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지도

제2회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경복궁역

도시 공간에 신선한 예술적 상상력과 인간적 정취를 담고자 2016년

7

부터 [서울은 미술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미술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지난 해 첫 국제컨퍼런스에 이어 올해 서울시는 제2회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광화문역
7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공공미술이 상상하는 도시-공공미술은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는가?”라는 주제로 서울이 꿈꾸고 상상하는 공공미술의
행태에 관해 논의하고 담론을 공유합니다.

3
2

또한 본 컨퍼런스에서는 [서울은 미술관] 사업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4

서울시 공공미술의 현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시각적 환경을

1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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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의미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공공미술의

시
청
역

역
시청

전환과 확장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대중교통
지하철

· 컨퍼런스 : 1층 야주개홀 (대강당)
· 전시 : 1층 중정휴게장소

-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방향 470m
중
정
휴
게
장
소

야
주
개
홀

-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방향 600m
- 3호선 경복궁역 7번 출구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방향 720m
- 1호선 시청역 1, 2, 3번 출구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방향 850m
- 2호선 시청역 12번출구 서울역사박물관 방향 980m

버스 (서울역사박물관 하차)
- 간선 : 1 01, 160, 260, 270, 271, 273, 370, 470, 471, 600, 601, 602, 702A,
702B, 704, 705, 710, 720, 721
- 지선 : 7019
- 일반 : 1002

공공미술이 상상하는 도시
공공미술은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는가?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 성과전시
1.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 퍼블릭 X 퍼블릭 /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2017.9.21(목) 14:00~17:00 | 9.22(금) 10:00~17:00

2. 시민향유 작품
- 윤슬 / 시민의 목소리 / 단한곳, 단한점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3. 지역재생 연계 작품
- 청파로 퍼블릭 아트캔버스 / 대학협력 공공미술프로젝트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대강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
문의 : 070. 7778. 0600 | 사전등록 : seoulurbanart.com

장소협찬

프로그램

발표자

9월 21일

시간
14:00~14:35

프로그램
개회식 : 컨퍼런스 안내, 개회사, 축사

미국

세션 1. 공공미술은 무엇을 상상하는가?
14:40~15:20

1. [기조연설] 경험하기 : 일상 속 공공 미술의 가치
- 메리 제인 제이콥 / 시카고 예술대학 교수

15:20~15:30

3. 사회적 촉진으로서 공공미술의 영역
- 소피 골츠
/ 싱가포르 난양 이공대학 예술, 미디어, 디자인 전공 조교수

16:35~16:40
16:40~17:00

메리 제인 제이콥은 큐레이터이자 작가, 교수로 활동하며
<행동하는 문화 (Art in Action)>(1993), <과거와 함께하는
장소들(Places with a past)>(1991), <살아있는 연습(A Lived
Practice)>(2014) 등의 전시와 저술을 통해 새로운 공공미술
의 형태를 제안하고 구성원들의 참여와 변화를 촉구하는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박 경 (PARK Kyong)
| UCSD 시각예술 전공 교수
미국

장내정리

독일

좌장 : 백기영 /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시간

프로그램
퍼블릭 X 퍼블릭 시상식

12:00~13:30

한국

안규철은 2016년부터 서울시 공공미술자문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이자
교수이다. 그는 조각, 설치, 드로잉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 미술의 소통에 관해 질문하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좌장

4. 일본의 새로운 공공미술
: 포스트 성장 시대, 창조적 참여를 희망하다
- 저스틴 제스티
/ 워싱턴대학교 아시아 언어 및 문학 전공 조교수
5. 전환도시의 예술
- 박은선 / 리슨투더시티 디렉터

심소미는 건축과 미술의 접점에서 도시 공간을 연구
하고, 작가들의 작업이 도시에 개입하는 다양한 양상을
추적해왔다. <마이크로시티랩>(2016), <컬랩스>
(2016) 등의 전시 기획을 통해 전시 담론과 장소 실천을
수행적으로 다뤄왔다.

안규철
| 서울시 공공미술 자문단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소피 골츠는 현재 싱가포르 난양 이공대학에서 예술,
디자인, 미디어 전공 조교수(NTU ADM), 현대미술
센터 부국장(NTU CCA)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8년
부터 2013년까지 신 베를린미술협회(Neuer Berliner
Kunstverein(N.B.K.))의 큐레이터 및 커뮤니케이션, 공공
프로그램 책임자로 활동 했다.

세션 2. 형태를 상상하기, 관계를 성찰하기

10:20~11:50

한국

시민 발표 : 시민참여 프로그램 성과 발표
-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대학협력 공공미술 발표

9월 22일

황 하이밍은 큐레이터이자 예술 비평가로 활동하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타이페이 시립 미술관 관장을
맡았다. 그는 예술과 도시간의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공공미술 기획과 연구를 진행했다.

심소미
| 독립 큐레이터

박경은 건축, 큐레이팅, 작업, 연구 행위를 아우르는 기획자
로 2010 APAP 총감독, 2015년 이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에서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의 총감독을 맡았다.

소피 골츠 (Sophie Goltz)
| 싱가포르 난양 이공대학 예술, 디자인, 미디어
전공 조교수

10:00~10:20

대만

휴식
2. 공공미술에서 공공의 문화로?
- 박 경 / UCSD 시각예술 전공 교수

15:30~16:35

황 하이밍 (黃海鳴, Huang Hai-Ming)
| 국립 타이베이 교육대학교 예술 전공 교수

메리 제인 제이콥 (Mary Jane Jacob)
| 시카고 예술대학 교수

좌장 : 박성태 / 정림건축문화재단 상임 이사

저스틴 제스티 (Justin Jesty)
| 워싱턴 대학교 아시아 언어 및 문학 전공 조교수

미국

중식

저스틴 제스티는 일본의 전후 미술 및 문화를 폭넓게 연
구하는 학자로 2015년 기획한 심포지엄 <A Socially
Engaged Art in Japan> 을 통해 사회와 예술의 관련성,
역할을 탐구하고 담론을 나누었다. 현재 공공미술을 깊이
있게 다루는 온라인 저널 [FIELD]의 공동 편집인이다.

박성태
| 정림건축문화재단 상임 이사
2018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세션 3. 공공미술의 전환, 상상의 확장
6. 거리는 미술관, 변화의 플랫폼, 실험실이다
- 황 하이밍 / 국립 타이베이 교육대학교 예술 전공 교수
13:30~15:20

8. 공공미술과 시민의 상상력
- 안규철 / 서울시 공공미술 자문단장, 한예종 미술원 교수
15:20~15:30
15:30~17:00

박은선
| 리슨투더시티 디렉터

7. 도시 개입의 오작동으로부터 배우기
- 심소미 / 독립 큐레이터

휴식
종합토론 (패널토론) : 전체 참여연사 주제 토론

한국

박은선은 옥바라지 골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성천 등
공간을 소유하는 권력과 공통재(the commons)에 주목해
왔다. 2009년 리슨투더시티를 결성한 이후 다양한 전시,
포럼,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왔다.

백기영
|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