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개요

타 이 틀 : 122. 박신자Park Shinja

생 성 연 도 : 2007 년

고 유 번 호 : 122PSJ

장 소 : 안양파빌리온 아카이브 서가

길 이 : 68.2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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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록 자 : 정주영

⏐

기 록 일 : 2013년 12월 21일

작가:
1964년 대전에서 출생한 박신자는 홍익대학교 조소과와 일본 무사시노미술대학교Musashino Art
University 연구과정을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디자인과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한 후
동 대학교에서 공간디자인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용인 문화예술원(2006), 안양 문화예술발전소
(2006), 경기도문화의전당(2005), 안양 롯데갤러리(2003) 등에서 수 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두 번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2005/2007)를 비롯하여 <안양미협전>(알바로시자홀(현 안양파빌
리온), 2007), <공간디자인비엔날레>(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2007), <이모우션_휴머니티_서울
Emotion_Humanity_Seoul 展>(세종문화회관, 2006), <우리동네 현대미술전>(제비울미술관,
2005) 등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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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박신자는 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초대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KT 앞에 위치한 공동구환
기구에 주목하여 <특별한_休Special_Recess>를 제작했다. 공동구환기구는 도시의 공공시설물을
지하로 배설하면서 그 곳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필수불가결한 도로 시설물이다. 그
러나 작가가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 원했던 공동구환기구는 인도 한 가운데 위치해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타일로 무심하게 마무리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작가는 직육면체 모양의 시설물 외관에 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육중함을 상
쇄시키고, 지하에서 솟아난 듯 한 공업용 파이프를 주변공간으로 확장해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함
으로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122. 박신자Park Shinja’는 <특별한_休>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2회 APAP의 초대
작가로서 박신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드로잉을 비롯해 작품의 3D 모델링 이미지, 작품 설치 전 현장
사진을 포함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또한 작가 계약서, 참여작가 계약체결 건의 등 안양공공예술
재단이 작품 제작과 관련해 생성한 기록 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목록화할 예정이다. 작품
의 사진 데이터는 ‘프로젝트 아카이브 콜렉션—전자파일’에 별도 소장하고 있다.

자료목록:
번호

문서건명

003.01

제안서(최종, 총 9매, 복본 2-4매): 한글

003.02

제안서: 2차 작품 시안: 한글

003.03

제안서: 3차 작품 시안: 한글

003.04

제안서(2차 장소변경으로 인한 재 작품 제안서,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한 작품 변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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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작품 제안서): 한글
003.05

제안서(장소변경으로 인한 재 작품 제안서, 총 10매): 한글

004.01

과정: 드로잉: 투시도

004.02

과정: 드로잉: 평면도

004.03

과정: 드로잉: 정면도, 좌측면도

004.04

과정: 드로잉: 평면도(메모 포함)

004.05

과정: 드로잉(2차 작품 시안)

004.06

과정: 드로잉(2차 작품 시안)

004.07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복본 2매)

004.08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설치 전 현장 사진

004.09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설치 전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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