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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아라드Ron Arad65Ron Arad Associate 대표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직지의 책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직지 파빌리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론 아라드Ron Arad65Ron Arad Associate 대표 가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에 참여한다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는 6일 오는 9월 1일 개막하는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에 론 아라드가 주제전시에 작가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론 아라드는 이스라엘 출생으로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고 활동 중인 디자이너이자 건축가다 2002년에는 영국 왕실로부터 디자이너 최고의 영예인 RDIRoyal Designer for Industry 칭호를 수여 받
았고 영국왕립예술학교RCA의 디자인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2013년부터 영국 왕립미술원 회원Royal AcademiciansRA으로 활동하고 있다 248년 전통의 2016 영국 왕립미술원 연례 여름전시회Summer Exhibition에서 18m 높이의 조형물을 선보였
다
곡선을 이용해 인체공학적인 의자를 디자인하며 유명세 탄 론 아라드는 금속을 이용해 부드러운 곡면을 나타내는 것이 작품의 특징이다 고정관념을 깨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한다는 평을 받고 있
다
국내에서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디큐브파크에 붉은 소용돌이의 모습을 한 미디어 조형물 Vortext높이 17m 지름 85m 를 디자인 했다
론 아라드는 이번 직지코리아 주제전시에 참여해 청주예술의전당 광장에 넓이 약 64㎡ 높이 약 12m의 직지파빌리온을 디자인할 예정이다
직지파빌리온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에 영감을 받아 고서를 엎어놓은 듯 한 형태로 제작된다 모듈러 형식으로 조립 해체 설치가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직지 파빌리온 내부는
30명 이상 수용 가능하며 행사 기간 동안에는 미니강연프로그램인 오늘의 20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파빌리온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청주시가 소장하게 되며 직지의 창조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상징물이 될 전망이다
주제전시 기획을 맡은 김승민 큐레이터는 론 아라드의 참여가 전시전반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며 국내외 명성 높은 건축가나 아티스트들에게 직지코리아를 알리는데 그의 인지도가 한몫하고
있어 한마디로 론 아라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고 전했다
또한 론 아라드는 직지코리아의 골든씨드 라이브 쇼 연사로도 참여한다 그는 9월 3일 연단에 서며 이번 강연에서 직지를 모티브로 한 직지 파빌리온의 제작 과정을 이야기해 줄 예정이다 이번
강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조직위의 설명이다
한편 직지코리아 주제전시는 직지 금빛 씨앗을 주제로 열리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1개국 33개 팀이 참여해 직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은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충북 청주예술의전당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직지 세상을 깨우다를 주제로 열린다 / 송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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