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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명 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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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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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해 문화기획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의 주제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문화기획자로 
가장 가까운 무엇이였다.

_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것인지에 대한 고민
은 문화기획자들의 큰 고민이다. 먼저 시대의 바뀜은 포스트_코로나
에서 위드_코로나의 변화로 알 수 있다.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나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_그까짓 하루 노는게 뭐 그리 어렵다고
예술인으로 20년을 살며서 나는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급했을까?
녹음 스튜디오를 만들고 지지리도 손님이 없던 시간의 악몽은 지금
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다. 기를 쓰고 장사했던 덕분에 선후배
들의 도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맞이했던 첫 추석. 스튜디오 문을 닫기로 해놓고 집에 다녀
오는 길에 나는 발길을 돌렸다. 닫힌 스튜디오 문 앞에 서있는 나는 
오늘도 분명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그 다음해가 되고 설날, 나는 똑같은 짓을 했다. 그날은 진작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 
최저시급도 안나오는데 나는 문을 열었고, 어느날 부터는 그런 마음
이 누군가의 신뢰로 돌아올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며 스튜디오로 가는 길가에 열린 식당들도 나
와 같은 마음인가보다.
그래도 우리는 일하기 싫은데도 사정상 억지로 출근하는 사람이 아
니라 이 일을 좋아하고 또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라 조금은 더 억울
하다는 생각은 든다.



                                                                              

_ ‘꿈’을 이뤄줄 능력은 커녕, 그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할 의도도 
없으면서, ‘꿈’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내 생각
에는 ‘나빠’ 보인다. 아주 나쁜 사람들로 보인다.

간단히 요약하면, ‘크라우드 펀딩 + 스튜디오’의 구성인데, 아티스트
가 그 회사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만들고, 그 자금으로 그 
회사의 스튜디오에서 음원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구조로 얼핏 보
면 별 문제없는 그럴듯한 비즈니스 모델로 보이지만, 아티스트가 끌
어온 자금으로 그 스튜디오가 제작한다는 것으로 기능과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보통의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다른 ‘음악’이기 때문에 
펀딩에 참여하는 이들은 가족, 지인, 또는 한 줌의 팬이 될 수 밖에 
없다.

주류 음악계가 아닌 밴드, 싱어송라이터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었던 일부 아이돌 기획사들이 아이돌 지망생의 
부모로부터 이런 저런 명목으로 돈을 받아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것
과 다르지 않으며 단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로 포장했을 뿐이
다. 

음악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꿈을 파는’ 사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성공하려는 이들도 있지
만, 그 성공을 꿈꾸는 이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온라인 공
연 영상으로 사업화 되는 것은 기획자로 짭짤한 수입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공연이 판치는 시대에 ‘꿈’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돈을 벌려
고 하는 건, 내 생각에는 ‘나빠’ 보인다. 

_ 문명의 전환시대 문화기획자로 우리는 이번 초자연적 문제를 계기
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고민한다.
내가 어떤 무언가와 온전히 만나기위해 왜 그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날 것과 익힌 것을 우리의 삶의 서사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그
리고 그 과정으로 기획자로 자라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