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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체되었다). 하지만 영상의 다큐멘터리적 성격은 1930-40년대 

시온주의 프로파간다 영화의 음악, 편집 스타일, 피사체의 영웅적 묘사 

등과 교차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여름 캠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현실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부조리한지를 매우 강도 높게 보여준다. 

한편, 씨엘 플로이에는 단순한 ‘물질적’ 수준에 저항하는 

개념주의-미니멀리즘 작가이다. 그의 사운드 설치 작업 <건설>은 거대한 

전시 공간을 건설 현장의 소음으로 가득 채운 것이다. 또한 종이에 펠트 

펜을 얹고 잉크가 번지게 내버려둔 후 색깔별로 벽에 걸어 전시한 <종이에 

잉크>도 흥미로운 작업이다. 

2

나는 언제나 백남준이 철학자이자 개념주의적 작가로서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는 1960년대 초반에 플럭서스를 통해 다량의 

개념적인 것을 흡수했다. 하지만 그의 개념적, 철학적 측면은 늘 다채롭고 

현란한 비디오 테이프의 빠른 커트와 중첩돼 있다. 일반 대중은 백남준을 

그런 시각적 측면과 연관 지어 떠올린다. 이제 사람들은 백남준을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미디어 아트의 박력 있는 창시자로만 여기며, 미술 관객은 

주로 하드웨어가 부가된 비디오 설치 작업, 벽 설치 작업, 조각 작업 

등에만 관심을 쏟는다. 

지금 테이트 리버풀 (이숙경)과 뒤셀도르프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백남준 회고전(2010년 예정)은 이 

작가가 어떻게 겉보기에 상호 모순적인 요소들을 조합하여 미술의 경계를 

다각도로 확장하고 해체했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새로운 의식 상태’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Mary Bauermeister )를 끊임없이 개시할 수 있었는지 보여줄 

것이다. 음악, 플럭서스 활동, 액션, 퍼포먼스, 비디오, (미디어)조각, 

드로잉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백남준은 매 작업마다 비판적 의식이 

어떻게 물질화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보여주었다. 그가 자유롭게 

다양한 시점들을 연계하고 온갖 매체, 재료, 기법을 넘나드는 방식은 

고도로 창의적이었다. 그는 전설적인 첫 번째 전시 <음악 전시회—전자 

텔레비전>(1963, 파르나스 갤러리, 부퍼탈)의 초대장 포스터에 첨부된 

리플렛에 “존재는 본질이다”라는 말을 썼다. 그는 하이데거, 사르트르, 

몽테뉴, 케이지, 노자, 장자 등의 철학을 통합해서 영감을 주는 관념의 

콜라주를 창출하고자 했다. 백남준의 초기 멘토이자 그를 발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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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뒤셀도르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술사가 겸 

큐레이터이다. 현재 백남준이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의>(1959)를 

초연한 뒤셀도르프 갤러리 22와 장 피에르 빌헬름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다. 뒤셀도르프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과 테이트 리버풀 (이숙경)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백남준 회고전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시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당신이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게임의 규칙을 모른다면,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남준)  

1

나는 드로잉을 정보와 정치적 논평으로 변형하는 루마니아 

작가 단 페르조브스키 Dan Perjovschi 를 좋아한다.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구조에 관한 그의 아이러니컬하고 날카로운 논평은, 협소하고 시장 

지배적인 예술계를 탈출해서 세상 속에서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오래된 )  

방법을 찾아낸 흥미로운 사례다. 오늘날 세계는 (인터넷/이메일을 통해)  

초고속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로 연결돼 있지만, 그런 기술은 얼마간 

커뮤니케이션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 페르조브스키와 마찬가지로 니콜라 부리오의 ‘관계적 

미학’을 넘어선 다른 동시대 작가로는 야엘 바타나 Yael Bartana, 다니카 

다키치 Danica Dakic, 양혜규, 씨엘 플로이에 Ceal Floyer를 들 수 있다. 지난 

봄 브리기터 프란첸 Brigitte Franzen은 아헨의 루드비히 국제예술포럼에서 

주목할 만한 전시를 선보인 적이 있다. 그는 백남준, 보이스, 워홀 등 

미술관의 기존 소장품을 동시대 작가의 작업과 조합했는데, 여기에는 씨엘 

플로이에만 제외하고 위에 언급한 작가들이 모두 포함됐다. 

일례로, 야엘 바타나의 영상 작업 <여름 캠프>는 2006년 

7월 ‘이스라엘 주택파괴반대위원회’의 네 번째 ‘여름 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의 파괴된 집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이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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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술계에서는 하룻밤 새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요. 당신이 게임에서 질 것 같으면, 규칙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술에서 정치의 문제입니다. 미술 잡지에 

읽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술 잡지 같은 건 사지 마세요. 

그런 걸 보면 미쳐버릴 겁니다. 당신은 밥 모리스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절대 미술 잡지를 보지 않습니다. 

너무 비싼데다가, 모든 게임을 이러쿵 저러쿵 정해 버리니까요. […] 내 

교육 철학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텐더, 

웨이트리스, 택시 운전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나는 바텐더가 매우 

재미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퍼포먼스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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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장 피에르 빌헬름에게 보내는 경의 
1978 
퍼포먼스 
촬영: 만프레드 레베

장본인이었던 장 피에르 빌헬름 Jean-Pierre Wilhelm은 리플렛에 게재된 전시 

서문에서 백남준의 변증법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모든 것이 

일거에 한데 들어맞는다.”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의 기본 발상은 가장 크고 인상적인 

작업에 가장 넓고 높은 공간을 준다는 것이다. 공간이 높으면 예술 작품을 

감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전시의 틀 안에서, 연대기적 혹은 의미적 

질서는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 천장이 낮은 두 번째 공간은 다른 작품과 

문서 자료를 전시한다. 여기서 작품은 ‘음악과 액션 음악,’ ‘플럭서스,’ ‘음악 

전시회—전자 텔레비전,’ ‘24시간,’ ‘백남준과 무어먼,’ ‘백남준과 보이스,’ 

‘로봇’ 등으로 분류된다. 뒤셀도르프의 전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두 번째 공간에서 연대기적 질서는 역전되어 배치된다. 관람객은 

‘로봇’ 섹션을 지나 역사 섹션으로 넘어갈 것이다. 전시의 앞 부분에서는 

문서와 사진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식의 전시 구성은 관람자가 

가장 크고 화려한 작품에서 출발해서 좀더 상세하고 일시적인 문서들로 

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백남준의 철학과 개념적 기반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수잔느 레너트 )   

3

1996년 슈테판 폰 비제 Stephan von Wiese와 나는 

백남준이 뒤셀도르프 미술학교에서 은퇴하는 것을 기념하여 당시 

쿤스트무제움 (현재 뒤셀도르프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의 전신 )에서 

<혼합된 픽셀들, 백남준의 학생들, 1978-95>라는 전시를 기획했다. 우리는 

전시 카탈로그에 수록하기 위해 백남준에게 비디오 아트 선생으로서의 

경험(1979-95 )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뒤셀도르프 기차역의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것은 나의 두 번째 백남준 인터뷰였다. 첫 

번째는 1992년 르네 블록 René Block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주로 요셉 

보이스와 아디 쾨프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  두 번째 인터뷰에서, 그는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 존재와 본질 Existentia Und Essentia, 그리고 

미술 시장에 관해 말했다. 

그때 백남준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성공적인 예술가가 되기 

위해 여지껏 미술관,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잘난 체하는 아트 피플을 

조롱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계에는 공정한 게임도 없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으니까요. 당신이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게임의 규칙을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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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술계에서는 하룻밤 새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요. 당신이 게임에서 질 것 같으면, 규칙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술에서 정치의 문제입니다. 미술 잡지에 

읽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술 잡지 같은 건 사지 마세요. 

그런 걸 보면 미쳐버릴 겁니다. 당신은 밥 모리스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절대 미술 잡지를 보지 않습니다. 

너무 비싼데다가, 모든 게임을 이러쿵 저러쿵 정해 버리니까요. […] 내 

교육 철학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텐더, 

웨이트리스, 택시 운전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나는 바텐더가 매우 

재미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퍼포먼스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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