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민희 
Jiminy



Tusk Shell
 뿔조개

세라믹, 유약, 안료, 재

2020
가변 설치

악양창작스튜디오 
하동

어린시절 해안가를 파면 
무더기로 나오던 하얀 뿔조개에 
대한 그리움에서 착상되었다. 
부러뜨린 유니콘의 뿔, 죽임 
당한 코끼리 상아처럼 이 
뿔조개도 원래 장소에서 
멸절되었다. 마을 해안과 들을 
돌아다니며 주운 자연물에 흙을 
입혀 쌓은 것을 소성해 뼈처럼 
단단하고 속은 텅 빈 뿔조개 
더미 같은 것을 만들었다.      



Tusk Shell
 뿔조개

<뿔조개> 설치 전경

악양창작스튜디오 
하동



Sunflower Bone 

해바라기의 뼈

세라믹

2020
가변 설치

악양창작스튜디오 
하동

흙물을 입힌 자연물들은 1250
도 가까운 온도의 가마 속에서 
완전히 타서 사라진다. 남은 
것은 그 존재가 있었던 자리를 
감싸고 있던 고운 흙물의 
형상이다. 내가 만든 뼈는 
투명한 상실을 감싸 안은 하얀 
그림자 색깔을 하고 있다. 가마 
안에서 높은 키의 형상들은 
중심이 타서 사라져버리는 탓에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무너져 내린다. 화장 가마의 
뼈를 수습하듯이 그 잔해들을 
끌어모아 조심스레 선별해 다시 
놓아두었다.  

     



세라믹, 유약, 안료, 재

2020
가변 설치

악양창작스튜디오 
하동

Underwater



Treasure From the Sea
 

세라믹, 유약, 안료, 재

2020
가변 설치

악양창작스튜디오 
하동



In the sea_Do you remember

석고 위 메리골드 꽃잎 전사,
비누 실크스크린, 수채 물감

2020

가변 설치

악양창작스튜디오 
하동

석고 위에 전사한 꽃잎의 안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져간다. 
어린 시절을 보낸 남해 바다의 
기억과 관련해 쓴 시의 도입부를  
비누를 이용해 실크스크린으로 
투명한 활자로 프린트하고 
수채물감으로 채색했다. 세라믹을 
제작한 동일한 방식의, 투명하게 
빈 허무를 붙잡는 행위로서. 
쓰여진 텍스트의 내용 또한 삶에 
덧대어진 죽음과 죽음을 둘러싼 
삶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 부분)
"기억해? 기억해!
꽃게탕 앞에서 선생님이 웃으며 말하자
딸이 울기 시작했다. 생일날 꽃게탕 앞에서 
딸은 울다가 물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있느냐고. 
다시 만날 수 있지. 선생님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다시 
만날 수가 있어?
그리고  말했다.
나는 아기 때 이미 죽었어."     



In the sea_The branch and the flower and the shell

세라믹, 유약, 재

2020
가변 설치

악양창작스튜디오 
하동



Windy Island  

커팅한 알루미늄, 자작합판, 
에폭시 수지, UV 코팅 

2017

280x180x5s(cm)

래미안 강동 팰리스  
커뮤니티 센터 영구 설치 



Teacher and Me   

단풍나무 바닥재에 텍스트 레이저 각인 

2016

600x400(cm)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작가가 쓴 텍스트를 교실 바닥을 연상시키는 바닥재에 각인해 관객이 무대처럼 올라가 밟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선생님과 나>란 작품은 관객이 많이 관람할수록, 많이 
밟을수록 먼지와 때로 인해 텍스트 각인은 가독성이 뚜렷해진다. 텍스트는 나에게 말하는 
선생님의 나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본 텍스트의 일부이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설명하지 않고 보여줘야 하는 미술에 대해, 미완의 자신의 작품에 대해 열성적으로 
설명한다. 생각하지 않고 되는대로 예술을 하는 자신의 학생들이나 다른 작가들을 실패자로 
규정한 채 대가의 걸작에 대해서는 장광설을 펼치는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는 스스로의 
불능에 다다르게 되고 필패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The Quiz   

선문답으로 이루어진 방송 편집 대본, 
태극권 퍼포먼스

2016

가변 설치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전시장 입구 벽면에 퀴즈쇼 방송편집 대본 형식의 
텍스트를 붙이고 그 위로는 인용된 문장과 알려진 
선문답이 혼합된 대사들이 포스트잇에 붙어 
있다. 생각을 쉬기 위해  마음과 몸을 닦는 수련인 
태극권을 <선생님과 나> 바닥재 작품을 무대 삼아 
중문학자 홍승직이 시연했다. 전시장에는 고통에 
대한 텍스트를 낭독하는 지친 기자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울린다. 학창시절 수재였던 기자는 
티브이 퀴즈쇼 프로그램에서 왕중왕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수업, 직업, 이 모든 텍스트의 피로를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Rank of Suffering   
고통의 위계

5 min 45 sec, sound, 
video projection

2016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현직 KBS 기자 박대기가 비톨트 곰브로비치의 소설 <페르디두르케>에서 ‘여러 종류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몇 페이지를 읽는 장면을 자택에서 리허설 과정부터 촬영한 
영상이다. 뉴스 리포트 연습을 연상시키는 낭독 연습과 고통으로 점철된 텍스트로 인해 영상의 마지막에서 그는 마침내 지쳐버린다.  페르디두르케는 어느 날 한 교사에게 
납치되어 미성숙한, 그러나 여전히 성인인 열 일곱 살의 고등학생이 된 소설가 유죠의 눈을 통해 미성숙한 존재들을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기성세대의 기만성과 폭력성을 
들춰내는 소설이다. 미성숙한 화자로서 관습과 형식을 비평하는 유죠의 텍스트는 <선생님과 나>의 성숙하고 오만한 ‘선생님’에 대한 응답이다.





The Wild Things 

알루미늄판 승화 전사  

2015

594x420(mm)

경남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진주

지구과학실에 예전 태극기가 
놓여있었을 법한 자리에 드로잉작을 
걸었다. 수업 때는 교사의 판서 
자리인 화이트보드가 청소 시간이면  
학생들의 낙서 자리가 되듯이 또다른 
화이트보드 낙서작이 되었다.    



The Forest Loop  
 숲의 고리

미러 스테인리스 레이저 커팅  

2015

120x125 (cm)

경남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진주

숲이라는 혼성적인 공간 
속에 둘러앉은 여성의 
다리들을 비롯해 체액, 눈알, 
분비계, 곤충과 열매들과의 
관계를 표현했다.  관객과 
주변 환경을 반사하는 
거울 표면의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다.     



The Girl Reading  

시트지 인쇄 및 커팅

2015

400x180 (cm)

경남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진주

고등학교 건물의 높은 창문에 
책을 읽으며 세계를 향해 
접속해있는 소녀를 표현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연상시키는 
빛과 그림자 효과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 뿐 아니라 현실의 
이곳과 이상의 저곳을  더욱 
대비시킨다.





The Room  

샤워 커텐, 책상, 종이, 펜 ,
의자, 작가 개인 소장품, 

지구과학실 비품  

2015

가변 설치

경남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진주



작가가 그만둔 적 있는 여자고등학교의 지구과학실 비품 창고 
공간을 글을 쓸 수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 연출했다. 문앞에 욕실 
커텐을 설치하고 진열장에는 개인적 사물들과 본래 비품들을 
교묘히 섞어 본래 비품의 라벨은 미지의 이름이 되었다. 



Pinocchia
피노키아

느티나무, 철쭉, 
PE, 함석 

2015

가변 설치

경남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진주

여자고등학교의 지구과학실 주변 공간에 
인체를 형상화한 설치 작품이다. 학교를 
다닐 때 교실에 있던 다리에 대한 감각- 
어딘가 던져져 내 것 같지 않았던-을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 많은 모험을 했던 
피노키오 캐릭터의 여성형을 통해 표현했다. 



NION  

수집한 식물에 레진 코팅, 등나무, 
죽은 분재, LED 전구, 전선,   PE사, 

아크릴 스프레이

2015

300x260x250(cm)

소록작은미술관 
고흥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강제 수용의 
오랜 역사를 지닌 소록도라는 장소를 
주제로 작업했다. 격리된 한센병 
주민들의 강제노동으로 잘 가꾸어진 
중앙 공원의 기이한 아름다움과 관광 
유명세를 목격하고 자연물을 수집해 
인공적으로 부각시킨 모빌과 죽은 
분재를 함께 놓았다. 



 



죽어서 풍화작용한 사물들을 모아 가공해 매달았다. 
나머지는 흙으로 그 앙상한 사물들을 본떠 빚었다. 제주도 
비자림에서 수집한 비자 나뭇가지와 남해안 섬들에서 
수집한 굴과 조개껍데기, 진주 진양호에서 수집한 유목들이 
주재료로 쓰였다. 낮이면 자신이 죽인 아이들의 시신을 
울면서 찾아다니다 해가 지면 동굴에서 죽은 늑대의 뼈를 
차례로 놓아두고 부활을 꿈꾸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던 
스페인의 우는 여자(La Llorona)전설에서도 영감을 얻었다. 

Emerald Drop  

유목, 돌, 도자, 
산호, 조개껍데기, 

스테인리스 스틸, 철, 
우레탄 및 아크릴 페인트

2015

600x450x450(c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사옥 지하주차장 영구 설치

진주





Untitled (after Sewol Ferry disaster)
 무제 (세월호 이후)

유리문, 철, LED, 합판, 
물, 비닐, 조화   

2014

70x150x60(cm) 

Centro Municipal de Cultrua de 
Castellon, 

Castellon, Spain

물주머니 연작 두번째로 첫번째 작업인 The 
Wind Cut a Neck 설치작업 과정을 기록한 
Adrian Tomas Samit의 비디오 작업과 함께 
설치되었다. 금붕어를 임시로 담아가는 
위태로운 비닐 물주머니에 버려진 조화를 
넣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다.





Untitled

오린 잡지, 드로잉, 대나무, 한방침, 
마일러지에 석판 잉크, 실, pvc, 

복사 이미지

2014

가변 설치 

GlogauAIR Openstudio
Berlin, Germany



Untitled

2014

설치 전경

GlogauAIR Openstudio
Berlin, Germany

(우) untitled
확대 복사한 사진 꼴라주

100x90(cm) 

낯설고도 활기찬 베를린 
레지던시 생활 속에서 발견한 
이미지들과 묵은 드로잉을 
조합했다. 페이지와 이미지는 
단절돼 있었지만  벽에 함께 
펼쳐져 이곳에서 저곳으로 
기억이 제 살 집을 찾듯이 
이동하고 연결된다.  



Untitled

2014

설치 전경

GlogauAIR Openstudio
Berlin, Germany

확대 복사한 사진 꼴라주
132x90(cm) 



Untitled

2014

설치 전경

GlogauAIR Openstudio
Berlin, Germany



The Wind Cut a Neck 

  바람이 목을 자른다

종이에 쓴 시, 물, 한방침, pvc, 실, 오린 잡지, 
밀랍, 석영, 폴리머 클레이, 

리치껍질  

2014

가변 설치 

GlogauAIR Showcase
Berlin, Germany

(종이에 쓴 시)

바람이 목을 자른다
오늘 아무도 만지지 않은 내 목
피와 야채, 뼈와 고기로 가득한 봉투여
긴 머리의 여자는 뒷모습으로 남자를 지운다
그가 뒤를 보이자
꽃다발이 모래소리를 내며 쏟아졌다
너무 멀리까지 갔을 때는 
네가 오고 있는 것인지
내게서 멀어져가는 것인지
커피를 마실 줄 모르는 여중생이
푸른 병을 안고 학교로 간다
그는 맨 처음 내 가장 무거운 꽃을 들어준 사람
이제 나는 다만 갈색봉투 소리가 난다 
물과 불 비행기와 비행기 마른 잉크와 소등
그 때 글자들은 우리를 닮았는데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벌의 글자
글자는 반짝거린다
발을 떼어 침묵의 웅덩이를 옮겨다닌다
자고 일어나면 바람에 쓰러져 있는 글자

 



The Forest

캔버스 위에 한방침, 핀, 쑥뜸, 물고기 가죽, 
폴리스티렌, 비자나무, 옥구슬, 
오린 잡지, 알루미늄,  실리콘, 

해초, 씨앗, 잉크, 접착제

2013

130x80x28(cm) 

ARTISTRY 아트 콜라보레이션, 부산국제영화제

창작 행위를 인체에 침을 놓는 행위로 
치환시키기 위해 치유를 상징하는 
도구인 한방침과 뜸을 사용했다. 
독과 약이, 위험함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하는 숲으로 인체를 형상화한다. 
여행지나 일상에서 수집한 
오브젝트들은 주로 자연물이거나 
미세한 파편들로서 작은 무대를 통해 
서로 연결하고 지형화했다.



(부분) The Forest, 2013



Gold & Barbarian 

 금과 오랑캐

25개의 유리 랜턴, 수집한 사물, 
에센셜 오일, 겔 비즈, 탄산수소나
트륨, 식용 색소, 옥수수가루, 글
리세린, 구연산, 에탄올, 스티커, 

고무줄, 면사, 가변 설치  

2011

가변설치

인천아트플랫폼

인공적인 향기와 색채를 넣어 제조한 방향제 속에 
서로 긴장을 형성하는 다양한 개인적인 사물들을 넣어 
25개의 랜턴에 담은 설치 작업이다. 상이한 감각에 
대한 개인적 기억의 재현과 또 한 번 그것에 대한 
보존 행위를 무화시키는 시간의 용해 작용을 담고자 
했다. 전시가 끝난 후 랜턴 속의 사물들은 썩거나 
마르고, 감추어져 있던 것은 드러나는 식으로 ‘변화’를 
보여준다. 영롱하고 향기로운 방향제 구슬들은 갈등의 
사물들을 보존 밀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향과 
부피를 잃으며 서서히 앙상한 현실을 드러낸다.



(부분) Gold & Barbarian, 2011



Emerald Drop  

 
돌, 산호, 조개껍데기, 
비자나무, 동백열매, 
나뭇잎, 꽃잎, 거울, 
아크릴 스프레이

2012

가변 설치

SK-II 아트 콜라보레이션
SK-II , 서울



(부분) Emerald Drop, 2012



Emerald Drop

 
돌, 산호, 조개껍데기, 

비자나무, 등나무, 동백열매, 
솔방울, 나뭇잎, 꽃잎, 거울, 

아크릴 스프레이

2010

450x300x300(cm)

인천아트플랫폼 아카이브 

천장에 물건을 매달 때 죽음을 올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천장은 다른 세계의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사물을 
매달고 나면 이곳의 공간은 어느 새 지상도 지하도 아닌 
중간계적인 공간이 되는 듯 하다. 그리고 생명이 빠져나가 
마르고 텅 비어버린 자연물이나 버려진 사물들을 다시 쓰는 
것을 좋아한다. 검고 얽혀있는 뿌리 아래서 태양빛을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보완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재료는 2009
년 제주에서 생활하며 수집해온 동물뼈를 닮은 비자나뭇가지, 
동백열매, 조개와 산호껍데기 등이 주로 쓰였다.  



The sound of passing by the earth  

  땅위를 지나는 소리

3 min 5 sec, sound, 
video projection, installation

▶ https://vimeo.com/95641772

2009

예술+인 서귀포 빈집 프로젝트
서귀포시청  후원

제주 월평 마을의 가옥에 살며 수집한 동백열매나 해변에 떠밀려온 나뭇가지, 
삼나무 마른 잎 등을 이용해 만든 모빌과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설치한 
전시이다. 애니메이션은 지하에 누워 지상을 향한 사람의 시점으로 떨어져내리는 
흙과 사물들의 이미지와 소리를 표현했다. 생성에서 파괴로 이어지는 세포 
분열과도 같은 이미지를 되돌리고 반복함으로써 유희적인 순환을 보여준다.   



The sound of passing by the earth 
  땅위를 지나는 소리

(좌)월평 마을 공기, 비닐봉지, 유성펜, 실
(우)해변에서 주운 것들 - 해초, 유목, 조개껍

데기, 동백열매, 린넨실, 

2009

가변설치

예술+인 서귀포 빈집 프로젝트
서귀포시청  후원



(부분)The sound of passing by the earth, 2009



The wind says it has been  

 바람이 말해요, 여기 왔다고  

offset print, 127x195(mm), 272(pages)

2010

에쎄

2009년 서귀포 월평마을 빈집에서 4개월간 살며 수행한 프로젝트의 
기록물을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현지에서 수집한 재료로 작업한 
결과물을 전시로 발표하기까지의 일기와 사진으로 된 일상 기록과 창작 
매뉴얼을 책으로 구성하였다. 완결된 전시의 형태가 아닌 그 과정을 
주시하고 묘사함으로써 수집과 편집, 가공으로 대표되는 본인의 작업 
과정을 책이라는 공간 언어를 통해 실현했다. 장소의 이동과 심리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칼라 그라데이션으로 텍스트를 이미지화했고 파운드 
오브젝트와 일시적인 설치 작업, 그리고 풍경사진을 모호한 관계로 
분류하여 이미지로 사용했다.     

 



Untitled

책, 실

2010

가변 설치

RANDOM ACCESS 기획전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백남준의 작업원리 중 하나인 random access
를 독서행위로 치환시켜 설치한 작업이다.       



(좌) collage textbook, digital print
143x210(mm), 84(pages) (우) 오프닝 퍼포먼스

전자음악 이강일, 퍼포먼스 박민희, 미술 및 기획 지민희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지원사업 선정작

2010

갤러리 팩토리, 서울

  The Adventure of Ophelia
   오필리아의 모험

문학 텍스트 속에서 내 체험의 모형을 발견하고 상상을 통해 새롭게 이어나가는 상황을 텍스트 콜 라주와 이미지 
컷아웃(cutout) 작업을 통해 드러냈다. 본래의 책들은 내가 그동안 읽어온 책의 목록이 되면서 나의 개인적인 체험을 
대신 말해주거나 보충해주고 나의 진술 속에 뒤섞여 본래 맥락을 잃어버리는 대상이 된다. 콜라주 소설이 여러 
출처의 레이어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 이미지 컷아웃 작업 역시 불연속적인 이미지로 구성된 후 잘라냄으로써 
행간과도 같은 빈 공간이 삽입된다. 어느 방향에서나 침투하고 증식될 수 있는 이미지 세포를 만들고 싶었다. 작업과 
함께 기획한 퍼포먼스와 사운드를 결합한 전시 또한 한 전시 공간에서 이러한 책읽기의 현상, 즉 ‘경험의 해체와 
파운드 텍스트를 통한 재구성’이 란 작업원리를 함께 공유하며 작업자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Adventure of Ophelia
   오필리아의 모험

(좌) 파르마의 구두, (우) 서고의 현상, 
레이저 커팅한 철에 오일 페인팅 

2010

(좌)100x100x3(cm), (우)150x140x3(cm)

갤러리 팩토리, 서울



오필리아의 모험 

2010

갤러리 팩토리, 서울 



(좌) 반복되는 꿈 , 레이저 커팅한 철에 오일 페인팅 
 (우) 세계 가운데, 폴리에스테르천 커팅

2010

(좌) 100x100x3(cm)
(우)150x270(cm)



i  drop and i stay 
레이저 커팅한 철에 오일 페인팅 

 
2010

150x140x3(cm)



Dream
폴리에스테르천 커팅

2010

144x100(cm)



  Adventure of Ophelia
   오필리아의 모험

(좌) 설치 전경, (우) 꽃봉오리 같은 문장

CNC 커팅한 알루미늄, 우레탄 페인트

2012

450x650x10(cm)

국제금융센터(IFC Seoul) 
타워 III 로비 영구 설치

서울



서고의 현상

CNC 커팅한 알루미늄, 우레탄 페인트

2012

650x450x10(cm)

국제금융센터(IFC Seoul) 
타워 III 로비 영구 설치

서울



Jiminy   

  지민희  

1982 진주에서 태어나 현재 하동과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6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 학사 졸업, 서울

www.anamori.co.kr
jiminyanamori@gmail.com
010 4750 2784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악양창작스튜디오 결과보고전, 하동
2018                          Next Zeitgeist, 창동아트센터, 창원
2017                          트래블그랜트 전, 일현미술관, 양양
2015                          소록 작은미술관 개관 전시, 소록 작은미술관, 고흥 소록도
2014                          Desaparezca aqui, Centro Municipal De Cultura, 카스테욘, 스페인 
2014                          GlogauAIR 오픈스튜디오, 베를린, 독일
2012                          동화책 속 프랑스여행,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2                          poster issue, more please, 테이크아웃드로잉, 서울
2011                          플랫폼 페스티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이웃하는 방식, 닥터박 갤러리, 양평
2011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결과보고전, 서귀포
2011                          기억애,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오필리아의 모험, 갤러리 팩토리, 서울
2010                          접속,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랜덤 액세스,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6                         수업의 제작,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2015                         숲의 고리,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진주
2009                         땅위를 가는 소리, 갤러리 하루, 제주
2008                         우리는 수백 개의 작은 불빛을 밝혀야 한다, 갤러리 소굴, 서울
           



Publications

2010                          바람이 말해요, 여기 왔다고, 에쎄
2009                          너는 알고 있지, mue publishing
2009                          우리는 수백 개의 작은 불빛을 밝혀야 한다, mue publishing

Residencies

2020                        악양창작스튜디오, 하동
2014                        GlogauAIR 입주작가, 베를린
2010                        인천아트플랫폼 1기 입주작가, 인천
2010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 서귀포
2009                        서귀포 예술+인 빈집 레지던시, 서귀포

Grants
 
201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차세대유망예술인 지원사업
2017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차세대유망예술인 지원사업
2016                        일현문화재단 일현 트래블 그랜트
2015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신작창작활동 지원사업 
2010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 지원사업 

Permanent Commissions

2017                         삼성 래미안 강동 팰리스, 서울 
2015                         LH (토지주택공사) 신사옥, 진주
2012                         IFC (국제금융센터) 신사옥, 서울

Collections

2012                         아트센터 이다, 서울
2011                         이중섭미술관, 서귀포

Commissions

2013                          ARTISTRY, 서울
2012                          SK-II, 서울

Experiences

2009                         계간 GRAPHIC 프로젝트 에디터
2008                         계간 GRAPHIC 게스트 에디터
2007-2009              일러스트레이터 (웅진 주니어, 한겨레 아이들, 문학과 지성사, 사계절, 한솔 등) 



작가 노트 _ 지민희

나는 발견하고 수집한 사물을 서정적으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장소특정적인 작업을 하는데 
관심이 많다. 또한 개인적인 체험과 독서경험을 통해 재구성한 서사를 사회역사적인 맥락에 
놓인 기존의 공간에 대위법적으로 결합시키기도 한다. 사적인 공간을 전시와 출판을 통해 
공적인 공간으로 오픈하고(전시-땅위를 지나는 소리, 2009, 아티스트북-바람이 말해요, 여기 
왔다고, 2010) 관습적인 공적인 공간에 자서전적인 내러티브로 사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전시 숲의 고리, 2015). 유희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장소성과 개인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협업자로서의 관객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재발견한 오브제를 다루는 작품의 
제작 방식은 에세이, 소설 텍스트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세라믹, 커팅 회화 조각 및 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림 모빌 
                                                  박영택(경기대학교 교수, 미술평론)

 

 그림들이 매달려있다. 그러나 모빌은 아니고 모빌이었던 것들이 다시 붙은 형국이다. 물론 
모빌도 있다. 작은 조각들이 가득 달라붙어 흔들리고 있다. 떨고 있다. 벽에 부착된 그림은 
변형캔버스처럼 불규칙한 화면을 이루고 있다. 그림과 그림자가 뒤섞이고 여러 조각의 이미지가 
한데 엉켜있다. 미로처럼 그것들은 가는 선에 의해 유지되어 연결된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야기, 그림 조각들이다. 가늘고 긴 선들이 교차하는가 하면 둥근 타원의 선들이 마구 
지나가다가 그 사이에 여러 이미지를 품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유심히 들여다보면 오로지 한 
선에서 시작해 끝까지 가서 멈춰있다. 한 점에서 출발해 일정한 시간동안 이어지다 멈춰버린 
형국이다. 이미지는 시간과 함께 이어지고 그림은 선, 시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아니 
작가는 한 호흡에서 시작한 선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로인해 연상되는 이야기, 이미지의 편린을 
모아 간 것이다. 그것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것이다. 끝까지 간 것이다. 이미지를 뺀 나머지 
부분은 죄다 덜어냈다. 지워내고 오려냈다. 그림은 크레용으로 칠한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를 
칼로 오려낸 부분들이 만나 이룬다. 오려진 부분이 있어야 그림이 산다. 칼들은 예민하게 
지나갔고 날카롭고 위태롭게 덜어냈다. 가늘고 불안하게 남겨진 선이 묘한 긴장을 준다. 마치 
신경줄 같은 선들에 의해 이미지는 지탱된다. 이미지는 그렇게 긴장을 부여하며 떤다. 그 위로 
다시 그려진, 오려낸 이미지가 부착된다. 콜라주가 이루어진다. 색유리나 스테인드글라스를 
보는 느낌도 든다. 종이를 오려 창호문에 부착했던 추억이나 어린 시절 미술시간에 색종이를 
오리던 추억, 콜라주의 추억이 슬그머니 부감된다.
지민희의 한 선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그려진 것이라기 보다는 오려낸 그림이다. 아니 그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우고, 덜어내고 오려냈다. 그리기와 오리기가 하나로 불거진다. 
칼로 만든 드로잉, 오려서 이룬 드로잉이다. 오린다는 것은 실체를 지우고 텅 빈 공허를 안기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 오려냄으로 인해 어떤 형상이 나타난다. 아주 위태롭게 나타난다. 이야기가 
전개된다. 매우 풍성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전개된다. 그림자와 함께 말이다. 그것은 
평면이 화면, 지지체를 기이하게 상실한 그림이다. 겨우 선에 의해 지탱되어 매달린 불안한 
생애다. 그것이 지민희가 보는 삶이고 세상이며 이미지다.  
지민희의 그림은 문학적 내용을 보완하는 삽화 같다. 그것은 분명 이야기성으로 충만하다. 낙서 
같고 어떤 이야기를 형상화는 즐거움에 가득찬 그림이다. 글이나 그림은 혼자서 한다. 누구와 
같이 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민희는 소설을 썼다고 한다. 긴 호흡으로 전개되는 소설이 무거울 
때 혼자서 즐거이 할 수 있으며 또한 글쓰기처럼 여러 문장, 수많은 단어없이도 곧바로 한 장에 
나오는 것, 모든 것을 한 장에 쏟아 붓고 표현하는 그림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소설은 무수한 종이, 부피를 가져야 하지만 그림은 단 한 장으로 ‘쑈부’를 보는 것이다. 강력하고 
힘 있는 이미지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게 그림의 힘이다. 매력이다. 작가는 그런 그림을 
위한 나름의 시나리오, 내러티브를 갖고 있고 그 서사에 어울릴만한 형상을 찾아 나선다. 
그리기는 그런 여로 같고 여정 같다. 미끄러지듯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온갖 형상을 이어나간다. 
형상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길을 잃는 일이다. 조심스레 선들이 그 형상과 이야기를 이어가며 
어디론가 우리를 몰고 간다. 
 문학과 그림이 균형을 이룬 작업이다. 그 둘은 유기적으로 얽혀있다. 작가는 그림과 문학, 
이야기의 상호텍스트성을 지적한다.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 형태들이 한 손으로 연결되고 다시 
그 위에 부착되는 형국이다. 작은 단위들이 마구 증식되고 연결되면서 무관한 것들이 연관성을 
갖고 이어진다.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공간이 전개된다. 지민희의 그림은 이미지가 붙어 
매달린 모빌이고 그 하나하나가 단어이고 알약 같고 한숨 같다. 그것들이 자꾸 모여서 집합을 
이루며 무엇인가를 표상한다. 일러준다. 이 예민하고 날선 신경의 소유자는 그것들을 꾸려 자기 
몸과 영혼의 집을 짓는다. 그 안에서 은거한다. 
지민희의 드로잉은 공간에서 서식한다. 벽에서 일정한 높이로 튀어 올라와 걸렸다. 혹은 
매달렸다. 얇은 그림들이 연약하게 흔들리고 위태롭게 나부낀다. 더구나 구멍이 숭숭 뚫린 
화면은 바람을 통과시키며 흔들린다. 말없는 바람이 이 그림을 그림이게 한다. 시선은 자꾸 
구멍에 빠진다. 그림이 불안해 보인다. 알록달록한 색채가 입혀지고 형상과 선들은 귀엽다. 너무 
장식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할 것도 같다. 철과 같은 경질의 재료로 투각한 것은 종이작업에 비해 
너무 무겁고 둔탁해서 이 작가의 맛이 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이가 , 그 얇은 종이의 
표면과 예리한 칼자국과 구멍이 좋다. 가벼이 흔들리는, 중력에 저항하는 그 태도가 좋다. 종이가 
좋다. 더구나 빛이 비추면, 조명이 떨어지면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지고 그림과 그림자는 정확히 
1:1의 대등한 관계로 자리한다. 그림과 그림자가 동등하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위압하지 
않는다. 그림에 의해 지워진 그림자를 환생시키고 그림 속으로 숨 죽였던 그림자를 소생시킨다. 
그런 마음의 배려가 따뜻하다. 이 그림은 빨래처럼 걸리고 모빌처럼 자리하고 거미줄처럼 
서식한다. 마치 자기 마음과 단어들을 허공에 잠시 부려놓은 형국이다. 흥미로운 작업이다.  
“모빌은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모빌은 한 가닥 실에 매달려 꼼짝없이 떠도는 유예 
상태의 존재이다. 시들어 떨어지는 꽃이 허공에 붙잡혀 있다. 이것이 모빌이고 권태이다.”(
지민희)

    



부조리한 학교의 미성숙한 나 
                                                                                                                       김정현(미술평론)

1. 오래전부터 미술가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녔다. 예술작품의 주문자를 찾아 지방
곳곳을 유랑하던 미술가들은 미술이 대도시 유한계급의 새로운 취미로 부상한 근대에 들어서
야 미술 선생이라는 직함을 달고 자리를 잡았다. 서구식 미술 교육이 약 100년에 걸쳐 보급되
고 보편화된 현재, 미술가는 여전히 대도시에 정착하고 소도시를 순회한다. 이주와 정착의 양
상은 과거보다 다양해졌지만 말이다. 지민희는 미술가로서 전시회를 열고 글을 쓰는 십여 년
사이에 여러 도시를 옮겨 다녔다. 진주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작가로서의 이력을 시작했다.
십 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홀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 단순한 주소지의 변경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술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遊學)이었을까?

2016년 코너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지민희의 개인전 《수업의 제작》을 보면 작가에게 타지
에서의 공부는 즐겁게 노니는 것과 거리가 멀었던 듯하다. 전시된 작업은 모두 가르침 받는
학생의 피로와 가르치려 하는 선생의 오만함을 보여준다. <선생님과 나>는 교실의 나무 바닥
을 연상시키는 바닥재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한 내용을 새겨 관람자가 바
닥을 밟고 먼지를 입혀가며 읽도록 한 작업이다. 먼지가 쌓이고 압착될수록 글자는 더욱 선명
해진다. 새김글은 문자 텍스트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기념할만한 문구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현판이나 비석의 글은 건축적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촌철살인으로 환기시킨다. 바
닥 각인은 도시의 교통이나 생태 시스템을 표시하는 기능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
지만 지역의 주요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스탬프 역할도 한다. 그런데 <선생님과 나>
가 설치된 쇼윈도 전시장 바닥의 절반 이상을 덮은 나무판 위의 글은 단숨에 읽기에는 장황할
뿐더러 대학 미술 선생님의 반지성적 편견을 드러내는 말로서 기념보다는 고발의 대상에 가깝
다. 오랫동안 기억하기는커녕 지우고 싶을 만한 내용에 공들여 물리적 실체를 입힌 이유는
무엇일까?

한 성인 남성이 소설의 한 구절을 낭독하는 모습을 기록한 영상 작업 <고통의 위계>에 담긴 
텍스트는 새김글의 이면을 상기시킨다. 지식의 전수는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목적에
종사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훈육하고 억압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은 지식의 전수와 전복을 사이에 둔 대결이지만,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미숙
한 발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안정과 돌봄에 쉬이 길들여지고 마는 인간은 복잡하고 견고한 성

숙기 사회일수록 역설적으로 영원히 미성숙한 어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지민희가 이 작
업에서 인용하는 폴란드 작가 비톨드 곰브로비치의 소설 『페르디두르케』는 어느 날 갑자기 어
린 시절로 납치된 서른 살 소설가 유죠의 이야기이다. 자의식이 강한 성인이 미성숙한 어린아
이 취급을 받는 부조리한 상황을 신랄하게 묘사하는 책은 고통의 수사로 가득 차 있다. 이 글
의 낭독을 위해 섭외한 남성은 소설 속 주인공 또래의 현직 방송 기자이다. 뉴스 리포트 연습
을 하듯이 낭독 연습을 하는 퍼포머 박대기는 5분가량의 영상 말미에 지친 모습을 보인다. 능
숙한 직업인의 역량을 뽐내는 대신 피로를 노출하는 연출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선생님과 나>에서는 권위적이고 어리석은 미대 교수의 헛소리를, <고통의 위계>에서
는 아마도 작가가 공감하면서 읽었을만한 소설의 한 구절을 들려준다. 각각의 텍스트에 대한 
작가의 평가는 정 반대겠지만 발화의 형식에는 유사점이 발견된다. 텍스트의 내용과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그 내용을 미끄러트리는 발화 행위 자체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선생님과 나>는 관람객이 작품의 물리적 영역 안에 입장하여, 즉 바닥재 위로 올라서서 자유
롭게 이동하며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했지만, 전시 관객의 몸에 밴 조심스러운 매너 탓에 계획
대로 충분히 먼지를 입히지 못했다. 바닥 설치물 바깥에서 불편하게 몸을 굽혀, 선명하지 않
은 각인 글씨를 읽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 교육 과정에서 보편적일만큼 일방적인
교육을 경험했을 여러 관람객의 현전이 발자국으로 중첩되어 헛소리를 뚜렷하게 만드는 관객
참여 형 설치 퍼포먼스가 성공했다면 흥미로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상보다 흐릿한 채로 남
고 만 텍스트로부터 그것이 유발했을 일종의 트라우마의 흔적을 흐릿하게 만들 가능성을 떠올
릴 수는 없는가. 선생님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작가의 권위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배반
하고 마는 관람자의 존재. 작가와 관람자 사이의 공통 감각과 지식의 공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것으로서의 예술 창작은 소통의 절망만큼이나 무정부주의적 자유의 가능
성을 남기지 않는가.

<고통의 위계>에서 뉴스 리포팅을 직업으로 삼는 퍼포머에게 익숙한 과제일 낭독이
매끄럽고 원활하게 완료되지 않고 신체적으로, 이어서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되는 순
간, 비전문 배우의 어색하고 작위적인 연기를 의도하지 않았을 이 작업은 고통의 텍스트를 실
재하는 고통 속에 떠오르게 한다. 고통을 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고통을
  



 
                                                     

묘사하는 것보다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일 테다.

바닥재 각인 설치 <선생님과 나>를 무대로 삼고 <고통의 위계>의 지친 목소리가 반복
재생되는 가운데 중문학자 홍승직을 초대해 태극권 퍼포먼스를 벌이도록 한 <The Quiz>는
《수업의 제작》에 전시된 작업의 핵심이 고통을 가시화한 언어적 기록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고통의 감각 그 자체임을 명백히 할 것이다. 생각을 쉬기 위한 몸과 마음의 수련은 교육자로
서 대학의 폭력적 체계를 견디며 살아가는 퍼포머 본인의 대처법인 동시에, 이 전시를 연출한
작가가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가운데 살펴본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2. 지민희는 최근에 십대 후반에 홀로 떠나왔던 고향 진주에 돌아가서 살게 되었다. 몇 년 간격
으로 떠돌아다녔으니 이번에 얼마나 오래 머물지는 알 수 없다. 십 여 년 만의 고향에서 작가
가 먼저 찾아간 곳은 중간에 그만뒀던 고등학교이다. 2015년 지민희는 진주제일여자고등학에
서 《숲의 고리》(2015) 전시를 열었다. 작가에 의하면 모교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은 
아니었다. 다만 떠나기 전에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시점에서 다시 찾아가는 게 마치
통과의례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이렇게 학교를 배경으로 기획한 《숲의 고리》전은 작가의 자전
적 배경뿐 아니라 장소 특정적으로 교육이라는 주제와 결부되어 그 다음 해에 서울에서 열린
《수업의 제작》전과 쌍을 이룬다. 다소 우연적으로 선택한 장소라고 하지만 돌아보니 필연적으
로 보인다.

주요 전시장은 지구과학실이었다. 학생들의 일상 공간에 스며들려는 계획은 행정적인 제약에
막혀 이동 수업에 사용하는 공간에 한정하여 변경되었다. 지민희는 지구과학실에 이미 존재하
는 ‘전시’의 형식을 발견했다. 작가는 공간에 놓여있는 가구나 구조물을 치우거나 작업을 비치
할 좌대를 새롭게 제작하는 대신 원래 있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리가 잘 안된 박
물관으로서의 과학실 비품 공간의 라벨링된 선반에는 태양 관찰경, 아네로이드기압계와 같은
라벨에 어긋나는 사물들이 놓였다. 인공적 색과 화학 처리를 거쳐 화석화된 작가의 수집품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실험용 기구의 명칭과 병치되어 초현실주의적 몽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된다.

지민희는 산책길에 주운 사물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리폼하여 다시 명상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2009년에는 제주도 서귀포의 빈집에 몇 개월간 머물며 수집한 대상을 설치 작업 <땅 위를 지
나는 소리>(2009)로 완성했다. 해변에서 주운 것들 - 해초, 유목, 조개껍데기, 동백열매, 린넨
실은 모두 검은 색 칠을 입고 실에 꿰여 모빌처럼 천장에 매달리거나 열을 이뤄 바닥을 장식
했다. 이때 작가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가지고 간 것이 없어서 바닷가의 돌들이나 땅바닥에
떨어진 동백 열매들을 주워 와서 방바닥에 쌓아놓고 있었다.” 여기서 가지고 간 것이 없다는
말은 소지품의 목록뿐 아니라 “원래 살던 곳에서 멀리 살고 싶어서”라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전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과거와 기억에 공백을 두려는 정신적 여백 상태
로도 읽힌다.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산책의 기억이라는 단기 기
억, 의도적인 근시적 경험에 몰두하려는 의지가 이러한 ‘줍기’ 작업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
다. 익숙한 향기에 반응해 과거의 여러 지점으로 들쑥날쑥 날아가는 기억의 서사를 피해, “그
날그날을 살아가는 재미”로, 문득 마주친 기억과 연관 없는 사물을 주워 그러모으기. 
(인용은 모두『바람이 말해요, 여기 왔다고 』,에쎄, 2010) 

임시 체류지였던 제주도에서 검은 색을 입었던 수집품은 뭍으로 나온 뒤 알록달록하게 변화했
다. <에메랄드 드롭>(2010-2015)에서 이미 생명을 잃고 말라 비틀어져 버려졌던 사물은 그것
이 귀속되었던 장소로부터 다시 한 번 뿌리 뽑힌 후 화려한 색을 입었다. 색상은 영구 설치를
위한 특수 보존 처리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인공적인 색상은 ‘보존’이라는 개념과 연관되는 것
이다. 지민희가 관심을 갖는 수집품은 대부분 자연물로 우표나 레코드와 같은 산업 생산물에
비해 부스러지고 망가지지 쉽다. 작가는 <금과 오랑캐>(2011)에서 방향제 속에 개인적 기억을
담은 사물을 넣어 보존 욕망과 시간의 용해 작용을 동시에 보여줬다. 고향과 학교, 재정착한
서울, 이곳저곳의 예술가 레지던시. 지민희는 대체로 한 곳에 정착하고 기억을 간직하기보다
어딘가로 떠나고 과거를 맥락에서 떼어내어 파편적 사물로 대체하려고 해왔다. 작가의 오랜
기억 속 장소인 고등학교에 놓인 완벽하게 보존 처리되거나 보존될 수 없는 사물은 어떤 기억
을 감추거나 드러냈을까. 기억 속에서 작가는 언제나 부당하게 미성숙한 취급을 받으며 괴로 
워하고 있는가.

3.선생님이 직업이 된다고 해도 취학 시절과는 다른 체계로서 경험하게 된다. 지민희는 미술가



 

로서 자신의 출신교를 어떻게 만났는가? 단기 미술 선생을 자처하는 선택지도 있었을 것이다. 
예술가와의 대화라는 형식의 강연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학습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작가는 직접적인 대화 또는 수업을 하지 않았다. 학교라는 특수한 건축적 공간에 작업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끔 마주치거나 말을 걸어오는 학생들과 조금씩 말을 섞었을 뿐이다. 십대 
후반의 여학생들에게 작가는 어떻게 보였을까? ‘선생님’과 (어떻게) 달라 보였을까?

서로 다른 세대의 만남은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위계적이 되기 쉽다. 손윗사람이 권위적이고
교조적일수록 관계는 빠르게 고착될 것이다. 지민희는 <선생님과 나>에서 중년 남성 선생과
연하의 여성 학생이 성별화되고 세대화된 권력 관계 속에 놓이는 현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를 선생이 아니라 종종 학생이 작동시키지는 않나. 순진하고 순응적인 손아랫사람
의 태도가 말이다. 작가가 언급한 책은 아니지만 어슐러 K. 르귄의 단편 소설 「혁명 전날」에
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서 선생에게 강요되는 가르침의 폭력과 선생의 심리적 괴로움이 자세
하게 묘사된다. 

“아, 제길. 라이아는 젊은이들이 좋았고 외부인들에게서는 언제나 배울 점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얼굴들에 지치고, 외부인이 자신을 구경하는 것에 지쳐 있었다. 라이아는 외부인에게서 
배웠지만 외부인은 라이아에게서 배우지 않았다. 외부인은 라이아가 오래전 가르쳐야 했던 
것들을 라이아가 쓴 책으로부터, 그리고 운동으로부터 모두 배웠다. (...) 라이아를 구경하러 
왔다. 진기한 것 또는 기념물처럼 여겼다. 경외하고 경배했다. 라이아는 그런 이들에게 호통을 
쳤다.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건 무정부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반계몽주의입니다. 당신은 
자유와 훈육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한 호된 꾸짖음을 
아이처럼 순하게, 기꺼이 받아들였다. 마치 라이아가 만물의 어머니, 보호를 베푸시는 위대한 
자궁의 우상이기나 한 것처럼.” 
(어슐러 K. 르귄, 「혁명 전날」, 『바람의 열두 방향』, pp. 488-489) 

온통 수험에 대한 압박과 강요로 눅눅해진 고등학생-관람자들은 슬며시 침투한 지민희의 사연
-서사 없는 감각적 사물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들은 두서없이 낙서를 남겼다. 작가가 작은 글
씨로 ‘나는 어젯밤 네 꿈을 꾸었다’고 적어 과학실에 비치해둔 여백 많은 A4 용지에. ‘꿈’이라

는 단어에 세속적으로 반응해서 ‘2017 대수능’ 이나 ‘일처9부제’ 같은 소망을 적은 것도 있고,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작가 자신의 기억이 아닌 남의 
것으로, 그러나 기계적 효율을 추구하는 훈육 과정에서 낙서의 형태로 흘러나오는 ‘
쓸모없는’ 생각 - 꿈과 같은 아득한 기억에 관한 그럭저럭 정확한 삽화가 된다. 이들은 ‘
꿈’이라는 활자를 어색하게 사이에 두고 기꺼이 ‘동상이몽’한다. 지민희는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관람자는 배우지 않았다. 부조리한 학교의 나는 미성숙하여 괴로웠다가 성숙을 
강요당하는 것이 괴로워 미성숙하게 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