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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50년대 이후 예술가들이 교통과 순환의 변화하는 사회기반시설과 
테크놀로지에 참여해 온 과정을 조사하는 보다 큰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다. 이 
연구는 예술가를 사회기반시설의 변화 및 기술적 변화의 행위자이자 분석가, 
(그리고 몇몇의 경우에는) 지지자로 틀을 짓고 조사하면서, 지난 수십 년 간 
예술적 실천 내에서 발전한 사회기반시설의 상상계를 추적한다. 본 연구의 
범위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장되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나는 2002년 
이후의 예술적 실천과 미디어 기반시설들 내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로렌 코넬과 에드 할터가 『대중 효과: 21세기의 예술과 인터넷』(2015)에서 
제안한 세대 구분을 따른 것이다. 코넬과 할터는 “넷 아트의 제1세대”와 연관된 
예술적 실천들이 “포괄적으로 역사화되었음”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 형식이자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출현을 따라가면서 인터넷과의 새로운 
예술적 관계를 식별한다.

폭넓게 말하자면 이 이후의 (즉 2002년 이후) 세대는 새로운 
매체로서의 인터넷이 아니라 참된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에 응답한다. 
여기서의 인터넷은 보다 넓고 깊은 문화적 파급력, 유통과 협력의 보다 
커다란 기회들, 그리고 고도의 기업적·정치적 복잡성을 지닌다.1

코넬과 할터가 편집한 이 책에는 코리 아칸젤, 폴 챈, 알렉산드라 도마노비치, 
올리버 라릭, 마크 레키, 트레버 파글렌, 세스 프라이스, 히토 슈타이얼, 마르틴느 
심즈를 포함한 다양한 예술가들의 기고문이 실려 있다. 이 작가들은 예술작품의 
제작과 함께 연구자이자 저술가로서 인터넷에 참여하면서 텍스트 또는 다른 
출판물들을 제작해 왔다. 이들 중 일부 작가는 인터넷 및 이와 연관된 미디어 
기반시설의 능력과 작용 또는 본성들에 일어난 변동을 표명하는 특정한 
용어(프라이스의 ‘산포(dispersion)’2와 같은)를 채택하거나 고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명명화 행위를 통해 작가들은 명명화가 없었으면 불투명하거나 간과된 
채로 남을 미디어 기반시설의 실재성과 가시성을 증가시킨다.3

이 논문에서 나는 지금보다 훨씬 이전, 그러니까 인터넷이 대중매체로서 
출현하기 이전에 일어난 한 가지 명명화 행위를 고찰하려고 한다. 백남준의 
작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는 백남준이 전기통신과 순환에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기반시설들을 표명하고 맥락화하기 위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전자 초고속도로’의 이미지와 은유 – 이는 도로교통과 전기통신 간의 평행을 
강조한다 – 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런던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의 제목인 ‘전자 초고속도로’ 개념으로의 
회귀를 논의하고자 한다. 2016년 1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린 “전자 
초고속도로(2016-1966)”전은 지난 50년간의 기술에 대한 예술가들의 반응을 
탐구하는 전시로 큐레이터 오마르 콜리프가 에밀리 버틀러, 세이머스 매코맥과 
함께 기획했으며 에리카 발솜, 헤더 코코란, 에드 할터, 사라 퍼크스로 구성된 

큐레이팅 자문단의 조언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전시는 백남준의 실천에서 서로 
다른 시기로부터 끌어온 두 개의 주요 작품들을 포함시켰는데 하나는 1984년 
위성방송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기록한 비디오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독일 
방송국 RTL의 쾰른 본부를 위해 의뢰 받아 제작된 대규모 다중 모니터 작품인 

‹인터넷의 꿈›(1994)이다. 이 두 작품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예술과 기술 간의 
대화에 수십 년 간 백남준이 유례 없이 기여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나는 일차적으로 전자고속도로 개념에 관심이 있으며, 전기통신 정책의 수사학 
및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에 참여하는 동시대 미술 작품과 이 개념과의 관련성을 
탐구할 것이다.

미디어 계획, ‘푸른 창공’과 전기통신 정책

백남준은 ‘전자 초고속도로’라는 단어를 1974년 록펠러재단 예술 프로그램에서 
의뢰받은 「후기산업 사회를 위한 미디어 계획 – 21세기가 이제 26년 남았다」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하였다.4 이 보고서에서 백남준은 화상 전화, 팩스, 양방향 
텔레비전 등 기존 기술의 확장 및 통합을 통해 창출된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를 
구상하였다. 보고서에서 그는 이 네트워크가 “쇼핑, 서지, 여론 조사, 건강 
관리, 생체통신 및 사무실에서 사무실로의 데이터 전송”을 포함한 모든 기능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윌리엄 카이젠은 「미디어 계획」 
보고서를 유토피아적이며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으로 기술하면서, 백남준이 

“온라인 접속으로 연결된 개인용 멀티미디어 컴퓨터의 미래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5고 지적한다. 카이젠은 이 보고서를 “정보고속도로의 공공 개발을 기업에서 
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왜 정부와 자선가들이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보고서”6로 규정한다.

「미디어 계획」 보고서는 1960년대 중반 벨 연구소에서 컴퓨터로 실험적으로 
일한 경험을 통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 사이에 백남준이 쓴 커뮤니케이션 
연구 텍스트들 중 하나였다.7 카이젠에 따르면 백남준의 실제 컴퓨팅 실험은 이 
기술의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본성과 능력인 무작위성과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백남준은 또한 자신의 저술을 통하여 컴퓨터와 원격통신의 
잠재력을 시민 참여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전달하고자 추구하였다. 카이젠은 
백남준의 이러한 목표를 컴퓨팅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대중주의적”8이라고 
기술한다. 백남준의 전자 매스 미디어에 대한 관심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잠재적인 수단으로 이는 또한 「래디컬 소프트웨어」지의 기고가이자 1972년에 
발간된 책 『유선 국가: 케이블TV: 전자통신 고속도로』의 저자인 랠프 리 스미스와 
같은 다수의 “1960년대 미디어 급진주의자들”이 공유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 케이블 TV는 미국의 정치 참여에 관한 토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시대는 시민들의 불안과 방송통신 정책의 중대한 

8  Kaizen, “Computer 
Participator,” 233.

7  카이젠은 역시 록펠러재단의 
기금을 받아 작성된 백남준의 
1968년 보고서인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확장된 교육」을 
참조하면서 이를 “컴퓨팅 
및 문화적 아카이브로서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들에 대한 선견지명적 
논의”(ibid., 235)로 
규정한다.

6  Ibid., 236.

5  William Kaizen, 
“Computer Participator: 
Situating Nam 
June Paik’s Work 
in Computing”, 
in Mainframe 
Experimentalism: 
Early Computing and 
the Foundations of 
the Digital Arts, ed. 
Hannah B. Higgins and 
Douglas Kah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229.

4  이 보고서는 1974년에 
작성되었으나 2년 후 
독일어로 다음 책에 처음 
출간되었다: Nam June 
Paik. Werke 1946–1976. 
Musik – Fluxus – Video, 
(Cologne: Kölnischer 
Kunstverein, 1976). 이 
보고서의 영어판 발췌본은 
다음 책에 출간되었다: The 
Electronic Superhighway, 
ed Nam June Paik and 
Kenworth W. Moffett, 
(New York, Seoul, and 
Fort Lauderdale: Holly 
Solomon Gallery, Hyundai 
Gallery, and the Fort 
Lauderdale Museum 
of Art, 1995), 39-47. 이 
발췌본은 Medien Kunst 
Netz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http://www. 
medienkunstnetz.de/
source-text/33/, 2016년 
10월 20일 접근). 

3  폴 에드워즈가 지적하듯 
하부구조는 종종 위기나 
실패의 순간에만 가시성을 
얻는다. Paul N. Edwards, 
“Infrastructure and 
Modernity: Force, Time, 
and Social Organization 
in the History of 
Sociotechnical Systems,” 
in Modernity and 
Technology, ed. Thomas 
J. Misa, Philip Brey 
and Andrew Feenberg 
(Cambridge, MA: MIT 
Press, 2003), 185.

2  Seth Price, “Dispersion,” 
in Mass Effect, 51-69.  
이 텍스트는 2002년에 
작성되었고 프라이스 자신의 
웹사이트(www.distribute
dhistory.com)에서 PDF로 
얻을 수 있다 (2016년 10월 
19일 접속)

1  Lauren Cornell and Ed 
Halter, “Hard Reboot: 
An Introduction to Mass 
Effect,” in Mass Effect: 
Art and the Internet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s. Lauren Cornell and 
Ed Halter (Cambridge, 
MA: MIT Press, 2015),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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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들을 제작해 왔다. 이들 중 일부 작가는 인터넷 및 이와 연관된 미디어 
기반시설의 능력과 작용 또는 본성들에 일어난 변동을 표명하는 특정한 
용어(프라이스의 ‘산포(dispersion)’2와 같은)를 채택하거나 고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명명화 행위를 통해 작가들은 명명화가 없었으면 불투명하거나 간과된 
채로 남을 미디어 기반시설의 실재성과 가시성을 증가시킨다.3

이 논문에서 나는 지금보다 훨씬 이전, 그러니까 인터넷이 대중매체로서 
출현하기 이전에 일어난 한 가지 명명화 행위를 고찰하려고 한다. 백남준의 
작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는 백남준이 전기통신과 순환에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기반시설들을 표명하고 맥락화하기 위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전자 초고속도로’의 이미지와 은유 – 이는 도로교통과 전기통신 간의 평행을 
강조한다 – 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런던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의 제목인 ‘전자 초고속도로’ 개념으로의 
회귀를 논의하고자 한다. 2016년 1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린 “전자 
초고속도로(2016-1966)”전은 지난 50년간의 기술에 대한 예술가들의 반응을 
탐구하는 전시로 큐레이터 오마르 콜리프가 에밀리 버틀러, 세이머스 매코맥과 
함께 기획했으며 에리카 발솜, 헤더 코코란, 에드 할터, 사라 퍼크스로 구성된 

큐레이팅 자문단의 조언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전시는 백남준의 실천에서 서로 
다른 시기로부터 끌어온 두 개의 주요 작품들을 포함시켰는데 하나는 1984년 
위성방송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기록한 비디오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독일 
방송국 RTL의 쾰른 본부를 위해 의뢰 받아 제작된 대규모 다중 모니터 작품인 

‹인터넷의 꿈›(1994)이다. 이 두 작품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예술과 기술 간의 
대화에 수십 년 간 백남준이 유례 없이 기여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나는 일차적으로 전자고속도로 개념에 관심이 있으며, 전기통신 정책의 수사학 
및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에 참여하는 동시대 미술 작품과 이 개념과의 관련성을 
탐구할 것이다.

미디어 계획, ‘푸른 창공’과 전기통신 정책

백남준은 ‘전자 초고속도로’라는 단어를 1974년 록펠러재단 예술 프로그램에서 
의뢰받은 「후기산업 사회를 위한 미디어 계획 – 21세기가 이제 26년 남았다」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하였다.4 이 보고서에서 백남준은 화상 전화, 팩스, 양방향 
텔레비전 등 기존 기술의 확장 및 통합을 통해 창출된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를 
구상하였다. 보고서에서 그는 이 네트워크가 “쇼핑, 서지, 여론 조사, 건강 
관리, 생체통신 및 사무실에서 사무실로의 데이터 전송”을 포함한 모든 기능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윌리엄 카이젠은 「미디어 계획」 
보고서를 유토피아적이며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으로 기술하면서, 백남준이 

“온라인 접속으로 연결된 개인용 멀티미디어 컴퓨터의 미래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5고 지적한다. 카이젠은 이 보고서를 “정보고속도로의 공공 개발을 기업에서 
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왜 정부와 자선가들이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보고서”6로 규정한다.

「미디어 계획」 보고서는 1960년대 중반 벨 연구소에서 컴퓨터로 실험적으로 
일한 경험을 통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 사이에 백남준이 쓴 커뮤니케이션 
연구 텍스트들 중 하나였다.7 카이젠에 따르면 백남준의 실제 컴퓨팅 실험은 이 
기술의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본성과 능력인 무작위성과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백남준은 또한 자신의 저술을 통하여 컴퓨터와 원격통신의 
잠재력을 시민 참여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전달하고자 추구하였다. 카이젠은 
백남준의 이러한 목표를 컴퓨팅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대중주의적”8이라고 
기술한다. 백남준의 전자 매스 미디어에 대한 관심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잠재적인 수단으로 이는 또한 「래디컬 소프트웨어」지의 기고가이자 1972년에 
발간된 책 『유선 국가: 케이블TV: 전자통신 고속도로』의 저자인 랠프 리 스미스와 
같은 다수의 “1960년대 미디어 급진주의자들”이 공유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 케이블 TV는 미국의 정치 참여에 관한 토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시대는 시민들의 불안과 방송통신 정책의 중대한 

8  Kaizen, “Computer 
Participator,”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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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bid.,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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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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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로 다음 책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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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gne: Kölnischer 
Kunstverein, 197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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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rt, 1995), 39-47. 이 
발췌본은 Medien Kunst 
Netz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http://www. 
medienkunstnetz.de/
source-text/33/, 2016년 
10월 20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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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다. Paul N. Edwards, 
“Infrastructure and 
Modernity: Force, Time, 
and Social Organization 
in the His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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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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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Misa, Philip Brey 
and Andrew Feenberg 
(Cambridge, MA: MIT 
Press, 2003), 185.

2  Seth Price, “Dispersion,” 
in Mass Effect,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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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었고 프라이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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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결국 PBS의 설립, 그리고 유선 TV에 대한 지역 기반 
프로그래밍의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이끌어냈다. 토마스 스트리터는 이러한 
변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푸른 창공(blue sky)’ 담론에 대한 분석에서 

“1960년대 미디어 활동가, 전통적인 자유주의 단체, 업계 로비스트 및 공화당 
기술관료 등” 케이블 기술을 지원하는 “이상한 동맹”9의 출현에 대해 지적하였다. 
케이블은 1940년대부터 네트워크 커버리지의 지역적 결함을 해결하는 서비스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다. 그러나 방송 부문 
전체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케이블 산업은 동축 케이블의 새롭게 늘어난 
용량을 계약 및 조건 개선을 위한 로비에 활용하였다.

일단 새로운 기술로 재구성된 케이블은 미디어 활동가와 자선 단체들이 
방송제작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의 수준을 높이고 텔레비전에 양방향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포용되었다. 스트리터는 1969년에 발표된 대통령 직속 
통신정책 위원회 보고서의 내용과 논조를 묘사하면서 케이블 기술이 제공한 
것으로 보였던 참여 형태에 대한 유토피아적 믿음을 언급한다.

이 보고서는 […] 케이블 TV가 소수자들과 반정부 집단이 자신을 
표현하고 국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소외감을 줄이고 1968년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사회적 불안, 특히 흑인 
빈민가에서의 불안이 낳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막연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국적 
매체로서의 케이블 도입을 조정자로서 연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

스트리터는 케이블의 사회적·정치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주장들이 
영향력이 컸으나 케이블과 TV 유통 네트워크의 다른 요소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실용적인 세부 사항, 정책 권고 또는 심층적인 분석과는 일반적으로 
동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리터에게 케이블 기술을 둘러싼 유토피아 담론은 제임스 W. 캐리와 
제임스 쿼크가 “전기 숭고의 수사학”11이라고 부르는 예를 보여준다. 이는 전신의 
발명 이후로 미국 문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수사법으로서 사회적·물질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힘을 믿는 준종교적 신념을 표현한다. 
지상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공중을 통한 상상의 정보 운동과 
기술에 대한 이 준종교적 신념 사이의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주(州)와 주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높은 교차로와 인터체인지를 포함하는 무거우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이었지만, 
유선 TV 기술은 푸른 창공의 영역을 손쉽게 연상시키는 순수한 공중 전송을 
포함한다고 (비록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상상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통신위원회는 1960년대 케이블 TV에 관한 대중적·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행위자들 중 하나였다. 스트리터는 또한 뉴욕시 유선 TV 및 
전기통신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한다. 이 보고서는 시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케이블의 “반짝반짝 빛나는 약속”12에 대하여 간결하지만 
중요한 진술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이 결론은 은행업무와 통신, 엔터테인먼트에 
사용되는 차세대 “전자 회로”의 등장을 알렸다. 1970년 좌파 성향 잡지인 
「네이션」은 스미스가 쓴 “유선 국가”라는 제목의 특집호를 발간했는데 이는 그가 
쓴 베스트셀러 도서로 발전되었다.13 1960대의 주(州)간 고속도로 시스템에 
사용한 연방 정부 보조금을 케이블 투자의 선례로 인용하면서 스미스는 “단기의 
상업적 고려사항14”을 간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케이블 회사가 모든 
커뮤니티에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방 표준 및 규정에 따라 공공 시설로 
재분류할 수 있는 “광대역 통신” 모델을 지지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모델에는 공공 
텔레비전 시스템이 포함되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집단과 개인은 방송 및 제작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규제된 액세스에 접근하게 되었다.

백남준의 ‹전자 초고속도로›(1993)

백남준은 1960년대 초반부터 참여 텔레비전에 관심을 가졌지만, “「후기산업 
사회를 위한 미디어 계획」 보고서는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기존의 정책 
담론에 비교적 늦게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연방 통신 투자를 지지하고 미국 
주(州)간 고속도로의 건설을 선례로 인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개괄한 몇 가지 
입장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백남준은 스미스와는 달리 전자통신을 “스트레스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자동차 교통수단에 대한 필요하면서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그는 텔레비전이 “통합과 이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버스타기가 흑인과 백인 어린이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양방향 비디오 TV 통신을 
제안한다. 백남준은 또한 “에너지의 가격 상승과 생태계 교란”15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종이 없는 전자통신에 투자하는 보다 구체적인 생태학적 안건을 
지지한다. 백남준은 1980년 예술가 린 허쉬먼 리슨이 진행한 비디오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 이 인터뷰의 편집본은 
화이트채플 갤러리의 전시 카탈로그에 실렸는데 이 글에는 백남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뉴욕으로 여행하는 대신 저에게 전화하면 300 달러의 항공 요금을 절약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항공의 가솔린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무게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 교통과 통신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신을 더 많이 
사용하고 교통수단을 덜 사용할수록 좋습니다.16

16  린 허쉬먼 리슨과의 
인터뷰(1980), Electronic 
Superhighway: From 
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 to Art After 
the Internet, eds. Omar 
Kholeif, Sarah Perks and 
Seamus McCormack 
(London: Whitechapel 
Gallery, 2016), 223에서 
인용. 

15  이는 백남준이 전자통신을 
포용하기 위한 생태학적 
근거를 발전시킨 텍스트들 
중 단지 하나일 뿐이다. 
백남준의 생태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avid Joselit, 
Feedback: Television 
Against Democracy 
(Cambridge, Mass.; 
London: The MIT Press, 
2007), 46-50.

14  Smith, The Wired Nation, 
83. 

13  Ralph Lee Smith, The 
Wired Nation: Cable 
TV: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Highway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스트리터는 또한 1969년 
유선TV에 대한 하원 
소위원회의 증언 당시 해롤드 
바넷(Harold Barnet)이 
‘유선 국가’라는 용어를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쓴다 
(Streeter, 232).

12  Cited by Streeter, 224.

11  James W. Carey and 
James J. Quirk, cited by 
Streeter, 225.

10  Ibid., 234. 

9  Thomas Streeter, “Blue 
Skies and Strange 
Bedfellows: The 
Discourse of Cable 
Television,” in The 
Revolution wasn’t 
Televised: Sixties 
Television and Social 
Conflict, ed. Lynn Spigel 
and Michael Curt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7),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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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결국 PBS의 설립, 그리고 유선 TV에 대한 지역 기반 
프로그래밍의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이끌어냈다. 토마스 스트리터는 이러한 
변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푸른 창공(blue sky)’ 담론에 대한 분석에서 

“1960년대 미디어 활동가, 전통적인 자유주의 단체, 업계 로비스트 및 공화당 
기술관료 등” 케이블 기술을 지원하는 “이상한 동맹”9의 출현에 대해 지적하였다. 
케이블은 1940년대부터 네트워크 커버리지의 지역적 결함을 해결하는 서비스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다. 그러나 방송 부문 
전체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케이블 산업은 동축 케이블의 새롭게 늘어난 
용량을 계약 및 조건 개선을 위한 로비에 활용하였다.

일단 새로운 기술로 재구성된 케이블은 미디어 활동가와 자선 단체들이 
방송제작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의 수준을 높이고 텔레비전에 양방향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포용되었다. 스트리터는 1969년에 발표된 대통령 직속 
통신정책 위원회 보고서의 내용과 논조를 묘사하면서 케이블 기술이 제공한 
것으로 보였던 참여 형태에 대한 유토피아적 믿음을 언급한다.

이 보고서는 […] 케이블 TV가 소수자들과 반정부 집단이 자신을 
표현하고 국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소외감을 줄이고 1968년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사회적 불안, 특히 흑인 
빈민가에서의 불안이 낳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막연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국적 
매체로서의 케이블 도입을 조정자로서 연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

스트리터는 케이블의 사회적·정치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주장들이 
영향력이 컸으나 케이블과 TV 유통 네트워크의 다른 요소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실용적인 세부 사항, 정책 권고 또는 심층적인 분석과는 일반적으로 
동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리터에게 케이블 기술을 둘러싼 유토피아 담론은 제임스 W. 캐리와 
제임스 쿼크가 “전기 숭고의 수사학”11이라고 부르는 예를 보여준다. 이는 전신의 
발명 이후로 미국 문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수사법으로서 사회적·물질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힘을 믿는 준종교적 신념을 표현한다. 
지상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공중을 통한 상상의 정보 운동과 
기술에 대한 이 준종교적 신념 사이의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주(州)와 주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높은 교차로와 인터체인지를 포함하는 무거우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이었지만, 
유선 TV 기술은 푸른 창공의 영역을 손쉽게 연상시키는 순수한 공중 전송을 
포함한다고 (비록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상상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통신위원회는 1960년대 케이블 TV에 관한 대중적·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행위자들 중 하나였다. 스트리터는 또한 뉴욕시 유선 TV 및 
전기통신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한다. 이 보고서는 시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케이블의 “반짝반짝 빛나는 약속”12에 대하여 간결하지만 
중요한 진술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이 결론은 은행업무와 통신, 엔터테인먼트에 
사용되는 차세대 “전자 회로”의 등장을 알렸다. 1970년 좌파 성향 잡지인 
「네이션」은 스미스가 쓴 “유선 국가”라는 제목의 특집호를 발간했는데 이는 그가 
쓴 베스트셀러 도서로 발전되었다.13 1960대의 주(州)간 고속도로 시스템에 
사용한 연방 정부 보조금을 케이블 투자의 선례로 인용하면서 스미스는 “단기의 
상업적 고려사항14”을 간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케이블 회사가 모든 
커뮤니티에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방 표준 및 규정에 따라 공공 시설로 
재분류할 수 있는 “광대역 통신” 모델을 지지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모델에는 공공 
텔레비전 시스템이 포함되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집단과 개인은 방송 및 제작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규제된 액세스에 접근하게 되었다.

백남준의 ‹전자 초고속도로›(1993)

백남준은 1960년대 초반부터 참여 텔레비전에 관심을 가졌지만, “「후기산업 
사회를 위한 미디어 계획」 보고서는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기존의 정책 
담론에 비교적 늦게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연방 통신 투자를 지지하고 미국 
주(州)간 고속도로의 건설을 선례로 인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개괄한 몇 가지 
입장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백남준은 스미스와는 달리 전자통신을 “스트레스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자동차 교통수단에 대한 필요하면서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그는 텔레비전이 “통합과 이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버스타기가 흑인과 백인 어린이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양방향 비디오 TV 통신을 
제안한다. 백남준은 또한 “에너지의 가격 상승과 생태계 교란”15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종이 없는 전자통신에 투자하는 보다 구체적인 생태학적 안건을 
지지한다. 백남준은 1980년 예술가 린 허쉬먼 리슨이 진행한 비디오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 이 인터뷰의 편집본은 
화이트채플 갤러리의 전시 카탈로그에 실렸는데 이 글에는 백남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뉴욕으로 여행하는 대신 저에게 전화하면 300 달러의 항공 요금을 절약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항공의 가솔린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무게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 교통과 통신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신을 더 많이 
사용하고 교통수단을 덜 사용할수록 좋습니다.16

16  린 허쉬먼 리슨과의 
인터뷰(1980), Electronic 
Superhighway: From 
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 to Art After 
the Internet, eds. Omar 
Kholeif, Sarah Perks and 
Seamus McCormack 
(London: Whitechapel 
Gallery, 2016), 223에서 
인용. 

15  이는 백남준이 전자통신을 
포용하기 위한 생태학적 
근거를 발전시킨 텍스트들 
중 단지 하나일 뿐이다. 
백남준의 생태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avid Joselit, 
Feedback: Television 
Against Democracy 
(Cambridge, Mass.; 
London: The MIT Press, 
2007), 46-50.

14  Smith, The Wired Nation, 
83. 

13  Ralph Lee Smith, The 
Wired Nation: Cable 
TV: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Highway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스트리터는 또한 1969년 
유선TV에 대한 하원 
소위원회의 증언 당시 해롤드 
바넷(Harold Barnet)이 
‘유선 국가’라는 용어를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쓴다 
(Streeter, 232).

12  Cited by Streeter, 224.

11  James W. Carey and 
James J. Quirk, cited by 
Streeter, 225.

10  Ibid., 234. 

9  Thomas Streeter, “Blue 
Skies and Strange 
Bedfellows: The 
Discourse of Cable 
Television,” in The 
Revolution wasn’t 
Televised: Sixties 
Television and Social 
Conflict, ed. Lynn Spigel 
and Michael Curt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7),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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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은 두 가지 순환 양식을 명백히 대립적으로 보는 듯 하다. 이는 무게와 
질량을 포함하는 (물리적) 교통 대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통신 사이의 대립이다.

1990년대 초 백남준은 전자 초고속도로의 주창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재확인했으며, 빌 클린턴과 앨 고어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반농담으로 
주장하였다. 당시 클린턴은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전자통신에 투자하여 
전자통신의 사용이 수동적인 TV 소비에 대한 참여적 대안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남준은 광대역 통신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관심에 
응답하며 새로운 멀티채널 작품을 제작하였다. ‹전자 초고속도로: 베니스에서 
울란바토르까지›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을 위해 
구현되었는데, 이 작품에는 존 케이지 관련 영상자료들과 백남준의 위성방송 작품 

‹세계와 손잡고›(1988)에 사용된 영상들이 통합되었다.
나는 백남준이 자신의 작품에 제목을 붙이면서 ‘전자 초고속도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특히 주목한다. 그러나 독일관 전시에 다른 작품들도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독일관을 위해 백남준은 장소특정적 비디오 
프로젝션 (‹복원 전 시스틴 예배당›), 1965년 설치작품 ‹달은 가장 오래된 TV›의 
형태와 내용을 재논의한 또 다른 멀티 모니터 작품 (‹위상전환›), 그리고 마르코 
폴로의 형상과 생애를 참조한 다수의 혼합 미디어 앗상블라주와 조각들을 
창조했다. 오경은이 지적하듯 이 작품들은 (베니스에서 울란바토르에 이르는) 
마르코 폴로의 유명한 여행에서부터 전지구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 및 경제 교류의 역사적 순간을 탐사하는 과정의 일부를 
형성하였다.17 물리적 여행과 교통에 대한 이러한 찬미는 아마도 백남준의 

“미디어 계획” 보고서와 허쉬먼 리슨과의 후속 인터뷰에서 개괄된 ‘통신’ 대 ‘교통’ 
사이의 대립을 해결하려는 그의 시도를 연상시킨다.

백남준의 다중모니터 작품 ‹전자 초고속도로›의 두 번째 버전은 1995년에 
제작되었으며, 이번에는 미국의 미디어 경제와 정치적·물리적 지형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었다. ‘미대륙, 알래스카, 하와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에는 
오마르 콜레이프가 미합중국의 국경을 “자본주의 미국의 미디어 포화상태”18라고 
논평에서 기술한 네온 구성물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가지 버전의 ‹전자 
초고속도로›는 방송 소스에서 추출한 내용으로 재작업되었는데, 이는 백남준이 
텔레비전을 잠재적인 참여 매체로서 다룬 오래된 방식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카이젠이 지적했듯이, 백남준의 다중 모니터 작품들은 반드시 “양방향 참여”를 
시도하지는 않는다. 카이젠은 대신 이 작품들이 현대의 정보 흐름을 형성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최면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일방향 정보 흐름의 즐거움과 공포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19고 
주장한다. 그러나 백남준이 ‹전자 초고속도로›와 같은 다중 모니터 작품에서 
최면적인 반복을 포용하는 것은 197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중반에 스트리터가 
조사한 ‘푸른 창공’ 담론에 대한 완곡한 비유로, 그리고 통신기술의 덕택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이동을 위한 신비한 본성과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술 실천과 담론에서의 고속도로

이미 지적했듯이 ‘초고속도로’의 지지자들(심지어 백남준과 같이 교통에 대한 
생태학적 비판을 발전시킨 이들)은 도로 네트워크와 같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미연방의 투자 역사를 환기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 기고문에서 
고속도로는 야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자원 확보 및 규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의 상징으로 기능했다. 1960년대 후반, 주(州)간 고속도로 시스템은 
예술가의 시공간 경험에 대해 급진적인 함의로 신체·사물·환경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고 예술가와 문화 이론가를 매료하였다.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의 전시회로 넘어가기 전에 순환과 사회기반시설적 
상상계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확장하여 전자 미디어의 사용과 관련이 없는 
아티스트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1996년에 발간된 「아트포럼」과의 인터뷰에서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토니 스미스는 거의 10년 전에 자신의 학생들과 함께 
착수했던 미완성 프로그램인 뉴저지 유료고속도로의 야간 도로여행을 묘사했다. 
스미스의 생생한 설명은 건축 환경의 시간적 경험이 미학적인 힘과 중요성의 
측면에서 조각 작품에 필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미스는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고유한 미적 본성을 지닌 구체적 형태로, 물리적 환경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유리한 
지점으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인간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분명하게 
표명하였다.20

「아트포럼」과의 인터뷰가 발표된 지 1년 후, 마이클 프리드는 고속도로에 
대한 스미스의 설명을 끌어들여 예술적 사물과 사건 및 장소 간의 관계에 
발생한 주요 변화를 이론화했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변화가 이 새로운 관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드의 「미술과 사물성」21 텍스트가 제기한 논쟁은 전자 
초고속도로를 둘러싼 대중적 담론과 교차하지 않았다. 내가 인용한 원격통신 
정책 문서들은 구체적인 대상으로 격상된 고속도로가 갖는 물리성을 전반적으로 
간과한다. 백남준의 「미디어 계획」과 같은 보고서들은 고속도로의 물질적 
본성이나 현상학적 경험에 머무르기보다는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을 주로 연방 
기금 기반시설의 선례로 간주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백남준은 1974년 보고서와 
허쉬만 리슨과의 대화에서 물리적 교통의 한계와 실패를 단호히 강조하면서, 환경 
및 사회 문제를 다루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자통신을 명시적으로 지지한다.

일부 이론가들은 콘크리트 기반시설과 전자 기반시설을 별도로 다루어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말 정보경제와 그것이 
지역 및 도시 개발에 갖는 함의에 대한 분석에서 앤드류 길레스피와 하워드 
윌리엄스는 ‘전자고속도로’의 은유는 잠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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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은 두 가지 순환 양식을 명백히 대립적으로 보는 듯 하다. 이는 무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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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이의 대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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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이나 현상학적 경험에 머무르기보다는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을 주로 연방 
기금 기반시설의 선례로 간주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백남준은 1974년 보고서와 
허쉬만 리슨과의 대화에서 물리적 교통의 한계와 실패를 단호히 강조하면서, 환경 
및 사회 문제를 다루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자통신을 명시적으로 지지한다.

일부 이론가들은 콘크리트 기반시설과 전자 기반시설을 별도로 다루어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말 정보경제와 그것이 
지역 및 도시 개발에 갖는 함의에 대한 분석에서 앤드류 길레스피와 하워드 
윌리엄스는 ‘전자고속도로’의 은유는 잠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21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Artforum 
(Summer 1967), 12-22.

20  고속도로에 대한 스미스의 
반응을 살펴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David 
Salomon, “The Highway 
Not Taken: Tony Smith 
and the Suburban 
Sublime,” Places 
Journal, September 
2013, online at https://
placesjournal.org/
article/the-highway-not-
taken-tony-smith-and-
the-suburban-sublime/ 
(2016년 10월 20일 접근)

19  Kaizen, “Computer 
Participator,” 238. 

18  Omar Kholief, “Electronic 
Superhighway: Toward 
a Possible Future for 
Art and the Internet,” in 
Electronic Superhighway: 
From 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 to Art 
After the Internet, eds. 
Omar Kholeif, Sarah 
Perks and Seamus 
McCormack (London: 
Whitechapel Gallery, 
2016), 28, note 20.

17  이 점은 내 논문에 대한 
오경은의 통찰력 있는 논평에 
빚지고 있다. 백남준의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 
전시에 대한 기록은 Medien 
Kunstz Netz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www. 
medienkunstnetz.de/
works/deutscher-
pavillon/images/3/ 
(2016년 10월 20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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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 은유는 기술이 공간적 관계를 재편하는데 행하는 특정한 역할에 대한 
개념화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길레스피와 윌리엄스는 기존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거리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전자통신에는 완전히 거리를 붕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적한다.22 그러나 다른 이론가들은 콘크리트 고속도로와 
전자고속도로 사이의 개념적이고 경제적인 연관성에 보다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예를 들어 마가렛 모스의 논문 「일상적 
정신분산의 존재론: 고속도로, 쇼핑몰, 그리고 TV」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23

1989년 쓰여진 이 논문에서 모스는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이동의 사유화 
개념을 재검토한다. 이 개념은 전후 미국 사회에서 문화적·사회적·기술적 
발전의 복합체를 기술하기 위하여 발전되었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이러한 
복합체를 통해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는 소비와 유통 및 지역 사회의 새로운 
양식들을 가능하게 하고 상징화하였다.24 교외 가정과 텔레비전, 자동차 사이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윌리엄스의 분석에 근거하여 모스는 1980년대 미국 문화의 
정신분산적 상태를 이론화하는데, 이 상태는 TV, 고속도로, 쇼핑몰 사이의 신체, 
상징, 사물의 흐름으로 표현되었다. 모스의 모델에서 도로 운송, 방송, 소매와 
관련된 물질적 사회기반시설은 완전히 통합되어 운전, TV 시청, 쇼핑 등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활동에 동일한 배경으로 기능한다. 흥미롭게도 모스는 스미스가 
뉴저지 유료고속도로에 대해 회상한 내용을 인용한다. 그러나 모스는 예술적 
연구의 한 형태인 스미스의 여정에 참여하기보다는 고속도로에 대한 경험 일반을 
대표하는 것으로 스미스의 설명을 규정한다. 모스는 예술가가 사회기반시설의 
변화 과정에 초래하는 특정한 역량과 지식을 다소 간과한 것이다.

타라 맥퍼슨과 같은 다른 학자들은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일상적인 
정신분산 개념을 수정하면서 정동(情動)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25 맥퍼슨은 
온라인에서의 움직임이 매우 쉽게 추적 되더라도 (텔레비전이나 고속도로와는 
달리) 조율되거나 순차적으로 배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터넷이 일과 
여가의 일상적 실천에 전적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신체, 데이터 및 사물의 순환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들이 서로 교차하고 겹치는 방식을 정확히 재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분명히 거리의 마찰을 줄이는 운동 기술과 완전히 거리를 붕괴시킬 수 
있는 통신 미디어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운송, 유통, 
통신 시스템의 교차점에서 작동하는 모든 기술로 인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기술은 (예를 들면) 3D 인쇄, 증강 현실 게임, 무인자동차, 그리고 ‘사물인터넷’26과 
관련된 발전들의 전체적인 복합체를 포함한다. 이들은 콜레이프와 공동 
큐레이터들이 ‘인터넷 이후의 예술’이라 부르는 시대에서 제작과 유통의 실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의 “전자 초고속도로”

카탈로그와 관련 부대행사 및 이벤트로 구성된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의 전시 

“전자 초고속도로(2016-1966)”은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에 참여한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업을 예술과 기술의 초기 교차점에 자리매김하려는 야심찬 
시도였다. 넷 아트, 비디오, 실험 텔레비전이라는 훌륭한 예시들을 포함한 이 
전시는 E.A.T.(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가 주최한 이벤트 “아홉 날 저녁” 
부터 현재까지 50년에 이르는 예술가와 기술적 변화 간의 관계를 추적하였다. 
번잡한 도심 중심가에 위치한 이스트 올드게이트 지하철역 입구를 통합한 파사드 
덕택에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초고속도로’ 개념을 다루는 전시를 위한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하였다. 갤러리와 도시 운송 기반시설 사이의 이러한 평범하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전시의 디자인과 출판물에서는 간과되었으나, 전시 카탈로그의 
다양한 필진들은 미디어 이론과 예술적 실천에서 교통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간의 
오랜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전시의 큐레이터인 콜레이프는 백남준의 『미디어 계획』 보고서를 “정보 
초고속도로 또는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된 모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예견”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초고속도로 개념을 “예술과 인터넷에 대한 이해 – 구멍이 많고 
모순적이며 항상 변화하는 일련의 실천들 – 로의 길을 열어주는 알레고리”27로 
분류한다. 카탈로그의 다른 글에서 화이트채플 갤러리의 디렉터 이워나 블라즈빅은  
초고속도로 개념을 “속도와 지향적 진보를 환기시키는 것”28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비디오게임 기술에서 핸들의 사용을 언급할 때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고속도로에 참여하기보다는 운전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속도에 대한 
블라즈빅의 비유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진보에 대한 1960년대 후반 즈음의 
개념을 연구하거나 단순히 반복하고 있다.

갤러리 내에서 가장 최근 작품은 1층 입구 근처에 위치해 있고 윗층에서는 
이보다 오래된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이는 관람객이 사실상 시간을 거슬러 
나아간다는 것을 뜻했다. 즉 관객은 넷 아트 프로젝트, 상호작용적 비디오 설치 
및 초기 컴퓨터 기반 애니메이션을 통한 소셜 미디어와 미디어-기반시설적 
비판에 대한 물질적 탐구를 가로질러 E.A.T. 아카이브의 자료 전시에서 여정을 
마치게 된다. (역순의 연대표가 삽입된) 카탈로그 디자인에서도 반복된 이 역순 
연대기를 통해 “전자 초고속도로(2016-1966)”전은 문화적·기술적 진보의 오랜 
내러티브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약화시키는듯 했다. 관객은 가장 최근의 작품들과 
처음 조우하였는데 이 작업들은 1990년대 비교적 새로운 기술로서의 인터넷에 
참여한 프로젝트를 포함한 이전의 프로젝트들에 관한 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서로 다른 역사적인 순간들 사이의 대화는 (아마도 연대기의 결과로서) 다소 
한계를 드러냈지만,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가능한 연결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도마노비치의 인공기관 손 3D 인쇄 조각은 여성과 기술의 
역사에 대한 그의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 틀은 이번 

28  Iwona Blazwick, 
“Electronic 
Superhighway,” in 
Electronic Superhighway, 
22. 

27  Koleif, “Electronic 
Superhighway,” 28

26  Samuel Greengard, 
The Internet of Things 
(Cambridge, Mass. and 
London: The MIT Press, 
2015).

25  Tara McPherson, 
“Reload: Liveness, 
Mobility, and the Web,” 
in New Media, Old Media: 
A History and Theory 
Reader, ed. Wendy Hui 
Kyong Chun and Thomas 
W. Keenan (New York: 
Routledge, 2006), 199-
208.

24  Raymond Williams, 
Television: Technology 
and Cultural Form (197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19. 

23  Margaret Morse, “An 
Ontology of Everyday 
Distraction: The 
Freeway, the Mall, and 
Television”, in Logics of 
Television, ed. Patricia 
Mellencamp (London and 
Bloomington: BFI a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193-222.

22  다음 책에서 재인용: 
Stephen Graham 
and Simon Marvin, 
Telecommunications 
and the City: Electronic 
Spaces, Urban Plac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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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 은유는 기술이 공간적 관계를 재편하는데 행하는 특정한 역할에 대한 
개념화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길레스피와 윌리엄스는 기존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거리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전자통신에는 완전히 거리를 붕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적한다.22 그러나 다른 이론가들은 콘크리트 고속도로와 
전자고속도로 사이의 개념적이고 경제적인 연관성에 보다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예를 들어 마가렛 모스의 논문 「일상적 
정신분산의 존재론: 고속도로, 쇼핑몰, 그리고 TV」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23

1989년 쓰여진 이 논문에서 모스는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이동의 사유화 
개념을 재검토한다. 이 개념은 전후 미국 사회에서 문화적·사회적·기술적 
발전의 복합체를 기술하기 위하여 발전되었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이러한 
복합체를 통해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는 소비와 유통 및 지역 사회의 새로운 
양식들을 가능하게 하고 상징화하였다.24 교외 가정과 텔레비전, 자동차 사이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윌리엄스의 분석에 근거하여 모스는 1980년대 미국 문화의 
정신분산적 상태를 이론화하는데, 이 상태는 TV, 고속도로, 쇼핑몰 사이의 신체, 
상징, 사물의 흐름으로 표현되었다. 모스의 모델에서 도로 운송, 방송, 소매와 
관련된 물질적 사회기반시설은 완전히 통합되어 운전, TV 시청, 쇼핑 등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활동에 동일한 배경으로 기능한다. 흥미롭게도 모스는 스미스가 
뉴저지 유료고속도로에 대해 회상한 내용을 인용한다. 그러나 모스는 예술적 
연구의 한 형태인 스미스의 여정에 참여하기보다는 고속도로에 대한 경험 일반을 
대표하는 것으로 스미스의 설명을 규정한다. 모스는 예술가가 사회기반시설의 
변화 과정에 초래하는 특정한 역량과 지식을 다소 간과한 것이다.

타라 맥퍼슨과 같은 다른 학자들은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일상적인 
정신분산 개념을 수정하면서 정동(情動)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25 맥퍼슨은 
온라인에서의 움직임이 매우 쉽게 추적 되더라도 (텔레비전이나 고속도로와는 
달리) 조율되거나 순차적으로 배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터넷이 일과 
여가의 일상적 실천에 전적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신체, 데이터 및 사물의 순환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들이 서로 교차하고 겹치는 방식을 정확히 재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분명히 거리의 마찰을 줄이는 운동 기술과 완전히 거리를 붕괴시킬 수 
있는 통신 미디어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운송, 유통, 
통신 시스템의 교차점에서 작동하는 모든 기술로 인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기술은 (예를 들면) 3D 인쇄, 증강 현실 게임, 무인자동차, 그리고 ‘사물인터넷’26과 
관련된 발전들의 전체적인 복합체를 포함한다. 이들은 콜레이프와 공동 
큐레이터들이 ‘인터넷 이후의 예술’이라 부르는 시대에서 제작과 유통의 실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의 “전자 초고속도로”

카탈로그와 관련 부대행사 및 이벤트로 구성된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의 전시 

“전자 초고속도로(2016-1966)”은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에 참여한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업을 예술과 기술의 초기 교차점에 자리매김하려는 야심찬 
시도였다. 넷 아트, 비디오, 실험 텔레비전이라는 훌륭한 예시들을 포함한 이 
전시는 E.A.T.(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가 주최한 이벤트 “아홉 날 저녁” 
부터 현재까지 50년에 이르는 예술가와 기술적 변화 간의 관계를 추적하였다. 
번잡한 도심 중심가에 위치한 이스트 올드게이트 지하철역 입구를 통합한 파사드 
덕택에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초고속도로’ 개념을 다루는 전시를 위한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하였다. 갤러리와 도시 운송 기반시설 사이의 이러한 평범하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전시의 디자인과 출판물에서는 간과되었으나, 전시 카탈로그의 
다양한 필진들은 미디어 이론과 예술적 실천에서 교통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간의 
오랜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전시의 큐레이터인 콜레이프는 백남준의 『미디어 계획』 보고서를 “정보 
초고속도로 또는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된 모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예견”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초고속도로 개념을 “예술과 인터넷에 대한 이해 – 구멍이 많고 
모순적이며 항상 변화하는 일련의 실천들 – 로의 길을 열어주는 알레고리”27로 
분류한다. 카탈로그의 다른 글에서 화이트채플 갤러리의 디렉터 이워나 블라즈빅은  
초고속도로 개념을 “속도와 지향적 진보를 환기시키는 것”28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비디오게임 기술에서 핸들의 사용을 언급할 때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고속도로에 참여하기보다는 운전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속도에 대한 
블라즈빅의 비유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진보에 대한 1960년대 후반 즈음의 
개념을 연구하거나 단순히 반복하고 있다.

갤러리 내에서 가장 최근 작품은 1층 입구 근처에 위치해 있고 윗층에서는 
이보다 오래된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이는 관람객이 사실상 시간을 거슬러 
나아간다는 것을 뜻했다. 즉 관객은 넷 아트 프로젝트, 상호작용적 비디오 설치 
및 초기 컴퓨터 기반 애니메이션을 통한 소셜 미디어와 미디어-기반시설적 
비판에 대한 물질적 탐구를 가로질러 E.A.T. 아카이브의 자료 전시에서 여정을 
마치게 된다. (역순의 연대표가 삽입된) 카탈로그 디자인에서도 반복된 이 역순 
연대기를 통해 “전자 초고속도로(2016-1966)”전은 문화적·기술적 진보의 오랜 
내러티브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약화시키는듯 했다. 관객은 가장 최근의 작품들과 
처음 조우하였는데 이 작업들은 1990년대 비교적 새로운 기술로서의 인터넷에 
참여한 프로젝트를 포함한 이전의 프로젝트들에 관한 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서로 다른 역사적인 순간들 사이의 대화는 (아마도 연대기의 결과로서) 다소 
한계를 드러냈지만,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가능한 연결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도마노비치의 인공기관 손 3D 인쇄 조각은 여성과 기술의 
역사에 대한 그의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 틀은 이번 

28  Iwona Blazwick, 
“Electronic 
Superhighway,” in 
Electronic Superhighway, 
22. 

27  Koleif, “Electronic 
Superhighway,” 28

26  Samuel Greengard, 
The Internet of Things 
(Cambridge, Mass. and 
London: The MIT Press, 
2015).

25  Tara McPherson, 
“Reload: Liveness, 
Mobility, and the Web,” 
in New Media, Old Media: 
A History and Theory 
Reader, ed. Wendy Hui 
Kyong Chun and Thomas 
W. Keenan (New York: 
Routledge, 2006), 199-
208.

24  Raymond Williams, 
Television: Technology 
and Cultural Form (197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19. 

23  Margaret Morse, “An 
Ontology of Everyday 
Distraction: The 
Freeway, the Mall, and 
Television”, in Logics of 
Television, ed. Patricia 
Mellencamp (London and 
Bloomington: BFI a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193-222.

22  다음 책에서 재인용: 
Stephen Graham 
and Simon Marvin, 
Telecommunications 
and the City: Electronic 
Spaces, Urban Plac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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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서는 이전 전시의 맥락들에서보다 접근하기 어려웠다.29

1층 갤러리로 더 나아가면 트레버 파글렌의 작품 두 점을 접하게 된다. 

‹NSA – 분기된 광섬유 케이블 착륙 장소, 마스틱 비치, 뉴욕주, 미국›(2014)이라는 
작품은 사진과 지도제작을 혼합하여 감시와 미디어 기반시설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물질화한다. 다른 작품은 기술 활동가인 제이콥 아펠바움과의 
협력으로 제작된 ‹자율성 큐브›(2014)라는 제목의 작업으로 표면적으로는 포스트 
미니멀리즘 조각과 흡사하다. 이 작품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개방형 Wi-Fi 핫스팟으로 기능한다. 네트워크는 
갤러리에 실제로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연결 
방식은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는 특히 관습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자율성 큐브›가 자원 봉사자가 운영하는 토르(Tor) 네트워크30를 통해 트래픽을 
라우팅하기 때문인데, 이 네트워크는 기업 및 정부 감시에 대한 활동가들의 
비판과 폭넓게 관련된다.

‹자율성 큐브›는 토르 네트워크 기반시설의 기능적 구성성분이지만 

1960년대 후반에 예술과 사이버네틱스의 역사적인 교차점을 명시적으로 
환기시키기도 한다. 제목과 형식 모두를 통해 이 작품은 한스 하케의 ‹응결 
큐브›(1963-1965)를 참조하였다. 하케의 작품은 사이버네틱 예술의 정전적 
사례로, 미술관의 열과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숨겨진 공학 
기반시설을 가시화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케와 마찬가지로 파글렌은 미술 기관에 
스며든 물질적·조직적 시스템에 참여하지만 갤러리를 데이터의 교환 및 순환을 
위한 네트워크 노드(nod)로 규정한다. 아마도 이 전시에 소개된 다른 모든 
동시대 작업들보다도 의미 있는 ‹자율성 큐브›는 예술과 동시대 문화의 광범위한 
맥락 안에서 순환의 기반시설을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파글렌은 현재 신체, 데이터 및 사물의 순환과 운송에 일어나는 급진적인 
변동들을 표명하고 이들과 협상하는 많은 예술가들 중 한명 일 뿐이다. 최근 
수많은 예술가들이 드론, 인공위성, 서버 팜31, 해저 케이블과 같은 미디어 
하부구조와 관련 기술들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 전시회에는 또한 히토 
슈타이얼과 라이언 트레카틴의 작품이 포함되었는데, 두 예술가는 서로 매우 
다른 방식으로 비디오, 강연 퍼포먼스, 조각적 설치작품을 통해 사회적으로 
네트워크화되고 지리-위치화된(geo-located) 이미지 환경, 대상, 표면, 신체를 
극화하고 물질화하는 것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 두 예술가의 실제 작품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관심사가 분명하지는 않다.32 아마도 공간적 제한이나 다른 
실제적 우려들로 인해 (예를 들면) 전시 카탈로그에 수록된 발솜의 글에서 논의된 
슈타이얼의 ‹태양의 공장›(2015)과 같은 작품들은 이 전시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33

결론: 사회기반시설적 상상력

“전자 초고속도로(2016-1966)”전의 예술가들은 지난 50년 동안 새로운 기술의 
효과와 본성을 조사한 다양한 방식들을 탐구하고 가시화하는 과제에 착수하였다. 
이 전시의 관객은 (상상적인 동시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예술적 
실천과 이를 응용한 연구의 풍부하면서도 다루기 힘든 상호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순간에 이끌렸다. 이 순간은 1966년 예술가와 공학자들이 조직한 중요한 협력 
이벤트인 “아홉 날 저녁”이 예시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관객은 이러한 순간과, 

1층 갤러리에 전시된 2002년 이후 작품들 대다수의 제작과 유통에 영향을 미치며 
구조화한 동시대 미술의 문화적 경제 간의 차이 또는 유사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백남준은 이 전시에서 추적한 기간 동안 예술과 기술의 
변화하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미디어 기반시설 정책 및 실천에 대한 백남준의 관여 때문이다.

백남준의 사유를 환기시킴으로써 “전자 초고속도로(2016-1966)”전은 
운송과 전자통신 기반시설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전자 초고속도로(2016-1966)”에서 설정한 시간 범위로 인해 
불가피하게도 백남준의 「미디어 계획」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특정한 담론들이 
이 전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정한 정책적 맥락은 예술가 세대가 순환의 
사회기반시설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은 이 전시가 문화적·사회적·기술적 변화를 관찰하고 표명하고 
형성하는데 행한 예술가의 특정한 역할을 보다 깊이 언급하도록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이 과제는 새로운 순환 하부구조의 확산을 감안할 때 화급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 미술은 이 구조들 중 많은 부분을 참조하고 있다.

예술가와 큐레이터에게는 유행이 지난 사회기반시설, 또는 케이브와 
같은(cavelike) 데이터 센터와 같이 새롭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이색적으로 
보이는 사회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추려는 유혹이 있다. 아주 오래되거나 
아주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강조는 방송, 이동 통신, 위성, 기차역, 
항구, 고속도로와 같은 익숙한 일상적 기술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다시 
상상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이해에 반하여 작용한다. 기반시설의 
법적·제도적·정치적·행정적 측면에 참여하고 예술가가 역사적으로 초기에 기술적 
변화의 측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탐구하고자 했던 방식들을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남는다. 파글렌과 아펠바움의 ‹자율성 큐브›는 이러한 접근 
방식들을 통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케의 ‹응결 큐브›가 가진 형태와 (단순한 
기능성)을 환기시킴으로써 이 작품은 익명화된 통신 네트워크의 물질적인 표현 
속에서 순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술의 참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틀을 
제공한다. 

33  Erika Balsom, “On the 
Grid,” in Electronic 
Superhighway, 48-49. 

32  전시에 포함된 작품들은 
슈타이얼의 ‹적색 
경보›(2007), 그리고 리얼리티 
TV와 연속극을 혼합한 
싱글채널 비디오인 트레카틴의 
‹한 가족이 엔터테인먼트를 
찾는다›(2005)였다. 

31  [역주] 웹사이트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보유한 
대형 기업을 가리키는 말. 

30  [역주] 토르는 2002년 
개발된 자유 소프트웨어로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을 
보장하고 감시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접속자는 익명으로 
연결될 수 있고 트래픽 분석 
공격으로부터 보호된다. 이에 
대해서는 torproject.org를 
참조하라. 

29  도마노비치는 이전에는 
이러한 연구관심사를 연대표 
및 대중문화적 참고문헌과 
다른 데이터의 전시를 통해 
표현하였다. 베를린의 
타냐 레이튼 갤러리에서의 
전시(2013년 4월 27일-6월 
30일)를 비롯한 이전 전시에서 
이들은 조각 작품과 나란히 
놓이거나 그 안에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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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서는 이전 전시의 맥락들에서보다 접근하기 어려웠다.29

1층 갤러리로 더 나아가면 트레버 파글렌의 작품 두 점을 접하게 된다. 

‹NSA – 분기된 광섬유 케이블 착륙 장소, 마스틱 비치, 뉴욕주, 미국›(2014)이라는 
작품은 사진과 지도제작을 혼합하여 감시와 미디어 기반시설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물질화한다. 다른 작품은 기술 활동가인 제이콥 아펠바움과의 
협력으로 제작된 ‹자율성 큐브›(2014)라는 제목의 작업으로 표면적으로는 포스트 
미니멀리즘 조각과 흡사하다. 이 작품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개방형 Wi-Fi 핫스팟으로 기능한다. 네트워크는 
갤러리에 실제로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연결 
방식은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는 특히 관습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자율성 큐브›가 자원 봉사자가 운영하는 토르(Tor) 네트워크30를 통해 트래픽을 
라우팅하기 때문인데, 이 네트워크는 기업 및 정부 감시에 대한 활동가들의 
비판과 폭넓게 관련된다.

‹자율성 큐브›는 토르 네트워크 기반시설의 기능적 구성성분이지만 

1960년대 후반에 예술과 사이버네틱스의 역사적인 교차점을 명시적으로 
환기시키기도 한다. 제목과 형식 모두를 통해 이 작품은 한스 하케의 ‹응결 
큐브›(1963-1965)를 참조하였다. 하케의 작품은 사이버네틱 예술의 정전적 
사례로, 미술관의 열과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숨겨진 공학 
기반시설을 가시화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케와 마찬가지로 파글렌은 미술 기관에 
스며든 물질적·조직적 시스템에 참여하지만 갤러리를 데이터의 교환 및 순환을 
위한 네트워크 노드(nod)로 규정한다. 아마도 이 전시에 소개된 다른 모든 
동시대 작업들보다도 의미 있는 ‹자율성 큐브›는 예술과 동시대 문화의 광범위한 
맥락 안에서 순환의 기반시설을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파글렌은 현재 신체, 데이터 및 사물의 순환과 운송에 일어나는 급진적인 
변동들을 표명하고 이들과 협상하는 많은 예술가들 중 한명 일 뿐이다. 최근 
수많은 예술가들이 드론, 인공위성, 서버 팜31, 해저 케이블과 같은 미디어 
하부구조와 관련 기술들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 전시회에는 또한 히토 
슈타이얼과 라이언 트레카틴의 작품이 포함되었는데, 두 예술가는 서로 매우 
다른 방식으로 비디오, 강연 퍼포먼스, 조각적 설치작품을 통해 사회적으로 
네트워크화되고 지리-위치화된(geo-located) 이미지 환경, 대상, 표면, 신체를 
극화하고 물질화하는 것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 두 예술가의 실제 작품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관심사가 분명하지는 않다.32 아마도 공간적 제한이나 다른 
실제적 우려들로 인해 (예를 들면) 전시 카탈로그에 수록된 발솜의 글에서 논의된 
슈타이얼의 ‹태양의 공장›(2015)과 같은 작품들은 이 전시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33

결론: 사회기반시설적 상상력

“전자 초고속도로(2016-1966)”전의 예술가들은 지난 50년 동안 새로운 기술의 
효과와 본성을 조사한 다양한 방식들을 탐구하고 가시화하는 과제에 착수하였다. 
이 전시의 관객은 (상상적인 동시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예술적 
실천과 이를 응용한 연구의 풍부하면서도 다루기 힘든 상호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순간에 이끌렸다. 이 순간은 1966년 예술가와 공학자들이 조직한 중요한 협력 
이벤트인 “아홉 날 저녁”이 예시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관객은 이러한 순간과, 

1층 갤러리에 전시된 2002년 이후 작품들 대다수의 제작과 유통에 영향을 미치며 
구조화한 동시대 미술의 문화적 경제 간의 차이 또는 유사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백남준은 이 전시에서 추적한 기간 동안 예술과 기술의 
변화하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미디어 기반시설 정책 및 실천에 대한 백남준의 관여 때문이다.

백남준의 사유를 환기시킴으로써 “전자 초고속도로(2016-1966)”전은 
운송과 전자통신 기반시설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전자 초고속도로(2016-1966)”에서 설정한 시간 범위로 인해 
불가피하게도 백남준의 「미디어 계획」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특정한 담론들이 
이 전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정한 정책적 맥락은 예술가 세대가 순환의 
사회기반시설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은 이 전시가 문화적·사회적·기술적 변화를 관찰하고 표명하고 
형성하는데 행한 예술가의 특정한 역할을 보다 깊이 언급하도록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이 과제는 새로운 순환 하부구조의 확산을 감안할 때 화급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 미술은 이 구조들 중 많은 부분을 참조하고 있다.

예술가와 큐레이터에게는 유행이 지난 사회기반시설, 또는 케이브와 
같은(cavelike) 데이터 센터와 같이 새롭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이색적으로 
보이는 사회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추려는 유혹이 있다. 아주 오래되거나 
아주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강조는 방송, 이동 통신, 위성, 기차역, 
항구, 고속도로와 같은 익숙한 일상적 기술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다시 
상상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이해에 반하여 작용한다. 기반시설의 
법적·제도적·정치적·행정적 측면에 참여하고 예술가가 역사적으로 초기에 기술적 
변화의 측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탐구하고자 했던 방식들을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남는다. 파글렌과 아펠바움의 ‹자율성 큐브›는 이러한 접근 
방식들을 통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케의 ‹응결 큐브›가 가진 형태와 (단순한 
기능성)을 환기시킴으로써 이 작품은 익명화된 통신 네트워크의 물질적인 표현 
속에서 순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술의 참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틀을 
제공한다. 

33  Erika Balsom, “On the 
Grid,” in Electronic 
Superhighway, 48-49. 

32  전시에 포함된 작품들은 
슈타이얼의 ‹적색 
경보›(2007), 그리고 리얼리티 
TV와 연속극을 혼합한 
싱글채널 비디오인 트레카틴의 
‹한 가족이 엔터테인먼트를 
찾는다›(2005)였다. 

31  [역주] 웹사이트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보유한 
대형 기업을 가리키는 말. 

30  [역주] 토르는 2002년 
개발된 자유 소프트웨어로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을 
보장하고 감시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접속자는 익명으로 
연결될 수 있고 트래픽 분석 
공격으로부터 보호된다. 이에 
대해서는 torproject.org를 
참조하라. 

29  도마노비치는 이전에는 
이러한 연구관심사를 연대표 
및 대중문화적 참고문헌과 
다른 데이터의 전시를 통해 
표현하였다. 베를린의 
타냐 레이튼 갤러리에서의 
전시(2013년 4월 27일-6월 
30일)를 비롯한 이전 전시에서 
이들은 조각 작품과 나란히 
놓이거나 그 안에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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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브 코놀리는 아일랜드 더블린 던 래오게르 예술디자인기술대의 영화, 예술, 창조테크놀로지학과 강사로 예술&연구협력 

석사 프로그램을 공동 지도하고 있다. 첫 번째 저서 『아티스트 영화의 자리: 공간, 장소, 스크린』(인터렉트, 2009)에서는 동시대 

미술의 영화적 전환을 다루었고, 두 번째 저서 『TV 미술관: 동시대 미술과 텔레비전의 시대』(인터렉트, 2014)에서는 문화적 

형식, 비판의 대상, 예술적 개입의 장소로서의 텔레비전에 대한 연구를 제시했다. 또한 『무빙 이미지를 전시하기: 역사적 

재고찰』 (JPR|Ringer, 2015), 『미술관 연구 국제 편람』(와일리 블랙웰, 2015) 등의 모음집에도 논문을 수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