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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시대 ‘지금 인디고 블루’

1970년 론 헤이즈는 “텔레비전과 더불어 … 당신은 행성 애호가가 되는 길에 
들어선다. … 내부 및 외부 공간은 코스믹 줌(cosmic zoom)의 알 수 없는 속도로 
하나가 된다. … 지금 인디고 블루의 생명은 가장 인간적인 인간의 빛나는 
아름다움과 합류한다. …”1고 설명하였다. 1969년 전자기술자 에릭 시겔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시험일 이후 시청자가 TV 수상기 앞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스크린이 아름답고 형형색색의 디스플레이로 터져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시겔은 계속 설명한다. 이러한 “시각적 판타지는 시청각적 
감각을 통해 당신의 정신과 영혼에 작용하면서 어떤 진정제보다 더 편안하게 
하는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멋지게 고양시킬 것이다.”2 헤이즈와 시겔만이 
이렇게 전망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대항문화 예술비평가 진 영블러드는 

“텔레비전은 우리가 보다 인간적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텔레비전은 우리를 
스스로와 보다 가깝게 이끌 것이다”3라고 썼다. 그리고 1973년 댄 샌딘, 짐 
와이즈먼, 필립 리 모튼 등의 예술가 집단은 비디오 색채에 대한 글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의 중심은 … 개인 및 영적 성장의 보조물로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4라고 썼다.

수십 년 후 이러한 태도는 현혹적이거나 약간 제정신이 아니기보다는 덜 
낙관적인 것에 가까워 보인다. 오늘날의 TV 시청자 – 오히려 소비자 – 는 매체가 
상업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전지구적인 규모나 지역적인 
규모로 발생하는 전쟁, 범죄, 스캔들, 공포, 관음증, 잔학 행위를 다루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로 가득 찬 텔레비전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러한 
콘텐츠를 송출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환상을 팔려고 하는 짧은 광고로만 중단될 
뿐이다. 21세기의 텔레비전은 “가장 인간적인 인간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풍부한 감정으로 포용하는 것과는 멀어도 한참 멀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대한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체에 대한 명백하게 신비주의적인 전망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심지어는 규범적으로 보였는지 궁금할 것이다. 엔지니어와 협력하면서 기술에 
대해 잘 이해하는 이 예술가 집단은 어떻게 정교하고 도전적인 기술적 환경에 
몰두하였는가? 또한 이들은 어떻게 강신론이나 신화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너머를 강하게 빛내는 대신, 기계의 사실성을 부인하는 작업의 장르를 드러내게 
되었는가?

이 글에서 나는 네 개의 요인에 대해 설명할텐데, 이는 기술적 새로움, 
문화적 역사적 맥락, 색채와 유토피아의 역사성, 그리고 물질적 초월에 
기반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재능있는 전기 기술자와 선구적 
비디오 예술가가 1950년대에 오디오 신디사이저가 개발된 후 유행했던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1960년대 후반에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제시한다.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순수히 추상적인 사이키델릭 색채를 발생시킬 수 있었고, 이전에는 

그런 색채를 본 적이 없었던 많은 이들은 색채가 우주적이고 혁명적이라 믿었는데 
여러가지 면에서 그러했다. 처음으로 무빙 이미지의 전자 색채가 광학적 입력이나 
카메라 소스의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우선 세계 최초의 개방 시스템 아날로그 컬러 신디사이저인 시겔의 
일렉트로닉 비디오 신디사이저(1968)를, 그리고 1969년 WGBH에서 제작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장치들이 생산한 이미지는 
시겔의 말을 빌자면 “정신적 치유 매체”로 사용되어 “대중의 우주적 의식을 
창조하고 정신의 수준을 고도로 일깨워 영혼의 깨달음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비광학적 장치가 본질적으로 신비주의 관념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나는 두 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색채가 광학이나 
시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감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무빙 이미지의 색채가 이러한 
시점에서 광학 및 카메라 소스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색채는 유토피아적 
투사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되었다. 이 논문은 백남준과 시겔과 같은 개척자들이 
실험한 새로운 색채 기술들이 사회적, 정치적 현실로부터 인간의 경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1960년대에는 이 초월론적 논리가 전도되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신비주의적 세계는 오직 이 색상들의 현저한 기계적 본성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1969년경의 전기 지구촌

우주 탐사선이 네트워크화된 전지구적 관계와 사이버네틱한 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텔레비전의 부드럽고 빛나는 발광은 이 시대의 보편적인 
마스코트가 되었다. 1969년 7월 20일, 우리 모두는 TV 수상기를 통해 달로 
여행했다(여기서 ‘우리’는 광범위하게 서구 문화에서 쓰이는 ‘우리’를 뜻한다). 
처음으로 우리는 달의 시점으로 우리의 행성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 
사건은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재구성한 것 이상을 뜻했다. 실시간 방송 피드백 
회로를 통해 객관성이 제거되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율적인 개인으로서 
아는 것을 중단하고 익명의 영적인 전자-사이버네틱스로의 귀의를 통해 연결될 
뿐이었다. 영블러드는 지구-달 탐사선의 피드백 회로 속에서 인류의 “총체적인 
두뇌인 눈이 달 주변으로 뻗어나갔다가고 돌아왔다”5고 썼다. “인간을 위한 
작은 발걸음은 곧 인류를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었다.” 이 날, 전자 컴퓨팅 및 
사이버네틱스의 논리는 주류 문화와 융합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전자 
기술로 무장한 인류가 시간, 공간, 문화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캐나다의 미디어 전문가 마셜 매클루언이 말한 당대 유명한 격언인 

“매체는 메시지다”는 많은 이들에게 예언으로서 작용했다. 이 형식주의 경구는 
캔버스, 스크린, 모니터와 같은 이미지의 물질적, 기술적 플랫폼이 그 이미지의 

5  Youngblood, Expanded 
Cinema, 257.

4  Dan Sandin, Jim 
Wiseman, and Phillip Lee 
Morton, “A Color Video 
Collaborative Process” 
January 26, 1973, WGBH 
아카이브, 보스턴. 

3  Gene Youngblood, 
Expanded Cinema. New 
York: Dutton, 1970, 285.

2  Eric Siegel, TV as 
a Creative Medium 
(exhibition catalog). 
New York: Howard Wise 
Gallery, 1969; 8.

1  Ron Hays, “Music & 
Video Feedback/Video 
Light.” 미출간 기술 메모. 
WGBH아카이브, Bosto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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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선다. … 내부 및 외부 공간은 코스믹 줌(cosmic zoom)의 알 수 없는 속도로 
하나가 된다. … 지금 인디고 블루의 생명은 가장 인간적인 인간의 빛나는 
아름다움과 합류한다. …”1고 설명하였다. 1969년 전자기술자 에릭 시겔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시험일 이후 시청자가 TV 수상기 앞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스크린이 아름답고 형형색색의 디스플레이로 터져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시겔은 계속 설명한다. 이러한 “시각적 판타지는 시청각적 
감각을 통해 당신의 정신과 영혼에 작용하면서 어떤 진정제보다 더 편안하게 
하는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멋지게 고양시킬 것이다.”2 헤이즈와 시겔만이 
이렇게 전망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대항문화 예술비평가 진 영블러드는 

“텔레비전은 우리가 보다 인간적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텔레비전은 우리를 
스스로와 보다 가깝게 이끌 것이다”3라고 썼다. 그리고 1973년 댄 샌딘, 짐 
와이즈먼, 필립 리 모튼 등의 예술가 집단은 비디오 색채에 대한 글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의 중심은 … 개인 및 영적 성장의 보조물로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4라고 썼다.

수십 년 후 이러한 태도는 현혹적이거나 약간 제정신이 아니기보다는 덜 
낙관적인 것에 가까워 보인다. 오늘날의 TV 시청자 – 오히려 소비자 – 는 매체가 
상업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전지구적인 규모나 지역적인 
규모로 발생하는 전쟁, 범죄, 스캔들, 공포, 관음증, 잔학 행위를 다루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로 가득 찬 텔레비전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러한 
콘텐츠를 송출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환상을 팔려고 하는 짧은 광고로만 중단될 
뿐이다. 21세기의 텔레비전은 “가장 인간적인 인간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풍부한 감정으로 포용하는 것과는 멀어도 한참 멀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대한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체에 대한 명백하게 신비주의적인 전망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심지어는 규범적으로 보였는지 궁금할 것이다. 엔지니어와 협력하면서 기술에 
대해 잘 이해하는 이 예술가 집단은 어떻게 정교하고 도전적인 기술적 환경에 
몰두하였는가? 또한 이들은 어떻게 강신론이나 신화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너머를 강하게 빛내는 대신, 기계의 사실성을 부인하는 작업의 장르를 드러내게 
되었는가?

이 글에서 나는 네 개의 요인에 대해 설명할텐데, 이는 기술적 새로움, 
문화적 역사적 맥락, 색채와 유토피아의 역사성, 그리고 물질적 초월에 
기반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재능있는 전기 기술자와 선구적 
비디오 예술가가 1950년대에 오디오 신디사이저가 개발된 후 유행했던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1960년대 후반에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제시한다.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순수히 추상적인 사이키델릭 색채를 발생시킬 수 있었고, 이전에는 

그런 색채를 본 적이 없었던 많은 이들은 색채가 우주적이고 혁명적이라 믿었는데 
여러가지 면에서 그러했다. 처음으로 무빙 이미지의 전자 색채가 광학적 입력이나 
카메라 소스의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우선 세계 최초의 개방 시스템 아날로그 컬러 신디사이저인 시겔의 
일렉트로닉 비디오 신디사이저(1968)를, 그리고 1969년 WGBH에서 제작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장치들이 생산한 이미지는 
시겔의 말을 빌자면 “정신적 치유 매체”로 사용되어 “대중의 우주적 의식을 
창조하고 정신의 수준을 고도로 일깨워 영혼의 깨달음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비광학적 장치가 본질적으로 신비주의 관념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나는 두 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색채가 광학이나 
시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감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무빙 이미지의 색채가 이러한 
시점에서 광학 및 카메라 소스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색채는 유토피아적 
투사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되었다. 이 논문은 백남준과 시겔과 같은 개척자들이 
실험한 새로운 색채 기술들이 사회적, 정치적 현실로부터 인간의 경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1960년대에는 이 초월론적 논리가 전도되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신비주의적 세계는 오직 이 색상들의 현저한 기계적 본성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1969년경의 전기 지구촌

우주 탐사선이 네트워크화된 전지구적 관계와 사이버네틱한 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텔레비전의 부드럽고 빛나는 발광은 이 시대의 보편적인 
마스코트가 되었다. 1969년 7월 20일, 우리 모두는 TV 수상기를 통해 달로 
여행했다(여기서 ‘우리’는 광범위하게 서구 문화에서 쓰이는 ‘우리’를 뜻한다). 
처음으로 우리는 달의 시점으로 우리의 행성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 
사건은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재구성한 것 이상을 뜻했다. 실시간 방송 피드백 
회로를 통해 객관성이 제거되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율적인 개인으로서 
아는 것을 중단하고 익명의 영적인 전자-사이버네틱스로의 귀의를 통해 연결될 
뿐이었다. 영블러드는 지구-달 탐사선의 피드백 회로 속에서 인류의 “총체적인 
두뇌인 눈이 달 주변으로 뻗어나갔다가고 돌아왔다”5고 썼다. “인간을 위한 
작은 발걸음은 곧 인류를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었다.” 이 날, 전자 컴퓨팅 및 
사이버네틱스의 논리는 주류 문화와 융합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전자 
기술로 무장한 인류가 시간, 공간, 문화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캐나다의 미디어 전문가 마셜 매클루언이 말한 당대 유명한 격언인 

“매체는 메시지다”는 많은 이들에게 예언으로서 작용했다. 이 형식주의 경구는 
캔버스, 스크린, 모니터와 같은 이미지의 물질적, 기술적 플랫폼이 그 이미지의 

5  Youngblood, Expanded 
Cinema, 257.

4  Dan Sandin, Jim 
Wiseman, and Phillip Lee 
Morton, “A Color Video 
Collaborative Process” 
January 26, 1973, WGBH 
아카이브, 보스턴. 

3  Gene Youngblood, 
Expanded Cinema. New 
York: Dutton, 1970, 285.

2  Eric Siegel, TV as 
a Creative Medium 
(exhibition catalog). 
New York: Howard Wise 
Gallery, 1969; 8.

1  Ron Hays, “Music & 
Video Feedback/Video 
Light.” 미출간 기술 메모. 
WGBH아카이브, Bosto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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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적 의미나 ‘콘텐츠’보다 항상 우선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시청자가 스크린의 
노이즈를 보는지 베트남전에 대한 뉴스 장면을 보는지는 여기에서는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매체, 그리고 그 매체와 우리가 맺는 생리적인 관계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매클루언의 설명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시청자는 자기애적인 무아지경에 둘러쌓인다. 이는 차가운(cool) 전자 
불빛 내에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시청각적인 감각 경험을 얻는 대신 개인의 
인지가 “절단”되는 사이버네틱한 순환반복 회로다.6 텔레비전의 메시지는 그것의 
계속적인 흐름이다. 텔레비전의 빠른 주사선과 정보의 끊임없는 운동으로 
텔레비전의 흐름은 1960년대 후반 색채로 전환된 후 강화된다.

1969년경 당시 컬러 텔레비전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즉 당대성의 본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이 심지어 그 자체를 초월했다고 받아들일 정도였다. 
백남준은 일찍이 문화적 미학에서 이러한 변동을 감지했고 1972년에는 오늘날 
인터넷에 보급된 저해상도 비디오가 널리 수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비디오에서의 ‘방송 표준’에 관해 많은 것을 듣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더 중요 할수록 기술 표준은 덜 완벽해지는 경향이 있다. … 예를 
들면 소련의 반대자들에 대한 CBS의 보도 … 색채 동기화가 자주 
헐거워지는 경향이 있는 많은 위성 중계들 … 그리고 마침내 달 착륙. 
달 착륙의 사진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기준을 한참 밑돌았다. 왜 
연방통신위원회가 달 착륙의 방송을 금지하지 않았는가? … 그 이유는 
이중 표준이었다. 달 착륙은 비디오 기술 분야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표준을 영원히 파기했다.7

이 미학의 일부는 컬러 텔레비전의 복잡하며 고도의 기술적인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컬러 텔레비전

색채는 다루기 까다로우며 모든 신기술은 이를 표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고유한 
도전에 직면한다. 컬러 텔레비전은 1850년대 진공관의 초기 개발과 1870년대 
음극선에 의존한 형광체 기반 기술로서 처음 개발되었는데, 진공관과 음극선은 
전기 충전된 형광체를 조직하고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다.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스크린의 표면에 브라운관을 이용한 
것이었다. 흑백 텔레비전의 광대한 역사 대부분을 건너뛰어 컬러 텔레비전으로 
넘어가면, 러시아 혁명에서 탈출한 엔지니어 블라디미르 즈워킨이 등장한다. 
그는 1920년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연구소와 RCA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컬러 

텔레비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구상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쳐 
컬러 텔레비전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었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도 색채 정보는 텔레비전 
방송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여전히 표준화되고 압축되어야 했으며,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제어와 일관성을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대형 TV 제조업체의 색채 자문위원이자 1960년대 방송 색채 표준을 정하는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하워드 케첨은 “컬러 TV 특유의 전자 프로세스가 매우 
불규칙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위험한 영역”으로 인해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예를 들어 “붉은 색이 다른 색, 특히 더 하얗고 
중립적인 영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흰색이 종종 푸르스름하거나 노란빛으로 
보이는 것 … 창백한 파스텔 색채가 퇴색하여 거의 무색으로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8을 어떻게 제어하는가와 같은 고려들 말이다.

컬러 TV가 1965년경에 마침내 일반화되었을 때, 이 과정에서 방송용 화질의 
방송 신호에 대한 색채 정보를 근본적으로 정화, 제어 및 압축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로파이(low-fi) 미학이 발생했는데, 이는 백남준의 견해는 물론 텔레비전이 

‘차가운’ 매체라는 매클루언의 예언적 주장을 강화하였다. 매클루언은 시청자가 
이미지에 더 많이 참여하고 그것에 “이끌릴”수록 차갑고 자가절단된 자기애적 
무아지경에 더욱 최면적으로 빠져든다고 보았다.9 1964년에 그는 “(라디오와 
같은) 뜨거운(hot) 매체는 ‘고정밀도’로 단일 감각을 확장시키는 매체다. (반면 
차가운 매체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많은 것이 채워져야 한다.”10고 
말했다.

비디오 합성

이러한 환경에서 비디오 합성에 대한 실험이 발전되었다.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전자음악의 역사와 관련된 오디오 합성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파생되었다.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전체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시겔과 백-아베가 개발한 두 가지 추상적 색채 실험에 집중할 것이다.

영블러드는 집에서 만든 컬러 신디사이저로 제작한 시겔의 

‹사이키델리비전›(1968)에 대해 “그 색채는 … 망막 내부의 색채와 같이 맹렬한 
광채로 떨리는 기이한 빛으로 빛난다”11고 지적했다. 시겔이 구축한 두 번째 
신디사이저는 1969년의 일렉트로닉 비디오 신디사이저로 이는 흑백 이미지를 
채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니라 합성적 색채와 형태를 생성할 수 있었다. 우디 
바슐카의 말처럼 이 시스템은 마침내 “필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즉 이는 
광학적 미디어로부터 자유로워진 시스템이었다. 내가 『채도의 알고리즘』에서 
보다 정교하게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의 차이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자연을 
찍은”12 이미지와 기계 내부에서 구축된 이미지 사이의 차이다. 그리고 비디오 

12  Woody Vasulka, “EVS 
Electronic Video 
Synthesizer (Analog).” 
Electronic Arts Intermix, 
New York, 1970.

11  Youngblood, Expanded 
Cinema, 316.

10  McLuhan, Understanding 
Media, 22.

9  이 주장이 컬러TV의 출현과 
거의 동일한 역사적인 순간에 
제기되었음을 지적하는 것 
또한 매혹적이다.

8  다음에서 인용. Coleman, 
Howard W. (ed) Color 
Television: The Business 
of Colorcasting. New 
York: Hastings House 
Publishers, 1968, 22.

7  Paik, “Letter to Radical 
Software,” 3-4 in “Paik-
Abe Correspondence,” 
1-47, 바슐카 아카이브. 
또한 정확히 1979년 
백남준은 다음과 같이 쓴다: 
“전자결합소하장치(CCD: 
charge-coupled device)와 
‘칩(chip)’ 기술의 도입을 
통해 우리는 곧 비디콘 
튜브(videcon tube)가 
없는 도넛형 칼라 카메라처럼 
기록할 [것이다].” Paik, 
“How to Keep,” 4.

6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Cambridge: MIT Press, 
1994 [196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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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적 의미나 ‘콘텐츠’보다 항상 우선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시청자가 스크린의 
노이즈를 보는지 베트남전에 대한 뉴스 장면을 보는지는 여기에서는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매체, 그리고 그 매체와 우리가 맺는 생리적인 관계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매클루언의 설명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시청자는 자기애적인 무아지경에 둘러쌓인다. 이는 차가운(cool) 전자 
불빛 내에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시청각적인 감각 경험을 얻는 대신 개인의 
인지가 “절단”되는 사이버네틱한 순환반복 회로다.6 텔레비전의 메시지는 그것의 
계속적인 흐름이다. 텔레비전의 빠른 주사선과 정보의 끊임없는 운동으로 
텔레비전의 흐름은 1960년대 후반 색채로 전환된 후 강화된다.

1969년경 당시 컬러 텔레비전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즉 당대성의 본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이 심지어 그 자체를 초월했다고 받아들일 정도였다. 
백남준은 일찍이 문화적 미학에서 이러한 변동을 감지했고 1972년에는 오늘날 
인터넷에 보급된 저해상도 비디오가 널리 수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비디오에서의 ‘방송 표준’에 관해 많은 것을 듣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더 중요 할수록 기술 표준은 덜 완벽해지는 경향이 있다. … 예를 
들면 소련의 반대자들에 대한 CBS의 보도 … 색채 동기화가 자주 
헐거워지는 경향이 있는 많은 위성 중계들 … 그리고 마침내 달 착륙. 
달 착륙의 사진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기준을 한참 밑돌았다. 왜 
연방통신위원회가 달 착륙의 방송을 금지하지 않았는가? … 그 이유는 
이중 표준이었다. 달 착륙은 비디오 기술 분야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표준을 영원히 파기했다.7

이 미학의 일부는 컬러 텔레비전의 복잡하며 고도의 기술적인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컬러 텔레비전

색채는 다루기 까다로우며 모든 신기술은 이를 표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고유한 
도전에 직면한다. 컬러 텔레비전은 1850년대 진공관의 초기 개발과 1870년대 
음극선에 의존한 형광체 기반 기술로서 처음 개발되었는데, 진공관과 음극선은 
전기 충전된 형광체를 조직하고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다.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스크린의 표면에 브라운관을 이용한 
것이었다. 흑백 텔레비전의 광대한 역사 대부분을 건너뛰어 컬러 텔레비전으로 
넘어가면, 러시아 혁명에서 탈출한 엔지니어 블라디미르 즈워킨이 등장한다. 
그는 1920년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연구소와 RCA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컬러 

텔레비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구상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쳐 
컬러 텔레비전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었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도 색채 정보는 텔레비전 
방송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여전히 표준화되고 압축되어야 했으며,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제어와 일관성을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대형 TV 제조업체의 색채 자문위원이자 1960년대 방송 색채 표준을 정하는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하워드 케첨은 “컬러 TV 특유의 전자 프로세스가 매우 
불규칙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위험한 영역”으로 인해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예를 들어 “붉은 색이 다른 색, 특히 더 하얗고 
중립적인 영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흰색이 종종 푸르스름하거나 노란빛으로 
보이는 것 … 창백한 파스텔 색채가 퇴색하여 거의 무색으로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8을 어떻게 제어하는가와 같은 고려들 말이다.

컬러 TV가 1965년경에 마침내 일반화되었을 때, 이 과정에서 방송용 화질의 
방송 신호에 대한 색채 정보를 근본적으로 정화, 제어 및 압축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로파이(low-fi) 미학이 발생했는데, 이는 백남준의 견해는 물론 텔레비전이 

‘차가운’ 매체라는 매클루언의 예언적 주장을 강화하였다. 매클루언은 시청자가 
이미지에 더 많이 참여하고 그것에 “이끌릴”수록 차갑고 자가절단된 자기애적 
무아지경에 더욱 최면적으로 빠져든다고 보았다.9 1964년에 그는 “(라디오와 
같은) 뜨거운(hot) 매체는 ‘고정밀도’로 단일 감각을 확장시키는 매체다. (반면 
차가운 매체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많은 것이 채워져야 한다.”10고 
말했다.

비디오 합성

이러한 환경에서 비디오 합성에 대한 실험이 발전되었다.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전자음악의 역사와 관련된 오디오 합성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파생되었다.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전체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시겔과 백-아베가 개발한 두 가지 추상적 색채 실험에 집중할 것이다.

영블러드는 집에서 만든 컬러 신디사이저로 제작한 시겔의 

‹사이키델리비전›(1968)에 대해 “그 색채는 … 망막 내부의 색채와 같이 맹렬한 
광채로 떨리는 기이한 빛으로 빛난다”11고 지적했다. 시겔이 구축한 두 번째 
신디사이저는 1969년의 일렉트로닉 비디오 신디사이저로 이는 흑백 이미지를 
채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니라 합성적 색채와 형태를 생성할 수 있었다. 우디 
바슐카의 말처럼 이 시스템은 마침내 “필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즉 이는 
광학적 미디어로부터 자유로워진 시스템이었다. 내가 『채도의 알고리즘』에서 
보다 정교하게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의 차이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자연을 
찍은”12 이미지와 기계 내부에서 구축된 이미지 사이의 차이다. 그리고 비디오 

12  Woody Vasulka, “EVS 
Electronic Video 
Synthesizer (Analog).” 
Electronic Arts Intermix, 
New York, 1970.

11  Youngblood, Expanded 
Cinema, 316.

10  McLuhan, Understanding 
Media, 22.

9  이 주장이 컬러TV의 출현과 
거의 동일한 역사적인 순간에 
제기되었음을 지적하는 것 
또한 매혹적이다.

8  다음에서 인용. Coleman, 
Howard W. (ed) Color 
Television: The Business 
of Colorcasting. New 
York: Hastings House 
Publishers, 1968, 22.

7  Paik, “Letter to Radical 
Software,” 3-4 in “Paik-
Abe Correspondence,” 
1-47, 바슐카 아카이브. 
또한 정확히 1979년 
백남준은 다음과 같이 쓴다: 
“전자결합소하장치(CCD: 
charge-coupled device)와 
‘칩(chip)’ 기술의 도입을 
통해 우리는 곧 비디콘 
튜브(videcon tube)가 
없는 도넛형 칼라 카메라처럼 
기록할 [것이다].” Paik, 
“How to Keep,” 4.

6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Cambridge: MIT Press, 
1994 [196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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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에서 전자 색채들이 마법적이고 비현실적이게 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색채들은 말 그대로 마법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 그와 같은 신비주의적 비전을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이 새로운 컬러 기술인 전자 비디오 합성에는 무언가가 있다. 이를 
위해 하이데거의 잘 알려진 1927년의 도구분석을 살펴보자. 하이데거는 우선 

‘손 닿는 곳(present-at-hand/vorhanden)’13을 구별하는데, 여기서는 조사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드러내기의 과정을 통해 가시성으로 강제된다. 이러한 속성들이 
강제로 ‘나타날’ 때, 이들은 범주와 유형으로 분류되어 그 대상과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론적 관계를 표상하게 된다. 둘째로 ‘손 닿는 곳’과 대조적인 것은 ‘손 안에 
있음(ready-to-hand/zuhanden)’14으로 이는 도구와 사물에 참여하는 보다 맥락화된 
입장 또는 ‘세계화된’ 양태다. 이 양식은 직관적이고 은폐되고 비가시적이다. 즉 
경험에 현전하지만 표상에는 접근할 수 없다(재현은 전통에 독점적인 폭력이다).

다르게 말하면, ‘손 안에 있는’ 상황에서, 사물과 행동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시성과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을 ‘은폐’하고 ‘물러난다.’ ‘손 닿는 곳’과 ‘손 안에 
있음’이라는 이 두 양태는 기술과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15 그런데 
하이데거의 도구분석에 대한 설명에서 자주 누락되는 것은 그의 보다 미묘한 세 
번째 용어인 ‘손 안에 없음(unreadiness-to-hand)’16이다. 하이데거의 망치 사례에서 
도구성은 우리가 망치질할17 때 활성화된다. 그러나 성찰하기 위해 망치질을 멈출 
때 상황은 전환된다. 이는 혹자가 만약 기대하듯 손 닿는 곳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대신 하이데거가 말하는 손 안에 없음으로의 전환이다.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사물에 관계할 때, 가장 긴밀하게 손 안에 있는 존재자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사물로, 즉 우리가 결정한 용도에 적합하게 맞춰지지 
않은 사물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도구는 여기에, 즉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구를 바라보고 그 속성들(손 닿는 곳)을 
확고히 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도구를 사용하는 다루기의 과정을 
둘러봄으로써 그것의 사용불가능성을 발견한다. … 이 두드러짐은 손 
안에 있는 도구를 어떤 손 안에 없음으로 제시한다.18

따라서 손-안에-없음은 부분적으로 거리를 둔 기술 사용 방식을 허용한다. 즉 
이는 사물이 사물로서 나타나게 하지만, 완전히 투명하거나 물러나는 방식으로는 
아니고 대신 경계지대 또는 이동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도구들과 더불어 배우는 것, 즉 추상적이고 관련된 도구에 대한 교육적인 
관계와 같은 그 무엇을 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손-안에-없음은 이런 식으로 

1969년경의 비디오 합성 실험에 유비적이다. 즉 제작 과정에서 먼저 도구를 
구축하고 그 다음 그 도구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다. 모든 버튼, 부품, 케이블, 
회로기판 땜납 등등의 미묘함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보다 직관적으로 몰입적이 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 어떤 
면으로는 이것들을 초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되돌아가 성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이데거에게 있어 초월이 통념과는 대조적으로 현존재가 실제적, 
물질적, 역사적인 세계의 열림, 즉 존재의 사실성의 열림 속에서 탈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는 점을 떠올려 보라(전통철학에서 세계로부터의 도피를 뜻하는 
초월이거나 후설의 현상학에서처럼 주관적 ‘의도성’의 초월적인 괄호치기와는 
대조적으로 말이다). 어쨌든, 손 안에 없음을 통해 우리는 이 작업에서의 합성 
기술이 누군가 그 안에 완전히 몰입되어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존재론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초월은 뉴 미디어가 올드 미디어로 이행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뉴 미디어가 기능적이고 제어 가능해지면, 이는 ‘죽은 
미디어’로 간주되는 것이 되고 배경으로 물러나 ‘투명해지거나’ 손 안에 있게 
된다.19 이 상태에서 기술은 기능적이지만 그것을 보는데 실패한다(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그러한 ‘투명성’이 실제로 불투명하고 불가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기술이 불투명해질 때 초월이 일어난다. 즉 이는 재현에는 
비가시적이고 접근 불가능하지만 사용과 습관화를 위해서는 투명해지고 
직관적이게 되는 것이다. 몰입과 성찰 사이의 미묘한 운동은 1969년경의 기술이 
가진 복잡성이 누군가 그 안에 완전히 몰입하는 동안은 사라질 수 있었던 또 다른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약하자면, 과학과 기술이 조건화하는 세계 내의 존재는 초월론적 
사유와 경험의 신비주의적이거나 다른 형태를 배제하지 않는다. 사실 과학과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은 초월론적 사유와 욕망의 전제 조건이다. 
이는 테크네(techné)와 자연(physis) 사이의 불가분적이고 아주 오래된 유대를 
재충전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1969년 WGBH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으로 
연장하기 위해 WGBH의 뉴 텔레비전 워크숍에서 진행된 초기 비디오 합성 
실험을 살펴보자.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1951년 이래 WGBH는 보스턴에 본사를 둔 비영리 교육 기반 공공 라디오 
방송국이었다. 1967년 WGBH는 색채로 전환했고 새로운 비디오 전환기가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새롭지만 여전히 비싼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들은 
록펠러재단 기금을 통해 입주작가 프로그램인 뉴 텔레비전 워크숍에 초대받았고, 
백남준은 이러한 작가들 중 최초의 작가이자 가장 존경받는 일원이었다.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1969년 WGBH에서 백남준과 그의 친구이자 
기술자인 슈야 아베에 의해 고가의 컬러 텔레비전에 대한 저비용의 대안으로 
구축되었다. 백남준은 색채로 작업하는데 드는 설치 비용과 스튜디오 대여비용이 

19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는 
폐기물이거나 쇠퇴라고 
할지라도 항상 세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은 미디어는 좀비 
미디어다.

18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John Macquarrie and 
Edward Robinson. New 
York: Harper and Row, 
1962. 102-103.

17  [역주] ‘hammer away’에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몹시 애쓰다’라는 뜻도 있다. 
즉 이는 도구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때 도구와 인간 존재가 
맺는 직관적인, 즉 경험에 
속하지만 표상되지는 않는 
비가시적인 관계를 시사한다. 

16  [역주] ‘손-안에-있음’의 
의미를 상기해볼 때, 이 용어는 
다른 말로 ‘비도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  Graham Harman, Tool-
Being: Heidegger and the 
Metaphysics of Objects. 
Chicago: Open Court, 
2002, 30.

14  [역주] 이 용어는 다른 말로 
‘도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역주] 이 용어는 다른 말로 
‘현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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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에서 전자 색채들이 마법적이고 비현실적이게 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색채들은 말 그대로 마법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 그와 같은 신비주의적 비전을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이 새로운 컬러 기술인 전자 비디오 합성에는 무언가가 있다. 이를 
위해 하이데거의 잘 알려진 1927년의 도구분석을 살펴보자. 하이데거는 우선 

‘손 닿는 곳(present-at-hand/vorhanden)’13을 구별하는데, 여기서는 조사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드러내기의 과정을 통해 가시성으로 강제된다. 이러한 속성들이 
강제로 ‘나타날’ 때, 이들은 범주와 유형으로 분류되어 그 대상과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론적 관계를 표상하게 된다. 둘째로 ‘손 닿는 곳’과 대조적인 것은 ‘손 안에 
있음(ready-to-hand/zuhanden)’14으로 이는 도구와 사물에 참여하는 보다 맥락화된 
입장 또는 ‘세계화된’ 양태다. 이 양식은 직관적이고 은폐되고 비가시적이다. 즉 
경험에 현전하지만 표상에는 접근할 수 없다(재현은 전통에 독점적인 폭력이다).

다르게 말하면, ‘손 안에 있는’ 상황에서, 사물과 행동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시성과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을 ‘은폐’하고 ‘물러난다.’ ‘손 닿는 곳’과 ‘손 안에 
있음’이라는 이 두 양태는 기술과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15 그런데 
하이데거의 도구분석에 대한 설명에서 자주 누락되는 것은 그의 보다 미묘한 세 
번째 용어인 ‘손 안에 없음(unreadiness-to-hand)’16이다. 하이데거의 망치 사례에서 
도구성은 우리가 망치질할17 때 활성화된다. 그러나 성찰하기 위해 망치질을 멈출 
때 상황은 전환된다. 이는 혹자가 만약 기대하듯 손 닿는 곳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대신 하이데거가 말하는 손 안에 없음으로의 전환이다.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사물에 관계할 때, 가장 긴밀하게 손 안에 있는 존재자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사물로, 즉 우리가 결정한 용도에 적합하게 맞춰지지 
않은 사물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도구는 여기에, 즉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구를 바라보고 그 속성들(손 닿는 곳)을 
확고히 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도구를 사용하는 다루기의 과정을 
둘러봄으로써 그것의 사용불가능성을 발견한다. … 이 두드러짐은 손 
안에 있는 도구를 어떤 손 안에 없음으로 제시한다.18

따라서 손-안에-없음은 부분적으로 거리를 둔 기술 사용 방식을 허용한다. 즉 
이는 사물이 사물로서 나타나게 하지만, 완전히 투명하거나 물러나는 방식으로는 
아니고 대신 경계지대 또는 이동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도구들과 더불어 배우는 것, 즉 추상적이고 관련된 도구에 대한 교육적인 
관계와 같은 그 무엇을 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손-안에-없음은 이런 식으로 

1969년경의 비디오 합성 실험에 유비적이다. 즉 제작 과정에서 먼저 도구를 
구축하고 그 다음 그 도구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다. 모든 버튼, 부품, 케이블, 
회로기판 땜납 등등의 미묘함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보다 직관적으로 몰입적이 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 어떤 
면으로는 이것들을 초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되돌아가 성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이데거에게 있어 초월이 통념과는 대조적으로 현존재가 실제적, 
물질적, 역사적인 세계의 열림, 즉 존재의 사실성의 열림 속에서 탈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는 점을 떠올려 보라(전통철학에서 세계로부터의 도피를 뜻하는 
초월이거나 후설의 현상학에서처럼 주관적 ‘의도성’의 초월적인 괄호치기와는 
대조적으로 말이다). 어쨌든, 손 안에 없음을 통해 우리는 이 작업에서의 합성 
기술이 누군가 그 안에 완전히 몰입되어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존재론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초월은 뉴 미디어가 올드 미디어로 이행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뉴 미디어가 기능적이고 제어 가능해지면, 이는 ‘죽은 
미디어’로 간주되는 것이 되고 배경으로 물러나 ‘투명해지거나’ 손 안에 있게 
된다.19 이 상태에서 기술은 기능적이지만 그것을 보는데 실패한다(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그러한 ‘투명성’이 실제로 불투명하고 불가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기술이 불투명해질 때 초월이 일어난다. 즉 이는 재현에는 
비가시적이고 접근 불가능하지만 사용과 습관화를 위해서는 투명해지고 
직관적이게 되는 것이다. 몰입과 성찰 사이의 미묘한 운동은 1969년경의 기술이 
가진 복잡성이 누군가 그 안에 완전히 몰입하는 동안은 사라질 수 있었던 또 다른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약하자면, 과학과 기술이 조건화하는 세계 내의 존재는 초월론적 
사유와 경험의 신비주의적이거나 다른 형태를 배제하지 않는다. 사실 과학과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은 초월론적 사유와 욕망의 전제 조건이다. 
이는 테크네(techné)와 자연(physis) 사이의 불가분적이고 아주 오래된 유대를 
재충전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1969년 WGBH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으로 
연장하기 위해 WGBH의 뉴 텔레비전 워크숍에서 진행된 초기 비디오 합성 
실험을 살펴보자.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1951년 이래 WGBH는 보스턴에 본사를 둔 비영리 교육 기반 공공 라디오 
방송국이었다. 1967년 WGBH는 색채로 전환했고 새로운 비디오 전환기가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새롭지만 여전히 비싼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들은 
록펠러재단 기금을 통해 입주작가 프로그램인 뉴 텔레비전 워크숍에 초대받았고, 
백남준은 이러한 작가들 중 최초의 작가이자 가장 존경받는 일원이었다.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1969년 WGBH에서 백남준과 그의 친구이자 
기술자인 슈야 아베에 의해 고가의 컬러 텔레비전에 대한 저비용의 대안으로 
구축되었다. 백남준은 색채로 작업하는데 드는 설치 비용과 스튜디오 대여비용이 

19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는 
폐기물이거나 쇠퇴라고 
할지라도 항상 세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은 미디어는 좀비 
미디어다.

18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John Macquarrie and 
Edward Robinson. New 
York: Harper and Row, 
1962. 102-103.

17  [역주] ‘hammer away’에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몹시 애쓰다’라는 뜻도 있다. 
즉 이는 도구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때 도구와 인간 존재가 
맺는 직관적인, 즉 경험에 
속하지만 표상되지는 않는 
비가시적인 관계를 시사한다. 

16  [역주] ‘손-안에-있음’의 
의미를 상기해볼 때, 이 용어는 
다른 말로 ‘비도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  Graham Harman, Tool-
Being: Heidegger and the 
Metaphysics of Objects. 
Chicago: Open Court, 
2002, 30.

14  [역주] 이 용어는 다른 말로 
‘도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역주] 이 용어는 다른 말로 
‘현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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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다고 생각했다. 초기에 워뷸레이터라고 불린 백-아베 신디사이저는 백남준과 
아베가 제한된 재정 자원으로 설계한 자체 제작 제어기, 컬러라이저와 주사선 
모듈러 시스템이었다.20 백남준은 자신을 규정하게 된 우연적이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스타일로 중고 전선, TV 수상기, 하드웨어 부품을 사용하여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이는 모든 색채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제어하고 조직한 시겔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WGBH의 프레드 바직은 어느 날 백남준이 긴 고무 장화를 
착용하고 스튜디오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질문에 백남준은 
이걸 착용하지 않으면 “감전된다”21고 설명하였다.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가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전에 신디사이저는 
백남준이 WGBH의 엔지니어인 데이빗 앳우드와 공유한 아파트의 거실에 있었다. 

1970년 여름, 그들은 WGBH로 이동하여 오래된 스튜디오를 “싸구려 장신구 
가게와 결합된 전자제품 고물상”과 같이 바꾸어 놓았다. 이 새로운 집에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여러 대의 텔레비전 모니터, 감시 카메라, 2개의 컬러 
인코더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인코더는 광범위한 이미지 조작 및 착색 가능성을 
허용하기 위해 두 번째 인코더에 내장되었다. 이 시스템은 10-12개의 흑백 입력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당시 스튜디오의 자체 믹서기가 3개의 입력으로 제한되는 
것을 고려하면 인상적인 숫자다.

특별한 시각효과를 위해 백남준은 또한 저비용으로 고도의 창조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앳우드는 “플라스틱 접시, 유명한 작곡가의 값싼 흉상, 비용이 
들지않고 빛을 왜곡시키는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샀다”고 설명한다. 심지어 백남준은 물체들을 구축하고 33rpm또는 78 rpm으로 
회전하기 위해 레코드 턴테이블을 사용했는데, 바직은 그 위에서 한 번은 “면도 
크림 덩어리가 … 빙빙 도는 것”을 발견하였다. 백남준의 또 다른 룸메이트는 그가 
매트리스를 맨 위에 올려 놓고 오래된 콘솔 TV로 침대를 만들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일회용 종이 접시로 식사하고 플라스틱 조리기구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백남준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주장했다. 백남준의 스타일은 
빠르고 싸고 지저분했지만 효과적이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회전하는 면도 
크림은 “색채와 이미지의 혼합물로 변형되었다.”22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문제였다. 심지어 백남준은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가 기술적인 악몽임을 
시인했다. 그는 “나 같은 조잡한 기계”라고 말했다. 앳우드도 “그것이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적이었다”23라고 말하면서 이에 동의했다. 통제실의 믹서기와 
계기판 앞에 앉은 WGBH의 엔지니어들은 이 신디사이저를 더욱 싫어했다. 
예술가들이 값비싼 스튜디오 장비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하는 방식을 싫어했던 
것처럼 말이다 (엔지니어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케이지적] 방법인 “한 번에 세 
개 및 네 개의 버튼을 누르는 것”24).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가 채널 44에서 
데뷔했을 때 이것이 스튜디오의 매우 값비싼 색채 여과 송신기를 태우기도 했다. 
백남준은 연방통신위원회의 색채 제한을 무시했는데, 이는 또한 벡터스코프를 

통해 색채를 흐르게 하고 압축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말이다.25

이러한 ‘예술적’ 기법들은 어떤 색채가 당시에 허용될 것인가에 
관한 예술가와 엔지니어들 사이의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는’ 협상으로 
이어졌다. 앳우드는 “녹음할(했을) 때마다 우리는 ‘신디사이저 레코딩’에 
배정된 … 엔지니어와 이 작은 춤을 거쳐야 했다”26고 설명한다. 논쟁은 피곤하고 
반복적 이었는데 마침내 앳우드는 엔지니어들을 설득할 한 가지 방안을 발견했다. 
신호가 벽에 주입되는 지점에서 비디오 케이블을 추가하거나 빼서 전체 채도 
위상을 조정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 공식은 케이블 1피트 당 2였다. 
앳우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디사이저는 주통제실에서 복도 건너편의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 한 엔지니어는 “부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나는 “거기 있을 텐데요”라고 
답했을 거에요(나는 그걸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니, 이건 너무 극단적에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가 문제인데요?”라고 말했고 그들은 “40도 또는 

50도 정도의 … 위상차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로잡을 수 없어요”라고 
답한 걸로 기억합니다. … 나는 비디오 케이블 한 더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백남준이 ‘플라스틱 개구리 녹색 아동용 욕조의 선반 
뒤에’ 숨겼던 거에요). 그리고 나는 머리속으로 계산해서 … (여분의 
케이블을) 꽂고 돌아가서는 “음, 지금은 어때?”라고 말했어요. “오, 이제 
가깝네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거쳐야 했던 춤이었지요.27

백남준은 연방통신위원회의 범위 내에서 색채를 유지할 수 있는 값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1년 WGBH의 사장인 마이클 라이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백남준은 WNET의 존 고드프리와 함께 “테크노믹스 벡터스코프”를 
사용하여 “만성적 과다 채도를 모니터링하고 … 연방통신위원회의 제한 내에서 
훌륭하고 복잡한 컬러 이미지를 창조했다”28고 자랑스럽게 보고하였다. 그는 
비슷한 연방통신위원회 승인 색채들을 WGBH에서 만들 수 있도록 히스킷 
벡터스코프(1971년 당시 145달러)를 구입할 수 있는 기금을 라이스에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방송을 위한 전반적인 색채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백-아베 신디사이저 내의 특정한 색채들을 제어하는   것은 
여전히 또 다른 문제였다.

백남준이 WGBH를 떠난 후 헤이즈는 1970년대 중반에 스튜디오에 
도착하여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이미지 및 색상 매개변수를 분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해이즈의 일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색채 제어를 기술하기는 어렵다 … 각 채널마다 
색채가 아주 적기 때문에 최종적인 색채 잠재력은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시행 

28  Nam June Paik, Letter to 
Michael Rice. March 21, 
1970-72. WGBH아카이브, 
보스턴.

27  Barzyk and Atwood, 
저자와의 인터뷰. 

26  Atwood, 개인교신. 

25  백남준은 1978년 2월 
다음과 같이 쓴다. “백-
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WGBH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선보였을 때 방송 표준을 매우 
밑돌았다…그것은 마침내 
빙햄튼에서 이 방송 표준에 
통합되었다”(“Paik-Abe 
Correspendence,” 40).

24  Georg Fifield, “The 
WGBH New Television 
Workshop,” in Fred 
Barzyk: The Search for 
a Personal Vision in 
Broadcast Television, 64.

23  Atwood, 개인교신.

22  Fred Barzyk, “Paik and 
the Video Synthesizer.” In 
Fred Barzyk: The Search 
for a Personal Vision in 
Broadcast Television, 
ed. Fred Barzyk and the 
Patrick and Beatrice 
Haggerty Museum of Art, 
Marquette University, 
January 2001. 74.

21  Fred Barzyk and David 
Atwood, 저자와의 인터뷰, 
2012년.

20  Chris Meigh-Andrews, 
“Video Colour Image 
Processors,”  
http://www.meigh-
andrews.com/writings/
essays/video-colour-
image-processors 
(2012년 5월 접근). 
기술적으로 워뷸레이터는 
컬러라이저와 제어기와는 
구별되는 백남준의 주자선 
변조기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둘 다 가장 자주 연결되어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한다 (Schier, “Nam 
June Paik,”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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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다고 생각했다. 초기에 워뷸레이터라고 불린 백-아베 신디사이저는 백남준과 
아베가 제한된 재정 자원으로 설계한 자체 제작 제어기, 컬러라이저와 주사선 
모듈러 시스템이었다.20 백남준은 자신을 규정하게 된 우연적이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스타일로 중고 전선, TV 수상기, 하드웨어 부품을 사용하여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이는 모든 색채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제어하고 조직한 시겔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WGBH의 프레드 바직은 어느 날 백남준이 긴 고무 장화를 
착용하고 스튜디오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질문에 백남준은 
이걸 착용하지 않으면 “감전된다”21고 설명하였다.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가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전에 신디사이저는 
백남준이 WGBH의 엔지니어인 데이빗 앳우드와 공유한 아파트의 거실에 있었다. 

1970년 여름, 그들은 WGBH로 이동하여 오래된 스튜디오를 “싸구려 장신구 
가게와 결합된 전자제품 고물상”과 같이 바꾸어 놓았다. 이 새로운 집에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여러 대의 텔레비전 모니터, 감시 카메라, 2개의 컬러 
인코더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인코더는 광범위한 이미지 조작 및 착색 가능성을 
허용하기 위해 두 번째 인코더에 내장되었다. 이 시스템은 10-12개의 흑백 입력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당시 스튜디오의 자체 믹서기가 3개의 입력으로 제한되는 
것을 고려하면 인상적인 숫자다.

특별한 시각효과를 위해 백남준은 또한 저비용으로 고도의 창조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앳우드는 “플라스틱 접시, 유명한 작곡가의 값싼 흉상, 비용이 
들지않고 빛을 왜곡시키는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샀다”고 설명한다. 심지어 백남준은 물체들을 구축하고 33rpm또는 78 rpm으로 
회전하기 위해 레코드 턴테이블을 사용했는데, 바직은 그 위에서 한 번은 “면도 
크림 덩어리가 … 빙빙 도는 것”을 발견하였다. 백남준의 또 다른 룸메이트는 그가 
매트리스를 맨 위에 올려 놓고 오래된 콘솔 TV로 침대를 만들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일회용 종이 접시로 식사하고 플라스틱 조리기구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백남준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주장했다. 백남준의 스타일은 
빠르고 싸고 지저분했지만 효과적이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회전하는 면도 
크림은 “색채와 이미지의 혼합물로 변형되었다.”22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문제였다. 심지어 백남준은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가 기술적인 악몽임을 
시인했다. 그는 “나 같은 조잡한 기계”라고 말했다. 앳우드도 “그것이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적이었다”23라고 말하면서 이에 동의했다. 통제실의 믹서기와 
계기판 앞에 앉은 WGBH의 엔지니어들은 이 신디사이저를 더욱 싫어했다. 
예술가들이 값비싼 스튜디오 장비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하는 방식을 싫어했던 
것처럼 말이다 (엔지니어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케이지적] 방법인 “한 번에 세 
개 및 네 개의 버튼을 누르는 것”24).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가 채널 44에서 
데뷔했을 때 이것이 스튜디오의 매우 값비싼 색채 여과 송신기를 태우기도 했다. 
백남준은 연방통신위원회의 색채 제한을 무시했는데, 이는 또한 벡터스코프를 

통해 색채를 흐르게 하고 압축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말이다.25

이러한 ‘예술적’ 기법들은 어떤 색채가 당시에 허용될 것인가에 
관한 예술가와 엔지니어들 사이의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는’ 협상으로 
이어졌다. 앳우드는 “녹음할(했을) 때마다 우리는 ‘신디사이저 레코딩’에 
배정된 … 엔지니어와 이 작은 춤을 거쳐야 했다”26고 설명한다. 논쟁은 피곤하고 
반복적 이었는데 마침내 앳우드는 엔지니어들을 설득할 한 가지 방안을 발견했다. 
신호가 벽에 주입되는 지점에서 비디오 케이블을 추가하거나 빼서 전체 채도 
위상을 조정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 공식은 케이블 1피트 당 2였다. 
앳우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디사이저는 주통제실에서 복도 건너편의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 한 엔지니어는 “부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나는 “거기 있을 텐데요”라고 
답했을 거에요(나는 그걸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니, 이건 너무 극단적에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가 문제인데요?”라고 말했고 그들은 “40도 또는 

50도 정도의 … 위상차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로잡을 수 없어요”라고 
답한 걸로 기억합니다. … 나는 비디오 케이블 한 더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백남준이 ‘플라스틱 개구리 녹색 아동용 욕조의 선반 
뒤에’ 숨겼던 거에요). 그리고 나는 머리속으로 계산해서 … (여분의 
케이블을) 꽂고 돌아가서는 “음, 지금은 어때?”라고 말했어요. “오, 이제 
가깝네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거쳐야 했던 춤이었지요.27

백남준은 연방통신위원회의 범위 내에서 색채를 유지할 수 있는 값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1년 WGBH의 사장인 마이클 라이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백남준은 WNET의 존 고드프리와 함께 “테크노믹스 벡터스코프”를 
사용하여 “만성적 과다 채도를 모니터링하고 … 연방통신위원회의 제한 내에서 
훌륭하고 복잡한 컬러 이미지를 창조했다”28고 자랑스럽게 보고하였다. 그는 
비슷한 연방통신위원회 승인 색채들을 WGBH에서 만들 수 있도록 히스킷 
벡터스코프(1971년 당시 145달러)를 구입할 수 있는 기금을 라이스에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방송을 위한 전반적인 색채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백-아베 신디사이저 내의 특정한 색채들을 제어하는   것은 
여전히 또 다른 문제였다.

백남준이 WGBH를 떠난 후 헤이즈는 1970년대 중반에 스튜디오에 
도착하여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이미지 및 색상 매개변수를 분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해이즈의 일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색채 제어를 기술하기는 어렵다 … 각 채널마다 
색채가 아주 적기 때문에 최종적인 색채 잠재력은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시행 

28  Nam June Paik, Letter to 
Michael Rice. March 21, 
1970-72. WGBH아카이브, 
보스턴.

27  Barzyk and Atwood, 
저자와의 인터뷰. 

26  Atwood, 개인교신. 

25  백남준은 1978년 2월 
다음과 같이 쓴다. “백-
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WGBH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선보였을 때 방송 표준을 매우 
밑돌았다…그것은 마침내 
빙햄튼에서 이 방송 표준에 
통합되었다”(“Paik-Abe 
Correspendence,” 40).

24  Georg Fifield, “The 
WGBH New Television 
Workshop,” in Fred 
Barzyk: The Search for 
a Personal Vision in 
Broadcast Television, 64.

23  Atwood, 개인교신.

22  Fred Barzyk, “Paik and 
the Video Synthesizer.” In 
Fred Barzyk: The Search 
for a Personal Vision in 
Broadcast Television, 
ed. Fred Barzyk and the 
Patrick and Beatrice 
Haggerty Museum of Art, 
Marquette University, 
January 2001. 74.

21  Fred Barzyk and David 
Atwood, 저자와의 인터뷰, 
2012년.

20  Chris Meigh-Andrews, 
“Video Colour Image 
Processors,”  
http://www.meigh-
andrews.com/writings/
essays/video-colour-
image-processors 
(2012년 5월 접근). 
기술적으로 워뷸레이터는 
컬러라이저와 제어기와는 
구별되는 백남준의 주자선 
변조기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둘 다 가장 자주 연결되어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한다 (Schier, “Nam 
June Paik,”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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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 다른 색채가 서로 다른 피드백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녹색 원색은 적색 원색보다 
더 폭발적인 피드백 이미지를 낳을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채널 입력이 다른 
이미지로부터 사라질 때마다 원색이 달라질 것이다. …”29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에 대해 헤이즈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결론을 내렸다. “불변하는 
색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

합성적 색채와 사이키델릭 시대를 위해 앞서 언급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술들이 1969경 WGBH에 있었다. 즉 그러한 색채들은 열린 마음을 
가진 책임자들, 때때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엔지니어들, 국립인문학기금과 
록펠러재단 기금, 워크샵 그 자체, 원하는 대로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맥락, 표준화되지 
않은 하드웨어, 그리고 예술가, 감독 및 엔지니어 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제작되고 디스플레이되었다. 예를 들어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세계 데뷔에 
관한 아래의 일화는 당시의 개방적이며 활발한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한다.

1970년 8월 1일,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공영 텔레비전 채널 44에서 

4시간 동안 방송된 ‹비디오 코뮨: 처음부터 끝까지 비틀즈›로 최초의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는 “세계가 이전에 결코 보지 못한 틀에서 벗어난 이미지”의 
방송이었다. 그러나 ‹비디오 코뮨›이 방영되기 일주일 전인 1970년 6월 23일 
바직은 당시 WGBH의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오 아이브즈의 메모를 받았다. 방송국 
프로그램 안내서에서 아이브즈는 8월 1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의 
방송 목록을 보았다. 그는 WGBH의 파란색 편지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바직씨,
저는 방금 8월 1일 백남준의 실험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서를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직 계획하지 않았다면 비디오기록 사본을 
준비하여 이를 적어도 … 10분 또는 15분마다 방송 화면에, 적어도 방송 
초반부에 송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 사본은 이 프로그램이 
실험이라는 것, 컬러 TV로 시청하는 것이 더 좋으며 공식적인 시작이나 
끝이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산주의자 빨갱이 마오주의자 
녀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날 밤 불평하는 통화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전화교환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30

“물론 아이브즈는 ‘공산주의자 빨갱이 마오주의자 녀석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앳우드는 덧붙이면서 그건 단지 그의 유머였다고 언급한다.31 
그러나 이 이야기에 대해 놀라운 것은 이러한 농담이 발생하는 자유다(이는 
소송과 관련해서만 그런 메모를 볼 수 있는 오늘날 방송국의 부사장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이것이 또한 세계의 일부, 즉 하나의 ‘세계’를 만들지만 종종 

현저하게 비기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적, 역사적 요인들의 일부임을 
고려하라. 잠시 동안 이 요인들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도구적’ 맥락 또는 

‘틀짓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라(그리고 나는 이 ‘틀짓기’라는 
용어를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의 부정적인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용어의 낙인을 벗기고 있다). 이 요인들은 손 안에 없음의 방식으로 묶여 있다. 
즉 이 요인들은 그것들이 이 시간과 장소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의 
조건을 창출하는 한도까지의 물질적인 초월을 통해서 묶여 있다. 그렇지만  
이 요인들은 어느 정도는 비가시적이며 너무 가깝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말이다.

액체 무지개의 종언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야생적이고 사이키델릭한 효과의 상당 부분은 
상업적인 분야에 다수 응용되었는데, 이는 주로 TV와 영화산업을 위해 텍스트 
및 색채 오버레이를 광학적으로 주사하고 움직이는데 사용된 독특한 아날로그 
컴퓨터 시스템인 스캐니메이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스캐니메이트가 사용된 
예로는 ‹스타 워즈: 새로운 희망›(1977)의 행성 뒤에서 나오는 데스 스타의 짧은 
장면, 1977년 그래미상 시상식 생방송,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일렉트릭 컴퍼니를 
위한 ‘스파게티’ 글자 및 오실레이터 효과들의 전체 시리즈, 그리고 헤이즈가 
제작한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뮤직비디오 ‹렛츠 그루브›(1981)가 있다.32 이 
시스템은 백-아베 신디사이저와 마찬가지로 부피가 컸다. 불안정한 아날로그 
시스템은 1980년대 초에 더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프레임 버퍼(색채 정보를 
필요에 따라 반복 또는 호출 할 수 있는 렌더링 장치), 암펙스 에이도와 같은 
디지털 CGI 기술의 등장과 함께 단계적으로 제거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비디오 카메라와 편집 시스템이 등장했고, 1990년대에는 
개인용 컴퓨팅, 디지털 시각효과 기술, 인터넷이 출현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술가 
프로그램을 위해 WGBH 또는 WNET과 같은 센터로의 여행 또한 불필요하게 
되었다.

40년 후인 2009년, 할리우드의 스튜디오이자 광고대행사인 굿비 
실버스타인&파트너는 데이브 시그(그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스캐니메이트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음)에게 우유에 관한 새로운 록 오페라 ‹밀카리어스를 
위한 전쟁!›에 대한 광고 캠페인인 ‹갓 밀크›에서의 ‘보텍스 장면’을 촬영하는데 
스캐니메이트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33 이 회사 담당자는 시그에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효과와 플러그인을 사용해도 여전히 스캐니메이트의 모습과 느낌에 
가까워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굿비 실버스타인&파트너는 결국 HD 레드 디지털 
카메라(4k 해상도)를 사용하여 음극선 표면에서 스캐니메이트 출력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들은 “스캐니메이트의 실제 모습”을 

33  http://www.buck.tv/
library/white-gold/vortex

32  이 비디오의 저화질 버전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
www.youtube.com/
watch?v=_XOY7lsBVpo 
(2011년 11월 27일 접근).

31  Ibid.

30  앳우드의 개인 아카이브.

29  Ron Hays, “Image-
Creating: The Paik Abe 
Video Synthesizer.” 미출간 
기술 메모. WGBH아카이브, 
보스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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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 다른 색채가 서로 다른 피드백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녹색 원색은 적색 원색보다 
더 폭발적인 피드백 이미지를 낳을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채널 입력이 다른 
이미지로부터 사라질 때마다 원색이 달라질 것이다. …”29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에 대해 헤이즈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결론을 내렸다. “불변하는 
색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

합성적 색채와 사이키델릭 시대를 위해 앞서 언급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술들이 1969경 WGBH에 있었다. 즉 그러한 색채들은 열린 마음을 
가진 책임자들, 때때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엔지니어들, 국립인문학기금과 
록펠러재단 기금, 워크샵 그 자체, 원하는 대로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맥락, 표준화되지 
않은 하드웨어, 그리고 예술가, 감독 및 엔지니어 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제작되고 디스플레이되었다. 예를 들어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세계 데뷔에 
관한 아래의 일화는 당시의 개방적이며 활발한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한다.

1970년 8월 1일,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공영 텔레비전 채널 44에서 

4시간 동안 방송된 ‹비디오 코뮨: 처음부터 끝까지 비틀즈›로 최초의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는 “세계가 이전에 결코 보지 못한 틀에서 벗어난 이미지”의 
방송이었다. 그러나 ‹비디오 코뮨›이 방영되기 일주일 전인 1970년 6월 23일 
바직은 당시 WGBH의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오 아이브즈의 메모를 받았다. 방송국 
프로그램 안내서에서 아이브즈는 8월 1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의 
방송 목록을 보았다. 그는 WGBH의 파란색 편지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바직씨,
저는 방금 8월 1일 백남준의 실험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서를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직 계획하지 않았다면 비디오기록 사본을 
준비하여 이를 적어도 … 10분 또는 15분마다 방송 화면에, 적어도 방송 
초반부에 송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 사본은 이 프로그램이 
실험이라는 것, 컬러 TV로 시청하는 것이 더 좋으며 공식적인 시작이나 
끝이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산주의자 빨갱이 마오주의자 
녀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날 밤 불평하는 통화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전화교환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30

“물론 아이브즈는 ‘공산주의자 빨갱이 마오주의자 녀석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앳우드는 덧붙이면서 그건 단지 그의 유머였다고 언급한다.31 
그러나 이 이야기에 대해 놀라운 것은 이러한 농담이 발생하는 자유다(이는 
소송과 관련해서만 그런 메모를 볼 수 있는 오늘날 방송국의 부사장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이것이 또한 세계의 일부, 즉 하나의 ‘세계’를 만들지만 종종 

현저하게 비기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적, 역사적 요인들의 일부임을 
고려하라. 잠시 동안 이 요인들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도구적’ 맥락 또는 

‘틀짓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라(그리고 나는 이 ‘틀짓기’라는 
용어를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의 부정적인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용어의 낙인을 벗기고 있다). 이 요인들은 손 안에 없음의 방식으로 묶여 있다. 
즉 이 요인들은 그것들이 이 시간과 장소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의 
조건을 창출하는 한도까지의 물질적인 초월을 통해서 묶여 있다. 그렇지만  
이 요인들은 어느 정도는 비가시적이며 너무 가깝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말이다.

액체 무지개의 종언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야생적이고 사이키델릭한 효과의 상당 부분은 
상업적인 분야에 다수 응용되었는데, 이는 주로 TV와 영화산업을 위해 텍스트 
및 색채 오버레이를 광학적으로 주사하고 움직이는데 사용된 독특한 아날로그 
컴퓨터 시스템인 스캐니메이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스캐니메이트가 사용된 
예로는 ‹스타 워즈: 새로운 희망›(1977)의 행성 뒤에서 나오는 데스 스타의 짧은 
장면, 1977년 그래미상 시상식 생방송,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일렉트릭 컴퍼니를 
위한 ‘스파게티’ 글자 및 오실레이터 효과들의 전체 시리즈, 그리고 헤이즈가 
제작한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뮤직비디오 ‹렛츠 그루브›(1981)가 있다.32 이 
시스템은 백-아베 신디사이저와 마찬가지로 부피가 컸다. 불안정한 아날로그 
시스템은 1980년대 초에 더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프레임 버퍼(색채 정보를 
필요에 따라 반복 또는 호출 할 수 있는 렌더링 장치), 암펙스 에이도와 같은 
디지털 CGI 기술의 등장과 함께 단계적으로 제거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비디오 카메라와 편집 시스템이 등장했고, 1990년대에는 
개인용 컴퓨팅, 디지털 시각효과 기술, 인터넷이 출현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술가 
프로그램을 위해 WGBH 또는 WNET과 같은 센터로의 여행 또한 불필요하게 
되었다.

40년 후인 2009년, 할리우드의 스튜디오이자 광고대행사인 굿비 
실버스타인&파트너는 데이브 시그(그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스캐니메이트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음)에게 우유에 관한 새로운 록 오페라 ‹밀카리어스를 
위한 전쟁!›에 대한 광고 캠페인인 ‹갓 밀크›에서의 ‘보텍스 장면’을 촬영하는데 
스캐니메이트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33 이 회사 담당자는 시그에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효과와 플러그인을 사용해도 여전히 스캐니메이트의 모습과 느낌에 
가까워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굿비 실버스타인&파트너는 결국 HD 레드 디지털 
카메라(4k 해상도)를 사용하여 음극선 표면에서 스캐니메이트 출력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들은 “스캐니메이트의 실제 모습”을 

33  http://www.buck.tv/
library/white-gold/vortex

32  이 비디오의 저화질 버전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
www.youtube.com/
watch?v=_XOY7lsBVpo 
(2011년 11월 27일 접근).

31  Ibid.

30  앳우드의 개인 아카이브.

29  Ron Hays, “Image-
Creating: The Paik Abe 
Video Synthesizer.” 미출간 
기술 메모. WGBH아카이브, 
보스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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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면서 그 결과에 만족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 결과는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정확하기보다는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 디지털 이미지는 조각이 나고 
얇으며 아날로그 비디오 합성이 발생시키는 색채의 유동성과 풍부함을 포착하지 
못한다.

매킨토시 컴퓨터의 몇몇 모델들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플러리 레인보우’ 
화면보호기와 마찬가지로, 이 애니메이션은 액체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시뮬레이션하려고 시도하지만 애니메이션은 다시금 통계적으로 보인다. 즉 색채 
혼합과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거칠게 움직이고 개별적으로 너무나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다. 결국 1969년경에 제작된 작품에서 기이하게 각성된 신비주의와 
강신론적 태도로 보였던 것들은 지금에 와서는 물질적 사실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매우 논리적이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새롭고 비표준화된 기술, 완전히 낯선 
색채 팔레트, 작업에 대한 자유롭고 실험적인 접근,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지지적인 정치적, 문화적 맥락, 그리고 이 작업과 그 주변에서 나타난 신비주의적 
비전들을 고려하자면 그렇다.

1969년, 비디오 합성의 ‘지금 인디고 블루’는 하이데거의 물질적 초월뿐만 
아니라 벤야민이 기술의 땅에서 핀 ‘푸른 꽃’으로 식별했던 “현실의 도구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이 갖는 비매개성을 표현한다. 순수하고 ‘비매개된’ 음극선관 
푸른색은 하나의 세계가 되지만, 손 안에 없음의 낯섦을 ‘생활세계’의 (자연화된) 
요소로 변형하도록 설계된 고도로 정교한 기술적 과정과 시스템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Electric Now 
Indigo Blue: 
Synthetic Color 
and Video 
Synthesis, circa 
1969 — Carolyn 
L. Kane

캐롤린 L. 케인은 1960년대 미디어 미학의 발전에서 전자 색채의 역할을 분석한 『채도의 알고리즘: 합성적 색채, 컴퓨터 예술, 

그리고 코드 이후의 미학』(시카고대학교 출판부, 2014)의 저자이다. 뉴욕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브라운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토론토 라이어슨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20세기 예술에서 

글리치와 실패의 예술적 활용들을 분석한 『미화된 실패: 환경-예술부터 채도 글리치에 이르는 하이테크 쓰레기』를 집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