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전시물

무법자
작가: 리처드 로플러
설치: 2010년
장소: 5th Avenue와 2nd Street SW
기부자: 캘거리 CFA 협회, CFA 연구소,
TSX, TMX 벤처 캐피털, ATB 기업 금융
서비스, 베닛 존스, 더 포쎄,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청동 조각

자세한 정보
스탬피드 파크 및 지역 사회 전시 스탬피드
공공 미술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algarystampede.com/ar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스탬피드 미술 작품에 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public_art@calgarystampede.com에서 함께
나누세요.

엄청나게 큰 이 조각은 캘거리 스탬피드
무대를 빛낸 가장 위대한 투사 중
하나인 무법자를 기리는 작품입니다.
이 황소는 로데오 세계의 전설적인
존재로, 71회의 로데오에서 길어야 기껏
8초간 오직 한 번 등에 탈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미술 산책 안내지
안내지의 도움을 받아 스탬피드에서 17점에
이르는 서구 미술의 진수를 만끽하며 미술

스탬피드 파크 미술 산책

산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후원자들의 아낌 없는 기부로 가능했습니다.
한국어, 프랑스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버전도 있습니다.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of Canada

Avec la participation
du gouvernement
du Canada

도레미파솔라시도
작가: 조 파파드
설치: 2010년
장소: 4th와 5th Street SW 사이 6th Avenue 캘거리 법원 센터
기부자: 펜웨스트 에너지, 캘거리 시벤스 패밀리, 캘거리 시,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분말 도포 5/8인치 강철 판재 조각
이 거대한 예술품은 캘거리와 퀘벡 시간 자매결연 관계를 경축하는
것으로 캐나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바치는 작품입니다.

캐나다 정부 참여

스탬피드 파크
출입구 밖에서
산책을 시작한다면,
카우보이즈 카지노
앞에서 두 개의
거대한 작품을
보게 됩니다.

1. 용기와 천둥 소리

2. 더 라이드

작가: 베로니카와 에드윈 댐 데 노갈레스
설치: 2008년
장소: 카우보이즈 카지노(정문 근처)
기부자: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청동과 스테인리스강 조각

작가: 베로니카와 에드윈 댐 데 노갈레스
설치: 2008년
장소: 카우보이즈 카지노(정문 근처)
기부자: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청동과 스테인리스강 조각
행사에서 분출하는 힘, 황소와 사람의
위태로운 균형을 담아낸 돋을새김 작품입니다.
입체적으로 표현된 사람은 황소의 형상과
미니멀리즘 기법의 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황소 타기의 위험을 묘사합니다.

이 조각의 높낮이 돋을새김으로
아슬아슬하게 전력질주 하는 역마차
경주의 정수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각가는 미니멀리즘 기법으로
여백을 이용함으로써 관람객이 상상력과 지적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가축 몰이”라는 적절한 제목이 붙은 이
청동 조각은 캐나다 서부의 독특한 유산을
묘사하고 있으며, 캘거리와 앨버타 남부의
농업 및 목장 산업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MO 센터로
이동하면
동상과
벽화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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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로키 바스태드
설치: 1997년
장소: 빅토리아 파크
경전철 역
기부자: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벽화
이 벽화의 주제는
1950년대와 60년대 스탬피드 파크의 입구입니다. 선 트리 파크에
인디언 빌리지와 전통 천막들이 있어 색감과 흥취를 더욱
자아냅니다.

5. 카우보이 역마차 경주
작가: 로키 바스태드
설치: 1998년
장소: BMO 센터(서쪽 벽)
기부자: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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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스탠 펠프스
설치: 1996년
장소: 빅4 빌딩(북편)
기부자: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벽화
인필드를 둘러싼 자동차들의 전조등 조명 아래 끝난
1912년 스탬피드 로데오를 묘사하는 벽화입니다. 블러드
인디언 부족 출신 톰 쓰리 퍼슨은 난폭한 야생마
사이클론을 온순한 양 같이 잠잠케 하고 캘거리 최초의
안장 있는 야생마 타기 챔피언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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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최대 미술 작품의 하나로, 열 다섯
마리의 말과 두 명의 카우보이가 과거와
현대의 이미지를 아우르며 보우 강의 영향으로부터 카우보이의 막중한
역할과 서부마의 자유분방함에 이르기까지 비범한 이야기를 전하며 캘거리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1901년 황소 경매
작가: 키스 홈즈
설치: 2000년
장소: 농업관(북동쪽 구석), 스코샤뱅크
새들돔 근처
기부자: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벽화

2012년,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부로 캐나다
유산부의 ‘미술과 유산을 통한 지역 사회 건설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미술가들이 모든 벽화를
훌륭하게 복원했습니다.

9. 목장 생활
(자원 봉사자의 분수)

작가: 리치 뢰니시
설치: 1980년
장소: BMO 센터(남서쪽 구석)
기부자: W.W. 빌 시벤스
유형: 청동 조각
이 동상은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미술가
에드워드 보레인이 1차 세계 대전
종료를 경축하는 1919년 “전승 기념일”
스탬피드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앨버타 주
75주년을 기념하여 캘거리 스탬피드에 증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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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봅 스페이스와 리치 뢰니시, 앨버타 롱뷰
설치: 2012년
장소: 스탬피드 파크 농업관 서편
기부자: 카시 재단, 코릴 홀딩스사, 프렌즈
오브 스미스빌트 햇츠사
유형: 청동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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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빅4 빌딩으로 걸어가면 하나의 벽화와
자원 봉사자들에게 헌정된 분수가 나옵니다.

8. 석양의 사이클론

이 벽화를 보노라면 1912년과 1919년 스탬피드 퍼레이드로 돌아가
버팔로 떼, 기마 밴드, 퍼레이드 마셜 캐피 스마트 소방서장을 보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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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파크의 승마
쇼장에서 있었던 기마대의
의전 승마를 묘사하는 벽화입니다. 이 작품은 북서부
기마경찰대의 “서부로 달려라” 승마 125주년 및
기마경찰대의 캘거리 최초 출현 8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6. 브롱크 트위스터

지상 최대의 야외 쇼를 꿈꾼 기이 위딕의 희망을
묘사하는 벽화입니다.

11

7

6

15

작가: 키스 홈즈
설치: 1999년
장소: BMO 센터(서쪽 벽)
기부자: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벽화

이 벽화는 1923년에 있었던 최초의 역마차 경주를 묘사하는
것으로, GMC 레인지랜드 더비 75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됐습니다.

작가: 페니 코라딘 설치: 1997년
장소: 스탬피드 코랄(동쪽 아랫벽)
기부자: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벽화

13. 보우 강변에서

7. 기마경찰대
4. 초창기 스탬피드 터 입구

15. 초창기 스탬피드 퍼레이드

작가: 더그 드리디거 설치: 1996년
장소: 스탬피드 코랄(동쪽 윗벽)
기부자: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벽화

스탬피드 코랄에는 스탬피드의 주요 행사 중 두 가지를 나타내는
역사적 작품이 있습니다.

3. 가축 몰이
작가: 린다 스튜어트
설치: 2000년
장소: BMO 센터(북서쪽 구석)
기부자: 캐나다 정부의 밀레니엄 파트너십
프로그램, 앨버타 주,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청동 조각

14. 기이 위딕 - 꿈

작가: 제임스 마셜
설치: 1995년
장소: 빅4 빌딩(동편)
기부자: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혼합
이 분수는 캘거리 스탬피드의
헌신적인 자원 봉사자들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부 유산 보존 프로그램 등 스탬피드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위원회를 통하여 일하는 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봉사와 공동체 의식 덕분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스탬피드가 캘거리 시민과 앨버타 남부 주민에게 드린
다짐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랜드스탠드로
이동하면 청동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10. 데니스 E. 매시 총경
1949~2002
작가: 샌디 파
설치: 2007년
장소: 그랜드스탠드(북쪽 끝)
기부자: 레슬리 매시(데니스 매시의 미망인)
유형: 청동 조각
1996~2002년 데니스 매시 총경은 연방
경찰(RCMP)과 연방 경찰의 지역 사회
치안 강화 계획을 위하여 스탬피드 파크를
자랑스럽게 거닐며 대중과 어울리면서
수많은 시간을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이 벽화는 1901년 황소 경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됐습니다. 1901년 4월 12일 향토 순종 축우 사육자
협회가 주최한 최초의 황소 경매를 통해 64마리의 순종 황소가 팔렸습니다.
라콤비의 페어즐리가 빅토리아 파크의 프런티어 마구간에서 열린 이 매매의
경매인이었습니다. 평균 매매가는 $85.17였습니다.

11. 농업 박람회 - 1880년대
작가: 스탠 펠프스
설치: 1998년
장소: 농업관(남쪽 편)
기부자: 캘거리 스탬피드
유형: 벽화
캘거리는 1886년에 최초 박람회를 개최하여 7개 부문에 곡물과 채소 및
꽃을 전시했습니다.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농업 공동체가 연 1회 빅토리아
파크에 모여 최상품 가축, 종자, 건초 등의 견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북쪽 농업관을 향하여 걸으며 벽화와
최신 조각품을 감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