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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과 현대미술 이론,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기획자이다. 아티스트, 큐레이터, 
인류학자의 교차 지점, 미디어 아트에 
있어 사물의 작용, 미술관에서의 감각적 
경험과 신체성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융복합, 학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교육, 
공공 프로그램을 맡아 인터미디어 극장 
‘사물의 성좌’(2015), ‘세계시민’ (2016) 
시리즈와 《올라퍼 엘리아슨 세상의 모든 
가능성》(2016), 《아트스펙트럼》 (2016) 전시 

김성은

삼성미술관 리움 책임연구원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논문으로는 
「인간–기계–자연, 비평에서 구성으로: 
브뤼노 라투르, 백남준, 그리고 에콜로지의 
사유」(2011), 「인터미디어, 인터사이언스: 
호모 사이버네티쿠스의 진화」(2012), 「사물의 
성좌에 학문의 집을 집다: 근대 유럽 미술관의 
전개와 미술관학」(2014), 「경계와 관계의 
엔트로피: 소피 토이버 아르프와 한나 회흐의 
다다」(2015), 「미술관, 근대성과 타자성을 
되묻다: 테이트브리튼의 미술관학」(2016) 
등이 있다.

미술 – 인류학 – 시각매체
철학을 대신하는 사이버네틱스. 2차 세계대전의 도가니에서 탄생한 
합리화된 만행이며 영미 테크노크라시의 산물이라 비판적인 견지를 취했던 
마틴 하이데거가 철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만큼, 학제적 태생의 
사이버네틱스는 1960 –70년대 이론적 틀로서 위력적이었다.1 그 파급력은 
백남준을 비롯한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첨단의 과학기술과 미술 창작을 
접목하는 가운데 피드백, 시스템, 시그널과 노이즈 등 사이버네틱스의 
요소들을 추출, 작품의 개념과 양식에 반영하는 것으로까지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네틱스가 기계 장치를 계산하여 구현하는 학문에서 문화 소통에 
관한 비평의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던 흐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 중심에 영국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1904 –1980)이 있다. 그가 
1930년대부터 쓴 주요 저술을 모은 『마음의 생태학』(1972)은 대중서로도 
널리 읽혔다.[1] 이 책의 서문에서 베이트슨은 자신에게 학문적 수혜를 준 
인물들로 진화론 생물학자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 격변설 동물학자 조르주 
퀴비에,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 문학가이자 평론가 사무엘 버틀러, 

Jasper Bernes, “The Poetry of Feedback,” 
e‐flux journal, no.82, May 2017, http://
www.e‐flux.com/journal/82/127862/
the‐poetry‐of‐feedback/. 하이데거는 
193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대학 총장 시절 
나치에 협력한 전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를 다루기 위해 『슈피겔』지의 편집장 루돌프 
아우크슈타인이 요청해 이뤄진 1966년 

1 인터뷰에서 하이데거는 당시 사회 전반의 
특징을 ‘기술성’으로 명명하고 이에 비춰 자신의 
철학을 재사유했다. Martin Heidegger, 
“Only a God Can Save Us,” William J., 
Richardson, tran., in Thomas Sheehan, 
ed., Heidegger: The Man and the Thinker, 
Chicago: Precedent, 1981,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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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부터 쓴 주요 저술을 모은 『마음의 생태학』(1972)은 대중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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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per Bernes, “The Poetry of Feedback,” 
e‐flux journal, no.82, May 2017, http://
www.e‐flux.com/journal/82/12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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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븐』(1936)이다.4 적의 머리를 사냥하는 풍습을 가졌던 이아트물 구성원의 
생애 첫 사냥 완수를 축하하는 의례인 ‘네이븐’에서 퍼포머들은, 과장된 
복장 도착으로 성 역할을 뒤바꾸거나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아들이 밟고 
지나가게 하거나 외설적인 언사라든가 동성애적 동작 같은 것을 거리낌없이 
취하기도 한다. 일상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를 벌이는 네이븐 퍼포먼스를 
매개로 베이트슨은 이아트물의 사회 조직과 문화를 들여다 보면서, 상호 
작용의 고리에서 야기되고 축적되는 보완적이거나 대칭적인 어긋남에 대해 
‘분열생성’이라는 개념 체계를 고안하여 그들의 심리와 사유 패턴을 분석했다. 
문화기술지로서 『네이븐』은 동시대 인류학계의 과학적 글쓰기에 견주어 
본다면 실패한 글이었다. 예기치 않은 전개가 뻗어나가고 툭하면 원점으로 
돌아오는가 하면 곳곳에서 얼버무리는 글쓰기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5 
낯설고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국의 관습을 기술하면서 그 사회를 이해하기에는 
당시 인류학의 글쓰기 체제가 한계를 갖는다고 느낀 베이트슨이 묘사에 있어 
실험적 수사학의 구사, 직관적이고 유사문학적 스타일 등을 시도하며 새로운 
서술과 해석을 모색한 발로가 『네이븐』이다.
 다음 연구지에서 베이트슨은 인류학 역사상 전례 없는 카메라의 
사용을 도모한다. 동료이자 아내인 마가렛 미드와 함께 발리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는데, 여기에서 베이트슨은 사진 25,000장, 16mm 영화필름 12시간 
분량을 생산하였다. 예측과 분류가 불가능한 표현과 행동을 신속하게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던 촬영물 중 759장의 사진들을 추려 『발리인의 
특성: 사진 분석』(1942)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책은 100개의 주제별로 각 
5 – 10장의 사진으로 된 타블로와 이에 대한 텍스트가 동반하는 구성이다.6 
흥미로운 것은 그 설명 안에 발리 문화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사용한 
카메라의 물리적 구성과 촬영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적었다는 점이다. 
사진들이 발리인의 삶을 투명하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카메라를 든 
인류학자의 개입에 의해 포착되었고 이것이 다시 편집에 의해 배치되었다는 
사실, 이 세 층위의 복합적 작용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또한 현장의 

철학자·역사가·고고학자인 로빈 조지 콜링우드, 그리고 유전학의 선구자이자 
아버지인 윌리엄 베이트슨을 언급한다. 베이트슨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마음과 신체의 합일이라는 개념을 지난 200년간 인류 역사에 살아 숨쉬게 
한” 주인공들이다.2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베이트슨의 연구는 당대 
미디어 아티스트들에게 기술 자체에 경도되지 않는 사이버네틱스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라고 했다. 미국의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정신분석가 위르겐 루쉬는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가치란 
(…) 요약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의 우선시되는 채널이다. 메시지의 
해석이 관여하는 순간, 커뮤니케이션 이론, 가치 이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서술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이 사라진다. 이러한 
특성들의 조합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삶을 가동시키는 
미디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디어를 사회적 모체라 부른다.

 
 백남준이 1974년 록펠러재단에 제출한 보고서 「후기 산업시대를 
위한 미디어 기획 – 21세기를 불과 26년 남겨두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백남준이 직접 베이트슨을 언급한 유일한 문서이고 인용 부분은 
루쉬가 쓴 서론의 일부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남준에 관심을 가진 
인류학 연구자로서 필자가 이 대목에 주목하는 것은, 베이트슨이 예술 
인류학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자신 예술적 조예가 깊을 
뿐더러 예술적 기질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의 텍스트와 이미지가 
다른 인류학자들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 그리고 그가 사이버네틱스의 전개에 
핵심적 역할을 했음이 환기되어서다. 
 인류학자로서 베이트슨이 낸 첫 성과는 남태평양 뉴기니의 
세픽강 지역에 사는 이아트물 사람들에 대한 현지 연구를 기록한 

2
Gregory Bateson, Naven: A Survey of the 
Problems Suggested by a Composite 
Picture of the Culture of a New Guinea 
Tribe Drawn from Three Points of Vi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6.
George Marcus, “A Timely Rereading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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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p.xxi‐xxii. 1972년에 
나온 초판에는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2000년 시카고대학교 출판부에서 새롭게 
발행한 판에는 베이트슨의 딸이자 인류학자인 
메리 캐서린 베이트슨이 서문을 썼다. 
Jurgen Ruesch & Gregory Bateson, 
Communication: The Social Matrix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1951, p.8.

3

Naven: Gregory Bateson as Oracular 
Essayist,” Representation, No.12, Autumn 
1985, pp.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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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inese Character: A Photographic 
Analysis, New York: New York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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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븐』(1936)이다.4 적의 머리를 사냥하는 풍습을 가졌던 이아트물 구성원의 
생애 첫 사냥 완수를 축하하는 의례인 ‘네이븐’에서 퍼포머들은, 과장된 
복장 도착으로 성 역할을 뒤바꾸거나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아들이 밟고 
지나가게 하거나 외설적인 언사라든가 동성애적 동작 같은 것을 거리낌없이 
취하기도 한다. 일상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를 벌이는 네이븐 퍼포먼스를 
매개로 베이트슨은 이아트물의 사회 조직과 문화를 들여다 보면서, 상호 
작용의 고리에서 야기되고 축적되는 보완적이거나 대칭적인 어긋남에 대해 
‘분열생성’이라는 개념 체계를 고안하여 그들의 심리와 사유 패턴을 분석했다. 
문화기술지로서 『네이븐』은 동시대 인류학계의 과학적 글쓰기에 견주어 
본다면 실패한 글이었다. 예기치 않은 전개가 뻗어나가고 툭하면 원점으로 
돌아오는가 하면 곳곳에서 얼버무리는 글쓰기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5 
낯설고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국의 관습을 기술하면서 그 사회를 이해하기에는 
당시 인류학의 글쓰기 체제가 한계를 갖는다고 느낀 베이트슨이 묘사에 있어 
실험적 수사학의 구사, 직관적이고 유사문학적 스타일 등을 시도하며 새로운 
서술과 해석을 모색한 발로가 『네이븐』이다.
 다음 연구지에서 베이트슨은 인류학 역사상 전례 없는 카메라의 
사용을 도모한다. 동료이자 아내인 마가렛 미드와 함께 발리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는데, 여기에서 베이트슨은 사진 25,000장, 16mm 영화필름 12시간 
분량을 생산하였다. 예측과 분류가 불가능한 표현과 행동을 신속하게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던 촬영물 중 759장의 사진들을 추려 『발리인의 
특성: 사진 분석』(1942)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책은 100개의 주제별로 각 
5 – 10장의 사진으로 된 타블로와 이에 대한 텍스트가 동반하는 구성이다.6 
흥미로운 것은 그 설명 안에 발리 문화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사용한 
카메라의 물리적 구성과 촬영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적었다는 점이다. 
사진들이 발리인의 삶을 투명하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카메라를 든 
인류학자의 개입에 의해 포착되었고 이것이 다시 편집에 의해 배치되었다는 
사실, 이 세 층위의 복합적 작용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또한 현장의 

철학자·역사가·고고학자인 로빈 조지 콜링우드, 그리고 유전학의 선구자이자 
아버지인 윌리엄 베이트슨을 언급한다. 베이트슨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마음과 신체의 합일이라는 개념을 지난 200년간 인류 역사에 살아 숨쉬게 
한” 주인공들이다.2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베이트슨의 연구는 당대 
미디어 아티스트들에게 기술 자체에 경도되지 않는 사이버네틱스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라고 했다. 미국의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정신분석가 위르겐 루쉬는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가치란 
(…) 요약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의 우선시되는 채널이다. 메시지의 
해석이 관여하는 순간, 커뮤니케이션 이론, 가치 이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서술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이 사라진다. 이러한 
특성들의 조합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삶을 가동시키는 
미디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디어를 사회적 모체라 부른다.

 
 백남준이 1974년 록펠러재단에 제출한 보고서 「후기 산업시대를 
위한 미디어 기획 – 21세기를 불과 26년 남겨두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백남준이 직접 베이트슨을 언급한 유일한 문서이고 인용 부분은 
루쉬가 쓴 서론의 일부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남준에 관심을 가진 
인류학 연구자로서 필자가 이 대목에 주목하는 것은, 베이트슨이 예술 
인류학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자신 예술적 조예가 깊을 
뿐더러 예술적 기질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의 텍스트와 이미지가 
다른 인류학자들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 그리고 그가 사이버네틱스의 전개에 
핵심적 역할을 했음이 환기되어서다. 
 인류학자로서 베이트슨이 낸 첫 성과는 남태평양 뉴기니의 
세픽강 지역에 사는 이아트물 사람들에 대한 현지 연구를 기록한 

2
Gregory Bateson, Naven: A Survey of the 
Problems Suggested by a Composite 
Picture of the Culture of a New Guinea 
Tribe Drawn from Three Points of Vi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6.
George Marcus, “A Timely Rereading of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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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2000, pp.xxi‐xxii. 1972년에 
나온 초판에는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2000년 시카고대학교 출판부에서 새롭게 
발행한 판에는 베이트슨의 딸이자 인류학자인 
메리 캐서린 베이트슨이 서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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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The Social Matrix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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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일 뿐만 아니라, 문맥이 떨어져 있는 여러 이미지들을 병렬함으로써 
문화적 형태, 행위에 내재해 있는 무형의 사회적 관계를 비로소 볼 수 있게 해 
주는 능력, 다시 말해 병치에 의해 의미를 발생시키는 사진과 영상의 예술적 
매체성을 타진한 것이기도 하다.7

사이버네틱스와 마음
뉴욕으로 이주한 베이트슨은 2차 대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부되어 
현대미술관에서 발리에 관한 전시를 기획하고 필름 라이브러리에서 나치 
영화 분석 연구를 했다. 이어 분열생성 이론을 활용한 흑색선전 프로젝트 
설계를 위해 아시아 전장으로 파견되기 전인 1942년, 메이시 컨퍼런스의 
사전 회의격인 자리에서 베이트슨은 ‘피드백’에 대한 논의를 접하게 된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이 개념이 『네이븐』에서 자신이 탐구했던 내용을 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해주리라 기대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와 마침내 메이시 컨퍼런스에 미드와 함께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다. 
1946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되며 사이버네틱스 연구를 주도한 메이시 
컨퍼런스에는 신경생리학, 물리학, 전기통신공학, 수학, 컴퓨터공학, 생태학, 
정신의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였던 만큼 새로운 학문 사이버네틱스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었다. 베이트슨은 인류학 연구의 연속선에서 
사이버네틱스를 시스템의 형태와 패턴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고 모든 영역을 
정보의 발생과 전달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이버네틱스의 주제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전달하는 
정보라는 말인데, 베이트슨에 따르면 사이버네틱 시스템에서 순환하는 
정보의 단위는 바로 이들 간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차이, 즉 다름이 일으키는 
상호 변환이다.8 
 잠정적인 평형의 상태로 흘러가지만 즉각적인 변화가 늘 잠재해 
있는 뉴기니 이아트물 사회의 역학에 대한 자신의 분열생성 이론이 

미드는 당시 인류학자들이 문화기술지 생산에 
있어 영상 매체의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가, 
글쓰기에는 소설가나 시인의 기량을 요구하지 
않지만 촬영에 대해서는 예술적 능력을 
요하는 것이라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부담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시각 매체에 내재한 예술성, 그리고 
문화의 소통에 있어 실증적 언어보다 예술적 

7 과정이 더 유효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Margaret Mead, “Visual 
Anthropology in a Discipline of Words,” 
in Paul Hockings, ed., Principles of Visual 
Anthropology, The Hague/Paris: Mouton 
Publishers, 1975, p.5.
Bateson, 1971, “The Cybernetics of ‘Self’: 
A Theory of Alcoholism,” in STEPS, p.323.

8

사이버네틱스의 네거티브 피드백, 항상성 등의 원형적 사고였음을 베이트슨은 
깨닫는다. 사이버네틱 시스템은 입력과 출력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피드백 루프로 된 회로이며 이 피드백 프로세스를 통해 항상성의 최적점을 
찾아 나가며 안정을 유지하거나 어떤 변수를 극대화시켜 변화를 일으키는 
식으로 그 시스템의 복잡성을 조직하고 증진한다. 이러한 자기 교정적 
피드백 메커니즘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지각과 
행위 또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조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회를 
사이버네틱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 모두 그 
시스템의 작동에 관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이아트물 
사람들에게 인류학자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질문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행위, 문화적 관습은 질문 이전의 상태와 온전히 같을 수 없다. 질문과 
대답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의해 조정되고 조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데이터도 진정으로 ‘날 것’일 수 없으며 그 데이터는 대상이나 상황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무엇에 의한 기록이거나 기억이다. 타자에 대한 
관찰과 기술 안에는 이처럼 자기반영성이 내재한다는 베이트슨의 자각은 
사이버네틱스를 하나의 인식론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사유 체계를 
투영해 과거 작업들을 다시 점검하고 이후 진행한 정신의학 계열의 연구도 
철저히 사이버네틱스에 기반을 두게 된다.9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그의 ‘이중구속’ 개념도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틀 안에서 정립되었다. 이중구속이란 서로 용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석되는 
둘 이상의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받은 수신자가 그 모순에 대한 결과로 인해 
처한, 응답할 수 없는 일종의 자가당착인 상태로서, 베이트슨은 이를 불교의 
선문답 상황에 빗댄다.10 당시 미국 지식인 사회에 번졌던 선불교에 대한 
관심은 사이버네틱스의 대안적 세계관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자율성을 
전제하는 근대적 자아를 해체하여 깨우침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선문답이라면, 
정신분열은 근대적 자아를 상실해 가면서도 이를 유지하려고 고투하면서 
나타나는 방향상실의 증상으로 근대성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베이트슨은 
진단한 바 있다. 사이버네틱스와 불교철학의 유비는 “사이버네이트된 예술도 

베이트슨은 1958년에 발행한 『네이븐』의 2판 
에필로그에서 1936년 초판 당시의 이론적 
오류와 이후 변화한 입장을 사이버네틱스에 
비춰 재서술하였다. 『마음의 생태학』 서문에서는 
2차 대전 후 자신의 모든 연구가 워런 맥컬럭, 

9 노버트 위너, 존 폰 노이먼, 에벌린 허친슨 등 
메이시 컨퍼런스 멤버들 덕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Bateson, 1956, “Towards a The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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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일 뿐만 아니라, 문맥이 떨어져 있는 여러 이미지들을 병렬함으로써 
문화적 형태, 행위에 내재해 있는 무형의 사회적 관계를 비로소 볼 수 있게 해 
주는 능력, 다시 말해 병치에 의해 의미를 발생시키는 사진과 영상의 예술적 
매체성을 타진한 것이기도 하다.7

사이버네틱스와 마음
뉴욕으로 이주한 베이트슨은 2차 대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부되어 
현대미술관에서 발리에 관한 전시를 기획하고 필름 라이브러리에서 나치 
영화 분석 연구를 했다. 이어 분열생성 이론을 활용한 흑색선전 프로젝트 
설계를 위해 아시아 전장으로 파견되기 전인 1942년, 메이시 컨퍼런스의 
사전 회의격인 자리에서 베이트슨은 ‘피드백’에 대한 논의를 접하게 된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이 개념이 『네이븐』에서 자신이 탐구했던 내용을 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해주리라 기대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와 마침내 메이시 컨퍼런스에 미드와 함께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다. 
1946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되며 사이버네틱스 연구를 주도한 메이시 
컨퍼런스에는 신경생리학, 물리학, 전기통신공학, 수학, 컴퓨터공학, 생태학, 
정신의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였던 만큼 새로운 학문 사이버네틱스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었다. 베이트슨은 인류학 연구의 연속선에서 
사이버네틱스를 시스템의 형태와 패턴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고 모든 영역을 
정보의 발생과 전달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이버네틱스의 주제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전달하는 
정보라는 말인데, 베이트슨에 따르면 사이버네틱 시스템에서 순환하는 
정보의 단위는 바로 이들 간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차이, 즉 다름이 일으키는 
상호 변환이다.8 
 잠정적인 평형의 상태로 흘러가지만 즉각적인 변화가 늘 잠재해 
있는 뉴기니 이아트물 사회의 역학에 대한 자신의 분열생성 이론이 

미드는 당시 인류학자들이 문화기술지 생산에 
있어 영상 매체의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가, 
글쓰기에는 소설가나 시인의 기량을 요구하지 
않지만 촬영에 대해서는 예술적 능력을 
요하는 것이라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부담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시각 매체에 내재한 예술성, 그리고 
문화의 소통에 있어 실증적 언어보다 예술적 

7 과정이 더 유효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Margaret Mead, “Visual 
Anthropology in a Discipline of Words,” 
in Paul Hockings, ed., Principles of Visual 
Anthropology, The Hague/Paris: Mouton 
Publishers, 1975, p.5.
Bateson, 1971, “The Cybernetics of ‘Self’: 
A Theory of Alcoholism,” in STEPS,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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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네틱스의 네거티브 피드백, 항상성 등의 원형적 사고였음을 베이트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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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무엇에 의한 기록이거나 기억이다. 타자에 대한 
관찰과 기술 안에는 이처럼 자기반영성이 내재한다는 베이트슨의 자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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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사이버네틱스에 기반을 두게 된다.9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그의 ‘이중구속’ 개념도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틀 안에서 정립되었다. 이중구속이란 서로 용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석되는 
둘 이상의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받은 수신자가 그 모순에 대한 결과로 인해 
처한, 응답할 수 없는 일종의 자가당착인 상태로서, 베이트슨은 이를 불교의 
선문답 상황에 빗댄다.10 당시 미국 지식인 사회에 번졌던 선불교에 대한 
관심은 사이버네틱스의 대안적 세계관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자율성을 
전제하는 근대적 자아를 해체하여 깨우침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선문답이라면, 
정신분열은 근대적 자아를 상실해 가면서도 이를 유지하려고 고투하면서 
나타나는 방향상실의 증상으로 근대성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베이트슨은 
진단한 바 있다. 사이버네틱스와 불교철학의 유비는 “사이버네이트된 예술도 

베이트슨은 1958년에 발행한 『네이븐』의 2판 
에필로그에서 1936년 초판 당시의 이론적 
오류와 이후 변화한 입장을 사이버네틱스에 
비춰 재서술하였다. 『마음의 생태학』 서문에서는 
2차 대전 후 자신의 모든 연구가 워런 맥컬럭, 

9 노버트 위너, 존 폰 노이먼, 에벌린 허친슨 등 
메이시 컨퍼런스 멤버들 덕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Bateson, 1956, “Towards a Theory of 
Schizophrenia,” in STEPS, pp.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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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연결되고 열려있는 회로에서 마음은 자아와 
세상의 접속사가 된다. 

커뮤니케이션 코드, 예술
존 케이지, 앨런 긴즈버그, 백남준 등 네오아방가르드 아티스트들도 메이시 
컨퍼런스 참여자들의 연구를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예술적 실험을 촉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새로운 예술 매체를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라는 보다 포괄적 환경, 나아가 인간, 기술, 
자연의 관계 속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기반, 사상적 지표를 
베이트슨에게서 취하게 된다. 베이트슨과 직접 교류했던 아티스트 중 폴 
라이언과 프랭크 질레트는 1970년 「자아의 사이버네틱스」 논문을 발표하던 
베이트슨에게 감화를 받아 그의 사상을 미디어 아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13 베이트슨을 비롯해 마셜 매클루언, 벅민스터 풀러 등이 이론화한 
미디어 생태계 개념을 토대로 일군의 비디오 아티스트들과 함께 1969년 
대안적 비디오 콜렉티브 ‘레인댄스’를 설립한 이들은 “권력은 더 이상 토지, 
노동, 자본에 있지 않고 정보 접근성과 정보 배포 수단에 있다”는 기치 아래 
잡지 『래디컬 소프트웨어』를 창간, 대중매체의 기술 미학과 정치학에 대한 
공동체적 담론 공간으로서 출판 프로젝트도 벌였다. 앞서 언급한 「우리는 열린 
회로에 있다」를 포함해 백남준의 텍스트도 몇 차례 수록되었고, 베이트슨도 
맨해튼 도시계획, DDT의 환경 파괴를 다룬 글들을 직접 기고하기도 했다.14 
 사실 베이트슨은 이전부터 1949년 샌프란시스코의 모던아트 
웨스턴라운드테이블, 1957년 휴스턴에서 열린 미국예술연합 연례총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미술계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다.[3‐1, 3‐2] 커뮤니케이션 
연구 전문가로 베이트슨이 이러한 회합에 초대받곤 했던 것은 당시 

중요하지만 사이버네이트된 삶을 위한 예술이 더 중요하다”로 시작하는 
백남준의 한 선언문을 떠올리게 한다.11 이 텍스트에서 백남준은 “관계의 
학문인 사이버네틱스가 카르마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인과의 그물인 카르마의 원리를 사이버네틱스의 상호의존적 
행위의 사슬과 연결 짓는다. 그리고 이 선언은 “우리는 열린 회로에 있다”라는 
문장으로 종결되는데 접속의 관계가 언뜻 모호해 보이는 이 마지막 문장은, 
베이트슨이 사이버네틱스로써 이론화한 ‘마음’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럽고 확연한 귀결이 된다.[2] 베이트슨은 사유, 정신, 관념, 혹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이 단일 개체의 내부나 물리적 신체의 경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사이에서, 관계의 경로에서 형성되고 전달된다고 
보았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외부와의 연결망을 타고 작동하는 피드백 루프를 
통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초월적이거나 내재적인 
실체가 아니라 차이와 다름에 의해 유발되는 상호작용 요소들의 총합이라는 
것이다.12 그 마음은 신체 및 환경이 통합된 시스템상에 유동적으로 존재하며, 

베이트슨과 이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William Kaizen, “Steps to an Ecology 
of Communication: Radical Software, 
Dan Graham and the Legacy of Gregory 
Bateson,” Art Journal, 67(3), Fall 2008, 
pp.86‐107. 윌리엄 카이젠의 이 논문에 
대해 폴 라이언과 로이 스코드닉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를 지적하였는데, 베이트슨과 직접 
교류했던 프랭크 질레트가 빠지고 영향 관계가 
간접적인 댄 그레이엄을 주요 아티스트로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Paul Ryan & Roy 

13 Skodnick, “Letters to Radical Software 
and the Legacy of Gregory Bateson,” Art 
Journal, 68(1), Spring 2009, pp.111‐113.
Nam June Paik, “Utopian Laser TV 
Station,” “Expanded Education for the 
Paperless Society,” Radical Software, 
1(1), 1970, “Video Synthesizer Plus,” “We 
are in Open Circuits,” 1(2), 1970; Gregory 
Bateson, “Restructuring the Ecology of 
a Great City,” 1(3), 1971, “Up Against the 
Environment or Ourselves?,” 1(5), 1972.

14

[2]  D
ick H

iggins, ed., M
anifestos ‐ A G

reat Bear Pam
phlet Series 

(N
ew

 York: Som
ething Else Press, 1966) 백

남
준
아
트
센
터

 아
카
이
브

Nam June Paik, 1965, “We are in Open 
Circuits,” in Dick Higgins, ed., Manifestos 
(A Great Bear Pamphlet Series), New 
York: Something Else Press, 1966, p.24.

11 베이트슨은 사이버네틱 회로에 있어 마음의 
단위를 정의하는 기준을 여섯 가지로 체계화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Gregory Bateson, 
Mind and Nature: A Necessary Unity, New 
York: E .P. Dutton, 1979, pp.91–12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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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연결되고 열려있는 회로에서 마음은 자아와 
세상의 접속사가 된다. 

커뮤니케이션 코드, 예술
존 케이지, 앨런 긴즈버그, 백남준 등 네오아방가르드 아티스트들도 메이시 
컨퍼런스 참여자들의 연구를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예술적 실험을 촉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새로운 예술 매체를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라는 보다 포괄적 환경, 나아가 인간, 기술, 
자연의 관계 속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기반, 사상적 지표를 
베이트슨에게서 취하게 된다. 베이트슨과 직접 교류했던 아티스트 중 폴 
라이언과 프랭크 질레트는 1970년 「자아의 사이버네틱스」 논문을 발표하던 
베이트슨에게 감화를 받아 그의 사상을 미디어 아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13 베이트슨을 비롯해 마셜 매클루언, 벅민스터 풀러 등이 이론화한 
미디어 생태계 개념을 토대로 일군의 비디오 아티스트들과 함께 1969년 
대안적 비디오 콜렉티브 ‘레인댄스’를 설립한 이들은 “권력은 더 이상 토지, 
노동, 자본에 있지 않고 정보 접근성과 정보 배포 수단에 있다”는 기치 아래 
잡지 『래디컬 소프트웨어』를 창간, 대중매체의 기술 미학과 정치학에 대한 
공동체적 담론 공간으로서 출판 프로젝트도 벌였다. 앞서 언급한 「우리는 열린 
회로에 있다」를 포함해 백남준의 텍스트도 몇 차례 수록되었고, 베이트슨도 
맨해튼 도시계획, DDT의 환경 파괴를 다룬 글들을 직접 기고하기도 했다.14 
 사실 베이트슨은 이전부터 1949년 샌프란시스코의 모던아트 
웨스턴라운드테이블, 1957년 휴스턴에서 열린 미국예술연합 연례총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미술계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다.[3‐1, 3‐2] 커뮤니케이션 
연구 전문가로 베이트슨이 이러한 회합에 초대받곤 했던 것은 당시 

중요하지만 사이버네이트된 삶을 위한 예술이 더 중요하다”로 시작하는 
백남준의 한 선언문을 떠올리게 한다.11 이 텍스트에서 백남준은 “관계의 
학문인 사이버네틱스가 카르마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인과의 그물인 카르마의 원리를 사이버네틱스의 상호의존적 
행위의 사슬과 연결 짓는다. 그리고 이 선언은 “우리는 열린 회로에 있다”라는 
문장으로 종결되는데 접속의 관계가 언뜻 모호해 보이는 이 마지막 문장은, 
베이트슨이 사이버네틱스로써 이론화한 ‘마음’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럽고 확연한 귀결이 된다.[2] 베이트슨은 사유, 정신, 관념, 혹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이 단일 개체의 내부나 물리적 신체의 경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사이에서, 관계의 경로에서 형성되고 전달된다고 
보았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외부와의 연결망을 타고 작동하는 피드백 루프를 
통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초월적이거나 내재적인 
실체가 아니라 차이와 다름에 의해 유발되는 상호작용 요소들의 총합이라는 
것이다.12 그 마음은 신체 및 환경이 통합된 시스템상에 유동적으로 존재하며, 

베이트슨과 이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William Kaizen, “Steps to an Ecology 
of Communication: Radical Software, 
Dan Graham and the Legacy of Gregory 
Bateson,” Art Journal, 67(3), Fall 2008, 
pp.86‐107. 윌리엄 카이젠의 이 논문에 
대해 폴 라이언과 로이 스코드닉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를 지적하였는데, 베이트슨과 직접 
교류했던 프랭크 질레트가 빠지고 영향 관계가 
간접적인 댄 그레이엄을 주요 아티스트로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Paul Ryan & Roy 

13 Skodnick, “Letters to Radical Software 
and the Legacy of Gregory Bateson,” Art 
Journal, 68(1), Spring 2009, pp.111‐113.
Nam June Paik, “Utopian Laser TV 
Station,” “Expanded Education for the 
Paperless Society,” Radical Software, 
1(1), 1970, “Video Synthesizer Plus,” “We 
are in Open Circuits,” 1(2), 1970; Gregory 
Bateson, “Restructuring the Ecology of 
a Great City,” 1(3), 1971, “Up Against the 
Environment or Ourselves?,” 1(5), 1972.

14

[2]  D
ick H

iggins, ed., M
anifestos ‐ A G

reat Bear Pam
phlet Series 

(N
ew

 York: Som
ething Else Press, 1966) 백

남
준
아
트
센
터

 아
카
이
브

Nam June Paik, 1965, “We are in Open 
Circuits,” in Dick Higgins, ed., Manifestos 
(A Great Bear Pamphlet Series), New 
York: Something Else Press, 1966, p.24.

11 베이트슨은 사이버네틱 회로에 있어 마음의 
단위를 정의하는 기준을 여섯 가지로 체계화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Gregory Bateson, 
Mind and Nature: A Necessary Unity, New 
York: E .P. Dutton, 1979, pp.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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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가 미술 창작에 유입되면서 바뀌고 있는 예술 환경에 대해 다각적인 
논쟁이 일어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를 비인간적이고 효율만을 
추구하는 반예술적인 것으로 보던 전통주의자들에 맞서 베이트슨은 마르셀 
뒤샹을 위시한 진영에 섰다. 뒤샹은 작가의 의식적 의도만이 아니라 무의식적 
마음 또한 작품에 작용하므로 의도와 실현 간에는 작가가 알지 못하는 차이가 
발생, 의도했으나 표현되지 못한 것과 의도치 않게 표현된 것 사이의 계수가 
작품 속에 담기게 되고, 대중 또한 작품의 해독과 해석으로 그 예술의 창조적 
행위에 기여한다는 의견이었다.15 베이트슨 역시 우리 모두 순환적 관계의 
시스템 안에 존재하므로 예술, 예술가만의 절대적 자율성은 없다고 보았다.
 베이트슨이 예술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발리의 
예술에 대한 인류학 연구에서부터 나타난다. 영미권 예술 인류학 교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의 「원시 미술의 양식, 품위, 그리고 정보」(1967)는 
발리의 예술을 정보 개념으로 분석한 논문이다.16 이 글의 서두에서 
베이트슨은 이사도라 덩컨의 문구를 인용한다. “내가 뜻하는 바를 말로 
할 수 있다면 그걸 굳이 춤으로 출 필요가 없다.”17 이를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언어로써 소통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명확하다는 뜻으로 자칫 
오해하기 쉽다고 베이트슨은 경고한다. 언어는 의식이고 춤은 무의식이어서, 
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더 좋다는 뜻으로 말이다. 베이트슨은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언어를 상위에 두고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개입시킨 
오류라고 강조한다. 덩컨이 말하고자 한 것은 언어로써 소통할 수 있는 
종류라면 춤을 출 필요가 없지만 자신이 춤으로 소통하려는 건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아니며 오히려 말로 하게 되면 틀리게 소통되고 마는 유형이라는 
것이다. 언어 사용 자체가 그 뜻하는 바를 완전하게 의식하여 특정한 문법에 

Marcel Duchamp, “Creative Act,” 
reprinted in Michel Sanouillet & Elmer 
Peterson, eds., The Essential Writings of 
Marcel Duchamp, London: Thames and 
Hudson, 1975, pp.138‐140.
2006년에 하워드 모피와 모건 퍼킨스가 편집, 
발행한 예술 인류학 교재에는 베이트슨의 이 
논문이 실려 있고, 2017년에 그레첸 바키와 
마리나 피터슨이 낸 또 다른 교재에는 메이시 
컨퍼런스 회고를 비롯해 인류학과 시각 
매체의 관계에 대한 열띤 논쟁을 담은 「”제발, 
마가렛”: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마가렛 미드의 
대담」(1976)이 수록되었다. 관련 주제의 

15

16

역사적, 동시대적 주요 논문들을 모아 놓은 두 
교재의 목차를 비교해 보면 ‘미술’을 다루는 
인류학의 개념틀과 방법론의 변화 양상도 
엿볼 수 있다. Howard Morphy & Morgan 
Perkins, eds, The Anthropology of Art: A 
Reader, Oxford: Wiley‐Blackwell, 2006; 
Gretchen Bakke & Marina Peterson, 
eds., Anthropology of the Arts: A Reader,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7.
Bateson, 1967, “Style, Grace, and 
Information in Primitive Art,” in STEPS, 
pp.137‐13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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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가 미술 창작에 유입되면서 바뀌고 있는 예술 환경에 대해 다각적인 
논쟁이 일어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를 비인간적이고 효율만을 
추구하는 반예술적인 것으로 보던 전통주의자들에 맞서 베이트슨은 마르셀 
뒤샹을 위시한 진영에 섰다. 뒤샹은 작가의 의식적 의도만이 아니라 무의식적 
마음 또한 작품에 작용하므로 의도와 실현 간에는 작가가 알지 못하는 차이가 
발생, 의도했으나 표현되지 못한 것과 의도치 않게 표현된 것 사이의 계수가 
작품 속에 담기게 되고, 대중 또한 작품의 해독과 해석으로 그 예술의 창조적 
행위에 기여한다는 의견이었다.15 베이트슨 역시 우리 모두 순환적 관계의 
시스템 안에 존재하므로 예술, 예술가만의 절대적 자율성은 없다고 보았다.
 베이트슨이 예술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발리의 
예술에 대한 인류학 연구에서부터 나타난다. 영미권 예술 인류학 교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의 「원시 미술의 양식, 품위, 그리고 정보」(1967)는 
발리의 예술을 정보 개념으로 분석한 논문이다.16 이 글의 서두에서 
베이트슨은 이사도라 덩컨의 문구를 인용한다. “내가 뜻하는 바를 말로 
할 수 있다면 그걸 굳이 춤으로 출 필요가 없다.”17 이를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언어로써 소통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명확하다는 뜻으로 자칫 
오해하기 쉽다고 베이트슨은 경고한다. 언어는 의식이고 춤은 무의식이어서, 
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더 좋다는 뜻으로 말이다. 베이트슨은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언어를 상위에 두고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개입시킨 
오류라고 강조한다. 덩컨이 말하고자 한 것은 언어로써 소통할 수 있는 
종류라면 춤을 출 필요가 없지만 자신이 춤으로 소통하려는 건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아니며 오히려 말로 하게 되면 틀리게 소통되고 마는 유형이라는 
것이다. 언어 사용 자체가 그 뜻하는 바를 완전하게 의식하여 특정한 문법에 

Marcel Duchamp, “Creative Act,” 
reprinted in Michel Sanouillet & Elmer 
Peterson, eds., The Essential Writings of 
Marcel Duchamp, London: Thames and 
Hudson, 1975, pp.138‐140.
2006년에 하워드 모피와 모건 퍼킨스가 편집, 
발행한 예술 인류학 교재에는 베이트슨의 이 
논문이 실려 있고, 2017년에 그레첸 바키와 
마리나 피터슨이 낸 또 다른 교재에는 메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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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마가렛 미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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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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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볼 수 있다. Howard Morphy &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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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 Oxford: Wiley‐Blackwell, 2006; 
Gretchen Bakke & Marina Pe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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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7.
Bateson, 1967, “Style, Grace, and 
Information in Primitive Art,” in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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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메시지화하는 것이므로, 의식이 아닌 마음의 뜻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문법의 코드가 전혀 다른 춤으로 밖에는 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위 논문에서 베이트슨은 발리 바투안 지역 원주민이 1937년 그린 
회화 한 점을 다루고 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발리에는 발터 슈피스, 루돌프 보네 등 유럽에서 온 아티스트들이 정착해 
사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 원주민들은 1930년대 초반부터 이들로부터 기법을 배우고 재료를 빌려 
서양식 그림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원주민의 그림을 서구인들에게 판매하는 
데 그 유럽 화가들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화가’ 원주민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대부분 농민이었던 이들은 서구에서처럼 독립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이 아니라 주로 사원에서 행하는 의례의 일부로써만 제작되던 전통적 
그림의 영역에서 벗어나 서구의 기호와 취향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삶과 사회를 투영해 고유한 양식을 창조하기에 이른다. 1936년 발리에 
도착한 베이트슨과 미드는 현지의 댄스와 드라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던 
슈피스를 통해 새롭게 출현한 이러한 발리의 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300여점의 그림들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18 
 베이트슨이 논문에서 상세 분석한 그림은 어느 뜰에서 행해진 발리 
전통 장례 의식의 화장 행렬을 묘사하고 있다. 잉크를 칠하지 않은 구역이 
하나도 없을 만큼 빽빽한 이 그림의 아래쪽은 동작을 하며 행진하는 남성들과 
위로 향하는 소용돌이 구도가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반면, 그림의 
위쪽은 머리에 봉헌물을 인 여인들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포즈가 
압도하며 고요하고 안정적인 기조를 내뿜는다. 코끼리 두상이 떠받들고 있는 
화장 탑을 남성들이 좁은 길목으로 옮기는 모습은 거대한 남근상이 여성의 
질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적 은유도 담겨 있다. 베이트슨은 이 그림이 
오로지 화장의식에 관한 것이거나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유롭고 무성하게 뻗어 나가면서도 정밀하게 묘사된 배경 식물들이 
상단과 하단의 평온과 격변의 대조, 의식의 흥겨움과 장례의 에티켓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 모든 것들의 관계를 촘촘히 엮었다는 데에 이 그림의 

William Kaizen, Against Immediacy: Video 
Art and Media Populism, Hanover, New 
Hampshire: Dartmouth College Press, 
2016, pp.143‐144.

19 Ruesch & Bateson, op.cit., p.224.
Bateson, 1967, op.cit., pp.13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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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트슨과 미드는 이렇게 수집한 작품들을 
더 이상의 연구로 발전시키지는 못했고,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힐드레드 기어츠가 후속 
연구를 시행하였다. Hildred Geertz, Images 

18 of Power: Balinese Paintings Made for 
Gregory Bateson and Margaret Mead,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pp.5–24.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풀이한다. 예술이 심오하고 특별한 이유는 식별 가능한 
관계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며, 그에 대한 정보가 양식, 
재료, 구도, 리듬, 기술 등으로 코드화 되는 데 있다. 더불어 전통과 서구의 
영향이 교차하는 가운데 서로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예술의 소통 방식을 
비추면서 그림을 그리는 개인의 이야기와 환경이 다양하게 표출된 발리의 
신종 회화로부터 베이트슨은 예술의 '메타성'을 발견한다. 예술의 가치는 
자신도 일부인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맥락을 조명하는 자기 반영성을 
띠는 데 있다고 베이트슨은 믿었다. 내용으로 의미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전달이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에 대한 견해를 바로 그 
전달의 과정에서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메타적 의미를 생산한다는 것이다.19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존재하는 여러 차원 사이를 움직이며 각 차원의 틀을 
드러내는 행위인 예술은 베이트슨에게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매우 창의적인 
장, 즉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내장된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으로 인식론, 
정신과학과 동일한 선상에 위치하게 된다.20

나와 세계의 휘어지고 흩뜨려진 거리
베이트슨은 「원시 미술의 양식, 품위, 그리고 정보」에서 ‘마음의 알고리듬’에 
대해서도 논한다.21 “마음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논리를 갖고 
있다.”는 블레즈 파스칼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음 또한 언어처럼 정밀하고 
복잡한 알고리듬으로, 그러나 매우 다른 방식으로 코드화되고 꿈, 종교, 예술, 
환각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형적이고 의식적인 
목적이 가져오는 악순환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삶은 서로 
맞물려 있는 우연성의 회로 안에 있는데 의식적 이성은 인간의 목적이 향하는 
회로의 단락, 두 지점간의 합선만을 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는 의식적 
이성은 독성을 가지고 파괴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생태계, 전체론적인 마음의 회로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예술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베이트슨이 사이버네틱스의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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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 베이트슨과 미드는 현지의 댄스와 드라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던 
슈피스를 통해 새롭게 출현한 이러한 발리의 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300여점의 그림들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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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없을 만큼 빽빽한 이 그림의 아래쪽은 동작을 하며 행진하는 남성들과 
위로 향하는 소용돌이 구도가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반면, 그림의 
위쪽은 머리에 봉헌물을 인 여인들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포즈가 
압도하며 고요하고 안정적인 기조를 내뿜는다. 코끼리 두상이 떠받들고 있는 
화장 탑을 남성들이 좁은 길목으로 옮기는 모습은 거대한 남근상이 여성의 
질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적 은유도 담겨 있다. 베이트슨은 이 그림이 
오로지 화장의식에 관한 것이거나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유롭고 무성하게 뻗어 나가면서도 정밀하게 묘사된 배경 식물들이 
상단과 하단의 평온과 격변의 대조, 의식의 흥겨움과 장례의 에티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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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파하는 예술과 마음의 관계다.
 다양한 층위의 마음을 융합하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은 온전한 
자아, 총체적 자아를 경험하는 영역이다. 베이트슨은 이러한 견지에서 예술과 
환각의 동종성에 주목했다. 1930년대 발리 현지에서 촬영하여 1952년 
편집, 발표한 영화 〈발리의 트랜스와 댄스〉를 보면 그가 초기부터 ‘예술적인’ 
상태와 ‘병리적인’ 상태의 교차를 통한 마음의 문제에 천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리의 의례에서는 무아지경 상태인 퍼포머들이 들고 있던 단도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려는 동작을 벌이다가 향과 물을 통해 의식을 되찾는 장면이 
나온다. 베이트슨은 정신분열로 치부될 만한 증상이 발리에서는 신성하게까지 
여겨지는 까닭에 대해 분석하면서, 발리의 ‘고원’을 추구하는 문화, 즉 
절정, 꼭대기, 외부의 끝에 집착하게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재고하여 
마음과 신체가 스스로 진동하는 강렬하고 연속적인 지대인 고원의 상태를 
형성하도록 하는 발리의 세계관이 이러한 트랜스에 드러난다고 파악했다.22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 드러나는 몸짓의 움직임과 패턴, 그 감각적인 안무 
안에서 개인과 집단, 관찰자와 참여자, 그리고 현실의 흐름과 이의 성찰적 
멈춤 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트랜스의 상태이자 바로 예술이 
성취하려는 것이다.
 메이시 컨퍼런스의 사이버네틱스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정신성에 
대한 탐구는 주요 주제 중 하나였으며 그 일환으로 환각제를 이용한 문화적, 
예술적 실험도 빈번했다. 당시 합법적이었던 LSD 실험을 주도한 반문화 
정서의 사이키델릭 아트, 뉴에이지 운동과도 발맞춰 베이트슨 역시 발리의 
트랜스 댄스 등 자신의 이전 인류학 연구를 명상, 최면, 정신분열 등에 의한 
의식의 변성 연구 맥락으로 다시 가져오면서 LSD가 일으키는 마음의 차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비트 시인 긴즈버그를 환각 체험으로 이끌기도 
했고, 자신이 직접 LSD를 흡입 후 음악을 들었더니 자아와 음악의 구분이 
사라지고 지각하는 주체와 대상이 기이하게도 하나의 개체로 통합되는 
경험이었으며 이것이 “내가 음악을 듣는다”고 느끼는 상태보다 올바르다고 
설명하기도 한다.23 환각, 황홀경에 대한 언급은 백남준의 텍스트에도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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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데, 『래디컬 소프트웨어』에 실린 「비디오 신디사이저 플러스」라는 
글에서는 황홀경 상태와 실험 텔레비전의 참여적 성격을 연결한다.24 기존 
예술이 창작자, 관람자, 비평가를 엄격하게 나눈 탓에 그 사이의 불일치가 
각종 문제를 유발한다고 진단하고, 마약 경험이 일으키는 환각의 마음 상태가 
참여의 감각을 회복하도록 하여 수동적인 수신인 관람에서 능동적인 발신인 
창작, 나아가 송수신에 대한 비평까지 동시에 일어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환각의 이처럼 특수한 존재론을 중독 같은 문제 없이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비디오 합성기이며 참여 TV라는 논리이다. 전술한 
베이트슨의 마음과 예술과 환각의 관계를 상기한다면 백남준의 존재론적 
환각 분석은 참여적 예술의 실현으로 가는 길이 여러 차원의 마음을 융합하는 
것이라는 사이버네틱스 관점의 미디어 아트에 대한 매우 강력한 진술로 
다가오게 된다. 

켜켜이, 엄밀하게
데이비드 조슬릿은 백남준의 이 텍스트가 황홀경의 정치적 측면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25 그에 따르면 1960, 70년대 사이키델릭 
시각문화가 대상의 형태를 광학적 파동의 망으로 해체시켜 일상적인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력했다고 볼 때, 백남준의 참여 TV에서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댄싱 패턴’은 비단 형태적으로 닮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유사체이기도 하다. 상업 TV에 기생하여 만든 파생물을 
미술관이라는 맥락으로 가져와 관람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 환각 상태 
같은 내적 주사점들을 화면상에서 춤추는 듯한 패턴으로 외재화함으로써 
백남준이 진정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의 가능성을 좇았다는 
면에서 그러하다는 주장이다. 숙주를 완전히 뒤엎지는 않은 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처럼 비디오 합성기로 정상적인 방송 시스템에 개입하여 착란적으로 
신호를 조작, 그 이미지들이 제멋대로 복제, 번식하는 양상을 띠도록 하는 
백남준의 전략이 베이트슨의 「인식론의 병적 측면들」이라는 글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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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파하는 예술과 마음의 관계다.
 다양한 층위의 마음을 융합하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은 온전한 
자아, 총체적 자아를 경험하는 영역이다. 베이트슨은 이러한 견지에서 예술과 
환각의 동종성에 주목했다. 1930년대 발리 현지에서 촬영하여 1952년 
편집, 발표한 영화 〈발리의 트랜스와 댄스〉를 보면 그가 초기부터 ‘예술적인’ 
상태와 ‘병리적인’ 상태의 교차를 통한 마음의 문제에 천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리의 의례에서는 무아지경 상태인 퍼포머들이 들고 있던 단도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려는 동작을 벌이다가 향과 물을 통해 의식을 되찾는 장면이 
나온다. 베이트슨은 정신분열로 치부될 만한 증상이 발리에서는 신성하게까지 
여겨지는 까닭에 대해 분석하면서, 발리의 ‘고원’을 추구하는 문화, 즉 
절정, 꼭대기, 외부의 끝에 집착하게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재고하여 
마음과 신체가 스스로 진동하는 강렬하고 연속적인 지대인 고원의 상태를 
형성하도록 하는 발리의 세계관이 이러한 트랜스에 드러난다고 파악했다.22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 드러나는 몸짓의 움직임과 패턴, 그 감각적인 안무 
안에서 개인과 집단, 관찰자와 참여자, 그리고 현실의 흐름과 이의 성찰적 
멈춤 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트랜스의 상태이자 바로 예술이 
성취하려는 것이다.
 메이시 컨퍼런스의 사이버네틱스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정신성에 
대한 탐구는 주요 주제 중 하나였으며 그 일환으로 환각제를 이용한 문화적, 
예술적 실험도 빈번했다. 당시 합법적이었던 LSD 실험을 주도한 반문화 
정서의 사이키델릭 아트, 뉴에이지 운동과도 발맞춰 베이트슨 역시 발리의 
트랜스 댄스 등 자신의 이전 인류학 연구를 명상, 최면, 정신분열 등에 의한 
의식의 변성 연구 맥락으로 다시 가져오면서 LSD가 일으키는 마음의 차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비트 시인 긴즈버그를 환각 체험으로 이끌기도 
했고, 자신이 직접 LSD를 흡입 후 음악을 들었더니 자아와 음악의 구분이 
사라지고 지각하는 주체와 대상이 기이하게도 하나의 개체로 통합되는 
경험이었으며 이것이 “내가 음악을 듣는다”고 느끼는 상태보다 올바르다고 
설명하기도 한다.23 환각, 황홀경에 대한 언급은 백남준의 텍스트에도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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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곡」에서도 백남준은 여덟 개의 소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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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데, 『래디컬 소프트웨어』에 실린 「비디오 신디사이저 플러스」라는 
글에서는 황홀경 상태와 실험 텔레비전의 참여적 성격을 연결한다.24 기존 
예술이 창작자, 관람자, 비평가를 엄격하게 나눈 탓에 그 사이의 불일치가 
각종 문제를 유발한다고 진단하고, 마약 경험이 일으키는 환각의 마음 상태가 
참여의 감각을 회복하도록 하여 수동적인 수신인 관람에서 능동적인 발신인 
창작, 나아가 송수신에 대한 비평까지 동시에 일어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환각의 이처럼 특수한 존재론을 중독 같은 문제 없이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비디오 합성기이며 참여 TV라는 논리이다. 전술한 
베이트슨의 마음과 예술과 환각의 관계를 상기한다면 백남준의 존재론적 
환각 분석은 참여적 예술의 실현으로 가는 길이 여러 차원의 마음을 융합하는 
것이라는 사이버네틱스 관점의 미디어 아트에 대한 매우 강력한 진술로 
다가오게 된다. 

켜켜이, 엄밀하게
데이비드 조슬릿은 백남준의 이 텍스트가 황홀경의 정치적 측면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25 그에 따르면 1960, 70년대 사이키델릭 
시각문화가 대상의 형태를 광학적 파동의 망으로 해체시켜 일상적인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력했다고 볼 때, 백남준의 참여 TV에서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댄싱 패턴’은 비단 형태적으로 닮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유사체이기도 하다. 상업 TV에 기생하여 만든 파생물을 
미술관이라는 맥락으로 가져와 관람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 환각 상태 
같은 내적 주사점들을 화면상에서 춤추는 듯한 패턴으로 외재화함으로써 
백남준이 진정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의 가능성을 좇았다는 
면에서 그러하다는 주장이다. 숙주를 완전히 뒤엎지는 않은 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처럼 비디오 합성기로 정상적인 방송 시스템에 개입하여 착란적으로 
신호를 조작, 그 이미지들이 제멋대로 복제, 번식하는 양상을 띠도록 하는 
백남준의 전략이 베이트슨의 「인식론의 병적 측면들」이라는 글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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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를 향하는 자기교정”을 실체화하는 것이라 조슬릿은 보았다.26 마리 
두멧은 조슬릿의 이와 같은 분석이 비디오 시그널을 분해, 노이즈로 변형시켜 
시스템 방해를 야기하는 백남준 영상 작업의 표면적 효과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실은 백남준이 1960년대 후반부터 정보 및 시스템 이론에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들 중 사이버네틱스의 사유를 가장 거침없이, 가장 분명하게 
주창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사이버네틱스의 네거티브 피드백이 방송과 
미디어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전후 정치체제 등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시스템 내부에서 작업하고 이를 통해 바로 그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예술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도록 백남준이 매진하였기 때문이다.27 텔레비전을 
‘오작동’ 하게 만드는 실험을 통해 TV 화면 속 내용이 아니라 TV 상자 자체가 
하나의 재현 행위로서 내용임을 보여주는 백남준의 작업은 미디어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아니라 정보를 매개하는 행위자임을 강조하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예술이다.28 바꿔 말하면 베이트슨이 이야기했던 대로 
차이를 만드는 차이로서 정보의 규칙에 대해 질문하고 노이즈가 새로운 
정보가 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내포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환기시키는 예술의 역량, 아니 책임에 대한 백남준의 자각과 실천이다. 
 1965년 뉴스쿨에서의 개인전인 《사이버네틱스, 미술, 그리고 
음악》 리플릿에 적힌 전시 제목은 단어의 순차적 나열이 아니라 수학공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풀이하자면 1961년부터 65년까지의 구간에서 
사이버네틱스, 미술, 음악의 상호 관계의 지평을 적분하겠다는 뜻 정도가 될 
테다. 1965년의 또 다른 개인전인 보니노 갤러리의 《전자예술 I》 도록에도 
‘사이버네이트된 예술’의 델타 티 값과 ‘사이버네이트된 삶을 위한 예술’의 
델타 엑스 값, 밑이 ‘당신’이고 위가 ‘나’인 인테그랄, 로그 ‘존 케이지’에서 
루트 ‘마셜 매클루언’을 빼고 이를 다시 ‘노버트 위너’로 나눠 그 값을 구하는 
듯한 공식이 출현한다.[4‐1, 4‐2] 이러한 표기들을 간과하기에는 백남준이 

Ibid., pp.48‐51. Bateson, 1969, 
“Pathologies of Epistemology,” in STEPS, 
p.490. 
이러한 예술적 실천을 두멧은 “performing 
the system”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시스템의 
작동과 규약 자체를 작업의 조직 방식으로 
삼음으로써 바로 그 시스템을 비평하는 
일이다. Mari Dumett, “Nam June Paik: 
Art for Cybernated Life,” in Corporate 

26

27

Imaginations: Fluxus Strategies for Liv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pp.246–247. 
O‐ryong Lee, “The Art of 
Meta‐Communication – A Conversation 
with Nam June Paik,” in Toni Stooss and 
Thomas Kellein, eds., Nam June Paik: 
Video Time, Video Space, New York: H.N. 
Abrams, 1993,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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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를 향하는 자기교정”을 실체화하는 것이라 조슬릿은 보았다.26 마리 
두멧은 조슬릿의 이와 같은 분석이 비디오 시그널을 분해, 노이즈로 변형시켜 
시스템 방해를 야기하는 백남준 영상 작업의 표면적 효과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실은 백남준이 1960년대 후반부터 정보 및 시스템 이론에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들 중 사이버네틱스의 사유를 가장 거침없이, 가장 분명하게 
주창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사이버네틱스의 네거티브 피드백이 방송과 
미디어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전후 정치체제 등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시스템 내부에서 작업하고 이를 통해 바로 그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예술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도록 백남준이 매진하였기 때문이다.27 텔레비전을 
‘오작동’ 하게 만드는 실험을 통해 TV 화면 속 내용이 아니라 TV 상자 자체가 
하나의 재현 행위로서 내용임을 보여주는 백남준의 작업은 미디어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아니라 정보를 매개하는 행위자임을 강조하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예술이다.28 바꿔 말하면 베이트슨이 이야기했던 대로 
차이를 만드는 차이로서 정보의 규칙에 대해 질문하고 노이즈가 새로운 
정보가 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내포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환기시키는 예술의 역량, 아니 책임에 대한 백남준의 자각과 실천이다. 
 1965년 뉴스쿨에서의 개인전인 《사이버네틱스, 미술, 그리고 
음악》 리플릿에 적힌 전시 제목은 단어의 순차적 나열이 아니라 수학공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풀이하자면 1961년부터 65년까지의 구간에서 
사이버네틱스, 미술, 음악의 상호 관계의 지평을 적분하겠다는 뜻 정도가 될 
테다. 1965년의 또 다른 개인전인 보니노 갤러리의 《전자예술 I》 도록에도 
‘사이버네이트된 예술’의 델타 티 값과 ‘사이버네이트된 삶을 위한 예술’의 
델타 엑스 값, 밑이 ‘당신’이고 위가 ‘나’인 인테그랄, 로그 ‘존 케이지’에서 
루트 ‘마셜 매클루언’을 빼고 이를 다시 ‘노버트 위너’로 나눠 그 값을 구하는 
듯한 공식이 출현한다.[4‐1, 4‐2] 이러한 표기들을 간과하기에는 백남준이 

Ibid., pp.48‐51. Bateson, 1969, 
“Pathologies of Epistemology,” in STEPS, 
p.490. 
이러한 예술적 실천을 두멧은 “performing 
the system”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시스템의 
작동과 규약 자체를 작업의 조직 방식으로 
삼음으로써 바로 그 시스템을 비평하는 
일이다. Mari Dumett, “Nam June Paik: 
Art for Cybernated Life,” in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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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p.246–247. 
O‐ryong Lee, “The 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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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Nam June Paik,” in Toni Stoo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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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 간 피드백 루프 안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의도치 않게 발현된 
노이즈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영상 미학이다. 시사회 안내장에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곱”이라는 사이버네틱스 수학 명제처럼 보이는 문구를 또 다시 
등장시켰던 백남준은 사이버네틱 시스템으로서 복잡하게 얽히되 하나로 
연결되어 세계를 작동시키는 접속사 같은 마음을 〈과달카날 레퀴엠〉에 담은 
것이다.

시적인 믿음

1966년 새크라멘토주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베이트슨은 
20세기의 역사적 사건으로 먼저 베르사유 조약을 지목했다.32 1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독일과 맺은 이 강화 조약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경제적 잇속 
챙기기가 서로에 대한 불신을 양산, 결국 독일 정치의 윤리적 부패를 가져와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고 베이트슨은 설명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먹은 
쓰디쓴 열매가 그 자식의 입가에 여전히 불쾌한 맛으로 감돈다”라는 비유를 
들어, 인류의 어떤 태도 변화가 역사적 시간을 타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거치며 일으키는 여파가 얼마나 거세고 복잡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비극과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경각해야 함을 전한다. 두 번째 사건으로 
베이트슨이 꼽은 것은 사이버네틱스다. 베르사유 조약이 인류의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면 사이버네틱스는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태도란 무엇인가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다. 사이버네틱스의 근본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윤리라는 것을 호소나 설교로부터 ‘느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규칙과 논리로써 ‘알아야’ 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덧붙인다. 지난 2000년간 자라온 인류 지식의 나무에 맺힌 열매를 
가장 크게 베어 문 것이 사이버네틱스이며 동시에 바로 그 사이버네틱스의 
논리 때문에 베어 문 열매는 온전히 소화가 불가한 것이어서 그 안에 어떤 

실제로 백남준의 이 작품은 인류학자 제이 
루비가 1960년대 후반부터 템플대학교에서 
조직한 영상인류학 컨퍼런스 필름페스티벌 
시리즈 중 1976년 프로그램에 아방가르드 
예술영화, 실험영화 섹션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함께 상영된 작가로는 후앙 다우니, 우디 & 
스테이나 바술카가 있다. Jay Ruby, “Temple 
University's Conferences on Visual 
Anthropology: A First Person, Clearly 
Biased Report on an Experiment,” in 

31 Aida Vallejo & María‐Paz Peirano, eds., 
Film Festivals and Anthropology, New 
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7, p.152. 〈과달카날 
레퀴엠〉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박상애, 
「과달카날 레퀴엠: 비디오 테이프 분석」, 김성은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곱: 인류학자의 소고」, 
『NJP Reader』, No.3, 2012, pp.201‐279.
Bateson, 1966, “From Versailles to 
Cybernetics,” in STEPS, pp.477‐485.

32

뉴스쿨 전시에 등장하는 공식에 쓰인 1961년은 
백남준이 슈톡하우젠의 《괴짜들》에 참여한 
해이며 다음과 같은 백남준의 언급에서 그 
계기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슈톡하우젠의 
《괴짜들》 공연이 끝나고 11월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TV 기술 관련 책들을 제외한 
모든 책들을 창고에 넣고 문을 잠가 버렸다는 

29 뜻이다. 나는 오로지 전자장치에 관해서만 
읽고 연구했다. 다시 말해 물리와 전자공학만을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생활로 
돌아간 것이었다.” 백남준, 『보이스 복스 
1961‐1968』, 서울: 원화랑·현대 갤러리, 1986, 
p.19.
Bateson, 1971, op.cit., pp.331‐332.30

사이버네틱스를 잉태한 시대의 정서에 감응하면서 인간과 기술 간 관계의 
창발 지점을 꿰어 나간 연구가 무척 엄밀하고 견고한 것이었다.29 예를 들어, 
‘당신과 나의 구간을 적분한다’는 부분을 독해하기 위해 베이트슨이 「자아의 
사이버네틱스」에서 언술한 ‘자아’와 ‘나’의 부등 관계를 호출해 보자. ‘내’가 
시스템과 맺는 관계는 ‘네’가 맺는 관계와 다른 것일 수 있지만 시스템의 
일부라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언제나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은 이러한 시스템상에서, 시스템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시스템에서 극히 작은 부분인 나의 마음을 
자아로 놓는 것은 그릇된 구획이다.30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의 마음 시스템을 형성한다는 베이트슨의 이론은 백남준이 
도해한 당신과 나의 관계가 사이버네틱스식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백남준 작품 속 사이버네틱스의 면모를 찾는 일은 비단 어느 한 
계열의 작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이버네틱스, 미술, 그리고 음악》전에도 
이미 관객 참여형 각종 실험 텔레비전, 〈로봇 K‐456〉, 〈T‐7〉, 〈미스 
사라〉 등 로봇 작품, 샬롯 무어먼의 〈팝 소나타〉를 비롯해 여러 분야 동료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그리고 선(禪) 상자와 깡통이라는 설치물이 함께 했다. 
사이버네틱스가 사물의 프로그래밍, 관객과의 상호작용, 자가 조직되는 설치 
등 새로운 예술 형태를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예술 장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미술가, 음악가, 무용가, 시인이 함께 하는 예술의 
형식을 가능하게 하리라 백남준은 전망했다. 이는 사이버네틱스의 학제적 
기제에 근거하여 개념미술, 퍼포먼스, 사운드 아트, 그리고 영상 예술을 
하나의 차원으로 기획,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미디어의 문법과 어휘에 
대한 전망이기도 하다. 백남준의 영상 작업 또한 베이트슨과의 접면이 산포해 
있는데, 일례로 인류학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는 〈과달카날 레퀴엠〉(1976)의 
경우를 살펴 보자.31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 섬의 원주민과 외부인, 예술가와 
관람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마음까지도 융합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충돌을 
일깨우고자 했던 백남준의 의식, 그리고 스스로를 포함해 서로 다른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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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 간 피드백 루프 안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의도치 않게 발현된 
노이즈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영상 미학이다. 시사회 안내장에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곱”이라는 사이버네틱스 수학 명제처럼 보이는 문구를 또 다시 
등장시켰던 백남준은 사이버네틱 시스템으로서 복잡하게 얽히되 하나로 
연결되어 세계를 작동시키는 접속사 같은 마음을 〈과달카날 레퀴엠〉에 담은 
것이다.

시적인 믿음

1966년 새크라멘토주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베이트슨은 
20세기의 역사적 사건으로 먼저 베르사유 조약을 지목했다.32 1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독일과 맺은 이 강화 조약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경제적 잇속 
챙기기가 서로에 대한 불신을 양산, 결국 독일 정치의 윤리적 부패를 가져와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고 베이트슨은 설명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먹은 
쓰디쓴 열매가 그 자식의 입가에 여전히 불쾌한 맛으로 감돈다”라는 비유를 
들어, 인류의 어떤 태도 변화가 역사적 시간을 타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거치며 일으키는 여파가 얼마나 거세고 복잡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비극과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경각해야 함을 전한다. 두 번째 사건으로 
베이트슨이 꼽은 것은 사이버네틱스다. 베르사유 조약이 인류의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면 사이버네틱스는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태도란 무엇인가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다. 사이버네틱스의 근본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윤리라는 것을 호소나 설교로부터 ‘느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규칙과 논리로써 ‘알아야’ 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덧붙인다. 지난 2000년간 자라온 인류 지식의 나무에 맺힌 열매를 
가장 크게 베어 문 것이 사이버네틱스이며 동시에 바로 그 사이버네틱스의 
논리 때문에 베어 문 열매는 온전히 소화가 불가한 것이어서 그 안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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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중 1976년 프로그램에 아방가르드 
예술영화, 실험영화 섹션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함께 상영된 작가로는 후앙 다우니, 우디 & 
스테이나 바술카가 있다. Jay Ruby, “Temple 
University's Conferences on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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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ed Report on an Experi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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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네틱스를 잉태한 시대의 정서에 감응하면서 인간과 기술 간 관계의 
창발 지점을 꿰어 나간 연구가 무척 엄밀하고 견고한 것이었다.29 예를 들어, 
‘당신과 나의 구간을 적분한다’는 부분을 독해하기 위해 베이트슨이 「자아의 
사이버네틱스」에서 언술한 ‘자아’와 ‘나’의 부등 관계를 호출해 보자. ‘내’가 
시스템과 맺는 관계는 ‘네’가 맺는 관계와 다른 것일 수 있지만 시스템의 
일부라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언제나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은 이러한 시스템상에서, 시스템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시스템에서 극히 작은 부분인 나의 마음을 
자아로 놓는 것은 그릇된 구획이다.30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의 마음 시스템을 형성한다는 베이트슨의 이론은 백남준이 
도해한 당신과 나의 관계가 사이버네틱스식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백남준 작품 속 사이버네틱스의 면모를 찾는 일은 비단 어느 한 
계열의 작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이버네틱스, 미술, 그리고 음악》전에도 
이미 관객 참여형 각종 실험 텔레비전, 〈로봇 K‐456〉, 〈T‐7〉, 〈미스 
사라〉 등 로봇 작품, 샬롯 무어먼의 〈팝 소나타〉를 비롯해 여러 분야 동료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그리고 선(禪) 상자와 깡통이라는 설치물이 함께 했다. 
사이버네틱스가 사물의 프로그래밍, 관객과의 상호작용, 자가 조직되는 설치 
등 새로운 예술 형태를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예술 장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미술가, 음악가, 무용가, 시인이 함께 하는 예술의 
형식을 가능하게 하리라 백남준은 전망했다. 이는 사이버네틱스의 학제적 
기제에 근거하여 개념미술, 퍼포먼스, 사운드 아트, 그리고 영상 예술을 
하나의 차원으로 기획,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미디어의 문법과 어휘에 
대한 전망이기도 하다. 백남준의 영상 작업 또한 베이트슨과의 접면이 산포해 
있는데, 일례로 인류학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는 〈과달카날 레퀴엠〉(1976)의 
경우를 살펴 보자.31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 섬의 원주민과 외부인, 예술가와 
관람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마음까지도 융합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충돌을 
일깨우고자 했던 백남준의 의식, 그리고 스스로를 포함해 서로 다른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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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한 기계, 그리고 
테크노사이언스적 시선

스펠라 페트릭

정체 불명의 위험이 잠복해 있는지는 여전히 모른다고 베이트슨은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네틱스에는 보다 인간적인 새로운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길, 지배와 통제에 대한 우리의 철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다시 보게 하는 길이 잠재해 있으리라 
기대했다.
 사이버네틱스의 관계성과 연결성의 근간이 되는 확장된 마음에 
대한 촉매로서 예술은 어떤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커뮤니케이션일 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행위를 통해 의식을 
확장하고 재구성하여 미학적 경험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발언되도록 한다. 
20세기 중반 반문화, 저항문화 운동을 이끌었던 이들이 사회의 부조리와 
무질서의 경험을 표출할 수 있는 참조점을 사이버네틱스 좌표상에 구축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형질은 백남준 예술의 바탕이기도 하다. 
백남준의 매체는 텔레비전도, 비디오도 아닌 ‘커뮤니케이션’ 자체였으며, 
그것은 언제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일을 향해 있으되 막연한 일반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정교하게 오는 감각과 감정, 그 마음들의 시적 
서정을 획득해 있었다. ‘함께’를 향한 구상들이 이내 냉소적으로 묵살당하고 
끊임없이 반대편을 생산해 대치하려고만 하는 세계, 무한한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모순되게도 가려 막히고 닫히는 마음들이 늘어가는 세상.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열림’을 노래했던 백남준이 그저 유토피아를 꿈꾸던 
지난 세대의 몽상가만은 아니라는 걸, 베이트슨의 사이버네틱스는 시사한다. 
“예술은 인간이 품위를 탐색해 나가는 일이며, 때로 실패하고 말아 분노하고 
고통스럽지만 또 때로는 그 불완전한 성취에도 황홀함이 따른다.”33

Bateson, 1967, op.cit., p.12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