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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문제
평균적으로 30대 정도가 되면 각자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
서 대출 문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행하는 대출 금액으로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작업실과 주거의 분리 문제에 때문에 도시를 벗어나는 예술가들도 
적지 않다.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가용 마련이 되어야 하며
타지역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작업실과 주거의 분리 문제에 대해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되풀이 된다.
예술가로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행복주택의 공급수도 현저하게 적다. 또한 일반 사람들이 예술인들
에게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술가로서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예술 트렌드(온라인 시대의 예술 매체에 
대한 고민)

코로나 시대로 변화하면서 온라인 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미디
어 작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회화가 가지는 진정성을 온라인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아이패드/기계 드로잉을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
남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새로운 기법을 발견하거나 과정을 기
록하는 것 등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매체가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코로나 때문에 전시가 개최, 중단되는 것을 경험한 작가로서 온라인 
매체에 대한 흥미가 증폭되었다.
이번 코로나로 각자 작품과 미디어의 기술을 접목하여 작품을 계획
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화작가의 경우 직접 눈으로 감상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비록 다른 



기술이 발전 발전한다고 해도 멈춰져 있는 이미지가 보여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VR로 보는 전시, 융복합, 영상, 설치 등이 있지만 그림의 질감을 보
여줄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나중에는 현실같이 느껴질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다른 감상법으로 작품을 느
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추측해 본다.

3. 결혼과 작품 활동
1번 주거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주제이다. 예술가로서 주거문제를 해
결하기 어렵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 예술가에게 결혼에 대한 고
민이 발생한다(남성 예술가의 경우도 동일하다). 인간으로서 결혼생
활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욕구에서 육아문제로 그중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수다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20대-40대의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
기에 수다는 여성작가의 관점에서 진행되었음) 
작가와 작가의 결혼생활과 직장인과 예술가의 결혼생활의 편차가 있
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육아는 여성의 역할로서 한계가 극복되
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3가지 논제의 결론으로는,
사회적 관점에서 예술가를 직업으로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부분
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