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출처

발행처

출판정보

이 논문의 저작권은 백남준아트센터와 저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백남준

미디어 아트

비디오 아트

뉴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

TV

NJP를 다시 움직이기:

백남준의 인터페이스들

김지훈

『NJP 리더 #6 백남준을 다시 움직이기』, pp.9-17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김지훈, 안경화

곽영빈, 김민경, 김자운, 김지훈, 

백한나, 오경은, 이임수

강경탁, 장윤정 (a-g-k.kr)

2016. 12. 30.

기획

번역

디자인

발행일



NJP를 다시 
움직이기: 
백남준의 
인터페이스들 
— 김지훈

저자

출처

발행처

출판정보

이 논문의 저작권은 백남준아트센터와 저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백남준

미디어 아트

비디오 아트

뉴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

TV

NJP를 다시 움직이기:

백남준의 인터페이스들

김지훈

『NJP 리더 #6 백남준을 다시 움직이기』, pp.9-17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김지훈, 안경화

곽영빈, 김민경, 김자운, 김지훈, 

백한나, 오경은, 이임수

강경탁, 장윤정 (a-g-k.kr)

2016. 12. 30.

기획

번역

디자인

발행일



NJP READER #610 11NJP를 다시 움직이기: 백남준의 인터페이스들

이 심포지엄은 백남준아트센터가 주최해 온 비엔날레 컨퍼런스인 ‘백남준의 
선물’의 8번째 행사라는 사실 이외에도 백남준의 관념과 작품들에 대한 새로운 
큐레이팅과 학문적 관심이 서구 기관과 학계에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최근 
몇 년간의 맥락과 나란히 발전되었다. 2010년 개최한 대규모 회고전에 맞추어 
테이트 리버풀과 뒤셀도르프미술관은 매우 가치 있는 카탈로그를 간행했다. 
여기 수록된 새로운 몇몇 논문들은 백남준과 요셉 보이스 및 존 케이지와의 관계, 
예술과 미디어에 관한 백남준의 철학적 텍스트, 백남준의 비디오 및 TV 기반 
다양한 실천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교차학제적인 작업들을 재 고찰한다.1 
스미소니언미술관은 2012년 백남준 에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대규모 
회고전인 “백남준: 글로벌 몽상가”를 열고 백남준의 편지, 글, 그림 엽서, 펀치 
카드, 팩스, 전보, 음반, 빈티지 전자 제품 등의 거대한 수집품을 목록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백남준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2013년 초에 아카이브가 연구자에게 
공개된 이후로 이는 미술사학자뿐만 아니라 음악학자, 영화미디어학자 등 다양한 
분과의 학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새로운 컨퍼런스 발표들은 
물론 미술사, 실험영화 및 비디오, 시각문화에 관한 저널에 새로운 논문들이 
실렸으며 백남준의 저작을 엮은 새로운 모음집의 출간이 MIT출판부에서 준비 
중이며 향후 2년 이내에 출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 심포지엄은 
백남준을 미술사의 특권화된 대상으로 삼는 기존의 경계를 초월하여 백남준을 
다시 움직이는 이러한 학제적 요구 내에서 그의 관념과 실천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도입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조직되었다.

백남준의 저작들과 대화하면서 이 최초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참가자들의 
상이하지만 서로 중첩되는 논문들을 서로 엮는 와중에 나는 백남준이 1972-

1973년에 쓴 짧은 글인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한 구절에 사로잡혔다(이 글은 
이후 “비데아 앤 비데올로지”전 카탈로그에 재수록되었다). 이 구절에서 
백남준은 – 비디오의 초기의 기술-미학적 형상화를 선구적으로 발전시킨 것을 
넘어선 – 자신의 교차분과적, 인터미디어 프로젝트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958년 이후 내 주요 과제는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경계지대들, 그리고 음악과 시각예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자기기와 
인문학 등 서로 미디어들과 요소들을 인터페이싱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2

백남준이 쓴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 예술들 사이의 관계, 예술과 
인간, 예술과 기술, 예술과 자연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그의 다양한 생각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을 개방한다. 또한 이는 백남준의 이러한 
생각들이 동시대 디지털 예술과 문화의 주요 특성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경로들도 개방한다. 이 특성들은 사물과 
경험의 만연화된 유동화, 인간적 시간을 대체하는 기계의 시간, 통제와 우연 
사이의 역설적 긴장, 그리고 표면과 하부구조 사이의 전례 없는 매개 등이다. 
백남준의 사유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은 뉴 미디어 

연구가 제안한 ‘인터페이스’라는 용어의 세 가지 개념적 함의, 즉 윈도우와 
문턱으로서의 인터페이스, 문화적 인터페이스 및 ‘작용 불가능한’ 인터페이스에 
적합하다. 첫째로 가장 일반적 의미에서는, 알렉산더 R. 갤러웨이가 적절히 
말하듯 인터페이스란 윈도우이든 표면이든 간에 “너머의 어떤 장소를 향한 
경로를 개방하고 허용하는 관문”3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페이스는 
사이버네틱스와 시스템 이론에서의 용법 이상으로, 하나의 실체와 다른 
실체와의 연결 또는 특정 공간과 시간에서 작동하는 주어진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계층 사이의 횡단을 가리키는 전환 혹은 문턱의 언어를 암시한다. 둘째, 
인터페이스는 컴퓨터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이전 
미디어의 문화적 또는 예술적 형태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영화를 메타매체로서의 컴퓨터 내에 채택되어 작용하는 ‘문화적 
인터페이스’의 주목할 만한 예로서 개념화하는 레브 마노비치가 예시한다. 즉 이 
개념은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하고 3차원의 항해 가능한 공간에서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한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순수하게 전례 없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카메라 운동, 원근법 등과 같은 영화의 코드와 언어에 상당한 빚을 지고 
있음을 뜻한다.4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의미의 인터페이스가 암시하는 투명성 또는 
일관성의 신화에 맞서 인터페이스는 매개하지 않기에 ‘작용불가능한’ 매체로서 
출현하는데, 이 매체는 하나의 대상 안에 “작품의 미적 형태와 그것이 자리하는 
더 커다른 역사적-물질적 맥락 사이에”5 자리하는 것이다. 창, 출입구, 스크린, 
네트워크 또는 모바일 장치와 같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사물과 미디어에 
우리가 더 깊이 연결되고 그것들의 기능과 효과에 의존할 때, 그 인터페이스들은 
자신의 비가시성, 자율성, 심지어 오작동까지도 드러낸다. 인터페이스의 
물질적이고 과정-기반의 차원에 창조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인터페이스의 
이와 같은 작용불가능성 또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인터페이스’라는 용어의 이 세 가지 함의는 백남준의 저서와 작품이 다른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그의 선구적인 사이버네틱스 개념, 그리고 비디오와 
텔레비전을 인터미디어로 형상화한 그의 작업들은 서로 다른 미디어(필름, 
비디오, 디지털), 다른 예술(음악, 퍼포먼스, 영화, 비디오아트, 조각, 혼합매체 
설치, 레이저 예술), 그리고 다른 미적 형태들(이미지와 사운드, 구상적/추상적 
이미지, 정지/무빙 이미지) 사이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했다. 백남준은 이미 

1965년의 짧은 선언문에서 “해프닝이 다양한 예술들의 융합이듯, 사이버네틱스는 
여러 기존 과학 사이의 경계 지역을 개발하는 것”6이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문의 
마지막 말인 “우리는 열린 회로 안에 있다”를 따라 백남준은 방송 및 위성 
비디오와 비디오 조각을 기존의 미디어 및 예술 형태의 교차점이 인간의 사유와 
지각을 재구성하는 일종의 인터미디어 공간의 모색으로 여겼다. 따라서 백남준은 
이러한 공간에 대한 추구를 위해 비디오 장치와 초기 컴퓨터 미디어를 탐구했다. 
둘째, 「비디오 신디사이저 플러스」, 「글로벌 그루브와 비디오 공동시장」,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확장된 교육」 등의 논문이 예시하듯,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6   Paik, “Cybernated Art 
(1966),” in Manifestos, 
Great Bear Pamphlets 
(New York: Something 
Else Press, 1966), 24.

5   Galloway, The Interface 
Effect, 40.

4   Lev Manovich, The 
Language of New Media 
(Cambridge, MA: MIT 
Press, 2001).

3   Alexander R. Galloway, 
The Interface Effect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2), 30.

2   Nam June Paik, “New 
Projects (1972-73),” in 
Videa ‘n’ Videology: Nam 
June Paik 1959-1973, 
exhibition catalogue 
(Syracuse, NY: Everson 
Museum of Art, 1973), 
unpaginated. 

1  Sook-Kyung Lee and 
Susanne Rennert 
(eds.), Nam June Paik, 
exhibition catalogue 
(London: Tate Publish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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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은 – 비디오의 초기의 기술-미학적 형상화를 선구적으로 발전시킨 것을 
넘어선 – 자신의 교차분과적, 인터미디어 프로젝트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958년 이후 내 주요 과제는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경계지대들, 그리고 음악과 시각예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자기기와 
인문학 등 서로 미디어들과 요소들을 인터페이싱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2

백남준이 쓴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 예술들 사이의 관계, 예술과 
인간, 예술과 기술, 예술과 자연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그의 다양한 생각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을 개방한다. 또한 이는 백남준의 이러한 
생각들이 동시대 디지털 예술과 문화의 주요 특성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경로들도 개방한다. 이 특성들은 사물과 
경험의 만연화된 유동화, 인간적 시간을 대체하는 기계의 시간, 통제와 우연 
사이의 역설적 긴장, 그리고 표면과 하부구조 사이의 전례 없는 매개 등이다. 
백남준의 사유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은 뉴 미디어 

연구가 제안한 ‘인터페이스’라는 용어의 세 가지 개념적 함의, 즉 윈도우와 
문턱으로서의 인터페이스, 문화적 인터페이스 및 ‘작용 불가능한’ 인터페이스에 
적합하다. 첫째로 가장 일반적 의미에서는, 알렉산더 R. 갤러웨이가 적절히 
말하듯 인터페이스란 윈도우이든 표면이든 간에 “너머의 어떤 장소를 향한 
경로를 개방하고 허용하는 관문”3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페이스는 
사이버네틱스와 시스템 이론에서의 용법 이상으로, 하나의 실체와 다른 
실체와의 연결 또는 특정 공간과 시간에서 작동하는 주어진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계층 사이의 횡단을 가리키는 전환 혹은 문턱의 언어를 암시한다. 둘째, 
인터페이스는 컴퓨터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이전 
미디어의 문화적 또는 예술적 형태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영화를 메타매체로서의 컴퓨터 내에 채택되어 작용하는 ‘문화적 
인터페이스’의 주목할 만한 예로서 개념화하는 레브 마노비치가 예시한다. 즉 이 
개념은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하고 3차원의 항해 가능한 공간에서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한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순수하게 전례 없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카메라 운동, 원근법 등과 같은 영화의 코드와 언어에 상당한 빚을 지고 
있음을 뜻한다.4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의미의 인터페이스가 암시하는 투명성 또는 
일관성의 신화에 맞서 인터페이스는 매개하지 않기에 ‘작용불가능한’ 매체로서 
출현하는데, 이 매체는 하나의 대상 안에 “작품의 미적 형태와 그것이 자리하는 
더 커다른 역사적-물질적 맥락 사이에”5 자리하는 것이다. 창, 출입구, 스크린, 
네트워크 또는 모바일 장치와 같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사물과 미디어에 
우리가 더 깊이 연결되고 그것들의 기능과 효과에 의존할 때, 그 인터페이스들은 
자신의 비가시성, 자율성, 심지어 오작동까지도 드러낸다. 인터페이스의 
물질적이고 과정-기반의 차원에 창조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인터페이스의 
이와 같은 작용불가능성 또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인터페이스’라는 용어의 이 세 가지 함의는 백남준의 저서와 작품이 다른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그의 선구적인 사이버네틱스 개념, 그리고 비디오와 
텔레비전을 인터미디어로 형상화한 그의 작업들은 서로 다른 미디어(필름, 
비디오, 디지털), 다른 예술(음악, 퍼포먼스, 영화, 비디오아트, 조각, 혼합매체 
설치, 레이저 예술), 그리고 다른 미적 형태들(이미지와 사운드, 구상적/추상적 
이미지, 정지/무빙 이미지) 사이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했다. 백남준은 이미 

1965년의 짧은 선언문에서 “해프닝이 다양한 예술들의 융합이듯, 사이버네틱스는 
여러 기존 과학 사이의 경계 지역을 개발하는 것”6이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문의 
마지막 말인 “우리는 열린 회로 안에 있다”를 따라 백남준은 방송 및 위성 
비디오와 비디오 조각을 기존의 미디어 및 예술 형태의 교차점이 인간의 사유와 
지각을 재구성하는 일종의 인터미디어 공간의 모색으로 여겼다. 따라서 백남준은 
이러한 공간에 대한 추구를 위해 비디오 장치와 초기 컴퓨터 미디어를 탐구했다. 
둘째, 「비디오 신디사이저 플러스」, 「글로벌 그루브와 비디오 공동시장」,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확장된 교육」 등의 논문이 예시하듯,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6   Paik, “Cybernated Art 
(1966),” in Manifestos, 
Great Bear Pamphlets 
(New York: Something 
Else Press, 1966), 24.

5   Galloway, The Interface 
Effect, 40.

4   Lev Manovich, The 
Language of New Media 
(Cambridge, MA: MIT 
Press, 2001).

3   Alexander R. Galloway, 
The Interface Effect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2), 30.

2   Nam June Paik, “New 
Projects (1972-73),” in 
Videa ‘n’ Videology: Nam 
June Paik 1959-1973, 
exhibition catalogue 
(Syracuse, NY: Everson 
Museum of Art, 1973), 
unpaginated. 

1  Sook-Kyung Lee and 
Susanne Rennert 
(eds.), Nam June Paik, 
exhibition catalogue 
(London: Tate Publish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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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처리와 아카이빙에서 비디오, 위성/케이블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인간화된 
사용에 대한 백남준의 제안들은 (이는 그의 다양한 예술작품에서 실현되었다) 
또한 컴퓨터화와 네트워크의 원리에 따라 통치되는 동시대 미디어의 이해와 
경험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저작과 작품에서 우연, 노이즈, 중단에 대한 
그의 선호는 우리가 미디어의 작용, 미디어의 하부구조와 물질적 맥락을 보게끔 
한다. 이것들은 백남준의 장난스럽고 혼란스러운 이미지 표면의 기초를 이룬다. 
그는 1963년 부퍼탈의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열린 획기적인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전 직후의 글에서 “음악에 있어 지난 10년 간 핵심적인 문제였지만, 
광학적 예술에 있어 아주 저개발된 매개 변수는 비결정성과 가변성이다”7라고 
주장했다. 백남준은 인간의 지각을 향상시키고 시공간적 거리를 붕괴시키며 
기존의 예술 형태를 재창안하기 위한 전자 미디어와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엔트로피로서의 백색 노이즈를 창조하고 정보의 
불가능성으로서의 랜덤 액세스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제작하거나 
배치한 이미지와 스크린의 표면뿐 아니라 이미지와 스크린 사이, 그리고 그가 
유희하거나 심지어 분투했던 디스포지티브의 이질적 구성요소들 사이에서 
말이다.

백남준의 아이디어와 실천이 암시하는 ‘인터페이스’의 이 세 가지 함의를 
다른 각도에서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 그의 작품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이 작품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최근에 백남준 아카이브에서 발견되었다. 이 작품은 
벨 연구소 입주 기간 동안 아날로그 메인프레임 컴퓨터인 IBM GE-600으로 
실험해 제작한 백남준의 세 작품 중 하나인 ‹에튀드 1›(1968-1969)이다. 처음 
보기에 이 작품은 4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까이서 볼 때, 우리는 또한 
이 기하학적 모양이 사랑, 증오, 신 및 개라는 네 단어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또한 정렬되지 않은 일련의 컴퓨터 펀치카드, 그리고 백남준이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탐구하고 적용한 포트란66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여주는 
인쇄물을 포함한다. 여기서 나는 이 작품이 백남준의 전체 세계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 또는 그가 고민했던 초기 컴퓨터 매체의 물질적 및 기술적 조건을 너무 
깊이 파고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백남준의 인터페이스가 갖는 
함의들을 두 가지 개념적 관점, 즉 공시적 관점 치 및 통시적 또는 미디어-고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에는 충분하다.

공시적인 관점으로서의 백남준의 인터페이스라는 관념은 백남준이 그의 
다양한 작품과 자가-고안 장치로 실현하고자 했던 인터미디어라는 관념과 
호응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라는 관념은 주어진 시간에 백남준의 관념 및 실천과 
나란히 존재했던 예술과 미디어의 교차-미디어적 표현을 개발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로 인터미디어를 표명한다. 1967년 벨 연구소에 머무는 동안 백남준은 

“음악 역사상 최초의 컴퓨터 오페라를 작곡하는 것이 나의 야심”8이라고 썼다. 이 
구절은 펀치카드, 원, 글자 및 인쇄물 등 ‹에튀드 1›을 구성하는 인공물이 전자 및 
컴퓨터 미디어가 제공하는 새로운 언어, 표현적 가능성 및 미적 경험으로 – 새로운 

전자적이고 코드-기반 시청각 형태들을 제작하고 음악, 추상영화, 비디오아트, 
컴퓨터 예술을 이러한 형태들에 통합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 오페라라는 
전통적 예술 형태를 재창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작품이 음악의 
비물질화, 그리고 전통적 예술작품과 뉴 미디어의 혼종적 구성체(이는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내재적으로 이질적인 측면 덕택에 가능한 것이었다) 내에서의 음악의 
재창안에 근거한 것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필름스트립, 
플로터, 음극선관 모니터 및 계산 기반 정보를 위한 수단인 포트란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복잡한 배치물이었다. 이러한 혼종적 측면들 덕택에 
백남준이 메인프레임 컴퓨터로 제작한 ‹에튀드 1› 및 기타 무빙 이미지 작품들은 
케네스 놀턴, 스탠 반더비크 및 릴리안 슈워츠가 제작한 초기 컴퓨터 애니메이션 
작품들과 시각적 미학과 기술적 흔적을 공유한다. 이들 모두는 컴퓨터의 코드와 
알고리즘을 복잡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번역하기 위해 애썼고, 이들은 이 
형태가 컴퓨터의 새로운 시각을 재현할 것으로 생각했다. 탈물질화와 새로운 
물질성 사이의 경쟁, 또는 예술들 사이의 매체특정적, 담론적, 제도적 경계들을 
와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전자 미디어 및 컴퓨터 미디어의 물질적, 기술적, 미학적 
특성을 탐구하여 예술 형태와 문화를 재창안하기 위한 노력 사이의 경쟁은 
백남준이 벨 연구소의 장치와 언어로 유희하던 시기 예술계의 가장 활기찬 특성 
중 하나였다.

통시적 관점으로서의 인터페이스 개념은 백남준의 관념과 실천이 동시대 
디지털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미디어 고고학의 필터를 통해 숙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벨 연구소에서의 입주 기간 동안 백남준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이것들로 그가 만든 출력물에 좌절을 느꼈다. 따라서 ‘첫 번째 컴퓨터-오페라’의 
미성숙된 실험인 인공물들로 이루어진 수집품 ‹에튀드 1›은 실패와 망각에 
종속된 상상적인 것으로 남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미디어 고고학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로 재검토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상상계들, 심지어는 심지어 실패한 특성들이다. 유시 파리카가 지적하듯 “미디어 
고고학이라는 관념은 상상적 미디어가 상상력의 실행뿐 아니라 기술 문화를 
둘러싼 보다 넓은 무의식의 진입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어떻게 
과학적 배치물이 매개의 희망, 욕망과 상상계에 내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한 
방법이 된다.”9 팩스 용지에 인쇄된 동심원과 수수께끼 같은 단어, 펀치카드, 
인쇄물 등 이 작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백남준의 실패의 증거, 또는 
오랫동안 잊혀진 채로 남겨진 일종의 폐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폐허에 
내재된 “희망, 욕망과 상상계” 덕택에 우리는 어떻게 초기 컴퓨터 미디어의 혼종적 
측면이 백남준에게 새로운 시청각 형식과 경험으로 오페라를 재창안하는 꿈을 
꾸게끔 하고 이 꿈을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와 그 장치로 제작한 만화경인 
시청각 표현들 (‹비디오 코뮨: 처음부터 끝까지 비틀즈›와 ‹글로벌 그루브›에서의 
표현들)로 연장시키게끔 했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상적 
미디어로서의 ‹에튀드 1›의 폐허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어지는 미디어 

9  Jussi Parikka, What is 
Media Archaeology?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2), 46

8  Nam June Paik letter 
to Norman Lloyd, May 
29, 1967. Rockefeller 
Archive Center, 
Collection SUNY Stony 
brook, Nam June Paik, 
Group 1.2, Series 200R, 
Box 423, Folder 3648. 
다음에서 재인용. Gregory 
Zinman, “The Archival 
Silences of Nam June 
Paik’s ETUDE,” Paper 
presented at the 
“Computing Frontiers” 
panel in the Orphans X 
Film Symposium 2016, 5.

7  Paik, “Afterlude to 
the EXPOSITION 
of EXPERIMENTAL 
TELEVISION (1963),” 
in Videa ‘n’ Videology, 
unpag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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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처리와 아카이빙에서 비디오, 위성/케이블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인간화된 
사용에 대한 백남준의 제안들은 (이는 그의 다양한 예술작품에서 실현되었다) 
또한 컴퓨터화와 네트워크의 원리에 따라 통치되는 동시대 미디어의 이해와 
경험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저작과 작품에서 우연, 노이즈, 중단에 대한 
그의 선호는 우리가 미디어의 작용, 미디어의 하부구조와 물질적 맥락을 보게끔 
한다. 이것들은 백남준의 장난스럽고 혼란스러운 이미지 표면의 기초를 이룬다. 
그는 1963년 부퍼탈의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열린 획기적인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전 직후의 글에서 “음악에 있어 지난 10년 간 핵심적인 문제였지만, 
광학적 예술에 있어 아주 저개발된 매개 변수는 비결정성과 가변성이다”7라고 
주장했다. 백남준은 인간의 지각을 향상시키고 시공간적 거리를 붕괴시키며 
기존의 예술 형태를 재창안하기 위한 전자 미디어와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엔트로피로서의 백색 노이즈를 창조하고 정보의 
불가능성으로서의 랜덤 액세스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제작하거나 
배치한 이미지와 스크린의 표면뿐 아니라 이미지와 스크린 사이, 그리고 그가 
유희하거나 심지어 분투했던 디스포지티브의 이질적 구성요소들 사이에서 
말이다.

백남준의 아이디어와 실천이 암시하는 ‘인터페이스’의 이 세 가지 함의를 
다른 각도에서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 그의 작품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이 작품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최근에 백남준 아카이브에서 발견되었다. 이 작품은 
벨 연구소 입주 기간 동안 아날로그 메인프레임 컴퓨터인 IBM GE-600으로 
실험해 제작한 백남준의 세 작품 중 하나인 ‹에튀드 1›(1968-1969)이다. 처음 
보기에 이 작품은 4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까이서 볼 때, 우리는 또한 
이 기하학적 모양이 사랑, 증오, 신 및 개라는 네 단어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또한 정렬되지 않은 일련의 컴퓨터 펀치카드, 그리고 백남준이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탐구하고 적용한 포트란66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여주는 
인쇄물을 포함한다. 여기서 나는 이 작품이 백남준의 전체 세계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 또는 그가 고민했던 초기 컴퓨터 매체의 물질적 및 기술적 조건을 너무 
깊이 파고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백남준의 인터페이스가 갖는 
함의들을 두 가지 개념적 관점, 즉 공시적 관점 치 및 통시적 또는 미디어-고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에는 충분하다.

공시적인 관점으로서의 백남준의 인터페이스라는 관념은 백남준이 그의 
다양한 작품과 자가-고안 장치로 실현하고자 했던 인터미디어라는 관념과 
호응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라는 관념은 주어진 시간에 백남준의 관념 및 실천과 
나란히 존재했던 예술과 미디어의 교차-미디어적 표현을 개발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로 인터미디어를 표명한다. 1967년 벨 연구소에 머무는 동안 백남준은 

“음악 역사상 최초의 컴퓨터 오페라를 작곡하는 것이 나의 야심”8이라고 썼다. 이 
구절은 펀치카드, 원, 글자 및 인쇄물 등 ‹에튀드 1›을 구성하는 인공물이 전자 및 
컴퓨터 미디어가 제공하는 새로운 언어, 표현적 가능성 및 미적 경험으로 – 새로운 

전자적이고 코드-기반 시청각 형태들을 제작하고 음악, 추상영화, 비디오아트, 
컴퓨터 예술을 이러한 형태들에 통합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 오페라라는 
전통적 예술 형태를 재창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작품이 음악의 
비물질화, 그리고 전통적 예술작품과 뉴 미디어의 혼종적 구성체(이는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내재적으로 이질적인 측면 덕택에 가능한 것이었다) 내에서의 음악의 
재창안에 근거한 것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필름스트립, 
플로터, 음극선관 모니터 및 계산 기반 정보를 위한 수단인 포트란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복잡한 배치물이었다. 이러한 혼종적 측면들 덕택에 
백남준이 메인프레임 컴퓨터로 제작한 ‹에튀드 1› 및 기타 무빙 이미지 작품들은 
케네스 놀턴, 스탠 반더비크 및 릴리안 슈워츠가 제작한 초기 컴퓨터 애니메이션 
작품들과 시각적 미학과 기술적 흔적을 공유한다. 이들 모두는 컴퓨터의 코드와 
알고리즘을 복잡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번역하기 위해 애썼고, 이들은 이 
형태가 컴퓨터의 새로운 시각을 재현할 것으로 생각했다. 탈물질화와 새로운 
물질성 사이의 경쟁, 또는 예술들 사이의 매체특정적, 담론적, 제도적 경계들을 
와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전자 미디어 및 컴퓨터 미디어의 물질적, 기술적, 미학적 
특성을 탐구하여 예술 형태와 문화를 재창안하기 위한 노력 사이의 경쟁은 
백남준이 벨 연구소의 장치와 언어로 유희하던 시기 예술계의 가장 활기찬 특성 
중 하나였다.

통시적 관점으로서의 인터페이스 개념은 백남준의 관념과 실천이 동시대 
디지털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미디어 고고학의 필터를 통해 숙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벨 연구소에서의 입주 기간 동안 백남준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이것들로 그가 만든 출력물에 좌절을 느꼈다. 따라서 ‘첫 번째 컴퓨터-오페라’의 
미성숙된 실험인 인공물들로 이루어진 수집품 ‹에튀드 1›은 실패와 망각에 
종속된 상상적인 것으로 남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미디어 고고학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로 재검토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상상계들, 심지어는 심지어 실패한 특성들이다. 유시 파리카가 지적하듯 “미디어 
고고학이라는 관념은 상상적 미디어가 상상력의 실행뿐 아니라 기술 문화를 
둘러싼 보다 넓은 무의식의 진입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어떻게 
과학적 배치물이 매개의 희망, 욕망과 상상계에 내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한 
방법이 된다.”9 팩스 용지에 인쇄된 동심원과 수수께끼 같은 단어, 펀치카드, 
인쇄물 등 이 작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백남준의 실패의 증거, 또는 
오랫동안 잊혀진 채로 남겨진 일종의 폐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폐허에 
내재된 “희망, 욕망과 상상계” 덕택에 우리는 어떻게 초기 컴퓨터 미디어의 혼종적 
측면이 백남준에게 새로운 시청각 형식과 경험으로 오페라를 재창안하는 꿈을 
꾸게끔 하고 이 꿈을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와 그 장치로 제작한 만화경인 
시청각 표현들 (‹비디오 코뮨: 처음부터 끝까지 비틀즈›와 ‹글로벌 그루브›에서의 
표현들)로 연장시키게끔 했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상적 
미디어로서의 ‹에튀드 1›의 폐허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어지는 미디어 

9  Jussi Parikka, What is 
Media Archaeology?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2), 46

8  Nam June Paik letter 
to Norman Lloyd, May 
29, 1967. Rockefeller 
Archive Center, 
Collection SUNY Stony 
brook, Nam June Paik, 
Group 1.2, Series 200R, 
Box 423, Folder 3648. 
다음에서 재인용. Gregory 
Zinman, “The Archival 
Silences of Nam June 
Paik’s ETUDE,” Paper 
presented at the 
“Computing Frontiers” 
panel in the Orphans X 
Film Symposium 2016, 5.

7  Paik, “Afterlude to 
the EXPOSITION 
of EXPERIMENTAL 
TELEVISION (1963),” 
in Videa ‘n’ Videology, 
unpag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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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의 선형적 진보에 대한 우리의 지배적인 가정에 도전한다. 따라서 
이는 우리를 미디어 역사에 대한 백남준의 생각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다층적 
교차로 재고하도록 자극한다. 이때 이 폐허는 또한 발터 벤야민의 의미에서 

‘변증법적 이미지’, 즉 과거의 섬광이 선형적 역사의 연속체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현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주체와 조우하는 이미지로 기능한다.10 사실 
백남준은 벨 연구소 입주예술가 시절 쓴 문서 중 하나에서 폐허에 대한 자신의 
취향을 인정했는데, 이 문서의 제목은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고고학”이다. 

“당신은 현재에 대해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폐허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것이 없다.”11 이 점에서 볼 때, ‹에튀드 1›은 우리가 동시대의 장치와 문화를 
전례가 없고 투명한 것이 아니라 올드 미디어와 컴퓨터 미디어의 지속적인 충돌로 
고려하게끔 권장한다. 이 충돌 속에서 영화, TV 및 비디오는 소환되어 컴퓨터 
미디어의 하부구조, 코드, 알고리즘 및 인터페이스에 내장된다.

이 심포지엄은 ‘인터페이스’라는 용어의 이러한 세 가지 함의를 
심화시키면서 백남준의 개념적, 예술적 지층들을 더 넓은 교차학제적 프레임 
속에서 바라본다. 따라서 본 행사는 백남준이 고안한 잘 알려진 작품들과 
장치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진 작업 및 이와 관련된 저작들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연구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행사는 백남준의 작업과 
저작에 암시된 가능한 ‘인터페이스들’을 조명하고, 이 인터페이스들이 미디어 
예술과 문화의 역사적, 현재적 경로들과 맺을 수 있는 가능한 접속들을 모색한다. 
발표자들은 1960년대와 70년대 무빙 이미지의 확장의 다양한 역사들을 다시 쓰기 
위해, 또는 정보, 아카이빙, 전송, 미디어의 변화하는 관념들을 포함하는 동시대 
디지털 예술과 문화의 미학과 정치에 백남준이 끼친 영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의 작업과 사유들을 새로이 조명한다.

「기괴한 기계와 철학적 장난감들: 백남준 초기 조각의 애니메이션」에서 
앤드루 V. 예르아스키는 백남준의 1960년대 작업(음악적 공연, 영화, 키네틱 
설치)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방가르드 예술에서의 제도적 공간, 전시 
형태, 매체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이라는 개념적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이때의 애니메이션은 
운동의 환영을 발생시키는 특정 기법이나 질료, 또는 실사영화와 구분되는 무빙 
이미지의 장르라는 일반적인 규정을 넘어선다. 오히려 예르아스키는 “영화적인 
것과 조각적인 것, 정지와 지속, 대상과 공연, 그리고 정지 이미지와 무빙 이미지 
사이의 경계적 상태와 이행의 지대들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위해 형성된 
다양한 미학적, 기술적 구성체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는 두 가지 양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첫째, 애니메이션은 관람자, 전시공간, 작품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한 운동들(물체의 운동, 그 물체를 둘러싼 시공간적 흐름, 그리고 그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관람자의 운동)을 포괄하는 역동적인 물질적, 미학적 흐름들을 
조직하는 일종의 장치다. 둘째, 이는 조각, 공연, 설치 등의 영역들에 공통적이었던 

미학적 유동화와 수행적 국면들을 엮어주는 상호교류를 읽어낼 수 있는 개념이다. 
예르아스키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은유의 이러한 두 가지 함의를 바탕으로 
백남준의 초기 작품들을 엮는 운동의 양상들을 독해한다. 이에 따르면 ‹필름에 
위한 선›(1964)은 전통적인 영화장치를 넘어‘사건-구조’를 활성화하는 실험이며, 

‹랜덤 액세스›(1963)는 과정과 불확정성에 대한 존 케이지의 교훈을 관람자가 
그것의 촉지적, 키네틱 인터페이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피드백 순환반복’을 구축한다.
백남준의 상이한 실천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모색하는 예르아스키의 

시도는 이임수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글로벌 그루브›의 영상과 몽타주, 
시각효과를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이 작품이 플럭서스의 불확정적이고 가변적인 
아카이브인 ‹플럭서스 연감상자›(1963-1975)와 맺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생생히 조명한다. ‹글로벌 그루브›로 대표되는 백남준의 싱글채널 비디오 또는 
위성방송 비디오와 플럭서스 상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주류 네트워크를 
따르지 않고 시스템의 변방에서 우회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이임수에 따르면 플럭서스 상자의 백과사전적 모델을 텔레비전의 기술적, 
미학적 요소에 적용한 ‹글로벌 그루브›는 상이한 예술과 문화를 아카이빙하려는 
백남준의 인터미디어적 관심을 구체화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몰아내기’, 

‘범람시키기’, ‘융합하기’라는 플럭서스 상자의 세 가지 논리를 체화한 ‹글로벌 
그루브›는 “미래 세계가 전자 오브제의 교환으로 움직이며 전지구적인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될” 비디오 공동 시장에 대한 백남준의 전망을 담는다. 이는 
정보의 무작위적 접근과 저장, 전송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사유하는데 
있어서 백남준의 이론과 실천이 갖는 의미를 일깨운다.

크리스 메이-앤드루스와 캐롤린 L. 케인은 사실상 이질적인 것들의 
복합체이자 그 자체로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는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인터페이스들을 모색한다.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개발 과정 및 그 유산에 대한 역사를 생생하게 서술하는 메이-앤드루스의 글은 
이 혼종적 기계가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고 탐색하기 위해 무빙 이미지를 
조작하고 제어하려는 욕망과 이를 통해 TV 매체를 더 포괄적이고 덜 엘리트적인 
그룹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구현했다고 주장한다. 메이-앤드루스의 
이와 같은 평가는 케인의 글에서 보다 기술문화적인 관점으로 연장된다. 그는 
백-아베 신디사이저가 실험한 합성적 색채의 추상적이고 사이키델릭한 미학이 
전자매체로서의 비디오에 고유한 성질을 정신적 초월의 유토피아에 대한 당시의 
기술적 상상계에 투사한 결과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더 나아가 케인은 
마르틴 하이데거의 도구-분석을 연장시켜, 이러한 기술적 상상계를 구체화한 
초기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합성적 색채가 전자 미디어가 제시한 기술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입증한다. 즉 초기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가능성과 역량을 실험한 백남준의 작업은 “재현에는 비가시적이고 접근 
불가능하지만 사용과 습관화를 위해서는 투명해지고 직관적이게 되는” 전자 

11  Paik, “Archaeology,” 
undated essay, Nam 
June Paik Archives,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Box 12, 
Folder 2. 다음에서 재인용. 
Zinman, “The Archival 
Silences of Nam June 
Paik’s ETUDE,” 1.

10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Walter Benjamin, “On 
the Concept of History,” 
in Walter Benjamin: 
Selected Writings, 
Volume 4: 1938-1940, 
eds. Howard Eiland and 
Michael W. Jennings, 
trans. Edmund Jephcott 
et al.,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38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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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의 선형적 진보에 대한 우리의 지배적인 가정에 도전한다. 따라서 
이는 우리를 미디어 역사에 대한 백남준의 생각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다층적 
교차로 재고하도록 자극한다. 이때 이 폐허는 또한 발터 벤야민의 의미에서 

‘변증법적 이미지’, 즉 과거의 섬광이 선형적 역사의 연속체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현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주체와 조우하는 이미지로 기능한다.10 사실 
백남준은 벨 연구소 입주예술가 시절 쓴 문서 중 하나에서 폐허에 대한 자신의 
취향을 인정했는데, 이 문서의 제목은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고고학”이다. 

“당신은 현재에 대해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폐허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것이 없다.”11 이 점에서 볼 때, ‹에튀드 1›은 우리가 동시대의 장치와 문화를 
전례가 없고 투명한 것이 아니라 올드 미디어와 컴퓨터 미디어의 지속적인 충돌로 
고려하게끔 권장한다. 이 충돌 속에서 영화, TV 및 비디오는 소환되어 컴퓨터 
미디어의 하부구조, 코드, 알고리즘 및 인터페이스에 내장된다.

이 심포지엄은 ‘인터페이스’라는 용어의 이러한 세 가지 함의를 
심화시키면서 백남준의 개념적, 예술적 지층들을 더 넓은 교차학제적 프레임 
속에서 바라본다. 따라서 본 행사는 백남준이 고안한 잘 알려진 작품들과 
장치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진 작업 및 이와 관련된 저작들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연구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행사는 백남준의 작업과 
저작에 암시된 가능한 ‘인터페이스들’을 조명하고, 이 인터페이스들이 미디어 
예술과 문화의 역사적, 현재적 경로들과 맺을 수 있는 가능한 접속들을 모색한다. 
발표자들은 1960년대와 70년대 무빙 이미지의 확장의 다양한 역사들을 다시 쓰기 
위해, 또는 정보, 아카이빙, 전송, 미디어의 변화하는 관념들을 포함하는 동시대 
디지털 예술과 문화의 미학과 정치에 백남준이 끼친 영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의 작업과 사유들을 새로이 조명한다.

「기괴한 기계와 철학적 장난감들: 백남준 초기 조각의 애니메이션」에서 
앤드루 V. 예르아스키는 백남준의 1960년대 작업(음악적 공연, 영화, 키네틱 
설치)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방가르드 예술에서의 제도적 공간, 전시 
형태, 매체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이라는 개념적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이때의 애니메이션은 
운동의 환영을 발생시키는 특정 기법이나 질료, 또는 실사영화와 구분되는 무빙 
이미지의 장르라는 일반적인 규정을 넘어선다. 오히려 예르아스키는 “영화적인 
것과 조각적인 것, 정지와 지속, 대상과 공연, 그리고 정지 이미지와 무빙 이미지 
사이의 경계적 상태와 이행의 지대들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위해 형성된 
다양한 미학적, 기술적 구성체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는 두 가지 양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첫째, 애니메이션은 관람자, 전시공간, 작품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한 운동들(물체의 운동, 그 물체를 둘러싼 시공간적 흐름, 그리고 그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관람자의 운동)을 포괄하는 역동적인 물질적, 미학적 흐름들을 
조직하는 일종의 장치다. 둘째, 이는 조각, 공연, 설치 등의 영역들에 공통적이었던 

미학적 유동화와 수행적 국면들을 엮어주는 상호교류를 읽어낼 수 있는 개념이다. 
예르아스키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은유의 이러한 두 가지 함의를 바탕으로 
백남준의 초기 작품들을 엮는 운동의 양상들을 독해한다. 이에 따르면 ‹필름에 
위한 선›(1964)은 전통적인 영화장치를 넘어‘사건-구조’를 활성화하는 실험이며, 

‹랜덤 액세스›(1963)는 과정과 불확정성에 대한 존 케이지의 교훈을 관람자가 
그것의 촉지적, 키네틱 인터페이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피드백 순환반복’을 구축한다.
백남준의 상이한 실천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모색하는 예르아스키의 

시도는 이임수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글로벌 그루브›의 영상과 몽타주, 
시각효과를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이 작품이 플럭서스의 불확정적이고 가변적인 
아카이브인 ‹플럭서스 연감상자›(1963-1975)와 맺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생생히 조명한다. ‹글로벌 그루브›로 대표되는 백남준의 싱글채널 비디오 또는 
위성방송 비디오와 플럭서스 상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주류 네트워크를 
따르지 않고 시스템의 변방에서 우회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이임수에 따르면 플럭서스 상자의 백과사전적 모델을 텔레비전의 기술적, 
미학적 요소에 적용한 ‹글로벌 그루브›는 상이한 예술과 문화를 아카이빙하려는 
백남준의 인터미디어적 관심을 구체화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몰아내기’, 

‘범람시키기’, ‘융합하기’라는 플럭서스 상자의 세 가지 논리를 체화한 ‹글로벌 
그루브›는 “미래 세계가 전자 오브제의 교환으로 움직이며 전지구적인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될” 비디오 공동 시장에 대한 백남준의 전망을 담는다. 이는 
정보의 무작위적 접근과 저장, 전송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사유하는데 
있어서 백남준의 이론과 실천이 갖는 의미를 일깨운다.

크리스 메이-앤드루스와 캐롤린 L. 케인은 사실상 이질적인 것들의 
복합체이자 그 자체로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는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인터페이스들을 모색한다.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개발 과정 및 그 유산에 대한 역사를 생생하게 서술하는 메이-앤드루스의 글은 
이 혼종적 기계가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고 탐색하기 위해 무빙 이미지를 
조작하고 제어하려는 욕망과 이를 통해 TV 매체를 더 포괄적이고 덜 엘리트적인 
그룹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구현했다고 주장한다. 메이-앤드루스의 
이와 같은 평가는 케인의 글에서 보다 기술문화적인 관점으로 연장된다. 그는 
백-아베 신디사이저가 실험한 합성적 색채의 추상적이고 사이키델릭한 미학이 
전자매체로서의 비디오에 고유한 성질을 정신적 초월의 유토피아에 대한 당시의 
기술적 상상계에 투사한 결과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더 나아가 케인은 
마르틴 하이데거의 도구-분석을 연장시켜, 이러한 기술적 상상계를 구체화한 
초기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합성적 색채가 전자 미디어가 제시한 기술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입증한다. 즉 초기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가능성과 역량을 실험한 백남준의 작업은 “재현에는 비가시적이고 접근 
불가능하지만 사용과 습관화를 위해서는 투명해지고 직관적이게 되는” 전자 

11  Paik, “Archaeology,” 
undated essay, Nam 
June Paik Archives,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Box 12, 
Folder 2. 다음에서 재인용. 
Zinman, “The Archival 
Silences of Nam June 
Paik’s ETUDE,” 1.

10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Walter Benjamin, “On 
the Concept of History,” 
in Walter Benjamin: 
Selected Writings, 
Volume 4: 1938-1940, 
eds. Howard Eiland and 
Michael W. Jennings, 
trans. Edmund Jephcott 
et al.,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38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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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후 기술의 존재론을 선구적으로 예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비가시성과 투명성 사이에서 진동하는 전자매체 이후의 기술에 

대한 백남준의 또 다른 실험은 자벳 패터슨의 글이 논의하는 주제다. 백남준의 
벨 연구소에서의 작업은 지금까지의 백남준 연구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분으로 패터슨의 글은 백남준의 해당 작업이 초기 컴퓨터 예술의 중요한 
본거지였던 벨 연구소의 다른 작업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한 구별되는가를 
설명한다. 백남준의 단편 컴퓨터 영화 ‹벨 연구소에서의 디지털 실험›(1967-

1968)을 독해하면서 그는 더 나아가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무작위성과 질서의 
공존, 그리고 기계적 오류의 잡음들이 노버트 위너가 말하는 기계적 시간을 
표현한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다. 이 시간은 “기계가 우리의 통제 밖에서 다른 
시간적 규모로 작동하는 방식”을 가리키고, 그 기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패터슨은 백남준을 매혹시킨 아날로그 
컴퓨터의 무작위성, 우발성, 오류가 오늘날 디지털 문화를 지배한 투명성의 
신화에 대항함은 물론 오늘날의 컴퓨터의 양가성, 즉 물질적 프로세스와 
비가시적인 조작의 공존을 선구적으로 간파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볼 때 
백남준의 벨 연구소에서의 실험은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디지털 컴퓨터로 
이어지는 선형적 발전의 내러티브에 도전하면서 이 둘 사이의 개념적, 미학적 
인터페이스를 암시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뉴 미디어를 넘어 삶의 일부분으로 정착한 이후의 
관점에서 비디오와 초기 컴퓨터에 대한 백남준의 담론적, 실천적 전망을 바라보는 
것은 백남준의 인터페이스를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매브 코놀리와 곽영빈의 
글들은 바로 그런 방법을 보여준다. 백남준의 잘 알려진 ‘전자 초고속도로’개념이 
갖는 함의를 1960-70년대 전기통신 및 케이블TV에 대한 예술적, 정책적 담론들과 
대면시켜 독해함으로써 코놀리는 백남준을 교통과 통신 등 기반시설이 예술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입했던 예술가의 선구로 평가한다. 또한 미디어 
기반시설 및 정책에 대한 백남준의 견해를 얼마 전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던 “전자 초고속도로 2016-1966”전과 병치시킴으로써 코놀리는 포스트-
인터넷 시대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물질적, 문화적 영향력에 이론적,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동시대 미술과 백남준 사이의 풍부한 인터페이스를 개방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들이 제공한 새로운 행위와 존재의 양식들이 
백남준의 작업과 담론에서 어떻게 예견되었는가, 또는 백남준의 작업과 담론이 
이러한 시공간 및 양식을 파악하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은 
곽영빈의 글 또한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백남준이 비디오 및 컴퓨터 작업에서 
미학적, 기술적으로 실험했던 엔트로피의 시간성은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으로 
초래된 매체/미디어의 양가적 위상, 즉 다양한 모습들로의 매개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본적 비매개의 공존을 읽을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곽영빈에 
따르면 미디어 기술의 필연적인 물질적 쇠퇴에 대한 지각을 뚜렷하게 해주는 
디지털의 시대에 대해 백남준이 전하는 교훈은 “ 멸망하게 되어 있는 엔트로피적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를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처럼 
엔트로피라는 키워드는 미디어 기반시설의 유토피아적 가능성에 대한 백남준의 
찬미 이면에 가로놓인 그림자, 또는 기반기설이 가진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볼 때 코놀리와 곽영빈의 글을 겹쳐 읽으면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연구의 중요한 
경향인 신유물론 또는 하부구조적 전환의 관점에서 백남준의 작업과 사유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들을 얻게 된다.

이 모든 글들은 궁극적으로 백남준의 작업과 관념에 질 들뢰즈의 언어로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즉 백남준을 다시 움직이는 것을 
목표한다. 들뢰즈는 자신의 2권짜리 저서 『시네마』의 영문판 서문에서 고전영화와 
현대영화의 위대한 감독들이 사상가의 철학적 개념을 동원하는 이미지와 기호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상가와 비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들뢰즈는 더 나아가 
영화가 전자 및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감독들의 
이미지 및 기호가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들은 미래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질료와 수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12 백남준의 선물인 
이미지, 기호 및 기계를 조사함으로써 이 심포지엄은 그의 미래, 말하자면 우리의 
현재를 알린 “새로운 질료와 수단”을 조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김지훈은 중앙대학교 영화미디어연구 조교수로 뉴욕대학교에서 영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필름, 비디오, 

디지털 사이: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하이브리드 무빙 이미지들』(블룸스버리 아카데믹, 2016), 번역서로 『북해에서의 항해: 

포스트-매체 조건 시대의 예술』(로잘린드 크라우스, 현실문화, 2016 하반기), 『질 들뢰즈의 시간기계』 (데이비드 로먼 노도윅, 

그린비, 2005)가 있으며 실험영화 및 비디오, 갤러리 영상 설치작품, 디지털 예술, 실험적 다큐멘터리, 현대영화이론 및 

매체미학 등에 대한 논문들을 『스크린』, 『필름 쿼터리』, 『밀레니엄 필름 저널』, 『애니메이션: 학제간 저널』, 『현대미술사연구』, 
『현대미술학논문집』, 『영화연구』 등의 저널들 및 Simultaneous Worlds: Global Science Fiction Cinema(미네소타대학교 

출판부, 2015), Global Art Cinema(옥스포드대학교 출판부, 2010), Taking Place: Location and the Moving 

Image(미네소타대학교 출판부, 2011) 등의 연구서에 출간했다. 현재 두 번째 저서인 Documentary’s Expanded Fields: New 

Media, New Platforms, and the Documentary를 준비 중이다.

12  Gilles Deleuze, “preface 
to the English edition,” 
in Cinema 1: The 
Movement-Image, trans. 
Hugh Tomlinson and 
Barbara Habberjam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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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후 기술의 존재론을 선구적으로 예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비가시성과 투명성 사이에서 진동하는 전자매체 이후의 기술에 

대한 백남준의 또 다른 실험은 자벳 패터슨의 글이 논의하는 주제다. 백남준의 
벨 연구소에서의 작업은 지금까지의 백남준 연구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분으로 패터슨의 글은 백남준의 해당 작업이 초기 컴퓨터 예술의 중요한 
본거지였던 벨 연구소의 다른 작업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한 구별되는가를 
설명한다. 백남준의 단편 컴퓨터 영화 ‹벨 연구소에서의 디지털 실험›(1967-

1968)을 독해하면서 그는 더 나아가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무작위성과 질서의 
공존, 그리고 기계적 오류의 잡음들이 노버트 위너가 말하는 기계적 시간을 
표현한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다. 이 시간은 “기계가 우리의 통제 밖에서 다른 
시간적 규모로 작동하는 방식”을 가리키고, 그 기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패터슨은 백남준을 매혹시킨 아날로그 
컴퓨터의 무작위성, 우발성, 오류가 오늘날 디지털 문화를 지배한 투명성의 
신화에 대항함은 물론 오늘날의 컴퓨터의 양가성, 즉 물질적 프로세스와 
비가시적인 조작의 공존을 선구적으로 간파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볼 때 
백남준의 벨 연구소에서의 실험은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디지털 컴퓨터로 
이어지는 선형적 발전의 내러티브에 도전하면서 이 둘 사이의 개념적, 미학적 
인터페이스를 암시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뉴 미디어를 넘어 삶의 일부분으로 정착한 이후의 
관점에서 비디오와 초기 컴퓨터에 대한 백남준의 담론적, 실천적 전망을 바라보는 
것은 백남준의 인터페이스를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매브 코놀리와 곽영빈의 
글들은 바로 그런 방법을 보여준다. 백남준의 잘 알려진 ‘전자 초고속도로’개념이 
갖는 함의를 1960-70년대 전기통신 및 케이블TV에 대한 예술적, 정책적 담론들과 
대면시켜 독해함으로써 코놀리는 백남준을 교통과 통신 등 기반시설이 예술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입했던 예술가의 선구로 평가한다. 또한 미디어 
기반시설 및 정책에 대한 백남준의 견해를 얼마 전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던 “전자 초고속도로 2016-1966”전과 병치시킴으로써 코놀리는 포스트-
인터넷 시대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물질적, 문화적 영향력에 이론적,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동시대 미술과 백남준 사이의 풍부한 인터페이스를 개방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들이 제공한 새로운 행위와 존재의 양식들이 
백남준의 작업과 담론에서 어떻게 예견되었는가, 또는 백남준의 작업과 담론이 
이러한 시공간 및 양식을 파악하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은 
곽영빈의 글 또한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백남준이 비디오 및 컴퓨터 작업에서 
미학적, 기술적으로 실험했던 엔트로피의 시간성은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으로 
초래된 매체/미디어의 양가적 위상, 즉 다양한 모습들로의 매개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본적 비매개의 공존을 읽을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곽영빈에 
따르면 미디어 기술의 필연적인 물질적 쇠퇴에 대한 지각을 뚜렷하게 해주는 
디지털의 시대에 대해 백남준이 전하는 교훈은 “ 멸망하게 되어 있는 엔트로피적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를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처럼 
엔트로피라는 키워드는 미디어 기반시설의 유토피아적 가능성에 대한 백남준의 
찬미 이면에 가로놓인 그림자, 또는 기반기설이 가진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볼 때 코놀리와 곽영빈의 글을 겹쳐 읽으면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연구의 중요한 
경향인 신유물론 또는 하부구조적 전환의 관점에서 백남준의 작업과 사유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들을 얻게 된다.

이 모든 글들은 궁극적으로 백남준의 작업과 관념에 질 들뢰즈의 언어로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즉 백남준을 다시 움직이는 것을 
목표한다. 들뢰즈는 자신의 2권짜리 저서 『시네마』의 영문판 서문에서 고전영화와 
현대영화의 위대한 감독들이 사상가의 철학적 개념을 동원하는 이미지와 기호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상가와 비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들뢰즈는 더 나아가 
영화가 전자 및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감독들의 
이미지 및 기호가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들은 미래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질료와 수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12 백남준의 선물인 
이미지, 기호 및 기계를 조사함으로써 이 심포지엄은 그의 미래, 말하자면 우리의 
현재를 알린 “새로운 질료와 수단”을 조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김지훈은 중앙대학교 영화미디어연구 조교수로 뉴욕대학교에서 영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필름, 비디오, 

디지털 사이: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하이브리드 무빙 이미지들』(블룸스버리 아카데믹, 2016), 번역서로 『북해에서의 항해: 

포스트-매체 조건 시대의 예술』(로잘린드 크라우스, 현실문화, 2016 하반기), 『질 들뢰즈의 시간기계』 (데이비드 로먼 노도윅, 

그린비, 2005)가 있으며 실험영화 및 비디오, 갤러리 영상 설치작품, 디지털 예술, 실험적 다큐멘터리, 현대영화이론 및 

매체미학 등에 대한 논문들을 『스크린』, 『필름 쿼터리』, 『밀레니엄 필름 저널』, 『애니메이션: 학제간 저널』, 『현대미술사연구』, 
『현대미술학논문집』, 『영화연구』 등의 저널들 및 Simultaneous Worlds: Global Science Fiction Cinema(미네소타대학교 

출판부, 2015), Global Art Cinema(옥스포드대학교 출판부, 2010), Taking Place: Location and the Moving 

Image(미네소타대학교 출판부, 2011) 등의 연구서에 출간했다. 현재 두 번째 저서인 Documentary’s Expanded Fields: New 

Media, New Platforms, and the Documentary를 준비 중이다.

12  Gilles Deleuze, “preface 
to the English edition,” 
in Cinema 1: The 
Movement-Image, trans. 
Hugh Tomlinson and 
Barbara Habberjam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5),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