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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만들어진 비대면 사

회가 지속하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도, 회사도 비대면

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콘서트 또한 비대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케이팝 장르에서는 온라인 콘서트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향후 새로운 콘서트 형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또한 크다. 하지만

기존의 콘서트에서 아이돌과 관객이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

었던 것과 달리, 온라인 콘서트에서 아이돌과 관객, 관객과 관객은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태로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렇게 매개된 상황에서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하다는 감각, 즉 라이브니스(liveness)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지를 미디어 장치(media dispositif)의 관점에서, 14

개의 실제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 참여관찰 및 텍스트 분석, 그리고 12인

의 관객 인터뷰를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는 먼저, 온라인 콘서트가 관객의 화면에 도달할 때까지 라이브

니스를 생성하기 위해 채택한 여러 요소를 살폈다. 온라인 콘서트는 촬

영 스튜디오 속 무대와 퍼포먼스 및 토크, 카메라의 샷과 종류, 편집과정

에서의 첨가와 조절 및 배합, 송출 플랫폼의 기능과 화면 구성 방식을

통해 라이브니스를 만들고자 했다. 또한, 콘서트 전후를 아우르는 메타텍

스트를 통해 온라인 콘서트 내부 요소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입증하고,

관객에게 기대하는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고, 콘서트의 사회적 중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했다.

관객의 수용할 용의를 통해 비로소 라이브니스로 감각되기 때문에,

콘서트 속 라이브니스 요소는 관객에게 수용되어 활성화되기도, 반대로

거부되기도 하였다. 주어진 라이브니스 요소를 수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관객은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요소가 과거 대면 퍼포먼스나 그것

의 매개경험과 유사성을 지닌 경우 쉽게 받아들였으며, 익숙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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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니스 요소의 경우에도 코로나19라는 시대적 필요성 또는 새로운

장르로서의 장점으로 인정한 경우 수용하였다. 콘서트 내부 구체적인 요

소와 무관하게, 관객이 기존에 아이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지

식의 영향으로 메타적으로 라이브니스가 만들어지고 수용된 경우 또한

존재했다.

반대로,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요소들은 콘서트 제작자의 의도대로 수

용되지 않고, 거부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다양한 요소에 걸쳐 발생하였

다. 이에 더해,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는 근본적으로 비대면 브로드캐스팅

이벤트이지만, 스스로를 ‘콘서트’라고 칭하고 홍보하고 있었다. 대면 ‘콘

서트’가 관객에게 시공간적 공존, 즉 콘서트장을 둘러싼 전체 과정의 육

체적 실존을 통해 라이브니스를 생성시킴을 돌아볼 때, 온라인 ‘콘서트’

에서 그 경험의 근본적 부재는 더욱 부각되어 경험되었다. 모든 측면에

서 기대된 ‘라이브’의 불일치는 관객에게 라이브니스 대신 이질적이고 불

쾌한 콘서트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관객은 ‘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이돌의 모습을 놓칠 수

없었으며, 관객들은 온라인 콘서트가 만들고자 하는 라이브니스에 불만

족을 느끼더라도 콘서트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객은 관람 장소를 꾸미고, 함께 볼 관객을 초대하고, 관람 경험을 시공

간적으로 확장하는 등의 개인의 물리적인 실천과, 주어진 라이브니스 장

치를 우회하고 무시하는 등의 전유실천을 거듭하고 있었다. 관객은 수동

적으로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그나마 더 라이브하고 즐거

운 콘서트 경험을 건설적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주체였다.

한편, 온라인 콘서트는 전면으로 매개된 ‘비대면 경험’과 오감을 통해

지각되는 ‘콘서트’라는 양립불가의 두 정체성 사이를 오가며, 관객에 발

맞추어 적응과 진화를 거듭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SM의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 그리고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사례연구로 살펴보았다. 두 경우를 통

해 온라인 콘서트가 최대한 겉으로는 온라인 콘서트의 특수성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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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더 큰 물리적인 무대와 세트, 프로그램 구성, 카메라 무브를 통해 대

면 콘서트의 실황중계와 유사한 형태로 스스로를 재조립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돌발상황 없이 제어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콘서

트가 재편되었음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는 관객에게 ‘콘서트’가 아닌 ‘콘

서트 생중계’의 라이브니스를 기대하게 만드는 전략이자, 통제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통해 라이브니스를 생성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케이팝 온라

인 콘서트와 그 경험을 초기적, 동시대적으로 살핀 탐색적 연구라는 점,

시청각적인 자극과 심리적 유대감이 중요한 ‘케이팝 콘서트’에서의 비대

면 라이브니스의 생성과정을 전체로서 살폈다는 점, ‘팬’으로서 관객이

보여줄 수 있는 수용과 거부, 전유실천과 같은 복합적인 역능에 주목했

다는 점, 그리고 미래의 콘서트와 ‘라이브’가 무엇인지 살필 기회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온라인 콘서트, 케이팝, 라이브니스, 장치, 매개 경험

학 번 : 2020-2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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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 2년 간 매우 제한적이었다. 많

은 사람이 한 곳에 밀집하는 대중음악 콘서트 또한 이 제약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케이팝 분야에서는 콘서트장에 관객이 없는

대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형태의 콘서트가 도입되고 유행,

발전하게 되었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2022년 현재에도 HYBE,

SM을 비롯한 다수의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온라인과 대면 콘서트를 하

이브리드로 섞어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트렌드이자 수익모델

로서 향후 거듭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콘서트’로서 소개되긴 하지만,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이하 ‘온라인 콘

서트’)는 관객과 퍼포머(무대)가 위상적으로 상이한 곳에 있다는 점이나,

동시성은 확보되지만 ‘브이라이브(Vlive)’와 같은 라이브스트리밍 플랫폼

을 통해 중계 및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면 콘서트 경험

과 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케이팝은 시각적 자극, 즉 영상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문화이다(홍

석경, 2013).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K팝의 본령은 춤”이며, 케이팝 아이

돌 그룹은 “노래와 랩을 하는 댄서”이자 “퍼포먼스를 마스터한 가수이자

래퍼”에 가깝다고 인터뷰에서 주장1)하기도 했다. 이러한 케이팝의 시각

중심성은 “양질의 뮤직비디오, 리액션 비디오, 댄스 연습 비디오”와 같이

이를 최대한 생생하게 강조할 수 있는 공식 영상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

지며, 팬들 또한, “플래시몹이나 커버댄스 비디오, 설명 비디오, 팬의 직

캠, 대포카메라 문화”(홍석경, 2020, 50p)등 비주얼 콘텐츠 생산과 소비문

화 향유를 통해 이에 화답한다.

나아가 케이팝은 팬덤과 스타 간의 양방향적 친밀감과 소통이 매우 강

1) https://tongsangnews.kr/webzine/2011/sub_7.html (2020.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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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석경, 2020)되는 장르이다. 케이팝 수용자들에게 케이팝이란 단순히

감상용이 아닌, “음악, 가사, 뮤직비디오, 무대 퍼포먼스, 패션과 외적 이

미지, 기획사가 부여하고 자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구축하는

캐릭터와 정체성, 팬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서적 친밀감

등을 모두 느끼고 향유할 때 비로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이규탁, 2020, 48p)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특히 서구의)

스타들과 다르게 케이팝 스타들은 적극적으로 “팬의 팬”(Kim, 2018, p.

17)이 되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팬덤과 개별 팬에게 밀착된 친밀감과

감사를 발산하며, 팬덤 또한 집단적인 정서적 반응과 소비를 통해 이에

충성적, 적극적으로 부응한다. 케이팝의 장르적 배경을 살폈을 때, 퍼포

먼스와 정서적인 교류가 얼마나 ‘라이브’하게 느껴지는지는 케이팝 수용

경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는 특히 콘서트의 맥락에서 더욱

중요하다.

기존 대면 콘서트는 관객에게 당연하고 의심의 여지 없는 절대적 생생

함(liveliness)과 공존감(co-presence)을 보장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을 통해 연결된 온라인 콘서트에서 아이돌과 팬은 동일한 시공간2)을 점

유하지 못하며, 시청하는 기기 너머로 전달되는 ‘라이브한 느낌’을 통해

이벤트가 ‘라이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느낌’이 바로 라이브니스

(liveness)이다.

온라인 콘서트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관객의 부재를 가리고, 또 한

편으로는 활용하여 라이브니스를 만들고 전달하고자 했다. 이를 접하는

관객 또한 스스로의 관람 실천을 통해 콘서트가 플랫폼 너머로 건내는

라이브니스를 수용하고, 또 불만족한 부분은 스스로 상황을 개척하며 라

이브니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시간의 지남에 따라 후기에 등장한 온

라인 콘서트는 이전의 것과 매우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등, 상황에 따라

2)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포함시킨 이유는 실시간으로 전송되어도 일정 수준의
딜레이가 발생하며, 콘서트에 사전 녹화된 퍼포먼스나 특별 비디오(콘서트 VCR)
도 섞여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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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으로 적응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서야 전면화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콘서트와

그 관객을 다룬 연구는 아직 매우 적은 편이다. 더 나아가, 온라인 콘서

트를 바라보는 기존 관점은 신기술을 찬미하거나 활용을 모색하는 기술

결정론적 방향, 구매 관람자의 만족도 및 개선 방향에 집중하는 산업적

방향, 그리고 수용자의 텍스트 수용 및 실천에 집중하는 팬덤 연구적 방

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에 비해 새롭게 등장한 이 장르가 구체적으

로 어떻게 라이브니스를 만드는 새로운 매개(mediation)방식이며, 관객과

부딪히며 생겨나는 여러 국면을 종합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없다. 이 관

점에서 본 논문은 탐색적인 연구로서,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

스(liveness)’ 생성 과정을 미디어 장치(media dispositif)의 눈으로, 관객

의 유기적, 역동적 실천과정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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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논문에서는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를 ‘라이브니스(liveness)’의 생성

을 위해 구성된 하나의 ‘장치(dispositif)’로서 살펴본다. 온라인 콘서트와

그 관객은 라이브니스를 만들어내고자 이질적인 요소들을 연결해 작동시

키며, 이 연결은 콘서트 내, 외부의 다양한 상황과 상호작용에 따라 유동

적으로 변화한다. 이 복합적인 성질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장치(dispositif)’라는 개념이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두 개

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 1 절 라이브니스

‘라이브니스’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케이팝은

시각 중심으로 짜여진 화려한 음악·춤 퍼포먼스와 스타-팬덤 간의 친밀

한 양방향의 교류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기에, 온라인 콘서트의 가장 중

대한 과제는 비대면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느끼는 것은 바로 ‘라이브의 느낌’, 즉 ‘라이브니스(liveness)’이다.

라이브니스는 직관적으로 ‘라이브(live, 生)’를 느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브니스와 그 근본인 ‘라이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및 접근방식은 학문 분야에 굉장히 상이하다. 예를 들어 ‘라이브니스’는

‘녹음(녹화)’이나 ‘인공음향’과 같이 매개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비매개

퍼포먼스의 아우라적 속성(Phelan, 1993), 실시간 통신 기술이 내재적으

로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징(Zettle, 1978),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미디어

산업이 조직해내는 권력 및 이데올로기적 구성물(Feuer, 1983)로서 사고

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라이브’와 ‘라이브니스’의 관계는 시각에 따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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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가 역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라이브’를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속성으로 여기는 경우 ‘라이브니스’는 라이브가 발산시키는 느낌이자 효

과이지만, 반대로 ‘라이브’가 역사적·관념적·유동적으로 구성되는 산물

이라고 여기는 경우 ‘라이브니스’는 어떠한 수용경험을 ‘라이브’로 만

드는 요소 그 자체이다. 본 연구는 플랫폼을 타고 비대면으로 매개된

온라인 콘서트가 어떻게 생생하고 실감나는 것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피기

때문에, 후자(‘라이브니스’가 ‘라이브’를 만듦)의 입장을 취한다.

기술 발전과 새로운 장르, 기기와 플랫폼(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

어, 라이브 방송 등)의 등장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에서 발원한 여러 라

이브니스 개념이 교차되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는 ‘콘서트’라는 공연예술 퍼포먼스 이벤트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을 타고 전 세계에 실시간 브로드캐스팅’되는 현상이며, 이는 위에서 언

급한 서로 다른 라이브니스가 생성되고 또 첨예하게 교차하는 장 그 자

체이다. 더 나아가, 케이팝 장르에서는 매개와 비매개, 녹화와 실시간 사

이를 넘나들며 특유의 라이브니스를 생성(Kim, 2018)해온 텔레비전 방송

과 콘서트의 역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이브니스는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를 이해하는데 가

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 절에서는 라이브니스 개념의 다층적인 면을

공연예술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봄을 통해,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란 과연 무

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1. 공연예술 퍼포먼스 맥락의 라이브니스

공연예술의 맥락에서는 과연 ‘무엇’이 ‘라이브’인지를 중심으로 라이브

니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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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전적 라이브니스와 그 비판

전통적인 공연예술(퍼포먼스) 연구에서 라이브(live)란 ‘즉시적

(immediate)’인 것으로, 퍼포머와 관객이 모두 시공간적으로 동일한 곳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상호작용함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라이브니

스는 그 어떠한 매개과정 없이 퍼포머와 관객이 함께 살아 숨쉬며 박동

하며 느끼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 페기 팰렌(Peggy Phelan)은 이러한

극장(theatre)의 라이브 퍼포먼스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부여한 이

론가이다. 그는 라이브 퍼포먼스는 오직 극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만 존재하는 것이며, 그 순간이 지나면 영영 사라진다는 점이 그 근본적

특징이라고 주장(Phelan, 1993)하였다. 그는 특히 라이브 퍼포먼스가 “저

장되거나, 기록되거나, 문서화 될 수 없”으며, 만약 그리한다면 “재현의

재현이라는 생성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는 퍼포먼스가 아니”(146p)라

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특히 펠렌은 퍼포먼스가 살아있는 몸의 현존(presence)3)를 통해 실제

존재함을 각인시키며, 퍼포머 뿐만 아니라 관람자 또한 극장에 존재하는

몸으로서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해야 한다(148p)고

주장하였다. 아무리 면밀히 노력해도, 어떠한 매개장치를 거치는 순간 퍼

포먼스가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을 오롯이 담거나 재생산할 수 없는 ‘가

짜’ 또는 ‘불충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펠렌은 모든 매개장치

와 저장장치를 라이브의 대척점에 있다 여겼다.

펠렌은 라이브의 보수적인 정의를 통해 기계복제 시대에 공연의 정체

성과 존재 이유, 즉 자본주의의 구조(즉 재현의 기계적 포착과 재생산하

려는 시도)로의 포섭에 저항을 천명하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더더욱 다

층적 매개(카메라와 실시간 편집을 통한 온라인 관람)와 매개물의 재생

3) 여기서 현존은 진짜 그곳에 있음을 통해 발생하는 일종의 아우라를 의미한다. 매
개된 상황에서의 현존감(이 또한 ‘presence’)과는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 7 -

산(녹화 DVD 출시, 다시 보기 서비스 제공 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업적 성공과 강하게 결부된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는 펠렌의 입장에

선 전혀 라이브도 퍼포먼스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주장을 통해, 전통적인 관점에서 ‘라이브’와 ‘매개된

(mediated)’로 나누어지는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전자에 비해 후자가 평

가절하되어왔음을 엿볼 수 있다. 위 맥락에서 ‘라이브’는 ‘매개(및 저장된

것)’에 비해 근본적으로 “진짜(real)이며 진실(authentic)되고 매력적이며

바람직한(desirable)”것(Sanden, 2013, p. 4)으로서 인식적 우위를 점해왔

으며, ‘라이브’와 ‘매개’의 관계에 ‘생명 대 죽음’, ‘인간 대 기계’, ‘창의성

대 모방성’과 같은 미학적 이분법 또한 부여(Thornton, 1996, p. 71)되게

했다. 이는 ‘라이브’가 ‘비매개 상태’라는 성질만을 고유하게 의미하는 것

이 아닌, 특정한 인식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미학적, 이데올로기적 성질

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의미(Auslander, 2008; Sanden, 2013)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주의적, 전통적 라이브개념은 점차 그 힘을 잃어왔

다. 먼저, 현대에 매개물을 거치지 않고, 오롯이 펠렌 식의 순수한 퍼포

먼스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특히 대중문화에서는) 거의 없다. 텔레비전

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등을 통해 매개되지 않더라도, 현대의 공

연에는 퍼포머의 소리를 픽업해서 증폭시켜주는 마이크와 스피커 시스템

이나, 퍼포머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거나 미리 준비된 영상배경을 무대

뒤 LED화면에 띄워주는 등의 기술적 장비들을 구비해 가동한다. 나아

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등장은 기록 및 재생산의 가능성을

관객까지 확장(Burland&Pitts, 2016)시켰다. 예를 들어 라이브 공연에서

수많은 관객이 직접 카메라를 꺼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소셜 미디어로

스트리밍하는 모습은 굉장히 흔하게 관찰된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라이브’라는 개념의 의미는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거듭 변화 및 확장해왔다. 필립 아우스랜더(2008)는 이러

한 라이브의 의미 차이 및 확장이 기술 발전과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확

장에 따른 산물이라고 보았다. 그는 펠랜 식의 고전적 라이브 정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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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며, 오히려 기술의 등장 및 발전에 따라 ‘라이브’가 개념화되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라디오 이전에는 언제나 라이브 퍼포먼스와 관객

사이에 시공간적 동일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따로 그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초기4) 라디오, 이후 텔레비전의 발명으

로 퍼포먼스의 발생과 관객 사이 공간적 분리가 일어났고, 이는 매체를

통하지 않거나, 매체를 통하지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명명의

필요성을 발생시켰다. 스튜디오에서 편집을 거쳐 제작된 공식 음원의 등

장 또한 ‘녹음물이 아닌’ 특정한 개별 퍼포먼스를 어떻게 부를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발생시켰다. 즉, 역사적으로 기술발전으로 인해 ‘매개됨

(매개 및 저장)’이 등장한 이후에야 반대항으로서 나타나 정립되는 것이

‘라이브(live)’라는 것이다.

아우스랜더는 이와 같이 ‘매개됨(mediatized)’의 개념화를 통해서만 ‘라

이브’가 사고된다고 보았다. 연쇄적으로 라이브니스 또한 그 시대와 기

술, 인식 속에서 구성된 ‘매개됨’의 바깥으로서 수용자에게 인지되는 감

각으로 보았다. 아우스랜더는 고전적인 라이브 개념에 역사성과 유연성

을 부여하여, 영화관에서의 공연예술을 관람하는 장르인 라이브 시어터

(지혜원, 2016) 등 다양한 미디어 혼합 공연예술장르에 대한 라이브니스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1.2 매개된 퍼포먼스와 라이브니스

아우스랜더는 페기 펠렌의 비판, 즉 공연예술에서의 라이브 맥락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미디어 권력과 테크놀로지로 인해 추동되는 라이브에

치중하였다. 이와 다르게, 공연예술 퍼포먼스와 매개된 라이브의 관계 그

자체에 집중한 사람들도 있다. 샌든(2013)은 현대의 음악에 디지털적 매

4) ‘초기’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녹화기술의 한계와 ‘라이브 매체’라는 대중적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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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라이브니스에 미치는 미학적 특징과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는 21

세기에 ‘라이브 음악’이라는 명칭이 1) (어쿠스틱 악기로만 이루어진, 관

객과 퍼포머가 시공간적으로 동일한 곳에 위치하는) 라이브 퍼포먼스 2)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생방송), 3) 라이브 실황녹음, 4) 녹음된 것의 실

황5) 5) 전자적으로 생성된 음악의 라이브 퍼포먼스6)(Sanden, 2013, p.

4)를 모두 의미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근원적인 의미의 라이

브(1)와 배치되는 것들도(2, 3, 4, 5) ‘라이브’가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샌든은 현대 공연예술에서 라이브니스가 전통적인 라이브 퍼포먼스의

특성들을 디지털로 매개된 퍼포먼스 내부에서 발견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대중문화에서 고전적 의미의 라이브 퍼포먼스는 대폭 축소

되었지만, 뮤지커(Musicker)7)들에게는 어떠한 현저하게 ‘사람다운(생생

한)’ 요소에 대한 욕구, 즉 미학적 우위를 점했던 고전적인 라이브에 대

한 선호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람들의 선호는 매개된 콘텐츠에서도

전통적 라이브의 흔적을 부여 및 찾음을 통해 더 미학적인 가치가 뛰어

난 것으로, 일종의 ‘라이브’로서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다. 샌든은 위와 같

은 분별 가능한 전통적인 라이브 퍼포먼스의 특성(identifiabl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performance), 즉 라이브니스를 표 1과 같

이 일곱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다(Sanden, 2013, p. 11).

특히 그는 각각의 라이브니스 카테고리가 서로 배타적이고 절대적으

로 구분되기보다는, 서로 얽혀 있는 역동적인 네트워크(dynamic

network of relationships)로서 하나의 매개된 음악을 이루는 요소라고

보았다. 서로 다른 라이브니스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곡·퍼포먼스

5) 예) 음원으로 배포된 곡의 라이브 퍼포먼스.
6) 예) 샘플링으로 이루어지는 DJ 공연
7) 이는 Small(1998)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어로, 음악 활동에 다양한 차원으로 결합
된 사람들을 모두 지칭(위의 책, p.7)한다. 퍼포머, 작곡가, 비평가, 프로듀서, 콘서
트고어, 매개된 관객(시청자), 음반 구매자 등을 포함하며, 각각의 정체성은 맥락
에 따라 유동적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스몰은 작곡하기, 리허설하기, 공연하기, 듣
기, 평가하기 등 음악 퍼포먼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음악하기(Musiking)로 정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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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지어 한 곡 안에서도 서로 다른 사용역대(registers)에서 생성, 강화

및 약화 될 수 있다(p. 12). 예를 들어 어떤 콘서트에서 가수의 목소리가

8) ‘물질’ 즉 물리적인 ‘육체(body)’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9) 샌든은 매개화(mediatization)를 음악적인 차원에서 전자적 매개(electronic
mediation)가 미학적 의미(aesthetic mneaning)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하고 있다. 그는 매개화가 당연히 문화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의미 생산에도 연
결되어 있지만, 순수하게 미학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음악학자로서 본인 연
구의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Sanden, 2013, p. 10).

10) 보컬로이드 음악이나 턴테이블 음악과 같이, 현실(actuality)에 기반하지 않은 퍼
포먼스의 전달과정에서 느끼는 라이브니스이다. 예를 들어 보컬로이드 스타 ‘하츠
네 미쿠’의 콘서트에서 만약 기계음이 아닌 진짜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가 나온다
면, 인간 목소리의 신체성이 드러나는 라이브니스(corporeal liveness)를 획득하더

라이브니스 설명

시간적 라이브니스

(Temporal Liveness)

음악은 최초로 표현되는 그 순간(initial utterance) 동

안에 라이브하다

공간적 라이브니스

(Spatial Liveness)

음악은 최초로 표현되는 순간의 물리적 공간

(physical space)에서 라이브하다

충실함의 라이브니스

(Liveness of Fidelity)

음악은 최초로 표현되는 그 순간 또는 비매개되거나

덜 매개된 원본 또는 비매개된 이상적 상상에 충실

(faithful)하다고 인식될 때 라이브하다.

즉흥성의 라이브니스

(Liveness of Spontaneity)

음악은 인간 퍼포먼스의 즉흥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담고 있을 때 라이브하다.

물질성8)의 라이브니스

(Corporeal Liveness)

음악은 (악기나 육체, 목소리와 같은) 어쿠스틱한 소

리 생성체(acousitc sounding body)와의 지각 가능한

연결지점을 보여줄 때 라이브하다.

상호작용적 라이브니스

(Interactive Liveness)

음악은 퍼포머 간 또는 퍼포머와 청자/관람자 사이

의 다양한 상호작용(interaction)이 일어나는 도중 라

이브하다.

가상적 라이브니스

(virtual liveness)

시공간적 동일성이나, 충실함, 즉흥성, 물질성, 상호

작용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매개화

(mediatization)9) 과정을 통해 라이브니스의 지각이

생성될 수 있다10).

표 1 샌든(2013)의 현대 공연예술의 라이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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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싱크처럼 들린다면(즉, 물질성의 라이브니스가 부재한다면), 실제 보장

되고 있는 시공간적 라이브니스를 비롯해 다른 라이브니스가 하락하여

‘라이브가 아닌 듯’ 인식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대로 동일한 상황

에서 음이탈이 발생한다면(즉, 즉흥성과 물질성의 라이브니스가 생성된

다면), 하락했던 타 카테고리의 라이브니스는 실제 립싱크 여부와 무

관11)하게 다시 강화되어 ‘라이브’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매개된 퍼포먼스에서의 라이브니스란, 퍼포먼스와 매개화 사이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내부 서로 다른 라이브니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종

합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현된 라이브니스는 최종적으로 수

용자가 자신이 접하는 것이 ‘라이브’라고 인식하는지로 직결된다. 샌든의

라이브니스 카테고리와 네트워크적 접근법은 실시간과 녹화, 실제와 가

상이 얽혀 ‘라이브’ 퍼포먼스를 만들고자 하는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와

관객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2.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맥락의 라이브니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라이브’의 탐구는 브로드캐스팅 매체와

생방송(live broadcasting), 특히 텔레비전 생방송을 중심으로 시작되었

다. 텔레비전 방송(television broadcasting)은 영국의 BBC(1936년), 미국

의 NBC(National Broadcasting Company)나 CBS(Columbia Broadcasti

ng System)(1939년)와 같은 방송국이 설립된 1930년대 말부터 시작해, 2

차 세계대전을 거쳐 1947년경에는 지금의 산업형태가 되었다(Auslander,

2008). 당대의 텔레비전은 기억, 반복과 비동시성을 특성으로 하는 영화

와 구별되어, 즉시성(immediacy)과 친밀성(intimacy)의 매체로서 취급되

라도 미쿠의 가상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을 크게 위배하기 때문에 ‘라이브’가 아니
게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11) 음이탈이 난 음원을 사용해 립싱크를 하는 경우, 실제 시간적 라이브니스는 부
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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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중계를 통해 텔레비전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

는 바로 그 순간을 방송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청자는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Lohr, 1940; Auslander, 2008, 15p 재인용) 화면 속의 현실

을 즉시적이고 가깝게(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다.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세상을 무대로, 모든 가정을 무대의 1열12)로”(Dunlap, 1947; Auslander,

2008, 16p 재인용) 탈바꿈시키는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역할은 먼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소리와 이미지, 정보를 발생과 동시에 시청

자의 집, 눈앞까지 전달해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텔레비전이 현재의

사회 그대로를 반영하며, 더 넓은 세상과 연결시켜준다는 믿음과 강하게

결부되어왔다. 나아가, 1930년대부터 5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간 대부분

의 텔레비전 방송은 생방송이었다. 그 당시에도 영화 필름을 사용한 영

상녹화기술이 존재했지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필름을 매일 방송되는 텔

레비전에 사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웠으며, 송출 기술 또

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950년대 말 안정적인 녹화와 재

사용이 가능한 자기(magnetic) 테이프(암펙스 사의 Video Tape

Recorder)가 등장하기 전까지 텔레비전의 절대다수는 생방송13) 진행이

필수였다. 이와 같은 역사로 인해 생방송은 지금까지도 텔레비전과 불가

분한 요소로서 여겨지고 있다. 미디어 연구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동시적

으로 연결하는, 즉 브로드캐스팅 텔레비전 생방송을 중심으로 라이브니

스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Feuer, 1983;

Bourdon, 2000; Couldry, 2004; Levine, 2008; Sørensen, 2016).

12) 실제로 이와 같은 인식과 기대는 실제 방송 편성에도 영향을 미쳐, 초기 영국
BBC의 저녁타임에는 고정적으로 텔레비전만을 위한 생방송 연극이 편성(Bignell,
2004, p. 28)되기도 하였다.

13) https://blog.scienceandmediamuseum.org.uk/short-history-of-television-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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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전적 미디어 연구에서의 라이브니스

반 에스(2017a, 2017b)는 고전적 미디어 연구14)에서 라이브니스를 살펴

보는 학술적 방향으로 1) 존재론적(ontology), 2) 현상학적(phenomenolo

gy), 3) 수사학적(rhetoric) 의 세 가지를 든다.

그 중 첫 관점은 라이브니스의 근간을 실시간 전송 기술로 본 존재론

적 접근으로, 이 접근법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의 본성으로 인해 실시간

생방송 텔레비전은 ‘살아있게(alive)’된다(van Es, 2017b, p. 1246). 자연스

럽게 라이브니스는 그 ‘살아있음’의 흔적, 아우라가 된다. 하지만 이 관점

은 실시간 전송이 발생하더라도 라이브니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힘을 많이 잃게 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장소를 감시

하고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CCTV) 영상은 기술적으로 언제나 즉시성을

보장하지만, 그 영상 자체는 살아있다고 느껴지거나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Scannel, 2014). 나아가, 존재론적 관점은 생방송의 라이브를 만

들기 위해 개입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van Es,

2017b). 예를 들어 예산 문제 때문에 생방송인 것처럼 구성된 녹화 방송

(Bourdon, 2000)이나, 예측불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

차 후 방송되는 라이브 방송(Sørensen, 2016)은 비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청자에게는 생방송으로 받아들여져 라이브니스가 생성된다. 예

시들은 모두 실시간 전송기술만으로는 라이브니스가 발생하지 않음을 지

적해주고 있다.

현상학적, 수사학적 관점은 텔레비전의 라이브니스가 실시간 기술 그

자체로 인해 형성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구성

물이라 본다(van Es, 2017a). 현상학적 관점이 시청자의 수용 경험 및

의미화 과정을 강조한다면, 수사학적 관점은 그 제도적, 전략적, 이데올

로기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이 둘의 차이이다.

현상학적 입장은 라이브니스와 인간 경험을 불가분의 관계로 본다. 스

14)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전 텔레비전 중심의 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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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넬(2014)은 이 입장의 대표격으로, 그의 저서 <Television and the

Meaning of Live>에서 라이브니스를 즉시적인 연결의 사용과 사람의

수용이 만났을 때의 작용, 달성 및 그 효과”(p. 99)로 정의하고 있다. 그

의 맥락에서 브로드캐스팅 시청 경험은 시청자들에게 함께 소통할 수 있

는 바탕을 만들어주며, 그 연장선에서 라이브니스는 브로드캐스팅을 통

한 생생한 산 경험(lived experience)이자 ‘살아있음(being alive)’을 느끼

는 것(van Es, 2017a, p. 11)이다. 예를 들어, 음악방송이나 대통령 취임

식을 (각자의 공간에 분리되어있더라도) 같은 시간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연결을 통해 함께 시청한 사람들은 그 일의 공통 증인(witness)가 되어,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배경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텔레비전 프로듀서들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살아있고

생생한, 유의미하고 진실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송물을 면밀

히 구성하고 제작한다. 예를 들어 프로듀서들은 프로그램을 이야기

(narrative)형식으로 꾸리거나, 특정한 카메라 샷 교환을 사용하는 등의

기법(care structures)을 사용하곤 한다. 동시에 프로듀서들은 조작적인

노력을 겉으로 보이지 않게 은폐, 시청자가 매끄럽게 생방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을 만들어간다(Scannell, 2014). 스캐넬의 라이브니스에

대한 입장은 시청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인지되는 ‘라이브’와 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작자의 노력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실제 기술적인 요소가 라이브니스 생성에 끼치는 영향을 경시하고, 텔레

비전과 방송 제작에 개입하는 이데올로기, 권력과의 상관관계를 의도적

으로 외면하였다는 점이 비판점(Nyre, 2015; van Es, 2017a)으로 남아있

다.

수사학적 관점은 라이브니스를 미디어 산업과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담

론적 구성체로 본다. 예를 들어 퓨어(1983)는 텔레비전과 라이브의 효과

는 실체가 있기보단 허상과 신화적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라이브

는 방송 속 각종 상업적 의도와 부자연스러움을 자연화(naturalize)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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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편집과 인위적인 화면 조작(슬로 모션 등)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는 것이 그 예시이다. 비아넬로

(1985)는 텔레비전 ‘라이브’란 네트워크, 지역, 스폰서 및 정부의 이해관

계 결합에 의해 형성된 사업 관행적 전략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비아

넬로에게 라이브 텔레비전의 주요 기능은 전국의 시청자들을 전국의 광

고주들 앞에 데려다놓는 것이며, 라이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

역적(local)이거나 비상업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 송신망(network)을 독점

할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수사학적 관점은 라이브

니스에 대해 단순히 매개와 수용과정을 넘어선 거시적이며 비판적인 사

고를 가능케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하게 기관, 제도적 권력을 강

조하는 ‘탑다운(top-down)’식 해석이라는 한계점(Bourdon, 2000; van Es,

2017a)이 있다.

많은 현대의 이론은 생방송 텔레비전의 라이브니스를 현상학과 수사학

적 관점 사이에 걸쳐 살펴본다. 미디어 이벤트(Media Event)(Dayan &

Katz, 1992) 이론이 대표적이다. 미디어 이벤트는 쉽게 말하여 “미디어의

‘기념일(high holidays)’” (Katz, 1980)로, 인간의 달 착륙, 암살된 케네디

의 장례식,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올림픽 개회식과 폐막식 등 사전에

홍보된 생방송을 통해 전체 국민 또는 세계 시민들이 동시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 장르로 정의된다. 카츠(1980)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미디

어 이벤트는 1) 생중계로 진행되며 2) 사전에 계획된 이벤트이며 3) 구

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위시하며 4) 인물이나 단체를 영웅적으로 그려내

며 5) 극적(dramatic), 의례적(ritual)인 의미가 부여되며 6) 필수적으로

시청해야만 할 것 같은 사회적 규범을 제시한다. 비일상적인 대규모 미

디어 이벤트가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모두가 시청하는 ‘역사적’ 행사로

무대화될 때, 시청자들은 미디어 이벤트 시청을 통해 공통적인 가치체계

를 확인할 기회를 얻는다(Dayan & Katz, 1992). 전체 사회 측면에서 이

는 통합의 공고15)화(Hepp & Couldry, 2010)하는 효과를 지닌다.

15) 하지만 이후 미디어 이벤트는 여러 관점에서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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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녹화 텔레비전과 라이브니스

1950년대 말에 이르러, 자기테이프를 활용한 비디오 녹화장치(VTR)의

개발로 인해 녹화방송이 생방송보다 저렴하게 제작 가능해졌고, 60년대

를 거치며 거듭된 기술적 발전과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생방송의 자리

는 대부분 녹화방송으로 대체되었다(Bourdon, 2000). 하지만 녹화방송임

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인 것처럼’ 제작하는 방식 또한 보편적으로 정착하

게 되었다. 예를 들어 녹화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발화는 마치 실

시간 생방송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시청자가 집중(active listening·

watching)할 수 있는 시간 편성과 편집을 사용하고, 녹화장에 없는 시청

자가 지금 함께 있는 것처럼 말을 꾸미거나16) 소리 특수효과17)를 넣고,

정해진 대본을 따라가지 않는듯한(unscripted, not ‘actorly’)환경을 꾸며

내고는 한다(Tolson, 2005). 이는 녹화 프로그램이 생방송의 구성과 언어

를 활용해 라이브니스를 만들어내고, 시청자가 그것을 ‘라이브’하게 느끼

도록 만드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녹화 방송이 가장하고자 하는 ‘라이브’는 굉장히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

고 있다. 예를 들어 부르동(2000)은 시청자들이 ‘라이브하다’라고 지칭할

어 Hepp과 Couldry(2009)는 글로벌화되어 전세계로 생중계되는 미디어 이벤트는
한 사회 내에서 공유되는 공통가치(shared set of values)의 확인을 통해 사회를
통합시키는 의례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불일치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며, 공통가치의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적대감 증가나 사회 모순의 강화
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론의 창시자 카츠(Katz) 또한 이후의 논문
에서, 채널의 증가와 더욱 유비쿼터스해진 텔레비전 시청 환경이 시청자들을 분
산시키고 기존의 미디어 이벤트가 가졌던 ‘공통경험의 생성’과 생방송의 신선함을
약화시키며, 정해진 의례보다는 개입과 행동(action)을 중심으로 시청자의 사회화
가 중심이 된다고 주장(Katz & Liebes, 2007)하였다. 이는 기존 이론이 탄생했을
때와 달리 텔레비전의 중심성과 ‘미디어 이벤트’라는 장르의 동반 하락,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수용 경험이 과거와 현격히 달
라졌음을 가리키고 있다.

16)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대인 간 캐주얼한 말투 사용하기, ‘오늘’이나 ‘지
금’, ‘우리’, ‘여기’ 언급하기, 현재시제 사용하기 등

17) 웃음소리 박수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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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라이브’의 의미를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각은 1) ‘라이브 뮤

직’18)과 같이 사전녹음이나 녹화된 것이 아닌 실시간의 것, 2) ‘라이브

커넥션’과 같이 한 프로그램 내에서 실시간으로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

해주는 것, 그리고 3) ‘아마추어 비디오’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즉 다듬

어지지 않은(raw)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이 3개 뜻이 공통

적으로, 사람이 매개 기술(technology)을 통해 같은 콘텐츠를 보고 있는

사람, 또는 자연스러운 것(natural)으로 이어져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

고 있다고 주장(p. 534)하였다.

부르동은 텔레비전 방송을 생방송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생방송(fully

live)’과 부분적으로 포함된 ‘지속적 텔레비전(continuity television)’, 뉴스

나 다큐멘터리와 같이 실제를 찍은 것이지만 사후편집된 ’편집된 텔레비

전(edited television)’, 그리고 실제가 아니며 배우에 의해 연기되는 ‘픽션

(fiction)’의 네 종류로 나누어 보았다. 그는 픽션을 제외한 나머지 세 카

테고리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라이브니스 시퀸스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정

리(p. 554 - 555)하였다.

18) 앞선 퍼포먼스와 라이브 부분에서 보았듯 ‘라이브 뮤직’ 또한 다양한 의미를 지
닐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실시간 생방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9) 예를 들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방송 종류 포함 요소

전체 생방송

(fully live)

&

지속적 텔레비전

(continuity

television)

직접적인 말걸기(Direct address):

카메라 응시하기, 시청자를 언급하거나 말 걸기

언급된 현실(Addressed actuality):

카메라 응시하기, 3인칭으로 직시(deixis)어의 언급19)

코멘터리의 개입(Involved commentary):

스포츠나 미디어 이벤트에서 이미 등장한 적 있는 진행자20)

의 카메라 화각 밖 코멘트 개입. 화면에 나오는 영상 콘텐

츠와 관련된 직시어의 사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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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때 진행자의 음성은 ‘시각화 가능한(visualizable)’ 음성으로, 이는 음성만 등장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주인(아나운서)이 이미 등장한 적 있어, 음성주인의 시각
화(visual)가 쉽게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뉴스 앵커가 나오던 화면
에서 자료화면으로 넘어가더라도, 시청자들은 앵커의 목소리를 통해 뉴스를 전달
하는 그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는 목소리의 근원지(주인)가 화면에

카메라 경로 바꾸기와 교대하기(Routing and routed

turns):

방송 조정자(mediators)와 시청자 간 카메라 교대를 통해 서

로 응시자 되기. 시각화된 음성22), 카메라를 직접 응시하지

않기

항상성 유지하기(No Changing)23):

프로그램 중간에 옷을 바꿔입거나 새로운 것을 추가하지 않

기. 바꾼다면 카메라 앞에서 바꾸기. 카메라가 없을 때 바뀌

면 충분히 설명하기

편집된 텔레비전

(Edited

Television)

크레딧(Credits):

음성 없이, 어쿠스마틱24)한 음악, 문자자료의 사용

어쿠스마틱한 코멘터리(Acousmatic Commentary):

어쿠스마틱한 음성과 읽는듯한 효과(자막), 때로는 어쿠스마

틱한 배경음악

인터뷰 발췌(Interview excerpt):

시각화된 목소리, 카메라 축에 가깝게 시선처리를 하지만

정면으로 바라보지는 않기25)

언급된 비(非)현재(Non-contemporary address):

카메라를 응시하기, 이야기를 전하는 음성, 직시어를 사용하

지 않기.26)

보이스-온27) 뉴스(Voice-on news):

이미 편집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카메라 밖 코멘터리

가 얹히는 것. 가끔 실제 라이브로 얹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속적 텔레비전으로 본다.

표 2 부르동(2000)의 텔레비전의 라이브니스 시퀸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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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의 여부는 실제 실시간성의 유무보다도 시청자들이 얼마나

특정 콘텐츠를 생방송으로 판단하는지 중요한 정보로서 기능한다. 대부

분 시청자는 오직 2차원적인 텔레비전의 시청각적 단서를 통해 자신이

보는 것이 얼마나 ‘라이브’인지를 짐작하게 된다. 그렇기에 시청자는 텔

레비전 프로그램 내부(출연자의 모습과 발화, 편집 과정, 화면 한켠의

‘LIVE’로고 등)와 그 밖의 모든 편성정보와 프로그램 광고 같은 미디어

파라텍스트28)가 제공하는 라이브의 신호(cue)와 단서(clue)들을 최대한

읽어내야만 한다(p. 535). 부르동은 동시에, 텔레비전이 ‘라이브’로 스스로

를 꾸미고 주장한다면 절대 아닌 티를 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라

이브인지 녹화인지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시청자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는 실제 그 유무보다 라이브 구성에 중요한 것은 시청자의 판단

과 유추(능력), 믿음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방송처럼 꾸려진 녹화물

에서 라이브 퍼포먼스처럼 편집된 가수의 립싱크를 접할 때, 방송 제작

에 대한 사전지식의 정도는 개별 시청자가 느끼는 라이브니스에 큰 차이

를 불러일으킨다(p. 535-536)

텔레비전이 얼마나 라이브니스를 획득할 수 있는지는 시청자 뿐만 아

니라 구체적인 장르에 따라서도 비대칭적이다. 예를 들어 레바인(2008)

은 어떻게 90년대 라이브 대본 텔레비전 코미디와 드라마(live-scripted

comedy and drama)가 생방송과의 유사도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제작, 흥

전혀 등장하지 않는 어쿠스마틱(acousmatic) 음성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다.(Bourdon, 2000, 521p)

21)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골키퍼가 프리킥을 앞두고 긴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

22) 각주 20 참고
23) 이 부분은 원래 리스트(554-555p)에는 없지만 550-551p의 내용을 연구자가 추
가한 것이다.

24) 각주 20 참조.
25) 녹화하는 카메라 주변의 사람(촬영자, 작가 등)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을 의미한
다.

26)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속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나레이션.
27) 편집 또는 송출되는 순간 입혀지는 목소리를 의미한다.
28) 하나의 미디어(이 경우 텔레비전 프로그램)를 둘러싼 모든 텍스트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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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성공하였는지를 연구하였다. 레바인에 따르면, 이들 프로그램은 ‘신

사 숙녀 여러분’, ‘텔레비전의 거대한 도약’, ‘채널 고정’과 같은 방식으로

시청자를 부르고 오늘을 언급하는 등의 언어적 장치를 사용해 과거 ‘라

이브 텔레비전의 황금기’29)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이에 더불어 ‘흑백 사

용’, ‘시네마용 렌즈 및 화면비율 사용’, ‘최대한 많은 카메라의 동원’과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해 기존의 녹화형 텔레비전과는 차별화된 (마치

영화와 흡사한) 고급문화로서 생방송 텔레비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

한, 이들 프로그램은 ‘그 어떤 것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방송의 특성

을 통해 예측 불가능성, 서스펜스 경험을 관객에게 주는데 공을 들여

(397p), 결과적으로 상업적 성공과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레바인은 이러한 생방송 전략은 남성적(masculine)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장르에서만 적용되었으며, 여성적(feminine)이고 일상적

인 장르로 간주되었던 연속극(soap opera)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음을 언

급한다. 연속극의 경우 시청자들에게 낡고 유행 지난 장르이자 ‘언제나’

실시간 텔레비전과 기술적, 미학적으로 동일시되어왔기 때문에, 같은 생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브니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라이브니스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요도와 가치의 위계를 부여하며 선

별적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2.3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라이브니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의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와 뉴미디어 통신기술

의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 연구에서 라이브니스는 텔레비전을 넘어 대폭

확장되었으며(Couldry 2003; Couldry, 2004; Roscoe, 2004; White, 2006),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와 시청자와 관련된 라

이브니스 논의를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29) 1940∼50년대의 초기 생방송 텔레비전 시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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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은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와 같은 다른 스크린과 연결

되어 존재하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한 타 기기 속 텍스트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대의 텔레비전 시청자는 프로그램을 시청

하는 동시에 공식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시청자와 소통하

고, 문자투표에 참여해 직접 프로그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멀티 플

랫폼 속 적극적 행위자로서 존재한다. 이에 로스코(2004)는 기존의 생방

송 텔레비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청자와 보기 방식(viewing practices)이

등장하였으며, 그 특징으로 서로 다른 미디어 양식들의 디지털 융합

(convergence), 여러 소스로 전달되는 콘텐츠와 그 청중의 분화

(divergence), 그리고 콘텐츠 생산자와 청중 모두에게 어떠한 경험을 할

지 선택권을 주는 분산(dispersal)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텔레비

전 프로그램 이벤트와 시청경험은 시청자의 상호작용성, 성찰성

(reflexivity), 팬덤(fandom), 그리고 시청자가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된다

는 새로운 믿음을 기반으로 생성된다(Roscoe, 2004).

위와 같은 변화 속, 쿨드리(2004)는 라이브니스가 자연적, 기술적인 토

대, 하나의 매체(텔레비전 등) 속에 존재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미

디어가 한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유된 사회적 현실(shared social

realities)에 잠재적 연결을 보장해준다는 믿음”(355-356p)을 통해 생성되

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쿨드리는 사람들이 ‘미디어 속’에 있는 것을 ‘미

디어 밖’에 있는 것에 비해 더 가치 있게 여기는데, 미디어 속의 라이브

는 사회의 ‘현실(reality)’의 일부를 직접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져 더욱

진실로 여기고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라이브 속 꾸

며진 리얼리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리얼’로서 자연화된다.

예를 들어 ‘빅 브라더’와 같은 리얼리티 TV쇼는 근본적으로 엔터테인

먼트 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꾸며진 리얼리티를 제공한다. 하

지만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은 비전문가 배우의 기용, 무대본으로 이뤄지

는 대화, 감시적(surveillance)인 카메라 푸티지, 핸드헬드 카메라, 출연진

개개인의 오디오 마이크 사용을 통해 ‘꾸미지 않은 진짜 같음’을, 세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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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제나 라이브 생중계하고 있는 공식 웹사이트, 자극적인 장면만을

편집해 만든 영상의 배포, 프로그램의 광고를 도시 광장의 거대한 스크

린에 정기적으로 틀어놓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이 거

듭 미디어를 타게 만든다. 결과론적으로 리얼리티 TV쇼 콘텐츠는 텔레

비전 및 다양한 미디엄 속 노출로 인해 일종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로 탈바꿈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한 현실로서 자연화되고, 시

청자들에게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으로서 내면화

되는 것이다(Couldry, 2002).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미디어 권력의 종속

을 위해 기능한다.

유사하게, 이트레버그(2009)는 시청자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넘나

들며 동일한 이벤트에 참여할 때, 이 넘나듦은 통해 이벤트를 더욱 중대

하고(eventfulness)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보았다. 시청자는 높

은 중대성과 유의미성을 느낄수록 더 높은 몰입과 충성적 시청을 하였는

데, 이 과정은 ‘연장된 라이브니스(extended liveness)’로 명명하였다

(Ytreberg, 2009).

이러한 과정을 매개하는 개념으로 쿨드리는 ‘온라인 라이브니스

(online liveness)’와 ‘그룹 라이브니스(group liveness)’의 개념을 창안

(Couldry, 2004)한다. 먼저 온라인 라이브니스는 동시적인 인터넷 속에서

공간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이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존

감(co-presence)을 경험하는 라이브니스를 의미한다. 그룹 라이브니스는

모바일 통신의 등장으로, 언제나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연락하고 닿을 수

있다는 감각을 통해 한 사회적 집단 안에 형성되는 공존감이다. 쿨드리

는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이 사회집단 간의 연결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Couldry, 2003) 보았기 때문에, 그의 라이브니스 개념은 수

용자가 인터넷에서 즉시적인 연결과 참여와 그 가능성의 감각을 통해 사

회적 집단과 연결, 공유된 사회적 현실을 만들어냄을 의미(2004)한다.

나아가, 영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구미디어와 차별화된 라이브 미디어

와 그 플랫폼 또한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인터넷 실시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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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반 에스(2017a)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동시적 시청 및 현재 접속자(생방송을 시청

하고 있는 사람) 수 파악 가능성, 시청자 간 실시간 상호작용을 용이하

게 하는 채팅창의 존재 및 사용 권장(p. 43-44)을 든다. 위와 같은 특징

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주문형 스트리밍 플랫폼

(on-demand streaming platform)30)과도 차별적이다. 반 에스는 이러한

특징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생중계(live transmission)의 현재성으

로 인한 사회적 중요성, 실시간 사회적 상호작용(real-time social

interactions)으로 인한 공유된 현실로의 참여 가능성과 ‘자연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고, 강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앞서 쿨드리의 온라인 라이

브니스, 그룹 라이브니스 개념과 상동한다.

현재에는 수많은 ‘라이브’ 플랫폼이 등장 및 성행하고 있다. 반 에스

는 ‘라이브’가 구체적인 플랫폼마다 서로 다르게 구성되며, 제도·기관

(institutions), 기술(technology), 그리고 사용자(users)간의 긴밀하고 복

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탄생한다 보았다(p.27). 예를 들어 축구경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라이브’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인

플루언서의 ‘라이브’는 서로 다른 의미 및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에

서는 실시간으로 경기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라이브’가 요구되며,

후자에서는 유저 간의 친밀한 소통을 위한 ‘라이브’가 요구된다. 이는 과

거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일괄적인 라이브(니스)를 찾고자 했던 때와

대비되는 것이다.

2.4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라이브니스

더 나아가, 기술의 발전은 라이브 담론 속에 ‘사람’31) 뿐만 아니라 기

30) 유저가 이미 업로드 된 영상을 원하는 즉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유튜브 및 OTT 서비스가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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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또한 포함하게 만들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은 사용자의 입력에

대해 특정한 시그널 및 즉각적인 반응을 줄 수 있는 기계의 등장을 야기

하였다. 사용자는 기계와 서로 시그널과 반응, 즉 의미를 가진 기호를 교

환하는 과정을 통해 일종의 주체성(agency)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기

계와의 정보교환을 통해 사용자는 ‘살아있는(live)’ 것과 실시간으로 커뮤

니케이션 및 상호작용(interact)을 하는듯한, 일종의 생동감을 느낀다

(Morse, 1998).

화이트(2006)는 온라인 웹상에서의 라이브니스에 대해, 사용자의 마우

스 클릭 등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문구와 색깔이 바뀌는 등,

반응형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살폈다. 그는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물리적

인, 육체적인 속성(corporeal aspects)을 지녀, 실시간32)으로 마치 살아있

는 듯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생생한(lively) 경험으로 이어진

다(White, 2006)고 보았다. 화이트는 물리적, 육체적인 생생함을 강조하

기 위해 라이브니스 대신 생동감(alive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

는데, 이러한 감각을 통해 인터넷 속 정보와 재현이 자연스러운(natural)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화이트의 주장(346p)이다.

아우스랜더(2012)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장르, 수용방식이 빠르게 등

장함에 따라 디지털 매개 속에서는 라이브니스가 더 이상 시공간적 특징

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컴퓨터, 웹사이트, 네트워크 등

인공물(artifact)이 특정한 보여주기 방법을 통해 시청자에게 라이브로 인

식해 달라는 요청(to be considered as live)을 할 때, 시청자가 이 요청

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서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라

이브니스가 생성될 수 있다(Auslander, 2012, 9p)고 보았다. 예를 들어

게임 속에서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된 캐릭터가 가상악기로 구현된 공

연을 하더라도, 그것을 라이브로 받아들이는 수용자에게는 라이브니스가

31) 화면 속의 인물들, 제작자, 시청자 등
32) 이때의 ‘실시간’은 동일한 인터페이스와의 상호작용할 때 언제나 즉시적으로 반
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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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우스랜더가 ‘디지

털 라이브니스(digital liveness)’라고 명명한 이 관점은. 현대 디지털 매

체에서 라이브니스의 발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라이브로서 ‘제시됨’과 그

것에 대한 수용자의 ‘수용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3. 대중음악(pop-music) 콘서트와 케이팝 맥락의 라이브니스

지금까지 공연예술 퍼포먼스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이론

적으로 라이브니스가 다루어진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 소절에서는 연구

대상인 대중음악 콘서트와 그 라이브 경험이란 무엇인지를 콘서트의 구

성 요소와 관객의 참여 맥락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케이팝이라는 구체

적인 장르에서 관습적으로 구성되어온 라이브니스의 방식과 콘서트의 역

할에 대해 살펴본다.

3.1 대중음악 콘서트란

콘서트(concert)는 구체적으로,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음악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연하는 무대예술”(김창훈, 2012)이다. 대중음악 콘서트 또한

공연예술이기 때문에, 예술 생산자와 관객이 중계자인 무대33)에서 함께

만나 감성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을 가장 기초(19p)로 한다. 콘서트가 가

능한 음악 콘텐츠는 클래식 음악회부터 디제잉 페스티벌의 공연까지 다

양한 장르와 형태를 아우르는데, 특히 대중음악 콘서트의 경우 ‘뮤직쇼

(show)’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순수한 음악 콘텐츠에 증폭된 음향

(PA System), 조명장비, 영상장비, 특수효과 등 다양한 무대기술과 장비

33) 김창훈(2012)에서는 ‘무대(Stage)’를 예술 중계자로 표현하며, 이에 단순히 물리
적인 무대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였다.



- 26 -

들이 더해짐을 의미(18p)한다. 이러한 장비를 통해 대중음악 콘서트는

더욱 크고 화려하며, 대량의 관객이 참석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왔다.

대중음악 콘서트가 타 장르 콘서트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

획과 제작의 지점(26p)이다. 먼저, 콘서트는 그 어떠한 공연예술보다도

퍼포머를 중심으로 기획된다. 똑같이 음악 콘텐츠를 골자로 하는 뮤지컬

이나 오페라의 경우, 정해진 서사와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며, 구체적인

퍼포머 개인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200년 전 작곡된 모차르

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의 경우 작곡된 이래로

수많은 소프라노가 불렀을 것이다. 뮤지컬 또한 오페라와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대중음악 콘서트는 처음부터 출연하는

아티스트와 음악(음반 등)을 중심으로 기획, 제작된다. 관객 또한 대부분

그 특정 아티스트와 세트 리스트(set list) 그 자체를 라이브로 관람하기

위해 콘서트에 참여한다. 이 콘서트에서 퍼포머는 그 이름과 동일한 위

상을 가지며,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뮤지컬의 경우 한

배우가 불참함에 따라 더블 캐스팅된 다른 배우로 대체하여 공연할 수

있지만,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방탄소년단’이 불참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음향 상태나 퍼포머의 당일 건강상태, 현

장의 분위기에 따라 같은 곡을 보더라도 매번 경험이 달라진다는 라이브

공연의 성질이 더욱 극대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대중음악 콘서트는 타 장르보다 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다. 연극을 위한 소극장부터 다양한 규모의 체육관34), 심지어

야외 주차장35)까지, 무대와 관객석 간의 구분만 만들 수 있다면 어느 장

소에서나 콘서트를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하는 관객의 수 또한

몇 명 수준에서 몇만 명의 규모까지 다양하다.

34)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수용관객의 규모에 따라 라이브하우스 – 홀 – 아레나
– 돔 – 스타디움급으로 (대중음악) 공연장을 나누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아
레나, 돔, 스타디움은 평소에는 체육시설 및 경기장인 경우가 많다.

35) 예를 들어 인기 방영 예능 ‘무한도전’에서 2011년 진행한 ‘서해안고속도로 가요
제’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의 행담도 휴게소에 가설무대를 세우고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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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전적인 차원에서, 대중음악 콘서트는 단기간에 마케팅

을 통해 대형 관객을 모아 수익을 남기는 쇼 비즈니스의 일종이다. 아티

스트의 새로 발매한 음악(음반)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콘서트 투어는 공

연이자 자가 홍보의 기능을 가지며, 관람객의 입장료와 머천다이즈(MD)

상품의 판매를 통해 아티스트 수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2019년 세계 10개 도시에서 20회 진행했

던 ‘LOVE YOURSELF: SPEAK YOURSELF’투어는 공연당 평균 4만

8814장의 티켓을 팔아, 약 1362억원을 매출을 기록하였다36). SM 엔터테

인먼트의 경우에도 2015년 회사 전체 매출액 3254억원 중 30∼40% 가량

이 해외 콘서트로 인한 매출37)이었다. 위와 같은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뿐만 아니라, 중소 기획사의 아이돌 또한 소극장 등 작은 규모의 공연장

콘서트를 개최하여, 대중과 접점을 만들어 신규 팬과 투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콘서트를 사용38)하고 있다.

3.2 대중음악 콘서트와 라이브니스

그렇다면 관객들은 라이브 콘서트를 어떠한 이유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느끼는 라이브니스란 무엇인가? 얼(2001)은 관객이 라이브 음악 콘

서트에 거듭 참여하는 이유를 살피기 위해 경제적인 탐구보다는 심리적,

사회적, 인류학적 탐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는 관객이 콘서트를 통

해 호기심을 충족하며, 오직 콘서트에서만 접할 수 있는 곡(concert-

specific music)을 만나고, 실수 등 위험요소(risk)가 주는 긴장과 흥분

경험을 느끼고, 팬으로서 아티스트의 현현을 통한 숭배적 고양감(hero

worship)39)을 느끼고, 일상에서는 못할 행동40)을 할 기회를 창출

36) https://cm.asiae.co.kr/article/2019111510085260568 (2019. 11. 16.)
37)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59360 (2016. 04. 06.)
38)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1766622621760&mediaCodeNo=258
(2019. 09. 19.)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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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for uninhibited forms of behavior)하며, 유사한 군중들과

의 다양한 상호작용41)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본인

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의례로서 콘서트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래드본 외(2014)는 라이브 콘서트 경험이 관객 간 공유된, 공동체적인

경험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전자적으로 녹화되고 전송되는 비-라이브

(non-live) 예술과 매우 차별적임을 짚는다. 나아가, 공연 내용을 공유하

는 등 콘서트 전후 및 콘서트 중 소셜미디어 사용이 이러한 공동체적인

경험을 추구한다는 특징에 따라 증대되고 있음 또한 언급한다.

브라운과 녹스(2017)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불법 음원의 전폭적인

유통 등 음악을 무료로 즐길 기회는 늘어났지만, 왜 사람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대중음악 라이브 콘서트에 참여하는 이유를 탐구하였다. 연구자

들은 관객들이 경험적(experience), 관계적(engagement), 참신함(novel

ty), 실용적(practical)인 이유로 라이브 콘서트에 참여함을 밝혔다. 구체

적으로 경험적 이유에서는 콘서트의 희소성(uniqueness)과 아티스트와의

물리적 가까움(proximity), 시각적인 자극(visual stimulation), 관계적 이

유에서는 팬과 아티스트 간의 관계 유지와 감정적, 관계적 자극을 위해,

참신함의 이유에서는 공간 및 악기·목소리의 차이에 의한 소리의 변동

(sound variation)과 이전까지는 공개된 적 없는 콘텐츠(unknown

39) 얼은 이 부분에서 라이브 콘서트에서 아티스트의 실물을 보는 것은, 어떤 아티
스트가 매스컴의 광고와 스튜디오의 속임수로 만들어진 가상의 대상이 아닌 실
존하는 대상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자, 그 실존의 확인을 통해 관람자(팬)의 심리
적 고양과 심지어 삶의 존재 이유까지 끌어내는 행위라고 말한다. 얼은 특히 팬
의 아티스트 실존 목격이 라이브 콘서트 경험의 부정적인 측면(금전적, 신체적
어려움 등)을 아티스트를 만나기 위한 순례과정 속 희생과 순교처럼 느끼게 만들
며, 부정적인 경험이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게 된다고 언급(349p)하기
도 한다.

40) 얼은 예시로 큰 소리와 어두운 공간, 유사한 생각과 목적성을 가진 군중이 ‘소리
에 취해버린 헤드뱅어와 공중 기타리스트들’(sound-in-toxicated head-bangers
and air-guitarist)’의 등장을 쉽게 만듦을 든다.

41) 유사한 취향의 지인 만들기,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 공유하고 동의받기, 콘서트를
계기로 인간관계를 발전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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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를 위해, 실용적인 이유로는 이벤트 전후의 앨범이나 머천다이

즈(MD) 상품 구매(pre- and post-event purchasing)를 위해 관객들은

라이브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즉, 클래식이거나 메탈록 콘서트이거나, 관객들은 단순히 ‘음악감상’이

나 경제적인 합리성42)에 기초한 이유가 아닌, 관객 개인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콘서트를 찾았다(Earl, 2001; Radbourne,

Johanson & Glow, 2014; Brown & Knox, 2017). 정리하여, 대중음악에

서 ‘라이브 (콘서트)’는, 그전까지는 레코딩으로만 접했던 음악인과 그 음

악의 진정함(authenticity)과 관객 사이의 유대감의 확인 및 생성을 골자

로 한다. 이는 국내의 라이브 콘서트 소비 관련 선행연구(채지영, 양윤

& 윤유경, 200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는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대중음악 콘서

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이는 온라인 콘서트가 아무리 비대면으로 진

행되며 디지털 기기를 통해 송출된다 해도, 그 ‘라이브’가 기존의 대중음

악 콘서트의 라이브 경험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위의

맥락에서, 연구는 온라인 콘서트 제작사와 관객이 어떻게 매개된 상황

속에서 라이브 콘서트의 ‘라이브’와 라이브니스를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또한 중요하게 살피고자 한다.

3.3 케이팝과 라이브니스

그렇다면 케이팝이라는 구체적인 장르에서, 생방송과 콘서트의 라이브

니스는 어떻게 구성되고, 꾸려져왔는가? 케이팝은 시각 중심성과 아이돌

42)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단순히 ‘음악감상’을 목표로 한다면 녹음기술 및 저장
장치의 발전으로 인해 집에서 듣는 음악이 각종 노이즈가 발생하는 콘서트 현장
에 비해 훨씬 명료함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불법 음원과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무료 또는 적은 금액으로 즐기는 문화가 만
연한 것에 비해 라이브 콘서트는 대부분 일정수준 이상의 비싼 입장료를 내는
‘이례적인 경험’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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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팬덤간의 친밀성의 강조로 인해 그 어떠한 장르보다도 앞서 언급한

여러 차원의 ‘라이브’가 뒤엉켜있는 장이다. 굳이 온라인 콘서트가 아니

더라도, 텔레비전 방송, 유튜브 클립, 실제 콘서트 등 케이팝 콘텐츠에서

‘라이브’는 실제 매개·비매개, 현장·디지털, 실시간·비실시간, 사회적 친밀

성 등을 모두 포괄하며 발생한다.

예를 들어 김(2018)은 그의 책 <K-pop Live: Fans, Idols, and

Multimedia Performance>에서 케이팝 생방송 텔레비전 음악 순위 프로

그램에서 등장하는 라이브의 초월적 구성을 보여준다. 이들 음악 순위

프로그램43)은 6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수많은 아이돌 그룹의 퍼포먼스를

텔레비전 생중계로 끊김 없이 보여주지만, 이는 사실 이미 사전녹화된

퍼포먼스 영상과 실제 라이브 퍼포먼스를 교차하며 보여준 결과물이다.

텔레비전 시청자에게는 감춰지지만, 이 ‘끊김 없음’은 사실 사전녹화 및

공개방송에 참여한 몇백 명의 관객에게는 너무나도 훤히 노출된다. 하지

만 현장 관객은 독립된 타임라인 속에서 라이브 퍼포먼스의 증인이며,

방송상으로는 다음 그룹의 사전녹화가 나오고 있더라도 생방송 스튜디오

현장은 퍼포먼스를 끝낸 스타들이 퇴장 전 관객과 현장에서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어주는 직접적인 친밀감의 장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생방송의 끝에는 참여한 모든 퍼포머가 무대 위로 올라와,

방송 시간 동안 집계된 실시간 문자 투표와 종합 순위 집계, 1등 발표를

긴장된 모습으로 기다린다. 그동안 생방송 실시간 투표는 서로 공간적으

로 분리되어 있는 스튜디오의 관객과 텔레비전 시청자를 한 몸(팬덤)으

로 공존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집계된 거대한 숫자와 이에 울고 웃고

또 카메라를 향해 팬덤에게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스타의 모습은 극한

의 실시간성과 생생함, 그리고 이 일을 함께 만들어낸 수많은 팬들의 존

재감과 팬덤에의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1위의 앵콜 무대와 팬들을 향한

43) ‘쇼 음악중심’, ‘엠카운트다운’, ‘뮤직뱅크’ 등을 의미. 저서는 2014년 8월 2일
MBC ‘쇼 음악중심’의 공개방송에 참여관찰한 경험(p. 65-72)을 중심으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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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인사를 비롯해, 스튜디오의 ‘살아있는’ 순간은 현장 관객에 의해 소

셜미디어로 실어 날라져, 생생한 순간의 더 너른 공유와 확산을 가능케

한다.

김(2018)은 위의 예시에 이어, 궁극적으로 케이팝의 라이브니스의 “이

데올로기적, 기술적, 감정적 작용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고(make), 가

장해내고(fake), 파괴(break)할 수 있는지”(p.205)를 책 전반에 걸쳐 다루

었다. 그는 뮤직비디오, 홀로그램 콘서트,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의 예시

를 다루며, 결국 케이팝에서의 라이브니스란 굉장히 복합적인 - 상업적

상품, 지속적인 소비 생활방식, 기술적인 진보의 목적지, 사회적 연결의

수단, 그리고 생명 자체의 감정적 증거(aliveness)까지 포괄한다고 보았

다.

특히 그는 라이브 콘서트 경험을 예시로 들며, 궁극적으로 케이팝의

라이브니스를 ‘살아있음(aliveness)’의 영역까지 확대해서 살펴볼 것을 권

한다. 그에게 기존의 라이브(live)가 공존감(copresence)와 지속적인 일상

생활(living)의 기호라면, 얼라이브(alive)는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의 존재감을 인식하는 기호(p. 6)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케이팝의 기

초적인 라이브니스는 미디어 속 스타의 화려하고 생생한 퍼포먼스에 대

한 생생한 감각과, 일상 생활(브이로그 등)을 함께 하며 만들어지는 스타

및 팬 간 친밀함과 유대, 소속의 감각44)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케이팝 수

용 및 소비 행위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팬 개개인이 물리적으로 분

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팬이 음악 순위 방송이나 라이브 콘

서트와 같은 라이브 퍼포먼스 이벤트에 실제 관객으로 참여하는 경우,

심지어 내 스타를 보지 못하더라도45) 관객은 나와 같은 목적으로, 동일

한 시공간을 점유하는 사람들을 오감으로 느끼며 (디지털에서는 상상적

44) http://www.flowjournal.org/2018/05/bts-and-its-fans/
45) 예를 들어 음악방송의 경우 사전녹화에만 나오고 생방송엔 영상만 틀어줄 수도
있다. 콘서트의 경우 대부분의 관객들은 실제 본인의 눈으로 퍼포머를 보기보다
는 콘서트장의 거대한 LED 화면이나 본인의 촬영중인 스마트폰을 통해 스타를
접한다.

http://www.flowjournal.org/2018/05/bts-and-its-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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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었던) 공간적, 감정적 친밀감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살아

있음(aliveness)을 느낀다(p. 175-176). 살아있음의 감각은 라이브 퍼포먼

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셜 미디어 포스트에 기록되어, 실제 참

여했던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살아있음’의 감각을 되살리고(“get alive

again”, p. 189),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영상 속 타인들과 가상적인 친밀

감과 유대감(즉, 일반 라이브니스)을 느끼게 하며 거듭 생명력을 이어간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콘서트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포함하는 수많은 한

국의 방송 프로그램들은 ‘현장 판정단’ 등의 이름으로 언제나 라이브 관

객(방청객)을 모집한다. 하지만 이 연구의 대상인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

는 관객이 현장에 방역의 이유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부

재가 매개된 상황 속에서 라이브니스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가려지거나

채워지거나, 또는 역으로 활용되는가가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에서

주목해야하는 부분일 것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예를 들어 SM과 JYP는 네이버 브이라이브

(Vlive)를 통해46), HYBE는 스포츠 생중계 중심 스타트업인 키스위

(Kiswe)와의 협업으로 설립한 자체 플랫폼인 베뉴라이브(VenewLive)를

통해, YG는 걸그룹 블랙핑크 콘서트 때 유튜브 라이브(Youtube Live)를

통해 콘서트를 생중계했다. 케이팝 엔터 대형 4사 외 다른 소속사와 아

이돌 또한 인터파크티켓(걸그룹 아이즈원), 시즌47)(걸그룹 러블리즈), 마

이뮤직테이스트나 빵야TV(다수 아이돌)와 같이 다양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여 콘서트를 송출했다. 이들은 모두 동시적 시청

을 보장하면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채팅창이나 무한정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함께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46) 2022년부터는 네이버 브이라이브가 HYBE의 위버스(weverse)서비스와 통합됨에
따라 독자적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었다.

47) Seezn. KT가 만든 컴퓨터용 동영상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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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플랫폼의 설립 및 사용은, 온라인 콘서트와 스타 중심의 라

이브 스트리밍 방송(실시간 인터넷 생방송)과의 유사성을 만든다. 예를

들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의 시청자는 자신이 직접적인 콘텐츠 생산자

는 아니지만, 작성된 채팅 중 일부가 스타에 의해 선택되고 화면 속에서

재현된다는 점, 또한 각종 즉흥적인 표현들을 통해 실시간 채팅창 그 자

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만든다는 점에서 방송 콘텐츠 및 라이브니스 생산

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이규탁, 2016). 이러한 라이브 방송의 참여적 특

징이 온라인 콘서트에서도 쉽게 관찰된다는 점에서, 케이팝 온라인 콘서

트의 라이브니스는 대면 콘서트나 텔레비전 생중계의 맥락만을 통해 살

필 수 없다. 특히 팬과 아이돌, 팬과 팬 사이 공존감이 중요한 케이팝인

만큼, 라이브스트리밍 방식의 라이브니스 생성 또한 온라인 콘서트의 탐

구에서 주되게 살펴야 할 것이다.

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라이브니스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연

예술적 관점의 라이브니스는 처음에는 고전적인 라이브니스(존재론적 사

라짐과 비매개의 아우라)로 시작하였지만, 다양한 디지털 매개과정을 거

치는 현대의 대중공연예술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생생함(진실되며 날

것)의 흔적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적 관점에서 라이브니스는

수용자, 제작자, 미디어 권력 등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시)공

간적으로 파편화된 현대의 수용자들에게 여러 방법(생방송다움, 유비쿼

터스한 미디어 연계 등)을 통해 지금 보는 것에 대한 특정한 감각(생생

함, 사회적 연결성과 소속감, 콘텐츠의 중요성 등)과 믿음을 불러일으킨

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라이브니스의 생성 과정 속 미디어 권력의 조직

적인 개입은 수용자에게 은폐되어, 각종 산업적, 권력적 의도를 자연스러

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대중음악 라이브 콘서트에서 라이브란,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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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했던 음악인과 그 음악의 진정성, 그리고 관객 간의 유대감을 생

성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관객이 라이브 콘서트를 거듭 찾

게 되는 이유였다. 케이팝은 장르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다방면에 걸쳐

라이브니스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케이팝 미디어에서는 매

개·비매개, 현장·디지털, 실시간·비실시간을 넘나들며 생생하고 함께하는

경험을 만들어왔다.

이 연구의 대상인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는 회사에 의해 기획된 아이돌

의 콘서트(퍼포먼스 및 토크)가 라이브 스트리밍 소셜 플랫폼을 통해 콘

서트의 형태로, 전 세계 수용자들에게 전달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

기에 이 현상을 온전히 다루고자 한다면 상술한 라이브와 라이브니스의

맥락을 모두 포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콘

서트가 오직 미디어 산업의 영속을 위해 기능’한다는 관점과 같이, 라이

브니스를 권력과 이데올로기적으로만 살펴보는 맥락은 잠시 접어두고자

한다.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등장했기 때문

에, 본 연구는 이 현상에 대한 매우 초기적인 연구이다. 기존의 선행연구

는 대부분 특정한 콘서트를 선정해 관객의 만족도를 산업적, 사용자 경

험의 관점에서 살피거나(유안나 & 이종오, 2020; 신지나&허정윤, 2021;

홍현주 & 김승인, 2021) 어떻게 하면 비대면 상황에서 콘서트 경험을 기

술적, 디자인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지를 고민(갈욱 외, 2022) 하였다. 또

는 팬덤적 관점에서 온라인 콘서트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팬덤 간 소

속감 및 문화적 결속력,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이시림 & 이수현, 2022)

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적 맥락에서, 온라인 콘서트가 새로운 형태의 매

개이며, 공간 질서와 관중, 공연자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맹양&한

창완, 2021)하는 연구나, 온라인 콘서트가 단순한 대면 콘서트의 온라인

이식 콘텐츠가 아닌, 팬 플랫폼을 통해 아이돌과 팬이 연결되는 인간-비

인간 네트워크의 형성과정(김초영, 2021)이라고 본 연구도 있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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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와 라이브니스의 접목 시도는 아직 없었다. ‘현

장감’이나 ‘유대감’과 같은 감각을 통해 분석한 연구는 있었지만, 이를 통

해 공연 퍼포먼스와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의 구성된 ‘라이브’ 감각과 연결

을 시도하는 연구 또한 없었다.

이처럼, 온라인 콘서트를 다룬 선행연구는 아직 초기적 단계이며, 특히

라이브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전략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생한 현상 그 자체

를 충실히 살펴보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첫 발자국으

로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더 중요하게도, 본 연구는 온라인 콘서트의 관객을 고정된 미디어 권

력 구조 속 몰지각적으로 포섭된 수동적인 주체로 보지 않는다. 관객은

팬으로서, 팬덤을 통해 아이돌 그룹의 활동 내용에 개입하거나 소속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관리적 주체이자, 아이돌을 응원하는 지지자, 그

리고 아이돌의 성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포터(정민우 & 이나영,

2009)이다. 이는 온라인 콘서트에서도 당연히 유효하다. 관객의 온라인

콘서트 시청 및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성하는 참여 행위는 거대 미

디어 기획사의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 포섭되지만, 동시에 팬은 아이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개선점, 팬이자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단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수사학적,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통해 본 현상을 해석하기보다

는 콘서트 관객의 지닌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을 진행하고자 했

다.

위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탐구의 용의를 위해 라이브

니스를 표 3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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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브’는 절대적인 개념 또는 감각이 아니며, 수용자의 ‘라이브니스’

의 지각, 믿음, 수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

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생성에는 콘서트뿐만 아니라 관객 또한 적극

적으로 관여한다.

2. 케이팝 콘서트에서 ‘라이브니스’는 표 3과 같이 ‘생생함’과 ‘공존감’의

지각 및 받아들임을 통해 생겨난다. 둘은 상호배타적으로 나뉘는 감각

이 아니며, 서로를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라이브’의 느낌을 브로드캐스

팅 되는 콘서트에서 생성하고자 노력한다.

3. 생생함, 공존감은 여러 가지 세부적 요소의 지각과 믿음을 통해 만들

어지는 것으로, 각 요소 또한 생생함과 공존감의 생성 과정에 배타적으

로 소속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콘서트가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떤 맥락인지에 따라 생생함이나 공존감, 때론 둘 다를 느끼게 만들

수 있다.

4. 라이브니스 요소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성, 강화 및 약화 될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생생함과 공존감, 나아가 전체적인 라이브니스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생함(liveliness)은 매개되어 나에게 전달된 것이 ‘진실되고 날것’임을

라이브니스

Liveness

구분 정의 (느껴지는 것)

생생함을 통해

‘Liveliness’

- 매개된 콘텐츠 또는 대상이 진실되며 날것(vivid,

authentic and raw)이거나, 그것의 충실한 재현

공존감을 통해

‘Co-presence’

- 같은 콘텐츠의 대량 송출 및 경험 공유를 통해,

타 수용자도 비슷하게 감각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믿음을 통한 소속감, 유대감, 친밀감

- 미디어 속 대상과의 (유사) 상호작용을 통한 유

대감, 친밀감

표 3 연구에서 사용할 라이브니스 개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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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는 실제 살아있는 아이돌의 라이브 퍼포먼스,

‘콘서트’라는 장르의 매개경험이라는 온라인 콘서트의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카테고리이다. 샌든(2013)의 퍼포먼스에서의 개념화를 빌려

와서 살펴볼 때, 어떠한 퍼포먼스에서 생생함은 시간성, 공간성, 충실성

(fidelity), 즉흥성, 물질성(corporeal), 상호작용성 등 다양한 카테고리 모

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락밴드의 실시간 라이브 연주를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경우, 생중계의 실시간성, 악기연주와 보컬의 물질

성과 즉흥성, 현장 관객 또는 화면 너머 관객과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성,

어떤 경우에는 악기를 파괴하는 등의 장르문법이나 그룹 정체성에의 충

실성 등을 통해 생생함이 생성될 수 있다. 이는 음악 퍼포먼스뿐만 아니

라 다양한 콘텐츠(토크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토크 쇼를 시

청할 때 또한 생중계의 실시간성, 게스트 또는 호스트의 말실수나 눈물

및 땀흘리기 등에서 나타나는 물질성과 즉흥성, 현장 방청객 또는 화면

너머 시청자와 진행자 간 직간접적 상호작용성, 생방송 토크쇼라는 장르

문법에의 충실성을 통해 생생함을 획득할 수 있다.

공존감은 브로드캐스팅된 매개과정 속에서 타인의 존재감과 함께함의

감정(소속감, 유대감, 친밀감)을 현저하게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타인’은

브로드캐스팅과 그 내용 공유를 통한 타 수용자(관객)와, 비대면 환경에

서 (유사) 상호작용을 나누는 미디어 속 대상(아이돌)을 의미한다. 생생

함과 유사하게, 공존감 또한 다양한 맥락과 차원에서 발생하며, 생생함과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클로즈업된 카메라를 응시하며 눈웃음

을 짓는 아이돌의 모습은 화면 너머의 수용자를 인식하고 호의성을 전달

하는 공존감의 신호이자, 눈의 광채나 들이쉬는 숨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육체적 생생함의 신호이기도 하다. 반대로, 생방송인척하다가 들통나는

순간과 같이, 생생함과 공존감 모두 하락하게 만드는 때도 있다. 이 경

우, 수용자의 라이브니스는 크게 약화된다. 즉, 수용자는 라이브니스 단

서(요소)의 선별적 수용을 통해 라이브니스를 활성화시키며, 궁극적으로

특정한 콘텐츠를 ‘라이브’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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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장치(dispositif)

1절에서 살펴본 대로, 라이브니스는 미디어와 관객 사이의 공진화를

통해 역사적으로 구성된 감각이다. 라이브니스는 기술적인 요소와 맥락

을 만들어내는 화용론적 요소들의 특별한 선택과 배치로 이루어진 구성

물이며, 기술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만들어져왔다. 특히

이 연구는 새롭게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팬과 상호작용하며 거듭 실험과

변화를 거듭하는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를 다룬다. 이러한 온라인 콘서트

속 라이브니스의 온전한 탐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장치(dispositif) 개

념이다.

불어 원어 ‘디스포지티프(dispositif)’는 일반명사로, 다음과 같은 뜻48)

을 가진다.

1) (특히 기술적인 의미에서) 장치 [‘안전 장치’, ‘오페라의 무대장치’] (= appareil)

2) 대책, 조처 [‘대통령의 방문에 대비해 취해진 조처’]

3) (특히 군사적인 의미에서) 배치 [‘공격(수비)용 배치’]

4) 법의 판결주문(主文)이나 법령규정

아감벤(2006)은 프랑스어 사전에서 디스포지티프가 “1) 법적으로 결정

하고 규정하는 판결문의 일부(즉 주문), 2) 기술적인 의미(기계나 메커니

즘의 부품이 배치된 방식, 메커니즘 그 자체), 3) 군사적 의미(작전계획

에 따라 배치된 수단들의 집합)”의 세 가지 의미로 구별되어 사용(23p)

되고 있으며, 이렇게 파편화된 의미는 모두 “어떤 긴급함에 직면하고, 많

든 적든 즉각적인 효과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언어적, 비언어

적, 법적, 기술적, 군사적 등의) “메커니즘과 실천 전체”(24p)를 가리키고

있다고 정리하기도 하였다.

48) https://dict.naver.com/frkodict/#/entry/frko/4117524fed1141629f7bcafa5d62b5ca ,
https://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french-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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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서 ‘장치(dispositif)’는 197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탈구조주

의 패러다임 속에서 구조주의적 고정된 ‘의미’개념의 비판적 사유와 함께

등장(Kessler, 2007)하였다. 한국 및 사회과학 내에서는 주로 이질적인

조합을 통해 권력 및 근대적 주체를 생성해내는 푸코의 개념(Foucault,

1976, 1980)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실제 장치는 그보다 더 넓고 다채로운

의미 스펙트럼 속에서 미디어와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사

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 절에서는 장치(dispositif)라는 단어의 개념화

를 추적하며 그 인식론적 범위를 살펴보고, 방법론으로서 장치를 둘러싼

이론적 발전과 선행연구를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장치를 사용해 라이브

니스를 어떻게 탐구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1. 미디어 연구와 장치

1.1 영화와 장치(apparatus, dispositif): 보드리

일반적인 영화이론에서 ‘장치 이론’은 관람하는 관객에게 영화의 기술

적, 물리적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흐름이다(연희원,

2003). 관객, 텍스트, 기술(technology)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이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장 루이 보드리(Baudry)다.

푸코보다 조금 더 이른 1970년대, 장 루이 보드리는 영화의 제작과 관객

위치시키기, 메타심리학적 기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영화 장치(cinematic apparatus)’라는 틀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보드리는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던 기존의 비판적 영화 연구

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영화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내용의 영역뿐만 아

니라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 기술적 기반을 통해서도 발생함을 강조하

였다(Baudry, 1970). 예를 들어 카메라는 촬영하는 것(객관적 현실)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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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촬영된 것을 매개하며, 촬영된 샷은 분할과 몽타주를 거쳐 언어(시나

리오)와 이미지 차원에서 새로운 질료로 변이된다. 나아가, 완성된 작품

은 소비되는 과정에서 영사기, 스크린을 거치며 필름 속에 편집된 이미

지에 “상실된 빛을 복구시키고, 끝과 끝을 이은 분리된 이미지들의 연속

을 변형시켜 ‘객관적 현실’에서 채취한 움직임까지 복구”시킨다(268p). 이

제작 및 상영 과정 속 원근법과 광학 장치의 과학성, (광학적으로) 연속

하는 것처럼 보이는 눈속임, 그리고 고전 영화의 네러티브적 편집49)으로

인해 영화의 인위성은 은폐 및 자연화된다. 관객들은 자연화되어 주어지

는 영화 이미지를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꿈’과 같이, 지각과 재현을 구

분하지 못한 상태로 주체화50)되어 받아들인다(Baudry, 1975)는 것이 보

드리의 요지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장치’와 ‘관객의 위치’이다. 보드리는 먼저

영화 제작부터 상영까지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도구와 작업의 총체

(ensemble of the equipment and operations necessary)를 기본적 영화

장치(l’appareil de base: basic apparatus)라 불렀다. 이 범위에는 카메라,

조명, 음향, 분장 및 의상, 필름, 영사기, 편집기술 등 모든 도구와 작업

이 포함된다. 이와 비교해 보드리는 ‘디스포지티프(le dispositif)’를 보다

좁게, 기본적 영화장치 중 영사되고 있는 상황과 영사의 대상(관객) 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치를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Baudry, 1975;

Martin, 2011)하였다. 즉, 디스포지티프는 어둡고 깜깜한 영화관 환경, 움

직일 수 없이 스크린만을 보게 설계된 관람석과 그 위에 고정된 관객,

관객의 머리 뒤에서 내뿜어져 눈앞 스크린에서 반사되는 빛줄기 등 영사

(projection)상황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조합 및 배치이다. 즉, 보드

49) 고전 할리우드 영화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시간, 공간, 연쇄적인 화법의 연속
성(continuity) 만들기를 의미한다. 이 방법을 통해 제작된 고전적 네러티브 영화
(classical narrative cinema)는 기본적 영화장치와 결합하여, 관객을 관음자
(voyeur), 즉 영화 속 광경과 이벤트의 진행 과정을 눈앞에서 보되 그 자신은 들
키지(인식되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Kessler, 2007).

50) 여기서 ‘주체’는 이데올로기적 내포의 교차지점 혹은 운반체라는 뜻으로 사용
(Baudry, 1970, p. 271)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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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기본적 영화장치와 디스포지티프는 영화의 실질적인 장비 및 제작

제도(편집방식)뿐만 아니라, 상영의 관습과 그 속에서 관객이 영화와 관

계 맺는 특정한 방식까지를 포함하여 제시하는 개념이다.

1.2 보드리에 대한 반박

한편, 보드리는 영화장치 및 디스포지티프를 탈역사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는 영화와 관객의 배치는 스스로를 잊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환상

적 이미지를 관음하는 위치를 만들도록 구성되며, 이는 시대와 무관하게

고정불변의 절대성을 지닌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는 노엘 캐롤(1988)이

나 톰 거닝(2006)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반박되었다. 예를 들어 캐롤은

실제 관객이 영화를 앞에 두고 담배를 피우러 나갈 수 있는 등 상영 디

스포지티프 속 관객이 의자에 완벽히 고정되어 자신을 지각하지 못하는

존재가 전혀 아님을 지적하였다.

특히 톰 거닝은 고고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보드리가 다루고 있는 고전

할리우드 네러티브 영화 이전 존재하였던 ‘볼거리 영화(cinema of

attractions)’의 디스포지티프를 살펴보았다(Gunning, 2006). 볼거리 영화

란 영화의 태동부터 1906년까지 대흥행했던 장르로서, 영화가 스토리텔

링(네러티브)이 아닌 무언가 새롭고 놀라운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가능성51)에 집중한 장르였다. 이들 영화는 영화라는 새롭게 대두된 신기

술과 편집을 통해 마법과 같은 시각적 경험을 전시(exhibit)하고 놀라움

을 관객에게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드리가 상정하는

51) 예를 들어 조르주 멜리에스(Georges Méliès)의 <달세계여행> (Le Voyage dans
la Lune, 1902)이 대표적이다. <달세계여행>은 가장 초기적인 형태의 SF(공상과
학) 영화로, 과학자들이 달을 탐사하며 겪는 이야기를 특별한 촬영 세트와 초기
적인 이미지 편집기술(예를 들어 필름 겹치기, 위에 그리기 등)을 활용해 환상적
으로 그린 작품이다. 멜리에스는 이 외에도 여러 SF영화를 제작하였는데, 그는
그의 작업방식에서 줄거리는 판타지적 무대효과(“stage effects”)를 보여주기 위
한 기반일뿐(Méliès, 1961: Gunning, 2006 재인용)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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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장치 및 디스포지티프와 사뭇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볼거리 영화 속 배우들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관객을 의식하는 행동

(웃거나 눈맞춤, 인사 등)을 하기도 했고, 영화 상영 시에는 사운드 특수

효과나 발화 코멘터리를 스크린 밖에서 추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기차여

행을 실감나게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실제로 덜컹덜컹 움직이고 각종 소

리(바퀴, 엔진소리 등)가 나는 기차 탑승칸 모양의 상영관52)에서 기차

밖 풍경을 담은 영상을 틀어주기도 하였다(p. 64-65). 이를 통해 볼거리

영화는 관객을 영화 내 관음자보다는 영화의 서사 세계(diegesis) 밖의

존재로 그리며, 관객의 감각적인 놀라움을 자아내기 위해 화려하고 비현

실적인 볼거리와 그에 적합한 수용환경(디스포지티프)을 취사선택 및 배

치했음을 알 수 있다.

거닝은 볼거리 영화와 네러티브 영화의 텍스트적, 디스포지티프적 차

이를 언급하며 “영화 역사 속 모든 변화는 관객을 어떻게 호명하는지에

대한 변화를 암시하고, 각 (영화 역사의) 시대는 각자만의 방식으로 관객

을 구성”(p.68)함을 강조한다. 이는 하나의 같은 매체(이 경우 영화)로 여

겨지는 것 사이에서도 통시적, 심지어 공시적인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는

디스포지티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Kessler, 2007)한다. 유사한 관점

에서 프랑스 영화이론가 자크 어몽은 영화를 뛰어넘어, 어떠한 시청각적

인 매체에 있어서 디스포지티프란 “이미지와 개인 간의 관계를 포괄하

고, 또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일련의 결정”(Aumont, 1991; Lochards,

1999, p. 145 재인용)이라 정의내리기도 하였다. 보드리와 그 비판으로부

터 어떠한 매체에 대해서는 특정한 텍스트 구성 및 제작방식, 관람방식

이 자리잡으며, 이는 고정불변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통시적, 공시적

맥락 속에서 선택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미디어를 장치의

관점에서 살핀다는 것은 기술, 물질성, 사용자(user)의 위치, 무의식적인

욕구, 미디어 텍스트, 사용 및 시대적 맥락과 같은 요소의 배치

(configuration)로서 미디어를 이해하고, 요소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생

52) Hale’s Tours라는 이름으로 유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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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작용을 들여다봄을 의미한다(Raessens, 2009, p.21-22).

1.3 텔레비전과 장치

장치 개념은 텔레비전의 구성 및 제작과정을 살피는데도 주요하게 사

용되었다. 특히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프랑스의 텔레비전 이론

가들과 제작 실무자들은 모두 ‘장치(dispositif)’ 단어를 즐겨 쓰고 있다

(Kessler, 2007). 이때 장치는 푸코(이질적인 조합으로서 생성되는 감시

장치로서 텔레비전 등)나 보드리의 맥락(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환상에

관객 포섭이나 수용환경의 구성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

술의 발전과 시대적 변화로 인해 더 다양한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잦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넬(Nel, 1999)은 ‘장치’ 용어가 프랑

스에서 텔레비전과 연관하여 사고되는 방식이 30년에 걸쳐 ‘나무(특정

목표를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중앙집중적 모델)’, ‘뿌리줄기(리좀: 연결에

따라 가변적, 역동적으로 바뀌는 모델)’ 그리고 ‘매개(상호매개, 이어줌

그 자체의 효과에 집중하는 모델)’ 모델로 분화(p. 131)해왔으며, 현재

(1999년 기준) 장치는 세 개의 모델이 모두 공존하는 ‘메타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념을 사고하는 모델이 다양한 만큼 텔레비전 맥락에서 장치가 지칭

하는 것 또한 상이하다. 예를 들어 로샤르(Lochard, 1999)는 텔레비전

‘장치’가 사용되는 맥락을 크게 1) 공간성(배치 혹은 배열의 형태를 취한

다는 것), 2) 시스템성(서로 상이한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엮고, 엮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3) 적극적 의도성(전략적인 기능) 의 3개 의미소

로 나누어 정리(149p)하기도 했고, 넬(Nel, 1999)은 1) 기술적 메타-장치

(제작, 배포, 수용), 2) 경제적 장치(편집, 프로그램과 문화적 산업화 전

략), 3) 기호학적, 미학적 장치(시퀸스 연결하기, 세계관들의 건설 등)(p.

138)의 3개 텔레비전 장치가 존재한다고 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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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질(Flageul, 1999)은 텔레비전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조금 구

체적, 실질적으로 짚어 설명하였다. 그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다층적인

장치의 겹을 포함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지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능적 장치(dispositifs fonctionnels)53)’와 특정한 프로그램 그

자체로 구성해주는 ‘개념적 장치(dispositif conceptuel)’로 나누어져 있다

고 보았다. 그는 텔레비전 장치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로 포맷(장르, 테

마, 종류별 타겟팅 시청자), 발화(의도, 담론, 종류), 시간과의 관계(라이

브, 라이브인 척, 녹화)와 시간을 나누는 방법(시나리오, 프로그램 디렉

팅, 편집 중), 원작 또는 현실과의 관계(포착, 재구성, 재제작), 장소성(무

대, 스타디움, 길가 등)과 그 배열(시청자를 포함하는 행위자(actors)의

질, 수, 역할, 장식, 조명, 카메라의 위치, 프레이밍 등), 픽션의 경우 디

제시스(digesis)54) 구성과 나레이터의 위치(p. 125)를 들고 있다. 플레질

은 이에 덧붙여, 이들 요소는 동일한 것이더라도 사용되는 맥락과 경우

에 따라 기능적 혹은 개념적 장치의 구성물로 판단55)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이들의 장치에 대한 논의는 주로 프로덕션 또는 그 결과물(프로그램)

그 자체를 살피는데 사용되었다. 특히 보드리가 영화의 ‘디스포지티프’를

통해 강조했던, 관람 환경은 텔레비전 장치 연구(담론)에서 주되게 다루

어지지는 않았다(Kessler, 2006). 하지만 이들 텔레비전 장치 연구는 관

념, 담론적 장치뿐만 아니라 어떠한 매개를 사고하는 방식과 실질적인

그 구성, 즉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작동과 그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 사용

되는 구체적인 요소와 그 합 또한 장치라는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53) 예를 들어 스포즈 경기 생중계에서는 수많은 카메라가 설치되고 작동하지만, 방
송에 노출여부와 무관하게 프로그램이 스포츠 경기 생중계로서 인식되는지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Flageul, 1999).

54) 픽션 속 인물들이 존재하는 세계
55) 예를 들어 생방송 뉴스에서 ‘생방송’은 기능적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지하는
역할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 프로그램 및 장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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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휴리스틱으로서 장치

2.1 미디어 장치(media dispositif)

70년대부터 이어진 장치(dispositif)의 다의적 개념화와 활용 속에서,

근래 미디어 연구에서는 특정한 미디어와 그 사용자 실천을 이루는 이질

적(heterogeneous) 요소들을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볼거리 영화(Gunning, 2006)의 예시에서 살펴보았듯, 특정 시대

는 특정한 매체(영화, 텔레비전 등)와 그 수용자를 구성하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가변적이다. 이 가변성은 현재 새로운 기술발전과

보기방식이 거듭 등장함에 따라 커지고, 변화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

다. 예를 들어 미디어 기술발전의 측면에서 핸드헬드 카메라의 개발 및

상용화는 홈비디오와 리얼리티 장르를, 초기적인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실시간 문자집계를 활용하는 방송포맷을 등장시켰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틱톡과 같은 소셜 동영상 플랫폼의 등장은 가로가 아닌 세로로 된 영상

또한 대중적인 범주에 올려놓았다. 과거의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수용자

의 스크린(screen) 경험이란 ‘가만히(immobile)’ 보는 속에서 일어나는 수

용자의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했다면, 터치 스크린 경험은 반대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움직임(mobility)을 통한 공간적 관계 맺기를 유저에게

요구(Verhoeff, 2012)한다. 개인 컴퓨터부터 이어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기기는 유저가 콘텐츠를 향유하는 통로 및 방법을 빠르게 변형시키

고 있으며, 수용자는 단순히 수용하는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

물론 수용자를 해독자로서, 저항적 의미 생성을 할 수 있는 존재(Hall,

1980; Fiske, 1987)로 상정하는 흐름은 이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현대의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는 이를 넘어서, 수용자를 적극적 참여와 집단지성

적 상호작용(참여 문화, participatory culture)을 통해 직접적으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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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콘텐츠 생산과 변화에 관여하는 존재(Jenkins, 2006/2008)로 변모시켰

다. 예를 들어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아

무나 아무 때나 라이브 방송을 시청 또는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으

며,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어떠한 조직의 일원이 아니더라도, 개개인

이 쉽게 결속하여 어떠한 욕망을 현실화시킬 힘56)을 표출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한다.

이 속에서 수용자는 능동적인 의미 생산자이자 기존 미디어에 변화를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저항자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의 가동 및 수

익창출의 동력원으로서 존재한다. 특히 상업적, 대중적 디지털 플랫폼은

수익창출 및 권력 영위를 위해 디자인된 행동유도성(affordance)과 이를

비트는 유저들의 전유(approrpriation),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힘을 다시

재전유(reappropriation)하기 위한 미디어 산업적 변화를 겪기도 한다. 예

를 들어 냅스터(Napster)57)는 기존의 음원 콘텐츠 배포 조절을 통해 힘

을 발휘했던 기존 미디어 산업에 균열을 내고, 유저에게는 소비뿐만 아

니라 (유통 흐름의) 창조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금전적 주도권을

다시 빼앗고 유저들의 실천을 수익화하기 위해, 미디어 플랫폼은 창조

및 소비의 공간을 직접 제공하되 유저들의 실천을 광고 수익으로 탈바꿈

하거나 저작권 안에서의 참여 활동을 장려하는 등, 유저들의 생산성을

재전유하는 전략을 거듭 생성(Schäfer, 2009)한다.

이와 같은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물질적, 권력적 변화와 충돌 속에서,

과거의 미디어(영화, 텔레비전)를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과 틀을 적용해

현대 미디어를 파악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원에

56) 예를 들어 최근 발매될 방탄소년단 새 앨범 <Proof>에 불법촬영과 여성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바비의 곡이 수록되는 것에 반대하는 팬들의 불매운
동이나, HYBE가 새로 론칭한 걸그룹 ‘르세라핌’의 학교폭력 전과가 있는 멤버에
대해 활동 중단 및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모두 트위터나 위버스(weverse: 팬
플랫폼)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슈화되고, 지속적인 운동 동력을 얻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639 (2022.05.24.)

57) 1999년에 등장한,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음원 파일을 손쉽게 유저끼리 공유하게
해주는 무료 P2P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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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케슬러(2007)는 장치(dispositif) 개념을 특정한 미디어의 배치

(configuration)를 탐색하는 도구로서 제안한다. 그는 장치에 대한 개념화

가 처음 프랑스 학자들(보드리, 푸코 등)에 의해 권력 및 주체 형성의 기

제로서 시작, 그 기조가 현대 사회과학연구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언급한다. 동시에 그는 미디어를 구성하는 이질적 요소의 채

택과 그 사이(in-between)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행성을 살펴보기 위한

장치 개념 또한 부각한다. 장치의 실용적 재해석(pragmatic

re-interpretation of dispositif)이라고 이름 붙인 이 흐름에서, 그는 동일

한 콘텐츠더라도 배치된 맥락 및 수용자와 미디어(기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화작용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픽션 영화는

그것이 영화관에서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상영되는지, 또는 영화학 수

업 강의실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상영되는지에 따라 수용자에게 다르게

제시되고, 또 해석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같은 미디어(영화, 텔

레비전 등)나 기기를 통해 명명된 텍스트 또한 기술, 상황, 관객의 역사

적 변화과정에 따라 기능과 작용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모바

일 미디어의 시대는 주어진 스크린과 인터페이스를 유저가 물리적으로

배치하고 조작(터치 스크린, 마우스 등의 입력도구 사용 등)하여, 상호작

용적 공간과 내부 실천들을 개인별, 순간별로 재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열었다(Verhoeff, 2012).

이 이론적 흐름은 특정한 미디어(콘텐츠)의 작동은 ‘정체성’이나 ‘(매

체)특정성’과 같은 고정적 성질을 통해서보다는, 개별적인 미디어 경험을

이루는 구성물들의 배치적 장치(dispositif)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케슬러는 기술과 행동유도성(technological affordance), 텍스트적 모드

(textual modes), 관객성의 형태(forms of spectatorship)의 삼각관계적

사고를 통해, 특정한 요소를 파편화해 특권화시키거나 그 요소와의 기능

적 인과관계 속에서만 현상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미디어를 하나의 전체

로서 바라볼 수 있다고 보았다(Kessler, 2007).

케슬러의 논의를 포괄하며, 반 덴 부맨 외(2009)는 디지털 뉴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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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들의 배열과 그 추적, 담론적 형성과정, 경제적인 전략, 사회문

화적인 기능, 기술적인 행동유동성(affordance)과 유저들의 전유

(appropriation)를 모두 포괄(Van den Boomen 외, 2009, p. 15), 다원적

이고 역동적인 ‘미디어 장치(media dispositif)’의 시야로 바라볼 것을 제

안(Kessler, 2007; Martin, 2011; Verhoeff, 2012)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장치의 시야란 미디어의 작동을 고정적, 탈역사적, 일원화된 텍스트가 아

닌, 다원적 관계 맺음, 실천들(practices), 과정들(processes)로 살피는 것

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거 영화나 텔레비전과 그 수용자(audience)

중심의 이론 및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현대 미디어와 그 사용자(user)의

상호적 관계를 살피는 휴리스틱적 도구이다.

2.2 장치로서 ‘라이브’를 탐구하는 방법론적 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특정 ‘관점’에 가까운 미디어 장치 이론을 통해

어떻게 라이브니스를 탐구할 수 있는가? 앞서 반 에스(2017a)는 구체적

인 플랫폼마다 ‘라이브’는 서로 다르게 구성되며, 그 구성을 제도·기관

(institutions), 기술(technology), 그리고 사용자(users)간의 긴밀하고 복

잡한 상호작용으로 이해하였다. 이때 반 에스는,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

진 플랫폼의 라이브를 하나의 전체이자, ‘메타텍스트(metatext)’, ‘참여의

공간(space of participation)’, ‘유저의 반응(user responses)’이라는 세 영

역으로 구성된 배치58)로서 살폈다(p. 27-34). 구체적으로 각 영역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플랫폼의 ‘메타텍스트’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58) 반 에스는 배치(constellation) 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맥락은 휴리스틱 도구로서 장치와 같다. 반 에스는 글 내부에서 장치(dispositif)
가 푸코, 보드리, 들뢰즈, 보드리 등 다양한 이론적 흐름에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오독을 피하고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to jettison the academic
baggage of the term dispositif“,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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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홍보물, 언론 보도, 플랫폼을 대표하는 자의 인터뷰 등을 포함하며,

특정한 플랫폼의 어떤 부분이 ‘라이브’로 보장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만들

어내는 역할(p. 29)을 한다.

두 번째로 ‘참여의 공간’은 특정한 방식의 플랫폼과 유저 실천을 빚어

내는 공간으로, ‘기술-문화적 힘(Techno-cultural forces)’, ‘경제적 힘

(economic forces)’, ‘법적인 힘(legal forces)’이 맞물려 작동한다. ‘기술-

문화적 힘’에는 플랫폼의 행동유도성(affordance)과 제약, 알고리즘, 문화

적 규범이, ‘경제적 힘’에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저가 사용 중에

발생시키는 비용, ‘법적인 힘’에는 플랫폼 내에서 재산, 획득한 개인정보,

허용된 행동을 법적으로 다루는 규칙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유저의 반응’은 플랫폼 사용 경험에 대한 유저의 직접적인

반추와 비판이다. 유저의 반응은 라이브니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

과 동시에, 유저들이 이해하고 기대한 플랫폼의 라이브니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메타텍스트를 통해 기대했던

라이브니스가 실제 플랫폼 경험과 다를 경우, 유저들은 플랫폼을 (원래

사용법과는 다르게) 도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본인들의 불만

족을 공개적으로 (웹페이지, 인터넷 포럼, 트위터 등에) 표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다(p. 33). 반 에스는 이렇게 유저들이 실제로 하는 어떠한

“말과 행동(say and do)”의 실천이 그 플랫폼의 라이브니스의 의미와 가

치를 솔직하게 반영한다고 보았다. 반 에스에게 유저의 반응은, 어떻게

유저들이 특정 미디어 플랫폼을 경험하는지 살피기 위한 도구가 아닌,

어떤 ‘라이브’의 생성과 그 라이브니스의 이해 과정에 기여하는 유저의

주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도구(p. 34)이다.

반 에스는 이 틀을 통해 초기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Mogulus

등), 라이브 텔레비전 쇼, 소셜 미디어 라이브 피드(Facebook feed 등)의

라이브니스를 탐구한다. 현대 라이브 미디어 환경 속 플랫폼마다 추구하

는 라이브가 여러 행위자의 조합 및 상호작용, 이해관계에 의해 다양하

고 유동적으로 구성된다는 점, 그리고 그 다양성을 탐구하는 방법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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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 에스의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

3. 소결

장치는 권력과 주체를 형성하는 이질적인 조합,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특정한 생산방식과 관람조건을 통해 여러 효과(이데올로기적 자연화, 시

각에의 압도, 인기의 획득 등)를 발생시키는 구조와 배열 등, 다양한 맥

락에서 개념화되어왔다. 또한, 역사적인 조건 위에서 미디어 권력, 접속

기기 및 환경, 수용자의 행동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체로서 미디어 실천

을 살펴보는 방법론적 틀로 존재하기도 한다.

온라인 콘서트는 콘서트장, 촬영 및 기록하는 기계, (어떤 앵글이나

CG를 넣을지 등의) 편집과정, 인터넷망을 통해 관람 기기로 송신, 접속

한 플랫폼에 띄워짐의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도달한다. 콘서트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관객이 비대면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도달한 콘서트의 수용

환경도 개개인이 어떻게 꾸리는지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이때 관객은 미

디어와 스스로가 만나는 환경을 특정하게 조성해내는 존재라는 점에서,

단순히 기존의 해독적, 저항적 수용자에서 한발 더 나아간 양상을 띤다.

나아가, 온라인 콘서트는 코로나 시국이라는 긴급한 사태에 케이팝 산업

적, 팬덤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SM, JYP,

YG, HYBE)에 따라 공통점만큼 차이점59)도 존재한다. 관객과 팬덤의 반

응과 적극적인 요구60)를 살피며, 콘서트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

적으로 변해왔다.

59) 예를 들어 각 엔터테인먼트 회사 별 콘서트를 스트리밍하는 플랫폼도 모두 다르
다.

60) 예를 들어 2020년 8월 진행되었던 JYP사의 걸그룹 ‘트와이스’의 온라인 콘서트
에서는 동일한 플랫폼(비욘드 라이브)에서 진행되었던 SM의 콘서트와 다르게 멤
버 별 멀티캠 및 응원봉 연동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를 콘서트 이틀 전에
서야 고지하였다. 팬들은 이 부분에 대한 당황 및 불만족을 ‘#제와피_트와이스_온
콘멀티캠_피드백해’와 같은 트위터 해시태그로 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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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장치’를 통해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

가 라이브니스를 전략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구성하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합으로서 작동하는 네트워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아가 콘서트가 관객에게 어떤 ‘라이브’를 설득시키고

자 하며, 그것을 관객이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받아들이거나 거

부, 전유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객과 동시에 유동적으

로 변화하는 콘서트 미디어의 적응 및 진화과정 또한 포착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생성을 둘러싼

요소와 과정을 하나의 미디어 장치(media dispositif)로서, 전체론적인 관

점에서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반 에스(2017a)의 분석틀을 일부 차용하여 온라

인 콘서트와 관객의 라이브니스 실천을 살피고자 한다. 반 에스는 디지

털 라이브 플랫폼을 ‘메타 텍스트’, ‘참여의 공간’, ‘유저의 반응’으로 나누

어 그 라이브니스를 살폈다. 본 연구는 유사하지만 다르게, 온라인 콘서

트의 라이브니스를 크게 1) 무대에서 관객에게까지 ‘라이브 콘서트’가 제

작 및 전달되는 과정과 2) 콘서트를 둘러싼 메타 텍스트, 그리고 이에

대한 3) 실제 유저의 반응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메타 텍

스트’와 ‘유저의 반응’은 반 에스와 동일하지만, ‘참여의 공간’은 온라인

콘서트의 생성 과정 그 자체에 관한 세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

다. 이에 따라 ‘참여의 공간’에서는 경제적 힘(티켓 및 MD상품 구매, 광

고 등)이나 법적인 힘(불법 녹화 및 배포 금지 등)보다는 화면으로 주어

지는 콘서트를 이루고, 또 생성해나가는 기술-문화적인 힘에 더욱 집중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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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앞선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두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미디어 산업이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라이브니스의 기초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온라인 콘서트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성되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라이브니스를 만들고자 하는가?

연구문제 1-2: 미디어 산업이 메타 텍스트를 통해 강조하는 온라

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관객은 온라인 콘서트에서 주어진 라이브니스를 어떻

게 수용하거나 거부하며, 관객은 이를 어떻게 전유하는가? 이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적응 및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온라인 콘서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니스 요소들을

관객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는가?

연구문제 2-2: 온라인 콘서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니스 요소들은

관객에 의해 어떻게 거부되며, 관객은 이를 어떻게 전유하는가?

연구문제 2-3: 미디어 산업은 상황에 따라 콘서트를 어떻게 적응

및 변화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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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를 미디어 장치의 눈으로, 유동

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로서 탐색적으로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온라

인 콘서트는 생생함과 공존감의 라이브니스 요소를 생성하여, ‘라이브’

한 콘텐츠로 관객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콘서트 촬영이

이루어지는 무대로부터 개별 관객의 송출 플랫폼에 도달하기까지, 다양

한 요소들을 활용해 라이브니스를 생성하고자 하며, 이를 살피는 것이

연구문제 1-1이다. 동시에, 케이팝 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콘서트를 둘러

싼 메타 텍스트를 통해 관객에게 특정한 ‘라이브’와 콘서트를 둘러싼 생

각을 믿고 기대하게 만드는데, 이를 살피는 것이 연구문제 1-2이다.

연구문제 2를 통해 연구문제 1에서 살펴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요소

에 대한 실제 관객의 반응을 살펴본다. 실제 관객 인터뷰를 통해, 콘서트

가 제공하는 라이브니스 요소를 수용(연구문제 2-1)하거나, 반대로 불만

을 표현하고, 전유를 포함한 개별적 실천을 통해 스스로 라이브니스를

만들어내는(연구문제 2-2)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콘서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적응 및 변화하였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 보는 것(연구문제 2-3)이 연구의 요지이다.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하고 대중화된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와 그 관

객 경험을 라이브니스의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탐색적

인 연구는 연구자가 새로운 관심을 조사하거나 연구주제 자체가 비교적

새로운 경우에 발생하며, 보통 1) 연구자의 호기심과 더욱 증진된 이해

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하게 하고, 2) 보다 강도 높은 후속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3) 차후의 연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념 및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행(Babbie, 2012, 137p)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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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와 그 라이브니스를 콘서트의 직접 참여관찰 및 내용분석, 관객

인터뷰를 통해 탐색하였다.

이 절에서는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한 뒤,

연구 목적에 따라 선정된 온라인 콘서트 14개와 그 연구 방법(참여관찰

및 멀티모달 콘텐츠 분석), 그리고 선정된 콘서트를 관람한 관객 인터뷰

이 12인과 그 연구 방법 (1 대 1 인터뷰)에 대해 설명한다.

1. 콘서트 현장관찰 및 내용분석

1.1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의 정의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이하 온라인 콘서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

의하는 것은 연구 실행의 첫걸음이다. ‘버추얼 공연’, ‘비대면 공연’, ‘온택

트 공연’ 등 미디어에서 유사한 디지털 이벤트를 지칭하는 용어는 혼재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지칭되는 이벤트의 형식 또한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콘서트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중계되

며, 콘서트장과 관객이 물리적으로 동떨어져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관객이 스스로 접속해 관람할 수 있는 케이팝 아이돌의 공연’으

로 좀 더 명료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각각 세부 조건에 대한 설명은 아

래와 같다.

1) 실시간 생방송으로 중계: 여기서 실시간 생방송이란, 공연의 전체

또는 일부61)가 실제 그 시간에 콘서트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61) 이때 ‘공연의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를 넣은 이유는, 대다수 온라인 콘서트에서
라이브 무대 사이사이에 사전녹화 무대나 컨셉 비디오(흔히 VCR이라고 지칭됨)
또한 송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제작 영상들은 대면 콘서트에서도
아이돌이 옷을 갈아입고 세트를 변경하는 등 무대의 준비가 필요한 경우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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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송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사전제작된

공연 비디오가 스트리밍 되는 경우62)63)는 이 연구의 연구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2) 콘서트장과 관객의 물리적 불일치: 콘서트장에는 무대와 퍼포머

만이 존재하며, 관객은 자신이 선택한 공간에서 관람한다. 관람 시 관객

본인 또는 소수의 지인들과 함께 개인적인 공간(집 등)에서 관람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객 경험을 살펴볼 때, CGV등 멀티플렉

스 극장을 통해 온라인 콘서트를 관람한 경우64)는 제외하였다.

3)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접속해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온라인 콘서트는 네이버의 글로벌 스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Vlive65)나, 라이브 콘서트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인 VenewLive66), 유튜

브 라이브와 같이, 관객의 모바일 기기 및 컴퓨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송출된다. 관객은 이 플랫폼을

통해 콘서트를 결제,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접속해 관람한다.

1.2 연구 대상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등장한 여러 온라인 케이팝 콘

서트 중 2020년∼ 21년 동안 진행되었던 대형 엔터 기획사 3사(SM,

활동 스포일러 등 콘서트 및 아이돌·팬덤 서사를 위해 사용되는 등 다양한 이유
로 삽입되고 있다. 그렇기에 온라인 콘서트에서도 공연의 일부가 사전녹화인 것
은 기준분류에 문제 되지 않는다.

62) 특히 해외 팝스타들에게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63) 화제가 되었던 메타버스 게임 포트나이트 내 ‘트레비스 스콧’의 콘서트 또한 이
에 해당한다.

64) 예를 들어 아이즈원(IZ*ONE)의 콘서트는 전국 39개 CGV 극장에서 동시 생방
송 상영되었다. http://moviestory.cgv.co.kr/fanpage/mainView?movieIdx=84415

65) https://www.vlive.tv/
66) HYBE의 온라인 콘서트 스트리밍 플랫폼. HYBE뿐만 아니라 YG의 콘서트까지
함께 서비스하며, 현재(2022년 6월) ‘위버스 콘서트(Weverse Concert)’라는 이름
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https://concert.weverse.io/

http://moviestory.cgv.co.kr/fanpage/mainView?movieIdx=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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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HYBE)67)의 소속 아이돌 콘서트 14개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을 고른 이유는 먼저, 거대한 생방송 브로드캐스팅 상황에서

생성되는 라이브니스에 집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팬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신인 그룹이나 무명 그룹 공연의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모든

팬에게 아이돌과의 1대1 소통 가능성이 매우 증대된다. 실제로 연구자가

참여하였던 중소기획사 걸그룹 ICU 콘서트(2020.10.31.진행)의 경우, 관

객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콘서트 도중 작성된 모든 실시간 댓글을 멤버

들이 읽어줄 수 있었다. 그런 경우 관객 대부분이 아이돌과의 직접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기에 연구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연구자는 온라인

공연의 팬 수, 기본 관람 인원이 많아야 집단적 경험으로서 콘서트의 라

이브니스를 검토할 수 있다 보았다. 부가적으로, 대형 아이돌 콘서트의

경우 관객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인터뷰이를 모집할 때도 그 연구 편

의성이 증가한다.

더불어, 대형기획사의 경우 소속 아이돌의 기본 티켓 파워가 세며, 기

본 사용 가능한 자본 또한 중소기획사에 비해 크기 때문에 투자가 원활

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금전에 대한 걱정을 적게 하면서 공연에 다

양한 라이브니스 장치를 가동시키거나 이에 대한 실험을 거듭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온라인 콘서트의 무대를 위해 큰 스타디움 전체를 대여한

다거나, AR(증강현실) 효과를 입힌다거나, 전 세계 수십만 관객이 동시

입장하였을 때도 안정적으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서버를 구축하는 등의

모든 시도는 막대한 금전을 기반으로 하며, 현재 대형기획사만이 콘서트

에서 이러한 방법론을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다.

위의 조건을 통해 도출된 콘서트 중, 시간에 따른 변화과정을 포착하

기 위해 동일한 콘서트 플랫폼(Beyond Live)68)에서 진행되었거나, 온라

67) 이 부분에 대한 비판 및 한계점은 결론 참조
68) Beyond Live. SM, JYP와 네이버가 합작하여 만든 OTT전용 라이브 콘서트 플
랫폼으로, 네이버의 스타 중심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브이라이브(Vlive)를 통해
송출된다.
* 2022년 6월 현재 기준으로 하이브(HYBE)의 팬플랫폼 위버스(Weverse)와 브이
라이브가 합쳐졌기 때문에,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이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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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eyondlive.com/

순

번
콘서트 이름 아티스트명 소속사 플랫폼 날짜

1 Beyond the Future
슈퍼엠

(SuperM)
SM Beyond Live 2020/04/26

2 Beyond the T 동방신기 SM Beyond Live 2020/05/24

3 Bang Bang Con: The Live 방탄소년단 HYBE VenewLive 2020/06/14

4 TWICE: World in A Day 트와이스 JYP BeyondLive 2020/08/09

5 MAP OF THE SOUL ON:E 방탄소년단 HYBE VenewLive
2020/10/10

-1169)

6
NCT : RESONANCE [GLOBAL

WAVE]
엔시티(NCT) SM BeyondLive 2020/12/27

7 The Arcane Salon
데이식스

(Day6)
JYP Vlive 2021/01/24

8 BAEKHYUN : LIGHT 엑소 - 백현 SM BeyondLive 2021/01/03

9 SHINee : SHINee WORLD 샤이니 SM BeyondLive 2021/04/04

10 TAEMIN : N.G.D.A
샤이니 -

태민
SM BeyondLive 2021/05/02

11 소우주 – SOWOOZOO 방탄소년단 HYBE VenewLive
2021/06/13

-1470)

12 Right Through Me
데이식스

(Day6)
JYP BeyondLive 2021/08/08

13 GROKS IN THE KEYLAND 샤이니 - 키 SM BeyondLive 2021/09/26

14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방탄소년단 HYBE VenewLive 2021/10/24

표 4 연구대상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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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콘서트를 2회 이상 진행한 아이돌의 콘서트 14개를 선정하였다(표

4). 콘서트 이름이 길고 복잡한 관계로, 본문에서는 콘서트의 실제 이름

대신 아이돌(그룹)의 이름에 ‘콘’을 더해 사용71)할 것이다. 방탄소년단과

데이식스72)의 경우 2회 이상의 콘서트를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 각주와

같은 약칭73)을 통해 부른다.

1.3 연구방법: 멀티모달 콘텐츠 분석 및 현장관찰

연구문제 1-1, 1-2, 2-3를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구대상 콘서트

에 대한 현장참여 및 영상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한 실시간으

로 접속해 관객의 입장에서 콘서트에 참여 후, 공연 당시의 녹화본을 통

해 사후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실시74)하였다. 덧붙여, 콘서트 전후의 아

이돌 및 소속사의 게시물, 언론보도 등 메타텍스트 또한 함께 보았다. 본

과정은 온라인 콘서트에서 등장한 라이브니스 요소의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연구문제 2-1, 2-2를 탐구하기 위한 관객 인터뷰 사전 질문지의

토대로 사용되었다.

콘서트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멀티모달 분석(multimodal

analysis)을 사용했다. ‘다중양식분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방법론은,

69) 양일 진행
70) 양일 진행
71) 예) 동방신기콘, 백현콘 등.
72) 정확히는 데이식스의 유닛 그룹인 ‘Even of Day’이나, 편의상 논문에서는 데이
식스라고 칭한다.

73) Bang Bang Con: The Live -> ‘방방콘’
MAP OF THE SOUL ON:E -> ‘맵솔콘’
The Arcane Salon -> ‘살롱콘’
소우주 – SOWOOZOO -> ‘소우주콘’
Right Through Me -> ‘RTM콘’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PTD콘’
74) 연구대상 콘서트 (표 4) 중 볼드처리 한 콘서트는 연구자가 관객으로서 실시간
참여하였다. 나머지 콘서트의 경우 사후적으로 VOD서비스를 통해 관람한 후 텍
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 59 -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을 단순한 언어(language) 이상으로 이해하고, 이미

지, 비디오, 사운드, 인간의 제스쳐, 시선, 자세 등 사용되는 모든 의사소

통 형식과 그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통칭한다

(Dicks, 2019).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적 차원

이 교차하며, 하나의 감각 또한 다양한 요소의 합(예를 들어 청각: 퍼포

머의 노래, 반주, 합성된 응원법, 실제 관객의 함성소리)으로 구성된다.

공연의 공간구성 상으로는 메인 무대, 무대 화면 위 또는 옆의 댓글창,

손에 쥔 응원봉, 그리고 그 모습이 다시 공연의 메인 스테이지에 등장하

는 등 다양한 물질적, 공간적, 가상적 차원이 복잡하게 교차한다. 라이브

니스 장치 또한 공연을 이루는 요소만큼 다양한 요소들의 합으로 이루어

져 있다. 그렇기에 온라인 콘서트를 텍스트로서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는 멀티모달 분석(multimodal analysis)의 사용이 필수적이었다. 이때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어떻게 “멀티모달적인 데이터를 전사

(transcribe), 또는 재-재시(re-present)할 수 있는지”(Jewitt, 2013)인데,

이를 이해 본 연구는 직접 참여한 콘서트의 전사, 스크린 캡쳐, 부분녹화

등을 활용해 콘서트를 기록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초기에 진행된 온라인 콘서트 4건 (슈퍼엠콘, 동방신

기콘, 방방콘, 트와이스콘)에 대해 전체 콘서트 전사 및 스크린 캡쳐를

아래의 표 5와 같이 실시하였다. 전사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를 장면별

로, 공연장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최대한 담도록 서술하였다. 영상

의 구체적인 장면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장면별로 시간을 적어두었으며,

필요한 부분의 경우 해당 장면의 캡쳐 사진 또한 포함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단순 언어적 발화뿐만 아니라 동작, 제스쳐,

시선, 카메라 전환과 카메라 무브먼트 등을 최대한 포착하고자 하였다.

실제 관람시 작성한 노트와 비교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직접 공연텍

스트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과 생생함과 공존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

된 요소들을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로 콘서트 내 발생 장소(촬영 스튜

디오, 카메라, 편집, 송출 플랫폼)에 따라 라이브니스 요소들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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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할 수 있었다. 이후 만들어진 카테고리를 통해 나머지 10건의 콘서트

를 분석하였다.

메타텍스트(연구문제 1-2)에 대해서는 콘서트 전후로 스타 및 회사, 언

론에 의해 생산되는 이미지와 언어적 표현, 영상의 자막 문구, 아이돌의

직접적인 발화 및 표현 등 뉴스와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업

로드된 자료들을 폭넓게 탐색하였다.

콘서트 시간 공연장

방방콘 00:16:00

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아미 분들이 뭐 하고 지내셨

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아미 여러분,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희 보고 싶었나요? (귀에 손 대며 소리 듣는 척)

[카메라 전환, 대시보드로 화면 바뀜]

멤버들: 이거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 댓글 한번 읽어보시죠

/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대답이 올 거예요 / (댓글 읽으

며) ‘Love from France‘

[다시 멤버쪽으로 카메라 전환, 제이홉 단독샷]

재이홉: 오, 예스, 아이 러브 유. 어떻게 해외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봐주셨어요.

그림 1 방탄소년단 방방콘에서 송출된 실시간 채팅창

춫처: HYB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표 5 콘서트 전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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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객 인터뷰

2.1. 연구 대상

관객 인터뷰를 통해서는 비대면으로 존재하는 관객이 온라인 콘서트

가 건내는 라이브니스를 수용(연구문제 2-1) 또는 거부하며, 스스로 라

이브니스를 생성하기 위한 개별적인 실천과 전유(연구문제 2-2)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 본 연구는 2020∼2021년 중 적

어도 1개 이상의 대형 엔터사 아이돌 콘서트 관람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관객 12인을 구인, 1 대 1 인터뷰 하였다 (표 6). 인터뷰는

1) 다수의 온라인 콘서트 관람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객을 우선으

로, 2) 대면 콘서트 경험 및 케이팝 프로덕션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한

관객을 우선으로 하여 3) 다양한 연구대상 콘서트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구인하였다.

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인터뷰이를 구

인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기관람자 4인을 대상으

로 편의적 표집(opportunistic sampling)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을 바탕으

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해 참여자를 확대하였다. 눈

덩이 표집은 이미 선정된 연구참여자가 직접 관람한 지인을 소개해 주거

나, 소속된 팬 커뮤니티에 연구 참여 설문 링크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관객을 찾기 어려웠던 특정 콘서트의 경우, 해당 콘서트 관람

자를 찾는 연구참여자 구인 공고를 다양한 단체 메신저방과 인터넷 커뮤

니티에 배포하여 구인하고, 이 과정을 통해 모인 연구참여자에게 또다시

눈덩이 표집을 부탁하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추

가 구인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적 표집, 눈덩이 표집, 의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75)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75) 이부분에 대한 비판 및 한계점은 결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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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 관람한 콘서트 성별 나이

A
동방신기 ‘BEYOND THE T‘,

NCT ‘RESONANCE [GLOBAL WAVE]‘
여 24

B
샤이니 ‘SHINee WORLD‘,

태민 ‘N.G.D.A’

키 GROKS IN THE KEYLAND

여 29

C
블랙핑크 ‘THE SHOW‘,

샤이니 ‘SHINee WORLD‘,

태민 ‘N.G.D.A‘

남 26

D 세븐틴 ‘IN-COMPLETE‘ 여 23

E

방탄소년단 ‘방방콘: 더 라이브‘,

’MAP OF THE SOUL ON:E‘,

’소우주’,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여 24

F 백현 ‘LIGHT‘, 세븐틴 ‘IN-COMPLETE‘ 여 24

G
NCT ‘RESONANCE [GLOBAL WAVE]‘,

백현 ‘LIGHT‘
남 23

H
DAY6 ‘The Arcane Salon’,

‘Right Through Me’
여 23

I DAY6 ‘Right Through Me‘ 여 25

J
WayV ‘Beyond the Vision‘,

NCT DREAM ‘Beyond the Dream Show‘,

NCT ‘RESONANCE [GLOBAL WAVE]‘

여 22

K

방탄소년단 ‘방방콘: 더 라이브‘,

’MAP OF THE SOUL ON:E‘,

’소우주’,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여 22

L 블랙핑크 ‘BLACKPINK: THE SHOW‘ 여 19

표 6 인터뷰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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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은 온라인 콘서트(14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그 관람자를

인터뷰이로 삼고자 했다. 각 콘서트에 관람자를 적어도 1명 이상 배정하

기 위해 최대한 의도적 표집을 진행했고, 그 결과 슈퍼엠의 ‘Beyond the

Future’ 콘서트와 트와이스의 ‘World in a Day’ 콘서트를 제외한 12개

콘서트에 대한 관객관람경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의도적 표

집의 사용은 다양한 콘서트와 그 관객 경험을 탐색적으로 살펴본다는 연

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진다.

2.2 연구 방법

관객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는 온라인 콘서트 내부에 등장하는

라이브니스 요소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질문지의 정해진 질문과

순서를 따르지만, 대화의 흐름에 따라 그 순서를 바꾸거나, 질문지에는

없는 새로운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유연하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

구자는 인터뷰이가 관람한 온라인 콘서트를 모두 관람한 상태에서 인터

뷰에 임하였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표 7과 같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심층인터뷰 시행 이전, 사전설문조사에 응해야 했

다. 이 설문조사에서 연구참여자의 연령, 성별, 거주지(수도권, 비수도권)

과 같은 기초인적사항, 연구대상 콘서트 중 관람한 콘서트 목록, 그리고

기존의 대면 콘서트 참여 목록을 수집하였다.

대면으로 인터뷰에 참여하는 경우, 인터뷰이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스터디 카페 2인실을 빌려 70분 전후의 인터뷰 1회 진행을

표준으로 하였다. 하지만 방역지침 및 연구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비대면

진행이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 서비스인 Zoom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상 추가적인 필요성76)이 있어 추가 인터뷰를 서면

76) 특히 인터뷰 종료 후 새로운 연구대상 콘서트가 진행된 경우(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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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진행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

자와 함께 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담긴 설명서를 읽었으며, 참여자들은

설명서를 숙지하고 연구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파일로 동의서를 전달하고, 연구참여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의 스캔본

을 전달받았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동의를 얻어 전체를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파일

은 인터뷰 종료 후 자세히 전사(transcription)하여 분석의 원자료로 삼았

다. 전사가 완료된 문서는 연구참여자와 공유하고, 이 과정을 통해 오기

된 부분을 수정하고 연구참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추가 인터뷰를 포함해 인터뷰는 2021년 8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

행되었다. 참여한 인터뷰이 모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2021.10.24.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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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테고리 질문 목록

관람 환경

- 언제, 누구랑 함께, 어떤 이유로, 어떤 환경에서 시청하였는지,

- 어떤 기기로 시청하였는지, 다수의 기기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설치하였는지 등

대면 콘서트,

타 장르와의

비교

- 온라인 콘서트 관람과 다른 콘텐츠 관람 경험과 유사성과 차별

성은 무엇이 있는지?

- 유사성/차별성 만들기 위해 온라인 콘서트에서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은지.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어떤 느낌을 주는지?

- 온라인 콘서트 경험이 다른 것과 유달리 차별적인 지점이 있다

면, 무엇이 다른 경험과 다르게 온라인 콘서트를 ‘(온라인) 콘서트’

답게 만드는 것 같은지?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일반 ‘라이브’

- 콘서트가 지금 현재, 정말 ‘라이브’라고 느꼈는지,

- 느꼈다면 어떤 부분에서 특히 구체적으로 느꼈는지,

- 무엇을 통해 느꼈는지. 그런 느낌이 나게 도와준 무언가가 있었

는지.

생생함

- 온라인 콘서트를 보면서 ‘이건 정말 생생하다’라고 느낀 지점이

있었는지,

- 느꼈다면 어떤 부분에서 특히 구체적으로 느꼈는지,

- 무엇을 통해 느꼈는지. 그런 느낌이 나게 도와준 무언가가 있었

는지.

공존감

공연장에 [“내가 저기 공연장에 같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공연하

는 아이돌과 심리적으로 “함께 있다”, “같은 콘서트를 함께하고

있다”/ “다른 팬들이 존재한다”, 내가 팬들과 “함께 있다”, “같은

콘서트를 함께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

- 있다면 언제였는지. 왜 그렇게 느낀 것 같은지.

- 그런 느낌이 나도록 도와준 무언가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왜 없

었던 것 같은지

* 복수의 온라인 콘서트를 관람한 경우, 서로 다른 콘서트(및 송출 플랫폼) 에 대

해 질문을 반복한다.

표 7 인터뷰 사전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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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디어 산업이 생성하고자 하는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연구문제 1: 미디어 산업이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라이브니스의 기초 구성은 어떠한가?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는 대중음악 미디어산업의 일부로서,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이 ‘라이브’ 이벤트임을 설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콘서트의 제작 및 전송, 홍보 과정에는 라이브니스를 생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요소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작동한다.

이 장에서는 온라인 콘서트의 무대에서 관람하는 화면에 도달하기까

지, 생방송 중 존재하는 라이브니스 생성 요소의 기초적 구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는 콘서트마다, 또 주최 회사 및 송출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구성을 띠고 있으며 각각 도입한 라이브니스 요소

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살펴본다면, 미디어산업은 꾸준히 화

면을 통해 전달되는 콘서트가 무엇보다도 생생하고 감각적이며, 비록 비

대면이지만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초월적 경험임을 강조한다. 이

를 위해 현장 관객의 물리적 부재는 카메라와의 간접적 상호작용, 디지

털 실존의 강조, 타 ‘라이브’ 미디어의 유사성 차용, 비대면에서만 접근

가능한 관람경험의 강조를 통해 은폐되거나, 극복 가능한 것으로 홍보된

다.

연구대상 콘서트들은 서로 다르지만, 어떠한 촬영 스튜디오에서 카메

라와 마이크를 거친 뒤, 현장편집과정을 거쳐 정해진 라이브 송출 플랫

폼으로 도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팬덤적 만족, 경제적 성공을 위

해 아이돌과 소속사는 콘서트 전후, 다양한 팬 기반 소셜 미디어77)와 일

반 대중적인 소셜 미디어(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속 콘텐츠 업

77) 브이라이브(Vlive), 위버스(weverse), 리슨(Lysn), 버블(Bubb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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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언론 보도와 같은 메타텍스트를 통해 콘서트의 라이브 구성과 장

점, 관전 포인트, 성공적인 개최 등을 홍보하고 순환시킨다는 점도 동일

하다.

위의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촬영 스튜디오, 카메라로의 포착, 편집과

정, 플랫폼을 통한 송출의 연쇄적 과정과 메타텍스트까지, 다섯 가지 과

정을 살펴본다. 그 속에서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관객의 부재를 은폐하

거나, 또는 반대로 새로운 기회로 삼아 라이브니스를 생성하고자 하는지

를 초기적 온라인 콘서트78)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 1 절. 무대부터 화면에 도달하기까지

연구문제 1-1: 온라인 콘서트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성되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라이브니스를 만들고자 하는가?

모든 온라인 콘서트는 생방송 때 촬영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거쳐,

간단한 편집을 거친 뒤 관객이 접속하는 송출 플랫폼에 도달한다. 1절에

서는 이 과정 속 배치되어 생생함과 공존감을 만들고자 하는 요소들을

다룬다.

1. 촬영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는 아이돌의 퍼포먼스와 토크가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78) 콘서트 순번 기준 1∼7. 사실 백현 콘서트(8번, 2021년 1월 3일)가 데이식스의
살롱콘서트(7번, 2021년 1월 24일)보다 시간상으로는 선행하나, 살롱콘서트는 데
이식스의 첫 온라인 콘서트라는 점, 그리고 당시 방역수칙 격상으로 인해 2020년
12월 27일에 예정되었던 콘서트가 한 달가량 밀린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초기
콘서트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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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뜻하며, 콘서트가 촬영되는 장소이다. 이 장소들은 대부분 촬영

용도의 스튜디오79)를 빌리거나, 기존의 공연장 중 적합한 크기의 곳80)을

빌린 뒤 용도에 맞게 세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스튜디오 곳

곳에는 수십 대의 다양한 카메라와 편집 및 모니터링을 위한 컴퓨터가

있으며, 온라인 콘서트의 퍼포먼스와 토크는 모두 그 앞에서 이루어진다.

이 소절에서는 카메라와 마이크와 같은 시청각 매개장치가 담아내기 이

전 존재하는 것, 즉 물리적인 무대와 그 위에서 발생하는 아이돌의 퍼포

먼스와 토크 속에서 생생함과 공존감의 라이브니스를 생성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살핀다.

1.1 무대

무대는 아이돌의 퍼포먼스와 토크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물리

적 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무대는 촬영 용도의 스튜디오나 실제 공연

장 공간을 빌려, 콘서트가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

르게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비욘드 라이브 계열 콘서트에서는 퍼포먼스

와 토크에서 모두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생함과 공존감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대형 LED화면이 모든 면을 감싸는 직사각형의 무대(그림 2)를

택했다. 이 LED화면은 화려한 퍼포먼스의 배경이 되기도, 때로는 실시

간으로 연동된 관객의 얼굴들을 띄워놓는 관객석이 되기도 한다. 이 경

우, LED 본무대를 제외한 물리적인 세트는 소형 소품(의자, 태이블, 스

탠딩마이크 등)이나 별도의 소형 특별무대(무대 뒤편 구조물을 활용한

소형 촬영용 세트 등)를 제외하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79)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방방콘의 경우,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 내 ‘스튜디오 파
라다이스’에 대형 콘서트 세트를 만들어 촬영되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3376.html (2020.
07. 07.)

80) 예를 들어 2020년4∼5월에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욘드 라이브 공연은 모
두 올림픽홀을 빌려서 촬영되었다. http://www.seoulsound.com/history

http://www.seoulsound.com/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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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물리적인 실체 및 공간성이 두드러지는 무대 세트를 만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방방콘’이나, 데이식스의 ‘살롱콘’

(그림 3)의 경우, ‘방’과 ‘살롱(salon)’으로 대표되는 친밀하고 내밀한 작

은 공간에 관객을 초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콘서트였다. 이에 따라,

보다 규모가 작고 아기자기한, 실내 공간 모양의 메인 세트를 만들어 중

점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는 LED 대화면과 같이 배경이나 그 용

도(퍼포먼스 배경에서 관객석으로 등)를 쉽게 변환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그 대신 서로 다른 세트를 병렬적으로 연결한 뒤 그 사이를

아이돌이 직접 이동하며 배경 변화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대형 LED 중심 무대와 물리적인 세트 무대를 혼합한 경

우도 존재하였다. 2020년 12월의 NCT 콘서트나 방탄소년단 ‘맵솔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NCT 콘서트의 경우 기존의 비욘드 라

이브에서 사용했던 올림픽홀81)보다 더 큰 KSPO돔(올림픽 체조경기

장)82)을 빌려, 기존과 유사하게 무대의 양옆과 뒷면까지 3면을 모두

81) 3000석 규모의 공연장
82) 15000석 규모의 공연장

그림 2 트와이스 콘서트 중 LED 중심적 무대. 무대의 앞면에도 전면 LED가 있다.

춫처: JYP.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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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로 채운 무대 외 대형 LED가 후면에만 있는 군무용 대형 무대, 실

그림 3 데이식스 살롱콘 중. 작고 편안한 공간의 느낌을 추구했다.

춫처: JYP.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림 4 연구자가 관찰한 방탄소년단 맵솔콘 전체 세트장 예상도.

점선 화살표는 콘서트에서 드러난 퍼포먼스 이동 동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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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 모양의 대형 세트(그림 13)와 ‘#’ 모양의 대형 철골 구조물 세트까

지 네 가지 개별 무대를 사용해 촬영하였다. 군무용 대형 무대의 경우,

기본 무대에서 토크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관객을 띄워놓는 관중석으로

변화하였다. 방탄소년단 ‘맵솔콘’의 경우에도 KSPO돔을 빌려, 그림 4와

같이 공연장을 나누어 단체 및 솔로무대를 촬영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거대 세트(돌산, 회전목마, 폐건물 등)와 일정량 이상의 대형 LED 패널

이 무대 곳곳에 설치되어있었으며, LED패널의 경우 배경효과 및 실시간

관객의 얼굴을 띄워놓는 관객석의 역할 사이를 오갔다. 특히 이 콘서트

의 경우 한 무대에서 다른 무대로, 공연장을 종단하거나 횡단하는 연출

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스튜디오의 구조와 물리적인 성

질을 관객에게 노출시켰다.

콘서트에 따라, 관객의 실제 모습이나 대리물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대형 LED 패널에는 실시간 관객의 얼굴이 띄워지기

도 한다. 몇몇 콘서트의 경우 채팅창도 LED에 함께 띄우기도 하였으며

(그림 5), LED가 아니더라도 무대의 앞쪽이나 실제 관중석에 응원봉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그림 4)되었다. LED가 없는 무대의 경

그림 5 슈퍼엠 콘서트 중 멤버들이 LED화면 속 채팅창에 반응하는 모습

춫처: SM.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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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토크 시 관객의 반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 제공되었

지만, 관객에게는 노출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노출(그림 1) 되었

다.

콘서트마다 서로 다른 구성을 지니지만, 온라인 콘서트의 무대는 모

두 생생함(콘서트 무대의 화려함)이나 공존감(관객과 아이돌의 상호 반

응)을 무대 위로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인 기반이다. 이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퍼포먼스와 토크, 카메라 및 편집과의 관계성을 통해 구체화된

다.

1.2 퍼포먼스와 토크

케이팝 콘서트의 핵심은 춤과 노래를 아우르는 퍼포먼스와 그 사이사

이 팬들과 소통하는 토크 시간이다. 특히 비대면으로 콘서트가 전송되는

상황 속에서, 퍼포먼스와 토크 속에는 생생함과 공존감을 최대한 만들고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비언어적·언어적 요소들이 포진해있다.

아이돌의 신체성(corporeality)과 생방송의 우연성(spontaneity)을 내비

치는 것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비언어적 생생함 생성전략이다. 신

체성의 흔적이란, 시각적으로는 격렬한 춤으로 인해 땀방울이 흐르고 반

짝거리는 아이돌의 피부나, 청각적으로는 필터링이 되지 않은 아이돌의

생목소리나 숨소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음 이탈 등 실수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우연적인 일이 더해지면, 온라

인 콘서트 속 생생함은 (우연적 요소를 미리 차단할 수 없는) 실시간성

과 (실수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몸이라는) 신체성의 지각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되어 표현될 수 있다. 토크에서는 퍼포먼스에서 생성된 감각이 연장

(그림 6과 같이 격렬한 무대 뒤 숨 고르기, 물 마시기 등)되거나, 퍼포먼

스와 유사하게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놀람이나 흔들리는 눈빛, 말실

수, 기침 등의 요소들에 의해 생생함의 강조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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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감의 라이브니스를 발생시키고자 사용되는 것은 관객과의 직간접

적인 상호작용이다. 퍼포먼스에서나 토크에서, 간접적인 상호작용은 보통

언어표현이나 카메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언어적인 부분의

경우, 콘서트 중간 토크 시간 때 오늘의 날짜나 시간, 날씨 등 현재를 언

급하거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직시어83)를 말하는 것이 대표적

이다. 실제로 스튜디오에 시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관객을 인식하는 언

어, 비언어적 표현 또한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무대 중 “소리 질러!”

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등과 같이, 카메라 너머의 관객에게 말을

걸거나 부재한 관객의 자리를 아이돌 멤버끼리 채워주는 것(예시 1)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동과 함께, 아이돌은 카메라를 직접 응시하며

다양한 손짓(손 뻗기, 손 키스, 하트 하기 등)과 응시를 카메라 너머 관

객까지 전달하고자 한다.

예시 1: [방탄소년단 ‘방방콘’ 중 자문자답식 응원구호 외치기]

방탄소년단 멤버들: (없는 팬 대신 앵콜 응원구호를 자기들이 직접 외치면서 무대로 등장

83) ‘나’, ‘너’, ‘우리’, ‘여러분’, ‘이것’과 같이, 발화 맥락에 따라 의미가 화용론적으로
달라지는 언어

그림 6 방탄소년단 방방콘 중, 격렬한 무대 후 멤버들이 숨을 돌리는 모습

춫처: HYB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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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BTS! BTS!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 BTS!!!

RM: 아 여러분의 정말 열광적인 함성에 힘입어,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와 같은 간접적인 상호작용은 텔레비전 방송 등 일반적인 케이팝

퍼포먼스 및 토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이다. 추가적으로 온

라인 콘서트에서는 참여하는 실제 관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

며, 이는 콘서트가 허용하는 기술적인 범위 안에서 발현된다. 예를 들어

실시간 관객의 모습을 연결하거나 띄우는 장치가 없는 콘서트(방탄소년

단 ‘방방콘’이나 데이식스 ‘살롱콘’)의 경우, 아이돌에게만 보이는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 댓글을 읽고 반응하는 것 정도까지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 관객의 얼굴 연결 기술 및 대형 LED 화면을 갖춘

콘서트의 경우, 무대 한편 또는 전체에 띄워진 실시간 관객의 모습을 확

인(그림 8)하고 채팅창의 메시지를 아이돌이 직접 보고 반응(그림 5)할

수 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연결된 경우, 관객에게 질문을 하고 직접 연

결된 음성을 통해 대답을 들을 수도 있다(그림 7). 이 또한 아이돌의 언

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결부되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예시 2: [동방신기 콘서트 중 비대면 관객과 소통]

윤호: (일본어로, 손을 귀에다 대는 모션 취하면서) 일본에 계신 여러분! 화면 앞에서 함께

즐겨주셨나요? (관객들 환호)

윤호: (일본어로) 진짜?!! (관객들 더 환호)

SM&JYP의 초기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에서는 다른 그 어떠한 온라

인 콘서트보다 현장의 실시간 연결 및 직접 상호작용의 사용이 두드러졌

다. 아이돌이 전면을 감싸는 대형 LED 전체에 띄워진 관객에게 손을 흔

들거나, 관객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나 댓글을 읽고 반응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다. 더 나아가, 사전에 선정된 몇몇 관객을 더 크게 띄운

뒤 실시간 인터뷰를 하거나, 연결된 팬에게 특정한 모션이나 화면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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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색깔로 채우기를 지시하는 등, 실시간 팬 참여 이벤트84)를 시도하

기도 하였다. 이 코너의 경우,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하는 아이돌과 관객

의 모습이 거대한 화면을 통해 동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물리적 부

재를 지우고 실시간 함께함의 감각을 대형 화면 연결을 통해 극대화시키

고자 했다 볼 수 있다.

예시 3: [동방신기 콘서트 중 비대면 관객과 소통] (그림 7)

윤호: 지금부터는 비욘드 라이브의 하이라이트죠, 화상 연결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 인터랙티브 Q&A!

창민: 이게 어떤 거냐 뭐 바로 설명보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면 대형화면 화면전환, 화면 한가운데 크게 인터뷰 대상 등장)

동방: 안녕하세요∼!

인터뷰 팬: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저는 서울에 사는 합정의 카시오페아85)입니다. 저하

고 동방신기하고 이렇게 한번 인터뷰 해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아이돌이 콘서트와 팬에 반응해 좋음, 아쉬움 등의 감정

84) 슈퍼엠부터 트와이스 콘서트까지 연속적으로 등장하였으며, 비욘드 라이브 제작
진은 이를 ‘인터랙티브 챌린지’라고 부른다.

85) 동방신기 팬클럽 이름

그림 7 동방신기 콘서트 중 관객과의 실시간 질의응답

춫처: SM.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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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격렬하게 표출(그림 8)하는 경우, 신체성(눈물, 떨리는 목소리 등)과

감정이입을 통한 팬들의 집단적 반응(무대에 띄워진 관객의 표정 및 액

션,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생생함과 공존감을 다양한 차원에서 만들어

내고 극대화하기도 한다.

2. 카메라

카메라는 위에서 살펴본 무대와 퍼포먼스, 토크를 렌즈를 통해 포착

해내, 관객에게 실어나르는 역할을 한다. 카메라가 잡지 않은 것은 송출

되지 못하므로, 관객이 현장에 없는 온라인 콘서트에서 카메라는 관객의

눈을 100% 대신해야 하는 유일무이한 중요성을 지닌다. 온라인 콘서트

에서는 기존의 콘서트에서 사용되던 일반적인 촬영법에 더해, 새로운 방

식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해 라이브니스를 증가시키고자 했다.

그림 8 방탄소년단 맵솔콘 첫날, 소감을 말하다 멤버 ‘지민’이 우는 모습. 카메라

는 이를 가깝게 잡아내는 역할을 한다.

춫처: HYB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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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카메라의 샷(shot) 활용을 통해

먼저,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샷(shot)을 통해 포착하는 대상(공연장, 아

이돌 등)을 특정하게 강조하거나, 바라보는 방식을 부여(Fiske, 1987)한

다. 예를 들어 아이돌 얼굴의 클로즈업 샷(그림 10, 11, 27)은 퍼포먼스의

디테일이나 토크 속 표정과 땀방울 등 얼굴 속 비언어적 표현과 신체성

을 강조하기 위해, 무대 전체를 함께 잡는 롱샷(그림 7, 14, 15, 16)은 공

연장의 공간성이나 전체 군무를 강조하기 위해, 토크 시간 인물 중심의

미디엄 샷(그림 6)은 그들 간 대화 주고받음을 강조하고, 그 옆에서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등이다.

카메라 샷은 공간 및 인물의 구도 구성, 노출을 통해 카메라 속 대상

간의 관계성이나 사건의 개연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토크나

퍼포먼스 중 LED 관객과 아이돌을 한 화면에 담는 등의 구도는 관객과

아이돌이 지금 한 공간에 함께하며 호흡하고 있다는 관계성, 즉 공존감

의 강조(그림 5, 7, 8)이다.

개연성은 송출되는 이벤트의 ‘그럴듯함’을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보

통은 화면 속 사건 간 매끄러운(seamless) 카메라 연결(즉 적절한 요소

의 촬영 및 편집)을 통해 확보된다. 이에 더해, 몇몇 온라인 콘서트에서

는 스태프나 백스테이지 등을 일부러 카메라에 노출해, 콘서트의 개연성

을 확보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동방신기 콘서트나 방

탄소년단 방방콘, 맵솔콘의 경우, 백스테이지를 포함한 공연장을 한 바퀴

돌거나(동방신기콘), 세트 내부를 종단 및 횡단(방방콘, 맵솔콘)하는 구

성이 콘서트 퍼포먼스 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콘서트

의 제작을 위해 일하는 스태프와 촬영 공간이 관객에게 노출되었다. 이

는 관객은 부재하더라도 생생한 라이브 현장이 실제 존재하며, 서로 다

른 공간을 단순히 편집으로 이어 붙인 게 아님을 ‘거짓 없이’ 투명하게

전달 및 증명하기 위한 카메라적 연출이라 판단된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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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통해

기존의 대면 콘서트에서 사용되는 중계카메라와 다른 종류의 카메라

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먼저 짐벌86) 카메라 촬영은 방탄소년단 방방콘,

데이식스 살롱콘87)을 제외한 모든 콘서트에 주되게 등장했다. 짐벌 카메

라는 필연적으로 퍼포먼스 중 무대 위의 아이돌과 가깝게 붙기 때문에,

86) Gimbal. 특히 동영상을 촬영할 때, 내부의 센서작동을 통해 촬영 결과물의 흔들
림을 감소시켜주는 장치이다. 짐벌에 카메라를 얹어, 보통 한명이 직접 장치를 들
어서 촬영한다. 안정적인 촬영 결과물을 구도변경의 큰 제약 없이 보여줄 수 있
다는 큰 장점이 있다. 케이팝에서는 보통 안무를 가깝고 역동적으로 보여주기 위
해 사용된다.

87) 살롱콘이 ‘살롱(salon)’이라는 특정한 컨셉을 잡았기 때문도 있지만, 이는 콘서트
를 진행하는 아이돌의 특수성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데이식스는 밴드형 아
이돌이기 때문에 춤이 중심인 타 아이돌에 비해서는 악기연주 중심의 매우 정적
인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드럼이나 키보드 같은 악기의 경우 고정된 자리를 벗
어나기 매우 어렵다. 짐벌 카메라의 케이팝 내 용도를 생각했을 때, 콘서트 및 아
이돌의 특성에 맞지 않아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9 방탄소년단 방방콘 중. 멤버들이 이전에 사용된 세트장을 횡단하며 지나쳐

가고 있다

춫처: HYB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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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이 있다면 그 시야를 가리게 되어 대면 콘서트에서는 사용이 지

양88)된다. 하지만 온라인 콘서트의 경우 관객이 현장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관객의 부재를 오히려 활용하며, 짐벌 카

88) 이는 이후 ‘메타텍스트’ 부분에서 콘서트 제작사가 직접 언급하기도 한다. 몇몇
인터뷰이 또한 대면 콘서트와 비교하며 유사한 응답을 하기도 했다.

그림 10 슈퍼엠 콘서트 중. 멤버 ‘텐(Ten)’이 짐벌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

춫처: SM.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림 11 슈퍼엠 콘서트에서 멤버 백현이 짐벌 카메라 밖에서 등장한 손과 상호작

용하고 있다

춫처: SM.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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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는 마치 뮤직비디오나 퍼포먼스 비디오에서나 볼법한 화려한 카메라

워킹이나 아이돌의 초근접 화면을 제공해 차별적 생생함을 전달(그림

10)하고자 한다. 나아가, 짐벌 카메라는 마치 카메라 너머의 관객과 직접

1대1 상호작용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슈퍼엠 콘서트 속 백현의 솔로무대(그림 11)에서는 짐벌로 충분히 가깝

게 접근한 상태에서 카메라 화각 밖 아래쪽에서 여성의 손이 등장, 직접

백현이 그 손을 잡고 깍지를 끼거나 얼굴로 끌어당기는 등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무대를 구성하였다. 여성의 손이 등장한 각도를 고려했을 때, 이

는 짐벌 카메라와 시점샷(Point-of-view shot)89)을 활용해 생생함뿐만

아니라 카메라 너머 관객이 감정이입하고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짜

여진 연출이다.

짐벌 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샐프 카메라와 MCC(Motion Control

Camera)를 활용한 촬영이 있다. 방방콘과 NCT 콘서트의 경우, 특정한

곡에서 멤버 별로 봉에 연결된 셀프 카메라(스마트폰, 액션캠)을 나누어

주었으며 노래하는 내내 사용하게 만들었다. 이 특별한 촬영기기로 인해,

마치 유저가 콘서트가 아닌 1대1 화상 연결이 된 듯한 친밀한 구도로 퍼

포먼스를 잡아냈다(그림 13). MCC 촬영은 과거의 모션을 저장 및 반복

가능한 카메라 촬영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트와이스 콘서트는 이 기

술을 통해 동일한 곡의 퍼포먼스 2개를 똑같은 각도로 녹화할 수 있었

다. 이후 편집과정에서 두 영상은 합성되어, 화면에는 마치 트와이스와

그 쌍둥이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 송출(그림 12)되었다. 이 과정은 필연

적으로 녹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오직 온라인 콘서트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차별적인 디지털 볼거리 제공 의도를 읽을 수 있다.

89) 보통 영상 내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장면을 보여주는 샷으로, 인물의 시점에 따
라 카메라가 움직이며 생생한 경험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된다. 본 예시 시점에서
‘등장인물’은 시선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관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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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

촬영 스튜디오의 모습은 카메라에서 바로 관객에게 송출되지 않는다.

촬영과 송출 사이에는 시청각적 요소의 첨가, 조절 및 배합과정이 존재

하며, 이 모든 편집은 생생함과 공존감을 만들고자 콘텐츠를 다듬는 과

정이다.

3.1 첨가

먼저 온라인 콘서트에는 실제 무대에는 없는 다양한 시청각적 요소들

이 첨가된다. 예를 들어 모든 연구대상 콘서트에서는 기존의 음악방송과

유사하게 공연 로고(콘서트 이름, 아이돌 로고 등)나, 곡별 정보(제목, 작

곡가, 발표연도 등)를 일반적인 컴퓨터 그래픽(CG)으로 첨가하고 있었

다. 이 외에도 직전 ‘카메라’에서 살펴보았던 셀프 카메라 영상이 실제

그림 12 트와이스 콘서트에서 MCC 카메라를 활용한 영상 합성

춫처: JYP.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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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처럼 보이도록(방방콘, NCT콘) 화면을 꾸미는 등, 친밀하고 사

적인 라이브 미디어 경험과 흡사해 보이도록 인터페이스를 CG로 합성해

넣기도 하였다(그림 13). 심지어 데이식스 살롱콘의 경우, ‘아프리카 TV’

나 ‘트위치(Twitch)’와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처럼, 콘서트 토크 도

중 랜덤하게 화면 한켠 실시간 관객의 댓글을 띄우고, 기계음을 사용해

읽어주었다. 살롱콘의 후반부 앵콜 부분에서는 콘서트 화면에 노래방 인

터페이스 디자인(남은 시간, 곡명, 노래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가사

등)을 덧씌워, 콘서트장(살롱)을 더 사적으로 친밀한 공간(노래방)처럼

꾸미기도 했다. 화상통화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노래방 등의 플랫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덧씌운 편집화면은, 그것의 일상적이고 사적으로

친밀한, 실시간적인 특징을 시각적으로 빌려와 라이브니스를 만들고자

한 시도라 볼 수 있다.

청각적 첨가로는 미리 만들어진 환호소리나 응원법, 떼창 등을 합성

그림 13 엔시티 콘서트 제작사가 업로드한 제작 브이로그 속 화상통화 템플릿 합

성 모습

춫처: DREAM MAKER LIV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DREAM MAKER LIVE (2021. 02. 22.). “Beyond LIVE - NCT : RESONANCE

'Global Wave' │ Concert Making Vlog“

URL: https://www.youtube.com/watch?v=WiZzjszG69k



- 83 -

하는 것이 해당된다. 이들 청각적 요소의 합성은 모든 14개 연구대상 콘

서트에서 등장하는 요소90)로, 온라인 콘서트에 부재한 관객의 역할을 대

신하며 청각적 생생함을 유지시키고, 무대와 무대 간 전환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첨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아무래도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효과의 첨가이다. 증강현실로 만든 시각효과는 물리적 무대에 존

재하지 않지만, 실제 무대의 위치에 덧입혀 합성되어 화면으로 송출된다.

예를 들어 뛰어다니는 호랑이나 움직이는 가사(슈퍼엠), 하늘을 날아다니

는 고래(그림14)와 헬리콥터(동방신기), 행성(방탄 맵솔콘) 등을 실제 무

대 공간 위에 합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AR효과는 단순히 무대를 꾸며주

는 일부로서 삽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LED 배경 바깥 모든 부분을 다

덮어91)버려, 아예 가상적인 장소로 무대를 이동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90) 연구대상 콘서트는 모두 청각적인 요소가 포함되었지만, 모든 케이팝 온라인 콘
서트가 이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진행되었던 여자 아이돌 아
이즈원(IZ*ONE) 콘서트 <ONE, THE STORY>의 경우, 충분히 규모가 큰 콘서
트였지만 함성소리가 삽입되지 않았다.

91) 이런 대규모 AR효과는 온라인 콘서트 업계에서 XR(확장현실, eXtended
Reality)로 불리나, 실질적으로 XR은 기존의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MR

그림 14 동방신기 콘서트에 등장한 고래 AR

춫처: SM.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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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AR효과를 사용해 슈퍼엠 콘서트에서는 무대를 응원봉의 물결로

가득찬 콜로세움으로, 맵솔콘에서는 대형 엘리베이터가 데려다주는 뮤직

비디오 속 공간으로, NCT 콘서트에서는 거대한 체스판(그림 15) 위 등

실제 물리적 장소를 초월하는 곳으로 무대를 시각적으로 이동시켰다.

아이돌이 AR효과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퍼포먼스에 포함하기도 하

였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맵솔콘의 엘리베이터 AR의 경우, 멤버들을

태우고 새로운 공간으로 빠르게 상·하강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방탄소년단 멤버들 또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탄 듯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중심을 잡으며 놀라는 듯한 모션과 표정을

짓는다. 나아가, 볼류메트릭(Volumetric)기술92)을 활용해 미리 준비한 멤

버의 모습을 거인처럼 무대 위에 AR로 등장시키고, 무대 위 실제 아이

돌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분석대상 콘서트는 아니지

(혼합현실) 등 모든 가상현실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무대 전체를 덮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가상적인 이미지가 합성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XR’효과라고 홍보되는 것도 모두 AR효과라
고 지칭한다.

92) 실사를 기반으로 360도 입체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https://www.etnews.com/20210415000180 (2021. 04. 15.)

그림 15 NCT 콘서트에 등장한 전체 무대 AR(XR)

춫처: SM.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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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슈퍼주니어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에서 등장한 거대 ‘최시원’93)의 모

습에 놀라 넘어지는 타 멤버들이나, 방탄소년단 맵솔콘 퍼포먼스 중 거

인으로 등장한 멤버 ‘RM’을 실제 RM이 응시하는 모습(그림 16)이 이에

해당한다. 앞선 엘리베이터와 유사하게, 모든 AR효과는 오직 화면 상에

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대 위 실제 아이돌은 마치 크로마키용 블루스크린

앞 배우처럼 대상이 ‘있는 척’ 연기해야 한다.

증강현실 효과는 관객의 부재를 가리고, 화려한 가상효과를 통해 디

지털 매개 미디어에서만 가능한 디지털 생생함을 만드는 등, 기술을 통

해 공간의 제약과 물리적 한계를 극복 및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증강현실기술의 첨가는 2020년 진행된 비욘드 라이브 계열 콘서

트와 방탄소년단 맵솔콘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3.2 조절 및 배합

93) 위의 각주 참고

그림 16 방탄소년단 맵솔콘 중 볼류메트릭 거인으로 등장한 멤버 ‘RM’

춫처: HYB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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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및 배합이란,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전달된 시청각적 요소를

콘서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증감시키거나 섞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은 특히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의도하는 상황에서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시각적으로는 LED 화면에 연결 불량인 관객이 뜨지 않도록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을, 청각적으로는 환호성 등 관객의 사운드가

필요한 경우 관객 볼륨을 증가시키고, 방해되는 순간에는 볼륨을 작게

하거나 아예 꺼버리는 전략을 들 수 있다.

배합은 프로그램의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실시간 퍼포먼스, 토크, 미

리 제작해둔 비디오(콘서트 VCR94), 사전녹화 퍼포먼스95) 등)와 같은 큰

덩어리들을 자연스럽게, 이전 순서에서 생성된 라이브니스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서까지 이어지도록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이러한 연결성은

특히 방탄소년단과 살롱콘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몇 곡의 무

대를 연달아 한 번에 찍어 곡 간 전환과정을 자연스럽게 암전이나 화면

전환 없이 보여주거나, 실시간 퍼포먼스와 토크를 순서상 붙여두어, 퍼포

먼스가 가진 생생함의 여운(목소리나 악기 소리, 벅찬 표정 등)과 흔적

(땀, 물 마시기 등)이 토크까지 한 번에 이어지도록 기획(예시 4)하거나,

반대로 토크의 친밀하고 함께하는 느낌이 연결된 퍼포먼스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구성이 해당된다.

예시 4: [방탄소년단 ‘방방콘’ 중] (그림 6)

(<Black Swan> 퍼포먼스가 끝나고, 반주가 사라지자 엔딩포즈를 취하고 있었던 멤버들

은 거친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온다)

지민: 어 자....잠깐만요, 우리 5초만 숨 고를까요? 1... 2... 3...4....5... 전 이제 괜찮네요.

94) 원래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의 약자이지만, 케이팝 콘서트에서는 미리 녹화된
영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면 콘서트의 VCR은 일반 무대 퍼포먼스, 컨셉 비
디오, 콘서트 준비과정 등 다양한 주제의 녹화물을 모두 통칭하며, 콘서트장에
VCR이 재생되는 동안 아이돌은 다음 순서를 위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진다.

95) 김(2018)의 음악방송 사례와 유사하게, 동일한 세트 위에서 미리 녹화해둔 퍼포
먼스를 의미한다. 이는 생방송 때 실시간 퍼포먼스의 앞뒤에 섞여, 원활하고 매끄
러운 진행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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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짧은 토크로 이어짐)

4. 송출 플랫폼

송출 플랫폼은 편집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콘서트 영상이

관객을 만나는 장이다. 비욘드 라이브나 베뉴라이브(VenewLive), 그 외

다른 콘서트 송출 플랫폼은 모두 공통적으로 빨간색으로 빛나는 ‘LIVE’

버튼,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버튼과 채팅창을 제공(그림 17)한다. 콘서

트 내용 대비 몇 초의 지연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실시간 글로벌 자막

(영어, 중국어 등)이 제공되기도 한다. 채팅창의 경우 아이돌과 관객의

공존감 (예를 들어 콘서트장 안에 설치되어 아이돌이 직접 반응하는 등),

관객 간의 공존감(콘서트 내용에 대해 함께 채팅으로 반응하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타인들의 모습을 통해)의 라이브니스를 생성 및 존속

시키기 위해 사용되곤 한다.

특정 콘서트의 경우, 플랫폼 상에서 멀티캠(multi-cam)이나 응원봉

연동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였다. 멀티캠 기능은 하나의 편집된 화면이

아닌, 다른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는 화면도 볼 수 있게 해주

는 기능이다. 어떠한 카메라를 어떠한 형식으로 제공하는지는 플랫폼마

다 다르다. 예를 들어 비욘드 라이브에서 멀티캠은 ‘멤버별 캠(직캠)’을

의미하며, 한 멤버96)만을 찍는 카메라를 제공한다. 비욘드 라이브의 경

우 한 관람창에서는 메인 카메라와 멀티캠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람창 또는 기기에 동시 접속하여 각각에 원하는 카

메라를 띄워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트북으로는 콘서트 메인 카메라를

띄워두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별도의 기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멤

버의 멀티캠을 띄우는 등이다.

96) 예외는 2020년 12월 진행된 NCT콘서트로, 이 콘서트의 경우 전체 NCT 유닛
(NCT 127, NCT U, NCT Dream, WayV) 합동 공연이었기 때문에 출연자가 22
명에 달하였다. 22개의 캠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멤버들을 9개
그룹으로 나누어 제공하였다. https://www.vlive.tv/product/ds00u00u0000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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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라이브의 구성과 다르게, HYBE 콘서트에서 멀티캠은 서로 다

른 종류의 샷을 함께 제공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림 17은 방탄소년

단 맵솔콘에서 멤버 ‘슈가’가 콘서트 소감을 말하는 장면이다. 기본적인

카메라 전환 편집을 통해 콘서트 스토리텔링을 진행해나가는 기본 카메

라(1번) 외에, 1번과 유사하지만 위에서 아래 각도로 찍는97) 카메라(2

번), 슈가를 중심으로 한 풀샷(3번), 슈가 옆 인물들을 중심으로 잡아내

는 풀샷(4, 5번) 그리고 전체 멤버들과 배경이 잘 보이는 롱샷(6번)을 모

두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베뉴라이브의 경우, 각 6개의 카메라 중 하나만

을 선택해 전체화면으로 띄워놓을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마치

CCTV화면처럼 모든 카메라를 띄워놓을 수도 있다.

두 플랫폼이 지원하는 멀티캠 기능은 실제 콘서트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관람방식98)의 모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실제 콘서트에서는 절대 불

가능한 아이돌과의 시각적 가까움과 생생함을 카메라를 통해 제공한다.

후자의 측면에서, 이는 카메라를 통해서만 접속하는 온라인 콘서트의 한

계를 오히려 역이용한 시도라 볼 수 있다.

97) 각도를 통해 상단의 LED관객이 드러나지 않게 촬영하고 있다.
98)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만 집중해서 본다거나, 전체 무대를 중심으로 본
다거나 등.

그림 17 방탄소년단 맵솔콘이 베뉴라이브(Venewlive)를 통해 전송되는 모습.

춫처: HYB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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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플랫폼은 몇몇 콘서트에 대해 응원봉 연동 기능도 제공하였는데,

이는 플랫폼을 통해 관객의 응원봉을 화면과 연동, 화면 속과 동일한 색

깔과 반짝거림을 만들어내는 기능이다. 이는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콘서트장과 관객을 시각적, 동시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여, 관객

이 더 콘서트에 더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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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온라인 콘서트의 메타텍스트

연구문제 1-2: 미디어 산업이 메타 텍스트를 통해 강조하는 온라인 콘서

트의 라이브니스는 무엇인가?

콘서트 전후, 콘서트의 메타텍스트 또한 라이브니스 생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여기에서 ‘메타텍스트’란, 아이돌의 라이브 방송, 소셜

미디어 게시물, 소속사의 공식 입장문 및 홍보자료, 언론 보도 등 콘서트

를 둘러싼 모든 종류의 텍스트를 의미한다. 이러한 메타텍스트는 콘서트

의 ‘라이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사후적인 메타텍스트의 경우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이자, 성실하게 준비하는 아이돌의 진심이자

그 약속에 대한 증명이다. 또한, 메타텍스트에는 콘서트 주최가 관객을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며, 어떤 방식으로 관람하기를 원하는지도 진하게

담겨있다. 나아가, 메타텍스트는 미디어 속에서 재생산 및 순환되어, 온

라인 콘서트가 거듭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급되게 만든다. 이는 미디어

노출을 통해 온라인 콘서트의 사회적 중요성(Couldry, 2002)을 증대시키

기 위한 구성이라 볼 수 있다.

1. 증명 생성의 메타텍스트

온라인 콘서트의 메타텍스트는 먼저 라이브 콘서트의 증명 생성에 기

여한다. 이때 증명이란, 콘서트가 실시간 생방송임에 대한 보장과 동시

에, 아이돌의 준비하는 노력 및 진심과 콘서트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역

량의 보장을 의미한다. 생성된 증명은 온라인 콘서트 속 라이브니스 요

소들이 진짜임을 콘서트 사전, 사후적으로 거듭 설득하며 기대를 생성시

키는 역할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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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대감 생성과 노력 및 진심의 증명

먼저, 많은 수의 온라인 콘서트 메타텍스트는 아이돌 본인과 소속사

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콘서트 전, 회사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을 통해 콘서트의 개최가 안내된다. 이때 회사는 티저 이미지와 영상, 자

체 예능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한다. 메타텍스트는 콘

서트 디데이(D-day)를 세어가며99) 콘서트 일정을 알려주고, 때론 짧은

리허설 영상까지 깜짝 공개100)하며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아이돌은 직

접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거나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거듭 올리면

서, 관전 포인트를 미리 알려주는 등 소위 ‘스포일러(스포)’를 하거나(예

시 5), 연습 영상(그림 18)이나 소품 제작(예시 6) 등 콘서트 준비 과정

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모두 온라인 콘서트가 비대면이지만 아이돌이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 콘

서트 때 관객과 실시간으로 함께 할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약속으로

기능한다. 아이돌이 카메라와 눈을 맞추며 화면 너머로 전하는 “리얼 타

임으로 우리 꼭 만나”(예시 5)나, “곧 있을 방방콘에서 봅시다”(예시 6)

와 같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은 이러한 요소의 직접적 예시이다.

이러한 증거와 약속은 소셜미디어(특히 팬 중심 플랫폼)을 통해 공개

되기 때문에, 관객은 (실시간 방송의 경우) 아이돌과 같은 시간 속에서

호흡하며 참여(채팅)하기도,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콘텐츠에 댓글을 남기

거나 링크를 널리 공유할 수 있다. 이는 아이돌과 관객, 관객과 관객이

99) 데이식스 살롱콘에서는 D-3부터 D-1까지 삼일 동안 트위터를 통해 멤버 별 콘
서트 초대 메시지를 공개하였다.
https://twitter.com/day6official/status/1352269727804973057?s=20&t=X5vStS_H0q
cKuXtSL8rtqg

100) 슈퍼엠 콘서트 하루 전, 관객 연결 및 LED 송출을 테스트하기 위해 관객과 함
께 진행한 리허설을 45초가량 공개하였다
SuperM. (2020. 04. 25). “WOW! SuperM's surprise 'Video Talk' with global
fans!” URL: https://www.vlive.tv/post/1-184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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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에 앞서 서로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며 공존감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예시 5 [D-1 SuperM Live Talk Clip 中]101)

SuperM (2020.04.25.). URL: https://www.vlive.tv/post/0-18401482

태민: 약간 스포를 좀 해드리자면 기존의 봤던 방식의 그냥 공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

스템이 이제 도입이 돼서 뭐랄까 조금 더 저희들의 공연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기존에

봤던 그런 앵글보다는 좀 더 약간 짜임새 있는, 그런 호흡이 끊기지 않는.. 긴 호흡으로 가

는 롱테이크. (...)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연 말고 중간에

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코너라고 할까요?

백현: 컨셉 코너가 들어가 있죠

태민: 네 그런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많이 해주시고 진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현: 네이버 브이라이브 플러스에서 리얼 타임으로 우리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101) 슈퍼엠 콘서트 하루 전 업로드된 라이브 방송식 홍보영상. 실제 라이브로 이야
기 한 것을 촬영, 편집해 짧게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18 트와이스 콘서트 하루 전 공개된 멤버들의 연습영상

춫처: VLive Beyond Live 채널.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TWICE (2020. 08. 08). “[Beyond LIVE - TWICE : World in A Day] Preparing to

meet ONCE”. URL: https://www.vlive.tv/post/0-184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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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저희 슈퍼엠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웨이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예시 6 [심심하면 보세요(답답함 주의 2탄!) 中]102) (01:34:00부터 01:34:20초까지)

BTS (2020. 06. 11) URL: https://www.vlive.tv/post/1-18241332

제이홉: (다 만든 팔찌 꾸러미를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며) 여러분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

다. (...) 이거는 뭐 제가 추후에 멤버들께 또 전달을 할게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곧 있을

방방콘에서 봅시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얼마 안남았

죠? (...)

콘서트 후에도 회사와 아이돌 본인에 의해 수많은 소셜미디어 콘텐츠

가 생산된다. 먼저 아이돌은 직접 뒷풀이 생방송을 진행하며 공연 후기

를 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지민은 맵솔콘 첫날 콘서트

중 소감을 말하다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는데, 콘서트 며칠 뒤 홀로 진행

한 브이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공개하기도 하였다(예시 7). 이러한 사후적 메타텍스트는 콘서트가 실제

로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된 것이며, 팬에 대한 아이돌의 애정과 진

심을 한 번 더 본인이 증명해주는 역할을 지닌다.

예시 7 [저 왔어요 中]103) (11:09부터 12:47초까지)

BTS (2020. 10. 20) URL: https://www.vlive.tv/video/218944

지민: 제가 콘서트때 많이 울었는데... (...)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생방으로 이렇게 서로 보

면서 하게 될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못 오신다 해서 그냥 아쉬운대로 준비한 거 보여줄 수

있게 해야지 했는데, (...) 제가 하는 와중에 호석이형(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한테 물어

봤거든요. "이거 생방이에요?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맞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울

컥했다).

102)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방방콘 때 멤버들에게 나누어줄 비즈 팔찌를 3시간
동안 직접 만드는 라이브 방송.

103) 방탄소년단 지민이 콘서트 때 왜 울었는지 해명이 포함된 브이라이브 영상. 동
시 시청자 수를 무려 900만명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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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이 좀 더 생생하고 친밀감 있는 직접적인 콘텐츠를 통해 관객

과 소통한다면, 회사는 좀 더 정제된 비하인드 콘텐츠를 제작 및 업로드

한다. 당시 아이돌의 콘서트 준비과정을 담은 브이로그104)도 이에 해당

된다. 예를 들어 데이식스 살롱콘의 경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러

머 멤버(도운)의 구체적인 콘서트 준비과정(악기 세팅 및 마이크 테스트,

연주 연습 등)을 담은 브이로그를 제작 후 배포(예시 8, 그림 19)하였다.

이러한 영상은 콘서트를 준비하는 아이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을

통해, 그들의 노력과 콘서트, 나아가 팬들에 대한 진심을 증명하는 역할

을 한다.

예시 8: [Ep.3 강원도의 온라인 파티 합주 VLOG PART.2 中]105) (1:35초부터 1:44

초까지) (그림 19)

Day6 (2021. 03. 15). URL: https://www.youtube.com/watch?v=FtNHhvY9css

104) 데이식스의 경우 회사가 아이돌 멤버 중심의 비하인드 영상과 합주 브이로그를
각각 두 편씩 업로드 하였다.

105) 살롱콘 하루 전(D-1) 사운드 리허설을 드러머 멤버(‘도운’) 중심으로 담고 있는
브이로그

그림 19 데이식스 살롱콘 이후 공식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된 합주 준비 브이로그

춫처: Day6 공식 유튜브 채널.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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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운(드러머): <그렇게 너에게 도착하였다>랑 <한 페이지> 할 때까지는 그냥 마이크를

안 쓴단 말이예요? 근데 (드럼 사운드가 마이크에 안잡히도록) 이게 이렇게 돌려놓을 건데

이게 혹시라도 소리 타고 들어갈까봐.

사운드 스태프: 아 네네 (마이크 출력) 닫아놓을게요

1.2 기술적 역량의 증명

특이하게도, 비욘드 라이브 계열 콘서트는 제작자 입장의 콘서트 메

이킹 비디오를 공개하고 있다. 각 메이킹 비디오는 콘서트 제작사 ‘드림

메이커’106)의 유튜브 채널(‘Dream Maker Live’)을 통해 각 콘서트 별로

한 편씩 공개되었다. 이들은 특히 각 콘서트에 어떠한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되었으며, 기술을 생방송 콘서트 당시 무리없이 운용하기 위해 어떤

과정 및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강조해서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첫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인 슈퍼엠 콘서트 제작 브이로그(예시9, 10, 그림

20)이다. 슈퍼엠 제작 브이로그에서는 비욘드 라이브가 무엇이며, 어떤

점을 강조하여 제작한 비대면 콘텐츠인지 직접 브랜드 마케팅팀 담당자

의 입을 빌려 굉장히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시 9: [Beyond LIVE - SuperM : Beyond the Future │ Concert Making

Vlog 中] (0:38초부터 1:42초까지, 자막(대괄호) 및 음성으로)

DREAM MAKER LIVE (2020. 06. 19.).

URL: https://www.youtube.com/watch?v=BDfpFKRf8cU

[그런데 잠깐, ‘Beyond LIVE’란 대체 뭘까? 드메 홍보 담당이 알려드림:]]

브랜드 마케팅팀 담당자: 비욘드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

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무대의 경계와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 신개념 온라인 콘텐츠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Beyond LIVE 관람 포인트: 1. 카메라 워킹, 2. AR(증강 현실), 3. 인터랙티브]

106) 콘서트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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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마케팅팀 담당자: 오프라인 콘서트에서는 그 카메라가 (관객 시야 차단 때문에)무

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안무에 대해서 그 동선과 안무 스타일을 (디렉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무가님과 함께 포인트를 잡고 살릴 수 있는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기획을 했었고요.(...) 공간의 제약이라든가 그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 생동감 있게 AR을 통해서 그 시각적으로 효과를 좀 극대

화를 시키고 (...) 인터렉티브가 있죠. 무대 아티스트 그리고 관객이 다 같이 있어야지 공연

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화상 연결을 통하여 실제 공연장처럼 아티스트와 소통

예정] 그래도 마치 관객분들이 실제로 공연장에서 리얼 타임으로 소통하는 것처럼 관객

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드는 공연을 지향하고 있어요

홍보 담당자의 말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나듯, 제작사는 비욘드 라이

브가 카메라 워킹, AR효과, 관객 인터랙티브적 요소의 의도적인 사용을

통해, 관객의 부재와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선(beyond)’ 새로운 생생함과

공존감을 만들고자 함을 널리 밝히고 있다. 슈퍼엠 콘서트 이후 잇따른

콘서트 제작 브이로그에서도 이 아이디어는 거듭 강조된다(예시 10, 11,

12). 예를 들어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짐벌 카메라 감독, AR효과나 화상

연결을 확인하는 편집 데스크, 가상적 환호소리를 조절하는 모습을 비추

그림 20 제작사가 공개한 슈퍼엠 콘서트 제작 브이로그 중. 비욘드 라이브의 관람

포인트를 홍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다

춫처: DREAM MAKER LIV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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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제 무대부터 송출까지 어떤 식으로 연출을 시도하였으며 새롭게

도입된 요소와 그 기대된 효과를 설명하는 식이다.

제작과정, 특히 실제 콘서트를 준비하는 리허설이나 실제 콘서트 당

시의 준비 및 실행과정을 공유하는 브이로그를 통해, 비욘드 라이브는

새롭게 도입된 요소들이 사후적으로 조작되거나 덧붙여진 ‘거짓’이 아니

며, 실시간(“리얼 타임”)으로 작동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즉. 메타텍스트로서 콘서트 제작 브이로그는 콘서트에 등장한 요소들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과 무대장치가 치밀하게 기획 및 배합되어 가동된 것

이며, 진실된 디지털 라이브 콘텐츠임을 사후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이라

볼 수 있다.

예시 10: [Beyond LIVE - SuperM : Beyond the Future │ Concert Making

Vlog 中] (6:17초부터 6:42초까지, 자막으로)

DREAM MAKER LIVE (2020. 06. 19.).

URL: https://www.youtube.com/watch?v=BDfpFKRf8cU

이번 공연의 마지막 곡, <Jopping>

뮤직비디오처럼 콜로세움 안에서 공연하는 듯한 AR 인트로가 임팩트!

(AR효과 안에서 공연하는 슈퍼엠의 모습, 실제 무대를 멀리서 찍은 모습, AR을 합성하는

편집 데스크의 모습이 차례대로 지나가고)

비록 현실은 무관중 텅 빈 공연장107)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팬들과 만나 소중했던 오늘

예시 11: [Beyond LIVE - TVXQ! : Beyond the T │ Concert Making Vlog

中] (4:29초부터 4:45초까지, 자막으로)

DREAM MAKER LIVE (2020. 08. 26.).

URL: https://www.youtube.com/watch?v=3-EYYJO6Nx0

그리고 AR과 함께 하는 감성 무대 <明日は来るから(내일은 오니까)>

바로 빈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는 예쁜 LED 소스와 어우러진 고래 AR

107) 흥미로운 것은 비욘드 라이브가 “무대의 경계와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신개념
온라인 콘텐츠”, 즉 물리적 부재를 넘어서는 신개념 콘텐츠를 표방하며 홍보하지
만, 실제 영상 속 자막과 스태프 인터뷰에서는 무관중의 텅 빈 현실, 허전함의 한
계를 은폐하고 진짜 관객과 함께 하는 ‘느낌’을 자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려진다
는 점이다. (이하 예시 10, 11, 12의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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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초부터 6:54초까지, 자막으로)

한국적인 콘셉트로 모두 맞춘 동양 패턴 AR의 <Maximum>

이제부터 영혼 갈아넣은 AR확인 가능

다소 허전한 무대 앞 공간을 이렇게 멋진 AR로 가득!

예시 12: [Beyond LIVE - NCT : RESONANCE ‘Global Wave‘ │ Concert

Making Vlog 中] (1:05초부터 1:27초까지, 자막(대괄호) 및 음성으로)

DREAM MAKER LIVE (2021. 02. 22.).

URL: https://www.youtube.com/watch?v=WiZzjszG69k

연출팀 스태프: [관전 포인트 1] 첫 곡은 NCT U의 가장 임팩트가 있는 <Boss>. 관객 환

호 소리로 시작해서, [오프라인 공연과의 연관성!] 재현씨가 인이어를 차면 그게 생생한 현

장 관객 소리로 변하면서 진짜 관객들과 함께 하는 느낌?

(5:45초부터 5:55초까지, 음성으로)

연출팀 스태프: 이게 화면에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멤버들이 고프로를 들고 무대 하고 있

으면, 라이브 화면에는 영상통화 틀로 채워져서 영상 통화하는 느낌으로 넣을 거예요.

2. 관객 행동 유도의 메타텍스트

콘서트가 열리기 전, 온라인 콘서트는 메타텍스트를 통해 관객에게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먼저, 관객에게 콘서트 티켓이나 관련상

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비욘드 라이브 콘서

트108)와 트와이스 콘서트(그림 21)109)의 경우, 아이돌이 직접 등장해 티

켓 및 다양한 관련상품의 구매방법을 단계 단계 알려주는 영상 콘텐츠를

108) SMTOWN (2020. 05. 13.). “Beyond LIVE 즐기는 꿀팁! SPECIAL tips to
enjoy Beyond LIVE!”.
URL: https://www.youtube.com/watch?v=I0mdvdOAzw0

109) TWICE (2020. 08. 03). “ [Beyond LIVE - TWICE : World in A Day]
Ticket Purchase Tutorial with 나지채쯔”.
URL: https://www.youtube.com/watch?v=97nNJRDqS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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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가 제작해 게시하였다.

메타텍스트는 콘서트를 보는데 가능한 행동이나 권장되는 행동을 관

객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관람 플랫폼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과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앞서 언급한 비욘드 라이브 티켓 구매 영상에서는 콘서트를 ‘더 잘

즐기기 위해’ 다양한 상품 구매법뿐만 아니라 응원봉 연동법, 라이브 접

속 및 시청 방법, 공연 중 채팅으로 소통하는 방법, 시청 가능한 기기의

종류, 콘서트 후 깜짝 라이브110)를 기다려 줄 것, 그리고 다시보기(VOD)

서비스111)의 존재를 강조한다. 방탄소년단 또한 모든 콘서트에 앞서 재

생하는 관객 안내 콘텐츠(예시 13)를 제작하였는데, 이 또한 관객에게 티

110) 비욘드 라이브에서 본 콘서트 후 제공되는 짧은 생방송. 이 부분은 이후 다시
보기 서비스 시에 편집되어 제공되지 않는다.

111) 2020년에는 비욘드 라이브 생중계 티켓을 구매한 경우, 다시보기 서비스가 함
께 제공되었다. 구매자는 콘서트 관람 후 몇 달 뒤부터 편집된 콘서트를 무제한
으로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림 21 트와이스 멤버들이 콘서트 전 티켓 및 결합상품 구매방법을 안내하고 있

다

출처 TWIC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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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 구매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가능한 기기의 개수를 알려주고 있다.

메타텍스트는 관객 개인이 취하면 좋은 권장 행동을 언급하기도 한

다. 앞서 언급한 방탄소년단 관객 안내 콘텐츠(예시 13)는 관객에게 “모

든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며 “가장 편안한 자세로 즐겨” 달라고 부탁하

며, 동방신기 콘서트 사전 콘텐츠(예시 14) 또한 관객에게 집에서 취식을

하며 편안하고 신나게 혼자 즐기면 좋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슈퍼엠 콘서트 1시간 전 진행되었던 실시간 라이브112)에서도 멤버들은

관객이 하면 좋은 행동으로 콘서트 관람 장비를 충전하고, 혼자 방에서

아무 눈치 없이 떼창할 수 있도록 창문을 닫고 식음료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메타텍스트의 내용은 자연스러운 권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는

결국 미디어 산업이 콘서트 관객에게 바라는 모습을 강하게 투영하고 있

다. 일례로, 티켓과 결합상품을 옳은 방법을 통해 정식으로 구매하며, 방

에서 혼자 접속하여 최대한 주어진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해 즐겁고 편안

하게 관람하는 ‘좋은 관객’의 모습이다. 콘서트가 상정하는 팬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메타텍스트는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이며 또 바람직하지 않

은지113)를 거듭 강조하는 역할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예시 13: BTS (방탄소년단) How To Enjoy a "Home-cert" with TinyTAN

BANGTANTV (2020. 10. 3).

URL: https://www.youtube.com/watch?v=90ncej-8cjA

BTS MAP OF THE SOUL ON:E에서는 모든 음식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BTS MAP OF THE SOUL ON:E은 최대 두 대의 기기로 동시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BTS MAP OF THE SOUL ON:E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즐겨주세요

아직 티켓이 없다면, 지금 위버스샵에서 구매하세요

112) Beyond Live ((2020.04.26.). “IT'S SHOWTIME!� SuperM Live Talk Clip”
URL: https://www.vlive.tv/post/1-18412049

113) 친구들과 ‘같이’ 볼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장점’임에도 메타텍스
트에서 잘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추측하건데 티켓 판매의 필요성과 대척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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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4: [돖스터디] 1교시 촹쌤과 Beyond LIVE 장점 마스터하기

SMTOWN (2020.05.21.). URL;https://www.youtube.com/watch?v=9_Vj_RpvmmY

(연구자가 내용 요약) 경쟁적으로 티켓팅 할 필요가 없음 / 집에서 마음껏 나의 신남을 응

원봉과 함께 표출 가능 / 음식을 먹으면서 관람 가능 /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 가능 / 다시

보기 VOD 평생 관람 가능 / 막차 및 교통비 걱정하지 않아도 됨 / 선명한 화질과 음향,

멀티캠을 통한 디테일한 관람 가능

3. 언론 및 미디어 순환을 통한 중대성 생성의 메타텍스트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 및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순환은 온라인 콘서

트가 의도한 생생함과 공존감의 라이브니스, 그리고 이벤트의 중대성

(Couldry, 2002)을 홍보 및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언론 보도는 콘서트

전에는 기대 관전 포인트(예시 15)를, 콘서트 후에는 그 경제적, 이벤트

적 성황리 종료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콘서트 사후적 언론보도는

실제 콘서트 콘서트를 묘사 및 아이돌의 현장 발언을 인용하기도(예시

16, 17), 콘서트 후 소감을 담은 아이돌의 개인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직

접 따와 기사화(예시 18)하는 등, 콘서트 내외에서 발생한 라이브의 기대

와 흔적들을 포착하여 실어나른다.

기획사 또한 콘서트 전후로 자체적인 콘서트 콘텐츠와 언론보도를 여

러 플랫폼에 걸쳐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만들어, 콘서트의 라이브니스에

대한 기대를 자아내고(콘서트 전), 실제로 팬덤적, 경제적 성공이었음을

널리 홍보 및 각인(콘서트 후)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슈퍼엠 콘서트의

경우, 공연 전 멤버 루카스와 텐이 관전 포인트를 설명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사후재생 불가)을 진행하였고, 이 라이브 방송의 하이라이트

편집본114)을 회사가 공연 하루 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언론 및 소속사의 지속적인 메타텍스트 미디어 순환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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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콘서트가 여러 미디어와 플랫폼에 걸쳐 언급 및 노출되게 만들어, 사

회적인 중대성을 높인다. 이는 관객 및 일반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

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시 15: [동방신기, ‘Beyond LIVE’ 다섯 번째 주인공, 24일 개최 中]115)

동방신기의 ‘TVXQ! – Beyond the T’(동방신기 – 비욘드 더 티)는 오는 5월 24일 오

후 3시부터 네이버 V LIVE로 생중계되며, 신기술을 접목한 화려한 퍼포먼스는 물론, 인터

랙티브 소통을 통한 팬들과의 교감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예시 16: ["빨리 ‘봄날‘ 오길"…방탄소년단, 전 세계 아미 향한 ♥ 가득 ‘방방콘‘ ]116)

공연은 6개의 앵글을 한 스크린에 제공해 원하는 화면을 선택해 볼 수 있는 멀티뷰 서비스

를 선보였다. 응원봉 아미밤을 페어링해 전 세계 아미(공식 팬덤명)들이 실제 한 공연장에

있듯이 무대를 즐길 수 있었다. (...) RM은 "방 구석에서 보내주시는 함성이 우리의 BGM

아니겠냐. 벌써 접속자가 68만2000명이 넘었다"라며 감탄했다.

예시 17: [트와이스 채영 "첫 온라인 콘서트, 팬들과 함께 하는 것 같아서 걱정 없어져

" 中]117)

이날 공연은 화상 연결을 요청한 팬들의 얼굴이 뒷 배경 가득히 잡혀 있어 눈길을 사로잡

았다. 나연은 "‘Beyond LIVE‘가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는데, 이런 느낌이었구나"라며 "원

스(트와이스 팬클럽)가 실시간으로 보이고 응원도 들린다"라고 말했고, 사나 역시 "원스 얼

굴이 바로 보여서 좋다"라며 트와이스가 보는 정면에도 화면이 있어 팬들의 얼굴이 보인다

고 설명했다.

예시 18: [방탄소년단 지민, 브이라이브 30분 만에 시청자 900만…남다른 인기

中]118)

콘서트 후기를 전하며 "처음에는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는 괜찮다 받아들여야지 하고..

막상 콘서트 하고 여러분 눈 마주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 같아요‘라며 눈물의 소감을 전

했던 당시 심경을 솔직하게 내비쳤다.

114) SuperM (2020.04.25.) “TEN & LUCAS Instagram Live Highlights”.
URL: https://www.youtube.com/watch?v=V_dYBKOCs2g

115)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00519/101112217/1 (2020.05.19)
116)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006145652H (2020.06.14.)
117)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08/09/2020080980026.html
(2020.08.09.)

118) https://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340330 (2020.10.21.)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08/09/20200809800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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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1절과 2절을 통해 미디어 산업이 초기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를 활용

해 어떻게 라이브니스를 생성하고자 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콘서트 안

에서, 온라인 콘서트는 무대와 카메라, 편집, 송출 플랫폼을 거치며 라이

브 퍼포먼스를 비대면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대면 콘서트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시각적 확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 비대면임에도 불

구하고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관객과 아이돌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메타텍스트는 콘서트 전후로, 콘서트를 이루는 모든 기술적, 감정적

요소가 거짓되지 않은 진실이며, 열심히 준비하여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

계된 것이라고 관객을 설득하고 믿음을 생성하고자 한다. 메타텍스트는

또한 바람직한 온라인 콘서트 관객 및 관람 행동을 설파하며, 최대한의

티켓 구매와 준비한 라이브니스 요소들이 의도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획사는 온라인 콘서트의 메타텍스트가 언론과 다양한 종류

의 미디어에서 순환하게 만들어 콘서트에 대한 기대 및 중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온라인 콘서트는 관객에

게 생생함과 공존감의 라이브니스를 자아내고, 진정성(authentic,

sincerity) 있으며,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성공한 라이브 이벤트로서 스

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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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주어진 라이브니스에 대한 관객의

수용, 전유,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변화

연구문제 2: 관객은 온라인 콘서트에서 주어진 라이브니스를 어떻게 수

용하거나 거부하며, 관객은 이를 어떻게 전유하는가? 이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적응 및 변화는 어떠한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 어떠한 콘서트가 ‘라이브’라는 감각은

관객이 라이브니스 요소를 지각하고 받아들임을 통해 생성된다. 즉, 라이

브니스 요소 단독으로는 라이브니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

경 속에서, 관객이 온라인 콘서트가 건내는 라이브니스 요소를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지, 또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새롭게 라이브니스

를 생성시키는지 살피는 것은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드리의 이론 속 어둡고 움직일 수 없는 영화관 속에서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이미지에 포섭되어버리는 관객과 다르게, 온라인 콘서트의

관객은 그 누구보다도 유동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한다. 온라인 콘서트의 관객은 콘서트를 노트북으로도 스마

트폰으로도 볼 수 있으며, 혼자서도 아니면 여럿이서도 볼 수 있다. 그것

에만 집중하면서 볼 수도, 딴짓도 하면서 볼 수도 있으며, 영화관처럼 꾸

며놓고 볼 수도 심지어 만원 지하철에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유동적인 관람 환경이 있을 수 있으며, 그만큼 관객의 행동 또한 천차만

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속에서 관객은 콘서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

생함과 공존감을 무조건 의도에 따라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의 추론과

검토, 대상에 대한 믿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즉, 온라인 콘서트가 책임지는 부분은 플랫폼으로 콘텐츠의 실시간

전송 및 약속된 기능 뿐이며, 실질적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는 개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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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오롯이 달려있다. 이 장에서는 관객이 어떻

게 콘서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니스를 수용하고, 또 거부했는지, 그리고 주

어진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실천과 전유를 통해 라이브니스를 극대화하

고자 했는지를 관객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례

를 통해 관객과 공진화해온 온라인 콘서트의 적응 및 변화과정을 살펴본

다.

제 1 절 주어진 라이브니스에 대한 관객의 수용 및

활성화

연구문제 2-1: 온라인 콘서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니스 요소들을 관객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는가?

라이브니스는 콘서트가 전달하는 생생함과 공존감의 라이브니스 요소

를 관객이 지각하고, 그것을 수용해주면서 활성화된다. 보통 수용과정은

온라인 콘서트에 내포되어있는 요소(생목으로 부르는 노랫소리, ‘음이탈’

이나 ‘가사 바꾸기’, 대면 콘서트와의 시각적 유사성 등)를 관객이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 및 판단하며 생성되지만, 때론 타인의 주장이나 콘서

트 외적 상황을 통해 추론되기도 한다. 이렇게 전송되는 콘서트 텍스트

내외의 단서를 통해 활성화되는 라이브니스, 궁극적으로는 ‘라이브 콘서

트’에 대한 느낌과 믿음을 이 절에서 살핀다.

1. 익숙한 라이브니스 요소의 수용 및 활성화

인터뷰에 응한 관객들은 대부분,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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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본인이 경험한 대면 콘서트나 라이브 퍼포먼스 생중계와 유사한 경

우 쉽게 수용하고 있었다. 즉, 익숙한 라이브니스 요소이기 때문에 관객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콘서

트 내부(무대부터 송출 플

랫폼까지)의 익숙한 요소에

관한 판단이다. 대부분의

인터뷰이는 온라인 콘서트

의 퍼포먼스를 관람할 때,

그간의 오랜 팬 경험을 통

해 ‘라이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였

다. 이들은 음색이나 숨소

리 차이와 같은, 녹음된 공

식 음원과 다른 신체성

(corporeal)의 요소나 음정

및 가사 실수와 같은 비의

도성의 표출, 동선 제약 때

문에 다소 단순한 카메라 워크와 같은 촬영적 요소를 통해 콘서트가 립

싱크나 ‘사녹(사전녹화)’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주목할 것은, 관객의 인식 속 ‘사전녹화’란 지금 즉시(now) 이루

어지고 있다는 시간적 성질뿐만 아니라, ‘조작되거나 다듬어지지 않은’의

자연적(raw) 성질 또한 강하게 위배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관객들

은 사전제작 과정에서 조작 및 다듬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는 관객들이 케이팝을 소비하면서 기존에 접했

던 비실시간 콘텐츠가 대부분 화면 보정이나 목소리 후보정119)과 같은

편집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이었다.

119) 음악방송 등 녹화한 무대의 음원을 사후적으로 매끄럽게 다듬는 일을 말함

그림 22 방탄소년단 소우주 콘서트 중, 관객들이 실

시간 댓글창에서 콘서트가 라이브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춫처: HYBE/ 댓글 부분만 연구자 캡쳐.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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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수 실수 실수. 실수할 때! 실수는 아니더라도 이제 묘하게 AR이랑 아주 살짝 음

이 다르면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 (…) 일단 샤이니 콘서트 때는 온유가 삑사리를 좀 한

번 거하게 냈고. 기범이도 막판에 좀 목이 약간 가는 느낌이 들렸고. (…)

F: 그냥 사녹이 아닌 것 같은, 그냥 약간 좀 덜 역동적인 카메라와 그냥 뭔가 (…) 뭔가

이렇게 진짜 라이브로 부르는 것 같은 목 상태 뭐 이런 거? 가 라이브 같았어요

L: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에서 음방120)에서 그 후보정 들어간 그런 뭔가

CD같은 (음향이랑) 안 들어간 거랑 뭔가 목소리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라이브 같았고. (…) 특히 랩이나 좀 뭔가 다른 부분 부를 때는 녹음된 소리랑 실제로 좀

부를 때 막 약간 고양 돼서 막 ‘아∼‘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목소리랑 되게 달라서.

퍼포먼스와 유사하게, 온라인 콘서트의 토크 부분에서도 실수와 같이

제어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건 등 비의도적 요소의 등장이나, 콘서트 당

일만 언급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등 발화적 요소의 수용을 통해 라이

브니스를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B: (키 콘서트에서 토크) 중간에 (키의) 단추가 뜯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 실시간으로 보

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I: 정말 우리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얘기를 할 때. (아이돌이) "몇 월 며칠이죠" 이런 얘

기할 때 그냥 그때. "오늘 아침에 날씨가 어땠네" 이런 얘기할 때나 ‘아 이거 라이브 맞구

나.‘ 이런 느낌

E: 저는 딱 그날 그 시간에만 말할 수 있는 중간에 멘트 같은 거 치잖아요? 그런 멘트를

할 때 ‘아 이거 진짜 라이브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콘서트 시작 전

에 애들이 와서 채팅방이랑 다 채팅 찍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채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다든지.. (…)

인터뷰이들은 실수 등을 아이돌의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여겼으며,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돌출 – 다양한 해프닝이 생기는 것이 라이브

콘서트의 묘미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이 아이돌이 비의

120) ‘음악방송’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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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생성한 요소들을 ‘리얼’, ‘진짜’, ‘아날로그적’이라 표현하며, 그

수용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매개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함과 공존

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리얼’, ‘진짜’, ‘아날로그적’

이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하였듯, 관객의 라이브 인식에서 ‘조작되거나 다

듬어지지 않음’이 포함된 것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C: 그런 아날로그의 실수 같은 게 느껴질 때는. 그러니까 정말 삑사리가 났다거나 인물이

말을 하다 말실수를 했다거나 눈물을 흘렸다거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런 공간의 한계

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생생함의 요소는 비실시간 녹화물의 라이브니스 활성화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D의 경우 세븐틴

‘IN:COMPLETE‘ 공연을 실시간이 아닌 재스트리밍121) 을 통해 관람하

였지만, 위의 신체성과 비의도적 요소가 전면화되는 순간에는 라이브니

스를 느꼈다고 말하였다. 사전녹화가 매우 많이 사용되었던 블랙핑크 공

연을 관람한 L의 경우에도 “음원과 다름”을 인지한 순간에 비슷한 느낌

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D: 라이브 하는 게 AR뚫고 나올 때. (…) 아니면 숨소리 같은게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쉬

면서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라이브성을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벽하지 않

아도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런 부분에서 좀 많이 많이 (라이브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 아 그런 거 있어요. 그 ‘Kick It‘이라는 노래에서 리사가 랩 할 때, 맨날 축제 같은 데서

라이브 하면 맨날 삑사리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웃음) 그런 건 그냥 모든 무대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노래를 어쨌든 노래를 하고 있고. 음원을 다 듣는데 그

계속 들은 음원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니까

사실 스태프진이나 시스템적인 실수(보통 ‘방송 사고’로 지칭됨)도 수

121) 본 스트리밍(실시간) 이후 정해진 시간에 다시 본 스트리밍 공연의 녹화된 버
전을 실시간 스트리밍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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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실시간 라이브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돌의 실수와 반대로, 이는 라이브니스를 극도로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였다. ‘자연스러운 콘서트’와 거리감이 생성되었기 때문122)도

있지만, 인터뷰이들은 위와 같은 방송사고가 콘서트장과 분리되어 있다

는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어 라이브니스의 유지를 어렵게 했다고 응답하

였다. 대면 공연이었다면 온라인 송출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송출 불안정, 카메라 오류, 서버 오류 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또

사고가 나더라도 정신없는 현장과 분위기 고조로 인해 크게 티 나지 않

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가 단순히 실시간의 증명을 통해 생성되는 감각이 아니며, 관객이 콘서

트에 기대하는 ‘문제없이 자연스러운 라이브’의 범위 안의 요소들을 통해

서만 발동되는 특정한 감각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익숙한 물리적인 무대의 모습 또한 생생함의 라이브니스를 수용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어느 정도 부피감과 공간감이 있는 세트장과 조명

이나 레이저, 불꽃, 물리적 세트와 같은 무대장치가 등장할 때, 관객은

온라인 콘서트를 더 콘서트답고 라이브답다고 느꼈다. 나아가, 라이브의

감각과는 무관하게, 관객들은 물리적인 설비를 통해 콘서트에서 ‘돈’과

‘공’을 더 들인 듯한 느낌을 감지하였다. 이는 온라인 콘서트가 콘서트라

는 장르와 관객에게 얼마나 ‘진심’인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기능하기도 했

다.

C: 어쨌든 촬영이 이루어진 공간의 공간감이 다르니까. 그냥 (음악방송) 무대랑은 확실

히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E: 방탄의 경우는 온라인 콘서트 설비나 연출 그리고 그런 조명, 그리고 막 그런 불 나오고

이런 거에 돈은 확실히 더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출이 진짜 콘서트장처

럼 이렇게 ‘파바박‘ 터질 때 확실히 그럴 때는 진짜 콘서트장처럼 돈을 써야 몰입이 그래

122) 부르동(2000)은 극초기 텔레비전을 포함해,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진행 및 실시
간 생방송의 코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영상은 (아무리 생방송이더라도) 라이
브로 인식되기 어려움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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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기는 것 같아요.

L: (블랙핑크가 세트장에 대면 콘서트처럼123) 꾸민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그래서 좋았어

요. 세트장에 엄청 돈 들인 게 많이 보여서.

2. 인정을 통한 라이브니스 요소의 수용 및 활성화

반대로, 관객에게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수용된 라이브니스 요소들도

있었다. 이는 보통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으로 인한 시대적 필요

성이 인정되어 수용되거나, 온라인 콘서트의 새로운 장점으로서 인정되

어 수용된 경우였다.

2.1 시대적 필요성 수용

온라인 콘서트가 공존감을 만들기 위해 취하는 가장 흔한 전략은

LED 화면에 연결된 관객의 모습을 띄우는 것이다. 몇몇 인터뷰이는 이

러한 얼굴 띄우기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시각적

으로 익숙해졌으며, 온라인 콘서트를 이루는 한 요소처럼 받아들여진다

고 응답하였다. B나 K와 같은 인터뷰이는 이 화면을 통해 별다른 상호

작용 없이도, 본인과 유사한 관객을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실시간으

로 진행되는 라이브 콘서트임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C: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상한가. 그냥 (공연) 요소라고 생각이 드

는 것 같아요. (…) 못 만나니까 이런 만남을 (화면에 팬 띄워두기로) 표현하는 거구나

123) 블랙핑크 콘서트의 경우, 다른 온라인 콘서트에 비해 더 크고 화려한 세트를
여러 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불기둥과 조명이 나오는 물이 가득찬 홀, 야외 무
대, 세트가 계속 변하는 거대한 메인 무대 등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
를 추적할 비교 대상 콘서트가 없었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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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의 장치일 수도 있고. 이 콘서트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 마치 무대 음향 이런 것

처럼 팬들의 그런 것도 어쨌든 무대 세트 같은 느낌인 거죠.

H: 이렇게 (뒤 화면에 팬의 얼굴을 띄우는 것) 하는 게 되게 보편화가 이제 된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국이 되다 보니까.

B: 중간중간 계속 영상 참여하는 팬들 그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랑 다 약간 비슷한 모습으로 집에서 이제 불 꺼놓고

응원봉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화면이 보이니까.

K: 근데 그래도 저런 게 (띄워둔 얼굴) 있으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

지를, 이게 그냥 단순한 녹화가 아니라 ‘진짜 콘서트를 하고 있구나‘를 좀 느끼는 거라서

하지만 관객들은 공존감의 라이브니스를 연결된 관객의 얼굴을 통해

본인이 직접 느끼기보다는 무대 위 아이돌이 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

해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인터뷰이들은 퍼포머가 온라인 콘서트장

에 띄워진 관객과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진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 더 자연스럽고 힘차게 콘서트를 이어가는 모습에 라이브 콘서트

를 함께 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즉, 아이돌의 반응에 따라 화면 속

관객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고, 공존감의 라이브니스 생성 요소로 받아들

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공존감의 생성 기제는 가짜 함성과 같은 인공

물을 라이브니스 요소로 받아들이는데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A: 그래도 팬들이랑 질의 응답하는 거 보면 그래도 좀 현장에 같이 있긴 하구나 하는

느낌? 왜냐하면 녹화 방송에서는 그걸 아예 못 할 테니까. 그래도 나 같이 보고 있는 팬이

랑 이 화면 속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도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냥 누군가 보

고 있고, 그걸 쟤(동방신기)가 대답해주는구나. (…)

C: 이 사람들(아이돌)이 어쨌든 시선이나 이런 게 (화면 속 팬들 쪽으로) 가니까. 말할때

카메라 안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 팬의 얼굴을 보고 팬한테 말하는 거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니까

H: (관객을 보는 것이) 그들이 좀 현장감을 느끼는 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아티스트가?

I: (재미있는 플래카드를 든 팬의 화면에 대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가수 모습을 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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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되게 좋다고 느낀 게 더 큰 것 같아요

I: (가짜 함성소리) 처음에는 ‘굳이?‘ 싶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게 좀 더 가수에게도 팬에게도 좀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정말 콘서트 하

러 온 것 같다‘ 이런 느낌

2.2 온라인 콘서트의 새로운 장점으로서 수용

온라인 콘서트는 대면 콘서트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의 제공으로 차별

적인 생생함을 만들고자 했다. 이때 ‘볼 수 없는’ 장면이란, 클로즈업샷과

같은 카메라적 요소, AR효과와 같이 디지털 합성되는 가상적인 요소, 여

러 무대를 설치한 후 보여주는 등과 같은 편집적 요소를 통해 생성되는

화면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면은 관객에게 아이돌에 대한 시각적, 위치적

접근성을 올려주고, 화면을 통해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주었다. 몇몇 관객

은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을 수용하고, 생생함의 라이브니스를 증대시키

는 온라인 콘서트의 장점이라고 응답하였다.

G: 발라드 무대 같은 걸 하면 아무래도 그냥 콘서트장에서는 거의 다들 정적으로 서 있으

니까.. 거의 이제 면봉 샷124)이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화면을 이렇게

(…) 셀카처럼 들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아예 카메라가 쭉 (무대로) 들어와 버려서

하는 것(클로즈업샷)들이 (…) 의외로 (관객의 아이돌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졌었다

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 멋진 영상을 틀어줄 수가 있잖아요? (…) 같은 시퀀스의 화면에 이게 라이브로만 볼

수 있는 거 말고도 어쨌든 CG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한 장면을 의도한 것도 보

여줄 수 있으니까. 그게 콘서트장에서는 아무리 큰 화면으로 보면 좀 재미가 없는데 그

(온콘) 창에서는, 그 내가 보고 있는 이 플랫폼에서는 이만큼이 (화면으로) 들어오면 나

한테 이게 다 들어오는 거니까.

E: 진짜 실제 콘서트장은 세트를 설치하면 그 세트를 치우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온

124) 대면 콘서트를 갔을 때, 좌석의 거리가 멀어 퍼포머가 마치 ‘면봉’처럼 보이는
시야 또는 화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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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콘서트는 (세트를) 여러 개 해놓고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 (온

라인 콘서트에서도) 오프라인 시설 세트를 활용해 더 설비를 크게 한다든가,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무대 장치를 보여준다던가 하는 거에서 오히려 더 몰입되고, 재미있다 볼만

하다 생각해요

L: (블랙핑크 콘서트 세트장에 대해) 그런 세트는 이제 실물 콘서트에서는 못하는 거니

까 이제 그게 온라인 콘서트의 장점이고. (...) 온라인 콘서트에서 팬들이 원하는 장점을

잘 뽑아낸 것 같아서 무대 세트를 막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콘서트를 기존의 대면 콘서트와 다른 ‘새로운 매체 경험’

으로 인식하는 관객의 경우, 온라인 콘서트만의 차별적인 생생함과 그

수용에 타 관객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 그냥 걔(온라인 콘서트)는 그런 거다. 걔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F: 어떤 한 매체를 소비할 때 이 매체만 할 수 있는 그걸 살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요. 책을 볼 때도 책만 할 수 있는 거, 영화도 영화만 연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잘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온라인 콘서트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G: 네 저는 온콘의 장점은 (실물을 볼 수 있는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가까이서 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프콘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 확실하게

다르니까. 그럴 거면 다른 점에서 장점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들이 더욱 중요하게 본 것은 새로운 촬영 테크닉과 신기술을 최대

한 활용해 얼마나 완성도 있는, 즉 아이돌의 기존 콘셉트와 일관성 있는

화면을 ‘잘’ 연출하는지였다. 충분히 자연스럽게 연출되었을 경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라이브니스 요소들은 대면 콘서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차별적인 장점으로서 수용되기도 했다.

F: 백현을 뜻하는 초능력 로고 같은 게 있어요. ‘빛’인데(웃음), 그 빛 로고랑 (…) 그런

(CG적인) 걸 진짜 전면적으로 내세우니까.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였으면은 그냥

기껏해야 뒤에 배경 한 개 띡 하거나 (…) 진짜 그냥 소품으로 좀 끝났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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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온라인 콘서트에서 연출된 거는 정말 그것(CG)까지 어우러져서 그 자체가 무

대가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이렇게 좀 ‘기술 혁명적이다‘라고 느껴져서

3. 메타적인 믿음을 통한 라이브니스 활성화

따로 콘서트에 라이브니스 요소가 크게 없더라도, 아이돌에 대한 기

존 지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라이브니스가 활성화될 수도 있었다. 이는 4

장 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메타텍스트를 통한 라이브 퍼포먼스의 예

고(H, J)와 기존의 팬 활동을 통해 축적된 퍼포머에 대한 신뢰(K)를 통

해 형성되는 것이다. 메타적 믿음은 실제 그 여부와 무관하게, 콘서트가

라이브로 진행될 거라는 확신을 관객이 가지는 데 일조하였다.

H: 이 공연이 라이브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실 비온드 ‘라이브‘고. 사실 (공연) 시작

도 같이 이렇게 카운트다운했고 몇 시에 끝날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미 라이브라는 그

런 확신이 있어서.

J: 실시간으로 이제 사진 올라오고 하니까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데. "우리 지금 곧 만나

요" 이런 거 예를 들면 (...) (인스타그램 포스트가) 올라온다거나. 그런 거 보면 (얘네

가)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을) 그런 것 같아요.

K: 사실 뭐랄까 팩트는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믿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공연이 이뤄지는) 잠실에 가본 적도 없고 트위터를 진짜 열심히 하지도 않으니까 그

런 건 모르지만. 그런데 ‘얘네(방탄소년단)들이 설마 사기치겠어?‘ 약간 그 ‘콘서트인데

설마 사기치겠어?‘ 이런 느낌

아이돌 그룹의 정체성 자체가 전반적인 믿음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밴드형 아이돌 데이식스(Day6)이다. 데이식스는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도 직접 하기 때문에, 동일한 곡이더라도 사

용하는 악기나 주법, 연주 중 즉흥적 변동에 의한 가변성이 매우 크다.

이 가변성은 오히려 AR(All Recorded)음원을 활용한 핸드싱크125) 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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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스를 실제 라이브 퍼포먼스보다 더 어렵고, 어색하게 만든다. 이에 따

라 데이식스 팬들은 ‘데이식스는 언제나 (녹화이거나 실시간이거나) 직접

라이브 연주를 한다’라는 믿음을 크게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팬의 관람

시 라이브니스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I: ‘얘네(데이식스)는 지금 무조건 라이브‘. (...) 그냥 무의식 중에 깔려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기저에.

연구자: 그러면 그거는 데이식스 팬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네요?

I: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식스가 딱 한 번 어디 라이브에서 립싱크를 한 적이 있었

는데, 그때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너네 절대 립싱크 하지 마” 이런 얘기 나

오고 막 그랬어서.

제 2 절 주어진 라이브니스에 대한 관객의 거부감과

전유

연구문제 2-2: 온라인 콘서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니스 요소들은 관객에

의해 어떻게 거부되며, 관객은 이를 어떻게 전유하는가?

콘서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니스 요소를 관객이 얼마나 잘 수용하였는

지는 비대면 라이브 이벤트로서 온라인 콘서트 성공의 척도이다. 하지만

관객 인터뷰를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콘서트가 겨냥한 라이브니스 요소

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활성화되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라이

브답지 못한’ 불만족과 거부감의 대상이 될 때도 많았다. 이 절에서는 제

공되는 라이브니스 요소에 대해 쌓여가는 거부감과 관객이 비대면 상황

에서 느끼는 필연적인 부재를 살펴본다. 또한, 개별 관객의 전유실천을

125) 이미 만들어진 음원을 틀어놓고 악기를 연주하는 척 하는 것. 즉 립싱크의 악
기 연주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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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불만족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라이브니스를 최대한 생성하기 위한

관객의 역동적인 노력을 탐구한다.

1. 쌓여가는 거부감과 필연적 부재

온라인 콘서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니스 요소가 수용되는 경우를 1절에

서 다루었다. 하지만 같은 요소라고 해도, 관객에 따라 거부감의 대상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거부된 라이브니스 요소들은 단순히

그 수용·비수용을 넘어서, 기존의 다른 요소들로 인해 생성된 라이브니

스의 전반적 하락을 일으켰다.

1.1 생생함 요소에 대한 거부감

모든 인터뷰이는 아이돌이 생성해내는 익숙한 생생함의 라이브니스

요소(음색적인 부분이나 실수 등)를 이견 없이 수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무대의 경우

가 대표적이다. 콘서트가 실제로 가동됨을 보여주기 위해 생생한 물리적

인 현장을 노출하는 연출 속에서, 관객들은 오히려 ‘콘서트답지 않은’ 요

소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관객은 그 노출 속에서 공간의 형태

가 기존의 본인이 경험한 대면 콘서트 경험과 이질적이고, 반대로 음악

방송이나 라이브 방송, 예능방송 등 콘서트가 아닌 다른 영상매체의 시

청경험과의 유사함을 느꼈다. 이러한 경우 아무리 무대와 퍼포먼스를 통

해 생생함을 의도하였더라도 그 수용 및 라이브니스의 발생으로까지 이

어지지 못했다. 이는 온라인 콘서트가 아무리 ‘처음 생긴’ 미디어 장르로

자유롭게 스스로를 위치 짓고자 해도, 관객의 해석 및 수용에 있어서는

기존 대면 콘서트나 타 매개 미디어 경험(대면 콘서트의 실황 DV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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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방송 등)의 라이브니스 요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A: 우리(동방신기)는 원래 올림픽 홀에서126) 공연을 안 하니까.(…) 오히려 저는 더 이

질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스튜디오를 보여줌127)으로써 관객이 없고 (…) 조그만 공간

에서 이 화면 띄워놓고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거구나... 이게 너무 느껴져서

E: 만약에 스튜디오 촬영을.. <음악중심> 이런 음방을 스튜디오에서 하면 솔직히 하는 가

수당 컴백해서 두곡 해서 길어봤자 10분인데, 그러니까 무대 그게 좁다고 못 느껴지는데,

그 좁은 곳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한 시간을 넘게 하면.. 그냥 보면 볼수록 ‘여기 진짜 좁

다. 뭔가 답답하다‘ 라는 기분이 가장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H: "막 따뜻해 가족같아 마이데이128) DAY6" 막 이러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감흥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차라리 넓은 스튜디오에서 빵빵하고 화려하게 하는 게 좋

은 거예요. 왜냐하면 DAY6니까. (...) 밴드는 공간감이 너무 중요한데

I: (데이식스가) ‘저렇게 조그마한 무대에서 하다니‘ (...)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오

프라인 콘서트를 했으면 분명 더 큰 무대에서, 더 넓은 곳에서 했을 텐데. 온라인 콘서트를

하니까 좀 저렇게 작은 무대에서 하는구나‘

한발 더 나아가, 대다수 인터뷰이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차별적

인 생생함의 요소(AR효과 등)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차별성 및

혁신성을 강조하는 미디어 산업적 시도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오히려 아

이돌과 그 퍼포먼스를 가리고, 또 자연스러운 관람을 분리시키는 주객전

도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객은 콘서트 내용과 무관한 AR효

과를 보여주기 위해 중요한 순간에 퍼포머를 카메라로 작게 잡거나(그림

14), 너무 현란해서 집중하기 힘든 화면을 제공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

다. 특히 관객 시선의 자유가 결여된, 즉 퍼포머를 볼 수 있는 창구가 화

면밖에 없는 상황129)에서 이러한 구성은 라이브니스의 큰 하락을 초래하

126) 동방신기는 보통 투어 때 올림픽홀(3천석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공연장을 사용
한다. 한국 기준 1만명대 공연장, 일본에서는 돔∼스타디움급 등 5만명대 공연장
을 주로 사용한다.

127) 무대 백스테이지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무대로 돌아오는 연출에 대해 언급한 것
128) 데이식스 팬클럽 이름
129) 특히 이는 AR을 비롯한 디지털 생생함을 전면에 내세우고, 또 전체 카메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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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관객은 이에 대해 소속사의 ‘기술 자랑’, ‘프로모션’을 위한 장치라

고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A: 그 AR을 보여준다고 카메라 앵글이 바뀌니까 우리는 춤도 안 보이고 얼굴도 안 보

이고 그냥 불만 보여. (…) 그리고 그. 헬리콥터 떠다니는데, 그럼 약간 보는 사람 입장에

서는 이건 AR 자랑인가? 싶은 연출이 좀 많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

견이 많았어요.

G: (CG 기술에 대해)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력, 돈 이 정도 있어요‘까지밖에 안 와닿아

요. (…) 이번에도 약간 온라인 콘서트 볼 때 조금 불편했던 점들이 이제 내 눈으로 보면

(…) 내 자율성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 얘(송출되는 화면)가 보여주는 거에 내가 수동

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를 이상하게 찍으면, 내가 보고 싶은 최

애130)는 직캠으로 다시 봐야 돼.

J: 좀 거슬려요. (웃음) 약간 너무 현란할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렇게까지 안 놨

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좀 더 애들 얼굴에 집중하고 싶어(…) 그냥 그럴 바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충분치 못한 기술력 또한 라이브니스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

동했다. 멤버 별 ‘멀티캠’ 기능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원래라면 인터뷰이

들은 메인캠과 가장 좋아하는 멤버나 마음에 드는 화각의 멀티캠을 설치

해놓는 등, 같은 공연이지만 서로 다른 화면의 동시 관람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두 영상의 시간 싱크(sync)가 정확하게 맞

지 않아, 마치 ‘돌림노래’와 같이 공연이 송출되는 상황을 일으켰다. 이는

콘서트 관람에 매우 큰 지장을 주었고, 결국 관객이 멀티캠 기능을 포기

하는 등, 기대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몇몇

인터뷰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더 크고 자세하게 보기 위해

멀티캠 관람을 유지했지만, 전체 콘서트 관람의 측면에서는 큰 불편함을

멤버별 카메라를 멀티캠으로 제공하는 비욘드 라이브 관객에게 더욱 두드러졌다.
각도별 카메라를 제공하는 HYBE식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멀티캠을 구매한 경
우) 메인 카메라의 CG효과를 다른 카메라를 통해 우회하면서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덜 언급되었다.

130) 그룹 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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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원래 멀티캠 기능이 의도하던

생생함의 증가는커녕, 라이브니스의 하락 및 그동안 멀티캠을 콘서트의

핵심 기능으로 홍보 및 티켓을 팔아온 콘서트 주최에 대한 실망으로 이

어지기도 했다.

C: (멀티캠끼리 싱크가 맞지 않아서) 저는 집중이 안 돼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냥 전체(캠)만 봤거든요. (…) "뭐야, 이거 (싱크가) 맞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겁나 홍

보했는데?" 이런 느낌 있었던 것 같고

1.2. 공존감 요소에 대한 거부감

공존감의 요소에 대한 거부감 또한 생생함 못지않았다. 예를 들어 1

절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던 관객 얼굴 띄우기는, 누군가에게는 불쾌

하고 거부감이 드는 요소였다. 인터뷰이들은 이러한 연출이 진부하며 이

질감이 느껴지는 방식이라고 응답했는데, 이 때 ‘진부함’이란 ‘관객이 없

으니 화면으로라도 넣는 식상한 구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질감

의 경우, 평소 콘서트에서는 전혀 마주할 일 없는 타인의 얼굴을 계속

마주 봐야 하는 어색함과 인위성을 의미하였다.

E: 저는 그거 진짜 보여주기식 같아요. 그게 제 온라인 콘서트 최악의 연출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콘서트에서 관객 없으니까 열심히 화면으로라도 관객을 삽입하

자‘ 그런 생각이 너무 진부하고.

A: 그 화면이 공연하는 사람들 뒤에 있잖아요? (…)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공연자들이

나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연출이니까 전혀 와닿지 않는 느낌? 차라리 그 사람들이 관객

속에 있는 연출이었으면 좀 ‘더 그래 공연하는 느낌이 나네.‘ 이랬을 텐데.

G: 저는 조금 부정적이었는데요. 내가 굳이 저 팬들의 얼굴을 화면으로 봐야 하나? (…)

그냥 정해진 반응과 약속된 무언가들의 만남이라. 좀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좀 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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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객 띄우기의 가장 진화된 버전인 비욘드 라이브의 ‘인터렉티

브 소통’ 코너(예시 3, 그림 7)는 가장 거부감이 큰 라이브니스 요소였다.

인터랙티브 소통 코너의 경우, 팬과 가수 간의 실시간, 직접적 상호작용

을 보장해 공존감을 생성하고자 기획되었다. 하지만 아이돌이 아닌 타인

의 모습이 외면할 수 없게 크게 뜬다는 점, 그리고 그 타인들에게 일정

량 이상의 콘서트 시간이 할애된다는 점은 ‘콘서트다움’에 대한 위배이

자, 티켓을 내고 아이돌을 보러 접속한 관객에게 큰 실망으로 돌아왔다.

인터랙티브 소통 코너 외, 실시간적 공존감을 기계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타 콘서트의 요소(예를 들어 데이식스 살롱콘의 인터넷 방송식 댓글 읽

어주기 등) 또한 동일한 실망의 반응을 낳았다. 이 실망은 앞서 살펴본

생생함과 유사하게, 아이돌과 운영 시스템의 주객전도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했다.

A: 그거 다 (팬덤에서) 욕했고.(…) 의미 있는 대화가 아니었고. 그냥 진짜 그 시스템의

장점을 위해 랜덤하게 언어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여주기식으로 한 느낌이어서 비판이

많았고.

J: (개별 팬과의 인터뷰가 송출되는 것에 대해) 애초에 개인을 보려고 온 게 아닌데. 기

본적으로 일단은 약간 돈 내고 다른 사람 보고 있는 느낌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H: 그렇게 굳이 팬들의 댓글을 엄청 많이 읽어줘야 될 필요 사실 못 느끼겠거든요. 조

금 더 차라리 음악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댓글적인 소통은 팬

미팅에서 해줘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콘서트에서는 아니

다)

이에 더해, 온라인 콘서트 속 관객 연결이나 플랫폼의 채팅창은 의도

된 공존감과 다른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원래라면, 온라인 콘서트의

채팅창은 무대의 아이돌에게 내 메시지를 도달시킬 수 있는 창구이자 전

세계 관객과 연결되어 호흡하고 즐기는 소통의 장이여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콘서트에서 카메라에 비춰지거나 언급되는 건 극히

선택된 일부의 관객이며, 나머지 관객들은 동시적인 함성이나 응원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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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몸이 될 기회가 박탈되었다. 물론 동일한 문구를 채팅창에 입력하

거나, 화상 연결된 관객이 슬로건을 드는 등의 팬 공통 이벤트가 발생하

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순간뿐이었다. D는 이와 관련, 함께 관람하

는 관객을 “몇백만 개의 서로 다른 댓글”로 표현되는 “불특정 다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C는 댓글 달기가 관객 간 “합동”의 장이 아닌, 아이돌

에게 읽히기 위한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콘서트가

제공하는 채팅창이 공존감의 생성보다는 팬 사이 이질감을 부각시키고,

오히려 콘서트로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C: 만약에 현장에 가서 응원을 내가, 말하자면 1만 분의 1, (…) 3만 분의 1이라고 해도 어

쨌든 (내가) 한 응원에 (아이돌이) 반응을 해 주면 그거는 감동인데, 근데 (온라인 콘서트

에서는) 그냥 채팅 막 1만 개 중에 하나의 채팅은 그냥 나를 모를 수도 있고. (...) 채

팅은 예를 들면 이거죠. 읽혀야 한다는 점에서는 경쟁이잖아요? 그 근데 이 (대면) 콘

서트장에서 하는 거(응원 등)는 합동이잖아요.

D: 불특정 다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 다 같이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쨌든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함성이라고. (...) 근데 얘네는 이제 몇백만 개의 서로 다른

댓글이 되니까,

1.3 필연적 부재에 대한 실망감

온라인 콘서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니스 요소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도

있었지만, 관객에게는 비대면의 상황이 주는 필연적인 부재감 또한 라이

브니스를 하락시키는 큰 요소였다.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는 스스로를 ‘라

이브 콘서트’로 지칭하기 때문에, 관객은 자연스럽게 그 이전에 있었던

대면 콘서트와 온라인 콘서트를 비교하고 있었다. L와 같이 과거 대면

콘서트에 관객으로 참여한 적이 없더라도, 관객은 다른 라이브 퍼포먼스

경험(축제, 음악방송 방청객 참여 등)과 비교하며 온라인 콘서트를 관람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대면 콘서트가 제공하는 신체적, 집단적인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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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눈앞에 관객이 부재해 생기는 아이돌의 힘 빠진 리액션은 온라인

콘서트에서 라이브니스를 느끼기 더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관객은 온라인 콘서트가 비대면 생중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

면서도, 동시에 ‘콘서트’ 명명이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라이브니스에 대한

기대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1) 콘서트 관객으로서 신체적 경험의 부재

관객에게 대면 콘서트의 라이브니스란 생생함과 공존감을 직접 오감

으로 체화하는, ‘살아있음’(aliveness)의 기호(Kim, 2018)였다. 하지만 아

무리 온라인 콘서트와 관객이 생생함과 공존감을 만들어내고 또 활성화

하고자 노력해도, 비대면으로 인한 관객의 실존적 부재는 살아있음의 느

낌까지 도달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접 관객이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체화하여 경험하는, 수많은 타인과의 사회적인 경험이 만드는 ‘현

장감’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큰 콘서트장만이 줄 수 있는 육체적인 생생함과 고됨, 함

께 준비하고 해산하는 콘서트 현장의 전후 과정은 대면 콘서트의 라이브

니스 생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이돌과의 상호작용과 무관

하게, 관객은 콘서트장을 채운 수많은 타 팬들의 열기와 애정을 몸소 느

끼며, 그 과정 속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과 육체적인 고됨을 포함한 경

험 전체를 ‘콘서트 경험’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경험을

온라인 콘서트는 제공해줄 수 없다. 체화된 경험의 부재로 인해, 온라인

콘서트는 콘서트이지만, 관객이 생각하는 콘서트 경험에서 많은 부분이

제거된 것일 수밖에 없었다.

D: 제가 느끼는 현장성은 기본적으로 ‘얘네(세븐틴)가 앞에 있는가?‘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

던 것처럼 ‘주변에 다른 관객이 있느냐’ (...) (같은 장면을 보고) "어떡해!!" 이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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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좀 있어야 되는데..

E 몸이 떨리는. 내가 이렇게 (스피커로 인한) ‘붕붕붕붕‘ 그게 없고. (...) 그 습한 땀 냄

새 (...) 정수리 냄새. (웃음) 그런 거 있잖아요. 먼지 냄새

F: 예를 들어 스탠딩에 가면 되게 고되지만, 그냥 그런 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추억이잖

아요? 콘서트장도 당연하고. 예를 들어 콘서트 대기할 때 문화도 그냥.. 요즘에도 그런 것

이 새록새록 기억나요. 막 물을 나눔한다고 막 어디 트위터에 뜨면 막 가가지고 막 줄 서

고.

G: 굿즈도 사든지. 아님 미리미리 입장도 해야 되고, 뭔가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진짜 없이, 전날 술 먹고 늦게 일어나서 하고 들어가면 되

니까. 아무래도 내 마음가짐과 내 몸 상태가 좀 다른? 콘서트는 그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

거든요? 준비하는 과정들에서 오는 것도?

H: 몸이 고생하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니까 사실 오프라인 공연을 가는 게...

이게 콘서트가 됐던 락페스티벌이 됐던 그러니까 몸이 고생하면서 추억이 생기는 것도

하나의 그걸 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으로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

을 해요 저는.

I: 그걸 준비하면서부터가..피곤하긴 해도 그게 굉장히 두근두근하는데, 그냥 이거는 제

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아 맞다 3시에 콘서트인데‘ 하고 그냥 일어나서 보는 거는 그냥 인

터넷 강의 들으려고.. 교수님 강의 들으려고 앉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J: 그냥 부대끼지 못하는 느낌이. 그리고 줄 서 있고 그런 게 없잖아요 (...) 올림픽 공원

그런 데서 하면 끝나고 집가는데도 엄청 멀고, 좀비 때처럼 다들 걸어나오고 그런 모습이

좀 웃기더라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 너무 편하게 봐서 (콘서트답지 않았어요)

L: 일단 콘서트나 그런 뭔가 대학 축제라든지 그런 거를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

들이랑 다 같이 막 노래 따라 부르고 그런 응원 같이 하고 막 그런 맛이 있어서 하는

건데.

2) 아이돌이 느끼는 부재감의 감지

관객의 부재는 관객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하는 아이돌에게도 큰 영

향을 끼쳤다. 많은 인터뷰이는 관객의 화면, 목소리 연결, 채팅창 등을

통해 환호하고 노력하여도, 화면 너머 아이돌에게 충분한 힘을 실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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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감지하고 있었다. 대면 콘서트 때처럼 현장의

열기를 발판삼아 아이돌이 “아드레날린 러시(rush)를 통해 폭주”(D), “토

할 때까지 춤추”(E)지 못한다는 사실은, 역으로 관객 본인 또한 아무리

관람하면서 크게 응원을 하더라도 그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더욱 자각하게 만들었다. 에너지를 받지 못한 아이돌의 모습을 통

해 비대면의 한계를 느낀 것이다.

한편으로, 아이돌의 낮은 에너지는 콘서트가 정말 관객 없이 실시간

라이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하

지만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듯,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수용 및 생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시간성의 여부가 아니었다. 그보다 라이브니스의 생

성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자연스러운 콘서트의 모습을 제

공해 주는지였다. 이에 따라 아이돌의 낮은 에너지는 관객이 충분히 고

양감을 느끼고 몰입할 수 없게 만들어, 온라인 콘서트의 퍼포먼스가 ‘라

이브답지 못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콘서트 속 아이돌과 팬 간 현장 상호작용을 매우 중시하는 K와 같은

관객은 온라인 콘서트가 과연 ‘콘서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이는 콘서트가 그 자체를 ‘라이브 콘서트’라고 지칭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모든 면모에서 노력하더라도,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티나게 되는 비대면의 필연적 공백이라 할 수 있다.

D: 얘네(세븐틴)가 피드백으로 해서 (관객의) 에너지를 못 받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내

가 기대했던 어떤 콘서트에서의 폭발성 같은 게 (없고) (...)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얻는 어떤 흥분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텐데.

E: 온라인 무대를 대충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걔네(방탄소년단)도 흥분해야

춤이 더 이렇게 막 더 빡세게 열정이 있게 추는데, 관객의 호응이..그 자리에서 걔네들

도 즉각적으로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다르고 걔네도. 그래서 걔네가 그렇

게 달라 보이니까 (…) 보는 사람들은 텐션이 떨어지고.

K: 애들(방탄소년단)이 "그래도 역시 현장은 다른데" 등등 아니면 "여기 텅 비어 있네

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걔네들도 노력하려 해도 나도 아무리 노력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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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이거는 절대 오프콘과 같은 것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거를 더 느끼게 해줬던 그런 말들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다 ‘뭔가 이건 다 온콘이구나’. ‘오프

콘으로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온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2. 개인의 실천과 전유를 통한 라이브니스 경험의 창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관객들은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요소들에 대한 크고 작은 거부감과 불만을 품었으며, 특히 육체적, 집단

적, 사회적인 경험의 부재는 온라인 콘서트를 ‘라이브 콘서트’라고 느끼

고 몰입하는데 큰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콘서트는 코로나 시국 속 그나마 아이돌

을 만날 수 있는 적은 창구 중 하나이며, 대면 콘서트와 다르게 인원 제

한 없이 티켓을 소지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였다. 아무리 대면

콘서트와 같은 라이브니스가 부재하고, 또 콘서트가 디지털로 제공하는

라이브니스 요소에 거부감을 느껴도, 관객은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그날 모습을 만날 기회를 영영 놓치지 않기 위해 콘서트를 결제하고 관

람하였다. 특히 다른 서비스와 달리, 팬으로서 좋아하는 아이돌의 대체품

이란 절대 존재할 수 없기에 관객들은 온라인 콘서트를 찾을 수밖에 없

었다.

C: 어쨌든 같은 금액을 내면 똑같은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E: 걔네(방탄소년단)를 볼모로 두고 인질극 같은 거라서. (...) 제가 이 순간을 놓치면 저

는 이날의 석진이131)를 못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인질극 (웃음)

F: 온콘이면은 이제 시간만 맞으면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좋았죠.

L: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131) 방탄소년단 멤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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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객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불만족스러운

관람 상황을 그나마 즐겁고 라이브한 경험으로 스스로 바꿔나가는 것이

다. 관객 개개인은 관람 환경 생성이나 관람경험의 시공간적인 확장과

같은 물리적인 실천을 통하거나, 콘서트가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관람

장치와 관람 방법의 전유를 통해 스스로 라이브니스를 만들며 콘서트를

채워가고 있었다.

2.1 물리적 실천을 통한 라이브니스 생성

개별 관객은 먼저, 스스로의 물리적인 실천을 통해 콘서트의 라이브

니스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때 물리적인 실천이란, 주어진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을 뛰어넘어, 실제 주변 시공간을 구성하고 조절함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관객은 직접 관람 장소를 꾸미고, 그 속으로 함께 관람

할 관객을 초대해 부족한 생생함과 공존감을 채우고자 하였다. 심지어

어떤 관객은 시공간적 움직임까지 더해, 대면 콘서트와 유사한 육체적인

관람과정(오고 가기, 준비하기 등)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러

한 개개인의 물리적 실천은 그만큼의 물질적, 인적 자본이 있는 관객만

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1) 관람장 만들기

보편적으로 인터뷰이들은 본인의 컴퓨터나 아이패드와 같은 스마트기

기를 사용해 콘서트를 관람하였다. 하지만 모든 인터뷰이가 이러한 환경

에서 관람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관객들은 관람 환경을 스스로 ‘콘서트

상황’에 걸맞게 특별히 구성하여 콘서트를 더욱 생생하게 즐기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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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장 만들기’는 영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콘서트를 최대한 즐기기

위해 콘서트를 관람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몇

몇 인터뷰이의 경우 대(大)화면 기기를 사용하거나, 극장과 같이 어둡고

폐쇄적인 환경조성을 통해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만들었

다. 지인들과 함께 온라인 콘서트를 관람할 목적으로 파티룸을 빌리거나

(J), 지인의 거실 TV에 연결한 뒤 모든 조명을 끄는(K) 등, 일시적으로

공연을 위해 관람 환경을 만들어낸 인터뷰이도 여럿 있었다. 이러한 환

경설정은 일상적 생활 속 공간으로부터 단절된 ‘관람장’을 제공해, 응원

이나 춤추기, 소리 지르기 등 공연장에서 할 법한 행동을 쉽게 하게 만

드는 등 관객이 공연에 조금 더 원활하게 몰입하고 유사 현장감을 느끼

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파티룸이나 빔 프로젝터 대여와 같은 임시적인 관람 환경의 투

자는 대부분 타인과 함께 관람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단순히 관

람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 모인 소수의 관객

끼리 현장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 위의 조건이

맞물리는 경우 생생함과 공존감이 모두 충족되어, 더욱더 큰 라이브니스

생성이 가능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B였는데, 그는 코로나로 인

해 비대면 문화생활이 늘어나자 아예 27인치 모니터 겸 컴퓨터를 갖추

고, 모니터 속 화면을 읽어 자동으로 유사한 색상으로 연동되는 스마트

조명을 설치해 본인의 자취방을 꾸몄다(그림23). B는 이러한 관람환경이

라이브니스를 느끼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B: 사실 집에 막 조명이나 화면 큰 화면 같은 거를 투자한 것도 사실 좀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온라인 콘서트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그냥 큰 화면

컴퓨터로 영상 많이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샤이니 영상 보려고. 근데 이제 조명

은 확실히 코로나 터지고 이런 온라인 콘서트나 영상 같은 걸 볼 때 몰입하고 싶어서

(구매)한 측면이 있어서 그걸 잘 활용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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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장 만들기는 콘서트를 통해 전달되는 라이브니스 요소의 수용에

도 보조적 역할을 했다. 관람장을 특별히 만들지 않았던 관객의 경우, 너

무 일상적인 주변 환경에서 관람하거나, 비 관객 타인과 공간적 분리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콘서트를 관람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은 관객이 콘

서트에 집중하거나 몰입하는데 어려움으로 작동하였다.

J: 집에서 앉아서 보면 옆에 이제 가족들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응원도 혼자 하는 거 좀

너무 뻘쭘하더라고요 집에서는. 그래서 그냥 볼 때도 만약에 콘서트장이었으면 그냥 "와!"

이랬을 텐데

A: 온전히 거기에 몰입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나의 일상이어서

F: 아무래도 그냥 이 노트북 화면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계도 다

보이고.. (…) 그럼 모든 상황이 이제 확 몰입이 안 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화면 크기라

든지 주위도 다 밝고, 음식도 있고, 친구도, 말할 친구도 있고.

그림 23 B가 자취방에서 콘서트를 관람하는 모습의 재연. B는 위와

같이 대형화면과 스마트조명을 갖춘 환경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콘서

트를 관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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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관객과 함께하기

실제 다른 관객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관람한 인터뷰이도

있었다. 이 경우 함께 보는 관객은 대부분 이미 아는 지인 사이었지만,

온라인 콘서트를 보기 위해 처음 만난 사이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J은

NCT팬 익명 채팅방에서 ‘함께 파티룸에서 관람할 인원’을 일부 공개 모

집하였으며, K의 경우 지인의 지인과 함께 콘서트를 관람하기도 하였다.

J: 대학교 NCTzen132)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아는 동생도 있고 이제 인원

더 구하려고 "단톡방에 같이 보실 분 구합니다" 하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렇게 해서 구해서 같이 봤어요.

K: 저는 처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실 그런 건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왜냐하

면 ARMY133)여서 유대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지인의 지

인이니까 뭐 괜찮겠지.

타 관객과 물리적으로 함께 관람하는 것은 더더욱 강력한 공존감의

라이브니스를 자아냈다. 같은 공간,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콘서

트 관람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공간에서 관객끼리 직접 상호작용을 교환

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장감을 배가시켰다. 특히 관람장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게, 관람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이 확보되는 것은 관객

의 자연스러운 콘서트 내 팬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가졌다. 예를

들어 파티룸을 빌린 J은 다른 3인의 팬과 함께 NCT 멤버들의 포토카드

(포카)와 콜렉트북134)과 같은 물품을 관람 장소로 챙겨왔으며, 콘서트 진

132) NCT 팬(클럽)을 의미
133) 방탄소년단 팬(클럽)을 의미
134) 아이돌 포토카드를 모아두기 위한 공식 MD 책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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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에는 응원봉을 흔들고, 노래를 따라부르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

다.

J: 응원봉. 네 포카랑 (…) 포카 모아놓는.. 아 그 콜렉트북. 그 콜렉트북 같은 거 이제

다들 챙겨가서 치킨 시켜놓고 치킨이랑 떡볶이 먹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인증샷도 찍고

연구자: 그쵸 그쵸. 응원도 그러면 다 따라하시고?

J: 네네네 소리도 지르고

특히 옆의 관객과 콘서트에 대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교환하는 행동

은 대면 콘서트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점135)에서, 친구와 함께

관람한 F는 이러한 경험을 대면 콘서트와는 차별적이며, 나름의 라이브

니스와 재미를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물리적으로 타인과 함께 관람한 인

터뷰이들은 카카오톡이나 트위터를 덜 사용하였다고 응답하기도 했는데,

이는 공존감이 실제 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충족 및 발생하

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F: 생각해 보니까 실제 콘서트면은 당연히 대화 나눌 여건이 거의 안 되고 할 텐데 이거

(온콘)는 이제 하나하나 (친구랑) 얘기하면서 무대 나올 때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 라이브는 진짜 대박인데"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고. (…)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음감회136) 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딱 친한 친구랑 같이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둘이서니까 계속 얘기하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던 것 같아요

J: (같이 보니까) 트위터도 좀 덜하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혼자서 보다 보면 조금 조

금씩 지루할 때가 있으니까 잠깐 멘트 치고 이럴 때. 그러면 혼자 이제 핸드폰, 그냥 꼭

트위터 아니더라도 카톡도 좀 하고 이러는데 애들 있으면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135) 콘서트 티켓팅에 모두 성공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가까운 자리에 콘서트 예매를
성공했다 해도 콘서트장에서 수많은 관중을 뚫고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136) ‘음악감상회’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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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간적 경험으로 확장하기

K는 ‘관람장 만들기’와 ‘타인과 함께 보기’에 ‘이동하기’까지 결합, 가

장 이색적인 온라인 콘서트 관람경험을 구성한 인터뷰이었다. 그는 방탄

소년단 맵솔콘 양일 콘서트를 서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장소에서 관람했

는데, 이를 준비하고 직접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과정 자체가 실제 대면

콘서트 전후로 경험하는 육체적 고됨 및 설렘과 유사하게 느껴졌다고 응

답하였다.

예를 들어 K는 관람 장소가 타인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개별 장소마

다 약속을 잡고 출입 허락을 받는 등 미리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콘서트

당일에는 본인의 거주지로부터 먼 관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이른 시간

부터 떠날 채비를 하여 길을 나서야 했다. 그는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도착한 장소에서 타 관객과 춤추고 응원하고, 무대에 대한 감상을 나누

는 등의 상호작용을 하며 콘서트를 관람하였고, 콘서트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본인의 거주지 또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는 콘

서트의 감흥이 아직 가시기 전, 소셜미디어로 타인의 후기와 비공식 영

상을 찾아보며 귀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는 본인의 경험을 “방탄 없

는 콘서트 뛴 느낌”, “진짜 콘서트 갔다 온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

다. 즉, K의 콘서트 전후 이동 및 함께 보기의 경험은 대면 콘서트를 아

우르는 메타적 경험의 재현으로, 원래 온라인 콘서트 경험에서는 부재한

시공간적 신체 경험을 직접 만들어내 라이브니스를 생성하는 강력한 실

천이었다.

K: (첫날 같이 본) 언니랑 (일정) 맞춰봐야 되고, (함께 사는) 부모님 허락받아야 되고 등

등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하니까.(…) 사실 이 두 집이 되게 멀거든요? 저는 기숙

사137)에서 사는데 이제 그 가정집138)은 남양주시에 있고, (…) 하나는 연남동139)에 있어서

137) 서울시 남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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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표현하며) 돌아다녔었어요.

K: 콘서트를 보고 나면 무조건 트위터의 반응들을 보거든요? (…) 그게 집 가는 길에 진짜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 어느 곳에 갔다는 거는 간다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돌아오는 데

도 그 과정들을 똑같이 거칠 수 있으니까 약간 ‘진짜 콘서트 갔다 온 느낌‘이 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2.2 콘서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니스 장치의 전유

4장에서 살펴보았듯, 온라인 콘서트는 메타텍스트를 통해 관객에게

관람 방법과 도구의 사용법을 거듭 홍보하며, 기획 의도 대로 관객이 콘

서트를 관람해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관객은 스스로 콘서트의 라이브

니스를 최대화하기 위해 주어진 도구와 그 용도를 대체하거나, 우회하거

나, 무시하는 실천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라이브니스 실천은 모두 온

라인 콘서트 플랫폼을 전유하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대체하고 재배열하기

특히 이와 같은 전유 행위는 채팅창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였

다. 전 세계의 팬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하나로 호흡할 수 있다

는 기획 의도와 달리, 인터뷰이들은 채팅창을 이질적인 ’모르는 타인‘들

의 메시지가 난립하는 장소로 느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혼자 관람

하거나 함께 관람하거나, 절대다수의 인터뷰이는 콘서트 관람 당시 콘서

트 채팅 기능 대신 기존 소셜미디어를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138) 첫째 날 관람 장소
139) 둘째 날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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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그 사용 방식이 다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은 실시간으로 관람하고 있는 아는 지인140)과 연락하며 적극적

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기 위해141), 트위터는 팔로우해둔 팬 계정들

이나 공연과 관련된 해시태그 검색 페이지를 거듭 새로고침하며 살펴보

거나 본인의 감상을 적기 위해142) 사용하는 등이다. 두 방식 모두 크고

작은 관객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관람하는 타인과의 공존감을 느끼기

위한 수단이었다.

D: 보면서 사람들이랑 트위터든 뭐든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서 떠드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 실감이 나죠.

G: 만약에 친구랑 (카카오톡으로)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진짜로 혼자서 음악방송 보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과 트위터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는 리액션과 이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은 관객 간 일체감을 상승시키는 장치였다. 동일한

순간에 유사한 반응이 쏟아져나올 때, 관객은 적어도 타인 모두 동일한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자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지 과

정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관객 간 공존감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사-실시간성143)을 통한 생생함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기

140) ‘지인’에는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팬 활동을 하며 만나 친해진 사람들 또한 포함
되었다. 예를 들어 E는 온라인상에서 함께 방탄소년단 멤버 진(김석진)을 좋아해
친해진 다른 팬들과 카카오톡 익명 소규모 단체채팅방에 소속되어 있다.

141) J은 본인이 재학중인 대학교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NCT 팬 익명 오픈채팅방
에도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인원 수도 많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
에 타인의 리액션만 살펴보고 본인이 직접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를 제외한 타 인터뷰이들의 카카오톡 커뮤니케이션은 지인 기반의 적극적인 커
뮤니케이션이었다.

142) ‘덕친’(덕질 친구: 아이돌 팬 활동을 통해 사귄 친구)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분포
하는 경우, 카카오톡과 유사한 커뮤니케이션을 트위터에서 하기도 하였다.

143) 실제 콘서트 속 요소가 사전녹화 퍼포먼스인 등, 실시간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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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있었다.

E: 막 짜지도 않았는데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뭐야"! 이렇게 톡방에

서 막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이렇게 올릴 때, 그럴 때 오히려 좀 (타인과

심리적으로 같이 있다고)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

H: (함께 관람하는 친구들과 같은 장면에 대해 동시에) "이야 봤냐 봤냐?!" "봤냐?!"가

되는 거예요 (…) 약간 비속어를 막 내려치면서, 이렇게 같은 거를 동시에 봐서 나오는

감탄이 그게 있어서, 그들과 연결돼 있다는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I: (카톡이나 트위터로 타 팬들과 이야기 나눌 때) ‘다른 팬들이랑 같이 있다‘ 그래도 ‘나만

혼자 이 공연을 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좋

았던 포인트들을 다른 팬들도 다 좋았다고 하고, 다 같이 막 울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도 다 울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뭔가 좀 그때 좀 더 ‘이 사람들이랑 나 지금 같이 있다

‘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L: (공연에서) 되게 새롭게 뭔가 편곡된 노래가 나왔다? 그러면 (트위터창에서) "야 대

박. 이거 뭐냐" (트윗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럴 때 (같은 걸 본다는 느낌)

소셜 미디어를 통한 라이브니스 생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인터

뷰이들은 관람 환경을 유리하게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는 아예 채팅창에 배정된 위치를 점유하기도 했다. H를 비롯한

인터뷰이들은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는 기기의 원래 콘서트의 채팅창이

존재해야 하는 면에 카카오톡 PC 버전 또는 트위터 창을 배치하기도 했

다. 이와 같이 여러 기기와 화면 창을 용도에 따라 재배열하고 서로 다

르게 운용(소통용과 감상용 등)하는 방법은 매우 보편적인 전유 실천이

자 관람 방식이었다.

연구자: 내 최애(중심의 멀티캠)는 아이패드에 띄워 놓으시고

H: 띄워 놓고 동시에 얘(노트북으로 메인 캠)를 봤어요. 그리고 그 멀티창 띄울 수 있잖

아요 노트북에? 그걸로 카톡을 하고 이걸(모바일)로는 트위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뭔가 다른 사람이랑 소통을 하면서 창을 두 개 띄워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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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hrough Me‘를 봤었어요.

2) 조절하고 우회하기

플랫폼을 통해 주어진 기능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회하는 전유의 라

이브니스 실천 또한 존재하였다. 이 경우 대표적으로 멀티캠 기능과 연

관된 실천을 눈여겨볼 수 있다.

멀티캠 기능 또한 원래 의도라면, 일방향적인 콘서트 관람 대신 좋아

하는 멤버나 선호하는 카메라 각도에 대한 접근권을 주고, 이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하여 전반적인 라이브니스를 상승시켰어야 한다. 하지만 기

술적인 문제로 인해 두 영상 간 시간 싱크(sync)가 맞지 않았고, 시간차

로 인해 콘서트가 멀티캠 사이 ‘돌림노래’처럼 재생되는 현상이 발생하였

다.

앞선 소절에서 살펴보았듯, 어떤 인터뷰이는 이에 따라 멀티캠 기능

을 아예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멤버를

크고 자세하게 보고 싶다’는 욕망으로 인해 멀티캠을 포기하지 못한 인

그림 24 H의 관람 환경을 연구자가 재구성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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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이도 있었다. 이 경우, 관객은 주어진 기능의 조절을 통해 라이브 콘

서트의 즐거움을 지속시키고자 했다. 예를 들어 H는 ‘돌림노래’와 같이

거슬리는 상황을 스스로의 판단과 볼륨 조절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즉, 두 화면 중 더 본인이 집중하고 싶은 화면을 때에 따라 선택해 볼륨

을 켜고, 나머지 다른 화면의 볼륨은 줄여 청각적인 방해를 최대한 줄인

것이다.

H: 사실 엄청 거슬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멤버가 리듬 파트다 보니

까, 이 친구가 도입을 하는 경우가 도입에 ‘쿵빡’을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자꾸

안 맞으니까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럼 연주를 좋아하는 곡에서는 메인 캠

의 소리를 끄고 드럼(멤버의 캠)을 소리를 켜놓거나, 다른 멤버의 킬링 파트가 조금 더

중요한 곡 같은 경우에는 메인 캠을 켜놓고 (반대로)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멀티캠을 우회의 통로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

다. 예를 들어 E는 AR효과를 비롯한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가 적용된

화면 대신 다른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 카메라 뷰를 선택하여, 디지

털 효과가 퍼포먼스 및 아이돌 감상을 방해하는 것을 우회하였다. 이를

통해 E는 좀 더 원하는 콘서트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었고, 라이브니스

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래픽 특수효과가 디지털적인 차별적 생생함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

었다는 점, 멀티캠 기능이 관객이 원하는 뷰(가장 좋아하는 ‘최애’ 멤버

를 더욱 자세하게 보기 등)를 선택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멀티캠을 활용한 우회 전략 또한 원래 기획의도와 주어진 기

능을 비트는 전유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E: 저는 이번에 멀티뷰로 봤는데 그중 한 화면이 이상한 (CG)효과가 나오는 화면이 있

더라구요 근데 솔직히 그거 안보거든요. 왜냐면 석진이 얼굴봐야되는데 이상한 화면이

방해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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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시하기

마지막으로, 아예 타 관객과의 공존감 요소를 아예 무시하고, 화면을

통해 주어지는 생생함의 포착에만 집중한 관객도 있었다. B의 경우, 화

면을 통해 전해지는 온라인 콘서트의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생생하게 오

랫동안 곱씹고 싶은 마음에, 개인 소장용으로 콘서트 전체를 녹화하였다.

콘서트의 원활한 녹화를 위해, 그는 녹화하는 기기에서는 그 어떤 공식

적(채팅창), 비공식적(소셜 미디어) 소통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팬

이벤트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공존감의 요소를 모두 무시하는 대신 B는

공연의 시청각적 콘텐츠 그 자체에 몰입하여, 생생함을 느끼고자 했다.

이러한 행동은 의도된 공존감의 요소들을 모두 외면하고, 개인의 라이브

니스 및 콘서트 콘텐츠 소장에 대한 욕구를 위해 녹화 금지의 규칙을 뛰

어넘는다는 점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관람하는 또 하나의 전유 실천이다.

B: 댓글(채팅)을 안봤어요. 왜냐하면 화면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녹화를 해가지고. 방

해받고 싶지 않아서 (...) (다른 관객 참여형 채팅 이벤트도) 녹화하고 있기도 했고 공연

보는 것 자체에 좀 몰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참여하진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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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온라인 콘서트의 적응과 변화

연구문제 2-3: 미디어 산업은 상황에 따라 콘서트를 어떻게 적응 및 변

화시켰는가?

지금까지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생성 요소와 그 수용,

삐걱거림, 전유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의 실천을 살펴보았다. 흥미로운 점

은 온라인 콘서트가 관객의 반응을 의식, 2년간의 짧은 시간 동안 통시

적으로 변화해왔다는 것이다. 온라인 콘서트는 근본적으로 비대면(전면

매개)과 콘서트(오감을 통한 지각)의 두 양립하기 어려운 정체성 사이를

거듭 줄타기하며, 현 상황 속에서 관객에게 더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라이브니스와 입지를 찾기 위한 진화를 거듭해왔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적응과 변화의 과정을 추적한다.

1. 사례 연구

1.1 SM의 비욘드 라이브

2020년 SM의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는 대체로 평면적, 대형 LED 중

심으로 이루어진 촬영 스튜디오에서 AR효과나 짐벌 촬영, 실시간 연결

(‘인터랙티브’) 요소 등을 통해 생생함과 공존감의 감각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하지만 5장 2절에서 살펴본 대로, 관객에게 이 라이브니스 생성 시

도는 의도한 만큼 적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플랫폼과 첨단기술,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아이돌을 뒷전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의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에서는 기존의 경향과 다르게

꾸려진 콘서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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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대의 차원에서, 기존의 4면이 LED로 둘러싸인 무대(그림25)를

탈피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백현 콘서트(그림 25 우측)는

메인 무대만큼 서브무대도 사용하였는데, 이때 서브무대 후면 공중에는

거대한 기하학적 LED 세트, 바닥에는 상·하강이 가능한 리프트, 천장에

서는 때에 따라 빛나는 구체 모양의 키네틱 볼이 내려와 무대를 꾸몄다.

관객을 띄워놓는 LED 또한 기존의 직사각형 느낌으로 메인 무대 앞에

설치되기보다는, 메인무대와 서브무대를 넓게 감싸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후 진행된 태민 콘서트(그림 26)에는 무대 중앙에 거대한 각도조절 가

능한 리프트를 심어두어, 군무가 가능한 슬로프나 상승된 무대공간을 만

들어내기도 했다. 키 콘서트에서는 LED가 부착된 리프트를 다수 사용

해, 리프트의 상·하강에 따라 공간구성이 달라지는 계단식 무대를 만들

어내기도 했다. 두 콘서트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천장에서 움직이

는 키네틱 조형물 등 물리적 무대장치가 많이 등장하였다. 카메라 또한

짐벌 카메라는 특정 기획 무대에서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중계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AR효과의 사용 또한 후반 콘서

트로 갈수록 줄어들고(백현, 샤이니 콘서트), 이후에는 아예 쓰이지 않았

다(태민, 키 콘서트).

그 대신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는 다른 방식으로 생생함을 증가시키고

자 하였다. 예를 들어 백현 콘서트에서는 아이돌이 직접 피아노 연주를

그림 25 일반적인 2020년 비욘드 라이브 무대(좌측)과 백현 콘서트 무대(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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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으며, 샤이니 콘서트에서는 라이브 세션 밴드가 중간 내내 등

장하여 아이돌 퍼포먼스를 뒷받침했다. 실시간 관객과의 인터뷰 또한

2021년 콘서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 대신 아이돌 멤버가

콘서트 준비과정이나 근황 등 콘서트 토크를 진행하며, 가끔 댓글이나

들려오는 목소리에 반응해주는 구성을 따른다. 태민 콘서트의 경우 토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깜짝 라이브 방송 시간을 포함한 대부분 콘

서트 시간을 퍼포먼스로 채우기도 했다144). 토크에서는 이전 무대에서

실수한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샤이니 콘서트)하거나, 일부러 격렬한 라이

브 무대를 토크 직전에 배치해 땀이 흐르는 생생한 모습이 화면을 탈 수

있게 구성을 짜기도 하였다(키 콘서트, 그림 27). 일반 관객 또한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 있었다.

144) 태민 콘서트(21곡)을 비롯, 21년도의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는 20년도의 콘서트
에 비해 곡 수가 대체적으로 더 많은 편이다. SuperM이나 NCT2020와 같은 프
로젝트 그룹의 콘서트를 제외한다면, 20년도 콘서트는 15곡 전후로 편성되어 있
다. 하지만 21년도는 19곡 전후이다.

그림 26 태민 콘서트 제작 브이로그 중 물리적 세트가 “오프라인 콘서트 느낌”

을 살려서 구성되었다는 언급

춫처: DREAM MAKER LIV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DREAM MAKER LIVE (2021. 06. 05). “Beyond LIVE – TAEMIN : N.G.D.A ┃

Concert Making Vlog” URL: https://www.youtube.com/watch?v=URIAgw6lb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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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키랑 태민 콘서트는 그런 요소(AR 등)를 아예 뺐어요. (...) 태민 콘서트는 우선 경

사 무대가 있었고요. (...) 키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이는) 계단 무대와 led가 있

어가지고... 그런 효과들은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쓸 법한 것들이어가지고 확실히 콘

서트를 보고 있다는 느낌.

이는 단순히 연구자나 관객의 관찰뿐만 아니라 제작사와 아이돌의 언

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민 콘서트 메이킹 브이로

그145)에서 제작사는 9개의 물리적 구조물을 사용했음을 언급하며, “오프

라인 콘서트 느낌 살린”이라는 표현을 사용(그림 26)하고 있다. 키 콘서

트에서는 키 본인이 토크 중 흐르는 땀(그림 27)에 대해 “이렇게 될려고

일부러 무대 순서 그렇게 짠거잖아”라고 스스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대면 콘서트 규모와 무대장치, 그리고 퍼포먼스를 통한 물

145) DREAM　 MAKER LIVE (2021. 06. 05). “Beyond LIVE – TAEMIN :
N.G.D.A ┃ Concert Making Vlog”
URL: https://www.youtube.com/watch?v=URIAgw6lbvk

그림 27 키 콘서트 중 키가 흐르는 땀을 닦는 모습의 클로즈업

춫처: SM.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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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구성적 충실성(fidelity)을 확보하고, 신체성(corporeal)의 노출을 통

해 생생함을 노리는 연출장치로 볼 수 있다.

1.2 방탄소년단 콘서트

방탄소년단 방방콘(2020년 6월)은 편안하고 소박한 토크 스튜디오 및

다양한 세트(방)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콘서트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

규모 세트의 사용은 ‘콘서트’가 아닌 라이브 방송이나 자체 예능과 유사

한 느낌을 들게 했고, 이는 2절에서 살펴보았듯 관객이 라이브니스가 활

성화되는데 큰 방해물이 되었다.

이후 방탄소년단은 촬영 스튜디오가 아닌 공연장을 대관(맵솔콘,

KSPO돔146))하거나, 야외무대를 설치(소우주콘,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하거나, 더 규모가 큰 공연장을 빌리고(PTD콘, 잠실 주경기장147)) 꾸미

는 등, 최대한 공연장의 물리적 규모와 모습을 대면 콘서트와 흡사하게

맞춰갔다.

그림 28 방탄소년단 소우주 콘서트 중 LED 관객의 배치.

춫처: HYB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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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콘서트장 속 디지털 관객의 배치 또한 갈수록 대면 콘

서트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맵솔콘에서 관객

의 모습은 무대 위 LED 전면과 관객석에 설치된 응원봉으로 드러났다.

그다음 콘서트인 소우주에서는 야외 무대의 바닥에 마치 태양광 패널처

럼 낮고 긴 LED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응원봉을 달아두어, 관객이 무대

앞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듯한 연출을 시도(그림 28)하였다. 마지막으로

PTD에서는 몇몇 연출용 응원봉 설치 외에는 관객 또는 관객의 대리물

설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카메라의 조절을 통해 비어있는

관객석이 화각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부재를 숨기며 촬영148)

되었다.

나아가 PTD는 잠실 주경기장의 한 면을 가득 채우는 초대형 LED

146)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15000석 규모
147) 최대 동원가능 인원 10만명 규모
148) 예를 들어 그림 29에서 불꽃을 보여주기 위해 롱샷(1번 카메라)을 사용, 전체
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빈 관객석이 노출되었지만,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나머
지 카메라(2, 3, 4, 5)와 유사하게 빈 공간을 화각에 담지 않는다.

그림 29 방탄소년단 PTD 콘서트의 한 장면. 거대한 LED와 돌출무대를 확인할 수

있다. 멀티 캠 중 마지막 6번(VEV)캠에는 CG처리된 화면이 나온다.

춫처: HYB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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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부터 콘서트장 가운데로 이어지는 돌출무대, 라이브 세션 밴드의 등

장, 짐벌 보다는 중계카메라의 사용 등 대규모 대면 콘서트의 면을 모든

방면에서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AR효과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전면적

으로 합성된 화면을 전송했던 맵솔콘과 다르게 PTD콘에서는 멀티캠 6

번 카메라(VEV)를 통해서만 효과를 감상(그림 29)할 수 있었다. 이는

AR효과가 다수에게 라이브니스를 활성화 및 생성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그 하락과 반발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임을 회사가 인지했다는

방증이다. 즉 기존의 ‘진짜(authentic)’ 대면 콘서트와 라이브 퍼포먼스의

생방송 송출과 시각적으로 유사한 구성을 통해 라이브니스를 생성하고자

노선을 바꾼 것이다. 관객 또한 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E: 이번(PTD)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유는 상기한대로 동선도 많기도 했고, ON:E(맵오

솔 콘서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다채로운 연출들이 좋았구요. 백댄서들도 많이 쓰고.

(카메라 레일이나 촬영용 드론이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카메라 실수도 많이 없었

고 빈 공간을 보여주는 일도 없기도 했구요 (...) 더 보는 재미도 있었고 뭔가 진짜 콘서

트 실황 보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K: 줌(Zoom)처럼, (관객을 격자 모양으로 LED에) 연결해 둔 거라든가 아니면 댓글

읽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네 저는 (PTD콘이) 더 몰입하는 데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 ‘오프콘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못 간 오프콘을 좀 더 실시간으로 보는 느낌‘을 그나마

들게 한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아 했던 것 같고, 좀 더 콘서트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

다

2. 변화의 방향성

비욘드 라이브와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예시는 모두 주어진 상황에서

라이브니스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의 익숙한 대면 콘서트의 모

습을 갖추고, 또 그 중계 영상의 탈을 쓰고자 함을 살펴볼 수 있다. 적어

도 겉149)면에서는 ‘온라인 콘서트’만의 새로운 특수성을 강조 및 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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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관객에게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진짜(authentic)

‘콘서트 생중계’로 인식되도록 스스로를 재조립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온라인 콘서트는 ‘라이브’를 더 매끄럽게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특히 비욘드 라이브를 비롯한 온라인 콘서트

는 ‘정말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관객과의

인터랙티브와 같은 요소를 통해 증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연

결된 관객의 와이파이 불안정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나 예측불가능한 발

언이나 그 수습과정, 또는 그것을 바라보는 타 관객의 반응 등 많은 예

상 불가능한 부분들을 일으킨다. 이러한 부분들은 생방송의 증거가 되기

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콘서트의 자연스러움을 쉽게 깨트릴 수 있는

‘리스크’이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온라인 콘서트는 우연과 예측 불가능

의 실시간적 라이브니스 요소들은 최대한 줄이고, 그 대신 콘서트 안에

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라이브니스 요소들은 늘리는 변화를 택했다.

이는 어떠한 이벤트에서 관객이 라이브니스를 느끼기 위해서는 실시간성

(real time)보다, 조밀하게 짜여진 네러티브와 프로그램 유닛을 관리하는

프로듀싱적 관리가 더 중요함을 언급한 선행연구(van Es, 2017a)와도 유

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관객의 전유 행동을 다시 재전유하

고자 하는 시도는 크게 포착되지 않았다. 콘서트는 재전유를 하기보다는

라이브니스를 생성하기에 안전한 방향으로 회귀하면서 동시에, 여러 기

능을 실험하는 방향으로 적응하고 있었다. 이는 관객이 ‘팬’이라는 특수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

기 위해’ 팬들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소비하기 때문에, 제작사는

관객의 이탈에 대한 걱정을 다른 일반인 대상 콘텐츠에 비해 적게 할 수

149) 여기서 ‘겉’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거나 입장
객 수의 제약이 없거나, 사전녹화분을 교묘하게 생방송과 섞거나 멀티캠을 통해
콘서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등 온라인 콘서트의 특수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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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는 재전유 시도에 대한 낮은 압박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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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의의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된 대형 기획사의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가 ‘라이브’하다는 감각, 즉 라이브니스를 어떻게 만들어내고자 하

며, 또 관객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충돌하며 관람경험을 만들어가는지

를 하나의 미디어 장치(media dispositif)로서 살펴보았다. 연구는 2020년

∼2021년 동안 송출된 14건의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의 현장관찰 및 내용

분석, 그리고 12인의 관객 인터뷰를 통해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먼저, 미디어 산업이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라이브니스의 기초 구성을 살폈다. 온라인 콘서트는 아이돌 및 소

속사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띄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화면을 통해

그림 30 연구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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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가 생생하고 감각적인 이벤트이며, 전 세계의 팬과 아이돌이 디지

털 기술을 매개로 공존하는 경험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연구자는 초기 온라인 콘서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송출과

정과 메타텍스트로 구성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콘서트의 무대에서 관객이 관람하는 플랫폼의 화면에 도달하기까지,

온라인 콘서트의 다양한 제작단계에는 생생함과 공존감의 라이브니스를

만들기 위한 요소들이 배치되어있었다. 아이돌의 퍼포먼스와 토크가 이

루어지는 촬영 스튜디오(무대)는 무대 설비를 통해 콘서트 무대의 화려

함이나 아이돌과의 물리적, 심리적 가까움을 강조하고, 무대 배경 및 관

객석의 역할을 오갈 수 있는 전략적 기반으로써 설치되었다. 무대 위 아

이돌의 퍼포먼스와 토크에서는 아이돌의 신체성과 우연성을 내비치는 시

도나 직시어, 카메라와의 눈맞춤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장치를 통해 라

이브니스를 발생시키고자 하였다.

카메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퍼포먼스와 토크를 특정한 구도(샷)

로 담아내 화면에 ‘보여줄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도, 근접 촬영이 가

능한 짐벌 카메라와 화려한 카메라 동선의 사용을 통해 생생함을 극대화

시키며 온라인 콘서트의 장점을 만들고자 하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 콘

서트는 실시간으로 첨가, 조절 및 배합과 같은 편집과정을 거쳤다. 첨가

과정에서 추가되는 시각적(AR효과 등), 청각적(가짜 환호소리 등) 요소

는, 공간의 제약과 물리적 한계를 은폐 및 활용하기 위해 사용된 생생함

의 장치였다. 온라인 콘서트 제작자들은 사전에 만들어진 요소와 실시간

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소들을 조절하고 배합하여, 콘서트가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다. 송출 플랫폼에서는 만들어진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며, 채팅창과 멀티캠 기

능을 통해 생생하게 콘서트에 몰입하고, 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존

감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콘서트를 둘러싼 모든 종류의 텍스트, 즉 메타텍스트는

콘서트의 ‘라이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또 만들어졌는지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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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바람직한 관객의 모습과 행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파시키고, 온라

인 콘서트가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인지를 미디어 노출 및 관련 내용 순

환을 통해 만들어내고자 했다. 메타텍스트는 궁극적으로 온라인 콘서트

가 성공적인, 정말 진정한(authentic, sincere) 라이브 이벤트임을 홍보하

고, 또 관객들이 콘서트를 의도대로 소비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콘서

트에서 등장한 라이브니스 요소들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콘서트가 ‘라이브’라는 감각은 관객의 라이브니스 요소 수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콘서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니스 요소

가 정말 라이브니스로서 활성화되는지는 오롯이 관객에게 달려있다. 연

구자는 관객이 온라인 콘서트에서 주어진 라이브니스를 어떻게 수용하거

나 거부하고, 관객이 어떻게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개인의 실천과

전유를 통해 스스로 라이브니스를 생성 및 유지시키고자 했는지를 관객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관객이 온라인 콘서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니스 요소를 수용해,

라이브니스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수용과정은 과거 관객

이 경험한 대면 콘서트나 라이브 퍼포먼스 생중계와 유사성을 지닌 라이

브니스 요소일수록 쉽게 일어났다. 반대로, 온라인 콘서트에서 처음 등장

한 생소한 라이브니스 요소의 경우, 관객이 요소의 필요성을 시대적인

맥락(코로나19와 비대면 사회)에 따라 인정해주거나, 온라인 콘서트의 새

로운 장점으로서 인정해주는 경우 수용될 수 있었다. 그 외적으로, 콘서

트 바깥에서 생성된 아이돌에 대한 메타적인 지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라

이브니스가 활성화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요소는 수용된 만큼 거

부되고, 더 나아가 전체 라이브니스를 저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관객은

이들 요소에 대해 다층적인 거부감을 누적하고 있었다. 생생함의 측면에

서 거부감은 관객에게 익숙한 대면 콘서트나 타 매개 미디어 경험의 라

이브니스와의 비교를 통해 생성되는 불만, AR효과와 같이 차별적인 디



- 150 -

지털 생생함의 요소가 아이돌보다 더 두드러지는 ‘주객전도’, 충분치 못

한 기술력 및 기능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 등을 통해 발현되었다. 공존감

의 측면에서 거부감은 타인의 존재감 및 실시간 연결을 증명하기 위한

기계적인 연출에 대한 이질감을 중심으로 발현되었다. 또한, 아무리 온라

인 콘서트가 비대면으로 새롭게 등장한 종류의 콘텐츠이지만, 관객은 대

면 퍼포먼스에 참석한 경험과 온라인 콘서트를 비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객은 대면 콘서트에서는 존재하였던 신체적, 집단적, 사회적 경험

의 필연적 부재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본인의 부재감 뿐만 아니라, 관객

은 무관객의 공연장에서 아이돌이 느끼는 부재감 또한 화면 너머로 느끼

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 관객은 온라인 콘서트에서

라이브니스를 쉽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불만과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콘서트는 관객들이 좋아하는 아

이돌을 만날 수 있는 몇 없는 창구였다. 티켓을 구매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과 맞물려, 관객은 팬으로서 좋아하는 아이돌의 모습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콘서트를 거듭 찾고, 관람할 수밖에 없었

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관객들은 개개인의 실천과 전유를 통해 부족한

라이브니스를 채워나가고, 더 즐겁고 ‘라이브’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스

스로 노력하고 있었다. 관객은 손수 콘서트 관람장을 만들고, 실제 관객

과 함께 보고, 화면 앞에서 이루어지는 관람경험을 시공간적으로 확장하

는 등의 물리적 실천을 통해 라이브니스를 생성했다. 관객은 채팅창이나

멀티캠과 같이 주어진 라이브니스 장치를 대체, 재배열, 조절, 우회, 심지

어 무시하는 전유실천을 통해 라이브니스를 생성하고 지속시키기도 했

다. 이와 같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그 콘서트에 대한 애정과 욕망을 에너

지 삼은 관객의 실천은 모두 팬으로서 관객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다.

연구자는 미디어산업의 적응과 변화의 방향성을 SM의 비욘드 라이브

와 방탄소년단 콘서트라는 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온라인

콘서트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며, 과거의 대면 콘서트와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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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관객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불확실성이 적은 라이

브니스 요소를 콘서트에 더 많이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 콘서트

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통해 라이브니스를 만드는 방

향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케이

팝 온라인 콘서트의 초기적 연구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전에도 대형 콘

서트의 브로드캐스팅은 존재했지만, 관객이 현장에 아예 부재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 14개 콘서트와 그 관객

경험, 그리고 그 변화과정을 실시간으로 포착 및 기록, 분석한 결과물이

다. 2022년 현재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정책으로 인해 대면 콘서트

가 부활한 시점이기 때문에, 무관객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는 더 이상 개

최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및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비대면

적 소통방식과 이벤트는 일상 깊이 자리를 잡았으며, 지금도 온라인 콘

서트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그렇기에 그 태동을 포착하였

다는 것은 시의적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온라인 콘서트는 대면 콘서트와 함께 하이브리드의 형태로 부

활하였다. 대면 콘서트의 객석 수는 참여를 원하는 전체 팬에 비하면 극

도로 적다. 온라인 콘서트는 현재 그 부족함을 대면 콘서트의 생중계 형

태로 변화하여 보완하고 있다. 겉으로는 이전의 콘서트 생중계와 유사해

보이지만, 현장 관객은 오히려 접근할 수 없는 다각도의 멀티캠을 사용

할 수 있다거나, 재스트리밍을 통해 일회적인 콘서트를 여러 번 관람할

수 있는 등, 기존의 관람경험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

의 연구대상인 완전 비대면 형태와는 다르지만, 온라인 콘서트는 콘서트

관람방식 및 경험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장르이자 익숙한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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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로서 거듭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라인 콘서트의 확립과정 속에서도, 관

객은 스스로 라이브니스를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거듭 개인의 실천과 전

유의 과정을 지속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 맥락에서, 앞으로 도래할 온라

인 하이브리드 콘서트와 관객을 둘러싼 수용과 부딪힘,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기 위한 라이브니스 실천을 탐구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를 비대면으로 매개된 퍼포

먼스와 커뮤니케이션 맥락의 라이브니스 속에서 살펴보았다. 라이브니스

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매체와 수용자, 그사이 수많은 요소

및 차원의 의도적인 구성과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

다.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 세미나, 기업의 가상 회의 등과 같은 과제

지향적(task-oriented)인 이벤트가 아닌, 시청각적인 생생함과 심리적인

친밀감과 유대감이 핵심인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를 다루었다. 유사한 맥

락에서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연구는 다른 생생함과 공존감을 필

두로 하는 매개경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메타버스의 대두와 함께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근래 다양한 종류의 메타버스 서비스의 등장은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인

간 커뮤니케이션과 이벤트 또한 가상 공간과 디지털 육체(아바타)를 통

해 활발히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SM엔터테인먼트를 필

두로,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메타버스화150)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이 팬 경험의 메타버스 속 이동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가상(virtual) 공간의 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는 현실과 메타

버스 사이 중간자적 단계에 위치한다 볼 수 있다. 그러한 위치 속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성, 가상성을 바탕으로 하는 라이브니스와 행동유도성

(affordance)이 실제 팬덤이 중요히 여기는 ‘라이브’의 가치와 어떻게 맞

물리고 또 충돌하는지를 살폈다. 이러한 연구의 양상은 궁극적으로는 메

타버스라는 완전 가상세계를 ‘라이브’로 만들 라이브니스 요소와 행동유

150)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2076100005?input=1195m (2022.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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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이 실제 팬의 욕망을 고려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또 실제 합

치와 충돌적 실천을 통해 팬 유저가 가상 세계에서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라이브니스의 실제 국면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생성을 미디어 장치(media

dispositif)의 눈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라이브니스를

하나의 합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유동적인 네트워크로서 살펴보

았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콘서트의 텍스트나 관객의 만족도, 상업적

성공 등 단편적인 목적성을 지녔던 기존 선행연구에 비해, 콘서트의 근

원적인 핵심인 ‘라이브’와 그 감각의 생성을 전체로서, 유동적으로 조망

할 수 있었다.

미디어 장치적 접근에 더해, 본 연구는 콘서트 관객을 단순히 미디어

와 권력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존재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온라인 콘서트

를 관람하는 관객은 퍼포머의 열렬한 팬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

고 있다. 이에 따라 팬으로서 관객은 아이돌에 대한 강한 애정과 욕망,

그에 따른 특별한 행동 양태를 지닌 사람들이다. 팬은 라이브니스를 콘

서트로부터 그대로 받아내기도, 불만의 표출을 통해 회사에 특정 방향성

을 요구하기도, 또 콘텐츠가 만족스럽다면 팬심으로 미디어산업에 ‘기꺼

이’ 포섭되기도 하는 매우 복합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신이 마주하는 것을 해독할뿐만 아니

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람경험과 라이브니스를 만들어내는 팬의 구성

적(constructive)인 역능에도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팬들을 대상으

로 하는 온라인 콘서트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일반적인 라이브 플랫폼

서비스 유저나, 보편적인 텔레비전 시청자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포착해

내고 있다. 예를 들어, 팬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콘서트의 특수성은 콘

서트의 적응과 변화에서도 재전유에 대한 적은 압박으로 드러나기도 했

다. 이처럼 팬이라는 관객 수용자의 특수성은 케이팝뿐만 아니라, 현재

및 향후 등장할 새로운 플랫폼과 콘텐츠와 팬 유저간의 복합적인 관계

맺음의 양상을 접근하는데 큰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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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콘서트 연구는 역으로 대면 콘서

트의 ‘라이브(니스)’가 실제로 어떠한 구성물인지 살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아우스랜더(2008)의 언급과 같이, 어떠한 ‘라이브’는 특정한 매

개경험의 확립 이후에야 그 반대항으로서 구체적으로 실체화된다. 이러

한 관점에서 관객의 부재와 전면 매개로 진행된 온라인 콘서트와 그 라

이브니스 탐구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대면 ‘콘서트’와 그 ‘라이브’가 정말

로 어떠한 구성물인지 구체화하여 사고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부분에서 큰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인터뷰이의

표집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3장에서도 잠시 언급했듯, 연구자가 모집한

인터뷰이 목록에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최대한 서로

다른 콘서트를 관람한 관객을 모집, 최대한 다양한 온라인 콘서트 관람

경험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

는 편의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연구자

가 선정한 대부분의 인터뷰이는 대면 콘서트 관람 경험이 풍부하고, 수

도권에 거주하며, 20대 여성, 한국인이었다. 이는 실제로 온라인 콘서트

가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되는 이벤트임을 고려했을 때, 콘서트를 관람

한 수많은 조건의 사람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대면 콘서트 관람경험이 풍부한 관객의 경우, 당연하게도 일반

적인 타인보다 강한 ‘팬심’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며, 이전 본인이 경험한

대면 콘서트 관람과 온라인 콘서트 경험을 비교하려는 경향성도 강했다.

물론 대면 콘서트에 참석해본 적 없는 관객151)이더라도, 온라인 콘서트

를 다른 집단적 경험(축제 등)이나 과거 대면 콘서트의 매개경험(DVD)

151) 인터뷰이 L을 비롯, 연구자 본인 또한 케이팝 대면 콘서트는 참석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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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비교하며, 다른 관객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인터뷰 대상자로 포착되지 못한 관객 중에는 대면 콘서트를 금전

적인, 현실적인 이유로 갈 수 없어, 온라인 콘서트가 어쩌면 유일하게

‘진짜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라이브 이벤트인 관객이 있었을지도 모

르며, 그런 관객이 느낀 라이브니스는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과 달랐을

수 있다. 유사하게, 몇몇 인터뷰이는 ‘팬심의 정도’나 ‘대면 콘서트에 대

한 충성도’의 차이에 따라 온라인 콘서트를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이라 응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본 논문은 표집의 한계로

인해 특정한 성향의 관객 입장이 과대포착되었을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

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지역, 국

적을 더욱 다양하게 편성한 인터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의 라이브니스 탐색을 목표

로 하고 있지만, 오직 엔터테인먼트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콘서트를 연

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거대한 생방송 브로드캐스

팅 상황에서 다양한 라이브니스 요소의 사용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의 목

적성, 그리고 관객의 큰 규모 덕분에 인터뷰이를 구하기 쉽다는 연구의

편의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콘서트의 선별은 필연적으로 다른 중

소기획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소외를 일으켜, 마치 대형

기획사의 온라인 콘서트 방식이 케이팝 씬(scene) 전체의 온라인 콘서트

와 관객 경험을 표준적으로 대변하는 듯이 보일 위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대형 기획사 방식의 온라인 콘서트는 충분히 ‘성공한 아

이돌’만이 수익창출을 떠나 개최를 시도할 수 있는 사업152)이다. 유명한

아이돌 또한 투자의 개념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

는 가운데, 과거 소형 공연장을 중심으로 팬을 만나온 중소기획사의 아

이돌은 온라인에서 대형기획사처럼 설 자리가 없다. 심지어 플랫폼의 문

제로까지 확장한다면, 대형기획사는 네이버(SM JYP의 비욘드 라이브)나

유튜브(YG의 블랙핑크)와 같이 거대하고 안정적인 서버를 가진 대기업

152) https://www.iz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47 (2021.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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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HYBE처럼 자체적인 역량을 동원해 공연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

지만, 중소기획사는 그런 안정적인 플랫폼과의 제휴 또한 현실적인 이유

로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소속사 및 아이돌 간 팬들을 만

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해 전반적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전체 케이팝 장르 속 다양한 아이돌과 온라인 콘서트 중

일부 ‘성공적인’ 대형 기획사의 사례만을 다루어, 그 바깥에 있는 콘서트

의 라이브니스와 관객 경험, 현실적인 문제들을 표면화하여 다루지 못하

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범위적 한계는 명확하게 지적되어야 하

며, 한계의 해결 및 연구의 확장을 위해 연구대상 콘서트 범위의 추가와

같은 노력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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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anuary 2020 to nowadays, the COVID19-caused virtual,

online society continues. Especially from 2020 to the end of 2021,

there were severe restrictions on massive gatherings, including

schools, enterprises, and of course, concerts too. In this background,

online concerts have appeared in the K-pop genre, and now they are

highly likely to become a new concert format in the future. However,

unlike in conventional concerts where idols and audiences can meet

naturally in one space, idols and audiences, and audiences and

audiences are physically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online concert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ense of ‘live’, that is, livenes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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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in this mediated sit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edia

dispositiv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ivided liveness into

‘liveliness’ and ‘co-presence’ to study the concerts and explored 14

actual K-pop online concerts with participation observations and text

analysis and 12 audienc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first concentrates on the multiple factors an online

concert adopts to create liveness in its production process. Online

concerts tried to make liveness through the physical stage,

performance, talk in the studio, typical camera shots, particular

camera types, adjustments and controls in the editing process, and

through giving functions such as live-chats and multi-cameras on the

given concert-watching platform. In addition, the concerts tried to

prove the authenticity and sincerity of their provided live content

through pre- and post-concert meta text. The metatexts also tried to

demonstrate desirable audience action and way of watching and

continuously maintain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live event.

Because liveness elements are perceived as liveness only through

the audience’s willingness to accept them, the liveness elements

provided by the concerts were either taken and activated by the

audience or, conversely, rejected.

The cases of accepting the given liveness elements were as

follows. The audience readily accepted the liveness element of the

concert if it had similarities to the past ‘off-line’ performance or its

mediated version. In the case of an unfamiliar liveness element, it

was accepted by the audience if the necessity was embraced (such as

the current COVID-19 situation) or it was thought of as an

advantage of a new virtual genre. Regardless of the specific elements

inside the show, liveness could also be created due to the beliefs and

bits of knowledge the audience previously had about their id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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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ely, the audiences often rejected the liveness elements of a

concert and did not accept them as intended by the concert producer.

This happened across the various liveness elements adopted to create

a sense of vividness and coexistence. In addition, although K-pop

online concerts were essentially virtual broadcasting events, they

were promoting themselves as ‘concerts’. While thinking conventional

‘concert’ created liveness through corporeal, spatiotemporal experience,

the fundamental absence in the online ‘concert’ was more emphasized.

The disparity and gap between the expected ‘live’ created an

unpleasant experience for the audience instead of liveness.

Nevertheless, since the audience is a ‘fan’, they couldn’t miss the

chance to meet their favorite idol. Accordingly, even if the audience

felt dissatisfaction with the liveness of the online concert, they had

no choice but to purchase the show. In this situation, the audience

tried to make the concert experience more ‘live’ and enjoyable on

their own - through individual physical practices such as making

concert venues themselves, inviting other audiences to watch

together, and expanding the viewing experience through space and

time. Also, the audiences appropriated the given concert platform and

its liveness elements by replacing, making a detour, and ignoring the

instructions.

While located between the two unreconcilable identities - an

entirely mediated virtual experience and a ‘concert’ perceived through

the physical senses - online concerts have been adapting and

evolving to keep pace with the audience. As a case study, I looked at

the process of changes in SM’s ‘Beyond Live’ concerts and

consecutive BTS concerts from 2020 to 2021. In both cases, there

was a tendency where they tried concealing the specificity of the

virtuality as much as possible and instead reassembling itself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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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similar to the live broadcast of the conventional, ‘off-line’

concert. This tendency was emphasized by using large physical sets,

specific program compositions, and still camera movements. In

addition, it was also noticeable that the concert was gradually

reorganizing itself with less spontaneous elements so that the

producers could control the concert without dealing with unexpected

situations. These findings expose a strategy to make the audience

expect the liveness of a ‘live broadcast’ of a concert rather than itself

as a ‘concert’, and to create liveness through controllable ‘naturalne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examines K-pop online concerts and

experiences that have just emerged due to COVID-19. The study

holistically reviewed the creation of liveness in an online “K-pop

Concert” where audiovisual stimulation and psychological bonds

between performers and fans are vital. Also, this study concentrates

on and unravels the potential of the audiences as ‘fans’ - their ability

to accept, refuse, and construct their liveness practices. Lastly, this

study gives an approach to understanding future virtual, lively events

and the ‘live’ of the future.

keywords : Online Concert, K-pop, Liveness, Dispositif,

Mediated Experience

Student Number : 2020-2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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