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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미술교육에서 창의성은 중요한 교육적 논점이었다. 그러나 창

의성을 주로 천재성이나 정신이상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인식함

으로써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 연구는 개인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의성의 통합적 접근 방식

인 칙센트미하이(Mihalyi Csikszentmihalyi)의 체제모형을 바탕으

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생애를 분석함으로써 창의성

을 ‘인성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탐

구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을 요약하면, 먼저 뒤샹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전기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뒤샹의 창의성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는 사건을 

추출하고 시계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나타나

는 요인을 체제적 분석 틀을 적용하여 개인의 인성과 개인적·문화

적·사회적 환경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 시기별로 

다른 창의성 요인이 분석되었다. 재능 발견기에는 인성요인보다는 

환경요인의 영향이 큰 시기로 가정에서의 지지, 미술대회에서의 입

상 경험 등을 통해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뒤샹의 내적 동기가 높아

졌다. 미술계 입문기에는 자아성찰, 학습 태도에서의 개방성 등이 

인성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멘토, 자극이 되는 동료, 현장과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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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등의 환경요인이 인성요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작품세계의 

확립기에는 독립심, 모험심, 개방성, 자유에의 갈망과 같은 인성요

인과 그에 영향을 미친 현장과의 갈등, 후원자와의 만남, 제1차 세

계대전과 뉴욕이라는 시대 및 장소가 환경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예

술적 환원기에는 작품활동보다는 외적으로 자신의 미학을 전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앞서 나타났던 인성요인은 

대체로 약화된 반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용성(受容性)이 가

장 주요한 인성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용성을 강화시킨 현

장의 인정이 환경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시기별로 나타나는 창의성 발달 요인을 종적으로 재분석

하여 그 특성을 밝혔다. 인성요인에서는 새롭게 독립심, 개방성, 모

험심의 바탕이 되는 ‘강한 자의식’이란 요인이, 그 무엇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추구하고자 했던 ‘자유에의 갈망’이 

뒤샹의 독특한 인성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인성요인은 시기

별로 발달 정도에 다른 변화를 보였다.  

환경요인의 특성은 첫째, 생애 시기별로 명확히 다른 요인들이 

뒤샹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재능 발견기와 미

술계 입문기는 주로 개인환경이, 작품세계 확립기와 사회적 환원기

에는 사회/현장과의 관계가 뒤샹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환경요인의 네 가지 주요인으로, 어린 시절 재능

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정환경,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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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분야 전문가와의 만남, 분야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습득하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환경은 창의성 발

달에서 필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영역요인은 인성

요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기별로 적절한 미술 교육적 환경 제공의 

중요성과 개인·문화·사회 각 측면에서 필요한 미술 교육적 환경

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준다.   

 

 

 

 

 

 

 

 

 

 

 

 

주요어 : 뒤샹, 창의성, 체제모형, 생애사 연구, 미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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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우리나라 미술교육에서 ‘창의성’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50년대 후

반 미국의 피바디 교육사절단(Pebody Education Mission)의 내한을 계

기로 시작되었다. 이들이 전파한 창의적 자기표현(creative self-

expression) 중심의 미술교육은 우리나라 제1차 미술과 교육과정에 창

의성 중심 미술교육(Creativity-Based Art Education)이론이 반영되도

록 하였으며, 이후 창의성은 미술교육에서 매우 활발히 연구된 중심 담론

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미

술교육 이론이 등장하고 이것이 제7차 교육과정에 도입되면서 미술교육

은 창의성보다는 미술 교과의 학문적 당위성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창의성은 미술교육에서 한동안 잊혀진 담론이 되어갔

다. 그러나 창의성이 미술교육의 중심 논의에서 밀려나 있는 동안 오히려 

과학이나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 창의적 인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

면서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창

의성을 가진 인재를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1세기를 “창의성의 세기”로 선

포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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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 중의 하나로 “기초 능력

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을 들었으

며, 이와 같은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방침의 처음에 “배

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p. 3-4). 

이와 같이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국가적 차원의 교육목표

가 되면서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발

해졌다. 2010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예술교육 세계대회의 개막

식 기조연설에서 로버트와 미셀 루트번스타인(Robert & Michele Root-

Bernstein)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예술적 재능과 과학적 성취 사이의 밀

접한 관계를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창의성이 천재와 같이 특정 인물

만이 갖는 능력이라거나 예술분야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잠재된 능력이라는 창의성 개념과 맞물리며, 인간

의 창의성 육성에 있어서 예술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최근 미술교육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기존에 미술분야가 가지고 있었던 창의성에 대한 인식

은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 연구에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지금까지 미술

교육 관련 국내 창의성 연구의 경향을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등재

된 학술연구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창의성 신장을 위한 미술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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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개발이나 지도방법, 또는 ‘창의적 표현’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미술교육 분야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는 창의성의 개념이 처음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에 도

입된 것이 ‘창의적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이론을 통

해서였고, 미술교육과정의 목표에 ‘창의적 표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점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창의적 표현을 넘어 창의성의 개념을 미술 교육적 

입장에서 새롭게 조명하거나(김황기, 2010; 안금희, 2010; 최영경, 1993; 

최윤재, 2001), 미술적 창의성에 대한 인지적 접근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인지적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모영(2000, 

2006a, 2006b, 2006c)의 연구가 있다. 이모영은 미술의 표현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밀접한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설

명하고 미술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인성적 접근 방식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성

적 접근에 대한 연구로는 이연경(2011)의 석사논문「미술교육에서의 창

의력과 인성특성의 관계」가 유일하다. 이연경은 MBTI를 기반으로 한 

아동용 성격유형검사인 MMTIC를 사용하여 아동의 성격유형과 창의적 

특성과의 관계가 선호경향과 기질유형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심리측정적

·계량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 외에 김선아(2004)와 안금희(2010)는 창의적 예술가를 이상 성

격의 소유자, 또는 천재의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은 미술교육 연구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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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창의성을 특별한 개인적 

차원의 능력이 아닌, 개인의 사회적 경험과 환경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

는 능력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김선아(2004)는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교

사의 전문가적 역할」에서 창의성을 통합적으로 연구한 이론가들의 주장

을 언급하면서 창의성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데 필요한 대인적 관계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안금희(2010)는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에 관한 담론 고찰」에서 미술 교과에서 창의성 신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육에서 창의성의 개념에 대한 풍부한 담론과 창의성 교육

을 위한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실천적 전략 개발, 그리고 창의성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미술에 대한 기존의 관념, 작품의 인습적인 제작, 

평가, 수용, 유통의 모든 과정에 도전하여 예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

롭게 변화시킴으로써 미술분야에서 의심할 바 없는 창의성을 보인 마르셀 

뒤샹(Marchel Duchamp)1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의 생애사 연구

를 통해 창의적 성취에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인성요인과 환경요인을 체

제적 분석 틀을 이용하여 분석해봄으로써 미술에서의 창의성을 ‘발달’이라

                                        
1
 뒤샹은 미술에 대한 기존의 관념, 작품의 인습적인 제작, 평가, 수용, 유통의 모

든 과정에 도전하여 예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 그의 영향을 현대

미술의 표현방법에만 국한시켜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짐

작할 수 있다. 최초로 설치미술을 시작한 데에서 시작하여 광학적 실험영화의 본

격적 시도, 그리고 최초의 개념미술, 바디아트, 성에 대한 최초의 예술적이고도 

비평적인 접근, 팝 아트의 시작, 컨텍스트 아트, 레디메이드의 발명 등등 이루 헤

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장르와 매체의 실험이 그 자신에 의해 행해졌다(유진상, 

1997,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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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미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처럼 생애사 연구 방법은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 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그의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사례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생애사 연구에서 선정

하는 인물은 한 분야에서 이미 창의성을 인정받은 인물로서 그 분야의 창

의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분석 결과가 한 개

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더불어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창의성을 창의적 산출물, 또는 그러한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에

만 국한하지 않고 개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으로 연구 범

위를 확장시킴으로써 창의적 인성요인과 그것의 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환경요인의 분석은 미술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데 더 유리하다

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술교육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생애

사 연구 방법을 통해 미술가 개인의 창의성 발달 과정을 연구한 학술논문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 방법을 통해 미술분야의 인물을 대

상으로 창의성 발달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미술교육 분야의 창의

성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 주제와 방법이라는 점에서, 또한 창의적 잠재

력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고, 발달 시기별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차이

를 밝힘으로써 어느 시기에 어떤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

제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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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창의적 예술가인 뒤샹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사람의 생애는 

수많은 사건의 연속이다. 이러한 많은 사건 중에서 뒤샹의 창의성 발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 뒤샹의 생애를 활동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시기별로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인성 및 환경 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상호

작용하였는가? 

셋째, 뒤샹의 창의성 발달 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술교육에 주는 시사

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창의성 이

론의 세 가지 접근 방법인 인지적, 인성적, 통합적 접근 방법을 살펴보고, 

칙센트미하이(Mihalyi Csikszentmihalyi)의 창의성 체제모형의 문화/영역

·사회/현장·개인적 환경/개인의 각 요인에 대한 물음과 가설을 살펴보

았다. 또한, 창의적 인물에 대한 생애사 연구의 선행 연구인 가드너의 비

범성 연구의 연구 방법과 내용, 그리고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생애사 연구의 장점에 대해 논하였다.  

Ⅲ장에서는 뒤샹의 탄생에서 타계까지의 전 생애를 그가 행한 여러 

활동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재능 발견기(1887~1904), 미술계 입문기

(1904~1912), 작품세계 확립기(1912~1923), 사회적 환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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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1968)로 분류2하고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사건이 일

어나게 된 시대적 배경을 함께 다루었다.  

Ⅳ장에서는 뒤샹의 시기별 주요 생애 사건에 나타난 창의성 발달 요

인을 본 연구의 체제적 분석 틀을 이용하여 인성, 개인환경, 문화/영역, 

사회/현장 각 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Ⅴ장에서는 Ⅳ장에서 분석한 각 요인을 크게 인성요인과 환경요인으

로 분류하여 종적으로 재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의 변화 양상과 각 요인 간 

상호작용의 변화,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내용 등을 기술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가 미술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였다.  

  

                                        
2
 시기별 분류는 본 연구자가 뒤샹의 활동 경향을 분석하여 그 특성에 따라 분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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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여섯 단계의 연구 절차를 통해 뒤샹의 창의성 발달 

요인을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 선정 

본 연구는 미술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을 보인 인물에 대한 생애사 

연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탁월한 업적과 함께 창의성을 해석할 수 있

생애 사건  

수집 및 요약 

관련 자료 수집 

주요 생애 사건 

추출 및 기술 

 

주요 생애 사건 

분석 

창의성 

발달 과정 해석 

연구 대상 선정 

[그림 Ⅰ-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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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가 어떤 창의적 인성

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환경의 영향을 통하여 자신의 창의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발현하였는지 그 발달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물

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미술분야의 창의적 인물을 선정한다. 창의적 인물은 자신의 창

의적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한 사람이므로 창의적 발달 과정 연구를 위해 

분야에서 탁월한 창의적 성취를 인정받은 인물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의적 인물의 창의성 발달 요인을 인성 및 환경 요인을 중심

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료, 개인적인 기록, 생생한 자료에 접

근하는 것이 가능하고, 시대 상황에 대한 논의가 풍부한 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근·현대기의 인물로 선정한다. 

셋째, 더욱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자료가 풍부하고, 믿을만한 

자기 보고문헌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즉 일기, 일지, 편

지 등이나 인물의 말을 첨삭 없이 기록한 인터뷰 등의 자료가 존재하는 

인물을 선정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마르셀 뒤샹은 적합한 조건을 갖추

고 있는 인물이었다.  

 

2) 관련 자료의 수집 

뒤샹의 창의성 발달 요인을 탐구할 수 있는 관련 문헌3은 다음과 같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및 자료실과 RISS(학술연구

정보서비스)를 통해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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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뒤샹의 전체 생애를 기술하고 있는 전기이다. 전기는 그 전기

를 저술한 지은이의 주관적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격이 다른 전기들

을 선정하여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의 네 권의 전기

는 본 연구에서 참고한 전기 중 기본이 된 전기들이다. 김광우(2001)의 

전기는 일반인들이 접하기에 쉽게 기술되어 있으며, 뒤샹과 가깝게 지낸 

주변 예술가와 후원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서 뒤샹과 주변 인물

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마르카데(Bernard Marcadé, 2010)의 

전기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764쪽에 달하는 평전(評傳)으로 다른 

전기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우 전문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파르투슈(Marc Partouche, 2007)의 전기는 작가의 주관적 관점을 최대

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뒤샹의 말을 가공하지 않고 제공함으

로써 뒤샹의 주요 생애 사건을 추출하는데 기준이 되었다. 톰킨(Calvin 

Tomkins, 1996)의 전기는 출판 이후 많은 뒤샹의 전기 작가들이 참고문

헌으로 사용한 전기이다.  

둘째, 뒤샹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는 인터뷰 글이다. 뒤샹이 사망하

기 2년 전에 이루어진 피에르 카반느(Pierre Cabanne, 1987)와의 대담

은 유년기에서 시작하여 대담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중요한 사건, 그리

고 그것이 일어난 경위와 그 당시 뒤샹의 생각 등을 매우 면밀한 부분까

지 질의와 응답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어서 뒤샹의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다루어지는 전기적 기록물이다. 특히,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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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뒤샹의 개인사를 그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비록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당시의 기록이 아닌 ‘회고(回顧)’라는 점에서 뒤

샹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명확함이나 과거 사건에 관한 현재 뒤샹의 해석

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은 있으나 자신의 성취 과정에 대한 해석이

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는 뒤샹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역사와 문화 관련 

문헌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뒤샹이 살았던 당대의 시대상과 역사적 배경

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특히 댄디, 보헤미안, 아방가르드에 대한 자료

는 뒤샹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문화 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들

이다. 또한, 유럽사는 뒤샹이 성장하는 동안 영향을 미친 프랑스의 역사

적인 배경을, 미국사는 뒤샹이 미국으로 이주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되었다.  

넷째, 뒤샹의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물들이 있다. 이 연구물들은 전기

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었던 뒤샹의 주요 작품과 관련된 일화 및 그 미술

사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3) 생애 사건 수집 및 요약 

먼저 각 전기의 내용 중 뒤샹의 창의성 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생애 사건을 수집하였다. 또한, 인터뷰나 학술연구물 등을 통하여 생애 

사건들을 더하여 수집하였다.  

생애 사건의 요약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각 전기를 통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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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생애 사건을 비교 검토하여 모든 전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생애 사건

으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요약 과정은 뒤샹의 생애에서 주요한 생애 사건

을 추출하고, 전기문의 특성상 지은이의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

을 제거해줄 수 있다.  

 

4) 주요 생애 사건 추출 및 기술 

본 연구에서는 뒤샹의 생애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이나 변화를 가져왔

던 주요 생애 사건을 찾아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뒤샹의 생애사를 재구성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먼저 뒤샹의 생애 사건들을 추적하여 정리하고, 

그 사건들 중에서 뒤샹의 창의성 발달사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생애 사

건을 추출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뒤샹 스스로 회고한 사건을 일차적으로 선정한다. 전기 자료에

서 뒤샹의 회고가 들어있지 않은 사건은 전기 작가의 해석이 첨가되어 있

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사건은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 사용되기는 

하나 주요 생애 사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강력한 정서 경험으로 뒤샹 자신이 회

고하고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이때 정서 경험은 긍정적·부정적 정서 모

두를 포함한다.  

셋째, 뒤샹의 생애 전개의 방향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선정한다. 이러한 사건은 뒤샹의 창의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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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선정될 수 있는 생애 사건을 추출

하였고, 이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다.  

 

5) 주요 생애 사건 분석 

먼저 추출된 뒤샹의 주요 생애 사건에 영향을 미친 시대적·사회 문

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인성, 개인환경, 문화/영역, 사회/현장 요인과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칙센트미하이의 체제모형을 변형한 체제적 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체제모형에서는 개인환경이라는 큰 범주 안에 개인이라는 요

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환경과 개인의 

인성을 분리하고 환경요인의 하위요인으로 개인환경·문화/영역·사회/현

장을 설정함으로써 이들 환경요인의 하위요인과 인성요인 간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과 인성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환경요인과 인성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은 창의성 발

달에 있어서 미술 교육적 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체제적 분석 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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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의성 발달 과정 해석 

뒤샹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인성, 개인환경, 문화/영역, 사회/

현장 요인과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기술한 내용을 창의성 발달

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미술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환경요인 

개인환경 

문화/영역 

인성 

사회/현장 

[그림 Ⅰ-2] 본 연구의 체제적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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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950년 길포드(J. P. Guilford)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의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심리학 연

구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창의성 연구를 촉구하였다. 이후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창의성은 연구자에 따라 또는 연구 방향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되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창의성 이론가들이 동의하는 창의성

에 대한 가장 일반적 정의는“새롭고(즉, 독창적이고 기대되지 않은) 질

적으로 수준이 높으며, 적절한(즉, 유용하고 과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

족시키는) 산물을 생산해 내는 능력”이다(Sternbert, Grigorenko, Singer, 

2009, p. 15).    

‘창의성(creativity)’이란 용어에 대해 이런 합의된 정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20세기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만은 아니다. ‘창의

성’이란 용어가 통용되기 이전에 창조성, 천재성 등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창의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창의성’ 개념은 어

떤 과정을 통해 등장하게 되었는가. 

1998년 『창의성의 이해(Understanding Creativity)』를 출판한 데

이시와 레논(John S. Dacey & Kathleen Lennon)은 다음과 같이 아주 

명료하고도 평이하게, 즉 상식에 부합하게, 창의성이라는 인간 능력에 대

한 ‘개념’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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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계발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의 

대답은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만큼이나 다양하다. 한 가지 측면만 

본다면 이야기는 간단하다. 고대부터 르네상스까지 뛰어난 기술의 혁신은 신

에 의해 주어지는 영감이라 믿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창의성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발생적 유전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모든 창의적 

행동이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들에 의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는 생물·사회·심리학적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이 대중적으로 일반화되기까지 겪은 이런 개념 변화는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19세기 이전까지는 창의적 사고의 본질에 관해 거의 연구

되지 않았다. … 그것에 관해 영향력 있는 최초의 연구는 1세기 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Dacey Lennon, 2006, pp. 17-18). 

 

서양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새롭고도 유용한 무엇인가

를 만들어내는 현상 즉, 창조의 행위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

라 신의 손을 대신하여 창의적인 일을 행하는 일종의 ‘영감(inspiration)’

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창조의 행위에서 인간은 단지 신의 능력을 담아

내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였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영감’이란 의미의 창의성은 ‘유전’에 

의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신에 의한 것에서 유전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뿐 아직 인간의 창의적 행위는 모든 인간에게 가능한 것

이 아니라 신의 은총을 받듯 유전적으로 타고난 몇몇 거장 반열의 천재적 

예술가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18세기까지도 지속되었으

며,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창의성(creativity)’이라는 용어가 등장

하고 사용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창의’라는 용어보다는 ‘창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천재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제작 및 

발명을 일컫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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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들어 생물·심리·사회학적 관찰을 통해 천재성이나 독창성

의 근원을 밝히려는 심리학자들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천

재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천재적 잠재력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낳았으며, 천재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부터 창의성 개념을 분리하고, 천재의 잠재력과 그 발휘가 환경에 의존한

다는 생각을 본격화시켰다(Albert, 1999, p. 22). 

20세기 후반, 분야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거쳐 이제는 융합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창의성의 수요와 그 적용 범위는 모든 분야와 모든 사람에게

로 확장되었다. 또한, 창의적 인물은 국가의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교육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1. 창의성 이론 

 

창의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만큼 그에 관한 연구의 방향도 매우 다

양하게 전개되었다. 스턴버그와 루버트(Robert J. Sternberg & Todd I. 

Lubart, 1999)는 창의성 연구를 접근 방식에 따라 신비적(mystical), 실

용주의적(pragmatic), 정신역동적(psychodynamic), 심리측정적

(psychometric), 인지적(cognitive), 사회·인성적(social-personality), 

통합적(confluence) 접근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신비주의적 접근은 

신에게서 부여받은 영감 또는 천재적 능력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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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드 보노(E. De Bono), 오스본(A. F. 

Osborn), 아담스(J. L. Adams), 오크(R. von Oech)와 같은 학자들은 그

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통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실

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정신역동적 접근의 대표적인 연구에는 프로

이드(S. Freud)의 사례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

은 명성 있는 예술가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창의성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

의 긴장 상태로부터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비주의적, 실용주

의적, 정신영동적 접근 방식은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서 

창의성의 주류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세 가지 외의 접근 방법들은 연구 주제에 따라 다시 크게 세 가지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창의적인 사고와 관련한 정신적인 과정 및 

표상에 초점을 두는 인지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 외의 인성/성격·태도·

동기를 창의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인성적 접근, 창의성의 인지적, 

인성적 측면과 더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함께 연

구하는 통합적 접근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연구자와 연구 방법

에 따라 다양하게 융합되기도 하지만, 창의성 이론의 분류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의 분류가 일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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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지적 접근 

 

인지적 접근이란 창의적 사고의 저변을 이루는 정신 작용 및 사고 과

정을 통해 창의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접근법이다. 길포드의 미국심

리학회 연설 이후 인지적 접근은 창의성 연구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

해왔다.  

길포드(1967)는 종래의 여러 지능 이론이 일차원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능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내

용, 작용, 결과로 조합되는 4*5*6 의 120개의 능력요인으로 지능이 구성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지능구조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는 작용의 영

역을 인지, 기억,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와 평가의 5개 요인으로 나누

었는데, 그 중 작용 영역을 인지, 기억,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 평가의 

5개 요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중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하나의 

정답을 찾는 대신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자유롭게 찾아내는 ’확산적 사고’

를 창의적 사고와 동일시하였다.  

길포드는 확산적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을 문제에 대한 민감성

(sensitivity to problem), 유창성(fluency), 독창성(novel ideas), 융통

성(flexibility), 통합 분석 능력(synthesizing and analyzing abilities), 

복잡성(complexity), 평가(evaluation) 등의 8개의 기본 요인으로 가정

하였다. 길포드는 이 8개의 능력 중에서도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정교

성(elaboration)을 창의성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이 네 가지 요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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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인으로 하여 확산적 사고 능력 검사를 제작하였다.   

또한 토렌스(E. P. Torrance, 1988)는 창의성을 문제·지식의 결핍

·부족한 요소들·부조화 등에 대한 민감성, 문제와 곤란을 규명하는 것, 

문제해결책을 찾는 것, 문제나 해결되어야 할 결점에 대한 추측, 가설을 

형성하고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 수정·재검토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originality), 정교성을 주장하며 이의 측정을 위한 토랜스 

창의성 검사(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TTCT)를 계발하였

다. 

윌리엄스(F. E. Williams, 1980) 역시 창의성의 구성 요인으로서 인

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3차원적 모형을 제시하고, 인지

적 구성요인으로서 유창성·융통성·독창성·정교성을 들었다. 

이와 같이 창의성의 인지적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창

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창성(fluency) 

유창성이란,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는 사고의 풍부성과 속도를 말한다. 길포드

는 창의적 사고가 결국 독창적이며, 적절하며, 질적으로 우수한 내용을 

산출하는 데 있더라도, 사고의 초기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산

출하는 것이 더 질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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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은 창의적 사고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2) 융통성(flexibility), 

융통성이란, 고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이고 다방면으

로 사고를 변화시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창

의적인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내는 과정에서 한 범주의 생각에서 다른 범

주의 생각으로 문제를 변화시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을 넓혀 지배적인 사고방식이나 

익숙한 관점을 버리고, 발상을 전환하여 유연하게 사고하는 능력이다.  

 

3) 독창성(originality) 

독창성이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이이디어를 산출

하는 능력을 말한다. 길포드는 독창성이 단기적으로는 문제해결의 상황에

서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며, 장기적으로는 창의적 

사고와 산물을 질적으로 고양시켜주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과정을 통해 이

상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 독창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

한 독창성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생각을 하거나, 기존의 

가치를 부정할 때, 또는 존재하는 사물이나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산물

을 산출할 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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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교성(elaboration) 

정교성은 어떠한 골격에 세부를 덧붙여서 불완전한 골격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금까지 내놓은 아이디어의 가치를 받아들여 이를 더 다

듬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과정에서 가능한 다양한 측면에서 유창하게, 

그리고 융통적으로 생산한 아이디어라도 이를 발전시켜 훌륭한 아이디어

가 되도록 다듬는 능력은 창의적인 산출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이는 자칫 

융통적이고 유창하며, 독창적이기만 한 사고와 산물이 복잡하고 다듬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더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발전되도

록 하는 능력이다.  

 

나. 인성적 접근 

 

인성적 접근이란, 창의성을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personality)·

동기(motivation)·태도(attitude) 등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다. 창의성 연구의 초기에는 길포드를 중심으로 하여 창

의성을 창의적인 사고 능력으로 설명하려는 인지적 접근법이 지배적이었

다. 그러나 한 개인이 아이디어를 계발하거나 이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

기는 것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성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격이나 태도와 같은 다른 측면들에 대한 인성적 접

근법이 병행하여 발전되었다.  

스턴버그와 루버트(1999)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매슬로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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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low, 1968)는 창의성을 개인의 자아를 실현·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기(courage), 대담성(boldness), 자발성(spontaneity), 자아수용성

(self-acceptance) 등의 요소를 이끌어내는 성격적인 것으로 보았고, 매

커넌(D. W. Mackinnon, 1965), 바런(F. Barron1969), 에생크(H. J. 

Eysenck, 1993) 등은 독립심(independence), 모험심(risk-taking), 자

신감(self-confidence) 등의 특성을 창의성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페이스트(G, J. Feist, 1999)는 창의적인 사람의 인성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신감과 야망

이 있고,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창의성을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

의 상호작용으로 본 어반(Urban, 1995)은 창의성의 인성적 요인으로서 

집중력과 과제 집착력, 동기, 개방성과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등 세 가지

를 인성요인으로 들었다.  

창의성을 인지적 기능과 인성적 성향 간의 조합으로 보는 트래핑거

(D. J. Treffinger, 1982)는 호기심, 반응에 대한 자발성, 경험에 대한 개

방성, 위험 감수, 문제에 대한 민감성,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자신감 등

을 인성적 성향으로 제시하였다. 이 외 윌리엄스(1980)는 창의성의 인성

적 요인으로서 모험심, 복합성, 상상력 등을 들었다. 또한 퍼킨스

(Perkins, 1981, 1984)는 창의성이란 혼란과 불확실성을 잘 받아드리고 

견뎌낼 수 있는 끈기, 실패를 흥미롭고 도전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 태도, 내재적 동기유발 등이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아마빌(T. M. Amabile, 1996)은 특히 내적 동기(intri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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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가 창의성의 중요 요인이라 주장하였다. 한 사람이 과제에 창

의적으로 반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 과제를 향한 태도

가 중요하다. 만일 과제가 그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동기를 부여한다면 즉, 

외적 보상이 아니라 과제 그 자체에 흥미를 느낀다면 그 사람이 혁신적으

로 반응할 가능성은 최대화 된다는 것이다.  

룬코(M. A. Runco, 2007)가 인성적 성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한 것에 따르면, 독자성, 유연성, 감수성, 유희성, 복잡성에 대한 선호, 

경험에 대한 개방성, 내적 동기화, 심리적 양성성, 자기효과(자기통제 및 

자신감), 폭넓은 관심과 호기심을 인성적 성향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창의성의 인성적 측면은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성향들이 제시·주장되고 있지만, 독립심, 모험심, 집착성, 개방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요 인성요인이라 할 수 있다. 

 

1) 독립심(Independence) 

독립심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

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인성적 특성이다. 창의성의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

하고 창의적인 것은 언제나 독창적이며, 창의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

다. 독창성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일

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심을 지니고 있다면 이러한 차별

화된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Runco, 2009,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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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험심(risk-taking) 

모험심은 새로운 과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

하고, 이를 기꺼이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창의적인 인물은 자신의 

현재 상황과 주어진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다소 위험한 일에도 도전하고자 

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진다.  

 

3) 집착성(persistence) 

집착성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고 몰두하는 성격적 특

성을 말한다. 집착성은 집중력, 끈기, 인내 등으로 표현되는데,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동안 장애물에 부딪히더라도 장애를 극복

하고자 하며, 주어진 문제에 기꺼이 열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집착성은 

불확실함을 끝까지 견디며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말한다. 

 

4) 개방성(openness) 

개방성은 어떠한 정보나 가치 그리고 경험을 잘 수용할 수 있어서 다

양한 경험에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이다. 

스턴버그(1999)는 창의적인 인물은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자

신의 생각과 세상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와 아이디어를 탐색

하고자 하는 특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방성은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나 자신이 이러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발적인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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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합적 접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적 접근은 사고능력 및 지식과 같은 지

적 능력의 범주 속에서 주로 창의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대체로 인성적 측면을 경시한다. 반면 인성적 접근은 성향·태도·동기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인지적 능력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창

의성과 관련된 지적 능력과 사고력만 강조한다고 해서, 혹은 창의적인 성

향만 있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나 창의성을 자유자재로 표출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창의성에 대한 접근은 하나

의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연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의

성 그 자체가 지니는 복합적인 특성상 한 가지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 사

실이다. 따라서 창의성의 인지적 측면과 인성적 측면 중 어느 한 쪽만의 

강조가 아닌 두 측면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

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창의성 연구가 나아갈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Sternberg, Lubart, 1999). 

창의성 연구에 있어서의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란, 창의성은 인지적·

인성적 요인과 같은 개인 내적 측면과 상황·환경적인 외적 요인 및 관

련된 영역의 지식·경험활동 등에 모두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인 현상이

므로, 이와 같은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다차원적·통합적 접근 방식 속에서 수행된 창

의성 연구는 아마빌(1996)의 요인 분석적 이론 모형, 칙센트미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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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의 체제모형(system model), 스턴버그와 루바트(1995, 1999)의 

투자이론(investment theory), 사이먼튼(D. K. Simonton, 1994, 1996, 

2003)의 다윈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1) 아마빌의 요인 분석적 이론 모형 

아마빌은 창의성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였고, ‘내

적 동기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내적 동기의 원리란 사람들이 흥미있고 재

미있어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창의적

이라는 것이다. 아마빌의 요인 분석적 이론 모형에서는 어떤 창의적인 수

행이나 산물도 영역 관련 기술(domain-relevant skills), 창의성 관련 기

술(creativity-relevant skills), 과제 동기(task-motivation)를 요구한

다.  

영역 관련 기술이란 우리가 흔히 재능이나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부르

는 것으로, 개인은 필수적, 실제적, 전문적인 기술을 포함해서 영역과 관

련하여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창의성 관련 기술이란 개인이 

창의적인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전략과 계획을 말한

다. 예를 들어 기능적 고착을 깰 수 있는 능력, 판단을 미룰 수 있는 능

력,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과제 동기란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것으

로, 아마빌에 따르면 과제 동기는 창의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계속 이어

질 것인가를 판단하다. 영역 관련 기술과 창의성 관련 기술은 이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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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다음에 동기화된 개인에 의해 유지된다(Dacey, Lennon, 2006, 

pp. 93, 95).  

 

2) 칙센트미하이의 체제모형 

칙센트미하이는 체제모형을 통해 창의성의 발현 과정은 영역

(domain), 현장(field), 개인(individual)이라는 세 요인으로 이루어진 체

제의 상호 관련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Csikszentmihalyi, 

1999, p. 314). 다시 말하면, 창의성은 적절한 특성을 지닌 한 개인이 특

정 문화 영역의 지식이나 규칙, 방법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업적을 산출하고, 그 결과가 현장의 수문장(gatekeeper)에게 새로운 것

으로 인정됨으로써 비로소 출현한다는 것이다. 칙센트미하이의 이러한 체

제모형은 창의성 논의의 중심을 개인에서 환경으로 바꾸었으며, 창의성에 

있어서 교육적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3) 스턴버그와 루바트의 투자이론 

스턴버그와 루바트는 그들의 창의성 투자이론에서 논의했던 많은 아

이디어를 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투자이론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을 아이

디어의 세계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buy low and sell high)" 좋은 

투자가로 묘사한다. 즉, 창의적인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

게 여기는 아이디어를 찾은("싸게 산다.") 다음, 그 아이디어를 의미 있고 

중요한 창의적인 것으로 발전시킨다. 창의적인 사람은 일단 다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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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의 가치를 확신시키게 되면 또 다른 인기 없는 아

이디어로 관심을 옮겨간다("비싸게 판다."). 투자이론에 따르면 창의성은 

여섯 가지의 개별적이지만 서로 관련된 자원, 즉 지적 능력, 지식, 사고양

식, 인성, 동기 및 환경을 필요로 하며 이들 요소들이 합류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4) 사이먼튼의 다윈주의 

사이먼튼은 그의 다윈주의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는 감각, 감정, 개

념, 회상 등의 정신적 요소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를 바탕

으로 하여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아이디어의 

안정성에 따라 아이디어 보유 여부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아이

디어가 산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지식에 대한 개방

성과 유연한 사고, 독립심, 위험 감수 등과 같은 인성적 요인들과 개인이 

조절 불가능한 외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 산출물이 생산된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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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 체제모형(System Model) 

 

최근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은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야 한다는 통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창

의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이나 접근 방법들을 통합하여 인지적, 정의적 동

기적, 환경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보려는 관점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최명선, 2009, p. 152). 

창의성 연구의 통합적 관점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칙센트미하이

는 창의성 연구의 관점을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서 ‘창의성은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창의적 산물에 대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사건들의 영향을 고려하고 언제, 어디에서 그리

고 왜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생기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최명선, 2009, p. 152). 즉, 창의성은 사람의 머

릿속에서 우연하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 문화적

인 배경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되므로,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체제(體制)라고 주장하였다(Csikszentmihalyi, 2003, p. 

25). 이에 따라 칙센트미하이는 영역·현장·개인의 세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뛰어난 창조적 업적을 가진 개인들의 생애사를 분석하기 

위한 체제모형(System Model)을 고안하였다.  

체제모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역과 영역의 총합인 문화(culture), 

현장과 현장의 총합인 사회(society), 그리고 개인의 특성(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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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과 개인적 환경(the background of creative individual)으로 나

누어 각 요소가 창의성의 발현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영역, 현장, 개인 요소만을 살펴보기보다는 이 각 요

소의 확장인 문화, 사회, 개인적 환경을 포함하여 각 요소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자 한다.4 

 

 

[그림 Ⅱ-1] 창의성 체제모형(Csikszentmihalyi, 1999, p. 315)  

 

  

                                        
4
 칙센트미하이의 1999년 연구논문 「Implications of a Systems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Creativity」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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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적 맥락(The Cultural Context) 

 

1) 영역의 총합으로서의 문화(Cultures of a set of Domain) 

문화를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창의성 체제모형에서 문화는 다

양한 영역의 총합이라는 한정된 정의를 사용한다. 영역은 수학, 과학, 미

술, 음악, 종교 등을 말하며, 이 영역들은 각각의 상징체계를 가진다.  

세계적인 생물학자 도킨스(Clinton R. Dawkins)는 상징체계를 통해 

유전자와 같이 재현, 모방을 되풀이하며 전승, 진화되는 모든 지식, 즉 언

어, 노래, 태도, 신앙, 의식이나 기술 등을 일컬어 ‘밈(meme)’이라 하였

다. 예를 들면 미술 표현기술이나 양식, 악보, 레시피 등이 그것이다. 유

화 표현기술을 배우면 유화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악보를 보면 곡

을 연주할 수 있고, 레시피를 보면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각

각의 영역은 영역 고유의 상징체계와 밈을 가진다. 따라서 한 영역에서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는 밈의 학습이 필수이다. 밈은 학습을 통해 사용 

가능해지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다. 이러한 밈을 

익힘으로써 지식을 쌓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밈을 만들어내기까지 

이전과 같은 밈의 학습은 계속된다.  

밈의 변화는 영역과 문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사

진기의 발명은 재현이라는 표현방법에서 벗어나 추상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등장시켰으며, 대량 생산 제품인 소변기가 작품으로 등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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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에 대한 개념과 예술작품의 유통구조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또 다른 

예로 컴퓨터의 발명은 정보의 유통구조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발전을 가속

화시킴으로써 사회의 구조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밈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정보가 얼마나 잘 전달되며, 얼마나 많은 사

람에게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 등도 창의성의 발현 정도를 결정한다. 따

라서 문화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는 창의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칙센트미하이는 다음의 물음을 통해 창의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표 Ⅱ-1] 문화가 창의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물음과 

가설(Csikszentmihalyi, 1999, p. 318) 

① 정보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② 정보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가? 

③ 정보의 전달이 잘 이루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가? 

④ 문화의 영역별 분화와 전문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 

⑤ 각 영역이 문화라는 넓은 범위 안에서 서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가? 

⑥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가? 

 

각 물음에 따른 가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 문화에 관한 정

보가 문자와 같이 정확하고 영구적으로 저장이 가능한 형식을 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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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 정보가 한정된 집단에만 제한됨 없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을 때, ③ 학교나 도서관들의 시설이 한 곳에 집중됨 없이 평등한 학습

의 기회가 주어질수록, ④ 문화의 부분을 이루는 영역이 더 많이 분화되

고 전문화될수록, ⑤ 영역이 문화라는 넓은 범위 안에서 독립성을 유지하

면서도 상호관계를 맺고 있을 때, ⑥ 다른 문화의 정보나 지식에 열려있

을수록 창의성 발현의 기회가 많아진다. 

 

2) 창의적 과정에서의 영역의 역할 

(The Role of the Domain in the Creative Process) 

창의적 성과들은 직접적으로 문화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먼

저 한 영역에서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영역은 문화의 하위개념이므로 

그 구조에 있어서 문화의 영향을 받지만, 영역이 갖는 자체의 구조 역시 

창의성의 발현에 있어서 중요하다. 칙센트미하이는 창의성의 발현에 영향

을 미치는 영역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물음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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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영역이 창의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물음과 

가설(Csikszentmihalyi, 1999, p. 319)  

① 정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② 영역의 정보가 얼마나 잘 체계화되어 있는가? 

③ 문화 안에서 그 영역이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가? 

④ 영역의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운가? 

⑤ 영역이 문화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 

 

각 물음에 따른 가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 영역의 정보가 

비교적 오랫동안,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승 가능한 형식으로 기록되

어 있을수록, ② 영역의 체계화의 경직성과 수용성이 적절한 긴장을 유지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평가와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③ 영역이 

전체 문화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을 때, ④ 한 영역의 정보가 단지 그 영

역의 구성원에 한정되어 있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때, 

⑤ 문화나 사회체계로부터 영역의 독립성이 확보되었을 때 창의성의 발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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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맥락(The Social Context) 

 

1) 사회적 상황(The Social Condition) 

체제 모형의 두 번째 요소는 시간·장소 테두리 안에서 작용하는 ‘현

장’의 총합으로서의 ‘사회’이다. 즉, 현장은 영역 안에서 활동하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gatekeeper)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러한 다양한 현장이 모여 만들어진 것을 사회라 보았다.   

창의적이라 불릴만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개인이지만, 새로운 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적 평가 없이 천재적인 창의

성과 단순히 독특한 것을 구별할 수는 없다(Csikszentmihalyi, 1999, p. 

321). 예를 들어 지금은 창의적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는 반 고흐의 작품

이 고흐(Vincent van Gogh)가 살았던 당시에는 비웃음을 샀으며, 그로 

인해 그는 가난하고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사후에 예술가들과 비

평가, 수집가들에 의해 그의 작품에 대한 심미적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그

의 작품은 표준 이하에서 대작으로 변모하였고, 고흐와 그의 작품은 창의

적인 것이 되었다. 아마도 평가의 풍조에 변화가 없었다면 그의 작품은 

예술사에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칙센트미하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

을 통해 사회가 새로운 밈의 발생 빈도와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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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사회가 창의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물음과 

가설(Csikszentmihalyi, 1999, p. 322)  

① 잉여 에너지가 있는가? 

② 사회가 창의성에 대해 가치를 두고 격려하는 분위기인가? 

③ 사회적, 경제적 구성이 변화를 촉진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④ 다른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⑤ 사회 체제가 얼마나 복잡한가? 

 

각 물음에 따른 가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 생존을 위한 자

원(資源) 이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의 잉여

(剩餘) 자원이 있을 때, ② 사회가 창의성에 가치를 둠으로써 잉여 자원

을 창의성 발현에 사용할 때, ③ 사회의 구조, 장소, 시대적 분위기가 변

화를 촉진하는 사회일 때, ④ 다른 사회와 경쟁 또는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할 때, 

⑤ 각 영역의 전문성이 높고 분야 간 유기적 결속이 잘 이루어져 있는 사

회일수록 창의성의 발현이 수월하다.  

 

2) 현장의 역할(The Role of the Field) 

칙센트미하이는 체제모형에서 현장이란 용어를 하나의 영역이 속한 

사회적 구조라는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현장은 무엇이 영역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 교사, 비평가,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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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감독, 지원재단 등 권력집단의 집합을 의미한다

(Csikszentmihalyi, 1999, p. 315). 칙센트미하이는 현장이 창의성의 발

현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물음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표 Ⅱ-4] 현장이 창의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물음과 

가설(Csikszentmihalyi, 1999, p. 325)  

① 현장은 사회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사회의 다른 현장으로부터 독립적인가? 

③ 영역이 현장의 평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④ 현장이 얼마나 제도화되어 있는가? 

⑤ 현장이 변화에 얼마나 개방적인가?  

 

각 물음에 따른 가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 현장이 개인의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나 명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재

원을 갖추고 있을 때, ② 현장이 산출물의 평가에 있어서 다른 현장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상태에 있을 때, ③ 영역 체계화의 정도가 

현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역 체계화의 경직성과 수용성 사이에 

적절한 긴장 관계가 유지될 때, ④ 현장이 새로운 밈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과 제도를 갖추었을 때, ⑤ 새로운 

밈을 평가할 수 있는 현장의 형성과 함께, 새로운 밈에 대한 현장의 신중

한 수용이 가능한 정도의 개방성을 유지할 때 창의성의 발현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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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의적 과정에서의 개인 

(The Individual in the Creative Process) 

 

1) 개인적 환경(The Background of Creative Individuals) 

창의성 발현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함은 기본이지만,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역의 밈을 학습하고 그에 따

라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현장의 평가를 거쳐야만 비로소 창

의성을 인정받은 산출물이 생겨난다. 따라서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경험,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는 환경의 영향은 창의성 발현에 중요한 요소이다. 

칙센트미하이는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을 다음 질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표 Ⅱ-5] 개인적 환경이 창의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물음과 가설(Csikszentmihalyi, 1999, p. 329) 

① 가정이나 공동체가 충분한 잉여 에너지를 갖는가? 

② 어린 시절의 환경이 학습이나 문화를 중시하는가? 

③ 어린 시절에 부모가 다양한 영역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④ 어린 시절에 현장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인가? 

⑤ 어린 시절의 환경이 순응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변혁을 지지하는가? 

 

각 물음에 따른 가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 가정이나 공동체

의 에너지가 생존을 위한 것을 넘어 학습의 기회나 지적 자극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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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줄 수 있는 잉여의 에너지를 가질 때, ② 자신이 속한 민족이나 가

정이 학습이나 문화와 같은 가치를 중시할 때, ③ 다양한 영역에 대한 풍

부한 학습의 기회―교사와의 만남, 책, 컴퓨터, 박물관, 악기 등―가 제공

되는 정도와 부모나 공동체가 교육과 학업성취에 높은 관심을 보일 때, 

④ 부모가 자녀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때, ⑤ 안정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환경보다는 극복해야 할 환경에 처했을 

때 창의성의 발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개인적 특성(Personal Qualities) 

개인적인 환경이 창의성의 발현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개인의 특성은 창

의성 발현 과정에서 기본적인 요인이다. 자신이 만든 새로움의 가치를 현

장에 확신시키는 능력은 개인적 창의성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현장에서 

평가받을 기회, 영역 및 현장과의 접촉, 현장이 새로움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기질, 변화를 이해시키는 자신만의 표현능

력 등은 모두 개인적 특성이다. 칙센트미하이는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적 특성을 다음 질문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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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6] 개인적 특성이 창의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물음과 가설(Csikszentmihalyi, 1999, p. 330)  

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② 호기심, 관심이 많고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가? 

③ 확산적 사고를 하는가? 

④ 창의적 인물에 적합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각 물음에 따른 가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 특정 영역에 대

한 유전적 재능이 있는가, ②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호

기심과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고, 외적인 동기나 

인정 없이도 활동 자체에서 보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재적으로 동기화 

되어 있는가, ③ 일반적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대변되

는 확산적 사고능력을 갖추었는가, ④ 성공적인 변혁이 가능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특성5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창의성의 발현 정도는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문화/영역·사회/현장 간의 상호작용이 창의성 발

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칙센트미하이의 연구는 이후 창의성 연구의 관

심을 개인적 차원에서 문화와 사회의 차원으로까지 확장시켰으며, 또한 

개인의 생애사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5
 칙센트미하이는 이러한 특성으로, ① 내향성 대 외향성, 남성성 대 여성성, 세심

함 대 무심함 등과 같은 상반된 특성, ②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태도, ③ 

사회적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Csikszentmihalyi, 1999, 

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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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적 인물에 대한 생애사 연구 

 

생애사 연구란 개인에 대한 연구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 개

인이 경험한 인식과 행위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 

생애사 연구 방법을 통해 창의성 발달 과정을 밝히고자 했던 대표적 학자

로는 칙센트미하이 외에 가드너를 들 수 있다. 가드너는 그루버(Howard 

Gruber)의 사례연구 방법 6 과 사이먼튼의 역사측정학적 방법

(historiometric method)7을 종합함으로써 일반화시킬 수 있는 창의성 

이론에 이르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즉, 개별 인물을 상세히 검토함과 동

시에 사례연구의 축적을 통해 사례 전체 또는 대다수에게 해당하는 일반

적인 사항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드너는 먼저 7가지 다중지능을 대표하는 인물로 20세

기 가장 뛰어난 창의적 개인이라 할 수 있는 프로이트(Sigmund Freud),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피카소(Pablo Picasso), 스트라빈스키

(Igor Stravinsky), 엘리엇(T. S. Eliot), 마사 그레이엄(Martha 

Graham), 간디(Mahatma Gandi)를 선정하고 그들의 전기(傳記)를 생애 

                                        
6
 그루버는 다윈의 진화론의 발달 과정을 기록된 데이터 즉, 다윈의 공책을 기반

으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윈의 창의적 사고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루버는 

창의적 인물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 지식 조직 그리고 정서 경험이 어떻

게 생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Weisberg, 2009). 
7
 사이먼튼은 역사적 데이터에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는 창

의성의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즉, 역사적으로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한 사람

들의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이 발달 과정에 공통으로 내재해 있는 규칙

을 찾아내어 창의적 성취에 이르는 보편적인 경로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류숙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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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있어서 칙센트미하이의 체제모형 이론을 기초로 하여 창의성

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켰다. 먼저 개인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

고, 그런 다음에 한 개인이 활동하는 특정한 분야, 혹은 특정한 상징체계

와 그 분야에서 새로운 업적을 평가하는 기성 권위자 집단에 초점을 맞춤

으로써 개인요인과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를 밝히고자 하였다. 가드너가 적용한 생애사 분석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드너는 이 분석 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여 인물의 지적 강점과 

특별한 성격, 특이한 성장 환경, 가족이나 친구, 스승과 같이 큰 영향을 

준 사람들, 그리고 그 개인이 지적 강점을 발휘하는 특정 영역과 개인

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인 분야 등 세 요인에 

개인 

 

아동과 대가 

작업, 일 

 

(활동 분야에서의 고유한 상징체계) 

다른 사람들 

(유년기: 가족, 친구) 

(성년기: 경쟁자, 심사자, 조력자) 

[그림 Ⅱ-2] 가드너의 인물연구 분석 틀(Gardner, 2004,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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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였고, 이 요인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성

이 발휘되는 과정을 면밀히 고찰하였다(Gardner, 2004).  

국내에서도 창의적 인물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잠재능력 계발

과 발현 과정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중지능의 관점에

서 이루어진 생애사 연구로는 문용린 등(2004)의 기업가 정문술에 대한 

연구와 안태진(2003)의 작가 전혜린의 삶 연구, 그리고 류숙희(2004)의 

정치가 백범 김구의 잠재능력 계발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

은 모두 인물의 생애에 드러난 주요 사건들을 추출하고 생애 분기별로 칙

센트미하이의 체제모형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인물들의 ‘지적 능력 계

발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정교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예술분야의 생애사 연구에 있어서는 최명선과 한순미(2009)의 한국

예술가 4인─이상(미술과 문학), 윤이상(음악, 비평), 박경리(문학), 백남

준(음악, 미술)─의 창의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다. 최명선과 한순

미는 한국 예술가 4인의 전기, 평전, 회고록, 편지, 일기 등의 자료를 수

집하여 칙센트미하이와 가드너의 창의성 체제모형을 사용하여 선정 인물

들이 창의적인 예술가로 성장하기까지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이 속한 영역

에서 보인 창의성의 성질, 그리고 그러한 창의성이 한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역동을 거치며 발현되고 발달했는지를 탐색하고

자 하였다.  

이외에 석사논문 수준에서 권연담(2009)의 음악가 윤이상의 음악지

능 계발 과정에 대한 연구와 전근아(2011)의 홍난파의 지적 계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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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통해 다양

한 개인들의 능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계발되고 발현되는지를 밝혀왔다. 

이처럼 생애사 연구는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현

상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조용환, 1999). 

또한,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창의성을 창의적 산출물, 또는 산출물을 제

작하는 과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삶의 전개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창

의적 잠재력의 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발달 시기별로 영향을 미

치는 환경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어느 시기에 어떤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

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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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뒤샹의 주요 생애 사건 

 

이 장의 논의를 위해 먼저 뒤샹의 생애 시기별 활동 특성에 따라 네 

시기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각 시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제1시기는 재능 발견기로 뒤샹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예술가로서의 

진로 선택을 결정하였던 시기이며, 제2시기는 미술계 입문기로 파리를 중

심으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보이는 시기이다. 제

3시기는 작품세계 확립기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시기로 실제로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시기이며, 제4시기

는 사회적 환원기로 원로예술가로서 예술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서 평가받게 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 재능 발견기(1887~1904) 

 

가. 예술을 이해하는 집안 

 

1887년 7월 28일, 앙리 로베르 마르셀 뒤샹(Henri Robert Marcel 

Duchamp)은 프랑스 루앙(Rouen) 근처에 있는 마을 블랭빌 크레봉

(Blainville-Crevon)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에게는 두 명의 

형과 3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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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리인이었던 아버지 외젠(Eugène)의 경제력 덕분에 뒤샹의 

가족은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그의 가족은 모

두 함께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기고, 평소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함

께 연주하는 등 예술적 취미를 함께 하였다. 특히 소묘가이자 화가이며, 

판화가로 인정받았던 뒤샹의 외할아버지 에밀 니콜(Émile Nicolle)은 자

신의 그림과 판화작품을 집에 진열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집안은 늘 

예술적인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루앙의 해상 중계인이던 할아버지는 회화에 여생을 바치기 위해 1874

년 직장을 그만두었어. 그는 매우 정열적인 판화가이기도 했지. 어린 시절 

내내 우리는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작품 100여 점에 둘러싸여 자랐고, 이런 

환경이 가족이 격세유전(隔世遺傳)으로 같은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 셈

이지(Partoche, 2007, p.34). 

 

이러한 예술적인 가정환경은 6남매 중에 뒤샹을 포함하여 4명의 예

술가를 배출시키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 남매 중 가장 먼저 예

술가의 진로를 선택한 것은 첫째인 가스통(Gaston)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파리의 법대에 진학한 가스통은 법대 공부 외에 아틀리에

(artlier)를 다니며 그림 그리기에도 열심이었다. 1895년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스통은 다니던 법대를 중퇴하고 예술가

가 되겠다는 선언을 했다.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스통의 

결심은 단호했다. 다음은 둘째 레이몽(Raymond)이었다. 의대에 진학했

던 레이몽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1900년 학업을 중단하였다. 치료를 받는 

동안 그는 엄청난 양의 그림을 그렸고 나중에는 조각 쪽에 관심을 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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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결국, 레이몽은 조각가의 길을 선택했고, 1902년 ‘국립미술협회전

(Salon de la Sociètje Nationale des Beaux–Arts)’에 출품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레이몽의 성취는 뒤샹이 형들의 직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자크 비용(Jacques Villon)8은 파리에서 화가와 풍자화가로 활

동하고 있었으나 벌이는 넉넉하지 못해서 늘 외상을 지곤 했다. 이런 자

크 비용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던 것은 화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던 

아버지였다. 그는 유산에서 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생

활비로 보내주었고, 파리를 방문하여 외상값을 해결해주기도 하였다. 이

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자크 비용와 레이몽, 그리고 나중에는 뒤샹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었다.  

 

나는 자크 비용보다는 열두 살, 레이몽 뒤샹 비용
9
보다는 열한 살이 어

렸는데, 두 형 모두 비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오래전부터 예술가로 활

동했어. 나는 이미 예술가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았고, 이 문제

에 대해서 형들 때문에 익숙해진 아버지도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 

전혀 어려울 것이 없었어.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도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셨거

든(Partouche, 2007, p. 40). 

 

아버지의 지원이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

다. 어머니 마리(Marie)는 뒤샹이 태어날 즈음 청력을 거의 상실하였기 

때문에 뒤샹과 어머니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대신 아버지의 

역할이 더 커졌던 것 같다.  

                                        
8
 첫째 형 가스통이 사용한 예명. 

9
 둘째 형 레이몽이 사용한 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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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나는 기준점을 잃어버린 기분이라네. 아버지와 

기준점…. 나는 더 이상 책임을 질 수가 없다네. 꼭 아버지의 의견, 아버지가 

동의하시는지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어쩌면 나는 성년의 

나이에 다다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Marcadé, 2010, p, 23).  

 

이와 같이 뒤샹에게 아버지는 가치의 기준이자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었다. 

화가이자 판화가였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예술적 풍요로움이 넘쳤

던 가정환경과 먼저 예술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두 형, 그리고 아버지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은 뒤샹이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나. 학창 시절의 경험 

 

뒤샹의 학창 시절은 성적 면에서나 규율 면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지극히 평범하였다. 뒤샹은 10살에 루앙에 있는 코르네유(Corneille) 중

학교에 진학했는데, 이 학교는 뒤샹의 두 형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대문호

들을 배출해낸 학교였다. 학생들은 철학, 역사, 수사학, 수학, 과학, 독일

어, 라틴어, 그리스어 수업 등 엄격한 교육과정을 밟아야 했으며, 드로잉 

수업도 받았다. 뒤샹의 미술 선생님 필리프 자사리(Philippe Zacharie)는 

우화(寓畵)를 전공한 화가로, 학생들에게 인상주의나 후기 인상주의의 흐

름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1902년 뒤샹의 첫 유화 작품 <블라빌 풍경(Patsage à Blainville)>에는 



 

50 

인상주의 화법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뒤샹은 학교의 미술교육 외

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그 당시 유행하던 미술양식을 접하였으며, 그것을 

스스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흥미나 욕구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계속 루앙 중·고등학교에 다녔다. 내 친구들, 로베르 팽숑(Robert 

Pinchon)과 피에르 뒤몽(Pierre Dumont) 역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우

리는 당시, 예술 혁명을 이루었지만 공식 예술 학교에서는 이단 취급을 받고 

있던 인상주의를 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곤 했다. 어쨌든 그 당시 인상주의

와의 때 이른 접촉은 복제품과 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루앙에 인상주의 그림

이 전시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Marcadé, 2010, p, 26).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뒤샹은 풍경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친구들

을 모델로 드로잉이나 수채화를 그리곤 했다. 그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

만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에서 3등,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에서 4등을 한 정도다. 졸업반이 된 뒤샹은 다른 과목의 

성적은 나빴지만 드로잉에서만큼은 두각을 나타내어 1903년 드로잉 부

분에서 1등에 입상하였으며, 다음 해인 1904년 졸업식에서는 미술 애호

가(Amis des Arts)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날 졸업식에 참석한 시장이 

‘장차 예술가가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뒤샹에게 이 상을 시상하였다. 이 

일은 학교 사회를 통해 뒤샹의 재능이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사건으로, 그

에게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더욱 높여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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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계 입문기(1904~1912) 

 

가. 아카데미 미술교육 

 

1904년 학교를 졸업한 뒤샹은 아버지에게 형들과 함께 파리에서 지

내고 싶다고 요청했고,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형들과 함께 파리에서 생활

하며 1년간 줄리앙 아카데미(Academie Julian)10에 다닌다. 하지만 살아

있는 모델과 석고상을 기본으로, 전통적인 회화방식을 가르치는 줄리앙에

서 뒤샹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것을 얻지 못했다. “사설 미술 학교였는데, 

그곳에서 아카데믹한 교육을 경멸하는 것을 배웠을 뿐”이라고 뒤샹은 회

고한다(Marcadé, 2010 , p. 30).  

당시 예술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미술대학을 선택하듯이 

파리 국립미술학교(Ecole des Beaux-Arts)에 입학하는 것을 수순으로 

                                        
10

 1860년 줄리앙(Rodolph Julian)이 설립한 미술학교로 설립한 지 얼마 안되어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 미술학교의 하나가 되었다. 이 학교는 대상에 접근하

는데 있어서 엄격하게 학구적이었고, 자연주의의 문학적, 감정적 형식에 보조를 

맞추었다. 이 학교의 가장 유명했던 선생은 부게로(Adolph -William 

Bouguereau, 1825~1905)였다. 1888년 당시 이 아카데미의 학생이었던 세루지

에(Paul Sérusieur, 1863~1927), 보나르(Pierre Bonnard, 1867~1947), 랑송

(Paul Ranson), 발로통(Félix Vallotton,1865~1925), 루셀(Ker-Xavier 

Roussel, 1867~1944), 이벨스(Henri Gabriel Ibels) 등은 졸업 후 곧 나비파를 

형성했다. 줄리앙 아키데미가 초기의 실험장으로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였다. 이들 외에 코린트(Lovis Corinth, 1858~1925),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 놀데(Emil Nolde, 1867~1956), 라 프레네이(Roger de 

la Fresnaye, 1885~1925), 드랭(André Derain, 1880~1954)과 레제(Fernand 

Léger, 1881~1955) 등이 있고,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 바젠

(Jean Rene Bazain) 등도 이 학교에서 수학했다(월간미술, 1999,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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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다. 뒤샹도 1905년 봄,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입학시험을 쳤지만 

낙방했다. 그러나 이러한 낙방이 그에게 예술가의 길을 포기할 만큼의 좌

절을 안겨주진 못했다. 이미 그의 형들이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나오지 않

고도 예술가로서 활동하며 인정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술 학교의 낙방

이 예술가로서의 진로에 큰 장애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카반느: 그러니까 선생님은 당시 무수한 미술학교 낙방생 중의 한 사람

이었군요.  

뒤샹: 그렇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그 

당시 나는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무지한 사람의 열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카데미 줄리앙 수업과 만화를 동시에 다시 해나갔다

(Cabanne, 2002, p. 45). 

 

뒤샹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뒤샹의 회고에서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의 낙방을 오히려 전화위복(轉禍

爲福)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뒤샹에게 학교 교육

이 절실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대신해줄 수 있는 멘토로서의 두 형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다. 멘토가 되어준 두 형 

 

뒤샹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발견하기 전까지 예술가인 두 형은 멘

토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큰 형 자크의 영향이 컸다. 파리에서 

본격적인 미술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뒤샹의 그림에서는 자크의 화풍을 



 

53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파리에서 형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는 자크의 영향

력이 더 커지게 되었다. 먼저 풍자화가로 활동하던 자크의 전처를 밟아 

함께 풍자화가로 활동하면서 자크의 드로잉 학습 방식을 익혀갔다. 

 

뒤샹은 비용형과 마찬가지로 크로키 화첩을 들고, 카페의 테라스에서 파

리의 서민들을 현장에서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장의사 일꾼, 가스 회사 직

원, 채소 장수, 칼 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의 크로키에서는 형 가스통의 

영향이 느껴진다(“나는 대단히 능숙한 형의 손에 엄청난 경외심을 느꼈

다.”)(Marcadé, 2010, p. 30). 

 

퓌토(Puteaux)에 있던 형들의 집에서는 일요일마다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토론과 다양한 놀이를 함께하곤 했다. 뒤샹은 이런 모임을 통해 당

시 젊은 예술가들의 관심과 고민, 그리고 새로운 미술경향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예술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매우 큰 이점이다. 지금의 현

실에서도 학교를 마치고 예술계에 입문하고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 인맥

을 쌓는 일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뒤샹의 형들은 그가 예술가로서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만이 아니라 미술 현장과의 접촉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역할까지도 해주었다.  

1908년, 자크 비용은 살롱 도톤(Salon d’Automne)11 조직 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레이몽은 조각 분과 심사위원이 되면서 뒤샹에게도 변화

                                        
11

 ‘가을 미전’의 뜻으로 1903년 미전<살롱>의 보수성에 반발하여 미술비평가 프

란츠 주르댕, 데스파냐, 카무앵 등의 주도 아래 파리에서 창립된 미술전이다. 연

례행사인 이 미전은 그 당시 뿌리를 내린 아카데미 세력에 최초로 반발하여 아방

가르드의 본거지로서의 위상을 다진 점에서 미술사적 의미가 깊다(안연희, 2011,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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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겼다. 이제까지 주로 풍자화가로서 활동하고 있던 뒤샹이 순수미술

가가 되기로 결심을 굳힌 것이다. 그 해 뒤샹의 작품 세 점이 살롱 도톤 

심사위원들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출품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 봄 살

롱 데 쟁데팡당(Salon des Independants)12에도 두 점의 작품을 출품하

였다. 하지만 두 전시 모두에서 그의 작품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차라

리 혹평이라도 받았다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작품에 대해서 관심

을 갖는 비평가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뒤샹의 작품도 그도 무관심 속

에 잊혀졌다. 몇 년 후 살롱전에 다시 누드화를 출품했는데 입체주의 평

론으로 유명했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로부터 

‘대단히 상스럽다.’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 무관심에서 벗어나 처음 받게 

된 작품에 대한 평이 ‘대단히 상스럽다.’라니 이런 평을 듣게 된다면 아마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예술가가 되길 포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뒤샹은 

오히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다음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뒤샹은 

갤러리들을 돌아다니며 새롭게 등장한 야수파, 입체파, 세잔(Paul 

Cézanne)의 작품들을 접하고 실험을 계속하며 더욱 열심히 작업에 임한

다. 자신이 ‘8년 간의 수영 연습’이라고 칭한 노력 끝에 뒤샹은 결국 자신

                                        
12

 심사가 매우 엄격하던 살롱전에 대항하여 낙선자들과 아카데미즘에 반대하던 

화가들이 1884년에 조직하여 제1회 전시를 개최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심사도 

시상식도 없이 소정의 참가비만 내면 일정한 수의 작품을 제출하고 대중에게 보

일 수 있도록 한 전시회이다. 신인상주의, 나비파, 입체주의 등의 모체가 되었던 

이 전시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근대 미술의 대중화에 상당한 영

향을 끼쳤다. 앙데팡당전은 아카데미즘이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시각과 

양식을 취한 전위적인 미술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도 파리에

서 매년 봄 개최되고 있고, 또한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의 앙데팡당전들이 열리고 있다(월간미술, 1999,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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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세계를 만나게 되었다.  

자신의 작품세계를 찾기 전까지의 이런 연습기간 동안 형들은 뒤샹의 

멘토가 되어 주었다. 형들의 예술경향과 주관하던 예술가 모임은 뒤샹의 

예술적 기반이 되었으며 아카데미 교육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

는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뒤샹의 마음 한 편에서는 형들과는 다른 무언

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추구했던 형들과는 달리 뒤

샹은 명성보다는 자유를 갈구했다. 뒤샹은 혁명적인 것을 꿈꾸고 있었으

나 그러한 생각은 형들과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새로움을 갈망하는 

뒤샹에게 형들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고 이러한 

바람은 다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라. 자극이 된 만남 

형들의 집에서 가졌던 일요일의 모임은 1911년 퓌토 그룹(Puteaux 

Group)13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되는데, 이 모임에 뒤샹은 주변인으로 불

                                        
13
앙데팡당전에서 모여 1911년 결성한 그룹. 퓌토에 있는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아틀리에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비용(Jacques Villon, 

1875~1963), 뒤샹, 뒤샹-비용(Raymond Ducahmp-Villon, 1876~1918), 글

레즈(Albert-Léon Gleizes, 1881~1953), 메칭거(Jean Metzinger, 

1883~1956), 들로네(Robert Delaunay, 1885~1941), 라 프레네이(Roger de 

la Fresnaye), 쿠프카(František Kupka, 1871~1957),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 1880~1918) 등이 참여하였다.  

모든 구성원이 황금분할전에 참가했으며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프카소(Pablo 

Picasso, 1881~1973)와 브라크(Georges Braque, 1892~1963)의 입체주의가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특히 뒤샹 형제는 수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들은 토론을 

통해 입체주의에 비유클리드 기하학 및 상대성 원리, 4차원 개념 등의 이론적 토

대를 부여하고자 하였다(월간미술, 1999, p.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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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하게 참여했다. 뒤샹은 이때 벌써 대중 앞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모임에서 앞에 나서는 것을 극히 싫어했다. 1911년 말에 이

미 뒤샹은 단체의 규율을 중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이

런 그의 성향은 퓌토 그룹이 표방하고 있는 입체파 그림과 거리를 두게 

만들었고, 그림에 약간 다른 방법을 도입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 뒤샹에

게 입체파보다도 더 결정적이었던 것이 바로 프랜시스 피카비아(Francis 

Picabia)와의 만남이다. 퓌토 그룹 내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던 피카

비아는 뒤샹이 퓌토 그룹에서 멀어지려는 결정에 확실히 기여 한다. 

피카비아와의 첫 만남은 노르망디 근대 회화 협회의 두 번의 파리 전

시회 중 하나에서였다. 피카비아의 아내 가브리엘 뷔페-피카비아

(Gabreille Buffet-Picabia)의 기억에 따르면, 그 당시 뒤샹은 변화를 추

구하고자 하는 고뇌하는 젊은 예술가였다.  

 

1910년, 전시회가 열렸을 때 에델베르(Hedelbert)의 집에서 그의 친구 

뒤몽(Pierre Dumont)의 소개로 마르셀 뒤샹을 만나게 됐다. 그는 당시 매우 

젊었지만 그의 생각은 자신이 그린 작품을 훨씬 능가했고, 아직 세잔과 입체

파의 영향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습에서는 대단히 벗어나 

있었는데, 아직까지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찾지 못해서 작품에 대한 혐오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면이 없잖아 있었다. 거의 낭만적이기까지 한 수줍

은 외모 뒤에 논리적으로 가장 까다롭고, 철학적 사색과 부조리한 결론에 사

로잡힌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Marcadé, 2010, p. 62). 

 

이런 뒤샹에게 그와는 전혀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피카비아는 신

선한 자극이 되었다. 뒤샹은 시골 소시민 출신 공증인의 아들이었고, 피

카비아의 아버지는 스페인 귀족 혈통에 어머니는 부유한 파리 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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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이었다. 뒤샹은 키가 크고 내향적이며 냉소적이고 신중했다. 피카비

아는 둔중하고 외향적이며 개방적이고 말이 많았다. 또한, 피카비아는 미

술가 그룹을 형성하거나 미술잡지를 편집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가였던 반

면, 뒤샹은 소극적이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 시기에 피카비아는 상당히 호화스럽고 괴짜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

던 반면 뒤샹은 자신의 뇌이 아틀리에의 고독 속에 틀어박혀 몇몇 친구들과

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친구들에 속했다. 때때로 그는 자신

의 방으로 ‘여행을 떠나’ 2주 동안 친구고 가족이고 만나지 않았다(Marcadé, 

2010, p. 62). 

 

피카비아는 늘 억압당하는 서정적 기질이 폭발하면서 자신의 창작 영역

의 한계를 넘어서곤 했고, 놀라운 상상력과 우연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곤 했

다. 반대로 뒤샹은, 무의지적 기억이나 판에 박힌 반사 작용의 위험을 피하

기 위해 신비로우면서 거의 얀센주의자(Jansenist) 같은 자발적 규율에 따

라 모든 충동, 모든 갈망, 모든 창작의 기쁨을 없애 버리곤 했다. 그는 자연

적인 것의 반대쪽에 위치해 있는 행동 규칙을 꾹 참곤 했다. 아마 피카비아

도 마찬가지로 무절제를 향한 자신의 자연적인 성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드는, 세계를 접근하는 데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방식, 다시 말해 『거꾸

로(A rebours)』의 주인공 에생트의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뒤샹에게서 발견

했을 것이다(Marcadé, 2010, p. 65). 

 

두 사람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

었다. 바로 작업의 지향점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결과물을 넘어 

새로운 무엇인가가 존재하리라는 생각, 기존의 것을 넘어서려는 진보적인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변화에 대한 편집적 갈망’이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을 강하게 연결한 동기가 된 것이다.  

 

내심 나는 피카비아와 마찬가지로 변화에 대한 편집을 가지고 있다. 6개

월이고 1년이고 뭔가를 하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간다. 피카비아는 평생 그랬

다(Marcadé, 2010,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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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에는 함께 작업하며 발전해가는 짝궁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피카소(Pablo Picasso)와 브라크(Georges Braque), 들로네(Robert 

Delaunay)와 레제(Fernand Léger) 등인데, 뒤샹과 피카비아의 만남도 

두 사람 모두에게 작품활동에 있어서 서로를 자극하는 발전적인 관계가 

되어 주었다. 

 

1911년에서 1914년 사이에 우리가 급성장한 시기였다. 말하자면 우리

는 마치 양극과 같았다. 각자 무엇인가 덧붙이고, 양극이 있다는 생각에 거

침없이 생각을 토해냈다. 혼자였다면―그가 혼자였을 수도 있고, 나도 혼자

였을 수 있다―아마 우리 둘 사이에 생겨난 것들은 더 적었을 것이다

(Marcadé, 2010, p. 67). 

 

멘토가 되어 주던 두 형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뒤샹에게 피카비아는 

새로운 세계로의 안내자이자 선의의 경쟁자가 되었다. 뒤샹이 파리의 예

술계에서 점점 멀어져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을 때에도 피카비아와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이렇듯 이들은 서로의 작품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로 평생 우정을 쌓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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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세계 확립기(1912~1923) 

 

가. 스캔들 1 : 파리 독립미술가협회의 작품 거부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찾기 위한 뒤샹 자신의 노력과 피카비아와의 만

남을 계기로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세계를 열어가기 시작한다. 그 첫 신

호탄은 바로 작품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Nu descendant un 

escalier2)>로 인한 파리 독립미술가협회와의 마찰이었다. 이렇게 뒤샹만

의 작품세계는 시련을 통해 열리기 시작했다.  

뒤샹은 제28회 살롱 데 쟁데팡당에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를 출

품하여 스캔들을 일으킨다. 협회에서 뒤샹의 작품 전시를 거부했던 것이

다.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는 소재는 그 당시로써는 매우 획기적인 것

이었다. 과거에도 누드를 주제로 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남자 누드를 통해

서는 영웅의 모습을 묘사하고, 여자 누드를 통해서는 아름다움이나 선정

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다였다. 뒤샹의 작품에서처럼 누드를 운동의 모습

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김광우 , 2001, p. 61).  

발가벗은 사람이 계단을 내려온다는 것은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소재

였다. 이러한 소재는 입체주의를 위해 마련한 전시에서 미래주의가 입체

주의를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당시 살롱 데 쟁데팡당을 이끈 

독립미술가협회는 입체주의 화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들은 전

시를 입체주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고자 했다. 회화에 운동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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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던 미래주의 화가들이 입체주의를 비판하고 있던 터라, 뒤샹의 작

품 제목이 갖는 ‘움직이는 누드’라는 운동성의 표현은 미래주의를 표방하

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결코 입체주의를 위한 전시에 포

함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협회의 주요 회원이었던 뒤샹의 형들은 전시 하

루 전날 그림 제목을 바꾸라며 동생을 설득했으나, 뒤샹은 그림을 철수하

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걸지 않기로 한다. 

 

1912년에 나를 약간 질리게 만든 사건이 있었지. ‘살롱 앙데팡당’에 <계

단을 내려가는 누드>를 가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전람회 개막일 전까지 

그림을 철거하라는 거야. … 전시장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내 그림을 가지고 

나와 버렸다네. … 

그 시절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의 그룹에서도 몇몇은 신기한 일을 벌이

는 것을 주저했고, 불안해하기도 했지. 글레즈처럼 정말 똑똑한 사람들마저 

나의 나체가 그들이 전에 추구하던 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지. 2~3년 

동안 입체주의가 유행했는데 그들은 미래를 예고하면서 명확하고 직선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그런 것을 무모하고 고지식하다고 생각했네. 결

국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태도에 나는 적잖게 실망하고 

말았지. 나는 생트주느비에브(Saint-Geneviève) 도서관의 사서가 되기로 

했어(Partouche, 2007, p. 65).  

 

당시에는 앞서 입체주의와 미래주의 예술가들이 서로를 비판하듯이, 

같은 경향의 작업을 하는 예술가끼리 그룹을 만들고 자신들과 다른 경향

의 미술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게 일고 있었다. 이러한 일종의 

권력 다툼에 실망한 뒤샹은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며 자

신만의 예술세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이후 뒤샹의 작품은 당

시 어떠한 예술 경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작업들의 연속이었다. 

이 사건은 결국 그가 반예술적-비망막적 예술을 추구하게 되는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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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되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가 살롱 데 쟁데팡당전에서 거부당하면서 

미술계에 회의적이 되어 버린 뒤샹은 파리를 떠나고 싶었다. 2년 전 만났

던 독일의 암소를 그리는 화가가 뮌헨으로 초대했던 것을 기억한 뒤샹은 

주저 없이 뮌헨으로 향한다. 뒤샹은 뮌헨에 4개월간 머물면서 아무 거리

낌 없이 자신이 원하는 예술적 실험들을 감행한다. 당시 뮌헨은 예술적으

로 한창 달아올라 있었으며,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가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망막적인’ 회화와의 결별의 싹을 안

고 뮌헨에 온 뒤샹에게 뮌헨에서 일고 있는 추상회화의 바람은 그의 싹을 

띄우도록 한 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뮌헨에서 사람들을 멀리한 채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탐구하는데 몰두한다.  

뮌헨에서 돌아온 뒤샹은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했고, 그는 피카

비아의 소개로 도서관의 사서가 된다. 정식 사서는 아니었고 뒤샹의 말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였기 때문에 적은 보수였지만, 사서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기 원하는 뒤샹에게는 적합한 직업이었음이 틀림없다. 더불어 도서관의 

많은 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을 기회도 생겼다.  

 

아주 훌륭한 직장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과 오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근무하여 

하루에 5프랑을 벌었다. 아버지가 돈을 송금해주셨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므

로 그만한 돈이면 넉넉했다(Tomkins, 1996,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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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샹은 이렇듯 외적 요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작업을 하기 위한 여

러 가지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떠남을 통해 처한 환경을 바꾸고, 

돈과 명예에 매이지 않기 위해 직업을 갖고, 일상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

유롭기 위해 독신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는 20대 초반에 이미 결혼생활이 인생에 속박을 가져온다고 생각

했다. 그의 예술세계가 기존의 예술적 통념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관되

어 있는 것을 볼 때 ‘속박’은 그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09

년 그의 풍자화 <일요일들(Dimanches)>에는 그의 이러한 생각이 잘 드

러나 있다. 어느 일요일, 만삭의 임산부 옆에 유모차를 밀고 가는 남편의 

모습 속에는 행복이나 즐거움보다는 인생의 무거움에 버거운 부부의 모습

이 드러나 있다.  

 

아내와 세 아이, 교외의 집, 자동차 세 대! 난 이 같은 인생의 강요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김광우, 

2001, p. 33).  

 

카반느와의 대담에서, 인생에 있어 가장 만족스러운 점을 묻는 질문

에 그는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째로, 운이 좋았다는 것이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적이 없

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좀 어리

석다고 생각한다. 나는 언젠가 사람들이 일할 의무가 없이 살게 되기를 바란

다. 나는 운이 좋은 탓에 어려움을 교묘하게 피해 올 수 있었다. 어느 시기

에 나는 인생을 여자, 아이들, 별장, 자동차 같은 너무 무거운 의무의 짐들로 

부자유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행히도 나는 이것

을 상당히 일찍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인생의 정상적인 모든 



 

63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게 했다. 결

국 이것이 중요한 점이다. 그러므로 나는 매우 행복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는 크나큰 불행이나 슬픔, 신경 쇠약 같은 것이 거의 없었다. 또한 그림은 

나에게 배수구, 또는 자기 표현의 강제적인 요구가 아니었으므로, 그림을 생

산하는 노력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결코 아침이나 저녁 계속해서 데생

(dessin)을 하거나 크로키를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

다. 나는 회한이 없다(Cabanne, 2002, p. 34).  

 

삶에서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뒤샹의 모든 기준은 ‘자유’였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기를 원하는 뒤샹에게 정해진 것은 없었

다. 소유한 것도 없었다. 그는 언제든 떠날 수 있었고, 무엇이든 선택하고 

버릴 수 있었다.  

 

나. 스캔들2 : 뉴욕의 아모리 쇼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의 살롱 데 쟁데팡당에서의 스캔들은 뒤샹

에게 확고한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시작하도록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

런데 재미있는 것은, 파리에서는 뒤샹에게 냉대만을 안겨주었던 이 작품

이 뉴욕에서는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1912년 11월 미국으로부터 세 사람이 파리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화랑과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미술품 소장가들을 열흘 동안 분주히 찾아다

니며 최근의 작품들을 수집하였다. 이 세 사람 중 월터 팩(Walter pach)

이 속해 있었는데, 그는 퓌토 그룹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는 자크와 레이

몽의 작품을 좋아했는데, 이후 뒤샹의 작품에도 관심을 보이며 형들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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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함께 뒤샹의 작품 네 점을 ‘아모리 쇼’14에 출품하게 된다. 그 작품 

네 점 중에 문제작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가 있었다. 여기에서도 이 

작품은 일대 스캔들을 일으키며 아모리 쇼가 불러일으킨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됨으로써 뒤샹은 일약 유명세를 타게 된다.  

 

이 그림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바로 제목 때문이었어. 보통은 벌거벗은 

여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지.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든.  

… 바로 그래서 스캔들이 일어난 거야. 누드는 존중되어야만 했지. 청교도적 

입장에서도 이 그림은 공격의 대상이었어.  

이 모든 것은 이 그림을 유명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지. 한편으로는 이 

그림을 극구 반대하는 화가들도 있었어. 그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네

(Partouche, 2007, p. 78).  

 

파리에서의 스캔들이 입체주의와 미래주의 간의 알력 다툼 때문이었

다면, 뉴욕에서의 스캔들은 미국인의 청교도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가치의 전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뉴욕에서의 스캔들이 더 

큰 냉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뉴욕의 스캔들은 뒤샹

을 일약 명사로 등극시켰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경제적으로는 성

장하였으나 예술에서는 불모지였던 미국의 상황 때문이었다.  

미국은 당시 유럽의 예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예술을 국제

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열망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대중적으

                                        
14

 1913년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 최초의 국제현대미술전. 마티스, 피카소, 브라크, 

레제, 드랭, 블라맹크, 칸딘스키, 뒤샹, 브랑쿠시 등 파리 화단의 전위적 예술가들

의 작품을 포함한 1,600여점이 전시되었고 미국의 젊은 세대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쳐 미술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계기가 된 전시(Partouche, 2007, p. 76).  

당시 미국은 예술에 있어서는 중심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모리 쇼가 미국의 

예술계에 있어서는 중대한 사건이었으나, 유럽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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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아니더라도 예술계만큼은 새로운 유럽 미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개방성은 결국 배척하려는 집단과 수용하려는 집

단 간에 더욱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촉발시켜 작품

을 주목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아모리 쇼에 대한 혹평이나 비난의 글들이 신문이나 예술잡지들에 실

렸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을 꺾지 못해 관람자의 수가 십만여 명에 달했다. 

특히 뒤샹의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

으며,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연일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매일 전시실은 만원이었다. 사람들은 (그림을) 바로 정면에서 바라보기 

위해 줄을 서서 30분씩, 심지어 40분씩 기다렸다. 그림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리거나 또는 목 쉰 웃음을 터트리고는 다음 작품으로 

발길을 옮겼다(Marcadé, 2010, p. 103).  

 

아모리 쇼에 대한 비판적인 몇몇 그룹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뉴욕을 중심으로 20세기 유럽의 현대미술을 소개하고자 하는 갤러리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 전면에 스티클리츠(Alfred Stieglitz)의 291 화랑이 있

다. 동시에 스티클리츠는 『291』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더욱 적극적

으로 유럽 현대미술을 미국에 소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뒤샹의 작품

이 뒤샹이라는 인물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

신들을 현대미술의 ‘충격’ 속에 던진 작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뉴스 매체들이 뒤샹이 뉴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두 달이 걸렸

다. 처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의 작가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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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헤드라인이 1915년 9월 뉴욕 트리뷴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후 가

을 내내 여러 신문과 잡지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Tomkins, 1996, p. 

150). 

 

아모리 쇼에 전시되었던 뒤샹의 작품 네 점은 모두 개인 수집가들에

게 팔려나갔다. 일부 평론가들의 비판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뒤샹의 작

품은 미국의 젊은 예술가들, 새로움을 추구하는 일부 미술 전문가들과 대

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현대미술로 인정 받기에 이른다. 

 

다. 뉴욕 예술계와의 조우(遭遇) 

 

뒤샹에 대한 뉴욕 미술계의 관심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그의 예술 무대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옮겨놓았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

었다. 1915년 1월, 파리는 완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인다. 많은 예술

가가 군에 입대했고, 거리에서 예술은 사라지고 말았다. 월터 팩에게 보

낸 뒤샹의 편지에는 그 당시 파리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 독일의 체펠린 비행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제(1915년 1월 18일)

부터 파리를 식별하게 해 줄 수 있는 모든 불빛을 피해야 한답니다. 6시가 

되면 상점들은 반 폐업 상태, 네온사인 간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리는 

꼭 필요한 정도로만 조명이 켜져 있고, 공습경보가 한 번만 울려도 완전히 

어둠에 휩싸입니다. 연극이 별로 재미가 없으니 사람들은 영화관에 갑니다. 

… 당연히 이곳에서는 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는 깃발밖에 없습니다(Marcadé, 2010, p. 134). 

 



 

67 

심장 판막 이상으로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샹은 군에 입대하

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전쟁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군에 

입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도서관 사

서 일을 하며 <큰 유리(Le Grand Verre)15> 작업을 계속해갔다. 그러나 

정상적인 일상이 계속되기는 힘들었다. 뒤샹의 형들을 비롯해서 가깝게 

지내던 많은 예술가가 전쟁에 동원되거나 자원입대한 상황에서 뒤샹은 마

치 파리를 홀로 지키고 있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또한, 전쟁의 확산과 장

기화 조짐은 더 이상 파리에 머물면서 작업을 계속할 수는 없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월터 팩은 계속해서 뒤샹에게 뉴욕으로 올 것을 권유했다. 

결국, 1915년 4월 2일, 뒤샹은 그의 예술 인생을 뒤바꿀 결정을 하게 된

다. 뉴욕으로 떠날 결심을 한 것이다.  

뒤샹은 파리를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마음은 홀가분하지 않았다. 뉴욕

에서도 자신의 예술적 신념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으며, 가족들

이 마음에 걸렸다. 

 

… 뉴욕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파리를 떠나는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나는 내가 참

여하고 있는 예술가의 생활에 진력이 나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생활과는 

정반대의 생활이었지요. 그래서 나는 도서관을 통해 예술가들로부터 탈출했

던 것입니다. … 

어디로 가야 하느냐? 당신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뉴욕으로 가려는 것입

니다. 그곳에서 예술가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며, 일자리를 얻어 일에만 

                                        
15

 원제목은 <큰 유리, 자신의 구혼자들에게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불문제목: 

Le Grand Verre, La mariée mise à mue par ses célibataires, même, 영문제목: 

The Large Glass, 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이다. 처

음으로 유리라는 매체를 이용해 캔버스라는 재료의 한계를 벗어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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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두하고 싶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비밀로 하라는 이유는 형들의 이해를 받

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누이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버지는 내게 많은 것을 해주셨지만 나는 돈과 명예를 위해 예술가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 그림이 팔렸다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아주 

반가웠으며, 당신의 우정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팔기 위한 그림을 그

려야 하는 예술가가 될까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김광우, 2001, pp. 

105-106). 

 

뉴욕으로 가기로 결심하며 월터 팩에게 보낸 편지에는 뒤샹의 신중함

과 꼼꼼함이 엿보인다. 늘 파리와 사람들을 떠나기에 주저함이 없는 그였

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늘 부메랑처럼 파리와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전쟁이란 상황은 ‘떠남’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도록 만들었

으며,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란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의 뉴욕행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났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

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떠나

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삶의 경이로움은 기대하지 않은 우연 속에서 

오는 것일지 모른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파리를 떠나기 위해서 향했던 

뉴욕은 뜻하지 않은 것들을 뒤샹에게 안겨준다.  

9일간의 여행 끝에 1915년 6월 15일 뉴욕에 도착한 뒤샹을 월터 

팩은 루이스와 월터 아렌스버그(Louise and Walter Arensberg)의 집으

로 데리고 간다. 월터 아렌스버그는 하버드 출신으로 먹고살 걱정이 없는 

부유한 시인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술에 대한 열정은 높았으나 충분

한 재능을 가지지 못한 인물이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쯤 뒤샹의 

작품을 만나게 됐고, 그에게 뒤샹은 ‘그의 엔진을 가동시킨’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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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리 쇼를 통해 혁신적인 유럽예술을 접한 아렌스버그는 이후 아방가르

드 예술에 심취하게 되면서 예술가들의 후원자가 되었다.  

팩과 아렌스버그의 손에 이끌려 뒤샹은 곧 뉴욕 예술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 2년 전에 전시된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는 아직까지도 강

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뒤샹을 만난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린 사

람이 바로 당신이군요.’라고 말하곤 했다. 이미 뉴욕의 예술계는 작품을 

통해 뒤샹을 만나고 있었고, 그는 뉴욕에서 이미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뉴욕의 예술계는 뒤샹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 뉴욕과 뉴욕 사람들과의 

만남은 뒤샹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다. 1912년 파리 독립미술협회전

에서의 작품 거부 사건 이후 뒤샹은 예술가 그룹에 속하는 것을 꺼려하였

으며 뉴욕에 올 때도 이러한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뒤샹은 전면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언제나 조용히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다. 

그러나 뉴욕의 환대와 자유로운 분위기는 이런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나는 1915년 내가 도착했던 그날부터, 어쨌든 나와 관계된 것에서는, 

파리보다 더 유쾌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사랑했다. 그렇게 

된 건 이곳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적어도 서로 헐뜯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

의 집단은 아니었던 덕분이다(Marcadé, 2010, p. 149). 

 

1915년부터 1922년까지 아렌스버그의 아파트는 뉴욕 지식인들과 

예술가들, 예술후원자 등 다양한 종류의 인물들이 모여드는 뉴욕 예술 모

임의 중심지였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친분을 쌓았고, 예술가들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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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 기회를 만들었다. 미국을 찾은 유럽인들도 이 모임에 참여하곤 했다. 

“교양 있고 관대한 애호가들과 후원자들, 사람들은 (아렌스버그의 집에서)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라도 샌드위치, 체스를 두는 사람들, 전통적 또는 

사회적 편견에서 해방된 분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곳에서는 

예술 전반에 대해서, 특히 회화에 대해서 전통적 개념을 당황하게 만드는 

작품과 극단적인 제안을 기본 좋은 호기심을 가지고, 때로는 다소 걱정스

럽게 맞아 주곤 했다(Marcadé, 2010, p. 150). “ 

아렌스버그는 뒤샹이 뉴욕의 미술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평생 뒤샹의 재정적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뒤샹은 자신의 작품을 

거의 아렌스버그에게만 판매하였고, 다른 곳에 판매되었던 작품도 나중에 

아렌스버그가 소장하기를 원했다. 아렌스버그는 자신의 사후에 뒤샹의 작

품이 여전히 한 곳에서 보관 전시되기를 바라며,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기

증하게 된다. 이처럼 아렌스버그는 뒤샹에게 지지자, 조언자, 친구로서 뒤

샹의 예술가로서의 경력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Tomkins, 1996, p. 146). 

 

나의 완전한 작품이 한 뮤지엄에 소장된 것은 내가 유일하며 예술가로 

매우 드문 일인 줄 안다. 하지만 그 작품들은 오래 전부터 한 사람의 소장품

들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연

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다. 아렌스버그는 자신의 소장품이 경매로 뿔뿔이 흩

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기증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 최종적으로 

필라델피아 뮤지엄이 25년 동안 전시하겠다고 제의해 왔고 그가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김광우, 2001, p. 308).  

 

아렌스버그의 후원과 뉴욕의 호의적인 분위기로 인해 파리에서는 미

술계에서 한발 물러서 있거나, 아예 모임에 속하기를 거부했던 뒤샹도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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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의 예술계에는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어떤 의미로는 정말 보헤미안 같은 삶이었어. 물론 약간은 사치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정 보헤미안의 삶을 살았지. 돈은 부족했지만 그

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네. 아울러 그 시절 미국에서 사는 것은 지금에 

비하면 훨씬 쉽기도 했어. 동지애라는 것이 널리 퍼져 있었고 경비도 많이 

들지 않았을 뿐더러, 거처도 매우 저렴한 지역에 있었거든(Partouche, 2007, 

p. 94). 

 

이처럼 뒤샹은 뉴욕 예술계의 관심과 환영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세계를 펼칠 기회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라. 스캔들3 : 뉴욕 독립미술가협회의 작품 거부 

 

뒤샹을 뉴욕의 명사로 만든 작품이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였다면, 

작품 <샘(Fontaine)>은 아방가르드 예술의 대표자이자 ‘현대미술의 아버

지’로서의 거장 탄생의 신호탄이었다. 그에 의해 처음 생겨난 ‘레디메이드

(ready-made)’란 미술용어는 표현방법에서의 혁신을 넘어서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기존 미술 개념을 전복시킬 만큼 전위적인 

것이었다.16 

                                        
16

 전통적인 의미에서 미술이란 천재적인 작가의 특별한 손재주에 의해 무(無)로

부터 창조해낸 심미적인 사물이며 개개의 작품은 유일무이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한, 미술품은 그 형태와 구조 속에 내재한 심미적, 표현적 가치를 품고 있으므로, 

그 외적인 조건, 곧 작품이 놓인 장소, 소유자, 유통과정 등의 변화와 무관하게 

영원히 의미 있는 대상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20세기 초, 뒤샹과 함께 작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사물로서 레디메이드가 등장하면서 오리지낼리티, 유

일성, 그리고 저자의 권위(authority), 저작권(authorship), 진실성(autn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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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를 뒤흔든 ‘레디메이드’의 시작은 뒤샹의 개인적 ‘재미찾기’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그의 머리에서 순간 빤짝하며 떠오른 엉뚱한 생각을 

그는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1913년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부엌에서 쓰는 등받이가 없는 둥

근 의자에 자전거 바퀴를 고정시켜 그것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었어. … 

아틀리에로 자전거 바퀴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지. 그것을 보는 

것은 정말 재미있었는데, 마치 벽난로에서 불길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즐거

워하는 것과 같았지. … 하지만 쇠봉을 아래로 돌려 자전거 바퀴를 의자 위

에 고정시켰을 때는 레디메이드나 다른 그 어떤 생각도 없었어. 그건 그냥 

심심풀이였지(Partouche, 2007, p. 80).  

 

뒤샹 자신이 레디메이드란 용어와 함께 그것을 미술작품으로서 인식

하기 시작한 것은 뉴욕에서였다. 1917년 5월 6일 독립미술가협회

(Society of Independent Artists)의 첫 번째 전시가 열렸다. 독립미술가

협회는 진보와 자유를 주장하는 미술가들의 모임으로 1916년 뉴욕에서 

설립되었고, 뒤샹은 그 창립 회원 중 한 사람이었다. 이 협회는 파리의 

독립미술가협회17를 모태로 하고 있었으므로, 아주 자연스럽게 파리의 독

립예술가협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뒤샹이 전시 위원회의 책임자로 

추천받았다. 이 협회의 전시회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도 심사과정도 없이 

‘누구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다. 1달러의 입회비와 5달러의 연회비를 

                                                                                              
과 같이 미술의 가치를 보장하는 기존 개념들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피터 뷔르

거(Peter Bürger)는 그의 『아방가르드 이론(Theory of the Avant-Garde)』

에서 대량 생산된 상품에 뒤샹이 서명을 하고 미술이라 부르던 순간을 역사적 아

방가르드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우정아, 2006, pp. 143-144). 
17

 파리의 독립예술가협회는 살롱 데 쟁데팡당을 말하며, 뒤샹은 이 협회의 전시

회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를 거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73 

제외하고는 협회에 가입하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첫 전시회에는 1,235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술가가 참여

했고, 출품작은 2,125점을 헤아렸다(우정아, 2006, p. 148). 이 출품작들 

속에 문제작 뒤샹의 <샘>이 있었다. 뒤샹은 ‘모트 철물점(J. L. Mott Iron 

Works)’에 가서 하얀 도기로 된 소변기를 산다. 집에 돌아와 그 용기의 

왼쪽 가장자리에 붓으로 ‘R. MUTT’라고 서명을 하여 전시에 출품했다.  

협회의 민주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시 책임자였던 뒤샹은 작가

들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작품을 걸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도 개막식을 앞두고 2,125점의 작품의 위치를 정하는 첫 번째 문자 추첨

에서 R을 뽑게 됨으로써, ‘R. MUTT’라고 서명한 뒤샹의 작품이 전시장 

입구에 전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전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

장했다. 반대의 첫 번째 이유는 소변기를 예술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했을 때 기존의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 전복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머트’라는 서명이 

당시 매일 상영하는 만화 영화의 웃긴 캐릭터 이름이었기 때문에, 대량생

산제품 소변기에 ‘머트’라는 서명으로 출품한 작품은 단순히 누군가의 장

난일 거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협회의 전시 원칙상 작품의 거부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협회 집행부 회원 열두어 명이 황

급히 모였고 작품 <샘>의 전시를 반대하는 측과 옹호하는 측의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논쟁의 결과 ‘머트씨 옹호자들이 간발의 차이로 패배

했다’. 집행부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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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자리에서는 매우 유용한 물건일지 모르지만, 미술 전시장은 그

에 알맞은 자리가 아니며 일반적 규정에 따르면 그것은 예술 작품이 아니

다(Partouche, 2007, p. 109).” 4월 9일 전시장에서 <샘>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논쟁 직후 작품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뒤샹과 아렌스버그는 

곧바로 위원직을 사임한다.  

 

<샘>은 간단히 묵살 당했어. 나도 심사위원이었지만 내게 의견을 물어보

지는 않았지. 심사위원들은 그것을 보낸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몰랐거든. 나

는 사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머트라는 이름으로 등록했

지. <샘>은 전시 기간 내내 칸막이 뒤에 놓여 있었고 나는 그게 어디에 있는

지조차 몰랐다네. … 전시가 끝나고 난 뒤에야 장막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해 

회수할 수 있었어(Partouche, 2007, p. 109). 

 

파리의 독립미술가협회 전시에서 작품 거부를 당한 뒤샹은 5년 후 

뉴욕의 독립미술가협회 전시에서 또다시 작품을 거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뒤샹의 위상과 태도는 5년 전 파리에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뒤샹

은 동료들과 함께 독립미술가협회전을 위해 창간한 잡지 『맹인(The 

Blindman)』 2호에 작품 <샘>의 사진과 함께 관련 사건과 작품의 예술

성에 대한 견해를 자세히 밝힌다. 뒤샹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렇게 반박한다. 

 

머트 씨가 <샘>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건 아니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흔한 물품 하나를 구입해 

새로운 제목과 관점을 부여하고 그것이 원래 지니고 있던 기능적 의미를 상

실시키는 장소에 그것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오브제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낸 것이지요(Partouche, 2007,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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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샹은 끝까지 이 작품이 자신의 작품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협

회 회장 클래큰스는 뒤샹과 머트씨를 협회에 초대해 뒤샹에게는 자신의 

레디메이드들에 대한 강연을 하게 하고, 머트씨에게는 자기 행동의 예술

적 타당성을 표명할 기회를 주고자 제안하기도 했다.  

아마도 뒤샹은 파리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협회의 한계를 확인해보

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확인한 것은 5년 전의 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0년이 더 지난 후에야 뒤샹의 <샘>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많은 복제품을 생산해내며 20세기 진보적 예술의 상

징물이 된다.  

마.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통섭 

제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이 세계대전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면서 

뉴욕의 분위기도 이전과 달라진다. 긴장된 분위기는 고조되고, 평화시위

의 행렬이 거리를 메우는가 하면, 정부는 전쟁 개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제재하는 법률을 공포한다. 많은 사람이 이 법률에 의해 체포 또

는 감금되었다. 뒤샹은 이런 뉴욕의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다. 또다시 뉴

욕을 떠나기로 결심한 뒤샹은 아무 연고도 없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선택

한다. 친구에게 쓴 편지에 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아주 막연한 내 의도는 거기에 오랫동안 아마 여러 해 동안 머무는 것, 

다시 말해 이곳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이네. … 나는 자네가 여기

에 온 후로 유리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하고 싶다는 욕망도 생기지 않네. 

어쩌면 또 다른 땅이 나에게 좀 더 많은 활기를 줄지도 모르지(Marcadé, 

2010,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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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샹은 파리를 견딜 수 없어 뮌헨으로 떠났을 때처럼 새로운 장소에

서 새로운 자극을 만나길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가 경험했던 이전의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다. 뉴욕과 결별하고

자 했던 그의 의도 이외에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뒤샹에게 이 도시는 현대미술이란 존재하지 않는 촌스럽고 너무나 관습적

인,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체스

에 몰입하는 것뿐이었다. 결국, 장기간 체류하기로 했던 그의 계획은 실

현되지 못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소식은 이 세속만으로 가

득 찬 도시에도 전해지고, 게으름으로 10개월을 버텨낸 뒤샹은 유럽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이후 뒤샹은 파리와 뉴욕을 오가며 지냈다. 그에게 파리는 가족과 친

한 친구들을 재회하기 위한 장소였고, 뉴욕은 예술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장소였다. 파리에 도착하면 뒤샹은 늘 뉴욕을 떠올리며 돌아갈 날을 기다

렸다. 그러나 종전 후 뉴욕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전쟁 이후 세계 최

강대국이 되어 버린 미국은 진지함과 청교도주의가 엄격해졌다. 아렌스버

그의 집에서 모임을 함께 하던 친구들도 뿔뿔이 흩어져 예전처럼 예술적 

여흥이 넘치는 분위기를 접하기는 어려워졌다.  

아렌스버그 그룹과의 모임은 줄어들었지만, 뒤샹은 <큰 유리> 작업과 

함께 다양한 경향의 작업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광학적 효과에 관심을 두

게 된 뒤샹은 실제 움직이는 작품들이나, 영상작업을 시도했다. 작업 이

외에도 캐서린 드레이어를 도와 만 레이와 함께 ‘무명사회주식회사(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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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été Anonyme)’를 운영하기도 하며, 연극에 참여하고 영화에 출연하

기도 하는 등 그의 활동 폭은 매우 넓어졌다.  

 

 

4. 사회적 환원기(1923~1968) 

 

가. 또 다른 삶의 시작 

 

1923년 이 후 그의 삶은 통념을 넘어선 새로움을 찾는 모험에서 벗

어나 마치 세상과의 반목을 끝내고 순응하며 살기로 한 사람처럼 보인다.  

뒤샹의 예술 영역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는 더는 <큰 유리> 작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드디어 8년 만에 그는 슬며시 <큰 유리> 작업을 

마친다.  

 

나는 매우 의심스런 생각이 들어 1923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아, 잘 

될 것이다.’ … 나는 내가 원했고 자발적으로 세운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이 

물건을 8년 동안 작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

은 아마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작업을 했기 때문이고, 그 작업이 일종의 

내부 삶의 표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불행히도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 가

는 모든 유의 열정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 작업에 관심도, 흥미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그때 나는 지긋지긋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만두었다. 그렇

지만 정신적 충격이나 갑작스런 결정에 의해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 

작업에 대해 생각조차 안 했다(Marcadé, 2010, pp. 311-312).  

 

이 일로 뒤샹이 작업을 포기했다는 설이 난무하게 된다. 실제 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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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이후 뒤샹의 작품 제작은 급격히 감소했고18, 예술가이기보다 체스기

사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 작업에 대한 열정의 소멸이 <큰 유리> 

작업을 그만둔 주된 이유였듯이 그는 <큰 유리>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이

라 칭해지는 것에서 더 이상의 흥미나 열정을 잃었던 듯하다. 예술에도, 

예술가들에게도, 심지어는 말장난에도 진력이 나 있었다. 체스는 그의 도

피처가 되었으며, 그의 흥미를 끄는 유일한 것이 되었다. 뒤샹은 각종 체

스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체스에 대한 책을 저술하고, 체스 협회에 기부

하기도 하는 등 열정적으로 체스에 몰입한다.  

뒤샹의 또 다른 변화는 결혼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1927년 40세

에 드디어 독신생활을 접고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이다. 결혼 상대자였던 

리디 사라징 레바소르(Lydie Sarazin Levassor)는 파리 자동차 업계의 

거부의 딸로 여성적 매력이 부족해서 남성들에게 호감을 주는 타입은 아

니었다. 그럼에도 뒤샹이 리디와의 결혼을 선택한 것은 피곤하고 지루해

진 삶에서 벗어나려는 방편이었다.  

 

그녀는 특별히 아름답거나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나의 결혼관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를 지닌 것 같아. 나는 떠도는 삶에 약간은 지쳤고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려 해. 만일 실수라고 해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 필요한 경우 단

기적으로 내가 바뀌는 것을 뭔가가 방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

든(Partouche, 2007, p. 155). 

 

                                        
18

 1902년 뒤샹의 작품 <블랭빌의 풍경>을 첫 작품으로 보았을 때, 1912년 <계

단을 내려가는 누드>를 완성하기까지 10년간 84개의 작품을, 1913년부터 <큰 

유리>를 미완성으로 마치는 1923년까지 10년간 62개의 작품을 완성한 것에 비

해, 1924년~1968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45년의 기간 동안 50여개의 작품을 하

는 데 그친다(Partouche, 2007 부록 '뒤샹의 주요 작품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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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샹의 결혼식은 파리 예술계 명사들이 모인 사교계의 큰 이벤트 같

았다. 그러나 거창하게 시작된 그의 결혼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의 

결혼생활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는 결혼 후에도 자신의 생활 방식이 바

뀌길 원치 않았다. 소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의 금욕생활은 부호의 딸이

었던 부인 리디의 생활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결국, 6개월 만에 결

혼생활은 조용히 종결되었다.  

 

우린 남들이 하는 것처럼 결혼했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매

사가 그렇듯 결혼도 골치 아픈 일이란 걸 깨달았거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신주의자에 가까웠어. 결국 아내는 6개월 만에 나의 이혼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어. …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여자를 가질 수 있지만 

그녀들을 반드시 아내로 삼을 필요는 없지(Partouche, 2007, p. 158). 

 

뒤샹의 내면은 여전히 자유연애주의자이면서 독신주의자였으며, 결혼

은 그가 원하는 휴식을 주지 못했다. 결혼생활에 대한 서로의 견해도, 삶

에 대한 가치관도 달랐고, 경제적인 문제도 크게 다가왔다. 뒤샹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리디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 

리디에게 충분한 지참금을 마련해 주지 않았으며, 용돈 정도의 돈만을 주

었을 뿐이다. 결혼생활은 그가 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귀찮고 세속적인 

골칫거리들을 던져주었다. 결국,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도, 결혼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었던 뒤샹은 늘 그랬듯 자신의 흥미를 끌지 못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기로 한 것이다. 뒤샹은 자신의 이혼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여 준 아내에게 감사해 하며, 그가 원하는 자유의 세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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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로예술가로서의 삶 

 

이 시기 뒤샹은 작품 제작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해나갔다. 이전 작

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동료가 요청한 전시

를 기획하거나, 카탈로그 제작, 강연, 공모전의 심사위원, 후배 예술가들

의 전시에 초대되어 가는 등의 활동을 하며 더 이상의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았다. 자신의 작품 전시회에 초대를 받는 원로예술가로서의 삶이 시작

된 것이다. 그는 예술가로서 인정받았고 더는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었다. 

뒤샹은 스스로 모험에 나서는 대신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는 젊은 예술가

들에게 영향을 주는 대가가 되어 있었고19, 때로는 그들의 부름에 응하며 

그들의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1936년 뒤샹이 예술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했음을 알리는 전시

가 개최되었다. 1929년 설립된 뉴욕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관인 모마

(Museum of modern Art; MoMa)의 초대 관장인 알프레드 바(Alfred 

Barr Jr.)는 1936년 12월 모마에서 개최할 ‘환상미술, 다다, 초현실주의’ 

전시회에 뒤샹의 작품 11점을 포함시킨 것이다.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미

술관이라 할 수 있는 모마에서 뒤샹의 작품이 대거 전시된 사건은 그의 

예술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19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작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뒤샹을 자신들의 진정

한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chenberg), 재스퍼 

존스(Jesper Johns), 앤디 워홀(Andy Warhol)을 비롯하여 비디오 아트의 백남

준, 음악의 존 케이지(John Cage), 무용의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 

그리고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등이 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예술가들

이다(유진상, 1997,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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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 1937년 2월 뒤샹의 첫 개인전이 시카고 아트 클

럽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개인전에는 단지 10점의 작품이 걸렸을 뿐이

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전보다 더 많은 작품을 전시한 모마의 전시가 얼

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1950년대 이미 60대가 된 뒤샹의 인기는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각

종 인터뷰가 쇄도했으며, 그의 작품 전시회가 이곳저곳에서 열렸다. 더불

어 뒤샹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비평적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작품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이

나 존재의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의 작품들은 이미 인정을 받기 시

작했다.  

뒤샹이 세상 속으로 향하는 마지막 행보는 또 한 번의 결혼이었다. 

이제는 노인이 된 뒤샹의 친구들이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갔다. 친구들을 

잃어가면서 그는 결혼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제까지 뒤샹은 결혼이란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여겼

지만, 모험을 끝낸 뒤샹에게 더는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67세

가 된 그는 3년간의 만남 끝에 알렉시나 새틀러(Alexina Sattler)와 두 

번째 결혼을 한다.  

 

나는 67세가 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피해왔다. 나이가 들

어 아이를 가질 수 없던 한 여인을 얻게 되었다(Marcadé , 2010, p. 556).  

 

알렉시나는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한 이후 앙리 마티스(Hen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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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sse)의 막내아들인 피에르 마티스(Pierre Matisse)와 결혼하고 세 

아이를 두었지만, 피에르의 외도로 결별하고 말았다. 이런 까닭에 두 사

람 모두에게 결혼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첫 번째 결혼과는 달리 두 사람의 결혼은 오랜 실

험 끝에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들은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

작했으며, 평화로운 관계로 살아가고 싶다는 공통된 바람으로 서로에게 

끌렸다. 뒤샹에게 더는 독립적인 생활이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는 드디어 

다시 한 번의 결혼을 실행했다.  

뒤샹에게 독신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독신생활의 청산

은 곧 자유와 그 자유를 기반으로 했던 작품활동을 끝내는 것과 같다. 그

는 이제 더는 모험이나 혁신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평범한 삶에 안주

하며 자신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예술 개념을 판매하며 살아갔다. 

 

다. 뒤샹의 죽음 그리고 부활 

 

1968년 10월 1일, 뒤샹은 친구들을 초대해 저녁을 함께했다. 친구들

이 돌아간 후 응접실에서 아내 티니와 담소를 나누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욕실로 향한 그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티니가 욕실에서 발

견한 뒤샹은 욕실 바닥에 매우 차분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반듯이 누워있

었다.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는 뒤샹의 유언으로 그는 화장되어 가족의 곁

에 묻혔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그의 글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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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죽는 것은 언제나 타인들이다(D'ailleurs c'est toujours les 

autres qui meurent) (Partouche, 2007, p. 253). 

 

한 때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뒤샹은 81세의 나이로 이렇

듯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뒤샹은 자신에게 누구보다 솔직했다. 그는 자

신을 온전히 작품 안에 녹여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곧 작품이자 그의 작

품은 곧 삶이었다. 뒤샹이 죽기 2년 전 이루어진 카반느와의 대담에서 한 

뒤샹의 말은 예술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전하고 있다.  

 

어떤 천재나, 위대한 화가나 또는 위대한 예술가이건 작품 제작과 관련

해 그의 삶에서 손꼽을 수 있는 작품은 4점 또는 5점뿐이야. 나머지는 매일

매일 빈틈을 채우는 것일 뿐이지. … 나는 일하는 것보다는 살고, 숨 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어. 내가 한 작업이 장차 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중요성

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예술은 살아가

는 것이었어. 매 순간, 매번 숨 쉬는 것은 그 어디에도 써 있지 않고, 시각적

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아닌 작품인 셈이지. 그것이 일종의 변하지 않는 행

복이야(Partouche, 2007, pp. 252-253). 

 

뒤샹의 죽음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뒤샹이 죽은 지 몇 개월 

후에 비평가와 대중들은 그가 20여 년간 아무도 몰래 어떤 작업에 몰두

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된다. 바로 작품 <주어진 것(Etant 

Donnés)> 때문이다. 커다란 낡은 나무문에 가려져 있는 설치작품 <주어

진 것>은 <큰 유리>를 미완성으로 끝낸 지 23년 후에 시작되었다. 1946

년부터 1966년까지 그의 아내이자 조력자 티니의 도움으로 은폐된 곳에

서 아무도 모르게 작품을 제작했다. 이 작품에는 지금까지 그가 작업을 

통해 쌓아왔던 표현기술들과 그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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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뒤샹이 이 작품에 대해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죽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게 되었다. 그의 말처럼 ‘죽는 것은 언제나 타인들’

인 것처럼 뒤샹은 영원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비밀의 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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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뒤샹의 창의성 발달 요인 분석 

 

 

1. 재능 발견기 

 

재능 발견기는 뒤샹이 어린 시절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예술가로서

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 내적 동기를 마련해준 시기였다. 뒤샹의 경우를 

보면, 재능 발견기에서는 개인의 인성보다는 환경의 영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가정환경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재능 발견기에 

단지 가정환경만이 창의성의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영

역이나 사회/현장 요인도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뒤샹의 재능 

발견기 환경요인을 개인·문화/영역·사회/현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예술가로서 활동하였던 외할아버지로 인한 집안의 예술적 분위기와 함께 

가족이 예술적 취미를 공유함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선호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었다. 둘째, 첫째와 둘째 형이 예술가의 길을 선택함

으로써 뒤샹으로 하여금 예술가라는 직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였

다. 셋째, 아버지의 경제력은 어린 뒤샹의 예술 취미를 지원하기에 충분

하였으며, 예술가를 직업으로 선택하였을 때에도 경제적 지원을 약속함으

로써 예술가의 불안정한 경제력은 진로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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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될 수 있었다. 

문화/영역 요인으로는 학교에서의 드로잉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기초

적인 그림 표현기술을 학습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 인물과 풍경을 

대상으로 수채화와 유화, 그리고 인상주의 그림의 표현기술을 학습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사회/현장 요인으로는 드로잉 1등 상, 미술애호가 최우수상을 수상함

으로써 현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수상경

험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그가 예

술가로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환경요인들은 뒤샹에게 진로 선택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과 고

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진로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

한 자발적 진로 선택은 이후 경험하게 되는 실패의 경험을 견딜 수 있도

록 하는 내적 동기를 심어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시기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이용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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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계 입문기 

 

미술계 입문기는 뒤샹이 순수 예술가로서의 선택을 확고히 하며, 자

신만의 작품세계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로, 영역에 대한 

학습과 현장과의 접촉이 중심이 되는 시기이다.  

처음 파리에 도착해서 그는 아카데미 줄리앙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하

지만 줄리앙의 형식적인 미술교육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파리 국립미술학

환경요인 

개인 환경 

예술적 가정 

예술가 두 형 

아버지의 경제력 

문화/영역 

드로잉 교육 

인상주의 

인성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내적 동기 

사회/현장 

드로잉1등 상, 

미술애호가최우수상 

수상 

[그림 Ⅳ-1] 재능 발견기의 창의성 발달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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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도 낙방한다. 대신 형들의 영향을 받아 거리의 풍경을 관찰하고 드

로잉하는 방식으로 미술 표현력을 키워나간다. 또한, 살롱전의 주축이 된 

형들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순수미술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뒤샹은 살

롱전에 작품을 출품하게 된다. 그러나 뒤샹은 그와 그의 작품에 대한 무

관심을 경험해야만 했으며, 처음 받은 비평가의 평가는 가혹한 것이었다. 

그러나 뒤샹은 이 혹평을 자신을 되돌아 보는 자아성찰의 계기로 삼고 오

히려 더 열심히 학습하였다. 뒤샹은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당시 야수파, 

입체파, 세잔의 화풍을 연구하고 학습하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찾기 위해 

실험을 계속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뒤샹의 실패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 반성적 태도로서의 자아성찰과, 

다른 화풍을 학습해나가는 개방성은 이 시기 뒤샹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

진 인성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뒤샹이 학습이 중심이 된 이 시기에 당시 사회·문화 변혁의 

중심지인 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창의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  

20세기 초, 종교의 권위가 사라진 서구사회에서 문화가 서구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프랑스 파리는 본격적

인 현대미술이 탄생한 곳으로서, 대혁명의 광풍 속에서 탄생한 낭만주의 

이후 젊고 새로운 미술가들의 메카였다(박인효, 2005, p. 132). 프랑스 

혁명 이후 미술가들은 역사, 종교, 신화 같은 기존의 미술작품 주제에 얽

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어느 계층에도 예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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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는 미술 표현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일단의 미술가들은 하나의 방법론을 발전시

키기 위해 흔히 함께 작업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림을 함께 전시하고, 자

신들의 이론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쓰기도 했으며, 그것은 하나의 

‘운동’이 되기도 했다(권준범, 1998, p. 244).   

야수파, 입체파 등 미술에서의 여러 유파의 탄생은 이러한 시대적 배

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퓌토 그룹 역시 이러한 파리의 분위기 속에서 탄

생한 입체주의 미술을 표방하는 그룹으로, 뒤샹은 형들이 주도하고 있던 

퓌토 그룹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뒤샹은 이 

그룹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었으며,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변혁을 꿈꾸었

다.  

이런 뒤샹의 바람을 채워준 것이 바로 피카비아였다. 두 사람의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업에서의 지향점 즉, 기존을 것을 넘어

서려는 진보적인 생각과 변화에 대한 편집적 갈망이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을 강하게 연결한 동기가 되어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러 환경요인은 뒤샹의 인성요인을 자극하고, 인성요인은 다

시 새로운 환경요인과의 만남을 조장함으로써 뒤샹의 창의성을 성장시킴

과 동시에,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기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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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세계 확립기 

 

작품세계 확립기는 자신만의 작품세계가 확고해진 시기로, 뒤샹은 이

후 예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게 될 대표적인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뉴욕의 미술계로부터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활발하게 예술활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뒤샹은 기존 통념을 깨는 다양한 매체와 개

념을 등장시키며, 음악, 영화, 연극,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의

환경요인 

개인 환경 

멘토가 되어준 두 형 

자극이 된 동료 피카비아 

문화/영역 

아카데미 줄리앙 

야수파, 입체파, 세잔 

인성 

자아성찰 

학습에의 개방성 

사회/현장 

서양미술의 중심지 파리 

살롱전 출품과 혹평 

퓌토 그룹 

[그림 Ⅳ-2] 미술계 입문기의 창의성 발달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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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섭을 통해 그의 예술세계를 확장시켰다. 뒤샹의 이러한 활동 때문에 그

를 ‘미술가’라는 한정된 용어로 정의하기보다는 미술가를 넘어 다양한 예

술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가’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뒤샹을 훗날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리게 만든 대표작품들은 결코 

순탄한 과정을 통해 탄생하지 않았다.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뒤

샹의 작품들은 기존의 미술개념을 뛰어넘었던 덕분에 언제나 스캔들을 동

반했다. 이러한 스캔들에 대처하는 뒤샹의 태도와 사건 배경 속에는 그의 

인성 및 환경요인이 잘 드러나고 있다.  

뒤샹은 살롱 데 쟁데팡당에서 파리 미술계 유파(流派) 간의 알력 다

툼으로 인하여 작품 전시를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뒤

샹으로 하여금 미술계 유파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작업하길 원하게 

만들었고, 결국 완전히 파리 미술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미술계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예술 신념을 굽히기보다는 자신의 독

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술계를 떠나 독립적인 위치를 고집하였다.  

이처럼 뒤샹은 자신이 처한 장소의 분위기가 작품 활동을 하기에 적

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장소 자체를 변화시켰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뒤샹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작품세

계를 펼쳤다. 이와 같이 뒤샹은 어떤 것에도 구애(拘碍)받지 않고 자유롭

게 작업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뒤샹의 자유에의 갈망은 일반적인 창의성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그가 자신의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이다. 이외에도 독신주의를 고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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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 등은 세속적 필요나 의무에서 벗어

나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살며 원하는 작품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뒤샹의 독립심, 경험에 대한 개방성, 새로운 

표현에 대한 모험심, 자유에의 갈망 등 그의 창의적 성취에 영향을 미친 

인성요인이 명확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뒤샹의 이러한 인성요인의 형성에는 당시 젊은 예술가들 사이

에서 하나의 생활 양식 또는 문화 정신으로서의 댄디즘

(dandysme/dandyism), 보헤미안(Bohemian) 20 , 아방가르드(avant-

garde) 21 정신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모두 당시 주류 계층이

라 할 수 있는 부르주아의 가치관에 저항하며, 자유로운 예술세계와 자신

만의 개성표현, 새로움에 대한 도전 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의식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예술 현장에 속해 있는 많은 관계자에게도 영향을 미

쳤다. 당시 변화에 대한 요구는 산업혁명에 의해 촉발된 서구 사회의 시

대적 조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예술가들의 

노력은 사회적으로도 수용될 수 있었다.   

뒤샹이 스캔들로 이어진 현장과의 갈등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활동을 지지하는 월터 팩이나 

아렌스버그와 같은 예술계 수문장과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월터 

                                        
20

 댄디즘과 보헤미안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계층으로 예술적 몰취미의 부르주아 계층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경제력에는 무관

심하였으며, 자유롭고 예술적인 삶을 사는 데 집중하였다(김복래, 2008). 
21

 예술적 아방가르드의 개념은 그 시대적 상황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관습

적인 권위와 전통적인 모든 문화현상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그 경계를 허물면

서 새로움을 추구해 나가길 원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최애주, 201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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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은 뒤샹의 작품을 미국에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뒤샹의 예술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뉴욕’으로 이끌어준 사람으로 만약 팩과의 만남이 없

었다면, 뒤샹은 세계적 명망을 얻은 예술가가 아니라 파리의 유명한 체스

기사로 생을 마감했을지 모른다. 또한, 뉴욕에 도착한 뒤샹은 평생 그를 

흠모하며 끊임없이 지지해줄 후원자 아렌스버그를 만나게 된다. 아렌스버

그는 뉴욕의 예술계 모임을 주도하던 사람으로 뒤샹은 그를 통해 뉴욕 미

술계와 접촉할 수 있었다. 이 모임을 통해 뒤샹은 후원자뿐만 아니라 함

께 활동하게 될 많은 예술가를 만나고 그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시켰다.  

또한, 이 시기 뉴욕이란 장소는 뒤샹의 창의성 발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에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뒤샹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예술가를 전쟁과 멀리 떨어진 뉴욕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또

한, 뉴욕은 당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중심지로 남는 

잉여 에너지를 이제 예술에 쏟고자 하고 있었다. 뉴욕은 축적된 경제력과 

전쟁의 포화를 피해 이주한 유럽의 예술가들을 수용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창의적 활동을 도왔다. 이러한 상황에 뉴욕에 도착한 뒤샹은 뉴욕 미술계

의 높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으며, 그의 창의성은 뉴욕이란 장소를 통해 촉

발되었다.   

특히 작품세계 확립기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뒤샹의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 간의 상

호작용을 다음의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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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환원기 

 

1927년 이후 뒤샹의 작품 수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내면적인 성장을 

꾀하기보다는 대중적 활동을 더 많이 하였다. 후배 예술가의 전시나 예술

활동을 돕고 강연회에 참석하는 등 자발적이기보다 외부 요청에 의한 활

환경요인 

사회/현장 

스캔들로 인한 현장과의 갈등 

지지자 월터 팩, 아렌스버그 

제 1차 세계대전과 뉴욕 

개인 환경 

 

독신·금욕 생활  

미술가 외의 직업을 가짐 

문화/영역 

댄디즘 

보헤미안 정신 

아방가르드 정신 

 

인성 

미술계 유파로부터의 독립 

경험에 대한 개방성 

새로운 표현을 위한 모험심 

자유에의 갈망 

[그림 Ⅳ-3] 작품세계 확립기의 창의성 발달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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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많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이 전까지 보였던 인성요

인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에의 갈망도, 통념을 깨

는 모험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작품활동을 위해 장소를 변경하기

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 가지 약화되지 않는 요인이 있다면 미술 그룹으로부터의 독립

이다. 뒤샹은 평생 어떠한 미술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그의 미학을 

따르는 많은 후배 예술가들과 다양한 미술 경향들이 등장하였지만, 뒤샹

이 주도 하는 새로운 미술 그룹을 형성하지도 않았다. 뒤샹은 생활에서 

기혼자가 되었으나 미술계에서만큼은 여전히 ‘독신’이었다. 이렇게 그는 

평생 예술계에서 한 발 떨어진 관찰자 또는 은둔자로서 남아있었다. 이러

한 은둔적 태도는 뒤샹의 죽음 이후 세상에 등장한 그의 마지막 작품 <

주어진 것>을 아무도 모르게 20년간 작업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미국은 경제공황과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절대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신흥 강대국으로서 유럽 중심의 기존 체제를 대

체할 수 있는 세계사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등장했다. 세계의 정치, 사

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미국의 

바람은 서구 미술의 중심지를 파리에서 뉴욕으로 변모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뒤샹은 프랑스 파리가 아닌 미국의 뉴욕으로부터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획득했다. 프랑스에서는 그의 이름이 초현실주의 그

룹의 예술가들에게만 알려졌을 뿐 대부분 프랑스인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

지 못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레이몽 뒤샹 비용과 혼동했고, 프랑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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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후원하는 딜러가 따로 없었으므로 뒤샹은 사람들에게 낯설었다(김광

우, 2001, p. 254). 단적인 예로, 뒤샹의 타계 소식이 프랑스에서는 파리

의 『르 피가로(Le Figaro)』지의 체스란에 소개되었지만,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일면 기사로 보도되었다. 뒤샹

은 서구 미술의 중심이 된 미국의 뉴욕에서 예술가로서 확실하게 승인받

았으며, 명성을 얻은 것이다.  

이제 미술계를 넘어 예술계는 뒤샹을 후배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력

을 행사하는 원로예술가로서 대우하며, 각종 강연회에 초청하고 심사위원

의 자격을 부여하며, 그의 예술세계를 이해하고 알리고자 하는 대중매체

의 움직임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은 뒤샹의 활동을 내적인 것에서 외

적인 것으로 변모시키며 그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러한 뒤샹의 활동은 작품 제작을 통해 예술계에 새로운 변혁을 꾀

하는 창의적 예술가의 역할에서 그가 새롭게 제시한 밈을 예술계에 이해

시키고 전파하며,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그가 만들어낸 밈을 통해 평가

하는 현장의 수문장으로서의 역할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시기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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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뒤샹의 생애 시기별 창의성 발달 요인 분석을 보면 시기

별로 서로 다른 요인들이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뒤샹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 창의성 발달 요인을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요인 

사회/현장 

뉴욕 미술계의 인정 

서구 미술 중심지 뉴욕 

개인 환경 

 

결혼 

문화/영역 

뒤샹의 영향을 받은 

예술 경향의 등장 

인성 

자유에의 갈망, 새로움의 

추구 등의 인성 약화 

미술계 유파로부터의 독립 유지 

현장의 수문장 역할 요구 수용 

[그림 Ⅳ-4] 사회적 환원기의 창의성 발달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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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뒤샹의 생애 시기별 창의성 발달 요인 

시기 인성 개인환경 문화/영역 사회/현장 

재  능 

발견기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내적 동기 

상승 

 

•예술적 가정 

•예술가 두 형 

•아버지의 

경제력 

•드로잉 교육 

•인상주의 

•드로잉1등상, 

미술애호가 

최우수상 수상 

예술계 

입문기 

•자아성찰 

•학습에의 

개방성 

•멘토가 되어준 

두 형 

•자극이 된 동료 

피카비아 

 

•줄리앙아카데미 

•야수파, 입체파, 

세잔 

•서양미술의  중심지 

파리 

•살롱전 출품과 

혹평 

•퓌토 그룹 

 

작품세계 

확립기 

•미술계 

유파로부터의 

독립 

•경험에 대한 

개방성 

•새로운 표현을 

위한 모험심 

•자유에의 갈망 

 

•독신 · 금욕 생활  

•미술가 외의 직업 

•댄디즘 

•보헤미안 

•아방가르드 

•현장과의 갈등 

•지지자 월터 팩, 

아렌스버그 

•제 1차세계대전과 

뉴욕 

사회적 

환원기 

•자유에의 갈망, 

모험심 등의 

인성요인 약화 

•미술계 

유파로부터의 

독립 유지 

• 현장의 수문장 

역할 요구 

수용 

 

•결혼 •뒤샹의 영향을 

받은 예술 

경향의 등장 

•뉴욕 미술계의 

인정 

•서구 미술 중심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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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뒤샹의 창의성 발달 요인의 특성 

 

 

이번 장에서는 인성, 개인환경, 문화/영역, 사회/분야로 나누어 분석

한 뒤샹의 창의성 발달 요인을 동일 요인별로 종적으로 재분석하였다. 이

러한 종적 분석은 각 요인이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인성요인에서 발달 양상을 보이는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요인에서는 인성의 발달에 특히 밀접한 관

계를 보이는 요인을 추출하고, 시대적 배경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  

 

 

1. 인성요인의 특성 

 

뒤샹의 창의성 발달 요인 중 인성요인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인성요인을 발달시키는 내적 요인인 ‘강한 자의식’의 존재이다. 

시기별 인성요인을 종합해보면, 내적 동기, 자아성찰, 독립심, 개방성, 모

험심, 자유에의 갈망, 수용성 등으로 종합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인성요인

은 모두 강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강한 자의식은 자신이 추구

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뒤샹의 강한 자의식의 실천은 자기 주도



 

100 

적 태도로 나타났다.  

뒤샹의 자기 주도적 태도는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의 상승

을 통해 스스로 예술가로서의 진로를 선택한 것에서, 살롱전 작품에 대해 

혹평을 받은 후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스스로 당시의 미술경

향을 적극적으로 학습했던 것에서, 스스로 자신이 처한 장소를 변경하며 

다양한 경험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현장의 지지가 미약한 상황에서도 자

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세계를 고집하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에서, 또

한 자유를 얻기 위해 스스로 삶의 태도를 결정했던 것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 주도성은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과 결

정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기의식이 강할수록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흔들림 없는 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므

로 자기 주도성의 발휘는 ‘강한 자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뒤샹은 인

생의 중요한 선택이나 시련의 순간마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

를 실천하는 강한 자의식을 발휘하였으며, 그의 강한 자의식은 전 생애에 

걸쳐 꾸준히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뒤샹에게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인성요인인 ‘자유에의 갈망’이다. 

자유에 대한 갈망은 뒤샹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된 요인으로, 뒤샹은 언제나 작품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가의 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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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요인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던 

창의성의 인성적 접근 방식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요인

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정하와 최인수(2008)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인 9명의 시각예술가 모두 과제의 선택에 있어서나, 해결하는 방식, 그리

고 작업하는 환경 등 모든 것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

유로움’을 창의성을 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강정하, 최인수, 2008, p. 222). 이처럼 자유에의 갈망은 무엇에도 구애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창작을 추구하려는 예술가들의 특성으로, 

영역 특수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인성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뒤샹의 창의적 성취가 현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이후에 약화되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자유에의 갈망과 모험심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자

신만의 새로운 작품세계를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인성이었으므로, 

자신의 작품세계가 확고해진 이후에 약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이 현장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면, 현장

이 뒤샹의 새로운 작품을 수용함으로써 그의 작품이 갖는 신선함이 약화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예로, 미술계에 처음으로 소개된 레디메이

드 작품 <샘> 이후에 제작한 레이메이드 작품들이 <샘>이 불러일으킨 스

캔들만큼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넷째, 뒤샹의 인성요인 중에는 발전되거나 약화되지 않고 꾸준히 유

지되는 요인이 존재하는데, 개방성 또는 수용성이 그것이다.22 이 요인은 

                                        
22

 개방성과 수용성은 모두 외부 자극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측면에

서 유사한 특성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뒤샹의 개방성은 결과적으로 외부의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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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에서의 개방성, 경험에의 개방성, 현장의 요구에 대한 수용성 등 

그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나지만, 뒤샹의 전 생애에 걸쳐 큰 변화 없이 유

지되는 요인이다. 그러나 시기별로 다른 인성요인과 비교하여 보면 다양

한 미술경향을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세계를 찾고자 했던 예술계 입문

기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예술계에 자신의 미학을 직접 전달하는 사

회적 환원기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성요인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특성 중에서 새롭게 분석

된 ‘강한 자의식’과 영역 특수적으로 보이는 ‘자유에의 갈망’ 요인을 더 자

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강한 자의식 

창의적인 아이디어란 언제나 독창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독창적인 것

들은 아마도 굉장히 놀랍거나 혹은 위험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강한 반대

나 거부에 부딪히기도 한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독창적인 생각을 포기하기보다 일반적인 것을 따라야 한

다는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한 자의식(ego-strength)23이 필요한 것이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형성하는데 영

향을 주었다.  
23

 스턴버그는 이러한 요인을 ‘ego-strength’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다

(Sternberg et al., 2009, p. 43). 번역자는 이를 ‘강력한 자아’로 번역하고 있으나, 

본 연구자는 문맥상으로 ‘ego-strength’를 자신의 현재를 알고, 자신의 지향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변의 반응에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자신을 인식하는 주체라

는 의미로 보고 ‘강한 자의식’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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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ternberg et al, 2009, p. 43). 

뒤샹의 창의성 발달의 주요인인 강한 자의식은 재능 발견기의 내적 

동기 형성 과정에서 처음 나타나고, 예술계 입문기의 자아성찰 과정을 통

해 발전하였다. 내적 동기가 예술적 가정환경이나 예술애호가상 수상 등

의 긍정적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자아성찰은 비평가의 혹평이란 

부정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따라서 강한 자의식의 성장은 지지를 기

반으로 하여 싹 트고, 부정적 경험을 기반으로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강한 자의식은 그것이 표출되는 상황에 따라 독립심, 모험

심, 개방성, 수용성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강한 자의식은 특히 선택의 상황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그러한 선택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뒤샹의 

강한 자의식은 실패의 경험에서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고 실행해나가는 과

정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뒤샹은 그의 예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분야

의 전문가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뒤샹은 자신이 하

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타협 없이 자신의 의지를 밀고 나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실패의 경험을 자신의 예술세계를 더 확고히 하

는 발판으로 삼곤 했던 뒤샹의 행보는 강한 자의식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뒤샹의 첫 번째 실패의 경험은 처음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입문과정에

서부터 시작되었다. 뒤샹은 살롱전 출품작에 대한 비평가의 혹평을 받은 

이후, 파리에서 개최되는 많은 전시회를 두루 관람하며 다른 작가들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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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방법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실험하고 자신만의 표현방법을 찾기 위해 

몰두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술 이외 자신의 다양한 관심을 집약시켜 결국 

문제작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두 번째 실패의 경험은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의 살롱 데 쟁데팡

당전 거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뒤샹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는 입체주

의와 미래주의의 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살롱전의 심사위원

들은 자신들의 전시 주최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샹의 작품 전시

를 거부했다. 그가 존경하고 그의 멘토가 되어 주었던 형들마저 그를 이

해하지 못하고 제목만이라도 바꿈으로써 심사위원과 타협할 것을 설득하

는 상황에서도 뒤샹은 결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 오히려 ‘남을 헐뜯

기 좋아하는 파리의 미술계’를 떠나 자신만을 믿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길

을 갈 것을 결심한다.  

 

그 일은 개인적인 의미에서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데 도움이 되

었다. 나는 말했다. “좋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떤 집단에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오직 나 자신만을 믿어야 한다”(Marcadé, 2010, p. 78). 

 

이후 뒤샹은 늘 파리의 미술계에서 한 발 떨어진 상태로 활동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세 번째 실패의 경험은 뉴욕에서 있었던 작품 <샘>과 관련된 대대적

인 스캔들이었다. ‘미술작품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 이 

작품은 기존 가치를 옹호하려는 집단과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려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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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다. 결국 통념의 승리로 끝이 나고 전시장에서 

작품 <샘>은 종적을 감추었다. 그러나 더욱 강력해진 뒤샹의 자의식은 <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의 사건 때와는 달리, 이 사건을 강력하게 자신

의 예술론을 펼치는 기회로 삼았다. 뒤샹에게 세상의 거부는 단순한 거부

를 넘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카반느: 만약 <샘>이 잘 받아들여졌다면 당신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 

뒤샹: 거의 그랬을 것이다. 나는 기뻤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나에게는 그

림을 출품하고, 입선하고, 비평가들의 칭찬을 받는 전통적인 화가의 태도가 

전혀 없었다(Cabanne, 2002, p. 107). 

 

실패의 경험은 뒤샹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실패의 경험

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뒤샹의 자의식은 점점 더 강해지고 예술세계는 

더욱 견고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뒤샹에게 강한 자의식이라는 특성이 없

었다면, 실패는 단순히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태도를 취

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객관적 평가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예술이란 

분야에서 예술가가 계속 자신의 뜻을 지켜나가며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강한 자의식뿐이다. 

결국, 뒤샹의 창의적 성취는 이러한 강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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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유에의 갈망 

 

뒤샹은 일생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언제나 자유롭기를 원했다. 뒤샹은 평

생 어떠한 예술가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독신을 고집했다. 이처럼 뒤

샹은 자유를 얻기 위해 그를 얽매는 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서슴지 않았다.  

첫 번째 떠남은 파리의 미술계였다.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 사건으

로 인해 그는 미술계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한다.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조

차 새로움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파리의 미술계에 진력이 났다. 불필요

한 세력 다툼에 휘말려 자신을 소진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화가가 되

기를 희망하며 파리로 향했던 뒤샹은 결국 작품 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

하는 직업화가가 되기를 거부하고 도서관 사서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환경이나 태도에서 나를 해방시켜 평온한 의

식을 유지하고 싶었고, 또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Cabanne, 2002, p. 

39). 

 

작품이 생계나 명예 등 작품 외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은, 

목적에 작품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작품 자체를 목

적으로 한다면 예술가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평생 작품을 다른 것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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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나에게 배수구, 또는 자기 표현의 강제적인 요구가 아니었으므로, 

그림을 생산하는 노력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결코 아침이나 저녁 계속해

서 데생(dessin)을 하거나 크로키를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Cabanne, 2002, 

p. 34). 

 

두 번째 떠남은 경제적 풍요로부터의 떠남이었다. 아버지로부터 경제

적 도움을 받거나, 도서관 사서로서 일하고, 뉴욕에서는 프랑스어 강사가 

되고, 미술작품 판매를 했던 것은 자신의 작품이 경제적 문제와 직접 연

결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한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작품활동을 하기 위

해서였다.  

 

모든 물질적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도서관 사서 일을 시작

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발표해야 할 의무를 없애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변명이었다. 그것은 이 관점에서 아주 분명한 결정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

려고도 팔려고도 하지 않았다(Cabanne, 2002, p. 83). 

 

그 시대 예술가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이런 뒤샹의 삶의 태도

를 뒷받침해주었다.  

 

카반느: 그 당시에는 예술가들이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뒤샹: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술가 또는 장인이라고 부르

는 돈 못 버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돈 

못 버는 예술가들을 도와주었다. 그들을 돕는 일이 부자들의 미덕이었다. 그

것은 군주 국가적 개념이었다. 민주주의 이전의 모든 시대에는 그렇게 했었

다. 화가들을 보호하는 일, 예술을 옹호하는 일 등등∙∙∙(Cabanne, 2002, p. 

117). 

 

뒤샹의 경제관념에 대해 리디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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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독립적 삶을 유지하는 것에 매우 신경을 썼고, 쾌락주의자

이면서 동시에 금욕주의자이고, 그 어떤 사물이나 가구도 소유하고 있지 않

으며, 자신의 전 재산과 추억을 단 하나의 트렁크 안에 넣어 보관했다

(Partouche, 2007, p. 157). 

 

세 번째 떠남은 결혼생활이 가져오는 책임감으로부터의 떠남이었다. 

뒤샹은 독신을 유지함으로써 가장이 가져야 하는 일반적인 책임에서도 벗

어나고자 했다. 가정도, 많은 재산도 소유하길 원치 않았던 것은 뒤샹이 

일찍부터 소유가 갖는 책임의 무거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결혼 상대자였던 티니를 만났을 때 60대 중반의 뒤샹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14번가의 방은 여전히 월세가 35달러였고, 양복은 한 

벌인데 손수 세탁해 입었다. 레바논의 티니 집에서 주말을 지낼 때나 이스트

햄프톤에 있는 티니의 친구 가디헴의 집에서 주말을 지낼 때 뒤샹은 가방을 

들고 가지 않고 셔츠 두 개를 껴입은 채 치약과 칫솔만 저고리 주머니에 넣

고 갔다(김광우, 2001, p. 316). 

 

네 번째 떠남은 자신이 속한 장소로부터의 떠남이었다. 한 사람의 언

행과 그 결과에 의한 성취는 그 사람이 속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결코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상황을 변경하기보다 순응하며 그 안에서 성취를 이룬다. 그러나 뒤샹은 

스스로 맥락을 변경함으로써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성취를 이루어내었다. 

뒤샹의 끝없는 방랑은 맥락을 변경하는 주요 방식이었다. 그는 한 장소에

서의 삶이 지루해지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주저 없이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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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뮌헨으로 간 것은 파리에서 암소들의 화가, 즉 암소들을 그리는 독

일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 이 암소들의 화가가 내게 ‘뮌헨에 오라’고 말했

고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뮌헨으로 갔다. … 나는 그곳에서 가구가 딸린 

작은 방에서 몇 달을 보냈다. 그 시기 뮌헨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었다. 

나는 아무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좋은 시간을 보냈다(Marcadé, 

2010, p.86).  

 

뮌헨에서 돌아온 뒤샹은 그의 대표적 작품인 <큰 유리>를 제작할 수 

있었으며, 뉴욕에서는 작품 <샘>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장소는 뒤

샹에게 새로운 작품을 전개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뒤샹의 독신이나 금욕 생활은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관조자

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 사회에 대한 관조적 태도는 

복잡한 사회 문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자유를 통한 에너지의 집중은 결국 뒤샹의 창의성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인 것이다.  

 

 

2. 환경요인의 특성 

 

뒤샹의 창의성 발달 요인 중 환경요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목할만한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생애 시기별로 각기 다른 요인들이 뒤샹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어느 시기에 어떤 교육환경 구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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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주요 환경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재능 발견기에는 주로 가정

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뒤샹이 가정환경을 통해 예술과 예술가라

는 직업에 대한 풍부한 접촉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미술분야에 관한 관

심이 높아지고, 미술분야에 대한 재능을 조기(早期)에 계발할 수 있었다. 

더불어 미술애호가상의 수상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종의 결정화 경험(crystallizing experience)24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 두 요인이 뒤샹의 재능 계발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미술계 입문기는 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습에 영

향을 미치는 교육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전수하는 교육기관,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 학습을 자극할 수 

있는 학우 등의 영향이 주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인데, 뒤샹의 경우

에는 교육기관 안의 환경보다는 교육기관 밖의 환경이었던 멘토와 자극을 

주고받았던 동료 예술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당시 서구 

미술의 중심지인 파리에 거주함으로써 최신의 미술경향을 학습할 수 있었

던 것도 주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작품세계 확립기는 주로 사회/현장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다. 이 시기는 현장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시기로 뒤샹의 독창적

인 작품이 현장의 강한 반대와 부딪히면서 갈등 상황이 야기되었지만, 이

러한 갈등 상황을 통해 뒤샹의 자의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뒤샹이 

                                        
24

 결정화 경험은 개인이 자신의 비범한 재능이나 잠재력, 또는 자신의 재능과 관

련된 분야와의 기억에 남을 만한 강한 만남을 자기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험이 어린 시절에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재능과 관련된 영역을 탐구하고자 하

는 동기가 생기게 된다(Walters, Gardner, 1984,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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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독창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인 뉴욕에서 작품활동을 함으로써 현

장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뒤샹의 작품활동을 지지하는 현장의 수문장들

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 시기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환원기는 현장이 뒤샹의 창의성을 확인하고 승인한 시기로, 

이 시기 뒤샹과 현장의 관계는 매우 원만하게 유지된다. 이 시기에 뒤샹

은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순응하며 예술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

로예술가이자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둘째, 환경요인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네 가지의 주요인이 발견된다. 

먼저 가정환경 요인이다. 뒤샹의 가정은 뒤샹이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진로 선택에 대

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두 번째 요인은 멘토의 존재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따르고 싶은 인간

상을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는 나갈 방향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외할아버지, 두 형, 피카비아

로 이어지는 멘토의 존재는 뒤샹이 진로를 선택하고 학습하고, 발전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요인은 현장에서의 인정과 지지자의 존재이다. 끈질기게 뉴

욕으로의 이주를 권했던 월터 패츠, 평생 그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던 

아렌스버그, 뒤샹을 현대미술의 중요 예술가로 선정한 알프레드 바의 지

지 및 후원은 뒤샹이 기존 통념을 깨는 혁신적인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였

으며, 예술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뒤샹이 예술계에 큰 



 

112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네 번째 요인은 장소의 영향이다. 뒤샹은 언제나 예술의 중심에 있었

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뮌헨, 미국의 뉴욕은 각각 입체주의, 

추상주의, 20세기 현대미술 등 그 당시 새로운 예술경향의 중심지였다. 

뒤샹은 이렇듯 예술계의 중심에 있음으로써 선진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치와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예술을 지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뒤샹의 성취를 창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뒤샹과 그의 작

품은 미술사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정환경, 모

범이 되어줄 수 있는 멘토의 존재,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분야의 전

문가와의 만남, 분야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습득하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장소라는 환경은 창의성 발달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환경요인의 하위요인으로서의 문화/영역 요인은 인성요인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영역 요인을 크게 지식과 같

은 명시적인 측면과 태도, 신앙, 의식 등과 같은 ‘정신(精神)’이라는 암묵

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였을 때, 정신은 인성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

의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개인의 가치관 형성이

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룬

코(2009)는 가치는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암묵적으로 동

기와 행동 이면에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가치는 자기 지시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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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서 특정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또한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은 순응성, 전통, 그리고 안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성향을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지원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수용한다. 이

러한 성향은 새로움을 창출하는 창의성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뒤샹의 특징적 인성요인인 ‘자유에의 갈망’은 그 시대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삶에 대한 태도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를 반영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 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시대·장소 및 문화의 

정신적 측면이 뒤샹의 창의성 발달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19세기 젊은 예술인들의 문화 

 

뒤샹의 자유를 갈망하는 태도는 그 당시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댄디즘, 보헤미안, 그리고 나아가 20세기 포문을 연 아방가르드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유럽은 대변혁을 겪게 된다. 다양화된 사회 

계층의 형성, 직업의 다양화, 직장과 가정의 이분화 등 그야말로 사회 모

든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와 분화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변혁 

속에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부르주아 계층이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으며 

부유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이들은 귀족을 대신하여 예술을 향유하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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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층은 귀족들과는 달

리 예술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로, 그들은 단지 예술적 취미를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러한 부르주아를 비판하며 등장한 

계층이 바로 댄디와 보헤미안이다. 

댄디들은 혈통을 중시하는 귀족주의를 부정하는 동시에, 신흥 부르주

아들의 몰취미를 조소했다. 댄디들은 귀족이나 부르주아들과 구별되는 외

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유형의 삶의 양식을 만

들어내었다. 그들은 정열, 도덕, 야심, 정치 등 인간의 모든 책임에 대해 

무심함과 냉담함으로 자유를 획득했다.  

댄디들은 우아하지만 독창적이며 유행을 선도하는 복장을 갖추고, 대

리석과 같이 차갑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세상에 대해 회의적이고 염세적

인 생각들을 역설을 담은 재치 있는 화술을 통해 표현한다. 그리고 그러

한 방법을 통해 세상이란 무대 위에 신비스러운 주인공이 되고자 했다. 

이 같은 댄디의 우아한 태도와 높은 수준의 예술적 취향을 가지고 시대의 

냉담한 관찰자로서 존재하고자 한 뒤샹의 삶의 태도는 댄디 그 자체로, 

그는 외모와 기질에서 대표적인 모던 댄디로 손꼽힌다(강승완, 2000, p. 

205).  

 

피에르 드 마소(Pierre de Massot)는 댄디한 외모에 완전히 어울리는 

뒤샹의 초연한 태도에 단숨에 매혹 당했다. “곧바로 나는 그 얼굴을, 비교할 

수 없는 순수성을 가진 찬탄할만한 옆모습을, 의복, 제스처, 말에서 드러나는 

최고의 우아함을, 가장 세련된 친절로 완화된 고상한 댄디즘을 흠모하게 되

었다.” 뒤샹의 육체적·도덕적 미는 말 그대로 그를 황홀하게 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미남이고, 그가 결코 남용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특히 그것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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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못하면서 사용하는 최고의 유혹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 더 

예의 바른 사람이고, 손가락을 쳐서 소리 나게 하여 파리를 쫓아내는 것처럼 

그가 미소로 천한 놈들과 바보들을 멀리 보내 버리면서도 어떤 연약함도 없

고 그리고 모든 연약함에 대해 관대함을 보여 주는 사람이고, 특히 그 영향

이 끊임없이 확산되는 확실히 천재성을 소유한 사람.”(Marcadé, 2010, pp. 

286-287).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2>가 앙데팡당전에서 거부당했을 때 어떠한 

적극적인 반론이나 의사 표현 없이 단지 미술계를 떠나는 것으로 반응했

던 것은 미술계의 정치성에서 멀어짐으로써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냉담

한 댄디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댄디와 함께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보헤미안은 기존의 계급, 질서에 

반항하는 세력이면서 반부르주아적 성향을 띠는 집단으로, 주요 유럽 도

시들의 주변적이고 가난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 배우들의 비전통적인 삶

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부르주아가 추구한 것은 물질주의, 질서, 

규칙성, 관습, 이성적 사고, 자기절제, 그리고 생산성이었으며, 보헤미안이 

예찬한 것은 창의성, 반항, 새로움, 자기표현, 반물질주의, 그리고 생생한 

경험이었다. 보헤미안들은 비정통적이거나 반체제적인 정치·사회관과 밀

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반동적인 견해들은 혼외정사 등 자유로운 성

관계와 검약 또는/그리고 ‘자발적인 빈곤’으로 종종 표출되었다(김복래, 

2008, p. 227 ).  

보헤미안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삶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영구적인 거주지를 갖지 않거나, 매우 

빈약한 물질적인 부에 의존하여 근근이 생존하는 것으로 사유권제도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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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만능주의를 거부했다. 둘째, 그들은 알코올이나 마약 사용, 개방적인 성

적 자유 등 아무런 근심·걱정 없는 태평한 생활을 통해 엄격하고 준엄

한 도덕적 가치를 거부했다. 셋째, 그들은 대체로 수입이 없었으나 수입

에 거의 관계치 않고 정념과 오직 예술과 문학 그 자체를 추구함으로써 

부의 축적을 거부했다(김복래, 2008, pp. 235-236).  

당시 프랑스 예술가나 작가들치고 보헤미안이 아닌 사람은 없었다. 

보헤미안들이 싼 집을 얻기 위해 모여들었던 파리의 몽마르트와 몽파르나

스는 보헤미안의 주요 근거지였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카페도 성행했

다. 보헤미안들은 카페에 모여 동시대의 중요한 이슈를 토론하였으며, 카

페는 보헤미안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다. 뒤샹의 생활에서도 당시 보헤미

안 생활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콜랭쿠르가에 있는 카페에서 어울리며 당구를 치곤 했다네. 그곳

에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었어(Partouche, 2007, 

p. 43). 

 

어떤 의미로는 정말 보헤미안 같은 삶이었어. 물론 약간은 사치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정 보헤미안의 삶을 살았지. 돈은 부족했지만 그

렇게 문제는 아니었다네(Partouche, 2007, p. 94).  

 

겉보기에 상이한 두 세계, 댄디와 보헤미안은 혼합되는 경우가 많았

다. 댄디들은 보헤미안과 친구가 되었으며, 같은 카페에 노상 출입했다. 

결국, 나중에 많은 댄디들이 (그들의 낭비벽으로 인해) 궁상맞은 보헤미

안 라이프스타일로 살도록 강요된 반면에, 보헤미안들은 때때로 화려한 

댄디 스타일의 정장을 차려 입기도 했다(김복래, 2008, p. 246).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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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그룹이 내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바로 ‘반부르주아’와 ‘예술적 삶의 추구’라 할 수 있다. 예술적 

취미를 경시하며, 물질을 중시하는 부르주아는 댄디와 보헤미안에게 모두 

몰취미의 ‘저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부르주아를 조롱하며 예술

적 삶을 사는 데 집중했다. 또한 경제력에 대한 무관심이나 자유의 추구

는 그 실천 양상은 서로 달랐으나 공통된 삶의 태도였다. 

전형적인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난 뒤샹은 예술가의 삶을 선택하면

서 댄디와 보헤미안의 태도를 함께 수용하였다. 부르주아의 이성적 사고

와 자기절제, 댄디의 모든 책임에 대한 냉담함과 기존 사회를 조롱하는 

위트, 보헤미안의 창의성, 반항, 새로움, 반물질주의와 자유연애사상 등이 

뒤샹이라는 인물 안에서 융합되었다. 이러한 융합은 뒤샹이 독신주의와 

금욕적인 삶을 선택하고, 미술계로부터 언제나 거리를 둔 관찰적 태도를 

갖도록 하였고, 이러한 태도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과 미술계의 정치성에

서 벗어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실존주의 철학을 겸비하게 된 보헤미안들은 아

방가르드 운동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유럽 주요 도시

를 떠나 전 세계로 이동하였으며, 예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거대한 아

방가르드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주역의 전면에 뒤샹이 있었다. 

아방가르드는 기존 보수 세력의 비난을 불사하며 모험심이 강한 정신

으로 시대를 앞서 가야 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전

위(前衛)라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예술적 아방가르드의 개념은 그 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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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관습적인 권위와 전통적인 모든 문화현

상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그 경계를 허물면서 새로움을 추구해 나가길 

원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최애주, 2010, p. 4).  

뒤샹은 미술에 대한 기존의 관념, 작품의 인습적인 제작, 평가, 수용, 

유통의 모든 과정에 도전했다. 따라서 아방가르드를 논할 때 뒤샹만큼 자

주 거론되는 인물도 없다. 그는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 모든 개념의 관계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을 제시한 작가임에 틀림없다(진휘연, 2002, p. 40). 뒤샹은 끝없는 도전

과 도발을 통해 기성 예술의 권위를 공격했고, 동시에 전혀 알려지지 않

았던 새로운 예술을 시도했다.  

 

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모든 것에 회의를 갖는다. 모든 것

에 회의를 가지면서 전에 없었던 무엇,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을 

찾아내야만 한다.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우회시켜 다른 각도

에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말하자면, 내가 행한 모든 것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은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노명우, 2008, p. 91). 

 

뒤샹은 과거의 예술을 반복하는 대신에 미래의 예술을 예견했으며, 

모든 것을 회의(懷疑)하는 그의 태도는 아방가르드 정신의 핵심이다. 

18세기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유럽의 격동과 변화는 

댄디와 보헤미안과 같은 계층을 등장시켰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아방가르

드 정신은 예술의 극적인 변화를 유발시켰다. 기존의 가치들은 부정되고 

새로운 가치들이 등장하고 경쟁하면서 예술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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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그 변화 속에서 뒤샹은 태어나고 예술가로서 성장했다. 많은 변

화와 새로움에 대한 요구가 충만했던 이 시대는 결국 뒤샹의 창의성이 발

전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분명한 역할을 했다. 

 

나. 제1차 세계대전과 뉴욕 

 

뒤샹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발견하고 펼쳐나가려 하고 있던 시기에 유

럽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결국 뒤샹에게 파리를 떠

나 뉴욕으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그가 만나게 된 미국과 뉴욕

은 뒤샹이 갈망하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얻고자 했던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찾게 해주었다.  

미국은 특히 뉴욕은 유럽과는 다른 독특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

다. 뉴욕의 맨해튼에 처음 마을을 건설한 것은 1626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상인들이었다. 이렇듯 뉴욕은 처음부터 상업을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였다. 이후 네덜란드인에서 영국인으로, 다시 미국인으로 역사의 흐

름 속에 뉴욕의 지배세력은 바뀌어 갔지만, 상업도시로서의 특성만은 계

속 유지되었다.  

1825년 에리에 운하를 개방함에 따라 뉴욕은 대서양에서 곧장 육지 

내부로 연결되는 수로를 가진 유일한 도시가 되었다. 뉴욕은 거대한 항구

로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한 유럽 이민자들의 미국 관문이 되었

고, 이들을 자원으로 뉴욕은 번창하기 시작했다. 1865년 남북전쟁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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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국은 철로를 건설하고 새 공장과 도시를 짓기 위한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다. 뉴욕은 이주민들을 노동력으로 제공했고, 그 대가로 많은 자본

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뉴욕의 인구는 1850년에 

50만 명에서 300만 명을 넘게 되면서 건설업이 부흥했고, 더더욱 많은 

자본이 모여들면서 1890년대 마천루로 이루어진 거대한 수직 도시 뉴욕

의 창조를 가능하게 했다.  

1915년의 미국은 성장에 대한 ‘갈망과 충동’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뉴욕은 파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었

다. 뉴욕에는 과거가 없었다. 뉴욕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과거는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 뉴욕은 개인의 출세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

는 곳이었으며, 현재의 부(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명문가가 등장했

다. 그들에게 가문의 역사는 자신들의 재산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었다. 이렇듯 뉴욕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예나 고결함보다는 생존의 기술

과 경제력이 더 중요한 가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아무 연줄도 없이, 영어 

단어 하나 모른 채 배를 타고 엘리스섬에 내린 남자는 학자나 사기꾼으로 

변신할 수도 있었고, 먼지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 뉴욕은 탐욕

스런 사업가와 노점상들, 부자와 가난한 사기꾼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다

(Charyn, 1998, p. 50). 

이처럼 새로운 건축물들이 만들어내는 높은 마천루의 일대 장관과 활

기찬 거리풍경, 아름답고 지적이며 독립적인 여성들, 따라야 할 전통의 

부재는 뒤샹이 바라던 자유로움을 선사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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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와 유럽에서는 어느 시대에서라도 젊은이들은 늘 자신들을 어떤 위

대한 사람들의 손자들쯤으로 생각한다.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빅토

르 위고의 손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영국의 젊은이들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손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

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회의 조직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

록 만들며, 그들이 자신들의 창의력을 산출하려고 하더라도 파괴할 수 없는 

전통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점이 미국에는 없다. 당신은 셰익스피어 따

위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당신에게는 그의 손자란 느낌이 

전혀 없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진전시키기에 이곳보다 더 훌륭한 곳은 없다

(김광우, 2001, p. 117).  

 

제1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뉴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샹의 작품세계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뉴욕은 유럽대륙이 제1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으로 휘말렸던 것과 

달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추

구하는 예술가들이 전쟁을 피해 이주하기에 적합한 도시였다. 이런 이유

로 1914년 유럽이 제1차 세계대전에 휘말리자 유럽의 많은 예술가가 미

국의 뉴욕으로 향했다. 수준 높은 문화를 창출하고자 했던 미국의 기대와 

경제력이 결합하면서 유럽의 예술과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많은 미술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의 예술에 관심을 둔 많은 애호가와 수집

가들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실험적인 뒤샹 작품들이 적극

적으로 수용될 기회를 제공했으며, 유럽의 전통과 예술인들의 태도에 실

망을 느끼고 있었던 뒤샹에게 뉴욕은 그야말로 자신의 자유로운 예술세계

를 펼칠 수 있는 절묘한 장소가 되어 주었다. 

 

만일 미국 미술이 유럽 미술을 모방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끝이며 죽

은 것이지요. 그러나 유럽인들의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미국은 내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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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 마천루를 보십시오! 유럽이 내보일 만한 

것 중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나는 정점에 위치한 망루들 중 

하나에서 아틀리에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그곳에서는 사는 것이 금

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지금 파리의 라탱 지역은 암담한 곳이 되어 버렸지요! 즐거운 삶의 시대

는 지나갔습니다. 아틀리에들은 서글프게도 문을 닫고 예술은 낡아빠졌습니

다. 파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되어 버렸지요. 모든 불빛도 꺼져버렸

고, 친구들은 모두 전선으로 나가 있고… 나는 뉴욕이 좋습니다. 이 도시는 

예전의 파리를 많이 닮았어요(Partouche, 2007, p. 97).  

 

 뒤샹에게 뉴욕은 혁신적인 생각을 막아서는 전통이 없는 신천지였다. 

이런 의미에서 뉴욕은 그에게 축복의 땅이자 자유의 공간이었다. 뉴욕으

로 온 후 그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자유를 만끽했고, 실제 그의 핵심적인 

작업들은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다.  

잉여 자본과 많은 유동 인구, 다양한 계층의 분화, 발전에 대한 요구, 

유럽 선진 문화 수용을 통해 예술적 선진화를 추구했던 당시의 뉴욕은 창

의적 발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 틀림없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뉴욕을 세계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켰으며, 그 과정에 뉴욕을 중

심으로 활동한 뒤샹은 그의 예술적 모험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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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술교육에의 시사점 

 

뒤샹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 크게 두 부분에서 미술교육에 주는 시사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뒤샹의 창의성 발달 요인에서 환경요인은 시기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기에 적절한 교육적 환경을 통해 잠재된 창의성을 계발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뒤샹에게 있어서 교육적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 시기는 재능 발견기

와 미술계 입문기였다. 재능 발견기는 말 그대로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적 환경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재능 발견 후 현장을 통해 확인할 기회를 제공

해주는 것이다.  

장소에 따라서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가정환

경은 재능의 발견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발견된 

재능을 인정하고 자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심리적, 경제적 지원의 중

심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접근 기

회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환경은 학생이 재능을 발견하고, 사회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과의 다양한 접촉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

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예술대회에 대한 안내가 

학교 기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으므로 학교를 

통한 현장과의 접촉이 가정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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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입문기는 영역과 관련된 학습을 본격화하며 자신만의 작품세

계를 찾아가는 시기로, 이 시기 뒤샹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멘토의 존

재였다. 뒤샹의 경우 학습 과정에서 제도권 교육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

했다. 획일화되어 있거나 교육체계가 너무 경직된 아카데미 미술교육은 

오히려 학습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뒤샹은 오히려 예술가인 형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한 젊은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세

계를 찾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예는 학교 미술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 학교라는 장소나 제도적 제약 안에서도 학생들의 개성을 수용하고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

가 있다. 또한, 멘토가 되어 줄 수 있는 교사의 자질, 멘토와의 만남, 그

리고 동료와의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일도 학교 미술교육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둘째, 뒤샹의 창의성 발달 요인의 특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미술

교육적 시사점이다. 먼저 강한 자의식과 자유에의 갈망은 교육적 환경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 강한 자의식은 선택과 실패의 

과정에서, 자유에의 갈망은 삶의 태도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두 요인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에

서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교육적 환경을 통해 발전될 수 있다.  

뒤샹의 경우, 강한 자의식은 어린 시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술분야

에서 재능을 인정받고, 내적 동기를 가지고 예술가라는 인생의 목표를 설

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받게 된 주변의 지지와 기대, 그리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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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을 통해 자의식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의식은 실패를 딛

고 일어서기 위한 자아성찰의 과정을 통해 강해졌으며, 계속된 스캔들 속

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태도로 나타날 수 있었다. 그것이 결국 현

장을 설득하여 뒤샹의 창의성을 인정하도록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즉, 지지와 재능 인정을 통해 성장한 자의식이 자아성찰의 통해 성숙

하고, 실패의 경험을 통해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제공, 그리고 지지 환경의 구성은 

강한 자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주요한 교육적 환경이다.  

또한, 예술 영역 특수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자유에의 갈망은 뒤샹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그

의 창의적인 작품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인습적인 삶의 태도를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삶의 태도를 선택하게 하고, 그러한 선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환경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창의성을 발현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단지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많은 부

분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수용하는 교육적 환경이 창의성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적 환경요인에 있어서는, 뒤샹이 당시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 세대의 문화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

려해보아야 한다. 즉, 단지 예전의 문화를 전수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학

습자들의 생활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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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의 도입을 고려함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문화적 간극을 탈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환경요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뒤샹이 예술의 중심지에서 활

동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술분야의 최신 정보나 경향, 분위기 등에 

쉽게 노출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학습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

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전문가 교육과정에서는 시대를 읽을 수 있

는 안목을 심어주고, 미술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술경향과 주요 이

슈들을 안내하고 관련된 정보를 찾고 직접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

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또한, 현장이 창의성의 승인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적

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현장과의 접촉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다양한 

접촉 기회나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일이다.  

요약하면, 예술적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주요한 교육환경은 크

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다양한 분

야를 경험할 기회를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현장과의 접촉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재능의 수준을 판단하며,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지와 지원의 제공이다. 부모, 교사, 멘토나 동료와의 교류를 

통해 얻게 되는 지지는 강한 자의식을 발전시킴으로써 실패의 경험을 발

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또한, 학생의 요구나 필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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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는 적절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창의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

다.  

셋째, 수용적 교육환경이다. 학생이 창의성을 발현하는 과정에는 기

존의 통념이나 규칙, 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창의적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도전적 생각이나 태도가 창의성의 발

달 과정에서 억압된다면 학생의 창의적 잠재력은 충분히 발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습적이지 않고, 규칙이나 질서에 반하는 도전적 생각이나 태

도를 수용함으로써 자유롭게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수용적인 교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교육환경의 공통점은 모두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을 성

장시킨다는 데 있다. 즉,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함양될 

때, 비로소 창의성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창의적 

잠재력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창의적 성취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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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창의성 개념은 예술가의 영감에서 시작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잠재

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 능력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창의성 개념

에 따르면, 창의적 능력이 어떠한 분야에서 발현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뿐 

누구나 창의적 인간으로 성장 가능하다. 단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

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잠재능력이 발달되거나 억압됨으로써 창의성의 

발현 정도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술분야에서 창의성

을 발현한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창의

적 잠재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을까?  

이에 본 연구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마르셀 뒤샹의 창의성이 

어떤 경로를 거쳐 발달되었으며, 그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인지 크게 인성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미술사에서 창의적 예술가로 인정 받고 있는 뒤샹을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고, 전기를 중심으로 뒤샹의 생애 사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

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뒤샹의 생애를 재능 발견기, 미술계 입문기, 작품

세계 확립기, 사회적 환원기의 네 시기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시기별로 

나타나는 창의성 발달 요인을 인성요인과 환경요인의 하위요인인 개인환

경·문화/영역·사회/현장 요인으로 분류하여 서로의 상호작용 및 요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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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분석된 창의성 발달 요인을 살펴보면, 재능 발견기의 인성

요인으로는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환경요인에서는 예술 친

화적인 가정환경과 예술애호가상 수상이라는 경험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뒤샹의 가정은 예술가로 활동하였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예술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가족이 함께 예술적 취미를 공유하였다. 이

러한 집안 분위기는 뒤샹이 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였으며, 

예술가에 대한 가족의 이해가 동반될 수 있었다. 또한, 먼저 예술가를 직

업으로 선택한 두 형의 존재는 뒤샹이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상승시켰다.  

미술계 입문기의 인성요인으로는 자아성찰과 학습에의 개방성이, 환

경요인으로는 멘토가 되어준 두 형과 자극이 된 동료 피카비아, 그리고 

서구 미술의 중심지 파리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성찰은 영역의 상징을 학습하는 시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발전시

켜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방성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키

기 위해 당시 예술경향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당시 최신 예술경향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였던 

것은 뒤샹이 서구 미술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뒤샹의 환경이 가정이나 학교를 넘어 예술분야로 확장되면서 멘

토로서의 두 형의 역할과 동료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이 

시기에 퓌토 그룹과 살롱전 등을 통한 예술계와의 접촉은 뒤샹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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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일조한다.  

작품세계의 확립기에서는 인성요인으로 독립심, 경험에 대한 개방성, 

새로운 표현을 위한 모험심, 자유에의 갈망이, 환경요인으로 현장과의 갈

등, 현장의 인정, 후원자,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뉴욕이라는 장소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독립심은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펼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실패

의 경험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모험심은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세계를 형

성해나가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두 요인은 기존 미술경향과

는 다른 새로운 작품을 실험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요인인 자유에의 갈망은 자신의 작품세계를 형성하는 데 

불필요한 조건을 제거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환경요인에서 나타난 현장과의 갈등

은 뒤샹에게 실패의 경험을 제공하였으나 좌절보다는 오히려 독립심을 강

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뒤샹 자신만의 실험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예술계의 수문장과 후원자와의 만남이 중요

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한다. 뒤샹의 예술적 실험이 단지 자신의 만족에서

만 끝나지 않고 예술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계속해서 작품을 할 수 있

었던 것은 이러한 인정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뒤샹의 예술가로서의 행보는 뉴욕이라는 장소를 통해 가능했으며, 세계대

전 이후 세계 예술의 중심지가 된 뉴욕은 그를 예술계의 중요 인물로 만

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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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환원기에서는 인성요인으로 독립심과 현장의 요구에 대한 수

용성이, 환경요인으로 현장의 확고한 인정과 서구 미술의 중심지가 된 뉴

욕이라는 장소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뒤샹의 태도는 이전까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를 꺼리던 뒤샹이 대중 앞에 직간접적으로 나아가 자신

의 미학을 표현할 다양한 기회를 수용하는 태도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보다 이전의 작업을 정리하고 작업 

이외의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시기로 모험심보다

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신의 미학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꾸준히 자

신의 예술적 삶을 살아가는 수용적 태도가 그 어떤 시기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뒤샹의 역할이 창의성을 발현하는 예술가에서 창의성을 

평가하는 현장 수문장으로서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다음은 뒤샹의 창의성 발달 요인을 종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나타난 

요인별 특성이다. 먼저 인성요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인성요인들의 공통된 요인으로 ‘강한 

자의식’이란 요인이 분석되었다. 시기별 분석에서 뒤샹의 창의성 발달 인

성요인으로 나타나는 독립심, 자아성찰, 개방성, 모험심 등은 모두 강한 

자의식이 발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

을 더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

어야 한다. 그래야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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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강한 자의식은 뒤샹의 인성요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뒤샹의 독특한 인성요인으로 ‘자유에의 갈망’이라는 요인이 분

석되었다. 자유에의 갈망은 자유로운 작품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삶의 태

도였다. 독신이나 경제적 금욕과 같은 삶의 태도를 통해 예술적인 한계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로운 작품활동을 위

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즉, 뒤샹의 자유를 갈망하는 태도는 현실과 거리

를 둠으로써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적 예술세계를 형성하는 데 필

요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자유에의 갈망은 뒤샹이 예술가이기에 나타나는 

영역 특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인성요인은 시기의 변화에 따라 발달 정도에 변화 양상을 보였

다. 강한 자의식은 뒤샹의 전 생애에 걸쳐 꾸준히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

으며, 자유에의 갈망과 모험심은 사회적 환원기에 약화되는 양상을, 개방

성은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인성요인

은 개인이 처한 상황 즉, 환경요인과 상호작용하며 변화·발전하게 된다.  

환경요인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 시기별로 명확히 다른 요인들이 뒤샹의 창의성 발달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재능 발견기에는 가정환경과 재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현장과의 접촉 경험이, 미술계 입문기에는 교육적 환경으로서 

멘토와 동료와의 만남, 그리고 최신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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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세계 확립기에는 사회/현장과의 관계가, 사회적 환원기에는 사회/현

장의 인정이 시기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요인의 네 가지 주요인이 분석되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정환경, 모범이 되어 줄 수 있는 멘토

의 존재,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분야 전문가와의 만남, 분야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습득하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환경이다. 이 네 가지 요인들

은 뒤샹의 창의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셋째, 문화/영역 요인으로 태도, 신앙, 의식 등과 같은 ‘정신’이라는 

암묵적인 측면이 개인의 가치관 형성과 관련을 맺음으로써 인성요인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뒤샹의 ‘자유에의 갈망’은 그 

시대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삶에 대한 태도와 그들이 추구

하는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환경요인은, 재능 발견기와 미술세계 입문기에서는 개인

환경의 영향이 주요하게 나타나며, 작품세계 확립기와 사회적 환원기에는 

사회/현장과의 관계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뒤샹의 창의

적 인성은 사회/현장 요인과는 직접적으로, 문화/영역 요인과는 간접적으

로 상호작용하며 변화·발전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뒤샹의 생애사 분석 결과는 미술분야에서 창의성이 발현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이다. 어린 시절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 현장과의 접촉 경험, 그리고 성공과 실패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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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여 발전시키며, 자

아를 강화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지지와 지원의 필요성이다. 부모, 교사, 멘토, 동료 등은 지지자

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와 같은 지지자의 존

재는 실패나 선택의 상황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자칫 약화될 수 있는 

창의적 도전이나 실험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 개인에 대한 충

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지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셋째, 수용적 교육환경의 조성이다. 인습적이지 않고, 규칙이나 질서

에 반하는 도전적 생각이나 행위를 수용함으로써 자유롭게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는 특히,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미술교육에서 필

수적인 교육환경이다. 

그러나 이처럼 창의성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적 환경은 학생의 자발적 

노력이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교육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

험을 통해 인간의 학습은 이루어지며, 지식과 경험이 통합되었을 때 학습

의 효과는 배가 된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자신의 재능과 관련된 

영역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로 집중되는 실패와 성공의 모든 과정이 교육

적 환경이며, 이 과정을 통해 재능은 발전하고 창의성이 발현될 기회가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창의적 교육환경이란 학생 스스로 실패를 겁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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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 모색을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

지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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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뒤샹 연보25 

연도 

연령 
행           적 

1887 7월 28일 프라스 노르망디의 블랭빌 크레봉에서 태어나다. 

1895 

8세 
큰 형 가스통이 법대 중퇴, 예술가로 진로를 전환하다. 

1990 

13세 
둘째 형 레이몽이 의대 중퇴, 예술가로 진로를 전환하다. 

1902 

15세 
최초의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인상파 풍의 일련의 풍경화를 그리다. 

1903 

16세 
드로잉 1등 상 수상하다. 

1904 

17세 

미술애호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다. 

에콜 보쉬에를 졸업하고 파리의 형들과 합류하다. 

쥘리앙 아카데미에서 잠시 그림 공부를 하다. 

1905 

18세 

에콜 데 보자르에서 낙방한 뒤 1년간 군복무를 하다. 

《르 크리에 프랑세》,《르 리이르》지에 만화를 그리다(~1910). 

1906 

19세 
10월, 파리로 돌아와 재차 화필을 잡다. 

1907 

20세 
《풍자화가 살롱》에서 삽화 다섯 점을 전시하다. 

1908 

21세 

몽마르트를 떠나서 뇌이에 주거를 정하다(~1913). 

《살롱 도톤》에 작품 세 점을 선보이고 11월에 『르 쿠리에 

프랑세』에 삽화를 게재하다. 

1909 

22세 

《살롱 데 쟁데팡당》에 작품 두 점을 전시하다. 

《살롱 도톤》에서 작품 세 점을 전시하다. 

형들이 거주하는 퓌토에서 동료 예술가들과 자주 모여 과학적, 철학적, 

예술적 논쟁을 벌이다. 

                                        
25

Duchamp, M. (1976). 「뒤샹」, Mink, J. (2000). 「 Marcel Duchamp: 

1887-1968」의 부록과 Partouche, M. (2005). 「Marcel Duchamp, Sa Vie, 

Même」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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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23세 

아폴리네르가 《살롱 데 쟁데팡당》에 출품한 뒤샹의 누드를 ‘매우 

형편없다’고 평하다. 

《살롱 도톤》에 작품 두 점을 전시하다. 

프랑시스 피카비아를 만나다. 

직업 모델인 잔 세례(Janne Serre)와 관계를 맺다. 

1911 

24세 

입체주의 운동을 확산시킨 전시 《살롱 데 쟁데팡당》에 작품 세 점을 

전시하다. 

《살롱 도톤》에 작품 두 점을 전시하다. 

2월에 딸 이본 세례(Yvonne Serre)가 출생하다. 

1912 

25세 

3월에 《살롱 데 쟁데팡당》에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2>를 출품하나, 

제목을 바꾸라는 위원장 알베르 글레즈의 요구를 묵살하여 전시를 하지 

못한다. 

레이몽 루셀의 연극 <아프리카의 인상>을 관람한다. 

뮌헨에서 여름을 보내며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를 

구상하다.  

<신부>와 다른 기괴한 추상적 회화를 제작하다. 

프라하, 드레스덴, 베를린을 경유하여 파리로 돌아오다. 

10월에 피카비아, 가브리엘 뷔페 피카비아, 아폴리네르와 함께 쥐라 

산맥으로 기념비적인 여행을 떠나다. 

파리의 예술 흐름에 낙담하고 직업 화가의 길을 포기하다. 

1913 

26세 

생트 즈느비에브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다. 

<큰 유리>를 위한 습작을 시작하다.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2>가 뉴욕의 《아모리 쇼》에서 전시되면서 

현대 미술에 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다. 

후에 뇌이의 작업실에서 스스로 ‘레디메이드’로 명명한 <자전거 

바퀴>를 제작하다. 

1914 

27세 
작업 노트를 엮은 <1914년 상자>를 첫 출판 하다. 

1915 

26세 

월터 팩의 초빙으로 6월 15일 뉴욕에 도착하여, 아렌스버그와 만레이를 

만나다. 

<큰 유리>를 제작하기 시작하다. 

1916 

27세 
뉴욕 독립예술가협회 창립에 협력하다. 캐서린 드레이어와 만나다. 

1917 

30세 

뉴욕 독립예술가협회전에 ‘머트’라는 이름으로 레디메이트 <샘>을 

출품하여 스캔들을 벌이다. 

협회로부터 작품 전시를 거부 당하고 협회 위원직을 사임하다. 

롯세, 아렌스버그와 잡지 『눈먼 사내』와 『롱롱』을 출판하다. 

1918 

31세 

최후의 유채화 <Tu m>을 드레이어를 위해서 그리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8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하다. 

10월, 형 레이몽 뒤샹 비용이 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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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32세 

체스에 열중하다. 

7월에 런던을 경유하여 파리로 돌아오다. 

잔 세레를 만나 이본이 자신의 딸임을 전해 듣다. 

파리의 다다그룹과 교류하다. 

모나리자에 수염을 붙인 레디 메이드 <L·H·O·O·Q>를 제작하다. 

1920 

33세 

1월에 뉴욕으로 돌아와 자신의 여성 분신 로즈 셀라비(이후 에로즈 

셀라비)를 만들다. 

캐서린 드레이어, 만 레이와 함께 현대 미술을 소장하고 후원하기 위해 

‘무명협회: 현대미술관(Société Anonyme: Museum of Modern 

Art)’을 설립하다. 이후 협회의 소장품은 예일 대학교에 기증되었다. 

자신의 광학적 고안물 <회전 유리판>을 처음으로 실험하다. 

1921 

34세 

만 레이와 함께 창간호이자 유일호인 『뉴욕 다다』를 발행하다. 

파리의 《살롱 다다》에서 전시를 거부하다. 

파리로 돌아와 만 레이를 파리 다다에 소개하다. 

움직이는 광학적 고안물을 실험영화에 도입하다. 

1922 

35세 

1월에 뉴욕으로 돌아와, <큰 유리> 제작을 계속하다. 

파리에서 로베르 데스노스가 에로즈 셀라비에게서 텔레파시로 받은 

말장난을 『르테라튀르』지에 게재하다. 

《문학》10월호에 브르통이 뒤샹에 관한 최초의 에세이를 발표하다. 

1923 

36세 

<큰 유리>의 제작을 미완인 채 중단하고 서명하다. 

파리로 돌아와 브랑쿠시와 두터운 친분을 쌓고, 때때로 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다. 

메리 레이놀즈(Mary Reynols)와 사귀다. 

본격적으로 체스 선수로 활동하다. 

1924 

37세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제2회 프랑스 체스 선수권 대회에서 10위로 

입선하다. 

몬테카를로 룰렛의 법칙을 연구하다. 

1925 

38세 

1월에 모친, 2월에 부친이 잇따라 사망하다. 

작품 <회전 반구>를 완성하다. 

1926 

39세 

캐서린 드레이어와 이탈리아에 가다. 

뉴욕에서 브랑쿠시의 작품을 판매 대행하다. 

무명협회가 부룩클린 미술관에서 개최한  《국제 현대미술전(11월 

19일~1927년 1월 9일)》에서 <큰 유리>를 처음 전시하다. 

1927 

40세 

<큰 유리>가 전시를 마치고 운송하는 중에 금이 갔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다. 

프랑스로 돌아와 7월 8일, 부유한 기업가의 딸 리디 

사라쟁르바소르(Lydie Sarrazin-Levassor)와 결혼하다. 

점차 체스에 몰두하다. 

1928 

41세 
1월 17일에 리디 사라쟁르바소르와 이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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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43세 
7월에 함부르크 국제 체스 대회에서 프랑스 팀으로 출전하다. 

1932 

45세 

6월, V. 할베르스타트(Vitaly Hallberstadt)와 함께 쓴 체스 대국의 

마지막 처리수에 관한 책 『대립 그리고 결합된 장기판의 칸들이 

화해하다(L’Opposition et les cases conjuguées sont 

reconciliées)』를 출판하다. 

8월에 파리에서 열린 체스 시합에서 우승하다. 

콜더의 움직이는 조각을 ‘모빌’이라고 명명하다. 

1933 

46세 

마지막 중요한 체스 시합인 포크스턴(Folkestone)국제 대회에 

참가하다.  

나치가 바우하우스를 폐교시키자, 망명한 미술가들을 돕다. 

10월에 브러머 갤러리(Brummer Gallery)에서 브랑쿠시의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다. 

1934 

47세 
1월 20일, 뉴역에서 파리로 건너가 <녹색상자> 300부를 출판하다. 

1935 

48세 

자신의 거의 모든 작품을 담을 앨범 제작을 계획하다. 이 작품은 나중에 

<여행가방 속 상자>로 불린다. 

1936 

49세 

뉴욕으로 돌아와 <여행가장 속 상자>에 들어갈 구성 요소를 준비하고 

<큰 유리>를 보수하다. 

1937 

50세 

시카고 아츠 클럽에서 첫 개인전을 열다. 

브르통이 문을 연 파리 그라디바 갤러리의 유리문을 디자인하다. 

1938 

51세 

보자르 갤러리《국제 초현실주의전》을 공동 기획하다. 

전시가 시작되는 날에 페기 구겐하임 갤러리(구겐하임 죈Guggenheim 

Jeune)의 여름 전시 《현대 조각전》을 준비하기 위해 런던으로 

향하다. 

1941 

54세 

독일군이 점령한 파리와 ‘자유 지역’인 남부 프랑스를 오가다. 

<여행가방 속 상자>의 내용물을 파리에서 마르세유로 옮기다. 

1942 

55세 

마르세유에서 뉴욕으로 건너와 《초현실주의 첫 보고서전》을 공동 

기획하다. 조지프 코넬이 <여행가방 속 상자>의 조립을 돕기 시작한다. 

1943 

56세 

<큰 유리>가 뉴욕 모마에서 1946년까지 전시되다. 초현실주의 잡지 

『VVV』의 편집 자문을 하다. 

1945 

58세 

예일 대학교 갤러리에서 뒤샹 형들의 전시가 개최되다.  

뉴욕 브렌타노 서점 진열창에 브르통의 신간 『17가지 비법』과 

『초현실주의 회화』를 설치해 주다.  

초현실주의 잡지 『뷰』가 뒤샹을 특집으로 다루다. 

1946 

59세 

미국의 브라질 대사 부인이자 조각가인 마리아 마르틴스와 교제하다. 

14번가 작업실에서 <주어진 것>을 비밀리에 제작하기 시작하다.  

파리로 가 《1947년의 초현실주의전》의 설치와 카탈로그 디자인을 

돕다. 

1947 

60세 

1월 13일, 전시 개막일 하루 전에 뉴욕으로 향하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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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62세 
샌프란시스코 근대 미술관에서 현대 예술 원탁회의에 참석하다. 

1950 

63세 
메리 레이놀즈가 죽다. 

1951 

64세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이 뒤샹의 자문과 조언으로 

『다닫의 화가와 시인들』이라는 책을 출판하다. 

1952 

65세 

캐서린 드라이어가 사망하다. 그녀의 유언 집행인으로서 그 콜렉션의 

유증처(遺贈處) 결정에 참여하다. 

1953 

66세 
11월, 루이즈 아렌스버그, 피카비아가 사망하다. 

1954 

67세 

1월 16일, 피에르 마티스의 전(前)부인이었던 알레시나 티니 

새틀러(Alexina Teeny Sattler)와 결혼하다. 결혼과 함께 세 명의 자녀 

폴, 재클린, 피터가 생기다. 

월터 아렌스버그가 사망하다. 아렌스버그의 소장품들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기증되다. <큰 유리>와 <신부>를 포함한 43점의 뒤샹 작품이 

영구 전시되다. 

1955 

68세 

1월에 뉴욕으로 돌아오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다. 

1957 

70세 

4월, 미국 예술 연맹의 집회에서 ‘창조적 행위’에 대해 강연하다.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뒤샹 형제들의 전시가 개최되다. 

1958 

71세 
리가 살고 있는 카다케스(Cadaques)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 시작하다. 

1959 

72세 

로베르 르벨이 『마르셀 뒤샹에 대하여』를 출간하다. 미첼 사누이에가 

뒤샹의 글들을 모아 『마르셀 뒤샹이 쓴 소금장수』를 펴내다.  

죽기 전까지 티니와 같이 살게 될 10번가 28번지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다. 

1960 

73세 

조지 허드 해밀턴과 리처드 해밀턴이 <녹색 상자>를 영문으로 번역해 

출간하다. 

1963 

76세 

형 자크 비용과 여동생 쉬잔 크로티(Suzanne Crotti)가 죽다. 

10~11월에 월터 홉스가 기획한 첫 번째 대형 회고전이 패서디나 

미술관에서 열리다. 

1964 

77세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고 뉴욕으로 돌아오다.  

14번가에 있는 작업실을 비우고 11번가 80번지로 옮겨 <주어진 것>을 

거의 완성하다. 

1966 

79세 

리처드 해밀턴이 기획한 《마르셀 뒤샹의 거의 완성된 작품》이라는 

전시에 참가하다. 요 세르메이어(Yo Sermayer)라는 가명으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딸과 파리에서 만나다.  

<주어진 것>을 완성하고 서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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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80세 

‘부정법’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미발표 노트를 출판하다.  

피에르 카반느와의 인터뷰를 담은 『마르셀 뒤샹과의 대담』을 

출판하다.  

10월에 뉴욕으로 돌아오다. 

1968 

81세 

카다케스에 있는 자신의 집 벽난로와 굴뚝을 소재로 삼아 수작업으로 

‘입체 사진’을 제작하다. 

<주어진 것>을 설치하기 위해 에스파냐에서 벽돌을 주문하다.  

친구 로베르 르벨과 만 레이, 줄리엣 레이(Juliet Ray)와 저녁 식사를 

한 후 뇌이의 아파트에서 갑자기 죽다.  

죽은 위에야 <주어진 것>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다.  

루앙에 있는 뒤샹의 비석에는 “게다가 죽는 것은 언제나 

타인들이다(D’ailleurs, c’est toujours les autres qui meurent)”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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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analyzing and tracing the 

process of Marcel Duchamp’s development of creativity. This study 

focuses specifically on his personality and environments. 

The relevant biographical document were collected and critical 

life events were selected in chronological order to explain how they 

influenced on his creativity development. These life event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interactions of four components of creativity 

development, which was proposed by system appro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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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ulated System Model of Csikszentmihalyi: Personal Quality, 

Environments that are Individual Background, Culture/Domain, 

Society/Field in subalternate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st, Duchamp’s life history could be divided into four stages 

according to his activity quality: period of searching talents, entering 

art community, establishing his art world, and contributing to society. 

Each period is divided by different factors, and each factor effects 

creativity development by interaction among them.  

Second, the factors of his creativity development were analyzed 

into two categories: personality and environment. Personality 

consisted strong self-consciousness and the desire for freedom, and 

strong self-consciousness included independence, openness, and 

risk-taking, Environment included four main factors: home 

background, the existence of mentors, supporters, up to date 

information of the field.  

Third, creativity in art can be realized better with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offering experiences, receptive atmosphere, 

and supporting.  

This study provides an example of a creative artist. As well, it 

implies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on developing ar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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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 This study helps developing the art educational culture 

that acknowledges the diverse capacity, the value of individuality, 

and the encouragement of students’ self-developing v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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