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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가 시게미 

미술학교에서 마네의 전시가 개막했다. 어머니와 함께 보러 갔다. 마네가 죽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마네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지 못한다. 전시 전체는 눈을 벨 수 없을 

만큼 사로잡는 힘이 있다. 맥락도 없고 어린아이 같지만， 그래도 장대하다. 정신이상자 

처럼 보이는 작품도 있고， 훌륭한 소품도 있다. 조금만 더 하면 회화의 가장 위대한 천재 

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거의 언제나 보기 흉하고， 가끔 형태가 왜콕되어 있긴 하나， 어떤 

작품이건 매우 생동길L이 있다. 그 생생함은 눈이 부실 정도다. 그리고 가장 보기 흉한 작 

품조차도， 팬지는 알 수 없지만， 싫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보는 이를 질리게 하 

지도 않기 때문에， 엄청난 신뢰감이 그에 지지 않을 만름의 무서운 무지함과 공존한다. 

마치 천재의 유소년기 같다(C' est comme 1’ enfance á un génie) , 

-마리 바쉬키르세프 IF.일기，n (1884년 1월 5일)1 

* 필자의 최근 논저擔畵η東方*~ 그 Y 것 ~ ;:<;'‘ A 力 · ν f 퍼二^ A "'.Jl, 名古屋大學術版會，

1999(2001 和tl哲郞文化賞-般部門풍賞): "Sister Nivedita , her 없li the Mother, The Wab of Indian 

Iife and Art Criticism," ιwη RαJÍeW， No , 16(2004) , pp .129-159: r 7 "1I..- :/ 크 η릎術/\η해戰: 戰爭畵

η沒落è~ ;짖‘ 二 ;:<;' A批評言語η形成<J， ['7- r 7 :t -'7 A 2 1 .Jl 第10號(2004) ， pp .108-115 等.

본고는 제14회 국제 미학대회 (XIVth Intema디onal Congress of A!때e따， Lψbljana ， Slovenia, 1-5 Sep, 
1998)에서 구두 발표한 까le Origin of Modemist A!앉thetics as an Oblivion of PO바，cal Stru앓e : πle 

Case of Edouard Manet and his Marketing Strategy of the auction: Symbolic Revolution & Social 

Construc디onof Ar디S디cV;따ue" (원문 영어판 미간행)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1M때eBas바빼eff..Joumα1， tome II (samedi 5 때vier， 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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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叶yと豆ロl苛斗アl唱斗入lす三EZf斗会主干
叶1干oト豆ロ}~l斗入lミト忍ヰ

olL十アトペォlロl

ロ1告苛豆叶1ス~ロ}1-ì1斗栓λ17ト 7ß~戴斗.叶叶叶斗す材|且叶款斗.ロト叶17ト号.Jl 1司王ヌ1

ス1L-lス1~建設斗.ロ同1叶l 司司λ?とユヰス.1 ;昔 せスl臭を斗.忍λ1:祖苅lセ岩全電牛~会

吐晋λト豆昔セ君。1~玖斗.叫Ef王~Jl叶迫。い1 ;昔スl吐，ユ司王守司君トヰ.78位。lせスト

3司君且01と斗菩玉虫ÁJl，吾号電}~こ菩王 21ヰ.三E音吐叶言下型詞主}.9.l 7トす判司を祖ス1

7ト吾牛矧会酬.アi.9.l<?i柑斗刷新旧， 71晋曹司7ト~判叶 21忍許斗，伺

斗吾01忍ロ1♀ λJ号制 ~q. ユ À~À~電士会ミëo1 ヰ~78王斗.ユ司Jl 7同且71 詞斗

吾呈ヌト王，唖ス1ミラ 22 牛~オせ， 44会社忍 01 À~?lスl 役会明司，且と 01号制オl さト

ス1王詰711司吾叶11.包帯¥:t社司在。1ユ叶lス1ス1~遣会吐吾~平λ?を平スl哲斗号吾をヰ.

ロトス.1;忍ス:s.9.l弁企¥1ァ1若ヰ(C'est cornme r enfance cf un ge凶e).

ーロ同日l41ヲ1豆λ~1豆Ii'包ァ1)](1鎚4\1 1唱う註)1

本吾スト91~司そ詮ス~: Ii.捨蓄の東方オリエンタリズムカらシヤボニスムへ.n，名古屋大事術版曾，

l労9(2001和辻哲郎文化賞一般部門受賞);"Sister Nivedita， her Kali the Mother，τhe Wab of Ind.ian 

Life and Art Criticism，" Japan A卸的V，No. 16(2∞4)， pp.129-159; rブルジヨワ芸術への挑載:戟字書

の波落とモダニズム批評言語の形成」，「アートフォーラム 21.n 第10競(2004)，pp.108 -115等.

喜五七オ1114~ 号ス~1 ロ1守E胴 (XIVth Intemational Congress of A，白thetics，Lμ同組a，Slovenia， 1-5 Sep_ 

1労8)叶λ↑干手官豆を百leOrigin of Modemist At白血e悩 asan Oblivion of Political S凶 ggle:吐le

Case of Edouard Manet and his 1血rke出gStrategy of the auction: Symbolic Revolution & Social 

Cons凶 ctionof Ar.出回cValue"(喧吾唱叶吐ロl社司)舎を号叶豆喧司警視01ヰ.
1 Marie Bashkirtseff， Jm 

互叶叶と互ロ1司-.9.171喧斗入pす呈斗司令室}2う3

 Methodological Reflections, Vol.20, Center for Art Studies 韓國美術研究所 Seoul, Korea, Introduction, 2005, pp.253-283.
 Art History Forum, 『美術史論壇』Special Issue “Depiction and Description： Morphology of Modern Visuality and Marketplace in Transition;

 「モダニズム美学の起源と市場操作の昇華：エドゥアール・マネ売り立てにおける市場戦略」
“The Origin of Modernist Aesthetics as an Oblivion of Market Manipulation- The Case of Edouard Manet and the Marketing Strategy of his Auction,”

「모더니스트 미학의 기원과 시장조작의 승화――에두아르 마네의 시장전략」（韓国語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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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작전의 무대 뒤편: 문제의 所在

에두아르 마네 (Édouard M때et ， 1832 -1883) 사후의 회고전이 1884년 1월 5일 파리 

의 미술학교에서 개최되었을 때 p떼는 또 다시 소란스런 논쟁에 휘말렸다. 아부 

(Edmond About, 1828 -1885)는이 해에 대망의 아카데미 입장을눈앞에 둔문인으 

로서 , 마네의 회고전이 국립미술학교(École des Beaux - Arts)에서 개최되는 것을 참 

을 수 없었다. “왜 마네는 생전에 미술학교에 오지 않았던가. 그랬더라면 그를 화가 

로만들어 줄수도있었을벤데 이부가볼때 마네가님킨것이란 ‘대량의 퇴비더 

미’ 에 지나지 않았다. 도대체 왜 그런 ‘퇴비더미’ 를 선량한 공중에게， 그것도 권위 

있는 국립미술학교의 대회조벼1서 전시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국가가 공인한 예 

술교돼1 대해 국가의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모 

순을범하는꼴이다. 이것이 아부의 견해였다 

이와 매우 유사한 유보적 입장을 취한 이가 다름 이닌 미술학교 교장 캠펜 

(페bert Kaempfen)이었다. 마네의 회고전을 국립미술학교에서 열겠다는 소망은， 

마치 무신론자 베르테르의 장엄함을 위해 노트르담 대성당의 문을 열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 즉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마네 회고전을 위해 국립미술학교 대회장 

을 빌린 사건은， 당사자인 뒤레 (πléodore Duret, 1838 -1906) 등의 회고와는 달리， 

거의 ‘순수하게 예술적인사건’도 ‘양식의 문제’도아닌，극도로정치적인사건이었 

다도 1 ，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강베타(Léon G때lbetta ， 1838 -1882)파의 유력한 정치 

께자 ‘예술 대신(M뻐stre des 뼈)’ 역임자인 프루스트(Antonin Pro뻐t ， 1835-

1905)와도2 ， 기회주의적 공회주의자에 당시 ‘공공교육 및 미술 대신’ 자리에 있었던 

페리(Jul，않 Feny, 1832 -1893) 사이의 내밀한회담에 힘입은 바가크다. 하지만 이 

러한 물밑의 정치적 투쟁이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밍각되고， 1884년에 마네 회고 

전이 무사히 개최되어 ‘성공’을거머쥐었다는것이， 마치 딩연한사태인 것처럼 늘 

상 이야기되고 있다. 마네 회고전과 뒤이어 열린 아틀리에 鏡賣에 관한， 당시와 현재 

의 인식 차이와 거기에 숨겨진-혹은 망각된-문제를 블벼내는 것이 이 논문의 목 

적이다. 

생각해 보면 아부보다온당한판단을내린 이는 『르피가로 1e F썽aro.!]의 편집장 

2 E. About , “Manet à r École des Beaux - Arts ," Le 짧'cle (7 jan. 1884). 

3π1 ， Duret, LHistαred강뼈ardManetet ιle SIα1. æuvre (1901/1906) , p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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叶l干oト豆ロトサ1(Edouard Manet， 1832 -1883) 斗卒斗司王工忍011884~ 1号室う言斗司

~ロ1含守豆叶1λ'Ì 7R靖司匁会吐ロ同1是正中1 企荘と司き想叶|詞宮支~q. o}ヰ

(Edmond About， 1828 -188引き 01 司叶l 叫す.~ 0}7'同1ロl 唱す金量22叶l を吾~..Q..

豆大↑，ロ同斗司五忍01号電ロl合言:f.lli.(Ecoled白 B回.ux-Ar也)叶1λ17R司司きZ完全社

会牛~匁斗.“司ロ同1き λ』忍叶|ロ1含苛豆叶1 ♀ス1 ~さ安上司ァト.ユ或叶斗喧ユ号室}7ト

豆せ吾叶雪牛王ヌl匁全世司."01ヰァト吾叫ロ同17トす之1~史 01丑‘叫守斗司叶叶

ロr叶lス.11-fス.1~さ史上ヰ. 王.~河11 911ユ司司1:11叶ロr曇位寺を号号叶1ォ11，ユ戎王菅平J

双と号唱ロl含苛豆.~司司も同lぺ祖入1雪牛双吐宮包ァト.ユZ完全号アトァト号~を0:11

含豆制l 叫司号アト斗 01吾2旦号号~吉岡1 01斗曇オ1171言!七突斗巷全信2{を旦

合会唱言陪吾01ヰ.01 ~史 01 01ヰ斗忍司匁斗

01斗ロ1♀千トλトを弁且有唱す会弔電}017ト斗吾 oト日ロ1含苛立立すヲ』唖

(Albe氏Kaempfとn)ol匁ヰ.ロ同斗司五祖会号唱ロ1合言:f.lli.叶lλT包忍斗七 3こす会，

ロトヌl 干せ喜スト叫|三司l三.~宅問苦会♀l司与豆三官叶刊す司吾会包斗.Jl ~言1七

突斗主}q. 号包~王吐01斗ミラ突01ヰロ同1.司ユ工在会♀{司号電ロ1告宣:f.lli.叫司守

合唱司入問会，すλトスト~手J司11 C百leodoreDuret， 1838 -1906)号斗司五斗七宮司，

ア同 ‘全牛吉岡l 叶1全斗包 λ悶'王‘守斗~吾オIl'王 o凶，号王呈~ヌp司包入問。1匁

斗互 1. ユ司Jl~ヰ号有♀主主壬な叫11E十(Léon G釦 lbetta，1838 -1882)ヰ:9.l弁司を忍ス1

7い1スト‘叶1全斗l-:8(Ministre des j凶)'当世ス問豆手と互(Ar1toninProust， 183う-

190ラ)斗王 2 ， 71司手:9.l:3i号詩子:9.lスい~1 す入1 ‘号号豆今要ロ1含司そr スト司叶1 ヌlヌi司

司1司(JulesFe町T，1832 -1893)斗01斗叫型社司す叶l君首会l:'I}7トヨヰ.言トス1せ01

司を吾.~~~ヌp司芋ス~01 ♀量三叶1 斗λ?七社祖司司斗司王 1鎚4ぜ叶1 ロ同1 .司五

祖01平人同 7R司司叶‘伝子会オ叶司匁斗七突01.ロ同弓唱をλト司包突ヌT電量

う}0101=71司五ヌJq.ロト1.:11~司五祖斗明。1叶包司 01吾司~1 競責~1 社社，すλl斗型ス1

~包斗ヌト01斗ァ~71叶|告オ忍-寺会す斗司-吾ス~1喜fE同叫七突01 01詮吾斗号

:3io 1斗.
λ』斗司且唱。}ヰ且亡十，?:-す社社吐会叫召 01ミラ 「豆司7ト豆 1e Fi初向斗翠~す

2 E. About，“'Manet a r Ecole des Beaux -Ar眠..1e Siecleσjan.l884). 

3百1.D眠 t，L Histoire dEdouard Manet et de so抑 制vre(1901/1卯6)，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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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두아르마네， 
〈테오도르 뒤레의 초상>， 1868년， 
캔버스에 유채， 43 X 35αn ， 파리 프티 팔레 미술관 

2 
에두아르마네， 
〈앙토냉 프루스트의 초상>， 1880년， 
캔버스에 유채， 130X96cm， 톨레도 미술관 

3 
에두아르마네， 
〈알베르 볼프의 초상>， 18π년， 
캔버스에 유채 ， 89x72an， 취리히 문스트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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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干oト三ロ}1;j1，
〈同1].2玉三割司E.j主せ)， 1挺8せ，
司叶とと.01] 弁ヌ:~， 43 x 35an，斗司豆司吾司lロ1告社

2 

叶1干斗三ロ}1.i]， 
くす豆.~豆平と豆E.j主す)， 1880¥'1， 
4吋と叶1弁ヌl130X91臼n，吾司|王ロ1告社

ヨ
吋l干oト豆ロ}1;j1，
ぐ昔同l三吾互E.j主す)，18力吐，
司吋と吋l弁ヌ:l89x72an，キ?司司号と豆雪司l

旦叶叫と豆ロl守9.J7]誼斗λ1守主斗司令室}255 



볼프(Albert Wolff, 1835 -1891)일 것이다도3. Ii르피가로，j] 1883년 5월 1일자매1 추 4 
에두아르마네， 

도기써1는 이렇게 적혀 있다. 매1는 생전에 2댄의 화폭을 (당시의 국립현대미술 〈르봉보크).1873년， 
캔버스에 유채 .94x83an. 

관에 해당하는) 획상부르 미술괜1서 보는 기쁨을 맛볼 수 없었다. 하지만 장차 〈르 필라델피아미술관 

봉보크 Le Boη Bock) (1873)도4와〈검을든소년〉도5을루브르의 벽에 장식함으로 5 
에두아르마네， 

써 그아쉬움을씻게 되리라.50세에 세상을떠나면서， 프랑스회화의 수많은대기들 〈검을든소년>.1861년， 
캔버스에 유채.131 x93αn. 

의 반열에 올라훌륭한두페이지를남기고간것만으로도， 한명의 예술7배게는충 뉴욕메탤폴리탄미술관 

분히 영광스런 일이다 "4 주요작품두점이 루브르미술관의 소장품에 포함된것만 

으로도 한화가에게 ‘충분히 영광스런 일’ 이라고 볼프는 주장한다. 하지만 플랑드르 

풍의 어두운 색채를 주조로 해서 일반 대중의 취향에 타협했다고 평가되는 〈르 봉 

보크〉와， 벨라쇄1스(Velasquez)의 아류인 초기작 〈검을 든 소년〉을 口떼의 대표작 

으로간주한볼프의， 일견중용을지킨듯한평가는 u떼의 옹호지들로서는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였다. 거기에는 어떠한 가치관의 대립이 있었던 것일까. 우선 

그것부터검토해보자. 

4 A. Wolff. Le F썽aro (1 뼈i.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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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豆(AlbertWo肝， 183ラ-1891)包戎01ヰ王3.巴ヰァト豆，jJ1銘封建 1包ス.}p}1.:J1キ 4
叶l干oト豆ロトオ1.

王71λト011ミラ01零オ1~判例.、同七 λ悶叶1 ス凶.9i詩号会(守入1斗刊桝ロl含 く三号日). 1873吐，
者1吋と吋|弁ヌ:~. 94x83∞， 

社叶l 制司七)司公平豆ロ1告砂~1ぺ旦き 71警告吠吾牛鉱労斗.言トスlせをスト く豆 割引斗ロ闘

号且三王LeBon Bock)(1873)王4斗句会毛主こ吐〉王う金平旦豆.9i司011号斗苦♀豆 ラ

斗1手。ト豆ロ}Lil.
外ユ 0}91合金吠オ1~司斗.うOλ~1叶1 司法全吋叫司社，豆すと詞主}~牛E窓会叫71吾 伺金吾企せ>.1凶1吐

者1吋三こ叶1弁ヌR， 1日31以x9兜3叩，

斗吐堂馴叶舎斗吾号を干司司11 0叶1閃スオl程吾 1宇昔U剖ア汁1匝2社 z突史吐2旦王，雪を1-1=噂s料~叶寸1恰含宇7同オ刈l怪主と壬号 衿吋叶l回旦吾割司柑吐ロ陪闘吾

吾言司1c守3号三ムこ召宅包lo叶11:斗干ス，
旦豆王電をT 宣詩}7}い同心叶~1閃オ刈1 号吾司 句匂3毛号「三と二司宅包笠lo叶12斗l:Jl吾豆主七壬手宅守?竜吐T斗.言トい同スオlせ吾す王三

号斗叶手全斗ヌ1曇子主呈司社宅」吐叫号~~守叶l ヰ智頭ヰユエエ習ァト司を く三号

且ヨ〉斗，哩斗タ~l/--.(Velぉquez)斗 o~刊主71-3f句会吾 3こせ〉会ロ同斗叫豆斗

主主社千社吾豆斗，白子喜一告ス1Zl妄曹司7}七，ロ同1~ 舎主スl吾豆λ?を王オ司

珪01吾包牛~ミラ忍司ヌ~q. オァl斗l七叶吋を 7トス1社斗叫言。121匁目安笠井.♀位

ユ突ヰ叶召豆司旦Jスト.

4A.Wo旺.LeR留aro(1陥 i.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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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J，마네의 모더니둡 재고를 위해 

본고에서는 마네 사후의 회고전에 이어 이틀리에 경매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해나 

가고자 한다.1884년 2월 4일과 5일의 이틀에 걸친 경매에서 예술가치의 , 보이지 않 

은 혁명이 달성되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장의 요점이 있다. 이 경매가 ‘성공’ 리에 

끝났다(고히는세평)는사실이 얼마나중요한지를당시의 대디수동시대인들은보 

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미학자나 미술연구가들 대부분이 거기에 숨어 

있는 의미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엽을 게을리 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경매 

가 ‘성공’ 이라고 받아들여진 사실이， 마네의 사후 영광에 커다란 공헌을 했으며 ， 

‘인상파의 아버지’ 라는 평가의 확립을 조장했던 것은 아닐까. 이 논문에서 우리의 

목적은 마네의 친구들이 경매에서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 분석함으로써 , 그 전략이 

이후 ‘모더니스트(modem않)’ 혹은 ‘포멀리스트(fom때암)’ 예술 담론의 융성에 어 

느정도， 또한 어떤 의미에서 기여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 

보는데있다. 

보통 마네에 관해서는， 1863년의 《낙선자전 Salon des refugés)에 출품한 〈풀밭 

위의 점심식새 스캔들(이라는 통설)이나， 1865년의 살롱에 출품한 〈올랭피아옐 둘 

러싼 추문이 근대미술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선전되어 왔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어디까지나모더니즘패러다임에 입각한역사관의 확립과더불어 요청되 

어，대서특필감으로추출된，신화적이라해도좋을만한일회들이다.실제로마네가 

죽은 시점인 1883년에 쏟아져 나온 60편이 넘는 추도기시를 흙어보면， (풀밭 위의 

점심식사〉도6와 〈올랭피아〉도7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견해가 있긴 하지만， 부분적 

이고 맹이적인 상태여서 정설로서 폭넓게 확립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 

한 패러다임의 확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마네 생전의 상황뿐 아니라， 사후의 동향 

도시o뻐 넣어 생각하는것이 필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구는 프리드(Michael Fried)가 『마네의 모더니즘 

Maηe감Modemism， or The Face of Rαtηting in the 1860벼 01라 이름 붙인 기념비적 

인 최근의 저작에서 전개한 견해외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맺음말: 마네의 모 

더니즘(Co띠:M:빠 sM어.emïsm)J01라는 제목의 마지막 장에서 프리드는 화가의 

5 Michael Fried, Maηet’sMαiernism， or The Faæ 01 pt.αtηti1쟁 iη the 1860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않s ， l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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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j，ロ同~旦叶叶吾J ス~JI:吾判司

菩五叶1ペミラロトけ|λ降斗司王祖叶1101叶o隆司叶117dロ1叶l主召会安司吾斗金司斗

7}JIストをヰ.1邸4\1 2雀 4包ヰ 5包斗 01呈叶召担7ðロ1叶lλ~ ~1含7トヌ1 .91，且01ス1役

会司~01 ・宮^à司匁斗.叫豆 cヰ71叶l ♀司子守9l丘三~01 ~試斗.01 .弓ロR7ト‘伝子司叶l

苦kk斗(五言l七司王言)詮λ1{l01包ロト斗号丘秒l号事1.91叫斗牛号入l叶Nl吾会且

ス1 芙憩斗.警せ 0}1-1斗，電ス1万トス1王ロ1苛スト斗ロ1含包子71吾叫平吾01 .オ 71 叶l 合~

従.9lロ1曇斗1完封トオl召豆言陸相会オ陰司司祭ヰ.ユ司斗平知ヰ王017dロ1

7ト与す~01斗2 畦o医叶忍 λ1{l01，ロ同斗 λト平等号斗lオヰ吐号司会勢三叶，

'~^J-エヰ斗 oト叶スr 斗ミラエ@7ト斗寺司会主す或目安全 oト三井. 01詮吾叶lλ↑♀司斗

号司会ロト叶l斗忍子号01忍ロ1叫ん↑叶喧忍ヰ金吾款をス1岳斗す♀豆吋，ユ忍ヰ01

01卒‘互叶叶と豆(modemおt)'寺会‘豆電司と豆(fom凶おt)'叶1告す吾斗念公叶11c司

王二 78王，豆電T 叶坦斗ロ1叶|λ↑ 719裁とス1 ，ユ司王工戸~71011 e>-l唱匂守金手忽せス1堂司

且七時lヌスヰ.

且号ロ}~1叶1 吐き1ペセ， 1863¥1.91 ~斗但スト祖 Salon des refuges)011吾吾をく吾苦

手J斗制斗めごと者時(01斗七割)01斗， 186対.9l営利詩をく割 斗o陪 吾

叶仕キ吾01 吾叫ロl含λト~~ヰ 71~司~入国主豆位祖~e>-l設斗.吉トスlせ 01 ‘守人間~

λ悶'量全叶叶井スlL十旦叶叫吾司叶ヰ世叶11~Zfを勾λト丑斗暑苦斗叶吾。1 ♀三宮司

叶，叫λ↑号華社~卒幸司，ぐヨ司斗 01斗司王号合せを包詩吾01t:十.信オl豆ロ}~17ト

号会人1{l包 1銘記叶|舎o同斗会 60望。l唱を手玉71λl吾妻叶且吐 く吾苦手l.91

284斗斗〉互6斗く会噂斗oト〉王7叶1号曹司主2白金受を忍司ァト 21忍言下スl吐，平吾ヰ

otJlロ~oト24包公司叶λ~ 78~立豆λ? 号司オ| 暑苦司e>-l双匁斗:Jl W霊牛~~ヰ.01叶

を~叶E千世.9l暑苦含坦干言ト71.判司社主壬ロト叶lλ』祖斗分考嬰 oト叫斗，入ト卒8.l号守

王λ1州制 λ何言l台突01吾牛01斗.01~え 01 ♀司斗 7陪2判例。1斗.

01百斗ロl叶1ぺ♀司斗恒子ミラ豆司王(MichaelFried)アト『ロ}~1斗旦叶叶吾

Manet'sMoぬ怖m，or The Face 01 Painting的めe1860sJJ o1斗 01喜善也 71~ 1:J1~司

包司王き斗ヌ~~叶内忍7Hを在司斗七そ甚之守主豆 E千三ヰ王手司「喫会吉:ロ同1.91旦

叶1-1吾(Coda:Manet s Modemism)Jol2性スq1号斗ロトス1~干す叶lぺ豆司王と井ァト斗

5 Michael Fried， Manet's M<α伽~ism， or The Faa 0/ Painti昭 如 めe1860s (ctlI<αgo: Chicago Univeぉity

Pr<ω ，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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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두아르 마네. <풀밭 위의 점심식사).1863년， 캔버스에 유채 .208 X271따n. 파리 오르세 미술관 

7 
에두아르마네. <올랭피아). 1865년， 캔버스에 유채. 130 .5 X 190an. 파리 오르세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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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叫手斗豆ロ同. <吾苦手~9J 1l{J~λト).1863吐司吋三三件11-升ヌl2偲 X27'伽n. 斗司主主λ~l ロ1全社

7 
叶肝心ト三ロト司1. <金司王yoト). 1865吐君吋こと叶l 弁~l130 .5 X l卯∞.斗司 i豆λ~1 ロl告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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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이자 마네의 유언에 따라 경매 책임자로 지명된 뒤레가 쓴 마네 경매목록의 서 

문에 주목히면서， 이를 형식주의 미학의 선언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으로 

인해 프리드는 뒤레가 미래에 기대할 수 있었던 가장 이성적인-즉 가장 이상적으 

로 순진한-독자였음이 판명된다 6 앞으로 검증하겠지만， 유산상속 책임자인 뒤레 

의 이해관계는， 마네의 예술을순수하게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 라는 견지에서 형식 

주의적으로 평가히는 프리드 식의 견해를 공유히는 미술애호가를 창출히는 데에 있 

었기 때문이다. 형식주의 미학을 사회적으로 공인된 가치관으로 구축하려는 의도 

는， 예술에 관한 판뺀1서 정치적 내지는 상업적 利害가 불식된 것처럼 보여주는 

(즉 연출하핀 과정과 나란히 진행되었다. 우리의 가설을 따르지면， 뒤레는 특히 이 

정치적 · 상업적 이해의 말소행위에 관여한 주요한 무대연출자 중 한 명으로 재평가 

될필요가있다7 

III. 졸라의 회고전 서문 

n해1 사후의 상업전략을 분석하71 위해， 우선 1884년 국립미술학교에서 열린 매1 

의 회고전에 작가인 졸라(많퍼e Zo1a, 1840-1902)가부친 서문을살펴보도록 하자 

도8. 졸라는 마네가 경매에 관한 유언집행인으로 지명한 뒤레의 요청을 받고 이 서 

문을 집필했다. 졸라가 집필한 최초의 원고에 대해 뒤레는 두 군데의 수정을 요구했 

다. 하나는마네가밝은색조의 팔레트를써서 그리기 시작한시기에 대한수정이었 

다. 그시기가마네의 스페인 여행 이전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였는지가문제가되 

었다.뒤레는 퍼}네가 1866년(원문을그대로옮긴것임)의 스페인여행 이전부터 밝 

은 색조의 팔레트를 사용했던 점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터”라고 작가를 설득한다. 

6 프리드의 저직에 대한 비판으로는 稍賢緊美 「搖h動 < '"추像:-f:- 갖 二 꺼‘ )，，(1)起源再考"J，圖書新聞』 
No. 2334(1997년 3월 15일) ， Shigemi lnaga , “ état present des études sur la ai디que 없tis디que en 

France(1850 -1900) ," ]i:ηbun Ronsô, No. 14 (Mie University, 1997) , pp.91-115 . 또한 r"，*Ii'è.JJ印象

派: 最近η工 F'ry7-/ν ."'*冊究J\η批判的展望」， 『美術7:;!-- 중 A21JJ 第7號(2에2) ， pp.80-86. 

7 稍寶緊美， ~續畵η黃톱; 그 F' ry7-/v ' "'*沒後0)關爭JJ (名古屋大學出版會， 19%) . 그리고 Shigemi 

lnaga , “Retαtr ιfe la conféreηæun tableau 야rdu de Gustave Courbet et sa posi'디on manquée 없nsr 

hlstoire de r art ," Les Amis de α/staι~Qα4뼈t， Bulletin No. 94195 (Musée G벼없ve Courbet, 19%) , 
pp .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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担干01ストロ同1~ 弁包叶l 叫時7ðロ~~世スト豆ス.1ua昌司司117ト会ロ}~r想ロ1号号~ぺ

吾叶l手号言聞社.01呈.~斗手.~ロl司-~位包♀豆針金 Z完全斗lせをヰ.01 オlせ2旦

~司豆司王ミラ弔司117トロ1~叶11 71叫雪牛双匁司アトす01公司令]一号アトす 01公司王L

豆全忍を一号スト匁会01:在宅謹ヰ.6~~ 召号許戎スlせ，弁ぐl^cf今~唱スト包司司

~ 01司社オlミラ，ロ同11~ 叶1合会合牛言トオ'1 '叶1会叫菩召有包アトヌr斗を忍ス1叶lλ?をき斗

手~~司主主エヤト言1セ豆~~~~忍司曇号射性ロ1含O~Ð}曇苓音吉lセ司1叶11~

ヌ~71 叫吾o1t:十.宅斗子.~ロ1司合 λ同~主主号包喧 7トスl社主主子尋言同七~三

七，叶嗣l 剖吐守~1ペコ忠利有叫オセ分泊三守利害アト吾斗喧刻苦闘手ミラ

(号坦静岡ヰコgヰ斗荘司羽~匁斗.♀司~7PJ会叫豆ス問，王制七号司 01

78ス.1~ ・ 4ま泊三司 01司~主主三宮苦手{叶l 社〈ヰを手丘を平叫坦吾スト号電TES三豆ス1弔ァト

吾吾丘Yばヰ7

III.歪斗9l詞2忍 λ~吾

ロ同1λ附判 明 会 引 き ト'71♀同，判 1884¥1刊ロ1含守王制割ロ同1

~~司五祖叶l 斗7問歪斗(面温e Zo1a. 1840 -1902)ァトヰ型社吾会堂エヰ且玉号許朴

正8. 歪司七ロ同17トコヨロ1叶l 社社千ト包{J司包主主主スl喝を弔司11~ 丘司会畦Jl01ぺ

吾会召華強斗.歪èlァト{J重曹司主.~誼Jl叶1 叫司手{司ミラ干丑叶斗牛.78会 R干或

斗.言ト斗七ロト'~17ト翌十全斗3三.~吾司11 E号外λT ユ司71λ1:3fを λ171叶1 司を牛'78 01匁

斗.ユ入1717トロ同11~ ~こ司~cヰ想。lそ!01 匁ミラス1. 0ト11喧ユ 01平安iセス17ト吾ス~17ト司

匁ヰ~司司七“ロト叶17ト 1866吐(唱を会ユ司豆金之1 ~党首)~ ~こ司11~ (ヰ想。l若干司討

会斗三~~苦司豆曇入1舎誠司 28モをすぐヨ王ミをせz 双合同"斗三工斗7r曇信号電Tヰ.

6豆司王斗ス?剰1叫電}l:ll吐♀豆き稲賀繁美 r;揺れ動くマネ像:モダニズムの起源再考J. 園書新聞』
No. 2334(1997¥:1 3華日当).Shigemi lnaga，モtatpr'白 entd白血ldessur la αitique aI也tiqueen 

Franぽ (1850-1卯0)，"]in仇mRonso. No. 14 (Mie University， 1997)， pp.91-115.豆電「マネ「と』印象
j辰:最近のエドゥアール・マネ研究への批剣的展望」，『美術フォーラム21dJ第7競(2∞2)，pp.80-86. 

7稲賀繁美，「繕蓄の黄昏:エドゥアール・マネ浪後の闘争dJ(名古屋大事出版曾， 1労6).ユ司王Shigemi

Ina伊 "RetIωrdela conJ的 n臼 untabl，回uperdu de G国匂veCourbet et sa position manquee也ns1'

histo民 del' art，" Les Am伝 deGL仰印 Cω伽 t.B叫le也1No. 94/95 (M脱 eGustave Courbet， 1労6)，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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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얼핏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수정으로， 졸라가 마네에게는 ‘몇 점의 부 8 
에두아르마네 ’ 

식동판화’ 도 존재한다고 기술한 것을， ‘몇 점의’ 를 삭제하고 ‘부식동판화’ 라고만 써 〈에밀 졸라의 초상>. 
1868년， 캔버스에 유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8 하지만 과연 그것은 뒤레가 졸라에게 보내는 사적인 서신 146 x l14an. 
파리오르세미술관 

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수정 에 불과한사건이었을까. 실 

은 이 두 부분이 경매책임자였던 테오도르 뒤레에게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급소이 에두아르 n떼， 
〈롤라드발랑스>. 

자 핵섬이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하나찍 밝혀질 것이다 1862년， 캔버스에 유채， 

우선 첫 번째 수정 내용인 스페인 여행에 대해서 1865년 p댐 포르투갈에서 짧×露 ul술관 
돌아오는 길이었던 뒤레는 마드리드의 오텔 드 파리에 투숙했다가， 우연히도 같이 

묵게 된 마네와 친구가 된다. 당시의 방명록을 보면， 두 사람이 프라도 미술관을 찾 

은 것이 1865년 9월 1일이었음이 판명된다. 그런데 뒤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졸라 

에게 보낸 서신에 1866년이라고 잘못된 연도를 적었다. 스페인 여행 이전의 작품에 

대해 언급할 때 ， 뒤레가 암묵적으로 ‘밝은 색조의 팔레트’ 의 예로 염두에 두고 있던 

작품은， 다름이닌 〈풀밭위의 점심식사 Le D깜'euner sur t'herbe) (1863)도6 ， <-올랭피 

81εttre à Zola(1883) . conservée à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n.a .fr. 22461 , 28 짧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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豆言ト斗主ラ望号史且71叶1セ-叫牛吾スl役会牛.~~豆，歪~ァトロ同l叶1オlセ‘要 2S斗芋 8 
叶1手。ト豆ロ同1.

斗号社主十'王引をヰ.Jl 7h詑安全，‘要~斗'号制1詐2 刊号社主十'斗五刊 〈叶望号桝扮，
1話8吐，て1吋とと叶11-升刈，

EE斗2 丘干雪}~え01斗 8 言トスlせ斗包ユ英会主制lァト歪斗斗1ォl 且叫七人同包 λ↑仕 1必x114αn，
斗司主主λ~1 ロl告社

叶|λ?聖を突ヌ団，吐合言l吾司24包ヌト誼叶1イ斗牛0]'叶1苦斗曹人間01匁金井.4i

会 01 干平吾01 忍ロ~~世ストヌ~~司11-2.玉三司司1叶1オl七吾豆守且苦牛~と音公三01 叶1干oト三ロ}l;jl.
〈吾斗王宮すと)，

スト司位。l匁ヰ.01 召叶1 社司λi~ <i[~豆言ト斗斗吉岡毛22え01ヰ. 脱却，桝到l判，

♀位安司柑牛忍叫剖と司1包判叶l叫司ぺ凶う吐，ロ開豆豆手引l斗 21×Ziロ闘

吾oト5とと召01匁目玉司司!とロト王司王.2l♀望王斗司叶1手今或斗7ト，♀包司王若01

号オ1司ロト叶1斗忍干アト呂斗.すλ1斗可J-uJ号会主ι坦，干λト昔01豆斗王ロl告社会安

全突01186う\1 9翠 1言。1匁合01 吐ぜ呂斗.ユ吉司l 司司11~ 手会 01弁叶1λ↑包スl 歪斗

斗|オ1 且司社せ叶111866\1012十五三E英司包王曇ヰ匁ヰ.と司11~ cヰきffi01そi斗斗吾叶l

叫司包音雪司，司司117ト廿号24主主‘討会叫ミE2l吾司|互'斗叶1豆唱干叶1干I!..匁日

斗著名，ヰ吾 o下世 く苦珪平{斗 234j斗入トLeD今切mersur t'herbe) (1863)互 6，く会噂斗

8Le位ea Zola (1883)， conservee a la Bibliothとquenationale de France (Paris， n.a.fr. 22461， 28)但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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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두아르마네， 
〈키어사지호와 
앨러바마호의전투)， 
1864년， 캔버스에 유채， 
134 x 127an, 개인 소장 

아 L’여;mpia) (1863)도7 ， (롤라 드 발랑스 

Lola de Valefχ양도9 등이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올랭피아〉가유작전에 뒤이은아틀 

리에 경매에서 비중 있는 상품이 될 것을 관 

계자 일동은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 또한 

〈롤라 드 발랑스〉는 그 천박한(bariolage) 

원색 때문에， 1863년 마르티네 화뺀1서의 

전시 때 공화파의 중도적 비평가인 만츠 

(paul Mantz , 1821-1895)의 지탄을 받았던 

작품이다. 뒤레의 요청을 받아들인 졸라는 

문제의 두 부분을 수정하여 퍼}네는 모든 

규율을 속속들이 이해한 후에 비로소 밝은 

색조의 팔레트로 그리기 시작한 것처럼 보 

인다고써넣었다9 

졸라의 서문의， 이무리 봐도 애매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론을 펼친 이가 바로 만츠였다.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마네가정확히 몇 시부터 옥외의 광선에 대해 다소 정 

확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 미술학교에서의 전시는 이 중요한 부분 

을 빠뜨린 듯하다 "10 여기에는 뒤레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강경하게 물리치는 입 

장도선명하게 드러난다. 

만츠가 보기에는， 마네가 옥외의 광선 밑에서 제작하기 시작한 때는 1867년 

전후로， ‘강렬한 갚이감을 지닌 푸른색’ 으로 〈증기선 Steamboat)과 〈키어사지 호와 

앨러님따 호의 전투 Combat de Kearsarge αAlabama)도 10 등을 그렸을 때이기 때 

문에， (풀밭위의 점심식사〉나 〈올랭피아〉를 밝은색조의 팔레트’의 증거로삼는일 

은 무모한 데다가 언어도단이기까지 했다. 그 〈풀밭 위의 점심식샤와 〈올랭피。}가 

미술학교의 회고전에 출품된 만큼， 뒤레와 만츠의 사질 인식이 정면으로 대립했음 

은 명백한 일이다. 뒤레가 연도표기를 잘못 히면서까지 이 스페인 여행 이전의 작품 

들에서 ‘밝은 색조의 팔레트’ 를 끌어내려 했던 데 반해 만츠는 동일한 작품들에서 

9 Émile Zo1a, Préface (1884) , 흘η‘tsμrl’aπ (Ga파nard ， 1991) , pp.452-455. 

10 Paul Mantz, ‘L æuvre de Manet ," Le Temps (16 때lvier ，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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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斗l手斗三ロトサ11，

〈ヲ1叶λトス1.主斗
哲司Hトロト主.~祖平)，
1栃4¥:i，租吋と叫l弁ヌl
134 x 127an， 7n包去三号

。ト L'句rmp幻y(1863)互 7，く吾斗王宮すと

Lola de均knce)王9号01匁含奏。lヰ.ユ

号叶lλ↑く会噂斗oト)7ト弁斗忍叶11~司 01毛.01呈

司叶rをロ1叶1λ~ 1:l1号双とう}吾01吾Z究会社

オ|スト望号会 01ロ1 堂.jl 玖ヌ~~iオ斗.豆を

く吾斗王宮すとこ〉せユ祖EJを(bariolage)

宅斗ロ特叶11.1紛せロト豆刷1:井手~1イ斗

祖λ1叫号室午斗斗号玉有1:l1Ifaァト包吐三三

(pa叫 Man包， 1821-189う)~ス1吐含菅鉄日

斗吾01斗.司司l斗Jl~à含唱。l霊.~歪斗七

吾オ11~ 干ヰ岳会牛.78言同“ロト1:11セ-旦吾

7干合会今今吾0101司苦手叶111:l1豆土翌十全

斗ミt:~吾司11 E豆ユ司71 入l斗を突ヌ1唱且

包斗."jl外弓匁斗9

歪斗斗 λ?吾5ヰ，。ト平司叫王叫ロ1社。1
平吾金吾.q1吉岡l斗斗言トJl， 01 叶1 叫さ~78喧♀豆吐芸会吾担 017ト叫豆吐三匁斗.

“忍苦豆弁若ごと昔オ1-:5三♀司七ロト1-i17ト78著司要人|ヰ叶今.91斗号位叶l叫司ヰ土78

暑を λ~z{金交オ11 .司匁ミラス1 .号~雪牛~ヰ.ロl合言{.DL叶|λ~~ 忍λlと 01 号丘菅平岳

会llDト旦司妄吉許ト斗味川，

守王位E噂g言許ト同オ刈1王吋1吐d斗.

吐主アト且71叶lを，ロト1:117ト *91~ 号位豆叫ペォ11~許71λ1斗を叫七 1867\1

忍卒豆， ‘な望を召01召合ス.1¥1平吾4'i豆く号71位S仰 mboat)ヰくヲ1叶λトスl豆斗

営司1:l}pト主5ヰ祖手 Combatd旨Kea町 内eet Alabama)王 10号会ユ京会叫0171U:s 

吾叶11 ， く苦苦手i~ ;首位斗人ト〉斗く金 刺o隠討会ヰミE斗吾司|互'斗引豆全性霊

会平豆電叶同ァト~叶王吐01711トス1 桝.ユ く吾若手i~ ~1l斗λ阿倍桝o})ァト

ロl含苛jJL~ ~jl忍叶1 吾吾甚せ吾， 司司l斗~主斗 λhl~斗 01 ~習坦主主司唱裁会

会主8司社営01ヰ. 年J 司117ト~王豆71吾毛主芙言下司社万トス.1 01 と司11~ (ヰさ~ 01忍斗~吾

号叶|λT‘討会斗三E斗吾司11E'曇晋叶叫司裁日司吐司，吐主主ラ号包を斗苦吾叶lλ↑

9白凶leZola， Preface (1部4)，Ecrit sur l'art (白出 国rd，1991)， pp.452-455. 

10 PaulMan包，工αuvrede Manet，" 1e Temps (16 janvier， 1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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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의 광선’을인정하려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마네의 색채표현에 관한미적 가치판단과사실인식 간의 복잡한관계 

가 드러난다. 그 발단。1 되는 것이 그보다 20년 전에 벌어진 ‘bariolage’ 를 둘러싼 논 

쟁이다.1863년， 이탈리아인 거리의 마르티네 화빵~l서 〈롤라 드 발랑스〉가 전시되 

었다. 시인인 보들레르(c따ies Baudelaire, 1821-1867)의 격찬과는 대조적으로， 만 

츠는 그 작품을 “빨강， 파랑， 노랑， 검정의 난잡한 뒤섞 임 (b때olage)" 01며 , “색채 그 

자체가 아니라 색채의 歡畵”라고 혹평했다. 1861년의 〈기타렐로〉는 “난잡한 습작” 

이었으나， (롤라 드 발랑스〉와 함께 마네가 “그 용맹한 본능 덕분에 불가능한 영역 

에 들어섰다는 것이 만츠의 진단이었다. 그리고 만츠는 퍼}네와 함께 이 불기능한 

영역에 들어서는 일 은 단호하게 거부한다. 고 선언했다 11 그리고 뒤레가 이 사건 

을 1902년에 간행된 『마네』 전기에서 화제로 삼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만츠와 

대결하게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카데미의 ‘규율’ 로서 엄수되어 온 키아로스쿠로 

(c비aroscur이나 그러데이션(grad때on)을 무시하고 밝고 강렬한 원색을 직접 병치한 

마네의 화법을， 동시대의 주요 비평가들이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 몰이해의 

증거로， 뒤레는 만츠의 혹평을 보란 듯이 인용한다.1883년 마네가 죽은 직후만 해 

도 아직 중용의 판단으로 간주되었을 만츠의 견해가， 1902년에 이르면 시대에 뒤떨 

어진 인식으로 전락해 가거1 된다. 

20세기 초반의 뒤레가 볼 때 ， 1863년의 낙선자전에 출품된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도 〈롤라 드 발랑스〉와 같은 색채효괴를 달성한 것으로， “그 색채감각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대중들에게는 마치 外光을 받아 빛나는 올빼미의 

눈과 같은효과를 발휘했다 " 12 그리고 이 B}지나친(ou따) 빛의 효과야말로， (풀 

밭 위의 점심식사〉 같은 마네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원인 중 하나 

였다는 (만츠가 보기에는 강경한) 주장으로 뒤레는 독자들을 설득하그찌 했다. 여 

기에서 〈롤라드발랑스〉의 색채표현에 관한비평을 〈풀밭위의 점심식사〉에 유용해 

적용시킴으로써 ， (풀밭 위의 점심식λP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을 잠재우고자 한， 뒤 

레의 완고한의지를 엿볼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상파가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20세 

기 초반이 아니라면， 전혀 통용될 수 없는설명이리라. 

한편 볼프는 만츠와 대조적으로 1883년의 떼 추도기써1서 매1에게 “인상파 

11 PaulM없ltz ， ‘Exposi디on du Bd. Des 1빼ens:' Gazette cú.컸찮갖'Jtα-Aru, 1er période (1863) , p .383. 

12 πléodαe Duret, H1때ired’EαardMaηet et de son æuαt? (1902) , 1906, pp.40-41. 

262 

ヰ.~E-l号位'会包~吉岡五言トス.1 ~違法71 司吾01斗.

叶71叶1セロ同E-l斗ヌ1豆電叶11:社社ロ1~司ァトヌl吐吐斗λ~~斗社:9.lヰ毛?を社7-l1

7ト王叶桝.ユ藍吐01治安01ユ且斗20せ割引忍 bariolage'号 制 仕 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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叶1 号。1交~tl"と突01 吐主.E-l忍吐。l匁ヰ.ユ司五吐主主ラ“ロ}~1斗智司11 01 吾7h子電t

Oð~叶i 号。1ペセ営会吐~.吉岡!1 :オヰを斗.J工位包戴斗11ユ司王工弔司117ト01λト在

会1902¥:i叶11:社司甚「ロ}~1.n 祖71叶川井オl豆仕オ11 ~誼斗.言トス1せユ2完全 01ロ1 吐主斗

叫蒼古同1刊を突010ト叶匁ヰ.0}7'同1ロ1E-l‘予告'豆λ十包牛司叶会ヲ10ト豆と平豆

(chiaroscuro)斗ユ司司1101~駒dation)金平入1許:Jl ~Jlな望社笹叫会~~~ヌlを

ロ同E-l尋唱会，号入l司E-l手• ..8.. 1:11liJァ}号01忍宮豆 01司吉岡芙裁合弁.ユ号。lさ~E-l

号オ豆!司司lを吐き~尋帯会且を妄01 包舎をヰ.1883ぜロ同17ト号全斗卒吐き1

王 01斗子§司社吐主主社手司匁会吐主~忍司ァト， 1902ぜ叶11 01豆電λl司叶1司望

。悶~斗♀豆祖刺 7同桝.

20À~171 主吐4 剖司ァト吾叫， 1863¥:iE-l斗位スト忍叶l吾吾司ロ同1E-lく苦港♀iE-l

13{1斗λト〉王 く吾斗王宮すごこ〉斗毛主そろ~~~豆斗吾~ノ宮を戎主主，“ユ斗司社斗01

叶平な望ヲ~71 叫吾叶11 ，ユ λ1叶i E-l tR号吾叶1オ1セロトヌl外光合官。ト要斗全会叫ロ1E-l

せ斗若会豆ヰ号制裁斗"12ユ司Jl01 ".5:.7トスl斗忍(ouぽ)要E-l豆中陪豆， く吾

瑳判E-l 13{1斗λわ若会ロ同E-l斗吾01 司号号叶1オ1 官。医叶スlス1 芙を誼~号言ト斗

史料."~ (吐主アト且.71叶lセ視を)手守主主司司!と号ス医全信号言ト玉川桝.叶

71叶lぺく吾斗王宮号とこ>E-l斗ヌ1豆電叶1丑雪}1:11司会く吾苦判4284j斗λト〉叶1弁舎さ1

2司令λl君主主列， く説平iE-l;首位斗入門叫桂三弓司令11:11吐会社ヌ1♀D トを，靖

司11E-l社五社斗スl曇安曇牛ヌ):c:十.言トスl吐 01~ 包サエヰァト斗lぜ叶吉司ス1オ1~~20λ81

71主吐010同斗吐忍司号舎吾牛~七位~01司斗.

調曇豆七吐主斗叫到♀豆1鎚3吐斗ロ同宇豆.71人同lペロ同1叶1オ|“包料

11 Paul Mantz， 'Exposition du Bd. D白 I凶.ens，偽zet彰必及主'J.tα-A地 1erp剖ode(1紛)，p.383. 

12百leodoreD田 t，H1駒1・red:動 ua.rdManet et必scm.倒 .wre(1卯2)，1卯6，pp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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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래”는 〈풀밭위의 점심식사〉와함께 각인되었다고하면서， 이 점에서 뒤레의 

의견에 동의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볼프는 의도적으로 이 작품에 ‘스와핑 

SμJappiηgφaπie can강;e} 이라는 도덕적 혐의를 초래할 만한 제목을 붙였다 13 여기 

에서 볼프의 가치판단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인상파로 나아간 것이 마네를 파멸로 

몰썼다고 판단하는 볼프가 인상파 미학을 호의적으로 봤을 리는 없다. 볼프의 취 

향에 맞는 작품은 어디까지나 스페인 취미의 〈검을 든 소년〉도5이나 플랑드르 취미 

의 〈르 봉 보크〉도4였기 때문에 , 그는 이 두 작품을 마네의 대표작으로 보는， 당시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대변했던 것이다. 

요컨대 세세한 부분에서의 같고 디름은 제쳐두더라도 만츠와 볼프는 중요한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다. 즉 두 사람 모두 아직 인상주의 색채미학으로 오염되지 않 

은 초기 마네를 높이 평가한 반면， 마네의 인상주의적인 후기 작품에는 부정적이었 

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주의 혐오는 마네 사후의 시점에 이르면 프랑스 여론에 더욱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히는 견해가 된다. 이는 1883년 4월 30일 마네의 죽음을 알린 

60여 편이 넘는추도기사를꼼꼼히 조사해 본결과증명된 λ}실이다 14 

이렇게 해서 이틀리에 경매책임자인 뒤레의 입장이 문제가 된다. 왜 뒤레는 당 

시의 여론이나 대표적인 논객들의 견해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말하지면 독단적인 

재관을 유작전과 그에 이은 경매 현장에서 굳이 주징해야만 했는가. 거기에는 어 

떤 미학적， 또한금전적 내지는정치적이라해도좋은계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IV. 경매목록의 속기록 

이 의문을 해명하는 데 아주 좋은 자료가 있다. 1966년에 보데르센 (Melete 

Bodersen)은 「미간행 속기록으로 본 초기 인상파의 경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했다 15 거기에는 1884년 2월 4일과 5일에 열린 매1 o}틀리에에서의 경매도 포함되 

어 있다. 이 논문은그때까지 알려져 있던증언들과속기록사이에， 얼마나많은불 

13 꾀beπ Wolff, Le F썽'aro η fév.l884). 

14 Shigemi Inaga , ‘Edouard Manet en 1883:. supplément au b띠n αi따le á aprl양 le dépouillement des 

와tides néαologiques:' JiηbunRIα1SÔ， vo1. 12 (Mie University, 1995), pp .55 -88. 

15 Melete Bodersen, “Early Impr;않sio뼈t Sa1es 1874 -94 in the light of some unpublished ‘procès

vetbaux: '’ Bμ얘'ington Magaziηe (June 1968) , pp.3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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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王司"を く吾苦手{斗 78位斗入ト〉斗す羽]4'il司匁斗五言問λlo]忍叶1λ↑弔司4

~忍叶1 号~守合且cヰミé"Cト言トス1 吐吾豆七斗王ヰ o 豆 01 斗吾叶l ‘こ三斗弓

Su呼7ting{Jコ'arfi信 ωnぜe}0同七王司~曹司吾主己~告せをス~1号金量匁斗戸叶71

叶1λ'Ì吾豆.~ 7}~1司7吐金受吾牛ヌ~"C十.44ス~1豆包分斗豆斗。H}~定。l ロ同1曇エヰ電豆

号oほ斗五社吐き}七吾豆Yト'il分斗ロ開会主斗ヰ主主史上告司七~斗.曇豆斗剖

守叶1 喪主ラ斗吾会。1司井ス.1 1.午三こ司包詞ロ1~ 信金吾会こ吐〉王5011.十著す玉三朝ロ1

~ く豆号且ヨ〉王4ヌ~71 叫吾叶11.ユミラ 01 干~吾会ロ同斗叫豆.~~且とすλ1~

ス.1 1:l~~司包 7}~1社会司喧勢百突01斗.

丘忍叫 λ~lÀ~lを半甚叶lλ1斗毛主主斗害全斗IV司手叶斗王吐主斗吾豆七号丘苦

手吾叶1ス'Ì号~許2 ヌlヰ.号干入ト苦互干 o同包分子斗斗ヌ1ロ1 司・i豆♀営再ス.1 ~窓

会主71ロト叶l暑さio1.喝アトを吐:qi，ロ同1斗包分子斗~'il卒71 斗吾叶l七平~~01匁

斗.ユ司Jl01司哲也母子斗君♀主ラロ}ll]入ト卒斗入178叶1101豆坦豆すと叶吾叶11"Cl今

号副会 C将司会さレト言l七在司7ト司斗.01~ 1銘記伺 30~ ロ同斗号会会堂司

60叶望。11k宇王71λ}暑苦苦司忍同菩召斗羽毛入~01q.14

01零オl 司社 01呈司叶11 .弓ロ~~世スト包司司I]~ 唱す01 吾オlァト司斗.~司司告す

入1斗c持 01斗司豆2判詮荷量斗在司斗78宅三豆叫射性，苦言トス問号吐ヰ包

アトヌ陪全判祖ヰユ叶1101名刺初制否。1 子科o陀裁とアト.ア~71叶|を oì

唱ロ1司斗，亘社舌祖斗叫ス，1~ 78ヌ1~01斗司王季毛利せ01 告7~オヌl匁司衣笠井.

IV.1司号号~今.71号

01斗吾金司ua言トミラ叶 oト子号会スト豆7ト21ヰ.1966¥:i 011且司l三週(Melete

Bodersen)会 rp1社司今71号♀豆毛主71 包サヰ.~ 7c1叶」斗セオl号斗せ吾会宮豆

桝戸ア~71叶!と 1884吐 2望組市制割ロ同1 o}吾嗣l叶1λ'Ì~ 7c1司王豆制

。1双斗.01 詮吾会ユ叫万トス1 せ司スf 紋日号~号ヰ今71号入ト0101] ，唱ロトL十啓全量

13 AlbertWo旺，LeFi，伊ro(7 fev. 1884). 

14 Shigemi Inaga，百do凶 rd!I似neten 1883:印 pplementau bilan aitique ci aprlとsle depouillement d白

M世d白 neαologiqu白:']inbun Rcmso， vo1. 12 (Mie University， 199う)，pp55-88. 

15 Melete Bodersen，‘Eady Imprl白 sio凶 tSa1白 1874-94 in the light of some unpublished 'proo白一

verbaux:" Burlingp仰M.t.宅gazine(June 1968)， pp.3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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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가 발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단지 이쉬운 점 

은 저자가 통설의 ‘오해’ 들을 바로잡는 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왜 그런 일관된 오해 

가 생겨났는지를 날썩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이 불일치는 의외로 중대한 몇 가지 사 

실들을 은폐하고 있다. 그내용은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일반적으로 경매의 순서는 경매장에서 배포된 작품목록의 번호와 거의 일 

치하지 않는다. 마네의 경매에서도 경매의 순서는 鍵定A인 뒤랑-뤼엘이나 마네의 

기족， 거기에 경매책임자인 뒤레 등이 세밀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되었다 경매 순서 

에 따라전체적인 판매량도결정되는만큼， 작품의 배열에 엄청난신경을쓰지 않을 

수없는법이다. 다시 웹， 내부관계자들은미리 경매 순서를마음에 새기고경매장 

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최소한의 전제로 한 뒤 앞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세 

상에 알려져 있던 입찰자 이름(그 중 하나는 뒤레가 손으로 쓴 목록으로， 타바란A 

G떠빠의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과 속기록의 입찰자 이름이 어긋나는 

경우가 몇 군데 눈에 띈다. 그 중에서 가장 고가인 물건은 〈라튀유 씨의 깨에서 

ChezleR양t? 1athμille)도 11와 〈빨래 Le Li:ηg양도 12였다. 

〈라튀유 씨의 가게에서〉는 ‘렌호프(1ξon Koëlla 1εhnhoff) 씨’ -당시에는 마네 

의 조카로 알려져 있었다-가 5 ，000프랑에，(빨래〉는 화가의 인척인 외젠느 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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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에두아르마네 ’ 
〈라튀유씨의 가게에서)， 
1879년’ 
캔버스에유채， 
92 Xl12an 
투르네미술관 

12 
에두아르마네， 
〈빨래)， 1875 - 1876, 
캔버스에유채， 
145 X 115αn， 

메리온반즈재단 

包ス.17ト宮君~ス.1 ~さ毛利月間司~双匁セス1吾甚-ua吉岡l 且cヰミé-t:十.吐ス1 01-91全13

Jさス1ストアト号営~‘~-司'量全日ト豆毛?と司叶平音音を斗叶ス1. 911 ユ型望号司♀司

アト λ~~~"とスl曇望持lオ芙守安014. 営オ1豆_ 01 苦言スl七斗~豆号--cHを実 7トスlλト

信号会会司|言トユヱヌlヰ.ユ叫舎会斗合ヰ若01λ~17トスl豆￡LQ平吾斗.

♀{!~吐ヰ♀豆~ロ~~全λ?と~ロ1を叶lλ1 B~豆喧~吾号号斗唱.2:-斗オ~包

スl言トス.1~主主ラヰ.ロトli1~ 忍ロ1叶lス司王~ロ1斗全斗と鑑定人Cj:!:許す一割嘩011.十ロ同1~

71弓ニ，ア~71 叶l 忍ロ~~世スト包司司号01λ~1望吉岡'1 ;習斗暑さ1ぺ召78司匁斗.~ロ1 全斗

叶11Iヰ斗祖対11~司 cj 社ロ1守王召78司をせ吾， zf吾斗 B~包叶l 唱~àB 全l~会全スl 役会

牛訟をラ唱。1ヰ.中1 事~， ~ヰ靭1スト吾会ロl司 J判例曇ロ恰斗1λ~71Jl~叫す

叶11qJ言トオ1~~ラ突01ヰ. 01呈-司3こせ.~忍オl豆電T 司 22斗今71号金者包司且耳1.Al1 

分叶l堂司オヌl日首をスト 01喜-(ユミ手許斗七手{司117ト会主豆ぞ号号i豆，昨日ト荘A.

Ta凶âI1t~ ~こす吾01匁宮英♀豆 22司スf 双ヰ)斗今71号斗首巷スト 01吾01 叶夫斗七

~♀7月刊制桝.ユ号叶lλ↑ 7けJl7凶副会 く桝弁ぷl~ 7}~1桝

Chez le Pere 1aめuil砂王11斗く曹司 LeLinf，iφ互 12匁斗.

く斗弔千ト外斗 7}~1叶1λ-1>ミラ明主豆(LéonKoella Lehnhoff)列ーす入|叶!とロ同1

斗乏ヲト豆せ司社双匁斗-7トラ，000豆す叶11. く曹司〉を詩アト斗包~包~司王二ロ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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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外l干o千三ロ}l;jl.
〈斗耳司令ぷ~9.J 7}1l1叶|λ-1>.
18791ぜ，
ぇ1叶ごと斗11-升ヌn，
92x112αn 

手豆叶ロ1告吾

12 

叶l干斗豆ロ}Li1.
〈唾司>，1875-1876， 
週吋と叶l弁ヌ:n，
145X115αn， 

叫l司会吐三三ス1吐



13 
에두아르마네， 
〈나나)， 1877년， 
캔버스에유채， 
154 x 115an 
함부르크문스트할레 

14 
에두아르마네， 
〈폴리 베르제르의 주점>， 
1881-1882 
캔버스에유채， 
96 x 130an, 

런던코톨드인스티튜트 

(Eugène Manet)가 3 ，000프랑에 산 것으로 되어 있다. 하찌만 속기록을 보면 이 두 

작품은 실제로 뒤레 본인이 8，000프랑을 주고 샀음을 알 수 있다. 경매책임자인 뒤 

레가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n페의 가족들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새로운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여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점은 〈라튀유 씨의 가게에서〉와 〈빨래〉에 

이어 경매에 부쳐진 작품이 〈올랭피아〉였다는 사질이다. (올랭피아〉의 판매 가격은 

경매 전체가 ‘성공’ 리에 끝날지를 점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결 

괴적으로 〈올랭피얘는 10 ，000프뺀1 렌호프에게 판매되었다. 액면상으로는 이것이 

경매 두 번째 날의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이틀째의 판매 총액은 94점에 대해 43，때 

프랑. 즉 〈라튀유 씨의 가게에서) ， <빨래〉 그리고 〈올랭피아〉 세 작품의 판매 가격인 

22 ，000프랑만으로도， 그날의 총 판매가의 반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상행~l서 쉽게 추정할수 있는사실은， 우전 유언에 의한경매책임자뒤 

레가 〈라튀유 씨의 7때에서〉와 〈빨래〉를 의도적으로 고깨 매입함으로써 , 경매가 

를 전체적으로 높인 것이다. 이런 예방조치 덕분에 〈올랭피。p도 그에 상딩히는 가 

격으로 판매되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은 채 순조롭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해도 무방 

할것이다. 뒤레가제시한금액이 얼마나의도적이었는가는， 경매 첫날과비교해 보 

면 분명해진다. 첫날의 주요작품을보면， (나나 Nana)도 13는겨우 3 ，000프랑， 만년 

모더니스트미학의 기원과시장조작의 승화 265 

13 
叶肝心ト三ロ同1.
く斗斗)， 18力喧，
7，}l叫三三吋，]-存刈，

154x115αn 
苦手三五号とE苦司l

14 
叶l手斗三ロ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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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폴리 베르제르의 주점 1e Bar 

aux Folies - Berg짧〉도 14조차도 5 ，850프랑에 그쳤다. 

이 두 작품들 직전에 경매에 나온 〈아르장퇴유 L ’ 

A쟁enteuille)도 15는 12 ，500프랑이라는 가격에 낙찰되었 

는데， 실제로는 렌호프의 명의로 가족들에게 양도되었 

다. (아르장퇴유〉에는 비교적 높은 가격이 붙었으나， 그 

후의 〈나나〉와 〈폴리 베르제르의 주점〉의 경매에서는 엄 

청난 가격 폭락이 일어났다. 주최자들이 이 두 작품의 

경매에 실패한사질은 명백하다. 실제로 뒤레는 이 첫날 

의 경매 후에 졸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친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써버려， (나나〉와 〈폴리 베르제르 

의 주점〉과 같은 대작의 경매에 실패한 사실을 숨김없 

이 이。꾀했다. 마네의 친구들과 지지자들의 진영에서 

는 이미 자금이 바닥을 쳐서 , 다음날의 경매에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뒤레는그렇게 고백하고졸라에게 자금원조를요청했다 16 
에두아르마네， 

여기까지 분석해 보면， 두번째로명백한사실은， 대부분의 주요작품이 마네의 아르장퇴유)， 1874년， 
캔버스에유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팔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계자들은 그런 무대 뒤편에서 벌 149 x 115an. 
투르네미술관 

어진 징면들이 절대로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히려 했디는 점이다. 첫날， 

공식적으로는 렌호프와 작품감정인인 자코브가 각각 〈아르장퇴유〉와 〈올랭피아〉를 

최고71에 시들인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렌호프는 떼의 아들이었으며， 자 

코브는 떼 부인의 대리인이었다. 더구나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최고가의 작 

품들은 실제로 경쟁상대도 없이 순식간에 낙찰되었다고 한다 17 그리고 둘째 날에는 

가격이 떨어지는것을방지하기 위해 뒤레가자금을제공했다고한다. 거의 내부거 

래나마찬가지 형태로， 경매가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은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따막으로 세 번째 λ}실은 매1와 그 지지7-1들이 제시하고 그에 따라 낙찰된 

가격들이 하나의 경향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경매에서 화제가 된 작 

품들은 모두 마네의 畵業에 있어서 인상주의적 색채 때문에 논쟁을 일으킨 작품들 

16 de Duret à Zola (4 fév. 1883) , manusait, Bibliothèque na디onale de France, Paris. 

17 Paul Eudel , ‘갑 vente Manet ," Le행raro (4-5 fév.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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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아르장퇴유〉는 너무나 강렬한 청색 때문에 “청색 편집증(indigom때e)"이 

라는 경멸적인 별칭이 붙었던 데다가， <라튀유 씨의 가게에서〉나 〈빨래〉는 시인 말 

라르메가 ‘미술사에서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작품’ 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는 했으나， 

만츠가 더할 나위 없이 혹평했던 작품들이었다. “대대적으로 선전된 외광(plein air) 

이라는 걸 이 회화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이 뒤레를 포함한 인상파 옹호 

자들에 대한， 만츠의 거리낌없는 전면부정이자 선전포고였다. 인상패뀌 대해 비교 

적 관대했던 위스망(Joris C앙1 Huysmans , 1848 -1907)조차도 미술학교에서의 n써1 

유작전을 보고， 경매목록에 퍼F네의 만년의 작품들은 범용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18 

고적었다한다. 

1884년 당시에 평가가 갈렸던 마네의 후기 작품 평가액을 보면， 마네의 가족들 

과 지지자들이 무엇을 획책했었는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마네가 죽은 시 

점에서 팔리지 않고 아틀리에에 남아 있던 인상주의적 실험작을 취급하는 회화시장 

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점， 그래서 이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계지들에게는 

도박이나다름없었던 점이 부각되는것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가치의 사회적 창 

출’ 이 달성되지 못했다면， 당시 마네를 필두로 해서 ‘바티놀파(École des 

Batignolles)’ 라고 멸시받던 화기들， 즉 모네 (Claude Monet) , 피사로(Cam피e 

Pissarro) , 시슬리 (빠'ed Sisley) , 르누아르(Auguste Renoir) 등의 인상파 화71-들에게 

밝은 미래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마네의 경매책임자였던 뒤레가 그 후 인상파의 

옹호자로서， 주요한 전기작가로서 이름을 남기고， 그 경매에서 경매시를 담당했던 

뒤랑-뤼엘이 인상파의 畵商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님킨 것도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연극 용어를 빌려 말하지면， 마네의 아틀리에 경매는 장래에 도래할 인 

상파 회화의 가격 폭등을 노린 투기꾼들의 대본에 따라， 무대감독이 연출한 하나의 

연극무대였다할수있다. 

18 Pierre Courthion (려J ， Maηet racm뼈parlui-m혀reet명r ses amis, vo1. 2 (Genève: Pierre ca피er， 

1953). pp .143-144. 

모더니스트미학의 기원과시장조작의 승화 267 

。l匁斗. くo悔す司千ト〉き叶平斗な望号7à~ ~吾叶l “桝割号(indigomanie)" 0 1 

司七7â電3i~唱~01 吾匁宮司lヰァト， く斗朝千ト ~1~ 7同l叶lぺ〉斗く唾叫〉セλl包宮

斗豆叶117ト‘ロ1含λ同lλ? を入1司~司会夫~~，吾~ 01斗五量011若乃許71と裁♀斗，

吐主アト叶苦 L十字~ ~01 苓18或屯~吾吾01労:c:十.司叫3i主主位忍喧~号(plein air) 

o同七吾 01 司詩吾叶lペー委。1吾牛7ト~斗." 01~え 01 靖司曇豆苦を包分斗モト主

スト吾011 司社，吐き$lオ司7{J~ミラ忍喧ヰ~01スト位忍豆互交iヰ.包守中~1 叫司l:ll JlL

4社司裁司刊とす(JorisCarl Huysmans， 1848 -1907)丞ヌト王ロl告守j]L叶1λ~~ ロ}li1

弁斗忍会且l， 33ロ1号号吋1 ロト'li1~ せ\:i~ ~吾吾会唱舎を牛吾叶1 叶号叶双ヰ "18

Jl~司匁ヰを斗.

1飽4吐いl叶砂川益支i司ロ}li1~ 卒71 ~吾エ~7開会且吐ロ同1~ 7降雪

ヰスlスlスl吾01 平吹会~~司裁匁セス.17ト叶今-q:J善吉岡l 王叶吐斗.号ロ同7ト号会人1

三宮叶lλ?割ス.1~よ'Jl o}号制叶l やトヌ国~公判有調~金手~if"6}七~品問

。10同毛ス1言トス1t達公司 28 ，ユ司λ~ 01 入時金子尋苦牛 21と叶アト社オ1ス}吾叶lオ1~

玉可。ll.十斗吾.~匁~ {3 01 苧之十司t zヨ 01ヰ.01零オ1 司社刈豆会アトヌ，1~λト~3i守

幸，01 言-^à 司スl 芙或ヰ喧，すλ1 ロ}li1曇重手豆司λ~ 'l:l}~量斗 (École des 

Batignolles) ，斗豆電入1浩司卦7}号，号旦叶(ClaudeMonet)，三ヰλト豆(Cam出e

P凶arro)，ぺ割(雌edS凶ey)，三同区(AugusteRenoir)判的斗詩71吾 刑

事十会ロ1~吐~匁金受01ヰ.オlヰァトロ同1~ 7âロ.~~世スト対日剖司117トユ卒 ~^JIヰ~

舎立スト豆λl 手丘を忍ア悶7ト到。悟告\3?lJl，ユ刺叶lλ~ 7aロド1号樹勢司

司す一朝包01 包サエヰ~畜商♀豆λ? 句人同11 01吾合珪之1~え王吾豆♀包01斗霊牛

~金安01斗.包号制曇宮司苦言トス問，ロ同1~ o}吾削刺せを司叶|到雪包

サエヰ司尋217ト2=l号号会h二電手，71音量判叫甚叶l叫斗平司社号。1(司書?を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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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pp.14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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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님}네 사후의 영광을 위한 시금석’ 

1884년 2월의 마네의 아틀리에 경매는 성공 을 거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 마네 연 

구지들에게도 그것이 흡사 당연한사태인 양 받아들여졌다Ii.출판계를 앞에 둔 인상 

파괴 (1959)의 저자 르테브(Jacque Lethève)는 낙찰가가 낮았던 것을 이유로 ‘절반의 

성공’ 이라는 의분에 찬 발언을 남겼지만， 이는 마네의 승리가 확립된 후에 나온 사 

후적 평가이자 소급적인 억지춘향 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뒤레를 포함한 경매 당 

사지들이 경매가 ‘성공’ 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얻지 못하면 마네 사후의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긴박한 상황판뺀1 몰려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근대 미술 

의 아버지’ 라는 o페에 대한 오늘날의 평기는 당시 아직 성립되어 있지 없k다. 실 

제로 뒤레는 회고전과 경매가 마네의 사후의 영굉에 ‘시금석이자 결정적인 시련’ 이 

될 것을 분명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19 그리고 뒤레는 경매가 정공’ 이었던 것처럼 연 

출해서 보여주고， ‘예상 밖의 성공’ 이라는 인상을 세간에 퍼뜨리는 데 유일한 공헌 

자는 아니었다 해도 중요한 관계자 중 한 명이었다.1902년에 간행된 전기 110떼 

Mαηe{n에서 뒤레는 이렇게 적었다. “경매는 위태로운 상행~l서 시작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바로 성공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양상을 보였다 " 20 이 기술을 어떻게 해석해 

야만할까. 

경매에 대해 이。꾀하는 단락에서 주요 작품에 얼마의 가격이 책정되었는지를 

일일이 열거한 뒤에 뒤레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경매의 소란스런 외침 속에서 이 

가격들은 당치도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대실패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언제라도 

비웃어 줄 태세였던 이들은， 그 가격들에 완전히 얀색이 바뀌어 풀이 죽어 앉아 있을 

뿐이었다. 마네가팔리다니. 너무놀라버린 군중들은출구에서 너도나도그렇게 말 

했다. 뉴스는 순식간에 파리 전역으로 퍼졌다.1884년 2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친 경 

매 총액은 116 ，637프랑에 달했던 것이다. 경매 총액은 승리의 표시로 떠들썩하게 

선전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배후에 숨겨진 사실을 알고 있다. 뒤레의 공평하 

고 담담한 기술은 막대한 경매 수입이라는 인상을 만들어 내는 데 능숙하게 공헌했 

지만， 실제로 100 ，000프랑이라는 가격은 인기 작가였던 메소니에 (Ernst Messonier) 

의 유화 1점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마네 자신이 매긴 평가액대로 거래된 대작 

19 1héodore Duret, 註 3의 책 . p.257 

20 위의 책 .1906 , pp.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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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判9.l~， 1906， pp .243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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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점도 없었다. 이것이 실태였다. 평가액이 15 ，000프랑이었던 〈아르장퇴유〉가 

12 ，000프랑에 렌호프에게 팔린 것을 최고 가격으로 해서 ，(올랭피아〉는 평가액 

(20，어O프랑)의 절반 가격으로 렌호프가 경쟁자도 없이 시들였으며 ， (폴리 베르제르 

의 주점〉은 평가액 10 ，000프랑의 60퍼센트를 밑도는 5 ，850프랑에 마네의 친구인 작 

곡가샤브리(많:rrnanuel Chabri)가구입했던 것이다 11르피가로』 지의 기자인 외델 

(Paul Eudel)은 이 사태에 대해 이것이 정말로 성공인가? 아니면 실패인가?’라며 

고개를가웃거렸다 21 

이틀째의 경매가 끝난 시점에서 뒤레는 졸라에게 “성공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양상”의 실태를 조금은 솔직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이야기했다. “ ‘이틀째에 가격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나의 걱정은 다행히 현실로 나타나지 않 

았으며， 살사람을 찾기가가장 힘든 습작도 구매지를 찾았습니다. 대중들은 이 결과 

를 당치도 않은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만족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앞에서 본것처럼， 이 이틀째의 판매 총액의 30퍼센트는바로뒤레가 

지불한것이었다. 이것이 가격 폭락을저지하고 〈올랭피아〉의 체면을지켜주는데 

니름대로공헌한것은틀림없다. 하지만뒤레는마네의 가족이 〈라튀유씨의 가게에 

서〉와 〈빨래〉를 다시 사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몰래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 

는， 절친한친구인 졸라에게강}침묵을지켰다 그리고내부거래나마찬찌인 이 

러한 개입 방식은， 경매책임자 당사자에 의해 경매 현장에서 은폐되었음은 물론， 이 

후그의 저작을통해 지금까지도의문시되지 않고불문에 부쳐져 왔다. 뒤레는그러 

한 출혈을 대가로 해서 경매가 성공리에 끝났디는 인상을 일관되게 대중들에게 주 

입시키는 공작에 성공한 셈이었다. 그것이 ‘만족할 만한 이유’ 의 내용이리라 

세간에 선전된 화려한 ‘승리’ 란， 실제로는 거의 허구적인 조작이었는데， 이는 

필요한 자금의 고갈이라는 위기적 상햄l서 힘겹게 거둔 것이었다. 그러나 졸리에 

게 보낸 편지에서 뒤레가 아무런 포장도 않고 솔직히 밝힌 그 위기적 상황은， 1902 

년의 전기에서 볼 수 있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잃지 않는 기술 속에서 완벽하게 불식 

되어，파멸적인결과가발생할수도있었던가능성은이미 털끝만륨도남아있지 않 

게 된다. 허나 이러한 사료 조작의 책임을 뒤레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 

면 1902년에 n써1의 전기를 간행했다는 사실은 1884년의 경매가 대실패일 수도 있 

21 註 17과동일. 

22 de Duret à Zola (5 fév. 1884) , manusait,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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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기능성을 애초부터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1884년 경매의 

‘성공’ 이야말로 1902년의 마네 전기 간행을 기능케 한 필요조건의 연쇄 속에서 중 

요한고리였던것이다. 

VI. ‘예측하지 못한 신격화3 

그렇다면 이 경매의 ‘성공’ 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볼프에게 귀를 기울여 보자. 

“마네의 작품 덕에 바티놀파는 오댈 드루오(Hôtel Drouot)에 강림할 수 있었다. 이 

경매는 당시에 가장매혹적인 광기(1' une des ch없nantes folies) 중 하나였다. 한시 

간 동안 나는 그곳에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될 지 불안을 감추지 못한 채， 나는 이 

몰려든 친구들과 열광한 사람들， 구경꾼들이 마네의 재능이 승리를 과시하며 빛을 

발히는 작품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거의 가치가 없는 것 (les choses 

les plus ins뺑뼈ntes)까지 싹쓸이해 가는 것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아틀리 

에의 습기에 녹녹해져 절반 정도는 그림의 형체를 분간할 수 없게 된 파스텔 초상화 

에까지도상대적으로 부적절한가격이 매겨졌다껏 

여기에는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견해가 있다. 우선 볼프는 이 경매에서 미적 가치 

판단。1 완전히 상하 전도된 것을 재빨리 간파했다. 실제로 볼프가 “금전적으로도 예 

술적으로도거의 가치가없는것”이라부른작품들은， 뒤레가졸라셰게 “살사람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운 작품으로 걱정하던 작품들일 것이다. 파스텔화는 둘째 날 

경매의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거래되었는데， 이 때 뒤레는 제일 먼저 나온 〈여가수〉 

를 300프랑에 사들였다. 이것이 대작을 위한 자금을 결정적으로 필요한 단계까지 소 

중히 남겨두면서도， 파스텔화의 경매 가격 설정에 모범적 가격을 제시한 시위 행위 

였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여기까지 오면， 뒤레가졸라에게 의뢰한회고전 서문에서 ‘몇 점의 부식동판화 

를 단지 ‘부식동판화 라고 고쳐 써 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물론 이는 얼 

핏 보기에는 경매에서 판화나 습작에도 제대로 된 가격을 매겨야 히는 경매책임자 

의 이해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적 판단의 근본적인 전환까지도 노 

23 꾀beπ Wolff, 앞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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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日 7P苦労金 o~主平司ス~1~λlヲ1Jl妓71 司吾01ヰ.オ干豆苦言問， 1お4吐 78ロ~~

‘母子 01 0þ'宮豆 1902\:!~ ロ}~1 忍71 社守会 7P6-升l を吾丘三~~包司今叶IlJ'l 号

♀曹三工司ヌÃ~ ~史01斗.

VI.叶尋許スl美智生lz=1詳

ユミ言ヰ唱。l 弓ロ.~~ .母子主主手会唱。1苦λ』裁をアト.曇豆叶lオl升曇71全叶旦スト.

、}~1~ 斗吾弓叶11 1:3ト司量ヰセ♀盟三平♀(Hôtel Drouot)叶!な唱雪牛双匁斗.01 

78ロ1をすλ1叶117ト守司書ヰ包号71(1' une des charmantes foH白)号許斗対斗.をλ1

之T号吐斗セユ芙叶11~玖~斗.王.111対l 叶写オl 吾ス1 差せ会若手スl 芙をヌl 斗を 01

号司吾担干号ヰ包号電Tλト苦吾，子78音量01 ロ同1~ ス1ミテ01 令司曇斗入片岡要会

堂言~~吾警 oト叫斗，舌忍荷主主王叶1含荷主主王オ~7トス.17ト訟を葵 (1白 choses

les plus insi.伊 血nt白)万トスl叫会01司71セ安全表。閃斗叫斗且22l匁斗.01吾司

叶11~ 合71叶1 母埼司スf 電吐7à王七ユ言~をきヌ~1呈-甚之}雪牛~オ1 :司王ヰ三二望主公詩

叶万トスl王.公司有♀豆平司盈をァト2=101 ロ~~忍斗 "23

cヰ71叶1セ・λ817トスl手号雪せを忍司ァトヌ1ヰ.♀位差豆七01忍ロ1叶1バロ1-0i7同

社吐01 剖司令同祖国安全神明社ヰ桝.制豆吾豆yト“音羽~~1

含有企豆王オ~ァトヌ17ト訟を葵"olè十平吾斗著吾会，割司117ト雪斗~1オl “位入ト昔金

安全 ~01 .アトす叶司を:斗吾~~7à許.~~.吾吾宅2 2え 01ヰ.斗こと望詩七量柑言

78ロ.~~割判~号荷主主オ司瑚制11. 01 ~手同lセオl包明斗会 くCヰ71牛〉

吾 300豆号叶l 入}吾気斗.01突01 叫~会刊をスト舌会召7à有主主善玉Lを吐オ!万トスl こ主

号司すオ干喧λ↑王，斗と望室+~ 78 ロ'~ 7同信想叶1旦唱有 7ト2司会オ1入1を入1判君事判

匁岳会干宮苦吾S玉~ヰ.

cヰ71万トスli坦，剖司117ト歪司斗1オ11~司社~Jl忍 λ↑吾叶|λT 嘆1J斗芋斗号垂井'

曇吐ス1 ヰ斗号垂井斗五三u司ぷ~ ~èl豆半Efを 01-Rーァト吾.~司忍斗.苦号。lミラ営

安旦.71叶11~ 78 ロ1叶1λ十吐詩斗合桝1玉オ1司豆甚ァトヰ含ロ制。片足 78叶~唱スト

~ 01司曇世場を突2j 誓01斗.ユ叶斗 01夜会ロ1~司社吐司そ菩有包を塾万トス1王 Eこ

23 Albe氏 Wo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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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것이었다. 즉 뒤레에게는 부식동판화가 석판화나 파스댈화， 소묘 등과 비교해 뒤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 아카데미의 가치관에 따라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된 밑그 

림이나 복제품과는 달리， 그 자체로 유혜~l 손색이 없는 오리지널로서 평가되어야 

했다. 부식동판화의 단편성， 즉흥성， 표현성 등의 특질들은 모두미술학교나미술 아 

카데미의 위계질서 내에서 희생되어 온 것이었다 그렇게 규율’ 때문에 억압되어 

온 가능성들에 생생한 생명감을 부여한 점이야말로 마네 예술의 본질이었다. 또한 

뒤레는 외광의 색채표현에 더해 즉흥적 제작의 자유롭고 활발한 기운에서 =u} 정 

의한 ‘인상주의’ 의 요체를 발견했던 것이다. 보들레르가 「현대성 (m어ernité)J에서 

“순간적이고 변하기 쉽고 우발적 (le transtoire , le fusi바 et le contingent)" 이라고 정 

의한현대성을구현한화가마네에게， 판화나크로키， 파스벨화등은 ‘현대성’을발 

휘히는 절호의 매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단편적인 작품들은 마네의 작업에서 가치가 없는(insi，맹표ìantes)’ 

것이어서는 안되었다. 오히려 살 사람을 찾기가 가장 힘든” 이 작품들에게 경매장 

에서 ‘살 사람’ 을 찾아주고 상품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경매책임X쩨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매장인 드루오 호텔은 무의미’ 하게 보이는 ‘가치가 없는 것’ 들 

을， 시조배서 이윤을 남기면서 유통시킬 수 있는 상품(comm어ity go여s)으로 변모 

시켜， 그만큼의 가치를구축해 내는 연금술의 무대였던 것이다. 

두 번째로 볼프는 이 시장전략이 바티놓파 즉 인상파의 장래에 결정적으로 중 

요하다는 것을 간피했다. 미술학교나 미술 아카데미 류의 완벽하게 ‘마무리된’ 작품 

(æuvre finie)과， 미완성의 소묘(d않sin)나 붓터치가 남아 있는 소품(morceau) 간에 

범주론적인( categorical) 구별이 유지되는 한， 인상주의적 작품들이 미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없었다. 하지만 ‘무의미’ 한 소품이나 “거의 그림의 

형체를 분간할 수 없게 된 파스댈화라도 일단 마네의 작품’ 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심미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즉 작품으로서 시장에서 승인받게 된디면， 인상파 

회화가 미술시장에서 시민권을-확보할 가능성만큼은 적어도-보증받을 가능성이 

열리는것이다.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부적절한(즉 상궤를 벗어난) 가격 (des prix relativement 

insensés)’ 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가치판뺀1서 혁명적이라 할 만 

한 현상이 ‘환각(hallucina다on)’ 에 사로잡힌 대중들의 일종의 집단적인 ‘광기 

(folie)’ 속에서 실현된 것도 볼프는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볼프가 보기엔 어이 

없는 일이었지만，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 들이 여기에서 (키톨릭적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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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突01匁斗.号明司l叶lオ1セーヰ斗号垂井アト斗社幹斗斗三二望尋，土旦号ヰB1.:llI'司弔

電叶スlス1~させ突三豆λl 01ヲト司lロl斗7同社叶1叫斗ヰヌ問包突♀豆汗7a呂望ユ

言。l斗ヰオl吾ヰ七三E司，ユス同l豆弁砕~1 全斗o1 ~鼠七♀司ス114豆λ↑エ~7同~ol=

裁斗.芋斗号吐主}~吐司^d ， 号苓営，豆電^d 号司王手吾量全互手ロ1告宣{.:llI1.十ロl含 oト

ヲ同lロ1~ 平岡吾λc↑叫叶lλ↑司守司叶会提01匁ヰ.ユミ草刈守会~trl1吾叶l 斗廿司。T

.g. 7P舌匁吾叶|想恐竜Tλ~ua社会芋叶電} -93 010l=~豆ロト叶1 ~1全斗菩ミ~01匁斗.豆電T

司司会~刺州豆電叫叶司号苓ヰオ11~~ ス同吾五暑苦をァ陪吋1バユアト忍

斗を‘ミ]分手斗'~丘埼l吾豆沼雪IE Zえ01斗.且吾司豆アト「て型叫^d(modernite) J叶|λT

“全社'~olJl司君ト71 省五千曽有 (le 凶nstoire ， le fusitif et le contingent)" 01斗Jl78

斗在宅叫借金干電を詩アトロ阿川オl吐井L千五豆ヲl斗と望詩号会電叫 d̂'会苦

戦 1七翠豆斗ロ判銅剣斗

ユミ言ヰ唱。l 吐聖司包斗吾霊会ロ同~斗唱叶1ぺ‘アトス，17ト~ミラ(insi伊立iantes)'

Zえ01~ペセせ司匁ヰ.5L司司“堂入ト苦会委717トァト守宅吾~' 01 斗吾吾叶1ォ1 .忍ロ~;昔

叶lλT位入ト育会委。1子ニ五分吾7トヌ1曇早叶言}七突01:者ロ'~~甘スい~1ォl 丘干.~匁日

ヲヨo1r:千.叫ct・̂i7clロ1守也王手♀豆電岳写.~ロr 吉岡l 且01とヲトヌ，17ト訟と戎'吾

会， λ附lス~ 0ほ会tJ7問λ↑持入国牛栄公吾(commoditygoods)主主喧旦

λ15司，ユせ吾'~7トヌ1曇干尋司叫ミラ包舌含4 平司匁目安01 r:干.

干司1柑豆吾豆ミラ 01 入1~忍号。l ‘Hト同量エ年号包サヰ斗す司叶11 ;盈忍荷主主号

丘言同七安全社ヰ勢斗.ロl含守立しい1含oトヲト司1ロ1，号斗社司吉岡l‘ロ}平司呂'4吾

(ぽuvre悩 e)斗，ロl社'̂d斗ム旦(d白 S担)斗英司ヌ，17トすoトヌlとよこ菩(morcロ.u)社叶l

唱手芸司C{l(，αtegorical) 子宮01 弁ス同七社包分子:9-1~司斗吾吾01 ロ1全斗 7}~1曇

包78畦会牛ヌ14壬Cヰスl七o同11~鼠匁斗.言トスl吐‘干.~ロr 君主こ菩011.十“オ~ユ言~

宅対1曇甚社告牛~オ11~' 斗ごと盟主十斗三 2L吐ロト'1Ì1~ '4吾金子'̂d言}七Sム豆λT

43ロ1~包 7トス1吾C{l78畦オl 司喧，号 4吾2豆λ1λl~J叶1λ? 令c{l珪オ11 ~r:十~，C{lサヰ

~詩アトロ1告人間叶内入11i1型金一詩且雪 71*ノ宮吐吾会有叶王一且号畦会 7l*^d 01

望己1きそえ01斗

斗111誼柑豆，‘公司242豆半斗盈を(号令河l曇喫叶¥l-)アトヰ(d白 prixrelativement 

凶仙台)'0同長豆電叶内王堂牛双妄01.01司菅井スl吐引内雪E料 01斗雪吐

を司令01宅斗(halluc泊ation)'011 入ト亘社電叫号吾~，望号斗~吐ヰc{l号71

(folie)' 今叶六~{l哲司 Z交正，吾豆七抑制吾容ほ矧斗吾豆yト旦.71c:&叶01

~を言。l匁ス1せ，平:9-1ロl言トユ工‘アトス17ト~を英'号01 (ヰ71叶1ぺ(ヲ1吾司有斗ロ1叶lλ↑)

互叶叶と豆ロl司叫 715fi斗λ1守主斗司令室}271 



신비한 ‘실체변화( transsubstantiation)’ 를 이루어， 금전적 투기의 대상으로 승격된 

것이다. 볼프는 마네 사후의， 이 생각지도 못한 승격에 아연해 하면서도， 이를 ‘예측 

하지 못한 신격화(f apothéose imprévue)’ 라고 일부러 과장해서 됐다 24 이어서 

그는이렇게말했다. 

이 친구들과 환각질환자들(뻐ucinés)의 무리 중에서 감정인 뒤랑-뤼엘에 관해서는 특 

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 밀레 루소， 코로， 들라크루아의 그림은 모두 이 사람의 손을 통 

해 팔렸다. 지금 이 선량한 사람은 마네가 한때 그 수령이었던 바티놓파를 상대로 다시 

한 번 똑같은 연극을 꾸미려 하고 있다. 마네에게 홀린 인상파 무리들은 모두 그를 따른 

다. 카유보트(C때lebotte)며 어중이떠중이들이. 이런 ‘거장 무리들에게 뒤랑-뤼엘 씨 

는 될 수 있는 한 가장 빛나는 미래를 예견해 준다. 아마도 이 감정인은 관대한 마음 속 

갚은곳에서 ， 마네가거의 진정한 예술을손에 컬 뻔한순간에， 조금은 ‘묘한상념’ 에 빠 

졌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왜냐히면 그의 손으로 경매에 부쳐진 작품들이 극도로 무질서 

한 종류의 물건(1’ obj앉 d’ un genre plus désordonné)이었던 만큼， 만족감도 한층 컸음 

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걱 

VII. 미와 추의 변증법 

1884년 마네의 이틀리에 경매가 알아채기 힘들게 위장된 연금술의 무대였음을， 볼 

프만큼 냉소적으로， 그러나 명석하게 간파한 비평가가 또 있었던가. 첫째로， 이 엄청 

난 스캔들이， 경매장에 있던 이들 중에 볼프를 빼면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 소위 비가시적으로진행되었던 점. 다음으로， 이 비가시적 스캔들이라는 연금술 

적 실험이 ‘성취’ 될 것인가의 도받배는 서구미술에서의 ‘미술 의 정의 자체가 걸려 

있었던 점 . 세 번째로 회장인 뒤랑-뤼엘과 더불어 그 그늘에 폼을 숨기고 있던 마 

네의 유언집행인 테오도르 뒤레 무리가 볼프에게는 ‘환각질환자의 무리’ 로밖에 보 

이지 않는집단적 광기의 연출자였던점. 이 세 가지 사정이 볼프의 경매 방청기록에 

잘나타나있다. 

24 위와같음 

25 위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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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を‘{l斗l型詩(transsubstantiation)' 曇 o芹叶 ， 舌忍斗手71斗司令}~す~喧

突01ヰ.吾豆七ロ同入}卒斗， 01λ~2fスl王芙せ令.~叶11 0同司言問λT王， 01喜・‘011尋

言トス1羽例制apo脱 oseimprevue)'斗豆電平司ヰヤ判取&q.2401桝

ユモoF草刈 I主勢斗.

01君子吾ヰ塾斗忍塾スト号(hallu仙台)斗平司号斗!大1社7s包司す一帯電斗1吐き判長号

司包音量7トスlァト21ヰ.E司手企，呈豆，吾斗ヨ手。ト斗ユ習会旦干 01斗苦斗舎告号

司苦虫斗.ス1舌01位寺曹人ト昔会ロ同17ト社司ユ牛弔01匁日叫司量司号令}r11豆ヰ入l

を司i 号若会包号金平ロ1司言トユ1RI斗.ロ}1-ì1叶lオ!吾迫~サヰ平司量全旦平ユ曇叫吾

斗.ヲト弁且E(C勾llebo配)叶叶号。l吋号。l吾01.01喧‘オず平司吾叶lオ1:唱す一手惜ぷ!

と吾牛匁告をァト守安斗七ロl司曇斗l在司歪斗.。トロト王 01在7s句会社叫をロ}合今

召そろ芙叶lλ~ ，ロ同17トオ斗忍習を司会会会叶11 ;;重唱社会社叶11.三E舌会‘旦をすぜ叶1叫

殻目安01己十五社吐戴ヰ s司ヰち問ユ斗会2旦7aロ1叶l芋ヰ忍斗吾吾01号王豆平吾λ?

を号千千8i号忍(1'objet cf un genre plus desordonn己)01匁日吐吾，古寺召王社寺ヲ設会

含， 01 干~~号号司且妓ァl 司吾01r:千戸

VII.ロl斗手当唱号唱

1お4~ ロ}1;]1~ 01吾司叶l 弓ロ~7ト堂。トヌ，~71 智吾オl 判す呈包舌告~平司~会会，吾

豆せ吾~~こ斗主主，ユ叶1十~斗言トオl 社斗を1:31IiJ 7トァトE双匁日ァト:;受柑豆， 01恒三宮

1せと君号01.7ðロ'~ÃJ叶1 双弓 01号号叶l 吾豆曇叫唱オ斗 o}干玉吉oトヌト叶ス1 美智

ヌl~こ判1:317い1~司♀豆在意m~ヌ~~召.斗合主主， 01 1:317い1~ と租吾olè十七坦舌含

ヰ42言。1'^d~ ' 霊安包アト斗王斗叶11~λT干ロl含叶1λ1~ ‘ロ1ぎ斗想斗ス同117ト召司

双匁E28.λ~1 喧柑豆到分~唱す一割哩ヰ叶吾。1 ユユミ言叶|吾会合'71Jl玖屯ロト

叶1~ 千トq128守也司♀王豆司司|平司ァト吾豆叶lオl七‘善之十召塾スト斗平司'豆噌叶|且

01ス1~さき~吐ヰ号71斗包吾ストヌÃ~ {j .o1λ~171ベ人間01 吾豆斗7ð叫す~à71号叶l

昔l十時斗双斗.

24判斗巷告

25判斗若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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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첫 번째 사실에 관해 부연하자면， 그 스캔들은 〈풀밭 위의 점심식사〉 

(1863)나 〈올랭피아)(1863)의 소동에 의해서만 성취된 것이 아니다(특히 1863년의 

《낙선자전》이 동시대인들에게 널리 ‘추문’ 으로 의식되었는지 어떤지는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는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러한상식은세기말이후에 소급적으로확립 

되었을 공산이 크다) . 전시된 물건들01 뱉작품으로서는 용인되기 어려웠던 까닭 

에 소동이 벌어지고， 눈에 띄게 스캔들이 발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상정의 차원에서 

일어난 가치관의 혁명은 이 ‘가치 없는 것’ 들， 즉 받아들이기 힘든 물체들이 미술시 

장의 상품으로서 인정받지 못히는한성취될수없다.추문을초래한작품이 작품으 

로서 인정받고 승인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보증해 주면서 그로부터 이윤을 얻는 

구조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미술시장이 칭출되기 위해서는， 경매장에 

서 비7씨적인 스캔들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뒤레나 뒤랑-뤼엘은 일종의 동어 

반복적인 조작을 행했다. 즉 ‘가치 없는 것’ 을 걸작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획책하는 

한편， 그들은 이러한 ‘가치 없는 것’ 에 걸맞는 새로운 ‘걸작의 정의’ 를 제장했다. 이 

는 말그대로 연금술그자체였다. 뒤레가경매의 출품목록서문에서 시도한것이 바 

로 그것을 위한 주문이었다. 말하자면 작가나 대중들은 회화의 주제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 ‘회화 그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 (la V;띠eur int1insèque de la peinture en soi)’ 

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정한 감식안을 가진， 진짜 예술애호가는 

“그렸다(Peint)는 말에 담긴 모든 의미에서 , 그림이 그려졌음”에 주목하는 법이라고 

뒤레는주장했다 26 현재의 관점에서 볼때， 이 텍스트가소위 형식주의 미학의 선언 

과상당히 유사한점은부정할수없다.단지 중요한것은， 거기에 담긴의도와그것 

의 동기가된 이해관계를냉철하게 간파히는것이다. 

여기에 세 번째 사항이 결부된다. 경매에서는 장래에 가치 승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예언해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그 예언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애호가 

나 구매지를 창출하는 것도 요청된다. 경매목록의 서문에서 뒤레는 경매장에 모여 

든독자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진정한미술애호가이니까， ‘회화자체의 본질적 가 

치’ 를 당연히 이해할 것이라며 아첨을 떤다 ‘회화 자체의 본질적 가치’ 를 이해하 

는 당신이라면 매1의 가치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독자를 설득하는 전법인 

26 Théodore Duret, préface du catalogue de vente, (Hôtel Drouot, 1884); aη띠μe d'avaηt-ga1τfe， 

(1885) ,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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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提唱補 λ~叶l 丑司芋Cß言トスド主，ユ三二君吾会 く苦苦手l .9.1 ~自信斗入ト〉

(1863)斗く金司エヰoト)(1863).9.1~二号叶l 斗司ぺ吐 Àd字国安ol o}yヰ(号言.1 1863¥i斗

〈斗位スト忍)01号λl叫包吾刊オ11~司 宇喜三豆.9.1斗司匁ミラスl叶唱スlーすoトヌ13ラ

71号せ~とうfす言l 斗4まこと叶全吋11. 01司をそ?斗会 λ~171 宮~ 01キヰ!こ士号ヰ♀豆暑苦

ヰ史浩号位。13:斗).在λ1呈割吾01ロ1全斗主主λ?七割司71~司裁百万同

叶! こ主号01 望叶ス.1JL，せ斗!1~オl と謹吾01 1昔想誠司戎011:十言トス1せ合同斗ヌト喧叶1λ?

包~吐ァトヌ1吐:9i司 rg会 01 乃夫.1~訟を契' 吾，号 唱。}号0171 型吾吾苅利1医吾O叶1 ロ叶l恰告入ぺl 

守斗う分J吾2旦λぺ?包3苓8菅スオl臭言?陪七電を1-;母宮宇詞f吾牛2獄i斗.宇吾舎主司電守T斗吾01斗吾5♀乙

豆λ斗?包;忍g畦ミ2工令q包]玉司1ア汁l判さ司1λぺT主是ヒ壬三，ユ7乃トヌ持l曇且号司三苧子q唱1λ斗↑ユ豆主ヰ子司 O叶l合舎包主七壬

干呈E到ク外トヌ州l洲叶

λぺ11:1咋17附2有司判q包]こと三考租1吾O叶1ノ母3料剖司主七壬z契史舎ア汁1同斗重吾丘Yト21匁百世01ヰ

手司1柑豆， 01叶をλ1豆全人|す苓量全判司，司司|斗司す一手!霊会包号斗号叶

吐号斗包ミ8f会守勢斗.号乃ス.1~七突'会召斗~喧旦λlヲ171 判司ミヰ~言ドと

をそ1ユ量全01叶を乃夫.1(訣主ラ戎' 叶r霊安ミラ λ1豆会召~斗 7S.9.1' 曇 ス~1苓勢斗. 01 

七宮ユ叫豆 Cß舌会ユス同11~斗.王制117ト7âロ'~.9.1吾吾号号 λ1吾叶lλ1λl王社交01 1:1}

豆ユZ完全判智子吾01匁斗.苦言トス問斗ァト斗司号吾会司詳斗子オl叶l吐λト主吾型

l十叶ス1.司井ユス同l斗菩召-6i~ ァトス1 (la valeur in凶出色quede la peinture en soi)' 

叶!とユヰスl手号言トス1~建設ヰ.言トスl吐忍7sを召斗せ会 アト忍，忍ヰ 011含叫玄71七

コ京ヰ(Peint)セ引l 吉之]旦吾.9.1ロ1叶内，ユ言。1 ユ司忍合"叶1 子号言.~唱。l斗2

司司セ手守勢ヰ戸電ス1斗モT28叶lλ?基叫，01司と9 ト3こ判宅斗子斗ロ1苛斗位<?l

ヰサす言1 弁入ト桂 三首会芋Aà苦牛~1:十. 吐スl 号丘を茶会オ71叶l す之1 斗王斗ユ突

斗号.717問。1司社オl曇~謹吉岡l 社取1七 ~01ヰ

叶71叶lλ~1 国柑 λトす01 .吾平司ヰ.7âロ1叶1λ?とす司叶117トスl 令2司会 71叫雪牛

玖七分吾会叶l包司且Cヰ千七突警 oト叶斗，ユ 011包叶|せ司社会歪牛双せ o~主yト

斗子ロ1スト曇守幸吉lセ Z交正丘~à呂斗.7âロ1号号.9.1 λ↑吾叶1λ? 司司|七7â叫す叶1 互Cヰ

モ号ス}吾叶!神すくf号01 0陪豆視をロ1告o~主7ト01叶井 'jヰ井ス同1斗菩否問 ァト

ヌr曇守宅司 01司霊安01e}叶 o開会坦ヰ.司主トス同l斗菩召ヰァトスr曇01司許

とす位。1斗喧ロ同1.9.17トヌ1玉 初制11IJ7陪突01斗叶号スト霊信号言l七祖包

26百leodoreD町et，preface du ca凶0思lede vente， (Hotel Drouot， 1部4);Critique d'avant-garde， 
(1885)，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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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마네의 작품 하나를 들라크루아나 코로， 쿠르베 등의 옆에 두고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마네의 작품을 보고， 당 

신은 거기에 그대로 마네를 걸어둘 것입니다껴 하지만 마네가 선행 예술가들 속에 

서 ‘자연스럽게어울리는장소’를발켠할수있을지는，뒤레가운운하는 ‘자연스러 

움(naturalness)’ 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마네의 작품이 거장들 사이에 자리 

잡은 것을 ‘자연’이라고 느끼도록， 감상자의 감식안을 교육하고 ‘자연화하는 

(natu때호e)’ 것이 문제가 된다. 즉 중요한 것은 뒤레의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가 

아니다. 오히려 이 주장에 동의하는 애호가를 육성하고 그들을 동지로 만들 수 있 

는지가 경매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건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뒤레가 말한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self - fulfilling prophecy)’ 이 진술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신격화’ 라는 볼프의 비평은 뒤레의 예언이 경매장에서 

성취되어 가는듯한사태에 대한， 비평가의 당혹스러움을전해 준다. 거기에서 밀레 

작품의 가격폭등에서 이미 등장한 先物 거래의 투기열을 감지한 비평가는， “당치도 

않은황금의 꿈이 머지 않아참을수없는악몽이 될것이다라고악담한뒤， “마네 

의 친구들은 무업다 "28며 , 투기열을 능란하게 선동히는 경매 조직자들의 대단한 수 

완에 질렸음을은연중에 술회했다. 

VIII. 상정혁명의 성취와 그 진상 

“마네가 팔리다니 1" 29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고 놀리는 게 우리의 일은 아 

니다. 오히려 유작전에서 경매에 이르는 일련의 시장 조작(m때ip버a다on)이 성공했 

는지 여부는， 이 ‘기적의 성취’ 라는 인상으로 인해 침범당한 무언기를 얼마나 교묘 

하게 은폐했는7배 있다. 왜냐-61면 감상지들을 세뇌하는 일은， 알。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본래의 책략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계획이 성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후세의 사람들이 마네의 영광을 딩연하 

27 위의 책 , p .127. 

28 Albeπ Wolff, 앞의 책 . 

29 Duret, 돼앙'oire d’없mμ'JrdMaηet et de son æuα'e (1902) ,1906,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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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01t:十.“ロ}1;J1斗斗苦言ト斗吾号斗ヨ子。トL十五豆，子三叫l号斗 22叶|干.jl1:11.JlI.司

吾λ1t:十.ユ叶~号豆号叶1オl 吾叶ぷ同スト包ごと唱オ!1~全斗七ロ同斗~吾会且jl，す

全]会オ 71 叶l ユ叫豆ロト昨l曇吾~吾英首叶斗 "27 吉トス1せロ同17トせき』叶1含71号今叶1

λ↑‘ス間三二百オl叶制七す土'吾割苦牛双会スl七割司7ト全をき陪‘スト恒三二司

会(naturalneぉ)'9.1吾刈ァト oト三突01 t:十.5L司司ロト昨l斗~吾01 :オを吾λト01叶1ス同

社会 Z完全‘ス問， 01斗2 正二万l王号，社合同斗倒せ会豆おほ ‘ス間前住

(naω凶包.e)'安01吾オ117ト喧斗.号号丘を夜会手{司119l三子守01叫すをス.10下日ス.17ト

o}~ヰ.♀司司 01 手判制言'~o~豆7r号制許五ユ吾会号スl豆せ吾牛公

告ス17ト7dロ判lλT司令エ惇斗特性丘社。1司斗.ユミ芸ヰ喧叶71叶lミラ手J司ァト吉社

‘とと豆営哲司七 ~1包 (self-fulftlling prophecy)' 01 在全斗~双ヰ2 司王平す雪

突01t:十.

ユ司五‘叶l尋吉トス1芙を全1:2守主干司七曇豆斗叶司会司司l斗叶1包01:弓ロ~ÀJ叶lλ~

Àj手1司叶アト七妄をλト司叶|司を，1:11導力~す三千三こ司合会忍司吾斗.オ71叶|λ~~司|

斗吾9.1 7ト~号号叶lλ~ 01ロ1 号すを先物オ司~9.1平71包会社ス1を叶エ@7r七， "rJス1王

役会電舌斗晋01叶ス1~さoト社会牛 21b 斗号01 :霊安01tl"ctjl斗昔曹司，“ロ}l.i1

斗担干量全平信斗"28叶，手71包含ミテ事}オl位予l七7dロ1三E斗ス}吾9.1司せを牛

若叶11.召京合会会包号叶l含司勢斗.

VIII.合同司噂斗包有斗ユ忍サ

“ロ同7ト著司ヰ叶!，，29オ71叶内 71.:2司01包叶球会全旦3 量司七オl♀司9.1霊会oト

叶斗.♀司司弁斗祖叶|ス~7ðロ1叶11 01豆七包電斗 λl芳三8干(manip叫ation)01 匁号裁

きス1(ヰ平七， 01 ‘71.:2司9.1包有'斗~~.l;ま♀豆包司 三宮唱すを干~.71呈-望ロトL十五旦

吉岡l会司裁量7門以ヰ 5羽市聞社公ス情含什斗言トと霊会，堂。同ス1・芙言ト王号

社司吉岡l牛守ヰス1~業主唱菩司9.1~ヰ01 斗王叶斗オl ロト望。171 叫吾01斗.ユ司王l

01 ォ11~ヰ 01 Àj号或斗七アトす寺公せ号J-]を卒λ~1斗入ト昔吾01 ロ}1;J1斗こま母会弓坦許

27 判~ ~， p .127. 

28 AlbertWo旺，~~~.

29D山et，Histoire d Edou.ard Manet et de sonぽ U仰 (1902)，1卯6，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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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각해서 ‘예측하지 못한신격화라는식의 평을남칸볼프를경멸히는것만으로 

도충분하다.타바란이나르테브등의 연구자들은， 마네를항상변호해 왔다고자 

칭딴볼프가실상은 n떼의 친구를가장한파렴치한위선자(Tattuffe)"로， 매에 

대해 “위선적이리만치 태도가애매하고’，“언제나무분별할정도로불공정하고이해 

심이 없는 중상모략카’였다고 혹평했다 30 볼프를 비난함으로써 멍각되는 것， 그것 

은 마네 경매의 ‘성공’ 이 결코 자명한 사태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신격화’ 의 성 

취였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이 망각은 마네 경매라는 상정가치의 치원에서 획책된 

‘음모’ 의 비밀스런 성공， 즉 비쩨적인 스캔들의 성취를 무엇보다도 웅변조로 말해 

준다. 

부르디외 (Pien-e Bourdieu)도 지적한 것처럼， 여기에서 마네와 그의 친구들이 

수행한 일은 “예술이라는상징지본의 중앙은행의， 일종의 파산”이었다 31 그리고 역 

설적이게도 이 ‘무질서의 제도화(f institu디ona파때on de 1’ anomie)’ 가 성취되는 현 

장을 지켜보고 전율을 느낄 만큼의 지성을 보여준 이는 타바란이나 르테브처럼 마 

네를옹호하고그의 가치를찬양한전문가들이 아니라， ‘이해심 없는중상모략카 인 

볼프였다. 

마지막으로 사태의 전말을 꿰뚫어보1 위해서， 이 사건에 꼼짝없이 연루된 또 

한 명의 인상파 화가를 등장시켜 보자. 피사로(Carr패e Pissano , 1830 - 1903)의 아들 

앞으로 된 편지에 적힌 증언은 상징혁명’ (부르디외)의 성취를 냉소적으로 관찰한 

것이다. 

마네는위대한화가였으나한기찌 솔직하지 못한데가있었다.기존의 권위로부터 인정 

받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른 것이다， 특권을 믿고 영예를 꿈꾸었으나， 그걸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뒤레나프루스트(앙토냉이다)가그의 유언집행인에 지명되어， 마네의 전시 

를 보다 장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한 일은， 최악의 公人 무리， 마네의 최대의 적들(예 

를 들면 볼프-인용자 주:;')을 조직위원회에 임명하고， 그 懷式에 공인된 증표(cachet 

o퍼del)를 받은 것이다. 모든 부르주아 무리가， 이 위대한 예술가를 사랑하고 옹호한 무 

30 Jacques Lethève , lmJ쨌sioηistes et symbolistes deuant la presse (P뼈 : Annand C빼1 ， 1959); A. 

Tabarant, Maηet et ses æuvres (P때s: G왜imard ， 1947) , pp.487 -489. 

31 Pien'e Bourdieu “L’ institutionalisation de f anomie" Cahiers díμ mμs강e nat.ωηal d’απ modeme No 

19-20 (1987) , p.6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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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ヰ 01刈王 01 干召λ↑斗オ民主}(f institutionalisation de f釦 0凶 e)'7ト公司司せ電

殺 スl升且2 碕告と盈せ吾斗 ス1)習会到歪01七F-}1:1}荘。l斗三同国ス団ロト

叶l曇会主吉岡ユ斗 7同曇社も司祖吾ア情。10}-y斗， '01制~七号分旦弓ヲ間

基豆匁斗.

ロトス，1~~ λ同斗祖吉会叫号。1旦.71 判司社 ， 01λ同叶1苦弓獄。lゼ平司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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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JZ 呂司スl叶1 ヰ記号包会今国有司(平三寸9i)斗 ^d詞号~土ヰ♀豆社香せ

安01ヰ.

ロ同Hラ♀{司菅井7ト匁 OL十を プトスl 告24さいl 美智司7}~匁斗. 71吾.91 舌判呈干E~ ~.Aà 

菅ユエ蛍叶λT叶電量互喜突01ヰ.号型金型ユ10a叶l曇晋干支15とl午，ユ召 01干ス1・英詩jl

号叶吋京斗司司]L十豆手とE(す豆.~01t:十)ァトユ.91 千ト包1J司包叶1 ス.1 Dâ司。l ロ同]91 祖入1

曇且斗守唱を突主主吐吾71判司曹三i会ヰ斗斗 公人 平司，ロ}1-il91~司叫斗有吾(011 

曇吾喧吾豆党]毛トスト千三，，)会主ヰ羽毛主qoH 世唱さトユL ユ 儀式外1 号~呂号豆(cachet

offidel)吾官会安01ヰ.旦吾平三手oト平司ァト 01剖司電}01]告ァ陪λ同-O}Jl金主を平

30 Jacques Le白色ve，加zprω Onisteset symbolis郎 deuantla 戸時se(Parお:Annand Colin， 1959); A. 

Tabarant， Manet et ses auvres (Paris: Gall出wd，1947)， pp.487 -489. 

31 Pierre Bourdieu工institutionalisationde f anomie" Cah的古dumusee national d'a-rt mα加ヲ'leNo 

19-20 (1987)， p.6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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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전부 모여들었다. 충격이다(shocking ， 원문 영어) ! 엄청난 시대착오. 아， 보기 싫 

다. 하지만 이걸로 된 거다(mais c est bien dans r ordre) .32 

여기에는 자기소외로 괴로워하는 부르주아 예술에 대한， 아나키스트 피사로 

의 선랄한비평이 담겨 있다. 마네의 예술적 달성은화가가바란사회적 지위 획득을 

빙해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하지만 주위의 공회주의지들의 노력으로 얻은 사후의 

영예는， 피사화 보기에는， 빼의 예술적 대의에 대한 정신적 배신행위에 다름 아 

니었다. 부르주아를 속이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예술가로 변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경매라는 가장무도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퇴장하는 단계에 이르면， 이미 누가 

진짜 부르주아인-^l 아니면 누가 변장한 부르주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이는 샤스댈(André Cha앉:el)이 인상파의 부르주아적 분장 이라 부른 사태로 33 뒤 

랑-뤼엘(정통왕조 지지파)과 뒤레(공화파)의 야합으로 조직된 ‘상징혁명’의 ‘음 

보 에 휘말린 피해자인 적들부르주아로부터， 지신들의 선구자가캐논(canon)이 됨 

으로써 상업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이윤을 얻을 수 있었던 피사로 같은 예술가는， 

오히려 배신당한듯한불신을품고 이 신격화 에 경멸섞인 야유를보냈다. 이것이 

예술시장에서 마네를상거래 가능한환금상품으로등록한， 이 상징혁명에 내재하는 

이중의 ‘반역’ 이었다. 

이듬해인 1885년에 뒤레와 뒤랑-뤼엘은 뤼니옹 제네랄르(L' Union générale)의 

도산으로 불행II 처한 프랑스를 떠나 대서양 건너편의 뉴욕과 보스턴의 고객들을 

상대로 마네와 인상파를 팔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후부터 신대륙에서의 인상파 평 

7까 거꾸로 유럽에서의 n써1와 인상파를 합법화(le밍timiza디on)하는 데에 공헌하게 

된다. 피사로가 씁쓸하게 중얼거렸듯이 “아 보기 싫다. 하지만 이걸로 된 거다:' <검 

을든소년〉과 〈앵무새와부인〉은 1889년에 메트로폴리탄미술관II 팔렸다. (올랭피 

아〉가 미국에 유출되는 것을 걱정한 모네가 앞장서서 자금을 모은 덕분에， 이 작품 

은 1890년에 가족들이 되사들여 획상부르 미술관(Le Ml않e du Luxεmbourg)에 소 

32 Camille Pissarro, Lettre à son J짧 Iμcien， ]ohn Rewald (éd.) (Éc뻐ons 패bin Mich리)， 1950, p .73 (갱 

déc.1883). 

33 André Chast리， ‘L imprl않sionisme: une révision ," La Ræμe de 1’a1τ (P없: Flammarion, 198이， p.267. 

또한마네의 〈풀밭위의 점심식사〉의 동시대 비평을망라하고， 작품과작품성립의 시대적，사회적 배경 

에 내재히는문제를정리한논문으로는三浦罵， 대용畵O)ij없養第: <';f η〈草上η뿔食> ~ /ξν/ι-::l/J ， 

『西洋美術昭究』 第9號(2003) , pp .1 01 - 125를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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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ar凶lleP凶釦0，Let抑 ason.fi危L広間， JohnRewald (ed.) (Editions Albin Michel) ， 1950， p.73 (28 

dec.1883). 

33An低 Chastel，工imprl邸 ionisme:une revision，" La Revue de !'art (Paris: Flammarion， 1980)，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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叶11t.1TRさ1セ吾ス↑1吾78司を詮吾2旦七三浦篤，明書蓄の開審築:マネのく草上の霊食〉とパレノレゴンJ，

「西洋美術研究」第%虎(2∞'3)，ppJOl-125吾若呈苦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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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고， 이후 루브르 미술관 진입이 계획된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현되는 것은 1907 

년이 되어서이다. (풀밭 위의 점심식사〉가 루브르에 소장되기 위해서는 1934년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 바로 2년 전에 화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마네의 승리’ 가 발레 

리 (Paul v<삶π， 1871-1945)에 의해 최종적으로 경축되었던 것이다. 

이 논문은 이 ‘승리’ 의 이정표이자， 마네 평가의 ‘시금석’ 이 된 1884년의 경매 

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발생한， 하지만 오늘날까지 간과되어 온 내막을 해명한 것 

이다. 

東京大學 文化資源學科 박소현 옮김 
博士課程
文化經營

주제어 keywords 
에두아르 마네 Edouard Manet, 鏡휩Auction 앓le ， 市場操作Market Manipulation, 藝術的價{直의 創出과 商品流通
띤쁘ntion and 디πulation 아 an 뼈sticValue ， 美術批評Art C매디sm ， 모더 니즘 미학뼈demismA，얹thetics 

모더니스트미학의 기원과시장잠1의 승화 2η 

をヰJl， Ol平手旦三ロ1含丑忍唱。l ヌ~l~ヰ喧斗.言トスl吐 01 ヌ~1~ヰ 01 包電司セ Z完全 1907

~01 司。1λ↑ 01ヰ. く晋官判21284d斗λト)7ト手旦豆叶l 土すヰ71 判司ペミ壬 1934~万トス1

71斗司01='せ或ヰ.ユ叫豆 2~ 忍叶11 :詩アト吐λ~ 1∞子吐会ラミ。ト‘ロ同1司令司 7ト聖司l

司(Pa叫ValeηT，1871-194ラ)叶l斗司司号斗♀豆忍尋sl匁吐突01-ct.

01 司会 01 ‘斜'~ 01~豆01スト，ロ}1Ì1 IiJ7同‘入間，01司1884酬刺

曇号位♀豆，オ71 叶lλ? 聖母宅}，言トスl吐 SL量言井ス1 .社ヰ司~iさ叫叶金司弔電}~定

。1ヰ.

東京大皐文化資源皐科 巴J企芭量百
博士課程

文化経営

手珂l叫keywords

例|手O~豆ロド二11 Edouard陶 net，競買AuctionSale，市場操作陶rketManipulation，塞術的債値~I 創出斗商品流通

E ntion ~nd Circ~副on ofa山 tisticValue美術批評ArtCritidsm，旦叶し|吾口|雪陶demismAesthetics 

E叶叶と豆ロl苛Qj71喧斗λ1守3'4斗守主t277 



￥iE、뿔緊美 I <';fIiC .Jj印象派: 最近η그 "，' ':7 7-1ι . <'추昭究Z\η봐t判的展望」， 『美術7 :t - I 참고문헌 | 

=7 .Þ. 21.Jj 第7號(2002) ， pp.80-86. 

---’ 「搖h動<<'추↑象; 당 二久‘ .Þ.O)起源再考」， 『圖書新聞.Jj No. 2334, 1997.3.15. 

---’ 『續畵η黃톱 : 工 F t7 7 -/J...- • <';f沒後ηl햄爭.Jj ， 名古屋大學出版會， 1996.

三浦罵， 「續畵η樹著集:<'추 η〈草上η畵食)c/ξ ν 1 J...-::1' /j , Ii西洋美꺼阿당w 第9號， 2003.

About, E. , “M때et 심 École des Beaux - Alts ," Le 짧de， 7 jan. 1884. 

Bas바drtseff， M없ie ， fiαlm씨 Tome 11, samecli 5, janvier, 1884. 

Bodersen , Melete , “Early Impressionist Sales 1874 -94 in the light of some unpublished 

‘procès -verbaux ,’ " Burliη'gtonMα'gazine， June 1968. 

Bourdieu PielTe "r; institutionalisation de r anornie" Cha짧 dμ mus，강e national d’짧 

mockrne, No. 19 - 20 , 1987. 

Chastel , André , T impr‘않sionism: une révision:' 1a RelJue d낭 lá11, ParÍ5: Flammarion, 1980. 

Courthion , PielTe (ed.) , Mαηetracoη강parliμi-m하1.e et par ses amis, vo1. 2, Genève: PielTe 

Cailler, 1953. 

Duret, πléodore ， préface du catalogue de vente , Hôtel Drouot, 1884. 

---’ cηt낌μed'aνaηt-garck， 1885. 

__ ， L ’Histoired갚뼈ardMaηetetcksoη æuvm, 1901/1906. 

- --’ Histoire dEdmμ'JrdMαnet et ck son æμvre (1902) , 1906. 

de Duret à Zo1a (4 fév. 1883) , manusait,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Paris. 

__ , (5 fév. 1884) , manusαit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P뼈. 

Eudel , Pa띠， “I.a vente M와let，" Le Figaro, 4 -5 fév. 1884. 

Fried , Michael , Maηe{s Mockmism, α^ The Face cf Pai'ηtiη'g in the 1860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않s ， 1996. 

Lethève , Jacque , Impressψηistes et symtηlistes d낭vaηt la presse, ParÍ5: Almand CoJin, 1959. 

Iεttre à Zola , conservée à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ParÍ5, n.a .fr. 22461 , 28 XII 

1883 

Mantz , Paul , ‘광position du Bd. des Italiens ," Gazette des Beatιx-Arts， 1erp꺼:ock， 1863. 

---’ ‘℃ ∞uvre de Manet ," Le TeπljJs， 16 j때vier‘， 1884. 

PissarTO , C따nille ， Lettre à son짜Lucien， John Rewald (éd.) , 해디ons Albin Michel , 1950. 

Shigemi, Inaga, ‘'État present des études sur la G띠que ar피stique en FfaIlce (1850 -190이 , 

Ji’ηαtη Ronsô， No. 14 , Mie University, 1997. 

---’ “(Retour de la conférence) un tableau perdu de Gustave Courbet et sa pos띠on 

278 

稲賀繁美 Iマネ「と』印象j辰:最近のエドウアール・マネ研究への批剣的展望」，『美術フオ ー | 智~g君|

ラム21JJ第7競(2002)，pp.80-86. 

一一一r:揺れ動くマネ像:モタニズムの起源再考」，『国書新聞JJNo. 2334，1997.3.15. 

一一一'「槍蓄の黄昏:エドウアール ・マネ浅後の闘争JJ，名古屋大串出版舎， 1996.

三浦篤，「槍書の脆構築:マネのく草上の童食〉とパレルゴン」，『西洋美付制究』第舛虎， 2003.

About， E.，“M釦 eta f Ecole des Beaux -Alts:' Le Siecle， 7 jan. 1槌4

Bashl也tseff，Marie， ]ournal， Tome 11， samecliう， janvier，l鎚4.

Bodersen， Melete，一EarlyImpre岱aonistSales 1874 -94 in the light of some unpublished 

‘proces -verbaux:" Bu1'lington Magazil'7R， June 1968. 

Bourclieu PielTe. "r; institutionalisation de f anomie" Cha犯行 dumusee national d'art 

mockrne， No. 19 -20， 1987. 

C凶stel，Andre， 工impressionism: une revision:' la Eωtede 1 初， Par白台: FlammaJ.ion， 1980. 

COlU由ion，PielTe (ed.) ， Mαnet1筑似た?pa1' lui-11ゆneet pa1' ses amis， vo1. 2， Genと:ve:Pien・e

Cailler¥1953. 

Duret，百1己odorで， pr・efaceduα凶oguede vente， Hotel Drouot， 1邸4.

一一一，Crit匂'ued'avant-ga1'de， 188う.

一一一 ，L Histoire d五わua1'dManet et de son auvre， 1901/1906. 

一一一 H耐'oi1'edEdmω1'dManet et de son auvre (1902)， 1906. 

de Duret a Zola (4 fev. 1883)， manusαit， Biblio白色quenationale de France， Paris. 

一一一， (う fev.1部4)，manusαit， Bibliothとquenationale de France， Paris. 

Eudel， Pa叫，“'r..avente Manet:' Le Figaro， 4 -5 fev. 1部4.

Fried， Michael， Manet's Modernism， 01' The Face 01 Painting例府 1861α，Chicago: Chicago 

University Pl田 s，l996.

Lethとve，Jacque，Im{J1協的倒的etsymboli掠 sdevantlat慌 se，Paris: Almand CoUn， 19う9.

L三位ea Zola， conservee a la Bibliothとquenationale de France， Paris， n.a.fr. 22461， 28 XII 

1883 

Mantz， Paul， 'Exposition du Bd. d白I凶iens:'Gaze，舵必sBeaux-A地"1erpe.巾 Ide，1863.

一一一一，工a:uvre街地net:'Le Temps， 16 janvier， 1884. 

P凶arTO，Car凶lle，Lettre a son.fils Lucien，John Rewald (edJ. eclitions Albin Michel， 1950. 

Shigemi， Inaga， 百四 pr・白entdes 飢ldessur la critique ar討stiqueen France (1850 -1900) ， 

jinbun Ronso， No. 14， Mie University， 1997. 

一一一'て~etour de la conference) un tableau perdu de Gustave Courbet et sa po剥on

278 



manquée 없nsl’ 비stoire de r att ," Les amis de G.없taæ Ccιtrbet， Bulletin No. 94/95 , 

Musée Gustave Courbet , 1996. 

Shigerni , Inaga , “ Édouard Manet en 1883: supplément au bilan ctitique d’ après le 

dépouillement des atticles néadogiques:' ]iηbun R011SÔ vo1. 12 , Mie University, 1995. 

Tabat<l!lt , A. , Maηetetses æμα'ES， Paris: G혀파nard ， 1947. 

Wolff, Albert, Le F썽aro， 1 Mai, 1883. 

__ , Le Figaro, 7 fév. 1884. 

Zola , Émile , Préface (1884) , Éc때Sμrl’απ， Gallirnard , 1991. 

모더딴트미학의 기원과시장잡의 승화 279 

manquee必nsr histoire de r a1(' Les amis de a附的関 Cωrt版， Bulletin No. 94/95， 

Musee Gustave Courbet， 1996. 

Shigemi， Inaga，“Edouard Manet en 1883: suppl己mentau bilan ctitique d' apres le 

depouillement d白創 世d白 neαologiqu白 :']inbun Ronso vol. 12， Mie U凶veぉity，l995.

Tabarant， A.， Manet et ses c即日官， P創is:Gal並nard，1947. 

Wo旺，Albe氏，LeFi，初ro，1 Mai， 1883. 

一一一一，Le Figaro， 7 fev. 1部4.

Zola， Emile， Preface (1884)， Ecrit sur l'a11， Gall恒md，l991.

互叶叶と豆ロl骨'9.]71誼斗入1守主斗司令室}279 



이 논문은 1884년 2월 4일과 5일에 걸쳐 파리의 오텔 드루오에서 개최된 에두아르 마네 | 국문초록 | 

(Édouard Manet, 1832 -1883)의 아틀리에 경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경매는 일반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1883년에 사망한시점에서 ， 마네는커다란논쟁의 대상이 된 인물이었으며 ， 주변의 상황을고 

려해 볼때 ， 마네의 친구들이나옹호자들이 극히 위태로운조건하에서 화가의 사후영예를추 

구했음이 나타난다. 우선 경매에 앞서 국립미술학교에서 유작전이 개최될 때， 국립미술학교 

를 전시장으로 빌리는 일은， 미술학교 교장인 알베르 캠펜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현 

되었다. 그 배후에는 강베타파의 유력한 정치가이자 마네의 오래된 친구인 앙토냉 프루스트 

의 발의에，공공교육및미술대신인쉴페리가타협한사정이 있었다고한다. 이 일은순수하 

게 예술적인 안컨에 관한 良識 의 문제(뒤레)가아닌， 고도로정치적인 책동이었다. 이에 대 

해 같은해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되는에드몽아부등이 통렬한비판을가했다. 

테오도르 뒤레는 마네가 유언집행인으로 지명한 인물인데， 경매의 양상을 1902년에 간 

행된 마네의 전기에서 전해주고 있다. 경매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성공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하찌만 당일 경매의 속기록을 검토 

해 보면， 뒤레가 8 ，000프랑을들여 〈라튀유씨의 7}게에서〉와〈빨래〉두점을기족이 시들이도 

록자금을제공한사실이 판명된다. 이 두점에 이어 경매에 나온작품이 〈올랭피아〉였다. 당 

일 입찰자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면， “성공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양상”은 거의 허구로서， 그 

대부분은마네의 친한친구들이나가족의 희생에 의존해， 그들의 자금으로사들인것이었음 

이 드러난다. 그종~l서 뒤레는 경매를 “예측하지 못한 성공”으로서 일관되게 ‘연출’ 했을 뿐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인상을 퍼뜨리는 데에 공헌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가 쓴 마네의 전 

기에 대해서는현재까지도의문이 제기된적이 없었다. 

마네의 친구들이 연출한 경매의 ‘성공’ 을 비평가인 알베르 볼프는 ‘예측하찌 못한 신격 

화’ 라고 씁쓸하게 비아냥거렸는데， 그 결과는 괴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네의 후기인 

상피적인 유화뿐 아니라，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까지도 이 경매를 계기로 미술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시작했다(정말로 투자에 부응한 이윤이 발생하게 되 

는 것은 조금 더 후의 일이지만) . 마네의 소묘나 파스텔화 부식동판화 등은 결국에는 미술이 

라는 제도의 아카데미적 위계질서 자체를 전복시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마네 사후의 이 경 

매는 소위 연금술적인 ‘실체변화’ 의 과정이었는데， 거기에서 ‘가치 없는 것’ 이었던 마네의 

유작들이 모더니즘 미학의 규범으로 변모할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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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πle Ori핑n of Modemist Aesthetiα as an Oblivion of Market Manipula다on 

- The Case of Edouard Manet and the Marke디ng Strategy of his Auc디on 
Symbolic Revolution and Sodal Construction of an Artistic Value 

-'=E-갖二Z、 A美좋m起源￡市場操作m昇華-工 F '7 7 -)v . ';7-*亮 P 立τ~~원↓:T.Q市場戰略 

象徵的章命 c:릎術{面{直0)*土승 的쉽Ij 出

Ina쩔， Shi흉~ 

πle paper fcαuses on the Manet s studio auc디on sale 本論文따1884年2月 4-5固 日 ι1'\ 1) 0) 才 T}V. F '7 )ν 才

which took place on Feb. 4 and 5, 1잃4 at the Hotel τ、健효 :h t~ 工 F '7 7-ι ,,?}(..(J) 7r l) 工完 P 立τι

Drouot in Paris. The “'success" of the auction has been 魚/월춘슴b낱ε 。 c..(J)歸亮따-般ι 「成功」 출!J3Zφt 

gener띠ly 때cen for granted and has been regarded as a 손) (J) c: 見캉 흔 h 、 ~t~ 준:h /ß 월然 tc..? t~ c: 才깅 見方力i

rnatter of course However Edouard Manet was s디lla 支配的간 èb0 0 tc..‘ Iß1883年m중m死去m段階τ‘ '?}(.. ~;t 

hi행ly controversial figure at 비s death in 1883 and the 찮 협 흔 vilò τ論훔含. 캉A物간 èb lJ 、 周멤 (J)~*況ψ 5 

Cir，αlmstances suggest precarious conditions in which 따 、 ,?}(..(J) 友A추擁護者t 친 힘 흔 b φ τ 危 능 U 옳件 m 

M와let’ s posthwnous 생ory has been searched for by his t C: τ 、 固家m死後솥宋쏠훈追求 Lτ v\t~樣子￡見효 

friends and supporters. It must be reminded that the τ < 0 。 옮렇亮 P 立τι先立?固立美術宇校τ、m遺作

lending of the Hall of the Fine Art School (école des 展m 開健ι èbt~? τ 、 美術字校大 rt間숱 借用才 g件

Beaux - Arts), for the Manet retrospective exhibition, 따 、 美術字校校長 7 }v -'"'-}v .7" ν 7
0

7 7 ν m 歐固 t 

which preceded 단le auction sale , was realized despite 0 反처 ι ￡ η tJ)V G 뚱휠見 츠 :h t~ 。 중 m 背後↓ζ 따 、 jJ 

the strong opposition by Albert Kaempfen , then ν서 ? 갖 派m有力창政治家ι Lτ 、 ，?}(..(J) I日友 t~07

“Direαew- des Beaux - Arts." The decision was rnade by ν rT ν . 70ι -7-..1'0)申 L 出ι 、 公共敎育及δ‘美術

]버es Feny, then “'ministre de r enseignement public et 大많、 갖 그 -ι .7 :r: J)- 센흥協 lJ~ c: μ5 事情힘知 

des Beaux - Arts." who had to concede to Antonin G :hτμ00-件따낭 ?Gτ純特ι릎術的켰案件ι開 

Proust , influen다alG앙lbe띠st liberal repl,lblican , and dose 才o I良識J (J) 問題(7'"‘ 그 ν) 찮 E간따캉〈 、 高度ι政治

friend of Manet. πle aff외r was not so much a rnatter of 的컸策動τ‘ èb lJ 、 ζ :h fζ따同年7 力 f、 ~- ' 77 νt 

“bon sense" on purely artistic interest as a political - Ã‘入 P 才장 工 F -'E ν . 77‘-효 ε힘 、 痛烈ι批判출 

maneuver, which provoked inevitable protests by an 加Zτ v\t~。

Edmond About. who was to be nornina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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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官官 Originof Modemist Aesthetics as an Oblivion of Market Manipulation 

-The Case of Edouard Manet and the Marketing Strategy of his Auction 
Symbolic Revolution and Sodal Cons仕uctionof an Artistic Value 

モ夕、、ニズ、ム美学の起源と市場操作の昇華ーエドゥアール・マネ売り立てにおける市場戦略

象徴的革命と芸術価値の社会的創出

Ina伊， Shigc四 i

官lepaper fcぽ山由 onthe Manet s stuclio auction sale 本論文は1884年2月4-5両日にパリのオテル・ドゥルオ

which took place on Feb. 4 andう， 1鎚4at the Hotel で催されたエドゥアール・マネのアトリエ売り立てに

Drouot泊 Paris.百le“'success"of the auction has been 焦点を合わせる。この競売は一般に「成功」を収めた

generally taken for granted and has been regardedぉ a ものと見なされ、またそれが当然だったとする見方が

rnatter of course. However. Edouard Manet was still a 支配的である。だが1883年のその死去の段階でマネは

highly controversial figure at his death in 1883 and出e なおきわめて論争含みな人物であり 、周囲の状況から

cir，αmstances suggest precarious conclitions in which は、マネの友人や擁護者たちがきわめて危うい条件の

Manet s posthwnous glOIy has been searched for by his もとで、画家の死後を栄誉を追求していた様子も見え

friends and supporters. It must be reminded出atthe てくる。まず売り立てに先立つ国立美術学校での遺作

lending of the Hall of the Fine Art School (ecole des 展の開催にあたって、美術学校大広間を借用する件

Beaux -Arts)， for the Manet re仕ospectiveexhibition， は、美術学校校長アルベール・ケンプファンの断固た

which preceded the auction sale， was realized despite る反対にもかかわらず実現された。その背後には、ガ

the strong opposition by Albert Kaempfen， then ンベッ タ派の有力な政治家にして、マネの旧友たるア

“Directew-d白 B白 ux-Arts."百ledecision was rnade by ントナン・フ。ルーストの申し出に、公共教育及び美術

Jul白 Feロy，then “'ministre de r enseignement public et 大臣、 ジュール・フェリーが妥協したという事情が知

des Beaux -Arts" who had to concede to Antonirl られている。一件はけっして純粋に芸術的な案件に関

Proust， influen:也lG勾lbe困stliberal repl，lblican， and close する「良識」の問題(デュレ)などではなく、 高度に政治

riend of Manet百leaffair was not so much a rnatter of 的な策動であり 、これには同年アカデミー・フランセ

“bon sense" on purely artistic interest as a political ーズ入りするエドモン・アブーなどが、痛烈に批判を

maneuver， which provoked inevitable protests by an 加えていた。

Edmond About who was to be nominated to出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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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of the Academie fran~e. 

Theodore Dmet, who had been constituted executor 

of Manet' s last will, describes the auction in his 

biography of Manet (1902): "The sale, which had begun 

in such a precarious conditions, immediately took 

unexpected successful looking." However, the 

transcription of the sale ("proci~s -verbal") reveals that 

Dmet himself paid no less than 8.000 francs so that the 

Manet family could withdraw Chez Ie Fere Lathuille and 

Ie Linge, which preceded r Olyn'lPia in the bidding. 

Judging from main buyers' bidding, the so -called 

"successful looking" is almost a fiction which largely 

depended on, and sustained by, the sacrifice made by 

Manet's close friends who were involved in the sale. It 

turns out that Dmet, among others, was one of the key 

persons who successfully "representee:!" the sale as an 

"unexpected success" and conttibuted to the diffusion of 

this positive image, which has remained unquestioned 

until now. 

The "success" of the auction sale, which AlbeIt Wolff 

bitterly qualified as "unexpected apotheosis," is lich in 

consequences. Not only Manet's own later oil paintings 

with impressionistic oveltones, but also works of 

Impressionists themselves were to be recognized as 

negotiable commodity goods in the art market (though it 

would take still some time before they got really 

profitable). Manet' s drawings, pastels and etchings , 

which had been despised as meaningless , began to 

attract buyers' interest. 111is recognition will eventually 

oveltum the academic hierarchy of Fine Atts. In this 

sense, Manet s posthumous studio sale was a process 

of alchemical transubstantiation where "most 

insignificant things" were transfigured into the can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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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of the Academie fi百 1伊ise. テオドール・デ、ュレは、マネによって遺言執行人に

τheodore Duret， who had been constituted exeαltor 指名された人物だが、売り立ての様子を 1902年に刊行

of Manet' s last will. describes the auction in his したマネの伝記に伝えている。 r売り立てはあのよう

biography of Manet (1902):百lesale， which had begun な危なつかしい状況で始まったにもかかわらず、すぐ

in such a precarious conditions， immediately took にも成功という 、思いがけない様相を呈した」 、と。

unexpected successful looking." However， the だが当日の売り立ての速記録を検討すると、デュレそ

transαiption of the sale Cproces -verbaf') reveals出at のひとが8000フランを費やして 《ラトゥイユ爺の庖に

Duret himself paid no less than 8.000 francs so出紅白e て》と 《物干し》の2点を家族が買い戻すための資金供

Manet far国lycould withdraw Chez le Pere Lαthuille and 与をしていた実態が判明する。これら2点に続けて競り

Le L的~e， which preceded r 0物?ψiain the bidding. に出されたのが 《オランピア》だった。当日の入札者

Judging from main buyers' bidding， the so -cal1ed の名前を確認してゆくと、 「成功という、思いがけな

“successful looking" is almost a白ctionwhich largely V ¥様相jなるものは、ほとんど虚構であり 、その大部

depended on， and sus凶nedby， the saαillce made by 分はマネの親しい友人や家族の犠牲に依存し、かれら

Manet s dose friends who were involved in the sale， It の資金によって買い支えられたものだったことが見え

tums out出atDuret， among others， was one of the key てくる。そのなかでデュレは、売り立てを「予期され

persons who successfully "represented' the sale as an ざる成功 j として首尾よく「演出」したばかり

“'unexpected success" and conllibuted to the di血lSionof か、そうした肯定的な印象を広めるのに貢献した鍵を

由ispositive恒lage，which hぉ remainedun年1白 tioned 握る一人物だった。そして『マネ伝』に与えらえた記

山 ltilnow. 述は、今日まで疑問を差し挟まれることもなかった。

百le“'success"of the auction sale， which Albelt Wolff 

bi卸江配e白r竹qua刈ali泊白edお“unexpeαedapo由eos邸お"i必slich伯 マネの友人たちが演出した 、売り立ての「成功」

C∞onse句quぽen配C白.Not only Manet s oW1l lat，阻e臼roilpa創inti肱血ng.伊s を、批評家のアルベ一ル .ヴオルフは「予期されざる

with出1甲pr陀es臼siぬon凶is坑剖ti忙coverれtones，but also works of 列神式jと苦々しげに茶化したが、その帰結には少な

Impressionists thernselves were to be recognized as からぬものがある。マネ後期の印象派風の油彩のみな

negotiable comrnodity goods in the art market (though江 らず、印象派の画家たちの作品そのものも、この売り

would take still some t出lebefore they got really 立てをひとつの契機として、美術市場における流通可

profitable)， Manet' s drawings， pastels and etchings， 能な商品としての地位を獲得し始めた(本当に投資に値

which had been despised as meaningless， began to する利潤を生み出すには、なお暫くを要したが)。マネ

attract buyers' inter，白t，百1ISrecognition w出 eventually の素描や パステル、腐蝕銅版画などは 、 「無意

oveltum the academic hierarchy of Fine Atts. In出お 味Jなものと軽蔑されもしていたが、ここで買い手が

sense， Manet s posthumous studio sale was a proc白 5 つくようになる。こうした認知はやがて遂には、美術

of a1chemical transubstanti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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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mista白血etics. 売り立ては、いわば錬金術的な「実体変化Jの過程で

あり、そこにおいて「最も無意味な代物」であったは

ずのマネの遺作は、 モダニズム美学の規範へと変貌を

遂げ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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