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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인의 작업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찰나의 순간에 주목하였다. 이는 한 개인이 인

식하지 못할 만큼의 소소한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건의 원인

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의 파장은 무한히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가능

성에 대한 흥미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본인은 능

동적으로만 여겨지는 확장의 가능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듯이 보

이는 인간은, 어쩌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지배 속에서 살

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본인의 작업은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져 왔던 개인의 삶과 그것에 비가시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인간 삶에서

의 우연성과 필연성의 관계를 고찰해 보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연구는 인체의 군상을 통해 인간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형

식의 작업과 이를 개념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좀 더 본질적인 내

용을 탐구하고자 한 설치작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그리고 설치

작업은 다시 다양한 기계장치들이 연쇄적으로 작동하여 관계를 형

성해 나가는 것과 관객 스스로의 인식적 확장을 통해 작업이 완성

되는 것으로 나뉘어 진행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은 연쇄

작용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연쇄고리 속 관계성에 주목하였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권력의 개념을 작업의 주된 모티브로 삼았다. 그

리고 인간관계와 권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조형적으

로 드러냄으로써, 인간 개인의 능동성과 주체성, 그리고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를 말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권력, 관계성, 연쇄작용, 우연성, 필연성

학 번 : 2010-2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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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간관계: 연구의 관심

"사람이 붐비는 도심의 카페 4층에 앉은 나는 약속 시간을 기다리

다 창밖으로 시선을 둔다. 창 밖에는 주말을 맞아 거리로 나온 사람

들로 붐빈다. 맞은편 건물 입구에 기대 선 한 남자가 시선에 들어온

다. 그는 행여 지나가는 사람에 방해될까 신문을 반으로 접은 채로

시선 높이에 고정한 채 읽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신문을 다시 반으

로 접고는 옆구리에 낀다.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

연스레 신문을 옆 화단에 두고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다 누군

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간다. 그가 떠난 자리엔 신문만 남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두 여성이 다가와 신문을 집어 든다. 그들은

접힌 신문을 펼쳐 한 장씩 나누어 갖고는 화단에 펴고 깔고 앉는다.

한참이 지나고 다시 보니 그들도 자리를 떴고 역시 그 자리엔 펼쳐

진 신문이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노파가 카트를 끌고

다가와 신문을 다시 포개어 접고는 카트에 싣고 간다. 한참을 돌아

다녔는지 이미 카트 안에는 종이와 박스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선

을 돌려 테이블 위의 종이컵 덮개에 선명히 찍힌 재생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 작가 노트 중

본인은 평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거리의 풍경을 즐긴다. 그렇게

바라보는 풍경 속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기보다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처럼 비춰져, 본인으로 하여금 관조자적인 입장을 취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

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그로인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회현상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연관성이라든가 혹은 우연

성에 주목할 수 있게 하였다. 위의 글은 우리 사회 환경 속에서 인

간관계의 가치와 주요 현상들에 관심을 두고 작업으로 진행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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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티브가 된 사건의 경험을 정리해 두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일

종의 통제할 수 없는 연관성에서 기인한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

다. 무의식적으로 신문을 버린 사람과 그것을 주워 깔개로 사용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펼쳐져 눈에 잘 띄는 신문을 수거해 간 노파.

그들은 서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받은 것이었다. 이는 각각의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한 사소한 행동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며, 젊은 여자와 늙은 노파를

거쳐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개인은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지

만 그 일부는 본인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또한 연쇄작용을 거쳐 무한히 확산 될 수 있다는 가

능성에 대한 흥미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 관심

은, 자유의지를 통해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듯 보이는 한 인간이 어

쩌면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의 영향으로 인해 모종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져 왔던 개인의 삶과 그것에

가시적으로, 혹은 비가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인간 삶에서의 우연성과 필연성의 관계

를 고찰해보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II. 권력: 인간관계의 필연적 산물

본인의 작업에서는 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제시되고,

그 요소 안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며 그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 이 전체를 통제하는 시발점은 작품 전체의 불규칙적인

운동을 유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연쇄 작용하는 각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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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 지점에는 연결고리가 있다. 이 연결고리를 통해 사건에 순서가

생기고 이러한 순서를 통해 영향을 주는 것과 영향을 받는 관계가

형성된다. 즉 연쇄 작용은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집합체로서,

그 순서에 의해 일종의 주종관계, 나아가 지배 관계로도 보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력의 개념

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였다.

권력이란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어느 누가 소유하거나 양도 혹은

강탈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권

력은 모세혈관처럼 사회의 전 영역에 퍼져있으며, 사회의 전 영역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계들은 중립적이거나 투명한 관계라기보다는 그

속에 권력이 개입해 있는 ‘권력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사회에서의 권력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들이

타인의 행위를 지향하고자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때, 인간관계와 권력에서 “관계성”이라는 것은 중심적인 개념

으로 떠오르게 된다.

권력의 개념을 이와 같이 파악할 때, 권력이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변화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

다. 실제 인간사회 관계를 살펴보아도, 권력관계에는 항상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권력의 변화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렇듯 권력이라

는 것을 고정된 위치를 갖지 않은 채 분산되어 있는 것이라고 파악

한다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저항도 마찬가지로 각각이 분산적인 망

들을 지닌 채 상호 대응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양자는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가 존재할 수 없는, 즉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사회에서 권력은 상이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불평등,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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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저항적 반응들의 결과이며, 동시에 이러한 저항은 비대칭적 관

계로서의 권력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듯 인간관계와

권력의 개념에 주목할 때,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에 본인의 작업에서는 인간관계에서 권력이라

는 개념이 작동하는 다양한 관계들과 그러한 관계들을 형성하는 형

식을 탐구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III.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에 관한 작업의 전개

1. 인간관계의 가시적 표현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이라는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작업은 초기에

인체의 군상 형태로 나타났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서

상호작용은 한 인간으로 생존하고 정체감을 확립하며 건강한 성격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는 다양한 소속집단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경쟁과 협동을 배

우고 사랑과 증오, 시기와 배려를 느끼며 때로는 성공의 달콤함과

실패의 쓴 맛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사회의 모습을 인체가

서로 뒤엉켜 있는 형태로 상황을 가정하고 묘사함으로써 표현하고

자 했다. 각각의 인체 형상은 시각적인 흥미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

실적이면서 동시에 과장된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였다. 그러한 인체

들이 모여 구성하고 있는 상황은 다소 극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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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Human Being 연작 1 [그림2] Human Being 연작2

있을 법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초기에는 비교적 사실적 재현에 중점

을 두었고[그림1], 이후에는 각 개체의 형상은 단순화 하면서 동작을

과장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을 동시에 구성하는 방식[그림2]으로 발전

되었다.

그러나 인체라는 익숙한 표현방식은 새로운 형식에 대한 갈구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체라는 익숙한 형식을 버리고 새로운

형식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상호작용과 관계성이라는 주제

를 연쇄작용과 파생, 우연과 필연의 문제로까지 확장하도록 하였으

며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2.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인간관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양식을 찾으면서 나타난 결과물이 “CHAIN REACTION series”1)이

었다. 이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그것은 소리나 움직임

이라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와 관객의 인식적 확장을

1) CHAIN REACTION series_연쇄작용은 2011년 Chain Reaction_sound series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첫 개인전의 전시명으로 이후의 작업은 모두 연장성상에서 연작으
로 묶인다. 현재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movement series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두 연구(소리와 움직임)는 추후 하나의 연쇄작용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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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ound 
series_rolling-ball

[그림 4] sound 
series_recorder

통해 작업이 완성되는 형태였다.

1) sound series와 movement series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은 다시 소리로 전달되는 작

품과 움직임만을 심도 있게 다룬 작품으로 나뉘었다. 움직임은 본인

작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소리로 파생되는 작품의 중간과

정 역시 모두 움직임이 기반이 되었다. 첫 번째 작업은 구슬이 시발

점이 되어 사건의 발생을 주도하며 여러 기계장치의 움직임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리로 전달되어져 나오기에 본인은 이 작품군들을 묶

어 sound series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이후에 전개되는 움직임에

대한 연구는 모터의 회전을 통해 다양한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데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이는 movement series라고 부르기로 하

였다.

sound series는 롤링볼(rolling-ball)이라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

는 놀이 문화를 전시장으로 가져와 소리라는 결과물로 파생되어 나

오기까지의 연쇄 작용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다양한 감각적 유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었다. 공간에 설치된 다섯 갈래의

레일은 반복되는 일상과 같

이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며

레일 중간에는 몇 개의 센

서가 설치되어 구슬이 지나

갈 때마다 주변의 기계 장

치들을 작동하게 된다[그림

3]. 이를 통해 본인은 반복

되는 일상 속 인간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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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ovement study 07

서로가 영향을 주고 또 받으며 상호작용하는 찰나의 순간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소리라는 가시적 결과물로 드러내기 위해

기계장치와 함께 악기를 설치하였다[그림 4]. 이는 앞으로 진행될

CHAIN REACTION series의 최종 형태를 위한 예고 성격의 작업

으로, 이후의 작업에서 움직임과 소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공간에서 울리는 하모니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임을 예시하였다.

movement series는 sound series에서 보여준 움직임들을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화하기 위한 연구로, 모터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였

다. 모터의 움직임은 작은 회

전부터 큰 회전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며, 이 움직임은 다

양한 연쇄 작용을 거쳐 공간

속에서 결과물로 나타났다. [그

림 5]의 예를 통해 연쇄작용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터의 회전이 크랭크를 통해 원형으로 순환하고, 그 순환은 여섯

갈래로 갈라진 축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나뉜 여섯 개의 축들은 각

각의 크랭크와 연결되어 좌우 반복운동으로 그 형태가 바뀌어 구조

물을 움직인다. 이 구조물은 다시 독립된 축을 지닌 장치를 밀어 축

운동을 하게 되고, 이는 6개의 순차적인 운동으로 확장되어 보여진

다. 이렇게 확장된 움직임은 결국 부저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결과물

로 제시되며 복잡하게 확장된 움직임에 비해 부저를 울리는 결과는

외형에서 오는 기대에 비해 다소 하찮은 결과로 보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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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 sound series_ 볼 분배기 [그림7] movement series _스위치

- movement study 07 의 작동원리

이 작품에서 모든 움직임들은 개별적으로 반복 순환하거나 반복

운동을 하도록 고안되었으나 그것들의 작동을 통제하는 것은 규칙

적인 반복을 피하도록 제작되었다. 우리의 일상이 늘 비슷하게 반복

되지만 가끔씩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재미가 있다

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벤트는 대개 의도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본인은 불규칙적인 움직임

들이 필요한 조건들의 충족으로 인해 다음의 움직임으로 확산될 경

우에만 연쇄작용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장치의 움직임은 그저 반복되는 움직임일 뿐 사건과 사건 간의 유

기적인 연결성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규칙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sound series에서는 볼 분배

기를 통해 임의적으로 5갈래의 길로 볼을 나누어 보냄으로써 일정

하게 반복되는 현상을 피하려 하였고[그림 6], movement series에서

는 속도와 힘에 따라 눌림과 그렇지 않음이 불규칙한 누름 스위치

를 활용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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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움직임의 소거를 통한 움직임의 유도

관객 스스로의 인식적 확장을 요구하는 두 번째 유형의 작업에는

움직임이 소거되고 인체의 형상이 다시 첨가되었다. 이는 앞선

sound series에서 움직임이 되는 동력을 소거시킨 형태로도 제시되

는데 이러한 변화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작가에 의해 제작된 형태들

이 묘한 조형성을 띠고 있다는 흥미로운 시각과, 인체가 갖는 직설

적인 화법을 다소 벗어난 형식을 인체 안에서 찾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동력이 없어진 모습은 CHAIN REACTION series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여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움직임에 익숙한 관

객들에게는 순간 고장난 장치로 인식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움직임

을 멈춘 형태 속에서 관객 스스로 움직임을 유추하고 상상하여 완

성되는 작업의 형식은 본인의 작업을 좀 더 확장된 영역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다. 앞선 연쇄작용 작품들은 움

직임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움직임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의

구상과 현실에서의 작동이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즉 원활

한 작동을 위해 현실적으로 구현이 제한되는 요소는 과감하게 빼

버려야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왔다. 그러나 움직임에만 얽매여 제작

된 작품들이 전시장에 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관객들은 단

지 움직임에만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관객들은 움

직이지 않는 순간에도 장치를 보며 움직임을 읽어내려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작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움직임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큰 흥미 거리임엔 틀림이 없다. 그러

나 본인 작품에 있어 움직임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은 자명

하기에, 움직임이 빠지더라도 연쇄작용의 메커니즘을 보다 효율적으

로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에 더 주목함이 맞다는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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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900-1973 

하였다. 여기에서 본인은 CHAIN REACTION의 결과물, 즉 움직임

이 드러나지 않음을 부각시킴으로써, 움직여야 할 대상에서 동력을

제거하여 움직임이라는 결과물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

에 관객들의 인식의 확장을 의도하였다.

우리는 놀이동산에 놀러 가 놀이 기구를 탈 때 느끼는 스릴감을

즐긴다. 이러한 스릴감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작용에 기인한다. 이

러한 요인들 중 하나는 놀이 기구를 타기 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것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요소가 스릴감을 줄 것

인가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롤러코

스터를 탈 때의 스릴감과는 다른, 롤러코스터 레일을 올려보았을 때

오는 묘한 짜릿함이 그것인 것이

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결과물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관객 스스로

의 인식적 확장을 의도하는 연구

는 인체 작업으로도 계속되었다.

이전의 인체 작업에서 특정 장면

을 과장된 표현법과 상황 구성으

로 다소 직설적으로 풀었던 것과는 달리, 이후의 인체 연구에서는

인체들이 많은 것들을 소거된 상태로 제시되었다[그림 8]. 인체를 표

현함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재현하되, 재현된 인체는 과거와 현재,

혹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담은 듯 노인과 젊은 사람을 등장시키

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이들이 서로 동일 인물임을 유추할 수 있는

요소들 -얼굴 위의 점, 등문신 등 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상황을 암

시하는 몇 개의 물건들이 놓여졌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물간의 관계

성을 따지거나 혹은 전후 상황을 유추하는데 일조하도록 구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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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약간의 단서만 있으면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판단하려 한

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당시의 판단이 믿음

으로 이어지는 오류도 굉장히 많이 범하곤 한다. 마지막에 보여지는

작업은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전제하여 진행되었다. 작품은 작가가

의도한 최종 결과물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약간의 단서만을 제시하였

다. 이를테면 다양한 움직임의 연쇄 작용을 통해 회전운동이 크랭크

를 거쳐 수직운동으로 변환되고 이 수직운동이 펌프를 작동시켜 리

코더로 공기를 불어넣어 소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동력이라는 요

소를 제거하여 소리라는 최종 결과물이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모터

의 회전축에서부터 연결된 크랭크의 운동을 예상하고 그 운동이 펌

프를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상황은 놓여진 구조물을 통해 충분히

유추하고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가 첨가되는 것은 리코더에서 나올 소리도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소리로 상상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확장의 가능성이었다. 이

러한 시도는 작가 본인에게는 작업 영역의 확장으로 다양한 시도를

가능케 해주면서 동시에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두는 또 하나의 시도였다.

IV. 규칙과 불규칙: 지배와 자유

일련의 모든 작업들에서 나타나듯 본인의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초기의 인체 군상과 이후 기계장치의 움직임으

로부터 파생되는 연쇄 작용들, 마지막으로는 움직임이 사라진 연쇄

작용의 장치들과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단서를 담고 있는 인체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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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종의 규칙이 존재한다. 길을 걸을 때에는

오른쪽으로 걸어야 하며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한다. 넘어져 다친 사

람을 보면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하며 남자는 여자를 때려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한다. 이런 규칙들은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

는다. 다만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혹은 그

렇게 교육 받아왔기에 당연히 옳다고 믿는 일종의 관념들인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서로 뒤엉켜 있는 인체의 군상이나, 무작위로 구

성되어 레일 위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구슬, 이따금씩 연주되는 악

기들, 그리고 공간을 메운 기계장치들이 무질서하게 작동과 멈춤을

반복함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마치 무질서한 혼돈인 것처럼 보여지

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질서를 가능하게 했던 원칙, 즉 작

가의 보이지 않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다섯 개의 레일을 무작위로

돌게 하여 볼의 불규칙적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볼 분배기”(ball

distributor)와 불규칙적인 누름스위치를 통해 모터의 회전을 불규칙

적으로 확장되도록 하는 것 등은 모두 작가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

해 놓은 규칙인 것이었다. 이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러나 우연을 가

장한 필연으로, 마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 의지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밤마다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제기하고자 하였던 질문은, 인

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몇몇의 규칙 속에서도, 인간사회를 생산적으

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펜타곤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가운

데에 놓여 있어 이러한 지배 구조 속에서 각 부분이 작동되도록 구

성되어 있으면서도, 각 부분에서 인간 행위의 모습은 서로 다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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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본인은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을 연쇄작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이 보기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관계

를 맺으며 살아가고 이러한 관계에서 권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권력

은 유기적 생명처럼 인간사회 속에서 미세하게 편재되고 분산된 그

물망처럼 행사되며, 인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관철된다. 여기에서의 상호 간 영향, 즉 권력이라는 것은 지배-복종

의 관계라든가 갈등으로 점철된 관계로 설명되기보다는, 인간이 주

체로서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 그 과정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

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의 작업에서 각 연쇄작용들의 배치 문제는

작업 전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인간관계의 능동적

이고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질적 요소들 간의 네트

워크를 통한 그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각 요소들의 배치가 전체를 통제하는 힘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각 인간 주체가 움직이는 평면 위

에는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도관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의 인간 개인의 능동성과 주체성, 그리고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인

간관계를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본인은 인간관계와 연쇄작용에 대한 작업을 통해, 완전한

지배의 불가능성과 완전한 능동성의 불가능성을 말하고자 하였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인간관계와 권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조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권력이란 일

정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드러내

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는 그 결정-즉

지배가 드러날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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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가며

본인은 인간관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던 인체작업에서

무질서하게 뒤엉켜있거나 혹은 서로 의지하며 받치고 있는 형태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의 관계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

한 시도는 관계성을 넘어 파생과 연쇄작용이라는 현상에 대한 탐구

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다양한 기계장치의 연쇄작용을 통하여 관계

성에 대한 작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사소한 사건 하나가 우연을 가장하여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

었던 상황으로 확산되어 전개되는 과정을 담고자 한 시도였다. 최초

의 움직임으로 인해 파생되어져 나오는 연쇄적 운동들은 하나의 관

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인간사회 속에 마치 그물망처

럼 편재되어있는 권력구조를 보여주었다. 또한 규칙적인 반복을 피

하기 위해 쓰인 장치들은 강압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에 맞서는 일종

의 저항이며 이는 앞선 권력개념을 보다 유의미하게 하였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존재하고 있

으며 또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다. 다만

그 영향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사소하거나 혹은 관심을 갖

지 못한 결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노파에 의해 재생된

컵 받침이 또 다시 그 기능을 다한 채 버려진다 하여도 그 종이는

다시 재생되어 화장지로 쓰이고 있을 수도 있고, 하물며 소각되어

사라진다 한들 그 한 줌의 재와 연기는 누군가의 호흡기 속에서 영

향을 미치고 있을 지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와 같이 사소한 행

동 하나가 어떠한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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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본인의 작업은 혼돈과 무질서 혹은 불규칙을 실현하기 위해 보

이지 않는 힘, 즉 규칙과 질서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규칙과 질

서는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려 있는 권력이라는 보이지 않

는 힘의 한 양태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반증일 수 있다. 이에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 한 개인

이 타인과 맺는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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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 및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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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eing Ⅰ   20 X 50 X 100 (cm)  oil on resin  2010 

HUMAN BEING series

이 작업은 인체의 군상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파생되

어져 나온 이야기를 가시적으로 담고자 하였다. Human Being Ⅰ에

서는 인체의 형상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재현하려 하였다, 이렇게 재

현된 인체는 서로 줄을 잡아당기고 또 매달려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설정으로 우리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말

하고 싶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과장된 상황 연출과 다소

익살스러우리만큼 과장된 표정과 동작들. 이러한 요소들은 그 상황

에 주목할 수 있는 하나의 흥미요소이다. 이 흥미요소를 통해 구성

된 상황을 다시 봄으로써 서로 작용하고 있음을 읽어주기를 바라며

제작된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장된 표현들이 가볍게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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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eing Ⅱ   190 X 40 X 150 (cm)  oil on resin  2010 

으로써 작품 본연의 주제가 모호해 짐을 경험하고 Human Being Ⅱ

에서는 인체의 사실적인 재현이나 과장된 표정을 없애고 단순화된

인체를 통해 단지 신체 언어만을 가지고 서로 얽혀 있는 인체의 군

상을 표현하게 되었다. 또한 관객들에게 좀 더 관조자적인 시점을

제공하고자 사각의 틀을 제작하여 틀 안의 세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전작에 비해 주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여전히 인체라는 형식 그 자체가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넘어

그 이상으로 작용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 19 -

CHAIN REACTION_ sound series

이 작업은 롤링볼(rolling-ball) 이라는 놀이를 전시장이라는 확장

된 공간 안으로 가져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가는 철사 두 줄로 레

일을 만들고 그 위를 타고 구슬이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도

록 제작하였다. 구슬에 위치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볼 공급기(ball

feeder)가 설치되고 출발한 구슬은 볼 분배기(ball distributor)로 들

어간다. 볼 분배기는 들어온 구슬을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길로 나

누어 보내고 나뉜 구슬은 서로 다른 길을 타고 전시장을 순환하는

구조를 갖는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구슬이 굴러다니는 것 외에 주변

에 설치된 장치들을 볼 수 있는데 장치 중간에는 리코더와 실로폰

그리고 트라이앵글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따금씩 작동을 시작

하는 장치들로부터 악기가 연주되고 전시장은 구슬이 굴러다니는

소리와 연주된 악기의 불규칙한 소리로 자유로이 공명한다. 이 장치

들은 구슬이 굴러다니는 운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리라는 결과물

로 파생되어져 나와 관객에게 전달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연쇄작

용의 매커니즘을 갖는다. 시작은 모터로 인한 회전 운동에서부터이

다. 모터의 회전은 구슬을 높은 지점까지 올려보내 위치에너지를 획

득하도록 하며 그 에너지로 구슬이 전시장을 순환한다. 순환하는 레

일구조물 속에는 곳곳에 센서가 위치하게 되는데 구슬이 지나가면

전기적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가 그것들이다. 그렇게 구슬로부터 획

득한 전기적 신호는 다시 주변의 구조물로 전달되고 구조물에 연결

된 모터의 회전운동이 시작된다. 모터는 축운동을 통해 회전운동을

수직운동으로 수직운동을 다시 수평운동으로 변환시키는 등, 다양한

움직임으로 파생되어져 나온다. 이를테면 작품 CHAIN

REACTION_sound series; recorder에서는 모터의 회전이 연결된 펌

프를 움직이고 펌프를 통해 운동에너지는 바람으로 변환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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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바람이 연결된 리코더로 들어가 소리로 최종적으로 파생되어

져 나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장치에서조차도 회전하는 축 중간에

작은 스위치가 달려있어 또 다른 움직임으로의 파생을 암시한다. 이

처럼 본인의 작품에서는 연쇄작용의 메커니즘을 통해 어떠한 결과

물이 제시되고 그 결과물은 과정을 유추해 내기 위한 단서로써 작

용한다. 사람들은 굴러다니는 구슬과 장치의 움직임, 그리고 소리라

는 결과물을 통해 전달되어져 나온 과정, 즉 접착지점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 전달되는 찰나의 순간을 목격한다면 순간 개별적 움직임

에 그쳤던 장치들이 하나의 거대한 연쇄작용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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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REACTION_sound series  
recorder

CHAIN REACTION_sound series  
triangle

CHAIN REACTION_sound series  xyl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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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REACTION_sound series 전시전경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1

CHAIN REACTION_sound series 전시전경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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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REACTION_ movement series

이 작품은 앞선 사운드 시리즈를 통해 무브먼트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무브먼트만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사운드시리즈에서 rolling-ball의 순환으로 인

해 주변의 운동으로 파생되어져 나오게 하는 역할은 작품

『movement-switch』가 하였다. 『movement-switch』는 중앙의

모터가 회전력을 제공하고 모터에 달린 축은 철조각으로 엉성하게

짜여진 길을 따라 움직인다. 길 중간에는 일곱개의 스위치가 달려있

고 회전운동은 이 스위치들을 작동한다, 결국 모터의 회전은 일곱

갈래로 나뉘어져 파생되며 각각의 장치들을 움직인다, 『Study_01』

은 하나의 회전으로부터 세 축으로 분리되어져 나와 세개의 독립된

회전운동을 하는 작품으로 회전축을 분리하는 연구로 제작된 작품

이다. 『Study_02』의 경우 하나의 회전운동에서부터 다양한 축운동

으로 확산되어 최종적으로 사람이 걷는 모습의 움직임을 구현하고

자 하였다. 『Study_03』은 모터의 회전이 크랭크를 통해 원형으로

순환하고 그 순환은 6갈래로 갈라진 축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갈려

진 6축들은 각각의 크랭크와 연결되어 좌우 반복운동으로 형태가

바뀌어 구조물을 움직인다. 이 구조물은 다시 독립된 축을 지닌 장

치를 밀어 축 운동을 하게 되고 이는 6개의 순차적인 운동으로 확

장되어 보여진다. 그리고 이 확장된 운동은 단락테스터에 쓰이는 팀

과 연결되어져 몸체에 닿을 때마다 부저소리가 울리도록 제작되었

다. 『Study_04』는 모터의 회전이 용수철과 연결되어 일종의 웜기

어2)와같은 역할을 하도록 제작하였다. 『Study_05』는 전극을 바꾸

어 주는 장치로 DC모터의 극성이 변하면 회전 방향이 바뀌는 원리

2) 웜기어 [기계] 기어의 하나. 서로 다른 평면 위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축 사이에 회전 
운동을 전달하는 장치이다. 원통 모양의 나사꼴을 한 웜과 둘레에 톱니가 있어 이와 맞물
리는 웜 휠(worm wheel)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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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착안, 제작하게 되었다. 모터의 회전은 긴 축을 회전시키고 긴

축은 한 바퀴 돌때마다 스위치를 밀어 극성을 스스로 바꾼다. 극성

이 바뀐 모터는 다시 반대로 회전하기 시작하고 역시 한 바퀴 회전

후 반대로 도는 것을 반복하는 구조이다. 『Study_06』과

『Study_07』은 움직임을 통해 확장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물과

줄을 이용하게 된다. 『Study_06』에서는 움직이는 장치가 물의 표

면을 건드리면서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 이 파장은 일정하지 않으며

장치가 좌우의 일정한 회전 반경을 갖고 회전하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Study_07』의 경우에는 모터의 회전이 물결이 일렁이는 듯

한 움직임으로 바뀌고 그 축에서부터 줄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큰

면으로 형성된다. 곧 이 작은 움직임은 선으로 인해 확장된 면의 움

직임으로 거대한 일렁임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처럼 무브먼트 시리

즈에서는 모터의 회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이 움직임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를 고민한 끝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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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REACTION_ movement series 전시전경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2

CHAIN REACTION_ movement series 전시전경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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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REACTION_movement Study_01

CHAIN REACTION_movement -Switch

CHAIN REACTION_movement Study_02 CHAIN REACTION_movement Study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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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REACTION_movement Study_05

CHAIN REACTION_movement Study_04

CHAIN REACTION_movement Study_06 CHAIN REACTION_movement Study_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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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REACTION_ association series

끝으로 앞선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식에서의 공통점을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우선 인체의 군상의 경우 다

소 직설적이라는 표현상의 한계를 경험하긴 하였지만 사람들로 하

여금 인체의 군상이 나타내고 있는 내러티브를 읽어내려 했다는 점

과 이후 연쇄작용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멈춘 순간, 관

객들 스스로 그 움직임을 유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동의 매

커니즘을 역으로 따라가는 모습에서 이런 방식의 작업에 대해 그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인체의 군상 같은 경우 1900-1973과

1901-1980의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뭐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의

주변에 있는 단서들을 찾아 나간다. 그리고 그 단서에 대한 해석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주관적 판단의 기준은 어느

순간 상대를 평가하는 절대적 잣대가 되어 버리고 만다. 작품은 인

체를 좀 더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단서를 주

변에 두었다. 작품 1900-1973의 경우 노인과 젊은 사람이 등장하고

노인의 앞에는 권투 글러브가 놓여져 있다. 노인은 무기력하고 못마

땅한 표정으로 글러브를 주시하고 있으며 젊은 사람과 등을 맞대고

있다. 두 인체의 몸에는 같은 문신이 새겨져 있고 곳곳에 있는 점의

위치 또한 비슷하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이들이 서로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판단의 단서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두 인물간

의 시간적 간극을 관객 나름의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이야기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통한 사고의 확장은 꼬

리에 꼬리를 물어 어느덧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게 될 것이며 그

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 29 -

1901-1980은 노인이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들고 걸터 앉아 아

래를 내려다 보고 있다. 시선의 끝에는 방금 벗어 놓은 듯한 옷이

놓여져 있고 그 앞쪽으로 한 소년이 뒤를 돌아 노인을 바라보고 있

다. 좀더 자세히 보면 소년의 복장과 사진 속 인물의 복장이 같으며

바닥에 놓인 옷 또한 소년이 입고 있는 옷 임을 알 수 있다. 팔에는

흉터인지 점인지 알 순 없지만 소년의 팔과 노인의 팔에 난 그것이

닮아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 역시 앞선 작품과 마찬가

지로 상황의 해석을 돕기 위한 단서로 제시 된 것들이다. 관객은 이

주어진 단서를 통해 상황을 짐작하고 유추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각

자 본인이 살아온 삶을 기준으로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가게

된다.

인체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연상작용을 통해 인식의 확장을 유도

하는 작업은 앞선 기계장치의 작업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본인의 작품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멈춤과 작동을 반복한다. 이는

작품의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정이지만 동시에 앞서 말했듯이

멈추어 있을 때 관객 스스로 움직임의 매커니즘을 유추하여 작품을

읽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여름. CHAIN REACTION_ sound series 로 개인전

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모터의 과부하로 작품을 항상 작동시

킬 수가 없었던 본인은 시간대 별로 작품을 작동 시켰다. 그리고 작

동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대에 전시장을 찾은 한 관람객이 작품을

인상 깊게 봤다며 연락처를 남기고 갔다. 전시가 끝나고 그 일이 잊

혀질 때 쯤, 그 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작품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 왔고 본인은 전시 영상을 자료로 보내드렸다. 시

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쪽에서 연락이 왔고 놀란 듯 말을 잇는다.

“작품이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 말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동안

귀에 남았다.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그토록 시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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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980   120 X 30 X 130(cm)   우레탄등    2012

1900-1973   120 X 30 X 130(cm)   우레탄등   2012

오를 겪고 제작했건만 움직임이 빠진 작품에 더 큰 관심을 갖을 수

있단 사실은 일단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를통해 움직임을 염

두에 두고 제작된 작품들 각각이 나름의 조형성을 띄고 있음을 발

견하게 되었고 이는 움직임과 독립되어 개별적으로 작품성을 갖는

데 충분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본인 작업에 또다

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결과 association series를 구상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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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working on 
mechanisms of human 

relationship

Kwon, Yong Chul
Departmen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short moment of mutual 
influence with interested in interactions occurred in human 
relationships. This was initiated from interests in potentials 
with which very small behaviors which could not be 
recognized by himself or herself might be a cause for other 
incidents and its riffle effects could be limitless. But at this 
point, I raised a question on what is the potential of 
expansion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proactive. Human 
beings seemingly living actively in line with their own will are 
maybe living under domination of power influencing to them. 
That was my inquiry. Therefore, I raised questions on 
individual lives which have been taken granted and power 
invisibly influencing individual lives, so that I was interested 
in apprec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ingen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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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vitability in human lives. 
This study was preceded by being categorized into two works: 
first, figurative work to visibly reveal human relationships 
through a group of human bodies, second, installation work 
to search more fundamental contents with illustrating it in a 
conceptual manner. This installation work was divided into 
relationship formation of various machineries with 
consecutive operation and work completion with 
self-recognition expansion of spectators. In the process, I 
paid attention to relevancy of repeating chains through 
mechanism of chain reaction and the concept of power 
derived from it became a major motif of my work. By 
architecturally revealing how power and human relations 
interact, I tried to show that pro-activeness and subjectivity 
of individual human beings, moreover human relationships 
developed through them were about to be identified. 

Keywords: power, relationship, chain reaction, contingency,    
           inevitability
Student Number : 2010-2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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