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시각예술은미술의또다른이름이다. 미술을의미하는말로시각예술이란

명칭이어색하지않은것은미술이란당연히시각에호소하는예술이라는

사회적통념이상식으로통하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우리주위의미술관

이나화랑을둘러보면당장에이러한상식은어긋나게된다. 전시장가득히

소리가넘치고냄새가진동하기도하며, 만져보고, 심지어맛을보는작품

들이미술관을점령하고있는것이다. 이런현상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

1960년대부터미술에나타나기시작한경향이다. 본논문은이러한다감각

적(multi-sensory) 미술의 경향을 1960년대 플럭서스(Fluxus) 미술운동을

통해추적해보고, 플럭서스를시각중심주의에도전하는새로운미술의견

지에서조명하고자한다.

미술에서의시각중심주의

미술이시각에호소한다는당연한명제는미술의기원부터유효한것이었

다. 그러나‘시각중심주의(ocularcentrism)’가 미술의 역에서 거론되기

시작한것은그리오랜일이아니다. 감각기관중가장명확하고이성적인

것으로여겨져온시각은 20세기에들어서많은철학자와사상가들에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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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검증의대상이되었다. 후기구조주의철학자들을중심으로한이들비

평가들은이제껏세계에대한정보를얻는데가장우수한감각기관이라여

겨지던시각이스펙터클과감시체계를통해정치적, 사회적인억압의기제

로사용되는데앞장서왔다고주장한다. 어떤한시각체제(scopic regime)

는 다양한사회적시각성들(social visualities)을 포함하고있는데, 이런다

양성을무시하고이들을하나의본질적시각(essential vision)으로 통합하

는과정에서다른모든‘비본질적인’시각들이배제된다는것이다. 또한이

런배제는어떤한시각만을가장자연스럽다고여겨지는(naturalized)시각

으로인식하게만든다.1)

대표적비평가중하나인마틴제이(Martin Jay)는이런배제와은폐

의과정이드러나는예로‘근대적시각’을들었다. 제이가말하는근대적시

각은르네상스시대회화에나타나는원근법이다. 제이는원근법과함께주

체의합리성에관한르네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철학사상을동일한

근대성(modernity)의발현으로보고, 이를데카르트적원근법주의(Cartesian

perspectivalism)라고명명하 다.2) 선원근법(linear perspective)에나타난

수학적 규칙성과 일점소실점에 의해 만물을 주관하는 절대군주와도 같은

시각, 즉단한명의주체를위해존재하는원근법의시각을데카르트인식

론의바탕인이성적주체와나란히본것이다.3)

1) 1988년 4월 30일뉴욕의 Dia 미술재단에서열린세미나‘시각과시각성(Vision and

Visuality)’에서마틴제이와조너던크래리는근대적시각의탄생을추적하며권력/지
식과시각체제의연관성을지적하 다. Hal Foster, “Preface”& Martin Jay, “Scopic

Regimes of Modernity”in Vision and Visuality: Discussions in Contemporary

Culture, Seattle:Bay Press, 1988. 다양한시각성들이하나의규범적시각으로통합
되는과정을관찰함으로써시각체제안에숨겨진권력구조를파헤친대표적인예로는
프랑스후기구조주의철학자미셸푸코의『감시와처벌』(1975)에등장하는감옥구조인
판옵티콘(panopticon)을들수있다.

2) Martin Jay, “Scopic Regimes of Modernity”, Vision and Visuality,p. 4.
3) 실제로『방법론서설(Discourse on Method)』(1673)에서빛을굴절되고반사되며, 측정
될수있는물리적측면으로설명하는데카르트이지만이런그에게도빛이망막에가져
다주는정보를읽는지각행위는철저히정신적인것이었다. “지각, 또는지각행위는시각
에관한것이아니다. (…) 이는오로지정신에의한검열이다”라는그의명제에서드러나
듯, 시각행위는 감각에 대한 정신의 지배이며 지각의 개념화 다. René Descartes,
“Optics”,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vol.2, trans. John Cottingham

et, al.,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 21. 따라서신체의다른
감각들과구분되어시각은정신과직결된가장특별한지위를부여받게되는것이다.
이런점에서데카르트의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와 제이가지적하는시각중심주
의(ocularcentrism)는 일맥상통하는것이다. 이지은, 「시각문화연구와미술사의쟁점
들: 시각성과이미지의문제를중심으로」, 『미술사학』, 20호(2006), pp. 83~86 참조.



이렇듯원근법에서볼수있었던것이정신과

직결된시각의우위 다면, 실재로외부세계의재현

과상관없는추상미술의경우에도시각의우위는여

전히유지되었다. 미술사학자조너던크래리가말하

는 이른바“자율적인 시각(autonomous vision)”이

라는새로운형태의모더니티가그것이다.4) 이는관

념의지배를받지않는순수한시각의작용을말하

며, 외부에 존재하는대상의물리적유무에관계없

이시신경의자극에반응하는생리적시각이다. 미

술에서 이러한 시각적 순수성을 지향한 예로 우리는 모더니스트 회화

(Modernist Painting)이론을들수있다. 

모더니스트회화는 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뉴욕을중심으로생겨

난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

(Clement Greenberg)가그이론적틀을마련하 다.(도 1)모더니스트회화

이론은 크게 매체론과시각성(opticality)으로 요약된다. 캔버스의“평면성

(flatness)과평면성의한계(the delimitation of flatness)”5)라는회화매체의

특성은 회화의 정의를 물리적 조건에 한정시키는 것으로, 문학이나 연극,

조각, 건축등타미술 역과공유하지않는회화만의순수성을추구한것

이었다. 반면시각성은회화의감상에서요구되었다. 그린버그가회화에서

주장하는“조형적가치(plastic values)”는“순수하게시각적인경험”6)을통

해관람자에게인식된다. 그것은 3차원의표현이라는조각적성격이나개념

이나서사등문학적인요소를제외하는오로지‘시각적’경험만을말한다.

즉, 이전의그림에서보여지던‘회화적환 (pictorial illusion)’이아닌‘시

각적환 (optical illusion)’이감상의대상이되는것이다.7)

이렇게모더니스트회화에나타난‘순수한’시각적경험은추상표현

주의의뒤를이어나타난 1960년대의플럭서스와미니멀리즘, 행위미술등

에의해와해되었다. 바야흐로탈신체화되었던시각이몸으로되돌아오고,

이지은·플럭서스의탈시각중심주의 149

4) Jonathan Crary, “Modernizing Vision”, Vision and Visuality,pp. 34~35.
5) 사각형의한계는캔버스의형태를의미한다.(역주) Clement Greenberg,“After Abstract

Expressionism”, Art International, VI, no. 8, October, 1962, p. 30, Reprinted in

Clement Greenberg: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4, ed., John O’Brian,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 131.

6) Clement Greenberg, “Modernist Painting”, Clement Greenberg: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4, p. 89.
7) 모더니즘회화의시각중심주의에대한자세한논의는이지은, 앞의논문, pp. 89~91

참조.

도 1. 잭슨폴록(Jackson Pollock), 
<라벤더미스트(Lavender Mist)>, 
캔버스에오일, 에나멜, 알루미늄. 
221×300cm, 1950,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 C. 소장



청각이나촉각, 후각, 미각등다른감각들이미술작품의감상에동원되는

새로운시대가시작되었던것이다. 이중본논문에서는촉각, 후각, 미각에

호소하는플럭서스의작품들을통해시각중심주의의미술이어떻게도전받

았는지, 그리고이런다감각에호소하는미술의의의가무엇인지논의하고

자한다.

II. 플럭서스의 배경과 전개

플럭서스의배경

라틴어에서유래한명칭플럭서스는흐름이라는뜻의단어‘플럭스(flux)’

가의미하듯연속적인통과행위, 개별매체간의소통, 작가와관람자와의소

통, 미술과일상과의소통등으로그의미를유추하여해석할수있다. 공식

적인플럭서스의역사는 1961년리투아니아출신의작가이자이론가인조

지마치우나스(George Maciunas)에의해시작되었다.8) 그러나플럭서스라

는명칭으로출발하기이전, 흔히전기플럭서스(proto-Fluxus)라고불리는

미국과 유럽에서 개별적으로 작업하던 구성원들의 활동은 훨씬 이전인

1950년대전반으로거슬러올라간다. 또한공식적인플럭서스의끝을마치

우나스의 사망 년도인 1978년으로 보는 미술사가 오웬 스미스(Owen F.

Smith)의경우도 1978년이후플럭서스의이름으로행해지는많은활동들

을지적하고있다. 따라서 40년이넘게지속되었고아직도지속되고있는

것이플럭서스이다. 

플럭서스는또한미국과유럽, 아시아를섭렵하는다국적작가들의

구성으로두드러진다. 어느한국가를중심으로벌어진미술운동이아닌것

이다. 플럭서스는미국과유럽에서활동하는다양한예술가들에의해시작

되었다. 대부분의미술사가들은플럭서스의기원을전위음악가존케이지

(John Cage)가 1957년에서 1959년 사이에 행했던 뉴스쿨포더소셜리서치

(New School for the Social Research)에서의강의로본다. 훗날 플럭서스

의주요멤버가되는조지브레히트(George Brecht), 알한센(Al Ha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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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61년시작설의근거로미술사가오웬스미스(Owen F. Smith)는 1961년마치우나
스의 AG갤러리에서열린‘Musica Antiqua et Nova’라는행사의전단에서플럭서스
라는단어가최초로사용되었다는점을든다. 전단에는“입장료 3달러는플럭서스매거
진을 발행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Owen F. Smith, “Fluxus: A
Brief History and Other Fictions”, In the Spirit of Fluxus, exh. cat. Walker Art

Center, Minneapolis, MN: Walker Art Center, 1993, p. 25.



딕히긴스(Dick Higgins), 알렌카프로(Allan Kaprow)등이수강했고, 청강

생으로 시인인 잭슨 맥로우(Jackson Mac Low), 아티스트인 조지 시걸

(George Segal), 짐다인(Jin Dine), 래리푼스(Larry Poons), 음악가라몬테

(LaMonte Young) 등이함께했던케이지의강의는우연(chance)을매개

로한다양한실험들로가득했다.9)

케이지의강의이후파생된전위적실험작업들은이들수강생들에

의해계속되었다. 한센과히긴스는 1959년에서 1960년까지뉴욕시청각집

단(New York Audiovisual Group)을조직하여활동하 고, 맥로우와 은

‘비티튜드이스트(Beatitude East)’라는 잡지를발간하여서부에서시작된

비트세대(Beat Generation)의문화를아방가르드음악과접목시키는데기

여하 다. 한편 1960년겨울부터 1961년까지 은오노요코와함께맨해

튼의챔버스가(Chambers Street)에있던오노의스튜디오에서‘챔버스스

트리트시리즈(Chambers Street Series)’라는퍼포먼스를기획하 다. 이시

리즈는전기플럭서스의퍼포먼스작업을알리고발전시키는데결정적인

역할을하 다. 또한마치우나스는같은해매디슨가(Madison Avenue)에

AG갤러리를오픈하고플럭서스의주역이되는작가들의작품을전시하게

된다.10)

한편, 유럽에서는 1950년대초반, 독일의현대음악가칼하인츠스톡

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을 중심으로실험음악연구가한창진행되

고있었다. 스톡하우젠과당시그의문하생으로있던라몬테 , 백남준을

중심으로한다름슈타트서클(Darmstadt Circle)은음악과시, 연극의 역

에서새로운종합예술적인퍼포먼스를기획하고있었고, 여기에 1950년대

말미국인에밋윌리엄스(Emmett Williams)가가담하게된다. 1958년부터

1963년까지존속했던쾰른의전자음악스튜디오와스톡하우젠의부인이자

화가 던매리바워메이스터(Mary Bauermeister)의 화실을중심으로독일

인볼프포스텔(Wolf Vostell), 미국인벤저민패터슨(Benjamin Patterson)

등이합류한전위음악운동은케이지의공연등을유치하며‘쾰른의전기플

럭서스(proto-Fluxus)’로불리게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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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annah Higgins, Fluxus Experience,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p. 1~10. 

10) Owen F. Smith, 앞의책, p. 25.
11) Hannah Higgins, 앞의책, p. 11. 



플럭서스의전개

1961년가을, 유럽을방문중이던마치우나스는백남준의소개로스톡하우

젠과다름슈타트서클의일원들을만나게되고본격적인플럭서스활동을

시작하게되었다. 이듬해인 1962년, 마치우나스는두개의중요한퍼포먼스

에참여하게되는데바로부페탈에서열린‘작은여름페스티벌: 존케이지

이후(Kleines Sommerfest: Après John Cage)’와백남준이조직한뒤셀도르

프의‘음악에서의 네오-다다(Neo-Dada in der Musik)’ 다. 이들은 케이

지의정신을이어받은‘행위음악(action music)’을 추구했다. 패터슨은더

블베이스현위에전구를올려놓고총을쏘았고(도 2)백남준은바이올린을

천천히들어올리다벼락같이내리쳐부수는퍼포먼스인 <One for Violin

Solo>를무대에올렸다. 전통적인서양음악의악기들을물리적으로해체함

으로써이들은기존음악이만들어내는멜로디를일상의소음으로대체했

다. 이들의퍼포먼스는이후플럭서스페스티벌과콘서트의전형이된다.12)

이듬해인 1962년 9월, 마치우나스는그가오랫동안구상해온‘국제

플럭서스 대단히 새로운 음악 페스티벌(Fluxus International Festspiele

Neuester Musik)’이라는표제의플럭서스페스티벌을개최하 다.(도 3) 비

에스바덴에서열린이페스티벌은플럭서스라는명칭을단최초의페스티

벌이었다. 4주간에걸쳐 14개의콘서트로구성된페스티벌은백남준을비

롯하여오노요코와이치야나기(당시오노의남편), 아키야마쿠니하루등의

아시아예술가들과미국, 유럽각지의다국적작가들이어우러진국제적인

전위예술의장이었다. 이중 가장 악명 높았던 작품인 필립 코너(Phi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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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플럭서스콘서트에대한자세한부분은이지은, 「음악, 소음, 그리고침묵: 현대미술에
서의소리」, 『현대미술사연구』22, 현대미술사학회, 서울: 눈빛, 2007, pp. 334~336

참조.

도 2. (왼쪽과가운데) 벤저민페터슨
(Benjamin Paterson), <더블베이스를
위한솔로>, 스틸사진, 
‘작은여름페스티벌
(KleinenSommerfest)’, 
부페탈, 갤러리파르나스, 1962

도 3.‘국제플럭서스대단히새로운
음악페스티벌(Fluxus International

Festspiele Neuester Musik)’의
포스터, 1962



Corner)의 <피아노활동들(Piano Activities)>은무대위에놓인그랜드피아

노를둘러싼플럭서스작가들이톱, 장도리, 돌, 라인더, 망치심지어각목

까지동원하여피아노를때려부수고, 그잔해를경매에붙이는것이었다.

미술사가오웬은플럭서스를크게세가지시기로구분한다.13) 우선

전기와초기플럭서스의시기로 1961년에서 1964년까지벌어진플럭서스

페스티벌, 이벤트와퍼포먼스위주로진행되는콘서트가중심이된다. 케이

지를비롯하여플럭서스초기멤버들의다수를차지했던음악가들의 향

으로청각에호소하는작품들이많이발표되던시기이다. 두번째는플럭서

스출판물의시기인데, 1964년에서 1970년까지‘VTRE’등플럭서스에서

발행한 인쇄물들과‘플럭스키트(Fluxkit)’라고 불리는 우편주문식 작품의

판매가두드러지는시기이다. 마지막으로후기플럭서스시기는퍼포먼스

로대표되는 1970년에서마치우나스가사망한 1978년에이르는기간으로

이른바일상이예술이되는시기이다. 

플럭서스는전통적인미술과미술가의역할을비판, 공격하며이를

와해함으로써누구나가예술가가될수있다는점을강조하 다. 미술과삶

을통합하여순수미술(fine art)이라는개념을없애는것이목표 다. 뿐만

아니라시각중심의미술에반대하여청각, 후각, 미각, 촉각등의다양한감

각을작품의제작과감상에적극적으로도입하 다. 이는이후현대미술사

조의전위적흐름에지대한 향을끼친중요한기여이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가를 위주로 진행된 청각에 호소하는 퍼포먼스보다 후각, 미각, 촉각

등의다양한감각에호소하는오브제와퍼포먼스작품들을중심으로탈시

각중심주의입장에서보는플럭서스를논하고자한다. 

III. 시각에 저항하는 플럭서스의 작품들: 촉각, 후각, 미각
을 중심으로

시각에대항하는미술

“토마스슈미트는지금내집에서스포에리와뒤프렌의스펙터클에대한책

자를편집하느라여념이없다네.”14) 1963년 3월, 마치우나스는로버트와

츠(Robert Watts)에게쓴편지에서말했다. 루마니아출신의다니엘스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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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wen F. Smith, 앞의책, pp. 22~37.
14) Jon Hendricks, Fluxus Codex, New York:Harry N. Abrams, 1995, p. 488. 



리(Daniel Spoerri)는 프랑수아 뒤프렌(François Dufrêne)과 함께

<Optique Moderne>(도 4)라는작품을제작했다. 여러종류로제작

된안경들중하나는흔히볼수있는뿔테안경의양쪽렌즈중앙부

분에눈쪽으로길게튀어나온바늘을부착시켰다. 시력을보정하고

더잘보게해주는안경이아니라쓰는순간실명의위험에처하게

되는안경이었다. 또다른오브제는고의로귀에거는부분을비틀

어서각각의렌즈와눈과의거리를다르게하고비뚤어지게해서초

점을맞출수없게만든안경과시력교정에관한의사의처방서

다. 뒤프렌은이런오브제에정교한타이포그래피로전혀쓸모없는

사용설명서를만들었다. 그해 4월출간된책자와함께우편주문방

식으로판매된 <Optique Moderne>는역발상적인시각기제이다.

다다이스트마르셀뒤샹(Marcel Duchamp)이그토록혐오했던망막에호소

하는미술(retinal art)에 대한직접적인공격이자, 잘 보는것이곧정확히

아는것이라는시각과정신의공생관계에대한부정인것이다.15)

스포에리의이런의도는같은해발표된마치우나스의플럭서스선

언문에도반 되어있다. 선언문에서마치우나스는플럭서스의사전적정

의와함께다음과같은행동강령을발표했다.

부르주아의식상함과지식인, 전문가와상업화된문화를숙청하라. 죽은

미술, 모방, 인위적인미술, 추상미술, 재현미술, 수학적인미술을숙청

하라. “유럽주의(Europanism)”의세계를숙청하라!16)

여기서말하는유럽주의란곧서양회화의전통을말한다. 그것은가

시세계의모방이었고, 원근법을사용하여세계를보는시각을하나의소실

점으로귀결시키며, 관객에게오직‘보는것’만을허용하는미술이었다. 또

한회화의재현적기능을제거한추상미술에서도여전히유효한시각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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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플럭서스에 향을준선배작가로케이지와함께마르셀뒤샹이거론되곤하 다. 마
치우나스는“플럭서스는스파이크존스와보드빌(Vaudeville: 싸구려극장쇼), 개그,
어린애들의놀이그리고마르셀뒤샹의혼합물이다”라고주장했으며작가벤보티에
는“케이지와마르셀뒤샹, 다다가없이는플럭서스가존재하지못했을것이다…플럭
서스는뒤샹이후(레디메이드)와케이지이후(예술가의탈주체화)의상황에서창조되
었다”라고 기술했다. George Maciunas, “Fluxus Art-Amusement”(1965)와 Ben

Vautier, “What is Fluxus?”, Flash Art, no. 84~85, Oct.~Nov.1978, p. 52 참조.
16) George Maciunas, Manifesto(1963), Offset on Paper. The Gilbert and Lila

Silverman Fluxus Collection 소장. 

도 4. 다니엘스포에리(Daniel Spoerri)
와프랑수아뒤프렌(François

Dufrêne), <Optique Moderne> 
1963, Brad Iverson 사진



주의 다. 그렇다면플럭서스는그대안으로어떤것들을제

안했을까?

먹어보는미술: 플럭서스음식

스포에리는같은해파리의 J화랑에서“723개의부엌용품”

이라는제목으로직접메뉴를짜서식당을차리는퍼포먼스

를기획했다. 프랑스와서인도, 스위스등다국적메뉴로구

성된식단은미술계지인들에의해손님들에게전달되고, 이

들이먹고난후식기들은테이블에고정되어그대로스포에

리의‘작품’이되었다. 미각에대한스포에리의관심은그가즐겨사용했다

는독일속담, “모든예술이사라져도고귀한요리의기술은살아남는다”에

서잘드러난다. 실제로스포에리는 1961년식료품가게에서구입한통조림

에“주의: 예술작품”이라는도장을찍은후이를코펜하겐의한화랑에서

판매하기도했다.17)

가장오랫동안살아남을예술로서‘요리’와그‘음식/예술’을함께

나누는제의적이고공동체적인행위는미술작품의감상과비교할만하다.

미술작품의‘시각적’감상이개인적이고사변적인행위라면, 스포에리가제

안하는음식/예술의감상은미각적이자체험적인것으로개인만의경험에

서그치는것이아니라타인(관람자)과그경험을함께나누는참여가강조

된다. 스포에리의퍼포먼스는이러한참여를유발하여경험으로서의예술

을이끌어내었다. 그러나 그 경험은식사후의식기를테이블에고정하여

만든 작품 <타블로－덫>(도 5) 시리즈로 고착화됨으로써 불행히도 다시금

시각을위한오브제로귀결되고말았다.18)

반면벤보티에(Ben Vautier)의 음식/예술은보다직접적인체험이

다. 1963년니스에서있었던플럭서스페스티벌에서보티에는식료품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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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udith E. Stein, “Spoerri’s Habitat for Decades: Daniel Spoerri extracted art

from the detritus of his everyday life”, Art in America, May, 2002, pp. 62~65.
스포에리가 플럭서스의 이름으로 행한 작품은 뒤프렌과 함께 만든 <Optique

Moderne>가 유일하다. 1960년대 초반의 스포에리는 네오-다다라는 명칭을 자신의
작업을지칭하는것으로사용했는데이는실제로당시많은전기플럭서스작가들이
공유했던것으로비록‘723대의부엌용품’의아이디어가플럭서스의이름으로행했
던퍼포먼스는아니었지만그정신을공유했다고볼수있다. 

18) 1964년뉴욕의알랜스톤(Allan Stone) 화랑에서스포에리는플럭서스작가들에게같
은식으로음식을대접하 다. 결과물인<31 Variations on a Meal>은스포에리가음
식을 대접한 31명의 미술계 인사와 플럭서스 작가들의 이름과 함께 마치우나스에
의해 사진으로 만들어져 실크 인쇄된 식탁보와 사진작업으로 전환되었다. Jon

Hendricks, 앞의책, pp. 486~487 참조. 

도 5. 다니엘스포에리, <타블로–덫>,
1963



서상표가떨어져나간통조림을사들여이를무작위로개봉

하여식사를하는 <Flux Mystery Food>(도 6)라는 퍼포먼

스를 선보 다. 내용물이 과일이건 소시지이건, 혹은 생선

통조림이건통조림을여는순서대로식사를하는것이다. 과

일을먼저먹은다음, 비린내나는정어리통조림을먹을수

도있고, 소스가들어있는통조림을통째로먹어치우기도

서슴지않아야만하는이식사퍼포먼스는일반적인식습관

을뒤엎는것이었다. 음식의궁합을철저히무시한식사순

서는일상적인식사를예측할수없는새로운경험으로바꾸

어놓았다. 1966년에는마치우나스를동원하여사들인통조

림의 상표를 모두 떼어낸 다음‘Flux Mystery Food by

Ben Vautier’라고 하는 동일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기

도했다.19)(도 7) 통조림을구입하는사람은모두보티에가

마련한‘불확정성(indeterminacy)’의경험에동참하게되는

것이다. 

한편앨리슨놀스(Alison Knowles)의작품은보다개

념적이다. 1967년부터 시작된 <동일한 점심식사(Identical

Lunch)>(도 8)에서놀스는매일점심같은시간에첼시에있

는 리스 식당(Riss Foods Dinner)에서 토스트된 호 빵에

버터를바르고마요네즈를넣지않은참치샌드위치를먹었

다. 필립코너와함께이이벤트는개인적인명상과일기를

포함한프로젝트로확대되어주변의지인들과다른작가들도참여하게되

었다.20) 평범한점심식사가어떻게각자에게다르게느껴지는지, 매일같은

메뉴가어떻게조금씩그맛이변하는지등상세하게묘사된기록들은사소

한일상을중요한사건처럼여겨지게한다. 동일한메뉴의식사를통한공

동체험은작품/음식의감상을작품과관람자와의관계에서나와타인과의

관계로확대하는것이었다.

만져보고냄새맡는미술: 플럭서스의우편판매오브제들과설치작품

미각뿐아니라촉각과후각역시플럭서스가작품에끌어들인감각이다. 플

럭서스작가들중두드러진활약을보 던이들중에는백남준과오노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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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Jon Hendricks, 같은책, pp. 506~507.
20)Hannah Higgins, 앞의책, pp. 47~48.

도 6. 벤보티에(Ben Vautier), 
<Flux Mystery Food>의퍼포먼스중
식사후이를닦는장면, 스틸사진, 
니스, 1963

도 7. 벤보티에, 
<Flux Mystery Food>의다양한통조림
포장들

도 8. 앨리슨놀스(Alison Knowles), 
<동일한점심식사(Identical Lunch)>,
1967



를위시한아시아작가들이많이있었다. 그 중

에이-오(Ay-O)라는별칭으로활동하던일본작

가다카오이지마는 1931년생으로일본이바라

키 현에서 태어났으며 1964년 도쿄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판화가로 활동하 다. ‘민주미술가협

회’와새로운교육을지향하는급진적교사들의

모임인‘창조미술교육회’등에서활동하던에이-

오는 58년뉴욕으로도미하고, 1961년오노요

코의소개로마치우나스를만나게된다.21) 이후

에이-오의작업방향은대단히촉각적인작품들로변화한다. <손가락상자

(Finger Box)>(1964)는플럭서스시기그의대표적작품이다.(도 9)

정육면체로동일한나무상자의위쪽면에손가락이들어갈만한구

멍이하나씩나있다. 겉으로보아서는전혀구분할수없는상자들속에는

각각손톱, 스펀지, 구슬, 솜, 뻣뻣한털로만든브러시와머리카락등다양

한물건들이들어있다. 우편판매방식으로<손가락상자>를구입한사람은

서류가방같은케이스가득히들어있는 15개나 16개의상자를받게되고,

안에어떤것이들어있는지전혀모르는상황에서손가락을집어넣어확인

하게된다. 어떤것을만지게될지모르는상황에서손가락을집어넣는스

릴, 감촉으로만확인할수있는미지의물체에대한기대와추측, 이모든것

이시각이배제된촉각적경험을극대화한다.

<손가락상자>의전신은 1963년처음만들어진<촉각적상자(Tactile

Box)>로서류가방에담긴것이아니라낱개의상자 다. 비닐로된서류가

방까지갖춘<손가락상자>는플럭서스우편판매물품중에서도스테디셀러

로명성이자자했다. 1964년 3월, 1달러98센트로처음판매를시작한이래,

꾸준한주문과함께 1976년에는무려 300달러로가격이상승하게된다.22)

시리즈도 만들어졌다. <플럭스 캐비넷(Flux Cabinet)>은 <손가락 상자>의

서랍장버전이다. 서랍을열면나무판으로덮인윗부분에 16개의구멍이나

있다. 역시내용물은보이지않고손가락을넣어확인해보아야한다. 실제

로서랍을빼서밑부분을보면비로소나무판에부착된투명용기속물체를

확인할수있게만들어진것이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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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idori Yoshimoto, Into Performance: Japanese Women Artists in New York,
New Brunswick, N. J.:Rutgers University Press, 2005, p. 118.

22) Jon Hendricks, 앞의책, pp. 175~176에가격변동이연도별로기록되어있다.

도 9. 에이-오(Ay-O), 
<손가락상자(Finger Box)> 
(Valise edition), 나무상자들과비닐로
만든서류가방, 1964



에이-오의 다른 작업들도 촉각에

호소하는것이두드러진다. <풍선장애물>,

<브러시 장애물>, <그물 장애물>(1976)은

모두<플럭스미로(Flux Labyrinth)>(도 10)

라는 전시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각각 부딪치면 폭발하는 풍선으로 가득한

마루와각종브러시로가장자리를메운입

구, 그물로 얼기설기 얽혀서 사람이 통과

하기 어렵게 만든 복도로 구성되었다. 관

람자들은 최대한 요리조리 장애물들을 피

해 이동하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애물

과촉각적으로마주치게된다. 

이런 장애물의 설치를 통해 관람객의 신체성을 자각시키는 경우는

마치우나스의<접착마루(Adhesive Floor)>(1977)에서도그예를찾아볼수

있다. 마치우나스가메사추세츠주의월리엄스타운미술관에전시기획서로

제출한<접착마루>는말그대로미술관의마룻바닥에공업용액체접착제를

뿌려놓아관람객의발을묶어놓는것이었다.23)

관람객의신체와직접적으로접촉하는또다른에이-오의설치작품

으로는 <브러시변기>(1977)가 있다.(도 11) 변기의앉는부분에브러시를

부착하여변기를사용하는사람의맨살이직접뻣뻣한브러시에닿도록만

들어진에이-오의작업은초현실주의메레오펜하임(Meret Oppenheim)의

<털로만든아침식사(Breakfast in Fur)>(1936)를연상시킨다. <털로만든아

침식사>의찻잔과수저가남성과여성의성기를연상시키는시각적인효과

로에로틱한쾌감을자아낸다면, 에이-오의 <브러시변기>는그의다른설

치작업이나<손가락상자>와마찬가지로촉각이라는가장동물적인감각기

관의반사반응을유도하며, 신체적접촉을망설이게하는심리적불안함을

유발한다. 시각만을사용하는작품의감상이아니라직접적인접촉을통한

촉각적, 시각적감상을통해서관람자혹은사용자의신체가보다 접하게

작품과관계맺게되는것이다.

비슷한시기에이-오의뒤를이어도미한다카코사이토역시시각

이외의감각인후각을이용한작품으로플럭서스의역사에족적을남겼다.

1929년일본후쿠이현에서태어난 사이토는도쿄에있는일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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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시기획은물론기각되었다. 같은책, p. 318.

도 10. 에이-오, <플럭스미로> 중
<브러시장애물>과<그물장애물>,
스틸사진, 베를린, 1976

도 11. 에이-오, <브러시변기>, 
플럭스페스트(Fluxfest), 시애틀, 
1977



에서아동교육을전공하고후쿠이현의한공립중학교의선생

님으로일했다. 교육현장에서느낀강압적이고권위적인수업

방식에 반대하여 사이토는 1952년 테이지로 쿠보가 창립한

‘창조미술교육회’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에이-오를 만나

게된다. 1958년도미한에이-오가창조미술교육회의멤버들

과주고받는소식을통해사이토는뉴욕에서벌어지는전위적

인미술운동의소식을전해들으며예술가로서의꿈을키웠다. 

드디어 1963년단기취업비자로미국으로건너간사이

토는에이-오의소개로마치우나스를만나게되고플럭서스오

브제를만드는작업을도우며본격적인전위미술계생활을시

작하게된다.24) 사이토의솜씨와기질은곧마치우나스의신임

을샀다. 마치우나스는사이토가독창성과장인적솜씨라는두가지재능을

두루갖췄다고칭송하며“그녀의장인정신은완벽함을추구하는일본의전

통에서기인한다”며추켜세웠다.25) 이런마치우나스의격려에사이토는충

실한동료이자조력자로서플럭서스의각종행사와집단작업들을도우며

핵심멤버로활동하게된다. 

사이토의재능을눈여겨본마치우나스는 1964년사이토에게플럭서

스버전의체스세트를만들어볼것을권유한다. 그결과물은역시나남다

른사이토만의<냄새체스>를비롯하여<무게체스>, <소리체스> 등기존의

체스세트의개념을넘어서는것이었다. 이 중 <냄새 체스(Smell Chess)>

(도 12)는 32개의동일한유리병으로구성되었는데, 체스를두는사람은이

병에담긴냄새만으로구분하여게임을해야한다. 

각각의체스맨에고유의냄새를부여하며, 사이토는후각이가장주

관적인감각이면서도사회적인감각임에주목하 다. “후각의코드는사람

들을구분하고억압하는역할을했다”26)는사이토의지적은가장동물적인

감각인후각의역할이향기와악취가단순히다른냄새라는구분을넘어계

층과신분, 부와권력, 성별까지도결정할수있는사회적합의에의한구분

이라는것을상기시킨다. 체스에서쓰이는왕과여왕, 주교와졸병등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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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Midori Yoshimoto, 앞의책, pp. 118~120.
25) 사이토에 대한 마치우나스의 평가는 독일학술교류처 DAAD(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의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이
토에게써준마치우나스의추천서에잘드러나있다. Midori Yoshimoto, 같은책,
p. 122에서재인용.

26) Hannah Higgins, 앞의책, p. 43.

도 12. 사이토다카코, 
<냄새체스(Smell Chess)>, 
나무판과유리병들, 1965



분을 냄새로 결정하는 사이토의 작

업은<냄새체스>를두는사람들에게

이런주관적/사회적구분을묻고있

는것이다.

<냄새체스>의다른버전으로

는 1966년 발표한 <향신료 체스

(Spice Chess)>(도 13)가있다. 역시

유리병에 다양한 종류의 향신료를

담은 것으로 체스맨을 대신하는 이

게임은후각과미각, 시각(색채)을 아우르는다감각적인감상을요구한다.

1976년에는 <냄새체스>의 스케일이방으로확대되었다. 일명 <냄새나는

방(Smell Room)>이라는 프로젝트로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오브제로

머물던후각미술의아이디어를설치와접목한경우이다. 관람자들은들어

오는입구에놓여있는쿠션을밟게되는데이쿠션은밟을때방귀소리가

난다. 이에 맞추어방안에는유황과암모니아냄새가풍겨서관람자들은

서로를‘범인’으로의심하게된다.27) 이런식으로연초태우는냄새와분무

기등을사용한방들이이어지는프로젝트는‘냄새’의집단적체험을가능

하게하며, 나의경험과타인의경험간의다양한사회적관계들을드러낸

다. 

미각과후각을이용한플럭서스의작업은마치우나스가주최한수많

은플럭서스연회(Flux Fest)의음식에서도잘드러난다. 커피로만든만두,

솜을넣은만두, 보드카로속을채운달걀, 증류된우유와주스, 생선으로만

든캔디, 생선아이스크림, 생선차, 가죽을우려낸차등상상을초월하는

메뉴이다. 함께먹는‘연회’라는형식의사회성과그행위의제례적성격이

외에도미각과후각의비일상적체험을통한신체적자각은기존의시각중

심의작품감상과는전혀다른것이었다.

IV. 결론: 탈시각중심주의 미술로서의 플럭서스

플럭서스의작업은미술작품의제작과감상모두에변혁을가져왔다. 기존

의미술작품의감상이보는위주로시각을중심으로한것이었다면, 플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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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같은책, p 45.

도 13. 사이토다카고, 
<향신료체스(Spice Chess)>,
아크릴판과향신료가담긴투명한병들,
1966



스의작품은청각과촉각, 미각, 후각을동원하는다감각적(multi-sensory)

감상을요구했고, 이는시각중심주의에대한비판의가장주요한대상이었

던탈육체화된(disembodied) 시각을다시금몸으로되돌리고다른감각들

과함께아우르는통합된시각(incorporated vision)을제시하는것이었다. 

또한작품에관람자가적극적으로개입한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작가가완성하여제시하던작품의형태에서관람자의개입과실현으로작

품이완성되는대부분의플럭서스작업들은작가/주체적생산자, 관람자/수

동적소비자라는기존의고정관념을벗어나는것이었다. 이는크게보면작

가/주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탈주체화되고, 저자중심에서 독자중심으로

이향되는모더니즘이후의철학과도일맥상통하는것으로플럭서스이후의

현대미술의경향에지대한 향을미치는것이었다. 

같은맥락에서플럭서스의작품제작의상당수를차지하는공동작업

과이벤트, 지시문등을이용한개념적인작품들역시오브제로서의작품,

혹은작가의주관의물화(物化)된표현으로의작품이라는종전의개념에서

탈피하 다. 우연과상황이어우러진열린구조로서의과정을위주로한작

품을지향한것이다. 이는자연스럽게개인적이고사변적인작품의감상에

서사회적이고상호주체적인나눔의경험으로치환되는작품감상으로이

어진다. 오늘날미술관에서찾아볼수있는수많은설치와퍼포먼스,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호소하는오브제등은모두플럭서스의다양한실험들

에빚지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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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60s is a decade that is marked by new concepts of art making and art

appreciation. Starting from Fluxus, the new art in the 1960s such as Happenings and

performance art pursued the process of art making as an integral part of artistic experience. 

The traditional concept of art works that only appeal to vision soon became a site of

contentious experiments and innovations in which the experience of seeing is

accompanied by other sensual encounters of sound, smell, touch, and taste. These attempts

can be seen as a revolutionary move to restore the sense of corporeality to the act of

seeing that has been disembodied by the way in which western art has built the unifying,

homeogenous field of vision. 

This paper delves into the works of Fluxus artists—Daniel Spoerri, Ben Vautier,

Alison Knowles, Ay-O, and Takako Saito — who were central figures in taking art into the

new age of post-ocularcentrism. Exploring the sense of smell, touch, and taste, these artists

led the viewer to participate in their art making with the incorporated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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