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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희 <물방울의정렬> 2006 드라이포인트 60×60cm AP 작가소장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20세기이후기술발전과함께이미지의생산과재생산, 복제와재복제및배치와재배치는무한정되풀이되

고있다. 대중매체의활용과소셜네트워크사용이빈번해지면서개인조차온·오프라인으로이미지를생산하

고복제하며또배치하는일이가능해졌다. 예술작품의대량생산및복제또한다르지않다. 독일의철학자발

터벤야민(Walter Benjamin)은「기술복제시대의예술작품」에서현대기술재생산사회에서예술의가장특징

은 바로‘아우라’의 몰락이라 정의했다. 그가 제시한 이‘아우라 이론’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예술작품이 지닌

유일무이한 현존성, 바로 일회적 현존성 및 창조성, 천재성 등이 예술작품의 기술적 복제로 파괴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가이렇게‘아우라의붕괴’를역설했음에도불구하고, 나날이빠르고광범위하게발전하는과학기

술안에서작품이재생산과복제되는것을막을수없었다. 따라서예술의다양성및창조성, 유일성을보호하

는대책의필요성이대두됐고, 그방안으로‘에디션(Edition)’이일종의인증서로현대미술의조력자역할을자

처했다. ●기획편집부 ●진행정송기자

당신이알아야할에디션의모든것



P u b l i c  a r t 31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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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라이언 맥긴리(Ryan McGinley) <SACE

(Canal Ledge)> 2001 C-print 40×60inches

Courtesy the artist and Team Gallery, New

York and Los Angeles ⓒ Ryan McGinley

22.. 송번수 <상대성 원리> 1988 세리그라피 목판화

110×150cm 사진제공 국립현대미술관 33.. 앨리

슨 비앙코(Allison Bianco) <Leave Your

Troubles Behind> 2015 Intaglio, screen print

18×32inches Edition of 6 Represented by

Cade Tompkins Projects  44.. 정연두 <낮잠>

2004 C-print 125×9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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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판(板)’이라 번역하는 에디션은 미술에서

한정된 수로 제작되고 전시 및 판매되는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판화, 사진, 영상, 조각 및 다양한 장르에 따라

붙는 에디션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 이

장치에 대해 잘 아는 듯하지만 말 그대로의 뜻만 이해

할 뿐 예술에서 에디션은 어떻게 통용되는지 아직 모르

는부분이더많다.

판화: 다수가지니는유일성

에디션이 무엇인지를 논할 때 모두에게 가장 먼저 떠오

르는 것은 판화 그리고 사진이다. 서양에서 인쇄술이 성

행하기 시작한 15세기 무렵부터 목판, 동판화, 에칭 등

판화의재료및방법또한발전하기시작했다. 하지만판

화는 그 예술적 측면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회화와상반되는특징을가진이판화가예술장

르로 유입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원본, 즉 오리

지널리티(Originality)라는 개념이다. 이것이 정말 그 작

가가만들어낸작품인지를인증하는것, 그래서많은‘복

제성’과‘다수성’을 지닌 작품이 전부 동일한 가치를 인

정받는 것이 이 장치의 출발인 셈이다. 에디션이 표기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의 가치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없고, 그 진정성역시위협받기때문에대량생산

을기조로하는작업에있어에디션표기는필수다. 에디

션의표기법은판화를비롯해사진에서도통용되기때문

에 이를 통해 대부분의 에디션 작업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알 수 있다. 먼저 판화작일 경우에는 작품 위에 연필

로표기하는것이국제적인규정이다. 그리고‘Edition +

넘버링 + 사인’으로 이뤄진다. 넘버링은 작품의 총 개수

에서 몇 번째 에디션인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만들

어진 판화의 작품 수가 100이고 그중 5번째 작품이라면

5/100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작가가 판을 만들고

시험으로 찍은 작품은 T.P(Trial Proof) 혹은 S.P(State

Proof)라고 표기해 명시한다. 에디션 넘버링 없이 A.P

(Artist’s Proof) 혹은 불어 약자인 E.A(Épreuve d’
artiste)라고표기된작품은전체작업되는수의약 10%

가량 만들어지는데, 작가가 직접 관리하고 소장하는 작

품을 뜻한다. A.P는 그래서 따로 전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또 작가가 직접 갖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미

술 시장에 나왔을 때도 일반 에디션 작업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간혹 판화작 정중앙에 크로스

표시 등으로 훼손된 듯한 작품에 C.P(Cancellation

Proof)라 표기된것을볼수있을것이다. C.P는그판의

에디션 작업이 끝나고 폐기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작

품의 한정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형태이다. 이는 에디

션수외로제작되는것을원천방지한다. 하지만 C.P가

일반적인전시에공개되는것은드문일이다.

오늘날 판화의 종류, 기법 및 기술이 다양한 만큼 기

존의 에디션 작업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 작가들도 있고,

3

4



34 N o v e m b e r  2 0 1 7

또 여러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작가가 판화를 다루

는경우도있기때문에에디션표기를남기지않는경우

도 있다. 일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작가 엘 아

나추이(El Anatsui)는 설치 작업을 주로 하지만 최근 들

어 판화도 새로이 선보이고 있다. 병뚜껑 작업을 할 때

받치고사용하는나무판을 3D 스캐닝을 거쳐에칭과싱

콜레(Chine-Collé) 작업에 도전한 작가는 판화작을 주
로 하는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A.P를 따로 만들어 보관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또한, 주로 판화 작가가 25에서

50장, 많게는 100장의 에디션을만드는것에반해주로

하나의목판에서 3장에서 6장정도작업을한다. 이처럼

에디션과 그 수는 작가에 따라 결정되고 그 과정 또한

작가마다 다르지만, 판화의 특성상 많은 수의 작품을 만

들어넘버를부여하는것이일반적이다.

사진: 작품에부여된신뢰도

판화와 더불어 사진 역시 그 발명과 성행하던 초기부터

과학 기술의 산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꾸준히 회화를 모

방하면서 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결국은

1960년대부터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

다. 시작이 회화의‘모방’이었으며 판화와 마찬가지로

원판인필름에서다수를복수제작하는매체이니만큼이

역시복제예술, 혹은멀티플예술로인지되곤한다. 사진

예술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 또한 바로 원본, 오리지널리

티이다. 미국에서는 사진 시장이 활성화된 1970년대 이

개념이 도입되었다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늦게 2000년대 에디션과 그 중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여겨진다. 사진 예술‘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가치를 매

기는 기준과 더불어 작품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에디션

도입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점은

바로오리지널리티의개념이작품의‘경제적가치’와밀

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에디션의 발현

은 같은 형태의 작업이 여러 개 일때, 모두가 한 사람의

작품임을 증명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자 함에 있다. 따

라서 에디션 작품의 경제적 가치는 작품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작가가 경제적인 측

면에서 작품 가치를 결정하고자 그 개수를 조절하는 것

은 아니다. 자신의 작업에 희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은

에디션을만드는작가들도다수있다.

영상: 동일성과동시성

대중에 상대적으로 에디션 작업의 인식이 적은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티스트의 작업의 에디션에 집중해 연구

한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반

적으로는잘알려지지않았다. 작가들은 오늘날다른모

델들과 내용 안에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며 갤러리나

스튜디오 웹사이트(인터넷)를 통해서 작품을 소장할 수

있게되었다. 미디어 장르가운데하나로복제와재생산

이 매우 용이한 바, 비디오 아트에서도 역시 에디션 넘

버링이 작품의 가치 및 무분별한 복제를 막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비디오 작품의 에디션은 편집

(editing) 과정에서분류된다고볼수있다. 앞선두매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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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엘 아나추이(El Anatsui) <Untitled> from the ‘Circular Series’2016 서머셋 용지(300gsm), 신콜레 금박 위 잉크 84.3×

84.3cm 사진 고정균 22.. 캐서린 쿠퍼(Katharine Cooper) <Teenage girl in blue hijab, al-Sukkari, Aleppo, May 2017>

from the series ‘The Aleppo Spring’2017 Digital print made from scanned negative on Epson Enhanced Mat 180g

paper 40×40cm, 60×60cm, 80×80cm, 100×100cm Courtesy Katharine Cooper and Flatland Gallery, Amsterdam

33.. 구본창 <Vessel(KRO 02)> 2004 C-print, white wooden frame Image size: 63×50cm Frame size: 96×80cm Ed.3/15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44.. 아이다 물루네(Aida Muluneh) <Sai

Mado/The Distant Gaze> 2016 Photograph printed on Sunset Hot Press Rag 310 GSM 80×80c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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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일단 에디션이 붙으면 그것들 외에 더 많은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디오 아트 에디션은 3점에서

많게는 10점까지만드는경우가대다수이며, 여기에추가로

작가들이 소장하는 A.P가 여럿 있을 수도 있다. 작가가 자

신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개수를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소속 갤러리와 협의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보통

우리가 전시에서 보게 되는 비디오 아트의 작품 설명에 에

디션에관련된정보를볼수는없다. 하지만분명히작가들

은나름의기준을가지고작품에넘버를매겨관리한다. 빌

비올라(Bill Viola), 더글러스 고든(Douglas Gordon)이 대

표적이라할수있다. 우선 더글러스고든의경우사이즈에

따라 작업하는 에디션의 수가 다른데,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시할 수 있는 큰 스케일의 작업인 경우에는 3점을, 일반

모니터용,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스케일의 작품은 7점

정도작업한다. 이외에그는 A.P를 여러점소장하고있어,

이는 갤러리나 뮤지엄에서 해당 작품을 문의하면 다른 곳

에 전시되고 있을 때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는 한다. 또한, 빌 비올라 역시 기본적으로 모든 작품에 에

디션 넘버를 부여한다. 현재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스웨

덴등에서열리고있는전시에출품된동일작품은각작품

의 에디션으로, 이는 여러 갤러리나 미술관에서의 동시 전

시를가능하게한다.

에디션은 이렇게 복제의 무한성에 한계를 적용하는 하

나의 방법이다. 그래야만 작가는 자신의 작품 의미와 진정

성을 보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분별한 대량생산을 방지

하고, 위조와 위작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에

디션을 논할 때 회화는 주요한 카테고리에서 빠지게 된다.

이는 벤야민이 그의 논문에서 주장했듯이 회화는 한 사람

또는 극소수의 사람에 의해 감상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장르이기 때문에 회화의‘동시 감상’이란 바로

그 정체성을 뒤흔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에디션은 단

하나의‘유일성’이 아닌‘다수가 갖는 동일한 유일성’같

이다소모순처럼들리는의미를강조하는기능이다. 

현대 미술에 혁명을 일으킨 요셉 보이스(Joseph

Beuys)는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이 나의 멀티플 전부를

갖는다면, 그것은 나의 전부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Wenn

Ihr alle meine Multiples habt, dann habt Ihr mich

ganz).”작품 하나하나에 그의 일부가 담겨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보이스는 곧 그 작품 하나하나가 자신을 대표한

다는 것을 밝혔다. 에디션의 유무에 따라서 작품의 진위

가 갈릴 수도, 그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작가가

혼신을 다해 만들어낸 작품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고

가치있다는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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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푸동(Yang Fudong) <죽림칠현III> 2006 단

채널 비디오 70분 사진제공 국립현대미술관 22..

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 <Walks In

Walks Out> 2015 HD video installation

Sperone Westwater ⓒ Art Basel  33.. 빅토리아

크레이혼(Victoria Crayhon) <Untitled Ⅱ

Beverly, MA> 2016 Digital print 40×50inches

Edition of 3 Represented by Cade Tompkins

Projects  44.. 빌 비올라(Bill Viola) <Delicate

Thread> 2012 Color High-Definition video on

plasma display mounted vertically on wall

Duration 28:31 minutes 155.6×92.5×12.7cm

Ed.1/5, 2AP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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