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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부터 가상현실까지 다양한 작품으로 직지의 창조성 표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직지 코리아의 야심찬 킬러 콘텐츠 가운데 하나가 주제 전시다.

직지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금빛 씨앗'으로 정의, 주제 전시의 테마를 '직지, 금빛 씨앗'으로 정했다. 직지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뜻도 있다.

직지 파빌리온 조감도

김승민 수석 큐레이터의 기획으로 독일,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11개국의 세계적인 작가 35개 팀이 참여
한다. 대부분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작들이다.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패션, 그래픽, 가상현실(VR) 등 예술과 과학이 융·복합된 다양한 작품이 3개 파트로 전시된다.

우선 '빛, 그림자를 보다(Behind Illumination)'에서는 활자 문명의 변천사를 그려낸 연대기와 일러스트를 통해 그동안 조명되지
못한 직지의 숨은 가치와 역사를 보여준다.

한글의 대표적인 네모 글꼴인 '안상수체'를 만든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 작가가 만든 대형 파사드가 설치된다. 그가 선보일 작품
은 청주 예술의 전당 건물 전면 28m에 설치된다. 해가 뜨고 지는 방향에 따라 빛을 발산하게 했다.

'빛과 어둠이 만나다(Eclipse)'는 임시 구조물을 디자인한 문자 터널과 은하계를 표현하는 새로운 스테인드글라스가 전시공간을
이어준다.

'빛, 다시 비추다(Re-Illumination)'는 직지에 대한 예술가들의 해석을 볼 수 있다. 재료와 질감을 살린 작품을 보여주고, 예술과
과학의 만남에 관해 이야기도 들려준다.

유럽에서 스타작가로 떠오른 정하눅 작가가 직지의 구절을 나무와 금속에 새기고 밀랍을 쌓아 판을 만든 뒤 이곳에 직지가 발간된
흥덕사지의 이미지를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멀리서 보면 흥덕사지가, 가까이서 보면 직지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영국의 미디어아트 창작팀 마시멜로 레이저 피스트가 제공하는 가상현실도 체험할 수 있다. '동물의 시선'으로 이름을 붙여진 이
작품을 통해 개구리, 올빼미 등 동물의 시선으로 숲을 유영하는 듯한 가상현실을 느껴 볼 수 있다.

대형 파사드 설치될 청주 예술 전당

주제전시장을 대표하는 또 다른 작품은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론 아라드가 설계한 조형물 '직지 파빌리온'이다.

직지를 엎어놓은 형태를 하고 있다. 모듈 형식으로 만들어 조립, 해체, 설치가 쉽다는 특징이 있다. 높이 12m, 넓이 64㎡로 제작
돼 행사 기간에 미니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이곳에서 펼쳐진다.

주제전시를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한다면 이 파빌리온은 마치 책의 표지와 같다.

이 조형물은 직지코리아가 끝난 뒤에도 청주시가 소장해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될 전망이다.

주제전시 공간 연출은 영국의 에이브 로저스가 맡았다. 영국 왕립예술학교(RCA)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장을 역임한 그는 파리의

퐁피두센터, 빅토리안 앨버트 박물관의 순회전시에서 공간 연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색의 마법사로 불리는 그는 주제전시장을 붉은색을 중심으로 연출한다.

작가의 해석으로 풀어낸 작품뿐만 아니라 직지와 서양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구텐베르크 성서 발명에 영향을 끼친 유물 23점
도 전시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직지보다 더 오래된 금속활자 '증도가' 등을 통해 직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불가(佛家)의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 전파했는지를 보여준다.

세종 때 제작된 용비어천가와 측우기도 전시된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됐던 당시 서양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면죄부 등의 유물도 나온다.

직지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세계와 세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직지의 창조성에 초점을 맞춰 주제전시를 준비했다"며 "직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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