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작가
강해인 길초실 김건주
김시연 류제형 박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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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운
Onishi Yasuaki

|지하철|
1호선 : 시청역 1번 출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방면)
2호선 : 시청역 11번 출구나 12번 출구,10번 출구
5호선 : 서대문역 5번출구나 광화문역 5번출구

|버 스|
파랑(간선)버스 172, 472, 600, 602, 603, 607 (정거장 : 서소문) 

8000 (정거장 : 덕수궁) 
※‘광화문’이나‘시청앞’에서 내려서 걸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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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V I T A T I O N

On behalf of Seoul Museum of Art, 

I would like to request the honor of your presence at the opening of

an exhibition entitled Against the Sculptural: Three dimensions of

Uncertainty on Friday, 27 November, 2009 at 5:00 pm at Seoul

Museum of Art.

November, 2009

Yoo Hee-Young

Director_Seoul Museum of Art

초 대 합 니 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본관 1층에서 조각적인 것에 대한 저항_Against the Sculptural

: Three dimensions of Uncertainty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탈장르화의 흐름 속에, 탈조각적인 요소와 조각적인 요소의 경계에서

작업하는 입체미술의 탈조각화 현상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조각적인 것과 탈조각적인 것,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탈조각화 담론을 다각도로 조망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개막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서울시립미술관장 유 희

학술세미나 동시대 미술의 탈조각화 현상

일 시 2009. 11. 28(토) 2:00pm - 5:00pm

장 소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미나실

발 제 자 김진엽, 박숙 , 고충환

질 의 자 조희원, 김재원, 임성훈

조각적인 것에 대한 저항
Against the Sculptural : Three dimensions of Uncertainty

초대일시 2009년 11월 27일(금) 5:00pm

전시기간 2009년 11월 28일(토) ~ 2010년 2월 16일(수)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1층

참여작가 강해인 길초실 김건주 김시연 류제형 박선기 박원주 박혜수

오귀원 오유경 오정선 윤성지 이강원 정 승 전강옥 차상엽

천 미 홍순환 홍유 채지 최종운 Onishi Yasua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