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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1964년 나이지리아 아바에서 태어난 올루 오귀베는 나이지리아대학교University of Nigeria를 졸업
한 후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에서 미술사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작가이자 미술사가,
큐레이터 그리고 후기식민주의와 신 정보기술학의 이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코네티컷대학교
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학 연구소와 미술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인천국제여성미술비엔날레>(2009), <베니스비엔날레>(2007), <부산비엔날레>(2005)를 비롯해 <
미국의 인상The American Effect>(휘트니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2003), <
새로운 깃발Next Flag>(미그로스미술관Migros Museum, 2003), <영토 만들기Marking the
Territory>(아일랜드현대미술관Irish Museum of Modern Art, 2001) 등의 전시에서 작품을 선보
였다. <센츄리 시티Century City>(테이트모던Tate Modern, 2001), <진정한/중심에서 벗어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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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 안의 아프리카, 아프리카 밖의 아프리카Authentic/Ex-centric: Africa in and out of
Africa>(49회 베니스비엔날레, 2001) 등의 전시를 기획했으며, 『현대성 읽기: 아프리카 미술, 이론에
서 시장까지Reading the Contemporary: African Art from Theory to the Marketplace』(MIT
출판사, 2000)와 『컬처 게임The Culture Game』(미네소타대학교출판사, 2004)을 비롯한 저서를 출
간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코네티컷 주에서 수여하는 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작품:
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의 초대 작가로서 올루 오귀베는 삼성산 숲 속에 <신과 성신
을 위한 의자>를 설치했다. 스테인리스스틸로 만든 거울 등받이와 유리 좌석으로 구성한 이 작품은
나이지리아 이그보 부족이 섬기는 대지의 여신과 태양신 그리고 삼성산을 상징하는 세 명의 승려인
원효, 의상, 윤필을 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안양에 인간들만을 위한 작품이 아
니라 신을 위한 성스럽고 비밀스러운 장소를 만들고자 했다. 영문 제목인 오쿠무오OkwuMuo는 이그
보 부족이 신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제의적 공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한 광장
근처의 조용한 수풀 속에 위치한다. 작가는 이그보 부족의 나무 의자를 닮은 이 작품을 한 문화가 다
른 문화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12. 올루 오귀베Olu Oguibe ’는 <신과 성신
을 위한 의자>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1
회 APAP의 초대작가로서 올루 오귀베가 작품 제작을 위해 그린 스케치와 작품의 3D 모델링 이미지
그리고 작품을 설치할 지지석의 크기와 모양을 기록한 시안을 포함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또한
견적서, 기획자와 작가가 주고 받은 이메일, 메모 등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작품 제작과 관련해 생성한
기록 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목록화할 예정이다. 작품의 사진 데이터는 ‘프로젝트 아카이
브 콜렉션—전자파일’에 별도 소장하고 있다.

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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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서건명

004.01

과정: 스케치(복본 3매)

004.02

과정: 스케치

004.03

과정: 드로잉: 지지석 시안

004.04

과정: 드로잉: 지지석 시안

004.05

과정: 드로잉: 지지석 시안

004.06

과정: 드로잉: 지지석 시안

004.07

과정: 드로잉: 지지석 시안

004.08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시공지침 포함): 영문

004.09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004.10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004.11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복본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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