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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Ⅰ

년 영국 팝 차트 위를 차지한 노래 오 슈퍼맨1981 2 < O Superman 은 뉴욕 다운타운>

의 전위예술가들 사이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오 슈퍼맨 은 시카고 출신으로 뉴욕. < >

에서 활동하는 퍼포먼스 작가인 로리 앤더슨 이 만든 멀티미디(Laurie Anderson, 1947-)

어 퍼포먼스 미국< United States 의 삽입곡이다 앤더슨은 년 샌프란시스코>(1980) . 1978

에서 세기 작곡가 줄 마스네 의 오페라 르시드19 (Jule Massenet) < Le Cid 를 관람했는데> ,

극 중 로드리고의 아리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O Souverain 를 노래했던 찰스 홀랜>

드의 열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가사에 등장하는. “O Souverain, O Judge,

의 부분은 오 슈퍼맨 의 가사로 변용되었다O Father” < > .

마스네의 오페라가 전지전능한 신의 귄위를 찬미했다면 앤더슨은 세기 후반 가족20 ,

간의 대화가 응답기의 메시지로 대체되고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이 감시의 대상이 되는

미국사회를 묘사했다 필립 글라스 의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키는 도입부의. (Phillip Glass)

하 하 하 하 하 사운드와 함께 현대의 힘과 권위의 상징들 슈퍼맨 판사 부모 를 내세“ - - - - ” -- , , --

우며 고도로 기계화된 문명과 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단면을 비판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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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슈퍼맨 은< > NEA(National

에서 지Endowment for the Arts)

원받은 달러를 가지고 년500 1980

뉴욕의 영세 레코드사인 밥 조지

의 레(Bob George) 110 Records

이블로 딱 장이 만들어졌다1000 .

의 싱글 레코드로 앞면에는45rpm

오 슈퍼맨 이 뒷면에는 워크< > , <

더 독 Walk the Dog 이 수록된>

형태였다 도( 1). 이듬해 앤더슨은

런던으로부터 느닷없는 전화를 받는다 그날 중으로 만장의 레코드를 보내달라는 주문. 2

이 들어온 것이다 곧이어 같은 주말까지 만장을 추가로 보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2 .

당황한 앤더슨은 어 제가 전화 드리지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렇듯 오 슈퍼“ , ” . <

맨 의 대중적 인기는 앤더슨 자신에게도 뜻밖이었다> .

대체 앤더슨이 노래가 어떻게 상업적인 대중음악 순위에 오르게 된 것일까 정확히?

어떻게 이 노래가 런던에서 유행을 타게 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서 노래에 등장하는 음성변조기 를 사용한 자동응답기의 녹음이 유행했(vocoder)

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오 슈퍼맨 의 성공은 미디어재벌인 워너 브러더. < >

스 사와의 전속계약으로 이어졌다 장의 레코드를 내는 조건이었다 때마침 시작된. 8 .

의 파급력은 년 뮤직비디오로 제작된 오 슈퍼맨 을 미국의 대중들에게도 각인MTV 81 < >

시켰다.

앤더슨이 상업 레코드사와의 계약에 처음부터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다 앤더슨은.

팝 음악이란 대체로 살짜리 애들에게 맞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 12 ”1)이라는 아방가르

드 특유의 냉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는 작가가.

진지하게 대중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후 앤더슨의 퍼포먼스의 향방에 결정적‘ ’ ,

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아티스트로서 내가 하는 일 중 하나는 관객과 직접 만나는. “

일이다 이는 반드시 즉각적이어야 한다. ”2)는 그녀의 말은 앤더슨의 작품이 퍼포먼스의

1) Roselee Goldberg, Laurie Anders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2000, pp. 91-92.

2) Ibid., p. 11.

도 1. Laurie Anderson <O Superman> 45-rpm single record

앞면과 뒷면jacket cover, 110 records, New York,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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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중음악의 요

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이런 앤더슨의 변화에 대한 전위미술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년대 초반에만 해도. 80

전위작가가 대기업에서 상업적인 판매를 한다는 것은 아방가르드를 팔아먹는 변절자“ ”

취급을 당할 일이었다.3) 한편 대형 레코드 레이블과의 계약으로 얻어진 경제적 여유는

앤더슨의 퍼포먼스 무대의 대형화를 가져왔다 여러 디지털 기기들과 컴퓨터 조명 백. , ,

코러스 최고의 세션 맨들로 이루어진 연주를 가능케 했다 앤더슨은 공연과 레코드 뮤, . ,

직 비디오 뿐 아니라 영화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자신의 작품세계를 넓, CD-Rom

혀갔다 이런 앤더슨의 행보는 미술가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한다 그렇다면 미술과 팝. ‘ ’ .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앤더슨의 작업은 오늘날의 현대미술에 무엇을 시사하는가 본?

발표는 공연을 하거나 레코딩을 통해 직접 음악을 하는 미술가들의 계보를 추적해보며‘ ’ ,

대중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앤더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앤더슨의 멀티미디어 퍼포먼스.Ⅱ

미술사와 조각 바이올린 연주와 오디오 비주얼 기계의 발명에다 미항공우주국,

최초의 입주 작가 에 이르기까지 앤더슨은 멀티미디어 퍼포먼스를 위한(NASA) (2003) ,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다 세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하여 학생시절 시카고 유스. 7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음악적 기량을 키웠고 세 때 주니어 미스 일리노이, 18

로 뽑힌 미인대회 경력은 그녀의 모노드라마로 구성된 초기 퍼포먼스 무대에 반영된다.

밀스 컬리지 의예과로 진학한 앤더슨은 이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미술사(Mills College)

학과로 전공을 바꾸어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바나드 컬리지 로 옮긴다(Barnard College) .

마이어 샤피로 와 아서 단토 에게 미술사와 미학을 배우고(Meyer Shapiro) (Arthur Danto)

최우수 로 학부를 졸업한 후 약 년 간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umma cum laude) , 1

3) 아방가르드와 매스미디어의 반목은 년대에는 완전히 해소된 듯 보인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 소니90 . ,

픽쳐스가 배급한 영화 Johnny Mnemonic 을 제작한 나(1995) Robert Longo Basquiat(1996), Before the
Night Falls(2000),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등 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칸 영화제와 아카(2007) 6

데미 영화제에 노미네이트 된 등이 메이저 영화사의 도움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등 미술Juilan Schnabel ,

가들의 대중매체를 통한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제 아방가르드 작가들과 매스미디어의 연계는.

크로스 오버 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 cross-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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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솔 르윗과 칼(School of Visual Arts)

앙드레에게 사사했다 이후 앤더슨은 컬.

럼비아 대학원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조

각을 전공하게 된다.

앤더슨이 회상하는 년대의 뉴욕은70

년대 파리 같았다 개념미술에서 퍼1920 .

포먼스 보디 아트 대지미술 비디오와 사, , ,

운드 아트까지 미술가들은 이제껏 미술에,

서 시도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실험했

다 앤더슨은 비토 아콘치. (Vito Acconci)

와 고든 마타 클락 필립 글라스 등과 조우하며 로우 맨하탄 아방- (Gordon Matta-Clark),

가르드의 중심에 있었다 가장 실험적인 모든 시도들은 이들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런 생.

활이었다 불과 몇 년 전 컬럼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정치적 소요는 이들 전위. ,

예술가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으로 보였다 그러나 앤더슨의 경우는 좀 달랐다. .

년 월 대학의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모임 소속이었던 밥 팰드만1967 3 , ‘ ’ (Bob

은 국제법 도서관에서 베트남 전쟁 자문기구인Feldman) IDA(Institute for Defence

에 대학이 연루되어있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를 발견한다 이를 계기로 컬럼비Analysis) .

아 대학에서의 반전시위가 시작되었다 그 절정은 년 월 새로 건설될 체육관 시설. 1968 4 ,

의 층 배치가 인종차별적임을 들어 반전과 반인종차별의 기치를 앞세운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거한 것이었다 뉴욕시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끝난 시위는 많은 부상자를 내고.

일부 학생들이 체포되었다 팰드만은 의 파일에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인물로 오르게. FBI

되었다 비록 이때의 시위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앤더슨의 작품은 공권력과.

군사문화 정보화 사회 속의 감시 성차별 등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 .4)

초기 앤더슨 작업인 년의 사진 내러티브 설치작품 사물 반대 객관성1973 - < / / Object/

Objection/Objectivity 의 예를 들어보자 도 앤더슨은 뉴욕시의 로워 이스트 사이드> ( 2). -

를 걸으며 만난 명의 남자를 찍었다 그들은 모두 길을 걸어가는 앤(Lower-east side) 9 .

더슨에게 관심을 보이며 헤이 아가씨 같은 식으로 수작 을 부리거나 말을 건 사람들“ , ” (?)

4) Randy Gener, “Fly Her to the Moon, What’s art got to do with NASA? : Laurie Anderson Listens to

에서 앤더슨은 직접 년의 컬럼비아 소요사the Cosmic Pulse” American Theatre Vol. 22, No. 3, p. 27 68

태를 언급하며 당시 느꼈던 테크놀러지와 미국사회에 대한 회의를 언급하고 있다.

도 2. Laurie Anderson, <Two Men in a Car>

Object Objection Objectivity,／ ／

중에서photo-narrative installation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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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말을 건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길을 가다 만난 앤더슨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이. ‘ ’

었다 그러나 앤더슨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들 남성들의 욕망의 시선 앞에 무방비 상.

태로 노출된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몸이었다.5) 앤더슨은 이런 남성들을 카메라로

찍는 것으로 성적 역할을 뒤바꾸려 했다.

그러나 앤더슨이 사진을 찍으려고 다가갔을 때 이들의 반응은 오히려 호의적이었다.

남자들은 우쭐해하며 기꺼이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6) 결국 이들의 시선에 대한 앤

더슨의 공격은 사진을 찍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이들의 사진에서 시선을 지우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사진과 동반된 상황의 설명과 함께 시선을 몰수당한 이들의 초상은 프라이. ,

버시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자를 다루는 지명수배사진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퍼포먼스와 사진 내러티브에 이어 앤더슨의 관심은 곧 영화로 옮겨져서 디어리더<

DEARREADER 를 만들게 된다 디어리더 는 세기 소설가 로렌스 스턴>(1974) . < > 18

에게 헌정된 작품으로 그의 소설 트리스트란 섄디(Laurence Stern) , < Tristran Shandy>

에서 작가가 잉태되던 날의 장면을 구성한 것이다 아홉 개의 자전적인 이야기는(1767) .

년대 급 영화 같은 정사장면과 함께 긴 나레이션으로 들려진다 음악은 예기치 않은40 B .

계기로 끼어들었다 미처 편집을 마치지 못해서 사운드트랙 없이 필름 페스티벌에 참가.

한 앤더슨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직접 나레이션을 한 것이다 반응.

은 의외로 좋았다 이때부터 앤더슨은 본격적으로 연주가 있는 퍼포먼스를 시작했고 이.

후 바이올린은 그녀의 분신처럼 앤더슨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물론 음악이 있는 앤더슨의 퍼포먼스는 이전에 이미 있었다 친구인 제럴딘 폰티우.

스 와 피터 슈나이더 와 함께 결성한 로체스터 경적(Geraldine Pontius) (Peter Schneider) ‘

과 엔진학회 는 년 월 일 마을 잔디광장(Rochester Horn and Engine Society)’ 1972 8 27

에서 자동차 경적으로 구성된 음악을 연주했다 도 로체스터는 여름(Town Green) ( 3).

야외콘서트로 유명한 곳으로 콘서트가 열리는 것을 축하하며 콘서트 시작 전에 지나는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는 전통이 있었다 앤더슨은 무대의 오케스트라와 객석의 자동.

5) 실제 작품에 동반한 앤더슨의 텍스트를 보면 이들 중 몇몇은 저급한 의도가 아니라 별다른 뜻 없이 단,

순히 친근감의 표현으로 말은 건 경우이다 심지어 앤더슨에게 라고 한 소년도 포함. “I like you, Mama”

되었다.

6) 앤더슨은 사진을 찍는 행위는 강압적이며 공격적인 행위라고 기술하였다‘ (shooting)’ . Roselee Goldberg,

Laurie Anderson 은 년 미술평론가이자 여성운동가인 루시 리파, p. 41. <Object/Objection/Objectivity> 75

드가 기획한 페미니스트 전시에 소개되었다<C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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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위치를 뒤바꾸어 자동차들의 연주를 이끌어내었다 모두 여대의 자동차가 모였. 30

다 전통적인 음악의 악보 대신 앤더슨은 커다란 카드 위에 색색의 막대그래프를 그렸.

다 각각의 색은 각각의 차종을 의미했다 마치 지휘를 하듯 작가가 카드 속의 막대를. .

손으로 가리키면 지정된 자동차의 경적이 울렸다.7)

최초의 앤더슨의 멀티미디어 퍼포먼스는 년의 마치1974 < As:If 이다 도 앤더슨> ( 4).

의 퍼포먼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림과 사진 텍스트로 이뤄진 비디오 프로젝션과 바이,

7) 앤더슨이 인지하고 있었건 아니건 간에 선례는 있었다 년 러시아의 바쿠 의 한 공장에서 열렸. 1922 (Baku)

던 미래주의자들의 콘서트에서도 기계음과 사이렌 등이 연주되었다 플럭서스 아티스트 조지 브렉트.

의 자동차 일몰 이벤트(George Brecht) < Motor-Vehicle Sundown Event 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1963) .

년 전위작곡가 스톡하우젠 의 야외 콘서트의 말미 역시 분짜리 자동차 경적의 대화1969 (Stockhausen) “20 ”

로 이뤄져 있었다. Alan Licht, Sound Art: Beyond Music, Between Categories (New York: Rizzoli,

2007), p. 75.

도 퍼포먼스 스틸사진3. Laurie Anderson, <An Afternoon of Automative Transmission>, (1972)



팝과 아트 사이 로리 앤더슨의 퍼포먼스를 통해 본 음악과 미술의 경계‘ ’ : 239

올린 연주 오페라의 리브라토를 연상시키는 대사와 녹음된 테이프의 음향 음성변조기, ,

를 이용한 다중적 목소리가 사용되었다 자전적 일기체의 스토리와 사회적 이슈를 건드.

리는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들을 혼합한 내용의 나레이션과 함께였다 이듬해 정신과에. <

서 At the Shrink’s 에는 그녀의 또 다른 자아인 꼭두각시 인형이 등장한다 초기의 꼭두> .

각시는 진흙으로 만들어져 그 위에 비디오 프로젝션을 하여 가짜로 홀로그램의 효과를

냈다.

멀티미디어 퍼포먼스를 위한 발명과 오디오 제작도 꾸준히 이뤄졌다 년 미. 75 ZBS

디어라는 독립 레코드 레이블에서 만난 오디오 엔지니어 밥 비엘렉키(Bob Bielecki), 85

년부터 함께 일 한 맥스 매튜 와 함께 디자인하고 제작한 변형 바이올린(Max Matthew)

시리즈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년 만들어진 바이오포노그래프 는. 76 (Viophonograph)

배터리로 움직이는 턴테이블을 바이올린에 설치하고 활에 바늘을 설치해서 레코드를

연주하는 것이다 도 이듬해에는 카세트 테입을 부착한 테입보우 바이올린‘ ’ ( 5). (Tape

이 만들어졌다 년에는 네온 바이올린과 디지털 바이올린을 선보였다 네Bow Violin) . 85 .

도 5. Viophonograph (1976)

도 4. Laurie Anderson, <As If>,：

퍼포먼스 스틸사진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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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등이 내장된 바이올린의 몸체와 네온전구가 부착된 활은 실제 바이올린의 사운드에

웅웅거리는 잡음의 효과를 내었다 또 앤더슨은 공연 중 활을 휘두름으로 시각적 효과.

도 내었다 도( 6). 신세사이저 키보드와 연계된 디지털 바이올린은 신세사이저에 탑재된

여러 가지 소리들을 재현할 수 있다 이런 기기들은 앤더슨의 몸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

되어 작동하는 기기인 드럼 빗 선글라스에 부착된 밀착 마이크와 함께 다(drum beat),

양한 소리들을 연출했다 년에는 비엘렉키와 인터벌 리서치 코퍼레이션. 1999 (Interval

과 공동으로 객석의 소리를 녹음해서 신세사이저를 통해 변형시Research Corporation)

킨 후 재생이 가능한 토킹스틱 을 개발하기도 했다(Talking stick) .

비교적 느슨하게 짜여진 스케치 같던 앤더슨의 공연은 작가가 필립 글라스의 현대음

악과 로버트 윌슨 의 정교한 무대가 돋보이는 바그너 풍의 서사 오페라(Robert Wilson)

해변의 아인슈타인< Einstein on the Beach 를 관람한 이후 변하기 시작한다>(1976) .8)

솔로몬 화랑의 주인 할리 솔로몬 남편의 회 생일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키친50 (the

에서의 공연 이동하는 미국인들Kitchen) < Americans on the Move 는 이런 영향>(1979)

8) 는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삶과 일이라는 주제에 음악과 상상을 결합한<Einstein on the Beach>

시간짜리 서사오페라이다 윌슨의 무대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성곽 법정 기차역 바닷가 무대 중앙을 비4 . , , , ,

추는 거대한 빛 등을 연출했다 이 중 특히 깜박거리는 빛과 컴퓨처 신호를 배경으로 하는 과학소설 공장.

의 무대디자인은 앤더슨에게 영향을 주었다. Janet Kardon, Laurie Anderson: Works from 1969 to 1983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1983), pp. 95-96.

도 6. Neon Violin and Neon Bow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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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보여준다 도( 7).9) 음악과 라

이브 공연 다양한 미디어의 실험,

이 동반되었다 이동하는 미국인. <

들 은 년의 메가 히트 곡 오 슈> 81 “

퍼맨 이 삽입된 라이브 퍼포먼스”

미국 의 도입부와 워너 브러더스< >

에서 낸 첫 앨범 빅 사이언스<

Big Science 에서 활용되며>(1982)

꾸준히 진화했다 퍼포먼스가 공.

연으로 또 음반으로 각기 다른 제,

목을 달고 제작되는 것은 앤더슨

만의 특이한 방식이다 내용은 시.

간이 지날수록 첨가되고 음악과 무대 안무는 더욱 정교해졌다, .

미국 의 초연은 로널드 레이건 의 대통령 취임에 석 달 앞서 무대< > (Ronald Reagan)

에 올려졌다 미국역사에서 레이건 시대 는 레이가노믹스. (1981. 1. 20~1989. 1. 20)

라고 불리는 대량소비 장려정책과 더불어 미국에 동조하지 않는 공산권(Reaganomix) ,

을 악의 제국 로 지칭하는 극우의 반공정책이 군사강국 미국을 주장한 시“ (evil empire)”

기이다 앤더슨은 몇몇 예술가와 함께 워싱턴 의 대안 갤러리들의 후원을 받아 취. D.C. <

임반대무도회 라는 퍼포먼스 시리즈를 공연한 적이 있다 악의 제국 에 대항했던 레이> . “ ”

건 시대 이후로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을 처단하는 이라크 전(Bush) “ (the axis of evil)”

쟁까지 디스토피아 미국의 군사문화와 시장자본주의는 앤더슨의 최근작 조국, < Home

Land 까지 이어지는 미국사회의 한 전형이 되었다>(2008) .10)

9) 는 비평가 에 의해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특징인 차용<Americans on the Move> Craig Owens

을 구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언급되고 있다(appropriation) . Owens, “The Allegorical Impulse: Toweard

a Theory of Postmodernism, Part 2” Beyond Recognition: Representation, Power, and Culture, eds.

Scott Bryson et. a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p. 70-87.

10) 앤더슨은 년 라는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통해2008 <Democracy Now> TV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 퍼포먼스 중에 앤더슨이 이제까지 자신이.

잃어버렸던 물건들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다 앤더슨이 이런 이야기를 하자 곁에.

있던 통역이 잘 못 알아듣고 앤더슨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언제 물건을 잃어버렸냐.

는 통역의 질문에 앤더슨은 잠시 생각을 하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날 나는 조국을 잃어버렸다고 대

답했다 따라서 이후로. http://www.youtube.com/watch?v=Etbx2CVoZyo <United States> <Home of

에 이르기까지 묘사되는 미국은 유토피아라기보다는 디스토피the Brave>(1985), <Home Land>(2008>

아이다.

도 퍼포먼스7. Laurie Anderson, <Americans on the Move>

스틸사진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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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미국 공연은 초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극장83 < > 11)

에 부로 나뉘어 이틀 동안 공연하는 시간짜리 대작이었다 무대 벽에는 주요도1, 2 8 .

시의 시간을 알리는 시계가 있는 커다란 미국지도가 배경으로 올라왔다 도( 8). 수송

정치 돈 사랑의 개 주제로 이루어진 공연은 컴퓨터 전자음악 비디(transportation), , 4 , ,

오와 슬라이드 프로젝션 무려 다섯 팀에 이르는 라이브 밴드와 앤더슨의 앙상블로 진행,

되었다 이 엄청난 규모의 공연을 이끄는 것은 한 사람의 아티스트 앤더슨이었다 공연. , .

의 피날레 장면에서 앤더슨은 하이라이트 안경 를 끼고 관객석으로 돌‘ (highlight glass)’

출된 좁다란 다이빙 보드 위를 걷는다 비록 팝 콘서트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앤더슨.

의 공연은 이런 퍼포먼스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 .

11) 년 공연의 장소인 의 극장은 석이었다83 the Brooklyn Academy of Music 2000 .

도 8. Laurie Anderson, <United

퍼포먼스 스틸사진States>

(1983)



팝과 아트 사이 로리 앤더슨의 퍼포먼스를 통해 본 음악과 미술의 경계‘ ’ : 243

미술가들의 음악.Ⅲ

그렇다면 앤더슨 이전의 미술가들은 어떠했을까 대부분의 미술가에게 음악 또는. ,

사운드의 사용은 비디오나 퍼포먼스와 관련한 것으로 시각적 작품의 효과로서 수반되는

표현수단이다 갤러리에서 벌어지는 공연이나 갤러리가 기획하는 레코딩 또한 미술가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조명하거나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저렴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미술.

가들 중 음악을 본격적인 창작의 일환으로 제작한 예는 다다 아티스트인 마르셀 뒤샹

에서 찾을 수 있다(Marcel Duchamp) .

대부분의 미술가들이 음악에서 구조적인 형식과 대상을 묘사하지 않는 순수성 보편,

성을 담보하는 추상을 닮고자 했다면 뒤샹은 처음부터 감정이입이라든지 순수회화 결, ,

정적인 형태 등에 대한 미학적 논의를 혐오했다 그에게 미술작품은 그것이 변기이건.

자전거 바퀴이건 간에 작가의 의도만으로 미술작품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기에 충분

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한 음악작품이 오차 음악. < Music Erratum 이다 뒤샹의 악보에> .

서 음은 숫자로 표현되었다 숫자는 피아노의 음에 기초하여 왼쪽부터 차례로 숫자가. 89

커지도록 만들어졌다 음은 각각 숫자가 적힌 개의 공으로 항아리에 담겨있다 공. 89 89 .

은 등으로 명명된 수레에 무작위로 쏟아져 담긴다 연주자는 각각의A, B, C, D, E, F .

수레에서 공을 꺼내는 대로 음에 따라 연주하면 된다 수레끼리 서로 공을 교환하며 음.

악은 끊임없이 계속된다.12) 세 개의 성악파트로 구성된 부분은 뒤샹의 모자에 담긴 각

각 개의 카드로 구성된 세 세트의 카드를 각각의 연주자가 뽑아 거기에 적힌 음대로25

연주하는 것이다.13)

뒤샹의 오차 음악 은 실제로 뒤샹의 사후인 년에 서독라디오 방송국과 밀라노의< > 76

물티플라 화랑의 도움으로 녹음되었다 도 무작위로 선택된 음들의 연결이(Multipla) ( 9).

지만 실제 피아노의 음에 기초한 이 작품은 상당히 음악적이다 여기서 뒤샹을 다른 음.

악가들과 구분지우는 것은 그가 음악을 만드는 주체의 자리를 비워놓은 것이다 작품을.

구상한 작가도 이를 연주하는 연주자도 음을 결정할 수 없다 심지어 항아리에서 수레, .

12) Anne d’Harnoncourt & Kynaston McShine, Marcel Duchamp, exh. cat., New York: Museum of

참조 마르셀 뒤샹과 플럭서스 음악에 관해서는 이지은 음악 소음 그Modern Art, 1973, p. 264-265 . , , ,｢
리고 침묵 현대미술에서의 소리 현대미술사연구 현대미술사학회 에서: , , Vol. 22, , 2007, pp. 321-323｣
논의되었다.

13) Alan Licht, Sound Art: Beyond Music, Between Categories,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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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혹은 이 수레에서 저 수레로 공을 옮기는 관람객도 음의 선택만큼은 우연에 맡겨야,

만 한다.14)

한편 이브 클랭 의 는 하(Yves Klein) <Symphony of Monotone-Silence 1949-1961>

나의 음과 그 음의 길이와 같은 침묵을 번갈아 연주한다 이 작품은 누드모델들을 기용.

하여 페인트를 몸에 묻히고 바닥에 놓인 캔버스에 찍어내는 그International Klein Blue

의 유명한 인체측정< Anthropometry 퍼포먼스에 사용되었다 이때 벌거벗은 여성 모> .

델들과는 대조적으로 클랭 자신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 양 턱시도를 입고 있

었다 그 밖에도 잔혹미술로 유명한 비엔나 행위예술가 헤르만 니취의 도. <122 Aktion>(

등이 퍼포먼스에 동반하는 음악으로 제작 연주되었다10) , .

공연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음악 사운드는 어떠한가 이는 단연 플럭서스에서 두드러/ .

졌다 이들에게 영감을 준 존 케이지 가 일상 속에서 듣는 소리에 주목했다. (John Cage)

면 플럭서스의 멤버들을 비롯한 케이지의 제자들은 바로 그 일상에서 소리를 만들기 시

작했다 벤자민 페터슨 의 종이음악. (Benjamin Paterson) < Paper Music 은 연주자>(1962)

들이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찢어 붙이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도 브렉트의 흘리기( 11). <

14) Douglas Kahn, Noise, Water, Meat: A History of Sound in the Arts, Cambridge: The MIT Press, 1999

참고.

도 9. Marcel Duchamp, <Music Erratum> record

jacket cover (1976)

도 10. Hermann Nitsch, <122 Aktion>

퍼포먼스 스틸사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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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Drip Music 은 사다리에 오른 퍼포머 딕 히긴스 가 주전자에 담긴 물을 사>(1962) ( )

다리 아래 위치한 대야에 떨어뜨리는 행위와 소리로 구성된다 도 이 밖에도 숫자를( 12).

세거나 회계장부를 읽는 행위 등 일상의 소음은 무대 위에서 연주자들에 의해 만들어, ‘

져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반면 앞서 살펴본 플럭서스의 맴버들과는 다소 성격을’ .

달리한 요셉 보이스의 시베리안 교향곡< Siberian Symphony 에서는 에릭 사티>(1963)

의 음악이 피아노 솔로로 연주되었고 그의 시간짜리 레코딩 야야야네네네(Eric Satie) , 1 <

JaJaJaNeNeNe 는 그가 네네네아니오아니오아니오 를 외치는 것으로 구성된 개>(1968) “ ”

념적인 작품으로 남았다.

전통적으로 음악을 만들어온 악기들 역시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다 서양고전음악의.

해체를 가장 물리적으로 보여준 예들이 바로 플럭서스의 퍼포먼스에서 나왔다 페터슨.

의 더블베이스를 위한 변주곡< Variations for Double Bass 에서 작가는 더블베>(1962)

이스에 총을 쏘았다 백남준의 바이올린을 위한 하나. < One for Violin 는 바이올>(1962)

린을 천천히 들어 올리다 갑자기 단번에 내리쳐 박살내는 것으로 연주되었다 톱 망치. , ,

못 벽돌과 끌 등 공사장에서나 쓰일 법한 도구들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사용되었다 건, .

반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불문하고 서양의 고전음악을 떠받치던 기둥들은 하나하, ,

나 플럭서스의 실험적 작업들에 의해 해체되었다 플럭서스의 콘서트를 풍자한 만화를.

도 11. Ben Patterson, <Paper Music>

퍼포먼스 스틸사진 (1962)

도 12. George Brecht, <Drip Music>

퍼포먼스 스틸사진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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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들의 기괴한 행위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비춰졌는지 알 수 있다 도 대중에( 13).

게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여전히 소음이었고 이들의 작업은 예술이 아닌 기행, (奇

으로 비춰졌다) .行

이에 비하면 장 뒤뷔페 의 소음음악은 훨씬 음악적이다 도(Jean Dubuffet) ( 14). 1960

년 말 아스거 요른 과 함께 선보인 즉흥곡 는 그의 대, (Asger Jorn) <Terre Foisonnante>

표적 음악작품이다 이들은 피아노 바이올린 실로폰 지터 탬버린 같은 기존의 악기를. , , , ,

종래 연주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연주함으로써 새로운 소리를 얻고자 하였

다 이후로는 우연에 의해 구해지는 모든 사물이 악기로 동원되었다 앞서 소음음악을. .

시작한 케이지나 플럭서스의 작가들과는 달리 뒤뷔페는 음악적 트레이닝이나 경력이 전

무했다.

뒤뷔페는 하이델베르그의 정신과 의사 한츠 프린츠호른 이 쓴 저서(Hans Prinzhorn)

정신병자의 조형미술 Bildnerei der Geisteskranken 을 읽고 년 스위스를(1922) 1945

여행하며 본 정신이상자의 작품을 모은 컬렉션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문화나 기존.

미술교육을 통해 표현된 미술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욕,

구로 인해 자발적으로 생성된 미술이었다 이를 계기로 뒤뷔페가 시작한 아르 브뤼. (l’art

도 의 풍자만화13. Festum Fluxorum(1962) ,

일간지 일자미상Politiken,

도 14. Jean Dubuffet, Jouant de la trompette chinois

(Playing the Chinese Trumpet), Paris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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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마추어 화가 및 정신병자 어린brut) ,

이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다듬어지지 않

은 거친 형태의 미술을 지칭한다 브뤼. ‘

는 프랑스어로 날것의 조야한 교(brut)’ ‘ , ,

육받지 않은 원시적인 가공하지 않은, , ,

순수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는’ . “

개인적으로 프리미티브한 사람의 가치를

매우 높이 존중한다 본능 열정 변덕. , , ,

격렬함 광기 나는 우리의 현재 생활 속, .

에 곧바로 플러그가 끼워지고 우리의 현,

실 생활과 기분으로부터 즉시 유출되는

하나의 예술을 목표로 한다”15)는 뒤뷔페

의 말은 음악에 대한 별다른 지식 없이

시작한 그의 소음음악을 설명해준다.

한편 보다 팝 음악적인 접근도 있었다 플럭서스의 태동기부터 활동해 온 오노 요, .

코 는 년 월 록 그룹 비틀즈 의 멤버인 존 레넌(Yoko Ono, ) 1966 11 , (Beatles)小野洋子

을 만난 이후 아방가르드 음악과 팝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작업들을 내놓(John Lennon) ,

았다 년 나온 앨범 미완성 음악. 68 < no. 1 Unfinished Music no. 1: Two Virgins 도>(

는 전자음과 휘파람 뮤직홀 피아노 일상의 소음 오노의 보이스로 이루어진 콜라주15) , , ,

이다 년대 뉴욕의 전위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오노의 음악은 레넌을 통해. 60

비틀즈의 음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오노가 세션으로 참여한 비틀즈의 음악 레볼루. , <

션 넘버 9 Revolution #9 은 전자음악과 소음음악을 적극 사용하며 플럭서스의>(1968)

리처드 맥스필드 등이 추구하던 아방가르드적 요소를 그대로 계승하(Richard Maxfield)

고 있다.

계속된 레넌과의 공동작업은 이듬해 플라스틱 오노 밴드 를 탄생‘ (Plastic Ono Band)’

시켰다 플라스틱 오노 밴드는 실제 멤버들로 구성되어있지 않은 상상의 밴드로 그때그. ,

때의 필요에 따라 유명한 연주자들을 기용하여 만들어졌다 년의 맴버로는 유명한 기. 69

15) Mildred Glimcher, Jean Dubuffet: Toward An Alternative Reality. New York : Pace Publication Inc,

1987, p. 4.

도 15. John Lennon and Yoko Ono, <Unfinished

Music no. 1: Two Virgins> L.P. record

jacket cover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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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스트 에릭 클랩튼 이 포함되어 있다 년 월 레넌의 아이를 유산한(Eric Clapton) . 68 11

오노는 이듬해 레넌과 함께 아서 야노프 박사의 원초적 외침 치료(Arthur Janov) ‘ -

를 받았다 이는 말 그대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Primal-Scream Theraphy)’ .

소리를 목청껏 지름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법이었다 이런 경험은 걱정마 교. < ,

코 Don’t worry Kyoko 왜>(1969), < Why 같은 곡에 잘 드러나 있다>(1969) .

레넌의 록큰롤 기타연주와 어우러진 오노의 보컬은 독특한 창법으로 대중에게 이해

되지 못했지만 일부 음악인들에게는 새로운 창법의 시초로 여겨지기도 했다.16) 년 앨71

범 플라이 에서 선보인 필름 플라이 의 사운드 트랙이나 오 바람 육체는 마음< (Fly)> < > < :

의 상흔 O’ Wind: Body Is the Scar of Your Mind 년 발표된 거의 무한대인 우주>, 72 <

Approximately Infinite Universe 앨범의 양 양> < Yang Yang 에서도 이런 시도가 두드>

러진다 오노의 음악에서 보이는 프로그레시브 록과 펑크 하드코어. (punk), (hard-core)

적 요소는 모두 시대를 앞서는 시도였다.

반면 보다 대중적인 곡은 년 발매된 레넌과의 인 앨범 더블 판타지1980 2 < Double

Fantasy 에 수록된 키스 키스 키스> < , , Kiss, Kiss, Kiss 와 레넌이 사망한 년 월 일> 80 12 8

완성되어 그의 사후에 발표된 살얼음판 걷기< Walking on the Thin Ice 이다 두 곡> .

모두 디스코 리듬의 댄스곡으로 레논과의 사랑을 추억하는 곡이었다 이 중. <Walking

은 펫 샵 보이즈 의 년 댄스 챠트 위곡 일렉트로on the Thin Ice> (Pet Shop Boys) 2007 1

리믹스 나 대니 테냘리아 의 테크노 클럽 리믹스 등(Electro Remix) (Danny Tenaglia) 10

차례가 넘는 리믹스로 만들어졌고 최근까지도 많은 들의 리믹스 곡으로 사랑받고 있DJ

다 오노의 음악은 언더그라운드 출신으로 시작해서 메이저 음악차트로 진입한 더 비.

나 소닉 유스 등 노 웨이브-52(The B-52) (Sonic Youth) (no wave)17) 밴드 음악에 영향

을 주었다 더 비 의 경우 첫 싱글 곡인 록 랍스터. -52 , < Rock Lobster 에서 오노의>(1978)

16) 같은 평론가는 요코는 한번의 외침으로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일생동안 하는 것 이상으로Bill McAllister “

음악의 한계를 무너뜨렸다 라고 평가했다” . Bill McAllister, “Togetherness: Mr. and Mrs. Lennon’s Latest

Records” Record Mirror (London). 19 December 1970, p. 5. Yes Yoko Ono, exh. cat. Japan Society,

에서 재인용New York: Harry N. Abrams, 2000, p. 242 .

17) 라는 명칭은 큐레이터 가 기획한 의 전시 에서No Wave Diego Cortez P.S. 1 <New York/New Wave>

처음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이는 에 빗대어 등장한 신조어로 년대 후반의 노이즈 소. new wave 70 (noise,

음음악 에 기반한 언더그라운드 음악으로 출발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는 앤더슨의 프) . Cortez

로듀서이자 아방가르드 팝을 넘나드는 전설적인 인물인 와 함께 년 뉴욕의 에 언더/ Brian Eno 78 TriBeCa

그라운드 음악의 허브로 을 오픈했다 과Mudd Club . Andy Warhol David Bowie, Kieth Haring,

등이 단골로 드나들었다Jean-Michel Basquiat . http://en.wikipedia.org/wiki/Mudd_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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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 사운드트랙에 버금하는 보이스를 삽입함으로써 아방가르드를 대중적인 록 안< >

에 소화해냈다.

그 밖에 포스트모던 아티스트인 로버트 롱고 의 록 밴드 활동 도(Robert Longo) ( 16)18)

과 장 미셸 바스키아 가 멤버로 있던 소음음악 밴드 쥴리앙- (Jean-Michel Basquiat) Gray,

슈나벨 의 노래 앨범 사진작(Julian Schnabel) <Every Silver Lining Has a Cloud>(1995),

가 제프 월 과 함께 밴쿠버 뉴웨이브 밴드를 결성했던 비디오 작가 로드니 그(Jeff Wall)

래함 의 레코드 발표 년 이후 무려 다섯 차례나 발표했다(Rodney Graham) (1999 )19) 등

미술가들의 음악 활동은 년대에는 그다지 색다른 일도 아니었다 도80 ( 17).

음악과 미술의 경계.Ⅳ

그럼 다시 앤더슨으로 돌아가 보자 년 초 할리 솔로몬 갤러리에서 열린 앤더. 1977 ,

슨의 전시 주크박스< Jukebox 는 그녀가 만든 장의 싱글 레코드를 탑재한 주> 24 45-rpm

크박스와 사진 연필로 쓰인 텍스트로 구성되었다 앤더슨의 미술가로서의 이력이나 이, .

18) 롱고는 저명한 기타리스트 라이 채텀 글랜 브란카 와 함께 기타연주를(Rhys Chatham), (Glenn Branca)

할 만큼 실력이 있는 것으로 정평 나있다.

19) Alan Licht, Sound Art: Beyond Music, Between Categories, pp. 198-199.

도 16. Robert Longo, <Menthol Wars, The band at Tier 3>

퍼포먼스 스틸사진 (1980)

도 17. Rodney Graham, <Getting It

Together in the Country> L.P.

record jacket cov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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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작품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전시를 관람했던 빌리지 보이스 의 비(the Village Voice)

평가 톰 존슨 은 의심스런 생각을 감추지 못했다(Tom Johnson) .

만약 필요하다면 음악은 반드시 멀티미디어 전시의 한 요소로서만 논의되어야 한다 그, .

리고 분명 앤더슨이 그러리라 예상되는 일반적인 로 발매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한[ ] LP .

편으로 음악이 그 자체로 충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왜 꼭 갤러리에서 공연되어야 하는가, ?

왜 음악을 그냥 음악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현상은 일반화시켜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많은 작품들이 하나 이상의 매체를 통해.

기능하기 때문이다 발레의 음악은 순수한 오케스트라 곡으로 연주될 수 있고 오페라는.

레코드 앨범으로 만들어지며 책은 영화화되고 조각은 연극의 무대장치로 변할 수 있다, .

갤러리 전시라고 해서 레코드로 발매되지 못하란 법은 없다 그러나 대개의 작품은 진정.

생생하게 다른 매체로 재탄생하기까지 엄청난 분량의 번역이나 수정 각색을 필요로 한,

다 앤더슨의 경우 나는 약간 기회주의적이라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따라서 내. ,

반응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그녀의 작품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 [ ] .

시는 사실 우리가 보다 관습적인 장소에서 들려졌을 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음악을 가지고 유명세를 위해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교묘한 스턴트에 불과하지 않

는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20)

어쩌면 대단히 모더니스트 적인 발언으로 들리는 존슨의 비판은 대부분의 일반 관람

자들도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일부는 동의할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반박할 자료는, .

얼마든지 있었다 앤더슨도 공연하던 뉴욕 아방가르드 중심지 더 키친은 실험음악이나.

퍼포먼스 아트 전위미술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었다 키친에서 가능하다면 다른 갤, .

러리라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 미술가가 음반을 내고 갤러리가 음악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년 포트 워스 미술관. 77 (Fort Worth

에서는 미술로서의 레코드 미래주의에서 개념미술까지Art Museum) < : The Records as

Artwork: From Futurism to Conceptual Art 라는 전시가 열릴 정도였다> .21) 미술가들의

녹음을 담은 더블 앨범인 에어웨이브< Airwaves 도 같은 해 발매되었는데 여기에는 앤> ,

20) Tom Johnson, “Laurie Anderson at the Holly Solomon Gallery” The Voice of New Music: New York
City 1972-1982, A Collection of Articles Originally Published in the Village Voice (Eindhoven: Het

Apollohuis, 1989), p. 272.

21) 플럭서스 멤버 는 중고 싱글레코드에 자신의 레이블을 넣어 작품화했으며 년에는Ben Vautier 76 Jack

이라는 미술가가 역시 싱글레코드에 사운드이펙트를 녹음하여 이를 전시하였다Goldstein . Alan Licht,

Sound Art: Beyond Music, Between Categories, pp.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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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슨의 노래 당신을 죽이는 건 총알이 아니라 구멍< It’s not the Bullet that Kills You,

It’s the Hole 과 함께 아콘치가 흥얼거리는 탱고 메레디스 멍크 의 음> , (Meredith Monk)

악 등이 들어있다.

그러나 문제는 앤더슨의 음악이 관습적인 장소에서 들려졌을 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존의 대중음악과 별 차이가 없다 혹은 대중음악으로서는 그다지” ,

수작이 아니라는 지적에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존슨도 지적했듯이 앤더슨의 음악이.

아방가르드의 실험으로만 취급되기에는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게 들린다는 것이다 이“ ” .

는 은연중에 아방가르드는 대중음악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고 아마추어적이라는 선입

견을 드러내고 있다.

앤더슨은 이런 비판에 답하듯 갤러리 공간을 벗어나 보다 관습적인 음악의 장소인‘ ’

극장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공연하고 유명 레코드 레이블에서 앨범을 내었다 상업, LP .

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 것처럼 들리는 오 슈퍼맨 의 인기는 작가 자신조차 당황시키“ ”

는 사건이었다 앤더슨의 공연에는 힙 한 문화를 찾는 얼터너티브 록‘ ’ . (hip) (alternative

음악 팬들과 아방가르드 미술계 사람들 일반 대중들이 모두 모였다 그렇다면 앤rock) , .

더슨의 작업이 대중음악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혹자는 앤더슨이 내세우는 정치적 메시지가 대중들의 비판의식을 일깨운다는 점을

들 것이다 앤더슨은 스스로의 퍼포먼스를 이야기하기 이라고 표현한다 관. ‘ (storytelling)’ .

람객들은 멀티미디어로 이루어진 앤더슨의 공연을 통해 무심히 지나쳤던 생활 속의 단

면들을 자성적이거나 비판적인 시선으로 돌아보게 된다 물론 대중음악 중에도 정치사.

회적 비판의식을 표현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앤더슨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이미 마련된 정답을 주지시키기보다는 거꾸로 질문을 하며 생각하게 만들고 토론을 이‘ ’

끌어내는 면이 있다 미국 을 위시해서 상당수의 앤더슨의 공연 말미는 관객에게 결말. < >

이 나지 않은 상황을 던져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종류의 상.

호성 은 사실 퍼포먼스 뿐 아니라 모든 예술이 많던 적던 공유하는 부분이(interactivity)

다 더구나 앤더슨의 퍼포먼스는 노래와 어우러져 사고를 위한 시간보다는 감각에 의. ‘ ’

한 수용을 촉진시킨다.22)

22) 앤더슨 자신도 이런 경험을 지적했다 생각은 뇌로 직접 전달되지만 예술은 감각을 통해 스며들어온다. “ .

이를 분석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에 심취해 가사를 들어보려고 번이나 되풀이해서 듣. 50

는다 노랫말은 아름다운 선율과는 반대로 끔직하고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 .

다 그 노래는 이미 당신 안으로 들어왔고 당신은 그 노래를 흥얼거린다. , .” Roselee Goldberg, Laurie
Anderson,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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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좋아한다면 대중음악이라는 정의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오 슈퍼맨 의 인기. “ ”

를 고려할 때는 더욱 설득력있게 들린다 그렇지만 이런 손쉬운 정의는 아방가르드가.

반드시 대중에게 외면당한다는 선입견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다면 혹 우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앤더슨의 작업과 대중음악, ?

을 굳이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미술과 음악이라는 전통적인 장르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둘로 찢어 나누려는 것은 아닌가 과연 현대미술.

에서 여기까지가 미술이고 여기서부터는 미술이 아니라는 경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

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권위체계에 의한 것이며 어떻게 기능하는가 결국 아서. ?

단토식의 미술계 라는 기관 으로만 정의되는 맥 빠지는 현실로 귀(artworld) (institution)

결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날의 미술관은 어떠한가 실제로 미술관에서 만나는 음악이나 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비디오 아트의 현란함이 동반하는 음향 설치미술에 등장하는. ,

오디오 게다가 미술관에서 열리는 각종 콘서트와 퍼포먼스까지 미술관은 이미 소리로, .

꽉 찬 공간이 되었다 비단 소리 뿐인가 썩은 생선냄새가 진동하거나 침과 배설물이. ?

작품의 재료가 되는가 하면 악수하기나 뽀뽀하기로 관객과 만나는 것이 오늘날의 미술,

이다 심지어 전시장에서 요리를 해서 나눠먹는 간 큰 작가들도 있다 종래의 미술이. (?) .

제공하던 시각적 요소와 장치들은 감각의 극대화를 원하는 오늘의 관람객들에겐 너무

조용하다.

세기 프랑스의 비평가 장 프랑소와 마몽텔 은 미술은18 - (Jean-Francois Marmontel) “

증인을 요구한다”23)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년 디드로 의 백과사전에서 비. 1756 (Diderot) ‘

평을 정의한 이 저명한 평론가의 말은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시작의 단계이던 관람객’ ‘ ’

이라는 개념을 미술의 존재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오늘날의 미술에서 관람객은 그 어.

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앤더슨은 아마도 이런 사실을 일찍이 실감한 작가 중의 하나.

일 것이다 전위미술이 소수의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앤더슨의 퍼포먼스는 음반.

과 비디오 영화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팝음악 애호가에서 얼터너티브 추종자들 아, ,

23) Jean-Francois Marmontel, Paul Virilio, The Vision Machin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1994), p.

에서 재인용 년 정기화된 살롱전을 통해 미술이 일반 대중에게 대규모로 공개되면서 소수의 작품1 . 1737

소유자와 상류계급에 국한되어 있던 미술품의 감상이 빠르게 일반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더한 저널리즘.

의 발달은 관객의 위상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위치로 격상시켰고 마몽텔은 이런 현상에서 일찌감치‘ ’

미술의 변화를 읽어낸 평론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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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르드와 보수적 관객까지 다수의 관람객들을 향해 열려있다 앤더슨의 작품을 앞에, .

놓고 이것이 미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작가는 우리에게 할 이.

야기가 있고 관람객은 어느 측면에서 작품에 접근했던 간에 그 이야기가 싫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Key Words)

로리 앤더슨 대중 음악 오노 요코 미국(Laurie Anderson), (Pop Music), (Yoko Ono), (United States),

오 슈퍼맨(O Superman)

투고일 년 월 일 심사일 년 월 일 게재확정일 년 월 일( 2009 11 30 2009 12 15 2009 12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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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tween Pop and Art: Laurie Anderson s Performance

Rhee, Jieun (Myongji University)

In 1981, performance artist Laurie Anderson’s single “O Superman” hit number

two on British Pop chart, an event that took everyone by surprise, as no avant-garde

artist before her had ever gained such a recognition in the industry of commercial

arts and entertainment. The initial waves of criticism and scorn expressed by other

avant-garde artists soon gave way to an era of creative explosion when they

increasingly found in the cutting edge of music and film industries an innovative

means of expression and gaining populist appeal.

On the one hand, Anderson’s popularity throws lights on the way in which the

demarcating line between art and popular entertainments has become increasingly

blurred. How does one draw distinction between high-brow arts and forms of

popular entertainment as they both try to merge into our everyday life as the field

of practice and popular appreciation? More important is how such a fusion facilitates

a unique strategy of making her art more readily available, one that greatly expands

her audiences for her critical practice.

Using Anderson’s performance works such as <United States> and <Home of

the Brave>, this paper delves into the terrain of convergence between high-arts and

popular entertainment as an important backdrop to bold artistic strategies that

avant-garde art uses to get the broader public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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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팝 과 아트 사이 로리 앤더슨의 퍼포먼스를:

통해 본 음악과 미술의 경계 에 대한 질의｣

고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

이지은 교수님의 논고는 현대 미술이나 미술에 관한 연구에서 시각이외의 예술분야나

감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에 로리 앤더슨의 미디어 행위 예술에 대한 연구는/

보는 미술이 아니라 듣고 감상하는 아방가르드의 전통이 이미 년대 초부터 등장하1970

여 왔음을 예증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다루고 계신 앤더슨의 행위예술은 대.

중 심지어 상업 문화와 아방가르드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로버트 윌슨과 같은 행,

위 혹은 미디어 예술의 다양한 근원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앤더슨에.

관한 연구는 미술과 음악이라는 주제가 자칫하면 음악이 지닌 추상성을 빌어 미술에서

의 모더니즘을 이해하는 데에만 사용되지 않도록 해 줍니다 게다가 앤더슨은 크레이. (

그 오웬스의 년대 유명한 글 알레고리적인 충동1980 “ (The Allegorical Impulse: Toward

에서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즉 차용의 미학을 실현한 작가a Theory of Postmodernism)” ,

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인 정의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

니다 연구자는 논고에서 앤더슨의 행위 예술이 대중문화와 아방가르드 행위 예술 사이.

에서 모호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질문은 연구자가 말씀.

하고 계신 소위 대중음악과 행위 예술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무엇이신지요 제가.

이해하기로 연구자는 년대 초에 등장한 앤더슨의 오 슈퍼맨 이 워너1980 (O Superman)

브라더스나 상업적인 음악방송 의 전파를 탄 점 등을 들어 그리고 년의 미국(MTV) , 1983

등이 실험적이고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스펙터클하고 잘 짜인 극본에 의(United States)

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중 문화적이거나 팝 콘서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계신 듯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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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윌슨의 실험 음악이나 무대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다고 해서 혹은 상업적인 레이블을 단다고 해서 대중적이거나 대중음악으로 분류되지,

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아방가르드를 대중음악으로부터.

구분하는 충분한 잣대가 된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년대 말 년대 초에 등장. 1960 1970

한 밥 딜런은 물론이거니와 년대 글렘 록이나 기타 영국의 팝들도 모두 사회 비판1970

적인 요인들을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는 논고의 장 음악과 미술의 경계 에. 4 ( )

서 과연 그와 같은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만 앤

더슨이 행위예술이나 대중음악사에서 지니는 성과를 가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연구

자가 말씀하시는 아방가르드적인 행위예술과 대중음악에 대한 정의와 구분이 선행되어

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논고의 앞부분에서 암시하신 바와 같이 사회 비판적이고 실험적인 분위

기에서 파생된 앤더슨의 음악이 어떠한 경로로 대중화 되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연구자.

는 논고에서 앤더슨이 년 대상 반대 객관성 이라는 작1973 / / (object/objection/objectivity)

업을 통하여 년대 초 비판적이었던 시대 상황을 반영한 후에 년 윌슨의 오페라1970 1976

를 관람하고서 년 미국이라는 작업에서 상당히 대중적으로 계획성을 지니게 되었다1980 (

는 점에서 전환하였다고 암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구체적으로 앤) .

더슨에 의해서 의도된 것인지 예기치 않은 상업적인 성공에 따른 것인지가 불불명 합니

다 또한 이와 같은 상업화 대중화의 현상이 앤더슨의 개인적인 미학적 성향의 변화에. ,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앤더슨이 아방가르드 작가로 시작해서 점차로 대중음악가로 변화하였

다면 앤더슨의 음악을 행위예술의 계보에서뿐 아니라 기타 실험음악이나 실험 연극 그,

리고 심지어 당시 대중문화의 다양한 발전양상과도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으로 저는 앤더슨을 다다나 전후의 플럭서스 그리고 오노 요코의 행위 예술의 계보뿐,

아니라 한때 앤더슨의 남편이었던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루 리드 엘비스 카스텔리 피터, ,

가브리엘 등과 같이 대안적인 대중 음악가들이나 영국 팝의 연주가들과 비교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로크적이고 스펙터클한 무대 요소를 활용하면서 클래식.

악기를 사용하거나 나아가서 팝 클래식 과거 문화의 유산과 미래주의적인 미디어 등, ,

서로 다른 요소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혼합하는 포스트모던적인 앤더슨의 음악과 무‘ ’

대는 윌슨 루 리드 카스텔리 등의 작업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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