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 소개

백남준아트센터 MI에 사용된 수학 기호는 

백남준이 자신의 54회 생일 기념으로 

만든 작품 속에 있는 수식으로서, 백남준 

특유의 상상력과 유머 감각이 드러나 

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 그것을 뒤집

어 새로운 질문으로 변형시킬 때 무한한 

변형과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로고는, 기존의 어떤 답에 대해서도 

항구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백남준아트

센터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다.

2001년 작가 백남준과 경기도는 아트센터 

건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백남준은 생전에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트센터를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 명명했다. 2008년 10월에 

개관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작가가 바랐던 ‘백남

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기 위해 백남준의 

사상과 예술활동에 대한 창조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연구를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실천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백남준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건축

곡선을 이루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외관은 백남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그랜드 피아노의 형태, 그리고 백남준의 

영문이름 성 ‘Paik’의 첫 글자인 ‘P’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아트센터는 독일 

건축가인 크리스텐 쉐멜과 마리나 

스탄코빅이 공동으로 설계 하였다. 

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레이저 기술

에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던 가운데 1990년

대 중반 뇌졸증이 발병했다. 하지만 2006년 

마이애미에서 타개할 때까지 백남준은 예술적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했던 예술가이다. 예술가의 

역할이 미래에 대한 사유에 있다고 보았으며 

예술을 통해 전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던 

백남준은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동시에 엔지

니어인 새로운 예술가 종족의 선구자”, “아주 

특별한 진정한 천재이자 선견지명 있는 미래

학자”로 평가 받으며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서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다.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과 홍콩

에서 중학교를, 일본 가마쿠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도쿄대학교에 진학해 미학을 전공한 

후, 아놀드 쇤베르크의 음악으로 졸업 논문을 

썼다. 1956년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는 동안 동시대 전위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기존의 예술 규범, 

관습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 활동을 

펼쳤다. 이 때부터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예술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1963년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변조하여 예술 작품

으로 표현한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

비전»을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

섰다.

백남준은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비디오 영상뿐만 아니라 조각, 

설치 작품과 비디오 영상을 결합하고,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까지 더해져 백남준

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1980

년대부터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필두로 

위성 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전위 예술과 대중문화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독일관 대표로 참가하여 

유목민인 예술가라는 주제의 작업으로 황금

백남준과 플럭서스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백남준아트센터의 퍼포먼스와 이벤트 

프로그램은 장르와 형식의 구분을 뛰어 넘는 

실험적이며 복합적인 장르의 공연을 소개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과 플럭서스의 

실험 정신을 계승하는 작가와 작업을 발굴, 

지원 및 소개함으로써 백남준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자 한다.

백남준의 예술적 유산을 이어받은 백남준아트

센터는 근대적 예술 관념에서 벗어나 미디어 

시대의 정보와 소통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담론을 수용하는 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백남준의 창조성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백남준전과 그의 

예술관을 미래로 확장하기 위한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예술적 궤적이 

살아있는 비디오 설치와 드로잉을 비롯해 

관련 작가들의 작품 248점, 비디오 아카이브 

자료 2,285점 및 백남준과 관련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백남준의 주요 작품과 자료를 

수집하여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한 연구와 

전시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전시

퍼포먼스 

& 이벤트

소장품

<TV 정원>, 1974(2002)

<코끼리 마차>, 1999-2001

이옥경, <백조: 폴리에스터로 리플레이 하다>, 2013 © 탤봇라이스갤러리

«달의 변주곡» 전시 전경, 2014

백남준과 <자석  TV>, 1965, 뉴욕 카날 스트리트 작업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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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2F 제 2전시장, 세미나실, 아트 스토어

1F 제 1전시장, 매표소, 물품보관소, 

      안내데스크, 카페테리아, 백남준 라이브러리,

      수유실 

B1 교육실

B1

교육실

1F

제 1전시장

TV 정원

수유실

매표소
물품 보관함
안내데스크 백남준 

라이브러리

카페테리아

2F

메
모
라
빌
리
아

세미나실

아트 스토어

제 2전시장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백남준의 예술정신을 

계승한 작가에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을 

수여함으로써 백남준의 예술정신에 대한

현재적 의미를 사유하고,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예술가를 발굴, 소개하고자 한다. 역대 수상자로 

안은미, 이승택, 씨엘 플로이에, 로버트 애드리안 

X(2009), 브루노 라투르(2010), 더그 에이트킨

(2012), 하룬 미르자(2014)가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는 백남준과 관련한 

서신, 사진 등의 1차 자료로 구성된 아카이브 컬렉

션들과 백남준의 스튜디오를 재현한 스튜디오 

컬렉션, 그리고 2,285점의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

프로 구성된 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을 포함한다.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는 아트센터의 전시 및 

학술 연구, 국내외 백남준 연구자들의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백남준 연구의 초석을 마련

하고자 한다.

백남준 라이브러리

5,000여 권의 국내외 단행본 및 전시 도록, 

1,000여 권의 정기간행물, 850여 건의 오디오 

비주얼 자료, 주요 작가들의 아티스트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이브러리의 장서들은 백남준, 

미디어 아트, 플럭서스를 비롯한 예술, 철학, 미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1층

이용시간 오전 10:00 – 오후 5: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library@njpartcenter.kr

*아카이브 및 희귀자료는 사전 예약 후 열람 가능

관람안내

관람시간 오전 10:00 – 오후 6:00

하절기(7~8월) 오전 10:00 – 오후 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은 제외),

              매년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

입장료 

일반 4,000원 학생 2,000원

          20인 이상 단체 50% 할인, 경기도민 25% 할인 

*단체관람 예약 031-201-8529  

reservation@njpartcenter.kr

학술 & 출판

백남준과 미디어 아트, 나아가 현대미술 및 

인문학 전반에 관한 창조적인 논의를 활성화시켜 

백남준학의 새로운 지평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백남준이라는 예술가이자 

사상가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해 각종 강연 및 세미나 

개최, 백남준과 함께 활동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 프로젝트와 이로부터 생산된 내용을 

담은 학술지와 단행본 출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사고, 

기존 교육 체제에 대한 재고, 미술관의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등의 키워드를 기치로 통합적

이고 전인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시대의 사상가이자 교육자, 미래를 

사유하는 선구자로서의 백남준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를 확장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미술관이 

될 것이다.  

백남준아트센터

www.njpartcenter.kr

오시는 길
버스 

상갈파출소 · 백남준아트센터 정류장 하차

[광역] 5000, 5001, 5003, 5005, 5600 

[일반] 용인 66-4, 수원 10, 27-1, 66 

경기도박물관 입구 정류장 하차

[광역] 1560, 5001-1, 5500-1

[일반] 용인 10-5, 수원 37, 58, 분당 116-1

지하철

분당선 기흥역 5번 출구 (도보 15분)

주차

유료 

기흥역 
5번 출구

신갈 
고등학교

지앤아트
스페이스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갈천교
상갈
파출소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신갈
오거리

수원 IC

신갈
사거리

한국
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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