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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작년(2012년)은 동시  술을 찾아 독일을 찾는 방문객에게 특별한 해

다. 6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세계 술 시회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는 카쎌 도큐멘타가 열렸기 때문이다. 1955년 1회 도큐멘타가 열린 이후 5
년마다 열리는 카쎌 도큐멘타는 동시 술 시회  최  규모로, 개 독

일의 심부에 치한 카쎌에서 100일간 계속된다. 
이번 13회 도큐멘타는 여러 가지 에서 이례 인데, 1. 장소, 2. 참여 

술가, 3. 컨셉, 4. 술  형식 등에서 기존의 도큐멘타의 실험성을 뛰어넘는 

일탈과 경계의 해체를 보 다. 우선 시장소로서 카쎌과 아 카니스탄의 카

불을 나란히 배치하 을 뿐만 아니라 바미얀(2012. 6.7.-7.19), 이집트의 카이
로와 알 산드리아(2012. 8.1.-8.7.), 캐나다의 반 (2012. 8.2.-8.15)에서 시
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참여 술가 규모만 해도 오십 개국에서 187명의 
술가들이 참여하고 860,000명이라는 숫자의 방문객이 다녀간 기록을 갖게 
되었다. 도큐멘타에 참여한 술가들의 구성도 이례 인데, 동시  술 시장

의 인기 술가는 부분 제외되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출신 아티스트, 
아랍과 아시아 출신 술가들이 상보다 많이 청되었으며 한 통  의

미에서 술 창작가들 말고도 (과)학자들, 시인, 컴퓨터 개발자, 물리학자, 도
시 계획자, 시민운동가 등도 되어 그들의 정치  신념  문제의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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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그밖에도 이미 작고한 술가들, 유물이라고 할 법한 고  조각

품들, 20세기 미술사 논의에서 제외되어 온 여성작가들의 작품들이 시되었
는가 하면, 작품 형식 한 회화, 조각, 드로잉,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술뿐만 아니라 사운드 아트, 화, 인공 정원, 모형, 자동차 모터, 동물(개), 실
험, 창기 컴퓨터 기기, 흙, 나무, 자연 등으로 기존 술의 역을 넘어서 수
용되었고 심지어는 정치  이슈로 만들어진 캠  한 시물의 하나로 자리

하 다. 
각 시  별로 보자면, 이번 시회의 ‘뇌 Gehirn’이라고 불리는 리데리

치아눔의 시물들이 인간 역사의 “믿을 수 없는 괴의 기호 ein Zeichen 
der unglaublichen Zerstörung”1)를 보여 다면 노이엔 갤러리에서는 정치  

이슈가, 오토네움 박물 과 정원하우스 오랑 리에서는 각각 과학의 역사와 

재 생태학  문제를 테마로 작품들이 시되었다. 한 바로크식 칼스아우

에 공원에는 규모의 환경 술과 조각들이 자리하 는데, 인간 아닌 존재들
에 한 특별한 심과 삶 자체가 술의 새로운 상이자 주제로 극 으

로 다루어졌다. 
이와 같이 다양함을 넘어서 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시  문제의식과 

실 세계에 한 정치  질문들을 거 모아놓은 듯한 이번 도큐멘타의 시

물들을 보면, 마치 정치와 과학, 학문, 생태학과 술을 한 데 섞어놓은 듯하
며, 아직 꺼지지 않은 갈등과 지난 역사의 트라우마를 다시 재화하는가 하
면, 포스트페미니즘을 강렬히 외치고, 자연을 문화로 격상시키며, 동물들을 주
요 행 자로 선보임으로써 인간의 로고스 심 인 세계   술 을 반성

하도록 구하는 것 같다. 
이처럼 이번 시회는 술  형식의 경계를 넘어서 삶의 다양한 국면들과 

인간 역사의 총체  과정을 반성 으로 드러냈기에 “환상 인 우주 ein 
phantastischer Kosmos”2)라는 극찬에서부터 “  시 를 통틀어 가장 미련한 

1) Das Logbuch: dOCUMENTA (13), Katalog, Carolyn Christov-Bakargiev u.a. (Hrsg.), 
Hatje Cantz Verlag 2012, S. 268. 

2) Süddeutsche Zeitung: 2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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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큐멘타 dümmste documenta aller Zeiten”3)라는 악평에 이르기까지 평가가 

매우 심하게 엇갈렸고 그런 만큼 총기획자의 컨셉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시회의 기획자이자 총감독  카롤린 크리스토 -바카르기에

Carolyn Christov-Bakargiev는 평화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아르테 포베
라(Arte Povera)’의 술  경향을 지향해 왔다. 이번 도큐멘타의 감독으로서 
그녀는 이미 여러 인터뷰에서 ‘무-컨셉 Nicht-Konzept’을 표명해왔다. 이런 그
녀의 입장에 해 많은 사람들은 ‘무-컨셉’이란 그 무엇도 불충분하다는 회의
Skepsis인가, 어떤 것도 된다는 식의 상 주의Relativismus인지 반문했다. 그
에 해 바카르키에 는 명백하게 ‘회의’와 ‘상 주의’를 구분하면서 자신의 
“무-컨셉”은 “회의”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4) 그것은 고  그리스에서 

그 기원을 따지자면 그것은 철학자의 자세로서 진실을 찾으려는 “비  고

찰 kritische Untersuchung”에 가깝다.5) 그리고 그와 같은 비  사유야말로 

“반성과 경험, 사랑을 한 공간 einen Raum für Reflexionen, für 
Erfahrungen, für Liebe”6)을 열어젖힌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카르기에 의 무-컨셉의 의도를 이번 시회의 형식과 내

용에 비추어보자면 인간 역사 체에 회의를 던지고 근  이후에 형성된 모

든 역에 걸쳐 철된 구분과 경계, 분리의 사고에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비 과 반성은 결국 멀리 있는 것에 한 연

민과 사랑, 다른 세계와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한 앙가주망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트 Art> 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 술이

란 명백한 의무가 있는데, 술은 그 자체로 소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7) 
그것은 “알게 하고, 상기시키고 감각을 섬세하게 만들고, 항상 더 크고, 지

구  세계 해석의 요청에 이바지하는 것”이다.8) 

3) Ironiefrei und humorlos: <Focus> Juli 2013. S. 104-105.
4) Das Logbuch: dOCUMENTA (13), Katalog 2-3, hrsg. v. Carolyn Christov-Bakargiev u. a. 

S. 266.
5) Logbuch, S. 266.
6) Logbuch, S. 266.
7) Art Spezial, Documenta: Hamburg 2012, S. 66.
8)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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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이번 시회가 술  이슈를 실험 으로 내보 다기보다는 마

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철학  정치  사유를 술  형식 속에 표출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특히 이번 시회의 ‘신경회로 Nervenbahnen’로 불리는 칼스아우에 공원 
시는 술과 자연,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를 흐리고 새로운 삶과 술의 
형태를 보여  표  시 이나 다름없다. 폐허의 조각들과 동물들의 배설
물로 만들어진 성동 Song Dong의 6미터 언덕 <무  정원 Doing Nothing 
Garden>은 그 로 피어난 풀과 꽃들로 시선을 끄는가 하면, <Dog run>이라
는 라이언 정엔Brian Jungen의 ‘함께하는 퍼포먼스 아트’는 네 발 다린 짐
승을 동반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유기농 딸기와 정당거래된 버터 등을 

시해놓고 직  해먹도록 하는 설치  퍼포먼스는 인의 삶이 자기가 직

 고르고 씻고 조리하는 기본 인 ‘살림’의 삶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 다. 그밖에도 <휴먼>이라는 이름의 개가 술의 주체이자 오 제인 

<미간지>의 정원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주세페 페노네는 <돌의 생각>을 
받치는 나무를 보여 으로써 순종이 아니라 혼종으로서 존재론  구조를 보

여주고 있다.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의 립  구도를 넘어서는 이와 같은 술  내

용과 형식들은 무엇보다 시 에 한 문제의식과 미래 사회에 한 은 

술가들의 견과 상상을 보여 다는 에서 단순히 술을 한 실험  형식

을 넘어서 사회변화를 한 창의  실험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이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다는 사유는 물론 탈

인간주의  으로서 인간 심주의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탈인간주의  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고 자연을 인간을 한 

도구로 락시킨 휴머니즘의 종말을 제로 한다. 이합 핫산은 1977년에 이미 
휴머니즘은 “별 수 없이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불러야 하는 무엇인가로 변해
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9) 은 술가들은 날카로운 감수성으로 지 까

지 지속되어온 인간 심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총체 인 변화의 필

요성과 가능성,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각 으로 보여  것으로 보인다. 

9) Ihab Hassan: Prometheus as Performer: Toward a PosthumanistCulture? In: Benamou, M. and 
Caramello, C. (Eds): Performance inPostmodern Culture. Coda Press, Madison, 1977,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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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13회 카쎌 도큐멘타에서 나타나는 술의 탈경계  

특성  세계인식에 주목하여 이를 포스트휴먼  상상력 속에서 조명해 보고

자 한다. 

Ⅱ. 포스트휴먼의 징후들

Ⅱ.1. 사라짐과 빈 공간

포스트휴먼  징후는 이번 시회에서 가장 심된 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리데리치아눔에서부터 시작된다. 신고 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이 미술

 건물은 1955년 이후부터 도큐멘타의 시장으로 활용되었고 기존의 도큐

멘타에서는 ‘심장 das Herz’이라고 불렸지만 이번 도큐멘타에서는 이 미술  

건물은 시회의 ‘두뇌 Brain’라고 지칭되었다. 그러나 이 에는 오 제들로 

빼곡히 들어차 시회의 주요 테마를 한 에 보여주던 1층 첫번째 시실에

는 아무것도 없다. 빈 공간과 그 비어 있음을 강조하려는 듯 흰 색의 벽과 창

문틀, 천장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만약 이 빈 공간을 바라만보지 않고 걸어

간다면 미약하게 느껴지는 바람이다. 이 바람은 라이언 갠더 Ryan Gander의 

작품이다. 

[이미지 1] 리데리치아눔 1층 

시실 빈 공간. 

   [이미지 1-2] 비참여 작가 

카이 알트호 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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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빈 공간이 도큐멘타의 핵심 사유를 보여  수 있을까? 어도 분

명한 것은 시지각의 형식이 텅 비어있음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보이지도 들리

지도 읽을 수도 없는 텍스트, 다만 느낄 수 있을 뿐인 ‘바람’이라는 각  

텍스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바람은 국 작가 라이언 갠더의 작업으

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필요해 I Need Some Meaning I Can 

Memorise>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갠더의 이 제목으로 인해 난해하기 짝이 

없던 텍스트는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를 얻게 된다. 흔히들 의미는 채워진 무

엇, 충만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 작품에서는 ‘의미’라는 것은 텅 비

어있음과 함께 하고 있으며 인간의 역사에서 기억의 방식이 읽고 쓰는 문자

의 형식으로 승된 반면에 이 작품에서는 기억의 형식이 각 으로 느껴지

는 바람으로 개된 것이다. 이 작품은 시회의 ‘두뇌’에 배치된 만큼 기획

자의 의도가 매우 잘 투 된 작품으로 보인다. ‘의미’를 텅 빈 공간과 각  

체험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의미와 해석을 얻기 한 모든 시도들에 한 거

한 회의의 제스추어로 보이고 그런 에서 바카르기에 가 말하는 ‘회의’에

서 출발하는 ‘무-개념’ 컨셉을 한 에 시각화했다고 할 수 있다. 한 ‘바람’

이라는 각  텍스트도 술 형식의 새로운 도 으로 보이는데, 이는 나아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오 제들을 ‘보지 말고’ ‘읽으려 들지 말고’ 느껴라, 하는 

요청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청은 기존의 술  형식뿐만 아니라 인간이 술

 상을 향수하던 방식에 한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그런 의문은 방 앞에 놓인 진열  안에 시된 술가 카이 알트호  Kai 
Althoff의 손으로 직  쓴 편지(이미지 1-2)10)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알트호
는 총기획자 바카르기에 의 시회 에 한 답으로 쓴 이 편지에서 

이번 다큐멘타의 를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느 으며 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 술  과정 체를 의문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10) 이 편지에서 알트호프는 왜 도큐멘타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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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보자면 이 오 제 하나 없이 시된 빈 공간은 기존의 술  형식 

 지각방식이 소실되는 지 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르네상스 이후 생
성된 의미를 찾는 ‘인간 인’ 사유와 술  기 를 소실시키고 있다는 에

서 일종의 포스트휴먼  시선의 산물로 보인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술 이후 
의미작용을 하는 것은 상을 시각 으로 포착하여 화면에 채우고 재

(Representaion)하는 것이지 빈 캔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11)

일 이 발터 벤야민은 유진 앗제의 사진에서 인간들이 사라진 이 ‘빈 공간’
을 주목하 고, 그것을 ‘사람을 질식시킬 듯한 분 기’의 사라짐으로 보았다. 

아제의 리 사진들은 실주의 사진의 선구들이다. 그 사진들은 실주의가 

움직일 수 있었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한 열의 이다. 그
는 몰락기의 례 인 상사진술이 퍼뜨린, 사람을 질식시킬 듯한 분 기를 소독

한 최 의 인물이다. 그는 그 분 기를 깨끗이 청소했으며, 그것도 말끔히 제거하

다. 즉 그는 최근의 사진술이 이룩한, 의심할 나  없이 분명한 공 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을 아우라에서 해방시키는 작업을 개시하 다. [...] 그 상들은 침

몰하는 배에서 물을 빨아들이듯이 실에서 아우라를 빨아들인다. [...] 특이한 것

은 이 모든 사진들이 비어있다는 것이다.12)  

여기서 벤야민이 주목한 앗제의 사진은 사람이 사라진 도시의 빈 공간, 
텅 빈 구석을 은 것이었다. 벤야민은 앗제가 “질식시킬 듯한 분 기”를 소
독하고 “ 상을 아우라에서 해방시키는 작업”13)을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인
간이 휴머니즘  아우라의 최후의 보루로서 간주되었다면14), 인간의 사라짐
은 곧 아우라의 사라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주체  인간의 이념

11) 르네상스의 화가이자 건축가 알베르티는 르네상스 회화론의 대표적 저서 『회화론』에

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회화의 과제로 보고 의미가 기능하는 방식이

라고 본다.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회화론, 김보경 옮김, 기파랑 2011, 116-171쪽 참

조.)  
12) 발터 벤야민: 「사진의 작은 역사」, 실린곳: 발터 벤야민 선집2, 최성만 옮김, 길 2007, 183쪽.
13) 같은 곳.
14) 임석원: 비판적 휴머니즘의 기획: 배타적인 인간중심주의의 극복, 실린곳: 이화인문과학

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2013,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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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신성불가침의 인간  특권을 보여주는 ‘제의 ’ 후 의 사라짐을 의미하

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빈 공간은 “아우라의 축출일 뿐만 아니라, 인간
심 인 휴머니즘으로부터의 해방”15)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면 

그후 무엇이 오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벤야민의 시각을 빌리자면 
빈 공간은 인간의 아우라에서 벗어난, 상들, 타자들이 면에 드러나게 되
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큐멘타에 시된 빈 공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술에 한 인간 인 기 도 술  지각방식도 소실되는 이 빈 공

간은 ‘단일하고 독립 인 주체’로서 인간을 감싸고 있던 후 , 아우라 한 
사라진 곳으로서 500년 동안 유지되어온 휴머니즘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음을 
술  형식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심의 역사에 려 주변화되고 탈가

치화된 사물들, 인간 아닌 존재들, 타자 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Ⅱ.2. 인간 심의 해체와 주변의 멘탈리티

앞서 말한 리데리치아눔의 ‘텅 빈’ 시실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유리

벽으로 격리된 원형 시실, 즉 로툰데(Rotunde)가 나타난다. 여기는 마치 1
층의 텅 빈 시실을 보상하듯 오 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마치 인간의 
아우라에서 해방된 사물들과 타자들이 거 등장한 듯하다. 소규모 회화에서 
조각을 포함한 역사  오 제들, 깨지기 쉬운 물건들, 고 에서 까지의 

물건, 부분 으로 손된 물건과 훔친 물건, 장된 물건, 그리고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3000년 의 장식품들까지 한때 인간의 아우라에 가려진 것들이 
면에 드러나고 유한한 존재 인간보다 오래 살아남아 사물들의 역사와 시

 변천을 증언하는 것 같다. 그 에서도 <박트리언 공주 Baktrischen 
Prinzessen> 시리즈는 기원  2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돌로 된 
조각품이다. 여덟 개의 10-12 cm 정도 크기의 작은 이 조각들은 물결 문양이 

15)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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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서로 유사한 모양이나 각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재 아 카니스탄 주변의 지역에서 발굴된 이 유물들은 3000년 가까이 되는 
인간 역사를 증언해 주고 있다.

[이미지 2-1] 원형 시 -로툰데  [이미지 2-2] 히틀러의 집에서 

가져온 유품

[이미지 2-3] 박트리언 공주들 시리즈    [이미지 2-4] 박트리언 

공주 상세

이 원형 시실(이미지2)에는 의 자료 이미지에 제시된 사물들뿐만 아니
라 히틀러의 집에서 가져온 조각상과  베이루트의 국립미술 이 폭발되었

을 때 녹아서 뭉개진 오 제 등 범주화할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오 제들이 

촘촘히 진열되어 있다. 이들은 술품이라기보다는 유물이거나 조각난 증거품
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 오 제들은 훼손된 채로, 
혹은 훼손되지 않은 채로 인간의 역사를 매우 강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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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역사는 두말할나 없이 괴의 역사이며16), 기획자는 마치 이들 오
제로 인간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보여주려는 듯 괴의 역사를 지켜본 물건

들을 진열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들의 집합은 그 자체로 하나

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17) 
그러나 이들 사물들이 단순히 인간 역사를 증언하기 해서, 인간 역사의 

부속품으로서 시된 것은 아니다. 이들의 존재는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 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떠오르게 하고 인간들이 ‘그들의 역사’라고 규정하는 그 
역사에서 사물들의 역할과 자리 한 있었음을 강하게 웅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들 사물들은 인간 주도의 역사에서 배제된 것들을 의식하게 하면서 

재  의미를 띄게 된다. 
흥미로운 은 무엇보다 이들 사물들에서 이처럼 수천년 혹은 수십년 의 

역사와 재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한다는 이다. 바카르기에 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놀라운 것은 그것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들의 부분들이 임의 인 연결

에서 함께한다는 이다. 그 기에 이 두 개의 사물들, 즉 하나는 아주 오래되고 

 다른 하나는 동시 인 것 사이에 연결이 존재한다. 이 연결이란 일종의 집약

성 Intensität의 형식이며 혹은 앙가주망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 이 앙가주망이 단

편조각들을 결속시키는 것이다. 
Gleichzeitig ist es, (...) erstaunlich, dass es sie überhaupt noch gibt, dass all diese 
Teile in einer provisorischen Verbindung zusammengeblieben sind. Dann ist da 
eine Beziehung zwischen diesen beiden Dingen, von denen das eine sehr alt und 
das andere sehr zeitgenössisch ist. Und diese Beziehung hat mit einer Form von 
Intensität zu tun. Oder, sagen wir, von Engagement: das Engagement, die 
Fragmente zusammenzuhalten.18)

바카르기에 는 마치 이 로툰데의 시물들을 가리키듯이 사물들의 재성

16) Logbuch, S. 268.
17) Logbuch, S. 267. 
18) Logbuch, S.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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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들의 의미를 <도큐멘타 일지 Logbuch>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녀가 강조
하는 것은 무엇보다 과거와 재가 만나는 시간  연결성뿐만 아니라 이들 

사물들이 재  의미를 갖게 되고 서로 무 한 듯 단편 으로 놓여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인간의 괴의 역사를 증언한다는 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의 사물들이 서로 연결될 때 보다 더 큰 맥락, 즉 실참여 인 

앙가주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바카르기에 가 말하는 연결성은 사물들  주변 인 것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 심’와 같은 것이며 심과 주변이라는 이원화된 구도에서 심을 비
으로 사유하게 하는 ‘ 항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주변 인 것들의 연

결이야말로 실비  앙가주망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런 앙가주망은 다시 

심으로 들어가려는 발 이 아니라 ‘ 항의 장소’로서 주변의 자리를 확인하게 
한다는 에서 ‘주변성의 멘탈리티’를 생성해낼 수 있다.19) 이와 같은 주변성
의 정신은 “비  주변을 창출하면서 자발 으로 주변에 자리잡”도록 한다
는 데 의의가 있고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고 창조하는 안을 상상하

게 하는 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툰데 유리벽에 린트된 로 스 와이 의 개념미술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는 ‘--의 심에’를 반복하지만 
정작 심은 텅비어 있음을 보여  뿐이다. 이로써 기존의 시회 구도 즉, 
어떤 ‘ 한 작품’의, ‘ 한 의미’ 심의 시회 개념을 비틀고 심과 주

변의 이원화된 구조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원화된 구도가 
인간 심주의의 산물임을 기억할 때 와이 의 개념미술은 한 인간 심주의

에 한 날카로운 비 으로 읽힐 수 있다. 
바카르기에 에 따르면 인간을 심에 두고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은 

것 자체가 인간의 오만이자 “주  능함 subjektiv[e] Omnipotenz”의 증표
일 뿐이다. 

“(...)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은 한 순간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

19) 엘스 케이퍼스: 주변부, 저항의 장소, 실린곳: 디자인을 넘어선 디자인, 얀 반 아이크 편

저, 윤원화 옮김, 시공사 2004, 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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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  능함의 순간이었고, (...) 세계를 창조한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그보다 먼  항상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 ein 
Moment, in dem man meint, die Welt zu erschaffen, obwohl sie immer 
schon dagewesen ist.”20) 
총기획자는 인간이 세계의 심이라는 미망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 부터 

늘 있어왔던 “물질들 Materie”21)로부터 그 존재방식을 배울 것을 당부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주변으로서 존재하고 사용되는 방식이며22) 주변으로서 다
른 타자들과 연결되는 존재방식으로 보인다. 그것이야말로 이 카쎌 도큐멘타
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 새로운 세계에서 인간의 자리, 즉 포스트휴
먼의 탈 심  자리가 아닐까 짐작된다.    

Ⅲ.  포스트휴먼의 몸과 마음의 상상력

그 다면 이 포스트휴먼이란 어떤 존재론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일반
으로 포스트휴먼이라고 하면 기계 는 보철(Prosthesis)로 보완되거나 강화된 
신체를 연상하거나 유 자공학이나 생명공학으로 ‘우월한’ 유 자만 모은 강

력한 우생학  존재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존재들은 휴먼을 강화시킨 

존재들로, 포스트휴먼의 양상  일부를 가리킬 뿐이다. 이들의 존재는 휴먼
을 비 으로 계승한다기보다는 무비 으로 향상시킨 결과 다른 종들뿐만 

아니라 인간마 도 지배할 수 있는 잠정  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바람직한 포스트휴먼의 표상이 될 수는 없다.
포스트휴먼의 표상에서 요한 것은 먼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것에 해 

더 이상 통 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아

20) Logbuch, S. 270.
21) Ebenda. 
22) Vgl. das Logbuch, S.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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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먼의 의미를 신체 인 것으로 환원시키고 다른 신체  존재들, 동물  
자연과 결합하는 혼성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의 존재는 자주 인용되는 해일즈의 말처럼 “그 경계가 계속해서 
구축되고 재구축되는 아말감이자 이질 인 요소들의 집합, 그리고 질료 -정
보  존재”23)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인간과 비인간 인 것 사이의 경계가 흐

려지면서 생겨나는 둘 사이의 결합과 공생  계, 특히 인공 인 것과 유기

체 사이의 결합가능성 한 인식하는 것이 요한 것이다.24) 도나 해러웨이
는 포스트휴먼의 신체  조건을 다룬 <사이보그 선언문 A Cyborg 
Manifesto>에서 바로 포스트휴먼의 신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혼종성
에 해 설명한다. 그것은 첫째 생물학과 진화론의 발 에 힘입어 인간과 동

물의 경계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25), 둘째 유기체와 기계 사이의 경계 넘
기와 뒤섞임26), 셋째 물리 인 것과 비물리 인 것 사이의 경계 넘기와 결합

을 가리킨다.27) 이들 세 분야에서 서로의 경계는 침해되고 강력하게 결합하
면서 새로운 복수형의 신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야말로 포스트휴먼의 신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에서 캐서린 해일즈 한 혼종  결합에 기반한 포스트휴먼

의 사유에서 ‘복수성’에 한 인식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신체
에서 다른 신체들의 복수성과 결합성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포스트휴먼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이 자신을 가리킬 때 단일한 자아로서 ‘나 I’라고 
하지 않고 복수인 ‘우리we’라고 할 때, ‘나’가 서로 이질 인 요소들의 결합체로

서 ‘우리’로 변형되었음을 느낄 때 사람들은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이다.28) 여

23) Katherine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Chicago and London, Universiy of 
Chicago 1999, p. 3.

24) 특히 기계와 유기체 사이의 혼종적 결합에 주목한 도나 해러웨이는 현대의 테크놀로지

에 의해 매개된 신체인 ‘사이보그’를 포스트휴먼의 전형으로 간주한다. Donna Haraway:  
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Feminism in the late 20. 
Century, in Simians, Cyborg and Woman, The Reinvention of Nature, Routledge 1991, 
pp. 150.

25) A Cyborg Manifesto, p. 151. 
24) A Cyborg Manifesto, p. 152. 
27) A Cyborg Manifesto,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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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해일즈는 포스트휴먼의 사유가 한 수행성과 연결되고 있음을 히 지

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의 존재는 그 자체로 단일하고 순종 이며 폐쇄

된 존재 형식에 해 비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포스트휴머니즘이 인간
심 인 휴머니즘에 한 비 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Ⅲ.1. 경계 넘기1: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 사이

이처럼 포스트휴먼의 세계  존재에 한 상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은 

풀다 강이 흐르는 거 한 칼스아우에 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거의 자연상태를 
보여주는 듯한 이 공원은 인간도 문화도 사라지고 인간 아닌 것에 한 공포

도 사라진 탈인간주의  세계의 장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귀신과 동물, 
개가 화를 나 는 듯한 퍼포먼스 아트가 포착되는가 하면, 나무, 돌, 빈집, 
들풀 등과 자연 생명 자체가 술  구 물로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인간
은 개의 손에 이끌려 퍼포먼스 아트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주변  존재이며 

주변자로서 자연  동물과 함께 존재하고 는 동물의 머리를 한 하이 리

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피에르 그(Pierre Huyghe)의 자연 정원 <미간지 Untilled>는 이처럼 하이
리드  존재로서 인간, 동물과의 공생 계  술의 소재로서 자연  생

명을 잘 보여주고 있다. 

28) Hayles,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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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3-1] 그의 <미간지> 

간에 쌓인 흙더미 

 [이미지 3-2] 흙, 풀들, 동물의 

배설물 등을 모은 더미 

[이미지 3-3] 벌집통 머리를 한 

여인상

 [이미지 3-4] 뿌리째 뽑힌 나무, 흙더미 

의 핀 맥문동. 벌이 와서 수분한다

[이미지 3-5] 다리를 진분홍으로 

염색한 휴먼이라는 이름의 개

 [이미지 3-6] 휴먼의 젖먹이와 휴먼과 

같이 한쪽 머리를 진분홍으로 염색한 남자

마치 거 한 괴가 지나간 자리에 무성히 자란 자연을 배경으로 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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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어 놓여 있던 것들이 한 곳에 뒤섞인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정원은 폐허

의 느낌을 다. 이 폐허의 정원에서는 (이미지 3-1, 3-2 참조) 죽은 것과 살
아 있는 것, 인공 인 것과 자연 인 것이 혼재하고 서로 공존한다. 가령 공
원의 자연과 구분되지 않는 ‘갈지 않은’ 정원의 한 구석에는 죽은 동물이 쌓
여 있는가 하면, 한켠에는 개미떼가 지어 먹이를 나르고, 다른 한켠에는 구
겨진 듯이 자라난 풀과 시멘트 덩이가 방 허물어진 집에서 떨어져 나온 듯 

바닥에 뒹굴고, 과거에는 우물이었을 장소는 말라 진흙으로 가득차 있으며 시
멘트 틀의 인공 수조에는 흙탕물이 뒤섞여 고여있을 뿐이다. 그러나 퇴비를 
연상시키듯 쌓아올린 진흙더미 사이에는 길게 자란 식물이 헝클어져 자라고 

진흙더미 사이로 나신으로 비스듬히 운 여인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 
3-3). 그 둘 는 뿌리가 뽑힌 오크 나무와 다른 흙더미들, 잡 처럼 자란 

목들이 무성히 자라고 그 사이로 뜻하지 않게 꽃들이 활짝 피어 있다(이미지 
3-4). 한쪽 다리를 짙은 분홍색으로 염색한 개와 머리 한 귀퉁이를 같은 색
으로 염색한 깡마른 남자가 이 폐허의 정원을 돌보는 듯, 하릴없이 이 미간지 
정원을 헤집고 다닌다 (이미지 3-5, 3-6). 
어디까지가 술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인지 하는 의아함을 자아내는 매우 

인 설치 환경 로젝트로서 그의 <미간지>는 삶과 죽음, 자연과 인공, 
인간과 동물이 마치 시간과 장소를 월한 듯 같이 자리하고 있다. 체 으

로 마치 ‘폐허’의 정원을 연상시키고 있지만 이 폐허의 느낌은 몰락과 죽음의 
단계로 가는 과정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소멸
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폐기물과 사체 한 생명으로 순환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령 죽은 동물의 사체라든지 뿌리 뽑힌 채 드러난 오크 나무야말
로 폐허의 자리에 무성이 자란 나무와 풀의 삶을 한 양분이 되었을 것이며, 
벌들은 그처럼 활짝 피어 있는 꽃들과 수분을 하고 그 이하운드는 제 볼일

을 보다가도 새끼 강아지에게 젖을 먹인다. 마치 삶과 생명의 작용, 그 자체
를 술로 승화시킨 듯한 이 작품에서는 폐기물과 유기물, 삶과 죽음, 동물과 
인간, 자연과 인공의 이분법  경계가 와해되고 공생의 화학  자연  과정이 

나라하게 시연되고 있다.   



13회 카쎌 도큐멘타에 나타나는 포스트휴먼의 몸과 마음의 상상력  25

무엇보다 일상  사유를 충격 으로 뒤흔드는 것은 휴먼(Human)이라고 불
리는 그 이하운드 개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머리가 있을 자리에 벌

통을 뒤집어 쓴 여인상이다(이미지 3-3 참조). 이 조각상은 마치 무두류의 인
간 형상이나 짐승의 머리를 한 인간과 같은 종말론  동물29)을 보는 듯한 느

낌을 주는데, 여기서 작가가 의도 으로 인간과 동물, 특히 개의 존재론  

치를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역 된 계를 

한 에 보여 다. ‘휴먼’이라는 개의 이름에서 인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
고 인간의 벌통 머리에서는 동물 인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로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종  단 성은 완 히 극복되고 있다. 개에게서 ‘인간’을 
보고 인간에게서 ‘생명을 지닌 동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지각
방식에서는 바로 동물과 인간의 존재론  교차 이 사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종  존재는 포스트휴먼의 몸과 마음을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친족성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요한 부분이다. 즉 이 둘은 진화론 으로도 연 성을 갖고 있으며, 앞
으로도 공진화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르지오 아감벤은 인간과 동
물의 세계가 서로에게 다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열림 The Ope
n』에서 인간과 동물의 삶의 단 은 무엇보다 휴머니티, 즉 고유한 인간  특

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주의  기계 anthropological machine”30)에 의해 ‘고
안된’ 것이며, 이와 같이 단 된 삶은 인간  삶도 동물  삶도 아닌 그  

“벌거벗은 삶 only a bare life”31)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
주의  기계’를 멈추고 인간과 비인간의 단 된 삶을 극복할 때 인간은 새로

운 역사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9) 이 부분은 조르지오 아감벤의 『열림 The Open. Man and Animal』를 참조하였다. 아감벤

은 여기서 13세기에 나온 히브리어 성경 중 <에스겔> 서에서 정의의 메시아적 연회에서 왕

관을 쓴 정의의 머리가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동물의 머리를 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종국

의 휴머니티 concluded Humanity’가 왜 동물의 머리로 표상되었는지 묻는다. Cf. Giorgio 
Agamben: The Open: Man and Animal, trans by Kevin Attell, Meridian 2003, p. 1-3.

30) Agamben, p. 37.
31) Agamben,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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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에서 보자면 그의 거칠지만 생명으로 충만한 ‘미간지’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존재론  형상을 미리 선취한 것인지도 모른다.  

Ⅲ.2. 경계 넘기 2: 자연과 인공 사이 

 하나의 경계 침해가 이루어지면서 매우 분명하게 혼종 이고 공존의 삶

의 구도를 보여주는 작품은 주세페 페노네 Guiseppe Penone의 <돌의 생각 
Idee di pietra>(2003/2008/2010)이다. 이 작품은 돌의 사유를 나무가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무기질의 암석과 유기질의 식물이 결합한 구도가 매우 인상

이다.  

[이미지 4-1] 주세페 페노네: 돌의 

생각(2010). 청동주물과 이탈리안 리석

 
[이미지 4-2] 청동나무조각 에 

돋아난 작은 나무

푸른 잔디를 배경으로 잎사귀 하나 달리지 않은 황동색 키 큰 나무가 멀리

서도 에 띈다. 주변 다른 작품들이라곤 없어서 얼핏 이 나무가 작품인지 자
연인지 의아함을 자아낸다. 다가갈수록 나무 상단부에 굵고 튼튼해 보이는 여
러 갈래 곁가지 속에 회갈색 빛이 도는 흰색의 커다란 돌이 보인다. 마치 8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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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넘는 키 큰 나무(830*250*220cm)가 어린 자식을 안 듯 크고 모난 돌을 
안고 있는 형상이다(이미지 4-1 참조). 황동나무 발치에는 어린 가지가 돋아
나 생명력의 이를 실감  한다(이미지 4-2 참조). 
원래는 16회 시드니 비엔날 에서 공원에 설치되었다가 이번 시회를 

해 2010년에 카쎌로 옮겨지게 된 이 조각은 13회 카쎌 도큐멘타의 시작을 알
리는 첫 작품으로서, 지난 도큐멘타 시를 해 마련된 외부공간의 조각의 
역사를 기릴 뿐만 아니라, 카쎌 주민들의 일상과 집단  기억을 한 상징이

라는 공식  의의를 지닌다.32) 그러나 이런 공식 인 의의 말고도 이 작품이 

건드리는 의미 지평은 매우 다양하고 깊다. <돌의 생각>이란 제목에 비추어 
보자면 마치 돌의 상념을 나무가 받치고 있는 격인데, ‘돌이 생각을 한다’라는 
술가  상상력이 기발함을 넘어서 ‘사유’가 더 이상 인간의 유물이 아님을 
웅변하는 작가의 심층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나아가 돌의 사유를 나무가 받쳐
주고 안아주는 이 혼성  존재 구조는 인간을 ‘단일한 개체’로 설정하면서 인간 
아닌 존재들을 배제한 인간 심주의 역사를 반성 으로 성찰하게 한다. 
미 란젤로의 <피에타>와 구조  유사성을 보이긴 하지만 그 의미지평은 

훨씬 더 넓은데, 그 까닭은 미 란젤로의 <피에타>는 동질 인 인간의 형상

― 수와 마리아―을 통해서 인간 인 큰 슬픔과 그 슬픔의 극을 통한 용

서와 용이라는 숭엄한 감정을 보여주는 데 비해 페노네의 작품은 무기물과 

유기체라는 서로 다른 두 종이 서로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 아들 
수와 인간의 딸 마리아가 같이 매우 인간 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형 인 구도이다. <피에타>는 슬픔과 그것의 
극과 용서라는 숭고한 감정을 인간에게 국한시켜 표상함으로써 휴머니즘  

세계 의 정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페노네의 
작품은 사랑과 포용이라는 ‘따뜻한’ 감정을 인간 인 차원에서 벗어나 자연으

로 확장하고 서로 다른 종의 결합으로 투 시켜 보여 으로써 은연 에 소통

과 이해의 가능성, 공감의 계를 우주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변의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나무가 실은 청동

32) Vgl. Das Begleitbuch: dOCUMRENTA (13), S.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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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어진’ 조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찰자에게  하나의 의미 층
가 충격처럼 다가온다. 이 청동나무는 만들어진 것이지만 다른 살아있는 나무
들처럼 주변의 자연  요소, 풀과 바람 빛과 유기 으로 결합하고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지 4-2에서는 그사이 이 청동나무 에 작은 어린 나무가 
자라나 이 인공나무와 자연나무의 유기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나무는 
인공나무지만 체 식물의 구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이 작품은 인공과 생명, 술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경계 설

정과 이항 립  구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한 보다 깊은 계에 도달하도록”33) 우리의 시선을 드높인
다. 자연과 인공, 자연과 술을 나 던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종들 사이에 

사랑과 소통, 포용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 작품은 포스트휴먼  세계에서 인

간이 도달해야 할 감수성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Ⅲ.3. 세계의 집: 다양한 종의 공진화

이처럼 서로 다른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여럿이 함께하는 삶의 

구상은 튜 그린포트 Tue Greenfort의 작업 <세계의 집. 아카이  The 
Worldly House: An Archieve>에서 더욱 흥미롭게 제시된다. 이 작품은 일종
의 아카이  로젝트로서, 인간과 다른 종들의 (친족) 계를 보여주는 자료
들을 모아 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 작품은 미국의 포스트휴머니스트 도나 해러웨이의 

‘다양한 종들의 공진화 multispecies coevolution’라는 구상에 감을 얻은 것
으로,34) <세계의 집>을 통해 살아있는 생물들, 그러니까 인간 인 것과 비인

간 인 것 사이의 결합을 조사하고 밝 낼 수 있는 아카이 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 으로는 종들의 육체  결합과 변형에도 기여하고

자 하는 로젝트이다.  

33) 같은 곳.
34) Das Begleitbuch, S.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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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5-1] 튜 그린포트의 <세계의 집> 

경 

 [이미지 5-2] <세계의 집> 내부

칼스아우에 공원을 어슬 거리다 보면 의 이미지 5-1에서 보는 것처럼 
조  동떨어진 곳에 컴컴한 빛깔의 나무 오두막집이 보인다. 오두막집 주변은 
물로 둘러싸여 있어 입구로 보이는 열린 문으로 난 작은 자 다리가 유일하

게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 게 근이 쉽지 않은데 ‘세계의 집’이라
는 제목이 조  의아스럽다. 지붕이 덮어쓴 녹이라든지 모서리에 낀 이끼들로 
볼 때 오래 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집은 외따로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인간에게 속한다기보다 자연에 속하는 듯하다. 한 오랫동안 내버려져 있어

서 그런지 어떤 트라우마 인 아우라에 둘러싸여 있다. 실제로 이 집은 1950
년  주변의 흑조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지어졌다고 한다.35) 새들
은 그사이 사라지고 없지만 이 집은 빈 채로 남아 있었고 새들 신 야생에

서 산 다른 종들이 기거했던 흔 이 있었다고 한다. 그 엔 야생 구리의 흔

도 있다는 것이다.36) 
이처럼 이 장소는 인간에게는 근이 힘든 곳이겠지만 내버려둔 사이 다른 

야생의 생물들이 모이는, 유용한 서식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이
력을 안고 있는 이 공간은 애 의 목 과는 상 없이 하나의 종을 해 있어

왔다기보다 여러 종이 서로 서식하고 공생할 수 있었던 장소로 기능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집’이란 제목은 오히려 여러 종들의 공생
과 공-진화를 보여  아카이 로 변신한 이 집에 꼭 맞는지도 모른다. 

35) Das Begleitbuch, S. 318. 
36) Eb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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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이 집 안에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로젝트를 활용하여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계를 다루는 다큐멘트나 작품을 보여 다. 이와 같은 
아카이  자료들은 하나같이 인간 한 다양한 종들 가운데 하나이며, 다른 
종들과의 계와 결합 속에서 함께 진화되어갈 수 있으리라는 메시지를 달

한다(이미지 5-2 참조). 이어서 다른 신체와 결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화면들은 휴머니즘의 정신, 다시 말해 인간이 다른 종과 자신을 구분할 수 있
는 독립 이고 개체 인 것, 단일한 자아,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야말
로 ‘만들어진’ 허구임을 폭로한다. 휴머니즘에 한 직 인 비 으로 보이

는 이와 같은 이미지들은 물론 최근의 해러웨이의 연구 ‘다양한 종들의 공진
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해러웨이가 최근에 출간된 그녀의 책『종들이 만날 때 When Species Meet』

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의 육체  조건에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놈은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90퍼센트는 다른 종들, 박테리아, 
곰팡이, 단세포생물 등의 게놈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37) 그녀의 인간이라
는 존재는 이 모든 크고 작은 다른 생명체들의 동행 없이는 불가능함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여럿과 함께 된다”38)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해러웨이는 인간이라는 자신에 한 정의가 여러 다른 
종들의 업과 더불어 가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굳이 사이보그까지 끌어들
이지 않고도 이미 혼종  육체  기반을 가진 인간이 다른 종들과의 존재론

 차이를 부각시켜 자기 안의 존재들을 타자화하고 동물화시키면서 외부의 

동물들과 동일시하며 억압해왔다면, 해러웨이는 인간에 한 이해를 육체  

차원으로 환원시켜 우리 내부의 다른 종들, 즉 동물  물질성을 인정하고 우

리 외부의 동물들과 상호작용할 것을 강조한다.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는 “명
확한 구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는 “육체  겹침 the infoldings of 
the flesh”이 있을 뿐이다.39) 이 신체 인 것이야말로 인간과 다른 종들을 교

37) Donna Haraway: When Species Meet (Posthumanities), Univ. of Minnesota Press, p. 3. 
38) Haraway: When  species meet, p. 4. “To be one is always to become with many.”
39) Haraway: When  species meet,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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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키고 연결해 주는 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이 더 
이상 이 세계의 심에 선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개와 토끼처럼 주변자로서 

자신의 치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존재론  변화를 

받아들일 때 인간에게 미래는 지구상의 다른 종들과 함께 진화해 나가는 기

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나가며

이상과 같이 13회 도큐멘타의 주요 컨셉과 작품들을 포스트휴먼의 상상력
으로 수렴시켜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들이 보여  탈경계  세계상, 혼종  

존재상 등은 무엇보다 ‘연결’을 강조한 13회 도큐멘타의 컨셉을 매우 잘 보여
주고 있다. 연결짓기와 계 맺기는 단순히 서로 다른 시간 의 오 제들을 

연결하고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 역사에서 계 으로 치지워지고 

립 인 것으로 규정되어 온 인간과 동물,  문화와 자연의 경계를 무화시

키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인식론  요청으로 이어진

다. 나아가 새로운 세계에 주변부로서의 인간의 존재론  치 한 잘 보여

주고 있다. 기존의 술  형식 반을 의문에 부치고 심이 아니라 주변의 

확산으로, 인간이 아니라 그 밖의 타자들의 시선으로, 인공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으로서 술을 보여  이번 시회는 ‘도그멘타 dogumenta’라는 별칭을 
남긴 것처럼 부분의 람객에게는 500년의 인간 심주의를 뛰어넘어 다른 

세계와 소통한 ‘환상 인 우주’를 보여주었음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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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Posthumanische Vorstellungen von ‘Body’ und 
‘Mind’ in 13. Kassler Documenta

Gu, Yeon Jeong (Seoul National Uni)

In der vorliegenden Arbeit versuche ich das Konzept und die Hauptidee 
der 13. Kassler Documenta des Jahres 2012 zu erläutern. Die bisherigen 
Documenta-Austellungen demonstrieren eine einzigartige Idee bzw. ikonische 
Werke, während man das Konzept dieser Ausstellung wohl nicht in ein paar 
Worten zusammenfassen kann. 

Allerdings hat die künstlerische Direktorin Carolyn Christov-Bakargiev das 
Konzept als ein „Nicht-Konzept“ beschrieben, das von „Skepsis“ ausgeht. 
Dies skeptische Denken führt zur „kritisch[en] Untersuchung“, die Bedenken 
gegen die traditionellen anthropozentrischen Ideen und Kunstformen hegt, und 
stattdessen das Nicht-Menschliche, z.B. Tiere, Dinge und Natur in den 
Vordergrund stellt. 

Als eine Kritik am klassischen Humanismus wurde schon der Begriff 
‚Posthumanismus‘ verwendet, daher versuche ich in Anlehnung an dieses 
Konzept zu  erklären, wie in den heterogen konstituierten menschlichen 
Figuren und der Weltanschauung, die die Kunstszene der Documenta zeigt,  
‚Body‘ und ‚Mind‘ in posthumanistischer Perspektive zur Darstellung 
kommen.  

Vor allem mache ich aufmerksam auf die Ausstellungen im Fridericianum 
und im Karlsauer Park, in denen Mensch und Tier , Natur und Kunst nicht 
mehr in einer dualistischen Struktur getrennt und geteilt werden, sondern 
nach den „boundary breakdowns“(D. Haraway) als eine Hybrid-Figur 
gemischt bestehen und ko-existieren. Diese Bilder enthalten in sich eine ne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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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ktform, die über den Menschen hinausweist, nämlich das ‚multiple 
Subjekt‛, das seinen souveränen Status eingebüßt hat. Insofern zeigt die 13. 
Kassler Documenta schon klar das zukünftige Gesicht der posthumanischen 
W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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