를 통한 미술 활동이 큰 치유의 효과

또한, 다른 재료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가 있다고 말하며 자기술회를 통한 미술치유의

통찰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작업하는 내담자

사례로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를

자신에게도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

거론하였다. 프리다는 무의식 속에 잠재돼 있

며, 사물의 새로운 면을 경험하게 한다. 결국

는 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기억과 사고로 인

이 과정은 심리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작업의

한 후유증과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림을 돌파구

변화로 볼 수 있다(Wadeson, 1994; 장연집 역,

로 삼게 되고, 침대 거울에 달아 놓고 반사되

2008). 바로 자신의 내면 표출을 도와주는 ‘광

는 자신의 모습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맥’은 재료인 것이다.

상태를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리다는 자기

치료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과 타자들,

관찰의 주된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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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는 평생 2백여 작품을 그렸는데, 그 대

을 의미할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작업하

다수가 자화상이었다. 이에 대해 칼로는 “나를

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숙과 함께 자신을 드

그린 것은 혼자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고, 나를

러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 제한된 크기의 작업

가장 잘 아는 소재가 나이기 때문이다.”라고

과정에서 개방되고 확충되어 표현할 수 있으

말한다(황영옥, 2007). 프리다 칼로의 경우 칼로

며, 크기에 따른 에너지 또한 낮았다가 커질

의 성장배경, 버스와 전철과의 사고, 결혼 이후

수도 있다.

겪은 사고의 고통과 남편의 외도, 유산의 아픔

미술치료에서 매체의 선택과 재료의 다양성,

등 자신의 삶을 주제로 한 창작행위를 통해 삶

크기의 변화는 행위자의 주체적인 선택과 변화

을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치료하였음을 알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는 보고서로 사용될 수 있

수 있었다. 이처럼 작품의 창작과 인간의 내면

고, 이 변화과정은 개인의 성숙 및 치유과정과

세계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

무관하지 않다. 매체의 사용과 변화, 그리고 사

다.

용방식은 내담자의 심리적 상황과 주제의 변화

미분화된 이미지에서 분화된 이미지로 변화

를 담아내고, 크기는 심리적 발달과 무관하지

되어가는 작업 과정에서는 작품의 크기 또한

않는 것이다. 이 변화과정은 심리적 발달과정

변하기 마련이다. 작품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

과 연관 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

만으로도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는데 대개는 마

술 심리 치료적 환경 안에서 가능할 것이다.

음의 필요에 따라서 큰 작품을 하기도 하고 작

대상관계이론 관점에서 본 심리발달

은 크기의 작품을 하기도 한다. 종이 크기조차
도 다양하게 치료사가 갖고 있는 이유는 내담
자의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에 따라 그들이 원

대상관계이론은 프로이드 이후 정신분석학

하는 작업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주리애,

에서 발전한 이론으로써 대상관계 기본적인 전

2010). 또한 작업 과정에서는 재료에 따라서 확

제는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형성이 개인의 개인

실한 공간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와 공간성이

내적 관계와 대인간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제한된 공간을

끼친다고 보는 데에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

이용한 치료의 경우는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말하는 대상이란 단순한 사람, 또는 그에 대한

그와는 반대로 제한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자유

경험이나 기억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자아의

로운 공간사용은 그 자유로운 경험을 통하여

정신구조 안에 있는 내부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차원적인 평면적

며, 대상관계란 개인의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인 그림에서 크기는 상당히 가변적이어서, 미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추정선, 2004). 따라

술치료에서 흔히 사용하는 종이나 캔버스의 크

서 대상관계이론의 기본적인 명제는 유아초기

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삼차원적인 입체

의 중요한 대상이나 타자와의 관계가 이후의

물 작업에서 크기는 창작자에 의해 결정될 가

사회적 관계의 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부

능성이 더 크다. 큰 입체물은 인상적이고 압도

분의 정신분석가들(Fairbairn, 1954, Greenberg

적이기까지 한 반면, 작은 것은 섬세하고 조심

& Mitchell, 1983; Kernberg, 1975; Klien, 1958;

스러운 측면을 나타낸다. 따라서 재료의 크기

Kohut, 1971; Winnicott, 1965, 1971)은 어린 시

는 재료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가와 작업을

절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적인 욕구를 어떤

하는 과정에서 ‘크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힘’

식으로 해결했는지에 따라 정신의 심층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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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고 보고 욕구 해결과정에서 부모 특히

미술치료에서 대상관계이론의 함의는 미술

어머니와의 만남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된다고

작업과 매체가 바로 상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 새로운 대상으로 경험하는데 있다. 이것은

상호작용을 해서 아동은 자기와 어머니의 이미

마치 반복되고 일관된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이

지를 내면화화게 되고 이 정서적인 표상이 아

계속되는 예술작업경험에서도 얻어질 수 있다

동의 인간관계를 조정, 통제하고 현재 뿐 아니

는 것을 시사한다. 어린 시절 대상관계를 거치

라 미래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

면서 대상의 이미지(대상표상), 대상과 관계하

다. 마음속에 내재화된 이미지를 대상관계에서

는 자기이미지(자기표상), 대상과 상호작용할

는 표상이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 형성된 대상

때의 정서를 포함하는 정서적 기억을 갖게 되

관계 표상은 이후의 실제적인 대인간 상호작용

고 이 기억들의 점착을 통해 심리구조를 형성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박경희, 2004)는 것이다.

한다(Kernberg, 1975, 1976). 대상과의 경험을

유아가 출생초기에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애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으로 인식하도록 결정하

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거부나

는 것은 영아의 주관적인 정동이며 이것은 심

무시, 혹은 처벌을 받으면서 성장하면, 유아의

리구조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촉매역할을 한다.

내면에 형성된 표상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성격

양육자(대상)와의 관계를 통해 영아가 주관적으

을 갖게 된다. 그 경로가 낮은 자아존중감과

로 경험하는 만족스럽거나(좋고) 불만족(나쁜)

취약한 자아구조를 갖게 되며, 타인에 대해서

정동이 외부로 투사되고, 투사된 것이 다시 내

도 왜곡된 지각과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부로 내면화 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상표상과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자기 표상이 형성되고(Mitchell & black, 1995)

겪게 된다(Masterson, 1985; 남영옥, 2001) 이러

초기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누적되는 정동은

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대상

인간의 주된 정서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주관

관계이론가들은 생후 초기에 지속적인 고통이

적 감각, 영속적인 감정적 반응방식을 결정한

나 불안 유발, 공포를 경험하지 않거나, 양육자

다. 즉, 초기의 대상(양육자)과의 관계가 정서와

와의 관계가 거부, 분노, 공감의 부재, 정서적

인지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부르주아의

침묵 등의 반응이 적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

개인사를 통해 아버지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있

고 치료적 목표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

었고, 그 관계변화에 창작 과정 안에서 일어나

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상

는 심리내적 자기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과정은

담자를 새로운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

작업하는 이의 심리구조변화와 형성에 영향을

다.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즉 반복되는 주제에서

대상관계상담가인 Scharff(1987)는 “환자의

살펴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내적 표상과 비적

성격구조와 존재방식의 재구조화”라는 장기적

응적인 관계는 자기표상으로서의 예술작업을

목표를 가지고 치료종결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

통해 대상표상으로서의 시각이미지와 중요했던

로 의미 있는 대상과 긍정적이고 적정한 관계

애착대상이자 상처를 준 대상으로서 아버지와

를 유지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타인과

의 관계를 재고하고 들여다보면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덜 불안한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능, 고통에 대한 인내, 발달적 긴장을 견디는

그 과정에서 발견한 실제 주 양육자인 어머니

능력 등‘을 언급하였다.

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발견하였고 자신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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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거나 돌봄에 실패한 결핍된 환경으로서의

9

Ⅲ. 루이즈 부르주아의
시기별 작품분석

어머니를 돌아보고 긍정적인 모성상을 작가 자
신 안에 주체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과정은 부
르주아 자신이 과거 부정적인 대상과의 분리,

루이즈 부르주아 작품의 시기별 구분

개별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후기로
갈수록 상처의 주제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기

1938년 미국에 정착한 후부터 일생동안 작업

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부르주아의

활동을 했던 부르주아(1911-2010), 그녀의 작품

작업이 매체와 주제, 크기에서 심리적 발달과

의 변화과정에 있어서 내면의 심리적인 변화를

정과 함께 나타났다 하겠다.

중점으로 6시기로 나누었다.
속박되어 있던 집과 과거의 자신을 표현한 1

연구대상

기(1939-1952), 속박 받던 갇힌 집에서 조금 더
나아가 미분화된 상태의 덩어리 형태의 굴집,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예술가 부르주아의

원초적이고 비인간적 거주지로 재탄생해내어

생애와 작품이며, 미국으로 이주하여 제작된

만들어낸 2기(1959-1963)이다. 점차 피난할 수

1939년부터 2010년까지 작품을 대상으로 부르

있는 보호의 장소인 집에서 주제가 성으로 바

주아의 인터뷰 내용 중 회고의 자료를 선정해

뀌며 어릴 적 외상에 관련된 기억들, 아버지에

서 연구하였다.

대한 성의 분노를 드러내는 3기(1968-1970), 성

작품을 시기별로 나누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관심의

는 작가의 아동기 상처를 위주로 한 작품의 변

표현 등 주제만큼이나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

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며 성장하는 4기(1970-1989), 상처의 기억인 엄

작품 분석의 근거는 미술 치료적 입장에서

마의 부재, 어릴 적 자신의 상징적인 공간인

매체, 주제 크기의 변화로 뚜렷한 시기를 나누

집을 주제로 한 5기(1990-1995), 심리적인 속박

었고 대상관계심리이론을 사용하였고 발달적

상태가 아닌 적극적인 창조자로서의 여성, 직

변화는 말러(Mahler & Pine & Bergman, 1975)

접 실을 자아내며 삶을 연결하고 있는 6기

의 심리발달단계용어를 사용하였다.

(1996-2010)로 나누어 보았다.
1기(1939-1952)는 부화이전의 단계로 자폐단

연구절차

계로서 부르주아 자신의 정신적 외상(trauma)
을 직면한다기보다 억압과 고통을 탐색하는 과

1. 부르주아 작품의 매체, 주제, 크기에 따라

정으로 출발의 전조단계로 보았다. 그리고 부

내면의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여섯 시기로

르주아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어떠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것이 아직 형태를 드러내기 이전의 보호 공간
인 그림 2 ‘집=여자’시리즈, 그림 3-4의 ‘굴집’

2. 여섯 시기를 크게 심리적 발달로서 대상
관계의 분리, 개별화의 과정으로 보았고, 세부

시리즈와 같은 은신처의 모티브들이 주를 이룬
다.

적으로는 1기를 자폐단계, 2기를 공생단계, 3기

2기(1959-1963)는 공생단계로, 공생적인 혼동

와 4기를 연습단계, 5기는 재접근단계, 6기를

상태에 머물러 있던 부르주아가 자신의 과거를

대상항상성의 단계로 보았다.

작업을 통해 조심스럽게 살펴보지만 아직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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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를 객관화할 수 없는 갈등의 상태이다. 그러

: 캔버스, 유채, 잉크, 린넨, 나무, 채색도구

나 병치되기 어려운 이미지를 그리면서 심리적
인 재탄생을 예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기에 부르주아는 종이와 연필이라는 드로

3기(1968-1970), 4기(1970-1989)는 연습단계로

잉의 매체 자체가 가져다주는 친밀함을 바탕으

남성과 여성이라는 대극적인 요소들이 공존하

로 마치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하듯 소소한 내

며 서로 융합을 이루어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

면의 감정과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종이에 옮기

전개된다. 1기와 2기에서 보여주지 못한 사실

는 작업을 반복해왔다. 연필드로잉 작업은 선

적이며 적극적인 과거 상처와의 대면 요구되는

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신체의 여러 부분들을

많은 에너지만큼 재료의 사용에 투영되고 있

묘사할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

다. 주제 또한 과거의 이야기이면서도 상반되

이다. 이 작업은 어린 시절 부르주아에게 주변

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강한 자아

공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입체적인 관찰

가 나타난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나, 남편의 사

력을 키워 주었다.

망,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회고 등 심리적 변

“드로잉은 없어서는 안 된다. 주위에 윙윙거

화에 필요한 통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리는 모든 아이디어는 지나갈 때 파리처럼 잡

것은 마치 연습기의 유아가 만지고 느끼고 실

아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리, 또는 나비

제로 신체사용을 통해 대상을 자기이미지로 결

들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파란색 아이디

합시키는 과정으로 부르주아가 형태와 재료상

어, 핑크색 아이디어, 지나가는 아이디어들, 그

의 단일성을 거부, 다양한 재료를 쓰며 새로운

다음, 드로잉은 회화를 인도하고 회화는 조각

구조를 얻어가는 방법과 연결 지어 볼 수 있

에 이르게 된다.”(Louise Bourgeois; Bernadac,

다. 5기(1990-1995)는 재접근 단계로서 자신의

1996)

상처를 객관화하고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

연필과 드로잉이라는 매체는 부르주아에게

기 시작하고 동시에 어린 시절의 상실을 보상

어린 시절을 달래는 위안행위와도 같은 것으로

하는 주제들이 공존하는 것의 표출, 통찰, 그리

볼 수 있다. Bernadac(1996)은 드로잉의 충동적

고 성장 단계로 보았다.

이고 자발적인 성격이 부르주아의 묻혀진 기억

6기(1996-2010)는 대상항상성의 단계로 화해
와 용서의 통합인 이 시기는 부르주아 그녀의
삶의 마지막으로,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는
작업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이
엿보인다. 바느질이라는 봉합행위가 자신의 상
처를 아물게 하는 상징적 방법으로 사용되며,
매우 활발하고 공격적이었던 요소들이 정적이
며, 단순화되어지는 작업으로 이행됨을 보여준
다. 비로소 부르주아 자신의 주체적인 작업들
로 완결됨을 볼 수 있다.
제 1기 (1939-1952)

그림 1. <무제 Untitled>

: 자폐단계 - 갇혀 있는 수동적 존재

28×21cm, 종이 위에 잉크, Louise Bourgeois,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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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의식에 직접적인 통로를 제공한다고 주장

아가 유년시절을 보냈던 슈아지 르 루아 Choisy

하였다.

-le-Roi, 뉴욕, 코네티컷 Connecticut 등 실제

1940년대의 드로잉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미

거주지와도 관련이 있다(Marcade, 2000).

지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었으며 그녀가 실제

제 1기의 작업은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정형

로 아들을 낳은 1941년에 제작된 출산하는 과

적인 매체로 자신의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연결

정을 그린 드로잉 그림 1에서는 엄마와 거의

되어 있다. 출산이라는 주제로 태어나긴 했으

같은 크기의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는

나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자폐적 상태로 집

그림으로 출산하는 부르주아 자신의 모습을 표

(무생물)과 신체(생물)의 병치, 작품의 크기도

현한 것이다. 그녀의 작품에서 생명과 죽음의

평면과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천인 ‘모성’의 주제는 부르주아의 전체 작품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녀의 예술을 지배

제 2기(1959-1963)

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공생단계 : 라텍스, 석고, 옷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부르주아의 작
업의 매체와 형식면에서는 변화가 나타났다.
부르주아는 이 시기에 자신 있고 적극적인 자
세로 변신하여 예전과는 다른 재료와 주제를
탐구하며 1960년대는 유기적인 형상의 조각 작
품들로 변모하게 된다. 재료는 유동적인 액체
와 단단한 고체의 두 과정을 모두 거치는 석
고, 여러 층을 계속 포개어 제작할 수 있는 라

그림 2. <집=여자 Femme Maison>

텍스 등 여러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와

Louise Bourgeois, 1946-47

이미지를 생산하였다. 소멸성을 가진 재료로
1940년대 초에 제작한 그림 2시리즈는 집과

미세한 세부묘사가 가능하며, 무엇이든 표현해

여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하여 제작한 작품

낼 수 있는 라텍스로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의

들로서 이후 부르주아의 작품세계의 전반에 걸

미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재료와의 신체적 상

친 주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부르주아는 여성

호작용 안에서 무언가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하

과 집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숨겨진 여성의

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작품의 재료적 변화가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집은 사회의 가장 기
본적인 구성단위이며, 인간이 최초로 태어나면
서 경험하는 원초적인 공간으로 여성이 안식하
고 또한 억압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부르주
아에게 있어서 ‘집’은 ‘여성’과 동일시되는 공간
개념이며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상징적인 매개
체이다. 일터이자 거주지였던 집은 추방과 보
호, 고통과 안전, 도피와 분리, 일상의 행복과
다채로운 드라마 등과 같은 장소이며, 부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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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굴집 Lair>
Louise Bourgeois,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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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굴집 Lair>
Louise Bourgeois, 1962-63

그림 5. <작은 소녀 Fillette>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주제는 계속되었

석고에 라텍스59.5×26.5×19.5cm,

고, 형태가 새집이나 굴집으로 바뀌는 변화를

Louise Bourgeois, 1968

보인다. 피난처로서의 집, 은신처에 대한 개념
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신을 보

그림 5의 1968년에 제작된 이 조각은 남자의

호해주는 보호 영역을 나타낸다. 이 작은 굴집

성기 형상이면서 아래에 달린 두 개의 둥그스

은 외부의 상처와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름한 공을 통해 그것이 여성의 유방일 수도 있

줄 수 있는 울타리를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

음을 암시한다. 남성과 여성, 단단함과 부드러

다.

움, 힘과 나약함의 양 가치성을 암시하며, 그림

이 시기의 라텍스의 사용은 재료 자체가 변

5의 ‘작은 소녀’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어린

화되는 시간성을 경험하는 것이며 재료와 신체

여성의 특성을 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정현경,

가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 매체와 공생하는 작

2006). 부르주아는 공격성과 상반되는 부드러움

업과정이며, 굴집이라는 주제와 작가가 안을

또한 페니스에 내재함을 강조하면서 페니스가

수 있는 크기는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고 심

여성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극도의 섬세한 것

리적으로 모성과 공생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받

이라는 의미에서 ‘작은 소녀’라는 제목을 붙였

고자 하는 전단계로 볼 수 있다.

다고 한다.
1982년 로버트 매플도르프 (Robert Mapple

제 3기 (1968-1970)
: 연습단계
: 라텍스, 석고, 청동, 파티나, 대리석, 금속
이후 부르주아는 재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의식을 조정하는 조각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 신체적 작업, 상처 받은 그녀의 파괴적 충
동을 조정하는 과정인 조각 작업은, 그녀에게
있어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자 자신을 치료하는
과정이 된다. 이 과정은 성(性) 이전의 시기로
퇴행하여 자신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
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작은 소녀를 들고 있는 Louise Bourgeois>
Robert Mapplethorpe의 사진, 1982

- 434 -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작품변화과정과 내면적 치유과정의 연관성 - 미술치료의 매체, 주제, 크기 중심으로 -

13

-thorpe)가 찍은 사진으로 유명한 그림 6에서
부르주아는 그녀가 좋아하는 원숭이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라텍스로 제작된 페니스를 들고 있
다. 부르주아는 그것을 아주 정감어린 물건처
럼 다룬다. 부르주아는 ‘내가 작은 성기를 가지
고 다닐 때 그것은 좋은 작은 사물과 같으며
내가 해치고자 하는 사물이 아닌 것이다. 그것
그림 7.
<개화하는 야누스 Janus Fleuri>

은 사랑스러운 사물이다.’라고 말하면서 페니스
는 에로틱한 느낌보다는 모성본능을 느끼며,

청동, 퍼티. 27.4×31×22.3cm.
Louise Bourgeois ,1968

부르주아에게 있어 이 작품은 흔들어 주고 보
호해 주어야 할 아기를 상징하기도 한다. 외부
의 힘으로부터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고 있으면

야누스 연작은 남녀의 생식기가 가장 적나

서도 아버지(남성)에 대한 분노와 남편과 아들

라하게 병치된 조각으로 1968년에 만든 그림 7

에 대한 모성 보호본능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은 페니스의 중간부분에 여성의 질을 연상시키

함축하고 있는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는 이음부를 가진다. 양면성이나 이중성은 이

부르주아의 남성의 생식기와 여성의 유방을 연

시기에 만들어진 거의 모든 작품에서 발견된

결하는 작업 형태들은 작가의 무의식과 의식

다. 남성과 여성, 인간과 동물, 폭력과 에로틱

사이에 존재해 온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혼

함, 그리고 내부와 외부라는 이원적 성향은 그

란스런 감정들을 작품에 그대로 투사하며 직면

녀의 조각에서 자주 결합되어 나타난다.

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정현경, 2006).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대리석으로 제작된

이 시기에 다양한 재료를 향한 시도를 하는데

그림 8은 자아도취적인 애정과 정성스럽게 돌

단단한 돌을 쪼는 거친 제작과정에서 부르주아

보아야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

는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노출시

며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맞물려 있는 상태를

키면서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느꼈다.

추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남성도 여성과 마

그는 그림에서 조각으로 작품세계를 옮긴

찬가지로 상처받을 수 있으며 사람은 모두 남
성과 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조각은 창조자와 관람자의 경험이 동반돼

게 되었다고 한다.

야 한다. 당신은 조각 작품 주위를 걸어 다닐
수 있고 작품을 옮길 수도 있다. 조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다. 조각의 이런
점은 그림의 환상이 가질 수 없는 리얼리티이
다”라고 하였다. 또한 “대리석에서 입방체를
만들어낸 뒤 다시 공(球)을 만들 수 없는 것처
럼 조각에 쓰이는 재료는 그만의 고유한 생
(life)이 있다”며 “나는 재료의 이런 저항과도
싸워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8. <나이프 여인 Femme Couteau>
분홍색 대리석, 18.9×67×12.4cm,
Louise Bourgeois,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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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1970-1989)

방이라는 여성의 영역이 남성의 남근의 영역을

: 연습단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인다.

: 석고, 라텍스, 나무, 천, 섬유, 대리석, 고무

다른 제목으로 저녁식사(Evening Meal)라고

형태와 재료상의 단일성을 거부

도 전해지는데 그 신체 부분들이 아버지의 사
지이며 이 설치 작업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1973년은 부르주아에게 충격적인 해로 부르

가족 만찬에서 온 가족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주아의 남편 로버트 골드워터(Robert Goldw

장면임을 암시되어진다. 끔찍한 근친살육의 이

-ater)가 죽음으로서 다음 해인 1974년 그녀의

러한 비극은 가부장적 권력에 대한 부르주아와

내면에 있는 부재의 분노를 여지없이 그림 9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반란일 수 있는 것이다

드러나게 된다. 가로세로 약 9피트의 검은 천

(강승완, 2000).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부르주

으로 된 텐트 속에 설치된 라텍스로 만든 이

아의 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작품은 주름지거나 파열된 돌기 형태가 식탁모

에 대해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대화의 분위기

양의 직사각형 탁자에 놓여있거나 천장에 박혀

를 지배했다고 한다. 게다가 부르주아는 자신

있도록 한 것이다. 점성을 띤 거대한 구들이

의 아버지가 늘 원했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윗부분을 차지하고 아래를 누르는 듯하며, 무

부끄럽게 여겼다고 한다(Greenberg & Jordan,

엇인지 알 수 없는 부풀어 오른 구형의 사물들

2003). 그녀는 실제로 권위적인 아버지를 살해

이 아래의 수평면을 가득 채운다. 부르주아에

하는 장면을 상상했을 정도로 가부장적 아버지

따르면 이것은 “아버지의 신체를 묘사한 것”이

에 대한 어린소녀의 야만적인 복수의 작업인

라고 한다.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분위기는 짐승의 내장과 엉덩이,

“그 작품은 우선 식탁을 말합니다. 자신의

허리, 다리 형상들이 여기저기 배치하면서 더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는 아버지에 의해 지배되

욱 극대화되고 있다. 설치의 아랫부분은 중앙

는 무섭고 끔찍한 식탁이죠. 타자인 아이들과

의 페니스 모양의 길쭉한 돌기들 주위로 이보

아내는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다 완만한 곡선의 유방형태의 돌기들이 에워싸

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어머니는 분명히 폭군

고 있으며 그 윗부분은 거대한 크기의 유방들

같은 남편을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을 겁니

이 천장으로부터 매달려 있어 마치 여성과 남

다. 아이들은 불편함 속에 있고, 나의 아버지가

성의 영역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

우리를 쳐다볼 때 성가심을 참고 있었죠. 그는

그림 9. <아버지의 파괴>
혼합재료, 237.8×362.3×248.7cm, Louise Bourgeoi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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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들에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아끼는 딸이었고, 그는 부르주아를 아들처럼

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했기

대했으며, 부르주아 또한 아버지를 잘 따랐다

때문에 우리는 격분한 나머지 그를 붙잡아 식

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불

탁 위로 던진 다음, 그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

합리한 권위의식과 무책임하고 변덕스런 행태

어 먹어버리죠.”(Fremon & Bourgeois, 1985)

로 인해, 부르주아는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고, 아버지를 상징하는 남근을
공략하고 희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부르주아가 공격하기 위해 병치
한 아버지의 파괴보다 훨씬 유연한 구조를 보
여주고 있고 그런 만큼 아버지라는 대상과 분
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부르주아는 대리석 외에도 고무와 같이 휘
기 쉬운 유연한 재료로 어린 시절 하반신 장애
를 가졌던 언니 앙리엣트에게 가졌던 불편한
마음을 1985년 앙리엣트(Henriette)와 그림 11
로 표현하였다.

그림 10. <자연연구 Nature study>
87.6×44.5×38.1cm, Louise Bourgeois, 1984

아버지의 이미지인 그림 10은 머리 없는 스
핑크스의 모습으로, 페니스와 고환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덧붙여 세 쌍의 가슴들이 달려있
다.
그녀는 상징적인 스핑크스와 여우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양성의 동물로 표현해 그
수호적인 형상을 잔인하고 부드럽게 묘사함으
로써 공격을 계속하였다. 즉 아버지에게 가슴
을 달아 놓음으로써, 아버지를 조롱하고자 하
는 것이다.

그림 11. <다리 Legs>

“이것은 페미니스트의 주장이 아니다. 오히

고무, 312.4×5.1×5.1cm, Louise Bourgeois, 1986

려 그 반대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Wye, 1994)

한편 오랫동안 폐기종을 앓던 어머니를 간

부르주아 조각에서 자주 모호하게 결합된

호하면서 사용한 의학기구를 이용한 작품 ‘부

양상으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 인간과 동물,

항’이나 많은 유방으로 자식에게 자애로운 어

폭력과 에로틱함, 가학증과 피학대증, 그리고

머니를 상징한 작품 그림 12에서는 그녀가 억

내부와 외부라는 이원적 카테고리에서, 공격과

압으로 생각하던 여성적 정체성을 ‘모성’이라는

동시에 부드러운 사랑의 측면이 드러나는 것은

주제로 풀어내면서 성적 콤플렉스를 이겨냈음

부르주아가 아버지를 꼭 닮은 아버지가 가장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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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 플라스틱, 모래시계, 화구박스, 작은 수첩
들, 유리조각, 동전가득 유리병 등
이 시기에 부르주아는 단일한 입체 조각에
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밀실(cell)'을 중심으로
설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1990년대의
부르주아 작업의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어린

그림 12. <유방 Mamelles>
고무, 48.3×304.8×48.3cm, Louise Bourgeois, 1991

시절을 회상한 밀실 연작으로,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인 엄마의 부재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공간

이에 걸맞게 부르주아는 다양한 매체를 사

을 구축하는 부르주아는, “모든 밀실은 두려움

용하여 일관된 주제를 실험하고 창조하면서 자

에 관한 것이다.”(Kotik, 1994) 라고 말하는데,

신의 외상과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한다. 단단

부르주아는 이 밀실의 공간에서 두려움을 유발

하고 부드러운, 볼록하고 오목한 모든 상태의

하는 과거의 기억과 대결하고, 과거를 재구성

작품을 만들면서 나무, 대리석, 청동, 라텍스,

함으로써, 유년기의 상실을 보상받고자 하였다.

시멘트, 유리, 오브제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

집은 작가의 기억의 주요한 촉매이며, 이 작업

였다(Marcade, 2000).

은 자신의 상처를 표현하고 두려움의 실체와

통일한 주제를 반복하지만 재료의 사용과
형태의 유연함에서 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

대면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과
거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하세경, 2004).

는 것은 일종의 성장과도 같은 것이다. 성장에

그림 13은 1994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당시

는 다양성과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필요로

그림 14와 동시에 제작되었다. 이 두 작품은

하고 부르주아는 작품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

부모와 아이의 방을 붉은 색으로 여러 가지 오

다.

브제를 설치하여 제작한 작품으로서 이 시기의

3, 4기를 통해 부르주아는 연습기의 유아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발달하는 운동기능을 대상에 실험하는 것과 같

그림 13에서는 개인적 기억의 장치로 상징이

이 작가의 강력한 에너지를 단단하고 다양한

이용된다. 작품의 공간은 부르주아가 성장했던

매체사용에 실험하는 단계를 통해 자신의 상처

어린 시절의 단면을 담고 있다. 오래된 문짝

의 주된 대상을 반복해서 바라보고 탐색하는
과정이 보여 지고 있다. 부르주아에게 연습대
상은 과거 자신에게 상처 준 애착대상으로서
아버지이며, 이 대상에 대한 주제를 반복적으
로 시각화함으로서 이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
정과 에너지를 분출하였다. 크기 또한 다양한
크기를 넘나드는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 5기 (1990-1995)

그림 13. <붉은 방(아이) Red rooms>

: 재접근단계

나무,철, 실, 유리, 혼합재료.
210.8×353×274.3cm, Louise Bourgeois, 1994

: 나무, 대리석, 스틸, 유리, 천, 금속,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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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를 가리게 삼아 둥글게 둘러친 공간은
철망이 쳐진 유리창 너머로 엿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재봉실 풍경은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
속의 태피스트리(tapestry) 가게의 모습이다.
이 작업의 주된 재료는 강철판으로 제작된
문으로 둘러싼 작은 방안에 여러 붉은 색들의
오브제들과 조각들이 놓여 져 있다. 여러 개의
붉은 색 실타래 중에서 3개의 푸른 색 실타래

그림 14. <붉은 방(부모) Red rooms>

를 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이어져 있는 관계를

나무, 금속, 천, 거울, 혼합재료.
215×419×419cm, Louise Bourgeois, 1994

나타낸다. 또한 큰 손이 작은 손을 보호하고
있는 조각들은 자식과 부모의 보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듯하다. 재료의 사용에 유리로 만든

심리적 위치성을 상기시켜준다. 이러한 위치성

손은 매우 깨어지기 쉬우므로 조심해서 다루어

은 관람자로 하여금 아동기의 훔쳐보기와 성인

야 함을 알려준다. 그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

기의 침실사용자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성찰이

는 손은 세상과의 교류, 자신의 욕구 충족을

가능함을 경험하게 한다.

위한 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하게 해줄 수 있는

내부와 외부 공간의 동시적 표현은 1995년에

신체부위(신민섭, 김수경, 김용희, 김진영, 박혜

제작된 그림 15의 밀실 작품에 의해 계속 연결

근, 이혜란, 전선영, 한수정, 2007)로써 밀실과

된다. 분홍색으로 된 인체의 내부 표현은 밖에

큰손과 작은 손은 무언가를 보호하고 싶은 심

서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팔과 목을 자른 아치

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외에도 모래시계

형의 인체는 사각형의 밀실 안에 갇혀져 있다.

(hourglass), 나무로 만든 화구 박스, 아이들이

유리창과 철책으로 둘러싸인 정육면체의 밀실

가지고 놀던 작은 수첩들, 유리조각, 동전이 가

공간에는 스테인리스로 된 여러 구들이 배치되

득 든 유리병, 등 갖가지 물건들이 놓여 져 있

어 있다. 또한 거울들이 천장과 옆면에 부착되

다.

어 내부공간을 변화시키고 관람자로 하여금 반

침실은 두 성(性)의 관계가 형성되는 중심적
공간이다. 사이가 좋지 않은 엄마와 아버지의
두 이미지를 화해시켜 부부를 재구성한다. 따
라서 그림 14는 부르주아가 이제는 자신의 부
모를 바라보고 관찰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
하는 작품이다. 이 두 작품에서 하나는 부모의
방이고 또 하나는 아이의 방(자신의 방)으로 과
거 자신의 방이기도 했다. 이제 부모의 방을
대상화하고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는 그녀의 상
처가 상당부분 치유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부
분이라고 본다. 이 연결성은 자신이 성인이 되

그림 15. <안과 밖 In and Out>

었으며 과거를 회상하지만 구체적으로 되었다

스틸, 금속, 유리, 석고, 천, 플라스틱, 혼합재료.
Plastic: 210.8×165×287cm, Cell: 244×244×244cm,
Louise Bourgeois, 1995

는 사실과 자신도 침실을 사용하는 부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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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편의 이미지들을 쉽게 볼 수 있게 한다. 동
시에 이 밀실에 더욱 심층적인 공간성을 유도
한다. 공간과 물체는 안과 밖이라는 동시개념
으로 작용하고 있다(박미화, 2000)
이 시기의 사용매체로 볼 때 기존의 매체들
로부터 멀어지고 새로운 매체를 계속 탐색하면
서 분리와 새로움의 두 매체 사이를 오가는 자

그림 16. <거미 Spider>

아성장과정이 엿보인다. 신체가 자란 아동이

청동, 326.4×756.9×706.1cm,
Louise Bourgeois, 1996

더 넓은 세상으로 이행하면서도 대상에 대한
정서를 기대하는 양가성이 작가의 상처를 실제
적으로 재현하고 작은 자신과의 대면은 과거의

실 짓는 여인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경의의

상처가 공존하는 양가성이 구조화되어 가는 것

표시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엄마로서의 자신

으로 볼 수 있다.

에게 바치는 것이기도 하다(임현숙, 2002). 물론
이 동물은 부르주아의 조각 작품에 자주 등장

제 6기 (1996-2010)

하고 있는 직물과 태피스트리(tapestry)의 세계

: 대상항상성의 단계

와 연관이 깊다. 노동의 상징이면서 어머니를

: 청동, 부르주아가 직접 쓰던 천 조각, 바늘,

나타내는 거미는 결국 9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을 걱정하는 작가 자신의 자화상으로

실, 옷

도 보인다.
1990년대 초기부터 시작한 거미작업, 그림

1996년부터 부르주아는 바느질 작업을 봉합

16은 일생동안 복구하고 재 저장하고 다시 기

과 치유의 상징으로 보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우는(바느질) 것으로 보낸 그녀의 어머니의 상

천은 촉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한 땀 한 땀

징이다(Marcade, 2000). 그림 16은 높이 6-7미

반복해 나가는 바느질 작업은 자신의 상처를

터에 달하는 대형 브론즈 작품으로 그림 9가

되돌아보게 하여 갈등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

아버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이라면 그림 16

다. 그녀의 바느질 작업 또한 과거의 정신적

은 어머니와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부르

외상(trauma)을 반복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었

주아에게 있어 아버지는 상처와 억압을 주는

다. 태피스트리(tapestry) 공장의 유년의 기억은

존재였으나, 어머니는 참을성 있는 이성적인

이제 천을 꿰매는 작업으로 연결된다. 꿰매는

사람으로 정신적인 친구였다. 이러한 어머니를

작업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작

자신의 실을 직접 자아내면서 보호 구역을 만

가에게 매우 긍정적인 작업 방식이 되었다. 섬

들어 가는 거미에 비유하였던 것이다.

유 등 부드러운 재질(soft matiere)은 단순한 재

그녀는 “나의 절친한 친구는 어머니였고 어

질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마티에르 자체가 중

머니는 마치 한 마리의 거미처럼 지적이고, 인

요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인 하나의 표현매체

내심 있고, 깨끗하고, 쓸모 있으며 합리적이며

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성의 감수성과 경험을

꼭 필요한 분이었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방어

표현하는 생명력 있는 미술수단으로 재평가된

할 수 있는 분이셨다.”고 말한다. 자신의 어머

바느질 작업은 완전하지 않은, 천 조각을 이어

니에 대한 추억에서 제작된 이 작품은 거미는

붙여서 색상이나 형태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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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경험된다. 바느질을

19

에 의해서이다.

통한 정화와 자신의 인생의 조각을 직접 한 땀

“이 커플을 한 젊은 소녀가 보고 있다. 그들

한 땀 잇는 작업과정은 화해와 회복, 상처의

은 싸우고 있는 걸까? 서로를 탐닉하는 걸까?

치유를 상징하며 상처를 손으로 직접 어루만지

아니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듯 바느질을 통해 인간관계의 다양한 모습들

한다는 건 내가 아직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한 감동적으로 표현해냈다. 이 시기에 부르

서로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주아는 이전에 보여준 강력한 에너지와 공격성

에게서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나이였

이 소거되고 매우 여성적인 저력을 보여주고

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정신적 외상(trau

있는 것이다.

-ma)적인 경험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의 질문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여자들은 모두 바

인 것이다. 내 작업에서 탐구되는 생리적인 문

늘을 사용했다. 나는 항상 바늘에 대하여, 바늘

제들은 바로 이 젊은 소녀가 겪는 문제들이다.

의 마법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있었다. 바늘은

나의 정신적 외상(trauma)들은 내가 결혼하기

훼손된 것을 치유하는 데 쓰인다. 이는 용서를

훨씬 전에 일어났다. 그것들은 내가 십대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Bourgeois; quoted

때의 일이다. 그 때의 나는 결혼한 남자에게

in Christiane Meyer-Thoss, 1992: p53)

끌렸었는데, 이것은 사실 치명적이며 위험한

그녀에게 바느질은 단순한 ‘복원’의 차원만

상황이다. 만약 당신의 자긍심이 낮다면 아마

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기억과 현재를 연결하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려

는 매개체이며, 희망과 치유의 상징적 도구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남자들과 사랑을 하거

서 작용하는 것이다.

나, 혹은 결혼한 소녀들을 질투할 것이다. 이

커플(Couple)시리즈를 통하여 안고 있는 남

장면을 보고 있는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녀의 신체를 표현하였다. 어린 시절 감당할 수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그는 그녀 곁

없는 성적 환상은 이제 천과 바느질로 따뜻하

에서 머무는가?”(Jerry & Asbaghi & Bourgeois,

게 표현되고 있다. 그림 17에서 우리는 성교를

1998)

연상하는 동시에 성교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이 글에서 커플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는 바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재료와 창작방법

로 부르주아 자신이며, 이 소녀의 질문은 부르
주아 자신의 질문이다. 부르주아의 이런 발언
은 부르주아와 아버지, 그리고 세이디(Sadie)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커플시리즈는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에
서 서로에 대한 보듬어줌, 쓰다듬는 쪽에 더
가깝다.
그녀가 반복적으로 회상하고 작품의 주제로
끌어내는 유년 시절의 기억 속에서 낡고 훼손
된 태피스트리(tapestry)의 수선과 복원은 손상
된 태피스트리(tapestry)를 복원하듯 자신의 가

그림 17. <커플 The Couple>
48.3×15.9×15.2cm, Louise Bourgeois, 2001

족사에 암울하게 드리웠던 상처들을 드러내고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바느질의 특성에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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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다.

이면서도 바늘로 상처를 꿰매서 치유가 가능하
며, 실(thread)은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의미한
다.

그림 18.
<당신은 왜 그렇게 멀리 달아났습니까?
Why have you run so far away?>
분홍색 천 조각들, 바느질
25.3×33×25.3cm, Louise Bourgeois, 1999

져 버릴지 모르는 불안을 내포하며, 아버지와

그림 19.
<나를 버리지 마세요
Do not abandon me>

정부의 불륜을 묵인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Louise Bourgeois, 2000

그림 18은 엉성한 바느질로 언제 실밥이 터

애증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무력한 태

따라서 ‘모성’의 주제는 그림 19에서 다시

도, 아버지의 부정은 소녀에게 무책임한 어른

재현되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좋은 어머니를

이었다.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표현하고 있다. 탯줄로 연결된 어머니와 아이

분노는 어머니의 머리를 자르고, 폐기되었던

모습으로 출생 후에도 끊어짐 없이 지속적으로

어머니의 형상을 분홍 누더기 천을 기워 만들

이어지는 모자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병속에 보

었다. 마치 오래된 태피스트리(tapestry)를 수복

관함으로써 상처적임에도 소중하고 그것을 다

하는 것과 같은 이 과정을 통해 폭력적으로 잘

룰 수 있는 관찰자의 위치를 나타내어 준다.

라낸 어머니의 두상을 수선하면서, 공격성의

그림 20은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이 잘려진 어

표출과 상실과 보상을 통해, 그리고 어머니의

머니와 성한 한쪽 다리에 매달린 아이의 모자

무력함의 용서와 이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상이다. 이 작품은 분명 잘려진 팔과 다리를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이 노골적이고 거친 표현

이용해 손바느질하여 아이를 만든 것이다. 이

에도 불구하고 사용했던 재료들은 낡은 타월,

는 과거 부르주아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어머

꽉 끼고 신축성 있는 면(綿), 매트리스 커버, 닳

니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아픈 엄마는 아

아 해진 태피스트리(tapestry) 등 사람들이 집

이에게 나쁜 엄마일 수 있고 그것은 유리병에

에서 사용했던 친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갇혀 있는 세상과의 단절을 나타낼 수도 있다.

것들이다. 부드러운 조각난 천을 하나하나 손

그림 21 역시 모성애를 다룬 작품으로 어머

바느질로 연결하면서 부르주아의 마음 뿐 아니

니의 배가 아닌 그물망에서 짜여 지는 아이를

라 어머니의 상처까지 보듬어 주는 느낌을 갖

표현한 것이다. 고립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게 한다. 이때의 봉제 인형은 상처 받은 자신

이라는 그녀의 어린 시절 상처로부터 유래하는

을 투사한 것이며, 바늘(needle)은 찔리면 고통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정영인, 2008).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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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게 하는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존재로의 재
탄생을 위한 자기 치유를 향한 일종의 행위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매체를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며, 일관된
주제와 방식이 유지되는 과정과 크기에 구애받
지 않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주제와 편안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 안에 확고한 개
별화와 대상항상성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Ⅳ. 연구결과

그림 20. <엄마와 아이 Mother and Child>
52.1×35.6×35.6cm, Louise Bourgeois, 2001

매체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
한 것은 상처적이고 부정적인 기억들을 천과
바느질이라는 작업과정으로 작지만 강한 이미

부르주아의 작업과정에서 매체의 변화를 볼

지로 승화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시기의 작품은

때 심리발달의 초기에는 회화재료를 사용하면

충분히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

서 자신의 과거의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다.

변화이전의 단계로 일상적인 미술재료를 사용
하였다. 이후에 부드러운 재료와 신체가 하나
가 되는 경험을 통해 서서히 매체와 심리적인
공생관계를 이루어낸다. 이러한 매체와의 연합
의 과정에서 심리적 힘을 얻은 작가는 연습기
의 유아의 운동기능이 활성화 되는 것처럼 자
신을 실험하고 보다 주체적으로 도전하는 방법
으로써 매체의 변화가 생기는데 자신의 힘을
실험할 수 있는 대리석, 석고 등의 단단한 재
료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면서 발달과정을 거
치게 된다. 이 후 주체적인 작가는 이전의 경

그림 21. <짜여 지는 아이
The Woven Child>

험한 매체를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매체를 탐색
하는 재료와 분리와 다시 재경험하는 것을 보

천, 스틸, 유리, 나무, 혼합재료,
177.8×88.9×53.34cm, Louise Bourgeois, 2002

여주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단단함, 유연함,
정형적인, 또는 비정형적인 매체를 자유롭게

바느질 표현은 절단과 봉합, 상처와 치유의

사용하였다. 이 도전과 탐색의 과정을 거친 작

반복을 은유하는 표현 기재로 사용되었다는 것

가는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소화 가

을 알 수 있었다. 바느질 표현은 그 자체가 상

능한 바늘, 실, 천의 매체를사용하게 되는데 상

처 또는 흉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봉합과 치

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방식을

유의 노력을 의미하고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

자율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서 봉합기술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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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르주아 작품의 매체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
심리발달
단계

시대별 특징

매체

부르주아 작품에 사용된 매체 변화

캔버스, 유채, 잉크,

부르주아의 개인적 취향, 기분 상태, 생각, 관심사 드러
남. 그녀에게 있어 드로잉 펜은 어렸을 적부터 손에 익은

자폐

제 1기

린넨, 나무,

단계

(1939-1952)

채색도구
(회화재료)

도구: 생각과 사고에 무의식적 접근하기 좋은 재료, 자신
과의 의사소통을 섬세하고 예민한 표현 가능.

내면의 변화
과거에

속박된

주제를

아직

매체와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으로 사용
하는 자신의 자폐적 상
태.

형태가 고정되지 않은 가변적인 부드러운 매체.
공생

제 2기

라텍스, 석고,

단계

(1959-1963)

옷(부드러운 매체)

→ 재료 그 자체로 위안을 주는 특별한 대상: 그녀의 감

재료와 신체가 하나되는

정표현 욕구를 자극, 자연스러운 퇴행.

경험을 통해 자신과 매

손자국으로 자신의 신체의 생생한 흔적을 남겨놓음. 일상

체가 공생하는 작업과정.

성, 유연성, 우연성, 부드럽고 느슨함(Soft Sculpture)
내재된 공격성과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
→ 강한 에너지를 필요로 함.: 두드리고, 작은 조각으로
제 3기
(1968-1970)

라텍스, 석고, 청동,
파티나, 대리석,

떼어보는 여러 가지 강한 조각활동 통해 스트레스 해소
(입체적인 재료 → 새로운 사고 자극)

금속(딱딱한 매체)

↓
작품을 통한 구체적인 이미지와 묘사에 의한 내적 세계
연습기의 유아가 발달하

를 쉽게 인식, 자아상 창조.

는

연습
단계
석고, 라텍스, 나무,
제 4기
(1970-1989)

(형태와 재료상의

대상에

실험하는 것과 같이 작

→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함: 안전

가의

한 울타리인 남편의 사망으로 그녀 내면의 갇혀있는 아

단단하고 다양한 매체사

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함.

용에

아버지의 파괴: 라텍스, 천으로 인한 인체 느낌.

통해 자신의 상처의 주

천, 섬유, 대리석,
고무

운동기능을

상처와 억압을 받았던 부르주아

↓
양쪽의 손가락을 쥐어짜는 듯, 휘감고 있는 모습.

강력한
실험하는

에너지를
단계를

된 대상을 반복해서 바
라보고 탐색하는 과정.

덩어리 아래의 난도질 자국 (공격성, 폭력, 감정의 분출)

단일성을 거부)

↓
이 전체의 과정이 아버지, 성에 관련된 것만이 아닌 추상
적인 다양한 인체 부분으로의 관심이행: 대리석 외에도
고무와 같이 휘기 쉬운 유연한 재료로 다양한 주제를 다
양한 매체로 표현.

나무, 대리석, 스틸,
유리, 천, 금속,
거울, 석고, 플라스
재접근

제 5기

틱, 모래시계,

단계

(1990-1995)

화구박스,
작은 수첩들,
유리조각, 동전 가득

자신의 상처를 객관화,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어릴
적 기억들을 다양한 재료를 사용, 구조화함: 갖가지 물건
들을 작업에 함께 사용.
→ 실험적인 재료들이 사용되는 것에 있어 ‘유용성’, ‘재
료 친숙도’, ‘통제 능력’ 이 증가됨.

기존의 매체를 사용하지
만 그것들로부터 멀어지
려 새로운 매체를 계속
탐색하면서 분리와 새로
움의 두 매체 사이를 오
가는 자아성장과정.

유리병 등
자신의 실을 직접 자아내면서 보호구역 만들어내는 스스
로 방어할 수 있는 어머니, 모성을 표현 : 청동을 사용하
여 위압적인 대형 브론즈..
대상
항상성의
단계

제 6기
(1996-2010)

청동

↓

↓

모두 집에서 직접 쓰던 물건들의 천 조각으로, 자신의 유

부르주아가

품이 될 물건들을 작품으로 만들며 세상을 마감할 준비:

직접 쓰던 천 조각,

내면화된 고통의 삶과 상처 그리고 잔인한 기억을 뚫고

바늘, 실, 옷

바느질하는 과정을 반복, 치유를 위한 노력.
* 철, 실과 바늘 - 어린 시절 가업 ‘복원’ 기능.
* 바늘이란 봉합, 치유를 상징하는 긍정적 요소..
* 조각 천을 이어 붙이는 과정, 인내와 수용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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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매체를 선택하고 자율적
으로 소화 가능한 매체
를 사용하고 일관된 주
제와
과정.

방식이

유지되는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작품변화과정과 내면적 치유과정의 연관성 - 미술치료의 매체, 주제, 크기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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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르주아 작품의 주제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
심리발달
단계

시대별 특징

주제

<무제>

부르주아 작품의 주제변화

출산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

내면의 변화
실제 집과 출산의 이미
지를 통한 모성발견으

자폐

제 1기

단계

(1939-1952)

- 심리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여성으로서의 제한성 인
<집=여자>

식(갇혀있는 집의 여성으로 표현): 개인의 기록에서 비
롯된 이미지, 자의적, 주관적.
여성의 속박 받던 갇힌 집.

로 들어가는 자폐적 단
계로 자신의 개인 문제
중심에 갇혀있고 집중
되어 있음.
심리내면안의 거주지를

공생

제 2기

<굴집>

↓

마련하는 것은 모성과

단계

(1959-1963)

시리즈

미분화상태의 덩어리 형태의 굴집(위험한 순간 얼마든

공생하고자 하는 개인

지 탈출할 수 있는 은신처)

의 욕구와 관련됨.

모성에서 성으로 이행.
아버지에 대한 분노 + 남편과 아들들에 대한 모성본
<작은 소녀>
제 3기

능(공격성과 상반되는 부드러움이 페니스에 내재함을
강조, 여성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극도의 섬세한 것이
라 표현)

(1968-1970)

↓
<개화하는 야누스>
<나이프여인>

연습

제 4기

은 과거 자신을 상처준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진, 직접적, 육체적인(physical) 여

애착 대상으로서 아버

성과 남성의 성적 대비, 갈등과 투쟁이 드러남: 남성

지이며, 이 대상에 대한

성, 여성성 공존 = 양성구유이미지.

주제를 반복적으로 시

계속되는 남성성, 여성성의 공존(양성구유)과 상처 받

각화함으로서 이 대상

기 쉬운 신체 대한 관심의 표현.

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 자신의 울타리였던 남편의 사망 후, 자신을 방어하

에너지를 분출하는 실

기 위해 내면의 공격성 표출: 가부장적 권력에 대한

험적 대상이었음.

단계

<아버지의 파괴>

부르주아에게 연습대상

반란.

(1970-1989)

↓
<다리> <유방>

<밀실>
시리즈

부모, 언니 가족의 신체로의 관심 이행: 형태의 유연함
에서 보여 지는 성장.
신체가 자란 아동이 더
집의 뼈대 세우기(밀실 시리즈).

넓은 세상으로 이행하
면서 대상에 대한 정서

재접근
단계

를 기대하는 양가성이

제 5기
(1990-1995)

<붉은 방

- 가슴 아픈 기억인 엄마의 부재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작가의 상처를 직접적

(아이)>

공간(두려움을 유발하는 과거의 재구성으로 유년기 상

으로 재현과 동시에 여

실의 보상)

전히 과거의 상처가 공

: 개인적인 기억의 장치로 상징이 이용.

존하는 양가성이 구조

<붉은 방
(부모)>

되는 상황.
속박 상태가 아닌 적극적 창조자로서의 여성: 어머니

대상
항상성의
단계

<거미>

를 자신의 실을 직접 자아내면서 보호 구역을 만들어

과거 자신의 삶을 수용

시리즈

가는 거미에 비유.

하고 선택하고 자율적
↓

으로 통제하는 항상성

‘어머니’ 시리즈: ‘고통의 집’으로서의 어머니와 그 기

의 단계가 어머니와 아

억에 대한 애도, 떠나보내기.

이의 주제와 바느질로

- 용서와 화해 그리고 통합 봉합기술의 차원을 넘어선

보여짐.

제 6기
(1996-2010)

<당신은 왜 그렇게
멀리 달아났습니까?>
<엄마와 아이>
<짜여지는 아이>

자기치유를 향한 일종의 행위.

- 445 -

24

미술치료연구 제19권 제2호(통권 59호), 2012

표 4. 부르주아 작품의 크기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
심리발달

시대별 특징

크기

자폐

제 1기

가로, 세로 20cm

<무제> - 자신의 자전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크기가 제한되고 매체

단계

(1939-1952)

정도의 평면 작업

야기를 부담스럽지 않은 종이드로잉, 린넨에 채색하

도 정형적임.

단계

부르주아 작품의 크기 변화

내면의 변화

제한된 공간의 종이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며 작업.

공생

제 2기

단계

(1959-1963)

부피 50cm
안팎의
입체 작업

<굴집> 시리즈 - 평면의 속박 받던 집(은신처)의 제

자신이 안을 수 있는

한된 평면작업을 벗어나 3차적인 공간 내에서 피난

크기의 작업으로 작가

처로서의 집, 은신처를 제작하며 만질 수 있는 굴집

와 크기가 동일시되는

을 라텍스로 만들어낸다.

정도.

<작은 소녀> - 직접적인 성에 관련된 주제를 실제
제 3기
(1968-1970)

실제의 크기보다
과장된 2피트(ft)
정도의 크기

보다 더 과장된 사이즈로 표현
→ 자신의 외상을 드러내는 힘이 점차 생겨남: ‘바
라보기’가 가능. 조망수용능력이 생김. 다차원적인
접근이 가능해짐.(고리를 이용, 천장에 매달도록 고
자신의 에너지를 충분

안)

히 사용하고 도전하는

연습

<아버지의 파괴> - 성에 대한 관심이 작품 속에서

단계

단계로 매우 크거나 다

구체적이면서도 은유적으로 되어감: 가부장적인 아

양한 크기의 작업들이

버지에 대한 커다란 분노만큼 큰 사이즈로 분노를

이루어짐.

제 4기

폭이 거의

(1970-1989)

12피트(3.6m)

시각화하고 표현한다.
↓
<다리> - 아버지만이 아닌, 아픈 어머니 그리고 언
니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며 절단된 인체들을 다양
한 재료로 다양한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표현.
실제 방 사이즈와 흡사한 크기를 재현하며 표현.

3m-4m 실제

<붉은 방(아이)> - 부르주아의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이전의 작업보다 더 크

태피스트리(tapestry) 가게의 모습.

고 실제의 방의 크기와

<붉은 방(부모)> -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를 화해하

작은 자신과의 대면이

는 침실의 재구성.

기도 함.

재접근

제 5기

방 사이즈와

단계

(1990-1995)

흡사한 크기를
재현

→ 내면의 심층적인 감정을 실제의 공간으로 표현.
거대해진다 (옥외설치)
대상
항상성의
단계

제 6기
(1996-2010)

7m 정도의
거대한 작업
(옥외설치)

<거미>시리즈 - 어머니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애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도하며 7m정도의 거대한 거미 작업.

자신에게 의미 있는 주

↓
<엄마와 아이> <짜여지는 아이> - 어머니에 대한

제와 편안함과 일관성
을 유지함.

기억에 대한 바느질 입체와 다시 평면 작업.

적 거주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공생적 연합이

주제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

작업의 중심주제가 된다. 다음 단계에서 작가
초기에 부르주아는 과거의 집과 출산, 모성

는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애착대상을 살펴

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상처를 직접적으로

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데 중심대상이 아

드러내는 개인문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버지이고 이 대상을 반복적으로 시각화함으로

이후 직접적인 형태보다 의미적인 모성과 심리

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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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후 부르주아의 작업주제는 개인의 아

예술을 창조하려는 요구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

버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작가의 소망을 함

누구인가를 표현하려는 요구로부터 뿐 아니라

께 드러내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것은 삶의 상

외부 대상들과의 관계를 완성하려는 요구로부

처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면서도 그 상처

터 나온다고 한다. 예술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를 치유하고자 하는 양가성을 담아내게 된다.

표현된 기억들은 모두가 행복과 연관되어 있지

마지막 단계에서 작가의 주제는 자신의 삶을

는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 겪은 절망감, 충격

작가만의 방식으로 내면화하는데 상처적인 삶

적인 사건, 가족과의 문제, 불운한 삶, 학대 등

에도, 삶을 살만한 것이라는 치유적 모성의 주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고 지워버리고 싶은

제를 표현하기에 이른다.

기억을 예술작품을 통해 표현하기도 한다. 그
것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

크기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

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마음의 치유와 용서 등
을 하게 된다. 부르주아는 어린 시절 겪은 부

초기단계의 부르주아의 작품의 크기는 매우

모로부터 받은 정신적 외상(trauma)과 충격, 가

제한되고 그에 맞는 정형적인 매체를 사용하였

정환경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을 재료, 창작과

다. 이후 작품크기는 자아성장의 크기에 비례

정,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고 치유하고자 하였

하여 자신이 안을 수 있는 크기로 변화되었고

다. 미해결된 감정이나 기억들은 모두 작가에

이것은 크기가 곧 심리적 반경과 연결 될 수

게 예술적 기록으로 남게 되고 선명한 회고로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단계에서 작가는 자신

서 심리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의 넘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도전할만한 크기

다. 이 발달과정은 예술매체, 주제, 크기의 변

를 실험하게 되는데 몸 전체를 움직여야 가능

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 매우 큰 크기의 작품과 많은 에너지를 필요

첫째, 예술작업의 매체에 있어서는 어렸을

로 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후 부르주아는

적부터 손에 익은 드로잉 펜을 시작으로 자신

매체의 크기를 실제크기로 확장하고 자신만의

의 흔적을 남겨 놓기도 하고, 내재된 공격성을

공간을 작가 또는 관객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표출하는 강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크기로 작품의 커지는데 이러한 확장은 자신을

두드리고, 떼어보는 여러 가지 조각활동을 통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식적인 직면이라고 할 수

해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매체의 크기가 다시 작

분노를 작업과정으로 승화하면서 자신의 상처

아지는 것은 확장의 반대로서 위축을 의미하는

를 객관화, 대면할 수 있는 힘이 그녀에게 생

것이 아니라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에게

기며 어릴 적 기억들을 갖가지 물건들을 함께

의미가 있고 자신의 신체와 경험, 편안함과 맞

사용하며 재료를 통제하며 집에서 쓰던 천 조

는 것을 찾아낸 것이었다.

각으로 세상을 마감할 준비하며 천을 이어 붙
이는 과정에서 훼손된 대상관계 또한 재구성하

Ⅴ. 결 론

였다. 이후 펜 작업에서 커다란 방을 만들어내
는 설치작업까지 이러한 부르주아의 작품과정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는 그 작가의 개인사

에 있어서의 매체에 다른 작업방식의 변화는

와 정신세계와 예술적 신념을 알 수 있으며 깊

그녀의 내적 변화의 발달과정과 매우 깊은 연

은 내면의 세계를 느끼게 된다. Bayles(2001)는

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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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제 면에서 부르주아는 심리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모습, 그

상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그만큼 자아의 힘이
강해졌음을 볼 수 있다.

리고 출산하는 자신의 모습을 모성으로 표현하

상처를 미술 매체를 통해 작업 과정을 통해

며 개인의 기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초기에

펼치며 카타르시스(catharsis)를 경험하고 스스

는 자신의 출산, 프랑스에서 미국으로의 이주,

로를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것은 미술이 가

그 당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조금씩 자신

진 치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미술치료는

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며 점차 속박되어

이러한 미술을 매개로 내담자의 건강성에 기여

있던 갇힌 집의 표현에서 미분화된 덩어리 형

한다. 모든 예술가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태의 굴집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후기에는 속박

아니고 미술치료현장의 내담자들이 모두 심각

상태가 아닌 적극적인 창조자로서의 여성, 거

한 문제를 가진 개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로 표현되어졌다. 이 후 굴집은 관객들과 함

자기인식을 창작과정을 통해 치열하게 함으로

께 소통하고 볼 수 있는 실제의 집으로 바뀌게

써 자기치유과정을 경험한 사람들과 예술가의

되었다. 이것은 집과 개인적인 상처의 주제들

미술 치료적 접근의 연구는 미술치료에서 “미

이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술”의 재료, 창작과정, 작품이 창작하는 개인의

상처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치 아이가 청소년

심리 변화와 발달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부르

기를 거쳐 성인기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주아의 작업과정에서 드러난 매체, 주제, 크기

재고하고 바라보는 심리적 성장과 통합의 과정

의 변화과정에 따른 치유적인 과정을 통해 여

임을 알 수 있었다.

러 작품들을 연대기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셋째, 예술작업의 크기 면에서 부르주아의

이며 그에 따른 미술 치료적 접근도 더 다양한

두 아들 출산, 그리고 미국으로의 이주 후 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렸던 평면적인 드로잉으로 시작하여 나무를 조

이런 가능성들을 제시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

각하거나 조합하고 쌓아서 어떤 존재들을 만들

면서 앞으로 많은 미술치료사들이 작가와 작품

기 시작했다. 라텍스를 이용하여 굴집, 은신처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심도 깊은 연

를 만들며 결합하는 덩어리감이 있는 작업들

구들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어졌다. 평면이었던 종이 작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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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of Louise Bourgeois' Work Change
Process and Internal Healing Process
- Focusing on Media, Topic, Size of Art Therapy -

Choi, Hye-Won

Gil, Eun-Young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from the viewpoint that authors can go through internal healing process through their
works jut as interviewees undergo internal healing process through creation in an art therapy. Among them,
this researcher looked into the correlation of change process and healing process revealed at artist, Louise
Bourgeois' works focusing the changes of media, topics and sizes. At Louise Bourgeois' works, various
media such as drawing pen, latex, marble, soft cloth etc. were used to express aggressiveness, relieve stress,
and create a firm self-portrait of internal world. At the initial stage, a topic was expressed as a woman
psychologically suppressed, Bourgeois' image was expressed as an metaphorically locked house and a cave
house in a form of undifferentiated mass, while at the later stage, it was changed as rich and various
women as an active woman not in restriction. In the aspect of size, as various media were used in paper
work in plane, her viewpoint for the past and internal change process was more widened, and at the later
age, it was changed as a form of larger volume and mass through spider work and secret room series, and
a form of realistic and overwhelming scale and gigantic size. Also through the author's recollection,
interview to the work process and work, the power revealing her trauma, which can be also be associated
with internal growth. Thus at Louise Bourgeois' creative work, a healing process through art own role to
consciousness-raising trauma and emotions, and get an insight into them and healing process through art
appeared at the change of media, topic and size, which can be seen as a clue for an interviewee to
experience internal healing process and through creation and look into through a work.
Key Words : Art Therapy, Media, Topic, Size and Hea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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