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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회적� 가치

2020� 한국지역문화학회� 가을학술대회� 주제는� ‘지역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회적� 가치’입

니다.�

예술의� 의미를� 미적,� 감각적� 측면만이� 아닌� 사람됨의� 기본이자� 쓸모있는� 기술로� 확장

할� 때,� 지역문화는� 그� 지역� 예술의� 토양이며,� 예술은� 지역문화를� 삶과� 연결시키는� 매

개로서� 인문적� 통찰과� 사회적� 활력을� 일으킵니다.�

너무나� 당연시� 했던� 일상의� 모습이� ‘코로나� 19’의� 여파로� 큰� 변화를� 맞이한� 지금.� 본�

학술대회가� 지역문화와� 예술이� 가진� 의미와�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며� 새로운� 변화� 속에

서� 지역과� 문화�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

니다.

⦁주최� :� 한국지역문화학회
⦁주관� :� 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산업연구소,�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안동시,� 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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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세션� 1부�

▣� 11월� 1일(일)� 13：00� ~� 18：00｜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

▣� 13：00� ~� 18：00,� Nov.� 1(Sun)｜Gurume� resort� Garden� Stage

1부

인사말 김시범(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교수)

사회자 정낙현(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교수)

주제발표 장경근(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

주제발표�토론

김시범� (좌장� /�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교수)

강신겸(전남대학교�교수)

이흥재(추계예술대학교�외래교수)

총회 이의신(서울사이버대학교�부교수)

연구윤리교육 정경운(전남대학교�문화전문대학원�교수)

공연� 소개
오남이(안동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담당)

꿈의�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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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
성� 명 김시범

소� 속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직� 함 교수

연구분야 문화예술경영

이메일 ayap@characterline.com�

학력
1987.� 8미국� 호프스트라(HOFSTRA)대학교� 경영대학원�졸업(경영학�석사,� MBA)

1986.� 2연세대학교�상경대학�경영학과�졸업(경영학� 학사)

이력

2020.� 4� ~� 현재 � � � � ㈜세계문화경영연구원�원장(비상근)

2018.� 2� ~� 2019.� 1� � � 중국�북경대학�문화산업연구원�방문학자

2015.� 1� ~� 2017.� 2� � � 국립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원장

2010.� 9� ~� 현재 � � � � 국립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교수

1999.� 5� ~� 2010.� 8� � � (주)캐릭터라인� /� 대표이사

1991.� 8� ~� 2010.� 8� � � (주)세계문화경영연구원� /� 대표이사

2020� ~� 현재� � � � � � � � � �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추진위원회�위원

2020� ~� 현재� � � � � � � � � � 한국스카우트연맹�중앙이사

2020� ~� 현재� � � � � � � � � � 한국지역문화학회�회장

2018� ~� 현재� � � � � � � � � � 중국�吉林动画学院 객좌교수
2016� ~� 2019� � � � � � � � � 한국문화산업학회�부회장

2015� ~� 2017� � � � � � � � � 한국문화경제학회�부회장

2015� ~� 2016� � � � � � � � � 인문콘텐츠학회�감사

2014� ~� 2016� � � � � � � � � 서울특별시�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

2014� ~� 2016� � � � � � � � �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

2013� ~� 현재� � � � � � � � � � 법원� 전문심리위원(지식재산권)

2012� ~� 2014 � � � � � kotra� 경영자문위원

2012� ~� 2014� � � � � � � � � 중소기업중앙회�콘텐츠산업특별위원회�부위원장

2012� ~� 2016 � � � � IBK� 기업은행�문화콘텐츠�자문위원

2011 � � � �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정책자문위원

2007� ~� 2012� � � � � � � � � 아시아태평양스카우트재단�기금관리위원회�투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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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회적� 가치

다양한 문화가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 근원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다원

적 가치를 상호 존중하여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의 다른 방식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지역의 삶과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

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다양성

이 더 확장되고 문화도시 조성도 활성화되면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

다. 한국지역문화학회에는 이러한 사회를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세

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경상북도·안동시, 주관한 한국정신문화재단 그리고 후원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문화체육관광

부 장경근 지역문화정책과장님, 한국지역문화학회 가을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정낙현 학술위원

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과 발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연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한국지역문화학회는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이해를 높이고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

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 문화적 다양성시대에 필요

한 지역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의미에 대한 논의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인간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 시� 범

한국지역문화학회� 회장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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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성� 명 정낙현

소� 속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직� 함 교수

연구분야 공간콘텐츠,� 문화공간,� 공간스토리텔링

이메일 nhjung@anu.ac.kr

학력

단국대학교�건축공학과�졸업� (공학사)

단국대학교�일반대학원�건축학� 및�건축공학과�졸업� (공학석사)

단국대학교�일반대학원�건축학� 및�건축공학과�졸업� (공학박사)

이력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위원장� (2020.� 3� ~� 현재)

경북문화콘텐츠정책포럼위원� (2018.� 4� ~� 현재)

Duke� University� 방문교수� (2016.� 1� ~� 2017.� 1)

� ∙∙∙� 주제발표
성� 명 장경근

소� 속 문화체육관광부

직� 함 지역문화정책과장

연구분야

이메일

학력

이력

2019.09.~현재 � 지역문화정책과장

2018.02.~2019.09.� 방송영상광고과장

2017.07.~2018.01.�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2016.02.~2017.07.� 정책포털과장

2012.04.~2013.12.� 국립현대미술관�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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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발표�토론
성� 명 강신겸�

소� 속 전남대학교�

직� 함 교수

연구분야 문화관광

이메일 tourlab@naver.com

학력

-� 한양대학교�관광학과�졸업

-�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환경조경학과(조경학석사)

-� 한양대학교�관광학과(관광학박사)

이력

-�現)대통령소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
-�現)문화체육관광혁신포럼�위원(문화체육관광부)
-�現)한국관광학회�관광자원개발분과학회�회장
-�前)한국지역문화학회�회장
-�前)한국문화경제학회�부회장
-�前)Texas� A&M� University,� Visiting� Scholar

성� 명 이흥재

소� 속 추계예술대학교

직� 함 외래교수

연구분야 문화정책

이메일 natugari@daum.net

학력 성균관대학교�행정학박사

이력 추계예술대학교�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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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성� 명 이의신

소� 속 서울사이버대학교

직� 함 부교수

연구분야 예술산업� /� 예술유통

이메일 yes@iscu.ac.kr

학력
고려대학교�문학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예술경영�전문사

이력

현)� 서울사이버대학교�문화예술대학장,� 문화예술경영학과�부교수�

현)� 한국지역문화학회�총무위원장�

현)� 한국문화경제학회�이사

현)� 도봉문화재단�이사�

현)�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한국공연예술산업연구소�자문위원�

현)� 의정부음악극축제�자문위원�

현)� Black� Music� Festival� 자문위원

현)� 고양문화재단�자문위원�

현)� 경기문화재단�경기공연예술페스타(G-PAFE)� 추진위원�

전)� 한국예술종합학교�예술경영학과�외래교수�

전)�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공연예술행정학과�외래교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미래전략소위원회�위원

전)�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홍보부회장

전)� 대한적십자사�홍보� 자문위원

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자문위원�

전)� 예술경영지원센터�웹진<예술경영>편집위원�

전)� 용인문화재단�인사위원�

전)� 강북문화재단�인사위원�

전)� 용인문화재단�포은아트홀�자문위원�

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위원



학회세션

21

� ∙∙∙� 연구윤리교육�
성� 명 정경운

소� 속 전남대학교�문화전문대학원

직� 함 교수

연구분야 문화서사

이메일 kw518@jnu.ac.kr

학력
고려대학교�문학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예술경영�전문사

이력

전남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전남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문학석사)

전남대학교�국어국문학과(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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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소개
성� 명 오남이

소� 속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직� 함 공연기획�담당

연구분야

이메일 nana4744@korea.kr

학력
중앙대학교�예술대학원�예술경영학과�재학중�

안동대학교�음악대학�성악� 전공�졸업

이력

안동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담당� 재직�중

안동시립합창단�사무국장�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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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꿈의오케스트라� &� 안동청소년오케스트라의�

따로� 또� 같이�

공연팀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의 교육사업중 꿈의오케스트라는와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구성된 단

원과 강사선생님의 앙상블 공연팀입니다. 

안동꿈의오케스트라와 안동청소년오케스트라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의 미래 클래식 인재 양성 

프로젝트 교육 사업입니다.

‘상호학습’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여 지역의 음악인재 양성 및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함께 완성해 가는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고 세상에 아름다운소리를 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연주자

- 안동청소년오케스트라

  : 1바이올린 박주현 / 2바이올린 박가온 / 비올라 서효원 / 첼로 김정현

- 꿈의오케스트라

  : 트롬본 김연화 / 강사 바이올린 안은영 / 신디사이저 홍지연

프로그램

- 라데츠키 행진곡 

- 영화 알라딘 OST 中 "A Whole New World"

- 베싸메무쵸 (트롬본 Solo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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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세션� 2부�

▣� 11월� 1일(일)� 13：00� ~� 18：00｜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

▣� 13：00� ~� 18：00,� Nov.� 1(Sun)｜Gurume� resort� Garden� Stage

2부

사회자 김공숙(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조교수)

발표� 1

발표� 2

발표� 3

이창기(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부회장)

방진원(강남대학교�복지융합인재학부�겸임교수)

최준아(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석사과정)

정낙현(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교수)

토론

장혜원� (좌장� /�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교수)

김선영(홍익대학교대학원�문화예술경영학과�교수)

김용남(안동대학교�강사)

손재영(홍익대학교�조교수)

조한익(안동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포스터�발표

권두완(홍익대학교�박사과정)

박상훈(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석사과정)

이재일(안동대학교�문화산업연구소�연구원)

김원규(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석사과정)

대학원� 포스터� 발표

심사위원

허은진(홍익대학교�초빙교수)

정제호(한국교통대학교�한국어문학전공�조교수)

한� � 령(대구대학교�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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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성� 명 김공숙

소� 속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직� 함 조교수

연구분야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이메일 kgs789@hanmail.net

학력

2016� 고려대학교�문화콘텐츠학,� 박사(문학)

2013� 고려대학교�문화콘텐츠학,� 석사(문학)�

1990� 이화여자대학교�사회사업학,� 학사(문학)�

이력

2018~현재� � �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융합콘텐츠학과�조교수

2019� � � � � � � � 무형문화유산�국제심포지엄�발표� “현대�드라마에�나타난�說話”
2019� � � � � � � � 한·중상생포럼�발표� “한·중� 콘텐츠,� 스토리로�말하다”� (深圳)
2017~현재� � � 드라마�및� 방송� 비평(스포츠경향,� 국민일보,� 조선일보)

2017~2018� � 중앙대학교�예술대학원�전임연구원(한국연구재단�박사후연구원)�

2016� � � � � � � � 고려대학교�인문대학�강사

1999~현재� � � 공연�및� 이벤트� 기획�및� 시나리오�작가

1989~2015� � MBC,� KBS,� EBS� 방송작가

『고전은� 어떻게� 콘텐츠가� 되었을까』,� 『멜로드라마� 스토리텔링의� 비밀』,� 『문화원형과� 콘

텐츠의�세계』,� 『응용인문학과�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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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성� 명 이창기

소� 속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직� 함 부회장

연구분야 예술경영,� 문화콘텐츠,� 공연,� 축제,� 지역문화

이메일 artchangki@naver.com

학력
2019.� 3� 한양대� 일반대학원�문화콘텐츠학�박사

2010.� 3� 중앙대� 예술대학원�예술경영학�석사

이력

2015-2019�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11-2015� 강동아트센터�관장

99-2011� 세종문화회관�본부장

(공연기획팀장,� 홍보실장,� 경영기획팀장�역임)

∙ 現 이데일리�선현문화나눔협회�이사장� �
� � � � � 한국문화경제학회�부회장

� � � � � 국립국악원�운영자문위원� /� 한국발레협회�자문위원

� � � � � 서울무용영화제�조직위원� /� 중앙대학교�예술대학원�출강�

∙ 前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서울․인천지회장� �
� � � �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부회장

� �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정책소위원회�위원,� 아르코�자문위원

� � � � � 경희대� 경영대학원MBA� 문화예술경영학과�겸임교수(2007~2015)�

� � � � � 한양대학교�문화콘텐츠학과�겸임교수(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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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의� 대응과� 전략

이창기(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부회장)

Ⅰ.� 들어가며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가상의 스토리가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

나 사태로 전 세계적 인적, 물적 교류 중단의 여파는 국가 운영체계 근간을 넘어 인간 개개인이 

사유하고 누려야 할 정신적인 ‘삶의 가치’ 마저도 황폐화 시키고 있다. 교육, 유통, 관광, 예술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환경 운영체계는 방역으로 인한 통제와 제한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고, 특히나 다중집합시설 활용이 불가피한 공연예술계는 그야말로 생태계 자체가 무

너질 정도로 초토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를 비롯하여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심지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그간 크고 작은 전염성 재난으로 인한 단기적인 공연예술의 중단사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들의 전면 폐쇄나 거리두기 등 모든 공연이나 축제, 

지역 문화행사의 중단과 같이 최악의 상황들로 전개되고 있다. 방역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나 예술가들의 생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문화향유 단절로 인한 문화적 삶의 질은 날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분야 긴급 지원정책이 속

속 시행되고 있고, 국공립 공공문화예술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공연이나 문화향유 프로그램들의 

생산과 소비, 유통 형태를 달리한 감염 예방 최적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코

로나 사태 장기화 여부에 따라 각종 시책에 대한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 

불가의 상황이다. 

따라서 본 발제를 통해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인한 국내 공연예술계 및 지역 문화예술기관들

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코로나 펜데믹 사태 이후 불어닥친 언택트(Untact)와 온택트(Ontact) 환

경에서의 공연예술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지

역문화예술기관이 안고 있는 공통의 현안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지역문화 향유정책에 대한 앞으

로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할지 진단해 보고 해결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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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펜데믹� 위기속의� 국내� 문화예술계� 현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연계 월별 

매출액은 1월 390억, 2월 212억이었으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3월 91억, 4월 47억

의 전례없는 추락폭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5월에는 115

억, 6월은 85억원, 7,8월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대응 2단계와 2.5단계를 거친 9월 

70억, 10월엔 49억 수준으로 급락하여 향후 재확산에 여부에 따라 과연 어느 정도 하락될지 불

투명한 전망이다.

〈2020년� 상반기�공연예술�월별�매출규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39,032
(백만원)

21,242 9,130 4,694 11,555 8,555 17,170 17,013 7,020 4,932

※� 출처� :� 에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통계자료� 재구성� (2020.10.20.현재)

장르별로 살펴보면 순수 기초예술 장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공연

계 총 매출 규모 1,423억원중 뮤지컬 분야 1,227억원을 제외하면 클래식, 무용, 국악, 연극 등 

모든 예술 장르를 통틀어도 전체 매출에 13.7%인 196억에 불과하여 월평균 20억을 밑도는 그

야말로 최하의 정점을 찍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 과거의 정상적 수치와 대비할 수는 없으나, 이 정도

의 매출 수준이라면 공연예술계는 현재 심각한 고사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20년� 공연예술�장르별�매출규모(2020.1월~10월)〉

계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142,337
(백만원)

12,727 122,680 4,389 1,098 996 269 178

100% 8.9% 86.2%� 3.1%� 0.8% � 0.7%� 0.2%� 0.1%

※� 출처� :� 에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통계자료� 재구성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분야 코로나 피해 전체 규모

는 약 11조원 수준으로 이중 공연장, 박물관과 미술관 등 1,143억원과 예술분야 2,646억원, 특

히 프리랜서 예술인 피해액은 1,26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공연 건수 35.8%, 예매수 63.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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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현장에서도 그간 경쟁적으로 진행되어온 각종 지역축제나 문화행사, 유무료 문화예술 프

로그램 취소 등 다양한 피해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인해 한국 문화예술계

에 불어 닥친 엄청난 비극은 무대를 잃어버린 아티스트와 예술스텝 그리고 제작사와 기획사 나

아가 지역주민과 관객 모두에게 실로 막대한 피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Ⅲ.� 공연예술� 소비� 트렌드의� 변화� �

1.� 언택드(Untact)에서� 온택트(Ontact)의� 시대로�

공연,전시의 전면 취소나 문화공연시설의 폐쇄로 신음하는 문화예술계를 회생하기 위한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공연예술 제작사를 비롯하여 

지역의 공공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코로나 펜데믹 사태 장기화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들이 

속속 펼쳐지고 있는데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공연예술 소비 트렌드가 바로 언택드와 온택트 예

술이라 할 수 있다. 

언택드(Untact)는 Contact(접촉)+Un(부정의미)의 사전적 의미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마케팅 기법으로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게 자리 잡아 왔다. 온라인 쇼핑, 원격 강의, 키

오스크 주문 등 개인주의적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이 강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

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트렌드가 자리 잡으며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

대되어 세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연령층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공연의 형태도 객석을 건너 뛰어 

예매하는 ‘공연장 객석 거리두기’ 부터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온택트

(Ontact)’ 시대로 급격히 변화해 가고 있다. 흔히 모모세대(MoMo, More Mobile)라고 일컬는 

1인 미디어의 확산은 2018년도 기준 전 세계 스트리밍 동영상 시장 규모를 2020년 1,857억 달

러1)로 전망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 그 성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되어 우리

나라의 공연예술 분야 역시 온택트(Ontact)형 공연전시 관람 추세는 더욱 확장될 것이라 전망된

다. 이러한 온택트(Ontact) 문화의 확장에는 5G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폭발적

인 보급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음원이나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OTT(Over The Top)2)산업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 유료 사용자수 200

1) 모바일 스트리밍 동영상 시장 성장 전망치(Future Market Insight), 2018.7

2)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한 TV 서비스를 일컫는다.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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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돌파한 넷플릭스를 비롯하여 왓챠플레이, 티빙, 폭(Pooq) 등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들의 확

장으로 뒷받침 되고 있다.

2.� 새롭게� 진화하는� 공연예술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코로나 전염성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언택드(Untact) 실현을 위해 지역 문화재단들의 다

양한 아이디어들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자가 격리 중인 이탈리아 시민들이 베란

다로 나와 함께 노래하며 위로하던 것에 착안한 ‘아파트 발코니 음악회’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 

영화 상영관에 착안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콘서트 등 기발한 지역별 예술향유 프로그램들이 

속속 시행되며, 기존에 취소나 중단으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 맞춰 무관중 또는 객석 거리두기 형태의 공연들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비록 전체 객석수의 일부만 오픈되는 형태지만 예술가들에게는 안정적인 무대를 제공해 주는 

한편 작은 관객에게도 문화적 향유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취지에 공감하여 전국 공공 문화예술기

관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연 형태에 더해져 저장된 공연 영상을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고 이제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실시간 실황중계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예술의 전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배급하는 ‘SAC On Screen’을 제외하고, 이미 우리에게 익숙

한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MET라이브’, 영국 국립극단의 ‘NT라이브’ 등은 ‘시네마 라이브’

와 ‘VOD(주문형 서비스)’의 방식으로 개인별 유료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공연 환경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연 환경 변화의 선두주자는 역시 K-POP 장르이다. 지난달 6.14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특설무대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온택트 공연인 ‘방방콘 The Live’는 팬클럽 아미(ARMY) 

29천원, 일반인 39천원의 온라인 티켓을 발매하여 실시간 동시 시청자 756천명의 관람으로 100

분간 약 255억원의 공연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CJ ENM의 ‘케이콘텍트 

2020’,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욘드 라이브’ 등 K-POP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존 대규모 오프라인 

콘서트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지만 관객의 무한정 참여라는 메가톤급 온텍트 ‘랜선 공연’이 새

로운 부가가치를 증명해 내고 있다. 또한 영상 미디어 매체의 특성을 살린 증강현실(AR)이나 실

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참여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배가되어 ‘랜선 공연’이 주는 몰입도나 

선호도는 날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망(Public internet)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며 ‘Top’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인
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이다.(용어로 보는 IT, 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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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택트(Ontact)� 공연예술의� 새로운� 플랫폼� 확산

기존 오프라인 공연장은 창작 레퍼토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고, 실연자들의 

무대와 관객들이 동시간대에 같은 공간에서 직접 만나 함께 호흡하는 형식의 플랫폼이었다면, 

온택트(Ontact) 시대의 무대는 사이버상에서 새로운 플랫폼들을 통해 공연예술 작품들이 올려지

게 된다. 대표적으로 1인 미디어 시대를 연 ‘유튜브’의 국내 이용현황을 살폅면 올해 9월 한 달

간 4,319만명이 월 평균 30시간의 유튜브를 보고 있으며, 이는 국민 한 명당 스마트폰 한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대한민국 전체 인구(5178만명)의 83%가 유튜브를 본다는 뜻으로 풀

이된다.3)

또한 2020년 10월 현재 국내 336만명의 유료가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를 비롯하여 2019년 

런칭하여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애플사의 ‘플러스 TV’, 2021년 선보일 월트디즈니사의 ‘디

즈니 플러스‘까지 다양한 매체들이 온텍트 공연예술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실시간 방송 채널 ‘네이버 TV’와 ‘카카오 TV’ 역시 다양한 공연예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서울시향은 SM엔터테

인먼트의 방송채널 ‘잇 라이브(!t Live)’와 상호 제휴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각 공연예술기관

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온택트(Ontact) 공연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Ⅳ.� 공연예술의� 온택트(Ontact)� 무엇이� 과제인가?

1.� 관람료� 유료화� 문제

코로나 이후 랜선 공연으로 전환한 대중공연이나 일부 인기 뮤지컬은 오히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계기를 맞는 큰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매니아층 기반이 취약한 비인기 장

르인 순수 기초예술 분야는 전혀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더욱이 지역 공공문화예술기관 대부분이 주민 문화향유권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민에게는 

할인율도 높이고 가격대도 최소화하는 등 제한적인 유료티켓 정책 기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수지율의 차등은 있다 할지라도 문화재단을 비롯한 지

자체 직영 문예회관까지도 기획사업 대부분이 지출예산 대비 수익목표가 함께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향후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된다면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재정 규모에서 

3) 2020.10.8.일자 조선일보 경제면 “못말리는 한국인의 유튜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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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언제까지 무료 공연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지난 10.3~4일 양일간 뮤지컬 ‘모차르트’의 온라인 공연을 통해 약 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고 발표하여 K-POP을 제외한 타 장르 온택드 공연의 유료화 가능성 보여줬지만, 뮤지컬 장르

의 대중성과 상업성을 감안할때 순수 기초예술분야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나 지역 

공공문화예술기관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무관중 공연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공연에 한정하여 객석 거리두기형 티켓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나마도 반토막 매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공연 손실이 지속된다면 막대한 공적 예산을 투입한

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행태가 될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세종문화회관은 최근 네이버TV를 통해 ‘클래식 앳지’라는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공연을 개최하며 관객들의 자발적 후원금을 통한 유료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기존 

공연 제작비 외에 온라인 영상 제작을 위한 추가 소요 비용 조차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이러한 운영 형태로는 향후 온텍트 공연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작과 보급에 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2.� 공연예술의� 현장성과� 즉흥성� 배제

지역 공공문화예술기관의 기획공연 편성은 기초예술 장르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중공연도 올

리고 있지만, 출연진의 지명도나 흥행성 차등에 따라 지역 문예회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제작비로 인해 대중공연의 개최 횟수는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 문

화예술기관은 순수 기초예술의 육성과 보급이라는 공익적 기능과 복합 문화예술공연장의 하드웨

어를 갖춘 장르 수용적 특성 등을 고려해 오케스트라, 성악, 연극, 무용, 국악, 콘서트 등으로 자

체 기획공연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예술 공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클래식 연주

나 성악 오페라 장르는 소위 언플러그드(Unplugged)공연, 즉 확성 마이크와 같은 음향 장치를 

배제하고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자연음을 통해 감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객 개개인의 청각적 감각을 계측량으로 감지해 낼 수는 없지만 건축음향적 요소를 통한 잔

향과 음압수치 또는 청음레벨 등 최적의 무대 환경 속에서 연주를 감상하기 때문에 공연장 자체

는 하나의 커다란 악기이며 플랫폼인 것이다. 따라서 순수예술 장르가 가공된 음향이나 무대 연

출을 통해 영상으로 상영되는 것은 공연예술의 특성인 현장성과 즉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클래식 애호가들로 형성된 팬덤층에게 어설프게 제작된 영상 

공연이 외면받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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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작품의� 영상물등급� 및� 저작권의� 문제

올해 20회를 맞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가 코로나 사태로 연기와 재연기를 거듭한 끝에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되어 국내 매머드급 예술축제의 온라인화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으

나 현재로서는 개최일 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회성 스트리밍 공연과 달리 녹화 편집 영상으로 제공하다 보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VOD

(주문형비디오)로 적용되어 영상물 등급 심의가 필수적이어서 심의기간으로 인한 축제 기간의 

불확실성도 문제이지만, 작품 특성상 관람연령 등급에 ‘부적합 콘텐츠’로 분류될 소지가 많아 축

제의 창의적 연출이나 예술의 실험정신이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 편당 5천원의 후원금 

형태의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순수 기초예술분야의 온라인 가격대 경쟁력 부족등 온라인 축

제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국립극장의 ‘오고무’ 영상에서 발발된 저작권 침해 주장과 같이 공연영상화에 

따른 초상권은 물론 출연진이나 작품들의 인접 저작권 문제까지 온라인 공연이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부작용들이 양산될 전망이다. 

� 4.� 온택트(Ontact)사업에� 대한� 재원의� 한계� � �

’무관중 공연‘이나 ’객석 거리두기 공연‘의 경우 앞서 제기된 매표수익의 감소 외에 공연제작

비에 대한 추가 부담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다. 새롭게 편성된 신설 공연이 아닌 이상 기존에 

계획된 기획공연 사업비내에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이 온택트(Ontact)형 랜선 공연으로 진행될 경우 전혀 새로운 문제점들이 

대두된다. 우선 영상 제작비용이나 영상 송출에 추가되는 예산은 그야말로 고무줄 예산이나 다

름없을 정도로 동일한 출연진의 공연이라 할지라도 영상 제작 수준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천

차만별로 달라진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예술의 전당 ’싹 온 스크린(SAC On Screen)’의 경우 

공연 한편 제작비가 클래식, 연극은 1억원 내외 뮤지컬과 같은 대작은 2억원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메츠 Live’나 ‘NT Live’ 등의 경우 많게는 몇십 배까지 제작비 규모가 투입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랜선 공연이 단순히 과거 기록용으로 소장된 아카이빙 자료나 현장 중계용 

수준이라면 과연 관객들의 선호도나 관람률은 얼마나 될지, 이러한 정도 수준의 작품으로 과연 

유료화는 가능할지 등 합리적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출연진이나 작품 지명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작품의 퀄리티에 따라 유료화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랜선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회마다 막대

한 별도의 영상 제작비가 소요되어 문화예술기관 추가 재원 확보라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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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예상된다.

또한, 실제 아티스트나 무대세트 등에 투입되는 직접사업비 보다도 영상 제작을 위한 간접사

업비 비중이 높아지는 기형적인 예산 구성으로 순수예술의 육성과 보급이라는 근본 취지가 ‘영

상콘텐츠’라는 비교우위에 밀려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으면 않될 것이라 판단되어 

보다 심도 깊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Ⅴ.� 결론� 및� 제언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명쾌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기

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문화예술의 구현이 쌍방향적 상호 소통과 무대와 관객 간에 내

면적 감동을 유발하는 정신적 커뮤니케이션의 교감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대면 체계하에서 존재

하는 시공간적 간극을 극복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를 차근차근 헤쳐나갈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역할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에서 몇가지 

사항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집단적 ‘생활예술의 시대’에서 언택드(Untact) ‘자가예술의 시대’로.... 

첫째, 지역문화재단 문화사업 방식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지역예술’에서 최근 ‘생활예

술’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서는 집단적 생활예술의 시대에서 언택드

(Untact)형 ‘자가예술의 시대’로 진입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영역 중의 하나인 생활예술 소위 ‘커뮤니티 아트’나 마을 공동체, 

생활동아리 등 주민들의 집단적인 예술적 활동과 참여의 형태가 지역문화향유 체계의 주류였으

나, 언택드 시대에는 아래 표와 같이 상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수혜자별 개인 매칭의 형태인 

‘자가예술 향유형’으로 문화향유 개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자가예술’ 시대의 패러다임은 수혜 

인원과 같은 물량 위주의 실적에서 벗어나 질적, 정성적 향유방식의 효과성 평가로 과감한 발상

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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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예술형�지역문화예술�향유정책�개념〉

이러한 자가예술 향유 프로그램으로 개인 예술아카데미를 비롯하여, 개인형 맞춤공연, 줌

(Zoom) 화상 예술동아리 등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며, 현재 젊은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

고 있는 고수매칭 프로그램 “숨고(Soomgo)‘나 ’크몽(Kmong)’등에 착안한 주문형 개인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온택트(Ontact)형 ‘랜선 시즌제’ 도입... 인터미션 지역광고로 제작비용 확보 

  둘째, 단순히 공연장을 폐쇄하거나 공연을 중단하는 조치는 근시안적인 단기 조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작정 계획된 공연을 취소하는 것 또한 전염병 발병의 폐해보다 더 큰 

문화생태계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온택트(Ontact)형 랜선 공연도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

다. 여기에 추가되는 영상제작비 전액을 무작정 정부나 지자체 출연금으로만 충당할 수 없기 때

문에 문화예술기관이 주체적 자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기록용 또는 현장중계용 

영상은 무료 체험공연으로 제공하되, 보다 높은 컬리티를 요하는 공연은 유료형으로 구분하여 

차기 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이른바 ‘랜선 시즌제’ 도입 등 티켓 시즌 패키지 전략과 같은 

온택트 마케팅으로 유료 집객을 모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연의 인터미션 시간대를 활용한 지역 공익광고나 기업 광고 등을 유치하여 영상 제작비용 

일부의 충당을 시도해 본다든지, 또한 ‘객석 거리두기 공연’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티켓가보다 저

가의 차별화된 온택트 ‘유료 관람제’를 병행하여 제작비 수지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수

익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지속가능한 공연 콘텐츠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온

택트 시대에 지역문화재단 실정에 적합한 자체 재원 개발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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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하고 안전한 공연장 방역 체계로 면대면 공연 확대 필요!!

셋째, 공연예술의 현장성과 즉흥성을 통해 관객들에게 최상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상적인 무대공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염의 위험 요소가 뒤따르기는 하나 철저하고 안전한 

방역 체계만 갖춘다면 충분히 공연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QR코드 문진등록제’, 공연장 출입시 ‘언택트 발열체크 로봇’, ‘방역 발

판’, ‘방역 크린도어’ 순으로 통과하여 최종 손소독 완료후 객석에 입장하기까지 체계적인 공연

장 방역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연장 내에서도 실내 마스크와 관객들의 환호 금지조

치, 인터미션 시간을 활용한 객석 환기 등과 무대 스텝 및 연주자 마스크나 연주 공간별 투명 

아크릴 차단벽 설치, 1인 보면대 제공 등 다양한 방역 예방조치의 생활화로 공연 정상화에 한발 

한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연장 하드웨어의 연차별 보완과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

넷째,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공연장 하드웨어의 연차별 보완 등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들어 미디어 영상을 적극 활용하는 공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장 대부분

의 무대 시스템이 영상기록용 카메라와 해상도가 낮은 빔프로젝터 정도의 단순 장비만을 보유하

고 있고, 이러한 기본 장비마저도 전무한 공연장도 지방으로 갈수록 흔히 볼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공연들에 대한 미디어 영상 활용은 물론이고, 향후 온텍트 공연에 대비한 영상 및 

온라인 스트리밍 장비의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공연장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지역 공연장의 경우 객석 거리두기 공연을 감안하여 가능하다면 객석 규모도 확장성 있게 대처

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본 발제 자료는 필자가 발표한 ｢노원문화재단 1주년 기념세미나 발제문(2020. 7.14)｣을 토대로 수정 

보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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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창의적� 인공지능� 회화� 연구

방진원(강남대학교� 복지융합인재학부� 겸임교수)

Ⅰ.� 서론

4차 산업의 과학기술은 기계에게 직관적 판단력과 인공적 창의력을 부여했고, 시대정신을 반

영하는 21세기 예술은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한다. 딥 러닝(Deep Learning)을 기반으로 하는 

구글의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는 직관력이 필요한 바둑대결에서 승리했고, 구글의 예

술 인공지능 마젠타 프로젝트(Magenta project)는 예술창작을 시작했다. 그동안 예술은 작가의 

심미의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술창작을 일으키는 상상력은 작가의 직관에 의해서만 창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공창의가 가능한 기계가 도출한 형식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공지능의 기술은 예술이 되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계산하는 기계이고, AI예술은 계산기계인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창의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회화는 기존 화가가 이미 창작해낸 작품을 모

방하고 창의하는 예술이다. 예술을 의미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술의 형식만을 보자면 기

존의 예술과 인공창의(Artifical creatity)예술에서 차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의미에서 큰 차이

가 나타나게 된다. 자연을 모방하는 예술은 창작자의 의도에 의해 창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

식에 의미가 담겨 있지만, 계산하는 기계인 인공지능의 형식에는 의도가 없다. 인간의 마음조차 

완벽하게 모방하는 강 인공지능(Strong AI)시대가 오면 기계도 의도를 지닐 수 있겠지만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방창작을 하는 현재의 약 인공지능(Weak AI)이 도출하는 것은 형식일 뿐 

기계의 창작 의도는 없다. 인공창의적 AI 회화의 경우 인공지능은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주입된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고 재조합하여 이미지를 도출하는 것이다. 즉 유용한 도구로 설계된 

기계의 인공창의는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형식이 창출되고 창출된 형식은 감상자의 심미의식에 

따라 의미가 부여된다.

21세기 예술인 AI 회화를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창의적으로 표현된 AI 회화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예술과 같은 기술을 지닌 인공창의적 AI 회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AI 회화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에 대해 숙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딥 러닝과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기술이 예술이 된 AI회화를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초현실

적 이미지의 AI 회화를 생성하는 딥 드림(Deep Dream), 극사실의 정밀함을 갖춘 인공지능 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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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학적 통계를 가상적 이미지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초상화, 인체의 본질을 정직하게 표현하

는 인공지능누드화 등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해 논의하겠다.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일

상만이 아니라 상상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며 정신적 풍요를 향유하게 

한다. 초 지능과 초 연결 그리고 초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은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

로운 예술을 창작한다. 빅 데이터와 딥 러닝의 기술을 통해 인공창의적 AI 회화가 창출되고 온 

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알고리즘의 기술과 사진이 결합하며 쉽고 빠르게 AI 회화가 생성된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과 컴퓨팅 그리고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빅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컴퓨팅 하는 것이 4차 산업의 핵심이고 딥 러닝 기반의 CNN, GAN, RNN 알고리즘을 활용하

는 것이 AI 회화의 핵심이다.

Ⅱ.� 회화적� 알고리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알고리즘은 규칙기반 모델과 심층신경망인 딥 러닝 기반으로 나

누어지는데 이 중 미적 영감이 필요한 AI 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심층신경망 기술

을 활용하는 딥 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인 GAN· CNN· RNN· CAN이다. 예측이 가능한 순환신

경망인 RNN는 미완성의 스케치를 완성해주고 나선형신경망인 CNN는 미분을 통해 새로운 형

상을 만들어내고, 그림 등의 창작물에 주로 활용되는 적대적 생성망인 GAN은 기계의 감성을 

표출하고 CAN은 독창성을 발휘한다.

1.� 적대적� 생성신경망,� GAN(Generrative� Adversarial� Network)

2014년 이언 굿펠로우(Ian Goodfellow)는 ‘진짜와 같은 가짜’를 만드는 알고리즘 GAN을 창

안했고 적대적 신경망인 GAN의 등장으로 이미지 생성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GAN은 

기존 딥 러닝 알고리즘인 CNN와 RNN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합성하는 성능

을 지니고 있다. 결투신경망으로도 불리는 GAN은 생성자와 감별자 두 가지 머신러닝이 제로섬

(zero-sum)의 틀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성능을 진화시킨다. 이미지 인식과 생성 그리고 

이미지 합성에서 탁월한 기능을 보이는 GAN은 간단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화질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복원하는데 활용되고〔그림 1〕 스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

다.〔그림 2〕 그리고 실제 이미지를 활용해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그림 3〕 눈을 뜬 a

와 눈을 감은 b는 실제사진이고 c는 포토샵 사진이다. 그리고 d는 GAN을 활용한 사진이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GAN은 얼굴 특징을 조합하여 새로운 얼굴을 생성한다. 눈을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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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눈을 감은 b를 합성시킨 사진인 c와 d 중  GAN을 이용한 d의 이미지가 더욱 정교하게 생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인 GAN이 이미지 복원과 생성에서 뛰

어난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된 4 쌍의 얼굴사진은 왼쪽이 진짜이고 오른 쪽이 GAN을 활용해 만든 가짜 사진이다.

〔그림 4〕제시하고 있는 한 쌍의 사진에서 차이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판명하기 어렵다. 〔그림 3〕과〔그림 4〕을 통해 GAN 알고리즘을 활용한 거짓이미지가 진짜

처럼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상이동(Image Translation)은 이미지의 핵심적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다.〔표 5〕 모네의 그림을 사진으로, 사진을 

모네의 그림으로, 말을 얼룩말로, 얼룩말을 말로 바꾸는 영상이동은 GAN 알고리즘을 활용한 것

이다.  이처럼 GAN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 기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변용될 수 있다.  

2014년 알파 고를 만든 영국의 딥 마인드(DeepMind)가 미국의 구글에게 딥 마인드를 매각하며 

인수 조건으로 회사 내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것을 요구했듯이 인공지능의 탁월한 변용기

술은 사회적 우려와 다양한 윤리적 논쟁 그리고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I 

회화는 주로 GAN 알고리즘에 기초하고 있다.

2.� 나선형신경망�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미지인식과 패턴분석에 최적화된 나선형신경망 CNN은 문장이나 그림· 스타일· 패턴 등의 

특징을 추출하는 신경망이다. 심층신경망 구조로 되어 있는 CNN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각각의 층에서 다른 특징을 잡아서 이를 모아놓은 피처 맵(feature map, 특징지도)이라 부른

다. 각 층에서 다른 특징을 감지하는 CNN는 세부적인 특징에서 점점 더 추상적이고 전체적인 

특징을 모으면서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점과 같은 기본적인 형태에서 순차적으로 원, 삼각, 사각 

등의 각각의 특징을 인식하며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이미지가 잘게 나눠지고 작아지면서 

특징이 추출된다.〔그림 6〕 

인공지능 예술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던 구글의 딥 드림이 사용한 알고리즘이 피처 

맵인 CNN이다. 그러나 패턴복사의 기괴한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혹평을 받은 딥 드림은 고호 

그림의 특징을 모아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 인공창의적 AI 회화이다. 예술은 형식과 의미로 나

눌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생성한 형식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디지털 이미지는 예술이 될 수 있

다.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되고 인공창의적 AI 회화는 기존 화가의 화풍을 모방하면서 생성된다. 

유사이래 모든 이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인공창의적 

기술을 통해 생성된 CNN의 이미지에는 기이함을 지닌 초현실적 아름다움이 있다. 딥 드림과 

같이 기존의 화풍을 모방하며 생성되는 인공창의적 AI 회화는 기존의 예술을 대치하기보다는 또 

다른 형식의 새로운 예술로 탄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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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신경망� RNN(Recurrent� Neural� Network)

맥락을 이해하게 해주는 순환신경망 RNN은 이전에 입력된 데이터와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해 출력하는 특징이 있다. 순차적인 데이터인 RNN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작업

에 폭 넓게 활용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하는 그림을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구글의 오토드로우

(Autodraw)가 있다.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RNN는〔그림 7〕과 같이 눈을 그리기 시작하면 눈 

모양이 순차적으로 완성되고 돼지스케치를 학습한 RNN에 트럭스케치를 입력하면 돼지와 유사

한 트럭 이미지로 재구성된다. RNN는 자전거 바퀴가 하나인 미완성 스케치에 바퀴를 그려 자

전거 그림을 완성시키고 날개가 하나인 나비 스케치에 나머지 날개를 달아 완성시킨다. 이렇듯 

미완성 스케치를 완성해주는 RNN는 음성인식이나 문장생성 기계번역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CNN 등과 결합해 이미지 캡션이나 자막 생성에도 적용되고 있다. 구글 마젠타 프로젝

트의 오토드로우는 인공지능 플랫폼 텐서플로(TensorFlow)에 제공된다. 오픈소스(open source)

에 공개된 오토드로우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Ⅲ.� 인공창의적� AI� 회화�

딥 러닝으로 진화된 인공지능은 과학 기술 뿐만이 아니라 창의가 필요한 예술에서도 그 역량

을 펼치고 있다. 빅 데이터와 딥 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예술은 인공지능의 기술과 사

람의 감성이 연결되어 있는 융합예술이다. 

자연을 모방하는 예술은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과 심미의식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지만, 기존 

작가의 화풍(감성)을 모방하는 인공창의는 기계의 기억(빅데이터)을 통해 기계의 감성(불예측성 

이미지)을 표현한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계가 기술 확장을 통해 모든 상황에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강 인공지능의 시대가 된다면 기계는 인간의 지능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

지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준비된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에서 문제에 대한 답

을 도출하는 약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바둑을 두는 알파고· 음악을 창작하는 마젠타· 고호 화풍

을 모방하는 딥 드림· 램브란트의 화법을 모사하는 넥스트 램브란트 등은 한 가지 기능에 특화

된 약 인공지능이다. 제시된 데이터를 계산하는 기계인 약 인공지능이 생성한 AI 회화는 형식을 

창출할 뿐이고 인공지능 기계의 기술을 활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아직 인공

지능은 창작의 도구일 뿐이고 수학적 계산으로 창출된 인공창의적 이미지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

견하고 미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이다. 

모방적 창의력을 지닌 인공지능 기술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의미를 획득할 수 있고 발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인공창의적 AI 회화가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과 같은 기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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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Ⅲ장을 통해 AI 회화의 형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공지능의 기술이 의미를 담은 예술

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다. 

1.� 초현실(Surrealism)적� AI� 회화,� 딥� 드림(Deep� Dream)

2012년 영국의 딥 마인드는 인공지능에게 빅 데이터의 사진을 학습시켜 이미지를 구분해내는 

데 성공했고, 2014년 딥 마인드를 인수한 미국의 구글은 다양한 그림과 사진에서 일정한 패턴을 

추출하여 평범한 이미지를 초현실적 회화로 바꿔 주는 딥 드림을 개발했다. 반 고호(Vincent 

van Gogh, 1853~1890)의 화풍을 AI 회화로 표현하는 딥 드림은 같은 형태가 패턴을 이루면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자기닮음 도형인 프락텔(fractal)구조를 활용해 초현실적 이미지를 생성한다. 

표현주의의 시조인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의 하늘은 소용돌이치는 에너지로 가득하고 높다란 

사아프러스 나무는 별이 빛나는 마을과 하늘을 잇는 우주목과 같다. 고호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격렬한 내적 감정을 <별이 빛나는 밤>으로 표현했고, 고호의 화풍을 모방한 딥 드림은 파충류· 

눈동자 등 기상천외한 이미지가 세차게 요동하는 기괴한 이미지를 <별이 빛나는 밤>〔그림 8〕

으로 창출했다. 

피처 맵인 CNN는 특징을 추출하는 신경망인데 동물형상을 중심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고호 

화풍과 동물형상의 특징을 모아 결합시켰고 결과적으로 딥 드림의 이미지(빅데이터＋딥러닝)는 

초현실적 AI 회화로 나타났다. 고호화풍을 모방한 딥 드림의 <별이 빛나는 밤>은 부유하는 동물

형상을 통해 초현실적 상상을 펼친다.

AI 회화인 <천지창조>〔그림 9〕는 강아지· 새· 양· 고양이 등의 동물형상이 뒤섞인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형상은 초현실주의의 선구자인 주세페 아르침볼도(Giuseppe Arcimboldo, 

1527-1593?)의 <여름>과 <물>·<법학자>를 연상시킨다. 뛰어난 상상력으로 괴기한 환상화를 그

린  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는 과일과 야채· 물고기· 닭 등을 조합하여 사람의 얼굴을 표현했는

데 고호화풍을 모방한 AI 회화 <천지창조>도 기괴한 형상의 초현실적 이미지를 창출했다. 고호

화풍의 모방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한 AI 회화가 천재적인 작가의 상상력과 유사하게 표현되며 

예술의 불예측성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이 꿈을 꾸고(잠재의식· 빅데이터＋딥러닝) 그린 <꿈>〔그

림 11〕을 통해서 AI 회화의 이미지 창출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빨간 나무가 

있는 사진이〔그림 10〕 딥 드림에 제시한 사진이고 제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추출된 이미지가

<꿈>〔그림11〕이다. 인공지능의 꿈을 만드는 기본요소는 기억정보(빅 데이터)이고 꿈은 깨어있

을 때의 경험(제시된 사진)을 정리한 것인데 CNN를 활용하는 딥 드림은 사진과 빅 데이터를 

합성하여 하늘을 떠다니는 양이 있는 초현실적 AI 회화인 <꿈>을 생성했다. 

 이처럼 빅 데이터와 딥 러닝을 활용한 딥 드림은 기괴한 초현실적 이미지로 인공지능의 독창

적 예술성을 구현했다. AI 회화의 선구적 가치를 지닌 딥 드림이 생성한 디지털 이미지는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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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의 한계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여 보면 딥 드림은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자

유로운 상상을 수학적 통계로 추출하고 있다. 빅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한 딥 드림은 기존 화

가의 화풍을 모방하는 인공창의를 통해 초현실적 자유로움을 기계의 감성으로 창출했다. 그리고 

딥 드림을 근거로 생성된 콘텐츠인 딥 드림 제너레이터(Deep Dream Generator)를 통해 AI 회

화는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공감 예술이 된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인 딥 드림 제너레이터는 사진을 유명화가의 화풍으로 변환시켜주며 빠르고 쉽게 인공지능 예술

을 체험하게 한다. 딥 드림 제너레이터를 통해 제공하는 “알고리즘(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사람

(관객)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네트워크의 형태로 이루어져 인간과의 공생적인 인터랙션

이 요구되는 참여적 작품이다. 평범한 이미지를 초현실적인 추상화로 바꾸어주는 딥 드림 제너

레이터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게 도와주며 인공지능 예술을 향유하게 해준다. 

스타일 트랜스퍼(Style Transfer)의 기술로 간단하게 AI 회화를 창작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딥 드림 제너레이터를 통해 첨단예술의 즐거움이 일상과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한 딥 드림은 인공창의적 AI 회화이고, 공감이 가능한 인터렉티브 아트이다. 

2.� 극� 사실(Hyperrealism)적� AI� 회화,� 넥스트� 렘브란트

램브란트 반 레인(REMBRANDT VAN RIJN, 1606-1669)은 자서전을 쓰듯 100여점의 자화

상을 그렸고 인공지능은 램브란트 그림 346점을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AI회화인〈넥스트 렘브란

트(Next Rembrant)〉로 표현했다. 마이크로 소프트와 네덜란드의 델프트공과대학· 렘브란트 미

술관은 2년간의 협업을 통해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넥스트 렘브란트>〔그림 12-1〕를 제작했

다. 램브란트가 마지막 자화상〔그림12-3〕을 그린 1669(63세)년에서 347년 후인 2016년에 오

마쥬(hommage)된 작품이다. 자신감 넘치는 34세의 자화상〔그림 12-2〕과 비슷한 감성을 전달

하는 30대 백인남성의 인공지능 자화상인 <넥스트 램브란트>는 구체적인 제시어에 따라 스스로 

그림의 주제를 정했다. 그리고 캔버스의 물감 높낮이까지 분석하여 물감의 요철까지 겹쳐 쌓은 

3차원(3D) 프린팅〔그림 13-4〕을 통해 극 사실적 궁극을 보여주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21

세기의 AI 회화인 <넥스트 램브란트>는 17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인 램브란트의 예술세계에 경의

를 바치듯,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그의 아우라(Aura)를 그대로 전달한다. 정밀함이 핵심인 <넥

스트 렘브란트>는 램브란트가 그린 자화상으로 착각 할 정도로 이미지가 유사한데 이러한 정교

함은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346점)를 딥 러닝 했기 때문이다. 

고호의 화풍과 동물형상의 빅 데이터를 딥 러닝하여 초현실적 감성을 생성하는 딥 드림과 

346점의 작품만을 엄선하여 하이퍼 리얼리즘을 창출한 <넥스트 렘브란트>의 차이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있다. 원인(데이터)과 결과(추출된 이미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딥 드림과 

<넥스트 램브란트>를 통해 데이터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원본과 유사한 이미지를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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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I 회화는 선별된 이미지만을 채집(small data)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이

퍼 리얼리즘을 보여주는 <넥스트 램브란트>는 2016년 칸 광고제 CYBER부문 그랑프리 2개를 

동시에 수상했는데, 이를 통해 AI 회화가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예술로서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

라 광고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넥스트 램브란트>는 최고의 초상화

가인 램브란트의 품격을 그대로 담은 정교하고 세밀한 인공지능 초상화로 표현되었고, 빅 데이

터의 합성이미지를 활용한 딥 드림은 초현실적 이미지로 생성되었다. 수학적 통계인 AI 회화는 

초현실적 상상력을 표현했고, 정밀한 모방을 했으며, 중첩된 이미지를 통해 보편적 감성을 표현

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불예측적 상상력을 표출하는 딥 드림과 하이퍼 리얼리즘의 정밀함을 

표현하는 넥스트 램브란트는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표적 AI 회화이다. 이를 통해 빅 데이

터일수록 불예측성이 증가하여 예술성을 확보하게 되고, 데이터양이 작으면 모방성이 강하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상적(Virtual� Image)적� AI� 회화�

모방을 위해 창출된 회화적 알고리즘은 초현실적 상상과 모방의 극치에 이어 가상이미지를 통

해 기계의 감성을 표현하게 된다. 적대 신경망을 활용한 <벨라미 가문의 초상>과 <행인의 기억>

은 가상적 이미지가 중첩된다. GAN을 활용하여 가상의 가문 초상화를  탄생시킨 ‘오비어스’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AI 커뮤니티 특히 GAN 알고리즘의 창시자 이안 굿 펠로우· 에드먼드 드 

벨라미 시리즈 이름에 영감을 준 로비 바렛을 포함한 신기술 사용을 개척한 사람들에게 감사드

린다. 그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회화적 알고리즘의 가치와 상생의 의

미를 구현하는 오픈소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성명이었다. 회화적 알고리즘인 GAN은 <벨라미

가족연작>·<행인의 기억>·<인공지능 누드화> 등으로 불특정 화가의 화풍을 모방한 AI 회화를 탄

생시켰다. 독창성과 유일성·우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AI 회화는 점차로 이미지 창작 과정에 창

작자의 의도를 반영하게 된다. 창작자가 작품목적에 맞게 자신만의 데이터를 제작하고 이를 표

현하면서 특정 화풍을 모방하던 AI 회화는 창작자의 개성을 창출하게 된다. 

1)� 에드몬드� 드� 벨라미(Edmond� de� Belamy)

프랑스의 인공지능 예술그룹인 오비어스(obvious)는 가상의 프랑스 귀족 가문을 탄생시켰다. 

오비어스는 ‘벨라미 가문’의 초상화 11점을 창작하기 위해 14∼20세기 초상화 1만5000점 가량

을 입력한 뒤 적대적 신경망(GAN)을 활용하여 가문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벨라미 가족연작>

과 같은 인공지능 초상화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개척하는 공학자· 오픈소스에 기술을 

공개하는 예술적 공학자· 공개된 기술을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필요하다. 기존 화가들

의 창조적 상상력은 작가의 내면에 입력된 사상과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고 GAN을 활용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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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는 빅 데이터(주입된 정보)를 통해 이미지를 추출하는 것이다. 가상적 이미지를 창출하는 

<벨라미 가족연작>의 11명의 초상은 모두 모호한 선과 왜곡된 형태가 중첩되어 있는데 이는 불

특정 화가들이 그린 15000여점의 초상화를 딥 러닝 한 후 나타난 형상으로 다양한 화가의 개성

이 융합되어 산출된 이미지이다. <벨라미 가족연작>은 모호한 이미지를 통해 실재하지 않으나 

그림으로 존재하는 가상가문의 역사를 만들었고 작가의 서명 란에 생성 알고리즘을〔그림 13〕

기재하여 21세기 예술인 AI 회화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에드몬드 드 벨라미>〔그림 13〕는 예상 낙찰가의 40배인 43만 2,500달러(한화 약 4억 

9,000만원)에 낙찰되었지만 독창성이 없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기계가 산출한 이미지

는 기계의 의도 없이 입력된 내용을 모아 통계를 낸 이미지이기 때문에 독창성보다는 보편적 의

미가 강하다. 15000점의 초상화가 적대적 신경망을 통해 제로섬으로 경쟁하면서 남은 이미지가 

남녀노소로 구성된 11명 가족의 모습이다. 초상은 11가지 표정과 11가지 형태의 옷차림· 11가지 

자세 등 각각 다른 형과 색으로 내면과 외면을 표현한다. 모호한 선과 형으로 중첩되어 있는 초

상은 결투신경망 GAN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도출된 인간의 보편적 초상이다.  

2)� 〈행인의� 기억(Memories� of� Passerby� 1)〉

독일 인공지능 아티스트인 마리오 클링게만(Mario Klingemann, 1970-)은 GAN 알고리즘을 

활용한 영상 <행인의 기억>〔그림 14〕을 한정판으로 제작했다. <행인의 기억>이 활용하는 알

고리즘은 결투 신경망인 GAN이고 표현하는 형식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이며, 화면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작품이 대립의 긴장에서 시작된다. 컴퓨터와 연결된 영상을 통해 남과 녀를 각각 

두 화면에 분리시켜 감정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움직이는 가상 이미지인 <행인의 기억>은 17세

기부터 19세기 미술가들의 작품을 딥 러닝한 작품으로 불특정 화가의 불확실한 화풍이 흔들리는 

이미지로 생성되었다. 오른쪽 여자, 왼쪽 남자로 분리된 두 화면에서 중첩되고 변형되며 움직이

는 초상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녀의 마음을 표현하는 듯하다. 가상의 세계를 표상화한 <행인의 

기억>은 남과 녀 각각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흔들리는 삶과 사

랑에 대한 수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제로섬의 틀에서 성장하는 치열한 알고리즘인 GAN을 활용

한 <에드몬드 드 벨라미>와 <행인의 기억>에서 다양한 감정을 발산하는 인물들은 색과 형이 겹

쳐지고 일그러진 초상을 통해 삶의 모호함을 표현하는 듯하다. 

3)� 인공지능누드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인공지능 연구원인 19세의 로비 바렛(Robbie Barrat)은  수천 점의 누드

화를 빅 데이터한 후 적대적 신경망인 GAN을 통해 토르소(torso) 형태의 일그러진 누드화를 창

출했다.〔그림 15] “창작과정이란 본능, 기술, 문화, 그리고 창작을 향한 엄청난 열망의 결과물이

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공포와 쾌락의 결합물이다.”라는 것이 베이컨의 창작관이다. 그리고 

GAN은 불특정 화가의 누드화를 컴퓨터 연산하여 피와 살덩이로 이루어진 기괴한 형태의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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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누드화를 표현했다.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는 살색 덩어리로 인체의 본질을 표현한 인공

지능의 누드화는 다양한 그림을 통해 무의식· 공포· 쾌락 등으로 내적 불안을 표현하는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0-1992) 의 누드화와 매우 닮아있다. 불특정 다수의 누드화 통계를 

통해 추출된 인공지능의 누드화는 인체가 그저 살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가

상 이미지로 보여주며 인체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한다

2014년 1월에 이안 굿 펠로우가 성공시킨 적대적 신경망 GAN 알고리즘은 2018년 로비 바렛

에 의해 인공지능 개발자 공유사이트인 깃 허브에 공개되었고 오픈소스에 공개된 예술 콘텐츠인 

GAN은 예술적 영감이 되어 <에드몬드 드 벨라미>와 <행인의 기억> 그리고 <인공지능 누드화>

로 창출되었다. 19세의 미국인 로비 바렛이 오픈소스에 공개한  GAN을 활용해 3명의 20대 프

랑스인이《벨라미 가족연작》 초상화를 제작했고 48세 독일의 인공지능 아티스트가 <행인의 기

억>을 창출했다.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연령층에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킨 GAN 알고리즘은 

창작 주체(19세 미국인, 20대 프랑스인, 40대 독일인)가 선택한 빅 데이터(14-20세기 초상화 1

만5000점, 수천 점의 누드화, 17세기-19세기까지의 방대한 미술작품)에 따라 다채로운 예술로 

창출되었다.

4.� 독창적� GAN,� 캔(CAN)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하

는 창조적 적대 신경망(Creative Adversarial Network, )CAN〔그림 16〕은 기존 화가들의 기법

과 양식을 모방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되어있다. 그러나 예술은 모방에서 시작되고 AI 회화도 다

양한 화가의 화풍을 모방하면서 생성된다. 독창적 GAN인 CAN은 어떤 유파에도 속하지 않은 

독창성을 지니기 위해 인상주의· 입체파· 미래파 등 기존에 존재하는 화풍을 데이터로 구축했다. 

① 15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1119명 화가의 81449점의 작품으로 데이터를 구축했고 ② 구

축된 자료에서 미술사적 가치를 지닌 작품 1,710점(66명 작가, 13개 양식)을 화풍에 따라 재분

류했다. 그리고 ③ 8만 여점의 데이터와 유사성이 낮은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했다. CAN

은 학습을 통해 스스로 표현 방식을 결정하여 사용하고 기존의 화풍(인상파· 야수파 등)에 속하

지 않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단순히 독창적 형태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인 CAN이 예술에 이를 

수 없지만 15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예술작품을 빅 데이터화한 CAN을 활용하는 창작자를 

통해 AI 회화 예술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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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연구결과 4차 산업이 21세기의 삶과 예술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4세대 인공지능인 딥 러

닝이 예술의 새로운 표현도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빅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모방

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은 초현실적 상상과 극사실적 복제와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를 표

현하고 있었다. 특징을 찾아 이미지를 생성하는 딥 드림은 고호 화풍을 모방하여 초현실적 상상

력을 펼치고 있었고, 램브란트 기법을 모방하는 <넥스트 램브란트>는 유화의 질감까지 3D로 처

리하는 정밀함을 보여주었다. 결투 신경망인 GAN을 활용한 <벨라미 가족의 초상화>와 <행인의 

기억> 등은 가상적 이미지를 통해 미학적 사유를 창출했고 <인공지능 누드화>는 컴퓨터 연산으

로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불특정 다수의 화풍을 활용하는 데이터와 고호화풍이나 램브란트 

화풍 등으로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불특정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불예측적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AI 회화의 불예측성으로 인해 기계가 생성한 이미지가 예

술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다. 인공창의적 AI 회화의 이미지는 다양한 화

가의 심미의식과 닮아있었다. 

AI 회화는 예술적 가치를 결정하는 유한성과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차로 이미지 생성 과

정에 창작자의 의도를 개입시키고 있었다. 인공지능의 기술을 예술로 구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래밍은 아티스트가 기계(컴퓨터, 로봇, 그외 다양한 기계)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하

는 중요한 행위이다. 프로그래밍과 장비 및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 역시 아티스트의 

창작에 포함된다.”고 한다. 4차 산업의 디지털 기술인 빅 데이터와 딥 러닝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기술로 생성되는 예술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독창적 AI 회화를 표현

하기 위해서는 공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창작

자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4차 산업의 기술인 인공지능은 초 경계, 초 융합의 세계를 열었고, 인공지능과 융합을 이룬 

예술은 삶을 예술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을 살아가는 예술가가 예술적 영감을 주는 인공지능

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21세기의 회화예술은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AI 회화를 창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술적 영감을 주는 회화적 알고리즘을 표현도구로 삼아 보

다 적극적으로 AI 회화 창작에 매진한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객관과 주관, 외면과 내면의 감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AI 회화가 탄생하여 21세기 회화예술이 더욱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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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최준아,� 정낙현(교신저자)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일상생활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 영역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시대로, 노년까지 더 많은 사람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생활예술의 시대로 가고 있

다. 하지만 우리 삶은 일제강점기에 의한 왜곡과 해방 이후 급격한 서구화의 진행에 의한 문화

적 단절로 전통예술보다 서양의 음악과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정진미, 2018). 

연구자는 이전세대 일상생활에서 사랑받아온 전통춤이 현세대 일상에서도 깊이 스며들어 더 

많은 사람이 전통춤을 접하고 좋아하며 즐기는 생활예술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전통문화는 우

리 삶의 본질에서 나온 고유한 민족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중 한민족의 한(恨)과 

흥(興)이 잘 어우러진 멋스러운 전통춤은 일상생활에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전세대 사

랑받아온 전통춤이 현세대 일상에서 사랑받으려면 향유와 참여 두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

에서 생활예술공동체는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전통춤이 우리 일상에서 멀어지는 현시대, 전통춤 생활예술공동체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을숙도무용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춤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

문화의 시대, 현시대는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를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우

리 삶에서 문화는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정부의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

법, 새예술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생활문화’,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술참

여 환경 조성’ 등 생활예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춤 분야는 

전문예술인이 살아남기 힘든 분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춤을 배우는 학생이 없어 지역대학의 

무용과는 점점 폐과되고 있으며 전통춤을 배우는 생활예술인들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전문 

및 생활예술인의 동시적인 감소 속에서 전통춤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연구는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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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 필요성이 있다. 

첫째, 전통춤 생활예술 분야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춤 전문예술 분야의 대중

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활예술 분야 지속가능성의 연구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타 예술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저

변확대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국비사업에 의존한 생활예술공동체의 자생적 발전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전통춤을 배우게 된 배경과 생활예술인에게 공연의 기능을 알아

본다. 둘째, 예술적 기량을 강조하는 생활예술공동체인 을숙도무용단원에게 그들은 ‘예술성’과 

‘내부적 관계’ 사이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해설이 있는 우리춤 이야

기”의 기부와 문화 소외계층 관객 초대가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전통춤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생활예술과� 생활예술공동체

현대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삶의 변화 속에서 소수 사회집단의 전유물인 문화 자본이 민주화

됨에 따라 예술 향유계층이 일반 시민들로까지 확대, 대중화되었다. 더구나 현대 사회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노동 소외와 실업의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다양한 

사회적 강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로 생활예술이 갖는 가치와 효용이 적극

적으로 인식된다(강윤주, 2012). 

생활예술에 대하여 정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근대 사회적 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삶의 의미를 신학적 차원에서 인간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일상생활의 긍정’이라고 보았으며, ‘일

상생활의 긍정’은 감정의 긍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예술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로버트 퍼트남은 사회자본 이론에서 사회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결, 그리고 이로부

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화 자본, 즉 예술에 

대한 취향과 감상 능력은 사회자본인 신뢰와 소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참여형 문화예술 활

동이 사회적 유대와 소통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강윤주, 2012)고 하였다.

  지역 기반 생활예술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 <문화바람>과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문

화클럽>이 있다. 인천 <문화바람>은 기존 생활예술공동체와 유사하게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운영

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문화바람>이 동호회들의 연합회로 소속 동호회들과 동호회 회원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문화클럽>은 재단이 공동체의 틀을 짠 후 

시민회원들이 자리 잡는 지자체의 문화정책에 의해 형성된 생활예술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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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인 을숙도무용단의 경우는 인천 <문화바람>과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 문화클럽>과 

같은 생활예술공동체이면서 차이점을 보인다. 인천 <문화바람>은 예술적 숙련도보다 내부적 연

대감을 더욱 중요시하며 외부 사회와 소통하는 생활예술공동체이고,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문화

클럽>은 지자체의 문화정책에 의해 형성된 생활예술공동체이다. 이에 반해 을숙도무용단의 경우

는 내부적 연대감보다 예술적 숙련도를 더 중요시하며 15년간의 꾸준한 활동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생활예술공동체이다. 을숙도무용단원들은 생활예술인임에도 예술적 숙련도 향상에 초점

을 두고 춤을 배우며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요시한다. 무용단원들은 전통춤을 배우며 공연에서

의 스스로 만족과 외부대회에서 예술적 인정을 통해 그 보람을 찾는다. 즉, 을숙도무용단은 생활

예술공동체로 예술의 테두리 안에 있으므로 1차원 적으로 ‘예술성’을 더 우선시하는 공동체이다.

2.� 전통공연예술과� 전통춤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 제1장 제2조에서 ‘전통공연예술’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

동으로서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 소리와 몸짓을 주된 요소로 하는 예술 행위 및 그 

성과”로 정의하고 있다. ‘전통음악’은 “정악(제례악·연례악·군례악·풍류·정가 등), 민속악(판소리·시

나위·민요·산조 등), 창작 음악(실내악·국악관현악·창작 음악·뉴에이지 등)”을 ‘전통무용’은 “궁중

무(포구락·춘앵전·검무·처용무 등), 민속무(살풀이춤·승무·태평무·한량무·농악무 등), 신무용(부채

춤·화관무 등)”을 ‘전통연희’는 “남사당 연희(풍물·버나·살판·줄타기·덧뵈기·꼭두각시놀음), 무속(동

해안별신굿·진도씻김굿·남해안별신굿 · 황해도별신굿 등)”을 포함한다(한만주, 2012).

위와 같이 전통무용은 궁중무, 민속무, 신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궁중무는 주로 궁정을 

중심으로 발전·계승된 춤으로 포구락, 춘앵전, 검무 등이 있다. 민속무는 민간에 의해서 전해오

는 한·흥·신명이 내재 된 춤으로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산조춤, 한량무, 지전춤 등이 있다. 신

무용은 20세기 중반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근대적 형태의 새로운 춤으로 부채춤, 소고춤, 화관무 

등이 있다.

<표� 1>� 전통춤의�분류

구분 궁중무 민속무 신무용

특징
주로� 궁정을� 중심으로�
발전·계승된�춤

민간에� 의해서� 전해오는� 춤�
‘한·흥·신명’� 내재�됨

20세기� 중반� 우리나라에서� 유행
한�근대적� 형태의� 새로운�춤

종류 포구락,� 춘앵전,� 검무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한량
무,� 산조춤,� 지전춤� 등

부채춤,� 소고춤,� 화관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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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회의(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부룬트란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 ‘우리 공동의 미래’를 

발표하면서 사용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 인간의 필요 여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

면서 현세대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는 발전(WCED, 1987)”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이후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로 이어져 환경 개발에 관한 ‘리우 지구 헌장’이 채택되면서 더 알려졌다. 초

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환경, 경제, 사회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민경선, 2017). 

지속가능한 논의에서 문화예술을 강조한 계기는 1998년 스톡홀름 유네스코 ‘문화의 힘’ 회의

에서 문화예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계하면서이다. 2000년대 문화예술과 지속가능성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문화가 우리 사회에 ‘가치 체계’를 제공하며, 창의성, 다양성, 웰빙, 혁신에 기여

하기 때문에 ‘문화’라는 네 번째 축을 추가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드세인 등(Dessein et al, 2015)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의 3가지 역할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문화(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는 환경-사회-경제 영역을 연결하고 매개하면서 이들 영역 간의 긴장 및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을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의 문화(culture as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새로운 인식적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중요 역할을 한다.

사차 카간(Sacha Kagan)은 예술과 지속가능성(2013)에서 체계이론(system theory)을 수용하

며 생태 미학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논의하였다. 체계이론은 전체든 부분이든 상호연관성을 파악

하지 않고서는 둘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진화로 형성된 모든 생명체의 환경을 

‘복잡계(Ccmplex System)’로 규정하고 사회의 각종 체계가 바로 복잡계를 이루는 요소로 본다. 

카간은 체계이론에서 진화론적 생성개념인 자기생산(autopoiesis)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것의 한

계를 지적하면서 복잡계 이론의 환경관계적 생산(autoecopoiesis) 개념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 지속적인 교란과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써 예술의 역할을 논의”하였다(유현주, 2013). 

‘autoecopoiesis’는 그리스어로 ‘autos(자기)’+‘eco(환경)’+‘poiesis(광범위한 제작행위)’로 진화과정

에서 조직구조 자체를 만들어가는 ‘공진화(자기 조직화)’ 및 ‘자기 조직화 진화과정’을 통해 새로

운 질서로 도약하는 ‘창발’을 이루어내는데 이때 환경이 기여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 미학

에 근간을 둔 예술이 인간의 의식에 의미 있는 자극으로 작용해 지속가능성의 감각을 키울 수 

있으며, 인간 의식의 외부환경으로서 ‘예술’은 우리가 예술적 경험 시 의식에 자극과 영향을 주

면서 의식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카간의 논의는 예술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의식 형성에 어떻게 기여 하는가였

다면, 존 듀이(John Dewey)는 개인의 예술 경험이 사회적 논의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이다. 

듀이는 경험으로서의 예술(2009)에서 예술 경험은 주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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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인간의 일상적 경험과 미적 경험을 연결하여 예술이 민주적 커뮤니티의 형성과 실현에 

기여하는 예술의 공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을숙도무용단

을숙도무용단은 사하문화원 한국무용반에서 공진화(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이다. 

본 연구자는 2006년부터 을숙도문화회관 한국무용반 강사로 수업하였으며, 무용단원들은 짧게는 

2~3년에서 15년 이상 전통춤을 꾸준히 배우고 있다. 10년 이상 같이 걸어온 단원은 50대에부터 

함께하여 60~70대에 이르렀으며, 연령대는 50대~70대에 고루 분포해 있다. 

2016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사하문화원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전국 문화원 연합회에서 주최한 

‘샤이티스타를 찾아라’ 예선을 거쳐 본선 전국대상을 받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국립부산

국악원 ‘댄싱킹을 찾아라’ 대회, 천안흥타령 실버부 대회에 참가하며 연이어 상을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하문화원 ‘한국무용반’이란 명칭에서 ‘을숙도’에 소재한 지명을 인용해 ‘을숙도무용

단’이라고 무용단 명칭을 새롭게 하였으며, 연구자는 지역주민 특히 문화 소외계층 관객을 위한 

전통춤 공연 “해설이 있는 우리춤 이야기”를 기획하였다.

“해설이 있는 우리춤 이야기” 2018년 첫 번째 이야기는 ‘장애인·다문화 가족편’으로 공연장을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 관객을 소주제로 잡고, 사하구 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을 초대하였다. 2019년 두 번째 이야기는 ‘나의 춤 나의 삶’으로 그해 국비 지원 프로그램

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민을 찾아가는 공연에서 뜨거운 여름에도 공연한 생활예술 공연자(을숙도

무용단원)들을 소주제로 잡았다. 2회 공연의 관객은 1회 공연 때 을숙도문화회관에 처음 공연을 

보러 왔다는 장애인복지관 친구들과 사하구 내 구평종합복지관을 통해 400명의 지역민을 초대

하였다. 첫 번째 공연 참여자들은 여성 17명, 남성 2명으로 총 19명이었고 두 번째 공연에서는 

이들 중 개인 사정으로 여성 2명이 불참하고 여성 3명이 추가로 들어와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2.�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2019년 “해설이 있는 우리춤 이야기”에 공연한 무용단원 20명 중 코로나 19로 

인해 2명이 불참하여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인터뷰는 2회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50대 3

명, 60대 10명, 70대 5명으로 <표 2>에서 나이순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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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참여자

참여자명 성별 나이 활동기간 참여자명 성별 나이 활동기간

속�깊은� 동초 여 53 2 여유로운�동초 여 65 15
지름길�세자 여 56 7 � 여인의� 재발견 여 65 5
단아한�춘향이 여 58 4 몸이� 먼저� 한량 남 65 5
바른� 생활� 한량 여 60 8 생각하는�동초 여 69 6
구수한�황진이� 여 61 6 겸손한�중전 여 70 22
꿈꾸는�가인 여 63 7 든든한�대왕 여 71 17
진정한�한량 남 63 8 고운�동초 여 72 17
분위기�한량 여 64 5 동자�한량 여 73 17
선이� 고우니 여 65 12 인자한�왕비 여 74 12

2)� 연구자

전통춤은 도제식 교육과 비슷한 스승을 섬기고 가르침을 받는 ‘사사(師事)’의 개념으로 교육받

는다. 본 연구자는 20년간 한 스승 밑에서 춤을 배우고 있으며, 낙동문화원 강사를 거쳐 2006년 

2월부터 을숙도문화회관 한국무용반 강사로 15년간 전통춤을 가르치고 있다. 

3.� 분석의� 틀

1)� 생활예술매개자

지속가능한 생활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생활예술매개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프랑스는 문

화예술향유뿐 아니라 참여형 문화생산을 중시한 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매개자가 필요함

을 인식하고, 1980년대 이미 문화매개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깔롱은 번역의 개념을 매개라고 보고 번역의 4 단계별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1단

계 ‘문제 제기’는 참여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로 동기를 수용하며, 2단계 ‘관심 끌기’

는 이탈을 방지하며 참여 행위자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여 상호교환의 패턴을 형성한다. 3단계 

‘등록하기’는 행위자들 간 연합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끌어들이고 복종하는 다중적 프로세스를 거

친다. 4단계 ‘동원하기’는 행위자 그룹들의 연합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며 중재자를 통해 세상

에 효과를 생산할 수 있다. 

2)� 생활예술공동체의� 공진화� 5단계

깔롱 번역의 4단계를 기초로 <그림 1>과 같은 생활예술공동체의 공진화 5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관심 있는 혹은 좋아할 수 있는 생활예술과의 ‘접촉하기’가 있어야 한다. 2단계 단

순한 배움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연에의 ‘동기 부여하기’가 이어져야 하며, 3단

계 공연 연습 등 접속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실력 향상하는 ‘연결하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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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에의 목표를 달성하는 ‘예술적 생산하기’로 이어져야 한다. 5단계 목표 달성 후 합류자와 이

탈자로 나뉘며, 합류자는 다시 ‘동기 부여하기’로 이어져 이러한 반복적 과정을 거치며 공진화

(자기조직화) 과정을 이룬다. 

<그림� 1>� 생활예술공동체�공진화(자기조직화)� 5단계

본 연구에서는 생활예술공동체 5단계에 초점을 두고 을숙도무용단원 대상의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인터뷰 결과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생활예술공동체 공진

화 5단계는 생활예술공동체 연구의 기본 틀이 되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

본 연구는 을숙도무용단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을숙도무용단원 18

명을 연구대상자로 설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3>� 연구참여자�면담주제�및� 내용

면담주제 하위� 1 하위� 2

전통춤�첫걸음 춤을�배우게�된� 계기

공연(대회,� 축제� 참가�포함) 공연이� 나에게�미치는� 영향 공연�준비과정과�이후� 소감

해설이�있는� 우리춤� 이야기� 나(공연준비�과정과�공연� 이후) 관객(기부와�소외계층�초대)

을숙도무용단 무용단�활동 예술적�기량,� 내부적�관계

나의�삶과� 춤 나의� 삶에서�춤이란

  

2020년 7월 1차 인터뷰, 8월 2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 자료 전사 및 분석을 통

해 2차 심층 인터뷰 질문지를 점검하여 8월 2차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총 2회에 걸친 인터뷰 

시간은 1차 40분, 2차 20분 정도 진행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을숙도문화회관 빈 강의실 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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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의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Ⅳ.� 연구결과(생활예술공동체의� 공진화� 5� 단계별� 지속가능성)

을숙도무용단 사례에서 전통춤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생활예술공동체 공진화 5단계 

‘접촉하기’, ‘동기부여하기’, ‘연결하기’, ‘예술적 생산하기’, ‘합류 혹은 이탈하기’ 단계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1단계� :� 접촉하기�

<표� 4>� 전통춤을�배우게�된� 계기

전통춤을�배우게� 된� 계기 연구참여자(명)

과거�전통춤�접촉이� 향수로� 남아 8

다른�배움의� 길에 7

원래�좋아해서 2

기타(재능기부) 1

생활예술인들은 전통춤 길로의 첫걸음이 중요하다. 대부분 경우 과거 전통춤 접촉의 향수로 

스스로 전통춤을 배우러 왔지만 다른 배움의 길에서 전통춤을 접하고 배우러 온 경우도 많았다. 

전통춤을 배우게 된 계기는 첫째, 과거 전통춤을 접하며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하였고, 잠재

된 향수 속에 본인의 여건이 허락하자 스스로 찾아서 배우러 오게 된 경우가 있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친정어머니가 강가에서 춤을 췄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농사일하지 않고 먹고 살 만하니...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과를 차려 

놓고 강가에서 여러 명이 춤을 췄는데 어머니가 제일 잘했어요. 지금도 그 모션이 생각나요. 

선이 제일 고왔어요.” (고운 동초, 72세)

17년 춤을 춘 세월에 72세이지만 언제나 ‘고운 동초’는 어릴 때 동네 어른들과 춤추시던 어머

니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본인도 전통춤을 배우러 온 경우이다.

전통춤을 배우게 된 두 번째 계기는 다른 배움의 길에서 전통춤을 접하였고 전통춤에 이끌려 

배우게 된 경우이다.



학회세션

81

“사하문화원에 지인과 수채화를 배우고 싶어 왔어요. 옆 강의실에 한국무용반 음악이 들려 와 

보았죠. 힐링도 할 겸 뭔가 와 닿아 배우고 싶어 단순히 시작하게 되었어요.” (속 깊은 동초, 

53세)

을숙도무용단원 중 가장 젊은 나이이며 가장 활동 기간도 짧은 ‘속 깊은 동초’는 전통 관련은 

아니지만 다른 취미 생활을 하면서 접촉한 전통춤에 이끌려 배우러 오게 된 경우이다. 

전통춤을 배우게 된 계기 세 번째는 원래 춤이나 예능을 좋아해서 전통춤 수업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배우게 된 경우이고, 네 번째는 재능기부 목적으로 춤을 배우러 왔다.

2.� 2단계� :� 동기부여하기�

전통춤을 배우는 것에 접촉한 연구참여자들은 공연이라는 동기부여를 받는다. 단지 전통춤 수

업만 받는 것에서 공연 참여는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연이라는 

단기적 목표 부여는 생활의 즐거움, 자기만족, 성취감 등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아실현의 감정

을 느끼게 하는 시발점이다. 

“내가 남에게 나서서 뭘 한다는 그 자체가 뿌듯하구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즐겁고 남에게 봉

사하면서 스스로 얻는 기쁨도 있고, 힐링이 많이 되죠. 안 그러면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손자 안 보면 집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활동하면서 연습도 샘하고 같이하고 동료들

하고 같이 웃고 즐기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뭔가 한다는 게 남이 보기엔 작지만 내 자신이 

감히 어디 무대에 상상도 못 했죠.” (여인의 재발견, 65세)

을숙도무용단원들은 50대에서 70대로 평균 연령대 64.8세이다. 60대 이상은 거의 손주가 있으

며 이 나이 손주 돌보기는 그들에게 중요한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이들은 자기만의 삶

을 원하고 있다. 60이 넘어 춤을 추기 시작해 65세인 ‘여인의 재발견’은 춤추고 공연하는 삶은 

상상도 못 했다고 한다.

3.� 3단계� :� 연결하기

‘연결하기’는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공연 준비과정으로 공연 연습 등 목표를 향해 접속하

여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며, 이때 실력향상, 타인과의 관계, 소속감 등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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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은 힘들어도 춤을 한 개 한 개 배워가고 안되는 동작을 선배를 보며 내가 많이 배워지

죠. 실력이 많이 늘죠. 연습과정에서 힘들어도 즐겁죠. 모르는 것을 배우니깐 힘들어도 배움

이 너무 좋더라구요.” (생각하는 동초, 69세)

‘예술성’을 강조한 을숙도무용단은 연습과정에서 실력향상을 느끼며, 힘들어도 ‘자기만족’과 

‘생활의 즐거움’을 느낀다.

“좀 바빠도 연습하면 자기 발전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줄려고 한다고 하는데 모르지. 바빠도 연습하는 게 재미가 있지. 아무리 뭐라 해도 내 자

신을 위해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 실력향상이 되니깐, 바쁜 과정에서 재미

도 있고 나는 내가 좋아서 하니 좋아요”(인자한 왕비, 74)

을숙도무용단 최고령자인 인자한 왕비는 공연 연습과정이 바빠도 자기 발전이 되어 재미가 있

어 좋다고 한다. 연습과정에서 힘들어도 바빠도 이 과정을 통해 성숙해 가는 과정은 생활예술공

동체 공진화 5단계에 연구자가 가장 신경과 에너지와 쏟는 과정이다. 연습과정의 성실함은 곧 

공연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4.� 4단계� :� 예술적� 생산하기

공연이라는 ‘동기부여하기’, ‘연결하기’ 그리고 ‘예술적 생산하기’의 과정은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예술적 생산하기’에서 ‘성취감’, ‘자기만족’, ‘생활의 

즐거움’, ‘사회적 명예’의 감정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만족스러운 공연은 무용단원들

에게 자긍심, 성취감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연결된다.

“소속감과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수업만 하는 것에서 공연 참여로 인해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주 1회 수업마저도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신입이나 마찬가

지 입장에서 해외공연이나 10월 공연을 참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

이었어요.” (속 깊은 동초, 53세)

수업만 충실히 참여하다가 이듬해 해외공연 “태국 민속무용 페스티벌” 참여가 계기가 되어 10

월 “해설이 있는 우리춤 이야기” 공연에서 해외공연까지의 만족스러운 과정은 앞으로 공연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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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 명 이서 십시일반 모으면 큰 힘이 되잖아요. 

춤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형편이 먹고 살만은 하잖아요. 모든 것을 모아서 기부하고 줄 수 

있다는 게 이것보다 좋은 게 없죠. 취미 생활하면서, 즐거우면서, 춤추면서 또 기부도 하면서 

너무 잘 사는 거 아니예요?” (단아한 춘향이, 58세)

‘공공성’을 내세운 “해설이 있는 우리춤 이야기” 공연은 본인의 ‘즐거움’과 여러 명이 힘을 모

아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으로 이어졌다. ‘공공성’ 성격을 지닌 공연을 통한 개인의 보람은 을숙

도무용단의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여름에 그 땀을 흘리면서 힘든 것도 있었고, 짜증도 살짝 났지만, 우리가 고생해도 조금조금 

모아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에 자부심이 들어 그것을 견딜 수 있었어요. 두 번에 

걸친 기부와 소외계층 초대를 한탕이라도 더 뛰어 기부하려고 적극적,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

어요.” (겸손한 중전, 70세)

가만 서 있기도 무더운 여름, 60대, 70대의 나이에 5~6 겹겹이 의상을 입고 춤추는 야외 공

연은 솔직히 짜증도 나는 현장이다. 이러한 찾아가는 공연에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소소히 모은 

공연비의 기부는 개인의 보람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참여로 이끌며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의 큰 기둥이 되었다.

5.� 5단계� :� 합류� 혹은� 이탈하기

공연 이후 합유자, 이탈자가 나누어지긴 하지만,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항이나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이탈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연에서 자기만족과 성취감은 지속적인 합유자로 이끄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수업을 듣다가 처음 공연 이후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 뒤로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

어요... 특히, 용두산공원에서 지전춤 공연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한다는 기쁨이 

정말 컸고 좋았어요.” (꿈꾸는 가인, 63세)

공연의 동기부여, 연결하기의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실제 공연에서 성취감, 자기만족, 자기존

중의 감정은 지속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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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예술공동체의� 공진화� 5� 단계별� 지속가능성

생활예술공동체의 공진화 5단계를 토대로 한 을숙도무용단의 인터뷰를 통해 전통춤 생활예술

공동체를 자발적 참여로 이끄는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표 5>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5>� 깔롱의� 4단계와�생활예술공동체의� 5단계,� 생활예술공동체�지속가능성의�연관성

번역(매개)의� 4단계
생활예술공동체의�공진화� (자기�

조직화)� 5단계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

1단계� 문제� 제기
1단계� 접촉하기 지속가능성의� 선행조건

2단계� 동기� 부여하기 지속가능성의� 시작점

2단계� 관심� 끌기 3단계� 연결하기 지속가능성의� 밑거름

3단계� 등록하기�
4단계� 예술적� 생산하기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5단계� 합류(혹은� 이탈하기) 공연에의� 만족은� 합유자로� 연결

4단계� 동원하기�
2~5단계의� 반복과정에서�

공진화(자기조직화)

3단계~5단계�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4단계가� 가장� 중요함

을숙도무용단 사례에서 전통춤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공진화 1단계 ‘접촉하기’가 선

행조건이며, 2단계 단순한 수업에서 공연으로 연결하는 ‘동기부여하기’는 지속가능성의 시발점이

라고 할 수 있다. 3단계 ‘연결하기’에서 을숙도무용단의 ‘예술성’을 강조한 공연 연습과정과 그 

결과 4단계 ‘예술적 생산하기’에서 자기만족과 성취감은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생

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을숙도무용단원들에게 공연에의 만족은 5

단계 ‘합류 혹은 이탈하기’에서 합유자는 2단계 ‘동기부여하기’로 연결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프랑스 생활예술매개자 개념에서 등장하는 깔롱의 번역의 4단계를 바탕으로 을숙도

무용단의 생활예술공동체의 공진화(자기조직화) 5단계를 유추하고, 이를 토대로 을숙도무용단 

18명을 인터뷰하여 생활예술공동체 공진화 5 단계별 을숙도무용단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생활예술공동체 공진화 5단계의 반복과정 중에 나타난

다. 1단계 관심 있는 혹은 좋아할 수 있는 생활예술과 ‘접촉하기’가 선행조건이다. 2단계 공연

(대회, 축제) 등 단기적 목표 부여하는 ‘동기부여하기’는 지속가능성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3단계 공연 연습 등 목표를 향해 접속하며 공동체 생활하는 ‘연결하기’에서 ‘예술성’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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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연습과정은 지속가능성의 밑거름이 된다. 4단계 공연(대회, 축제) 등 단기적 부여한 목표 

달성하는 ‘예술적 생산하기’는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에서 만족은 5단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5단계 목표 달성 후 합유자와 이탈자로 나뉘는 ‘합류 혹은 이탈하기’에서 만족스

러운 합유자는 다시 2단계 ‘동기부여하기’로 연결된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생활예술공

동체는 자기 조직화를 이루는 공진화 과정을 반복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을숙도무용단원들은 대부분 공동체 생활에서 ‘내부관계’보다 ‘예술성’을 우선시하였는데, 

이는 ‘사사(師事)’의 개념인 전통춤의 특수성으로 인한 ‘예술적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이렇듯 예

술로 맺어진 을숙도무용단원들은 생활예술공동체 공진화 5단계를 거치며 소속감과 타인과의 따

뜻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 ·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해설이 있는 우리춤 이야기” 공연의 ‘공공성’으로 인한 자기존중 · 사회적 명예는 공진

화 과정 중 생활예술공동체를 지속가능성이 확보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로 이끈다. 

결론적으로 을숙도무용단은 생활예술공동체의 공진화 5단계 반복과정을 거치며, 생활예술인이

지만 ‘예술성’을 우선시하며, 문화 소외계층 관객과 기부를 통한 ‘공공성’을 가진 ‘자발적인 참여

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생활예술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었다. 

을숙도무용단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생활예술 분야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예술공동체 공진화 1단계 ‘접촉하기’는 생활예술 ‘향유’와 ‘참여’의 선행조건이다. 전

문예술인들의 공연보다 생활예술공동체가 참여한 공연은 향유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

술임과 동시에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그들을 참여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지역에서 생활예술공동체 ‘수업으로 접촉하기’와 ‘공연과의 접촉하기’를 위한 방안을 더 적극

적으로 마련하고 홍보의 장을 확대하길 바란다.

둘째, 생활예술공동체의 ‘예술성’ 확보를 위해 생활예술공동체를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지원 가능한 “1 공동체(동아리) 1 예술가 연결하기”를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예술정책은 생

활예술 동아리의 질적 성장도 염두에 두지만, 양적 팽창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생활

예술 동아리 양적 증가보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생활예술 동아리의 질적 발전이 더 중요한 사

항이다. 생활예술 또한 예술에 하나의 범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예술성’을 통한 ‘자아실

현’은 생활예술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활예술공동체 2단계 ‘동기부여하기’에

서 4단계 ‘예술적 생산하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연결될 수 있게 “하나의 생활예술공동체(동아

리) 한 명의 예술가 연결하기”로 전문예술인이 생활예술매개자로 장기적 · 적극적 지원할 수 있

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러한 생활예술 공동체(동아리)와 매개 예술인 매칭은 생활예술 동아리의 

지속가능성과 정부의 예술인 지원 두 가지를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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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2018/8/27�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2012/04/02~2014/03/05� (재)경기콘텐츠진흥원�산업본부장

1991/05/16~1994/05/21� E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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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성� 명 김용남

소� 속 안동대학교

직� 함 강사

연구분야 지역�문화,� 문화콘텐츠

이메일 artandong@naver.com

학력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융합콘텐츠학�박사

동국대학교�문화예술대학원�예술경영학�석사

이력

안동대학교�강사

한밭대학교�강사

안동대학교�문화산업연구소�연구원

안동대학교� BK플러스�문화코디네이터�양성사업단�박사후� 연구원

한국지역문화학회�총무이사

(사)낙동강여성문화포럼�경북지부장

(사)안동권발전연구소�이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전문가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전문가평가위원

성� 명 손재영

소� 속 홍익대학교

직� 함 조교수

연구분야 문화예술경영

이메일 jay96.son@gmail.com

학력

칭화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박사

칭화대� MBA

서울대�중어중문학과�학사

이력

홍익대학교�문화예술경영대학원�교수

호남대학교�문화산업경영학과�교수

네모파트너즈전략컨설팅그룹� Proje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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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성� 명 조한익

소� 속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직� 함 공연기획팀장

연구분야

이메일 whgksdlr@hanmail.net

학력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박사�수료

중앙대학교�예술대학원�예술경영�석사

이력

재)구리문화재단�비상임이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대구경북지회�사무국장

대구학생문화센터�공연� 심의위원

충북문화재단�사업� 심사위원

원주문화재단�사업심사위원

익산문화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

안동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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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발표
성�명 권두완

소�속 홍익대학교

직�함 박사과정

연구분야 문화예술경영

이메일 kdoowan84@gmail.com

학력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홍익대학교�문화예술경영학�박사과정�중

레스터대학교(영국)� 미술관� 갤러리학�석사

북텍사스대학교(미국)� 미술사학�학사

목원대학교�조소과� 학사업전문대학원�박사� 수료

중앙대학교�예술대학원�예술경영�석사

이력

목원대학교�조소과� 강사(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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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로� 분석한� 효율적인� 공공미술� 운영

권두완(홍익대학교� 박사과정)

Ⅰ.� 서론

공공재로서 공공미술은 공동체 이익을 위해 제공되며 시민 공간인 도시환경의 쾌적함을 이유

로 계획된다(김주연·이미림·권양숙, 2010). 공동체는 공유하며 같이 생활하는 환경을 가짐으로 공

공미술기획은 공동체 환경개선에 부합하는 시민의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운영과 작품 제작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자들의 직접적인 공공미술프로젝트 참

여가 가능한 대전시 원동과 정동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서순복(2007)이 주장한 문화 민주화와 문화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유도하는 이상적인 형

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운영 성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프로젝트� 분석� 방법

김영호(2012)는 기존 큐레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품 주문형 공공미술 설치보다 수요자, 

작품 기획자, 제작자가 연계하는 것이 설치 후 문제들을 해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으므

로 이해관계자인 관람자, 작가, 기획자를 연계하는 통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공공미술 프로젝

트를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주연·이미림·권양숙(2010)은 공공미술작품 중심의 장소적 특성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Lacy 

(1995)는 작가의 유형을 통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작가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무용

(2006, p.53)은 공공미술 기획자 전략을 장소 마케팅전략을 중심으로 적용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문을 바탕으로 공공미술 구성 요소를 작품, 작가, 기획자로 정의하고‘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의 활동 영역을 정리해 보면 작품과 환경의 시각성, 지역의 상징성, 지역적 특별성, 다른 지역과

의 균형성, 시민들과의 소통성 등 5가지 요소로 정리된다.

조사대상자는 이해관계자로 관람자, 작가, 기획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방문자 4명, 참여작가 2

명, 기획자 1명을 인터뷰하였다. 2020년 7월 13일 부터 8월 30일까지 프로젝트 활동 영역 5가

지 요소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프로젝트 관련한 기사와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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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시각성 측면에서 지역의 재활용 자원을 이용한 작품들이 동네와 

조화를 이루어 방문자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만든다. 또, 상징성 측면의 평가에서는 갤러리의 전

시회 프로그램이 야외 조형물에 대한 설명을 돕고 지역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다. 그리고 소통성 측면에서 방문자가 공방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민과 교육도 받고 

강사로 일하는 주민과 같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다. 공공미술의 취약점으로 분석된 균형

성, 특별성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첫째, 균형성 분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 계속적 

연구 협력 방안을 계발하고 진행해야 한다. 둘째, 균형성 분야의 연관성 기능을 위해서는 프로젝

트 진행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특별성의 독자성 분야 개선을 위해 공공미술은 다양한 미

술 형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소라(2009),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그리고 도시, 건축 53(5), 12-15.

 - 김영호(2012), 공공미술과 법제: 2011 년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조사, 현대미술학 논문집 16(1), 7-40.

 - 김주연·이미림·권양숙(2010), 도시 공간에서의 인간과 공공미술의 유기적 관계 연구-시카고 공공미술 작품 

사례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5(3), 99-108.

 - 서순복(2007),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8(3), 23-44.

 - 이무용(2006), 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 학회지 41(1), 39-57.

 - Lacy, S.(1995), Debated territory: Toward a critical language for public art.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17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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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발표
성� 명 박상훈

소� 속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직� 함 석사과정

연구분야

이메일 dtworld@nate.com

학력

연세대학교�경영정보학과�학사

대창고등학교

예천중학교

예천동부초등학교

이력

現 신영레미콘�영업부� 대리(2020~)
前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매니저(2015~2020)
前 스타항공우주�주임(2014~2015)
前 한국콘텐츠진흥원�사원(2011~2014)
前 ㈜인키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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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경북� 3D� 애니메이션� 현황� 고찰

박상훈(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융합콘텐츠학과�석사과정,� 안동대학교�문화산업연구소)

김공숙(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융합콘텐츠학과�조교수,� 안동대학교�문화산업연구소)

경상북도는 다양한 문화자원의 보고로 수많은 스토리의 원천소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또한 제작되었다. 이에 경북에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제작된 3D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지역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안동시와 안동영상미디어센터가 제작한 극장판 <엄마까투리>(2011), 경북 청도군

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제작한 <변신싸움소 바우>(2014),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가 제작한 <독

도수비대 강치>(2016)이다. 선행연구는 희소하며 <엄마까투리>에 대한 지역성과 스토리텔링 전

략에 대한 논문 2편이 있을 뿐이다. 경북 3D 애니메이션의 개요 및 특징과 지역 문화 자원 활

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의 <엄마까투리>이다. 안동출신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의 그림책 ‘엄마 까투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28분 분량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것이다. 엄마 까투리와 9마리의 꺼병이

(꿩 새끼)가 따뜻한 봄날의 단란한 일상을 보내지만 가족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산불이 일

어나 아름다운 숲은 아비규환이 되고 꿩 가족 역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엄마 까투리의 희생으

로 꺼병이들은 목숨을 구한다. 불에 새까맣게 탄 엄마 까투리의 품속에서 무사히 살아난 꺼병이

들은 점점 자라났고, 장성한 꿩들은 이미 재가 되어버린 엄마 까투리 곁을 하나둘 떠난다는 스

토리다. 

2011년 서울 국제 3D페어에서 첫 선을 보인 <엄마까투리>는 이후 2016년 EBS에서 52부작의 

장편으로 제작되고 현재도 시즌 제 형식으로 계속 제작되고 있어 지역콘텐츠를 넘어 전국에서 

소비되는 하나의 대중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원작 동화에서는 안동이 드러나지 않지만 애니

메이션에서는 안동의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 엔딩 크레딧에 보면 막둥이(이매), 선돌, 각순, 초

리, 백이, 하미, 부네, 중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여 하회탈의 이름을 원용하고 있다. 엄마까투리

는 기존의 지역문화콘텐츠가 일회적 제작과 소비에 그치고 만 한계를 뛰어넘어 계속적인 소비를 

확장하는 콘텐츠가 되었으며 캐릭터로서 분명한 입지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콘텐츠 대상 대통령상

을 수상하기도 한 것이 고무적이다.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스토리는 더욱 탄

탄해지고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성은 희미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둘째, 2014년의 <변신 싸움소 바우>이다. 청도 소싸움 대회를 주제로 하는 20분 분량의 단편 



98

애니메이션이다. 청도군은 2013년 군의 문화자원 및 스토리를 활용한 극장용 3D 애니메이션을 

기획하였고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하여 <뽀로로> 등을 만

든 스튜디오 게일이 제작을 맡았다. 주제는 슈퍼 히어로 싸움소들의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이

다. 초보 싸움소 바우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싸움소들이 참가하는 소싸움 대회에 참가하면서 벌

어지는 이야기다. 시속 300킬로미터로 달리는 스피소, 번개공격을 하는 스파크 등 라운드가 계

속 될수록 점점 강한 상대가 바우의 앞을 가로막는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바우의 실력이 발휘되

는 찰나 갑자기 경기장에 난입하는 로봇소는 규칙도 무시한 채 무자비한 폭력성으로 모든 관객

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룰도 없이 폭력성만을 가진 로봇소는 누구도 막아낼 수 없을 것 같다. 

쓰러진 싸움소까지도 다시 공격하는 로봇소의 비열함에 바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항하여 정

정당당하게 싸움소를 물리치고 경기장에 평화를 되찾아 온다. 

이 작품은 2014년 5월 EBS에서 방영되었고, 이후 청도 소싸움 극장과 테마파크 등에서 상시 

상영하고 있다. 바우가 까치가 물어주는 미나리를 먹거나 관객 소들이 간식으로 미나리를 먹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청도군의 특산물인 한재 미나리와 반시, 화악산을 등장시켜 청도군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작품은 미래창조과학부의 ‘Korea UHD Award 2014’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초 극장 판에 이은 후속 작이 제작되지 않고 있다. 영상 시청 또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작품들이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청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출시와 함께 바우 캐릭터를 활용한 바우 인형이 판매되기

도 했다. 

셋째, 2016년의 <독도 수비대 강치>이다. 독도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의 부재로 인해 해양수

산부와 경북이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생태자원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픽셀플레넷과 함

께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서커스 단원으로 살아

가던 강치와 친구들이 독도에서 온 괭이의 도움 요청으로 불타는 얼음을 차지하기 위해 침략한 

악당 아무르를 물리치고 독도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2017년 EBS에서 방영

된 이후 다양한 케이블 방송과 지상파에서 방영되었고, 같은 해 전국의 1만5천 여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에 배포됐다. 

경북콘텐츠진흥원은 최근 강치 캐릭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

리기 위해 애니메이션 <독도수비대 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에는 프랑스 공미디어(Gong Media)와 유럽송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

으로 2020년 12월까지 송출계약에 따라 불어권의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송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독도수비대 강치>는 특수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가진 독도를 수비하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문화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써 

독도라는 지역성이 결코 지역적 한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국제사회의 분쟁요소가 

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토소유권에 대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의 세 작품은 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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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을 노출함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 자

원에 캐릭터 성을 부여하고 있다. <엄마 까투리>에서는 꺼병이들의 이름을 하회탈과 연관 짓고, 

<변신 싸움소 바우>는 소들을 의인화하여 작품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서 소싸움이 청도의 관광

자원을 부각시키고 있다. <독도수비대 강치>는 제목 그대로 독도 지킴이로서 인근 해역에 존재

하는 독도 강치를 캐릭터 화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 까투리>를 제외하고 두 작품은 지역 홍보

라는 특정한 목적성에 치중되어 있다. 지역 애니메이션이므로 지역성을 부각하면 좋을 것이지만 

향후 콘텐츠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보편성 있는 

상징과 은유로 지역의 문화원형을 노출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엄마 

까투리>의 EBS 장편 애니메이션의 경우 지역성을 거의 노출하지 않고 있으나 유아 콘텐츠다운 

밝은 분위기와 스토리로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0.5%(2018년 기준) 수준이다. 그마저도 서

울 경기권이 애니메이션 전체 매출액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은 풍부한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애니메이션 산업은 불모지에 가깝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OSMU로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상황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엄마 까투리>의 예처럼 지역 

소재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되 지역성을 넘어설 수 있는 보편적 주제와 전개

로 스토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제작을 해나간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 최근 광주의 애니메이

션 제작사가 아시아 최초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계약해 향후 지역 애니

메이션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도 있어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고무적 환경이

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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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발표
성� 명 이재일

소� 속 안동대학교�문화산업연구소

직� 함 연구원

연구분야 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 공연관광�활성화방안

이메일 wave386@hanmail.net

학력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석사과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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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발표
성� 명 김원규

소� 속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석사과정

직� 함 석사연구원

연구분야 사회적경제

이메일 xexe2800@gmail.com

학력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윤합콘텐츠학과(사회적기업전공)

안동대학교�생활환경복지학과�졸업(학사)

안동대학교�경영학과�졸업(학사)

이력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기획전략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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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포스터�발표�심사위원
성� 명 허은진

소� 속 홍익대학교

직� 함 초빙교수

연구분야 중국�문화산업,� 축제

이메일 hej2018@gmail.com

학력

Peking� Univ.� 예술학박사

서울대학교�국제학석사

고려대학교�문학사

이력

서강대학교�대우교수(2020.3~현재)

한국지역문화학회�총무이사(2020.1~현재)

홍익대학교�초빙교수(2019.3~현재)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연구원(2012)

성� 명 정제호

소� 속 한국교통대학교�한국어문학전공

직� 함 조교수

연구분야 국문학(고전문학)

이메일 buru39@nate.com

학력

고려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고려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한성대학교�한국어문학부,� 문학사

이력

現 국립한국교통대학교�글로벌어문학부�한국어문학전공�조교수
前 국립안동대학교�융합콘텐츠학과�학술연구대우교수
前 단국대학교�일본연구소�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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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포스터�발표�심사위원
성� 명 한� � 령

소� 속 대구대학교

직� 함 조교수

연구분야 지역학(중국학),� 지역�브랜딩,� 문화코드

이메일 hl6799@naver.com

학력

2014.� 2�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문화콘텐츠학�박사� 취득

2008.� 2�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문화콘텐츠학�석사� 취득

2005.� 2� 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어과�학사� 취득

이력

2015.� 3~� 현재� � 대구대학교�중국어중국학과,� 조교수

2014.� 9~2014.� 12� 한국외국어대학교�문화콘텐츠학과,� 강사

2013.� 3~2013.� 12� 경희사이버대학교�중국어과,� 강사

2011.� 9~2014.� 12�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중국어)� 강사

2009.� 3~2009.� 12� 한국체육대학교�교양학부,� (중국어)� 강사

2008.� 9~2010.� 12� 한신대학교�중국문화정보학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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