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수다> 

결과보고서

수다명 아이디어 온택트

키워드 예술창작 신청자 김우열

프로젝트 
결과

· 참여자: 마술사 4인(김우열, 김선우, 오효룡, ), 기타리스트 1인(윤
현로), 보걸(윤경로)

· 근황 토크
-지방 놀이공원에서 장기공연 중(코로나 확진자 적은 지역)
-비대면 마술수업 진행
-지자체 비대면 공연촬영
-틱톡과, SNS를 통한 개인 홍보중

· 2020년도 비대면 공연 경험
-지자체 행사, 방송국 운영 유튜브 채널, 개인 SNS라이브 방송(틱
톡)으로 공연을 해봤음. 
-유튜브에서 녹화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영상을 라이브로 송출하기
도 함. 
-틱톡 라이브: 무대, 클로즈 공연 모두 가능. 프레임의 활용하니 마
술의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음
-최근 들어 방역수칙을 지켜 대면 공연을 진행 중(가림막 설치, 거
리두기 등) → 대면+비대면 공연 혼재-소수의 대면 관객+다수의 비
대면 관객
-유투브 송출 방식: 바로 송출(구독자 수 천명 이상일 때 가능), 관
객 댓글 지연이 상대적으로 적음 / obs 활용한 방식
-어린이집을 상대로 한 유료 온라인 컨텐츠 개발(마술공연)을 시도
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취소함

· 관객 소통방법
-비대면 공연을 경험하며 관객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낌.
영상송출 시간이 있어서 관객 반응(댓글)이 지연됨. 대답이 필요한 
마술을 할 때 실시간으로 대답을 얻지 못해 퍼포먼스를 할 때 어려
웠음. 
  ‘첫 비대면 공연 때 적막이 흘러서 당황했음 왔음’



                                                                              

  ‘음악공연은 관객 반응이 크게 문제되지 않음’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는 중압감을 이겨내야 함’
  ‘틱톡 라이브를 할 때, 공연 시작 전 답변 할 관객을 선착순으로 
미리 정하고 공연을 하니 진행이 수월함’ 

· 화질 문제 
줌 공연은 화질이 떨어짐-웹캠 사용으로 화질 향상 가능
줌, 미트 등 다양한 실시간 방송 채널이 있고, 각각을 경험하며 차
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

· 2021년 준비 방안
-향후 비대면 공연의 필요성 및 시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철
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
  ‘비대면 방식이 시간과 거리의 한계가 없고, 장점이 많아서 계속 
유지될 것’ 
  ‘대면과 비대면 공연의 융합을 계속 고민해야 함-나름 하프 비대
면 공연으로 명명’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내야 됨. 기존의 방송 매체(BTS 비
대면 공연, 마리텔, 백파더, 유퀴즈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
음
-기술 문제도 있어서 공연 송출, 방송 기기 등 공부도 계속 해야 함
-현재로서는 SNS활동을 더 늘려서 개인 팬을 확보하고, 라이브 방
송 횟수를 더 늘리도록. SNS활동을 서로 확인해주고 참여하기. 
-각자 맡은 자리에서 비대면 공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공연을 
하면서 2020년 남은 한해와 다가올 2021년도 잘 버팁시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