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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대 예술에서 나타난 죽음 미학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예술 작품에 담긴 죽음의 미학적 

발전 과정을 통시적 관점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현대 예술 작품에서의 죽음의 미학을 분류하고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의 미학적 표현 형식은 죽음의 재현과 죽음 상징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죽음

의 재현은 실질적 대상 재현, 상상의 대상 재현을 포함한다. 죽음의 상징적 표현은 외면적 표현 상징과 내면적 표현 

상징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현대 예술에서 죽음의 재현성 표현은 죽음의 장면에 대한 묘사를 통해 죽음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및 철학적 의미를 더한다. 셋째, 현대 예술에서 죽음의 상징적 의미는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 따른 다양한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예술 작품에서 죽음의 미학에 대한 작가의 시각적 

표현과 그에 따른 심층적인 의미 변화를 진행할 것이다.

주제어 : 죽음의 미학, 죽음의 상징성, 죽음의 재현성, 현대 예술, 죽음의 미학적 전개

Abstract In order to deeply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death aesthetics in contemporary art, this 

research first summari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death aesthetics in art works with popular 

perspectives, and then classifies and discusses death aesthetics in modern art work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esthetic expressions of death are divided into two types: death 

reproducibility and death symbolism. Death reproducibility includes reproducibility of real objects and 

reproducibility of imaginary objects. The symbolism of death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and internal 

manifestations. Secondly, in contemporary art, the reproducibility of death through the description of 

death scenes has increased the various problems and philosophical significance caused by death. Third, 

in contemporary art, the symbolism meaning of death is not just something directly related to death, 

it also shows the various psychological states brought about by death. Subsequent research will 

promote the artists’ visual expression of the aesthetics of death in artworks, and the profound changes 

in meaning that result fr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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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모든 인간은 탄생하면서 삶과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선인들은 예로부터 종교, 사상,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

에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 깊게 성찰해 왔다. 이에 '메

멘토 모리' (memento mori), 즉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였다[1].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탄생했으며, 각 종교마다 죽음에 대한해석

의 차이가 있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 

혹은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슬람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수면에 들어가고 환생

할 수 있는지 알라의 심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

는 사람이 죽은 후에 육도윤회(六道輪回)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도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또 다

른 평행한 공간에서 인간과 공존할 것이라 여긴다.

사상분야에서도 죽음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는다. 

공자(孔子, 기원전551~479, 중국 사상가, 철학자, 교육

가)는 죽음에 대하여 논하며 '살신성인(殺身成仁)'[2] 이라

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맹자(孟子,기원전372~289, 중국 

사상가, 철학자)는 '사생취의(捨生取義)'[3] 라는 말을 하

였다. 장자(莊子, 기원전369~286, 중국 사상가, 철학자, 

문학자)는 생은 우연이고 죽음은 필연이니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니체(Nietzsche, 1844~1900 독

일 철학자)는 미(美:아름다움)·애(愛:사랑)·사(死:죽음) 3

자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탐구했다.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 독일 철학자)는 인간의 본

질은 생명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이

드(Sigmund Freud, 1856-1939)는 미신(美神)과 주신

(酒神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문학 분야에서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소설

은 항상 ‘죽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 속에서 죽음

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셰익스피어

(Shakespeare)는 그의 작품 4대 비극에서 죽음을 상세

히 묘사했다. 특히 그 유명한 대사인 “To be or not to 

be”는 죽음에 대한 탐구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 외에 

단테(Alighieri Dante), 괴테(Goethe), 실러(Johann 

Christoph), 위고(Victor Hugo), 톨스토이(Tolstoy) 등 

문학가들은 각자 본인만의 방식으로 죽음에 대해 해석하

고 작품에 표현하였다. 

예술 분야에서도 죽음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해석되

었다. 유명한 석기시대(石器時代) 벽화인 '라스코 동굴벽

화'에는 이미 죽음에 대한 장면이 묘사되었다. 파블로 루

이즈 피카소(Pablo Ruiz Picasso, 스페인 화가, 조각가, 시

인, 1881-1973년)의 유명한 작품인 '게르니카(Guernica)'

에서도 죽음을 은회한 해석을 보여줬다. 해골은 죽음을 대표

하는 오브제로 많은 예술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후 신체에 대한 인간의 사고를 보여준다. 

예로부터 예술가들은 묘사, 상징, 은유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죽음의 심미적 표현에 신경을 많이 써왔다. 예술은 죽

음의 음산한 공포를 예술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이는 심오한 자연과 사회의 필연적인 흐름과 그 맥

을 같이한다. 이에, 예술의 각 분야인 무용, 음악, 회화, 

건축, 조각, 패션 등에서 죽음에 대한 다양한 예술적 재해

석이 표현되는 경우를 끊임없이 찾아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죽음에 대

한 연구는 주로 죽음의 이미지와 표현의 측면에서 활발

히 연구되고 있으나, 죽음의 미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특히 현대 예술 작품에서 나타

난 죽음의 미학적 표현 특성에 대한 분류와 분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역사적 흐름에 따른 죽음의 개념 및 예술적 표현 형식

을 파악하고 고찰함에 있다. 이를 통해 현대 예술 분야에 

나타난 죽음의 미학을 탐구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사례조사를 통한 분

석 및 이를 토대로 한 의미파악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죽

음의 개념과 그 근원적 의미 및 역사를 알아보고, 각 예

술 분야에 나타난 죽음의 미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론

적 배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죽음과 관련한 

현대 예술 작품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표현 특

성을 정리하였다.

연구 사례의 분석 범위는 다음과 같다. 

예술 작품에 담긴 죽음의 미학적 발전 과정을 통시적 

관점으로 정리하기 위해 프랑스의 역사학자 ‘필립 아리에

스(Philippe Aries:1914-1986)의 죽음에 관한 역사 연

구를 바탕으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죽음에 관한 

철학과 예술 표현 특성에 관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분

석 기준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키워드로 국내외 학

회, 학위논문, 단행본, 잡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글, 

네이버, 바이두, 위키피디아백과 등 웹사이트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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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관한 예술 작품 이미지 사례를 조사하고 정리하

여 죽음 미학의 예술적 특성에 따라 분류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현대 예술에서 죽음에 관한 사유와 

미학,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기법으로 예술적 표현을 

더욱 확장시키는 저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넘

어 영원을 탐미하는 미학적 표현 연구에 바탕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죽음의 미학

죽음(death)은 생명체가 존재하는(생존하는) 것의 상

대적인 생명 현상이며,[4] 한 생물의 생존을 유지하는 모

든 생물학적 기능이 영구적으로 중지되는 것을 가리킨

다.[5] 현대 서양에서는 죽음을 연구하는 독립학과, 즉 인

간의 죽음에 관한 과학 이론이 존재한다. 이 이론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망학'(Thanatology)[6]으로, 이는 

‘로스웰 파커’(Rosewell Park)가 1912년에 제기한 것이

다. 사망학의 논리 범위 내에서, 죽음 심리학, 죽음 윤리

학, 죽음 사회학, 죽음 의학과 같은 세부적 학문 이론이 

파생되었다. 이와 같이 죽음과 관련한 세부 연구 학문이 

실로 장대하나, 본 연구에서 ‘죽음’을 탐구하는 범위는 사

망 현상에 대한 조형적 해석과 표현, 이에 따른 미학적 

함의까지로 한정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표현(표

식), 죽음의 기호, 죽음의 상징, 죽음의 서술, 죽음의 서

정, 죽음의 은유 등의 개념이나 말을 선택하여 예술과 죽

음의 논리를 탐구하고, 이를 저변으로 한 작품들의 미학

적 특징을 해석하고자 한다.

죽음의 미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7].

첫째, 죽음의 미학적 특징은 주관적 해석에 있다. 사망

학 연구는 실증적 과학 연구이고, 죽음의 미학 연구는 정

신적이며 현학적 색채를 지닌 인문학 연구이다. 예로부터 

예술 작품에서 죽음에 관한 주제나 상징이 도입되는 경

우, 이는 초현실적인 허구와 상상의 표현이며 그 객관적 

시각이 모호하였다. 또한, 예술에서 죽음의 표현은 지식

의 형식과 진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감정에 편중되어 객관적인 실증이 아닌 

주관적인 체험에 기울이고 하나의 가치취향과 정서적 공

감에 기댄다. 이러한 맥락에서 죽음은 다른 어떤 현상보

다 인간의 잠재의식에 따라 체험과 상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미학적 탐구는 인간 개개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죽음의 상황을 본질적인 대상으로 인

식하고 관람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적 방법과 죽음을 

이해하는 과정과 방법까지를 포함한다.

둘째, 죽음의 미학적 특성은 현실에서 갖는 죽음의 부

정적 느낌을 초현실적 감성으로 승화한 이중성을 지닌다. 

허버트 맨뉴시(Herbert Mainusch,1929- 독일 미학

자）는 “모든 예술은 거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부정한

다." 라고 말한 바 있다[8]. 여기에서 우리는 ‘미학적 이중

성’이라는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거론할 필요가 있다.[9] 

즉, 생명 형식의 기본 구조 중 하나로 나타나는 죽음을 

그 표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은 죽음에 대한 감정적인 부

정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예술은 죽음에 대한 감정 부정

으로 죽음에 대한 상상적 정복함을 얻음으로써 심미적이

고 현실성을 초월한 감성적인 형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조 활동인 예술 안에서 

죽음을 은둔하게 함으로써 생명 자체에 대한 탐구와 사

고를 가져오려 한다.

2.2 죽음의 미학이 표현된 예술작품

본 연구는 예술 속 죽음의 미학을 이해하기 위해 대표

적인 죽음에 관한 예술작품을 역사의 흐름에 따라 1차적

으로 정리하였다. 죽음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 각 시대

의 죽음의 관한 정신성을 밝힌 프랑스의 역사학자 ‘필립 

아리에스’의 저서 ‘죽음 앞의 인간’ (L’homme devant 

la mort)은 중세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역

사를 추적하면서 인간의 정신성과 감성의 변화를 언급하

고 있다. 아리에스는 죽음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네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첫째, 개인적 죽음이냐, 공동체

적 죽음이나? 둘째, 죽음이라는 자연의 공격에 어떤 방어 

전략을 택하는가? 셋째, 사후 세계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가? 넷째, 죽음과 악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가? 네 개의 변수가 합쳐져 하나의 조합을 이루며, 이러

한 조합이 한 시대의 죽음에 대한 관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리에스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크게 다섯 가

지 종류의 죽음이 변화를 겪었다고 말하고 있다[10]. 이

번 장에서는 아리에스의 역사적 죽음의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각 사례를 통해 죽음의 관념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리에스의 연구는 중세 초기부터 시작함으로 본 

연구의 고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타 선행연구를 근간

으로 하였다.. 

죽음 미학의 대표적인 예술 이미지 사례 선택 기준은 

첫째, 역사의 발전 순서에 따라 해당 시대의 예술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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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시리즈로 된 구성물일 경우는, 

공식적으로 최초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작품을 우선적으

로 선정하였다. 둘째, 죽음의 미학적 배경이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상징적인 그림을 선정하였다. 셋째, 역사 흐

름에 따라 대표적인 죽음의 미학을 담은 예술작품들 가

운데 유화, 조각, 벽화, 설치예술 등 예술의 각 영역을 고

루 포함시켰다. 상기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 작품

의 저자, 지역, 예술 분야, 조형적 표현 특성 등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 죽음 미학의 예술 표현 특성을 요약, 정리하

였다.

2.2.1 고대_죽음의 상상

서양인 최초의 미술품은 지금으로부터 3만 년~1만 년 

전 구석기시대 말기에 생겨났으며, 대표적인 예술작품은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벽화 Table 1 과 같다. 벽화에

는 인간과 동물이 싸우고 피를 흘리며 죽는 장면이 있다. 

생동감 있는 형상과 사실적 표현기법의 동굴벽화는 패

턴화 되어있으며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원시 인류는 동

굴의 가장 은밀한 깊은 곳에 벽화를 그렸고, 그 벽화에 

강렬한 상징의미를 부여하였으며, 현실에서 다른 종들을 

성공적으로 사냥하여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이와 같은 상징적 예술은 고대인의 사냥 형태와 생

활 방식과 같은 생리적 심리 메커니즘(Mechanism)에 

맞물려 있다. 고대 시기 예술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미학

적 표현은 주로 상징성, 개괄적, 신비성과 같은 특징을 내

포한다.

Year Stone Age Image

Image Source: http://baike.baidu.com/item/Lascaux

Name Lascaux Creator The People in Stone Age

Art Realm Mural Country France

Introducti
on

․ Human and animal blood battle scenes.
․ The meaning of the desire to capture more beasts.

Style 
Feature

Simplify
Symbolism Mystify

Death 
Aesthetics 

Symbolism
Generality 
Mystique

Table 1. Death aesthetics in Prehistoric art 

2.2.2 초기 문명 시대_장면의 재현과 사후 세계

기원전 4000년부터 서기 476년까지 신석기시대 말기

부터 중세까지는 초기 문명시대로 불리며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그리고 고대 로마의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의 작품은 신들의 세계와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

에 중점을 두고 신화 속 인물의 생사 재현과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한 현실세계의 생사에 대한 사고

를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의 인류는 영원한 물질을 선택

하여 생명의 영원을 의미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고대 이

집트의 피라미드, 고대 인도의 엘로라 석굴, 고대 그리스

의 파르테논 신전 등은 튼튼한 거석으로 건물을 건설하

였다. 또한, 청동이나 대리석으로 신과 인간의 형체를 조

각하였거나, 보석이나 금으로 심장이나 눈을 상감하는 

등, 생명 불멸을 희구하고 예술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미

학의 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

의 예술 형식들은 인류의 불로장생의 소망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물질적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12].

초기 문명 시기의 예술에서 표현된 죽음의 미학은 주

로 영구성, 신화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죽음

의 장면을 재현하고 상징적인 작품이 많다. 이는 당시 빈

번히 발발하였던 전쟁과 신분제도 등의 불가분한 관계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의 Table 2와 같이 정

리하였다. 

Year BC2690 Image

Image Source: https://baike.baidu.com/item/pyramid of khufu

Name Pyramid of Khufu Creator The Ancient Egyptians

Art Realm Architecture Country The Ancient Egypt

Introducti
on

․The largest pyramid in ancient Egypt： Khufu Pyramid.
․The pursuit of the eternal meaning of life.

Style 
Feature

Simplify
Symbolism 

Death 
Aesthetics 

Symbolism

Year Stone Age Image

Image Source: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id=320063

Name Book of Dead Creator The Ancient Egyptians

Art Realm Papyrus painting Country The Ancient Egypt

Introducti
on

․Tomb instruments of ancient Egypt.
․Papyrus is drawn to record the likes and dislikes of the 
deceased, trials, mantras and appointments, etc.

Style 
Feature

Simplify
Symbolism 

Death 
Aesthetics 

Symbolism
(Imagine of the world 

after death)

Table 2. Death aesthetics in Early Civilizatio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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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중세시대_종교적 표현의 상징적 의식화

아리에스는 초기 중세시대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이

라고 표현하였다. 중세는 공동체 사회로 사람들은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느꼈다. 따라서 초기 

중세에는 죽음 또한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였기에 죽음을 

의식화하기에 이르렀다[13]. 서기 476년 서로마제국의 

멸망부터 15세기 르네상스운동이 시작된 시기의 중세는 

기독교의 영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예술작

품은 종교적 색채가 짙다. 한편, 중세 중후반에 발발한 흑

사병(黑死病)은 많은 인구의 죽음을 초래했고, 이는 유럽

의 예술문명 발전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

한 이유로 중세 예술 작품에서 죽음의 미학은 종교적 의

미로는 초월, 그리고 흑사병과 관련하여 죽음에 대한 부

정적 이미지를 내포한다. 종교적 의미의 초월은 예술 작

품에서 주로 ‘사망 부정(否定死亡)’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즉, 당대의 사람들은 생명의 영원성과 초월성을 굳게 믿

었으며 생명이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면면히 

이어진다고 굳게 믿었다. 이에 예술가들은 작품에서 인간

의 환생, 영혼 불후 또는 천국으로의 입성 등을 통해 인

간이 삶의 경계를 허물고 영원을 지향하게 되는 장면을 

표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종교적 회화에서 하느님, 신령, 

천사, 신도를 등장시키며, 죽음을 초월적으로 표현하고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렇게 종교에서 유

래한 감정과 신앙을 통해 죽음을 넘어서는 한편, 형이상

학적이며 이성을 초월한 가치를 표방하였다. 

주로 종교적 표현과 공동체적 의식화에 집중된 중세 

예술 작품에서 죽음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대표적인 작

품과 설명 및 특성을 아래의 Table 3으로 정리하였다.

Year 11C Image

Image Source: https://images.app.goo.gl/dsBsN7qfaKYgBtE98

Name Crucifixion of Jesus Creator
The Ancient Greece 

Artist

Art Realm Mosaic Painting Country The Ancient Greece

Introducti

on

․ The earliest surviving murals in the West.
․ Religious expression, realistic modeling of figures and 

treatment of painting space, expressing a solemn and 
tragic atmosphere.

Style 
Feature

Symmetry 
Emphasis
Regularity

Death 
Aesthetics 

Religious Performance
Ritualization

Year 1305-1308 Image

Image Source: 
https://site.douban.com/144605/widget/notes/15349510/note/33029
5001/

Name
Jesus comes down 

from the cross
Creator Giotto di Bondone

Art Realm Wet Paint Murals Country Italy

Introducti
on

․ Christ's remains before burial.
․ Express the deep feelings of the characters in the picture 
for death.

․ Consciousness of community death.

Style 

Feature

Emphasis

Symbolism 

Death 

Aesthetics 

Religious Performance

Ritualization

Year 1493 Image

Image Source: https://m.sohu.com/n/486865655/

Name
The Dance of 

Death
Creator Michael Wolgemut

Art Realm Xylograph Country Germany

Introducti
on

․ The fragility of human life; awakening the futility of 
worldly glory.

․ Personalized death expresses the fragility of life and the 

fate of life in the world.

Style 
Feature

Symbolism 
Rhythm 

Comparability

Death 
Aesthetics 

Symbolism(Skull)

Year 1656 Image

Image Source:I. Columbina, ad vivum delineavit. Paulus Fürst 
Excud〈i〉t. - 1. Johannes Ebert and others, Europas Sprung in die 
Neuzeit, Die große Chronik-Weltgeschichte, 10 (Gütersloh: Wissen 

Media, 2008), p. 197.

Name
Laocoön and His 

Sons
Creator

Agesandros, 
Polydoros, 

Athanodoros

Art Realm Newspaper Country Germany

Table 3. Death aesthetics in Medieval art 

Year BC20-AD160 Image

Image Source: Rhodians Agesander, Athenodorus and Polydorus - 
Jean-Christophe BENOIST (2007)，CC BY 2.5.

Name
Laocoön and His 

Sons
Creator

Agesandros, 
Polydoros, 

Athanodoros

Art Realm Sculpture Country Ancient Greek

Introducti

on

․ Trojan priest Laocoön and his two sons were entangled 
in a sea snake and died.

․ The greatest mental torture and physical pain suffered by 
the characters when they were dying.

Style 
Feature

Painful, Martial, 
Rhythm, 

Movement

Death 
Aesthetics 

Reproduc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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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르네상스 시대_종교 표현과 상징성

14-16세기 유럽 르네상스 미술은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예술 정신을 계승하면서 현실주의를 견지하고 인본

주의 사상을 구현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참신한 예술 

세계가 펼쳐진 시대이다.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시대에 비

해 인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

갔다. 이에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인간 그 자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인간의 궁극적 귀결점인 죽음을  

매우 사실적인 묘사와 함께 더욱 객관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내었다. 죽음의 관점이 중세 중기에는 독립된 ‘개인

적 정체성’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공동체적인 ‘우리의 죽

음’은 ‘나의 죽음’으로 변화하였다[14]. 따라서 개인의 죽

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의 증가는 죽음의 사실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예술작품에서 죽음의 주제는 여전히 종교적

인 소재와 관련이 있지만, 그리스도 및 성도의 죽음에 대

한 신성함과 장엄함이 현격히 약화되었고, 반면 인간의 

감정을 더욱 돋보이게 표현하였다. 또한 르네상스 예술작

품은 해골의 형상과 화훼, 과일 등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

했는데, 이를 통해 생사를 상징하고 은유하는 전환이 이

루어졌다. 이러한 은유는 기호학적 체계로 도상학에서 자

주 사용되는 ‘어트리뷰트’ (attribute)의 개념이다.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 덧붙이는 속성이나 

의미를 뜻하며 이 관습적 기호 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작품에서 표현된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다. [15]아래 

Table 4와 같이 이 시기 예술작품에서 죽음의 미학은 죽

음의 종교적 표현과 상징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5 17-19세기_철학적 상징의 죽음 이미지 재현

아리아스에 의하면 17세기 바로크 시대는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개인주의화가 완성된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의 의식 속에 있던 죽음은 ‘불안감’을 

너머 ‘공포와 야성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물론 종교적

인 부분은 남아있지만, 중세 때처럼 모두의 ‘집단적 환상’

을 만들어 ‘현실’로 믿을 만큼 크지는 않다[16]. 또한, 

17-19세기에 대두된 진화론은 기존에 종교 중심이던 서

양인의 사상을 뒤흔들었다. 즉, '신이 인간을 만든다.'는 

기존의 통념과 목적론적 사상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계

기가 되었다. 이처럼 진화론은 서양인들이 기독교의 지배

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

전은 일부 유럽인들에게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각

한 비관주의로 돌아서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17]. 

또한, 기존 종교 중심의 죽음에서 벗어나,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에 대한 관심과 탐구가 구체화 되었다. 즉, 고통

스러움과 슬픔, 그리고 혼란 등 죽음과 관련한 철학과 그

에 따른 영적 딜레마에 대한 굴절과 구체화가 예술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예술 분야에서 죽음의 개념은 더 이상 

신이나 인간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세기 말의 공황, 

전쟁으로 인한 불안 등의 감정은 개인적인 경험과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사유를 통해 예술 작품에 표현될 수 있

었다. 즉, 이 시기 예술작품의 죽음의 미학은 주로 죽음에 

대한 개인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철학적 사상의 재현’과 

‘상징적인 의미의 내포’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Table 5로 정리하였다. 

Year 1507 Image

Image Source: Galleria Borghese

Name The Deposition Creator
Raffaello Sanzio da 

Urbino

Art Realm Oil Painting Country Italy

Introducti

on

․ The work is based on a triangular plot that shows Jesus 

being released from the cross.

Table 4. Death aesthetics in Renaissance art 

․ Strong feeling of pain after the loss of a son in the face 
of the Virgin, adding humanistic feelings to the 

expression of religious death.

Style 
Feature

Emphasis
Symmetry
Asymmetry

Death 
Aesthetics 

Religious Performance

Year 1623 Image

Image Sourc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ame
Still Life with a 

Skull and a Writing 
Quill

Creator Pieter Claesz

Art Realm Oil Painting Country The Ancient Egypt

Introducti
on

․ Collapsed glass, niche-shaped skulls and water tank 

wicks of lamps symbolize short life.
․ Vanitas-symbol of 'repentance' to life.
․ Expressing an uneasy feeling in gray and brown colors.

Style 
Feature

Symbolism 
Uniformity

Death 
Aesthetics 

Symbolism
(Skull)

Painting

Introducti

on

․ Image of doctor who treated Black Death in Middle Ages.
․Massive deaths and miserable expressions brought by 

the Black Death.

Style 
Feature

Symbolism
Personification

Death 
Aesthetics 

Symbolism(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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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근대_상징성과 현실성

20세기 전반, 죽음의 대한 담론은 전쟁, 학살, 처형, 

인종청소 등 익명의 ‘집단전쟁 죽음’으로 대변된다. 과거 

세상의 종말은 신의 일이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인간들 자

신이 세상의 종지부를 찍을 힘을 갖게 되었다[18]. 두 차

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사망하

게 하였다. 당시 전 세계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직면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성

에 대한 환멸, 사회에 대한 실망, 종교에 대한 불신, 정신

의 붕괴 등으로 전 세계의 인구들은 몸부림 쳤고, 문화는 

파괴되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은 일상을 뒤덮었고 많은 

예술가들은 작품의 소재로 ‘죽음의 직면’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절망적인 처지를 표현하고 

생명의 본질과 의의를 탐구하며 죽음에 대한 깊은 관심

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근대의 예술 작품은 죽음을 직관

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미학적 상징성과 함께 죽음의 

실재 재현, 특히 전쟁 장면 등을 보여주는 현실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내용을 Table 6으로 

정리하였다. 

Year 1794 Image

Image Source: http://ko.wikipedia.org/wiki/La-mort-de-marat

Name La Mort de Marat Creator Jacques-Louis David 

Art Realm Oil Painting Country France

Introducti
on

․ Scene of French Revolutionist La Mort de Marat 
Bathroom Killed.

․ Describing the scene of death, glorifying the image of a 

person's death.

Style 
Feature

War
Vraisemblance

Spatiality
Symbolism 

Death 
Aesthetics 

Reproducibility

Year 1808 Image

Image Source: https://www.zhihu.com/question/26348364

Name

The Cross In The 

Mountains 
(Tetschen Altar)

Creator Caspar David Friedrich

Art Realm Oil Painting Country Germany

Introducti
on

․ The cross stood on the rock, and Jesus was crucified.
․ Symbolize death with a dark atmosphere and a cross 
image.

Style 

Feature

Spatiality

Symbolism 

Death 

Aesthetics 
Symbolism

Year 1880 Image

Image Souce: 
https://baike.baidu.com/item/%E6%AD%BB%E4%B9%8B%E5%B2%

9B

Name
The Isle of the 

Dead
Creator Arnold Böcklin

Art Realm Oil Painting Country Spain

Introducti
on

․ The island of death is made up of cliffs and forests, and 
a death messenger in white is standing on the ship.

․ The dark colors, the image of the god of death, and the 

restless atmosphere symbolize death.

Style 
Feature

Symbolism
Mystique

Death 
Aesthetics 

Symbolism
(Imagine of the world 

after death)

Table 5. Death aesthetics in 17-19 Century 

Year 1937 Image

Image Source: https://kknews.cc/culture/mm3vy9.html

Name Guernica Creator Pablo Ruiz Picasso

Art Realm Oil Painting Country Spain

Introducti

on

․ Guernica Castle after suffering from bomb-wrapping.

․ A vivid description of the war, symbolizing death.

Style 
Feature

Symbolism
Geometrization

Abstraction

Death 
Aesthetics 

Symbolism (War)

Year 1956-1961 Image

Image Source: 
http://news.99ys.com/news/2017/0619/10_209038_1.shtm

Name
Divine Comedy

(Heaven, Hell)
Creator Salvador Dali

Art Realm Watercolor Painting Country Spain

Introducti
on

․ Expressing heaven and hell in contrast, changing the 
shades of fame and color, and feeling about the rest of 
the world after death.

․ Religion and moral influence through the change of color.

Style 

Feature

Symbolism

Simplification
Comparability

Death 

Aesthetics 
Symbolism

Year 1814 Image

Image Source: http://www.lingganjia.com/view/114460.htm

Name

The Third of May, 
1808：

The Execution of 
the Defenders of 

Madrid

Creator
Francisco José de Goya 

y Lucientes

Art Realm Oil Painting Country Spain

Introducti

on

․ The historical event of the people who resisted 
Napoleon's invasion in 1808

․ A tribute to the fearless uprising before death.

Style 
Feature

Symbolism
war

Reproducibility

Death 
Aesthetics 

Symbolism (War)
Reproducibility

Table 6. Death aesthetics in Moder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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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현대_내면의 사고와 인식

전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현대 과학기술

이 발달하며 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의 사회 문제가 빈

발하는 상황에서 현대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죽음은 ‘내면

의 사고와 인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죽음

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근본적인 의

미로 다가갈 수 있었다. 이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내포한 

예술표현은 회화, 조각 등의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설

치 예술, 행위 예술, 신소재, 가상주의와 같은 새로운 수

단을 선택하여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예술가들의 독창성은 메시지 자

체보다는 그것을 말하는 방식에 있다. 전통적인 메멘토 

모리에 뭔가 새로운 죽음의 의미가 더해진 것이 아닌, 그

저 새로워진 기법으로 이미 알려진 진리를 반복할 뿐이

라고 전해진다[19].

그 가운데 영국 신인작가들의 파격적 행보를 바탕으로 

현대 예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아 당대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도 죽음에 대한 

예술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죽

음의 예술적 표현 형식은 더욱 다원화되었고, 죽음의 미

학적 특징은 죽음에 대한 내면의 사고와 인식을 상징적

으로 시각화 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Table 7로 정리하였다.

3. 현대 예술에 표현된 죽음 미학의 특성

3.1 죽음의 재현

미술에서 ‘재현’이란 사람이나 장소 또는 사물을 그대

로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재현의 형용사형인 

‘Reproducible(재현적)’이라는 단어는 주제를 알아볼 수 

있는 미술 작품을 가리키는 용어로, ‘추상적’이라는 용어

Year 1965 Image

Image Source: http://www.qxarts.com/news/show.php?itemid=8

Name

How to Explain 

Pictures to a Dead 
Hare

Creator Joseph Beuys

Art Realm Performing art Country Germany

Introducti
on

․ The creator is covered with honey and gold foil, holding 
the dead rabbit in his arms.

․ Communicate anti-war, anti-violence call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dead rabbits and people

Style 
Feature

Simplify
Symbolism 
Emphasis

Death 
Aesthetics 

Symbolism
Reproducibility

Year 1991 Image

Image Source: Henskechristine. CC BY-NC-ND 2.0

Name
“Untitled”(Portrait 

of Roos in L.A.)
Creator Félix González-Torres

Art Realm Installation art Country America

Introducti ․ The work is made of sugar, stained glass wrapping paper, 

Table 7. Death aesthetics in Contemporary art 

on

etc., and weighs 175 pounds, the same weight as the 
creator's dead lover.

․ Viewers are free to take away candy, symbolizing the 
passing of life and visible death.

Style 
Feature

Simplify
Symbolism 
Abstraction

Death 
Aesthetics 

Symbolism

Year 1996-present Image

Image Source: http://marcquinn.com/artworks/self

Name Self(1991) Creator Marc Quinn

Art Realm Sculpture Country UK

Introducti

on

․ The artist's head statue is made every 5 years. In order 
to record the artist's aging process and life passing, each 

work will be drawn for nearly one year.
․ The blood of life symbolizes the passing of life and death

Style 
Feature

Symbolism
Cubism

Death 
Aesthetics 

Symbolism

Year
1999-2000

Image

Image Source: https://artand.cn/article/fDA

Name Hell Creator
Jake and Dinos 

Chapman

Art Realm Installation art Country UK

Introducti
on

․ War, Nazi atrocities, apocalyptic concentration camp 
scenes

․ Symbolizing the hell after death by expressing to a 

realistic scene

Style 
Feature

Simplify
Symbolism 
Emphasis

Death 
Aesthetics 

Symbolism（War)

Year 2000 Image

Image Source: http://rozannahawksley.com

Name Hawksley2 Creator Rozanna Hawksley

Art Realm Composite art Country UK

Introducti
on

․ Scene of a woman dressed as the Virgin being stabbed 
to death by an arrow

․ Symbolic representation of war for death and suffering

Style 
Feature

Symbolism
Composite

Metaphorical

Death 
Aesthetics 

Symbolism(Religiou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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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대된다.[20] 또한, ‘재현(Reproducibility)’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현실적인 사건이

나 사물 등에 대한 재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물에 대한 표현이다[21].

예술분야에서 ‘재현’은 예로부터 외적이면서도 객관적

인 창조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현설 (再现说)’은 예

술 기원 이론의 중요한 한 가지이다. 예를 들어 초기의 

원시예술인 ‘라스카 동굴벽화’(拉斯卡洞窟壁画), 고대 그

리스 조각에서의 죽음의 모습에 대한 묘사부터, 중세시대

에 진행된 종교의 주제 아래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에 대한 표현,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투시법을 적

용한 죽음 장면에 대한 지극히 사실적인 묘사까지 모두 

죽음의 ‘재현’을 목적으로 한 예술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재현에 있어 실제 죽음을 맞이한 실질적 대상 재현, 상상

적 죽음의 대상 재현, 그 외 동물과 사물의 직접적인 재

현을 통한 죽음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1.1 실질적 대상 재현

Zhao-Yi heng는 2019년, 죽음과 관련한 예술 연구

에서 ‘실질적 대상의 재현’이라는 특성을 언급한다. 이는 

가장 흔한 재현 형식으로, 관객들은 재현된 예술작품을 

통해서 예술가가 죽음의 주제를 표현하고자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22]. 예를 들어, Fig. 1의 사진

은 어린 아이의 사망 장면을 사진으로 직접 재현했다. ‘해

안에 휩싸인 사람’이라는 제목의 이 사진은, 숨진 시리아 

어린이가 잠든 듯 반쯤 웅크린 자세로 해변에 엎드려 있

는 모습을 표현하였는데, 발표 당시 세계적으로 매우 뜨

거운 이슈가 되었다. 이 작품은 사진을 통해 죽음의 재현

을 나타내었고 세계적으로 난민 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해당 남자아이에 대한 동정론을 일깨웠다. 이와 같

이 예술에 표현된 시각적 재현은 한마디 말이나 연설보

다 큰 충격과 파급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재난을 종식시키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Fig. 1. Death of Alan Kurdi 
Source:http://en.wikipedia.org/wiki/Death_of_Alan_Kurdi 

3.1.2 상상적 대상 재현

사망 재현의 대상이 실존에 존재하는 생명체나 장면이 

아니라 '가상현실의 재현'이다. 이는 예술가의 눈과 재창

조를 통해 실생활에 없는 상황이나 광경을 허구화하고, 

가상의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죽음의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예술가이자 사진가인 이지마 카오루

(Izima Kaoru, 1954년-)는 '시신의 아름다움'을 촬영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이 촬영 작품은 시적이면서도 잔인

하고 고요한, 오묘한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이지마 

카오루는 1993년부터 이러한 가상의 폭력과 공포의 광

경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지마 카오루는 그가 생각한 

완벽한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배우와 모델들을 찾

아 함께 작업해왔다. 이러한 작품 중에서 <Fig. 2>에서 

묘사한 장면은 살인이나 자연사를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화면 중의 여성 모델은 얼굴이 창백하고 명품 브랜드 의

상을 입고 있으며, 공포에 질린 눈빛과 주변의 정지된 환

경이 교차해 사망상태를 달리하는 독특한 죽음의 미학을 

보여준다. 작품에 표현된 이야기는 모두 예술가가 만들어

낸 허구의 장면일 뿐이며, 작품 내에서 여러 징후나 암시

를 통해 죽음을 재현하고 있다.

Fig. 2. Igawa HarUaka wears Dolce&Gabbana, 

2003-2007, ca.2003-2007 
Source: http://www.artnet.com/artists/izima-kaoru/ 

또 다른 상상적 대상 재현으로 대표적인 사람이나 사

물을 선정하여 그 죽음의 장면을 재현함으로써 하나의 

현상을 가리키거나 하나의 문제를 설명하기도 한다. 신세대 

아티스트의 대표주자인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1965년-)은 죽음의 개념에 관심이 매우 많다. 그가 동물

의 사체를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근 시리즈물인 ‘자연사

(Natural History)’는 현대 미술사에서 큰 획을 그은 지

명도 높은 작품이다. 그 중 대표적 작품 <Fig. 3>인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은 유리장 안쪽에 포름알데히드로 보

관된 길이가 18피트에 달하는 괭이상어를 재현하였다. 

데미안 허스트는 여러 인터뷰에서 그의 작품은 생명을 

서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관중의 눈에는 그의 

작품이 죽음에 더 가깝다고 느끼고 있다. 데미안 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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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상의 사망 재현 작품은 고도의 현실성을 가지고 있

으며, 그의 예술적 표현과 함께 주제적 감성이 더해져 예

술작품의 이미지가 사실성과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일 것

이라 사료된다.

Fig. 3.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

3.2 죽음의 상징

장 보드리아르(Jean Baudrillard，프랑스 철학자, 사

상자, 1929-2007년)는 죽음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므로 

죽음 이후의 순간부터 죽음은 죽은 자와 무관한 것이 되

며,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어떻게든 방부처리 해야 하는

데, 바로 이 방부 처리의 과정에서 죽음의 문화가 형성되

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죽은 자는 죽음을 살아 있는 

자에게 증여하고, 살아 있는 사람은 어떤 수단을 통해 죽

음의 의미를 살아 있는 사람에게 증여하게 되는데, 이것

은 죽음의 상징적인 교환이라고 하였다[23]. 즉, 인간의 

일상에서 죽음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이며, 사람

들은 다양한 시각적 기호를 통해 죽음의 배후에 있는 의

미를 전달하며, 이에 따라 죽음의 상징이 생겼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미학과 관련한 예술작품의 상징 

표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2.1 외면적 표현 상징

외부 사망의 징후는 주로 신체의 사망에 반영된다. 육

체적인 사망에는 많은 사실적 징후가 있으며, 육체적 사

망의 산물로는 혈액, 육체 파편, 뼈, 해골 등 여러 개체들

이 포함된다. 먼저, 혈액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은 즉, 사망의 시작을 알

리는 것으로 이 혈액을 통해 죽음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사망 후 생체가 부패하면서 뼈가 서서히 나타

나므로 뼈로 인해 생물이 죽은 후 일정 시간이 흘렀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 생체 골격의 일부인 해골은 그 특이성

과 독특성으로 인해 예술 세계에서 종종 공포, 부조리 등

의 장면에서 사용되며 죽음의 상징으로 자주 차용되었다.

이러한 육체적 상징성 이외에도, 죽음의 외부적 상징

성은 인간이나 동물의 죽음 이후의 장면 묘사와 같은 은

유적 방식으로 예술작품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꽃, 유칼

립투스, 무덤, 무기, 십자가, 흰 천, 의료 기기, 검은 드레

스 등과 같은 물품은 예로부터 사망을 은유적으로 표현

하는 데 사용되었다.

데미안 허스트의 2007년 작품인 Fig. 4, ‘신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God)는 약 800만-1000만 파

운드의 가치를 지닌 8,500개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여 

해골을 장식하였고, 해당 작품에 사용된 두개골은 18세

기 혹은 19세기 초에 살았던 약 35세의 유럽인으로 확인

되었다. Fig. 5에서 2011년 ’For Heaven’s Sake’라는 

작품은 죽은 지 2주된 아기의 머리에 백금을 뿌렸으며 

표면에 8000개의 분홍색과 흰색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였

다. 작가는 해골을 사용하여 죽음, 즉 생명의 끝을 상징하

고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여 부와 영원과 불멸을 나타내었

다. 즉, 죽음과 영원의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각도에서 죽음

을 재해석하여 죽음에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Fig. 4. For the Love of God
Source: Damien Hirst 

Fig. 5. For Heaven's sake
Source: Damien Hirst  

1967년의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

는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죽음과 망각에 관한 주제를 표

현하였다. Fig. 6에서 42점의 사진 초상을 주체로 한 장

치로, 서로 다른 나이의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를 그렸

다. 이 초상 사진들은 모두 신문의 부고에서 도용되어 온 

것으로, 각각의 사진은 틀에 박힌 채 하나의 선반 위에 

놓여 있다. 전등 클램프를 각 프레임의 맨 윗부분의 가장자

리에 고정하고 아래로 굽혀서 나타나는 초상에 빛을 비춘

다. 한 램프는 경찰이 심문하는 광경을 상징하거나, 장례식 

의식, 또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촛불을 상징할 수도 있다.

Fig. 7에서 확대된 일곱 명의 젊은 여자 아이의 초상 

사진은 라벨이 없는 주석 과자 상자 더미에 떠받쳐져 있

고 그 위에는 직물 조각이 한 층 놓여 있다. 이 상자들은 

부식되어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며, 서류함과 장례용품 같

은 것을 연상시킨다. 전등이 일곱 얼굴을 밝히고 경건한 

촛불처럼 기념비적인 효과를 강조하였다. 크리스티앙 볼

탕스키는 보편적이고, 명시되지 않은 애도의 사망 분위기

를 만들어냈고, 사진, 전통적인 가치의 진열품은 그들 특

유의 유일성과 진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 외부 사망의 징

후는 주로 신체의 사망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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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serve of 

Dead Swiss 1990 
Source:http://www.douban.co

m/note/695994583/ 

Fig. 7. The Storehouse 

1998
Source:http://www.douban.co

m/note/695994583/

3.2.2 내면적 표현 상징

죽음의 내면적 상징 표현은 주로 죽음으로 인한 예술

가의 감정이 투영된다. 즉, 미지의 사후세계와 모든 생명

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불가피성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

움, 불안, 기이함, 혐오와 같은 ‘심리상태’를 예술 작품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죽음은 생

명의 종말을 의미하며 현존하는 세상의 모든 것과의 작

별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결은 인간들에게 강한 심리적 

부담과 함께 사후세계에 대한 환상을 펼치게 하는 계기

가 된다. 다시 말해, 죽음의 내면적(내적 상징적) 표현은 인

간 정신의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의미하고, 이러한 종류의 

감정적 반응에는 본인의 죽음에 대한 공황과 다른 사람의 

죽음에 직면하는 슬픔과 분노가 포함된다. 이것은 유령, 악

마, 우울, 혼돈, 흑백, 환각, 극단, 왜곡, 눈물 및 기타 내부 

사망 징후의 핵심 단어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Felix Gonzalez-Torres, 미

국 예술가, 1957-1996년)는 1991년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한 자신의 반려자인 로스 레이콕(Ross Laycock)에 

대한 시적 의미를 담은 ‘무제-L.A.의 로스의 초상’ Fig.8

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은 다양한 색깔의 사탕들로 쌓

여 있는데, 이 사탕들의 총 무게는 175파운드이며 로스 

생전에 건강할 당시의 정상 체중을 뜻한다. 이것은 관객

이 사탕을 가져갈 수 있는 인터렉티브(interactive) 아트

로 사탕 더미의 부피가 점점 줄어들면서, 작품에서 보이

는 로스를 상징하는 체중도 점점 줄어들면서, 죽음이 천

천히 다가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한편, 펠릭스는 생명

의 영원함을 보여주기 위해 사탕을 지속적으로 채워 넣

었다고 한다.

시오타 치하루(Chiharu Shiota, 일본 예술가, 1972

년-)의 작품 ‘대화DNA’은 1999년에 발표된 것이다. Fig. 

9 이 작품은 빨간 실과 신발을 조합하여 만들어졌다. 추

억이 담긴 신발 수백 개가 각각 빨간 끈에 묶인 채 모여 

있는 구조이다. 빨간 선들의 다른 한쪽 끝은 보이지 않는 

저 너머로 뻗어있는 듯하고, 죽음의 다른 한쪽을 상징하

고 있어 관람자로 하여금 기괴한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

득 차게 한다. 이 신발 중 어떤 신발은 해당 신발을 소유

했던 자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그녀에게 준 선물이고, 어

떤 신발은 소유자가 유년기에 신었던 신발이며, 어떤 신

발의 소유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또, 어떤 신발에는 종

잇조각 한 장이 딸려 있는데, 이 종잇조각에는 신발의 주

인과 신발과의 기억이 적혀 있다. 각기 다른 기억을 통한 

삶과 죽음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다.

Fig. 8. United (Portrait 

of Roos in L.A.)
Fig. 9. Dialogue DNA 

Source: http://Art.China.cn

또 다른 내적 표현 상징으로 종교적 의미와 가치관을 

표현한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예술이 종교의 표현 수단

인 반면 현대 예술에서 죽음은 종교적 메시지보다는 예

술가가 죽음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인 생각과 철학을 더 

많이 내포한다. 역사 이래 죽음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죽음과 관련한 종교를 표현하는 

내적 상징물들은 빈번히 등장한다. 현대 예술가들은 작품

에서 십자가, 예수, 교회, 각종 기호와 문양 등 종교에 대

한 내적 상징 기호를 응용하며 예술작품에 새로운 상징

적 의미를 내포한 죽음의 미학을 표현한다. 즉, 현대 예술

에서 죽음의 종교적인 표현은 예술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고전 예술은 죽음을 나타낼 

때 종교적인 믿음과 메시지를 표현했고, 현대 예술은 기

존의 죽음의 종교적인 표현에 작가 개개인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삶과 죽음의 의미를 표현하였고, 죽음을 표

현하는 개체에 일종의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영국 예술가 로잔나 호크슬리(Rozanna Hawksley, 

1931년-)는 "영국의 가장 위대한 직물 예술가 중 한 명"

으로 묘사되었다. 그녀는 직물, 성모소상, 십자가, 성동 

등의 형상을 이용하여 감정, 손실, 고립, 전쟁 등의 주제

를 각각 서술하고, 인간의 죽음에 대한 취약성과 부도덕

한 전쟁의 잔혹성을 표현하였다.[24] 로잔나 호크슬리는 

창작할 때 추상적인 죽음을 각각의 세부 사항으로 구체

화하고 장갑, 인형과 같은 상징 요소를 십자가, 인조 보석 

등과 결합시켰으며 종교적 장례식의 그로테스크적 분위

기를 표현하고 죽음에 대한 제사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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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ir Galahad 
Source: http://rozannahawksley.com

4. 결론

죽음은 인간 삶의 통과의례이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직 겪지 못한 미지의 세계인 죽음

에 대해 끊임없는 사유를 해왔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사

고는 다양한 예술의 형식을 통해 표출되었으며, 이에 따

른 다양한 죽음의 역사적 특성과 내적․외적인 의미, 그리

고 죽음의 미학이 생성되었다.  

본 연구는 죽음의 기본적인 개념과 예술에 나타난 죽

음의 미학을 통시적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고대부

터 현대예술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죽음에 관한 미학의 

표현 형식과 그 특성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

해 사후세계에 대한 기원적 의미를 주로 내포하는 고대

의 예술과, 종교적 메시지와 가치를 주로 전하는 중세의 

예술과 달리, 작가 개개인이 죽음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을 중요시하는 현대예술에서는 죽음에 관련한 미학적 특

성과 표현양식이 보다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예술작품에 담긴 죽음의 미학적 표현 형식

은 주로 죽음의 재현적 표현과 죽음의 상징적 표현으로 

나뉜다. 죽음의 재현성 표현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

는데, 첫째는 실질적 대상 재현, 둘째는 상상적 대상 재현

이다. 또한, 죽음의 상징적인 표현은 주로 외면적 표현 상

징, 내면적 표현 상징 두 부분으로 나뉜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 그에 따른 인간의 인지적 수준, 생활 

환경에 따라 예술 작품에서의 죽음의 미학적 특징이 변

화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예술에서 죽음의 재현성

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크게 변모하였다. 즉, 과거

에는 죽음의 재현성이 주로 죽음의 장면에 대한 사실적

인 묘사로 나타났다면, 현대 예술에서는 실제 죽음의 장

면, 시체 등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 외에, 예술가 개인의 

사상이 담긴 가상 사망 장면과 대표적인 의미, 즉 상징성

을 지닌 제 3의 표본으로도 표현되었다. 여기에는 질병 

및 빈사상태 등 신체적 문제, 살인사건과 가정폭력 등 사

회적 문제, 전쟁 침략 등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철학이 포함되었다.

셋째, 현대 예술에서 죽음의 상징적인 의미 또한 과거

와는 차이가 있다. 즉, 과거 예술작품에서는 죽음의 상징

성은 주로 전쟁, 질병 등 죽음과 직결되는 사건과 사물을 

다소 단순하게 구현하였다. 반면 현대 예술 작품은 혈액, 

해골, 뼈 등 육체사망의 외적 상징 표현을 기반으로 죽음

으로 인한 공포, 불안, 괴이함, 기괴함 등의 심리 및 정서

적 상태를 상징적인 사물과 퍼포먼스 등 작가의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현대 예술 작품에서 예술가들은 죽음의 미학을 작가 

개개인의 가치관과 사고를 바탕으로 죽음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죽음 

자체 및 역사와 현실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에 대

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슈화 하는 파급력 또한 찾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미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고대부터 현대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예술적 표현 특성

을 정리하였다. 또한, 현대 예술에 나타난 죽음의 미학적  

표현 특성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 

범위가 장대한 바, 주로 시각적 범주의 예술적 표현 특징

에 집중되어 있으며, 죽음에 관한 철학과 사상 등 심층적

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하였다. '죽음'이라는 주

제에 대한 예술가의 심리적 이해와 의미 변화 분석은 본

인의 후속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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