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프로젝트명 번호 저자, 주최 제목 발행/관련장소 자료 형식/쪽수  비고

1 성남-광주비엔날레 리플렛 포스터 형식의 리플렛

2 광주비엔날레,포럼A 제4회 광주비엔날레 국제 워크숍 "공동체와 미술" 광주비엔날레 책/208p

3 성남프로젝트 성남프로젝트 리플렛(성남) 리플렛

4 모란프로젝트 성남프로젝트 리플렛(모란) 리플렛

5 광주비엔날레 제 4회 광주비엔날레 초청 워크숍 community and art 광주비엔날레, 포럼에이 책자/124p

6 태평동 아리랑 이동 경로 a3 출력물

1 낙원극장 프로젝트 낙원극장 소책자 소책자

2 낙원극장 프로젝트 낙원극장 책자 링제본 책자

3 낙원극장 프로젝트 낙원극장 스티커 스티커 

4 낙원극장 프로젝트 낙원극장 리플렛 푸른 종이 프린트 

5 낙원극장 프로젝트 낙원극장 리플렛 노란 종이 프린트 

1 공공의 꿈 종로 리플렛 리플렛

2 공공의 꿈 종로 소책자 소책자/16p

3
강수미 김학량 윤정미 이영준
전용석 정혜정 진양교 함성호

서울생활의 발견 현실문화연구 단행본/288p

4 플라잉시티 홈페이지 공공의 꿈 종로 - 낯선 거리에 대한 몇 가지 에피소드 아트스페이스풀 아카이브 a4출력물/7p

5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2002_Walk in Seoul_사대문안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단행본/133p 문화연대 기증

1
백지숙,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인사미술공간
2002 국제 대안공간 심포지엄

"도시의 기억, 공간의 역사" 대안공간 네트워크전 "럭키서울"
인사미술공간/ 2003.02  단행본/235p

2 믹스라이스 Mixrice 엽서 (도시와 인권) 대안공간 풀/ 2002.11.29-12.10 엽서

3 [대안공간 네트워크 전] 인사미술공간/ 2002.12.06 리플렛(아코디언)

4
[2002 국제 대안공간 네트워크 심포지엄]

도시의 기억, 공간의 역사
인사미술공간/ 2002.12.06 리플렛 (아코디언)

5
 이완(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사무국장)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한국의 편견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2006.10.29-11.19

a4 출력물/11p

6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해결방안, 석 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

권을위한모임 소장), 문서파일
문서파일

7  풀 홈페이지 출력자료 보도자료 관련 텍스트

1 표류에의 초대 "Invitation to Drift" Urbanism Group Flyingcity 2003 마로니에미술관 소책자

플라잉시티 청계천프로젝트 1 플라잉시티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무쇠구름> 플라잉시티 단행본/269p

2 플라잉시티 청계미니 박람회 소식지 제 0호 청계미니박람회 리플렛 겸 포스터

3 <청계천 탐험> 2003 시민도시탐사 문화연대, 도시건축네트워크
플라잉시티

단행본/232p

4 노형석 기자 삭막한 재개발 도시적 에너지
아트스페이스 풀 아카이브/
한겨례 2003년 8월 21일

a4출력물 1장

5 <청계천프로젝트>관련자료
아트스페이스 풀 아카이브/

전용석
a4출력물

1 엽서 대안공간 풀 엽서

2 김상돈 외 7명 풍경의 배면, 성속의 밀어를 듣다 현실문화연구 단행본/297p

3 보도자료  보도자료/4p

4 Activating Korea 인사미술공간 단행본/168p

1 대안공간 네트워크 <누가 지역의 현실을 생각하는가?> 대안공간 풀 단행본/73p

2 <누가 지역의 현실을 생각하는가?> 리플렛

3 발행인: 현기영 새로운 과거 마로니에미술관  단행본/181p

청계미니박람회

성남 프로젝트

대안공간 네트워크전 :
럭키서울

도어 투 도어 2 : 누가 지역의
현실을 생각하는가?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

니아 미술활동 소개

입주를 축하합니다

공공의 꿈, 종로 : 낯선 거리에
대한 몇 가지 에피소드

낙원극장

표류에의 초대 : "Invitation to
D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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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3

2

4

6

 

7

8(1)



4 새로운 과거 마로니에미술관  소책자/30p

5 시제일치: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메세지 인사미술공간
대안공간 풀

소책자/38p

6 시제일치: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메시지/ 엽서+엽서 케이스 인사미술공간
대안공간 풀

이미지 엽서/16장

7 시제일치: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메시지 인사미술공간
대안공간 풀

엽서

8 레바논 내전 기본정보 외 중동관련 페이퍼 a4 출력물/44장

9 Lebanese truckers stuck in border tiff a4 출력물/35장

9 1 안녕하세요 2006 달력

2 김상돈 인도보호용 인간띠 종이에 인쇄

[AFI 2006] 공공의 순간 PUBLIC
MOMENT

1 총 10 종(비버 포함) + 1(명륜동) = 총 11종 보유 및 전시
총 10 종(비버 포함) + 1(명륜동)

= 총 11종 보유 및 전시

[AFI 2006] 전시 공공의 순간 2 김지혜  공공일기 대추리민들의 기록 단행본/160p

[AFI 2006] 전시 공공의 순간 -
명륜동에서 찾다 (2006. 02. 16

- 03. 31)
3 접는미술관 : 명륜동에서 찾다

(티켓, 스티커, 리플렛, 포스터,
명륜동에서 찾다 그 후) 김동환

김을 김학량 미다 지 박선희 박우
혁 배영환 안규철 양아치 양주혜
윤동구 워리 이순종 이종명 이진

경 이진희 전지

[AFI 2006] 프로젝트1 공공의 기
대, 공공의 잠재력: 정의(正義)

4 공공의 기대 공공의 잠재력: 정의 正義 리플렛

5 새로운 질서 경계지도 리플렛

6 프로젝트 진행 사진 사진/스냅앨범

7 공공의 순간 포스터 포스터(리플렛 겸)

8 스페이스 빔 Public studio(실행보고서) AFI 공공의 순간 단행본/180p

9 Public moment 공공의 순간 AFI 2006 조직위원회 단행본/80p

10 공공의 순(식)간 vol1 뉴스페이퍼

11 공공의 순(식)간 vol2 뉴스페이퍼

12 16 beaver between us a4

13 공공의 순간 리플렛 AFI 리플렛/2p

14 동아 공인 중개사 스티커

15 명륜동에서 찾다 그 후 뉴스페이퍼/18p

16 광장과 네트워크 a4 출력물

17 <가리봉동>한글버전 a4 출력물

18 AFI 보도자료 a4 출력물

1 2007년 다시 동두천을 주목하는 이유 리플렛

2 홍보자료 a4 출력물

3 볼 005 - 헐벗은 삶 인사미술공간 단행본

4 2007 <동두천 레지던시 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보고서 a4 출력물

5 여지연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삼인 단행본

6 산드라 스터드반트 외 그들만의 세상 잉걸 단행본

7 다비타 공동체 한국사회의 매매춘과 주한미군 책자

8 다비타 공동체 이종문화 자녀 자료집 책자

9 두레방 경기북부 기지촌지역 서매매근접을 위한
피해여성 지원사원 보고회 자료집

책자

1 마석 이야기/Maseok story(아트인 시티 2006)  리플렛(국영문 1부씩)

2  마석 이야기 Everest F.C  출력물

3 A&C삼거리 마석 가구단지 리플렛 리플렛

4 마석 농구대 도면 출력물

5 아이들 그림 그림&활동이미지

6 전효관 마석의 '녹촌 분교' 이야기 text -출력물

7 전효관 글에서 발췌 공공프로젝트의 모순 b4사이즈 출력물

8 채은영 문화예술328호 [예술 삶터의 재생을 기획하다, 채은영, '녹촌분교 운동장에
모여라',pp46-5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단행본

도어 투 도어 2 : 누가 지역의
현실을 생각하는가?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

니아 미술활동 소개

12 마석가구단지

10

11 다시 동두천을 주목하는 이유

8(2)
시제일치 :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의 메시지

8(1)

안녕하세요 : 의정부-동두천-평
택-양주



9 아트인시티2006' 소외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 마석이야기,
Art&Cummunication삼거리

리플렛

10 2006 마석달력 달력

11 2007 마석달력 딜력

12 믹스라이스 '접시안테나'전 엽서(풀/2009.01.09-01.22) 대안공간 풀
믹스라이스 '접시안테나'전 엽서

(풀/2009.01.09-01.22)

13 2012 마석동네 페스티벌 MDF 공연실황DVD, DVD

14 2012 마석동네 페스티벌 MDF 포스터 포스터

15 2012 마석동네 페스티벌 MDF 2013달력 달력

16 2013 제 2회 마석동네 페스티벌 MDF 리플렛

17 마석 프로그램 사진  사진(6장)

1 동아시아의 목소리 대안공간 풀 도록

2  동아시아의 목소리 엽서1 엽서

3  동아시아의 목소리 엽서2 : 앞면 이미지 <차이나타운에서 가져온 정물> 김
민경, 장윤주/ 뒷면 text 한국 차이나 타운의 화교

엽서

4  홍보자료, 전시일정표 출력물

5 볼 005 - 헐벗은 삶 (기는풍경/ P.189) 책(기는풍경/ P.189)

6  mixrice ,return 소책자

7 김지혜, 지장물이야기 포트폴리오

8 Choose her character 엽서

9 요코 가와시마 웟킨스 요코이야기 문학동네 단행본

10 during her time 출력물

11 <요코이야기> 2차 내부 회의 출력물

12 자료 제공자: 김민정 <동아시아의 목소리 세미나>강의자료 아트스페이스 풀 아카이브 출력물

1 볼 009 - 동두천 인사미술공간 단행본

2 인미공-Dongducheon Remember Envision Part 1 Insa Art Space 단행본

3 인미공-Dongducheon Remember Envision Part 2 Insa Art Space 단행본

4 김상돈 김상돈, I've seen that road before, 2008 아티스트북/48p

5
대안적 네트워크 미술 123 책자 (제안-동두천 상패공동묘지 공원화를 위한-

고승욱)
대안공간 풀 책자

6 인사아트스페이스 (Issue no.2) '동두천: 기억을 위한 보행, 상상을 위한 보
행"

신문형식 소개글

7 고승욱 제안 소책자

8 고승욱 전설 소책자

9 인미공 동두천 프로젝트 1차 사전토크 a4 출력물

10 김연자 아메리카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단행본

1 풀 제3회 사진기획전 젊은 사진작가 2인-양성윤/이상영 엽서

2 대인지뢰(2001) 소책자

3 안보관광(2007) 엽서

4 제7회 광주비엔날레 Annual Report-양성윤 부분(p.113,230-233) 광주비엔날레 도록

5 대안공간 풀 프로젝트 <지역연구와 미술> a4 출력물

6 강홍구 <안보관광> 전시리뷰 a4출력물

7 디엠지 관광 리플렛 리플렛

8 양성윤 안보관광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9 양구 a4 출력물

10 이범준 미국외교정책 중 일부 발췌-현대 미국 외교청책의 전개 박영사 단행본 발췌 출력물

11 펀치볼 지구 안보관광지 a4 출력물

1 웰컴, 마이 프렌드! 리플렛 리플렛

2 믹스라이스 아주 평평한 공터 포럼에이 단행본/119p

3 바다에 갔다온 계곡 개구리, 믹스라이스 믹스라이스, 미디어버스 단행본/103p

4 믹스라이스 다카로 가는 메시지 새만화책 단행본/48p

1 2011 군산 아트 레지던시 우여곡절 : 군산의 사람과 움직임 리플렛

2 2011 군산 아트 레지던시 우여곡절 : 군산의 사람과 움직임 소책자

3 2011 군산 아트 레지던시 우여곡절 : 군산의 사람과 움직임 도록

4 군산 리포트 : 생존과 환타지를 운영하는 사람들 리플렛

5
군산 2007- 공간의 생성과 쇠퇴, 프로젝트 그룹 '동문' (2007. 12.22-12.30,

대안공간 풀)
임시공간 방편  리플렛

17

16
2010 풀 프로젝션 국제교류 프로
젝트 <횡단>믹스라이스 리포트 :

웰컴, 마이 프렌드!

15

대인지뢰, 안보관광

군산 리포트 : 생존과 환타지를
운영하는 사람들

14

13

12 마석가구단지

동두천: 기억을 위한 보행 상상
을 위한 보행

동아시아의 목소리



6
군산- 지역의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지역만들기, 프로젝트 그룹 '동문'

(2008. 12.30-2009.1.7, 임시공간 방편)
 소책자(1부)

7 김영정 외 3명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 아카데미 단행본

8 약속 스프링제본

* 포럼A 포럼A 창간준비호-15호 스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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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리포트 : 생존과 환타지를
운영하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