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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요
  행사개요

￭ 주   제 : ‘도가도비상도 '圖可圖非常圖' 

             디자인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아니다

            “디자인 과잉시대에 디자인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삶의 모습

을 사유하고, 디자인을 오브제가 아닌 장소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승효상 감독 

￭ 행사기간 : 2011. 9. 2 (금) - 10. 23(일), 52일간

￭ 장    소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읍성터, 푸른길

￭ 주    최 : 광주광역시 /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 참    여 : 44개국 133명 작가 73개 기업 131작품

  전시구성 
 ‘도가도비상도’의 기반 속에 디자인의 주체와 디자인의 현장을 중심으로 소주제별 구성

￭ 주 제 전 : 비엔날레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 내면서 전체 섹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전시와 참여가 혼합된 설치ㆍ미디어ㆍ그래픽ㆍ조경ㆍ건축ㆍ공연 등으로 구성

￭ 유    명 : 브랜드 이름이나 가치가 널리 알려진 디자인들의 예와 정치ㆍ경제ㆍ문화ㆍ스포츠ㆍ환

경ㆍ주거 등과의 복합적 관계를 일간지 섹션처럼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 

￭ 무    명 : 디자이너 이름이나 브랜드 가치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세상에 널리 통용되고 있거나 묻

혀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원시적인 기술에서 생명공학ㆍ가상현실에 이르기까지 구성

￭ 커뮤니티 : 특정장소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공동체 개념에서 벗어나 도시ㆍ음식ㆍ녹색 등에 관

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현장진행형으로 다양하게 형성되는 열린 공동체 공간 구성

￭ 광주폴리 : 광주의 도심 속 옛 읍성터와 폐선부지 구간인 푸른 길에 도시의 역사와 흔적, 현재의 

일상과 만나는 소규모 기능성 도시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연차별 프로젝트

￭ 비엔날레시티 : 전시장을 중성적 복합도시공간으로 가정하고 각 실별로 공간적 특성을 부여하며 

각 섹션을 엮어 가상의 디자인시티로 공간을 구성하고 도시를 여행하듯 관람동

선 연출 

￭ 아카데미 :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기획 준비과정을 디자인해 나가며 주제와 이슈들을 학술적으로 

심화시키고 소통의 장을 열어나가는 릴레이 워크숍과 심포지엄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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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프로그램
      시민ㆍ관객들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문화현장 참여와 접속의 장으로서 대부분 공모를 통해 진행

되며 비엔날레 현장이나 도시 공공장소ㆍ시설 등과 연계하여 펼쳐진다. 

￭ 나도 디자이너 : 시민들의 공공디자인 제안을 금남로4가역과 거리시설물, 시내버스에 실현시켜냄

￭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 비엔날레 행사현장에서 매일 시민ㆍ관객들의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 프리/플리마켓 : 매주 일요일에 비엔날레관 주변에서 수공예ㆍ디자인 아트상품 전시 판매

￭ 뷰티미용체험 : 매주 토ㆍ일요일에 대학 전공학생들이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 관람객들에게 서비스  

￭ 주말콘서트 : 매주 토ㆍ일요일과 추석 연휴에 전문가와 아마추어팀들의 공연ㆍ퍼포먼스ㆍ이벤트 

                             

￪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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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기본방향 및 세부 구성 
전시 기본방향

   ￭  주제전, 유명, 무명, 커뮤니티・・・ 아

시아적 가치 표방, 문명사적 변화

를 전제로 한 새로운 디자인의 비

전 제시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를 주제로 내

걸고 급변하는 시대상에 상응해 진화하는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탐색하며, 디

자인이라는 개념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에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

음을 던진다.

￭ 전시의 두가지 키워드 ‘이름’ 과 ‘장소’ 

디자인이 ‘이름’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장소’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

제를 중심으로 시민 공동체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디자인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 아

이디어를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부터 건축, 조경, 패션, 퍼

포먼스, 공예 등 폭넓은 디자인 영역을 아우르는 디자인의 근본을 탐구한다.

전시 섹션
￭ 주제전은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인 도가도비상도 ‘디자인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아

니다’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실행하는 자리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풍성하고도 모호한 

이 구절은 대대로 아시아의 수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여기서는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불러 모으는 일종의 개념적 지렛대로 사용된다. ‘도가도비상도’는 최근에 등장한 

매체 소셜 네트워크와 증강 현실에서부터 우리에게 익숙하고 토대가 단단한 매체 비디오와 책과 

오래된 매체 악기 제작에 이르기까지 여러 매체의 생산, 유통, 소비에 디자인이 어떻게 영향을 받

고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는 길잡이가 된다. 전시 공간 곳곳에 설치물을 배치하여 관객에게 비엔날

레의 중심 주제를 머릿속에 새기고 아울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 유명에서는 현대 문화의 다의적이고 모호한 성격을 적극 드러내고, 아울러 유명 디자이너들

과 신진 디자이너들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명성의 체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관객

들은 여기서 현대 작품뿐만 아니라 과거의 신화적인 이름이나 잊힌 이름을 현재의 관점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도 볼 수 있다. 이 전시를 통해 여러 디자인분야에서 발휘된 전략들을 소개해 디

자인이 당면한 정치, 경제, 환경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사람과 아이디어가 

디자인을 통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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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광주폴리 시민 보고회 광주

4월  8일 무명 북경

5월 17일 주제전 뉴욕

5월 31일 광주폴리 바르셀로나

6월  6일 비엔날레 시티/커뮤니티 런던

9월  1일 아카데미 라운드테이블 광주

￭ 무명에서는 ‘디자인’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의 명성은 잠시 뒤로 물리고 

효과, 다시 말해 디자인이 인식을 바꾸고 재창조하고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

추었다. 디자인의 경계를 넓혀 생명공학, 가상 커뮤니케이션, 사형, 전근대 테크놀로지, 비폭력 

저항 등의 여러 영역을 다루었다. ‘무명’은 아이디어의 위력을 보여주는 전시, ‘디자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상상력의 향연이 될 것이다.

￭ 커뮤니티에서는 고착된 의미의 장소로서의 생산하고 소비하는 커뮤니티를 떠나 다양한 스펙

트럼의 소재들로 커뮤니티의 현실과 잠재성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장소-비장소, 참여

-미학 등이 가리키는 양극 그 자체보다 양극을 오고 가는 상호 관계, 영향을 주고받는 소통과 매

개, 긴장에 주목하고,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기억과 정서들을 탐구할 예

정이며,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커뮤니티와 디자인의 관계성을 제안할 것이다. 

￭ 비엔날레 시티의 기본 이념은 전시 공간이 중립적인 곳이 아니라 전시를 통해 대상과 과

정,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아 생산적인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비엔

날레 공간은 균등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단일화된 장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서로 주고받고 

교섭하는 역동적인 장소로 이해해야 한다. 앙이 르페브르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도시의 기본적

인 속성이다. 비엔날레 시티는 차이와 정체성들이 자신의 존재와 입장을 교섭하는 공간이다. 우

리는 특정한 도시를 재현하거나 모방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공간을 기획함으로써 다양한 

형식의 교섭과 거래와 대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 광주 폴리의 폴리는 사전적 의미로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지만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

레에서는 파빌리온의 공간과 가로 시설물의 공공기능, 그리고 장식적 역할을 아우르며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을 뜻하고 있다.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고 광주의 아이콘으

로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활력을 제공하게 된다. 

￭ 아카데미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를 되새기고 토론하며, 각 섹션의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워크숍과 학술회의 등으로 구성됐다.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카데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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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구성
Gallery 1 : Cluster City 

￭  목 적  유사하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집합체가 몇 개의 군집을 이루며 정보의 

교류와 지식공유를 통해 주제해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  관 점  도시에서 클러스터는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성에 기인하여 자율적으로 조정되

기도 하며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위치를 조율하여 삶의 관계를 형성하여 도시가 가

지는 특수한 정체성을 구현

￭  구 성  주제전 3, 유명 10, 무명 20, 커뮤니티 3 비엔날레 시티1(공용공간) 등 총 36작품

이 문화, 사회, 경제등의 소규모 주제를 통해 제 1 전시실을 구성

투명 위장술, 2011 / 메타헤이븐(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인스톨레이션, 프린트, 비디오, 금속, 나무, 천, 도기, 

1150 x 300 x 300 cm

메타헤이븐의 설치작업은 반비밀 조직 위키리크스의 정체성, 그리고 

실제 세계에 끼친 영향과 상업화, 팝문화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이론으로 나뉜 위키리크스의 입장을 탐구하고 재구성한다.

메데인,두려움에서 

희망으로,2003-현재/세르지오 

파하르도 발데라마(콜롬비아)

비디오와 그래픽 설치, 

420x630x300cm

콜롬비아 메데인시의 공공사업은 폭

력과 약물의 온상이었던 할렘 지역

을 활력 넘치는 도시의 중심지로 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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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2 : Network City 

￭  목 적  중앙의 오픈스페이스에서 주변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흐름을 통해 도시에서 가지는 

광장의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

￭  관 점  도시에서 길은 도시와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공의 장소이며, 이를 통해 공

간이 가지는 특수한 에너지를 생성하며 도시의 의미있는 활력소 형성

￭  구 성  주제전 3, 유명 12, 무명 25, 커뮤니티 2, 비엔날레시티 1(공용공간) 등 총 42작품

이 문화, 사회, 경제등의 소규모를 통해 제 2 전시실을 구성

가나 관 워크숍, 2011/ 

에릭 아드제테이 아낭

(나무, 페인트, 공구, 탁자, 바리케이드) 

460 x 441 x 200 cm

에릭 아드제테이 아낭(가나)는 ‘관’은 

생필품이라고 말한다. 

컴퓨터 합성 얼굴, 2011/ 

이승철 

조명상자와 프로젝션

(강철 , 플렉시글라스, 

형광펠트, 영사기,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1100 x 200 x 343cm

‘서로 다른 인종의 매력적인 

합성 얼굴’은 무엇일까.

전시를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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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3 : Landscript City

￭  목 적  땅과 건축사이의 윤리를 우선하여 건축과 건축, 건축과 사람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도시의 전통적 기반은 자연과 주변과 인간이 함께 조화로운 삶의 풍경을 통

해 공존의 의미를 제시

￭  관 점  도시의 근본을 이루는 땅의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고유한 

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삶이 연속적으로 새겨진 공동의 기억이며 삶의 기록으로서 

장엄하고 존엄한 역사적 가치를 표현

￭  구 성  주제전 3, 유명 7, 무명 13, 커뮤니티 4, 비엔날레 시티 1(공용공간)등 총 27작품이 

문화, 사회, 경제등의 소규모 주제를 통해 제 3 전시실을 구성

농구공 —양동이, 2011/

지앙 준(중국)

설치(사진, 벽지, 농구공, 강철, MDF), 

90 x 150 x 200 cm

관점을 약간 조정하자 사용할 수 

없게 된 구멍 난 농구공이 대단히 

효율적이고 거의 새지 않는 통으로 

바뀌었다.

저비용 의족, 2011/

바그완 마하비르 비클랑 사하야타 

사미티(인도) 

설치(탁자, 강철, 고무, 플라스틱, 

비디오, 포스터, 의수 부품), 

216 x 330 x 171 cm

‘저비용 의족’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인도의 비정부 자원봉사 

단체 ‘바그완 마하비르 비클랑 

사하야타 사미티’가 개발한 저렴한 

의족 장치인 자이푸르 발과 

자이푸르 무릎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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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4 : Grid City

￭  목 적  도시의 형성이 규격화된 그리드로부터 출발하여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과 동선을 

계획하여 의도한 집중과 분산을 유도하여 통제화된 정보전달체계를 표현 

￭  관 점  도시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와 형식이 반영된 통계학

적인 중심부를 형성하여 주변부와 관계를 통해 도심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현대의 일반화된 도

시계획의 발향이 가지는 특수성을 제시

￭  구 성  주제전 3, 유명 11, 무명 15, 커뮤니티 2, 비엔날레 시티 1(공용공간) 등 총 31작

품이 문화, 사회, 경제 등의 소규모 주제를 통해 제 4전시실을 구성

빌라 넙스―클라우드9 프
로젝트, 2004-2010/ 엔리
크 루이즈 겔리(스페인)  
CAD/CAM 과정

스페인의 엠푸리아브라바에 
위치한 주택 개발 단지는 자
동차 공간과 배 공간을 변형
하여 만들어졌다. 

음식이 음식이면 음식이 아니다, 2011 / 캐롤라인 홉킨슨(독일) 
테이블 위 프로젝션, 30분

오일, 식초, 마스카포네 치즈가 든 주사기 바늘을 빵에 찔러 넣고, 
절인 생선을 성체처럼 입으로 받고, 삶은 고기를 나뭇가지로 
집어올리고, 딸기 젤리를 접시에서 바로 핥아먹고, 글로브를 
망치로 깨고, 얇고 투명한 튜브로 흘러내리는 와인을 빨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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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감독 및 큐레이터 프로필
예술감독

승효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 한명으로 꼽히는 승효상 감독은 부산 출신

으로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비엔나 공과대학에서 수학했다. 

우리나라 현대 건축가 1세대로 꼽히는 김수근 문하에서 15년간 일하며 ‘공

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승효상감독은 1989년 건축사무소 ‘이로재’

를 개설, 현재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업으로 수졸당, 수백

당, 웰콤시티, 파주 출판도시, 베이징 장성호텔, 아부다비 문화지구 전시관, 

콸라룸푸르 복합빌딩 등이 있으며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했다.

2008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기획 등 국내외 크고작은 전시에 참여하

기도 했다. 특히 파주 출판도시 프로젝트에서는 코디네이터로 참여, 건축지

침과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건설을 총지휘, 2002년 미국건축가협회로부터 

‘명예 펠로우’(Honorary Fellowship)’ 자격을 부여받기도 했다. 같은 해 건축가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

술관 주관 ‘올해의 작가’에 선정, ‘건축가 승효상전’을 갖기도 했다.  

 

아이웨이웨이 

아이웨이웨이 감독은 베이징 출신으로 설치예술가 겸 건축가, 영화제작자, 

인권운동가,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동시대 예술가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고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그는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중

국인들을 위한 인권운동으로 세계적 명성을 쌓았다. 새의 둥지를 본 딴 

2008베이징올림픽 주 경기장인 베이징 국립경기장 예술 컨설턴트를 맡아 

스위스의 건축가 헤르초크 & 드 메롱과 협업하여 경기장 공동 설계에 참여

하였다. 1979년 아방가르드 예술단체인 스타즈(Stars)를 결성하였으며, 

1982년부터 뉴욕에서 행위예술과 기성품을 변형한 개념미술 작품 창작을 

하다 1993년 베이징에 복귀하였다. 이후 중앙 집권 체제, 중국의 문화사, 

현대성 부정(contradictions of modernity) 등에 관한 혁신적인 작품 활동

에 주력해왔다. 그의 작품은 1999년 제48회 베니스비엔날레, 2002년 중국의 광저우 트리엔날레, 

2006년 시드니비엔날레와 2007년 독일 카셀 도큐멘타, 2010년 바젤 아트페어 등에서 전시되었다. 

최근에는 유니레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국 테이트 모던 터바인 홀에서 수공으로 만든 해바리기씨 

1억 개를 바닥에 설치한 개인전을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저서로는 젊은 예술가들을 다룬 세 권의 책, 

< 검은 표지의 책 >(1994), < 하얀 표지의 책 >(1995), < 회색 표지의 책 >(199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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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수석큐레이터 : 아카데미, 주제전시] 배형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M.I.T. 건축학 박사 

[ 주요활동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장 / 2009-10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 1995-현재

제11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부문 한국관 큐레이터 / 2008 

세계대도시시장회의 전문위원 / 2005 

서울시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 2004-05

세계대도시협의회 실행위원회 총괄 / 2002

서울시건축위원회 / 2001-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1993-95

저서 - 2007 『감각의 단면 -승효상의 건축-』 동녘

2002 The Portfolio and the Diagram: Architecture, Discourse, and Modernity in America, 

Cambridge, MA; MIT Press

1994 『동양도시사 속의 서울』 (공동 편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외)

[큐레이터 : Section 1_유명 Named] 조민석

컬럼비아대학 건축대학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주요활동 ]

매스 스터디스 대표 / 2003-현재

조슬레이드 아키텍쳐 (뉴욕) 제임스 슬레이드와 공동설립 / 1998

그 외 콜라튼맥도날드스튜디오, 폴쉑 앤드 파트너스, OMA 근무

딸기 테마파크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초청 / 2004

딸기 테마파크’ 프로그레시브 아키텍쳐 어워드 수상 / 2003

젊은 건축가상(뉴욕건축가연맹) 수상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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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얼라이크 하우스’ 프로그레시브 아키텍쳐 어워드 수상 / 1999

신건축국제도시주거공모전 당선 / 1994

[큐레이터 : Section 1_유명 Named] 안토니 폰테노 

프린스턴대학교 박사(과정)

남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원 석사 

루이지아나 주립대학교 

[ 주요활동 ]

게티 장학금(Getty Fellowship) 수여 / 2010-11

미시시피 삼각주: 물과 공존하는 건축’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미국관 전시 / 2010

프린스턴 대학교 디자인 스튜디오 전담 / 2008

‘Sustainable Dialogues I, II, III’ 심포지움 기획 / 2007-08

‘Clip/Stamp/Fold: The Radical Architecture of Little Magazines 196X–197X’전 / 2007

툴레인 대학 조교수 / 2000-05

루이지아나 주립대 건축학부 전문가로 재임 / 1999-2000

그 외 건축 비엔날레, 다큐멘타, 네덜란드 건축 협회, 프린스턴대, 뉴욕스토어프런트 갤러리, LA에 위

치한 A + D 뮤지엄, 베를린의 어반 이슈 갤러리 등 전시

[큐레이터 : Section 2_무명 Unnamed] 브렌단 맥게트릭

뉴욕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졸업 

Strelka Institute(모스크바) 건축, 미디어, 디자인 대학원 

[ 주요활동 ]

프로그램 개발 (OMA-AMO 공동작업) / 2010 

‘도시 동원’전 (슈찬/홍콩) / 2009

‘두바이 넥스트’전 (바젤Basel) / 2008 

‘겟 잇 라우더’전 (베이징/상하이/광저우) / 2007

Koolhaas/OMA-AMO 출판 담당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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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 Section 3_광주폴리 Gwangju Folly] 

김영준

AA School 건축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주요활동 ]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 1998-현재

한국 예술종합학교 강의 / 2001-09

유러피안 마드리드대학(스페인) 강의 / 2008

서울대학교 강의 / 2002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e (로테르담) / 1996-97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 1990-95

공간사, 공간연구소 / 1983-89

중앙일보 ‘제1회 홍진기창조인상(문화부문)’ / 2010

자하재모델, MOMA(미국) 영구소장품 선정 / 2010

아모레퍼시픽 연구소, 2010

인천도시축전 대우관, 2009

서울대학교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지명현상설계, 2009

[큐레이터 : Section 3_광주폴리 Gwangju Folly ] 

라몬 프랫

EINA 대학 그래픽디자인 학위

ETSAB (바르셀로나 건축 학교)에서 ∙ 건축 연구

Universitat 바르셀로나 ∙경영학 연구 

[ 주요활동 ]

ActarBirkhauser Group 감독

바르셀로나 (DHUB) 디자인 허브 수석 큐레이터 (2006)

RAS 북스토어 갤러리 감독

ADG - FAD 사장 (2002-2005)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재단의 창립자 및 이사회 멤버

시민 협회 Metapolis의 설립자

석사 학위 ∙ 감독, Escola의 Elisava의 그래픽 디자인 및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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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 Section 4_커뮤니티 Community] 

비아트리스 갈릴리

UCL 건축 석사

런던예술대학

바스대학교 건축학사 

 

[ 주요활동 ]

Central St. Martins(런던) 건축 콘텍스트 강의 / 2010 

Gopher Hole 갤러리(런던) 설립자, 공동 디렉터 / 2010 

‘도무스’지(이탈리아) 건축관련 컨설턴트 / 2010 

2009 슈찬 홍콩 건축, 도시계획 비엔날레 큐레이터 / 2009 

샤오 Shao 파운데이션 큐레이터 / 2009 

‘Convergence 142’전(오르도스) 공동 큐레이터 / 2009

‘아이콘’지 에디터 / 2006-09 

‘올해의 IBP 건축 저널리스트’ 수상 / 2008 

[큐레이터 : Section 4_커뮤니티 Community] 

최혜정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건축학학사

Columbia University, 건축학석사 

[ 주요활동 ]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디아건축연구소 파트너

새만금 국제공모전 코디네이터

SA-AA 협력 워크샵 스튜디오 튜터

에이미 그로스 아키텍츠,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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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참여작품 참여작가 참여기업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주제전 4 6 5 11 6 7 13 1 0 1

유명 16 9 34 43 8 35 43 1 9 10

무명 32 5 63 68 2 30 32 2 59 61

커뮤니티 14 1 8 9 9 36 45 1 0 1

어번폴리 7 3 10 13 3 10 13 0 0 0

합계 44 21 110 131 25 108 133 5 68 73

4 전시참여 현황 
44개국/131작품/133작가/73기업

5 참여작가 및 작품 리스트
5.1 주제전 THEMATIC

Ann Hamilton
the birds fly across
앤 해밀턴
새들은 가로질러 난다

Joon Y. Moon
Makkurokuroske Table 
문준용
마쿠로쿠로스케 테이블

Paolo Pedercini
Molleindustria
&
Michael Pineschi
Yes Lab
The Story of a Phone
파올로 페데르치니
몰레인더스트리아
마이클 피네스키
예스 랩
휴대폰 이야기

Paul D. Miller aka DJ Spooky
Subliminal Kid Inc.
Terra Nova : Sinfonia Antarctica &
The Nauru Elegies: A Portrait in Sound and 
Hypsographic Architecture
폴 D. 밀러 (DJ 스푸키)
테라노바 : 남극교향곡 & 나우루 비가 : 소리와 
지형건축의 초상

Peng Wang
Beijing Juntianfang Guqin Culture Arts 
Communication Co.,Ltd
China's Guqin Arts
왕펑 
북경쥰텐팡고금문화예술 컴퍼니 
중국고금예술

Ah-Yeon Kim & Seung-Jin Park
Listening Forest
김아연 &박승진
숲, 귀 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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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Hyun-Kyung 
If design is design is not design, whatever 
is design?
선현경
디자인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디자인이 뭔데요?

Ahn Sang-soo
d = D ≠ d
안상수
d = D ≠ d

Jie-Eun Hwang
d.Feed
황지은
디자인 피드

David Benjamin & Soo-in Yang
The Living
Show of Thumbs
데이비드 벤자민 & 양수인
더 리빙
엄지투표

Ai Weiwei
Field
아이 웨이웨이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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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명 NAMED

Bruce Mau Design(with Hong Ik University)
Everyone has a Name
브루스 마우 디자인 (홍익대학교와 공동 작업)
누구에게나 이름은 있다

Metahaven
Transparent Camouflage
메타헤이븐
투명 위장술

Hans Bernhard & Lizvlx
UBERMORGEN.COM
DOTOILDOT.COM
한스 베른하르트 & 리즈블릭스
유버모르겐 닷컴
닷오일닷컴

Joost Janmaat & Christian Ernsten
Partizan Publik
Arne Hendriks
Academy of Work
유스트 얀마트 & 크리스티안 에른스텐
파르티잔 퍼블릭
아르네 헨드릭스
작업 아카데미

Sergio Fajardo
Medellin, From Fear to Hope
세르지오 파하르도
메데인,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Marije Meerman
VPRO’s Backlight
The End of Cyber Utopia
마리예 메이르만
비피알오의 백라이트
사이버 유토피아의 종말

Joep van Lieshout
Atelier Van Lieshout
Slave City
윱 반 리샤우트
아틀리에 반 리샤우트
슬레이브 시티

Dirk Fleischmann 
myconceptstore
디륵 플라이쉬만
나의 콘셉트 가게

Rasmus Nielsen, Jakob Fenger & 
Bjørnstjerne Christiansen
Superflex
The Financial Crisis (Session I-IV) and Lost 
Money
라스무스 닐센, 야콥 펜거, 비외른스트예르네 
크리스티안센
수퍼플렉스
금융 위기(세션 I-IV)와 잃어버린 돈

Lev Manovich &Jeremy Douglass
Software Studies Initiative 
(softwarestudies.com)
Timeline and Timemap
레브 마노비치 & 제레미 더글러스
소프트웨어 스터디스 이니셔티브 
(소프트웨어스터디스 닷컴)
타임라인과 타임맵

Bong Joonho
Chungeorahm Film
The Host
봉준호
청어람 필름
괴물

Jacques Herzog & Pierre de Meuron
Herzog & de Meuron
On Smells
자크 헤르조그 & 피에르 드 뫼롱
헤르조그 & 드 뫼롱
냄새에 관하여

Wa Wa Project
3331 Arts Chiyoda
Social Creative Platform "wawa" project
와와 프로젝트
3331 아트 치요다
소셜 크리에이티브 플랫폼 ‘와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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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Sang-soo
alpha.to.hiut.
안상수
알파에서.히읗까지

KiBiSi
sTREEt
키비시
도시 가로등과 쓰레기통

Henrikv Vibskov & Andreas Emenius

Vibskov & Emenius

The Circular Series, Section 4

헨릭 빕스코브 & 안드레아스 에메니우스 
원형 시리즈 4번

Rei Kawakubo
COMME des GARCONS
The Road of COMME des GARÇONS
레이 카와쿠보
콤데갸르송
콤데갸르송의 여정

Eun-Me Ahn 
Eun-Me Ahn Company 
Rainbow Fantasy No.1
안은미
안은미 컴퍼니 
무지개 환상 No.1

Sasa [44], MeeNa Park, Sulki Choi, Min 
Choi
SMSM
ENERGY!
사사[44], 박미나, 최슬기, 최민 
SMSM
에너지!

United Nude
United Nude Selected Objects
유나이티드 누드
유나이티드 누드 오브제

Aamu Song & Johan Olin
COMPANY
Guiding Hat
아무 송 & 요한 올린
컴퍼니
안내 모자

Temple Grandin
featured by Kyungsub Shin
Grandin Livestock Handling Systems Inc
Temple Grandin
템플 그랜든
피처링: 신경섭
그랜든 가축 관리회사
템플 그랜든

Gapminder
The Joy of Stat / Gapminder World 
갭마인더
통계의 즐거움 / 갭마인더 월드

SENSEable City Laborator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Backtalk
센서블 시티 랩
MIT
뒷담화

Michael Hansmeyer
The Sixth Order
미하엘 한스마이어
제 6 양식 

Jonathan Harris & Sep Kamvar
We Feel Fine: An Exploration of Human 
Emotion
조나단 해리스 & 셉 캄바르
위 필 파인: 인간의 감정에 대한 탐구

Federation of International RobotSoccer 
Association
FIRA Korea Cup 2011
국제로봇축구연맹
FIRA 코리아컵 2011

Jeeyong An & Sang Hwa Lee
MANIFESTO Architecture P.C.
Bike Hanger
안지용 & 이상화
매니페스토 아키텍처 PC
바이크행어

Choi’s Hardware GalleryChulmuljum
Blacksmith Show
최가철물점
대장간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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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ler Scofidio & Renfro
Blur, Arbores Laetae, The High Line
딜러 스코피디오 & 렌프로
블러, 아르보레스 래태, 하이 라인

ARUP
Drivers of Change, Korea 2011
아룹
드라이버스 오브 체인지, 코리아 2011

Atelier Bow-Wow &Tsukamoto Laboratory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with Qn from Yonsei University)
Architectural Behaviorology: The 
Researching Methodology
아틀리에 바우와우 + 도쿄공업대학교, 츠카모토 
연구실 
(연세대학교 건축과 Qn과 공동 작업)
건축 행동학 - 연구 방법론

David Benjamin & Soo-in Yang
The Living
Cycles
데이비드 벤자민 & 양수인
더 리빙
순환

Inhabitat.com
Inhabitat.com
인해비타트 닷컴
인해비타트 닷컴

MAP Office 
(with Department of Architecture, 
Chonnam University)
Reclaiming Gwangju’s Dis-used Railway
맵 오피스
(전남대학교 건축학과와 공동 작업)
광주 폐선부지 살리기

KIA Motors 
K5 d=D≠d 
기아 모터스
K5 d=D≠d

KIA Motors 
The Story of KIA Designers 
기아 모터스
기아 디자이너들의 이야기

WORK Architecture Company 
( with Cyril Marsollier and Sophie Milon)
Infoodstructure
워크 아키텍처 컴퍼니
(시릴 마솔리어, 소피 밀론과 공동 작업)
인푸드스트럭처

Andrés Jaque
ANDRÉS JAQUE ARCHITECTS
(with Universidad Europea de Madrid A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SWEET PARLIAMENT HOME
안드레스 자크
안드레스 자크 아키텍츠
(마드리드 유럽대학, 건국대 건축대학원 
공동작업)
즐거운 나의 의회

Enric Ruiz Geli
CLOUD 9
Villanurbs and The Making of CLOUD 9 
projects
엔리크 루이즈 겔리
클라우드9
빌라 넙스-클라우드9 프로젝트 

Kim Swoo Geun 
featured by Hyun-Suk Seo, Changmo Ahn, 
OKTOKKI Imagineering Co.
Sewoon Megacomplex
김수근
피처링: 서현석, 안창모, ㈜옥토끼 이미징 
세운상가

INABA
Senior Moment 
이나바
노인의 시대

Greogory Ain
featured by Christiane Robbins, Julius 
Shulman, Kyungsub Shin
Gregory Ain and Low-Cost Modern 
Living:From the Single-Family House to 
Cooperative Housing
그레고리 에인
피처링: 크리스치안 로빈스, 줄리어스 슐만, 
신경섭 
그레고리 에인의 저비용 모던 – 단독주거에서 
집합주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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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an Baan
SKYSQUATTERS: Torre Confinanza: 1993, 
Caracas, Venezuela
이완 반
스카이스쿼터: 토레 콘피난자: 1993,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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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무명 UN-NAMED

Felipe Ridao 
USTED
Political Campaign Posters
펠리페 리다오
우스테드
정치 캠페인 포스터

Barrak Alzaid & Fatima Al Qadiri 
Diwaniya
바락 알자이드 & 파티마 알 카디리
디와니야

Un-Named Design Team 
Non-Violent Revolution Design
무명 디자인 팀
비폭력 혁명 디자인

Un-Named Design Team 
US Aid Visual Identity
무명 디자인 팀
미국국제개발처 시각 아이덴티티

Defense Acquisitions University
Pentagon PowerPoint Slide 
국방조달대학
펜타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Stephen Lavelle
Increpare Games
Crowd Control Online Game
스티븐 라벨
인크레페어 게임
군중 통제 온라인 게임

Un-Named Design Team 
Swiss Bank Dress Code
무명 디자인 팀
스위스 은행 드레스코드

Evert Ypma 
Evert Ypma & Associates 
Continental Currency Design
에버트 이프마
에버트 이프마 어소시에이츠
유럽 통화 디자인

Un-Named Design Team 
Counterfeit Currency
무명 디자인 팀
위조화폐

Un-Named Design Team 
Anti-counterfeit Currency
무명 디자인 팀
반위조화폐

Un-Named Design Team 
Predator Drone Command Station
무명 디자인 팀
무인비행기 프레데터 조종국

Un-Named Design Team 
IED Equipment 
무명 디자인 팀
급조폭발물 장비

Un-Named Design Team 
Blast-proof Vehicles
무명 디자인 팀
반폭발물 차량

Un-Named Design Team 
Japanese Police Mascots
무명 디자인 팀
일본 경찰 마스코트

Trevor Paglen 
Secret Military Organization Insignias 
트레버 패글렌
비밀 군사조직 휘장

Un-Named Design Team 
Foxconn Industrial & Social Engineering
무명 디자인 팀
폭스콘 산업과 사회공학

Un-Named Design Team 
Stock Market Visualizations
무명 디자인 팀
주식시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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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amed Design Team 
Afterlife Design 
무명 디자인 팀
사후 디자인

Eric Adjetey Anang
Kane Kwei Carpentry Workshop 
Ghana Coffin Workshop
에릭 아드제테이 아낭
카네 크웨이 목공소
가나 관 워크숍

Evert Ypma 
Evert Ypma & Associates 
Korean & European Place Branding Maps
에버트 이프마
에버트 이프마 어소시에이츠
한국과 유럽의 도시 로고

Theo Deutinger
TD Architects 
Alpine Village Image Design
테오 도이팅거
TD 아키텍츠
알프스 마을 이미지 디자인

Un-Named Design Team 
Korean City Souvenirs
무명 디자인 팀
한국의 도시 기념품

Emotiv 
Brain-Computer Interface 
이모티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Graffiti Research Lab
Free Art and Technology Lab
Eye Tracking Software & Interface 
그래피티 리서치 랩  
프리 아트 앤 테크놀로지 랩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

Un-Named Design Team 
Computer-generated Composite Faces
무명 디자인 팀
컴퓨터 합성 얼굴

Un-Named Design Team 
Cosmetic Transformation Tutorial 
무명 디자인 팀
화장 변신 동영상 강좌

Tenga
Male Please Item
텐가
남성을 기쁘게 하는 아이템

Un-Named Design Team 
Veils & Body Coverings
무명 디자인 팀
베일과 신체 가리개

Anders Johansson
Circulation Design: Mecca & London 
앤더스 요한슨
순환 디자인: 메카와 런던  

Chris Rainier
Tattoos & Body Markings 
크리스 레이니어
문신과 신체 표식

Un-Named Design Team 
Nano Tattoo Proposal Paper 
무명 디자인 팀
나노 문신 제안서

Un-Named Design Team 
Therapeutic Mirror Box
무명 디자인 팀
치료 거울상자

Bhagwan Mahaveer Viklang Sahayata 
Samiti
Low Cost Prosthetic Limbs
바그완 마하비르 비클랑 사하야타 사미티
저비용 의족

Un-Named Design Team 
Execution Design 
무명 디자인 팀
처형 디자인

Golden Rice Project
Biofortified Rice
황금 쌀 프로젝트
영양 강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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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Barcode of Life Project 
(iBOL) 
Wildlife DNA Barcode
국제생물바코드협의체(iBOL)
야생동물 유전자 바코드

Martin Oeggerli
Micronaut
Colorized Microscopy 
마르틴 외겔리
마이크로노트
색채 현미경 비전

RNL Bio
Commercial Pet Cloning 
RNL 바이오
상업 애완동물 복제

Un-Named Design Team 
Computer Virus Design 
무명 디자인 팀
컴퓨터 바이러스 디자인

Design That Matters
Low Cost Incubator 
디자인 댓 매터스
저비용 인큐베이터

Jock Brandis 
Full Belly Project 
Low Cost Nut Sheller
조크 브랜디스
풀 벨리 프로젝트
저비용 견과류 껍질 까는 기계

Jiang Jun 
Urban China Magazine 
Basketball-Bucket
지앙 준
어번 차이나 매거진
농구공-양동이

Howard Schatz & Beverly Ornstein
Shatz/Ornstein Studio
Athletic Body Design 
하워드 샤츠와 베벌리 온스타인
샤츠/온스타인 스튜디오
운동선수 신체 디자인

Un-Named Design Team 
Animal Shooting Targets 
무명 디자인 팀
동물 표적

Un-Named Design Team 
Professional Fighting Cosmetic Surgery 
무명 디자인 팀
프로 파이터 성형수술

Un-Named Design Team 
Televised Sportscast Design
무명 디자인 팀
텔레비전 스포츠중계 디자인

Un-Named Design Team 
High Performance Prosthetic Limb
무명 디자인 팀
고성능 의족

Shimizu Corporation 
Synthetic Mobile City
시미즈 코퍼레이션
인공 모바일 도시

Un-Named Design Team 
Trans-Continental Renewable Energy Grid
무명 디자인 팀
대륙 횡단 재생에너지 그리드

Un-Named Design Team 
Climate Engineering Strategies
무명 디자인 팀
기후공학 전략

Theo Deutinger
TD Architects 
Satellites & Space Junk
테오 도이팅거
TD 아키텍츠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

Un-Named Design Team 
Earth Projection Design
무명 디자인 팀
지구 투영 디자인

Un-Named Design Team 
High Cost Emergency Shelter 
무명 디자인 팀
고가 비상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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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e Pario Perra
Low Cost Home Furnishings 
다니엘레 파리오 페라
저가 가정용 가구

Un-Named Design Team 
American Residential Developments
무명 디자인 팀
미국 주거 단지

Jiang Jun 
Urban China Magazine 
Chinese Hybrid Mansions
지앙 준
어번 차이나 매거진
중국 하이브리드 맨션

Un-Named Design Team 
Hong Kongese Cage Home 
무명 디자인 팀
홍콩 새장 아파트

Un-Named Design Team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 
무명 디자인 팀
몰입 가상 환경

Reineke Otten
Gwangju Streetology 
라이네케 오텐
광주 거리학

Peco Inc.
Stock Trader Jacket Design
페코
증권거래소 재킷 디자인

Thomas Geissler
GOLD to go®
Gold Dispensing Cash Machine
토마스 가이슬러
골드 투 고®
금 자동판매기

Jess Bachman
wallstats.com
US Budget Visualization 
제스 바흐만

월스타츠 닷컴
미국 예산안 이미지

L3 Communications
Whole Body Imaging 
L3 커뮤니케이션스
전신 스캐닝

Preston Blair 
Cute Character Design 
프레스톤 블레어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

ISTEC 
Wood-based Synthetic Bone
ISTEC
목조 인조 뼈

Berry Plastics 
Blast-proof Wallpaper 
베리 플래스틱스
반폭발 벽지

Yerkes National Primate Research Center
Transgenic Macaque
여키스 국립 영장류 연구소
유전자 이식  짧은꼬리원숭이

Annie Ling 
New York Tenement Housing
애니 링 
뉴욕 공동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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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커뮤니티 COMMUNITIES

On-Site Community:
현장 커뮤니티

nOffice (Miessen, Pflugfelder, and Nilsson)
On-Site Hub
엔오피스 (미센, 플루그펠더, 닐슨)
현장 허브

 Activist Community:
 액티비스트 커뮤니티

Design Allook
Homecoming
디자인 얼룩
귀향

randomwalks & Kyong Su Kim
DATA Currency (powered by network 
actions)
랜덤웍스 + 김경수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데이터 유통

Seems Like Community 
Recycling Workshop
무늬만 커뮤니티 
무늬만 커뮤니티의 재활용 워크샵

Kwangho Lee
KNOT- beyond the inevitable
이광호
매듭 - 불가피한 것을 넘어

Sung-Kwon Choi
RAPIDDESIGN
Molecule Cube
최성권
래피드디자인
분자 큐브

Eunju Han
Royal College of Art 
Psychogeography in Gwangju
한은주
영국왕립예술학교
광주의 심리지리학

Gwangju Community:
광주 커뮤니티

1990uao
Gwangju Kids Community - Song of Child 
일구구공 도시건축사무소
광주 어린이 커뮤니티- 아이의 노래

Sungbo Shim & Sungjun You
27 Calls from Gwangju 
심성보 & 유성준 
광주에서 걸려 온 전화

Special Contributor

Allard Van Hoorn 

Urban Songlines for GwangjuBiennale 2011

특별 전시
알라드 반 호른
201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위한 도시 

노래길

City Community:
도시 커뮤니티

Johannesburg 
Curator : Design Indaba - Nadine Botha and 
Mike Purdham 

Re: Johannesburg 
요하네스버그
큐레이터: 디자인 인다바 - 나딘 보사, 마이크 
퍼덤
Re: 요하네스버그

Macau
Curator: LINES LAB _Clara Brito and 
Manuel C S
NEW MIRAGES
마카오
큐레이터: 라인스 랩 -클라라 브리토와 마누엘 
CS
새로운 신기루

Medellín
Curator: Luis Fernando Peláez 
Micropolis: Recycling Urban Space 
메데인
큐레이터: 루이스 페르난도 펠라에즈
마이크로폴리스 - 도시 공간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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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Curator: Sam Spurr, David Burns, Adrian 
Lahoud &Nicole Bearman
Networks of Surrender
시드니
큐레이터: 샘 스퍼, 데이비드 번스, 애드리안 
라후드, 니콜 비어만
포기의 네트워크

Tel Aviv-Jaffa
Curator: Zivia Kay
PERISCOPTIVA
텔아비브-자파
큐레이터: 지비아 카이
페리스코프티바

Food Community:
음식  커뮤니티

Jaebeom Jeong
Stone & Water Studio 
Trace Table
정재범
스톤앤워터 스튜디오
흔적 테이블

Arabeschi di Latte
Socialkitchen
아라베스키 디 라테
소셜키친

Azusa Murakami & Alexander Groves
Studio Swine
Slow Fast Food Restaurant
아즈사 무라카미 & 알렉산더 그로브스
스튜디오 스와인
슬로우 패스트 푸드 식당

Caroline HobkinsonFood is Food is not 
Food
캐롤라인 홉킨슨
음식이 음식이면 음식이 아니다

Caroline Hobkinson
Cutlery Implosion
캐롤라인 홉킨슨
식기의 파열

David Clarke
Spoonie Collection
데이비드 클라크
스푸니 컬렉션

Diane Leclair Bisson &Vito Gionatan 
Lassandro 
Food Nests: Edible Containers
다이앤 르클레어 비손 & 비토 지오나탄 
라산드로
음식 둥지 - 식용 용기

honey & bunny
Table Manners
허니 앤 버니
테이블 매너

Kieren Jones
The Chicken project
키어런 존스
치킨 프로젝트

Labo85 (Yoko Shimada & Nayon Sung) 
"Who’s this?" Table 
라보85 (요코 시마다 & 성나연)
누구일까요?

Jung-min Kim
The Styling Group
Food, Its Memory Storage
김정민
더 스타일링 그룹
음식, 그 기억저장소 (사이)

Dissemination Community
전파 커뮤니티

Neil Donnelly & José Esparza
Circulate
닐 도넬리 & 호세 에스파르자
퍼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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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Community
지하 커뮤니티

aberrant architecture 
Peeping Tom
애버런트 아키텍처
훔쳐보기

Open Source Community
오픈 소스 커뮤니티

Architecture 00,  Espians, Momentum 
Engineering 
WikiHouse
아키텍처 00, 에스피안스, 모멘텀 엔지니어링
위키하우스

Green Community
그린 커뮤니티

Andy Merriitt, Paul Smyth, Sam Henderson 
Something & Son
Floating Garden
앤디 메릿, 폴 스미스, 샘 핸더슨

섬싱 앤 선

부유하는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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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The Gwangju Folly

후안 헤레로스 

소통의 오두막 

Juan Herreros

Communication Hut

플로리안 베이겔 

서원문 제등 

Florian Beigel

Seowonmoon Lantern

나데르 테라니 

광주 사람들 

Nader Tehrani 

Gwangju Swarms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유동성 조절 

Alejandro Zaera-Polo

Flow Control

피터 아이젠만 

99칸 

Peter Eisenman

99 KAN

정세훈+김세진 

열린 장벽 

S.H Jung + Sejin Kim

The opened wall

조성룡 

기억의 현재화 

Sungryong Joh

Threshold for Intimate Recollections

도미니크 페로 

열린 공간 

Dominique Perrault

The Open Box

프란시스코 산인

사랑방 

Francisco Sanin

Public room

요시하루 츠카모토 

잠망경과 정자 

Yoshiharu Tsukamoto

Periscope Pergola

승효상 

푸른길 문화센터 

Seung, H-Sang

Ruined Steps & May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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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막식 전․후 주요 행사 개최 일정표
일자 구 분 행 사 명

(소요시간) 장   소 주요참석인사
(참석인원)

주 관
부 서 비 고

9/1(목)

프레스

오픈

내외신 기자초청

기자간담회

10:00~11:00

회의실

(비엔날레1층)

광주시장

(160여명)

홍보부

전시장 투어 및 

아카데미 참석

11:00~13:00

비엔날레전시관
예술감독

(140여명)

광주폴리 투어 및 취재

15:00~18:00
광주시내

예술감독

(160여명)

개막

행사

아카데미

12:00~14:00

비엔날레전시관

(제2전시실)

예술감독

(200여명) 디자인

전시부
광주폴리

15:00~18:00

폴리현장

(옛읍성터)

시장

(200여명)

개막식 초청인사 

만찬(잔치한마당)

19:00~20:00(60분)

비엔날레전시관

앞 광장

시장

(1,000여명)

정책

연구실

개막식 및 축하공연

20:00~21:00(60분)

개관 이벤트 및 

전시관람

21:00~22:00(60분)

9/2(금) 수료식

국제큐레이터코스 

수료식

14:00~16:00 

비엔날레 회의실
대표이사

(40명)

정책

연구실

9/3(토) 워크숍
미술교사 워크숍

10:00~12:00(120분)

시립미술관

대강당

대표이사

(200명)
홍보부

10/23(일) 폐막식
폐막식 및 만찬

(18:30~20:00)

시립미술관

1층 로비

광주시장

(300명)

정책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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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프레스오픈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9:30~10:00 참석자 등록, 홍보영상물 상영 

 10:00~10:01 프레스오픈 개회 홍보사업부장 

 10:01~10:05 주요 참석인사 소개 대표이사

 10:05~10:10 시장님 인사말씀 광주시장 

 10:10~10:30 큐레이터 및 전시내용소개 예술감독

 10:30~10:50 참석자 질문/답변 감독․큐레이터

   10:50~ 전시관 관람 등 행사안내  홍보사업부장

 10:50~12:00 전시관관람 

 12:00~13:00 개막 아카데미(12:00~14:00) 자유참여 및 관람

 13:00~14:30 점심 : 엘리시아 자유식사

 14:30~15:00 이동(비엔날레정문→ 폴리)

 15:00~18:00 광주 폴리 관람 작가 해설 및 투어

 18:00~18:30 이동(폴리→ 비엔날레정문)

 18:50~19:00 명예홍보대사(엄홍길,장미희) 위촉식

 19:00~20:00 개막식

 21:45~22:00 이동 (비엔날레정문→ 라마다호텔)

￭ 기자회견

일    시 : 2011. 9. 1(목), 10:00~12:00

장    소 : 광주비엔날레 회의실 1층 및 각 행사장 

초청대상 : 내외신기자 160여명

행사내용 : 행사브리핑, 행사장 취재, 개막식 연계취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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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아카데미

일   시: 2011. 9. 1(목), 12:00~14:00

장   소: 광주비엔날레 제2갤러리 내 <현장 허브>

초청대상: 발제자 9명, 토론자 5명, 큐레이터 7명, 내․외신 기자 다수

행사내용: 기존 아카데미 행사 발표 내용을 근간으로 전시에 대한 코멘트와 비평 진행

- 발제자 및 토론자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1

발제자

인디 요하 00:/ 건축디자인사무소(런던)

2 배리 벅돌 MoMA 건축디자인 수석 큐레이터(뉴욕)

3 로잘리 제네브로 뉴욕 건축가협회(뉴욕)

4 도미니크 렁 렁-렁 건축사무소(뉴욕)

5 펠리시티 스콧 콜럼비아 대학교(뉴욕)

6 에바 프란치 스토어프론트 디렉터(뉴욕)

7 조안나 애거맨 로스 <디제그노>매거진 편집장(런던)

8 프렘 그리시나머티 Project Projects 대표(뉴욕)

9 야콥 빌더쉬츠 NR2150 대표(뉴욕)

10

토론자

데얀 수지치 런던디자인뮤지엄 관장(런던)

11 앤 해밀턴 참여작가(주제전)

12 테오 도이팅어 참여작가(무명)

13 조셉 그리마 <Domus> 편집장

14 폴 스미스 엔지니어(커뮤니티)

- 프로그램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참석자 안내 및 동시통역 리시버 배부

12:00~12:05 5“ 환영사 및 개회 대표이사

12:05~13:05 60“ 발제(발제자당 5~7분, 발제자 명단순으로 진행)

13:05~13:20 15“ 휴식 및 점심 배식 뷔페식(소블루)

13:20~13:50 30“ 토론(식사 동시에 진행) 토론자

13:50~14:00 10“ 폐회선언 승효상 예술감독

 

※ 사회자: 배형민(수석 큐레이터/주제전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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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폴리 준공식

일   시 : 2011. 9. 1(목) 15:00~18:00 

내   용 : 폴리별 준공 이벤트와 참여건축가 작품 해설

- 폴리 관람 순서 및 이벤트 

 

금남로 공원앞 인도(15:00~15:06/6분)

  유동성 조절/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깃발(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동구청 어머니 합창단

⇒

대한생명 사거리 (15:14~15:20/6분)

 광주 사람들/ 나데르 테라니 

․종이비행기 날리기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연주

 

⇒

  김재규 경찰학원 앞 (15:26~15:33/7분)

 서원문 제등/ 플로리안 베이겔

․소원 리본달기(중앙초 어린이 100명)

․플루트 4중주

⇒

장동 사거리 교통섬(15:39~15:46/7분)

소통의 오두막/ 후안 헤레로스  

․가림 천 제막 상승

․백현진 보컬

 

⇒

  대성학원 앞(15:52~15:58/6분)

잠망경과 정자/ 요시하루 츠카모토 

․간단한 다과

․건배 제의(대화와 휴식)

⇒

문화전당 옆(16:07~16:17/10분)

사랑방/ 프란시스코 산인  

․돛(광주지도) 끌어 올리기 

․색소폰 앙상블

 

⇒

 구 광주시청 사거리(16:22~16:29/7분)

  열린 공간/ 도미니끄 페로

․리모콘 또는 플레이버튼 작동

․DJ 토마스 + 플래쉬 몹

⇒

 황금로 사거리 (16:38~16:44/6분)

기억의 현재화/ 조성룡 

․날개 펼침(수동 작동)

․해금연주

 

⇒

광주세무서 앞(16:50~16:57/7분)

 열린장벽/ 김세진, 정세훈

․바닥 가림천 제막

  - 상인회장 등 시민과 함께

⇒

 충장로 파출소 앞 (17:02~17:07/5분)

99칸/ 피터 아이젠만(불참석)

․작품 마무리 연출 (성벽 돌 올리기)

․자체 음향기 작동

* 행사내용은 주변상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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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진행순서
 제1부 Section 1  19:00〜20:00

 잔치한마당  참석자 전원

 제2부 Section 2  20:00〜20:40

 Opening Intro  영상

 축하공연  DJ Spooky와 현악 4중주

 주제 퍼포먼스  김복희 무용단

 제3부 Section 3  20:40〜21:00

 개막선언  이용우 대표이사

 축  사  데얀 수지치(런던 디자인미술관 관장)

 환영사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전시개요 설명  승효상 예술감독

 제4부 Section 3  21:00〜22:00

 개막 이벤트  이사장 외

 작품관람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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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장소 작품 내용

지하철 역사

(금남로4가역)

ECO Garden 금남로 4가역 대합실 재활용품을 활용한 미니 실내 
정원 

 제가 돌아오게 
도와 주세요 금남로 4가역 대합실 생태 환경 메시지 물고기 

설치작품 

안전요원 미어캣, 
원숭이 친구들

금남로 4가역 
(CCTV 위 및 벽면) 숲속 동물 도자 캐릭터  

here+no=hero 금남로 4가역 승강장 철 재질의 아트벤치 

 가방벤치
금남로 4가역 승강장 

여행 가방 모양 아트벤치 

ECO 나무 금남로 4가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에 나무 그림 

 나 너 그리고 우리 
지하철 전동차 유리창

광주주요 장소 소개
(윈도우 페인팅)시내버스 내부 유리창 

(상무 64, 용봉 83) 

눈이 즐거운 
그래픽 지하철 노선표 지하철 전동차 창면

역사 주변 주요 장소표시 
아트맵 

시내버스 및 

지중선 지상기기
부자(父子) 되세요

시내버스 차도면 광고부분 
(상무 64) 행복한 가족 이미지 

일러스트 
금남로 2~3가

지중선 지상기기 아트큐브 금남로 2~3가 
도심 공공시설 캐릭터 이미
지

시내버스 

관심 그리고 놀라운 일! 시내버스 인도면 광고부분
(상무 64)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얼굴 
그리기  

 안!녕! 버스~
시내버스 인도 및 차도면 

광고부분
(용봉 83)

여러나라 사람들과 시공간 
상징 무늬 일러스트   

7 시민참여프로그램 소개 및 일정 
 ￭  시민참여프로그램 ‘나도 디자이너: 도시를 누비는 디자인’ 

시민이 디자이너가 되어 도시의 공공장소나 시설물을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꾸며

보는 시민참여프로그램

○ 참여작가: 12팀 

○ 전시기간: 2011. 8. 23(화)~ 10. 23(일)

○ 전시장소: 금남로4가역, 금남로2~3가 지중선 지상기기, 비엔날레 경유 시내 버스    

             외부 광고면 (상무64, 용봉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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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프로그램 ‘주말콘서트: Fringe-free play’

공연일시 
공연 

시간 
 공연팀 장르 

09.03(토)
15:00 서경대 무대의상 연구소 이색 패션쇼

16:00 김선희와 함께하는 예당 클래식

09.04(일)

15:00 바닥프로젝트 포크락

16:00 방송댄스 초딩아이돌 방송댄스

17:00 Jazz밴드 달과함께걷다 재즈

09.10(토)

15:00 들꽃마을 사람들 포크

16:00 방송댄스 초딩아이돌 방송댄스

17:00 (사)청소년문진위 인디밴드

09.11(일)
15:00 차밍패밀리(CF) 댄스스포츠

16:00 안정 미술퍼포먼스 퍼포먼스

09.12(월)
15:00 싸이언스파크 로봇춤

16:00 하늘땅 풍물놀이 풍물

09.13(화)

15:00 싸이언스 파크 로봇춤

16:00 보름마당 풍물예술단 전통국악

17:00 들꽃마을 사람들 포크

09.17(토)

15:00 진슬라임 힙합댄스

16:00 싸이언스 파크 로봇춤

17:00 황보령 밴드 언플러그

09.18(일)
15:00 참빛누리꾼 사물

16:00 지구정복프로젝트 무비연극

09.24(토)

15:00 신디엔터테인먼트 마술

16:00 방송댄스 초딩아이돌 방송댄스

17:00 하모니 테라피 종합예술

09.25(일)

15:00 PTS댄스동우회 펑키,힙합댄스

16:00 싸이언스파크 로봇춤

17:00 하수내꽃뜨루 무용단 전통무용

10.01(토)

15:00 라포르섹소폰앙상블 대중음악(연주)

16:00 싸이언스파크 로봇춤

17:00 M.P금관앙상블 퓨전클래식

10.02(일)

15:00 단빛 퓨전국악

16:00 싸이언스파크 로봇춤

17:00 Soro 퍼포먼스 퍼포먼스

10.08(토)

15:00 필그린남성중창단 클래식

16:00 루트머지 퓨전국악

17:00 박주영 퍼포먼스 실험예술

10.09(일)
15:00 한국전통문화연구회 국악

16:00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클래식

10.15(토)

15:00 광주실버연예예술협회 대중음악

16:00 미정(美政) 실용음악

17:00 서경대무대의상연구소 이색 패션쇼

10.16(일)
15:00 싸이언스파크 로봇춤

16:00 (주)엠라인기획 포크

10.22(토)

15:00 월봉어린이국악관현단 국악앙상블

16:00 빛고을노인복지재단(타운아코디언) 종합예술

17:00 박이창식 퍼포먼스 퍼포먼스

10.23(일)
15:00 광주전남가수협회 포크

16:00 엔시안 요델클럽 요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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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프로그램 ‘비엔날레 프리/플리마켓’

    지역 디자인․공예 공방과 시민․관람객들의 미적 솜씨를 아트상품화하여 비엔날레

    행사현장에서 전시 판매 

○ 일  시: 2011. 9. 2~ 10.23 비엔날레 행사기간 중 매주 토․일 14:00~17:00

○ 장  소: 비엔날레전시관 외부 중정

○ 품  목: 천연염색 생활용품, 핸드페인팅 아트 티셔츠, 편백나무 도마, 도자기 인형, 핸

드메이드 헤어 악세서리, 아트 스티커, 엽서,  머그컵, 손뜨개질 덧신, 나무 

로봇, 수제 돌도장, 패브릭 인형, 에코백, 헌 옷 리폼, 비즈 액세서리, 한

지ㆍ염직공예, 도자소품 등 

￭ 시민참여프로그램 ‘(주)광주신세계와 함께하는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주)광주신세계 공동주최로 비엔날레 전시현장에서 시민․관람

객들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폐막식 때 우수작 시상  

   ○ 공모기간 : 2011. 9. 2〜10. 16 (46일간)

   ○ 주    제 :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속의 디자인’

   ○ 참여방법 : 행사현장에 준비된 기본화구를 이용하여 디자인 아이디어와 간략한

                 설명글 제출

   ○ 응모접수 : 비엔날레 전시관 출구에서 입장권 확인후 접수 

   ○ 시 상:  2011. 10. 23(일) 18:00,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식장 

       

 학생부 일반부

 대상 1명: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우수상 2명: 백화점 상품권 각 50만원

 입선 5명: 도서구매권 각 5만원

 대상 1명: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우수상 1명: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입선 5명: 도서구매권 각 5만원   

￭ 시민참여프로그램 ‘뷰티 미용체험’ 

    미용전공자들이 관람객들에게 디자인비엔날레 현장에서 생활 속 뷰티 디자인을 즐길 수 있도

록 체험공간 운영

   ○ 기    간 : 2011. 9. 2.〜10. 23 비엔날레 행사기간 중 매주 토․일 14:00~17:00

   ○ 장    소 : 비엔날레전시관 주변

   ○ 참여학교 : 호남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 프로그램 : 페이스 페인팅, 네일 케어, 헤나 아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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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안내 
  창설배경과 기본방향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21세기 디자인시대를 맞아 광주의 디자인산업을 진흥시키고 한국은 물론 

세계의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제 문화도시 광주광역시가 2005년 창설하였다. 특히 그 동안 

높은 국제적 인지도와 긍정적 평가를 다져 온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10주년이 되는 2005년도에 국

제디자인전시회를 출범시킴으로써 명실 공히 예술에 기반을 둔 국제 디자인도시를 구현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2004년에 먼저 프레 디자인비엔날레(6.18~27)를 개최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이

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일반 디자인전시회나 디자인페어들과 달리 디자인 본연의 미적ㆍ실용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관계를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기획과 전시구성으로 최근 국내외 주요 

문화현상과 디자인의 흐름을 읽어내고 공공성을 확장시키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장르

의 구분보다는 디자인 전 분야를 융합과 통섭으로 아우르면서 입체적이고 실험적인 시각문화 현장

으로써 차별화된 특성을 분명히 해 나가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행사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가 주관을 맡아 격년제로 홀

수년도 9~10월에 열린다. 제 1~2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제 3회부터는 중외공원 내 

비엔날레전시관을 주 전시공간으로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도시의 공공장소 또는 시민들의 삶의 공

간 속 별도의 사이트를 전시공간으로 연결하고 있다. 총괄 기획자인 디자인예술감독이 설정한 주제

와 기획의도에 따라 국내외 디자이너 및 작품들을 선정 초대하여 시각문화의 장을 펼쳐내는 전시

와 더불어, 우리시대 디자인문화의 생산적 가치와 창의성을 심화 확장시키기 위한 국제학술회의, 

일반시민 또는 관람객들의 관심과 소통을 넓히기 위한 특별프로젝트 또는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구    분 주제 / 기간 행 사 구 성 비고

프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04.6.18-6.27
비엔날레전시관

디자인브랜드관, 세계우수디자인초청전 등 
7개 섹션. 18개국 718디자이너, 국제회의, 
대학생디자인페스티벌 등

10일
(8만6천)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순종 총감독)

삶을 비추는 디자인
2005.10.18-11.3
김대중컨벤션센터

본전시(미래의삶, 아시아디자인), 7개 특별전, 
33개국 707디자이너, 컨퍼런스(디자인도시협
력회의 등) 워크숍, 축제․공연 등

17일
(관객28만)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순인 총감독)

빛_L.I.G.H.T
2007.10.3-11.5
김대중컨벤션센터

본전시(생활ㆍ정체성ㆍ환경ㆍ감성ㆍ진화), 2
개 특별전, 45개국 927디자이너, 디자인평
화선언 등 이벤트, 컨퍼런스 등

30일
(관객25만)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은병수 총감독)

The Clue_더할 나위 없는
2009.9.18-11.4

비엔날레관, 양림동

주제전(의ㆍ식ㆍ주ㆍ학ㆍ락), 특별프로젝트(유니
버설ㆍ에코디자인ㆍ스트리트전시), 48개국 895
디자이너/기업,국제디자인워크숍 등 

48일
(관객20만)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승효상,⋅아이웨이웨이 공동감독)

도가도비상도
2011.9.2~10.23

비엔날레관, 시내일원

주제전, 유명전, 무명전, 커뮤니티전, 비엔날
레시티, 아카데미, 광주폴리 프로젝트 등

52일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062-608-4224   Fax 062-608-4114   www.gb.or.kr   E-mail biennale@gb.or.kr 

- 38 -



 
 
    
   HistoryItem_V1
   InsertBlanks
        
     Where: after current page
     Number of pages: 1
     same as current
      

        
     1
     1
     1
     487
     395
            
       CurrentAVDoc
          

     SameAsCur
     AfterCur
      

        
     QITE_QuiteImposingPlus2
     Quite Imposing Plus 2.0d
     Quite Imposing Plus 2
     1
      

   1
  

    
   HistoryItem_V1
   InsertBlanks
        
     Where: after current page
     Number of pages: 1
     same as current
      

        
     1
     1
     1
     487
     395
    
            
       CurrentAVDoc
          

     SameAsCur
     AfterCur
      

        
     QITE_QuiteImposingPlus2
     Quite Imposing Plus 2.0d
     Quite Imposing Plus 2
     1
      

   1
  

 HistoryList_V1
 qi2base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OK
  /CompatibilityLevel 1.3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fals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NanumGothic
    /NanumGothicBold
  ]
  /NeverEmbed [ true
    /SDBookB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