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ulture 세계화의 교훈과 과제

BTS와 최근의 문화흐름을 중심으로

2022.4.21.
한반도선진화재단
박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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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유산의 흐름 : 거석문화에서 소프트문화로/ 하드웨어에서 콘텐츠로

절대권력자에서 민중에까지/ 空間에서 人間으로/ 靜에서 動으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쿠푸의 피라미드 규모 B.C. 2,550. 밑변230m, 높이144.6m)
파르테논 신전(B.C.490~432) 장군총(고구려 4세기) 치첸 이트사 (멕시코 마야후기 7-8세기)
성베드로 성당(16세기) 베르사유 궁전 전경과 내부(1682~1710 루이14세, 프랑스)
가우디의 성가족교회(바르셀로나 스페인 1882~)
프랑스 국립 루브르박물관(1699~ 박물관으로 사용)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2005~ 용산 현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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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1503) v.s. 금동반가사유상(국보78호, 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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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세계화(안숙선에서 BTS 웸블리 공연 2019.4.17. 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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靜에서 動으로

사라진 2018 평창올림픽 주경기장(역사적 공간의 계획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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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 아보쉬의 크립토 아트 장미(forever rose).

실체적 예술에서 디지털 NFT까지

(최초의 주목받은 NFT. 예술작품을 블록체인 매체에 저장. 10명의 공동구매자에게 100만$에 매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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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예술. 예술과 기술의 융합

(오픈스페이스블록스. 2021.11. 영은미술관)

• 홍경택 작가의 원작

인공지능이 재해석한 작품

연관
키워드 들
곤충이 지배하는
세상
곤충합성
사이보그 왕비
사랑과 기계
미래의 사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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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 탈출구와 돈은 어디에?

팬데믹이후 비대면 영상(OTT 스트리밍). 2021.9.

From Screen to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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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여 정,

가장 빛나는 우리시대 글로벌 스타. 2021-2022

• 2022.3.28.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코다>의 남우조연상을 받는 (청각장애인)트로이 코처
에게 시상, 수화로 호명하고 수화 소감을 말 할수 있도록 옆에서 트로피를 들어주어 감동을 안김
• 2022.3.15. 윤여정, <파친코>로 글로벌 행보 예고 (Apple TV+)
• 2021.3.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수상 <미나리>로.

• <파친코> : 모든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 '선자' 역을 맡아. 1900년대 초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 '선자'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며, 윤여정은 노년 시절의 '선자'로 극을 이끈다. '선자'
의 지나온 삶이 모두 담긴 윤여정의 섬세한 감정 연기. 2022 0325 8부작 드라마로 스트리밍
• 연출가 코고나다 감독 : “그녀가 다채로운 운율과 깊이로 캐릭터에 숨을 불어넣는 모습들이 놀랍다”

• 마이클 엘렌버그 총괄PD : "윤여정은 우리에게 선물이요 전설이며, 훌륭한 배우, '파친코'의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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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장의 경쟁과 새로운 문화향유의 도전
• 넷플릭스 > 디즈니+ > 애플TV+

[잠망경] 국내 OTT 시장 지각변동…애플TV..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OTT무한경쟁시대 돌입]

• 넷플릭스 가입자 수 : 2억 1360만명(2021년3분기까지) – 국내OTT시장점유 50%근접
• 디즈니+ : 1억1600만명.

2021.11월12일 한국 상륙

• 한국 내 이용자 (2021.8월기준)
- 넷플릭스 755만8천명(9500원/월~)
- 웨이브 387만9천명(7900원/월~)
- 쿠팡플레이 : 2500원 가격으로 승부
• Apple TV+ : ‘파친코’를 업고 본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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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보고나서 불편한영화. 그러나 글로벌 소비자는 그렇지 않았다. 처음부터 글로벌시장을 겨냥했기 때문 2019-2020

https://movie.naver.com/movie/bi/mi/mediaView.nhn?code=161967&mid=42092#tab

불편함을 여과없이 노출, 혁명의 기운인가? 도발인가? 그러면서 세계적 공감과 열광적 환호를 이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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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시대의 퇴조와 을의 시대의 세계적인 전개를 의미. 정통 자본주의의 심장을 겨눈 영화.

영화 “기생충“(parasite)의 시대적 문화적 의미(아카데미 4관왕)

[출처] 기생충 BTS n K-culture(박광무 2020), pp.15-45

•

영화자체는 4차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한 게 아님. 오히려 전통적 영화기법에 충실

•

탄탄한 이야기 전개와 영화의 전편에 흐르는 공감 장면과 대사들이 단숨에 관객을 영화에 몰입하게 만든 특징

•

문화적 상상력, 저변에 축적된 오랜 경험, 섬세한 연출, 치밀한 구성이 영화의 디테일을 빈틈없이 다짐

•

세계인의 공감 유발. 문화의 힘 : 지상 반지하 심층지하의 중첩된 계층구조에서 공생공존

•

SNS와 유튜브와 페이스북. 글로벌 팬덤 현상을 이룬 지구촌의 모든 팬들의 댓글 달기와 응원

•

영화관람 이후의 관객의 반응과 팔로우업이 이 영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감.

•

이 영화는 감독의 성격과 영화의 칼라가 맞아떨어진 경우임.

•

배경장면의 독특한 한국적요소와 개인적체험이 녹아서 보편화된 정서가 가장 개인적이면서 세계적 보편성 획득

•

예술이 혼(魂)에서, 그리고 극(極)과 극(劇)의 삶에서 나온다는 점(백남준, 이어령의 예술세계)

• 정부의 역할 : 개인이나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감당해야 – 글로벌표준형성. 시장질서형성과 개척. 저작권보호보장. 시
장에서 영화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노력.
# 이면에 거대자본투자와 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이미경 CJ 부회장의 전폭적 지원:

+

오스카캠페인에만 100억원이상 투자)

봉준호감독의 완벽한 스토리보드를 비롯한 섬세한 역량과 유모어감각, 바론손이엔에이 곽신애 대표와의 호흡

=>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경제효과 2억달러 이상(2019 아카데미상 수상작 “그린북”의 경우 매출만4천억원 3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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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로 시작한 K-culture 확산
• BTS, K-pop을 넘어 World pop으로 자리매김
• 음원차트에서 뿐 아니라 정상의 팝 가수들과의 융합과 협업으로 인기와 신뢰를 축적
• BTS가 BTS를 밀어내고 정상의 위치를 고수.
• 2020-2021 시즌 미국 최고의 음원 차트인 빌보드차트에서 싱글1위에 다섯 곡이나 이름을 올림.
즉 BTS 곡끼리 서로 1위 경쟁 : <버터(Butter)>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를 차지
이어서 또 다른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가 <버터>를 밀어내고 1위 바통터치
• BTS가 LA에서 벌인 단독 콘서트(2022.4월, 4회공연)에만 20만 명이 모임(매경2022.4.19.)
`금의환향` 방탄소년단, 美 공연 마치고 귀국 - 스타투데이 (mk.co.kr)

단 네 차례 공연으로 3,330만 달러(약 400억원)을 벌어들이며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9년 만에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가장 큰 흥행기록

• 1964년 2월7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시작된 비틀즈의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57년후 BTS에 의해
재현된 순간. <2021 K-invasion >
• 이외 ‘오징어게임’ ‘지옥’ 등 드라마와 웹툰·푸드·뷰티 등 여러 ‘한국산 콘텐츠’로 K브랜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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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 21세기 월클(World Class) 팝(pop)의 거인으로 서다

박광무2020. pp.91-93

•2020년3월1일자로 방탄소년단이 역대급 기록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1위
•앞서 방탄소년단은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轉) 티어>로 빌보드 200에서 최초 1위
•2018년 9월 <러브 유어셀프 결(結) 앤서>, 지난해 4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에 이어 이번 앨범까지 1
년 9개월 만에 4회 연속 빌보드 200의 1위를 차지
•연속으로 내어온 4개의 앨범이 모두 1위에 올라간 것
•BTS에 앞서, 최단시간 4번째 1위 앨범을 낸 밴드는 1968년 비틀스가 유일!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소년 노래단(boy group)임을 입증. 무엇보다 비영어권에서 낸 성과.
•BTS의 지속가능 비결 : 성실 지속 재능 헌신 공감, 드림과 이룸의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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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규4집 타이틀 곡 “ON”의 시작부분

(2020.3.)

……

박.pp.93-94

•I can't understand what people are sayin’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한 발자국 떼면 한 발자국 커지는 shadow
•잠에서 눈을 뜬 여긴 또 어디
•어쩜 서울 또 New York or Paris
•일어나니 휘청이는 몸
•Look at my feet, look down
•날 닮은 그림자
•흔들리는 건 이놈인가
•아니면 내 작은 발끝인가
•두렵잖을 리 없잖아 ......
•이렇게 시작되어 5분 54초 동안 이어진다. ‘사명감’을 노래하며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로 다시 일어나 외치는 모습.
•세상에 보이고 싶은 자신과, 그동안 숨겨왔던 그림자 부분인 눈을 감고 싶은 자신을 모두 받아들이고, 완전한 자신을 발
견했다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각각의 곡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 다양한 장르에서 앨범의 전체적 완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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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Global big hit K-pop
• https://youtu.be/mPVDGOVjRQ0

박광무2020. p.90p

(이하는 저자의 선입견 없는 詩的 통찰로 “ON” mv를 묘사한 글임)

•정규4집 타이틀곡 "On”의 Official mv가 보여주는 세계관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조형물 “6월의 장맛비에 판쵸우의를 걸치고 전진하는 유엔군의 군상(群像)”과
모윤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떠올리게 하는 비탄(悲嘆)의 잔해들. 그 다음에 보이는 광활한 초원의 대륙,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울창한 삼림을 연상케 하는 거대하고 신성한 나무아래 서성이는 그대.
제도와 규율의 새장에서 벗어나고픈 자아(自我)여. 나를 옭아매는 사슬을 끊고 나아가자! ‘죽어서 천년’ 주목(朱
木)이 열병하는 광야를 벗어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찾아 고뇌하는 자아여. 외로운 소녀의 눈가림을 벗겨주고

장벽을 넘어 새로운 비상(飛上)을 위해, 함께 저 암벽의 능선을 뛰어 올라가자! 손안의 흰 비둘기 날려 보내고 새
출발의 고둥을 울리노라. 해리포터의 꿈, 이제 도전을 향해 도약하자! 토아 프레이저 감독의 <지젤>을 떠올리게
하는, 단체 고해성사를 위한 미사 같은 집회에 모여선 우리들의 자화상. 인류의 핵위협을 넘어서, 이제 전진의 발

걸음을 내딛는다. 전쟁과 절망과 파괴와 억압과 암흑 같은 고독을 넘어서. 산맥은 광대하고 하늘은 우리의 길에
서광(瑞光)을 비쳐준다. 꿈은 더 이상 꿈(Dream)에 그치는 게 아냐! 그건 이루는 거야(Making)!

정규4집 “맵오브더 솔 : 7”, 타이틀 곡 ‘ON’의 뮤직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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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9 현재

BTS의 문화•기술적 측면의 성공분석

박. pp.100-101

[문화측면]에서 세계적인 ‘게임 체인저,’ 한류 중 K-pop 분야에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철저한 기획과 치밀한 전략, 쉼 없이 일구어 낸 지칠 줄 모르는 행동
•기획에 성실히 따라주고 멤버의 개성을 살리면서 완전히 소화한 노래와 춤의 무대
•정성을 다하는 팬서비스, 변치 않는 성실성, 높은 음악적 완성도, 팬들과 함께 호흡
•당면한 동시대의 관심과 이슈를 노랫말로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공감 폭발
•그룹 전체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개개인의 특성도 드러내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만족

[기술측면]

AI, SNS, Big Data, Application으로 관리되는 BTS와 아미군단.

•타이틀곡 ‘ON’의 뮤직비디오는 현지 촬영과 VR 기술을 접목하여 영화를 찍듯이 제작

•글로벌 팬덤의 형성 4차산업혁명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와 기기를 십분 활용
•‘아미봉’활용, 아미들의 모든 활동과 선호와 BTS관련 소비 트렌드까지 완벽하게 빅데이터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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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BTS의 위대성

박.pp.99~100.

•시장을 지배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부단히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 BTS도 예외가 아니다. 소비자는 시
의성과 의외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신선한 지적 충격과 제품의 기능적 탁월성에 계속적인 지지를 보
내고 기꺼이 값을 지불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자가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충성
심을 잡아 둘 수 없다. 그게 시장의 냉혹한 원리이다.
•소비자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충성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다.
특정 브랜드나 상품 자체에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이나 아티스트 혹은 그 제품이나 관련 문화콘텐츠일지라도 이 같은 소비자의 욕구
에 부응치 못한다면 그 신뢰와 충성심은 자기도 모르게 거두어 버리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BTS는 더욱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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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글로벌 팬덤을 이끌어내는 특징 https://tv.naver.com/v/20316779 <Butter> 2021.5.21.
[“Butter” mv 시청 소감]
•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두드림(Bit heart),
• 브랜드 이름값을 명운을 걸고 해낸다(Big Hit Entertainment),
• 빠름과 긴 호흡의 교차(Fast and Breathe),
• 녹색과 민트 향의 빛깔(Green & mint),
•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인 황금색과 검정색의 대비(Gold & Black),
• 빛과 광선을 통하여 위대함을 표현함(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다; Light & laser),

• 움직임과 멈춤의 조화(Move, not stop),
• 보라색, 신(神)의 색(미켈란젤로의 작품 천지창조에 나오는 신의 외투색깔), 황제(皇帝)의 색, BTS의 색
• BTS의 글로벌 팬클럽 아미(ARMY)는 (이것을) ‘보라 해여’라는 은유로 표현. ‘사랑해요’라는 의미로
통용하고 있다(Purple=♥).

•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서 또 여럿이(Solo & group, not alone),
• 고음(高音)의 세계에서 최고(highest)를 추구함(Soprano),
• 톡톡 튐(Staccato), 우주적인 팬덤(ARMY Universal)을 형성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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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신작 공연작품 :

책처럼 펼친 방탄로고, 방탄의 기록과 새역사의 지속

• http://blog.naver.com/kaeun0806/222704548795 (2022.6.10. <We are Bulletproof> 예고편)

• 콘서트로 인한 과다호르몬 분비, “덕후병” 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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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논란과 대안

하이브 株價 불안정성의 함의

1. BTS군복무 관련 논란
[실체] 정치권의 과잉 부추김
[BTS입장] 떳떳이 복무한다
[하이브의 기대와 대응] 내심 면제 희망. 株價, 팬플랫폼 강화,
BTS매출의존도 저감, 게임산업 본격육성 등
[팬(아미)들의 관점] 다양함.
[2030세대의 반응] 상식 공정에 위배인식
[국민, 전문가 견해들] 군면제제도 자체를 전면 수술 필요
=> 발상의 전환, 백척간두진일보. 군의 긍정효과 글로벌화 필요성
2. 그래미 상 미수상 관련(미 음반업계 최고권위상. 아카데미에 비견) 220404
2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오르고도 수상 불발.
‘문턱론’ 있으나 긍정의 관점에선 지속 발전한다는 의미.
3. BTS경제효과
현대경제연구원 연 4조1,400억원(2018.12.)
빌보드1위시 1.7조원 v.s. 올림픽금메달 2590억 효과(성일종의원)
=> BTS효과분석은 다양하며 경제효과 원천도 다양하다는 점 유의
#결론 : 위기는 常數. 늘 견디고 전진했다. 2013싱글앨범데뷔 1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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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공연 : K-콘텐츠의 OTT확장

[자료] 웹진 한류스토리 2021.겨울호(KOFICE)

• 공연영상화 사업이 단순히 무대를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기술 융합을 통해
관객들의 새로운 니즈와 취향을 충족
• 웹 뮤지컬의 흥행(EMK뮤지컬컴퍼니) : “모차르트!”의 실황영상을 유료 스트리밍, 웹뮤지컬 “킬러
파티” 상영.
• CGV와의 협업으로 “몬테크리스토: 더 뮤지컬 라이브”를 4DX로 제작해 영화관에서 상영, 개봉 1주
일 만에 1만 관객을 돌파

• OTT 플랫폼을 통한 공연 유통망 확대 가속화
: 2021년 하반기부터 애플TV+, 디즈니+ 등 글로벌 OTT 기업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
=>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TV,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사업자의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 가열
• 쿠팡플레이 : 예능, 드라마, 스포츠 등에 특화한 콘텐츠 라인업 구축
: 2021년12월 4일 “콜드플레이”의 콘서트를 단독 기획해 라이브스트리밍
• 공공기관의 스트리밍 개시 : 경기아트센터, 뮤지컬 “유월”을 왓차에 서비스, 유통망 확장모색.
국립극단은 2021.11월부터 국내 연극단체 최초로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 ‘온라인 극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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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의 메타버스(Metaverse) 진입

[자료] 웹진 한류스토리 2021.겨울호(KOFICE)

• 메타버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 이미지 등이
총동원된 확장된 가상세계
• SM엔터테인먼트
: 메타버스 기반 아이돌 그룹 에스파(aespa)로 새로운 입지를 다지고

2021. 6월 KAIST와 메타버스 공연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
아바타와 디지털 세계로의 사업확장 본격화
•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랩(ATLab)
: 자체 제작한 융복합공연 “허수아비H”로 관객의 체험을 확장한 공연예술의 새 영역 개척 중
 코로나 이후 미디어화 된 일상이 더욱 익숙해진 관객들
: “집에서 즐기는 공연”이 일시적인 문화소비의 대체재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이자 양식으로 자리잡아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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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의 새로운 주목(K-arts)

[자료] 웹진 한류스토리 2021.겨울호(KOFICE)

• ‘이건희 컬렉션’ 국가기증 이후 국내외의 관심, 그로 인한 국민적 미술 향유의 분위기 형성, ‘낙수효
과’로 이어진 미술시장의 호황이 K아트의 새로운 한류를 촉발 전망
• 세계미술의 중심지인 뉴욕과 런던의 중간 지점이던 홍콩의 대안으로 서울이 주목받기 시작
• 한국미술의 잠재력과 구매력을 확인한 유수의 국제 갤러리들도 한국 개관을 준비

- 기 상륙 : 세계적 화랑 페이스, 페로탱, 리만머핀, 바라캇 갤러리.
30년 전통의 유럽 화랑 ‘타데우스 로팍’갤러리와 신흥 강자 ‘쾨닉’ 갤러리
- 2022 개점예정 : 독일 베를린의 ‘페레스 프로젝트’와 미국 뉴욕의 ‘글래드스톤’ ‘투팜스’
독일의 ‘스프루스 마거스’ 갤러리와 ‘에스더 쉬퍼’ 갤러리는 “분관 오픈을 신중검토 중”
스위스 취리히 발 세계 3대 화랑인 ‘하우저 앤드 워스’도 서울상황 점검 중
• 프리즈(FRIEZE)아트페어(세계 최정상 아트페어)가 서울을 택했고, 향후 5년간 개최를 약속
• 국립현대미술관 추진 한국미술 국제 주요기관 전시 :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LA카운티미술관
(LACMA), 중국 중국미술관, 독일 칼스루헤 미디어아트센터(ZKM) 등
• ‘이건희 컬렉션’의 해외 미술관 교류전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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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의 문화 제3의 르네상스를 촉진
• 미스터 트롯 열풍
• 내일은 국민가수 : 현재진행형
• 이름없는 자리에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할 기회

• 투명하고 완전한 경쟁이 인기의 비결
• 자유롭고 마음껏 원 없이 기량을 발휘
• 심사의 공개 투명 즉시 발표
• 진실함과 최선을 다함에서 나오는 공감확산의 위력
• 전시의 가상공간 진입 – 현장전시와 함께 3D, 클로즈업, 초확대 등
• 인공지능과의 협업 융합 확장
• 예술작품에 NFT(대체불가토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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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르네상스 (초연결시대 이후)
⚫ 기원전 고대 그리스 문화 – 신과 인간의 공존
1. 16세기 문예부흥 – 인간의 재발견(창세의 인간 아담의 회복), 사고와 사상의 자유 촉발
2. 20세기 민주주의의 전개 –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3. 21세기 초연결시대의 전개 –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가치와 정보.
=> 개인의 행복과 자유로운 창조.
주체적인 사고와 행동
• 모두가 갑인 시대. 을의 반란.
• 참여정책과 정책참여.
• 문화누림도 자유로운 문화소비자 주권의식의 확산에 기초하여 자율적 능동적인 형태 확산
• 문화소비의 다양화 다층화 아나로그와 디지털의 공존, 사이버공간의 문화누림 보편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문화원형은 중요하다.
• 인간이 아날로그이기에 아날로그는 영원하다.
• 사이보그가 나온다고 해도 그 본질은 아날로그 존재

• 이미 우리는 사이보그에 익숙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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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5차혁명
• 4차산업혁명의 도도한 물줄기.
• 그 위에서 모든 기존의 가치와 창조와 예술조차도 거대한 흐름에 표류할 수도
•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유쾌한 5차혁명>

• <유쾌한 5차혁명>은 4차산업혁명의 흐름이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로 확산됨에서 비롯.
이는 인간의 삶과 환경을 더 완전하게 만들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전제.
• <유쾌한 5차혁명>의 특징
- 인공지능(A.I.)과 만물인터넷(IoE),
- 복합지능(M.I.=A.I.+H.I.)의 일상화 :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과 창조적 활동을 돕는 구조로 정착
인공지능 로봇의 생활 속 확산 – 반려로봇, 단순노동, 인턴, 기간제, 알바 일자리 대체.
초지능(Singularity)의 도래보다는 복합지능으로 나아감이 더 현실적인 진단일 수 있음

K-cultureⓒ박광무2022

K-Culture 세계화의 미래(한류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단계로 진화한다)
• K-pop의 BTS 블랙핑크, 그 다음은? : 팬 플랫폼의 글로벌화 전략 추구(다변화, 지속가능 선순환)
①하이브의 방시혁이 네이버와 합작투자로 위버스 컴퍼니 설립, 가장 강력한 종합 팬 플랫폼 “위버스” 운영
②SM엔터테인먼트와 기획사 JYP의 합작투자로 디어유 회사를 설립하고 플랫폼 “버블”을 운영(아티스트와의 교류에 초점)
③게임사 엔씨소프트와 종합엔터사인 CJ ENM은 합작으로 플랫폼 “유니버스”를 운영(①②에 게임적 요소를 추가)
# 팬덤 플랫폼에 메타버스까지 더해지는 방향으로 발전 진화하면서 무한한 확장성이 예견됨

• 영화 봉준호 기생충 이전과 이후
- 코로나가 가져다 준 영화계 지각변동 - 스크린에서 OTT 로 : <오징어게임> 그 다음 <파친코 > 그 다음은?
-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OTT의 약진은 더 이상 영화가 스크린에 종속되지 않음을 입증
One content Multi Terminal. 그러나 이것이 영화의 종언을 고함은 아니다.
예술표현의 자유는 영원하되 그 양식과 소비형식은 복합적이며 다양하게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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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 이제는 fast follower 시기의 국내, 개도국 차원 벗어나기
• 글로벌시대 first mover 입장에서 방향설정과 입장 정리와 선도적인 행동필요
• 세계적 인류보편가치 구현 차원에서 상호교류, 세계문화다양성 존중. 시혜적 관점이나 자만은 금물
• 전세계의 한류 팬에 대한 K-culture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 지구적 표준에서 思考 企劃 行動 責任지는 모습 필요
- 문화의 일방공급자에서 문화다양성 존중과 호혜적인 교류 지향
- 한류의 뿌리문화에 대한 체계화, 정통과 변용의 공존과 발전

- 한국어와 한글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예술인의 언어사용과 생활규범에 대한 도덕적 신뢰 유지
• BTS의 실체 : 방시혁의 문화 DNA, BTS단원들의 내재된 문화재능과 부단한 노력의 합작. 글로벌 콘
텐츠로 생산 유통 소비하는 아티스트와 팬덤(아미)의 복합적 완성체. 지속가능 한류를 이끄는 힘
• 미나리와 파친코의 교훈 : 재외동포 예술인들의 약진, 그들의 글로벌 사회 경험이 콘텐츠와 만나 한
류의 다음단계 진화와 문화다양성의 진보에 일조하고 있는 점(양성희, 중앙일보202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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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문화 예술인에 대한 정책 기조 : 내버려두라!
- 지원하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문필가의 붓을 꺾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기본정신에서 접근 필요
- 예술인(artist actor) - 맘껏 발현하되 인류가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예술의 자유로 가는 자율규제
단, 인류가치와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압박이 있다면 그에 저항하는 예술표현을 포기해서도,
막아서도 안된다.
2. 예술의 전위성과 반체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자유민주자본주의 체제의 보루다.
단, 예술과 문화의 이름을 빙자한 반예술과 반문화는 경계함이 마땅하다.
그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하는가? 당대 지성의 판단과 국민의 견해도 있겠지만 누구도 재단할 수 없다

매 시대의 역사와 후대가 그 시점에서 평가하고 또 다음 시대에 재평가하게 된다.
• 예술가의 역할은 예술표현으로 구현.
논란은 누구나 촉발할 수 있으나 그것조차 자유롭고 억압이 없어야 한다.
문화는 흐름이며 축적이며 도전이요 창조이기 때문이다.

3. 한국의 문화현상이 半島性을 벗어나 “한 코지”[大串]로 인식과 행동이 전환되어야 한다
• 문화의 독립변수성과 선도위치 전환 : 문화는 인류와 민족의 흐름 축적 도전 창조의 과정과 결과의 총체.
나아가 문화현상이 정치 경제를 견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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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문화를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수단화 혹은 부속물 인식에서 벗어나기
• 정치 경제 사회활동이 문화적 환경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 문화활동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활동이 한단계 성숙 필요.
- 가령 국무회의, 여야 대표 원내대표 5부요인 회의를 박물관 국무회의 등 문화공간에서 개최
- 국무위원 정치인 경제인 노동운동가들의 독서 공연 전시관람 동호회 결성 등
문화누림 활동을 정례화 확산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의 품격을 상향하는 행동 필요

• 정치권의 예술인 동원 행태 탈피. 오히려 정치인은 예술현장을 찾아가야 함.
• 정치인들의 예술현장 문화누림의 일상화 정도와 문화기부 후원 참여의 정도로
그들의 인격과 정치의 수준을 평가하는 문화인식의 변화와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 필요
• 외교 안보 대응도 문화의 힘을 활용하고 발현할 필요
- 한류문화현상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전파가 이루어지게끔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과 여건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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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21 상반기 콘텐츠산업

매출액 61.2조 수출6조원 종사자6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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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출처] 한류백서2021. (2022. 04)

지식재산권 :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흑자 8.5억 달러로 2019하반기에 이어 역대 두번째 흑자기록

K-cultureⓒ박광무2022

감사합니다

K-cultureⓒ박광무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