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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전 세계가 디지털 혁명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향해가며 많은 콘텐츠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케이팝과 같은 한류문

화콘텐츠들이 국제적인 콘텐츠시장을 겨냥하며 새로운 콘텐츠들을 개발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힙합, 발레, 비보이, 현대무용 등 다

양한 무용콘텐츠들이 공연콘텐츠에서 영상콘텐츠로 범위가 확장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무용

콘텐츠들의 수요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디지털무용콘텐츠의 산업화를 전망하여 본다.

Ⅰ. 미디어 환경의 변화 

  최근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방식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던 문화예

술 콘텐츠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케이팝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바람과 함께 한국의 대

중문화예술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 커다란 열풍을 일으키

고 있다. 해외에서 케이팝 노래를 들으며 한국 가수들의 

춤 동작을 따라하고 자신들의 SNS를 통해 댄스 동작들을 

공유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케이팝의 성공을 SNS를 통

해 이루어졌다고 진단하고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디지털문화 콘텐츠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화는 무용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무용콘텐츠들 또한 소셜

미디어와 연계되어 디지털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무

용콘텐츠들의 수요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디지털무

용콘텐츠 산업화를 전망하여 본다.

Ⅱ. 디지털무용콘텐츠의 수요 현황

  세계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경에는 1조 6102억 3천 8백만 달러에 이

를 것으로 나타났다.[1] 그러나 공연예술 산업 공연시설과 

공연단체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연시설에서의 공연 횟

수(-3.1%)와 관객 수(-5.7%)가 연평균 증감률에서 감소하

고 있으며, 공연단체의 종사자 수(-23.5%)와 매출액

(-2.3%)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용 

분야는 사업체 395개(13.0%), 종사자 6,759명(11.9%), 매

출액 11,105,000,000원(2.0%)으로 나타나 공연예술 산업

의 타 분야에 비하여 종사자 수, 사업체 대비 차지하는 매

출액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2]

  이러한 무용 분야의 부진에 대한 원인들 중 한 가지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환경에 따른 무용계의 소극

적 대응으로 볼 수가 있다. 국내 무용공연단체의 소셜미디

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대표적인 무용공연단체인 

국립발레단, 유니버셜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국립무용

단, 국립현대무용단 5개의 단체 중 유튜브 동영상 조회 수

는 유니버셜발레단(64,675), 서울발레시어터(1,503), 국립

현대무용단(1,92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국공립단체들

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저조하고 

SNS활용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편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전반적인 무

용(Dance)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표적

인 디지털영상콘텐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검색어를 

‘Dance’로 설정하고 최다 조회 수를 필터로 검색한 결과 

영상이 최다 조회 수 순서로 검색되었다.

  2012년 5월 2일 기준, 1위 Justin Bieber-Baby ft. 

Ludacris(731,883,565)에서 100위 Christina Perri-Jar 

of Hearts(69,635,735)로 나타났다. 100위 안의 90%이상

의 대부분이 미국의 음반기획 제작사에서 자사에 소속된 

대중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유튜브

로 자체 업로드한 영상콘텐츠들이었다. 음반기획 제작사

들의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SNS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100위 안에는 소녀시대의 

Gee(73,409,152)와 AKB48(70,166,302)의 뮤직비디오가 

포함되어 있어 아시아콘텐츠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

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적인 홍보를 위한 회사들의 업로드 이외 개

인들이 업로드한 댄스영상으로는 Evolution of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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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dson Laipply(195,247,431) 코미디언의 가수패러디

댄스와 영화 ‘더티댄싱’의 한 장면 Dirty dancing-time of 

my life(121,098,181) 그리고 힙합댄스영상 Hiphop dance 

competition(73,060,520)이 100위 안에 검색되었다. 그 

밖에 장애인 비보이 영상 B-boy Junior(20,000,054), 

Pumped up kicks(46,424,119) 팝핑댄스영상, 2006년 동

아무용콩쿨 참가자 영상 Korea, best dancer ever 

(22,386,543) 등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Ⅲ. 디지털무용콘텐츠의 산업화

  세계는 현재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가능성을 이미 인정

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무용계 

종사자들 또한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무용콘텐츠들을 적극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공연예술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다. 

  디지털무용콘텐츠의 산업화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

들은 첫째, 수준 높은 무용영상 콘텐츠의 개발이다. 최근 

리바이스와 국립발레단에서 제작한 청바지 광고 영상은 

215,226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발레에 대한 현대적 이

미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데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으

며, 이에 앞서 해외에서 제작되었던 유명 무용단 DV8의 

the cost of living(184,488), Ultima Vez 무용단의 

Blush(109,162), La La La Human Steps 무용단의 

Amelia(134,393)의 최다조회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준 높은 무용영상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

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둘째, 전략적인 댄스스타 마케팅을 

통한 IT산업과의 연계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용 댄스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산업적인 구조를 전망할 수 있다. 

셋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무용교육과정에 디지털미

디어 활용에 관한 과목 개설 등을 통해 좀 더 디지털무용 

산업에 대한 무용계 종사자들의 인식이 발전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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