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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백남준의 독일시기(1959-1963)는 행위와 음악이 결합된 이른바 ‘액

션뮤직(Aktion-Musik)’ 작품들로부터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전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1963)에서의 텔레비전 

작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업경향을 아우르고 있다. 그가 독일시

기 초반에 선보인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Hommage à John Cage: 
Music for Tape Recorder and Piano)〉(1959)와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Etude for Pianoforte)〉(1960), 카를하인츠 스톡하우젠

(Karlheinz Stockhausen)의 《오리기날레(Originale)》에서 선보인 

〈심플(Simple)〉(1961) 등의 액션뮤직 작품들은 유난히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행위들로 인해‘앙팡테리블’이라는 수식어를 얻을 만큼 

악명이 높았다. 백남준의 이러한 행동주의적 양상은 1950년대에 스

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과 존 케이지(John Cage)가 음악을 

공간화하고 작곡에 행위를 도입시키고자 했던 음악의 전위적 경향

위에 있으며, 넓게는 모더니스트적 미학에 대항하고 20세기 초의 역

사적 아방가르드를 재평가하는 것으로부터 부상한 전후(戰後) 퍼포

먼스의 맥락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백남준의 퍼포먼스들은 

단순히 미학적 강령들을 실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쟁의 기억과 그 

직후 냉전기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수사들을 함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는 백남준이 존 케이지의 유산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되

는 지점이었으며, 1950년대 말부터 나치독일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억압된 기억들을 복원하고 있던 볼프 포스텔(Wolf Vostell)이나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와 같은 독일의 예술가들과 유사한 정서를 공

유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 독일에서는 지난 전쟁의 참상을 예술로서 어떻게 재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프랑크푸르트학파를 중심으로 중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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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중 하나였는데, 마르쿠제(Herbert Marcuse)와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아래에서 수학한 바존 브락(Bazon Brock) 등은 정치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미학적 실천들로서 퍼포먼스와 같은 행동주의적 

양상들을 옹호하고 있었다. 백남준은 이러한 지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던 쾰른의 아방가르드 서클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케이지조차 

생경하리만큼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피아노를 ‘파괴’하는 등

의 난폭한 행위들을 벌였다. 예측불가하며 파괴적인 백남준의 퍼포

먼스를 지켜보던 당시의 독일 관객들은 그가 전쟁의 폭력적 장면들

을 끔찍하게 ‘재현’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

였다. 

   그는 행위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당대 정치적 사건

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백남준은 자신

의 첫 액션뮤직 작품인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의 제2악장을 

“열정과 어리석음이 동시에 작용하여 이룬 독일의 경제 기적에 대

한 경고”로 정의했다. 알렉산더와 마가렛 미체를리히(Alexander  

· Margarete Mitscherlich) 부부는 저서 『애도의 불가능성(Inability 

to Mourn)』(1967)을 통해 전후의 독일인들이 ‘경제기적’의 신화

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방법으로 홀로코스트와 같은 나치독일의 과

오를 회피하려 했다고 분석했는데, 즉 백남준의 경고는 전쟁의 기억

이 억압되고 있던 당대 독일의 분위기에 대한 비평적 개입을 시도

한 것이었다. 

   백남준이 퍼포먼스를 통해 표명하는 정치적 입장들은 대개 서독

의 학생운동이나 예술가들이 공유하던 문제의식들과 공명하는 것이

었지만, 일제치하의 한국과 냉전기 보수내각하의 일본에서 성장한 

그의 정치적 경험들과도 은밀히 결부되어 있었다. 그는 1960년의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에서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가 

선물한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잘라 내는 방법으로 스즈키의 선(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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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 군국주의와의 야합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표출하는가 하

면, 이듬해의 《오리기날레》에서는 우편향 논조의 선정적인 보도로 

서독 학생들의 반발을 샀던 일간지 『빌트(BILD)』를 강도 높게 비

난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부터 목도해 온 선동적이며 일-방향적인 

미디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백남준은 독일 시기 직후인 1963년부터 1년간 잠시 일본에 머물

렀는데, 1960년의 미-일 안보조약 이후 시민운동들에서의 ‘직접행

동’에 영향을 받아 부상한 그룹 하이레드센터(HI-RED-CENTER)의 

퍼포먼스들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백남준이 이 그룹

의 활동에 대해 공감을 표한 기저에는 이들이 〈패전기념만찬회(敗
戰記念晩餐會)〉(1962)와 〈셸터플랜(シェルタープラン)〉(1964) 등을 

통해 전후 일본 내에서의 패전이라는 단어의 은폐와 빅브라더의 검

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던 점과, 이러한 정치성을 드러

내는 방식에 있었다. 백남준은 독일시기의 퍼포먼스를 통해 정치적 

지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으면서도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거부했는데, 하이레드센터 역시 유사한 전략을 구사

했다. 플럭서스의 본부를 소비에트 연방(USSR)에 세우려는 구체적인 

야심까지도 지니고 있던 조지 마치우나스(George Maciunas)와의 노

선갈등을 촉발한 원인이 되기도 한 백남준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과 

일본, 독일을 거치는 동안의 불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이데올

로기적 회의를 경험했던 그가 택했던 정치적 전략이었다. 

   본 논문은 백남준의 독일시기 초기 퍼포먼스를 케이지의 유산 

아래 기존 음악에 대한 ‘성상파괴적(Iconoclasm)’인 태도로 해석하

거나 ‘플럭서스의 전사(前史)’로만 위치시키는 그간의 단선적인 

서술에서 벗어나, 그의 정치적 지향성과 그 전략에 대해 조명해보고

자 했다. 1963년의 기념비적인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

전》 이후 백남준의 정체성이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공고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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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작업들은 그의 초기 퍼포먼스와는 단절된 것처럼 보였다. 그

러나 백남준이 이 전시에서 텔레비전의 일-방향적 정보전달의 경로

를 독재에 비유하고 그 내부 회로를 파괴했던 것은 미디어에 대한 

검열과 선동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던 전쟁과 냉전기의 기억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처럼 독일시기 백남준의 퍼포먼스를 전쟁의 

기억과 냉전의 정치적 역학 속에서 해석하는 것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두 예술형식을 관통하는 백남준의 초기 문제의식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백남준, 퍼포먼스, 정치적 미술, 전쟁, 플럭서스, 하이레드센터

학번: 2011-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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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59년 11월 13일, 독일 뒤셀도르프(Düsseldorf)의 갤러리

22(Galerie22)에서 백남준(Nam June Paik, 白南準, 1932-2006)의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Hommage à John Cage: Music for Tape 

Recorder and Piano)〉(1959)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공연되었다.1) 광

란의 비명소리와 라디오뉴스, 각종 음악들이 혼합된 테이프레코더의 

기괴한 소리들이 흐르는 무대 위에서, 백남준은 갑작스레 객석을 향

해 장미 화환을 던지고 피아노를 부수는 등 예고에 없던 폭력적인 

행위들로 이를 지켜보던 독일 관객들을 그야말로 혼비백산하게 만

들었다.2) 독일에서의 공식적인 첫 데뷔무대에서 선보인 이러한 극단

적인 행위와 음악이 결합된 이른바‘액션뮤직(Aktion-Musik)’은 백

남준이 향후 3년간 벌이게 될 급진적인 퍼포먼스들의 등장을 예고

하는 것이었다. 그가 독일시기(1959-1963) 내내 행한 주요 퍼포먼스

들에서 쇼크를 유발하는 행위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3) 독일시기 

백남준의 퍼포먼스를 지켜보았던 동료 예술가들은 그의 공연이 

“온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공포스러운”것이었다고 회고했으며, 당

시 백남준의 공연 소식을 전한 독일 매체들은 그의 공연을 “끔찍

1) 백남준은 한 달 전인 10월에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이미 한 차례 비공식적으로 
이 작품을 선보였으며, 여기에는 한스 헬름스(Hans G. Helms), 실바노 부소티
(Sylvano Bussotti), 만프레드 레베(Manfred Leve), 하인츠-클라우스 메츠거
(Heinz-Klaus Metzger), 장-피에르 빌헬름(Jean-Pierre Wilhelm) 등이 참관했다. 
이후 이 공연은 1959년부터 1962년까지 매해 계속 되었고 백남준의 독일시기를 
대표하는 주요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2) Heinz-Klaus Metzger, “Fluxus-Musi-Aktionen: Paiks Musik als Musik,” in Nam 
June Paik: Werke 1946-1976: Musik-Fluxus-Video, ed. Wulf Herzogenrath 
(Cologne: Kölnischer Kunstverein, 1976), pp. 34-36.

3) 존 핸하르트(John G. Hanhardt)는 1982년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 당시 
백남준의 작업을 총 네 시기(①1932-1964년, ②1964-1968년, ③1969-1976년, ④
1977-1982년)로 구분했다. 본 논문에서는 핸하르트가 구분한 첫 번째 시기 중에
서도 독일시기(1959-1963)를 따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 John G. Hanhardt, 
ed., Nam June Paik(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82), pp.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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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끄러운 공포극”으로 묘사했다.4) 이때 한 신문 리뷰는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의 공연실황을 상세히 전달하면서 글의 말미

에 다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 마침내 바닥에 딱총 두 개가 던져져 폭약이 터지자 그가 유리창 

쪽으로 병을 내동댕이쳐서 병이 덜거덕 소리를 내며 깨졌고 마침내 양

탄자와 쿠션에 준비되어있던 피아노가 밀쳐져 넘어졌다. 큰 박수가 쏟

아졌다. (이 공연은) 서커스의 한 프로그램인가 예사롭지 않은 징후인

가?5) (밑줄은 필자 표시)

   그간의 연구들에서 백남준의 이 예사롭지 않은 ‘징후’를 포착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양분되었다. 첫째, 그의 행위에 피아노

나 바이올린과 같은 서구 음악을 대변하는 악기를 부수거나 존 케

이지(John Cage, 1912-1992)라는 작곡가의 넥타이를 자르는 등 성상

파괴적(Iconoclastic)인 태도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음

악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와 그 권위에의 도전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6) 특히 하인츠-클라우스 메츠거(Heinz-Klaus Metzger, 1932-2009)

는 백남준의 액션뮤직에 대한 연구가 플럭서스(Fluxus)나 해프닝

(Happening)이라는 맥락에 주로 맞춰져 있었던 점을 비판하면서, 그

4) John Cage, “More On Paik,” in John Cage, Writer: Selected Texts, ed. 
Richard Kostelanetz(New York: Limelight Editions, 2000), pp. 154-155; “Mutter, 
der Mann mit dem Schrein ist da,” Düsseldorf Zeitung (November, 1959); Wulf 
Herzogenrath ed., 앞의 책(1976), p. 42에서 재인용.

5) Johannes G. Klose, “Ein Müllmann und ein Eierwerfer,” Neue Rheinsche 
Zeitung(November, 1959); Wilfried Dörstel et al., Das Atelier Mary Bauermeister 
in Ko ̈ln 1960-62: intermedial, kontrovers, experimentell(Ko ̈ln: Emons, 1993), p. 
31에서 재인용. 

6) 백남준의 퍼포먼스를 음악의 맥락에서 조명한 연구들은 다음을 참조. Douglas 
Kahn, “The Latest: Fluxus and Music,” in In the Spirit of Fluxus, ed. Janet 
Jenkins(Minneapolis: Walker Art Center, 1993), pp. 100-121; Michael Nyman, 
“Nam June Paik, Composer,” 앞의 책(1982), ed. John G. Hanhardt, pp. 79-90; 
Heinz-Klaus Metzger, “Fluxus-Musi-Aktionen: Paiks Musik als Musik,” 앞의 책
(1976), ed. Wulf Herzogenrath, pp.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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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퍼포먼스에서는 ‘행위’가 아닌 ‘음악’의 전복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두어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7) 둘째, 백남준이 

신체를 전면적으로 내세워 퍼포먼스를 행했으며 이후 플럭서스 그

룹에 가담하는 사실을 들어 플럭서스 그룹의 공식적인 발족의 이전

에 그 태동을 예고하는 징후, 즉 플럭서스 전사(前史)의 하나로서 위

치시키는 것이다.8) 

   그러나 이 두 해석의 갈래 사이에서, 소수의 연구자들은 플럭서

스의 맥락으로만 편입되거나 기존의 음악을 전복시키려는 것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제3의 요소들을 읽어냈다.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Mary Bauermeister, 1934-), 한스 헬름스(Hans G. Helms, 1932-2012) 

등 백남준의 퍼포먼스를 당대에 직접 목격한 예술가들과, 구날 슈미

트(Gunnar Schmidt)나 클라우디아 머쉬(Claudia Mesch)와 같은 학자

들은 백남준의 부수고, 내려치고, 공격하는 행위와 테이프레코더로 

흐르는 비명소리가 나치독일의 물리적 폭력의 기억으로부터 아직 

자유로울 수 없었던 독일 관객들 앞에서 전쟁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9) 수잔 레너트

(Susanne Rennert)는 백남준의 독일시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백남준의 청년시절의 정치적 경험을 주목한 

바 있으며, 미도리 야마무라(Midori Yamamura) 역시 백남준이 전체

주의(全體主義) 체제하에 성장했던 배경을 지적하면서 그의 퍼포먼

스에 내재된 파괴적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스트-파시즘

7) Heinz-Klaus Metzger, “Fluxus-Musi-Aktionen: Paiks Musik als Musik,” 앞의 책
(1976), ed. Wulf Herzogenrath, p. 34.

8) Owen Smith, “Fluxus: A Brief History and Other Fictions,” 앞의 책, ed. Janet 
Jenkins, p. 25.

9) 각각 다음을 참조. Susanne Rennert, “About Paik, with Paik: A Collage of 
Conversations Dating from 1992 to 2010,” in Nam June Paik, eds. Sook-Kyung 
Lee and Susanne Rennert(London: Tate, 2010), pp. 213-217; Gunnar Schmidt, 
Klavierzerstörungen in Kunst und Popkultur(Berlin: Dietrich Reimer Verlag, 
2013), pp. 85-94; Claudia Mesch, “Problems of Remembrance in Postwar 
German Performance Art,” Ph.D. diss.(The University of Chicag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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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fascism) 시기라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 

   백남준의 퍼포먼스가 전쟁의 상흔과 전후(戰後) 냉전기라는 시대

적 상황을 반영했으리라는 파편적인 문제제기들은 실제로 백남준이 

자신의 액션뮤직을 정의내릴 때 사용하는 어휘들과도 부합하는 것

이다. 그는 자신의 액션뮤직이 ‘고통의 예술(suffering art)’이라고 

언급하는가하면, 그것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반응’이

었다고 정의 내리기도 했다.11) 이 언급들은 그의 액션뮤직 작품들이 

어떤 사회 비평적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로버트 폰 잔(Robert von Zahn)은 백남준의 공격

적인 행위가 당시 쾰른(Köln)의 관객들에게 지극히 정치적인 예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해 주목을 요한다.12) 

   퍼포먼스와 플럭서스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이미 전후의 일본, 미

국, 그리고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는 몸과 행위가 홀로코

스트(Holocaust)의 경험으로부터 냉전기의 핵시대로 이어지는 실존주

10) 수잔 레너트의 글들은 다음을 참조. Susanne Rennert, “On sunny days count 
the waves of the Rhine, on windy days count the waves of the Rhine, Nam 
June Paiks frühe Jahre im Rheinland (1958–1963),” in Nam June Paiks frühe 
Jahre im Rheinland, ed. Günter Herzog(Nürnberg: Verlag für moderne Kunst, 
2005), pp. 9-14; Susanne Rennert, “I like it. On Nam June Paik’s Works,” 
in Paik on Paper: Sammlung Peter Wenzel, ed. Hans Gunter Golinski(Köln: 
Salon Verlag, 2006), pp. 22-29. 미도리 야마무라의 글은 2009년 백남준아트센터
에서 개최된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이 세미나에서는 백남준의 정치적 
경험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미도리 야마무라, 「전체 인간이 존재론이다: 전
지구적 맥락에서 본 백남준」, 『백남준의 선물1: 관점이동과 시간성』, 백남준
아트센터 편(백남준아트센터, 2009), unpaged.

11) 각각의 발언들은 다음을 참조. David A. Ross, “A Conversation with Nam 
June Paik,”앞의 책, eds. Toni Stooss and Thomas Kellein, p. 62; CHARLOTTE 
MOORMAN NAM JUNE PAIK BIOGRAPHICAL MATERIAL, photocopied print, 2 
pages, p. 2, Sohm-Archiv, Staatsgalerie Stuttgart(folder: “Nam June 
Paik-Charlotte Moorman: Bibliografie und Dokumentation”; in box: Nam June 
Paik: Dokumentation allgemein: Bio-Bibliografie, Beiträge, Publikationen, 
Drucksachen, Private Misc., Charlotte Moorman);  Dorothée Brill, Shock and the 
Senseless in Dada and Fluxus(Hanover, N.H.: Dartmouth College Press: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10), p. 127에서 재인용.

12) Robert von Zahn, “Refüsierte Gesänge. Musik im Atelier Bauermeister,” 앞
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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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위협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13) 아멜리아 존스(Amelia 

Jones)는 사회적인 맥락을 억압하는 모더니즘(Modernism)적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려졌던 몸이 냉전이 시작된 직후 더욱 공격적

으로 부상한 것은 냉전기의 위선과 폭력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대

중매체 테크놀로지에 의해 점증하던 소외상태에 대한 적대감이 표

출된 것으로 보았다.14) 같은 맥락에서 플럭서스 역시 추상표현주의

와 같은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회의와 다다에 대한 재해석의 바탕

에서 촉발된 것이면서 동시에 전후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태동한 

것으로 주지되어왔는데, 고국에서 강제 추방을 경험했거나 망명한 

조지 마치우나스(George Maciunas, 1931-1978), 다니엘 스포에리

(Daniel Spoerri, 1930-)나 에이오(Ay-O, 1931-), 시오미 미에코(鹽見
允枝子, 1938-) 백남준 등 한국이나 일본 출신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15) 도로시 브릴(Dorothée Brill) 역시 

플럭서스의 사회적 맥락을 다루면서, 플럭서스가 냉전 초기의 정치

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분석했다. 브릴

은 플럭서스가 특히 1950년대 미국에서 만연했던 정치에의 무관심

과 수동성에 파열을 일으킨 것으로 보았으며, 그 파열을 일으킨 대

표적인 예로서 백남준을 지목하고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16) 

13) Kristine Stiles, “Performance Art,” in Theories and Documents of 
Contemporary Art: A Sourcebook of Artists’ Writings, eds. Kristine Stiles and 
Peter Selz(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p. 798; Paul 
Schimmel, “Leap into the Void: Performance and the Object,” in Out of 
Actions: Between Performance and the Object, 1949-1979, ed. Paul 
Schimmel(Los Angeles, Calif.: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8), pp. 17-120. 

14) Amelia Jones, “Survey,” in The Artist’s Body, ed. Tracey Warr(London: 
Phaidon, 2000), pp. 16-43.

15) Hal Foster et al., Art since 1900: modernism, antimodernism, 
postmodernism(New York: Thames & Hudson, 2004), pp. 456-463. 로즈리 골드
버그(RoseLee Goldberg)는 1960년대 이후 퍼포먼스의 부상과 20세기 초 다다 사
이의 연계를 지적해왔다. RoseLee Goldberg, Performance: Live Art since the 
60s(London: Thames and Hudson, 1998), pp. 55-65.

16) Dorothée Brill, 앞의 책, pp. 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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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브릴의 연구에서 백남준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플럭서스와 뉴욕(New York), 즉 냉전기‘미국’이라

는 맥락에 있는 것으로 위치지음으로써 백남준이 이미 공식적으로 

플럭서스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독일’이라는 공간에서 액션뮤직

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한국과 일본을 거치는 짧지 않은 기

간 동안 전쟁과 그 직후의 정치적 격변에 노출되어있었던 사실이 

간과되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퍼포먼스와 플럭서스에 대한 대부

분의 연구들에서는 백남준의 액션뮤직이 대체로 상당히 소략하게만 

다루어졌으며, 플럭서스 그룹에 종속된 것으로서‘권위에 대항’했

다거나, ‘금기를 깨려는 것’이라는 등 동어반복적인 수식어로만 

단편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렇듯 백남준의 독일시기 액션뮤직이 백남준 연구자들에게서 

조차 표면적으로만 언급되고, 퍼포먼스나 플럭서스의 맥락에서도 긴

밀한 설명이 뒤따르지 못한 채 어떤 빈공간이 존재해 온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그 하나는 1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백남준이 

주로 미디어 아티스트로서만 범주화되어 그의 초기시절 자체가 연

구의 범위 안으로 적극적으로 포함되지 못한 데 있다.17) 그의 독일

시기의 피날레를 장식한 1963년의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텔레

비전(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에서 선보인 TV작

업들은 그를 ‘최초의 TV 예술가’라는 수식어를 얻게 한 기념비적 

17) 백남준을 주로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조명한 주요한 1세대 연구자는 에디트 데
커(Edith Decker-Phillips), 불프 헤르조겐라트(Wulf Herzogenrath), 존 핸하르트
(John G. Hanhardt), 데이빗 로스(David A. Ross)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주요 
저작과 전시출판물은 다음과 같다. Edith Decker-Phillips, Paik Video, trans. 
Karin Koppensteiner, Marie-Genviève Iselin, and George Quasha(Barrytown, 
N.Y.: Barrytown, Ltd., 1998); Wulf Herzogenrath ed., Nam June Paik: Fluxus, 
Video(Bremen: Kunsthalle Bremen, 1999); Wulf Herzogenrath and Edith Decker 
eds., Video-Skulptur: Retrospektiv und Aktuell, 1963-1989(Cologne, Allemagne: 
DuMont, 1989); Wulf Herzogenrath ed., 앞의 책(1976); John G. Hanhardt, Video 
Culture: A Critical Investigation(Layton, Utah: G.M. Smith, Peregrine Smith 
Books, in association with Visual Studies Workshop Press, 1987); John G. 
Hanhardt ed., 앞의 책(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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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였던 반면, 동시에 이 전시를 기준으로 더 이른 시기의 퍼포머

로서의 작업들과 이후 TV와 비디오작업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아티

스트로서의 작업 간의 단절이 이루어졌다.18) 또 다른 더욱 중요한 

이유로는 플럭서스의 리더 조지 마치우나스와 달리 백남준은 자신

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을 표했기 때문이

다.19) 실제로 백남준의 전체 작품을 통틀어 가장 노골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전쟁과 냉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태평양전

쟁의 격전지였던 과달카날(Guadalcanal) 군도를 배경으로 촬영된 

1977년 작 〈과달카날 레퀴엠(Guadalcanal Requiem)〉이 유일했

다.20) 

18) 백남준의 초기시기를 복원할 수 있는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 현대미술관(MUMOK)에서는 백남준의 독일시기 개인전
인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전》(1963)을 재평가하는 전시(2009)를 개최했으며, 
독일에서는 백남준의 초기시기에 주목하는 연구서(2005)와 당대에 백남준의 퍼
포먼스를 사진으로 남긴 만프레드 레베의 사진집(2005) 또한 발간된 바 있다. 각
각 다음을 참조. Susanne Neuburger ed., Nam June Paik: Exposition of Music: 
Electronic Television, Revisited(Köln: Verlag der Buchhandlung Walther König; 
New York: D.A.P. Distributed Art Publishers, 2009); Susanne Rennert, “On 
sunny days count the waves of the Rhine, on windy days count the waves of 
the Rhine, Nam June Paiks frühe Jahre im Rheinland (1958–1963),” 앞의 책, 
ed. Günter Herzog, pp. 9-14; Germanisches Nationalmuseum ed., Leve sieht 
Paik: Manfred Leves Fotografien von Nam June Paiks Ausstellung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 Wuppertal 1963(Nürnberg: Germanisches 
Nationalmuseum, 2005) 이외에 백남준의 초기를 주요하게 다룬 기존 연구로는 
다음의 예들을 참조. Taehi Kang, “Nam June Paik: early years 1958-1973,” 
Ph.D. diss.(Florida State University, 1988); 이수연, 「백남준의 퍼포먼스 연구: 
매체의 변화와 감각의 확장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임산, 
『청년, 백남준: 초기 예술의 융합 미학』(마로니에북스, 2012)

19) 백남준과 조지 마치우나스 간의 입장 차이는 백남준이 독일시기 직후 1년간 일
본에 체재할 당시(1963-1964)에 서로 교환했던 서신들과, 플럭서스 멤버들 간의 
불화와 갈등의 양상들을 다룬 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Ⅳ장에
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20) 〈과달카날 레퀴엠〉은 백남준의 작품들 중 가장 노골적으로 전쟁에 대한 견해
와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 작품에 대한 단독 연구로
는 다음이 유일하다. Gabrielle Gopinath, “Reversing Time’s Arrow in Nam 
June Paik’s Guadalcanal Requiem,” Quarterly Reveiw of Film and Video 30, 
no. 3(2013), pp. 21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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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논문은 백남준의 초기시기를 입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시도로서, 특히 그간 파편적으로 제기되어 온 백남준의 초기 퍼포먼

스 작품들에 함의된 정치성과 전쟁의 기억을 복원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먼저 퍼즐처럼 흩어져있던 백남준의 글, 

스코어, 주위의 증언 등에 남아있는 단서들을 하나의 완결된 상태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단서들 안에는 

백남준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일제치하의 총동원체제기와 해

방기의 한국, 그리고 1950년대 초 일본에서의 기억이 상당수 포착된

다는 점이다. 이에 필자는 백남준의 정치성과 그 전략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특수한 경험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새로운 맥락의 하나로 개입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백남준이 청년기에 간접적으로 목도한 검열, 물리적 폭력, 이념대립 

등의 정치적 경험들이 독일시기 퍼포먼스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입

장들과 어떠한 연속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 할 것이다.21) 

   그러나 이 글은 백남준의 정치성을 밝히는 데 있어 단순히 자전

적인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가 서독과 일본이라는 전후 퍼포먼

스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면서 전쟁 이후의 정치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던 예술가들과 함께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던 

사실에 더욱 주목하고자 한다. 1950년대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학

파(Frankfurt School)를 중심으로 지난 전쟁의 참상을 예술로서 어떻

게 재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는데, 바존 

브락(Bazon Brock), 마르쿠제(Herbert Marcuse) 등은 정치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미학적 실천들로서 퍼포먼스와 같은 행동주의적 양상들

을 옹호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볼프 포스텔(Wolf Vostell, 

21) 멜리사 추(Melissa Chiu)는 백남준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
서의 경험들이 상당 부분 과소평가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Melissa Chiu, “Ok, 
Let’s Go to Blimpies Talking about Nam June Paik,” in Nam June Paik 
Becoming Robot, eds. Melissa Chiu and Michelle Yun(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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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998)이나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는 1950년대 

말부터 오브제 작업과 퍼포먼스를 통해 나치독일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억압된 기억들을 복원하고 있었으며, 쾰른을 중심으로 활동하

고 있던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한스 헬름스, 그리고 백남준 등 역시 

이러한 지적·예술적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백남준이 도쿄대학(東京大學)에 재학 중이었던 시기

(1950-1956)부터 이후 독일시기를 거쳐 다시 일본에 귀국해 체류했

던 1년(1963-1964)을 아우르는 시기는 구타이(Gutai, 具體) 그룹이 도

쿄에서의 첫 전시(1955)를 개최하고, 이어 규슈파(九州派), 네오다다

오거나이저(Neo-Dada Organizers), 하이레드센터(Hi-Red- Center) 등 

이른바 ‘반예술(反藝術) 퍼포먼스’ 그룹들이 전성기를 맞던 시기

와 맞물리고 있었다.22) 백남준은 이미 도쿄대 재학시절부터 구타이 

등 일본 예술계의 전위적 동향을 지켜볼 수 있는 환경에 있었으며, 

독일에 머무르는 7년 동안에도 일본 내의 주요 음악잡지인 『음악

예술(音樂藝術)』과 『음악학(音樂學)』에 글을 기고하면서 일본과의 

연락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23) 또한 그가 독일시기 직후 

귀국해 일본에 머무른 1년 동안에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개입하기

22) ‘반예술 퍼포먼스’라는 용어는 최근 일본 퍼포먼스사를 집성한 구로다 라이
지(黒ダライ児)가 정의한 것을 따랐다. 이 책은 ①1957년부터 1970년까지의 ②일
본에 있던 ③미술가에 의한 것 중 ④반예술의 흐름을 이어받은 퍼포먼스라는 
기준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했으며, 구타이 그룹은 그 전사(前史)로 분류되었다. 
구로다는 특히 일본의 퍼포먼스 그룹들이 서구의 연구나 전시에서 지나치게 미
학적 차원에서만 회자되어 작가들이 대응하고 있었던 사회적 맥락이 누락되어
온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1960년대 미술가들의 신체표현에서의 정치성을 읽
기를 시도했다. 黒ダライ児, 『肉体のアナーキズム: 1960年代・日本美術における
パフォーマンスの地下水脈』(東京: Grambooks, 2010), pp. 45-47, 77 참조. 

23) 백남준은 독일에 머무르는 동안 『음악예술(音樂藝術)』과 『음악학(音樂學)』
을 통해 독일 음악계의 상황을 전달했으며, 여기에는 《스트라스부르 음악제》, 
《다름슈타트 국제 신음악 하기강좌》에 참석한 후기와 스톡하우젠, 존 케이지
와의 대화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 자료들은 백남준이 독일에서의 생활을 거의 
시간차 없이 기고한 것으로, 독일 예술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백남준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1차 자료로서 기
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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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도하고 있던 하이레드센터의 활동에 특히 상당한 관심을 보였

다. 백남준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독을 거치며 형성된 복잡한 정

체성 위에서 자신의 액션뮤직을 발달시키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전

후와 일본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부 공유하고 있던 구타이, 하

이레드센터의 활동과 정치적 개입방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24) 따라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예술가들의 행위와 정치

성에 대한 백남준의 예민한 시선들을 분석하는 것은 그가 도쿄대 

졸업 후 독일에 도착하면서부터 벌인 과격하고 저항적인 퍼포먼스

의 저의를 파악하는데 유효한 근거 중 하나로 기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 될 것이다. Ⅱ장 1절에서는 독일에 

도착하기 직전부터 노출되었던 정치적 경험을 추적하여, 그가 한국

과 일본을 거치며 목도한 전쟁기와 그 이후의 검열, 물리적 폭력, 

이념대립의 양상들을 백남준의 산발적인 회고들과 함께 재구성할 

것이다.25) 특히 백남준이 초기 퍼포먼스로부터 텔레비전 작업에 이

르기까지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권력적 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

제 삼고 있었던 것에 착안하여, 한국과 일본이라는 공간에서 경험했

을 ‘조지-오웰(George Orwell)식’의 언론 보도와 검열 상황 또한 

함께 고려할 것이다. Ⅱ장 2절에서는 백남준이 액션뮤직들을 선보였

던 서독 예술계의 지적·예술적 배경에 대해 다루면서, 백남준의 급

진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들이 배태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에 대

24) 백남준은 1963년 귀국한 뒤 가진 음악예술과의 대담에서, 구타이 그룹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諸井 誠, 「世界の前衛と音楽(座談会) 1」, 『音
楽芸術』 21(1963.8), pp. 38-47. 그가 가장 주목한 일본의 퍼포먼스 그룹은 하이
레드센터로 백남준은 이후 이들 그룹에 대한 장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Nam 
June Paik, “To Catch Up or not To Catch Up With the West: Hijikata and Hi 
Red Center,” in Japanese Art After 1945: Scream Against the Sky, ed. 
Alexandra Munroe(New York: H.N. Abrams, 1994), pp. 77-82. 

25) 백남준의 글들을 담고 있는 1차 자료집으로는 다음의 두 책을 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Judson Rosebush ed., Nam June Paik: Videa ‘n’ Videology 
1959-1973(Syracuse, N. Y.: Everson Museum of Art, 1974); 에디트 데커-필립
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백남준: 말(馬)에서 크리스토까지』, 임왕준 외 2인 
옮김(백남준아트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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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백남준이 액션뮤직이 냉전 초기의 정

치적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반발과 예술적 발언들이 부상하고 있던 

1950년대 말 서독이라는 특수한 배경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사실

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Ⅲ장 1절에서는 Ⅱ장에서의 맥락을 개입

시키면서, 독일시기에 행한 주요한 퍼포먼스에 드러나는 전쟁의 기

억과 정치적 개입의 요소들을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요한 분석

의 대상이 되는 것은 초기시기를 대표하는 〈존 케이지에 대한 경

의〉와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르는 퍼포먼스로 잘 알려진 〈피아

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Etude for Pianoforte)〉(1960), 카를하인츠 스

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의 《오리기날레

(Originale)》(1961)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들이다. Ⅲ장 1절에서 독일

시기의 퍼포먼스 자체를 둘러싼 자료들을 분석하고 수합하면서 그 

내부에서의 논증을 시도했다면, Ⅲ장 2절에서는 백남준이 독일시기 

직후 일본에서 하이레드센터와 교류하며 남긴 다양한 흔적들을 통

해 역으로 독일시기 행위의 정치성을 고찰할 수 있는 외부적 근거

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백남준이 하이레드센터의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로 꼽았던 〈패전기념만찬회(敗戰記念晩餐會)〉(1962)와 직

접 참여했던 〈셸터플랜(シェルタープラン)〉(1964)과 같은 작업들을 

살펴보고 백남준이 이를 어떤 시선으로 해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해 볼 것이다. 또한 1963년 당시 『음악예술』의 대담자료에서

의 언급들을 통해 백남준이 구타이 그룹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

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이레드센터에 대한 백남준의 평가와 

비교할 때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짚어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백남

준의 퍼포먼스 작업들이 탈-정치적인 작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

고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고수하거나 조직적인 활동을 염두

에 두지 않는 정치적 전략을 구사했던 것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백남준이 정치성을 드러내는 이러한 방식이 플럭서스의 리



12

더였던 마치우나스의 정치적 이상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으며,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예술적 전위를 추구하는 가운데 동전의 양면처

럼 실행된 전략이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백남준의 태도는 

그가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던 하이레드센터의 아카세가와 겐페이(赤
瀬川原平, 1937-2014)와도 공명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곧

이어 시작하는 텔레비전 작업에서도 긴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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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액션뮤직의 시작: 백남준의 정치적 경험과 전후 

서독 예술계

백남준은 자신의 글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곱근이다(1930년

-1960년-1990년)」(1992)를 통해 1930년부터 1990년까지의 약 60년

의 세월을 30년씩 나누어 회고했다. 이 글에서 백남준은 1960년에 

서서 그 이전의 30년을 돌아보는 것은 “심연처럼 멀어 보인다.”고 

표현했는데, 그 멀어 보이는 30년의 시기는 백남준이 한국과 일본을 

거쳐 독일에 정착하는 그의 청년기와 맞물려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

이 언급했다. 

[…] 그 30년은 히틀러의 등장으로 시작되어 케네디 대통령의 선거운

동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 사이를 스탈린, 집단농장, 홀로코스트, 히로

시마, 한국, 베를린, 아이젠하워 자주노선이 차지하고 있다. […]  이 

두 기간을 가르는 또 다른 심연이 있다. 바로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간격이다.26) (밑줄은 필자 표시)

   이 1992년도의 회고는 백남준이 1930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

을 통찰하는 두 가지 시선을 암시해준다. 그 하나의 시선은 전쟁으

로, 백남준은 자신의 10대와 20대를 관통하는 30년을 제2차 세계대

전(이하 2차 대전)기 독재자들의 이름과 나치의 유대인학살, 대량살

상무기와 종전, 그리고 그 직후를 상징하는 단어들로 묘사했다. 그

리고 다른 하나는 인쇄매체로부터 전자매체로의 이동으로, 백남준은 

그 심연을 가르는 상징적 사건으로 케네디(John F. Kennedy, 

1917-1963) 대통령의 텔레비전 선거운동을 꼽았다.27) 

26) 백남준,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곱근이다(1930년-1960년-1990년)(1992)」,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p. 34-37. 

27) 당시 선거운동에 처음 등장한 TV토론에서 케네디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특
성을 잘 이용한 태도와 언변으로 닉슨을 누르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백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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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과 그 직후의 기억은 이미 1950년대 말부터 백남준의 글, 스

코어, 포스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 예의 하나

로, 백남준이 1963년에 볼프 포스텔이 발행하던 잡지 《데 콜라주

(Dé-coll/age)》에 자신의 드로잉인 〈데콜라주 바다의 플럭서스 섬

(Fluxus Island in Dé-coll/age Ocean)〉(이하 〈플럭서스 섬〉)(도 1)

을 게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복잡한 드로잉 속에는 ‘원자폭탄과 

그 희생자들의 무덤’, ‘아우슈비츠’, ‘고문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비밀 정치경찰의 잔해’, ‘고문 역사 연구소’, 

‘첫 번째 식민지(원주민 없음)’, ‘언제나 밤이고 혹은 악몽’,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교두보’, ‘마지노선(요새)’, ‘3·8선’ 

등 주로 2차 대전기의 물리적 폭력이나 한국전쟁과 연관된 단어들

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도 2).

   위의 지도에서 백남준은 전쟁과 연관된 단어들을 잡다하게 나열

할 뿐이지만, 바로 전 해인 1962년에 작성한 〈미국 바가텔

(Bagatelles Americaines)〉에서는 반-독재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전쟁기의 억압적 상황에 대한 저항감을 더욱 과격하게 드러냈

다.

톱으로 피아노를 세 조각으로 잘라라.

첫 번째 조각을 무솔리니처럼 매달아라.

두 번째 조각을 히틀러처럼 태워버려라.

변호사 없이 검사만 있는 인민재판으로

세 번째 조각의 운명을 결정하라.

〈미국 바가텔〉(1962)28)

은 이후 〈닉슨 TV(Nixon TV)〉(1965)를 제작하기도 했다. 케네디와 닉슨의 TV
토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Edmund F. Kallina, Kennedy v. Nix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1960(Gainesville, Fla.: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10), 
pp. 177-200. 

28) 이것은 퍼포먼스에 대한 지시처럼 보이나 완전히 개념적인 글이며 현재 슈투트
가르트 미술관(Staatsgalerie Stuttgart)의 좀 아카이브(Sohm Archive)가 소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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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준이 〈미국 바가텔〉에서 조각난 피아노를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와 무솔리니(Benito Mussolini, 1883-1945)처럼 태우

거나 매달라고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압제적 권력에의 반감을 표출

하는 것이다. 그는 1964년에 작성한 「자서전」에서 자신의 음력생

일인 7월 20일은 독일국민이 히틀러에 저항했던 날이라 좋아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후 제작한 세리그래프 작품 〈7월 20일(July 20)〉

(1985)(도 3)에서는 자신의 생일 날짜와 연관된 역사적 사건들을 병

치하면서 히틀러 암살 작전을 지휘했던 클라우스 폰 슈타벤베르그

(Claus von Stauffenberg, 1907-1944) 대령의 사진을 함께 넣기도 했

다.29) 

   〈미국 바가텔〉이나 「자서전」과 같은 백남준의 글들에서 자

주 히틀러로 치환되어 나타난 압제적 권력에 대한 저항의지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추적할 때, 백남준이 한국과 일본에 

머무르던 청년기의 정치적 경험들은 주목해 볼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이다.30) 특히 백남준이 1964년에 제작한 포스터 콜라주 〈나는 

원숭이를 존경한다(I Admire MONKEY)〉(도 4)에는 의미심장한 단서

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주목된다. 히틀러 암살미수 사건의 20주

있다. 이에 대한 해석본은 다음을 참조. 이영철·김남수 편, 『백남준의 귀환』
(백남준아트센터, 2010), p. 127.

29) “히틀러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한 1932년 7월 20일, 나는 […] 태어났다. […] 
한국 전통에 따라 집에서는 음력 6월 17일에 생일을 축하해주었다. 하지만 학교
서류와 여권에는 7월 20일이 내 공식적인 생일로 기록되어 있다. 나는 이 날을 
더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독일국민이 히틀러에게 더 강하게 저항했더라면 스탈
린 때문에 흘린 피는 헛된 것이 될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6월 17일 
뿐만 아니라 7월 20일도 국경일로 정해야 할 것이다. […]” 「자서전」은 Jü
rgen Becker and Wolf Vostell, Happenings. Fluxus. Pop Art. Nouveau Re ́
alisme(Hamburg: Rowohlt, 1965), pp. 444-445에 최초로 수록되었다.

30) 백남준은 요셉 보이스, 조지 마치우나스, 장-피에르 빌헬름(Jean-Pierre 
Wilhelm, 1912-1968) 등 주변 동료들의 자전적인 경험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
의를 기울였다. 특히 조지 마치우나스의 정치적 경험들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글을 남긴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글을 참조. Nam June Paik, “2x 
Mini-Géants,” Art Forum 29, no. 6(March, 1991), pp. 90-91; 원화랑·현대화랑 
편, 『Nam June Paik: Beuys Vox 1961-86』(원화랑·현대화랑, 1986), pp. 45-61. 



16

년이 되는 날이었던 1964년 7월 20일의 독일 아헨공과대(Aachen 

Technical University)에서는 요셉 보이스, 볼프 포스텔 등 플럭서스 

멤버들이 주축이 된 이벤트 《새로운 예술을 위한 페스티벌(Festival 

of New Art)》이 개최되었는데,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백남준

은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이벤트에 쓰일 이 포스터를 제작해 

보냈다.31) 이 이벤트는 전쟁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인간의 야만성과 

폭력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최일의 정치적 의미로 인해 기

획 단계에서부터 이벤트 당일 까지도 상당한 논란을 낳았다.32) 

   백남준이 제작한 이 포스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나와 유미

오(名和弓雄)의 『고문형벌사(拷問刑罰史)』(1963)에 삽화로 수록된 

일본 사무라이들의 고문장면들을 발췌해 화면 전체에 걸쳐 콜라주

한 것이다(도 5, 6).33) 이 삽화들의 양쪽으로는 1955년 알제리 전쟁

(Guerre d’Algérie)에서 사용된 고문 방법에 대한 로저 윌리엄

(Roger Wuillaume)의 보고서 두 장이 병치되어있다. 백남준은 고문

하는 사무라이들의 삽화와 고문 보고서들 사이로 영어, 독일어, 일

어, 한국어, 한문의 다섯 가지 언어로 “나는 원숭이를 숭배한다.”

는 문장을 반복해서 쓴 후, 그 하단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내가 인간인 것이 부끄럽다(I shame that I am a human being).”

   백남준은 프랑스군이 식민지 알제리에 자행했던 잔혹한 고문에 

대한 보고서와 어울리는 이미지로 왜 일본인 사무라이들의 삽화를 

선택했는가? 이에 대해 수잔 레너트는 이 포스터가 일본인을 조롱할 

때 쓰이는 원숭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나는 원숭이를 숭배한다.”

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에 미루어 백남준의 한국에서의 

31) Susanne Rennert, “I like it. On Nam June Paik’s Works,” 앞의 책, ed. 
Hans Gunter Golinski, p. 26. 

32) Richard Langston, “The Art of Barbarism and Suffering,” in Art of Two 
Germanys: Cold War Cultures, Stephanie Barron et al.(New York: Abrams: [Los 
Angeles]: In association with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2009), p. 
244.

33) 위의 책,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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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함축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34) 백남준이 2차 대전기의 

폭압적인 권력의 통제와 폭력을 일제치하의 한국이라는 특수한 공

간적 배경 위에서 경험했던 사실을 상기할 때, 그녀의 이 언급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도리 야마무라는 강박, 고

통, 두려움, 성애 등의 요소들이 나타나는 백남준의 독일시기 퍼포

먼스들로부터 전쟁기 독재자들의 감시체제를 픽션화한 조지 오웰의 

소설『1984』(1948)에 헌사 하는〈굿모닝 미스터 오웰(Good Morning 

Mr. Orwell〉(1984)까지의 작품들이, 백남준이 전체주의 사회아래 성

장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35) 

   이에 본 장에서는 백남준의 청년기를 가로지르는 시기의 주요한 

정치적 사건들과 예술적 논의들에 대해 먼저 긴밀하게 다루어 보고

자 한다. Ⅱ장 1절에서는 파시즘적 교육과정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일제치하 시기와 해방기의 한국, 그리고 1950년대 초 요시다 내각

(吉田内閣) 하의 일본을 거친 백남준의 경험들을 그의 자전적인 회

고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단서들과 함께 재구성할 것이다. Ⅱ장 2절

에서는 백남준이 도쿄대 졸업 후인 1956년에 또 다른 패전국인 독

일로 이주한 뒤 목도한 예술적 논의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 시기 서독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나치독일의 과거에 대한 문

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백남준의 액션뮤직을 위한 

구상 또한 이러한 분위기 내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이처럼 전쟁과 

그 직후의 정치적 격변을 아우르는 백남준의 자전적 경험들과 뒤이

어 그가 조우한 1950년대 말의 서독 예술계의 분위기를 살펴봄으로

써, 1959년의〈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를 시작으로 하는 백남준의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발현되는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34) Susanne Rennert, “I like it. On Nam June Paik’s Works,” 앞의 책, ed. 
Hans Gunter Golinski, p. 26.  

35) 미도리 야마무라, 「전체 인간이 존재론이다: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백남준」, 
앞의 책(2009a), 백남준아트센터 편, unp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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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해볼 것이다.

1. 백남준의 전쟁과 냉전의 기억: 제3차 조선교육령부터 55년  

   체제까지(1938-1955)

백남준이 수송국민학교에 입학한 1939년은 제3차 교육령(1938)이 공

포된 직후로 한층 강도 높은 사상통제를 통한 전체주의적 교육이 

강제되던 시기였다.36) 백남준의 출신학교가 소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로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일제가 나치독일의 전제주의(專制主義)적 

교육을 본받아 1941년경 종래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한 결과

였는데, 이는 ‘동아 및 세계에서의 일본의 역사적 사명을 감안하여 

국민의 기초를 완수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전쟁정당화 논리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었다.37) 백남준은 이러한 배

경 하에 국민학교에 다니면서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고 궁성

요배(宮城遙拜), 사대절(四大節) 기념식을 경험했으며, 이것들은 모두 

설득이나 권장, 유도가 아닌 강제에 의해 이루어졌다.38) 

   특히 서사 암송이나 요배보다 더욱 강력하게 통제의 분위기를 

형성한 것은 교내에서 무조건적인 일본어 상용을 강요받은 것이었

다. 제3차 교육령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선어를 선택과목화 하

36) 정재철, 『日帝의 對韓國 植民地 敎育政策史』(일지사, 1985), p. 464.

37)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國學資料院, 1997), p. 60. 일제는 
나치독일의 국민교육에 대해 분석·연구하면서, 나치정권이 “독일제국을 멸망
으로부터 구하고 국가를 갱생”시켰으며, 그 “5년의 궤적은 훌륭한 역사”였다
고 높이 평가했다. 新見吉治, 「ナチス國民敎育の檢討」, 『文敎の朝鮮』 
162(1939.2), pp. 2-18. 

38) 임이랑, 「전시체제기 鹽原時三郎의 황민화정책 구상과 추진(1937-1941)」, 
『역사문제연구』 29 (2013), p. 271. 당시 낭독된 서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의 신민(臣民)이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화께 충의(忠義)를 다한다.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훌륭하고 강
한 국민이 된다.” 손인수, 『日帝下의 敎育理念과 그 運動』(韓國精神文化硏究
院, 1986),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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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필수과목에서 전면 탈락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교수(敎授)용어로

서 조선어를 포기하는 방침을 취했다.39) 백남준은 「미디어의 기

억」(1992)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언어에 대한 기억을 모자이크라고 

표현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언어에 대한 내 기억은 마치 모자이크와 같다. 나는 일제강점기였던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초등학교에 다녔다. 집에서는 친구들과 한국말

을 했지만, 집 문턱을 넘어가면 일본말로 얘기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

면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일본어를 사용했

다. […] 때로 슬픈 일도 있었다. 그런 일은 주로 방과 후에 벌어졌는

데,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생님 앞에서 그날 저지른 잘못을 

자백해야 했다. 선생님이 한국인일 때도 있었다. “오늘은 누가 한국말

을 했지?”라고 선생님이 물으면 친구들은 서로 손가락질했다. 우리는 

밀고자가 되어야 했다.40) (밑줄은 필자 표시)

   백남준이 회고한대로 이 언어의 검열은 경찰에 의해서 뿐 아니

라 학생들 사이의 상호감시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경찰과 동급생

에 의한 끊임없는 언어의 감시 과정은 선택의 여지없이 언어사용의 

이중생활을 강요받은 것으로, 이는 특정 언어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

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권력을 함축하고 있었다.41) 

39) 임이랑, 앞의 논문, pp. 267-268.

40) 백남준, 「미디어의 기억(1992)」,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
어 편, pp. 24-27. 백남준은 철학자 황필호와의 대담에서도 일제시대의 언어검열
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정시대 일본인들
이 한글학자들을 혹독히 때렸지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때 손톱이 하나
도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은 아예 나오지 못하고 죽기도 했지요. 그래서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들이 사용하는 어휘의 3분의 2가 일본어였지요.” 황필호, 「예
술가들이야말로 ‘진리’라는 추상명사의 파수꾼」, 『객석』 83(1991.1), p. 
196. 

41) 1930년대 후반부터의 일본어 강제 보급시기에는 카드를 분배하고 적발될 때마
다 카드를 빼앗는 방식의 상호감시가 행해졌다.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주체
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1997), pp. 95-101. 함성호는 이 같은 식민지
기 모국어 박탈의 경험이 사유할 언어가 부재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
하면서, 백남준이 ‘비디오’로서 마침내 고유의 언어적 장치를 발견했다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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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의 학생들은 전쟁 자체를 직접적으로 내면화시키는 과정

에도 노출 돼 있었는데, 1941년 국민학교령의 공포 이후에는 내선일

체(內鮮一體)의 논리가 더욱 강화된 교과서로 교육을 받았다. 백남준

이 고학년이 되었을 때 사용했을 『초등국사(初等國史)』 6학년 교

재에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건설 구상이 서술되면서 침략

전쟁을 역사적 사명으로서 정당화하고 있었다.42) 또한 음악 교재로 

쓰인 『초등창가(初等唱歌)』, 『초등음악(初等音樂)』에는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군인으로, 전쟁을 소재로 한 가사의 곡들로 점철되어 있

었다.43) 이러한 파시즘적인 교육과정은 백남준이 중학교에 입학하면

서부터는 군사훈련을 통한 육체적 통제로까지 확대되었다. 백남준은 

전쟁 막바지인 1945년에 경기공립중학교(京畿公立中學校)(이하 경기

중)에 입학했는데, 당시 경기중은 황민화교육의 모범학교로서 운영

되고 있었다.44) 경기중학생들은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사제창, 

궁성요배, 동급생간의 언어감시를 계속 했을 뿐만 아니라 무도(武道)

를 익히고 군사훈련에도 동원되었다.45) 백남준이 국민학교를 거쳐 

석한 바 있다. 함성호, 「식민지, 전쟁, 20세기: 백남준의 상처」, 앞의 책
(2009a), 백남준아트센터 편, unpaged.

42) 이명화, 「일제 황민화교육과 국민학교제의 시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2010), pp. 336-337; 김보림, 「일제하 중등학교 國民科의 도입과 ‘國史’(日
本史) 교육」, 『역사교육논집』 50(2013), pp. 103-140.

43) 장미경·김순전, 「일제강점기 〈唱歌書〉에 표상된 朝鮮과 日本」, 『일본어문
학』 58(2013.9), pp. 138-144.

44) 김경미, 「식민지교육 경험 세대의 기억: 경기공립중학교 졸업생의 일제 파시즘 
교육체제 하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7-1(2005.4), p. 6.

45) 본격적인 전체훈련체제에 대응해서는 학교총력대와 특설방호단을 설치하여 국
토방위 및 근로동원에 즉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체육훈련으로서 체조, 육상전
기, 검도, 수영, 빙활 등의 기본 훈련과 행군, 전장운동, 총검도, 사격 등의 전기
훈련, 항공훈련, 기갑훈련, 마차훈련, 해양훈련, 적성등록제의 실시 등의 특기훈
련을 했다. 근로동원으로는 국방시설의 건설, 긴급물자의 수집, 공공시설의 노력
원조, 식량증산조력 등이 포함되었다. 京畿公立中学校, 「我が校の戦時動員體
制」, 『文敎の朝鮮』 214(1943.9), pp. 7-11. 경기중의 1945년 졸업생 우인섭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가면서 평택과 김포로 비행장을 청소하는 근로동원을 
갔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현장에서 먹었던 조악한 식사를 두고 ‘악몽 같았던 
경험’이었다고 표현했다. 우인섭, 「나의 경기시절」, 『경기동창회보』 
7(1988.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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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입학하는 기간은 이처럼 언어와 지식, 그리고 육체에 대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험의 연속이었다. 

   백남준은 황민화를 위한 통제라는 전쟁의 간접적인 영향뿐만 아

니라, 미디어를 통한 실제적 폭격의 위기 또한 체험하고 있었다. 당

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도쿄대공습(東京大空襲)에 이르는 전쟁의 

실황을 전달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수단은 다름 아닌 

신문과 잡지, 그리고 라디오였다.46) 그는 한국에 있을 당시 신문발

간 상황과 정보습득 경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940년에 한국어로 발행되는 모든 일간지가 폐간되었다. 일본 식민지

정부 기관지만이 예외였다. 월간지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 

1941년에서 42년 사이에는 전쟁으로 종이가 부족해지면서 일본 잡지조

차도 점점 얇아졌다. 1941년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 무렵 글을 

읽고 싶은 욕구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나는 읽을거리 부족 증세

를 심하게 드러내고 있었다.47) (밑줄은 필자 표시)

    이 글에서 백남준이 말하는 식민지정부 기관지는 『매일신보(每
日申報)』, 『경성일보(京城日報)』, 『서울프레스(The Seoul Pres

s)』와 같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기관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

히 매일신보는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매일신보의 

구독은 1941년 태평양전쟁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1940년 일제

에 의해 조선·동아일보 등 한글신문이 모두 폐간된 이후 전쟁에 

관한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통 중 하나였기 때문

이었다.48) 이는 라디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래에 상류층만이 

46) 당시 백남준의 친구였던 고수균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백남준의 집에는 이미 
라디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읽기에도 상당히 열성적이었다. 이경희, 『白
南準 이야기』(열화당, 2000), pp. 78-81. 

47) 백남준, 「미디어의 기억(1992)」,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
어 편, pp. 24-27.

48) 1945년 6월 매일신보의 발행부수는 50만부에 달했다. 김영희, 「일제 지배시기 
한국인의 신문접촉 경향」, 『한국언론학보』 46-1(2001),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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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고가의 뉴미디어였던 라디오는 전시 체제로 돌입하는 

1930년대 후반 이후 대중적인 매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49) 

   그러나 이 두 보도매체는 총독정치의 최전선에서 선전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쟁에 관한 정보들을 다분히 왜곡·과장

하여 보도했다.50) 매일신보는 전쟁으로 인한 위기의식을 부추기기 

위해 전 국민의 방공태세 정비와 정신 무장, 식량 준비 등의 내용을 

강조하는 방공 선전을 쏟아 냈으며, 라디오 또한 태평양전쟁 이후로

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선전매체로 완전히 변모했다.51) 1943년에 해

외 단파방송으로 일본군이 과달카날 전투에서 크게 패한 뉴스가 들

어오자 감독부는 즉시 일반인과 외국인 소유의 라디오 단파수신기

(短波受信機)를 모두 압수하기도 했는데, 백남준은 한 인터뷰를 통해 

단파수신기가 금지되었던 것에 대해 짧게 언급하기도 했다.52)

당시 단파 라디오는 수신하지 못하게 되어있었다. 여운형씨가 이제 해

방이 되었으니 단파를 들어보자고 해서, 우리는 기술자를 불러 단파를 

수신해보았다.53) (밑줄은 필자 표시)

49) 김영희, 「일제시기 라디오의 출현과 청취자」, 『한국언론학보』 46-2(2002), 
pp. 166-169. 

50) 1937년의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전시 선전통제를 위해 조선총독부 기구가 직
접 간행하는 정기간행물, 신문, 라디오, 영화, 포스터 등을 통해 전시동원을 위
한 언론 통제정책을 활성화했다. 특히 이 시기의 선전 미디어로서 가장 중시된 
것은 라디오였다. 김규환, 『日帝의 對韓言論·宣傳政策』(二友出版社, 1978), 
pp. 324-325.

51) 황민호·심재욱, 「조선총독부의 언론정책과 『每日申報』에 나타난 방공관련
기사의 추이」, 『숭실사학』 27(2011.12), p. 25. 1938년부터는 방송편성회의 운
영에 일본 군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1937년 이후부터의 라디오방송은 
‘선전통제기’와 ‘전시동원기’로 구분된다. 전체 시기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1927-1932년 경성방송국시기, ②1932-1937년 조선방송협회(확대보급기), ③
1937-1941년 조선방송협회(선전통제기), ④1941-1945년 조선방송협회(전시동원
기). 放送文化振興會 편, 『韓國 放送 總覽』(나남, 1990), p. 155.

52) 강혜경, 「일제말기 조선방송협회를 통해 살펴본 방송통제」,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69(2011.12), p. 325.

53) 〈세계 속의 한국인, 백남준의 8월〉 (광복 50주년 MBC 특집 다큐멘터리 1995
년 8월 15일); 이영철·김남수 편, 앞의 책, p. 3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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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달카날전투의 실상이 보도되는 사건을 계기로 라디오 단파수신

기가 압수되면서, 수신기를 통해 전쟁의 전개 상황을 간접적으로나

마 접했던 조선인들은 세계정세나 정보로부터 더욱 고립되었다.54)  

백남준은 식민지정부 기관지와 선전방송으로 점철된 라디오의 일-

방향적인 보도를 통해 왜곡되고 과장된 살상, 폭격, 방공 정보를 전

달받는 방식으로 전쟁의 실황을 가늠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백남준

이 작성한 글의 제목처럼 그에게 있어 최초의‘미디어의 기억’이

었다. 

   이처럼 전쟁기의 폭력과 통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던 가운

데, 백남준은 해방의 소식 또한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55) 1945년 

8월 16일자 매일신보는 1면 머리에 ‘평화재건에 대조환발(大詔渙
發)’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 아래에 히로히토의 항복 조서를 게재했

으며, 이로써 백남준의 10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전쟁도 마침내 

마무리되었다.56) 수송국민학교 재학 시절부터 경기중학교의 입학 때

까지 이어져 온 학교에서의 억압적인 분위기도 해제되었는데, 미군

정(美軍政)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교육정책과의 단절을 시도하고자 

교과서를 재편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착

수했다.57) 

   그러나 해방 직후의 이 자유로움의 이면에는 또 다른 폭력과 통

54) 강혜경, 앞의 논문, p. 325.

55) 백남준은 당시 “해방감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회고했다. 〈세계 속의 한국인, 
백남준의 8월〉 (광복 50주년 MBC 특집 다큐멘터리 1995년 8월 15일); 이영철·
김남수 편, 앞의 책, p. 362에서 재인용.  

56) 정진석, 「해방언론 50년사 1: 해방공간의 언론」, 『신문과 방송』 289(1995.1), 
p. 17.

57) 군정당국의 교육방침은 ‘일제잔재의 불식’, ‘평화와 질서의 유지’, ‘생활
의 실제에 적합한 지식·기능의 연마’의 크게 세 가지 점이 강조되었다. 손인
수, 『미군정과 교육정책』(민영사, 1992), p. 226.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미국식 
반공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군사적 지배를 합리화하는 데 주안점을 둠으로써 
사실상 일제의 교육정책과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왔다. 오욱
환·최정실, 『미군 점령시대의 한국교육: 사실과 해석』(지식산업사, 1993), pp. 
55-82; 이나미, 「미군정기의 민주주의 교육: 일제시기와의 연속성을 중심으
로」, 『동양정치사상사』 3-1(2004.3), pp. 204-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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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상대립이 계속되는 지극히 혼돈스러운 상황이 공존했다. 해방

기의 서울 거리는 각종 삐라와 팜플렛, 포스터가 난무하는 가운데 

좌·우익간의 정치투쟁을 위한 폭력이 창궐하던 곳이었으며, 해방직

후 약 2년간 수백 건의 테러가 발생했다.58) 일제하에 신문과 라디오

를 통해 전해졌던 전쟁의 이미지는 이제 승전국이자 해방군으로서 

미국을 선전하기 위한 극장의 뉴스영화를 통해 또 다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다.59) 특히 이 시기의 정치적 이념과잉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신문으로, 당시 좌·우익으로 분열된 

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선전수단으

로 신문을 앞 다투어 발행했기 때문에 다분히 정론지(政論紙)적 성

격을 지니게 되었다.60) 일제치하에서 전쟁선전용으로 기능했던 신문

은 해방이 된 후 “백출(百出)하는 정당들의 혼돈상황과 발을 맞추

어”결과적으로는 “선전-삐라적 역할”, 즉 정치선전을 위한 도구

로 다시 전락한 것이다.61)

   더욱이 해방기 한국은 미군정이라는 외생국가(外生國家)로부터의 

58) 송효정, 「해방기 감성 정치와 폭력 재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7(2012), 
pp. 328-332. 실제 신문에 보도된 테러의 건수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무부 
발표에 의한 해방 이후 금년 4월 15일까지의 테러 건수는 아래와 같다. 즉 그간
에 대규모의 폭동 사건을 제외하고도 총 발생 건수가 311건에 인명피해 사망 
29명 부상 721명 건물파괴 106건 비품파괴 42건 […]” 「暴動 『테로』가 빚어
내인 人命死傷七百五十 解放以後慘劇(警務部發表)」, 1947년 7월 19일자 『동아
일보』, 2페이지

59) 1946년부터 1947년까지 극장에서 상영된 뉴스영화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했던 것은 전쟁 관련 뉴스였다. 이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룬 이유는 2차 대전의 
최대 승전국이자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미국의 힘을 과
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주제였기 때문이었다. 조혜정, 「미군정기 뉴스영
화의 관점과 이념적 기반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8(2011.9), pp. 
330-331. 

60) 이러한 정론지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좌우익 정치세력의 대립 속에서 형성되었
으며, 이 시기 신문들은 대체로 우익, 중도우익, 중립, 중도좌익, 좌익 등으로 나
누어 왔다. 김영희, 「美軍政時代의 新聞現狀」, 『저널리즘연구』 5(1975), pp. 
27-32. 

61) 당시 언론이 난립하던 정당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로 전락한 상황에 대해
서는 1947년 판 『조선연감(朝鮮年鑑)』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朝鮮通信社, 
『朝鮮年鑑』(朝鮮通信社, 1947), pp. 27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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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영향 하에 놓이면서, 사실상 교육·언론·문화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친미-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흡수되어 가는 과정에 있

었다.62) 백남준은 「59세의 생각」(1991)이라는 글에서 당시의 혼돈

스러움을 기억했다.

사람들은 바쿠닌, 부하린, 프루동, 마르크스, 프랑스 생디칼리즘, 페이

비언 사회주의 등등으로 짜인 폭넓은 메뉴로부터 고를 수 있는 환상을 

가졌다. 오늘날의 시점으로 보면, 이것은 한국 지식인들의 미성숙을 반

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과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가 테이블에서 가지고 노는 포커 

칩에 불과했기 때문이다.63) (밑줄은 필자 표시)

   이 “폭 넓은 메뉴” 가운데서도 각종 통제와 군사훈련으로부터 

막 해방된 10대의 백남준은 마르크시즘(Marxism)의 열기에 동조하고 

있었다. 대자본가의 아들이었던 백남준이 좌익계 이론에 찬동하고 

있던 것은 사실상 매우 분열적인 상황이었는데, 일제의 검열과 탄압

으로 쇠약해졌던 마르크시즘이 해방 이후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

던 시대적 분위기 안에서 그는 이 이데올로기를 일종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었다.64) 

   백남준이 마르크시즘을 학습했던 경로는 그의 경기중학교 스승

이었던 안병욱으로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백남준의 자

택에 여운형이 반년 간 머물렀던 사실도 백남준이 마르크시즘에 대

해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개인적 계기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

62) 미군정은 미국의 세계체제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남한에 자본주의적 질서를 형
성하고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을 억압하면서 나아가 미국의 지배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시했다. 이종님, 「전후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전파에 관한 
연구」, 『냉전아시아의 문화풍경 1』,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현실문화연
구, 2008-2009), p. 248. 

63) Nam June Paik, “Pensées à 59ans,”앞의 책, eds. Toni Stooss and Thomas 
Kellein, p. 17.

64) 정헌이, 「백남준의 선(禪)적 시간」, 『미술사학』 28(2007),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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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65) 여운형은 일찍이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의 

『공산당 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을 번역한 바 

있었으며, 그는 백남준의 자택에서 박헌영(朴憲永, 1900-1955) 등과 

함께 1946년 1월경부터 잠시 동안 거주하였다.66) 백남준은 경기중학

교 내 공산당모임과 독서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한편 1946년의 대구 

10월사건 때에는 경기중학투쟁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동창생이

었던 서재웅은 백남준의 이와 같은 활동이 극우 상급생들에게 알려

져 이른바 레드-헌트(Red-Hunt)를 당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67) 

   백남준은 교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음악 또한 좌익계열 음악

가인 이건우(李健雨, 1919-1998)로부터 배웠으며, 김순남(金順男, 

1917-1986)에게도 사사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68) 당시 김순남과 이

65) 백남준은 1984년의 잡지 인터뷰에서 경기중학교 재학 당시 3대 선생 중 한명으
로 안병욱을 꼽았다. 최일남, 「비디오예술의 황제 백남준씨: 예술도 장사와 마
찬가지예요」, 『신동아』(1984.8), p. 355.

66) 이 같은 사실은 조문기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해당 발언은 다음과 같다. 
“ […]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선배들을 마구 만난 거예요. 
그러다보니 여운형 선생,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만난 
거예요. 백낙승 집에서 여운형씨하고 한동안 한 방에서 같이 있었고. 백낙승이
라고 말하자면 친일파지. 동대문 밖으로 조금 나가면 커다란 한옥들이 쭉 있는
데 그 끄트머리에 가면 양옥집이 한 채 있지. 거기에 여운형 씨가 있을 적에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있어라’해 가지고 오래 있지도 않고 한 20일 같이 
있었지. […] ” (밑줄은 필자 표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 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선인, 2001), p. 70. 백남준은 이후 나치시절 프랑스
에서 레지스탕스(Résistance) 운동을 했던 동료 장-피에르 빌헬름을 프랑스 총리
가 될 만한 인물로 추켜세우면서 그를 여운형에 비유하기도 했다. 원화랑·현대
화랑 편, 앞의 책, p. 38.

67) 서재웅, 「중학시절 백남준」, 『백남준·비디오때·비디오땅』, 국립현대미술
관 편(국립현대미술관, 1992), p. 72. 서재웅은 해당 책에서 백남준이 “좌경적 
독서서클에 가본적도 오해 살만한 언동을 한 적도 없었다는데 무엇이 잘못 알
려졌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백남준은 한 인터뷰를 통해 경기
중의 독서회와 공산당모임에 가입했던 사실을 밝힌바 있다. 〈세계 속의 한국
인, 백남준의 8월〉 (광복 50주년 MBC 특집 다큐멘터리 1995년 8월 15일); 이영
철·김남수 편, 앞의 책, p. 362에서 재인용. 

68) 백남준, 「한국의 씨받이 비운의 천재작가 김순남」, 『객석』 104(1992.10), p. 
131. 백남준은 이미 1946년부터 누나 백희득(白熙得)을 통해 신재덕(申載德, 
1917-1987)으로부터 피아노를 학습하고 있었고, 동시에 이건우로부터도 작곡법
을 배우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의 글들을 참조. 이영주, 「살아있는 
거장 백남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예술가」, 『객석』 167(1998.1), p. 33;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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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는 조선음악가동맹(朝鮮音樂家同盟)에서 각각 작곡부장과 중앙

집행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이 동맹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노선

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있었다.69) 특히 백남준은 이 시기에 처음으

로 음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극단적인 전위주의자”로 평

가받던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여러 차례 술회한 바 있다.70) 

나의 10대 시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쇤베르크의 발견에 

있을 것이다. 쇤베르크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서양음악에서의 고

질적 계급을 소멸시킨 전위예술가이며 음악을 소리개념으로 확장시킨 

인물이다.71) (밑줄은 필자 표시)

   백남준이 쇤베르크를 두고 “계급을 소멸시킨 전위예술가”로 정

의하는 것은 당시 그가 쇤베르크로부터 마르크시스트적 이상을 읽

어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백남준은 자신의 쇤

베르크 발견이 “아마도 마르크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고 추정했으며, 이 발견의 과정을 “대변혁을 예고하는 화약고와도 

같았던 서울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시대적 

맥락 위에서 이해했다.72) 마르크시즘에 대한 매료가 경기중학교에서

의 활동과 쇤베르크의 발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

치던 상황에서, 백남준에게 있어 이 최초의 이데올로기적 이상은 머

지않아 두 번의 굴절을 겪게 된다. 

June Paik, “Pensées à 59ans,” 앞의 책, eds. Toni Stooss and Thomas Kellein, 
p. 17.

69) 김수현, 「해방공간 조선음악가동맹의 조직과 활동」, 『민족음악의 이해』 
4(1995), p. 21.

70) 백남준은 당시 사사 받고 있던 이건우로부터 쇤베르크를 알게 되었다고 밝혔
다. 이용우,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열음사, 2005), p. 40.

71) 위의 책, p. 53. 

72) Nam June Paik, “Pensées à 59ans,” 앞의 책, eds. Toni Stooss and Thomas 
Kellein,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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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첫 번째 굴절은 마르크시즘 자체를 부정당한 것이다. 이미 미

군정 초기부터 시작된 반공정책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
員會)의 결렬 이후 더욱 노골화 되었는데, 여기에는 언론통제와 테

러, 그리고 백남준이 음악을 배우던 이건우와 김순남 등의 좌익계열 

음악가들에 대한 탄압이 포함되었다. 1948년 이후에는 마침내 모든 

좌익 활동이 불법화되면서 좌익계열 음악가들은 지하운동을 벌이거

나 월북을 택해야만했으며, 백남준이 끝내 김순남에게 사사받지 못

한 것도 그가 은신 중이었기 때문이었다.73) 백남준은 이후 「한국의 

씨받이 김순남」(1992)이라는 글을 통해 당시 피아니스트 신재덕으

로부터 “(김순남을)이미 우리도 찾을 수 없다. 미군 헤이모비츠가 

미군 지프차에 태워서 한국 경찰차를 피해서 은신시켜주고 있다.”

고 전해 들었던 기억을 술회한 바 있다.74) 

   위의 첫 번째 굴절, 즉 마르크시즘을 검열하는 사상탄압행위는 

이미 일제치하에서부터‘너는 누구편이냐’는 각종 검열 속에 살았

던 백남준에게는 특별히 낯선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두 번째 굴절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북한군의 남침을 

목격하면서 “마르크시즘에 대한 모든 환상을 잃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백남준은 데이빗 로스(David A. Ross)와의 인터뷰

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1945-1949년부터 공산주의를 믿었다. 하지만 북한이 1950년 쳐

들어오면서 내 모든 환상은 사라졌다. 그러나 1950-1989년 사이에, 서

구 지식인들은 너무나 막시스트였기 때문에, 나는 나의 반-공산주의적 

73) 김수현, 앞의 논문, p. 47. 이건우는 지하운동으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구
금되었으며, 이후 월북했다. 노동은, 「이건우의 삶과 예술」, 『음악과 민족』 
39(2010.4), p. 119.

74) 백남준, 앞의 글(1992.10), p. 131. 신재덕이 지칭하는 미군은 피아니스트이자 당
시 군정청에 근무했던 엘리 헤이모비츠(Ely Haimowitz)로 그는 미군정이 좌익 
음악인들을 탄압하는 우편향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인터뷰를 남긴 바 있다. 해
당 인터뷰는 다음을 참조. Charles K. Armstrong, “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2, no. 1(2003), pp. 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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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숨겨야만했다. 나는 서구 아방가르드 서클의 마르크시즘을 지

지하는 게임을 해야 했다. 나는 이중으로 반감을 품었고, 이중으로 시

니컬했다. 공산주의 서클 중 두 남자애들은 북한으로 갔고(내 작곡 선

생님처럼)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75) (밑줄은 필자 표시)

   이 언급에서 백남준이 스스로를 반-공산주의적이라고 밝히는 것

은 그가 마르크시스트적 기질을 완전히 잃었다기보다 특정한 이데

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기를 포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76) 그는 

글 「샬롯무어먼: 우연과 필연」(1992)에서 20세기의 가장 우스꽝스

러운 세 가지 오류 중 하나로 마르크스를 꼽는데, 여기에서 그가 오

류로 지적하는 것은 마르크스 사상 자체라기보다 무비판적인 마르

크시스트들에 대한 조롱에 더 가까운 것이다.77) 

   이때 백남준이 마르크시즘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 냉소적인 태

도를 더욱 강하게 유지하게 되는 데에는 특권계층이었던 가족들과 

함께 한국전쟁을 피해 일본으로 쉽게 도피해버린 사실과 그에 따른 

정체성적 혼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도피 당시의 상황에 대한 

백남준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가끔 나는 내가 잘못된 편에 서있는 것처럼 느꼈다. 1950년에 우리는 

폭격이 쏟아질 때 피난을 떠났다. 탈출 중이었다. 나는 내가 도대체 어

75) David A. Ross, “A Conversation with Nam June Paik,” 앞의 책, eds. Toni 
Stooss and Thomas Kellein, p. 64.

76) 그는 1991년 인터뷰에서 여전히 스스로를 ‘마르크시스트’라고 표현했다. 황
필호, 앞의 글, p. 196. 

77) “세 번째 오류는 마르크스 사상이다. 대부분 세계 지식인은 아주 오랫동안 칼 
마르크스 사상을 옹호했다. […] 어떻게 최고의 지식인들이, 가장 지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장 의식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토록 오랜 세월 바보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일까? 왜 그들은 오래전부터 마르크스를 비난한 적당히 교육받은 
반동 지지자들과 선동적인 신문 구독자들에게 “당신들이 옳소”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당시 자유주의 성향 일간지는 최소한의 자기비판이나 자기분석도 
내놓지 못했을까? 대학의 지식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
인가?” 백남준, 「샬롯무어먼: 우연과 필연(1992)」,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
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p. 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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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 서 있는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했다. ‘그래, 

우리는 영혼의 깨달음이 필요해. 야구 경기를 구경하듯 매사를 그렇게 

하자. 무엇이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아주 

시니컬했다.78) (밑줄은 필자 표시)

   

   이 발언이 이후에 투영된 관점이 아니라면, 백남준은 마침내 그 

현장을 탈출해버린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데 대한 부채의식으로 

상당한 내적갈등과 무력감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백남준의 

도쿄대 동창인 미치코 시부사와는 도쿄대 재학 당시의 백남준에 대

해 설명하면서, 그가 평소 고국이 처한 상황·체제와 싸우지 않고 

도망쳐 나온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술회하고 있

어 주목된다.79) 즉 백남준이 혼돈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냉소적인 

관찰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과정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뿐만 아

니라‘나는 이제 누구 편인가’라고 묻는 스스로에 대한 회의까지

도 포함하는 복합적인 것이었다.80) 

   백남준은 이 화려한 탈출 이후 1950년부터 1956년까지의 약 6년

간을 일본에서 체재했으며, 여기에서 그는 전쟁의 물리적인 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후 일본이라는 공간에서 계속되고 

있던 냉전 초기의 위기적 상황들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었는

데,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일본은 2차 대전의 기억이 채 탈각되기도 

78) Calvin Tomkins, “Profiles: Video Visionary,” The New Yorker(5 May, 1975), 
p. 45; Klaus Bussmann and Florian Matzer eds., Nam June Paik: eine DATA 
base(Stuttugart: Edition Cantz, 1993), pp. 34-36에 일부가 재수록. 

79) 미치코 시부사와와의 인터뷰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대목은 아직 정식 출판물로는 발간되지 않았다. 인터
뷰 전문은 현재 비공식 자료인 『백남준아트센터 인터뷰프로젝트 초록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백남준아트센터에서의 열람만이 가능하다.  

80) 김진석은 냉소적으로 변한 백남준이 ‘탈-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학적인 
방법을 통해 다시금 ‘정치성’을 확보해가는 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진석, 「현실적 피난, 거기에서 다시 미학적으로 피난하기: 백남준의 ‘정주유
목성’에 대하여」, 앞의 책(2009a), 백남준아트센터 편, unpaged. 정헌이는 이를 
일종의 트라우마적 경험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정헌이, 앞의 논문,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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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시금 미군의 전쟁수행을 위한 전진기지로 변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81) 일례로 패전 4년 뒤인 1949년에 도쿄대 출판부에서 펴

낸 들어라 해신(海神)의 목소리(きけわだつみのこえ)(1949)는 2차 

대전 당시 전몰 학도들의 유고집으로 출간 되자마자 큰 호응을 얻

었으며, 반전(反戰)의 상징으로 기능하면서 지난 전쟁의 참상을 기억

하고 있었다.82)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유고집의 성공은 한국 전쟁

으로 인해 일본이 재차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반전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었다.83) 

   일본 내의 이 같은 상황은 이른바 역-코스(Reverse-Course)가 표

면화 되고 있던 것으로, 미군정 GHQ(General-Headquarters)는 냉전

이 격화됨에 따라 군국주의(軍國主義)의 일소와 재군비 금지라는 점

령 초기의 목표로부터 반공·공직자 추방해제·재군비 등의 정책으

로 그 궤도를 수정하고 있었다. 미국의 점령통치체제와 일본 구지배

층의 이해가 교묘히 합치되면서, 2차 대전기의 총동원체제를 지탱해

온 천황제는 불식되지 못하고 서로‘포옹’하는 국면을 맞고 있던 

것이다.84) 이 과정에서 요시다 내각 하의 보수 세력이 약진했으며, 

도쿄대 재학시절의 백남준은 이 보수 내각하의 정치 환경을 경험하

81) 남기정은 이 같은 상태를 기지국가로 정의했다. 이는 국방의 병력으로서의 군
대를 갖지 않고 동맹국의 안전보장상의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
단안전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로써 안전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를 의
미하는 것이다.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고려대학교 평화연구논집』 9(2000), p. 168.

82) 이 유고집은 1949년 12월 도쿄대학협동조합출판부에서 간행되었다. 이는 전국
의 각 대학, 고등전문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지 얼마 안 된 전몰장병 75명의 
수기를 모아 발췌·편집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쟁이나 군대의 태도에 대한 위화
감이 적잖이 토로되고 있는 한편, 그들이 동경했던 학문을 그만두고 전쟁에 동
원돼야 했던 애환이 부각되고 있다. 후쿠마 요시아키(福間良明), 「学徒兵像の変
容: 戦後日本における『戦争体験』の力学」, 『일본학연구』 39(2013), p. 78.

83) 위의 논문, p. 81.

84) 존 다우어는 점령군과 일본의 구세력 사이에서 이루어진 야합과 흥정을, 즉 서
로 ‘포옹(embracing)’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John W. Dower, Embracing the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New York: W.W. Norton & Co., 
1999), pp. 2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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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특히 미군정과 일본 구 지배세력 간에 이루어진 타협의 과정에

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미군정이 전범처리를 위해 점령 

초기부터 실시했던 공직자추방을 점차 해제시켜 간 것이다.85) 이는 

전쟁책임에 대한 논의가 희석되고 가해자로서 전범들의 행적이 은

폐되는 과정으로, 이를 직접 목격했을 백남준은 「보이스: 야생초-

야생의 사유들」(1984)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전 지역에서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합리적

인 토론을(공격을 위한 전쟁이었는지, 방어를 위한 전쟁이었는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병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중국 땅에 코를 박고 전장

에서 싸운 고미 야스히로(高味康裕)의 살해 행위에 대한 허무주의 소

설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 죽음은 모든 인류가 불안하게 

들여다보는 괴물이다. 〈인간존재에 대한 연설〉(1938?)에서 미키 기요

시(전전평화주의자) 는 ‘죽음은 하나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미키

는 자신의 예견이 맞는 걸 보면서 1945년 9월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해방과 함께 일본을 이끌어갈 새 지도자가 되었을 

텐데.86) (밑줄은 필자 표시)

   이 글에서 백남준은 전후 일본에서 2차 대전이 침략전쟁이었는

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투명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당시 

일본 내의 타자인 재일조선인으로서 이와 같은 은폐 과정에 한층 

예민한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87) 또한 글의 말미에서 

85) 歷史學硏究會 編, 『日本同時代史 2: 占領政策の轉換と講和』(東京: 青木書店, 
1990), pp. 113-114.

86) 백남준, 「보이스: 야생초-야생의 사유들(1984)」,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
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p. 124-129. 

87)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는 백남준이 일본에 있을 때 그가 여전히 타자로서 
생활했음을 지적한바 있다. Kate Millet, “Bonyari,” 앞의 책, eds. Toni Stooss 
and Thomas Kellein, p. 111. 패전 이후 일본에서 정치범의 석방을 가장 반겼던 
것은 재일조선인들이었으며, 역코스로 변모하는 상황에서도 재일조선인들이 가
장 전위에서 저항했다. 따라서 백남준이 미키 기요시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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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이‘전전평화주의자’로 정의하고 있는 철학자 미키 기요시

(三木淸, 1897-1945)는 실제 전쟁 이전부터 일본 제국주의에 봉사하

는 일본주의(日本主義)를 독일 파시즘의 변형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인물이었다.88) 미키는 2차 대전 중 공산당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정

치범으로 지목되어 구금된 뒤 패전 직후 옥사했는데, 이에 따라 그

는 중일전쟁 이후 파시즘적 일본 정부에 대해‘저항하면서도 협력

하고, 협력하면서도 저항하는’태도를 견지하면서 최후까지 자신의 

사상적 원리를 고수했던 인물로 평가되어 왔다.89) 백남준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석방되지 못한 미키의 수상한 죽음을 이 글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채 은폐

되고 있던 패전 직후 일본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우회적

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90) 

  이와 같은 역코스 상황에서 도쿄대에 입학한 백남준은 이미 한국

에서부터 경험한 공산당 색출, 즉 레드 퍼지(Red-Purge)를 도쿄대 

캠퍼스 내에서 다시금 경험했다.91) 패전 직후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은 것 또한 ‘타자’인 재일조선인으로서의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일조선인들의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남기정, 앞의 논문, p. 183. 특히 일본 내
에서 전쟁의 잔재가 불식되지 못한 데 대한 백남준의 문제의식은 이후 백남준
이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 1870-1966)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맥락과 상당히 
유사한데, 이에 대해서는 Ⅲ챕터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88)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은 미키가 중일전쟁 당시 소화연구회의 일원
으로서 ‘동아협동체론’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중심적 
성격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동시에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는 
정부에 대한 단순한 추종을 택하고 신념을 방기하는 ‘전향’을 택한 것은 아
니었으며 나름대로의 비판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함동주, 「中日
戰爭과 미키 키요시(三木 淸)의 東亞協同體論」, 『동양사학연구』 56(1996), pp. 
170-176 참조. 

89) 久野　収 編, 『現代日本思想大系 33: 三木清』(東京: 筑摩書房, 1966), p. 52. 

90) 히타카 로쿠로(日高六郞)는 일본 정부는 패전 후에도 미키 기요시를 의도적으로 
석방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개선(疥癬)병에 걸린 죄인의 담요를 미키에게 주어 
일부러 그 병에 걸리게 만든 교묘한 살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日高六郞, 
『戰後思想を考える』(東京: 岩波書店, 1983), pp. 2-3.

91) 백남준은 1952년 4월 동경대 교양학부 문과Ⅱ류에 입학했다. 이듬해 1953년 3
월에는 「ドビュッシーについて」라는 제목으로 동경대학 동인지 『Les 
Camarades』에 글을 기고하기도 했으며, 미학은 다케우치 토시오(竹内敏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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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산당을 지원하고 이용했던 GHQ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1949년부터 좌익추방을 시작했으며, 1950년 5월 3일에는 일본공산당

의 비합법화를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92) 요시다 내각 역시 강력

한 반공노선을 취하면서 정부기관, 공공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학

교교직원에 대한 레드 퍼지를 대규모로 실시했는데, 백남준이 재학

중이던 도쿄대 캠퍼스는 이에 저항하는 시위로 연일 최루탄과 화염

에 휩싸였다.93) 

   이미 점령초기부터 시작된 미군정의 검열은 도서, 전화, 영화, 라

디오, 신문, 잡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었다. 반공색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인 1950년 7월 28일에는 NHK, 요미우리(読
売), 아사히(朝日), 마이니치(每日), 교도(共同), 지지(時事) 등의 각 신

문사와 방송기관에서 공산당원 혹은 동조자로 간주된 직원들에 대

한 해고 조처가 내려졌다.94) 이 같은 미디어의 검열 과정에서 미군

정은 점령군 자체에 관해 언급하는 것 또한 억압했으며, 검열이 행

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암시하지 못하도록 했다.95) 이처럼 검열 자

체에 대한 사실도 검열되고 있던 것을 두고 존 다우어(John W. 

Dower)는 당시 일본이‘조지 오웰식’공간이 창출되는 상황이었다

악미학은 노무라 요시오(野村良雄), 작곡은 모로이 사부로(諸井三郎)，시라이시 
아키오(白石顕雄), 피아노는 미야하라 아츠코(宮原敦子)，사카 스미에(属澄江)에
게 사사했다. 이후 1956년 3월에 「アーノルド・シェーンベルク研究」으로 논문
을 낸 뒤 졸업했다. 東京都美術館 編, 『ナムジュン・パイク展: ヴィデオ・アー
トを中心に』(東京: 東京都美術館, 1984), p. 38.

92) Andrew Gordon, A Modern History of Japan: from Tokugawa Times to the 
Present(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238-239.

93) Toshio Nishi, Unconditional Democracy: Education and Politics in Occupied 
Japan 1945-1952(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2), pp. 251-267.

94) 미군정의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글을 참조. 有山輝雄, 『占領期メ
ディァ史研究: 自由と統制・1945年』(東京: 柏書房, 1996), pp. 41-61; 大藏省財政
史室 編,『昭和財政史: 終戰から講和まで 3: アメリカの對日本占領政策』(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82), pp. 20-28.

95) 요시미 순야(Yoshimi Shunya), 「‘미국’을 소비하기: 전후 동아시아에서의 문
화적 헤게모니」, 박소현 옮김,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3(2005), pp. 
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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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현했다.96) 백남준이 한국과 일본을 거치는 기간 동안 신문과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에 대한 검열과 정치적 도구화 과정을 지속

적으로 목도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독일시기의《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을 시작으로 미디어의 권력적 구조를 문제 삼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97) 

   이 같은 1950년대 초의 상황들을 지나 마침내 군정이 종식된 

1952년 이후, 백남준은 두 개로 분리되어 가는 일본을 경험한다. 전

자는 폭력의 기억과 반전 시위가 여전히 잔존하는 일본으로, 점령 

종식 후에도 계속된 미군 기지의 확장에 대한 반-기지 투쟁들이 그

것이었다.98) 그리고 후자는 경제적 고도성장기로 진입하는 동시에 

미국적 삶을 내면화해가는 일본으로, 백남준이 거주하던 도쿄의 긴

자(銀座), 롯폰기(六本木), 하라주쿠(原宿)와 같은 거리에는 미군이 물

러난 군용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태양족(太陽族)으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들이 미국적 삶을 소비하기 시작했다.99) 이러한 분리는 나가노 

스키오(中野好夫)가 1955년 『문예춘추(文藝春秋)』에서 “더 이상전

후는 없다”라며 이른바 전후의 종언을 선언했던 것과, 정치적으로

도 이른바 ‘55년 체제’가 성립되었던 것을 분수령으로 해서 이루

96) John W. Dower, 앞의 책, p. 407. 
97) 군정 종식이후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일본방송협회(NHK)는 미국에서 직수입

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주로 프로레슬링과 같은 스포츠중계를 방영했다. 특히 
‘용기 있는 일본인’ 레슬러라는 구도를 연출하는 역도산의 게임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는 전후 일본인의 반미 내셔널리즘을 TV라는 미디어 
속에서 교묘히 정착시킨 것이었다. 요시미 순야·다지마 데쓰오, 「냉전체제와 
‘미국’의 소비: 대중문화에서 ‘전후’의 지정학」, 『문화과학』 42(2005), 
pp. 156-157. 백남준은 실제 『음악예술』 기고문에서 ‘역도산’ 경기를 보았
음을 언급한 바 있다. 白南準, 「セリー以後-1-」, 『音楽芸術』 19-3(1961.3), p. 
15.

98) 반기지 투쟁은 1953년부터 이시카와(石川)에서의 미군의 시험 사격범위에 대한 
반대 시위로 시작되어 1955년 도쿄의 스나가와정(上砂川町) 투쟁까지 계속되었
다. 일본본토와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반기지 투쟁에 대
해서는 다음을 참조. 道場親信, 『占領と平和: 「戦後」という経験』(東京: 青土
社, 2005), pp. 324-341. 

99) 요시미 순야·다지마 데쓰오, 앞의 논문,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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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100) 

   백남준이 독일로 떠나기 직전인 이 역동적인 1955년에는 지난 

세대와의 결별을 표방하고 미국식의 자유를 내면화한 육체적 행위

들이 도쿄에서 등장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태양족의 어원이 된 소

설『태양의 계절(太陽の季節)』이 발표된 것과, 다른 하나는 구타이 

그룹(이하 구타이)이 도쿄에서의 첫 번째 전시를 개최한 것이다.  

   먼저 구타이의 경우, 정황상 백남준은 이미 당대에 이들의 활동

을 목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구타이는 간사이(關西)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리더 요시하라 지로(吉原治良, 

1905-1972)는 도쿄에 대한 강한 관심 또한 유지하고 있어 일찍부터 

도쿄에서도 전시를 유치했다. 이들은 제7회 《요미우리 앙데팡당전

(読売アンデパンダン展)》에 모든 멤버가 구타이라는 제목의 작품으

로 출품하는 것을 시작으로, 1955년 10월에는 도쿄 아오야마(靑山)의 

오하라회관(小原会館)에서 첫 번째 공식전을 개최했다.101) 구타이의 

첫 도쿄전시가 열린 1955년 당시 도쿄대에 재학 중이던 백남준이 

이 전시를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이미 잡지·신문 등

에 널리 소개되고 있던 구타이에 대한 기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

마 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하라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구

체미술전(第1回具体美術展)》(이하 제1회전)에서는 시라가 가즈오(白
髪一雄, 1924-2008)의 〈진흙에 도전하다(泥にいどむ)〉(도 7), 무라

카미 사부로(村上三郎, 1925-1996)의 〈종이 찢기(紙破り)〉(도 8), 다

나카 아츠코(田中敦子, 1932-2005)의 〈벨(ベル)〉(도 9) 등이 출품되

었는데, 실제로 이에 대한 내용이 1955년 12월에 『예술신조(藝術新
潮)』와 『미즈에(みづゑ)』를 통해 보도되었다.102) 이들에 대한 언

100) 中野好夫, 「高度成長政策」, 『列島の營みと風景』, 高度成長期を考える会 編
(東京: 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 1986), pp. 5-8.

101) 平井章一, 「具体: 近代精神の理想郷」, 『具体: ニッポンの前衛18年の軌跡』, 
国立新美術館 編(東京: 国立新美術館, 2012), p. 9. 

102) 각각 다음을 참조. 村井正誠, 「関西美術家の攻勢」, 『芸術新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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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보도들은 전후세대의 부상이라는 미술계의 변화를 서술하면서 

유머러스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는데, 당시 구타이를 자주 수식하

던 표현은 “몸을 부딪치는 예술(体当たり芸術)”과 같은 것이었

다.103) 

   특히 구타이는 회화에 기반을 둔 폭력적인 액션들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적 실험도 동반하고 있었는데, 당시 음악을 공부하

고 있었던 백남준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었

다.104) 일례로 도쿄에서의 구타이 제1회전에 출품된 다나카 아츠코

의 〈벨〉은 오하라회관 전시장 내부에 약 스무 개의 소방용 벨을 

설치한 것으로, 관객이 스위치를 누르면 미술관 전체에 연속적으로 

벨이 울려 퍼지게 하는 일종의 관객 참여형 음향미술이었다. 요시하

라 지로에 따르면 다나카가 벨을 이용해 소리를 미술전람회에 출품

한 것은 일본미술사상 처음 벌어진 일이었으며, 카나야마 아키라(金
山明, 1924-2006)는 이것이 당시에 상당히 “센세이셔널”했다고 회

고했다.105) 다나카 아츠코 뿐만 아니라 시마모토 쇼조(嶋本昭三, 

1928-2013)는 테이프레코더를 통해 각종 소음을 녹음하는 구체음악

(Musique concrète)도 실험하고 있었다. 짧게 자른 테이프조각들을 

합해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하는 그의 실험은 1955년 10월 23일자 

『마이니치신문』에 먼저 소개된 바 있으며, 이듬해인 1956년 1월 

12일자 『아사히신문』에서는 ‘모던 아티스트 시마모토 쇼조군(モ

ダンアーテイスト嶋本昭三君)’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구체음악 실험

6-12(1955.12), pp. 264-267; 瀬木慎一, 「(個展評)具体展(第1回具体美術展)」, 
『みづゑ』 605(1955.12), p. 66.

103) 平井章一 編, 『「具体」ってなんだ?: 結成50周年の前衛美術グループ18年の記
録』(東京: 美術出版社, 2004), p. 65. 

104) 구타이의 음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山本淳夫, 「「具体」 1954-197
2」, 『具体展Ⅰ・Ⅱ・Ⅲ』,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芦屋: 芦屋市文化振興財団, 
1994), p. 13. 

105) 吉原治良, 「田中敦子について」, 『具体資料集: ドキュメント具体 1954-197
2』,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芦屋: 芦屋市文化振興財団, 1993), p. 242; 明日香·
金山宅, 「金山明, 田中敦子氏 インタビュー(1985.9.9.)」, 위의 책, p.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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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명했다.106) 백남준은 시마모토 쇼조가 실험하던 구체음악에 마

찬가지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독일로 옮겨간 직후인 

1958년에 피에르 쉐퍼(Pierre Schaeffer, 1910-1995)의 구체음악에 대

한 기사를 한국의 『자유신문(自由新聞)』에 기고하고 스스로를 

‘구체음악가’로 명명하기도 했다.107) 

   백남준이 목격한 두 번째 사건은 마찬가지로 구타이가 도쿄에 

등장한 1955년에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1932-)의 『태양의 계

절』이 발표된 것이다. 백남준은 1962년에 작성한 퍼포먼스 스코어 

〈젊은 페니스를 위한 교향곡〉(1962)(도 10, 11)의 말미에, 이시하라 

신타로의 『태양의 계절』을 참조하라는 암호와도 같은 추신을 남

긴 바 있어 주목된다.108) 해당 스코어는 다음과 같다. 

막이 오른다.

관객에게는 무대 앞에 설치된 거대한 흰 종이만 보인다.

종이가 천장에서 바닥까지 

그리고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펼쳐져서 

무대를 완전히 가리고 있다.

이 종이 뒤의 무대 위에 10명의 젊은이가 서 있다. 준비. 잠시 후.

첫 번째 사람이 페니스로 종이를 뚫어서 관객에게 내보인다.

106)“[시마모토는] 음의 세계에도 손을 뻗쳐, 이러한 실험에도 홀딱 반했다. 테이
프레코더의 회전을 매우 빨리해 여러 가지 음을 확대하거나 좁히거나 해서 녹
음하고, 이 테이프를 짧게 자른 조각에 더해 음을 재현한다. 완전히 미지의 음
악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라 한다.” 「(あすを呼ぶ⑨)モダンアーテイスト嶋本昭
三君」, 1956년 1월 12일자 『朝日新聞(夕刊)』;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 『具体
資料集: ドキュメント具体 1954-1972』(芦屋: 芦屋市文化振興財団, 1993), p. 34
에서 재인용. 

107) 백남준, 「피에르 셰퍼와 구체음악」, 1958년 『자유신문』; 이영철·김남수 
편, 앞의 책, p. 144에서 재인용.

108) 백남준이 자신의 글이나 작품에서 일본문학가를 인용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닌데, 그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가 말한 진보와 불만의 인과관계
를 뒤집어 자신의 텔레비전 실험의 동인을 설명하기도 했다. 백남준, 「실험TV 
전시회의 후주곡(1963)」,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p. 3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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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람이 페니스로 종이를 뚫어서 관객에게 내보인다. 

[…]

기원후 1984년 무렵으로 예정된 세계 최초의 교향곡

참고: 『태양의 계절(太陽の季節)』, 이시하라109) 

(밑줄은 필자 표시)

 

   이 소설은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학생이었던 이시하라 신타

로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1892-1927) 상을 수상하여 커

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으로, 백남준은 도쿄대 재학 당시에 이미 

이 소설을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태양의 계절』은 출간되자마자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논쟁을 낳았는데, 태양족 대학생들의 육체적인 성과 폭력을 전례 없

이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110) 특히 주인공 다쓰야가

“발기한 음경을 밖에서 장지문으로 들이밀었다.”는 구절은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백남준이 작성한 〈젊은 페니스를 위한 

교향곡〉의 스코어는 실제 이 부분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생각

된다.111) 

   이 소설 내에서 육체적인 폭력성과 성적 행위들이 가감 없이 묘

사되고 있던 것은 패전 이후 일본 문단(文壇)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기와 권위에 대한 반항적 심리를 드러냄으

로써 기성세대와 분리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했다.112) 따라서『태

양의 계절』의 등장과 이듬해의 영화화는 당시 젊은 세대들에게 전

후라는 공간이 붕괴되는 듯한 해방감과 충격을 선사하는 일대 사건

109) 백남준, 「젊은 페니스를 위한 교향곡(1962)」, 위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
이르멜린 리비어 편, pp. 372-373.

110) 미요시 유키오(三好行雄), 『일본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정선태 옮김(소명출
판, 2002), p. 100. 

111) 石原愼太郞, 『太陽の季節』(東京: 新潮社, 1957), p. 99. 

112) 粕谷一希, 『戰後思潮: 知識人たちの肖像』(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81), pp. 
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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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같은 것이었다.113) 마찬가지로 당시 도쿄에 있던 백남준이『태

양의 계절』을 자신의 스코어 말미에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특정 구절에서 모티브를 얻는 것을 넘어 이와 같은 전후 세대의 저

항적 심리와 공명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114) 

   필자는 백남준이 독일에 도착한 뒤 폭력적이며 그로테스크한 행

위들로 서독 예술계에 충격을 주었을 때, 이미 일본에서부터 목도한 

이 같은 육체적 표현들로부터 일련의 착상들을 얻고 있었을 가능성

을 조심스럽게 열어두고자 한다. 55년 체제의 성립을 전후하여 폭발

적으로 등장한 구타이의 “몸을 부딪치는” 육체와 음악적 실험들, 

그리고『태양의 계절』은 백남준에게도 묘한 해방감을 선사했을 것

이다. 

   이 두 사건들을 목도한 이듬해인 1956년 3월, 백남준은 도쿄대 

졸업논문인 「아놀드 쇤베르크 연구(ア―ノルド・シェ―ンベルク研
究)」를 마친 뒤 독일로의 유학을 택했다. 그는 변화의 기운으로 가

득찬 일본을 뒤로 한 채 독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 “진정한 이유는 

쇤베르크”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115) 그의 이 언급대로 백남준

의 독일로의 이주는 쇤베르크의 후예들인 전위적 음악가들이 모여

들던 서독 예술계로 옮겨 가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는 곧 홀로코스

113) 上野昂志, 『戰後再考』(東京: 朝日新聞社, 1995), p. 109. 이리에 다카노리는 
태양족 영화가 당시 일본인들에게 파괴적인 충격과 해방감을 줄 수 있었던 것
은 영화 속 주인공들의 타자에 대한 용서 없는 공격성과 철저한 자기변호가 전
후 패전으로 인해 자기 부정을 통해 자신을 잃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한 그와 같은 심리의 근저에는 미국 주도의 전후 
부흥에 대한 불신감과 반발,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감에 대한 과감한 도전의식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入江降則, 「喪失の時代との闘い-石原慎太郎論」, 『新潮』
80-13(1983.12), p. 258. 

114) 수잔 레너트는 백남준의〈젊은 페니스를 위한 교향곡〉이 “성(性)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규범들과 억압들로부터 해방되려는 68혁명의 구호를 예견”하는 
것으로 보았다. Susanne Rennert, “‘We Have Time’ Music, Fluxus, Video: 
Paik’s Time in Dusseldorf, in the Rhineland,” 앞의 책, eds. Sook-Kyung Lee 
and Susanne Rennert, p. 65. 

115) 백남준, 「마르셀 뒤샹은 비디오를 생각하지 않았다-이르멜린 리비어와의 인
터뷰(1974)」,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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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전쟁의 기억이 위태롭게 잠재하고 있던 또 다른‘패전국’으

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2. 전후 서독 예술계와 백남준의 액션뮤직의 시작

 

전후 서독은 국제적인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초국가적인 정보 교

환의 중심지였으며, 신음악과 퍼포먼스가 발흥하는 최전선으로 부상

하고 있었다. 특히 쾰른과 뒤셀도르프, 다름슈타트(Darmstadt) 등지

의 서부독일방송국(이하 WDR), 마리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 

《다름슈타트 국제 신음악 하기강좌(Internationalen Ferienkursen 

für Neue Musik, Darmstadt)》(이하 《다름슈타트 신음악 강좌》)는 

카를하인츠 스톡하우젠과 존 케이지, 루이지 노노(Luigi Nono, 

1924-1990), 하인츠 클라우스 메츠거 등의 작곡가들과 비평가들, 그

리고 구체예술(Concrete Art)을 실험하던 이들이 모여드는 곳이었

다.116) 백남준은 1956년 독일로의 이주 후 뮌헨(München)과 프라이

부르크(Freiburg)를 거쳐 라인란트(Rhineland) 지역에 정착했으며,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1959)로 예술계에 데뷔하기 이전까지의 

약 3년 동안 현지의 정치·문화적 상황을 기민하게 흡수하고 그 소

식을 한국의 『자유신문』과 일본의 『음악예술』을 통해 지속적으

로 전달했다.117)  

116) Diedrich Diederichsen, “The Leftist Artist: Visual Art and Its Politics in 
Postwar Germany,” 앞의 책, Stephanie Barron et al., pp. 136-138.

117) 자유신문의 경우 다음을 참조. 백남준, 「피에르 셰퍼와 구체음악」, 1958년 
『자유신문』; 이영철·김남수 편, 앞의 책, pp. 144-145에서 재인용; 同, 「와해
의 음악-다름슈타트 국제 신음악 하기강좌」, 1959년 1월 6, 7일자 『자유신
문』; 위의 책, pp. 146-147에서 재인용. 백남준이 독일시기에 『음악예술』에 
기고한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白南準, 「音楽のバウハウス」, 『音楽芸術』 
15-10(1957.10), pp. 106-109; 同, 「12音マニエリスムス?」, 『音楽芸術』 
16-9(1958.7), pp. 117-121; 同, 「セリー・偶然・空間など」, 『音楽芸術』 
17-13(1959.12), pp. 82-101; 同, 앞의 글(1961.3), pp. 13-17; 同, 「セリー以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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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동안 백남준은 《다름슈타트 신음악 강좌》, 《스트라스

부르 음악제(Festival de Musique de Strasbourg)》 등을 참관하면서 

케이지, 스톡하우젠 등의 작곡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

했으며, 1958년 9월에는 2차 대전 이후 독일 뒤셀도르프 시립미술관

(Städtische Kunsthalle Düsseldorf)에서 최초로 개최된 다다의 회고전 

《Dada: Dokumente einer Bewegung》도 관람했다.118) 백남준은 이 

다다 회고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예술가로 쿠르트 슈비터스(Kurt 

Schwitters, 1887-1948)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

을 들고, “그 전시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

다.119) 특히 그는 한 달 전인 1958년 8월의 《다름슈타트 신음악 강

좌》에서의 케이지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의 시작”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를 일종의 혁명적 사건으로 정의한 바 있다.120) 

   전후 다다의 재-부상과 케이지의 등장은 실제 음악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퍼포먼스적 실천들, 즉 플럭서스·해프닝 예술가들에

게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주지되어 왔다.121) 일찍부터 

(完)-」, 『音楽芸術』 19-5(1961.5), pp. 32-35; 同, 「フォトルポ/Original: 音楽
劇場」, 『音楽芸術』 21-2(1963.2), pp. 36-46.

118) Jonathan Price, Video Visions: A Medium Discovers Itself(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7), p. 126. 

119) 볼프 포스텔은 백남준이 자신에게 “나는 그 전시회로부터 충격을 받고 큰 영
향을 받았다”고 언급했던 사실을 밝힌 바 있다. Jeff Perkins, “An Interview 
with Wolf Vostell: Fluxus Reseen,” Umbrella 4, no. 3(May, 1981), p. 50. 특히 
슈비터스가 다다에서도 뛰어난 행위예술가였던 점은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데, 슈비터스는 예상치 못한 소리와 행동들로 관중을 도발했으며 이는 부르주아
의 안일한 정신 상태를 공격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었다. Taehi Kang, 앞의 
논문, pp. 15-16.

120) “내 인생은 1958년 8월 어느 저녁에 다름슈타트에서 시작되었다. […] 1957년
이 기원전(BC) 1년이다. (BC 1년은 곧 Before Cage 1년이다) 1947년은 기원전 
10년이다. […]” 백남준, 「기원전/기원후(1992)」,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
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p. 38-44. 

121) 벤 보티에(Ben Vautier, 1935-)는 케이지와 뒤샹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케이지, 뒤샹, 다다가 없이 플럭서스는 존재하지 못한다. 플럭서스는 포스트-
뒤샹, 포스트-케이지라는 지식으로부터 존재하고 창조한다.” Ben Vautier, 
“What is Fluxus?,” Flash Art, no. 84-85(October-November, 1978), p. 53; 
Owen Smith, “Fluxus: A Brief History and Other Fictions,” 앞의 책, ed. J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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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히 뒤샹을 추종했던 케이지는 이미 1952년부터 노스캐롤라이

나(North Carolina)의 블랙마운틴칼리지(The Arts at Black Mountain 

College)에서의 〈연극 작품 1번(Theater Piece No.1)〉을 통해 해프

닝을 예고하는 멀티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1956년부터 4년

간 계속됐던 뉴욕의 뉴스쿨(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강

의에는 이후 플럭서스에 가담하거나 해프닝의 중심인물이 되는 알

랜 카프로(Allan Kaprow, 1927-2006), 딕 히긴스(Dick Higgins, 

1938-1998), 조지 브레히트(George Brecht, 1926-2008), 라 몬테 영

(La Monte Young, 1935-) 등이 수강하고 있었다.122) 

   미국에서 이미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던 케이지가 1950년대 말 

독일에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냈을 때, 작곡에서의 무목적성, 

비결정성, 우연작동법, 그리고 행위의 도입을 기반으로 한 그의 공

연과 강의는 이른바 ‘다름슈타트 서클’과 쾰른의 예술가들 사이

에서 신선한 자극제인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123) 특히 백남

준이 참관했던 1958년의 《다름슈타트 신음악 강좌》에서의 케이지

의 등장은 격렬한 논쟁이 촉발된 계기가 되었다. 이곳에서 케이지는 

‘과정으로서의 작곡(Composition as Process)’이라는 주제의 작곡 

세미나와 함께 총 3회에 걸친 ‘변화(Changes)’, ‘비결정성

(Indeterminacy)’, ‘소통(Communication)’에 대한 강연을 열었으

며, 비결정성에 대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스톡하우젠이 이미 설파한 

바 있는 ‘공간에서의 음악(Musik im Raum)’에 대한 논의를 지지

Jenkins, p. 30 주 18에서 재인용. 
122) 블랙마운틴칼리지와 뉴스쿨에서의 존 케이지의 강의와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는 다음의 두 글을 참조. Bruce Altchuler, “The Cage Class,” in FluxAttitudes, 
eds. Cornelia Lauf and Susan Hapgood(Buffalo: Hallwalls Contemporary Arts 
Center and New York: The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1), pp. 
17-23; Mary Emma Harris, The arts at Black Mountain College(Cambridge, 
Mass.: MIT Press, 1987), pp. 214-239.  

123) Ian Pepper, “From the ‘Aesthetics of Indifference’ to ‘Negative 
Aesthetics’: John Cage and Germany 1958-1972,” October 82(Autumn, 1997),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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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강조했다.124)

   백남준이 1958년의 《다름슈타트 신음악 강좌》라는 이 논쟁적 

공간 속에서 케이지를 직접 대면하고 이를 “삶의 시작”으로 정의

한 것은 케이지의 강의와 공연이 1년 뒤 자신의 액션뮤직을 발전시

키는 데 있어 중요한 착상을 얻게끔 하는 계기였음을 시사 하는 것

으로 보인다. 케이지는 같은 해 10월 뒤셀도르프에서 데이빗 튜더

(David Tudor, 1926-1996)와 함께 〈음악 산책(Music Walk)〉을 초연

했는데, 이는 “퍼포머들은 언제든 행위의 위치를 이곳에서 저곳으

로 (지시를 변경 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 는 지시사항을 바탕으로 

작곡에 비결정적인 행위를 도입한 작품이었다.125) 백남준은 《다름

슈타트 신음악 강좌》 한 달 뒤에 열린 이 공연에도 참석했으며, 이

후 『음악예술』에서의 기고문을 통해 “액션이 소리를 넘어선” 

케이지의 〈음악 산책〉을 상당히 흥미롭게 관람했다고 적기도 했

다.126)  

   그러나 이러한 케이지의 실험들은 루이지 노노, 피에르 불레즈

(Pierre Boulez, 1925-) 등의 작곡가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독일 음악계에서는 완전히 긍정적으로 수용되지는 못했다.127) 대신 

그의 실험은 울름 조형대학(Hochschule für Gestaltung Ulm)의 막스 

빌(Max Bill, 1908-1994)과 철학자 막스 벤제(Max Bense, 1910-1990)

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던 독일 내 구체예술의 흐름들과 공명하는 

124) 케이지의 강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 Amy C. Beal, 
“Patronage and Reception History of American Experimental Music in West 
Germany, 1945-1986,” Ph.D. diss.(The University of Michigan, 1999), pp. 
106-108. 

125) William Fetterman, John Cage’s Theatre Pieces: Notations and 
Performances(Amsterdam: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96), pp. 47-59. 

126) 백남준은 한 비평가가 “케이지의 《음악 산책》에서는 어느덧 액션이 소리를 
이겼다. 이것이 장래의 음악극장에의 가장 정당한 길이 될 것이다.”고 평한 것
을 주요하게 전달했다. 白南準, 앞의 글(1961.3), p. 15.

127) 하인츠 클라우스 메츠거와 한스 헬름스는 존 케이지의 옹호자들이었다. Amy 
C. Beal, 앞의 논문,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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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해 전후 독일에서 퍼포먼스가 발흥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128) 당시 쾰른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구체예술이라

는 노선 하에 모여들고 있었는데, 이들은 케이지의 미학적 실천들이 

구체예술의 원리들과 유사한 특징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

다.129) 특히 마리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는 쾰른의 아방가르드 

서클 내에서 구심점이 되었던 공간으로, 구체예술의 실천을 위해 

1960년 3월에 개최된 《Musik-Texte-Malerei-Architektur》에는 한스 

헬름스, 실바노 부소티(Sylvano Bussotti, 1931-), 아르눌프 라이너

(Arnulf Rainer, 1929-), 제로 그룹(Gruppe Zero) 멤버들인 오토 피네

(Otto Piene, 1928-2014)와 하인츠 마크(Heinz Mack, 1931-), 그리고 

존 케이지가 초대되었다.130) 한스 헬름스는 쾰른을 중심으로 예술가

들이 모여들고 교류하던 당시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 비단 마리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에서 벌어진 공연들뿐만 아

니라, 이와 유사한 모든 행사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 이와 

같은 것들을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 유럽으로 온 작곡가들은 

반드시 쾰른을 찾게 되었다.131)

128) Claudia Mesch, Modern Art at the Berlin Wall: Demarcating Culture in the 
Cold War Germanys(London; New York: Tauris Academic Studies, 2008), pp. 

163-164. 
129) 빌프리트 되르스텔(Wilfried Dörstel)은 유럽 구체예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① 오로지 그 자체만을 함축하는 시각적 요소들의 사용, ② 개인의 
창의적인 퍼포먼스의 포기, 즉 반-개인주의 혹은 주관적인 제스처의 극복, ③ 
해석하는 관중의 자유, ④ 관중이 자유롭고 해석자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작품의 의미란 생각(idea)에 놓여있는 것,  ⑤ 구체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현
실을 전용한다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리얼리즘이 요구되는 것, ⑥ 계산 혹은 구
성과 우연이란 동등하다는 것. Robert von Zahn, “The Bauermeister Studio: 
Proto-Fluxus in Cologne 1960-62,” in Fluxus Virus 1962-1992, ed. Ken 
Friedman(Cologne: Galerie Schüppenhauer and Kölnischer Kunstverein, 1992), p. 
58. 

130) Wilfried Dörstel, “Chronicle,” 앞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p. 17-22. 
131) 1993년 6월 2일 한스 헬름스의 구두진술; Robert von Zahn, “Refüsierte 

Gesänge. Musik im Atelier Bauermeister,” 위의 책, p. 1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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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을 전후로 쾰른의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와 그 주변

에서 열린 일련의 이벤트들을 통해 독일의 제로 그룹, 프랑스 누보 

레알리즘(Nouveau Réalisme)의 다니엘 스포에리와 아르망(Arman, 

1928-2005), 미국의 존 케이지와 데이빗 튜더, 그리고 백남준 등이 

서로 조우하면서, 이 시기 서독에서는 마침내 퍼포먼스가 중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132) 

   그러나 구체예술을 주축으로 하는 쾰른의 예술계와 케이지가 서

로 간의 접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형성된 케이

지의 실험들은 서독이라는 공간에 정착하면서 한 차례 굴절되어 수

용되는 과정을 거쳤다. 로버트 폰 잔은 케이지로부터 나온 아이디어

들이 당시 쾰른의 아방가르드 서클 내에서는 지극히 투쟁적이고 사

회비판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되고 실천되는 경향에 놓였으며, 따라

서 다분히 비-미국적인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고 설명했다.133) 이에 

대해 한스 헬름스 역시“당시 쾰른이 케이지의 미학적 개념들을 너

무 정치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134) 

   실제 이 시기 서독을 포함한 유럽의 퍼포먼스에 잠재된 정서는 

미국에서 발전한 해프닝에 비해 훨씬 더 정치적인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135) 모더니스트적 미학에 대항하고 20세기 초의 역사적 

아방가르드를 재평가하는 것으로부터 더욱 공격적으로 부상하기 시

작한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미학적인 차원을 넘어 당대의 사회운동

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치적 함의를 지닐 수 있는 매체로 

기능하고 있던 것이다.136) 크리스틴 스타일즈는 전후 냉전기를 “트

132) 이듬해 건축가 네우페르트(Peter Neufert)의 집에서 개최된 《Der Geist der 
Zeit in Malerei und Plasik》에서도 막스 빌과 칼 게르스트너(Karl Gerstner), 아
르망과 다니엘 스포에리 등이 함께 초대되었다. Claudia Mesch, 앞의 논문, p. 
14.

133) Robert von Zahn, “Refüsierte Gesänge. Musik im Atelier Bauermeister,” 앞
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 119. 

134) 1993년 6월 2일 한스 헬름스의 구두진술; 위의 글, p. 115에서 재인용.

135) Laurie Carlos, “introduction,” 앞의 책, RoseLee Goldberg, p. 15. 

136) Timothy Scott Brown, West Germany and the Global Sixti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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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마의 시대”로 정의하고,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예술가들의 육

체적 행위를 홀로코스트·원자 폭탄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폭력의 

기억과 냉전의 확산으로 인한 총체적 절멸의 위협들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해석했다.137) 동시대 프랑스의 장 자크 르벨(Jean-Jacques 

Lebel, 1936-)의 퍼포먼스들과, 망명한 유태인으로서 런던에서 활동

한 구스타브 메츠거(Gustav Metzger, 1926-)의 파괴미술(Destruction 

Art),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행동주의(Viennese Actionism), 그리고 독

일의 볼프 포스텔이나 요셉 보이스의 행위들은 모두 스타일즈의 분

석에 부합하는 예들이었다. 

   특히 1950년대의 독일에서는 지난 전쟁의 참상을 예술로서 어떻

게 재현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1903- 

1969)를 포함한 프랑크프루트 학파(Frankfurter Schule)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는데, 바존 브락(Bazon Brock, 1936-)과 마르쿠제

(Herbert Marcuse, 1898-1979) 등은 대표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이바

지하는 미학적 실천들로서 퍼포먼스와 같은 행동주의적 양식들을 

옹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적 배경 위에서 퍼포먼스를 “예술을 정

치화하기 위한 무기”로 묘사했던 볼프 포스텔, 그리고 요셉 보이스

는 1950년대 말까지 억압되고 있던 나치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

에 균열을 내고 복원하는 데 일조한 예술가들이었다.138) 

   보이스는 아우슈비츠의 사진들을 드로잉이나 다른 오브제들과 

함께 전시하는 〈Auschwitz Demonstration)〉(1956-1964)(도 12)을 제

Anti-Authoritarian Revolt, 1962-1978(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199. 

137) Kristine Stiles, “Shaved Heads and Marked Bodies: Representations from 
Cultures of Trauma,” in Talking gender: public images, personal journeys, and 
political critiques, eds. Nancy Hewitt, Jean O’Barr, and Nancy 
Rosebaugh(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p. 38; Kristine 
Stiles, “Survivals Ethos and Destruction Art,” Discourse: Journal for 
Theoretical Studies in Media and Culture 14, no. 2(Spring, 1992), p. 76. 

138) 포스텔의 발언은 다음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Wolf Vostell, “quoted in 
“Wolf Vostell”,” Flash Art 72/73(March-April, 1977), pp.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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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으며, 포스텔은 아상블라쥬 시리즈〈German View from the 

Black Room Cycle〉(1958-1963)(도 13)에서 철조망, 투광조명, 뼈, 머

리카락 등을 함께 배치해 홀로코스트의 공포스러운 기억을 암시하

고 있었다.139) 이러한 오브제 작업들에서부터 시작된 폭력적 역사에 

대한 이들의 문제의식은 백남준이 포스터를 제작하고 포스텔, 보이

스, 바존 브락, 아서 쾨프케(Arthur Köpcke, 1928-1977), 에밋 윌리엄

스(Emmett Williams, 1925-2007) 등이 함께 참여한 1964년의 아헨공

과대 이벤트 《새로운 예술을 위한 페스티벌》(도 14, 15)에서의 퍼

포먼스를 통해 마침내 가장 극적으로 폭로되었다.

   쾰른 아방가르드 서클과 플럭서스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들 다수

가 참여한 이 문제적 이벤트는 “여러분들은 전면전을 원하는가?(Do 

you want total war?)”라고 묻는 괴벨스(Joseph Goebbels, 

1987-1945)의 선동적 연설이 장내에 울려 퍼지는 것으로 시작되었

다.140) 이어진 포스텔의 데 콜라주(Dé-coll/age) 퍼포먼스〈Nie 

Wieder-Never-Jamais〉에서는 가스 마스크를 쓴 포스텔의 지시대로 

7명의 배우들이 총살 집행대의 악행을 재현했으며, 보이스는

〈Kukei, akoopee-No! Brown Cross, Fat Corners, Model Fat Corner

s〉에서 고물 피아노에 말린 잎이나 세제 등을 채워 넣거나 지방 덩

어리들을 가스레인지에 녹이는 행위들을 계속했다. 여기에서 포스텔

은 총살 집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한편 관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폭력적인 장면을 무관심하

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야만적인 상태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연민을 

일으키고자 시도했다.141) 반면 포스텔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

139) Stephanie Barron, “Blurred Boundaries: The Art of Two Germanys between 
Myth and History,” 앞의 책, Stephanie Barron et al., pp. 21-22. 

140) 기획자 토마스 슈미트(Tomas Schmit, 1943-2006)는 이를 플럭서스 페스티벌로 
간주했지만, 이 페스티벌에 참여한 모두가 플럭서스적인 행사로 간주한 것은 아
니었다. Jon Hendricks, Fluxus Codex(Detroit, Mich.: Gilbert and Lila Silverman 
Fluxus Collection in association with H.N. Abrams, New York, 1988), pp. 
46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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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이스 행위들은 무언가를‘녹이는’ 것으로서 자아와 사회에서

의 유연성을 은유적으로 표방하거나 난잡한 고물 피아노를 사용하

면서“건전한 카오스”의 상태를 생산하려는 의도를 내재한 것이었

다.142) 《새로운 예술을 위한 페스티벌》에서의 포스텔과 보이스는 

이처럼 각기 다른 전략의 퍼포먼스를 행했지만, 미학적 영역에서의 

행위가 독재정권에 자리한 권력과 폭력,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의 고

통들을 해결하고 대체할 수 있는 예술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었다.143)

   예술의 윤리적 책무와 고통을 재현하는 문제에 천착했던 아도르

노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가 보기에 《새로운 예술

을 위한 페스티벌》에서와 같은 퍼포머스적 형식들은 정치적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144) 아도르노는 퍼포먼스란 단지 무언

가를 표면화하는 형식이라고 일축하면서, 《새로운 예술을 위한 페

스티벌》에서의 바존 브락, 포스텔, 보이스의 작업들이 테러의 환생

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브락과 같은 젊은 예술가들은 전후 서

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의 이러한 미학적 금지조항들을 수

용하지 않았다. 브락은 퍼포먼스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예술적 

형식들의 실험을 지지하는 한편, 《새로운 예술을 위한 페스티벌》

에서와 같이 반-파시스트적 저항행위를 기념하는 것은 전쟁 이후에

도 현존하는 야만성과 폭력을 다루는 혁명적 방식임을 믿고 있었

다.145) 

141) 포스텔의 지시문(libretto)은 다음에 실려 있다. Jürgen Becker and Wolf 
Vostell, 앞의 책, pp. 382-383. 

142) Richard Langston, “The Art of Barbarism and Suffering,” 앞의 책, 
Stephanie Barron et al., p. 248; Jürgen Becker and Wolf Vostell, 앞의 책, p. 
327. 

143) Richard Langston, “The Art of Barbarism and Suffering,” 위의 책, p. 251.

144) Theodor W. Adorno, Aesthetic Theory(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p. 18. 

145) 예술에서의 퍼포먼스적 형식이 전쟁 이후의 윤리적 책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도르노와 바존 브락, 마르쿠제 등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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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독일의 지난 과오들과 잔존하는 유산들에 대한 젊은 예술가

들의 이와 같은 반발이 차츰 표명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을 전후

로 한 일련의 재판들이 큰 영향을 주었다. 1961년의 나치 대령이었

던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 1906-1962)에 대한 예루살렘

(Jerusalem)에서의 재판과 1963년부터 열린 프랑크프루트에서의 아

우슈비츠 재판은 독일 내 지역신문들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었는

데, 이는 1950년대에 성인이 된 예술가나 학생 세대들로 하여금 전

쟁의 책임을 지닌 윗세대들의 유산들에 반발심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146) 

   아도르노를 위시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러한 지적 논쟁들과 

사회적 분위기는 쾰른의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다. 1950년대 말부터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 주변으로 

모이고 있던 백남준을 포함한 다수의 예술가들은 미학적인 아름다

움과 윤리적 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두고 토론했으며, 

이들이 차후 아틀리에에서 벌이게 될 행위들은 이러한 철학적 논의

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147)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에서 공

연되기도 했던 백남준의〈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는 마찬가지로  

나치독일의 과오를 들추려는 예술가들의 자성적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던 1950년대 말의 서독이라는 공간 속에서 구상되고 있었다. 위

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서독은 케이지의 아이디어들이 지극히 정치

적인 수사로 해석되고 탈-맥락화 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들로부터 

유리되지 못한 공간이었으며, 플럭서스의 정체성을 지니고 개최 되

참조. Richard Langston, “The Art of Barbarism and Suffering,” 앞의 책, 
Stephanie Barron et al., pp. 245-246.  

146) Andreas Huyssen, “Figures of Memory in the Course of Time,” 위의 책, 
pp. 231-232.

147) Mary Bauermeister, “Cage–Stockhausen or Stockhausen–Cage Final victory is 
assured. Memories of Nam June Paik,” in Nam June Paik: There is No Rewind 
Button for Life, eds. Wulf Herzogenrath and Andreas Kreul(Bremen: Kunsthalle 
Bremen, 2006),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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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새로운 예술을 위한 페스티벌》역시 독일이 겪은 처참한 전

쟁의 유령들을 떨쳐낼 수 없는 독일식 플럭서스 페스티벌로 재-맥

락화 되는 곳이었다.148) 

   이처럼 전쟁의 기억들이 위태롭게 잠재하고 있던 곳에서 백남준

이 시작한 액션뮤직은 파괴적이며 돌발적인 행위들을 동반하는 음

악적 실험을 표방하는 것이었다.《다름슈타트 신음악 강좌》를 통해 

존 케이지를 대면한 지 1년 만인 1959년에 발표한 그의 작품은 케

이지조차 생경하리만큼 급진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예술

가로서의 데뷔한 이 전환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나는 청년시절에 지금보다 더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

을 택했을 때 나는 한 가지 중요한 타협을 했죠. 그 후 내가 하는 모

든 것은 게임이 되었어요.149) (밑줄은 필자 표시)

   일제치하의 한국과 보수 내각 하의 일본을 거치며 이데올로기적 

회의와 정체성적 갈등에 고민했던 백남준은 완전한 이방인이자 난

폭한 퍼포머로서 독일 예술계에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적 

격변으로부터 공간적·심리적으로 이탈한 직후 그는 라인란트의 고

요한 아틀리에와 갤러리를 난잡하게 어지르고 악기를 부수는 것으

로서 의미심장한 “게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었다. 

148) Richard Langston, “The Art of Barbarism and Suffering,” 앞의 책, 
Stephanie Barron et al., p. 244. 

149) 백남준, 「마르셀 뒤샹은 비디오를 생각하지 않았다-이르멜린 리비어와의 인
터뷰(1974)」,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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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시기 주요 퍼포먼스(1959-1961)의 정치성과   

    그 전략

1. 독일시기 주요 퍼포먼스

(1)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1959)

백남준은 1959년 11월 13일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갤러리22에서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도 16)를 초연하면서 독일 내에서 예술

가로서의 공식적인 데뷔를 알렸다. 이 작품은 백남준의 독일시기 내

내 여러 번 반복해서 무대에 올랐는데, 이듬해 6월에는 마리 바우어

마이스터의 아틀리에에서 개최된 《반-음악제(Contre-Festival)》의 

일환으로 다시 한 번 공연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 데뷔 작품이 “카

타르시스를 만들어 낼 충격이 필요”해 행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이 공연은 지켜보던 관객들로 하여금 실로 충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150) 작곡가 쾨니히(Gotfried Michael 

Koenig, 1926-)는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를 “맹렬함, 무자비함, 

무모함에 대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공연은 “완전히 다이내

믹하고 폭력적인 사건”이었다고 회상했다(도 17).151) 백남준은 이 

문제적인 공연이 벌어진 1959년을 전후로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

에를 중심으로 하는 쾰른의 아방가르드 서클에서 점차 유명세를 타

150) “나는 피아노를 엎었어요. […] 나는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낼 충격이 필요했던 
거죠. 극도의 전자적인 충동 말이에요. 놀라움이나 환멸 말이에요. […]”(밑줄은 
필자 표시) 백남준, 「마르셀 뒤샹은 비디오를 생각하지 않았다-이르멜린 리비
어와의 인터뷰(1974)」,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 
206. 

151) 쾨니히의 백남준 공연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usanne 
Rennert, “About Paik, with Paik: A Collage of Conversations Dating from 1992 
to 2010,” 앞의 책, eds. Sook-kyung Lee and Susanne Rennert,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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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152)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가 얼마나 맹렬했고 무모했는지는 이 

공연을 둘러싼 지역 신문의 리뷰들과 서신들, 이후의 회고들과 단편

적인 사진들을 통해서 불완전하게나마 복원이 가능하다.153) 1959년 

11월의 『뒤셀도르프 신문(Düsseldorf Zeitung)』에 실린 기사는 당

시 공연의 전모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 관람객들은 의무적으로 1932년 한국에서 태어난 작곡가이자 쾰른

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백남준을 경험해야 했다. 이름 하여 그 작

품은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였다. 저 위 높은 곳 사다리에는 작가 

한스 헬름스가 앉아서 두루마리에 적힌 악보를 낭독하고 있었고, 저 

아래에는 악단이 하나 구성되어 있었다: 두 대의 피아노(그 중 하나에

는 아예 건반이 없었다), 테이프 레코더들, 깡통들, 장난감 자동차 한 

대, 플라스틱 기관차 한 대, 계란 하나, 유리판 한 장, 양초 동강이 담

긴 병 하나, 그리고 오르골 한 대. 콘서트의 관객들은 조심하도록 당부

를 받았다: “물러서세요!” 첫 악장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20명의 

젊은 여인들의 고통에 찬 광란의 비명소리와 WDR의 뉴스보도가 시작

되었다. 백남준은 벽에 계란을 던지고 30초 동안 메트로놈과 음악상자

에 맞춰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2악장에서는 한국말로 외쳐 대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플라스틱 기관차의 경적을 울리고 방의 불

을 끄고 촛불을 켰다. 3악장은 촛불의 불빛 속에서 조심스러운 침묵 

속에 시작되었으나 두 번의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관중을 몸서리치

게 했다. 4악장에서 백남준은 마지막 분노에 가득차서 미쳐 날뛰었고, 

방을 가로질러 가서 식도를 들고 와 피아노의 현을 잘라 버렸으며, 마

침내는 피아노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하여 피아노는 숨을 거두었다. 관

152) Thomas Kellein, “Hommage an Nam June Paik,” 앞의 책, eds. Wulf 
Herzogenrath and Andreas Kreul, p. 52. 

153) 본 논문에서 다루는 1959년부터 1961년까지의 퍼포먼스 작품들을 촬영한 영상 
기록물은 남아있지 않으며, 다만 테이프레코더로 녹음된 소리가 음반으로 발매
되어 있다. Nam June Paik Works 1958-1979(Audio CD)(Brussels: Sub Rosa 
Records, 2005) 스톡하우젠과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는 백남준의 액션
뮤직 작품들을 촬영할 것을 제안했으나, 백남준은 “철학적인 이유”를 들어 이
를 영상물로 남기기를 거부했다. Nam June Paik, “Expanded Education for the 
Paperless Society,” 앞의 책, ed. Judson Rosebush, unp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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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박수를 그칠 줄 몰랐고 전체 작품 중 유일한 불협화음은 날 것이

어야 했던 삶은 달걀뿐 이었다. 그 유감스러운 불협화음만 없었더라면, 

작품은 매우 소름끼치는 공포극이 되었을 텐데.154) (밑줄은 필자 표시)  

    

    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는 총 4악장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테이프레코더를 통해 비명소리, 뉴스 등의 소

리가 흐르는 가운데 ‘소름끼치는 공포극’을 연상시키는 난폭한 

행위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었다. 리뷰를 실은 또 다른 신문인 

『신 라인 신문(Neue Rheinsche Zeitung)』에서 전한 공연 정황 역

시 『뒤셀도르프 신문』과 유사하다. 기사의 필자인 요하네스 클로

제(Johannes G. Klose)에 의하면, 놓여있던 테이프 레코더에서는 

“외무장관회의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고, 정상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갑작스레 시작되는 2악장에서는 백남준이 “플라스틱 

기관차를 집어 들고는 울부짖었다.” 여기에 더해 클로제는 이 공연

이 과연 “한 편의 서커스인지, 혹은 예사롭지 않은 징후”인지를 

묻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를 공포극으로 느꼈던 『뒤셀

도르프 신문』의 필자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

다.155)   

154) “Mutter, der Mann mit dem Schrein ist da,” Düsseldorf Zeitung (November, 
1959); Wulf Herzogenrath ed., 앞의 책(1976), p. 42에서 재인용.

155) “[…] 마이스터는 녹음기를 두 번 켰다가 껐다. 그러자 녹음기에서는 광포한 
외침소리가 울려퍼졌다가 사라졌다. 다음에는 그 자신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를 질렀고, 양철깡통을 집어던졌고, 계란을 벽에 던져 깨버렸다. 또한 
피아노 한 대는 주먹으로, 나머지 한 대는 깡통과 칼로 가격했다. 그 다음에는 
다시금 녹음기에서 소리가 울려퍼졌는데, 이번에는 외무장관회의에 대한 라디오 
뉴스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음에 마이스터는 오르골로 작동하는 음악시
계를 켰고, 메트로놈을 틀어 똑딱거리게 했고, 그 자신은 몇 가지 정상적인 박
자의 피아노 멜로디를 연주했다. 하지만 아직 나쁜 연주가 끝나기에는 충분치 
않았고, 새로운 폭발이 일어났다. 백남준은 장난감 자동차를 집어 들고는 울부
짖었다. 다음에는 전기 스위치 쪽으로 돌진했고, 그것을 돌려 불을 껐으며, 양초
에다 불을 붙였고, 마침내 두 자루의 장난감 딱총을 바닥에다 집어던졌다. 그리
고는 유리병을 발로 짓밟아서 쨍그랑거리며 깨지게 만들었고, 카펫이 깔려있고 
쿠션이 놓여있는 바닥 위로 피아노를 뒤집어 엎어놓았다. 그러자 커다란 박수소
리가 울려퍼졌다. 한 편의 서커스인가, 아니면 예사롭지 않은 징후들인가? 예술
가 자신에게, 아니면 큰 박수로 화답했던 관객들에게도? […]” (밑줄은 필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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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신문기사들에서는 백남준이 4악장에서 단순히 식도를 들고 

왔다고 기록했지만, 쾨니히는 백남준이 “칼을 이빨 사이에 물고 나

타났으며, 곧 고양이를 쫓기도” 했다고 기억했다.156) 또한 그는 백

남준이 반원을 그리며 서있던 관객들의 얼굴을 향해 갑작스레 묵주

를 던지기도 했다고 언급했는데, 하인츠 클라우스 메츠거 역시 백남

준이 묵주를 집어던졌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관객들이 마치 “대재

앙을 당했을 때”와 같이 놀랐다고 진술했다.157) 

   백남준은 자신의 행위들이 “테이프에 부수적인 것”으로 여길 

정도로 공연장에서 재생되는 녹음테이프를 제작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도 18).158) 여기에는 한스 헬름스 등 동료 예술가들의 목소

리, 백남준 자신의 목소리, 여자의 비명소리,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교향곡 제5번〉, 어느 독일노래, 라흐마

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의 〈피아노 협주곡 제2

번〉,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복권 당첨 발표, 독일의 통일에 관해 

제네바(Geneva)에서 열렸던 외상 회의 뉴스발표 등이 복잡하게 녹

음되었으며, 공연 내내 재생되었다.159) 

시) 해당 기사의 전문은 다음을 참조. Johannes G. Klose, “Ein Müllmann und 
ein Eierwerfer,” Neue Rheinsche Zeitung(November, 1959); Wilfried Dörstel et 
al., 앞의 책, p. 31에서 재인용. 

156) Susanne Rennert, “About Paik, with Paik: A Collage of Conversations Dating 
from 1992 to 2010,” 앞의 책, eds. Sook-kyung Lee and Susanne Rennert, p. 
216. 

157) Heinz-Klaus Metzger, “Fluxus-Musi-Aktionen: Paiks Musik als Musik,” 앞의 
책(1976), ed. Wulf Herzogenrath, p. 35.

158) “테이프에 부수적인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1967년 5월6일 백남준이 휴 데
이비스에게 쓴 편지를 참조. Michael Nyman, “Nam June Paik, Composer,” 앞
의 책(1982), ed. John G. Hanhardt, p. 82에서 재인용. 백남준은 프라이부르크 
음악학교(Staatliche Hochschule für Musik Freiburg)에서 수학할 당시 포르트너
(Wolfgang Fortner) 교수의 추천으로 서부독일방송국(WDR) 소속의 전자음악스
튜디오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마그네틱 테이프에 각종 노이즈와 음
악, 뉴스 등을 콜라주 하는 것을 실험해볼 수 있었다. 포르트너 교수의 추천서
는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Wulf Herzogenrath ed., 앞의 책(1976), p. 38. 

159) Susanne Rennert, “About Paik, with Paik: A Collage of Conversations Dating 
from 1992 to 2010,” 앞의 책, eds. Sook-kyung Lee and Susanne Rennert, pp. 
213-214; Michael Nyman, “Nam June Paik, Composer,” 앞의 책(1982),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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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보도와 목격자들의 증언들로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의 

진행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면, 백남준이 첫 데뷔무대의 몇 개월 전

에 《다름슈타트 신음악 강좌》를 주관하고 있던 볼프강 슈타이네

케(Wolfgang Steinecke, 1910-1961) 박사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에는 

작품의 기획과정이 담겨 있다.160) 이 두 편지는 각각 1958년 12월과 

1959년 5월에 작성되었는데, 첫 번째 편지에서 백남준은 “그랜드 

피아노를 밀고, 피아노를 뒤집을 것”이며, “여러 가지 장난감, 뉴

스, 녹음기 소리 등 기능적으로 자유로워진 소리들”이 무대 위로 

흐를 것임을 예고했다.161) 1959년 5월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는 더

욱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이 편지에서 백남준은 〈존 케이지

에 대한 경의〉를 총 3악장의 공연으로 설명하면서 10분정도면 충

분한 간단한 퍼포먼스라고 소개했다. 해당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저의 반反음악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는 별 탈 없이 진행 중이며 

[…] 1악장은 마르셀 뒤샹+도스토옙스키=K.슈비터스. 다양성≠변주곡. 

이것이 바로 숭고함이 근본적으로 추악함과 코미디와 분리될 수 없다

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객은 막 〈마태수난곡〉을 끝까지 듣고 

온 사람의 자세로 공연을 관람해야 합니다. […] 소재는 콜라주-라디오

와 언어입니다. […] 끊임없이 이어지는 놀라움과 실망(1악장), 그리고 

극도의 지루함(2악장)을 만들어내면서 일상의 법칙에서 벗어났습니다. 

John G. Hanhardt, p. 82.

160) 슈타이네케는 《다름슈타트 신음악 강좌》의 토대를 세우기 시작한 인물로, 
백남준은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이전에 그에게 미리 서신을 보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슈타이네케는 백남준이 전자음악에 관심을 보이자 
서부독일방송국(WDR)에서 스톡하우젠과 함께 전자음악을 실험하던 헤르베르트 
아이메르트(Herbert Eimert, 1897-1972)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했다. Susanne 
Rennert, “On sunny days count the waves of the Rhine, on windy days count 
the waves of the Rhine, Nam June Paiks frühe Jahre im Rheinland (1958–
1963),” 앞의 책, ed. Günter Herzog, p. 11.

161) 백남준, 「볼프강 슈타이네케에게 보내는 편지, 다름슈타트(1958)」,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p. 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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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음악가의 음악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제2악장은 열

정과 어리석음이 동시에 작용하여 이룬 독일의 경제 기적에 대한 경고

입니다. 여기에 다름슈타트에서 제가 직접 비용을 들여 운송해올 ‘장

치된 피아노’와 또 다른 ‘장치된 피아노’ 한 대가 등장할 것입니

다. […] 피아노의 준비는 존 케이지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피아노 외

에 나는 다른 장난감들도 사용할 것입니다(자동차, 피치파이프, 탱크 

등). 제3악장은 철학적인 음악이라기보다 음악적 철학이 될 것입니다. 

확성기로 아르토와 랭보의 시구를 외칠 것입니다. 제가 그 시들을 행

위와 함께 외칠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자기 기능을 벗어난 기능적 행

동을 통해 무위의 행동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 이 지점에서 피아노

를 뒤집고, 유리잔을 깨고, 달걀을 던지고, 종이를 찢고, 살아 있는 닭

을 풀어주고, 오토바이가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머가 아닙

니다. 다다이스트 가운데 유머를 목표로 접근하지 않고 결과로 낳은 

이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 저는 다다이즘을 음악으로 더욱 완성하

고 싶습니다.162) (밑줄은 필자 표시)

   백남준이 이 두 번째 편지에서 계획한 내용은 공연 이후의 신문 

리뷰 및 회고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백남

준은 슈타이네케에게 보낸 1958년의 첫 번째 편지에서부터 피아노

를 부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칼로 피아노를 난도질 한 뒤 

쓰러뜨리는 것은 실제 공연에서의 클라이막스가 되었다. 그가 두 번

째 편지에서 “다다이즘을 음악으로 완성하고 싶다.”고 썼듯이, 피

아노의 파괴를 포함한 이 모든 난폭한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의 

고정된 범주를 해체하는 케이지의 아이디어를 극단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독일에서 백남준과 교류하

고 있던 윤이상(尹伊桑, 1917-1995)은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가 

공연되기 1년 전인 1958년 9월에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백남준과

162) 백남준, 「볼프강 슈타이네케에게 보내는 편지, 다름슈타트(1959)」, 위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p. 39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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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여기 같이 있는 백남준은 […] 유리를 깨고 무대 위에서 피스톨을 쏘

아서 그 유리 깨지는 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서로 어울리는 것을 실험

해보겠다고 하오. […] 백군 스스로도 음악이라는 용어를 여기서부터 

분열시켜야겠다고 말한바 있소.163) (밑줄은 필자 표시)

  

   윤이상의 이 편지는 이미 백남준이 슈타이네케에게 첫 번째 편지

를 통해 피아노를 부술 계획을 전달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작성된 

것으로, 백남준이 윤이상에게 자신의 공연계획을 전달할 때에도 그 

기획 의도를 “음악이라는 용어의 분열”로서 설명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글라스 칸(Douglas Kahn)은 백남준의 이 같은 

액션뮤직 작품들을 피지컬 뮤직(Physical Music)으로 칭하고, 백남준

과 이후 플럭서스 멤버들로 이어지는 악기를 향한 폭력적 행위를 

성상파괴적(Iconoclastic)인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는 트리스탄 차라

(Tristan Tzara, 1896-1963)의 1918년의 “예술가들이여, 악기를 깨트

려 버려라(Musicians Smash Your Instruments).”는 구호를 상기키시

면서, 백남준의 파괴 행위를 명백한 음악에 대한 모독으로 이해했

다.164) 데뷔무대에서부터 백남준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인츠 클라우

스 메츠거 역시 백남준의 액션뮤직 작품들을 음악에 방점을 두어 

해석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백남준의 초기 액션뮤직 작업들은 

퍼포먼스나 연극, 설치가 아니라 음악의 맥락으로 읽어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객들을 공격하고 충격을 유발하는 

야만적 행위들로서 감정을 극대화하는 것이 작곡이라는 작업에서의 

가장 극단적인 곳으로 몰고 간 것이었다고 평가했다.165) 특히 백남

163)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상)』(창작과비평사, 1998), pp. 154-155. 

164) Douglas Kahn, “The Latest: Fluxus and Music,” 앞의 책, ed. Janet Jenkins,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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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공식적으로 플럭서스에 가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파괴적

인 면모들은 필립 코너(Philip Corner, 1933-)의 〈Piano Activities〉

(1962)등과 함께 플럭서스의 성상파괴주의 혹은 음악성(Musicality)이

라는 범주 안으로 포섭되었다.166) 

   백남준이 슈타이네케 박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스스로도 

음악에 있어서의 포스트-케이지를 향한 열망을 곳곳에 드러냈다. 그

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 “케이지가 〈무작곡(a-composition)〉”을 

썼다면 자신은 “〈무음악(a-music)〉”을 썼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

해 피아노와 스쿠터, 유리잔 등을 이용한 각종 시각적 행위들이 필

요하다고 설명했다.167) 당시 백남준이 서독을 중심으로 한 전후 전

위음악의 경향을 예민하게 관찰하며 반응하고 있던 사실과,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당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존 케이지’에 대

해 경의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백남준의 액션뮤직이 기본적으

로 케이지의 이론을 더욱 확장시키려는 음악적 실험의 일환이었다

는 서술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168) 특히 케이지의 작곡 이론을 

165) Heinz-Klaus Metzger, “Fluxus-Musi-Aktionen: Paiks Musik als Musik,” 앞의 
책(1976), ed. Wulf Herzogenrath, pp. 32-66. 이러한 해석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 
볼프강 드렉슬러(Wolfgang Drechsler)의 연구이다. Wolfgang Drechsler, 
“Sonatine for Goldfish,” 앞의 책, eds. Toni Stooss and Thomas Kellein, pp. 
41-47.

166) 조지 마치우나스는 플럭서스와 다른 아방가르드 운동들의 계보학을 기술하면
서, ‘비잔틴 아이코노클래즘’을 그 뿌리에 포함시킨 바 있다. Dario Gamboni, 
The Destruction of Art: Iconoclasm and Vandalism since the French 
Revolution(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 p. 260. 켄 프리드먼은(Ken 
Friedman) 플럭서스 미학에 음악성이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Ken Friedman, “Forty Years of Fluxus,” in The Fluxus Reader, ed. 
Ken Friedman(London: Academy Editions, 1998), p. 251. 

167)“[…] 쇤베르크가 〈무조성(atonal)〉을 썼습니다. 존 케이지는 〈무작곡
(a-compostion)〉을 썼습니다. 저는 〈무음악(a-music)〉을 썼지요. 이를 위해서 
보통 피아노나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장치된’ 피아노와 스쿠
터 한 대가 필요합니다. […] 피아노는 건반 악기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
악기, 피치카토, 타악기로도 사용될 것입니다. 음악가들이 신문을 읽고, ‘관객
들과 얘기하고’, 그랜드 피아노를 밀고, 피아노를 뒤집을 것입니다. […]”(밑줄
은 필자 표시) 백남준, 「볼프강 슈타이네케에게 보내는 편지, 다름슈타트(195
8)」,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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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넘어 비판적인 변주를 시도해 보려는 것은 비단 백남준뿐만 아

니라 스코어와 이벤트, 악기의 파괴나 개조 등을 기반으로 하는 플

럭서스 그룹의 음악실험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였다.169)

   이때 백남준이 슈타이네케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존 케이지

에 대한 경의〉의 진행상황이나 기본적인 작곡원리 뿐만 아니라, 각 

악장을 통해 표명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

께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앞서 인용한 『뒤셀도르프 신문』의 리

뷰에서는 공연의 제2악장에서 백남준이 “한국말로 외쳐 대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플라스틱 기관차의 경적을 울리고 방의 

불을 끄고 촛불을 켰다.”고 적었는데, 백남준은 바로 이 2악장을 

두고“열정과 어리석음이 동시에 작용하여 이룬 독일의 경제 기적

에 대한 경고”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백남준의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는 전후 재건기의 서독에서 

구상된 것이었으며,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Wirtschaftswunder)이라 

불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세를 목격하고 있던 다수의 독일인 관객 

앞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백남준이 데뷔한 해인 1959년의 카셀 도쿠

멘타(Kassel Documenta)에서는 기획자 베르너 하프트만(Werner 

Haftmann, 1912-1999)이 희망찬 독일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

했다. 그는 도쿠멘타를 통해 독일은 마침내 파시즘으로부터의 완전

히 결별하고 국제예술계에의 재부상을 이루었으며, 과거와 연관된 

모든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극복했다고 주장했다.170) 

   그러나 서독의 학생들과 몇몇 지식인들, 그리고 예술가들은 이에 

168) “[…] 그 당시 극소수 사람만이 존 케이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라는 제목을 붙였죠. […]” 백남준, 「마르셀 뒤샹은 비디
오를 생각하지 않았다-이르멜린 리비어와의 인터뷰(1974)」, 위의 책, p. 202. 

169) Douglas Kahn, “The Sound of Fluxus,”앞의 책, eds. Cornelia Lauf and 
Susan Hapgood, p. 44. 

170) Werner Haftmann, Skizzenbuch zur Kultur der Gegenwart: Reden und Aufs 
ätze(München: Prestel, 1960), pp. 123-134; Claudia Mesch, 앞의 논문, p.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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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일례로 사진작가 카르게스하이머

(Chargesheimer, 1924-1971)는 라인란트의 도시들과 교외에서의 일

상적 이미지들을 포착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작업을 통해 눈부신 

경제기적의 신화 배후에 존재하는 현실적 삶이란 그리 만만하지 않

으며 결코 낙관적일 수만은 없음을 제시하고자 했다.171) 재건 과정

에 감춰진 어두운 면면들에 대한 카르게스하이머의 암시는 전후 독

일의 심리학자 부부인 알렉산더와 마가렛 미체를리히(Alexander 

·Margarete Mitscherlich)의 저서 『애도의 불가능성(Inability to 

Mourn)』(1967)에서 구체적으로 이론화 되었다. 이 기념비적인 연구

는 2차 대전 이후 독일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집단적 터부(taboo)에 

대한 것으로, 재건기의 독일인들이 경제기적의 신화에 과도하게 집

착하는 방식으로 홀로코스트와 같은 나치독일의 과오와 그에 대한 

어두운 기억을 회피하려 했다고 분석했다.172) 즉 전후 독일의 경제

기적이란 독일인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던 지난 전쟁의 참상들이 

억압된 채 추진되고 있던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회의와 반발심은 

1950년대 말부터의 테러리스트적 공격들을 부채질하고 서독 자본주

의에 대한 예술적 비판을 낳고 있었다.173)  

   따라서 백남준이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의 제2악장을 “경

제기적에 대한 경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와 같은 1950년대 말 

서독에서의 경제기적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표명

하고 있는 것이다. 미체를리히 부부가 분석한대로 이러한 논란에서

는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전쟁의 기억이 삭제되고 있는 상

황이 특히 핵심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존 케이지에 대한 

171) Stephanie Barron, “Blurred Boundaries: The Art of Two Germanys between 
Myth and History,” 앞의 책, Stephanie Barron et al., p. 17. 

172) Claudia Mesch, 앞의 논문, pp. 6-7. 
173) Andreas Huyssen, “Trauma, Violence, and Memory,” 앞의 책, Stephanie 

Barron et al., p. 228; Stephanie Barron, “Blurred Boundaries: The Art of Two 
Germanys between Myth and History,” 위의 책,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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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를 직접 관람했던 독일인 예술가들의 술회는 주목할 만한 것

이다. 백남준은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의 두 번째 공식적인 공

연을 1960년에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에서 선보였는데, 이를 지

켜본 바우어마이스터는 백남준의 행위가 “분명 전쟁에 대한 평화

주의적 발언”이었으며, 백남준이 그것을 “끔찍하게 재현했다”고 

기억했다.174) 그녀는 백남준이 초기 액션뮤직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

한 테이프에 전쟁 중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녹음된 것을 지적하면서, 

백남준을 포함한 주변 예술가들이 모두 전쟁의 고통과 홀로코스트

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175) 또한 

한스 헬름스는〈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와 같은 작품들이 자신에

게 여전히 충격적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백남준의 그 모든 행위들이 

다분히 전쟁을‘재현’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

고 있다.176) 

   구날 슈미트는 바우어마이스터와 한스 헬름스를 포함한 당대의 

목격자들이 이처럼 백남준의 행위를 전쟁과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

에 대해 동의했다. 그는 피아노가 와장창 부수어지는 소음은 폭탄의 

소음이며, 날아가 벽에 부딪히는 달걀은 수류탄이며, 관객들에게 내

던져진 묵주는 믿음이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

하면서, 전쟁을 재현하는 듯한 백남준의 난폭한 퍼포먼스는 예술이

라는 범주 내에서의 파괴라는 방식으로 전쟁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잔혹한 파괴를 상기시키고 그 기억을 해소하려 하는 것이었다고 분

석했다.177) 

   이처럼 실제 전쟁에서의 파괴를 의도적으로 모방하는 예술적 전

174) Gunnar Schmidt, 앞의 책, p. 89. 
175)「마리 바우어마이스터 강연록」, 앞의 책(2009a), 백남준아트센터 편, unpaged.

176) 헬름스는 백남준이 뒤집힌 피아노 뒤에서 엎드려 빗자루로 관객을 향해 총을 
쏘거나, 입으로 기관총 소리를 내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Susanne Rennert, 
“About Paik, with Paik: A Collage of Conversations Dating from 1992 to 
2010,” 앞의 책, eds. Sook-kyung Lee and Susanne Rennert, p. 215. 

177) Gunnar Schmidt, 앞의 책, pp. 88-90.



63

략을 취하는 것은 유태인으로서 홀로코스트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

한 구스타브 메츠거의 동시대 파괴미술(Destruction Art)에서도 실험

되고 있던 것이었다.178) 메츠거는 백남준이 〈존 케이지에 대한 경

의〉를 발표한 해인 1959년에 마찬가지로 「자동파괴미술(Auto- 

-Destructive Art)」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1964년까지 파괴를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체계적으로 이론화 시키고 있었다.179) 메츠거

는 방독면을 쓴 채 나일론 천 위에 염산을 뿌리는 〈자동파괴미술

(Auto-Destructive Art)〉(1960)(도 19)과 같은 퍼포먼스를 벌이는 한

편, 1960년과 1961년의 선언문을 통해 파괴미술이란 “한 개인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파괴를 재현”하는 것으로, “핵 전멸로 치닫

는 상황과 자본주의적 가치에의 공격”임을 명시했다.180) 또한 1962

년의 선언문에서는 파괴의 행위가 일종의 “카타르시스적 효과가 

있음을 믿는다.”고 적었는데, 이는 백남준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181) 

   이와 같은 메츠거의 이론은 파괴를 새로운 예술의 형식으로서 

정의하고 이를 전쟁과 같은 사회에서의 파괴와의 연관성을 발견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1966년의 파괴미술심포지엄(DIAS)으로 발

전했다. 이 심포지엄에 참가한 오르치(Raphael Montañez Ortiz, 

1934-)는 1962년경 「파괴주의: 선언(Destructivism: A Manifesto)」이

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한 뒤 가구와 피아노 등의 오브제를 파

178) 크리스틴 스타일즈는 ‘파괴와 생존에 대한 문제에 몸을 위치시키는 표상적인 
작업들’을 파괴미술(Destruction Art)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그 대표자로 유태
인이자 실제 전쟁에서 살아남은 구스타브 메츠거를 지목했다. Kristine Stiles, 앞
의 논문, pp. 74-102. 

179) Dario Gamboni, “Sixty Years of Ambivalence,” in Damage Control: Art and 
Destruction since 1950, eds. Kerry Brougher, Russell Ferguson, and Dario 
Gamboni(Washington, DC: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Munich; 
New York: DelMonico, Prestel, 2013), p. 178.

180) Sabine Breitwieser ed., Gustav Metzger: History History(Ostfildern-Ruit: Hatje 
Cantz, 2005), p. 226.  

181) 위의 책,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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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하는 퍼포먼스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으며(도 20),182) 오노 요코

(Ono Yoko, 1933-), 존 래덤(John Latham, 1921-2006), 배리 플래니

건(Barry Flanagan, 1941-2009), 비엔나 행동주의의 헤르만 니치

(Hermann Nitsch, 1938-), 오토 뮬(Otto Muehl, 1925-2013) 또한 퍼포

먼스와 함께 파괴의 효과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183) 

   저널리스트 아서 코슬러(Arthur Koestler)는 “1945년 8월 6일 이

후의 인간은 인류가 멸종되어 버릴 가능성을 지니고 살게 되었다.”

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전후의 파괴적 예술의 양상들은 

1945년의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에 대한 원폭 투하와 그 후

에도 계속된 원폭 실험들로 인한 위기의식으로부터 나타난 것이었

다.184) 따라서 메츠거를 중심으로 DIAS까지 이어진 파괴미술과 그 

182) Rocio Aranda-Alvarado, “Unmaking: the work of Raphael Montañez Ortiz,” 
in Unmaking: The Work of Raphael Montañez Ortiz, Rocío Aranda-Alvarado et 
al.(Jersey City: Jersey City Museum, 2006), pp. 7-8. 

183) Dario Gamboni, 앞의 책, p. 265. 오노 요코는 이미 자신의 시 〈공원 세계의 
그레이프프루트에 대하여(Of a Grapefruit in the World of Park)〉(1955)와 1964
년부터 계속해 온 퍼포먼스 〈컷 피스(Cut Piece)〉를 통해 전쟁과 폭력의 기억
과 이에 대한 공포를 노출시켰다. 오노 요코의 퍼포먼스를 전쟁으로 인한 정신
적 외상과 함께 전후 일본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개입시켜 분석한 연구로는 다
음을 참조. 우정아, 「오노요코의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공포와 좌절, 
아브젝시옹(abjection)의 퍼포먼스」, 『미술사와 시각문화』 6(2007), pp. 66-89. 
헤르만 니치는 자신이 1968년 뉴욕 시네마테크에서 벌인 행위에 백남준이 큰 
공감을 표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도중에 친구들로부터 백남준이 매우 감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 말에 나는 극도로 흥분했다. 내가 이 퍼포먼스, 피비린내 나는 나의 
예술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특히 그였기 때문이다. […] 이 사람이 나를 이해
했다는 것을 나는 직감할 수 있었다. […]” Klaus Bussmann and Florian Matzer 
eds., 앞의 책, p. 199. 실제 백남준은 빈 액셔니즘의 헤르만 니치와 아르눌프 라
이너를 존경하며, “피비린내 나는 그들의 그림을 사들여 그 그림들과 함께 사
는 유럽의 수집가”들도 존경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백남준, 「몇몇 프랑스인
(?) 친구들(1992)」,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p. 
28-33. 

184) 아서 코슬러의 언급은 다음을 참조. Arthur Koestler, Janus: A Summing 
Up(New York: Random House, 1978), p. 1; Paul S. Boyer, “Nuclear Themes in 
American Culture, 1945 to the Present,” in The  Atomic Bomb and American 
Society: New Perspectives, eds. Rosemary B. Mariner and G. Kurt 
Piehler(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2009), p. 4에서 재인용.



65

이론들은 전쟁으로부터 육체가 절멸 될 위기를 목격했거나 혹은 직

접 체험했던 예술가들에 의해 행해진 일종의 경고 체제이자 저항으

로서, 신체적 고통, 정서적 불안, 이데올로기적 회의를 제시하는 방

법으로 해석되었다.185)  

   바우어마이스터와 헬름스는 백남준의 무자비한 파괴 행위 역시 

전쟁의 기억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구날 슈

미트 이전의 백남준의 파괴에 대한 논의들은 이러한 윤리적·정치

적 측면을 상세히 다루지 않았으며 대개 미학적인 측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았다.186) 그러나 백남준이 메츠거와 같은 선언문의 형식으

로서 파괴의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론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당대의 동료들은 그의 파괴로부터 병적인 감수성들을 분명히 

읽어내고 있었다. 1963년 『매그넘(Magnum)』지에 실린 장-피에르 

빌헬름과 실험영화작가 볼프강 람스보트(Wolfgang Ramsbott, 1934- 

1991) 간의 대화에는 백남준의 파괴를 해소의 관점으로 논하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대화는 다음과 같다. 

람스보트: 그 해프닝에 대한 어느 대화에서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

다. ”악기를 부수는 사람은 독가스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저는 

묻습니다. “당신(백남준)의 선언에는 파시스트적인, 혹은 반파시스트

185) Kristine Stiles, 앞의 논문, p. 96. 

186) 크리스틴 스타일즈는 백남준, 벤 보티에 등 1960년대 플럭서스 예술가들에게
서도 폭력이라는 주제가 발견되지만, 이를 조금 더 드러내놓고 거론하는 메츠
거, 비엔나 행동주의, 오르치에 비해 다소 승화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즉 플럭서스에서 폭력이라는 주제는 잠복된 형태로 있었다는 것이다. Kristine 
Stiles, “Between Water and Stone-Fluxus Performance: A Metaphysics of 
Acts,” 앞의 책, ed. Janet Jenkins, p. 85. 다리오 감보니는 1960년대에 플럭서
스, 해프닝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브제 파괴’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백남
준의 〈바이올린 솔로(One for Violin)〉를 꼽았다. 그러나 백남준이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조지 마치우나스가 1964년에 오마주 형식으로 재연한 예를 지목하고 
간략하게만 소개했다. Dario Gamboni, 앞의 책, p. 265. 강태희는 백남준의 액션
뮤직에서의 파괴의 양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DIAS에 참가한 메츠거나 오르
치와 달리 백남준의 파괴는 순수히 음악적인 맥락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았다. 
Taehi Kang, 앞의 논문, p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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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도가 깔려 있습니까?”라고. 파괴의 순간이 명백한 역할을 수

행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

람스보트: 당신은 백남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는 말합니다. 파괴

의 순간은 본능을 이런 방향으로(반유대주의적인 경향) 끌고 가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 

빌헬름: 예, 저는 그 점에 동의합니다. 군사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마

다 독일인들에게는 어떤 자제력의 상실 같은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를테면 프랑스인들이 그랑드 바캉스(Les Grandes Vacances)라고 부르

는 것, 바로 ‘긴 휴가’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바로 

1914년과 1939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람스보트: 자제력 상실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통

하여 전쟁을 대체하려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 인

용부호 안에서요.187) (밑줄은 필자 표시)

   이 대화에 의하면 백남준은 이미 당대에 자신의 파괴 행위들, 즉 

예술이라는 범주 내에서의 전쟁을 재현하는 행위를 통해 파시즘적

이거나 반-파시즘적인 기억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를 실제로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의 2악장이“경제기적에 대한 

경고”인 것은 우연이 아닌데, 그의 파괴적인 행위들에는 경제성장

이라는 외피 아래 억압되고 삭제된 독일인들의 전쟁의 기억을 상기

시키고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Ⅱ장 2절에서 서술한대로, 행위를 폭력이나 독재와 같

은 전쟁이 파생시킨 불순한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술적 수단

으로서 지목하는 것은 브락, 포스텔, 보이스 등 백남준 주위의 예술

187) “Magnum Interview: Die Fluxus Leute,” Magnum 47(April, 1963), p. 64; 
Gunnar Schmidt, 앞의 책, p. 9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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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공유하는 태도이기도 했다. 따라서 1950년대 말부터 이어진 

이러한 논의들의 최전방에 서 있던 백남준의 행위들이 바우어마이

스터, 헬름스, 람스보트 등 독일의 예술가들에게 전쟁을 상기시켰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포스트-케이지를 향한 음악실험의 시작을 알렸던〈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에는 이처럼 작곡의 전략으로만 포섭될 수 없는 사회비

평적 개입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당대에 백남준의 작품들을 직

접 지켜보았던 존 케이지는 백남준과 자신의 음악실험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기묘한 차이점들을 감지했다. 그는 파괴와 전복, 과격함과 

공포의 요소를 지닌 백남준의 이러한 작품들이 “육체적으로 위협

을 가하는” 것이었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음악이 평온을 추구하

는 것에 비해 백남준의 작업들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혐오감에 대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단호히 구분지어 버렸다.188) 

(2)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1960)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Etude für Piano Forte)〉는 〈존 케이

지에 대한 경의〉와 더불어 그의 독일시기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

나로, 1960년 10월 6일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에서 초연되었다

(도 21). 같은 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신문(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4개월 전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에서 

공연된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에 대한 에른스트 토마스(Ernst 

Thomas)의 리뷰를 실으면서, 백남준을 “한국에서 온 앙팡테리블

(enfant terrible)”로 묘사했다.189)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를 통

188) John Cage, “More On Paik,”앞의 책, ed. Richard Kostelanetz, p. 155.
189) 백남준이 1960년 6월에 마리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에서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를 공연했을 때, 이에 대한 기사가 1960년 6월 20일자 『프랑크푸르
트 알게마이네 신문(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 실렸다. 전문은 다음을 
참조. Ernst Thomas, “Weltmusik mit 〈Avantgard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June, 1960);  Wulf Herzogenrath ed., 앞의 책(1976), p. 
4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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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쾰른의 ‘앙팡테리블’이 된 백남준이 뒤이어 발표한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는 마찬가지로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들로 

점철된 짧은 작품이었으며, 그는 빗자루를 손에 쥐고 엎드려 관객을 

향해 총을 쏘는 시늉을 하거나 손으로 유리창을 깨부수기도 했다.

(도 22, 23).190) 

   이 작품은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에서 열린 콘서트 《존 케

이지, 라 몬테 영, 백남준의 작곡(Kompositionen von Cage, Young, 

Paik)》의 일환으로서 초연된 것으로, 여기에는 존 케이지, 데이빗 

튜더(David Tudor, 1926-1996), 라 몬테 영, 스톡하우젠, 벤 페터슨

(Ben Patterson, 1934-), 그리고 백남준이 후에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을 개최하는 갤러리 파르나스(Galerie Parnass)의 주인인 

롤프 야를링(Rolf Jährling) 등이 참석해 있었다(도 24, 25).191) 이 공

연의 전모는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와 마찬가지로 그 진행상황

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있다.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는 먼저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 1810-1849)의 피아노곡을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

되었다. 백남준은 이 곡의 단 한 소절만을 연주한 뒤 곧 악보를 서

류철에 넣었고, 다시 그 다음부분을 연주했다. 그러다가 돌연 그는 

귀청을 찢어대는 듯 비명을 지르고는 피아노를 격하게 내리치기 시

작했다. 곧 그는 갑자기 무대 뒤에서 가위를 가져와 객석에 앉아있

던 케이지의 넥타이와 셔츠를 잘라냈다. 그리고는 케이지와 튜더의 

머리를 샴푸로 감긴 뒤, 다시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고 테이프레코더를 작동시켜 스트라빈스키의 곡

190) 바우어마이스터의 기억을 토대로 제작된 그레거 줏스키(Gregor Zootzky)의 애
니메이션에는 공격적인 백남준의 행위들이 재구성되어 있다. Gregor Zootzky, 
《psst pp Piano》(Hommage à Mary Bauermeister), 2009, 10min 47. 

191) 같은 날 공연된 작품으로는 데이빗 튜더와 존 케이지의 〈카트리지 음악
(Catridge Music)〉, 〈장난감 피아노를 위한 음악(Music for Amplfied Toy 
Painos)〉이 있었으며, 라 몬테 영의 시 또한 낭독되었다. Wilfried Dörstel, 
“Chronologie,” 앞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p. 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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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울려 퍼지도록 했다. 뒤이어 피아노에 뛰어 올라 발을 구르고, 

눕고,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던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워 칠판으로 가 

“당신은 신사입니까?(Are you a gentleman?)”이라고 적었다(도 

26). 마지막으로 그는 함부르크 NDR 오케스트라의 리허설과 관객들

의 속삭임을 연기로 재현한 뒤 아틀리에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리둥

절해하는 관객들을 두고 나간 백남준은 한 주점에서 바우어마이스

터에게 전화를 걸어 콘서트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공연을 마쳤

다.192)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어 온 대

목은 백남준이 갑작스레 케이지의 넥타이와 셔츠를 잘라낸 것이었

다(도 27, 28, 29). 당시 공연의 정황을 살펴보면 백남준은 피아노를 

힘껏 내려치다가 가위를 들고 케이지에게 돌진했는데, 이 행위는 사

전에 케이지와 협의 된 것 없이 완전히 돌발적인 것이었다.193) 실제 

케이지의 뒷자리에 앉아있던 벤 페터슨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백

남준의 정신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

을 정도로, 케이지에 대한 광기어린 백남준의 공격은 매우 공포스러

운 상황으로 연출되었다.194) 백남준은 이미 〈존 케이지에 대한 경

의〉에서의 묵주를 던지는 행위를 통해 불특정한 관객들을 향한 물

리적 공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지만, 〈피아노 포르테를 위

한 연구〉에서는 명백히 존 케이지라는 특정한 인물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함의를 둘러싼 많은 해석들이 제기되어 왔

다.195) 특히 더글라스는 이를 두고 백남준이 〈존 케이지에 대한 경

192) 공연 정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글을 참조. Wulf Herzogenrath ed., 앞의 책
(1976), p. 44; Calvin Tomkins, “Profiles: Video Visionary,” New Yorker (May 
5, 1975); Klaus Bussmann and Florian Matzer eds., 앞의 책, pp. 34-35에 일부가 
재수록. 

193) 백남준, 「마르셀 뒤샹은 비디오를 생각하지 않았다-이르멜린 리비어와의 인
터뷰(1974)」,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 207.

194) 2011년 11월 7일 벤 페터슨의 구두 진술; Gunnar Schmidt, 앞의 책, p. 85에서 
재인용. 

195) 마리 바우어마이스터는 이것이 쾰른의 겨울카니발(Fastelovend) 첫날에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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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부터 계속해서 케이지의 미학을 확장시키는 실험을 해온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면서, 마침내 그가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르

는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일종의 “상징적 거세행위”를 한 것으로 

설명했다.196) 

   백남준 스스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다만 그는 1974년의 이르멜린 리비어(Irmeline Lebeer)와의 인터뷰에

서는 “케이지의 넥타이를 늘 싫어했으며 […] 그런 미국 아방가르

드의 형식적 경향이 싫었다.”고 언급했다.197) 또한 1993년의 한 글

에서는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의 몇 달 전 개최된 《베니

스 국제현대음악제(Venice Festival of Contemporary Music)》에 참

석했을 때 연미복 차림으로 등장한 케이지를 보고 다음 달의 쾰른 

공연 때 이 연미복의 꼬리를 잘라버릴 결심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198) 이 언급들을 미루어 볼 때, 넥타이를 자르려고 달려든 상황

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케이지와 달리 백남준은 이미 공연 전부

터 케이지의 넥타이에 대한 일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의 공연이 끝난 직후 진행된 백

남준과 쾨니히와의 인터뷰 기록에는 음악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백

남준의 견해와 선(禪, Zen), 그리고 존 케이지에 대한 언급들이 포함

으로 여성이 남성의 넥타이를 자르는 풍습이 있었던 것과 연관될 수 있다고 말
한 바 있다. 「마리바우어마이스터 강연록」, 앞의 책(2009a), 백남준아트센터 
편, unpaged. 임산은 이 행위가 쾰른의 문화적 풍습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
며, 동시에 케이지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임산, 앞의 책, p. 
76. 김홍희는 이용우는 부르주아적 취향과 엘리트주의에 대한 공격, 그리고 참
여예술에의 시도로 해석했다. 각각 다음을 참조. 김홍희, 『백남준과 그의 예술: 
해프닝과 비디오아트』(디자인하우스, 1992), pp. 37-38; 이용우, 『비디오 예술
론』(문예마당, 2000), p. 62. 

196) Douglas Kahn, “The Latest: Fluxus and Music,” 앞의 책, ed. Janet Jenkins, 
p. 104. 

197) 백남준, 「마르셀 뒤샹은 비디오를 생각하지 않았다-이르멜린 리비어와의 인
터뷰(1974)」,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 207.

198) Nam June Paik, “Venice 1– 1960, John Cage in Venice,”앞의 책, eds. Klaus 
Bussmann and Florian Matzer,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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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음악은) 일종의 미사곡(Messe) 입니다. […] 내가 음악을 느끼고 

음악을 들을 때, 나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즉 

어떤 조화, 순수함, 혹은 카타르시스 등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이었을 때에 말이죠. 선의 대가는 하나의 예술을 

행하거나 혹은 창조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예술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입니다. 선의 대가는 일종의 연습을, 그러니까 명상을 하게 됩

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하여 자신이 언제나 그와 같은 순수함과 

조화, 혹은 카타르시스를 지닐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

람이 그와 같은 삶의 연습을 자신 안에 지니게 된다면, 더 이상 작곡

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늘 존 케이지에게 왜 

작곡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도 역시 답을 못하지만 여러 번 물었답

니다. 마침내 그가 대답하길 쇤베르크가 존 케이지의 선생이었고 그에

게 작곡가가 될 것이라 약속하였다 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작곡하는 

것이 늘 아름답든지, 혹은 의미가 없든지, 실용성이 없든지와 상관없

이, 그는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그러한 방법은 ‘선 불

교’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단지 프랑스 실존주의 개념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는 ‘선 불교’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말하며, 책을 

볼 수 없을 만큼 눈을 가늘게 감고 있었지요. 하하하 […]199)

   이 인터뷰의 도입부에서 백남준은 자신의 음악을 어떻게 느끼는

지에 대한 쾨니히의 질문에 “그것은 일종의 미사곡(Messe)”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인터뷰 말미에 자신의 음악을 일종의 종교적 상

태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선과 긴밀히 연결 되는 것으

199) 이것은 쾰른 시립 역사 아카이브(HAStK, Best. 1441)에 소장된 인터뷰 녹음본
으로, 다음의 책에는 그 일부가 발췌되어 있다. Wilfried Dörstel,    
“Chronologie,” 앞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p. 50-51. 또한 이 인터뷰는 
2014년 7월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나의 예술적 고향: 라인란트의 백남
준》에서 김순주에 의해 전체가 번역되어 소개되기도 했다. 백남준문화재단 편, 
『나의 예술적 고향: 라인란트의 백남준』(백남준문화재단, 2014),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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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백남준은 이러한 종교적 

상태, 즉 카타르시스와 같은 의식적 상태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음

악의 본질인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케이지가 작

곡을 하는 목적과 그것의 선과의 연결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모

습을 보인다. 공연 직후의 이 짧은 인터뷰에서는 이처럼 존 케이지, 

선, 그리고 음악의 본질적 방향성에 대한 백남준의 생각들이 가장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즉〈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

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백남준이 1963년에 쾨니히와 다시 한 번 진행한 

또 다른 인터뷰는 중요한 참고가 된다. 이 인터뷰에서 백남준이 

“피아노는 일종의 금기입니다. 피아노는 파괴되어야만 합니다.”라

고 언급한 것은 자주 인용되었는데, 그의 이 발언에 대해 쾨니히는 

그렇다면 피아노를 파괴하는 이유가 과연 음악적인 맥락으로 한정

되는 것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때 백남준은 그 이유에 대

한 정확한 대답은 유보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대답을 

남겼다. 

나에게는 음악가로서 흥미가 있습니다. 나는 시대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나는 내 음악으로 정적인 상태를 실현합니다. 그건 선과 연결

되어 있습니다. 선은 정역학을 통해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고자 합니

다. 이러한 바람은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동역학과는 반대죠. 인간의 비

극은 탐욕에서 옵니다. 인간은 더 많이 언제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선은 말합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평온을 가져야만 한다. 이 상태에 나

는 내 음악으로 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빈 공간의 공포는 모든 예술

이 생성되는 근본적인 모티브지요. 선은 인간에게 이러한 빈 공간의 

공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충분히 강해진다면 인간은 빈 공간

에 대해서 어떤 불안도 갖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200) (밑줄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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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준이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를 마친 직후의 인터뷰

를 통해 밝힌 음악가로서의 작곡의 목적이나 선에 대한 다소 추상

적인 견해들은 이 2년 뒤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표명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신이 액션뮤직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정적인 상태란 선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탐욕이 빚어내는 비극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시대

적 책무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백남준의 어휘들은 그에게 있어 

작곡과 선이 단순히 음악적 맥락에만 한정되고 추구된 것이 아니었

음을 시사하는데, 실제 이 두 차례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쾨니히는 

당시 백남준이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는 인

상을 받았다고 술회한 바 있다.201) 

   백남준이 사회·정치적인 차원에서 선을 끌어들이고 언급하는 

것은 케이지가 선을 인용하는 방식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당시 케이

지는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 D.T. Suzuki, 1870-1966)로부

터 선을 배운 이후 “음악을 해방시키고 소리를 자신의 기억과 호

불호에서 자유롭게 하는 작곡방식을 발견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

다.”며 선을 자신의 무목적 작곡의 요체로 설명하고 있었다(도 30

).202) 이러한 케이지의 선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유리된 채 작곡의 도구로서 이용된 것으로, 앨런 와츠(Alan Watts, 

200) “Magnum Interview: Die Fluxus Leute,” Magnum 47(April, 1963), pp. 32-35; 
Wulf Herzogenrath ed., 앞의 책(1976), p. 51에서 재인용. 

201) Susanne Rennert, “About Paik, with Paik: A Collage of Conversations Dating 
from 1992 to 2010,” 앞의 책, eds. Sook-kyung Lee and Susanne Rennert, p. 
215.

202) John Cage, “Composition as Process,” in Silence: Lectures and 
Writings(London: Marion Boyars, 1973), pp. 46-47. 케이지가 선의 개념들을 작곡
에 적용하고 있는 글로는 「Lecture on Nothing(1949-1950)」, 「Julliard 
Lecture(1952)」, 「Experimental Music: Doctrine(1955)」, 「Robert 
Rauschenberg(1953)」, 「Composition as Process(1958)」 등을 들 수 있다. 
Alexandra Munroe, “Buddhism and the Neo-Avant-Garde: Cage Zen, Beat Zen, 
and Zen,” in The Third Mind: American Artists Contemplate Asia, 
1860-1989(New York: Guggenheim Museum: D.A.P./Distributed Art Publishers 
distributor, 2009),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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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1973)와 루이지 노노(Luigi Nono, 1924-1990) 등은 이러한 케이

지 선의 오리엔탈리스트적 면모에 대해 이미 당대부터 비판적인 자

세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노노는 케이지의 「과정으로서의 작곡

(Composition as Process)」 가 발표된 1958년의 《다름슈타트 신음

악 강좌》에 참석한 뒤 같은 해 「오늘날 음악의 역사와 현재

(Geschichte und Gegenwart in der Musik von Heute)」를 기고하고 

케이지의 선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글에서 노노는 케이지가 

동양철학을 그 자체의 문화·역사적 맥락에서 분리하여 자신의 우

연성음악에서 하나의 장식처럼 사용해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말하면서 이는 마치 “정신적 자살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

기까지 했다.203) 

   백남준 역시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 초연의 1년 뒤 일

본의 『음악예술』에 기고한 글에서 케이지와 나눈 선과 음악에 대

한 대화를 길게 소개했다. 백남준은 쇤베르크와의 약속 때문에 음악

을 한다는 케이지에게 “그것은 히틀러에 대한 나치SS친위대의 충

성을 위한 충성 같은 것이 아닌가?”하고 묻는가 하면, 선을 작곡의 

요체로 설명하면서도 수행을 위한 좌선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케이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204) 위의 쾨니히와의 두 가

지 인터뷰들에서 나타나듯이, 백남준은 선을 철저히 미학적 목적에 

봉사하는 것으로 활용했던 케이지와는 달리 선에 대한 사뭇 다른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에 한스 벨팅(Hans Belting)은 백남준이 작품

에서 선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적 응시(Zen Gaze)’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이를 예술적 스타일로서의 선이 아닌 새로운 지각적 경험

을 창출하려는 태도를 함의하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205)  

203) Luigi Nono, “Geschichte und Gegenwart in der Musik von Heute,” in 
Darmstädter Beiträge zur Neuen Musik, ed. Rolf Gehlhaar(Mainz: Shott, 1960), 
pp. 45-46.

204) 白南準, 앞의 글(1961.3), p. 17.

205) Hans Belting, “Beyond Iconoclasm: Nam June Paik, The Zen Gaze and the 



75

   그러나 필자는 백남준이 동양에서 온 이른바“선승(禪僧)”206) 

으로서 그가 케이지보다 선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가 월등했다고 

가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른 그의 공격이 결과

적으로 이민배척주의적(nativist) 시각에서 행한 오리엔탈리스트 케이

지에 대한 비판으로 축소시켜 보지는 않으려 한다. 백남준이 선과 

케이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표출하는 기저에는 케이지의 선

에 대한 이해도나 예술적 차용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선이 미국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작동된 냉

전기의 역학과 그로 인해 탈각된 전쟁의 기억에 대한 내면적 갈등

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존 케이지, 라 몬테 영, 백남준의 작곡》을 기획하고〈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를 직접 지켜보았던 마리 바우어마이스터의 

발언은 이러한 갈등의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이다. 바

우어마이스터에 따르면 이 공연에서 백남준이 잘라낸 넥타이는 다

름아닌 스즈키 다이세쓰가 케이지에게 선물한 것이었으며, 백남준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207) 그녀의 이 

언급은 넥타이를 자른 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는

데, 실제 백남준은 스즈키 다이세쓰에 대해 상당한 비판의식을 지니

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즈키는 1952년부터 1957년까지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선불교를 강의하면서 케이지 뿐 아니라 미국 내 많

은 예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유진 헤리겔

Escape from Representation,”in Iconoclash: Beyond the Image Wars in 
Science, Religion, and Art, eds. Bruno Latour and Peter Weibel(Karlsruhe: ZKM; 
Cambridge, Mass.: MIT Press, 2002), pp. 398-401.

206) 얼 브라운(Earl Brown)은 1963년의 한 글에서 백남준을 동양에서 온 선승으로 
묘사했다. Earl Brown, “Planned Panichood,”in An Anthology, ed. La Monte 
Young(New York: La Monte Young and Jackson Mac Low, 1963), unpaged; 
Alexandra Munroe, “Buddhism and the Neo-Avant-Garde: Cage Zen, Beat Zen, 
and Zen,” 앞의 책(2009), p. 203에서 재인용. 

207) 「마리바우어마이스터 강연록」, 앞의 책(2009a), 백남준아트센터 편, unp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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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 Herrigel, 1884-1955), 앨런 와츠 등과 함께 미국 내에 이른

바 ‘동양적 사고(oriental thought)’를 유행시킨 장본인이었다.208) 

이러한 스즈키에 대해 백남준이 비판적이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

서였다. 그 하나는 스즈키가 전후 미국에서 선을 일본 정신의 요체

로서 선전하면서 마치 세일즈맨처럼 선을 팔아먹었다는 것이다.209) 

그러나 더욱 중요한 다른 하나는 스즈키가 선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2차 대전기 일본 내에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것이

었다. 백남준이 스즈키의 선과 군국주의의 야합에 대해 비판하는 것

은 독일시기부터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는데, 앞서 인용했던 1963년

의 쾨니히와의 인터뷰와 이듬해인 1964년의 「실험TV 전시회의 후

주곡」 중 일부를 차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저는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군요. 제가 여기 유럽에 있

으면서 관심을 갖게 된 극동과 관련된 것은 선불교입니다. 선불교는 

여기서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 미국인은 완전히 낙관적인 비결

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인은 선불교를 사업으로 이해합니다. 

[…]  미국인은 주로 일본에서 불교를 가져왔습니다.[…] 점령군으로서 

미국인들은 이런 측면을 받아들였습니다. […] 표현주의 없는 카스파

리, 미국적 요소 없는 케이지, 이건 이상적인 혼합일 것입니다.210) (밑

줄은 필자 표시)

스즈키 다이세쓰처럼 우리문화의 세일즈맨이 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제 선에 대해 얘기하겠다. 내가 이 주제를 회피하는 이유는 문화적 애

208) David J. Clarke, The Influence of Oriental Thought on Postwar American 
Painting and Sculpture(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88), p. 210.

209) 베르나르 포르는 스즈키의 성공이 그의 어학력이나 철학적 자질과는 무관하게 
당대 서구의 정치적 상황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자극
을 받아서 적극적인 오리엔탈리즘적 언설의 양식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フォール･ベルナル(Faure, Bernard), 「禅オリエンタリズムの興起(上)鈴木大拙と
西田幾多郎 (禅研究の現在)」, 金子奈央 訳, 『思想』 960(2004), p. 139.   

210) “Magnum Interview: Die Fluxus Leute,” Magnum 47(April, 1963), pp. 32-35; 
Wulf Herzogenrath ed., 앞의 책(1976), p. 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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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이 정치적 애국심보다 더 많은 폐해를 낳으며, 전자는 위장된 형

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의 자기선전은 선의 어리석은 자살행위

임이 분명하다. […] 선은 아시아의 빈곤에 책임이 있다. 어떻게 내가 

아시아의 빈곤을 정당화 하지 않고 선을 정당화한다는 말인가?211) (밑

줄은 필자 표시)

   이 두 글에서 백남준은 점령군으로서 미국, 그리고 케이지가 일본

의 선을 완전히 낙관적으로 수용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선은 아시아

의 빈곤에 책임이 있으므로 그것을 쉽게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하

며 이에 대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데이빗 도리스(David T. Doris)

는 「실험TV 전시회의 후주곡」에서 백남준이 지칭하는 아시아의 

빈곤에 대한 선의 책임이란, 중세 일본에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민란을 잠재우기 위해 쇼군들이 선승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

과 관련되는 발언으로 이해했다.212) 그러나 백남준이 이후 황필호와

의 대담을 통해 스즈키 다이세쓰가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정당

화”한 사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맥락상 이 발언은 

선이 전쟁에 봉사했던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213) 

   스즈키와 일본 제국주의 간의 야합은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 

로버트 샤프(Robert Sharf),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 등에 의해 

비판적으로 재고되기 시작했다. 우메하라 다케시는 자신의 글에서 

선과 무사도(武士道)의 정신을 논하는 스즈키의 언설이 전쟁협력에 

211) 백남준, 「실험TV 전시회의 후주곡(1963)」,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
르멜린 리비어 편, pp. 345-355. 

212) David T. Doris, “Fluxus and Zen? Shut My Mouth, Quick!,” 앞의 책(1992), 
ed. Ken Friedman, p. 138. 

213) “일본의 신화적 존재인 스즈키도 영어로 쓴 책과 일본어로 쓴 책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일본어 책에는 만주사변이 전부 정당화 되어있지요. 그러나 영어
로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일본 황군의 기본정신으로서
의 선’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도꾸다이도 선이고 하라기리도 선입
니다. 일본 육군의 기본정신은 죽으라면 죽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쓴 한
국 학자가 하나도 없어요.”(밑줄은 필자 표시) 황필호, 앞의 글,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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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했음을 지적했는데, 스즈키의 아래와 같은 발언은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214) 

대동아 전쟁이라고들 하는데 그 실상은 사상적으로 동아(東亞)문화의 

항쟁이라 보아도 좋다. 불교자는 이 항쟁에 가담해서 스스로가 갖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215) 

   로버트 샤프는 20세기 초부터 일부의 일본인 선승들을 통해 서

양에 소개된 선이 아시아 정신성과 일본문화의 정수, 일본인 종(種, 

Japanese race)의 요체로서 왜곡된 채 제시되었으며, 이것이 전쟁기

를 거치면서 무사도와 결합되어 지극히 내셔널리즘(nationalism)적 

성격으로 변질된 것이었음을 자세히 논증했다.216) 1938년 출판된 스

즈키의 『선불교와 일본 문화에 대한 선불교의 영향(Zen Buddhism 

and Its Influence on Japanese Culture)』은 이후 1959년에 『선과 

일본문화(Zen and Japanese Culture)』라는 제목으로 개정되어 재출

판 되었는데 이 책은 미국 내에서 일본적 정신, 사무라이의 정신, 

선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고전이 되었다.217) 특히 패전 이후 계속된 

스즈키의 집필활동과 대학 강의들에서의 선 문화와 일본문화 간의 

동일시 전략은 이전의 호전(好戰)적인 일본의 이미지를 제거하고 은

폐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처럼 선을 통해 과거의 일본을 제거하고 역사적 맥락을 의도

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단순히 스즈키의 선전만으로 완성된 것이

라기보다 승전국 미국이 일본과 아시아 문화를 자기정체성 안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타협의 결과이기도 했다.218) 해리 하루

214) 梅原猛, 『美と宗教の発見: 創造的日本文化論』(東京: 筑摩書房, 1970), p. 25.
215) 鈴木大拙, 『鈴木大拙全集 29: 補遺二』(東京: 岩波書店, 1970), p. 55. 

216) Robert H. Sharf, “The Zen of Japanese Nationalism,” History of Religions 
33, no. 1(1993), p. 6.

217) 위의 논문, p. 24.

218) Bert Winther, “Japanese Thematics in Postwar American Art: From Ze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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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니언(Harry Harootunian)은 미국에서의 스즈키의 선과 자유에 대

한 메세지는 애초에 종교적 형식이 아닌 일상을 비-정치화하려는 

포부와도 같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관심을 배제시키

려 하는 스즈키의 언설이 미국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은 국

내·외의 정치적 이슈들로부터의 무관심이 팽배했던 1950년대 미국

의 사회적 분위기와 부합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219) 케이지는 

이러한 배경에서 스즈키를 조우해 그의 선을 수용하고 작곡의 주요

한 원리로서 활용했으며, 즉 그의 선은 필연적으로 지난 전쟁의 기

억들이 스즈키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억압되는 과정을 묵인

하게 되는 것이었다.   

    Ⅱ장 1절에서 논의했듯이, 백남준은 이미 요시다 내각하의 일본

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전쟁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가라앉

고 마는 점령군 미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포옹을 목격했으며, 그 역

코스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도 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백남준이 일

본의 스즈키로부터 선물 받은 미국인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른 행위

는 백남준이 독일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목도해 온 그의 정치적 경

험들로 인한 갈등이 은밀히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시 브릴은 1950년대 미국에 만연했던 정치적 무관심과 수동

적 태도에 대해 파열을 냈던 이들로 플럭서스를 주목하면서, 특히 

관객에게 쇼크를 유발하는 전략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데 

가장 성공한 이로 백남준을 꼽았다.220) 이 같은 도로시의 설명을 빌

자면, 케이지를 겨냥한 백남준의 공포스럽고 폭력적인 공격의 행위

는 낙관적이며 수동적으로 수용된 케이지의 선의 논리에 대해 파열

을 내기를 시도한 것이었다. 

the Assertion of Asian-American Identity,” 앞의 책(1994), ed. Alexandra 
Munroe, p. 57. 

219) Harry Harootunian, “Postwar America and the Aura of Asia,” 앞의 책
(2009), Alexandra Munroe, pp. 52-54.

220) Dorothée Brill, 앞의 책, pp. 116-117,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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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준의 독일시기에는 〈머리를 위한 선(Zen for Head)〉(도 

31), 오브제 작업들인 〈TV를 위한 선(Zen for TV)〉(1963-1975)(도 

32), 〈걸음을 위한 선(Zen for Walking)〉(1961)(도 33) 등 선을 전

면으로 내세운 작품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상기할 

때 그의 선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한편 매우 양가적인 것이다.221) 

즉 백남준은 케이지와 플럭서스 그룹의 선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선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수용할 수 없는 복잡한 정치

적 경험을 안고 있었다.222) 이러한 맥락에서 에노모토 가오리(榎本香
織)는 백남준의 선이 케이지와 마찬가지로 전후 대항문화의 맥락으

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백남준 개인의 정체성적 문제가 강력하게 얽

혀있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고 보았다.223)

   백남준이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를 초연한지 5년 후에 

작성한 「1965년 생각들」에는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르는 도발적인 

행위로서 표출됐던 문제의식이 다시 한 번 언어화 되어 나타났다.

제발 아시아를 이상화하지마라!

하지만 제발 아시아를 멸시하지마라!

아시아를 멸시하면 제국주의로 치달을 것이고,

아시아를 이상화하면 제국주의를 위장하게 될 것이다.224) 

221) 이지은은 백남준이 선을 작품에 활용하면서도 스즈키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가 
양가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은 백남준이 서구 아방가르드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Jieun Rhee, “Reconstructing the Korean 
Body: Nam June Paik as Specular Border,” Oriental art 48, no. 4(2002), pp. 
47-50. 

222) 플럭서스 그룹은 스즈키와 케이지를 통해 선 철학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
었고, 플럭서스 내에 상당수의 일본인 예술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플럭
서스의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플럭서스 예술가들의 작업들과 선의 
영향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David T. Doris, “Zen 
Vaudeville: A Meditation in the Margins of Fluxus,” 앞의 책(1998), ed. Ken 
Friedman, pp. 91-135; David T. Doris, “Fluxus and Zen? Shut My Mouth, 
Quick!,”앞의 책(1992), ed. Ken Friedman, p. 138.

223) 榎本香織, 「白南準における禅: その作品から(第十二部会,〈特集〉第六十八回
学術大会紀要)」, 『宗教研究』 83-4(2010), pp. 152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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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필자 표시)

   1958년 《다름슈타트 신음악 강좌》에서의 케이지와의 만남은 

백남준에게 비결정적인 행위들이 도입된 작곡법에 대한 아이디어들

을 얻게끔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백남준이 스스로 밝혔듯이 

“케이지에게 끌렸던 것은 그의 음악이지 이론이 아니”었다.225) 그

는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1995)(도 34)에서 “잭슨 맥로우

(Jackson MacLow, 1922-2004)는 무정부주의적 타이를 맸다.”고 적

으며 넥타이에 정치성을 대입해 비유한 적이 있는데, 스즈키로부터 

선물 받은 케이지의 넥타이는 곧 과거의 제국주의가 위장되고 마는 

일본과 미국 간의 정치적 포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선과 음

악을 불안과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대적 책무로서 여기고 

있던 백남준이 한층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케이지의 넥타

이를 잘라내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스톡하우젠의 《오리기날레》(1961)와 〈심플〉 

1959년 첫 데뷔무대로부터 2년 뒤인 1961년은 백남준의 독일시기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해였다. 그는 1961년에 참여한 《오리기날레》 

이후 “퍼포먼스 아티스트의 길”을 포기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백남준은 액션뮤직에 대한 흥미를 점차 잃는 

대신 텔레비전 기술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226) 백남준이 

224) 백남준, 「1965년 생각들(1965)」,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르멜린 리
비어 편, p. 294.

225) 백남준, 「기원전/기원후(1992)」, 위의 책, p. 41.

226) “스톡하우젠의 열두 번째 《오리기날레》공연이 끝나자 나는 새로운 삶을 시
작했다. 새로운 삶이란 TV기술 관련 서적을 제외한 모든 책을 창고에 넣고, 오
직 전자에 관한 책만 읽는 것이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의 스파르타식 
생활로 돌아간 셈이었다. 전자와 물리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원화
랑·현대화랑 편, 앞의 책, p. 16. 백남준은 1962년 그의 공식적인 스튜디오에 
외에 또 다른 로프트를 하나 더 구했으며, 여기서 전자TV에 대한 실험과 연구
에 착수했다. Manuela Ammer, “In engineering there is always the other- The 
Other,” 앞의 책, ed. Susanne Neuburger, p. 65. 



82

이 전환점에서 참여한 《오리기날레》는 1961년 10월 26일부터 11

월 6일까지 쾰른의 씨어터 암 돔(Theater am Dom)에서 개최된 것으

로, 스톡하우젠과 카스파리(Carlheinz Caspari, 1921-2009)가 공동으

로 구상한 음악연극이었다.

   카스파리는 1961년 5월부터 씨어터 암 돔의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이 극장은 독일에서 가장 실험적인 시도가 

가능한 개방적인 공간이었다.227) 그는 이 실험적인 음악연극의 실현

을 위해 스톡하우젠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스톡하

우젠은 자신의 곡 〈콘탁테(Kontakte)〉가 흐르는 동안 각각의 배우

들에게 일정한 시간이 배분되는 ‘체계적인 공연(structured piece)’ 

을 구상했다.228) 당시 스톡하우젠은 린트가세(Lintgasse)의 마리 바우

어마이스터 아틀리에와 뒤셀도르프의 갤러리22를 중심으로 활동하

던 예술가들과 친밀했으며, 따라서 《오리기날레》에는 바우어마이

스터, 헬름스, 크리스토프 카스켈(Christoph Caskel, 1932-), 튜더, 그

리고 백남준 등이 배우들로서 포함되었다.229) 여기에서 백남준은 

〈심플(Simple)〉, 〈머리를 위한 선(Zen for Head)〉, 〈플라토니크 

소곡 제3번(Etude Plantonique No.3)〉을 공연했으며, 공연 기간 동

안 각 작품들은 매일 약간의 변형을 거쳐 무대에 올랐다(도 35, 36, 

37).   

   《오리기날레》의 무대 천정에는 금붕어가 든 수족관, 앵무새와 

227) 1992년 8월 7일 카스파리의 구두 진술; Wilfried Dörstel, “Situation, Moment, 
Labyr, FLUXUS oder: Das zerstörte Original. Das Musiktheater ‘Originale’ 
von Karlheinz Stockhausen,” 앞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 192 주30에서 
재인용. 

228) 마이클 커츠(Michael Kurtz)는 《오리기날레》를 1960년대 플럭서스와 해프닝 
운동의 시초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Michael Kurtz, Stockhausen: A Biography, 
trans. Richard Toop(London: Faber and Faber, 1992), p. 114. 마리 바우어마이스
터 역시 이것이 유럽에서 일어난 최초의 해프닝이었다고 간주했다. Mary 
Bauermeister, “Cage–Stockhausen or Stockhausen–Cage Final victory is 
assured. Memories of Nam June Paik,” 앞의 책, eds. Wulf Herzogenrath and 
Andreas Kreul, p. 43. 

229) Michael Kurtz, 앞의 책,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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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들이 든 새장들이, 무대 양쪽으로는 그랜드 피아노와 퍼커션, 

카메라와 테이프 레코더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대 뒤의 벽에는 뻐

꾸기시계와 소금으로 된 모래시계가 걸려있었는데, 공연의 도입부에

서 백남준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 모래시계를 엎은 뒤 짧고 날

카로운 울음을 내질렀다.230) 그의 이 울음 이후, 기묘한 물건들로 가

득한 무대 위에서는 어린 아이와 신문 행상인, 그리고 위에 언급한 

배우들이 등장해 그 전모를 파악하기 힘든 행위들을 차례로 벌였

다.231)    

   백남준은 극의 중반부 즈음에 등장했는데, 그의 차례는 “기이하

고 그로테스크한 장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232) 《오리기날

레》에서의 백남준에 대해서는 스톡하우젠, 헬름스, 카스파리, 바우

어마이스터 등 당시 공연장에 있었던 이들이 남긴 글들을 통해 그 

정황을 알 수 있다.233) 먼저 스톡하우젠의 회고를 옮기면 다음과 같

다.

230) Karl Heinrich Wörner, Stockhausen: Life and Work, trans. Bill 
Hopkins(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p. 190.

231) 《오리기날레》의 기획과정과 실제 무대에서 벌어진 행위들의 전모에 대해서
는 다음의 글들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위의 책, pp. 189-192; Wilfried 
Dörstel, “Situation, Moment, Labyr, FLUXUS oder: Das zerstörte Original. Das 
Musiktheater ‘Originale’ von Karlheinz Stockhausen,” 앞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p. 186–205; Michael Kurtz, 앞의 책, p. 114; 白南準, 앞의 글
(1963.2), pp. 36-46.

232) Karl Heinrich Wörner, 앞의 책, p. 191. 

233) 각각의 글은 다음의 문헌들에 수록되어 있다. Hans G. Helms, “Lauter, 
Originale,” in Die 60er Jahre: Ko ̈lns Weg zur Kunstmetropole, vom Happening 
zum Kunstmarkt, eds. Wulf Herzogenrath and Gabriele Lueg(Köln: Kölnischer, 
1986), p. 136; Arthus C. Caspari, “Etwas zu Paiks Mitwirkung in den 
Originalen,” 앞의 책(1999), ed. Wulf Herzogenrath, pp. 38-39; Mary 
Bauermeister, “Cage–Stockhausen or Stockhausen–Cage Final victory is 
assured. Memories of Nam June Paik,” 앞의 책, eds. Wulf Herzogenrath and 
Andreas Kreul, pp. 43-45; Karlheinz Stockhausen, Texte Band 2, Texte zu 
eigenen Werken zur Kunst Anderer Aktuelles [Texte imprimé]: Aufsätze 
1952-1962 zur musikalischen Praxis(Köln: M. DuMont Schauberg, 1964); Edith 
Decker-Phillips, 앞의 책, p. 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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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은 침묵 속에 무대로 올라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관객들에

게 충격을 준다. 그는 관객들과 천장을 향해 콩을 던진다. 그리고 나서 

종이 두루마리 뒤로 얼굴을 숨기고는 숨이 막힐 듯한 고요 속에서 천

천히 종이 두루마리를 풀어 나간다. 이윽고 부드럽게 흐느끼던 그는 

종이를 눈에 대고 눌러 눈물로 흠뻑 젖게 한다. 그는 갑자기 관객들에

게 종이 뭉치를 던지며 비명을 질렀고 동시에 두 개의 녹음 테이프를 

틀었다. 그것은 여자들의 비명소리, 라디오 뉴스, 아이들의 소란, 고전 

음악의 단편들과 전자 음향이 뒤섞인 전형적인 그의 합성음향이었다. 

때때로 그는 하이든의 독일국가(Deutschlandlied) 현악 4중주 음반을 오

래된 축음기로 틀기도 했다. 곧 이어 무대의 경사로 뒤에서 그는 면도

용 크림 한 통을 온통 머리에 바르고, 얼굴과 입고 있던 검은 양복에

서 발끝까지를 문질러댔다. 그리고는 밀가루나 쌀이 든 부대를 머리 

위에 대고 천천히 흔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물이 가득한 욕조로 뛰

어 들어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흠뻑 젖은 채 피아노로 달려가 감상

적인 살롱음악을 연주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지며 머리로 피아노 건

반을 몇 차례 두드렸다.234)  (밑줄은 필자 표시)

   스톡하우젠은 백남준이 ‘콩을 던지고’, ‘면도크림을 바르

며’, ‘두루마리종이를 풀고’, ‘풀에 들어갔다 나온 채 피아노를 

친’ 것으로 기록했는데, 이는 백남준이 작성한 〈심플〉 악보의 진

행 순서와도 같다. 다음은 《오리기날레》가 초연 된지 4년 만인 

1965년에 백남준이 작성한 〈심플〉의 악보이다. 

퍼포머는 다음 행위들을 행한다:

1. 콩알을 관객석에 던진다.

2. 면도 크림을 몸에 바른다.

3. 면도 크림 속에 쌀을 집어넣는다.

234) Karlheinz Stockhausen, Texte Band 2, Texte zu eigenen Werken zur Kunst 
Anderer Aktuelles [Texte imprimé]: Aufsätze 1952-1962 zur musikalischen 
Praxis(Köln: M. DuMont Schauberg, 1964); Edith Decker-Phillips, 앞의 책, p. 29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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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천히 두루마리 종이를 푼다.

5. 물이 담긴 풀에 들어간다.

6. 다시 나온 후 아기용 고무젖꼭지를 입에 물고 피아노를 친다.235)

   백남준은 〈심플〉에 필요한 콩, 쌀, 두루마리 종이, 악기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총보를 끊임없이 

변주하면서 즉흥적이고 돌발적으로 행동했다.236) 따라서 백남준의 

《오리기날레》 퍼포먼스에 대한 기록들을 비교해보면 스톡하우젠

의 기록과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차이들을 보인다.

   한스 헬름스는 “백남준이 욕조에 들어갔다 나온 뒤 베토벤의 

〈월광〉,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아이

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Eine kleine Nachtmusik)〉 등을 연주했

고, 곧 관객들 사이로 빠져나가 콩과 쌀 같은 것들을 집어던졌다.”

고 회고했다.237) 빌프리트 되르스텔(Wilfried Dörstel)에 따르면, 백남

준은 쌀, 콩 뿐만 아니라 설탕을 붓기도 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붓

지 않았다. 또한 매 공연마다 그가 욕조의 물속으로 뛰어든 것도 아

니었는데, 그는 예기치 못한 지점에서 갑자기 〈머리를 위한 선〉을 

공연하기도 했다.238) 

   마이클 니먼(Michael Nyman, 1944-)은 백남준이 데뷔 작품부터 

《오리기날레》의 〈심플〉, 〈머리를 위한 선〉에 이르기까지 계속

된 이러한 돌발적인 행위나 그 즉흥성에 대해, “직선을 그리라”고 

지시하는 라 몬테 영의 정적인 작곡에 대비 되는 우연성과 가변성

에 대해 더욱 강렬하게 실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 했다.239) 이

235) Wulf Herzogenrath ed., 앞의 책(1976), p. 45.

236) Arthus C. Caspari, “Etwas zu Paiks Mitwirkung in den Originalen,” 앞의 책
(1999), ed. Wulf Herzogenrath, p. 39.

237) Hans G. Helms, “Lauter, Originale,” 앞의 책, eds. Wulf Herzogenrath and 
Gabriele Lueg, p. 136.

238) Wilfried Dörstel, “Situation, Moment, Labyr, FLUXUS oder: Das zerstörte 
Original. Das Musiktheater ‘Originale’ von Karlheinz Stockhausen,” 앞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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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백남준의 즉흥적인 면모는 《오리기날레》의 공동 기획자인 

카스파리가 연출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이른바 ‘라비르(Labyr)’

를 표방하고 있었던 것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라비르란 카스파리가 

고안한 실험실(labor)과 미로(labyrinth)의 합성어로, 매우 실험적이면

서도 한눈에 알아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도적으로 꾀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240) 카스파리의 라비르는 네덜란드의 화

가 콩스탕 뉘베니(Constant Nieuwenhuys, 1920-2005)의 건축 프로젝

트 뉴 바빌론(New Babylon)으로부터 착상을 얻은 것이었는데, 이는 

정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미래의 인간들을 위한 유연하

고 역동적인 일종의 유토피아적 도시계획 프로젝트였다.241) 카스파

리는 뉘베니의 프로젝트를 연극의 형태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으며, 

특히《오리기날레》에서 이 아이디어와 부합하는 행위를 펼친 배우

로 백남준을 꼽았다. 

“스톡하우젠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악보를 연주했고, 완벽한 깨달음

을 얻었다. 반대로 나는 전통과 완벽성보다 유연성과 즉흥성을 더 선

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남준과 알프레드 포이스너(Alfred Feussner)

는 정말 훌륭했다.”242) (밑줄은 필자 표시)

239) 〈머리를 위한 선〉은 실제 라 몬테 영의 “직선을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
라.”는 〈작곡 제 10번(Composition 1960 No. 10)〉 에 대한 백남준의 변주였다. 
Michael Nyman, “Nam June Paik, Composer,” 앞의 책(1982), ed. John G. 
Hanhardt, p. 82.

240) “Labyr는 실험실(labor)과 미로(labyrinth)를 합친 말의 축약어입니다. […] 이
때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합니다. Labor은 ‘실험적인 것들’에 관한 구성요
소이고, Labyrinth는 한 눈에 내다볼 수 없고, 길을 잃고 헤매며, 정확한 조망을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관련된 구성요소입니다.” “Magnum Interview: Die 
Fluxus Leute,” Magnum 47(April, 1963), p. 35; Wilfried Dörstel, “Situation, 
Moment, Labyr, FLUXUS oder: Das zerstörte Original. Das Musiktheater 
‘Originale’ von Karlheinz Stockhausen,” 앞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 
195에서 재인용. 

241) Wilfried Dörstel, “Situation, Moment, Labyr, FLUXUS oder: Das zerstörte 
Original. Das Musiktheater ‘Originale’ von Karlheinz Stockhausen,” 위의 책, 
pp. 192-194. 

242) Michael Kurtz, 앞의 책, p. 116 주 7 참조. 카스파리가 라비르의 개념과 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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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렷한 의미와 종착점이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고정되지 않는 상태를 야기하는 개념인 라비르는 작가나 연출가, 전

통과 구성에 방해받지 않는 배우들의 무정부 상태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되르스텔은 억압되거나 고정된 체계를 탈피하고 새

로운 상황을 창출하는 순간을 표방하는 이러한 라비르적 개념이 

‘그 시대의 사고모델(Denkmodellen der Zeit)’과 같은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10여년 뒤 68혁명에서의 직접적인 정치적 봉기의 

형태로 나타난 학생들의 저항행위를 예견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

다.243) 카스파리가 훌륭한 라비르 행위자로 추켜세운 백남준은 무대

를 방황하며 앉아있는 관객을 향해 콩과 쌀을 던지던 자신의 행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가 《오리기날레》를 쾰른에서 공연할 때 쌀과 콩을 관중들에게 던

졌을 때, 콩 한 톨이 시의회 의원 부인의 목으로 들어갔습니다. X씨는 

화를 냈습니다. 콩을 집어 던지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요. 콩 1킬로는 50페니히입니다. 

시의원 나리의 자동차는 1만 마르크 이상이죠. 사람들이 콩과 쌀을 중

요하게 생각지 않도록 우리는 콩과 쌀을 쏟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준을 연관 짓는 것은 다음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라비르는 명확함의 반대말이
다. 라비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당시 나는 급하게 라비르의 명제를 
세워보았다: 라비르는 라비르가 아니다.(하나의 라비르는 아무런 라비르도 아니
다.) 라비르는 언제나 현재의 시점에서만 성립될 수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
미 파괴된 것이다. 그 발전의 과정은 동시에 파괴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라비르의 개념이) 시작되던 시기에 아직 그것은 명확하지 않았다. […] 당시 콩
스탕이나 톰킨스 같은 화가들, 건축가들은 미로(Labyrinth)라는 단어에 집착했다. 
[…] 라비르는 영원한 창조성이다. […] 라비르는 항상 그것을 주었다. 선불교는 
그야말로 라비르 그 자체이다. […]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리기날레》를 통해 
형성된 나와 백남준 사이의 우정의 토대이다. […]” (밑줄은 필자 표시) 1992년 
8월 7일 칼하인츠 카스파리의 구두 진술; Wilfried Dörstel, “Chronologie,” 앞
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 71에서 재인용. 

243) Wilfried Dörstel, “Situation, Moment, Labyr, FLUXUS oder: Das zerstörte 
Original. Das Musiktheater ‘Originale’ von Karlheinz Stockhausen,” 앞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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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쌀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에서의 불안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건 예술의 과제이죠. 우리는 더 적은 불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더 많은 쌀과 콩을 쏟아내야 합니다.244) (밑

줄은 필자 표시)

   이 인터뷰에서 백남준은 자신이 《오리기날레》에서 콩과 쌀을 

쏟아낸 것이 “세계에서의 불안”을 줄어들도록 하는 것으로, 즉 되

르스텔의 말처럼 이 돌발적이며 모욕적인 행위가 어떤 사회적 불안

에 저항하는 행위인 것처럼 정의하고 있다. 당대에 《오리기날레》

의 초연을 관람했던 사진가 피터 피셔(Peter Fischer)가 남긴 1961년

의 비평문은 실제 이를 관람한 독일의 관객들이 《오리기날레》와 

백남준의 행위가 지극히 시사적이며 도발적인 연극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비평문은 다음과 같

다.   

오리기날레를 본 관객으로서 이것이 ‘하나의 획기적이며, 현대 연극

문화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는 그 작품 속에서 풍자되었던 이들과 같은 족속일 것이 틀림이 없다. 

괴팍한 착상들과 어두운 유머들, 바빌로니아적인 언어와 정신의 혼란, 

게네랄파우제(Generalpause)가 포함된 이 아슬아슬한 시사 풍자극

(Revue)은 신경을 쥐어뜯고 긴장감으로 가득찬 시연이다. […] 우리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야 할 것이

다. 원자폭탄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

는 그 외침. 이와는 반대로 우리 정치가들의 국방에 대한, 폭탄에 대

한, 미사일에 대한 시시껄렁한 잡담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하찮은가. 

(어느 쾰른시 문화국의 담당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 세계에서 공연 도중 설탕을 쏟아 붓는 장면에 대해 심각하게 항의

했다.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의 소속 정당의 성향에 따라 독일의 군사적

244) “Magnum Interview: Die Fluxus Leute,” Magnum 47(April, 1963), pp. 32-35; 
Wulf Herzogenrath ed., 앞의 책(1976), p. 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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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무장과 핵보유에 주저 없이 찬성하고 있었다.) 이 연극을 보러 온 

정치가들의 살찐 배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연극에 참여한 

야위고 고행자적인 배우들의 몸에 위로받았을 것이다. 그들의 야윈 몸

은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경제기적을 이루는 것’ 말고도 우리를 

상쾌하게 해주는 ‘정신의 기적’이 있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안겨주

었다.245) (밑줄은 필자 표시)

   피셔는 이 비평문을 통해《오리기날레》를 풍자와 유머를 가진 

“시사 풍자극”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설탕을 붓는 백남준의 행위

를 비난하면서 경제기적을 이루는 데 집착하는 정치인들과 달리 이 

공연의 배우들은 “정신의 기적”을 보게끔 하는 획기적인 연극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리기날레》의 후반부 즈음에 등장한 헬름스는 자신의 시

〈Fa:m’Ahniesgwow〉(1960)를 낭독했는데, 실제 이 시는 나치독일

과 그 유산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는 작품이었다. 제임스 조이스

(James Joyce)의 산문에서 영향을 받아 작성된 〈Fa:m’Ahniesgwo

w〉는 35개 국어가 혼합된 채 구성되어 혼란스러운 의미체계를 만

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어휘론적이거나 문법적인 

곡예를 즐기는 차원이라기보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의 물

결로 점철된 전후 독일의 모습을 상징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헬름스

는 뉘렌베르크 재판(Nürnberger Prozesse)에서 나치에 대한 적법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제3제국 시기의 부호들이 다시금 전

후 경제기적의 주체가 된 것에 비판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따

라서 이 시는 “정치적 독재자가 없을 뿐인, 파시즘의 연장”이나 

다름없는 전후 독일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었다.246) 백남준은 

245) 이 단락은 피터 피셔의 비평문「...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알아채지 못했다...(...und sie merkten nicht, dass sie gemeint waren...)」의 사본
에서 인용한 것이다. Wilfried Dörstel, “Chronologie,” 앞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 72에서 재인용. 

246) 1992년 7월 12일 헬름스의 구두 진술과 〈파암 아니에스크보프〉에 대한 해석



90

자신의 차례 뒤에 등장한 헬름스의 이 풍자적인 시 낭독에 대해,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876-1967)에서 울브리히트(Walter 

Ernst Paul Ulbricht, 1893-1973)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런 

등등’으로 정리해버린 영하 273도의 비아냥.”이라고 묘사했다.247)

   피셔가 비평문을 통해 전하는 바대로, 쾰른 아방가르드 서클의 

예술가들은《오리기날레》를 통해 전후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던 정

치적 사건들에 대한 기묘한 시사극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이 서클

의“정신적인 구심점”을 형성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백

남준의 《오리기날레》에서의 도발적인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이들 

예술가의 정서를 함께 공유하면서 행해지고 있던 것이었다.248) 제2

악장을 “경제기적에 대한 경고”로 정의했던 데뷔작 〈존 케이지

에 대한 경의〉에서부터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 그리고 

《오리기날레》에 이르기까지, 백남준의 활동들은 이를 관람한 정치

인들에게는 때때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피셔와 같은 일부 관객들

에게는 풍자적인 실험극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헬름스는 《오리기날레》의 장면 중 몇몇 배우들은 “『빌트

(BILD)』지의 기사들을 암송하거나 그것들을 과장되게 발음하는 방

법으로 지배계급을 비웃었다.”고 밝혔는데, 카스파리에 따르면 백

남준 역시 극 중 일간지『빌트』를 ‘전쟁 선동자’로 지목하는 일

종의 선언문을 배포하기도 했다.249) 백남준이 배포한 선언문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은 다음을 참조. Ken Friedman ed., 앞의 책(1992), p. 60. 

247) 白南準, 앞의 글(1963.2) p. 18. 
248) 로버트 폰 잔은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를 중심으로 하는 쾰른 아방가르드 

서클의 활동에서 백남준의 액션뮤직 작품들과 케이지, 부소티 등이 그 정신적인 
구심점을 형성했다고 언급했다. Robert von Zahn, “Refüsierte Gesänge. Musik 
im Atelier Bauermeister,” 앞의 책, Wilfried Dörstel et al., p. 117.

249) Hans G. Helms, “Lauter, Originale,” 앞의 책, eds. Wulf Herzogenrath and 
Gabriele Lueg,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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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제도화된 빌트지식 논조는 이제 그만.

어떤 형태로든 미래에 전쟁은 아예 불가능이 되도록,

빌트지식 논조를 이용하는 일은 기적이다.250)

(밑줄은 필자 표시)

   여기에서 백남준이 비난하고 있는 『빌트』지는 1952년에 창간

된 서독의 대표적인 대중지로, 전후 독일 뿐 아니라 서유럽 전체에

서도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창립자인 악셀 슈프링

어(Axel Springer, 1912-1985)는 아데나워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운동

을 적대시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빌트』지를 포함한 『디 벨트

(Die Welt)』,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Berliner Morgenpost)』 등 

슈프링어사 계열의 신문들은 모두 소유주 악셀 슈프링어의 가치관

에 부합하는 극우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를 보였다.251)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 『빌트』지는 지면에 우-편향적 색채를 더

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리기날레》가 개최된 1961년

의 베를린 위기(The Berlin Crisis of 1961) 동안에는 케네디가 소련

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자극하는 보도들을 쏟아내는가 하

면, 반전운동에 가담한 대학생들을 공산당의 조종을 받는 ‘깡패 조

직’ 혹은 ‘반항아들’ 정도로 표현하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서

독의 좌익 학생들은 슈프링어 언론재벌이 대중에 대한 의식 조작을 

통해 파시즘적 분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저항해야할 주요한 

타겟 중 하나로 여기기 시작했다.252) 따라서 백남준을 포함한 《오

리기날레》의 몇몇 배우들이 『빌트』지를 비난하거나 이를 통해 

250) Arthus C. Caspari, “Etwas zu Paiks Mitwirkung in den Originalen,” 앞의 책
(1999), ed. Wulf Herzogenrath, p. 39.

251) 전후 빌트지의 논조와 보도행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글을 참조. John 
Sandford ed.,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German Culture(London; New 
York: Routledge, 2013), p. 62; Peter J. Humphreys, Media And Media Policy in 
Germany: The Press and Broadcasting since 1945(Oxford, UK; Providence, RI, 
USA: Berg, 1994), pp. 89-99. 

252) Peter J. Humphreys, 앞의 책,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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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계급을 비웃었다는 헬름스의 회고는 이들이 서독 내 좌익 학생

들의 정치적인 이슈들을 공유하고 이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이때 백남준이 위의 선언문에서 『빌트』지를 향해 전쟁을 선동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은 《오리기날레》가 개최되기 6개월 전

인 1961년 4월에 발생한 미국의 피그만 침공(The Bay of Pigs 

Invasion)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61년 4

월의 피그만 침공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듬해의 쿠바 미사일 사태

(The Cuban Missile Crisis)에서 정점에 달한 전후 최대의 핵전쟁 발

발의 위기는 실제 《오리기날레》의 2년 뒤인 1963년에 개최된 백

남준의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전》에서 즉각적으로 다뤄

지고 있었다(도 38).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전》의 전시장 내부에

는 피그만 침공 사건을 다룬 1961년 4월 16일자의 『빌트』지(도 

39)가 금장 액자로 표구되어 걸려 있었으며, 쿠바 미사일 사태를 암

시하는 제목의 실험 텔레비전 〈쿠바 TV(Kuba TV)〉도 함께 전시되

고 있었다(도 40). 백남준이 직접 보관했다가 전시한 것으로 보이는 

1961년의 『빌트』지 기사에는,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1926-)와의 전쟁, 침략이 시작되다.”라는 헤드라인 문구가 크게 인

쇄되어 있는데, 백남준이 《오리기날레》에서 비난한 것은 이러한

『빌트』지의 이러한 자극적인 기사들을 지칭했을 것으로 추측된

다.253) 

   『빌트』지에 대한 백남준의 비판은 선동적이며 특정 이데올로

253) 여기에 전시된 『빌트』지의 일자와 헤드라인의 해석은 다음을 참조. 김성은, 
「내 텔레비전은 물리적 음악이다-서문과 후주곡 독해를 위한 어떤 사전」, 
『NJP Reader #4:  음악의 전시』, 백남준아트센터 편(백남준아트센터, 2013), p. 
6. 『빌트』지 액자의 양옆으로는 독일, 영국, 터키, 덴마크의 국기 네 점이 함
께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백남준이 앨리슨 노울즈(Alison Knowles, 1933-)와 
공동으로 작업한 퍼포먼스 〈아름다운 여성 화가의 연대기(Chronicle of a 
Beautiful Paintress)〉(1962)의 결과물들이었다. Tomas Schmidt, “Exposition of 
Music,” 앞의 책, ed. Susanne Neuburger,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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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적대시하는 미디어에 대해 그의 적대심이 표출된 최초의 사례

이기도 했는데,《오리기날레》의 일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던 백남

준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2년 뒤의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

전》에서 더욱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254) 《음악

의 전시-전자텔레비전》의 포스터(도 41)는 전시장 내부의 각 공간

들의 테마를 16개 칸으로 나누어 명시해 놓았는데, 그 중 한 칸에는

‘루돌프 아우크슈타인에게 바치는 경의(HOMMAGE à Rudolf 

Augstein)’라고 적혀있었으며 이는 갤러리 건물의 층계와 2층 공간

에 놓여있는 잡지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백남준이 경의를 표하는 

루돌프 아우크슈타인(Rudolf Augstein, 1923-2002)은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의 창립자이자 발행인으로, 이 전시가 개최

되기 5개월 전 발생한 이른바‘슈피겔 스캔들(Spiegel-Affäre)’에 

연루된 인물이었다. 슈피겔 스캔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건국 이래 

가장 심각했던 언론 탄압사건으로, 1962년 10월 8일자 『슈피겔』지

의 커버스토리 기사가 아데나워 정부의 군수정책에 의문점을 제기

한 데서 촉발되었다. 1961년 10월 27일 검·경찰은 국가반역죄 죄로 

발행인 아우크슈타인을 결국 구속했으며, 그는 백남준의 전시가 열

리기 직전인 1963년 2월이 되어서야 무혐의로 석방되었다.255) 슈피

겔 스캔들은 마치 나치시대의 언론 검열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는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서독의 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준 정치적 사건이었다. 반면 아데나워

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빌트』지는 아우크슈타인을 향해

“배반은 위험한 범죄”라고 지칭하면서 그의 체포를 옹호해 학생

254)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전》은 백남준이 독일시기에 개최한 첫 번째 개인전
으로 《오리기날레》에서 만난 건축가 야를링(Jährling)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퍼탈(Wuppertal)의 파르나스 갤러리(Galerie Parnass) 건물 전체를 사용한 대규
모 전시였다. 

255) Martin Klimke and Joachim Scharloth eds., 1968 in Europe: A History of 
Protest and Activism, 1956-1977(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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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256) 백남준은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

전》이 개최되기 전 석방된 아우크슈타인에게 경의를 보내면서 슈

피겔 스캔들을 기념했다. 그는 이 사건을 주제로 전시공간의 일부를 

할애했으며, 이로써 아데나워 정부와 『빌트』지에 대한 서독 청년

들의 분노에 즉각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257)

   《오리기날레》부터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전》에 이르는 이

와 같은 백남준의 정치적 입장들은 이처럼 대개 서독 좌익 학생들

의 비판 지점과 맞닿아 있었으며, 그가 한국과 일본에서부터 목도해 

온 미디어의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시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백남준이 『빌트』지를 노골적으로 겨냥

하거나, 슈피겔 스캔들에 연루된 인물을 지목하는 것은 다소 직접적

인 방법으로 당대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반

면 〈심플〉에서 관객들을 향해 콩과 쌀을 던지며 도발하거나 끊임

없이 즉흥적으로 악보를 변주하는 것은 그 스스로 밝히듯이“불안

256) Hans Dieter Müller, Der Springer Konzern: eine kritische studie(Müchen: R. 
Piper, 1968), p. 206; Peter J. Humphreys, 앞의 책, p. 96에서 재인용. 

257) 이 전시에 사용된 포스터(도 42)가 1960년의 경향신문 위에 인쇄된 사실 또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된 바 있다. 백남준은 당시 이 신문을 입수하고 사용
한 경로에 대해 “4.19때 정간됐던 경향신문은 복간 후에 정간기간의 신문을 모
아서 축쇄판으로 냈다. 나는 이 조그만 크기의 신문에 흥미를 느껴 꼬박꼬박 모
았다가 그 신문 3천장에다 내 전시회 안내장을 인쇄했다.”고 밝히고 있다. 백
남준의 인터뷰는 1993년 8월 26일자 『경향신문』참조. 정헌이는 백남준이 전시
가 열린 1963년보다 3년이나 전의 한국 신문을 첫 개인전의 포스터로 활용한 
것은 1960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민주화 혁명인 4.19를 상기시키는 것이
며, 백남준이 자신의 첫 전시를 한국에서의 학생 혁명과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
했던 것으로 해석했다. 정헌이, 「백남준과 마르셀 뒤샹」, 『백남준의 선물2: 
고르디아스의 매듭 다시 묶기』, 백남준 아트센터 편 (백남준아트센터, 2009), 
unpaged. 

   신원정은 정헌이의 지적을 발전시켜 포스터로 사용된 경향신문의 내용을 분석
했는데, 1960년 4월(이승만 하야)부터 1961년 5월(군사정변)까지의 사건들을 아
우르는 선정지면들의 발행시기는 백남준의 정치적 관심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폐간 조치되는 등 당시 혼란한 
정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향신문을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백남준이 독일 
체류 중에도 고국의 정치, 사회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신원
정, 「전단지와 포스터로 읽어보는 백남준의 부퍼탈 전시」, 앞의 책(2013), 백남
준아트센터 편, pp. 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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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어들도록”하기 위함이거나 카스파리의 라비르적 개념대로 억

압적인 체계들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징적이며 간접적

인 표명이었다. 

   이러한 그의 즉흥성이나 유머, 도발과 같은 행위적 전략들은 씨

어터 암 돔과 같은 극장이나 무대 공간을 넘어 실제 서독 학생운동

에서의 시위 형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노동계급 

시위에서 사용된 행동주의적 기술을 계승하면서도, 백남준, 보이스 

등 당시 독일의 예술가들이 퍼포먼스에서 취하던 극적인 요소와 전

략들을 차용하고 활용했다.258) 마이크 셀(Mike Sell)은 1960년대의 퍼

포먼스가 급진주의자들로 하여금 언어, 경제·정치·사회적 제도들, 

그리고 신체에 대한 발언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행위를 고안하

도록 이끌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1960년대 초 서독에서 벌어진 

예술가들의 행위와 학생 운동에서의 시위 역시 그 정치적 이슈와 

함께 실천의 형식까지도 공유하고 있었다.259)  

   이처럼 마치“68혁명을 예견하는”듯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던 

라인란트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퍼포머였던 백남준은, 《음악의 전시

-전자텔레비전》을 마지막으로 이 투쟁적인 공간을 떠나 다시 일본

으로 향했다. 다시 돌아간 일본에서 그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시

위의 육체적 행동들에 자극을 받아 부상하고 있었던 그룹 하이레드

센터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곧이어 그들의 틈에서 자신의 모

습을 드러냈다.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피아노 포르테를 위

한 연구〉, 그리고 《오리기날레》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로서 은밀히 

사회에 개입하는 “찢고 찢기는 투쟁”260)을 이어갔던 백남준에게, 

258) Martin Papenbrock, “Happening, Fluxus, Performance: Aktionskünste in den 
1960er Jahren,” in 1968: Handbuch zur Kultur und Mediengeschichte der 
Studentenbewegung, eds. Martin Klimke and Joachim Scharloth(Stuttgart: J.B. 
Metzler, 2007), p. 138; Timothy Scott Brown, 앞의 책, p. 199에서 재인용.

259) Mike Sell, Avant-Garde Performance and the Limits of Criticism: Approaching 
the Living Theatre, Happenings/Fluxus, and the Black Arts Movement(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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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에서 발생한 최대의 안보시위의 반역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던 퍼포먼스 그룹에 대한 발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2. 일본 아방가르드 그룹에 대한 태도: 하이레드센터와 구타이

백남준은 1956년부터 1963년까지의 약 7년간의 독일 생활을 마치고 

1963년에 잠시 일본에 귀국해 1년 정도 머물렀다. 그는 1961년부터 

착수한 전자공학 공부를 도와줄 아베 슈야(阿部修也, 1932-)를 만날 

요량으로 일본에 잠시 방문했는데, 1963년 6월 8일자 『요미우리신

문』은 백남준을 “오늘의 얼굴”로 소개하면서 “방일했다기보다

도 6년 만에 돌아왔다고 말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며 그의 방

문을 반겼다(도 43).261) 이 시기에 백남준은 코스기 다케히사(小杉武
久, 1938-)를 통해 히지카타 타츠미(土方巽, 1928-1986)와 하이레드

센터의 멤버들을 소개 받는 등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예술

가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게 되었다.262) 

   백남준은 특히 하이레드센터의 활동을 목격하고는 상당한 관심

을 보였는데, 그는 1964년에 조지 마치우나스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

에“아카세가와 그룹은 아주 훌륭해”라고 적어 보냈다.263) 오노 요

260) Heinz-Klaus Metzger, “Fluxus-Musi-Aktionen: Paiks Musik als Musik,” 앞의 
책(1976), ed. Wulf Herzogenrath, p. 35. 

261) 「今日の顔: 白 南準」, 1963년 6월 8일자 『讀賣新聞』  

262) 백남준은 이듬해인 1964년에 일본 아방가르드 그룹들의 활동 거점 중 하나였
던 소게츠 아트센터(草月アートセンター)에서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심
플〉 등을 공연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 Doryun Chong, 
“Tokyo 1955-1970: a new avant-garde,” in Tokyo, 1955-1970: A New 
Avant-Garde, ed. Doryun Chong(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2012), pp. 
70-73; Alexandra Munroe, “A Box of Smile: Tokyo Fluxus, Conceptual Art, and 
the School of Metaphysics,” 앞의 책(1994), ed. Alexandra Munroe, pp. 
215-256; 黒ダライ児, 앞의 책, pp. 147-150.

263) 백남준, 「조지 마치우나스에게 보낸 편지(1964)」,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
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p. 326-327. 하이레드센터라는 명칭은 발기인이었던 3
명의 아티스트의 머리글자를 영어로 번역해 조합한 것이다.(다카마츠 지로(高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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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小野洋子, 1933-)는 당시 백남준이 하이레드센터의 활동에 감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일본 예술가들 또한 그의 방문에 매우 고무되었

다고 회고했다.264) 백남준은 이후 한 글에서 하이레드센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하이레드센터의 리더) 아카세가와는 일본의 천재 중 한명이다. […] 그

들의 이름은 선동적, 자극적이다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없다. 그들은 단지 ‘명령 복종을 거부하는 이들’이다.265) (밑

줄은 필자 표시)

   백남준이 명령 복종을 거부하는 이들이라고 묘사한 하이레드센

터는 기본적으로 좌익운동의 영향 하에서 등장하고 있던 그룹이었

다.266) 구로다 라이지(黒ダライ児)는 1960년부터 백남준이 일본에 도

착한 1963년까지를 이른바 ‘반예술 퍼포먼스’의 전성기로 정의했

는데, 이 시기에 등장한 하이레드센터, 네오다다 오거나이저, 규슈파 

등의 그룹들은 자신들의 신체 행위를 통해 도시공간과 국가권력에 

개입하는 반체제적 면모를 보이면서도 뚜렷한 정치성은 표방하지 

않는 이른바‘비정치적 반역’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었다.267) 이 같

次郎)[=High], 아카세가와 겐페이(赤瀬川原平)[=Red], 나카니시 나쓰유키(中西夏
之)[=Center]). 후에 제4의 구성원으로 이즈미타쓰(和泉 達)가 가세했고, 몇 가지 
해프닝 때에는 그들 주변에 있던 아티스트와 친구들도 참가했다. 

264) Susanne Rennert, “About Paik, with Paik: A Collage of Conversations Dating 
from 1992 to 2010,”앞의 책, eds. Sook-kyung Lee and Susanne Rennert, p. 
219.

265) Nam June Paik, “To Catch Up or not To Catch Up With the West: Hijikata 
and Hi Red Center,” 앞의 책(1994), ed. Alexandra Munroe, p. 79.

266) 黒ダライ児, 앞의 책, p. 519. 

267) ‘비정치적 반역’이라는 표현은 구로다 라이지가 반예술 퍼포먼스 그룹들을 
정의하면서 사용한 것이다. 그는 반예술 퍼포먼스에 포함되는 예술가들이 현실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점거하고 육체를 전면에 드러내면서 억압적인 미술제도나 검열, 도시계
획, 기존 좌익 정당에 대한 이탈을 추구하는 아나키즘적 태도를 공유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동시대 폭주하는 시위대들의 육체적 직접행동과 공명하는 것이었
다. 위의 책, pp. 511-5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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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배경에는 1960년의 미일 안보조약(The 

U.S.A-Japan Security Treaty)에 대한 시위와 후쿠오카(福岡)현 탄광 

투쟁 등의 정치적 사건들이 결정적이었다(도 44). 1960년을 기점으로 

도쿄를 중심으로 등장한 이들 예술가 집단들의 몸짓은 위와 같은 

시민운동들에서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된 육체의 직접행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독에서 막 도착한 백남준은 시

위대의 육체적 행위들과의 연관 속에서 등장하고 있던 이들의 활동

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며, 곧 하이레드센터의 “최고의 관객”

중 한명이 되었다.268)

   이시코 준조(石子順造)는 하이레드센터가 공공성을 가장해 도시

공간에 개입하면서 사회에서의 예술의 모습 혹은 그 반대를 관찰하

고 검증하려 했다고 평가했는데, 실제 이들은 1962년에 결성되어 해

체되는 1964년까지의 2년간 소규모 해프닝들을 벌이며 도쿄 곳곳에 

출몰하고 있었다.269) 1962년 8월 15일의 〈패전 기념 만찬회〉를 필

두로, 〈야마노테센 사건(山手線事件)〉(1962),〈제5차 믹서계획(第5

次ミクサー計画)〉(1963),〈천엔지폐사건(千円紙幣事件)〉(1964), 〈셸

터플랜〉(1964), 〈수도권 청소정리 운동(首都圏掃除整理運動)〉(1964 

) 등으로 이어지는 퍼포먼스들이 그 예들이었다.270) 

268) 아카세가와 겐페이는 백남준을 하이레드센터의 “최고의 관객”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赤瀬川原平, 「寂しげで冷ややかな浸透力いフィクションとしてのハイ
レッド・センター」, 『東京ミキサー計画: ハイレッド・センター直接行動の記
録』(東京: PARCO出版局, 1984), p. 148. 백남준은 하이레드센터의 멤버들 중에
서도 아카세가와 겐페이와 가장 긴밀한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멤버인 다카마츠 지로(高松次郞)가 백남준을 직접 만난 것은 《셸터플랜》에 참
여했을 때가 유일했다. 高松次郞, 「ナム・ジュン・パイク 讚」, 『美術館ニュー
ス』 380(1984.3), pp. 6-7.    

269) 府中市美術館 編, 『石子順造的世界: 美術発・マンガ経由・キッチュ行』(東京: 
美術出版社, 2011), pp. 261-262. 

270) 〈패전 기념 만찬회〉와 〈야마노테센 사건〉은 엄밀히 말해서 하이레드센터
의 정체성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함께 동경예술대학을 다니고 있던 나카니
시 나츠유키와 다카마츠 지로가 1962년 조직한 것이〈야마노테센 사건〉으로, 
여기에는 이후로도 줄곧 하이레드센터 멤버들과 교류했던 카와니 히로시(川仁
宏)와 이마이즈미 요시히코(今泉省彦)가 참여했다. Mitsuda Yuri, “Traum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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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1월 26일과 27일에 도쿄 긴자의 제국 호텔(帝国ホテル)에

서 결행된 〈셸터플랜〉은 백남준과 오노 요코가 직접 초대되어 참

여한 퍼포먼스였다(도 45). 백남준은 게스트의 자격으로 제국 호텔 

304호로 초대되었으며, 하이레드센터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

은 규칙에 따라 우스꽝스럽고 번거로운 신체검사를 받아야했다. 그

를 포함한 모든 게스트들은 얼굴의 길이와 폭·구강 수분량·신체 

부피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측정 행위를 받은 뒤 전신사진을 촬영

해야 했으며, 검사의 마지막 순서는‘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용 셸터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하이레드센터의 〈셸터플랜〉은 과거 GHQ에 의해 점거 되어 권

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제국호텔을 배경으로 한 것과 전쟁에 대비하

기 위한 개인용 방공호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패전 후 일본의 정치

적 상황과 결부되어 해석되었다. 아카세가와 겐페이는 자신들이 제

작한 셸터에 대해 “(셸터는) 피난소 같은 것으로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원폭 전쟁을 위한 방공호 같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데, 이에 가와데 에리(川出絵里)는 하이레드센터가 셸터를 제작하는 

행위란 패전 후 미·소 양축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구조 속으로 빠

르게 편입되어 가던 일본이 군비보장과 정책적 협조에 있어 온전히 

미국에 의존해 온 데 대한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았

다.271) 

   또한 하야시 미치오(林道郎)는 이 강제적이며 우스꽝스러운 신체

검사의 행위가 1964년을 전후로 열린 인공위성 시대와 그로 인해 

deliverance: Portraits of Avant-Garde Artists in Japan, 1955-1970,” in From 
Postwar to Postmodern: Art in Japan, 1945-1989, ed. Doryun Chong(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2012), p. 169. 〈패전 기념 만찬회〉는 아카세가와 겐
페이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카니시 나츠유키와 다카마츠 지로는 후에 아카세가
와를 통해 그 전말을 전해 들었다. 中西夏之, 「赤瀬川原平」, 『機関』 
14(1987.1), p. 43. 

271) 赤瀬川原平, 앞의 책(1984), p. 128; 川出絵里, 「曖昧さのポリティクス-・シェ
ルタープラン」, 『武藏野美術』 104(1997.5), p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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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활이 감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

했다. 당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던 일본 정부의 기능과 효율위주의 

도시계획은 급속히 이룬 경제발전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정보·사람·물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야

시가 보기에 〈셸터플랜〉에서 사람의 몸을 지도화(mapping) 하는 

것은 인공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정부의 도시계획과 유사하게 겹쳐

지는 것이다.272) 하이레드센터는 이듬해 행한〈수도권 청소정리 운

동〉(1964)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실시된 정부의 공격적인 청소 캠페

인을 흉내 내는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하야시가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의식을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도 46).273) 

   백남준은 하이레드센터를 평가하면서 이들이“정치적 이데올로

기와 관련이 없다”고 묘사했지만, 하이레드센터 멤버들은 철저하게 

예술적 범주 내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일본 정부의 정

책들에 개입하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개개인의 삶

을 모니터링하는 우주시대의 기술과 이에 따른 빅브라더의 검열에 

대한 불안함은 1964년 초 하이레드센터 프로젝트의 중심적인 모티

브였는데, 그러한 불안함이 반영된 이들의〈특보! 통신위성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特報!通信衛星は何者に使われているか)〉(1964)(이하 

〈특보!〉)에 대해서도 백남준은 큰 관심을 표했다(도 47).

   〈특보!〉는 단면으로 제작된 리플렛으로, 일본-미국 간의 위성

방송과 관련된 두 가지 우연한 사건들을 담고 있었다. 하나는 미국

에서 일본으로부터 첫 번째 위성 방송이 있기 전날의 케네디 암살

사건과,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첫 번째 위성방송의 전날

에 발생한 주일대사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ldfather Reischauer, 

272) Michio Hayashi, “Tracing the Graphic in Postwar Japanese Art,” 앞의 책
(2012a), ed. Doryun Chong, p. 103.

273) 赤瀬川原平, 「発掘写真2: 銀座のゾーキン」, 『写真時代』 2(1981.11), 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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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90)의 암살 미수사건이었다. 〈특보!〉에서는 이 두 사건의 

유사성을 예로 들면서, 1964년 4월로 예정된 유럽-일본 사이의 위성

방송 실험 때에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1890-1970)과 같은 유럽의 정치적 리더에 대한 암살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274) 실제 이 세 번째 위성방송 실험 당시 드골 대

통령은 몸에 칼을 대는 간단한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특

보!〉에서의 하이레드센터의 경고는 성공한 것이 되었다. 아카세가

와 겐페이는 당시 어느 누구도 그들의 성공여부는 물론 이 프로젝

트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백남준만이 즉시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회고했다.275)  

   이처럼 백남준은〈셸터플랜〉에 직접 참여하고〈특보!〉에도 큰 

관심을 표했지만, 정작 그가 하이레드센터의 모든 퍼포먼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꼽은 것은〈패전 기념 만찬회〉였다(도 48). 〈패전 

기념 만찬회〉는 1962년 8월 15일에 도쿄의 국립공민관(国立公民館)

에서 개최된 것으로 백남준이 아직 독일에 머무르고 있을 때 행해

진 것이었다. 이 퍼포먼스는 아카세가와 겐페이가 참여하긴 했으나 

사실상 하이레드센터의 정체성을 가진 퍼포먼스는 아니었으며, 평론

가 요시다 요시에(ヨシダ·ヨシエ)의 기획으로 요시무라 마스노부(吉
村益信, 1932-2011), 코스기 다케히사, 토네 야스나오(刀根康尚, 

1935-), 히지카타 타츠미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276) 

   〈패전기념만찬회〉는‘패전을 기념하여’라고 적힌 만찬권(晩餐
券)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뒤, 막상 초대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전시

장에 방문하면 예술가들이 식사하는 모습만을 지켜보도록 하는 것

274) Michio Hayashi, “Tracing the Graphic in Postwar Japanese Art,” 앞의 책
(2012a), ed. Doryun Chong, p. 102. 

275) 赤瀬川原平, 「発掘写真5: 宇宙の罐詰」, 『写真時代』(1982.5), p. 126.

276) 아카세가와 겐페이에 따르면 명목상 요시다 요시에가 기획한 것은 맞지만 요
시다에게도 특별한 지침이나 컨셉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赤瀨川原平, 『反芸術
アンパン(いまやアクションあるのみ!: 「読売アンデパンダン」という現象』(東京: 
筑摩書房, 1985),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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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적인 설정이었다. 이들은 모두 묵묵히 식사를 한 뒤 서로 다

른 행위들을 펼쳤는데, 요시무라는 입이 피로 빨갛게 될 때까지 양

치질을 계속하고, 히지카타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소리를 배경음

악으로 해 전라로 춤을 추고, 토네는 피아노 위에 지우개 같은 것을 

떨어트리는 우연작동법의 실험을 하고, 코스기는 몸으로 실을 말아

서 〈아니마1(Anima1)〉의 연주를 하기도 했다. 카자쿠라 쇼(風倉匠, 

1936-2007)는 마네킹의 얼굴을 쓰고 등장해 의자에서 떨어지는 해프

닝을 행했는데, 아카세가와는 카자쿠라의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서 

그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것을 돕고 있었다.277) 백남준은〈패전 기념 

만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그들(하이레드센터)의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차 대전의 종

결을 축하하는 저녁파티를 주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히

로시마/나가사키 데이에 큰 언론 이벤트를 연다.(그들은 희생자의식이 

명확하다.) 하지만 펄 하버 데이나 VJ데이(한국인들은 이를 liberation 

day라고 칭함)에 그들은 다소 조용하다. 아마 그들은 전쟁 종식의 날

이라 할 것이다. 하이레드센터는 이와 같은 위선에 저항한다. 왜 우리

는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가? ‘전쟁 패배의 날’이라고(왜 말하

지 않는가)?278) (밑줄은 필자 표시)

   이 글에서 백남준은 히지카타, 아카세가와, 카자쿠라, 코스기 등

이 펼친 행위들의 내용이나 형식보다도, 이 이벤트가 ‘패전’이라

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데 가장 주목하고 있다. 해방 직후 한국의 

『매일신보』에서부터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았던 패전이라는 단어

는 실제 미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포옹이 이루어진 1950년대부터 

277) 〈패전기념만찬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들을 참조. 札 二刀 外 5
人, 「座談会: 直接行動の兆 Ⅱ」, 『形象』 8(1963.3), pp. 1-18; 赤瀬川原平·菊
畑茂久馬, 「対談: あいまいな海の上」, 『機関』 14(1987), pp. 19-20. 

278) Nam June Paik, “To Catch Up or not To Catch Up With the West: Hijikata 
and Hi Red Center,” 앞의 책(1994), ed. Alexandra Munroe,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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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일본 내에서 더욱 철저하게 금기시되어 가고 있었다.279) 

〈패전기념만찬회〉에서 벌어진 예술가들의 행위들은 특별히 선동

적이거나 직접적인 정치적 임무를 띠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남준은 경제적 재건과 함께 곧 올림픽을 앞둔 

1960년대 초의 도쿄 한복판에서 패전의 사실을 들추고 강조하는 이 

퍼포먼스가 명백히 위선에 저항하고 있는 행위인 것으로 보았다. 하

이레드센터에 대한 백남준의 정의를 따르자면, 즉 이들의 모호한 행

위들은 마치“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없는”것처럼 보이면서

도 2차 대전의 전범국이라는 데 대한 반성 대신 ‘종전’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며 내보이는 정부의 위선에 저항하며 그에 대한“명령 

복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백남준이 하이레드센터의 행위들 

속에서 발견한 것은 그들의 이러한 반역성으로, 서독에서부터 스즈

키의 선이 품는 위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에게〈패전기념만찬

회〉는 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행위들 속에 정치적 발언들을 

숨기고 있던 하이레드센터의 행보와 문제의식에 지지를 표하던 백

남준은 그가 도쿄대 재학 시절 목격했을 구타이 그룹에 대한 관심

을 드러내기도 했다. 백남준은 귀국 후 『음악예술』에서 기획한 대

담회에 참여해 자신의 액션뮤직과 플럭서스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학자 구리다 이사무(栗田勇, 1929-), 작곡가 이치야나기 토시

(一柳慧, 1933-)와 타카하시 유지(高橋悠治, 1938-), 모로이 마코토(諸
井誠, 1930-2013), 시인이자 평론가인 소 사콘(宗左近, 1919-2006)과 

함께 일본 예술계에 대해 토론했다.280) 백남준은 이 대담 도중 “플

럭서스, 액션음악, 해프닝, 이벤트의 발상지는 일본이 아닌가” 하면

서 먼저 구타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그는 라 몬테 

279) 다카하시 히데토시, 「야스쿠니와 히로시마」, 『기억과 전쟁』, 전진성·이재
원 편(휴머니스트, 2009), pp. 277-300. 

280) 諸井 誠, 앞의 글, pp. 38-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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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조지 브레히트 등 뉴욕의 플럭서스 멤버들이 일찍부터 구타이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구타이의 초기 실험들

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었다.281) 그러나 대담이 열린 1963년경

에는 무라카미 사부로, 카나야마 아키라, 다나카 아츠코 등 대부분

의 구타이 멤버들이 모두 초기의 종이 찢기, 진흙 퍼포먼스, 음향 

실험과 같은 작업으로부터 물감의 마티에르(matière)를 강조하고 드

리핑 기법을 이용하는 회화작업으로 돌아선 상태였다. 1955년에 도

쿄에 등장했던 구타이의 그로테스크하고 실험적인 행위들은 기본적

으로 철저하게 회화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1957년에 유럽의 

앵포르멜(Informel) 미학을 전도하기 위해 방일(訪日)한 미셀 타피에

(Michel Tapie, 1909-1987)와 접촉한 이후에는 완전히 회화 일변도로 

돌아섰다.282) 

   이치야나기 토시와 소 사콘은 구타이에 대해 묻는 백남준에게 

구타이는 이미 초기의 “전위적인 것”은 하지 않고 모두 회화로 

돌아섰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소 사콘은 구타이가 쉽게 회화로 돌아

서 버린 것은 플럭서스와 달리 사회와 예술에 대한 통렬한 비평의

식과 논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혹평하기까지 했다. 구타이의 작

업 방식의 변화와 평론가들의 대답을 들은 백남준은 변화한 구타이

의 행보를 두고“보수적으로 되었다.”고 평가했다.283)

281) 위의 글, p. 43. 구타이는 1958년에 뉴욕 마사잭슨갤러리(Martha Jackson 
Gallery)에서 소개되었으며, 도어 애쉬튼(Dore Ashton)이 같은 해 10월 25일자 
『뉴욕타임스』에 “Art: Japan’s Gutai Group”의 제목으로 구타이에 대한 소
식을 실었다. 앨런 카프로는 구타이를 1959년에 친구인 알프레드 레슬리(Alfred 
Leslie)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유디트 로젠벡(Judith Rodenbeck)은 
1957년 함께 뉴스쿨에서 수업을 들었던 이치야나기 토시로부터 들었을 가능성
을 제기하기도 했다. Judith Rodenbeck, “Communication Malfunction: 
Happenings and Gutai,” in Gutai: Splendid Playground, eds. Ming Tiampo and 
Alexandra Munroe(New York: Guggenheim, 2013), p. 267.

282) 이에 대해 이브 알랭 브아(Yve-Alain Bois)는 이 붕괴의 주요한 원인이 강조점
의 이동, 즉 미셀 타피에가 구타이 작가들에게 앵포르멜 미술이 그들에게 강점
이 되리라 설득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Hal Foster et al., 앞의 책, p. 374.

283) 諸井 誠, 앞의 글, pp. 43-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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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준은 이 대담에서 구타이를 보수적이라고 언급한 이후 구타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 없이 말을 아꼈다. 반면 백남준의 최

측근이었던 케이지는 백남준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한 이후 

구타이에게 상당한 관심을 드러냈다. 구타이의 멤버인 시라가 카즈

오의 기록에 따르면, 케이지는 〈괜찮아, 달은 지지 않아-구타이 미

술과 모리타시류 모던댄스(だいじょうぶ月は落ちない-具体美術と森
田モダンダンス)〉(1962)를 감상한 뒤 구타이를 직접 찾아와 격찬했

으며, 오사카(大阪)에 마련되어있던 구타이의 전시장 피나코테카(ピ

ナコテカ)에도 여러 번 찾아왔다(도 49).284) 앨런 카프로 역시 저서 

『아상블라쥬, 환경, 그리고 해프닝(Assemblage, Environments, and 

Happenings)』(1966)을 통해 구타이를 해프닝의 선구로 지목하고 있

었는데, 그가 이후 백남준에게 자신의 아방가르드 센터에 초대할 일

본 예술가들을 추천해 줄 것을 부탁했을 때에도 백남준은 구타이가 

아닌 아카세가와 겐페이, 히지카타 타츠미, 이치야나기 토시, 코스기 

다케히사를 추천했다.285) 

   일본의 구타이에 상당한 관심을 표출했던 케이지, 카프로와 같은 

미국 예술가들과 대비되는 백남준의 상대적인 무관심은 일본 예술

가들에 대한 백남준의 시선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지

향했던 바를 해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구타이 

그룹이 예술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역류하고 있었을 뿐 아

284) 당시 구타이 피나코테카에는 케이지 뿐 아니라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머스 커닝엄
(Merce Cunningham, 1919-2009),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 1930-2003),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 1926-1990) 등 예술계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었다. 白髪一雄, 
「冒險の記録(6完): エピソードでつづる具体グループの12年」, 『美術手帖』 
291(1967.12), pp. 140-148. 

285) Nam June Paik, “To Catch Up or not To Catch Up With the West: Hijikata 
and Hi Red Center,”앞의 책(1994), ed. Alexandra Munroe, p. 79. 백남준은 카
프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카세가와 겐페이를 매우 ‘오리지널한 해프닝 맨
(very original Happening man)’으로 정의했다. Nam June Paik, “Center for 
experimental arts,” 앞의 책(1976), ed. Wulf Herzogenrath,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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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기본적으로 지극히 비정치적인 그룹이었었던 점은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다. 

   구로다 라이지는 구타이의 비정치성에 대해 분석하면서, 그 원인

을 멤버들과 리더 요시하라 지로 사이의 관계에서 찾았다. 그는 경

제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구타이를 홍보하고 이끌었던 요시하라의 

취향(好み)이란 궁극적으로 고상한 조형성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 아래 모여 있던 구타이의 멤버들이 사실상〈진흙에 도전

하다〉와 같은 그로테스크한 행위들을 발전시키기는 어려웠다고 지

적했다. 요시하라의 이와 같은 막대한 영향력은 결과적으로 작가의 

단독행동이나 타 그룹 작가들과의 연합, 전시관을 넘어선 도시와 거

리로의 진출을 필요로 하지 않게끔 만들었는데, 구로다는 이러한 이

유로 인해 구타이가 동시대 일본의 반체제·반전 운동 등 정치적 

사건들에서도 완전히 유리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286) 

   실제 요시하라가 구타이를 두고‘다다’를 인용하거나 무라카미

가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히 모더니즘적 미학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다소 이상주의적이며 우-편향적인 정치적 모델에 기반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것이 불가피 했다.287) 구타이는 결성 7년

만인 1962년에 전용 전시관인 피나코테카를 개설하고 평면 회화의 

범주 안으로 완전히 돌아섰으며 안보투쟁의 직접행동에도 거의 영

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구타이의 철저한 비정치성은 하이레

드센터와 같은 반예술 퍼포먼스 그룹들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지

점이었다.288) 

286) 黒ダライ児, 앞의 책, pp. 110-114. 

287) Joan Kee, “Situating a Singular Kind of ‘Action’: Early Gutai Painting, 
1954-1957,” Oxford Art Journal 26, no. 2(2003), p. 124. 하리우 이치로(針生一
郎)는 이미 당대부터 구타이가 저항하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針生一郎, 「新人はどこにいる: 時評的美術論」, 『みづゑ』 634(1958.4), 
pp. 67-74. 

288) 히코사카 나오요시(彦坂尙嘉)는 구타이의 이 같은 역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
석했다.“구타이의 활동기간과 자민당의 헤게모니 하에서 패전 후 민주주의가 
확고히 설립되고 있었던 시기와 기묘하게 대응하고 있다. […] 구타이미술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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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포옹을 상징하는 케이지

의 넥타이를 잘라냈던 백남준은 55년체제를 기점으로 일본의 전위

를 상징하며 등장한 구타이 그룹의 다소 안온하고 보수적인 행위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백남준은 반예술 퍼포먼스 그룹들이 공유하

던 문제의식들과 완전히 격리되어버린 구타이 보다는 패전이라는 

단어의 은폐와 빅브라더의 검열 등에 대한 정치적 문제의식을 분명

히 내포하고 있던 하이레드센터의 직접행동에 더욱 이끌리고 있던 

것이다.289) 백남준의 액션뮤직들이 서독 좌익 학생들의 정치적 이슈

나 시위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듯이, 안보투쟁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부상한 하이레드센터의 행위는 그에게 더욱 주목할 만한 것

이었다. 특히 우스꽝스럽고 충동적으로 보이는 행위들의 이면에 치

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지향성을 감추고 있는 하이레드센터의 퍼포

먼스들은 백남준이 독일시기에 구사했던 액션뮤직의 전략과도 공명

하는 요소들이 있었다. 

활동은 패전 후 일본 민주주의의 안정과 미국의 문화적-군사적인 아시아 침략
이라는 두 가지 면을 지닌 동전의 양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彦坂尙
喜, 「閉じられた円環の彼方は: ＜具体>の軌跡から何を」, 『美術手帖』 
370(1973.8), p. 74. 

289) 아카세가와 겐페이가 천엔 지폐를 단면 인쇄해 전시회 전단으로 배포해 ‘통
화모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천엔지폐사건〉은 특히 국가 권력의 법체계
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었다. 高島直之, 「赤瀬川原平と60年代美術」, 『機
関』 14(1987.1), p. 49. 아카세가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들의 생활의 일상성의 구석구석에 숨어들어가 있는 것이며, 거기에는 국
가라고 하는 기구의 첨단을 담당하는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유
지하려고 환상으로서의 가치가 가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赤瀬川原平, 「千円
札裁判」, 『自由の狩人たち: 反逆と革命』, 秋山清 編(東京: 三一書房, 1967), p. 
80. 



108

Ⅳ. 전쟁의 기억: 백남준의 독일시기 퍼포먼스와 텔레비전

나는 지금도,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이중, 그리고 삼중, 그

리고 1000중 스파이일걸세. […] 내가 이중 스파이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는 예술가로서 모든 정치적 

행태에 반대하기 때문일세. 만일 플럭서스 내부에서 정치가들 사이의 

권력투쟁 같은 것이 일어난다면, 내 예술은 존재 이유가 없어질거야. 

[…] 290) (밑줄은 필자 표시)

   일본에서 하이레드센터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을 당시, 백남준은 

플럭서스의 리더 마치우나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담긴 편지를 보

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술가로서 “모든 정치적 행태에 반대”한다

고 단호히 밝히고 있으며, 플럭서스 예술가들 사이의 권력투쟁이 발

생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백남준의 언

급은 그가 일본에 돌아오기 이전부터 마치우나스와 빚었던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그는 다음의 편지에서도 플럭서스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출하고 있다. 

 

나는 무엇보다도 미리 정해놓은 모든 중앙집권화에 반대한다네. 이 점

에서 나는 한 번도 자네와 의견이 일치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지난번 

내가 편지에서 언급한 문제에 관해서도 내 입장은 확고하다네.291) (밑

줄은 필자 표시)

   백남준의 독일시기 작품들은 결코 탈-정치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정불변하며 단일한 이데올로기적 입장

290) 백남준, 「조지 마치우나스에게 보내는 편지(1964)」,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
립스·이르멜린 리비어 편, pp. 328-329.

291) 위의 글, 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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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수하거나 이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예술가로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게임”

처럼 임하기를 결심했던 그의 이러한 입장은 실제 마치우나스와의 

노선적 갈등을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 

   마치우나스는 뉴욕의 AG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미국에서의 플럭서

스 초기 활동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1961년의 유럽방문을 계기로 서

독 예술계에서 벌어지고 있던 전위적 실험들을 직접 접하게 되었다. 

그는 백남준을 통해 스톡하우젠, 바우어마이스터, 포스텔 등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소개받았으며, 이듬해인 1962년에는

《플럭서스 국제 신 음악회(Fluxus Internationale Festspiele 

Neuester Musik)》를 개최함으로써 마침내 플럭서스적 이상에 공감

하는 미국과 유럽의 예술가들이 집결하게 되었다.292) 플럭서스 예술

가들의 예술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마르크시스트적 가치들을 전위

(transposition)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들은 예술품이 소수 

집단의 사람들만 향유하는 독특하고 비범한 것이라는 이해를 거부

하면서 플럭서스를 “고급 예술”에 대한 반대항을 추구하는 그룹

으로 정의하고 있었다.293) 특히 마치우나스는 플럭서스 예술가로서 

반-개인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집단적인 생산을 도모할 것을 강조

했으며, 백남준 역시 이와 같은 마치우나스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

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치우나스의 이상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산주

의적 정당 정치와 유사한 형태의 예술적 공동체를 염두에 두는 것

으로까지 발전했다. 마치우나스는 공산주의에 대한 무한한 공감을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표출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플럭서스의 본부

292) Owen Smith, “Fluxus: A Brief History and Other Fictions,” 앞의 책, ed. 
Janet Jenkins, pp. 25-27. 

293) 플럭서스를 고급예술의 반대항이 되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마치우나스의 정의
이다. Jürgen Becker and Wolf Vostell, 앞의 책,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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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비에트 연방(USSR)에 세우려는 구체적인 야심까지도 지니고 있

었다. 마치우나스의 이 같은 유토피아적 입장은 헨리 플린트(Henry 

Flynt, 1940-)를 제외한 다른 플럭서스 멤버들에게는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 백남준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였다.294) 그는 플럭서스

의 엘리트주의적 모더니스트 미학에의 거부·협업·인터내셔널리즘

적인 측면들을 높이 사고 있었으면서도 이 그룹을 마르크시스트적 

공동체로 이끌고 가려는 마치우나스의 행보에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었다.295)

   예술가들 간의 이러한 의견대립은 플럭서스의 퍼포먼스가 조직

적이며 공격적인 선동 행위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극도로 

양극화된 논쟁을 낳았다. 마치우나스는 에밋 윌리엄스에게 보낸 

1963년의 편지를 통해 조지 브레히트, 라 몬테 영, 잭슨 맥로우, 다

니엘 스포에리를 “정치에 관심이 없으며(a-political) 나이브한 아나

키스트들”이라고 비판했다.296) 또한 그는 1965년에 플럭서스의 구

성원을 네 가지 부류로 분류하면서, 백남준을 두고서는 “플럭서스 

창립 이래 활동했으나 비-집단적 태도와 프리마돈나 컴플렉스, 기회

주의, 경쟁심으로 인해 그 이후로 멀어져간 인물들”중 한명으로 규

정하고 플럭서스 내부의 불화를 암시하고 있었다.297) 

294) 헨리 플린트가 플럭서스에 가담한 것은 예술적 친연성 때문이라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였다. 위의 책, p. 121.

295) 백남준이 플럭서스 멤버들과 공유하고 있던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글을 참조. Cuauhtémoc Medina, “Architecture and Efficency: George Maciunas 
and the Economy of Art,” RES: Anthropology and Aesthetics 45(Spring, 2004), 
p. 284; Sook-Kyung Lee, “Videa ‘n’ Videology Open Communication,” 앞의 
책, eds. Sook-Kyung Lee and Susanne Rennert, pp. 30-33. 

296)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enry Martin, Part One: Never Change 
anything. Let changes fall in. Part Two, Never say never. A conversation with 
George Brecht(Bologna: Exit Edizioni, 1979), pp. 36-37; Emmett Williams, My 
Life in Flux: and Vice Versa(London;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2), 
pp. 167-169. 

297) George Maciuans, “Fluxus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Relationship to 
Avant-Garde Movement),” in Fluxus Etc., eds. Gilbert B. Silverman and Lila 
Silverman(Bloomfield Hills, Mich.: Art Museum, 1981),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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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 로스와 진행한 백남준의 인터뷰에는 그가 경험했던 이러

한 정치적 노선 갈등들에 대한 심경이 우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부분을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1945-1949년부터 공산주의를 믿었다. 하지만 북한이 1950년 쳐

들어오면서 내 모든 환상은 사라졌다. 그러나 1950-1989년 사이에, 서

구 지식인들은 너무나 막시스트였기 때문에, 나는 나의 반-공산주의적 

감정을 숨겨야만했다. 나는 서구 아방가르드 서클의 막시즘을 지지하

는 게임을 해야했다. 나는 이중으로 반감을 품었고, 이중으로 시니컬했

다.298) (밑줄은 필자 표시)

   백남준은 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이미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

국 전쟁의 발발과 함께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잃었으며, 따라서 

서구 아방가르드 서클의 “너무나 마르크시스트”적인 태도에 반감

과 냉소를 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Ⅱ장 1절에서 서술했듯이, 

일제에 협조했던 아버지를 통해 전쟁의 현장을 손쉽게 탈출해버린 

데 대한 그의 부채의식과 정체성적 갈등은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상이 좌절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즉 백남준이 마치우나스와 

달리 조직화된 마르크시스트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경

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던 것은 그가 한국과 일본을 거치며 경험

했던 정치적 경험이나 갈등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

서 그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독일에서 시작한“게임”이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 행동을 거부하면서도 지난 전쟁

의 기억과 냉전기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지 않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백남준이 택한 정치성의 전략은 노골적인 당파성을 지니거

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맹신하지 않는 대신 예술과 정치적 발언 사

298) David A. Ross, “A Conversation with Nam June Paik,”앞의 책, eds. Toni 
Stooss and Thomas Kellein,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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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교히 결합시키는 것이었는데, 전위적 예술가들의 집결지이자 

패전국이었던 서독은 그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합한 공간이었

다. 클라우디아 머쉬는 1955년 이후 독일의 퍼포먼스 예술가들이 전

쟁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을 어떻게 복원했는지에 대해 분석하면서, 

케이지의 유산을 정치적 문맥에서 재작업하고 있던 최초의 퍼포머

로 백남준을 지목했다. 머쉬는 케이지의 음악적인 실험들이 포스텔

이나 보이스와 같은 독일 기반 예술가들의 작품들에서는 어떻게 상

이한 방식들로 변용되고 있는지를 다루었는데, 그중에서도 백남준의 

퍼포먼스는 재건기 독일인들의 이슈들을 성공적으로서 다룸으로써 

케이지의 실험들을 비판적으로 타고 넘었다고 평가했다.299)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 

〈심플〉로 이어지는 그의 액션뮤직 작품들은 표면적으로는 케이지

라면 결코 몰고 가지 않을 방법을 통해 케이지의 유산을 극단적인 

액션의 영역으로 한 번 더 확장하려는 미학적 실험이었다.300) 그러

나 백남준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 “카타르시스”, “해

소”, “불안의 종식”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듯이, 그의 실험들의 

이면에는 억압되거나 왜곡된 상태를 되돌려 놓고 새로운 의식의 상

태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301) 이를 위해 백남준의 

퍼포먼스에서는 파괴, 전복, 도발과 같은 행위적 전략이 여러 작품

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신화화된 독일의 경제기적, 『빌

트지』의 보도행태, 슈피겔 사건, 쿠바 미사일 위기 등 1960년대 초 

독일과 그 주변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구체적인 정치적 사안들이 종

299) Claudia Mesch, 앞의 논문, pp. 14-23. 

300) 사이먼 쇼-밀러(Simon Shaw-Miller), 「음악의 전시: 백남준, 마르셀 뒤샹, 그 
음악적 생각과 오브제들」, 앞의 책(2013), 백남준아트센터 편, p. 131. 

301) 바우어마이스터는 1986년 4월30일에 있었던 가브리엘레 루엑(Gabriele Lueg)과
의 대화에서 당시 백남준 작품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
다. “백남준은 새로운 오브젝트, 혹은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전혀 관
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에게 단지 부수적인 사항들이었을 뿐이며, 다만 
새로운 ‘의식의 상태’를 창출하는 일만이 중요했습니다.” Wulf Herzogenrath 
and Gabriele Lueg eds., 앞의 책(1986),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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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결합되고 뒤섞여 나타났다. 독일시기 백남준의 퍼포먼스들이 이

처럼 사회비평적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들은 케이지의 작곡원리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이지는 줄곧 무자비한 액션을 사용하던 

백남준을 음악가라기보다 퍼포먼스 예술가인 것으로 정의했고, “뛰

어난 퍼포먼스 예술가인 백남준”의 관심사는“작품을 통해 관람자

들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302) 이처럼 

미학적 실험에 있어 전위성과 정치성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

분한 것으로서 결합시키는 백남준의 퍼포먼스 전략은 그가 액션뮤

직을 떠나 1963년의 《음악의 전시》으로서 공식적으로 시작한 텔

레비전 작업들에서도 이어진 전략이었다.

   백남준의 개인전 《음악의 전시》는 텔레비전이 가진 예술적 잠

재력이 최초로 구현된 사례였다. 전시를 위해 이용된 총 13대의 텔

레비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작된 채 전시되어 고유의 시각적 

파동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백남준의 실험은 칼 오

토 괴츠(Karl Otto Götz, 1914-)의 영향으로부터 촉발된 것이었다(도 

50).303) 백남준은 《음악의 전시》의 전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

혔다.

주지하다시피 칼 오토 괴츠 교수는 오래전부터 키네틱 회화와 전파 텔

레비전 프로그래밍에 대한 책을 출간해왔다. 내가 TV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근본적으로 괴츠 교수 덕분이다. 괴츠가 한 말: ‘[…] 하지만 

(tv)이미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그 상태로 고정시킬 수도 없다

는 것이었다.’ 고정이라고! 그 말이 내 뇌리를 스쳤다. 그렇지, 그것이 

비결정성을 탐색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임에 틀림없어.(오늘날 윤리학과 

302) John Cage, “On the Work of Nam June Paik,” 앞의 책, eds. Toni Stooss 
and Thomas Kellein, p. 22. 

303) 괴츠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다음을 참조. Christine Mehring, “Television 
Art’s Abstract Starts: Europe circa 1944-1969,” October 125(Summer, 2009), 
pp.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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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이 당면하고 있는 중심 사안이 바로 그것이다. 물리학과 경제학의 

경우도 그렇다. 최근 에르하르트와 할슈타인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을 

보라.) 내가 tv를 가지고 벌인 실험들의 기본 컨셉은 바로 이것이

다.304) (밑줄은 필자 표시)

   백남준은 이 글에서 자신의 텔레비전 실험이 괴츠가 책 속에서 

언급한 고정이라는 단어로부터 착상을 얻은 것이며, 텔레비전을 통

해 비결정성을 탐색하는 것이 이 전시의 기본적인 개념이었다고 밝

히고 있다. 그는「실험 TV 전시회의 후주곡」(1963)에서도 “비결정

성과 가변성이 지난 10년 동안 음악에서는 중점과제였지만 시각 예

술에서는 매우 저개발된 매개변수”였다고 밝히면서, 《음악의 전

시》의 텔레비전들은 시각예술에서의 비결정성과 가변성을 실험하

기 위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305) 

   백남준이 텔레비전 연구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의《오

리기날레》를 끝낸 직후부터로, 1960년대 초 서독에는 이미 상당수

의 텔레비전이 일반 가정에 보급된 상태였다.306) 전시장의 모든 텔

레비전은 제1 공영방송(ARD)에 맞춰져 있었는데, 당시 TV의 방영시

간이 일반적으로 오후 다섯 시부터 자정까지임을 고려하여《음악의 

304) 백남준,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전》의 서문」, 앞의 책(2013), 백남준아트
센터 편, pp. 20-22. 

305) 백남준, 「실험TV 전시회의 후주곡(1963)」, 앞의 책, 에디트 데커-필립스·이
르멜린 리비어 편, pp. 345-357. 당시 이 전시를 관람했던 비평가들 중 존 앤소
니 스웨이츠(John Anthony Thwaits)와 지크프리트 본크(Siegfried Bonk)의 신문 
리뷰들에서는 백남준을 “Götzian”이라고 묘사하거나, 이 실험들을 “텔레비전 
프로그램 기획자들이나 실천가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음악의 공간화, 추상적인 
스크린의 비결정성” 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Christine Mehring, 앞의 논문, p. 
47; Lutz P. Koepnick, “Fluxus Television,” in Framing Attention: Windows on 
Modern German Culture(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7), p. 
205. 

306) 1954년에 서독의 첫 번째 방송채널인 제1공영방송(ARD)이 개국된 이후 1963
년 4월에는 ARD를 보완하는 두 번째 채널인 제2공영방송(ZDF)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으며, 1963년에는 약 70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
다. Wulf Kansteiner, In Pursuit of German Memory: History, Television, and 
Politics after Auschwitz(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2006), pp. 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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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의 입장시간도 늦은 오후로 맞추어져 있었다. 전시장 내부에

는 바닥을 보고 누운〈렘브란트 오토매틱(Rembrandt Automatic)〉

(도 51), 하얀 수직선이 검은 스크린을 가로지르는〈TV를 위한 선〉

(도 32), 외부입력장치들과 연결되어 있는〈쿠바 TV〉(도 40)와〈한 

점 TV(One Point TV)〉등이 어지러이 놓여있었고, 전시장에 입장한 

관객들은 난잡하게 설치된 텔레비전 사이를 자유로이 오가면서 텔

레비전에 연결된 마이크나 스위치 등을 통해 송출되는 화면을 자유

로이 변형시켜 볼 수 있었다.307) 

   이러한 텔레비전들을 통해 백남준이 실험한 비결정성이란, 두 가

지 요소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방송국이 송출하는 

화면을 즉흥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통해 텔레비전 자체가 지닌 날

것 그대로의 전자적 속성을 드러내고 그 예술적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엇을 볼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텔레

비전의 이미‘결정된’송출 시스템에 대해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방

해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텔레비전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

는 것이다.308) 

    이미 일본에서부터 미군정에 의한 텔레비전의 검열을 목도했던 

백남준에게 텔레비전은 시각적인 비결정성의 탐구를 위한 탁월한 

매체이자 “일-방향적(one-way) 정보전달 방식”을 지닌 “현대사

회의 독재자”, 혹은 “반-민주주의의 상징”이었는데, 실제 독일 

내에서 텔레비전을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간주하기 시작한 것도 2

차 대전기 나치에 의해서였다.309) 나치의 선전성(宣傳省) 장관이었던 

괴벨스는 텔레비전이 훌륭한 정치적 선전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일찍

부터 간파하고 있었는데, 그의 텔레비전 연구와 개발에 대한 적극적

307) Tomas Schmit, “Exposition of Music,” 앞의 책, ed. Susanne Neuburger, pp. 
124-134. 

308) Christine Mehring, 앞의 논문, pp. 47-48.

309) 백남준의 텔레비전에 대한 발언은 다음을 참조. 김용옥, 『石濤畵論: 스타오 
그림 이야기』, 통나무, 1992,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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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후원에 힘입어 당시 독일 내 텔레비전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

하게 되었다. 선전성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텔레비전의 개발은 

특히 나치독일의 기술적 우월성을 홍보하고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이에 따라 텔레비전을 보는 관람자가 스크린을

‘수동적’으로 응시하고 투사된 이미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연구의 방점을 두었다.310) 

   백남준이 《음악의 전시》를 개최한 1960년대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나치의 언론통제와 텔레비전 연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

았다. 특히 텔레비전을 사상주입과 세뇌의 도구로서 간주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당시의 텔레비전 방송은 시청자들에 대한 교육적인 책

임이 크게 강조되고 있었다. 일례로 제2 공영방송 ZDF는 개국 해인 

1963년부터 다소 간접적으로나마 친-유대주의적인 이야기와 홀로코

스트를 다룬 프로그램들을 편성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과거 청

산의 임무를 띤 윤리적인 텔레비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311)   

   루츠 쾨프닉(Lutz Koepnick)은 1960년대 초 서독의 공영방송국이

나 영화계에서 나치독일의 미디어 활용 방식을 청산하려했던 이와 

같은 노력들이, 《음악의 전시》에서 시도된 백남준의 텔레비전 실

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312) 쾨프닉은 백남준이 무질서한 

공간 속에 텔레비전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관객들이 텔레비전 앞에 

머무르지 않을 자유까지 획득하게 했다고 분석하면서, 이로써 서독

의 방송국이나 영화계가 기본적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을 것을 

가정한 것으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간 자유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했

310) William Uricchio, “Television as History: Representations of German 
Television Broadcasting, 1935-1944,” in Framing the Past: The Historiography 
of German Cinema and Television, eds. Bruce A. Murray and Christopher J. 
Wickham(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92), pp. 172-173. 

311) Wulf Kansteiner, 앞의 책, p. 110. 

312) 루츠 쾨프닉의 백남준에 대한 글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참조. Lutz P. 
Koepnick, 앞의 책, pp. 200-239; 루츠 쾨프닉(Lutz Koepnick), 「실험 텔레비전, 
그 후 50년: 백남준과 오늘날의 스크린-기반 설치 미술」, 앞의 책(2013), 백남준
아트센터 편, pp. 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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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백남준은 1964년의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음악의 

전시》에서 관객들에게 준‘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존 케이지에 영향 받은 것이 컸다고 하지만, 케이지가 주장하

는 우연성의 경우 작곡가와 연구가에는 그 자유가 주어져 있어도 청중

에게는 그것을 들을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 그래서 20개의 방

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 《음악의 전시》를 하고 청중의 

자유도 획득하게 했다.313)

   백남준의 텔레비전 실험은 1차적으로는 괴츠와 케이지의 비결정

성에 대한 시각적인 탐구이면서도, 동시에 반-민주적이고 독재를 연

상시키는 텔레비전의 일-방향적 체계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내포

하고 있었다.314) 이는 독일인 관객들에게 텔레비전을 조작할 자유를 

쥐어주거나 혹은 아예 보지 않을 자유까지도 획득하게 함으로써, 수

동적인 자세로 독재자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던 전쟁기의 기억으

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텔레비전을 이용한 백남준의 이

와 같은 전략은 파괴를 재현하는 것을 통해 실제로 일어났던 파괴

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해소하고자 했던 퍼포먼스 작품들과 상통하

는 것이기도 했다. 

   앨런 카프로는 백남준이 텔레비전의 정상적 경로를 파괴한 것이 

그 이전의 액션뮤직에서의 테러리스트적 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본 

313) 「今日の顔: 白 南準」, 1963년 6월 8일자 『讀賣新聞』 
314) 《음악의 전시》 전시장 내에는 마릴린 먼로(Marilyn Munroe)의 사망 기사들

을 전시한 공간〈20세기의 기억〉(도 52)도 존재했는데, 불프 헤르조겐라트는 이 
작품의 제목이 ‘마릴린 먼로의 기념물’이 아니라 ‘20세기의 기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디어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력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았다. 백남
준아트센터 편, 앞의 책(2012b), pp. 43-44. 디터 론테(Dieter Ronte) 또한 이러한 
백남준의 접근을 앤디워홀의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미디어 문화의 이면을 탐구
한 것이라고 말했다. Dieter Ronte, “Nam June Paik’s Early Works in 
Vienna,” in Nam June Paik, ed. John G. Hanhardt(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82),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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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는데, 예술적 실험이면서도 폭력과 검열 등 전쟁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비평적 자세를 유지하는 태도는 초기의 퍼포먼스 작업

들로부터 《음악의 전시》의 텔레비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전략이었

다.315)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도 지극히 반체제적인 퍼포먼스들을 행하고 있던 하이레드센터의 

아카세가와는 이러한 백남준을 두고‘위험한 요구르트’에 비유했

다.

요구르트는 건강식품인데도, 그것은 전체가 썩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

까 속에는 병이 잔뜩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는데, 나는 백남준이라고 

하면 바로 그 요구르트 상태를 생각한다. 백남준이란 현대 인류의 질

병을 전부 모아서 가득 채운 수조의 맨 위 수면 위에 그 표면장력으로 

겨우 지탱하고 떠 있는 반역정신이다.316) (밑줄은 필자 표시)

   

   《음악의 전시》를 마치고 일본으로 갔던 백남준이 하이레드센

터의 활동들에 깊은 공감을 표했듯이, 아카세가와는 백남준의 독일

시기부터 이어진 작품들의 곳곳에 자리한 병적인 감수성을 감지하

고 그 반역성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었다.

315) Allan Kaprow, “Nam June Paik,” 앞의 책, eds. Toni Stooss and Thomas 
Kellein, p. 114.

316) 赤瀨川原平, 「パイクは危險なヨ-グルト」, 『BRUTUS』28(1981.10), pp. 62-63. 



119

Ⅴ. 결론 

《음악의 전시》에서 선보인 텔레비전 작업 이후 백남준이 점차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정체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초기 시

절은 텔레비전·비디오 작업으로부터 단절된 채 있었다. 그러나 백

남준에게 액션뮤직에서 텔레비전으로의 이행은 매체의 이동을 의미

할 뿐 그 문제의식과 전략에 있어서는 서로 상통하고 있었다. 특히 

전쟁의 기억과 냉전 초기의 정치적 사건들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두 예술형식을 연결하는 중요한 주제의 하나였다. 독일시기의 백남

준에게 퍼포먼스와 텔레비전은 예술적 전위를 획득할 수 있는 매체

이자 폭력과 위선, 검열과 독재라는 전쟁의 파편들을 해소시키고 극

복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백남준의 청년기를 관통하는 전쟁과 폭력에 대한 자전적인 경험

들과 그의 작품들에 남겨진 이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케이지 이후의 

전위 음악의 흐름이나 플럭서스, 그리고 미디어 아트라는 미학적 범

주 안으로 포섭되는 가운데 점차 삭제되어 갔다. 특히 일제에 협조

했던 아버지와 닮은 모든 것으로부터 결별하고자 했던 백남준의 내

적 갈등은 종종 친일 제국주의자의 아들이라는 오명 아래 금기시되

기도 했다. 그러나 백남준이 포스터〈나는 원숭이를 존경한다〉

(1964)에 일본 사무라이의 고문 장면 삽화들을 배치한 채 “나는 내

가 인간인 것이 부끄럽다.”고 적고 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청년기

의 기억으로부터 결코 자유롭거나 쉽게 유리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케이지에 비해 유난히 전투적이며 공포스러웠던 백남준의 

초기의 퍼포먼스들에는 전쟁으로부터의 도망자이자 어느 이데올로

기로도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무력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시

대에 대한 인식이 먼저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다만 한국을 탈출하면서 겪은 이데올로기적 회의와 부끄러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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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선에 대한 갈등으로부터 스스로 모든 것을 “마치 야구경기를 보

듯이”하자고 결심했듯이, 그의 정치성이란 마치우나스식의 당파적

이며 특정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정치적 이상들로부터는 이탈한 

것이었다. 정치적인 중앙집권화를 반대했던 백남준의 발언들은 그의 

액션뮤직이 플럭서스 퍼포머의 무시무시하고 광폭한 일면으로만 회

자 되게끔 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시기에 펼쳐진 그의 

퍼포먼스들의 이면에는 당대 서독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예민한 

시선들과 전쟁에 대한 입장들이 분명하게 표명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백남준은 뚜렷한 정치적 입장은 배제시키면서도 퍼포먼스를 

통해 일본의 패전을 폭로하고 권위주의적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하이레드센터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심

플〉에서의 억압된 기억·체계들의 탈피를 위한 실험으로부터 마침

내 관객의 참여를 통한 텔레비전의 민주적 가능성을 탐구했던 《음

악의 전시》에서의 전략들은 그가 1964년에 뉴욕으로 이동한 뒤에

도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계속되었다.〈참여 TV(Participation TV)〉

(1963)에서 시작된 텔레비전 실험들은 이제 비디오 신디사이저, 그리

고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과 같은 인공위성 프로젝트로 이어

지면서 미디어의 기술적 구조와 그 문화적 효과에 대해 더욱 정교

하고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던 것이다. 

   전투적이었던 독일시기의 작업들로부터 벗어나 비디오 작업을 

중심으로 한 뉴욕에서의 활동을 이어가던 백남준은 1977년 태평양

전쟁의 격전지인 과달카날을 배경으로 한〈과달카날 레퀴엠〉을 제

작했다(도 53). 이 비디오 작업에서 그는 반전(反戰)을 암시하는 음

악과 함께 과달카날 섬에 남아 있는 전투 당시의 폭력적 실상을 가

감 없이 담아냈으며 러셀 코너의 나레이션을 통해 태평양 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피력했다. Ⅱ장 1절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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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했듯이, 과달카날 전투는 백남준이 한국에 머무르던 시기에 겪었

던 단파수신기 압수 사건을 촉발시킨 원인이었다. 과달카날 전투에

서의 일본군의 피해소식이 라디오 단파수신기를 통해 방송되자 일

제는 이를 전면 압수했는데, 이 사건은 백남준에게도 마찬가지로 전

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원천 차단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즉 독일시기의 퍼포먼스와 텔레비전 실험들에서 보다 훨씬 노골적

이며 직접적으로 전쟁을 이야기하는 그의 〈과달카날 레퀴엠〉은 

이 최초의 미디어 검열 사건으로부터 그 실상을 알 수 없이 왜곡되

었던 전투의 참상을 재조명하고 그 기억을 다시 되돌려 놓고 있는 

것이었다. 1943년의 단파수신기 압수 사건 이후, 약 30년 만에 비디

오를 통해 복원된 그의 전쟁의 기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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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m June Paik’s Performances 

in German Period and the Memory of War 

Yook, Youngshin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Nam June Paik's time in Germany (1959–1963), he 

encompassed an extensive trend of work, from works that 

combined actions and music to the television works included in the 

exhibition entitled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 (1963). 

His action music works during his early days in Germany included 

Hommage à John Cage: Musik für Tonbänder und Klavier (1959), 
Etude for Pianoforte (1960), and Simple (1961) in Karlheinz 

Stockhausen's Originale. These works were infamous for their 

especially violent and extreme actions and were described as 

“Enfant Terrible.” This behavioristic aspect of Paik's work is 

narrowly in line with avant-garde musical trends through which 

Stockhausen and John Cage wanted to spatialize music and adopt 

action for compositions in the 1950s. It is broadly in line with 

postwar performances that emerged from reevaluating the 

historical avant-garde (Dadaism)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simultaneously, resisting modernistic aesthetics. However, Paik's 

performances not only applied simple artistic doctrines bu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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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ed the need for strong political investigations in view of 

prevailing memories of World War II and the Cold War. Because 

Paik's performances reflected political rhetoric, they were 

fundamentally distinguishable from Cage's legacy; Paik shared 

emotions similar to those of German artists, such as Wolf Vostell 

and Joseph Beuys, who had been recovering suppressed memories 

about Nazi Germany and the Holocaust since the late 1950s.

   In the 1950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the 

Frankfurt School in Germany was how to express the horrors of 

the past war as an art form. Herbert Marcuse and Bazon Brock, 

who studied under Theodor Adorno, supported performances of 

behaviorism and considered them artistic actions that contributed to 

a political purpose. Paik worked within the avant-garde circle; its 

members shared the same academic background as Marcuse and 

Brock in Cologne. In his performances, Paik displayed very 

aggressive behavior, as exemplified by the act of breaking down a 

piano in the dark, thereby creating a terrifying atmosphere that 

even Cage would find strange. The German audience regarded his 

unpredictable and destructive performances as demonstrations of 

political behavior in which Paik recreated violent scenes of the 

war. 

   He not only expressed his thoughts indirectly through his 

performances but expressed them directly as well; in particular, he 

expressed his interest in political incidents. Paik defined the second 

section of Hommage à John Cage, his first action music work, as 

“the warning for Germany's economic miracle that was caused by 

passion and stupidity.” Alexander and Margarete Mitscherlic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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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work Inability to Mourn (1967), concluded that postwar 

Germans became excessively obsessed with the legend of the 

economic miracle to avoid reflecting on the horrible acts of Nazi 

Germany, such as the Holocaust. Therefore, Paik's warning was an 

attempt to introduce a critical intervention in Germany, where 

memories of the war had been suppressed.

   Paik’s political inclinations were conveyed through his 

performances, which resembled those expressed in the student and 

artist movements in West Germany. Sometimes, however, his 

political experiences—shaped by his personal experiences growing 

up under Japanese Imperialism and a conservative government—
were covertly embedded. In Etude for Pianoforte (1960), Paik cut 

off Cage's tie given to him by Suzuki Daisetsu to express his 

critical opinion regarding the collision of Suzuki's Zen with 

Japanese militarism. In Originale(1961) of the following year, he 

strongly criticized Bild, a daily news magazine that was highly 

condemned for the right-leaning political tone expressed in its 

arguments. In doing so, Paik expressed his awareness of the 

problem of one-directional and inflammatory media, which he had 

also observed in Korea and Japan. 

   Paik lived in Japan for one year in 1963, following his time in 

Germany. He participated in performances of the Hi-Red-Center, a 

group that engaged in behaviors influenced by civil movements 

after the US-Japan Security Treaty was signed in 1960. Paik could 

relate to this group because, like him, its members were aware of 

problems such as hiding the truth about the lost battle within 

Japan and Big Brother's censorship, and he agreed with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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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roup expressed political inclinations. This awareness was 

expressed in Feast to Celebrate the Lost Battle (敗戰記念晩餐會) 

(1962) and Shelter Plan (シェルタープラン) (1964). Paik displayed 

his political preferences through his performances during his time 

in Germany, but he rejected outwardly expressing a specific 

ideology. The Hi-Red-Center used a similar strategy. Paik 

incorporated political undertones into his performances, causing a 

conflict with George Maciunas, who was forthright about his 

ambition to establish Fluxus headquarters in the Soviet Union 

(USSR). Less direct expression was a political strategy that Paik, 

who experienced an unclear identity and ideological doubts, chose 

during his time in Germany.

   This paper is focused on Paik's political inclinations and 

strategies in his early performances in Germany, breaking away 

from formerly unilinear descriptions that refer to Paik's musical 

performances as "iconoclastic" or legacies of Cage's musical 

experiments, or that position Paik's works as pre-Fluxus. In 1963, 

after his monumental private exhibit Exposition of Music─

Electronic Television, Paik's identity was solidified as that of a 

"media artist," and it seemed as if his works after that were 

completely disconnected from his earlier performances. Paik, 

however, compared the one-way information delivery of TV with 

dictatorship; these censorship and instigations by the media is 

inextricably linked with memories of World War II and the Cold 

War. As such, interpreting Paik's performances during his time in 

Germany as responses to the memories of war and political 

dynamics of the Cold War reveals his critical theme penetrating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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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artistic genres, television and performances, that seem vas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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