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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복채 샤해의 책자: 마르셀 뒤양의 

〈분수〉와 복채품왜 오리지낼리티 

우정아 
(KAJST) 

동자의 탄생은 저자의 중음을 햇7f로 해야 한대 

- 롤랑 바르트저자의 죽음 0968년)J 에서1) 

I. 서론: 미술과 사물의 경계 

1963년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 - )는 자신의 첫 번째 개인 

전에서 작은 금속 조각，<리타니즈(Litanies)>를 선보였다.<리타니즈>는 

나무 위에 납판을 씌우고 스물일곱개의 열쇠가 걸려있는 통그란 고리를 

매달아 둔 단순한 작품이다(<그림 1>). 각각의 열쇠에는 20세기 초 다다 

를 비롯한 아방가르드 미술의 전설적인 거장이었던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 1887 -1968)의 노트에서 발춰1 된 단어들을 새겨져 있었다.<리 

타니즈>는 건축가 필립 존슨에게 판매되었으나 모리스는 육개월 이상 작 

품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모리스는 〈섬미적 철회 선언(Statement 

of Esthetìc Withdraw머l>이 라는 또 하나의 작품을 발표했다(<그림 2>). 

선언문에서 모리스는 “아래 서명한 로버트 모리스는 첨부한 ‘증거 A’에 

묘사된 〈리타니즈〉라는 금속 조각의 제작자로서 위의 작품으로부터 모든 

1} Roland Barthes, “The Death of the Author 0968} ," in lmage - Music • Text, trans 
!ated by Stephen Heath (New York: Hill and Wang, 1977),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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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버트 모리스<리타 〈그림 2> 로버트 모리스<심미적 철 

니즈>， 1963년. 호| 선언>， 1963년 . 

심미적 특성과 내용을 철회하는 바이다. 그리고 땅시한 날짜로부터 위의 

작품은 어떠한 특성이나 내용도 갖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기록하고 

서명한 후 공증을 받았다. 딱딱한 볍률용어가 만연한 선언문 옆에는 증거 

물로써 작품과 같은 재질인 납판 위에 〈리타니즈〉의 정면도와 측면도를 

실물크기로 새긴 부조판이 붙어있다. 존슨은 이후 〈리타니즈〉의 대금을 

지불하면서 〈섬미적 철회 선언〉도 함께 구입했다.<리타니즈〉는 현재 

뉴욕의 근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니， 모리스의 ‘철회’는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이 납판 구조볼은 사묻에서 미술로， 미술에서 단순 사물로， 그리 

고 또 다시 미술로의 근본적인 변환과정을 거쳤으나 이 과정에서 오고 간 

것은 법률용어와 계약관계， 공증의 절차였을 뿐 꾀양으로 드러나는 물질 

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리타니즈>를 통해 ， 작가는 우선 비교적 간단한 철제 물품에 ‘미술’이 

라는 평범한 사물 이상의 위상과 의미를 부여했고， 구매자는 이 사물이 

‘미술’이었기 때문에 실제 물질로서의 가치 이상의 금액을 약조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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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 6개월 후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작가는 법적 문서를 통 

해 이 물건에서 ‘미술’로서의 의미를 철회하고 다시 ‘간단한 철제 물품’으 

로 강등시킨 것이다.<리타니즈〉에서부터 〈섬미적 철회 선언〉으로 이어 

진 과정에 대해 미술사학자 마사 버스커크는 첫째， 이미 작가의 소유를 

벗어닌 작품에 작가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와， 둘째， 작가가 작품 자체의 물리적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작품의 위 

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2) 모리스가 미술로부터 

모든 ‘심미적 의미’를 철회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단순한 사물에 

‘심미적 의미’를 주입할 힘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스커크의 

질문은 결국 작품의 물질적 존재가 미술가의 직접적인 노동과 무관할 때， 

즉 ‘저자(author)’가 전통적인 의미의 창작행위를 통해 ‘작품’을 수제작하 

지 않았을 때， 작품의 진실성 (authenticity)은 어디에 근거하는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미술과 사물의 경계가 추상적인 담론으 

로 전이되면서 ‘저자’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을 마르셀 뒤상의 대표적인 

레디메이드，<분수〉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II. <분수> : 백디메이드의 례디메이드 복제품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이란 천재적인 작가의 특별한 손재주에 의해 무 

(照)로부터 장조해낸 심미적인 사물이며 개개의 작품은 유일무이해야 하 

는 것이다. 또한 미술품은 그 형태와 구조 속에 내재한 심미적， 표현적 가 

치를 품고 있으므로， 그 외적인 조건， 곧 작품이 놓인 장소， 소유자， 유통 

과정 등의 변화와 무관하게 영원히 의미 있는 대상이라고 여겨졌다. 그러 

나 20세기 초， 뒤상과 함께 작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사물로서 

레디메이드가 등장하면서 오리지낼리티， 유일성， 그리고 저자의 권위 

2) Martha Buskirlι The ContÎngent 。이ect of Contemporary Art (Cambridge ‘ 1、he MrI、

Press, 2(03) ,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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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저작권(authorship) ， 진실성 (authenticity)과 같이 미술의 가치 

를 보장하는 기존 개념들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피터 뷔르거 (Peter 

Bürger)는 그의 『아방가르드 이론(Theory of the Avant-Garde)~ 에서 대 

량생산된 상품에 뒤상이 서멍을 하고 미술이라 부르던 순간을 역사적 아 

방가르드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뷔르거는 서명 (signature)이 어떤 미술 

작품이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표시하고， 특정한 한 개인으로서의 미술가에 

의존하여 탄생했음을 확인하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의로 선택한 

일반적인 사물에 서명을 남긴 것은 미술가의 개별적인 장조성에 대한 조 

롱이며， 미술 시장에서 서명이 작품의 질적 성취보다 우위에 서있는 현실 

에 대한 비판이자， 천재성의 신화를 만든 부르주아 사회의 미술원리에 대 

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뷔르거가 뒤양 이후의 현대미술에 대해 우 

려했던 것은 바로 이 도전이 반복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즉， 미술가 

의 서명이 담긴 단순 사물이 일단 미술관에 입성하고 나면， 저항은 힘을 

잃고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안락하게 편입되기 때푼이다)) 

제도화하는 현대미술에 대한 뷔르거의 진단과 예측은 대부분 들어맞았 

다 1950년대 말부터 등장한 팝아트에서는 대중문회의 상업적 이미지들이 

미술의 틀 속으로 침범하고 60년대 미니멀리즘에 이르러 미술가의 주문 

에 의해 기계적으로 생산된 사물들이 미술관을 차지하게 되면서 오리지낼 

리티와 저자의 존재에 대한 의미는 근본적인 변화달 겪어야 했다. 사실상 

현대의 미술에서 오리지낼리티와 저자의 권위는 이미 ‘작가가 손으로 만 

든 심미적 대상’이라는 개념과는 동떨어져 더 이상 거스를 수 없게 되었 

다. 미술사학자 권미원이 지적한 대로 미술가논 이제 스튜디오에 고립된 

채 붓을 쥐고 고뇌하지 않는다. 20세기 중반 이래， 미술이 제작， 전시， 유 

통되는 과정은 미술가， 큐레이터， 미술관과 후원기업 등이 긴밀하게 결합 

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미술가로서의 성공 

은 항공사 누적 마일리지가 잣대가 된다고 할 만큼， 미술가의 활발한 대 

3) Peter Bürger, ηJeOηI 01 the Avant-Garde, translated by Michael Shaw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pp.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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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활동이 작품 생산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작가는 이제 전화 통화만으 

로， 혹은 이메일 몇 통으로도 작업을 완성할 수 있다.4) 즉， 서명이 보증하 

는 미술가의 존재는 뒤양의 단 한 번의 저항 이후， 더욱더 강력한 작품의 

가치기준이 되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모리스의 〈심미적 철회 선언〉은 여러 가지 변에서 미술 생산과 

미술가의 아이덴티티에 일어날 근본적인 변화를 예견한 증후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말부터 미술가는 더 이상 미적인 사물을 생산할 필요가 없 

게 되었고， 문화， 예술의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권미 

원이 지적했듯이， 오늘날 미술가의 작업은 전통적인 육체 노동과는 전혀 

다른 업무들， 즉 조사， 협상， 홍보， 진행，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진다.5) 따라 

서 작품에서 작가의 ‘흔적’은 사라졌고， 이 과정에서 저작권과 작가의 권 

위는 작품이 아니라 작품 외부의 제작과 협의 유통 과정에서의 작가의 

존재 자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즉 작품에 미술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하고， 작품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 작품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모리스의 

선언문이 역설했듯이 작가가 인증하고 허가하는 볍률적인 계약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미술의 생산과정에는 더 이상 작가의 육체적 노동이 펼요 

하지 않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작가의 존재 자체가 작품의 생산에 절대적 

인 전제조건으로 부상했다 미술의 심미적 의미의 근거는 작품이 아니라 

작품 외부에 있는 미술가의 존재가 된 것이다. 

미술사학자 벤자민 부클로는 미술의 탈물질화가 시작된 1960~70년대 

개념미술의 원칙을 “행정의 미학(aesthetics of administration)"이라고 불 

렀다，6) 작품 제작 방식이 후기자본주의사회의 간접적인 생산 및 유통방 

식， 즉 문서와 문자에 의존하는 행정 절차와 관료적 제도의 구조를 따르 

고 있다는 의미였다 권미원은 1980년대 이후의 미술을 일컬어 “미학의 

4) Miwon Kwon, One Place After Another: Site-Specific Art αld Lomtional Jdentity 
(Cambridge: The MIT Press, 2(02) , pp. 46-50. 

5) Ibid , p. 51 
6) Benjamin Buchloh, “Conceptual Aπ 1962• 1969‘ From the Aesthetic of Administration 

to the Critique of Institutions," October 퍼 (Winter 1990), pp.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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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administration of aesthetics)"이라고 뒤집어 정의했다. 심미적 의마 

를 생산하는 것이 미술작품이 아니라 작품을 둘러싸고 벨어지는 행정적인 

행위와 제도적인 틀에 달려있다는 의미였다. 오늘날의 미술에 가치와 의 

미를 부여하는 것은 작가의 창조물이 아니라， 바로 작가의 존재， 즉 저작 

권(authorship)을 가진 작가가 작품 제작과 설치의 과정을 실제로 지휘하 

든가， 아니 면 저 작권을 양도하는 증서 에 서 명 을 히 든가(authorize)하는 양 

자의 권위 (authority)가 되었다는 것이다，7) 

이와 같은 미술 생산의 구조적 변화는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뒤양의 

레디메이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뒤상이 과연 뷔르거가 주장했던 것 

과 같이 저자의 권위에 대해 극적으로 저 항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 

지가 있다. 뷔르거가 1960년대 이후의 “네오 아방가르드”에 대해 경고한 

바와 같이， 기존 질서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 오히려 그 대상을 방어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음을 뒤상의 작업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저자가 작품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철회할 수도 있음을 주장했던 <리타니즈〉의 근저에 

뒤상의 작품이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뷔르거의 아방가르드론의 

중심이 되었고， 또한 뒤상의 레디메이드로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분수(Fount띠n)>가 이처럼 ‘신화적’인 레디메이드로 만들 

어진 과정에는 작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강력한 ‘저자’가 있었다. 

〈분수>는 뒤상의 레디메이드 중에서도 가장 큰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림 3>). 1917년， 뒤상은 뉴욕의 ].L. 머트 철공회사(]. L. Mott lron 

Works, 이하 머트社로 줄임)의 전시판매장에서 남자용 소변기를 구입했 

다. 19세기 초에 설립된 머트사는 욕실용 도기 및 배관용품 제작사로 

1880년대에 백악관의 욕실설비를 비롯한 주요 관한서 건축의 철골자재를 

제공하면서 급성장했다. 뒤상이 소변기를 구입하던 1910년대 말부터는 부 

엌 및 욕실을 위한 각종 가정용품까지 대량생산하는 회사로 발전하여 곳 

곳에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뒤상은 소변기를 옆으로 세워 늄히 

7) Kwon, 이1e Place After Another,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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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뒤상의 〈문수〉 사진， 1917년. 

고， 하단에 “R. 머트(R. Muttl"라는 익명으로 서명을 한 후，<분수〉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발한 언어유회를 즐겼던 뒤상의 전례를 볼 때， 다른 해 

석 도 충분히 가능하나， 가명 “R. Mutt"는 "]. L. Mott lron Works"에 서 

유래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분수〉는 (주)독립미술가협회 (The Soci

ety oflndependent Artists, Inc.l의 첫 번째 전시회에 출품되었다.8) 독립 

미술가협회는 〈분수>의 전시를 거부했고， 소변기의 미술관 입성은 비록 

실패했으나， 이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미술의 본질에 대한 

논란이 뒤를 이었다 

독립미술가협회는 진보와 자유를 주장하는 미술가들의 모임으로 1916 

년 뉴욕에서 설립되었고 뒤상은 그 창립 멤버 중 한사람이었다. 1917년에 

시작된 이 협회의 전시회는 원칙적으로 시상이 없었으므로， 심사위원도 

8) 분수의 제작과 전시를 둘러싼 기본적인 내용은 William Camfield, Marcel Duclrunp: 
Fountain (Houston: Houston Fine Art Press, 댐애); William Camfield, “Marcel Du 
champ’s Fountain‘ Aesthetic Object, Jcon, or Anti-Art?," in The D강ïnítely Und엠ned 
Marcel Duc/runp, 어ited by Thierry de Duve (Cambridge: The MlT Press, 1991), pp 
133-178; Martha Buskirk, “Thoroughly Modem Marcel," October 70 (Autumn, 1994), 
pp. 113-12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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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정도 없이 ‘누구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고， 전시 작가는 모두 독 

립미술가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 협회 회칙은， “미국 시민과 외국인 

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미술가라면 누구나 지원서를 작성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내고， 가입한 해의 전시회에서 작품을 전시하면，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시 입회비는 1달러， 연회비는 5달러였으며， 4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전시 카탈로그에 작품의 사진을 실을 수도 있었 

다. 따라서 10달러라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권힘 있는 ‘미술가’가 될 수 

있는 회칙에 의해， 문제의 첫 전시회에는 1 ，235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의 ‘미술가’가 참여했고， 출품작은 2，125점을 헤아렀다. 그러나 앞서 언급 

했듯이， 이미 파리 다다이즘의 선구자였던 뒤상， 아니 표면상 “R. 머트”의 

작품은 탈락이 있을 수 없는 조건에서 탈락 당했다 이유는 〈분수>를 미 

술가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변기일 뿐， ‘미술이 아니기 때문’ 

이었다. 따라서 〈분수>는 전시되지도 않았고 카탈로그이1 사진이 남은 것 

도 아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분수>가 20세기 초 아방가르드의 

상징이자 레디메이드의 시작으로 현대미술사의 첫 장을 장식하고 있는 반 

면，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수많은 작품들은 대부분 잊혀졌다는 것이다. 역 

시 10달러만으로 ‘미술가’의 지위를 살 수는 없었다. 

협회가 <분수>를 거부한 것에 반발하여 뒤양은 곧 협회에서 탈퇴했고， 

자신이 출판하고 있던 잡지 『맹 ~(The Blind Man)~을 통해서 비난의 목 
소리를 모으기 시작했다.<분수〉가 미술가들 사이께서 화제가 된 배후에 

는 뒤상 자신의 의도적인 도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뒤상은 당대 최 

고의 모더니즘 사진가였던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 1864 ~ 

1946)에게 〈분수>의 작품사진을 맡겼다. 스티글리츠는 자신이 운영하던 

〈갤러리 291>에서 화가 마스덴 하툴리 (Marsden Hartley)의 그림을 배경 

으로 기단에 〈분수>를 얹어 사진을 찍었다(<그림 3>). 그는 초점을 흐리 

고 노출을 조절하여 <분수>의 흐르는 듯한 곡선과 매끄러운 도기 표변을 

강조하였고， 사진 속에서 〈분수〉는 마치 부드럽게 빛나는 추상 조각과도 

같았다. 평론가 루이즈 노튼(Louise Norton)은 단아한 조명을 받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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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에 놓여 있는 〈분수>에서 ‘명상하는 부처’를 연상했다. 뒤상은 『맹 

인』에 노튼의 에세이 r화장실의 부처(Buddha of the Bathroom) J 와 함께 

스티글리츠의 작품사진을 나란히 게재하고， 이에 덧붙여 스스로 r리차드 

머트씨 사건(The Richard Mutt Case)J 이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뒤상은 자신이 〈분수〉의 작가였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잡지 

에서 내내 미술가로 언급된 것은 베일에 가려진 “리차드 머트씨”였고， 스 

티글리츠 역시 “머트”가 뒤상의 익명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전해진다.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리차드 머트”의 정체를 알고 있었으나， 뒤 

상이 〈분수〉의 작가라는 사실이 언제 공공연히 알려졌는지는 아직도 불 

분명하다.<분수>의 저자는 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분수〉 혹은 ‘그’ 소변기는 전시에서의 탈락을 둘러싼 소동이 일어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사실， 정확히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려지 

지 않았을 정도로 무심히 잃어버렸거나 파괴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공식적으로 전시된 적도 없으므로 그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적 증거는 사진뿐이다.<분수〉의 운멍을 정리하면， 뒤 

상이 미국 전역에 퍼져있던 욕실용품 상점의 진열장에서 소변기를 하나 

선택하여 일련의 ‘미술적 행위’를 통해 미술품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요약 

된다. 작가가 이 기성품 변기에 더한 ‘미술적 행위’란 제목을 붙이고， 서명 

을 한 후， 전시회에 출품하고， 사진을 찍고， 논란을 일으킨 것 등을 포함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미술행위에서 이미 상당한 유명세를 타고 있던 미 

술가 뒤상의 이름은 완전히 가려진 채 익명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분 

수〉외 존재는 역설적이게도 이중외 부재(absence)로 이루어져 있었다. 원 

작도 작가도 모두 사라지거나 혹은 보이지 않은 채， 논란만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분수〉가 20세기 아방가르드의 역사를 여는 중 

요한 작품으로 미술사 안에서 자리매김하는 데는 바로 ‘부재’가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점이다， 

이 소변기는 처음 생활의 필요에 부응하는 단순 소비 재로서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생산된 규격품이었으나， 뒤상에 의해 재평가되면서， 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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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원래 영역으로부터 소외되어 탈상품화했다가， 이후 중요한 미술품으 

로 유통되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환의 과정에서 소변기라는 사불과 

뒤양이라는 저자 사이의 관계는 거리와 상실 소외로 이루어져있다， 뒤상 

은 이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저자의 익명만이 떠돌았으며， 변기라는 사 

물은 본래 의미와 동떨어진 채 유통되었고 작품 자체는 분실되었던 것이 

다 따라서 소변기와 뒤상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테는 노동이라는 창조활 

동이 아니라 서명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는 저자의 권력이다. 곧， 뒤상 

의 창작 행위란 ‘이것이 미술이다’라고 지정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뒤양의 〈분수>를 둘러싼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적 복제의 시대가 왔을 때 희소성과 오리지낼리티의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 무한대의 생산 가능성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저자의 서명(산업의 영역으로 확대하면 ‘브랜드네임7여 동장했다는 점이 

다. 저자의 권위를 품고 있는 것은 수작엽이 아니따 저자의 서명， 혹은 브 

랜드네임인 것이다， 뒤상은 저자로서 스스로 복제품의 생산과정을 지휘하 

면서 서명과 계약， 승인 등의 창작 외적 활동을 흉해 〈분수〉를 현대 미 

술사의 기원에 올려놓았다. 

1960년대까지 미국미술은 추상표현주의와 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 

(Clement Greenberg)가 지배하는 모더니즘의 시대였다. 저급한 ‘키치’를 

경멸하는 ‘고급 미술’의 견고한 성채에서， 반예술윤 추구하는 다다이스트 

뒤양은 “이류”이자 “일탈”에 불과했다.9) 실제로 1960년대까지 뒤상의 작 

품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쉽게 접할 수도 없었다.<분수〉가 인쇄 매체 

에 등장한 것은 스티글리츠의 사진이 1917년에 〈맹인>에 출판된 이후로 

는 1945년에 이르러서야 〈뷰(View)>라는 소규모 잡지에 게재된 것이 처 

음이었다. 이후 1954년에 펼라텔피아 미술관에서 다다의 수집가였던 아렌 

스버그(Arensburg) 컬렉션이 공개되면서 뒤양의 작품들이 일부 빛을 보 

았고， 뒤이어 59년에 뒤상과 오랜 친교를 유지했던 평론가 로버트 르벨 

9) Camfield. “Marcel Duchamp’s F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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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π LebeD이 삽화를 곁들여 뒤상에 대한 단행본을 출간한 것이 전부 

였다. 뒤상의 작품과 아이디어가 실제로 많은 후대의 미술가들에게 영향 

을 마치고 일반 대중 사이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3년 캘리포니 

아의 패서디나 미술관에서 그의 첫 개인전이 열린 다음이다(<그렴 4>), 

이 시기에 뒤상은 이미 70대의 나이였고， 오래전에 미술가로서 은퇴하고 

체스게임에만 열중하겠다고 선언한 뒤였다. 그러나 ‘미술가로서 은퇴’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다. 

1934년에 뒤상은 미술가로서 더 이상 “사물을 만들기를 중단”한다고 단 

언했으나， 그것이 곧 “절대적으로” 미술활동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었다，10) 

그 이후로 뒤상은 잃어버린 〈분수〉를 비롯하여 그의 여러 가지 레디메이 

드들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복제하기 시작했다. 뒤양의 복제 작업은 분명 

히 “사물을 만들기”와는 동떨어진 활동이었다. 오리지널의 가치를 보존하 

려는 뒤상의 열망， 그리고 복제품의 유통을 통해 미술가， 즉 저자의 권위 

〈그림 4> 전시장의 마르셀 뒤상과 〈분수>， 

10) Pieπe Cabanne, Dii110gues with Marcel Ducfr:unp, translated by Ron Padgett (New 
York: Da Capo Press, 1979), Buskirl‘, “Thoroughly Modern Marcel"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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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를 강화하려는 뒤상의 의도는 오리지널을 모방하는 수많은 복 

제품들의 치밀한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열망 

은 가히 페티시즘(fetishism)이라고 부를만했다. 프로이트는 페티시즘을 

‘상실’을 지각했을 때 “그 상실을 계속 부정하기 위해 취하는 매우 정열적 

인 행동”이라고 정의했다，11) 즉， 페티시란 남아에게 있어서의 페니스와 같 

이 자신에게 소중한 어떤 것이 부재하거나 혹온 박탈될 수도 있다는 극도 

의 공포감에 맞서기 위해 발명해낸 대체물이라는 껏이다.<분수〉에서 사 

라진 것은 오리지낼리티이다. 이 작품은 뒤상이라는 미술가의 손에서 탄 

생한 유일무이한 미술품이 아니라， 욕실용품 회사싹 상품 디자이너와 공 

장의 기계를 거쳐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이었다. 이 상품이 뒤상이라는 미 

술가의 ‘미술적 행위’에 의해 오리지낼리티를 지닌 이술품으로 격상되었으 

나， 그 진실성 (authenticity)의 근원이 되는 오려지널， 즉 원래의 그 물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뒤상의 복제품은 이와 같은 상실과 부재 가운데서， 

오리지널과 오리지낼리티의 부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부정하는 페티시의 

역할을 한다， 복제품이란 근본적으로 한때 존재했던 오리지널의 이차적 

부산물이자 오리지널의 존재에 대한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이디. 

따라서 오리지널의 상실 혹은 부재 그리고 그에 따른 위기감이 복제품의 

필수 조건이다. 

〈분수〉는 그 오리지널 자체가 대량생산된 상품이므로 사실상 거의 무 

힌대의 개수로 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분수〉의 복제 

품은 이 작품에 원래부터 유일무이성의 가치 란 없었고， 미술가라는 권위 

적인 저자 또한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복제품은 오리 

지널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복제품은 그 재수가 늘어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며， 유일무이한 진품은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 

을 재차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고가의 

11) Sigmund Freud, “Fetishism," in The Standard Edition o[ rhe Complete Psychologiml 
Works of Sigmund Freud, vol. 21 , translated by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Press, 1960,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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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핸드백만이 이른바 ‘짝퉁’을 양산하고， ‘짝퉁’이 기승을 부릴수록， 

‘진품’을 소유한 이들의 자부심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짝 

퉁’이 없는 ‘명품’은 그 인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세태임에는 틀림 

없다.<분수〉의 오리지널은 이미 사라진 채， 단지 스티글리츠의 희미한 

사진 속에서만 빛을 뿜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렬한 소유욕을 자극한다， 

롤랑 바르트(Roland Baπhes)는 사진을 회화와 구별하는 가장 큰 특성은 

사진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실제로 존재했던 물질에 빛이 닿았던 물리 

적 흔적의 결과물이라는 직접성이라고 했다 12) 따라서 오래된 사진은 그 

존재만으로도 잊혀지거나 사라진 대상에 대한 향수와 벨랑콜리를 자극한 

다. 사라진 것에 대한 향수와 갈망은 필연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끝없이 유치된다. 이처럼 종결(c1osure)이 없이 무한히 멀어지는 오 

리지널이 있을 때， 복제품은 오리지널의 부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부정하 

는 기제로 작용한다. 복제품이 늘 오리지널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그에 대 

한 욕망을 점점 더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수〉의 복제 과정에 

서 더 의미 있는 사실은 복제품이 오리지널에 없던 저자의 존재를 되살렸 

다는 것이다 뒤상의 오리지널에는 권위의 큰원으로써 미술가의 노동의 

흔적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수〉가 기계적으로 생산된 상품이었 

던 데 반해， 그 복제의 과정은 고도로 계산된 작업이었고， 결과물은 미술 

가 자신이 치밀하게 제작하고 확인하고 인증했다. 원작과 함께 사라진 저 

자는 복제품을 통해 되살아났다. 

〈분수>의 복제는 작가 자신의 기억력， 기록 자료， 그리고 스티글리츠의 

사진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분수〉의 첫 번째 복제품은 1938년 작 〈가 

방 속의 상자(Box in a Valise)>에 들어가도록 철재 뼈대에 종이와 풀로 

만든 작은 크기의 미니어처였다.<가방 속의 상자〉는 운반이 가능한 뒤 

상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디메이드를 비롯한 뒤상의 주요 작품들 

을 축소하여 모델로 만들고 여행용 트렁크에 넣은 작품이다(<그림 5>). 

12) Roland Barthes, Camera μlαda‘ Reflections on Photography, translated by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 1982),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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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점이 제작된 〈가방 속의 상자〉를 위해 〈분수〉의 미니어처는 1958 

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작되었는데， 모두 뒤상의 주문과 감독에 따라 

수공엽자들이 만들었다. 실제 변기 크기의 복제품은 1950년에 처음 등장 

했는데 ， 이것은 컬렉터이자 딜러였던 시드니 재니스(Sìdney Janis)가 뒤상 

의 부탁으로 파리의 벼룩시장에서 오래된 변기를 선태하여 구입한 것이었 

다. 곧 ‘레디메이드의 레디메이드 복제품’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뒤상은 

이 후 이 복제품이 오리지 널과 동일하다고 ‘승인’했고， 왼쪽 아래 테두리에 

원작과 같은 펼기제로 “R. Mutt 1917"이라는 서명을 했다(<그림 6>). 바 

닥에는 인쇄체로 “1950년 복제품/마르셀 뒤양/로즈 셀라비”라고 새겨두었 

다.13) 이로써 1950년에 일어난 일련의 선택 과정은 바닥에 숨겨졌고， 전변 

에 드러난 것은 ‘1917년’이라는 거짓된 날짜이다. 이 변기는 같은 해 뉴욕 

의 시드니 재니스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 〈도전과 반항〉에 동장했다. “도 

전과 반항”이란 오리지널 〈분수〉 혹은 ‘그때 그 변기’가 1917년에 독립 

〈그림 5> 마르셀 뒤상<가방 속의 상자>， 1938년. 

13) ‘로즈 셀라비’는 뒤상이 자주 사용하던 가명이었다. 분수의 복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은 Camfield, Marcel Ducfwnp, pp. 162-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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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뒤 상<분수> (복제품). 

미술가협회로부터 거부되면서 ‘미술’과 ‘미술관’의 기존 개념에 도전적인 

질문올 던졌던 사건을 의미한다. 즉 파리의 벼룩시장에서 출발한 이 변기 

는 1950년의 미술관에서 1917년의 오리지널이 맡았던 배역올 연기하는 대 

역배우가 된 셈이다. 발터 벤야민은 “가장 완벽한 미술품의 복제도 딱 한 

가지 결핍된 요소가 있으니 ” 그것이 바로 “시공간 안에서의 존재”라고 했 

다 14) 즉 오리지널이 지나온 역사， 해를 거듭하면서 달라지는 물리적인 조 

건과 소유자의 다양한 변동을 모두 포괄하는 시공간성은 복제할 수 없다 

는 말이었다. 그러나 1950년에 재니스가 선택하고 뒤상이 승인한 이 변기 

가 이전에 품고 있던 시공간성은 “R. Mutt 1917"이라는 서명에 의해 추상 

화되었고， 잃어버린 오리지널 〈분수〉의 시공간성을 대신 입게 되었다. 이 

변기는 누군가의 사적인 공간에서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던 소유물로서 

벼룩시장이라는 공공의 상업 공간으로 옮겨져 상품이 되었다가， 미술작품 

14) Walter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lIlumi’
nations: Essays and J얘lections， 떠ited by Hannah Arendt (New York: Schocken 
Books, 1938),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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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제품으로 변모하여 미술관이라는 고고한 영역에 영구히 맞을 내렸 

다， 그러나 뛰상의 때늦은 서명 “R. Mutt 1917"이 없다면， 이 변기는 그 

의미와 맥락을 모두 상실한다. 

1961년에 스웨멘의 미술평론가였던 울프 린드(lnf Linde)는 <분수>를 

포함한 뒤상의 레디메이드를 복제하기 위하여 작가의 허가를 요청했다. 

뒤상의 허락을 받고， 린드는 온갖 업종의 수공업자들을 고용하여 로버트 

르벨의 단행본에 기록된 치수와 사진자료를 기반으로 레디메이드를 만들 

도록 했다. 그러나 〈분수〉의 경우는 스톡홀름의 찬 식당 화장실에서 우 

연히 발견한 변기를 선택하고， “구입해서 떼어낸 후 깨끗이 닦아서 "15) 다 

른 수제작 레디메이드외 함께 갤러리에 전시했다 린드의 변기에는 우선 

“R. Mutt 1917"이라고 활자체로 새겨두었다가 이후 뒤양의 개인전을 위 

해 패서디나 미술관으로 운반된 후 활자체를 지우고 뒤상이 다시 손수 서 

명을 했다. 이와 같이 ‘레디메이드의 레디메이드 꽉제품’들이 오리지널로 

선택받고 승인되는 과정은 저자의 자필 서명으로만 완결될 수 있었다， 그 

복제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물로서의 변기는 원래 속해있던 기능적인 맥 

락에서 “떼어낸 후” 그 생리적인 흔적과 특정한 기억들은 “깨끗이 닦아” 

졌다. 뒤상의 오리지널 변기가 실질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된 적 

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뒤상의 레디메이드 복제품들은 원래의 상 

품으로서의 영역， 즉 교환과 소비의 고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예술이라 

는 진공의 공간으로 옮겨졌다. 

패서디나 전시의 개막식은 뒤양이 자기 작품의 복제품들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6) 1917년에 뒤상이 처음 변기를 미술이라고 불렀을 때， 

미술가의 손의 흔적은 단지 그의 서명뿐이었고， 그포써 이 변기는 유일무 

이한 작품이 되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뒤상은 변밀하게 선택하고 제작 

흑은 조작한 복제품에 서명을 함으로써 잃어버린 <분수>의 오리지낼리티 

15) Camfield, Marcel Duc/ump, p. 91. 
16) Calvin Tomkins, The ßride & the ßachelors: The Heretiml Courtship in Modem Art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5),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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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복했다.<분수〉의 제작에서 중요한 것은 ‘원작’이 아니라， 작가의 

‘승인( authentication)’이었다. 비록 오리지널 <분수〉는 영원히 사라졌지 

만， 수수께끼처럼 가려져있던 뛰상은 ‘저작권 (authorship)’과 ‘저자의 권위 

(authority)’를 가진 강력한 ‘저자(author)’로 등장했다. 

미술사학자 데이빗 조슬릿은 “기계적으로 생산된 사물처럼 보이지만 사 

실은 뒤상이 수제작했거나 그의 주문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을 일컬어 

“시율헤이션 레디메이드(simulated readymades)"라고 불렀다.17) 1964년에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주요 수집가였던 아투로 슈워츠(Arturo Schwarz)는 

다른 레디메이드와 함께 <분수〉를 복제하려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 

했다. 여기서 뒤상은 각 아이템의 에디션 숫자， 크기， 가격， 출시 방식을 

결정하는 등， 복제품 제작의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결과적으 

로 14점의 레디메이드가 만들어졌는데 각각 다른 기술자들이 만들었고 그 

들은 모두 “자기 분야의 전문가”였으며 모든 설계도에는 뒤상이 “승인의 

표시로 서명”을 했다고 한다.18) 설계도는 원작의 사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스티글리츠의 사진은 예술품의 “모의된” 기계적 복제의 과 

정에서 오리지덜의 지위를 차지한 원작의 유일한 인텍스가 되었다. 조슬 

릿이 설명한 바와 같이 뒤양의 복제품들은 단순히 복제한 래디메이드가 

아니라 모의된 것， 즉 오리지널이 없이 복제된 카피들， 시율라크라(simul 

acra)인 것이다. 

1930년대에 저술한 기념비적인 에세이 r기계적 복제 시대의 미술품」에 

서 벤야민은 “진품이라는 개념의 필수전제는 오리지널의 존재”라고 주장 

하면서， 기계적 복제의 시대에 오리지널은 그 권위를 상실할 것이며， 창의 

성， 천재， 영원한 가치와 신비와 같은 “철지난 개념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19) 나아가 벤야민은 사진이 미술품의 아우라(aura)를 소멸시키 

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진정 혁명적인 최초의 복제 수단”이라고 정의했 

17) David Jose!it, [1ψnite Regress: Marcel DucÞomp 1910-1941 (Cambridge: The 때T 
Press, 1998), p. 200, note 5. 

18) Camfield, Marcel Duc따nψ， pp. 92-3. 
19) Be띠amin， “The Work of Art",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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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벤야민에 의하면 아우라와 미술품의 존재， 그리고 그 제의적 (ritual) 

기능은 불가분의 것인데， 미술품의 신비주의적 가치(c띠t v머ue)는 “전시 

된 상태being on view"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발산되는 것 

이다. 따라서 어떤 미술품은 그 신비 혹은 아우라륜 유지하기 위해 시야 

에서 가려지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기계적 복제의 시대에 신비주의는 

미술품을 눈앞으로 끌어당기는 사진의 도래와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술품의 신비주의적 가치는 그렇게 저항 없이 쉽게 사 

라지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뒤상의 〈분수〉와 그 잃어버린 원 

작의 기계적 혹은 “모의” 기계적 복제의 과정에서 오리지널의 신비주의적 

가치를 지탱했던 것은 다름 아닌 스티글리츠의 사진이었다. 

벤야민이 이 글을 쓰던 시기에 뒤양은 작품 생산을 중단하고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까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복제가 가능해진 시대적 변화 속에서 

마술 생산의 방식과 미술가의 위상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감지한 

벤야민이 있다면， 뒤상 또한 미술자로서 그러한 변화 혹은 위기를 포착했 

다고 본다. 벤야민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오리지널이 확실히 존재하지만 그 

것을 쉽게 볼 수 없을 때 미술품의 신비와 숭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유 

지된다. 잃어버린 미술품의 기계적 복제품으로서의 스티글리츠의 사진은 

작품을 “공간적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가까이” 두고 봄으로 

써 유일무이함을 극복하고자하는 관중들의 욕망을 반영한다. 사진 속에서 

변기는 회화를 배경으로 기단위에 올려져 부드러운 빛의 베일에 가려져 

회미하게 드러난다. 이 사진에서 〈분수〉는 관객의 뚜렷한 시각적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더 가까이 보고자하는 욕망을 좌절시 켰다. 나아가 이 사진 

은 선비스럽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영적인 혹은 상징적인 해석을 

자극함으로써 이 평범한 사물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낯선 대상으로 격상 

시켰다. 미술품의 기계적 복제로서의 사진은 역설적이게도 그 사라진 원 

작의 아우라를 유지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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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 결론: 죽음에 저항하는 저자 

뒤양의 〈분수〉는 수많은 역설을 품고 있다. 사진은 오리지널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복제품들은 오리지널이 없이 만들어졌다. 오리지널 

은 기계적으로 생산되었으나， 복제품들은 손으로 만들어졌다， 오리지널이 

중요한 미술품으로 등장한 것은 복제품이 생산된 이후였다， 아니 복제품 

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뷔르거의 주장으로 되돌아가면， 뒤상은 대량 생 

산된 사물에 미술품으로서 서명을 함으로써 미술품이 미술가의 ‘개인적 

생산’이라는 기존 개념을 부정한 셈이다. 이것은 뒤상이 처음 뉴욕의 머트 

사 진열장에서 변기를 선택하고 익명으로 서명했던 그 순간에만 해당된 

다. 이 순간 뒤상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예술품을 창조하는 

개인적인 미술가의 범주에 도전했을 수 있다. 그러나 뒤상이 그 대의를 

옹호하고 대중에 공개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인증된’ 복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키며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복제품에 서명했을 때 뒤상은 미술품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저자로 떠올랐다. 

1917년맹인』에 뒤상은 “머트씨가 자기 손으로 분수를 만들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그는 평범한 생활의 사물 

을 선택해 새로운 제목과 관점으로 그 기능성이 사라지도록 새롭게 자리 

매김했다. 그 사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한 것이다 .. , 미국이 낳 

은 유일한 미술품은 욕실시설과 교량기술 뿐”이라고 강변했다，2이 실제로 

뒤양에게 소변기는 위생과 편리함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미국 문화의 예 

숨적 성취였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추구했던 머트사는 ‘미국적 미술 

가’로서 최적의 선택일 수 있었다. 일찍이 1912년의 항공 동력 살롱전 

(S벼on de la Locomotion Aérienne)에서 프로펠러 앞에 선 뒤상은 동료 

미술가인 페르낭 레제와 콘스탄틴 브랑쿠지에게 물었다. “회화는 끝났다. 

누가 프로펠러보다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21) 매끈한 표면 

20) The Definitely U，따nished， p. 199에 재 수록 

21) Camfield, Marcel Ðucmmp,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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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려한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프로펠러는 대량 생산과 기계적 미학이 

도래하는 시대에 미술의 권위에 대한 위협， 회화의 종말에 대한 공포， 그 

리고 개인적인 저자의 죽음을 암시했다. 곧이어 뒤상은 대량 생산된 사물 

을 선택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삭제하고 신성한 미술품의 반열에 올렸 

다 〈분수〉에 진실성 (authenticity)은 없었고， 대량생산펀 원죄를 안은 오 

려지널 또한 사라졌으나， 뒤상의 복제품은 이 모든 부재와 상실을 부인했 

다 롤랑 바르트는 과거 저자의 전기적 사실이 문딱작품의 이해와 해석을 

지배하던 것에서 벗어나 끝없이 열려있는 텍스트익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저자의 죽음”을 이야기했다. 뒤상은 산업 사회와 기계적 복제의 발전을 

맞이하여 위기에 처한 미술의 시대에 ‘위대한 마술-가’로 부상하기 시작했 

고， 그 과정은 바르트가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던 즈음에 완결되었다. 모 

리스가 저자의 권한으로 미술품에서 심미적 이해익 가능성을 철회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뒤상의 영향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에서 저자에 

의해 고정된 의미의 ‘작품’은 독자의 읽기에 의해 수많은 가능성을 지닌 

‘텍스트’로 변환했다. 그러나 저자는 결코 저항 없씨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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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쨌le Author in the Age of Mechanical Re햄roduction: 

뼈rcel Duc뼈맹j’ s Fo뼈tain and the 뻐휠nality of Replica 

Jung-Ah Woo 
(KAIST) 

In 1917, Marcel Duchamp chose a man’s urìnal, signed it “R. Mutt 1917," 
εnti때ed it Fountain, and submitted it for an art exhibition. Although Fouηtain 
was rejected, it posed the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the nature of art and 
its authenticity. Fountain was canonized as the groundbreaking practice of 
Readymade, which changed the course ofmodem art once and for all. Yet, it is a 
sheer mystery how this urinal, one of the standardìzed products, mechanically 
manufactured in a factory to be consumed for everyday needs, was alienated 
from its initial field of commodity to be de-commiditized, re-valorized, and 
circulated as a significant work ofart, without the material existence ofthe 0비ect 

and a visible author. For the urinal or Fountaiη disappeared soon after the 
r냉ection-either lost or destroyed. Moreover, since Duchamp kept his authorship 
a secret, only a handful ofpeople 암lew that Mr. R. Mutt was in fact Duchamp. 

In the early 1930s, Duchamp began reproducing his lost original as accurately 
as possible based on his memory, documentation, and photograph. Although his 
original work was mechanically produced, the process of reproductions was 
highly controlled and the outcomes were carefully crafted by the artist. The range 
ofhistories ofthe things functioning as replicas ofthe lost Fountain reveals the 
iηtensity ofthe aspiration ofthe author to preserve the authenticity ofthe original 
and subsequently the authority of the 없tist by putting thε copies in circulation. 
By investigating the Fountain’s reproductions, I argue that bεhind the mystery of 
Foμntain， there exists an author whose power is not activated by his manual 
labor of production, but by his name, i.e., the signature, in the realm of mass 
production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주제 어 (KeyWords)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 <분수>(Fountain)， 저자(Author)， 가계적 복제 
(mechanical repro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