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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_테일: 관객참여형 인터랙티브 키네틱 조형아트
방은영 학생과 권두영 교수가 HCI 2016 Creative Award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예술성과 기술력을 검증받았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약 37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7만 마리, 한 달에 5,700마리, 
하루에 190마리의 유기동물이 버려지는 셈이며, 이 중 50% 정도는 자연사 또는 안락사를 당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re-tail’을 기획했다. 작품을 통해
 ‘반려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하고,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뉴미디어 아트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관객들의 인식 전환 및 사회적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작 되었다.

리_테일이란?

‘re-tail : project for abandoned dogs’는 ‘꼬리’라는 상징화된 비주얼과 관객이 가까이 다가가거나 멀어지는 
행위에 따라 ‘꼬리가’ 움직이는 인터랙션 반응을 통해 ‘유기견’들에게 사람들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표현한다. 작품명 re-tail은 ‘다시 꼬리치다’ – 유기견들의 꼬리가 다시 흔들리게하자(생명을 구하자)는 
메세지와 ‘이야기하다, 들려주다’ – 유기견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의미, 그리고 펫샵을 통해 ‘소매(판매)‘ 
되어지는 유기견들의 상품화 문제에 대한 중의적인 표현이다.

유기견을 ‘꼬리’라는 특징으로 상징화했으며, ‘꼬리’가 흔들리는 움직임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 arduino, 
servo motor, infrared sensor를 통해 벽면에 설치 된 유기견의 ‘꼬리’들은 관람자가 가까이 다가갈 경우 
흔들리고, 관람자들이 ‘꼬리’에서 멀어질 경우 그 흔들림이 멈추는 효과를 연출한다. 관람자들이 꼬리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유기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유기견에게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며, 관람자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은 무관심과 외면으로 버려지게 되는 유기견들이 존재와 생명의 의미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을 통해 유기견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표현하고, 현장에 
비치한 유기견 관련 동물보호단체의 책자, 브로셔를 통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도와 취지에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작업 소개

A.I. - 합법적 상호작용 (Algorithmic Interactions)
상호 작용하는 예술 작품 
서보 모터 및 모션 센서를 통해 움직이는 조각을 사용
움직임이 감지되면 조각이 닫힌다.
다시 열리는 데는 4분이 걸리며, 사람들은 작품을 보기 
위해 가만히 서 있게 된다. 이러한 작용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다니엘 로진 작가

펭귄 거울 - 다니엘 로진

사람들이 펭귄 앞을 지나가면 펭귄이 하얀 배를
보이며 돌아선다. 관람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펭귄들이 그 모습을 반사시켜 펭귄 거울이라고 
불린다.

나무 거울 - 다니엘 로진

나무 조각 앞에 있는 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펭귄 거울과 같은 나무 거울이다. 
다니엘 로진은 센서와 모터를 사용하여 재료
는 다르지만 작동 원리는 같은 다양한 기계 
거울을 작업 하였다.

조사 결론

인터랙티브 아트가 기존의 예술과 다른 점은 작가와 관객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호간’의 뜻을 지닌 인터(Inter-)와 ‘활동적’의 뜻을 지닌 액티브(Active)의 합성어인 인터랙티브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에 개입할 수 있는 대상(관객이 될 수도, 자연물, 기타 등)과 함께 완성 시키는것이라
생각한다.

회회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예술은 정적인 제작물로서 심리적 상호소통에 집중하는데 비해서 인터랙티브 
아트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심리적인 상호 작용 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통한 물질적인 상호작동도 
일어난다. 
기존과 다른 매체의 사용과 관객과 작품 간의 상호작용 덕분에 기성 작품에 보다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다. 

인터렉티브 아트에서 기술이란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중간다리 역할과 동시에 아트와 기술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목시키냐에 따라 작품의 아이덴티티가 되기도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를 뚜렷하게 정하고, 이에 맞는 가장 적절한 매체를 찾아내는 작업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