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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s equally important to engage with the legal, institutional, political and even 
administrative aspects of infrastructure, and also to consider how artists have sought 
to register and explore aspects of technological change at earlier moments in history. 
Paglen and Appelbaum’s Autonomy Cube demonstrates that it is possible to integrate 
these approaches. By evoking the form (and the simple functionality) of Haacke’s 
Condensation Cube, in the material manifestation of an anonymized communications 
network, this work provides a historical framework for art’s engagement with the 
infrastructure of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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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아트는 그것의 외양이나 덩어리가 아니라,
(일종의 비가역성인) ‘나이듦’의 과정,
즉 그 내밀한 ‘시간-구조’의 차원에서,
자연을 모방한다.
(Paik 1976, 강조는 인용자)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로 널리 숭앙받음으로써, 백남준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디오를 넘어서는 그의 작품들, 비디오라는 범주로 

수렴시킬 수 없는 엄청난 다종다기함이다. 그의 유명한 비디오 작품들 외에도, 
백남준의 작품은 음악과 퍼포먼스, 그림, 조각, 영화, TV, 레이저와 디지털을 
망라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가 한물간 전위 예술가라는 증거가 아닐까? 
거의 모든 것에 참견하는? 이것이야말로 그의 시대가 확실히 가버렸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또 다른) 고정관념을 비켜가면서, 이 논문은 다른 독해를 제시할 
것이다. 정신없이 자리를 바꾸는 매체의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백남준의 작품은, 
우리가 ‘매체의 상태들’이라고 기술하게 될, 즉 매개(mediation)가 어느사이에 
직접성, 혹은 비매개(화)(immediation)의 과정에 자리를 내주는 맥락 속에서, 
(안정성이 아닌)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의 작품들은, 인간과 비인간적 개체들을 단순히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으로서 정의되는 매체/미디어가 변화하는 정도, 혹은 
그러한 매체의 상태들을 표시하고 체화하는 것으로 재규정된다.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의 상태들이 시간에 대한 백남준의, 때로는 
모순적이지만 지속적인 탐구, 특히 ‘엔트로피’라 불리는 시간의 비가역성이라는 
측면과 관련해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휴머니즘’ 
혹은 ‘인간중심주의’라는 백남준의 오래된 신화를 수정하고, 발터 벤야민이 
아도르노와 더불어 ‘자연사(Naturgeschichte/Natural History)’라 개념화 한 것, 즉 
그 안에서 기계와 인간이 똑같이 나이들고, 늙어가는 시간성의 함의를 드러낼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백남준의 작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동시대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매개(화)와 비매개(화)

백남준의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는 TV에 관한 
것이다.

[당대] 환경의 특성은 영화나 그림보다는 TV에 있다. 사실, TV(혹은 
작은 전자들의 무작위적 운동)이야말로 오늘날의 환경인 것이다.1

물론 여기에, 우리는 ‹조용한 TV 방송국›에 대한 백남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다 구체적인 스토리보드로서 덧붙일 수 있다.

‹조용한 TV 방송국›은, 다른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어떤 
풍경이나 르누아르의 목욕하는 나신처럼 응시되면서, 그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보통의 TV는 시청자를 지루하게 만들고 긴장시키는 데 
이것이 당신을 편하게 해준다. 마치 진정제와 같다. 여러분은 이를 
비디오-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2

우리를 매개하는 것, 즉 매체로서의 그들의 위상을 망각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TV 침대›나 ‹TV 의자›(1968) 같은 작품들은 이 범주에 들어간다. 
적절히 조정을 하고 다시 읽으면, 우리가 본 백남준의 언급은 소위 ‘느린 TV’를 
방송하기로 한 넷플릭스의 최근 결정에 대한 기사와 쉽게 혼동될 수 있을 것이다.3

하지만 이보다 덜 인용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덜 논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박스 없는 TV는 더 이상 TV가 아니라 “비디오 환경”에 
불과하다.”(Paik 1970) 이 작은 차이는 왜 중요한가? ‘바보 상자’라는 표현이 
시각적으로 전제하는 네모난 시각성은 ‘비디오 환경’과 어떤 대조적 함의를 
갖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잠시 우회할 필요가 있다.

“채널과 정보의 일반적 디지털화가 개별 미디어 사이의 차이들을 
지워버리는” 세계의 도래, 혹은 도착을 선언하면서,4 프리드리히 
키틀러는 – 분명히 헤겔을 염두에 두고 – 다음과 같은 유명한/악명 
높은 예언을 남긴 바 있다: 사람들과 테크놀로지를 연결시키는 대신, 
[헤겔의] 절대지식은 끝없는 루프로 작동할 것이다.”5 “어떤 매체건 
다른 매체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베이스 위에서 이뤄지는 
총체적 미디어 링크는 미디어/매체의 개념 자체를 지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대담한 키틀러 특유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백남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예언의 일종으로 인용하려는 유혹은 더욱 커진다.

해프닝이 다양한 예술들의 융합이듯, 사이버네틱스는 현존하는 
정밀과학 사이를 가로지르는 경계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남준의 수많은 작품들을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라 할) ‘박스 세트 속의 TV’와 ‘비디오 환경’ 간의 차이에 대한 백남준의 
강조는, 매개(화) 과정에 대한 인식과 망각의 점멸하는 매커니즘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매개와 비매개에 대한 우리의 핵심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다소 거친 비판의 톤에도 불구하고, 백남준에 대한 짧은 논의 속에서 

5  Ibid. p. 2. 키틀러의 
“변장한 헤겔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천착하는 후기 
작업에서 더욱 도드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그리스의 알파벳 
체계는 튜링 시스템의 
기원(Ursprung) 또는 일종의 
청사진으로 천명되고, 디지털 
시대는 인류의 (매체) 역사적 
종점으로 밝혀진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비판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Wolfgang 
Ernst, “Kittler-Time,” 
In Media After Kittler, 
eds. Eleni Ikoniadou and 
Scott Wilson,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Ltd., 2015, pp. 51-66.

4  Friedrich Kittler, 
Gramophone, Film, 
Typewriter, trans. 
Geoffrey Winthrop-
Young and Michael Wutz,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1

3  “Slow TV: Netflix’s 
Chill, Mesmerizing 
Antidote to the Madness 
of 2016.” The Daily 
Beast 2016.9.5 http://
www.thedailybeast.com/
articles/2016/09/05/
slow-tv-netflix-s-chill-
mesmerizing-antidote-
to-the-madness-of-
2016.html?source=TDB&
via=FB_Page 

2  Quoted in Gene 
Youngblood, Expanded 
Cinema, New York: 
Dutton Co., 1970, p. 308. 
강조는 인용자. 

1  Nam June Paik, 
Electronic Art III: 
Paik=Abe Video 
Synthesizer with 
Charlotte Moorman, exh. 
Brochure (New York: 
Galleria Bonino, 1971), 
p.1. Quoted in John 
G. Hanhardt and John 
Ippolito, The Worlds 
of Nam June Paik, 
New York: Solomon R. 
Guggenheim Museum, 
2000,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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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보다 덜 인용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덜 논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박스 없는 TV는 더 이상 TV가 아니라 “비디오 환경”에 
불과하다.”(Paik 1970) 이 작은 차이는 왜 중요한가? ‘바보 상자’라는 표현이 
시각적으로 전제하는 네모난 시각성은 ‘비디오 환경’과 어떤 대조적 함의를 
갖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잠시 우회할 필요가 있다.

“채널과 정보의 일반적 디지털화가 개별 미디어 사이의 차이들을 
지워버리는” 세계의 도래, 혹은 도착을 선언하면서,4 프리드리히 
키틀러는 – 분명히 헤겔을 염두에 두고 – 다음과 같은 유명한/악명 
높은 예언을 남긴 바 있다: 사람들과 테크놀로지를 연결시키는 대신, 
[헤겔의] 절대지식은 끝없는 루프로 작동할 것이다.”5 “어떤 매체건 
다른 매체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베이스 위에서 이뤄지는 
총체적 미디어 링크는 미디어/매체의 개념 자체를 지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대담한 키틀러 특유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백남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예언의 일종으로 인용하려는 유혹은 더욱 커진다.

해프닝이 다양한 예술들의 융합이듯, 사이버네틱스는 현존하는 
정밀과학 사이를 가로지르는 경계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남준의 수많은 작품들을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라 할) ‘박스 세트 속의 TV’와 ‘비디오 환경’ 간의 차이에 대한 백남준의 
강조는, 매개(화) 과정에 대한 인식과 망각의 점멸하는 매커니즘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매개와 비매개에 대한 우리의 핵심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다소 거친 비판의 톤에도 불구하고, 백남준에 대한 짧은 논의 속에서 

5  Ibid. p. 2. 키틀러의 
“변장한 헤겔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천착하는 후기 
작업에서 더욱 도드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그리스의 알파벳 
체계는 튜링 시스템의 
기원(Ursprung) 또는 일종의 
청사진으로 천명되고, 디지털 
시대는 인류의 (매체) 역사적 
종점으로 밝혀진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비판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Wolfgang 
Ernst, “Kittler-Time,” 
In Media After Kittler, 
eds. Eleni Ikoniadou and 
Scott Wilson,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Ltd., 2015, pp. 51-66.

4  Friedrich Kittler, 
Gramophone, Film, 
Typewriter, trans. 
Geoffrey Winthrop-
Young and Michael Wutz,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1

3  “Slow TV: Netflix’s 
Chill, Mesmerizing 
Antidote to the Madness 
of 2016.” The Daily 
Beast 2016.9.5 http://
www.thedailybeast.com/
articles/2016/09/05/
slow-tv-netflix-s-chill-
mesmerizing-antidote-
to-the-madness-of-
2016.html?source=TDB&
via=FB_Page 

2  Quoted in Gene 
Youngblood, Expanded 
Cinema, New York: 
Dutton Co., 1970, p. 308. 
강조는 인용자. 

1  Nam June Paik, 
Electronic Art III: 
Paik=Abe Video 
Synthesizer with 
Charlotte Moorman, exh. 
Brochure (New York: 
Galleria Bonino, 1971), 
p.1. Quoted in John 
G. Hanhardt and John 
Ippolito, The Worlds 
of Nam June Paik, 
New York: Solomon R. 
Guggenheim Museum, 
2000,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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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예술가이자 비평가인 마사 로슬러가 지적한 다음의 지점은 유용한 
관찰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다음, 즉 “TV의 불가침성, 그것의 

비물질적 분위기를 방해하는 백남준”6을 그녀가 강조할 때다. 물론 로슬러는 
백남준의 “비미학적 미학주의”를 비판하고, 우리가 방금 강조한 지점을 더 
발전시키지는 않지만, 백남준이 ‘개입’하는 지점, 즉 TV의 물질적인 차원을 
드러내려는 지점에 대한 그녀의 긍정적 시선은 우리의 논의와도 매우 흥미로운 
공명을 만든다.7

물론 이는 데이비드 조슬릿이 – 아마도 로슬러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 – 백남준과 앤디 워홀, 말콤 엑스에 대한 그의 흥미로운 연구서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말로 작동시킨 용어를 빌면, “형상과 바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8 우리가 이 글에서 사용하려는 용어로 이를 다시 서술하자면, 우리가 
주목할 특정한 맥락의 작품을 통해 백남준이 씨름한 것은, 매개와 비매개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매개’로 도드라지게 전경화되고 분명히 인식되었던 것이 어느샌가 
잊혀지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물러나는 지점이다.

기술과 더불어 시간을 마주하기/인터페이스하기

“예술과 기술”에 함축된 진정한 문제는 또 다른 과학적 장난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과 전자 매체를 어떻게 
인간화할 것인가라는 것이다.9

백남준의 무수한 언급들, 과장섞인 수사들 중에서도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들 중 
하나라 할 이 문장은, 동시에 백남준의 예술을 소위 “인간적인(humanist)” 것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예로 꼽히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의 카탈로그 에세이(「비디오 
작업들 1963-1988」)를 결론지으면서, 불프 헤르조겐라트는 이와 비슷한 백남준의 
언급을 인용하며(“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아주 잘 알아야만 
한다”), “실질적인 기술의 인간화”라고 쓴다.10

하지만 여기서 “기술의 인간화”란 대체 무슨 뜻인가? 위에서 우리가 
시사했듯, 이는 소위 차갑고 무관심한 기술적 배치들에게 인간적인 온기를 
얹는다는 것 따위와는 무관하다. 그보다 이것은, “기술의 인간화” 과정 자체를 그 
중핵에서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자연의 일부로 변형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터 벤야민의 통찰을 흡수한 아도르노가 1932년 7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칸트학회에서 발표한 「자연사의 개념」에서 제시했듯, 이 개념은 “자연과 역사의 
관습적인 대립을, 그들의 순수한 대립이 초월되는 지점까지 밀어붙여 극복하도록 
설계되었다.”11

다소 어렵고 모호해보이지만, ‘자연사’라는 개념은 소위 인공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 사이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무화되고 있는, 현기증나는 변화의 과정 

속에 놓인 작금의 세계를 포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어쩌면 보다 근본적으로, 벤야민에게 이 개념은 무상함의 감각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자연사의 시선 아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이가 들 
운명을 타고 난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러운’ 것과 거리가 먼, ‘인공성’의 
상징인 기계조차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12 바로 이러한 통찰을 자신의 시대에서 

‘따로 또 같이’ 포착해 낸 것으로 백남준의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후자를 그 
가능성의 중핵에서 포착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 우리의 내기이다.

‹거투르드 스타인›(1990)을 예로 들어보자. 잘 알려진 것처럼, 작가인 
거투르드 스타인을 바탕으로 만든 이 유명한 로봇 형상은 – 요셉 보이스를 모델로 
삼은 ‹보이스 보이스(Beuys Voice)›(1990)와 더불어 – 대개 ‘사이보그’에 대한 
(멀게는 ‹로봇 K-456›(1963-1964)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백남준의 일생에 걸친 
관심을 증명하는 예로 언급된다. 하지만 머리에서 발끝까지 작은 TV 모니터들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1940년대와 50년대에 만들어진, 나무로 된 골동품 TV 세트 
캐비넷을 사용해 백남준이 만들기 시작한 일련의 TV 작품군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래의 물건이었던 TV 세트 디자인이 급속도로 시대에 뒤쳐져 보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된” ‹촛불 TV›(1975)와 같은 작품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것들보다 작고 새로운 모니터들이 오래되고 육중한 박스들 속에 들어가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테크놀로지의 빠른 변모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TV 세트들이 문제의 작품을 최신식으로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설치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새로운 TV 
세트들은 처음부터 그 안에 삽입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시간의 경과/
흐름을 – 멈추는 건 아니겠지만 – 기록/기입한다. 즉 시간의 테스트를 극복하고 
저항하기는커녕, ‹거투르드 스타인›같은 백남준의 작품들은 (다가올) 시간의 
이행을 기록하고, 아카이브하려 한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아카이빙을 
시간에 대한 승리라는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상찬하는 게 아니라, 백남준이 
시간성이라는 문제와 씨름하는 방식을 사유하는 것이다.

‹TV 시계›(1963)에서 ‹달은 가장 오래된 TV›(1965)에 이르는 백남준의 
많은 작품들은 시간에 대한 그의 섬세한 관심을 잘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급한 그의 후기 작품들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그들이 

‘엔트로피’라는 문제, 즉 모든 개체에 미치는 파괴/해체적 효과를 수반하는 시간의 
불가역적 진행과 관계맺는 방식이다. 이 점에서 대표적인 작품은 ‹혼란스러운 
비›(1967)이다. 마르셀 브루테어스의 유명한 작품인 ‹비(한 텍스트를 위한 
프로젝트)›(1969)와의 친연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과 이 작품을 구분해주는 
것은, 의미의 논리적 연쇄로부터 탈각된 채, 무작위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알파벳의 이미지가 웅변하는, 엔트로피라는 프로토콜이다. 존 케이지와의 
관계를 환기시키면서 다분히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비결정성’이나 ‘우연성’ 같은 
토포스에 기대지 않고서도, 엔트로피는 이러한 요소들의 자유롭고 무작위적인 
위상을 보다 일관적인 방식으로 설명해준다.

12  이러한 관점은 발터 벤야민의 
교수자격시험 논문이었던 
「독일 비애극의 원천」부터 
말년의 미완성 대작인 
『파사젠베르크』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  T. W. Adorno, “The Idea 
of Natural History,” trans. 
Robert Hulot-Kentor, 
Telos no. 60 (1984), 
p.111.

10  Wulf Herzogenrath 
Video Works 1963-
1988, (London: Hayward 
Gallery, 1988), p.43.

9  Nam June Paik, 
“Afterlude to the 
Exposition of 
Experimental Television.” 
In Fluxus (New York), 
June 1964, p.7.

8  David Joselit, Feedback: 
Television against 
Democracy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7). 데이비드 조슬릿, 
『피드백 노이즈 바이러스』, 
안대웅·이홍관 옮김, 서울: 
현실문화, 2016.

7  Martha Rosler, “Video: 
Shedding the Utopian 
Moment.” In Decoys and 
Disruptions: Selected 
Writings, 1975-2001, 
New York: MIT Press, 
2004, p. 74.

6  Ibid.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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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예술가이자 비평가인 마사 로슬러가 지적한 다음의 지점은 유용한 
관찰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다음, 즉 “TV의 불가침성, 그것의 

비물질적 분위기를 방해하는 백남준”6을 그녀가 강조할 때다. 물론 로슬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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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려는 지점에 대한 그녀의 긍정적 시선은 우리의 논의와도 매우 흥미로운 
공명을 만든다.7

물론 이는 데이비드 조슬릿이 – 아마도 로슬러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 – 백남준과 앤디 워홀, 말콤 엑스에 대한 그의 흥미로운 연구서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말로 작동시킨 용어를 빌면, “형상과 바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8 우리가 이 글에서 사용하려는 용어로 이를 다시 서술하자면, 우리가 
주목할 특정한 맥락의 작품을 통해 백남준이 씨름한 것은, 매개와 비매개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매개’로 도드라지게 전경화되고 분명히 인식되었던 것이 어느샌가 
잊혀지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물러나는 지점이다.

기술과 더불어 시간을 마주하기/인터페이스하기

“예술과 기술”에 함축된 진정한 문제는 또 다른 과학적 장난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과 전자 매체를 어떻게 
인간화할 것인가라는 것이다.9

백남준의 무수한 언급들, 과장섞인 수사들 중에서도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들 중 
하나라 할 이 문장은, 동시에 백남준의 예술을 소위 “인간적인(humanist)” 것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예로 꼽히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의 카탈로그 에세이(「비디오 
작업들 1963-1988」)를 결론지으면서, 불프 헤르조겐라트는 이와 비슷한 백남준의 
언급을 인용하며(“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아주 잘 알아야만 
한다”), “실질적인 기술의 인간화”라고 쓴다.10

하지만 여기서 “기술의 인간화”란 대체 무슨 뜻인가? 위에서 우리가 
시사했듯, 이는 소위 차갑고 무관심한 기술적 배치들에게 인간적인 온기를 
얹는다는 것 따위와는 무관하다. 그보다 이것은, “기술의 인간화” 과정 자체를 그 
중핵에서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자연의 일부로 변형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터 벤야민의 통찰을 흡수한 아도르노가 1932년 7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칸트학회에서 발표한 「자연사의 개념」에서 제시했듯, 이 개념은 “자연과 역사의 
관습적인 대립을, 그들의 순수한 대립이 초월되는 지점까지 밀어붙여 극복하도록 
설계되었다.”11

다소 어렵고 모호해보이지만, ‘자연사’라는 개념은 소위 인공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 사이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무화되고 있는, 현기증나는 변화의 과정 

속에 놓인 작금의 세계를 포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어쩌면 보다 근본적으로, 벤야민에게 이 개념은 무상함의 감각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자연사의 시선 아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이가 들 
운명을 타고 난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러운’ 것과 거리가 먼, ‘인공성’의 
상징인 기계조차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12 바로 이러한 통찰을 자신의 시대에서 

‘따로 또 같이’ 포착해 낸 것으로 백남준의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후자를 그 
가능성의 중핵에서 포착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 우리의 내기이다.

‹거투르드 스타인›(1990)을 예로 들어보자. 잘 알려진 것처럼, 작가인 
거투르드 스타인을 바탕으로 만든 이 유명한 로봇 형상은 – 요셉 보이스를 모델로 
삼은 ‹보이스 보이스(Beuys Voice)›(1990)와 더불어 – 대개 ‘사이보그’에 대한 
(멀게는 ‹로봇 K-456›(1963-1964)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백남준의 일생에 걸친 
관심을 증명하는 예로 언급된다. 하지만 머리에서 발끝까지 작은 TV 모니터들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1940년대와 50년대에 만들어진, 나무로 된 골동품 TV 세트 
캐비넷을 사용해 백남준이 만들기 시작한 일련의 TV 작품군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래의 물건이었던 TV 세트 디자인이 급속도로 시대에 뒤쳐져 보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된” ‹촛불 TV›(1975)와 같은 작품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것들보다 작고 새로운 모니터들이 오래되고 육중한 박스들 속에 들어가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테크놀로지의 빠른 변모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TV 세트들이 문제의 작품을 최신식으로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설치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새로운 TV 
세트들은 처음부터 그 안에 삽입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시간의 경과/
흐름을 – 멈추는 건 아니겠지만 – 기록/기입한다. 즉 시간의 테스트를 극복하고 
저항하기는커녕, ‹거투르드 스타인›같은 백남준의 작품들은 (다가올) 시간의 
이행을 기록하고, 아카이브하려 한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아카이빙을 
시간에 대한 승리라는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상찬하는 게 아니라, 백남준이 
시간성이라는 문제와 씨름하는 방식을 사유하는 것이다.

‹TV 시계›(1963)에서 ‹달은 가장 오래된 TV›(1965)에 이르는 백남준의 
많은 작품들은 시간에 대한 그의 섬세한 관심을 잘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급한 그의 후기 작품들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그들이 

‘엔트로피’라는 문제, 즉 모든 개체에 미치는 파괴/해체적 효과를 수반하는 시간의 
불가역적 진행과 관계맺는 방식이다. 이 점에서 대표적인 작품은 ‹혼란스러운 
비›(1967)이다. 마르셀 브루테어스의 유명한 작품인 ‹비(한 텍스트를 위한 
프로젝트)›(1969)와의 친연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과 이 작품을 구분해주는 
것은, 의미의 논리적 연쇄로부터 탈각된 채, 무작위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알파벳의 이미지가 웅변하는, 엔트로피라는 프로토콜이다. 존 케이지와의 
관계를 환기시키면서 다분히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비결정성’이나 ‘우연성’ 같은 
토포스에 기대지 않고서도, 엔트로피는 이러한 요소들의 자유롭고 무작위적인 
위상을 보다 일관적인 방식으로 설명해준다.

12  이러한 관점은 발터 벤야민의 
교수자격시험 논문이었던 
「독일 비애극의 원천」부터 
말년의 미완성 대작인 
『파사젠베르크』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  T. W. Adorno, “The Idea 
of Natural History,” trans. 
Robert Hulot-Kentor, 
Telos no. 60 (1984), 
p.111.

10  Wulf Herzogenrath 
Video Works 1963-
1988, (London: Hayward 
Gallery, 1988), p.43.

9  Nam June Paik, 
“Afterlude to the 
Exposition of 
Experimental Television.” 
In Fluxus (New York), 
June 1964, p.7.

8  David Joselit, Feedback: 
Television against 
Democracy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7). 데이비드 조슬릿, 
『피드백 노이즈 바이러스』, 
안대웅·이홍관 옮김, 서울: 
현실문화, 2016.

7  Martha Rosler, “Video: 
Shedding the Utopian 
Moment.” In Decoys and 
Disruptions: Selected 
Writings, 1975-2001, 
New York: MIT Press, 
2004, p. 74.

6  Ibid.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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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뉴 미디어

다르게 말하자면, 바로 이렇게 급속히 변모하는 미디어스케이프의 
접점들이야말로, 백남준의 작품이, 특히 보존과 쓸모없음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곳이다.

예를 들어, 콰사르 브랜드를 소유한 마쓰시타 전자산업회사가, 백남준이 
자신의 작품인 ‹비디오 국기›에서 사용했던 모델의 생산을 중단한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다. 1986년 LA 카운티 미술관이 매입해 소장한 이 작품은, 84개의 
하얀 콰사르 모니터들로 만들어진 1미터 80센티미터 크기의 격자를 뽐낼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변화하는 이미지의 패턴은 깜빡이는 빨강, 흰색, 
청색을 통해 미국 국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크린은 점점 
어두워졌고, 84개의 못쓰게 된 TV 세트들을 포함한 작품의 부품들이 미술관 
창고에 처박히는 동안, 이 작품은 “그것이 경의를 표했던 근대성”의 제물이 
되었다.13

뉴욕 현대미술관의 미디어 보존담당자인 글렌 와튼이, 그가 2년을 바쳐 
이뤄낸 백남준의 작품 ‹무제›(1993)의 복원 과정을 언급하면서 했던 고백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보존의 악몽이거나 보존의 
꿈입니다.”14 그가 복원 과정에서 자신의 팀원들과 공유했던 걱정, 즉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쓸모없어질 기술/테크놀로지들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 작품을 보여줄 수 없을 것”15이라는 걱정이 지금보다 절절하고 
당대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백남준의 작품은, 당시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의 부수석 큐레이터였던 존 
이폴리토의 말을 빌면 “아주 안좋게 썩어가는,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창고에서 
먼지가 되어가는” 다른 수많은 전위적 미디어 아트 작품들의 운명에 동참하고 
있었다. “미디어 아트계에 떠도는 전면적인 멸종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그는 

“이를 둘러싼 조치”에 대한 “커다란 논쟁”을 환기시킨다. 문제의 기사는 부르스 
스털링을 인용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체리 나무를 베는 데 사용한 
도끼를 가설로 들어봅시다. … 그리고 도끼 머리를 세번, 그리고 
도끼 자루를 다섯 번 교체해야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도끼는 같은 공간을 점유합니다. 이 도끼는 [그래도] 여전히 같은 
도끼일까요?16

스털링의 질문은 “뉴 미디어 작품”의 보존에 대한 난제를 정확하게 겨냥한다. 
또한 이 질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더 이상 가설적이지 않다. 한 때 
뉴 미디어였던 작품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적지 않은 작품들은 수리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스털링의 질문은, 아카이브 연구를 통해 백남준이 벨 연구소에서 IBM 

GE-600을 가지고 놀면서 만들었던 세 점의 작품들 중 하나인 ‹에튀드›(1967)를 
발굴한 그레고리 진만에 의해 최근에 답변을 얻었다. 컴퓨터 펀치 카드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인 포트란이 찍힌 인쇄용지에 이르는 다양한 소재를 경유하는 
작품인 ‹에튀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백남준의 아카이브적 충동을 이루는 
대표적인 예들 중 하나다. 이 작품은 한 컴퓨터 과학자의 도움을 통해, 즉 포트란 

66코드에서 HTML 5로 번역됨으로써, 진만에 의해 부활했지만

…‹에튀드›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초기 디지털 컴퓨팅의 다른 대부분의 
효과들, 즉 기계의 물질성, 그들이 만드는 엄청난 양의 기계소음, 
엄청나게 느린 작업과정 등은 손실되었다. 게다가, 이것은 더 이상 
백남준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이것은 [컴퓨터 과학자인] 존슨의 
것이었다.17

즉 우리는 스털링이 제기했던 인식론적, 또는 존재론적 질문과 다시 
맞닥뜨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무엇이란 말인가? 진만에 의하면, 이것은 

“복제본”이라기보다는 “다른 버전”에 가깝다.

여러분들은 이를 연주부와 노래의 물질적 형태 양자가 변해버린 
노래의 커버 버젼과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이것은 

“복제본”이 아니라, “다른 버전”인 것이다. (ibid.)

음악을 참조점으로 삼자는 진만의 제안이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주목할만 하다면, 
그것은 ‘버전’의 개념이 – 모델이나 복제(본)이라는 차원보다는 – 백남준 작품의 
시간적 측면, 즉 우리가 위에서 ‘매체의 상태들’이라고 불렀던 지점과 만드는 
공명 때문이다. 앞에서 ‘보존으로서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본 ‹무제›의 복원 
에피소드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만하다.

2004년, 자신의 예술 작품 복원과 관련해 「LA 타임즈」가 제기한 질문에 
백남준은 건강 상의 이유로 답변을 할 수 없었지만, 그게 사태의 전모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아트의 성질, 혹은 본질을 ‘나이듦’의 차원에서 
규정하는 백남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라.

비디오 아트는 그것의 외양이나 덩어리가 아니라, 거기 내재한 

‘시간 구조’, 즉 ‘나이듦’(일종의 비가역성)의 과정 차원에서 자연을 
모방한다.”18

백남준이 노버트 위너와 마샬 맥루언을 그들의 공통점, 즉 엔트로피를 매개로 
연결시키는 다음 문단은 이에 못지 않게 적절한 것으로, 다소 길지만 인용할만 하다.

18  Nam June Paik, “In-
put Time and Out-put 
Time.” In Video Art: An 
Anthology, eds. Beryl 
Korot and Ira Schne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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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뉴 미디어

다르게 말하자면, 바로 이렇게 급속히 변모하는 미디어스케이프의 
접점들이야말로, 백남준의 작품이, 특히 보존과 쓸모없음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곳이다.

예를 들어, 콰사르 브랜드를 소유한 마쓰시타 전자산업회사가, 백남준이 
자신의 작품인 ‹비디오 국기›에서 사용했던 모델의 생산을 중단한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다. 1986년 LA 카운티 미술관이 매입해 소장한 이 작품은, 84개의 
하얀 콰사르 모니터들로 만들어진 1미터 80센티미터 크기의 격자를 뽐낼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변화하는 이미지의 패턴은 깜빡이는 빨강, 흰색, 
청색을 통해 미국 국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크린은 점점 
어두워졌고, 84개의 못쓰게 된 TV 세트들을 포함한 작품의 부품들이 미술관 
창고에 처박히는 동안, 이 작품은 “그것이 경의를 표했던 근대성”의 제물이 
되었다.13

뉴욕 현대미술관의 미디어 보존담당자인 글렌 와튼이, 그가 2년을 바쳐 
이뤄낸 백남준의 작품 ‹무제›(1993)의 복원 과정을 언급하면서 했던 고백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보존의 악몽이거나 보존의 
꿈입니다.”14 그가 복원 과정에서 자신의 팀원들과 공유했던 걱정, 즉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쓸모없어질 기술/테크놀로지들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 작품을 보여줄 수 없을 것”15이라는 걱정이 지금보다 절절하고 
당대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백남준의 작품은, 당시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의 부수석 큐레이터였던 존 
이폴리토의 말을 빌면 “아주 안좋게 썩어가는,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창고에서 
먼지가 되어가는” 다른 수많은 전위적 미디어 아트 작품들의 운명에 동참하고 
있었다. “미디어 아트계에 떠도는 전면적인 멸종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그는 

“이를 둘러싼 조치”에 대한 “커다란 논쟁”을 환기시킨다. 문제의 기사는 부르스 
스털링을 인용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체리 나무를 베는 데 사용한 
도끼를 가설로 들어봅시다. … 그리고 도끼 머리를 세번, 그리고 
도끼 자루를 다섯 번 교체해야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도끼는 같은 공간을 점유합니다. 이 도끼는 [그래도] 여전히 같은 
도끼일까요?16

스털링의 질문은 “뉴 미디어 작품”의 보존에 대한 난제를 정확하게 겨냥한다. 
또한 이 질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더 이상 가설적이지 않다. 한 때 
뉴 미디어였던 작품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적지 않은 작품들은 수리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스털링의 질문은, 아카이브 연구를 통해 백남준이 벨 연구소에서 IBM 

GE-600을 가지고 놀면서 만들었던 세 점의 작품들 중 하나인 ‹에튀드›(1967)를 
발굴한 그레고리 진만에 의해 최근에 답변을 얻었다. 컴퓨터 펀치 카드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인 포트란이 찍힌 인쇄용지에 이르는 다양한 소재를 경유하는 
작품인 ‹에튀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백남준의 아카이브적 충동을 이루는 
대표적인 예들 중 하나다. 이 작품은 한 컴퓨터 과학자의 도움을 통해, 즉 포트란 

66코드에서 HTML 5로 번역됨으로써, 진만에 의해 부활했지만

…‹에튀드›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초기 디지털 컴퓨팅의 다른 대부분의 
효과들, 즉 기계의 물질성, 그들이 만드는 엄청난 양의 기계소음, 
엄청나게 느린 작업과정 등은 손실되었다. 게다가, 이것은 더 이상 
백남준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이것은 [컴퓨터 과학자인] 존슨의 
것이었다.17

즉 우리는 스털링이 제기했던 인식론적, 또는 존재론적 질문과 다시 
맞닥뜨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무엇이란 말인가? 진만에 의하면, 이것은 

“복제본”이라기보다는 “다른 버전”에 가깝다.

여러분들은 이를 연주부와 노래의 물질적 형태 양자가 변해버린 
노래의 커버 버젼과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이것은 

“복제본”이 아니라, “다른 버전”인 것이다. (ibid.)

음악을 참조점으로 삼자는 진만의 제안이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주목할만 하다면, 
그것은 ‘버전’의 개념이 – 모델이나 복제(본)이라는 차원보다는 – 백남준 작품의 
시간적 측면, 즉 우리가 위에서 ‘매체의 상태들’이라고 불렀던 지점과 만드는 
공명 때문이다. 앞에서 ‘보존으로서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본 ‹무제›의 복원 
에피소드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만하다.

2004년, 자신의 예술 작품 복원과 관련해 「LA 타임즈」가 제기한 질문에 
백남준은 건강 상의 이유로 답변을 할 수 없었지만, 그게 사태의 전모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아트의 성질, 혹은 본질을 ‘나이듦’의 차원에서 
규정하는 백남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라.

비디오 아트는 그것의 외양이나 덩어리가 아니라, 거기 내재한 

‘시간 구조’, 즉 ‘나이듦’(일종의 비가역성)의 과정 차원에서 자연을 
모방한다.”18

백남준이 노버트 위너와 마샬 맥루언을 그들의 공통점, 즉 엔트로피를 매개로 
연결시키는 다음 문단은 이에 못지 않게 적절한 것으로, 다소 길지만 인용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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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k,” LA Tim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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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 “Untitled” 
by Nam June Paik.” 
https://m.reddit.com/
r/onthegrid/
comments/2vd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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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메시지는 그 자체로 유형과 조직의 한 형태이다. 사실 일련의 
메시지들은 외부 세계의 세트들처럼 엔트로피를 갖는 것으로 다룰 
수 있다. 엔트로피가 탈조직화의 척도이듯, 일련의 메시지에 의해 
이동하는 정보는 조직화의 척도다. 사실, 어떤 메시지가 이동시키는 
정보는 본질적으로 그 엔트로피의 음수이자 그 확률/개연성의 음수 
로그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메시지가 더 개연성이 높을 수록, 
메시지는 더 적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클리셰들은 위대한 
시보다는 [현상을] 덜 밝혀준다.” (Norbert Wiener,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 p.21) 화이트 노이즈는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갖는다.19

맥루언: “만화는 시각적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저 화질’이다. 전화는 빈약한 양의 정보를 받기 때문에, 차가운 
매체이거나 저 화질의 매체다. 너무 적은 것이 주어지고 청자에 의해 
아주 많은 부분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말은 차가운 매체이다. 뜨거운 
매체는 참여도가 낮고, 차가운 매체는 참여도가 높거나 청중에 의한 
완성도가 높다.” (ibid., p.36)

탁월한 미디어 철학자인 존 피터스가 적절하게 제기한 질문과 겹쳐 읽을 때 
(“데이타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케 살아남은 LP 레코드와 VHS 테이프 
박스들과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더미들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가?”20), 이 
코멘트들은 백남준이 그가 평생 밀고 나아간 예술적 커리어 속에서 만들고 
사용했던, 얼핏 혼란스러워 보이는 소재와 참조점, 다종다기한 언급들을 꿰뚫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사유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백남준이 자신의 작품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보다 섬세한 
논의가 요청된다. 예를 들어 그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TV 모니터들의 지위나 
위상을 생각해보자. 수십 년 동안 최신 기술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제 소위 

“포스트 디지털”의 물신적 범주로 변모한 바로 그것 말이다.21

이렇게 독특한 시간적 위상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한국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2016년 여름부터 10월말까지 열린 “백남준 쇼”에 대한 그의 
리뷰에서, 한 때 “전위적”이었던 백남준 작품이 맞닥뜨리게 된 변화를 지적한 콜린 
마샬 역시 흥미롭게 읽힌다.

전위예술에서 시작했지만, 백남준의 작품은 “전위”라는 용어가 별다른 
것을 뜻하지 않게 되고, 이미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신기술들이 
이전처럼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게 된 우리 시대에 다시금 시의성을 
획득한다. VHS 카세트 테이프를 노스탤지어적 대상으로 이제 막 보기 
시작한 젊은 세대들에게,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은 너무나 
독특하고 풍부하게 불완전해 보인다. 20년 전, 백남준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었던 가전제품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그들은 미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닌 과거의 메아리들을 수반한 
채, 백남준이 그 예술적 잠재력을 처음 발견했을 때 감지했을 낯선 
무엇인가를 다시 획득했다.22

엔트로피 속에서 ‘재미’ 잃지 않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엄격한 의미에서 백남준의 작품은, ‘재매개’에 대한 

20여년 간의 성찰을 비판적으로 재규정하면서 최근 리처드 그루신이 ‘근본적 
매개’란 이름으로 제시한 논의들을 놀랍고도 흥미롭게 환기시킨다. 그루신에 
의하면, ‘재매개’란 그저 미디어 테크놀로지들이 전세계에 편재한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매체로 팽배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내재성’, 그리고 이를 통해 매개 자체가 –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접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 자신의 2차성/매개성을 상실한다는 엄격한 
의미에서 ‘비매개적’이라는 사실을 지칭한다. “근본적 매개의 핵심은 그것의 
내재성, 비-매개성 그 자체이다.”23 (좋건 나쁘건) 매개가 이미 존재하는 개체들 
사이에 들어서는 것으로 전제되는 ‘이원론으로서의 재현주의’를 넘어서려는 
진중한 시도라는 시각에서 볼 때, 재매개에 대한 그루신의 재규정은 분명 
시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시간의 비가역적인 
방향과 그것이 수반하는 물질적 효과에 대한 성찰이다.

바로 이 결여를 고려할 때, 백남준이 “상자”라고 부르는 요소들이 
전경화되는 그의 작품들은 일차적인 매개화와 이차적인 비매개화 사이의 
간극은 물론, 둘 사이의 미묘한 이동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 ‘시간’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인 예술적 형상화라 할 크리스천 마클레이의 2011년 베니스 비엔날레 
수상 작품인 ‹시계›(2011)처럼 (박스가 없는!) 작품보다 더 – 충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타시타 딘의 ‹필름›(2011)이나 조엡 반 리플란드의 ‹비디오 궁전› 연작 
(2010-2013)과 같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기념비적이면서도 멜랑콜리한 충동들의 
반대편에서, 백남준의 작품은 그 특유의 유희적 요소, 혹은 ‘재미’를 통해 명확히 
구분된다.

여기서 ‘재미’란 단순히 ‘슬픔’이나 ‘분노’에 대한 비시간적 대립항으로서가 
아니라, ‘엔트로피적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한 ‘비-우울증적 태도’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백남준에게 문제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엔트로피적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를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였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재미’야말로, 백남준의 (엔트로피적) 작품에 담긴 태도를 가장 잘 
규정해주는 것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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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메시지는 그 자체로 유형과 조직의 한 형태이다. 사실 일련의 
메시지들은 외부 세계의 세트들처럼 엔트로피를 갖는 것으로 다룰 
수 있다. 엔트로피가 탈조직화의 척도이듯, 일련의 메시지에 의해 
이동하는 정보는 조직화의 척도다. 사실, 어떤 메시지가 이동시키는 
정보는 본질적으로 그 엔트로피의 음수이자 그 확률/개연성의 음수 
로그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메시지가 더 개연성이 높을 수록, 
메시지는 더 적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클리셰들은 위대한 
시보다는 [현상을] 덜 밝혀준다.” (Norbert Wiener,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 p.21) 화이트 노이즈는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갖는다.19

맥루언: “만화는 시각적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저 화질’이다. 전화는 빈약한 양의 정보를 받기 때문에, 차가운 
매체이거나 저 화질의 매체다. 너무 적은 것이 주어지고 청자에 의해 
아주 많은 부분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말은 차가운 매체이다. 뜨거운 
매체는 참여도가 낮고, 차가운 매체는 참여도가 높거나 청중에 의한 
완성도가 높다.” (ibid., p.36)

탁월한 미디어 철학자인 존 피터스가 적절하게 제기한 질문과 겹쳐 읽을 때 
(“데이타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케 살아남은 LP 레코드와 VHS 테이프 
박스들과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더미들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가?”20), 이 
코멘트들은 백남준이 그가 평생 밀고 나아간 예술적 커리어 속에서 만들고 
사용했던, 얼핏 혼란스러워 보이는 소재와 참조점, 다종다기한 언급들을 꿰뚫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사유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백남준이 자신의 작품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보다 섬세한 
논의가 요청된다. 예를 들어 그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TV 모니터들의 지위나 
위상을 생각해보자. 수십 년 동안 최신 기술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제 소위 

“포스트 디지털”의 물신적 범주로 변모한 바로 그것 말이다.21

이렇게 독특한 시간적 위상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한국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2016년 여름부터 10월말까지 열린 “백남준 쇼”에 대한 그의 
리뷰에서, 한 때 “전위적”이었던 백남준 작품이 맞닥뜨리게 된 변화를 지적한 콜린 
마샬 역시 흥미롭게 읽힌다.

전위예술에서 시작했지만, 백남준의 작품은 “전위”라는 용어가 별다른 
것을 뜻하지 않게 되고, 이미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신기술들이 
이전처럼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게 된 우리 시대에 다시금 시의성을 
획득한다. VHS 카세트 테이프를 노스탤지어적 대상으로 이제 막 보기 
시작한 젊은 세대들에게,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은 너무나 
독특하고 풍부하게 불완전해 보인다. 20년 전, 백남준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었던 가전제품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그들은 미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닌 과거의 메아리들을 수반한 
채, 백남준이 그 예술적 잠재력을 처음 발견했을 때 감지했을 낯선 
무엇인가를 다시 획득했다.22

엔트로피 속에서 ‘재미’ 잃지 않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엄격한 의미에서 백남준의 작품은, ‘재매개’에 대한 

20여년 간의 성찰을 비판적으로 재규정하면서 최근 리처드 그루신이 ‘근본적 
매개’란 이름으로 제시한 논의들을 놀랍고도 흥미롭게 환기시킨다. 그루신에 
의하면, ‘재매개’란 그저 미디어 테크놀로지들이 전세계에 편재한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매체로 팽배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내재성’, 그리고 이를 통해 매개 자체가 –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접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 자신의 2차성/매개성을 상실한다는 엄격한 
의미에서 ‘비매개적’이라는 사실을 지칭한다. “근본적 매개의 핵심은 그것의 
내재성, 비-매개성 그 자체이다.”23 (좋건 나쁘건) 매개가 이미 존재하는 개체들 
사이에 들어서는 것으로 전제되는 ‘이원론으로서의 재현주의’를 넘어서려는 
진중한 시도라는 시각에서 볼 때, 재매개에 대한 그루신의 재규정은 분명 
시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시간의 비가역적인 
방향과 그것이 수반하는 물질적 효과에 대한 성찰이다.

바로 이 결여를 고려할 때, 백남준이 “상자”라고 부르는 요소들이 
전경화되는 그의 작품들은 일차적인 매개화와 이차적인 비매개화 사이의 
간극은 물론, 둘 사이의 미묘한 이동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 ‘시간’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인 예술적 형상화라 할 크리스천 마클레이의 2011년 베니스 비엔날레 
수상 작품인 ‹시계›(2011)처럼 (박스가 없는!) 작품보다 더 – 충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타시타 딘의 ‹필름›(2011)이나 조엡 반 리플란드의 ‹비디오 궁전› 연작 
(2010-2013)과 같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기념비적이면서도 멜랑콜리한 충동들의 
반대편에서, 백남준의 작품은 그 특유의 유희적 요소, 혹은 ‘재미’를 통해 명확히 
구분된다.

여기서 ‘재미’란 단순히 ‘슬픔’이나 ‘분노’에 대한 비시간적 대립항으로서가 
아니라, ‘엔트로피적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한 ‘비-우울증적 태도’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백남준에게 문제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엔트로피적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를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였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재미’야말로, 백남준의 (엔트로피적) 작품에 담긴 태도를 가장 잘 
규정해주는 것일지 모른다. 

20  John Durham Peters, 
“Obsolescence in the 
Digital Era.” 2016. 
1.18 Cosmologics 
Magazine. http://
cosmologicsmagazine. 
com/john-durham-
peters-obsolescence-
in-the-digital-era/ 
“Audiovisual and 
digital hardware are 
the memento mori for 
postmodern humans, 
reminders of what was 
and is no more.” 

19  Nam June Paik. “Norbert 
Wiener and Marshall 
Mcluhan: Communication 
Revolution.”

21  Florian Cramer, “What 
is Post-Digital?” http://
www.aprja.net/?p=1318 

23  Richard Grusin, “Radcial 
Mediation,” Critical 
Inquiry No. 42 (Autumn 
2015), p. 132.

22  Colin Marshall, “A 
Society of Screens: 
The Korean, and the 
World, envisioned by 
Nam June Paik.” Los 
Angeles Review of 
Books. Korea Blog. 
2016.9.4 http://blog. 
lareviewofbooks.org/the-
korea-blog/society-
screens-korea-world-
envisioned-nam-june-
paik/ 



NJP READER #6160 Mediating States 
of Media: Nam 
June Paik’s Art 
of (Im)Mediation 
— Yung Bin 
Kwak

곽영빈은 미술평론가로 아이오와대학교 영화와 비교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한 

최초의 국공립 미술관 평론상인 제1회 SeMA-하나 비평상을 수상한 곽영빈은 현대미술과 영화, 그리고 (디지털) 매체미학의 

교차점을 다루며, ‘포스트-씨어터’ 시대의 3D 영화, 애니메이션의 심연적 존재론, ‘콘텐츠(산업)’ 시대의 오디오비주얼 이미지에 

대한 글을 썼다. 타마스 왈리츠키, 리쥐촨과 함께 2016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의 심사위원을 맡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