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수다> 

결과보고서

수다명 사연으로 통하는 Classic

키워드 예술창작 신청자 이정민

프로젝트 
결과

GOOGLE MEET로 화상 회의를 진행하며, 기획자가 키워드와 질문을 하면 
연주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수다 중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음악회’는 올해 코로나시기에 준비하고 진행했던 저
희 팀의 음악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가지가지 온-택트 수다 텍스트

피아노: 유튜브는 음질이 좋지만 참가자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현장 관객의 분위기나 교감이 전혀 없어서 아쉽다. 리허설하는 느
낌 같았다. 줌은 온라인으로 소통도 가능은 한 것 같다. 생각보다 매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용하면 소통이 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기획/해설자: 2.5단계로 인해 해설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은 어색했다. 하지만 댓글을 실시간으
로 확인하는 것은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좋았다.

첼로: 연주자 개인에게는 소통의 기회와 사실 개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도 되는 것 같다. 관객들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는 것은 장점인 것 같다. 자료로 남는다는 점도 새로운 의미도 있다. 하지
만 공연을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과 온라인으로 듣는 것은 다르기에 감동
의 깊이가 다르다. 또한, 외적인 것이 연주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처럼 네트워크상의 문
제로 짤리고 끊기고 등의 문제ㅎㅎ)

<클래식에서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란?>

바이올린: 그들의 일상에 녹아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클래식이 그 때 
그 장소에서만 멋있고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참여하고 교감하여 음
악회 후에도 그 곡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 듣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
이 필요한 것 같다.

피아노: 일반인은 클래식에 너무 큰 거리감이 있고, 연주자는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로 자신들과 다르다는 느낌이 강하다. 하지만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미완성의 모습과 연습 과정들을 계속 공유하며 소통한 것이 새



로웠다. 완벽하게 연습하고 무대에서 멋있게 연주하는 것만으로는 관객의 
마음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일반인에게 클래식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틈을 제공하는 음악회가 필요하다.

첼로: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찾는 것보다 아날로그로 가는 것이 또 다른 힘이 있지 않을까한다. 

바이올린: 이번 우리 음악회는 중장년에게 오히려 더 사랑받고, 그들이 음
악회에 참여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주었다. 유튜브나 SNS에 익숙
한 분들과 달리 중장년에게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창
구가 필요한 것 같다.

<포스트코로나에 공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프: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억압되고 힘든 것들이 쌓
이면서 분노, 좌절 등이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이 그 부분을 만져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객들이 더 친숙하게 클래
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레파토리와 해설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음악과 함
께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바이올린: 소통에는 치유의 힘이 있는 것 같다. 그 힘은 연주자들이 하나
가 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 같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행복한 마음을 가
지고 준비/연주한 것이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강력하다고 느꼈다. 

기획/해설자: 연습과 모임에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즐겁게 참여해줬던 그 
마음이 이번 음악회에 준 영향력이 큰 것 같다. 출연진들이 적극적으로 준
비하고 참여했던 것이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
통에서 나오는 것은 관계이면서, 그 관계에서 관객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프: 그런 우리의 준비과정이나 영상을 인터미션에 영상으로 화면을 띄어
주며 더 다가가기 위한 시도도 새로울 것 같다. 더 나아가 연습 영상 등에
서 관객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할 것 
같다.

기획/해설자: 영상의 역할이 정말 커지는 것 같다. 예전에는 영상은 영상, 
음악회는 음악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젠 불가분
의 관계가 될 것 같다. 사실, 우리 세대에게는 참 어려운 것 같다.

바이올린: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고, 연습 중에 의식하게 
되었다. 이젠 가까이에서 연습하는 것을 찍으셔도 불편하거나 의식하지 않
게 되어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 참 좋았다.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