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로드의 新(羅)光
전시를 개최하면서
윤범모

미술평론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술총감독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랬다. 빛이 있음으로 태초가,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있다. 미술에 있어 빛의 비중은 매우 크다. 명암은 미술의 필
수 요건이다. 하지만 양지와 음지는 상대적 개념이기도 하다. 그 어
느 한쪽만 있다면, 나머지 개념은 힘을 잃게 된다. 캔버스에 반영된
태양광, 거기서 인상주의의 화려한 빛이 형성되었다. 시대는 바뀌었
다. 미디어 아트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매체를 활용한 미술활
동, 이는 현대미술의 영역을 넓혀주면서 경계를 허물고 있다. 빛을 이
용한 미술작품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추세를 주목해야 한다.
동서문화 교류의 길, 거기에 비단 교역이 있었다. 멀리 로마 혹은 페
르시아 지역과 중국 장안(長安) 그리고 신라 경주까지 이어지는 구
대륙의 '빛나는 길', 그것은 실크로드라고 명명했다. 실크로드의 출
발점이자 종점이었던 신라의 경주, 여기에 새로운 빛을 모은다. 하여
실크로드의 '새 빛(新光)'이자 그것은 '신라의 빛'이기도 하다. 신 실
크로드의 시대에 경주에서 만나는 '새로운 빛의 향연', 현대 미디어
아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다. 천년 고도 신라를, 실크로
드 문화를, 새롭게 해석한 '오묘한 빛'의 축제이기도 하다. 하여 관객
참여의 작품에서 '열린 미술'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힐
링 아트의 현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고도(古都)에서 펼쳐지는 미
디어 아트의 빛, 이번 전시의 커다란 의의이기도 하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이다. 한마디로 전통미술의 보고(寶庫)이
다. 전통은 미래와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돋보이게 마련이다. 경주
에서 절실한 부분은 바로 미래지향적 문화예술의 생성이다. 과거만
있는 도시는 살아 있음과 거리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주에서
의 백남준 전시가 각별한 의의를 지니게 된 것이다. 더불어 젊은 작
가들의 미디어 아트 혹은 다채로운 실험예술의 전개는 값진 부분으
로 이목을 끌게 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솔거미술관의 박대성
수묵화 전시에 이어, 백남준 10주기 추모 비디오 아트 특별전을, 그
리고 안종연 작가를 비롯한 8인 작가의 '빛' 주제 미디어 아트 전시
를 개최한다. 고도에서 펼치는 빛의 향연이다. 빛! 그것은 단순한 빛
이 아니다. 경주에서 세계로 보내는 빛, 즉 지구촌으로 발신하는 신
라의 새로운 빛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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