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수다> 

결과보고서                                                       

수다명 밥은 먹고 다니니?

키워드 ②생존,생업 / ④일상 신청자 이지현

프로젝트 
결과

방식: 실시간 화상 원격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한 수다 2회 
참여자: 김현주, 박한나, 유경혜, 이승은, 이지현(총 5인)
참여자 특징: 기획자, 출판, 문학, 영화, 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모였지만 생존을 위해 관련 분야 교육을 겸하고 있음. 
주요 키워드: 예술, 비대면, 언택트, 교육, 플랫폼 등  
주제: 비대면 시대의 삶의 변화와 예술로 살아남는 법에 대한 각자
의 방법과 고민을 나눔.
 
1회차-수다 입풀기
 Q)다들 무사한가?
-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 본업은 줄고 부업은 늘어남. 영화, 방송의 경우 일정이 무기한 연

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 출판은 원래 어려웠음.
- 교육 부분에서는 오프라인 강의 대신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는데 

이로 인한 장비 구입, 플랫폼 적응, 비대면 시대에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음   

- 도서관, 카페 등 작업하던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서 상주하
다보니 체중증가와 우울감을 느낌

 Q)비대면 시대로 인한 삶의 변화-1 (키워드수집) 
- 감정과 신체변화 : 외로움, 불안, 무기력, 피로누적, 시력저하 등
- 일 : 디지털소외, 화상회의, 디바이스, 배워야하나 등
- 일상 : 배달, 인스턴트, 방콕, 택배, 퀵(원고), 넷플릭스, 왓차 등

 Q)비대면 시대로 인한 삶의 변화-2 (키워드를 통한 수다)
- 시대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상상못할 일상의 편리함

을 부리고 있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 적응의 어려움
과 함께 불안감이 찾아옴.

- 알베르까뮈의 ‘페스트’를 다시 읽고 있음

Q)비대면 시대에 예술이 가야 할 길 
 - 많은 분야에서의 어려움을 지켜봄. 
 - 아날로그의 감성과 디지털의 기술 
 - 예술과 기술의 만남 



Q)다음시간 주제-비대면 시대에 예술이 가야 할 길 
 - 과연, 예술은 이러한 시대에 유지될 수 있는가?
 -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방법은?
   
2회차-본격 수다 나누기
Q)현재 각 분야의 상황: 코로나 이전부터 밥 먹기 힘들었다. 더 힘
들어진 부분이 있는 거지. 
 - 방송: 무한 경쟁. 장비가 가벼워지고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짐.
모여서 하는 작업이다보니, 초반에는 멈췄고 지금은 움직이고 있음.
프리랜서 계약의 불안 
 - 공연: 계획된 공연만 진행되거나 관람객 수를 많이 줄여서 진행
하지만 어떤 연극의 경우 관객이 한 명인 사례도 있었음.
 - 영화: 제작 일정 연기 및 취소되는 사례, 상영(극장)업체의 심각
한 어려움. 개봉영화가 극장대신 넷플릿스 등의 플랫폼으로 넘어감. 
 - 문학&출판: 원래 어려웠기 때문에... 오디오북, 전자책(e-book)
의 증가, 웹소설 등 가벼운 주제가 늘어나는 추세. 책 홍보의 경우 
도서관, 독자와의 만남을 못 하게 되어 어려움. 소요층이 있는 알려
진 작가와 신진작가와의 격차가 큼. 책방이음 폐점, 도서정가제 관
련 수다, 출판사가 기획하는 테마소설 형태가 늘어남.
 - 관련분야 교육: 기관이나 센터의 문을 닫거나, 교육일정이 취소,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 이에 기약없는 대기중. 진행이 되더라도 온
라인 강의에 적응된 사람만 가능하고 관련 장비나 비용을 개인이 갖
춰야하는 경우가 많음.
 - 관련 정부 지원: 예술인 관련 지원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예술활
동을 증빙해야 하고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선별적 지
원이 아쉬움. 피카소는 지원 못 받을 듯. 또한 먹고 살기 위해 부업
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음.
  
Q)비대면 시대 예술이 가야 할 길-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 내가 하고픈 예술활동을 위해 강의하고 돈 버는 일을 해야 함.
   작가의 경우, 글만 쓰는 작가는 몇 명 안됨.
 - 온라인 콘텐츠 저작물은 오픈 소스로 생각해야 하는 점
 - 앞으로의 고민: 비언어적인 표현 전달, 협력과 쌍생의 방법 

Q)비대면 시대에 예술이 가야 할 길-위기는 기회다!   
 - 온라인 플랫폼 활용: 나훈아 콘서트, BTS 방방콘
 -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적정한 비용 지불,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결국 공부: 디지털 디바이스, 플랫폼에 적응하고 고민해야 함. 
 - 완벽한 준비는 없다, 일단 부딪치고 깨져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