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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미카엘 엠그린과 잉거 드락셋은 1995 년부터 아티스트 듀오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제도 비판, 사회
정책, 퍼포먼스, 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특유의 위트와 유머로 익숙한 것들의 형태를
바꾸는 조각과 설치 작품을 제작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뉴욕의 보헨 파운데이션 Bohen
Foundation 을 13 세기 거리의 지하철역으로 변형한 <종착역 End Station>(2004), 텍사스 사막에
프라다 매장을 세운 <프라다 마파 Prada Marfa>(2005), 런던의 서펜타인 갤러리 Serpentine
Gallery 를 변형해 서구 사회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웰페어 쇼 The Welfare
Show>(2006) 등이 있다. 보이만스 반 뵈닝겐 미술관 Boijmans van Beuningen
Museum(로테르담, 2011), MUSAC(레온, 2009), 서펜타인 갤러리(런던, 2006), MCA(시카고,
2005), 테이트 모던 Tate Modern(런던, 2004), 쿤스트할레 취리히 Kunsthalle Zurich(취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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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등에서 개인전을 개회한 바 있으며, 2009 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는 덴마크와
노르웨이관에서 전시 <콜렉터 The Collectors>를 기획해 특별상 special mention 을 수상하기도
했다.

작품:
미카엘 엠그린과 잉거 드락셋은 2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의 초대를 받고 전화를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벨이 울리는 공중전화 부스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를 제작했다.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는 개인적 호기심과 사회문화적 규범 사이에서 망설임 끝에 수화기를 들면 듣게 되는
목소리다. 목소리는 성우 배한성이 담당했으며, 대륙 별로 한 개의 작품만이 설치될 예정이다.
중앙공원 입구에 자리했던 이 작품은 공원이 아닌 거리에 설치하기 원했던 작가의 의도를 반영해
2013 년 안양파빌리온 앞 통로로 이전했다. 전화 벨은 오전 열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 매시 정각,
이십 분, 사십 분에 울린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2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95. 미카엘 엠그린 & 잉거 드락셋 Michael
Elmgreen & Ingar Dragset’은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미카엘 엠그린 & 잉거 드락셋의 작가 약력과 이전 작품
이미지 및 그와 관련한 참고문헌을 비롯해 작품의 3D 모델링 이미지와 한국의 시공사가 제작한
실시설계 도면을 포함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또한 기획자와 작가가 주고 받은 이메일, 예산서
등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작품 제작과 관련해 생성한 기록 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목록화할
예정이다. 작품의 사진 데이터는 ‘프로젝트 아카이브 콜렉션—전자파일’에 별도 소장하고 있다.

자료목록:
번호

문서건명

001.01

미카엘 엠그린 & 잉거 드락셋 작가 약력(총 9 매):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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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1

참고자료: "ARFA OF MARFA?", SPOON, Jan-Feb 2006(총 6매): 영문

002.02

참고자료: "The lost world", The Guardian, 2006.1.31.(총 3 매): 영문

002.03

참고자료: "MICHAEL ELMGREEN AND INGER DRAGSET", Contemporary,
no.88, 2006(총 3 매): 영문

002.04

참고자료: "WHITE ON WHITE", ARTFORUM, APRIL 2002(총 4 매): 영문

002.05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4.01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004.02

과정: 3D 모델링 이미지

004.03

과정: 실시설계 도면: 표지

004.04

과정: 실시설계 도면: 평면도, 우측면도

004.05

과정: 실시설계 도면: 우측면도, 배면도

004.06

과정: 실시설계 도면: 평면도, 천정평면도, 지붕평면도, 기초평면도

004.07

과정: 실시설계 도면: 우측면도, 배면도

004.08

과정: 실시설계 도면: 전화함구조도, 전화함구조단면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