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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haping human experience with or without our conscious involvement, and thus 
the necessity of deconstructing technologies, subjecting them to alternative modes 
of encounter and exploration, lest the agency in this newly cybernetic man-machine 
interface become wholly one-s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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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P READER #650 51‹글로벌 그루브›: 백남준의 전자 플럭서스 오브제

서론

백남준의 ‹글로벌 그루브›는 1960년대 이후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과 대중매체, 
특히 네트워크 텔레비전의 파편적인 내용들을 조합한 비디오 테이프 작품이다. 
이 작품은 뉴욕의 WNET/13 채널의 예술가 텔레비전 실험실을 담당하고 있던 존 
가드프리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으며, 1973년 5월 대안공간 키친의 “제2회 연례 
비디오 페스티벌”에서 처음 관객에게 공개되었다. 그리고 1974년 1월 30일 WNET-

TV를 통해 방송되었다. ‹글로벌 그루브›가 백남준의 전체 작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작품은 다양한 소스에서 가져온 녹화 이미지나 
변환된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배열하는 방식에서 뒤이어 제작되는 백남준의 비디오 
테이프나 비디오 설치 영상 작업들의 원형이 되었다. 둘째, 이 작품은 전세계 
문화와 아방가르드 예술을 보여주고 즐길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백남준이 구상한 대안적인 비디오 배급망이 어떤 것인지 암시해 준다.

‹글로벌 그루브›는 구성적인 기법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들에서 발췌한 
것들로 만들어진 일종의 전자 콜라주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참조하는 
자료들은 백남준의 퍼포먼스와 비디오 작품,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 텔레비전 
방송, 텔레비전 광고, 민속예술과 대중문화의 공연 등 다양한데, 백남준은 
녹화 이미지들을 재사용하고, 이전 작품에서 사용한 이미지 변환 기법이나 
편집 기법을 반복한다. 파편화된 이미지들은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고, 
점멸하는 변환 이미지들은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을 간섭하고 분절한다. 이렇게 
단절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그루브›는 텔레비전 시대의 예술과 문화가 
이루는 전체의 장면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재와 미래의 미디어에 대한 
전망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물질성과 기호적인 고정성을 회피하는 
불연속적인 개별 전자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텔레비전 시대의 아방가르드적 실천과 대중문화에 대한 하나의 앤솔로지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 게다가 전자 오브제로서 ‹글로벌 그루브›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공간에서 나타나는 불연속적이고 다층적인 이미지들의 
범람을 미리 경험하게 한다.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의 유산과 관련하여, ‹글로벌 그루브›는 다다 
예술가인 마르셀 뒤샹의 ‹여행가방 속 상자›(1935-1941)와 플럭서스 예술가 
조지 마키우나스가 모으고 제작한 ‹플럭서스 연감 상자› 시리즈›(1963-1975)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글로벌 그루브›는 ‹여행가방 속 상자›와 ‹플럭서스 연감 
상자› 시리즈처럼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모형 미술관과 문화적인 대상물들을 
저장하는 아카이브 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다. 즉, 이 비디오는 대중매체의 
이미지들뿐만 아니라 백남준의 다양한 작업들로부터 발췌한 비디오 클립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디오 클립들이 발췌된 작품들은 ‹긴스버그/오드리히›, ‹ TV 
첼로›, ‹메타 미디어›, ‹존 케이지에게 바침›, ‹무명의 미녀›, ‹병사 첼로 포복›, ‹전자 
오페라 1번› 등이다.1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글로벌 그루브›와 그 이후의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들이 어떻게 플럭서스 상자의 방법을 반복하면서 미술관과 
아카이브의 논리를 비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의 비디오 작품이 
인터넷 시대의 이미지 수집 및 저장 과정과 연관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플럭서스 상자가 소비 시장을 통하여 플럭서스 오브제를 유통시키려는 
욕망을 보여준다면, ‹글로벌 그루브› 또한 아방가르드 예술과 세계 문화를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방송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백남준은 텔레비전 
방송국과의 협업에서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자신의 비디오 작품들을 배포하는 
채널로 활용하였다. 그는 ‹글로벌 그루브› 이전에 이미 텔레비전 방송국을 
위한 비디오를 제작하였는데, ‹비디오 코뮨: 처음부터 끝까지 비틀즈›(1970), 

‹전자 오페라 2번›(1970), ‹뉴욕 판매›(1972) 등이 그 예이다. 텔레비전 방송국 
입장에서 비디오 작가와의 협업은 창조적인 매체로서 뉴미디어의 잠재성을 
선점할 기회가 되었고, 예술가 입장에서는 작업과 전시를 위한 대안적인 공간을 
모색할 기회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그루브›는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고 
널리 소비되는 하나의 오브제로 간주될 수 있다. 백남준이 1970년에 쓴 「글로벌 
그루브와 비디오 공동 시장」에 따르면, 그의 야심은 국가적인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를 겨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플럭서스 상자와 백남준의 비디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주류 네트워크를 따르지 않고 시스템의 변방에서 우회로를 모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시장을 초월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측면 또한 본 논문에서 
오브제에 대한 아방가르드적 개념과 백남준의 비디오 공동 시장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다.

전자 글로벌 그루브와 플럭서스 상자

1963년 3월 독일 부퍼탈의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백남준의 첫 번째 개인전인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이 열릴 때, 조지 마키우나스의 주도로 첫 
번째 플럭서스 연감 상자가 플럭서스 예술가들의 참여로 조금씩 단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백남준은 개인전이 열리는 동안 마키우나스를 초청하여 
이미 가구와 보관용 상자들이 어지러이 놓여있었던 갤러리 지하 부엌 
공간에서 플럭서스 전시를 열도록 하였다. 당시 플럭서스 활동의 주된 형식은 
퍼포먼스였는데, 마키우나스는 부엌의 벽과 조리대 위에 플럭서스 스코어와 작은 
오브제들을 수북하게 배열하였다.2 1963년 2월에 「플럭서스 선언문」이 공개된 
후 이뤄진 이 플럭서스 전시는 미래의 플럭서스 오브제와 전시들의 형식을 미리 
보여주었다.3 백남준의 첫 번째 개인전을 둘러싼 상황은 그 뒤에 이어질 비디오 
작품들의 배경을 드러내 준다. 즉 20세기 아방가르드 음악과 가락을 같이 하는 
플럭서스적인 감수성이 그것인데, 이 둘은 모두 삶과 예술을 가로지르는 우연과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3  Jon Hendricks, 
“Foreword” to Fluxus 
Codex (New York: 
Abrams, 1988), 23-25.

2  Natilee Harren, “Fluxus 
and the Transitional 
Commodity,” Art Journal, 
vol. 75, no. 1 (Spring 
2016): 46.

1  ‹글로벌 그루브›에 사용된 
비디오 클립의 출처는 다음의 
장면 분석을 참조하였다. Anja 
Osswald, “Global Groove 
Shot Analysis,” in Wulf 
Herzogenratth, ed., Nam 
June Paik: Fluxus/Video, 
exh. cat., Kunsthalle 
Bremen (Munich: S. 
Schreiber, 1983), 168-
171, reprinted in John G. 
Hanhardt et al, ed., Nam 
June Paik: Global Groove 
2004, exh. cat. Deutsche 
Guggenheim (New York: 
Guggenheim Museum, 
2004), unp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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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백남준의 ‹글로벌 그루브›는 1960년대 이후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과 대중매체, 
특히 네트워크 텔레비전의 파편적인 내용들을 조합한 비디오 테이프 작품이다. 
이 작품은 뉴욕의 WNET/13 채널의 예술가 텔레비전 실험실을 담당하고 있던 존 
가드프리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으며, 1973년 5월 대안공간 키친의 “제2회 연례 
비디오 페스티벌”에서 처음 관객에게 공개되었다. 그리고 1974년 1월 30일 WNET-

TV를 통해 방송되었다. ‹글로벌 그루브›가 백남준의 전체 작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작품은 다양한 소스에서 가져온 녹화 이미지나 
변환된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배열하는 방식에서 뒤이어 제작되는 백남준의 비디오 
테이프나 비디오 설치 영상 작업들의 원형이 되었다. 둘째, 이 작품은 전세계 
문화와 아방가르드 예술을 보여주고 즐길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백남준이 구상한 대안적인 비디오 배급망이 어떤 것인지 암시해 준다.

‹글로벌 그루브›는 구성적인 기법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들에서 발췌한 
것들로 만들어진 일종의 전자 콜라주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참조하는 
자료들은 백남준의 퍼포먼스와 비디오 작품,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 텔레비전 
방송, 텔레비전 광고, 민속예술과 대중문화의 공연 등 다양한데, 백남준은 
녹화 이미지들을 재사용하고, 이전 작품에서 사용한 이미지 변환 기법이나 
편집 기법을 반복한다. 파편화된 이미지들은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고, 
점멸하는 변환 이미지들은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을 간섭하고 분절한다. 이렇게 
단절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그루브›는 텔레비전 시대의 예술과 문화가 
이루는 전체의 장면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재와 미래의 미디어에 대한 
전망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물질성과 기호적인 고정성을 회피하는 
불연속적인 개별 전자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텔레비전 시대의 아방가르드적 실천과 대중문화에 대한 하나의 앤솔로지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 게다가 전자 오브제로서 ‹글로벌 그루브›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공간에서 나타나는 불연속적이고 다층적인 이미지들의 
범람을 미리 경험하게 한다.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의 유산과 관련하여, ‹글로벌 그루브›는 다다 
예술가인 마르셀 뒤샹의 ‹여행가방 속 상자›(1935-1941)와 플럭서스 예술가 
조지 마키우나스가 모으고 제작한 ‹플럭서스 연감 상자› 시리즈›(1963-1975)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글로벌 그루브›는 ‹여행가방 속 상자›와 ‹플럭서스 연감 
상자› 시리즈처럼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모형 미술관과 문화적인 대상물들을 
저장하는 아카이브 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다. 즉, 이 비디오는 대중매체의 
이미지들뿐만 아니라 백남준의 다양한 작업들로부터 발췌한 비디오 클립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디오 클립들이 발췌된 작품들은 ‹긴스버그/오드리히›, ‹ TV 
첼로›, ‹메타 미디어›, ‹존 케이지에게 바침›, ‹무명의 미녀›, ‹병사 첼로 포복›, ‹전자 
오페라 1번› 등이다.1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글로벌 그루브›와 그 이후의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들이 어떻게 플럭서스 상자의 방법을 반복하면서 미술관과 
아카이브의 논리를 비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의 비디오 작품이 
인터넷 시대의 이미지 수집 및 저장 과정과 연관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플럭서스 상자가 소비 시장을 통하여 플럭서스 오브제를 유통시키려는 
욕망을 보여준다면, ‹글로벌 그루브› 또한 아방가르드 예술과 세계 문화를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방송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백남준은 텔레비전 
방송국과의 협업에서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자신의 비디오 작품들을 배포하는 
채널로 활용하였다. 그는 ‹글로벌 그루브› 이전에 이미 텔레비전 방송국을 
위한 비디오를 제작하였는데, ‹비디오 코뮨: 처음부터 끝까지 비틀즈›(1970), 

‹전자 오페라 2번›(1970), ‹뉴욕 판매›(1972) 등이 그 예이다. 텔레비전 방송국 
입장에서 비디오 작가와의 협업은 창조적인 매체로서 뉴미디어의 잠재성을 
선점할 기회가 되었고, 예술가 입장에서는 작업과 전시를 위한 대안적인 공간을 
모색할 기회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그루브›는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고 
널리 소비되는 하나의 오브제로 간주될 수 있다. 백남준이 1970년에 쓴 「글로벌 
그루브와 비디오 공동 시장」에 따르면, 그의 야심은 국가적인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를 겨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플럭서스 상자와 백남준의 비디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주류 네트워크를 따르지 않고 시스템의 변방에서 우회로를 모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시장을 초월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측면 또한 본 논문에서 
오브제에 대한 아방가르드적 개념과 백남준의 비디오 공동 시장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다.

전자 글로벌 그루브와 플럭서스 상자

1963년 3월 독일 부퍼탈의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백남준의 첫 번째 개인전인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이 열릴 때, 조지 마키우나스의 주도로 첫 
번째 플럭서스 연감 상자가 플럭서스 예술가들의 참여로 조금씩 단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백남준은 개인전이 열리는 동안 마키우나스를 초청하여 
이미 가구와 보관용 상자들이 어지러이 놓여있었던 갤러리 지하 부엌 
공간에서 플럭서스 전시를 열도록 하였다. 당시 플럭서스 활동의 주된 형식은 
퍼포먼스였는데, 마키우나스는 부엌의 벽과 조리대 위에 플럭서스 스코어와 작은 
오브제들을 수북하게 배열하였다.2 1963년 2월에 「플럭서스 선언문」이 공개된 
후 이뤄진 이 플럭서스 전시는 미래의 플럭서스 오브제와 전시들의 형식을 미리 
보여주었다.3 백남준의 첫 번째 개인전을 둘러싼 상황은 그 뒤에 이어질 비디오 
작품들의 배경을 드러내 준다. 즉 20세기 아방가르드 음악과 가락을 같이 하는 
플럭서스적인 감수성이 그것인데, 이 둘은 모두 삶과 예술을 가로지르는 우연과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3  Jon Hendricks, 
“Foreword” to Fluxus 
Codex (New York: 
Abrams, 1988), 23-25.

2  Natilee Harren, “Fluxus 
and the Transitional 
Commodity,” Art Journal, 
vol. 75, no. 1 (Spring 
2016): 46.

1  ‹글로벌 그루브›에 사용된 
비디오 클립의 출처는 다음의 
장면 분석을 참조하였다. Anja 
Osswald, “Global Groove 
Shot Analysis,” in Wulf 
Herzogenratth, ed., Nam 
June Paik: Fluxus/Video, 
exh. cat., Kunsthalle 
Bremen (Munich: S. 
Schreiber, 1983), 168-
171, reprinted in John G. 
Hanhardt et al, ed., Nam 
June Paik: Global Groove 
2004, exh. cat. Deutsche 
Guggenheim (New York: 
Guggenheim Museum, 
2004), unp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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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서스의 유산 안에서 ‹글로벌 그루브›는 전자 미디어 시대의 고급예술과 
저급문화 양쪽에서 발췌한 이미지와 음악을 혼합하고 있다. 그리고 백남준이 

1970년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고 이에 숙달한 후 적합한 비디오 
테이프 작업 형식으로 만들어 낸 것이 ‹글로벌 그루브›이다. 이 작품 이후, 
백남준은 이미지 변환 기법 자체를 개선하는데 몰두하기 보다는 다양한 비디오 
내용을 편집하고 배열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다양한 예술적 문화적 
활동들을 담고 있는 ‹글로벌 그루브›의 비선형적인 형식은 많은 플럭서스 
예술가들이 말도 안 되는 카테고리의 물건들로 만드는 플럭서스 상자와 닮았다. 
그들은 예술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시, 악보, 시시한 물건들을 작은 나무 
혹은 플라스틱 상자, 우편용 튜브, 스크랩북 등에 수집하였다. 마키우나스의 

‹플럭스오르간: 12음›과 ‹전기 상자›, 앨리슨 놀즈의 ‹콩 통›, 래리 밀러의 ‹구멍 
플럭스 플러그›, 벤 패터슨의 ‹상자 속 시(詩)›, 시게코 구보타의 ‹플럭스 약›, 벤 
보티에의 ‹플럭스 구멍›, 로버트 와츠의 ‹플럭스 타임키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플럭서스 상자들은 황당하게 심각하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특수한 
범주의 대상물들을 탐색하면서 “백과사전 같은 플럭서스 보드 게임의 정리법”을 
보여준다.4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글로벌 그루브›는 예술과 미디어에 의한 “전세계적 
흥취”를 범주로 하는 백과사전식의 플럭서스 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유행가, 고전음악, 보드빌 무희의 공연, 민속춤, 예술가들의 퍼포먼스와 인터뷰, 
이미지변환 비디오 클립 등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그루브›의 장면들과 음악은 
고고 댄스, 탭 댄스, 한국 고전무용, 보드빌의 누드 부채춤, 한국 오고무, 아프리카 
민속춤, 나바호 인디언의 북 연주, 여러 곡의 팝송5과 한국과 일본의 민속음악, 
첼로 즉흥 연주,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등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일관된 서사도 없고 개별적인 비디오와 소리 사이에 매끄러운 
연속성도 없다. ‹글로벌 그루브›는 춤과 대중음악으로 시작하여 반복되는 컷으로 
불연속적인 장면들이 사슬처럼 연결되고, 결국에는 독립적인 활동들로 구성된 
세계 문화의 전체 장면이 완성된다.

게다가 백남준은 ‹글로벌 그루브›에 다양한 이미지변환 기법들을 
모아놓았다. 즉 피드백, 솔라리제인션, 블루박스 기법, 자기로 일그러진 텔레비전 
이미지, 화면 반전, 합성 화면 왜곡,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컬러 왜곡과 강화,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추상적 컬러 패턴 등 초기의 이미지 왜곡 기법들부터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사용한 이미지 변환 기법들까지를 망라해서 
보여준다. 이러한 기법들은 개별 비디오 클립에 장식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 
새로 사용되거나 이전 작품에서 발췌된 것들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글로벌 그루브›에서 이미지 변환 기법들은 분절된 장면들을 총체적인 하나의 
비디오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기법들은 ‹글로벌 그루브›라는 
이름이 붙여진 상자에 각각의 요소들을 함께 포장해서 담아내는 재료이자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파편화된 내용들이 형식적인 요소들에 의해 틀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그루브›는 또한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현대 음악, 아방가르드 댄스 
등 1960년대부터 뉴욕 다운타운 예술계에 번성하고 있던 새로운 예술에 대한 
앤솔러지이다. 비록 ‹글로벌 그루브›가 한 예술가 개인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현대미술사에 계보를 가지려는 집단적인 충동을 드러낸다. 동일한 
충동은 플럭서스에서도 발견된다. 개별 작가들의 플럭서스 제품과는 달리, 
집단적인 관점에서 플럭서스 연감 상자 시리즈는 새로운 예술로서의 플럭서스에 
대한 앤솔러지이다. 앤솔러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20세기 초 다다 잡지와 
연감들에서 연유한 것인데, 멀게는 1920년 “제1회 국제 다다 페어”가 끝난 후 
리하르트 횔젠벡이 편집, 발간한 최초의 다다 앤솔러지인 『다다 연감』을, 가깝게는 

1961년 마키우나스가 관여한 라 몬테 영의 『앤솔로지』를 예로 들 수 있다. 
플럭서스 운동의 지도적 인물이고 플럭서스 신문의 발행인이었던 마키우나스는 
플럭서스의 앤솔러지이자 개요서가 될 수 있는 플럭서스 연감 상자 시리즈를 
자신의 관리 하에 제작하고자 하였다.6 원래 계획에 따르면 마키우나스는 7개의 
플럭서스 연감 상자를 만들려고 했으며, 각 상자는 지역, 시기, 미술사적인 
구분에 따라 미국, 북유럽, 일본, 과거에 대한 오마주, 남유럽, 동유럽, 다다에 
대한 오마주의 명칭을 붙이려 했다. 그러나 실제 제작된 상자는 1963년과 1975년 
사이에 간헐적으로 완성된 ‹플럭서스1›, ‹플럭스키트›, ‹플럭서스 연감 상자 2번›, 

‹플럭스팩 3번›이었다. 이 상자들은 원래의 분류에 따라 구성되지 않고 7개의 
주제별 분류를 가로지는 구성을 보여준다. 실현되는 과정에서 플럭서스 연감 
상자들이 주어진 분류법을 무시하게 된 이유는 마키우나스가 최신의 작업들을 
수록하려 하였고 예술가들로 하여금 많은 느슨한 분류의 품목들을 제출하도록 
용인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그루브›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앤솔러지로서 미술, 음악, 문학 분야의 
예술가들의 영상들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전체 비디오에서 아방가르드 예술의 한 
층을 이룬다. 여기에는 샬롯 무어만과 백남준의 비디오 퍼포먼스, 백남준의 초기 
비디오-영화 작업, 존 케이지의 낭독 퍼포먼스, 앨런 긴스버그의 명상적 가창, 
무어만의 인터뷰, 아방가르드 리빙 시어터, 러셀 코너의 내레이션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중문화, 민속문화, 대중매체, 아방가르드 등으로 구성된 전체 문화적 
직조물의 일부로서 제시되는데, 이는 마치 수백 년 전 진기한 것들의 방에 수집된 
진기한 물건들이 세상의 귀중한 일부로서 보여졌던 것과 같다. 박물관의 전신이 
되는 진기한 것들의 방은 백과사전식의 컬렉션을 만들기 위해 특정하지만 아직 
규정되지 않은 범주들의 물건들을 반복하는 특이한 배열구조를 보여준다. 두 
번째 플럭서스 연감 상자인 ‹플럭스키트›는 이와 같은 배열 구조를 보여주면서 
예술가들이 제출하거나 그들의 아이디어에 근거하여 마키우나스가 제작한 
플럭서스 오브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 그루브›의 반복되는 모티프들 
또한 옛 수집 방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소통, 저장, 실행, 오락 등을 위한 전자 
미디어의 부상에 직면하여 전자 오브제를 수집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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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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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휠즈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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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주디 갈란드의 노래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진 
켈리의 노래, ‹사랑은 비를 
타고›, 앤드류 시스터즈의 
노래, ‹리프-래프›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ja 
Osswald, “Global Gro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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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Paik: Fluxus/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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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lvermans: An 
Introduction,” to Flux 
Codex, 16.



NJP READER #652 53‹글로벌 그루브›: 백남준의 전자 플럭서스 오브제

플럭서스의 유산 안에서 ‹글로벌 그루브›는 전자 미디어 시대의 고급예술과 
저급문화 양쪽에서 발췌한 이미지와 음악을 혼합하고 있다. 그리고 백남준이 

1970년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고 이에 숙달한 후 적합한 비디오 
테이프 작업 형식으로 만들어 낸 것이 ‹글로벌 그루브›이다. 이 작품 이후, 
백남준은 이미지 변환 기법 자체를 개선하는데 몰두하기 보다는 다양한 비디오 
내용을 편집하고 배열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다양한 예술적 문화적 
활동들을 담고 있는 ‹글로벌 그루브›의 비선형적인 형식은 많은 플럭서스 
예술가들이 말도 안 되는 카테고리의 물건들로 만드는 플럭서스 상자와 닮았다. 
그들은 예술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시, 악보, 시시한 물건들을 작은 나무 
혹은 플라스틱 상자, 우편용 튜브, 스크랩북 등에 수집하였다. 마키우나스의 

‹플럭스오르간: 12음›과 ‹전기 상자›, 앨리슨 놀즈의 ‹콩 통›, 래리 밀러의 ‹구멍 
플럭스 플러그›, 벤 패터슨의 ‹상자 속 시(詩)›, 시게코 구보타의 ‹플럭스 약›, 벤 
보티에의 ‹플럭스 구멍›, 로버트 와츠의 ‹플럭스 타임키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플럭서스 상자들은 황당하게 심각하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특수한 
범주의 대상물들을 탐색하면서 “백과사전 같은 플럭서스 보드 게임의 정리법”을 
보여준다.4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글로벌 그루브›는 예술과 미디어에 의한 “전세계적 
흥취”를 범주로 하는 백과사전식의 플럭서스 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유행가, 고전음악, 보드빌 무희의 공연, 민속춤, 예술가들의 퍼포먼스와 인터뷰, 
이미지변환 비디오 클립 등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그루브›의 장면들과 음악은 
고고 댄스, 탭 댄스, 한국 고전무용, 보드빌의 누드 부채춤, 한국 오고무, 아프리카 
민속춤, 나바호 인디언의 북 연주, 여러 곡의 팝송5과 한국과 일본의 민속음악, 
첼로 즉흥 연주,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등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일관된 서사도 없고 개별적인 비디오와 소리 사이에 매끄러운 
연속성도 없다. ‹글로벌 그루브›는 춤과 대중음악으로 시작하여 반복되는 컷으로 
불연속적인 장면들이 사슬처럼 연결되고, 결국에는 독립적인 활동들로 구성된 
세계 문화의 전체 장면이 완성된다.

게다가 백남준은 ‹글로벌 그루브›에 다양한 이미지변환 기법들을 
모아놓았다. 즉 피드백, 솔라리제인션, 블루박스 기법, 자기로 일그러진 텔레비전 
이미지, 화면 반전, 합성 화면 왜곡,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컬러 왜곡과 강화,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추상적 컬러 패턴 등 초기의 이미지 왜곡 기법들부터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사용한 이미지 변환 기법들까지를 망라해서 
보여준다. 이러한 기법들은 개별 비디오 클립에 장식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 
새로 사용되거나 이전 작품에서 발췌된 것들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글로벌 그루브›에서 이미지 변환 기법들은 분절된 장면들을 총체적인 하나의 
비디오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기법들은 ‹글로벌 그루브›라는 
이름이 붙여진 상자에 각각의 요소들을 함께 포장해서 담아내는 재료이자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파편화된 내용들이 형식적인 요소들에 의해 틀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그루브›는 또한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현대 음악, 아방가르드 댄스 
등 1960년대부터 뉴욕 다운타운 예술계에 번성하고 있던 새로운 예술에 대한 
앤솔러지이다. 비록 ‹글로벌 그루브›가 한 예술가 개인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현대미술사에 계보를 가지려는 집단적인 충동을 드러낸다. 동일한 
충동은 플럭서스에서도 발견된다. 개별 작가들의 플럭서스 제품과는 달리, 
집단적인 관점에서 플럭서스 연감 상자 시리즈는 새로운 예술로서의 플럭서스에 
대한 앤솔러지이다. 앤솔러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20세기 초 다다 잡지와 
연감들에서 연유한 것인데, 멀게는 1920년 “제1회 국제 다다 페어”가 끝난 후 
리하르트 횔젠벡이 편집, 발간한 최초의 다다 앤솔러지인 『다다 연감』을, 가깝게는 

1961년 마키우나스가 관여한 라 몬테 영의 『앤솔로지』를 예로 들 수 있다. 
플럭서스 운동의 지도적 인물이고 플럭서스 신문의 발행인이었던 마키우나스는 
플럭서스의 앤솔러지이자 개요서가 될 수 있는 플럭서스 연감 상자 시리즈를 
자신의 관리 하에 제작하고자 하였다.6 원래 계획에 따르면 마키우나스는 7개의 
플럭서스 연감 상자를 만들려고 했으며, 각 상자는 지역, 시기, 미술사적인 
구분에 따라 미국, 북유럽, 일본, 과거에 대한 오마주, 남유럽, 동유럽, 다다에 
대한 오마주의 명칭을 붙이려 했다. 그러나 실제 제작된 상자는 1963년과 1975년 
사이에 간헐적으로 완성된 ‹플럭서스1›, ‹플럭스키트›, ‹플럭서스 연감 상자 2번›, 

‹플럭스팩 3번›이었다. 이 상자들은 원래의 분류에 따라 구성되지 않고 7개의 
주제별 분류를 가로지는 구성을 보여준다. 실현되는 과정에서 플럭서스 연감 
상자들이 주어진 분류법을 무시하게 된 이유는 마키우나스가 최신의 작업들을 
수록하려 하였고 예술가들로 하여금 많은 느슨한 분류의 품목들을 제출하도록 
용인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그루브›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앤솔러지로서 미술, 음악, 문학 분야의 
예술가들의 영상들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전체 비디오에서 아방가르드 예술의 한 
층을 이룬다. 여기에는 샬롯 무어만과 백남준의 비디오 퍼포먼스, 백남준의 초기 
비디오-영화 작업, 존 케이지의 낭독 퍼포먼스, 앨런 긴스버그의 명상적 가창, 
무어만의 인터뷰, 아방가르드 리빙 시어터, 러셀 코너의 내레이션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중문화, 민속문화, 대중매체, 아방가르드 등으로 구성된 전체 문화적 
직조물의 일부로서 제시되는데, 이는 마치 수백 년 전 진기한 것들의 방에 수집된 
진기한 물건들이 세상의 귀중한 일부로서 보여졌던 것과 같다. 박물관의 전신이 
되는 진기한 것들의 방은 백과사전식의 컬렉션을 만들기 위해 특정하지만 아직 
규정되지 않은 범주들의 물건들을 반복하는 특이한 배열구조를 보여준다. 두 
번째 플럭서스 연감 상자인 ‹플럭스키트›는 이와 같은 배열 구조를 보여주면서 
예술가들이 제출하거나 그들의 아이디어에 근거하여 마키우나스가 제작한 
플럭서스 오브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 그루브›의 반복되는 모티프들 
또한 옛 수집 방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소통, 저장, 실행, 오락 등을 위한 전자 
미디어의 부상에 직면하여 전자 오브제를 수집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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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플럭서스 아카이브

1970년대 초의 문맥에서 ‹글로벌 그루브›는 예술 영역과 대중매체 분야로부터 
분류와 수집의 두 가지 중요한 모델을 물려받았다. 하나는 앞에서 논한 것처럼 
플럭서스 연감 상자이고,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은 네트워크화된 
상품으로 운영되는 대중매체라 하겠는데, 그 자체에 판매 가능한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채널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규모 관객을 가진 거대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플럭서스 연감 상자와 네트워크 텔레비전은 틀 지워진 
도표 안에서 흘러가고 순간적인 사건들을 포착하려는 욕망을 공유한다.

플럭서스는 그것을 포함하는 미술사 도식, 특히 아방가르드 계보의 
일부로서 플럭서스를 포함하는 도식에 대한 야심이 컸다. 이 점은 마키우나스가 
계속해서 플럭서스의 발전에 대한 도식을 그려내고 미술사 도표를 만들려고 
예술가들의 전기적 정보와 다량의 노트, 플럭서스의 일시적인 자료를 모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분명하다.7 플럭서스 상자들은 실제 제작물을 보여줌으로써 
순간적인 활동들을 기록하고 “흘러가는 행위”를 포착하려는 시도였다. ‹플럭서스 
선언문›에서 마키우나스는 플럭서스를 “플럭스(flux, 유동)”라는 단어의 사전 제시 
항목들로 정의하면서 그것들로부터 세 가지 주요 개념을 구성해 낸다. 그것은 
몰아내기, 범람시키기, 그리고 융합하기이다. 이는 플럭서스가 처음에 그들의 
활동 조건으로 일시성과 흐름을 제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플럭서스의 
연감을 만드는 일은 흐름 속에 들어가 특정한 순간과 측면을 잡아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디오 아트도 1970년대 미술계에서 그 위치를 잡아가기 시작할 
무렵 텔레비전과 다다로부터 계보를 모색하였다. 1975년 한 인터뷰에서 백남준은 
마르셀 뒤샹의 유산과 비디오에 관해 언급하였다: “마르셀 뒤샹은 비디오를 
제외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입구를 만들고 아주 작은 출구를 
만들었어요. 그 출구는 비디오입니다. 마르셀 뒤샹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비디오를 통해서입니다.”8 그리고 1976년 대안공간 더 키친에서 ‹마르셀 뒤샹의 
마지막 비디오 테이프›라는 명칭의 이상한 행사가 있었는데, 뒤샹의 작품이라고 
지칭된 가짜 비디오 테이프가 상영되었다. 존 샌본은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이 정통의 아방가르드 예술로부터 그 계보를 찾고자 하는 감춰진 욕망을 
이용하여 이 행사를 계획하였다. 이런 문맥에서 보면, 백남준이 마키우나스처럼 
새로운 예술에 대한 앤솔러지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주장이 개연성이 
있는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플럭서스 연감 상자가 개요서로서 플럭서스의 현재의 
작업들에 대한 컬렉션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글로벌 그루브›가 예술 활동이나 
예술가 인터뷰를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에 대한 앤솔러지적인 조망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그루브›는 자료를 수집하고 배열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내용물을 
수용하면서 내부가 분할된 매개체를 가지는 플럭서스 및 텔레비전과 유사점이 
있다. 플럭서스 연감 상자들은 형식은 뒤샹의 ‹여행가방 속 상자›에서 

빌려왔지만 다양한 외형을 지닌다. ‹플럭서스 1›은 한데 묶여진 파일들을 담고 
있는 나무상자이고, ‹플럭스키트›는 구분된 칸마다 새 제작물들을 담고 있는 
여행가방이고, ‹플럭서스 연감 상자2›는 다양한 물건들을 담은 나무 상자이며, 

‹플럭스팩3›는 종이 튜브이다. 기본적으로 플럭서스 연감 상자의 물건들과 
전시물들은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 수집되고 위계가 없이 수평적으로 배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플럭서스 연감 상자는 개별 플럭서스 오브제들로 
플럭서스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그려 제시한다. 플럭서스 연감 상자들은 
공간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앤솔러지로 재결합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은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을 시간적으로 분할하지만 편성표의 흐름 
안에 재결합시킨다. ‹글로벌 그루브›는 전자 플럭서스 상자이자 오브제로서 
이러한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한 면은 다른 출처로부터 가져온 이질적인 
부분들의 혼합물로서의 정체성이고, 다른 한 면은 하나의 총체로서의 시간적 
예술작품이라는 정체성이다.

플럭서스 연감 상자와 ‹글로벌 그루브›가 새로운 예술을 아카이빙하는 
과정에서 플럭서스의 주요한 세 가지 의미인 몰아내기, 범람시키기, 융합하기를 
공유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플럭서스 선언문›에 따르면, “몰아내기”는 
전문성과 상업성의 문화와 죽은 예술계를 방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범람시키기”는 살아있는 예술, 반예술, 예술이 아닌 현실 속에 혁명적인 물결을 
고취시킴을, “융합하기”는 플럭서스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혁명가들을 
통일된 전선과 행동으로 통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함의들에 기반하여 수집과 
보관에 관여하는 본보기 기관인 미술관과 아카이브의 논리를 재고해 볼 수 있다. 
지식을 형성하는 두 기관의 기능에 맞서 플럭서스 연감 상자는 새로운 예술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그들만의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플럭서스의 
새로운 현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은 현실의 파편들을 포착함으로써 변화하는 현실을 
전달하고, 넘쳐나는 이미지들로 현실 자체를 만들어낸다. 텔레비전은 네트워크 
미디어로서 이미지들을 순환시키고 특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그루브›는 텔레비전 이미지들의 생태계에 침투하고 교란하려 한 
백남준의 시도라 하겠다. 현대미술사가이자 비평가인 데이빗 조슬릿은 백남준의 
비디오가 하나의 자기 교정적인 사건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모니터들을 
쌓고 비디오 신호에 노이즈를 만들면서 과잉된 이미지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백남준의 비디오가 보여주는 이중의 전술, 즉 다변화와 왜곡을 
바이러스성 미학이라고 부른다.9 이는 백남준의 비디오가 “텔레비전 생태계를 
규정하는 상품과 네트워크 사이의 구분을 흐리게 함”을 의미한다.10 새로운 
비디오 미학과 플럭서스의 유산에 비춰보면, ‹글로벌 그루브›는 순환하는 
플럭서스 상자를 반영하고, 동시에 네트워크의 전자 오브제를 예견하는 전자 
플럭서스 오브제라 할 수 있겠다.

10  Joselit, Feedback, 50.

9  David Joselit, Feedback: 
Television against 
Democracy (Cambridge, 
MA: MIT Press, 2007), 
48.

8  “Entrentien avec Nam 
June Paik,” interview 
by Irmeline Leeber, 
Chroniques de l’art vivant 
55 (February 1975): 33, 
quoted in David Joselit, 
Feedback: Television 
against Democracy 
(Cambridge, MA: MIT 
Press, 2007), 60.

7  “Charting Fluxus: George 
Maciunas’s Ambitious 
Art History,” MoMA.org, 
accessed July 31, 2016, 
http://www.moma.org/
interactives/
exhibitions/2013/
charting_fluxus/ 
#top.html.



NJP READER #654 55‹글로벌 그루브›: 백남준의 전자 플럭서스 오브제

전자 플럭서스 아카이브

1970년대 초의 문맥에서 ‹글로벌 그루브›는 예술 영역과 대중매체 분야로부터 
분류와 수집의 두 가지 중요한 모델을 물려받았다. 하나는 앞에서 논한 것처럼 
플럭서스 연감 상자이고,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은 네트워크화된 
상품으로 운영되는 대중매체라 하겠는데, 그 자체에 판매 가능한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채널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규모 관객을 가진 거대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플럭서스 연감 상자와 네트워크 텔레비전은 틀 지워진 
도표 안에서 흘러가고 순간적인 사건들을 포착하려는 욕망을 공유한다.

플럭서스는 그것을 포함하는 미술사 도식, 특히 아방가르드 계보의 
일부로서 플럭서스를 포함하는 도식에 대한 야심이 컸다. 이 점은 마키우나스가 
계속해서 플럭서스의 발전에 대한 도식을 그려내고 미술사 도표를 만들려고 
예술가들의 전기적 정보와 다량의 노트, 플럭서스의 일시적인 자료를 모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분명하다.7 플럭서스 상자들은 실제 제작물을 보여줌으로써 
순간적인 활동들을 기록하고 “흘러가는 행위”를 포착하려는 시도였다. ‹플럭서스 
선언문›에서 마키우나스는 플럭서스를 “플럭스(flux, 유동)”라는 단어의 사전 제시 
항목들로 정의하면서 그것들로부터 세 가지 주요 개념을 구성해 낸다. 그것은 
몰아내기, 범람시키기, 그리고 융합하기이다. 이는 플럭서스가 처음에 그들의 
활동 조건으로 일시성과 흐름을 제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플럭서스의 
연감을 만드는 일은 흐름 속에 들어가 특정한 순간과 측면을 잡아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디오 아트도 1970년대 미술계에서 그 위치를 잡아가기 시작할 
무렵 텔레비전과 다다로부터 계보를 모색하였다. 1975년 한 인터뷰에서 백남준은 
마르셀 뒤샹의 유산과 비디오에 관해 언급하였다: “마르셀 뒤샹은 비디오를 
제외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입구를 만들고 아주 작은 출구를 
만들었어요. 그 출구는 비디오입니다. 마르셀 뒤샹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비디오를 통해서입니다.”8 그리고 1976년 대안공간 더 키친에서 ‹마르셀 뒤샹의 
마지막 비디오 테이프›라는 명칭의 이상한 행사가 있었는데, 뒤샹의 작품이라고 
지칭된 가짜 비디오 테이프가 상영되었다. 존 샌본은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이 정통의 아방가르드 예술로부터 그 계보를 찾고자 하는 감춰진 욕망을 
이용하여 이 행사를 계획하였다. 이런 문맥에서 보면, 백남준이 마키우나스처럼 
새로운 예술에 대한 앤솔러지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주장이 개연성이 
있는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플럭서스 연감 상자가 개요서로서 플럭서스의 현재의 
작업들에 대한 컬렉션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글로벌 그루브›가 예술 활동이나 
예술가 인터뷰를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에 대한 앤솔러지적인 조망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그루브›는 자료를 수집하고 배열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내용물을 
수용하면서 내부가 분할된 매개체를 가지는 플럭서스 및 텔레비전과 유사점이 
있다. 플럭서스 연감 상자들은 형식은 뒤샹의 ‹여행가방 속 상자›에서 

빌려왔지만 다양한 외형을 지닌다. ‹플럭서스 1›은 한데 묶여진 파일들을 담고 
있는 나무상자이고, ‹플럭스키트›는 구분된 칸마다 새 제작물들을 담고 있는 
여행가방이고, ‹플럭서스 연감 상자2›는 다양한 물건들을 담은 나무 상자이며, 

‹플럭스팩3›는 종이 튜브이다. 기본적으로 플럭서스 연감 상자의 물건들과 
전시물들은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 수집되고 위계가 없이 수평적으로 배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플럭서스 연감 상자는 개별 플럭서스 오브제들로 
플럭서스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그려 제시한다. 플럭서스 연감 상자들은 
공간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앤솔러지로 재결합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은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을 시간적으로 분할하지만 편성표의 흐름 
안에 재결합시킨다. ‹글로벌 그루브›는 전자 플럭서스 상자이자 오브제로서 
이러한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한 면은 다른 출처로부터 가져온 이질적인 
부분들의 혼합물로서의 정체성이고, 다른 한 면은 하나의 총체로서의 시간적 
예술작품이라는 정체성이다.

플럭서스 연감 상자와 ‹글로벌 그루브›가 새로운 예술을 아카이빙하는 
과정에서 플럭서스의 주요한 세 가지 의미인 몰아내기, 범람시키기, 융합하기를 
공유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플럭서스 선언문›에 따르면, “몰아내기”는 
전문성과 상업성의 문화와 죽은 예술계를 방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범람시키기”는 살아있는 예술, 반예술, 예술이 아닌 현실 속에 혁명적인 물결을 
고취시킴을, “융합하기”는 플럭서스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혁명가들을 
통일된 전선과 행동으로 통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함의들에 기반하여 수집과 
보관에 관여하는 본보기 기관인 미술관과 아카이브의 논리를 재고해 볼 수 있다. 
지식을 형성하는 두 기관의 기능에 맞서 플럭서스 연감 상자는 새로운 예술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그들만의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플럭서스의 
새로운 현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은 현실의 파편들을 포착함으로써 변화하는 현실을 
전달하고, 넘쳐나는 이미지들로 현실 자체를 만들어낸다. 텔레비전은 네트워크 
미디어로서 이미지들을 순환시키고 특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그루브›는 텔레비전 이미지들의 생태계에 침투하고 교란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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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고 비디오 신호에 노이즈를 만들면서 과잉된 이미지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백남준의 비디오가 보여주는 이중의 전술, 즉 다변화와 왜곡을 
바이러스성 미학이라고 부른다.9 이는 백남준의 비디오가 “텔레비전 생태계를 
규정하는 상품과 네트워크 사이의 구분을 흐리게 함”을 의미한다.10 새로운 
비디오 미학과 플럭서스의 유산에 비춰보면, ‹글로벌 그루브›는 순환하는 
플럭서스 상자를 반영하고, 동시에 네트워크의 전자 오브제를 예견하는 전자 
플럭서스 오브제라 할 수 있겠다.

10  Joselit, Feedback, 50.

9  David Joselit, Feedback: 
Television against 
Democracy (Cambridge, 
MA: MIT Press, 2007), 
48.

8  “Entrentien avec Nam 
June Paik,” interview 
by Irmeline Leeber, 
Chroniques de l’art vivant 
55 (February 1975): 33, 
quoted in David Joselit, 
Feedback: Television 
against Democracy 
(Cambridge, MA: MIT 
Press, 2007), 60.

7  “Charting Fluxus: George 
Maciunas’s Ambitious 
Art History,” MoMA.org, 
accessed July 31, 2016, 
http://www.moma.org/
interactives/
exhibitions/2013/
charting_fluxus/ 
#t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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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은 ‹글로벌 그루브›를 만들기 전인 1970년 2월에 쓴 「글로벌 그루브와 
비디오 공동 시장」에서 전세계적인 예술가들의 네트워크와 문화 생산물과 
예술 활동을 유통시킬 비디오 공동 시장에 대해 말한다. 1973년 『WNET-TV 랩 
뉴스』 2호에 수록된 이 글에서 백남준은 1957년 이후 유럽의 자유 무역 지대를 
참고하면서 국가주의적인 비디오 문화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다른 
문화 지역에 대한 텔레비전의 편향된 재현을 비판하고 그 편견이 “소통과 이해에 
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전지구적 소통에 대한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하나는 각 국가의 문화적 내용물들을 모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들을 세계에 무료로 전파하는 것이다. 그는 공영 방송 시스템이 다양한 
문화적 내용물을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무료 전파를 위해서 “비디오 공동 시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냈다.11 

정말로 백남준은 비디오 내용과 유통 구조의 변화를 제안했던 것이다. 백남준은 

‹글로벌 그루브›의 첫 부분에 내레이터의 목소리를 빌어 전세계적인 텔레비전 
채널이 넘쳐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짧은 경험”을 이 비디오가 제공하려 한다고 
말한다.12 전지구화 텔레비전 시대에 대한 전망인 ‹글로벌 그루브›는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집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내용물들, 전세계의 아방가르드 
미술과 음악, 민속음악과 춤, 광고 등의 일괄 패키지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백남준은 아방가르드 예술이 비디오 공동 시장을 통해 세계로 유통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예술적 생산물을 널리 유통시키는 것은 플럭서스는 물론 백남준 비디오의 
주요한 의제였다. 실제로, 마키우나스는 시장 시스템으로부터 생산과 유통의 
전술을 취하였는데, 상품의 한 형식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판매 경로로서의 
대량생산물과 연쇄점이 그것이다. 대량 생산의 남은 물건들이 잠재적인 사용 
가치를 좇아 축적되던 뉴욕 다운타운의 캐널 스트리트에서 그는 버림받은 
물건들을 수집하면서 플럭서스 상자들을 위해 잠재성 있는 품목들을 발견하였다. 
수집된 물건들은 그 자체로 멀티플(multiple; 대량생산 사회의 복제품)이었고, 
플럭서스 오브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점에서 플럭서스 상자들은 대량생산 
시장의 하류를, 소비사회의 저급문화와 저가치의 영역을 드러내는 연쇄점과 
만물상의 형식을 가져와 모방하고 있다고 하겠다.13 다른 한편으로 플럭서스 연감 
상자는 여러 작가의 작품을 한데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시골 마을의 만물상과도 
닮았다. 동일한 방식으로 마키우나스는 자본주의 체계의 주변부로부터 
플럭서스의 유통 방법들을 발견하였는데, 그것들은 대량 유통을 위해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전술이었다. 국제적인 유통을 위해 예술가가 운영하는 플럭스샵과 
우편주문가게, 플럭서스 신문과 광고전단, 콘서트나 플럭서스 축제에서의 즉흥 
전시 등 유통 체계를 다각화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밀어내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기보다는 주문 생산에 더 적합하였다. 

게다가 외판 영업 방식도 채택되었다. 바닥 설치용 플럭스키트 형태인 미니어처 
플럭스샵을 자동차에 싣고 지역을 순회하며 전시 판매하였다. 플럭서스 물품들이 
앤솔러지적인 물품으로서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예술로서의 
삶의 흐름을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면, 이들의 유통은 시장 체계 내에 유연한 
계기들을 만들면서 상품의 흐름에 맞서고 있다.

백남준이 보기에 공영 방송 네트워크는 세계 문화 비디오를 유포하는 주요 
채널로서의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에 비디오 유통에 적합해 보였다. 그러나 1957년 
유럽 공동 시장의 형성이 비디오 공동 시장에 대한 영감을 준 첫 번째 자극이었다. 
「글로벌 그루브와 비디오 공동 시장」에서 백남준은 분리되고 소통장애 상태의 
비디오 문화가 고립적인 국가 경계선 때문임을 강조한다.

지구라는 우주선의 비디오랜드는 1957년 이전 유럽 국가들의 분리된 
상황과 닮았다. 세계의 많은 TV 방송국들이 총 수천 시간의 비디오 
테이프들을 쌓아두고 거의 팔릴 가망이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나 
상품 인수를 위한 복잡한 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혹은 소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 비디오랜드는 서로 소통장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도 무엇을 사고 수입하고 수출할지 알지 못한다. 
진정 비디오 문화가 30년대의 블록 경제처럼 분열되고 국수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으로 머물러 불경기를 확대하고, 파시즘을 부추기고 
세계3차대전을 촉진하도록 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14

“비디오랜드”의 각 국가는 비디오 상품들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자유 무역을 위한 통로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한 국가 내에 비디오의 흐름이 
정체되는 것을 야기하며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의 비디오가 소통에 실패하게 
만든다. 백남준에 따르면, 비디오랜드(텔레비전 산업)의 주요 문제는 어떻게 
넘쳐나는 개별 국가들의 비디오 문화를 전지국적인 흐름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전지구적 생태계로 그들을 융합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글로벌 그루브›는 사람들이 전세계 TV 방송국에 쌓여있는 비디오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하나의 전망이며, 동시에 비디오 공동 
시장을 통해 유통될 새로운 예술과 TV 문화에 대한 만물상이자 연쇄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글로벌 그루브›는 플럭서스 오브제와 닮았다. 사실, 이 비디오는 
백남준의 많은 비디오 설치 작품들의 주요한 이미지 출처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것들을 가로지른다.

비디오 공동 시장에 대한 백남준의 통찰은 미래 세계가 전자 오브제의 
교환으로 움직이며 전지구적인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전자 플럭서스 오브제로서 ‹글로벌 그루브›는 개별 오브제들과 네트워크를 함께 
결합한다. 즉, 이 작품은 당시의 예술적 문화적 실천들을 기록하며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비디오 아트로 명명된 단일한 내용으로 전파한다. 플럭서스 

14  Paik, “Global Groove and 
Video Common Market,” 
unpaginated.

13  For more discussion 
of the Fluxus box and 
the pop multiple in 
consideration of 1960s 
consumer economy, Pop 
art, and the business 
in the Canal Street, see 
Harren, “Fluxus and the 
Transitional Commodity,” 
52-54.

12  비디오 서두에서 러셀 코너의 
목소리는 “이것은 당신이 
지구상의 모든 텔레비전 
채널을 틀 수 있고 『TV 
가이드』가 뉴욕 맨해튼의 
전화번호부만큼 두꺼워질 
내일의 비디오 풍경을 살짝 
엿본 것이다”라고 말한다. 

11  Nam June Paik, “Global 
Groove and Video 
Common Market,” 
WNET-TV Lab News, no. 
2 (1973), reprinted in 
Nam June Paik: Videa 
‘n’ Videology 1959-1973 
(Syracuse, NY: Everson 
Museum of Art, 1974), 
unpag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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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서스 오브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점에서 플럭서스 상자들은 대량생산 
시장의 하류를, 소비사회의 저급문화와 저가치의 영역을 드러내는 연쇄점과 
만물상의 형식을 가져와 모방하고 있다고 하겠다.13 다른 한편으로 플럭서스 연감 
상자는 여러 작가의 작품을 한데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시골 마을의 만물상과도 
닮았다. 동일한 방식으로 마키우나스는 자본주의 체계의 주변부로부터 
플럭서스의 유통 방법들을 발견하였는데, 그것들은 대량 유통을 위해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전술이었다. 국제적인 유통을 위해 예술가가 운영하는 플럭스샵과 
우편주문가게, 플럭서스 신문과 광고전단, 콘서트나 플럭서스 축제에서의 즉흥 
전시 등 유통 체계를 다각화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밀어내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기보다는 주문 생산에 더 적합하였다. 

게다가 외판 영업 방식도 채택되었다. 바닥 설치용 플럭스키트 형태인 미니어처 
플럭스샵을 자동차에 싣고 지역을 순회하며 전시 판매하였다. 플럭서스 물품들이 
앤솔러지적인 물품으로서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예술로서의 
삶의 흐름을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면, 이들의 유통은 시장 체계 내에 유연한 
계기들을 만들면서 상품의 흐름에 맞서고 있다.

백남준이 보기에 공영 방송 네트워크는 세계 문화 비디오를 유포하는 주요 
채널로서의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에 비디오 유통에 적합해 보였다. 그러나 1957년 
유럽 공동 시장의 형성이 비디오 공동 시장에 대한 영감을 준 첫 번째 자극이었다. 
「글로벌 그루브와 비디오 공동 시장」에서 백남준은 분리되고 소통장애 상태의 
비디오 문화가 고립적인 국가 경계선 때문임을 강조한다.

지구라는 우주선의 비디오랜드는 1957년 이전 유럽 국가들의 분리된 
상황과 닮았다. 세계의 많은 TV 방송국들이 총 수천 시간의 비디오 
테이프들을 쌓아두고 거의 팔릴 가망이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나 
상품 인수를 위한 복잡한 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혹은 소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 비디오랜드는 서로 소통장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도 무엇을 사고 수입하고 수출할지 알지 못한다. 
진정 비디오 문화가 30년대의 블록 경제처럼 분열되고 국수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으로 머물러 불경기를 확대하고, 파시즘을 부추기고 
세계3차대전을 촉진하도록 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14

“비디오랜드”의 각 국가는 비디오 상품들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자유 무역을 위한 통로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한 국가 내에 비디오의 흐름이 
정체되는 것을 야기하며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의 비디오가 소통에 실패하게 
만든다. 백남준에 따르면, 비디오랜드(텔레비전 산업)의 주요 문제는 어떻게 
넘쳐나는 개별 국가들의 비디오 문화를 전지국적인 흐름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전지구적 생태계로 그들을 융합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글로벌 그루브›는 사람들이 전세계 TV 방송국에 쌓여있는 비디오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하나의 전망이며, 동시에 비디오 공동 
시장을 통해 유통될 새로운 예술과 TV 문화에 대한 만물상이자 연쇄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글로벌 그루브›는 플럭서스 오브제와 닮았다. 사실, 이 비디오는 
백남준의 많은 비디오 설치 작품들의 주요한 이미지 출처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것들을 가로지른다.

비디오 공동 시장에 대한 백남준의 통찰은 미래 세계가 전자 오브제의 
교환으로 움직이며 전지구적인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전자 플럭서스 오브제로서 ‹글로벌 그루브›는 개별 오브제들과 네트워크를 함께 
결합한다. 즉, 이 작품은 당시의 예술적 문화적 실천들을 기록하며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비디오 아트로 명명된 단일한 내용으로 전파한다. 플럭서스 

14  Paik, “Global Groove and 
Video Common Market,” 
unpaginated.

13  For more discussion 
of the Fluxus box and 
the pop multiple in 
consideration of 1960s 
consumer economy, Pop 
art, and the business 
in the Canal Street, see 
Harren, “Fluxus and the 
Transitional Commodity,” 
52-54.

12  비디오 서두에서 러셀 코너의 
목소리는 “이것은 당신이 
지구상의 모든 텔레비전 
채널을 틀 수 있고 『TV 
가이드』가 뉴욕 맨해튼의 
전화번호부만큼 두꺼워질 
내일의 비디오 풍경을 살짝 
엿본 것이다”라고 말한다. 

11  Nam June Paik, “Global 
Groove and Video 
Common Market,” 
WNET-TV Lab News, no. 
2 (1973), reprinted in 
Nam June Paik: Videa 
‘n’ Videology 1959-1973 
(Syracuse, NY: Everson 
Museum of Art, 1974), 
unpag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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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실제의 사물이라면, 비디오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모니터의 주사선에 
의해 시각화되는 전자 파동이다. 조슬릿이 지적하듯이, 사실 백남준의 작품은 

“상업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가장한, 그것이 코드 자체인 레디메이드의 진정한 
돌연변이적 형태이다.”15 그리고 조슬릿은 백남준 비디오의 바이러스적인 
측면이 급진적인 힘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백남준은 주사선을 조작함으로써 
진정으로 바이러스적인 역설을 수행한다. 그것은 상품들을 지우면서 이미지들을 
증식시킨다. 그것은 상업 텔레비전 산업에서 닫힌 채널이었던 정보 네트워크들이 
지닌 궤적적인 힘을 해방시킨다.”16 따라서 ‹글로벌 그루브›는 백남준의 
바이러스적인 예술의 하나로서 플럭서스 제작물들이 상품들의 흐름에 구멍을 
만드는 것처럼 상업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해방적인 계기를 창조한다.

결론: ‹글로벌 그루브› 이후

‹글로벌 그루브› 이후 백남준은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비디오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었다. 그가 벅민스터 풀러의 생태 개념을 언급하면서 말한 것처럼, 그에게 
비디오와 텔레비전은 삶에 대한 완전한 연구와 설계를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한 
지식의 진화를 위해 중요한 미디어였다.17 이를 위해 그는 ‹글로벌 그루브›의 
방법을 반복하였다. 예를 들면, 뉴욕의 삶, 상업, 미디어를 스케치하는 30분짜리 
비디오인 ‹212호›(1975/1977)는 ‹미국 판매›(1972)의 장면들을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예술가들의 비디오 클립을 포함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와 텔레비전 방송의 협업으로 
국제 위성 방송을 통해 서로 떨어진 국가들을 연결하는 꿈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977년 그는 도큐멘타 6에서 시도된 예술가들의 최초 국제 위성 
생방송 퍼포먼스에 참여하였다. 그는 무어만과 ‹TV 브라›, ‹TV 첼로›, ‹TV 침대› 등 
라이브 퍼포먼스를 펼쳤고 이는 27개국으로 방송되었다. 그 다음 해에는 디미트리 
데브야트킨과 함께 ‹미디어 셔틀: 모스크바/뉴욕›을 제작하였는데, 이 작품은 
모스크바와 뉴욕의 삶을 그려내며 두 국가의 시민들이 위성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날을 상상한다. 그러나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다른 국가의 시청자들이 
연결되는 본격적인 퍼포먼스 계획은 1984년 1월 1일에 방송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글로벌 그루브›처럼 이 라이브 위성 퍼포먼스도 
전세계의 아방가르드와 새로운 팝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퍼포먼스들로 
구성되었으며, 그것들을 그의 기교적인 이미지 변환 기술로 결합시켰다.

오늘날 인터넷과 이동통신시스템은 전자 정보 네트워크로 세계를 
통합체로서 연결하고 무한한 자원에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백남준의 
전지구적 텔레비전에 대한 꿈을 실현시켰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들은 일상적인 삶의 파편들을 전시하고 모을 수 있게 되었고, 기업체와 
정부기관들은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의 성능을 능가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주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처리할 수 있기 되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이동기기의 습관적인 사용은 거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낸다.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한 사용자들이 과도한 데이터 흐름에 
고전하면서 그들은 아마도 특정한 기관이 제시하는 분석과 결정에 오히려 
순응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플럭서스 상자와 ‹글로벌 그루브›의 유산은 
증식하는 디지털 이미지와 알고리즘 대상물들에 주의를 기울일 방법을 제공해 
준다. 그것은 상품들의 네트워크를 관통하던 플럭서스의 논리, “몰아내기”, 

“범람시키기”, “융합하기”라 할 수 있겠다. 

이임수는 플로리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방문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대 및 동시대 

미술을 전공하면서 설치미술, 퍼포먼스, 비디오, 교차학제적 실천, 사회적 참여 예술 등 1960년대 이후 확장적 맥락에서의 

예술적 실천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고 있다.

17  Paik, “Global Groove and 
Video Common Market,” 
unpaginated.

16  Jeselit, Feedback, 63. 
조슬릿은 폴 비릴리오(Paul 
Virilio)를 빌어 “궤적성(the 
trajective)”을 말한다.이것은 
텔레비전이 물건에 
생기를 주고 네트워크들을 
채널링하면서 길들이려고 
하는 운동이며, 소비 
사회에서 상품의 의미가 
유통의 결과물이라면 이 때 
필요한 정치학은 상품화에 
대한 폐지나 비판이 아니라 
사물들의 궤적들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를 위해 
상품의 이동로를 세밀하게 
만드는 텔레비전은 사물들의 
경로들을 증식시키는 거대한 
경연장이자 장애물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eselit, Feedback, 5-7를 
참조할 것. 

15  Jeselit, Feedback,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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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그가 벅민스터 풀러의 생태 개념을 언급하면서 말한 것처럼, 그에게 
비디오와 텔레비전은 삶에 대한 완전한 연구와 설계를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한 
지식의 진화를 위해 중요한 미디어였다.17 이를 위해 그는 ‹글로벌 그루브›의 
방법을 반복하였다. 예를 들면, 뉴욕의 삶, 상업, 미디어를 스케치하는 30분짜리 
비디오인 ‹212호›(1975/1977)는 ‹미국 판매›(1972)의 장면들을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예술가들의 비디오 클립을 포함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와 텔레비전 방송의 협업으로 
국제 위성 방송을 통해 서로 떨어진 국가들을 연결하는 꿈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977년 그는 도큐멘타 6에서 시도된 예술가들의 최초 국제 위성 
생방송 퍼포먼스에 참여하였다. 그는 무어만과 ‹TV 브라›, ‹TV 첼로›, ‹TV 침대› 등 
라이브 퍼포먼스를 펼쳤고 이는 27개국으로 방송되었다. 그 다음 해에는 디미트리 
데브야트킨과 함께 ‹미디어 셔틀: 모스크바/뉴욕›을 제작하였는데, 이 작품은 
모스크바와 뉴욕의 삶을 그려내며 두 국가의 시민들이 위성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날을 상상한다. 그러나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다른 국가의 시청자들이 
연결되는 본격적인 퍼포먼스 계획은 1984년 1월 1일에 방송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글로벌 그루브›처럼 이 라이브 위성 퍼포먼스도 
전세계의 아방가르드와 새로운 팝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퍼포먼스들로 
구성되었으며, 그것들을 그의 기교적인 이미지 변환 기술로 결합시켰다.

오늘날 인터넷과 이동통신시스템은 전자 정보 네트워크로 세계를 
통합체로서 연결하고 무한한 자원에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백남준의 
전지구적 텔레비전에 대한 꿈을 실현시켰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들은 일상적인 삶의 파편들을 전시하고 모을 수 있게 되었고, 기업체와 
정부기관들은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의 성능을 능가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주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처리할 수 있기 되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이동기기의 습관적인 사용은 거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낸다.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한 사용자들이 과도한 데이터 흐름에 
고전하면서 그들은 아마도 특정한 기관이 제시하는 분석과 결정에 오히려 
순응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플럭서스 상자와 ‹글로벌 그루브›의 유산은 
증식하는 디지털 이미지와 알고리즘 대상물들에 주의를 기울일 방법을 제공해 
준다. 그것은 상품들의 네트워크를 관통하던 플럭서스의 논리, “몰아내기”, 

“범람시키기”, “융합하기”라 할 수 있겠다. 

이임수는 플로리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방문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대 및 동시대 

미술을 전공하면서 설치미술, 퍼포먼스, 비디오, 교차학제적 실천, 사회적 참여 예술 등 1960년대 이후 확장적 맥락에서의 

예술적 실천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고 있다.

17  Paik, “Global Groove and 
Video Common Market,” 
unpaginated.

16  Jeselit, Feedback, 63. 
조슬릿은 폴 비릴리오(Paul 
Virilio)를 빌어 “궤적성(the 
trajective)”을 말한다.이것은 
텔레비전이 물건에 
생기를 주고 네트워크들을 
채널링하면서 길들이려고 
하는 운동이며, 소비 
사회에서 상품의 의미가 
유통의 결과물이라면 이 때 
필요한 정치학은 상품화에 
대한 폐지나 비판이 아니라 
사물들의 궤적들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를 위해 
상품의 이동로를 세밀하게 
만드는 텔레비전은 사물들의 
경로들을 증식시키는 거대한 
경연장이자 장애물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eselit, Feedback, 5-7를 
참조할 것. 

15  Jeselit, Feedback,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