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개요

타 이 틀 : 123. 박소영Park Soyoung

생 성 연 도 : 2007 년

고 유 번 호 : 123PSY

장 소 : 안양파빌리온 아카이브 서가

길 이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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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속초에서 태어난 박소영은 인하대학교에서 미술교육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한 후 슈투트가르트국립조형예술대학Stuttgart State Academy of Art and Design 연구과정
을 졸업했다. <무심해지는 법>(스페이스 비엠, 2013), <雜-생각>(갤러리 비원, 2011), <돌아버리겠
네>(통의동보안여관, 2010), <반복하다>(김종영미술관, 2007), <덩어리>(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
2006)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쉼>(경기도미술관, 2011), <손끝으로 보는 상상>(한빛맹학교,
2010), <REMIND 그곳을 기억하다>(영은미술관, 2010), <오늘의 한국조각 2008—조각의 허물 혹
은 껍질>(모란미술관, 2008), 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2007), <It Takes Two to Tango[탱고를
추려면 둘은 필요하다]>(금호미술관, 2007)를 비롯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창동미술창작스튜디
오(2004-2005)와 경안창작스튜디오(2000-2002)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한 바 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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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작품:
박소영은 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의 초대를 받고 유기적 형태의 덩어리로 만든 형형
색색의 벤치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를 제작했다. 이 작품은 작가가 2006년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에서 선보였던 <덩어리> 연작의 연장선 상에 있다. <덩어리> 연작은 본인의 석고 작품을 합
성수지로 캐스팅한 후에 자동차 우레탄 도료로 색을 입힌 작품이었으며, 이 벤치 역시 그와 동일한 제
작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작가는 일정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변형하고 분열하는 형태의 벤치를 통해 점
점 증가하는 일상의 속도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
놓고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를 바랬다. 큰 길 가에 위치해 실제 사용자가 적었던 작품
은 2013년 재정비 후 안양예술공원으로 이전해 공원 이용자들과 등산객들의 쉼터로 기능할 예정이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123. 박소영Park Soyoung’은 <짐을 내려놓
고 편히 쉬세요!>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2회 APAP의 초대 작가로서 박소영이 작성한 제안서를 비롯해 작품의 3D 모델링 이미지를 포함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또한 작가 계약서, 참여작가 계약체결 건의 등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작품 제작
과 관련해 생성한 기록 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목록화할 예정이다. 작품의 사진 데이터는
‘프로젝트 아카이브 콜렉션—전자파일’에 별도 소장하고 있다.

자 료 목 록:
번호

문서건명

003.01

제안서(3D 모델링 이미지 포함): 한글

003.02

제안서(3D 모델링 이미지 포함, 총 3매, 복본 2-4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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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3

제안서: 한글

004.01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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