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수다> 

결과보고서

수다명  Go! 수당

키워드 생존/생업 신청자 양 진 규

프로젝트 
결과

참여인원
양진규 / 연극 / 기획, 연출, 배우
고다희 / 무용 / 안무 
장완희 / 연극 / 배우
김양균 / 연극 / 배우
김현철 / 연극 / 배우
김관지 / 무용 / 안무
신채은 / 무용 / 무용이론
박훈민 / 미디 / 작곡

우리의 이야기
ㄱ. 코로나시대에 '예술가'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ㄴ. 코로나시대에 '예술'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ㄷ.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술은 무엇인가? / 예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제 코로나 위기인가 기회인가?)

 ‘Go! 수당‘의 수다는 1회 비대면과 1회 대면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자는 1차적으로 신청자 주변의 예술가를 모집했고, 2차적으로는 모집된 예
술가의 지인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예술가들을 모집 
할 수 있었습니다. 대면회의 같은 경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었
을 예술가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몸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코로
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동질감과 동료애를 느끼
며 마음 역시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서울문화재단 측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대화가 ㄱ,ㄴ,ㄷ 의 주제를 넘나들며 자유롭고 방대하게 진행되
었습니다. 먼저 <ㄱ>의 대한 답으로 다수가 공감했던 답은 “예술가 가려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이 큰 위기
를 겪고 있고, 더불어 기술의 발달로 그 무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e-book이 등장하고, 온라인 쇼핑몰들이 등장하면
서 책과 오프라인 매장들이 위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것처
럼,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무대예술”이 개발될 것 이지만, 기존
의 무대예술이 절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현장성’이라는 성질을 어떠한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엔 “온라인 연극”이라는 분야가 새로 생겨서, “연
극 배우라고 하셨는데, 온라인 배우세요? 클래식 배우세요?” 라는 대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재밌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ㄴ>질문에 대한 대화에서는 예술이라는 개념의 주관적인 성격 
때문에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 중 흥미로웠던 부분은 
‘예술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논할 수 없다.’, ‘미래에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
게 되었을 때는 모두가 예술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술가와 그렇지 않
은 사람이 하는 예술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우리는 타인과 대면하는 
미디어를 통해 성장해왔기 때문에 대면하는 것이 익숙하다. 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모니터에 비춰진 타인을 인식하는 것에 더 익숙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술을 어떻게 인식 할 것인가?’,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할 것 이다.’
 ‘예술’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예술의 개념을 논하는데 한
계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미 지
나온 대화들에서 예술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었
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이 시기를 기회로 삼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조금 수정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모
닥불을 보여줄 때 그 모닥불의 따뜻함을 느낄 수는 없지만, 전 세계에 있
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닥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이 온라인을 
통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릍 통해 위에서 언급
한 ‘온라인 예술’ 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고, 그를 통해 예술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일상으로 다가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
민예술 사업에서 주창했던 ‘일상을 예술로’ 라는 슬로건을 어쩌면 코로나
19를 통해 진정으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