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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드 작가 양혜규도 팬데믹 시대 ‘로컬’로 돌아왔나

고개를 젖혀야 할 만큼 높은 천장에서 내려온 긴 줄이 바닥까지 닿아있다. ‘동아줄’처럼 굵은 줄은

다닥다닥 붙은 방울로 엮여 흔들면 ‘짜르르∼’ 둔탁한 소리가 난다. 마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던 남매가 마지막 순간에 살려달라고 외치자 하늘에서 내려온 굵은

동아줄처럼 마음에 와닿는다.

'소리나는 동아줄'과 '중간유형-구렁이' 연작 설치 전경.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양혜규(49) 씨에게는 ‘노마드’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모교인 독일 프랑크푸르

트 슈테델슐레 교수이기도 한 그는 뉴욕현대미술관(MoMA) 등 세계 유수 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열

려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그런 그가 올해는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월부터 한국에서 지내오고 있다. 그로서

는 이례적인 한국살이다. 그래서일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MMCA현대차 시리즈 2020: 양혜규

전’에는 유난히 한국적 코드, 동양적 요소가 입혀졌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줄의 형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힌 이 작품 ‘소리 나는 동아줄’로 명명한 이 작품뿐 아니라 오방색, DMZ(비무

장지대)의 철조망, 구렁이와 이무기 등 여러 요소에서 그런 특징이 감지된다. 이동의 자유가 제약받

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세계화 대신 로컬이 부상하는 것처럼 양 작가도 로컬로 돌아온 것일

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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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비행’ 설치 전경. 

소리 나는 동아줄은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로 생존의 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인의 정서를 건드린다. 

동아줄에는 ‘인조 짚’으로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형체를 만들어 군데군데 걸쳐 놓았다. 작가가

지속해서 해온 ‘중간유형’ 연작이다. 여기에 ‘구렁이’ ‘이무기’ 등의 별칭을 붙였다. 역시 집과

마을을 지키는 동양의 구렁이 설화를 연상시킨다.

이렇듯 설화적 요소를 통해 한국의 전통, 나아가 동양의 전통으로 확장하는 작가는 당대 한국

문제에도 눈을 돌린다. ‘월 페이퍼(벽지 그림)’ 형식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는데, ‘디엠지(DMZ) 

비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분단을 상징하는 철책선이 가로놓이고 번개와 퍼즐 등의 이미지가

겹쳐져 다층적인 해석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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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규 작가. 

보다 당대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 발언하는 작품은 ‘오행비행’이다. 이 작품 역시 전통적인 오방

색(검정 파랑 빨강 노랑 흰색)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시장 복도에 현수막을 풍선을 매달아

방패연 띄우듯 걸어놓았다. 각각의 색은 물, 나무, 불, 흙, 철의 다섯 가지 요소를 상징하며 이것을

우리 사회 문제에 대입시켰다. 노란색을 주조 색으로 해서 ‘땅’이라고 쓴 현수막에는 초고층 빌딩, 

폐기물 쓰레기봉투, 화장실 변기, 싹 튼 보리 등의 이미지를 삽입했다. 그러면서 ‘토지’ ‘경매’ ‘쓰

레기’ ‘경작’ 등의 글씨를 함께 써놓았다. 부동산 투기와 환경 파괴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양 작가

의 작품이 이렇게 친절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설명적이다. 대중 친화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상투적인 주제인 오행을 다소 상투적인 방법으로 소화함으로써 양혜규 작가다운 맛은 다소 감소

시키는 작품이었다.

양 작가는 방울, 인조 짚 등 민속적인 요소를 보편적인 문화로 확장하며 이것을 원, 사각 등 기하

학적인 그릇 안에 담아냈다. 방울과 짚을 사용해 뭔지 모를 형체를 연상하게 하는 ‘소리 나는 가

물(家物)’ 등이 그런 예이다. 생명체와 기계, 사물과 인간 사이를 사유하는 이 연작도 이번에는 마

치 뒤집힌 코끼리 등 구체적인 뭔가를 연상시키는 등 좀 더 대중 친화적으로 변했다. 대체로 이

야기성이 강조되면서 양혜규 전시가 가졌던 ‘보편적 민속과 기하학적 외양’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팽팽한 긴장감은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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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해외에서 전시할 때 그 나라의 사람과 땅(문화)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공부하는 마음으

로 다가간다”며 “한국은 (내가 자란 곳이기에) 한 면만을 따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고 말했다.

전시 제목은 ‘공기와 물’을 뜻하는 원소 기호 ‘O2 & H2O’이다. 공기와 물이 철학적인 연상으로

이끈다. 이를 화학적 기호를 치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상의 확장 가능성을 겨냥한 듯하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현대차의 전폭적 후원을 받아 매년 중견 작가 1명을 선정해 전시

를 열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작가는 서울대 조소과 출신으로 현재 모교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

테델슐레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욕 MoMA뿐 아니라 영국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 필리핀 마닐

라 현대디자인박물관 등에서 잇달아 전시한다. 내년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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