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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3가지의 키워드를 정하고, 각 키워드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
다. 청년부터 40대 후반까지의 연령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적인 토론이 
아니기에 농담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1.허리계층(중간계층)에 위한 지원정책은 왜 없나
-원로나 청년을 위한 정책은 너무나도 많다. 주택, 일자리 창출 등.
-요즘은 지원사업이 많다. 청년층과 원로들의 지원사업이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무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원정책의 대부분의 기준점 중 하나가 연령이고, 거의 모든 정책이 청년 
아니면 원로이다 . 중간계층에게 나눠도 되지 않나.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니 더 안정적이어
야겠고, 서브 직업을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것마저 안 
되면 다 떠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버티고 있다고 안정적인 것은 아니
다.
-나의 경우, 다소 늦은 나이에 연극을 시작 했다. 하지만 나이의 제한으로 
신진예술가 지원도, 경력을 요하는 지원에도 넣을 수가 없다. 과연 연령으
로 기준점을 두는 것이 맞는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계층의 신진청년예술가들이 지원을 받고 지
속 가능한 중간계층으로 넘어 와줘야 하는데 지원사업만 받고 끝이다. 그 
예로 창작공간예술축제에 현재까지 16회 240여개의 신진청년단체들이 참
여했는데 지금까지 남은 단체들은 40개 단체도 되지 않는다.
행정가들이 투자만 하고 그 파급효과를 봐야하는데 그것은 보지 않는다. 
지원사업을 받은 중간계층의 경우, 거의 100프로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
다.
-나는 청년계층이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너무 많다. 그리고 지
원을 할 때마다 만나는 팀들이 많이 달라진다.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 중 
인당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있다. 공연 제작비도 받는
데 결과물을 낸 단체가 2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청년이었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연극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40대에 오니 아르바이트로 써 주는 곳도 없고, 지원 정책
도 없다. 
-예술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알지 않는가. 그럼 왜 우리를 대변해서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2.연극은 늘 가난하다
-노동조합 생길 때, 일반인들의 생각이 가난은 선택 아니었나, 그런데 나
라에 돈 달라고 찡찡 대는가 라고 왜 비춰져야 하는가 그 꼬리표를 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외국의 경우, 예술가에 대한 복지정책(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이 있
다. 이것은 국민들이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많이 반영된 정책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국과 같은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다 쓸 돈이 어디 있
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본인들의 원하는 직업을 가진 우리들은 가
난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게 되어버렸다. 
-예술 행정에 관한 더 전문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대학원에서 이미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예술계의 삶도 알고 행정도 할 수 있는 체계
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술가에 대한 인식개선이 없는 이상 가난이란 꼬리표는 못 뗄 것 같다. 
특히나, 연극의 티켓은 비싸고, 훨씬 더 비싼 뮤지컬의 티켓은 비싸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 
-잘 나가는 영화배우들처럼 살고 싶다는 게 아니다. 못 먹고 못 살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기본 생계만 해결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례
가 많아 문제가 된다. 
-현재 20대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공연을 하지 않고, 페이를 주지 않으면 공연을 하지 않는다. 이미 
생각과 생활이 바뀌었다. 
생각해 보니 우리는 한번도 지원금을 받은 세대가 아니다. 우리가 청년일 
때는 청년을 위한 지원이 없었고, 지원사업이 많아진 지금은 나이 때문에 
적용되는 사업들이 없다. 이러다 우리가 원로가 되어서는 원로를 위한 지
원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정책적으로 요구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 꼬리표를 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를 들면 국립극단의 공연은 비싸도 사람들이 보러 간
다. 그 만큼 믿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경험에서 
나온다. 돈을 주고 공연을 봤는데 재미가 없고,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끝인 것이다. 결국은 좋은 공연을 만들어야 한다.
-좋은 공연을 돈으로 환산 할 수는 없지만 결국 공연이란 것도 제작비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정책적으로 순수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의 생각도 달라지지 않을까. 
-양쪽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3.지원사업은 왜 서류 잘쓰기에 달렸는가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면 기본적인 틀을 알려줘야 하지 않나. 회사
의 프리젠테이젼 급이어야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것 같다.



                                                                              

-해당 단체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써야한다. 작품의 소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원하는 워딩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을 지원하면서 작품을 중요하게 얘기 해야 하나, 원하는 결과물
에 대해 중요하게 써야 하나 헷갈린다. 
-같이 지원하는 팀에 작가가 있다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선정되
는 사례를 많이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