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개요

타 이 틀 : 26. 도쿄 피크닉 클럽Tokyo Picnic Club

생 성 연 도 : 2005년

고 유 번 호 : 26TPC

장 소 : 안양파빌리온 아카이브 서가

길 이 : 66.3 피트

배 열 : 001(작가 약력), 002(참고자료), 003(제안서), 004(과정) 순으로 배열

기 록 자 : 정주영

⏐

기 록 일 : 2013년 12월 5일

작가:
도쿄 피크닉 클럽은 런던 '피크닉 클럽'의 탄생 2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가 히로시 오타
Hiroshi OTA, 도시계획가 카오리 이토Kaori ITO 그리고 와코루 아트센터Wacoal Art Center의 기
술감독인 토모하루 마츠다Tomoharu MATSUDA가 2002년 도쿄에서 결성했다. 이후 많은 사람들
이 합류하여 현재는 건축가, 도시 디자이너, 조경 디자이너, 사진작가, 음식 코디네이터, 큐레이터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80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룹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피크닉이
열악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며 피크닉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피크닉을 위한 차(茶)와 음식을 개발하거나, 피크닉 지침을 만들기도 하며,
2004년 모리미술관Mori Art Museum의 전시 <롯폰기 크로싱 2004Roppongi Crossing2004>
에서는 1.7 x 1.7 m 크기의 <휴대용 잔디밭>을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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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도쿄 피크닉 클럽은 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의 초대를 받고 안양종합운동장의 잔디를
가져와 삼성천 옆 산책로에 피크닉 장소 <잔디 휴가 중>을 만들었다. 비행기 모양의 잔디 주변에는 '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사랑에 빠지시라', '평등이 첫째' 와 같은 피크닉 지침을 표지판에 적어 놓았
다. 작품 제작을 위해 안양을 방문한 작가는 안양예술공원에 피크닉을 즐길만한 잔디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안양종합운동장의 잔디를 비행기 모양으로 오려내 예술공
원으로 가져왔다. 1회 APAP 기간인 2005년 11월 15일에는 그룹의 구성원들이 안양을 방문해 자신
들이 디자인한 피크닉 복장을 입고 다른 작가들과 함께 작품 위에서 직접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26. 도쿄 피크닉 클럽Tokyo Picnic Club’은
<잔디 휴가 중>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1회 APAP의 초대작가로서 도쿄 피크닉 클럽이 작성한 실시설계 도면과 한영 작가 약력을 포함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또한 기획자와 작가가 주고 받은 이메일, 각종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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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01

도쿄 피크닉 클럽 작가 약력(총 2매): 영문

001.02

도쿄 피크닉 클럽 작가 약력(총 4매): 한글

004.01

과정: 실시설계 도면

004.02

과정: 실시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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