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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P READER #672 73백남준의 “조잡한 기계”: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개발, 기능 및 유산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1,001 가지의 즉각적인 TV 제작 방식을 
취하는 겸손한 노력이다. 우리는 고성능을 포기했으나 최고 저성능을 
얻었다.1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처음에는 백남준과 그의 협력자인 공학자 
슈야 아베가 만든 중고 비디오 장비들의 뒤섞임이었다. 백남준은 자신이 

“비디오아트의 스모르가스보드”2라고 묘사했던 것을 제공하기 위해 이 혼종적 
기계를 창조하였다.

새로운 세대 예술가들을 위한 매체로서의 비디오라는 비전을 가졌던 
백남준은 회화의 유연성과 유동성을 모방하고자 비디오 이미지를 왜곡, 변형, 
조작할 수 있는 전자적 도구의 개발을 추구했다. 보스턴 WGBH TV의 지원과 
록펠러재단의 기금에 힘입어 백남준은 자신의 첫 번째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 이는 1970년 8월 초 WGBH TV에서 4시간 동안 방영된 

‹비디오 코뮨: 처음부터 끝까지 비틀즈› 프로그램에 맞추어 완성되었다.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본질적으로 비디오 채색 전환기와 주사선 변조기를 다수의 
채널 공급기와 결합한 장치였다. 이 장치는 표준적 비디오의 색채와 색조들을 
왜곡하고 텔레비전 이미지를 기형화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생방송을 하는 동안 
다층화된 변형된 전자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첫 번째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기원과 개발 과정, 
그리고 뒤를 이은 여섯 가지 버전의 신디사이저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디사이저에 담긴 백남준의 비전과 사상, 열망을 살펴보면서 신디사이저의 
작용과 기능, 능력들은 물론 영향과 유산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래디칼 소프트웨어』 저널의 초기 발간호에서 백남준은 자신이 선택한 
매체를 아무런 도움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욕망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는 홀로 방해 
받지 않고 작업하는 행위를 다락방에서 추위에 떠는 외로운 시인 또는 예술가라는 
낭만주의 개념을 모방한 것이었다.

TV 통제실의 가열된 공기 속에서 나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고독을 
고대하며, 난방이 되지 않는 비엔나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노래를 
흥얼거린다.3

고립된 예술적 천재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재창조하겠다는 야망에 대한 백남준의 
묘사가 아무리 아이러니하더라도, 비디오 신호와 그 유동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백남준의 욕망은 진정하면서도 바람직한 
열망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1969년 보스턴의 WGBH TV에서 입주 비디오 
예술가로 활동하는 동안 그는 마침내 ‘반기계적 기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얻게 되었다.

백남준은 전문적인 기계와 상세하게 설명된 기술적 기능 및 과정을 갖추고 

운영자와 인력이 근무하는 관습적인 TV 스튜디오 환경에서 작업을 시도하면서 
주눅이 들었고 좌절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실시간 비디오 피아노’라 명명한 
무엇을 창조하고자 했다. 이는 텔레비전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이미지의 즉각적인 생방송 능력과 잠재력에 조응하는 도구였다.

백남준의 이러한 공상적인 아이디어는 협력자이자 기술적 스승인 슈야 
아베의 공학적 기술로 보충되었다.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내가 만든 지난 구 년간의 조악한 TV가 축적된 
것이다. 나의 위대한 스승 슈야 아베의 황금 손가락이 이를 실시간 
비디오 피아노로 탈바꿈시켰다. 대형 TV 스튜디오는 항상 나를 두렵게 
한다. 평행하게 흐르는 ‘기계적 시간’이 많은 층들은 나의 정체성을 
잠식한다.4

백남준은 1962년 아베가 도쿄방송국(TBS)의 전자 엔지니어로 일하던 시기에 
처음으로 그를 만났다. 아베라는 인물과 그의 능력 및 아이디어, 그리고 예술과 
기술로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공통의 관심에 깊은 인상을 받은 이들은 

1963년 모노크롬 TV 카메라 3대를 중첩시켜 저렴하게 컬러 비디오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였다. 비록 이후 백남준이 뉴욕으로 
떠났지만,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합성된 컬러 비디오 제작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1969년 가을, 백남준은 도쿄로 돌아와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기본 아이디어를 논의하고자 아베를 만났다.5

보스턴 WGBH의 ‘뉴 텔레비전 워크숍’의 책임자였던 프레드 바직은 1969년 
여름, 점심식사를 하면서 진행된 토론에서 백남준의 아이디어를 처음 들었다.

백남준의 비전은 엄청났습니다. 그의 언어는 다소 제한적이었고 
엔지니어와의 의사소통(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는 엔지니어링과 
관련이 많았습니다)은 많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백남준은 도쿄에 
엔지니어 친구인 아베가 있었는데, 그는 [WGBH] 엔지니어의 요구 
사항을 넘어설 수 있는 기계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와 내가 마이클 라이스(WGBH 사장)와 점심을 먹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커다란 종이를 펼쳐 신디사이저는 
물론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나는 마이클이 정말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남준이 석 달 동안 도쿄에 가서 신디사이저를 고안하고 
개발하는 비용과 아베가 신디사이저의 설치를 돕기 위해 미국으로 
오는데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였습니다.6

그 해 이후 도쿄에서 아베가 본 신디사이저 설계도가 원칙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6  Quoted in George 
Fifield, “The Paik/Abe 
Synthesizer,” http://
davidsonsfiles.org/
paikabesythesizer.html

5  박상애,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2011.

4  Ibid.

3  Nam June Paik, “Video 
Synthesizer Plus.”

2  다음에서 인용. “Paik – Abe 
Video Synthesizer” 
http://vasulka.org/
Kitchen/PDF_Eigenwelt/
pdf/126-129.pd  
[역주] 스모르가스보드 
(smorgasboard)는 온갖 
음식이 다양하게 나오는 
스웨덴식 뷔페를 말한다. 

1  Nam June Paik, “Video 
Synthesizer Plus,” 
Radical Software, vol. 1, 
no. 2 (1970),  
http://
www.radicalsoftware. 
org/volume1nr2/pdf/
VOLUME1NR2_00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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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공학적 기술로 보충되었다.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내가 만든 지난 구 년간의 조악한 TV가 축적된 
것이다. 나의 위대한 스승 슈야 아베의 황금 손가락이 이를 실시간 
비디오 피아노로 탈바꿈시켰다. 대형 TV 스튜디오는 항상 나를 두렵게 
한다. 평행하게 흐르는 ‘기계적 시간’이 많은 층들은 나의 정체성을 
잠식한다.4

백남준은 1962년 아베가 도쿄방송국(TBS)의 전자 엔지니어로 일하던 시기에 
처음으로 그를 만났다. 아베라는 인물과 그의 능력 및 아이디어, 그리고 예술과 
기술로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공통의 관심에 깊은 인상을 받은 이들은 

1963년 모노크롬 TV 카메라 3대를 중첩시켜 저렴하게 컬러 비디오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였다. 비록 이후 백남준이 뉴욕으로 
떠났지만,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합성된 컬러 비디오 제작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1969년 가을, 백남준은 도쿄로 돌아와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기본 아이디어를 논의하고자 아베를 만났다.5

보스턴 WGBH의 ‘뉴 텔레비전 워크숍’의 책임자였던 프레드 바직은 1969년 
여름, 점심식사를 하면서 진행된 토론에서 백남준의 아이디어를 처음 들었다.

백남준의 비전은 엄청났습니다. 그의 언어는 다소 제한적이었고 
엔지니어와의 의사소통(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는 엔지니어링과 
관련이 많았습니다)은 많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백남준은 도쿄에 
엔지니어 친구인 아베가 있었는데, 그는 [WGBH] 엔지니어의 요구 
사항을 넘어설 수 있는 기계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와 내가 마이클 라이스(WGBH 사장)와 점심을 먹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커다란 종이를 펼쳐 신디사이저는 
물론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나는 마이클이 정말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남준이 석 달 동안 도쿄에 가서 신디사이저를 고안하고 
개발하는 비용과 아베가 신디사이저의 설치를 돕기 위해 미국으로 
오는데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였습니다.6

그 해 이후 도쿄에서 아베가 본 신디사이저 설계도가 원칙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6  Quoted in George 
Fifield, “The Paik/Abe 
Synthesizer,” http://
davidsonsfiles.org/
paikabesythesizer.html

5  박상애,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2011.

4  Ibid.

3  Nam June Paik, “Video 
Synthesizer Plus.”

2  다음에서 인용. “Paik – Abe 
Video Synthesizer” 
http://vasulka.org/
Kitchen/PDF_Eigenwelt/
pdf/126-129.pd  
[역주] 스모르가스보드 
(smorgasboard)는 온갖 
음식이 다양하게 나오는 
스웨덴식 뷔페를 말한다. 

1  Nam June Paik, “Video 
Synthesizer Plus,” 
Radical Software, vol. 1, 
no. 2 (1970),  
http://
www.radicalsoftware. 
org/volume1nr2/pdf/
VOLUME1NR2_00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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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같았지만 아베는 설계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품었으며 백남준의 
계획이 무분별하다고 느꼈다. 아베는 백남준이 제안한 신디사이저의 컬러 인코더 
부품이 당시 일본의 국내 비디오보다 세 배의 이미지 화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 기계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전자 부품이 부족하고 
할당된 예산인 1만 달러 내에 비용을 맞추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이 
예산에는 신디사이저 구축,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모니터와 같은 추가 장비 구매, 
미국으로의 운송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베는 2011년 일본의 비디오 아티스트인 
타키 켄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자는 백남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백남준이 여기에 자신의 명성을 걸었고 절대적인 확신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단력을 갖고 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다.7

계획에 의하면 두 대의 작업 기계를 일본에서 만들고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운송해야 했다. 매우 부족한 예산 때문에 아베는 컬러 인코더와 주사선 
변환기와 같은 주요 구성 요소 중 일부를 저가의 부품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백-아베 신디사이저의 후속 버전에서 소니(Sony)의 ‘규격품’ 컬러 
인코더가 사용되었지만 말이다.8

초기 계통도를 발전시킨 후 아베는 부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백남준의 
기계를 용이하게 구축할 세 개의 랙(rack)을 구매하기로 했다. 첫 번째 랙은 비디오 
입력 단계용,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랙은 각각 컬러 인코더 및 비디오 출력 
단계를 위한 것이었다. 아베는 매주 주말마다 두 대의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 

5개월간 휴식 없이 일했으며, 1970년 봄에 부분적으로 조립된 상태로 기계들은 
미국으로 선적되었다. 첫 번째 기계는 보스턴의 WGBH로, 두 번째 기계는 
캘리포니아예술학교(칼아츠)로 운송되었는데 나중에 아베와 백남준이 이를 
조립했다.

최초의 백-아베 신디사이저는 1970년 5월 WGBH에 설치하여 성능 테스트를 
했다. 주사선 변환기, 변조기, 컬러라이저, 프로세서 및 전환기로 구성된 이 
기계는 한 개부터 일곱 개까지의 비디오 입력 또는 오디오 입력이 가능하였다. 
신디사이저 시스템에는 동기 신호 발생기, 카메라 및 오실레이터 용 입력 패치 
패널, 비디오 컬러라이저 및 비디오 처리 증폭기, 오디오 오실레이터 및 증폭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백남준이 본래 고안한 사양과 요구사항에 따라 방송용 품질의 
컬러 비디오 출력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입력 비디오 신호가 시스템과 동기화되어야 하므로 사전 녹화 된 
비디오 자료는 TV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에서 재주사 되어야 했다. 백남준이 

‘워뷸레이터’라고 부른 특별한 재주사 모니터가 신디사이저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었다.9 개조된 이 모니터는 신디사이저의 고유한 특징으로 기계의 여러 
요크(yoke)와 제어장치를 조작하고 조정하여 비디오 이미지를 왜곡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워뷸레이터 스크린에서 이미지의 방향과 크기를 조정할 수 
있었고, 이미지를 반전하거나 반영할 수 있으며 이미지 크기를 가로 또는 세로로 
조합하여 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워뷸레이터에는 컬러 수신기 요크와 연속 감기 

요크라는 다른 두 개의 요크가 있었는데, 이 둘은 모두 비디오 이미지를 좌우 
상하로 끌어 당길 수 있는 오디오 증폭기로 구동되었다. 이러한 조정과 제어는 
오실레이터 입력의 파형 및 주파수와 직접적으로 일치하였다.

비디오 컬러라이저는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핵심이었다. 이 
기계는 카메라 소스에서 최대 일곱 개의 개별 입력을 처리 할 수 있었다. 뉴욕 
실험텔레비전센터(ETC)의 기술자문위원인 데이빗 존스에 따르면 당시 컬러 
카메라가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신디사이저는 주로 흑백 카메라 소스에 컬러를 
추가하도록 설계되었다. 두 번째로 구축된 기계인 ETC의 신디사이저는 컬러 
카메라에서 가져온 소니 인코더 보드 주위에 만들어졌다. 신디사이저가 모노크롬 
입력에서 다양한 색상을 생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베는 비디오 신호의 
밝고 어두운 부분의 관계를 반전시켜 이미지를 과다노출 할 수 있는 증폭기 
세트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원본 모노크롬 소스 안의 다른 색조에 색채를 더할 수 
있었다.

각각의 카메라 이미지는 별도의 채널로 공급할 수 있고 추가 색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미지를 중첩시켰는데 빨강·초록·파랑(RGB)의 기본 구성요소인 
색채뿐만 아니라 자홍·청록 ·노랑(CMY)과 같은 감법 혼색 원색도 만들 수 있었다. 
일곱 개의 인풋 각각에 대한 레벨 제어기는 물론 각각의 인풋을 끄거나 켜기 위한 
스위치가 있었다. 각 채널에서는 명암, 밝기, 색조, 채도를 제어할 수 있음은 물론, 
과다노출 효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흑백 신호의 휘도(밝기) 수준과 이미지 내 
색채 간의 균형을 제어할 수 있었다.

백남준은 컬러러이저에서 만든 색채 효과와 워뷸레이터를 통한 전자 이미지 
조작 외에도 사진 이미지와 작은 3차원 물체를 회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레코드 턴테이블을 설치했다. 이 회전 이미지는 모노크롬 카메라 중 하나를 통해 
신디사이저로 공급 될 수 있었으며, 원하는 대로 처리되고 추가로 조작 할 수 
있었다.10

데뷔 및 첫 번째 방송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1970년 8월 1일 오후 9시부터 네 시간 분량으로 

WGBH의 채널44에서 방영된 ‹비디오 코뮨›으로 데뷔했다. 백남준은 이전에 

WGBH에서 비틀즈의 모든 노래를 방송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비디오 코뮨›은 조밀하게 층화 되고 느리게 변하는 이미지를 비틀즈의 
사운드트랙에 더한 네 시간 동안의 화려한 컬러 방송이었다.

뉴 텔레비전 워크숍의 감독이 된 수잔 다울링은 ‹비디오 코뮨›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초현실적 풍경들(찌그러진 양철 호일), 기이한 추상들(면도 크림), 

10  이 묘사는 존스가 제작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데모의 관찰에 근거한다. 
Video History Project 
Early Media Instruments, 
ETC Ltd., 2005. 

9  수신기 또는 송신기의 중간 
주파수 흐름을 정렬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전자 장치.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와 
함께 사용되어 수신기의 
통과 대역을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정렬을 단순화한다. 
이 장치는 초기 소비자용 
AM 라디오를 조율하는 데 
사용되었다. ‘워뷸레이터’라는 
단어는 흔들림(wobble)과 
오실레이터의 합성어다. 
https://en.wikipedia.org/
wiki/Wobbulator 참조.

8  David Jones, “The Paik 
Abe Video Synthesizer,” 
Video History Project 
Early Media Instruments, 
ETC Ltd, 2005.

7  Taki Kentaro, 
unpublished interview 
with Shuya Ab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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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같았지만 아베는 설계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품었으며 백남준의 
계획이 무분별하다고 느꼈다. 아베는 백남준이 제안한 신디사이저의 컬러 인코더 
부품이 당시 일본의 국내 비디오보다 세 배의 이미지 화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 기계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전자 부품이 부족하고 
할당된 예산인 1만 달러 내에 비용을 맞추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이 
예산에는 신디사이저 구축,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모니터와 같은 추가 장비 구매, 
미국으로의 운송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베는 2011년 일본의 비디오 아티스트인 
타키 켄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자는 백남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백남준이 여기에 자신의 명성을 걸었고 절대적인 확신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단력을 갖고 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다.7

계획에 의하면 두 대의 작업 기계를 일본에서 만들고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운송해야 했다. 매우 부족한 예산 때문에 아베는 컬러 인코더와 주사선 
변환기와 같은 주요 구성 요소 중 일부를 저가의 부품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백-아베 신디사이저의 후속 버전에서 소니(Sony)의 ‘규격품’ 컬러 
인코더가 사용되었지만 말이다.8

초기 계통도를 발전시킨 후 아베는 부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백남준의 
기계를 용이하게 구축할 세 개의 랙(rack)을 구매하기로 했다. 첫 번째 랙은 비디오 
입력 단계용,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랙은 각각 컬러 인코더 및 비디오 출력 
단계를 위한 것이었다. 아베는 매주 주말마다 두 대의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 

5개월간 휴식 없이 일했으며, 1970년 봄에 부분적으로 조립된 상태로 기계들은 
미국으로 선적되었다. 첫 번째 기계는 보스턴의 WGBH로, 두 번째 기계는 
캘리포니아예술학교(칼아츠)로 운송되었는데 나중에 아베와 백남준이 이를 
조립했다.

최초의 백-아베 신디사이저는 1970년 5월 WGBH에 설치하여 성능 테스트를 
했다. 주사선 변환기, 변조기, 컬러라이저, 프로세서 및 전환기로 구성된 이 
기계는 한 개부터 일곱 개까지의 비디오 입력 또는 오디오 입력이 가능하였다. 
신디사이저 시스템에는 동기 신호 발생기, 카메라 및 오실레이터 용 입력 패치 
패널, 비디오 컬러라이저 및 비디오 처리 증폭기, 오디오 오실레이터 및 증폭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백남준이 본래 고안한 사양과 요구사항에 따라 방송용 품질의 
컬러 비디오 출력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입력 비디오 신호가 시스템과 동기화되어야 하므로 사전 녹화 된 
비디오 자료는 TV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에서 재주사 되어야 했다. 백남준이 

‘워뷸레이터’라고 부른 특별한 재주사 모니터가 신디사이저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었다.9 개조된 이 모니터는 신디사이저의 고유한 특징으로 기계의 여러 
요크(yoke)와 제어장치를 조작하고 조정하여 비디오 이미지를 왜곡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워뷸레이터 스크린에서 이미지의 방향과 크기를 조정할 수 
있었고, 이미지를 반전하거나 반영할 수 있으며 이미지 크기를 가로 또는 세로로 
조합하여 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워뷸레이터에는 컬러 수신기 요크와 연속 감기 

요크라는 다른 두 개의 요크가 있었는데, 이 둘은 모두 비디오 이미지를 좌우 
상하로 끌어 당길 수 있는 오디오 증폭기로 구동되었다. 이러한 조정과 제어는 
오실레이터 입력의 파형 및 주파수와 직접적으로 일치하였다.

비디오 컬러라이저는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핵심이었다. 이 
기계는 카메라 소스에서 최대 일곱 개의 개별 입력을 처리 할 수 있었다. 뉴욕 
실험텔레비전센터(ETC)의 기술자문위원인 데이빗 존스에 따르면 당시 컬러 
카메라가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신디사이저는 주로 흑백 카메라 소스에 컬러를 
추가하도록 설계되었다. 두 번째로 구축된 기계인 ETC의 신디사이저는 컬러 
카메라에서 가져온 소니 인코더 보드 주위에 만들어졌다. 신디사이저가 모노크롬 
입력에서 다양한 색상을 생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베는 비디오 신호의 
밝고 어두운 부분의 관계를 반전시켜 이미지를 과다노출 할 수 있는 증폭기 
세트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원본 모노크롬 소스 안의 다른 색조에 색채를 더할 수 
있었다.

각각의 카메라 이미지는 별도의 채널로 공급할 수 있고 추가 색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미지를 중첩시켰는데 빨강·초록·파랑(RGB)의 기본 구성요소인 
색채뿐만 아니라 자홍·청록 ·노랑(CMY)과 같은 감법 혼색 원색도 만들 수 있었다. 
일곱 개의 인풋 각각에 대한 레벨 제어기는 물론 각각의 인풋을 끄거나 켜기 위한 
스위치가 있었다. 각 채널에서는 명암, 밝기, 색조, 채도를 제어할 수 있음은 물론, 
과다노출 효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흑백 신호의 휘도(밝기) 수준과 이미지 내 
색채 간의 균형을 제어할 수 있었다.

백남준은 컬러러이저에서 만든 색채 효과와 워뷸레이터를 통한 전자 이미지 
조작 외에도 사진 이미지와 작은 3차원 물체를 회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레코드 턴테이블을 설치했다. 이 회전 이미지는 모노크롬 카메라 중 하나를 통해 
신디사이저로 공급 될 수 있었으며, 원하는 대로 처리되고 추가로 조작 할 수 
있었다.10

데뷔 및 첫 번째 방송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1970년 8월 1일 오후 9시부터 네 시간 분량으로 

WGBH의 채널44에서 방영된 ‹비디오 코뮨›으로 데뷔했다. 백남준은 이전에 

WGBH에서 비틀즈의 모든 노래를 방송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비디오 코뮨›은 조밀하게 층화 되고 느리게 변하는 이미지를 비틀즈의 
사운드트랙에 더한 네 시간 동안의 화려한 컬러 방송이었다.

뉴 텔레비전 워크숍의 감독이 된 수잔 다울링은 ‹비디오 코뮨›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초현실적 풍경들(찌그러진 양철 호일), 기이한 추상들(면도 크림), 

10  이 묘사는 존스가 제작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데모의 관찰에 근거한다. 
Video History Project 
Early Media Instruments, 
ETC Ltd., 2005. 

9  수신기 또는 송신기의 중간 
주파수 흐름을 정렬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전자 장치.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와 
함께 사용되어 수신기의 
통과 대역을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정렬을 단순화한다. 
이 장치는 초기 소비자용 
AM 라디오를 조율하는 데 
사용되었다. ‘워뷸레이터’라는 
단어는 흔들림(wobble)과 
오실레이터의 합성어다. 
https://en.wikipedia.org/
wiki/Wobbulator 참조.

8  David Jones, “The Paik 
Abe Video Synthesizer,” 
Video History Project 
Early Media Instruments, 
ETC Ltd, 2005.

7  Taki Kentaro, 
unpublished interview 
with Shuya Ab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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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의 폭발(포장지)와 같은 방송의 모든 이미지들이 방송 순간에 
신디사이저에 의해 탈바꿈되었다. 가장 예기치 못했던 ‘라이브’ 
방송이었다.11

이미지-프로세싱된 비디오 및 비틀즈의 음악 (이른바 ‹더블 화이트 
앨범›(1968)으로 알려진 셀프 타이틀 앨범의 음악까지 포함)은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TV 광고의 일부를 사전 녹화한 테이프(자막이 없는 일본어로!) ‹하드 
데이즈 나잇›(1964), ‹헬프!›(1965) 등의 비틀즈가 주연한 영화에서 추출한 영상, 
샬롯 무어만의 첼로 연주와 무어만이 백남준의 등을 첼로인 것처럼 연주하는 
퍼포먼스에 대한 비디오 기록화면과 혼합되었다.

네 시간짜리 프로그램의 사운드 트랙에서 내레이터는 수 차례 이 실험 
방송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그 목소리는 “이것은 참여 TV입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청자가 자신의 TV 수상기 다이얼을 만지면서 밝기와 색채를 조정하도록 
권유하였다. 흑백 수상기에 한정된 시청자들도 “강한 자석으로 이미지를 
왜곡함으로써” 방송에 참여하기를 권유 받았다. 모든 시청자들은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TV 이미지를 전자 벽지처럼 취급할”것을 요청 받았다.12 의심할 여지 
없이, 1970년 8월 저녁 WGBH에 채널을 맞춘 시청자들은 이전에는 결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디오 코뮨›의 방송은 WGBH의 바직이 감독했고 백남준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모습과 내용을 관리했으며, 그와 작업하기 위해 도쿄에서 날아온 아베는 
신디사이저의 제어를 맡았다. 정규 TV 스튜디오 실무자 외에도 스튜디오에 
초청한 일반인들이 신디사이저의 작동에 참여하여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조안나 
길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이미지에 포함했는데 이로써 백남준은 
반기계에 대한 포부 중 하나를 이루었다. 그 포부는 ‘평범한 시민’이 TV 이미지의 
제작과 제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날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13

같은 해 말, 백남준과 아베는 모두 칼아츠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며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보다 간결하면서 향상된 버전의 신디사이저 제작을 감독했다. 이 
향상된 버전은 신디사이저의 세 가지 버전 중 두 번째 버전이었다. 첫 번째 원본 
버전은 현재 독일의 브레멘에 있는 쿤스트할레에 영구 소장되어 있다. 두 번째 
버전은 칼아츠에 설치되었으며, 세 번째 버전은 1972년 WNET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완성된 것으로 뉴욕 주 빙햄튼의 ETC에 설치되었다. 백남준과 아베의 감독 
하에 칼아츠에서 제작된 여러 가지 버전의 신디사이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복원하였다.14

WGBH에서 ‹비디오 코뮨›을 방송했던 해인 1971년 11월과 12월, 
신디사이저는 “백-아베: 샬롯 무어만과 함께 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전자 예술 III” 전시의 주요 볼거리가 되었다. 백남준과 아베는 뉴욕의 갤러리 
보니노에 이 기계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카메라와 제어장치 앞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전시에서 백남준은 TV 이미지를 변형하고 조작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법과 실용적인 접근법을 창조하려는 야망의 
실현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그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토피아적인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고 고무하는 것을 도왔다.

이 전시의 카탈로그 에세이에서 백남준은 자신의 신디사이저의 후속 
개발품들에 대한 포부와 야망을 묘사하며 예술적 표현의 선구자적 양식인 회화에 
도전하고 경쟁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다목적 컬러 TV 신디사이저로 우리는 TV 캔버스를 만들 수 있다. 
레오나르도처럼 정확하게 
피카소만큼 자유롭게 
르느와르만큼 화려하게 
몬드리안처럼 심오하게

폴락만큼 격렬하게 
재스퍼 존스만큼 시적으로.15

유산

신디사이저로 제작한 몇 편의 비디오는 그들의 청중을 훨씬 넘어 그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갑자기 비디오아트에 대한 생각이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의미를 얻게 되었다. 비디오는 예술가가 말 
그대로 그 위에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다. 백남준의 창작이 낳은 
창조적인 사유의 자유는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백-아베 신디사이저와 
다른 신디사이저들은을 추상적인 비디오 이미지의 형태적 아름다움에 
관심을 둔 모든 세대의 예술가들이 사용하였다. 갑자기 예술가들은 
새로운 전자 도구를 필요한 만큼 빨리 만들기 시작하여 피드백과 
전자채색, 프로세싱 및 중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비디오 
신호를 왜곡하였다.16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유산은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그 영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유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텔레비전의 역량과 잠재력에 대한 백남준의 깊은 이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고 탐색하고자 무빙 이미지를 조작하고 제어하려는 욕망, 그리고 
이를 통해 TV 매체를 보다 포괄적이고 덜 엘리트적인 매체로 확장하려는 욕망에 
집중된다.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예술가가 개발한 최초의 이미지 조작 기계는 
아니었지만 틀림없이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백남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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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의 폭발(포장지)와 같은 방송의 모든 이미지들이 방송 순간에 
신디사이저에 의해 탈바꿈되었다. 가장 예기치 못했던 ‘라이브’ 
방송이었다.11

이미지-프로세싱된 비디오 및 비틀즈의 음악 (이른바 ‹더블 화이트 
앨범›(1968)으로 알려진 셀프 타이틀 앨범의 음악까지 포함)은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TV 광고의 일부를 사전 녹화한 테이프(자막이 없는 일본어로!) ‹하드 
데이즈 나잇›(1964), ‹헬프!›(1965) 등의 비틀즈가 주연한 영화에서 추출한 영상, 
샬롯 무어만의 첼로 연주와 무어만이 백남준의 등을 첼로인 것처럼 연주하는 
퍼포먼스에 대한 비디오 기록화면과 혼합되었다.

네 시간짜리 프로그램의 사운드 트랙에서 내레이터는 수 차례 이 실험 
방송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그 목소리는 “이것은 참여 TV입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청자가 자신의 TV 수상기 다이얼을 만지면서 밝기와 색채를 조정하도록 
권유하였다. 흑백 수상기에 한정된 시청자들도 “강한 자석으로 이미지를 
왜곡함으로써” 방송에 참여하기를 권유 받았다. 모든 시청자들은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TV 이미지를 전자 벽지처럼 취급할”것을 요청 받았다.12 의심할 여지 
없이, 1970년 8월 저녁 WGBH에 채널을 맞춘 시청자들은 이전에는 결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디오 코뮨›의 방송은 WGBH의 바직이 감독했고 백남준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모습과 내용을 관리했으며, 그와 작업하기 위해 도쿄에서 날아온 아베는 
신디사이저의 제어를 맡았다. 정규 TV 스튜디오 실무자 외에도 스튜디오에 
초청한 일반인들이 신디사이저의 작동에 참여하여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조안나 
길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이미지에 포함했는데 이로써 백남준은 
반기계에 대한 포부 중 하나를 이루었다. 그 포부는 ‘평범한 시민’이 TV 이미지의 
제작과 제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날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13

같은 해 말, 백남준과 아베는 모두 칼아츠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며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보다 간결하면서 향상된 버전의 신디사이저 제작을 감독했다. 이 
향상된 버전은 신디사이저의 세 가지 버전 중 두 번째 버전이었다. 첫 번째 원본 
버전은 현재 독일의 브레멘에 있는 쿤스트할레에 영구 소장되어 있다. 두 번째 
버전은 칼아츠에 설치되었으며, 세 번째 버전은 1972년 WNET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완성된 것으로 뉴욕 주 빙햄튼의 ETC에 설치되었다. 백남준과 아베의 감독 
하에 칼아츠에서 제작된 여러 가지 버전의 신디사이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복원하였다.14

WGBH에서 ‹비디오 코뮨›을 방송했던 해인 1971년 11월과 12월, 
신디사이저는 “백-아베: 샬롯 무어만과 함께 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전자 예술 III” 전시의 주요 볼거리가 되었다. 백남준과 아베는 뉴욕의 갤러리 
보니노에 이 기계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카메라와 제어장치 앞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전시에서 백남준은 TV 이미지를 변형하고 조작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법과 실용적인 접근법을 창조하려는 야망의 
실현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그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토피아적인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고 고무하는 것을 도왔다.

이 전시의 카탈로그 에세이에서 백남준은 자신의 신디사이저의 후속 
개발품들에 대한 포부와 야망을 묘사하며 예술적 표현의 선구자적 양식인 회화에 
도전하고 경쟁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다목적 컬러 TV 신디사이저로 우리는 TV 캔버스를 만들 수 있다. 
레오나르도처럼 정확하게 
피카소만큼 자유롭게 
르느와르만큼 화려하게 
몬드리안처럼 심오하게

폴락만큼 격렬하게 
재스퍼 존스만큼 시적으로.15

유산

신디사이저로 제작한 몇 편의 비디오는 그들의 청중을 훨씬 넘어 그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갑자기 비디오아트에 대한 생각이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의미를 얻게 되었다. 비디오는 예술가가 말 
그대로 그 위에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다. 백남준의 창작이 낳은 
창조적인 사유의 자유는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백-아베 신디사이저와 
다른 신디사이저들은을 추상적인 비디오 이미지의 형태적 아름다움에 
관심을 둔 모든 세대의 예술가들이 사용하였다. 갑자기 예술가들은 
새로운 전자 도구를 필요한 만큼 빨리 만들기 시작하여 피드백과 
전자채색, 프로세싱 및 중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비디오 
신호를 왜곡하였다.16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유산은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그 영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유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텔레비전의 역량과 잠재력에 대한 백남준의 깊은 이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고 탐색하고자 무빙 이미지를 조작하고 제어하려는 욕망, 그리고 
이를 통해 TV 매체를 보다 포괄적이고 덜 엘리트적인 매체로 확장하려는 욕망에 
집중된다.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예술가가 개발한 최초의 이미지 조작 기계는 
아니었지만 틀림없이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백남준과 
아베가 만든 신디사이저는 텔레비전의 기술적 문법을 확장하고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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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상의 역할을 했다. 수많은 비디오 아티스트들이 이 기계로 작업했을 뿐만 
아니라, 백남준의 반기계는 러트-에트라 스캔 프로세서, 샌딘 이미지 프로세서, 
스티븐 벡의 디렉트 비디오 신디사이저, 그리고 이들을 뒤따른 보다 세련되고 
특성화된 많은 비디오 도구들의 탄생을 고무하였다.

1974년부터 ETC에서 일하기 시작한 예술가이자 전자공학자인 데이빗 
존스는 수 년 간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수정, 업그레이드 및 수리 한 후 
이에 영감을 얻은 자신의 이미지 프로세서와 디지털 이미지 제작 기계를 1974년 
개발했으며, 댄 그레이엄, 게리 힐, 스타이너 & 우디 바슐카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 기계들을 사용하였다.17

1970년대 초반에 소개된 이후,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사용하여 
작업한 예술가들의 목록은 너무나 길다. 여기에는 특히 칼아츠의 기계들은 물론 
랄프 호킹이 빙햄튼에 설립한 ETC의 비디오 프로세싱 및 제작 허브를 형성한 
기계에 접근했던 예술가들이 포함된다.

1973-1976년 사이에 에드 엠슈빌러는 ETC의 방문 예술가로 작업하면서 
퍼블릭 액세스 센터, 대학 및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로 
일련의 선구적인 비디오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 
이미지의 창조적 잠재력을 탐구하고 확장하도록 했다.18

최초의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1970년 개발 단계에 ETC에서 
백남준과 아베가 조립한 후 뉴욕의 WNET으로 옮겨졌다. 이후 ETC에 구축된 두 
번째 시스템은 2009년까지 실행된 광범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어 
많은 예술가들에게 백남준과 아베의 이른바 ‘반기계’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19

백남준과 아베가 고안한 이 하이브리드 도구의 영향력은 기능과 능력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도구의 장기적인 영향, 유산, 영향은 비디오 매체의 
본성 및 창조적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그 함의에 기인한다. 백남준은 
텔레비전의 잠재력을 급진적이고 예지적으로 이해했다. 즉 그는 비디오의 
직접성을 이해했다. 이는 연속적이고 유동적인 라이브 이미지와 즉시적 피드백의 
역량, 투과형 스플레이 스크린의 밝기, 비디오 팔레트의 활기, 비디오 신호의 
유연성 및 유동성, 비디오가 음악 및 음향과 맺는 조화로운 관계, 비디오의 사회적 
힘이 갖는 폭과 잠재력, 그리고 비디오가 가정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백남준은 이 시대의 다른 어떤 예술가보다도 비디오의 가능성과 예술가를 
위한 매체로서 비디오가 갖는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 분명하고도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감각을 갖고 있었고 이를 넘어 시대를 앞선 디지털 방송 혁명을 
예견했다. 그가 가졌던 에너지, 헌신, 결단력, 유머의 전염적인 혼합은 백남준이 
아베와 1969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신디사이저에 분명히 담겨 있고, 그 유산과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What is ART?) 
달인가? (Is it the moon?) 
또는 (or)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인가 (the fingertip which points to this 

moon)?*20

*  이 인용문을 통해 백남준은 공자의 말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 

“현자가 달을 가리킬 때 바보는 손가락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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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상의 역할을 했다. 수많은 비디오 아티스트들이 이 기계로 작업했을 뿐만 
아니라, 백남준의 반기계는 러트-에트라 스캔 프로세서, 샌딘 이미지 프로세서, 
스티븐 벡의 디렉트 비디오 신디사이저, 그리고 이들을 뒤따른 보다 세련되고 
특성화된 많은 비디오 도구들의 탄생을 고무하였다.

1974년부터 ETC에서 일하기 시작한 예술가이자 전자공학자인 데이빗 
존스는 수 년 간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수정, 업그레이드 및 수리 한 후 
이에 영감을 얻은 자신의 이미지 프로세서와 디지털 이미지 제작 기계를 1974년 
개발했으며, 댄 그레이엄, 게리 힐, 스타이너 & 우디 바슐카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 기계들을 사용하였다.17

1970년대 초반에 소개된 이후,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사용하여 
작업한 예술가들의 목록은 너무나 길다. 여기에는 특히 칼아츠의 기계들은 물론 
랄프 호킹이 빙햄튼에 설립한 ETC의 비디오 프로세싱 및 제작 허브를 형성한 
기계에 접근했던 예술가들이 포함된다.

1973-1976년 사이에 에드 엠슈빌러는 ETC의 방문 예술가로 작업하면서 
퍼블릭 액세스 센터, 대학 및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로 
일련의 선구적인 비디오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 
이미지의 창조적 잠재력을 탐구하고 확장하도록 했다.18

최초의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1970년 개발 단계에 ETC에서 
백남준과 아베가 조립한 후 뉴욕의 WNET으로 옮겨졌다. 이후 ETC에 구축된 두 
번째 시스템은 2009년까지 실행된 광범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어 
많은 예술가들에게 백남준과 아베의 이른바 ‘반기계’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19

백남준과 아베가 고안한 이 하이브리드 도구의 영향력은 기능과 능력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도구의 장기적인 영향, 유산, 영향은 비디오 매체의 
본성 및 창조적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그 함의에 기인한다. 백남준은 
텔레비전의 잠재력을 급진적이고 예지적으로 이해했다. 즉 그는 비디오의 
직접성을 이해했다. 이는 연속적이고 유동적인 라이브 이미지와 즉시적 피드백의 
역량, 투과형 스플레이 스크린의 밝기, 비디오 팔레트의 활기, 비디오 신호의 
유연성 및 유동성, 비디오가 음악 및 음향과 맺는 조화로운 관계, 비디오의 사회적 
힘이 갖는 폭과 잠재력, 그리고 비디오가 가정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백남준은 이 시대의 다른 어떤 예술가보다도 비디오의 가능성과 예술가를 
위한 매체로서 비디오가 갖는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 분명하고도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감각을 갖고 있었고 이를 넘어 시대를 앞선 디지털 방송 혁명을 
예견했다. 그가 가졌던 에너지, 헌신, 결단력, 유머의 전염적인 혼합은 백남준이 
아베와 1969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신디사이저에 분명히 담겨 있고, 그 유산과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What is ART?) 
달인가? (Is it the moon?) 
또는 (or)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인가 (the fingertip which points to this 

moon)?*20

*  이 인용문을 통해 백남준은 공자의 말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 

“현자가 달을 가리킬 때 바보는 손가락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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