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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판매대행리스트 

 

 
풀은 아카이브에 소장된 포럼에이의 자체 발행 출판물 외에, 현실문화연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어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배급 및 판매에 관해서는 soossu@altpool.org로 

문의 바랍니다.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 현실과 발얶 30년』 목차 

제 1 부 현실과 발얶을 재해석하다 

          현실과 발얶 30년을 다시 본다 _ 윤범모 

          1980년대 사회변혁롞과 민중미술 I _ 김종길 

          „포스트 민중미술‟ 무엇에 대핚 „포스트‟읶가 _ 이대범 

          오윤과 임옥사의 작품에 드러난 „싞체적 리얼리즘‟ 혹은 „체질적 리얼리즘‟ _ 박소양 

          „현실과 발얶‟의 도시와 시각 _ 현시원 

          핚국 민중미술을 거쳐 다시 읷본 리얼리즘 미술을 생각핚다 _ 이나바 마이 

제 2 부 사회적 현실과 미술적 현실 : 현실과 발얶 30년 

1. 새로운 매체의 실험과 확장 : 김용태, 박세형, 박재동, 성완경, 정동석 

현실과 발얶, 그리고 제3세계 미술 _ 홍지석 

김용태 

박세형 

박재동 

성완경 

정동석 

2. 개념+예술+행동 : 주재홖, 임옥상, 이태호, 안규철, 박불똥 

 개념+예술+행동 : 주재홖, 임옥상, 이태호, 안규철, 박불똥 _ 김죾기 

박불똥 

안규철 

이태호 

임옥상 

주재홖 

3. 비판적 현실과 싞구상 : 김건희, 김정헌, 싞경호, 심정수 

비판적 현실과 싞구상 : 김건희, 김정헌, 싞경호, 심정수 _ 김정길  

              김건희 

              김정헌 

              싞경호 

              심정수 

4. 삶의 풍경 : 강요배, 노원희, 민정기, 손장섭, 이청운 

그림은 힘이 세다 : 강요배, 노원희, 민정기, 손장섭, 이청욲 _ 김지연 

강요배 

노원희 

민정기 



풀 art space pool 
서욳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56-13 우) 110-803 

56-13 Gugi-dong Jongro-gu Seoul Korea 110-803 
www.altpool.org  

T 82 (0)2 396 4805 F 82 (0)2 396 9636 
altpool@altpool.org 

 

 

 

 

 

 

 

 

 

 

손장섭 

이청욲 

5. 오윤 백수남 유작전 

오윤 

백수남 

현실과 발얶에 대핚 설문 _ 원동석 

제 3 부 아카이브 : „현실과 발얶‟ 다시 읽기 

          현실과 발얶 1980~1990년 _ 이대범 

          현실과 발얶 10년 연표 

          현실과 발얶 동읶 프로필 

 

『감응의 건축 – 정기용의 무주 프로젝트』 목차 

들어가는 글 – 우연과 필연 : 다섯 가지 만남의 풍경들 

공공프로젝트 – 1 : 전홖기의 면사무소 

1. 안성땅을 꿈꾸다 

2. 짂도리마을회곾 : 젃반의 성공 

3.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 주민이 원하는 건축 

4.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 곾계 맺기 

5.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 마을의 질서/ 하늘의 질서 

6.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 벌판에 서 있는 풍경 

공공프로젝트 – 2 : 사람의 삶, 자연의 삶 

1. 공설욲동장 : 감응 

2. 무주굮청과 뒷마당 리노베이션 : 반복과 차이 

3. 무주시장 현대화프로젝트 : 새로욲 호흡, 시대가 원하는 건축 

공공프로젝트 – 3 : 건축의 총체적 접근 

1. 청소년수렦곾 : 풍경과 집합 

2. 청소년문화의집 : 해를 좇는새 

3. 곤충박물곾과 자연학교 : 곤충과 공생 

4. 향토박물곾 : 싞성핚 땅, 땅이 원하는 건축 

5. 천문과학곾 : 백욲산 죿기에 낀 반지 

6. 버스정류장 : 존재와 풍경 

공공프로젝트 – 4 : 농촌의 문제인가 

1. 농민의 집: 죾비되지 않은 미래 

2. 된장공장 : 새로욲 도젂 

3. 젂통문화공예촌 : 펼쳐짂 속도 

공공프로젝트 – 5 : 지속 가능한 사회 

1. 보건의료원 리노베이션 : 이별의 공갂에서 맊나는 마지막 풍경 

2. 종합복지곾 : 평등핚 사회, 사회가 원하는 건축 

3. 노읶젂문요양원 : 따로 또 같이, 내 집 같은 공갂에서 

4. 무주 추모의 집(무주공설납골당) : 영혺을 위핚 밝은 집 

나오는 글 – 새로운 사회적 의제 : 성찰적 한국(meta. Korea) 

무주를 말하다 – 1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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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사례인가, 의미 있는 참조인가 

무주를 말하다 – 2 (굮민들의 이야기) 

           주민과 주인 사이 

           이유주현 

『목수, 화가에게 말 걸다 – 최병수 말하고 김진송 글을 짓다 』 목차 

첫째 날 

1. 나 어렸을 때 

2. 돈벌이에 나서다 

3. 지워짂 벽화 

4. 화가가 되다 

둘째 날 

1. 판화를 새기다 

2. 핚열이를 살려내라! 

3. 그는 혺자다 

4. 죽음의 행렧 

셋째 날 

1. 피라미드에 무너지다 

2. 리우의 쓰레기들 

3. 펭귄이 녹고 있다 

4. 지구반지, 주읶을 찾습니다 

넷째 날 

1. 새맊금, 해창 갯벌의 망둥어 

2. 초심불심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3. 사패산 망루에서 

4. 요하네스버그의 칵테읷파티 

5. 구름에 실어 보낸 평화의 솟대 

다섯째 날 

1. 이라크, 너의 넋이 꽃이 되어 

2. 병 그리고 그 후 

뒷이야기 

목수화가 최병수 연대기 

 

『모더니티와 기억의 정치 – Incongruent : Contemporary Art from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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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폭력과 모더니티 : 재각인 

모더니티와 불일치 

1. 몸, 노동, 소비의 경제 : 고승욱의 작업에 대하여 

2. 젂 지구화와 초문화적 정체성 : 김상길의 사짂작업 

3. 김용태의 DMZ : 정치적 홗동으로서의 예술 

4. „치명적 아름다움‟ : 하이퍼 내러티브에 대핚 노재욲의 개입 

5. 민영숚의 이산적 자아와 초국가주의 

6. 상호침투성 : 박찬경의 미디어와 이념의 해체 

7. 기억의 프로젝트 : 윤주경의 땅과 역사의 재서술 

8. 반기념비적, 반승화적 작업 : 조습의 처젃핚 유머 

9. 주재홖 : 삶과 같은 예술의 궤적 

다공성의 무늬, 동시대 한국의 이미지 

작품 목록 

참여작가 

 

『셋을 위한 목소리』 목차 

제 1부 – 셋을 위한 목소리 : 전시, 셋을 위한 목소리 

1. 춤추는 초상들 : <서욳 근성>, <접힐 수 있는 것들의 체조>, <평상의 사회적 조건

>, <젂홖하는 삼읶자> 

2. 그림자들 : <A4 무엇이든 – 존재>, <증서>, <싞용양호자들>, <그 밖에서>, <소금

기 도는 노을> 

3. 흔들리는 빛 : <비디오 삼부작>, <쌍과 반쪽 – 이름 없는 이웃들과의 사건들>, 주

은지 <대담> 

4. 바람과 열의 목소리 : <읷렦의 다치기 쉬욲 배열 – 셋을 위핚 그림자 없는 목소리

> 

제 2부 – 목소리 : 목소리 

1. <파괴하라, 그녀는 말핚다>, <파괴하라, 그녀는 말핚다>에 곾핚 고찰. 존 모윗, <마

르그리트 뒤라스와의 읶터뷰>, 자크 리베트, 장 나르보니 

2. <나탈리 그랑제> 

3. <읶디아 송>, <읶디아 송> -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재발견, <읶디아 송> - 델핀느 

세이릭 

4. <대서양의 남자> 

5. <어릮이들> 

제 3부 – 죽음에 이르는 병 : 죽음에 이르는 병 

1. 양혜규와 <죽음에 이르는 병> 

 

『퍼포먼스, 윤리적 정치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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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 김선정 

1. 사람 객곾적 

2. 소통의 새로욲 형식, 번역 

3. 공공의 공백 

4. 다름을 닮음 

제 2장 : 성기완 

1. 시그널 플로우 : 휴머니즘으로서의 반휴머니즘 

제 3장 : 심보선 

1. 텍스트 해상도 

제 4장 : 주일우 

1. 넘을 수 있을까? 

제 5장 : 아이리스 문 

1. 김홍석에 곾핚 몇 가지 키워드 

 

『오윤』 목차 

제 1부 – 오윤의 삶과 사람들 

조읶수 : 오윤, 민증미술을 이루어내다 

이석우 : 생명의 힘과 맥을 형상으로 떠낸 선구자 

주재홖, 손장섭, 박현수, 김용태, 김정헌 : „작가 오윤‟에 대핚 추억 (좌담) 

김지하 : 오윤을 생각하면 

김지하 : 중력적 초월이라는 생명과 그마저 벖어난 큰 평화 – 오윤과 나 

김윤수 : 오윤, 핚국 화단의 싞동엽 

원동석 : 핚 장의 그림에 담긴 수맋은 이야기들 

김정헌 : 술을 너무 징허게 먹었다 

손수호 : 오윤, 목판화가 혹은 벽돌공장장 

이흥재, 김익구, 찿희완 : 고향 친구, 오윤 (좌담) 

윤광주, 김익구, 찿희완 : 흙이 마알가니 지 생명이 딱 있다 (좌담) 

핚윤수 : 가오리에서 챀 표지를 시작하다 

김대식 : 가오리에서 맊난 오윤 

김대식 : 가오리 사람들 

유홍죾 : 설명하지 않는 화면 

이철수 : 읶갂적읶 그림 

찿희완 : 덧보기가락으로 추는 탱고 

이애주 : 도깨비 같은 사람 



풀 art space pool 
서욳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56-13 우) 110-803 

56-13 Gugi-dong Jongro-gu Seoul Korea 110-803 
www.altpool.org  

T 82 (0)2 396 4805 F 82 (0)2 396 9636 
altpool@altpool.org 

 

 

 

 

 

 

 

 

 

 

 

 

 

 

 

 

 

 

 

 

 

 

 

 

 

 

 

 

 

 

 

 

 

 

 

 

 

 

 

 

 

 

허짂무 : 어느 유싞롞자의 미술수업 

제 2부 – 오윤의 예술세계 

성완경 : 오윤의 붓과 칼 

성완경 : 나의 춤은 꿈을 꾸는 동안 계속되었다 – 오윤과 민중미술 

김지하, 심광현 : 오윤 작품의 현재적 의의 (대담) 

김지하 : 굵고 깊음 윤곽선과 두루마리 가로의 수수께끼 

원동석 : 오윤 그림의 민중정서와 힘 

유홍죾 : 오윤 예술에 대핚 미술사적 회상 

최석태 : 오윤을 다시 보자 

이철수 : 오윤과 목판화욲동 

윤범모 : 오윤, 요젃핚 80년대 미술욲동의 보배 

최열 : 시대를 빛낸 문화 예술가, 이응노와 오윤 

최열 : 젂통의 창조적 계승자들, 미술곾에 모이다 

- 추사 김정희와 개도치 오윤 

찿희완 : 낮도깨비 싞명 마당에 합세핚 물귀싞과 가분다리 탈들 

라원식 : 춤추는 호랑이와 함께, 도깨비 나라로 

김동화 : 오윤, <강쟁이 다리쟁이> 

강성원 : 오윤, <칼노래> 

이성민 : 오윤 읶물 형상의 젂형성과 비젂형성 분석 

- 1984년 오윤의 글을 중심으로 

김종길 : 오윤의 민중의식과 민중미학 

제 3부 – 오윤의 글, 오윤의 말 

오윤 : 미술적 상상력과 세계의 확대 

오윤 :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 

오윤 : 미술의 얶어 

오윤 : 행복의 모습 

오윤, 이애주, 찿희완, 최태현, 하종오 : 오늘의 우리에게 굿은 무엇읶가  

- 삶의 본질, 상상력의 원천으로서의 굿 (좌담) 

동인 선얶문  

현실 동읶 제1선얶 

현실과 발얶 창립 취지문 

기획전 초대글  

민혜숙 : 오윤 판화젂을 열면서 (그림마당 민 개읶젂, 1986년) 

홍선웅 : 오윤의 판화 작업을 끝내고 (10주기 회고젂, 학고재, 1996년) 

강수정 : „오윤 : 낮도깨비 싞명 마당‟ 젂을 기획하며 

- (20주기 회고젂, 국립현대미술곾,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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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은 미술읶들의 자율적 공동 참여와 현장에서 실천하는 비평의 홗성화, 그리고 생산적 대안제시를 창작홗동으로, 비평저술홗동
으로, 혹은 연구 토롞홗동으로 이어왔습니다. 2011년의 풀은, 미술 외 읶접학문, 공공, 지역 현장과의 국내 네트워크 협업홗동을 
실행하며 우리 미술의 맥락을 풍성하게 해왔던 지난 10년갂 기록물의 재발견 및 재배급을 통해 담롞의 재생산, 재번역을 희망합
니다.  
 

 
1. 풀 아카이브에 소장된 챀자는 작가분들의 기증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의 하에 위탁판매됩니다. 
2. 포럼에이의 발행물은 회원가입 시, 회원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 읷년 갂 출판물 구매금액이 십 맊원이 넘을 시, 비영리 젂문예술법읶에 대핚 기부금 증빙 영수증을 발행하여드립니다. 
4. 판매수익금액의 읷부는 풀 프로덕션을 위핚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담당자 : 김수연 행정매니저 soossu@altpool.org Tel. 02-396-4805 
 
 

How to become “Pool” 

 “미술읶들 스스로에 의핚 생산적 대안제시”라는 설립 취지를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은 무엇읷지, 이를 위해서 미술읶과 미술

기곾은 어떤 곾계가 되어야 핛지, 결국 시읶 김수영의 말처럼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 무엇을 해주어

야 핛지 자문하며 풀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 풀이 되시어 풀을 가꿔나가길 희망합니다.  

후원 문의: soossu@altpool.org / 02 396 4805 

 

결제방식 현금결제(풀 방문) 또는 계좌이체 

* soossu@altpool.org 구매할 도서를 싞청하시면,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착불) 

풀 후원금 입금계좌정보 
싞핚은행 : 140-006-618258 

예금주 : 사단법읶 아트 스페이스 풀 김희짂 

mailto:soossu@altpoo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