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NDARD INCOMPARABLE:표준화된 특별함 

헬렌 미라 

 

 

저는 2 년전 보스톤 메사츄세츠에 있는 이사벨라 스투어트 가드너 뮤지움(the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 곳에 있는 

동안 그 특별한 소장품들중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장된 다수의 미술품들과 공예품들은 1800 년대 후반 전세계를 누빈 한 여행객에 의해 

심도있게 공들여 수집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프로젝트의 생성의도는 

다소 반의적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만들어진 직조 샘플 공모 
 

각 직조물는 단순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각 완성품은 길이가 직조자의 대략 한쪽 팔 사이즈 정도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어야합니다. 

어떤 종류의 날실도 사용 가능하고, 날실이 드러나게하거나 드러나지 않게할수 

있습니다. 



씨실은 각 지역의 식물성/동물성 섬유로 (혹의 이두가지의 혼합도 가능) 염색하지 

않은것을 쓰도록 합니다. 

각 직조물은 두가지의 톤/재료/두께 (한 겹또는 여러 겹) 등을 이용한 교대 패턴으로 

일곱개의 행으로 구성합니다.  각 줄무늬 행은 직조자의 엄지를 포함한 손넓이 정도로 

합니다. 

위의 서로 다른 두 행의 차이는 강하거나 혹은 은은하게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후엔 날실을 정리해서 접어서 마무리하여 끝냅니다.  만약 직조자가 이 과정을 

하지않았을 경우, 반입후 이 과정을 거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공모의 의도는 여러 다른 대륙의 직조를 모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직조자들의 직조들을 모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같은 가정, 학교, 지역, 도시에서 여러 직조자가 참가하셔도 됩니다.   

각 참여자는 동일한 직조물은 두 점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 개중 하나는 다른 지역의 참가자에게 보내질 것이고  당신은 다른 참가자들이 만든 

직조물 하나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의 직조물은 수집품의 일부로 관리됩니다.  수집품은 일종의 특별한 

백과사전의 형식을 가집니다.  이 수집소장품은 2016년 6 월, 아모리센터(the Armory 

Center for the Arts, Pasadena, CA)에서 처음 전시될것입니다.  이 후 다른 전시에 

포함되는 경우 참가자들께 알려 드리고 참가자명을 전시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집된 모든 직조물들은 각 직조자의 이름과 함께, 책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책이 인쇄되면 각 참가자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2015년 12월 1 일까지 이메일 혹은 전화로 의사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쪽에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고 

내년 1월까지 직조물 받지 못하면, 확인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8 일까지는 모든 직조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메일: hmirra@gmail.com 

휴대폰(SMS) +1 617-308-3609 

주소: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attn: Tiffany York 

25 Evans Way 

Boston, MA 02115 USA 

           

*직조 샘플을 보내실때 보통우편을 통해 보내주시고 그 가치는 1달라로 표기해 

주십시요.   



v	

아래의 내용을 프린트를 하거나 손으로 작성해서 직조물과 함께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십시요.   
 
이름 
 
생년월일 
 
지명(직조물이 만들어진곳) 
 
섬유(종류, 원료등등) 
 
실(손방사, 기계방사등등) 
 
사용한 베틀의 종류(백스트랩(backstrap loom), 플로어(floor loom), 혹은 
타피스트리(tapestry loom)등등) 
 
그외의 정보 
 
 
보내는이의 주소(나라명과 우편번호포함) 
 
이메일주소 
 
다음의 내용중 해당되는 것에 표기해주세요. 
 
___ 나는 전시도록을 받고 싶습니다. 
 
___ 나는 직물 보내는 우편료와 $20불(재료비)를 받고 싶습니다.  
       ___웨스턴유니온 머니트랜스퍼(Western Union Money transfer)를 통해서 받고 
싶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혹은 
       ___미국 달라 은행 수표(bank check)으로 위의 주소로 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