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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리스 신화와 설화에는 생명을 가진 인형에 한 얘기가 많다. 솜씨가 

좋은 장인 다이달로스는 자신의 조각에 생명을 불어 넣었고, 금속의 신 헤파이스토

스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자동인형을 만들었다. 나비스 왕이 왕비와 

비슷한 형상으로 만든 인형 아페가는 왕의 적이 술에 취했을 때 끌어안고 으스러뜨리

는 살인 기계였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신화는 피그말리온 신화일 

것이다. 키프로스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사랑할 여인을 발견하지 못하자 

리석 조각상을 만들어 이에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조각상을 자신의 

애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양 

이를 애무하고 키스하면서 이 조각상이 생명을 가지길 기원하곤 했는데, 결국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줘서 조각상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시켜주

었다. 신화에 의하면, 이 둘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ʻ̒피그말리온ʼ̓(2005)은 ʻ̒육체 예술가ʼ̓라는 낯선 칭호를 얻고 있는 정금형 작가의 

데뷔작이다. 정금형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발에 얼굴 가면을 씌운 피그말리온

과 인형 갈라테이아의 사랑을 연출했다. 여기에서 작가의 발에 달린 인형은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살아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체 일부의 불완전한 연장이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있다기보다는 어정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따라서 

그녀의 작업에서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가 서로 몸을 더듬는 행위는 사람이 

사람을 애무하는 행위와 다르고, 사람이 조각상이나 인형을 애무하는 행위와도 

매우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그것은 내가 변형된 내 몸의 일부를 애무하는 것, 

1) 정금형, ʻ̒휘트니스 가이드ʼ̓, <동아시아 페미니즘: 판타시아> 연계전시. 2015년 9월 17일, 

18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리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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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안드로이드가 자신보다 더 불완전한 인형을 애무하는 것, 보캉송의 

오리 자동인형이 ʻʻ러버 덕ʼʼ과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다. 사람이 사람을 

흉내 내는 안드로이드를 보면 호감도가 뚝 떨어지면서 ʻ̒기괴한ʼ̓(uncanny)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인공지능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는데, 정금형의 작업은 정확히 이런 

ʻʻ기괴한ʼ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살아있지만 온전히 살아 있는 것은 아닌 존재와의 사랑이라는 테마는 2006년에 

정금형이 연출한 ʻʻ진공청소기ʼʼ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었다. 여기서 정금형은 

진공청소기의 호스에 인형 머리를 달고 호스의 끝이 인형의 입과 일치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전원을 넣었을 때 살아 있는 것 같은 진공청소기 인형은 작가의 

몸에 딱 달라붙어서 작가의 몸 구석구석을 훑어 내려갔다. 인형이 할 수 있는 

것은 흡입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 작품에서 정금형 작가는 마치 탈진할 정도로 

진공청소기 기계와 사랑을 나누었다. 1969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단편 과학 소설에

서 주인 여자와 사랑에 빠진 진공청소기가 등장한다 (Sheckley 1969). 그런데 

이 소설에서 진공청소기는 인간들 사이의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이고, 

주인 여자에 의해서 플러그가 뽑혀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정금형의 

작업에서 전기청소기와 여성의 관계는 이런 파국적인 결말로 끝을 맺지 않는다.

기계와의 사랑은 2008년에 발표한 ʻ̒유압진동기ʼ̓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났다.2) 

실제 굴삭기와 모형 굴삭기를 이용한 이 비디오작품의 정점은 작가가 조종하는 

굴삭기가 그녀를 모사해서 해변에 만들어 놓은 모래 인형을 무너뜨리는, 더 정확하

게는 ‘겁탈’하는 장면이다. 그녀가 조종하는 거 한 굴삭기는 강력한 피스톤 운동으

로 모래 인형의 사타구니를 공략한다. 얼핏 보면 남성적인 기계가 여성을 강간하는 

것 같은 퍼포먼스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작품 곳곳에서 작가의 의도가 이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작가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일 필요도 없고, 기계가 여성에 해 적 적인 남성성을 상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정금형은 기계가 인간을, 특히 여성을 소외시키기 보다는, 여성과의 

2) 이 작품을 연기하기 위해서 정금형은 굴삭기 조종을 배워서 면허증을 취득한 뒤에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고 조종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첫 번째로 굴삭기 면허를 취득한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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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그녀가 표현하려고 하는 

ʻ̒사랑ʼ̓  ʻ̒자위ʼ̓  ʻ̒오르가즘ʼ̓은 이런 새로운 가능성이 농축된 것이다. 기계와의 사랑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로의 새로운 관계이다. 그녀의 퍼포먼스에서 인형

과 기계는 더 많은 가능성과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ʻʻ행위자 네트워크 

이론ʼʼ의 비인간 행위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금형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 한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토 를 만들기 

위해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부했다. 그녀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비인간 행위자들이 인간처럼 행동하고, 기계와 같은 비인간이 

인간들 사이에, 비인간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연관을 만들어 나가는 ‘번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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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2009년에 정금형은 ʻ̒피그말리온ʼ̓  
같은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서 ʻ̒금으로 만든 인형ʼ̓이란 연작을 소개했다. 이 작품에는 

ʻ̒오르가즘에 집착하는 6가지 방법ʼ̓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2011년에는 ʻ̒휘트니

스 가이드ʼ̓라는 작업을 선보였다. 그러다가 그 뒤로는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작업을 유럽의 예술계에 알렸는데, 올해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한 <동아시

아 페미니즘: 판타시아>전의 연계 전시로 ʻʻ휘트니스 가이드ʼʼ를 다시 공연했다. 

이 작품은 헬스클럽에서 볼 수 있는  ʻ̒덜덜이ʼ̓, 싸이클론, 트레드 , 신장 측정기 

등의 운동과 소리를 이용해서 기계와의 사랑을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정적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피그말리온 신화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에 의해서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으로 재탄생했다.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는 쇼의 

<피그말리온>을 해피엔딩으로 각색한 것이다. 쇼의 <피그말리온>은 히긴스라는 

발음 전공 교수가 꽃을 파는 하층 계급의 처녀 일라이자의 발음, 악센트, 표현을 

고쳐서 6개월 만에 그녀를 상류 계급으로 바꾸어 놓는 것에 해 친구와 내기를 

하는 내용이다. 그녀는 실제로 짧은 시간 내에 귀족 부인의 말과 매너를 익히지만, 

자신이 귀족 부인이 아니며 그렇다고 과거의 꽃 파는 처녀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해서 히긴스 교수에게 항의한다. 일라이자는 이 과정에서 귀족의 발음과 

매너를 얻었지만,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음을 

한탄한다.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와 달리 버나드 쇼의 원작에서 히긴스와 일라이

자는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는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인간 행위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열어주지만, 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맺고 있는 연관의 

중간에 끼어들고, 이를 단절시키는 작업을 한다(interessement). 새로운 관계는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지만, 잃어버린 연관과 가능성은 잘 포착되지 않는다. 인간을 

닮은 인형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에 수반되는 단절은 무엇일까? 정금형 

작가의 새로운 퍼포먼스가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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