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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champ and His Fountain

On April 10th, 1917, the Society of 

Independent Artists held an exhibit in 

New York City. The idea behind the exhibit was that 

all submitted works of art would be displayed as 

long as the artists paid the required $6 in fees. 

There was to be no judging or selecting at all.

However, when the exhibit’s committee received an 

odd piece by an unknown artist named R. Mutt, 
작 품 무 명 의

it  acted against this rule. Confused by the 
committee C o n f u s i n g ( X )

unusual work of art, they voted not to show it. 

Instead, they quietly hid the piece on the day of the 

exhibit.  Little did they know that what they were 
Few (X)

hiding was to becom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works of art of the 20th century, if not all of art 

history.

The story begins with three men ― an American 

painter, a wealthy art collector and a young French 

artist ― meeting for lunch in New York a few days 

before the exhibit. After what was likely a lively 
l ive (X)

discussion about art at the cafe, they made their 

way to a bathroom supply store close by. 

번역

1917년 4월 10일, 독립 미술가 협회는 뉴욕 시에

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전시회의 숨은 발상은 모

든 제출된 미술 작품들이 미술가들이 요구된 6달러

의 수수료를 내는 한 전시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

다. 판단도 선택도 전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시회 위원회가 R. Mutt라는 이름의 무명

의 미술가로부터 이상한 작품을 받았을 때, 그것(위

원회)은 이 규칙에 맞섰습니다. 그 비범한 미술 작

품에 혼란스러워, 그들은 그것을 전시하지 않을 것

을 투표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조용히 전시회 날에 그 작품을 숨겼

습니다.그들은 그들이 숨기고 있던 것이 미술사 전

체는 아닐지라도,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 

작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시회 며칠 전에 뉴욕에서 점심을 위

해 모인 세 남자 – 미국인 화가, 부유한 미술 수집

가, 그리고 젊은 프랑스인 미술가로 시작합니다. 그 

카페에서 미술에 대하여 활기찬 토론일 가능성이 

높은 것 후에(토론을 한 후에), 그들은 근처의 욕실 

용품점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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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there, the young artist purchased a standard 

public bathroom model urinal.When he returned to 

his studio, he simply turned the urinal on its back, 

signed it with a fake name, “R. MUTT 1917,” and 

entitled this new work Fountain. He then submitted 
제목을 붙이다

it to the exhibit. 

However, probably not to his surprise, the piece was 

rejected because the committee insisted that it was 
be (X)

not art, but rather something dirty, even immoral.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The young French artist responsible for Fountain 

happened to be a member of the committee. He 

challenged the committee’s opinion and resigned in 
사 임 했 다

response. His real name was Marcel Duchamp (1887 

– 1968).

He believed that this urinal was not only a bathroom 

supply taken from everyday life, but also an 

unexpectedly rather beautiful object in its own right. 

• in its own right: 본질적으로

Later, an art magazine printed an unknown 
잡 지 에 실 다

argument in support of Duchamp. It said, “Whether 
명 사 절 = i f

Mr. Mutt made the Fountain with his own hands or 

not has no importance. He chose it. 

번역

그곳에 도착하자, 젊은 미술가가 표준형 공중화장

실 남성용 소변기를 구매했습니다. 그가 그의 스튜

디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단지 소변기를 눕히고, 

가짜 이름으로 “R. MUTT 1917”이라고 서명한 후

에, 이 새로운 작품에 <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가 놀랍지 않게, 그 작품은 위원회

가 그것이 미술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심지어 비도

덕적인 무언가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샘>에 책임이 있는 젊은 프랑스인 미술가는 우연

히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위원회의 

의견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으로 사임했

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Marcel Duchamp 

(1887 – 1968)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변기가 일상생활에서 취해진 화장실 용

품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기치 못해서 오히

려 아름다운 물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한 미술 잡지가 Ducamp를 지지하는 무명

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쓰여있었습

니다, “Mutt씨가 그 자신의 손으로 <샘>를 만들었

는지 아닌지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

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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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took an article of life and placed it so that its 

useful significance disappeared under the new title 

and point of view ― creating a new thought for that 

object.” 

Duchamp challenged common beliefs about what 

was art and what was not. Duchamp’s idea of 

giving common objects a new meaning by 

presenting them as art was original and shocking to 
s h o c k e d ( X )

the art community. 

He wanted to spread the idea that art can not only 

be drawn or painted, but also be found and chosen. 

He used the term “readymades” to describe the 
목적

everyday objects / he selected to display as art / by 

adding to them, changing them or simply renaming 

them and placing them in an exhibition setting. 

Some of the readymades he presented between 

1913 and 1915 included: ⑤Bicycle Wheel (1913), a 

bicycle wheel and stool; Bottle Rack (1914), a bottle 

drying rack signed by him; and a snow shovel he 

called In Advance of the Broken Arm (1915).

     

번역

그는 생활 물품 하나를 가져와서 그것을 새로운 제

목과 관점 아래 그것의 유용한 중요성이 사라져버

리도록 두었다 – 그 물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만

들어내면서 말입니다.”

Duchamp는 무엇이 미술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

은가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흔한 

물체에 그것들을 미술작품으로써 발표함으로써 새

로운 의미를 주는 Duchamp의 생각은 독창적이

며 미술계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미술이 그려지거나 채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발견되고 선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퍼뜨리길 원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일상물품들)에 더하고, 그것들을 변화

시키거나 단지 그것들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리고 

전시회 환경에 그것들을 둠으로써 미술작품으로써 

전시하기로 고른 일상적인 물체들을 묘사하기 위하

여 “레디메이드(기제품)”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1913년과 1915년 사이에 발표했던 레디메

이드 중 몇몇은 다음을 포함했습니다. <자전거 바

퀴> (1913년), 자전거 바퀴와 안장; <병 선반> 

(1914), 그에 의해 서명된 병 건조 선반; 그리고 그

가 <부러진 팔에 앞서> (1915)라 불렀던 눈 가래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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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works raised the questions: “What is art?” 

and “Is the standard of art unconditional?” 

Challenging the definition of art was indeed his 

intention. Duchamp was more than just a talented 

painter. 

He was also a kind of philosopher who believed that 

art should be about more than simply creating 

beautiful things to look at. He took ordinary objects 

and showed them in ways that led people to think 
o b j e c t s

about them differently. 

He wanted to explore the meaning of art, as well as 
탐 색 하 다

its relationship with its viewers. He said, “I am 

interested in ideas, not merely in visual products.” 

Duchamp also started to present readymades in an 

attempt to show that not all art is meant to be taken 

seriously and treated with great importance. He 

explained that, “a great deal of modern art is meant 

to be amusing.”
a m u s e d ( X )

번역

이러한 작품들은 의문들을 제기했습니다. “미술이

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술의 기준은 절대적인

가?” 미술의 정의에 도전하는 것은 참으로 그의 의

도였습니다. Duchamp는 단지 재능있는 화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미술이 단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

는 것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일종의 철학

자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물체를 가져와서 사람들

로 하여금 그것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유도

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것(미술)의 관찰자와 그것의 관계 뿐만 아니

라, 미술의 의미를 탐색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말했

습니다, “저는 단지 시작적인 작품들이 아니라, 발

상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Dunchamp는 또한 모든 미술작품이 심각하게 받

아들여져야하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필요

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에서 레디메이

드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현대 미

술작품은 즐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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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19, Duchamp made what appeared to be an 

attempt to poke fun at how seriously people treat 
조 롱 하 다

art. He took a cheap postcard reproduction of 

Leonardo da Vinci’s Mona Lisa and drew a 

moustache and beard on her face. He then called it 

his own work of art entitled L.H.O.O.Q. 

Although some people saw this as an insult to a 

great work of art, Duchamp simply seems to have 

intended to give a classic work of art a funny twist.

In fact, he later made a black and white copy of the 

postcard without his markings and jokingly called 

this new version L.H.O.O.Q. Shaved.

Duchamp’s most successful practical joke, however, 

is still considered to be Fountain ― the work that 

started this whole discussion.

Although the original was lost after the Society of 

Independent Artists’ exhibit and all that remains of it 
r e m a i n ( X )

is a single photograph, several copies have been 

made with the artist’s permission and are now 

displayed in museums around the world. 

번역

1919년, Dunchamp는 사람들이 미술작품을 얼

마나 심각하게 다루는가를 조롱하기 위함으로 보이

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Leonardo da Vinci

의 Mona Lisa가 그려진 싸구려 우편엽서를 가져

와서 그녀의 얼굴 위에 콧수염과 턱수염을 그렸습

니다. 그는 그러고나서 그것을 L.H.O.O.Q.라고 제

목을 붙여 그 자신의 미술작품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위대한 미술작품에 대

한 모욕으로써 보았지만, Duchamp는 단지 고전 

미술작품에 재미있는 비틀기를 주려고 의도했던 것

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는 나중에 그의 표시가 없는 그 우편엽서

의 흑백사본을 만들고는 농담으로 이 새로운 버전

을 면도한 L.H.O.O.Q.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Duchamp의 가장 성공적이며 효과적인 

농담은 여전히 - 이 전체 논의를 시작했던 작품인 – 

<샘>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원작이 독립미술가협회의 전시회 후에 사라졌

고 남아있는 전부는 한 장의 사진이지만, 미술가의 

허락으로 수 많은 사본들이 만들어 졌고 현재 전세

계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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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hamp commented on his successes by saying: 

“I threw the bottle rack and the urinal into their faces 
선 반 소 변 기

as a challenge, and now they admire them for their 

aesthetic beauty.”

Ultimately, Fountain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generations of artists and art lovers since its 

creation.Indeed, this work forever changed the way 

the world looked at art. 

Many great modern artists ― such as Andy Warhol, 

Robert Rauschenberg and Jeff Koons, to name a 

few ― have drawn on the ideas contained in 
의 지 하 다

Fountain / in one way or another. 

If not for Duchamp’s attack on the idea of “art,” the 

works of modern artists might never have been 

accepted by the public. 

• If (it had) not (been) for: 분사구문
• without(But for) N,  S +would / would have pp =  If it were 

not for N(= Were it not for N), If it had not been for N(= Had 
it not been for N)

Nowadays, readymades are appreciated in the art 

community for giving viewers a new way to think 
이 유

about common objects and reflect on life’s beauty 

and philosophical meaning. Still, for many people 

the question remains: 

Is it really art?

•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그러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

Duchamp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성공작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는 병 선반과 소변기를 도전

거리로써 그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것들의 심미적인 아름다움으로 그것들을 

감탄하여 바라봅니다.

궁극적으로, <샘>는 그것의 창조 이래로 수 세대의 

미술가들과 미술애호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

쳐왔습니다. 참으로, 이 작품은 영원히 세상이 미술

을 보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몇몇 이름을 대자면, Andy Warhol, Robert 

Rauschenberg와 Jeff Koons과 같은 - 많은 위

대한 현대 미술가들이 <샘>에 포함된 생각들에 대

해 이런저런 방식으로 의지해왔습니다.

“미술”의 관렴에 대한 Duchamp의 공격이 없었더

라면,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들은 대중에 의해 아마

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즈음, 레디메이드들은 관찰자들에게 흔한 물체에 

대해 생각하고 생활의 아름다음과 철학적인 의미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것

으로 미술계에서 평가받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

람들에게는 그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미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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