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개요

타 이 틀 : 66. 박인수 Insoo Park

생 성 연 도 : 2005 년

고 유 번 호 : 66PIS

장 소 : 안양파빌리온 아카이브 서가

길 이 : 15.6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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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록 자 : 정주영

⏐

기 록 일 : 2014 년 3 월 14 일

작가:
박인수는 숭실대학교 건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AA 스쿨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DRL 과정을 수료했다. 건축사무소 아이아크의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건축사무소 파크이즈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2014 년 제 4 회 친환경 주택건설기술 및
신자재개발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 외에도 젊은건축가상(문화체육관광부, 2011),
경기도 건축문화상 금상(경기도, 2010)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숭실대학교
안익태기념관 지명현상>, <서울시청 현상설계>, <동탄 타운하우스>, <전남전문건설회관> 등이
있으며, <한국 건축 100 년展>(국립현대미술관, 1999)에 참여한 바 있다.

작품:
1

박인수는 1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의 경쟁 공모에 당선하여 삼성산 초입에 자리한
<웰컴 캐노피>를 제작했다. 등산로 옆 공터를 덮고 있던 넓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나무로 만든
평상과 철재 캐노피를 설치하여 등산객과 관람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했다. 작품을 설치하기에
앞서 기존 콘크리트 바닥의 턱을 제거하는 등 정지작업을 시행했으며, 안전을 위해 주변의 무너진
축대를 보수하기도 했다. 평상에 사용한 목재는 계곡에 있던 두 개의 현수교를 철거하며 수거한
바닥재를 재활용한 것이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1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66. 박인수 Insoo Park’는 <웰컴 캐노피>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1 회 APAP 의
초대작가로서 박인수가 제공한 작품의 3D 모델링 이미지와 실시설계 도면을 포함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또한 공사일정표와 각종 견적서 등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작품 제작과 관련해 생성한 기록
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목록화할 예정이다. 작품의 사진 데이터는 ‘프로젝트 아카이브
콜렉션—전자파일’에 별도 소장하고 있다.

자료목록:
번호

문서건명

004.01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004.02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004.03

과정: 실시설계 도면: 표지

004.04

과정: 실시설계 도면: 현황 설명 및 부지정리 계획도

004.05

과정: 실시설계 도면: 평면도

004.06

과정: 실시설계 도면: 재료마감표, 단면도, 부분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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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7

과정: 실시설계 도면: 기초배치 및 관련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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