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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경험에 접촉하기 위해서 기존의 분과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  인류학적 경계막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를 실험하는 중대한 미개척지로 떠오르고 있다. 

관계적 미학의 실천은 1950년대 이후 동시대 예술의 주된 

조건으로 작용해 왔다. 최근 들어 관계적 미학이 유행하는 것은, 

현재 ‘관계성’의 개념이 어떤 종류의 구조나 사건과도 연관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술계에서 내부자를 결정하는 척도로 쓰일 수 있는 완결된 

자율적 관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나 니콜라 

부리오의 개념은 앨런 카프로 Allan Kaprow, 헬리오 오이시티카 Hélio 

Oiticica, 리지아 클락 Lygia Clark처럼 관계성과 직결된 작업을 전개하는 

작가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따라서 훨씬 

신중하고 정치적인, 현재의 세대적 일반화를 피하면서 관계적 게임의 

다양한 영토들을 고안할 수 있는 다른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예술인류학’의 가능성들을 고려해 본다면, 특히 흥미로운 것은 

‘횡단성 transversality’ (가타리 Félix Guattari의 용어)의 탐구라는 측면이다. 

즉, 예술과 인류학이 위계화, 지나친 일반화, 단순화 같은 함정을 피하면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영역과 조우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아무 변화 

없는 마주침으로 끝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고안한 변환의 

장 속에 우리 자신이 붙들리는—전체 플롯의 일부로서, 행위자들 중 

하나로서—역동적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예술과 인류학의 중간 지대, 예술이 ‘인간’과 그 

바깥의 접촉 지점을 새로이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은 결코 

특정 매체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관계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떤 실천 

수단이든 가능한 행동의 한 형태로 고려될 수 있다. 어떤 것이 예술 

작품으로 기능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체 특정성이 아니라 

‘개념적 자율성 conceptual autonomy’ (마이클 링그너 Michael Lingner의 용어)의 

조건이다. 오늘날 모든 예술 작품은 자율적 실체인 동시에 문화적, 

정치적 환경 또는 네트워크(또는 회로 )에 연루된 까닭에, 나름의 예술 

프로젝트로서 제 본성에 관한 복합적인 선언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런 

‘이중 작업’ 또는 횡단적 조건—또는 브라이언 홈즈 Brian Holmes의 표현을 

빌자면 ‘탈분과적 extra-disciplinary’—은 매체 특정성을 넘어서 예술 개념의 

유연성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예술 개념은 전 지구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하며, 매번 새로운 제스처가 취해질 때마다 매번 새롭게 선언된다. 

그것은 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순진하게 당연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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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바스바움 
Ricardo Basbaum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활동하는 저술가 겸 미술가이다.            

미술 잡지 
┏
아이템 ITEM

┛의 공동 편집자, 리우데자네이루의 미술 공간 

‘에스파수 아고라/카파세티 Espaço AGORA/CAPACETE’의 공동 디렉터이며, 

리우데자네이루 대학 미술사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바스바움의 작품은 

<도큐멘타 12>(2007 )와 <제7회 상하이 비엔날레>(2008)에 전시되었다. 

모더니즘 이후, 예술 실천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가이드 

라인의 원천은 이제 더 이상 역사학이 아니라 인류학이다. 새로운 것을 

향한 탐구는 더 이상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적 측면을 

지닌다. 문제는 인류학적 측면, 즉 인간/기계, 인간/동물, 자연/문화의 

경계선과 관련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고 또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지난 50년 간, 우리는 알려질 수 있는 

것 또는 ‘관습’이 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탐사하고 그런 경계가 다양한 

삶의 조건 및 문화적 국면에 따라 끊임없이 협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과 그 특성—내부성, 감응성, 문화적 특이성, 상징 체계, 제의 등—을 

재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 왔다. 

따라서, 어떤 국면에 경험되는 관계적, 접속적 모델은 어떤 

식으로든 집단적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되며, 예술 작품 또한 그런 역동적 

생산의 주요한 대상 중 하나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예술계에 

속한 행위자들이 예술계의 한계를 결정한다면, 예술 실천은 문화의 바깥과 

그 상징 체계를 동원해서 앞으로 성취될 수 있는 무언가를 조준하려는 

중대한 집단적 제스처 중 하나다. 예술 생산이 존재하고 시행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발명을 위한 형성의 지층이 작동한다. 그런데 이런 연구가 

갈수록 혼성적인 형태들과 마주치면서, 예전에는 별개로 취급되던 다양한 

주제들을 한데 아우르는 모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인간/비(非)인간, 

인간/기계, 인간/동물의 경계가 21세기 들어 갈수록 흐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지식이 처한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로 간주될 수 있다. 오늘날, 

리카르도 바스바움 
예술적 경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1994년부터 현재까지 
채색된 강철 오브제, 경험 
125 x 80 x 18cm
참여: 레니흐 디 미란다 
펠로타스, 브라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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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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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x 80 x 18cm
참여: 레니흐 디 미란다 
펠로타스, 브라질, 2009 
메르코수르 비엔날레 
촬영: 참가자  

리카르도 바스바움 
예술적 경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1994년부터 현재까지 
채색된 강철 오브제, 경험 
125 x 80 x 18cm
참여: 제 퐁세카 
펠로타스, 브라질, 2009 
메르코수르 비엔날레 
촬영: 신지아 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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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 미디엄 시대의 백남준

장 폴 파르지에 
 Jean Paul Fargier

파리8대학 영화학과 교수로, 파리에서 비디오 아티스트 겸 

텔레비전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문필가 겸 저널리스트로서 미술 및 

영화 평론도 쓴다. 

내가 장 뤽 고다르 Jean-Luc Godard에게 영감을 얻어서 1969년 

(정치적)  액티비스트 비디오 작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파리에는 이 

새로운 매체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 예술가가 대여섯 명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후, 내가 비디오에 관한 저술을 시작했을 

때—백남준이 <글로벌 그루브>(1973)를 완성할 무렵—프랑스에만 

수십 명의 비디오 아티스트가 활동하고 있었다. 거의 5년 만에 비디오 

아티스트가 배로 늘어난 셈이었다. 나는 그들 모두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다. 우리는 작은 집단을 이루었고, 비디오 아트가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를 바랬다. 우리는 언젠가 비디오 아트가 전 세계에서 

번성하리라 자신했으며, 결국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프랑스에만 수백 명의 비디오 아티스트가 활동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자적 디지털 이미지로 작업하는 수천 명의 

작가들이 있다. 나는 매년 적어도 10명의 비디오 아티스트를 새로 

발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미술관 (같은 작가만 반복해서 다루는 경향이 

있는), 갤러리(미술관보다는 덜 폐쇄적인 ), 비디오 페스티벌(진정한 

놀라움으로 가득 찬)을 방문한다. 이제 나는 백남준이 멋지게 

열어젖혔던, 그리고 그가 정력적으로 탐사했던 포스트-텔레비전의 

‘채널’ (이 말은 ‘그루브’라는 말의 다양한 의미와 일부 상통하는 면이 

있다)에 뒤이어 뛰어든 사람들을 50명이나 알게 되었다. 

많은 비평가들은 비디오 아트를 텔레비전과 연관지어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러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텔레비전과 

무관하게 ‘관계적 미학’을 말하고 ‘포스트-텔레비전 시대’를 간과한 채 

‘포스트-미디엄의 조건’을 말한다면, 지난 40년 간 계속된 비디오 아트의 

폭발이 어떤 예술적 힘을 내뿜었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내가 

비디오 아트의 전개 양상을 계속 탐사하는 이유는, 백남준의 작업에서 

13 NJP Reader #1         

예술은 인류의 문화적 발전상에서 ‘새로운’ 성취(대상 또는 

프로세스 )로 간주돼야 한다. 예술이 개념적 기반과 참조적 담론 하에 

논의되기 시작한 지 250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전까지 예술은 특정한 

장소 없이 제의와 마술에서 순수 종교적 또는 소통적인 차원으로 옮겨 

다녔다. 그것은 고유한 매개 없이 그저 ‘푸가’적으로 움직이는 여러 갈래의 

노선으로서 예술됨의 조건 아래 마주치고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예술은—다행히도—고정된 정의(즉 정치적 조건 )을 벗어나는 무언가 

다의적인 것을 의미했다. ‘예술인류학’은 전 지구적 영역에서 예술 실천을 

검토하는 방법론적 장치로서 유의미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스 벨팅 Hans 

Belting과 페터 바이벨 Peter Weibel의 프로젝트 <전지구적 예술과 미술관>은 

의미심장한 사례다. 물론 그런 시도가 어떤 특정하고 세부적인 ‘예술’ 

담론과 예술적 성취에 도달하려면, 관련된 행위자들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미술사가, 관객, 제도 등)  사이에서 더 많은 협상이 전개돼야 한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려는 듯한 제스처는 실제로 현재와 미래를 향한 

도약이다. 거기에는 접촉과 감동에 관련된 —‘신체’를 설명하는— 일련의 

실천들을 다양한 문화적 게임의 복잡성과 새로운 소통적 접속성의 속도로 

변환시키려는 충동이 작용하고 있다. 

예술뿐만 아니라 ‘지식 생산’의 지평 또한, 대립과 정치적 

다이어그램,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노선을 끊임없이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초되어야 한다. ‘지식 생산’의 지평은 분명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대립과 정치적 다이어그램,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노선을 계속해서 재설계하려는 예술의 방향성 역시 계속될 

것이다. 예술계는 언제나 폐쇄된 것과 고착된 관념들이 끊임없이 타자성의 

대항적 운동을 발견하는 장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리카르도 바스바움 
예술적 경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1994년부터 현재까지 
채색된 강철 오브제, 경험 
125 x 80 x 18cm
참여: 연구 집단 ‘감각 기관의 정치’ 
펠로타스, 브라질, 2009 
메르코수르 비엔날레 
촬영: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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