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개요

타 이 틀 : 11. 예페 하인Jeppe Hein

생 성 연 도 : 2005년

고 유 번 호 : 11JH

장 소 : 안양파빌리온 아카이브 서가

길 이 : 89.6피트

배 열 : 001(작가 약력), 002(참고자료), 003(제안서), 004(과정) 순으로 배열

기 록 자 : 정주영

⏐

기 록 일 : 2013년 12월 30일

작가:
1974년 코펜하겐에서 태어난 예페 하인은 덴마크왕립미술아카데미Royal Danish Academy of
Arts와 슈타델미술대학교Städel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에서 수학했다. 재학 중에는 비
상업적 조직 오토OTTO를 공동 설립해 덴마크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미술 전시를 조직하기도 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관람객이 다가가면 진동하는 조각 <진동하는 큐브Shaking Cube>(2004), 벤치를
변형한 <변형된 사회적 벤치Modified Social Bench>, 관람객이 페달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해 회전
하거나 빛을 비추는 <모바일 모바일Mobile Mobile>(2008)과 <라이트 파빌리온 Ⅱ Light
Pavilion Ⅱ>(2010) 등이 있다. 21세기현대미술관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카나자와, 2011), 인디애나폴리스미술관Indianapolis Museum of Art (인디애나폴리스, 2010), 컨
템포러리아트갤러리Contemporary Art Gallery (밴쿠버, 2009), 조각센터Sculpture Center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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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뉴사우스웨일즈주립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시드니, 2005), 모마
P.S.1.MoMA P.S.1.(뉴욕, 2004)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요코하마트리엔날레>(2011), <플
랫폼 2008>(아트선재센터, 2008), <싱가포르비엔날레>(2008), <리버풀비엔날레>(2006), <베니스
비엔날레>(2003)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작품:
예페 하인은 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에 초대 받아 두 작품을 제작했다. 삼성산 중턱에
위치한 <거울 미로>는 백팔 개의 거울 기둥으로 이루어진 원형 미로로, 기독교 문화에서 신성한 장소
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상징하는 미로를 안양의 풍부한 불교 문화와 결합시켰다.
<거울 미로> 옆에 자리한 <노래하는 벤치>는 높낮이가 다른 좌석을 길게 늘린 벤치로, 일반적인 벤
치를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벤치를 만들었다. 앉거나 눕기도 하고 미끄럼틀처럼 이용할 수도 있는 이
작품은 기능적인 가로시설물과 탈기능적인 오브제의 경계에 위치한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11. 예페 하인Jeppe Hein’은 <거울 미로>와
<노래하는 벤치>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1회 APAP의 초대 작가로서 예페 하인이 작성한 기획서와 두 작품의 3D 모델링 이미지 및 실시설계
도면 그리고 작가 약력과 이전 작품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작품의 제작과 관련해 안양공공예술재단
이 생성한 작가 계약서, 각종 견적서 및 작가가 기획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은 향후 목록화할 예정
이다. 작품 사진의 데이터는 ‘프로젝트 아카이브 콜렉션—전자파일’에 별도 소장하고 있다.

자료목록:
번호

문서건명

001.01

예페 하인 작가 약력(총 4매):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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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1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3.01

제안서: 영문

004.01

과정: <거울 미로> 3D 모델링 이미지(복본 4매)

004.02

과정: <거울 미로> 3D 모델링 이미지(복본 4매)

004.03

과정: <거울 미로> 3D 모델링 이미지(복본 4매)

004.04

과정: <노래하는 벤치> 3D 모델링 이미지

004.05

과정: <노래하는 벤치> 3D 모델링 이미지

004.06

과정: <노래하는 벤치> 3D 모델링 이미지

004.07

과정: <거울 미로> 실시설계 도면(복본 2매): section

004.08

과정: <거울 미로> 실시설계 도면(복본 2매): isometrie of the module/ the single
parts

004.09

과정: <거울 미로> 실시설계 도면(복본 2매): section

004.10

과정: <거울 미로> 실시설계 도면(복본 3매)

004.11

과정: <거울 미로> 실시설계 도면(복본 2매): plan

004.12

과정: <거울 미로> 실시설계 도면(복본 2매): section

004.13

과정: <노래하는 벤치> 실시설계 도면: plan and isomet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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