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에서 '영화'를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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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산시립미술관 2층에 가면 매일 11편의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영화도시 부산인 만큼 도서관, 주민
센터, 미술관에서 영화 무료 상영회를 하는 건 이제 특별한 행사도 아니지만 매일 11편의 무료 영화 상영은 확실히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다. 무슨 일일까.
부산시립미술관은 11편의 영화 상영을 위해 2층 전시실을 몇 주간 밤샘 공사를 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영화마다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빛과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11개의 상영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
게 시립미술관이 애를 많이 쓴 것은 이 영화들이 단순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세계적인 작가가 만든 일명
'예술 작품'이다. 이 상영회의 제목은 '스테이징 필름:비디오아트, 공간과 이미지의 체험'전이다.
부산시립미술관
'스테이징 필름' 전
영상 예술 확장 위해
'비엔날레급' 전시
전준호·앙리 살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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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교차돼 이미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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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립미술관 김영순 관장은 "세계적인 영화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열고 영화 도시 부산이라는 명성도 있는데 정작
부산에선 국제적인 수준의 비디오 아트 전시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영상예술에 대한 인식
의 한계를 확장시켜주고 싶었다"고 이번 전시 취지를 설명했다. 김 관장은 '제대로 보여주자' 싶어 국제적인 큐레이
터 팀 펠라스에게 연락해 이번 전시 기획을 맡겼고, 그야말로 '비엔날레급의 전시'가 탄생할 수 있었다.

한스 옵 드 비익 '스테이징 사일런스2'. 부산시립미술관 제공

이번 전시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던 부산 출신 영상 작가 전준호를 비롯해 앙리 살라, 빌 비올
라, 한스 옵 드 비익 등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진 영상작가 11명이 함께했다. 특히 전시 작품 대부분이 국내 최초 공
개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열린 비디오아트 전시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사실 비디오아트 전시는 전시 기획과 준비 비용, 설치 등이 무척 까다로워 국공립 미술관이나 사설 갤러리 모두 선뜻
시도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로 광주나 부산 비엔날레에서나 몇 편의 비디오아트를 만날 수 있었다.

전시장에서 만난 비디오아트 작품들은 놀랍고 신선했다. 영화관에서 만나는 영화와는 분명히 다르다. 영화 제작자가
이야기의 흐름과 배우에게 관심을 둔다면 비디오아트 작가는 관객의 경험 형태와 이미지, 공간의 구성을 통해 영상
매체 자체의 경계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우창 'The Looks'. 부산시립미술관 제공

한 개의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작품도 있지만 2, 3개의 스크린을 활용해 두 화면이 서로 교차되고 연동하며 이야기
와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전준호 작가의 '세상의 저편'은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시점에서 두 개의 영상이
동시에 상영된다. 과거의 남자와 미래의 여자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과거 영상의 남자 행동이 미래 여자의 화면까
지 영향을 끼친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 작가의 영상에 배우 이정재와 임수정이 무료로 출연했다는 점이다. 13분짜
리 영상인데 톱스타인 두 배우가 일주일에 걸쳐 한 푼의 수고비도 받지 않고 촬영에 참여했단다.

쉬린 네샤트 '황홀'. 부산시립미술관 제공

영국 작가인 미카일 카라카스가 만든 '해녀'라는 작품은 제주 해녀들의 전통 호흡법 '숨비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2개의 영상은 교차해서 해녀들의 물질과 숨비소리, 바닷물의 흐름을 보여준다. 따로 떨어진 2개의 스크린의 중앙에
서면 마치 관람객이 바닷속에서 물질을 하는 착각에 빠진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화면을 보는 영화와 달리 비디오아
트 작품이 관객에서 선물하는 매력이다. 작품마다 작가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나 유쾌하게 관람할 수 있다. ▶'스테이
징 필름비디오아트, 공간과 이미지의 체험' 전=4월 17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05174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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