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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es that the great directors of classical and modern cinemas can be compared with 
thinkers because they created images and signs that mobilize the thinkers’ philosophical 
concepts. He further notes that the directors’ images and signs are more meaningful 
at a time when cinema was faced with crises caused by the impacts of electronic and 
digital media, because “they lay claim to the new materials and means that the future 
makes possible.”12 By investigating the images, signs, and machines that Paik presented 
as gifts, the symposium will attempt to illuminate “the new materials and means” that 
informed his future – and our present, so to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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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oon Kim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cinema and media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He is the author of Between 
Film, Video, and the Digital: Hybrid Moving Images in the Post-media Age (Bloomsbury Academic, 2016). His essays 
on film theory, experimental film and video, art of the moving image, cinema and contemporary art, digital cinema, and 
experimental documentary have appeared in Screen, Film Quarterly, Anima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Millennium 
Film Journal, Leonardo Electronic Almanac, and the anthologies Global Art Cinema: New Histories and Theo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and Taking Place: Location and the Moving Ima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1), among 
others. Currently He is writing his second book manuscript entitled Documentary’s Expanded Fields: New Media, New 
Platforms, and the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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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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 이미지는 이중의 의미에서 자리를 잡는다. 즉 무빙 이미지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고 공간 속에서 내재한다. 이 ‘발견’은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백남준의 초기 작품인 ‹필름을 위한 선›(1964)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명을 발견했을 
것이다. 백남준 초기의 많은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형태와 물질적 사실성의 어떤 
단순성은 잠재적인 개념적 세련미를 감추기 위해 작용하는 명백함의 효과를 
유발한다.

여기서 내가 실증할 여유는 없지만 내 최근 저서 『블랙박스와 화이트 
큐브 사이: 확장영화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2014)의 중심적 논지를 
형성했던 주장은 1960년대에 뉴욕에서 출현한 확장영화를 영화적 실천의 
역설적인 장소특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 전시가 구조화되는 제도적 조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이에 수반하여 이러한 제도들의 재창안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아방가르드의 
가능한 모든 재생 프로젝트와 병행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예술가들은 
그들의 형태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미술의 증가하는 학제간 공간에서 
활동사진으로서의 영화가 갖는 문자 그대로이자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자리’인 
영화의 제도적 상황을 이해하고 표명하며 궁극적으로 다시 상상하려는 공동의 
욕망을 공유했다.

다시 말하자면 무빙 이미지의 운동은 명시적으로 무대화되어 그것의 상영과 
관람성에 암시된 연극성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갤러리 공간에 대한 미니멀리즘 
조각상의 질문이 조각의 풍경으로의 확장으로 이어져 조각의 본성과 가능성에 
대한 관념을 변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의 극장에 대한 확장영화의 질문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의 물리적이고 제도적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영화의 
실체화와 관련된 공연적인 동시에 지속적인 이벤트라는 의미에 그렇다. 백남준의 

‹필름을 위한 선(플럭스 필름 #1)›을 일종의 근본적인 선언문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 그리고 당시 가장 중요한 실천가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은 – 이 커다란 
미학적, 개념적 역사 안에서다.

위에서 나는 ‘발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명백한 
것에 적용하기에는 틀림없이 이상한 용어다. 그러나 많은 발견은 새로운 정보의 
추가보다는 이미 우리가 가진 정보의 재구성 또는 재개념화와 관련된다. 존 
케이지의 1951년 ‘무성 작품’인 ‹4분 33초›는 그와 같은 재개념화였고, 향후 여러 
세기에 걸쳐 여러 세대의 유학생과 추종자에게 힘을 실어 줄 종류의 발견을 
예고한 것이었다.

‹필름을 위한 선›은 따라서 필름이자 필름이 아니었다. 백남준은 어떤 사진적 
이미지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로 그것을 촬영하지도 않았고 
사진적 필름스톡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 영화는 오히려 조작되지 않은 리더, 
그러니까 영사기에 필름을 끼우는 것을 돕는 사전 준비용 재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사장치의 일부로 간주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필름 없는 영화, 영화적 
이벤트의 장치를 유일한 성격으로 갖는 영화였다.

케이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4분 33초›는 무성 작품으로 백남준의 

‹필름에 대한 선›이다. 차이점은 백남준의 침묵은 소리가 아니라 보아야 할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1 케이지는 백남준의 작업을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1951년 
작품 ‹백색 회화›와 그 다음 해 완성된 자신의 ‹4분 33초›와 더불어 일종의 
영도(zero-degree) 개념에 대한 삼부작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했다. 1931년 라슬로 
모호이너지가 자신의 작품 ‹새로운 시각›에서 카시미르 말레비치의 ‹흰색 위의 
흰색›에 행한 독해를 떠올리며 케이지는 이미 ‹백색 회화›를 일종의 시간적 이벤트 
또는 공연, 즉 캔버스가 빛, 그림자 및 입자들의 영사를 위한 스크린이 되는 일종의 
필름 없는 영화로 특징지었다.

케이지는 이러한 작품들에서의 부재를 외부로의 개방, 즉 과정의 경험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둔 지각의 한 양태로의 개방으로 보았다. 먼지는 그것의 
사소한 중요성을 일반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과정의 증거, 즉 
이제는 사건으로 개념화되는 관람성의 한 형태 내에서 진행 중인 시간성의 
형상화가 되었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보완물이자 대립물로서의 먼지는 케이지가 
무반향실에서 들었던 고음 및 저음과 동일하였다. 이는 틀 안에 없는 동시에 
틀에 넣을 수 없는 삶에서 지각 가능한 배경음인 웅웅거리는 소리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학적 사건은 항상 틀이 잡혀 있으며, 이 세 가지 ‘침묵’이 모두 낳는 
것은 그러한 틀 짓기의 의식이었다. 케이지는 과정과 창조적 진화에 대한 앙리 
베르그송의 철학에 관심을 두면서 ‹필름에 대한 선›을 관람할 때 관람자가 “다시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다른 형태로 보는 방식”을 묘사했다. 

“사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들을 수 있는 
무성 작품과도 같다.”

여기서 케이지는 자신의 ‘무성’ 작품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간주한다. 백남준의 ‹필름에 대한 선›이 항상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파악되는 것처럼 
말이다. 분명 우리는 이 작품들을 고립 된 미학적 퍼포먼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방향 전환, 즉 개별 작품을 훨씬 넘어선 곳에 
그 함의들이 있는 인지-지각적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자철석(loadstone)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한 가지 근본적인 측면은 케이지적 ‘극장’의 이념, 
그리고 그것이 매체, 분과(discipline) 및 제도에 대한 예술가의 생각에 던지는 
도전에 있었다. 브랜든 조셉이 신중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아방가르드는 「미술과 사물성」에서 연극성에 대한 마이클 프리드의 예리한 
비판이 암시하듯 “모든 구별들의 무한한 와해”를 위해 매체 관념을 단순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셉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케이지의 극장은 미적 대상의 분과적 위상에 대한 확실성(그 
위상이 필연적으로 ‘미학적’이더라도)이 사실상 와해된 상황으로 

1  John Cage, “On Nam 
June Paik’s Zen for 
Film,” in John Cage: 
Writer: Selected Texts, 
2nd ed., ed. Richard 
Kostelanetz (New York: 
Cooper Square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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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 이미지는 이중의 의미에서 자리를 잡는다. 즉 무빙 이미지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고 공간 속에서 내재한다. 이 ‘발견’은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백남준의 초기 작품인 ‹필름을 위한 선›(1964)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명을 발견했을 
것이다. 백남준 초기의 많은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형태와 물질적 사실성의 어떤 
단순성은 잠재적인 개념적 세련미를 감추기 위해 작용하는 명백함의 효과를 
유발한다.

여기서 내가 실증할 여유는 없지만 내 최근 저서 『블랙박스와 화이트 
큐브 사이: 확장영화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2014)의 중심적 논지를 
형성했던 주장은 1960년대에 뉴욕에서 출현한 확장영화를 영화적 실천의 
역설적인 장소특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 전시가 구조화되는 제도적 조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이에 수반하여 이러한 제도들의 재창안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아방가르드의 
가능한 모든 재생 프로젝트와 병행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예술가들은 
그들의 형태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미술의 증가하는 학제간 공간에서 
활동사진으로서의 영화가 갖는 문자 그대로이자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자리’인 
영화의 제도적 상황을 이해하고 표명하며 궁극적으로 다시 상상하려는 공동의 
욕망을 공유했다.

다시 말하자면 무빙 이미지의 운동은 명시적으로 무대화되어 그것의 상영과 
관람성에 암시된 연극성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갤러리 공간에 대한 미니멀리즘 
조각상의 질문이 조각의 풍경으로의 확장으로 이어져 조각의 본성과 가능성에 
대한 관념을 변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의 극장에 대한 확장영화의 질문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의 물리적이고 제도적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영화의 
실체화와 관련된 공연적인 동시에 지속적인 이벤트라는 의미에 그렇다. 백남준의 

‹필름을 위한 선(플럭스 필름 #1)›을 일종의 근본적인 선언문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 그리고 당시 가장 중요한 실천가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은 – 이 커다란 
미학적, 개념적 역사 안에서다.

위에서 나는 ‘발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명백한 
것에 적용하기에는 틀림없이 이상한 용어다. 그러나 많은 발견은 새로운 정보의 
추가보다는 이미 우리가 가진 정보의 재구성 또는 재개념화와 관련된다. 존 
케이지의 1951년 ‘무성 작품’인 ‹4분 33초›는 그와 같은 재개념화였고, 향후 여러 
세기에 걸쳐 여러 세대의 유학생과 추종자에게 힘을 실어 줄 종류의 발견을 
예고한 것이었다.

‹필름을 위한 선›은 따라서 필름이자 필름이 아니었다. 백남준은 어떤 사진적 
이미지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로 그것을 촬영하지도 않았고 
사진적 필름스톡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 영화는 오히려 조작되지 않은 리더, 
그러니까 영사기에 필름을 끼우는 것을 돕는 사전 준비용 재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사장치의 일부로 간주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필름 없는 영화, 영화적 
이벤트의 장치를 유일한 성격으로 갖는 영화였다.

케이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4분 33초›는 무성 작품으로 백남준의 

‹필름에 대한 선›이다. 차이점은 백남준의 침묵은 소리가 아니라 보아야 할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1 케이지는 백남준의 작업을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1951년 
작품 ‹백색 회화›와 그 다음 해 완성된 자신의 ‹4분 33초›와 더불어 일종의 
영도(zero-degree) 개념에 대한 삼부작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했다. 1931년 라슬로 
모호이너지가 자신의 작품 ‹새로운 시각›에서 카시미르 말레비치의 ‹흰색 위의 
흰색›에 행한 독해를 떠올리며 케이지는 이미 ‹백색 회화›를 일종의 시간적 이벤트 
또는 공연, 즉 캔버스가 빛, 그림자 및 입자들의 영사를 위한 스크린이 되는 일종의 
필름 없는 영화로 특징지었다.

케이지는 이러한 작품들에서의 부재를 외부로의 개방, 즉 과정의 경험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둔 지각의 한 양태로의 개방으로 보았다. 먼지는 그것의 
사소한 중요성을 일반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과정의 증거, 즉 
이제는 사건으로 개념화되는 관람성의 한 형태 내에서 진행 중인 시간성의 
형상화가 되었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보완물이자 대립물로서의 먼지는 케이지가 
무반향실에서 들었던 고음 및 저음과 동일하였다. 이는 틀 안에 없는 동시에 
틀에 넣을 수 없는 삶에서 지각 가능한 배경음인 웅웅거리는 소리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학적 사건은 항상 틀이 잡혀 있으며, 이 세 가지 ‘침묵’이 모두 낳는 
것은 그러한 틀 짓기의 의식이었다. 케이지는 과정과 창조적 진화에 대한 앙리 
베르그송의 철학에 관심을 두면서 ‹필름에 대한 선›을 관람할 때 관람자가 “다시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다른 형태로 보는 방식”을 묘사했다. 

“사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들을 수 있는 
무성 작품과도 같다.”

여기서 케이지는 자신의 ‘무성’ 작품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간주한다. 백남준의 ‹필름에 대한 선›이 항상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파악되는 것처럼 
말이다. 분명 우리는 이 작품들을 고립 된 미학적 퍼포먼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방향 전환, 즉 개별 작품을 훨씬 넘어선 곳에 
그 함의들이 있는 인지-지각적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자철석(loadstone)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한 가지 근본적인 측면은 케이지적 ‘극장’의 이념, 
그리고 그것이 매체, 분과(discipline) 및 제도에 대한 예술가의 생각에 던지는 
도전에 있었다. 브랜든 조셉이 신중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아방가르드는 「미술과 사물성」에서 연극성에 대한 마이클 프리드의 예리한 
비판이 암시하듯 “모든 구별들의 무한한 와해”를 위해 매체 관념을 단순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셉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케이지의 극장은 미적 대상의 분과적 위상에 대한 확실성(그 
위상이 필연적으로 ‘미학적’이더라도)이 사실상 와해된 상황으로 

1  John Cage, “On Nam 
June Paik’s Zen for 
Film,” in John Cage: 
Writer: Selected Texts, 
2nd ed., ed. Richard 
Kostelanetz (New York: 
Cooper Square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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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했다. … 전통적으로 계승된 예술 간의 분과적이고 매체 기반의 
구별들은 더 이상 존재론적 사실이나 심지어 상호적으로 용인된 
관습과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그것들은 각각의 
경우 반복되어야 했다 … ‘진보되다’라는 개념은 작업의 위상이 … 이미 
구성적으로 문제화되고 질문의 대상이 되었음이 아니라 그 질문을 
취하여 질문 상태로 유지해야 했음을 뜻했다. 다시 말하자면 매체나 
분과적 특정성의 관념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케이지 이후 ‘진보한다는’ 것의 주요 조건이었다.

조셉은 포스트-케이지적 미학에서의 매체 관념이 미학적인 것의 특정한 서로 
다른 제도들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재협상의 장으로 이해되는 방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기술적이고 물질적인 특정성이 수용된 스펙터클의 현상학 
아래 오염되는 ‘멀티미디어’의 일반화된 조건과 매우 다르다. 또한 이는 분과적 
관습들이 탈역사적으로 고정되고 불변하여서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추정상 
새로운 공간을 수립하는 ‘인터미디어’의 일반화된 조건과도 매우 다르다. 문제는 
분과들의 연결접속도 아니고 기존 분과들 사이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실천의 등장도 아니며, 어떤 당사자도 불변으로 남기지 않는 일련의 분과적 
상호교류들이었다.

내 연구에서 나는 매체와 분과의 이 복잡한 협상들에 대한 조셉의 선도적 
연구를 따라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아방가르드 작업이 미술관, 영화관, 
공연 무대의 제도적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지속적인 변동을 가했고, ‘블랙 
박스’와 ‘화이트 큐브’의 전통적인 대립 사이에서 새로운 전시 맥락을 생산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작업들 내에서 오브제, 청중 및 환경의 
연결접속에 대한 나의 관심은 상호교류의 관념을 초월하여 시스템과 프로세스, 
역동적인 기계, 그리고 기존은 물론 새로이 창안된 앗상블라주 또는 장치의 
보다 하부구조적 수준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동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는가를 
재고하게끔 이끌었다.

‹필름을 위한 선›의 형태적 환원은 재료로서의 필름의 본질에 대한 반영적 
탐구로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적 관람성의 사건-구조가 갖는 
특수한 상황을 전경에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 사건은 지속적이고 
과정적이다. 즉 그것은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엔트로피의 형상인 먼지와 흠집의 
확대에 의해 전경에 드러나는 삶의 과정의 무한한 연속체 내에서 시간적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이 사건-구조는 또한 삶-세계 내의 제한된 환경, 즉 특별히 구축된 
위치 내에서 공간적으로 자리 잡는다. 수백 개의 무대 조명이 무대 조명보다는 
관객을 충격적으로 비추는 발레 ‹발산된›(1924)에 대한 프란시스 피카비아의 
대담한 무대 디자인처럼, ‹필름을 위한 선›은 영화적 의미의 생산에 필수적인 힘인 
관람 환경에 영사기의 밝은 빛을 비춤으로써 시점의 완전한 전환을 일으켰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영화 이미지의 협소한 미적 한계를 일종의 경험-기계인 

영화 장치라는 훨씬 넓은 영역을 향해 열어 놓았다.
매체 관념이 적어도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작용하는 것으로 개념화된 

하나의 특별한 미적 전통이나 전통들의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장치의 
모델은 우리가 하부구조적 수준이라 부를 수 있는 곳에서 경험의 생산에 
참여하기를 추구하는 일종의 엔지니어로서의 예술가라는 모델을 이해하는 것을 
추구한다.

하부구조라는 용어를 통해 나는 더 짧은 시간 내에 인간의 더 큰 운동을 
가능하게 한 도로와 다리, 철도 및 공항의 거시적 규모가 아니라, 우리의 
건축 환경이 우리의 생각, 선택, 행동을 제한하는 보다 정밀하게 개체화되고 
미시적이며 종종 무의식적인 수준을 암시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우리의 개성이 형성되는 우주적 의식의 연속체이지만 
우연한 담장들”이라고 묘사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신호로 구축된 
편재적이고 상호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들을 가리킨다. 이 네트워크들은 
우리의 지역 주변부에 있는 인간 주체성의 네트워크뿐 아니라, 우리가 작용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경관을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비의식적인 무생물 실체들의 
전체적으로 풍부한 다양성으로 구축되는 네트워크들을 포함한다.2

버나드 게이건은 최근 이 ’하부구조적 기괴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인간의 사유 및 욕망은 우리를 둘러싼 비인간적인 세계의 명령과 
일치한다. 우리는 이제 개성의 장벽이 우리의 정신만의 구축물이 
아니라 대신 물리적 세계와 연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리와 
마을, 파이프와 처방전 약, 교회와 커피숍, 알고리즘과 집적체, 
이것들은 또한 개별적 자아의 경계를 조성하고 예상되는 곳에 그 
자아의 출현과 재출현을 조절하고 파열을 통합하고 다른 종류의 
정신이 출현할 수 있는 간극을 포함한다.3

게이건의 요점은 우리의 의식적이고 합리적이며 결정적인 정신이 세계 
내에서의 우리의 전반적인 기능의 단지 작은 부분, 즉 1세기 전에 프로이트가 
가속화한 정신분석 혁명이라는 지금의 일상적인 주장을 넘어선 것을 지적한다. 
이는 이 무생물 하부구조 배경과 그들이 낳는 복잡한 작용성들의 상호작용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무의식적인 동기의 보다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하부구조적 분석의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사이를 이동하여 한 수준 또는 다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그 사이의 경로 또는 네트워크를 추적하려는 방식이었다.

이나 블롬은 최근 작가적 통제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케이지의 강조가 
그의 학생과 추종자들 대부분이 통제의 구조와 메커니즘에 대한 심문을 보다 

3  Geoghegan, ibid.

2  William James, “The 
Confidences of a 
‘Psychical Researcher’ 
(1909),” Essays in 
Psychical Research 
(Cambridge, Mass., 
1986), pp. 374. 다음에서 
재인용. Bernard Dionysius 
Geoghegan, “Mind 
the Gap: Spiritualism 
and the Infrastructural 
Uncanny” –  Critical 
Inquiry 42.4 (2016), pp. 
82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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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했다. … 전통적으로 계승된 예술 간의 분과적이고 매체 기반의 
구별들은 더 이상 존재론적 사실이나 심지어 상호적으로 용인된 
관습과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그것들은 각각의 
경우 반복되어야 했다 … ‘진보되다’라는 개념은 작업의 위상이 … 이미 
구성적으로 문제화되고 질문의 대상이 되었음이 아니라 그 질문을 
취하여 질문 상태로 유지해야 했음을 뜻했다. 다시 말하자면 매체나 
분과적 특정성의 관념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케이지 이후 ‘진보한다는’ 것의 주요 조건이었다.

조셉은 포스트-케이지적 미학에서의 매체 관념이 미학적인 것의 특정한 서로 
다른 제도들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재협상의 장으로 이해되는 방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기술적이고 물질적인 특정성이 수용된 스펙터클의 현상학 
아래 오염되는 ‘멀티미디어’의 일반화된 조건과 매우 다르다. 또한 이는 분과적 
관습들이 탈역사적으로 고정되고 불변하여서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추정상 
새로운 공간을 수립하는 ‘인터미디어’의 일반화된 조건과도 매우 다르다. 문제는 
분과들의 연결접속도 아니고 기존 분과들 사이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실천의 등장도 아니며, 어떤 당사자도 불변으로 남기지 않는 일련의 분과적 
상호교류들이었다.

내 연구에서 나는 매체와 분과의 이 복잡한 협상들에 대한 조셉의 선도적 
연구를 따라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아방가르드 작업이 미술관, 영화관, 
공연 무대의 제도적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지속적인 변동을 가했고, ‘블랙 
박스’와 ‘화이트 큐브’의 전통적인 대립 사이에서 새로운 전시 맥락을 생산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작업들 내에서 오브제, 청중 및 환경의 
연결접속에 대한 나의 관심은 상호교류의 관념을 초월하여 시스템과 프로세스, 
역동적인 기계, 그리고 기존은 물론 새로이 창안된 앗상블라주 또는 장치의 
보다 하부구조적 수준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동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는가를 
재고하게끔 이끌었다.

‹필름을 위한 선›의 형태적 환원은 재료로서의 필름의 본질에 대한 반영적 
탐구로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적 관람성의 사건-구조가 갖는 
특수한 상황을 전경에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 사건은 지속적이고 
과정적이다. 즉 그것은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엔트로피의 형상인 먼지와 흠집의 
확대에 의해 전경에 드러나는 삶의 과정의 무한한 연속체 내에서 시간적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이 사건-구조는 또한 삶-세계 내의 제한된 환경, 즉 특별히 구축된 
위치 내에서 공간적으로 자리 잡는다. 수백 개의 무대 조명이 무대 조명보다는 
관객을 충격적으로 비추는 발레 ‹발산된›(1924)에 대한 프란시스 피카비아의 
대담한 무대 디자인처럼, ‹필름을 위한 선›은 영화적 의미의 생산에 필수적인 힘인 
관람 환경에 영사기의 밝은 빛을 비춤으로써 시점의 완전한 전환을 일으켰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영화 이미지의 협소한 미적 한계를 일종의 경험-기계인 

영화 장치라는 훨씬 넓은 영역을 향해 열어 놓았다.
매체 관념이 적어도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작용하는 것으로 개념화된 

하나의 특별한 미적 전통이나 전통들의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장치의 
모델은 우리가 하부구조적 수준이라 부를 수 있는 곳에서 경험의 생산에 
참여하기를 추구하는 일종의 엔지니어로서의 예술가라는 모델을 이해하는 것을 
추구한다.

하부구조라는 용어를 통해 나는 더 짧은 시간 내에 인간의 더 큰 운동을 
가능하게 한 도로와 다리, 철도 및 공항의 거시적 규모가 아니라, 우리의 
건축 환경이 우리의 생각, 선택, 행동을 제한하는 보다 정밀하게 개체화되고 
미시적이며 종종 무의식적인 수준을 암시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우리의 개성이 형성되는 우주적 의식의 연속체이지만 
우연한 담장들”이라고 묘사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신호로 구축된 
편재적이고 상호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들을 가리킨다. 이 네트워크들은 
우리의 지역 주변부에 있는 인간 주체성의 네트워크뿐 아니라, 우리가 작용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경관을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비의식적인 무생물 실체들의 
전체적으로 풍부한 다양성으로 구축되는 네트워크들을 포함한다.2

버나드 게이건은 최근 이 ’하부구조적 기괴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인간의 사유 및 욕망은 우리를 둘러싼 비인간적인 세계의 명령과 
일치한다. 우리는 이제 개성의 장벽이 우리의 정신만의 구축물이 
아니라 대신 물리적 세계와 연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리와 
마을, 파이프와 처방전 약, 교회와 커피숍, 알고리즘과 집적체, 
이것들은 또한 개별적 자아의 경계를 조성하고 예상되는 곳에 그 
자아의 출현과 재출현을 조절하고 파열을 통합하고 다른 종류의 
정신이 출현할 수 있는 간극을 포함한다.3

게이건의 요점은 우리의 의식적이고 합리적이며 결정적인 정신이 세계 
내에서의 우리의 전반적인 기능의 단지 작은 부분, 즉 1세기 전에 프로이트가 
가속화한 정신분석 혁명이라는 지금의 일상적인 주장을 넘어선 것을 지적한다. 
이는 이 무생물 하부구조 배경과 그들이 낳는 복잡한 작용성들의 상호작용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무의식적인 동기의 보다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하부구조적 분석의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사이를 이동하여 한 수준 또는 다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그 사이의 경로 또는 네트워크를 추적하려는 방식이었다.

이나 블롬은 최근 작가적 통제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케이지의 강조가 
그의 학생과 추종자들 대부분이 통제의 구조와 메커니즘에 대한 심문을 보다 

3  Geoghegan, ibid.

2  William James, “The 
Confidences of a 
‘Psychical Researcher’ 
(1909),” Essays in 
Psychical Research 
(Cambridge, Mass., 
1986), pp. 374. 다음에서 
재인용. Bernard Dionysius 
Geoghegan, “Mind 
the Gap: Spiritualism 
and the Infrastructural 
Uncanny” –  Critical 
Inquiry 42.4 (2016), pp. 
82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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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작하도록 유도한 방법을 설명했다. 발생적 구조의 관점에서 
사유하고 작업함으로써 예술가는 “스펙터클과 위반, 추상과 재현의 변증법을 
넘어 코드, 다이어그램 및 힘들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술작품을 보기 시작할 
수 있었다.” 조용하고 탈정치적이거나 심지어는 퇴행적 자유주의자라는 케이지에 
대한 – 백남준을 추가할 수도 있다 – 오랜 비난에 맞서 블롬은 이 발생적 과정들에 
대한 이 예술가의 심층적인 참여를 후기자본주의 현대성의 생명정치적 조직화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읽는다. 블롬은 다음과 같이 쓴다.

미셸 푸코의 글에서 파생된 생명정치는 서구의 현대성이 생명 자체를 
정치의 주요 대상으로 정립한다는 관념에 달려 있다. … 주권의 
개념 – 다수에 대한 소수의 입법권 – 은 생명의 과정을 형성하고 
통제하는 동시에 이 과정들로 형성되는 무수한 사례들과 제도들을 
고려함으로써 수정되어야 한다. … 현대적인 권력은 효과의 이러한 
급진적인 분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는, 또는 그러한 생명-형성 
과정들 사이의 바로 그 차이를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권력은 복잡한 상호작용의 
내재적인 영역에서 제정되는데, 이는 음향이 사물의 지위를 부여 받는 
케이지의 작곡 원리와 뚜렷한 유사성을 띠는 정의다.4

우리가 광범위하게 ‘기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향한 백남준의 전환은 주로 
새로운 이미지나 음향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푸코를 따라 블롬이 ‘생명정치적 
모델’과 관련하여 기술한 것에 대한 자신의 직관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는 
컴퓨터화 시대의 초창기 기술적 미디어와 인간 주체성의 사이버네틱한 중첩이다.
이 글이 일부분을 구성하는 더 큰 프로젝트에서 나는 자연의 ‘작용 방식’에 
대한 케이지의 비의인화 모델 – 케이지는 이 모델을 프랑스의 베르그송과 
영국의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따라 근본적으로 비위계적이며 탈목적론적인 
것으로 일관되게 기술했다 – 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시기의 외견상 이질적인 
학제적 노력들을 하나로 엮게끔 하는가를 탐구하는데 관심이 있다. 키네틱 
조각과 옵 아트에서부터 프로세스 아트와 구조영화에 이르는 이러한 노력들은 
애니메이션의 수사학을 뒷받침하는 운동과 생명의 신기한 연결접속 아래 하나로 
엮인다.

수잔 부칸의 2013년 모음집인 『편재적 애니메이션』에 대한 글에서 영화학자 
톰 거닝은 최근 몇 년 동안 애니메이션에 대한 태도에서 일어난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해 기술한다. 이 혁명은 레브 마노비치가 2001년 저서 『뉴미디어의 
언어』에 담은 놀라운 주장이 예시하고 그것이 촉발한 변화다.

마노비치는 주로 아이들과 몇 명의 헌신적인 추종자들에만 흥미를 
유발하는 애니메이션이 미디어 이론에서 주변적인 주제가 결코 

아니라 무빙 이미지 미디어의 초장르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무빙 
이미지의 사진-기반 형태로 이해되었던 영화는 단지 하위장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담한 진술은 독창적 통찰력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선함을 가지고 있으며, 수용된 의견들을 질문에 붙이고, 
이전에 논란의 여지가 없던 – 동시에 처음에는 반 직관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항상 명백한 – 위계를 교란시킨다.5

거닝은 이 방법론적 반전이 영화이론의 두 가지 중대한 수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오랫동안 영화의 존재론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마스터 키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져 온 사진적 지표성이라는 관념의 강등이다. 둘째는 경험과 
관념 모두로서의 운동에 대한 미적, 철학적 내기를 – 그것이 그 담론의 기원들에서 
사실상 현전했으나 도외시되거나 망각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 인정하거나 오히려 
재인정하는 것이다.

현대미술과 영화 및 철학적 사유에서 애니메이션과 애니미즘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거닝, 
지그프리트 질렌스키, 스콧 부캣먼, 카렌 베크먼, 게르투르트 코흐 및 토마스 
앨새서 등의 영화미디어 학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무빙 이미지 미디어 내에서 
애니메이션의 미적, 철학적 차원을 재검토하려고 노력했다. 안젤름 프랑케, 
스파이로스 파파페토스, 비르지트 도허티, 디트리히 디트리히슨, 마크 내쉬, 
마리아 워너 등의 큐레이터, 비평가, 미술사학자들이 예술적 모더니즘과 
현재 그것의 내세에 대해 통용된 역사들을 개방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이라는 
지시어를 동원해 왔다. 그리고 현대철학과 비판적 이론에서 이자벨 스탠저스, 
브뤼노 라투르, 도나 해러웨이, 티모시 모튼, 주디스 버틀러는 물질성, 사물성 및 
과정철학에 대한 광범위한 재평가 속에서 작업하는 많은 목소리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재평가는 유기체와 비유기체, 생명체계와 무생물체계와의 오래된 
구별을 문제시하고 때로는 공공연하게 거기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광대하고 다소 난해한 동시대 담론에서 나온 나의 제한된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에서의 광범위한 ‘오브제의 애니메이션’, 즉 미학과 인식론 
사이의 어딘가에서 상상된 ‘키네틱한 상상계’에 놓여 있다. 이 상상계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특히 열광적인 시기에 다양한 예술적 분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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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이라는 은유는 우리가 이러한 변동 및 이를 낳은 새로운 조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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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작하도록 유도한 방법을 설명했다. 발생적 구조의 관점에서 
사유하고 작업함으로써 예술가는 “스펙터클과 위반, 추상과 재현의 변증법을 
넘어 코드, 다이어그램 및 힘들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술작품을 보기 시작할 
수 있었다.” 조용하고 탈정치적이거나 심지어는 퇴행적 자유주의자라는 케이지에 
대한 – 백남준을 추가할 수도 있다 – 오랜 비난에 맞서 블롬은 이 발생적 과정들에 
대한 이 예술가의 심층적인 참여를 후기자본주의 현대성의 생명정치적 조직화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읽는다. 블롬은 다음과 같이 쓴다.

미셸 푸코의 글에서 파생된 생명정치는 서구의 현대성이 생명 자체를 
정치의 주요 대상으로 정립한다는 관념에 달려 있다. … 주권의 
개념 – 다수에 대한 소수의 입법권 – 은 생명의 과정을 형성하고 
통제하는 동시에 이 과정들로 형성되는 무수한 사례들과 제도들을 
고려함으로써 수정되어야 한다. … 현대적인 권력은 효과의 이러한 
급진적인 분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는, 또는 그러한 생명-형성 
과정들 사이의 바로 그 차이를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권력은 복잡한 상호작용의 
내재적인 영역에서 제정되는데, 이는 음향이 사물의 지위를 부여 받는 
케이지의 작곡 원리와 뚜렷한 유사성을 띠는 정의다.4

우리가 광범위하게 ‘기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향한 백남준의 전환은 주로 
새로운 이미지나 음향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푸코를 따라 블롬이 ‘생명정치적 
모델’과 관련하여 기술한 것에 대한 자신의 직관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는 
컴퓨터화 시대의 초창기 기술적 미디어와 인간 주체성의 사이버네틱한 중첩이다.
이 글이 일부분을 구성하는 더 큰 프로젝트에서 나는 자연의 ‘작용 방식’에 
대한 케이지의 비의인화 모델 – 케이지는 이 모델을 프랑스의 베르그송과 
영국의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따라 근본적으로 비위계적이며 탈목적론적인 
것으로 일관되게 기술했다 – 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시기의 외견상 이질적인 
학제적 노력들을 하나로 엮게끔 하는가를 탐구하는데 관심이 있다. 키네틱 
조각과 옵 아트에서부터 프로세스 아트와 구조영화에 이르는 이러한 노력들은 
애니메이션의 수사학을 뒷받침하는 운동과 생명의 신기한 연결접속 아래 하나로 
엮인다.

수잔 부칸의 2013년 모음집인 『편재적 애니메이션』에 대한 글에서 영화학자 
톰 거닝은 최근 몇 년 동안 애니메이션에 대한 태도에서 일어난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해 기술한다. 이 혁명은 레브 마노비치가 2001년 저서 『뉴미디어의 
언어』에 담은 놀라운 주장이 예시하고 그것이 촉발한 변화다.

마노비치는 주로 아이들과 몇 명의 헌신적인 추종자들에만 흥미를 
유발하는 애니메이션이 미디어 이론에서 주변적인 주제가 결코 

아니라 무빙 이미지 미디어의 초장르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무빙 
이미지의 사진-기반 형태로 이해되었던 영화는 단지 하위장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담한 진술은 독창적 통찰력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선함을 가지고 있으며, 수용된 의견들을 질문에 붙이고, 
이전에 논란의 여지가 없던 – 동시에 처음에는 반 직관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항상 명백한 – 위계를 교란시킨다.5

거닝은 이 방법론적 반전이 영화이론의 두 가지 중대한 수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오랫동안 영화의 존재론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마스터 키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져 온 사진적 지표성이라는 관념의 강등이다. 둘째는 경험과 
관념 모두로서의 운동에 대한 미적, 철학적 내기를 – 그것이 그 담론의 기원들에서 
사실상 현전했으나 도외시되거나 망각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 인정하거나 오히려 
재인정하는 것이다.

현대미술과 영화 및 철학적 사유에서 애니메이션과 애니미즘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거닝, 
지그프리트 질렌스키, 스콧 부캣먼, 카렌 베크먼, 게르투르트 코흐 및 토마스 
앨새서 등의 영화미디어 학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무빙 이미지 미디어 내에서 
애니메이션의 미적, 철학적 차원을 재검토하려고 노력했다. 안젤름 프랑케, 
스파이로스 파파페토스, 비르지트 도허티, 디트리히 디트리히슨, 마크 내쉬, 
마리아 워너 등의 큐레이터, 비평가, 미술사학자들이 예술적 모더니즘과 
현재 그것의 내세에 대해 통용된 역사들을 개방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이라는 
지시어를 동원해 왔다. 그리고 현대철학과 비판적 이론에서 이자벨 스탠저스, 
브뤼노 라투르, 도나 해러웨이, 티모시 모튼, 주디스 버틀러는 물질성, 사물성 및 
과정철학에 대한 광범위한 재평가 속에서 작업하는 많은 목소리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재평가는 유기체와 비유기체, 생명체계와 무생물체계와의 오래된 
구별을 문제시하고 때로는 공공연하게 거기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광대하고 다소 난해한 동시대 담론에서 나온 나의 제한된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에서의 광범위한 ‘오브제의 애니메이션’, 즉 미학과 인식론 
사이의 어딘가에서 상상된 ‘키네틱한 상상계’에 놓여 있다. 이 상상계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특히 열광적인 시기에 다양한 예술적 분과와 
실천들에 걸쳐 일어난 운동, 시간성, 사건 및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인증하게 되었다. 나의 판단은 미학적 ‘탈물질화’라는 익숙한 수사가 예술적 
오브제의 전통적인 모델 내에서 고체성에 대한 상실을 전면에 드러낸다면, 
애니메이션이라는 은유는 우리가 이러한 변동 및 이를 낳은 새로운 조건들의 
키네틱하고 시간적인 차원들을 더 깊이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내러티브 내에서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예술은 단순하게 공연 
이벤트의 유동성을 위해 물질적 대상의 고체성을 단순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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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말이다. 대신 영화적인 것과 조각적인 것, 정지와 지속, 대상과 공연, 
그리고 정지 이미지와 무빙 이미지 사이의 경계적 상태와 이행의 지대들에 대한 
새로운 탐구는 대상과 재료에 대한 익숙한 모델들에 압력을 가했다. 이 혼종적 
대상들은 정확하게는 조각이나 공연,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지만, 문자 그대로 
가상적 형태의 운동이 제한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물질적인 만남을 
낳았다.

이 물체의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며 자리잡는 오브제라는 물리적인 의미, 
그리고 그 오브제와의 새로운 관계를 획득하거나 그 관계로 동기화되는 
관람자라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단순한 오브제를 넘어선 그 
무엇으로서의 오브제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오브제는 대상과 
주체가 혼종화되고 뒤섞이고 서로 겹쳐지면서 우리가 조각의 관념을 목적 있는 
동시에 목적 없는 도구로서의 기구라는 의미로 다시 상상하도록 장려한다. 이때의 
도구란 유희의 진지한 대상, 즉 일종의 경험적 지식을 위한 유희적 도구다.

이러한 관심들은 부퍼탈의 갤러리 파르나스에서 열린 백남준의 첫 
개인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전시는 갤러리 전시와 제한된 공연 참여라는 양가적 공간을 차지했다. 저녁에만 
열린 이 전시는 한 번에 2시간 동안만 열렸고 입장료가 부과되었다.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은 그림이나 조각을 전시하는 미술관 전시보다는 콘서트에 
가깝게 구조화되었다. 백남준은 1950년대 후반 케이지의 일반화된 연극성 원리를 
문자 그대로 공격적으로 취한 독일에서의 이른바 ‘액션 뮤직’ 공연자로서 최초로 
악명을 얻은 바 있다. 이는 당시 그의 멘토였던 카를하인츠 슈톡하우젠의 작품 

‹오리기날레›의 1961년 공연에서 그가 얻은 악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전시는 정상적인 의미에서 콘서트가 아니었고 여기에 포함된 

음악은 대체로 한 종류 또는 다른 유형의 개조된 악기들을 유사-조각처럼 전시한 
것으로 제한되었다.

케이지는 다양한 타악기를 현에 삽입하여 1940년대에 ‘장치된 피아노’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케이지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타격, 음조 및 음색을 청중의 
관점에서 무작위 간격처럼 보이는 것 안에서 발생시킬 수 있었다. 백남준은 
자신의 피아노를 모든 다른 방식의 사건을 일으키는 기계로 변형시켰다. 
플럭서스의 대변인인 조지 마키우나스는 하나의 특정한 건반이 라디오를 켜고 
또한 진공 청소기를 켜는 방식을 회상하였다. 파시스트 독재자인 프란시스코 
프라노, 아돌프 히틀러, 베니토 무솔리니를 특징으로 하는 우표로 덮인 세 번째 
건반 세트는 방의 불빛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그러나 케이지의 미학으로부터의 가장 급진적인 이탈은 피아노가 연주를 
위한 악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피아노는 예술가가 연주하지 않았고 사전에 
결정된 악보를 연주하는 일이 부과된 특정한 연주자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대신 
조각품처럼 갤러리 내에 설치되어 다양한 관람자가 공연자가 될 수 있게끔 했다.

로버트 브리어의 1950년대 중후반 폴리오스코프6와 뮤토스코프7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안내한 바 있다. 영사기를 통해 관람되는 모든 영화는 엄격하고 
사전에 결정된 시간에 전개되어야 하지만, 브리어의 작품은 관객의 참여로 움직일 
때까지는 생명 없는 물체로 남았다. 페이지를 낱장으로 넘기거나 천천히 크랭크를 
돌림으로써 정지 이미지들은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들의 생명은 
참여하는 조작자로서의 관람자의 욕망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이미지는 더 
빠르거나 느리게 움직이고 멈추거나 지속적인 애니메이션 내에 포함되었다. 
이 모두는 관객의 마음에 달린 것이지만 그가 노력하더라도 기계의 완전히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템포를 모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브리어의 유사-
무빙 이미지에서 운동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으로만 경험될 수 있었으며, 이 
이미지들의 취약한 생명은 전적으로 참여자의 주목에 의존한 것이었다.

갤러리 파르나스의 관장 뢸프 예를링에게 보낸 편지에서 백남준은 자신의 
작업이 “회화도 조각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시간예술”임을 강조했다. 이후 
자신의 ‹로봇 K-456›에 대해 묘사했듯, 이 작업들은 예술적 작품보다는 특정하고 
특별한 종류의 ‘도구들’로 여겨졌다. 도구, 아마도 또는 ‘장난감’이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나는 1955년 파리에서 열린 “무브먼트”전에서 마르셀 뒤샹이 
자신의 ‹회전 원판›(1920)을 역사적으로 복구한 것이 빅토리아적인 철학적 
장난감의 출현에 중추적이었음을 기술한 바 있다. 이는 – 예술과 과학, 철학 및 
기술이라는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들의 연결고리를 필요로 했던 – 중요한 
미학적, 인식론적 문제로서의 운동이라는 관념을 표명하기 위해 분투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대를 위한 일종의 미학적, 개념적 패러다임으로 기능했다.8

19세기 중반 고급 모더니즘 예술의 엄숙한 성숙함과 진지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 특별한 기계들은 19세기 샤를 보들레르의 초기 모더니즘 미학과 

20세기 초 발터 벤야민을 사로잡았던 유아적인 철학적 장난감에 대한 매혹을 
환기시킨다. 또한 이는 유럽인들이 그들의 식민 주체가 가진 ‘원시적’, 전근대적 
세계-체제와의 조우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 낸 용어인 애니미즘의 기원을 
반영한다. 고전적 정신분석에서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교정심리학적 발달 
목적론은 ‘발전하는’ 세계 문화와 그 민족국가의 세계-역사적 진보를 모방한다. 
그러나 현대미술은 시간의 화살의 방향을 바꾸거나 운동의 일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이 발전론적인 목적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문제화했다.

‘시간의 화살’이 일반적으로 일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른바 ‘시간기반 예술’에 대한 우리의 평범한 이해는 거의 불가피하게 
일방향적이다. 장-뤽 고다르는 자신의 영화가 “시작과 중간, 결말을 갖지만 
반드시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재치 있게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영화들이 서사적 관습을 교란함에도 불구하고 고다르의 영화는 분명 고정되고 
불변적인 시작과 결말, 그리고 표준 할리우드 요금과 같은 그 자신의 작가적 
의도에 따른 결과를 갖는다.

그러나 백남준이 ‹랜덤 액세스›(1963)와 같은 작업에서 발전시킨 ‘시간기반 
예술’의 관념은 완전히 다른 질서를 가졌다. ‹랜덤 액세스›는 일종의 조각이었다. 

8  Andrew V. Uroskie, 
Between the Black Box 
and the White Cube: 
Expanded Cinema and 
Postwar A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pp. 128-
169.

7  [역주] mutoscope. 1894년 
발명된 초기 활동사진 장치. 
에디슨의 키네토스포크와 
마찬가지로 스크린에 이미지를 
실물보다 크게 영사하는 
표준적 영화장치의 방식이 
아니라 렌즈를 통해 무빙 
이미지를 개인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브리어는 1958년부터 
1964년까지 이를 활용하여 
영화의 현상학적 기반을 
탐구했다. 흥미롭게도 그가 
제작한 뮤토스코프 작업 중 
하나는 ‹존 케이지에 대한 
오마주›(1963)이다.

6  [역주] folioscope. 유사한 
이미지가 그려진 페이지를 
빠른 속도로 넘길 때 관람자의 
눈이 지각하는 잔상효과를 
통해 운동의 환영을 낳는 
플립북으로 초기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기원을 이루는 
미디어의 하나다. 브리어는 
‹이미지에 의한 이미지›(1955) 
등 1950년대에 자신의 
드로잉으로 제작한 
폴리오스코프를 갤러리에 
설치하여 관람자가 이를 
넘겨볼 수 있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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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말이다. 대신 영화적인 것과 조각적인 것, 정지와 지속, 대상과 공연, 
그리고 정지 이미지와 무빙 이미지 사이의 경계적 상태와 이행의 지대들에 대한 
새로운 탐구는 대상과 재료에 대한 익숙한 모델들에 압력을 가했다. 이 혼종적 
대상들은 정확하게는 조각이나 공연,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지만, 문자 그대로 
가상적 형태의 운동이 제한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물질적인 만남을 
낳았다.

이 물체의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며 자리잡는 오브제라는 물리적인 의미, 
그리고 그 오브제와의 새로운 관계를 획득하거나 그 관계로 동기화되는 
관람자라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단순한 오브제를 넘어선 그 
무엇으로서의 오브제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오브제는 대상과 
주체가 혼종화되고 뒤섞이고 서로 겹쳐지면서 우리가 조각의 관념을 목적 있는 
동시에 목적 없는 도구로서의 기구라는 의미로 다시 상상하도록 장려한다. 이때의 
도구란 유희의 진지한 대상, 즉 일종의 경험적 지식을 위한 유희적 도구다.

이러한 관심들은 부퍼탈의 갤러리 파르나스에서 열린 백남준의 첫 
개인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전시는 갤러리 전시와 제한된 공연 참여라는 양가적 공간을 차지했다. 저녁에만 
열린 이 전시는 한 번에 2시간 동안만 열렸고 입장료가 부과되었다.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은 그림이나 조각을 전시하는 미술관 전시보다는 콘서트에 
가깝게 구조화되었다. 백남준은 1950년대 후반 케이지의 일반화된 연극성 원리를 
문자 그대로 공격적으로 취한 독일에서의 이른바 ‘액션 뮤직’ 공연자로서 최초로 
악명을 얻은 바 있다. 이는 당시 그의 멘토였던 카를하인츠 슈톡하우젠의 작품 

‹오리기날레›의 1961년 공연에서 그가 얻은 악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전시는 정상적인 의미에서 콘서트가 아니었고 여기에 포함된 

음악은 대체로 한 종류 또는 다른 유형의 개조된 악기들을 유사-조각처럼 전시한 
것으로 제한되었다.

케이지는 다양한 타악기를 현에 삽입하여 1940년대에 ‘장치된 피아노’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케이지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타격, 음조 및 음색을 청중의 
관점에서 무작위 간격처럼 보이는 것 안에서 발생시킬 수 있었다. 백남준은 
자신의 피아노를 모든 다른 방식의 사건을 일으키는 기계로 변형시켰다. 
플럭서스의 대변인인 조지 마키우나스는 하나의 특정한 건반이 라디오를 켜고 
또한 진공 청소기를 켜는 방식을 회상하였다. 파시스트 독재자인 프란시스코 
프라노, 아돌프 히틀러, 베니토 무솔리니를 특징으로 하는 우표로 덮인 세 번째 
건반 세트는 방의 불빛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그러나 케이지의 미학으로부터의 가장 급진적인 이탈은 피아노가 연주를 
위한 악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피아노는 예술가가 연주하지 않았고 사전에 
결정된 악보를 연주하는 일이 부과된 특정한 연주자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대신 
조각품처럼 갤러리 내에 설치되어 다양한 관람자가 공연자가 될 수 있게끔 했다.

로버트 브리어의 1950년대 중후반 폴리오스코프6와 뮤토스코프7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안내한 바 있다. 영사기를 통해 관람되는 모든 영화는 엄격하고 
사전에 결정된 시간에 전개되어야 하지만, 브리어의 작품은 관객의 참여로 움직일 
때까지는 생명 없는 물체로 남았다. 페이지를 낱장으로 넘기거나 천천히 크랭크를 
돌림으로써 정지 이미지들은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들의 생명은 
참여하는 조작자로서의 관람자의 욕망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이미지는 더 
빠르거나 느리게 움직이고 멈추거나 지속적인 애니메이션 내에 포함되었다. 
이 모두는 관객의 마음에 달린 것이지만 그가 노력하더라도 기계의 완전히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템포를 모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브리어의 유사-
무빙 이미지에서 운동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으로만 경험될 수 있었으며, 이 
이미지들의 취약한 생명은 전적으로 참여자의 주목에 의존한 것이었다.

갤러리 파르나스의 관장 뢸프 예를링에게 보낸 편지에서 백남준은 자신의 
작업이 “회화도 조각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시간예술”임을 강조했다. 이후 
자신의 ‹로봇 K-456›에 대해 묘사했듯, 이 작업들은 예술적 작품보다는 특정하고 
특별한 종류의 ‘도구들’로 여겨졌다. 도구, 아마도 또는 ‘장난감’이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나는 1955년 파리에서 열린 “무브먼트”전에서 마르셀 뒤샹이 
자신의 ‹회전 원판›(1920)을 역사적으로 복구한 것이 빅토리아적인 철학적 
장난감의 출현에 중추적이었음을 기술한 바 있다. 이는 – 예술과 과학, 철학 및 
기술이라는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들의 연결고리를 필요로 했던 – 중요한 
미학적, 인식론적 문제로서의 운동이라는 관념을 표명하기 위해 분투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대를 위한 일종의 미학적, 개념적 패러다임으로 기능했다.8

19세기 중반 고급 모더니즘 예술의 엄숙한 성숙함과 진지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 특별한 기계들은 19세기 샤를 보들레르의 초기 모더니즘 미학과 

20세기 초 발터 벤야민을 사로잡았던 유아적인 철학적 장난감에 대한 매혹을 
환기시킨다. 또한 이는 유럽인들이 그들의 식민 주체가 가진 ‘원시적’, 전근대적 
세계-체제와의 조우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 낸 용어인 애니미즘의 기원을 
반영한다. 고전적 정신분석에서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교정심리학적 발달 
목적론은 ‘발전하는’ 세계 문화와 그 민족국가의 세계-역사적 진보를 모방한다. 
그러나 현대미술은 시간의 화살의 방향을 바꾸거나 운동의 일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이 발전론적인 목적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문제화했다.

‘시간의 화살’이 일반적으로 일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른바 ‘시간기반 예술’에 대한 우리의 평범한 이해는 거의 불가피하게 
일방향적이다. 장-뤽 고다르는 자신의 영화가 “시작과 중간, 결말을 갖지만 
반드시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재치 있게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영화들이 서사적 관습을 교란함에도 불구하고 고다르의 영화는 분명 고정되고 
불변적인 시작과 결말, 그리고 표준 할리우드 요금과 같은 그 자신의 작가적 
의도에 따른 결과를 갖는다.

그러나 백남준이 ‹랜덤 액세스›(1963)와 같은 작업에서 발전시킨 ‘시간기반 
예술’의 관념은 완전히 다른 질서를 가졌다. ‹랜덤 액세스›는 일종의 조각이었다. 

8  Andrew V. Uroskie, 
Between the Black Box 
and the White Cube: 
Expanded Cinema and 
Postwar A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pp. 128-
169.

7  [역주] mutoscope. 1894년 
발명된 초기 활동사진 장치. 
에디슨의 키네토스포크와 
마찬가지로 스크린에 이미지를 
실물보다 크게 영사하는 
표준적 영화장치의 방식이 
아니라 렌즈를 통해 무빙 
이미지를 개인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브리어는 1958년부터 
1964년까지 이를 활용하여 
영화의 현상학적 기반을 
탐구했다. 흥미롭게도 그가 
제작한 뮤토스코프 작업 중 
하나는 ‹존 케이지에 대한 
오마주›(1963)이다.

6  [역주] folioscope. 유사한 
이미지가 그려진 페이지를 
빠른 속도로 넘길 때 관람자의 
눈이 지각하는 잔상효과를 
통해 운동의 환영을 낳는 
플립북으로 초기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기원을 이루는 
미디어의 하나다. 브리어는 
‹이미지에 의한 이미지›(1955) 
등 1950년대에 자신의 
드로잉으로 제작한 
폴리오스코프를 갤러리에 
설치하여 관람자가 이를 
넘겨볼 수 있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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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또한 음악이자 일종의 총체적 미디어 환경 작품이었다. “레코드 꼬치”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의 한 구성요소는 축음기 바늘이 분리되고 길어진 표준 
레코드 플레이어 위에 불규칙하게 쌓인 수많은 레코드를 고정시켰다. 기계 위에 
놓이기보다는 그 기계의 손에 잡힌 채 관람자는 관찰자라기보다는 참여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람자는 사실상 그 기계의 ‘연장물’이 되었는데 이는 마셜 
매클루언이 그로부터 얼마 후에야 대중이 자각하도록 전달한 영향력 있는 관념을 
문자 그대로 나타낸 것이었다.

또한 이 인터페이스의 촉각적 특질 – 최고조로 선회하는 바늘의 움직임에 
따라 이 기계의 손은 실제로 지각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진동했다는 점 – 은 
재생 기술을 물질화하고 이를 특히 촉지적인 방식에 근거하게 했다.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 전시 기간 동안 백남준이 공연한 ‹입을 통해 음악 듣기›는 이 
촉지적 암시를 연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턱의 골전도는 음향 변환의 실제 과정을 
위한 놀랍도록 경이로운 비유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음악 자체 – 특히 당시의 팝 
음악 – 의 촉지적 특질들을 섹슈얼리티에 대한 노골적인 호소에 근거하게 했다.

음악적 공연의 성적인 차원이 몇 년 후 미국에서 샬롯 무어만과의 협업을 
예견했던 동시에, 자기 테이프를 특징으로 하는 두 번째 설치작품은 보다 
개념적이며 심지어는 제도적인 방향을 취했다. 이 작품에서 미리 녹음된 자기 
오디오테이프 조각들은 릴에서 절단되어 전시 공간의 벽에 접착되었다. 이 
조각들은 일련의 중첩된 줄무늬를 형성하여 무정형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방사되었다.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테이프레코더와 메커니즘에서 
분리되어 연장된 와이어에 납땜된 작은 자기 테이프 헤드를 들도록 권유 
받았다. 이 헤드와 와이어를 손에 든 채 조작자로서의 관람자는 다시금 시간적 
진행을 위한 물리적 메커니즘, 문자 그대로 재생 ‘모터’가 되었다. 브리어의 
폴리스코프나 뮤토스코프와 마찬가지로, 지각적 만남의 템포는 이제 관람자의 
물리적 조작에 의해 결정되었다. 영사기, 레코드 플레이어, 테이프 레코더는 
모두 산업 기술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속도로 반드시 동기화되어야 
했다. 반면 ‹랜덤 액세스›는 이 기술들이 인간의 운동에 의존한다는 점을 통해 
기계적 일관성을 불가능한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재생의 작용을 ‘주관화’했고 
이를 통해 인간, 미디어, 기계를 결합한 신기한 혼종적 주체의 효과를 낳았다. 
또한 백남준이 설치한 테이프 조각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일한 선형적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백남준은 2차원적 표면을 
가로질러 오디오테이프를 – 그것의 방향성은 물론 관객의 의지에 따른 정확한 
내용조차도 – 연장시킴으로써 오디오 재생의 행렬적 선형성을 간결하게 무시한다. 
관람자는 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연결들의 그물망을 따라 새로운 경로들을 몇 
인치마다 거듭 선택하도록 요구 받는다. 관람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사운드트랙에 
반응함에 따라 각각의 경우 관람자의 결정은 그 자체의 피드백 순환반복을 
낳는다.

미술사학자들은 미니멀리즘적인 ‘특정한 오브제’가 특정하면서도 
배타적이지는 않은 방식으로 입증했던 이 시기의 전후 미술이 갤러리 공간의 
화이트 큐브 내에서 오브제의 물리적, 문화적 영토화와 직면하기를 추구했던 
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주목해 왔다. 이러한 직면은 결국 ‘제도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된 일련의 미학적 전략들 속에서 추구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백남준의 작업이 생성한 협력적 창작 행위가 단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작품이 
위치하고 작품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의 현상학적 경계이자 구조적 지지체인 
화이트 큐브의 벽면에서 자리 잡는다. 백남준의 작품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관람자가 손을 벽에 대고 눌러야 한다. 말 그대로 외부 공간에서 내부를 보호하는 
장벽을 밀어야 하는 것이다. 백남준은 관객의 손이 경계를 누르는 바로 그 순간에 
화이트 큐브의 현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경험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것을 
만들었다. 손과 벽 사이에 유도된 접촉은 직접적 환경의 시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동일한 시공간을 직접적으로 소환한다. 자기 기록으로 
지표화된 시간과 공간은 시간이나 달로 측정되는 현재의 시간, 또는 인치나 
마일로 측정되는 현재의 장소로부터 분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다른’ 
공간과 시간은 우리 자신의 시공간과 즉시 충돌하여 갤러리 장소에서의 현재 
현상적 경험 안으로 진입한다. 이 시기에 발생한 어떠한 형태의 오디오 예술과도 
달리, 백남준이 여기에서 발생시키는 음향은 전적으로 관람자에게 주어지며 
자발적이다. 우리에게는 탐구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는 시공간적 분화라는 
궁극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경험을 견뎌야만 하지는 않는다. 관람자가 될 것인가 
참여자가 될 것인가, 또는 화이트 큐브의 공간 내에 완전히 머무를 것인가 이 
공간의 대체에 능동적인 역할을 맡는가는 관객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텔레비전이나 적어도 비디오는 백남준을 가장 널리 알린 성숙한 미학을 
구성하지만 ‹랜덤 액세스›는 실험음악과 공연에 대한 백남준의 초기 연구, 
그리고 과정과 불확정성이라는 케이지의 아이디어에 대한 백남준의 심오한 빚을 
효과적으로 결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은 작곡보다는 근본적으로 구축의 
새로운 모델로 향해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진다. 백남준의 이 모델은 촉지적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예술, 과학, 철학, 기술, 교육, 놀이의 기존 
문화적 코드들을 뒤섞을 수 있는 흥미로운 도구로서의 철학적 장난감을 부활시킨 
뒤샹에 궁극적으로 빚지고 있다. 백남준의 플럭서스 동료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 촉지적 경험 모델에 관람자/공연자가 관여할 수 있도록 무수히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적 관여 여부에 관계없이 인간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재편하는 
현대적 미디어 기술의 본성을 가장 잘 포착한 것으로 보인 이는 백남준 뿐이었다. 
이를 통해 백남준은 기술을 해체시킬 필요성을 포착했고 대안적인 만남과 탐구의 
양식에 종속시켜서 이 새로운 사이버네틱한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의 행위자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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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또한 음악이자 일종의 총체적 미디어 환경 작품이었다. “레코드 꼬치”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의 한 구성요소는 축음기 바늘이 분리되고 길어진 표준 
레코드 플레이어 위에 불규칙하게 쌓인 수많은 레코드를 고정시켰다. 기계 위에 
놓이기보다는 그 기계의 손에 잡힌 채 관람자는 관찰자라기보다는 참여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람자는 사실상 그 기계의 ‘연장물’이 되었는데 이는 마셜 
매클루언이 그로부터 얼마 후에야 대중이 자각하도록 전달한 영향력 있는 관념을 
문자 그대로 나타낸 것이었다.

또한 이 인터페이스의 촉각적 특질 – 최고조로 선회하는 바늘의 움직임에 
따라 이 기계의 손은 실제로 지각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진동했다는 점 – 은 
재생 기술을 물질화하고 이를 특히 촉지적인 방식에 근거하게 했다.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 전시 기간 동안 백남준이 공연한 ‹입을 통해 음악 듣기›는 이 
촉지적 암시를 연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턱의 골전도는 음향 변환의 실제 과정을 
위한 놀랍도록 경이로운 비유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음악 자체 – 특히 당시의 팝 
음악 – 의 촉지적 특질들을 섹슈얼리티에 대한 노골적인 호소에 근거하게 했다.

음악적 공연의 성적인 차원이 몇 년 후 미국에서 샬롯 무어만과의 협업을 
예견했던 동시에, 자기 테이프를 특징으로 하는 두 번째 설치작품은 보다 
개념적이며 심지어는 제도적인 방향을 취했다. 이 작품에서 미리 녹음된 자기 
오디오테이프 조각들은 릴에서 절단되어 전시 공간의 벽에 접착되었다. 이 
조각들은 일련의 중첩된 줄무늬를 형성하여 무정형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방사되었다.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테이프레코더와 메커니즘에서 
분리되어 연장된 와이어에 납땜된 작은 자기 테이프 헤드를 들도록 권유 
받았다. 이 헤드와 와이어를 손에 든 채 조작자로서의 관람자는 다시금 시간적 
진행을 위한 물리적 메커니즘, 문자 그대로 재생 ‘모터’가 되었다. 브리어의 
폴리스코프나 뮤토스코프와 마찬가지로, 지각적 만남의 템포는 이제 관람자의 
물리적 조작에 의해 결정되었다. 영사기, 레코드 플레이어, 테이프 레코더는 
모두 산업 기술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속도로 반드시 동기화되어야 
했다. 반면 ‹랜덤 액세스›는 이 기술들이 인간의 운동에 의존한다는 점을 통해 
기계적 일관성을 불가능한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재생의 작용을 ‘주관화’했고 
이를 통해 인간, 미디어, 기계를 결합한 신기한 혼종적 주체의 효과를 낳았다. 
또한 백남준이 설치한 테이프 조각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일한 선형적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백남준은 2차원적 표면을 
가로질러 오디오테이프를 – 그것의 방향성은 물론 관객의 의지에 따른 정확한 
내용조차도 – 연장시킴으로써 오디오 재생의 행렬적 선형성을 간결하게 무시한다. 
관람자는 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연결들의 그물망을 따라 새로운 경로들을 몇 
인치마다 거듭 선택하도록 요구 받는다. 관람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사운드트랙에 
반응함에 따라 각각의 경우 관람자의 결정은 그 자체의 피드백 순환반복을 
낳는다.

미술사학자들은 미니멀리즘적인 ‘특정한 오브제’가 특정하면서도 
배타적이지는 않은 방식으로 입증했던 이 시기의 전후 미술이 갤러리 공간의 
화이트 큐브 내에서 오브제의 물리적, 문화적 영토화와 직면하기를 추구했던 
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주목해 왔다. 이러한 직면은 결국 ‘제도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된 일련의 미학적 전략들 속에서 추구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백남준의 작업이 생성한 협력적 창작 행위가 단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작품이 
위치하고 작품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의 현상학적 경계이자 구조적 지지체인 
화이트 큐브의 벽면에서 자리 잡는다. 백남준의 작품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관람자가 손을 벽에 대고 눌러야 한다. 말 그대로 외부 공간에서 내부를 보호하는 
장벽을 밀어야 하는 것이다. 백남준은 관객의 손이 경계를 누르는 바로 그 순간에 
화이트 큐브의 현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경험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것을 
만들었다. 손과 벽 사이에 유도된 접촉은 직접적 환경의 시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동일한 시공간을 직접적으로 소환한다. 자기 기록으로 
지표화된 시간과 공간은 시간이나 달로 측정되는 현재의 시간, 또는 인치나 
마일로 측정되는 현재의 장소로부터 분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다른’ 
공간과 시간은 우리 자신의 시공간과 즉시 충돌하여 갤러리 장소에서의 현재 
현상적 경험 안으로 진입한다. 이 시기에 발생한 어떠한 형태의 오디오 예술과도 
달리, 백남준이 여기에서 발생시키는 음향은 전적으로 관람자에게 주어지며 
자발적이다. 우리에게는 탐구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는 시공간적 분화라는 
궁극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경험을 견뎌야만 하지는 않는다. 관람자가 될 것인가 
참여자가 될 것인가, 또는 화이트 큐브의 공간 내에 완전히 머무를 것인가 이 
공간의 대체에 능동적인 역할을 맡는가는 관객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텔레비전이나 적어도 비디오는 백남준을 가장 널리 알린 성숙한 미학을 
구성하지만 ‹랜덤 액세스›는 실험음악과 공연에 대한 백남준의 초기 연구, 
그리고 과정과 불확정성이라는 케이지의 아이디어에 대한 백남준의 심오한 빚을 
효과적으로 결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은 작곡보다는 근본적으로 구축의 
새로운 모델로 향해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진다. 백남준의 이 모델은 촉지적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예술, 과학, 철학, 기술, 교육, 놀이의 기존 
문화적 코드들을 뒤섞을 수 있는 흥미로운 도구로서의 철학적 장난감을 부활시킨 
뒤샹에 궁극적으로 빚지고 있다. 백남준의 플럭서스 동료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 촉지적 경험 모델에 관람자/공연자가 관여할 수 있도록 무수히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적 관여 여부에 관계없이 인간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재편하는 
현대적 미디어 기술의 본성을 가장 잘 포착한 것으로 보인 이는 백남준 뿐이었다. 
이를 통해 백남준은 기술을 해체시킬 필요성을 포착했고 대안적인 만남과 탐구의 
양식에 종속시켜서 이 새로운 사이버네틱한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의 행위자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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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이다. 예르아스키의 연구작업은 미적 제작, 전시, 관람성, 대상성의 전통적 모델들을 재구성하면서 지속적 미디어의 

영향력에 광범위하게 관심을 둔다. 실험영화, 비디오, 사운드, 퍼포먼스와 설치미술에 대한 그의 논문들은 『옥토버』, 『그레이 

룸』, 『저널 오브 비주얼 컬처』 등의 저널들과 모음집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출판되었으며 5개국어로 번역되었다. 저서로 『블랙 

박스와 화이트 큐브 사이: 확장영화와 제 2차 세계대전 후 예술』(시카고대학교 출판부, 2014)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