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개요

타 이 틀 : 104. 한정완, 박경진 Jung-Wan Han & Kyung-Jin Park

생 성 연 도 : 2007 년

고 유 번 호 : 104HJWPKJ

장 소 : 안양파빌리온 아카이브 서가

길 이 : 53.6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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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록 자 : 정주영

⏐

기 록 일 : 2014 년 2 월 11 일

작가:
1957 년 서울에서 출생한 한정완은 한양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일본 국립
치바대학교 Chiba University 에서 디자인시스템을 전공해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디자인
매니지먼트와 시스템 분야를 연구하며, 「디자인의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추출 방법에 관한
연구」(한국철도학회, 2008)을 포함해 85 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발표했고, 43 회의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60 년 서울에서 출생한 박경진은 한양대학교에서 제품/환경디자인을 전공하여 학사와 석사학위를
수여했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 전자 디자인연구소에서 12 년간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삼척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부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양대학교 디자인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제품 아이덴티티 수립에 있어서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한국디자인학회,
1

2006)을 비롯하여 26 편의 논문을 게재, 발표했으며, 『색채와 디자인』(백산출판사, 2010)에는 공동
저자로 참여한 바 있다.

작품:
한정완과 박경진은 2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의 초대를 받고 모서리가 둥근 정육면체를
쌓아 만든 생활 정보지 배포대 <인 앤 아웃 In & Out>을 제작했다. 배포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던 디자이너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면에 접한 함은 폐지 수거함으로 사용하도록 문을 달았고, 그 위로 쌓은 각각의
보관함은 중앙 고정대를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 위치에 따라 돌려 볼 수 있었다. 또한 주변에
배치한 네 개의 폐지 수거함은 정보지를 읽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기능했다. 평촌역
2 번 출구 옆에 위치했던 이 작품은 제작 후 육 년의 시간이 흐른 2013 년, 작품 전반에 걸친 오염과
훼손으로 인해 이용자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작가 동의 하에 철거되었고, 우리는 이를 기억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로 남겨둔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2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104. 한정완, 박경진 Jung-Wan Han &
Kyung-Jin Park’은 <인 앤 아웃>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2 회 APAP 의 초대 작가로서 한정완과 박경진이 작성한
제안서를 비롯해 여러 버전의 드로잉과 3D 모델링 이미지 그리고 작가의 이전 작품 이미지를
포함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또한 작가 계약서, 기획자와 작가가 주고 받은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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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01.01

한정완 작가 약력(총 5 매): 한글

004.01

과정: 드로잉(복본 4매): Top View, Front View, Section, Side View

004.02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004.03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복본 2 매)

004.04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설치 전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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