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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면서도 낯선
글 성민경

스테이징 필름: 비디오 아트, 공간과 이미지의 체험/
2.2–4.17/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영화와 비디오 아트,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열렸다. 사실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커다란 문화적 자산에도 불구하고

영상예술의 저변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영화적 형식을 갖춘 비디오 아트 작품을

다수 포함한 부산시립미술관의 이번 전시는 영상예술로의

초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와 관객 모두에게 영화와 비디오 아트는 극장과

미술관이라는 상영장소의 차이로 인해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이라는 공간은 관객의 신체를

한자리에 고정시킴으로써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스펙터클에 몰입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다. 반면, 미술관에서

상영되는 비디오 아트, 혹은 영상설치 작품은 관객에게 무한한

한스 옵 드 비익, 〈Staging Silence(2)〉, 비디오, 20분 48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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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부여한다. 관객은 자유롭게 전시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고, 관람의 순서를 뒤바꿀 수도 있고, 때로는 몇몇 작품을

건너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선택의 권리보다

강압적인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에 훨씬 더

익숙한 것처럼 보인다.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이라는 차이도

있겠지만, 일반 관객이 영화처럼 영상 전시를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비디오

아트 작가들은 다양한 관객과의 소통에 있어서 항상 목이

마르다.

이번 전시 작가 중 한 명이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한 바 있는 이란 작가 쉬린 네샤트(Shirin Neshat)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진 관객은 주로 미술

관계자들이지만, 영화는 좀 더 다양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

갤러리나 미술관을 벗어나 영화에 진출하면 미술이 생소한

일반 관객도 찾아와 다양한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다”면서,

영화에 관심을 둔 것은 좀 더 다양한 관객층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전시된

〈황홀(Rapture)〉(1999)은 네샤트의 초기 영화적 비디오

설치작품으로 남성과 여성을 듀얼 스크린으로 분리시키고

관객들에게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율적인 편집을 촉구한다.

이러한 설치 방식은 이슬람 이데올로기가 전통적으로 상정한

남녀 분리라는 성정치학적 논제들을 시각적이고 개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문경원·전준호 작가는 ‘카셀 도큐멘타 13’에서 처음

공개했던 〈세상의 저편(El Fin Del Mundo)〉(2012)을

내놓았다. 두 개의 채널로 구성된 이 영상작품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변해 버린 미래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다룬

13분 35초짜리 픽션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영화배우 이정재,

임수정이 출연한 이 작품은 100년 뒤 인간 세계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되묻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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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다. 두 작가 역시 타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대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문제를 제기한다.

전시장을 채우고 있는 12점의 비디오 아트 작품은 형태적으로

싱글채널, 2채널, 그리고 다채널 비디오 설치작업 등 다양한

영사방식을 보여준다. 내용에 있어서도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형식의 차용, 무빙 이미지 등 공간과 이미지의 체험전이라는

전시 타이틀에 걸맞게 영상예술을 

이해하는 길라잡이 성격이 짙다. 그렇지만 이미 비디오 아트에

친숙한 관객에게도 앙리 살라(알바니아), 빌 비올라(미국),

한스 옵 드 비익(벨기에), 쉬린 네샤트(이란), 문경원·전준호,

정은영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의 대표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본다.

 비디오아트, 스테이징 필름, 부산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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