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개요

타 이 틀 : 125. 마이-투 페레 Mai-Thu Perret

생 성 연 도 : 2007 년

고 유 번 호 : 125MTP

장 소 : 안양파빌리온 아카이브 서가

길 이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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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일

작가:
1976 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난 마이-투 페레는 캠브리지대학교 Cambridge University 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2002 년부터 2003 년까지 휘트니미술관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의 독립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조각, 설치, 회화, 영상, 퍼포먼스 등을 아우르는 페레의
작품은 지난 10 년간 집필해온 소설 『크리스탈 프론티어 The Crystal Frontier』에 기반한다.
제네바근현대미술 MAMCO(제네바, 2011), 미시건대학교 미술관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rt(앤아버, 2010), 스위스 인스티튜트 Swiss Institute(뉴욕, 2010),
아스펜미술관 Aspen Art Museum(아스펜, 2009), 키친 The Kitchen(뉴욕, 2008), 쿤스트할
상트갈렌 Kunsthalle St. Gallen(상트갈렌, 2008), 보네판텐미술관 Bonnefanten
Museum(마스트리흐트, 2007)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베니스비엔날레>(2011)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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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국내에는 2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를 비롯하여
<투모로우>(아트선재센터/금호미술관, 2007), <얼음사나이>(아리리오갤러리, 2012) 등의 전시를
통해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작품:
마이-투 페레는 2 회 APAP 의 초대를 받고 평촌공원 잔디밭에 삼각형 구도로 배치한 유기적 형태의
바위 <형형색색의 바위들 Some Colored Rocks>을 제작했다. 마이-투 페레의 작품은 자신이
1999 년부터 집필해온 소설 『크리스탈 프론티어』를 기반으로 한다. 소설은 이십 대에서 삼십 대
사이의 일군의 여성들이 자본주의의 폐해와 가부장적 전통에서 벗어나고자 뉴멕시코 남서쪽에 위치한
사막으로 이주하여 유토피아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레는 소설 속 공동체
구성원들이 쓴 일기, 편지, 일정, 메모, 가사, 신문 등의 텍스트들을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왔다. 설치, 영화, 조각, 회화, 네온 사인, 도자기, 가구, 테피스트리, 벽지 등의 장르를 아우르는
페레의 작품은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무대 디자인에서 프랑스 일러스트, 버스비 버클리 Busby
Berkeley 의 뮤지컬, 20 세기 신비주의, 미니멀리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사조를 참조한다.
<형형색색의 바위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금색 종이로 제작했던 바위를 다양한 색상의 타일
모자이크로 다시 제작한 것이다. 작가는 자연석을 관조의 대상으로 여기고 수집하는 동양의 수석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히며, 이 작품이 설치한 장소와 그곳을 지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랬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2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125. 마이-투 페레 Mai-Thu Perret’는
<형형색색의 바위들>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2 회 APAP 의 초대 작가로서 마이-투 페레가 제공한 제안서, 스케치, 모형 사진과 작가
약력을 포함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또한 작가 계약서, 기획자와 작가가 주고 받은 이메일,
공사내역서 등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작품 제작과 관련해 생성한 기록 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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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목록화할 예정이다. 작품의 사진 데이터는 ‘프로젝트 아카이브 콜렉션—전자파일’에 별도
소장하고 있다.

자료목록:
번호

문서건명

001.01

마이-투 페레 작가 약력(총 2 매): 영문

003.01

제안서: 영문

004.01

과정: 스케치(복본 3 매)

004.02

과정: 스케치

004.03

과정: 모형(복본 2 매)

004.04

과정: 모형(참조용 유사 재료 이미지 포함, 복본 2 매)

004.05

과정: 모형(복본 2 매)

004.06

과정: 모형(메모 포함)

004.07

과정: 모형

004.08

과정: 모형

004.09

과정: 모형

004.10

과정: 모형

004.11

과정: 모형

004.12

과정: 모형(복본 2 매)

004.13

과정: 모형(복본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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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4

과정: 모형(복본 2 매)

004.15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제작을 위한 참고 이미지(복본 2 매)

004.16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제작을 위한 참고 이미지

004.17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제작을 위한 참고 이미지

004.18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제작을 위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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