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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exploring how the existing stereotypes of needlework, 

which has long been regarded as a tribute to domestic labor and hobbies 

which are the purview of women, have come into play in the current trend 

of convergence among various fields, techniques and materials. This research 

examines these trends based on cases in two categories applied to the fields 

of art and space use products. In the field of art, it can be seen that 

needlework is applied in a variety of ways in the overall diffusion of 

craftivism, which is a way of asserting opinions about politics and societies. In 

yarn bombing and performance art, not only do needlework experts, but also, 

artists of other genres, underscore their propensity of carrying out projects 

that take advantage of the basic principles of needlework and various physical 

properties. Various needlework projects applied to the space use products 

showed the tendency to interact with the spectator or the user as a basic 

element through examples of playscape, which has the function of being 

used for relaxation and play. The study was able to confirm the tendency of 

interior products, which are made from needlework to furniture and 

tableware directly, and the tendency of materials’ expansion. Based on this 

research, we are going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for diverse new fusion 

attempts in fashion and textiles, as well as art, craft and design field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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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오늘날 현대 미술과 공예 및 디자인 전 분야에서는 장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타장르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시도되고 ,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분야에 대한 재료와 기법 및 적. 

용 영역에 있어서 기존의 고정 관념적 인식과 개념이 컨버

전스(convergence), 퓨전 (fusion) 하이브리드, (hybrid) 등의  

창의적 사고와 형식을 기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이, 

는 예술과 디자인 전반의 화두가 되어 왔다(Kim & Kan, 

텍스타일 아트공예디자인 분야도 이러한 변화의 2015). ‧ ‧
흐름 속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으나 분야의 명칭에

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섬유 와 실 및 텍스타일 (fiber) (yarn) 

소재를 기반으로 이와 연계된 한정된 기법으로 제작해왔기 

때문에 재료와 기법 및 적용 범위가 다소 제한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텍스타일 기법 중에서 다양한 종류의 실과 니들  (needle)

을 이용하는 니들워크 는 주로 어패럴 액세서(needlework) , 

리 등 신변 장식에 사용될 원단의 표면을 장식하기 ( ) 身邊
위해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로서 수공예 감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관련 상품과 취미용 키트도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 니들워크는 오랫동안 여성들의 전. 

유물로써 가사노동이나 취미생활과 연계된 정도로 인식되

는 경향이 지배적이어서 미술 공예 디자인 분야에서는 비, , 

주류 장르 혹은 하나의 기법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또한 . 

니들워크로 제작된 패션텍스타일 소재와 제품은 내구성이 ‧
약한 구조와 소재의 특성 그리고 관리가 용이하지 못하다, 

는 인식으로 인해 실외용보다는 실내용으로 공간용도보다, 

는 신변장식용으로 큰 스케일보다는 작은 스케일에서 주, 

로 적용되어 왔다 또한 니들을 이용해 제작하기에 용이한 . 

얇고 유연한 실들을 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

에 재료면에서도 대체로 한정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전반의 적용 영역이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니들워크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니들

워크 기법과 조직 용도 및 작업 행위과정 등의 조형성과 , 

물성적 특징이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조사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 

니들워크의 어떠한 요소들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적용을 가능하게 했고 그 효과와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니들워크의 다양한 기법들이 향후 미. 

술공예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야와의 창‧ ‧
의적 시도와 확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니들워크 관련 서적과 인터넷 자료 및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니들과 니들워크의 개념 및 분류 등 이

론적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실증적 사례조사를 위해서는 . 

기존의 어패럴과 액세서리 제품 및 텍스타일 원단 표면의 

장식을 위해 적용되어온 니들워크 사례들을 제외한 그 외

의 다른 용도나 방식 혹은 분야에 적용된 사례들 중에서 

년 이후의 니들워크 관련 사진 자료들을 범위로 한다2000 . 

크게 아트분야와 공간에 적용되는 제품에 적용된 니들워크

로 분류하여 아트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얀바밍, (yarn 

과 퍼포먼스 아트 에 적용된 사bombing) (performance art)

례를 조사하고 공간용도 제품으로는 플레이스케이프, 

와 아키레이스 및 인테리어제품에 적(playscape) (archilace) 

용된 니들워크 사례들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II. 니들워크의�일반적�고찰�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도구 중 하나인 니들은 약 년 40,000

전인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고 바늘귀 구멍 가 , ( , )鼻
있는 가장 오래된 니들은 약 년 전부터 사용되었다25,000 . 

텍스타일 고고학자인 엘리자베스 웨이랜드 바버(Elizabeth 

는 구석기인들이 짧고 약한 섬유 상태를 Wayland Barber)

꼬아서 길고 강한 현 의 형태로 만드는 원리를 ( , string)弦
터득한 것을 현의 혁명 이라고 명명하였‘ (string revolution)’

고 이와 함께 동물의 뼈나 뿔 나무 등으로 제작한 초기의 , , 

바늘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추운 계절과 지역에서의 정착을 

연장하거나 가능하게 했다(Barber, 1996).

니들은 의료용 낚시용 악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 , 

형태로 적용되고 있고 니들워크에 사용되는 니들은 대개 , 

얇고 긴 원통형의 끝이 뾰족하여 바느질에 사용하기 적합

한 도구를 총칭한다 바느질을 위해 실을 꿰는 바늘구멍. ‘ ’ 

혹은 바늘귀 는 영어에서는 바늘눈 한‘ ’ ‘ (eye of a needle)’, 

자어로는 침공 이라 일컫는다 끝이 뾰족하고 바늘귀‘ ( )’ . 針孔
가 있는 일반적인 바느질용 니들 외에도 루프 나 매(loop)

듭을 생성하며 패브릭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훅 이(hook)

나 셔틀 끝이 뾰족하지 않거나 바늘귀가 없는 등(shuttle), 

의 다양한 형태도 니들의 범위에 속한다. 

니들워크의 사전적 의미는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손으로   

제작하는 바느질 특히 장식적인 바느질과 자수 등을 의미, 

한다 니들워크 전문가이자 작가인 테레즈 드 딜몽. 

은 개 언어로 번역되어 현재까지(Th r se de Dillmont) 17é è
도 니들워크의 대표적인 교본이 되고 있는 그녀의 저서 

니들워크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Needlewor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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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열한 기법들은 작업의 목적과 방법 생성구조의 원, 

리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Dillmont, 

첫째는 주로 원단 등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표면장2011). 

식 목적으로 적용하는 바느질 과 자수(sewing) (embroidery) 

및 니들위빙 등이 있다 둘째는 재료 즉 실들 간(weaving) . , 

의 고리와 매듭 등을 통해 오픈 구조를 생성되는 니팅

크로셰 태팅 네팅 마(knitting), (crochet), (tatting), (netting), 

크라메 레이스 낼바인딩 등이 (macrame), (lace), (nalbinding) 

있다. 

바늘귀의 유무 훅과 셔틀 등 니들의 형태로도 분류 가  , 

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의 기법에 다양한 종류의 니, 

들 형태가 사용되거나 유사한 형태가 있기도 하고 서로 , 

다른 기법과 도구가 서로 교차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니들

의 형태로 구분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 

주로 셔틀을 사용하는 태팅이나 네팅 손으로 작업하는 마, 

크라메의 경우 작고 섬세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바늘귀가 , 

있는 바느질용과 유사한 형태의 니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태팅 셔틀 일부에서는 끝부분이 크로셰 니들과 유사

한 훅이 달려 있는 형태도 볼 수 있고 래치 가 달려 , (latch)

있는 훅이나 니들은 자수 크로셰 기계니트 등 다양한 기, , 

법에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니들워크의 대표적인 기법들 안에는 다양  

한 세부 기법들로 분류되기 때문에 니들워크의 종류는 상

당히 광범위함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바. , 

느질로 제작되는 다양한 텍스타일 장르 중 퀼팅 패치워크, , 

아플리케 등도 니들워크의 범위에 속하고 핸드뿐만 아니, 

라 기계에서 니들을 이용해 제작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있

다.

III. 니들워크의�확장�적용�사례�

Figure� 1.� Alpha� Piece,�
Magda� Sayeg,� 2005

(ted.com)

Figure� 2.� Mexico� City� Bus,�
Magda� Sayeg,� 2008�

(ted.com)

Figure� 3.� Knitted�Wonderland,�
Magda� Sayeg,� 2011

(inhabitat.com)

아트분야에�나타난�니들워크의�확장� 적용� 경향1.�

얀바밍에 적용된 니들워크1) 

미술 분야에서 니들워크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

인 얀바밍은 거리미술 의 한 형식으로서 실(street art)

을 주재료로 하여 니트나 크로셰 등의 니들워크 기(yarn)

법으로 제작한 소재를 공공장소의 사물이나 구조물 및 자

연물 등에 커버링하기 위한 컬러풀하고 장식적인 작품 혹

은 제작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년대 이후 공공미술에 . 1990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텍스타일아트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시행되던 중 년 텍스타일 아티스트 마그다 사2005

예그 의 아이디어로 얀바밍이라 불리게 되었(Magda Sayeg)

다 주로 회색의 시멘트와 메탈로 구성된 차갑고 (ted.com). 

삭막한 도시 공간과 디지털화된 현대 생활 속에서 따뜻한 

생명감과 친밀감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며 그라피티 의 형식과 유사한 개념. (graffiti)

으로서 공공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한 얀바밍은 도시 

예술 게릴라 니팅 등으로도 (urban art), (guerrilla knitting) 

불리고 있다(Moore & Prain, 2009). 

  Figure 의 알파 피스 는 마그다 사예그의  1 (alpha piece)

부티크 문고리를 니팅 피스로 커버링 한 것으로 얀바밍 탄

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작업이다 이를 시작으로 그녀의 . 

초창기 작업은 집 부근의 교통 표지판이나 울타리 봉 등 

다소 사이즈가 작은 기물들을 대상으로 보는 이들에게 호, 

기심과 관심을 끄는 작품을 주로 제작하였다 이후 얀바밍 . 

장르를 대중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게 된 전환점이 된 

작업은 Figure 의  2 멕시코시티 버스프로젝트로서 얀바밍이 

적용되는 사물의 스케일이 커지면서부터였다(Sayeg, M., 

도시의 인공물뿐만 아니라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2015).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미국 오스틴의 블랜튼 미술관



74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2 1

앞 광장의 개 나무를 대상으(Blanton Museum of Art) 99

로 여명의 현지 니들워크 작가들과 함께 수행한 170 Figure 

의 니티드 원더랜드 프로젝트가 있3 (Knitted Wonderland) 

고 외에도 수많은 작가들과 일반인들의 참여와 관심도가 , 

급속히 증가하면서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도

시에서 국제적인 초청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마그다 사예그 외에도 수많은 작가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형 얀바밍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덴마크의 마리엔 요. 

르겐센 은 핑크계열 색상의 니트와 크(Marianne Jorgensen)

로셰 등으로 제작한 조각들을 패치워크하여 탱크를 대상으

로 한 얀바밍 작품인 탱크 담요 를 선보였다(Tank Blanket)

(Figure 4). 이는 반전 을 위한 행동주의(anti-war)

의 한 양식적 표현이 얀바밍 장르에 있어서 하나(activism)

의 주요한 흐름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

고 미술계에서는 얀바밍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 

는 계기가 되었다(Gissing, 2011).

또 다른 얀바밍의 주된 이슈가 된 흐름중 하나는 수많은   

참여자들과 오랜 제작기간을 통해 완성하는 초대형 얀바밍 

프로젝트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캐나다의 수 스터디. (Sue 

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캠브리지시의 역사적인 메인 Sturdy)

스트리트 다리를 핸드니트와 크로셰 조각으로 덮은 니트 ‘

캠브리지(Knit CamBRIDGE)’ 프로젝트를 수행했다(Figure 

년 월부터 월까지 전세계 여명 전문5). 2009 4 2010 9 1,000

가 및 일반인 작가들이 참여하였고 개 이상의 케이, 16,000

블 타이가 조각들을 연결하는데 사용되었다(Atherley, 

2010 또 다른 예시로는 핀란드의 헬싱키 대성당 앞 계단). 

에 설치된 얀바밍 프로젝트(Figure 로 핀란드의 세 단체 6) , 

에서 캠페인의 형식으로 개의 크로쉐와 니트로 제작1,000

된 조각들을 연결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최초의 목표였다. 

하지만 핀란드 전역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어린 학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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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ank� Blanket,�
Marianne� Jorgensen,� 2006�

(trendhunter.com)

Figure� 5.� Knit� CamBRIDGE,�
Sue� Sturdy,� 2010
(knittyblog.com)

Figure� 6.� Helsinki� Cathedral� Project,�
Marttaliitto,� 2011�

(dekolehti.fi)

약 여 작은 니들워크 샘플들이 제작되었다 이들을 8,000 . 

모두 연결하여 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완성되200 x 170(m)

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블랭킷으로 기네스북에 이름, 

을 올리기도 했다(Hietala, 2011).

퍼포먼스 아트에 적용된 니들워크2) 

니들워크가 퍼포먼스 아트에 적용되는 경향을 대표적인 사

례인 니팅 네이션 은 리즈 콜린스(Knitting Nation) (Liz 

가 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니Collins) 2005

팅 퍼포먼스 프로젝트이다 이는 인간의 노동력과 도구 및 . 

기술 등이 조화를 이룬 제작과정 즉 상호 작용 프로세스, 

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선보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다양한 콘셉트를 설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반. 

자동 니팅 머신을 이용한 니팅 퍼포먼스를 통해 프로젝트

를 수행한다. 

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에서   2008 (Providence, RI)

진행된 니팅 네이션은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의 아이콘인 

레인보우 깃발 에 관한 의견을 묻는 여(rainbow pride flag)

론조사에 대해 이 깃발의 근본적인 취지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기획한 것이다(Figure 7) 퍼포먼스가 진. 

행된 여섯시간 동안 여덟명의 니트작가들은 특정한 의미를 

상징하는 각각의 색을 담당하여 레인보우 깃발을 완성하였

다 년 .  2011 보스턴 현대미술관(The  In s t i tut e  o f 

에서의 니팅 네이션Contemporary Art, Boston) (Figure 8) 

프로젝트는 어두운 배경의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은 다섯 

명의 니트작가들이 다섯 대의 니팅머신을 악기삼아 중주 5

콘서트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중노동에 대한 인내심 실. 

험을 콘셉트로 여섯 시간동안 진행되었고 이와 유사한 방, 

식으로 볼륨감 있는 니트 패브릭의 선 적 요소로 공간(line)

을 드로잉 해나가거나 혹은 쌓거나 연결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완성하였다 년 뉴욕 모마 스튜디오. 2012 (M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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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hase� 4:� Pride,�
Liz� Collins,� 2008�

(lizcollins.com)

Figure� 8.�
Phase� 7:� Darkness� Descends,�

Liz� Collins,� 2011�
(lizcollins.com)

Figure� 9.�
Phase� 10:� Domestic� Swarming,�

Liz� Collins,� 2012�
(lizcollins.com)

Figure� 10.� Ceremony,� �
Freddie� Robins,� 2005
(freddierobins.com)

Figure� 11.� Casting� Off� My�Womb,�
Casey� Jenkins,� 2013
(casey-jenkins.com)

Figure� 12.� Knitting� Peace,�
Cirkus� Cirkör,� 2013
(theblogazine.com)

에서 선보인 프로젝트는 다양한 색상의 폭이 Studio, NY)

좁게 편직된 니트 코드를 절단하거나 묶는 과정 없이 곧바

로 인접한 코드끼리 브레이딩이나 크로셰 기법으로 원형의 

러그를 제작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Figure 9) 다섯 시. 

간 동안 진행된 퍼포먼스에 관람자들에게 이 과정을 가까

이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 

최근에는 니팅과 위빙을 연결하는 퍼포먼스도 활발히 선보

이고 있다(Collins, 2016).

니팅 네이션과 같이 정기적인 퍼포먼스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니들워크가 퍼포먼스 아트에 적용된 사례

를 볼 수 있다 니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온 . 

프레디 로빈스 의 세리모니 프(Freddie Robins) (ceremony) 

로젝트(Figure 10)는 현대사회에서 시행되는 수많은 통과 

의례와 수공예 기술의 관련성 응용 및 가치에 대한 논의, 

에서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통과 의례 수행에 있어 필수적. 

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사물들 예를 들어 세례에 사용되, , 

는 숄과 결혼반지 장례식 화환 및 음식 등을 니들워크로, 

제작하여 이러한 사물과 의식의 관계를 콘셉트로 퍼포먼스

를 진행하였다(Robins, 2005). 

호주의 페미니스트 행위예술가이자 그녀 스스로를 공예  

행동주의자 라고 칭하는 케이시 젠킨스(craftivist) (Casey 

는 실뭉치를 자신의 생식기에 삽입한 후 이 실로 Jenkins)

목도리를 짜는 퍼포먼스를 했다(Figure 11) 생리기간을 포. 

함하여 총 일 동안 진행된 이 퍼포먼스는 여성 생식기의 28

부정적인 인식에 벗어나 이것이 생명 탄생의 근원임을 강

조하며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제작 과정과 연결

시키고자 한 것이다(Jenkins, 2013). 

서커스를 현대예술의 한 분야로서 그리고 교육학의 한   , 

도구로서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스웨덴 서커스 컴퍼니 서

커스 서코르 는 니팅 피스(Cirkus Cirk r) ‘ (knitting Peace)’ ö
퍼포먼스를 기획했다(Figure 12) 여기에서 니트 는 . (to knit)

뜨게질하다 라는 의미와 함께 맺다 연결하다 의 의미를 ‘ ’ ‘ ’, ‘ ’

모두 함축하고 있고 이는 특정지역이나 인종의 산물이 아, 

닌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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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러 가닥의 엉키거나 정돈된 실과 루프들 성글게 . , 

짜여 연결된 공간 짜기와 풀기 등 다양한 니트의 속성을 , 

상황 연출하여 고군분투하는 현대 서커스 예술가들의 위험

한 삶과 더 나아가 현대인들의 외로운 삶과의 연계성을 보

여주고 평화적인 밸런스를 제안하였다(Pecorari, 2013). 

공간용도�제품에�나타난�니들워크의�확장�적용�경향2.�

플레이스케이프에 적용된 니들워크1) 

최근 들어 니들워크는 실내외 공간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구조물에도 확장 적용되는 추세 속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에

서 벗어난 새로운 제품군이 등장하고 있다 니들워크 기법. 

을 적용하여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나가는 대표적인 

사례로 플레이스케이프 혹은 플레이그라운드 제작에 적용, 

된 니들워크를 들 수 있다 기존의 메탈 플라스틱 우드 . , , 

등의 솔리드한 재료가 주로 적용되던 것과는 달리 내구성

과 유연성이 있는 로프 등의 선재를 이용하여 니들워크 기

법으로 제작하여 하나의 새로운 유형과 개념의 놀이터를 

선보이고 있다.

니들워크 기법이 적용된 플레이스케이프의 대표적인 작  

가로는 크로셰와 니팅 및 너팅 등의 기법으로 제(knotting) 

작한 컬러풀한 레이보우 네트 시리즈‘ (rainbow net)’ 

(Figure 13)를 선보이고 있는 토시코 호리우치(Toshiko 

를 들 수 있다 그녀는 니들워크로 제작한 텍스Horiuchi) . 

타일 아트 설치 전시를 하던 중 그 작품위에서 놀아도 되‘

는가 라는 몇몇 어린이들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하였고?’ , 

작품을 기어오르거나 깡충깡충 뛰는 광경을 통해 좀 더 많

은 관람객 특히 어린이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오랜 리서치를 통해 . 

플레이스케이프는 최선의 이상적인 아이템이 되었는데 

Figure� 13.�
Takino� Rainbow�Nest,�
Toshiko� Horiuchi,� 2000�

(play-scapes.com)

Figure� 14.�
Hakone� Forest� Net,�

Toshiko� Horiuchi,� 2009�
(netplayworks.com)

Figure� 15.�
Harmonic� Motion,�

Toshiko� Horiuchi,� 2013�
(play-scapes.com)

년대 중반이후 스케일이 커지고 컬러풀해졌으며 듀1990 , , 

퐁 사의 견고한 나일론사와 안전전문가의 협력으로 (Dupont)

안전한 구조와 공간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작업하였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타키노 국립공원(Johnson, 2011). 

하코네 오픈(Takino Suzuran National Park, Hokkaido), 

에어 미술관(Hakone Open-Air Museum, Kanagawa) 

(Figure 14 후지산 어린이 월드), (Mt Fuji Children’s 

등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로마현대미술관World) (Museo 

d’Arte Contemporanea Roma)(Figure 15 장흥아트파크 ), 

등 전세계 공원과 미술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설치 프로젝

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토시코 호리우치와 함께 다양한 니들워크 기법으로 제작   

혹은 제작된 소재를 이용하여 놀이 공간 및 휴식을 위한 

라운지 제공을 위한 플레이스케이프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로 에르네스토 네토 와 (Ernesto Neto)

설치작가 그룹 뉴먼 및 올레크 등이 있다(Numen) (Olek) . 

에르네스토 네토는 관람객들이 만지거나 쿡쿡 찌를 수도   

있고 걸어 다니거나 편하게 누워서 쉴 수도 있는 거대하, 

고 부드러운 형태의 생물체를 연상시키는 설치물로  전시 

공간을 가득 메웠다(Figure 16 그는 크로셰 위주의 다양). 

한 니들워크 기법으로 부분적으로 얼룩진 소재와 스티로폼 

알갱이 및 향신료를 사용하여 편안한 상호 작용을 의도한 

작품을 선보였다(Smith, 2014).

뉴먼은 네팅기법으로 제작된 네트를 여러 겹으로 설치하  

고 부분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 내에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 은Figure 17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거대한 풍선 형태의 구조물 내부에 네트를 설치하여 

플레이스케이프를 제작하였다 바람을 뺀 후에 이동도 가. 

능하고 밤에는 내부 조명을 통해 외부에서는 내부에 있는 , 

사람들의 자유로운 그림자를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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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Madness� is� Part� of� Life,� Ernesto� Neto,� 2009�

(knstrct.com)

Figure� 17.�
Blow-Up,� Numen,� 2013�

(numen.eu)

Figure� 18.�
Crocheted� Jacaré� Alligator,� Olek,� 2012�

(designboom.com)

(Numen, 2013).

이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올레크는 플라스틱 철재와 목  , 

재 및 시멘트 등으로 제작된 기존의 플레이스케이프를 기

본 골조 위에 니들워크로 커버링하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악어 형태의 기본 구조물 위에 . , 

컬러풀한 아크릴사와 리본을 재료로 크로셰를 포함한 다양

한 니들워크 기법으로 앨리게이터 플레이스케이(Alligator) 

프를 제작하여 선보였다(Figure 18).  

아키레이스와 인테리어제품에 적용된 니들워크2) 

기존의 건축적 패브릭 과 인테리어 및 (architectural fabric)

업홀스터리 제품 디자인과는 차별화되어 니들워(upholstery)

크가 적용되는 경향을 주요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건축물이나 외부 구조물 등에 적용되는 패브릭은 주로   

제작과 관리가 용이하고 표면이 단순한 재질의 소재를 사

용했다면 공간을 좀 더 아름답고 우아한 분위기 제공을 , 

위해 니들워크 기법을 통한 수공예적인 장식성을 부여하는 

제품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장식적인 . , 

구조와 패턴을 대표하는 레이스 가 적용되어 건축과 (lace)

레이스가 조합된 아키레이스 라는 새로운 합성‘ (Archilace)’

어가 등장하였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단순한 , 

구조의 기존 철재 펜스를 대신하여 레이스 구조와 패턴을 

적용시킨 의 Figure 19 레이스펜스 를 들 수 있(lace fence)

다 이는 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디자인 스튜디오 데마. 2005

케르스반 이 레이스펜스라는 새로운 상품군(Demakersvan)

을 창조하여 발표한 이후 글로벌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제작방식은 크게 구부려가는 방식과 용접하는(bend) (weld) 

방식 등 두 가지로 레이스 조직과 패턴을 표현한다

실내외 펜스 파사드 발코니 계단 (Demakersvan, 2017). , , , 

등 적용되는 공간도 다양해지고 있고 니들워크와는 어울, 

리지 않는다고 여겨져 온 메탈선재를 이용함으로써 니들워

크의 재료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아키레이스 관련 프로젝트는 레이스펜스 외에도   

여러 프로젝트에서 그 사례들을 볼 수 있다 공간에 적용. 

되는 디자인과 건축 및 공학 등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넘

나드는 융복합적인 디자인을 제시해온 런던의 디자인 스튜

디오 루프닷피에이치 는 미국 미시건 오대호(Loop.ph)

만 지역에 주변 환경에 시시각각 상호교(Great Lakes Bay)

감하고 작용하는 ‘The Sol Dome’(Figure 20 을 제작하였)

다 초경량 파이버를 사용하여 바스켓트리 제작방법과 유. 

사한 원형의 오픈 레이스 구조로 제작된 유기적 형태로써 

지름 미터 높이 미터 크기에 무게가 인 경량의 돔8 , 4 40kg

이다 태양광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간에 생성된 전기를 이. 

용하여 야간에는 주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 즉각 반

응하는 조명색의 변화를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LED 

사한다(Loop.ph, 2013).

건축과 연계된 다양한 범주에서 실험적인 디자인과 탐구  

적인 프로젝트들을 개발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최앤샤인 아

키텍츠 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Choi + Shine Architects)

한 싱가포르의 축제 에 초대되어 ‘2017 iLight Marina Bay’

성게 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The Urchin)’ (Figure 21 이 ). 

작품은 레이스 패턴을 크로셰 기법으로 제작한 패브릭을 

알루미늄 프레임에 고정시켜서 완성한 후 케이블에 고정, 

공중에 부양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와 하늘 바다를 , , 

관통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관람객들이 내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상호교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야. 

간에는 빛을 발하는 화려한 패턴이 낮에는 빛과 바람의 , 

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레이스 패턴의 그림자가 직

선적이고 삭막한 도시의 분위기를 한층 흥미롭고 화려하게 

만든다(Choi & Shi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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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Lace� Fence,� Demakersvan,� 2017

(lacefence.com)

Figure� 20.�
The� Sol� Dome,� Loop.ph,� 2013

(loop.ph)

Figure� 21.�
The� Urchins,� Choi+Shine� Architecture,� 2017�

(choishine.com)

Figure� 22.�
Crochet� Chair,� Marcel� Wanders,� 2006

(dezeen.com)

Figure� 23.�
Phat� Knits,� Bauke� Knottnerus,� 2008

(media.designerpages.com)

Figure� 24.�
Lace� Trio,� Helen� Martin,� 2011

(helenmartin.com.au)
  

니들워크로 제작된 패브릭은 인테리어에 적용될 때 주로 

테이블 데코 및 의자와 소파 등의 퍼니처를 커버링하는 업

홀스터리용이나 혹은 벽과 바닥 등의 실내장식용으로 사용

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니들워크 . 

패브릭과 퍼니처가 합쳐진 형태의 제품들 예를 들어 크로, , 

셰 퍼니처 니트 퍼니처 등 새로운 개념과 유형의 제품들, 

이 출시되고 있다.  

르네상스의 부활을 외치며 공간과 관련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네덜란드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스(Marcel 

는 니들워크의 수공예적인 특징을 디자인에 접목Wanders)

시키는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년 매듭의자. 1996 (knotted 

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한 그의 디자인에는 다양chair)

한 니들워크 조직과 패턴을 이용한 장식적인 요소가 곳곳

에서 등장하고 있다 년 발표한 크로셰 퍼니처 시리즈. 2006

중 하나인 의 Figure 22 크로셰 의자 는 핸드(crochet chair)

로 제작한 기하학적 플라워 패턴을 연결하여 몰딩

한 후 레진 으로 보강하며 딱딱하게 굳게 (molding) (resin)

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이즈의 테(Trendoffice, 2006). 

이블과 인테리어 장식품 등을 선보이며 얇은 우드와 메탈 

등의 솔리드한 기본 틀 없이도 크로셰 패브릭만으로도 퍼

니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니들워크 기법을 퍼니처와 접목시킨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 바우케 크노트네러스 의 팻니츠(Bauke Knottnerus)

시리즈를 들 수 있다(Phat Knits) (Figure 23 이는 기존). 

의 니들워크에 사용하는 니들과 얀의 사이즈를 상당히 확

대 제작하고 핸드 니트 기법으로 제작하여 그 하나만으로, , 

도 소파 의자 침대 등 완성품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퍼니, , 

처 유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자이언트 니팅. (giant 

인테리어 제품은 니들워크의 수공예적인 안락함knitting) 

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유기적 형태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하나의 트렌드 장르로 매김하고 있다

(Rector, 2009).

또한 니들워크에 주로 사용해온 유연성 있는 선 적인   ( )線
섬유 관련 재료가 아닌 세라믹 글라스 우드 등의 확장된 , , 

재료들이 니들워크 기법으로 제작된 인테리어 제품 사례도 

볼 수 있다 헬렌 마틴 은 세라믹 재료를 사. (Helen Martin)

용하여 다양한 니들워크 기법으로 그릇과 접시 등의 다양

한 테이블웨어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테이블 . 

세팅에 있어서 니들워크 패브릭은 주로 테이블 매트용으로 

사용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세라믹 식기와 레이스 테이

블 매트를 조합한 레이스 보울을 제작하였다(Figure 24). 

제작방법은 모사 를 사용하여 니팅이나 크로셰(wool y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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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본 형태를 제작한 후 이것을 유약 에 푹 담갔다(glaze)

가 건조시킨 후에 가마에서 굽는다 모사는 모두 타서 없. 

어지지만 흡수되어 있던 유약은 패브릭 조직의 디테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남게 된다 단순해 보일수도 (Epp, 2009). 

있는 제작 과정이지만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내구성을 강

화해 왔다. 

니들워크의�확장�적용�가능� 요소와� 효과3.�

니들워크가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협의적 범위에서 벗어나 

아트분야와 공간용도 제품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적

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니들워크. 

의 어떠한 요소들이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적용을 가능케 

했고 이를 통한 효과와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니들워크의 확장 적용 가능 요소들에는 주로 부드럽고   

유연한 물성의 다루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는 측면과 적용

되는 공간이나 사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동시에 제작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성을 들 수 있

다 또한 니들워크로 제작된 수많은 제품과 기법을 직간접. 

적으로 접해온 사람들에게 이는 낯설지 않은 친숙성이 있

고 다양한 레벨의 니들워크 기법들 중에서 단순하고 쉬운 , 

난이도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

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활발한 소셜네트워크를 . 

통한 수많은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서 효율적

인 공공 미술 분야로서 하나의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완성품을 제작하기보다는 작은 조

각들을 연결하거나 어느 한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스케일, 

을 확장할 수도 있고 사이즈와 형태의 수정 보완이 용이, 

한 장점이 있다 반복적인 루프 간의 연결로 구성되는 . (loop)

니들워크의 개방적인 구조는 사용자나 관람자에게 심리적 

Table� 1.� Expanded� Applicable� Element� of� Needlework� and� Its� Effect� and� Role�

Categorization Element Effect� and� Role

Art

Yarn Bombing

 Flexibility
 S afety

 F amiliarity

 S implicity

  Expandability 

 Openness

 Public Interest
 Humor
 Achievement
  Craftivism

 D ecorativeness

 Unification
  Healing 

Performance Art

Product

 for Space

Playscape

Archilace and Interior Product

안정감과 장식적인 효과를 제공해 관람자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있다. 

니들워크가 확장 적용된 사례들의 효과와 역할은 공통적  

인 부분과 함께 적용된 각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드

러지는 특징들이 있다. 얀바밍에서 서로 관계가 없다고 인

식되어온 사물과 니들워크 기법으로 제작된 다양한 소재의 

조합 그리고 기존의 적용되어온 범위에서 벗어나 다소 예, 

상치 못한 외부 공간이나 사물에 확장 적용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위트를 선사하고 있다 또한 전문. 

가뿐만 아니라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의 참여까지도 적극

적으로 유도하여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경, 

우에 따라서는 니들워크의 장식적인 효과를 통해 낡은 도

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도시 생활 속에서 활력소를 제공

하고 있다 퍼포먼스 아트에 적용되고 있는 니들워크는 결. 

과물의 조형성과 완성도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니들워크 

제작 행위와 과정 즉 노동의 가치와 이를 통한 성취감에 , 

중점을 두고 있고 사회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오브제나 ,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크래프티비즘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공간용도 제품 사례에

서 발견되는 두드러지는 특징은 니들워크의 다양한 구조와 

패턴에서 오는 장식적인 효과와 함께 기존에 분리되어 있

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고정 관념적 요소들의 단일

화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제작 프로세스의 틀, 

을 벗어나게 할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니들워크의 힐. 

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그 효, 

능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자와 관람자와의 소통과 

참여 유도를 통해 소외감을 극복하고 휴식처를 제공하는 , 

등 제작과정과 완성품 모두 효율적인 힐링을 위한 매개체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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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Ⅳ

본 연구는 미술과 공예 및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나 기법들 

간의 융복합과 확장 적용되는 추세가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기존의 고정 관념적으로 인식되어온 하나의 장르나 기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수많은 장르와 기법들 중에서 수공예적 감성에 대한 . 

관심 증가로 예전과는 다른 인식의 변화와 관심을 받고 있

는 다양한 니들워크의 확장 적용 사례 조사와 경향 파악을 

통해 차후 새로운 모델을 구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크게 아트분야와 공간에 적용된 제품영역 두 . 

범주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니, 

들워크의 어떠한 점들이 다양한 분야로 적용시키는데 용이

한 요소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제작 과정과 완성품을 통해 ,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니들워크의 조직과 구조 기법과 과정 결과물이 지닌 본  , , 

연의 감성과 심미적 가치를 유지한 채 주로 어패럴이나 , 

실내용 소품의 장식을 위해 적용되어 온 니들워크가 다양

한 목적을 위해 장소와 방식 용도와 재료측면에서 확장 ,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트분야에서 . 

니들워크가 확장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얀바밍은 

공공미술로서의 새롭고 다양한 역할과 크래프티비즘의 전

반적인 확산 흐름 속에서 니들워크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고 퍼포먼스 아트 분야에서는 제작 행위 과정과 제작된 , 

결과물을 활용하여 니들워크의 다양한 물성의 특성을 살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용

도 제품에 적용된 니들워크는 휴식과 놀이의 공간인 플레

이스케이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관람자 혹은 사용자와의 

상호교감을 기본적인 요소로 두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인테리어 제품은 니들워크로 제작된 제품들이 주. 

로 소프트웨어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니들워크만으

로 단독의 퍼니처류와 테이블웨어 제작 사례들을 볼 수 있

었고 적용 재료의 확장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니들워, . 

크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야의 디자이너나 공예가의 다양

한 융복합적으로 오픈된 시도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니들워크의 확장 적용을 가능하  

게 하는 특징적 요소들에는 안전성 유연성 친숙성과 단순, , 

성 확장가능성 및 개방성 등으로 분석되었다 니들워크의 , . 

작업 과정과 작품 및 제품을 통해 대중적 관심 증대를 통

한 공동체 의식  함양 유머와 성취감 장식성 힐링 등의 , , , 

효과를 제공하고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창의. 

적인 융복합적 사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각 분야 전문가들간의 지속적인 협업 프로젝트를 통

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탐구적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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