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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작업 연구는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태도에 대한 연구

이다. 작업을 시작할 때 임의의 개인적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따르

면서 발생하는 변수로 인하여 규칙과 마찰이 일어나고 그것을 극복

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끊임없이 발현하는데 이는 본인이 처음에 

지정한 규칙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함이다. 규칙을 수행함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는 없다. 규칙을 지켜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인데, 규칙을 수행하는 순간 규칙이 이미 충족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들을 

필연적으로 만들게 된다. 개개인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

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개인적 규칙들을 정한다. 개인적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규칙을 지켜서 궁극적으로 

얻는 것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그 규칙을 지켜가는 과정은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간다는 정신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즉 규칙을 따

르는 행위는 규칙을 지킨다는 그 과정에 있길 원하기 때문에 행해

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존재함을 느낀다. 

작업에서의 개인적 규칙은 물방울을 일렬로 떨어뜨리기, 한 줌의 

흙을 파고 쌓기 등,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쉬

운 규칙이다. 규칙을 따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만나게 된다. 

작업의 공간과 시간, 다루는 물질,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 등이 

규칙을 지켜나가는데 변수로 작용한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변수로 

인하여 작업 시작에 정했던 규칙과 마찰이 일어나고 변수들을 극복

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ii 

  

작업의 시작에서 정한 규칙을 한계상황까지 최대한 수행해 나가

는 태도는 본인이 그 순간 존재하고 있는 세계를 적극적으로 이해

하려는 태도이다. 규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변수들은 해결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변수들을 해결

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인간인 

본인이 극복 불가능한 변수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본인이 제어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의 인식은 작업을 지속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느끼게 했다. 

 
 

주요어 : 규칙, 수행, 변수, 한계, 순환 

 

학   번 : 2011-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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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의 동기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이 유행했던 한 때 많은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며 애니팡 게임을 했다. 애니팡 게임에는 간단한 규칙이 있다. 

퍼즐의 형태로 여섯 종류의 캐릭터가 섞여있는데 가로 또는 세로로 

캐릭터를 옮겨 같은 모양을 세 개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단순한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을 1분 동안에 빠른 속도로 지켜나가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간단한 규칙만 존재하는 애니팡 게임에 

사람들이 중독되었던 이유는 소셜 네트워킹을 이용했던 점, 자투리 

시간에 즐길 수 있었다는 점 등 다양하지만, 생각 없이 단순한 

규칙을 따르는 것, 게임을 할수록 점수를 올리기 위한 자신만의 

규칙 발견,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희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게임에 중독되었던 많은 사람 중의 일부였던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였다. 어린이 대부분이 좋아하였던 컴퓨터 

게임도 물론 즐겼지만 숫자 맞추기 퍼즐, 큐브 퍼즐 등 애니팡 

게임보다 더 간단한 규칙이 있는, 하지만 어린이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퍼즐을 좋아하였다. 퍼즐을 맞추어 나가는 방법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견해냈다. 퍼즐의 목표—큐브 퍼즐의 각 면을 

동일한 색으로 맞추기, 직소퍼즐의 그림 맞추기가 달성되면 

기뻤지만 그 희열도 잠시 이내 퍼즐을 섞고 다시 처음부터 퍼즐 

맞추기를 반복하였다. 이처럼 게임은 완성이 되는 순간 매력이 

없어진다. 컴퓨터 게임에서 최고의 레벨을 달성하거나 어려운 

퍼즐을 완성한 직후에는 뿌듯하고 기쁘지만 이내 찾아오는 미묘한 

허무함은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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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큐브퍼즐〕 

 

 

〔참고작 <한 개의 큐브>, 2009〕 

 

규칙적 수행에 대한 작업 연구를 발전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던 

<한 개의 큐브> 작업은 큐브 퍼즐을 맞추며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시작했던 작업이다. 작업의 시작으로, 나무 각목을 어떤 

것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쌓아 한 개의 정육면체 큐브 형태가 

되도록 쌓았고 그 각목들을 자르고 결합하는 행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각목을 겹겹이 쌓은 상태에서 겉으로 보이는 여섯 면을 

서로 다른 ６가지 색으로 칠한 다음 각목들을 모두 분리시킨 뒤 

세가지 크기로 모두 잘랐다. 자르는 과정에서, 제일 작은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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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로 한다면 두 번째 크기는 제일 작은 것의 두 배인 '2', 

제일 큰 것은 1 의 세 배인 '3' 인 규칙을 각목을 자르는 과정에서 

만들었다. 그 후 조각난 각목들을 ２７개의 작은 큐브들로 

재결합시켰다. 재결합의 과정에서는 작은 큐브 한 면당 색이 칠해진 

각목의 면이 세 단위가 들어가야 하고, 큐브 １개당 각 색깔이 세 

단위씩 들어가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다. 이러한 규칙으로 결합된 

각목들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고 밧줄로 묶어 임시적으로 

고정했는데, 이는 언제든지 해체되고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형태가 되었다.  

<한 개의 큐브> 작업을 시작할 때 본인이 정했던 규칙은 

‘각목을 자르고 결합하기’ 규칙뿐이었다. 새로운 규칙을 계속하여 

만들게 된 것은 ‘각목을 자르고 결합하기’ 라는 작업을 시작할 때 

정했던 규칙을 계속하여 이어나가기 위함이었다. 각목을 자르고 

붙이면서 그 다음에는 색을 칠하고, 그것을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자르는 단위를 정하고, 어떤 규칙으로 결합할 것인지 등 계속하여 

규칙들이 생성됐다. 이는 물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선택한 

규칙들이다. 그 규칙들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수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기도 하다. 즉, 큐브는 이미 

그러한 규칙이 내재되어 있는 형태였던 것이며 본인은 그것들을 

발견하고 선택하여 결과물을 만들게 된 것이다.   

기존의 큐브 퍼즐과 <한 개의 큐브>의 목적은 다르다. 퍼즐은 

여섯 면의 색을 완벽히 맞추는 것이고 <한 개의 큐브>는 어떤 

목적이 없다. 하지만 규칙을 발견하고 이행하는 과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여, 다시 규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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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규칙 수행의 과정〕 

 

이 작업을 통하여 본인은 개인적 규칙을 설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규칙을 임의로 

설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변수들이 발생한다. 규칙을 정할 때 

예측 가능한 변수도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도 많다. 이러한 

변수들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찾는다. 이는 원래 처음 설정했던 규칙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쓰이는‘수행’이라는 단어는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고 신적인 교류를 위한 종교적 수행의 의미가 아닌, 계획한 

일을 이행한다는 사전적 의미의 수행이다. 그러나 수행의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고,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감수해내며 규칙 수행을 이어간다는 점은 종교적 수행의 의미도 

다소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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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에 대하여 

 

2.1. 규칙의 보편적 의미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기준, 

도덕이 있다. 이는 인간이 사회에 속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국가나 법률에 따라 강제적인 규칙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하지만 개인적 행동기준과 도덕은 개인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간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규범도 아니다. 즉 이는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인본적 도덕보다 더 개인적인 관점으로, 한 개인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고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갖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규칙이 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인간관계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그 가치에 맞는 개인적 규칙-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친목활동 등-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근면함과 시간약속의 규범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이것들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자신과의 약속이자 규칙이다. 개인적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에 빠진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가다듬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것들 또한 도덕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그것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지키기로 한 자신의 

개인적인 규칙이다. 모두에게 존재하는 무의식적 규범은 삶에 있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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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을 지켜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없다.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지킴으로써 자신이 독립적 개체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것뿐이다. 규칙의 실천이 끝나는 지점은 없으며 

규칙은 영원히 수행되어야 한다. 즉, 규칙을 지켜나간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규칙을 지켜나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가치가 

충족됨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안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2.2. 규칙을 이어나가는 태도 

 

본인이 작업을 시작할 때 그 상황에 맞는 규칙, ‘이제 나는 이 

것을 지켜나가겠다 라고 정하는 규칙은 무목적성을 지닌다. 규칙을 

지켜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없다. 마치 개인적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도 무방한 것과 같다.  

규칙을 따르는 행위는 규칙을 지킨다는 그 과정에 있길 원하기 

때문에 행해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존재함을 느낀다. 정해진 

규칙을 끊임없이 지키고 자신을 한계상황에 다다르게 하면서 얻는 

마음의 안정과 막연한 불안함의 극복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개인적 

규칙을 지켜나가는 모두와 동일하다. 

규칙 수행의 작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는 본인이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간이 주는 것이다. 그 변수들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시공간을 이해하게 되며 본인이 존재함을 

느낀다. 사실 작업 시작단계에서 설정되는 규칙에는 이것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 어떤 변수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내포되어있다. 

규칙을 정하는 사람도 본인이며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도 본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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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인이 처한 시공간의 환경과 개인적 한계를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규칙을 설정한다. 하지만 규칙을 직접 수행하여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을 마주하고 해결하며, 규칙 수행의 결말—본인의 

개인적 한계점과 외부적 한계점—을 경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2.3.  규칙의 연속적 변화 

 

보편적으로 규칙은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보완하여 새롭게 

정해지며 발전한다. 예를 들어 규칙의 한 종류인 사회적 법률은 

시간이 흐르면 구법은 개폐(改廢)되고 신법이 제정된다. 그것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오래 전 상황에 맞추어 규정된 법칙은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뀔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규칙이 규정되어 사회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과 개인적 규칙은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개인적 규칙도 자신의 신념을 이어나감에 있어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규칙을 지키는 방법도 

변화되어 간다. 어떤 변수로 인해 개인적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한 개인은 불안과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변수와 개인적 문제를 개선하고 절충해가며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나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작업에서 규칙을 정하고 따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생긴다. 본인이 있는 시공간에서 가능한 

규칙을 정하는데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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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개인적 규칙이 지키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하지만 

변수와의 마찰지점에서 절충점을 찾고, 자신을 한계상황까지 이르게 

하기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규칙이 생성되고, 끝까지 규칙을 

지켜나가는 그 순간 순간이 본인 자신을 지켜나가는 목적이 된다. 

이러한 개념은 본인의 작업과정에서 드러난다. 규칙을 정하고 

따르는 과정에서 변수를 접하면 규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생긴다. 그 규칙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또 다른 규칙을 

발견하기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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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의 전개 

 

3.1.  기존에 존재하는 규칙의 수행 

 

인간의 존재여부는 인간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다. 한 

개인의 탄생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선택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 

안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만 개인이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그것은 개인 이전에 세계가 존재하고 그 질서 안에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술사적으로 현대미술은 작가의 생활 속에서 얻은 개인적 

감정과 심상을 나타내기 위해 작가 자신만의 양식을 창조하는 

예술이다. 그 양식을 찾기 위해 작가는 여러 시각적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미술 작품은 이 세상에 없던, 온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절대적 세계 속에 인간은 세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가가 

새로운 것을 창작한다 하여도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며, 그 창작물 또한 작가가 존재하고 있는 기존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작업에서 

창의적인 조형 제작을 포기한다. 본인의 작업은 개인의 개성이 없는 

매우 건조한 형태로 제시되는데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칙을 

설정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초기작업은 기존에 존재하는 규칙을 설정하고 그것을 

수행하였다. 작품에 적용한 규칙은 이 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적 

법칙, 수학적 규칙이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매우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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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성분들의 관계로 형성되어있다. 세계를 이루는 현상이나 

물질들은 겉보기에는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나름대로 질서와 규칙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현대 

과학에서 카오스 이론, 복잡계 이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작 <90’’ 180’’ 270’’ 방향 잇기>, 2010〕 

 

 

 

〔참고작 <6개의 연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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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초기 작업들은 작업을 시작할 때 몇 가지의 규칙을 

부여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 <90。 180。 270。 방향 잇기>는 

제목 그대로 큐브 안에서 세가지 다른 방향으로 세 가지 다른 색의 

선을 잇는 규칙을 적용한 작업이었고, <6개의 연결> 또한 6개의 

다른 수열적 규칙의 선들을 한 곳에 모아 규칙이 만들어내는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작업 결과물은 무질서 안에 질서가 있고, 

질서 안에 무질서가 있는 듯 규칙과 불규칙이 공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는 간단한 규칙이 반복되어 불규칙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카오스와 비슷한 형태인 것이다.  

 이 작업들의 한계점은 형태 안에서 존재하는 수학적 질서를 

도식화 하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 작업들은 실재하는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 안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실제 세계가 주는 변수가 없었다. 이는 실제 

세계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작품 1. <2분의 1 연결>, 테이프, 가변설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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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공간에서 실재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졌던 작업은 <2 분의 1 

연결>이다. 테이프의 색은 세가지를 사용했고 같은 색끼리는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웠다. 테이프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은 테이프 선의 ２분의 １지점으로 정했다. 천장과 벽을 

시작으로 테이프를 연결하기 시작하여 정해진 공간이 테이프로 

채워졌을 때 작업이 끝났다. 

이 작업 역시 숫자로 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전 작업과 다르게 새로운 변수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규칙을 이행해보니 공간에 테이프가 확장하려면 

테이프의 연결지점이 더 많아야 가능하므로 새로운 규칙, ２분의 

１로 나뉘어진 부분의 반, 즉 ４분의 １지점, 8 분의 １지점도 연결 

가능한 규칙이 생겼다. 또 테이프를 연결할수록 테이프가 

떨어진다거나 본인의 신체에 무리가 가는 등의 변수들로 인한 

마찰이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은 테이프를 물리적으로 튼튼하게 

붙이는 방법, 효율적으로 테이프를 확장하는 방법들을 발견해내어 

극복하였다. 이렇게 수행의 과정에서 변수를 해결하기 위해 발견한 

방법들을 규칙화 시킴으로써 기존의 규칙 ‘２분의１ 연결’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2분의 1지점을 연결하기로 한 규칙은 작업을 시작하는 처음 

임의로 지정됐지만 테이프의 ４분의 １지점, 8분의 １지점들을 

연결하기로 새롭게 생성된 규칙은 공간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규칙이었고, 이미 그 공간을 채우기로 한 규칙에 내재되어 있던 

규칙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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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프랙탈 구조-시어핀스키의 삼각형〕 

 

‘2분의 1 연결하기’ 규칙은 프랙탈의 법칙와 비슷하다. 프랙탈은 

자연물의 구조를 설명하는 과학이론으로 단순한 규칙이 계속 

반복되어 복잡한 구조를 띄게 된다는 이론이다. 프랙탈 이론으로 

설명되는 현상은 모두 규칙 반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들어가고 

나오는 규칙을 가지고 반복하면 해안선의 형태가 나오고 같은 

형태로 계속 쪼갤 수 있는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예로 들 수 있다. 

테이프를 연결하는 규칙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유사성을 보이며 

끊임없이 자기 조직적으로 증식해서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지는 형태를 만들어낸다.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규칙이 프랙탈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실제 공간에서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를 이어가면서 프랙탈 구조와 같은 원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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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행위의 강조  

 

기존 작업 <한 개의 큐브>, <90。 180。 270。 방향 잇기>, 

<6개의 연결> 등은 모두 이동이 가능한 작품이다. 어느 곳에 그 

작품이 놓여도 작품 내부에서 논리가 진행되었다. 그 동안 작품을 

이렇게‘만들어’냈다면 <2분의 1 연결>은 실제 공간에서의 

행위로 작업의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실제 공간에 연결된 

테이프들은 관객의 눈 앞에 작가 본인의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고 작가가 규칙을 지켜나간 시간과 과정을 상상할 수 있게끔 

하였다. 

실제 공간으로 작업의 공간을 변화시키면서, 규칙을 지켜나가는 

본인의 행위가 강조되었다. 본인에게는 기존 세계에 존재하는 

규칙을 나열하는 것보다 규칙을 지켜나가는 태도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규칙을 수행하는 태도는 작업을 하는 바로 그 시공간에서 

가장 잘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의 공간이 중요했고, 실제 시간과 

공간이 주는 변수들을 극복하며 규칙을 따랐던 시간을 물리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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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렬로 떨어뜨리기>  

 

작품 2. <일렬로 떨어뜨리기>, 디지털 이미지, 2011 

 

〔<일렬로 떨어뜨리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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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렬로 떨어뜨리기>는‘물방울을 일렬로 떨어뜨리기’라는 

규칙을 수행한 작업이다. 바닥에 석고가루를 고르게 뿌리고 그 위에 

스포이트로 물방울을 일렬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는 

얇게 뿌려진 석고가루 위에 한 방울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석고와 

물방울이 만나는 순간 물방울 형태대로 석고가 굳는 물성을 이용한 

작업이다. 

물방울을 일정하게 떨어뜨려 바닥을 채워나가는 이 작업에서는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손가락의 힘과 일렬로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손의 감각이 매우 예민하게 작용했던 작업으로 <2 분의 

1 연결> 작업과 다르게 정적인 작업이었다. 정적인 이유로는 

행위의 규칙이 더욱 단순해 진 것과 더불어 몸의 움직임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몸의 움직임은 손과 팔에 집중되었고 눈은 떨어지는 

물방울과 석고 표면이 만나는 순간에 집중하여야 했다. 물방울을 

일렬로 떨어뜨리는 과정 중에 약간이라도 집중이 떨어지면 다시 

본인의 손과 눈에 집중하여 일렬의 물방울을 이어가야 했다. 

처음 <일렬로 떨어뜨리기>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작업실에서 

합판 위에 석고를 뿌리고 그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이동이 

가능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물리적인 작품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물방울을 떨어뜨린 그 

행위는 장소가 옮겨지면서 파괴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실제 공간에서 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의 버려진 공장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석고와 물이라는 물질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변수가 발생하였다. 

석고가 얇게 뿌려진 곳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방울은 결정체를 

이루지 못하고 석고 표면으로 물이 퍼지게 되었다. 이는 작업을 

시작할 때 예측하였던 것과는 다른 변수의 등장이었다. 물방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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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체를 만들어 본인이 물방울을 일렬로 떨어뜨리는 규칙을 

확인하며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그 다음과정—‘석고를 

얇게 뿌리기’에서 그 변수를 없애고자 ‘석고를 조금 두껍게 

뿌리기’로 하는 규칙이 생성되었다. 하지만 석고가 한번 바닥에 

뿌려지면 그 두께를 가늠하기 어려워 같은 변수가 계속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세운 계획 ‘물방울을 일렬로 

떨어뜨리기의 규칙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이 작업에서 또 다른 변수는 실제 장소와 시간이었다. 실제 

특정한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제로 생활하던 

일상을 떠나야 했다.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던 본인은 작업을 위하여 

서울에서 약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장소로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 곳은 수도와 전기도 없었으며 바로 옆 작은 

숯 공장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곳에 도착하여 본인은 석고를 뿌리고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일만 하였다. 집중하여 물방울을 떨어뜨리다 

보면 시간은 훌쩍 지나 본인이 다시 서울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버렸다.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그것이 작업의 

변수로 느껴졌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시간에 최대한 규칙을 

이어나가기 위해 집중하여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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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ment –못> 

 

 

작품 3. <The Moment-못>, 흑색 못, 가변설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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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The Moment-못>, 흑색 못, 가변설치, 2012 

 

<The Moment –못> 작업은 예전 작업에서 적용하였던 수학적 

규칙을 규칙으로 삼았다. 길이가 다른 일곱 종류의 못을 길이 

순서대로 수열화하여 배열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였다. 수열이라는 

기존질서를 규칙으로 삼고 그것을 따르기로 한 태도는 기존에 

존재하는 자연적 규칙을 그대로 수행하는 예전 작업과 동일하다. 

하지만 벽이나 물체에 고정하는 용도의 못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거꾸로 바닥에 세워 쉽게 쓰러지는 형태로 세우는 행위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고 이것을 실제 공간에 수행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몸을 굽혀 바닥에 못을 세우는 행위는 본인에게 신체적 한계에 

맞닥뜨리게 하였고 집중력이 흐려지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열의 질서는 순서에 맞게 못을 세워야 하는 본인의 행위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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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전시장 또는 실제 생활공간의 구석부터 못을 세워나갔다.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공간에 못을 세우기로 규칙을 정했다.  

못이 세워진 공간은 지나다닐 수 없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이 작업에서 물질을 채워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 그리고 

기존 질서인 수열을 규칙으로 삼은 방식은 <2분의 1 연결> 작업과 

흡사했다.  

바닥에 거꾸로 세운 못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쓰러지는데, 

이렇게 박지 않고 세워 둔 못들은 전시가 끝나면 어느 흔적도 없이 

쉽게 사라질 것들이었다. 사라지는 숙명을 가진 작업의 결과물은 

규칙을 수행해나가는 태도를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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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드로잉> 

 

작품 4. <사물드로잉>, 사물에 드로잉, 2012 

 

 

〔<사물드로잉> 부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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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드로잉> 작업은 규칙의 행위를 실제 사물 위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본인의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사물을 선택하고 그 사물 

위에 드로잉을 하거나 구멍 뚫기, 색칠하기의 행위를 하였다. 

수많은 사물들 중 작업을 하기로 선택된 사물은 그 사물의 물성과 

형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본인이 어떠한 규칙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되었을 때 선택된 것이다. 

 행위의 규칙은 이전 작업과 동일하게 단순한 규칙으로 

설정하였다. 그 규칙은 사물마다 다르게 지정되었다. 쉽게 

부스러지는 낙엽의 경우에는‘낙엽이 찢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촘촘하게 구멍 뚫기’, 스티로폼의 경우에는‘스티로폼의 알갱이를 

하나하나 볼펜으로 그려나가기’, 콘크리트 벽돌은‘엉성하게 

뚫려있는 빈틈 색연필로 색칠하기’등의 규칙이었다. 이러한 규칙은 

사물의 물성과 형태적 특성에 따른 규칙이었다. 이 작업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변수 그 자체가 규칙으로 지정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규칙을 따르면서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였다. 

새로운 변수들은 본인이 예상치 못했던 사물의 물성이었다. 힘 

조절이 미숙하여 낙엽은 찢어지기 일쑤였고, 스티로폼은 예상보다 

알갱이가 많아 매우 큰 노동이 필요했으며 색연필은 거친 

콘크리트에 쉽게 갈려나갔다. 이러한 변수들이 주는 갈등은 역시 

본인이 스스로 규칙을 변화시키며 해결하였고 규칙은 끝까지 

수행되었다.  

수행의 끝은 규칙으로 사물이 가득 채워지는 시점으로, 외부적 

변수인 사물이 정하는 것이었다. 본인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작에 

정하는 규칙의 역할은 약화시켰으며 작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외부적 변수를 강조해나갔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부적 변수를 

해결하는 본인의 태도가 작업에서 보여지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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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e Series> 

 

 

작품 5. <Tide Series- 13시 05분 19시 58분>, 

단채널비디오, 6시간 20분, 2012 

 

 

 

작품 6. <Tide Series- 10시 14분 14시 1분>, 

단채널비디오, 3시간 47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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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Tide Series- 9시 58분 14시 52분 >, 

단채널비디오, 4시간 40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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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Tide Series- 10시 17분 14시 6분>, 

단채널비디오, 3시간 49분, 2013 

 

규칙 수행 중에 발현되는 변수를 강화하는 작업의 발전과정에서 

작업의 시공간을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자연으로 설정하였다. 

<Tide series> 작업은 밀물 썰물 차가 큰 서해 바닷가에서 진행된 

작업들이다. 썰물의 바닷가에 나가 한줌의 흙을 파고 다양한 

방법으로 쌓았고 밀물이 들어오면 흙을 쌓는 행위를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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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이 흙더미들을 쓸어가며 작업이 종료되었는데, 작업의 시간은 

날마다 달라지는 조석 간만의 차로 매번 달랐다. 작업 진행시간은 

약 ４시간에서 ６시간 가량이었으며, 작품의 제목을 작업 

시작시간과 작업을 마치는 시간으로 명기하였다. 

시리즈 중 첫 번째 작업은 한줌의 흙을 파고 그 옆에 쌓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점차 바닷물 쪽으로 흙더미를 확장시켜 나갔고 

오목하게 들어간 구덩이와 한줌의 흙더미가 반복되어 커다란 

장관을 만들어갔다. 앉았다 일어서는 행위, 파고 쌓는 행위를 

지속시키는 도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느껴졌지만 본인의 

최선을 다해 지속하였고 바닷물은 밀물이 되어 점차 바닷가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본인의 행위로 만들어진 모래 장관은 이내 

밀물을 만났고 더 이상 그 행위를 지속시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행위를 그만두었다.  

다음 작업은 흙더미를 쌓는 방법을 바꾸어보았다. 한줌의 흙을 

파고 바로 그 옆에 쌓는 행위를 반복하여 여러 개의 유닛을 

만들면서 흙덩이를 확장시켰던 예전 작업과 달리 한줌의 흙을 모아 

최대한 높게 쌓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지상에 넓게 흙덩이를 

확장시킨 것과 달리 흙의 물성, 땅의 기울어진 지면, 중력의 요소가 

더해지며 변수가 다양해졌고 그 변수들을 흡수해가며 처음 지정한 

규칙-최대한 높게 쌓기-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적 

한계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이전 작업들과 비슷하게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떤 규칙을 수행할 

것인지 정했지만 행위의 끝은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자연이 정한 

것이다. 이전의 작업에서 규칙 수행의 종료점은 본인의 

한계상황이었다면 <Tide series>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시간, 즉 

절대적 자연의 규칙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전작 <２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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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일렬로 떨어뜨리기>의 공간과 시간은 사실 본인이 편하고자 

정한 임의적 틀이었다면 <Tide Series>의 틀은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자연이 규칙 수행의 마지막을 결정한 것이었다. 

작업의 시작과 끝의 시간만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 아니다. 작업을 

진행한 바닷가에 따라 밀물과 썰물의 양과 속도가 다르며, 날마다 

달라지는 조류의 시간, 같은 바닷가여도 위치에 따라 다른 모래의 

성질, 날씨 등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았다. 본인은 반복적 행위를 지속시키면서 이러한 변수들을 

흡수시키며 진행해야 했다. 이것들 또한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절대적 요소로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결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 제어할 수 없는 모든 요소들이 작업의 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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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ment-Nature> 

 

 

 

작품 9. <The Moment-Nature>, 디지털이미지, 2012 



 

 

２９ 

  

 

<The Moment-Nature> 작업에서는 본인이 생활하면서 

지나다니는 거리에 잠시 멈춰서 그 당시 시간,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물질을 찾았다. 작업을 시작할 때 규칙을 정하고 

수행하기로 결정했던 작업의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자신을 변수가 

가득한 상황에 던져버렸다. 

예를 들어 벽돌로 되어있는 인도에 꽃 봉오리들이 흩어져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주변 꽃 봉우리들을 모아 벽돌 모양대로 배열하거나, 

배수구 주변 많은 낙엽이 있는 곳에서는 배수구 사이 사이 낙엽을 

끼워 넣기도 했다.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규칙들을 

수행한 뒤 작업의 결과물은 매우 쉽게 사라질 것들이었다. 이는 

본인이 존재하는 그 순간에 더욱 집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규칙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고 행위를 지속시키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결과물을 포착해내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규칙을 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수를 발견해내고 

그제서야 변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던 태도에서 

발전된 형태이다. 변수를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개인적 

한계보다 더 큰 한계를 작업의 변수로 두었고 그 변수를 극복하기 

보다는 본인이 속한 세계로 인식하고 그 세계에 맞는 규칙을 찾고 

묵묵히 수행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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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치며 

 

본인의 작업 초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칙을 가상의 공간에서 

지켜나갔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규칙들이 생성되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것은 이미 기존에 정했던 규칙이 내재하고 있던 

규칙을 발견한 것이었고, 규칙을 끝까지 이어나가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사소한 규칙들이었다. 하지만 작업의 배경을 실제의 

시간과 공간으로 옮기면서 실제 세계가 발생시키는 변수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규칙을 만들며 규칙의 수행을 

지속하였다. 

단순한 규칙을 이어나가는 태도에서 극대화된 변수에 대응하고 

자신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이어나가는 태도로 발전한 것은 

본인이 속한 세계를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규칙을 

지켜나가는 태도는 본인이 존재하는 시공간을 적극적으로 

맞닥뜨리며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어할 수 

없는 변수들에는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유약함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규칙을 지켜가려는 태도는 인간이 제어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개인적 규칙의 설정과 수행의 작업과정을 연구하면서, 작업에서 

규칙을 설정하는 시점에 이미 본인의 수행적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규칙을 설정한다는 것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어떠한 규칙이 수행 가능한지, 수행 중에 발생하는 변수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어느 정도 예측된 뒤 나올 수 있는 행위인 것이다. 

즉, 규칙을 설정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경험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규칙을 따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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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인지, 수행을 하기 위해 규칙을 정한 것인지, 이 둘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 규칙을 설정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의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순환하는 인과관계인 

것이다. 

또한 작업을 발전시키면서 본인이 포용할 수 있는 세계의 틀이 

넓어짐을 느꼈다. 작업을 진행할수록 작업에서 다뤄졌던 변수들의 

종류와 양이 축적되었고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체득되어 더 

큰 세계를 보게 되었다. 현재 본인이 느끼는 한계상황들은 작업을 

계속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극복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 

새로운 변수들을 맞닥뜨리면서 다른 한계상황을 마주하는 과정을 

평생 할 것이고 그 과정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세계를 

보는 틀을 넓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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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work is an investigation about setting and following rules. When I begin 

a work, I set an arbitrary rule for myself, and observe the ways in which 

different variables emerge in the process of following it, which leads me to 

set further rules to deal with the unexpected situations and continue following 

the original rule. There is no ultimate goal but following the rule—the process 

of following the rule is itself the goal, so that whenever I follow the rule, I 

fulfill the end goal.  

Human beings set rules which are necessary for harmonious coexistence in 

a society. Individuals set personal rules which are necessary to carry on a 

meaningful life. There is no obligation for following such personal rules, and 

the benefits are not obvious. However, since following rules is a process of 

establishing the things that one values, it leads to the sense of psychological 

stability. Thus, the act of following rules is motivated by the desire to be in 

the rule-following process, which gives one s existence with a sense of 

stability. 

In my work, I set some easy-to-follow personal rules which are not 

particularly meaningful, such as dropping water drops in a straight line or 

digging up and piling up a handful of dirt. In the process of following these 

rules, one comes across many different variables—the time of the day, the 

environment of the work space, the materials worked with, and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limits of the individual all serve a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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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variables cause frictions with the set rules, and new rules emerge in 

order to deal with these variables.   

My desire to follow the rules set from the beginning to the most extreme 

limit comes from a desire to actively understand the world in which I exist. 

The different variables which continually emerge in the process of following 

the rules are not always possible to overcome completely. In order to 

overcome these variables, I set new rules, but sometimes there are variables 

which are humanly impossible to overcome. Recognizing that there are things 

that I cannot control or conquer leads me to a sense that my work is not yet 

complete, that I must inevitably continue with my artistic ende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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