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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괴하고 낯선 형상, 그로테스크의 변천사

공포스러우면서 해학적인 느낌을 주는 그로테스크!  고대

의 발견에서 비롯된 그로테스크의 기원과 그로테스크적 표

현을 사용한 예술 작품들을 살펴본다. 또한 시대에 따라 변

화하는 그로테스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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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테스크적 표현을 사용한 예술 작품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그로테스크의 의미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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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1163년 건축을 시작

하여 오랜 기간의 증설과 보수를 거쳐서 18세기 초엽 

완공되었다. ‘장미의 창’이라고 불리는 웅장한 크기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외벽의 조각들로 유명하다.

노트르담 대성당(Cathédrale Notre-Dame)



건축 외벽에 만들어진 빗물 배수구 장식으로, 다양한 

형상으로 제작되나 주로 인간과 새, 박쥐 등을 합성해

놓은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가고일(Gargoyle)



사찰을 들어갈 때 일주문 다음으로 지나는 두 번째 문

으로, 동서남북을 지키는 방위신인 사천왕을 모시고 

있다. 주로 험악한 얼굴로 표현된 사천왕은 악귀를 쫓

는 역할을 하며 불법을 지킨다.

※ 이미지 설명 : 통도사 천왕문 안에 있는 사천왕상

천왕문



그로테스크(Grotesque) 의미

기준에서 벗어난 불편한, 괴상한, 어처구니 없는 

 

기원: 15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고대 로마 유적이 발견됨 

(로마 황제 티투스의 온천장으로 가는 지하 통로와 네

로 황제의 황금궁전 폐허) 

이 유적의 벽과 천장에 남아 있는 인간과 동물, 식물들

이 뒤섞인 그림이 낯선, 기이한 인상을 남김 

 

표현 방식: 이질적인 이미지들의 결합 

 

네로 황제의 황금궁전에서 발견된 벽화 

그로테스크(Grotesque)는 ‘동굴’을 의미하는 이탈리

아어 ‘그로테(grotte)’에서 파생되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추상적, 공상적 대상을 표상하

는 것은 그로테스크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공존할 수 없는 이질적인 이미지의 합성, 

결합이 그로테스크를 만들어낸다. 



그로테스크는 기괴하고 낯선 형상으로 충격과 공포, 

혐오감을 주는 동시에 신비롭고 매혹적이며 해학적인 

느낌을 주는 복합적 효과를 갖는다. 

 

근대 이전까지의 그로테스크의 양상 

약 천 년의 중세 시대 동안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도

시, 종교 시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합리성과 기독교적 가치가 지배적이었던 당시 이탈리

아에서 발굴된 로마의 그로테스크한 양식은 상당한 충

격을 주며 비난과 혹평을 받았으나, 이러한 그로테스

크한 이미지를 미술 작품들이 차용하며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미메시스(Mimesis): 예술에서의 재현, 모방 등을 의

미하는 그리스어 

 

그로테스크는 중세·근대 예술에서 하위문화로서 꾸준

히 명맥을 유지해 갔다. 

노트르담 대성당(Cathédrale Notre-Dame)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1163년 건축을 시작



하여 오랜 기간의 증설과 보수를 거쳐서 18세기 초엽 

완공되었다. ‘장미의 창’이라고 불리는 웅장한 크기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외벽의 조각들로 유명하다. 

 

중세의 성당은 종교적인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한 상징

으로서 그로테스크 양식을 사용했다. 

가고일(Gargoyle) 

건축 외벽에 만들어진 빗물 배수구 장식으로, 다양한 

형상으로 제작되나 주로 인간과 새, 박쥐 등을 합성해

놓 은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 

 

천왕문 

사찰을 들어갈 때 일주문 다음으로 지나는 두 번째 문

으로, 동서남북을 지키는 방위신인 사천왕을 모시고 

있다. 주로 험악한 얼굴로 표현된 사천왕은 악귀를 쫓

는 역할을 하며 불법을 지킨다. 

 

가고일이나 사대천왕과 같이 기괴한 형상의 괴물을 장

식하여 외부의 악귀로부터 신성한 곳을 지키는 풍습은 

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했다. 



 

그로테스크에는 단순히 무섭거나 두려운 감정만이 아

닌, 과장되고 일그러진 표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측면도 있다. 

 

중세를 지나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로테스크는 

유희의 차원으로 변한다. 

중세에는 기독교 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로

테스크의 사용이 제한되었지만, 종교의 권위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진 근대에 이르러서는 교훈적, 유희적인 

목적 아래 그로테스크한 형상들이 재현되기 시작한다. 

 

근대의 그로테스크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 1746~1828) 

스페인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당

시 사회상을 풍자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으며 고전주의 

회화부터 리얼리즘, 낭만주의 혹은 표현주의까지 다양

한 화풍을 구사하였다  

 

나폴레옹은 전쟁 초기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앞세워 민



중과 계몽주의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곧 나폴레

옹은 자신의 유럽 정복 야욕을 드러냈고, 스페인에서

는 프랑스의 점령에 반한 게릴라전이 전국에서 발발, 

반도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제 군주의 폭정, 외세 프랑스군의 학살, 마녀사냥이 

난무하던 19세기 초 스페인의 시대상은 ‘현실 그 자체

가 그로테스크한 것’이었다. 

 

고야의 그림에 나타난 그로테스크는 스페인의 시대 상

황이었다. 

리얼리즘(Realism, 사실주의) 

인위적인 꾸밈을 배제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는 사조로, 시대마다 그 의미

가 조금씩 다르게 쓰인다. 미술뿐 아니라 , 문학,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고야, <거인>(188~1812) 

고야의 그림에 등장하는 흉측한 거인의 모습은 고야 

자신의 내면 혹은 당시 스페인의 현실을 표현한 것으



로, 근대에 등장한 그로테스크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

로 볼 수 있다. 

 

영국의 작가 이프라임 체임버스(Ephraim Cham-

bers)의 『백과사전 또는 기술과 과학의 일반 사전』

(Cyclopaedia, or a Universal Dictionary of Arts 

and Sciences, 1728)에 실린 인체 해부도 

 

19세기 이후, 과학의 발전으로 인체를 물질로 보는 새

로운 인식이 생겨났고, 이러한 과학적 사유에서 비롯

된 상상은 그로테스크 미술에 반영되었다. 

영국의 여류 작가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소설 『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1818) 3판(1831년 출

판)에 실린 권두 삽화 

 

영국의 여류 작가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소설 『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1818) 3판(1831년 출

판)에 실린 권두 삽화 

영국의 괴기 소설가 브램 스토커(Bram Stoker)의 『드



라큘라』(Dracula, 1897)를 최초로 영화화한 토드 브

라우닝(Tod Browning) 감독의 1931년 작 <드라큘라

>의 장면

 

『암흑의 핵심』 (Heart of Darkness, 1899) 

폴란드 태생의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가 콩고에서

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주인공 말로가 아프리카

의 상아 밀수업에 개입되면서 뛰어난 교역상으로 활동

하는 커츠 대령을 만나러 가는 행적을 다룬다.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 1979)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 말론 브란도, 로버트 듀발, 마

틴 쉰 주연. 콘래드의 『암흑의 핵심』을 시대상과 맞게 

베트남 전쟁으로 번안하여 크게 성공한 영화로 1980

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콘래드가 『암흑의 핵심』에서 그린 ‘진짜 공포’는 19세기 

말에 그로테스크가 도달한 진지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호미 바바 (Homi bhabha, 1949~) 

인도 출신의 사회학자로 중요한 탈식민주의 이론가로 

평가받는다. 양가성, 잡종성 등의 개념을 통해 지배 논

리에 대한 비판과 전복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 그 땅은 이 세상의 땅같이 보이질 않았어. 우리는 

정복당한 괴물이 족쇄를 차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는 

데만 익숙해 있었거든. 그러다가 거기서 괴물들이 자

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야. [...] 내게 가

장 괴로웠던 건 그들 또한 비인간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었어.[...] 그들 또한 우리들처럼 

인간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야성적이고 열정적인 소

동이 우리와는 먼 친족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

각이었어.[...] 

- 『암흑의 핵심』 中”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사상에 매몰되어 있던 주인

공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건강한 삶을 통해 인간적 

동질성을 느끼면서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경험한다. 

“[...] 오, 내가 그 변화에 감동했다고는 할 수 없고, 오

직 매혹되었을 뿐이지. 마치 베일이 찢어지면서 어떤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 그 상앗빛 얼굴에

서 나는 음침한 오만, 무자비한 권세 겁먹은 공포, 그

리고 치열하고 기약 없는 절망의 표정이 감도는 것을 



보았거든. 완벽한 앎이 이루어지는 지고한 순간에 그

는 욕망 , 유혹 및 굴종으로 점철된 그의 일생을 세세

하게 되살아보고 있는 것이었을까? 그는 [...] 겨우 숨

결에 불과했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두 번 외치고 있

었어. “무서워라! 무서워라!”[...]  

- 『암흑의 핵심』 中” 

 

『암흑의 핵심』에서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통해 발견한 

야만성은 노예나 원주민들이 아닌, 바로 자신들 내면

의 야만성이었다. 

지크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 - 1939)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의 창시자. 히스

테리 환자를 관찰해 무의식의 존재를 밝혀냈으며 심층 

심리학을 확립했다. 『꿈의 해석』, 『쾌락 원리의 저편』 

등의 저작을 남겼다. 

억압된 것의 귀환 

신경증을 설명하기 위해 프로이트가 만든 표현. 무의

식 속에 억압된 것들은 끊임없이 의식으로 진입하려 

하고, 의식은 이것에 불쾌를 느끼며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억압된 것은 왜곡된 증상으로 우회적으로 나타

난다는 개념 

프로이트는 우리가 ‘억압된 것의 귀환’에서 공포를 느

낀다고 보았다. 



고대 로마의 건축물에 사용됐던 기괴한 장식 무늬가 15
세기에 발견되면서, 여기에서 그로테스크라는 용어가 
파생되었다. 

그로테스크는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해학적이며 매혹적인 느낌을 주는 양가성을 지니고 있
다.  

그로테스크는 종교적 권위, 정치적 상황, 과학의 발달, 
무의식의 발견 등 시대적 담론들과 맞물려 예술에서 다
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단순한 장식적 역할에서 출발한 그로테스크 예술은 오
늘날 인간의 주체성과 무의식을 재구성해내는 수준에까
지 이르게 되었다.



1.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로, 고대 로마의 건축물에 사용됐던 기괴한 장

식 무늬가 15세기에 발견되면서 파생된 예술 용어는?

(1) 아라베스크(Arabesque)       (2) 그로테스크(Grotesque)

(3) 아방가르드(Avant-garde)    (4) 무데하르(Mudejar)

2. 다음 지문이 설명하는 화가의 이름은 무엇인가?

. 스페인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18~19세기의 사회상을 풍자하는 그

림을 많이 그렸다.

. <1808년 5월 3일의 학살>(El Tres de Mayo)을 통해 19세기 초 스페

인의 그로테스크한 현실을 나타냈다.

. 고전주의 회화부터 리얼리즘, 낭만주의, 표현주의까지 다양한 화풍을 

구사하였으며, ‘옷을 벗은 마하’(The Nude Maja)로 특히 유명하다.

(1)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velazquez)

(2)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

(3)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4)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



3. 괴상하고 불편한 것을 뜻하는 그로테스크(Grotesque) 예술

의 변천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발굴된 그로테스크 양식은 충격

을 주며 비난과 혹평을 받았고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2) 근대 예술에서 하위문화로서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 갔다.

(3) 중세를 지나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희의 차원으로 변

한다. 

(4) 오늘날에는 인간의 주체성과 무의식을 재구성해내는 수준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1. (2)   2.(4)   3.(1)

3. (1) 그로테스크 양식은 충격과 공포, 혐오감을 주었으나 그러

    한 이미지를 미술 작품들이 차용하며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강의 보기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Jheronimus_Bosch_023.jpg 

지식노트

Wilwarin at en.wikipedia.org

Michael Reeve at en.wikipedia.org

hyolee2 at commons.wiki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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