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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인은 공간 안의 숨겨진 공간을 발견하여 그곳에 개인적인 

흔적을 남김으로써 공적인 영역 안에서 개인적인 내러티브가 담긴 

대상을 접할 때 오는 낯설고 생경한 느낌을 만들고자 했다. 또한 

관람자가 대상 안에서 그것의 시간이나 감성, 내면 등을 읽는 일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소통을 유도하였다.  

본인의 작업은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재료 및 기법에 

감정을 이입하여 내면을 서술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누구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서랍 안, 파티션의 (앞면이 아닌) 뒷면, 창고 등 숨겨져 있으나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닌, 이중적인 읽기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였다. 그 안에 개인적인 물건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개인의 

공간을 은밀하게 엿보는 듯한 구조를 연출하였다. 또 바닥 모퉁이나, 

난간 모서리, 시야가 잘 닿지 않는 높은 선반 등에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그 안에서 존재의 흔적을 읽는 우연한 만남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체험이나 순간의 

감흥에서 끝나지 않고 대상을 통해 그에 담긴 시간과 감정의 층을 

전달하는 소통의 과정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숨겨진 공간, 눈에 잘 띄지 않는 변두리 공간을 사용한 것은 중심 

이외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그 뿐 아니라 작은 크기와 

유기체적인 형태, 부드러운 소재, 바느질, 뜨개질 등의 작업 방식을 

택함으로써 본인이 조각의 정형으로 여기던 견고함과 거대함, 그로 

인한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본인이 바라본 장소의 탈 중심적 위치는 이미 견고하게 다져진 

질서 안에서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또 다른 힘’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자기치유, 양가 감정, 일상성, 탈 중심, 변두리, 사적 공간  

 

학번 : 2010-2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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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모두가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것은 신체적인 

크기일 수도 있고 그가 속한 환경의 범위일 수도 있고 생각이나 

마음의 크기일 수도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서로 다른 

크기의 자기만의 영역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그것을 달팽이 집 같은 형태로 떠올려보게 되었다. 하나의 

공간 안에서 자신이 등에 지고 있는 달팽이 집의 크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커다란 공간을,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서로가 가진 공간을 적절히 공유하는 것이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 맺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의 작업은 스스로의 영역을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불안을 치유함과 동시에 내면에 있는 소통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을 이끌어내 주었다. 또 내면의 은밀한 영역을 

시각화하고자 했으며 공간 안에서 발견한 숨겨진 자리에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소통하는 일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인의 작업들이 공간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은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외부와 타협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와 벽을 쌓고 자신의 

세계만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그럴 때에 

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본인의 작업은 거대한 세계 내에서 나약한 스스로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한 방법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보편적인 관계의 문제로 확대되기를 

기대했으며 작품을 보는 관객과의 소통 또한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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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치유를 통한 존재의 확인 

 
본인의 작업은 불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타인의 말이나 평가, 

이미 주어진 조건, 속한 환경 등 외부적인 요인이 개인을 

규정하거나 크게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큰 공포와 

불안으로 다가왔다. 또한 본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일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 본인은 

그것을 개혁하거나, 맞서는 일을 택하는 대신 불안을 잊을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작은 조각들을 잘라 붙이거나 같은 모양을 계속해서 

접거나 실로 바느질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작업을 

하면서 불안과 어지러운 생각들을 잠재웠다.  

이것은 실제 art therapy 에서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기도 한데 

art therapist들은 미술 활동이 불안 장애나 우울증 등의 극복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불안은 자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외적 자극이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평가로 인해 

유발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했을 경우 자신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음을 발견하면 심리적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불안의 주요 변인이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과 평가라는 점은 미술치료의 심리 

치료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경희, 2004)1) 

 

이처럼 미술 활동이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고 내면을 솔직하게 

표출하게 함으로써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art therapy의 기본 개념이다.2) 실제 연구 사례에서 우울증과 불안 

                                            
1)

 서경희, 「만다라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불안에 미치

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9-10쪽. 

 
2)

 art therapy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만다라 그리기는 원 안에 색이나 문양을 

채워나가면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림에 몰두함으로써 혼란한 

생각을 잊고 자신에 침잠할 수 있게 도와주며, 규칙적 호흡을 통해 마음을 원만하

게 해주는 효과를 가진다. (조정윤, 「만다라중심의 미술치료가 정신질환자의 우울

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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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행한 결과,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과 불안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한다.3)  

이러한 미술 활동이 가지는 심리적 치유 효과를 작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작가로 루이스 부르주아를 들 수 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예술의 목적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4) 그녀는 꿰매거나 

붙이는 과정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억들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했다. 서로 다른 천을 엮어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조각난 마음을 꿰매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반복이야말로 과거의 

상처에 대한 치유인 동시에 용서를 의미한다.” 고 설명하였다.5) 

본인 역시 바느질이나, 이어 붙이기, 반복해서 접기 등의 행위를 

통해 내면을 치유하고자 했다. 손을 움직인 시간을 눈 앞에 

드러내주는 일은 ‘무언가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것은 스스로를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로 인식했던 본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었다.  

<그날의 기억>(그림1)과 <비가 내린다>(그림2)는 이러한 작업 

방식이 잘 나타난 작업이다. 

<그날의 기억>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본인의 일기 중 

슬프고 힘든 감정을 드러내는 대목을 찾아내어 흰 천에 옮겨 적고 

그것을 지워나가 듯이 빨간 실로 꿰매는 일을 반복하였다. 손바닥 

만 한 흰 천에 글을 적고, 꿰매고, 그 조각들을 다시 하나하나 책상 

앞에 붙여나가는 일을 책상 앞 벽이 가득 찰 때까지 했다. 

                                                                                                        

 
3)

 첫째, 만다라 중심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

제집단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실험집단의 우울하고 무표정한 얼굴

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감정의 표현이 자유롭고 솔직해졌으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생겼고, 작품에 대한 관심과 성취감이 높아진 점 등에서 우울의 완화를 살

펴볼 수 있었다. 둘째, 만다라 중심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

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불안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실험집단의 초조하고 

경직된 표정과 경계심이 완화되었고, 추억회상을 통해 자연스러운 감정표현이 이루

어졌으며,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배려, 작품에 대한 집중력과 성취감이 높

아진 점 등에서 불안의 완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조정윤, 2010) 

 
4)

 정현경, 「자기치유적 관점에서 본 루이스부르주아의 작품세계:오브제 사용을 중

심으로.」 ,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70쪽. 

 
5)

 Ibid.,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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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날의 기억, 천, 실, 2010 

 

또한 영상 작업인 <비가 내린다> 는 종이로 작은 그릇들을 접어 

비 오는 날 골목길에 놓은 뒤 비를 맞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물에 젖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종이 그릇들이 어디로 피하지도 

못한 채로 내리는 비를 맞으며 툭툭툭툭 소리를 내는 그 장면은 

당시의 자기 인식을 반영했다.  

여기에서 ‘비 오는 골목’은 개인의 내면과 저항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이 만나는 지점이다. 본인과 동일시 된 종이 그릇들을 

그곳에 둔 것은 내면에 갇혀있지 않고 외부 공간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려는 것이었다.  

 

 
(그림 2) 비가 내린다, film still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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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와 같은 치유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세계 안에서의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거대한 질서 안에서 본인의 자리를 찾는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자기 인식을 반영한 공간 
 

본인은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본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부서지기 쉬운 작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타인에게 쉽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영역이다. 그러나 누군가 한번쯤은 

들여다봐주기를 바라는 곳일지 모른다. 보여주고 이해 받고 

싶으면서도 감추고 싶은, 양가 감정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내면의 영역을 인식하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숨겨져 있지만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닌, 이중적인 읽기가 가능한 

공간을 찾게 되었다. 그 안에 작품을 설치하여 반쯤 가려진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보여줌과 감춤의 경계에 놓인 태도를 취하고자 

했다.  

그 중 하나가 서랍에 설치된, 작품 <종이 꽃>(그림3)이다.  

 

 
(그림 3) 종이 꽃, 종이, 철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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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은 눈에 보이지 않게 넣어두는 곳이지만 누구라도 열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안에 종이로 만든 꽃을 가득 채워두었다. 작은 

조각으로 자른 종이를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만든 것으로, 만드는 

동안의 시간과 감정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은밀한 영역을 몰래 들여다보는 듯 한 표현을 하고자 했다. 

 

작품<사이>(그림4)에서는 파티션과 벽 사이 틈새 공간을 이용하

였다. 

 

 

(그림 4) 사이, 선반 위 일상 용품들, 2011 

 

파티션은 원래 그림을 걸거나, 작품과 작품 사이 공간을 나누는 

용도로 쓰인다.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막기 위한 

것이고 전시에서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본인은 그 

파티션을 작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그것도 정면이 아닌 뒷면, 

파티션과 벽 사이 작은 공간에 주목하였다. 

 거기에 여러 개의 선반을 설치하고 본인의 습관, 취향 등을 

반영한 물건들을 놓았다. 즐겨 읽는 책이나 좋아하는 색깔의 옷, 

소품, 모아놓은 티켓과 사진들, 일기장, 성경책과 미술관련 서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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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통해 사용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한쪽 방향에서만, 틈새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처럼 작은 틈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통해 반쯤 감추어진 소통의 상황을 표현하고자 했다. 

 

서랍이나 파티션의 뒷면처럼 반쯤 가려진 공간에 작업을 진행한 

이후, 실제 공간 안에서 그와 같이 숨겨진 공간을 찾아내려고 했다. 

늘 다니는 익숙한 공간을 살펴보며 그 안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공간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인이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곳은 미술 대학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창고였다.  

<다락방-1>(그림5)이 설치된 창고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지나가더라도 문을 열어서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없는 곳이다. 

누구의 공간도 아닌 그 곳에 의자, 이불, 쿠션 등을 가져다 놓고 

개인의 은밀한 다락방 같은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그림 5) 다락방-1, 2012 

 

또한 <다락방-2>(그림6),(그림7)작업이 설치된 곳은 실기실 

앞에 있던 작은 공간으로, 한동안 창고로 사용되어 온 곳이다. 

본인은 실기실을 1년이나 사용하면서도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 곳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늘 지나가던 

곳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음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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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원래 있던 선반이나 게시판, 바구니, 옷걸이 등의 

소품들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물건들을 가져다 놓았다. 

본래의 공간을 해치지 않으면서 은근하게 스며들기 위해서였다. 

 

   

(그림 6) 다락방-2, 2013 

 

실제로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을 발견하여 한 켠에 안락한 

공간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설치했다. 공간의 

일부를 사용할 수는 있어도 그곳을 점유하거나 본인의 공간으로 

완전히 바꾸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림 7) 다락방-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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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유에서 본인은 원래 있던 공간과 만든 공간이 만날 때 

생기는 접점을 조금은 어색하고 낯선 그대로 두었다.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한 두 공간은 약간의 마찰을 일으켰다. 그러나 완벽하게 

편안한 공간이 아니기에 오히려 비밀스럽고 안락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완전히 차단된 공간보다 시선을 피해 가지는 자기만의 공간이 

더 아늑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았다. 

또한 작품이 설치된 곳이 쉽게 눈에 띄도록 별다른 장치 

(화살표나 지도 등) 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본인이 남긴 흔적과 그 

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였다. 그를 통해 

그냥 지나치면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을 때 오는 

기쁨 혹은 생경함을 느끼기를 바랐다. 

 

본인이 작품을 설치한 서랍 안, 파티션의 뒷면, 창고나 계단 옆 

작은 방 등은 작품을 ‘보여주기’ 에는 불완전한 곳이다. 누군가는 

그곳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들여다본다 해도 

자세히 관찰하기에는 힘든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냄과 감춤의 경계에 놓인 상태가 본인 심리의 반영이자 

자기 인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본인이 불안을 느꼈을 때 

거기에 저항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대신 손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로 마음을 안심시켰다는 

설명을 했다. 이처럼 본인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은유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숨겨져 있고, 반쯤 

닫힌 공간은 그러한 자기 표현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본인의 

자기 인식을 반영한 공간에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일을 

통해 크고 강한 외침은 아닐지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내재된 감정의 층  
 

본인의 작업에서 공간 안에 놓이는 대상이 기성품이나 주워온 

물건이 아닌, 작가 본인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것을 만들어낸 시간과 정서, 감정 등이 함께 전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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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본인은 작품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 

끌어안고, 감고, 덮는 일 등을 통해 매우 밀접한 정서를 가지게 

되었다.  

cuddling mate시리즈는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로,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다.  

 

    
좌-(그림 8) cuddling mate1, 천, 솜, 2012 

우- (그림 9) cuddling mate2, 천, 솜, 2012 

 

 

(그림 10) snuggle me in your arms, 헌 옷, 솜, 2012 

 

<cuddling mate1>(그림8) 은 ‘ㄱ’ 자 모양의 베개로, 짧은 

부분으로는 팔베개 하듯 목을 감싸고 긴 쪽은 끌어안고 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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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ddling mate2>(그림9)는 목과 등을 받쳐주며 털이 있는 부분을 

몸 앞으로 감을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snuggle me in your 

arms>(그림10) 는 침대에서 책을 보거나 노트북을 할 때 등을 

받쳐주는 쿠션이다.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일들은 매우 소소하고 

일상적인 일이다. 본인은 이러한 일상 생활의 소소한 순간에 

주목하여 그 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것들은 본인의 심리를 반영하거나 신체와 밀착되고, 일상 

공간에 깊이 관여하는 등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담긴 시간, 정서 등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으로, 관람자는 

대상을 보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게 된다. 단지 공간에 생긴 

변화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이야기를 통해 소통하는 과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 작가 Anu Tuominen의 영향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벼룩시장에서 모은 헌 옷과 신발에 약간의 

장치를 더한 것이다. 어린 아이의 분홍 색 구두 안에 나무 열매를 

가득 넣거나(그림11) 오래된 니트에 솔방울을 붙이거나(그림12) 

헌 양말들을 이어 붙여 이불을 만든다.(그림13) 그녀는 ‘모든 

버려진 물건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다. 평범한 물건들이지만 

그것을 택하고, 다듬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림 11) spring shoes  (그림 12) Burry       (그림 13) blanket 

 

이처럼 시간의 흔적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쌓이고 쌓인 

감정의 층이 대상에 응축되어 관객 앞에 놓일 때, 관객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기억이 더해지며 또 다른 층이 생긴다. 작고 소소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겹겹이 쌓인 층이 존재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작업 안에 내재한 시간과 감정의 층을 전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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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을 벗어난 것에 대한 관심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인의 작업은 시간, 내면, 감성 등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여 바느질, 뜨개질 

등의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본인의 작업에는 ‘여성적’ 

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랐다. 작은 크기와 부드러운 소재, 

유기체적인 형태 등의 요소가 여성의 감성이나 취향을 대변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뜨개질이나 바느질이 주로 여성들이 

집에서 취미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은 여성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방식이나 재료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본인이 주목한 것은 여성의 행위라기보다는 일상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극단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뜨개질이나 바느질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큰 

장치가 필요 없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또 잠깐씩 

틈을 내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작업 방식은 

일상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착적으로 그 양을 

늘리거나 크기를 크게 하지 않은 것도 본인 작업의 일상성을 

보여준다. 의도적으로 크고, 거대하고, 압도적이고, 무거운 것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심’을 피하려고 했다. 중심은 본래 사물의 

한가운데, 혹은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는 

말이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란 그 동안 조각에 대해 

공부하면서 조각의 정형이라 여기게 된 부분을 말한다. 큰 크기, 

견고한 재료, 철학적이고 무게 있는 주제 등의 요소가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본인의 작품은 중심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중심에서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자리를 찾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작업이 <또 다른 힘> 시리즈이다.6) 

<또 다른 힘1>(그림14)에서는 본인의 방식으로 위에서 말한 

‘조각의 정형’ 에 접근해보고자 했다.  

구와 면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질서를 표현하되 돌과 철판 등의 

재료 대신 푹신한 공, 낡은 이불, 알록달록한 천을 사용하였다. 그를 

                                            
6)
 <또 다른 힘1>과 <또 다른 힘3>은 강수현과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2012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대학교 우석홀에서 <또 다른 힘>이라

는 제목으로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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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간 구성의 조화로움보다는 천의 색감이나 패턴, 손으로 

바느질 한 섬세함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4) 또 다른 힘1, 천, 솜, 이불, 2012 

 

<또 다른 힘3>(그림15)은 트레이시 에민의 작품을 재현한 

것이다. 그녀는 작품 < Everyone I Have Ever Slept With 1963-

1995>에서 텐트 안에 자신과 함께 했던 남자들의 이름을 

수놓음으로써 사회에서 권위를 가지는 것에 대해 도전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텐트 안에는 그것을 만든 ‘강수현’ 과 ‘김봄’ 

만이 존재한다.  

 

남녀간 힘의 주종관계나 여성의 지위와 역할 문제 등의 사회적 

질서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표현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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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중심’에 기대어 자신의 자리를 찾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림 15) 또 다른 힘3, 천, 이름표, 전구, 2012 

 

이 작업들은 이미 견고하게 다져진 틀 안에서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또 다른 힘’을 찾고자 한 움직임이었다. 화려한 색채감과 

패턴, 천의 부드러움과 포근함 등은 작품의 제목처럼 ‘또 다른’ 

힘일 뿐, 강하고 견고한 것들보다 결코 하찮거나 나약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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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질서 안에서의 자리 찾기 

 

본인이 바라보는 것은 중심을 비껴간 주변, 혹은 변두리이다. 

앞서 설명한 파티션의 뒷면이나 창고 등의 공간처럼 애써 찾지 

않아도 눈에 띄고 모두가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중심부가 아닌, 

숨겨져 있고 닫혀 있는 공간을 찾아내어 작품을 설치한 것은 

그러한 공간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인은 전시 공간 안에서도 이런 변두리 공간을 찾고자 했다. 

전체 전시 공간 속 숨겨진 변두리 공간을 찾아내어 그곳에 작품을 

가져다 두었다. 두 개의 파티션이 만나는 모서리, 시선이 잘 닿지 

않는 문의 틀, 계단 난간 모서리 등에 작품을 설치했다. 이는 

공동의 공간 안에 본인만이 알고 있는 표식을 남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작품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숨은 그림을 찾아낸 듯한 기분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림 16) 모퉁이 꽃, 실, 나뭇가지, 2013 

 

그곳에 놓인 작품들은 주로 뜨개질을 해서 만든 것들로, 작지만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것이다. <모퉁이 꽃>(그림16) 은 실로 

뜨개질 한 꽃에 나뭇가지로 대를 만들어 작은 화분에 꽃은 것이고 

<방울방울>(그림17),(그림18)과 <작은 틈>(그림20)은 뜨개질 한 

방울에 솜을 넣고 공의 형태로 연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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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방울방울, 실, 솜, 2013 

   
(그림 18) 방울방울 설치 전경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을 눈에 띄는 정 중앙이 

아닌, 못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곳에 둔 것은 그것이 본인의 작품을 

읽는 일에 더욱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뜨개질로 만든 공이나 나뭇가지에 달린 꽃을 전통적인 방식대로 

좌대 정 중앙에 놓았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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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울다, 비누, 2011 

 

좌대에 놓인 작품은 그 자체로 ‘작품’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로 바라보아야 하는, 작가가 만들어 낸 

예술적이고 숭고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 곳곳에 놓았을 

때, 그것은 공간 구석 구석에 관여하며 공간의 일부로 읽히게 된다. 

작가의 예술성과 미학을 담은 독립된 개체가 아닌, 문고리나 바닥 

틈처럼 시간의 층을 지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치는 관객을 압도하지 않고 수평적인 위치에서 소통 가능하게 

한다.  

 

  

  

(그림 20) 작은 틈, 실, 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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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심이 아닌 변두리 공간은 주목되지 않는 곳이나 소외된 

곳이라기 보다 공간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본인만의 ‘또 다른 힘’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며 정해진 질서 안에서 본인의 자리를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나가며 
 

누구에게나 지치고 힘든 삶에서 잠깐 마음 놓고 쉬게 해 줄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듣는 음악, 

짧은 휴식 시간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공기, 

이불을 덮고 눕는 순간의 아늑함, 새벽 시간의 고요한 느낌처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소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는 일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덜 고민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런 사소한 것들이 가지는 가치에 주목하고자 했다. 

일상에서 스치는 감정이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한 

일상 구석구석의 것들을 작업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적 위치가 아닌,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놓았다. 

본인이 일상 속에서 그 것들을 발견하고 끌어냈듯 작품을 보는 

이들도 소소한 발견의 기쁨을 느끼기를 바랐다. 그것은 체험의 

공유이자 그를 만들어 낸 시간과, 정서, 내면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드러냄과 감춤의 경계에 있는 태도를 

취하였다. 작품을 발견하여 봐주기를 바라면서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모두가 주목하지 않더라도 그곳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곳에 작품을 둠으로써 중심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가치가 아닌, 변두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소소한 행복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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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isualization of Private Spaces 

 

 Kim, 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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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my work, I have tried to reconstruct the strange sensation 

that one gets from coming across a private narrative contained 

in a public space. This was done by finding a hidden space in a 

common area in which to leave personal traces. By having the 

audience engage with the inner emotion or chronological 

elements contained in such objects, I aimed to convert 

communication.  

My work started from a process of introspection, describing 

my inner workings as I empathized with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used in the process. I have aimed foremost to 

express visually the most vulnerable parts of people’s hidden 

inner workings.  

In order to do this, I used ambiguous spaces such as the 

inside of drawers, the backside of a partition, and garage-

spaces which are seemingly hidden, yet not completely cut off 

from the outside, allowing dual interpretations. By placing 

personal artifacts in such spaces, I produced the effect of the 

audience peeping into someone’s private space. By displaying 

my works in spaces such as corners, edges of handrails, and 

high shelves, I induced chance encounters in which the 

audience could stumble upon the traces of another existence. I 

did not want such encounters to be merely a fleeting inspiration, 

so I attempted to bring about a prolonged process in which the 

temporal and emotional stages would be communica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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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My use of hidden, obscure spaces shows an interest in all 

things periphery. In addition to this, I have used small and 

organic forms, soft materials, methods such as sewing and 

knitting to break free from the coercive and authoritarian 

attitude resulting from the standard idea that sculpture should 

concern itself primarily with large and sturdy materials and 

forms. Through my work with these obscure spaces, I hope to 

break free from the center and its established order of things, 

and eventually find a different sort of strength than the one 

which is already prevalent.  

 

 

Key Words : self-healing, ambivalence, dailiness, decentering, 

the periphery, privat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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