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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코드. 공유지 연결망

《오픈 코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반영하는 전시다. 코드로 만들어지고 
코드로 통제되는 세계, 컴퓨팅과 예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되는 세계 말이다. 
카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에서 먼저 열린 두 번의 《오픈 코드》 전시 
발기인이자 큐레이터인 페터 바이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상당한 부분을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 데이터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디지털 코드는 이러한 세계로의 접근권을 제공한다. 
예컨대, 우리는 휴대폰의 전원을 켜는 즉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명령 
프롬프트를 마주하게 된다. 숫자로 된 코드를 입력하고 자기 집이나 방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코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 모두에서 
우리의 현재 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1

《오픈 코드》 전시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컴퓨팅 기술과 비판적으로 관계 맺도록, 
그리고 그것의 ‘블랙박스’를 열어보도록 요구한다. 미술관을 지식의 교환을 촉진하는 
활성화된 플랫폼으로 바꿈으로써 폭넓은 방법으로 관람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미술관을 “사유의 공간”2이자 지식 교환 플랫폼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 《오픈 코드》 전시에서는 컴퓨터 코드에 관한 실용적인 지식과 비판적인 
예술적 접근을 결합하는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함께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한 장소에 공존한다.

전체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존에 전시된 작품들을 가져다 보여주는 것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제와 질문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연계 프로그램과 
전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ZKM의 큐레이터 외 전문가, 그리고 
NGO단체들도 포함되었다.3 이 같은 접근 방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수용하고, 《오픈 코드》 전시를 매개로 지식자원을 확장할 수 있었다. 

전시가 다루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복잡한 주제들 속에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분류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컴퓨팅의 역사를 상술하는 #코드의계보학에서부터 일반적으로 계산 가능성을 
반영하는 범주인 #인코딩까지, 다양한 태그들이 여덟 개의 메인 카테고리에 
할당되었다. #기계학습은 기계 학습 알고리듬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작품들, 

리비아 놀라스코 
로자스

– 큐레이터, ZKM

1
Peter Weibel, 
“Editorial Phase I,” 
Open Codes. Living 
in Digital Words, 
https://zkm.de/en/
editorial-phase-i

2 
Simon Sheikh, 
“Objects 
of Study or 
&RPPRGLǃFDWLRQ�
of Knowledge? 
Remarks on Artistic 
Research,” Art & 
Research, vol. 2, 
no. 2, 2009.

3 
ZKM에서 열린 《오픈 
코드》 전시는 페터 바이
벨과 공동 큐레이터인 
블랑카 기메네즈, 야세
민 케스킨테페, 그리고 
필자가 기획했다. 재닌 
버거가 이끄는 미술관 
커뮤니케이션 분과에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주었고, 나탈리
아 푹스, 크리스티안 뢸
케스, 프란츠 피흘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이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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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공지능의 사회-정치적, 윤리적인 함의에 비판적으로 관여하는 
작품들을 포함한다. #알고리듬거버넌스는 점점 더 연산 장치, 컴퓨터에 
맡겨지는 의사 결정 과정의 변화를 논한다. 한편, #노동과생산 태그를 단 
작품들은 소프트웨어의 생산 조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 세계 노동력 
시장에 자동화가 미치는 영향과도 관련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주제인 
#알고리듬경제는 초단타 매매라든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부상, 주식 
거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 세계 재정 시스템을 바꿀지도 모르는 
컴퓨팅 기술의 개발과 같은, 대체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룬다. 
#가상현실은 어떤 물질적 행위자 없이도 우리가 마치 현실처럼 지각하게 
되는 몰입형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컴퓨터의 어떤 특성 또는 능력을 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코드는 모든 생명 유기체가 DNA에 코드화되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유전학과 컴퓨터 연산 간의 연관성, 예컨대 
데이터 저장 기술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카를스루에에서 첫 번째 《오픈 코드》 전시의 성공 이후, 이 실험이 
몇 달 만에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다른 부제를 단 확장된 버전과 
새로운 주안점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특히 
백남준아트센터에서의 《오픈 코드. 공유지 연결망》 전시는 ZKM에서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9년 6월 2일까지 열렸던, 페터 바이벨이 
구상하고 기획한 《오픈 코드》 전시의 연장선에 있다. 

《오픈 코드.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기》로 시작하는 시리즈 첫 번째 전시 
다음에는 《오픈 코드. 데이터 필드로서의 세계》라는 제목의 두 번째 전시가 
이어졌다. 이 전시를 위해 크리스티안 뢸케스와 페터 바이벨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공중에 걸려 있는 특별한 설치물을 만들었다. 오래 전에 선원들은 
별자리의 도움을 받아 바다에서의 길을 찾았다. 오늘날 사람들은 데이터로 
가득 찬 스크린의 도움으로 삶 속에서 길을 찾는다. 사무실에서, 병원에서, 
공항에서, 집에서, 기차에서 사람들은 컴퓨터 화면을 끊임없이 쳐다본다. 
우리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페터 바이벨은 
카를스루에가 독일 최초의 유네스코 미디어 예술 도시를 선정하는 경쟁에 
참가해 “연결된 도시(Connected City)”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실제로 
2019년에 선정되었다.

그러는 동안 뭄바이 막스 뮐러 바반 갤러리에서 두 개의 또 다른 위성 
전시 《오픈 코드. 디지털 문화 기술》(2018)과 《오픈 코드. 코딩의 
기술》(2019)이 열렸다.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전시는 상하이 크로노스 
아트센터에서 《오픈 코드. 커넥티드 봇》(2019), 빌바오 아즈쿠나 
젠트로아에서 《오픈 코드. 위 아 데이터》(2019-2020) 와 같은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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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었고, 좀 더 작은 위성 전시 몇 개가 독일의 여러 장소에서 소개되었다.

작품이나 인공물의 선별은 전시마다 역동적으로 바뀌었지만 여덟 개의 테마는 
대부분 유지되었다. 그러나 각 전시의 새로운 제목은 주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컴퓨터 코드는 국제적인 것이고, 지역 방언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엄격한 구문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시가 
이루어지는 지역 고유의 예술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는 일은 《오픈 코드》 전시를 
지역과 문화의 맥락에 새겨 넣고자 하는 모든 큐레이터들이 목표로 삼는 원칙 중 
하나다.

《오픈 코드》 전시가 아주 의미 있게 각색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전시는 그 최종 
목표에 도달했다. 김윤서 큐레이터 덕분에 이번 전시에는 《오픈 코드》의 원칙에 
부합하는 한국 작가들의 다양한 작업들뿐만 아니라 “공유지 연결망”이라는 부제가 
추가되었다. 

공유지, 특히 디지털 공유지와 공유지 연결망은 《오픈 코드》 원칙의 중심에 
내재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근에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전에 다양하게 반복되어온 논의들은 데이터와 코드, 그리고 문화 기술로서의 
코드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컴퓨팅의 사회적 영향, 그리고 디지털 문화가 
미술관에 미치는 영향이야말로 《오픈 코드》 개념의 핵심이다. 디지털 공유지 개념은 
자유 소프트웨어 및 오픈데이터 운동의 이상 속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며, 운동의 
대표자들이 활발하게 기여함으로써 ZKM의 전시장에 그 흔적들을 남겨놓았다. 같은 
맥락에서 “공유지 연결망”이라는 주제는 《오픈 코드》의 핵심을 요약하는 것으로, 
관람객들이 커뮤니티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팬데믹의 영향에 
반응하고자 선택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미 지난 몇 해 동안 이 주제에 천착해왔는데,4 
이는 이번 선택에도 영향을 주었다. 《오픈 코드》의 최종 실현은 특히 디지털 공유지 
연결망과 맞물리며, 디지털 공유지의 역사와 인프라의 지도를 보여준다. 반면, 
백남준아트센터는 그것이 디지털 공유지든 아날로그 공유지든 간에 일반적으로 
공유지가 갖는 다양한 측면들에 주목했다. 

공유지의 일반적 개념은 비교적 설명하기가 쉽다. 그것은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으며 
주로 공동체에 의해 유지되는 자원을 말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고 사회적인 의미를 
논하려고 하면 균형 잡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는 특히나 디지털 공유지에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공유지의 기술적 기반이 끊임없이 유동하며 “급진적인 확장”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5

4
특히 백남준아트센터
는 예술과 정치, 경제
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예술 공유지를 창립 10
주년 프로젝트(2018-
2019)의 모토로 삼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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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펠릭스 슈탈더가 말했듯이 디지털 공유지가 “다양한 
규모의, 다양한 관심을 가진 자발적 커뮤니티 안에서 생성 및 
공유되는 정보 자원을 포함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또한 
“디지털 공유지의 출현은 산업 경제(포디즘)에서 네트워크 
경제로의 역사적 이행을 보여준다. (…) 이 공유지는 국가와 시장 
모두에 부분적으로는 겹쳐질 수도 있지만, 국가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지향하는 것도 아닌 사회적 생산의 세 번째 모델에 
해당한다.”6고 덧붙인다. 인터넷은 공유재에 관해 이전과 다르게 
협업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데이터 자본주의의 영향에 맞서는 데 
있어 패러다임의 역할을 한다. 디지털 예술의 실천과 넷.아트는 함께 
발전하며 공유지 연결망에 기여해왔다.7

《오픈 코드》는 그 시작부터 두 가지 수준에서 디지털 공유지 연결망 
개념에 반응한다. 디지털 공유지 연결망이 온라인에서 사용 및 
접근 가능한 코드에 기반한 예술 작업들을 통합해왔으며,8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공통 관심에 기반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오픈 코드》는 주제와 
방법론이 조심스럽게 얽힌 전시를 만들기 위해 의견들을 정교하게 
만들어갔다.

5
Bill Balaskas, “Networked 
Media and the Rise of 
Alternative Institutions: 
Art and Collaboration 
after 2008,” Institution 
DV�3UD[LV: New Curatorial 
Directions for Collaborative 
Research (Sternberg 
Press, 2021), 180-196.

6
)HOL[�6WDOGHU, “Digital 
Commons,” The Human 
Economy: A World Citizen's 
Guide (Cambridge: Po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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