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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

원회는 WHO에 우한시에서 발생한 27명의 폐렴환자에

대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동물에서 유래한 새로운 종류

의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급속도로 전세

계에 전파되어 결국 2020년 3월 11일, WHO는 팬데믹

(pandemic, 대유행병)의 도래를 선포한다[1]. 코로나19

의 원인바이러스는 사람 간 빠른 전파력과 잠복기 중

전염을 특성으로 하며 2020년 10월 현재까지 항바이러

스제와 백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지구적 위기를 초래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한국에 2020년 1월 19일 첫 확진

자가 나온 이후 국내 기준 2만 5천 여명의 감염 사례로

이어졌고 전세계적으로는 4070만 여명의 확진자가 확

인되었다. 예방 및 치료 방법이 전무한 이 전염병 사태

를 저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

나19 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잇달아 제안한다. 코

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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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며 기침 예절 가이드라인을 배

포함은 물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이 감염

통제 조치를 강력히 권고하여 실제 코로나19의 확산세

는 저지되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는 3단계로 분류되며 코로나

확산세 및 국민 피로도,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가 협상에 결정하게 된다. 구

체적으로는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사례의 비율,

집단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1단계 – 2단계 전

환), 감염이 대규모로 급속히 확산되는지 (2단계 – 3단

계 전환) 여부를 따져 거리 두기의 단계를 결정한다.

밀접한 거리 및 폐쇄된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률이

높다는 코로나19의 특성 상,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환경

에 대한 대대적 감독 및 제한이 시작되었다. 1단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할 때에만 집합·모임·행사의

참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허용된다. 2단계의 경우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목

적의 집합·모임·행사은 금지된다. 거리 두기 3단계에서

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

임·행사가 금지된다. 결국 일정한 공간과 일정 수 이상

의 관람객이 함께하야 대면 접촉이 시도되는 문화예술

공연은 코로나19 추이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

다. 예를 들어 1단계는 거리 두기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써, ‘생활 속 거리 두기’라고도 말하며 현재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3판을 지난

7월 3일 공표하였다 (표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

활 속 거리 두기>). 세부시설 지침으로 구성된 해당 안

은 공연장에 대한 매우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

연장 수는 총 1,300여개로, 그 중 대공연장은 112개로

확인되었다. 그 외의 소공연장 및 중공연장(전체의

91.5%) 관객 간의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거리 두기 단계

조치만으로도 문화예술산업의 전체적인 침체를 가져오

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사실이

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4월 산업별 취약도를 분

석한 바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취약도는 ‘중상’

으로, 운송/창고업과 같은 물류 산업과 같은 위험도로

평가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영향 받는 인원이 2억 5,704

만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는 문화

예술계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되며,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는 코로나19의 위세에 속수

무책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1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서, 다양한 곳에서 문화예술계 위기를 극복하고자 운영

및 기술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문화예술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 현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책과 기술 및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표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연
장)

Table 1. <Distancing in Daily Lif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concert hall)

구분 공연장 유형 적용사항

이용자,
관람객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ㅇ 시간을충분히두고도착하여천천히입장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공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ㅇ 공연장내마스크착용및음식물섭취자제하기
ㅇ 출입시증상여부(발열, 호흡기증상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책임자,
종사자

ㅇ 매표원은 수시로 손 세정제(위생장갑 착용 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ㅇ 무대와 객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
유지하기(최소 2m)
ㅇ 매회 공연 후, 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포옹,
기념촬영 등신체접촉금하도록 사전에안내하기
ㅇ 공연후충분히환기를실시하고객석, 무대등
공연장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기 (소독 관리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공연장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ㅇ 이동할때나줄을설때등의경우다른사람과
2m(최소 1m) 이상간격을두도록유도할수있는
바닥 스티커 등 조치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ㅇ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
ㅇ 출입하는사람에대한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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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이후 국내 문화예술 산업 현황

1. 국내 피해 현황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2020년 8월 17일까지

의 집계기준에 따르면, 콘서트를 포함한 전체 공연시장

의 피해액은 2,457억 원으로 추정된다. 연극, 뮤지컬, 클

래식/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장르 등 순수예술 분야의

피해액은 1,135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문화관

광연구원이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문화

예술 관련 산업 신용카드 지출액 분석”에 따르면, 공연

장 및 극장 업종에서의 전체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6%의 감소폭을 보였다.

공연이 연이어 취소된 것 역시 산업계에는 큰 위험

요인이었다. 2020년 상반기에 취소된 공연 건수는 6.457

건에 달하였으며 피해액은 823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

는 자연스레 고용감소로 이어졌고 같은 기간 동안의 고

용피해액 역시 30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개최되는 지역 축

제및야외축제의경우모든프로그램이일제히취소되

면서 음향 및 조명, 무대 장비 업체의 재정 위기가 증대

되고 있다.

2. 국내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의 발전

녹화된 혹은 라이브의 영상을 온라인이나 스크린으

로 송출하는 방식의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은 미디어 아

트 혹은 디지털 아트 분야를 제외하고는 본래 대면하는

방식의 문화예술 경험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

었다. 국내에서 예술의 전당이 최초로 공연 영상 콘텐

츠를 유통한 이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미디어 파사

드와 같은 인터랙티브 디지털 기술은 국내에서 높은 수

준의 발전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를 연극, 무용 등의 기

초 예술 분야 등에 접목하여 사용하거나 게임 혹은 영

화의 홍보 기법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가상

현실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

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들은 문화예술 영역 공

연자 뿐 아니라 예술경영 분야에서 눈 여겨 보고 있던

새로운 영역이었다 [2].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의 갑작스

러운 도래는 국내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의 기법과 범위

를 급격하게 확장시키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세종문화회관의 “힘내라 콘서

트(힘콘)” 프로젝트로, 네이버TV, V라이프, 유튜브 플

랫폼을 활용하여 예정되어 있었던 공연 및 자원자를 선

정, 온라인 공연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당시 클래식 공

연을 온라인으로 경험하기 위한 사용자가 제일 많았으

며 평균 1만8천명이 온라인 콘서트를 관람했다. 이는 오

프라인공연으로는불가능한수치로평가되었다. 2020년

10월양일간온라인으로진행된방탄소년단(BTS)의온라

인 콘서트 역시 191개 국가의 99만 3000명이 시청한 기

록을 남겼다.

공공문화기관역시온라인으로문화예술컨텐츠를제

공하고 있다.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극단, 남산예술

센터,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기존의공연영상을재편집하여송출하거나혹은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3. 국내 정책 및 제도적 지원 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

난 및 재해 상황에서 공연예술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향유를 도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

공하는 ‘공연예술계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별 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활성화하고자 ‘긴급예

술가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문화예술인의 직업 특성

상,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 보장성 보험에

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국가적 재난과 같은 상황

에서 정부 정책을 설정함에 있어 쉽게 간과되는 직업군

이었기에 이 같은 변화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와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예술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예

술교육 연구활동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 공

연계를 지원하는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를 위해 4월과 6월에 각각 65억원과 50억원의 추가예

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백만 원

의 기적'」, 인천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를 위한) 인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 대구문화재단의

「공연업·전문예술단체 분야 특별지원」, 부산문화재단

의 「코로나19 부산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수원문화재

단의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사업, 제주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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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재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주문화예술」사업

역시 문화예술산업과 종사자를 위해 긴급히 기획되고

시행된 정책이었다.

단기간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증액된 예상도 기대를 웃

돌았다. 중앙정부는 7월 초, ‘코로나19 극복 및 예술 생

태계 정상화’를 위해 1,569억원을 추경 편성하였다. 특

히 정책을 확인하고 관심 사업을 신청할 때 사용해야

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ational Culture and

Arts Support System, NCAS)의 사용자 편의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문화예술 코로나 19지원 종합안내 웹사

이트(https://covid19.artnuri.or.kr/)가 5월 편성되어 활

용된 점 역시 매우 효과적인 대처라 하겠다.

다만 예산이 일회성으로 집행되는 경향성이 있어, 코

로나 19 종식 전까지 관련 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가능

성이 높고 또한 신종감염병 등 국가적재난에의 취약성

을 보완할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문화 산

업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적 서비스 역시 요구되고

있다.

Ⅲ. 코로나19 이후 국외 문화예술 산업 현황

1. 국외 피해 현황

문화예술 산업 중 공연예술의 사례는 코로나19로 인

한 불가피한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리 두기와 마

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야외 공연이

더러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림 1) National

Independent Venue Association에서 실시한 설문 조

사에 따르면미국 음악공연장의 90 %가영구적으로폐

쇄될 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영국에서는 556개의 공연

장(전체의 82%)이 영구적으로 폐쇄될 위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UK Live Music Group에 따르면 라이

브 공연과관련한 11억파운드의영국 산업 규모중 9억

파운드 가량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중으로 사라졌으

며 이 상황이 코로나19 발병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는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예술 직군 종사자의 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전시장, 공연장과 경기장 등에 고용된 사

무실 직원의 생업, 보안 및 기술직 직원의 생업, 장비

운송 및 물류업, 문화예술 상품과 관련된 여행 및 숙박

업, 그리고 스튜디오와 대행사 산업 등에도 매우 큰 위

협으로작용하고있다 [5]. 실제로 미국뉴욕메트로폴리

탄 오페라(MET)는 2019년에서 2021년 9월까지의 시즌

공연을 모두 중단했고, 500명 가량의 오케스트라 단원,

합창단 단원, 무대 스태프를 해고했다. 카네기홀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역시 2021년 6월까지의 가을 시즌

공연을전면취소했다. 이미 1억불이상의손실을기록한

지 오래이다. 코첼라(Coachella), 글라스톤베리

(Glastonbury) 등 유구한 대향 음악페스티벌도 모두 취

소되었다.

그림 1. 루마니아의 라이브 콘서트. 관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2미터 거리를 유지한 채 앉아있다 (2020년 7월).

Figure 1. A live concert in Romania. People wearing a
mask and sitting on a chair at 2 meters away
from each other (Jul, 2020)

보수적으로 계산된 결과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의 음악

산업과 관련하여 2020년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8,327개

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3억5500만불의 손실이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산업 전체 고용의 51%, 연간

판매 수익의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6]. 결국 양질

의 문화예술을 위한 투자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보

스턴 심포니 홀이 지난 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현재의 관람료

는 4~5배 상승되어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내어놓기도 했

다. 이는 결국 문화예술 전반의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https://covid19.artnu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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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으로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정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아티스트와 제작자

중 62%가 완전 실직에 처해있으며 2020년에 미국 내

560억불의 수입 손실을 예상하고 있었다.

영상 미디어의 경우에도 피해는 극심하여,

WarnerMedia는 8월 직원 500명을 해고한데 이어 이후

직원 수천 명을 추가 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

월에는 미국 내 업계 2위인 극장 체인 Regal Theater

536개 전 지점이 모두 폐쇄되었다. 태양의 서커스

(Cirque du Soleil)’는 6월 30일 현재 약 10억불(약 1조

2000억원)의 부채를 진 상태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법원

에파산보호신청을했으며재정손실을막기위해 3500

여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하고 4500명은 무급 휴직 상태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국외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의 발전

지난 4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디지털 콘서트홀’ 등 유료로 공개되던 프로

그램들이 일시적으로 무료 공개된 것은 이후 관련 영역

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같은 달, 구호 단체인 Global

Citizen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한 'One World :

Together At Home'은 의료진 후원을 목적으로 개최되

어아티스트 100여팀이 7일간각자의공간에서공연을

진행, 3400만 불을 모금한 바 있다. 워너뮤직그룹도

WHO와 ‘코로나19 연대 대응 기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를 주최하여 65팀의 아티스트가 3일 간의 공연이

참여하였다.

이후 아티스트들은 Youtube, Big Room TV,

Instagram, TikTok 등을 통해 온라인 공연을 진행해왔

으며특히온라인공연을위해구축되어있는플랫폼서

비스역시주요한통로가되었다. 예를들어영국의스트

리밍 사이트 Digital Theatre는 가입된 영국 내 공연장

의공연을회원제서비스로제공한다. 지난 5월에는미국

에서는 Broadway on Demand (BOD.tv)라는 공연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미술계에서도 뉴욕현대미술관(MoMA)이 Heyman

Family Program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구겐하임 박

물관은 매해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을 e-book 형태로 제

작, 배포하였다. 또한 MoMA와 뉴욕박물관은 미술 수업

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뉴욕 링컨센터는 '우리

모두를위한헌정' 온라인공연을통해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명단를 올려 유가족들의 애도를 도왔다. 10월

Film at Lincoln이 주최하는 2020 뉴욕 필름 페스티벌

은 야외에서의 드라이브인(Drive-in) 방식과 온라인 방

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3. 국외 정책 및 제도적 지원 현황

미국의경우민간과협력하여문화예술계를지원하려

는 움직임 뚜렷하다. Grammy Award를 주관하는

Recording Academy는 2백만 불을 기부하였고, 해고

Netflix는 해고된 제작 근로자를 위해 1 억 불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NBC Universal 역시 제작자를 위해 1 억

5 천만 불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Spotify는 아티스트

들을 위해 천만 불 규모의 구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독일은「단기근로수당제도」를통해기업의임금손실

보전을돕고있으며, 단기유동성위기에처한기업및개

인의 신용대출의 수월성을 높였다. 특히 500억 유로의

긴급자금을편성하여문화예술산업의소상공인과프리

랜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21년 8월까지

생계가어려운배우, 무용수, 무대연출등의직군에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문화예술종사자들의고용안정을위해「일자

리유지가이드라인」을제안하였는데, 이는기업이직원

을 휴직 혹은 휴가 상태로 고용을 유지하려 할 때 정부

가월급의 80%를지급하는안을포함한다. 또한영국정

부는 프리랜서 아티스트들에게 최대 2,500 파운드를 현

금 지급하였으며, 영국문화예술위원회와 BBC Art는

「Culture in Quarantine」으로 명명한 기금을 조성하여

미디어 작품을 제작하는 아티스트에게 최대 8,000 파운

드를 지원하고 있다. Tom Watson, UK Music 회장 역

시음악산업의생존을위해정부의지속적인지원을요

청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대한 산업계의 요청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및 제언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가까지 지속되면서 제조, 숙

박 및 요식업 및 물류업의 침체, 소비자의 지출 감소,

실업률 폭증이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으며 지난

10월 2일 미국 노동부는 미국에서 영구히 일자리를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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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인원이 38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9

월 당시 미국 전체 실업률은 8%에 달하였다. 특히 신종

전염병의 장기적인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공연 예술 과 전시 및 교육 분야의 문화예술 산업

역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공연장과 전시장 폐쇄, 관련

산업의 연쇄 실직과 파산, 매출액 급감 등은 향후 수년

동안 해결되어야 할 큰 숙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문화예술 산업의 지형을 함께 잘 들

여다 보고, 문화 소비자의 가치 분석이 이루어질 때 그

타개책을찾고문화소비자의행동을예측할수있을것

이다 [7]. 실제로코로나19 대유행이후로비대면환경이

개인과 단체의 건강을 위한 하나의 필요 사항으로 자리

잡으며 문화예술 컨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아 소비하

는 Over The Top(OTT)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는

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문화예술 컨텐츠는 기존의 제작 및

향유의방식을전복하고있으며, 시공간의한계를넘어서

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예술

을독자적으로구상하고, 배포하며, 즐길수있는대안을

제시하고있다. 가상현실특히증강현실을이용한컨텐츠

개발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으며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다 [8].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의부족으로인해문화소외계층으로분류되던많은인

구들에게 양질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쌍방

향의소통이가능하여관람객이나관객의참여가동반되

는 작품 활동 역시 가능하다.

일례로 춘천마임축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해오

던 공연, 전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100scene

project’라는 이름으로 아티스트 각자의 공간에서 해당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네덜란드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단원들은자가격리상태에서각자의연주

를 개별적으로 녹화한 것을 편집하여 ‘From us, for

you: Beethoven Symphony No.9’ 공연을 Youtube에

공개하여 이후 편집 콘서트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295만 뷰 (2020년 10월 기준)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보여, 새로운 방식의 매체가 산업과

대중에미치는파급력을단적으로보여주었다. 시차를적

절히 고려만 한다면 국내의 문화예술컨텐츠가 실시간으

로전세계에작품을송출하여해외진출의발판을마련

해줄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기회로 보인다.

문화예술산업이온라인플랫폼기반으로이동하는과

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충분한 물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작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때에는소수의카메라와녹음파일에의존해데이터가제

공되기에, 관객이나관람객의경험은다소평면화되고수

동적이될수밖에없다. 실제로작품을데이터화하는과

정에서 음향과 영상의 질은 낮아지게 되고 공간에서 경

험하는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경험은 축소되며 이 경우

문화예술 작품을 음미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20년 6월 BTS가 아티스트로 나서 107개

국가에서 5만6600여명이 시청한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의경우에도세계적인성공을거두었음에도불구하고영

상의송출오류및촬영기법의진부함등으로인해만족

도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처럼 기술적인 문제는 빠르게

확충되고 개발되어야 할 영역으로 보인다 [3].

산업적 측면에서는 수익의 문제가 난제로 보인다. 온

라인 플랫폼 공연의 경우 스트리밍 업체와 공연 제작자,

아티스트 간 저작관과 수익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

드라인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

관과 민간 단체와의 수익 격차 및 작품의 질 관리 문제

가 대두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공연의 경우 무료로 진

행되거나최소한의관람료만을책정하고있어새로운사

업자나창작자가수익을창출할수있는데큰한계가있

을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또 다른

전염병의 창궐과 더불어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행

스러운점은현재한국은WHO의평가에따르면적절한

위기관리능력을보이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여전히전

지구적 재난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산업의 위기관리에 대

한 구체적 매뉴얼은 부재하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와지역자치단체의발빠른대처에더하여, 추후

장기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가

필요할것으로보인다. 갑작스럽거나장기화되는재난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산업 종사자와 관련 기관, 사업체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기금을 마련하며 지원 대책을 효

과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긴밀하게 알리고

빠르게대처를진행하는한편, 급변하는상황에발맞추어

온라인플랫폼의사용및저작권, 제작방식에대한맞춤

형 교육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함께 작동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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