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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명 방콕의 시대! 슬기로운 취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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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결과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수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후 
9월 18일 첫 모임을 Zoom 어플을 통해 가졌다.
안부도 나누고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상기 시키는 만남을 가졌다. 
서로 아는 사이인데도 화상을 통해 만나니까 뭔가 뻘쭘 한 것이 느껴졌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하여 취미에 제약을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수
다를 떨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인준 참가자의 이야기였다. 살사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코로나에 자신이 걸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께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무섭기도 두렵기도 하여서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한다고 하였다. 
내가 아는 인준 참가자는 사람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사람인데 코
로나라는 것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야기가 마무리 되고 다음 모임에서는 새롭게 도전해 볼 취미와 그 취미
를 찾게 되는 과정을 마인드 맵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고 헤어졌다.

두번째 모임
두 번째 모임은 카카오톡으로 하였다.
줌으로 진행해 본 결과 서로의 말이 너무 맞물려 온라인상에서의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과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 되어서 카톡으로 진행하였다. 
저번 모임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취미 찾기를 위한 마인드 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대화의 내용은 사진으로 첨부] 
각자가 만든 마인드맵을 보고 설명도 하고 질문도 했다.
지금 당장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미래의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취미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를 원하는 이유가 가지각색이었다.
하지만 취미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모두 비슷했다.
취미라는 것의 출발점이 ‘흥미’이기를 모두 원했다.



                                                                              

흥미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흥미가 있어야 취미활동이이라고 모두 동의 
했다.
그러나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흥미로울지 그렇지 않을지는 해봐야 알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시도해보자고 했고 다음 만남에는 각자 시도해 본 과
정을 이야기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세 번째 모임

세 번째 모임은 각자 취미 활동을 시도하고 모임을 가졌다.
그림 그리기, 음식 만들기, 홈 트레이닝, 자수, 음악 만들기.
시도 해 본 취미의 소회를 말하고 질문도 했다.
나의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를 시도 하였다.
그림을 그리며 취미를 가지며 원했던 바를 성취 할 수 있었다.
몰입을 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
취미의 좋은 점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연극을 하며 늘 잘하려고 애쓴 것 같은데 취미 활동에서는 그러한 제약에
서 벗어나 정말 즐겁게 붓을 잡았고 마음껏 캔버스에 색을 입혔다.
그리고 화가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다.
머릿속에는 이미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고 지나갔는데 막상 붓을 드니
막막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다른 팀원들도 즐겁게 취미 활동을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취미를 가진다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또 하나
의 방법이라 결론 내려졌고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
을 찾은 것 같아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