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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나빈 라완차이쿨은 1971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태어난 인도계 태국 작가이다. 1994년에 나빈 프로
덕션Navin Production Co.을 설립한 이후로, 조각, 회화, 퍼포먼스, 사진,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중심의 프로젝트들을 실행해왔다. 방콕의 한 택시를 움직이는 갤러리로 변형한 <
나빈 갤러리 방콕Navin Gallery Bangkok>(1995~1998), 전세계에서 ‘나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
람들을 모아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한 <나빈 파티Navin Party>(2006) 등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
다. 라완차이쿨은 울렌스현대미술센터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베이징, 2009), 팔레
드도쿄Palais de Tokyo(파리, 2002), 모마 P.S.1MoMA P.S.1(뉴욕, 2001)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
했으며,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에 태국을 대표하여 참가한 바 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테이트트리
엔날레: 얼터모던Tate Triennial: Altermodern>(2009), <상파울로비엔날레>(2004),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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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Cities on the Move>(7개 도시 순회, 1997~99), <전통/긴장: 아시아의 현대미술
Traditions/Tensions: Contemporary Art in Asia)>(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 /퀸즈미술관
Queens Museum of Art, 1996) 등이 있다. 2010년에는 태국 정부가 주목할만한 현대예술 작가에
게 수여하는 실라파톤Silapathorn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작품:
나빈 라완차이쿨은 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에 초대받아 두 작품을 제작했다. 이 중 <
로맨스 정자>는 일명 ‘파라다이스 살라’로, 안양이 불교의 이상향인 극락정토를 의미한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기존의 정자를 변형한 작품이다. 안양의 과거, 현재 그리고 이상을 정자의 천정에 그려 넣었고,
여덟 개의 패널이 만나는 천정 중심을 연꽃 조각으로 장식했다. 정자 주변 게시판에는 국제공공예술협
회라는 실재하지 않는 기관이 이 작품을 국제 공공예술 보물 1호로 지정했다는 내용을 적어 놓았다.
작품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정자 내부에 비디오 스크린을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낙원의 정의를 묻
는 영상 작품을 상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작품 <안양 스토리>는 <로맨스 정자> 맞은 편 건물 외벽에 설치했던 태국식 대형 영화포스
터 간판이다. 포스터의 내용은 작가가 1회 APAP에 참여하며 제작했던 만화책 <안양의 낙원>에 기초
한다. 이 작품은 재정비를 위해 2013년 철거하여 현재 작품의 실물은 볼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담은
만화책 <안양의 낙원>은 아카이브 자료로 남아 있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4. 나빈 라완차이쿨Navin Rawanchaikul’은
<로맨스 정자>와 <안양스토리>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나빈 라완차이쿨이 작품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문서와 <로맨스 정자>의 현장 배치도,
<안양스토리>의 시안, 한글 작가 약력 그리고 작가의 이전 작품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목록
은 아래와 같다. 예산안과 각종 견적서 등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작품 제작과 관련해 생성한 기록 사료
는 향후 목록화할 예정이다. 작품 사진의 데이터는 ‘프로젝트 아카이브 콜렉션—전자파일’에 별도 소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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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록:
번호

문서건명

001.01

나빈 라완차이쿨 작가 약력(총 3매): 한글

002.01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2.02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2.03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2.04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2.05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2.06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2.07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2.08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2.09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2.10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복본 2매)

002.11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3.01

제안서: 프로젝트 구성요소: 영문

004.01

과정: 드로잉: <로맨스 정자> 현장 배치도: 영문

004.02

과정: 드로잉: <로맨스 정자> 현장 배치도: 영문

004.03

과정: 드로잉: <로맨스 정자> 현장 배치도: 영문
3

004.04

과정: 드로잉: <안양스토리> 현장 배치도: 영문

004.05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작품 시안

004.06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작품 시안

004.07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작품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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