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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예술혼 文身 새 문화지형 잉태했다

아마도조각가는창조주를가장많이닮은예술가인지모른다 그들은상상의이

미지를실존의형상으로구현한다 그들의손은모든이미지를구축해내는신성한

도구다 시원(始原)에닿고자하는이들의열망은가없고뜨겁다형상화된조각품

이무수히많은언어와사유를담고있는것은이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자 플라톤은 예술가들을 이데아(이상)를 모방하는 자들이라고 폄

하했다 예술이란완전한실체인이데아를현실속에서모방하는것에불과하다는

논리다 하늘아래새로운것이없다는관점에따르면예술또한모방의영역인것

은분명하다

그럼에도 조형성을 향한 조각가의 열망은 숭고하고 위대하다 그들의 손끝에서

완료되는 구상성과 추상성은 무한한 생명을 잉태한다 이미지를 토대로 형상화된

조각은다시다양한해석과이미지를낳는다 조각이라는카테고리속에창작그이

상의아우라가투영되어있는건그때문이다

조각가문신(文信19231995사진)은한국을대표하는세계적인조각가다그는

생명의 본질을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언어로 추구하고 탐색했다 프랑스 미술평론

가 쟈크 도타뉴는 그를 가리켜 미래가 기억해야 할 예술가라고 평했다 문신은

1970년 프랑스야외조각심포지엄에태양의사자를 출품 세계의이목을집중시

킨데이어 1988년에는 올림픽 88이라는작품으로깊은인상을남긴다 그뿐아

니라동양인으로는사상첫동유럽순회전시회를열어한국의예술을과시하기

도했다

문신의고향은마산이다 물의고장으로알려진마산은무학소주 몽고간

장몽고정(夢古井고려때일본을정벌하기위해몽고인들이판우물) 같은

브랜드를 배출한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조창이 구한말에는 일본 영사

관이 설치될 만큼 번다했다 7080년대에는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산업화와경제발전을견인했다

문신미술관과 그의 고향집은 마산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무학산

(767m) 줄기에 자리한다 연안을 따라 펼쳐진 능선과 구불구불한 해

안은조물주가창조한조각품에다름아니다 이곳의독특한지형은

문신의 감성과 DNA속에 깊게 문신(文身)되어 있을 것이다 그

화인같은문신(文身)이오늘의조각가문신(文信)을낳았다 바늘

로살갗을찔러그림과글씨를새기는작업이문신(文身)이아니

던가 그의 조각품에서언뜻언뜻 문신(文身)으로 체현된마산

의풍광과산수가겹쳐보이는것은그때문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는 문신미술관이 있다(2010년 마산

시는창원시에통합된이후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로분구

되었다) 문신의생가위쪽에있는문신미술관은그의삶과

예술세계를 아우르는 작은 우주다 이곳에선 지금 그의

사망 20주기를맞아회고전(7월 26일)이열리고있다

문신미술관개관은 1994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파

리에서 활동하던 그가 마산으로 영구 귀국한 것이

1980년이다 그는유년의기억과영감의발원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문신미술관은 조각가 문신의 예술세계가

집약된창원의명소다이곳에 미술관을 건립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고향에 미술관을 바치고 싶다는 일

념은시간과비용 열정을고스란히쏟아붓는계기가된다

그의염원대로미술관이개관되자이곳은마산을대표하는문화공간으로자리매

김한다 그러나 1년이지나지않아그는위암으로생을마감한다광부출신아버지

와일본인어머니사이에서태어나세계적인조각가로성장한그의생애는한편의

드라마였다 그의내면에깃들어있었을 경계인으로서의고독과쓸쓸함이짐작되

는대목이다 물론그러한환경이예술의자양분이되었겠지만영혼에는적잖은상

흔을 남겼을 것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은 그의 생을 두고 이르는

것인지모른다 문신은작고하기전미술관을창원시에기증하겠다는뜻을밝힌다

창원시는그의뜻을받들어문화선양사업에적극적으로나선다

2010년 10월기존의미술관옆에문신원형미술관이건립된다 이곳에는문신의

분신이나다름없는 116여점의석고원형작품이소장되어있다 전체적으로미술관

은제1전시관제2전시관야외조각전시장원형미술관등다양한전시공간으로구

성돼있다 유화채화 드로잉 조각 석고원형등총 3900여점의작품과자료가눈

길을끈다

정경현 학예사는 문신은 창원시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단언한다 한

국을대표하는조각가를배출했다는자부심이미술관에오롯이투영되어있다 그

의예술적성취를매개로전시와교육 문화행사등다양한프로그램이알차게꾸려

진다

흔히 문신의 작품세계를 평할 때 시메트리(symmetry) 원리를 빼놓을 수 없다

좌우대칭의공간적구조를의미하는이원리는나무줄기나잎이전체와유기적관계

를이루면서성장함을전제한다모든자연만물은원칙적으로대칭의세계를이룬다

그러나정학예사는 문신은 시메트리의 비시메트리를지향했다는점에서예

술적안목이남달랐다고진단한다 그러면서 인체나동물식물은환경의영향으

로좌우대칭에약간의불균형이생길수밖에없다고설명한다생전의문신은 소

의등에파리가붙으면꼬리를치는데양쪽을골고루치지않는다는말로생명성

창조성 우주성을강조했다

문신미술관이 자리한 인근에는 마산문학관 창동예술촌 벽화마을 등이 이웃한

다 창원의 문화벨트의 한 가운데에 바로 문신미술관이 있다 한 사람의 조각가가

창원의문화지형을바꾸고있는것이다 광부였던그의아버지가 광맥을캐기위

해고단한삶을마다하지않았다면그는고향마산에예술혼을 문신(文身)하기위

해뼈저린고통을회피하지않았다 노예처럼작업하고신처럼창조한다고입버

릇처럼말하던그는마침내아름다운신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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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프랑스심포지엄출품 미래가기억해야할예술가

창원시에문신미술관기증유작 110여점 등 3900점 전시

마산문학관창동예술촌벽화마을등 문화벨트 중심 역할

창동예술촌에있는문신의거리

문신미술관내부에전시되어있는다양한조각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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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의거리에설치된

개미 조형물

문신의 거리 벽면에

부착된미니화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