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개요

타 이 틀 : 113. 임민욱 Minouk Lim

생 성 연 도 : 2007 년

고 유 번 호 : 113LMO

장 소 : 안양파빌리온 아카이브 서가

길 이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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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년 대전에서 태어난 임민욱은 파리국립고등조형예술학교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Paris 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민욱: 그림자
열기 Minouk Lim: Heat of Shadows>(워커아트센터 Walker Art Center, 2012),
<관점 Perspective>(스미소니언박물관 프리어/새틀러 갤러리 Smithsonian Museum
Freer/Sakler Gallery, 2011), <리퀴드 코뮌_임민욱 Liquide Commune_Minouk Lim>(PKM
갤러리, 2011), <점프 컷>(아트선재센터, 2008)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올해의
작가상>(국립현대미술관, 2012), <오 마이 콤플렉스 Oh, My Complex>(슈투트가르트
쿤스트페어라인 Württembergischer Kunstverein Stuttgart, 2012), <나는 너의 현실에 어떻게
살아갈까 What should I do to live in your life?>(샤르자아트파운데이션 Sharjah Ar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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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6 회 광주비엔날레 재단상(2006)과 7 회 에르메스미술상(2007),
1 회 미디어 아트 코리아상(2010)을 수상한 바 있다.

작품:
임민욱은 2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 임시프로젝트에 초대 받아 공원이나 축제의 현장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솜사탕을 거대하게 만든 <솜사탕 내각>을 중앙공원에 설치했다. 작가는 임시성을
공공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보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새겨진 혹은 새겨질 이야깃거리로서
공공예술을 제안했다. 솜사탕은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매력을 가진
동시에 입에 넣으면 쉽게 사라지는 일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작가는 솜사탕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한시적 만남에 바탕을 둔 축제와 같은 공공의 시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2 회 APAP
개막식 당일에는 “조형물이 어떻게 신체적으로 흡수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솜사탕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2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113. 임민욱 Minouk Lim’은 <솜사탕
내각>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2 회
APAP 의 초대작가로서 임민욱이 제공한 드로잉과 3D 모델링 이미지를 포함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또한 기획자와 작가가 주고 받은 이메일, 각종 견적서, 임시설치 참여작가 계약체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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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잉: 기둥의 위치

004.02

과정: 드로잉: 기둥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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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3

과정: 드로잉: 기둥의 각도(004.02 부분 확대)

004.04

과정: 드로잉: 공원 배치도, 배면도

004.05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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