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기전환기 빈 회화 속의 육체와 성*

－ 클림트와 쉴 의 그림을 심으로 － 

이 재 황 (성신여 ) 

Ⅰ. 들어가는 말 － 세기말 풍경 

유럽 문화사에서 종종 ‘세기말 Fin de Siècle’로 일컬어지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의 세기 환기1)는 ‘벨 에포크 Belle Epoque’, 즉 돌이켜 보면 말 그
로 ‘좋은 시 ’ 다. 19세기의 80년  반에서 1차 세계  발발 시 까

지 약 30 년간2)에 걸친 이 시 에 유럽은 1870/71년의 로이센과 랑스 간
의 쟁 이후 이례 으로 비교  오랜 기간의 평화와 번 을 렸다. 독일에
서 이 시 는 최후의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통치 기간인 소  ‘빌헬름 시

’와 거의 일치한다. 일련의 획기  발명과 기술 신의 바탕 에서 철강 산

업과 화학 산업을 심으로 개된 산업 명 제 2의 물결이 발 의 근본동력

을 이루었다. 도시 외곽 공장 지  주변에 신도시가 형성되었고, 건강 문제
가 심각하게 두되어 그에 한 해결을 해 의학과 생학이 발 하 으며, 
아사망률이 떨어졌고 평균수명이 올라갔다. 이러한 발 과 오랜 평화로 인

해 인구가 폭발 으로 증가하 으며,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50-A00029)
1) 특히 데카당스, 상징주의, 신낭만주의 쪽에 초점을 둔 시대개념인 ‘세기말’과 달리 ‘세기

전환기’는 보다 폭넓고 중립적인 개념으로 자연주의, 인상주의, 아르누보와 같은 흐름들

도 포괄한다. Vgl. Dieter Burdorf u. a. (Hrsg.): Metzler Lexikon Literatur. 3. Aufl. 
Stuttgart 2007. S. 362. 

2) Sabine Haupt u. Stefan Bodo Würffel (Hrsg.): Handbuch Fin de Siècle. Stuttgart 2008.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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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빈의 링슈트라세

‘벨 에포크’의 진정한 모습은 우아한 복장의 신사 숙녀들로 넘쳐나는 화려
하고 활기찬 도시의 거리들[그림1]3)에서, 카페와 카바 에서, 콘서트홀과 
무도장에서, 아틀리에와 갤러리에서 개되었다. “엘 강스는 이 시 의 여신

이었고, 패션은 이 시 의 핵심 코드 다.”4) 물론 이 시 의 풍요와 결실을 

나 어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상류층 시민계 에 한정되었고, 여 히 인

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도시빈민층이나 농민층은 그러한 시 의 흐름에서 

소외되었다. 당시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20여 차례나 개최된 세계박
람회는 벨 에포크의 부신 성과와 낙  망을 압축 으로 보여주는 공간

이자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 목 지 다. 1889년 리 세계박람회
를 해 세워진 에펠탑은 당  철강 산업의 용을 과시하는 벨 에포크의 상

징물이 되었고, 근  올림픽의 부활도 그때의 일이었다. 그러다 1차 세계
과 함께 이 시 는 갑자기 막을 내린다. 그것은 “부르주아지가 부르주아지를 

3) 오스트리아의 풍자화가인 Theodor Zasche (1862-1922)의 1908년 그림으로 원제목은 

,Ringstraßenkorso‘. 
4) 빌리 하스 (김두규 역): 세기말과 세기초. 벨 에포크. 까치 1994.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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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만들어낸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 고, ‘길고 오랜 19세기’5)에 종지부를 

는 사건이었다. 
벨 에포크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한편에서는 퇴폐, 몰락, 쇠퇴, 종말 

등의 병 인 이미지와 부정  의식을 짙게 드리우며 데카당스 술 취향이 

만연하고 있었다. 당시 빈의 은 작가와 술가들의 부이자 매니  역할을 

자임했던 헤르만 바르 Hermann Bahr는 자신의 시 를 ‘데카당스’로 진단하
며 그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하 다. 데카당스는 첫째 “옛날 낭만주의가 그랬
듯이 다시 내면의 인간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것이 표 하고자 하는 것은 정

신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며 신경이다.” 둘째 그것은 “인공 인 것에 한 특

별한 애착”, “셋째 신비 인 것에 병 으로 집착하는 성향”, 그리고 끝으로 
“엄청난 것과 무한한 것에 한 한없는 동경”6)을 갖는다. 데카당스  취향의 

문학과 술은 이 게 고도의 미  감수성과 섬세한 신경망을 갖추고서 신경

과민 내지 신경쇠약의 징후, 자극에 한 과잉 반응, 극도의 피로, 권태, 무력
감을 드러내는 한편  더 새롭고 자극 이고 도발 인 것을 갈구하는 성

향을 보이며, 나아가 탈선 충동과 도착 인 성욕, 폭력  잔혹 취향, 추하고 
악하고 병든 것에서 쾌감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태도 등으로 발 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데카당스 개념은 필연 으로 술지상주의 L’art pour l’art, 유미주
의 Ästhetismus, 악마주의 Diabolismus 등의 개념에 근 하여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데카당스  상은 부르주아  시민 사회  그 가치 체계에 한 

거부와 항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된다.7) 진보사상과 진화론에 근거한 

5) Eric J. Hobsbawm: Das imperiale Zeitalter 1875-1914. Frankfurt/M. 2008. S. 15. － 영

국의 역사학자로 ‘19세기 3부작’을 펴낸 홉스봄은 19세기 개념을 확장하여 1789년에서 

1914년까지의 ‘장기 19세기 the long 19th century’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 시기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혁명의 시대’(1789-1848), ‘자본의 시대’(1848-1875), ‘제국의 시대’ 
(1875-1914)라고 부른다. 

6) Hermann Bahr: Die Decadence (1891). In: Hermann Bahr: Studien zur Kritik der 
Moderne. Frankfurt/M. 1894. S. 19-26. Zit. nach: Christian Brandstätter (Hrsg.): Wien 
1900. Kunst und Kultur. München 2006. S. 21. 

7) Monika Fick: Literatur der Dekadenz in Deutschland. In: York-Gothart Mix (Hr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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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주의  세계 , 실증주의 ㆍ합리주의  사고방식, 천박한 유물론, 성공
지향  생활태도, 인습 인 도덕 념, 통속 인 미  취향 등 시민  가치들

에 염증에 느끼는 데카당스 의 문인ㆍ 술가들은 ‘건강한 것’과 ‘병 인 것’ 
간의 가치 도를 통해 시민  세계와 립하 다. 그러나 그들의 반시민  

입장은 시민 사회의 오스러운 실에 해 극 인 항이나 극복의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문학과 술의 환상  수단을 통해 － 바르의 말 로 － 내

면 천착의 길로 나아가 실 도피  경향을 보 다. 
인간 이해에 명  변화를 가져온 쇼펜하우어8) 이후 신과 ‘피안 Jenseits’

을 상실한 인간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는 새로운 ‘피안’9)이 된다. 그곳은 이성
의 통제력을 벗어나 꿈과 무의식, 성  욕망과 충동 인 것이 지배하는 역, 
즉 맹목 인 ‘의지 Wille’의 역이다. ‘피안’은 곧 인간의 의식과 이성이 닿
을 수 없는 곳이며, ‘의지’란 몸 속의 근원  생명력 는 삶 에 지의 다른 

이름이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이 열어놓은 인간 이해의 새로운 지평 
에서 이제 인간의 신체와 성은 새로운 의미10)로 다가온다. 이러한 맥락 속에
서 데카당스를 비롯해 세기말의 문학과 술은 신체와 성을 주요 테마로 한 

Naturalismus, Fin de Siècle, Expressionismus. 1890-1918. München 2000. S. 220. 
8) 쇼펜하우어는 인간 이해의 중심적 개념을 ‘이성’ 대신에 ‘의지’로 보았다. Vgl. 졸고: 세

기전환기의 인간상 ‘호모 나투라’. 그 정신사적 고찰. 카프카연구 제17집, 2007. 183-185
쪽; 졸고: 세기전환기 독일어권 문학 속의 새로운 인간상 ‘호모 나투라’. 독일어문화권연

구 제18집. 2009. 51-52쪽.
9) Monika Fick, a.a.O. S. 223. 

10) 서양 합리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성 중심 철학의 절정을 이루는 헤겔 이후 쇼펜하우

어, 니체, 키에르케고르 등 반(反)헤겔적 경향의 철학은 이성과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

편적 인간이 아니라 구체적 신체를 가지고서 감정과 욕망 중심의 실존적 삶을 살아가는 

개별적 인간에 대한 강조로 기울어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의 20세기 실존 철학으로 이어

지는 반(反)합리주의의 새로운 전통을 형성한다. 그동안 정신, 의식 등에 눌려 거의 조명

을 받지 못했던 신체에 관한 철학적 관심은 19세기 생물학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진
화론, 세포학, 유전학 등 생물학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 연구의 중심을 정신

에서 신체로 돌려놓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이러한 인간학적 발

전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물질적 존재로서의 자연과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인간

의 자연인 신체의 의미를 통해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호모 나투라’)으로 거듭나게 됨

을 함의한다. Vgl. 졸고 2007, a.a.O. 175-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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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내면 탐색에 몰두하면서 미학  의 거 한 실험실이 된다. 그때 
심리학과 정신의학은 요한 연  학문으로 부각되어 긴 한 계를 갖는다. 
특히 체사  롬 로소 Cesare Lombroso의 법의학과 범죄인류학, 장마르탱 샤
르코 Jean-Martin Charcot의 히스테리  신경질환 연구, 지그문트 로이트 
Sigmund Freud의 꿈과 무의식 연구 등은 세기말의 인간학  념과 문화  

기후 형성에 결정 인 향을 미쳤고, 소  ‘신경 술 Nervenkunst’에 정신
병리학  ‘재료’를 제공해 주었다.11) 
본 연구는 이러한 세기말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빈의 두 화가 클림트와 쉴

의 그림들을 로 하여 세기 환기 회화 속에서 묘사된 인간의 육체와 성

의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Ⅱ. 관능적 표현 매체로서의 육체

서양 미술에서 인간의 벌거벗은 몸은 결코 새삼스러운 주제가 아니며, 오
히려 무도 익숙한 주제이다. 그러나 세기 환기의 미술에 이르러 인간의 육

체는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난다. 몸은 이제 본격 으로 성  표 의 상

이자 매체가 되었다. 물론 그 이 에도 － 컨  란시스코 고야의 ｢옷을 

벗은 마하 La maja desnuda｣(1800년경)[그림 2]에서처럼 － (특히 여성의) 육
체가 성  의미와 결부되어 표 된 들은 더러 있었으나 그것은 간간이 벌

어지는 해 닝과도 같은 것이었다. 세기 환기의 회화에서 인간의 육체는 비

로소 성  에 지가 충만한 을 맞이하는 것이다.
‘인류 최 의 비 스’라 불리는 구석기 시 의 나신상 ｢빌 도르 의 비

스 Venus von Willendorf｣12)에서 엿볼 수 있듯이, 문명 이  단계의 술에

11) Metzler Lexikon Literatur: a.a.O. S. 244. 
12) 1908년 8월, 도나우 철도 부설 공사 때 발견된 선사 시대의 여인상. 약 11cm 높이의 조

그만 돌에 유방, 복부, 둔부, 성기가 과장되게 조각되어 있으며, 현재 빈의 자연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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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옷을 벗은 마하

서 풍만한 육체는 성  

표 이라기보다는 다산

과 풍요의 상징이었다. 
세 시 에는 나체의 

표 이 경건한 신심을 

흐리는 이교도의 사악한 

매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 기시되었다. 나
체가 집 으로 술  

표 을 얻게 되는 근  이 의 시기는 기원  4-5세기의 고  그리스 시 와 

15-16세기의 르네상스 시 이다. 고  그리스 시 는 육체에서 미(美)를 발견
한 시기 고 르네상스 시 는 세의 어둠을 벗고서 고  그리스의 밝음이 

화려한 부활을 하는 시기 다. 이때 르네상스가 재발견한 육체는 고  그리스

의 미  이상을 범으로 하여 비례의 법칙과 균형의 미학에 따라 이상 으

로 재구성된 술  육체 다. 한편 바로크의 술에서 육체는 극 인 운동성

(루벤스의 )이나 시 인 깊이(렘 란트의 )를 얻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
게 변주된다. 
이와 같이 육체라는 소재는 결코 세기 환기 미술의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

었다. 그러나 세기 환기 미술에서 인간의 육체는 이 처럼 이상화된 아름다

움의 표 도 아니고, 육체 밖에 존재하는 다른 가치의 상징도 아니며, 인간의 
자연 ㆍ성  본성 자체를 드러내는 매체 다. 이처럼 육체가 이상화된 허울
을 벗고 그 본질  특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게 된 데에는 당 의 생물학  인

간 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한 그 시 에는 ‘성’에 한 폭발 인 심과 

성  소재의 폭넓은 문화  수용으로 인해 ‘성’을 표 하고 소화할 수 있는 

문화  토양이 가속 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성’은 이제 작가들마다의 양식
, 기법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시 의 술을 통하는 코드로 통용되었으

며, 인간의  다른 자연인 ‘죽음’과 불가분의 짝을 이루어 당  술의 가장 

에 소장되어 있다. 빌렌도르프는 오스트리아 크렘스 시 서남쪽의 도나우 강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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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테마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세기 환기의 미학  경향을 

표하는 화가로 구스타  클림트 Gustav Klimt(1862-1918)와 에곤 쉴  Egon 
Schiele(1890-1918)가 있다. 

Ⅲ. 구스타프 클림트 － 관능적 장식성 

빈 모더니즘의 화가 클림트는 이미 20 에 그 실력을 인정받아 빈의 심

도로인 링슈트라세 Ringstraße의 주요 건축물을 해 천장화  벽화 작업에 
참여하 다. 술 동지이자 사업 동료 던 동생 에른스트의 갑작스런 죽음

(1892)은 은 가로서 입지를 굳 가던 그에게 심각한 창작의 기를 안겨

주었지만 삶과 술에 한 깊은 성찰의 계기로 작용했던 것 같다. 수 년 간
의 침체와 방황에서 벗어난 그는 1897년 뜻을 같이 하는 은 미술가들과 함
께 이른바 ‘분리  Sezession’13)를 창설하여 역사주의로 경도된 보수 인 미

술계로부터 ‘분리’를 선언한 것이다. ‘미술아카데미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Wien’와 ‘미술가 회 Genossenschaft der bildenden Künstler Wiens’를 
심으로 한 빈의 보수 인 미술계는 통의 권 에 기 어 과거의 역사화된 

양식이나 모티 들을 모방과 충의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역사주의 양식이 

지배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른 나라의 새로운 술 흐름에 둔감하 고 은 

13)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 미술가연합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Österreichs’이다. 
‘분리파’라는 이름은 ‘평민 분리 secessio pleb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 ‘평민 분리’
란 고대 로마의 역사에서 귀족계급(patricius)의 강압적 지배에 불만을 품은 평민계급

(plebs)이 집단적 저항의 행위로 도시 외곽에 따로 거주지를 형성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이러한 ‘분리’의 정신에 따라 19세기 말 독일어권에서는 젊은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권위

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도권 예술과 결별하는 분리파 운동이 발생하였는데, 뮌헨 분리파

(1892)를 시작으로 빈 분리파(1897)와 베를린 분리파(1898)가 그 뒤를 이었다. 빈의 경

우, 대부분의 미술가들이 소속되어 있던 ‘미술가협회’(1861년 창립)가 협회 건물이자 빈

의 유일한 대규모 전시공간인 Künstlerhaus를 소유하고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진보적인 미술가들의 전시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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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외면하 다. 이에 미국의 미술사학자 칼 쇼어스
는 당시 클림트를 심으로 한 빈의 분리  운동을 가리켜 아버지 세 에 

한 아들 세 의 ‘오이디푸스  반란 oedipal revolt’14)으로 이해한다. 
제1회 분리  시회(1898)를 해 클림트 자신이 제작한 포스터 상단에는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칼로 르는 테세우스가 그려져 있다. 밝은 빛 속에 서 
있는 벌거벗은 몸의 테세우스가 은 세 를, 겁에 질려 동굴의 어둠 속으로 
피해 들어가는 검은 빛의 미노타우루스가 기성 권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아테네 여신은 제우스의 머리에
서 태어난 존재로서 순수한 정신의 화신이자 신성한 지혜의 상징15)이며 빈 

분리 의 수호신 역할을 맡고 있다. 분리  활동을 통해 클림트는 시회에 

참여한 외국 화가들의 수많은 작품을 직  하면서 큰 향을 받았고 자신

의 최근작을 선보 다. 
분리 의 첫 시회에 앞서 기 지인 베르 사크룸 Ver Sacrum(‘성스러

운 ’) 창간호(1898)가 발간되었다. 거기에 실린 클림트의 드로잉 작품 ｢
다 베리타스 Nuda Veritas｣(‘벌거벗은 진실’)[그림 3]에서 우리는 분리 와 클

림트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읽어낼 수 있다. 그림에는 머리채를 길게 늘어
뜨린 한 여인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한 손에 거울을 든 채 정면을 향하고 있

다. 여인은 바로 ‘벌거벗은 진실’의 알 고리  형상이다. 그녀는 신화에도 속
하지 않고 역사에도 속하지 않는, 오직 실에만 속하는  인간의 모습

이다. 그녀의 벌거벗은 몸 자체가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상단에는 
한 오폴트 셰퍼16)의 문구 “진실은 불과 같은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은 비추
고 태우는 것을 뜻한다”는 이  있다. 진실은 불처럼 타올라 실을 비
추고 거짓을 태우는 것, 클림트가 말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진실’이
라는 이름의 여인이 들고 있는 거울 역시 진실과 연 이 깊은 상징물이다. 여

14) Carl E. Schorske: Fin-de-Siècle Vienna. Politics and Culture. New York 1981. S. 
213-217. 

15) Gilles Neret: Klimt. Köln 2007. S. 18. 
16) Leopold Schefer(1784-1862)는 독일 작센지방 출신으로 당대에 매우 유명했던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작곡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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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 베리타스

인이 우리를 향해 들이 고 있는 진실의 거울은 우리 

자신 즉 ‘  인간의 진정한 얼굴’17)을 비추는 거울

인 것이다. 당시의 맥락에 비추어볼 때, ‘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거추장스럽고 거짓된 역사주의의 옷을 

벗어던진 알몸 그 로의 육체, 능  감각이 살아 꿈틀

거리는 인간의 자연이며, 바로 거기에 ‘벌거벗은 진실’
이 있다. 

‘진실’의 여인이 속한 진정한 실은 따라서 인간의 
몸도 함께 속해 있는 ‘자연’이다. 여인의 머리 뒤로 아
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덩굴무늬의 장식, 발치에 지를 
뚫고 올라오는 들꽃의 모습은 둘 다 생명력이 충만한 

을 상징하며 여인의 소속이 자연임을 말해주고 있다. 
여인은 곧 ‘호모 나투라’의 시각  재 인 셈이다. 덩굴
무늬는 통과 역사에서 차용한 역사주의의 진부한 장

식 신에 자연물을 양식화한 아르 보의 우아하고 산

뜻한 장식  하나이다. ‘새로운 술’을 뜻하는 아르
보는 분리  내의 클림트 그룹18)이 추구한 모던 스타일

로 기존의 통  양식 요소들을 버리고 물결, 소용돌
이, 불꽃, 식물의 기와 꽃, 잎과 덩굴, 백조, 공작 등 
자연에서 직  추상해낸 유려한 곡선 주의 장식성이 

풍부한 ‘선의 미학’을 주된 특징으로 하며, 독일에서는 

17) Carl E. Schorske: a.a.O. S. 215. - “(to show) modern man his true face”. 쇼어스케가 

빈 모더니즘의 대표적 건축가 Otto Wagner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18) 빈 분리파 내에는 클림트를 중심으로 하는 ‘양식주의파 Stilisten’와 엥엘하르트(Josef 

Engelhart)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주의파 Naturalisten’가 대립하고 있었다. ‘양식주의파’
가 아르누보를 선호한 반면, ‘자연주의파’는 대체로 인상주의를 지향하였다. 두 그룹의 

갈등이 결국 1905년 클림트 그룹의 분리파 탈퇴를 초래한다. 클림트 그룹은 클림트를 

따라 함께 분리파를 탈퇴한 자들을 말하며, Josef Hoffmann, Joseph Maria Olbrich, 
Koloman Moser, Carl Moll, Alfred Roller, Emil Orlik 등이 있다. Vgl. Hans Bisanz: 
Die Klimt-Gruppe. In: Wien 1900. a.a.O. S. 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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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 베리타스

‘유겐트슈틸’, 오스트리아에서는 ‘제체시온 양식’이
라고 불린다. 이후 클림트는 당시 랑스, 독일 등지
에서 유행하던 이 새로운 양식을 응용하는 수 을 

넘어서 비잔틴 모자이크 기법의 향으로 황 빛 바

탕에 기하학  무늬를 가미한 독자 인 양식, 이른
바 ‘황  양식 Goldener Stil’을 발 시킨다. ｢키스 
Der Kuß｣(1907/08), ｢아델  블로흐바우어의 상 I 
Bildnis Adele Bloch-Bauer I｣(1907) 등 그의 표작
으로 알려진 그림들이 거기에 속한다. 
채색화로 제작된 다른 버 의 ｢ 다 베리타스｣

(1899)[그림 4]에는 ‘자연’과 ‘진실’의 의미가 더욱 
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풍성해진 여인의 붉은 머
리채, 그 주 에 흩날리는 꽃들, 그 아래로 드러나 
보이는 젖가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 앙의 붉은색 

음모19)가 람자의 길을 사로잡는다. 그런 모습으
로 정면을 향하고 있는 그녀의 당당한 자세는 시민 

사회에 한 정면 도 처럼 여겨져, 실물 크기의 도
발 인 이 드의 여인 앞에서 당시 빈 시민들은 심

한 당혹감과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여인의 괴기

스러운 푸른 빛과 상기된 얼굴에서 우리는 그녀가 데카당스  세기말 술

을 풍미하던 요부형 여성상인 ‘팜므 탈’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의 발치
에는  다리를 휘감고 있는 뱀이 추가로 그려져 여인의 요부  이미지를 더

욱 강화하면서 이 그림의 성  상징성20)을 증폭시킨다. 그림의 ‘진실’은 바로 

19) 그동안 서양 미술에서 음모의 표현은 철저히 금기시되어 왔다. 고야의 ｢옷을 벗은 마하｣
가 최초로 음모를 분명하게 표현한 그림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이론이 있다. Vgl. 
http://wikipedia.de의 [Die nackte Maja] 항목. 

20) 예로부터 여러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온 뱀은 여기서 남근을 연상시키면서 여인의 육

체를 탐하는 남성의 노골적 성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팜므 파탈’로서 남성에게 치

명적 매력을 발산하는 여인 자신의 원초적 성욕을 가리키기도 하는 매우 복합적인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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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디트 I

그동안 억압되고 은폐되어온 인간의 ‘자연’인 육체와 성 본능의 세계를 선
 도덕이나 고루한 념의 허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그 세계의 근
본 원리인 에로스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에 있었다. 
클림트의 에로스 추구는 여성의 육체 탐

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탐구의 흔 은 4000
도 넘는 그의 드로잉에 생생히 나타나 

있다. 드로잉을 통해 그는 자 , 성교, 동성
애 등 여성의 온갖 비 스런 능  삶의 

순간과 몸동작을 포착해 나라하게 표

할 수 있었다. (쉴 의 경우와 달리 그의 

드로잉은 주로 회화를 한 연습용이어서 

결코 공개되지는 않았다.) 드로잉 자체가 
그에게는 성 생활의 일부로서 몸을 애무하

는 행 이자 육체 탐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기를 읽어보면 결혼을 하
지 않은 그는 평생을 여성들에 둘러싸여 

살았는데, 화실에서는 여성 드모델들과 

함께, 집에서는 어머니와 이들과 함께 지
냈다. 이와 같이 여성은 그에게 삶의 부
분이었으며 창작의 주재료이자 술  

감의 원천이었다. 드로잉에서의 직  성 

표 과는 달리 회화에서는 개 여성의 ‘성’이 다양한 장식과 함께 간 으

로 표 된다. 리 알려진 그의 그림 ｢유디트 I Judith I｣(1901)[그림 5]를 보
기로 하자. 
클림트의 소  ‘황  시기’ 기에 해당하는 이 그림은 성을 무기로 장

인 앗시리아군 장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벤 이스라엘 구국의 여걸 유디트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유디트는 마치 네크로필리아(사체애)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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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처럼 죽은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능  희열을 느끼는 엽기 인 분

기의 여성, 즉  다른 ‘팜므 탈’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목을 살짝 쳐들
고 입은 반쯤 벌린 채 게슴츠 하게 뜬 으로 람자를 도도하게 내려다보

고 있는 이 여인은 분명 － 작가는 맨 에 그녀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고 

빛 장식으로 그녀의 성스러움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긴 하지만 － 구약성서 

이야기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당 인 세기말 문화에 속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한쪽 가슴은 다 드러내고 다른 쪽은 베일 뒤에 가려진 그녀의 자극 인 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동안 유디트는 수백 년에 걸쳐 서양 문학과 술에
서 수없이 다루어진 소재로서 매번 결코 요녀가 아닌 성녀의 이미지로 그려

져 왔지만 이 게 정반 로 그려진 는 아마 처음일 것이다. 클림트는 왜 이
런 신성 모독을 감행하는 것일까? 그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야기의 맥락
을 떠나 바로 남자를 ‘죽이는’ 여자의 모티 이다. 
세기말에 ‘팜므 탈’형 여성상이 시 의 아이콘처럼 유행하게 된 배경에 

해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 향상, 신여성의 출  등 당시  커져

가는 여성 워를 으로 느낀 남성들의 과잉 방어심리가 빚어낸 상으

로 설명하는 사회심리학  해석21)이 지배 이다. 그것은 한 성 심리학  

측면에서도 이해 가능하다. 여성의 능  매력이 남성을 압도하는 치명  마

력으로 느껴질 때 남성이 그 힘에 항하면서 두려움과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거세공포 심리 는 그 힘 앞에 한없이 굴복하고 싶은 마조히즘  심리로부

터 여성의 능  힘을 극 화하는 환상이 래되고 그런 남성 괴  여성

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팜므 탈’은 남성 에고이즘 
내지 쇼비니즘의 산물이며 ‘자유주의  남성 자아의 기’22)라는 그 시 의 

사회문화  상황에서 유래하는 상으로 이해된다. 능의 극치를 향한 에로

스의 모험은 이제 그 숙명 인 도정에서 피할 수 없는 능의 덫에 걸려 타

나토스의 역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클림트는 ｢물고기 피 Fischblut｣(1898), 

21) Vgl. Gottfried Fliedl: Gustav Klimt. Die Welt in weiblicher Gestalt. Köln 1998. S. 
140f.; 이주헌: 클림트. 에로티시즘의 횃불로 밝힌 시대정신. 재원 2002. 56-61쪽. 

22) Gottfried Fliedl, a.a.O. S. 140; Carl E. Schorske, a.a.O. S.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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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 Bewegtes Wasser｣(1898), ｢물귀신 Nixen (Silberfische)｣(1899),   
｢물뱀 ⅠㆍⅡ Wasserschlangen IㆍII｣(1904-07) 등의 그림에서도 ‘팜므 탈’ 
유형의 형상들을 다양하게 변주시키면서 주로 물, 뱀, 수  등의 이미지와 결

합시켜 표 한다. 모두 서늘하고 휘어감는 특성의 이미지들이다. 
클림트의 에로스 모험은 여러 굴곡23)을 거쳐 후기에 들어서도 계속된다. 

다음 그림 ｢다나에 Danae｣(1907/08)[그림 6]는 그의 후기 작품세계의 한 단면
을 보여주는 이다. 황 비로 변신한 제우스의 사랑을 입고 웅 페르세우스

를 잉태하는 신화 속 여인 다나에의 육체가 화면 체에 가득하다. 잠자는 여
인의 가랑이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황 비가 마치 사출된 정자들의 돌진 

모습처럼 묘사되어 있고, 여인의 웅크린 자세는 태아를 연상시킨다. 이야기 
속에서는 신에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지만, 여기서 여인은 황 빛으로 신성

화된 남성의 성 물질을 마치 세례 받듯이 몸 체로 받아들이면서 무의식 상

태로 성  희열에 젖어 있다. 살짝 벌어진 입과 발그스름한 볼, 한 가슴

과 오그라든 손가락이 그녀의 흥분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신화  배경은 

외설 논란의 보호막일 뿐, 표 의 요체는 생명 형성을 한 에로스 작업에 온 

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인의 육체에 있다. 그녀의 몸 체가 성 기 인 셈이

다. 육체를 최 한 크게 표 하기 해 타원을 이룬 육체가 화면의 각선 방

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커다란 허벅지의 육감 인 살덩이가 람자의 시선을 

압도하는 가운데, 화면 아래 면의 어두운 베일 장식이 신체의 일부를 가리
며 그림의 강렬한 인상을 완화시켜 다. 둥그 게 몸을 말아 태아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인의 몸은 이제 여체에서 모체로 변화해갈 것이다. 이 그림에

23) 클림트는 1890년대 중반 시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소위 ‘학부회화 Fakultätsbilder’의 그

림들로 스캔들에 휘말려 다시 창작 인생의 고비를 맞게 되는데, ‘학부회화’란 빈 대학교 

신축건물 대강당의 천장화로 그려질 ｢철학｣, ｢의학｣, ｢법학｣의 알레고리 그림을 말한다. 
｢신학｣과 천장의 가운데 그림은 그의 사업 동료이자 친구인 Franz Matsch가 맡았다. ｢
의학｣의 초벌그림(1898)과 ｢철학｣(1900)이 공개되었을 때 교수진으로부터 격렬한 항의

가 제기된 이후 논쟁이 지속된 끝에 1905년 그의 그림들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클림

트 및 쉴레 등의 그림 스캔들에 대해서는, Vgl. Tobias G. Natter u. Max Hollen (Hrsg.): 
Die nackte Wahrheit. Klimt, Schiele, Kokoschka und andere Skandale. München u.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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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나에

는 타나토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는다. 에
로스가 여인의 몸을 그

릇 삼아 생명 수태에 기

여하는 장면을 오롯이 

그려내기 한 것인가? 
클림트는 여인의 음

부 자리 바로 앞에 작은 

막  모양의 검은색 도

상을 하나 은 히 세워 

놓았는데, 이는 그의 후
기 작품들 일부에서 즐

겨 구사되는 클림트 특

유의 에로틱한 기호로 남자의 성기를 상징한다.24) ｢키스｣에서는 이 남성  

기호가 여러 크기와 길이로 변형되어 키스 인 남자의 옷 체를 뒤덮고 있

으며, ｢아델  블로흐바우어의 상 I｣에서는 아델 의 풍성한 드 스 천 

에 곧추선 이 막  도상들 사이로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커피콩 모양의 도

상들까지도 함께 그려져 있다. 클림트의 장식은 이 게 에로티시즘과 연 된 

도상  기호들로 암호화되어 있어 독자 인 언어를 형성한다. 의 그림 ｢다

나에｣에서도 어두운 베일의 장식 천에는 동양풍의 둥근 빛 문양들이 보이

는데, 빛 원의 반쯤은 세포들로 연상되는 부분으로 채워져 있다. 세포들 
간에 핵결합과 핵분열을 하는 듯한 모습이 도상화되어 다나에의 몸 안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은유 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두운 
베일은 자궁 속의 어둠을 의미하는 것25)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클
림트에게서 장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그림과 깊은 의미 연 을 가지면서 

그의 상징주의  기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24) 마테오 키니 (윤옥영 역): 클림트. 세기말의 황금빛 관능. 마로니에북스 2007. 78쪽. 
25) 김홍섭: 클림트 예술의 에로티즘과 장식. 독일언어문학 제34집. 2006.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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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스의 여정에는 필연 으로 타나토스가 수반된다. 에로스가 생명과 육
체의 정을 가리킨다면 타나토스(죽음)는 그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육체
가 생명력의 불꽃을 태우며 정에 도달하는 에로스 최고의 순간들은  다

른 생명 탄생의 근원을 함축하는 동시에 그 불꽃이 사그라드는 육체의 종말

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나토스는 에로스의 그림자26)이다. 클림트의 여
러 그림들에도 타나토스가 － 개 해골이나 시커먼 어둠의 모습으로 － 나

타난다. ｢희망 I Die Hoffnung I｣(1903)에는 배가 불룩 튀어나온 나체의 임산
부 머리 에 해골이 그려져 있다. 생명을 잉태한 ‘희망’의 모습을 죽음이 내
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해골 의 괴물 같은 형상들은 질병, 가난, 악덕 등 생
명에 인 세상의 어두운 힘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다시 ｢키

스｣의 경우를 보면 에로스의 힘으로 한 덩어리를 이룬 남녀 형상이 벽 

에서 키스를 나 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 아래 심연으로
부터 이 에로스의 형상을 집어삼키려는 타나토스의 기운이 올라올 듯하다. 클
림트의 에로스 드라마는 이 게 타나토스와 맞물려 끝없이 굴러가는 흡사 윤

회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곧 탄생, 사랑, 죽음의 원한 반복만이 일
어나는 맹목  에 지의 세계, 바로 쇼펜하우어  ‘의지’의 세계27)이다. 

Ⅳ. 에곤 쉴레 － 도발적 육체성 

앞에서도 언 했듯이 인간의 육체는 고 로부터 미술의 주된 소재 다. 하
지만 세기 환기 이후로 육체는 더 이상 고귀한 혼을 담는 그릇이나 이상

화된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기의 괴로부터 출발하는  미술은 

종종 육체의 재  신에 육체의 해체와 분열로 나아가 피카소의 야만  가

면으로서의 얼굴이라든가 베이컨28)의 고깃덩이로서의 육체 등의 는 인간의 

26)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역): 저주의 몫. 문학동네 2004. 238쪽. 
27) Vgl. Carl E. Schorske: a.a.O. S.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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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빨간 수건을 두른 

남자 드 (1914)

형이상학  가치에 한 환상을 가차없이 깨
뜨리며 인간을 근원 인 본질로 환원시킨다. 
클림트, 코코슈카29)와 함께 세기 환기 빈 

회화를 표하는 쉴 의 작품세계도 유사한 

맥락에서 통 인 미의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 인 모습에 기 하고 있다. 
쉴 의 그림은 무엇보다도 자화상을 비롯

한 (반)나체의 인물화에서 새로운 경지에 도
달한다. 크로키식 드로잉에 뛰어났던 그는 
펜끝의 리함을 살려 인물들의 윤곽을 － 

개 가 드러나게 － 투박하면서도 날카

롭게 그려냈으며 때로는 성기와 음모 등 신

체의 은 한 부분까지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림 7, 8] 통 인 으로 볼 때 그의 

드화는 추하고 오스러운 인상을 불러일으

켜 음화로 취 되기도 하지만 묘사가 무 천연덕스러워 오히려 선정 인 느

낌을 주지 않는 편이다. 이 게 그려진 그의 인물들은 개 일그러지고 수척

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메마른 육체 역시 고통과 욕망의 흔 을 간직한 채 

뒤틀리고 과장된 몸짓을 하고 있다. 클림트에게서 인간의 육체가 성  본질을 

드러내고 있으되 여 히 아름다운 술  묘사의 상이라면, 쉴 의 육체는 

모든 통  아름다움의 범주를 벗어나 인간의 내  진실과 일치하는 일상

인 인간의 모습이다. 클림트가 나체의 인물들을 부분 비 실의 신화  공간 

속에 치시켜 상징  아우라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쉴 는 단조로운 일상  

공간 속에 치시켜 오직 육체만을 부각시킨다. 

28) 아일랜드 출신 영국 화가 Francis Bacon (1909-1992). 그는 인간을 철저히 그 바탕인 육

체적ㆍ동물적 존재, 즉 ‘살덩어리’로 환원시켜 그것을 기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의미 부

재, 구원 부재에 처한 현대인의 상황을 그로테스크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29) Oskar Kokoschka (1886-1980).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 한동안 쉴레와 함

께 클림트를 추종 하고 숭배하는 무리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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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앉아있는 여자 드 (1914)

쉴 의 인물화에서 공간  배경은 다수의 

경우 － 와 의 그림들처럼 － 일체의 장

식  요소나 부  상황을 철 히 배제한 

채 단색 평면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것은 일
상  공간의 단조로움을 극단 으로 표 하

기 한 의도로 보인다. 그에 따라 육체의 
각지고 구불구불한 윤곽선은 추상 이고 

성 인 배경과 선명한 조를 이루어 극 인 

표  효과를 얻게 되는 한편, 어떤 경우에는 
육체가 배경과 분리되어 공간 속에 떠 있는 

듯한 인상과 더불어 불안정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육체의 동작이나 표정을 발작 이고 신

경질 으로 보이게 하는 심리  효과를 자아

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단색 평면 배경은 
‘선’의 효과를 최 화하는 데 기여한다. 무엇
보다도 ‘선’은 인물들  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본질  수단이자 쉴  회화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며, 1910년 이후 그의 작품 세계를 지배하는 ‘과장과 굴  Überspitzung 
und Brechung’30)의 표  미학은 그 특유의 선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

된다. 
미술아카데미에서 수학하는 동안 클림트는 쉴 가 평생의 사표로 모시게 

될 우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결정 인 한 해 던 1909년31)을 거쳐 그 

이듬해에 이르러 20세의 청년 화가는 어느새 자신만의 스타일과 독자 인 세

30) Reinhard Steiner: Egon Schiele. Köln 2004. S. 27. 
31) 그해 4월 쉴레는 학교 동기 여럿과 함께 미술아카데미를 자퇴한 후 ‘신예술그룹 

Neukunstgruppe’를 결성했으며, 6월에는 클림트의 초청으로 빈에서 열린 제2회 ‘국제 미

술전 Internationale Kunstschau’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그 후 쉴레의 예술 세계는 크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Vgl. 장루이 가유맹 (박은영 역): 에곤 실레. 불안과 매혹의 나르

시시스트. 시공사 2010.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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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여 클림트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한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는 이 게 밝힌다. “3월까지 나는 클림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지
은 내가 그와  다른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32) 그의 독자 인 세계 

구축에는 자신의 내면 탐구 작업이 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몸을 수시로 거울에 비춰보기를 즐겨 했던 쉴 는 자기 찰과 내

면 탐구의 결과를 자화상으로 그려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에 걸려 28세의 
은 나이에 불의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10년 남짓한 창작 기간 동안 그
는－자화상을 1 도 그리지 않은 클림트와는 크게 조 으로－무려 100 도 

넘는 자화상을 그렸다. 클림트가 끊임없이 여성의 육체 탐구에 집착했듯이, 
쉴 에게 자신의 신체는 지속 인 찰과 성찰의 상이었으며 평생의 주제

다. 뒤러, 렘 란트, 고흐에 이르기까지 근 의 화가들은 자아 발견과 정체

성 탐색의 수단으로 수많은 자화상을 그려왔고, 그때 거울은 자기 찰의 필
수 인 도구가 된다. 거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자아상에 그들은 그리스도, 

, 웅 등 다양한 타자의 역할 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실험  시도를 하

기도 했지만, 역할 뒤의 자아는 궁극 으로 분열될 수 없는 개체로 인식되어 

왔다. 
이제 쉴 에게서 자화상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 

연출한 갖가지 독특한 표정과 자세를 온갖 기이한 모습으로 변형시킨다.[그림 
9와 10] 그 많은 자화상들은 화가의 개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입증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괴하는 모습으로 보이며, 자아의 통일성
이나 단일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분열가능성과 복수성을 시사하

는 몸짓처럼 여겨지는 것이다.33) 그러할 때 거울의 역할도 자아 인식의 수단
에서 자아 유희의 도구로 변화하며, 거울 이미지는 인식의 반 보다는 유희의 

재료가 되어 왜곡, 과장, 분 , 단, 생략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그 
결과 해체되고 재구성된 자아는 본래의 ‘나’로부터 분리되어 타자화되는 동시

32) Christian M. Nebehay: Egon Schiele. Leben und Werk. Salzburg / Wien 1980, S. 63. 
Zit. nach Reinhard Steiner, a.a.O. S. 30.

33) Vgl. Reinhard Steiner, a.a.O. 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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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벌거벗은 자화상 (1910)

그림 10: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올린 자화상 (1914)

에 ‘나’와 마주하며 묘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상의 ‘재 ’에서 ‘구성’으로 나아가는 모더니즘 미학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는 쉴 의 자화상들은 그러나 단순한 자아 유희나 신체 놀이 그 

이상의 것을 ‘표 ’하고 있다. 비쩍 마르고 뒤틀린 몸, 험상궂고 기이한 얼굴 

표정, 감 된 듯 삐죽 솟아오른 머리카락, 을 잃은 공허한 동자 등 특

히 반기의 자화상들에 자주 나타나는 형  특징들은 단지 꿈틀거리는 선

과 도발  형태, 얼룩얼룩한 어두운 색채가 빚어내는 신고딕 취향의 미학  

유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  불안 심리가 유희 으로 과잉 투

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 당시 불안, 공포, 기, 격정, 
히스테리 등 온갖 정신병리학  상들이 물처럼 분출되던 세기말의 문화  

환경 속에서  자아가 욕망과 좌  사이를 진동하며 일상 으로 겪는 고통

스러운 분열  경향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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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앉아있는 남자 드

보다도 자아 탐색에 열 했던 쉴 를 비롯해 빈의 탐미주의자들이 공유하고 있

던 나르시시즘  성향도 내재해 있다. 
자화상만이 아니라 다른 인

물들을 그린 그림의 경우도 크

게 다르지 않다. 다음 그림 ｢앉
아있는 남자 드 Sitzender 
männlicher Akt｣(1910)[그림 11]
를 보면, 인물의 형상이 사지의 
일부가 단된 토르소의 모습으

로 그려져 있다. 등신 로 그려

진 신체 체가 마치 거 한 상

형문자처럼 보이고, 얼룩지고 
굴곡진 피부는 불가해한 지도처

럼 보인다. 공허한 구멍은 야
수의 빛과도 같은 붉은 빛을 내비치고 있고, 성기는 흉한 털뭉치처럼 표
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두 다리에는 털이 촘촘히 돋아 있다. 우리에 갇힌 야
수처럼 육체에 갇힌 혼이 그 허울을 벗어버리려는 고통스러운 해방의 몸짓

으로도 읽 진다. 아니면 인간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원시  자아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 신체와 자화상의 신체는 본질 으로 구별이 어렵다. 쉴
의 모든 남성 드화, 나아가 풍경화를 포함한 그의 모든 그림은 ‘ 의 나

르키소스’인 쉴  자신의 자아가 확장되어 덧 워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말하자면 세계 체가 자아의 지평 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쉴
는 코코슈카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표  표 주의 화가로 이야기된다. 당
의 문학이론가인 울 하트바니 Paul Hatvani의 말을 빌면, “인상주의에서 
세계와 자아, 내부와 외부는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화음을 이루었다. 그런데 
표 주의로 넘어오면 자아가 세계를 침수시켜 버린다. 그러므로 더 이상 외부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주의자는 이제까지 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술을 

실 시킨다..... 이러한 엄청난 내면화 이후로 술을 한 제 조건이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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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래서 술은 이제 원 인 것이 되었다.”34) 쉴  그림의 표 주의  특징

은 ｢ 언자 Der Prophet｣(1911), ｢죽음과 소녀 Tod und Mädchen｣(1915/16),   
｢포옹 Umarmung｣(1917) 등 유화로 그려진 형 그림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곡되고 과장된 형태, 강렬하고 극 인 색채 비, 두텁고 거친 붓
터치 등이 그것이다. 
육체를 통한 내면 탐구에서 ‘성’은 핵심  의미를 갖는다. ‘성’은 내면의 

불과 같은 것으로서 인간의 내면 세계와 육체 생활을 지배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에 한 묘사에서 쉴 는 주로 여성의 벌거벗은 육

체를 집 으로 그렸다. 한때는 발육이 덜 된 소녀의 몸을 그리는 데 열 하

기도 했고, 기에는 친한 사이인 여동생 게르티를 모델로 세워 그녀의 

드화를 그리기도 했다. 여성 드화(세미 드화 포함)가 그의 체 작품에서 
수 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에 한 그의 심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 드화와 자화상은 쉴  회화의 근간을 이루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성’ 묘사의 특징은 육체의 능  동

작과 표정을 우아한 장식과 함께 그리는 클림트와는 달리 ‘성’을 변하는 육
체의 지 들인 입술, 유두, 성기, 음모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로 드러내 

그려낸다는 에 있다. 그는 그 민한 부분들을 쿠르베의 ｢세계의 기원 

L’Origine du monde｣(1866)처럼 사실주의 으로 정 하게 묘사하는 신 － 

선명한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 말하자면 표 주의 으로 

리하고 거칠게 묘사하 다. 기를 모르는 화가로서 쉴 는 자 행 , 성행 , 
여성동성애 등의 주제도 거침없이 다루었다. 그에게 ‘성’은 감추어야 할 것, 
은 히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상 인 

일부분으로서 굳이 감출 이유가 없는 것, 드러내서 함께 보고 느껴야 할 것이
었다. 감추고 억 를수록 ‘성’은  음지화되고 신비화되어 선 인 성 도

덕과 불건강한 성 문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잘 알려진 쉴 의 소녀 드화35) 한 이다. 비쩍 마른 몸매에 꽃

34) Zit nach: Reinhard Steiner, a.a.O. S. 18. 
35) 쉴레는 소녀들과의 관계로 인해 옥고를 치른 적이 있다. 1912년 4월의 일로, 그는 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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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검은 머리의 소녀 드 (1910)

망울처럼 피어 있는 입술, 가슴, 음부 
등의 성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묘사

되어 있다. 표 주의의 ‘효과  과

장’36)에 속하는 표   하나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녀의 아직 성긴 음
모와 그 으로 붉게 세로로 칠해진 

성기 부분이 우리의 길을 사로잡는

다. 람자의 시선은 거의 본능 으로 

어느새 ‘성’의 심부에 가서 닿아 있
는 것이다. 다리를 쩍 벌리고 있는 여
러 의 드화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인상 인 것은 자신의 몸을 

보고 있는 람자를 향해 무얼 보냐는 

듯이 아무 지도 않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소녀의 천진스러운 동자이다. 
거기엔 어린 나이에 풍 를 겪었는지 

다소 지치고 슬퍼 보이는 빛도 함께 

들어 있다. 어깨에 놓인 거무튀튀하게 일그러져 괴이한 느낌을 주는 두 손이 
그녀의 고단한 일상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클림트의 귀부인들과는 달리 쉴 의 여인들은 거의 모두가 이 게 힘겨운 

일상의 환경에 속하는 평범하거나 비천한 존재들이다. ‘성’은 그 일상의 일부
일 뿐 특별한 의미나 상징성을 부여받지 못 한다. 안 그래도 노골 으로 ‘성’

트의 모델이었던 여인 Wally Neuzil과 함께 빈 서쪽의 시골 마을 Neulengbach에서 동거

를 하던 중 가출한 한 소녀를 돌봐주게 된 일로 ‘미성년자 유괴’ 및 ‘풍기문란’의 누명을 

쓰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다. 혐의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그는 3주간의 구류생활을 해야 했고 ‘음란물 전시’의 죄목으로 3일간의 금고형 선

고를 받고 투옥되었다. 이 사건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쉴레는 이후 소녀의 누드

화를 거의 그리지 않는다. 
36) 구로이 센지 (김은주 역): 에곤 실레, 벌거벗은 영혼. 다빈치 2003.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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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은 능 인 느낌이나 선정 인 분 기를 불러일

으키기 어렵고 오히려 도발 인 인상을 다. 거기에다 이 그림에서처럼 아무
런 부끄럼 없이 람자를 응시하는 여성의 두 은 다수의 쉴  (세미) 드화
에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모티 로서 에로티시즘을 반감시키고 성  환상을 

깨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게 수치를 모르는 ‘무치 Schamlosigkeit’는 쉴
 드 미학의 미  원리37)로까지 이야기된다. ‘수치’가 문명의 산물로서 도
덕과 윤리에 의한 통제와 억압을 내면화한 성에 한 문화  태도라면, ‘무
치’는 문명 이 의 원  자연 세계를 － 신화 으로는 인간의 타락 이 의 

낙원  상태를 － 동경하며 억압된 성 문화의 복을 도발하는 반문화  태

도이다. ‘성’을 음습한 그늘에서 끌어내 양성화하는 ‘무치’의 미학은 곧 자연
 존재로서의 인간 즉 ‘호모 나투라’의 미  태도이다. 
일상과 육체의 틀에 갇힌 인물들, 그 일상  육체성 머의 어떤 환상도 

허용하지 않는 쉴 의 그림에서는 짙은 망감이 배어나온다. 이 ‘ 망’의 미
학, 그리고 ‘무치’의 미학은 그의 작품 세계를 통하여 흐르는 심선과도 
같은 것이다. 

Ⅴ. 나가는 말 

이 에서 우리는 세기 환기의 맥락에서 빈의 모더니즘 술을 표하는 

두 화가 구스타  클림트와 에곤 쉴 의 그림 세계를 육체와 성이라는 주제

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육체와 성은 세기 환기의 문학과 술에서 리 다루

어지던 심  주제  하나로 미   반에 한 이해에서도 추  의

미를 갖는 테마이다. 세기말 당시 이 주제에 깊은 심을 갖게 되었던 배경에
는 19세기 반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인간 이해의 명  변화가 놓여 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생물학  존재의 차원에서 규명해낸 다 의 진

37) Klaus Albrecht Schröder: Egon Schiele. Eros und Passion. München u.a. 2004. 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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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론을 비롯해 그동안 철학사에서 변방의 역에 머물던 육체와 성 주제에 

해 심오한 담론을 개한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의지’철학 등이 커다란 
향을 미쳤다. 그에 따라 과거에 주로 정신  존재, 이성  존재로만 머물던 

인간 이해의 지평이 생물학  존재, 육체  존재  성  존재로 확장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 게 말했다에 나오는 한 목이
다. “나는 으로 몸이며, 그 밖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혼은 몸에 속
하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말에 불과하다. 몸은 하나의 커다란 이성이
다. [....] 그 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 의 작은 이성은 그  몸의 도구이

며, 그 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장난감이다.”38) 
사제지간이나 다름없던 클림트와 쉴 는 서로를 높이 평가하고 존 하는 

사이 으나 그림의 성향 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 다. 일단 미술 사조와
의 계에서 클림트의 회화가 아르 보나 상징주의에 속한다면, 쉴 의 그림

은 체로 표 주의에 가깝다. 거의가 여성인 클림트의 인물들이 부분 풍만
하고 육감 인 몸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달리 쉴 의 인물들은 남녀 불문하

고 한결같이 메마르고 빈약한 몸을 지니고 있다. 클림트의 경우 그림에서 장
식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독자 인 장식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쉴
는 철 히 장식을 배제하 고 배경조차 아  단색의 평면으로 처리할 때가 

많았다. ‘성’에 한 묘사에서도 둘은 서로 다르다. 클림트가 상징  의미가 

부여된 정교한 장식과 화려한 공간 연출을 통해 인체의 능성을 환상 이고 

도취 인 분 기 속에서 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 쉴 는 선정 인 자

세를 노골 으로 연출한다든가 음부를 즉물 으로 노출시키는 도발 인 성 

묘사로 오히려 성  환상을 괴하는 듯한 그림을 다수 그렸다. 말하자면 클
림트는 ‘환상’의 미학을 추구한 반면, 쉴 의 그림 세계는 ‘반환상’의 미학, 
‘ 망’의 미학 쪽으로 흐른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자화상을 그린 쉴 와는 

다르게 클림트는 자화상을 한 도 남기지 않았다는  한 조 이다. 이
와 같이 두 화가는 여러 면에서 크게 달랐지만, 세기말 빈이라는 동일한 시

38) Nietzsche, Friedrich: Also sprach Zarathustra. Kritische Studienausgabe. Hg. von Giorgio 
Colli u. Mazzino Montinari. Bd. 4. München 1999. S.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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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간  배경 하에서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모더니즘 회화의 길을 열어

놓은 인물들로 평가된다. 그때 앞서 이야기된 인간 이해의 새로운 지평, 육체
 존재  성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는 그들이 함께 서 있는 공동의 지반

이자 미  성의 원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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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Körperlichkeit und Sexualität in der Wiener 
Malerei der Jahrhundertwende 

Lee, Jae-Hwang (Sungshin Frauen-Univ.) 

In dieser Arbeit wird versucht, die Bilderwelt von Gustav Klimt und Egon 
Schiele in bezug auf das Thema ,Körperlichkeit und Sexualität‘ zu beleuch- 
ten; als repräsentative Künstler der Wiener Moderne haben sie den gleichen 
kulturellen Kontext der Jahrhundertwende um 1900 gemeinsam. Das Thema 
ist auch bedeutend im Verständnis der ästhetischen Moderne. Bei Klimt ist 
der Körper der Frauen eine Quelle seines künstlerischen Schaffens und 
gleichzeitig der Hauptgegenstand seiner Malerei. Dort benutzt er verschiedene 
ornamentale Elemente des Jugendstils, in denen meistens eine sexuelle Sym- 
bolik kodifiziert ist. Die Funktion der Ornamentalität besteht darin, das Spiel 
von Verhüllen und Enthüllen der körperlichen Sinnlichkeit zu ermöglichen. 
Auf dieser Verbindung von Erotik und Ornamentalität basiert die phantasti- 
sche Bilderwelt von Klimt. Im Gegensatz zu Klimt schließt Schiele die Orna- 
mentalität gründlich aus. In den meisten seiner Zeichnungen ist sogar der 
Hintergrund der Figuren zur einfarbigen Fläche geworden. Damit liegt die 
Konzentration auf dem Ausdruck ihrer Körperlichkeit, der aus holperigen und 
hysterischen Kurven besteht, die wiederum eine unruhige Innerlichkeit der 
Figuren oder des Künstlers selber widerspiegeln. Bei weiblichen Figuren ist 
die Schamlosigkeit charakteristisch, da diese meistens gleichmütig ihre 
Schamteile entblößen und ihre Blicke auf den Betrachter richten. Diese 
Ästhetik der Schamlosigkeit könnte dazu beitragen, die sexuellen Phantasien 
zu zerstören. Bei allen stilistischen Unterschieden gelten die beiden Küns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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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Bahnbrecher der modernen Kunst, indem sie das Verständnis der körper- 
lichen und sexuellen Natur des Menschen tei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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