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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수원에서 출생했다. 상명대에서
사진영상미디어를 전공했다. 작가는
자신이 속한 세대와 시대, 국가와
시스템을 기록함으로써 현실의 상황과
위 〈젊은 모색 2019: 액체 유리

개인적인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을

바다〉 국립현대미술관 설치광경

탐구하고 있다. 〈사적 경험〉(2012),

2019

〈Open Path- 관할 아닌 관할〉(2013),

아래 〈관할 아닌 관할〉
서버, 컴퓨터, 조이스틱, HMD

2013
왼쪽 페이지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내일의 도덕〉(2014), 〈회전하는
기억, 인계동 1013 -2번지〉(2016),
〈따가워〉(2018)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젊은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

에 참여했다. 현재 수원에서 작업하고

단채널 영상, 스테레오, 나무, 물,

있다.

점토, 열선, 조명 12분 2019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5년 만에 재개한 〈젊은 모색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지나온

좀 가졌다고 약한 사람 조롱하거나

열린 개인전 〈Open Path-관할 아닌 관할〉

띤다. 마치 과거만큼 불안하지는 않을, 조금은

대한 회의감이 다시금 예술로 회귀한 셈이다.

만났다. “물리적인 젊음보다는 젊은 정신을

미래가 희망이라면 과거는 아쉬움이다. 작가는

그런데 그렇지 않네요. 멍청하게도 여러 전시에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의식을 가상공간의

작가의 이야기가 단지 개인적인 일기장처럼

작가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공감이 가요.

2019: 액체 유리 바다〉에서 작가를 처음

보여주는 작가”들의 작업 사이에서 나는 공간
중앙에 설치된 물침대의 감각에 유독

집중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을 강타한

물침대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침대에 앉아보지 않고는 못

과거를 아쉬워하기엔 아직 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후회는 오히려 더 명징하고,

현재진행형이며, 변화의 의지가 엿보이는
성찰로 읽힌다.

너무도 많은 해석의 여지를 관객의 몫으로

배겼으리라.

남겨두고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작업들의

아기처럼 이리저리 몸을 가누는 관객들은

일기장 같은 작업을 마주하는 건 퍽

울렁거리는 물침대 위에서 마치 갓 태어난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진 영상과 마주한다.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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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회고하는 발자국으로 채워져 있다.

홍수 속에서 필터 없는 브이로그 형식의
오랜만이었다. 작업을 하며 살아가는 지난함
속에서 싹텄을 예술에 대한 짙은 의심과
회의를 국립미술관의 공간 정중앙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다. “예술계 사람들은 그래도

능멸하거나, 뭉개는 일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가볍게 소모됐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작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본 적이 그리 많지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 영상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내레이션은 만족스러운 확답이나

소통, 믿음이 부재했음을 자각한 예술가로서
토로하는 개인적인 고민으로 읽힌다.

개인으로서의 안성석과 작가로서의 안성석의
간극에 빼곡한 텍스트, 내레이션, VR 게임의
가상공간, 고전게임 OST가 오버랩된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단지 개인적인 고민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담보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워크온워크에서

에서도 작가는 송전탑, 전투경찰, 미 대사관 등
문법으로 보여준 바 있다.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2019)
역시 개인적인 경험이 사회적 사건에 대한

상징으로 치환되는 지점을 보여주는데, 영상
말미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을 무심하게

촬영하던 여고생은 다음 장면에서 휴대전화와
함께 바닷물에 잠긴다. 일견 폭력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기술 매체의 확장과 함께
무자비하게 몸집을 불려가는 무관심과 증오를

더 나을 미래를 조심스럽게 조망하는 듯하다.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작업이 관객에게
공감각적인 경험과 일체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물침대는 편안함과 불편함의 경계를
오가는 아득한 감각과 함께 작가의 성찰에

가난할 걸 알면서 작가를 선택했는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작업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감히 말하건대 작가는 ‘소용’이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일종의 극장 역할을 한다.

작업을 하고 있다. 작은 물침대 극장에 앉았던

일원이 되어 작가의 불안과 성찰을 마주하고,

기뻐했던 이들의 존재를 상기했을 것이고,

관객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나약한 공동체의
희망적이어야 하는 미래를 함께 그린다.

아이러니한 것은 작가가 예술가로서의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에

두터운 자의식을 놓아버리고 후회와 불안을

떠오르는 새벽의 해를 맞이하며 붉은빛을

영상과 설치로 풀어냈다는 점이다. 예술에

이르면, 차갑게 출렁이던 바다는 다시

이쯤에서 그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태어났을 때
작가의 성찰에 공감하며 조금은 희망적일
미래를 그렸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염하연 기자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모든 성찰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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