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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발표는 기술을 예술로 포용하는 사례로 백남준 (1932-

2006)의 작품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백
남준이 당시 새롭게 등장한 전자공학이라는 신기술을 어

떻게 자신의 작품에 도입하여, 전통적인 화가들이 붓과 잉
크를 다루듯 예리하면서도 발랄하게 그를 다루었는지 그

궤적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러한 접근을 위
해 주목한 작품은 백남준의1989년 작, ‘발전/혁명/해결

(Evolution /Revolution/Resolution)’이다. 이 작품은
원래 1989년 프랑스 대혁명(1789)의 200주년을 기념하

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백남준에게 의뢰한 작품으로, 프

랑스 대혁명의 주요 인물들을 TV를 이용한 로봇 설치물로

재현한 전시 작품이었다. 전시가 끝난 후 백남준은 같은
제목의 그림으로 전시에 사용된 로봇들을 표현하여 프린

트로 출간했다. 프린트이다 보니 전 세계 저명한 박물관과
화랑들은 거의 모두 그 판본을 소유하고 있는데, 본 발표

를 위한 작품은 현재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백남준은 설치예술이라는 3차원 공간에 있던 작품을 회

화의 2차원 공간으로 옮기면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여러 기법을 도입했다. 일례를 들자면, 전시회에서는 TV

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회화라는 장르에서 이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
해 프린트 작품에 등장하는 로봇들의 TV 스크린마다 메시지를 빼곡하게 적어놓았다. 그가 이 메시

지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는 것은 모두 자신이 직접 써서 메시지를 작성했다는 데에서 짐작할 수 있
다. 본 발표가 다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법으로는 전자 회로를 각 로봇의 배경으로 도입했다는 점이

다. 이 기법은 메시지를 직접 작품에 기입하는 기법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만큼 주목을 받
지 못했으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 작품의 미학적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우선 회로도

가 장식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더해 회로도를 배경으로 둠으

로써 각 로봇들은 지면(紙面)이라는 2차원적 공간에서도 전시장에서와 같은 활기를 띠게 된다. 무
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로도를 통해서 개별 로봇들의 주제가 선명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작
가의 메시지도 확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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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는 백남준의 작품에서 회로도가 미학적으로뿐 아니라 의미 전달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지 검토해보면서 그의 작품의 유기적 성격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로써 백남준이 전자공학과
예술의 유쾌한 통합을 통해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 언어를 창조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
리라 본다.

Abstract

As a case to embrace technology into art, this paper will show the trajectory of how
Nam June Paik (1932-2006) accepted the new technology of Electronics into the art and

how he treated technology sharply and lightly like a brush and ink. The work covered

here is Paik’s ‘Evolution /Revolution/ Resolution (1989)’ currently in the British Museum,
although many established museums and galleries around the world own the work.

Originally commissioned by the French government to commemorate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French Revolution (1789), this work was consisted of a series of robots
representing the main characters of the Revolution, before being reproduced as prints
under the same name.

In translating a three-dimensional installation work into two-dimensional papers, Paik
adopted the artistic device of handwriting his aphorisms on TV screens. More important, although less obvious, than that is the electronic circuit diagram used as the background of each robot. In addition to a decorative effect, these diagrams have the key to
invigorating the life of the robot flattened in two dimensional plane. They also work as
media conveying the theme of each work and the message of the artist.

This paper will examine these circuit diagrams and show their organic connection with
the entire work. It will reveal how Paik was able to create a new aesthetic language
through the delightful fusion of electronics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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