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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Too Much는 설치, 디자인, 퍼포먼스 등의 복합 예술 활동을 지향하는 프로젝트 팀이다.

도시 공간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탐구하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 기획으로 각종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과의 

실험적인 공동 작업을 추구한다. 포화 상태의 현대 도시 공간 속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고 의문을 제기하여 일상 생활

에 작지만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Nothing Too much안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미가 공존한다.‘Nothing’,‘아무것도 아닌 것’,‘무’. 즉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며‘Too much’는‘너무 많이’즉 존재 가치 과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반대되는 뜻의 단어가 

함께 모여 결국은‘별것이 아닌 것, 특별하지 않은 것’의 의미로 쓰여진다. 하지만 작은 것이, 바로 특별하지 않은 것

이 모여‘무’와‘유’의 경계를 쉽게 넘나들 수 있고 공존, 대립하여 또 다른 긍정적 요소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Nothing Too Much’의 대립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관계를 주제로 한 실험적 예술을 우리의 일상

적 환경 속으로 잠입시키고 우리를 재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잠시 늦추어 미세하지만 중요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에 좀 더 가까워지려 한다.

Members: 정소영(Soyoung Chung), 이성원(Sunny Lee), 정규연(Kew Yearn Chung)

Introduct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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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in 
Urban Geography
Cushion Project는 도시 속에 의도적 또는 우연적으로 형성된 공간을 선별하여 잠입하는 유기적 프로젝트이다. 도시의 복잡함과 그 다양성으

로 인하여 모든 것이 포화 상태에 이른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행위는 우리와 도시와의 애증 관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속에 존재하는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과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Cushion Project를 통해 정형화된 도시 공간의 일시적 

변환을 꾀한다. 슬며시 잠입하는 이 행위는 도시 지형에 새로운 풍경을 형성하고 사람과 도시와의 대립 구도를 완화시키고자 한다.

/Cushion as a 
 Virus or an Airbag
공기로 채워져 늘어나는 유기적인 형태를 지닌 쿠션은 몸 속에 슬며시 잠입하는 바이러스와도 같은 존재이다. 자가증식적으로 팽창하여 몸의 기

능을 임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저항 세력과 함께 공존하는 위협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치료된 후 오히

려 더 면역체계가 튼튼해진다는 사항은 우리에게 왜 바이러스가 중요한가를 재확인시킨다. 문제 제기는 주위를 환기시키고 그로 인해 컨텍스트

는 강화된다.

또한 쿠션은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은 존재이기도 한다.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풀어오르는 에어백은 외부의 위험요소와 내부의 운전자 사이

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시키며 동시에 전자를 부드럽게 억압시키는 상반된 역할을 하고 있다.

Cushion Projec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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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션이 사무실의 빈 공간에 잠입한다. 검은 물결처럼 밀려오는 쿠션은 점차적으로 부풀어 올라 거대한 산을 이룬다. 사무 공간

을 침범 당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쿠션과 대립한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활동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이내 새로운 환경을 

유희적 형태로 체험한다.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가시화된 공기를 밀쳐내면서 쿠션 속으로 이동한다.

Cushion Project Site 001: The Office03 전시일시: 2008년 8월 24일



08  l  Cushion Project 

스웨덴의 Tensta Konsthall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Cushion Project Site:001 비디오 스크리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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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hion Project Site 002: 지하보도

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이를 이어주는 지하보도에 놓여진 쿠션은 

기괴한 생명체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 어느새 지하보도의 입구를 

막아 버린다. 양끝을 잇고 있는 지하보도의 공간은 그 기능을 상실

하면서 사람들의 통행에 장애물이 되어버린다. 매일 같이 접해온 

일상 속에서 이 쿠션으로 인해 사람들은 통행에 방해를 받지만, 

동시에 변형된 도시 공간의 새로운 풍경을 목격하게 된다.

10  l  Cushion Project 

Cushion Project Site 002-00404 전시일시: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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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hion Project Site 004: 주차장

에어백이란 사람과 승용차 간의 공간을 채워주는 충격완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충돌하는 승용차

와 승용차 사이에는 두 물체 사이를 완화해줄 아무런 장치가 없다.  

항상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질서정연한 주차장이라는 공간. 

그리드(grid)선 상에 일렬로 배치되어있는 차들 사이에 침투된 

쿠션은 그 질서를 일순간 흩트리면서 팽창해나간다. 부풀어진 

쿠션은 충격 완화의 기능과는 반대로 위협적인 요소로 변모한다.

Cushion Project Site 003: 놀이터

놀이터라는 공간은 어린이들의 창조적 사고를 놀이의 방식으로 풀

어주는 공간이다. 그 일련의 구조물은 아파트나 학교와 달리 사람

을 가두기 위한 공간이 아닌 사람이 올라타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

진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지닌 놀이터 공간에서의 쿠션은 다른 공

간에서의 쿠션과는 다른 성격을 띄게 된다. 화려하고 복잡한 놀이 

기구 속에 잠입한 검은 물체는 구조물 속에 갇혀 유기적 형태로 

부풀어진다. 프로젝트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어린이들은 별도

의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쿠션을 놀이터 구조물의 일부로 받아들

이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즐긴다.

Cushion Project Site 002-00404 전시일시: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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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공연을 접목한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공공 장소에 투입되어 일시적으로 진행된 the Concert 는 무대 위의 음악

가를 관객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일반 공연과는 다르다.

콘크리트 다리 밑에 자리잡은 검은 쿠션은 옛날 유랑 악단이 일시적으로 점거하는 공터에 세운 텐트와도 같다. 또한 다

리 밑에서 자라나는 기괴한 생명체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버려놓은 거대한 쓰레기 봉투일 수도 있다.

그 신비로운 물체 속에서 음악은 연주된다..

음악은 검고 유동적인 쿠션으로 시각화되고 우연히 산책하는 행인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음악을 연주하는 행

위자는 검은 쿠션 속에서 그들만의 공연을 진행하고 우연히 초대 받은 관람객은 쿠션 바깥에서 시각적 소통이 차단된 

공연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노래하고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변신한 쿠션은 커다란 음표와 같이 우리의 일상 공간을 잠시나마 흩트려놓는다.

오늘 도시 속의 멜로디는 과연 무슨 형태를 가졌을까?

Cushion Project Site 005: The Concer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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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일시: 2008년 11월 8일 



뮤지션:

보컬_이숙, 기타_전인회, 베이스_백진희 

키보드_이효주, 퍼커션_권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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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ng artists:
Performers_

송호준 (한국 / 사운드 아트 공연) ㅣ 포츈 쿠키 (한국 / 음악 공연) ㅣ 다케이 (일본 / 댄스 그룹‘Shizuku’의 리더) + 윤지희(피아노)

Video Artists_

케이타 오니시 (일본), 산드로 세톨라(네덜란드), 김시내(한국/프랑스), 토비아스 스턴버그(스웨덴), 알렉산더 스튜어트(미국), 야닉 불로(프랑스), 윤보현(한국), 

다니엘 고트링(독일),리만타스 루카비시우스(리투아니아), 가보 캠니쳐(미국), 오토 모그렌(스웨덴),라스머스 알베르트선 & 엘린 브룬 뉴스텟 (덴마크),

 니나 라실라(핀랜드) + NTM (이성원, 정소영, 이성원) with collaboration with Lisa C.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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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공간 크링(Kring)으로 이동하여 펼쳐지는 the stage는 무대로 변신한 Cushion 위에서 다양한 예술 장르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예술 퍼포먼스이다.

<The Stage>는 현대 건축의 미래지향적 개념을 극적으로 재현하고 홍보하는 복합문화공간 크링(Kring)에 설치되

어 디자인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과장된 공간 구조(kring)와 천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최소한의 공간 구조(Cushion)와

의 만남은 대조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매일 솟아나는 미래지향적 건물을 대변하는 아이콘인 모델하우스 공간에서 

Cushion은 또 다른 최소 규모이지만 최적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공간을 선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 공간

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하며 또한 관객이 작품의 일부분이 되는 플랫폼- Stage로 변모하여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장소가 된다. 비디오/사운드 아트, 조형 설치 작품, 음악 및 무용 공연이 만나 이루는 복합예술 작품으로서 하나의 무대

이자 응접실과 같은 형태인 Stage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롭고 편안한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Cushion Project Site 006: The Stage06 공연일시: 2008년 12월 20일 



Sound Art Performance _ 송호준(한국)

미디어 설치 작가 송호준은 the Stage를 위해 제작한 새 작품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이 공

간 속으로 들어올 때 카메라가 사람들 얼굴을 인식하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스피커를 통

해 들리는 도시 속의 소리들이 오히려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인터렉티브 작품이다. Noth-

ing과 Too much의 간극을 도시의 소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표현한다.

Video Art_13 Participants

국내외의 실험적이고 흥미로운 영상 작업을 모아 상영한다. 

Metamorphosis (마력·초자연력에 의한 변형)를 주제로 선정된 다양한 장르의 영상 

작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부풀려졌다 바람이 빠지는 쿠션과 같이 유동적인 이미지들은 검은 쿠션 위에 설치된 스크

린에 상영되고 새로운 시각의 체험을 제공한다.



Music Performance _ Fortune Cookie 
(보컬_홍보람, 기타_유희종, 키보드_임대웅, 영상_권수진)

2008년 새로운 프로젝트 앨범,‘Art of Cheese’를 발매한 포츈 쿠키는 2007년 봄, 

브라질로 날아가 여행을 시작하며 다양한 이미지, 소리와 이야기들을 수집하였다. 여행기 

속의 생생한 사진 이미지에서 벗어난, 시간이 흐른 뒤 포츈 쿠키의 기억 속에서 더 적극적

으로 채색된 낯선 시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The Stage>에서는 미지의 자연풍경을 연상

시키는 쿠션과 함께 호흡하며 실시간 비디오 작품을 배경으로 저 먼 상상의 공간으로 여행

하는 과정을 펼쳐보였다.

Butoh Dance Performance _ 다케이
댄스 그룹 시주쿠의 리더(일본)

시각 예술작가이자 무용수인 다케이, 그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다. 이번 

Cushion Project를 위한 NTM과의 협동 작품으로 즉흥 무용 퍼포먼스를 보여준 다케이

는 쿠션의 자연적, 인공적, 영적인 면모를 일본 무용 장르의 하나인 부토 (무도의 춤)를 

통해 피아니스트 윤지희의 즉흥 연주와 함께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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