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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던 왕자’의 안경수가 신작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어린왕자의 검은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

거나, 아이들이 마치 외계인의 우주복을 연상시키듯 깁스를 한 채 유희하던 그의 작품들은 아이

와 행위가 배제된 풍경으로 완성되었다. 사실, 근작의 ‘인공 자연 Artificial Nature’이 완성되기 전

(前) 작가는 ‘Green Mountain’에서 보여주었듯이, 전쟁을 하는 모형 인형들의 군집이나 잘려진 신

체들의 집합을 통해 전쟁, 상실과 같은 현대 문명의 잔혹성을 은유하기도 했다. 어렸던 왕자→인

형들의 전쟁→섬(Artificial Nature)로의 이행과 같은 안경수 회화의 스펙트럼 속에서 작품의 이면

에 존재하는 일관된 주제의 논리가 감지된다. 근작의 떠 있는 섬, 인공의 섬과 같은 산(mountain)

을 대면하는 것은 존재의 허무함 그 어색한 가벼움으로의 초대와 같은 것이다. 정교하게 그리고 

가볍게 만들어진 자연의 확장물인 폭포가 떨어지는 만들어진 암산(巖山), 놀이공원 속 인공의 동

굴 이들은 모두 전작(前作)에서 보여주었던 군인모형들처럼, 작가가 중요한 소재로 차용하는 어릴 

적 익숙하게 접했던 장난감과 같은 모형물의 연장선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인공물들은 무미건조한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어진, 인간의 놀이를 확장시키거나 인간 욕

망의 구체적, 가시적 조형물들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모형 들은 생명이 차단되고 무한 확

장하며 자라나, 풍부한 생명성이 파괴된 현대 문명의 소진된 메마른 자연환경을 그렇게 가벼운 

괴체감으로 마치 절단된 살점처럼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인공물을 새로운 감상의 

대상으로써, 회화적 소재로 끌어들여 고민과 문제를 삽입하고 회화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증폭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낯선 인공의 세계 안에서 공룡처럼 거대

한 자본의 과시와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문명과 기술의 발달을 개선장군과도 같은 그 부담스러운 

얼굴로 그들만의 제국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경수는 현대 문명의 괴기스러운 ‘욕망의 덩어

리’를 여과된 시선으로 견지한다. 인간 욕망의 증표들을 대상의 표정 그 자체의 정제된 시선으로 

그려나감으로써, 무미건조한 덩어리의 물질감과 실재에 교묘하게 스며든 가상(假想)의 갑갑한 목

마름을 던지고 있다.  

어쩌면 작가의 근작들은 자연합일(自然合一)과 물아일체(物我一體)를 견지하는 전통 산수화와의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일관되게 천착한 모형물은 문명의 확장이자 생명의 순

환의 차단이며 과거 기억으로의 왜곡과 단절인 것이다. 즉, 현대인이 앓고 있는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과 소통을 가로막는 바리케이트(barricade)와 같은 문명의 이기와 폭력에 관한 작가의 강조된 

역설과 은유라는 것이다. 사실, 모든 종교와 사상은 생명의 자연적인 순환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장자(莊子)에서 말하는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물아일체의 사상은 자연의 순환 속

에 인간이 거스르지 않는 생명의 순수한 흐름을 말하는 것이며, 동양회화에서 중요하게 품평(品

評)의 기준이 되었던 기운생동(氣韻生動) 또한 범 우주적인 기(氣)의 흐름, 생명 순환의 역동하는 

흐름에서 탄생한 것이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차단되거나 단절되었을 때, 우리 역사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종교와 사상의 생성과 마치 물길을 가로 막은 강물의 홍수와도 같이 폭발적인 반

작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작가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그리움, 파괴된 자연과 생명의 부재(不

在)에 관한 문명의 폭력성과 같은 현대인의 상실에 관하여 요동치는 호수의 잔잔한 표면과도 같

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상실의 시대’에 느끼는 허무와 상처는 비단 작가만이 앓고 있는 



병은 아닌 것이다. 불교의 미륵(Maitreya)은 석가 입멸 후 미래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를 일컫는다. 이 미륵은 미르 즉, 물(水)을 뜻하는 것으로 미륵불은 물과 깊은 연관성

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륵신앙이 성립되던 이미 그 오랜 과거에도 풍부한 물을 내포한 식

물성의 세상을 꿈꾸었으며, 물로 가득 찬 생명이 중요한 인류 구제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게 한다. 즉, 이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류 보편적인 이상향의 한 원형(原型, archetype)으로써 존

재했던 세계의 전형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안경수가 그리는 산업화, 물질화된 현대인

이 갈망하는 욕망의 유토피아의 증표(인공구조물)들은 생명부재에 관한 극과 한계를 시사한다는 

것이다.  

어린왕자 속에서 헤매이던 작가의 유년기의 그리움과 혼돈은 전쟁과 같은 스스로의 자기 질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산과 같은 강력한 인간 욕망의 덩어리 들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이렇게 견고

하게 완성된 조형물들 속에서 잃어버린 세계로의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치 산은 저 높은 신(神)과 같은 이상계로 나아가며 현실을 매개하는 존재인 것처럼 말

이다. 이로써 산을 닮은 인공 모형의 섬세한 그리기가 단절된 생명의 매듭을 풀고 영원한 절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작가의 숨겨진 내면의 역설이자 트릭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상실의 

세계는 잃어버린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유년기의 시절일지도, 저 먼 세계 속에 존재하는 우

리의 조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태고 적 에덴의 동산과도 같은 잃어버린 세계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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