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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의 우리들이 나누는 현실과 예술의 그 어딘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우리모두 비슷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명의 전직 혹은 현재진행형 예술가.
박현덕 연극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극단 연수1년, 극단생활 5년, 국
립극단 차세대연극인 스튜디오 수료, 2019년말 극단 극단적 선택 
창단 그러나 첫 작품도 하기전에 코로나에 봉착.
강민정 중국에서 예고를 나온 후 한국에서 대학을 나옴. 희곡 번역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음.
이남호 연극과를 졸업 후 대학로와 지방에서 여러 작품에 참여하였
음. 공연과 별개로 생존을 위해 집안 사업인 치킨집을 같이 하고 있
음.
윤기문 연극과를 졸업 후 여러 작품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영화쪽 일
을 알아보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먼저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우리는 어색하게 화면을 통해 서로를 
보게 되었다. 각자의 안부를 물었다. 예전... 몇 년전만해도 연극쟁
이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뭐해?를 물으면 뻔하게 나오는 “나 지금 
무슨무슨 공연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고는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들 산다고 한다.
하긴, 나도 그냥 살고 있다. 나는 결혼을 하였고 세상 가장 사랑하
는 아이가 생겼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생계를 위해 뭔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잠시 생각할 틈이 생기면 



“나 지금 뭐하고 있는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올해 초
에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멈추고 그 이후 한 작품도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우연히 짧게 하는 프로젝트를 만나 조금 공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지금 하고있는 일에 지장이 없게 주말 위주
로 연습하고 공연도 단시간에 끝나는 작업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아마도 정상적으로 1~2달 연습하고 2~3주 공연
하는 작업은 이제 힘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며 “나는 뭔가?” 
“대체 나라는 사람은 뭘하는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들며 조금씩 
예술가로서의 삶과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된다.
  그런데 오늘의 zoom을 통한 대화에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님을 격
하게 느끼게 되었다. 40을 바라보는 그리 젊지도 늙지도 않은 우리
는 어딘가 비슷한 자리에 서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지역에서 유명
한 맛집을 운영하는 남호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문이의 경제사정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어느 
한 작은 틈에 우리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20대 초반에 우리는 술을 마시며 자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잘하고 있는건가?”라는 질문을 하곤 했었다. 그리고 40정
도 되면 뭔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곤 했었다.
  하지만 좀 있으면 40살이 손에 닿을 것 같은 지금.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찾지 못했고 그저 어릴 때 보다 더 열심히 생존을 위해 허우
적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볼 수 없었던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뭔
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19의 시대
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은 나는 뭔가 무거운 삶의 짐을 지
고 있는 친구들과 나를 만날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한다. “나는 계속해서 예
술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술가로 살면서 생존을 할 수 
있을까?” 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