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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결과

-일시 :2020/10/11
-참여인원 : 8명
안소예(소리), 박힘찬(건반), 한선구(기타), 이유선(연기), 김가혜(보
컬), 신미애(보컬), 박현인(무용), 김준영(베이스)
-참여역활 : 발제, 진행, 발표, 서기, 대표

1.코로나가 개인의 예술창작에 미친영향과 해결방법

◎무대의 기회를 상실하고 관객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컸으나 이를 
긍정적 측면으로 재해석하면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개인의 예술도 진화하
는 계기를 제공, 개인의 예술 창작시간이 증가하여 작품창작의 발전을 야
기함.

2.공연의 온라인 콘텐츠화의 단점과 해결책

·장점 ·그 결과
영상 플랫폼의 알고리즘사용으로 
무명 예술인의 홍보효과 증가 신인 예술인들의 등장
간편한 공연 관람
해외 공연장의 공연 관람

·부정적 영향 ·해결방법
관객의 부재 코로나 종식
경제적 피해 정부지원
오프라인 무대공연 불가 온라인 공연

·긍정적 영향 ·그 결과
창작예술을 영상플랫폼에 접목 영상 플랫폼 활성화
예술인들의 개인시간 증가 개인의 예술창작작업 시간 증가
1인 예술창작활동 증가 컴퓨터 가상악기의 활성화
홈레코딩 활용 증가 미디를 활용한 다양한 경험

·단점 ·해결책
관객과 호흡 불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오프라인에 비해 폭락한 티켓가격 온라인 공연의 수요 공급
공연장대여비, 섭외비 등의 본 제
작비 이외의 촬영비, 송출비 지출

객석을 없앤 온라인 전용 공연장 
설치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라이브방송과 같은 실시간 작
품활동이 가능, 또한 온라인의 공급과 수요를 높이기위해 정부차원의 홍보
플렛폼 설립하거나 메이져 아티스트들과 함께 섭외하는등의 홍보문제를 해
결하기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함.
   
3.코로나 종식이후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방향성

①코로나 성행 전과 같이 예술창작 활동을 지속
⤷관객과 직접 호흡해야 하는 연극, 댄스 같은 장르의 창작예술활동
은 코로나가 종식 하더라도 예전과 변할게 없을 것 이다.

②반 강제적으로 1인 창작예술활동(홈 레코딩, 연기연습, 안무창작 등) 
활동을 하였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집중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온라인 활동의 특징을 적극 활용 하는 
예술가들이 증가할 것이다.

③새로운 온라인 공연 플랫폼의 등장
⤷온라인 공연의 발전으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장르별 온라인 공
연을 선택하여 관람 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 플랫폼등 다양한 플렛
폼이 개발되어 효율적인 예술창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코로나 종식이후 온텍트수다_창.법 참여자들의 방향성
①예술사업의 재기를 위해 오프라인 공연등의 재개
②같은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 강구
③창의적인 창작방법(온라인, 개인 예술창작 집중, 언텍트연습)을 적
극 활용
④온라인 콘텐츠의 발전, 예술과 기술의 접합을 위한 시도(VR,3D등) 
⑤음원활동의 집중
⑥오프라인 공연방법의 변화(ex관객 이동식 공연, 관객 제한형공연)
⑦온라인 공연장 플렛폼 사업추진
⑧예술인 네트워킹 활용을 통한 다양한 협업과 아이디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