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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난 2019년부터 매주 1회씩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온 ‘배

우를 위한 희곡읽기’를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재개하던 것을 반

복하다가 최근에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했습

니다. 실제로 ‘배우를 위한 희곡읽기’는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신청한 ‘재닌 시기의 배우를 위한 

희곡읽기, 예술가 커뮤니티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

다.

저희는 ‘배우를 위한 희곡읽기’의 기능을 단지 희곡을 읽고 의견을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수준의 교육기능 이외에 배우들이 주체적

으로 구성하는 ‘커뮤니티’에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희곡읽기의 오프라인 진행이 힘들어지는 이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2020년 10월 9일,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만나 

‘온택트 수다’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10월 3일,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희곡읽기를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희곡읽기에 대해 모두가 

경험한 바 있으며, 10월 9일 회의 이후 10월 10일, 10월 17일, 10

월 24일에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희곡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맴버들은 이미 10월 3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희곡읽기를 진행한 

바 있으므로 10월 9일의 온택트 수다에서는 온라인 희곡읽기에 대

한 평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희곡읽기는 보통 (그 날의 작품

을 진행하는) 발제자가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

하고,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때로는 작품의 일부분을 나눠서 읽기도 하나, 주로 작품에서 건져

올 수 있는 질문들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희곡읽기에 대한 평은 화상회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와 

오프라인에서 발제를 진행할 때보다 훨씬 더 발제가 힘들었다는 

의견으로 시작되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질문들을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온택트 수다’가 당위적인 결론만 도출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

하며 진행하다보니 새로운 가능성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 논의의 결과, 어차피 온라인 희곡읽기의 지속을 위해서는 발제

자의 어떤 식의 부담이 필요한 바, 그것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에

너지를 어떤 식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을

지, 그것이 연극 제작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를 위한 희곡읽기’에서는 

희곡읽기 전 과정의 즐거움을 나누는 방식과 앞부분의 발제를 진

행하는 방식 양쪽 모두 발전시켜 각각 팟캐스트, 유튜브 형태의 온

라인 콘텐츠로 개발하고, 그것을 기본 콘텐츠로 온라인 커뮤니티들

을 이용하여 저희 희곡읽기의 벽을 허물고 참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커뮤니티와 ‘희곡읽기’ 자체에 대한 질문들이 그 다음 내용이었습

니다. 과연 ‘배우를 위한 희곡읽기’에 참여한 저희들이 (물론 복합

적이겠지만) 어떤 식의 것들을 충족 받았었기에 이 모임에 참여했

었는지를 고민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후에 더욱 더 참여도가 증가한 맴버가 있는 반면, 흥미도가 반감된 

맴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

다.

나아가 ‘배우를 위한 희곡읽기’가 대학로 생태계에서 배우들의, 신

진들의 어떤 식의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커뮤니티들은 장려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매개가 꼭 희곡읽기

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온택트 수다’ 과정을 통해 발생한 다양한 질문들을 고

민해보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행보를 보다 입체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