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개요

타 이 틀 : 1. 고승욱Koh Seung Wook

생 성 연 도 : 2005년

고 유 번 호 : 1KSW

장 소 : 안양파빌리온 아카이브 서가

길 이 : 30.2 피트

배 열 : 001(작가 약력), 002(참고자료), 003(제안서), 004(과정) 순으로 배열

기 록 자 : 정주영

⏐

기 록 일 : 2014년 1월 20일

작가:
1968년 제주에서 출생한 고승욱은 1992년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2007년에서 2009년
까지 대안공간 풀의 디렉터로 활동한 바 있다. 제도비평적인 작품을 선보인 첫 개인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십시오>(관훈미술관, 1997)을 시작으로 소비자본주의와 공권력의 지배 하에서 폄하되
는 일상의 몸, 노동, 기억, 생활, 여가에 담긴 가치와 정서에 주목해왔다. <돌과 깃>(관훈갤러리,
2013), <말더듬>(아트스페이스 풀, 2010), <삼각의 서>(그문화갤러리, 2010), <레드 후라이드치킨
>(대안공간 풀, 2000) 등을 비롯해 수 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예술
가의 신체>(코리아나미술관 스페이스 C, 2010), <악동들 지금/여기>(경기도미술관, 2009), <동두천:
기억을 위한 보행 상상을 위한 보행>(뉴뮤지엄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인사미술공간,
2008), <부산비엔날레>(부산시립미술관, 2006), <이건용, 고승욱 타이틀매치>(쌈지스페이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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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토탈미술관, 2005), <배틀 오브 비전The Battle of Visions>(담슈타트미술관
Kunsthalle Darmstadt, 2005) 등이 있다.

작품:
고승욱은 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의 초대작가로서 작품 <각목분수>를 제작했다. 삼성
천 옆에 자리한 이 작품은 분수처럼 뿜어 나온 각목 위에서 체조선수가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있는 모
습을 보여준다. 작품의 하단부는 각목 다발이 더 이상 휘는 것을 막으려는 듯 굵은 끈으로 묶어 놓았
고, 그 옆으로는 작가가 작품을 현 위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인 개발제한구역 표지가
서 있다. 작가는 작품에 세 가지 이미지가 겹쳐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삼성천이 가지고 있는 ‘홍수’
이미지고, 두 번째는 각목이 대표하는 ‘개발’과 ‘건설’ 이미지며, 세 번째는 이 둘 사이를 매개하거나
어그러뜨릴 수 있는 전달자 혹은 파괴자로서 체조 선수 이미지이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1. 고승욱Koh Seung Wook’은 <각목분수>
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1회 APAP의 초
대작가로서 고승욱이 작성한 제안서, 여러 버전의 스케치 및 드로잉 사본을 비롯하여 작품을 위해 참
조한 이미지와 작가 약력 등을 포함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또한 예산서, 견적서, 기획자와 작가
가 주고 받은 이메일 등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작품 제작과 관련해 생성한 기록 사료를 포함하고 있으
며 이는 향후 목록화할 예정이다. 작품의 사진 데이터는 ‘프로젝트 아카이브 콜렉션—전자파일’에 별도
소장하고 있다.

자료목록:
번호

문서건명

001.01

고승욱 작가 약력: 한글,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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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1

참고자료: 이전 작품 작가 노트: "흙이 뭐냐고?... ...": 한글

003.01

제안서(총 3매): 한글

004.01

과정: 스케치

004.02

과정: 스케치

004.03

과정: 스케치

004.04

과정: 스케치

004.05

과정: 스케치(작성자 불명, 메모 포함): 한글

004.06

과정: 드로잉

004.07

과정: 드로잉(시공 지침 포함): 한글

004.08

과정: 드로잉

004.09

과정: 드로잉(메모 포함): 한글

004.10

과정: 드로잉(복본 4매)

004.11

과정: 드로잉(체조 선수 이미지 포함)

004.12

과정: 드로잉(메모 포함): 한글

004.13

과정: 드로잉(시공 지침 포함): 한글

004.14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제작을 위한 참조 이미지(체조 선수 이미지)

004.15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제작을 위한 참조 이미지(체조 선수 이미지)

004.16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제작을 위한 참조 이미지(홍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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