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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한 박윤영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으며, 서
울과 캐나다 밴쿠버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붉은 물고기가 강 위로>(몽인아트센터, 2010), <익슬
란 스탑>(아라리오갤러리, 2007), <픽톤의 호수>(인사미술공간, 2005), <로고산수>(브레인팩토리,
2003)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아뜰리에 에르메스, 2009), <겸허한 기념비:
한국현대미술Modest Monuments: Contemporary Art from Korea>(킹스린아트센터King's
Lynn Arts Centre, 2008), <현실과 허구의 경계읽기>(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2008), <공통경
계>(국립현대미술관, 2007), <원더랜드Wonderland>(중국국립미술관The National Art Museum
of China, 2007), <아트스펙트럼 2006>(삼성미술관 리움, 2006), <광주비엔날레 에코메트로>(광
주 지하철 및 시청역, 2004) 등을 비롯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2009년에는 에르메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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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작품:
박윤영이 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에 초대받아 제작한 작품은 삼성산 중턱에 자리한 <
그림자 호수>로, 그림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소설 같은 병풍이다. 작가의 대표작인 <픽톤의 호수>를
비단에 먹으로 그리는 대신 알루미늄 판에 새겨서 완성한 작품이다. 작품 속 이야기는 캐나다 밴쿠버
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했던 로버트 픽톤이 스물 여섯 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사료로 사용한
사건에서 시작한다. 작가는 이 기괴한 사건에 발레 <백조의 호수>, 영화 <엘리펀트 맨>, TV 시리즈
<트윈 픽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흰 코끼리 같은 언덕>, 팝송
<Jennie’s Got a Gun>, 살바도르 달리의 <코끼리를 비추는 백조> 등의 이야기들을 연결하고 교차
시키며 사라진 여성들의 행방을 찾는다. 작가는 병풍 속 이야기의 여성들이 ‘낙원’이라는 뜻을 지닌 안
양에서 평안을 얻기를 바랬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6. 박윤영Park Yoon Young’은 <그림자 호
수>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1회 APAP의
초대 작가로서 박윤영이 제공한 작품 시안과 제작 방식을 비롯하여 한글 작가 약력과 이전 작품 이미
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본 시리즈에 담긴 작품의 제작과 관련해 안양공공예술
재단이 생성한 계약서, 견적서, 작가와 기획자가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은 향후 목록화할 예정이다. 작품
의 사진 데이터는 ‘프로젝트 아카이브 콜렉션—전자파일’에 별도 소장하고 있다.

자료목록:
번호

문서건명

001.01

박윤영 작가 약력: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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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1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2.02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2.03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4.01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작품 시안

004.02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작품 시안

004.03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작품 시안 및 제작 방식 설명: 한글

004.04

과정: 작품 제작 방식(004.03의 부분):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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