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개요

타 이 틀 : 110. 이수경 Yeesookyung

생 성 연 도 : 2007 년

고 유 번 호 : 110Y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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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년 12 월 21 일

작가:
1963 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수경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1992 년 첫 개인전을 가진 후, 마이클슐츠갤러리 Michael Schultz Gallery(베를린, 2008),
몽인아트센터(서울, 2008), 오라니엔바움미술관 Museum Schloß Oranienbaum(데사우, 2009),
오타파인아트 Ota Fine Arts(도쿄, 2009), 토마스콘갤러리 Thomas Cohn Gallery(상파울루, 2009)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올해의 작가상 2012>(국립현대미술관, 2012), <정마리의 정가,
이수경의 헌신>(아르코미술관, 2010), <리버풀비엔날레 Liverpool Biennale>(2008), <B
side>(두아트 서울, 2008), <광주비엔날레>(2006), <에치고-츠마리트리엔날레>(2006), <번역에
저항한다>(토탈미술관, 2005)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경기창작센터(안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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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스튜디오(서울, 2007), 빌라 아르송 Villa Arson(니스, 2003), 아펙스아트 Apex Art(뉴욕,
1998), 브롱스미술관 Bronx Museum(뉴욕, 1995) 등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작품:
이수경은 2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의 초대를 받고 도자기 파편을 붙여 달을 형상화한
<달 The Moon>을 제작했다. 도자기 공방에서 폐기한 조각들을 모아 짝을 맞추고 틈새를 메운 후,
불상에 사용하는 금으로 이음새를 칠해 만들었다. 이 작품은 작가가 2000 년대부터 시작한 <번역된
도자기> 연작의 연장선 상에 있다. 2001 년 이탈리아 <알비솔라도자기비엔날레 Biennale of
Ceramics in Contemporary Art Albisola>에 참가하며 작가는 조선 백자를 본 적이 없는
이탈리아의 도공에게 그에 관한 시와 설화를 들려주고 조선 백자를 재현해줄 것을 부탁했고, 이
작업을 계기로 <번역된 도자기> 연작을 시작했다. 초기의 <번역된 도자기>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오해를 다루었다면, 실패작이라는 이유로 깨지고 버려진 가마터의 도자기 파편들을 이어 붙여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어낸 이후의 <번역된 도자기>는 버려진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또 다른 번역
과정에 주목한다. 조선백자 달항아리를 연상시키는 작품 위에는 달에 살고 있다는 전래동화 속 토끼가
놓여 있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2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110. 이수경 Yeesookyung’은 <달>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2 회 APAP 의 초대
작가로서 이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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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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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서건명

002.01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3.01

제안서: 한글

003.02

제안서: 한글

003.03

제안서: 한글

004.01

과정: 드로잉(복본 2 매): 기본골조: 한글

004.02

과정: 드로잉(복본 2 매): 구 단층면: 한글

004.03

과정: 드로잉(복본 2 매): 내부 철골조 정면도: 한글

004.04

과정: 드로잉: 완성 작품 예상도: 한글

004.05

과정: 드로잉(복본 2 매): 토끼 조형물 연결 방식: 한글

004.06

과정: 드로잉(복본 2 매): 지면 접합부: 한글

004.07

과정: 드로잉: 한글

004.08

과정: 드로잉: 기본 골조, 접합 방식 관련 메모 포함: 한글

004.09

과정: 드로잉: 디테일, 구 단층면(메모 포함): 한글

004.10

과정: 드로잉: 평면도, 측면도, 시공 방법

004.11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복본 2 매)

004.12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복본 2 매)

004.13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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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4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004.15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복본 2매)

004.16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004.17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004.18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복본 2매)

004.19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설치 방식 포함):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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