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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규,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

뉴욕 뉴뮤지엄, 영국 테이트모던, 독일 카셀도큐멘타 등 세계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 전시에 참가하고,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로 참여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양혜규의 개인전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가 삼성미술관 Leeum에서 2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린다. 양혜규의 대표 작업인 

광원조각 〈서울 근성〉(2010)과 블라인드 설치 작품 〈성채〉(2011), 봉투 콜라주 작업 〈신용양호자들〉(2015) 등으로 

구성된 이번 개인전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해온 양혜규의 예술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왼쪽부터
양혜규, <성채>, 알루미늄 블라인드, 알루미늄 
천장 구조물, 분체 도장, 강선, 무빙 라이트, 향 
분사기, 가변크기, 2011, Courtesy of Kukje 
Gallery, Seoul 

양혜규, <중간 유형-삼족 광주리 토템>, 인조 
짚, 강철 스탠드, 분체 도장, 바퀴, 바인더 끈, 
무명실, 황마실, 털실, 끈, 인조 깃털,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금속 고리, 금속 체인, 금속 
방울, 230x105x95cm, 2015, Courtesy of 
the artist

천 지에런(Chen Chieh-
jen), <Empire's Borders 
Ⅱ-Western Enterprises 
Inc.>, 비디오 설치, 2010, 
Courtesy of the artist     

왼쪽부터
마리엄 가니, <Going Gone 
Gone>, 2009
유이치로 타무라, 
<Nightless>, 2010

경계의 잔상과 투영

독일 통일 25주년과 세계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된 전시 《경계의 잔상과 투영(Making Border: Afterimages and 

Projections》(2.13~3.31)이 독일 베를린 DNA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시간적 흐름이 현대 공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계현상에 대한 

연구로 김동세 건축가와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마리엄 가니(Mariam Ghani) 그리고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이치로 타무라(Yuichiro 

Tamura)가 참여한다. 특히 김동세 건축가는 한반도비무장지대(DMZ)의 해체적 형상을 통한 공간 분석 작업을 선보이며 한국정전협정문에 첨부된 

21개 지도를 일부 공개하여 현재 시공간기준으로 분석한다. 한편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서영 큐레이터는 “한국 정전 협정 62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비무장지대의 잠재성과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불협화음의 하모니

《불협화음의 하모니(Discordant Harmony)》(2.7~3.29)는 ‘조화’를 주제로 오늘날의 아시아를 예술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사이에 냉전시대 이후 지금까지 존재하는 

위계질서 및 복잡한 관계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주한독일문화원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개국 기획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후에 일본 히로시마 현대미술관과 대만 타이베이로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성필, 이면에 숨은 역사와 현실의 간극

1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성필 개인전 《지극의 상속》이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열린다. 그 동안 ‘파사드 

프로젝트’를 통해 ‘원복과 복제’, ‘실제와 가상’ 그리고 ‘공간의 개념적 해석’ 등 사진매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왔던 한성필은 이번 전시에서 ‘북극과 남극 프로젝트’를 통해 시간의 층위를 통해 보여지는 대자연의 

장엄함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역사와 현실의 간극을 이야기 한다.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북극권과 남극권에서 인간이 고래를 남획하고 탄광을 개발했던 과거와 현대의 극지방을 보존하려는 

모습을 병치함으로서 이중적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작가는 극지라는 특정한 장소에 부여된 

인식적인 환경이 갖는 장소가 아닌, 그 이면에서 보여지는 시간성, 그리고 역사의 흔적과 기억을 등로주의적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필, <Blue Lagoon>, 

크로모제닉 프린트, 188x310cm, 2014

한성필, <Weight of Time Ⅶ>, 
크로모제닉 프린트, 85x126cm, 2013

한성필, <Weight of Time Ⅴ>, 
크로모제닉 프린트, 85x126cm,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