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은 비단 예술가만이 느끼는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불안감,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이냐는 불만족한 현실,
내가 믿어왔고 행했던 일이 부정당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의심, 불안은 그렇게 삶의
하나의 일부처럼 존재한다.

은 곧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원인을 알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답을 찾고자 하는
방법을 알면 되지만

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한숨이다.

김하림, 박혜민, 안민환,
엄아롱, 유상희는

이란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두 비정기적인 일, 4대 보험 시스템 안에
규정될 수 없는

라는 일을 도모하고

확장한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일
것이다. 이들과의 첫 만남은 2017년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같이,가치>

사업을

통해서였다. <같이 가치> 사업은 매 회 공간과
장소, 현시점을 짚어낼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점하며 다양한 갈래의 공간의 창작자와
예술가들의 적극적 연결지점을 모색하는데, 이
당시 기획자와 코디네이터의 역할로 참여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었다.
*홍대앞공간교류사업 <같이, 가치> 2016-2019년까지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기획사업으로 실행되었다.

기획사업 중 하나의 갈래로 참여한
는 예술가의

을 다룬

프로젝트였다. 비고정적인 수입, 잦은 이동에
따른 피로감, 전시 후에 남겨지는 허무함,
예술의 불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 끝도
없다. 창작 행위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보장받을 길도 없고 생존과 작업의
줄다리기에서

을 느낄 요소는 너무나

많은 것이다. 자조적인 불만일수도 있고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 주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술의 노동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작업, 불안을 어떻게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 명의 기록자와 함께 느슨한 대화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기록자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넓혀가면서

구체적인
상태를 물으며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예술가의 노동환경은 시스템 구조 안에서
포획되기가 어렵다. 노동의 대가를 환산 받는
가치도 다를뿐더러

이라고

터부시되는 경향도 있다. 시즌마다 뜨는
공모사업, 정부사업에 지원서를 쓰는 일부터
용역,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불안해서
억눌렀던 마음을 꾹꾹 담아놓기도 한다.
불안한 환경에서
이 질문이 마음이
쓰이는 이유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불안하고 우울하다.

아무도 제때 받아주지 않는 감정이 때론
추하게 느껴지고 무력한 불안감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다. 하지만, 혼자만의 불안이
아님을 직면한다면, 말없이 곁을 내어주는
이가 있다면 어떨까.
라는 말처럼

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고 경험과 기억을 나누는
행위, 그것이 조금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연약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느슨한 연결,
느슨한 대화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바는 작은 위안일 뿐이다.
나는 이들의 대화에 다시 한 번 초대를 받았다.
그때 느꼈을 불안의 요인이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짐작하면서 의연한 안부를 묻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