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수다> 

결과보고서

수다명 우린 결심했다 (소극적 예술가들의 모임)

키워드 ②생존/생업 신청자 문영채

프로젝트 
결과

우리는 모두 미술, 그 중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지만, 하는 일은 일

러스트레이터, 미술교육, 디자이너, 기획자, 메이크업디자이너 각

자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때는 그림만 걱정하던 사람

들이 졸업과 동시에 예술과 생계의 공존을 걱정했고, 배운 게 도

둑질이라고 보여 지는 일은 다르지만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

계와 타협한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는 우리가 묵묵히 이어나가던 생활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언제나 모이면 수다가 끊이

지 않는 우리는 화상 수다라는 새로운 방식의 모임에 살짝 들뜬 

마음으로 수다를 시작했지만, 곧 얼굴을 보며 수다를 떨 때와 같

이 각자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수다에 열을 올렸습니다.

김인경(일러스트레이터), 선하윤(미술교육), 김은비(디자이너), 문

영채(기획자), 김하얀(메이크업디자이너)는 대화의 내용과 직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하 김(일러), 선(교육), 김(디쟌), 문

(기획), 김(메컵)으로 대화명을 지칭하겠습니다. 또한 이야기의 분

위기 전달을 위해 반말의 대화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록하겠습니

다.

문(기획):다들 이렇게 보니 새롭네!! 우선 코로나로 우리 삶에 바뀐 

부분부터 이야기 해 볼까?

선(교육): 난 요즘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중 이야. 초등학생 미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라니!! 처음엔 답답하고 막막했는데 지금은 

나름 방법도 터득하고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 할 수 있게 수업내용

도 다양하게 해 보려고 시도 중. 그래도 학교는 그나마 낫지 내가 

일했었던 미술관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은 전시나 교육 일정이 전

면 취소되고, 프리랜서 강사님들도 몇 개월째 일없이 계신다고 하

더라구

문(기획): 맞아. 우리 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기다리던 시간이 이

렇게 길어질지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길어질거 예상했다면 다들 

다른 대책을 더 빨리 다른 계획을 세웠을 텐데...     

김(디쟌): 맞아, 나도 인쇄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써 

진짜 타격이 큰 것 같아. 특히 계절별로 페스티벌 축제 홍보물이

나 책자 등을 만들어서 항상 바빴는데, 이렇게 한가했던 적이 없



                                                                              

는 것 같아.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을 모두 멈추니까 다른 일 들도 

안들어 오구, 그나마 이제 조금씩 새로운 일 의뢰들이 들어오고 

있어.

문(기획): 맞아, 나도 지금 기획진행 중이던 문화예술 행사들이 다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느라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김(메컵): 다들 그래도 일은 하고 있구나, 난 이번에 코로나 때문

에 예식이며 공연이 다 취소 되서 메이크업 고객이 없었어... 안그

래도 눈치 보였는데 어느 날 대표님이 직원 월급이 부담된다고 퇴

사를 말씀 하시더라구. 처음엔 막막했는데 차라리 이 기회에 꿈이

었던 내 샵을 준비해서 하고 싶었던 실험적인 메이크업도 많이 해

보려고 준비 중 이야.  

김(일러): 일러스트 일도 똑같아. 오프라인으로 출근해서 일하진 

않지만 일러스트 그림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림 의뢰도 

안 들어오고... 지금까지 일러스트 일을 나름 내 작업의 연장으로 

만족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프리랜서로서 현타가 많이 왔어 

문(기획):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막막한 한해를 보낸 건 비슷하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바뀌는 게 있을까?! 

선(교육): 난 온라인 미술 수업은 힘들 거라고만 생각 했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수업을 할 일이 계속 생길 것 같

고, 막상 해 보니 다양한 시도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예술교육 방식이나 재료들을 개발해 보고 있어!

김(디쟌): 난 많이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 대신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디자인 프리랜서 일을 구해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해 볼까해. 요즘 한 가지 직업만을 가지는 건 위험 

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어. 하하

김(일러):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나 

내 개인 작업을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를 더 어필 할 수 

있는 작업들. 고난의 연속이야 정말

김(메컵): 난 이번에 직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 코로나 때문

에 사람들이 메이크업 할 일이 적어지니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도 메이크업 관련된 새로운 시도를 해 보랴구해.

선(교육): 메이크업 유투버 도전해봐! 넌 전문가고 미술 전공이라 

기존 유투버 보다 더 실험적인 메이크업이나 분장술지 가능할  

듯!

김(메컵): 그래,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 다양한 시도만이 살

길인 듯. 휴

문(기획): 그래도 다들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있네, 우리 좀 더 힘

내서 앞으로 일들도 더 잘되길 모두 응원하고 다음엔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