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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공통 감각이란 것이 없는 컴퓨터에 저항하고자 나는 내 컴퓨터 작품들에 
프랑스어 제목을 붙이기로 했어요. 베를렌은 “도시에 비가 내리듯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리네.”라고 했는데, 나는 “내 마음에 비가 내리듯 
내 컴퓨터에도 비가 내리네.”라고 말하겠습니다. “내 컴퓨터에도 비가 
내리네”는 내 첫 작품이 될 거에요. 실제로 내리는 비와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된 비가 뒤섞인 작업이죠. 두 번째 작품은 “센티멘털 컴퓨터”이고 
세 번째는 “포트란 프로그래밍을 좋아하세요.” 입니다.1

백남준이 컴퓨터를 가지고 하게 될 자신의 작품 제목으로 삼겠다고 한 구절들은 
프랑스 문호들의 시나 소설 제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가 문학적인 언어를 빌려온 
데에는, 디지털 기술이 예술과 만날 때 인간인 예술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발상이 담겨 있습니다. 백남준은 컴퓨터가 가장 힘을 발휘하는 면이 ‘임의성’과 
‘반복성’, 바꿔 말하면 불확정성과 결정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특성들은 예술에 
있어서도 중요한 두 축인데, 수학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술적으로는 결국 
인간이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술에서 컴퓨터 사용의 성공 여부는 임의성과 
반복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사하는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1966년부터 코딩 
언어를 다뤘던 백남준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모든 감각을 포식하듯 코드로 학습해 
버리는 지금,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마치 한몸처럼 감각하는 지금이라면 컴퓨팅에 
관한 백남준의 생각과 작업은 또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궁금해집니다. 

디지털 코드로 이뤄지고 작동하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오픈 코드》는 기술 자체가 
예술과 맺는 관계만이 아니라, 이 같은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의 신경세포와 
신진대사가 되었는지를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업을 통해 다시 감각하게 하려는 
기획입니다. 이 전시는 독일 카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가 처음 
만들고, 여러 기관에서 현지의 주제와 작가들을 더해 조직하는 협업의 방식으로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ZKM으로부터 온 작가들은 컴퓨터와 예술의 
관계를 다룰 때 근본이 되는 데이터라는 존재를 생산, 소비, 노동의 고전적인 
관점에서 되짚음으로써 오늘날 코드의 현상을 역사적으로 사유하게 해 줍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초대한 한국의 작가들은 코딩이라는 행위에 주목하여 빅데이터, 
알고리듬, 인공지능의 작동을 비틀어 행동함으로써 코드의 속살을 보게 합니다. 
김승범, 마틴 나달 & 세자르 에스쿠데로 안달루즈, 페터 바이벨 & 크리스티안 
뢸케스, 박미나, 배인숙, 베른트 린터만, 블립트랙, 서울익스프레스, 세바스찬 
슈미크 & 실비오 로루소, 언메이크랩, 코넬리아 졸프랭크, BNAG 작가들께 감사의 

김성은 
–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1
Jud Yalkut, “Art 
and Technology of 
Nam June Paik,” 
Arts Magazine,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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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전합니다. 

《오픈 코드》의 참여 작가이자 기획자이기도 한 페터 바이벨은 이 전시를 통해 
미술관이 생각의 공간이자 회합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수년간 탐구해 온 “미술관이 공유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공명합니다. 
《오픈 코드》를 통해 공유지가 네트워크처럼 확장될 수 있는지 타진하고자 
백남준아트센터는 전시의 부제를 “공유지 연결망”으로 삼았습니다. 전시장에서 
탁구를 치기도 하고, 카드로 게임을 하기도 하며, 발걸음으로 대중가요를 재생하고,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코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QR코드가 안내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전시이자 
자율적인 배움의 장인 《오픈 코드. 공유지 연결망》에 접속한 관람객들이 미술관 
바깥으로 나갔을 때 또 다른 접속점이 되어 네트워크처럼 연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오픈 코드. 공유지 연결망》은 다양한 협업의 산물입니다. 이번 공동 기획전의 
밑그림을 같이 그려나간 ZKM의 디렉터 페터 바이벨과 학예실장 필립 지글러, 
그리고 2주 간의 격리를 불사하고 방한하여 전시를 함께 설치한 큐레이터 리비아 
놀라스코 로자스와 크리스티안 뢸케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멜라니 
보노 문화부장을 비롯한 독일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이 독일 큐레이터들의 방한과 
개막 행사를 후원하며 백남준아트센터에 보내 주신 변함없는 지지에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ZKM의 큐레이터들처럼 백남준아트센터도 두 명의 큐레이터가 
의기투합하여 전시를 시작했었습니다. 도중에 김윤서 큐레이터가 혼자 도맡게 된 
조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 기관과의 공동 기획 전시는 즐거운 만큼 그 과정에 
수반되는 소통과 조율의 일들은 배가됩니다. 큰 변화 속에서도 이를 훌륭히 수행한 
김윤서 큐레이터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으나 정윤회 
큐레이터에게도 인사를 전하며, 큐레이터들의 손발이 되어 전시 현장을 누볐던 
도혜린 어시스턴트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연구자로서 디지털 코드의 한국 
계보학을 정리해 주신 김승범 작가, 전시의 비트와 바이트를 읽어내는 글을 통해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 주신 필자 오영진 기계비평가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시가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가구와 장비를 협찬해 주신 루밍, 비트라, 
엑시옴, 우란문화재단, 그리고 관련 도서들을 기꺼이 기증해 주신 열한 곳의 
출판사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백남준이 말한 ‘공통감각’은 비단 기계와의 관계에서만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서로’가 되고자 할 때 공통의 감각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코드를 
배우고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백남준이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로제타 
스톤)〉에 숨겨놓은 암호를 풀듯이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