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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installed in the galleries provides photographs of exhibitions, education programs 
and public events held at the NJP Art Center. This also includes installation photographs of each 
work exhibited in different exhibitions in addition to the education program and the event for 
sharing its results. Several parts of the performance programs at the NJP Art Center are selected 
to be played in the gallery space and visitors can watch 26 performances everyday for the entire 
exhibition period. The exhibition catalogue, academic journal,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 
publications will share the results of the art center’s previous projects. These textual information 
capture multifaceted interpretation of Nam June Paik’s art world along with the various 
discourses presented in contemporary art.













NJP 집담회 진행 개요 모더레이터: 김보라, 박상애, 이채영, 조민화 / 정리: 박상애

날짜 참석자 담당업무

2018.6.28  최슬기, 박혜성, 길은지 안내

2018.7.31 박은지, 이윤민, 이은지, 김민지, 김솔, 박효성, 고예서, 강혜인 어셔

2018.8.2 이재룡, 곽재근, 박대영 시설

2018.8.3 이준호, 유공열, 천청일 보안

2018.8.17 최슬기, 박혜성, 윤희애 안내

2018.8.20 박은지, 이윤민, 이은지 어셔

2018.8.25 강창순, 위광순, 박정녀 미화

2018.10.26 구정화, 김현정, 김선영, 이수영, 이기준, 이세정, 김유진, 클라우디아 페스티나 학예 / 전 백남준아트센터 학예 

2018.11.27 이현경, 오미미, 최용학, 장철수 기획운영

2018.11.28 황지아, 염현주, 이세연, 강연섭, 윤혜인, 김혜린 학예 / 전 백남준아트센터 학예 

2018.11.29 김성은, 안소현, 박현주, 최희승 전 백남준아트센터 학예



백남준아트센터가 문을 연 지 10년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은 사회 
정치적 변화들 역시 무척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변화를 
거쳤나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일한다는 것은 본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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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오픈 때 어셔로 
일을 시작해서, 중간에 잠깐 쉬고 
아트센터에서 계속 일을 했네요. 
아트센터가 오픈하고 주변이 엄청 
좋아졌어요. 특히 신갈고. 도로가 
생기고 그랬거든요. 전 이 부근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그 변화를 
보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TV에서 
백남준이나 아트센터 이야기 나오면 
친구들이 전화 오기도 했어요.
미술관에서 일하다 보면 신기한 걸 
보게 되잖아요. 매번. 공연도 많이 
해서, 평소에 찾아가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보게 돼서 재밌기도 
하고요. 전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걸 매일 접할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사실 처음엔 백남준이 
저한테는 문화적 쇼크였어요. 예쁘고 
뭔가 고상한 걸 하는 게 예술이 
아니라는 걸 보게 돼서 놀랬던 것 
같아요.
○ 저는 2011년 10월에 어셔로 
시작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 아마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트센터에서 
일 한지. 전시장에서도 일을 하고 해서, 
적응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아직도 
많이 어렵긴 해요. 용어나, 내용이나. 
전 학교가 바로 앞이라 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어요. 그 땐 제가 여기서 일 
하게 될 줄도 몰랐죠.
○ 저는 2011년 9월부터 일을 
했더라고요. 오래 일을 하긴 했지만, 
계약직이기도 해서. 지원한 분야의 
일을 한다, 딱 일로만. 그렇게 까지만 
생각했지 소속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에서 ‘백남준 너무 어려워,’ 
그런 말을 하면, ‘도슨트 들어봐~ 
그런 것도 안 듣고 왜 그런 말을 해~’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어필할 때도 
있었어요. 욕하면 기분 나쁜 것, 

그런 건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서 
아트센터 칭찬하면 괜히 기분 좋고. 
초기엔 백남준이 TV에 나오면 
친구들한테 ‘나 여기서 일한다~’하고 
자랑도 했었어요. 여기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에는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기셨어요. 얼굴을 아는 
관객들도 생기고. 그럴 때 좀 뿌듯하죠. 
○ 정규직이라서,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된 점이 좋아요. 
더 오래 다니고 싶게 만드는. 그리고 
좀 안정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 전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자라서, 경기도박물관에 있는 
팔각정에서 물레방아 구경도 하고. 
여름에 전시장이 시원하니까. 무료고 
하면, 전시장에도 자주 가고 했어요. 
그리고 아트센터 생기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지금은 3년 되었는데. 
같이 일 하는 동료가 생긴 게 좋아요. 
저희 부모님도 자주 이 쪽으로 산책 
오시곤 하는데, 카페나 길이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전시장 밖이 좀 
고급지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 저는 이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미술관에서 일을 하는 건 
뭔가 지루하지 않고, 환상이나 상상을 
더 많이 가지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아트센터에서 일 하면서 백남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한 것 같구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일 년이 짧다고 느껴질 만큼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어요.
○ 이전 직장을 다니면서는 문화 
생활을 할 여유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1년에 두, 세 번 전시가 바뀌는 
걸 보면서 ‘내가 문화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껴요. 관객이 없으면 

전시를 볼 수도 있고, 작품을 자세히 
볼 수도 있으니까요.
○ 전,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전시나 미술 자체를 어렵게 생각했어요. 
접하지도 못 했고, 가본 적도 없고. 

어렵게 생각했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전시장에 
있으면서 바뀌는 전시를 보는 것 자체가 
문화생활이니까, 일을 하면서 즐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이런 데서 
백남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는데, 이것도 
너무 재미있고. 전시장에서 관객들이 ‘여기 
뭐하는 곳이죠?’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전시를 보는 곳이고, 아트센터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면,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면서 전시를 재미있게 보시기도 
하세요. 잘 알고 오시는 관객들도 있지만, 
모르고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뿌듯해요.
○ 저는 바로 아트센터 앞에서 살고, 
개관할 때 고3 이었어요. 근데 일 하기 
전에는 여기가 있다는 것만 알고 와본 
적은 없었어요. 이제 1년 5개월 되었는데. 
전시에 관심이 거의 없다가 여기 와서 
접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 저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술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도 하지만. 
작품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관람객의 관점이나 생각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작품이니까. 저는 
전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기분에 
따라, 작품을 보는 제 생각과 개념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는 재미도 있고, 
관객들과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다만 주변에 
어린이박물관이나 경기도박물관이 
있어서 미술관 하나만 있는 그런 지역의 
미술관하고는 다른 관객층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 전시장에서 키즈 카페 
수준으로 애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눈살 찌푸리고 
돌아가시는 관객들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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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동안 작품하고 붙어 
있잖아요. 도슨트 선생님들 설명도 
계속 듣고. 이렇게 듣고, 보고, 
생각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거기에 
감명도 받고 그러다 보면, 일 하면서 
더 많이 뭔가 얻어가는 기분도 
들어요. 학교에서도 못 배웠던 것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점이 
좋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집에서 
10년 전에 아트센터 앞에서 바가지 
머리를 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엄청 놀랬어요. 초등학생 이었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데 여기 와서 사진을 
찍었더라구요. 10년 동안 용인이 많이 
변했고, 제가 아트센터에서 일 하게 
된 것도 신기하고, 운이 좋은 것 같아요.
○ 저도 신갈고를 졸업해서, 
아트센터는 잘 알고 있었어요. 몇 번 
오기도 했는데, 그 때는 너무 옛날이라 
〈TV 물고기〉를 봤던 기억만 희미하게 
나요. 전 미술을 전공해서, 전시나 
작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 
하면서 말고 관객으로 전시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쉬는 날 전시를 보러 
일부러 오기도 해요. 관객으로 오면 
일 하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전시를 볼 수 있거든요. 아트센터에서 
일 하면서 인생이 다채로워 졌다 그래야 
하나, 짭잘해 졌어요. 비디오 아트가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살아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일 하는 동안은 저도 아트센터에서 살아 
움직이는 작품의 하나로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리고 또 외국인 관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 저도 이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동네 주민이죠. 원래 저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면 그냥 스쳐 
지나면서 작품을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한 포지션에서 

한 시간 동안 서서 작품을 보게 되니까, 
스쳐 지나면서 보던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구요. 애착도 생기고. 
관객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의 
문화적 소양이 높아지는 느낌도 들어요. 
○ 저도 2008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용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서울에서 출퇴근을 좀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집을 옮기고도 조금 
어수선했는데, 오픈 준비하면서 
아트센터에서 일도 많이 힘들고 
어수선하기도 했죠. 아트센터에서 
일을 하는 건. 다른 기관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전시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아서 힘들었죠. 처음 
하는 일이라. 많이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전시 처음 할 때는 언제 
집에 갈지 몰라서 계속 대기하고 
있기도 했죠. 초기에. 전기 공사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 하고. 처음엔 모든 
게 다 급박하게 돌아갔죠. 소방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다들 경험이 
있기도 해서, 큐레이터 선생님들도 
전시 하면서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니까. 저희가 전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큐레이터 선생님들도 시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 전 처음에 들어와서 밤을 새야 
하니 여벌옷 가져와라 해서 적응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도 처음 
1~2년 정도만 그랬고, 이후엔 편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화 되었다 해야 하나. 
그리고 미술관 인프라도 많이 바뀌고. 
전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재미있게 일 했어요. 
○ 전 아트센터에서 잠깐 보안 
일을 하다가 다른 문화재단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일하는 사람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고. 
거기서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여기 찾아오고, 

생각나기도 하고. 다시 아트센터에서 
일 하면서. 팀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서로 
많이 도와주면서 일 하고. 그런 팀워크가 
좋다고 생각해요. 
○ 초기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매일 
밤새고. 소머리 박제하러도 갔다 오고. 
전시 앞두고 급하게 돌아가느라. 
○ 저는 이제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돼서. 자세한 것을 알진 못하지만. 
미술관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후세대들이 계속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아트센터도 
그렇게 가야할 것 같구요. 작품 파손을 
막거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대응하는. 그런 업무들이 
다른 직장에서의 업무랑은 많이 다르죠.
○ 저는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아트센터는 일반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그런지, 
동네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일 하다 보면서 애정이 
생기고. 전시장에 들어가신 관객들이 
오 분도 안 되서 나와서, ‘이게 다야?’ 하면 
울컥 하기도 하고. 자세히 안 보고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는 감상하고 
듣고 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아직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 저는 이제 4년 정도 되었는데. 중간에 
다른 직장에 이직을 했었다가 너무 일도 
안 맞고 힘들었는데, 여기는 팀워크가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다시 
지원해서 오게 되었죠. 백남준 작품을 
항상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적응이 좀 안 된 적도 있었어요. 도슨트 
선생님들이 설명을 막 하시는데, 다른 
세상, 이상한 느낌 같은 게 들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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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센터에서 일 하면서, 책임감이 
확실히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처음에 다른 팀원들하고 협업을 같이 
하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 하니까, 폐 끼치지 말아야 
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 저는 재단에서 오래 일을 하다 
아트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어요. 일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느꼈던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어요. 
미술관이라는 곳이 어쨌든 작품을 
계속 만나야 하고, 작가를 만나야 되는 
밀도가 강한 곳이고. 특히 아트센터 
처음에 와서 들었던 말이 ‘공부를 해야 
한다’였고. 저한테 아트센터의 경험은 
좋은 동료들과 예술을 밀도 있게, 
사람과 예술작품을 다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고. 
○ 저는 다른 미술관에서 일을 하다 
아트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백남준과 미디어 아트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걸 풀어내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또 
공공 미술관이어서 사립보다는 협력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미술관 업무 
자체가 그렇게 우아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좋아요.
○ 미술관에서 일을 하면 관장님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어떤 관장님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고, 
업무가 달라질 수도 있고. 
○ 아트센터 10년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던 시간이었죠. 
초기에는 다 비슷한 환경에서 육아를 
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서로 도움을 
많이 주는 분위기였어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애를 
키우면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아트센터의 10년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 저는 아트센터에서의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 
지난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미술계가 전문화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 저는 대중예술 애호가였는데, 
순수미술을 다루는 큐레이터가 
될 거라곤 생각 한 적이 없었죠. 
순수미술은 엘리트주의가 강한 예술 
분야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지금은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작가들하고 
예술가들이 협업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공공 미술관이었기 때문에 
힘이 된 것도 있죠.
○ 미술관에 와서 일을 부딪히면서 
하게 되고, 배우는 것도 많았고. 
아트센터에 와서는 다들 너무 열정이 
많은 것 같고, 저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업무 협조를 통해서 알아서 
서로 빈 곳을 채우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감사한 부분이에요.
○ 저는 개관 전부터, 2008월 3월부터 
일 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네. 
미술관에서 일 하면, 남들 쉴 때 일 
해야 하는 게 제일 안 좋았어요. 명절도 
그렇고. 가족 여행 잡기도 그렇고. 
그래도 일 하면서 전시 보게 되면 
신기하고, 좋고.
○ 재단에 오래 있긴 했는데, 아트센터 
오픈 때 한 번 오고 한 번도 오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일 하면서. 
아트센터는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좀 편안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트센터가 처음 문 
열었을 때, 다들 ‘오~ 경기도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련된 느낌? 콘텐츠가 
어려운 걸 떠나서 그냥 호기심이 생기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서 조경도 자리를 잡아서, 
출근길에 멀리서 아트센터를 보면 
예쁘고 멋있고 그래요.
○ 저는 개관하고 2009년 
자원봉사를 하면서 처음 아트센터와 
인연을 맺었어요. 그 때는 경제학과 
대학생이었는데, 봉사활동 차원에서 
지원을 했죠. 전혀 모르던 세계였는데, 
좀 공부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재미를 느끼게 된 거에요. 그래서 
우연히 지원하게 된 봉사활동이 사실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후에 미술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준학예사 자격증도 따고, 미술사 
대학원도 진학하게 됐죠. 아트센터에서 
일 하면서 백남준 팬클럽 회장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원봉사분들이 
너무 열정적이시고 해서.
○ 저도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아트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SNS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현대미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구요.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미술관일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아트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고, 
미술관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을 
알고 놀랬어요. 저는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 하고 계시고, 
구성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전시 
과정도 보면서 재밌고, 하나 하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 저는 10년 전에 딱 스물이었던 것 
같아요. 미대를 다니면서 전시를 엄청 
많이 봤구요. 그러다 보니 미술관에서 
일 하고 싶다, 전시를 기획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미술관에서 일한 
것은 아트센터가 처음인데. 그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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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교육적인 공간들에서 일을 
했어요. 아트센터는 좀 가족적인 
분위기, 다들 친한 분위기라서 좋고요. 
동료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저도 자극이 됐죠. 많이 배우기도 했고. 
작년은 정말 공부하면서 기획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저한테는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 학생 때 한 2번 정도 아트센터에 
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숙제하러 
왔었는데, 여기서 일 하게 될 기회가 
생겨서 일을 시작했어요. 졸업하고 
전시기획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아트센터 공고를 보게 된 
거죠. 경험을 쌓기 위해 지원했는데, 
아트센터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고민과 실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배우는 게 정말 많았어요.
○ 저는 미술을 너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학생 때 아트센터가 
개관했는데, 《나우 점프》부터 틈틈이 
전시를 보러 왔었어요. 그러다 개인적인 
이유로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아트센터가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거주지를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 하기 
일주일 전에도 전시를 보러 왔는데. 
처음 출근하는 날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계신 걸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아트센터에서 일 
하시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았다 해야 
하나,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관인 
아트센터에서 일을 하게 돼서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동료들하고 
적응하고, 업무에도 적응해 가면서 
힘든 시간들이기도 했는데. 백남준을 
알아가고 현대미술을 알아가다 
보니, 새롭고 재미있더라구요. 전혀 

모르던 세계를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아트센터에서 
현대미술을 접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동시대 
예술을 다루면서 사회적인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 계속 곱씹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지는 거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난 것도 행운이고. 다만 콘텐츠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게 아쉽다면 아쉬워요. 
○ 이전 직장이 돈을 벌어야 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던 것에 비해, 아트센터는 
콘텐츠, 내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점이 좋았어요. 공부를 계속하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아트센터에서 일 하면서 
백남준 이라는 인물에 대한 애착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휴가로 테이트1를 
가서도 백남준 작품을 먼저 찾아보고 
그랬어요.
○ 학교 때 주변의 인식이 아트센터는 
꼭 와봐야 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현대미술의 신scene을 보고 
있다는 그런 인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나 토크를 보러 자주 
왔었고. 아트센터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일을 할 때는 또 즐거운 
일터로서의 의미가 있었고. 지금은 
다른 미술관에 있는데, 나가서 보니까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일을 했으면 
미디어 아트를 잘 안다’고 생각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아트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좋은 
면모를 흡수하면서 성장을 했고, 
지금 실무를 하면서 아트센터의 
그림자를 가지고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저한테 아트센터는.
○ 처음 면접을 보러 오는데 너무 
멀어서, 과연 내가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트센터에 들어와서 전시를 
보고, 신선하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술계에서 일을 처음 하게 된 거라, 
다른 기관에서 경력이 있었지만 내용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업무를 위해서 
작가나 전시 흐름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너무 처음 보는 작가들이 
있을 때는 어려웠던 거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내야 하니까. 대중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쉽게 푸는 것. 아트센터 업무는 그런 
압박감이나 곤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트센터에서 일 할 때는 동료들과 
또래도 비슷하고, 팀 내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했었는데. 계약직 
신분이라는 점이 불안한 요소였던 거 
같아요.
○ 저는 아트센터가 첫 직장이었고, 
여기서 처음으로 기관 전시를 해서. 
많이 배웠어요. 아트센터에서. 그리고 
조직 운영 관련해서 한 경험이 지금 
기관 운영에도 많이 도움이 되요. 
전시 콘텐츠에 대한 기억보다 조직, 
직장 생활로 기억이 많이 나네요.

1 테이트 모던 미술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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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한 많은 프로그램들 중 가장 관심이 가거나 
즐거웠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요? 전시장에서 본 작품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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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백남준 작품 중에 〈TV 
부처〉2가 제일 좋아요. 관련해서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전시장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TV에 돈을 꽂고 
부처상에 대고 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러시면 안 된다 
하고 돈을 빼 드렸는데, 그 돈을 
안 받고 막 도망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안내데스크에 가져다 
드리긴 했는데, 그 할머니 관객 때문에 
〈TV 부처〉가 제일 기억에 남게 됐어요. 
그리고 전시는 《x_사운드》3 전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주말에 관객이 
천 명도 넘고, 그 때가 엄청 바빴지만, 
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 저는 관객들이 따라다니면서 
참여하는 공연들이 좋았어요. 
미술관에서 따로 음악을 듣는다던지,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다던지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백남준 
작품은 〈삼원소〉4가 좋아요. 어두운 
공간에서 작품과 내가 있다는, 묘한 
쾌감이 들고. 방해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좋기도 하고요. 2008년 오프닝 
퍼포먼스 할 때, 정말 유럽 사람들이 
반  나체로 퍼포먼스를 하는데. 사실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다들 덤덤하니까 
저도 덤덤한 척 했어요. 막 충격 받은 
척 하면, ‘아, 너무 모르네’ 그런 소리 
들을까바. 관람객들이 다 가만히 있는데 
저만 충격 받으면 문화생활 너무 안 한 
애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헤르만 니치 작품5도 
어셔 하면서 컴플레인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보는데 이런 거 왜 틀어놓냐고.’ 
그래서 19금 안내 붙여 놓으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궁금해 하고,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 저는 프라임 오케스트라 공연이 
좋았어요. 미술관에서 클래식 공연을 
볼 수 있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미술 작품인데 연쇄 살인범 심리를 

다룬 작품이 있는 걸 보고, 그것도 
재미있었어요. 관객들은 보면, 
〈TV 물고기〉6나 〈TV 정원〉7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 저는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이 좋은 것 같아요. 양지안 
작가의 작품8도 좋고요. 그런데 그 
작품을 설명이 없이는 어떤 작업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뭔가 작품을 
감상하는 법 같은 것을 작품 설명과 
같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 백남준아트센터니까, 
과학기술하고 결합된 작품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로봇이나 그런 것들. 예전에 
관객 한 분이 ‘예전엔 비디오가 비싸고 
귀한 거라서 이런 작품을 만든다는 게 
신기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보면 최신 과학과 예술이 접목된 전시나 
작품이 요새 어린 관객들에게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 〈버마 체스트〉9가 재미있어요. 그 
안에 나오는 영상이 엄청 재미있거든요. 
○ 블라스트 씨어리 작품 중에 
관객들이 직접 작가의 질문에 
대해 답을 녹음해서 영상과 같이 
들어보는 작품10이 있었어요. 저한테 
미술관이라는 이미지는 액자가 
걸려 있고, 추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질문 자체가 생각지도 못 
한 질문들이어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 《뉴 게임플레이》11가 전 제일 
기억에 남아요. 관객들이 너무 
좋아했고. 항상 참여할 건 없냐고 
물어보시던 관객들이, 그 전시는 
다 참여하는 작품들이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일주일에 3~4번 오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게임이라서 설명이 필요하니까, 
매 번 설명을 해주다 보면 관객들과도 

친해지고.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 준공식이 기억에 남아요. 2층에 
아무것도 없을 때 파티 했던. 〈괴력난신〉 
퍼포먼스도 하고. 그거 준비하면서 
여기서 한 명이 일하고, 저기선 두 명이 
자고. 너무 고된 일정이니까. 테이블도 
만들면서 이게 무슨 멋일까 그랬는데, 
다 하고 나니까 멋은 있더라구요. 
좀 뿌듯하기도 했고. 달랑 세 명이서 
그걸 준비했다는 게. 일반적으로 건물 
시설 관리는 전기나 뭐 냉방 이런 것들 
관리하는 건데, 전시 관련 업무까지 같이 
하면서 좀 특이한 경험들이긴 하죠.
○ 〈달을 가장 오래된 TV〉12가 제일 
좋아요. 그 작품 설치할 때 전선 작업이 
엄청 힘든데, 진짜 완성하면 뿌듯하죠.
○ 《나우 점프》13때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 문 열고 깜짝 
놀랬어요. 막 다 포개져 있어서. 전시장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있는데. 근데 
관객들이 지금보다 덜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건 국제예술상 
안은미 선생님 퍼포먼스.14 아트센터 앞 
길을 다 막고 크레인으로 피아노 올리고. 
그 때 아트센터 판석 많이 깨졌어요. 

2 백남준 〈TV 부처〉 (1974/2002)

3 《x_사운드: 존케이지와 백남준 이후》 (2012)

4 백남준 〈삼원소〉 (1997-2000)

5 헤르만 니치 〈오르기엔 미스테리엔 테아터〉 

(1998)

6 백남준 〈TV 물고기〉 (1975/1997)

7 백남준 〈TV 정원〉 (1974/2002)

8 양지안 〈센서의 숲〉 (2008-2018)

9 백남준 〈버마 체스트〉 (1995)

10 블라스트 씨어리 〈앞을 향한 나의 관점〉 

(2017)

11 《뉴 게임플레이》 (2016)

12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1965-

1976/2000)

13 《나우 점프》 (2008)

14 안은미 〈백남준 광시곡〉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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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부터 길을 다 막고 하니까. 
그 때 저 위에 사시는 동네 주민이 
‘제사 지내러 왔는데 길을 왜 막았냐’고 
해서 큰 소리 났던 기억도 나요. 
크레인들 자리 잡느라고 차를 아예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거 말고도 전시장 
안에서 통닭도 튀기고, 가스레인지에 
쌀도 끓이고. 개관 퍼포먼스 할 때는 
사람이 정장입고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물이 차가와서 그 물 뎊혀 주느라 엄청 
고생하고. 미친 짓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뉴 게임플레이》같이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가이아15는 애들은 
좋아했지만, 밤에 전시장을 돌다 보면 
갑자기 온 몸에 소름이 돋아서 멈춘 
적도 있어요.
○ 〈TV 물고기〉가 좋아요. 이유를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좀 더 현실감 있게 생동적이라고 해야 
하나. 전 뭔가 융합되고 같이 움직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2D 적인 것들보다 3D나 
4D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부분만 강조하면 과학 체험관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점은 미술관은 
역사적인 측면과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전 미술관에서 한 음악회가 기억에 
남아요.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국악 
공연들. 
○ 아트센터 10년 동안 같이 자리를 
지켜온 작품들. 〈TV 물고기〉와 
〈TV 정원〉.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 
중에 10년 된 것들도 있고. 
○ 에이 와다의 퍼포먼스.16 또 
우메다 테츠야의 퍼포먼스.17 후유키 
야마카와의 작업.18 이 세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모두 시적인 작업이고. 
감각적으로 위안이 되는 작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 처음 들어왔을 때 한 전시가 
《x_사운드》였는데, 그 전시가 
너무 좋았어요. 오프닝부터 뭔가 
아름다웠어요. 전시장에서 소리를 
듣는데, 너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 벤 패터슨 공연19이 기억에 남아요. 
백남준 생일 기념 퍼포먼스였는데. 
비둘기에 usb를 달아서 날린다고 
하고 주머니에 쓱 집어 넣고 비둘기만 
날리고. 아마 아무도 못 보고 나만 봤던 
거 같애요. 주머니에 집어 넣는 건. 
백남준 작품 중엔 〈삼원소〉가 좋아요.
○ 〈TV 정원〉이 예전에 깜깜한 
방에 있었잖아요. 처음 봤을 때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TV 물고기〉가 좋아요. 교육을 하면서 
어린이들 눈높이, 낮은 위치에서 보다 
보면, 화면이 되게 달라보이고. 요즘은 
물고기를 보는 게 좋아요. 
○ 전 신디사이저 기능복원 
프로젝트.20 저는 그 때 없었는데, 
자료집만 봐도 좋더라구요. 아트센터가 
해야 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작품이랑 같이 나오니까 관객들에게 
설명도 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2층에서 전시 됬던 한강에 
배 띄우고 노래하는 작품.21 그게 
좋았어요. 일 하다가도 한참을 
그 앞에서 서서 보고, 또 보고 그랬네.
○ 전 프로그램 보다 2층에 있던 
아트샵이 기억이 나요. 뭔가 이 세상 
공간이 아닌 것 같은. 되게 멋있었어요. 
학생 때 전시 보러 와서 샀던 클리어 
파일을 졸업할 때 까지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가며 썼어요. 지금도 
못 버리겠어요. 그 때 또 봤던 작품이 
〈TV 물고기〉. 너무 신기했어요.
○ 전 화장실에서 작품22을 봤던 게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화장실에도 
작품을 설치할 수 있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 메모라빌리아23가 기억에 남아요. 
작가의 작업실을 그렇게 재현해 놓은 
걸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전시장에서 
굉장히 러프rough하고, 로raw하게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 이후로 아트센터하면 그게 꼭 
떠오르더라구요.
○ 하룬 미르자 전시24가 기억나요. 
전시장에 저 혼자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몽환적이고, 시공간이 달라진 
느낌이랄까.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 〈비디오 샹들리에〉.25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한 
현상》26 전시에서 봤던 사일런트 
아카이브도 기억에 남아요. 
○ 《x_sound》 때 외부에서 상도 
받고 해서, 기억이 많이 남아요.

15 노진아 〈진화하는 신, 가이아〉 (2017)

16 에이 와다 〈브라운 튜브 재즈 밴드〉 (2010)

17 우메다 테츠야 퍼포먼스. 2010 백남준 

아트센터 국제 퍼포먼스 프로젝트 《Out of 

Place, Out of Time, Out of Performance》 

(2010)의 하나로 열림.
18 후유키 야마카와 〈공명하는 몸〉 (2009)

19 벤 패터슨 〈백남준에게 보내는 인사〉 (2010)

20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복원 

프로젝트 (2011)

21 임민욱 〈S.O.S. 채택된 불화〉 (2009)

22 홍철기 〈증폭된 화장실〉 (2009)

23 백남준의 뉴욕 스튜디오 아카이브를 

전시장에 재현한 설치

24 2014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전 

《하룬 미르자: 회로와 시퀀스》 (2015)

25 백남준 〈비디오 샹들리에 No. 1〉 (1989)

26 《비상한 현상, 백남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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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본인들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하고 
계신 업무나 느끼는 고충에 대해 자유롭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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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른 미술관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어서. 제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저희한테 쉽게 말씀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안내를 하면 막 짜증내시고. 그래도 
10년 전 보다는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전엔 가방 맡기고 들어가셔야 한다 
하면, 왜 그래야 하느냐고 불만도 
많았는데. 요즘엔 다른 미술관 경험치가 
많이 쌓이기도 했고, 미술관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미술관 예절, 
규칙에 대해 많은 이해가 생긴 것 
같아요. 관객들이 전시 제목을 외우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 졌구요. 
○ 관객들이 무턱대고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입장료가 유료라면 왜 
돈을 받냐고 뭐라 하시고, 무료라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하시고. 성희롱 
하는 관객들도 있어요. 남성들만 
오거나, 남성 혼자만 오시는 경우 
중에 가끔 그렇구요. 가족이나 다른 
여성분들하고 오시면 그렇지 않죠. 
○ 외모를 가지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는 보안 스탭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터치까지는 아닌데, 말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 가서 생각하다 보면 
어이 없고, 화 나고 그렇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생겼나 싶기도 해요.
○ 음주하고 오시는 관객들이 있어요. 
원래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데, 
애매한 상태면 저희가 말릴 수가 없죠. 
그냥 냄새만 나는 정도라면 그 정도로 
입장을 못 하게 해선 안 될 것 같아서. 
완전 취객 관객은 없었는데, 약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발권할 때 카드 막 던지는 
사람들도 있구요. 
○ 외국 미술관 같은 경우에 전시장 
안에서 사진 못 찍게 하거나, 작품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면, 

관객들이 바로 수긍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일단 불만을 말씀하세요. 
그런 점이 힘들죠. 전시장 안내를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고 무시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어리다 보니까 관객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무시하고 막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 도서관에는 매 주 오시는 
할아버지 이용객이 한 분 있었는데. 
매 주 너무 열심히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를 대출해 가서 읽으시고, 
반납하시고. 지금은 이사 가시고 
안 오시는데, 그런 충성 관객들이 
있으면 너무 뿌듯하죠.
○ 아트샵이 1층으로 내려온 건 
잘 한 것 같아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 입장 마감 시간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오시는 관객들이 종종 있어요. 
아트샵 구경하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5시 마감 전에 전화로 
‘5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곤란하죠. 
안타깝지만 입장이 안 되는 경우니까요. 
○ 전시가 6시까지 인데, 어셔들 
퇴근 시간도 6시라는 점이 좀 애매해요. 
6시까지 전시를 다 켜 놓고 있다가 
끄고, 정리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퇴근 시간 이후에 일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관객이 있는데 
전시를 끌 수도 없고. 
○ 안내데스크는 전시 안내 뿐 
아니라 미술관 주변 정보까지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객들이 주변에 
식당은 뭐가 있냐, 화장실은 어디 있냐, 
뭐 그런 질문들도 엄청 많이 하시구요. 
버스도 많이 물어보시고. 특히 
기흥역이 아트센터인줄 아시고, 거기서 
아트센터 다 왔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신갈고 앞에 있다고 다시 
안내 드리죠. 신갈고등학교 앞에 있는 
백남준아트센터라고. 그리고 주차장 
입구랑 출구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 요즘엔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관객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저희가 오히려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관객들이 너무 
친절해요. 별건 아닌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인사 
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 2층 전시장이 너무 덥긴 해요. 
작품에서 나오는 열기도 있고. 아무래도 
유리니까. 관객들도 2층이 덥다는 
불만도 많이 이야기 하시구요.
○ 작품 관람하실 때 안전선이나 
안전바를 넘어서 작품을 보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때 주의를 드리면, 
‘나도 다 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작품 보호를 위해서 주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동시에 
백남준아트센터가 문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듣는 게 이런 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도 해요. 전시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생긴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지고 하는 건 그 곳에서만 가능하게. 
그러면 좀 더 자유롭다는 느낌도 들고 
문턱도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 저희가 전시장에 서 있는 걸 
관객들은 본인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을 
그런 관객들도 있어요. ‘오래 서 계셔서 
힘들겠어요’ 하시면 너무 고맙죠. 
○ 현장에서 작품 보호를 위해 
관객들에게 안내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작품 사이를 뛰어다녀도 
부모님들이 제지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 전시장에서 백팩은 맨 사람은 
느낌도 없이 주변을 칠 때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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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험한데. 백팩을 매고는 
입장이 안 된다고 안내 드리면, 
안 들어가겠다는 관객들도 있어요. 
○ 전시가 유료일 때랑 무료일 때랑 
관객의 태도가 많이 달라요. 무료 
전시인데 뭐 이렇게까지 제지를 하나, 
하는 반응을 보이실 때도 많구요. 
유료일 때는, 뭐라도 하나 더 보려고, 
리플렛도 다 챙겨가시고 해요. 
‘뭔가를 얻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무료로 전환되고 나서는, 
뭔가 그냥 더우니까 들어온 시원한 곳? 
이런 느낌으로 전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말에 오시는 가족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전시에는 그냥 
휙 보시고 나가시는데, 유료일 때는 
‘여기 서 봐바. 이 작품이~’ 하는 
설명을 엄청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거든요. 
○ 입장이 무료가 되고 나서 화장실만 
이용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화장실을 너무 막 쓰는 
거지.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 전시장에서 동영상 촬영이 
안 되는데 몰래 찍는 관객들이 있어요. 
비디오 아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게 
되면 작품을 카피하는 것이랑 다르지 
않으니, 동영상은 못 찍게 하는데. 그런 
안내를 하면 사진은 되는데 왜 동영상은 
안 되냐는 항의를 받기도 해요.
○ 전시장에서 너무 사진만 찍는 
관객들을 보면 좀 그래요. 작품을 
진지하게 관람하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거든요. 
○ 그리고 백남준아트센터니까 
여기 있는 모든 작품이 백남준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층 기획전에 있는 작품들을 다 
‘백남준이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관객들도 있어요.
○ 외국인 관객들이 많이 오세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안내가 다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이해를 못 하고 그냥 작품 
사진만 찍고 가시는 관객들을 본 적이 
있어요. 뭔가 다국어로 작품이나 
전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지금도 교육 프로그램이 많긴 
하지만,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그 
자리에 바로 참여하면서 백남준을 알게 
하는 그런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건물이 칠드빔과 유리벽의 
조합이라. 칠드빔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건데, 독일이랑 한국은 
여름철 습도가 다르다 보니까 운영이 
어렵죠. 냉방 효과는 좋은데 습도가 
높아서 결로 문제 잡기가 힘들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보수를 계속 
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15년 
정도 지나면 전체적인 보수를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요. 15년이나 20년 정도 
지나면 설비들이 바뀌고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고. 
○ 한국의 미술계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디렉터 십directorship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어떤 관장이 
오느냐에 따라 기관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나쁜 상황에서 
수동적으로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조직원으로서의 자괴감도 들고. 
요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든 사람이랑 
관련된 경험이 나에게 쌓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마을을 
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TV 정원〉을 처음 설치했을 
때는 밑에서 물이 자동으로 분사되는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흙이 다 패이고, 물이 튀어나오고 
해서.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매주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은 누군가 
이야기 한 것처럼 생명체처럼 계속 
가꾸고 돌보아야 한다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TV 물고기〉도 
주기적으로 어항 청소도 하고, 물고기 
관리도 하고. 오랜만에 온 이전 동료가 
〈TV 정원〉이 관리가 잘 돼서 너무 
예쁘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 아트센터가 원래는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그러다가 밝게 바꾼 
건데. 전 이 느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접근도가 높아졌다고 해야 하나.
○ 스마트 기기를 좀 많이 쓰면 
좋겠어요. 발권이나 설문이나. 혹은 
뭔가 안내를 하는 걸 홀로그램 같은 
걸로 한다던가.
○ 백남준 작품을 보여주는 미술관이 
많지 않잖아요. 아트센터 말고 백남준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의 지도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딜 가면 백남준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런 걸 안내하면 관객들도 그 곳을 
찾아가는 재미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구요.
○ 아트센터는 무엇보다 백남준 
작품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게 항상 
아쉽죠. 백남준의 대형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형 설치 
작품이 하나 쯤 있으면 좋겠어요.
○ 아트센터에서 전시하는 백남준 
작품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작품이나 
퍼포먼스, 기록 영상이나 글 같은 
걸로 좀 다양하게 백남준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 혼자 근무를 하거나, 
자원봉사분들과 함께 있는데. 처음에는 
새로운 분들이랑 있는 것에 대해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편하게 있으시고, 얘기하시고 해서, 
토크쇼 같은 느낌이더라구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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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만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은 
같은 분들을 만나서 일을 하는데, 
새로운 분들과 바뀌면서 만나게 되니까 
좋았어요. 그래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려움이 컸어요. 일 하다 
보니 자원봉사분들이나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배우기도 
했는데. 여전히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1인 공간이 짊어지고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 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대상이 너무 다양해요. 5세 아이부터 
7~80대 노인분들까지 아울러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감명 
받았어요. 아트센터가 시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교육 
인원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바램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해요.
○ 2009년에 전시 됐던 헤르만 니치 
작품27이나, 최근에 전시에 나왔던 
에드 앳킨스 작품28 같은 경우는 유혈이 
낭자하고, 성적이 내용이 잠시 나온다는 
이유로 관객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현대미술에서 다루는 
자극적인 주제들, 내용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 교육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참여자들이 미술관에 기대하는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림을 그리거나, 
체험을 하고 가거나 하는 정도거나. 
미디어아트 센터라고 해서 TV나 영상 
창작을 기대하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들은 
전시 주제를 이해하고, 백남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도 

있어서. 이게 이론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실망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 안타깝기도 했고. 반대로 
기대와 전혀 다른 교육을 체험하고 
가시면서 너무 만족하시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했어요.
○ 교육이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할 
만한 시각적인 결과물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백남준이 
추구했던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상황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 
결과를 만들어서 참여자들이 가져가면 
뭔가 더 분명한 인식을 하는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트센터 
교육은 실험적이라는 생각도 들구요.
 다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들은 
정말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2~3,000명을 한번에 수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트센터는 교육 공간이 
협소해서 그럴 수가 없죠. 그래도 
작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 과정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교육 참가자수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하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정답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 아니라, 예술 
교육이라는 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교육이 맞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면서. 아트센터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점들이 아쉬워요. 
○ 새로운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객을 유입하려고 해요. 
월간지나 언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아트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어요. 미술관이 다 그렇고, 우리 
또래들이 다 그런 고용 환경에서 일을 
해서 많이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지만. 

물론 힘든 점도 있었죠. 올해부터 
공공 미술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방향성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 다른 미술관에서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만나는 기자들이 ‘아트센터 
전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소수를 위한 프로그램들 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프로그램에 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관 홍보가 전시의 홍보도 있지만 
기관의 홍보도 하나의 큰 축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트센터의 모든 전시가 
백남준의 작품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좀 개선되어야 할 점인 것 
같아요.

27 헤르만 니치 〈오르기엔 미스테리엔 

테아터〉 (1998)

28 에드 앳킨스 〈쉭 소리를 내는 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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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의 미술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백남준아트센터의 한계와 가능성,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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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아트센터는 지금보다 좀 더 
대중적이 될 것 같고, 다양한 연령층이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해 오는 미술관이 
될 것 같고, 또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는 
미술관이었으면 좋겠어요.
○ 백남준아트센터 하면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직도. 10년이 
지나도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트센터 문턱을 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일단 
‘예술’이라고 붙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의미를 찾으려 하니까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느끼면 되는데.
○ 아트센터는 전체적으로 팀워크가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 생일들도 
서로 다 챙기고. 사이가 좋죠. 업무를 
할 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하는 업무 특성 상 협업이 
꼭 필요하면, 가서 미리 이야기 하고. 
서로 알고 일이 돌아가면 좀 더 쉽게 
일이 풀리니까.
○ 재단에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령을 냈을 때. 그때는 다들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업무들에 
적응하고, 기관에도 적응해야 하고. 
조직을 재단에서 관리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 미술관은 전시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지니까, 전시 때 업무가 많이 
몰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업무 
강도가 세 배, 네 배가 되는 거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업무가 너무 몰리면 힘들죠. 
큐레이터들도 힘들고 다들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전시 준비하는 시기는.
○ 아트센터 부근이 너무 개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주변이 개발되고 나서. 요즘은 

산책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강아지 데리고. 아파트에서 천 따라서 
돌면서 미술관까지 오는 코스를 잡거나, 
뒤에 공원까지 가거나 하는 코스를 
잡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아트센터를 지나가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용인시나 
경기도에서 산책로 등을 정비해주고, 
뭔가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 아트센터에서 일 하면서 초기에 
비해 스몰 토크가 좀 많이 줄은 
느낌이에요. 유연근무제를 하면서 
남들의 근무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야기 할 
시간들이 줄어든 거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에 집중력은 확실히 
더 생겼지만, 이야기할 기회는 앞으로 
더 줄어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예전에 뒷동산에 공간 같은 걸 짓고 
그냥 사라진 적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공연장으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서커스나. 
주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아트센터에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아서. 뒷동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 미술관에서 일을 하면 전시가 
일이 되니까. 여행을 가서 미술관을 
가도.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조명은 
어떻게 했나, 사인물은 어떻게 했나, 
벽은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것들만 
보이니까. 아쉽죠, 그런 면이.
○ 저는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내부 직원들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항상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아무 때나 편안하게 와서 본인들이 
조그만 워크숍이라던지, 미팅을 할 수 
있는 장소.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이 
되면 좋겠어요.

○ 사실 요즘 세대 갈등이 심한데, 
이번 수집29 실험을 하면서 노인복지관 
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 분들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관객층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 외국 미술관을 가면 관객 대부분이 
노인들이에요. 특별한 수업을 하거나 
전시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생활 속에 
미술관이 녹아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부럽더라구요. 일상에 녹아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는 미래에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10주년을 맞아서 “예술 공유지, 
백남준”을 모토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공유라는 주제로. 이게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기본을 잘 다지고 시작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무를 하다 보니 
무리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 10주년 실험들 중에 공모30를 보고 
굉장한 희망을 느꼈어요. 
○ 저는 아트센터 구성원들이 말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뭔가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건 조직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고, 발전의 토양이 
된달까. 그런 것 같아요.
○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야 개선이 되는 건데, 
묵인하고 지나가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트센터의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조직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29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관점실험 #수집 

(2018)

30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공동체실험 

#공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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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미술관이라고 꼭 디지털, 
첨단 기술을 도입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트센터에서 좋게 
평가받고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만 봐도. 
아날로그 적인 요소는 미술관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 전시도 많이 했고 하지만, 
의외로 기억에 남는 건 도슨트에요. 
처음엔 저랑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생각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아트센터 기관 
특수성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도슨트들이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아트센터는 
싱글 아티스트 뮤지엄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백남준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해서. 학예팀에서 제공하는 것도 많고 
해서. 기관이 가진 이미지랑은 별도로. 
아트센터가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작업들을 소개하는데, 로컬하고도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슨트 분들과의 
대화는 학예팀 내에서의 대화랑은 
전혀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그 업무를 
통해 많이 배웠고,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 이런 특징을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미래 아트센터 모습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전시를 공동 기획하는 건 
아트센터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같이 하는 것 뿐이지, 
뭔가 같이 만드는 건 거짓말이다’ 할 
정도로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아트센터는 그게 
가능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봐요. 
큐레이터 워크숍 같은 데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기획 경험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공동기획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고, 포기하는 것도 배웠고. 
진행 과정이야, 당연히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작품이 
들어오면 불만이 없어지고, ‘아 저런 
거 들어오니까 좋구나,’ 그랬거든요. 
실제로 재미도 있었어요.
○ 아트센터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 할 때 약간의 배짱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야 하나, 
그런 힘이 있어요. 분업이 철저한 
조직의 힘이 있긴 하지만, 그런 조직은 
분업의 구조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라도 스스로 느끼는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도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트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저 또한 난생 처음 해보는 
일들도 있었고, 그걸 같이 하면서 
배우는 기회도 있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 뭔가 도전하는, 거침없이 시도하는 
능력을 함양해 주는 조직 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 아트센터는 어떤 공동의 분위기가 
있어요. 보통 다른 미술관들은 각자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옆 자리 업무에 
관여하는 않는 암묵적인 룰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트센터는 
뭔가 공동으로 이루어 가는 분위기가 
있죠.
○ 제 주변에서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과 미디어아트에 관한 
전문가들이 뭉쳐진 미술관’ 이라는 
인식이 좀 확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위치 
같은 핸디캡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트센터는 어떤 밀도, 방식으로든 
백남준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어쨌든 대단히 높은 전문성을 
가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백남준에 
관한 미술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 멀어서 아트센터에 자주 못 간다는 
말은. 사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도 
멀잖아요. 북서울 미술관도 접근성이 
좋은 편이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좋은 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트센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뭔가 아트센터까지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놓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전시 루트를 짜주는 
계정도 있어요. 어디 가서 무슨 무슨 
전시를 보고, 뭘 먹고 하는 식으로. 
루트를 제안하든, 홍보를 하든 뭔가 
관객을 끄는 동력에 대해 고민은 해야 
할 것 같아요.
○ 관객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안 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반대로 먼 데도 오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멀어도 왜 오는 지에 대한 
분석이나. 지역 주민인데도 오시는 
분들. 왜 오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요즘 아트센터 오프닝은 소위 아트 
신scene에서 기획하고, 뭔가 전시를 
지금 한창 만들고 있는 작가나 기획자가 
안 오는 것 같아요. 뭔가 기관의 방향성 
문제라기 보다는, 기관이 거쳐 가는 
단계 중에서 나오는 문제 같은데. 
예전에 비해 해외 작가를 볼 수 있는 
미술관이 많이 늘어났고, 공간들이 
다변화 되고, 해외 비엔날레들에도 많이 
나가게 되면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없어진 거 같아요. 아트센터 
전시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컬렉션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아트센터가 백남준의 개념에서 
주제를 가져오고, 사회 문제랑 
연결시키고, 국내외 작가를 선별하고, 
하는 식의 패턴을 좀 벗어나서. 당시에 
백남준이 미술 제도에 가했던 타격 같은 
정도의 타격을 지금 미술계에 내어 
보겠다는. 급진적인 움직임도 좀 
꿈 꿀 수 있을 거 같아요. 



72 #ART #COMMONS #NAMJUNEPAIK

○ 공유지라는 개념이 수위가 
너무 다양해서.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수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긴 
하죠. 미술관에서 가능한 공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결국 
공공이라는 게 기반이 되면서, 
더 실천적인 것들을, 시민들이 
실천하고 거기서 공동체가 
발생하는 것을 공유지라고 본다면. 
아트센터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노동 공동체를 보는 시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공유지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했죠. 그리고 지금 메타뮤지엄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 
10년을 보면, 분명 아트센터는 
로컬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주의  
깊게 보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어요. 
사실 우리 콘텐츠의 70%를 소비하는 
층이 로컬 관객층인데. 미술계 
담론도 중요하지만, 로컬에 대한 
고민도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 관객을 미시적으로 보는 
방향의 전환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왜 오는가. 
어떤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에 맞추어 움직이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문화 향유자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 한정되지 않잖아요. 
그것 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말하는 
건데. 정치권력하고 문화 향유자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뭔가 퍼블릭 개념이 시민사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면, 공유지는 
그것 보다 훨씬 넓고, 자유로운, 
반 제도적 개념이 아닐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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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t could be inferred from its title, the #CommonsExperiment is an experiment whether the NJP 
Art Center could function as the commons. Starting from the questions, ‘Who is the museum for?’ 
and ‘Who uses this space?’, this project will experiment the production of space and its usage. The 
interior of a museum is a public space, but it does entail numerous limitations for everyone to use. 
In consideration of this, a new communal #Space was built in the outdoor space. The blueprint 
and design for this space was executed in August and the appropriate technology-technology play 
specialist, Sungwon Kim and artists, Geunse Lee and Juyeon Lee partook in this project. The actual 
production took place in the form of a #Workshop. Using modules designed in basic format, anyone 
could become a producer and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the commons. The #Use of the completed 
space would be open to everyone for resting / playing / performance / workshop without a definite 
purpose. This space is freely managed for everyone to use upon request. Online reservation is 
available for this space until February 2019.  

















#PerspectiveExperiment experimented how the NJP Art Center could function as a venue where 
different perceptions are acquired and shared simultaneously. As part of this, the “Unlearning 
Workshop” collected different perspectives existing in the museum, and conducted the procedure 
of changing or exchanging them among the participants. #Change was an unlearning workshop 
for the community. Unlearning questions the existent thoughts and attitude acquired or learned 
throughout our lives, and also signifies the opportunity to learn again from this procedure. This 
workshop was composed of learned dialogue, participatory performance, collaborative project, and 
it was directed and designed by an artist and educator, Taeyoon Choi. With participants including 
educator, curator and people interested in the unlearning process, it was a time to recollect and 
question the boundaries of thoughts, concepts and values we had taken for granted, and share each 
other’s idea of the unlearning. This workshop was open for anyone to participate and also provided 
text message translation in this manner. #Collect was a media workshop designed and directed 
by the artist Jun Kim on the topic of ‘site-specific sound’ and ‘collected material’. The participants 
were to collect sounds and objects near the NJP Art Center and make an artwork of their own. 
This was an occasion to reveal individual perspectives with sounds that measure and enable sense 
of invisible things, along with rediscovering the vicinity environment through the expression of 
artistic gestures. In addition, this workshop was open for senior residents, educators and family 
that it was able to draw diverse perspectives from people distant to the museum and bring the 
results into the museum. #Exchange was an experiment that crossed over various contemporary 
point of views and issues based on works of art and exhibitions. Escaping the conventional means 
of curator directing the exhibition and docent delivering the purpose, this explored how to deliver 
and form meaning in an alternative perception apart from the intention of the curator. It was an 
experimentation of how the message of an exhibition could change when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a grandmother telling a story about an artwork to children, art seen through the lens of popular 
culture or an exhibit seen through nature and environment, would enter the museum and further 
change the museum’s role as a mediator of such perspectives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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