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수다> 

결과보고서

수다명 이 시국에 예술은 

키워드 ①예술창작, 신청자

전승현 - 공연 기획자

정지영 - 무용 교육자

장현수 - 아동 교육자

김엘리사 - 디자인 시각

정용희 - 디자인 웹작가

그 외 참관1명

프로젝트 
결과

♥수다 날 : 10월09일

♥수다 방식: 스카이프를 통한 비대면 화상 대화

♥수다 내용:

전승현 :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나요 예술활동은 하고 계세요?

정지영 : 네...이번년도는 저주 받은거 같아요 ㅎㅎㅎ

장현수 : 네 정말 코로나로 예술인들 죽겠어요. ㅜ,ㅜ 

정지영 : 코로나로 모든 활동 제약의 불안과 공포감으로 앞날에   

       걱정이 큽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고가 가장 심각  

       한 것 같아요.. ㅜ,ㅜ 

정용희 : 네..맞아요...먹고 살기 위해 무언가를 갑자기 찾아야 하  

       는것이 큰 고통이에요. 전문적으로 자기분야에서 예술을   

       하던 사람이 비대면 예술활동을 장려한다며 온라인으로 만  

       들어 내라고 하는데 제 분야는 그나마 디자인을 하        

       는거라 자택근무가 어느 부분 가능 했었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지영 : 비대면 예술을 장려하는데 저는 무용으로 공연하고 교육  

       하고 하다보니 비대면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표본도 사실 없다 보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난감해요.. 창작이 좋아 창작이지 이건 뭐 새로운걸  

       만들어 내는게 그리 쉬운가요. 더구나 온라인으로 해야하  

       니까.. 그에 해당하는 저작권 문제 등등 개인 정보문제도   

       많구요. 현실적으로 지원사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도   

       다 떨어지고 나니 이젠 무기력함만이 ....ㅜ,ㅜ 될대로 되  

       라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 먹고는 살아야죠...

김엘리 : 나라에서는 예술장르의 융합을 원하는거 같아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4차산업과의 예술의 협업과 융합을 장려하  



        는 지원 사업이 뜨고 있더라구요 

전승현 : 네 요즘 지원사업이 온라인에 맞춰진 부분에 열을 올리  

       고 있는거 같아요...그 부분에 고민이 많아요. 판이 완전히  

       바꾼거 같아요..그 부분에 준비해 둔 것도 없고..예술이 아  

      무래도 현장감을 느끼게 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소통이   

       고 하다보니...어떻게 온라인 작업으로 그 생생함을 전할   

       까...관객으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그부분  

       이 참 고민 스러워요.

       그리고 컴퓨터도 잘 못다루는데..ㅎㅎㅎㅎㅎㅎ

장현수 : 저는 아동 교육을 주로 하다 보니 전부터 온라인으로 아  

       동 교육자료가 조금씩 나온 것이 있었어요, 이젠 수업마다  

       그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될 정도로 온라인 교육  

       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교육자료들 중에 신박          

       한것도 많지만 아동 교육이다보니 해당하는 언어나 심의를  

       거치거나 사전허락이 된 자료가 상당히 저조 하다는것도   

        문제에요

정지영 : 네 그렇겠네요..온라인 교육자료도 꽤 큰 이슈 라는게 언  

        론을 통해서 들은 거 같아요. 저작권 문제나 퀄리티나..그  

        런게 이슈네요...예술가들이나 기획자들 또한 그 부분이   

        되게 예민해요..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

         지금의 현행법이.....

정용희 : 저와 엘리씨는 디자인쪽이라 이 전부터 컴퓨터 사용의   

        그래도 익숙한 편 이었는데 디자인도 예술적 영감이 대단  

        히 필요한 작업이라...인터넷만 뒤져서는 답이 안나와요...  

        결국 새로운것의 탄생과 융합으로 만들어 지다 보        

        니..대면 활동이 중요하죠...

전승현 : 네..다들 자기 분야의 예술 방향성의 고민이 많으신 것   

        같네요... 이시국에 예술이 가능한가..그리고 예술창작은  

        온라인이 그 해답인가의 관해 심도있는 고민과 방향성을  

        찾아야 될거같아요.. 우리 예술가들과 관객 그리고 정부에  

        서는 판이 바뀐 이 시국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며 예      

        술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네요....그   

        준비 과정이 녹록치가 않음은 확실한거 같네요...존(나)버  

        틸려면 생활에서부터 안정이 되야 예술도 사실상 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저는 집 월세 와 공간 임대료       

        준비가 안되 대출심사 기다리고 있어요..다들 수입은 ....  

        있어요?



                                                                              

김엘리 : 자택근무 하니까 70% 준대요....

정지영 : 저는 강의도 없고 공연도 없고...대출 기다려요..

장현수 : 저도 자택이랑 대면이랑 섞어서 하다보니 수입이        

        60~70%...

정용희 : 저는 오히려 자택하니까 일이 넘쳐나요..수입은 비슷해   

        요..

전승현 : 다들 존버 하고 계시네요...코로나 시대의 예술창작의 대  

       해 이야기 나눠 봤는데 결국 코로나로 인해 예술의 판이   

       바뀌고 온라인 시대의 예술장려에 대한 대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이끌어 나가고 있음이 씁           

       쓸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예술은 시대의 변화도 담아내야  

       하니 참 고민스럽고 암울 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 하시고 존버 하시고 백신만이 답인가봐요..우리  

       파이팅해요. 

정지영 : 예술가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기를 이번 코로나 사태속에  

        기도합니다...

장현수 : 다들 힘내요.

김엘리: 잘먹는게 답인 듯..

정용희 : 코로나 확찐자가 되어서 코로나 전보다 10kg가 늘었습니  

        다. 

전승현 : 건강 잘 지키시고 맨탈 잘 잡고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