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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공연예술계에 가져온 국내·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언론리
뷰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세계 모든
극단과 공연장은 공연 스트리밍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연 영상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
며, 이러한 공연 영상화는 기존 극장 공연의 보완재가 되고 있었다. 셋째, 공연 제작 소비 행태의 변화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공연들을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
로나19 이후 영국의 경우 직원 고용유지 지원책과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지원책, 영국 문화예술위원회의 긴급 지원금 
정책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공연예술관람료, 예술인을 위한 창작 준비금, 학교예술강사 생계유지를 위한 강사비 등의
제도가 발표, 집행 중에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의 대응방안으로는 공연 영상화에 꾸준히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며 해외 유수 공연 단체와의 전략적 제휴와 플랫폼 공유 전략
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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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most severe impacts of Covid-19 in the field of 
the performing arts and to explore countermeasures taken both at home and abroad.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survey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theater venues around the world have actively taken part in uploading recorded 
performances to streaming services. Secondly, these performance visualizings are generally considered 
as being complimentary goods rather than a substitute for live performance. Thirdly, although more 
audiences are tuning into watch on-line performances, consumption is concentrated on a few theaters 
which have a worldwide reputation and a broad range of content. Fourthly, to tackle the impact that 
Covid-19, the UK government announced a series of job protection schemes in the field of the Arts. 
In addition, Arts Council England prepared an emergency response package. In Korea, some 
countermeasures such as government support for artists and cultural establishments have also been 
implemented. Lastly, some suggestions for the sector. I conclude that there is an need for domestic 
companies to secure core contents of significant quality and to make strategic alliances with leading 
overseas performance companies so that they may cooperat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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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로 공연예술계는 거의 패닉상태이다. 제한된 

공간에서 공연자와 관객들 간의 현장성 있는 감정의 교
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예술은 한순간의 작은 접
촉에도 감염될 수 있는 코로나19의 공격적인 전염력에 
방어할 틈 없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다. 공연장, 전시장
은 물론이고 모든 축제는 취소되었으며 최소한으로 개방
되어있는 예술시설도 2m 간격을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실시됨에 따라 관객의 급감을 체험하고 있다. “통
계청이 조사한 ‘서비스업 조사’와 신한카드의 업종별 카
드매출액 자료를 통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주의 단계’가 
발령된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피해액
은 4,133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1]. 또한 5월 1일 공연 
예술 통합 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연극·뮤지컬·클래식·오페라·무용 등을 포함한 
4월 공연계 매출액은 46억7644만원에 불과했다.”고 한
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미비했던 지난 1월 매출
액 386억원의 8분의 1 수준이다[2]. 전체 공연 상연 횟
수도 대폭 줄어들었다. 비수기였던 1월의 상연 횟수가 
7,419회였는데 금년 4월 상영 횟수는 2,151회에 불과했
다. 문제는 이러한 충격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예술계의 
여러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점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의 하나는 공연의 생
산과 소비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공연을 중단하는 
대신 생생한 공연 현장을 유튜브 라이브로 전달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무관중 공연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들
이 등장하는 등 언택트(Untact) 바람이 불고있는 것이
다”[3]. 문화체육관광부는 ‘집콕문화생활’이란 이름으로 
국립국장, 예술의 전당 공연을 유튜브로 제공한다. 뉴욕
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베를린 심포니, 영국 로얄 오페
라와 국립극장(National Theater) 등 세계 유수의 극장
들이 상영기한을 48시간에서 1주 정도로 제한, 우수한 
콘텐츠를 경쟁하듯 제공하고 있다. 뮤지컬의 대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4월17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중계한 ‘오
페라의 유령’은 무려 1,000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정되
었다[4].

우리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야 하고 비대면 사회에 점차 적응해야 한다면 공연을 영
상으로 제작하고 소비하는 이러한 행태가 일상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의 고전적인 산업주
의 시대의 예술인 ‘장르 예술’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내며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 밀집하거나 
대면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술을 강요하
고 있는 것이다[5].

다른 변화의 하나는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공연예
술인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정책부
재를 실감시켰다. 공연 중단으로 많은 예술인이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이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
다. 미국 뉴욕주에서 5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함에 따라 
2020-2021 시즌의 일정을 모두 취소한 뉴욕 메트로폴
리탄 오페라는 소속 악단, 코러스 가수, 무대 스텝 등을 
일시 해고하였고[6] 뮤지컬 본산 웨스트엔드 역시 대부분 
직원을 일시 해고하였다[7]. 우리 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
을 통한 창작기금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
지만, 공연예술계는 만족스럽지 않다며 볼멘소리다. 공연
계는 국공립 단체 소속을 제외하면 종사자 대부분이 프
리랜서나 비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코로나19를 계
기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술인의 
생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재난보험’이나 감염병 등의 사
유로 공연을 취소했을 경우 공연단체나 극단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공연예술 전문보험’ 도입 등 새로운 
시각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 서문을 쓰는 시점에도 각국
은 경쟁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공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여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각 나라 공연계의 현황은 어떠
한가?.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의 공연 영상화 사
례를 해외와 국내로 나누어 연구하고 그것이 미친 영향
력은 어떠한가?.

셋째, 코로나19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작 소비행
태 변화는 어떠한가?

넷째,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공연예술계에 대한 지
원방안은 어떠한가?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연예술계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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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과 한국이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코로나
19 대응 공연계 지원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
헌 고찰 방법(systematic review)을 활용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특정 연구 질문에 대해 최선의 가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체계적이고 포괄
적인 문헌 검색, 사전에 정해진 포함 및 배제 기준에 따
른 문헌 선택, 선정된 문헌에 대한 비뚤림 위험 평가 등 
엄격하고 객관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과학적 접근 방법이다[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계적 문헌분석의 연구단계는 
Kitchenham, B. A. (2004)[9]과 Khan. K. S., Dinnes. 
J. & Kleijnen. J. (2001)이 정의한 체계적 문헌분석의 연
구단계[10]를 기반으로 Kim. J. R.(2018)[11]이 계획, 실
행, 분석의 총 3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구성 내용은 Table 1과 같다.

Main step Detailed steps

Plan  Define research questions

 Defining inclusion / exclusion criteria

 Setting up research

Execute  Extracting data

 Assess the quality of research

 Choosing a research

Analyze Analyzing and Presenting Results

 Interpreting the results

Table 1. Methodology of systematic review

위와 같은 단계로 코로나 19 이후 공연계의 지원 방안
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 자료와 기사, 칼럼을 통해 상황
을 분석하고 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헌고찰은 공연 
예술 정책과 지원 정책에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공연예술지원에 있어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각 나라 공연계의 현황을 알아
보고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표된 한국일보, 객석, The 
Korean Theatre Review의 기사와 통계 자료를 분석하
였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의 공연 영상화 사
례와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객석, 국립극장 미르, 
The Korean Theatre Review, 2016년 영국정부 의뢰
로 AEA 컨설팅에서 수행한 ‘실연에서 디지털로 : 극장에
서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관객, 제작 및 유통에 미치는 영
향력 이해(From Live to Digital: Understanding the 

Impact of Digital Developments in Theatres on 
Audiences, Production and Distribution)’를 분석하
였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작 소비행
태 변화를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The Korean 
Theatre Review,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모음, 중앙 선
데이를 분석하였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공연예술계에 대한 지
원방안을 살펴보고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전문예술지 
MOVE, 영국 정부의 경제·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y Strategy) 3월 23일 발
표 자료, 런던 극장협회 SOLT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연예술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Deloitte의 COVID-19의 산업별, 지역별 영향, 객석, 
The Korean Theatre Review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코로나19로 인한 각 나라의 공연 현황
“1월 26일 중국 정부가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대다수 

지역에 ‘중대 돌발 공공 위생사건’ 1급 대응에 들어가면
서 보스턴 심포니, 빈 방송교향악단의 중국 공연이 취소
되었고 2월 10일 홍콩아트페스티벌이 홍콩 행정장관의 
권고로 중지될 때만 해도 국제 공연계는 코로나19를 중
국과 주변국 투어 시 유의할 국지적 위기로 취급했
다”[12].

그러나 2월 23일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을 시작으로 
파르마, 베니스, 베로나, 볼로냐 등 이탈리아 전역 오페라 
극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폐쇄를 하면서 
이 코로나19는 유럽 전체 공연장의 위기로 확산되었다.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
스 그리고 영국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공연장이 폐쇄되는 
극단의 조치가 취해졌다.

한국 역시 지난 2월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를 ‘심각’ 수준으로 올리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공립공연
장과 예술단체에 잠정 휴관 등의 지시를 내렸다[13]. 폐
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노출되는 공연의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폐쇄된 한국의 주요 공연장
들은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로 공연의 온라인 영상 송출
로 일제히 눈을 돌렸다. 서울 돈화문국악당이 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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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concert ‘신화와 현실의 어딘가에, 대금’을 온라
인 생중계로 대체했다[14]. 3월 12일 경기아트센터는 연
극 ‘브라보 엄사장’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송출했고[15], 
서울시향이 그 뒤를 이어 베토벤 교향곡 3번 등을 온라
인으로 송출하였다[16].

한국과 달리 도시 자체가 봉쇄된 유럽의 주요 극장과 
공연장은 공연 스트리밍에 더욱 적극적이다. 불안과 공포
로 가득한 이 시기에 예술로 치유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뮤지컬의 대
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The 
show must go on’을 통해 매주 금요일 19시(영국 표준
시각)에 오페라의 유령, 캐츠 등 자신의 히트작을 1편씩 무
료 상영하기 시작했고 영국국립극장(National Theatre)
은 프랑켄슈타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등 최고의 흥
행작들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로얄 오페라,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등 주요 공연단체가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1주 단위로 신작 영상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영국 국립극장이 4월 2일 첫 작품으로 유튜브에 소개
한 연극 ‘한 남자와 두 주인 (One Man, Two Guvnor 
2011)’은 스트리밍 2시간 40분 만에 20만 명 이상의 관
람했다. 영국 국립극장에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디지털 
연극의 관람객은 영국을 포함, 미국, 캐나다, 필리핀, 이
스라엘, 헝가리 그리고 스페인까지 조사되었다. 다음날 
영국시각으로 오전 11시까지 누적 관람객 수는 93만 명
을 넘어섰고, 2011년 국립극장 리틀턴(890석)에서의 라
이브 공연 총 관객 수 8만 명에 비교하면 과히 엄청난 성
과였다. 공연이 시작되면서 공연은 무료지만 공연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기부를 고지함으로써 
당일 저녁에만 5만 파운드(약 7500만원)의 기부금을 모
을 수 있었다[17]. 

한국에 비해 유럽과 미국의 주요 공연장들은 정부지원
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하게 낮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관객수입, 후원금, 레스토랑 및 기념품 판매 등 부대 수익 
급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빨라
야 9월 이후에 개관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재정난 타개라
는 현실적 문제 해결 노력 역시 스트리밍 활성화의 한 원
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공연 영상화가 공연
예술의 미래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많
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3.2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영상화 해외 및 국내 사례 
    분석과 공연 영상화가 공연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3.2.1 공연 영상화 해외 및 국내사례

“클래식 음악, 오페라, 발레, 연극 장르를 스크린에 상
영하는 시네마 이벤트(live Cinema event) 또는 라이브 
스크리닝(live screening)의 원조는 2006년 12월 30일 
미국 전역의 극장에서 2006/2007 시즌 개막작 ‘마술피
리’를 상영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HD Live’다”[18]. 
2006년 메트 오페라 운영 감독으로 부임한 피터 겔브
(Peter Gelb)는 소니 클래식 CEO를 역임한 바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데이터 전송과 브
로드밴드를 활용하였고, 그동안 오페라를 보지 못한 대
중, 물리적 거리로 인해 메트 오페라에 접근하진 못한 애
호층을 타깃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연 막간을 이용한 
주역 가수 인터뷰를 위해 지미집 카메라를 투입하여 백
스테이지로 카메라가 들어가는 광경 그 자체가 관객들로 
하여금 역동적인 공연의 생생함을 보여 준 것도 서비스
의 한 예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초기부터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았고 2년 후인 2008년부터는 메트 오페라를 직접 
찾는 관객보다 ‘HD Live’를 관람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3/2014 시즌 기준, 66개국 
2,000여개 극장이 10여개의 작품을 상영했고, 평균 23
달러를 받는 입장료는 세계적으로 5,000만 달러(약 505
억원)을 넘겼다. 2014년 한 해 메트 오페라는 3,500만 
달러(당시환욜 약 354억원)를 ‘HD Live’로 벌어들였
다”[19].

메트로폴리탄의 성공을 이어받은 것은 영국 국립극장
이다. 자신의 작품을 영상으로 라이브 송출해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NT Live’를 2009년 시작했다. 당시는 리먼 브
라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촉발된 시기였기에 영국정부
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영국 예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 목표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
(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을 실현하는데 
NT Live는 비용이나 시기적으로 최적의 플랫폼이었다. 
초기 NT 제작진들이 우선 집중한 것은 기술적 문제의 해
결이었다. 현장이 아닌 영상을 통해 상영되는 연극을 “예
술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연극 팬들이 느끼는 이질감
은 없는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난제에 매
달렸다”[20]. 또한 예술인과 제작기관이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재정적 관점에
서 예술단체가 신기술을 통해 단체 유지가 가능할 수 있
다는 생각을 소비자들과 공유했다. 영국 국립극장은 10
년 넘게 디지털 개혁을 주도하면서 연극의 영상화에 대
한 근본적인 질문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다. 서비스 시
작 후 지금까지 60개국 2,500개 스크린에서 800만 명의 
관객이 NT Live를 경험했다. 또한 NT Live는 영어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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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지역에서는 번역 자막이 필요한 점과 미국과 캐나
다의 시차를 감안하여 지연 중계를 실시했다. 하지만 영
국 현지와 시차가 없는 유럽 내에선 런던에서의 개막 공
연을 지역 상영관에서 동시간대에 즐길 수 있도록 하였
다. 영국 예술위원회가 NT라이브 초기에 실시한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서비스에 대한 최대 만족은 ‘생생함
(liveness)’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이 현재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흥분이야말로 
관람객이 체감하는 NT Live의 최대 장점이다. 

메트 ‘HD Live’와 영국 국립극장 ‘NT Live’의 성공은 
한국의 공연 사업에도 영향을 주었다. 2013년 시작된 예
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 ‘SAC(Seoul Arts Centre) on 
Screen’은 국내의 대표적인 서비스다. 처음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작품을 영상화하여 전국 문예회관과 소
규모 영화관에서 지연 중계되었는데 ‘SAC Live’라는 이
름으로 실시간 중계도 시작했다. 다만 앞선 사례와 달리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은 공익적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 
해외의 사례와 달리 문화 향유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사
업의 범위 자체가 지방중소도시와 군부대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 또한 메트나 NT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예술
의 전당은 2019년부터는 해외한국문화원을 통해 무료 
상영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부가가치 창출과는 
무관하다.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소외지역 해소라는 정부
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예술의 전당이 떠맡는 격이라 경
제적 수익구조 개선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크지 않다
는 특징이 있다.

3.2.2 공연 영상화가 공연계에 미친 영향력 분석
이 장에서는 일단 공연 영상화에 따른 관객, 제작 및 

유통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연 
영상화가 과연 공연을 대체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긍정적일까 아님 부정적일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는 미학적 관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등 수많은 논점
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2016년 영국정부 의뢰로 AEA 컨설팅에서 수행한 “실
연에서 디지털로 : ’극장에서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관객, 
제작 및 유통에 미치는 영향력 이해(From Live to 
Digital: Understanding the Impact of Digital 
Developments in Theatres on Audiences, 
Production and Distribution)’“라는 연구 조사는 공연
영상화가 극장 공연을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관객 유입 
및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결과

를 제시했다. 이 연구는 공연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의 정
책과 지원과 관련된 세 기관인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CE; Arts Council England), UK theater, 런던극장
협회(SOLT: Society of London Theatres) 의뢰를 받
아 그동안 발표된 논문과 표적 집단 조사, 인터뷰, 스트리
밍 공연을 관람한 관객조사, 각 극장별 사례 분석 등을 
폭넓게 진행하였다. 조사의 결론을 간략히 제시하면 스트
리밍을 포함한 디지털화 자체가 공연이 포함된 영국 창
조산업 전반을 더욱 넓혀가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는 점
이다.

첫째,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라이브 공연 관객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스트리밍으로 공연을 감상한 이들
은 스트리밍 이후 극장 관람 횟수가 많게는 1년에 10여
회 정도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다. 극장주 역시 38%가 긍
정적, 36%가 중립적 반응을 보였으며, 수익 감소를 우려
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둘째, 지방순회 공연 역시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극단 및 극장관계자의 
43%는 변동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38%는 스트리밍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연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셋째, 온라인 
관객은 대부분 젊은 층이었고 스트리밍이 전통적인 현장
성 있는 라이브 공연의 소비 양식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연계가 품고자 하는 관객층의 개발 측면에서 사회 전
반에 걸친 다양함을 포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설문에 
응답한 16~24세 연령대의 71%, 25~44세 연령대의 
55%가 스트리밍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45세 이상에선 
30%미만에 불과했다. 4년이란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연
극, 오페라 등 순수예술 공연 참여율이 낮은 젊은 층이 
스트리밍에 보다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흑인, 아시
아계층 소수인종 중 스트리밍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68%인데 비해 백인(White British)의 37%만이 스트리
밍을 이용했다. 이는 공연 영상화가 기존 극장 공연과 대
체재가 아닌 보완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관
객들은 스트리밍을 통해 관람한 연극에 매우 만족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했으나 이는 ‘새로운 
방식의 공연 관람 형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연 영상화에 일찌감치 뛰어든 영국은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
부터 스트리밍이 갖고 있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이
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3.3 코로나19에 따른 공연제작 소비행태 변화와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스

트리밍을 수익원 다각화, 관객 개발 및 극장 브랜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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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코로나19 이후 현재 영국에
서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연은 영국 국립극장(NT)뿐만 
아니라 로얄 셰익스피어극단(Royal Shakespeare 
Company),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Shakespeare 
Globe Theater), 로얄 오페라(Royal Opera), 지역 소
극장 연극을 비롯해 대형 상업 뮤지컬 제작사 등 많은 작
품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온라안 스트리밍이 절대로 
공연 산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코로나
19 상황이 끝나는 시점에 영국 공연 산업이 보다 빠르게 
회복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21]. 
즉 스트리밍을 공연계 미래의 전부가 아니라 미래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 것이다. 영국의 국공립 공연단체는 ”암
묵적으로 예산의 1/3은 공적지원으로, 1/3은 민간기업 
후원으로, 나머지 1/3은 입장권 수입금으로 충당해왔다
“[22]. 즉 국립일지라도 자체 재원 개발에 몰두해야 하며, 
상업극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에게 무료 스트리밍
을 통한 기부금 모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조금이
라도 마련하려는 자구책이기도 하다. 어쩌면 코로나 이후
를 대비하여 무료 스트리밍을 관람하는 해외 시청자를 
체크하며 수익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공연의 영상화에 대한 담론 형성과 상용화에 있어 그
리 빠르지 않았던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리밍 
활성화는 보다 큰 변혁으로 다가왔다. 세계의 많은 극장
과 여러 예술단들이 연일 발표하는 유명 공연은 이 암울
한 시기에 소소한 즐거움이 됐다. 바야흐로 공연예술계는 
현장 공연이 아닌 영상을 통한 공연의 시대를 여는 새로
운 변화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국립극
장의 NT Live 상영이나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 등
을 통해 일부의 매니아층을 노린 상업적 방식 혹은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 보급을 위한 사업에 국한되었던 것인데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보급되는 장이 열린 것이다. 

첫째, 공급 측면의 변화다. 주요 국공립 공연장들은 일
제히 온라인 영상 송출로 눈을 돌렸다. 예술의전당은 뮤
지컬 ‘웃는 남자’ 등 “SAC on Screen을 통해 축적한 20
여편의 고품질 영상을 최초로 온라인에 공개해 2주간 73
만 뷰를 기록했다. 국립극장도 지난해 화제를 모은 국립
창극단의 ‘패왕별희’ 등 인기 레퍼토리를 5월 초까지 공
개하였다”[23]. 국립국악원은 사물놀이, 시나위, 승무, 부
채춤 등 37가지 레퍼토리를 고화질 VR로 제작한 콘텐츠
를 유튜브로 선보였다. 이렇듯 국공립 단체와 규모가 큰 
단체들은 그동안 공연하고 제작해 온 작품들을 풀 수 있
는 반면 규모가 작은 민간단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현
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가 내부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순수예술이란 관점에서 공연예술
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예술 산업이란 관점에서 예
술의 유통과 소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공연을 소비하는 수요 측면의 변화이다. 공연예
술은 무대예술, 현장예술 장르로 매순간의 감흥을 중시하
는 장르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안방극장의 
세계는 지금까지 쉽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무대, 
새로운 해석의 변혁적인 해외 유명 예술작품과 흐름들을 
스트리밍을 통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24]. 
현재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공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영국의 우수 콘텐츠 이외에
도 메트 오페라, 볼쇼이 발레, 베를린 필, 오페라 가르니
에, 빈 필 등 세계 유수의 공연들이 매주 소개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동안 접했던 국내 무대와 
비교하며 그 차이를 절감할 수도 있었다. 공연이 주는 현
장감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영상으로만 비교할 때 우리 
것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공연단체는 
일단 한 번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야 할 것
이다.

3.4 코로나 19에 따른 정부의 공연예술계 지원방안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영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공연예술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공연을 온라
인 스트리밍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이는 무료공연일 뿐
이다. 재정적으로 막심한 타격을 받은 예술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020년 5월말 발표된 정책을 중점적
으로 검토하겠다. 

먼저, 영국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전 산업 
영역을 강타했기에 문화예술, 특히 공연예술분야에 특화
된 지원 정책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영국 정부의 
몇 가지 의미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정부는 lockdown 시행과 함께 2020년 3
월 23일 ‘Guidance: COVID-19 : support for 
businesses’라는 경제 지원책을 긴급 발표하였다. 이 보
고서에 따르면 공연예술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대책으
로는 직원 고용유지 지원책,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지원
책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유지 지원책(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원을 계속 고
용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직원 급여의 80%를 상한
선 2천 5백파운드(약 380만원) 내에서 정부가 매월 지급
한다. 2020년 3일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최소 3개월 동안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10월말까지 연장되었다. 극단, 공연장에 소속된 직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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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 소위 정규직이 바로 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영
국 역시 공연계 종사자의 상당수는 자영업자 내지 프리
랜서로 구성되어 있다.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직종 지원
책(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또
한 별도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도 고용유지 지원 혜택을 받는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
로 본인 급여의 80%를 상한선 2천5백 파운드 내에서 지
원한다.

둘째, 영국문화예술위원회도 3월 24일에 1억6천만 파
운드(약 2500억원)에 달하는 긴급지원금 정책을 발표하
였다. 이 정책 발표 내용을 보면 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s(NPOs)로 지정된 841개 문화예술기관에
게 9천만 파운드(약 1,400억원)를 추가지원하고, NPO로 
지정되지 못한 기관에는 기관 당 3만5천 파운드(약 550
만원)를 상한으로 총 5천만 파운드를 지원한다. 앞서 발
표된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예술가(creative 
practitioners and cultural workers) 중 일부를 선정, 
1인당 2천5백 파운드를 상한선으로 하여 총 2천만 파운
드를 지원한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일부 포함되었지만 
영국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은 기관 폐쇄로 운영난을 겪
는 문화기관에 대한 운영자금 보조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 정도 지원은 영국 공연계가 입은 손실을 감
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런던 극장 협회 
SOLT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런던 공연장만의 매출액
은 무려 8억 파운드(약 14조)에 이른다. 3월 23일부터 
폐쇄된 공연장이 빨라야 9∼10월 이후에 개관이 예상되
며 다시 관객을 받더라도 공연장 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
기가 엄격히 시행된다면 그 손실은 천문학적 수준에 이
를 것이다. 이에 공연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획기적 지
원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제작사나 극장이 가입한 보험
(Theatre, Arts Venue Insurance) 약관에서 코로나19
를 포함시켜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만약 그들의 희망대
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극장 폐쇄, 제작사 피해를 보
상하는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면 이는 상당히 실효성있
는 대책이 될 것이다.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 정부 대책을 살펴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대
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이다. 공연 분야 관람 티켓 구매시 정액 할인권을 지
급하여 공연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려고 한다. 1인당 
8,000원씩 총 144만 명에게 130억원을 지원한다. 예술
인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창작준비금 대상을 
1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특별 융자를 1,000만원 
한도로 총 70억 원 지원한다. 학교 예술교육 강사 생계유
지를 위한 강사비 80억 원을 선지급한다.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기존사업인 창작산실, 공연장 대관료 지원(단체
당 3,000만원 한도), 청년 예술가 지원 등은 규모를 다소 
확대하였다. 예술경영 지원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공개하고 있다. ‘공
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 창구’ 또한 마련해 질병, 천재
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등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25].

이러한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책이 예술인 지원, 공급자 측면
에 치우쳐 있다. 창작준비금을 지급하거나 저리 융자를 
확대하는 것은 긴급 구호에 가깝다. 엄밀히 말해 예술정
책이라기 보다는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연예술 관
람료 지원 역시 저렴한 가격으로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공급자의 수지 보전이 목적이기에 진정한 수요 창출 정
책으로 볼 수 없다. 8,000원 정도의 할인으로 수준급 공
연 관람을 유도하긴 어렵다. 온라인 스트리밍에 참여하지 
못하는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공연 온라인 생중계 지원
에 4억 원이 배정되었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3억 
원이 신설된 것이 다소 눈에 띌 뿐이다. 

영국과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개략적으로 설
명하였지만 여러 제약으로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 한국
은 코로나가 진정세에 들어서서 공연을 재개하며 정부 
지원정책이 본격 집행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아직 
lockdown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공연예술 분야에 대
한 세부적인 지원 정책은 상당부분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역시 현 단계는 엄밀히 말해 실업 
급여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괄적 검토임
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을 바라보는 한국과 영국의 상반
된 시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공연예술
은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순수예술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
지만 영국인에겐 창조산업이란 관점에서 산업으로 인식
된다는 점이다. 예술로 인식하기에 우리 정부의 정책은 
공급자, 즉 예술인 보호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
지만 산업으로 인식하는 영국은 수요자, 산업역량 보존, 
유통망 확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영국 공연계의 요구 사
항이 어느 정도 정부에 수용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극장 보험 약관 개정,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시 저작권 
및 출연료 배분 문제, 공연 기술 관련 세액 공제 확대 등 
산업 역량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
고 있고 상당수는 코로나19 이후의 대책으로 현실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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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무료 스트리밍을 통해 시장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준비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이야기한
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지원방향은 과연 뉴노멀 시대
에 적합한 것인가?

3.5 코로나19 이후 공연예술계의 대응방안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했다. 

오프라인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며 문화예술의 온라인 소
비가 대세로 떠오른 것이다. 극심한 이동제한과 봉쇄조치
가 시행되는 유럽에서는 온라인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Netflix는 유렵연합의 권고에 따라 원활한 작동을 위해 
스트리밍 품질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기세를 
떨치던 3월 마지막 주 Netflix 앱 신규 설치는 스페인에
서 34%, 이탈리아에서 무려 57% 급증하였다[26].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코로나19 백
신이 개발되면 우리 사회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가? 공
연예술 역시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면서 무료 스트리
밍의 시기를 단지 ‘한 여름 밤의 꿈’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사회적 거리 유
지가 당분간 지속되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를 확신한다. 
불행하게도 공연예술 또한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피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공
연단체와 극장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부는 어
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본다.

3.5.1 On Off line 병행의 시대
뉴노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공연예술의 On Off 

line 병행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뉴욕 메트 오페라가 ‘HD Live’로 공연 영상화 변혁을 
이룬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그 필요성이 요즘만큼 절실히 
다가온 적은 없었다. 스트리밍 공연의 물꼬가 이미 트였
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그 움직임
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공연의 온라인 시장은 커질 것이
다. 게임과 영화 등 영상에 친숙한 젊은 세대는 스트리밍
에 호의적이다. 유명 해외 오페라단과 발레단, 주요 연극
단 단체들의 내한 공연은 상업적 경제적 이유에서 쉽지 
않았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해외 유수 공연단체의 무료 
스트리밍은 예술 시장의 외연이 온라인을 통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국내의 단체들과 극장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공연과 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된 온라인 공
연 모두를 병행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스
트리밍 공연은 무료 공개가 아닌 온라인 티켓 판매 등 별

도의 수익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On Off line을 병행한
다고 수익과 관객이 저절로 늘어나진 않는다. 철저한 준
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핵심 콘텐츠 확보가 중요하다. 온라인은 승자 독
식의 세계(Winner takes all)이다. 공연예술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몇몇 플랫폼만이 전 세계의 잠재 관객을 독
식할 것이다. 세계 1위 조직 말고는 유료 플랫폼이 지속
되기 어럽다 오페라, 발레 분야의 Met Opera, Royal 
Opera, Paris Opera Garnier, Bolshoi, 클래식 음악
의 베를린 필, 빈 필, 연극분야의 NT 등 세계 1위 공연장
들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공연들을 매일 온라인에 쏟
아낸다면 과연 관객들이 국내 공연 단체의 온라인 공연
을 얼마나 선택할지 의문이다. 국내 시장에 안주해서 관
객을 모을 수 있었던 오프라인 시장과는 전혀 다른 환경
이다. 따라서 해외시장과의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공연의 
질적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둘째, 공연예술의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를 중심에 두
고 공연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는 이제 안방에
서 세계 최고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정부의 보호 아
래 국산차만 구매해야 했던 소비자가 수입 자유화로 관
세 없이 싼 가격에 외제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
정하자. 이제 시장의 권력은 소비자에게 넘어간다. 공연
예술도 마찬가지이다. 예술의 산업화 측면에서 생산과 제
작에만 집중된 현재의 순수 예술적 시각은 바뀌어야 한
다. 문화산업과 마찬가지로 공연 예술 역시 유통과 소비
가 중요하다. 이는 관객 중심, 즉 소비자 중심으로 예술 
정책이 재편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순수예술이란 관점에
서 새로운 작품, 많은 작품들의 창작으로 집중되어 있는 
국내 공연산업은 이제 예술산업적 관점에서 소비와 유통, 
홍보의 전략적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 

셋째, 영상화 사업에 뒤따르는 기술과 자본의 투입은 
필수적이다.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선 그만한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 촬영은 편당 1억 원이라는 제작비용이 투입되며 
4∼7개월이라는 제작 기간이 소요된다. 편당 2∼3천만 
원의 지원을 받기도 힘든 민간단체는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 거대자본을 가지지 못한 극단, 악단, 예술
단까지 무모하게 온라인 경쟁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보지 않을 작품을 상당한 제작비를 감수하고 출
혈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고려 없이 영상화에 
뛰어든다면 그 과실은 예술가가 아닌 영상업자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자체 인프라를 갖춘 국공립 기관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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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체기획 공연영상화에 몰두하는 대신에 민간단체
를 자신의 플랫폼에 참여시킬 수 있는 협업이 필요하다. 

넷째, 오프라인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
다. 스트리밍이 아무리 활성화되더라도 공연의 수준과 질
을 현장에서 체감하려는 관객의 본원적 욕구를 충족시킬 
순 없다. 온라인은 오프라인 성장을 견인하는 도구일 때 
더욱 유용한 것이다. 공연영상화를 최초로 시작한 뉴욕 
메트 오페라는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메트 오페라 ‘HD Live’가 연간 1,800만 달
러(약 20억원)을 벌어들이며 전체 수익의 12%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지만 2015/2016 시즌 객석 점유율이 60% 
중반대로 떨어지며 미래의 관객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페라 극장을 찾던 충성고객이 저렴한 가격의 
스크린으로 건너간 이후 좀처럼 돌아오지 않게 된 것이
다[27]. 이런 문제점에 대응하는 영국 로얄 오페라의 사
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로얄 오페라는 미래 관객
을 위한 투자를 위해 야외에서 영국 석유회사(BP : 
British Petroleum)의 후원을 받아 ‘BP Big Screen’을 
방영하여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했다. ‘BP Big Screen’은 
영국 내 문화소외 지역인 미들랜드, 잉글랜드 동부, 런던 
북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큰 공원이나 광장에서 열린다. 
스트리밍으로 오페라와 발레를 감상한 신규 관객이 경제
적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찾도록 10파운드(약 
15,000원) 극장 티켓 도 상당수 발매한다. 어려서는 공
연예술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 
비싼 티켓을 구입하여 다시 찾아오라는 일종의 권유다. 
영상화와 함께, 영상화 금액 수준의 값싼 학생용 티켓을 
다수 판매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 유수 공연단체와의 전략적 제휴와 플랫
폼 공유 전략이 필요하다. 우수콘텐츠를 확보하고 기술력
을 발휘하여 영상화 작품을 만들어도 세계적 수준의 경
쟁력을 확보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계 1위 플랫폼을 가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작품이나 예술가들이 그 플
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영국 연출가를 초청하
여 한국의 국립극단에서 작품을 만들고 NT Live에서 상
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악가가 메트나 로얄 오페라 주
역이 될 수 있도록 한국 현대무용 영상이 새들러스 웰스
에서 송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3.5.2 예술 산업 안정망 구축
예술 산업적 측면에서 정부지원 방식의 질적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처럼 공연예술 정책 목표가 예술가 보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술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적 
역량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해
야 할 시점이다.

첫째, 공연예술 지원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
하다. 한국의 공연예술 정책은 창작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과 해외진출 기회
를 지원받는 창작 프로세스에 맞춰 지원방안이 설계되어 
있다. 또한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창작준비금 등 예술
인 본인의 역량 보호가 그 목적이다. 문제는 창작을 통해 
공연장에 올리는 것까지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다. ‘순수예술 분야라 어쩔 수 없다.’ 또는 ‘우리는 상업분
야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흥행 성공 등 시장 평가에는 무
관심하다. 수요자의 관심과 기호와 괴리된 공급자 자신들
만을 위한 작품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 지원제도에는 제작된 작품이 수요자의 평가에 
따라 보상받고 세액 공제를 통해 정부로부터 보상받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노멀 시대에선 공연 예
술분야도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영화가 ‘예술’
에서 ‘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고민되었던 다양한 
제도들, 벤처를 통한 자금 유치, 완성보증제도, 사후 보
험, 세액 공제 등 산업지원 방식의 공연 분야 적용을 검
토해야 할 단계이다. 사전지원을 통한 창작자 예술역량 
지원, 사후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이 함께 해야만 정
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상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해야 한다. 우선 온라인상 저작권 문제이다. 공연영상화
가 늦게 시작된 관계로 영상물 송출에 관한 저작권 규정
이 미비하다. 괜찮은 영상물을 제작하고도 저작권 문제로 
방영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의 정비가 시
급하다. 

온라인 스트리밍에 따른 별도의 출연비 규정 역시 명
확해야 한다. 온라인 스트리밍이 시험적인 운영을 거쳐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 접어들면 원작자, 연출가, 출연
진, 스태프의 몫을 어떻게 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
다. 메트 오페라는 ‘HD Live’출연자들에게 서비스에 대
한 약속된 출연료를 지급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DVD, 
Live 스크린에 대한 모든 부가 판권을 극장이 갖는다. 반
면 영국 국립극장은 영상을 제작하고 배우와 협상을 통
해 재사용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만 이를 출시하고 수익 
배분을 한다. 국내 예술의 전당의 SAC on Screen은 출
연 아티스트에게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할 경우 일단 온라인 서비스부터 시작해 놓
고 연주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만 지급함으로써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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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영국 국립극장 사례가 합리적이다. 최근 영국 국립
극장이 무료 스트리밍을 하면서 기부금을 걷자 배우 조
합은 기부금 수입의 일정 비율 배분을 극장 측에 요구하
였고 수용되었다. 

셋째, 공연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정부가 앞장 서
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는 공연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 필요하다. 영국정부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
(Mixed Reality) 등 몰입형기술 (Immersive 
Technologies)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도 그리 다르지 않다. 하지만, 문화예술영역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Digital Catapult와 영국 예술위원회는 두 기관 공동으
로 창조산업용 기술개발을 위한 CreativeXR을 설립하
고 콘텐츠 제작자가 VR 등의 몰입형 매체에서 창의적 스
토리텔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디지털콘텐
츠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기존 박물관과 갤러리 전
시에 흥미를 갖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려는 시도에서 시
작되어 최근에 공연분야에도 본격 적용되고 있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영국국립극장, 로얄 셰익스피어극단 등이 
선두 주자로 꼽힌다. 우리 정부 역시 기술개발과 실제 적
용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대부분의 극장들이 공연
제작자들이 작품의 완성도에만 주목할 때 영국 국립극장
은 새로운 기술을 두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연
구했다. 국립극장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배척하지 않고 적
절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목표와 유
사한 ‘관객의 확장’을 모색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
다[28]. 뉴노멀 시대엔 기술을 배척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논할 수 없는 시대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여부가 공연
계의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있
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공연예술계에 가져온 변화를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
국일보, 객석, The Korean Theatre Review의 기사와 
통계 자료, 2016년 영국정부 의뢰로 AEA 컨설팅에서 수
행한 ‘실연에서 디지털로 : 극장에서 디지털콘텐츠 개발
이 관객, 제작 및 유통에 미치는 영향력 이해(From Live 

to Digital: Understanding the Impact of Digital 
Developments in Theatres on Audiences, Production 
and Distribution)’라는 연구 조사를 참고 자료로 문헌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모든 공연장이 폐쇄되는 극단적
인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세계 모든 극단과 공연장은 공
연 스트리밍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공연 영상화의 선두주자인 메트로폴리탄의 ‘HD 
Live’와 영국 국립극장의 ‘NT Live’의 성공은 한국의 예
술의 전당 ‘SAC(Seoul Art Center) on Screen’으로 이
어졌으며 여러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공연 영상화가 기존 
극장 공연과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공연 제작 소비 행태의 변화
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극단의 규모에 따라 빈익빈 부익
부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공연 소비 측면에서는 쉽게 접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공연들을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넷째, 코로나19에 따른 
지원방안으로는 영국의 경우 긴급 발표된 경제 지원책에 
직원 고용유지 지원책과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지원책이 
있으며 영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긴급 지원금 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의 경우 공연예술관람료, 예술인을 위한 
창작 준비금, 학교예술강사 생계유지를 위한 강사비 등 
정부의 지원방안이 발표되었고 집행 중에있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의 대응방안으로는 On Off Line 병행시
대를 맞아 핵심 콘텐츠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으
며 공연을 예술 산업으로 인식해야 하며 공연 영상화에 
꾸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
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유수 
공연 단체와의 전략적 제휴와 플랫폼 공유 전략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 예술 사업망 구축에 있어서는 공연예술 
지원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온라인상 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며 공연 관련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정부가 더욱 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성이다. 그 현장에서의 관
객과 공연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어느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이며 장점이다. 하지
만 우리는 이제 결코 코로나19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즉 공연의 현장성을 체험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이 뉴노멀 시대의 공연예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을 직시하고, 공연의 영
상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과 그에 맞물리는 예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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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수
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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