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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국내 공연예술 시장에 미친 영향
*

채수정*･조남규** 상명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이 국내 공연예술 시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 전후 국내 공연예술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공연예술의 공급 측면에서 개막편수, 공연건수, 상연횟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공연예술의 수
요 측면에서 예매수, 매출액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국내 공연예술 시장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2021년부터 회복세에 돌아
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유행에 대응하는 모습은 공연예술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연극, 뮤
지컬, 클래식 장르는 예매당 평균매출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위기에서 회복하였다. 뮤지컬 장르는 상연당 예매수
가 증가하였으나 클래식과 무용, 복합장르는 상연당 예매수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비슷한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국내 공연예술 시장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실천적 제안을 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성 질병, 공연예술,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코로나와 공연예술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급성 호흡기 질환 중 하나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전
염병이다.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박중열, 2020) 강한 감염력과
높은 치명율을 갖고 있어 2020년 3월 11일 WHO는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Pandemic)으로 선
언하였다. 단시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2년 현재도 진행 중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의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의 위협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서 인구 이동이 제한되고
사람이 모여야 하는 산업들이 모두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
치를 공표해 감염병 예방을 준비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부터 3단계 ‘전국적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0.5단계씩 구분된 총 5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스포츠 관람
을 예로 들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관중석의 50%까지, 1.5단계에서는 30%까지, 2단계에서는 10%까지
로 입장을 제한하며 2.5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하도록 권고하였다.
공연예술은 인간 간의 감정교류가 근본적인 요소이고, 이에 따라 현장성과 직접 체험을 기반으로 작품을 만
들고 있다. 이동과 대면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전염성 질병의 예방 원칙 때문에 공연예술계에는 코로나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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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로 인해 산업기반이 뿌리째 흔들(임찬묵, 오하나, 2021)리며 다양한 예술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소비 감소는 공연 운영 및 예매 수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 감소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공연예술기관과 예술인에게 피해가 커지게 된다(박사랑, 2021). 이에 일부 공연 현장에서는 손실
을 감수하면서 부분적으로라도 관련 인력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연을 계속해오고 있다(임찬묵 외 1
명, 2021). 공연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 대관 및 공연 취소에 관한 대책, 단계별 행정명령으로 인한
10인 이상 집합 금지 시 계획, 대체 방법으로 온라인 공연에 관한 계획, 송출할 콘텐츠의 방향 등의 문제 해
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이종찬, 2020.10.03.).
국내 공연예술 현장에서는 전면적인 극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 나섰다(임찬묵 외 1명, 202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좌석제(좌석 띄어 앉기)로 공연을 진행하고, 무관객 공연, 온라인 공연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온라인
을 활용한 새로운 공연예술 유통 방식이 시도되고 있지만(이재훈, 2020.04.04.), 현장성과 몰입감이 공연을
직접 관람하는 것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불가분함을 볼 수 있다.
전염병의 유행은 국가의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활동을 급속하게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김완종, 2015).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예를 들어 관광 분야에서는 2002년 유행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여행목적지 선택
에 미치는 영향(신윤숙, 2005),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가 단체 관광객의 해외여행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송학준, 이충기, 김도영, 2011), 2015년 유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류광
훈, 2015)와 같은 연구들이 있다.
공연예술 연구자들도 전염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연예술의 전망과 과제(백선혜, 이정현, 조윤정,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가 공연예술에 미친 영향과 대응 사례에 관한 연구(박사랑, 2021),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무용공연 이슈 분
석(박정옥, 2021),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공연계 인식 연구(임찬묵, 오하나, 2021)와 같은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공연예술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나 코로나의 유행이 장기화된 2021년 자료를 분
석에 포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전반적인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유행이 공연예술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를 실제 공연예술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에서 제공하
는 공연통계자료 중 2017부터 2021년까지 총 5개년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연
예술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공연예술의 종류(장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이 장기화된 2021년의 공연예술 시장
이 그 전과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 통계자료의 분석을 활용하여 전염성 질병이
공연예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향후 다른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공연예술 시장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한 후 국내 공연예술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연예술 시장의 영향은 공연예술의 종류(장르)별로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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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처리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서 제공하는 공연통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공연예술 통합전
산망은 공연법 제 4조와 제 43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초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공연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 7월에 시범운영
을, 2015년 4월에는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다. KOPIS에서는 공연예술을 7개 장르로 구분하고 각 장르별 공연
건수, 개막편수, 상연 횟수, 매출액, 예매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OPIS에서 제공하는 장르는 다음과 같으
며 각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 7개 장르: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표 1. 수집된 데이터 척도와 설명
척도
공연건수
개막편수
상연횟수
매출액
예매수

설명
검색 기간 내에 진행되는 공연건수(건)
검색 기간 내에 시작(개막)일이 포함된 공연의 수(편)
검색 기간 내에 공연된 상연횟수(회)
검색 기간 내에 공연의 전산 발권된 티켓으로 인한 매출 금액(천원)
검색 기간 내에 공연을 관람한 예매의 총 수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 장르별 데이터를 월 단위로 수집하였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서 수집된 데이터 양식은 <표 2>와 같다. 2017년 1월에는 총 152건의 연극이 무대에 올랐고 이 중 64개의
공연은 1월에 개막한 작품이다. 152건의 연극이 총 2,178회 상연되어 한 연극은 평균 14.33회 상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1월에는 총 76,178건의 연극 예매가 있었고 연극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약
1,142,967,000원으로 예매 한 건당 평균 15,004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표 2. 수집된 데이터의 예
No.
1
2
3

연
2017
2017
2017

월
1
1
1

장르
연극
뮤지컬
클래식

개막편수
64
52
95

공연건수
152
118
96

상연횟수
2,178
1,717
111

매출액
1,142,967
2,546,659
369,702

예매수
76,178
106,904
40,307

*전체 데이터 중 일부만 표시하였음, 매출액 단위: 천원

시계열 분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연-월 단위로 병합하였다. 병합된 데이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월간 7개 공연예술 장르 지표의 합으로 전체 공연예술 지표를 나타낸다. 병합된 데이터는 <표 3>과 같다. <그
림 1>은 병합된 데이터의 시간별 추이를 나타낸다.
표 3. 수집된 데이터의 예
No.
1
2
3

연
2017
2017
2017

월
1
2
3

개막편수
249
408
563

공연건수
405
562
704

상연횟수
4,125
4,285
4,039

매출액
4,183,632
8,533,773
7,868,198

예매수
237,855
348,612
379,629

*전체 데이터 중 일부만 표시하였음, 매출액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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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연예술 주요 지표의 연도별 추이(2017년~2021년)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연예술 시장의 위축 효과를 추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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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단절적 시계열 분석은 시계열 데
이터에 특정 시간에 어떤 사건이나 처치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이나 처치가 관심 변인에 미친 효과를 측정
하는 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Brodersen 외(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고 인
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 공연예술 장르의 개막편수, 공연건수, 상연 횟수
와 공연당 평균상연횟수와 매출액과 예매수, 예매당 평균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고 공연예술 장르별 코로나 전
후 변화를 심도깊게 살펴보았다.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분석에 사용된 환경은 <표 4>와 같다.
표 4. 수집된 데이터의 예
No.
1
2
3
4

목적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시각화

사용된 Python 라이브러리
requests
numpy, pandas
causalimpact, scipy, statsmodels
matplotlib, seaborn

Ⅲ. 연구 결과
1.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공연예술 시장에 미친 영향
한국의 공연예술의 연도별 지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국내 공연예술 시장은 2017년에서
2018년 큰 변화가 없다가 2019년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
로 이 성장은 계속되지 못하고 2020년 공연예술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크게 하락하였다. 다양한 지원
정책과 공연예술인들의 노력으로 1년이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등장 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
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연도별 공연예술 시장 지표(2017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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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새로운 공연예술 작품 9,077편이 무대에 올랐으나 코로나바이러
스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절반 수준인 4,730편의 새 작품이 개막했다. 1년 후인 2021년에는 2019년보
다 많은 10,501편의 작품이 새로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건수도 개막편수와 비슷하게 2020년 6,551건으로 주
춤하였다가 2021년 12,177건으로 2019년 11,546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상연 횟수는 2021년
60,829회로 2020년 50,672회보다 증가하였으나 2019년 81,274회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연 횟수
와 예매수 측면에서 2021년은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매출액은 2019년
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매당 평균매출이 2019년 27,851원 수준에서 2020년 이후에는 4만원
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공연예술 관람비용이 코로나 유행 이후 상승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연간 공연예술 시장 지표(2017년~2021년)
연
2017
2018
2019
2020
2021

개막편수
5,119
4,093
9,077
4,730
10,501

공연건수
7,072
5,676
11,546
6,551
12,177

상연횟수
51,568
42,390
81,274
50,672
60,829

매출액
87,379,507
82,483,887
239,772,691
172,083,925
307,212,644

예매수
4,101,921
3,628,120
8,609,244
4,182,307
7,106,168

평균상연횟수
7.29
7.47
7.04
7.74
5.00

평균매출
21,302
22,735
27,851
41,146
43,232

평균상연횟수 = 상연횟수 / 공연건수
평균매출 = 1000 * 매출액 / 예매수 (단위: 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연예술 지표의 변화가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
해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를 코로나 유행 전 시기
(pre_period)로 정의하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를 코로나 유행 후 시기(post_period)로 정의
하였다. 월 단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12개 단위로 반복 설정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관심
변인(outcome)은 예매수이며, 자료가 정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로그 변환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
매수에 대해 Shapiro 검정을 하였을 때 변환 전에는 W-stat=0.7251, p<0.01이었으나 로그 변환 후에는
W-stat=0.9632, p=0.2854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 6. 단절적 시계열 분석 결과

Actual
Prediction (s.d.)
95% CI

Posterior Inference {Causal Impact}
Average
12.86
13.66 (0.21)
[13.25, 14.06]

Cumulative
308.61
327.91 (4.96)
[317.94, 337.4]

Absolute effect (s.d.)
95% CI

-0.8 (0.21)
[-1.2, -0.39]

-19.3 (4.96)
[-28.79, -9.33]

Relative effect (s.d.)
95% CI

-5.89% (1.51%)
[-8.78%, -2.85%]

-5.89% (1.51%)
[-8.78%, -2.85%]

Posterior tail-area probability p: 0.0
Posterior prob. of a causal effect: 100.0%

단절적 시계열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관심 변인을 로그 변환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치로 효과의 크
기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효과의 방향이 정(+)인지 부(-)인지와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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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6>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은 공연예술 예매수에 대하여 부(-0.8)의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공연예술 시장에 부정적 영
향을 주었다는 통계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단절적 시계열 분석의 시각화

<그림 3>의 상단 그래프에서 검은색 실선은 실제 예매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파란색 점선은 코로나바이러스
의 유행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측 예매수를 나타낸다. 파란색 점선(예측값)이 검은색 실선(실제값)보다 위
에 존재한다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이 예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며, 두 선의 간격
은 그 영향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3>의 중단 그래프는 이 효과를 세로축 0 기준선으로 나타낸 것이며 하
단 그래프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이 미치는 효과를 누적해서 나타낸 그래프이다.

2. 공연예술 장르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 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연예술 장르별 주요 지표의 기술 통계량은 <표 7>과 같다. 공연예술의 공
급측면과 수요측면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뮤지컬, 연극, 클래식의 세 장르가 다른 장르에 공연예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르와 관계없이 척도간의 상관계수는 <표 8>과 같다. 공급측면에서
공연건수와 개막편수가 높은 상관관계(0.96)를 갖고 있으며 수요측면에서 매출액과 예매 수가 높은 상관관계
(0.93)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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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술 통계량(장르별)
장르
국악
무용
뮤지컬
복합
연극
오페라
클래식

n
개막편수 (편)
상연횟수 (회)
공연건수 (건)
매출액 (천원)
예매수 (건)
60 36.4333 (24.4626) 85.2500 (43.2073) 41.4667 (25.2314)
101119.6333 (132094.4592) 10946.9667 (8440.3275)
60 33.4000 (25.0756) 83.7000 (53.6218) 35.7333 (25.9190)
564293.4 (775731.5)
22431.45 (22639.50)
60 104.7167 (73.3173) 1767.183 (911.0457) 164.6667 (90.7841)
10951530 (9288623.0)
233354.8 (171429.6)
60 18.4833 (20.7532) 47.7333 (53.5078) 20.9167 (23.0470) 67714.416667 (101399.284352) 6866.3833 (8304.0087)
60 110.1167 (59.1313) 2505.950 (977.5644) 193.5000 (72.6966)
1547653.0 (1105062.0)
103273.7 (64928.78)
60 15.3500 (12.7290) 28.6833 (20.4173) 15.7167 (12.8249)
305421.9 (321849.2)
11458.02 (9518.807)
60 240.1667 (158.1574) 260.3833 (171.1209) 245.0333 (159.9643)
1277811.0 (1290051.0)
72131.33 (44582.68)

장르별 각 척도의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8. 척도들간 상관계수
변인
개막편수
상연횟수
공연건수
매출액
예매수

개막편수
1
0.3624**
0.9603**
0.3242**
0.5020**

상연횟수

공연건수

매출액

예매수

1
0.5995**
0.5432**
0.7476**

1
0.4305**
0.6404**

1
0.9256**

1

*p<.05, **p<.01

1) 개막편수
<그림 4>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각 공연예술 장르별 개막편수를 100% 기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예를 들어 연극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중 2021년에 가장 많은 개막편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2021년이 1이며 나머지 연도의 개막편수는 2021년의 개막편수를 기준으로 상대적 비율로
계산되었다. 합계 그래프를 보면 공연예술 시장은 코로나 유행 이전 전성기였던 2019년보다 코로나19 유행 1
년 후인 2021년에 가장 많은 개막편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장르로 보았을 때 뮤지컬과 복합장르
만 예외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 가장 많은 신규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그림 4. 장르별 개막편수 추이(2017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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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건수
<그림 5>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각 공연예술 장르별 공연건수를 100% 기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개막편수와 비슷하게 코로나19 유행 1년 후인 2021년에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
해 가장 많은 공연건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뮤지컬과 복합장르의 공연예술만 예외적으로
2019년에 가장 많은 공연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장르별 공연건수 추이(2017년~2021년)

3) 상연 횟수
<그림 6>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각 공연예술 장르별 상연 횟수를 100% 기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합계 그래프를 보면 공연예술의 상연 횟수는 2019년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과
오페라 장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연예술 장르가 2019년 가장 많은 상연 횟수를 기록했다.

그림 6. 장르별 상연횟수 추이(2017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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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액
<그림 7>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각 공연예술 장르별 매출액을 100% 기준 꺾은 선 그래프로 나
타낸 결과이다. 합계 그래프를 보면 공연예술의 매출액은 2021년에 코로나 유행 이전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세부 장르를 살펴보았을 때 공연예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뮤지컬과 클래식의 약진
이 빠른 매출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장르별 매출액 추이(2017년~2021년)

5) 예매수
<그림 8>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각 공연예술 장르별 예매 수를 100% 기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공연예술 시장 전반에 걸쳐 예매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을 확인

그림 8. 장르별 매출액 추이(2017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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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으로 회복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표 5>에서 확인했
던 것처럼 예매당 평균 매출이 크게 상승한 것이 공연예술 시장 매출 회복의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중대한 전염성 질환이 공연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2017년부터 2021년까
지 실제 공연예술 통계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또한 공연예술 시장에 끼치는 피해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코로나 전후 공연예술 시장의 변화를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
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의 유행은 공연예술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 국내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공연예술 개막편수, 공연건수, 상연 횟수는 즉각적인 감소하였고 이는 다양한 분야의 공연예술인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출액과 예매 수의 감소를 통해 공연예술을 향유하는 소비자 입장에
서도 공연예술 관람에 위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연예술인들을 비롯해 사회 전반의 노력 덕분에 코
로나19의 유행 1년 후인 2021년 공연예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서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
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적 시계열 분석 결과는 예매 수 측면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분명히 확
인해주었다. 이러한 공연예술 시장 위축은 지난 2020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코로나19에 의한 공연
예술 분야 피해 현황 조사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기관이 82.4%로 나타났으며, 주요 피해 유형은 공연의 취소 또는 연기(74.7%), 매출액 감소
(73.5%), 공연관람객의 감소(66.9%)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유행 전후 공연예술은 장르에 따라 다른 변화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유
행이 시작된 2020년은 모든 공연예술 장르가 모든 공연예술 지표에서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부진한 실적
을 보였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과 코로나 유행 1년 후인 2021년의 공연예술 지표 변화는 장르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뮤지컬과 복합장르를 제외한 나머지 장르는 2021년에 더 많
은 새로운 공연이 개막했고 더 다양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그렇지만 클래식과 오페라를 제외한 나머지 장
르에서는 실제 상연 횟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한 공연이 반복해서 무대에 오르는 평균 횟수가 감소했음을 나
타낸다. 연극, 무용, 복합을 제외한 나머지 장르는 2021년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렸으나 모든
장르에서 예매 수는 감소하였다.
표 9. 공연예술 주요 지표의 2019년 대비 2021년 변화
장르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개막편수
+
+
+
+
+
-

공연건수
+
+
+
+
+
-

상연횟수
+
+
-

매출액
+
+
+
+
-

예매수
-

공연예술 장르별 대응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 유행 전(2017년~2019년), 유행 후(2020년~2021
년)의 예매당 매출과 상연당 예매 수를 각각 <그림 9>와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예매당 매출은 매출액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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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로 나눈 값으로 평균 관람료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연당 예매 수는 예
매 수를 상연 횟수로 나눈 값으로 평균 관객 수의 추정값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9>와 <그림 10>의 막대그래
프 상단의 세로 실선은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그림 9. 코로나19 전후 장르별 예매당매출

그림 10. 코로나19 전후 장르별 상연당예매수

<그림 9>의 예매당 매출(평균 관람료)을 살펴보면 연극, 뮤지컬, 클래식의 세 장르의 평균 관람료가 코로나
19 유행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코
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데, 이로 인해 극장 폐쇄, 공연 취소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공연을 지속하여도 방역 상황에 따라 공연 기간 중 일정 기간 문을 닫는 등 온전한 운영이 어려웠다(임찬묵
외 1명, 2021). 운영비용의 증가가 관람료에 반영된다면 평균 관람료는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림 10>의 평균 관객 수를 살펴보면 클래식, 무용, 국악, 복합장르에서 평균 관객 수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뮤지컬 장르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후 오히려 평균 관객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뮤
지컬 공연의 규모가 증가하였다기보다 소규모 뮤지컬의 공연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공연예술은 작품을 통해 공연을 준비하는 실연자와 관계자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을 모두 하나로 만든
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이런 공연예술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2020년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공연장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개폐를 반복했고, 공연예술 티켓도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했다. 일부 공연은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취소되기도 했다. 전염병으로 인해 공연예술 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
복되면 제작사들이 자금난에 빠져 부실화 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제작사가 공연의 제작비를 온전히 조달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전과 같이 양질의 공연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팬데믹 선언 이후 오히려 공연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지금까지 산적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
는데 노력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임찬묵 외 1명, 2021). 코로나19 이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으며 그 때의 공연예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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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염병은 공연예술 시장에 피해를 준다. 공연예술이 무대라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작품을 전달하는 한
전염병으로 인한 대면 활동의 위축은 공연예술 시장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손실의 존
재를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 검증하였다.
둘째, 전염병 이후 공연예술 시장의 변화는 공연예술 장르별 차이가 있다. 코로나19의 유행 직후인 2020년
에는 모든 공연예술 장르가 피해를 입었으나 2021년에는 회복을 시작했다.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국악 장
르는 다른 장르보다 빠르게 공연예술 매출 회복을 이루었다. 뮤지컬 장르는 공연건수, 개막 편수, 상연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연극은 개막편수와 공연건수는 늘리고, 상연 횟수는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
다. 이렇듯 각 공연예술 장르의 특성에 따라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정책
에는 공공 보조금, 저금리 융자 대출, 고용 유지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 분야 피해
현황 조사 보고서(예술경영지원센터, 2020)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 지원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78.8%에 이르며, 실제로 정부 지원을 경험한 비율은 14.8%에 그쳤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신청
조건 미달(30.2%)과 적합한 지원의 부재(29.3%)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공연예술 시장의 요구
를 온전히 충족시키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공연예술 장르에 따
라 차별화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된다. 예를 들어 무용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 9>
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무용 장르만이 유일하게 코로나19 유행 전후 예매당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무용 장르는 다른 장르의 공연예술과 달리 예매당 매출(티켓 가격)을 인상하
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대응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공연예술 장르의 공연시설 규모를 살
펴보면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2022년 1분기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극은 79.49%의 예매가 300석
미만의 소극장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뮤지컬은 예매의 51.11%가 1,000석 이상의 대극장에서 발생하였다. 연
극은 공연 규모가 작다는 특성을 활용해 작품 수를 늘려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을 늘렸고, 뮤지컬
은 시장 규모가 크다는 특성을 이용해 티켓 가격 인상에도 일정 관객 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무용의 경우 전
체 예매의 57.94%가 300석 이상 1,000석 미만의 중극장에서 발생했다. 연극처럼 콘텐츠의 양을 늘리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공연 규모를 갖고 있으며, 뮤지컬처럼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규모를
갖고 있어 어느 쪽의 전략도 차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무용 공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티켓 가격의 일부
를 지원해주는 방식의 지원 정책이 무용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지원 정책이 예술인의 소득 수준이
나 공연예술 단체나 기관의 규모와 같이 경제적 요소에 따라 구분되었다면, 이후의 정책은 장르 맞춤형 지원
정책과 같이 공연예술의 특징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유행 전후 공연예술 시장의 모습을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하
였다. 공연예술을 7개의 세부 장르로 구분하고 각 장르의 개막편수, 공연건수, 상연 횟수, 매출액, 예매수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한계점도 갖고 있다. 코로나19의 유행 후
공연예술 계는 기존의 대면 방식 이외에 비대면 방식의 공연에도 관심을 가졌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연 비대
면 공연 ‘버스킹, 부여행 – 첫사랑이 그리운 어느 날’과 같은 공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공연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상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을 7개의 장르로 구분하였
으나 각 장르 안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뮤지컬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작품의 규모에
따라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공연시설의 규모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면 공연의 규모에 따른 추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39, No.2

110

채수정･조남규

가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서울과 지방과 같은 지역별 분석을 통해 전염병과 공연예술 시장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완종(2015). 유행성질병이 공공도서관의 대출책수에 미치는 영향: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4), 273-287
박사랑(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공연예술에 미친 영향과 대응 사례에 관한 연구. 서울장신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박정옥(2021).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무용공연 이슈 분석. 한국발육발달학회 29(2), 279-287.
박중열(2020). 코로나19로 촉진된 대학의 온라인교육에 대한 고찰. 기계저널 60(7), 32-36.
백선혜·이정현·조윤정(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연예술의 전망과 과제,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07호, 3-29.
예술경영지원센터(2020).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 1-56.
임찬묵, 오하나(2021). 코로나19상황에 대한 공연계 인식 연구. 문화산업연구 21(3), 25-35.
정우정, 한정호(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의 전환적 패러다임,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23(3), 3-31
Brodersen, K. H., Gallusser, F., Koehler, J., Remy, N., & Scott, S. L.(2015). Inferring causal impact using Bayesian structural
time-series models. The Annals of Applied Statistics 9(1), 247-274.
<언론보도자료>
이재훈(2020.04.04). 집에서 즐기는 연극·콘서트·클래식. 온라인 공연 총정리. 뉴시스.
이종찬(2020.10.03).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영상시대 대비해야. 더프리뷰.
한남수(2022.02.13.). 국립부여박물관 ‘버스킹, 부여행’ 비대면 공연. 금강일보.

CopyrightⒸ 2022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111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국내 공연예술 시장에 미친 영향

ABSTRACT
*

The Impact of Coronavirus(COVID-19)
on the Domestic Performing Arts Market
Suejung Chae*⋅Namgyu Cho**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ronavirus on the domestic
performing arts market. I collect data from Korea Performing arts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 to
examine the domestic performing arts market before and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Regarding the
supply of performing arts, the number of opening episodes, the number of performances, and the
number of stages were used for analysis. From the demand side of the performing arts, data on the
number of reservations and sales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domestic performing arts market rapidly contracted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from 2020, when
the coronavirus began to spread in earnest in Korea and then returned to recovery from 2021. The
response to the COVID-19 epidemic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erforming arts genre. The
theater, musical, and classical genres recovered from the crisis by increasing average sales per
reservation. The number of reservations per performance for musical genres increased, but for classical,
dance, and complex genres, the number of reservations per performance decrea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de practical suggestions on how the domestic performing arts market can
systematically respond when a similar infectious disease occurs in the future.
Key words : Corona Virus, Infectious disease, Performing arts, Corona Virus Impact, COVID-19 and
Performing Arts

논문투고일: 2022.02.28.
논문심사일: 2022.04.05.
심사완료일: 2022.04.20.

* Ph.D. student,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dancechae310@naver.com
** Professor,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cng1222@hanmail.net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39, N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