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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는 백남준아트센터의 10주년을 기념하여 
퍼블릭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되어졌습니다.

공유지 실험, 공동체 실험, 관점 실험으로 구성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는 향후 백남준아트센터가 새로운 
미래형 미술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예술 관련 전문가와 비전문가, 다양한 세대와 직종 
간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적 감성들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예술 공유지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점점 분절되며 고립되어가고 있는 미래 사회의 
사람들에게 모두가 함께하는 예술 공유지는 우리가 나아갈 
사회이자, 또 다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의 교류는 
그것을 주는 자와 받는 자 간의 위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적 감성과 감정의 교류는 서로가 위계 없이 상호호환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을 통한 미래의 공유사회 
바라보기는 앞으로도 더욱 더 중요해 질것입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기획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는 
과거 미술관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내려놓으며 보다 다양한 
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진화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앞으로도 백남준아트센터는 다양하고 선도적인 창의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해주신 조민화 학예사와 김보라 기획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유지 실험에 강사로 참여해주신 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작가, 관점실험에 참여해주신 최태윤, 김준 작가와 김작가, 
이경희, 안선영 선생님. 그밖에도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를 함께 만들어주신 많은 참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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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잇는 글

조민화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아트센터는 2008년 10월에 
개관하였다. 백남준이라는 작가의 삶과 예술을 바탕으로 동시대 
예술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기념관이 아닌 아트센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백남준이 오래, 그리고 이 시대의 예술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었다. 그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으며 10번의 해가 
바뀌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만 걸어왔던 길을 이제 한번쯤은 
되돌아 봐야하지 않을까?’, ‘앞으로 가야할 길의 방향이 어디인지 
한번쯤은 멀리 내다보아야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올 한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과는 
무엇인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스스로에 대해 성찰했다. 그 결과 
우리가 10년간 쌓아온 유·무형의 자산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군가에게 조금은 어려웠고 불편했었던 미술관에 대한 
턱을 조금 더 낮추고, 그 안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올 한 해의 모토를 “예술 공유지, 백남준”으로 설정하고 공유지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시작했다.

백남준의 공유지 실천
공유지(commons)라는 단어는 익숙한 듯하지만,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공유지는 공유할 수 있는 자원과 
공동체,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규약이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통합된 전체를 이르는 단어이다. 단순히 공유자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거나 혹은 매우 광범위 할 수 있다. 그럼 왜 하필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백남준의 
글과 그의 작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는 TV로 작업하면 할수록 신석기시대가 떠오른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놀랄만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에 바탕을 둔 정보 녹화 시스템에 
연결된 기억의 시청각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는 노래를 동반한 무용이며, 
다른 하나는 비디오다…나는 사유재산 발견 이전의 오래된 과거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그렇다. 비디오아트는 신석기시대 사람들과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비디오는 누가 독점할 수 없고, 모두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공동재산이다. 비디오는 유일한 작품의 독점에 바탕을 둔 체제로 작동하는 
예술세계에서 힘들게 버텨내고 있다. 현금을 내고 사가는 작품, 순전히 
과시하고 경쟁하는 작품들로 이루어진 예술세계에서 말이다.◆

◆

백남준, 「DNA는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다」, 
『백남준: 말에서 크리스토』, 
에디트 데커, 이르멜린 리비어 엮음, 
임왕준, 정미애, 김문영, 이유진, 마정연 
번역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2018),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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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에 자연 생태계에서 맹수에 비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영장류는 생존을 위해 집단생활을 하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만들어 생존 기술을 서로에게 전수했다. 누군가 자연 생태계를 
독점하게 되면 인류 전체의 식량자산이 위협받게 되는 것을 깨달은 
선사인들은 자연을 보전하는 규율을 정하였고, 그 규율을 기반으로 한 
채집과 사냥 기술을 전수했다. 자연이라는 자원을 함께 나누고, 모든 
삶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식량 뿐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함께 
나누고 실천했던 그 시대의 삶이 바로 공유지(commons) 자체였다.

백남준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백남준의 예술 
작업은 대부분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생존의 기술을 서로 나누었던 
선사인처럼 백남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상상력을 함께 
나누고, 또 다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이들과 협력하였다. 백남준과 
함께 한 이들은 하나의 느슨한 공동체처럼 자발적인 규율을 
바탕으로 예술을 생산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규율은 바로 
예술을 사유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백남준의 위성 3부작 시리즈다.◆◆ 위성을 통해 전 
세계를 연결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예술 공동체가 참여 했고, 이들은 
예술을 모두와 함께 나눈다는 규율에 동의하였다. 그렇게 느슨한 
공동체는 위성 시리즈를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지구라는 공동체를 
향해 예술을 통해 상생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예술 공유지, 백남준’ 그 가능성의 실험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는 공공미술관인 백남준아트센터가 
가진 ‘공유지(commons)’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의 
미술관이 가진 틀을 넘는 실험들을 시도한 프로젝트이다. 공유지의 
필수조건인 공유자원과 이를 이용하는 공동체를 탐색하고, 
공동체가 스스로 공유지를 가꾸는 토대가 되는 광장(서로 다른 
의견이 공명하고 논쟁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자 했다.

공유자원으로서 백남준아트센터의 가능성은 탁월하다. 
백남준의 예술, 백남준에 대한 연구,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업과 
네트워크,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등 방대한 양의 지적자산이 
공유자원이 될 수 있고, 백남준아트센터라는 물리적인 공간 
자체도 공유지가 될 수 있다. #공유지실험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공유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미술관 외부에 공유지를 직접 
설계·제작·사용하도록 기획하였고 그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적자원은 누구에게나 가장 쉬운 접근성을 

가진 온라인 공간(www.njp10.com)에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결과물만을 보여주는 실험이 아닌 참여자와 함께 만들며 
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는 실천을 했다.

공유자원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공동체실험으로 답을 모색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자원봉사자들을 
떠올렸고,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체가 스스로 
작동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택했다. 눈에 보이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공동체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의 공모는 
백남준아트센를 둘러싼 공동체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놓치기 
쉬운 백남준아트센터의 노동자들. 이들은 단순히 노동자일 뿐인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공유지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관리하는 사회적 관습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것을 
공유화(Commoning)이라고 한다. 피터 라인보우는 “공유화 없이는 공유지는 
없다”고 말한바 있다. 이 말은 공유지가 자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관행과 가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에 대한 가치의 이해와 공감이 없이는 공유지는 작동하지 
못한다. 공유지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방식은 개인마다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에 대한 내부 동의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내부 
공유화(commoning)라는 작은 실천을 동료들과 함께 시작했고, 
동료와 공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공공기관인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바로 누구에게나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미술관은 하나의 광장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일률적으로 만들어낸 규칙과 통제가 아닌 
공동체 스스로 규율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발언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관점실험은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에서 주요한 관람 혹은 교육의 대상에서 비켜나있던 
유아와 어르신, 교사와 예술 매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관점을 
전환·수집·교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미술관의 
문턱은 조금 더 낮아지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관점을 타인과 나누는 
방법을 경험하였다.

◆◆

백남준의 위성 3부작 시리즈는 
1980년대에 백남준이 위성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 
<바이바이 키플링>(1986), 
<세계와 손잡고>(1988)를 통칭한다. 
언제나 당대 최신기술을 흡수해 
자신만의 예술을 만들어 냈던 
백남준은 위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전 세계인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

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번역(서울: 갈무리, 2015),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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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뮤지엄 #프로젝트》 실험 보고서
이 자료집은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실험보고서이다. 실험보고서가 
갖추어야 할 실험을 위한 질문과 주제,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다. 
어떤 질문에서 시작하였는지, 실험을 위한 목적은 무엇인지는 각 
실험별로 조금 더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실험의 과정은 책이라는 
매체에 담을 수 있는 형태에서 가장 많은 것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사전 준비에서부터 운영 과정, 그 안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의 
노고까지. 지면이라는 것의 한계에 압축되거나 생략 된 것도 분명 
있지만, 이 책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실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실험의 결과는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될 수 있다’ 
혹은 ‘없다’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답을 도출하기 
위한 과학실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각 실험별 프로그램을 
함께 한 매개자와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대신했다.
공유지라는 개념의 정의가 모호하였듯이 이것을 이해하는 
정도와 방식도 모두 제각각일 것이다. 누구에게는 정답처럼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로 느껴졌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왜 공유지가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남길 것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되기에 아직 요원해보일지도 
모른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이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각각의 정의를 내렸을 것이고, 각자가 정의 내린 방식으로 앞으로의 
백남준아트센터를 향유하면 된다. 공유지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오랜 시간을 들여 
가꾸어가는 것이기에,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아트센터가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답은 앞으로 더 많은 질문과 
실험들로 채워가야 할 것이다. 이번 실험은 시작에 불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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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백남준아트센터 
#개관10주년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공의 장소는 지난 10년 
간 어떤 곳이었을까? 앞으로 어떤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미술관은 누구를 위한 곳일까? 어떤 
사람들을 환영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쯤 
불친절했을까?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왔을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지켜야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백남준아트센터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떠올린 질문들이다. “비디오는 누가 독점할 
수 없고, 모두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공동재산이다”라는 백남준의 말처럼, 우리는 
예술이라는 공유지를 함께 나누고 가꾸어가고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에서 발견한 #예술 #공유지 
#백남준 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시, 심포지엄과 
더불어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리스어 ‘μετά’에서 유래한 ‘메타meta-’ 
는 ‘사이에, 뒤에, 넘어서’라는 의미로 단어의 뜻을  
확장하게 하는 접두어다.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를 
통해 뮤지엄과 사회의 사이에서, 뮤지엄에 
대해서, 나아가 뮤지엄을 넘어서 함께 상상하고 
실험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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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식, 정보, 의견이 공유되는 

온라인 광장을 만들 수 있을까?

www.njp10.com

#전환
p 44 - 79

#수집
p 138 - 166

#공간
p 46 - 57

#사용
p 106 - 134

#관점실험

#공유지실험

미술관을 둘러싼 관점의 전환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미술관의 공유 공간을 자율적으로
 가꾸고 활용할 수 있을까?

미술관의 공유지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

다양한 관점을
미술관에 담을 수 있을까?

#교환
p 80 - 134

#워크숍
p 58 - 89

누구나 공유지의 사용자이자
제작자가 될 수 있을까?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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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아트센터 공동체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자율적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백남준아트센터 안으로부터의 
공유화가 가능할까?

#친구
p 94 - 117

#동료
p 118 - 134

#공모
p 42 - 93

#공동체실험다른 관점들이 미술관을 매개로
교차되고 공명할 수 있을까?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일정

2018년 2019년

-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기획

#공유지실험 
#공간 : 

구상과 설계

#공유지실험 
#워크숍

#공유지실험 
#사용

프로젝트
마무리

-
평가

- 
자료집 제작

#공동체실험 
#공모 :

모집, 1차 인터뷰

#공동체실험 
#공모 : 

중간워크숍, 
2차 인터뷰

#공동체실험
#친구 : 

홈커밍데이

#공동체실험
#공모 : 

최종 공유회

#공동체실험
#공모 : 팀별 프로젝트

#공동체실험
#동료

#관점실험 
#전환

#관점실험 
#수집

#관점실험 
#수집 

+ 결과전시

#관점실험
#교환

10주년 웹페이지 (www.njp10.com)

#공유지실험

#공동체실험

#관점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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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jp10.com 2018.09.26. -
#김규호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유지(Commons)’

전시, 심포지엄,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NJP10’을  
제작· 운영했다. 

w
w

w
.njp1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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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프랙티스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아이덴티티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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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메타뮤지엄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공
동

체
실

험

#
공

모

#

#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탈
학

습 워크숍

#관점실험 #전환

Unle
ar

ni
ng

 W

orkshop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관점실험 #수집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관점실험 #교환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이야기  할머니
미취학 아동, 

유치원 단체 대상

#관점실험 #교환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자연을 들여다보는 방법,과학과 예술 -

식물을 과학으로 드러내고 예술로 표현하기

고등학생 및 
성인 대상

음악, 예술, 대중문화- 

#관점실험 #교환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고등학생 및 
성인 대상

예
술

 공

유지로서의 K-POP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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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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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공

동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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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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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지실험

2
#공동체실험

3
#관점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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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

2-1

#공모

3-1

#전환

1-2

#워크숍

2-2

#친구

3-2

#교환

1

#공유지실험

2

#공동체실험

3

#관점실험

1-3

#사용

2-3

#동료

3-3

#수집

<#공유지실험>은 단어 뜻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다.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다. 
‘미술관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누가 사용하는 
공간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미술관, 특히 미술관의 내부는 공공의 
공간이지만(혹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공동체실험>은 ‘미술관의 공동체는 누구인가?’, 
‘공동체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다양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 직원, 자원봉사자, 관람객, 교육 참여자, 
도서관 이용자, 용인시민, 경기도민, 예술계 관계자, 
혹은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불특정 다수까지. 

공동체 실험을 통해 다양한 관계 속에 놓인 

<#관점실험>은 미술관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을 수집하고, 전환 또는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가 서로 다른 시각이 모이고 
공유되는 광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실험이다. 

두 가지의 워크숍을 통해 미술관을 둘러싼 
매개자와 함께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거나, 
미술관의 주 대상층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의 

2018. 08. - 2019. 02.

2018. 08. - 2019. 02.

2018. 10. -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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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미술관 야외에 
공유 공간을 제작하고, 실제 사용해보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했다. 

미술관의 공동체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각각의 
공동체가 미술관이라는 공유지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

관점을 미술관 안으로 초대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작품과 

전시를 매개로 관점을 교차하고 확장하는 시도를 
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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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실험 
목차

#�공동체실험 
목차

#��관점실험 
목차

44 - 49

50 - 76
77 - 79

80 - 82

83 - 85
86 - 87
87 - 97

98 - 102
103 - 104
106 - 107
107 - 123
124 - 133
133 - 134

42 - 45

46 - 47
48 - 49
50 - 53
54 - 55
56 - 80
82 - 83
84 - 93

94 - 96

97 - 117

118 - 120

121
122 - 134

46 - 49

50 - 51
52 - 56

57

58 - 61

62 - 67
68 - 69
70 - 83
84 - 89

106 - 134

138 - 139

140 - 159
160 - 161
162 - 163
164 - 166

29 - 32
36 - 43

29 - 32
36 - 40

29 - 32
36 - 44

3-1 #전환
<탈학습 워크숍>
후기

3-2 #교환
<이야기 할머니>
<자연을 들여다보는 방법, 과학과 예술> 
강의. 녹색과학과 예술의 융합 이해하기
교환.  예술작품을 통한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상법
후기
<음악, 예술, 대중문화 - 예술공유지로서의 K-POP>
강의.  한국의 대중음악은 어떻게 공유지로 기능하는가?
교환.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공유지 돌아보기
후기

3-3 #수집
<수집된 물질들>
결과전시
클로징 파티
후기

3 
#관점실험

2 
#공동체실험

1 
#공유지실험

개요
프롤로그

개요
프롤로그

개요
프롤로그

1-1 #공간
기획
디자인/설계
상호지지구조 매뉴얼

1-2 #워크숍
기술의 전수
소풍
상호지지구조 파빌리온 제작
후기

1-3 #사용

2-1 #공모
공모 시작
1차 인터뷰
중간 공유 워크숍・2차 인터뷰
공모 팀별 논의 및 지원
공모 팀별 프로젝트
최종 공유회
후기

2-2 #친구
홈커밍데이

2-3 #동료
오후 3시의 #동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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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실험?
‘관점실험’이라는 단어는 큰 호기심을 
자극한다. #관점실험에서는 관점과 연관된 
(다소) 역동적인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활동들이 가득하다. 오랜 시간 
견고하게 축적된 우리의 ‘관점’을 유연하게 
이완시켜보는 일련의 실험이 펼쳐진다. 
우리의 관점을 뒤집어 ‘전환해 보고’, 
이곳 저곳에서 ‘수집하듯’ 모아보기도 
하며, 마지막으로는 여러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으며 ‘교환’한다. ‘관점’은 실체 없는 
사고의 기반인 탓에 관점을 변화시키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고,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공모>와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친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공모>는 ‘예술/공유지/백남준’을 
주제로 프로그램, 홍보, 연구 및 출판을 
진행하고자하는 소모임을 지원한 
프로젝트다.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백남준아트센터에 관심있는 3인 이상의 
그룹으로 참여 대상을 확장한 덕분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대학생, 백남준을 

심리적으로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건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을까? 미술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혹은 무지했든.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중심 
주제는 ‘공유(지/재)’다. 개인적으로 이해한 
바로는, 공유지는 공유될 때 공유지가 된다. 
여기서의 공유(재)는 어떤 특정한 자원(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공유(재)를 공유(재)로서 
인식하고, 이를 공유(관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키고, 보존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것들을 함께 가꾸어나가는 태도 내지는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관점실험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여러 갈래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한 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주요한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관점실험의 의도를 
살펴보고 지난 4개월 간 진행된 #관점실험의 
여정을 개괄해보고자 한다.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3가지 갈래 중 하나인 #공동체실험은 
백남준아트센터를 둘러싼 공동체는 
누구이며, 이들이 이곳을 공유지로서 어떻게 
사용하고 가꾸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실험이다.

자원봉사자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가장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이기에, #공동체실험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원봉사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공유지 실험을 위한 질문들
당신은 미술관에 도착했다. 물론 그대로 
그냥 지나쳐갔을 수도 있다. 목적지는 
전시실이 아닌 미술관의 카페일 수도 있다. 
조경이 잘 되어있어 매일 산책하기 좋은 곳 
뿐일 수도 있다. 미술관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며, 어떻게 
머무는가? 주어를 바꿔보자. 미술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며, 어떻게 머물게 할까?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듯한 자세로 
서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물리적으로, 

프롤로그

프롤로그

프롤로그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각하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익숙함의 틀에서 빗겨나기 위한 
노력은 나의 일상, 사회, 동시대를 바라보는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일상의 
재발견’, ‘창의적인 사고’, ‘표현’은 작가 
백남준과 같은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다. #관점실험은 
당연함, 진부함, 무감각함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관점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연구하고자하는 예비 연구자, 예술가 등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알 수 없던 
(백남준아트센터 내외에 위치한) 여러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다. 선정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공모에 지원한 참가자들의 의견도 
적잖은 비중으로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다양한 시선으로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공유와 소통의 장은 중간 공유 
워크숍과 최종 공유 워크숍에서도 이어졌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공모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공모에 

실천에 가깝다. 어느 특정 자원(만)이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거나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사유화)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공유(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며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공유(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백남준아트센터의 무엇을 공동으로 
누리고, 책임있게 가꿔나가야 할까? 
백남준이라는 예술가의 작품과 철학, 
국내외로 축척된 다양한 네트워크, 10년 

이세연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연구원

염현주
백남준아트센터 전문도슨트

김보라
협력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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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을 실험하는 방법
올해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제안하는 
‘관점실험’의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전환
<탈학습 워크숍>

#수집
<수집된 물질들>

#교환
3종 프로그램

#관점실험은 ‘백남준아트센터’의 사회적 

당선된 공동체와 어느 범위까지 협력하고 
이들을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해 애매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갈등도 유의미한 
과정이었다. 선정된 6개 팀은 각양각색의 
아이디어와 실천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사용하고 나누는 예술 
공유지로서의 백남준아트센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친구>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10년을 
이어져온 자원봉사자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체실험의 기획 

관계성, 공공역할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도처의 규격, 
격식을 해제시키고 고정된 습관으로부터 
스스로를 이완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된다. 가령, #전환에서는 일상에 
잠복하고 있는 수 많은 ‘독점, 이분법적 
규정, 일방향’ 등을 발견하고 이에 저항해 
본다. 이어서 #수집에서는 배경 혹은 
소음으로 여기던 주변의 소리를 재해석해 
의미를 발견해본다. 또한, ‘쓸모가 없어’ 
버려진 사물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새로운 감각의 ‘쓸모’를 찾아본다. 나아가 

초기 단계부터 자원봉사자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자 하였고,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공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생활문화프로그램, 사이버뮤지엄 
프로젝트 등을 기획·운영하였다. #친구는 
‘홈커밍데이’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과거와 
현재의 자원봉사자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다시 모여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모와 #친구가 분리되고, 여러 프로그램이 
연달아 이어져 당초 계획보다는 #친구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아쉬움도 남는다. 

#교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협력해 미술 이외의 독자적 
방법론을 접목시키며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전시 기획자가 제기한 
전시의 주제, 작품에 대한 습관적인 
감상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맥들을 
접목해보며 새로운 작품 읽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점실험에서는 일상, 
예술, 공간, 제도 등 여러 영역을 대상으로 
인식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 진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과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한 만큼, #친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실험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흔히 간과하게 되는 대상인 내부 
공동체, 즉 직원들을 위한 공유화 과정은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동료>에서 
시도되었다.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업무도 다르고 마주하기 
어려웠던 직원들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자발적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동료는 크고 특별한 

/ #관점실험의 과정
이처럼 ‘흥미진진’한 #관점실험에서는 
개인의 일상과 미술관을 향해 ‘낯설게 
바라보기’를 행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백남준아트센터에 모여 자신의 일상에서 
점차 ‘무감각’해져가는 대상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과 감흥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한, 5세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대 층이 함께 사회상의 변화나 
동시대 예술의 기능에 대해 논의한다. 
#관점실험의 활동은 ‘대화’와 ‘소통’이 주를 

이벤트라기보다는 느슨하고 사소하지만 
직원 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지는 일상을 
기대하며 시작되었다. 물론 각자의 업무 
일정이 있고, 조직문화는 금세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실험이 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공유지를 사용하고 만들어나가는 
공동체에게 언제나 평화와 타협만이 존재할 
것을 바라면서 #공동체실험을 시작한 
것은 아니며, 실험 결과도 그렇다고 볼 수 

디자인되어 있고, 우리는 그에 맞춰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어떻게하면 
미술관이 당신으로 하여금 미술관의 주인(중 
한 사람)으로서 질문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싶은 거였다. 

미술관과 닿아있는 모두와 함께 
공간과 공유지에 대한 질문을 발견하는 것, 
이를 사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미술관에 발을 들인 당신이, 백화점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 상품을 소비하듯 
작품이나 작업에 담긴 생각들을 소비하지 

공유지 실험을 준비하면서, 혹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품게 된 질문을 모두와 나눌 수 
있을 것. 
이를 물리적이고 신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앞서 질문했다. ‘미술관에서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떻게 머무는가? 혹은 
미술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며, 어떻게 머물게 할까?’ 실험을 
위해서는 이 질문들을 바꿔볼 필요가 
있었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간의 연구물과 아카이브 등등 유무형의 
다양한 공유(재)가 있을 테다.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 #공유지실험이다. ‘경기도 용인 
소재'라는 지역적 위치와 미술관이 실제 
자리잡은 물리적인 공간을 다뤄보고자 했다. 
물론 처음부터 기념사업을 통한 단기적인 
실험으로 미술관이 순식간에 공유지로 
기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의 목표를 가장 중심에 두기로 했다. 

않기를 바랐다. 공유지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아니라, (만들 수도 없으므로) 공유지에 
대한 질문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고자 했다. 이렇게 공유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 된 실험은 실제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공유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공간에 물리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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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지만, 정제된 언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언어 이외에도 몸짓, 퍼포먼스, 
소리, 드로잉 등 다양한 기호들이 우리의 
생각을 전달, 표현하는 주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소통’은 상대방의 
의견과 표현방법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 
더불어, #관점실험은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학습이 아니다. 
#관점실험을 구성하는 각 과정들을 
‘프로그램’이라고 칭하지만, 참여자들의 
호흡에 따라 흐름은 유동적이며 

#관점실험과 백남준아트센터
#관점실험이 진행되는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을 주목해보자. 
2018년으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지난 10년 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그리며 ‘예술 공유지’라는 기치를 세웠다. 
#관점실험은 예술가 백남준의 행보를 
조명하는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이나믹한 프로젝트이다. 
일찍이 화이트큐브의 폐쇄성, 예술의 
권력화 및 기념비적 상징에서 탈피하며 

#관점실험의 종착점은 일상에서의 새로운 
실험을 위한 ‘시작점’이 된다.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온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번 
#관점실험 프로젝트를 통해 백남준의 
예술철학을 적극 실천하며 미술관, 일상, 
예술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한걸음 도약한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용인’, ‘백남준로 10’
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며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을 이루는 지역의 
사람들, 관계성, 장소 특수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의견과 특색을 조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없다.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각기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이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실험이었다.

함께 형태를 결정하고 만들어가야 하므로 
사전에 형태를 미리 정할 수 없었다.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상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여 
부재를 설계하고 제작했다. 워크숍 이후 
실제로 사용하게 될 공간이므로 실용성은 
물론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다. 

워크숍 당일, 백남준아트센터 
뒷동산이 떠들썩해졌다. 우려와 달리 
워크숍은 유쾌하고 흥미롭게 진행됐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사람들은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함께 기술을 익혔다. 단순히 공유지를 

이어졌다. 여러 논의를 거쳐 예산과 
기간이라는 조건에 맞게 몇 가지 중심을 
정했다. 물리적 제약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 그리고 작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지 않을 
것. 결국, 상호지지구조를 활용한 시민워크숍의 
형태로 공유지를 제작하기로 했다. 

워크숍의 방식으로 대형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했다. 우선 제작과정에서 변수가 많았다.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었다. 
워크숍 당일, 그것도 이틀에 걸쳐 다수가 

공유지 실험의 과정
공유지 실험을 위해서는 건축이나 공간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공유(재)’를 이해하고 
취지를 공감할 수 있는 협업자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 리서치와 논의 끝에 김성원 
적정기술/놀이 연구가와 이근세 작가, 
이주연 작가와 함께하게 됐다. 김성원 
연구가는 공유지와 상호지지구조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꾸준히 연구하고 이를 여러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 관련한 워크숍과 
강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여름부터 시작된 기획은 가을까지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상호지지구조라는 
기술을 전수하고 활용하는 공유지가 
형성됐다. 각자 다른 구조의 패턴을 익히고 
자신이 익힌 기술을 서로에게 전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머리보다 손으로 
먼저 기술을 터득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알려주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부터는 
야외로 나가 실제 부재로 제작을 
시작했다. 함께 학습하는 경험을 통해 
한층 가까워진 사람들이 각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에 참여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협업하는 과정에서 

2
1

3
#공

동
체
실
험

#공
유
지
실
험

#관
점
실
험

3-3 #수
집

3-2 #교
환

3-1 #전
환

2-3 #동
료

2-2 #친
구

2-1 #공
모

1-3 #사
용

1-2 #워
크

숍
1-1 #공

간



#관점실험을 만드는 사람들
#관점실험은 백남준아트센터라는 더없이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한다. #관점실험에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가진 13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 #관점실험에 함께 한 사람들의 
소중한 의견에 따르면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신선한 실험들과 작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흥미로웠으며 특히 사람들과의 
교감, 관계성, 깊이 있는 토론에 크게 
매료되었다고 전한다. #관점실험에서는 
백남준아트센터 내부 직원들의 섬세한 

#관점실험의 필요성
2018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관점실험은 어떻게 기억될까? #관점실험은 
미술관의 설립 10년을 기념하며 기획된 
일회적인 체험형 프로젝트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분명 고정된 의식에 함몰되지 
않은 채 자신의 시각을 되돌아보고 관점을 
확장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을 
것이다.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백남준아트센터의 
지역적 특수성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차후 #관점실험 프로젝트 진행을 

조력과 ‘매개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관점실험에서 ‘매개자’는 자신의 특별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는 이들로서 
실험에서 화두를 던지고 낯선 환경에서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관점실험은 이처럼 
백남준아트센터 내·외부를 아우른 다양한 
사람들의 어울림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참여자들은 실험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주체들로서 매개자와 함께 나아간다. 

염원하며 그때의 주요한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018년 진행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관점실험은 미래 지향적인 
실험이며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대중적이며 
개방된 건강한 미술관을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미술관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감흥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공모는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예술 공유지, 백남준”이라는 개관 
10주년의 모토를 중심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고 백남준아트센터와 관계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 형식으로 진행했다. 
단, 1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소모임 형태여야 
하며, 이를 통해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실행 될 수 있는지, 

#공모2-1

시간 내에 원활히 통제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시간에 정해진 형태없이 
자율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이다. 제작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중심부가 
무너졌다. 분석해보니 하중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은 탓이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제작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무너진 상호지지구조는 
처참했다. 푹 꺼진 구조의 가운데에는 
모든 하중을 오롯이 홀로 버텨낸 몇 개의 
부재가 부러져 있었다. 상호지지구조는 
서로의 무게를 각각의 부재가 나눠가지며 

실험의 평가
물론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래서 
미처 고려되지 못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구조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부재를 제작하다보니 부재의 크기와 중량이 
늘어났다. 부재 자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 
구조물이 커질 수록 무거워졌다. 점점 많은 
힘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이틀 째에는 
아이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참여한 
시민들이 후기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둘째, 구조의 안정성을 제한 된 

자연스럽게 몸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풍경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여 구조를 만드는 
상호지지구조와 닮아있었다.

구조를 이룬다. 특정한 부재가 무게를 
감당할 경우 결국 금방 붕괴되고 만다. 그 
부재들을 보면서 상호지지구조와 공동체가 
닮았다고 생각했다. 안타깝지만 시민들이 
제작한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기둥과 보가 없는’이라는 설명이 무색하게 
구조물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기둥을 
세웠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물론 하중이 분산될 수 있도록 고려했기 
때문에 기둥은 없어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견인이 필요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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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환은 공동체를 위한 탈(脫)학습 워크숍이다. 
탈학습(Unlearning)은 넓거나 좁은 의미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의 
탈학습은 지금까지 습득하거나 만들어온 기존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다시-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와 참여형 퍼포먼스·협업 프로젝트로 
구성된 워크숍은 작가이자 교육자인 최태윤이 

/ 기획·진행 : 최태윤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공모는 2018년 
8월 13일 모집 공고로 시작해 2019년 2월 최종 
공유회로 마무리 됐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6팀이 함께했으며 아이디어 실행에 필요한 상금, 
공간 지원을 받아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8.08.13.- 09.09. 2018.09.13. 
14:00 -17:00

팀별
프로젝트

진행

2018.11.10. 
14:00 -17:30

팀별
프로젝트

진행

2019.02.23.
11:00 -14:00

#공모 1차 인터뷰 중간 공유 워크숍 
+ 2차 인터뷰

 최종 공유회

신청자격
백남준아트센터에 
관심있는 3인 이상 

소모임 / 그룹 

공모주제
백남준, 예술, 공유지

공모분야
프로그램 / 

출판 및 연구/ 
홍보

팀별 소개 및 공모 내용 발표
질의응답

실무자 면담

진행안내 및 팀별 소개
팀별 중간 공유 발표
질의응답, 교류 시간

팀별 결과 공유
회고

총 11 팀 
심사방식 :

지원자 간 다면평가 50% +
외부 심사자 25% +
내부 심사자 25%

1차 선정된 6팀
심사방식 :

지원자 간 다면평가 50% +
외부 심사자 25% +
내부 심사자 25%  

총 6팀 

2018.09.17. 2018.11.14.
당선작 발표 및
1차 상금 수여

당선작 발표 및 
2차 상금 수여

공모 팀별 논의 및 지원

/4-2/ /4-2/

/4-1/

/3/ /5//2//1/

3-1

우리의 공유지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실험을 

시작할 때 떠올린 질문들을 다시 
곱씹어본다. 공유지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하는 공유지를 만들고자 했으나, 
거기까지 나아가진 못했다. 함께하는 경험과 
기억을 간직한 누군가가, 혹은 이 글을 읽고 
공감하는 누군가가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매듭은 끝이되기도 
하지만, 연결고리가 되어주기도 함으로. 
그렇게 반복되다보면 지속되고 확장되지 
않을까? 

공유지는 여름 이전에 해체되어 
다른 장소와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다. 
공유지가 해체된 뒤에도, 80명이 넘는 
사람과 힘을 합해 무언가를 만들던 기억과 
감정은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라 믿는다. 
각자가 만들고 싶은 공유지가 곳곳에 
생겨나길 바라며. 공유지실험에 함께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무엇보다 만나게 
되어 기쁘고, 함께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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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행했다. 워크숍은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뤄졌으며, 참여자를 
위한 문자통역이 지원됐다. 예술가, 교육자, 
큐레이터, 그리고 탈학습에 관심있는 이들과 함께 
미술(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개념, 가치관의 경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질문해보았다.  

/ 일시 :  2018.10.10.(수) - 2018.10.11.(목)  
11:00 - 14:00+a (2회차 연속 프그램)

/ 대상 :  미술관련 매개자 (학예사, 작가, 교육자, 도슨트 등) 
18명

/ 내용  

10.10.
1일차

탈학습에 대해서 : 대화하고 질문하기 
퍼포먼스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기

10.11.
2일차

배움이라는 선물을 주고 받기 : 
각자 나만의 탈학습 활동을 만들어 선물하기

/ 기획자 노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왔을까? 어떤 정보가 표준이 
되며,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탈학습(Unlearning) 워크숍을 통해 질문해보고자 한다. 
학습(Learning)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탈학습(Unlearning)은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가 학습하는 방식을 인지하는 것이며 
우리의 부족한 점을 포용하고,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에 
공감하는 것을 일컫는다. 학습과 탈학습 사이를 반복하는 
과정은 아주 더디고, 미흡할 수 있으며, 그래서 좌절하기 쉽다. 
하지만 학습과 탈학습을 통한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는 온전한 
본연의 모습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학습할 동료를 발견하고, 배움의 공유지를 
만들 수 있다.  

신청자격
백남준아트센터에 관심있는 3인 이상 소모임 / 그룹    
※ 거주지, 연령, 학력, 경력 무관

공모주제
백남준, 예술, 공유지    
※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영리를 위한 아이디어는 제외

공모분야 프로그램 / 출판 및 연구 / 홍보

2018.08.13. - 09.09. 공모 시작/1/

#공간 #공간은 공유지 실험을 위한 물리적인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술관 내부보다 접근성이 높은 
야외에 ‘상호지지구조(Reciprocal Structure)’◆ 
기술을 활용한 파빌리온을 제작했다. 
상호지지구조는 작은 부재들이 서로 지지하여 
구조를 만드는 건축 기술이다. 참여작가들은 이런 
기술적 특징을 활용해 공간의 형태를 디자인하는 
대신, 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을 디자인했다. 워크숍 

/  기획·디자인·설계:  
ArtTech (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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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학습해 볼 아래 범주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술관 ‒ 삶
예술가 ‒ 관객
학교 ‒ 직장
교사 ‒ 학생
전문가 ‒ 아마추어
참여 ‒ 직접적인 행동
관찰 ‒ 창조
공모 ‒ 저항
유연성 ‒ 가소성
공(公) ‒ 사(私)

흔히 극과 극이라고 여겨지는 것 사이에는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 이분법(적 시각)은 서로를 구분 짓고 구별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고, 이름을 붙여가며 인위적인 경계를 만든다. 
이런 시각에서 탈학습해보자. 이분법 사이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통점을 살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고결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조금 다른 ‘대화의 기술’로 보존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 개념, 정의, 
가치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을까? 그 경계를 그리는 일이 
현실을 바꾸는 변화의 힘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불편한 
감각을 증폭시키는 눈치없는 마이크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불편함과 마주해보자. 탈학습은 하나가 둘이 되어 
나눠지는 감각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학습은 둘이 하나가 되어 
합쳐지는 감각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틀 간의 집중 참여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믿음에 관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다. 탈학습 워크샵은 최태윤 작가가 

설립한 ‘스쿨 포 포에틱 컴퓨테이션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의 교육철학과 그가 뉴욕대학교에서 강의한 
“예술로서의 교육”을 토대로 기획되었다. 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교육자, 큐레이터 및 언러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인을 위한 문자통역을 비롯, 누구나 참여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1차 인터뷰   2018.09.13. 14:00 -17:00

❶ 팀별 소개 및 공모 내용 발표

❷
다면평가

심사항목

/ 연계성 :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과의 연계성
/ 창작성 :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 실행가능성 : 세부 내용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예산 적정성 및 효율성 등
/ 공동체 확장성 :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방식

지원자 간 다면평가 외부 심사자 내부 심사자

50% 25% 25%

총 11팀 참석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

/  조성란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 

문화기획부 과장)

/  구정연 (국립현대미술관 연구기획출판팀 

학예연구사)

/ 이수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현경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운영팀장)

/ 이채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  공모 담당자 의견 취합  
(조민화, 염현주, 김보라)

❸ 팀별 실무자 면담

/2/

형태의 제작 방식을 고안하여,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지지구조 모듈을 설계-
제작했다. 또한 제작에 참여한 시민들이 단순히 
제작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지지구조라는 
지식 공유(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 북을 
제작-배포했다. ‘공유 공간이라는 공유지(地)’를 
상호지지구조라는 ‘기술지식의 공유지(知)’를 통해 
제작하며, 일시적이면서 미리 형태를 특정하지 

않은 유기적인 공유지를 지향하고자 했다.
◆  상호지지구조(Reciprocal Structure)는 3개 이상의 짧은 부재(RF-Unit / Reciprocal Frame)를 

닫힌 순환구조 안에서 연결하면서 서로 지지하도록 조립하는 것으로 기둥 없이 자체 지지되는 지붕, 
다리, 돔과 같은 유선형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입체구조이다. 12세기 중국과 일본의 사찰 만다라 지붕 
또는 교량에 사용되었다. 서양에선 13세기 프랑스 예술가 빌라드 온코우(Villard de Honnecourt)와 
15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스케치 북, 16세기 이태리의 건축가 세바스티아노 
세르리오(Sebastiano Serlio)의 책에 상호지지구조가 등장한다. 17세기 영국의 수학자인 존 
왈리스(John Wallis)는 보다 다양한 상호지지구조를 구상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기둥‒보 구조로 
구축하기 어려운 폭넓은 대형 지붕을 가진 건축물이나 가설물,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선형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상호지지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상호지지구조는 경량성, 
경제성, 이동·조립·해체 용이성, 비기둥구조 등의 이점을 갖고 있으며, 임시 무대, 휴식장소, 놀이구조를 
구현하는 데도 자주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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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시작 
11:00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최태윤: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다음의 질문에 대해 각자 생각해볼까요?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셔도 되고, 
맵핑하듯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공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노트하는 겁니다.

How do I learn? 
나는 ____를 ______(어떻게) 배운다.

최태윤: 제가 언러닝 워크숍을 
진행할 때마다 주제와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번 워크숍의 목표는 
언러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언러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이곳에 모였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러닝을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각자 자신이 탈학습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탈학습 워크숍> /  워크숍이 진행되는 2일간 지원된 문자통역 기록을 다듬고 편집한 내용입니다. 
/  맥락과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순서를 변경하고 (꽤 많이) 다듬었습니다. 
/  워크숍 취지와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던 공유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일부만을 발췌했습니다. 함께 
곱씹어보고 싶은 의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으나 지면상 생략되었음을 알립니다. 

/  워크숍 중 최태윤 작가가 소개한 활동, 작업은 본 워크숍과 언러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워크숍 중 자세한 소개가 있었으나 내용을 발췌하는 대신 웹 주소를 
기재합니다. 각 사이트를 통해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숍에서는 Learning은 ‘러닝'과 ‘학습'으로, Unlearning은 ‘언러닝'과 
‘탈(脫)학습'으로 언급되었으나, 이를 통일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018.11.10. 14:00 -17:30 

❶ 진행안내 및 팀별 소개   /   팀별 중간 공유 발표

❷
다면평가

심사항목

/ 연계성 :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과의 연계성
/ 실행력 : 현 시점까지 아이디어 실행 정도
/ 발전 가능성 : 향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공동체 확장성 :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방식

지원자 간 다면평가 외부 심사자 내부 심사자

50% 25% 25%

1차 선정된 6팀 참여 /  조성란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 

문화기획부 과장)

/  이수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신미라 (군포문화재단 책마을문화사업팀 

팀장)

/ 이현경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운영팀장)

/ 이채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  공모 담당자 의견 취합  
(조민화, 염현주, 김보라)

❸ 질의응답, 교류 시간

중간 공유 워크숍·2차 인터뷰/3/

기획
2018.08.- 2018.10. 

#오마주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에 대한 
사유’, ‘인간화된 예술’, ‘기술과 예술의 재설정’, ‘반역적인 
기술에 대한 사유’와 같은 백남준의 예술철학을 아날로그적, 
건축적, 구조적으로 오마주한다. 상호지지구조를 통해 미래 
건축을 사유하고, 다시 인간의 직접적인 노동을 구조 제작에 
끌어들이고, 기술과 예술을 전문가에서 대중에게로 돌리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그 자체로 반역적일 수 있다.

#시민참여
매체를 통한 대중의 상호작용과 예술참여를 구현한 백남준의 

#적정기술과 제작자 운동
‘시민 워크숍’은 소수가 독점했던 ‘기술의 비밀과 신화’를 
해체하며 시민 대중이 기술자이자 창작자가 되는 
제작자운동(Makers Movement)의 철학을 추구한다. 함께 
상호지지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협력의 힘과 
가능성을 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체험하는 동시에 구조 
기술에 한 발 더 접근하도록 한다. 시민들은 파빌리온 구축의 
참여자이자 창작자가 되며 이때 각각의 부재들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매체가 된다.

실험적인 작품정신에 따라 다수의 시민들이 파빌리온 설치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민 예술공유지로서 
백남준아트센터의 지향을 구현한다. 예술과 엔지니어링을 
결합하고, 미래의 기술과 예술을 사유한 백남준의 작품활동을 
반영하여 미래의 건축과 구조를 사유하며 조립, 설치, 해체, 
재조립, 재설치, 이동, 보관이 편리한 상호지지구조 기반의 
파빌리온을 구축한다.

#상호지지구조 (Reciprocal Structure) 
조형성과 동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휴식과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실용적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분야의 적정기술이라 할 수 있는 상호지지구조를 
활용한다. 적정기술은 경제적이고, 기술접근성이 낮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이 방법은 시민이 참여해서 팝업 
구조물과 휴식 공간을 만들기에 적합하다. 또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변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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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작업과 ‘스쿨 포 포에틱 
컴퓨테이션(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소개
최태윤: 저는 작가이면서 교육자이면서 
활동가로 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쿨 포 포에틱 컴퓨테이션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온라인 
상에 모든 수업 내용과 자료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어요. 학교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작업을 

해보자’. 시작할 때부터 저희 스스로 
중요하게 여긴 지점이거든요.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의 경제적인 
부분과 운영 방침도 공개하고 
있어요. 콘텐츠만 공개한다고 해서 
투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투명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안 학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참가자: 대부분 자신만의 
운영 방침이나 아이디어,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누군가 
따라하거나, 그걸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공유하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때문이고요. 

찾아보기
스쿨 포 포에틱 컴퓨테이션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http://sfpc.io/, https://medium.com/sfpc
불확실한 학교 
http://uncertaintyschool.org/ 

Learning 학습 / 
Unlearning 탈학습 
최태윤: 워크숍의 주제인 언러닝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요. 언러닝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러닝부터 이야기 해야겠죠. 
러닝은 뜨개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 
정보가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학습해야 

최태윤: 카피라이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보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눌수록 더 잘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다른 곳에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하는 일에 방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얻는 게 더 많았어요. 오늘 강의 자료도 
온라인에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용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러닝 
워크숍을 하는 것도 이걸 통해 여러분이 
각자 자신의 공동체에서 매개자가 
되어 재해석하고 실천하시길 바라기 

하죠. 이해해야되고요. 이 과정을 여러번 
반복하면 메모리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요. 
동물적이고 단순한 과정이에요. 여러 번 
반복하면 잘하게 되죠. 자전거 배우기가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럼 언러닝은 뭘까요.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뭔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걸 지우고 다시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이 언러닝이라는 
단어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같은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가지 범주와 
정의가 있지만 저는 단순하게 언러닝이 

엉켜있는 실타래를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엉킨 것을 풀어야 다시 그 
실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언러닝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굉장히 
확고한 철학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철학’ 즉 이분법적인 철학입니다. 
디지털은 이분법이죠. 디지털 회로는 
온/오프밖에 없어요. ‘스위치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서양 철학의 
기본이죠. 변증 철학이라고도 하고요. 
천국과 지옥, 흑과 백. 이렇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흑과 백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왔죠.

디자인・설계
2018.09.- 2018.10.

/  상호지지구조를 활용한 파빌리온 디자인 
상호지지구조 기술을 적용하여 별도 출입 개구부를 갖춘 
길이 폭 10m 높이 2.5~5m 이상의 유선형 파빌리온을 
구축한다. 구조의 패턴, 형태, 크기와 위치는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여 제작한다.

 

/  기본 RF-Unit(Reciprocal Frame Unit) 설계 
상호지지구조는 다양한 반복적 패턴 구조법을 통해 여러 
형태적 변형이 가능하다. 다수의 시민과 협업의 방식으로 
파빌리온을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파빌리온의 형태나 구조에 
사용될 부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워크숍을 통해 
구조와 형태가 결정되는 제작방식을 고려하여 다양한 각도와 
크기의 선재 RF-Unit을 500여개 설계-제작한다.

/ 상호지지구조를 적용한 파빌리온 예상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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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디지털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중간 상태가 있죠. 시그널은 
불확실하고, 깨끗하지 않고, 잘 
모르겠고, 맞는지 틀렸는지 조차 알 수 
없어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나뉜 카테고리에 안에 
속하지 않아요. 성적 정체성도 그렇고 
우리의 기분도 그렇고, 각자 다양하고 
무수한 사유가 있는데 이분법적으로 
풀어가려다 보니 답답해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예술가로서, 
기술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저는 반이분법적인 미래를 
사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분법적인 
분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각 팀별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백남준아트센터 담당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산, 공간, 홍보 등 기본적인 
지원 외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매칭했다.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는 팀의 경우 에듀케이터와의 미팅을 통해 구성을 
다듬고 진행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점검했다. 연구 출판을 기획한 팀은 아키비스트로부터 조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영화제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은 기획자와의 만남을 통해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받도록 했다. 

모두를 위해서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 우리 모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두를 위한  반이분법적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이분법적인 미래를 위한 예술을, 
교육을 하는거죠. 결국 제가 생각하는 
언러닝은 새로운 세대를, 학생을 
도와주는 거에요.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들을 시인이자 
기술이자 교육자이자 사회 활동가인 
사람들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인 미래가 아주 
반짝이고 납작한 미래를 만든다고 

본다면, 반이분법적인 미래는 어둡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관적인거나 
시니컬한 어둠은 아니고요. 산이나  
숲속에 있는 어둠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둠일 수도 있고요. 그 
어둡고 습한 공간에서 공유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버블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이끼처럼 연결된 네트 
같은 공유지를 만드는 거죠. 네트 같은 
공유지는 신뢰로 연결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호혜와 상호의존을 필요로 
하죠. 그 안에서는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사적인 생활도 존중되어야 해요. 개인의 
독립성은 공유지와 같이 공존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것이 보호되면서 개개인의 
독립성을 지지해줄 수 있을 때 공유지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보다 코드 
오브 컨덕트(Code of Conduct)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학교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젠더 프로나운(gender 
pronoun)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He / She로만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지만 여자로 봐 달라고 
하거나, They로 불러 달라고 부탁 할 수 
있는거죠. 사진을 찍지 말아 달라거나, 

나에게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키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당연함을 없애야 해요.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요.

상호의존 활동 /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서로 손을 

포갠다. 
•  한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  상호신뢰를 통해 낯선 사람과 짧은 

산책을 즐긴다.

공모 팀별 논의 및 지원/4-1/

/ 기본 RF-Unit 결합 방법 및 가변성 수용 설계 / / 워크숍을 위한 목업용 부재 설계 / / 실제 구조 제작에 사용한 원형 부재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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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s Art 수업 소개
:  배움이라는 선물을 

주고받기 
저는 가르치는 것이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서로 배울 수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거죠.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배움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이어야 하는거죠. 선물을 줄 땐 
뭔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건 칼로 자르듯이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줬으니까 너는 그에 대응하는 다른 
하나를 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게 되어있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도 이런 피드백 루프가 있어야 돼요. 

티칭과 에듀케이션의 차이를 
생각해볼까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할 
때는 대게 구조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나무가 있고 나무를 잘라서 
연필을 만드는 거예요. 기능을 위한 
거죠. 그렇다면 티칭은 뭘까요? 

티칭은 러닝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티칭이라고 하면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티칭을 할 수 없다고 여겨요. 
티칭을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러닝을 
도와주고 있고, 어떤 배움을 선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집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티칭은 이렇게 러닝을 위한 
것이고, 러닝은  learning to learn 
이라고 생각해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티칭인거죠. 배움의 내용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을 배우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배움이에요. 차분해져야 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되죠. 실패했을 
때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해요. ‘Still 
more important is the fact that the 
human being acquires a habit of 
learning.’ 학습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진정한 티칭은 
가르칠 때 나도 배우고 있다고 느껴야 
해요. 파울루 프레이리는 저서 
『페다고지: 피억압자들의 교육학』에서 
“참된 교육은‘A’가 ‘B’를 위해, 또는 
‘A’가 ‘B’에 관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함께 행하는 것이다.” ◆ 

라고 했죠. 그리고 상호의존에 대한 
주디스 버틀러와 수나우라 테일러의 
인터뷰◆◆가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지: 

피억압자들의 교육학』, 남경태 
옮김, (그린비 2009), p.119

◆◆  애스트라 테일러, 『불온한 산책자』 
중 “8장 주디스 버틀러와 수나우라 
테일러: 상호의존”, 한상석 옮김 
(이후, 2012)

한 때는 선생과 학생의 구분을 버리고 
싶었어요. 모두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배우고 싶다고요. 요즘은 교실 안의 
수직구조를 잘 활용하고 싶어요. 
효율적이거든요. 수직구조를 활용하되 
돌아가며 역할을 바꿔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서로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팀별 프로젝트/4-2/ / !+!=?
/ 나는 形이다
/ 낯선조합
/ 니은이들
/ 메타도슨트 
/ 백남준키즈

! + ! = ?

정원우, 김은주, 정재하, 
윤승민

지역 문화예술 공유지 형성 : 
전공자 및 무명의 예비 
영화인들의 영화제

#영화 #영화제 #틈 #문화예술공유지 
#단편영화  

 / 팀 소개 /

용인대학교 영화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생들로 구성됐다. 같은 주제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기도 하면서 
교내외에서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지난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전시 
관람을 계기로 백남준아트센터 
내·외부를 배경으로 한 단편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filmfestival_tuem

/ 공모내용 /

백남준아트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예비 예술가’들에게 기회와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영화제를 기획-
진행한다. 작품을 만드는 전공자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작품을 
전시하고 보여줄 공간의 부재’다. 
예술 전공자들에게는 작품 상영과 
교류가 가능한 장을 마련해주고, 
지역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호지지구조 매뉴얼

2018. 09. - 2018. 10.
기획·편집 : ArtTect(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디자인 : 남궁철

#공간 제작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이 
상호지지기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목업을 통해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제작된 매뉴얼은 상호지지구조라는 
기술적 공유지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 파빌리온 고정 철물 설계 /

/ 기본 RF-Unit 결합 방식에 따른 패턴 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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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대신 자신이 
탈학습하고 싶은 것을 하나 정해서, 
탈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오셨으면 해요. 내일 여러분께 각자 
5분의 시간을 드릴건데요. 그 5분의 
시간 동안 여기 20명과 함께 자신이 
탈학습하고 싶은 걸 탈학습 해볼거에요. 
뭐든 할 수 있고, 시킬 수 있어요. 시를 
써서 낭독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활동을 응용해서 같이 뭔가를 
해봐도 좋아요. 협업을 하시면 10분을 
드립니다. 3분이 협업하시면 15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이걸 통해 내일 우리가 
생각하는 언러닝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일차 워크숍 종료

가르쳐 줄 건지 질문해요.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저희도 내일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What do I want to Unlearn?
내가 탈학습하고 싶은 것은?

이건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자 내면 깊숙이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학습해온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한번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공유는 하지 않을게요. 각자 

/ 활동내용 /

영화제 기획 및 기획단 구성
홍보자료 제작, 각 학교 및 지역 홍보 

영화제 작품 공모 영화제 <틈> 진행 + 네트워크 파티

영화제 <틈>
지역영화학교 학생들이 
지역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에 모여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 
이전까지 교류가 없던 지역 내 영화 
전공학생들이 서로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업의 지속성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시: 2019.02.01.- 02.02.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이음-공간, 

세미나실, 플럭스룸

#공간은 상호지지구조(Reciprocal Frame)의 
방식으로 구현한 비정형-유선 파빌리온으로, 
시민들이 함께 #워크숍을 통해 제작했다. 
작은 부재들이 모여 하나의 공간을 이루는 
상호지지구조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공유 공간을 만들었다. 공유 공간은 
백남준아트센터 야외에 제작되었으며, 전문가가 
설계한 부재(모듈)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워크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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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워밍업
11:00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N개의 탈학습 선물키트

자신이 ‘탈학습’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각자에게 주어진 5분의 
시간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탈학습’ 
(시도)해보기

# 괜찮아 프로젝트 :
나에게 내가 보내는 위로의 편지

편지지를 나눠 드릴게요. 여기에 나에게 
위안을 주는 일 3가지를 적어주세요. 
하고 싶었거나, 하지 못했던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실패해도 괜찮아,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와 같이요. 
다 적으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편지에 적은 내용을 시도해보세요. 

일주일 뒤, 제가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편지를 받게되면 결과야 어쨌든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단, 남한테 해를 
끼치는 내용은 안됩니다.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거나 위안받고 싶은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늘 
너무나 목표지향적인 태도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신을 조금 많이 
괴롭히는 것 같고요. 물론 목표를 이루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이뤄내지 못한 자신을 
보듬고 감싸주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 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저는 늘 생각이 많아요. 항상 이 다음에 
뭘 해야지? 하고 고민하죠. 이동하는 

시간조차 다음에 해야 할 걸 생각하거나, 
뭔가 들고 가면서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고 일도 쪼개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점점 
뭔가를 하는 상태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을러 보일 수 있지만 
5분 동안 눈을 감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걸 해보고 싶어졌어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볼까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편하게 눈을 
감아주시고요. 되도록 손을 쥐고 계신 
것들은 내려놔 주세요.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어떠셨어요? 혹시 조신 분 있으신가요? 
조는 건 당연하고요.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나요? 그래도 

/ 후기 /

/  노력에 비해 마무리가 흐지부지 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영화과 학생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한 자리가 된 것 같아 의미있는 
시간이었어요.

/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에서 
우리의 영화를 틀어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행의 어려움은 
제가 미숙한 것 밖에….

/  아쉬운점은 예산…,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 백남준아트센터 
측의 홍보가 사실 기대보다 미흡했던 
것 같다. 전폭적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 공유지를 함께 만든 사람들
#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김정옥 #김민수 #이윤기 #임종석 
#황혁준 #권지영 #황동찬 #김영일 #김연우 #김은희 #김정아 
#목지윤 #김창호 #김형선 #이민자 #박정은 #김다현 #송미경 
#김태환 #김도희 #안성민 #고서혜 #노수영 #송지홍 #윤해숙 
#박시윤 #이명희 #이상민 #이용수 #정지윤 #정원식 #최원희 
#정혜연 #윤영인 #이솔 #김리나 #김현주 #박정민 #양미란 
#김대휘 #김대현 #염현정 #한지원 #윤일순 #구자도 #이영균 
#임미옥 #전종숙 #전혜정 #양다인 #양은규 #조아라 #조지혜 
#김민성 #이수형 #주다솜 #한지혜 #한주혜 #한주혁 #현오숙 
#서민재 #홍지희 #서연주 #서현서 #하성식 #하지민

/ 일시
1회차: 2018.10.09. (화) 10:00-17:00
2회차: 2018.10.11. (목) 10:00-17:00

/ 진행
김성원(적정기술-놀이 연구가), 이근세(작가), 이주연(작가)

/ 진행보조
김정옥, 김민수, 이윤기, 임종석

공유 공간의 형태를 상상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워크숍을 통해 상호지지구조 기술을 
이해하며 기술이라는 지식과 삶의 공유지를 나누고, 
주어진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누구나 
공유지의 제작자가 되는 경험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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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노트에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로 사용하는 반대 손으로 상대방 
모습을 그려보기 

# ‘옳은’ 손에 대한 관점을 탈학습하기 

두 명씩 짝을 지어주세요. 지금부터 
3분동안 왼손으로 (왼손잡이이신 분은 
오른손으로) 앞에 분을 그려주세요. 
얼굴도 좋고 옷을 그려도 좋습니다. 
저는 그림을 대하는 태도를 탈학습하고 
싶더라고요. 작업하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그릴 때는 물론이고, 그림을 
볼 때조차 학습된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감상자의 입장에서 즐겨도 
되는데, 캡션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을 감상하게 되잖아요. 
그림을 대하는 학습된 태도에서 벗어나 
보고 싶었어요. 학습이 덜 된 손,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걸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 몸으로 쓰는 느낌 일기

요즘 저 자신에 대해 집중하며 지내고 
있어요. 나의 행복이나,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몸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내 몸, 신체에 자유를 
주고 싶어졌고, 무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감정, 감각, 
생각을 몸으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어제 탈학습의 노하우를 선생님이 
전달해주시면, 그걸 제가 열심히 학습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함께 5초 동안 
몸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形이다

안형, 박유진, 김은지

과학과 예술의 만남 : 
현대의 기술과 사회문제를 
활용한 예술교육

#예술 #도예 #기술 #3D프린터 
#사회문제 #환경 #융합 #예술교육 
#동아리  

/ 팀 소개 /

예술과 과학, 사회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다. 구성원의 각기 다른 전공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으로 아동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 각자 또는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주입식 교육의 한계, 직업 
교육 및 다양한 경험의 부재, 커리큘럼의 
획일성 등을 고민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꿈꾼다.

/ 공모내용 /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재해석하여 
현대의 기술과 예술, 그리고 사회문제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한다. 
백남준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참여학생 스스로 자신이 살고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장기적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활동내용 /

백남준의 예술 세계 탐방하기  
도슨트 및 백남준 관련 강의 참여 
교육 자료 제작

내부 스터디 진행
사회/환경문제, 
실습 교육(모델링 및 도예 교육), 
아동교육 관련 내부 스터디 진행 

교육 프로그램 진행 
<3D 프린터를 이용한 컵만들기>
일시:  2019.01.25 - 02.15,  

매주 금요일 11:00-12:00
장소: 반월지역아동센터 

1회차:  나만의 화분(컵 원형)  
모델링

2회차:  3D 출력물을 이용한 도자컵 
만들기

기술의 전수 

10:00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  상호지지구조  
이론 강의

/  미니 목업 부재를 
활용한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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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마주치면 - 지시하기 - 연주하기

어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일 
뭘 해야하나, 나 오늘 뭐했지?’ 하고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결국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과 
맺는 관계, 그 관계에 대해 어떻게 
탈학습해볼 수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요즘 사람들을 잘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눈 
마주치는 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중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어떤 
지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시를 
악보삼아 여러분이 악기, 혹은 오브제가 
되어 그걸 연주하는 거죠. 그리고 지시를 
받았던 분이 눈이 마주친 다음 분에게 
또 다른 지시를 하고. 이렇게 주고 
받는 걸 생각했어요. 눈이 마주친 분이 
다음에 하실 분이 되는 거죠. 저부터 
시작할까요? 저를 꼭 안아주세요.

# 다시 균형 잡기 :
다른 존재가 되어보기

제가 요즘 탈학습하고 싶은 건 
‘인간다움'에 대한 거예요. 인간답다는 
게 뭔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죠.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특권의식을 
갖고 있고, 인간다움에 대한 고매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떠올렸어요. 균형을 다시 
잡는 것. 인간과 자연의 관계나 사회적 
차별들로부터 해방되는 탈학습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대상화해온 것이 
되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커피잔이 될 수도 있고요. 
굴러다니는 낙엽도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벽이 될 수도 있어요. 잠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 생각해보는 거죠. 
다른 존재가 되어 반대로 인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합니다. 

# 다같이 몸으로 말해요

3회차:  도서 『달나라 백남준』을 
바탕으로 이미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수업 + 퀴즈게임

4회차:  나만의 컵을 이용한 시음회, 
과자파티 + 분리수거 및 
환경체험

/ 후기 /

/  좀 더 많은 아이들과 더 자주 만나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  백남준의 생각을 조금 더 이해하고 
어린 백남준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아직 미숙한 점이 
있어 아쉬웠다. 이걸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틈틈이 알리고 싶다.

/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해나가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했음.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진행해주시는 
담당자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구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음.

낯선 조합

박경화, 김창순, 김정웅

융합으로 재탄생한 백남준 
아트 : 지역 주민과 더 쉽고 
재미있게 예술 향유하기

#교육 #작가 #동네주민 #전자회로 
#스탑모션 #워크숍 #백남준봇 

/ 팀 소개 /

평면회화 작가 박경화(작가명 만욱)와 
그래픽 디자이너 김창순, 그리고 
IT사업가 김정웅으로 구성된 ‘용인 주민 
그룹’이다. 백남준아트센터 가까이에 
생활터전과 작업실이 있는 사람들로 
각자의 방식으로 백남준아트센터를 
즐기다 만나게 됐다.

/ 공모내용 /

새로운 재료, 기술을 함께 탐구해보며 
각자의 작업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고, 
새로운 작업을 시도해본다. 그 과정과 
결과에서 나온 것들로 더 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지역주민)과 예술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향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구성-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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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움직이고 싶다' / ‘별로 움직이고 
싶지 않다'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손을 들어주세요. 움직이고 싶어 
하는 분이 더 많으니 넓은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다섯 명씩 세 팀으로 
모여주세요. 먼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참가자 두 명의 도움을 받아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을 몸으로 표현한 후 
맞춰보도록 함).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도시'입니다. 요즘 제가 관심을 두고  
작업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1분 동안 팀원들과 도시의 요소 중 
무엇을,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지 
-비밀스럽게- 상의해 보세요. 1분 후에 
한 팀씩 움직임을 시작하면 다른 팀에서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 존 케이지 <4'33"> 연주하기

저는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연주해볼까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존 케이지는 현대음악가이자 
작곡가인데요. 백남준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주신 분이기도 하죠. 존 케이지 
곡 중에 4분 33초 동안 연주를 안 하고 
피아노 뚜껑만 열고 닫다가 연주를 
끝내는 곡이 있어요. 저희는 악기로 

연주하는 대신 4분 33초 동안 주변의 
소리를 듣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소리에 
모든 감각을 집중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음도 되고요. 일상적인 소리도 
좋습니다. 숨소리라든가 옆 사람이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눈을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4분 33초 
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소리를 각자의 
노트에 적어주세요. 

# 기억이 담긴 공으로 대화하기

앞으로 모여서 작은 원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 공이 있어요. 이 공은 
놓자마자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어딘가에 고정해야 합니다. 각자 3초 
정도씩. 이 공을 어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나, 경험, 혹은 기억들 그리고 
탈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긴 공이라고 생각해볼까요? 공을 

움직이거나 넘겨줄 때는 손을 사용해도 
되지만 고정된 상태에서는 손을 
사용하시면 안되요. 무릎 사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몸의 한 부위에 고정을 
시켜주시고 주문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주문은 ‘하나, 둘, 셋’ 이고, 주문이 
끝나면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쳐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 활동내용 /

1차 워크숍 기획 - 준비 
키트 제작을 위한 자료 조사 - 테스트
재료 준비 및 키트 50개 제작

1차 워크숍 진행 
<#전자 그림 체험하기>
일시: 2018.10.27. 11:00-17: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된 키트를 활용하여 전자 회로 
드로잉을 체험한다. 수작업과 과학이 
융합된 ‘전자 그림’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미디어 아트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2차 워크숍 기획 및 준비

2차 워크숍 진행 
<백남준(봇)으로 합체!>
일시: 2019. 01. 26. 14:00-17: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백남준의 다양한 ‘비디오 조각’ 
시리즈를 살펴보고, 다 함께 
‘백남준 봇’을 만든다. 
움직이는 전자 그림(스탑모션)과 
손 그림을 결합하여 하나의 
‘백남준(봇)’을 만드는 2인이상의 
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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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의식에 대한 관념을 탈학습하기 :
이어-함께 그리기

20명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연대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인터넷에 
연대를 검색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한 걸 내가 왜 책임져야 하지?’ 와 
같은 의견이나 ‘연대의식’, ‘연대보증'과 
같은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연대에 대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대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어요. 뜻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친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연대의식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려는 의식’이더라고요. 뜻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연대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연대의식에 대한 탈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림 그리기를 떠올렸습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지금부터 스케치북 한 장에 
20명이 같이 그림을 그릴 건데요. 5분 
내에 모두가 함께 그려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릴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5초 입니다. 서로 어떤 걸 그린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는 분이 이 그림에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림이 되어야 
해요. 그 말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기보다는 
앞에 사람이 그린 것을 보고, 뒷사람을 
배려해서 주어진 15초 동안 책임감 
있게 그려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그림 한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두 긍정적인 의미의 연대의식을 갖고 

그리는 데에 임하셔야 해요. 한 장의 
그림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공유의 개념을 
가진 그림인 거죠.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유지의 개념과 
맞닿아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 색깔에 다시-다른 이름 지어주기 저는 평소에 물건을 산다거나 할 
때 색깔을 보고 선택해요. 초록색, 
빨간색과 같이 색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은 그 
대신 색깔을 오롯이 봤을 때 느껴지는 
기분이나 느낌으로 색깔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정해보면 어떨까해요. 
단어도 좋고 문장이어도 상관 없어요. 
무작위로 나눠드린 종이의 색깔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거기에서 떠오른 
형태로 접거나 찢어서 여기에 자유롭게 
붙여주세요. 

/ 후기 /

/  용인에 거주하고 있고 작업실 또한 
이곳에 있다보니 문화적으로 소통할 
공간의 부재가 늘 아쉬웠다. 그런데 
이번 공모를 통해 내가 주체가 되어 
이웃들과 문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여러 여건상 규모를 좀 더 
크게 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  백남준에 대한 관심에서 공모에 
지원하게 됐다. 같은 주제 였으나 
공모에 참여한 다른 팀들의 프로젝트가 
다양해서 인상적이었다. 진행에 
있어 한가지, 워크숍 참여자 모집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센터와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듯해서 아쉽다.

니은이들

조예진, 김유빈, 김소현

W는 신석기시대와 도킹에 
성공했다 : 백남준과 넷아트 
연구-출판

#연구 #출판 #위성 #유동적삶 #공동체 

#반향 #인터넷아트 #포스트인터넷아트

/ 팀 소개 /

2015년 같은 대학원에 진학하며 
처음 만났다. 그 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스터디를 해오고 있다. 다양한 예술 비평 
텍스트를 함께 연구하고 논의했으며 
블로그 운영을 통해 전시 소식 및 리뷰 
등을 게재했다. 현재 홈페이지 정비 중에 
있다.

www.nieunideul.com

/ 공모내용 /

대표적인 공공 공간인 인터넷 환경에서 
생성되는 현대 예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공동체의 방향을 연구한다. 
통신매체의 긍정적인 대안을 선취한 
백남준의 작품들과 포스트인터넷 
아트의 연계성을 탐구하며 그 안에서 
백남준의 작업이 가지는 의미를 
재고찰한다. 연구의 결과는 출판의 
형태로 공유한다. 

소풍

12:00
백남준아트센터 야외

/  점심식사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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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편의 시 낭독 :
시가 쓰인 장면과 상황을 상상하기

저는 시 두 편을 읽어드릴 건데요. 그냥 
듣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이 시가 쓰인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친구가 녹색 잔을 들고 시를 
지어달라고 하여 시를 지었다. 
나무를 베어 산이. 불을 피워 연기를. 열 
개 중에 아름다운 한 개를 골라내었다. 
선명하게 푸른 눈빛이 몇 번이나 연기 
속에 파묻혔을까 
단단하기는 돌과 맞먹는다. 
이제 만드는 솜씨는 하늘의 조화를 
빌려왔다는 것을 알겠다. 
꽃무늬, 쨍하고 들어오는데 날개달린 
술잔 같이 빠르구나. 
하루아침에 신선이 되어 없어졌으니 
깨끗하기는 시인의 집이 맞고, 
요상하여. 
주인이 좋은 술 있으면 너 때문에 자주 
초청하는구나. 

세 잔이니 네 잔이니 말을 말고 내가 
끔뻑 취하게 해다오.” ◆

두 번째 시는, 이 시가 그리는 이미지나 
시어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이미지로 
그려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한 사람의 영혼을 갈라서 
안을 보여준다면 이런 것이겠지 
그래서 
피 냄새가 나는 것이다 
붓 대신 스펀지로 발라 
영원히 번져가는 물감 속에서 
고요히 붉은 
영혼의 피 냄새 
(중략)…….” ◆◆

두 시의 출처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는, 고려시대 시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나오는 
고율시를 제가 현대어로 의역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한강이 쓴 시예요. 어떤 
작품을 보고 지은 시인데요. 그 작품이 
뭔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8권, 
고율시, 고려 1241

◆◆  한강, ‘마크 로스코와 나 2’,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문학과지성사, 2013

# 움직임이 그리는 그림

/ 활동내용 /

백남준 작품 연구
키워드별 분석

ISBN 취득
외부원고
대담 진행
주제별 분석

최종 출판물 인쇄 출력
2019년 WWW(World Wide Web) 
탄생 30주년을 맞아 백남준의 작품과 
포스트인터넷 작품에서 중첩되는 
지점을 비교 연구하고 나아가 도래할 
공동체의 실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약 6개월에 걸친 연구 결과물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의 10주년과 
WWW의 30주년을 동시에 조명한다. 

향후 추진 사항
(서점 및 전자출판)
서울시립미술관 《웹-레트로》 전시 참여

이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연구출판 프로그램의 특성상 

1차보다는 2차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나, 부족한 예산이 
1차에서 지원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백남준작가를 
더욱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좋은 
작업이었고, 출판의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다. 그동안 스터디로만 
진행했던 것들을 조금은 쏟아낼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 후기 /

/  기존에 알게 모르게 고착된 
‘백남준’이라는 작가와 작품 세계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고 현재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  연구기획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한 ‘백남준’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목표가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야할 산을 한 번 넘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백남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미디어 
영상예술분야에서 필요한 리서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기대한 것 

상호지지구조
파빌리온 제작

13:00
백남준아트센터 야외

/  실제 크기 부재를 
활용한 파빌리온 제작 

/ 서명 및 기념촬영

1일차 
2018.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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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분 30초 동안 그림을 
그릴건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그릴 거예요. 우선 펜의 
2분 1 정도되는 지점을 편안하게 
잡으신 상태에서 펜 끝을 종이 위에 올려 
놓으세요. 이제 그 상태로 걸어 다니면서 
움직임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손을 
움직이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림을 
보지 않고 그려야 하고요. 만약 그리다가 
펜이 밖으로 삐져나왔다면, 그냥 다시 
원하는 위치에 펜을 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되도록 손은 종이에 닿지 않게, 
펜만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제 자리로 모여주세요. 
나의 움직임이 그린 그림을 확인해봤을 
때 어떠셨나요? 오늘 백남준아트센터에 

오면서 버스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그림에 ‘관성 
드로잉'이라는 제목을 붙여줬어요. 이 
활동을 버스, 지하철과 같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평소 같으면 휴대폰으로 
업무 이메일을 체크하거나 SNS를 하며 
왔을텐데, 오늘은 그렇게 보내던 저만의 
시간에 드로잉이라는 예술 행위를 
통해 그 가치를 되찾아 주고 싶었어요. 
관성의 힘에 나의 오른손을 오롯이 
맡긴 채 드로잉에 집중해보면서 분주한 
삶, 그리고 '일'에 대한 저의 태도를 
탈학습해보고자 이 활동을 해봤습니다.

# 사물과 다시 관계 맺기

직관적으로 지금 지니고 있는 물건 중 
하나만 꺼내주세요. 이제 여러분과 그 
물건은 관계를 갖게 될 거예요. 제가 
2분을 드릴 텐데요. 우선 그 물건한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무엇이든 
좋으니 그 물건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상상해보시고 떠오른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다 하셨나요? 
혹시 물건과 나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 세 가지 풀꽃 감상과 산책

요즘 생태활동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그리고 
환경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몇 개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백남준아트센터 주변에 자연물이 
많으니 시를 떠올리며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시 제목은 <풀꽃> 입니다.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중략)…….”

그리고 두 번째 <풀꽃 2>도 있어요. 
“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중략)…….”

마지막 <풀꽃 3> 입니다. 
“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중략)…….”

메타도슨트

성수진, 한광조, 곽길희, 
배정주, 고서혜, 서미향, 
소영옥, 이재희, 이수진, 
고영래, 신희정, 노수영, 
이영선, 이종선, 안성민 

나누는 삶의 예술 : 도슨트 
개인의 재능을 프로그램화 
하여 함께 나누기

#백남준 #도슨트 #재능나눔  #꽃밭 
#다도 #트리허그 #뜨개질 #목공 
#우드코스터 #미술치료 #심리 #음악

/ 팀 소개 /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 모임이다. 
평균 40년 가까이 서로 다른 일을 하며 
살아오다 도슨트 자원봉사를 통해 
만나게 됐다. 각자의 삶이 예술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 공모내용 /

도슨트 각각이 가진 재능을 워크숍의 
형태로 나눈다. 워크숍을 통해 좁게는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라는 공동체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넓게는 
백남준아트센터를 찾는 모든 이들과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마련한다. 

/ 활동내용 /
TV꽃밭
일시: 2018.10.20. 14:00-15:30
내용:  백남준의 <TV 정원>처럼 꽃과 

우리가 하나되는시간 만들기
대상:  꽃꽂이를 좋아하는 누구나 10팀 
강사: 성수진 (10기 도슨트, 플로리스트)

茶와 마음여행
일시: 2018.10.23. 11:00-12:00
내용:  백남준의 <TV 부처>를 통해 차를 

마시며 명상의 시간 함께하기
대상:  다도를 좋아하는 성인 누구나 

20명
강사:  이수진 (14기 도슨트, 차심리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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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나서기 전, 
마무리 하며
최태윤: 이틀이라는 짧은 워크숍 기간 
동안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샘플들이었던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씩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분이라도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 리드해보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했던 걸 
각자 지금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시한 
액티비티나 다른 참가자 분이 하신 

잘 몰랐어요. 언제나 저는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었고, 
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굉장히 많은  권력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권력을 언러닝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피하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 자신을 위한 선물로 
만들어서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틀 간 워크숍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적극적으로 
러닝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런데 어떤 게 좋은 
러닝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기회는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잘 한다는 

액티비티를 자신의 커뮤니티에 맞게 
번역해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커뮤니티가 가족이어도 좋아요. 
커뮤니티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변형 
해보는 건 중요하거든요. 작품처럼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만들었고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자신의 가족이나 커뮤니티와 
언러닝 해보시고 느끼신 점이나 결과가 
있다면 이메일로 공유해주세요. 
저에게도 작업을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없는 분야의 강의를 들으러 

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잘 하는 건지 
정의하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언러닝의 기준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정의하지 않고 있고요. 
언러닝을 잘 해서 무언가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러닝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것 같아요. 실을 풀었으니까 
다시 감는 거죠.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다시 풀어서 또 다시 감고. 이런 과정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 
감사드려요. 그럼 이걸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산책하러 
갈까요?

가보세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서 내용을 배운다기 보다 선생님이 
전달을 잘 하고 있는지 관찰을 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선생님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어제 티칭이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배울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것’. 각자 언러닝하고 
싶은 주제가 있잖아요. 그걸 선물로 
만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덜 하고 
싶어요. 그럼 일을 덜 하기 위한 선물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산책.
워크숍 종료.

트리허그
일시: 2018.10.26. 10:00-12:30
내용:  “나도 어엿한 공공문화 아티스트” 

나무에 뜨개질로 옷 입히기
대상:  뜨개질을 좋아하는 성인 누구나 

20명 
강사: 이영선 (18기 도슨트)

우드코스터 DIY
일시: 2018.11.07. 14:00-16:00
내용:  자작나무를 이용해 다양한 

나무받침(우드코스터)을 만들며 
백남준아트센터 MI의 의미를 
알아보기

대상:  성인 누구나 10명
강사: 이종선 (18기 도슨트)

퀼트로봇
일시: 2018.11.29. 11:00-13:00
내용:  백남준의 TV로봇을 통해 

퀼트기법으로 나만의 로봇인형 
만들기

대상:  초등 4학년 이상 - 성인 10팀
강사: 이재희 (10기 도슨트, 공예강사)

마음나누기
일시: 2019.01.12. 14:00-16:00
내용:  자기대화법과 소통  

소셜아톰(social atom) 
마음상자(self-box) 꾸미기

대상:  7팀, 한팀당 2인 (부모1, 자녀1) 
강사: 고서혜 (18기 도슨트)

자기에로의 여행
일시: 2018.12.13. 10:30-12:30
내용:  어린시절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비추어 내일의 나를 
설계 해보는 따뜻한 시간을 
가져보기

대상:  누구나 20명 
강사: 한광조 (17기 도슨트)

백남준이 사랑한 음악
일시: 2019.01.29. 10:30-12:30
내용:  백남준의 음악들 그리고 그의 

작품세계
대상:  중학생이상 누구나 20명
강사: 서미향 (16기 도슨트, 음악교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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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전환 <탈학습 워크숍>에 참여한 소감과 
의견을 적어주세요. 
/  참여자들의 적극성이 인상깊었습니다. 나에 집중하며 

'탈학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  이론보다 예시와 참여가 많아 좋았다.
/  그동안 해왔던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  탈학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 → 여러 사람의 의견 듣기. 

나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 벗어나려고 
노력해보기

/  12주 워크숍 프로그램을 이틀로 진행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플랫폼으로 만나는 워크숍이 진행되면 좋겠다.

/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였는데,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나 공간을 만날 수 없어서 늘 아쉬웠다. 좋은 기회를 
통해 생각했던 이상으로 자극을 받게 되었다. 

/  도입-전개-마무리가 있는 활동들의 연속으로만 교육과 
예술을 접하다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은 이런 종류의 
활동을 해보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수록 더 탈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나에게는 몹시 
힘든 경험이었다. 

/  항상 학습에 중독되었던 삶에서 좀 더 art 적인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 좋았지만 나의 자녀들이 체험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  작가님의 노련한 리드로 새로운 경험에 큰 거부감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틀간 시간이 

/ 후기 /

/  ‘예술은 사회화의 과정’이라는 요셉 
보이스의 말처럼, 예술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미술관의 문턱이 낮아져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펼쳐지는 공유지로서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비마다 
구성원들의 희생과 인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  공동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다.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공감대 
형성과 성취감 등의 보람은 있었으나 
홍보나 외부 참여가 기대보다 많지 
않아 공유지로의 역할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매우 
좋았다. 다만 센타 측의 홍보 방식이 
조금 아쉬웠다.

/  함께한다는 것, 나눈다는 것이 
‘공유지’로서, 백남준아트센터가 
있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다니요^^ 매우 
좋아했었던 곳이었지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메타뮤지엄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요. 그리고 
함께한 다른 공모 팀들과 공유가 

어려웠던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  도슨트 선생님들과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 
한사람 한사람 모두 열정적이어서 
기분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백남준’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일원으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  수년 간 센터를 방문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일반관람객의 접근은(특히 
주부) 어려운 점들이 있는 듯.

/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기간이 좀 더 길었다면 
더 다양한 아이디어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백남준 키즈 
(NJP Kids)

오동석, 김나율, 김선영, 
김윤미, 김태연, 한광조, 
주정자, 최준영, 송정

#namjunepaikvideo 
sculptureMuseum : 
백남준 비디오조각 사이버 
참여 뮤지엄

#namjunepaikvideosculpture  
#백남준팬클럽 #우리도백남준 
#사이버참여뮤지엄 

/ 팀 소개 /

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 도슨트 17기 
9인의 모임이다. 40-50대 중년이지만 
백남준과 그의 작품을 진지하게 
좋아하면서도, 백남준을 흉내내며 노는 
따라쟁이들이다. 미술사 스터디를 
진행하고, 함께 견학을 다니기도하며 
백남준의 예술을 이해하는 시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njpkids@gmail.com 
https://cafe.naver.com/njpcm 

/ 공모내용 /

전 세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에 백남준 비디오 조각 
작품 사진을 올리고, 동일한 해시태그 
(#namjunepaikvideosculpture)를 
다는 행위를 통해 사이버 뮤지엄을 
짓는다. 백남준과 그의 작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작품 보존 관련 
이슈를 공론화 한다. 

2일차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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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습니다. 
/  플럭서스.
/  Unlearning=새로운 관점.
/  소통, 연결, 나눔, 대화, 유쾌함.
/  변화, 실행, 작은 실천이 다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참여해서 아쉽네요. 
/  기존 학습 방법에 대해서 ‘탈’학습하였습니다. ‘탈’공부, 

‘탈’욕심. 

아주 느리게 흘러갔어요. 마음도 잠시 휴식을 취했었습니다. 
/  스스로 만들고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 좋았습니다.
/  강사님의 설명이 명확했으며,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남준, 탈학습하게 된 것, 탈학습에 대해
떠오른 생각이 있나요?
/  미술관 교육자와 도슨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술관의 

활용과 의미에 대한 생각을 해볼수 있었다.  
/  습관에의 저항, 보편의식에의 저항.
/  탈학습은 기존에 잘못 학습 또는 정립된 내용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  탈학습은 내 생각과 행동을 좀 더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틀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되어 

매우 만족합니다. 
/  고정관념 벗어나기. 뒤집어 생각하기.
/  unlearning is care, gift for me. 
/  스스로 탈학습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작업주제 또한 ‘틀’ 벗어나기였기에, 기존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시각으로 탈학습을 바라보고, 
느끼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몸'을 통해 
실험해보는 것이 좋았다. 

/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일하는 혹은 학습하는 
방식에 대한 폭넓은 변화가 필요하다. 어쩌면 인생을 바꿀 
각오에 필적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또한 ‘왜’에 대한 
동기부여도 더 강력해야 한다. 감수한 위험에 비해 너무 
보상(?)이 작다면, 우리 모두는 ‘탈학습’ 하지 못할 것이다. 

/  문화, 자연, 예술, 직관 아닌것들 영감, 명상, 오감, 즐거움, 
자유로움, 편안함, 행복감, 공감, 관계... 인간적, 윤리적.

/  눈과 뇌로 하는 공부보다 심장으로 느끼고 깨닫는 공부를 

/ 활동내용 /

백남준 보물찾기 + 사이버 뮤지엄 짓기
국내외 다양한 곳에 소장된 
백남준 조각 작품을 찾아본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namjunepaikvideosculpture 
Museum’ 짓기를 홍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시 홍보해줄 것을 
요청한다. 인스타그램에 올라 온 
사진들의 작품명과 소재지 등의 목록을 
작성한다.

연구
일정한 작품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현재 작품의 
보존 상태를 확인한다. 소장기관 
또는 소장자의 비디오조각 작품 보존 
방안을 조사하고 정리한다.

인터뷰
- 판화작가 홍윤 작업실 방문
- 아트마스터 이정성 대표 인터뷰 

백남준 따라하기
백남준의 예술방법론, 퍼포먼스 
따라해보기 

과정 및 결과 전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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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작품과 전시를 매개로 동시대를 함께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시각과 이슈를 교차해보고자 하는 
실험이다.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하고 도슨트가 
전시 해설을 통해 이를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자의 의도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전시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전달 
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노인이 바라본 작품과 
어린이가 바라본 작품은 서로 어떻게 다르게 읽힐 

#교환3-2

소장처 방문을 위한 소품 제작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활동보고서 제작

/ 후기 /

/  즐겼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또 놀수 
있을지 싶을 정도!!

/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또는 미디어 
아트를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체험하고 만끽했습니다.

/  백남준을 더 알고 싶어서 지원했다. 
내 안의 열정, 함께하는 기쁨, 사이버 
상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 모든 매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철학(사유)의 
플랫폼을 마련해 준 게 바로 
백남준이다.

/  도슨트들의 친목도, 백남준에 대한 
호기심, 미흡한 백남준 자료 등이 

참여 계기였다. 공유, 공동체 이전에 
‘백남준 팬’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남준을 보여주기 보다 
좋아하게 만들 계기가 필요하다. 
백남준아트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아쉽다.

/  17기 도슨트 샘들과 함께하며 
선생님들의 열정에 놀랐고, 백 
선생님의 퍼포먼스를 따라해보며 백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었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즐겁게 잘 놀았다.

/  백남준 작품을 찾아다니면서,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NJP 
Kids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진행 : 김작가, 안선영, 이경희

2
1

3
#공

동
체
실
험

#공
유
지
실
험

#관
점
실
험

3-3 #수
집

3-2 #교
환

3-1 #전
환

2-3 #동
료

2-2 #친
구

2-1 #공
모

1-3 #사
용

1-2 #워
크

숍
1-1 #공

간



수 있는지, 식물생태연구가·음악평론가·지역민 
등 여러 관점이 미술관으로 들어왔을 때 전시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고 확장될 수 있는지, 나아가 
미술관이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이슈의 매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고자 했다.

<이야기 할머니>
첫 번째 #교환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야기 
할머니> 이다. 한국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 중인 이경희 할머니와 함께 했다. 프로그램 준비과정에서 
이야기 할머니가 전시를 감상한 뒤 작품을 선정했으며, 각 
작품을 보고 떠오른 이야기를 미취학 아동 눈높이에 맞게 
각색했다. 백남준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물들이 이야기 
할머니의 실감나는 묘사와 흥미로운 손동작을 통해 따뜻한 
정서가 묻어나는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었다.

/ 일시 : 2019.01.29.(화) 11:00 (총 2회, 회당 20분)
/ 대상 : 유아단체 37명
/ 진행 : 이경희 (한국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 내용

구분 주제 내용

1차 
11:00
‒
2차 
11:30

소개 및 인사 /  ‘이야기 할머니’ 인사 및 
소개하기 

/ 손 유희 활동

이야기 구연 / 옛이야기 소개하기 
/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구연

마무리  / 인사 및 마무리

2019.02.23. 11:00-14:00최종 공유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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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공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
/  팀에게 자유로운 운영 방식을 주셔서 좋았어요.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야해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만 선정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공모 관련 공지글이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  개인적으로 지원금이 부족했던 것 같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모자랐다. 

 

적절하였고 절차에서 이뤄지는 참여의 형태가 즐거웠다. 
덕분에 자칫 우리팀만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전체로 확대되어 새로운 공유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  추가지원 형식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았다.

/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통합적인 홍보가 진행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메타도슨트
/  공모 진행기간에서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어 만족스런 공모가 진행된 것 

같다.
/  너무 멋진 프로젝트 였어요. 감사합니다. 다만 홍보와 각 

팀별 공유 및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센터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는 形이다
/  긴 시간동안 여러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다른 팀과 활동을 바꿔서 경험해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낯선 조합
/  공모팀 선정방식이 꽤 오픈되어 있어서 좋았다. 다만 어떤 

팀이 선정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할만한 
네트워크가 없던게 약간 아쉬웠다. 진행과정 중 서로 도움이 
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  처음 접한 형식의 공모라 신선했고 선정 방식(면접)이나, 
2회에 걸친 공유회도 좋았다. 진행기간은 적절했다.

니은이들
/  센터 직원들의 개방적이고 친절한 태도에 감동했다. 기간은 

/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많았어요. 특히 운영 중 참여자 
모으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백남준 키즈
/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처럼 open으로 자유롭게 진행하거나, 몇 개의 주제를 

정해서 진행해도 좋을 듯 합니다. 
/  선정 방식 중 발표 후 선정위원의 평가가 어떤 목적인지 

헷갈림. 메타프로그램이라면 공유와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정 위원들의 선발 평가식 의견들은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분위기가 수직적 느낌이었다.

감동이었어요(도시락 너무 맛있었어요 ㅎㅎ).
/  덕분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야외에서 큰 구조물로 만들었을 때에는 성인 남자분들이 

주로 활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구조물의 뼈대가 무겁고 
연결 시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어서 이때는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  상호지지구조물 자체는 너무 흥미롭고 앞으로도 다양한 
구조물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  준비가 잘 되어서 설명과 연습과 실습이 적절하고 좋았어요.
/  중간에 해체한 것이 아쉬웠다.
/  이곳에 와서 상호지지구조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 봐서 

재미있었다.
/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이였다.
/  다음에도 워크숍을 한다면 참여하고 싶다.
/ 재미있고 다음에 또 하고싶다.

후기

워크숍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적어주세요.
/  상호지지구조에 대한 이해,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새싹(소년소녀)들에 대한 새삼스런 애정 등등. 새로운 
활력을 담은,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워크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소통하면서 워크숍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 
2.   워크숍의 내용이 명확한 단계가 있어서 자칫 어려울 수 

있던 상호지지구조라는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  생각보다 육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활동이었는데, 틈틈이 주어지는 쉬는 시간과 다과가 

/  너무 무거웠어요^^ 튼튼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표와 시민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워크샵 
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상충이었다. 많이 고민하시고 
선택하셨을 것 같다. 성인 여성 그리고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웠다. 실제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는 단순히 
이동하는 인력의 역할만을 한 듯하여 아쉽다. 좀 더 다양한 
크기가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 만든 것을 남길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크숍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함께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유지(파빌리온, 건축물)가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까요?

워크숍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서로서로 힘을 모아서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이 너무나 만족감 높았던 워크숍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백남준아트센터의 위치가 도심과 조금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어도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워크숍 기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체험을 떠나 제작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과 내년 초까지 
전시도 진행되서 창작의 기쁨도 공유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  우선 이렇게 좋은 워크샵을 무료로 들을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수업 내용도 좋고 강사분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핵심이 담겨있는 교재도 
좋았고. 모형을 통해 1차 실습, 야외에서 2차 실습을 해서 
이해가 더 쉬웠습니다. 

/  간식과 도시락 준비 등등에서 보여지는 세심한 배려도 

백남준 <TV 정원> +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

백남준 <코끼리 수레> + 
<색깔을 훔치는 마녀>

식물 사이사이에 놓여진 텔레비전을 통해 자연과 기술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백남준의 <TV 정원>에서는 작자 미상의 
옛 이야기,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를 읽어주었다.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는 ‘수다쟁이 아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나무에 
주먹밥을 매다는 꾀를 낸 남편의 이야기다.’ ◆ 정원 속에 TV를 
놓은 백남준의 작품 앞에서 나무에 주먹밥이 매달린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과 함께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  작자미상,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 『동화구연지도론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제』, 색동회, 2014, pp. 313-314.

<색깔을 훔치는 마녀>는 예쁜 색깔을 가지고 싶은 하얀 마녀의 
이야기다. ‘어느날 마녀가 숲속을 돌아다니며 모든 색깔을 
훔친다. 코끼리는 마녀가 모든 색을 모았기 때문에 까만 
마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훔친 색을 모두 다시 
돌려주고 오면 멋진 빛깔을 가질 수 있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모든 색을 되돌려 주고 온 마녀는 코끼리가 일러준 
대로, 해님에게 빛을 얻는다. 빛의 색을 얻은 마녀는 무지개를 
담은 하얀 마녀가 된다.’◆ <색깔을 훔치는 마녀> 이야기를 
들으며 코끼리가 알려준 빛과 색의 비밀에 대해 생각해본다. 
백남준의 코끼리는 어떤 비밀을 알려줄까? <코끼리 수레>에 
가득 실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빛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백남준은 왜 수레에 텔레비전과 축음기, 두꺼비를 실었을까? 
코끼리와 부처는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는걸까? 작품과 
이야기를 오가며 함께 상상해본다.

◆  이문영, 『색깔을 훔치는 마녀』, 비룡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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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는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가 
누구이며, 각각의 공동체가 백남준아트센터를 
공유지로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실험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누구일까요?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  이곳의 공동체는 백남준, 백남준아트센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느슨한 연결고리라고 할지라도 백남준아트센터로 이어져 

낯선 조합
/  사실 공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백남준아트센터가 백남준과 

관계있는 어느 누군가의 운영으로 이뤄진다 생각했고, 그의 
작품을 기리는 공간 정도로 생각했었다. 다른 기획전은 
어려워 접근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었다. 하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공동체가 어떤 권력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예술의 공간과 시간적 타이밍이 이곳 백남준아트센터에 
다양한 군상을 모이게 해주었고 꼭 맞는 타이밍으로 모인 
사람들이 결국 공동체가 되는 것. 어떤 우연과 인연이 결국 
공동체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

니은이들
/  직원, 방문객, 참여자 등 모두가 공동체 일원이다.
/  공동체에 특정한 형태를 부여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유동적인 

만남의 발생이 공유지의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있는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形이다
/  전혀 다른 지식과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같은 큰 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속감은 
사람들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고 유지하게 해주며 
개인과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백남준에 대해 아는, 관심있는 
사람 모두라고 생각한다. 다 같이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  공동체가 형성되는 조건은 장소와 함께하는 일, 함께 나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되는 것 같음.

/  공동체는 공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공간은 공동체를 
창출하고 공동체는 공간을 점유한다.

메타도슨트
/  우리 현재의 삶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열린 공간과 참여로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까? 
흥미있고 관심있는 누구나가 조그마한 계기로 공동체를 
형성한다.

/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교육을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건 아닐는지...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서 온라인 공유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나서 

강의
: 녹색과학과 예술의 융합 

이해하기

두번째 #교환은 생명다양성재단의 안선영 책임연구원과 
함께했다. ‘식물은 왜 배경으로 인식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강연을 통해 우리와 환경을 공유하며 일상을 함께하는 
식물에 대해 돌아본다. 이어 기술과 자연 그리고 예술의 
조화를 담아낸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하며 과학, 예술, 자연이 
공존하고 조우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사유해보고자 했다.

/ 일시 : 2019. 01. 30.(수) 오후 2:00-3:30 
/ 대상 : 고등학생 및 성인 20명
/ 진행 : 안선영 (생명다양성재단 책임연구원)
/ 내용

<자연을 
들여다보는 방법, 
과학과 예술 
:  식물을 과학으로 드러내고 

예술로 표현하기>

구분 주제 내용

2:00-2:05 소개 및 인사 강사 소개 및 참여자 인사

2:05-3:00 강의 녹색과학과 예술의 융합 
이해하기

3:00-3:25 공유 및 토론 작품 감상을 통해 자연을 대하는 
새로운 감상법 나눠보기

3:25-3:30 마무리 인사 및 마무리

/ 키워드 : 호혜적인 미술관
/  예전 혹은 대부분의 미술관은 아직까지도 일방적인 

소통방식, 어렵고 교양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워크숍을 참여하면서 ‘호혜성’을 통해 
쉽게 설치 미술 및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의미있었습니다.

/  관객으로 구경만 하던 미술관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전시까지 하는 참여를 통해 어떤 경계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는 되었어요.
/  개방적, 친숙함,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공동체에 관한 관심, 

메이커로서의 자부심, 생산자의 기쁨, 동료의식.
/  미술관은 예전에는 시시했는데 이 프로젝트 후로 미술관이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다.
/  미술 작품만 있는게 아니라 다 같이 즐기고 예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 하는 곳.

/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지지구조를 이해하는 한편 삶 또한 이와 다르지않다는... 
조화로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백남준아트센터에 녹아드는 공공시설물(벤치, 가로등 과 
같은)처럼 특별한 이름이 붙여지는 공간 혹은 시설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입문이 생기니 안에 조형물(토끼..)의자 몇 개 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두 구조물을 연결한 가운데 아래 구조물은 그나마 천정이 
높고 위에 구조물들은 천정이낮은 형태이니, 아래 구조물만 
실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조물 천정에 줄로 
연결해서 입체감 있는 작품들을 전시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붕을 덮어서 안을 아늑한 휴식 공간으로 써도 좋을것 
같고요. 하지만, 그 자체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형태이니, 아이들이 그냥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역할을 해도 

/  공간구조에 대한 시민들과의 대담한 시도 좋습니다.
/  함께 만들어가고 서로에게 필요한 미술관 (여기서 서로는 

관객과 미술관 양측)

미술관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요? 
내가 바라는 미술관에 대해 적어주세요.
/  대중과 함께하는 미술관.
/  미술관은 즐겁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영감을 주는 곳!? 일상에서 틀에 박힌 시선 너머의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확장시켜 주는 곳 ^^
/ 생활 속의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이요...
/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향유하는 공간이 아닌 누구나 

내 생각을 표현하고 공감해주는 이들과 소통하는 공간
/  해석이 자유로운 미술관?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명을 이용한 밤 하늘을 표현하는건 어떨지요?
/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사이즈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민되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관람객들이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추억을 만들면 
좋을것 같다

/ 모두의 쉼터
/  시민 쉼터와 아이들의 자유 놀이터 모두 좋은 것 같아요. 

밑에 모래를 채우고 모래놀이터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워크숍 참여를 통해 ‘미술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나요? 
/  단순히 [특별한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졌었는데 그게 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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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생각을 미래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 또 이 

공간으로 영향받는 모든 사람이다.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은 백남준의 작품이고 예술정신이다. 이를 통해 
이곳을 방문하고 머무르는 모든 이가 NJP 공동체가 된다.

/  관심있는자, 그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콘텐츠, 공동체는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공고해집니다. 기회를 주세요.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라기 보다는 예술은 함께 즐기고 
향유하는 모두가 예술의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백남준 키즈
/  모든 시민,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은 누구나.  

공동체 유지 조건 : 지속적인 교류, 만남
/  공동체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미술지도 또는 

미술계를 매개하는, 예술(백남준 예술을 비롯하여)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서로 다양하게 네트워킹하는 것이 

공모 참여로 인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영화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 제가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된 것 같아요.
/  관계. 예술적 공동체 유지.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

나는 形이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도예, 설계 그리고 백남준이라는 

인물의 삶까지 지금까지 접하던, 공부하던 예술과는 다른 
분야의 것들을 마주하면서 예술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조금은 다르게 변화하면서 융복합적 예술에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동체 - everybody. 모든 매체 포함. 모든 장르 포함, 사실 

더 이상 장르를 나눈다는 것이 무의미.
/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공동체 유지의 

관건이 아닐지...우선 백남준아트센터의 구성원들부터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  참여하는 모든 사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

/  백남준을 사랑하고 예술에 관심있는 예술시민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

/  공동체는 모두이자 개별이다. 개별적인 관람객, 도슨트, 
큐레이터, 기획자 등이 모여 작품과 전시공간과 함께 
가꾸어가는 공공장소이다. 

/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해졌다.
/  예술을, 백남준의 예술을 어떻게 대하고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짐.

낯선 조합
/  아트센터가 편하게 느껴졌고, 개인적으로 작업하는데 틀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동네에 좋은 공간, 친구가 
생겨 좋다.

/  백남준의 예술을 보는 시각이 의식적으로 많이 달라졌으며,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생겼다.

니은이들
/  책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어서 하반기에 

새로운 출판기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출판을 지속할 자극점이 되어준 백남준에게 감사한다.

/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느낌. 결과물을 

/  다음의 강의록은 프로그램 녹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교환의 취지와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던 

공유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일부만을 발췌했습니다. 함께 곱씹어보고 싶은 의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지면상 생략되었음을 알립니다. 

/  강의 중 특정 기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었으나 내용을 
발췌하는 대신 웹 주소를 기재합니다. 각 사이트를 통해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저는 식물생태와 과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과학과 예술이 얼마나 비슷하며 가치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또 얼마나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학문(혹은 분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학과 예술의 
가장 큰 공통점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이성과 
상상력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과학을 매우 
경직된 학문이라 여기시는데요. 과학이야말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면 자연에서 어떤 동물의 
행동을 봤을 때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해요. 상상을 해야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예술가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DNA의 이중나선구조는 다 알고 
계시죠? 과학자들 특히 유전학자들은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체라는 복잡한 구성을 이렇게 
간단한 이중나선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껴요. 예술가들이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형태라든지 빛깔로 
표현하는 것처럼요. 결국 과학자와 예술가 모두 상상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거죠.

과학과 예술
우선 과학과 예술이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과 예술을 함께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과학자와 천재예술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듯 과학과 예술은 다른 언어로 되어 있어요. 
과학은 이성적이고 딱딱하고 합리성을 추구하죠. 예술은 
조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요. 추상적이고 감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과학과 예술이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던 시절만 하더라도 과학과 예술이 학문의 분야로 나눠져 
있었을까요? 인간이 과학과 예술을 학문의 경계로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과학은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공식화한 
학문이에요. 그리고 예술은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한 

 예술과 과학,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분야가 
있죠. 바로 ‘키네틱 아트’입니다. 키네틱은 물리학 용어로 
운동, 활동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조각, 모빌을 
창시한 ‘알렉산더 칼더'의 전시가 2013년에 리움 미술관에서 
열린적이 있죠. 칼더는 기술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기술공학을 전공하고 조각 작업을 하다가 모빌을 만들게 
된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광고에 나오며 유명해진 
‘테오 얀센’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과학자인거죠.  
이 자동차는 테오 얀센의 작업 중 하나인데요. 엔진이 필요 
없어요. 바람을 동력으로 굴러가죠. 테오 얀센은 자신의 
작품을 생물체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마치 생물처럼 작품마다 
'아니마리스(animaris)’라는 학명을 붙여주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과학 지식을 작업 
활동에 반영하는 거죠. 테오 얀센은 “예술과 공학의 장벽은 
우리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 조용하고 작품들이 있는 곳
/ 여러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수 있는 곳
/ 가장 실험적인 공간
/  쉽게 가서 머물 수 있는 곳, 궁금한것들이 있는 곳. 

그러면서도 예술적인 향기를 잃지 않는 곳. 어린이에게 
열린곳. 천편일률적인 전국의 어린이 박물관과는 차별성이 
있는 곳. 여백의 미가 살아있는 숨 쉴 여유를 마련해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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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메타도슨트
/  공동체 의식과 함께 관계의 확장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  같이 공유하는 즐거움, 만족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다.
/  도슨트 샘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아트센터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진 점!!!
/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백남준과 

백남준아트센터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  센터에 대해 도슨트 동료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애정도 더 많이 늘었다.
/  조금은 잠잠해지려했던 마음 속의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공유지가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방식이어야 할까요? 혹은 내가 바라는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 적어주세요.
!+!=?
/   조금 더 쉬운 백남준아트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반적인 미술관이 흑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백남준아트센터는 형형색색 다양한 색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분들의 생각을 응원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기획-운영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진심어린 
관심(관람객과 참여자)은 공유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形이다
/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백남준 키즈
/  백남준 작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  백남준과 그의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관심의 

정도도 깊어졌습니다.
/  백남준을 더 깊이 넓게 알고 싶어짐. 예술의 역할 뮤지엄의 미래, 

모두가 향유하는 예술의 형태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됨.
/  백남준 팬이 됨... 아트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서 그만큼 아쉬운 점도 많음.
/  백남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아졌다. 백남준의 

예술세계가 일상의 나의 삶에 긍정적인 놀이 문화로 깊숙이 
들어왔다.

/  백남준 작품을 매개로 주변과의 관계를, 그리고 잊고 지냈던 
스스로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백남준 작가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고 아트센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센터를 더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듯 다른 
이들에게도 비슷한 인상을 준다면 훌륭한 공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다양한 활동, 행사를 주최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  이번 공모처럼 주변 주민과 학교, 단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지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함.

낯선 조합
/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척박한 용인에 정말 한줄기 희망입니다.
/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이라는 공고를 낸 것에서부터 벌써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 현재처럼 이어진다면 결국 
모두의 공유지로서 기능할 것이다.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백남준아트센터도 미술관이지만 
작품 속에 식물이나 물고기 같은 자연이 있고 과학이 
있습니다. 이들이 분류되고 나뉘는 건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뤄지는 거죠. 

잭슨 폴록의 <convergence>라는 작품을 볼까요? 
아시다시피, 저 그림은 붓을 캔버스에 대지 않고 튀기는 
‘드리핑 기법’으로 제작한 ‘액션 페인팅’입니다. 과학자들은 
잭슨 폴록의 작품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작품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잭슨 폴록이 걸어둔 붓이 바람에 의해 움직이면서 
캔버스 위에 어떤 동선을 그리면서 물감을 찍어내는지, 또는 
작가 자신이 붓을 캔버스에 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튀기면서 
그려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그를 과학자라고 봅니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결과를 예상하고, 그리고 예측된 결과와 
실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자체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예술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프랑스 세관원이었던 ‘앙리 루소’는 혼자 독학으로 

예술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소개 해드릴게요. 

/  영국, WWT런던습지센터 WWT London Wetland Centre 
www.wwt.org.uk  

/  영국, 큐가든 Royal Botanic Garden, Kew 
www.kew.org 

/  영국, 자연사박물관 다윈센터  
Darwin Centre - The Cocoon at the Natural History Museum 
http://www.nhm.ac.uk/ 

/  스페인, 예술과 과학의 도시 
Ciudad de las Artes y las Ciencias(CAC) 
www.cac.es 

/  일본, 국립과학박물관 国立科学博物館 
www.kahaku.go.jp 

그림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연밖에는 다른 
스승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앙리 루소의 그림은 <동물 
행동학>이라는 저명한 논문 학술지의 표지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사실 생태학적으로 보면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추상화되기도 했고요.

앞선 작품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자연과 과학, 그리고 예술의 결합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찍찍이(밸크로) 아시죠? 우엉씨와 같은 식물의 씨앗은 
동물의 털에 붙어서 멀리 퍼질 수 있는 전략 취해요. 그 형태를 
모방하고 발전시킨 것이 밸크로입니다.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의 형태를 가져와서 실생활에 응용하고 있었던거죠. 
그래서 ‘의생학’은 자연을 모방하는 학문이라고도 해요. 
‘생체 모방biomimicry’이라고 하죠. 군사 쪽에서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외국의 많은 박물관이나 미술관만 가봐도 과학과 

매일 만나는 식물 다시보기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생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식물입니다. 동물은 못 만나는 날도 있지만 
식물은 못 만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끼라도 드셨다면요. 
모두 식사 하셨죠? 반찬이 뭐였나요? (김치요) 그렇다면 
배추라는 식물을 만나셨네요. 차를 드셨더라도 마찬가지죠. 
녹차, 커피, 주스 모두 식물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길에는 
어떤 식물을 만나셨나요? 저는 백남준아트센터 건물 옆에 
있는 자작나무를 봤어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 중 단 한 
분도 식물을 만나지 않은 분이 없는거죠. 

그럼 식물이 뭘까요? 우선 이동력이 없죠. 그리고 
광합성을 해요. 물리학자이자 의사인 ‘율리어스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포착하기 힘든 빛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단단한 형태로 저장하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지구상에서 식물밖에 없다.” 저희는 나가서 햇빛을 쬔다해도 

2
1

3
#공

동
체
실
험

#공
유
지
실
험

#관
점
실
험

3-3 #수
집

3-2 #교
환

3-1 #전
환

2-3 #동
료

2-2 #친
구

2-1 #공
모

1-3 #사
용

1-2 #워
크

숍
1-1 #공

간



배가 부르지 않죠. 식물은 유일하게 빛 에너지를 단단한 
형태로 저장해서 생존이 가능한 생물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그렇게까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동물과 식물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은 동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제 아이도 5살인데 식물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동물을 매우 좋아해요. 우리는 왜 식물을 잘 인식하지 
못할까요? ‘마이클 폴란’도 저서 『욕망하는 식물』에서 
“식물은 동물들만큼 대접을 받거나 글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어요. 동물과 달리 식물이 지금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졸린지, 슬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을 이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식물을 주인공으로 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식물에게는 공감하기 어려울까요? 
지금 보시는 건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Redwood)라는 

연근이나 무 모두 식물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잎은 광합성을 
하는 기관입니다. 엽록소가 있어서 태양빛을 포획하는 
기관이고요. 꽃은 간단히 폈다 지지만 잎은 봄에 싹이 터서 
가을에 지기 전까지 항상 식물에 있기 때문에 잎을 아는 것이 
그 식물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은 
씨앗과 열매입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도 아는 식물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단풍나무예요. 
5월이면 단풍나무 꽃이 핍니다. 단풍나무 열매는 날개가 
있는데요. 바람을 이용하여 멀리 퍼질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단풍나무의 전략인거죠.

이제 꽃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혹시 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주 주고 받지는 않아도 다들 
꽃을 좋아하실 거예요. 실제로 꽃을 보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좋고 치유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이 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국이예요. 꽃의 형태가 두 가지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꽃과 바깥에 있는 꽃. 사실 진짜 꽃은 안에 

종이에요.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높이가 100미터예요. 
여러분 100미터 달리기 해보셨어요? 운동장을 가득 두를 
만큼의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므두셀라(methuselah 
tree)라는 나무는 48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작 
100년 살기도 어렵죠. 100년 사는 인간이 4800년 사는 
나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2미터까지 밖에 못 자라는 
인간이 100미터 자라나는 나무가 얼마나 힘들게 땅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는고 있는건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식물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관심이 가게 되죠. 식물에 대해 
같이 찾아내고 발견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식물은 잎, 꽃, 열매, 씨앗, 뿌리로 되어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은 이동력이 없어요. 이동력이 없기 
때문에 땅이나 물에 뿌리를 내려서 물이나 영양분을 흡수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식물인데요. 네, 다 
뿌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식물을 부위별로 먹고 있습니다. 

있는 것들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암술과 수술이 없어요. 
수분매개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예쁜 형태의 커다란 가짜 
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은 왜 꽃을 좋아할까요? 향기도 
좋고, 색도 예쁘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꽃은 자원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됐기 때문이에요. 
꽃은 인간이 초원에서 수렵 채집을 하던 시기에 자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였던 겁니다. 꽃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먹이가 되는 초식 동물이 근처에 있을 것이 확실했고, 
종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다양한 과일과 견과류를 채집할 
수도 있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진화 했는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진화심리학입니다. 이 학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꽃이 자원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좋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니은이들
/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접근하고 전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한 교육, 행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전시든 작품이든 참여든 어떤식으로든 만남과 소통이 

지속된다면 공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이미 많은 것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한다.

메타도슨트
/  의사소통과 토론 또는 의견교환이 편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준다면...
/  다수의 분들이 백남준 작품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체험 등) 알리기에 힘 써 주시길 
바란다 ^^

/  이미 공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백남준이 오래사는 

활동한 여러 팀에서 보여지듯이, 좀 더 활동적인 다방면의 
플랫폼 역할만 하면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것 같음.

/  백남준의 작가정신, 21세기의 글로벌함을 포용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길 바람. 오픈 마인드가 절실.

/  될 수 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백남준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  백남준 작가가 오래 기억되는 또 더 많은 매개체, 발전이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본다. 

집은 그 자체로 공유지였던 것 같아요. 열린 방식의 온오프 
플랫폼은 건의 드려요.

/  전시, 교육, 세미나 등 공유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 (예: 열린 스터디룸)

/  백남준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오픈이 필요. 
프로그램이던 장소던.

/  백남준 작가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고 아트센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다.

백남준 키즈
/  공유지가 당연히 될 수 있다. 공유 공간, 시간, 확보를 해주는 

지원,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상위의’ 행정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예술감각을 깨우면 든든한 동지가 될 것입니다.
/  공유지로서의 아트센터. 저희 이번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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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이제부터는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식물을 알려왔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야외 생물학자의 연구실> 
킨텍스에서 열린 과학축전에서 <야외 생물학자의 
연구실>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었어요. 어둡게 암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헤드랜턴을 쓰고 찾아다니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식물의 열매와 잎을 구분해보는 활동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열매가 아닐 
수도 있고 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열매일 수도 있거든요. 

<엉터리 식물학자의 연구실>
이장섭 작가와 함께 했던 작업입니다. 이장섭 작가는 작품을 
식물의 형태로, 식물처럼 만드는데요. 자연에 없는 색깔을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해요. 그런 공식과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가가기 어렵죠. 그래서 외국어를 
통역해주는 것처럼 과학을 다른 언어로 풀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업한 게 <녹색과학 통역 프로젝트>입니다. 
녹색과학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 다람쥐, 까치, 고라니의 밥상을 전시의 형태로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동물들의 밥상이 
우리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묘사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런데 ‘제인 구달’ 선생님께서 이미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해서 개미를 먹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불을 사용하는 인간이라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무언가를 태워서 먹이를 먹는 동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사용하는 것도 인간만의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 나온 이야기는 요리를 

고민하다 파란색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모듈들을 연결해서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듈 
하나를 ‘시밍’이라고 불렀는데요. 모듈을 어떻게 연결하면 
여러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루종일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작업이 마치 자연에서 발견되는 식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뒷산에 나가 식물들을 
관찰해보면 각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이장섭 작가는 공공미술을 하는 분인데 식물에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 작가님을 ‘엉터리 식물학자’라고 
이름 붙이고 마치 어떤 식물 종을 발견한 것처럼 연구실을 
꾸몄습니다. 가짜 식물들의 표본을 만든 것처럼 꾸며서 
전시하고, 그 식물들에게 이름도 붙여줬어요. 

<녹색과학 통역 프로젝트>
광합성을 화학식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죠.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냥 내가 아는 단어와 내가 

하는 인간입니다. 요리를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멧돼지, 
다람쥐, 까치, 고라니의 밥상과 인간의 밥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풍 때문에 쓰러진 북한산의 나무를 
전시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미 부식이 되어 이끼가 자라나던 
부분에 이장섭 작가와 함께 여러 가지를 붙여준 뒤, ‘자연에서 
빌려오는 전시’를 했어요. 전시가 끝난 뒤에는 나무에 붙였던 
반짝이를 떼어내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작가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예술 작품이 자원 소비적일 때가 
많잖아요. 전시기간 동안에는 그 작품이 매우 예쁘고 좋지만, 
전시가 끝나거나 공간이 없어지면 폐기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빌려왔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전시를 해보고자 했어요. 이건 고사목입니다. 고사목은 
우리의 뒷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숲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그냥 두지 못하죠. 이미 죽었으니까 
제거해야 된다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으니 미리 없애야 한다고 

#친구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실험이다. 도슨트, 라이브러리 
자원봉사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가장 자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영역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일을 수행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미술관을 매개로 누구나 관계맺고 소통할 수 

#친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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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큰 나무가 숲에서 쓰러질 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식물이 언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동물은 심장, 폐, 간과 같은 장기가 있죠. 
주요 장기가 하나만 망가져도 사망합니다. 하지만 식물은 
가지를 자른다고 해서 죽지 않죠. 밑동을 완전히 잘라내도 
다시 살아나는 ‘움싹 재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식물은 
죽었다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쩌면 식물은 천천히 
살고 천천히 죽는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잎이 하나도 
나지 않고, 이미 나이가 많아 생장을 멈춘지 오래 된 식물도 
있어요. 생장은 나이테를 통해 알 수 있죠. 생장은 멈춰도 
잎이 하나라도 달려있다면 그 식물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사목이 죽어서 쓰러지게 되면 그 아래 하층에 있던 
식물들에게는 큰 기회가 됩니다. 큰 나무 때문에 햇빛을 못 
받다가 어느 순간 고사목이 쓰러지면서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고사목 자체만으로도 많은 
곤충의 집이 되기도 하고요. 고사목이 부식하면서 충분한 

보드카는 감자, 와인은 포도, 미국이나 아메리카의 버번 
위스키, 데낄라, 럼과 같은 술의 종류가 저 생태계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로 만든거죠. 그래서 거기서 쉽게 만들었던 
겁니다. 술의 역사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주원료를 보시면 그냥 식물이에요. 

<바닥식물원>◆

2015년에 자연에서 빌려와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전시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바닥식물원>이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작가분과 같은 코스를 
돌면서 그때 그때 그 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만 수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식생은 주로 신갈나무와 소나무예요. 지금 뒤에 있는 숲에 
가셔도 만날 수 있을거예요. 신갈나무는 참나무죠. 도토리를 
만드는 나무. 소나무는 다 아실 거예요. 밑에 떨어진 잎을 
주워보면 무슨 나무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고사목은 생태계의 순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생태학’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와인종을 선정하여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낸 것을 짧은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모나코 필름 
페스티벌에서 숏필름 상을 받기도 했어요. 배포하지 않아 
찾아보시기는 힘들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다섯 
가지는 식물생태학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지중해에서 포도가 
잘 자라는 이유는 그 곳에 포도가 적응을 했기 때문이죠. 특정 
지역의 식물상과 계절의 관계, 그리고 욕망이라는 키워드도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과학자들 중에 우리가 감자를 많이 
먹게 된 것에 대해 식물(감자)이 그렇게 유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에게 선택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든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술 지도입니다. 보시면 러시아가 워낙 땅이 
넓어서요. 보드카 비중이 크죠. 우리나라는 소주입니다. 

채집했고, 이름이 뭔지 손으로 써서 바닥에서 주운 것만으로 
전시를 했어요. 

◆ https://www.artbava.com/exhibit/detail/503/ 

과학과 예술, 그리고 식물과 우리 일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다보니 얕게 다루게 되었는데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점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가 되고 있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따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동물과 식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생활에서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전시장으로 이동해서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자 홈커밍데이에 
초대합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문을 연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그리운 #친구들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백남준의 예술을 함께 즐기고 공유해온 친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즐거운 만남의 자리를 

<홈커밍데이>

초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활동하였거나, 잠시 활동을 멈추었거나, 지금 활동 
중인 모든 봉사자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다시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인 홈커밍데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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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전시감상 및 토론
: 예술작품을 통한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상법 이야기 나누기

만들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웃음). 작품 뿐만 아니라 
공간을 큐레이팅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에 오셨을 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의도가 섞여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셨으면 해서 이 장소를 
골랐습니다. 혹시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눈에 띄는 점, 또는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 분 계신가요? 질문도 좋습니다.

참가자1: 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원, 
식물원, 수목원 같은 곳들을 둘러보면서 공부하실 텐데요. 
다른 선진국들처럼 예술과 관련된 식물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든다던지 식물을 예술처럼 전시한 박물관 같은 곳을 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식물 자체를 즐기는 그런 곳은 있지만 
예술과 연계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곳에 대해 
기획을 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선영: 좀 포괄적으로 생태를 놓고 본다면, 동탄에 
근린공원을 기획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생태공원에 
생태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근린공원은요. 

안선영: 백남준아트센터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방문해보신분 계신가요? 과학도 예술과 마찬가지로 자기 
연구에 의미 부여를 해야 해요. 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에 대해  의미부여를 해야 합니다. 
작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앉아계신 곳은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에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붉은색 벽지로 꾸며진 이 공간은 어디일까요? 네, 파리죠. 
그리고 그 옆의 공간은 뉴욕인 듯해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모티브로 백남준이 1984년의 뉴욕과 프랑스를 
연결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방문했을 때, 함께 볼 작품으로 
망설이지 않고 이 작품을 골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둘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식물도 있고 술도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저 술들이 대부분이 싱글몰트 위스키에요. 위스키 
중에서도 블렌딩하지 않고 한 가지 한 곳의 증류소에서 단일 
몰트로 만든 위스키인데요. 이 공간은 술 애호가가 아니고서는 

국립공원처럼 식생이 좋아서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완벽한 
그런 곳 말고, 우리 삶 가까이에 시간이 될 때마다 방문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공원은 없는 것 같아요. 동탄에 
기획한 생태공원은 지역의 반을 뚝 잘라서 화성에 있던 
원래 식생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획했어요. 대체로 
공원에는 벚나무를 많이 심죠. 아니면 과실수를 심는다던지 
하는데요. 처음 기획을 할 때 원래 화성시의 식생인 
상수리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천과 
연결해서 습지생태계를 복원했어요. 높낮이가 있고 식물이 
있으면 나중에 동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어요.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자는 것이 저희 기획의도였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립공원이나 식물원 말고는 식물이 
전시되는 것을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참가자2: 동물원에 사육되는 동물들이 변형되기도 
하잖아요. 식물도 혹시 인간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형되기도 

자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영역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일을 수행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미술관을 매개로 
누구나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거 활동하였거나, 
잠시 활동을 멈추었거나, 지금 활동 중인 
모든 봉사자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다시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백남준아트센터의 #친구들에게도 서로의 
관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12.01. 
백남준아트센터 카페테리아 (실내외)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가까이에서 
백남준아트센터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직장·학업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은 먼 
곳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함께 
모여서 백남준아트센터의 10년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 12. 01.(토) 17:00
백남준아트센터 야외테라스
 백남준아트센터의 현재·과거 자원봉사자 
(도슨트, 라이브러리 봉사자, 문화자원봉사자)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함께 나누는 이야기 듣기, 
시상 및 마무리

준비물 

/ 일시
/ 장소

/ 참가대상

/ 내용

17:00 

홈커밍데이

포토존 촬영, 실크스크린, 현장투표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깃거리: 
백남준아트센터에 얽힌 에피소드, 현재 
근황 등을 성함 & 활동연도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사연을 
읽어주는 <NJP 토크>가 진행됩니다. 

2)  함께 나누고 싶은 먹거리:  
바비큐와 더불어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가 열립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음식을 가져와주세요.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메타뮤지엄#공동체실험#친구>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실험입니다. 도슨트와 라이브러리 
자원봉사자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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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선영: 동물을 키울 때 가축식 사육을 많이 하죠. 

닭과 돼지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가둬 키우잖아요.  식물에게는 
화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식물 화분은 식물의 대량 
생산이죠. 식물이 생태계에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요. 모두 다른 존재와 어우러져 있죠. 그리고 식물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식물을 작은 화분에 가둬 키우고 
있는거죠.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참가자2: 식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네요.
안선영: 그렇죠. 동물권이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식물권이라는 이야기도 머지않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인간이 식물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무에 칭칭 감아놓은 전구들도 마찬가지에요. 봄에 꽃이 
피는 건, 날씨가 따뜻해져서 핀다기 보다는 낮과 밤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햇빛의 길이를 식물이 인지하고 꽃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나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결과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아, 산채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고통을 느끼겠구나.’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뜨거운 물에 산채로 
넣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고통을 느끼겠죠. 그런데 그것을 
꼭 인간의 관점에서 고통을 느껴야만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의 
가지를 자르면 진액이 나오죠. 그것은 식물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외부의 박테리아를 차단하고 생존하기 위해 
진액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고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과학자의 수준에서 고통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고통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증명해야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이런 좋은 공간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잖아요. 봄이 되면 뒷길로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만남이 이루어지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피우는 거죠. 그런 인위적인 빛이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영향은 분명히 
있을텐데, 식물에게 치명적이지 않을 뿐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식물이 언제 
죽었는지, 완벽하게 죽은 순간을 말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식물의 수명은 우선 너무 길어요. 우리가 무심코하는 행동들이 
정말 식물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참가자2: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일부는 
사람만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요. 특히 낚시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나 어패류는 통증이 없어서 아픔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던데. 식물도 통증이 있나요? 식물에서 진액이 
나올 때 마음이 안좋을 때가 있거든요.

안선영: 과학이 좋기도 하면서 나쁘기도 한 
것이 모든 것을 너무 과학적으로 증명 해야한다는 거예요.   
갑각류를 살아 있는 채로 뜨거운 물에 많이 넣는 거 아시죠? 
그때 그 갑각류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7:00 17:25
17:30

진행자 인사, 홈커밍데이 취지 소개 관장님 인사말씀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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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에 대한 좀 더 새롭고 친근한 (지식적으로가 아닌)을 
느낄 수 있길 기대했는데,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았다. 

/  과학과 예술은 접점이 없다고 생각해왔고, 특히 과학은 
어려운 분야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해준 것 같다. 

/  한 분야의 전문가 관점에서 진행된 강의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내용으로 인해 깊이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이는 강사님의 
역량이 아닌 강의 주제의 문제로 보다 세부적인 주제로 잡아 
전문가의 강의인 만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히 과학과 예술의 접점만을 다룬 점이 크게 
새롭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프로그램이 설명 위주라 아쉬웠다. 체험형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  백남준 작가의 작품과 의미없는 연결을 시도하지 않았나 
싶다. 오늘 강의 하셨던 분과 함께 작업했던 예술작품 활동에 

후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  매일 접하다보니 큰 의미없이 당연시 했었는데 식물을 

과학과 예술로 접목시켜주니 흥미로웠습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볼게요.

/  식물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식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  과학과 예술의 접목, 그리고 식물을 보는 새로운 관점 등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는 신경쓰지 않고 지나가던 식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어 참신했다.

/  과학과 예술의 접목하여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제시로 
좋음. 다만 사유의 시간이 부족.

/ 자연, 과학, 예술 모두 시작과 출발이 같다는 느낌.

NJP 토크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사연과 
함께하는 NJP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근황과 백남준아트센터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궁금한데요. 사연 소개는 
김보라 선생님이 진행해주시겠습니다.  

김보라의 NJP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라이브러리 자원봉사를 
했던, 유명화 입니다. 저는 올해 라이브러리 

18:30

염현주
(4기 도슨트 / 

현 전문도슨트)

김보라
(9기 도슨트)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라이브러리가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섬 안에 잘 정돈 
된 책방에 온 것처럼 일상을 떠나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독특하고 재미있는 
구조는 또 다른 전시를 보고 참여하는 듯 
했습니다. 취업 준비로 주말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열정적으로 시청각자료를 
청취하는 어린관람객들을 만나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관심거리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무언가를 도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찾고 있던 작가와 작품에 관련한 잡지와 
책들을 사서님으로부터 도움 받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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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상과 사유시간이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  짧은 시간안에 많은 내용을 설명해야 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듯 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강의 듣고 싶네요. 
    

본 프로그램의 참여로 작품과 전시에 대한
관람방식, 관점, 생각이 바뀌었나요? 
/  먹는 것 하나도 모두 식물이 아닌게 없다는 것. 그리고 

자연과 인간은 뗄 수 없는 것이며 자연의 일부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시 이후 폐기물이 되어버리는 작품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  한 작품을 보면서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하는 법,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 작품 감상 관람에 대한 다양한 견해

/  파타피직스에 관심 많아서 왔습니다. 식물학자가 어떻게 
예술과 과학을 화해시키고 접점을 만드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  별로 안 바뀌었습니다. 전문성, 포커스를 더 깊게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  과학이라는 다른 분야의 관점으로 좀 더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겉만 보고가는 듯한 느낌이다.    
     

본 프로그램의 참여로 백남준아트센터 혹은 
미술관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나요? 
/  이번 전시에 대해서 새로움을 느껴서 추후 가족들과 다시 

한번 전시 기회를 갖고 싶어요. 방문할게요.
/  여러 전시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  이전에는 백남준아트센터도 그저 그런 미술관/박물관이라 

생각했는데, 직접 와보니 생각보다 다채로운 전시가 많았다.

교과서로만 알던 백남준을 몸으로 알게 된 이 
곳, 10주년 축하합니다. 딱 10주년 된 해에 
제가 좋아하는 공간 도서관에서 소중하고 
의미있는 경험, 만남 쌓여갑니다. 윤혜인 
사서님 예쁘세요.(모두 웃음) 피아니스트에서 
미술가로 난해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져가고 그 걸음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왕래할 수 있음은 귀한 선물이 됩니다. 
관람자로 오다니던 때보다 훨씬 더 의미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을까요? 올 해 두번의 작품 공모 
입상도 센터에서 작품 전시를 보고, 사유한 
좋은 씨앗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즐거운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관람객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원봉사자를 
소중하게 생각해주시던 사서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아트센터의 
건물 외벽 유리창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한낮의 파사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멋진 건물 안에는 
유모차를 타고 온 아이와 가족들, 우르르 
들어오던 학생들, 연인들까지. 다양한 모습의 
관람객들이 있었고, 함께 전시와 책으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더 알고 싶고, 온종일 있고 싶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직장일로 
잠시 쉬게되었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꼭 다시 활동하고 싶은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자원봉사자

김보라

라이브러리 봉사자 박은미 선생님. 작품 
공모 입상 축하드려요. 모두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세요. 그 다음 사연은요. 이것도 
익명인데요. 인상깊었던 에피소드를 
남겨주셨어요.

예전 경주에서 오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염색하신 천연염색 손수건을 주시며,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과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전하시며 손잡아 주실 때, 
울컥했어요.

그 사연 제가 쓴 거예요! (모두 웃음)

익명인데 알 것 같네요. 누가 쓰셨는지(웃음). 
다음 사연입니다.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고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한 사연 감사합니다. 음악까지 
깔아주셔서 라디오 디제이가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주셨어요. 

#메타도슨트 쌤들 덕분에 더 풍성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백남준 도슨트샘들 
(하트)합니다~~” 

이럴 때 저도 진부한 멘트를 드려야죠. 저도 
사랑합니다(모두 웃음). 다음 사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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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교환은 음악평론가 김작가와 ‘음악과 예술, 
대중문화’를 주제로 진행했다. ‘예술 공유지’라는 
백남준아트센터의 개관 10주년 모토를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확산되는 K-POP의 열풍 속에서 발견하고자 했다.

/ 기획의 글
K-POP은 더 이상 한국인이 한국에서 만들어 한국에서 
소비하는 음악이 아니다.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국적 멤버들로 그룹이 결성된다. 스웨덴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프로듀서들이 곡을 만든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소비된다. 이렇게 형성된 K-POP의 
흐름은 유튜브 및 SNS를 통해 역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다른 국가의 음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 음악 
시장의 ‘주변부’였던 한국의 대중음악이 어떻게 공유지로서 
기능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 2019. 01. 31.(목) 오후 2:00-4:00 (120분)
/ 대상 : 고등학생 및 성인 20명
/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전시실
/ 진행 : 김작가 (음악평론가)
/ 내용

<음악, 예술, 
대중문화 -  
예술 공유지로서의 
K-POP>

구분 주제 내용

2:00-3:00 강의 한국의 대중음악이 공유지로 
어떻게 기능하는가?

3:00-4:00 관점교환 《#예술 #공유지 #백남준》 
감상 및 토론 
: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공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강의
: 한국의 대중음악은 어떻게

공유지로 기능하는가?

오늘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누군지 알 것 같은 뚜 마미 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뚜 마미님. 다음 사연인데요. 

도슨트로서 부족했지만 두 번의 도슨트 상을 
받게 해주셔서 아직도 활동하게 되네요. 혹시 
그만 하라는 깊은 뜻은 아니죠?

라고 10기 도슨트 이재희 선생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상을 또 드려야 할 
것 같네요(웃음).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쉽네요. 제가(웃음).

여러 번의 계절을 ‘백남준이 오래사는 

2018년 한 해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도슨트 활동하면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가장 뜻깊고 공부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연말 
되세요! 

이종선 선생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것도 익명이네요.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역사와 예술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공간 이동능력을 만들어준 
감사한 존재!

라고 적어주셨어요. 백남준아트센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적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적어주신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집’에서 보냈습니다. 수 많은 추억들이 
맴돌면서 <글로벌 그루브>의 영상만큼 많이 
스쳐갑니다. 특히 이번 가을, 여러 도슨트 
샘들과 함께하며 만들어간 즐거운 일상이 
너무 소중합니다. 함께 털실을 잇고, 나만의 
첫 꽃밭을 꾸며보고 차향기에 몸과 마음이 
쉴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의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만나게 될 하루하루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추억의 기본 단위는 
행복한 일상”이라는 누군가의 멘트가 눈부신 
오늘 저녁입니다. 감사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훈훈하게 마쳤는데, 현주 쌤이 
오셔서, 10분만 더 끌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딱히 없고, 노래를 

것 같습니다. 익명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도, 에피소드를 
적어주셨네요. 

단체 투어 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되던 때 6개 단체라 1층 전시를 
투어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경험이 너무 없던 시기라 등에 땀을 
많이 흘렸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별명으로 적어주셨는데, 
왠지 알것 같아요. 

백남준 작가의 사유를 한 걸음씩 따라가듯 
도슨트 분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도슨트 샘들은 

공유지의 #사용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자 
정확한 용도를 정하지 않은 공간으로, 휴식·놀이· 
퍼포먼스·워크샵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며, 사용에 대한 예약은 온라인◆ 을 
통해 진행하였다.

◆ http://njp10.com/-/mm-3/#사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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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강의록은 프로그램 녹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교환의 취지와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던 

공유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일부만을 발췌했습니다. 함께 곱씹어보고 싶은 의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지면상 생략되었음을 알립니다. 

/  전시 작품에 대한 글은 강연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연령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악으로 치자면 
트로트에서부터 아이돌까지 한데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전정신이 생깁니다(웃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작가가 본명은 
아니고요. 필명이에요.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 인디 
음악과 아이돌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라디오나 방송에 
나가면 장르와 상관없이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고요. 강연을 
하거나 칼럼 쓸 땐 주로 음악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함께 
사용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흔히  ‘시험문제를 함께 
공유하자’라고 할 때의 공유와 요즘 대두되는 ‘공유경제, 
공유주택과’ 같은 단어에서 사용되는 공유의 차이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결국은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의 
유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라는 플랫폼, 혹은 
자동차라는 플랫폼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사람들이 해당 플랫폼을 채우는 행위가 현재 우리가 
말하는 문화적인 형태의 공유라고 규정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K-pop 또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음악의 공유지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음악시장의 1위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미국이죠. 2위는 어디일까요? (영국, 인도, 중국) 
틀리셨습니다. 한국은 몇 위 정도 일까요? 어떻게 기준을 

사실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주변에 
미술을 전공한 친구들은 많지만, 미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백남준아트센터로부터 이번 제안을 
받고 흔쾌히 하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는 ‘예술 공유지’라는 
주제 때문인데요. 저는 이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석했어요. 
‘공유’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공유 
경제, 공유 주택, 공유 차’와 같이 우후죽순으로 쓰이고 있죠. 
이렇게 트렌디하게 쓰이는 단어 일수록 사실 상당히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랬고, ‘통섭’이라는 
단어도 그랬고, ‘코드’나 ‘취향’ 같이 한때 유행처럼 흐른 
단어가 있죠. 보통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유행하는 단어들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 공유지라는 말과 
전시장에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K-pop’을 떠올리게 됐어요. 21세기, 2010년 이후에 BTS와 
EXO같은 아이돌들이 주도하고 있는 K-pop이야말로 예술 

잡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 음악시장의 규모로만 따진다면 
한국을 보통 5위에서 7위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비교적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음악시장에서 K-pop이 
굉장히 의미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흔히 말하는 소위 ‘국뽕’ 
차단을 위해서 K-pop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규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김밥천국에 간다고 쳐요. 그곳에는 정말 많은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메뉴들을 전세계 음악으로 비유했을 때 K-pop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라면, 2번 만두, 3번 
돈까스 등... 네, 한 쫄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은 아니고 사이드지만 어느 김밥천국을 가도 반드시 꼭 
있는 메뉴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예전에 비하면 큰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pop이 쫄면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지는 
1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2011년도에 소녀시대를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기존에 계셨던, 지금 
활동하지 않으시지만 지금 5년 만에 만난 
선생님도 계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자리 
마련해주신 백남준아트센터에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두 번의 상을 받으실 만하네요. 승미 
선생님, 오랜 만에 오셨는데 한말씀 ….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어셔부터 시작해서 
도슨트와 전문도슨트까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던거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트센터는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어셔로 처음 
시작해서 많이 치유를 받고 성장해서 나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할 순 없어서. 리포터가 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데요(모두 웃음). 다들 
갑자기 저를 피하시네요.

저는 여기 이 자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마련해주실지 몰랐는데, 지금 너무 오랫만에 
선배님들도 뵙고, 또 저를 가르쳐준 도슨트 
선배님들, 또 저를 많이 격려해주셨던 도슨트 
후배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다 
만나니까 감격스럽고 훈훈한 분위기 계속 
이어가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요. 아까도 잠깐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했어요. 다음번에 20주년 

김보라

이재희
(10기 도슨트)

박희정
(11기 도슨트)

김보라

고영래
(14기 도슨트)

김보라

이승미
(8기 도슨트)

항상 친정에 온 느낌이고 항상 마음이 있는 
곳인 거 같습니다. 제가 벌써 백센터에서 
나온지 5년이나 됐구나 하면서 오늘 왔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가서 깜짝 놀랐고요. 저희 
도슨트들 하고 경기문화재단 사업 한 것 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가서 다른 일을 많이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 오는데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보람있게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도슨트 선생님들하고 지역 
내에서 다른 역할을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계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됩니다. 
오늘 백남준아트센터가 10주년을 맞으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태어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생각보다 아시는 분도 
모르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날은 많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웃음) 

기념회 때 꼭 다시와서 만나자고. 10년동안 
좋은 이야기들 또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에도 30주년에도 함께해주신다고 
약속해주셨으니까 지켜주실거라 
믿고요(웃음). 아 재희 선생님, 두 번의 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던(모두 웃음) 

저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의 도슨트 
상을 주신 백남준아트센터 정말 사랑하고요. 
제가 서울로 이사간지 3년이 됐어요. 
70키로를 달려 와서 도슨트를 하고 가는데. 
정인 거 같아요. 제가 도슨트 하는 날은 
선생님들이 일부러 나와주세요. 멀리서 
왔다고 얼굴보러 와주시는 우리 10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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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서 SM entertainment 가수들이 프랑스에서 SM 
Town 콘서트를 했는데요. 그 공연이 매진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때를 기준으로 K-pop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아이돌을 
무시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요즘은 오히려 
아이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기성세대 분들이 계실 
정도로 한국문화에서 아이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10년 전 K-pop은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은 
아시아권 일부가 좋아했을 뿐이지 전세계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영국은 예외지만요. 그런데 K-po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수가 아니라 수출산업을 지향해온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수출 기반 경제였고, 1960-
70년대부터 수출에 목숨을 걸어왔던 경제적 무시의 반로였을 
수도 있고, 이른바 선진국 콤플렉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화두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가요, 아이돌 음악은 어떻게 내수 상품에서 수출 
상품이 되었고 또 어떻게 공유로서의 음악 플랫폼이 
되었는가입니다. 우선 우리가 말하는 K-pop의 뿌리를 누구로 
봐야 할까요? 아이돌로서의 K-pop. 네, H.O.T.라고 봐야겠죠. 
아이돌 산업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노동자들은 똑같은 
노동만, 분업화된 노동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어있죠.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의 반대 시스템은 뭘까요? 바로 장인 

K-pop이라는 (독특한) 생태계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공유지에 대해 이야기 할 건데요. 
K-pop은 다른 나라의 음악과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은 좀 예외이긴 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나라 자체가 문화의 용광로이자 
인종의 용광로로 몇백년을 성장해온 나라이니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국의 음악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자국의 음악가가 만든 음악을 - 자국의 음악가가 
부르고 - 그 회사인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음반을 제작해서 - 
그 나라 대중들이 소비하는’ 철저한 내수 생태계로 이뤄져 
있어요. 물론 지금 시대는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고 그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많은 매니아층이 있었기 때문에-예를 들어 
90년대에도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음악 팬이 존재했듯이 
산발적으로-존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과 

시스템입니다. 이걸 대중음악에 대입해보면 대중음악 안에 
예술로서의 측면과 산업으로서의 측면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적 측면을 가진 것이 
산업으로서의 대중음악이라면, 창작자의 자의식과 예술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음악을 예술로서의 
대중음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로서의 대중음악은 상업성보다는 예술가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주로 싱어송 라이터, 
인디가수 중에 그런 경향이 많죠. 팝 음악을 통틀어 본다면 
밥 딜런이라든지 비틀즈와 같은 가수를 예술로서의 대중음악 
시조라고 봅니다. 밥 딜런은 팝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세상을 
이야기했고, 가사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죠. 비틀즈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두가지 측면이 
반드시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적인 측면과 상업적인 
측면이 함께 가지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그 좌표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듯 예술로서의 대중음악이 

수 있었다는 거 같아요. 백남준 선생님을 
일단 새롭게 만났고. 그리고 우리 멋지신 윤 
사서님과 함께 작은 공간에서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심온 선생님, 오랜 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3년 전만해도 
백남준아트센터의 비주얼을 담당하던 
도슨트였습니다(모두 웃음) 그래서 제가 
나온 이후로 사실 센터 걱정을 굉장히 
많이했어요. “이걸 어쩌나 백남준아트센터는 
굉장히 근사한 곳인데, 내가 빠짐으로해서 
굉장한 데미지를 좀 입었겠다.” 라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했는데. 오늘 와서 보고 참 

지난 오프닝 때보다 오늘 굉장히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 훈훈해서 정말 기쁩니다. 
백남준아트센터 앞으로도 정말 번창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승미 선생님 
이리 와 보세요.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승미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제가 2011년도에 도슨트 리허설을 
하고, 2013년도 가을부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첫 도슨트라서 청심환 하나 
먹고 도슨트를 하게 됐는데, 승미 선생님이 
그때 담당으로 와서 지켜봐 주셨거든요. 
그때 길어도 50분은 넘지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1시간 20분을 했어요. 

김보라

박은미
(라이브러리 

봉사자)

박희정
(11기 도슨트)

김보라

심온
(8기 도슨트)

다행이구나 (웃음) 내가 활동했던 때보다 더 
밝고 긍정적이시고 에너지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선배로서 
굉장히 기특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던 시절에 나름 레전드라고 생각하고 
다녔거든요. (웃음) 에너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심온이라는한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 모태같은 공간이에요. 
그런 에너지를 다른 도슨트 선생님들 보면서 
사실 느껴요.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 보통 가정주부를 하시거나 자기 
이름을 갖기보다는 누구의 엄마, 혹은 
누구의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만해도 자기를 잊어버렸다가, 
제 이름을 갖게 되고 거기에 용기를 얻게 
된 공간이거든요.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을 

(모두 웃음)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있는 
창고로 끌려가서 (웃음) 한 30분 정도 
훈육을 받았거든요. 저에게 훈육을 해주셨던 
아주 고마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라 리포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갑자기 마이크가 저에게 왔습니다만, 사실 
작품활동을 하게 되면서, 입상도 하고 정말 
의미있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작가로서 입문을 하게 되는 
길에 이렇게 함께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좋은 
씨앗을 틔워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장 좋았던 건 좋은 분들을 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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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산업으로서의 대중음악이 있는데 이 산업의 끝 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틀즈의 음악에서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밥 딜런의 음악에서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비틀즈이자 
밥 딜런입니다. 즉 작가(가수)가 음악의 주체인거죠. 
밥딜런의 음악에는 밥 딜런의 생애가 표현되어 있고, 밥 
딜런이 표현하고자하는 욕망이 담겨있죠. 그렇다면 아이돌 
음악의 주체는 누구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기획사죠. 즉, 자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H.O.T.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H.O.T.라는 이름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강타? 문희준? 아니죠. SM에 있습니다. 소녀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이돌 멤버들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해도, 음악을 만든다 해도 그 음악에 대한 
이른바 권리, 그 음악의 상징성은 아이돌 멤버의 것이 아니죠. 

컨셉을 주고 노래와 춤 연습을 시키고 곡을 받아오고 
코디네이터를 붙여서 만들어 낸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 
평범한 안칠현이라는 인물이 강타라는 제품으로 변신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시조를 H.O.T.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출발은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80년대에 New Kids 
On the Block과 같은 가수들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시스템은 곧 일본으로 
건너가서 Johnny’s(ジャニズ) 라던지 W-inds, Smap과 
같은 아이돌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는데요. H.O.T.는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을 따라했어요. H.O.T.로 인해서 
기획사 시스템이라는 것이 점차 자리 잡게 되죠.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대중음악은 장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명한 프로듀서가 있고 작곡가가 음악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H.O.T. 때부터는 회사(자본)가 직접 
멤버들과 프로듀서를 고용하고 그들을 키워서 아이돌을 

아이돌을 기획한 엔터테이먼트 회사, 그러니까 자본이 그 
음악의 주체라는 겁니다. 예술로서의 대중음악이 지향하는 
것이 작품이라고 한다면 산업으로서의 대중음악이 지향하는 
것은 제품입니다. 제품으로서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핸드폰이랑 기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속성이고 현상이라는 거죠.

H.O.T.를 왜 아이돌의 시조로 보고 K-pop의 
시조로 봐야할까요? 90년대 초반 댄스가수로만 봤을 때 
이미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같은 뮤지션이 있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과 듀스도 물론 산업적인 
측면이 있죠. 그럼 그들 음악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서태지고 이현도였어요. 90년대 초만 해도 댄스 그룹 
안에 프로듀서가 존재했고, 나이트 클럽 같은데서 놀던 
친구들끼리 뭉쳐서 자체적으로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반면. 
H.O.T.의 경우는 이수만이 멤버들을 하나 하나 모아다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된거죠. 음악을 만들고 시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 시장의 욕구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고 그룹을 만드는 구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일본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내수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해외진출 시도를 했다는 
점인데요. H.O.T.는 일본 진출을 시도했지만 회자 되지도 않을 
정도로 실패했고, 같은 회사의 S.E.S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다 
처음으로 한국의 음악 산업을 통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보아의 일본 진출입니다. 

보아가 처음에 일본에서 데뷔했을 때 보아를 
한국가수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 
가수처럼 느껴지도록 마케팅을 했죠. 보아라는 이름 자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호하게 하는 이름이고, 데뷔 때부터 
유창하게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노래도 일본어로 

됐고요. 제 인생은 Before NJP 와 After 
NJP로 나뉩니다(환호).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여러가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약간 
집착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재미있는 일이 
있구나를 알게됐고 또 그러니까  가족들도 
더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도슨트하면서 그중에 한분쯤은 백남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현대미술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활동은 충분히 가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호)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준다고 생각해서 
여기계신 선생님들, 저희 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발전해서 
멋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여기 계신 도슨트 
선생님들도 자기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앞에서 사회봤던 염현주 
선생님 만큼 꽤 오래전에 도슨트 활동을 
했던 정효영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도슨트 
출신이라 그런지 말씀들 정말 잘 하시는데, 
저는 진짜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 마이크가 저한테 오면 안되는데(웃음) 너무 

김보라

김진숙
(14기 도슨트)

정효영
(4기 도슨트)

염현주 김보라 리포터가 출동하길 잘했네요. 
이런 훈훈한 자리에 역시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재즈 공연팀이 오셨는데요. ‘클리어웨이 
스트리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당황스럽네요. (염현주 선생님이 마이크 뺏음) 

효영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빼앗기셔 가지고(웃음).  

2013년도에 14기 도슨트 교육을 할 때 
그전부터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못하는 관계로 지하철 역에서 너무 
멀어서 엄두를 못내고 있다가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원했어요. 사실 도슨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들어야겠다 하고 왔는데, 꼬박꼬박 
나오라고 그래서 꼬박꼬박 다 듣다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운명처럼 이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로 발을 들여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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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니까요. 기획사 또한 일본의 대형 음반기획사인 Avex라고 
하는 곳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아가 성공을 거두고 나서야 한국 사람인 
것이 알려졌죠. H.O.T.와 S.E.S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태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그룹 가수가 
태국음악을 가지고 태국어로만 노래했을 때 한국에서 성공할 
확률과 비슷한 거죠. 제 3세계 국가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보다 잘 사는 나라의 문화를 추종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의 문화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90년대의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보아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한일 연합처럼 
제작됐어요. 일본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마케팅을 비롯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한국에서는 철저한 아이돌 트레이닝을 
거친 12살짜리 콘텐츠를 제공한 거죠. 이걸 OEM에 비유해볼 
수 있어요. Avex와 일본이라는 브랜드는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한 것은 한국인겁니다. 
일본의 상품이지만 Made in Korea라는 OEM과 같은 형태의 

10대부터 아이돌 트레이닝에 모든 것을 쏟는 한국의 시스템 
때문에 일본에서 요구하는 퀄리티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보아는 일본에서 데뷔했을 때 아이돌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티스트였습니다. 2007년 경, 일본에서 보아의 
공연을 본적이 있는데요. 3만 명 정도의 관객이 있고 그 
팬층이 아이돌과 다르게 다양한 연령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팬들이 보아를 보며 환호하기 
보다는 무대를 감상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일본에서는 아이돌에게 실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기에 귀엽고 즐거우면 되거든요. 노래를 
못하거나 춤을 못 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는 
사람이 즐거우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보아는 10대가 
소화하기 힘든 엄청난 난이도의 춤을 추면서 라이브까지 
소화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아티스트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죠. 일본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안에서는 이정도의 

제조가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아이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납니다.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그리고 소위 ‘몰빵’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운동 시스템과도 비슷한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정규 수업도 듣지 않고 트레이닝만 하잖아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뷔가 
확정되면 이 친구들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연예계 
활동을 위해서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이러한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외국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대학생이라고해도 수업은 반드시 수업대로 수강하고 
그 외 시간에 훈련을 받아요. 아역배우들조차 홈스쿨링을 
하거나 선생님을 촬영장에 데려와서까지 기본교육 시간을 
어기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일본 아이돌들도 학교 수업 다 듣습니다. 결국 

퀄리티가 완성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즉 엘리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와 같은 가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아이돌 시스템의 특징은 데뷔 
때부터 해외진출을 노린다는 것과 엘리트를 지향한다는 점 
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90년대, 그리고 보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인거죠.

세 번째는 범용화입니다. 누구나 아이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이돌 
음악이 핸드폰에 하나쯤은 있잖아요. 아이돌이 한국에서는 
범용상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아이돌은 10대 
문화였어요. 예를들면, 매스컴에서 ‘동방신기 팬클럽 
카시오페아의 몰지각한 행동’, ‘우리나라 10대의 일그러진 
초상’ 이런 식으로 매번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아이돌 문화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뤘었죠. 한 명의 연예인의 브랜드 
가치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죠? 광고죠. 어떤 광고를 

축하공연  시상식 & 경품 추첨19:0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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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가 그 연예인의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데요. 다시 
동방신기를 예로 들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기 전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광고 모델은 치킨 아니면 교복 광고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동방신기가 아무리 인기가 많더라도 10대들 
사이에서만 메인이었던 거죠. 20-30대만 넘어가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돌은 서브 컬쳐였고 
10대들의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화장품, 주류, 휴대폰 광고 
이 세 개가 광고 모델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돌 중에 처음으로 휴대폰 광고를 찍은 게 보아입니다. 이 
때 보아의 성공으로 애니콜 광고를 찍게 됩니다. 광고 중 탑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삼성 애니콜이었습니다. 이후 아이돌이 
10대 뿐만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를 2007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07-2008년에 한국 음악계에서 아이돌의 
르네상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빅뱅이 ‘거짓말’이라는 곡을 
히트시키게 되고, 원더걸스의 ‘Tell me’가 인기를 끕니다. 

산업이 특정한 한 부분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광고와 
같은 모든 것이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죠. 이 시기를 지나면서 SM, YG, JYP 세 엔터테인먼트사는 
한국 기업에서 주류로 자리 잡게 되고요.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아이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구나 소녀시대를 
좋아하게 되고 대중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 시기부터 
아이돌의 범용화라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Justin Bieber는 미국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네티즌에게 
조롱당하는 존재이지만 엄청난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이돌 AKB48은 음반 판매량과 
다방면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지만 그들의 팬이라고 하면 
엄청난 무시를 당합니다. 해외에서의 아이돌은 찬양과 
혐오라는 것을 동시에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BTS 같은 아이돌이 일간지 메인 뉴스에서 

소녀시대가 큰 인기를 얻습니다. 이 시기에 데뷔한 아이돌들은 
그 이전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동방신기는 
스타지만 히트곡이 없었어요. 동방신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는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SG 
워너비의 노래는 귀에 잘 익는 멜로디에 많은 사람이 듣고 
따라 불렀지만, 스타라고 불리지는 않았어요. 2007년 이전은 
스타와 히트곡이 분리되어있던 시기였던 거죠. 소녀시대, 
빅뱅, 원더걸스의 등장으로 스타와 히트곡이 일치하는 
시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가수들은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이때부터 한국인의 유전자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전 세대가 가지지 못했던 우월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비주얼 쇼크를 가져다줍니다. 소녀시대가 처음 
데뷔했을 때 신체적 조건에 있어서 기존 아시아 여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월한 신체적 조건을 보여줬죠.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아이돌의 엔터테인먼트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한국의 음악시장이 전세계에서 5-7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음악시장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죠. 한국의 음악시장이 아이돌과 비아이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버릴만큼 막강한 아이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돌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고품질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마무리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또다른 이름 다들 아시죠?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백남준아트센터를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오래 사는 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백남준아트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20주년 30주년 때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자 
홈커밍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0

염현주

김보라

홈커밍데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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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이라는 공유 플랫폼의 탄생
이렇게 K-pop은 해외지향성, 엘리트 시스템, 범용성-강력한 
내수시장이라는 세 가지의 큰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음악 플랫폼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공연시장이 상당히 약합니다.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미디어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영향을 차지하죠. 해외에서는 가수가 데뷔를 하면 조그만 
라이브 클럽에서부터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통해 팬을 만들고 
그 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음반을 제작하고 그 음반을 위해 
홍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신곡을 
발표하면 무조건 방송부터 나갑니다. 예능부터 나가고요. 
사실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굉장히 익숙하고 미디어를 
굉장히 잘 이용한다는 것 또한 한국 아이돌의 특징인데요. 

그룹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GOT7이라는 그룹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거예요. 보이밴드들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성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공유의 가능성이 탄생합니다. 

아이돌 시스템의 장점이 뭐죠? 회사-자본이죠. 
여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있고, 또 A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이 A가 A’로 향하는 
과정을 따라가 볼게요. 예전에는 한국의 작곡가와 한국의 
작사가, 한국의 안무가 같은 사람들이 붙어서 A’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를 한국 대중들이 소비를 
하고 한국의 방송을 통해 유통이 되는 구조였다고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특징으로 인해 더 이상 이 벨트에 
붙어있는 파트들이 한국(인)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벨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을 채우는 것은 
세계 각국의 작곡가들과 프로듀서들이 된거죠. 샤이니가 
작년에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앨범의 프로듀서를 보면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아이돌이라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H.O.T. 때부터 시작된 해외진출로의 노력이 현재의 
BTS라는 거대한 성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된거죠. 그래서 
한국의 아이돌은 더 이상 자국민을 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보이밴드들의 경우 그렇죠. 걸그룹은 아직까지 
해외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아요. TV를 틀면 항상 걸그룹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죠. 걸그룹은 한국시장을 메인으로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BTS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빌보드 
1위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그들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BTS가 예능에 많이 출연한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그들의 음악이 많이 흘러나온 것도 
아니었죠. 팬덤 문화였지 대중성은 약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 2의 BTS라고 불리는 그룹이 GOT7이라는 

스웨덴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SM은 스웨덴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 같이 다양한 국가의 작곡가들과 협업을 합니다. 
작곡가들이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스웨덴의 
작곡가들은 사전에 의뢰를 받아서 작곡을 하지 않아요. Song 
Bank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작곡한 곡을 올립니다. 그럼 SM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곡을 삽니다. 그렇게 사온 곡을 미국의 
프로듀서에게 넘겨요. 미국의 프로듀서가 그 곡을 다듬고, 
다듬어진 곡을 한국인이 받아서 한국 시장에 맞게 다시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회사의 
통제에 따라 곡 하나를 완성하게 되요. 안무의 경우도 일본인 
안무가가 붙거나, 독일의 현대무용가가가 안무를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업된 과정이 로컬이 아닌 글로벌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에서 데뷔하고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그를 바탕으로 해외 팬이 생겼다면, 
이제는 데뷔하기도 전부터 데뷔를 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곳에서 영향이 일어납니다. 이런 형태의 음악 

#동료는 백남준아트센터 내부 
‘공유화(Commoning)’ 과정이다. 미술관이 
공유지로서 기능하고 이를 둘러싼 공동체의 
확장을 지향한다면, 먼저 미술관 내부 공동체인 
직원 간에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유(지)에 대한 
내부 워크숍을 진행해왔으며, 2018년 10월부터 
동료들이 매일 같은 공간에 모여 소통하는 #동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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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형태는 한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이돌이 미국과 영국의 지극히 일부 가수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월드투어가 가능하게 된 거고요. 심지어 
그룹을 이루는 멤버들조차도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 거의 없죠.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캐나다계나 미국계 
중국인이 멤버로 많이 구성 됩니다. 

이렇게 다국적 멤버로 구성되고 다국적으로 
제작이 되고 그리고 다국적으로 소비되는 이 형태가 과연 
한국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순수한 한국음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이 혼종성 그리고 공유성이야 말로 
K-pop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수들은 어찌됐든 모두 미국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인종, 다국적이라고 하는 공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제작과정과 소비되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플랫폼 자체가 Made in Korea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본에서 공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성을 가지는 거죠. 
이것은 모든 예술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모나리자가 한국에 대여되어 전시가 된다면, 
그 작품을 루브르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백남준 작가가 미디어 아트를 통해 이 시간적 
공간적 유한성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TV 작업들의 
경우, 모니터만 교체한다면 그 안에 가진 내용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동시에 전시 구현이 가능하게되죠. 
K-pop이 꿈꾸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한성을 
뛰어넘는 것. 

여러분 NCT 아시죠? NCT라는 아이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NCT라는 그룹명은 ‘Neo 
Culture Technology’의 줄임 말이예요. 아이돌 그룹명과는 
조금 안 어울리죠. 그런데 이게 바로 SM이 늘 지향해온 
지점이에요. SM은 아이돌 그룹을 가장 철저하게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품화를 지향하는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탈국적적인 
공유의 음악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백남준 작가가 말한 
‘예술 공유지’의 개념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술의 공유라는 특성을 놓고 본다면 한국의 
대중음악이 상업성을 추구해온 그 역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아트 같은 것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핵심에 BTS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예술 공유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렇다면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 다음으로 더욱 흥미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pop은 하나의 공유 플랫폼이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죠. 트와이스를 예로 들면, 트와이스는 소녀시대와 
카라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성공한 아이돌이지만 그들이 
한국과 일본 방송 활동을 동시에 할 수는 없죠. 한국 방송에 
나오면서 일본 방송에 나올 수 없고, 한국에서 공연을 하면서 

회사입니다. 회사 시스템이 거대하다 보니 개인이 가진 
재능과는 상관없이 개인을 부품화하게 되거든요. 최근 
SM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에 있는 SM Town아시죠? 거기서 홀로그램으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실제 가수가 아니라 홀로그램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그 무대를 보기 위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사람대신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정교하게 복사된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이돌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시스템인데요. 홀로그램 
이후 SM의 궁극적인 목표는 AI 아이돌입니다. 홀로그램은 
소녀시대면 소녀시대, EXO면 EXO, 이렇게 원본이 존재하는 
것을 복사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이돌의 빅데이터, 
아이돌 팬덤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팬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가상의 캐릭터와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돌 
팬덤의 감정이라는 것은 유사연애의 감정입니다. 유사연애의 

오후 3시의 #동료자리를 마련했다. 서로의 가치와 의견을 
나누고 논쟁과 실천을 행하기 위한 실험으로써, 
백남준아트센터가 진정한 공유지가 되기 위한 
작은 시도를 만들고자 했다.

2
1

3
#공

동
체
실
험

#공
유
지
실
험

#관
점
실
험

3-3 #수
집

3-2 #교
환

3-1 #전
환

2-3 #동
료

2-2 #친
구

2-1 #공
모

1-3 #사
용

1-2 #워
크

숍
1-1 #공

간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아이돌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SM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 목표를 활용하는 것이 
NCT입니다. 홀로그램과 AI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NCT인 거죠. 

이 NCT라는 그룹은 2016년에 데뷔를 했는데 
멤버 수가 총 21명입니다. 이 21명이 모두 다 함께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NCT를 프랜차이즈형 아이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NCT는 21명의 멤버를 다양하게 
나눠가며 활동을 합니다. EXO라는 그룹이 EXO K가 있고, 
EXO M이 있는 것처럼요. NCT는 한국인, 중국인 이런 
식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이대별로 나누고, 국가별로도 
나누고, 언어별로도 나눕니다. 21명이라는 멤버도 확정된 
멤버가 아니라 그 유닛과 모듈에 따라 새로운 멤버의 투입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아이돌 개념으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개념이죠. 제가 오늘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존의 아이돌이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된 형태의 제품으로 
활동을 한다면, NCT는 플랫폼 자체가 활동을 하는 거라고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NCT라는 그룹은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한성마저 파괴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이 때의 공유시장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다목적적이고 탈인간적인 그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오늘의 결론과 전망을 말씀드리며 강의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 이후에 AI형 아이돌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NCT가 월드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과 중국, 멕시코에서 같은 시간에 공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NCT는 그야말로 그룹 이름만 존재하는 
거죠.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요. 이건 모든 K-pop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예술적 속성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깨버린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BTS가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하면 한달 반에서 두 달 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해야하는데요. NCT는 이 과정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SM은 이미 100명이 넘는 
연습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NCT의 Neo Culture 
Technology는 Platform Technology입니다. 제품으로서의 
아이돌의 최종 진화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컴퓨터 코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작품을 하나 완성했다고 볼게요. 
저는 당연히 그 작품에 서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프로그램을 프랜차이즈화해서 판매하면 포토샵과 같은 

후기
    

설문 - 내부 직원 36명 중 25명 참여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동료 평가를 
위한 질문지를 보내며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는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아 진행됐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해보며, ‘예술 공유지, 백남준’이라는 
10주년의 모토를 실천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험의 형태로 진행한 이유는 
백남준아트센터를 공유지로 만들고자 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유지가 무엇인지, 어떤 모양이어야 

#공모의 형태로 우리도 알 수 없던 공동체를 초대하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친구로 초대하는 홈커밍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동료는 내부 직원들과는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단위의 
시도였어요.

 미술관 내부 공동체인 직원들 간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한자리에 모이기도 
어렵고 업무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시간(그리고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라도 자주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허술하고 느슨하면서도 드문드문) 
운영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작고 사소하다고 해서 쉽게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하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하는지. 미술관을 
둘러싼 가깝고-먼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그러길 바랍니다)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의 실험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공간(공유지)에 대한 실험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공동체)의 관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요.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라면  

그 공유지를 사용하는 공동체는 누구일까요?

각기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들과  
어떻게 공유지를 가꿔나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실험을 시작하게 된 질문입니다. 아주 먼 
사람들부터 가까운 사람들까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기회였어요. 물론 이것 또한 저희만의 
평가이고 감상이기 때문에 함께 이 실험을 평가하고자 긴 
글과 질문을 드립니다. #동료가 지속될 수 있는 방식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동료의 
과정이 적절했든 적절하지 않았든, 개선되어 계속될 수 
있든 흐지부지 없어지는 운명이든 관계없이요.

그러니 솔직하게, 무엇보다 편하게 
작성해주세요. 이 질문들을 마주하는 일이 부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귀찮은 건 피할 도리가 없지만요!).  
어떤 답과 질문들이 모이게 될 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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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전시감상 및 토론
: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공유지 돌아보기

백남준
<TV 물고기>

실제이고 뒤에 있는 화면은 비실제인 영상에 불과하지만 
실제와 비실제 중에서 어떤 것이 주인공이고 어떤 것이 
객체일까도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각적일 수 있습니다. 
유한성과 무한성, 반복성과 역동성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물고기와 춤추는 남자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나누어 가지지만 
그 무엇도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한편으로 화면 앞에 
실제 어항을 전시함으로써 이 춤추는 남자가 가지지 못한 
입체성, 생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룬이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3D에 대한 욕구를 키우지 않았을까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분이 있나요? 
이 자리에 백남준아트센터의 도슨트 선생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작가: 제가 일일 도슨트로서 작품의 의미를 설명을 드려도 
좋겠지만,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함께 감상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직관적으로 영화 <아바타> 가 떠올랐어요. <아바타>라는 
영화는 제임스 카메룬이 3D를 실험하고 싶어서, 3D라는 
기술을 완성시키고 싶어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라인에 비주얼적인 혁명을 통해서 평면과 
입체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한 거죠. 

<TV 물고기>를 보면서 백남준 작가도 평면과 
입체, 그리고 실제와 비실제를 뒤섞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화면 속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고 그 앞에서 춤을 
추듯이 물고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주인공, 
주체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작품에서 주체는 저 
화면 속 춤추는 남자일까요? 아니면 물고기일까요? 물고기로 
볼 수도 있고 춤추는 남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고기는 

참가자: 저는 도슨트를 할 
때 주로 백남준 작가가 
인간과 과학문명, 자연의 
공존성을 <TV 물고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김작가:  방금 전 도슨트 선생님의 설명과 저의 
해석이 굉장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작품들도 
감상을 하면서 저희가 독자적인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어록 중에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예술은 사기다.”라는 말인데요. 어떻게든 의미를 갖다 

#동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적이 있나요?
/ 없음 : 0명
/ 1-2회 : 6명
/ 3-4회 : 9명
/ 5회 이상 : 10명 

업무적 이야기를 주고받기엔 어색함이 존재했습니다. 
/  본인의 업무로 바쁘지만 참여하기 위해 모두 노력했으며, 

그에 따른 일반업무의 공유보다는 조금 더 깊은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되네요. 업무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 아쉬웠습니다. 

/  동료 프로그램이 나름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자리인지, 자유롭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 
어려웠습니다. 

/  동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서로의 
업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  어셔, 보안, 안내, 시설, 미화 각 분야가 나뉘어 있어 
지나다니면서 인사는 하지만 볼일은 많이 없었는데,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깊은 대화는 

동료에 참여한 소감을 적어주세요
(운영 방식,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등)
/  평소엔 가벼운 인사만 주고 받았던 분들과 대화도 길게 

해보고, 웃기도 하며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참여하면서 자주 보지 못했던 직원들과 대면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 얘기 빼고는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없다보니 어색하게 느껴졌고 각 
업무의 직원끼리만 얘기하다보니 다른 직원분들과는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먼저, 근무시간 도중에 맛있는 음식 먹으며 휴식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색다르긴 
했지만, 업무 특성상 교대로 참여해야하는 점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점에서 직원간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가 먼저 주제를 던지지 않는 이상 

하지 못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다.  
정직원 간 교류가 있어 좋았지만, 처음 진행되는 만큼 직원간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  근무시간 도중이라 참석이 어려웠던 점도 있고, 직원들과 
소통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시도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더욱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도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었지만 다른 부서와 친해지지 
못했고, 어색함이 감돌았다. 부서마다 다 친해질 수는 
없었다. 접근성은 좋았지만, 많이 어색했다. 

/  요일을 정해서 했던 점이 좋았으나, 기획/학예 나뉘어 진행된 
건 아쉽다. 다음에는 참여 가능 예약제로 운영하면 좋겠다.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 했던 점이 좋았습니다. 

/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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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면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사실 갖다 붙일 거리가 많은 작품일수록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고 그만큼 
열려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2층으로 이동할텐데요. 
사실 2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의 어떠한 설명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제 직관대로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작가: 여기 보이는 두 작품은 <100% 암스테르담>,  
<100% 광주>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이 작품과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작품 속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시나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인구수는 몇 명이고, 
20대는 몇 명, 30대는 몇 명이고, 소득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설명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100% 암스테르담>은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숫자를 보여주는데요. 반면 <100% 광주>는 철저하게 
소개로 이뤄진 그룹이에요. 참가자가 누군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추천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암스테르담은 숫자에 의해서 모여진 사람들이지만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숫자를 깨부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광주는 재미있게도 누군가의 지인과 지인 그리고 그 
지인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인거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사건에 대해 같은 

리미니 프로토콜
<100% 암스테르담>, <100% 광주>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기억을 가진 집단이 된 거에요. 
‘낯선사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이자 관계학 
용어인데요. 사람들과의 연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더욱 생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들은 어떠한 
생산성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화면 속 관계들은 굉장히 
느슨한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하나의 가족, 
하나의 직장동료, 같은 반 그리고 같은 학교와 같은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면 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계 관계라던지 
서열관계 때문에 작품으로 가능한 생산성이 나타나기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상 같은 것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오늘과 같은 집중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이곳에 모이셨을 
텐데요. 그렇게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랄 만한 집중력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습니다.
/  센터에서 함께 일하지만 사적인 또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센터이고 그 동료들과 공동체로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즐겁고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어렵겠지만 한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팀별 또는 직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필수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했는데 다들 업무나 
시간 제약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종종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소중하고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동료 운영하고 
신경쓰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

/  동료 프로그램의 의도와 달리 늘 오는 사람들의 쉬는시간이 
되어 버린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편하고, 자유로운 

/  업무 시간 중 공식적으로 티타임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참여인원이 적었던 점과 매일 운영되어 운영자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1회 정도 운영하여 동료들과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초반에는 매일 진행했는데, 운영하는 분들이나 
참여(해야겠다고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에 한 번, 혹은 격주 등으로 운영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된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불어 #동료 와 같은 시간(혹은 자리)가 직원 
간 소통과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한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이한 업무 방식과 시간을 고려하여 
업무의 일환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조건을 
배려해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플로어 
스탭분들은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 않음).

공유의 시간을 의도하였으나, 우리나라 문화와 사람들의 
습성상 처음에는 진행하는 주체자의 개입과 약간의 강제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집담회 방식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너무 컸지만 
그만큼 결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 혹은 다소 
그렇지 못하더라도 피드백을 받게되면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치열함은 분명히 더 발전된 형태의 기획 
혹은 진행으로 생산적인 기회가 되는것 같습니다. 주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답니다.

/  같은 직군의 직원들과는 더욱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다른 직군의 직원들에게는 좀 상처 받는 계기가 
되었다.

/  근무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던 타부서 동료와의 새로운 소통은 조금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동료 참여로 인해 달라지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전보다 어색한 점은 사라졌지만, 크게 변화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사적으로 이야기 할 기회가 생겨 재미있었음. 다과 제공으로 

즐거움.
/  시도에서부터가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성과는 

미미하더라도 이러한 시도가 더 체계적으로 지속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  파트별 업무 공유는 많아졌지만, 아직 공감까지는.... 
/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 한 

것 자체로 신선했습니다. 
/  각 업무들의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었고, 동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  #동료에 3~4번 정도 참여했는데 달라지기에는 조금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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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공유라는 개념이 이런 
느슨한 관계의 집합이기도 하거든요. 낯선 공유에 대한 
생산성을 작품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가자1: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참가자2: 저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일텐데,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공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참가자3: 저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달과 동그란 
무대가 마치 지구와 인공위성 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모든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 받잖아요. 네비게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신호나 지령에 따라 행동하죠. 화면 속 사람들도 
어떤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모습을 반영하여 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정보를 받고, 실행하면서 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기를 상징하는 밴드가 ‘The Folk Crusaders’라는 
팀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밥 딜런과 같은 존재였던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1960년대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아침 이슬>처럼 집회 때마다 불리게 됩니다. 원래는 북한에 
대한 찬양가예요. 1950년대,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의 고향이 남한인데요. 
1절에서는 고향 임진강을 그리워하다가 2절에서부터 
남한보다 북쪽 조선이 더 우월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일본에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 2절의 가사가 자연스럽게 
소실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1절의 내용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 Folk Crusaders의 음반을 제작한 사람이 2, 3, 
4절의 가사를 새롭게 쓰게 되요.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동력 같은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민중가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원래는 프로파간다 
송으로 시작한 것이 구전가요로 변했다가 민중가요로 
변화한거죠. 결국 하나의 음악,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에 있어 

남화연
<임진가와>

김작가: 지금 들으시는 곡은 <임진가와>라는 곡입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조총련으로 넘어가서 
민중가요처럼 유행을 끌게 되요. 일본 가수가 이 노래를 듣고 
수입을 하려 했고, 1960년대에 ‘The Folk Crusaders’라는 
밴드에게 이 노래를 팔았는데요. 1960년대의 일본은 
1980년대의 한국처럼 이념투쟁이 뜨거웠던 때거든요.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싸우던 시기였는데 그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상기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침이슬도 마찬가지 잖아요. 김민기 
선생님이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풍경을 보고 떠올린 노래가 
아침이슬인데요. 풍경을 노래한 곡이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투쟁의 노래로 전유된 것처럼, 이 임진강이라는 노래도 예술의  
유연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그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변화했는지 따라가 보는 작품이에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실제 일본사회에서, 특히 
조총련 계열의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려면 일본의 <박치기>라는 영화를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재일교포, 조총련 계의 감독이 만든 영화이고요. 1960년대 
재일교포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사회의 풍경과 상황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한 작품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다. 

/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달라진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노력해주신 부분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  사무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습니다.
/  동료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동료에서 잠시라도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과는 확실히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달라진게 별로 없어서 슬퍼요.
/  아무래도 동료분들의 수고를 더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을 

깊이 간직하게 된 반면에 참여하시는 외부 관람객분들의 
요구사항등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할까요... 부족함이 
늘 있는것 같아요.

/  업무가 달라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잘 몰랐던 직원들과도 

동료는 백남준아트센터 내부
‘공유화(Commoning)’을 위한 과정이자 
실험이었습니다. 내부 직원 간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주일에 한 번정도 직원들과의 제대로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들거나 불편한 점들을 공유하고 
풀어나가는 것, 얘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시간, 서로의 업무를 
존중해주고 이해하며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직원 불편사항 및 칭찬의 쪽지 수거함 (익명으로 한달동안 
불편사항이나 칭찬하고 싶은 직원에 대한 쪽지를 써서 모은 
후 다 같이 모여 개봉해보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서 좋았던 것 같다.
/  같은 회사 동료지만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서로의 업무와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  오가며 인사하거나 업무적인 일 외에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경험. 굉장히 어색하고 대화 주제를 찾기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서로의 관심사나 흥미를 알게되기도 해서 
좋았습니다.

/  자주 만나면 좋고, 일보다는 사적으로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소통이 빨라지고 같은 장소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교류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  공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같이 공유해야 원활한 소통과 공감이 이뤄질 듯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로 간 이해 관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고, 
서로 도우는 것이 좀 더 이해관계에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혀 다른 분야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소통이 어렵다고 느껴진다. #동료 
처럼 그런 자리를 자주 갖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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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철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끝에서 나오는 소리를 모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서서 말하면 온 몸이 하나의 고막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소년들의 로망인 거대 로봇 있잖아요. 
마치 거대 로봇 위에 타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작품 앞에 서서 감상 해보신 분계신가요? 한 번 나와서 
들어보시면 저 뒤에서 나는 소리가 사방에서 흘러나오는 
황홀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음악 평론가로서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소리라는 
것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요. 듣는다는 것에 대한 본질. 지금은 
음악이 공기처럼 느껴지게 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한 달에 5,000원이면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죠. 옛날에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땐 
음반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잖아요. 음반이 닳을 때까지 
들었고,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죠. 음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노력의 결과이자 수양의 
결과였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공이 들어가고 품이 

김작가: 저는 이번 전시를 세 번쯤 봤는데요. 이 작품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이 조형물은 ‘사운드 미러’를 본 
떠 만든 건데요.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바다 저 멀리에서 
독일군의 폭격기가 날아오는 소리를 포착하기 위한 장치를 
만듭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파 레이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로 폭격기가 날아오는 걸 감지한거죠. 
몇 킬로미터 밖의 미미한 음파가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패인 
장치를 통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동이니까, 소리를 확장하는 장치였던 거죠. 사운드 미러는 
그 미세한 진동을 포착해서 폭격이 몇 시간 후에 올 것인지 
예고하는 장치로 쓰였다고 합니다. 기록 사진을 보면 영국 
서쪽 해안에 이 사운드 미러가 수백 수천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만으로 참혹하고 절박한 상황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운드 미러가 해변가에 
수백대가 설치된 장면 자체가 설치 미술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운드 미러의 형상을 한 이 조각은 저기 방의 

들어가니까 음악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죠. 그런데 
현재는 듣고 싶은 노래를 언제 어디서나 적은 돈 혹은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음악이 마치 공기와 같아 진거죠. 
누구나 숨을 쉬기 위해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공기에 대해 
이야기 할때는 공기에 이상현상이 있을 때 뿐이죠. 미세먼지가 
엄청 심할 때 라던지 혹은 제주도나 산 같은 곳에 가서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실 때 라던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나 공기를 인식하는 것처럼, 음악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으니까요. 어떤 음악이 
좋든 나쁘든, 3초 안에 나를 흥분 시키지 않으면 그 음악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거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음악이 되는거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작품처럼 고막이 아닌 온 몸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방식을 경험하게 되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행위인지 생각해보게 되요. 그 특별한 행위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도움을 주고 그래야 즐거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 

/  공통된 주제 선정
/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직원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해 특성을 알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다른 팀들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소통과 교류는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아요. 
공동체 서로서로가 나의 일 남의 일 할 거 없이 도와줄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없어도 마음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업무에 대한 이해와 터 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서로에 대한 개인적 이해가 가능해 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작은 이해에 기초한 업무의 공유가 조직 

팀, 개인과 개인간의 공감대가 가장 자연스럽게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  내부 직원 간 소통과 교류는 특별한 방법이나 만남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동료 시간에 참여했던것 보다 그냥 지나가면서 웃으며 
인사하고 다정한 한마디 건네었던 행동들이 다른 직군의 
직원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런 몇명의 사람들만 있어도 공동체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인사와 작은 대화들(스몰토크), 협업
/  서로의 업무의 특성과 업무량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밑받침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시도처럼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1회, 

혹은 월 1~2회 정도 주기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공동체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을 것 같고, 현재의 

내부의 공유화 과정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만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신뢰를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내가 소속된 곳에 대한 신뢰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큰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동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 참여, 
원활한 의견 교환 문화

/  직장이다보니 아무래도 함께 일할때 가장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센터 내 작은 행사라도 모두 
참여하여 다함께 도우며 일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면 
어떨까요.

/  잡담회와 같은 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동료분들의 업무일정이 여유가 없는 관계로 언제나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자율성과 강력하고 설득 가능한 기관, 

상황에서 동료 간 유연한 대화가 가능한 체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호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직원 간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기적인 회의, 워크숍 등) 교류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공감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환경, 성격)나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함께 찾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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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하게 전이되었을 때 새삼 우리가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감각을 환기하게 됩니다. 두 분 
정도만 이 앞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소감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참가자1: 뒤에 앉아 있었을 때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잘 들리고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노래는 좋아서 끝까지 듣고 
반복해서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은 잘 안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서 소리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귀울여보니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들이 음악하고는 또 
다른 것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제가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조금 더 들어주는 것을 
실천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경험했습니다.

 참가자2: 김작가님이 설명해주셨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약간 슬픈 작품인데요. 독일군의 공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음악들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느낌들을 공유해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 그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듣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훨씬 더 자극이 
되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배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하면서 
생각들이 많이 정리되고 특히 2층에서 함께 전시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현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았지만 이미 예정된 시간보다 한참 넘어서 
진행된 터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치했던 구조물이라는 모티브가 한 작가에 의해 예술이 되는 
것을 보면서 슬픔도 장소가 바뀌면 예술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다른 해석을 줄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 작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참가자3: 이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작품 제목을 
봤어요. 여기 서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어보니 내용은 
좋지만, 녹음된 말투가 기계음처럼 단조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작품 제목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말로 전달을 한다는 것에는 말에 담기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 톤과 
같은 여러 가지들 것들이 담기잖아요. 말 이외의 것들이 
작용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작가: 말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도 이런 비슷한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후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  성인분들 위주여서 7080 음악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나이대 엑소나 방탄소년단 등 현 시점 
유행하는 아이돌로 수업을 진행하여서 세대차이 극복에 
도움이됨.

/  Kpop의 전반적 이해와 공유적 사유
/  평소 관심있던 음악과 관련지어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많은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1회보다는 2회 정도가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중문화(아이돌)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이 신선했다.
/  예술의 여러 장르에 대해 전문성과 감성을 기를 수 있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공유지가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방식이어야 
할까요? 혹은 공유지에 대한 생각이나 내가
바라는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 적어주세요. 
/  어른이나 아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도슨트도 있으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령 
상관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백남준아트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람객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며, 
불편사항보다 가능한 것이 더 많은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람규정)

/  우리 센터 내/외부를 공유하기 위해선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듯 합니다.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 조명, 안내판 등 모든 
이용자가 내 물건처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센터 
내부는 시간, 공간적으로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외부를 
공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최소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지 사용은 제한적으로 
진행하며 신청 > 허가 > 진행 > 복구 > 확인이 이뤄지면 
좋을 듯 합니다. 10주년 공동체 실험 진행하시며 노고 
많으셨습니다!

/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열어 익숙해지고 자주 보면 
좀 더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매달 혹은 매주 날짜를 지정하여 소통의 장을 만들고, 
회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외국인들도 
관람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 리플렛에 영어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백남준아트센터에 일본인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엔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 
리플렛이 좀 더 다양한 언어로 표기되었으면 한다. 

/  공유지라는 말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 있는 말인지 지금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공유지는 될 수 있으나 어느 
한 쪽만 바꾸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등이 목적이고, 갑과 을과 같은 
관계도 아니고, 함께 서로 동등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주제로 이야기 한다면 공유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소통이라면 많은 이야기나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공유지에 대한 
가능성과 미래의 센터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다른 
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제 기준으로는) 일하고 있는 사람, 
일했던 사람,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 등 잠깐이라도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모두 큰 애정을 가지게 되는 특징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백남준아트센터는 이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꾸준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받고 사랑하길 
바라며, 지역민들에게도 오랜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  공유지라 하는것이 모두를 위한 곳이지만, 그 모두가 전체 
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남준과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어느정도 공유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의 성격상 타겟층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으므로) 다만 그 공유지가 어떻게하면 
오래토록, 잘 유지될 것인가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남준이라는 엄청나고도 강력한 '브랜드'가 존재하는 한 
공유지의 가능성은 늘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한계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도 합니다. 동시대의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와 
상상이 아닌 이미 현실로 우리의 삶에 일상처럼 녹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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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

2-1

#공모

3-1

#전환

1-2

#워크숍

2-2

#친구

3-2

#교환

1

#공유지실험

2

#공동체실험

3

#관점실험

1-3

#사용

2-3

#동료

3-3

#수집

<#공유지실험>은 단어 뜻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다.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다. 
‘미술관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누가 사용하는 
공간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미술관, 특히 미술관의 내부는 공공의 
공간이지만(혹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공동체실험>은 ‘미술관의 공동체는 누구인가?’, 
‘공동체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다양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 직원, 자원봉사자, 관람객, 교육 참여자, 
도서관 이용자, 용인시민, 경기도민, 예술계 관계자, 
혹은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불특정 다수까지. 

공동체 실험을 통해 다양한 관계 속에 놓인 

<#관점실험>은 미술관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을 수집하고, 전환 또는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가 서로 다른 시각이 모이고 
공유되는 광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실험이다. 

두 가지의 워크숍을 통해 미술관을 둘러싼 
매개자와 함께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거나, 
미술관의 주 대상층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의 

2018. 08. - 2019. 02.

2018. 08. - 2019. 02.

2018. 10. -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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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미술관 야외에 
공유 공간을 제작하고, 실제 사용해보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했다. 

미술관의 공동체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각각의 
공동체가 미술관이라는 공유지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

관점을 미술관 안으로 초대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작품과 

전시를 매개로 관점을 교차하고 확장하는 시도를 
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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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실험 
목차

#�공동체실험 
목차

#��관점실험 
목차

44 - 49

50 - 76
77 - 79

80 - 82

83 - 85
86 - 87
87 - 97

98 - 102
103 - 104
106 - 107
107 - 123
124 - 133
133 - 134

42 - 45

46 - 47
48 - 49
50 - 53
54 - 55
56 - 80
82 - 83
84 - 93

94 - 96

97 - 117

118 - 120

121
122 - 134

46 - 49

50 - 51
52 - 56

57

58 - 61

62 - 67
68 - 69
70 - 83
84 - 89

106 - 134

138 - 139

140 - 159
160 - 161
162 - 163
164 - 166

29 - 32
36 - 43

29 - 32
36 - 40

29 - 32
36 - 44

3-1 #전환
<탈학습 워크숍>
후기

3-2 #교환
<이야기 할머니>
<자연을 들여다보는 방법, 과학과 예술> 
강의. 녹색과학과 예술의 융합 이해하기
교환.  예술작품을 통한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상법
후기
<음악, 예술, 대중문화 - 예술공유지로서의 K-POP>
강의.  한국의 대중음악은 어떻게 공유지로 기능하는가?
교환.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공유지 돌아보기
후기

3-3 #수집
<수집된 물질들>
결과전시
클로징 파티
후기

3 
#관점실험

2 
#공동체실험

1 
#공유지실험

개요
프롤로그

개요
프롤로그

개요
프롤로그

1-1 #공간
기획
디자인/설계
상호지지구조 매뉴얼

1-2 #워크숍
기술의 전수
소풍
상호지지구조 파빌리온 제작
후기

1-3 #사용

2-1 #공모
공모 시작
1차 인터뷰
중간 공유 워크숍・2차 인터뷰
공모 팀별 논의 및 지원
공모 팀별 프로젝트
최종 공유회
후기

2-2 #친구
홈커밍데이

2-3 #동료
오후 3시의 #동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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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실험?
‘관점실험’이라는 단어는 큰 호기심을 
자극한다. #관점실험에서는 관점과 연관된 
(다소) 역동적인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활동들이 가득하다. 오랜 시간 
견고하게 축적된 우리의 ‘관점’을 유연하게 
이완시켜보는 일련의 실험이 펼쳐진다. 
우리의 관점을 뒤집어 ‘전환해 보고’, 
이곳 저곳에서 ‘수집하듯’ 모아보기도 
하며, 마지막으로는 여러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으며 ‘교환’한다. ‘관점’은 실체 없는 
사고의 기반인 탓에 관점을 변화시키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고,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공모>와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친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공모>는 ‘예술/공유지/백남준’을 
주제로 프로그램, 홍보, 연구 및 출판을 
진행하고자하는 소모임을 지원한 
프로젝트다.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백남준아트센터에 관심있는 3인 이상의 
그룹으로 참여 대상을 확장한 덕분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대학생, 백남준을 

심리적으로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건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을까? 미술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혹은 무지했든.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중심 
주제는 ‘공유(지/재)’다. 개인적으로 이해한 
바로는, 공유지는 공유될 때 공유지가 된다. 
여기서의 공유(재)는 어떤 특정한 자원(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공유(재)를 공유(재)로서 
인식하고, 이를 공유(관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키고, 보존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것들을 함께 가꾸어나가는 태도 내지는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관점실험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여러 갈래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한 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주요한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관점실험의 의도를 
살펴보고 지난 4개월 간 진행된 #관점실험의 
여정을 개괄해보고자 한다.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3가지 갈래 중 하나인 #공동체실험은 
백남준아트센터를 둘러싼 공동체는 
누구이며, 이들이 이곳을 공유지로서 어떻게 
사용하고 가꾸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실험이다.

자원봉사자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가장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이기에, #공동체실험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원봉사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공유지 실험을 위한 질문들
당신은 미술관에 도착했다. 물론 그대로 
그냥 지나쳐갔을 수도 있다. 목적지는 
전시실이 아닌 미술관의 카페일 수도 있다. 
조경이 잘 되어있어 매일 산책하기 좋은 곳 
뿐일 수도 있다. 미술관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며, 어떻게 
머무는가? 주어를 바꿔보자. 미술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며, 어떻게 머물게 할까?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듯한 자세로 
서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물리적으로, 

프롤로그

프롤로그

프롤로그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각하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익숙함의 틀에서 빗겨나기 위한 
노력은 나의 일상, 사회, 동시대를 바라보는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일상의 
재발견’, ‘창의적인 사고’, ‘표현’은 작가 
백남준과 같은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다. #관점실험은 
당연함, 진부함, 무감각함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관점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연구하고자하는 예비 연구자, 예술가 등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알 수 없던 
(백남준아트센터 내외에 위치한) 여러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다. 선정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공모에 지원한 참가자들의 의견도 
적잖은 비중으로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다양한 시선으로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공유와 소통의 장은 중간 공유 
워크숍과 최종 공유 워크숍에서도 이어졌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공모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공모에 

실천에 가깝다. 어느 특정 자원(만)이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거나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사유화)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공유(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며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공유(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백남준아트센터의 무엇을 공동으로 
누리고, 책임있게 가꿔나가야 할까? 
백남준이라는 예술가의 작품과 철학, 
국내외로 축척된 다양한 네트워크, 10년 

이세연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연구원

염현주
백남준아트센터 전문도슨트

김보라
협력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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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을 실험하는 방법
올해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제안하는 
‘관점실험’의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전환
<탈학습 워크숍>

#수집
<수집된 물질들>

#교환
3종 프로그램

#관점실험은 ‘백남준아트센터’의 사회적 

당선된 공동체와 어느 범위까지 협력하고 
이들을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해 애매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갈등도 유의미한 
과정이었다. 선정된 6개 팀은 각양각색의 
아이디어와 실천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사용하고 나누는 예술 
공유지로서의 백남준아트센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친구>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10년을 
이어져온 자원봉사자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체실험의 기획 

관계성, 공공역할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도처의 규격, 
격식을 해제시키고 고정된 습관으로부터 
스스로를 이완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된다. 가령, #전환에서는 일상에 
잠복하고 있는 수 많은 ‘독점, 이분법적 
규정, 일방향’ 등을 발견하고 이에 저항해 
본다. 이어서 #수집에서는 배경 혹은 
소음으로 여기던 주변의 소리를 재해석해 
의미를 발견해본다. 또한, ‘쓸모가 없어’ 
버려진 사물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새로운 감각의 ‘쓸모’를 찾아본다. 나아가 

초기 단계부터 자원봉사자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자 하였고,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공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생활문화프로그램, 사이버뮤지엄 
프로젝트 등을 기획·운영하였다. #친구는 
‘홈커밍데이’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과거와 
현재의 자원봉사자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다시 모여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모와 #친구가 분리되고, 여러 프로그램이 
연달아 이어져 당초 계획보다는 #친구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아쉬움도 남는다. 

#교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협력해 미술 이외의 독자적 
방법론을 접목시키며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전시 기획자가 제기한 
전시의 주제, 작품에 대한 습관적인 
감상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맥들을 
접목해보며 새로운 작품 읽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점실험에서는 일상, 
예술, 공간, 제도 등 여러 영역을 대상으로 
인식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 진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과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한 만큼, #친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실험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흔히 간과하게 되는 대상인 내부 
공동체, 즉 직원들을 위한 공유화 과정은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동료>에서 
시도되었다.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업무도 다르고 마주하기 
어려웠던 직원들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자발적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동료는 크고 특별한 

/ #관점실험의 과정
이처럼 ‘흥미진진’한 #관점실험에서는 
개인의 일상과 미술관을 향해 ‘낯설게 
바라보기’를 행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백남준아트센터에 모여 자신의 일상에서 
점차 ‘무감각’해져가는 대상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과 감흥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한, 5세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대 층이 함께 사회상의 변화나 
동시대 예술의 기능에 대해 논의한다. 
#관점실험의 활동은 ‘대화’와 ‘소통’이 주를 

이벤트라기보다는 느슨하고 사소하지만 
직원 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지는 일상을 
기대하며 시작되었다. 물론 각자의 업무 
일정이 있고, 조직문화는 금세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실험이 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공유지를 사용하고 만들어나가는 
공동체에게 언제나 평화와 타협만이 존재할 
것을 바라면서 #공동체실험을 시작한 
것은 아니며, 실험 결과도 그렇다고 볼 수 

디자인되어 있고, 우리는 그에 맞춰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어떻게하면 
미술관이 당신으로 하여금 미술관의 주인(중 
한 사람)으로서 질문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싶은 거였다. 

미술관과 닿아있는 모두와 함께 
공간과 공유지에 대한 질문을 발견하는 것, 
이를 사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미술관에 발을 들인 당신이, 백화점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 상품을 소비하듯 
작품이나 작업에 담긴 생각들을 소비하지 

공유지 실험을 준비하면서, 혹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품게 된 질문을 모두와 나눌 수 
있을 것. 
이를 물리적이고 신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앞서 질문했다. ‘미술관에서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떻게 머무는가? 혹은 
미술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며, 어떻게 머물게 할까?’ 실험을 
위해서는 이 질문들을 바꿔볼 필요가 
있었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간의 연구물과 아카이브 등등 유무형의 
다양한 공유(재)가 있을 테다.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 #공유지실험이다. ‘경기도 용인 
소재'라는 지역적 위치와 미술관이 실제 
자리잡은 물리적인 공간을 다뤄보고자 했다. 
물론 처음부터 기념사업을 통한 단기적인 
실험으로 미술관이 순식간에 공유지로 
기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의 목표를 가장 중심에 두기로 했다. 

않기를 바랐다. 공유지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아니라, (만들 수도 없으므로) 공유지에 
대한 질문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고자 했다. 이렇게 공유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 된 실험은 실제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공유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공간에 물리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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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지만, 정제된 언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언어 이외에도 몸짓, 퍼포먼스, 
소리, 드로잉 등 다양한 기호들이 우리의 
생각을 전달, 표현하는 주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소통’은 상대방의 
의견과 표현방법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 
더불어, #관점실험은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학습이 아니다. 
#관점실험을 구성하는 각 과정들을 
‘프로그램’이라고 칭하지만, 참여자들의 
호흡에 따라 흐름은 유동적이며 

#관점실험과 백남준아트센터
#관점실험이 진행되는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을 주목해보자. 
2018년으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지난 10년 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그리며 ‘예술 공유지’라는 기치를 세웠다. 
#관점실험은 예술가 백남준의 행보를 
조명하는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이나믹한 프로젝트이다. 
일찍이 화이트큐브의 폐쇄성, 예술의 
권력화 및 기념비적 상징에서 탈피하며 

#관점실험의 종착점은 일상에서의 새로운 
실험을 위한 ‘시작점’이 된다.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온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번 
#관점실험 프로젝트를 통해 백남준의 
예술철학을 적극 실천하며 미술관, 일상, 
예술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한걸음 도약한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용인’, ‘백남준로 10’
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며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을 이루는 지역의 
사람들, 관계성, 장소 특수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의견과 특색을 조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없다.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각기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이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실험이었다.

함께 형태를 결정하고 만들어가야 하므로 
사전에 형태를 미리 정할 수 없었다.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상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여 
부재를 설계하고 제작했다. 워크숍 이후 
실제로 사용하게 될 공간이므로 실용성은 
물론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다. 

워크숍 당일, 백남준아트센터 
뒷동산이 떠들썩해졌다. 우려와 달리 
워크숍은 유쾌하고 흥미롭게 진행됐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사람들은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함께 기술을 익혔다. 단순히 공유지를 

이어졌다. 여러 논의를 거쳐 예산과 
기간이라는 조건에 맞게 몇 가지 중심을 
정했다. 물리적 제약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 그리고 작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지 않을 
것. 결국, 상호지지구조를 활용한 시민워크숍의 
형태로 공유지를 제작하기로 했다. 

워크숍의 방식으로 대형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했다. 우선 제작과정에서 변수가 많았다.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었다. 
워크숍 당일, 그것도 이틀에 걸쳐 다수가 

공유지 실험의 과정
공유지 실험을 위해서는 건축이나 공간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공유(재)’를 이해하고 
취지를 공감할 수 있는 협업자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 리서치와 논의 끝에 김성원 
적정기술/놀이 연구가와 이근세 작가, 
이주연 작가와 함께하게 됐다. 김성원 
연구가는 공유지와 상호지지구조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꾸준히 연구하고 이를 여러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 관련한 워크숍과 
강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여름부터 시작된 기획은 가을까지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상호지지구조라는 
기술을 전수하고 활용하는 공유지가 
형성됐다. 각자 다른 구조의 패턴을 익히고 
자신이 익힌 기술을 서로에게 전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머리보다 손으로 
먼저 기술을 터득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알려주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부터는 
야외로 나가 실제 부재로 제작을 
시작했다. 함께 학습하는 경험을 통해 
한층 가까워진 사람들이 각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에 참여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협업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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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실험을 만드는 사람들
#관점실험은 백남준아트센터라는 더없이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한다. #관점실험에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가진 13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 #관점실험에 함께 한 사람들의 
소중한 의견에 따르면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신선한 실험들과 작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흥미로웠으며 특히 사람들과의 
교감, 관계성, 깊이 있는 토론에 크게 
매료되었다고 전한다. #관점실험에서는 
백남준아트센터 내부 직원들의 섬세한 

#관점실험의 필요성
2018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관점실험은 어떻게 기억될까? #관점실험은 
미술관의 설립 10년을 기념하며 기획된 
일회적인 체험형 프로젝트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분명 고정된 의식에 함몰되지 
않은 채 자신의 시각을 되돌아보고 관점을 
확장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을 
것이다.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백남준아트센터의 
지역적 특수성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차후 #관점실험 프로젝트 진행을 

조력과 ‘매개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관점실험에서 ‘매개자’는 자신의 특별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는 이들로서 
실험에서 화두를 던지고 낯선 환경에서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관점실험은 이처럼 
백남준아트센터 내·외부를 아우른 다양한 
사람들의 어울림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참여자들은 실험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주체들로서 매개자와 함께 나아간다. 

염원하며 그때의 주요한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018년 진행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관점실험은 미래 지향적인 
실험이며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대중적이며 
개방된 건강한 미술관을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미술관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감흥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공모는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예술 공유지, 백남준”이라는 개관 
10주년의 모토를 중심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고 백남준아트센터와 관계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 형식으로 진행했다. 
단, 1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소모임 형태여야 
하며, 이를 통해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실행 될 수 있는지, 

#공모2-1

시간 내에 원활히 통제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시간에 정해진 형태없이 
자율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이다. 제작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중심부가 
무너졌다. 분석해보니 하중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은 탓이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제작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무너진 상호지지구조는 
처참했다. 푹 꺼진 구조의 가운데에는 
모든 하중을 오롯이 홀로 버텨낸 몇 개의 
부재가 부러져 있었다. 상호지지구조는 
서로의 무게를 각각의 부재가 나눠가지며 

실험의 평가
물론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래서 
미처 고려되지 못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구조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부재를 제작하다보니 부재의 크기와 중량이 
늘어났다. 부재 자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 
구조물이 커질 수록 무거워졌다. 점점 많은 
힘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이틀 째에는 
아이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참여한 
시민들이 후기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둘째, 구조의 안정성을 제한 된 

자연스럽게 몸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풍경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여 구조를 만드는 
상호지지구조와 닮아있었다.

구조를 이룬다. 특정한 부재가 무게를 
감당할 경우 결국 금방 붕괴되고 만다. 그 
부재들을 보면서 상호지지구조와 공동체가 
닮았다고 생각했다. 안타깝지만 시민들이 
제작한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기둥과 보가 없는’이라는 설명이 무색하게 
구조물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기둥을 
세웠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물론 하중이 분산될 수 있도록 고려했기 
때문에 기둥은 없어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견인이 필요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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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환은 공동체를 위한 탈(脫)학습 워크숍이다. 
탈학습(Unlearning)은 넓거나 좁은 의미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의 
탈학습은 지금까지 습득하거나 만들어온 기존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다시-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와 참여형 퍼포먼스·협업 프로젝트로 
구성된 워크숍은 작가이자 교육자인 최태윤이 

/ 기획·진행 : 최태윤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공모는 2018년 
8월 13일 모집 공고로 시작해 2019년 2월 최종 
공유회로 마무리 됐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6팀이 함께했으며 아이디어 실행에 필요한 상금, 
공간 지원을 받아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8.08.13.- 09.09. 2018.09.13. 
14:00 -17:00

팀별
프로젝트

진행

2018.11.10. 
14:00 -17:30

팀별
프로젝트

진행

2019.02.23.
11:00 -14:00

#공모 1차 인터뷰 중간 공유 워크숍 
+ 2차 인터뷰

 최종 공유회

신청자격
백남준아트센터에 
관심있는 3인 이상 

소모임 / 그룹 

공모주제
백남준, 예술, 공유지

공모분야
프로그램 / 

출판 및 연구/ 
홍보

팀별 소개 및 공모 내용 발표
질의응답

실무자 면담

진행안내 및 팀별 소개
팀별 중간 공유 발표
질의응답, 교류 시간

팀별 결과 공유
회고

총 11 팀 
심사방식 :

지원자 간 다면평가 50% +
외부 심사자 25% +
내부 심사자 25%

1차 선정된 6팀
심사방식 :

지원자 간 다면평가 50% +
외부 심사자 25% +
내부 심사자 25%  

총 6팀 

2018.09.17. 2018.11.14.
당선작 발표 및
1차 상금 수여

당선작 발표 및 
2차 상금 수여

공모 팀별 논의 및 지원

/4-2/ /4-2/

/4-1/

/3/ /5//2//1/

3-1

우리의 공유지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실험을 

시작할 때 떠올린 질문들을 다시 
곱씹어본다. 공유지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하는 공유지를 만들고자 했으나, 
거기까지 나아가진 못했다. 함께하는 경험과 
기억을 간직한 누군가가, 혹은 이 글을 읽고 
공감하는 누군가가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매듭은 끝이되기도 
하지만, 연결고리가 되어주기도 함으로. 
그렇게 반복되다보면 지속되고 확장되지 
않을까? 

공유지는 여름 이전에 해체되어 
다른 장소와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다. 
공유지가 해체된 뒤에도, 80명이 넘는 
사람과 힘을 합해 무언가를 만들던 기억과 
감정은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라 믿는다. 
각자가 만들고 싶은 공유지가 곳곳에 
생겨나길 바라며. 공유지실험에 함께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무엇보다 만나게 
되어 기쁘고, 함께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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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행했다. 워크숍은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뤄졌으며, 참여자를 
위한 문자통역이 지원됐다. 예술가, 교육자, 
큐레이터, 그리고 탈학습에 관심있는 이들과 함께 
미술(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개념, 가치관의 경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질문해보았다.  

/ 일시 :  2018.10.10.(수) - 2018.10.11.(목)  
11:00 - 14:00+a (2회차 연속 프그램)

/ 대상 :  미술관련 매개자 (학예사, 작가, 교육자, 도슨트 등) 
18명

/ 내용  

10.10.
1일차

탈학습에 대해서 : 대화하고 질문하기 
퍼포먼스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기

10.11.
2일차

배움이라는 선물을 주고 받기 : 
각자 나만의 탈학습 활동을 만들어 선물하기

/ 기획자 노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왔을까? 어떤 정보가 표준이 
되며,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탈학습(Unlearning) 워크숍을 통해 질문해보고자 한다. 
학습(Learning)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탈학습(Unlearning)은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가 학습하는 방식을 인지하는 것이며 
우리의 부족한 점을 포용하고,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에 
공감하는 것을 일컫는다. 학습과 탈학습 사이를 반복하는 
과정은 아주 더디고, 미흡할 수 있으며, 그래서 좌절하기 쉽다. 
하지만 학습과 탈학습을 통한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는 온전한 
본연의 모습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학습할 동료를 발견하고, 배움의 공유지를 
만들 수 있다.  

신청자격
백남준아트센터에 관심있는 3인 이상 소모임 / 그룹    
※ 거주지, 연령, 학력, 경력 무관

공모주제
백남준, 예술, 공유지    
※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영리를 위한 아이디어는 제외

공모분야 프로그램 / 출판 및 연구 / 홍보

2018.08.13. - 09.09. 공모 시작/1/

#공간 #공간은 공유지 실험을 위한 물리적인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술관 내부보다 접근성이 높은 
야외에 ‘상호지지구조(Reciprocal Structure)’◆ 
기술을 활용한 파빌리온을 제작했다. 
상호지지구조는 작은 부재들이 서로 지지하여 
구조를 만드는 건축 기술이다. 참여작가들은 이런 
기술적 특징을 활용해 공간의 형태를 디자인하는 
대신, 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을 디자인했다. 워크숍 

/  기획·디자인·설계:  
ArtTech (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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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학습해 볼 아래 범주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술관 ‒ 삶
예술가 ‒ 관객
학교 ‒ 직장
교사 ‒ 학생
전문가 ‒ 아마추어
참여 ‒ 직접적인 행동
관찰 ‒ 창조
공모 ‒ 저항
유연성 ‒ 가소성
공(公) ‒ 사(私)

흔히 극과 극이라고 여겨지는 것 사이에는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 이분법(적 시각)은 서로를 구분 짓고 구별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고, 이름을 붙여가며 인위적인 경계를 만든다. 
이런 시각에서 탈학습해보자. 이분법 사이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통점을 살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고결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조금 다른 ‘대화의 기술’로 보존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 개념, 정의, 
가치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을까? 그 경계를 그리는 일이 
현실을 바꾸는 변화의 힘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불편한 
감각을 증폭시키는 눈치없는 마이크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불편함과 마주해보자. 탈학습은 하나가 둘이 되어 
나눠지는 감각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학습은 둘이 하나가 되어 
합쳐지는 감각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틀 간의 집중 참여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믿음에 관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다. 탈학습 워크샵은 최태윤 작가가 

설립한 ‘스쿨 포 포에틱 컴퓨테이션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의 교육철학과 그가 뉴욕대학교에서 강의한 
“예술로서의 교육”을 토대로 기획되었다. 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교육자, 큐레이터 및 언러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인을 위한 문자통역을 비롯, 누구나 참여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1차 인터뷰   2018.09.13. 14:00 -17:00

❶ 팀별 소개 및 공모 내용 발표

❷
다면평가

심사항목

/ 연계성 :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과의 연계성
/ 창작성 :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 실행가능성 : 세부 내용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예산 적정성 및 효율성 등
/ 공동체 확장성 :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방식

지원자 간 다면평가 외부 심사자 내부 심사자

50% 25% 25%

총 11팀 참석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

/  조성란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 

문화기획부 과장)

/  구정연 (국립현대미술관 연구기획출판팀 

학예연구사)

/ 이수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현경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운영팀장)

/ 이채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  공모 담당자 의견 취합  
(조민화, 염현주, 김보라)

❸ 팀별 실무자 면담

/2/

형태의 제작 방식을 고안하여,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지지구조 모듈을 설계-
제작했다. 또한 제작에 참여한 시민들이 단순히 
제작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지지구조라는 
지식 공유(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 북을 
제작-배포했다. ‘공유 공간이라는 공유지(地)’를 
상호지지구조라는 ‘기술지식의 공유지(知)’를 통해 
제작하며, 일시적이면서 미리 형태를 특정하지 

않은 유기적인 공유지를 지향하고자 했다.
◆  상호지지구조(Reciprocal Structure)는 3개 이상의 짧은 부재(RF-Unit / Reciprocal Frame)를 

닫힌 순환구조 안에서 연결하면서 서로 지지하도록 조립하는 것으로 기둥 없이 자체 지지되는 지붕, 
다리, 돔과 같은 유선형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입체구조이다. 12세기 중국과 일본의 사찰 만다라 지붕 
또는 교량에 사용되었다. 서양에선 13세기 프랑스 예술가 빌라드 온코우(Villard de Honnecourt)와 
15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스케치 북, 16세기 이태리의 건축가 세바스티아노 
세르리오(Sebastiano Serlio)의 책에 상호지지구조가 등장한다. 17세기 영국의 수학자인 존 
왈리스(John Wallis)는 보다 다양한 상호지지구조를 구상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기둥‒보 구조로 
구축하기 어려운 폭넓은 대형 지붕을 가진 건축물이나 가설물,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선형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상호지지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상호지지구조는 경량성, 
경제성, 이동·조립·해체 용이성, 비기둥구조 등의 이점을 갖고 있으며, 임시 무대, 휴식장소, 놀이구조를 
구현하는 데도 자주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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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시작 
11:00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최태윤: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다음의 질문에 대해 각자 생각해볼까요?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셔도 되고, 
맵핑하듯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공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노트하는 겁니다.

How do I learn? 
나는 ____를 ______(어떻게) 배운다.

최태윤: 제가 언러닝 워크숍을 
진행할 때마다 주제와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번 워크숍의 목표는 
언러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언러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이곳에 모였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러닝을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각자 자신이 탈학습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탈학습 워크숍> /  워크숍이 진행되는 2일간 지원된 문자통역 기록을 다듬고 편집한 내용입니다. 
/  맥락과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순서를 변경하고 (꽤 많이) 다듬었습니다. 
/  워크숍 취지와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던 공유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일부만을 발췌했습니다. 함께 
곱씹어보고 싶은 의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으나 지면상 생략되었음을 알립니다. 

/  워크숍 중 최태윤 작가가 소개한 활동, 작업은 본 워크숍과 언러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워크숍 중 자세한 소개가 있었으나 내용을 발췌하는 대신 웹 주소를 
기재합니다. 각 사이트를 통해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숍에서는 Learning은 ‘러닝'과 ‘학습'으로, Unlearning은 ‘언러닝'과 
‘탈(脫)학습'으로 언급되었으나, 이를 통일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018.11.10. 14:00 -17:30 

❶ 진행안내 및 팀별 소개   /   팀별 중간 공유 발표

❷
다면평가

심사항목

/ 연계성 :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과의 연계성
/ 실행력 : 현 시점까지 아이디어 실행 정도
/ 발전 가능성 : 향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공동체 확장성 :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방식

지원자 간 다면평가 외부 심사자 내부 심사자

50% 25% 25%

1차 선정된 6팀 참여 /  조성란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 

문화기획부 과장)

/  이수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신미라 (군포문화재단 책마을문화사업팀 

팀장)

/ 이현경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운영팀장)

/ 이채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  공모 담당자 의견 취합  
(조민화, 염현주, 김보라)

❸ 질의응답, 교류 시간

중간 공유 워크숍·2차 인터뷰/3/

기획
2018.08.- 2018.10. 

#오마주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에 대한 
사유’, ‘인간화된 예술’, ‘기술과 예술의 재설정’, ‘반역적인 
기술에 대한 사유’와 같은 백남준의 예술철학을 아날로그적, 
건축적, 구조적으로 오마주한다. 상호지지구조를 통해 미래 
건축을 사유하고, 다시 인간의 직접적인 노동을 구조 제작에 
끌어들이고, 기술과 예술을 전문가에서 대중에게로 돌리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그 자체로 반역적일 수 있다.

#시민참여
매체를 통한 대중의 상호작용과 예술참여를 구현한 백남준의 

#적정기술과 제작자 운동
‘시민 워크숍’은 소수가 독점했던 ‘기술의 비밀과 신화’를 
해체하며 시민 대중이 기술자이자 창작자가 되는 
제작자운동(Makers Movement)의 철학을 추구한다. 함께 
상호지지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협력의 힘과 
가능성을 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체험하는 동시에 구조 
기술에 한 발 더 접근하도록 한다. 시민들은 파빌리온 구축의 
참여자이자 창작자가 되며 이때 각각의 부재들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매체가 된다.

실험적인 작품정신에 따라 다수의 시민들이 파빌리온 설치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민 예술공유지로서 
백남준아트센터의 지향을 구현한다. 예술과 엔지니어링을 
결합하고, 미래의 기술과 예술을 사유한 백남준의 작품활동을 
반영하여 미래의 건축과 구조를 사유하며 조립, 설치, 해체, 
재조립, 재설치, 이동, 보관이 편리한 상호지지구조 기반의 
파빌리온을 구축한다.

#상호지지구조 (Reciprocal Structure) 
조형성과 동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휴식과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실용적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분야의 적정기술이라 할 수 있는 상호지지구조를 
활용한다. 적정기술은 경제적이고, 기술접근성이 낮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이 방법은 시민이 참여해서 팝업 
구조물과 휴식 공간을 만들기에 적합하다. 또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변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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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작업과 ‘스쿨 포 포에틱 
컴퓨테이션(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소개
최태윤: 저는 작가이면서 교육자이면서 
활동가로 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쿨 포 포에틱 컴퓨테이션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온라인 
상에 모든 수업 내용과 자료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어요. 학교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작업을 

해보자’. 시작할 때부터 저희 스스로 
중요하게 여긴 지점이거든요.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의 경제적인 
부분과 운영 방침도 공개하고 
있어요. 콘텐츠만 공개한다고 해서 
투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투명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안 학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참가자: 대부분 자신만의 
운영 방침이나 아이디어,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누군가 
따라하거나, 그걸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공유하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때문이고요. 

찾아보기
스쿨 포 포에틱 컴퓨테이션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http://sfpc.io/, https://medium.com/sfpc
불확실한 학교 
http://uncertaintyschool.org/ 

Learning 학습 / 
Unlearning 탈학습 
최태윤: 워크숍의 주제인 언러닝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요. 언러닝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러닝부터 이야기 해야겠죠. 
러닝은 뜨개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 
정보가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학습해야 

최태윤: 카피라이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보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눌수록 더 잘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다른 곳에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하는 일에 방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얻는 게 더 많았어요. 오늘 강의 자료도 
온라인에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용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러닝 
워크숍을 하는 것도 이걸 통해 여러분이 
각자 자신의 공동체에서 매개자가 
되어 재해석하고 실천하시길 바라기 

하죠. 이해해야되고요. 이 과정을 여러번 
반복하면 메모리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요. 
동물적이고 단순한 과정이에요. 여러 번 
반복하면 잘하게 되죠. 자전거 배우기가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럼 언러닝은 뭘까요.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뭔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걸 지우고 다시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이 언러닝이라는 
단어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같은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가지 범주와 
정의가 있지만 저는 단순하게 언러닝이 

엉켜있는 실타래를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엉킨 것을 풀어야 다시 그 
실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언러닝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굉장히 
확고한 철학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철학’ 즉 이분법적인 철학입니다. 
디지털은 이분법이죠. 디지털 회로는 
온/오프밖에 없어요. ‘스위치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서양 철학의 
기본이죠. 변증 철학이라고도 하고요. 
천국과 지옥, 흑과 백. 이렇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흑과 백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왔죠.

디자인・설계
2018.09.- 2018.10.

/  상호지지구조를 활용한 파빌리온 디자인 
상호지지구조 기술을 적용하여 별도 출입 개구부를 갖춘 
길이 폭 10m 높이 2.5~5m 이상의 유선형 파빌리온을 
구축한다. 구조의 패턴, 형태, 크기와 위치는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여 제작한다.

 

/  기본 RF-Unit(Reciprocal Frame Unit) 설계 
상호지지구조는 다양한 반복적 패턴 구조법을 통해 여러 
형태적 변형이 가능하다. 다수의 시민과 협업의 방식으로 
파빌리온을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파빌리온의 형태나 구조에 
사용될 부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워크숍을 통해 
구조와 형태가 결정되는 제작방식을 고려하여 다양한 각도와 
크기의 선재 RF-Unit을 500여개 설계-제작한다.

/ 상호지지구조를 적용한 파빌리온 예상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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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디지털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중간 상태가 있죠. 시그널은 
불확실하고, 깨끗하지 않고, 잘 
모르겠고, 맞는지 틀렸는지 조차 알 수 
없어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나뉜 카테고리에 안에 
속하지 않아요. 성적 정체성도 그렇고 
우리의 기분도 그렇고, 각자 다양하고 
무수한 사유가 있는데 이분법적으로 
풀어가려다 보니 답답해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예술가로서, 
기술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저는 반이분법적인 미래를 
사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분법적인 
분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각 팀별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백남준아트센터 담당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산, 공간, 홍보 등 기본적인 
지원 외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매칭했다.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는 팀의 경우 에듀케이터와의 미팅을 통해 구성을 
다듬고 진행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점검했다. 연구 출판을 기획한 팀은 아키비스트로부터 조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영화제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은 기획자와의 만남을 통해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받도록 했다. 

모두를 위해서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 우리 모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두를 위한  반이분법적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이분법적인 미래를 위한 예술을, 
교육을 하는거죠. 결국 제가 생각하는 
언러닝은 새로운 세대를, 학생을 
도와주는 거에요.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들을 시인이자 
기술이자 교육자이자 사회 활동가인 
사람들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인 미래가 아주 
반짝이고 납작한 미래를 만든다고 

본다면, 반이분법적인 미래는 어둡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관적인거나 
시니컬한 어둠은 아니고요. 산이나  
숲속에 있는 어둠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둠일 수도 있고요. 그 
어둡고 습한 공간에서 공유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버블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이끼처럼 연결된 네트 
같은 공유지를 만드는 거죠. 네트 같은 
공유지는 신뢰로 연결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호혜와 상호의존을 필요로 
하죠. 그 안에서는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사적인 생활도 존중되어야 해요. 개인의 
독립성은 공유지와 같이 공존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것이 보호되면서 개개인의 
독립성을 지지해줄 수 있을 때 공유지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보다 코드 
오브 컨덕트(Code of Conduct)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학교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젠더 프로나운(gender 
pronoun)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He / She로만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지만 여자로 봐 달라고 
하거나, They로 불러 달라고 부탁 할 수 
있는거죠. 사진을 찍지 말아 달라거나, 

나에게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키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당연함을 없애야 해요.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요.

상호의존 활동 /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서로 손을 

포갠다. 
•  한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  상호신뢰를 통해 낯선 사람과 짧은 

산책을 즐긴다.

공모 팀별 논의 및 지원/4-1/

/ 기본 RF-Unit 결합 방법 및 가변성 수용 설계 / / 워크숍을 위한 목업용 부재 설계 / / 실제 구조 제작에 사용한 원형 부재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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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s Art 수업 소개
:  배움이라는 선물을 

주고받기 
저는 가르치는 것이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서로 배울 수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거죠.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배움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이어야 하는거죠. 선물을 줄 땐 
뭔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건 칼로 자르듯이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줬으니까 너는 그에 대응하는 다른 
하나를 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게 되어있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도 이런 피드백 루프가 있어야 돼요. 

티칭과 에듀케이션의 차이를 
생각해볼까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할 
때는 대게 구조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나무가 있고 나무를 잘라서 
연필을 만드는 거예요. 기능을 위한 
거죠. 그렇다면 티칭은 뭘까요? 

티칭은 러닝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티칭이라고 하면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티칭을 할 수 없다고 여겨요. 
티칭을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러닝을 
도와주고 있고, 어떤 배움을 선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집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티칭은 이렇게 러닝을 위한 
것이고, 러닝은  learning to learn 
이라고 생각해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티칭인거죠. 배움의 내용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을 배우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배움이에요. 차분해져야 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되죠. 실패했을 
때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해요. ‘Still 
more important is the fact that the 
human being acquires a habit of 
learning.’ 학습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진정한 티칭은 
가르칠 때 나도 배우고 있다고 느껴야 
해요. 파울루 프레이리는 저서 
『페다고지: 피억압자들의 교육학』에서 
“참된 교육은‘A’가 ‘B’를 위해, 또는 
‘A’가 ‘B’에 관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함께 행하는 것이다.” ◆ 

라고 했죠. 그리고 상호의존에 대한 
주디스 버틀러와 수나우라 테일러의 
인터뷰◆◆가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지: 

피억압자들의 교육학』, 남경태 
옮김, (그린비 2009), p.119

◆◆  애스트라 테일러, 『불온한 산책자』 
중 “8장 주디스 버틀러와 수나우라 
테일러: 상호의존”, 한상석 옮김 
(이후, 2012)

한 때는 선생과 학생의 구분을 버리고 
싶었어요. 모두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배우고 싶다고요. 요즘은 교실 안의 
수직구조를 잘 활용하고 싶어요. 
효율적이거든요. 수직구조를 활용하되 
돌아가며 역할을 바꿔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서로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팀별 프로젝트/4-2/ / !+!=?
/ 나는 形이다
/ 낯선조합
/ 니은이들
/ 메타도슨트 
/ 백남준키즈

! + ! = ?

정원우, 김은주, 정재하, 
윤승민

지역 문화예술 공유지 형성 : 
전공자 및 무명의 예비 
영화인들의 영화제

#영화 #영화제 #틈 #문화예술공유지 
#단편영화  

 / 팀 소개 /

용인대학교 영화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생들로 구성됐다. 같은 주제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기도 하면서 
교내외에서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지난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전시 
관람을 계기로 백남준아트센터 
내·외부를 배경으로 한 단편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filmfestival_tuem

/ 공모내용 /

백남준아트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예비 예술가’들에게 기회와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영화제를 기획-
진행한다. 작품을 만드는 전공자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작품을 
전시하고 보여줄 공간의 부재’다. 
예술 전공자들에게는 작품 상영과 
교류가 가능한 장을 마련해주고, 
지역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호지지구조 매뉴얼

2018. 09. - 2018. 10.
기획·편집 : ArtTect(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디자인 : 남궁철

#공간 제작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이 
상호지지기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목업을 통해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제작된 매뉴얼은 상호지지구조라는 
기술적 공유지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 파빌리온 고정 철물 설계 /

/ 기본 RF-Unit 결합 방식에 따른 패턴 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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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대신 자신이 
탈학습하고 싶은 것을 하나 정해서, 
탈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오셨으면 해요. 내일 여러분께 각자 
5분의 시간을 드릴건데요. 그 5분의 
시간 동안 여기 20명과 함께 자신이 
탈학습하고 싶은 걸 탈학습 해볼거에요. 
뭐든 할 수 있고, 시킬 수 있어요. 시를 
써서 낭독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활동을 응용해서 같이 뭔가를 
해봐도 좋아요. 협업을 하시면 10분을 
드립니다. 3분이 협업하시면 15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이걸 통해 내일 우리가 
생각하는 언러닝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일차 워크숍 종료

가르쳐 줄 건지 질문해요.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저희도 내일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What do I want to Unlearn?
내가 탈학습하고 싶은 것은?

이건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자 내면 깊숙이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학습해온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한번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공유는 하지 않을게요. 각자 

/ 활동내용 /

영화제 기획 및 기획단 구성
홍보자료 제작, 각 학교 및 지역 홍보 

영화제 작품 공모 영화제 <틈> 진행 + 네트워크 파티

영화제 <틈>
지역영화학교 학생들이 
지역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에 모여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 
이전까지 교류가 없던 지역 내 영화 
전공학생들이 서로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업의 지속성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시: 2019.02.01.- 02.02.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이음-공간, 

세미나실, 플럭스룸

#공간은 상호지지구조(Reciprocal Frame)의 
방식으로 구현한 비정형-유선 파빌리온으로, 
시민들이 함께 #워크숍을 통해 제작했다. 
작은 부재들이 모여 하나의 공간을 이루는 
상호지지구조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공유 공간을 만들었다. 공유 공간은 
백남준아트센터 야외에 제작되었으며, 전문가가 
설계한 부재(모듈)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워크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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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워밍업
11:00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N개의 탈학습 선물키트

자신이 ‘탈학습’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각자에게 주어진 5분의 
시간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탈학습’ 
(시도)해보기

# 괜찮아 프로젝트 :
나에게 내가 보내는 위로의 편지

편지지를 나눠 드릴게요. 여기에 나에게 
위안을 주는 일 3가지를 적어주세요. 
하고 싶었거나, 하지 못했던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실패해도 괜찮아,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와 같이요. 
다 적으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편지에 적은 내용을 시도해보세요. 

일주일 뒤, 제가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편지를 받게되면 결과야 어쨌든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단, 남한테 해를 
끼치는 내용은 안됩니다.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거나 위안받고 싶은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늘 
너무나 목표지향적인 태도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신을 조금 많이 
괴롭히는 것 같고요. 물론 목표를 이루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이뤄내지 못한 자신을 
보듬고 감싸주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 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저는 늘 생각이 많아요. 항상 이 다음에 
뭘 해야지? 하고 고민하죠. 이동하는 

시간조차 다음에 해야 할 걸 생각하거나, 
뭔가 들고 가면서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고 일도 쪼개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점점 
뭔가를 하는 상태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을러 보일 수 있지만 
5분 동안 눈을 감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걸 해보고 싶어졌어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볼까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편하게 눈을 
감아주시고요. 되도록 손을 쥐고 계신 
것들은 내려놔 주세요.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어떠셨어요? 혹시 조신 분 있으신가요? 
조는 건 당연하고요.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나요? 그래도 

/ 후기 /

/  노력에 비해 마무리가 흐지부지 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영화과 학생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한 자리가 된 것 같아 의미있는 
시간이었어요.

/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에서 
우리의 영화를 틀어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행의 어려움은 
제가 미숙한 것 밖에….

/  아쉬운점은 예산…,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 백남준아트센터 
측의 홍보가 사실 기대보다 미흡했던 
것 같다. 전폭적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 공유지를 함께 만든 사람들
#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김정옥 #김민수 #이윤기 #임종석 
#황혁준 #권지영 #황동찬 #김영일 #김연우 #김은희 #김정아 
#목지윤 #김창호 #김형선 #이민자 #박정은 #김다현 #송미경 
#김태환 #김도희 #안성민 #고서혜 #노수영 #송지홍 #윤해숙 
#박시윤 #이명희 #이상민 #이용수 #정지윤 #정원식 #최원희 
#정혜연 #윤영인 #이솔 #김리나 #김현주 #박정민 #양미란 
#김대휘 #김대현 #염현정 #한지원 #윤일순 #구자도 #이영균 
#임미옥 #전종숙 #전혜정 #양다인 #양은규 #조아라 #조지혜 
#김민성 #이수형 #주다솜 #한지혜 #한주혜 #한주혁 #현오숙 
#서민재 #홍지희 #서연주 #서현서 #하성식 #하지민

/ 일시
1회차: 2018.10.09. (화) 10:00-17:00
2회차: 2018.10.11. (목) 10:00-17:00

/ 진행
김성원(적정기술-놀이 연구가), 이근세(작가), 이주연(작가)

/ 진행보조
김정옥, 김민수, 이윤기, 임종석

공유 공간의 형태를 상상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워크숍을 통해 상호지지구조 기술을 
이해하며 기술이라는 지식과 삶의 공유지를 나누고, 
주어진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누구나 
공유지의 제작자가 되는 경험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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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노트에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로 사용하는 반대 손으로 상대방 
모습을 그려보기 

# ‘옳은’ 손에 대한 관점을 탈학습하기 

두 명씩 짝을 지어주세요. 지금부터 
3분동안 왼손으로 (왼손잡이이신 분은 
오른손으로) 앞에 분을 그려주세요. 
얼굴도 좋고 옷을 그려도 좋습니다. 
저는 그림을 대하는 태도를 탈학습하고 
싶더라고요. 작업하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그릴 때는 물론이고, 그림을 
볼 때조차 학습된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감상자의 입장에서 즐겨도 
되는데, 캡션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을 감상하게 되잖아요. 
그림을 대하는 학습된 태도에서 벗어나 
보고 싶었어요. 학습이 덜 된 손,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걸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 몸으로 쓰는 느낌 일기

요즘 저 자신에 대해 집중하며 지내고 
있어요. 나의 행복이나,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몸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내 몸, 신체에 자유를 
주고 싶어졌고, 무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감정, 감각, 
생각을 몸으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어제 탈학습의 노하우를 선생님이 
전달해주시면, 그걸 제가 열심히 학습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함께 5초 동안 
몸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形이다

안형, 박유진, 김은지

과학과 예술의 만남 : 
현대의 기술과 사회문제를 
활용한 예술교육

#예술 #도예 #기술 #3D프린터 
#사회문제 #환경 #융합 #예술교육 
#동아리  

/ 팀 소개 /

예술과 과학, 사회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다. 구성원의 각기 다른 전공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으로 아동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 각자 또는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주입식 교육의 한계, 직업 
교육 및 다양한 경험의 부재, 커리큘럼의 
획일성 등을 고민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꿈꾼다.

/ 공모내용 /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재해석하여 
현대의 기술과 예술, 그리고 사회문제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한다. 
백남준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참여학생 스스로 자신이 살고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장기적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활동내용 /

백남준의 예술 세계 탐방하기  
도슨트 및 백남준 관련 강의 참여 
교육 자료 제작

내부 스터디 진행
사회/환경문제, 
실습 교육(모델링 및 도예 교육), 
아동교육 관련 내부 스터디 진행 

교육 프로그램 진행 
<3D 프린터를 이용한 컵만들기>
일시:  2019.01.25 - 02.15,  

매주 금요일 11:00-12:00
장소: 반월지역아동센터 

1회차:  나만의 화분(컵 원형)  
모델링

2회차:  3D 출력물을 이용한 도자컵 
만들기

기술의 전수 

10:00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  상호지지구조  
이론 강의

/  미니 목업 부재를 
활용한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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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마주치면 - 지시하기 - 연주하기

어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일 
뭘 해야하나, 나 오늘 뭐했지?’ 하고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결국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과 
맺는 관계, 그 관계에 대해 어떻게 
탈학습해볼 수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요즘 사람들을 잘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눈 
마주치는 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중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어떤 
지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시를 
악보삼아 여러분이 악기, 혹은 오브제가 
되어 그걸 연주하는 거죠. 그리고 지시를 
받았던 분이 눈이 마주친 다음 분에게 
또 다른 지시를 하고. 이렇게 주고 
받는 걸 생각했어요. 눈이 마주친 분이 
다음에 하실 분이 되는 거죠. 저부터 
시작할까요? 저를 꼭 안아주세요.

# 다시 균형 잡기 :
다른 존재가 되어보기

제가 요즘 탈학습하고 싶은 건 
‘인간다움'에 대한 거예요. 인간답다는 
게 뭔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죠.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특권의식을 
갖고 있고, 인간다움에 대한 고매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떠올렸어요. 균형을 다시 
잡는 것. 인간과 자연의 관계나 사회적 
차별들로부터 해방되는 탈학습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대상화해온 것이 
되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커피잔이 될 수도 있고요. 
굴러다니는 낙엽도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벽이 될 수도 있어요. 잠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 생각해보는 거죠. 
다른 존재가 되어 반대로 인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합니다. 

# 다같이 몸으로 말해요

3회차:  도서 『달나라 백남준』을 
바탕으로 이미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수업 + 퀴즈게임

4회차:  나만의 컵을 이용한 시음회, 
과자파티 + 분리수거 및 
환경체험

/ 후기 /

/  좀 더 많은 아이들과 더 자주 만나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  백남준의 생각을 조금 더 이해하고 
어린 백남준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아직 미숙한 점이 
있어 아쉬웠다. 이걸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틈틈이 알리고 싶다.

/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해나가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했음.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진행해주시는 
담당자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구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음.

낯선 조합

박경화, 김창순, 김정웅

융합으로 재탄생한 백남준 
아트 : 지역 주민과 더 쉽고 
재미있게 예술 향유하기

#교육 #작가 #동네주민 #전자회로 
#스탑모션 #워크숍 #백남준봇 

/ 팀 소개 /

평면회화 작가 박경화(작가명 만욱)와 
그래픽 디자이너 김창순, 그리고 
IT사업가 김정웅으로 구성된 ‘용인 주민 
그룹’이다. 백남준아트센터 가까이에 
생활터전과 작업실이 있는 사람들로 
각자의 방식으로 백남준아트센터를 
즐기다 만나게 됐다.

/ 공모내용 /

새로운 재료, 기술을 함께 탐구해보며 
각자의 작업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고, 
새로운 작업을 시도해본다. 그 과정과 
결과에서 나온 것들로 더 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지역주민)과 예술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향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구성-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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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움직이고 싶다' / ‘별로 움직이고 
싶지 않다'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손을 들어주세요. 움직이고 싶어 
하는 분이 더 많으니 넓은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다섯 명씩 세 팀으로 
모여주세요. 먼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참가자 두 명의 도움을 받아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을 몸으로 표현한 후 
맞춰보도록 함).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도시'입니다. 요즘 제가 관심을 두고  
작업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1분 동안 팀원들과 도시의 요소 중 
무엇을,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지 
-비밀스럽게- 상의해 보세요. 1분 후에 
한 팀씩 움직임을 시작하면 다른 팀에서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 존 케이지 <4'33"> 연주하기

저는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연주해볼까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존 케이지는 현대음악가이자 
작곡가인데요. 백남준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주신 분이기도 하죠. 존 케이지 
곡 중에 4분 33초 동안 연주를 안 하고 
피아노 뚜껑만 열고 닫다가 연주를 
끝내는 곡이 있어요. 저희는 악기로 

연주하는 대신 4분 33초 동안 주변의 
소리를 듣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소리에 
모든 감각을 집중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음도 되고요. 일상적인 소리도 
좋습니다. 숨소리라든가 옆 사람이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눈을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4분 33초 
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소리를 각자의 
노트에 적어주세요. 

# 기억이 담긴 공으로 대화하기

앞으로 모여서 작은 원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 공이 있어요. 이 공은 
놓자마자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어딘가에 고정해야 합니다. 각자 3초 
정도씩. 이 공을 어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나, 경험, 혹은 기억들 그리고 
탈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긴 공이라고 생각해볼까요? 공을 

움직이거나 넘겨줄 때는 손을 사용해도 
되지만 고정된 상태에서는 손을 
사용하시면 안되요. 무릎 사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몸의 한 부위에 고정을 
시켜주시고 주문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주문은 ‘하나, 둘, 셋’ 이고, 주문이 
끝나면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쳐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 활동내용 /

1차 워크숍 기획 - 준비 
키트 제작을 위한 자료 조사 - 테스트
재료 준비 및 키트 50개 제작

1차 워크숍 진행 
<#전자 그림 체험하기>
일시: 2018.10.27. 11:00-17: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된 키트를 활용하여 전자 회로 
드로잉을 체험한다. 수작업과 과학이 
융합된 ‘전자 그림’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미디어 아트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2차 워크숍 기획 및 준비

2차 워크숍 진행 
<백남준(봇)으로 합체!>
일시: 2019. 01. 26. 14:00-17: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백남준의 다양한 ‘비디오 조각’ 
시리즈를 살펴보고, 다 함께 
‘백남준 봇’을 만든다. 
움직이는 전자 그림(스탑모션)과 
손 그림을 결합하여 하나의 
‘백남준(봇)’을 만드는 2인이상의 
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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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의식에 대한 관념을 탈학습하기 :
이어-함께 그리기

20명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연대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인터넷에 
연대를 검색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한 걸 내가 왜 책임져야 하지?’ 와 
같은 의견이나 ‘연대의식’, ‘연대보증'과 
같은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연대에 대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대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어요. 뜻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친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연대의식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려는 의식’이더라고요. 뜻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연대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연대의식에 대한 탈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림 그리기를 떠올렸습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지금부터 스케치북 한 장에 
20명이 같이 그림을 그릴 건데요. 5분 
내에 모두가 함께 그려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릴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5초 입니다. 서로 어떤 걸 그린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는 분이 이 그림에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림이 되어야 
해요. 그 말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기보다는 
앞에 사람이 그린 것을 보고, 뒷사람을 
배려해서 주어진 15초 동안 책임감 
있게 그려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그림 한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두 긍정적인 의미의 연대의식을 갖고 

그리는 데에 임하셔야 해요. 한 장의 
그림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공유의 개념을 
가진 그림인 거죠.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유지의 개념과 
맞닿아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 색깔에 다시-다른 이름 지어주기 저는 평소에 물건을 산다거나 할 
때 색깔을 보고 선택해요. 초록색, 
빨간색과 같이 색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은 그 
대신 색깔을 오롯이 봤을 때 느껴지는 
기분이나 느낌으로 색깔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정해보면 어떨까해요. 
단어도 좋고 문장이어도 상관 없어요. 
무작위로 나눠드린 종이의 색깔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거기에서 떠오른 
형태로 접거나 찢어서 여기에 자유롭게 
붙여주세요. 

/ 후기 /

/  용인에 거주하고 있고 작업실 또한 
이곳에 있다보니 문화적으로 소통할 
공간의 부재가 늘 아쉬웠다. 그런데 
이번 공모를 통해 내가 주체가 되어 
이웃들과 문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여러 여건상 규모를 좀 더 
크게 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  백남준에 대한 관심에서 공모에 
지원하게 됐다. 같은 주제 였으나 
공모에 참여한 다른 팀들의 프로젝트가 
다양해서 인상적이었다. 진행에 
있어 한가지, 워크숍 참여자 모집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센터와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듯해서 아쉽다.

니은이들

조예진, 김유빈, 김소현

W는 신석기시대와 도킹에 
성공했다 : 백남준과 넷아트 
연구-출판

#연구 #출판 #위성 #유동적삶 #공동체 

#반향 #인터넷아트 #포스트인터넷아트

/ 팀 소개 /

2015년 같은 대학원에 진학하며 
처음 만났다. 그 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스터디를 해오고 있다. 다양한 예술 비평 
텍스트를 함께 연구하고 논의했으며 
블로그 운영을 통해 전시 소식 및 리뷰 
등을 게재했다. 현재 홈페이지 정비 중에 
있다.

www.nieunideul.com

/ 공모내용 /

대표적인 공공 공간인 인터넷 환경에서 
생성되는 현대 예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공동체의 방향을 연구한다. 
통신매체의 긍정적인 대안을 선취한 
백남준의 작품들과 포스트인터넷 
아트의 연계성을 탐구하며 그 안에서 
백남준의 작업이 가지는 의미를 
재고찰한다. 연구의 결과는 출판의 
형태로 공유한다. 

소풍

12:00
백남준아트센터 야외

/  점심식사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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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편의 시 낭독 :
시가 쓰인 장면과 상황을 상상하기

저는 시 두 편을 읽어드릴 건데요. 그냥 
듣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이 시가 쓰인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친구가 녹색 잔을 들고 시를 
지어달라고 하여 시를 지었다. 
나무를 베어 산이. 불을 피워 연기를. 열 
개 중에 아름다운 한 개를 골라내었다. 
선명하게 푸른 눈빛이 몇 번이나 연기 
속에 파묻혔을까 
단단하기는 돌과 맞먹는다. 
이제 만드는 솜씨는 하늘의 조화를 
빌려왔다는 것을 알겠다. 
꽃무늬, 쨍하고 들어오는데 날개달린 
술잔 같이 빠르구나. 
하루아침에 신선이 되어 없어졌으니 
깨끗하기는 시인의 집이 맞고, 
요상하여. 
주인이 좋은 술 있으면 너 때문에 자주 
초청하는구나. 

세 잔이니 네 잔이니 말을 말고 내가 
끔뻑 취하게 해다오.” ◆

두 번째 시는, 이 시가 그리는 이미지나 
시어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이미지로 
그려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한 사람의 영혼을 갈라서 
안을 보여준다면 이런 것이겠지 
그래서 
피 냄새가 나는 것이다 
붓 대신 스펀지로 발라 
영원히 번져가는 물감 속에서 
고요히 붉은 
영혼의 피 냄새 
(중략)…….” ◆◆

두 시의 출처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는, 고려시대 시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나오는 
고율시를 제가 현대어로 의역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한강이 쓴 시예요. 어떤 
작품을 보고 지은 시인데요. 그 작품이 
뭔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8권, 
고율시, 고려 1241

◆◆  한강, ‘마크 로스코와 나 2’,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문학과지성사, 2013

# 움직임이 그리는 그림

/ 활동내용 /

백남준 작품 연구
키워드별 분석

ISBN 취득
외부원고
대담 진행
주제별 분석

최종 출판물 인쇄 출력
2019년 WWW(World Wide Web) 
탄생 30주년을 맞아 백남준의 작품과 
포스트인터넷 작품에서 중첩되는 
지점을 비교 연구하고 나아가 도래할 
공동체의 실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약 6개월에 걸친 연구 결과물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의 10주년과 
WWW의 30주년을 동시에 조명한다. 

향후 추진 사항
(서점 및 전자출판)
서울시립미술관 《웹-레트로》 전시 참여

이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연구출판 프로그램의 특성상 

1차보다는 2차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나, 부족한 예산이 
1차에서 지원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백남준작가를 
더욱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좋은 
작업이었고, 출판의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다. 그동안 스터디로만 
진행했던 것들을 조금은 쏟아낼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 후기 /

/  기존에 알게 모르게 고착된 
‘백남준’이라는 작가와 작품 세계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고 현재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  연구기획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한 ‘백남준’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목표가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야할 산을 한 번 넘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백남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미디어 
영상예술분야에서 필요한 리서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기대한 것 

상호지지구조
파빌리온 제작

13:00
백남준아트센터 야외

/  실제 크기 부재를 
활용한 파빌리온 제작 

/ 서명 및 기념촬영

1일차 
2018.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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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분 30초 동안 그림을 
그릴건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그릴 거예요. 우선 펜의 
2분 1 정도되는 지점을 편안하게 
잡으신 상태에서 펜 끝을 종이 위에 올려 
놓으세요. 이제 그 상태로 걸어 다니면서 
움직임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손을 
움직이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림을 
보지 않고 그려야 하고요. 만약 그리다가 
펜이 밖으로 삐져나왔다면, 그냥 다시 
원하는 위치에 펜을 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되도록 손은 종이에 닿지 않게, 
펜만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제 자리로 모여주세요. 
나의 움직임이 그린 그림을 확인해봤을 
때 어떠셨나요? 오늘 백남준아트센터에 

오면서 버스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그림에 ‘관성 
드로잉'이라는 제목을 붙여줬어요. 이 
활동을 버스, 지하철과 같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평소 같으면 휴대폰으로 
업무 이메일을 체크하거나 SNS를 하며 
왔을텐데, 오늘은 그렇게 보내던 저만의 
시간에 드로잉이라는 예술 행위를 
통해 그 가치를 되찾아 주고 싶었어요. 
관성의 힘에 나의 오른손을 오롯이 
맡긴 채 드로잉에 집중해보면서 분주한 
삶, 그리고 '일'에 대한 저의 태도를 
탈학습해보고자 이 활동을 해봤습니다.

# 사물과 다시 관계 맺기

직관적으로 지금 지니고 있는 물건 중 
하나만 꺼내주세요. 이제 여러분과 그 
물건은 관계를 갖게 될 거예요. 제가 
2분을 드릴 텐데요. 우선 그 물건한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무엇이든 
좋으니 그 물건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상상해보시고 떠오른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다 하셨나요? 
혹시 물건과 나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 세 가지 풀꽃 감상과 산책

요즘 생태활동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그리고 
환경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몇 개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백남준아트센터 주변에 자연물이 
많으니 시를 떠올리며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시 제목은 <풀꽃> 입니다.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중략)…….”

그리고 두 번째 <풀꽃 2>도 있어요. 
“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중략)…….”

마지막 <풀꽃 3> 입니다. 
“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중략)…….”

메타도슨트

성수진, 한광조, 곽길희, 
배정주, 고서혜, 서미향, 
소영옥, 이재희, 이수진, 
고영래, 신희정, 노수영, 
이영선, 이종선, 안성민 

나누는 삶의 예술 : 도슨트 
개인의 재능을 프로그램화 
하여 함께 나누기

#백남준 #도슨트 #재능나눔  #꽃밭 
#다도 #트리허그 #뜨개질 #목공 
#우드코스터 #미술치료 #심리 #음악

/ 팀 소개 /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 모임이다. 
평균 40년 가까이 서로 다른 일을 하며 
살아오다 도슨트 자원봉사를 통해 
만나게 됐다. 각자의 삶이 예술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 공모내용 /

도슨트 각각이 가진 재능을 워크숍의 
형태로 나눈다. 워크숍을 통해 좁게는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라는 공동체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넓게는 
백남준아트센터를 찾는 모든 이들과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마련한다. 

/ 활동내용 /
TV꽃밭
일시: 2018.10.20. 14:00-15:30
내용:  백남준의 <TV 정원>처럼 꽃과 

우리가 하나되는시간 만들기
대상:  꽃꽂이를 좋아하는 누구나 10팀 
강사: 성수진 (10기 도슨트, 플로리스트)

茶와 마음여행
일시: 2018.10.23. 11:00-12:00
내용:  백남준의 <TV 부처>를 통해 차를 

마시며 명상의 시간 함께하기
대상:  다도를 좋아하는 성인 누구나 

20명
강사:  이수진 (14기 도슨트, 차심리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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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나서기 전, 
마무리 하며
최태윤: 이틀이라는 짧은 워크숍 기간 
동안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샘플들이었던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씩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분이라도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 리드해보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했던 걸 
각자 지금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시한 
액티비티나 다른 참가자 분이 하신 

잘 몰랐어요. 언제나 저는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었고, 
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굉장히 많은  권력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권력을 언러닝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피하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 자신을 위한 선물로 
만들어서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틀 간 워크숍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적극적으로 
러닝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런데 어떤 게 좋은 
러닝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기회는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잘 한다는 

액티비티를 자신의 커뮤니티에 맞게 
번역해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커뮤니티가 가족이어도 좋아요. 
커뮤니티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변형 
해보는 건 중요하거든요. 작품처럼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만들었고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자신의 가족이나 커뮤니티와 
언러닝 해보시고 느끼신 점이나 결과가 
있다면 이메일로 공유해주세요. 
저에게도 작업을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없는 분야의 강의를 들으러 

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잘 하는 건지 
정의하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언러닝의 기준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정의하지 않고 있고요. 
언러닝을 잘 해서 무언가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러닝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것 같아요. 실을 풀었으니까 
다시 감는 거죠.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다시 풀어서 또 다시 감고. 이런 과정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 
감사드려요. 그럼 이걸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산책하러 
갈까요?

가보세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서 내용을 배운다기 보다 선생님이 
전달을 잘 하고 있는지 관찰을 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선생님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어제 티칭이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배울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것’. 각자 언러닝하고 
싶은 주제가 있잖아요. 그걸 선물로 
만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덜 하고 
싶어요. 그럼 일을 덜 하기 위한 선물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산책.
워크숍 종료.

트리허그
일시: 2018.10.26. 10:00-12:30
내용:  “나도 어엿한 공공문화 아티스트” 

나무에 뜨개질로 옷 입히기
대상:  뜨개질을 좋아하는 성인 누구나 

20명 
강사: 이영선 (18기 도슨트)

우드코스터 DIY
일시: 2018.11.07. 14:00-16:00
내용:  자작나무를 이용해 다양한 

나무받침(우드코스터)을 만들며 
백남준아트센터 MI의 의미를 
알아보기

대상:  성인 누구나 10명
강사: 이종선 (18기 도슨트)

퀼트로봇
일시: 2018.11.29. 11:00-13:00
내용:  백남준의 TV로봇을 통해 

퀼트기법으로 나만의 로봇인형 
만들기

대상:  초등 4학년 이상 - 성인 10팀
강사: 이재희 (10기 도슨트, 공예강사)

마음나누기
일시: 2019.01.12. 14:00-16:00
내용:  자기대화법과 소통  

소셜아톰(social atom) 
마음상자(self-box) 꾸미기

대상:  7팀, 한팀당 2인 (부모1, 자녀1) 
강사: 고서혜 (18기 도슨트)

자기에로의 여행
일시: 2018.12.13. 10:30-12:30
내용:  어린시절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비추어 내일의 나를 
설계 해보는 따뜻한 시간을 
가져보기

대상:  누구나 20명 
강사: 한광조 (17기 도슨트)

백남준이 사랑한 음악
일시: 2019.01.29. 10:30-12:30
내용:  백남준의 음악들 그리고 그의 

작품세계
대상:  중학생이상 누구나 20명
강사: 서미향 (16기 도슨트, 음악교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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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전환 <탈학습 워크숍>에 참여한 소감과 
의견을 적어주세요. 
/  참여자들의 적극성이 인상깊었습니다. 나에 집중하며 

'탈학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  이론보다 예시와 참여가 많아 좋았다.
/  그동안 해왔던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  탈학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 → 여러 사람의 의견 듣기. 

나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 벗어나려고 
노력해보기

/  12주 워크숍 프로그램을 이틀로 진행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플랫폼으로 만나는 워크숍이 진행되면 좋겠다.

/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였는데,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나 공간을 만날 수 없어서 늘 아쉬웠다. 좋은 기회를 
통해 생각했던 이상으로 자극을 받게 되었다. 

/  도입-전개-마무리가 있는 활동들의 연속으로만 교육과 
예술을 접하다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은 이런 종류의 
활동을 해보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수록 더 탈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나에게는 몹시 
힘든 경험이었다. 

/  항상 학습에 중독되었던 삶에서 좀 더 art 적인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 좋았지만 나의 자녀들이 체험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  작가님의 노련한 리드로 새로운 경험에 큰 거부감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틀간 시간이 

/ 후기 /

/  ‘예술은 사회화의 과정’이라는 요셉 
보이스의 말처럼, 예술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미술관의 문턱이 낮아져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펼쳐지는 공유지로서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비마다 
구성원들의 희생과 인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  공동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다.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공감대 
형성과 성취감 등의 보람은 있었으나 
홍보나 외부 참여가 기대보다 많지 
않아 공유지로의 역할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매우 
좋았다. 다만 센타 측의 홍보 방식이 
조금 아쉬웠다.

/  함께한다는 것, 나눈다는 것이 
‘공유지’로서, 백남준아트센터가 
있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다니요^^ 매우 
좋아했었던 곳이었지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메타뮤지엄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요. 그리고 
함께한 다른 공모 팀들과 공유가 

어려웠던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  도슨트 선생님들과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 
한사람 한사람 모두 열정적이어서 
기분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백남준’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일원으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  수년 간 센터를 방문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일반관람객의 접근은(특히 
주부) 어려운 점들이 있는 듯.

/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기간이 좀 더 길었다면 
더 다양한 아이디어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백남준 키즈 
(NJP Kids)

오동석, 김나율, 김선영, 
김윤미, 김태연, 한광조, 
주정자, 최준영, 송정

#namjunepaikvideo 
sculptureMuseum : 
백남준 비디오조각 사이버 
참여 뮤지엄

#namjunepaikvideosculpture  
#백남준팬클럽 #우리도백남준 
#사이버참여뮤지엄 

/ 팀 소개 /

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 도슨트 17기 
9인의 모임이다. 40-50대 중년이지만 
백남준과 그의 작품을 진지하게 
좋아하면서도, 백남준을 흉내내며 노는 
따라쟁이들이다. 미술사 스터디를 
진행하고, 함께 견학을 다니기도하며 
백남준의 예술을 이해하는 시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njpkids@gmail.com 
https://cafe.naver.com/njpcm 

/ 공모내용 /

전 세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에 백남준 비디오 조각 
작품 사진을 올리고, 동일한 해시태그 
(#namjunepaikvideosculpture)를 
다는 행위를 통해 사이버 뮤지엄을 
짓는다. 백남준과 그의 작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작품 보존 관련 
이슈를 공론화 한다. 

2일차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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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습니다. 
/  플럭서스.
/  Unlearning=새로운 관점.
/  소통, 연결, 나눔, 대화, 유쾌함.
/  변화, 실행, 작은 실천이 다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참여해서 아쉽네요. 
/  기존 학습 방법에 대해서 ‘탈’학습하였습니다. ‘탈’공부, 

‘탈’욕심. 

아주 느리게 흘러갔어요. 마음도 잠시 휴식을 취했었습니다. 
/  스스로 만들고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 좋았습니다.
/  강사님의 설명이 명확했으며,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남준, 탈학습하게 된 것, 탈학습에 대해
떠오른 생각이 있나요?
/  미술관 교육자와 도슨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술관의 

활용과 의미에 대한 생각을 해볼수 있었다.  
/  습관에의 저항, 보편의식에의 저항.
/  탈학습은 기존에 잘못 학습 또는 정립된 내용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  탈학습은 내 생각과 행동을 좀 더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틀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되어 

매우 만족합니다. 
/  고정관념 벗어나기. 뒤집어 생각하기.
/  unlearning is care, gift for me. 
/  스스로 탈학습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작업주제 또한 ‘틀’ 벗어나기였기에, 기존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시각으로 탈학습을 바라보고, 
느끼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몸'을 통해 
실험해보는 것이 좋았다. 

/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일하는 혹은 학습하는 
방식에 대한 폭넓은 변화가 필요하다. 어쩌면 인생을 바꿀 
각오에 필적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또한 ‘왜’에 대한 
동기부여도 더 강력해야 한다. 감수한 위험에 비해 너무 
보상(?)이 작다면, 우리 모두는 ‘탈학습’ 하지 못할 것이다. 

/  문화, 자연, 예술, 직관 아닌것들 영감, 명상, 오감, 즐거움, 
자유로움, 편안함, 행복감, 공감, 관계... 인간적, 윤리적.

/  눈과 뇌로 하는 공부보다 심장으로 느끼고 깨닫는 공부를 

/ 활동내용 /

백남준 보물찾기 + 사이버 뮤지엄 짓기
국내외 다양한 곳에 소장된 
백남준 조각 작품을 찾아본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namjunepaikvideosculpture 
Museum’ 짓기를 홍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시 홍보해줄 것을 
요청한다. 인스타그램에 올라 온 
사진들의 작품명과 소재지 등의 목록을 
작성한다.

연구
일정한 작품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현재 작품의 
보존 상태를 확인한다. 소장기관 
또는 소장자의 비디오조각 작품 보존 
방안을 조사하고 정리한다.

인터뷰
- 판화작가 홍윤 작업실 방문
- 아트마스터 이정성 대표 인터뷰 

백남준 따라하기
백남준의 예술방법론, 퍼포먼스 
따라해보기 

과정 및 결과 전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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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작품과 전시를 매개로 동시대를 함께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시각과 이슈를 교차해보고자 하는 
실험이다.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하고 도슨트가 
전시 해설을 통해 이를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자의 의도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전시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전달 
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노인이 바라본 작품과 
어린이가 바라본 작품은 서로 어떻게 다르게 읽힐 

#교환3-2

소장처 방문을 위한 소품 제작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활동보고서 제작

/ 후기 /

/  즐겼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또 놀수 
있을지 싶을 정도!!

/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또는 미디어 
아트를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체험하고 만끽했습니다.

/  백남준을 더 알고 싶어서 지원했다. 
내 안의 열정, 함께하는 기쁨, 사이버 
상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 모든 매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철학(사유)의 
플랫폼을 마련해 준 게 바로 
백남준이다.

/  도슨트들의 친목도, 백남준에 대한 
호기심, 미흡한 백남준 자료 등이 

참여 계기였다. 공유, 공동체 이전에 
‘백남준 팬’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남준을 보여주기 보다 
좋아하게 만들 계기가 필요하다. 
백남준아트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아쉽다.

/  17기 도슨트 샘들과 함께하며 
선생님들의 열정에 놀랐고, 백 
선생님의 퍼포먼스를 따라해보며 백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었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즐겁게 잘 놀았다.

/  백남준 작품을 찾아다니면서,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NJP 
Kids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진행 : 김작가, 안선영,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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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식물생태연구가·음악평론가·지역민 
등 여러 관점이 미술관으로 들어왔을 때 전시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고 확장될 수 있는지, 나아가 
미술관이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이슈의 매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고자 했다.

<이야기 할머니>
첫 번째 #교환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야기 
할머니> 이다. 한국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 중인 이경희 할머니와 함께 했다. 프로그램 준비과정에서 
이야기 할머니가 전시를 감상한 뒤 작품을 선정했으며, 각 
작품을 보고 떠오른 이야기를 미취학 아동 눈높이에 맞게 
각색했다. 백남준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물들이 이야기 
할머니의 실감나는 묘사와 흥미로운 손동작을 통해 따뜻한 
정서가 묻어나는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었다.

/ 일시 : 2019.01.29.(화) 11:00 (총 2회, 회당 20분)
/ 대상 : 유아단체 37명
/ 진행 : 이경희 (한국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 내용

구분 주제 내용

1차 
11:00
‒
2차 
11:30

소개 및 인사 /  ‘이야기 할머니’ 인사 및 
소개하기 

/ 손 유희 활동

이야기 구연 / 옛이야기 소개하기 
/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구연

마무리  / 인사 및 마무리

2019.02.23. 11:00-14:00최종 공유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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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공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
/  팀에게 자유로운 운영 방식을 주셔서 좋았어요.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야해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만 선정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공모 관련 공지글이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  개인적으로 지원금이 부족했던 것 같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모자랐다. 

 

적절하였고 절차에서 이뤄지는 참여의 형태가 즐거웠다. 
덕분에 자칫 우리팀만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전체로 확대되어 새로운 공유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  추가지원 형식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았다.

/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통합적인 홍보가 진행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메타도슨트
/  공모 진행기간에서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어 만족스런 공모가 진행된 것 

같다.
/  너무 멋진 프로젝트 였어요. 감사합니다. 다만 홍보와 각 

팀별 공유 및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센터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는 形이다
/  긴 시간동안 여러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다른 팀과 활동을 바꿔서 경험해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낯선 조합
/  공모팀 선정방식이 꽤 오픈되어 있어서 좋았다. 다만 어떤 

팀이 선정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할만한 
네트워크가 없던게 약간 아쉬웠다. 진행과정 중 서로 도움이 
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  처음 접한 형식의 공모라 신선했고 선정 방식(면접)이나, 
2회에 걸친 공유회도 좋았다. 진행기간은 적절했다.

니은이들
/  센터 직원들의 개방적이고 친절한 태도에 감동했다. 기간은 

/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많았어요. 특히 운영 중 참여자 
모으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백남준 키즈
/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처럼 open으로 자유롭게 진행하거나, 몇 개의 주제를 

정해서 진행해도 좋을 듯 합니다. 
/  선정 방식 중 발표 후 선정위원의 평가가 어떤 목적인지 

헷갈림. 메타프로그램이라면 공유와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정 위원들의 선발 평가식 의견들은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분위기가 수직적 느낌이었다.

감동이었어요(도시락 너무 맛있었어요 ㅎㅎ).
/  덕분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야외에서 큰 구조물로 만들었을 때에는 성인 남자분들이 

주로 활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구조물의 뼈대가 무겁고 
연결 시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어서 이때는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  상호지지구조물 자체는 너무 흥미롭고 앞으로도 다양한 
구조물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  준비가 잘 되어서 설명과 연습과 실습이 적절하고 좋았어요.
/  중간에 해체한 것이 아쉬웠다.
/  이곳에 와서 상호지지구조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 봐서 

재미있었다.
/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이였다.
/  다음에도 워크숍을 한다면 참여하고 싶다.
/ 재미있고 다음에 또 하고싶다.

후기

워크숍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적어주세요.
/  상호지지구조에 대한 이해,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새싹(소년소녀)들에 대한 새삼스런 애정 등등. 새로운 
활력을 담은,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워크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소통하면서 워크숍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 
2.   워크숍의 내용이 명확한 단계가 있어서 자칫 어려울 수 

있던 상호지지구조라는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  생각보다 육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활동이었는데, 틈틈이 주어지는 쉬는 시간과 다과가 

/  너무 무거웠어요^^ 튼튼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표와 시민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워크샵 
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상충이었다. 많이 고민하시고 
선택하셨을 것 같다. 성인 여성 그리고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웠다. 실제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는 단순히 
이동하는 인력의 역할만을 한 듯하여 아쉽다. 좀 더 다양한 
크기가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 만든 것을 남길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크숍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함께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유지(파빌리온, 건축물)가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까요?

워크숍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서로서로 힘을 모아서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이 너무나 만족감 높았던 워크숍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백남준아트센터의 위치가 도심과 조금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어도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워크숍 기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체험을 떠나 제작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과 내년 초까지 
전시도 진행되서 창작의 기쁨도 공유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  우선 이렇게 좋은 워크샵을 무료로 들을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수업 내용도 좋고 강사분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핵심이 담겨있는 교재도 
좋았고. 모형을 통해 1차 실습, 야외에서 2차 실습을 해서 
이해가 더 쉬웠습니다. 

/  간식과 도시락 준비 등등에서 보여지는 세심한 배려도 

백남준 <TV 정원> +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

백남준 <코끼리 수레> + 
<색깔을 훔치는 마녀>

식물 사이사이에 놓여진 텔레비전을 통해 자연과 기술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백남준의 <TV 정원>에서는 작자 미상의 
옛 이야기,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를 읽어주었다.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는 ‘수다쟁이 아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나무에 
주먹밥을 매다는 꾀를 낸 남편의 이야기다.’ ◆ 정원 속에 TV를 
놓은 백남준의 작품 앞에서 나무에 주먹밥이 매달린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과 함께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  작자미상,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 『동화구연지도론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제』, 색동회, 2014, pp. 313-314.

<색깔을 훔치는 마녀>는 예쁜 색깔을 가지고 싶은 하얀 마녀의 
이야기다. ‘어느날 마녀가 숲속을 돌아다니며 모든 색깔을 
훔친다. 코끼리는 마녀가 모든 색을 모았기 때문에 까만 
마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훔친 색을 모두 다시 
돌려주고 오면 멋진 빛깔을 가질 수 있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모든 색을 되돌려 주고 온 마녀는 코끼리가 일러준 
대로, 해님에게 빛을 얻는다. 빛의 색을 얻은 마녀는 무지개를 
담은 하얀 마녀가 된다.’◆ <색깔을 훔치는 마녀> 이야기를 
들으며 코끼리가 알려준 빛과 색의 비밀에 대해 생각해본다. 
백남준의 코끼리는 어떤 비밀을 알려줄까? <코끼리 수레>에 
가득 실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빛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백남준은 왜 수레에 텔레비전과 축음기, 두꺼비를 실었을까? 
코끼리와 부처는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는걸까? 작품과 
이야기를 오가며 함께 상상해본다.

◆  이문영, 『색깔을 훔치는 마녀』, 비룡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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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는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가 
누구이며, 각각의 공동체가 백남준아트센터를 
공유지로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실험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누구일까요?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  이곳의 공동체는 백남준, 백남준아트센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느슨한 연결고리라고 할지라도 백남준아트센터로 이어져 

낯선 조합
/  사실 공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백남준아트센터가 백남준과 

관계있는 어느 누군가의 운영으로 이뤄진다 생각했고, 그의 
작품을 기리는 공간 정도로 생각했었다. 다른 기획전은 
어려워 접근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었다. 하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공동체가 어떤 권력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예술의 공간과 시간적 타이밍이 이곳 백남준아트센터에 
다양한 군상을 모이게 해주었고 꼭 맞는 타이밍으로 모인 
사람들이 결국 공동체가 되는 것. 어떤 우연과 인연이 결국 
공동체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

니은이들
/  직원, 방문객, 참여자 등 모두가 공동체 일원이다.
/  공동체에 특정한 형태를 부여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유동적인 

만남의 발생이 공유지의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있는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形이다
/  전혀 다른 지식과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같은 큰 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속감은 
사람들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고 유지하게 해주며 
개인과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백남준에 대해 아는, 관심있는 
사람 모두라고 생각한다. 다 같이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  공동체가 형성되는 조건은 장소와 함께하는 일, 함께 나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되는 것 같음.

/  공동체는 공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공간은 공동체를 
창출하고 공동체는 공간을 점유한다.

메타도슨트
/  우리 현재의 삶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열린 공간과 참여로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까? 
흥미있고 관심있는 누구나가 조그마한 계기로 공동체를 
형성한다.

/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교육을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건 아닐는지...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서 온라인 공유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나서 

강의
: 녹색과학과 예술의 융합 

이해하기

두번째 #교환은 생명다양성재단의 안선영 책임연구원과 
함께했다. ‘식물은 왜 배경으로 인식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강연을 통해 우리와 환경을 공유하며 일상을 함께하는 
식물에 대해 돌아본다. 이어 기술과 자연 그리고 예술의 
조화를 담아낸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하며 과학, 예술, 자연이 
공존하고 조우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사유해보고자 했다.

/ 일시 : 2019. 01. 30.(수) 오후 2:00-3:30 
/ 대상 : 고등학생 및 성인 20명
/ 진행 : 안선영 (생명다양성재단 책임연구원)
/ 내용

<자연을 
들여다보는 방법, 
과학과 예술 
:  식물을 과학으로 드러내고 

예술로 표현하기>

구분 주제 내용

2:00-2:05 소개 및 인사 강사 소개 및 참여자 인사

2:05-3:00 강의 녹색과학과 예술의 융합 
이해하기

3:00-3:25 공유 및 토론 작품 감상을 통해 자연을 대하는 
새로운 감상법 나눠보기

3:25-3:30 마무리 인사 및 마무리

/ 키워드 : 호혜적인 미술관
/  예전 혹은 대부분의 미술관은 아직까지도 일방적인 

소통방식, 어렵고 교양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워크숍을 참여하면서 ‘호혜성’을 통해 
쉽게 설치 미술 및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의미있었습니다.

/  관객으로 구경만 하던 미술관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전시까지 하는 참여를 통해 어떤 경계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는 되었어요.
/  개방적, 친숙함,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공동체에 관한 관심, 

메이커로서의 자부심, 생산자의 기쁨, 동료의식.
/  미술관은 예전에는 시시했는데 이 프로젝트 후로 미술관이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다.
/  미술 작품만 있는게 아니라 다 같이 즐기고 예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 하는 곳.

/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지지구조를 이해하는 한편 삶 또한 이와 다르지않다는... 
조화로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백남준아트센터에 녹아드는 공공시설물(벤치, 가로등 과 
같은)처럼 특별한 이름이 붙여지는 공간 혹은 시설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입문이 생기니 안에 조형물(토끼..)의자 몇 개 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두 구조물을 연결한 가운데 아래 구조물은 그나마 천정이 
높고 위에 구조물들은 천정이낮은 형태이니, 아래 구조물만 
실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조물 천정에 줄로 
연결해서 입체감 있는 작품들을 전시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붕을 덮어서 안을 아늑한 휴식 공간으로 써도 좋을것 
같고요. 하지만, 그 자체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형태이니, 아이들이 그냥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역할을 해도 

/  공간구조에 대한 시민들과의 대담한 시도 좋습니다.
/  함께 만들어가고 서로에게 필요한 미술관 (여기서 서로는 

관객과 미술관 양측)

미술관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요? 
내가 바라는 미술관에 대해 적어주세요.
/  대중과 함께하는 미술관.
/  미술관은 즐겁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영감을 주는 곳!? 일상에서 틀에 박힌 시선 너머의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확장시켜 주는 곳 ^^
/ 생활 속의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이요...
/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향유하는 공간이 아닌 누구나 

내 생각을 표현하고 공감해주는 이들과 소통하는 공간
/  해석이 자유로운 미술관?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명을 이용한 밤 하늘을 표현하는건 어떨지요?
/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사이즈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민되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관람객들이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추억을 만들면 
좋을것 같다

/ 모두의 쉼터
/  시민 쉼터와 아이들의 자유 놀이터 모두 좋은 것 같아요. 

밑에 모래를 채우고 모래놀이터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워크숍 참여를 통해 ‘미술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나요? 
/  단순히 [특별한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졌었는데 그게 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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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생각을 미래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 또 이 

공간으로 영향받는 모든 사람이다.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은 백남준의 작품이고 예술정신이다. 이를 통해 
이곳을 방문하고 머무르는 모든 이가 NJP 공동체가 된다.

/  관심있는자, 그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콘텐츠, 공동체는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공고해집니다. 기회를 주세요.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라기 보다는 예술은 함께 즐기고 
향유하는 모두가 예술의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백남준 키즈
/  모든 시민,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은 누구나.  

공동체 유지 조건 : 지속적인 교류, 만남
/  공동체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미술지도 또는 

미술계를 매개하는, 예술(백남준 예술을 비롯하여)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서로 다양하게 네트워킹하는 것이 

공모 참여로 인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영화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 제가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된 것 같아요.
/  관계. 예술적 공동체 유지.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

나는 形이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도예, 설계 그리고 백남준이라는 

인물의 삶까지 지금까지 접하던, 공부하던 예술과는 다른 
분야의 것들을 마주하면서 예술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조금은 다르게 변화하면서 융복합적 예술에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동체 - everybody. 모든 매체 포함. 모든 장르 포함, 사실 

더 이상 장르를 나눈다는 것이 무의미.
/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공동체 유지의 

관건이 아닐지...우선 백남준아트센터의 구성원들부터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  참여하는 모든 사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

/  백남준을 사랑하고 예술에 관심있는 예술시민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

/  공동체는 모두이자 개별이다. 개별적인 관람객, 도슨트, 
큐레이터, 기획자 등이 모여 작품과 전시공간과 함께 
가꾸어가는 공공장소이다. 

/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해졌다.
/  예술을, 백남준의 예술을 어떻게 대하고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짐.

낯선 조합
/  아트센터가 편하게 느껴졌고, 개인적으로 작업하는데 틀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동네에 좋은 공간, 친구가 
생겨 좋다.

/  백남준의 예술을 보는 시각이 의식적으로 많이 달라졌으며,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생겼다.

니은이들
/  책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어서 하반기에 

새로운 출판기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출판을 지속할 자극점이 되어준 백남준에게 감사한다.

/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느낌. 결과물을 

/  다음의 강의록은 프로그램 녹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교환의 취지와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던 

공유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일부만을 발췌했습니다. 함께 곱씹어보고 싶은 의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지면상 생략되었음을 알립니다. 

/  강의 중 특정 기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었으나 내용을 
발췌하는 대신 웹 주소를 기재합니다. 각 사이트를 통해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저는 식물생태와 과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과학과 예술이 얼마나 비슷하며 가치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또 얼마나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학문(혹은 분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학과 예술의 
가장 큰 공통점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이성과 
상상력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과학을 매우 
경직된 학문이라 여기시는데요. 과학이야말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면 자연에서 어떤 동물의 
행동을 봤을 때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해요. 상상을 해야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예술가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DNA의 이중나선구조는 다 알고 
계시죠? 과학자들 특히 유전학자들은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체라는 복잡한 구성을 이렇게 
간단한 이중나선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껴요. 예술가들이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형태라든지 빛깔로 
표현하는 것처럼요. 결국 과학자와 예술가 모두 상상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거죠.

과학과 예술
우선 과학과 예술이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과 예술을 함께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과학자와 천재예술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듯 과학과 예술은 다른 언어로 되어 있어요. 
과학은 이성적이고 딱딱하고 합리성을 추구하죠. 예술은 
조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요. 추상적이고 감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과학과 예술이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던 시절만 하더라도 과학과 예술이 학문의 분야로 나눠져 
있었을까요? 인간이 과학과 예술을 학문의 경계로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과학은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공식화한 
학문이에요. 그리고 예술은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한 

 예술과 과학,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분야가 
있죠. 바로 ‘키네틱 아트’입니다. 키네틱은 물리학 용어로 
운동, 활동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조각, 모빌을 
창시한 ‘알렉산더 칼더'의 전시가 2013년에 리움 미술관에서 
열린적이 있죠. 칼더는 기술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기술공학을 전공하고 조각 작업을 하다가 모빌을 만들게 
된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광고에 나오며 유명해진 
‘테오 얀센’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과학자인거죠.  
이 자동차는 테오 얀센의 작업 중 하나인데요. 엔진이 필요 
없어요. 바람을 동력으로 굴러가죠. 테오 얀센은 자신의 
작품을 생물체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마치 생물처럼 작품마다 
'아니마리스(animaris)’라는 학명을 붙여주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과학 지식을 작업 
활동에 반영하는 거죠. 테오 얀센은 “예술과 공학의 장벽은 
우리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 조용하고 작품들이 있는 곳
/ 여러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수 있는 곳
/ 가장 실험적인 공간
/  쉽게 가서 머물 수 있는 곳, 궁금한것들이 있는 곳. 

그러면서도 예술적인 향기를 잃지 않는 곳. 어린이에게 
열린곳. 천편일률적인 전국의 어린이 박물관과는 차별성이 
있는 곳. 여백의 미가 살아있는 숨 쉴 여유를 마련해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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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메타도슨트
/  공동체 의식과 함께 관계의 확장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  같이 공유하는 즐거움, 만족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다.
/  도슨트 샘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아트센터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진 점!!!
/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백남준과 

백남준아트센터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  센터에 대해 도슨트 동료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애정도 더 많이 늘었다.
/  조금은 잠잠해지려했던 마음 속의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공유지가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방식이어야 할까요? 혹은 내가 바라는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 적어주세요.
!+!=?
/   조금 더 쉬운 백남준아트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반적인 미술관이 흑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백남준아트센터는 형형색색 다양한 색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분들의 생각을 응원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기획-운영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진심어린 
관심(관람객과 참여자)은 공유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形이다
/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백남준 키즈
/  백남준 작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  백남준과 그의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관심의 

정도도 깊어졌습니다.
/  백남준을 더 깊이 넓게 알고 싶어짐. 예술의 역할 뮤지엄의 미래, 

모두가 향유하는 예술의 형태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됨.
/  백남준 팬이 됨... 아트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서 그만큼 아쉬운 점도 많음.
/  백남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아졌다. 백남준의 

예술세계가 일상의 나의 삶에 긍정적인 놀이 문화로 깊숙이 
들어왔다.

/  백남준 작품을 매개로 주변과의 관계를, 그리고 잊고 지냈던 
스스로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백남준 작가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고 아트센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센터를 더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듯 다른 
이들에게도 비슷한 인상을 준다면 훌륭한 공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다양한 활동, 행사를 주최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  이번 공모처럼 주변 주민과 학교, 단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지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함.

낯선 조합
/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척박한 용인에 정말 한줄기 희망입니다.
/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이라는 공고를 낸 것에서부터 벌써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 현재처럼 이어진다면 결국 
모두의 공유지로서 기능할 것이다.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백남준아트센터도 미술관이지만 
작품 속에 식물이나 물고기 같은 자연이 있고 과학이 
있습니다. 이들이 분류되고 나뉘는 건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뤄지는 거죠. 

잭슨 폴록의 <convergence>라는 작품을 볼까요? 
아시다시피, 저 그림은 붓을 캔버스에 대지 않고 튀기는 
‘드리핑 기법’으로 제작한 ‘액션 페인팅’입니다. 과학자들은 
잭슨 폴록의 작품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작품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잭슨 폴록이 걸어둔 붓이 바람에 의해 움직이면서 
캔버스 위에 어떤 동선을 그리면서 물감을 찍어내는지, 또는 
작가 자신이 붓을 캔버스에 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튀기면서 
그려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그를 과학자라고 봅니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결과를 예상하고, 그리고 예측된 결과와 
실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자체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예술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프랑스 세관원이었던 ‘앙리 루소’는 혼자 독학으로 

예술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소개 해드릴게요. 

/  영국, WWT런던습지센터 WWT London Wetland Centre 
www.wwt.org.uk  

/  영국, 큐가든 Royal Botanic Garden, Kew 
www.kew.org 

/  영국, 자연사박물관 다윈센터  
Darwin Centre - The Cocoon at the Natural History Museum 
http://www.nhm.ac.uk/ 

/  스페인, 예술과 과학의 도시 
Ciudad de las Artes y las Ciencias(CAC) 
www.cac.es 

/  일본, 국립과학박물관 国立科学博物館 
www.kahaku.go.jp 

그림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연밖에는 다른 
스승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앙리 루소의 그림은 <동물 
행동학>이라는 저명한 논문 학술지의 표지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사실 생태학적으로 보면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추상화되기도 했고요.

앞선 작품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자연과 과학, 그리고 예술의 결합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찍찍이(밸크로) 아시죠? 우엉씨와 같은 식물의 씨앗은 
동물의 털에 붙어서 멀리 퍼질 수 있는 전략 취해요. 그 형태를 
모방하고 발전시킨 것이 밸크로입니다.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의 형태를 가져와서 실생활에 응용하고 있었던거죠. 
그래서 ‘의생학’은 자연을 모방하는 학문이라고도 해요. 
‘생체 모방biomimicry’이라고 하죠. 군사 쪽에서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외국의 많은 박물관이나 미술관만 가봐도 과학과 

매일 만나는 식물 다시보기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생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식물입니다. 동물은 못 만나는 날도 있지만 
식물은 못 만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끼라도 드셨다면요. 
모두 식사 하셨죠? 반찬이 뭐였나요? (김치요) 그렇다면 
배추라는 식물을 만나셨네요. 차를 드셨더라도 마찬가지죠. 
녹차, 커피, 주스 모두 식물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길에는 
어떤 식물을 만나셨나요? 저는 백남준아트센터 건물 옆에 
있는 자작나무를 봤어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 중 단 한 
분도 식물을 만나지 않은 분이 없는거죠. 

그럼 식물이 뭘까요? 우선 이동력이 없죠. 그리고 
광합성을 해요. 물리학자이자 의사인 ‘율리어스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포착하기 힘든 빛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단단한 형태로 저장하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지구상에서 식물밖에 없다.” 저희는 나가서 햇빛을 쬔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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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부르지 않죠. 식물은 유일하게 빛 에너지를 단단한 
형태로 저장해서 생존이 가능한 생물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그렇게까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동물과 식물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은 동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제 아이도 5살인데 식물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동물을 매우 좋아해요. 우리는 왜 식물을 잘 인식하지 
못할까요? ‘마이클 폴란’도 저서 『욕망하는 식물』에서 
“식물은 동물들만큼 대접을 받거나 글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어요. 동물과 달리 식물이 지금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졸린지, 슬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을 이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식물을 주인공으로 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식물에게는 공감하기 어려울까요? 
지금 보시는 건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Redwood)라는 

연근이나 무 모두 식물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잎은 광합성을 
하는 기관입니다. 엽록소가 있어서 태양빛을 포획하는 
기관이고요. 꽃은 간단히 폈다 지지만 잎은 봄에 싹이 터서 
가을에 지기 전까지 항상 식물에 있기 때문에 잎을 아는 것이 
그 식물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은 
씨앗과 열매입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도 아는 식물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단풍나무예요. 
5월이면 단풍나무 꽃이 핍니다. 단풍나무 열매는 날개가 
있는데요. 바람을 이용하여 멀리 퍼질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단풍나무의 전략인거죠.

이제 꽃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혹시 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주 주고 받지는 않아도 다들 
꽃을 좋아하실 거예요. 실제로 꽃을 보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좋고 치유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이 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국이예요. 꽃의 형태가 두 가지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꽃과 바깥에 있는 꽃. 사실 진짜 꽃은 안에 

종이에요.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높이가 100미터예요. 
여러분 100미터 달리기 해보셨어요? 운동장을 가득 두를 
만큼의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므두셀라(methuselah 
tree)라는 나무는 48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작 
100년 살기도 어렵죠. 100년 사는 인간이 4800년 사는 
나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2미터까지 밖에 못 자라는 
인간이 100미터 자라나는 나무가 얼마나 힘들게 땅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는고 있는건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식물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관심이 가게 되죠. 식물에 대해 
같이 찾아내고 발견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식물은 잎, 꽃, 열매, 씨앗, 뿌리로 되어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은 이동력이 없어요. 이동력이 없기 
때문에 땅이나 물에 뿌리를 내려서 물이나 영양분을 흡수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식물인데요. 네, 다 
뿌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식물을 부위별로 먹고 있습니다. 

있는 것들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암술과 수술이 없어요. 
수분매개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예쁜 형태의 커다란 가짜 
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은 왜 꽃을 좋아할까요? 향기도 
좋고, 색도 예쁘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꽃은 자원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됐기 때문이에요. 
꽃은 인간이 초원에서 수렵 채집을 하던 시기에 자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였던 겁니다. 꽃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먹이가 되는 초식 동물이 근처에 있을 것이 확실했고, 
종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다양한 과일과 견과류를 채집할 
수도 있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진화 했는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진화심리학입니다. 이 학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꽃이 자원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좋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니은이들
/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접근하고 전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한 교육, 행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전시든 작품이든 참여든 어떤식으로든 만남과 소통이 

지속된다면 공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이미 많은 것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한다.

메타도슨트
/  의사소통과 토론 또는 의견교환이 편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준다면...
/  다수의 분들이 백남준 작품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체험 등) 알리기에 힘 써 주시길 
바란다 ^^

/  이미 공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백남준이 오래사는 

활동한 여러 팀에서 보여지듯이, 좀 더 활동적인 다방면의 
플랫폼 역할만 하면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것 같음.

/  백남준의 작가정신, 21세기의 글로벌함을 포용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길 바람. 오픈 마인드가 절실.

/  될 수 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백남준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  백남준 작가가 오래 기억되는 또 더 많은 매개체, 발전이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본다. 

집은 그 자체로 공유지였던 것 같아요. 열린 방식의 온오프 
플랫폼은 건의 드려요.

/  전시, 교육, 세미나 등 공유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 (예: 열린 스터디룸)

/  백남준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오픈이 필요. 
프로그램이던 장소던.

/  백남준 작가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고 아트센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다.

백남준 키즈
/  공유지가 당연히 될 수 있다. 공유 공간, 시간, 확보를 해주는 

지원,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상위의’ 행정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예술감각을 깨우면 든든한 동지가 될 것입니다.
/  공유지로서의 아트센터. 저희 이번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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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이제부터는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식물을 알려왔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야외 생물학자의 연구실> 
킨텍스에서 열린 과학축전에서 <야외 생물학자의 
연구실>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었어요. 어둡게 암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헤드랜턴을 쓰고 찾아다니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식물의 열매와 잎을 구분해보는 활동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열매가 아닐 
수도 있고 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열매일 수도 있거든요. 

<엉터리 식물학자의 연구실>
이장섭 작가와 함께 했던 작업입니다. 이장섭 작가는 작품을 
식물의 형태로, 식물처럼 만드는데요. 자연에 없는 색깔을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해요. 그런 공식과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가가기 어렵죠. 그래서 외국어를 
통역해주는 것처럼 과학을 다른 언어로 풀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업한 게 <녹색과학 통역 프로젝트>입니다. 
녹색과학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 다람쥐, 까치, 고라니의 밥상을 전시의 형태로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동물들의 밥상이 
우리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묘사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런데 ‘제인 구달’ 선생님께서 이미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해서 개미를 먹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불을 사용하는 인간이라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무언가를 태워서 먹이를 먹는 동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사용하는 것도 인간만의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 나온 이야기는 요리를 

고민하다 파란색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모듈들을 연결해서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듈 
하나를 ‘시밍’이라고 불렀는데요. 모듈을 어떻게 연결하면 
여러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루종일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작업이 마치 자연에서 발견되는 식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뒷산에 나가 식물들을 
관찰해보면 각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이장섭 작가는 공공미술을 하는 분인데 식물에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 작가님을 ‘엉터리 식물학자’라고 
이름 붙이고 마치 어떤 식물 종을 발견한 것처럼 연구실을 
꾸몄습니다. 가짜 식물들의 표본을 만든 것처럼 꾸며서 
전시하고, 그 식물들에게 이름도 붙여줬어요. 

<녹색과학 통역 프로젝트>
광합성을 화학식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죠.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냥 내가 아는 단어와 내가 

하는 인간입니다. 요리를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멧돼지, 
다람쥐, 까치, 고라니의 밥상과 인간의 밥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풍 때문에 쓰러진 북한산의 나무를 
전시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미 부식이 되어 이끼가 자라나던 
부분에 이장섭 작가와 함께 여러 가지를 붙여준 뒤, ‘자연에서 
빌려오는 전시’를 했어요. 전시가 끝난 뒤에는 나무에 붙였던 
반짝이를 떼어내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작가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예술 작품이 자원 소비적일 때가 
많잖아요. 전시기간 동안에는 그 작품이 매우 예쁘고 좋지만, 
전시가 끝나거나 공간이 없어지면 폐기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빌려왔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전시를 해보고자 했어요. 이건 고사목입니다. 고사목은 
우리의 뒷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숲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그냥 두지 못하죠. 이미 죽었으니까 
제거해야 된다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으니 미리 없애야 한다고 

#친구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실험이다. 도슨트, 라이브러리 
자원봉사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가장 자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영역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일을 수행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미술관을 매개로 누구나 관계맺고 소통할 수 

#친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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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큰 나무가 숲에서 쓰러질 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식물이 언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동물은 심장, 폐, 간과 같은 장기가 있죠. 
주요 장기가 하나만 망가져도 사망합니다. 하지만 식물은 
가지를 자른다고 해서 죽지 않죠. 밑동을 완전히 잘라내도 
다시 살아나는 ‘움싹 재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식물은 
죽었다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쩌면 식물은 천천히 
살고 천천히 죽는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잎이 하나도 
나지 않고, 이미 나이가 많아 생장을 멈춘지 오래 된 식물도 
있어요. 생장은 나이테를 통해 알 수 있죠. 생장은 멈춰도 
잎이 하나라도 달려있다면 그 식물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사목이 죽어서 쓰러지게 되면 그 아래 하층에 있던 
식물들에게는 큰 기회가 됩니다. 큰 나무 때문에 햇빛을 못 
받다가 어느 순간 고사목이 쓰러지면서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고사목 자체만으로도 많은 
곤충의 집이 되기도 하고요. 고사목이 부식하면서 충분한 

보드카는 감자, 와인은 포도, 미국이나 아메리카의 버번 
위스키, 데낄라, 럼과 같은 술의 종류가 저 생태계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로 만든거죠. 그래서 거기서 쉽게 만들었던 
겁니다. 술의 역사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주원료를 보시면 그냥 식물이에요. 

<바닥식물원>◆

2015년에 자연에서 빌려와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전시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바닥식물원>이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작가분과 같은 코스를 
돌면서 그때 그때 그 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만 수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식생은 주로 신갈나무와 소나무예요. 지금 뒤에 있는 숲에 
가셔도 만날 수 있을거예요. 신갈나무는 참나무죠. 도토리를 
만드는 나무. 소나무는 다 아실 거예요. 밑에 떨어진 잎을 
주워보면 무슨 나무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고사목은 생태계의 순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생태학’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와인종을 선정하여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낸 것을 짧은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모나코 필름 
페스티벌에서 숏필름 상을 받기도 했어요. 배포하지 않아 
찾아보시기는 힘들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다섯 
가지는 식물생태학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지중해에서 포도가 
잘 자라는 이유는 그 곳에 포도가 적응을 했기 때문이죠. 특정 
지역의 식물상과 계절의 관계, 그리고 욕망이라는 키워드도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과학자들 중에 우리가 감자를 많이 
먹게 된 것에 대해 식물(감자)이 그렇게 유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에게 선택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든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술 지도입니다. 보시면 러시아가 워낙 땅이 
넓어서요. 보드카 비중이 크죠. 우리나라는 소주입니다. 

채집했고, 이름이 뭔지 손으로 써서 바닥에서 주운 것만으로 
전시를 했어요. 

◆ https://www.artbava.com/exhibit/detail/503/ 

과학과 예술, 그리고 식물과 우리 일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다보니 얕게 다루게 되었는데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점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가 되고 있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따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동물과 식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생활에서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전시장으로 이동해서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자 홈커밍데이에 
초대합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문을 연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그리운 #친구들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백남준의 예술을 함께 즐기고 공유해온 친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즐거운 만남의 자리를 

<홈커밍데이>

초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활동하였거나, 잠시 활동을 멈추었거나, 지금 활동 
중인 모든 봉사자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다시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인 홈커밍데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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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전시감상 및 토론
: 예술작품을 통한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상법 이야기 나누기

만들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웃음). 작품 뿐만 아니라 
공간을 큐레이팅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에 오셨을 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의도가 섞여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셨으면 해서 이 장소를 
골랐습니다. 혹시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눈에 띄는 점, 또는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 분 계신가요? 질문도 좋습니다.

참가자1: 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원, 
식물원, 수목원 같은 곳들을 둘러보면서 공부하실 텐데요. 
다른 선진국들처럼 예술과 관련된 식물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든다던지 식물을 예술처럼 전시한 박물관 같은 곳을 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식물 자체를 즐기는 그런 곳은 있지만 
예술과 연계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곳에 대해 
기획을 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선영: 좀 포괄적으로 생태를 놓고 본다면, 동탄에 
근린공원을 기획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생태공원에 
생태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근린공원은요. 

안선영: 백남준아트센터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방문해보신분 계신가요? 과학도 예술과 마찬가지로 자기 
연구에 의미 부여를 해야 해요. 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에 대해  의미부여를 해야 합니다. 
작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앉아계신 곳은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에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붉은색 벽지로 꾸며진 이 공간은 어디일까요? 네, 파리죠. 
그리고 그 옆의 공간은 뉴욕인 듯해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모티브로 백남준이 1984년의 뉴욕과 프랑스를 
연결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방문했을 때, 함께 볼 작품으로 
망설이지 않고 이 작품을 골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둘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식물도 있고 술도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저 술들이 대부분이 싱글몰트 위스키에요. 위스키 
중에서도 블렌딩하지 않고 한 가지 한 곳의 증류소에서 단일 
몰트로 만든 위스키인데요. 이 공간은 술 애호가가 아니고서는 

국립공원처럼 식생이 좋아서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완벽한 
그런 곳 말고, 우리 삶 가까이에 시간이 될 때마다 방문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공원은 없는 것 같아요. 동탄에 
기획한 생태공원은 지역의 반을 뚝 잘라서 화성에 있던 
원래 식생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획했어요. 대체로 
공원에는 벚나무를 많이 심죠. 아니면 과실수를 심는다던지 
하는데요. 처음 기획을 할 때 원래 화성시의 식생인 
상수리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천과 
연결해서 습지생태계를 복원했어요. 높낮이가 있고 식물이 
있으면 나중에 동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어요.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자는 것이 저희 기획의도였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립공원이나 식물원 말고는 식물이 
전시되는 것을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참가자2: 동물원에 사육되는 동물들이 변형되기도 
하잖아요. 식물도 혹시 인간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형되기도 

자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영역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일을 수행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미술관을 매개로 
누구나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거 활동하였거나, 
잠시 활동을 멈추었거나, 지금 활동 중인 
모든 봉사자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다시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백남준아트센터의 #친구들에게도 서로의 
관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12.01. 
백남준아트센터 카페테리아 (실내외)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가까이에서 
백남준아트센터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직장·학업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은 먼 
곳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함께 
모여서 백남준아트센터의 10년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 12. 01.(토) 17:00
백남준아트센터 야외테라스
 백남준아트센터의 현재·과거 자원봉사자 
(도슨트, 라이브러리 봉사자, 문화자원봉사자)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함께 나누는 이야기 듣기, 
시상 및 마무리

준비물 

/ 일시
/ 장소

/ 참가대상

/ 내용

17:00 

홈커밍데이

포토존 촬영, 실크스크린, 현장투표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깃거리: 
백남준아트센터에 얽힌 에피소드, 현재 
근황 등을 성함 & 활동연도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사연을 
읽어주는 <NJP 토크>가 진행됩니다. 

2)  함께 나누고 싶은 먹거리:  
바비큐와 더불어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가 열립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음식을 가져와주세요.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메타뮤지엄#공동체실험#친구>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실험입니다. 도슨트와 라이브러리 
자원봉사자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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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선영: 동물을 키울 때 가축식 사육을 많이 하죠. 

닭과 돼지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가둬 키우잖아요.  식물에게는 
화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식물 화분은 식물의 대량 
생산이죠. 식물이 생태계에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요. 모두 다른 존재와 어우러져 있죠. 그리고 식물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식물을 작은 화분에 가둬 키우고 
있는거죠.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참가자2: 식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네요.
안선영: 그렇죠. 동물권이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식물권이라는 이야기도 머지않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인간이 식물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무에 칭칭 감아놓은 전구들도 마찬가지에요. 봄에 꽃이 
피는 건, 날씨가 따뜻해져서 핀다기 보다는 낮과 밤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햇빛의 길이를 식물이 인지하고 꽃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나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결과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아, 산채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고통을 느끼겠구나.’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뜨거운 물에 산채로 
넣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고통을 느끼겠죠. 그런데 그것을 
꼭 인간의 관점에서 고통을 느껴야만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의 
가지를 자르면 진액이 나오죠. 그것은 식물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외부의 박테리아를 차단하고 생존하기 위해 
진액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고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과학자의 수준에서 고통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고통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증명해야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이런 좋은 공간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잖아요. 봄이 되면 뒷길로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만남이 이루어지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피우는 거죠. 그런 인위적인 빛이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영향은 분명히 
있을텐데, 식물에게 치명적이지 않을 뿐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식물이 언제 
죽었는지, 완벽하게 죽은 순간을 말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식물의 수명은 우선 너무 길어요. 우리가 무심코하는 행동들이 
정말 식물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참가자2: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일부는 
사람만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요. 특히 낚시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나 어패류는 통증이 없어서 아픔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던데. 식물도 통증이 있나요? 식물에서 진액이 
나올 때 마음이 안좋을 때가 있거든요.

안선영: 과학이 좋기도 하면서 나쁘기도 한 
것이 모든 것을 너무 과학적으로 증명 해야한다는 거예요.   
갑각류를 살아 있는 채로 뜨거운 물에 많이 넣는 거 아시죠? 
그때 그 갑각류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7:00 17:25
17:30

진행자 인사, 홈커밍데이 취지 소개 관장님 인사말씀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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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에 대한 좀 더 새롭고 친근한 (지식적으로가 아닌)을 
느낄 수 있길 기대했는데,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았다. 

/  과학과 예술은 접점이 없다고 생각해왔고, 특히 과학은 
어려운 분야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해준 것 같다. 

/  한 분야의 전문가 관점에서 진행된 강의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내용으로 인해 깊이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이는 강사님의 
역량이 아닌 강의 주제의 문제로 보다 세부적인 주제로 잡아 
전문가의 강의인 만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히 과학과 예술의 접점만을 다룬 점이 크게 
새롭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프로그램이 설명 위주라 아쉬웠다. 체험형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  백남준 작가의 작품과 의미없는 연결을 시도하지 않았나 
싶다. 오늘 강의 하셨던 분과 함께 작업했던 예술작품 활동에 

후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  매일 접하다보니 큰 의미없이 당연시 했었는데 식물을 

과학과 예술로 접목시켜주니 흥미로웠습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볼게요.

/  식물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식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  과학과 예술의 접목, 그리고 식물을 보는 새로운 관점 등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는 신경쓰지 않고 지나가던 식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어 참신했다.

/  과학과 예술의 접목하여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제시로 
좋음. 다만 사유의 시간이 부족.

/ 자연, 과학, 예술 모두 시작과 출발이 같다는 느낌.

NJP 토크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사연과 
함께하는 NJP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근황과 백남준아트센터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궁금한데요. 사연 소개는 
김보라 선생님이 진행해주시겠습니다.  

김보라의 NJP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라이브러리 자원봉사를 
했던, 유명화 입니다. 저는 올해 라이브러리 

18:30

염현주
(4기 도슨트 / 

현 전문도슨트)

김보라
(9기 도슨트)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라이브러리가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섬 안에 잘 정돈 
된 책방에 온 것처럼 일상을 떠나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독특하고 재미있는 
구조는 또 다른 전시를 보고 참여하는 듯 
했습니다. 취업 준비로 주말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열정적으로 시청각자료를 
청취하는 어린관람객들을 만나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관심거리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무언가를 도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찾고 있던 작가와 작품에 관련한 잡지와 
책들을 사서님으로부터 도움 받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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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상과 사유시간이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  짧은 시간안에 많은 내용을 설명해야 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듯 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강의 듣고 싶네요. 
    

본 프로그램의 참여로 작품과 전시에 대한
관람방식, 관점, 생각이 바뀌었나요? 
/  먹는 것 하나도 모두 식물이 아닌게 없다는 것. 그리고 

자연과 인간은 뗄 수 없는 것이며 자연의 일부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시 이후 폐기물이 되어버리는 작품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  한 작품을 보면서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하는 법,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 작품 감상 관람에 대한 다양한 견해

/  파타피직스에 관심 많아서 왔습니다. 식물학자가 어떻게 
예술과 과학을 화해시키고 접점을 만드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  별로 안 바뀌었습니다. 전문성, 포커스를 더 깊게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  과학이라는 다른 분야의 관점으로 좀 더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겉만 보고가는 듯한 느낌이다.    
     

본 프로그램의 참여로 백남준아트센터 혹은 
미술관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나요? 
/  이번 전시에 대해서 새로움을 느껴서 추후 가족들과 다시 

한번 전시 기회를 갖고 싶어요. 방문할게요.
/  여러 전시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  이전에는 백남준아트센터도 그저 그런 미술관/박물관이라 

생각했는데, 직접 와보니 생각보다 다채로운 전시가 많았다.

교과서로만 알던 백남준을 몸으로 알게 된 이 
곳, 10주년 축하합니다. 딱 10주년 된 해에 
제가 좋아하는 공간 도서관에서 소중하고 
의미있는 경험, 만남 쌓여갑니다. 윤혜인 
사서님 예쁘세요.(모두 웃음) 피아니스트에서 
미술가로 난해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져가고 그 걸음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왕래할 수 있음은 귀한 선물이 됩니다. 
관람자로 오다니던 때보다 훨씬 더 의미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을까요? 올 해 두번의 작품 공모 
입상도 센터에서 작품 전시를 보고, 사유한 
좋은 씨앗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즐거운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관람객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원봉사자를 
소중하게 생각해주시던 사서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아트센터의 
건물 외벽 유리창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한낮의 파사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멋진 건물 안에는 
유모차를 타고 온 아이와 가족들, 우르르 
들어오던 학생들, 연인들까지. 다양한 모습의 
관람객들이 있었고, 함께 전시와 책으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더 알고 싶고, 온종일 있고 싶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직장일로 
잠시 쉬게되었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꼭 다시 활동하고 싶은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자원봉사자

김보라

라이브러리 봉사자 박은미 선생님. 작품 
공모 입상 축하드려요. 모두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세요. 그 다음 사연은요. 이것도 
익명인데요. 인상깊었던 에피소드를 
남겨주셨어요.

예전 경주에서 오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염색하신 천연염색 손수건을 주시며,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과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전하시며 손잡아 주실 때, 
울컥했어요.

그 사연 제가 쓴 거예요! (모두 웃음)

익명인데 알 것 같네요. 누가 쓰셨는지(웃음). 
다음 사연입니다.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고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한 사연 감사합니다. 음악까지 
깔아주셔서 라디오 디제이가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주셨어요. 

#메타도슨트 쌤들 덕분에 더 풍성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백남준 도슨트샘들 
(하트)합니다~~” 

이럴 때 저도 진부한 멘트를 드려야죠. 저도 
사랑합니다(모두 웃음). 다음 사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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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교환은 음악평론가 김작가와 ‘음악과 예술, 
대중문화’를 주제로 진행했다. ‘예술 공유지’라는 
백남준아트센터의 개관 10주년 모토를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확산되는 K-POP의 열풍 속에서 발견하고자 했다.

/ 기획의 글
K-POP은 더 이상 한국인이 한국에서 만들어 한국에서 
소비하는 음악이 아니다.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국적 멤버들로 그룹이 결성된다. 스웨덴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프로듀서들이 곡을 만든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소비된다. 이렇게 형성된 K-POP의 
흐름은 유튜브 및 SNS를 통해 역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다른 국가의 음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 음악 
시장의 ‘주변부’였던 한국의 대중음악이 어떻게 공유지로서 
기능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 2019. 01. 31.(목) 오후 2:00-4:00 (120분)
/ 대상 : 고등학생 및 성인 20명
/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전시실
/ 진행 : 김작가 (음악평론가)
/ 내용

<음악, 예술, 
대중문화 -  
예술 공유지로서의 
K-POP>

구분 주제 내용

2:00-3:00 강의 한국의 대중음악이 공유지로 
어떻게 기능하는가?

3:00-4:00 관점교환 《#예술 #공유지 #백남준》 
감상 및 토론 
: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공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강의
: 한국의 대중음악은 어떻게

공유지로 기능하는가?

오늘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누군지 알 것 같은 뚜 마미 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뚜 마미님. 다음 사연인데요. 

도슨트로서 부족했지만 두 번의 도슨트 상을 
받게 해주셔서 아직도 활동하게 되네요. 혹시 
그만 하라는 깊은 뜻은 아니죠?

라고 10기 도슨트 이재희 선생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상을 또 드려야 할 
것 같네요(웃음).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쉽네요. 제가(웃음).

여러 번의 계절을 ‘백남준이 오래사는 

2018년 한 해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도슨트 활동하면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가장 뜻깊고 공부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연말 
되세요! 

이종선 선생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것도 익명이네요.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역사와 예술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공간 이동능력을 만들어준 
감사한 존재!

라고 적어주셨어요. 백남준아트센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적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적어주신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집’에서 보냈습니다. 수 많은 추억들이 
맴돌면서 <글로벌 그루브>의 영상만큼 많이 
스쳐갑니다. 특히 이번 가을, 여러 도슨트 
샘들과 함께하며 만들어간 즐거운 일상이 
너무 소중합니다. 함께 털실을 잇고, 나만의 
첫 꽃밭을 꾸며보고 차향기에 몸과 마음이 
쉴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의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만나게 될 하루하루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추억의 기본 단위는 
행복한 일상”이라는 누군가의 멘트가 눈부신 
오늘 저녁입니다. 감사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훈훈하게 마쳤는데, 현주 쌤이 
오셔서, 10분만 더 끌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딱히 없고, 노래를 

것 같습니다. 익명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도, 에피소드를 
적어주셨네요. 

단체 투어 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되던 때 6개 단체라 1층 전시를 
투어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경험이 너무 없던 시기라 등에 땀을 
많이 흘렸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별명으로 적어주셨는데, 
왠지 알것 같아요. 

백남준 작가의 사유를 한 걸음씩 따라가듯 
도슨트 분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도슨트 샘들은 

공유지의 #사용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자 
정확한 용도를 정하지 않은 공간으로, 휴식·놀이· 
퍼포먼스·워크샵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며, 사용에 대한 예약은 온라인◆ 을 
통해 진행하였다.

◆ http://njp10.com/-/mm-3/#사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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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강의록은 프로그램 녹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교환의 취지와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던 

공유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일부만을 발췌했습니다. 함께 곱씹어보고 싶은 의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지면상 생략되었음을 알립니다. 

/  전시 작품에 대한 글은 강연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연령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악으로 치자면 
트로트에서부터 아이돌까지 한데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전정신이 생깁니다(웃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작가가 본명은 
아니고요. 필명이에요.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 인디 
음악과 아이돌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라디오나 방송에 
나가면 장르와 상관없이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고요. 강연을 
하거나 칼럼 쓸 땐 주로 음악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함께 
사용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흔히  ‘시험문제를 함께 
공유하자’라고 할 때의 공유와 요즘 대두되는 ‘공유경제, 
공유주택과’ 같은 단어에서 사용되는 공유의 차이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결국은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의 
유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라는 플랫폼, 혹은 
자동차라는 플랫폼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사람들이 해당 플랫폼을 채우는 행위가 현재 우리가 
말하는 문화적인 형태의 공유라고 규정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K-pop 또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음악의 공유지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음악시장의 1위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미국이죠. 2위는 어디일까요? (영국, 인도, 중국) 
틀리셨습니다. 한국은 몇 위 정도 일까요? 어떻게 기준을 

사실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주변에 
미술을 전공한 친구들은 많지만, 미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백남준아트센터로부터 이번 제안을 
받고 흔쾌히 하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는 ‘예술 공유지’라는 
주제 때문인데요. 저는 이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석했어요. 
‘공유’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공유 
경제, 공유 주택, 공유 차’와 같이 우후죽순으로 쓰이고 있죠. 
이렇게 트렌디하게 쓰이는 단어 일수록 사실 상당히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랬고, ‘통섭’이라는 
단어도 그랬고, ‘코드’나 ‘취향’ 같이 한때 유행처럼 흐른 
단어가 있죠. 보통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유행하는 단어들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 공유지라는 말과 
전시장에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K-pop’을 떠올리게 됐어요. 21세기, 2010년 이후에 BTS와 
EXO같은 아이돌들이 주도하고 있는 K-pop이야말로 예술 

잡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 음악시장의 규모로만 따진다면 
한국을 보통 5위에서 7위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비교적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음악시장에서 K-pop이 
굉장히 의미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흔히 말하는 소위 ‘국뽕’ 
차단을 위해서 K-pop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규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김밥천국에 간다고 쳐요. 그곳에는 정말 많은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메뉴들을 전세계 음악으로 비유했을 때 K-pop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라면, 2번 만두, 3번 
돈까스 등... 네, 한 쫄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은 아니고 사이드지만 어느 김밥천국을 가도 반드시 꼭 
있는 메뉴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예전에 비하면 큰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pop이 쫄면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지는 
1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2011년도에 소녀시대를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기존에 계셨던, 지금 
활동하지 않으시지만 지금 5년 만에 만난 
선생님도 계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자리 
마련해주신 백남준아트센터에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두 번의 상을 받으실 만하네요. 승미 
선생님, 오랜 만에 오셨는데 한말씀 ….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어셔부터 시작해서 
도슨트와 전문도슨트까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던거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트센터는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어셔로 처음 
시작해서 많이 치유를 받고 성장해서 나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할 순 없어서. 리포터가 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데요(모두 웃음). 다들 
갑자기 저를 피하시네요.

저는 여기 이 자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마련해주실지 몰랐는데, 지금 너무 오랫만에 
선배님들도 뵙고, 또 저를 가르쳐준 도슨트 
선배님들, 또 저를 많이 격려해주셨던 도슨트 
후배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다 
만나니까 감격스럽고 훈훈한 분위기 계속 
이어가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요. 아까도 잠깐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했어요. 다음번에 20주년 

김보라

이재희
(10기 도슨트)

박희정
(11기 도슨트)

김보라

고영래
(14기 도슨트)

김보라

이승미
(8기 도슨트)

항상 친정에 온 느낌이고 항상 마음이 있는 
곳인 거 같습니다. 제가 벌써 백센터에서 
나온지 5년이나 됐구나 하면서 오늘 왔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가서 깜짝 놀랐고요. 저희 
도슨트들 하고 경기문화재단 사업 한 것 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가서 다른 일을 많이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 오는데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보람있게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도슨트 선생님들하고 지역 
내에서 다른 역할을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계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됩니다. 
오늘 백남준아트센터가 10주년을 맞으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태어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생각보다 아시는 분도 
모르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날은 많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웃음) 

기념회 때 꼭 다시와서 만나자고. 10년동안 
좋은 이야기들 또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에도 30주년에도 함께해주신다고 
약속해주셨으니까 지켜주실거라 
믿고요(웃음). 아 재희 선생님, 두 번의 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던(모두 웃음) 

저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의 도슨트 
상을 주신 백남준아트센터 정말 사랑하고요. 
제가 서울로 이사간지 3년이 됐어요. 
70키로를 달려 와서 도슨트를 하고 가는데. 
정인 거 같아요. 제가 도슨트 하는 날은 
선생님들이 일부러 나와주세요. 멀리서 
왔다고 얼굴보러 와주시는 우리 10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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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서 SM entertainment 가수들이 프랑스에서 SM 
Town 콘서트를 했는데요. 그 공연이 매진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때를 기준으로 K-pop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아이돌을 
무시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요즘은 오히려 
아이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기성세대 분들이 계실 
정도로 한국문화에서 아이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10년 전 K-pop은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은 
아시아권 일부가 좋아했을 뿐이지 전세계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영국은 예외지만요. 그런데 K-po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수가 아니라 수출산업을 지향해온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수출 기반 경제였고, 1960-
70년대부터 수출에 목숨을 걸어왔던 경제적 무시의 반로였을 
수도 있고, 이른바 선진국 콤플렉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화두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가요, 아이돌 음악은 어떻게 내수 상품에서 수출 
상품이 되었고 또 어떻게 공유로서의 음악 플랫폼이 
되었는가입니다. 우선 우리가 말하는 K-pop의 뿌리를 누구로 
봐야 할까요? 아이돌로서의 K-pop. 네, H.O.T.라고 봐야겠죠. 
아이돌 산업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노동자들은 똑같은 
노동만, 분업화된 노동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어있죠.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의 반대 시스템은 뭘까요? 바로 장인 

K-pop이라는 (독특한) 생태계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공유지에 대해 이야기 할 건데요. 
K-pop은 다른 나라의 음악과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은 좀 예외이긴 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나라 자체가 문화의 용광로이자 
인종의 용광로로 몇백년을 성장해온 나라이니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국의 음악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자국의 음악가가 만든 음악을 - 자국의 음악가가 
부르고 - 그 회사인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음반을 제작해서 - 
그 나라 대중들이 소비하는’ 철저한 내수 생태계로 이뤄져 
있어요. 물론 지금 시대는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고 그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많은 매니아층이 있었기 때문에-예를 들어 
90년대에도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음악 팬이 존재했듯이 
산발적으로-존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과 

시스템입니다. 이걸 대중음악에 대입해보면 대중음악 안에 
예술로서의 측면과 산업으로서의 측면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적 측면을 가진 것이 
산업으로서의 대중음악이라면, 창작자의 자의식과 예술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음악을 예술로서의 
대중음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로서의 대중음악은 상업성보다는 예술가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주로 싱어송 라이터, 
인디가수 중에 그런 경향이 많죠. 팝 음악을 통틀어 본다면 
밥 딜런이라든지 비틀즈와 같은 가수를 예술로서의 대중음악 
시조라고 봅니다. 밥 딜런은 팝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세상을 
이야기했고, 가사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죠. 비틀즈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두가지 측면이 
반드시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적인 측면과 상업적인 
측면이 함께 가지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그 좌표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듯 예술로서의 대중음악이 

수 있었다는 거 같아요. 백남준 선생님을 
일단 새롭게 만났고. 그리고 우리 멋지신 윤 
사서님과 함께 작은 공간에서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심온 선생님, 오랜 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3년 전만해도 
백남준아트센터의 비주얼을 담당하던 
도슨트였습니다(모두 웃음) 그래서 제가 
나온 이후로 사실 센터 걱정을 굉장히 
많이했어요. “이걸 어쩌나 백남준아트센터는 
굉장히 근사한 곳인데, 내가 빠짐으로해서 
굉장한 데미지를 좀 입었겠다.” 라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했는데. 오늘 와서 보고 참 

지난 오프닝 때보다 오늘 굉장히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 훈훈해서 정말 기쁩니다. 
백남준아트센터 앞으로도 정말 번창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승미 선생님 
이리 와 보세요.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승미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제가 2011년도에 도슨트 리허설을 
하고, 2013년도 가을부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첫 도슨트라서 청심환 하나 
먹고 도슨트를 하게 됐는데, 승미 선생님이 
그때 담당으로 와서 지켜봐 주셨거든요. 
그때 길어도 50분은 넘지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1시간 20분을 했어요. 

김보라

박은미
(라이브러리 

봉사자)

박희정
(11기 도슨트)

김보라

심온
(8기 도슨트)

다행이구나 (웃음) 내가 활동했던 때보다 더 
밝고 긍정적이시고 에너지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선배로서 
굉장히 기특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던 시절에 나름 레전드라고 생각하고 
다녔거든요. (웃음) 에너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심온이라는한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 모태같은 공간이에요. 
그런 에너지를 다른 도슨트 선생님들 보면서 
사실 느껴요.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 보통 가정주부를 하시거나 자기 
이름을 갖기보다는 누구의 엄마, 혹은 
누구의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만해도 자기를 잊어버렸다가, 
제 이름을 갖게 되고 거기에 용기를 얻게 
된 공간이거든요.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을 

(모두 웃음)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있는 
창고로 끌려가서 (웃음) 한 30분 정도 
훈육을 받았거든요. 저에게 훈육을 해주셨던 
아주 고마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라 리포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갑자기 마이크가 저에게 왔습니다만, 사실 
작품활동을 하게 되면서, 입상도 하고 정말 
의미있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작가로서 입문을 하게 되는 
길에 이렇게 함께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좋은 
씨앗을 틔워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장 좋았던 건 좋은 분들을 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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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산업으로서의 대중음악이 있는데 이 산업의 끝 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틀즈의 음악에서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밥 딜런의 음악에서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비틀즈이자 
밥 딜런입니다. 즉 작가(가수)가 음악의 주체인거죠. 
밥딜런의 음악에는 밥 딜런의 생애가 표현되어 있고, 밥 
딜런이 표현하고자하는 욕망이 담겨있죠. 그렇다면 아이돌 
음악의 주체는 누구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기획사죠. 즉, 자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H.O.T.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H.O.T.라는 이름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강타? 문희준? 아니죠. SM에 있습니다. 소녀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이돌 멤버들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해도, 음악을 만든다 해도 그 음악에 대한 
이른바 권리, 그 음악의 상징성은 아이돌 멤버의 것이 아니죠. 

컨셉을 주고 노래와 춤 연습을 시키고 곡을 받아오고 
코디네이터를 붙여서 만들어 낸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 
평범한 안칠현이라는 인물이 강타라는 제품으로 변신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시조를 H.O.T.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출발은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80년대에 New Kids 
On the Block과 같은 가수들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시스템은 곧 일본으로 
건너가서 Johnny’s(ジャニズ) 라던지 W-inds, Smap과 
같은 아이돌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는데요. H.O.T.는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을 따라했어요. H.O.T.로 인해서 
기획사 시스템이라는 것이 점차 자리 잡게 되죠.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대중음악은 장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명한 프로듀서가 있고 작곡가가 음악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H.O.T. 때부터는 회사(자본)가 직접 
멤버들과 프로듀서를 고용하고 그들을 키워서 아이돌을 

아이돌을 기획한 엔터테이먼트 회사, 그러니까 자본이 그 
음악의 주체라는 겁니다. 예술로서의 대중음악이 지향하는 
것이 작품이라고 한다면 산업으로서의 대중음악이 지향하는 
것은 제품입니다. 제품으로서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핸드폰이랑 기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속성이고 현상이라는 거죠.

H.O.T.를 왜 아이돌의 시조로 보고 K-pop의 
시조로 봐야할까요? 90년대 초반 댄스가수로만 봤을 때 
이미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같은 뮤지션이 있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과 듀스도 물론 산업적인 
측면이 있죠. 그럼 그들 음악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서태지고 이현도였어요. 90년대 초만 해도 댄스 그룹 
안에 프로듀서가 존재했고, 나이트 클럽 같은데서 놀던 
친구들끼리 뭉쳐서 자체적으로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반면. 
H.O.T.의 경우는 이수만이 멤버들을 하나 하나 모아다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된거죠. 음악을 만들고 시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 시장의 욕구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고 그룹을 만드는 구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일본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내수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해외진출 시도를 했다는 
점인데요. H.O.T.는 일본 진출을 시도했지만 회자 되지도 않을 
정도로 실패했고, 같은 회사의 S.E.S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다 
처음으로 한국의 음악 산업을 통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보아의 일본 진출입니다. 

보아가 처음에 일본에서 데뷔했을 때 보아를 
한국가수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 
가수처럼 느껴지도록 마케팅을 했죠. 보아라는 이름 자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호하게 하는 이름이고, 데뷔 때부터 
유창하게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노래도 일본어로 

됐고요. 제 인생은 Before NJP 와 After 
NJP로 나뉩니다(환호).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여러가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약간 
집착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재미있는 일이 
있구나를 알게됐고 또 그러니까  가족들도 
더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도슨트하면서 그중에 한분쯤은 백남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현대미술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활동은 충분히 가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호)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준다고 생각해서 
여기계신 선생님들, 저희 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발전해서 
멋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여기 계신 도슨트 
선생님들도 자기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앞에서 사회봤던 염현주 
선생님 만큼 꽤 오래전에 도슨트 활동을 
했던 정효영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도슨트 
출신이라 그런지 말씀들 정말 잘 하시는데, 
저는 진짜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 마이크가 저한테 오면 안되는데(웃음) 너무 

김보라

김진숙
(14기 도슨트)

정효영
(4기 도슨트)

염현주 김보라 리포터가 출동하길 잘했네요. 
이런 훈훈한 자리에 역시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재즈 공연팀이 오셨는데요. ‘클리어웨이 
스트리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당황스럽네요. (염현주 선생님이 마이크 뺏음) 

효영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빼앗기셔 가지고(웃음).  

2013년도에 14기 도슨트 교육을 할 때 
그전부터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못하는 관계로 지하철 역에서 너무 
멀어서 엄두를 못내고 있다가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원했어요. 사실 도슨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들어야겠다 하고 왔는데, 꼬박꼬박 
나오라고 그래서 꼬박꼬박 다 듣다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운명처럼 이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로 발을 들여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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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니까요. 기획사 또한 일본의 대형 음반기획사인 Avex라고 
하는 곳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아가 성공을 거두고 나서야 한국 사람인 
것이 알려졌죠. H.O.T.와 S.E.S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태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그룹 가수가 
태국음악을 가지고 태국어로만 노래했을 때 한국에서 성공할 
확률과 비슷한 거죠. 제 3세계 국가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보다 잘 사는 나라의 문화를 추종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의 문화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90년대의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보아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한일 연합처럼 
제작됐어요. 일본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마케팅을 비롯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한국에서는 철저한 아이돌 트레이닝을 
거친 12살짜리 콘텐츠를 제공한 거죠. 이걸 OEM에 비유해볼 
수 있어요. Avex와 일본이라는 브랜드는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한 것은 한국인겁니다. 
일본의 상품이지만 Made in Korea라는 OEM과 같은 형태의 

10대부터 아이돌 트레이닝에 모든 것을 쏟는 한국의 시스템 
때문에 일본에서 요구하는 퀄리티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보아는 일본에서 데뷔했을 때 아이돌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티스트였습니다. 2007년 경, 일본에서 보아의 
공연을 본적이 있는데요. 3만 명 정도의 관객이 있고 그 
팬층이 아이돌과 다르게 다양한 연령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팬들이 보아를 보며 환호하기 
보다는 무대를 감상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일본에서는 아이돌에게 실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기에 귀엽고 즐거우면 되거든요. 노래를 
못하거나 춤을 못 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는 
사람이 즐거우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보아는 10대가 
소화하기 힘든 엄청난 난이도의 춤을 추면서 라이브까지 
소화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아티스트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죠. 일본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안에서는 이정도의 

제조가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아이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납니다.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그리고 소위 ‘몰빵’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운동 시스템과도 비슷한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정규 수업도 듣지 않고 트레이닝만 하잖아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뷔가 
확정되면 이 친구들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연예계 
활동을 위해서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이러한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외국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대학생이라고해도 수업은 반드시 수업대로 수강하고 
그 외 시간에 훈련을 받아요. 아역배우들조차 홈스쿨링을 
하거나 선생님을 촬영장에 데려와서까지 기본교육 시간을 
어기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일본 아이돌들도 학교 수업 다 듣습니다. 결국 

퀄리티가 완성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즉 엘리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와 같은 가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아이돌 시스템의 특징은 데뷔 
때부터 해외진출을 노린다는 것과 엘리트를 지향한다는 점 
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90년대, 그리고 보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인거죠.

세 번째는 범용화입니다. 누구나 아이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이돌 
음악이 핸드폰에 하나쯤은 있잖아요. 아이돌이 한국에서는 
범용상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아이돌은 10대 
문화였어요. 예를들면, 매스컴에서 ‘동방신기 팬클럽 
카시오페아의 몰지각한 행동’, ‘우리나라 10대의 일그러진 
초상’ 이런 식으로 매번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아이돌 문화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뤘었죠. 한 명의 연예인의 브랜드 
가치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죠? 광고죠. 어떤 광고를 

축하공연  시상식 & 경품 추첨19:0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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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가 그 연예인의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데요. 다시 
동방신기를 예로 들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기 전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광고 모델은 치킨 아니면 교복 광고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동방신기가 아무리 인기가 많더라도 10대들 
사이에서만 메인이었던 거죠. 20-30대만 넘어가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돌은 서브 컬쳐였고 
10대들의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화장품, 주류, 휴대폰 광고 
이 세 개가 광고 모델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돌 중에 처음으로 휴대폰 광고를 찍은 게 보아입니다. 이 
때 보아의 성공으로 애니콜 광고를 찍게 됩니다. 광고 중 탑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삼성 애니콜이었습니다. 이후 아이돌이 
10대 뿐만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를 2007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07-2008년에 한국 음악계에서 아이돌의 
르네상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빅뱅이 ‘거짓말’이라는 곡을 
히트시키게 되고, 원더걸스의 ‘Tell me’가 인기를 끕니다. 

산업이 특정한 한 부분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광고와 
같은 모든 것이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죠. 이 시기를 지나면서 SM, YG, JYP 세 엔터테인먼트사는 
한국 기업에서 주류로 자리 잡게 되고요.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아이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구나 소녀시대를 
좋아하게 되고 대중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 시기부터 
아이돌의 범용화라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Justin Bieber는 미국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네티즌에게 
조롱당하는 존재이지만 엄청난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이돌 AKB48은 음반 판매량과 
다방면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지만 그들의 팬이라고 하면 
엄청난 무시를 당합니다. 해외에서의 아이돌은 찬양과 
혐오라는 것을 동시에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BTS 같은 아이돌이 일간지 메인 뉴스에서 

소녀시대가 큰 인기를 얻습니다. 이 시기에 데뷔한 아이돌들은 
그 이전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동방신기는 
스타지만 히트곡이 없었어요. 동방신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는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SG 
워너비의 노래는 귀에 잘 익는 멜로디에 많은 사람이 듣고 
따라 불렀지만, 스타라고 불리지는 않았어요. 2007년 이전은 
스타와 히트곡이 분리되어있던 시기였던 거죠. 소녀시대, 
빅뱅, 원더걸스의 등장으로 스타와 히트곡이 일치하는 
시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가수들은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이때부터 한국인의 유전자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전 세대가 가지지 못했던 우월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비주얼 쇼크를 가져다줍니다. 소녀시대가 처음 
데뷔했을 때 신체적 조건에 있어서 기존 아시아 여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월한 신체적 조건을 보여줬죠.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아이돌의 엔터테인먼트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한국의 음악시장이 전세계에서 5-7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음악시장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죠. 한국의 음악시장이 아이돌과 비아이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버릴만큼 막강한 아이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돌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고품질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마무리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또다른 이름 다들 아시죠?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백남준아트센터를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오래 사는 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백남준아트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20주년 30주년 때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자 
홈커밍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0

염현주

김보라

홈커밍데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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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이라는 공유 플랫폼의 탄생
이렇게 K-pop은 해외지향성, 엘리트 시스템, 범용성-강력한 
내수시장이라는 세 가지의 큰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음악 플랫폼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공연시장이 상당히 약합니다.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미디어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영향을 차지하죠. 해외에서는 가수가 데뷔를 하면 조그만 
라이브 클럽에서부터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통해 팬을 만들고 
그 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음반을 제작하고 그 음반을 위해 
홍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신곡을 
발표하면 무조건 방송부터 나갑니다. 예능부터 나가고요. 
사실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굉장히 익숙하고 미디어를 
굉장히 잘 이용한다는 것 또한 한국 아이돌의 특징인데요. 

그룹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GOT7이라는 그룹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거예요. 보이밴드들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성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공유의 가능성이 탄생합니다. 

아이돌 시스템의 장점이 뭐죠? 회사-자본이죠. 
여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있고, 또 A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이 A가 A’로 향하는 
과정을 따라가 볼게요. 예전에는 한국의 작곡가와 한국의 
작사가, 한국의 안무가 같은 사람들이 붙어서 A’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를 한국 대중들이 소비를 
하고 한국의 방송을 통해 유통이 되는 구조였다고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특징으로 인해 더 이상 이 벨트에 
붙어있는 파트들이 한국(인)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벨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을 채우는 것은 
세계 각국의 작곡가들과 프로듀서들이 된거죠. 샤이니가 
작년에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앨범의 프로듀서를 보면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아이돌이라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H.O.T. 때부터 시작된 해외진출로의 노력이 현재의 
BTS라는 거대한 성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된거죠. 그래서 
한국의 아이돌은 더 이상 자국민을 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보이밴드들의 경우 그렇죠. 걸그룹은 아직까지 
해외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아요. TV를 틀면 항상 걸그룹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죠. 걸그룹은 한국시장을 메인으로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BTS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빌보드 
1위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그들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BTS가 예능에 많이 출연한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그들의 음악이 많이 흘러나온 것도 
아니었죠. 팬덤 문화였지 대중성은 약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 2의 BTS라고 불리는 그룹이 GOT7이라는 

스웨덴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SM은 스웨덴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 같이 다양한 국가의 작곡가들과 협업을 합니다. 
작곡가들이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스웨덴의 
작곡가들은 사전에 의뢰를 받아서 작곡을 하지 않아요. Song 
Bank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작곡한 곡을 올립니다. 그럼 SM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곡을 삽니다. 그렇게 사온 곡을 미국의 
프로듀서에게 넘겨요. 미국의 프로듀서가 그 곡을 다듬고, 
다듬어진 곡을 한국인이 받아서 한국 시장에 맞게 다시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회사의 
통제에 따라 곡 하나를 완성하게 되요. 안무의 경우도 일본인 
안무가가 붙거나, 독일의 현대무용가가가 안무를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업된 과정이 로컬이 아닌 글로벌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에서 데뷔하고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그를 바탕으로 해외 팬이 생겼다면, 
이제는 데뷔하기도 전부터 데뷔를 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곳에서 영향이 일어납니다. 이런 형태의 음악 

#동료는 백남준아트센터 내부 
‘공유화(Commoning)’ 과정이다. 미술관이 
공유지로서 기능하고 이를 둘러싼 공동체의 
확장을 지향한다면, 먼저 미술관 내부 공동체인 
직원 간에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유(지)에 대한 
내부 워크숍을 진행해왔으며, 2018년 10월부터 
동료들이 매일 같은 공간에 모여 소통하는 #동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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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형태는 한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이돌이 미국과 영국의 지극히 일부 가수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월드투어가 가능하게 된 거고요. 심지어 
그룹을 이루는 멤버들조차도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 거의 없죠.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캐나다계나 미국계 
중국인이 멤버로 많이 구성 됩니다. 

이렇게 다국적 멤버로 구성되고 다국적으로 
제작이 되고 그리고 다국적으로 소비되는 이 형태가 과연 
한국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순수한 한국음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이 혼종성 그리고 공유성이야 말로 
K-pop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수들은 어찌됐든 모두 미국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인종, 다국적이라고 하는 공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제작과정과 소비되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플랫폼 자체가 Made in Korea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본에서 공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성을 가지는 거죠. 
이것은 모든 예술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모나리자가 한국에 대여되어 전시가 된다면, 
그 작품을 루브르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백남준 작가가 미디어 아트를 통해 이 시간적 
공간적 유한성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TV 작업들의 
경우, 모니터만 교체한다면 그 안에 가진 내용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동시에 전시 구현이 가능하게되죠. 
K-pop이 꿈꾸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한성을 
뛰어넘는 것. 

여러분 NCT 아시죠? NCT라는 아이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NCT라는 그룹명은 ‘Neo 
Culture Technology’의 줄임 말이예요. 아이돌 그룹명과는 
조금 안 어울리죠. 그런데 이게 바로 SM이 늘 지향해온 
지점이에요. SM은 아이돌 그룹을 가장 철저하게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품화를 지향하는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탈국적적인 
공유의 음악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백남준 작가가 말한 
‘예술 공유지’의 개념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술의 공유라는 특성을 놓고 본다면 한국의 
대중음악이 상업성을 추구해온 그 역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아트 같은 것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핵심에 BTS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예술 공유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렇다면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 다음으로 더욱 흥미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pop은 하나의 공유 플랫폼이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죠. 트와이스를 예로 들면, 트와이스는 소녀시대와 
카라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성공한 아이돌이지만 그들이 
한국과 일본 방송 활동을 동시에 할 수는 없죠. 한국 방송에 
나오면서 일본 방송에 나올 수 없고, 한국에서 공연을 하면서 

회사입니다. 회사 시스템이 거대하다 보니 개인이 가진 
재능과는 상관없이 개인을 부품화하게 되거든요. 최근 
SM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에 있는 SM Town아시죠? 거기서 홀로그램으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실제 가수가 아니라 홀로그램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그 무대를 보기 위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사람대신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정교하게 복사된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이돌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시스템인데요. 홀로그램 
이후 SM의 궁극적인 목표는 AI 아이돌입니다. 홀로그램은 
소녀시대면 소녀시대, EXO면 EXO, 이렇게 원본이 존재하는 
것을 복사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이돌의 빅데이터, 
아이돌 팬덤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팬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가상의 캐릭터와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돌 
팬덤의 감정이라는 것은 유사연애의 감정입니다. 유사연애의 

오후 3시의 #동료자리를 마련했다. 서로의 가치와 의견을 
나누고 논쟁과 실천을 행하기 위한 실험으로써, 
백남준아트센터가 진정한 공유지가 되기 위한 
작은 시도를 만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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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아이돌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SM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 목표를 활용하는 것이 
NCT입니다. 홀로그램과 AI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NCT인 거죠. 

이 NCT라는 그룹은 2016년에 데뷔를 했는데 
멤버 수가 총 21명입니다. 이 21명이 모두 다 함께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NCT를 프랜차이즈형 아이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NCT는 21명의 멤버를 다양하게 
나눠가며 활동을 합니다. EXO라는 그룹이 EXO K가 있고, 
EXO M이 있는 것처럼요. NCT는 한국인, 중국인 이런 
식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이대별로 나누고, 국가별로도 
나누고, 언어별로도 나눕니다. 21명이라는 멤버도 확정된 
멤버가 아니라 그 유닛과 모듈에 따라 새로운 멤버의 투입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아이돌 개념으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개념이죠. 제가 오늘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존의 아이돌이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된 형태의 제품으로 
활동을 한다면, NCT는 플랫폼 자체가 활동을 하는 거라고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NCT라는 그룹은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한성마저 파괴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이 때의 공유시장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다목적적이고 탈인간적인 그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오늘의 결론과 전망을 말씀드리며 강의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 이후에 AI형 아이돌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NCT가 월드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과 중국, 멕시코에서 같은 시간에 공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NCT는 그야말로 그룹 이름만 존재하는 
거죠.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요. 이건 모든 K-pop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예술적 속성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깨버린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BTS가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하면 한달 반에서 두 달 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해야하는데요. NCT는 이 과정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SM은 이미 100명이 넘는 
연습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NCT의 Neo Culture 
Technology는 Platform Technology입니다. 제품으로서의 
아이돌의 최종 진화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컴퓨터 코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작품을 하나 완성했다고 볼게요. 
저는 당연히 그 작품에 서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프로그램을 프랜차이즈화해서 판매하면 포토샵과 같은 

후기
    

설문 - 내부 직원 36명 중 25명 참여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동료 평가를 
위한 질문지를 보내며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는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아 진행됐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해보며, ‘예술 공유지, 백남준’이라는 
10주년의 모토를 실천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험의 형태로 진행한 이유는 
백남준아트센터를 공유지로 만들고자 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유지가 무엇인지, 어떤 모양이어야 

#공모의 형태로 우리도 알 수 없던 공동체를 초대하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친구로 초대하는 홈커밍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동료는 내부 직원들과는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단위의 
시도였어요.

 미술관 내부 공동체인 직원들 간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한자리에 모이기도 
어렵고 업무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시간(그리고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라도 자주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허술하고 느슨하면서도 드문드문) 
운영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작고 사소하다고 해서 쉽게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하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하는지. 미술관을 
둘러싼 가깝고-먼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그러길 바랍니다)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의 실험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공간(공유지)에 대한 실험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공동체)의 관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요.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라면  

그 공유지를 사용하는 공동체는 누구일까요?

각기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들과  
어떻게 공유지를 가꿔나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실험을 시작하게 된 질문입니다. 아주 먼 
사람들부터 가까운 사람들까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기회였어요. 물론 이것 또한 저희만의 
평가이고 감상이기 때문에 함께 이 실험을 평가하고자 긴 
글과 질문을 드립니다. #동료가 지속될 수 있는 방식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동료의 
과정이 적절했든 적절하지 않았든, 개선되어 계속될 수 
있든 흐지부지 없어지는 운명이든 관계없이요.

그러니 솔직하게, 무엇보다 편하게 
작성해주세요. 이 질문들을 마주하는 일이 부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귀찮은 건 피할 도리가 없지만요!).  
어떤 답과 질문들이 모이게 될 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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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전시감상 및 토론
: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공유지 돌아보기

백남준
<TV 물고기>

실제이고 뒤에 있는 화면은 비실제인 영상에 불과하지만 
실제와 비실제 중에서 어떤 것이 주인공이고 어떤 것이 
객체일까도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각적일 수 있습니다. 
유한성과 무한성, 반복성과 역동성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물고기와 춤추는 남자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나누어 가지지만 
그 무엇도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한편으로 화면 앞에 
실제 어항을 전시함으로써 이 춤추는 남자가 가지지 못한 
입체성, 생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룬이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3D에 대한 욕구를 키우지 않았을까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분이 있나요? 
이 자리에 백남준아트센터의 도슨트 선생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작가: 제가 일일 도슨트로서 작품의 의미를 설명을 드려도 
좋겠지만,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함께 감상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직관적으로 영화 <아바타> 가 떠올랐어요. <아바타>라는 
영화는 제임스 카메룬이 3D를 실험하고 싶어서, 3D라는 
기술을 완성시키고 싶어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라인에 비주얼적인 혁명을 통해서 평면과 
입체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한 거죠. 

<TV 물고기>를 보면서 백남준 작가도 평면과 
입체, 그리고 실제와 비실제를 뒤섞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화면 속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고 그 앞에서 춤을 
추듯이 물고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주인공, 
주체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작품에서 주체는 저 
화면 속 춤추는 남자일까요? 아니면 물고기일까요? 물고기로 
볼 수도 있고 춤추는 남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고기는 

참가자: 저는 도슨트를 할 
때 주로 백남준 작가가 
인간과 과학문명, 자연의 
공존성을 <TV 물고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김작가:  방금 전 도슨트 선생님의 설명과 저의 
해석이 굉장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작품들도 
감상을 하면서 저희가 독자적인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어록 중에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예술은 사기다.”라는 말인데요. 어떻게든 의미를 갖다 

#동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적이 있나요?
/ 없음 : 0명
/ 1-2회 : 6명
/ 3-4회 : 9명
/ 5회 이상 : 10명 

업무적 이야기를 주고받기엔 어색함이 존재했습니다. 
/  본인의 업무로 바쁘지만 참여하기 위해 모두 노력했으며, 

그에 따른 일반업무의 공유보다는 조금 더 깊은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되네요. 업무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 아쉬웠습니다. 

/  동료 프로그램이 나름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자리인지, 자유롭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 
어려웠습니다. 

/  동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서로의 
업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  어셔, 보안, 안내, 시설, 미화 각 분야가 나뉘어 있어 
지나다니면서 인사는 하지만 볼일은 많이 없었는데,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깊은 대화는 

동료에 참여한 소감을 적어주세요
(운영 방식,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등)
/  평소엔 가벼운 인사만 주고 받았던 분들과 대화도 길게 

해보고, 웃기도 하며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참여하면서 자주 보지 못했던 직원들과 대면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 얘기 빼고는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없다보니 어색하게 느껴졌고 각 
업무의 직원끼리만 얘기하다보니 다른 직원분들과는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먼저, 근무시간 도중에 맛있는 음식 먹으며 휴식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색다르긴 
했지만, 업무 특성상 교대로 참여해야하는 점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점에서 직원간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가 먼저 주제를 던지지 않는 이상 

하지 못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다.  
정직원 간 교류가 있어 좋았지만, 처음 진행되는 만큼 직원간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  근무시간 도중이라 참석이 어려웠던 점도 있고, 직원들과 
소통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시도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더욱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도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었지만 다른 부서와 친해지지 
못했고, 어색함이 감돌았다. 부서마다 다 친해질 수는 
없었다. 접근성은 좋았지만, 많이 어색했다. 

/  요일을 정해서 했던 점이 좋았으나, 기획/학예 나뉘어 진행된 
건 아쉽다. 다음에는 참여 가능 예약제로 운영하면 좋겠다.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 했던 점이 좋았습니다. 

/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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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면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사실 갖다 붙일 거리가 많은 작품일수록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고 그만큼 
열려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2층으로 이동할텐데요. 
사실 2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의 어떠한 설명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제 직관대로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작가: 여기 보이는 두 작품은 <100% 암스테르담>,  
<100% 광주>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이 작품과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작품 속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시나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인구수는 몇 명이고, 
20대는 몇 명, 30대는 몇 명이고, 소득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설명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100% 암스테르담>은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숫자를 보여주는데요. 반면 <100% 광주>는 철저하게 
소개로 이뤄진 그룹이에요. 참가자가 누군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추천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암스테르담은 숫자에 의해서 모여진 사람들이지만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숫자를 깨부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광주는 재미있게도 누군가의 지인과 지인 그리고 그 
지인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인거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사건에 대해 같은 

리미니 프로토콜
<100% 암스테르담>, <100% 광주>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기억을 가진 집단이 된 거에요. 
‘낯선사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이자 관계학 
용어인데요. 사람들과의 연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더욱 생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들은 어떠한 
생산성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화면 속 관계들은 굉장히 
느슨한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하나의 가족, 
하나의 직장동료, 같은 반 그리고 같은 학교와 같은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면 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계 관계라던지 
서열관계 때문에 작품으로 가능한 생산성이 나타나기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상 같은 것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오늘과 같은 집중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이곳에 모이셨을 
텐데요. 그렇게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랄 만한 집중력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습니다.
/  센터에서 함께 일하지만 사적인 또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센터이고 그 동료들과 공동체로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즐겁고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어렵겠지만 한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팀별 또는 직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필수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했는데 다들 업무나 
시간 제약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종종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소중하고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동료 운영하고 
신경쓰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

/  동료 프로그램의 의도와 달리 늘 오는 사람들의 쉬는시간이 
되어 버린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편하고, 자유로운 

/  업무 시간 중 공식적으로 티타임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참여인원이 적었던 점과 매일 운영되어 운영자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1회 정도 운영하여 동료들과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초반에는 매일 진행했는데, 운영하는 분들이나 
참여(해야겠다고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에 한 번, 혹은 격주 등으로 운영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된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불어 #동료 와 같은 시간(혹은 자리)가 직원 
간 소통과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한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이한 업무 방식과 시간을 고려하여 
업무의 일환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조건을 
배려해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플로어 
스탭분들은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 않음).

공유의 시간을 의도하였으나, 우리나라 문화와 사람들의 
습성상 처음에는 진행하는 주체자의 개입과 약간의 강제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집담회 방식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너무 컸지만 
그만큼 결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 혹은 다소 
그렇지 못하더라도 피드백을 받게되면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치열함은 분명히 더 발전된 형태의 기획 
혹은 진행으로 생산적인 기회가 되는것 같습니다. 주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답니다.

/  같은 직군의 직원들과는 더욱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다른 직군의 직원들에게는 좀 상처 받는 계기가 
되었다.

/  근무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던 타부서 동료와의 새로운 소통은 조금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동료 참여로 인해 달라지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전보다 어색한 점은 사라졌지만, 크게 변화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사적으로 이야기 할 기회가 생겨 재미있었음. 다과 제공으로 

즐거움.
/  시도에서부터가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성과는 

미미하더라도 이러한 시도가 더 체계적으로 지속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  파트별 업무 공유는 많아졌지만, 아직 공감까지는.... 
/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 한 

것 자체로 신선했습니다. 
/  각 업무들의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었고, 동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  #동료에 3~4번 정도 참여했는데 달라지기에는 조금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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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공유라는 개념이 이런 
느슨한 관계의 집합이기도 하거든요. 낯선 공유에 대한 
생산성을 작품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가자1: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참가자2: 저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일텐데,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공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참가자3: 저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달과 동그란 
무대가 마치 지구와 인공위성 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모든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 받잖아요. 네비게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신호나 지령에 따라 행동하죠. 화면 속 사람들도 
어떤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모습을 반영하여 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정보를 받고, 실행하면서 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기를 상징하는 밴드가 ‘The Folk Crusaders’라는 
팀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밥 딜런과 같은 존재였던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1960년대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아침 이슬>처럼 집회 때마다 불리게 됩니다. 원래는 북한에 
대한 찬양가예요. 1950년대,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의 고향이 남한인데요. 
1절에서는 고향 임진강을 그리워하다가 2절에서부터 
남한보다 북쪽 조선이 더 우월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일본에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 2절의 가사가 자연스럽게 
소실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1절의 내용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 Folk Crusaders의 음반을 제작한 사람이 2, 3, 
4절의 가사를 새롭게 쓰게 되요.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동력 같은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민중가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원래는 프로파간다 
송으로 시작한 것이 구전가요로 변했다가 민중가요로 
변화한거죠. 결국 하나의 음악,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에 있어 

남화연
<임진가와>

김작가: 지금 들으시는 곡은 <임진가와>라는 곡입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조총련으로 넘어가서 
민중가요처럼 유행을 끌게 되요. 일본 가수가 이 노래를 듣고 
수입을 하려 했고, 1960년대에 ‘The Folk Crusaders’라는 
밴드에게 이 노래를 팔았는데요. 1960년대의 일본은 
1980년대의 한국처럼 이념투쟁이 뜨거웠던 때거든요.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싸우던 시기였는데 그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상기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침이슬도 마찬가지 잖아요. 김민기 
선생님이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풍경을 보고 떠올린 노래가 
아침이슬인데요. 풍경을 노래한 곡이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투쟁의 노래로 전유된 것처럼, 이 임진강이라는 노래도 예술의  
유연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그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변화했는지 따라가 보는 작품이에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실제 일본사회에서, 특히 
조총련 계열의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려면 일본의 <박치기>라는 영화를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재일교포, 조총련 계의 감독이 만든 영화이고요. 1960년대 
재일교포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사회의 풍경과 상황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한 작품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다. 

/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달라진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노력해주신 부분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  사무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습니다.
/  동료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동료에서 잠시라도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과는 확실히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달라진게 별로 없어서 슬퍼요.
/  아무래도 동료분들의 수고를 더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을 

깊이 간직하게 된 반면에 참여하시는 외부 관람객분들의 
요구사항등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할까요... 부족함이 
늘 있는것 같아요.

/  업무가 달라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잘 몰랐던 직원들과도 

동료는 백남준아트센터 내부
‘공유화(Commoning)’을 위한 과정이자 
실험이었습니다. 내부 직원 간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주일에 한 번정도 직원들과의 제대로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들거나 불편한 점들을 공유하고 
풀어나가는 것, 얘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시간, 서로의 업무를 
존중해주고 이해하며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직원 불편사항 및 칭찬의 쪽지 수거함 (익명으로 한달동안 
불편사항이나 칭찬하고 싶은 직원에 대한 쪽지를 써서 모은 
후 다 같이 모여 개봉해보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서 좋았던 것 같다.
/  같은 회사 동료지만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서로의 업무와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  오가며 인사하거나 업무적인 일 외에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경험. 굉장히 어색하고 대화 주제를 찾기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서로의 관심사나 흥미를 알게되기도 해서 
좋았습니다.

/  자주 만나면 좋고, 일보다는 사적으로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소통이 빨라지고 같은 장소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교류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  공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같이 공유해야 원활한 소통과 공감이 이뤄질 듯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로 간 이해 관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고, 
서로 도우는 것이 좀 더 이해관계에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혀 다른 분야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소통이 어렵다고 느껴진다. #동료 
처럼 그런 자리를 자주 갖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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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철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끝에서 나오는 소리를 모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서서 말하면 온 몸이 하나의 고막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소년들의 로망인 거대 로봇 있잖아요. 
마치 거대 로봇 위에 타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작품 앞에 서서 감상 해보신 분계신가요? 한 번 나와서 
들어보시면 저 뒤에서 나는 소리가 사방에서 흘러나오는 
황홀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음악 평론가로서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소리라는 
것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요. 듣는다는 것에 대한 본질. 지금은 
음악이 공기처럼 느껴지게 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한 달에 5,000원이면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죠. 옛날에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땐 
음반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잖아요. 음반이 닳을 때까지 
들었고,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죠. 음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노력의 결과이자 수양의 
결과였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공이 들어가고 품이 

김작가: 저는 이번 전시를 세 번쯤 봤는데요. 이 작품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이 조형물은 ‘사운드 미러’를 본 
떠 만든 건데요.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바다 저 멀리에서 
독일군의 폭격기가 날아오는 소리를 포착하기 위한 장치를 
만듭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파 레이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로 폭격기가 날아오는 걸 감지한거죠. 
몇 킬로미터 밖의 미미한 음파가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패인 
장치를 통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동이니까, 소리를 확장하는 장치였던 거죠. 사운드 미러는 
그 미세한 진동을 포착해서 폭격이 몇 시간 후에 올 것인지 
예고하는 장치로 쓰였다고 합니다. 기록 사진을 보면 영국 
서쪽 해안에 이 사운드 미러가 수백 수천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만으로 참혹하고 절박한 상황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운드 미러가 해변가에 
수백대가 설치된 장면 자체가 설치 미술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운드 미러의 형상을 한 이 조각은 저기 방의 

들어가니까 음악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죠. 그런데 
현재는 듣고 싶은 노래를 언제 어디서나 적은 돈 혹은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음악이 마치 공기와 같아 진거죠. 
누구나 숨을 쉬기 위해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공기에 대해 
이야기 할때는 공기에 이상현상이 있을 때 뿐이죠. 미세먼지가 
엄청 심할 때 라던지 혹은 제주도나 산 같은 곳에 가서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실 때 라던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나 공기를 인식하는 것처럼, 음악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으니까요. 어떤 음악이 
좋든 나쁘든, 3초 안에 나를 흥분 시키지 않으면 그 음악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거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음악이 되는거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작품처럼 고막이 아닌 온 몸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방식을 경험하게 되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행위인지 생각해보게 되요. 그 특별한 행위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도움을 주고 그래야 즐거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 

/  공통된 주제 선정
/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직원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해 특성을 알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다른 팀들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소통과 교류는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아요. 
공동체 서로서로가 나의 일 남의 일 할 거 없이 도와줄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없어도 마음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업무에 대한 이해와 터 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서로에 대한 개인적 이해가 가능해 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작은 이해에 기초한 업무의 공유가 조직 

팀, 개인과 개인간의 공감대가 가장 자연스럽게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  내부 직원 간 소통과 교류는 특별한 방법이나 만남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동료 시간에 참여했던것 보다 그냥 지나가면서 웃으며 
인사하고 다정한 한마디 건네었던 행동들이 다른 직군의 
직원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런 몇명의 사람들만 있어도 공동체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인사와 작은 대화들(스몰토크), 협업
/  서로의 업무의 특성과 업무량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밑받침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시도처럼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1회, 

혹은 월 1~2회 정도 주기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공동체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을 것 같고, 현재의 

내부의 공유화 과정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만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신뢰를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내가 소속된 곳에 대한 신뢰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큰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동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 참여, 
원활한 의견 교환 문화

/  직장이다보니 아무래도 함께 일할때 가장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센터 내 작은 행사라도 모두 
참여하여 다함께 도우며 일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면 
어떨까요.

/  잡담회와 같은 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동료분들의 업무일정이 여유가 없는 관계로 언제나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자율성과 강력하고 설득 가능한 기관, 

상황에서 동료 간 유연한 대화가 가능한 체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호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직원 간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기적인 회의, 워크숍 등) 교류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공감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환경, 성격)나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함께 찾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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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하게 전이되었을 때 새삼 우리가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감각을 환기하게 됩니다. 두 분 
정도만 이 앞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소감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참가자1: 뒤에 앉아 있었을 때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잘 들리고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노래는 좋아서 끝까지 듣고 
반복해서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은 잘 안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서 소리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귀울여보니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들이 음악하고는 또 
다른 것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제가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조금 더 들어주는 것을 
실천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경험했습니다.

 참가자2: 김작가님이 설명해주셨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약간 슬픈 작품인데요. 독일군의 공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음악들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느낌들을 공유해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 그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듣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훨씬 더 자극이 
되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배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하면서 
생각들이 많이 정리되고 특히 2층에서 함께 전시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현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았지만 이미 예정된 시간보다 한참 넘어서 
진행된 터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치했던 구조물이라는 모티브가 한 작가에 의해 예술이 되는 
것을 보면서 슬픔도 장소가 바뀌면 예술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다른 해석을 줄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 작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참가자3: 이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작품 제목을 
봤어요. 여기 서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어보니 내용은 
좋지만, 녹음된 말투가 기계음처럼 단조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작품 제목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말로 전달을 한다는 것에는 말에 담기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 톤과 
같은 여러 가지들 것들이 담기잖아요. 말 이외의 것들이 
작용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작가: 말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도 이런 비슷한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후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  성인분들 위주여서 7080 음악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나이대 엑소나 방탄소년단 등 현 시점 
유행하는 아이돌로 수업을 진행하여서 세대차이 극복에 
도움이됨.

/  Kpop의 전반적 이해와 공유적 사유
/  평소 관심있던 음악과 관련지어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많은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1회보다는 2회 정도가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중문화(아이돌)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이 신선했다.
/  예술의 여러 장르에 대해 전문성과 감성을 기를 수 있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공유지가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방식이어야 
할까요? 혹은 공유지에 대한 생각이나 내가
바라는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 적어주세요. 
/  어른이나 아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도슨트도 있으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령 
상관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백남준아트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람객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며, 
불편사항보다 가능한 것이 더 많은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람규정)

/  우리 센터 내/외부를 공유하기 위해선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듯 합니다.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 조명, 안내판 등 모든 
이용자가 내 물건처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센터 
내부는 시간, 공간적으로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외부를 
공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최소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지 사용은 제한적으로 
진행하며 신청 > 허가 > 진행 > 복구 > 확인이 이뤄지면 
좋을 듯 합니다. 10주년 공동체 실험 진행하시며 노고 
많으셨습니다!

/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열어 익숙해지고 자주 보면 
좀 더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매달 혹은 매주 날짜를 지정하여 소통의 장을 만들고, 
회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외국인들도 
관람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 리플렛에 영어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백남준아트센터에 일본인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엔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 
리플렛이 좀 더 다양한 언어로 표기되었으면 한다. 

/  공유지라는 말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 있는 말인지 지금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공유지는 될 수 있으나 어느 
한 쪽만 바꾸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등이 목적이고, 갑과 을과 같은 
관계도 아니고, 함께 서로 동등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주제로 이야기 한다면 공유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소통이라면 많은 이야기나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공유지에 대한 
가능성과 미래의 센터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다른 
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제 기준으로는) 일하고 있는 사람, 
일했던 사람,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 등 잠깐이라도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모두 큰 애정을 가지게 되는 특징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백남준아트센터는 이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꾸준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받고 사랑하길 
바라며, 지역민들에게도 오랜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  공유지라 하는것이 모두를 위한 곳이지만, 그 모두가 전체 
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남준과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어느정도 공유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의 성격상 타겟층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으므로) 다만 그 공유지가 어떻게하면 
오래토록, 잘 유지될 것인가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남준이라는 엄청나고도 강력한 '브랜드'가 존재하는 한 
공유지의 가능성은 늘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한계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도 합니다. 동시대의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와 
상상이 아닌 이미 현실로 우리의 삶에 일상처럼 녹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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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참여로 작품과 전시에 대한 
관람방식, 관점, 생각이 바뀌었나요? 
/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많은 정보가 

왔다갔다 한다.
/  ‘공유’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  K-pop의 역사에 대해 잘 이해했습니다.
/  매우 적극적으로 
/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  )의 고막이 열린 기분
/  문화예술을 접하는 시각과 역할  

 
      

본 프로그램의 참여로 백남준아트센터 혹은 
미술관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나요? 
/  너무 좋당.
/ 또 오고 싶어요~
/  “예술은 사기다”라는 문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 여전히 매력있고 흥미롭다.
/ 교육과의 연계 

영화같은 변화와 속도감은 백남준으로부터 설명이 가능할 
것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기관의 방향성의 흥미로운 
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요소들은 관심영역의 외부로 자리할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외부와 고른 소통을 보이지 못하는 한계지점이 
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밸런스를 조율해가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일단 10주년 사업의 모토인 공유지 개념을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없었던 탓인지 왜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를 지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왜 예술 공유지로써 기능해야 하지? 
아직도 너무 궁금하다. 내가 바라는 백남준아트센터는 국내 
거의 유일한 미디어아트센터로써 기술매체와 그에 관한 
담론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조금 어려워도 
좋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기관이었으면 
좋겠다. 현재도 충분히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음 공유지의 의미와 범위에 따라 이러한 바람도 공유지에 
끼워맞출 수 있긴 하겠다.

/  공유지 혹은 또다른 개념들이 적용되어 변화하더라도 백남준 
작가의 사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아트센터에 지금 
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와서 아트센터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공유지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모든것의 공유화는 분명 한계가 있기때문에 공유지라는 
개념의 범주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공유지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  이미 어느 정도는 공유지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백남준아트센터가 (이미, 그리고 미래에)가진 
것들을 누구와 어떻게 가꿔나갈지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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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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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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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2-2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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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실험

1-3

#사용

2-3

#동료

3-3

#수집

<#공유지실험>은 단어 뜻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다.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다. 
‘미술관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누가 사용하는 
공간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미술관, 특히 미술관의 내부는 공공의 
공간이지만(혹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공동체실험>은 ‘미술관의 공동체는 누구인가?’, 
‘공동체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다양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 직원, 자원봉사자, 관람객, 교육 참여자, 
도서관 이용자, 용인시민, 경기도민, 예술계 관계자, 
혹은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불특정 다수까지. 

공동체 실험을 통해 다양한 관계 속에 놓인 

<#관점실험>은 미술관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을 수집하고, 전환 또는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가 서로 다른 시각이 모이고 
공유되는 광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실험이다. 

두 가지의 워크숍을 통해 미술관을 둘러싼 
매개자와 함께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거나, 
미술관의 주 대상층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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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미술관 야외에 
공유 공간을 제작하고, 실제 사용해보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했다. 

미술관의 공동체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각각의 
공동체가 미술관이라는 공유지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

관점을 미술관 안으로 초대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작품과 

전시를 매개로 관점을 교차하고 확장하는 시도를 
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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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실험 
목차

#�공동체실험 
목차

#��관점실험 
목차

44 - 49

50 - 76
77 - 79

80 - 82

83 - 85
86 - 87
87 - 97

98 - 102
103 - 104
106 - 107
107 - 123
124 - 133
133 - 134

42 - 45

46 - 47
48 - 49
50 - 53
54 - 55
56 - 80
82 - 83
84 - 93

94 - 96

97 - 117

118 - 120

121
122 - 134

46 - 49

50 - 51
52 - 56

57

58 - 61

62 - 67
68 - 69
70 - 83
84 - 89

106 - 134

138 - 139

140 - 159
160 - 161
162 - 163
164 - 166

29 - 32
36 - 43

29 - 32
36 - 40

29 - 32
36 - 44

3-1 #전환
<탈학습 워크숍>
후기

3-2 #교환
<이야기 할머니>
<자연을 들여다보는 방법, 과학과 예술> 
강의. 녹색과학과 예술의 융합 이해하기
교환.  예술작품을 통한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상법
후기
<음악, 예술, 대중문화 - 예술공유지로서의 K-POP>
강의.  한국의 대중음악은 어떻게 공유지로 기능하는가?
교환.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공유지 돌아보기
후기

3-3 #수집
<수집된 물질들>
결과전시
클로징 파티
후기

3 
#관점실험

2 
#공동체실험

1 
#공유지실험

개요
프롤로그

개요
프롤로그

개요
프롤로그

1-1 #공간
기획
디자인/설계
상호지지구조 매뉴얼

1-2 #워크숍
기술의 전수
소풍
상호지지구조 파빌리온 제작
후기

1-3 #사용

2-1 #공모
공모 시작
1차 인터뷰
중간 공유 워크숍・2차 인터뷰
공모 팀별 논의 및 지원
공모 팀별 프로젝트
최종 공유회
후기

2-2 #친구
홈커밍데이

2-3 #동료
오후 3시의 #동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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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실험?
‘관점실험’이라는 단어는 큰 호기심을 
자극한다. #관점실험에서는 관점과 연관된 
(다소) 역동적인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활동들이 가득하다. 오랜 시간 
견고하게 축적된 우리의 ‘관점’을 유연하게 
이완시켜보는 일련의 실험이 펼쳐진다. 
우리의 관점을 뒤집어 ‘전환해 보고’, 
이곳 저곳에서 ‘수집하듯’ 모아보기도 
하며, 마지막으로는 여러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으며 ‘교환’한다. ‘관점’은 실체 없는 
사고의 기반인 탓에 관점을 변화시키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고,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공모>와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친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공모>는 ‘예술/공유지/백남준’을 
주제로 프로그램, 홍보, 연구 및 출판을 
진행하고자하는 소모임을 지원한 
프로젝트다.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백남준아트센터에 관심있는 3인 이상의 
그룹으로 참여 대상을 확장한 덕분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대학생, 백남준을 

심리적으로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건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을까? 미술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혹은 무지했든.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중심 
주제는 ‘공유(지/재)’다. 개인적으로 이해한 
바로는, 공유지는 공유될 때 공유지가 된다. 
여기서의 공유(재)는 어떤 특정한 자원(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공유(재)를 공유(재)로서 
인식하고, 이를 공유(관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키고, 보존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것들을 함께 가꾸어나가는 태도 내지는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관점실험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여러 갈래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한 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주요한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관점실험의 의도를 
살펴보고 지난 4개월 간 진행된 #관점실험의 
여정을 개괄해보고자 한다.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3가지 갈래 중 하나인 #공동체실험은 
백남준아트센터를 둘러싼 공동체는 
누구이며, 이들이 이곳을 공유지로서 어떻게 
사용하고 가꾸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실험이다.

자원봉사자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가장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이기에, #공동체실험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원봉사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공유지 실험을 위한 질문들
당신은 미술관에 도착했다. 물론 그대로 
그냥 지나쳐갔을 수도 있다. 목적지는 
전시실이 아닌 미술관의 카페일 수도 있다. 
조경이 잘 되어있어 매일 산책하기 좋은 곳 
뿐일 수도 있다. 미술관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며, 어떻게 
머무는가? 주어를 바꿔보자. 미술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며, 어떻게 머물게 할까?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듯한 자세로 
서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물리적으로, 

프롤로그

프롤로그

프롤로그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각하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익숙함의 틀에서 빗겨나기 위한 
노력은 나의 일상, 사회, 동시대를 바라보는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일상의 
재발견’, ‘창의적인 사고’, ‘표현’은 작가 
백남준과 같은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다. #관점실험은 
당연함, 진부함, 무감각함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관점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연구하고자하는 예비 연구자, 예술가 등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알 수 없던 
(백남준아트센터 내외에 위치한) 여러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다. 선정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공모에 지원한 참가자들의 의견도 
적잖은 비중으로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다양한 시선으로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공유와 소통의 장은 중간 공유 
워크숍과 최종 공유 워크숍에서도 이어졌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공모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공모에 

실천에 가깝다. 어느 특정 자원(만)이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거나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사유화)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공유(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며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공유(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백남준아트센터의 무엇을 공동으로 
누리고, 책임있게 가꿔나가야 할까? 
백남준이라는 예술가의 작품과 철학, 
국내외로 축척된 다양한 네트워크, 10년 

이세연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연구원

염현주
백남준아트센터 전문도슨트

김보라
협력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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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을 실험하는 방법
올해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제안하는 
‘관점실험’의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전환
<탈학습 워크숍>

#수집
<수집된 물질들>

#교환
3종 프로그램

#관점실험은 ‘백남준아트센터’의 사회적 

당선된 공동체와 어느 범위까지 협력하고 
이들을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해 애매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갈등도 유의미한 
과정이었다. 선정된 6개 팀은 각양각색의 
아이디어와 실천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사용하고 나누는 예술 
공유지로서의 백남준아트센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친구>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10년을 
이어져온 자원봉사자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체실험의 기획 

관계성, 공공역할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도처의 규격, 
격식을 해제시키고 고정된 습관으로부터 
스스로를 이완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된다. 가령, #전환에서는 일상에 
잠복하고 있는 수 많은 ‘독점, 이분법적 
규정, 일방향’ 등을 발견하고 이에 저항해 
본다. 이어서 #수집에서는 배경 혹은 
소음으로 여기던 주변의 소리를 재해석해 
의미를 발견해본다. 또한, ‘쓸모가 없어’ 
버려진 사물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새로운 감각의 ‘쓸모’를 찾아본다. 나아가 

초기 단계부터 자원봉사자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자 하였고,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공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생활문화프로그램, 사이버뮤지엄 
프로젝트 등을 기획·운영하였다. #친구는 
‘홈커밍데이’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과거와 
현재의 자원봉사자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다시 모여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모와 #친구가 분리되고, 여러 프로그램이 
연달아 이어져 당초 계획보다는 #친구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아쉬움도 남는다. 

#교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협력해 미술 이외의 독자적 
방법론을 접목시키며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전시 기획자가 제기한 
전시의 주제, 작품에 대한 습관적인 
감상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맥들을 
접목해보며 새로운 작품 읽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점실험에서는 일상, 
예술, 공간, 제도 등 여러 영역을 대상으로 
인식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 진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과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한 만큼, #친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실험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흔히 간과하게 되는 대상인 내부 
공동체, 즉 직원들을 위한 공유화 과정은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동료>에서 
시도되었다.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업무도 다르고 마주하기 
어려웠던 직원들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자발적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동료는 크고 특별한 

/ #관점실험의 과정
이처럼 ‘흥미진진’한 #관점실험에서는 
개인의 일상과 미술관을 향해 ‘낯설게 
바라보기’를 행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백남준아트센터에 모여 자신의 일상에서 
점차 ‘무감각’해져가는 대상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과 감흥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한, 5세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대 층이 함께 사회상의 변화나 
동시대 예술의 기능에 대해 논의한다. 
#관점실험의 활동은 ‘대화’와 ‘소통’이 주를 

이벤트라기보다는 느슨하고 사소하지만 
직원 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지는 일상을 
기대하며 시작되었다. 물론 각자의 업무 
일정이 있고, 조직문화는 금세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실험이 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공유지를 사용하고 만들어나가는 
공동체에게 언제나 평화와 타협만이 존재할 
것을 바라면서 #공동체실험을 시작한 
것은 아니며, 실험 결과도 그렇다고 볼 수 

디자인되어 있고, 우리는 그에 맞춰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어떻게하면 
미술관이 당신으로 하여금 미술관의 주인(중 
한 사람)으로서 질문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싶은 거였다. 

미술관과 닿아있는 모두와 함께 
공간과 공유지에 대한 질문을 발견하는 것, 
이를 사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미술관에 발을 들인 당신이, 백화점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 상품을 소비하듯 
작품이나 작업에 담긴 생각들을 소비하지 

공유지 실험을 준비하면서, 혹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품게 된 질문을 모두와 나눌 수 
있을 것. 
이를 물리적이고 신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앞서 질문했다. ‘미술관에서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떻게 머무는가? 혹은 
미술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며, 어떻게 머물게 할까?’ 실험을 
위해서는 이 질문들을 바꿔볼 필요가 
있었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간의 연구물과 아카이브 등등 유무형의 
다양한 공유(재)가 있을 테다.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 #공유지실험이다. ‘경기도 용인 
소재'라는 지역적 위치와 미술관이 실제 
자리잡은 물리적인 공간을 다뤄보고자 했다. 
물론 처음부터 기념사업을 통한 단기적인 
실험으로 미술관이 순식간에 공유지로 
기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의 목표를 가장 중심에 두기로 했다. 

않기를 바랐다. 공유지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아니라, (만들 수도 없으므로) 공유지에 
대한 질문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고자 했다. 이렇게 공유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 된 실험은 실제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공유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공간에 물리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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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지만, 정제된 언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언어 이외에도 몸짓, 퍼포먼스, 
소리, 드로잉 등 다양한 기호들이 우리의 
생각을 전달, 표현하는 주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소통’은 상대방의 
의견과 표현방법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 
더불어, #관점실험은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학습이 아니다. 
#관점실험을 구성하는 각 과정들을 
‘프로그램’이라고 칭하지만, 참여자들의 
호흡에 따라 흐름은 유동적이며 

#관점실험과 백남준아트센터
#관점실험이 진행되는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을 주목해보자. 
2018년으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지난 10년 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그리며 ‘예술 공유지’라는 기치를 세웠다. 
#관점실험은 예술가 백남준의 행보를 
조명하는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이나믹한 프로젝트이다. 
일찍이 화이트큐브의 폐쇄성, 예술의 
권력화 및 기념비적 상징에서 탈피하며 

#관점실험의 종착점은 일상에서의 새로운 
실험을 위한 ‘시작점’이 된다.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온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번 
#관점실험 프로젝트를 통해 백남준의 
예술철학을 적극 실천하며 미술관, 일상, 
예술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한걸음 도약한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용인’, ‘백남준로 10’
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며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을 이루는 지역의 
사람들, 관계성, 장소 특수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의견과 특색을 조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없다.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각기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이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실험이었다.

함께 형태를 결정하고 만들어가야 하므로 
사전에 형태를 미리 정할 수 없었다.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상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여 
부재를 설계하고 제작했다. 워크숍 이후 
실제로 사용하게 될 공간이므로 실용성은 
물론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다. 

워크숍 당일, 백남준아트센터 
뒷동산이 떠들썩해졌다. 우려와 달리 
워크숍은 유쾌하고 흥미롭게 진행됐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사람들은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함께 기술을 익혔다. 단순히 공유지를 

이어졌다. 여러 논의를 거쳐 예산과 
기간이라는 조건에 맞게 몇 가지 중심을 
정했다. 물리적 제약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 그리고 작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지 않을 
것. 결국, 상호지지구조를 활용한 시민워크숍의 
형태로 공유지를 제작하기로 했다. 

워크숍의 방식으로 대형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했다. 우선 제작과정에서 변수가 많았다.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었다. 
워크숍 당일, 그것도 이틀에 걸쳐 다수가 

공유지 실험의 과정
공유지 실험을 위해서는 건축이나 공간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공유(재)’를 이해하고 
취지를 공감할 수 있는 협업자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 리서치와 논의 끝에 김성원 
적정기술/놀이 연구가와 이근세 작가, 
이주연 작가와 함께하게 됐다. 김성원 
연구가는 공유지와 상호지지구조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꾸준히 연구하고 이를 여러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 관련한 워크숍과 
강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여름부터 시작된 기획은 가을까지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상호지지구조라는 
기술을 전수하고 활용하는 공유지가 
형성됐다. 각자 다른 구조의 패턴을 익히고 
자신이 익힌 기술을 서로에게 전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머리보다 손으로 
먼저 기술을 터득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알려주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부터는 
야외로 나가 실제 부재로 제작을 
시작했다. 함께 학습하는 경험을 통해 
한층 가까워진 사람들이 각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에 참여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협업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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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실험을 만드는 사람들
#관점실험은 백남준아트센터라는 더없이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한다. #관점실험에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가진 13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 #관점실험에 함께 한 사람들의 
소중한 의견에 따르면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신선한 실험들과 작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흥미로웠으며 특히 사람들과의 
교감, 관계성, 깊이 있는 토론에 크게 
매료되었다고 전한다. #관점실험에서는 
백남준아트센터 내부 직원들의 섬세한 

#관점실험의 필요성
2018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관점실험은 어떻게 기억될까? #관점실험은 
미술관의 설립 10년을 기념하며 기획된 
일회적인 체험형 프로젝트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분명 고정된 의식에 함몰되지 
않은 채 자신의 시각을 되돌아보고 관점을 
확장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을 
것이다.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백남준아트센터의 
지역적 특수성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차후 #관점실험 프로젝트 진행을 

조력과 ‘매개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관점실험에서 ‘매개자’는 자신의 특별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는 이들로서 
실험에서 화두를 던지고 낯선 환경에서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관점실험은 이처럼 
백남준아트센터 내·외부를 아우른 다양한 
사람들의 어울림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참여자들은 실험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주체들로서 매개자와 함께 나아간다. 

염원하며 그때의 주요한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018년 진행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관점실험은 미래 지향적인 
실험이며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대중적이며 
개방된 건강한 미술관을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미술관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감흥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공모는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예술 공유지, 백남준”이라는 개관 
10주년의 모토를 중심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고 백남준아트센터와 관계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 형식으로 진행했다. 
단, 1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소모임 형태여야 
하며, 이를 통해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실행 될 수 있는지, 

#공모2-1

시간 내에 원활히 통제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시간에 정해진 형태없이 
자율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이다. 제작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중심부가 
무너졌다. 분석해보니 하중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은 탓이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제작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무너진 상호지지구조는 
처참했다. 푹 꺼진 구조의 가운데에는 
모든 하중을 오롯이 홀로 버텨낸 몇 개의 
부재가 부러져 있었다. 상호지지구조는 
서로의 무게를 각각의 부재가 나눠가지며 

실험의 평가
물론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래서 
미처 고려되지 못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구조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부재를 제작하다보니 부재의 크기와 중량이 
늘어났다. 부재 자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 
구조물이 커질 수록 무거워졌다. 점점 많은 
힘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이틀 째에는 
아이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참여한 
시민들이 후기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둘째, 구조의 안정성을 제한 된 

자연스럽게 몸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풍경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여 구조를 만드는 
상호지지구조와 닮아있었다.

구조를 이룬다. 특정한 부재가 무게를 
감당할 경우 결국 금방 붕괴되고 만다. 그 
부재들을 보면서 상호지지구조와 공동체가 
닮았다고 생각했다. 안타깝지만 시민들이 
제작한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기둥과 보가 없는’이라는 설명이 무색하게 
구조물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기둥을 
세웠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물론 하중이 분산될 수 있도록 고려했기 
때문에 기둥은 없어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견인이 필요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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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환은 공동체를 위한 탈(脫)학습 워크숍이다. 
탈학습(Unlearning)은 넓거나 좁은 의미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의 
탈학습은 지금까지 습득하거나 만들어온 기존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다시-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와 참여형 퍼포먼스·협업 프로젝트로 
구성된 워크숍은 작가이자 교육자인 최태윤이 

/ 기획·진행 : 최태윤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공모는 2018년 
8월 13일 모집 공고로 시작해 2019년 2월 최종 
공유회로 마무리 됐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6팀이 함께했으며 아이디어 실행에 필요한 상금, 
공간 지원을 받아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8.08.13.- 09.09. 2018.09.13. 
14:00 -17:00

팀별
프로젝트

진행

2018.11.10. 
14:00 -17:30

팀별
프로젝트

진행

2019.02.23.
11:00 -14:00

#공모 1차 인터뷰 중간 공유 워크숍 
+ 2차 인터뷰

 최종 공유회

신청자격
백남준아트센터에 
관심있는 3인 이상 

소모임 / 그룹 

공모주제
백남준, 예술, 공유지

공모분야
프로그램 / 

출판 및 연구/ 
홍보

팀별 소개 및 공모 내용 발표
질의응답

실무자 면담

진행안내 및 팀별 소개
팀별 중간 공유 발표
질의응답, 교류 시간

팀별 결과 공유
회고

총 11 팀 
심사방식 :

지원자 간 다면평가 50% +
외부 심사자 25% +
내부 심사자 25%

1차 선정된 6팀
심사방식 :

지원자 간 다면평가 50% +
외부 심사자 25% +
내부 심사자 25%  

총 6팀 

2018.09.17. 2018.11.14.
당선작 발표 및
1차 상금 수여

당선작 발표 및 
2차 상금 수여

공모 팀별 논의 및 지원

/4-2/ /4-2/

/4-1/

/3/ /5//2//1/

3-1

우리의 공유지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실험을 

시작할 때 떠올린 질문들을 다시 
곱씹어본다. 공유지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하는 공유지를 만들고자 했으나, 
거기까지 나아가진 못했다. 함께하는 경험과 
기억을 간직한 누군가가, 혹은 이 글을 읽고 
공감하는 누군가가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매듭은 끝이되기도 
하지만, 연결고리가 되어주기도 함으로. 
그렇게 반복되다보면 지속되고 확장되지 
않을까? 

공유지는 여름 이전에 해체되어 
다른 장소와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다. 
공유지가 해체된 뒤에도, 80명이 넘는 
사람과 힘을 합해 무언가를 만들던 기억과 
감정은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라 믿는다. 
각자가 만들고 싶은 공유지가 곳곳에 
생겨나길 바라며. 공유지실험에 함께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무엇보다 만나게 
되어 기쁘고, 함께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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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행했다. 워크숍은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뤄졌으며, 참여자를 
위한 문자통역이 지원됐다. 예술가, 교육자, 
큐레이터, 그리고 탈학습에 관심있는 이들과 함께 
미술(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개념, 가치관의 경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질문해보았다.  

/ 일시 :  2018.10.10.(수) - 2018.10.11.(목)  
11:00 - 14:00+a (2회차 연속 프그램)

/ 대상 :  미술관련 매개자 (학예사, 작가, 교육자, 도슨트 등) 
18명

/ 내용  

10.10.
1일차

탈학습에 대해서 : 대화하고 질문하기 
퍼포먼스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기

10.11.
2일차

배움이라는 선물을 주고 받기 : 
각자 나만의 탈학습 활동을 만들어 선물하기

/ 기획자 노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왔을까? 어떤 정보가 표준이 
되며,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탈학습(Unlearning) 워크숍을 통해 질문해보고자 한다. 
학습(Learning)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탈학습(Unlearning)은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가 학습하는 방식을 인지하는 것이며 
우리의 부족한 점을 포용하고,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에 
공감하는 것을 일컫는다. 학습과 탈학습 사이를 반복하는 
과정은 아주 더디고, 미흡할 수 있으며, 그래서 좌절하기 쉽다. 
하지만 학습과 탈학습을 통한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는 온전한 
본연의 모습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학습할 동료를 발견하고, 배움의 공유지를 
만들 수 있다.  

신청자격
백남준아트센터에 관심있는 3인 이상 소모임 / 그룹    
※ 거주지, 연령, 학력, 경력 무관

공모주제
백남준, 예술, 공유지    
※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영리를 위한 아이디어는 제외

공모분야 프로그램 / 출판 및 연구 / 홍보

2018.08.13. - 09.09. 공모 시작/1/

#공간 #공간은 공유지 실험을 위한 물리적인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술관 내부보다 접근성이 높은 
야외에 ‘상호지지구조(Reciprocal Structure)’◆ 
기술을 활용한 파빌리온을 제작했다. 
상호지지구조는 작은 부재들이 서로 지지하여 
구조를 만드는 건축 기술이다. 참여작가들은 이런 
기술적 특징을 활용해 공간의 형태를 디자인하는 
대신, 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을 디자인했다. 워크숍 

/  기획·디자인·설계:  
ArtTech (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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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학습해 볼 아래 범주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술관 ‒ 삶
예술가 ‒ 관객
학교 ‒ 직장
교사 ‒ 학생
전문가 ‒ 아마추어
참여 ‒ 직접적인 행동
관찰 ‒ 창조
공모 ‒ 저항
유연성 ‒ 가소성
공(公) ‒ 사(私)

흔히 극과 극이라고 여겨지는 것 사이에는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 이분법(적 시각)은 서로를 구분 짓고 구별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고, 이름을 붙여가며 인위적인 경계를 만든다. 
이런 시각에서 탈학습해보자. 이분법 사이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통점을 살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고결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조금 다른 ‘대화의 기술’로 보존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 개념, 정의, 
가치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을까? 그 경계를 그리는 일이 
현실을 바꾸는 변화의 힘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불편한 
감각을 증폭시키는 눈치없는 마이크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불편함과 마주해보자. 탈학습은 하나가 둘이 되어 
나눠지는 감각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학습은 둘이 하나가 되어 
합쳐지는 감각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틀 간의 집중 참여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믿음에 관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다. 탈학습 워크샵은 최태윤 작가가 

설립한 ‘스쿨 포 포에틱 컴퓨테이션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의 교육철학과 그가 뉴욕대학교에서 강의한 
“예술로서의 교육”을 토대로 기획되었다. 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교육자, 큐레이터 및 언러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인을 위한 문자통역을 비롯, 누구나 참여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1차 인터뷰   2018.09.13. 14:00 -17:00

❶ 팀별 소개 및 공모 내용 발표

❷
다면평가

심사항목

/ 연계성 :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과의 연계성
/ 창작성 :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 실행가능성 : 세부 내용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예산 적정성 및 효율성 등
/ 공동체 확장성 :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방식

지원자 간 다면평가 외부 심사자 내부 심사자

50% 25% 25%

총 11팀 참석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

/  조성란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 

문화기획부 과장)

/  구정연 (국립현대미술관 연구기획출판팀 

학예연구사)

/ 이수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현경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운영팀장)

/ 이채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  공모 담당자 의견 취합  
(조민화, 염현주, 김보라)

❸ 팀별 실무자 면담

/2/

형태의 제작 방식을 고안하여,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지지구조 모듈을 설계-
제작했다. 또한 제작에 참여한 시민들이 단순히 
제작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지지구조라는 
지식 공유(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 북을 
제작-배포했다. ‘공유 공간이라는 공유지(地)’를 
상호지지구조라는 ‘기술지식의 공유지(知)’를 통해 
제작하며, 일시적이면서 미리 형태를 특정하지 

않은 유기적인 공유지를 지향하고자 했다.
◆  상호지지구조(Reciprocal Structure)는 3개 이상의 짧은 부재(RF-Unit / Reciprocal Frame)를 

닫힌 순환구조 안에서 연결하면서 서로 지지하도록 조립하는 것으로 기둥 없이 자체 지지되는 지붕, 
다리, 돔과 같은 유선형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입체구조이다. 12세기 중국과 일본의 사찰 만다라 지붕 
또는 교량에 사용되었다. 서양에선 13세기 프랑스 예술가 빌라드 온코우(Villard de Honnecourt)와 
15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스케치 북, 16세기 이태리의 건축가 세바스티아노 
세르리오(Sebastiano Serlio)의 책에 상호지지구조가 등장한다. 17세기 영국의 수학자인 존 
왈리스(John Wallis)는 보다 다양한 상호지지구조를 구상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기둥‒보 구조로 
구축하기 어려운 폭넓은 대형 지붕을 가진 건축물이나 가설물,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선형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상호지지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상호지지구조는 경량성, 
경제성, 이동·조립·해체 용이성, 비기둥구조 등의 이점을 갖고 있으며, 임시 무대, 휴식장소, 놀이구조를 
구현하는 데도 자주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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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시작 
11:00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최태윤: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다음의 질문에 대해 각자 생각해볼까요?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셔도 되고, 
맵핑하듯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공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노트하는 겁니다.

How do I learn? 
나는 ____를 ______(어떻게) 배운다.

최태윤: 제가 언러닝 워크숍을 
진행할 때마다 주제와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번 워크숍의 목표는 
언러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언러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이곳에 모였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러닝을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각자 자신이 탈학습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탈학습 워크숍> /  워크숍이 진행되는 2일간 지원된 문자통역 기록을 다듬고 편집한 내용입니다. 
/  맥락과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순서를 변경하고 (꽤 많이) 다듬었습니다. 
/  워크숍 취지와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던 공유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일부만을 발췌했습니다. 함께 
곱씹어보고 싶은 의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으나 지면상 생략되었음을 알립니다. 

/  워크숍 중 최태윤 작가가 소개한 활동, 작업은 본 워크숍과 언러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워크숍 중 자세한 소개가 있었으나 내용을 발췌하는 대신 웹 주소를 
기재합니다. 각 사이트를 통해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숍에서는 Learning은 ‘러닝'과 ‘학습'으로, Unlearning은 ‘언러닝'과 
‘탈(脫)학습'으로 언급되었으나, 이를 통일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018.11.10. 14:00 -17:30 

❶ 진행안내 및 팀별 소개   /   팀별 중간 공유 발표

❷
다면평가

심사항목

/ 연계성 :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과의 연계성
/ 실행력 : 현 시점까지 아이디어 실행 정도
/ 발전 가능성 : 향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공동체 확장성 :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방식

지원자 간 다면평가 외부 심사자 내부 심사자

50% 25% 25%

1차 선정된 6팀 참여 /  조성란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 

문화기획부 과장)

/  이수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신미라 (군포문화재단 책마을문화사업팀 

팀장)

/ 이현경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운영팀장)

/ 이채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  공모 담당자 의견 취합  
(조민화, 염현주, 김보라)

❸ 질의응답, 교류 시간

중간 공유 워크숍·2차 인터뷰/3/

기획
2018.08.- 2018.10. 

#오마주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에 대한 
사유’, ‘인간화된 예술’, ‘기술과 예술의 재설정’, ‘반역적인 
기술에 대한 사유’와 같은 백남준의 예술철학을 아날로그적, 
건축적, 구조적으로 오마주한다. 상호지지구조를 통해 미래 
건축을 사유하고, 다시 인간의 직접적인 노동을 구조 제작에 
끌어들이고, 기술과 예술을 전문가에서 대중에게로 돌리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그 자체로 반역적일 수 있다.

#시민참여
매체를 통한 대중의 상호작용과 예술참여를 구현한 백남준의 

#적정기술과 제작자 운동
‘시민 워크숍’은 소수가 독점했던 ‘기술의 비밀과 신화’를 
해체하며 시민 대중이 기술자이자 창작자가 되는 
제작자운동(Makers Movement)의 철학을 추구한다. 함께 
상호지지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협력의 힘과 
가능성을 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체험하는 동시에 구조 
기술에 한 발 더 접근하도록 한다. 시민들은 파빌리온 구축의 
참여자이자 창작자가 되며 이때 각각의 부재들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매체가 된다.

실험적인 작품정신에 따라 다수의 시민들이 파빌리온 설치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민 예술공유지로서 
백남준아트센터의 지향을 구현한다. 예술과 엔지니어링을 
결합하고, 미래의 기술과 예술을 사유한 백남준의 작품활동을 
반영하여 미래의 건축과 구조를 사유하며 조립, 설치, 해체, 
재조립, 재설치, 이동, 보관이 편리한 상호지지구조 기반의 
파빌리온을 구축한다.

#상호지지구조 (Reciprocal Structure) 
조형성과 동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휴식과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실용적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분야의 적정기술이라 할 수 있는 상호지지구조를 
활용한다. 적정기술은 경제적이고, 기술접근성이 낮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이 방법은 시민이 참여해서 팝업 
구조물과 휴식 공간을 만들기에 적합하다. 또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변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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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작업과 ‘스쿨 포 포에틱 
컴퓨테이션(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소개
최태윤: 저는 작가이면서 교육자이면서 
활동가로 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쿨 포 포에틱 컴퓨테이션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온라인 
상에 모든 수업 내용과 자료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어요. 학교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작업을 

해보자’. 시작할 때부터 저희 스스로 
중요하게 여긴 지점이거든요.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의 경제적인 
부분과 운영 방침도 공개하고 
있어요. 콘텐츠만 공개한다고 해서 
투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투명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안 학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참가자: 대부분 자신만의 
운영 방침이나 아이디어,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누군가 
따라하거나, 그걸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공유하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때문이고요. 

찾아보기
스쿨 포 포에틱 컴퓨테이션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http://sfpc.io/, https://medium.com/sfpc
불확실한 학교 
http://uncertaintyschool.org/ 

Learning 학습 / 
Unlearning 탈학습 
최태윤: 워크숍의 주제인 언러닝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요. 언러닝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러닝부터 이야기 해야겠죠. 
러닝은 뜨개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 
정보가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학습해야 

최태윤: 카피라이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보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눌수록 더 잘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다른 곳에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하는 일에 방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얻는 게 더 많았어요. 오늘 강의 자료도 
온라인에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용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러닝 
워크숍을 하는 것도 이걸 통해 여러분이 
각자 자신의 공동체에서 매개자가 
되어 재해석하고 실천하시길 바라기 

하죠. 이해해야되고요. 이 과정을 여러번 
반복하면 메모리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요. 
동물적이고 단순한 과정이에요. 여러 번 
반복하면 잘하게 되죠. 자전거 배우기가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럼 언러닝은 뭘까요.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뭔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걸 지우고 다시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이 언러닝이라는 
단어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같은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가지 범주와 
정의가 있지만 저는 단순하게 언러닝이 

엉켜있는 실타래를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엉킨 것을 풀어야 다시 그 
실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언러닝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굉장히 
확고한 철학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철학’ 즉 이분법적인 철학입니다. 
디지털은 이분법이죠. 디지털 회로는 
온/오프밖에 없어요. ‘스위치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서양 철학의 
기본이죠. 변증 철학이라고도 하고요. 
천국과 지옥, 흑과 백. 이렇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흑과 백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왔죠.

디자인・설계
2018.09.- 2018.10.

/  상호지지구조를 활용한 파빌리온 디자인 
상호지지구조 기술을 적용하여 별도 출입 개구부를 갖춘 
길이 폭 10m 높이 2.5~5m 이상의 유선형 파빌리온을 
구축한다. 구조의 패턴, 형태, 크기와 위치는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여 제작한다.

 

/  기본 RF-Unit(Reciprocal Frame Unit) 설계 
상호지지구조는 다양한 반복적 패턴 구조법을 통해 여러 
형태적 변형이 가능하다. 다수의 시민과 협업의 방식으로 
파빌리온을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파빌리온의 형태나 구조에 
사용될 부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워크숍을 통해 
구조와 형태가 결정되는 제작방식을 고려하여 다양한 각도와 
크기의 선재 RF-Unit을 500여개 설계-제작한다.

/ 상호지지구조를 적용한 파빌리온 예상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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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디지털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중간 상태가 있죠. 시그널은 
불확실하고, 깨끗하지 않고, 잘 
모르겠고, 맞는지 틀렸는지 조차 알 수 
없어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나뉜 카테고리에 안에 
속하지 않아요. 성적 정체성도 그렇고 
우리의 기분도 그렇고, 각자 다양하고 
무수한 사유가 있는데 이분법적으로 
풀어가려다 보니 답답해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예술가로서, 
기술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저는 반이분법적인 미래를 
사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분법적인 
분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각 팀별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백남준아트센터 담당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산, 공간, 홍보 등 기본적인 
지원 외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매칭했다.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는 팀의 경우 에듀케이터와의 미팅을 통해 구성을 
다듬고 진행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점검했다. 연구 출판을 기획한 팀은 아키비스트로부터 조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영화제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은 기획자와의 만남을 통해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받도록 했다. 

모두를 위해서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 우리 모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두를 위한  반이분법적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이분법적인 미래를 위한 예술을, 
교육을 하는거죠. 결국 제가 생각하는 
언러닝은 새로운 세대를, 학생을 
도와주는 거에요.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들을 시인이자 
기술이자 교육자이자 사회 활동가인 
사람들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인 미래가 아주 
반짝이고 납작한 미래를 만든다고 

본다면, 반이분법적인 미래는 어둡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관적인거나 
시니컬한 어둠은 아니고요. 산이나  
숲속에 있는 어둠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둠일 수도 있고요. 그 
어둡고 습한 공간에서 공유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버블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이끼처럼 연결된 네트 
같은 공유지를 만드는 거죠. 네트 같은 
공유지는 신뢰로 연결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호혜와 상호의존을 필요로 
하죠. 그 안에서는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사적인 생활도 존중되어야 해요. 개인의 
독립성은 공유지와 같이 공존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것이 보호되면서 개개인의 
독립성을 지지해줄 수 있을 때 공유지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보다 코드 
오브 컨덕트(Code of Conduct)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학교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젠더 프로나운(gender 
pronoun)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He / She로만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지만 여자로 봐 달라고 
하거나, They로 불러 달라고 부탁 할 수 
있는거죠. 사진을 찍지 말아 달라거나, 

나에게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키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당연함을 없애야 해요.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요.

상호의존 활동 /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서로 손을 

포갠다. 
•  한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  상호신뢰를 통해 낯선 사람과 짧은 

산책을 즐긴다.

공모 팀별 논의 및 지원/4-1/

/ 기본 RF-Unit 결합 방법 및 가변성 수용 설계 / / 워크숍을 위한 목업용 부재 설계 / / 실제 구조 제작에 사용한 원형 부재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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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s Art 수업 소개
:  배움이라는 선물을 

주고받기 
저는 가르치는 것이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서로 배울 수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거죠.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배움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이어야 하는거죠. 선물을 줄 땐 
뭔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건 칼로 자르듯이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줬으니까 너는 그에 대응하는 다른 
하나를 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게 되어있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도 이런 피드백 루프가 있어야 돼요. 

티칭과 에듀케이션의 차이를 
생각해볼까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할 
때는 대게 구조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나무가 있고 나무를 잘라서 
연필을 만드는 거예요. 기능을 위한 
거죠. 그렇다면 티칭은 뭘까요? 

티칭은 러닝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티칭이라고 하면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티칭을 할 수 없다고 여겨요. 
티칭을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러닝을 
도와주고 있고, 어떤 배움을 선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집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티칭은 이렇게 러닝을 위한 
것이고, 러닝은  learning to learn 
이라고 생각해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티칭인거죠. 배움의 내용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을 배우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배움이에요. 차분해져야 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되죠. 실패했을 
때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해요. ‘Still 
more important is the fact that the 
human being acquires a habit of 
learning.’ 학습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진정한 티칭은 
가르칠 때 나도 배우고 있다고 느껴야 
해요. 파울루 프레이리는 저서 
『페다고지: 피억압자들의 교육학』에서 
“참된 교육은‘A’가 ‘B’를 위해, 또는 
‘A’가 ‘B’에 관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함께 행하는 것이다.” ◆ 

라고 했죠. 그리고 상호의존에 대한 
주디스 버틀러와 수나우라 테일러의 
인터뷰◆◆가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지: 

피억압자들의 교육학』, 남경태 
옮김, (그린비 2009), p.119

◆◆  애스트라 테일러, 『불온한 산책자』 
중 “8장 주디스 버틀러와 수나우라 
테일러: 상호의존”, 한상석 옮김 
(이후, 2012)

한 때는 선생과 학생의 구분을 버리고 
싶었어요. 모두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배우고 싶다고요. 요즘은 교실 안의 
수직구조를 잘 활용하고 싶어요. 
효율적이거든요. 수직구조를 활용하되 
돌아가며 역할을 바꿔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서로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팀별 프로젝트/4-2/ / !+!=?
/ 나는 形이다
/ 낯선조합
/ 니은이들
/ 메타도슨트 
/ 백남준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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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우, 김은주, 정재하, 
윤승민

지역 문화예술 공유지 형성 : 
전공자 및 무명의 예비 
영화인들의 영화제

#영화 #영화제 #틈 #문화예술공유지 
#단편영화  

 / 팀 소개 /

용인대학교 영화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생들로 구성됐다. 같은 주제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기도 하면서 
교내외에서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지난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전시 
관람을 계기로 백남준아트센터 
내·외부를 배경으로 한 단편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filmfestival_tuem

/ 공모내용 /

백남준아트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예비 예술가’들에게 기회와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영화제를 기획-
진행한다. 작품을 만드는 전공자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작품을 
전시하고 보여줄 공간의 부재’다. 
예술 전공자들에게는 작품 상영과 
교류가 가능한 장을 마련해주고, 
지역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호지지구조 매뉴얼

2018. 09. - 2018. 10.
기획·편집 : ArtTect(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디자인 : 남궁철

#공간 제작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이 
상호지지기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목업을 통해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제작된 매뉴얼은 상호지지구조라는 
기술적 공유지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 파빌리온 고정 철물 설계 /

/ 기본 RF-Unit 결합 방식에 따른 패턴 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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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대신 자신이 
탈학습하고 싶은 것을 하나 정해서, 
탈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오셨으면 해요. 내일 여러분께 각자 
5분의 시간을 드릴건데요. 그 5분의 
시간 동안 여기 20명과 함께 자신이 
탈학습하고 싶은 걸 탈학습 해볼거에요. 
뭐든 할 수 있고, 시킬 수 있어요. 시를 
써서 낭독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활동을 응용해서 같이 뭔가를 
해봐도 좋아요. 협업을 하시면 10분을 
드립니다. 3분이 협업하시면 15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이걸 통해 내일 우리가 
생각하는 언러닝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일차 워크숍 종료

가르쳐 줄 건지 질문해요.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저희도 내일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What do I want to Unlearn?
내가 탈학습하고 싶은 것은?

이건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자 내면 깊숙이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학습해온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한번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공유는 하지 않을게요. 각자 

/ 활동내용 /

영화제 기획 및 기획단 구성
홍보자료 제작, 각 학교 및 지역 홍보 

영화제 작품 공모 영화제 <틈> 진행 + 네트워크 파티

영화제 <틈>
지역영화학교 학생들이 
지역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에 모여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 
이전까지 교류가 없던 지역 내 영화 
전공학생들이 서로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업의 지속성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시: 2019.02.01.- 02.02.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이음-공간, 

세미나실, 플럭스룸

#공간은 상호지지구조(Reciprocal Frame)의 
방식으로 구현한 비정형-유선 파빌리온으로, 
시민들이 함께 #워크숍을 통해 제작했다. 
작은 부재들이 모여 하나의 공간을 이루는 
상호지지구조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공유 공간을 만들었다. 공유 공간은 
백남준아트센터 야외에 제작되었으며, 전문가가 
설계한 부재(모듈)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워크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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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워밍업
11:00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N개의 탈학습 선물키트

자신이 ‘탈학습’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각자에게 주어진 5분의 
시간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탈학습’ 
(시도)해보기

# 괜찮아 프로젝트 :
나에게 내가 보내는 위로의 편지

편지지를 나눠 드릴게요. 여기에 나에게 
위안을 주는 일 3가지를 적어주세요. 
하고 싶었거나, 하지 못했던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실패해도 괜찮아,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와 같이요. 
다 적으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편지에 적은 내용을 시도해보세요. 

일주일 뒤, 제가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편지를 받게되면 결과야 어쨌든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단, 남한테 해를 
끼치는 내용은 안됩니다.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거나 위안받고 싶은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늘 
너무나 목표지향적인 태도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신을 조금 많이 
괴롭히는 것 같고요. 물론 목표를 이루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이뤄내지 못한 자신을 
보듬고 감싸주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 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저는 늘 생각이 많아요. 항상 이 다음에 
뭘 해야지? 하고 고민하죠. 이동하는 

시간조차 다음에 해야 할 걸 생각하거나, 
뭔가 들고 가면서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고 일도 쪼개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점점 
뭔가를 하는 상태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을러 보일 수 있지만 
5분 동안 눈을 감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걸 해보고 싶어졌어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볼까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편하게 눈을 
감아주시고요. 되도록 손을 쥐고 계신 
것들은 내려놔 주세요.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어떠셨어요? 혹시 조신 분 있으신가요? 
조는 건 당연하고요.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나요? 그래도 

/ 후기 /

/  노력에 비해 마무리가 흐지부지 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영화과 학생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한 자리가 된 것 같아 의미있는 
시간이었어요.

/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간에서 
우리의 영화를 틀어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행의 어려움은 
제가 미숙한 것 밖에….

/  아쉬운점은 예산…,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 백남준아트센터 
측의 홍보가 사실 기대보다 미흡했던 
것 같다. 전폭적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 공유지를 함께 만든 사람들
#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김정옥 #김민수 #이윤기 #임종석 
#황혁준 #권지영 #황동찬 #김영일 #김연우 #김은희 #김정아 
#목지윤 #김창호 #김형선 #이민자 #박정은 #김다현 #송미경 
#김태환 #김도희 #안성민 #고서혜 #노수영 #송지홍 #윤해숙 
#박시윤 #이명희 #이상민 #이용수 #정지윤 #정원식 #최원희 
#정혜연 #윤영인 #이솔 #김리나 #김현주 #박정민 #양미란 
#김대휘 #김대현 #염현정 #한지원 #윤일순 #구자도 #이영균 
#임미옥 #전종숙 #전혜정 #양다인 #양은규 #조아라 #조지혜 
#김민성 #이수형 #주다솜 #한지혜 #한주혜 #한주혁 #현오숙 
#서민재 #홍지희 #서연주 #서현서 #하성식 #하지민

/ 일시
1회차: 2018.10.09. (화) 10:00-17:00
2회차: 2018.10.11. (목) 10:00-17:00

/ 진행
김성원(적정기술-놀이 연구가), 이근세(작가), 이주연(작가)

/ 진행보조
김정옥, 김민수, 이윤기, 임종석

공유 공간의 형태를 상상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워크숍을 통해 상호지지구조 기술을 
이해하며 기술이라는 지식과 삶의 공유지를 나누고, 
주어진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누구나 
공유지의 제작자가 되는 경험을 마련하고자 했다.

2
1

3
#공

동
체
실
험

#공
유
지
실
험

#관
점
실
험

3-3 #수
집

3-2 #교
환

3-1 #전
환

2-3 #동
료

2-2 #친
구

2-1 #공
모

1-3 #사
용

1-2 #워
크

숍
1-1 #공

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노트에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로 사용하는 반대 손으로 상대방 
모습을 그려보기 

# ‘옳은’ 손에 대한 관점을 탈학습하기 

두 명씩 짝을 지어주세요. 지금부터 
3분동안 왼손으로 (왼손잡이이신 분은 
오른손으로) 앞에 분을 그려주세요. 
얼굴도 좋고 옷을 그려도 좋습니다. 
저는 그림을 대하는 태도를 탈학습하고 
싶더라고요. 작업하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그릴 때는 물론이고, 그림을 
볼 때조차 학습된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감상자의 입장에서 즐겨도 
되는데, 캡션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을 감상하게 되잖아요. 
그림을 대하는 학습된 태도에서 벗어나 
보고 싶었어요. 학습이 덜 된 손,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걸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 몸으로 쓰는 느낌 일기

요즘 저 자신에 대해 집중하며 지내고 
있어요. 나의 행복이나,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몸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내 몸, 신체에 자유를 
주고 싶어졌고, 무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감정, 감각, 
생각을 몸으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어제 탈학습의 노하우를 선생님이 
전달해주시면, 그걸 제가 열심히 학습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함께 5초 동안 
몸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形이다

안형, 박유진, 김은지

과학과 예술의 만남 : 
현대의 기술과 사회문제를 
활용한 예술교육

#예술 #도예 #기술 #3D프린터 
#사회문제 #환경 #융합 #예술교육 
#동아리  

/ 팀 소개 /

예술과 과학, 사회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다. 구성원의 각기 다른 전공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으로 아동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 각자 또는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주입식 교육의 한계, 직업 
교육 및 다양한 경험의 부재, 커리큘럼의 
획일성 등을 고민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꿈꾼다.

/ 공모내용 /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재해석하여 
현대의 기술과 예술, 그리고 사회문제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한다. 
백남준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참여학생 스스로 자신이 살고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장기적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활동내용 /

백남준의 예술 세계 탐방하기  
도슨트 및 백남준 관련 강의 참여 
교육 자료 제작

내부 스터디 진행
사회/환경문제, 
실습 교육(모델링 및 도예 교육), 
아동교육 관련 내부 스터디 진행 

교육 프로그램 진행 
<3D 프린터를 이용한 컵만들기>
일시:  2019.01.25 - 02.15,  

매주 금요일 11:00-12:00
장소: 반월지역아동센터 

1회차:  나만의 화분(컵 원형)  
모델링

2회차:  3D 출력물을 이용한 도자컵 
만들기

기술의 전수 

10:00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  상호지지구조  
이론 강의

/  미니 목업 부재를 
활용한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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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마주치면 - 지시하기 - 연주하기

어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일 
뭘 해야하나, 나 오늘 뭐했지?’ 하고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결국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과 
맺는 관계, 그 관계에 대해 어떻게 
탈학습해볼 수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요즘 사람들을 잘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눈 
마주치는 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중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어떤 
지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시를 
악보삼아 여러분이 악기, 혹은 오브제가 
되어 그걸 연주하는 거죠. 그리고 지시를 
받았던 분이 눈이 마주친 다음 분에게 
또 다른 지시를 하고. 이렇게 주고 
받는 걸 생각했어요. 눈이 마주친 분이 
다음에 하실 분이 되는 거죠. 저부터 
시작할까요? 저를 꼭 안아주세요.

# 다시 균형 잡기 :
다른 존재가 되어보기

제가 요즘 탈학습하고 싶은 건 
‘인간다움'에 대한 거예요. 인간답다는 
게 뭔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죠.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특권의식을 
갖고 있고, 인간다움에 대한 고매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떠올렸어요. 균형을 다시 
잡는 것. 인간과 자연의 관계나 사회적 
차별들로부터 해방되는 탈학습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대상화해온 것이 
되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커피잔이 될 수도 있고요. 
굴러다니는 낙엽도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벽이 될 수도 있어요. 잠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 생각해보는 거죠. 
다른 존재가 되어 반대로 인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합니다. 

# 다같이 몸으로 말해요

3회차:  도서 『달나라 백남준』을 
바탕으로 이미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수업 + 퀴즈게임

4회차:  나만의 컵을 이용한 시음회, 
과자파티 + 분리수거 및 
환경체험

/ 후기 /

/  좀 더 많은 아이들과 더 자주 만나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  백남준의 생각을 조금 더 이해하고 
어린 백남준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아직 미숙한 점이 
있어 아쉬웠다. 이걸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틈틈이 알리고 싶다.

/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해나가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했음.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진행해주시는 
담당자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구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음.

낯선 조합

박경화, 김창순, 김정웅

융합으로 재탄생한 백남준 
아트 : 지역 주민과 더 쉽고 
재미있게 예술 향유하기

#교육 #작가 #동네주민 #전자회로 
#스탑모션 #워크숍 #백남준봇 

/ 팀 소개 /

평면회화 작가 박경화(작가명 만욱)와 
그래픽 디자이너 김창순, 그리고 
IT사업가 김정웅으로 구성된 ‘용인 주민 
그룹’이다. 백남준아트센터 가까이에 
생활터전과 작업실이 있는 사람들로 
각자의 방식으로 백남준아트센터를 
즐기다 만나게 됐다.

/ 공모내용 /

새로운 재료, 기술을 함께 탐구해보며 
각자의 작업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고, 
새로운 작업을 시도해본다. 그 과정과 
결과에서 나온 것들로 더 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지역주민)과 예술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향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구성-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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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움직이고 싶다' / ‘별로 움직이고 
싶지 않다'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손을 들어주세요. 움직이고 싶어 
하는 분이 더 많으니 넓은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다섯 명씩 세 팀으로 
모여주세요. 먼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참가자 두 명의 도움을 받아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을 몸으로 표현한 후 
맞춰보도록 함).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도시'입니다. 요즘 제가 관심을 두고  
작업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1분 동안 팀원들과 도시의 요소 중 
무엇을,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지 
-비밀스럽게- 상의해 보세요. 1분 후에 
한 팀씩 움직임을 시작하면 다른 팀에서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 존 케이지 <4'33"> 연주하기

저는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연주해볼까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존 케이지는 현대음악가이자 
작곡가인데요. 백남준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주신 분이기도 하죠. 존 케이지 
곡 중에 4분 33초 동안 연주를 안 하고 
피아노 뚜껑만 열고 닫다가 연주를 
끝내는 곡이 있어요. 저희는 악기로 

연주하는 대신 4분 33초 동안 주변의 
소리를 듣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소리에 
모든 감각을 집중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음도 되고요. 일상적인 소리도 
좋습니다. 숨소리라든가 옆 사람이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눈을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4분 33초 
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소리를 각자의 
노트에 적어주세요. 

# 기억이 담긴 공으로 대화하기

앞으로 모여서 작은 원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 공이 있어요. 이 공은 
놓자마자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어딘가에 고정해야 합니다. 각자 3초 
정도씩. 이 공을 어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나, 경험, 혹은 기억들 그리고 
탈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긴 공이라고 생각해볼까요? 공을 

움직이거나 넘겨줄 때는 손을 사용해도 
되지만 고정된 상태에서는 손을 
사용하시면 안되요. 무릎 사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몸의 한 부위에 고정을 
시켜주시고 주문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주문은 ‘하나, 둘, 셋’ 이고, 주문이 
끝나면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쳐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 활동내용 /

1차 워크숍 기획 - 준비 
키트 제작을 위한 자료 조사 - 테스트
재료 준비 및 키트 50개 제작

1차 워크숍 진행 
<#전자 그림 체험하기>
일시: 2018.10.27. 11:00-17: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된 키트를 활용하여 전자 회로 
드로잉을 체험한다. 수작업과 과학이 
융합된 ‘전자 그림’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미디어 아트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2차 워크숍 기획 및 준비

2차 워크숍 진행 
<백남준(봇)으로 합체!>
일시: 2019. 01. 26. 14:00-17: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백남준의 다양한 ‘비디오 조각’ 
시리즈를 살펴보고, 다 함께 
‘백남준 봇’을 만든다. 
움직이는 전자 그림(스탑모션)과 
손 그림을 결합하여 하나의 
‘백남준(봇)’을 만드는 2인이상의 
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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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의식에 대한 관념을 탈학습하기 :
이어-함께 그리기

20명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연대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인터넷에 
연대를 검색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한 걸 내가 왜 책임져야 하지?’ 와 
같은 의견이나 ‘연대의식’, ‘연대보증'과 
같은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연대에 대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대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어요. 뜻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친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연대의식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려는 의식’이더라고요. 뜻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연대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연대의식에 대한 탈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림 그리기를 떠올렸습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지금부터 스케치북 한 장에 
20명이 같이 그림을 그릴 건데요. 5분 
내에 모두가 함께 그려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릴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5초 입니다. 서로 어떤 걸 그린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는 분이 이 그림에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림이 되어야 
해요. 그 말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기보다는 
앞에 사람이 그린 것을 보고, 뒷사람을 
배려해서 주어진 15초 동안 책임감 
있게 그려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그림 한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두 긍정적인 의미의 연대의식을 갖고 

그리는 데에 임하셔야 해요. 한 장의 
그림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공유의 개념을 
가진 그림인 거죠.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유지의 개념과 
맞닿아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 색깔에 다시-다른 이름 지어주기 저는 평소에 물건을 산다거나 할 
때 색깔을 보고 선택해요. 초록색, 
빨간색과 같이 색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은 그 
대신 색깔을 오롯이 봤을 때 느껴지는 
기분이나 느낌으로 색깔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정해보면 어떨까해요. 
단어도 좋고 문장이어도 상관 없어요. 
무작위로 나눠드린 종이의 색깔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거기에서 떠오른 
형태로 접거나 찢어서 여기에 자유롭게 
붙여주세요. 

/ 후기 /

/  용인에 거주하고 있고 작업실 또한 
이곳에 있다보니 문화적으로 소통할 
공간의 부재가 늘 아쉬웠다. 그런데 
이번 공모를 통해 내가 주체가 되어 
이웃들과 문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여러 여건상 규모를 좀 더 
크게 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  백남준에 대한 관심에서 공모에 
지원하게 됐다. 같은 주제 였으나 
공모에 참여한 다른 팀들의 프로젝트가 
다양해서 인상적이었다. 진행에 
있어 한가지, 워크숍 참여자 모집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센터와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듯해서 아쉽다.

니은이들

조예진, 김유빈, 김소현

W는 신석기시대와 도킹에 
성공했다 : 백남준과 넷아트 
연구-출판

#연구 #출판 #위성 #유동적삶 #공동체 

#반향 #인터넷아트 #포스트인터넷아트

/ 팀 소개 /

2015년 같은 대학원에 진학하며 
처음 만났다. 그 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스터디를 해오고 있다. 다양한 예술 비평 
텍스트를 함께 연구하고 논의했으며 
블로그 운영을 통해 전시 소식 및 리뷰 
등을 게재했다. 현재 홈페이지 정비 중에 
있다.

www.nieunideul.com

/ 공모내용 /

대표적인 공공 공간인 인터넷 환경에서 
생성되는 현대 예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공동체의 방향을 연구한다. 
통신매체의 긍정적인 대안을 선취한 
백남준의 작품들과 포스트인터넷 
아트의 연계성을 탐구하며 그 안에서 
백남준의 작업이 가지는 의미를 
재고찰한다. 연구의 결과는 출판의 
형태로 공유한다. 

소풍

12:00
백남준아트센터 야외

/  점심식사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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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편의 시 낭독 :
시가 쓰인 장면과 상황을 상상하기

저는 시 두 편을 읽어드릴 건데요. 그냥 
듣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이 시가 쓰인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친구가 녹색 잔을 들고 시를 
지어달라고 하여 시를 지었다. 
나무를 베어 산이. 불을 피워 연기를. 열 
개 중에 아름다운 한 개를 골라내었다. 
선명하게 푸른 눈빛이 몇 번이나 연기 
속에 파묻혔을까 
단단하기는 돌과 맞먹는다. 
이제 만드는 솜씨는 하늘의 조화를 
빌려왔다는 것을 알겠다. 
꽃무늬, 쨍하고 들어오는데 날개달린 
술잔 같이 빠르구나. 
하루아침에 신선이 되어 없어졌으니 
깨끗하기는 시인의 집이 맞고, 
요상하여. 
주인이 좋은 술 있으면 너 때문에 자주 
초청하는구나. 

세 잔이니 네 잔이니 말을 말고 내가 
끔뻑 취하게 해다오.” ◆

두 번째 시는, 이 시가 그리는 이미지나 
시어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이미지로 
그려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한 사람의 영혼을 갈라서 
안을 보여준다면 이런 것이겠지 
그래서 
피 냄새가 나는 것이다 
붓 대신 스펀지로 발라 
영원히 번져가는 물감 속에서 
고요히 붉은 
영혼의 피 냄새 
(중략)…….” ◆◆

두 시의 출처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는, 고려시대 시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나오는 
고율시를 제가 현대어로 의역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한강이 쓴 시예요. 어떤 
작품을 보고 지은 시인데요. 그 작품이 
뭔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8권, 
고율시, 고려 1241

◆◆  한강, ‘마크 로스코와 나 2’,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문학과지성사, 2013

# 움직임이 그리는 그림

/ 활동내용 /

백남준 작품 연구
키워드별 분석

ISBN 취득
외부원고
대담 진행
주제별 분석

최종 출판물 인쇄 출력
2019년 WWW(World Wide Web) 
탄생 30주년을 맞아 백남준의 작품과 
포스트인터넷 작품에서 중첩되는 
지점을 비교 연구하고 나아가 도래할 
공동체의 실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약 6개월에 걸친 연구 결과물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의 10주년과 
WWW의 30주년을 동시에 조명한다. 

향후 추진 사항
(서점 및 전자출판)
서울시립미술관 《웹-레트로》 전시 참여

이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연구출판 프로그램의 특성상 

1차보다는 2차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나, 부족한 예산이 
1차에서 지원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백남준작가를 
더욱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좋은 
작업이었고, 출판의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다. 그동안 스터디로만 
진행했던 것들을 조금은 쏟아낼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 후기 /

/  기존에 알게 모르게 고착된 
‘백남준’이라는 작가와 작품 세계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고 현재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  연구기획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한 ‘백남준’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목표가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야할 산을 한 번 넘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백남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미디어 
영상예술분야에서 필요한 리서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기대한 것 

상호지지구조
파빌리온 제작

13:00
백남준아트센터 야외

/  실제 크기 부재를 
활용한 파빌리온 제작 

/ 서명 및 기념촬영

1일차 
2018.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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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분 30초 동안 그림을 
그릴건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그릴 거예요. 우선 펜의 
2분 1 정도되는 지점을 편안하게 
잡으신 상태에서 펜 끝을 종이 위에 올려 
놓으세요. 이제 그 상태로 걸어 다니면서 
움직임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손을 
움직이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림을 
보지 않고 그려야 하고요. 만약 그리다가 
펜이 밖으로 삐져나왔다면, 그냥 다시 
원하는 위치에 펜을 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되도록 손은 종이에 닿지 않게, 
펜만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제 자리로 모여주세요. 
나의 움직임이 그린 그림을 확인해봤을 
때 어떠셨나요? 오늘 백남준아트센터에 

오면서 버스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그림에 ‘관성 
드로잉'이라는 제목을 붙여줬어요. 이 
활동을 버스, 지하철과 같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평소 같으면 휴대폰으로 
업무 이메일을 체크하거나 SNS를 하며 
왔을텐데, 오늘은 그렇게 보내던 저만의 
시간에 드로잉이라는 예술 행위를 
통해 그 가치를 되찾아 주고 싶었어요. 
관성의 힘에 나의 오른손을 오롯이 
맡긴 채 드로잉에 집중해보면서 분주한 
삶, 그리고 '일'에 대한 저의 태도를 
탈학습해보고자 이 활동을 해봤습니다.

# 사물과 다시 관계 맺기

직관적으로 지금 지니고 있는 물건 중 
하나만 꺼내주세요. 이제 여러분과 그 
물건은 관계를 갖게 될 거예요. 제가 
2분을 드릴 텐데요. 우선 그 물건한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무엇이든 
좋으니 그 물건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상상해보시고 떠오른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다 하셨나요? 
혹시 물건과 나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 세 가지 풀꽃 감상과 산책

요즘 생태활동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그리고 
환경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몇 개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백남준아트센터 주변에 자연물이 
많으니 시를 떠올리며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시 제목은 <풀꽃> 입니다.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중략)…….”

그리고 두 번째 <풀꽃 2>도 있어요. 
“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중략)…….”

마지막 <풀꽃 3> 입니다. 
“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중략)…….”

메타도슨트

성수진, 한광조, 곽길희, 
배정주, 고서혜, 서미향, 
소영옥, 이재희, 이수진, 
고영래, 신희정, 노수영, 
이영선, 이종선, 안성민 

나누는 삶의 예술 : 도슨트 
개인의 재능을 프로그램화 
하여 함께 나누기

#백남준 #도슨트 #재능나눔  #꽃밭 
#다도 #트리허그 #뜨개질 #목공 
#우드코스터 #미술치료 #심리 #음악

/ 팀 소개 /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 모임이다. 
평균 40년 가까이 서로 다른 일을 하며 
살아오다 도슨트 자원봉사를 통해 
만나게 됐다. 각자의 삶이 예술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 공모내용 /

도슨트 각각이 가진 재능을 워크숍의 
형태로 나눈다. 워크숍을 통해 좁게는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라는 공동체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넓게는 
백남준아트센터를 찾는 모든 이들과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마련한다. 

/ 활동내용 /
TV꽃밭
일시: 2018.10.20. 14:00-15:30
내용:  백남준의 <TV 정원>처럼 꽃과 

우리가 하나되는시간 만들기
대상:  꽃꽂이를 좋아하는 누구나 10팀 
강사: 성수진 (10기 도슨트, 플로리스트)

茶와 마음여행
일시: 2018.10.23. 11:00-12:00
내용:  백남준의 <TV 부처>를 통해 차를 

마시며 명상의 시간 함께하기
대상:  다도를 좋아하는 성인 누구나 

20명
강사:  이수진 (14기 도슨트, 차심리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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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나서기 전, 
마무리 하며
최태윤: 이틀이라는 짧은 워크숍 기간 
동안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샘플들이었던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씩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분이라도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 리드해보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했던 걸 
각자 지금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시한 
액티비티나 다른 참가자 분이 하신 

잘 몰랐어요. 언제나 저는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었고, 
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굉장히 많은  권력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권력을 언러닝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피하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 자신을 위한 선물로 
만들어서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틀 간 워크숍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적극적으로 
러닝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런데 어떤 게 좋은 
러닝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기회는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잘 한다는 

액티비티를 자신의 커뮤니티에 맞게 
번역해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커뮤니티가 가족이어도 좋아요. 
커뮤니티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변형 
해보는 건 중요하거든요. 작품처럼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만들었고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자신의 가족이나 커뮤니티와 
언러닝 해보시고 느끼신 점이나 결과가 
있다면 이메일로 공유해주세요. 
저에게도 작업을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없는 분야의 강의를 들으러 

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잘 하는 건지 
정의하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언러닝의 기준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정의하지 않고 있고요. 
언러닝을 잘 해서 무언가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러닝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것 같아요. 실을 풀었으니까 
다시 감는 거죠.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다시 풀어서 또 다시 감고. 이런 과정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 
감사드려요. 그럼 이걸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산책하러 
갈까요?

가보세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서 내용을 배운다기 보다 선생님이 
전달을 잘 하고 있는지 관찰을 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선생님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어제 티칭이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배울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것’. 각자 언러닝하고 
싶은 주제가 있잖아요. 그걸 선물로 
만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덜 하고 
싶어요. 그럼 일을 덜 하기 위한 선물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산책.
워크숍 종료.

트리허그
일시: 2018.10.26. 10:00-12:30
내용:  “나도 어엿한 공공문화 아티스트” 

나무에 뜨개질로 옷 입히기
대상:  뜨개질을 좋아하는 성인 누구나 

20명 
강사: 이영선 (18기 도슨트)

우드코스터 DIY
일시: 2018.11.07. 14:00-16:00
내용:  자작나무를 이용해 다양한 

나무받침(우드코스터)을 만들며 
백남준아트센터 MI의 의미를 
알아보기

대상:  성인 누구나 10명
강사: 이종선 (18기 도슨트)

퀼트로봇
일시: 2018.11.29. 11:00-13:00
내용:  백남준의 TV로봇을 통해 

퀼트기법으로 나만의 로봇인형 
만들기

대상:  초등 4학년 이상 - 성인 10팀
강사: 이재희 (10기 도슨트, 공예강사)

마음나누기
일시: 2019.01.12. 14:00-16:00
내용:  자기대화법과 소통  

소셜아톰(social atom) 
마음상자(self-box) 꾸미기

대상:  7팀, 한팀당 2인 (부모1, 자녀1) 
강사: 고서혜 (18기 도슨트)

자기에로의 여행
일시: 2018.12.13. 10:30-12:30
내용:  어린시절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비추어 내일의 나를 
설계 해보는 따뜻한 시간을 
가져보기

대상:  누구나 20명 
강사: 한광조 (17기 도슨트)

백남준이 사랑한 음악
일시: 2019.01.29. 10:30-12:30
내용:  백남준의 음악들 그리고 그의 

작품세계
대상:  중학생이상 누구나 20명
강사: 서미향 (16기 도슨트, 음악교육가)

2
1

3
#공

동
체
실
험

#공
유
지
실
험

#관
점
실
험

3-3 #수
집

3-2 #교
환

3-1 #전
환

2-3 #동
료

2-2 #친
구

2-1 #공
모

1-3 #사
용

1-2 #워
크

숍
1-1 #공

간



후기

전환 <탈학습 워크숍>에 참여한 소감과 
의견을 적어주세요. 
/  참여자들의 적극성이 인상깊었습니다. 나에 집중하며 

'탈학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  이론보다 예시와 참여가 많아 좋았다.
/  그동안 해왔던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  탈학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 → 여러 사람의 의견 듣기. 

나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 벗어나려고 
노력해보기

/  12주 워크숍 프로그램을 이틀로 진행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플랫폼으로 만나는 워크숍이 진행되면 좋겠다.

/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였는데,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나 공간을 만날 수 없어서 늘 아쉬웠다. 좋은 기회를 
통해 생각했던 이상으로 자극을 받게 되었다. 

/  도입-전개-마무리가 있는 활동들의 연속으로만 교육과 
예술을 접하다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은 이런 종류의 
활동을 해보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수록 더 탈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나에게는 몹시 
힘든 경험이었다. 

/  항상 학습에 중독되었던 삶에서 좀 더 art 적인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 좋았지만 나의 자녀들이 체험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  작가님의 노련한 리드로 새로운 경험에 큰 거부감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틀간 시간이 

/ 후기 /

/  ‘예술은 사회화의 과정’이라는 요셉 
보이스의 말처럼, 예술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미술관의 문턱이 낮아져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펼쳐지는 공유지로서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비마다 
구성원들의 희생과 인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  공동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다.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공감대 
형성과 성취감 등의 보람은 있었으나 
홍보나 외부 참여가 기대보다 많지 
않아 공유지로의 역할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매우 
좋았다. 다만 센타 측의 홍보 방식이 
조금 아쉬웠다.

/  함께한다는 것, 나눈다는 것이 
‘공유지’로서, 백남준아트센터가 
있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다니요^^ 매우 
좋아했었던 곳이었지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메타뮤지엄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요. 그리고 
함께한 다른 공모 팀들과 공유가 

어려웠던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  도슨트 선생님들과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 
한사람 한사람 모두 열정적이어서 
기분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백남준’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일원으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  수년 간 센터를 방문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일반관람객의 접근은(특히 
주부) 어려운 점들이 있는 듯.

/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기간이 좀 더 길었다면 
더 다양한 아이디어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백남준 키즈 
(NJP Kids)

오동석, 김나율, 김선영, 
김윤미, 김태연, 한광조, 
주정자, 최준영, 송정

#namjunepaikvideo 
sculptureMuseum : 
백남준 비디오조각 사이버 
참여 뮤지엄

#namjunepaikvideosculpture  
#백남준팬클럽 #우리도백남준 
#사이버참여뮤지엄 

/ 팀 소개 /

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 도슨트 17기 
9인의 모임이다. 40-50대 중년이지만 
백남준과 그의 작품을 진지하게 
좋아하면서도, 백남준을 흉내내며 노는 
따라쟁이들이다. 미술사 스터디를 
진행하고, 함께 견학을 다니기도하며 
백남준의 예술을 이해하는 시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njpkids@gmail.com 
https://cafe.naver.com/njpcm 

/ 공모내용 /

전 세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에 백남준 비디오 조각 
작품 사진을 올리고, 동일한 해시태그 
(#namjunepaikvideosculpture)를 
다는 행위를 통해 사이버 뮤지엄을 
짓는다. 백남준과 그의 작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작품 보존 관련 
이슈를 공론화 한다. 

2일차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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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습니다. 
/  플럭서스.
/  Unlearning=새로운 관점.
/  소통, 연결, 나눔, 대화, 유쾌함.
/  변화, 실행, 작은 실천이 다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참여해서 아쉽네요. 
/  기존 학습 방법에 대해서 ‘탈’학습하였습니다. ‘탈’공부, 

‘탈’욕심. 

아주 느리게 흘러갔어요. 마음도 잠시 휴식을 취했었습니다. 
/  스스로 만들고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 좋았습니다.
/  강사님의 설명이 명확했으며,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남준, 탈학습하게 된 것, 탈학습에 대해
떠오른 생각이 있나요?
/  미술관 교육자와 도슨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술관의 

활용과 의미에 대한 생각을 해볼수 있었다.  
/  습관에의 저항, 보편의식에의 저항.
/  탈학습은 기존에 잘못 학습 또는 정립된 내용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  탈학습은 내 생각과 행동을 좀 더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틀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되어 

매우 만족합니다. 
/  고정관념 벗어나기. 뒤집어 생각하기.
/  unlearning is care, gift for me. 
/  스스로 탈학습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작업주제 또한 ‘틀’ 벗어나기였기에, 기존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시각으로 탈학습을 바라보고, 
느끼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몸'을 통해 
실험해보는 것이 좋았다. 

/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일하는 혹은 학습하는 
방식에 대한 폭넓은 변화가 필요하다. 어쩌면 인생을 바꿀 
각오에 필적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또한 ‘왜’에 대한 
동기부여도 더 강력해야 한다. 감수한 위험에 비해 너무 
보상(?)이 작다면, 우리 모두는 ‘탈학습’ 하지 못할 것이다. 

/  문화, 자연, 예술, 직관 아닌것들 영감, 명상, 오감, 즐거움, 
자유로움, 편안함, 행복감, 공감, 관계... 인간적, 윤리적.

/  눈과 뇌로 하는 공부보다 심장으로 느끼고 깨닫는 공부를 

/ 활동내용 /

백남준 보물찾기 + 사이버 뮤지엄 짓기
국내외 다양한 곳에 소장된 
백남준 조각 작품을 찾아본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namjunepaikvideosculpture 
Museum’ 짓기를 홍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시 홍보해줄 것을 
요청한다. 인스타그램에 올라 온 
사진들의 작품명과 소재지 등의 목록을 
작성한다.

연구
일정한 작품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현재 작품의 
보존 상태를 확인한다. 소장기관 
또는 소장자의 비디오조각 작품 보존 
방안을 조사하고 정리한다.

인터뷰
- 판화작가 홍윤 작업실 방문
- 아트마스터 이정성 대표 인터뷰 

백남준 따라하기
백남준의 예술방법론, 퍼포먼스 
따라해보기 

과정 및 결과 전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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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작품과 전시를 매개로 동시대를 함께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시각과 이슈를 교차해보고자 하는 
실험이다.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하고 도슨트가 
전시 해설을 통해 이를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자의 의도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전시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전달 
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노인이 바라본 작품과 
어린이가 바라본 작품은 서로 어떻게 다르게 읽힐 

#교환3-2

소장처 방문을 위한 소품 제작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활동보고서 제작

/ 후기 /

/  즐겼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또 놀수 
있을지 싶을 정도!!

/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또는 미디어 
아트를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체험하고 만끽했습니다.

/  백남준을 더 알고 싶어서 지원했다. 
내 안의 열정, 함께하는 기쁨, 사이버 
상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 모든 매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철학(사유)의 
플랫폼을 마련해 준 게 바로 
백남준이다.

/  도슨트들의 친목도, 백남준에 대한 
호기심, 미흡한 백남준 자료 등이 

참여 계기였다. 공유, 공동체 이전에 
‘백남준 팬’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남준을 보여주기 보다 
좋아하게 만들 계기가 필요하다. 
백남준아트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아쉽다.

/  17기 도슨트 샘들과 함께하며 
선생님들의 열정에 놀랐고, 백 
선생님의 퍼포먼스를 따라해보며 백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었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즐겁게 잘 놀았다.

/  백남준 작품을 찾아다니면서,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NJP 
Kids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진행 : 김작가, 안선영,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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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식물생태연구가·음악평론가·지역민 
등 여러 관점이 미술관으로 들어왔을 때 전시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고 확장될 수 있는지, 나아가 
미술관이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이슈의 매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고자 했다.

<이야기 할머니>
첫 번째 #교환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야기 
할머니> 이다. 한국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 중인 이경희 할머니와 함께 했다. 프로그램 준비과정에서 
이야기 할머니가 전시를 감상한 뒤 작품을 선정했으며, 각 
작품을 보고 떠오른 이야기를 미취학 아동 눈높이에 맞게 
각색했다. 백남준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물들이 이야기 
할머니의 실감나는 묘사와 흥미로운 손동작을 통해 따뜻한 
정서가 묻어나는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었다.

/ 일시 : 2019.01.29.(화) 11:00 (총 2회, 회당 20분)
/ 대상 : 유아단체 37명
/ 진행 : 이경희 (한국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 내용

구분 주제 내용

1차 
11:00
‒
2차 
11:30

소개 및 인사 /  ‘이야기 할머니’ 인사 및 
소개하기 

/ 손 유희 활동

이야기 구연 / 옛이야기 소개하기 
/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구연

마무리  / 인사 및 마무리

2019.02.23. 11:00-14:00최종 공유회/5/

2
1

3
#공

동
체
실
험

#공
유
지
실
험

#관
점
실
험

3-3 #수
집

3-2 #교
환

3-1 #전
환

2-3 #동
료

2-2 #친
구

2-1 #공
모

1-3 #사
용

1-2 #워
크

숍
1-1 #공

간



후기

공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
/  팀에게 자유로운 운영 방식을 주셔서 좋았어요.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야해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만 선정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공모 관련 공지글이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  개인적으로 지원금이 부족했던 것 같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모자랐다. 

 

적절하였고 절차에서 이뤄지는 참여의 형태가 즐거웠다. 
덕분에 자칫 우리팀만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전체로 확대되어 새로운 공유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  추가지원 형식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았다.

/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통합적인 홍보가 진행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메타도슨트
/  공모 진행기간에서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어 만족스런 공모가 진행된 것 

같다.
/  너무 멋진 프로젝트 였어요. 감사합니다. 다만 홍보와 각 

팀별 공유 및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센터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는 形이다
/  긴 시간동안 여러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다른 팀과 활동을 바꿔서 경험해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낯선 조합
/  공모팀 선정방식이 꽤 오픈되어 있어서 좋았다. 다만 어떤 

팀이 선정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할만한 
네트워크가 없던게 약간 아쉬웠다. 진행과정 중 서로 도움이 
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  처음 접한 형식의 공모라 신선했고 선정 방식(면접)이나, 
2회에 걸친 공유회도 좋았다. 진행기간은 적절했다.

니은이들
/  센터 직원들의 개방적이고 친절한 태도에 감동했다. 기간은 

/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많았어요. 특히 운영 중 참여자 
모으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백남준 키즈
/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처럼 open으로 자유롭게 진행하거나, 몇 개의 주제를 

정해서 진행해도 좋을 듯 합니다. 
/  선정 방식 중 발표 후 선정위원의 평가가 어떤 목적인지 

헷갈림. 메타프로그램이라면 공유와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정 위원들의 선발 평가식 의견들은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분위기가 수직적 느낌이었다.

감동이었어요(도시락 너무 맛있었어요 ㅎㅎ).
/  덕분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야외에서 큰 구조물로 만들었을 때에는 성인 남자분들이 

주로 활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구조물의 뼈대가 무겁고 
연결 시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어서 이때는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  상호지지구조물 자체는 너무 흥미롭고 앞으로도 다양한 
구조물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  준비가 잘 되어서 설명과 연습과 실습이 적절하고 좋았어요.
/  중간에 해체한 것이 아쉬웠다.
/  이곳에 와서 상호지지구조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 봐서 

재미있었다.
/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이였다.
/  다음에도 워크숍을 한다면 참여하고 싶다.
/ 재미있고 다음에 또 하고싶다.

후기

워크숍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적어주세요.
/  상호지지구조에 대한 이해,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새싹(소년소녀)들에 대한 새삼스런 애정 등등. 새로운 
활력을 담은,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워크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소통하면서 워크숍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 
2.   워크숍의 내용이 명확한 단계가 있어서 자칫 어려울 수 

있던 상호지지구조라는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  생각보다 육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활동이었는데, 틈틈이 주어지는 쉬는 시간과 다과가 

/  너무 무거웠어요^^ 튼튼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표와 시민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워크샵 
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상충이었다. 많이 고민하시고 
선택하셨을 것 같다. 성인 여성 그리고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웠다. 실제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는 단순히 
이동하는 인력의 역할만을 한 듯하여 아쉽다. 좀 더 다양한 
크기가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 만든 것을 남길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크숍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함께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유지(파빌리온, 건축물)가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까요?

워크숍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서로서로 힘을 모아서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이 너무나 만족감 높았던 워크숍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백남준아트센터의 위치가 도심과 조금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어도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워크숍 기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체험을 떠나 제작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과 내년 초까지 
전시도 진행되서 창작의 기쁨도 공유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  우선 이렇게 좋은 워크샵을 무료로 들을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수업 내용도 좋고 강사분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핵심이 담겨있는 교재도 
좋았고. 모형을 통해 1차 실습, 야외에서 2차 실습을 해서 
이해가 더 쉬웠습니다. 

/  간식과 도시락 준비 등등에서 보여지는 세심한 배려도 

백남준 <TV 정원> +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

백남준 <코끼리 수레> + 
<색깔을 훔치는 마녀>

식물 사이사이에 놓여진 텔레비전을 통해 자연과 기술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백남준의 <TV 정원>에서는 작자 미상의 
옛 이야기,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를 읽어주었다.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는 ‘수다쟁이 아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나무에 
주먹밥을 매다는 꾀를 낸 남편의 이야기다.’ ◆ 정원 속에 TV를 
놓은 백남준의 작품 앞에서 나무에 주먹밥이 매달린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과 함께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  작자미상,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 『동화구연지도론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제』, 색동회, 2014, pp. 313-314.

<색깔을 훔치는 마녀>는 예쁜 색깔을 가지고 싶은 하얀 마녀의 
이야기다. ‘어느날 마녀가 숲속을 돌아다니며 모든 색깔을 
훔친다. 코끼리는 마녀가 모든 색을 모았기 때문에 까만 
마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훔친 색을 모두 다시 
돌려주고 오면 멋진 빛깔을 가질 수 있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모든 색을 되돌려 주고 온 마녀는 코끼리가 일러준 
대로, 해님에게 빛을 얻는다. 빛의 색을 얻은 마녀는 무지개를 
담은 하얀 마녀가 된다.’◆ <색깔을 훔치는 마녀> 이야기를 
들으며 코끼리가 알려준 빛과 색의 비밀에 대해 생각해본다. 
백남준의 코끼리는 어떤 비밀을 알려줄까? <코끼리 수레>에 
가득 실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빛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백남준은 왜 수레에 텔레비전과 축음기, 두꺼비를 실었을까? 
코끼리와 부처는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는걸까? 작품과 
이야기를 오가며 함께 상상해본다.

◆  이문영, 『색깔을 훔치는 마녀』, 비룡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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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는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가 
누구이며, 각각의 공동체가 백남준아트센터를 
공유지로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실험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누구일까요?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  이곳의 공동체는 백남준, 백남준아트센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느슨한 연결고리라고 할지라도 백남준아트센터로 이어져 

낯선 조합
/  사실 공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백남준아트센터가 백남준과 

관계있는 어느 누군가의 운영으로 이뤄진다 생각했고, 그의 
작품을 기리는 공간 정도로 생각했었다. 다른 기획전은 
어려워 접근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었다. 하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공동체가 어떤 권력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예술의 공간과 시간적 타이밍이 이곳 백남준아트센터에 
다양한 군상을 모이게 해주었고 꼭 맞는 타이밍으로 모인 
사람들이 결국 공동체가 되는 것. 어떤 우연과 인연이 결국 
공동체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

니은이들
/  직원, 방문객, 참여자 등 모두가 공동체 일원이다.
/  공동체에 특정한 형태를 부여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유동적인 

만남의 발생이 공유지의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있는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形이다
/  전혀 다른 지식과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같은 큰 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속감은 
사람들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고 유지하게 해주며 
개인과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백남준에 대해 아는, 관심있는 
사람 모두라고 생각한다. 다 같이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  공동체가 형성되는 조건은 장소와 함께하는 일, 함께 나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되는 것 같음.

/  공동체는 공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공간은 공동체를 
창출하고 공동체는 공간을 점유한다.

메타도슨트
/  우리 현재의 삶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열린 공간과 참여로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까? 
흥미있고 관심있는 누구나가 조그마한 계기로 공동체를 
형성한다.

/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교육을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건 아닐는지...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서 온라인 공유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나서 

강의
: 녹색과학과 예술의 융합 

이해하기

두번째 #교환은 생명다양성재단의 안선영 책임연구원과 
함께했다. ‘식물은 왜 배경으로 인식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강연을 통해 우리와 환경을 공유하며 일상을 함께하는 
식물에 대해 돌아본다. 이어 기술과 자연 그리고 예술의 
조화를 담아낸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하며 과학, 예술, 자연이 
공존하고 조우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사유해보고자 했다.

/ 일시 : 2019. 01. 30.(수) 오후 2:00-3:30 
/ 대상 : 고등학생 및 성인 20명
/ 진행 : 안선영 (생명다양성재단 책임연구원)
/ 내용

<자연을 
들여다보는 방법, 
과학과 예술 
:  식물을 과학으로 드러내고 

예술로 표현하기>

구분 주제 내용

2:00-2:05 소개 및 인사 강사 소개 및 참여자 인사

2:05-3:00 강의 녹색과학과 예술의 융합 
이해하기

3:00-3:25 공유 및 토론 작품 감상을 통해 자연을 대하는 
새로운 감상법 나눠보기

3:25-3:30 마무리 인사 및 마무리

/ 키워드 : 호혜적인 미술관
/  예전 혹은 대부분의 미술관은 아직까지도 일방적인 

소통방식, 어렵고 교양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워크숍을 참여하면서 ‘호혜성’을 통해 
쉽게 설치 미술 및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의미있었습니다.

/  관객으로 구경만 하던 미술관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전시까지 하는 참여를 통해 어떤 경계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는 되었어요.
/  개방적, 친숙함,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공동체에 관한 관심, 

메이커로서의 자부심, 생산자의 기쁨, 동료의식.
/  미술관은 예전에는 시시했는데 이 프로젝트 후로 미술관이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다.
/  미술 작품만 있는게 아니라 다 같이 즐기고 예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 하는 곳.

/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지지구조를 이해하는 한편 삶 또한 이와 다르지않다는... 
조화로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백남준아트센터에 녹아드는 공공시설물(벤치, 가로등 과 
같은)처럼 특별한 이름이 붙여지는 공간 혹은 시설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입문이 생기니 안에 조형물(토끼..)의자 몇 개 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두 구조물을 연결한 가운데 아래 구조물은 그나마 천정이 
높고 위에 구조물들은 천정이낮은 형태이니, 아래 구조물만 
실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조물 천정에 줄로 
연결해서 입체감 있는 작품들을 전시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붕을 덮어서 안을 아늑한 휴식 공간으로 써도 좋을것 
같고요. 하지만, 그 자체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형태이니, 아이들이 그냥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역할을 해도 

/  공간구조에 대한 시민들과의 대담한 시도 좋습니다.
/  함께 만들어가고 서로에게 필요한 미술관 (여기서 서로는 

관객과 미술관 양측)

미술관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요? 
내가 바라는 미술관에 대해 적어주세요.
/  대중과 함께하는 미술관.
/  미술관은 즐겁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영감을 주는 곳!? 일상에서 틀에 박힌 시선 너머의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확장시켜 주는 곳 ^^
/ 생활 속의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이요...
/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향유하는 공간이 아닌 누구나 

내 생각을 표현하고 공감해주는 이들과 소통하는 공간
/  해석이 자유로운 미술관?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명을 이용한 밤 하늘을 표현하는건 어떨지요?
/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사이즈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민되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관람객들이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추억을 만들면 
좋을것 같다

/ 모두의 쉼터
/  시민 쉼터와 아이들의 자유 놀이터 모두 좋은 것 같아요. 

밑에 모래를 채우고 모래놀이터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워크숍 참여를 통해 ‘미술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나요? 
/  단순히 [특별한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졌었는데 그게 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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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생각을 미래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 또 이 

공간으로 영향받는 모든 사람이다.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은 백남준의 작품이고 예술정신이다. 이를 통해 
이곳을 방문하고 머무르는 모든 이가 NJP 공동체가 된다.

/  관심있는자, 그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콘텐츠, 공동체는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공고해집니다. 기회를 주세요.

/  백남준아트센터의 공동체라기 보다는 예술은 함께 즐기고 
향유하는 모두가 예술의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백남준 키즈
/  모든 시민,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은 누구나.  

공동체 유지 조건 : 지속적인 교류, 만남
/  공동체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미술지도 또는 

미술계를 매개하는, 예술(백남준 예술을 비롯하여)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서로 다양하게 네트워킹하는 것이 

공모 참여로 인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영화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 제가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된 것 같아요.
/  관계. 예술적 공동체 유지.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

나는 形이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도예, 설계 그리고 백남준이라는 

인물의 삶까지 지금까지 접하던, 공부하던 예술과는 다른 
분야의 것들을 마주하면서 예술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조금은 다르게 변화하면서 융복합적 예술에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동체 - everybody. 모든 매체 포함. 모든 장르 포함, 사실 

더 이상 장르를 나눈다는 것이 무의미.
/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공동체 유지의 

관건이 아닐지...우선 백남준아트센터의 구성원들부터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  참여하는 모든 사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

/  백남준을 사랑하고 예술에 관심있는 예술시민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

/  공동체는 모두이자 개별이다. 개별적인 관람객, 도슨트, 
큐레이터, 기획자 등이 모여 작품과 전시공간과 함께 
가꾸어가는 공공장소이다. 

/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해졌다.
/  예술을, 백남준의 예술을 어떻게 대하고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짐.

낯선 조합
/  아트센터가 편하게 느껴졌고, 개인적으로 작업하는데 틀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동네에 좋은 공간, 친구가 
생겨 좋다.

/  백남준의 예술을 보는 시각이 의식적으로 많이 달라졌으며,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생겼다.

니은이들
/  책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어서 하반기에 

새로운 출판기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출판을 지속할 자극점이 되어준 백남준에게 감사한다.

/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느낌. 결과물을 

/  다음의 강의록은 프로그램 녹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교환의 취지와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던 

공유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일부만을 발췌했습니다. 함께 곱씹어보고 싶은 의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지면상 생략되었음을 알립니다. 

/  강의 중 특정 기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었으나 내용을 
발췌하는 대신 웹 주소를 기재합니다. 각 사이트를 통해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저는 식물생태와 과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과학과 예술이 얼마나 비슷하며 가치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또 얼마나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학문(혹은 분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학과 예술의 
가장 큰 공통점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이성과 
상상력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과학을 매우 
경직된 학문이라 여기시는데요. 과학이야말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면 자연에서 어떤 동물의 
행동을 봤을 때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해요. 상상을 해야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예술가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DNA의 이중나선구조는 다 알고 
계시죠? 과학자들 특히 유전학자들은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체라는 복잡한 구성을 이렇게 
간단한 이중나선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껴요. 예술가들이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형태라든지 빛깔로 
표현하는 것처럼요. 결국 과학자와 예술가 모두 상상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거죠.

과학과 예술
우선 과학과 예술이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과 예술을 함께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과학자와 천재예술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듯 과학과 예술은 다른 언어로 되어 있어요. 
과학은 이성적이고 딱딱하고 합리성을 추구하죠. 예술은 
조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요. 추상적이고 감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과학과 예술이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던 시절만 하더라도 과학과 예술이 학문의 분야로 나눠져 
있었을까요? 인간이 과학과 예술을 학문의 경계로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과학은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공식화한 
학문이에요. 그리고 예술은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한 

 예술과 과학,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분야가 
있죠. 바로 ‘키네틱 아트’입니다. 키네틱은 물리학 용어로 
운동, 활동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조각, 모빌을 
창시한 ‘알렉산더 칼더'의 전시가 2013년에 리움 미술관에서 
열린적이 있죠. 칼더는 기술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기술공학을 전공하고 조각 작업을 하다가 모빌을 만들게 
된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광고에 나오며 유명해진 
‘테오 얀센’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과학자인거죠.  
이 자동차는 테오 얀센의 작업 중 하나인데요. 엔진이 필요 
없어요. 바람을 동력으로 굴러가죠. 테오 얀센은 자신의 
작품을 생물체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마치 생물처럼 작품마다 
'아니마리스(animaris)’라는 학명을 붙여주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과학 지식을 작업 
활동에 반영하는 거죠. 테오 얀센은 “예술과 공학의 장벽은 
우리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 조용하고 작품들이 있는 곳
/ 여러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수 있는 곳
/ 가장 실험적인 공간
/  쉽게 가서 머물 수 있는 곳, 궁금한것들이 있는 곳. 

그러면서도 예술적인 향기를 잃지 않는 곳. 어린이에게 
열린곳. 천편일률적인 전국의 어린이 박물관과는 차별성이 
있는 곳. 여백의 미가 살아있는 숨 쉴 여유를 마련해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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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메타도슨트
/  공동체 의식과 함께 관계의 확장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  같이 공유하는 즐거움, 만족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다.
/  도슨트 샘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아트센터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진 점!!!
/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백남준과 

백남준아트센터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  센터에 대해 도슨트 동료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애정도 더 많이 늘었다.
/  조금은 잠잠해지려했던 마음 속의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공유지가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방식이어야 할까요? 혹은 내가 바라는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 적어주세요.
!+!=?
/   조금 더 쉬운 백남준아트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반적인 미술관이 흑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백남준아트센터는 형형색색 다양한 색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분들의 생각을 응원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기획-운영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진심어린 
관심(관람객과 참여자)은 공유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形이다
/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백남준 키즈
/  백남준 작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  백남준과 그의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관심의 

정도도 깊어졌습니다.
/  백남준을 더 깊이 넓게 알고 싶어짐. 예술의 역할 뮤지엄의 미래, 

모두가 향유하는 예술의 형태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됨.
/  백남준 팬이 됨... 아트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서 그만큼 아쉬운 점도 많음.
/  백남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아졌다. 백남준의 

예술세계가 일상의 나의 삶에 긍정적인 놀이 문화로 깊숙이 
들어왔다.

/  백남준 작품을 매개로 주변과의 관계를, 그리고 잊고 지냈던 
스스로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백남준 작가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고 아트센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센터를 더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듯 다른 
이들에게도 비슷한 인상을 준다면 훌륭한 공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다양한 활동, 행사를 주최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  이번 공모처럼 주변 주민과 학교, 단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지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함.

낯선 조합
/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척박한 용인에 정말 한줄기 희망입니다.
/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이라는 공고를 낸 것에서부터 벌써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 현재처럼 이어진다면 결국 
모두의 공유지로서 기능할 것이다.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백남준아트센터도 미술관이지만 
작품 속에 식물이나 물고기 같은 자연이 있고 과학이 
있습니다. 이들이 분류되고 나뉘는 건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뤄지는 거죠. 

잭슨 폴록의 <convergence>라는 작품을 볼까요? 
아시다시피, 저 그림은 붓을 캔버스에 대지 않고 튀기는 
‘드리핑 기법’으로 제작한 ‘액션 페인팅’입니다. 과학자들은 
잭슨 폴록의 작품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작품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잭슨 폴록이 걸어둔 붓이 바람에 의해 움직이면서 
캔버스 위에 어떤 동선을 그리면서 물감을 찍어내는지, 또는 
작가 자신이 붓을 캔버스에 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튀기면서 
그려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그를 과학자라고 봅니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결과를 예상하고, 그리고 예측된 결과와 
실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자체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예술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프랑스 세관원이었던 ‘앙리 루소’는 혼자 독학으로 

예술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소개 해드릴게요. 

/  영국, WWT런던습지센터 WWT London Wetland Centre 
www.wwt.org.uk  

/  영국, 큐가든 Royal Botanic Garden, Kew 
www.kew.org 

/  영국, 자연사박물관 다윈센터  
Darwin Centre - The Cocoon at the Natural History Museum 
http://www.nhm.ac.uk/ 

/  스페인, 예술과 과학의 도시 
Ciudad de las Artes y las Ciencias(CAC) 
www.cac.es 

/  일본, 국립과학박물관 国立科学博物館 
www.kahaku.go.jp 

그림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연밖에는 다른 
스승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앙리 루소의 그림은 <동물 
행동학>이라는 저명한 논문 학술지의 표지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사실 생태학적으로 보면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추상화되기도 했고요.

앞선 작품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자연과 과학, 그리고 예술의 결합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찍찍이(밸크로) 아시죠? 우엉씨와 같은 식물의 씨앗은 
동물의 털에 붙어서 멀리 퍼질 수 있는 전략 취해요. 그 형태를 
모방하고 발전시킨 것이 밸크로입니다.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의 형태를 가져와서 실생활에 응용하고 있었던거죠. 
그래서 ‘의생학’은 자연을 모방하는 학문이라고도 해요. 
‘생체 모방biomimicry’이라고 하죠. 군사 쪽에서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외국의 많은 박물관이나 미술관만 가봐도 과학과 

매일 만나는 식물 다시보기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생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식물입니다. 동물은 못 만나는 날도 있지만 
식물은 못 만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끼라도 드셨다면요. 
모두 식사 하셨죠? 반찬이 뭐였나요? (김치요) 그렇다면 
배추라는 식물을 만나셨네요. 차를 드셨더라도 마찬가지죠. 
녹차, 커피, 주스 모두 식물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길에는 
어떤 식물을 만나셨나요? 저는 백남준아트센터 건물 옆에 
있는 자작나무를 봤어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 중 단 한 
분도 식물을 만나지 않은 분이 없는거죠. 

그럼 식물이 뭘까요? 우선 이동력이 없죠. 그리고 
광합성을 해요. 물리학자이자 의사인 ‘율리어스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포착하기 힘든 빛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단단한 형태로 저장하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지구상에서 식물밖에 없다.” 저희는 나가서 햇빛을 쬔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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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부르지 않죠. 식물은 유일하게 빛 에너지를 단단한 
형태로 저장해서 생존이 가능한 생물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그렇게까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동물과 식물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은 동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제 아이도 5살인데 식물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동물을 매우 좋아해요. 우리는 왜 식물을 잘 인식하지 
못할까요? ‘마이클 폴란’도 저서 『욕망하는 식물』에서 
“식물은 동물들만큼 대접을 받거나 글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어요. 동물과 달리 식물이 지금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졸린지, 슬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을 이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식물을 주인공으로 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식물에게는 공감하기 어려울까요? 
지금 보시는 건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Redwood)라는 

연근이나 무 모두 식물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잎은 광합성을 
하는 기관입니다. 엽록소가 있어서 태양빛을 포획하는 
기관이고요. 꽃은 간단히 폈다 지지만 잎은 봄에 싹이 터서 
가을에 지기 전까지 항상 식물에 있기 때문에 잎을 아는 것이 
그 식물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은 
씨앗과 열매입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도 아는 식물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단풍나무예요. 
5월이면 단풍나무 꽃이 핍니다. 단풍나무 열매는 날개가 
있는데요. 바람을 이용하여 멀리 퍼질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단풍나무의 전략인거죠.

이제 꽃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혹시 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주 주고 받지는 않아도 다들 
꽃을 좋아하실 거예요. 실제로 꽃을 보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좋고 치유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이 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국이예요. 꽃의 형태가 두 가지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꽃과 바깥에 있는 꽃. 사실 진짜 꽃은 안에 

종이에요.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높이가 100미터예요. 
여러분 100미터 달리기 해보셨어요? 운동장을 가득 두를 
만큼의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므두셀라(methuselah 
tree)라는 나무는 48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작 
100년 살기도 어렵죠. 100년 사는 인간이 4800년 사는 
나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2미터까지 밖에 못 자라는 
인간이 100미터 자라나는 나무가 얼마나 힘들게 땅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는고 있는건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식물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관심이 가게 되죠. 식물에 대해 
같이 찾아내고 발견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식물은 잎, 꽃, 열매, 씨앗, 뿌리로 되어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은 이동력이 없어요. 이동력이 없기 
때문에 땅이나 물에 뿌리를 내려서 물이나 영양분을 흡수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식물인데요. 네, 다 
뿌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식물을 부위별로 먹고 있습니다. 

있는 것들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암술과 수술이 없어요. 
수분매개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예쁜 형태의 커다란 가짜 
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은 왜 꽃을 좋아할까요? 향기도 
좋고, 색도 예쁘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꽃은 자원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됐기 때문이에요. 
꽃은 인간이 초원에서 수렵 채집을 하던 시기에 자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였던 겁니다. 꽃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먹이가 되는 초식 동물이 근처에 있을 것이 확실했고, 
종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다양한 과일과 견과류를 채집할 
수도 있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진화 했는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진화심리학입니다. 이 학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꽃이 자원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좋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니은이들
/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접근하고 전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한 교육, 행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전시든 작품이든 참여든 어떤식으로든 만남과 소통이 

지속된다면 공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이미 많은 것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한다.

메타도슨트
/  의사소통과 토론 또는 의견교환이 편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준다면...
/  다수의 분들이 백남준 작품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체험 등) 알리기에 힘 써 주시길 
바란다 ^^

/  이미 공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백남준이 오래사는 

활동한 여러 팀에서 보여지듯이, 좀 더 활동적인 다방면의 
플랫폼 역할만 하면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것 같음.

/  백남준의 작가정신, 21세기의 글로벌함을 포용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길 바람. 오픈 마인드가 절실.

/  될 수 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백남준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  백남준 작가가 오래 기억되는 또 더 많은 매개체, 발전이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본다. 

집은 그 자체로 공유지였던 것 같아요. 열린 방식의 온오프 
플랫폼은 건의 드려요.

/  전시, 교육, 세미나 등 공유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 (예: 열린 스터디룸)

/  백남준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오픈이 필요. 
프로그램이던 장소던.

/  백남준 작가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고 아트센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다.

백남준 키즈
/  공유지가 당연히 될 수 있다. 공유 공간, 시간, 확보를 해주는 

지원,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상위의’ 행정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예술감각을 깨우면 든든한 동지가 될 것입니다.
/  공유지로서의 아트센터. 저희 이번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2
1

3
#공

동
체
실
험

#공
유
지
실
험

#관
점
실
험

3-3 #수
집

3-2 #교
환

3-1 #전
환

2-3 #동
료

2-2 #친
구

2-1 #공
모

1-3 #사
용

1-2 #워
크

숍
1-1 #공

간



식물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이제부터는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식물을 알려왔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야외 생물학자의 연구실> 
킨텍스에서 열린 과학축전에서 <야외 생물학자의 
연구실>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었어요. 어둡게 암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헤드랜턴을 쓰고 찾아다니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식물의 열매와 잎을 구분해보는 활동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열매가 아닐 
수도 있고 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열매일 수도 있거든요. 

<엉터리 식물학자의 연구실>
이장섭 작가와 함께 했던 작업입니다. 이장섭 작가는 작품을 
식물의 형태로, 식물처럼 만드는데요. 자연에 없는 색깔을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해요. 그런 공식과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가가기 어렵죠. 그래서 외국어를 
통역해주는 것처럼 과학을 다른 언어로 풀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업한 게 <녹색과학 통역 프로젝트>입니다. 
녹색과학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 다람쥐, 까치, 고라니의 밥상을 전시의 형태로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동물들의 밥상이 
우리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묘사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런데 ‘제인 구달’ 선생님께서 이미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해서 개미를 먹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불을 사용하는 인간이라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무언가를 태워서 먹이를 먹는 동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사용하는 것도 인간만의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 나온 이야기는 요리를 

고민하다 파란색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모듈들을 연결해서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듈 
하나를 ‘시밍’이라고 불렀는데요. 모듈을 어떻게 연결하면 
여러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루종일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작업이 마치 자연에서 발견되는 식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뒷산에 나가 식물들을 
관찰해보면 각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이장섭 작가는 공공미술을 하는 분인데 식물에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 작가님을 ‘엉터리 식물학자’라고 
이름 붙이고 마치 어떤 식물 종을 발견한 것처럼 연구실을 
꾸몄습니다. 가짜 식물들의 표본을 만든 것처럼 꾸며서 
전시하고, 그 식물들에게 이름도 붙여줬어요. 

<녹색과학 통역 프로젝트>
광합성을 화학식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죠.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냥 내가 아는 단어와 내가 

하는 인간입니다. 요리를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멧돼지, 
다람쥐, 까치, 고라니의 밥상과 인간의 밥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풍 때문에 쓰러진 북한산의 나무를 
전시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미 부식이 되어 이끼가 자라나던 
부분에 이장섭 작가와 함께 여러 가지를 붙여준 뒤, ‘자연에서 
빌려오는 전시’를 했어요. 전시가 끝난 뒤에는 나무에 붙였던 
반짝이를 떼어내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작가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예술 작품이 자원 소비적일 때가 
많잖아요. 전시기간 동안에는 그 작품이 매우 예쁘고 좋지만, 
전시가 끝나거나 공간이 없어지면 폐기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빌려왔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전시를 해보고자 했어요. 이건 고사목입니다. 고사목은 
우리의 뒷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숲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그냥 두지 못하죠. 이미 죽었으니까 
제거해야 된다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으니 미리 없애야 한다고 

#친구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실험이다. 도슨트, 라이브러리 
자원봉사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가장 자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영역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일을 수행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미술관을 매개로 누구나 관계맺고 소통할 수 

#친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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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큰 나무가 숲에서 쓰러질 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식물이 언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동물은 심장, 폐, 간과 같은 장기가 있죠. 
주요 장기가 하나만 망가져도 사망합니다. 하지만 식물은 
가지를 자른다고 해서 죽지 않죠. 밑동을 완전히 잘라내도 
다시 살아나는 ‘움싹 재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식물은 
죽었다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쩌면 식물은 천천히 
살고 천천히 죽는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잎이 하나도 
나지 않고, 이미 나이가 많아 생장을 멈춘지 오래 된 식물도 
있어요. 생장은 나이테를 통해 알 수 있죠. 생장은 멈춰도 
잎이 하나라도 달려있다면 그 식물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사목이 죽어서 쓰러지게 되면 그 아래 하층에 있던 
식물들에게는 큰 기회가 됩니다. 큰 나무 때문에 햇빛을 못 
받다가 어느 순간 고사목이 쓰러지면서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고사목 자체만으로도 많은 
곤충의 집이 되기도 하고요. 고사목이 부식하면서 충분한 

보드카는 감자, 와인은 포도, 미국이나 아메리카의 버번 
위스키, 데낄라, 럼과 같은 술의 종류가 저 생태계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로 만든거죠. 그래서 거기서 쉽게 만들었던 
겁니다. 술의 역사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주원료를 보시면 그냥 식물이에요. 

<바닥식물원>◆

2015년에 자연에서 빌려와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전시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바닥식물원>이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작가분과 같은 코스를 
돌면서 그때 그때 그 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만 수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식생은 주로 신갈나무와 소나무예요. 지금 뒤에 있는 숲에 
가셔도 만날 수 있을거예요. 신갈나무는 참나무죠. 도토리를 
만드는 나무. 소나무는 다 아실 거예요. 밑에 떨어진 잎을 
주워보면 무슨 나무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고사목은 생태계의 순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생태학’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와인종을 선정하여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낸 것을 짧은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모나코 필름 
페스티벌에서 숏필름 상을 받기도 했어요. 배포하지 않아 
찾아보시기는 힘들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다섯 
가지는 식물생태학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지중해에서 포도가 
잘 자라는 이유는 그 곳에 포도가 적응을 했기 때문이죠. 특정 
지역의 식물상과 계절의 관계, 그리고 욕망이라는 키워드도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과학자들 중에 우리가 감자를 많이 
먹게 된 것에 대해 식물(감자)이 그렇게 유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에게 선택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든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술 지도입니다. 보시면 러시아가 워낙 땅이 
넓어서요. 보드카 비중이 크죠. 우리나라는 소주입니다. 

채집했고, 이름이 뭔지 손으로 써서 바닥에서 주운 것만으로 
전시를 했어요. 

◆ https://www.artbava.com/exhibit/detail/503/ 

과학과 예술, 그리고 식물과 우리 일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다보니 얕게 다루게 되었는데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점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가 되고 있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따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동물과 식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생활에서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전시장으로 이동해서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자 홈커밍데이에 
초대합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문을 연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그리운 #친구들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백남준의 예술을 함께 즐기고 공유해온 친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즐거운 만남의 자리를 

<홈커밍데이>

초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활동하였거나, 잠시 활동을 멈추었거나, 지금 활동 
중인 모든 봉사자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다시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인 홈커밍데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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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전시감상 및 토론
: 예술작품을 통한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상법 이야기 나누기

만들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웃음). 작품 뿐만 아니라 
공간을 큐레이팅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에 오셨을 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의도가 섞여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셨으면 해서 이 장소를 
골랐습니다. 혹시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눈에 띄는 점, 또는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 분 계신가요? 질문도 좋습니다.

참가자1: 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원, 
식물원, 수목원 같은 곳들을 둘러보면서 공부하실 텐데요. 
다른 선진국들처럼 예술과 관련된 식물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든다던지 식물을 예술처럼 전시한 박물관 같은 곳을 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식물 자체를 즐기는 그런 곳은 있지만 
예술과 연계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곳에 대해 
기획을 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선영: 좀 포괄적으로 생태를 놓고 본다면, 동탄에 
근린공원을 기획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생태공원에 
생태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근린공원은요. 

안선영: 백남준아트센터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방문해보신분 계신가요? 과학도 예술과 마찬가지로 자기 
연구에 의미 부여를 해야 해요. 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에 대해  의미부여를 해야 합니다. 
작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앉아계신 곳은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에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붉은색 벽지로 꾸며진 이 공간은 어디일까요? 네, 파리죠. 
그리고 그 옆의 공간은 뉴욕인 듯해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모티브로 백남준이 1984년의 뉴욕과 프랑스를 
연결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방문했을 때, 함께 볼 작품으로 
망설이지 않고 이 작품을 골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둘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식물도 있고 술도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저 술들이 대부분이 싱글몰트 위스키에요. 위스키 
중에서도 블렌딩하지 않고 한 가지 한 곳의 증류소에서 단일 
몰트로 만든 위스키인데요. 이 공간은 술 애호가가 아니고서는 

국립공원처럼 식생이 좋아서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완벽한 
그런 곳 말고, 우리 삶 가까이에 시간이 될 때마다 방문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공원은 없는 것 같아요. 동탄에 
기획한 생태공원은 지역의 반을 뚝 잘라서 화성에 있던 
원래 식생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획했어요. 대체로 
공원에는 벚나무를 많이 심죠. 아니면 과실수를 심는다던지 
하는데요. 처음 기획을 할 때 원래 화성시의 식생인 
상수리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천과 
연결해서 습지생태계를 복원했어요. 높낮이가 있고 식물이 
있으면 나중에 동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어요.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자는 것이 저희 기획의도였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립공원이나 식물원 말고는 식물이 
전시되는 것을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참가자2: 동물원에 사육되는 동물들이 변형되기도 
하잖아요. 식물도 혹시 인간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형되기도 

자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영역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일을 수행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미술관을 매개로 
누구나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거 활동하였거나, 
잠시 활동을 멈추었거나, 지금 활동 중인 
모든 봉사자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다시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백남준아트센터의 #친구들에게도 서로의 
관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12.01. 
백남준아트센터 카페테리아 (실내외)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가까이에서 
백남준아트센터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직장·학업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은 먼 
곳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함께 
모여서 백남준아트센터의 10년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 12. 01.(토) 17:00
백남준아트센터 야외테라스
 백남준아트센터의 현재·과거 자원봉사자 
(도슨트, 라이브러리 봉사자, 문화자원봉사자)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함께 나누는 이야기 듣기, 
시상 및 마무리

준비물 

/ 일시
/ 장소

/ 참가대상

/ 내용

17:00 

홈커밍데이

포토존 촬영, 실크스크린, 현장투표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깃거리: 
백남준아트센터에 얽힌 에피소드, 현재 
근황 등을 성함 & 활동연도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사연을 
읽어주는 <NJP 토크>가 진행됩니다. 

2)  함께 나누고 싶은 먹거리:  
바비큐와 더불어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가 열립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음식을 가져와주세요.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메타뮤지엄#공동체실험#친구>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실험입니다. 도슨트와 라이브러리 
자원봉사자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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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선영: 동물을 키울 때 가축식 사육을 많이 하죠. 

닭과 돼지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가둬 키우잖아요.  식물에게는 
화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식물 화분은 식물의 대량 
생산이죠. 식물이 생태계에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요. 모두 다른 존재와 어우러져 있죠. 그리고 식물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식물을 작은 화분에 가둬 키우고 
있는거죠.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참가자2: 식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네요.
안선영: 그렇죠. 동물권이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식물권이라는 이야기도 머지않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인간이 식물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무에 칭칭 감아놓은 전구들도 마찬가지에요. 봄에 꽃이 
피는 건, 날씨가 따뜻해져서 핀다기 보다는 낮과 밤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햇빛의 길이를 식물이 인지하고 꽃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나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결과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아, 산채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고통을 느끼겠구나.’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뜨거운 물에 산채로 
넣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고통을 느끼겠죠. 그런데 그것을 
꼭 인간의 관점에서 고통을 느껴야만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의 
가지를 자르면 진액이 나오죠. 그것은 식물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외부의 박테리아를 차단하고 생존하기 위해 
진액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고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과학자의 수준에서 고통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고통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증명해야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이런 좋은 공간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잖아요. 봄이 되면 뒷길로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만남이 이루어지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피우는 거죠. 그런 인위적인 빛이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영향은 분명히 
있을텐데, 식물에게 치명적이지 않을 뿐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식물이 언제 
죽었는지, 완벽하게 죽은 순간을 말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식물의 수명은 우선 너무 길어요. 우리가 무심코하는 행동들이 
정말 식물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참가자2: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일부는 
사람만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요. 특히 낚시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나 어패류는 통증이 없어서 아픔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던데. 식물도 통증이 있나요? 식물에서 진액이 
나올 때 마음이 안좋을 때가 있거든요.

안선영: 과학이 좋기도 하면서 나쁘기도 한 
것이 모든 것을 너무 과학적으로 증명 해야한다는 거예요.   
갑각류를 살아 있는 채로 뜨거운 물에 많이 넣는 거 아시죠? 
그때 그 갑각류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7:00 17:25
17:30

진행자 인사, 홈커밍데이 취지 소개 관장님 인사말씀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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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에 대한 좀 더 새롭고 친근한 (지식적으로가 아닌)을 
느낄 수 있길 기대했는데,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았다. 

/  과학과 예술은 접점이 없다고 생각해왔고, 특히 과학은 
어려운 분야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해준 것 같다. 

/  한 분야의 전문가 관점에서 진행된 강의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내용으로 인해 깊이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이는 강사님의 
역량이 아닌 강의 주제의 문제로 보다 세부적인 주제로 잡아 
전문가의 강의인 만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히 과학과 예술의 접점만을 다룬 점이 크게 
새롭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프로그램이 설명 위주라 아쉬웠다. 체험형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  백남준 작가의 작품과 의미없는 연결을 시도하지 않았나 
싶다. 오늘 강의 하셨던 분과 함께 작업했던 예술작품 활동에 

후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  매일 접하다보니 큰 의미없이 당연시 했었는데 식물을 

과학과 예술로 접목시켜주니 흥미로웠습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볼게요.

/  식물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식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  과학과 예술의 접목, 그리고 식물을 보는 새로운 관점 등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는 신경쓰지 않고 지나가던 식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어 참신했다.

/  과학과 예술의 접목하여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제시로 
좋음. 다만 사유의 시간이 부족.

/ 자연, 과학, 예술 모두 시작과 출발이 같다는 느낌.

NJP 토크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사연과 
함께하는 NJP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근황과 백남준아트센터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궁금한데요. 사연 소개는 
김보라 선생님이 진행해주시겠습니다.  

김보라의 NJP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라이브러리 자원봉사를 
했던, 유명화 입니다. 저는 올해 라이브러리 

18:30

염현주
(4기 도슨트 / 

현 전문도슨트)

김보라
(9기 도슨트)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라이브러리가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섬 안에 잘 정돈 
된 책방에 온 것처럼 일상을 떠나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독특하고 재미있는 
구조는 또 다른 전시를 보고 참여하는 듯 
했습니다. 취업 준비로 주말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열정적으로 시청각자료를 
청취하는 어린관람객들을 만나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관심거리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무언가를 도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찾고 있던 작가와 작품에 관련한 잡지와 
책들을 사서님으로부터 도움 받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
1

3
#공

동
체
실
험

#공
유
지
실
험

#관
점
실
험

3-3 #수
집

3-2 #교
환

3-1 #전
환

2-3 #동
료

2-2 #친
구

2-1 #공
모

1-3 #사
용

1-2 #워
크

숍
1-1 #공

간



대한 감상과 사유시간이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  짧은 시간안에 많은 내용을 설명해야 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듯 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강의 듣고 싶네요. 
    

본 프로그램의 참여로 작품과 전시에 대한
관람방식, 관점, 생각이 바뀌었나요? 
/  먹는 것 하나도 모두 식물이 아닌게 없다는 것. 그리고 

자연과 인간은 뗄 수 없는 것이며 자연의 일부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시 이후 폐기물이 되어버리는 작품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  한 작품을 보면서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하는 법,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 작품 감상 관람에 대한 다양한 견해

/  파타피직스에 관심 많아서 왔습니다. 식물학자가 어떻게 
예술과 과학을 화해시키고 접점을 만드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  별로 안 바뀌었습니다. 전문성, 포커스를 더 깊게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  과학이라는 다른 분야의 관점으로 좀 더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겉만 보고가는 듯한 느낌이다.    
     

본 프로그램의 참여로 백남준아트센터 혹은 
미술관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나요? 
/  이번 전시에 대해서 새로움을 느껴서 추후 가족들과 다시 

한번 전시 기회를 갖고 싶어요. 방문할게요.
/  여러 전시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  이전에는 백남준아트센터도 그저 그런 미술관/박물관이라 

생각했는데, 직접 와보니 생각보다 다채로운 전시가 많았다.

교과서로만 알던 백남준을 몸으로 알게 된 이 
곳, 10주년 축하합니다. 딱 10주년 된 해에 
제가 좋아하는 공간 도서관에서 소중하고 
의미있는 경험, 만남 쌓여갑니다. 윤혜인 
사서님 예쁘세요.(모두 웃음) 피아니스트에서 
미술가로 난해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져가고 그 걸음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왕래할 수 있음은 귀한 선물이 됩니다. 
관람자로 오다니던 때보다 훨씬 더 의미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을까요? 올 해 두번의 작품 공모 
입상도 센터에서 작품 전시를 보고, 사유한 
좋은 씨앗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즐거운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관람객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원봉사자를 
소중하게 생각해주시던 사서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아트센터의 
건물 외벽 유리창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한낮의 파사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멋진 건물 안에는 
유모차를 타고 온 아이와 가족들, 우르르 
들어오던 학생들, 연인들까지. 다양한 모습의 
관람객들이 있었고, 함께 전시와 책으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더 알고 싶고, 온종일 있고 싶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직장일로 
잠시 쉬게되었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꼭 다시 활동하고 싶은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자원봉사자

김보라

라이브러리 봉사자 박은미 선생님. 작품 
공모 입상 축하드려요. 모두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세요. 그 다음 사연은요. 이것도 
익명인데요. 인상깊었던 에피소드를 
남겨주셨어요.

예전 경주에서 오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염색하신 천연염색 손수건을 주시며,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과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전하시며 손잡아 주실 때, 
울컥했어요.

그 사연 제가 쓴 거예요! (모두 웃음)

익명인데 알 것 같네요. 누가 쓰셨는지(웃음). 
다음 사연입니다.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고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한 사연 감사합니다. 음악까지 
깔아주셔서 라디오 디제이가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주셨어요. 

#메타도슨트 쌤들 덕분에 더 풍성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백남준 도슨트샘들 
(하트)합니다~~” 

이럴 때 저도 진부한 멘트를 드려야죠. 저도 
사랑합니다(모두 웃음). 다음 사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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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교환은 음악평론가 김작가와 ‘음악과 예술, 
대중문화’를 주제로 진행했다. ‘예술 공유지’라는 
백남준아트센터의 개관 10주년 모토를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확산되는 K-POP의 열풍 속에서 발견하고자 했다.

/ 기획의 글
K-POP은 더 이상 한국인이 한국에서 만들어 한국에서 
소비하는 음악이 아니다.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국적 멤버들로 그룹이 결성된다. 스웨덴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프로듀서들이 곡을 만든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소비된다. 이렇게 형성된 K-POP의 
흐름은 유튜브 및 SNS를 통해 역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다른 국가의 음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 음악 
시장의 ‘주변부’였던 한국의 대중음악이 어떻게 공유지로서 
기능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 2019. 01. 31.(목) 오후 2:00-4:00 (120분)
/ 대상 : 고등학생 및 성인 20명
/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전시실
/ 진행 : 김작가 (음악평론가)
/ 내용

<음악, 예술, 
대중문화 -  
예술 공유지로서의 
K-POP>

구분 주제 내용

2:00-3:00 강의 한국의 대중음악이 공유지로 
어떻게 기능하는가?

3:00-4:00 관점교환 《#예술 #공유지 #백남준》 
감상 및 토론 
: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공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강의
: 한국의 대중음악은 어떻게

공유지로 기능하는가?

오늘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누군지 알 것 같은 뚜 마미 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뚜 마미님. 다음 사연인데요. 

도슨트로서 부족했지만 두 번의 도슨트 상을 
받게 해주셔서 아직도 활동하게 되네요. 혹시 
그만 하라는 깊은 뜻은 아니죠?

라고 10기 도슨트 이재희 선생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상을 또 드려야 할 
것 같네요(웃음).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쉽네요. 제가(웃음).

여러 번의 계절을 ‘백남준이 오래사는 

2018년 한 해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도슨트 활동하면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가장 뜻깊고 공부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연말 
되세요! 

이종선 선생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것도 익명이네요.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역사와 예술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공간 이동능력을 만들어준 
감사한 존재!

라고 적어주셨어요. 백남준아트센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적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적어주신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집’에서 보냈습니다. 수 많은 추억들이 
맴돌면서 <글로벌 그루브>의 영상만큼 많이 
스쳐갑니다. 특히 이번 가을, 여러 도슨트 
샘들과 함께하며 만들어간 즐거운 일상이 
너무 소중합니다. 함께 털실을 잇고, 나만의 
첫 꽃밭을 꾸며보고 차향기에 몸과 마음이 
쉴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의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만나게 될 하루하루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추억의 기본 단위는 
행복한 일상”이라는 누군가의 멘트가 눈부신 
오늘 저녁입니다. 감사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훈훈하게 마쳤는데, 현주 쌤이 
오셔서, 10분만 더 끌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딱히 없고, 노래를 

것 같습니다. 익명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도, 에피소드를 
적어주셨네요. 

단체 투어 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되던 때 6개 단체라 1층 전시를 
투어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경험이 너무 없던 시기라 등에 땀을 
많이 흘렸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별명으로 적어주셨는데, 
왠지 알것 같아요. 

백남준 작가의 사유를 한 걸음씩 따라가듯 
도슨트 분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도슨트 샘들은 

공유지의 #사용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자 
정확한 용도를 정하지 않은 공간으로, 휴식·놀이· 
퍼포먼스·워크샵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며, 사용에 대한 예약은 온라인◆ 을 
통해 진행하였다.

◆ http://njp10.com/-/mm-3/#사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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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강의록은 프로그램 녹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교환의 취지와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던 

공유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일부만을 발췌했습니다. 함께 곱씹어보고 싶은 의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지면상 생략되었음을 알립니다. 

/  전시 작품에 대한 글은 강연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연령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악으로 치자면 
트로트에서부터 아이돌까지 한데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전정신이 생깁니다(웃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작가가 본명은 
아니고요. 필명이에요.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 인디 
음악과 아이돌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라디오나 방송에 
나가면 장르와 상관없이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고요. 강연을 
하거나 칼럼 쓸 땐 주로 음악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함께 
사용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흔히  ‘시험문제를 함께 
공유하자’라고 할 때의 공유와 요즘 대두되는 ‘공유경제, 
공유주택과’ 같은 단어에서 사용되는 공유의 차이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결국은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의 
유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라는 플랫폼, 혹은 
자동차라는 플랫폼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사람들이 해당 플랫폼을 채우는 행위가 현재 우리가 
말하는 문화적인 형태의 공유라고 규정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K-pop 또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음악의 공유지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음악시장의 1위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미국이죠. 2위는 어디일까요? (영국, 인도, 중국) 
틀리셨습니다. 한국은 몇 위 정도 일까요? 어떻게 기준을 

사실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주변에 
미술을 전공한 친구들은 많지만, 미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백남준아트센터로부터 이번 제안을 
받고 흔쾌히 하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는 ‘예술 공유지’라는 
주제 때문인데요. 저는 이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석했어요. 
‘공유’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공유 
경제, 공유 주택, 공유 차’와 같이 우후죽순으로 쓰이고 있죠. 
이렇게 트렌디하게 쓰이는 단어 일수록 사실 상당히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랬고, ‘통섭’이라는 
단어도 그랬고, ‘코드’나 ‘취향’ 같이 한때 유행처럼 흐른 
단어가 있죠. 보통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유행하는 단어들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 공유지라는 말과 
전시장에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K-pop’을 떠올리게 됐어요. 21세기, 2010년 이후에 BTS와 
EXO같은 아이돌들이 주도하고 있는 K-pop이야말로 예술 

잡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 음악시장의 규모로만 따진다면 
한국을 보통 5위에서 7위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비교적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음악시장에서 K-pop이 
굉장히 의미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흔히 말하는 소위 ‘국뽕’ 
차단을 위해서 K-pop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규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김밥천국에 간다고 쳐요. 그곳에는 정말 많은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메뉴들을 전세계 음악으로 비유했을 때 K-pop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라면, 2번 만두, 3번 
돈까스 등... 네, 한 쫄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은 아니고 사이드지만 어느 김밥천국을 가도 반드시 꼭 
있는 메뉴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예전에 비하면 큰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pop이 쫄면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지는 
1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2011년도에 소녀시대를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기존에 계셨던, 지금 
활동하지 않으시지만 지금 5년 만에 만난 
선생님도 계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자리 
마련해주신 백남준아트센터에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두 번의 상을 받으실 만하네요. 승미 
선생님, 오랜 만에 오셨는데 한말씀 ….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어셔부터 시작해서 
도슨트와 전문도슨트까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던거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트센터는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어셔로 처음 
시작해서 많이 치유를 받고 성장해서 나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할 순 없어서. 리포터가 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데요(모두 웃음). 다들 
갑자기 저를 피하시네요.

저는 여기 이 자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마련해주실지 몰랐는데, 지금 너무 오랫만에 
선배님들도 뵙고, 또 저를 가르쳐준 도슨트 
선배님들, 또 저를 많이 격려해주셨던 도슨트 
후배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다 
만나니까 감격스럽고 훈훈한 분위기 계속 
이어가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요. 아까도 잠깐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했어요. 다음번에 20주년 

김보라

이재희
(10기 도슨트)

박희정
(11기 도슨트)

김보라

고영래
(14기 도슨트)

김보라

이승미
(8기 도슨트)

항상 친정에 온 느낌이고 항상 마음이 있는 
곳인 거 같습니다. 제가 벌써 백센터에서 
나온지 5년이나 됐구나 하면서 오늘 왔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가서 깜짝 놀랐고요. 저희 
도슨트들 하고 경기문화재단 사업 한 것 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가서 다른 일을 많이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 오는데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보람있게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도슨트 선생님들하고 지역 
내에서 다른 역할을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계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됩니다. 
오늘 백남준아트센터가 10주년을 맞으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태어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생각보다 아시는 분도 
모르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날은 많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웃음) 

기념회 때 꼭 다시와서 만나자고. 10년동안 
좋은 이야기들 또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에도 30주년에도 함께해주신다고 
약속해주셨으니까 지켜주실거라 
믿고요(웃음). 아 재희 선생님, 두 번의 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던(모두 웃음) 

저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의 도슨트 
상을 주신 백남준아트센터 정말 사랑하고요. 
제가 서울로 이사간지 3년이 됐어요. 
70키로를 달려 와서 도슨트를 하고 가는데. 
정인 거 같아요. 제가 도슨트 하는 날은 
선생님들이 일부러 나와주세요. 멀리서 
왔다고 얼굴보러 와주시는 우리 10기 이후 

#공유지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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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서 SM entertainment 가수들이 프랑스에서 SM 
Town 콘서트를 했는데요. 그 공연이 매진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때를 기준으로 K-pop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아이돌을 
무시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요즘은 오히려 
아이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기성세대 분들이 계실 
정도로 한국문화에서 아이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10년 전 K-pop은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은 
아시아권 일부가 좋아했을 뿐이지 전세계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영국은 예외지만요. 그런데 K-po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수가 아니라 수출산업을 지향해온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수출 기반 경제였고, 1960-
70년대부터 수출에 목숨을 걸어왔던 경제적 무시의 반로였을 
수도 있고, 이른바 선진국 콤플렉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화두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가요, 아이돌 음악은 어떻게 내수 상품에서 수출 
상품이 되었고 또 어떻게 공유로서의 음악 플랫폼이 
되었는가입니다. 우선 우리가 말하는 K-pop의 뿌리를 누구로 
봐야 할까요? 아이돌로서의 K-pop. 네, H.O.T.라고 봐야겠죠. 
아이돌 산업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노동자들은 똑같은 
노동만, 분업화된 노동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어있죠.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의 반대 시스템은 뭘까요? 바로 장인 

K-pop이라는 (독특한) 생태계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공유지에 대해 이야기 할 건데요. 
K-pop은 다른 나라의 음악과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은 좀 예외이긴 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나라 자체가 문화의 용광로이자 
인종의 용광로로 몇백년을 성장해온 나라이니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국의 음악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자국의 음악가가 만든 음악을 - 자국의 음악가가 
부르고 - 그 회사인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음반을 제작해서 - 
그 나라 대중들이 소비하는’ 철저한 내수 생태계로 이뤄져 
있어요. 물론 지금 시대는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고 그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많은 매니아층이 있었기 때문에-예를 들어 
90년대에도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음악 팬이 존재했듯이 
산발적으로-존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과 

시스템입니다. 이걸 대중음악에 대입해보면 대중음악 안에 
예술로서의 측면과 산업으로서의 측면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적 측면을 가진 것이 
산업으로서의 대중음악이라면, 창작자의 자의식과 예술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음악을 예술로서의 
대중음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로서의 대중음악은 상업성보다는 예술가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주로 싱어송 라이터, 
인디가수 중에 그런 경향이 많죠. 팝 음악을 통틀어 본다면 
밥 딜런이라든지 비틀즈와 같은 가수를 예술로서의 대중음악 
시조라고 봅니다. 밥 딜런은 팝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세상을 
이야기했고, 가사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죠. 비틀즈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두가지 측면이 
반드시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적인 측면과 상업적인 
측면이 함께 가지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그 좌표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듯 예술로서의 대중음악이 

수 있었다는 거 같아요. 백남준 선생님을 
일단 새롭게 만났고. 그리고 우리 멋지신 윤 
사서님과 함께 작은 공간에서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심온 선생님, 오랜 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3년 전만해도 
백남준아트센터의 비주얼을 담당하던 
도슨트였습니다(모두 웃음) 그래서 제가 
나온 이후로 사실 센터 걱정을 굉장히 
많이했어요. “이걸 어쩌나 백남준아트센터는 
굉장히 근사한 곳인데, 내가 빠짐으로해서 
굉장한 데미지를 좀 입었겠다.” 라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했는데. 오늘 와서 보고 참 

지난 오프닝 때보다 오늘 굉장히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 훈훈해서 정말 기쁩니다. 
백남준아트센터 앞으로도 정말 번창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승미 선생님 
이리 와 보세요.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승미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제가 2011년도에 도슨트 리허설을 
하고, 2013년도 가을부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첫 도슨트라서 청심환 하나 
먹고 도슨트를 하게 됐는데, 승미 선생님이 
그때 담당으로 와서 지켜봐 주셨거든요. 
그때 길어도 50분은 넘지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1시간 20분을 했어요. 

김보라

박은미
(라이브러리 

봉사자)

박희정
(11기 도슨트)

김보라

심온
(8기 도슨트)

다행이구나 (웃음) 내가 활동했던 때보다 더 
밝고 긍정적이시고 에너지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선배로서 
굉장히 기특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던 시절에 나름 레전드라고 생각하고 
다녔거든요. (웃음) 에너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심온이라는한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 모태같은 공간이에요. 
그런 에너지를 다른 도슨트 선생님들 보면서 
사실 느껴요.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 보통 가정주부를 하시거나 자기 
이름을 갖기보다는 누구의 엄마, 혹은 
누구의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만해도 자기를 잊어버렸다가, 
제 이름을 갖게 되고 거기에 용기를 얻게 
된 공간이거든요.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을 

(모두 웃음)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있는 
창고로 끌려가서 (웃음) 한 30분 정도 
훈육을 받았거든요. 저에게 훈육을 해주셨던 
아주 고마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라 리포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갑자기 마이크가 저에게 왔습니다만, 사실 
작품활동을 하게 되면서, 입상도 하고 정말 
의미있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작가로서 입문을 하게 되는 
길에 이렇게 함께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좋은 
씨앗을 틔워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장 좋았던 건 좋은 분들을 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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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산업으로서의 대중음악이 있는데 이 산업의 끝 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틀즈의 음악에서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밥 딜런의 음악에서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비틀즈이자 
밥 딜런입니다. 즉 작가(가수)가 음악의 주체인거죠. 
밥딜런의 음악에는 밥 딜런의 생애가 표현되어 있고, 밥 
딜런이 표현하고자하는 욕망이 담겨있죠. 그렇다면 아이돌 
음악의 주체는 누구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기획사죠. 즉, 자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H.O.T.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H.O.T.라는 이름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강타? 문희준? 아니죠. SM에 있습니다. 소녀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이돌 멤버들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해도, 음악을 만든다 해도 그 음악에 대한 
이른바 권리, 그 음악의 상징성은 아이돌 멤버의 것이 아니죠. 

컨셉을 주고 노래와 춤 연습을 시키고 곡을 받아오고 
코디네이터를 붙여서 만들어 낸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 
평범한 안칠현이라는 인물이 강타라는 제품으로 변신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시조를 H.O.T.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출발은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80년대에 New Kids 
On the Block과 같은 가수들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시스템은 곧 일본으로 
건너가서 Johnny’s(ジャニズ) 라던지 W-inds, Smap과 
같은 아이돌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는데요. H.O.T.는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을 따라했어요. H.O.T.로 인해서 
기획사 시스템이라는 것이 점차 자리 잡게 되죠.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대중음악은 장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명한 프로듀서가 있고 작곡가가 음악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H.O.T. 때부터는 회사(자본)가 직접 
멤버들과 프로듀서를 고용하고 그들을 키워서 아이돌을 

아이돌을 기획한 엔터테이먼트 회사, 그러니까 자본이 그 
음악의 주체라는 겁니다. 예술로서의 대중음악이 지향하는 
것이 작품이라고 한다면 산업으로서의 대중음악이 지향하는 
것은 제품입니다. 제품으로서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핸드폰이랑 기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속성이고 현상이라는 거죠.

H.O.T.를 왜 아이돌의 시조로 보고 K-pop의 
시조로 봐야할까요? 90년대 초반 댄스가수로만 봤을 때 
이미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같은 뮤지션이 있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과 듀스도 물론 산업적인 
측면이 있죠. 그럼 그들 음악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서태지고 이현도였어요. 90년대 초만 해도 댄스 그룹 
안에 프로듀서가 존재했고, 나이트 클럽 같은데서 놀던 
친구들끼리 뭉쳐서 자체적으로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반면. 
H.O.T.의 경우는 이수만이 멤버들을 하나 하나 모아다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된거죠. 음악을 만들고 시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 시장의 욕구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고 그룹을 만드는 구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일본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내수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해외진출 시도를 했다는 
점인데요. H.O.T.는 일본 진출을 시도했지만 회자 되지도 않을 
정도로 실패했고, 같은 회사의 S.E.S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다 
처음으로 한국의 음악 산업을 통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보아의 일본 진출입니다. 

보아가 처음에 일본에서 데뷔했을 때 보아를 
한국가수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 
가수처럼 느껴지도록 마케팅을 했죠. 보아라는 이름 자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호하게 하는 이름이고, 데뷔 때부터 
유창하게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노래도 일본어로 

됐고요. 제 인생은 Before NJP 와 After 
NJP로 나뉩니다(환호).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여러가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약간 
집착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재미있는 일이 
있구나를 알게됐고 또 그러니까  가족들도 
더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도슨트하면서 그중에 한분쯤은 백남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현대미술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활동은 충분히 가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호)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준다고 생각해서 
여기계신 선생님들, 저희 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발전해서 
멋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여기 계신 도슨트 
선생님들도 자기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앞에서 사회봤던 염현주 
선생님 만큼 꽤 오래전에 도슨트 활동을 
했던 정효영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도슨트 
출신이라 그런지 말씀들 정말 잘 하시는데, 
저는 진짜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 마이크가 저한테 오면 안되는데(웃음) 너무 

김보라

김진숙
(14기 도슨트)

정효영
(4기 도슨트)

염현주 김보라 리포터가 출동하길 잘했네요. 
이런 훈훈한 자리에 역시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재즈 공연팀이 오셨는데요. ‘클리어웨이 
스트리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당황스럽네요. (염현주 선생님이 마이크 뺏음) 

효영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빼앗기셔 가지고(웃음).  

2013년도에 14기 도슨트 교육을 할 때 
그전부터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못하는 관계로 지하철 역에서 너무 
멀어서 엄두를 못내고 있다가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원했어요. 사실 도슨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들어야겠다 하고 왔는데, 꼬박꼬박 
나오라고 그래서 꼬박꼬박 다 듣다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운명처럼 이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로 발을 들여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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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니까요. 기획사 또한 일본의 대형 음반기획사인 Avex라고 
하는 곳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아가 성공을 거두고 나서야 한국 사람인 
것이 알려졌죠. H.O.T.와 S.E.S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태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그룹 가수가 
태국음악을 가지고 태국어로만 노래했을 때 한국에서 성공할 
확률과 비슷한 거죠. 제 3세계 국가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보다 잘 사는 나라의 문화를 추종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의 문화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90년대의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보아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한일 연합처럼 
제작됐어요. 일본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마케팅을 비롯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한국에서는 철저한 아이돌 트레이닝을 
거친 12살짜리 콘텐츠를 제공한 거죠. 이걸 OEM에 비유해볼 
수 있어요. Avex와 일본이라는 브랜드는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한 것은 한국인겁니다. 
일본의 상품이지만 Made in Korea라는 OEM과 같은 형태의 

10대부터 아이돌 트레이닝에 모든 것을 쏟는 한국의 시스템 
때문에 일본에서 요구하는 퀄리티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보아는 일본에서 데뷔했을 때 아이돌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티스트였습니다. 2007년 경, 일본에서 보아의 
공연을 본적이 있는데요. 3만 명 정도의 관객이 있고 그 
팬층이 아이돌과 다르게 다양한 연령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팬들이 보아를 보며 환호하기 
보다는 무대를 감상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일본에서는 아이돌에게 실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기에 귀엽고 즐거우면 되거든요. 노래를 
못하거나 춤을 못 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는 
사람이 즐거우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보아는 10대가 
소화하기 힘든 엄청난 난이도의 춤을 추면서 라이브까지 
소화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아티스트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죠. 일본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안에서는 이정도의 

제조가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아이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납니다.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그리고 소위 ‘몰빵’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운동 시스템과도 비슷한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정규 수업도 듣지 않고 트레이닝만 하잖아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뷔가 
확정되면 이 친구들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연예계 
활동을 위해서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이러한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외국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대학생이라고해도 수업은 반드시 수업대로 수강하고 
그 외 시간에 훈련을 받아요. 아역배우들조차 홈스쿨링을 
하거나 선생님을 촬영장에 데려와서까지 기본교육 시간을 
어기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일본 아이돌들도 학교 수업 다 듣습니다. 결국 

퀄리티가 완성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즉 엘리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와 같은 가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아이돌 시스템의 특징은 데뷔 
때부터 해외진출을 노린다는 것과 엘리트를 지향한다는 점 
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90년대, 그리고 보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인거죠.

세 번째는 범용화입니다. 누구나 아이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이돌 
음악이 핸드폰에 하나쯤은 있잖아요. 아이돌이 한국에서는 
범용상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아이돌은 10대 
문화였어요. 예를들면, 매스컴에서 ‘동방신기 팬클럽 
카시오페아의 몰지각한 행동’, ‘우리나라 10대의 일그러진 
초상’ 이런 식으로 매번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아이돌 문화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뤘었죠. 한 명의 연예인의 브랜드 
가치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죠? 광고죠. 어떤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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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가 그 연예인의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데요. 다시 
동방신기를 예로 들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기 전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광고 모델은 치킨 아니면 교복 광고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동방신기가 아무리 인기가 많더라도 10대들 
사이에서만 메인이었던 거죠. 20-30대만 넘어가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돌은 서브 컬쳐였고 
10대들의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화장품, 주류, 휴대폰 광고 
이 세 개가 광고 모델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돌 중에 처음으로 휴대폰 광고를 찍은 게 보아입니다. 이 
때 보아의 성공으로 애니콜 광고를 찍게 됩니다. 광고 중 탑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삼성 애니콜이었습니다. 이후 아이돌이 
10대 뿐만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를 2007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07-2008년에 한국 음악계에서 아이돌의 
르네상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빅뱅이 ‘거짓말’이라는 곡을 
히트시키게 되고, 원더걸스의 ‘Tell me’가 인기를 끕니다. 

산업이 특정한 한 부분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광고와 
같은 모든 것이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죠. 이 시기를 지나면서 SM, YG, JYP 세 엔터테인먼트사는 
한국 기업에서 주류로 자리 잡게 되고요.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아이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구나 소녀시대를 
좋아하게 되고 대중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 시기부터 
아이돌의 범용화라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Justin Bieber는 미국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네티즌에게 
조롱당하는 존재이지만 엄청난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이돌 AKB48은 음반 판매량과 
다방면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지만 그들의 팬이라고 하면 
엄청난 무시를 당합니다. 해외에서의 아이돌은 찬양과 
혐오라는 것을 동시에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BTS 같은 아이돌이 일간지 메인 뉴스에서 

소녀시대가 큰 인기를 얻습니다. 이 시기에 데뷔한 아이돌들은 
그 이전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동방신기는 
스타지만 히트곡이 없었어요. 동방신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는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SG 
워너비의 노래는 귀에 잘 익는 멜로디에 많은 사람이 듣고 
따라 불렀지만, 스타라고 불리지는 않았어요. 2007년 이전은 
스타와 히트곡이 분리되어있던 시기였던 거죠. 소녀시대, 
빅뱅, 원더걸스의 등장으로 스타와 히트곡이 일치하는 
시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가수들은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이때부터 한국인의 유전자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전 세대가 가지지 못했던 우월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비주얼 쇼크를 가져다줍니다. 소녀시대가 처음 
데뷔했을 때 신체적 조건에 있어서 기존 아시아 여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월한 신체적 조건을 보여줬죠.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아이돌의 엔터테인먼트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한국의 음악시장이 전세계에서 5-7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음악시장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죠. 한국의 음악시장이 아이돌과 비아이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버릴만큼 막강한 아이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돌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고품질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마무리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또다른 이름 다들 아시죠?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백남준아트센터를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오래 사는 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백남준아트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20주년 30주년 때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자 
홈커밍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0

염현주

김보라

홈커밍데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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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이라는 공유 플랫폼의 탄생
이렇게 K-pop은 해외지향성, 엘리트 시스템, 범용성-강력한 
내수시장이라는 세 가지의 큰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음악 플랫폼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공연시장이 상당히 약합니다.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미디어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영향을 차지하죠. 해외에서는 가수가 데뷔를 하면 조그만 
라이브 클럽에서부터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통해 팬을 만들고 
그 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음반을 제작하고 그 음반을 위해 
홍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신곡을 
발표하면 무조건 방송부터 나갑니다. 예능부터 나가고요. 
사실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굉장히 익숙하고 미디어를 
굉장히 잘 이용한다는 것 또한 한국 아이돌의 특징인데요. 

그룹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GOT7이라는 그룹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거예요. 보이밴드들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성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공유의 가능성이 탄생합니다. 

아이돌 시스템의 장점이 뭐죠? 회사-자본이죠. 
여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있고, 또 A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이 A가 A’로 향하는 
과정을 따라가 볼게요. 예전에는 한국의 작곡가와 한국의 
작사가, 한국의 안무가 같은 사람들이 붙어서 A’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를 한국 대중들이 소비를 
하고 한국의 방송을 통해 유통이 되는 구조였다고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특징으로 인해 더 이상 이 벨트에 
붙어있는 파트들이 한국(인)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벨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을 채우는 것은 
세계 각국의 작곡가들과 프로듀서들이 된거죠. 샤이니가 
작년에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앨범의 프로듀서를 보면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아이돌이라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H.O.T. 때부터 시작된 해외진출로의 노력이 현재의 
BTS라는 거대한 성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된거죠. 그래서 
한국의 아이돌은 더 이상 자국민을 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보이밴드들의 경우 그렇죠. 걸그룹은 아직까지 
해외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아요. TV를 틀면 항상 걸그룹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죠. 걸그룹은 한국시장을 메인으로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BTS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빌보드 
1위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그들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BTS가 예능에 많이 출연한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그들의 음악이 많이 흘러나온 것도 
아니었죠. 팬덤 문화였지 대중성은 약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 2의 BTS라고 불리는 그룹이 GOT7이라는 

스웨덴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SM은 스웨덴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 같이 다양한 국가의 작곡가들과 협업을 합니다. 
작곡가들이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스웨덴의 
작곡가들은 사전에 의뢰를 받아서 작곡을 하지 않아요. Song 
Bank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작곡한 곡을 올립니다. 그럼 SM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곡을 삽니다. 그렇게 사온 곡을 미국의 
프로듀서에게 넘겨요. 미국의 프로듀서가 그 곡을 다듬고, 
다듬어진 곡을 한국인이 받아서 한국 시장에 맞게 다시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회사의 
통제에 따라 곡 하나를 완성하게 되요. 안무의 경우도 일본인 
안무가가 붙거나, 독일의 현대무용가가가 안무를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업된 과정이 로컬이 아닌 글로벌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에서 데뷔하고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그를 바탕으로 해외 팬이 생겼다면, 
이제는 데뷔하기도 전부터 데뷔를 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곳에서 영향이 일어납니다. 이런 형태의 음악 

#동료는 백남준아트센터 내부 
‘공유화(Commoning)’ 과정이다. 미술관이 
공유지로서 기능하고 이를 둘러싼 공동체의 
확장을 지향한다면, 먼저 미술관 내부 공동체인 
직원 간에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유(지)에 대한 
내부 워크숍을 진행해왔으며, 2018년 10월부터 
동료들이 매일 같은 공간에 모여 소통하는 #동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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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형태는 한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이돌이 미국과 영국의 지극히 일부 가수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월드투어가 가능하게 된 거고요. 심지어 
그룹을 이루는 멤버들조차도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 거의 없죠.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캐나다계나 미국계 
중국인이 멤버로 많이 구성 됩니다. 

이렇게 다국적 멤버로 구성되고 다국적으로 
제작이 되고 그리고 다국적으로 소비되는 이 형태가 과연 
한국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순수한 한국음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이 혼종성 그리고 공유성이야 말로 
K-pop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수들은 어찌됐든 모두 미국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인종, 다국적이라고 하는 공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제작과정과 소비되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플랫폼 자체가 Made in Korea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본에서 공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성을 가지는 거죠. 
이것은 모든 예술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모나리자가 한국에 대여되어 전시가 된다면, 
그 작품을 루브르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백남준 작가가 미디어 아트를 통해 이 시간적 
공간적 유한성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TV 작업들의 
경우, 모니터만 교체한다면 그 안에 가진 내용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동시에 전시 구현이 가능하게되죠. 
K-pop이 꿈꾸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한성을 
뛰어넘는 것. 

여러분 NCT 아시죠? NCT라는 아이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NCT라는 그룹명은 ‘Neo 
Culture Technology’의 줄임 말이예요. 아이돌 그룹명과는 
조금 안 어울리죠. 그런데 이게 바로 SM이 늘 지향해온 
지점이에요. SM은 아이돌 그룹을 가장 철저하게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품화를 지향하는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탈국적적인 
공유의 음악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백남준 작가가 말한 
‘예술 공유지’의 개념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술의 공유라는 특성을 놓고 본다면 한국의 
대중음악이 상업성을 추구해온 그 역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아트 같은 것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핵심에 BTS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예술 공유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렇다면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 다음으로 더욱 흥미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pop은 하나의 공유 플랫폼이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죠. 트와이스를 예로 들면, 트와이스는 소녀시대와 
카라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성공한 아이돌이지만 그들이 
한국과 일본 방송 활동을 동시에 할 수는 없죠. 한국 방송에 
나오면서 일본 방송에 나올 수 없고, 한국에서 공연을 하면서 

회사입니다. 회사 시스템이 거대하다 보니 개인이 가진 
재능과는 상관없이 개인을 부품화하게 되거든요. 최근 
SM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에 있는 SM Town아시죠? 거기서 홀로그램으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실제 가수가 아니라 홀로그램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그 무대를 보기 위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사람대신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정교하게 복사된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이돌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시스템인데요. 홀로그램 
이후 SM의 궁극적인 목표는 AI 아이돌입니다. 홀로그램은 
소녀시대면 소녀시대, EXO면 EXO, 이렇게 원본이 존재하는 
것을 복사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이돌의 빅데이터, 
아이돌 팬덤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팬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가상의 캐릭터와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돌 
팬덤의 감정이라는 것은 유사연애의 감정입니다. 유사연애의 

오후 3시의 #동료자리를 마련했다. 서로의 가치와 의견을 
나누고 논쟁과 실천을 행하기 위한 실험으로써, 
백남준아트센터가 진정한 공유지가 되기 위한 
작은 시도를 만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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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아이돌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SM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 목표를 활용하는 것이 
NCT입니다. 홀로그램과 AI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NCT인 거죠. 

이 NCT라는 그룹은 2016년에 데뷔를 했는데 
멤버 수가 총 21명입니다. 이 21명이 모두 다 함께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NCT를 프랜차이즈형 아이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NCT는 21명의 멤버를 다양하게 
나눠가며 활동을 합니다. EXO라는 그룹이 EXO K가 있고, 
EXO M이 있는 것처럼요. NCT는 한국인, 중국인 이런 
식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이대별로 나누고, 국가별로도 
나누고, 언어별로도 나눕니다. 21명이라는 멤버도 확정된 
멤버가 아니라 그 유닛과 모듈에 따라 새로운 멤버의 투입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아이돌 개념으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개념이죠. 제가 오늘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존의 아이돌이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된 형태의 제품으로 
활동을 한다면, NCT는 플랫폼 자체가 활동을 하는 거라고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NCT라는 그룹은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한성마저 파괴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이 때의 공유시장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다목적적이고 탈인간적인 그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오늘의 결론과 전망을 말씀드리며 강의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 이후에 AI형 아이돌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NCT가 월드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과 중국, 멕시코에서 같은 시간에 공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NCT는 그야말로 그룹 이름만 존재하는 
거죠.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요. 이건 모든 K-pop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예술적 속성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깨버린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BTS가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하면 한달 반에서 두 달 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해야하는데요. NCT는 이 과정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SM은 이미 100명이 넘는 
연습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NCT의 Neo Culture 
Technology는 Platform Technology입니다. 제품으로서의 
아이돌의 최종 진화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컴퓨터 코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작품을 하나 완성했다고 볼게요. 
저는 당연히 그 작품에 서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프로그램을 프랜차이즈화해서 판매하면 포토샵과 같은 

후기
    

설문 - 내부 직원 36명 중 25명 참여

#메타뮤지엄 #공동체실험 #동료 평가를 
위한 질문지를 보내며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는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아 진행됐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해보며, ‘예술 공유지, 백남준’이라는 
10주년의 모토를 실천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험의 형태로 진행한 이유는 
백남준아트센터를 공유지로 만들고자 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유지가 무엇인지, 어떤 모양이어야 

#공모의 형태로 우리도 알 수 없던 공동체를 초대하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친구로 초대하는 홈커밍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동료는 내부 직원들과는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단위의 
시도였어요.

 미술관 내부 공동체인 직원들 간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한자리에 모이기도 
어렵고 업무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시간(그리고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라도 자주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허술하고 느슨하면서도 드문드문) 
운영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작고 사소하다고 해서 쉽게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하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하는지. 미술관을 
둘러싼 가깝고-먼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그러길 바랍니다)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의 실험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공간(공유지)에 대한 실험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공동체)의 관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요.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라면  

그 공유지를 사용하는 공동체는 누구일까요?

각기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들과  
어떻게 공유지를 가꿔나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실험을 시작하게 된 질문입니다. 아주 먼 
사람들부터 가까운 사람들까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기회였어요. 물론 이것 또한 저희만의 
평가이고 감상이기 때문에 함께 이 실험을 평가하고자 긴 
글과 질문을 드립니다. #동료가 지속될 수 있는 방식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동료의 
과정이 적절했든 적절하지 않았든, 개선되어 계속될 수 
있든 흐지부지 없어지는 운명이든 관계없이요.

그러니 솔직하게, 무엇보다 편하게 
작성해주세요. 이 질문들을 마주하는 일이 부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귀찮은 건 피할 도리가 없지만요!).  
어떤 답과 질문들이 모이게 될 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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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전시감상 및 토론
: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공유지 돌아보기

백남준
<TV 물고기>

실제이고 뒤에 있는 화면은 비실제인 영상에 불과하지만 
실제와 비실제 중에서 어떤 것이 주인공이고 어떤 것이 
객체일까도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각적일 수 있습니다. 
유한성과 무한성, 반복성과 역동성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물고기와 춤추는 남자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나누어 가지지만 
그 무엇도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한편으로 화면 앞에 
실제 어항을 전시함으로써 이 춤추는 남자가 가지지 못한 
입체성, 생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룬이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3D에 대한 욕구를 키우지 않았을까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분이 있나요? 
이 자리에 백남준아트센터의 도슨트 선생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작가: 제가 일일 도슨트로서 작품의 의미를 설명을 드려도 
좋겠지만,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함께 감상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직관적으로 영화 <아바타> 가 떠올랐어요. <아바타>라는 
영화는 제임스 카메룬이 3D를 실험하고 싶어서, 3D라는 
기술을 완성시키고 싶어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라인에 비주얼적인 혁명을 통해서 평면과 
입체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한 거죠. 

<TV 물고기>를 보면서 백남준 작가도 평면과 
입체, 그리고 실제와 비실제를 뒤섞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화면 속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고 그 앞에서 춤을 
추듯이 물고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주인공, 
주체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작품에서 주체는 저 
화면 속 춤추는 남자일까요? 아니면 물고기일까요? 물고기로 
볼 수도 있고 춤추는 남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고기는 

참가자: 저는 도슨트를 할 
때 주로 백남준 작가가 
인간과 과학문명, 자연의 
공존성을 <TV 물고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김작가:  방금 전 도슨트 선생님의 설명과 저의 
해석이 굉장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작품들도 
감상을 하면서 저희가 독자적인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어록 중에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예술은 사기다.”라는 말인데요. 어떻게든 의미를 갖다 

#동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적이 있나요?
/ 없음 : 0명
/ 1-2회 : 6명
/ 3-4회 : 9명
/ 5회 이상 : 10명 

업무적 이야기를 주고받기엔 어색함이 존재했습니다. 
/  본인의 업무로 바쁘지만 참여하기 위해 모두 노력했으며, 

그에 따른 일반업무의 공유보다는 조금 더 깊은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되네요. 업무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 아쉬웠습니다. 

/  동료 프로그램이 나름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자리인지, 자유롭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 
어려웠습니다. 

/  동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서로의 
업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  어셔, 보안, 안내, 시설, 미화 각 분야가 나뉘어 있어 
지나다니면서 인사는 하지만 볼일은 많이 없었는데,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깊은 대화는 

동료에 참여한 소감을 적어주세요
(운영 방식,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등)
/  평소엔 가벼운 인사만 주고 받았던 분들과 대화도 길게 

해보고, 웃기도 하며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참여하면서 자주 보지 못했던 직원들과 대면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 얘기 빼고는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없다보니 어색하게 느껴졌고 각 
업무의 직원끼리만 얘기하다보니 다른 직원분들과는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먼저, 근무시간 도중에 맛있는 음식 먹으며 휴식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색다르긴 
했지만, 업무 특성상 교대로 참여해야하는 점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점에서 직원간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가 먼저 주제를 던지지 않는 이상 

하지 못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다.  
정직원 간 교류가 있어 좋았지만, 처음 진행되는 만큼 직원간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  근무시간 도중이라 참석이 어려웠던 점도 있고, 직원들과 
소통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시도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더욱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도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었지만 다른 부서와 친해지지 
못했고, 어색함이 감돌았다. 부서마다 다 친해질 수는 
없었다. 접근성은 좋았지만, 많이 어색했다. 

/  요일을 정해서 했던 점이 좋았으나, 기획/학예 나뉘어 진행된 
건 아쉽다. 다음에는 참여 가능 예약제로 운영하면 좋겠다.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 했던 점이 좋았습니다. 

/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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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면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사실 갖다 붙일 거리가 많은 작품일수록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고 그만큼 
열려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2층으로 이동할텐데요. 
사실 2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의 어떠한 설명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제 직관대로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작가: 여기 보이는 두 작품은 <100% 암스테르담>,  
<100% 광주>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이 작품과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작품 속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시나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인구수는 몇 명이고, 
20대는 몇 명, 30대는 몇 명이고, 소득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설명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100% 암스테르담>은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숫자를 보여주는데요. 반면 <100% 광주>는 철저하게 
소개로 이뤄진 그룹이에요. 참가자가 누군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추천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암스테르담은 숫자에 의해서 모여진 사람들이지만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숫자를 깨부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광주는 재미있게도 누군가의 지인과 지인 그리고 그 
지인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인거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사건에 대해 같은 

리미니 프로토콜
<100% 암스테르담>, <100% 광주>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기억을 가진 집단이 된 거에요. 
‘낯선사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이자 관계학 
용어인데요. 사람들과의 연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더욱 생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들은 어떠한 
생산성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화면 속 관계들은 굉장히 
느슨한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하나의 가족, 
하나의 직장동료, 같은 반 그리고 같은 학교와 같은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면 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계 관계라던지 
서열관계 때문에 작품으로 가능한 생산성이 나타나기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상 같은 것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오늘과 같은 집중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이곳에 모이셨을 
텐데요. 그렇게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랄 만한 집중력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습니다.
/  센터에서 함께 일하지만 사적인 또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센터이고 그 동료들과 공동체로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즐겁고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어렵겠지만 한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팀별 또는 직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필수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했는데 다들 업무나 
시간 제약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종종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소중하고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동료 운영하고 
신경쓰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

/  동료 프로그램의 의도와 달리 늘 오는 사람들의 쉬는시간이 
되어 버린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편하고, 자유로운 

/  업무 시간 중 공식적으로 티타임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참여인원이 적었던 점과 매일 운영되어 운영자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1회 정도 운영하여 동료들과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초반에는 매일 진행했는데, 운영하는 분들이나 
참여(해야겠다고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에 한 번, 혹은 격주 등으로 운영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된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불어 #동료 와 같은 시간(혹은 자리)가 직원 
간 소통과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한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이한 업무 방식과 시간을 고려하여 
업무의 일환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조건을 
배려해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플로어 
스탭분들은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 않음).

공유의 시간을 의도하였으나, 우리나라 문화와 사람들의 
습성상 처음에는 진행하는 주체자의 개입과 약간의 강제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집담회 방식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너무 컸지만 
그만큼 결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 혹은 다소 
그렇지 못하더라도 피드백을 받게되면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치열함은 분명히 더 발전된 형태의 기획 
혹은 진행으로 생산적인 기회가 되는것 같습니다. 주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답니다.

/  같은 직군의 직원들과는 더욱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다른 직군의 직원들에게는 좀 상처 받는 계기가 
되었다.

/  근무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던 타부서 동료와의 새로운 소통은 조금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동료 참여로 인해 달라지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전보다 어색한 점은 사라졌지만, 크게 변화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사적으로 이야기 할 기회가 생겨 재미있었음. 다과 제공으로 

즐거움.
/  시도에서부터가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성과는 

미미하더라도 이러한 시도가 더 체계적으로 지속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  파트별 업무 공유는 많아졌지만, 아직 공감까지는.... 
/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 한 

것 자체로 신선했습니다. 
/  각 업무들의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었고, 동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  #동료에 3~4번 정도 참여했는데 달라지기에는 조금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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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공유라는 개념이 이런 
느슨한 관계의 집합이기도 하거든요. 낯선 공유에 대한 
생산성을 작품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가자1: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참가자2: 저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일텐데,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공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참가자3: 저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달과 동그란 
무대가 마치 지구와 인공위성 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모든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 받잖아요. 네비게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신호나 지령에 따라 행동하죠. 화면 속 사람들도 
어떤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모습을 반영하여 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정보를 받고, 실행하면서 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기를 상징하는 밴드가 ‘The Folk Crusaders’라는 
팀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밥 딜런과 같은 존재였던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1960년대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아침 이슬>처럼 집회 때마다 불리게 됩니다. 원래는 북한에 
대한 찬양가예요. 1950년대,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의 고향이 남한인데요. 
1절에서는 고향 임진강을 그리워하다가 2절에서부터 
남한보다 북쪽 조선이 더 우월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일본에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 2절의 가사가 자연스럽게 
소실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1절의 내용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 Folk Crusaders의 음반을 제작한 사람이 2, 3, 
4절의 가사를 새롭게 쓰게 되요.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동력 같은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민중가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원래는 프로파간다 
송으로 시작한 것이 구전가요로 변했다가 민중가요로 
변화한거죠. 결국 하나의 음악,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에 있어 

남화연
<임진가와>

김작가: 지금 들으시는 곡은 <임진가와>라는 곡입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조총련으로 넘어가서 
민중가요처럼 유행을 끌게 되요. 일본 가수가 이 노래를 듣고 
수입을 하려 했고, 1960년대에 ‘The Folk Crusaders’라는 
밴드에게 이 노래를 팔았는데요. 1960년대의 일본은 
1980년대의 한국처럼 이념투쟁이 뜨거웠던 때거든요.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싸우던 시기였는데 그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상기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침이슬도 마찬가지 잖아요. 김민기 
선생님이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풍경을 보고 떠올린 노래가 
아침이슬인데요. 풍경을 노래한 곡이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투쟁의 노래로 전유된 것처럼, 이 임진강이라는 노래도 예술의  
유연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그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변화했는지 따라가 보는 작품이에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실제 일본사회에서, 특히 
조총련 계열의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려면 일본의 <박치기>라는 영화를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재일교포, 조총련 계의 감독이 만든 영화이고요. 1960년대 
재일교포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사회의 풍경과 상황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한 작품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다. 

/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달라진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노력해주신 부분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  사무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습니다.
/  동료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동료에서 잠시라도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과는 확실히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달라진게 별로 없어서 슬퍼요.
/  아무래도 동료분들의 수고를 더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을 

깊이 간직하게 된 반면에 참여하시는 외부 관람객분들의 
요구사항등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할까요... 부족함이 
늘 있는것 같아요.

/  업무가 달라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잘 몰랐던 직원들과도 

동료는 백남준아트센터 내부
‘공유화(Commoning)’을 위한 과정이자 
실험이었습니다. 내부 직원 간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주일에 한 번정도 직원들과의 제대로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들거나 불편한 점들을 공유하고 
풀어나가는 것, 얘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시간, 서로의 업무를 
존중해주고 이해하며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직원 불편사항 및 칭찬의 쪽지 수거함 (익명으로 한달동안 
불편사항이나 칭찬하고 싶은 직원에 대한 쪽지를 써서 모은 
후 다 같이 모여 개봉해보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서 좋았던 것 같다.
/  같은 회사 동료지만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서로의 업무와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  오가며 인사하거나 업무적인 일 외에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경험. 굉장히 어색하고 대화 주제를 찾기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서로의 관심사나 흥미를 알게되기도 해서 
좋았습니다.

/  자주 만나면 좋고, 일보다는 사적으로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소통이 빨라지고 같은 장소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교류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  공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같이 공유해야 원활한 소통과 공감이 이뤄질 듯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로 간 이해 관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고, 
서로 도우는 것이 좀 더 이해관계에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혀 다른 분야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소통이 어렵다고 느껴진다. #동료 
처럼 그런 자리를 자주 갖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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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철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끝에서 나오는 소리를 모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서서 말하면 온 몸이 하나의 고막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소년들의 로망인 거대 로봇 있잖아요. 
마치 거대 로봇 위에 타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작품 앞에 서서 감상 해보신 분계신가요? 한 번 나와서 
들어보시면 저 뒤에서 나는 소리가 사방에서 흘러나오는 
황홀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음악 평론가로서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소리라는 
것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요. 듣는다는 것에 대한 본질. 지금은 
음악이 공기처럼 느껴지게 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한 달에 5,000원이면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죠. 옛날에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땐 
음반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잖아요. 음반이 닳을 때까지 
들었고,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죠. 음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노력의 결과이자 수양의 
결과였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공이 들어가고 품이 

김작가: 저는 이번 전시를 세 번쯤 봤는데요. 이 작품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이 조형물은 ‘사운드 미러’를 본 
떠 만든 건데요.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바다 저 멀리에서 
독일군의 폭격기가 날아오는 소리를 포착하기 위한 장치를 
만듭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파 레이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로 폭격기가 날아오는 걸 감지한거죠. 
몇 킬로미터 밖의 미미한 음파가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패인 
장치를 통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동이니까, 소리를 확장하는 장치였던 거죠. 사운드 미러는 
그 미세한 진동을 포착해서 폭격이 몇 시간 후에 올 것인지 
예고하는 장치로 쓰였다고 합니다. 기록 사진을 보면 영국 
서쪽 해안에 이 사운드 미러가 수백 수천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만으로 참혹하고 절박한 상황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운드 미러가 해변가에 
수백대가 설치된 장면 자체가 설치 미술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운드 미러의 형상을 한 이 조각은 저기 방의 

들어가니까 음악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죠. 그런데 
현재는 듣고 싶은 노래를 언제 어디서나 적은 돈 혹은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음악이 마치 공기와 같아 진거죠. 
누구나 숨을 쉬기 위해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공기에 대해 
이야기 할때는 공기에 이상현상이 있을 때 뿐이죠. 미세먼지가 
엄청 심할 때 라던지 혹은 제주도나 산 같은 곳에 가서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실 때 라던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나 공기를 인식하는 것처럼, 음악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으니까요. 어떤 음악이 
좋든 나쁘든, 3초 안에 나를 흥분 시키지 않으면 그 음악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거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음악이 되는거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작품처럼 고막이 아닌 온 몸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방식을 경험하게 되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행위인지 생각해보게 되요. 그 특별한 행위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도움을 주고 그래야 즐거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 

/  공통된 주제 선정
/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직원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해 특성을 알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다른 팀들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소통과 교류는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아요. 
공동체 서로서로가 나의 일 남의 일 할 거 없이 도와줄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없어도 마음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업무에 대한 이해와 터 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서로에 대한 개인적 이해가 가능해 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작은 이해에 기초한 업무의 공유가 조직 

팀, 개인과 개인간의 공감대가 가장 자연스럽게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  내부 직원 간 소통과 교류는 특별한 방법이나 만남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동료 시간에 참여했던것 보다 그냥 지나가면서 웃으며 
인사하고 다정한 한마디 건네었던 행동들이 다른 직군의 
직원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런 몇명의 사람들만 있어도 공동체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인사와 작은 대화들(스몰토크), 협업
/  서로의 업무의 특성과 업무량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밑받침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시도처럼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1회, 

혹은 월 1~2회 정도 주기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공동체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을 것 같고, 현재의 

내부의 공유화 과정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만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신뢰를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내가 소속된 곳에 대한 신뢰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큰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동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 참여, 
원활한 의견 교환 문화

/  직장이다보니 아무래도 함께 일할때 가장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센터 내 작은 행사라도 모두 
참여하여 다함께 도우며 일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면 
어떨까요.

/  잡담회와 같은 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동료분들의 업무일정이 여유가 없는 관계로 언제나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자율성과 강력하고 설득 가능한 기관, 

상황에서 동료 간 유연한 대화가 가능한 체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호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직원 간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기적인 회의, 워크숍 등) 교류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공감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환경, 성격)나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함께 찾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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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하게 전이되었을 때 새삼 우리가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감각을 환기하게 됩니다. 두 분 
정도만 이 앞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소감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참가자1: 뒤에 앉아 있었을 때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잘 들리고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노래는 좋아서 끝까지 듣고 
반복해서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은 잘 안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서 소리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귀울여보니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들이 음악하고는 또 
다른 것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제가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조금 더 들어주는 것을 
실천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경험했습니다.

 참가자2: 김작가님이 설명해주셨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약간 슬픈 작품인데요. 독일군의 공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음악들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느낌들을 공유해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 그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듣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훨씬 더 자극이 
되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배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하면서 
생각들이 많이 정리되고 특히 2층에서 함께 전시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현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았지만 이미 예정된 시간보다 한참 넘어서 
진행된 터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치했던 구조물이라는 모티브가 한 작가에 의해 예술이 되는 
것을 보면서 슬픔도 장소가 바뀌면 예술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다른 해석을 줄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 작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참가자3: 이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작품 제목을 
봤어요. 여기 서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어보니 내용은 
좋지만, 녹음된 말투가 기계음처럼 단조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작품 제목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말로 전달을 한다는 것에는 말에 담기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 톤과 
같은 여러 가지들 것들이 담기잖아요. 말 이외의 것들이 
작용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작가: 말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도 이런 비슷한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후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  성인분들 위주여서 7080 음악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나이대 엑소나 방탄소년단 등 현 시점 
유행하는 아이돌로 수업을 진행하여서 세대차이 극복에 
도움이됨.

/  Kpop의 전반적 이해와 공유적 사유
/  평소 관심있던 음악과 관련지어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많은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1회보다는 2회 정도가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중문화(아이돌)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이 신선했다.
/  예술의 여러 장르에 대해 전문성과 감성을 기를 수 있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공유지가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방식이어야 
할까요? 혹은 공유지에 대한 생각이나 내가
바라는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 적어주세요. 
/  어른이나 아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도슨트도 있으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령 
상관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백남준아트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람객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며, 
불편사항보다 가능한 것이 더 많은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람규정)

/  우리 센터 내/외부를 공유하기 위해선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듯 합니다.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 조명, 안내판 등 모든 
이용자가 내 물건처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센터 
내부는 시간, 공간적으로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외부를 
공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최소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지 사용은 제한적으로 
진행하며 신청 > 허가 > 진행 > 복구 > 확인이 이뤄지면 
좋을 듯 합니다. 10주년 공동체 실험 진행하시며 노고 
많으셨습니다!

/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열어 익숙해지고 자주 보면 
좀 더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매달 혹은 매주 날짜를 지정하여 소통의 장을 만들고, 
회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외국인들도 
관람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 리플렛에 영어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백남준아트센터에 일본인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엔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 
리플렛이 좀 더 다양한 언어로 표기되었으면 한다. 

/  공유지라는 말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 있는 말인지 지금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공유지는 될 수 있으나 어느 
한 쪽만 바꾸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등이 목적이고, 갑과 을과 같은 
관계도 아니고, 함께 서로 동등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주제로 이야기 한다면 공유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소통이라면 많은 이야기나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공유지에 대한 
가능성과 미래의 센터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다른 
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제 기준으로는) 일하고 있는 사람, 
일했던 사람,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 등 잠깐이라도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모두 큰 애정을 가지게 되는 특징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백남준아트센터는 이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꾸준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받고 사랑하길 
바라며, 지역민들에게도 오랜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  공유지라 하는것이 모두를 위한 곳이지만, 그 모두가 전체 
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남준과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어느정도 공유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의 성격상 타겟층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으므로) 다만 그 공유지가 어떻게하면 
오래토록, 잘 유지될 것인가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남준이라는 엄청나고도 강력한 '브랜드'가 존재하는 한 
공유지의 가능성은 늘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한계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도 합니다. 동시대의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와 
상상이 아닌 이미 현실로 우리의 삶에 일상처럼 녹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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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참여로 작품과 전시에 대한 
관람방식, 관점, 생각이 바뀌었나요? 
/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많은 정보가 

왔다갔다 한다.
/  ‘공유’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  K-pop의 역사에 대해 잘 이해했습니다.
/  매우 적극적으로 
/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  )의 고막이 열린 기분
/  문화예술을 접하는 시각과 역할  

 
      

본 프로그램의 참여로 백남준아트센터 혹은 
미술관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나요? 
/  너무 좋당.
/ 또 오고 싶어요~
/  “예술은 사기다”라는 문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 여전히 매력있고 흥미롭다.
/ 교육과의 연계 

영화같은 변화와 속도감은 백남준으로부터 설명이 가능할 
것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기관의 방향성의 흥미로운 
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요소들은 관심영역의 외부로 자리할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외부와 고른 소통을 보이지 못하는 한계지점이 
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밸런스를 조율해가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일단 10주년 사업의 모토인 공유지 개념을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없었던 탓인지 왜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를 지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왜 예술 공유지로써 기능해야 하지? 
아직도 너무 궁금하다. 내가 바라는 백남준아트센터는 국내 
거의 유일한 미디어아트센터로써 기술매체와 그에 관한 
담론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조금 어려워도 
좋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기관이었으면 
좋겠다. 현재도 충분히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음 공유지의 의미와 범위에 따라 이러한 바람도 공유지에 
끼워맞출 수 있긴 하겠다.

/  공유지 혹은 또다른 개념들이 적용되어 변화하더라도 백남준 
작가의 사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아트센터에 지금 
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와서 아트센터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공유지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모든것의 공유화는 분명 한계가 있기때문에 공유지라는 
개념의 범주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공유지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  이미 어느 정도는 공유지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백남준아트센터가 (이미, 그리고 미래에)가진 
것들을 누구와 어떻게 가꿔나갈지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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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8.11.01.- 2018.11.27. 대상별 각 4회차                    
/ 대상: 대상별 15명 
/ 기획·진행: 김준 
/ 보조 강사: 전혜주
/ 내용 

 / 어르신: 매주 목요일 09:30-12:30  
/ 다양한 형태의 가족: 매주 일요일 14:00-17:00  
/ 교육관련 종사자: 매주 화요일 16:00-19:00

/ 기획자 노트
소리를 주제로 하는 <수집된 물질들(collected materials)> 워크숍은 ‘장소 특정적 소리’와 주변 환경에서 
‘수집된 물질들’을 이용해 아카이브(archive)하고 예술적 감성으로 표현해보는 워크숍이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존 케이지(John Cage)에서부터 백남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대미술에 있어서 소리와 수집을 
이용한 작품들을 감상해보고 그 작품들의 예술적 접근 방법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한 일상 환경의 미세한 변화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장소에서 수집된 다양한 물질들을 개인의 감성으로 
나열하고 아카이브하는 예술작품을 만들게 된다. 우리 일상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각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측정하는 사운드를 통해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예술행위를 통해 주변 
환경의 미시적인 것들을 감각적으로 재발견해 보는 워크숍이다.

구분 주제 내용

1회차 생각 나누기 /  ‘예술’에 대한 나의 생각 나누기
/  백남준아트센터 작품 감상하기
/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소리’와 ‘물건’에 대해 생각해보기
/  사운드 드로잉 - 보이지 않는 소리를 그림으로 그려보기

2회차 미디어 배우기 /  ‘소리’와 연관된 미디어 작동방법 이해하기  
(스피커, 앰프, 녹음기, 마이크 등)

3회차 수집과 표현 /  주변의 ‘소리’ 수집하기
/  일상의 소품을 모아 새로운 의미 발견해보기

4회차 작품 제작과 아카이브 
(수집)

/  일상에서 수집한 ‘소리’와 ‘물건’을 모아 ‘나만의 수집 상자’ 만들기
/  ‘나만의 수집 상자’ 발표하기

공유 결과 전시 & 클로징 파티

#수집3-3 / 기획·진행 : 김준

#수집 워크숍 <수집된 물질들(collected 
materials)>은 ‘장소 특정적 소리’와 ‘수집된 
물질들’을 주제로 작가 김준이 기획·진행한 
미디어 워크숍이다. 대상은 어르신·다양한 
형태의 가족·교육자로, 백남준아트센터의 주된 
대상층에서 벗어나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며 
일상과 예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미술관 
안으로 모아보고자 했다. 워크숍은 미디어를 
활용한 ‘수집과 채집’이라는 행위를 통해 
백남준아트센터에서의 경험과 일상의 감흥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미디어 아트를 이해하고, 일상에 밀접하게 
스며든 미디어(환경)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리’와 
‘사물’을 아카이브(archive)하고 이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참가자들의 작품은 워크숍 이후 전시의 
형태로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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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물질들>

1회차
생각 나누기

/ 예술・미디어・일상에 대한 생각 나누기
/  작품 감상하기: 존 케이지・백남준・플럭서스・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미디어와 사운드 아트
/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소리’와 ‘물건’에 대해 

생각해보기

어르신

가족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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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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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소리 드로잉

눈을 감고 (좋아하는, 그리운, 인상적인, 
지금 들리는 혹은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떠오른 소리들을 색, 형태, 
글로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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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소리와 미디어 
이해하기

/ 스피커의 구조와 원리 이해하기
/ 앰프 제작하기 
/  ‘소리’와 연관된 미디어의 작동방법 이해하기

어르신

가족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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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수집과 표현

/ 주변의 ‘소리’ 채집하기
/  산책을 통해 수집한 사물을 모아 새로운 의미 

발견해보기

어르신

가족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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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작품제작과 아카이브

/  수집한 ‘소리’와 ‘물건’을 모아 ‘아카이브 상자’ 
만들기

/ ‘아카이브 상자’ 발표하기

어르신

가족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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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전시

2018.12.04.-12.28.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아트숍, 1층 복도, 
플럭스룸

참가자
어르신    이경희 안윤홍균 정원식 최원희 

임옥희 안길자 강수정 고창수 박인자 
김옥남 조혜숙 이정민 최경인 

가족       송미경 김태환 김도희 주혜리 홍태욱 
홍기하 김정란 이수영 이주승 이지원 
김정아 목지윤 황수산나 김성욱 

교육자    김혜원 신보림 이보나 최서영 임종우 
임동희 유인선 이은정 김재숙 장용석 
이경화 이경은 임형빈 이재원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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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파티

2018.12.28. 11:00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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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술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계기와 행위로 개별 
창작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  평소에 무심히 지나치던 사물(?)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 시각적으로나 예술에 대해 생각을 깊이하게 되었다.
/ 일상을 새롭게 보고 느끼고 표현하게 됨.
/ 사소한 주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생활 속의 평범한 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관심, 모든 사물, 표현, 예술의 한계
/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신기한 경험, 도구, 공작시간 같은 실습. 세계를 열린 

눈으로 보게 되다.
/ 더 깊게 많이 경험과 표현 기회를 갖고 싶다. 

/ 변화 = 무관심 > 관심
/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 표현의 다양성, 예술의 확장성
/ 소소한 것의 즐거움과 감사함
/  생활이 예술이 된다. 일상의 조각들이 작품이 되어서 발상의 전환. 

<아카이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 길에 일반적으로 보는 물건을 좀 더 신경써서 보게 되었어요.
/  아이들이 작은 소리에 대해 귀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 상황 주변에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관심있게 바라보고 싶어짐.
/  물질을 보고 그와 연관된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짐. 미디어 아트의 친숙함.
/  ‘소리’를 시각 미술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 흘려듣던 소리에 관심이 감.
/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하나씩 따로 보게됨.
/ 주변의 익숙한 것에 대해 새롭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음.
/ 스피커의 원리를 체험해서 좋았다. 소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 자아성찰, 반성, 쉼.
/ 도처에 귀를 기울이면 아름다움이 들린다.
/ 오감의 차원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즐거움
/  일상 생활 자체가 예술이라는 것이 좋았어요. 그림 못 그려서 슬픈 

1인이었는데….
/  주변에 다니면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좀 더 섬세한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까? 

워크숍의 참여로 
‘일상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요?

/  새롭고 흥미있는 체험, 예술 창작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자극하고 북돋아주는 체험 활동이었음.

/  예술에 대해서 모르던 것을 쉽게 접하게 해주셔서 
흥미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매우 친절히 가르쳐주셔서 
감사!

/  소리 예술 분야가 있는지조차 몰랐었으나 처음 접하고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된 기쁨이 큽니다.

/  처음 접해보는 강의에 신기함과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

/  평소 예사롭지 않게 넘겨온 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꼼꼼한 준비에 놀랐습니다.

/  제가 몰랐던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미디어 아트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생겼다.
/  보다 일찍 이런 다양한 인문적 예술 영역을 접하거나 경험할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  강사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큰 불편이 없었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사운드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한다.

/  관점을 달리하여 사물에 대한 영감을 소리로 표현한 점이 
좋았습니다.

/  소리에 대한 색다른 경험으로 작품까지 만들고 전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수업이지 않았나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의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  소리, 그리기, 만들기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팀 수업의 하나로 융합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실제 
학교에서도 활용 가능할 수 있을 듯.

/  새로운 시도였고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  작가님과 함께 작품을 제작할 수 있어 좋았음.
/  소리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음. 처음으로 만져보는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이 힐링이 
되어 매우 좋았음.

/  따뜻하고 흥미롭고 배움이 저절로 일어나는 프로그램.
/  미디어 아트에 대해 새롭게 알고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새로운 예술의 분야(소리와의 결합)를 알게되어 좋았음.
/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참여하고 싶어요. 납땜, 드릴 사용 등 

첫 경험이 많았네요. 
/  선생님의 진실함이 좋았고, 일상에서 잊고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알게 해주셔서 좋았다.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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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워크숍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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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의 참여로
백남준아트센터 
혹은 미술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됐나요? 

/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개최 프로그램에도 되도록 
참여하려 한다.

/  관람만하고 가는 먼 곳으로 여겼으나 수업에 참여도하고 
조금 가까운 느낌?

/  이렇게 훌륭한 아트센터에 많이 참석못한게 아쉽다. 많이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 아트센터, 미술관에 대한 인상이 매우 향상됨.
/ 다른 미술관에 비해 참여자들에 대한 세심함이 있다.
/ 백남준 작가의 천재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됨.
/  항상 백남준의 다양하고 싶은 생각과 표현을 잘 보여주는 

점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은 결코 어떤 주의나 주장과 같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 풍요, 삶의 질
/ 또 다른 발견
/ 백남준에서 커가는 감정과 감상
/ 예술은 공유다.
/  4주 동안 수업에 참여하면서 백남준아트센터가 더 

친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 감동 받음 (일반인, 
가족, 교육자, 노인 대상 교육 등)

/ 원래 좋게 생각함.
/ 미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친근해진 현대미술
/  현대미술이 우리 일상임을 알게 됨. 백남준에 대한 책을 

읽어보게 됨. 예술은 대단하면서도 별거아님. 
/ ‘예술 공유지’라는 목표를 실현한 느낌.
/ 놀이터, 힐링.
/  현대미술을 체험하는 즐거운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
/  자주 와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년엔 또 다른 참여를 하고 

싶네요. 
/  다음에 조용하게 시간을 가지고 와서 천천히 둘러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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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평가 I. 
토론



#공동체실험
#동료

p 118 - 134

조민화 #동료 평가를 위해 질문지를 전직원분들께 
보내드렸잖아요. 운영직의 의견은 오늘로 모두 취합됐어요. 
오기 전에 살펴보고 왔는데요. 답변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운영직분들도 #동료 프로그램 취지를 이해하려 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 좋았어요. 사실 
#공동체실험 중에서 #동료를 진행하는게 가장 힘들었는데요. 
운영직 분들도 동료를 진행하거나 참여하는 과정이 힘들고, 
아직 정제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 만나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듯했어요.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답변주셨고요.

김보라 일시적으로 진행했잖아요. 그러다보니 아직은 
변화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동료와 같은 자리가 있었던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희망적이었어요. 물론 #동료 시간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하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잘 몰라 어색했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각자 근무하는 장소와 시간이 
다르다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함께할 수 있는 
자리, 시간과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문지에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던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내용이 꽤 있었고요. 
더불어 사서함의 형태든, 회의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셔, 
시설, 안내데스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조민화 #동료와 같은 기회가 업무적으로도 필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설문지 내용에서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지만, 주기적으로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학예팀에서 주간회의를 하는 것처럼 운영직에게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티타임과 같은 성격의 자리는 별도로 
있어야겠지만요. 이분들과 서로에 대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자리는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저희끼리만해도 주간회의 
때 모두 모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일이잖아요. 
별도의 회의 자리를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정기 회의에서 얼굴을 보니까 티타임을 가져도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염현주 12월까지는 운영직분들이 많이 참석을 안하셨잖아요. 
1월에는 운영직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나요?
 
조민화 거의 전원 참석하셨어요. 운영직 분들로만 진행을 
하셨거든요.

이채영 운영직 직원 중에서도 사무실 직원들과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조민화 네, 그래도 비율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싫어서라기 보다는 
아직까진 불편한거죠. 어찌됐든 팀장님께서는 상급자잖아요.  
같은 동료라기 보다는 상급자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동료를 기획하고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운영직 내에서도 소통 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운영직 분들내에서라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희가 생각한 동료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달 동안 별도로 진행하게 됐어요. 
 
이채영 맞아요. 운영직 내에서도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긴 해요.
 
조민화 1월 한달 간 4회정도 운영직 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와의 관계는 앞으로 
차차 생각해야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소속이 
서로 달랐으니까요. 그래도 설문 결과를 통해 직원 내 소통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공유 시간을 
가질 때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염현주 저도 이야기 주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초반에 #동료를 매일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다보니 매일 다른 
주제를 선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동료 같은 
프로그램이 연장 된다면 1~2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진행하되 
이야기의 주제도 정하면 더 의미 있어질 듯 해요. 사실 운영직 
분들과 목례정도만 하고 다녔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친근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업무 이야기를 하게 되기는 했어요.
 
조민화 저는 업무 이야기를 꼭 배제해야된다고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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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화 그럼 이제 #공모로 넘어갈게요. 현주 선생님 
어떠셨나요?
 
염현주 #공모 프로그램 정말 좋았어요. 세 개의 공동체 실험 
중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원봉사자 담당자로서 좋았던 점은 자원봉사자 공동체가 
더 활성화된 점이고요. 요즘 다시 도슨트 자율 스터디도 
시작되었어요.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됐으니, 공동체 실험의 목적을 이룬 것 같아요. 이분들이 
센터를 매개로 자율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니까요. 자원봉사자 
외에도 #공모에 참여한 다른 분들도 센터에서 진행된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 하셨고요. 아트센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조민화 특히 ‘메타도슨트’ 팀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분들이 
#공모를 계기로 기수와 관계없이 많이 친해지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눈인사 정도만 
해오셨을텐데 #공모에 참여하시면서 활동적인 것들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다보면 도슨트 활동이나 스터디할 때와는 
다른 모습들을 서로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전면에 나서지 
못했던 오래된 기수나 신규 기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점들이 어우러져 진행되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분들도 그 안에서 진정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채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모가 공유지 실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백남준아트센터를 일종의 공유지로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이 곳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계 맺을 것인지를 
보여줬잖아요. 백남준아트센터라고 하는 물리적, 재정적 공간, 
그리고 인력과 같은 공공의 자산을 협력을 통해 많은 사람이 
누리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원래 처음 기획의도도 그랬지만, 진행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공모 사업은 정말 많은데 이런 
형태로 진행하거나 소액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잖아요.

조민화 전례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요. #공모를 진행하기 
위해 리서치를 하면서 인천문화재단의 ‘우주인 프로젝트’를 
참고했어요. ‘우리가 주최한다 인천에서’의 줄임말인데요. 
소규모 그룹이나 취미생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어요. 

염현주 #공모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최종 워크숍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각 팀의 프로그램이나 소식을 10주년 
웹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접근성의 
문제로 홍보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팀 마다 진행방식도 
달랐지만, 담당자로서 지원 혹은 개입해야하는 범위가 달라 
어려웠어요. #공모에 참여한 6개 팀 중에 4팀은 외부인, 
2팀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이 팀들의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별로  지원에 대한 기대가 달라 
고민이 많았어요.  일부팀은 장소나 기기, 홍보 협조와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거든요. 반면 
아이디어를 센터의 직원들이 같이 실행을 같이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신 팀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다보니 
담당자들에게 조금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김보라 아무래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홍보와 같은 부분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기대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한 주체적인 
영역과 참여팀마다 생각하는 주체적인 영역이 상이했던 것 
같고요. 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이 #공모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담당자인 저희도, 참여한 
팀들도  어디까지를 주체적인 영역으로 보고, 어디까지 
서포트해주어야하는지 구분하고 조율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지나치게 개입을 해도 안되니까요. 어디까지가 
서로의 역할인지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채영 결국은 의사소통의 문제인건데 공유지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아닌가요? 공유지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한 팀이 거의 없지 않아요?

조민화 그렇죠. 사실 공모 사업에 지원한 사람들이 그 개념을 
완벽히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공모에 지원한 
거겠죠. 공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유의 개념이 
이해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이해를 바라고 
시작한건 아니었던 거죠.  
 
이채영 그럼에도 우리로서도 백남준아트센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확장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갈등이야 생길 수 있는거고요. 공유지는 갈등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갈등을 그대로 둘것인지, 아니면 
해소하되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의 문제인거죠. 

김보라 저도 갈등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여자 분들과 저의 의견이 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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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현주 공동체 실험의 다른 프로그램인 #친구도 좋았어요. 
다만, 기획 단계에서는 ‘아카이브실 투어’, ‘수장고 투어’ 
같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홈커밍데이만 진행하게 되어 
많이 아쉬워요. 
 
조민화 #공모에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두 팀이 
참여하면서 #친구와 분리하기 어려워지게 된 것 같아요. 
#친구 프로그램이 #공모에 흡수 된거죠. 전체 프로젝트의 9개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친구의 비중이 가장 적긴한 것 같아요. 
물론 투어를 하거나, 스터디를 시켜드리는 건 계획만 잡으면 
지금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푸시해서 끌고 가는 
방식은 사실 의미가 없었잖아요. 

김보라 저는 #친구의 비중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친구와 #공모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한 게 도슨트 
간담회였잖아요. 1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자원봉사자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 간담회에서 
#공모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잖아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공모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기도 했고, 실제 
그렇게 됐고요.

이채영 홈커밍데이 자체는 좋았어요.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자의 날을 이번 홈커밍데이처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민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자리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오시기는 
좀 힘들었던 분들도 다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행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원봉사자의 
가족까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만들어야되나 싶기도 
하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풍성해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않아요. #동료와 같은 자리에서 업무 회의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이니까요. 전달해야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전달 못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요.  업무 
이야기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채영 #동료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시작된 움직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연장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개편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요. 

조민화 10주년 사업으로 진행했지만, 처음 #동료 프로그램을 
기획할때부터 일시적으로 진행하려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김보라 만약 지속하게 된다면, 업무 특성상 이러한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처럼 참여나 
운영을 자율에 맡기게 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방식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동료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는 
#동료 시간이 일이었잖아요? #동료가 10주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고,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있었으니까 일로 
맡아서 했었는데요.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게 아니니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채영 만약 조직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담당자를 정해서 
업무로 줘야죠. 부서운영비 담당자가 있는 것처럼요. 누군가가 
나서서 주도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려우니까요. 동료에 
대해서는 의견을 잘 모아서 백남준아트센터만의 해피아워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보도록 하죠.

조민화 네, 이제 #동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학예팀과 기획운영팀의 설문 결과는 
아직 모두 취합되지 않아 그 결과까지 정리가 되어야 
알겠지만,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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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우리 미술관의 정체성에서 이 지역사회, 특히나 이 
주변사회와의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 중 
하나로 가져가야되는 부분이냐. 이것도 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조민화 저는 해보고나면, 아마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희가 용인이라는 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지역성을 벗어나서는 이 센터가 읽힐 수 없거든요. 백남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도 와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를 매개자로서 퍼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여기를 잘 이용해야 이 
공간이 사는 거죠. 물론 연구자들도 여기와서 전시를 열심히 
보고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로 백남준을 알릴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실제로 백남준아트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변인의 비율이 높잖아요. 당연히 지역성을 버릴 수는 
없는거죠. 아마 저희가 서울에 있었으면 지역성을 크게 신경 
안써도 됐을 거예요. 물론 서울에서도 북서울 시립미술관 같은 
곳은 지역연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백남준아트센터가 
서울에 있었으면 지역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글로벌하게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용인에 
있기 때문에 지역성에 대해 더 생각을 많이 해야된다는 거죠.
 
염현주 저희 지역성이 경기도인가요? 아니면 용인인가요?
 
조민화 그런 부분부터 설정해볼 필요가 있죠. 그 범위를 
설정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경기도라는 틀안에서 움직이는 기관이고 용인이라는 
지역에 위치해있고 이 지역성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와 관계를 맺는 것 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좀 오랫동안 안했잖아요. 
10년이라는 기간동안. 그렇기 때문에 더 시도하기가  
힘든거예요. 센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지역연계를 했으면 
오히려 좀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실
험

의
 평

가
 I. 토

론
이채영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실험들 중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결과로 남기거나 지속할 것들은 
점검해서 재정비를 해야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업들과 함께 놓고 그 지향점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저는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에서 지역연계사업을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한계가 로컬리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의 부족이기도 하고요.

조민화 저희도 이번에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지역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하나쯤은 가져갔으면 해서, 관점실험 
중 #교환 프로그램을 지역 연계 방식으로 기획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역 연계 부분을 제외하고 진행하게 
됐어요. 지역과 연계한다는 건 정말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이채영 긴 호흡과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되죠.
 
조민화 물론 지역연계를 워크숍의 형태로 일시적으로 진행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속성도 없고 서로에게 큰 의미를 
전달해주지 못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이후에 연결이 끊어지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와 시간없이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생각에 지역연계성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지역연계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내년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되면 연결이 안될 
수 있는거죠. 
 
이채영 사람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도 물론 지역연계 사업의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는 기관이자 
단체잖아요. 그러니 다른 단체들과 연계가 되면 개인의 
문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미술관이잖아요. 지역연계를 아티스트 프로젝트로 풀 수 있는 
거고요. 아티스트나 디자이너가 지역민들과 함께 예술을 통해 
뭔가를 하는거죠. 맨투맨의 작전으로만 생각해서는 해결이 
안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술관이니까 예술 프로젝트로 
지속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보라 물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만들어진 틀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이해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반복되다보면 그 지점들이 언젠가는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 번으로는 당연히 이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해하고 관계맺고 준비하는 과정과 그걸 맺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채영 우리 미술관에 지역연계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질문이에요. 사실.
 
김보라 그렇죠. 사실은 그것부터 질문해봐야 하는 거죠.

되고 제가 지향하고자 했던 것과 달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하는 모두 생각하는 층이나 결, 정도가 다를테니 이 
실험들을 통해서 그런 다른 지점들을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요. 
다만, 마지막 최종 공유회에서 저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답이 나오니까 저희가 하려고 한 질문자체가 아예 
전달이 안됐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드러내고 나누는 과정들이 더 필요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민화 저는 당연히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공모 참여자들 
설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볼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신의 프로젝트만 생각하고 
왔다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점을 좋게 평가했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공유회 같은 자리에서 다른 팀의 이야기를 굉장히 
지루하게 듣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팀이 기획하고 
진행한 내용을 다 봐야하니  6팀이면 2-3시간을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설문을 받아보니 
그런 부분을 오히려 즐거워했고, 서로 협업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물론 실제 협업이 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팀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유에 대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 했었던 것이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공모는 지속했을 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 실험 자체는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지속성이 중요하죠. 사람 
관계라는 것은 확 끊어버릴 순 없는 거니까요. 워크숍과 같은 
프로그램은 한번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공동체 실험에서 
이뤄진 것들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어떤식으로 
지속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공모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사전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보라 선생님과도 이야기했던 
지점인데, #공모의 콘텐츠라던지 공모가 진행되는 형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요. 설명회나 워크숍 
형식으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죠. 사전 워크숍의 과정이 있으면 우선 참여자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협업하여 공모에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김보라 그래야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서야 공모의 취지를 이해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그게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니지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형식을 정확히 이해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으니까요. 공모의 성격과 특징을 
진행과정에서부터 파악하셨다면,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더 수월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것을 시도해볼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반대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지점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함께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충분히 맞춰나가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쉽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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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어요. 미술관 내부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외부에라도 쉬는 
공간을 만들자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내부적인 것들은 우선 
배제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는 방식이 된 거죠. 
 
이채영 협력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뭔가 좀 흥미로운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시와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기획하지 않고 함께 엮어서 기획할 
수 없을까 생각했는데요. 전시도 전시대로 너무 바빠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수영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긴 
했어요. 공유지 실험과 연계해서 가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분리가 돼서 진행됐죠. 각자의 업무와 기간의 
문제로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획이 빨리 나왔으면 함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연계지점을 만들 수 있었겠죠. 
 
조민화 기획 기간이 늘었으면 지금 같은 형태가 안됐을 
가능성이 크죠.
 
김보라 저희도 그 이야기 했었어요. 기획단계에서 처음엔 
어쨌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쪼개지고 그 연결고리가 많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 공유지 
실험의 경우 다른 실험들과 비교하면 실험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껏 해온 방식의 워크숍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정말 해보고 싶고, 질문해보고 싶었던 걸 실험의 형태로 
해봤다는 느낌은 안들어요. 
  
조민화 그럼 공유지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하면.
 
김보라 저는 공유지 실험이 공유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 혹은 공유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광장같은 
어떤 유무형의 무언가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벤트들이나 만남이 가능한 어떠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게 어떤 공간이라기 보다는 어떤 장소.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곳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모일 수 있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어떻게 시작해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두의 
요구가 다르잖아요. 미술관을 찾는 목적도 다를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공유지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되지?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공유지 실험을 기획할 땐 공유지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해보거나 질문해 볼 수 있도록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장치를 넣으려고 했어요. 
공간만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공유지가 되지 않을 거란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작가와 협업을 하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그런 것이 빠지고 공간만 남게 됐지만요. 

원래는 김준 작가님 워크숍을 공간과 연결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별도로 진행하게 됐고요.
 
조민화 어쨌든 공유지는 생각했던 것 만큼은 실행되지 못했죠. 
그래도 제작하는 과정 자체는 즐거웠어요.
 
염현주 공유지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조민화 공유지는 봄까지 지켜보긴 해야될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요. 봄이오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겠죠. 그걸 지켜보면서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공유지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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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현주 공유지는 단체예약 들어온 것 있나요?  공유지 사용에 
대해서.
 
김보라 없어요….
 
이채영 우리가 왜 공유지에 대해 할말이 없을까요? 사람이 
안보여서 그런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규율이 
존재하고 조직이 움직여야 됐었던 거죠. 그게 어떤 공간이든 
간에 그게 우리가 공유지로서 실험이 됐으면.
 
조민화 네, 시기적인 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김보라 기획할 때부터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걸 운영하고자 할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다른 실험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10주년 
사업으로 진행된 프로젝트고, 정해진 기간과 예산 내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잖아요. 그럼 그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실험이 된거죠. 원래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서 뭔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게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그 다음이 중요한 
실험이었던 거죠. 그 공간에서 어떤 걸 할 수 있고, 누가 
찾아오며,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를 고민하고 기획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해 아쉽죠.
 
이채영 공유지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즐거운 
워크숍이었죠. 비용이 많이들기는 했지만요. 그것이 
공공기관에 위치한 일종의 사회적 조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공간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될 수 있어도 충분한거죠. 그러다 가끔 기획을 해서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면서요. 어떤 공간이든 하드웨어를 
만들어놓으면 그곳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콘텐츠로 

채워야 할 것인지를 당연하게 고민해야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백남준아트센터 2층에 극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공연 전문가분들이 엄청 말리셨어요. 극장을 지으면 
365일 중에 90%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가용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중에 1시간도 운전을 
안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극장이 하나의 
하드웨어로 덩그라니 남아져 버리면 극장 자체가 정체성을 
가져버리니까요. 사실 미술관에서 사용되는 강당과 같은 
공간들도 대부분 많이 비어있거든요.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 좋기는 하지만, 그게 활용되지 못할 때 공공적으로 왜 
그곳이 비워져 있냐고 문제 시 될 수 도 있는 거예요. 

김보라 공간을 만들고자 한건, 시각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런 장을 만들어 두고, 사람들이 
백남준아트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을, 혹은 미술관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은 쓸 수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질문하고, 
실험하는 이벤트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했거든요. 
갑자기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는 없으니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게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못 한 것 같아요. 
 
이채영 작품으로 풀어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안규철 작가의 작업처럼 작품으로 풀어보는 거죠. 뜻이 
맞는 작가와 함께 협업해서 아예 거기에 작업을 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뮌스터에서 제레미 댈러 
작품을 보면서도 느꼈는데 이를테면, 한 장짜리 스코어를 
던지는거죠. ‘이 화단을 어떻게 가꾸고 무언가를 어떻게 
하시오.’, ‘매해 뭔가를 해서 모임을 하시오.’ 등등 이런 
스코어를 던지는 작품인데 거기에 참여한 정원 가꾸는 모임이 
작가의 스코어대로 10년 동안 화단을 가꾼 뒤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파티를 하고 수확도 했거든요. 그걸 기록으로 계속 
남기는 거죠. 뮌스터가 10년에 한 번 열리니까, 작가의 
스코어대로 가꿔진 그 꽃밭이 작품으로 전시됐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작품을 보면서 작가가 우리랑 같이 
그런 식의 실험을 해도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뭔가 미션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스코어를 주어주거나. 
공모처럼 흥미진진한 갈등 상황들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거죠.
 
김보라 저도 그런 지점은 아쉬워요.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고 사업기간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시각적으로 보이는게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된 것 같아요. 장기적인 프로젝트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저는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요.’하고 나 몰라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생각했던게 지금의 
공유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쉴수도 있고,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머물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조민화 기획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미술관이 사람들에게 쉴수 있는 

#공유지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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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집 워크숍에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면서 미술관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듯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미술관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해주는 부분이나 학부모를 설득하는 힘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거죠. 그래서 관점실험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대상의 확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김보라 이번 실험에는 없었지만,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작가들이 이런 형태로 
교류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경로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채영 예술가와 테크니션이 협업하는 랩 형식의 프로젝트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김보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구도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작가들이 매개자가 될 수 있고요.
 
조민화 그런데 모든 대상을 다 수용하기에는 저희가 여력이 
안되잖아요. 대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피드백을 할때마다 교육 사업 
갈래가 너무 많으니 줄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이렇게 해보면 저희가 제공해주지 
못했던 대상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가지고 갈거냐에 고민을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이채영 선택을 해야죠.
 
조민화 그렇죠. 선택을 해야되는 거죠. 이 문제는 사업 
담당자가 혼자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요. 제 선택도 중요하지만  
기관의 방향성과 맞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목표가 설정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기관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르신 수업이 너무 좋았으니 어르신 수업을 계속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찌됐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네요.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채영 백남준아트센터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컨템포러리 
아트 혹은 백남준이라는 것에 대한 지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미술관 운영의 방식의 
지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어떤 것들을 담아내고 어떤 방식으로 
협업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보라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실험을 많은 사람과 
함께 했는데요. 그만큼 한번에 평가하고 결론내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작하기 전 보다 더 많은 질문을 발견하게된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결과를 열어놓고 ‘실험'의 형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더 그런듯 합니다. 오늘 이렇게 ‘평가'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질문하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센터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자 계기가 된 듯하고요. 프로젝트는 끝이 났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질문들을 또 여러가지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의 평가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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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관점실험의 경우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였던거죠? 성인 대상, 특정한 예술 매개자로 대상이 조금 
더 확장된 게 특징이고요.

김보라 공유지라는 것이 장소와 사람만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함께 질문해 볼 수 있는 장치들이었던 거죠. 
 
조민화 기존에 조금 배제되었던 대상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인 워크숍들이었던 것 같아요.  최태윤 작가님 
워크숍(#전환)은 짧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참여자들도 
‘10주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장기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더 의미가 있는 워크숍이었거든요. 전시 
오픈식과 맞물린데다 최태윤 작가님이 심포지엄에도 
참여하셨던 터라 2일로 압축된 워크숍을 하게 됐어요. 좀 
다급하게 진행된 느낌이 있었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것. 그 점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전시 오픈식 
행사와 공유지 워크숍 등 다른 행사들이 전부 맞물려 진행되어 
탈학습 워크숍 참여자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했거든요. 
한꺼번에 행사를 진행하면 안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럼에도 그 워크숍이 매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거라 좋았어요. 예술 매개자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긴해요. 김준 작가님 워크숍(#수집)은 전반적으로 
정말 좋았고요.
 
이채영 관점실험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모두 좋지 않았나요?
 
김보라 힘들었던 점도 있었어요. 그건 사실 진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과 기획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조민화 #교환 프로그램의 경우 1월에 진행을 했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교환 프로그램의 세부 기획이 
미뤄지게 됐어요. 아까 이야기 나왔던 지역연계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프로그램이 #교환 이거든요. 지역연계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그것을 대체해야될 것들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갈피를 못잡다가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섭외도 급하게 진행했고요. 그러다보니 의도와는 다르게 
프로그램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그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하지 못한거죠.

염현주 저는 #교환의 <이야기 할머니> 같은 프로그램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단체 예약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아 
단체가 관람을 오면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조민화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과정이나 
결과 모두 좋았고, 작가님을 비롯해 함께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관점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대상을 확장한 거였잖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개개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보다 
대상을 확장했을 때의 특징이나 이점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과 방향을 취해야 할 지 고민이 필요한 거죠. 대상을 
확장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라던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교육 사업 자체의 방향성 같은 것들도 이번 
실험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보라 저는 매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매개자 대상은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한 사람에게 전달하지만, 
매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다수에게 다시 확장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파급력이 달라지는거죠. #전환 <탈학습 
워크숍>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설문 결과를 받았을 때 
워크숍 기간이 짧긴했지만 백남준 작가에 대한 관심이라던지 
아니면 탈학습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다만, 네트워크의 측면이 조금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기간이 좀 짧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매개자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백남준을 알리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교환 프로그램도 사전 준비와 기획을 좀 더 
충실하게해서 지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백남준아트센터로 초대하는 거잖아요? 
여기와서 각자의 관심을 나누기도 하고, 백남준이나 전시에서 
던지는 메시지들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면 분명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된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강의를 하건, 글을 쓰건 어떻게든 한번은 
인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조민화 #교환에 참여하신 김작가님은 백남준에 대해서 원래 
좀 흥미로워 하시긴 했는데요,  공부도 하신듯 했고요. 평론을 
하시니까, 앞으로도 글을 많이 쓰실 거 아니예요? 백남준에 
대해 많이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남준을 
인용하거나 백남준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쓰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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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평가 II. 
함께 쓰는 답안지



《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에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나요?

 참여한 프로그램 대해서, 그리고 참여한 소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프로젝트 참여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각, 태도, 일상 등)

 ‘공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단상을 적어주세요.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공유지가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방식이어야 할까요?

물론 위의 질문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후기를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1

 2

3

 4

5

매개자와 기획자#메타뮤지엄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질문지를 보내며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는 백남준아트센터를 공유지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공유지에 대한, 혹은 공유지를 
향한 실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고자하는 공유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 실험들이 잘 이뤄졌는지, 아닌지 평가할 기준이 
(기쁘게도)없는 거죠. 그렇다면 실험의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공유돼야 할까요? 애초에 우리가 이 실험들을 통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크고 작은, 길고 짧은 이 
실험들을 통해 정답을 찾고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공유지가 
대체 무엇인지, 어떤 모양이어야 하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하는지. 미술관을 둘러싼 가깝고/먼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더 많고 다양한 사람과 미술관을 
매개로 만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공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더 많은 질문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험의 결과는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형태와 
태도로 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어떤의미였는지, 앞으로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사실 몇 
문장으로 추려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시 되돌아보고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이 어떤 계기가 되어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나란히 놓아보며 다른 시각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실험에 정답은 없습니다. 답은 그저 
여러가지 형태로 참여한 모든 사람의 말 속에, 행동에, 생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무엇보다 편하게 작성해주세요. 이 
질문들을 마주하는 일이 부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귀찮은 건 피할 도리가 없지만요!). 어떤 
답과 질문들이 모이게 될 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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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작가로서 상호지지구조 파빌리온의 디자인, 워크숍 
강의, 진행, 시민참여 제작 지도인으로써 참여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 10주년을 기념한 일련의 행사에 
초대된 것에 대해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조물을 구축할 때 시민참여 디자인의 
가능성과 역동성, 그리고 한계나 제약 조건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강한 의지로 
무거운 부재를 들고 직접 파빌리온 구축에 참여할 때 
아이들이 실재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놀이 그 이상으로 
좋아한다는 걸 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프로젝트를 끝나고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 예전보다 더 크게 마음이 가게 
됩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예술정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술이 미래를 전망하고 
실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특히 되뇌이게 됩니다. 
그러한 실험적인 정신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공유지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과 몇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도시에서 시민들에게 공유된 
공간으로서 공유지가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는 시민의 일상, 특히 사회적 일상을 확장하고 
시민적 교류를 일상화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의 문화와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유지는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고, 시민이 
그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잠재적 편의, 비록 사소한 
것들일지라도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지의 
측정요소 중 하나로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시민들이 ‘머무는 시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던 곳을 공유지로 
바꾼다는 도전에 응원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아트센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참여적 아트센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있겠지만 ‘시민기획 상설 전시홀’ 같은 것을 조성하거나, 
‘시민기획 프로그램’ 또는 과감하게 ‘백남준아트센터를 
빌려드립니다.’와 같은 프로젝트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대해 생각하고 이를 섬세하게 표현해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순간이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이번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를 이어 
이후에도 제 2의, 제 3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유형의 정제된 공유지도 좋지만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공유지’ 의 형태를 지녔으면 한다. 관점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소중한 만남들이 계기가 되어 또 다른 
삶의 경험과 실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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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수집된 물질들> 워크숍 기획및 진행자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실험적 접근을 통해 워크숍을 
진행하는 작가로서 워크숍 과정과 참여자들의 
피드백들은  "예술교육은 가르침이나 단순한 전달이 
아닌 공유를 통한 환원의 기회"이라는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확장성을 
잘 이해시키고 창의적이며 예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낯선 
환경과 어려운 내용을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고 즐겁게 
소화해내는 과정과, 그들만의 경험과 내용으로 예술적 
재생산을 해내는 작은 노력들을 살펴보면서 감탄했다. 
특별히 고령층의 오랜 경험과 철학들이 창의적인 예술 
작품으로 표현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예술교육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작가로서 조금더 열의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좀더 쉽게 참여자들과 소통할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할수 있을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다.  

공유지는 넘어가는 턱이 있으면 안되는 곳이다. 
한국사회의 장애인들이 매일 넘어야 하는 모든 길의 
턱들을 힘겨워 하듯이 예술영역으로서 공유지는 
연령층이나 계층을 가르지 않는 그 누구나 쉽게 지나고 
넘고 표현할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백남준아트센터는 작가에게도 공유지가 되기 
힘들어 보였다. 기관이라는 특수성, 운영하는 이들의 
획일성과 폐쇄성, 특정 대상만이 향유하는 곳으로 
보여지기 쉬운 공간 같았다. 10주년을 맞이해 보다 그 
턱을 더욱 낮추고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수 있는 인내를 
가진다면 공유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일방성을 지향하는 전시를 벗어나 
작가간, 시민간, 예술적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이 
상호소통을 할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이 제공되면 
충분히 공유지가 될수 있을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 

#이세연

#관점실험 #전환<탈학습워크숍>, #수집<수집된 물질들>, 
#교환 3종 프로그램 운영

《#메타뮤지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약 4개월동안 
백남준아트센터 내외부에서는 ‘미술관’에 얽혀있는 
고정된 사고와 관점에서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쉼없이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일환인 #관점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술관’, ‘예술 공유지’에 대한 사람들의 
열린 결말이 무척 궁금했고 동시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길 내심 바랬다. 하지만 멋진 결과물보다 
백남준아트센터가 오롯이 개방되어 다양한 사람들간의 
소통과 교류가 끊이지 않는 플렛폼으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 자체가 과감한 실험이며 센터의 주요한 행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1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무엇보다 변화 요인들을 외부에서 찾기 앞서 
내부에서 비판적인 태도로 개선점이나 향후의 비전들을 
발견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미술관을 둘러싼 환경이나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술관의 건립으로 변화된 주변의 경관, 
업종, 주거환경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유지’에 대해서 ‘공동의 소유’ 혹은 ‘장소’에 대한 
협소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다양한 분야 그리고 폭넓은 
세대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공유지’를 ‘관계성’과 
연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일상과 예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낯선 만남이 어색할 수도 있을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참여자들은 ‘예술’과 ‘백남준아트센터’라는 
키워드로 긴 대화를 이어갔고, 서로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돌아갔다. 참여자들의 재방문이 이어졌고 
백남준아트센터에 속하여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참여자도 생겼다. ‘공유지’를 주제로 한 일련의 실험들은 
백남준아트센터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된 것 같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다양한 
시각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만났다. 몇 시간 남짓 진행된 
실험들은 서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일상, 예술에 관한) 각자의 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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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공유지실험 #공간 기획자

공간의 구축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자율 의지와 
능동적 참여를 수용함으로써 예술 공유지를 대중에게 
가깝게, 열린 공간으로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즉흥적으로 공유 공간을 구축해 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했고, 창작 경험을 통해 예술품이나 공간에 
대한 관점과 시선이 변화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유지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잉여 공간이 아닌 누구나 나누어 활용하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의미 
있었습니다. 또한 미술관 안의 복잡해 보이는 기술과 
고차원의 예술이 아니더라도, 상호지지 구조와 기술을 
놀이처럼 배워가면서 예술이 생활화 되는 경험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의 공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유지의 형태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유지 실험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실험이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해진 틀 없이 사람들이 모이고 나눌 수 있는 
예술적 체험들을 기대합니다.

#이근세

김성원, 김정옥 선생님 그리고 이주연 씨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이 워크숍을 준비했다. 상호지지 구조 
파빌리온은 뭉쳐진 우리처럼 구조 자체가 아름답다. 
과정 또한 즐거웠는데 아이들을 포함한 30여 명의 
시민들과 불과 이틀 만에 800개, 3톤 중량의 부재들을 
일으켜 세워 상당한 면적의 공유 공간을 만들어냈다. 
한참을 놀다가 멀리서 바라보니 경사진 잔디밭에 판을 
벌린 탓인가 마치 왕릉의 형태같다.  이거 우리 백남준 
선생 댁 앞마당에서 너무 소란스럽게 뛰어논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분이 아니다. 이미 그 옛날, 예술은 사유재산이 
아니다 라고 말한 백남준 선생이니까.◆

◆  https://marsfactory.tistory.com/entry/ 
상호지지구조-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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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화

탈학습 워크숍 : 내가 속한 이 구조 안에서 
‘사회화’되어진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늘 갖고있었고, 나의 작업의 주제였다. 이런 주제를 함께 
실험(?) 해 볼 수있는 기회라 생각했다. 
공모 : 평면회화 작가로서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작품이 
주로 전시되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무언가 기획, 진행을 
시도해 볼 수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

탈학습 워크숍 : 다른 이들의 관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학습되어져 왔고, 어떻게 탈학습 되어갈것인지에 대해 
알수있어 좋았다. 
공모 : 공모를 실행하는 단계까지의 과정부터 진행하는 
날까지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다른매체를 이용한 
기획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가진 틀을 깰 수있는 기회가 
되었다.

탈학습 워크숍 :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생각하려는 
유연성을 키우게된것 같다. 이 구조에 학습된 나와 
분리하는 것이 조금 덜 두려워졌고,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있다. 
공모 : 팀을 이룬 디자이너와 아두이노 교육자와는 
평소 친분이 있었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것이 처음이었다.  공동목표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갖고있는 지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팀 
제목처럼 낯설지만 꽤 잘 조합되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과의 협업을 
더 도모해 보고싶다.

지구는 진작에 공유지 아니었을까.

이번 프로젝트들을 함께 하면서, 백남준아트센터가 
갖고있는 무게감(?) 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예술이 
어렵다는 의미는 이것을 제시하는 공간의 거리감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신진 작가들과 일반인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거리는 충분히 좁혀질 수있다고 본다. 일반인들이 좀 
더 자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어렵지 
않게 드나드는 곳이 되었으면 하고 특히,  용인이라는 
지역에서 만나기 힘든 ‘문화 공유지’ 로서의 역할을 계속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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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식 외 1인

<#공유지실험  #워크숍> 과 <수집된 물질들>

공유지 워크숍: 이웃과 다음 세대에 대해 다소 무관심한 
편이었는데 더 따뜻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ㆍ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세대간 계층간 소통이 부드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집된 물질들 : 그 동안 무심했던 소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40년을 함께한 아내와 나의 시선이 너무 다른 걸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유지 워크숍 
1)  지나가는 아이들이 내 손자처럼 느껴져 말을 붙이곤 

한다. 
2) 영유아ㆍ초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3)  주민센타ㆍ문화센타ㆍ미술관 등을 통한 사회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수집된 물질들
1) 식당의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더 시끄럽게 들립니다.
2)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접근이 늘었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사이에.

공유지 워크숍 : 옛 시골마을의 넓은 느티나무 그늘, 마을 
한 가운데 있던 타작마당.
수집된 물질들 :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들이 부딪혀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  내는 시ㆍ공간. 

의심의 여지없이 그렇습니다. 메타뮤지엄의 여러가지 
시도를 좀 더 확대하고 확산하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공공성 확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균형은 
늘 숙제로 남겠지요. 벽 속에 갇혀 사는 현대인들에게 
절실한ㅡ공유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미술관,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럭서스 운동의 맥을 잇고 
있는 백남준아트센터가 그 선봉에 서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현행 메타뮤지엄 실험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도 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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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나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참여한 프로그램 대해서, 그리고 참여한 소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프로젝트 참여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각, 태도, 일상 등)

 ‘공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단상을 적어주세요.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공유지가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방식이어야 할까요?

물론 위의 질문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후기를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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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요즘은 그 공간을 공유하는 이들의 다양성이 가져오는 
의외성, 불협화음, 갈등 또한 함께 인정되고 공존할 때 
더욱 건강한 공유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사립기관이 아닌 예술을 중심에 
둔 기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창작자, 기획자, 관객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고정된 역학관계에서 소모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고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백남준아트센터가 기능한다면 뜻하시는 ‘공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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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관점실험 #전환 <탈학습 워크숍(Unlearning 
Workshop)>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존에 최태윤 작가가 
진행해 온 다양한 작업들에 관심이 있었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탈학습’의 개념을 워크숍이라는 적극적인 
참여의 방식을 통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이자 활동가이기도 한 최태윤 작가가 진행한 
<탈학습 워크숍>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학습해 온 사회 속의 인식, 규범, 가치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것들을 삶 속에 다시 재맥락화하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그동안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황이나 이슈,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마주할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워크숍 참여는 최태윤 작가가 사회를 
바라보는 ‘탈학습’의 관점과 그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실천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제가 지녀왔던 
사고의 틀과 삶의 방식 등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각자가 
학습해 온, 또한 탈학습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는 경험은 일방향적이고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방식의 ‘교육자 ‒ 학습자’의 설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르침 ‒ 배움’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탈학습’을 막연하게 
하나의 ‘개념’ 혹은 ‘주제’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다른 
참여자들의 다양한 견해와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가졌던 견해와 관념들에 대해 거리를 두고 낯설게 
바라보면서 ‘탈학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구성원들,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이데올로기 등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나의 ‘태도’ 혹은 
‘관점’과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탈학습적 태도와 관점을 가지는 것은 때론 
불편함과 혼란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며, 흑과 백의 사고가 아닌 모호함과 불투명한 
영역까지도 끌어안고 가야하는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삶의 
가치와 실천을 격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 참여한 <탈학습 워크숍>은 
짧게나마 공동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공동체의 유익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적인 공유지의 발전과 조화를 위해선 그 공유지를 
소유하는, 혹은 구성하는 이들의 강점들이 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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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찬이네 가족 

황동찬 : 공유지 실험 , 미술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고, 공유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황동찬 :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보면 작품을 만든 여러 
작가들의 이름이 써 있다. 그 작가들은 함께 하나의 
전시를 위한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을테지만,  우리가 
만든 공유지실험은 두 조가 서로 만나지 않고 작업해서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의미는 참여한 
사람마다 다르다. 결국 하나의 작품이면서 여러뜻을 
공유하고있는 공간이 되었다.
황혁준 : 공유지라는 뜻이 함께 나누는 의미인데 
상호 지지구조를 하면서 공유의 개념. 서로 힘이되고, 
기대면서 공유 개념을 알게 되었고, 실제 설치를 했을때 
미술관과 밖에 공유지 설치물이 연결되는 느낌이어서 
다시 한번 공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권지영 : 공유지를 만드는 과정 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공유지의 의미가 있었고, 함께 공유지 실험에 참여한 
것에 결과물은 참여한 사람과 관람한 사람 모두에게  
공유의 장소가 된 듯 하였다.

황동찬 : 일상의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되었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웠다.
황혁준 : 어깨가 너무 아파서 2주동안 고생을 하고 나니 
평소에 가족과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많이 
길러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권지영 : 예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누구나 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동찬: 이름이 없어서 마음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공간
황혁준: 누구나 소유 할 수 있는 공간
권지영: 공유지는 누구나 참여하는 공간이며 어떠한 
공간, 장소, 생각,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것

황동찬 :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예술은 세상에 자신의 자취를 남기는 행위이며, 그래서 
미술관은 다른사람도 자취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황혁준 :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여 참여한 것이 작품이나 
기억으로  남아 있다면 공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지영 :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로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김태연

탈학습 워크숍: 백남준아트센터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워크숍 라인업을 확인하던 중에 미술관련 매개자를 위한 
워크숍이라는 것이 흥미로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태윤 작가님의 활동에 대한 관심도 참여하게된 
큰 이유입니다.

최태윤 작가님의 진행으로 이틀간 이루어진 
워크숍이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며, 
모든 참여자가 하나씩 고안한 다양한 방식의 탈학습 
프렉티스로 서로 소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태윤 
작가님이 설립에 참여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이라는 곳의 교육방식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공대에서 배울법한 내용들을 
의외의 예술적인 방식으로 습득하는 경험을 워크숍을 
통해 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워크숍 
참여자 중에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분들이 많았는데, 이 
분들의 열의가 무척 인상깊었습니다.

미술관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유의 
장’의 여러 형식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 영향력을 지닌 무한한 가능성의 공유지로서 
미술관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직은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느슨한 연대 속에서 창의적인 공유와 배움이 
있는 곳, 미술관!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구성과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미 이 곳은 공유지라고 생각됩니다. 공유지에 대한 
여러 실험과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백남준아트센터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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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경

참여자의 시점으로 바라본 <수집된 물질들>에 대한 
스케치

2018년 11월 4일 첫째 날 
나와 그와 아이가 ‘무엇을’ 수집하기 위해 그곳,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잠시 일상을 멈춤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깊은 바닷가 검푸른 고래의 
울음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피에조 마이크와 
헤드셋으로 내 몸 안에서 태동했던 아이의 심장 소리, 그 
생명의 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첫째날 나와 그는 소리를 
매개체로 지난 기억을 수집하고, 아이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 첫째 날 수집된 물질들 : 추억 또는 기억

2018년 11월 11일 둘째 날
11월 백남준아트센터 뒷산은 도토리와 낙엽으로 
가을색이 짙어지고, 나는 이날 오전 김장을 하고 
서둘러 그곳으로 갑니다. 엠프를 만드는데 손끝에서 
김치 젓국물 냄새와 납땜 냄새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처럼 불협화음을 내며 어울어집니다. 둘째 날 
나와 그와 아이는 그곳에서 앰프를 만들며 냄새를 
수집합니다.
|  둘째 날 수집된 물질들 : 가을 김장 냄새, 낙엽 타는 

냄새...  앰프 납땜 냄새

2018년 11월 18일 셋째 날
나와 그와 아이가 소리와 물질을 수집하기 위해 그곳, 
백남준아트센터 뒷산에 오릅니다. 이빠진 머리빗을 
주었습니다. 아이의 표현으로 ‘주황색 거대 꼬깔’을 
머리빗으로 빗질합니다. 소리가 빗질되어 집니다. 
낙엽을 밟으면 가을이 부서지듯 바스락 거리면서 소리가 
사그라집니다. 헤드셋을 쓰고, 마이크를 높이 들고, 
나무 둥지 새 노래 소리를 녹음합니다. 그리고 헤드셋을 
벗고, 녹음기를 끄고, 그곳 뒷산을 내려오는데... 아... 
어린 고라니가 낙엽 위로 깃털처럼 바람에 달려가며 
사라집니다. 내가 그가 아이가, 그 모습이, 그 소리가, 
망막과 고막에 수집되어집니다. 셋째날 나와 그와 
아이는 백남준선생님의 ‘텔레비젼 앞의 달토끼’를 
만나듯, 그곳 백남준아트센터 뒷산에서 어린 고라니를 
만났습니다.
|  셋째 날 수집된 물질들_소리 : 빗질소리, 바람소리, 

바스락 사그라지는 소리
|  셋째 날 수집된 물질들_물질 : 머리빗, 가을, 어린 

고라니의 잔상

2018년 11월 25일 넷째 날 : 첫눈 내린 다음 날
그곳,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그가 드릴과 나사로 아카이브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공유지의 역할이 충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르신(노인)을 
위한 프로젝트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과 같이 계속 만들어 주시면 공유지의 
역할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와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해 주진 백남준아트센터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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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공동체실험 공모 사업, 자원봉사자 도슨트로서 
백남준 비디오 조각을 탐방하고 인스타그램에 
‘#namjunepaikvideosculpture’로써 
‘사이버뮤지엄’을 지어 백남준 예술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생각에 동기 도슨트들과 참여함.

‘비디오조각’을 계기로 백남준의 예술과 철학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집단예술지성’과 ‘집단예술실천’이 가지는 중요성과 
확장성을 절감했으며, 백남준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과정을 체험함.

참여 전에는 백남준 예술에 대한 이해가, 책을 통한 
이론적 접근에 그치면서 표피적인 느낌이었는데, 
프로젝트 참여 동료들과 함께 백남준 비디오 조각을 
찾는 과정에서, 그리고 백남준이 했던 예술행위를 
몇 개 따라해보기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생각과 
태도가 훨씬 더 자유로워졌으며, 동료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졌으며, 미술과 음악 또는 사진 등 다른 장르의 
예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짐.

공유지는 사람들의 관계를 서로 공감하는 관계, 
함께 실천하는 관계,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관계 
등을 열어나가고 증진해가며 확장해가는 매체이자 
공간이라고 생각함.

백남준의 예술정신을 고려하면, 백남준아트센터는 
어느 미술관보다 훌륭한 공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 비판적 이론과 
열린 생각 그리고 열린 체계를 구축하는 비판적인 
실천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장용석

백남준아트센터 워크숍(프로젝트)을 참여하고 나서…

“현대 미술”이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렵다”. 
“난해하다 ”,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등이었습니다. 
평소 미술을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 했지만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백남준아트센터가 제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트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싶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교육”도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탈학습 
워크숍(Unlearning workshop)”과 “수집된 물질들 
워크숍” 두 가지를 신청했습니다.

탈학습 워크숍(Unlearning workshop)은 
제목부터 매우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배우는 행위를 당연시 하면서 관습화 되어갑니다. 
하지만 탈학습 워크숍에서는 이런 관습화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앎을 탐구하는 행위와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습적으로 “배운다는 
것”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와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탈학습 워크숍을 
끝마치고 나서도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생각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집된 물질들 워크숍 또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기존의 시각 위주의 미술을 뛰어넘어 
소리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미있고 또 
의미(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워크숍 참여자들의 작품을 “백남준아트센터”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위의 두 워크숍을 통해 미술의 범위를 좀 
더 넓고 다양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미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미술이 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공유지’란 말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고 어색했습니다. 더구나 미술관을 공유지로 한다는 
것에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미술관은 왠지 모르게 고급 문화(high culture)의 
산물들만 모아 놓은 것 같은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가끔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기회가 있어 외국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보면 학생들과 어린이들 많이 
방문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활성화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문화가 매우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남준아트센터의 워크숍과 프로젝트를 
통해 “백남준아트센터”의 역할이 참 크고 다양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여러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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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를 만듭니다. 아이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연두. 하늘. 분홍... 세상의 모든 빛과 색을 모아 상자에 
담습니다. 아카이브 상자에는 빛과 색도 수집되어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는, 색에 대한 내 선입견을, 내 
생각의 프레임(frame)을 확장시키고 넓혀주었습니다.  
나와 그가 가을 낙엽과 도토리를 상자에 모으면, 아이는 
첫눈을 붓질하고, 낙엽 소리같은 사탕봉지가 눈송이가 
되어 흩뿌려집니다. 노란 머리빗은 어린 고라니가 되어 
바람을 품고 상자에 담깁니다. 지난 시간과 소리가 
수집되어진 스피커를 달면, 그 주변을 첫째날의 그 
기억의 소리... 검푸른 고래가 세상의 모든 빛과 색을 
모은 검은 종이가 되어 상자 안으로 들어옵니다. 넷째 날 
아이는 빛과 색을 수집해서 상자 안에 담고, 나는 편견을 
수집하여 상자 밖에 버렸습니다. 나와 그와 아이는 
가을과 겨울의 계절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수집한 장미꽃도 상자에 담습니다. 아이야... 꽃처럼 
피어나렴...
|  넷째 날 수집된 물질들 : 빛과 색, 계절과 시간, 선입견과 

편견

에필로그 
1980년대... 나는 백남준 선생님을 텔레비전 뉴스 
문화예술 시간에 처음 만났습니다. 너무나 낯설었던 
그분의 예술세계는 행위예술가 또는 전위예술가라는 
편견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어집니다. 1990년대... 나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백남준, 그분을 다시 만납니다. 
높이 쌓아올린 텔레비전들. 미디어 예술가.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차별화하는가? 2000년대... 나에게 백남준, 
그는 잊혀진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남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사유재산이 아니다" 라는 
명제와 함께.  소수의 소장자들에 의한 귀족예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술, 그 느낌과 표현을 함께 나누기 
위해, ‘공유’의 매개체로 미디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백남준, 그분의 인생은 "다양한 관점"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작품으로 표현했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 시간의 다수의 대중에게는 낯설고, 
이해받지 못했던... 그러나 크게 한 걸음 앞서 걸었던, 
결코 혼자 앞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걷고 
싶어했던 그분의 바람을...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_written by 나 송미경, 그 김태환, 아이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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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MUSEUM 
#PROJECT



to see whether contrary ideas would resonate together. 
Furthermore,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would be shared online, thu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nother commons with knowledge and information 
accumulated through these projects.

Derived from the Greek word ‘Μετά’, ‘meta’ is a 
prefix signifying ‘beyond’, ‘transcending’ or ‘change’ and 
it expands the perspective of the word that follows after. 
In celeb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the NJP Art Center 
is determined to experiment the versatility of the museum 
beyond its current significance. The entire process of 
#Metamuseum #Project would not only pursu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NJP Art Center, but also provide guidance 
on the role and path to every museum for the future ahead.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M
ETAM

U
SEU

M
 #PRO

JECT

#Metamuseum #Project begins from few questions. How 
is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considered as a public 
space?What kind of place would it be in the future? Who is 
the museum for? Was it more friendly to some people, and 
less friendly to some people? What kind of conversations 
did we have in this place? What do we have to share and 
guard together? These are some questions to reflect upon 
the Nam June Paik Art Center’s past ten years, but we 
cannot gain answers right away. Following this, the NJP 
Art Center would like to present #Metamuseum #Project 
as a journey to acquir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nd to 
experiment its possibility as the art commons.

The following three projects will experiment 
whether the NJP Art Center could function as the commons 
beyond the limitations of public institution. The very first 
project is the #CommonsExperiment. This experiment 
will postulate the basic elements of common goods such 
as, ‘resources’ and ‘community’ as ‘physical space’ and 
‘people’, to seek the feasibility of sharing resources(space). 
The #CommunityExperiment is arranged for colleagues, 
friends or strangers to participate together in exploring 
the range of community surrounding the NJP Art Center. 
The third #PerspectiveExperiment will bring various 
perspectives into the museum, perform an activity of 
changing, collecting, and exchanging different perspectives 

#METAMUSEU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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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t could be inferred from its title, the #Common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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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pectiv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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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 Experiment initiated from the questions, ‘Who is the 
community of the museum?’ and ‘How far does the role of community 
extend to?’. The NJP Art Center exists within multiple relationships. 
From employees, volunteers, visitors, education program participants, 
library users, Yongin and Gyeonggido residents to art professionals 
and even to the unspecified people connected online. The community 
experiment experimented the extent of museum community placed 
in various relationships and how each community built relations by 
mutual exchange in the commons of the museum. 

#Colleague is the process of internal ‘commoning’ at the 
NJP Art Center. If the museum were to pursue the expans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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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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This community has been maintained for the past 10 years, 
and through this community, where people from different fields work 
towards a unified task, we intended to confirm the museum’s role in 
mediating people to make relationships and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In this direction, the NJP Art Center held a homecoming day 
for people who volunteered in the past, volunteers temporarily on 
leave, and the current volunteers to gather together and reconnect 
at the NJP Art Center. This was an opportunity for the disconnected 
community to revitalize its relationship. 

#Open call is a process of confirming the community 
of the unspecified persons. This was an open call for anyon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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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 surrounding the museum as the commons, then it is 
necessary for employees to truly understand the value of sharing 
as an internal community inside the museum. Following this, the 
employees arranged internal workshop on the commons, and often 
held casual meetings for colleagues to gather and communicate 
amongst each other since last September. This experimentation of 
exchanging each other’s values and ideas, was the first little step for 
the NJP Art Center to become a true commons. 

#Friend is an experiment with the volunteers at the NJP 
Art Center. The volunteers including docents and library volunteers 
are the most autonomous and consistent community at the NJP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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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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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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it ideas on the NJP Art Center’s 10th anniversary motto, “Art 
Commons, Nam June Paik” and to perform tasks related to the NJP 
Art Center. This program supported the idea of a small group rather 
than a single person and this also examined how a community 
could be formed around the NJP Art Center along with the people 
who were interested in establishing relationships here. Various mall 
groups with interesting ideas from education program to research, 
publication, performance, production, film festival and SNS contents 
submitted their ideas, and the active gesture of the selected teams 
exhibited the expandability of NJP Art Center’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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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한 사람들



<#공동체실험 #친구>

백남준아트센터 과거 및 현재 자원봉사자 

<#공동체실험 #동료>

백남준아트센터 전직원

<#관점실험 #수집>

기획
김준

진행
김준, 전혜주

참여자 
어르신 이경희 안윤홍균 정원식 최원희 임옥희 안길자 강수정 
이원자 고창수 박인자 김옥남 조혜숙 이정민 최경인
가족 송미경 김태환 김도희 주혜리 홍태욱 홍기하 김정란 
이수영 이주승 이지원 김정아 목지윤 황수산나 김성욱
교육자 김혜원 신보림 이보나 최서영 임종우 임동희 유인선 
이은정 김재숙 장용석 이경화 이경은 임형빈 이재원 유승희

<#공유지실험 #워크숍>

설계·진행 
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ArtTech)

공유지 제작자(참여자)
김영일 김연우 김은희 김정아 목지윤 김창호 김형선 이민자 
박정은 김다현 송미경 김태환 김도희 안성민 고서혜 노수영 
송지홍 윤해숙 박시윤 이명희 이상민 이용수 정지윤 정원식 
최원희 정혜연 윤영인 이솔 김리나 김현주 박정민 양미란 
김대휘 김대현 염현정 한지원 윤일순 구자도 이영균 임미옥 
전종숙 전혜정 양다인 양은규 조아라 조지혜 김민성 이수형 
주다솜 한지혜 한주혜 한주혁 현오숙 서민재 홍지희 서연주 
서현서 하성식 하지민  

<#관점실험 #교환>

기획·진행
이경희 안선영 김작가

도와주신 분들
김정옥 김민수 이윤기 임종석 황지아 장철수 이재룡 김상규 
곽재근 박대영 이준호 유공열 천청일 

워크숍 매뉴얼 디자인
남궁철

함
께

한
 사

람
들

# 공유지 
실험

# 공동체 
실험

기획·진행
염현주, 김보라, 조민화

기획·진행
김보라, 조민화

# 관점 
실험

기획·진행
이세연, 김보라, 조민화

<#관점실험 #전환>

기획·진행
최태윤

워크숍 참여자
안성민 민경숙 이민지 이종선 박경화 김태연 노수영 임지혜 
박희정 김현민 Michelle Kang 이가경 정혜윤 김은정 박예슬 
서주리 김애리 장용석 이민희

문자 통역
김재훈 강서영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실험 #공모>

참여       김창순 박경화 김정웅
안형 김은지 박유진
정원우 김은주 정재하 윤승민
조예진 김유빈 김소현
 성수진 한광조 이재희 곽길희 고영래 
고서혜 안성민 이종선 노수영 서미향 
신희정 배정주 소영옥  이수진 이영선
오동석 김나율 김선영 김윤미 김태연 
송정 주정자 최준영 한광조

낯선조합 
나는형이다 
!+!=?
니은이들
도슨트모임

백남준키즈

<#공유지실험 #공간>

기획·설계
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ArtTech)

2차 외부 심사
조성란, 이수범, 신미라

1차 외부 심사
구정연, 조성란, 이수범

내부 심사
이채영, 이현경, 염현주, 김보라, 조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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