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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림트 회화에 나타난 색채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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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구스타프 융(Jung)의 원형이론의 내용과 클림트(Klimt)의 회화를 중심으로 

작품의 특성과 색채가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을 살펴보고,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발현되는 심리와 색채의 연관성을 살

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융의 원형이론으로 분석해 본 결과 첫째, 클림트의 회화에서 황금색과 노란색의 화려한 

장식과 문양은 무의식과 성(性), 그리고 여성의 성(性)으로 욕망을 표출하고,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에로스와 삶과 죽

음으로 표현했다. 둘째, 작품에 나타난 주요색은 푸른색, 검은빛 초록, 황금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분노와 억압, 열정,

욕구, 희망, 에로티시즘을 나타내고, 주황색과 노란색의 배색은 희망의 내면적 치유 색으로 표현했다. 셋째, 작가 내면

의 치유과정으로는 자신을 위한 컬러를 담고 있으며 내면의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고, 회화에 표현된 색채가 치유 

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내면의 무의식을 의식하는 그것으로 치유로서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상담심리 장면에

서 색채는 심리표현 전달 도구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회화, 색채 심리학, 분석심리학, 원형이론, 색(色)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nection between psychology in human unconsciousness and color, after 

looking at the meaning and symbolism of the characteristics and colors in Klimt’s paintings from an analytical 

psychological point of view, Gustaf Jung’s archetype theory. After analyzing Jung’s archetype theory, First, in Klimt's 

paintings, the gold and yellow colorful decorations and patterns expressed desire with unconsciousness, sex, and 

especially a woman’s desire for sex. The physical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is described as eros, life, 

and death. Second, the main colors in the paintings were blue, black green, gold, yellow, and orange, indicating 

anger and oppression, passion, desire, hope, and eroticism, and orange and yellow colors represented the inner 

healing colors of hope. Third, the artist's inner healing process contains color for himself and incorporates the inner 

un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The colors expressed in paintings are not only therapeutic meaning but also being 

conscious of inner unconsciousness, which is valuable as healing. Therefore, the color will be useful as a means of 

conveying psychological expression in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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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술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이 우

울하거나 복잡할 때 조용히 명화작품을 감상하거나 그

림을 그리는 것으로 마음이 안정됨을 느낄 때가 있으며,

미술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다. 그

러므로 미술치료는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내면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김정희,

2009)[1]. 색채가 가지는 의미와 상징은 인간의 심리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색채는 마음을 전하는 내

면의 언어이자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관점에서 색

채는 상담심리에 있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색과 감정의 관계는 우연이나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

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언어와 사고에 깊이 뿌리내린

경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색과 감정의 관계는 심리학

적인 상징과 역사적인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영희,

2002)[2].

색채와 심리와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는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로부터 라고

볼 수 있다. 색채에 따른 심리적 현상은 인종·사회·국가·

지역·문화·환경·종교·이념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는 것이 많은 색채 심리학자에 의해 지적되

고 논문 발표를 통해 변증(辨證)되고 있다. 특히 뉴턴1)

은 프리즘을 이용한 빛의 반사 및 굴절 실험을 통해 빛

이 여러가지 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한 후 이

를 바탕으로 괴테는 �색채론 3부작�을 통하여 색채가인

간의 정서와 감성을 표출하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통찰

하였다.

미술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현대 미술가들은 창의

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함으로 무의식과 삶

을 표출시키고 어려움을 수용하고 보다 명확한 자기 동

일시, 자기실현을 꾀하게 된다. 그뿐만아니라 창의적 활

동을 통해서 개인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김수영, 2008)[3].

융은 무의식을 의식과 무관하게 정신의 전체적인 균

1)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이 그때로부터 100년 전

에 발표한 물리학적인 색채론, 공학, 빛의 반사, 굴절, 회절 및 색에

관한 논술(1704)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일컬어진다. 즉 당

시까지는 뉴턴이 17세기 중반 프리즘의 실험에 따라 색채의 전기

(轉機)를 마련하였다.

형을 유지하려는 자발적인 정신영역으로 보았다. 무의

식의 자율성을 강조한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는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는 자기실현이 인간 삶의 목적이며, 무의

식과 의식의 연결은 상징을 통해 이루어지고, 예술은 무

의식의 산물로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하나의 상징

체계라고 했다(정혜원, 2008)[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구스타프 융의 원형이론을 바탕으로 클림

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특성과 색채가 가지는 의

미와 상징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클림트의 원형이 어

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 분석을 위한 작품선정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

애에 아니마, 아니무스, 삶과 죽음, 관능적인 표현 등 작

가의 내면이 드러난 작품 7점을 선정하였다.

1. 색채 심리학과 융의 ‘원형이론’ 개념을 정리한다.

2. 칼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클림트의 작품에 나타난

무의식 세계에서 ‘원형이론’이 어떻게 표현되었는

지 살펴본다.

3. 클림트의 작품에 사용된 색채의 의미와 심리적

상징성에 대해 살펴본다.

4.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던 작가의 삶과 이러한

삶속에서 작품이가지는 치유적 의미에대해살펴

본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 색채(Color) 개념

색(色)은 한글로 표기될 때는 ‘색’이며 한자어는 ‘色 -

빛 색’이다. 색은 모두 빛이며, 사물과 관계에 있어 내재

한 성격이나 특성 그리고 다양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

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빛은 색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색은 시(視) 지각 대상으로서의 물리적 대상

인 빛과 그 빛의 지각 현상을 일컫는다. 물리학적으로는

색을 가시광선(可視光線, Visible Light)이라고도 부른

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색은 빛에 의해

서 지각된 것이다.

이러한 색과 색채에 대한 개념상의 구분은 색채를 다

시금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 짓게 된다. 하나는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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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색의 연상

색의 상징
긍정적 부정적

빨강

피(생명),

행복, 강인함,

역동성,

낙관주의,

생동력

피(상처),

폭발성, 죽음,

전쟁, 악마,

고통,

공격성

사랑, 정열, 헌신,

범죄, 분노, 용기,

정지신호

파랑

고요함,

안정성, 평안,

온건, 신뢰감

놀라움, 우울,

차가움, 침체,

황폐화

하느님, 영원성,

진실성, 용기, 영광,

공평, 평온, 내향성,

믿음, 잔혹, 차가움,

달, 절망, 수동성,

깊은 지혜

노랑

희망, 기대,

기쁨, 행복,

맑음, 개나리,

병아리, 밝음,

봄, 귀여움,

활발

질투, 외로움,

연약함

태양, 영웅, 지성,

사랑, 관대, 불변,

부와 권력, 풍요,

위엄,

가을, 우울,

적의, 변덕,

무기력, 소망,

혁신, 배신

녹색

채소 경작,

자연, 동정심,

순응, 번창,

희망, 생명,

평화, 지속성

죽음, 격노함,

질투, 경박함,

도덕적 타락,

반목, 재앙

평화, 건전,

안정, 이상,

젊음, 상쾌,

생명감, 정의,

안식, 청결,

침착, 조용함,

친구, 휴식

분홍

우아함, 기품,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청춘, 소녀,

귀여운, 벚꽃

달콤한 맛

나약함,

유아적임,

유치함

열반의 꽃,

성스러움의 꽃, 여성,

부활, 사랑,

행복, 달콤함

(perceived) 색의 색채이며, 또 하나는 모든 지각을 배제

한 순수 색, 감각으로서의 색채이다. 지각된 색으로서의

색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거나 다루는 색이 어떤 물

체와 더불어 있음에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느

낌이나 판단, 연상 등에 함께 따라붙어 다니게 된다. 예

를 들면 어떤 색으로부터 자극되었을 때 거리감이나 기

울기 또는 표면의 질감, 대 조성, 상징성 등이 그 색의

지각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래서 이러한

색채의 개념은 주로 어떤 물체를 지각함으로써 일어나

는 심리적 현상이나 활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쓰인다

(양미란, 2004)[5].

3.2 색채 심리학 개념

색채 심리는 색, 형태, 심리적 상태 등 복합적인 것들

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현장에서 색은 배제할

수 없으며 비록 무색의 행동이나 작품이라도 그것의 의

미를 무색이라는 색 의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담

자의 색은 ‘사용의미’나 ‘상징’ 그 자체로 ‘치료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류희만, 2008)[6].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 학문이다. 즉 인간인 나를,

타인을, 인간의 집단인 조직과 사회를 과학의 입장에서

전문적 특수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인간 과학의 한 분야

이다. 심리학은 문자 그대로 마음(心)의 이치(理)를 연구

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마음

으로 보고, 어떻게 연구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면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개념

에 포괄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마

음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마음을 직접 관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엇이냐고 자문해 보면

인식, 감정, 지각 및 감각, 성격, 태도, 가치관, 동기, 도덕

성 등은 물론 무의식의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인간의 개

념에 상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리학의 연구 대상

은 매우 다양하며 오늘날의 심리학은 어느 특정 학문체

계(paradigm) 또는 학파에 구속되지 않고 연구의 관심,

필요성, 성질에 따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론이나 연

구방법을 혼용하고 절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종합

적 심리학이다(고흥화, 1998)[7].

3.3 색의 연상과 상징

색채의 상징이란 색채를 통해 드러난 상징을 말한다.

또한, 색은 심리작용으로 감정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색의 상징은 색의 감각에 수반되는 관념, 정서, 사

상과 결합하여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시대적, 문화적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김지희, 1996)[8]. 모

든 원형은 상징을 통해 드러나며, 상징을 통해 나타날

때 의식될 수 있다. 상징은 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불분명한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는 수단이다. 즉 상징은 의식과 무

의식을 연결하는 무의식의 언어로 원형을 하나의 이미

지, 원형상(原形象)으로 드러난다(박주연, 2017)[9]. 색의

연상과 상징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색의 연상과 상징2)

2) 정연희, �실제적용중심의 미술치료�, 학지사, 2012,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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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포도, 제비꽃,

고귀, 신비,

부드러움,

신성함

불만, 질투,

광기, 공포

고귀함, 신성함, 신비,

균형에 대한 욕구,

치유력, 분노

주황

원기, 활력,

희열, 유쾌,

명랑, 가을,

태양, 오렌지,

노을, 사랑

천박, 사치,

경박함,

화려함,

요란함

힘, 인내,

따듯함, 환기,

생명력, 약진,

거부당함,

버림받음, 혼돈

갈색

풍요로운

들판, 대지,

가을, 대변,

흙, 안정감

건조함, 쇠퇴,

외로움,

쓸쓸함,

불경기

항문기, 불굴의 정신,

안정감,

풍요로움

흰색

구름, 토끼,

흰옷, 간호사,

눈, 국화,

신부,

웨딩드레스,

의사, 간호사,

병원

뼈, 항복,

실패, 냉기,

차가움,

단순함,

허무함

빛, 성스러움,

순수, 청결,

평화, 허무,

정숙, 결백,

공간, 자유,

신선함, 소박함,

숭고함, 희망

검정

밤, 눈동자,

석탄, 피아노,

석유, 흙

장미,

머리카락

탄 것, 죽음,

그림자,

비구름, 연기,

상복

절망, 두려움,

고통, 슬픔,

불안, 공포, 악, 범죄,

죄, 침묵, 중압감,

후회,

의지, 냉담,

허무, 정숙,

고생, 강건

3.4 분석심리학의 개념

분석적 심리치료(Analytical Psychotherapy)는 칼 구

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에 의해 창시된

정신 역동적 심리치료서 인간의 심층적인 무의식 세계

를 설명하는 분석심리학(Analytical Psychology)에 근거

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 개인 무의식, 그리

고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자아, 콤플렉

스, 원형,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self)

와 같은 독특한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정교

하게 설명하고 있다(권석만, 2012)[10].

3.5 융의 원형이론

원형(archetypes)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형태

만 가지고 있다. 원형은 어떤 유형의 지각과 행동의 가

능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원형들은 집단 무의식 내

에서 서로 별개의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결합하기도 한

다. 원형은 콤플렉스의 핵심을 이루며 원형이 중심이 되

어 관련 있는 경험들을 끌어당겨 콤플렉스를 형성한다.

원형이 의식에 떠올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그

원형이 잘 발달한 콤플렉스의 중심이 되었을 때뿐이다.

융(Jung)은 다양한 원형 중에서 우리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원형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

은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그리고 자기

(self) 이다3) 페르소나(persona)는 라틴어로 ‘가면’이라

는 뜻이며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

식으로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다.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는 자신과 반대되

는 성(性)의 특성을 의미, 페르소나가 외부로 드러난 모

습이라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무의식 속에 지닌 이성

의 속성을 뜻한다.

그림자(shadow)는 개인이 자신의 성격이라고 의식적

으로 인식하는 것과 반대되는 특성으로 우리의 본성에

있는 자신이 용납하기 어려운 특질과 감정들로서 억압

되어 있다. 자기(self)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성격

전체의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원형으로 성격의 모든 요

소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만들려는 내적 충동이다. 개인

의 내적 지혜의 안내자로 불린다(정연희, 2006)[11].

4. 구스타프 클림트

4.1 구스타프 클림트(Gvstav Klimt, 1862- 

1918)

클림트는 1862년 오스트리아 빈(Wien) 근교의 바움

가르텐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에

른스트 클림트(1834-1892)는 금, 은 세공사이자 조각가

였다. 아버지의 수공예품에 대한 재능은 훗날 그의 예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페라 가수였던 어머니 안

나 클림트(1836-1915)는 음악에 대한 애정을 물려 주었

다(윤옥영, 2007)[12]. 클림트는 응용미술 학교를 7년 만

에 졸업하고. 클림트 형제와 마치는 예술가 조합

(Kuenstler Companie)을 결성하여 트란실바니아 펠레

스키 왕궁, 헬름스 빌라의 침실 등을 마카르트(Makar

t)4) 스타일로 장식하면서 유명해졌다(김현주, 2006)[13].

그러나 1892년 클림트의 아버지와 동생 에른스트가 병

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술 활동을 잠시 접고 자신을

3) 권석만,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학지사, 2012, p.100.

4) 한스 마카르트(Hans Makart):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

났으며, 역사적 주제나 우의적인 내용을 자유로운 구도와 화려한

색채 및 화려한 장식을 구사해서 그리는 마카르트 양식을 확립함, 

네오바로크 풍의 양식, 19C 후반 예술의 연인, 빈의 우상으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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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컬러 심리특성

죽음과 삶
(1910-15) 검은빛 초록,

짙은 파랑,

노랑, 검정,

갈색, 흰색, 주황

환상, 행복, 절망, 삶, 죽음

유디트Ⅰ
(1901) 황금색, 검정,

주황색, 회 초록,

빨강, 노랑,

흰색,

어두운 자주

사랑표현, 성적 육감의

표출과 무의식적 불안 심리,

결여된, 세상의 응축, 관능적

애욕 주의, 족쇄, 죽음, 황금빛

관능의 여인

키스
(1907-08) 황금색, 노랑,

초록, 갈색,

주황, 검정,

빨강, 진한 연두,

진한 보라.

에로티시즘, 신성성,

여성성, 생명, 무의식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Ⅱ
(1912)

주황색, 초록색,

갈색, 분홍색

원초적 불안을 벗어나려는

두려움, 새로움에 대한

갈등심리, 자아 중심 세계와

무한한 非 자아 세계와의

통일

희망Ⅰ
(1907-08)

주황색, 초록색,

갈색, 검은색,

죽음, 평온하고 안정된

분위기, 태아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 클림트는 1905년에 맡고 있던 빈 분리파 회장직

을 사임하고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만들어간다. 1907년

이탈리아 여행에서 접한 비잔틴의 프레스코화에 큰 영

감을 얻은 그는 금박으로 자신의 그림을 장식하기 시작

한다. 클림트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현실을 넘어서는 아

름다움, 그중에서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일이

다. 노년에 외국에서 자주 전시회를 열었으며 1981년 외

출을 준비하던 클림트는 뇌출혈로 쓰러져 56세의 나이

로 생을 마감했다(채인경, 2017)[14].

4.2 작품에서의 원형이론

빈에서 만난 황금빛 키스의 화가 클림트의 책을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크림트의 작품 유디트Ⅰ

(1901), 키스(1907-08),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Ⅱ

(1912), 황금색과 노란색의 화려한 색과 다양한 장식, 문

양으로 무의식과 성(性)을 표현하였고, 크림트 자신의

그림에서 여성의 관능이 때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

고 여성도 성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

하게 드러냈다. 특히 유디트 작품에서는 남자의 얼굴을

반쯤 가려진 채 그려진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표현하

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문양으로 표현하였으

며, 여성의 성기 모양을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남녀의 육

체적 관계를 에로스와 삶과 죽음으로 표현하였다.

죽음과 삶(1910-15), 희망(1907-08), 처녀(1903), 여성

의 세기(1905)에서는 클림트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아버지가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고, 동생마저 심근경색

으로 사망해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족 부양의 부담감 등

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순탄하지 않았음을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의 형태로 회화를 통해 표현되었다.

4.3 크림트의 회화특성

유디트Ⅰ의 배경을 황금색으로 배색하여 사랑을 표

현하였고 흐릿한 그녀 앞가슴의 혼색은 성적 육감의 표

출과 무의식적인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내포하였다(김

미경, 2005)[15]. 화려한 장식과 의상 배경 사이로 행복

한 두 사람 남녀가 포옹하고 있고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표현의 절정, 에로티시즘이다(이경희, 2007)[16]. 아델레

Ⅱ의 주황색과 초록의 대비로 새로운 탈바꿈의 표현으

로 원초적 불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탈바꿈을 꿈꾸고 자

신의 예술적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펼치기 위한 두려움

의 심리표현이다(김미경, 2005). 순환적 구도와 이런 운

동감을 불안정한 느낌으로 전달하고 그것은 인생의 운

명에 대한 체념과 찬탄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

였고 보라색, 주황색은 독창성을, 노란색은 희망적인 부

분을 표현하였다(김진화, 1990)[17].

이에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클림트의 회화특성을 표

로 정리하였다.

〈표 2〉 크림트 회화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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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1903)
Vivid tone 주황,

노랑, 황금색,

갈색, 붉은색,

검은색, 초록색,

보라색

희망을 표현 마음의 치유,

우울한 심리에서 벗어나려는

심리적 해방, 내면의

욕구 분출, 정신적 사랑

여성의
세기
(1905) 검은색, 주황색,

노란색, 갈색,

파란색, 보라색,

흰색

삶의 순환, 여성성, 새로운

생명의 탄생, 모성, 내면세계,

에로티시즘,

죽음

4.4. 작가의 삶과 작품이 가지는 치유적 의미

빈에서 태어나 빈에서 살다가 빈에서 삶을 마감한 클

림트, 빈의 귀부인들, 빈의 화려한 장식, 빈의 과거 지향

적 가치관이 그림 속에 표현되었다. 또한, 빈 분리파 창

립 이후그린 모든 그림의 핵심적 요소는 문양과 장식이

다. 그는 좌절과 실망,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았으며 어

려서 갑자기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고 마음의 부담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건강 염려증으

로 늘 불안하였다. 어머니의 정신분열에 대한 열등감은

많은 모델과 관계 가지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결

혼하지 않은 것은 자아가 성립 이전 부모로부터받지 못

한 사랑이 무의식 속에 숨겨져 클림트 내면의 불안과 공

포, 두려움이 화려한 색상과 문양으로 그리고 성(性)으

로 표현 하고, 무의식을 의식화하면서 치유되었다고 분

석했다.

5. 결론

분석심리학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이 연구는 구스타프 융(Jung)의 원형이론을

바탕으로 클림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특성과 색

채가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클림

트의 원형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융의 원형이론을 통해

클림트 작가의 작품 속에 주로 황금색과 노란색 컬러와

화려한 장식과 문양은 여성의 성(性)으로 욕망을 표출하

고 여성성으로 자아를 구성 클림트 자신의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둘째, 클림트 작품에 나타난 주요색은 푸른색, 검은빛

초록, 황금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분노와 억압, 열정, 욕

구, 희망, 에로티시즘을 나타내고, 비비디 톤의 주황색과

노란색의 배색은 희망의 내면적 치유의 색으로 표현함

을 확인했다.

셋째, 작가 내면의 치유과정으로 자신을 위한 컬러를

담고 있으며 내면의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며, 회화에

표현된색채가치유적인의미뿐만아니라내면의무의식

을 의식하는 그것으로 치유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 색채가 지니는 심리적 치유 효과 및 특정 색(色)

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내면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

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 사람의 작가와 적은 작품 수를 가지고 분석함이

제한적일 수 있어 향후 에는 여러 작가의 작품을분석하

여 상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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