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롤로그

짜라두짜는 배 여행을 마치고 땅을 밟았어. 하지만 

곧바로 산에 있는 동굴로 돌아가지 않았어. 대신 

이곳저곳 여행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이것저것 탐구했지. 스스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어. “강이 굽이굽이 정신없이 흐르다 보면 

원래 출발한 데로 돌아갈 수도 있다더니 내 꼴이 그 

꼴이네.”

프리드리히 니체,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백석현 옮김, 

야그, 2007, 386쪽.

우리는 이 책을 “어떤 여행의 기록”이라 말하고 싶다. 

망각에 저항하는 경험의 기술로서 남아 있는 죽간,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처럼.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행기는 아니지만, 혜초 스님에서 마르코 폴로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여행가들의 기록물이라면 어디에나 

넘쳐나는 ‘무모한 여행’에의 의지 때문이다. 어떠한 결과도 

보장되지 않는, 심지어 파국적인 비극까지 예상되는 

‘무모한 여행’을 어떻게 선뜻 결행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의아하다. 이는 처음부터 진지한 관심이 일관되게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행의 과정에서 

강화되고 반복된 부분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존의 모든 

권속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비판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관점의 발견’이 없는 무딘 반복을 견디지 못하는 취향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그 여행은 보들레르나 발터 벤야민처럼 근대의 

도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만보객의 걸음이 아니라 마치 

주어진 큰 길에서 벗어나 초원의 길 없는 길로 접어든 

일종의 ‘돈키호테’와 ‘산초판사’의 여행이었다. 기존의 

지적 자산이나 예술사에 내재해 있는 호흡이 긴 리듬은 이 

편력여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저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 관점을 발견하기 위해 이질적인 것과 다양한 

속도들이 빚어내는 자연스런 점핑, 백남준식으로 말해서 

재핑japping을 사정없이 가속화시켰다. 애마 로시난테는 

보폭을 넓게 했다. 조지 마키우나스가 찍은 백남준의 

‘걸리버 퍼포먼스’ 사진을 상기해보라. 즐거운 만면의 

웃음과 함께 거인의 십리구두 같은 걸음이 내닫는 광경은 

그 사유의 보폭을 짐작하게 한다. 게다가 6개 국어를 

사용하는 통달자였기 때문에 그 너른 보폭과 더불어 

백남준 사유의 난해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가령, 

로제타석을 패러디한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1995)를 

눈여겨보라. 마치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 

같은 비문이 마치 오랜 돌비석에 새겨져 있듯이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다.

“ 나는 내 피 속에 흐르는 ‘시베리안–몽골리안’ 

요소를 좋아한다. 나는 존 케이지의 친구라서, 

선승禪僧의 성향을 좋아한다. 보이스는 벌써 

준비해놓은 붉은 비엔나제製 명품 피아노에는 손끝 

하나 안 댔다. 흑판에(그는 흑판에 이상한 집념이 

있다. 아마 시골 소학교 때 짧았던 평화와 어릴 때 

네덜란드 국경의 촌티 나는 교실의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깊은 추억이 있는 모양이다) 눈 위를 달리는 

늑대 발자국, 그리고 뮤즈Muse 신호 같은 것을 그 

아래 적었다.”

이미 독일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백남준에 관한 초기 

예술을 비교적 잘 정리해두었고, 실증적 정보에 관한 

한 우리는 감히 대응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실 관계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다분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계열을 따라 

횡단하는 백남준의 ‘황새걸음’ 앞에서 우리는 위성 

안테나를 높이 올리고 호방하면서도 밀도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술가의 행보와 연구자의 행보가 

같을 수는 없지만, 이번 여행의 기록에 신선한 면이 

있다면 바로 그 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남긴 많은 

글들—백남준은 간결하면서 통찰력이 깃든 많은 

관절 마디마디가 꺾어질 정도의 미친 듯한 속도로 

내달렸던 것이다. 이 책은 지난 10개월 동안, 그 이전의 

개관 페스티벌 기간까지 합한다면, 거의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실속失速하지 않으면서 쉼 없이 

달려온 미침의 여행이자 저돌적 여행의 기록이다. 마치 

저 광활한 우주로 열린 ‘푸른 하늘’에서 세계의 대지 위에 

빛의 지도를 덮듯이 이 여행은 무상하게 이루어졌다.

“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의 길을 

열었을 뿐이에요. 만일 관객들이 명상 체험을 하고 

싶다면 잘된 일이죠. 나는 단지 하나의 문을 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백남준, 이르멜린 리비어와의 인터뷰에서, 1974, 보훔.

여행 방식은 좀 더 백남준식으로 말한다면, ‘랜덤 

액세스random access’였다. 발견되는 단서와 새로운 해석을 

따라 경계를 뛰어 넘고 관점 자체를 순간이동시켜 

가면서 그 ‘우연한 마주침’을 존중했다. 이는 굉장히 

진화된 편력여행인 것이다. 위상학적으로 보면, 위성의 

안내를 받는 네비게이션의 동행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즉 전리권에서 내려다보는 위성의 시각이 기동하는 

동시에 대지의 굴곡을 따라 모든 것을 음미하고 탐구하는 

지리학적 시각도 개입하고 있었다. 나아가면 갈수록 

풍경이 확확 달라지는 그런 이중의 여행이 내포하는 

흥미진진함 때문에 백남준은 이렇게 말했는지 모른다. 

“나의 환희는 거칠 것 없어라.”

백남준식의 사유를 체험하고 새롭게 동조화하기 위해 

돈키호테 관장과 산초판사는 관점을 발견하고 개념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사 백남준은 시시콜콜하게 

친구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예술가지만, 정작 

자신의 예술 세계에 관해서는 일종의 ‘황새걸음’으로 

글을 남긴 보기 드문 문장가이다—을 탐독하고, 독일과 

일본과 한국에서 발굴한 새로운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전례 없는 담론의 공간을 구성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구성은 규범적인 실증사학적 방법론으로는—여전히 

기존 미술사는 이러한 ‘뱁새걸음’이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어림없는 것이다. 이 책을 위에서 말한 ‘관점의 

발견을’ ‘개념의 생산’이 가져온 하나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면, 바로 ‘무모한 여행’에 걸맞는 대담한 상상력과 

추론이 있었기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음악과 해프닝에서 

비디오로 행로를 바꾸셨나요?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이뤄졌어요. 전자음악이 

한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누군가 전자TV 

예술을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건 무엇보다 화가의 

작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1960~61년에 나는 진지하게 전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남준, 이르멜린 리비어와의 인터뷰에서, 1974, 보훔.

우리의 돈키호테 관장과 산초판사는 “왜 내가 이걸 

해야만 하지?”라는 의문에 답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구했으며, 결국 현실에 붙들린 풍차 거인을 물리쳤다(고 

믿는다). 그들은 당대의 예술가들을 미시-모방하면서 

서구의 예술계에서 새로운 관점들을 어떻게 동시화 

synchronization 할 것인가를 고심했던 백남준의 사유의 

큰 줄기 속으로 성큼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는 자”에게 “무지한 자”가 줄 수 있는 ‘영감’의 큰 

빛이 작용하는 세계이기도 하고(자크 랑시에르),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모른다”(노자)는 역설의 

세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에서 만난 

무모한 여행에의 권유 편집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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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이제 발견한 새로운 담론의 공간을 통해 청년 

백남준의 숨겨진 이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친구들은 백남준의 그 해학 앞에서 큰 

웃음으로 화답하고, 그 결기 앞에서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백남준 세계에 존재하는 유동적 지성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없었다면, 돈키호테 관장과 산초판사는 삶의 또 

다른 이면이 주는 감동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지혜를 쫓아버리는 지혜는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유머 

감각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놀이와 유머 감각은 예술의 혼이다.

#1. 소머리와 달

백남준과 달의 상관 계수는 굉장히 높다. 그는 달과 

관련된 작품을 많이 남겼을 뿐만 아니라 달빛의 특성으로 

비디오아트의 빛을 조율했다. 드라마가 없는 점, 

선명하지 않고 빛의 명멸이 있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종류이다. 우리가 

접근한 경로는 전혀 달랐다. 1963년 백남준의 첫 번째 

전시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이 이루어졌던 독일 

부퍼탈의 파르나스 갤러리 입구에 내걸린 소머리를 주목한 

것이다. 그 소머리가 내걸린 형상에 ‘달 코드’가 스며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개관 페스티벌 ‘스테이션 

1’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사항이었다.

산초판사

백남준에게 ‘소머리’는 곧 ‘달’이며, 그것은 ‘인공위성’으로 

훌쩍 스트레이트 컷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한 장면처럼. 놀랍게도 백남준은 일본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와의 인터뷰(1984년 «미술수첩» 

특집호)에서 큐브릭의 이 영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2009년 5월 소머리의 두 

뿔이 가진 신화적 이미지에 착안하면서였다.

돈키호테 

‘황소’를 의미하는 ‘aleph’은 첫 주의 달의 상징임과 동시에 

달의 주기가 시작되는 황도 12궁의 이름도 된다.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6, 255쪽.

곧이어 진 쿠퍼의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이윤기 옮김, 까치글방, 2000)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구절도 발견되었다. “달의 상징으로 중요한 것은 초승달 

또는 황소의 두 개의 뿔 모양이다.”(218쪽) 이쯤 되자, 

백남준이 <보이스 복스>에서 말했던 구절이 다시 

결합되었다.

산초판사 

중국인은 만월을 좋아하지만, 유목민인 한국인은 초승달을 

좋아한다고 썼네요. 

백남준은 완전하지 않는 것, 가려져 있는 것,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차오르는 미래지향적인 달의 형상을 좋아했다. 

돈키호테

1984년 요셉 보이스와 동경의 소게쓰 홀에서 듀엣 콘서트를 

할 때, 요셉 보이스는 코요테 역할을, 백남준은 달의 정경을 

만들어냈어요. 즉 이들은 인공의 장소에 인적이 드문 초원의 

밤을 불러들인 것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라는 말을 백남준이 직접 사용하기도 했는데, 

달은 백남준의 예술적 특이성을 함축하고 있는 천계의 

오브제와 같습니다. 지상의 생명체와 모든 사물을 달빛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온 세상을 하나로 비추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머리가 달과 상징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부퍼탈 

개인전 이후 30년이 되는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부처 

머리를 잘라서 숲의 허공에 거꾸로 걸어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즉 ‘소머리=달(위성)=부처 머리’라는 등식이 

성립하죠. 

백남준이 신화적이며 상징적 사유를 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신화적 

상징적 사유는 항상 테크놀로지와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백남준은 ‘진공관’의 빈 공간을 하나의 ‘모태’로 

생각했으며, 그 ‘브라운관’의 내부 공간을 새로운 생명-

기계의 잉태처로 삼았다. 신화와 테크놀로지 사이의 

대칭적인 연결, 이것이 ‘달 코드’에서도 핵심이었다. 

  

돈키호테

중국의 자미두수와 유럽의 천궁도로 백남준의 생애를 

점쳤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백남준이 “달이 물고기의 집에 

들어오는 바로 그날에 출생했다”고 해요. 또한 인간이 달을 

밟았다고 하는 바로 그 여름날(7월 20일)에 태어났지요.

이제 달을 최초의 TV라고 한 백남준의 언급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백남준이 ‘물속에 빠진 달’의 형상으로 

즉 ‘TV 이펙트’로서 비디오아트를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것의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TV물고기>였다. 24대의 TV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의 

하루의 생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달빛을 가득 받고 

있는 지구의 미니어처처럼 코스몰로지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우리들 자신이 지구 대기권이라는 

부드러운 벨벳의 보호 속에 사는 수족관의 물고기들이 

아닌가. ‘달 코드’와 연관된 TV, 그 효과로서의 비디오는 

‘인드라의 그물’—무수히 많은 지점들이 상호 접속하고 

상호 반영하는 거대한 그물망—과 유사하다.

돈키호테 관장이 유럽에서 백남준 연구자 수잔 레너트를 

만났을 때의 일화이다. 레너트는 소머리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에서는 ‘고사’ 지낼 때, 소머리를 

사용한다죠?”라고 말했다. 이제 유럽의 연구자들도 그 

점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관장은 

“그런데 소머리가 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하여 그녀를 당황시켰다. 소머리가 달과 

상징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인류학적 점프를 했던 

백남준이란 그릇은 얼마나 놀라운가. 예술의 제도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백남준은 더욱더 인문학적 조망을 

받아야만 했다.

#2. EXPEL

2009년 3월 무렵, 이 여행의 시초에는 문지윤과 

클라우디아 페스타나가 함께 했다. 그들은 백남준의 

텍스트와 자료들을 꼼꼼하게 도해하면서 정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라우디아가 1963년 백남준 전시의 

포스터에서 어떤 부분을 가리켰다. 제목 부분이었는데,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의 일부였다. 

대문자로 표기된 것만 조합하면, ‘EXPEL’이란 글자가 

선명해진다. 이 발견은 마치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에 등장하는 지도 위의 지명 찾기 게임 같은 

것이었다. 지명을 잘 찾는 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밀한 것까지 잘도 찾아내기 마련이다. 소위 

연구자들이라면, 이러한 디테일에 강점을 보이는 것이다. 

포에 따르면, 오히려 찾기 힘든 것이 있는데, 여러 대륙에 

걸쳐져 있을 만큼 매우 큰 글자이다. 바로 EXPEL의 

발견은 단순히 ‘쫓아내다’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다’ 

같은 샤머니즘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았다. 보고 있되 

보이지 않는 관점 자체를 발견하는 것, 관점의 거치대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환기시켰다. 

물론 EXPEL의 의미는 다시 소머리와 결부지어 

해석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원화랑에서 나온 <이백전> 

도록에서 백남준은 소머리가 “대감놀이의 일종”이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감놀이란 무엇인가. 

서울·경기 지방에서 유행했던 굿의 일종으로서 

터줏대감을 잘 모시고 대접하는 행사였다. 샤머니즘은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아나키즘의 의미와 함께 문화적 

이질감 속에서도 신성을 잘 대접한다는 친교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부정과 긍정이 함께 녹아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칼로 ‘죽임’과 ‘살림’을 동시에 행하는 

것과 같다. 

“ 한국의 샤먼들은 큰 소머리를 덮어 써요. 온종일 

그들은 먹고 마시죠. 작은 여인들일수록 큰 

소머리를 써요. 그들이 신명이 오르면, 춤을 추죠. 

그것은 이상한 체험이었어요. 매년 11월이면 

내 어머니는 무당굿을 하곤 했죠. 그건 매우 

대단했는데, 꽤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재미있었죠. 

사람들이 내 콘서트에 오거나 내 작품을 보러오면, 

그들은 다른 마음 상태가 되곤 하죠. 사람들이 

약간의 쇼크가 필요하다면, 나는 시각적인 충격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들은 내 전시회에서 소머리를 

봤고, 그들은 신명을 얻었죠.” 

백남준, 유스틴 호프만과의 인터뷰 중에서, 1989, 비스바덴.

#3. 브루노 라투르

2008년 11월 말에 돈키호테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권의 일본책을 가지고 왔다.

산초판사

이거 제목이 ‘예술인류학’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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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 피아노>(1958)를 복원하여 재현 연주한 영상을 

빌렸고, <신화의 전시-전자 테크놀로지>의 첫 번째 

넓은 공간에 배치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울려나오는 

사운드의 음색은 매우 독특했다. 급기야 백남준과 인연이 

깊을 뿐만 아니라 가야금의 명인인 황병기가 이 작품과 

만났다. 마침 7월 20일 백남준 탄생 77주년을 기념하는 

<태내기 자서전>의 퍼포먼스 공연을 준비하던 차에 

그분이 온 것이다.

황병기

이것은 음악적으로 매우 세련된 연주예요. 무시할 

수 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백남준 선생이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소리 자체로 볼 때는 막힌 

소리, 탁한 소리예요. ‘프리페어드 피아노’ 종류로서 

타악의 음색에 가깝죠. 어떻게 들으면 북소리고, 또 

어떻게 들으면 거문고 연주 같은 음색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지만, 거문고는 현악기로서 보기 

드물게 타악에 가까운 음색이 납니다. 국악에서는 

‘거문고를 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도끼질 하듯이. 

그리고 이 음색은 비서구의 것이에요. 그렇게 소리가 

나도록 조작한 거예요.

몇 년 전 호암미술관에 이 피아노가 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미술의 오브제로 봤을 뿐, 이 피아노에서 

이와 같은 연주가 가능한지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 

1963년 당시에는 관람객 누구나 이 피아노에 접근할 수 

있었고, 마음껏 참여할 수 있었다. 그때의 기록 사진들을 

보면, 갤러리 주인 롤프 예를링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에 열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두고 

백남준은 ‘미국 바가텔’이라고 명명했던 것 같다. ‘미국 

바가텔’은 전시 포스터 속에 있는 개념으로서, “미국의 

광고회사들이 상용수단으로 써먹는 아이디어”(백남준, 

<실험TV 전시회의 후주곡> 중에서) 즉 자유롭고 

재기발랄한 방식이 가능한, 참여가 가능한 즉흥 피아노 

소곡이다. 관객을 클래식 음악의 관습에서 해방시켜 

누구나 연주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주 자체가 

곧 하나의 장르처럼 새로운 실체가 되는 세계가 백남준이 

생각하는 ‘미국 바가텔’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피아노 

위에 설치된 철조망 아래의 부분에서 주로 타악 음색이 

돈키호테

나카자와 신이치라는 신화학자인가 봐요.

산초판사

그 사람 책 국내에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의 «대칭성 인류학»은 고대와 현대, 신화와 

테크놀로지를 대칭적으로 연결하는 유동적 지성의 

아이디어가 대중 강연의 문체로 비교적 쉽게 서술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와 브루노 

라투르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전자의 인물이야 인류학자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고산준령이었지만, 후자의 인물은 몹시 생소했다. 곧 

국내에서는 서울대 홍성욱 교수가 브루노 라투르에 

관한 소개 글을 여러 번 쓴 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 소개는 매우 밀도 있게 정리된 편이라 큰 도움이 

되었지만, 라투르 자신의 저서를 접하지 못하는 

것은 큰 아쉬움이었다. 그러던 중, 관장은 자신의 

서가에서 라투르의 책 «We have never been modern» 

«Laboratory Life» 등을 갖고 왔다. 사둔 지 10년 만의 

외출이었다. 왜 샀는지도 모른 채, 서가에서 시간을 

죽여야 했던 책들은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전자의 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번역을 맡겼다. 

그러던 와중에 <신화의 전시>에 참여한 작가 홍철기가 

이 책을 통째로 번역하여 갈무리출판사에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막 출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역시 기이한 

인연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투르는 우리가 

하나의 시간성에서 다른 시간성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 하나의 시간성 그 자체에는 시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존재들 간의 

연결 관계만이 시간을 만든다.”(브루노 라투르) 시간을 

콜라주하여 시간의 혼합제조자로 활동했던 백남준 

세계에서 감응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느꼈다. 

#4. 총체 피아노

2009년 3월에 루드비히 빈 현대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수잔 노이부르거의 주도로 백남준의 첫 번째 전시에 관한 

재현 전시가 열렸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이 전시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철조망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던 3·8선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마치 <블레이드 러너>의 레플리컨트처럼 많은 

사진들이 함께 부착되어 ‘기억’을 선명화하고 있는 것도 

이채로웠는데, 여전히 그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합성’과 

함께 ‘어떤 현실’이었다. 어쨌든 이 작품의 연주 영상이 

부른 반향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는데, <태내기 자서전> 

퍼포먼스에서 에필로그를 장식함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5. 벽암록

백남준아트센터의 두 번째 기획전 <신화학의 전시-

전자 테크놀로지> 도입부 한가운데 벽에는 백남준이 

친필로 쓴 «벽암록»의 시구 2편을 크게 옮겨 놓았다. 

이 친필은백남준이 자신의 친구 마리 바우어마이스터의 

자녀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족자형 작품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벽암록» 제18칙 혜충 국사의 무봉탑 

혜충 국사에게 당나라 숙종 황제가 문병을 와서 “만약 

국사가 죽는다면 죽은 뒤에 무엇이 필요할 것 같소?” 

하고 물었다. 국사는 “이 노승에게 무봉탑이나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황제는 그 말뜻을 

알지 못하여 “그럼, 국사가 생각하는 탑의 모양을 보여 

주시오” 했다. 국사는 한참 있다가 이윽고 “아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황제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다. 국사는 

“뛰어난 제자 탐원이 제 마음을 잘 알 터인즉 그를 불러 

물어주십시오”라고 했다. 혜충 국사가 죽은 후, 황제는 

탐원을 불러 무봉탑에 대해 물었다. 탐원 응진은 이렇게 

답했다. “상강의 물은 남으로 흐르고, 담강의 물은 북으로 

흐른다.(설두가 평하기를, ‘한 손만으로는 소리가 날 리 

없다네’) 그 무봉탑 속에는 황금이 가득하도다.(설두가 

평하기를, ‘그것은 산같이 커다란 주장자구나’) 이 우주는 

한없이 크고 넓어서 그늘 없는 나무 밑에 모든 사람이 

함께 타고 가는 배.(설두가 평하기를, ‘바다는 잔잔하고 

물은 맑도다’) 그러나 유리 궁전에 사는 왕족은 참뜻을 알 

만한 자가 없노라.(설두가 평하기를, ‘훌륭한 견식이로다, 

잘 보았소’).”무봉탑은 보려 해도 좀처럼 보기 어렵다. 

맑고 깊은 물속에 청룡은 도사릴 수가 없다. 아! 무봉탑은 

층층이 높이 솟아 둥근 그림자를 온 누리에 던진다. 

천년만년 두고두고 사람들과 함께 지켜보리라.

碧巖錄 十八則 忠國師無縫塔

擧. 肅宗皇帝 問忠國師 百年後 所須何物. 

國師云 與老僧 作箇無縫搭. 

帝曰 請徙搭樣 國師良久云 會麽. 

帝云不會.

國師云 吾有付法弟子眈源 却此事 請詔問之. 國師遷化後 帝

詔眈源 問此意如何. 

源云 湘之南(兮)潭之北 (雪竇着語云 獨掌不浪鳴.)

中有黃金充一國. (雪竇著語云, 山形杖子.)

無影樹下合同船. (雪竇著語云, 海晏河淸.)

瑠璃殿上無知識. (雪竇著語云, 拈了也.)

無縫塔見還難. 澄潭不許蒼龍蟠. 層落落, 影團團. 千古萬古

與人看.

«벽암록» 제37칙 반산이 말하기를 “삼계가 다 텅 비어 

있다”. 

수시하기를, 번갯불을 낚아채는 탁월한 선기禪機를 

지닌 사람을 만나면 바보는 공연히 멍청히 서서 생각에 

잠긴 채 어쩔 줄을 모르고,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갑자기 

쾅 하고 울리면 미처 귀를 막을 틈도 없다. 또 머리 

위로는 높이 우승기를 치켜들고 뒤에서는 쌍검雙劍을 

휘두르면 밝은 눈과 월등한 수단을 지니지 못한 자는 

도저히 그와 대적하지 못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만 

고개를 푹 떨구고 멍하니 서서 생각에 잠긴 채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이것저것 망설인다. 해골 앞에서 유령이 

우글거리듯 어쩔 줄 몰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럼 말해보라, 

이것저것 망설이지 않고 이해득실에 구애되지도 않는 

눈뜬 자가 홀연히 여기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제 그 실례를 들어 보일 테니 잘 살피라. 어느 날 

반산이 대중에게 수시했다. “삼계가 다 텅 비어 있으니 

어디서 마음을 찾겠느냐?”

삼계가 다 텅 비어 있으니 어디서 마음을 찾으랴. 흰 

구름 머흘머흘 머리 위를 덮고, 흐르는 물 오묘한 거문고 

가락을 타건만, 한 가락 두 가락 아는 이 없구나. 가을밤 

비에 불은 물이 둑에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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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에 찌든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백남준의 세계가 보일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산초판사

사실 «벽암록»은 죽은 경전이에요. 주해를 달았던 

선사의 제자가 불태워버렸던 ‘분서’예요. 그만큼 이 경전은 

‘수트라의 해독’으로 가득한 진리의 책이에요. 하지만 

지금 관장님이 하신 실재적 혹은 현실화된 해석에 의해서 

이 경전은 다시 살아났어요. 이 경전은 항상 죽어 있지만, 

어느 순간의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만 살아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

그다음 구절을 보면, 참 놀라워요. 무봉탑이 뭐예요? 아무런 

‘바느질 자국’이 없는 알탑을 말한다죠. 순수한 생명의 

결정체로서의 알, 진리를 증득한 선사들의 사리를 봉헌하는 

탑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의무봉한 탑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백남준의 예술처럼. 그리고 창룡蒼龍—

번역에는 ‘청룡’으로 되어 있지만—즉 ‘푸른 용’은 삿된 

욕심을 품은 무리를 말하는데,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곳에는 범접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이 기관의 운명을 미리 

안배라도 해둔 것처럼 너무나 명확하고 준엄해요. 백남준이 

이 화두를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해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다음 37칙 

‘삼계무법’이었다.

돈키호테

이 화두, 너무나 시적이죠. 삼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텅 

비어 있다니.

산초판사

불교에서 삼계는 보통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지만, 그냥 

과거, 현재, 미래라고 봐도 무방할 듯싶어요.

돈키호테

그래요. 그 모든 세계가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번갯불을 낚아채는 탁월한 선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백남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TV는 전기를 사용하는 매체이고, 백남준은 1만 

5000볼트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1만 5000볼트의 

전기를 다룬 일종의 ‘대장장이 샤먼’이었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소소한 일에 휩쓸린 관객들이 

碧巖錄 三十七則 盤山三界無法

垂示云 掣電之機徒勞佇思 當空霹靂 掩耳難諧.

腦門上播紅旗 耳背後輪雙劍 若不是眼辨手親 爭能搆得.

有般底 低頭佇思 意根下卜度 殊不知 髑髏前見鬼無數.

且道不落意根 不抱得失 忽有箇恁麽擧覺 作麽生祗對.

試擧看. 

擧. 盤山 垂語云 三界無法. 何處求心. 

三界無法. 何處求心. 

白雲爲蓋 流泉作琴 一曲兩曲無人會. 

雨過夜塘秋水深.

 

사실 이 선택은 예측불허였다. 다른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의상대사의 <화엄일승법계도>였다. 이는 

화엄불교의 진리를 불과 210자의 한자로 배치한 

‘미로형’의 도해이다. 어느 날 돈키호테 관장은 박정진의 

«불교인류학»이란 책을 구해서 읽기 시작하더니, 이 

진리의 웅혼한 울림을 전시의 화두로 꼭 쓰겠다고 했다. 

그런데 오프닝 이틀 전날 점심을 먹으면서 «벽암록»의 

구절로 갑자기 바꾸어 버렸다. 어떤 파토스, 어떤 인연의 

소산이었는지 그날의 대화는 가뭇없다. 어쨌든 이 

결정이 거대한 설봉의 분수령처럼 전시를 날카롭게 평행 

우주로 갈라버렸다. 즉 ‘화엄일승법계도’가 있는 전시와 

‘벽암록’이 있는 전시의 갈림길. 이 선택이 낳은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한 어느 날, 그는 

산초판사를 급히 불렀다. 

돈키호테

지금 내가 «벽암록»을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혜충 국사가 선의 핵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만, 황제는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래서 

수제자더러 설명하게 하는데, 그 수제자가 들려주는 4개의 

센텐스가 바로 백남준아트센터와 관련된 압권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바로 하나의 분수령에 관한 실재적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요. 두 번째 문장은 바로 그와 

같은 진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언급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은 백남준과 더불어, 백남준을 창조적으로 

증폭시키면서, 만인과 함께 가는 백남준아트센터예요. 이 

공간이 그렇게 되리란 것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인 

동시에 성취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문장은 중산층 교양 

혼비백산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백남준의 이 세계 속에서 

항상 불가해한 충격을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선구적 

각성을 했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독하겠죠. ‘삼계가 다 

텅 비어 있으니 어디서 마음을 찾으랴.’ 그리고 ‘흰 구름 

머흘머흘 머리 위를 덮고, 흐르는 물 오묘한 거문고 가락을 

타건만, 한 가락 두 가락 아는 이 없구나. 가을밤 비에 

불은 물이 둑에 넘친다.’ 그런데 여기서 거문고 소리는 

바로 그것이 재연된 <총체 피아노>를 처음 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포착한 ‘거문고 음색’과 직결되죠. 게다가 그 

가락을 아는 이 하나 없는 절대 고독의 상황이죠. 지음知音을 

잃어버린 백아처럼 백남준의 쓸쓸한 심회가 엿보이지만, 

그다음을 보세요. ‘가을밤 비에 불은 물이 둑에 넘친다.’ 

어느덧 물이 차서 방죽을 넘어 범람하고 세상을 잠기게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백남준의 예술도 그와 같이 되리라는, 

마치 자신의 운명적 소회를 적어놓은 것 같은 선택이에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날부터 돈키호테 관장은 백남준교敎의 사도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일단 백남준의 유치원 

친구 이경희에게 이 놀라운 에피파니를 이야기했으며, 

누구보다 음악가로서의 백남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작곡가 강석희에게도 전달했다. 또한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에게도 들려주었다. 그들의 반응은 

이천 년 세월을 성큼 초월한 화두의 현실화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백남준의 선적 행위에 경이로움을 숨기지 

않았다.

#6. 사이코

2009년 8월 돈키호테 관장과 이유진은 백남준의 ‘위대한 

의사’이자 ‘도반’인 아베 슈야를 만나러 일본으로 떠났다. 

그런데 도쿄로부터 산초판사에게 전화가 왔다.

돈키호테

두 가지가 생각나서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두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백남준이 초기 퍼포먼스와 전시에서 관객들에게 

‘칠링 이펙트’ 즉 ‘오싹한 소름’을 주는 수법을 즐겨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백남준이 문화적 테러 행위로 

사람들을 겁줬다고 앨런 카프로가 말하고 있지만, 이 ‘공포 

효과’가 곧 ‘각성 효과’로 전환된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963년 전시에서 욕조 

속에 마네킹을 토막 쳐놓은 전시장 풍경 기억나죠? 그 

풍경이 어째 자꾸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남준은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자기가 

험프리 보가트 같다고 일종의 코스프레 연기도 하고, 혹은 

영화 <백 투 퍼킹 케임브리지>(오토 뮐 연출)에서 안톤 

베베른 역할을 맡기도 하는 등 영화와 밀접하죠. 그렇다면 

이 장면의 살풍경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련되는 사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이코>는 1960년에 제작된 히치콕의 공포영화로서 

마리온(자넷 리)이 욕조에서 살해당하는 장면이 너무도 

유명하다. 그러고 보니, 욕조 커튼 너머에서 접근하는 

정체모를 살인자는 백남준의 이 전시 관련 사진에서 

하얀 가면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서 욕조를 내려다보고 

있는 존재와 매우 흡사했다. 욕조 속에 가득 분산된 빨간 

물감이 <사이코>에서는 살인자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흘러내리는 블랙톤의 피—흑백영화의 짙은 밀도감—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결국 1963년 전시가 영화적 

편집의 리듬감으로 큐레이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이 살해 장면의 근본적인 동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으로 

확대되었다. 

돈키호테

욕조 장면뿐만 아니라 마네킹의 잘려나간 팔과 다리는 

지하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이코 

킬러의 행각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르토의 잔혹연극 같기도 

하고.

산초판사

이 전시 전체가 어떤 시계열상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1962년에 백남준은 “황색 재앙!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북방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교역과 

전쟁의 이동로로 삼았던 그 지배자의 후예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 시점에 다시 출현하겠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65년 아헨공과대학에서 그는 ‘황색 의자’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칠판에다가 수학기호 ‘루트’ 아래에다가 “Yellow 

Chairs”라고 적고는 의자 위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깐 

채, 명상을 하는 듯한 퍼포먼스입니다. 이 두 가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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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문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이 티폰에게 패하여 

산산조각 났을 때, 제우스의 조각들을 이어 소생시켰다고 

한다. 그렇다면 헤르메스–백남준은 이 망쳐진 소통의 

세계를 새로 연결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잃어버린 

전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의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로시난테에게 박차를 가한다. 

#7. 일식

2009년 7월 22일 60여 년 만에 개기일식이라는 천문 

현상이 발생했다. 백남준의 생일과는 불과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이어서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전 직원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 

우주쇼를 감상했다. 그리고 “달이 해를 먹었다The Moon 

Ate The Sun”란 제목과 금방이라도 터져나갈 것 같은 

‘빅뱅’의 기운으로 가득한 일식의 어둠이, 그 배후에 빛의 

잠재력으로 충만한 이미지가 이 책의 표지 디자인으로 

선택되었다(나중에 변경됨).

그로부터 얼마 후, 8월에 돈키호테 관장은 일본에서 아베 

슈야를 만났다. 그의 자택에서 백남준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작품을 전달받았다. 

돈키호테

(놀라서) 이게 뭡니까? 

아베 슈야

일식Sun Eclipse입니다.

돈키호테

어떻게 이런 작품을 구상하시게 된 것입니까? 백남준이 

주문한 것입니까? 

아베 슈야

아닙니다. 백남준의 세계가 이것인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일어난 일과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  

신비감마저 느낀 돈키호테는 자초지종을 털어놓고는 

어떻게 ‘일식’이란 것을 알았냐고 물었다. 좀 더 긴 대답을 

기대하면서.

아베 슈야

난 물리학자니까.

사이에 1963년 전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전시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북방 아시아발發 ‘바바리즘의 습격’으로 

볼 수 있죠.

돈키호테 

그런데 파르나스 갤러리 자체는 그리스 신화의 파르나소스 

산에서 유래하는 거지요. 그 산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아폴론 거고, 다른 하나는 디오니소스 

거라죠. 아폴론의 봉우리는 서구 문예의 원천이었던 뮤즈 

여신들과도 관련이 깊다고 해요. 백남준의 이 전시에 

포함되어 있는 잘린 소머리 설치, 욕조 살해 장면은 마치 

‘뮤즈 살해’ 같은 모티브와 관련 있지 않을까…

이 ‘뮤즈 살해’ 모티브는 앞서 나왔던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1995)에다 백남준이 적은 보이스의 퍼포먼스에 

관한 구절과 연결되었다. “눈 위를 달리는 늑대 발자국, 

그리고 뮤즈Muse 신호 같은 것을 그 아래 적었다.” 

보이스는 이 도쿄 콘서트에서 칠흑 같은 밤을 떠올리는 

검은 칠판 위에 백묵으로 긴 선과 점으로 ‘늑대 발자국’을 

표시했기 때문에, 보통 ‘모스부호’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유독 백남준만은 그것을 ‘뮤즈 신호’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특이하다. ‘야생의 사고’를 전달하는 

전령 늑대가 마치 뮤즈를 살해하고 눈밭에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긴 것을 말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는 

요셉 보이스가 1963년 백남준 개인전 오프닝에 나타나 

이바흐 피아노를 부숴버린 것과도 맞물린다. 피아노는 

서구 클래식의 역사가 온축되어 있는 유럽 문화의 

아이콘이다. 피아노 파괴는 성상 파괴이기 때문에 마리 

바우어마이스터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피아노는 성스러운 소입니다.”

돈키호테

헤르메스와 아폴론 사이의 신화적 관계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TV가 가진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헤르메스의 

신격은 서로 통하죠? 헤르메스는 바로 ‘거짓말의 신’이기도 

하여 어린 시절에 이미 아폴론의 소를 훔친 전력도 

있었다니까.

미셸 세르는 헤르메스를 통해 아무도 인식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돌아보고, 인식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못 말리는 이과적 감수성 때문에 더 이상 작품의 제작 

배경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의 평행적 현상은 다분히 

백남준의 ‘동시성’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아무런 약속도 없이 동시에 같은 발상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여행을 두서없이 늘어놓는 과정에서 현재의 

시점이 바로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현재가 되어버렸다. 

계속 나타나는 단서들이 연속되는 요소들에 의해 

격발되고 그 충격으로 ‘돈키호테’ 같은 감각적 충격의 

담론이 기우뚱거리면서 균형점을 잡는, 풍요한 

현재였다. 백남준이 선禪을 “반아방가르드적이고 

반개척자적이며 반케네디적”(백남준, <실험TV 전시회의 

후주곡>에서)이라고 봤던 것은 선조차도 방편으로 

사용했을 뿐, 그것에 목적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백남준의 그런 무상하고 

무아적인 방법으로 이 여행을 진행했으며, 미래와 과거를 

연결하는 대칭적 다리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 여행의 

의미를 세우고자 했다. 즉 이 여행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구불구불한 강의 흐름이 ‘백남준 총체미디어연구소’의 

발족을 낳고 이 여행에서의 작은 발견들은 연구소의 기본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개관과 

함께 통상적인 미술관의 ‘화이트 큐브’ 공간 개념에서 

벗어난 것처럼, 다음 단계로 도약하여 연구—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여행—에 역량을 투자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에필로그: 새로운 관점을 기다리며

편력여행의 기록이 초원의 사상을 욕망하면서 새로운 

고원처럼 되었다. 기록을 담는 책의 형식이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정신분열2»를 

변용한 것이 되었다. 비연대기적 구성 방식은 위의 책을 

미시–모방한 것이며, 현대 유목론의 가장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예술 실천으로서 백남준의 흩어진 단서들을 

찾아서 맥락화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백남준의 예술과 

사유가 이 현대의 고전에 가장 밀접한 사태라는 것은 매우 

경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책에는 수많은 레퍼런스와 

자료들이 접속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고원이란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은 그것 자체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제 갈 길을 가고자 했다. 사방으로 

가지를 뻗은 시간 계열들, 변신의 속도 계수와 순수한 

공격성 그리고 자연과 문화와 기술을 ‘하이브리드’로 

만드는 네트워킹의 감각 등등 백남준에게는 21세기 

예술의 진정한 ‘구루’로 삼을 만한 요소들이 가득하다. 

2010년 1월 12일

돈키호테 관장(이영철)

산초판사(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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