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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년 교과융합-PBL(Project Based Learning) 운영계획

1. 목적

가. 학습자가 현상(Phenomenon)들 속에서 스스로 주제를 정함으로써 배움의 자발성을 이끌어낸다.

나. 다양한 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융합적 사고 배양 및 융합적 인재 양성의 초석을 마련한다.

다. 학습과 삶의 연관성을 높임으로써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다.

2. 운영 방침

가. 학습자가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Phenomenon)들에서 스스로 주제를 찾아내도록 유도한다.

나. 다양한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주제를 구체화하여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다. 학습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 탐색과 융합적인 산출물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 교사의 과정 평가, 학생 간 동료 평가 등을 통해 피드백을 실시한다.

3. 추진 개요

가. 일시: 12월 7일(월) ~ 12월 10일(목)

나. 장소: 각 교실, 소강당 및 대강당

다.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라. 후속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재 및 소책자 제작

※ 단, 교육 활동의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세부 추진 계

가. 사전 단계: 추진단 구성 및 주제 선정

    1) PBL TF팀 사전 협의회

        가) 일시: 2020. 9~11월 중 수시

        나) TF 구성: 연구 부장, 각 학년부장, 교과 부장

        다) 내용: 교과융합-PBL 운영 방안 협의

    2) 교과융합-PBL 학생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가) 목적: 교과융합-PBL 활동 운영에 학습자인 학생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성과 목표의식을 

높여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나) 추진단 구성: 2학년 학생 중 희망자(각 모둠장으로 구성)

      다) 추진단 세부 운영 계획(안)

        - PBL 운영 협의회: 11월 중 수시

        - PBL 운영 안내 및 홍보: 2020. 12. 7(월), 08:00~08:30

        - PBL 자료집 제작: 모둠별 산출물을 취합하여 자료집 제작 및 배부 활동

나. 진행 단계

     1) 대주제 제시 및 교과별 학습 목표 설정

         가) 대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나) 주요 교과별 학습 목표 설정

        - 국어: 뉴노멀 시대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수학: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뉴노멀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영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행복과 의미있는 성공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윤리: 효율성과 공정성을 넘어 행복을 지행하는 사회 정의를 탐구할 수 있다.

        - 지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

        - 역사: 질병 대유행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 일반사회: 세계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뉴노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 과학: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과학 기술 분야의 뉴노멀을 제시할 수 있다.

    2) 현상(Phenomenon) 기반 탐구 활동

         가) 모둠별 탐구 주제 선정

        - 모둠 구성(5~6명 기준, 학급당 4개 모둠)

        - 모둠별 문제 인식 → 교과 교사의 피드백

        - 모둠별 주제 선정 및 역할 분담

         나) 모둠별 자료 수집 및 분석

        - 모둠별 탐구 주제에 대한 문제 파악: 토의 ․ 협의

        - 교과별로 자료 탐색 시간 제공: 교과 교사의 피드백

         다) 해결안 개발 및 검증

        - 모둠별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해결안 도출

        - 해결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라) 결과물 완성 및 실행

        - 결과물 제작 : 연구 결과의 내면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 방안 마련

        - 결과물 발표 및 평가(교과융합-PBL 우수산출물 발표 한마당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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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대두되고 있는 홈루덴스 현상을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집에서

의 뉴노멀 라이프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대두되고 있는 홈루덴스 현상 중 대표적인 홈 쿠킹과 홈 시네

마 및 홈 뮤지컬, 홈 팬미팅 등의 급증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찰하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단순히 이들의 수요

만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 공급 역시 증가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이러한 트렌드 속 집의 장소성이 이전과 달

리 더 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그 속에서 소외감과 공동체성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속 홈루덴스 현상으로 나타난 다양한 놀이 문화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혼자서 즐기는 여가 

문화가 대두되었으나, 소속감과 대인관계의 결핍을 해소할 놀이 문화 역시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키워드 : 뉴노멀, 홈루덴스, 장소성, 감정 형용사, 집, 개인, 공동체, 소속감 

Ⅰ. 서론

1. 연구동기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 변동의 바람은 현대인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삶의 현

장의 장소성마저 바꾸고 있다. 물론 장소성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간의 장소성은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전염성 질병의 확산에 따라 이러

한 움직임의 속도에 불이 붙었다. 국가적 차원의 봉쇄 정책과 같은 개인이 저항하기 어려운 거대 권력체가 사회적 거리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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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와 같은 특정 공간에 대한 장소성을 권고함에 따라 개개인의 삶의 공간 역시 그 기능과 역할이 불가항력적으로 달라

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보편적인 장소성, 즉 장소성의 뉴노멀에 주

목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장소성 변화는 모든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는 그중 '집'이라는 장소에 주목하고

자 한다. 여기서 집이란 생활기기, 가구 및 실내 장비, 실내 공간, 주택, 거주지 등까지 확대되는 물리적 주택의 범위와 

취침·취미 등의 개인 생활, 식사·휴식·단란 등의 가족 공동생활, 접객·사교 등의 근린 생활과 공동체로서의 지역 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의 장소로서 정의내릴 수 있다.1)(기술사랑연구회, 2007) 다른 공간이 아닌 집

의 장소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장소성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외출을 지양함에 따라 개인의 주거지 거주 시간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집의 장소성 변화는 거주 시간의 증가로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이라 추론했다. 둘째, 개인 맞춤형 장소성으로

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관료제적 성격이 강한 직장과 국가 정책의 영향으로 강압적인 방식으로 

장소성이 결정되는 학교와 공공시설은 아무리 장소성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해도 사회구성원에게 내면화되고 사회화

된 보편적인 장소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인이 사회 변화에 따라 자율적이고 유동적으

로 디자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공간으로서 집을 선택했다.

본 연구는 주거문화 중 놀이문화, 즉 홈루덴스 현상으로 인한 장소성 변화에 주목하고자 했다. 놀이 문화를 선정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문화가 아닌 주거 문화의 총체를 연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연령층에 

따라서 문화 향유의 양상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부모 세대는 재택근무, 자녀 세대는 온라인

클래스 수강을 하는 모습이 전보다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의무적 성격을 지닌 비슷한 활동이더라도, 경제활동

의 범주에 포함되며 성과가 중시되는 업무와 학습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며 단순 지식 습득에 불과한 강의 수강 사이에는 

분명한 심리적·인식적 차이가 존재한다. 가족 부양의 의무이자 생존의 압박으로서 다가오는 업무와 삶의 방향성을 결정

하는 학습활동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홈루덴스 현상은 전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는 주거문

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주거 요소로는 집의 장소성 형성을 보여주기에 부적합할 

것이라 판단했고, 따라서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향유할 수 있는 놀이문화, 홈루덴스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최대한 

포괄적인 장소성 변화를 연구하고자 했다. 비록 홈루덴스는 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에 세대 간 공통문화로서 

지위가 굳건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거문화 요소에 비해 가족구성원 공통의 주거문화로 확립될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해 연구대상을 설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의 주거지로서의 전통적 측면의 장소성에 뉴노멀의 흐름을 타고 여가 활동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

션 등 다면적인 공간적 층위가 더해지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공간과 장소성

공간은 물리적 속성의 측면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적 의미들을 지닌다. 

특정 공간의 물리적 속성 및 공간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의 상황정의가 공간에 상징과 의미를 부여

1) ‘집’의 장소성이 변화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다양화되기에 이를 정의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통적 기능에 기능이 추가되는 양상

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집을 전통적인 의미로 정의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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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순환되고 지속되면 물리적 공간은 특정 장소로서 인식됨에 따라 ‘장소성(place Identity)’을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장소성은 사회 속에서 체험, 참여, 실천을 통하여 생성되거나 획득되는 장소와 관련된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타 장소와 차별화되는 특유의 분위기, 정체성 및 특성을 의미한다(이윤구·김흥순, 2013). 다시 말하면 장

소성은 특정 장소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면서 장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실천들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생활양식이다(변미리·장원호·클락 외, 2010).

(2) 홈루덴스

홈루덴스(Home Ludens)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루덴스(Homo Ludens)와 집(Home)이 결합된 단어로,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인간형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된 뉴노멀로 자리 잡은 홈루덴스 현상에 따른 집의 장소성 변화를 탐구하기 위해, 기존의 휴식 

기능 전문화의 공간에서 적극적 여가 생활과 새로운 의미 탐색의 공간으로의 장소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 홈 쿠킹, 홈 시네마, 홈 뮤지컬·팬미팅과 같은 집에서의 새로 형성된 기능과 문화 현상에 주목하여 탐구한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 현상의 모습을 파악한다. 또한, 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 사례

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변화를 청소년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며, 나아가 홈루덴스로 인한 집의 기능 추가 및 장소성 변화가 개인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탐구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아의 변화와 홈루덴스 현상과의 상관관계, 홈루덴스 현상으로 인한 자아의 변화

까지 연구해 코로나19와 홈루덴스 현상이 개인의 자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할지 정책적 측면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1-1. 홈 쿠킹 관련 제품의 판매율, 관련 방송의 등장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을 탐구한다.

1-2. 홈 시네마 관련 플랫폼의 가입자 수 증가율, 홈 시네마를 통한 마케팅의 성공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을 탐구

한다.

1-3. 홈 뮤지컬·홈 팬미팅 생중계의 장점을 바탕으로 집의 장소성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

상한다.

2-1.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거주시간 증가와 놀이문화 증감양상을 확인하고 홈 쿠킹, 홈 시네

마, 홈 뮤지컬·홈 팬미팅에 대한 청소년의 경험을 분석함과 동시에 홈루덴스 현상과 장소성 변화에 따른 공간의 

정서적 영향을 파악한다.

4. 연구목적

코로나 19로 인해 확산된 홈루덴스 형상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집이라는 장소의 변화된 장소성을 탐구한다. 이를 통

해 기존까지의 공간과 달라진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이 된 집이라는 공간을 정의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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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과 달라질 공간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따라올 문제점을 설문조사에 따른 시론적 연구를 통해 미리 분석하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홈루덴스라는 문화의 확산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짚어나갈 수 있는 연구가 되고자 한다.

Ⅱ. 본론

1. 연구결과

(1) 사례조사

① 홈쿠킹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며, 홈루덴스족은 최근 유통업계에서 주목하는 생활상이 되었

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홈루덴스족은 크게 줄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홈카페 관련 상품들이다. 최근의 홈카페 열풍은 단순히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시간이 들더라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먹는 하나의 놀이로서 즐기며 관련 상품들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달고나 커피’로, 적게는 수백 번에서 많게는 수천 번까지 저어 만든 거품을 물이나 우유와 섞어 먹는 커

피로 SNS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달고나커피’의 개수는 2020년 12월 19일 기준 18만9000

개에 달한다. 이와 동시에 직접 만들어먹는 디저트 키트 상품도 인기를 끌며, 편의점 GS25가 올해 2월 28일 출시한 탕

후루 키트 4종은 지난 15일까지 누적 판매량 10만개를 돌파 했으며, 과일 가공 분류 36종 중 각각 매출 Top 1~6위에 

나란히 올랐다. 동시에 실제 커피나 디저트를 만드는 가전제품들의 판매도 급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다시 집밥을 

찾는 가정도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백파더’ 백종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시대 시청자들에게 초간단 레시피를 공유하며 홈

쿠킹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MBC 쌍방향 소통 요리쇼 ‘백파더 : 요리를 멈추지 마!’는 ‘요린이’(요리 초보들을 일컫는 

말) 갱생 프로젝트로,  언택트 시대에 외출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시청층에게 새로운 취미이자 놀이로 자리했다. 이처럼, 

코로나 19로 인한 외출 자제는 집의 ‘요리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되살렸다.

② 홈시네마

극장은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해 온 중요한 공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인간사의 희로애락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고 공감하는 공간으로서 극장을 이용한다. 극장을 찾는 사람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역설적으로 극장 산업의 수익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증가 추세였다.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꾀하

며 영화 상영 수입뿐 아니라 광고 수입, 먹거리와 부대 판매 수입을 늘려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된 이후 많은 극장들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온라인 영상 

플랫폼들이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극장의 자리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실시한 코로나 19로 인한 영화 제작·개봉 피해 2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135편 작

품의 총 피해 규모는 329억 56만원이며 작품당 평균 피해 금액은 2억 4747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영화관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른 영화관 피해 형태는 매출액 감소, 운영 중단, 고용 피해 등으로 다양했다. 설문에 응답한 402개 상영관의 

2020년 1월~9월까지 입장권, 매점, 광고 매출을 모두 더한 총매출액은 4796억 원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 매출액 1조 

5,587억 원보다 69.2%(↓1조 791억 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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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영화업계와 달리 넷플릭스·왓챠플레이 등 OTT 업체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용자가 늘어나

고 있다. OTT 업체 1위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포브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0년 올해에만 시가총액

이 1,000억불(한화 113.9조원)이나 증가한 덕분에 월트 디즈니와 컴캐스트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로써 넷

플릭스는 S&P 500에서 20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넷플릭스의 주가는 올해 초에 비해 60%나 급등했다. 전 세계 넷플릭

스 유료 가입자 수는 1억 9,500만명에 달한다. 코로나 19가 맹위를 떨쳤던 2020년 전반기에만 무려 2600만명이 신규 

가입을 하였다. 2020년 3/4분기 넷플릭스의 매출은 64억불(한화 7조 2,953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9년 3/4분기에 

비해 20%나 증가한 수치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넷플릭스 2020년 목표주가를 $67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월스

트리트가 전망했던 넷플릭스의 기존 최고 목표주가 $575보다 약 16.5%나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보았을 때 

코로나 19가 넷플릭스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영화관과 온라인 영상 플랫폼 사이에는 일종의 신사협정이 존재하였다. 극장에서 먼저 개봉한 뒤 3~4개월 

정도 후에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깨지고 있다. 극장 개봉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 작품을 판매하거나, 아예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온라인에만 작품을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

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온라인 개봉 성적은 나쁘지 않다. 극장 개봉 준비를 마쳤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으로 선회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트롤: 월드 투어(Trolls: World Tour)〉는 기존의 온라인 영화 구매 플랫폼에서 쉽게 

선보이지 않는 20달러, 한화로 약 2만 3천원이라는 높은 스트리밍 비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봉 3주 만에 1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극장가보다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더욱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

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화관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등과 같은 OTT를 이용하여 집 안에서 영

화, 드라마 등을 관람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즐거움을 느끼

는 것이다. 사람들은 집안에 빔 프로젝트를 구비하여 집안을 영화관으로 꾸미는 경우도 많다. SNS에는 집안을 영화관

처럼 꾸미고 ‘홈시네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문화도 생겨났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그러한 문화가 주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③ 홈 뮤지컬·홈 팬미팅

공연 문화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어진 사람들의 놀이 문화이다. 이는 단지 공연을 시연하고 보여주는 데에서 그치

지 않았으며, 그 감정에 몰입하고, 다양한 희극과 비극을 시연 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사회를 비판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함축적 놀이 문화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공연 문화의 경우, 이전까지는 실제 그 장소에 가서 즐겨야 하는 경우가 다

반사였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인원의 한 장소의 집합이 어려워진 지금, 실제로 해당 장소에 모여 공연 문화

를 즐기기 보다는 해당 배우, 혹은 공인의 공연 등을 화상 서비스로 제공하여 생중계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를 통해 시청

자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후원, 혹은 결제를 통해 이전까지는 대형 공연장과 같은, 집 외부에서 즐길 

수밖에 없었던 문화생활을 집 안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2020년 11월 23일 진행된 뮤지컬 ‘땡큐 베리 스트로베리’의 경우, 네이버 TV에서 일정한 티켓 금액을 결제

한 사람들에 한하여 링크가 공유되어 뮤지컬 생중계를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공연을 끝마쳤으며, 12월 13일에는 뮤

지컬 ‘라 루미에르’가, 12월 17일에는 뮤지컬 ‘루드윅’이 동일한 방식으로 후원을 통해 공연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였

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 등이 동일한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많은 연극과 뮤지컬들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극을 진행하고 성공적 결과가 가능했던 것에는 기존 뮤지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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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가격이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15만원까지 책정되는 것과 달리 온라인 생중계의 경우에는 1만원 후반에서 2만

원 초반까지의 가격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격 하향은 온라인 매체의 비경합적 특성으로 인해 회

당 공연의 수용 인원 제한이 없어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클럽재의 특징을 살려 공연의 접근성을 높인 덕분이다. 

이처럼 비록 이러한 온라인 생중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금지 때문이었지만, 예술계의 새로운 장

점 인식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이후에도 온라인 생중계 공연 서비스가 대두될 것이라는 예측이 주목되고 있다.

나아가, 유명인 팬 미팅과 같이 실제 대면과 대화가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화상 통화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집 안에서

도 유명인과 통화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아이돌 그룹과 배우들이 화상 통화

를 통해서 팬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거주 지역이나 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소통 기회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K-POP의 

세계적 수출과 함께 모바일 팬 미팅은 팬 문화의 일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놀이문화의 장소적 제약의 탈피와 홈루

덴스적 놀이 문화가 증가하는 양상의 일종으로서 집의 장소성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설문조사

2020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간 중학생과 고등학생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코로

나19 확산 이후’를 묻는 모든 문항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날인 2020년 4월 9일을 기준으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

후 95.3%의 학생이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96.5%의 학생이 영화 및 드라마 시청, 온라인 생중

계, 온라인 화상 미팅, 음식 만들기, 홈 트레이닝 등과 같은 집에서의 놀이문화 경험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사례인 홈 쿠킹, 홈 시네마, 홈 뮤지컬·홈 팬미팅은 각각 32.6%, 45.3%, 44.8%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과 비교

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서 경험한 감정을 높은 빈도순으로 4개를 고를 것을 묻는 문항에서는 ‘안도하는, 편안한

(68.6%)’, ‘허무한, 허탈한, 체념한(62.8%)’, ‘심란한, 착잡한, 답답한(59.3%)’, ‘쓸쓸한, 외로운, 소외된(59.3%)’로 

부정적인 감정이 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나만의, 개인적인, 사적인’과 같은 개인주의적 정서와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의’와 같은 공동체주의적 정서 중 어떠한 정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75.6%가 

개인주의적 정서가 두드러졌다고 응답했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나타난 홈루덴스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 인한 집의 장소성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외출을 지양함에 따라 개인의 주거지 거주 시간이 증가했으며, 개인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집을 자율적이고 유동적으로 디자인하며 집의 장소성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기존

의 집이라는 공간적 개념의 변화와 달라진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의 일환인 집이라는 공간을 정의하고자 했다. 최근 집

이라는 공간에 여가 활동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다면적인 공간적 층위가 더해지는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집이라는 공간의 장소성과 그 안에서 개인이 가지는 집에 대한 인식 및 심리와 한계를 설문조사에 따른 

시론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집은 일터, 학습터, 놀이터, 쉼터, 만남터 등으로 기능이 분화되고 있다. 그 중

에서도, 홈루덴스족에게 집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나만의 아지트이자 내 취향을 오롯이 실현하는 공간이

란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홈 쿠킹과 DIY 상품 등 직접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사람들이 찾게 된 것은, 흰 도화

지 같은 공간을 나의 것으로 채워가는 의미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만을 위한 공간을 스스로 창조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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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취미, 핸드메이드라는 해시태그 속에는 코로나라는 삭막함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같은 생기를 불어 넣는 주체성이 

담겼다. 

코로나 확산 이후 집에서 경험한 감정 중 안도감, 편안함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하

던 집에서 홈루덴스를 경험하며, 개인이 집에서도 충분히 여가를 즐기고 있으며 집이 자유로운 나만의 공간으로 잘 기능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2, 3, 4위가 허무감과 답답함, 소외감의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현재의 홈루덴

스가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 먼저, 최근 급증한 홈루덴스족은 단순히 홈루덴스에 대한 관심 증가보다, 코로나 19라는 

강제적인 상황에 의한 비자발적 ‘집콕’으로 인한 양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자발적 홈루덴스족은 이러한 홈

루덴스 놀이문화가 본인이 원하는 소소한 행복 영위 방법이었으나, 비자발적 홈루덴스 족들은 어떻게든 집에서 그들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홈루덴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어

쩔 수 없는 결과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안도감과 편안함이 1위를 보인 것은 비자발적 홈루덴스족 역시 이러한 집 장소

성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의 원인으로는 개인주의적 홈루덴스 양상을 들 

수 있다. 현재의 홈루덴스 문화는 혼자서 여가를 즐기는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기에 여가

활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은 대체되지 못한 채 홈루덴스 문화에 부재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소외감과 답답함 

등의 심리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될 홈루덴스 흐름 속에서 이러한 소외감과 대인관계의 결핍을 충족시킬 새

로운 놀이문화 트렌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것의 한 사례로서, 거실 여행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사적인 영역

의 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집이라는 아늑한 공간에서 편안한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타인의 공간을 여행

할 수 있게 한다. 집은‘살롱’이라는 공간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되고, 이 곳에서 사람들은 소속감을 통한 상호 연

결성을 통해 대인관계 결핍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발전된 홈루덴스 문화와 대인관계 결핍을 해결하는 사례로서 심

리테스트의 유행이 제시될 수 있다. MBTI와 같은 심리 테스트는 본래의 자아 인식 기능뿐만 아니라, 같은 성격유형을 

지닌 사람들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경험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

러한 심리테스트는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 널리 유통되며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만큼 유행되고 있으며 이

로 인한 공감대 형성과 타인과의 소통은 공동체적 특성을 보완하는 해결책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연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왜냐하면 본 논문은 설문 조사의 응답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한정지었음에

도 응답자 대부분은 고등학생이었다는 점과 그렇기에 Z세대 역시 포괄하지 못하는 점은 Z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홈

루덴스 문화를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Z세대를 대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에도, 청소년층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 연령층에 완전히 적용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해

시태그가 전체 게시물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세 분야의 사례분석만으로 홈루덴스로 인한 집의 장소성 변화가 

생겨났다는 점을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보다 다양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넓은 범위로 

확장 가능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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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리, 환경, 미디어, 언어, 교육, 패션의 측면에서 뉴노멀 시대의 “위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조명하고자 진

행되었다. 심리적 차원에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축소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소외 아동에 대한 

재조명을 각각 위기와 기회로 규정하였다. 환경에서 시작되어 소외계층까지 이어지는 위험과 기회를 탐색하면서 지속적인 관

심만을 해결방안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비장애인 중심 뉴노멀은 장애인들에게 ‘기준의 폭력성’을 야기할 수 있으나 장애인 관

련 영상 콘텐츠 확산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선에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위험과 기회를 두 양상에서 고찰하였다. 나아가 

위기대응 슬로건을 분석하고 제노포비아 등 타 집단의 배제를 '위험'으로, 유대감 기반의 슬로건 가이드라인 유형화 가능성을 

'기회'로 규정하였다. 교육적 차원에서 원격수업의 일상화가 낳은 빈곤의 재생산을 위험으로 규정하고 ICT 조작법 및 정보 지

향적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패션의 측면에서 뉴노멀은 하이패션 권력의 집약체였던 실내 

런웨이를 도시의 공간으로 옮겨왔으며, 패션쇼가 루소 미학에서의 순수예술을 위한 극장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축제로 전

환되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뉴노멀의 위험을 새로운 사회적 약자의 생산과 배타성의 강화, 기회를 소외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단절의 극복 가능성으로 상정하였다.

키워드 :  뉴노멀, 코로나 블루, 마스크, 장애인, 위기대응 슬로건, 교육 격차, 축제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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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뉴노멀 시대 거시적인 사회의 양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진행되었다. “뉴노멀(New 

Normal)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특징을 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새롭게 등장할 기준이나 표준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와 그 이후 도래할 뉴노멀에 대한 연구의 지배적 흐름은 “위험”이라는 측면에 국한되어있다. 뉴

노멀 시대가 내포하는 위험성에 대해 고찰하며 암울한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다. 허나, 이는 본래 위기(危機)라는 

단어는 위험(危險)뿐만 아니라 ‘기회(機會)’ 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뉴노

멀 시대 우려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기회”를 조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위기라는 단어가 함

축한 본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렇게 도출한 뉴노멀의 위험과 기회를 체계화 및 단계화함으로써 새 시대

의 표준으로 정의될 뉴노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정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뉴 노멀 정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위험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한다. 이후 각 분야의 위험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살펴보고 기회들의 교집합

을 찾음으로써 앞으로 사회 변화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뉴노멀을 기반으로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갖는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뉴노멀로 빚어진 사회변동의 양상을 거시적 시론의 성격으로 다룬 이후, 각 분과별로 나타나는 뉴노멀의 

특징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규범의 정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심리, 환경, 미디어, 언어, 교육, 패션] 분

야를 세부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후 각 분과가 전환되는 방향의 수렴점을 포착한 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반적 제언

으로 연구를 마무리하려 한다. 연구 진행의 주 방법은 문헌연구 및 동시대 사료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로 하며, 

설문조사법을 일부 포함한다. 

Ⅱ. 본론

1. 코로나 블루로 인한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

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코로나 블루는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아동은 심리적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동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범위를 아동으로 한정하여 코로나 블루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하술할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중 본인이 직접 표본 수집 및 분석에 참여했던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은 안전한가?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수거한 802부를 활용하였

다. 지역별 응답 현황은 경기도가 1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138명(17.2%), 서울특별시가 1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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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강원, 전라, 충청, 울산 등 각 지역마다의 일정한 응답을 확보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친구관계(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

코로나이전 10 1.2 77 9.6 426 53.1 289 36.0

코로나이후 31 3.9 108 13.5 445 55.5 218 27.2

 친구들은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음

코로나이전 46 5.7 116 14.5 433 54.0 207 25.8

코로나이후 10 1.2 29 3.6 435 54.2 328 40.9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함

코로나이전 144 18.0 404 50.4 191 23.8 63 7.9

코로나이후 61 7.6 216 26.9 343 42.8 182 22.7

친구들과 관계가 

좋음

코로나이전 69 8.6 227 28.3 336 21.2 170 21.2

코로나이후 15 1.9 102 14.6 407 50.7 278 34.7

코로나19 전과 후 친구관계의 변화에 관한 응답결과는 <표 1>과 같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 응답이 코로나 이전에 89.1%에서  이후에 82.7%로 감소하여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이후 사회적 의사소통의 빈도

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힘든 일을 털어놓는 비율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코로나19와 정신건강(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코로나19로 인해 

더 스트레스를 받음
116 14.5% 339 42.3%  277 34.5% 70 8.7%

코로나19로 인해 

더 우울
157 19.6% 385 48.0%  224 27.9% 36 4.5%

코로나와 정신건강의 상관관계에 관한 응답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동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우울함

을 전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통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는 아동의 사회적 유대감 단절 및 우울감 증가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가 아동의 사회적 유대감을 감소시켰고 동시에 우울감을 증가시켰으며, 코로나 블루 현상을 발

생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체감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삶

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동이 가장 일반적으로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학교를 ‘평가만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은 설문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기존 사회적 관계와 

더 돈독한 우정을 다질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했다.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 가능성은 감소했지만,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

은 더욱 끈끈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더 먼 미래에 예상되던 원격수업을 앞당겨 경험해 봄으로써 교육의 패러

다임 전환을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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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것: 마스크의 양가성과 소외계층

우리사회에 “뉴노멀”이 도래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우리에게 “위험”으

로 다가오기도, “기회”로 다가오기도 한다.

뉴노멀 사회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 깨끗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장과 자동차가 멈춘 도시는 대기가 매우 깨끗해졌고, 곤돌

라가 멈춘 베네체아에는 물고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당장 대기는 깨끗해졌을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또 다른 

환경오염을 만들어내고 있다

마스크의 필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

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sbs 마부작침의 자료에 따르면 전년대비 플라스틱의 증가율은 

2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과 섞여있거나 재활용률이 매우 낮다. 또한 코로나 

감염자가 사용한 마스크는 소독 후 폐기해야하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폐기물 소독 폐기시설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인도나 여러 국가의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이 일반폐기물장으로 버려진다.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 쓰레기장에는 

재활용품을 주워 되파는 빈민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소독되지 않은 의료 페기물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실제로 

주사기 바늘 등이 널려있는 곳에서 5살 어린 아이부터 부모까지 온가족이 이 일을 하기도 하고, 부모가 이 일을 하는 경

우 가정으로 돌아갈 때마다 코로나가 우려된다고 한다.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뉴노멀의 우리의 인식은 이런 빈민층의 상

황, 환경에 대한 관심을 낮춰 오히려 또 다른 소외 빈민을 재생산하고, 문제를 만들어낸다.

반면 우리사회에 기회로 다가온 “뉴노멀”도 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던 계층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증가된 플라스틱 사용은 역설적이게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해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마스크를 녹여 의자를 만들거나 사하라 사막 남단에 100% 플라스틱 빈민가와 코트디부아르에 재활용 플라스틱 학교 

등도 지어졌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이어보자.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에도 관심이 부여되었다. 코로나19 이후 폭

발적으로 증가한 물류량으로 택배기사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이는 택배기사 인원증가나 주5일 작업 등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십 년간 내용물 분실 등의 이유로 우체국 택배 박스에 만들지 않았던 손

잡이도 만들게 되었다. 5호 이상의 소포는 큰 무게와 부피로 배달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데, 작은 손잡이 하나가 이

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 경우 중량물 하중의 1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완벽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문제도 생겨났다. 인천 라면형제의 사건으로 인해 방치되던 아동들이 코로나19로 인

해 더 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뉴노멀“은 환경에서부터 빈곤층까지 우리사회의 전범위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위험과 

기회에 분류된 사건들은 언제나 또다시 뒤바뀔 수 있다. 이보다 더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뉴노멀“에 적

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뿐이다.

3. 장애인의 사각지대와 영상 미디어를 통한 기회 확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은 매우 중요한 화제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뉴노멀 시대란 

사회에서 배제되는 또 하나의 경로가 추가된 것일 뿐이다.

장애인들은 코로나19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제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교과융합-PBL 우수산출물 발표 한마당 수상팀

새로운 위기(危機) : 6가지 키워드로 찾는 뉴노멀 시대 위험과 기회 23

감염취약계층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로 국한되었고, 장애인의 기본

적인 건강상태와 가구환경, 생활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 확진자 급증으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들은 받지 않자 주로 공공병원을 이용해 오던 취약계층들은 '의료 공백'에 처한 상황이다.

전국 장애인 단체가 코로나19 대응책을 요구한지 넉 달이나 지난 6월이 되어서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생존이 가장 위협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늘 한 발 늦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비장애인 

중심의 뉴노멀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장애인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해왔다. 재난 시 장애인을 위한 대피 훈련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훈련

에서 배제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규정된 높이 이하의 볼라드가 많아 다칠 위험이 크며 편의점에서 음식을 고를 때 점

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들이 보인다. 이에 뉴노멀 시대가 과연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아야 하며, 새롭게 정립된 기준이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소외계층을 생산하는 ‘기준의 폭력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뉴노멀 시대가 장애인들에게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영상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

면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여러 차별, 문제점들을 포착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특히 장애

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활약으로 장애인 인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각

장애인이 버스를 탈 때 어려운 점들을 다룬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의 사회 실험 영상을 보고 버스 운전 기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더 친절히 운행 하겠다’는 댓글을 달며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이 장애인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영상을 통해 깨닫고 장애인에 대한 시선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뉴노멀 

시대 미디어 확산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 장애인 관련 영상 제작. 영상 내 수어 통역 등 장애인 영

상 관련 지원 사이트 제공 등의 노력이 그 예이다. 

그림1. 시각장애 유튜버 사회실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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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대응 슬로건의 언어학적 분석; 제노포비아의 위험과 가이드라인의 기회

슬로건(slogan)은 대중의 행동을 조작 혹은 유도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짧은 문구이다. 오늘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를 목적으로 시민으로 하여금 안전한 삶을 장려하고자 슬로건이 활용되고 있다.

언어는 대중을 유도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행동유도성(affordance)을 가진다. 이를 미루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혼란스러운 대중의 아노미 상태를 규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돕는 도구로 언어와 슬로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뉴 노멀로써 위기대응 슬로건이 내포하는 위험과 기회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정부 주도의 위기대응 슬로건 중 일부는 “이웃에 대한 의심과 배척”, “주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치명적인데, 지속적 의심과 배타적 심리로 인해 국민은 상호간 신

뢰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마침내 타인에 대한 배타적 심리 및 지역사회 유대감의 약화로 이어져 지역사회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뉴노멀 시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세계화가 촉진됨에 따라 이러한 배타성이 또 다른 언어적 형태로 가시화될 것이다. 

뉴노멀 시대, 슬로건에 의해 드러날 배타성의 위험이 바로 “제노포비아”다. 제노포비아(Xenophobia)란 고대 그리스에

서 '낯선 사람이나 다른 것에 대한 적대감 또는 반감'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다. 이는 ‘우리’(동질성)와 ‘그들’(이

질성)을 구분하는 집단적인 심리형성을 통해 발생하는데, 언어적 슬로건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다. 일례로 특정 인종이

나 민족을 묵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보유집단”으로 낙인찍는 사례가 슬로건 아래에서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이는, 뉴노

멀 시대에 맞추어 ‘사회적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새롭게 정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하나의 기준 아래에서 편

협하게 명시되는 슬로건으로 인해 제노포비아가 가시화되고, 마침내 정상(定常)의 규정에서 배제되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뉴노멀 시대 언어학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위험 속에서 새로운 기회 또한 엿보인다. 사회적 약자의 재

생산을 막음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 위기 대응 슬로건 체계 고안의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즉, 뉴노멀이 낳는 배타성을 언어학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슬로건- 즉 언어의 뉴노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후 국민의 전반적 동의나 감정을 요하는 사회적 재난 사태 등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의 구체적인 가치 체계로써 우리 정부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자 행동 

지침, 강령의 역할을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슬로건의 고안을 가능케 할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적 재난 대응 체계로써의 언어 슬로건 뉴노멀>은 ‘유대감’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호 간 의심이 

아닌 ‘유대감’을 기반으로 행동유도성을 실현하는 위기대응 슬로건 체계를 마련해야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재생산 가

능성을 줄일 수 있다. 유대감의 존재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타 이웃에 대한 배타적 심리와 지역사회 단절을 일차적으

로 방지하기에, 타인에 의해 “배제된” 사회적 약자의 도출 가능성 자체를 축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적 재난 대응 

체계로써의 슬로건에 대한 뉴노멀을 체계화하는 작업은, 훗날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세계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강령으

로써 국민의 아노미를 사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접근의 의미를 가진다. 

빠르게 변화하는 뉴노멀 사회, 대중들은 아노미에 빠지기 쉽다. 언어학적 슬로건도 이러한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사회적 약자를 생산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에,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보다 구체화된 하나의 슬로건 가

이드라인 체계는 아노미의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ICT 발전에 따른 정보 격차가 낳는 교육 격차와 빈곤의 재생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미래 사회의 모습으로 예상하고 있던 원격수업의 일상화가 앞당겨지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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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디드 러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에듀 테크에 앞서 적응할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을 활용한 융

합형 교육을 위해 교실에서 BYOD 방식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기의 보유가 당연시되었고, 과거에는 교육

의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또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야 할 기본 소양이 되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기

를 보유하지 않거나 활용 능력이 없는 빈곤 계층의 학생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빈곤이란 물질적 자원의 부족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회참여나 관계망에 있어 결핍을 느끼는 

상태, 즉 사회로부터 ‘주변화’되어 경험하는 상황과 과정으로 정의한다. (김교성ㆍ노혜진, 2011) 빈곤층 학생에게 학교 

교육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알려져 있음 (이혜정, 2017, 101-140)에도, 그간의 선행 연구들은 빈

곤층 학생을 학습능력이 결핍된 존재로 재현하여 학교 현장에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혜정 (2017)의 연구는 실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중학생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참여관찰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

해 빈곤층 학생들에게 공부하고자 하는 구심력이 있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제대

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렇게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여건의 부재로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던 빈곤층 학생들은 최근 비대면 원격수업

이 뉴노멀화 되면서 ‘일상’에조차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사회적 불평등을 낳았던 디지털 정보 격차는 코로

나 19가 앞당겨온 디지털의 뉴노멀 아래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 시킨 것이다. 즉 디지털 교육 격차가 정보 격차로 이어

지고, 이는 또다시 교육 격차를 낳아 빈곤층 학생들의 계층 이동기회를 막음과 동시에 빈곤의 재생산을 야기한다. 이는 

뉴노멀 시대 교육 분야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겪고 있는 ‘위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교육의 디지털화에 따라 생기는 정보 격차와 빈곤층 학생의 교육 소외 문제는 코로나 19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제

시되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이전에는 기술 발달에 따른 혁신적 교육의 모습에만 주목하여 빈곤층 학생의 정

보 격차 문제가 주목받지 못하였다. 최근 코로나-19가 앞당겨온 원격학습의 일상화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지만 이

러한 정보 격차에 따른 사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20년 4월 원격 개학 이후 정부는 약 

31만 6000대의 스마트기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EBS 등 원격교육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에는 데이터 무료제공을 지원

하고,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의 빈곤층 학생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상 등교가 가능해지더라도 IC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 그리고 이에 따

라 생기는 정보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CT 발전에 따른 정보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

책적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보 사회가 불러올 수 있는 교육의 불평등 관련 문제 

전반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전자기기 대여 사업을 넘어 조작법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시스

템을 구축해야 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이 예측 불가한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빈

곤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대여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조작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음이 드러나기 때

문이다. 셋째, 정보통신기기 이용형태 및 생산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정재기 (2011)의 연구

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을 한다는 가설과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

을수록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을 촉진한다는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지털 기기의 물질적 제공과 조작법

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학습의 목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용하게끔 빈곤층 학생에게 있는 공부에 대한 구심력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이 없다면 정보 격차로 인한 빈곤의 재생산을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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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의 런웨이화와 루소 미학에서 축제의 가능성

예술은 순수예술과 생활 속 예술, 그 틈의 긴장에서 번영했다. 순수예술은 오로지 예술을 위한 예술, 고상한 예술이

다. 이를테면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저절로 엄숙해지고 멀찍이서 관조한다던지, 클래식을 들을때는 산만해지지 않게 가

지런한 자세로 감상하는 모습이 순수예술을 대하는 태도다. 반면 생활 속 예술은 어렵게 말하면 범속예술이라고도 하는

데, 수공예를 비롯해 찻잔, 주거를 위한 건축 등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예술을 일컫는다. 루소는 일상에서 괴리된 

순수예술을 다시 시민들의 공간으로, 즉 생활 속 예술로 가져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그는 1758년에 출판된 『달랑

베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혹은 성축일을 기념하는 종교적인 축제들은 자신의 조국 쥬네브 사

회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고대의 소박성’을 간직하고 있는 ‘시민의 축제’에 대한 생각을 제

안하고 있다. 특히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문화와 예술의 진보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연극 극장’의 설립은 변방의 작

은 도시국가 쥬네브에 마땅하지 않을뿐더러 이 도시의 순수한 풍속을 타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루소의 주장이다. 

(이충훈 2009) 연극 극장은 시민 사회 안에서 향유되어야할 예술을 고상한 것으로 격상시켜, 일상과 예술을 완전히 분

리시키기 때문이다. 반면 루소 미학에서 그가 추구한 ‘축제’는 일상적 즐거움, 이를테면 ‘술통을 사방으로 둘러 묶는 소

리, 포도를 따는 여인들의 노래소리, 소박한 악기 소리’등이다. 루소는 이처럼 시민의 축제를 통해 순수예술과 미적인 

것이라는 우상들에 저항했다.

한편,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패션쇼는 마치 하나의 극장과 다름없다. 지금까지의 패션쇼는 단선적, 평면적, 한정

적 공간인 런웨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런웨이는 대개 실내에 위치해있으며, 권위있는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주요 패

션위크에는 초대받은 권위자만이 입장할 수 있는 등 그들만의 고상한 무대가 펼쳐졌다. 루소가 분개한 예술과 일상의 

괴리, 그리고 엄숙한 극장의 성격이 근현대 패션계에서는 런웨이라는 공간으로 체현되고 있다. 하이패션이 일반 시민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 원인으로 이 패션쇼의 구조적 특성이 톡톡한 몫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뉴

노멀은 패션계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고상한 극장화 된 패션쇼는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패션에서의, 

패션쇼에서의 새로운 규범은 도시의 런웨이화로 집약된다. 한정되고 밀집된 실내공간을 더 이상 쇼의 장소로 채택할 수 

없게되자, 패션계가 내놓은 돌파구는 ‘도시 자체를 런웨이로 활용하자’였다. 발렌시아가의 2021 S/S 패션위크는 파리

에서, 모델들은 파리를 걷는 산책자 역할을 맡았다. 극장이 무너지고 패션이 삶의 공간으로,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아가

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고전적 런웨이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서울365패션쇼는 지난 

1월 송파구의 도서관에서 그 복도 통로를 런웨이 삼아 패션쇼를 펼쳤다. 서울시측은 시립미술관 전시공간 등 ‘불허구

역’이었던 곳에서 패션쇼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은 이와 같은 변화들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장소로서 도시는 현대인에게는 삶과 자아를 새롭게 찾는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 자연과 문화, 현대와 신화가 얽힌 변

증법적 의미 공간으로 대도시를 역사적 기억의 모델과 연관시켰던 발터 벤야민은 도시를 서술 가능한 대상 즉, 텍스트라

고 했다. 극장으로 집약된 패션 권력이 도시로 돌아갔을때 발생하는 문화적 영향을 도시의 특성과 연관지어 연구할 필요

가 있다. 한편 도시의 런웨이화 말고도 패션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나가려 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사례

는 이탈리아 브랜드 모스키노다. 사람이 모델을 한다는 통상적인 방법을 완전히 뒤집어 쇼 전체의 관중과 모델을 제작인

형으로 대체했으며, 의상 역시 인형의 크기에 맞추어 그대로 축소했다. 완벽히 사람이 없는 쇼로 SNS등지에서 큰 호평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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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결과

코로나19가 앞당겨온 뉴노멀은 일면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심화시켰으나, 동시에 그들이 원래 겪고 있

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켰다. 뉴노멀 시대에 새롭게 드러난 위기를 먼저 살펴보자. 이번 뉴노멀은 배타적 태도

와 구분 짓기를 촉발시켰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자 서로를 멀리하고자 하며, 신체적으로도 멀어지지만 

사회 전체의 유기적 연결망 또한 약화된 모습이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주거구역 등

에서 장벽을 세워 집단사이의 분절을 조장한다. 결국 계층간의 교류도 제한되어 사회적 소외계층의 재생산이 가속화된

다. 현대인들은 정서적 허기에 더욱 매몰되가고 있다. 한편, 뉴노멀 시대에서 찾아올 기회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 살펴보았듯 뉴노멀의 위기가 구분짓기를 초래했으나, 역설적으로 그만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시선도 

증가했다. 온택트를 기반으로 한 복지와 유대감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있다. 본론에서 살펴본 아동 및 약자의 코

로나 블루 문제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줌을 비롯한 실시간 쌍방향 미디어를 통해 유대감 회

복을 시도하고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해체 양상 역시 발견할 수 있다. 구분된 실내공간이었던 런웨이의 공간이 도

시 자체로 이동하게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폐쇄적 커뮤니티의 해체 및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였던 전통적 런웨이가 뉴노멀의 영향을 받아 전환되가고있다. 이 효과는 일종의 ‘우연적 필연성’인데,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려는 효과를 의도한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이 이 필연적 변화를 비교적 빠른 시점으로 당겨

왔다. 

뉴노멀 시대는 V자곡선에 놓여 있다.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감소 부분이라면,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것

이 상승 부분이겠다. 마스크를 비롯한 환경영역에서 촉발된 관심이 결국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조명으로 이어진 것

처럼, 뉴노멀시대에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의 변화가 보편화되어 일어날 것이다. 뉴노멀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고

찰한다면 정보격차와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언어학적 행동체계를 만든다면 다음에 

또 재난상황이 찾아왔을 때 언어의 뉴노멀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결론

1. 정리

2020년 지금으로서의 뉴노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당겼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뉴노멀의 생산이 끝나

는 것은 아니며 뉴노멀은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본 연구는 심리, 사회, 미디어, 언어학, 교육, 패션의 6가지 측면에서 뉴

노멀 시대의 사회 변화를 고찰하였지만, 이 외 다른 분야에서도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오늘날 사회는 

‘V 자형 사회’로 표현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등장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는 변화로 인해 악화된 상황에 체념하

고 적응하는 축소 지향적인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V자형 사회’는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진취적인 개념을 제시

한다. ‘V’자의 형태를 봐도 급격한 하락이 있지만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된다.

‘V’자의 형태에서도 급격한 하락 이후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되듯이, 뉴노멀 시대 사회에서도 다양한 위기를 불러왔

지만 결국 기회를 찾아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V자형 사회의 V는 처음에 Virus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뉴노멀 시

대 위기는 주목받지 못하던 다양한 사회의 사각지대의 문제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Variety(다양성), Vulnerability(취

약성)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 사각지대의 취약성과 위기를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심리, 사회, 미디어, 언어, 교육, 패션의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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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V자형 사회 속 위기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 사회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포착한 6개 이외의 분과를 다루지 못하여 결론을 일반화 하기 어렵다. 추후 보충연구를 통해 

사회 각 계층에서 나타나는 뉴노멀의 성격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한 뉴노멀의 특성을 위험과 기회라는 이분

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미진한 감이 있다. 위험과 기회 이외에 다른 측면으로도 사회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고찰 이후 통합적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거시적 시론의 성격에 그쳤

다는 한계가 있다. 뉴노멀 아래 하나의 사회학적 준거틀 아래 미시적 탐구를 거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위기 혹은 기회 중 한쪽 측면만을 강조한 기존 연구와 달리 뉴노멀 시대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새로운 

규범에 따른 사회 변동 방향까지 제언했다는 의의가 있다. 6개의 학문적 분과에서 드러난 뉴노멀의 특성을 관찰하며 사

회 현상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였다. 더불어 소외계층의 양상을 각 사회 분야들을 통해 비춰볼 수 있었다. 결이 다른 각각

의 구체적인 사회 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안에서 뉴노멀 시대의 하나의 공통된 사회 현상을 도출하는 귀납적 연구

를 통해 뉴노멀의 방향을 제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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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 사례인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 어려움, 이주민의 정보 소외, 청각장애

인의 코로나19 방역시설 이용 어려움 및 학습권 침해 문제를 분석하였고, 각각에 대해 현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통

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복지정책이 사회 취약계층보다는 일반 국민들에게 맞춰

져 있어 취약계층이 복지를 누리기 어렵다는 점과 취약계층 대상 지원정책 시행 과정에서조차 지원 대상의 어려움에 대한 파악

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혜자가 적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대적 평등 인식’을 사회 취약계층 대상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위에서 파악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상대적 평등 인식’

이 앞으로의 사회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뉴노멀’이 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코로나19, 뉴노멀, 사회 취약계층, 정보 소외, 학습권 침해, 상대적 평등 인식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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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동기 및 목적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 경제,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재택근무, 전자상거래, 온라인 수업 등 비

대면‧비접촉 문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예시 중 하나이다.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 요소가 되면

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이러한 변화들은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실업률을 증가시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생기는 소통의 부재 및 외로움으로 ‘코로나 블

루’를 겪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렇듯 코로나19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회 취약계층에

게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

하며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사회 취약계층이 겪는 피해를 연구한 뒤, 현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또 그 실효성은 

어떤지 분석할 계획이다. 사회 취약계층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은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그 실효성이 부족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더욱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 

현 정책의 공통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변화한 만

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책을 수

립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뉴노멀을 설정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변화가 생긴 만큼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예시로는 안전 민감증으로 개인위생을 중시하는 흐름에 맞춰 위생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현상,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화상 회의 프로그램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시에 사회

적으로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 되는 현상을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칭한다. 뉴노멀은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를 통칭하는 말로써 처음 사용되어 현재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 되

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사회 취약계층이 받는 피해에 주목하여 기존의 관련 정책

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시한 정책의 기준점이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 취약계층의 문제점 분석 

및 현 정책 고안이라는 주제에 맞게 이를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 다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사람들

이 사회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겪는 피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인식 조사를 위해 2020년 12

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국제고, 인천초은고 학생을 포함한 인천 지역 거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연구의 기초적 배경지식을 위해 뉴노멀과 코로나 시대에 대하여 탐구하고 본 연구의 논점으로써 기존 사회 취약계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떠한 새로운 피해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 문제, 

이주민 차별 문제, 청각장애인의 정보 소외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고령층, 이주민, 청각장애인은 모두 코로나1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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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생활 속에서 차별 및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새로운 문제점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이 가중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세 사례에 주목하여 새로이 맞닥뜨리게 된 문제를 분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앞서 연구한 사회 취약계층에 관련된 복지정책들을 살펴보고 현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파악

하였다. 이를 해결하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복지정책에 적용되어야 할 새로운 기준을 제

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구상하였다. 

Ⅱ. 본론

1.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1)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 부족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고령

층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

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정보화 수준은 고령층이 일반 국민 대비 64.3%에 그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

회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 역량과 정보 활용 수준 또한 일반국민 대비 각각 51.6%와 

63.9%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장소에서 QR코드를 통한 방문기록 시스템이 가동되고, 복지관과 같은 고령층 집중

시설에서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및 정보 배제가 심화되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기기 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된 현재와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및 비대면 산업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현재 디지털 기기 활용

법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가 공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 문제점이다. 

(2) 이주민의 정보 배제

이전에도 이주민들은 언어 차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었지만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필수적인 긴급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어, 개인방역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들이 이주민

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한국관광공사와 행정안전부가 외국인에게 긴급재난문

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지만 이는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였다. 

긴급재난문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알리는 개인위생과 질병 관리에 필요한 공적인 정보 역시 체류 

외국인의 다양한 모국어가 아닌 영어와 중국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2020년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한 이

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 이주민 총 640명 (1차 부산시 거주 이주민 333명, 2차 서울, 경기 

및 기타지역 307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으로 1차와 2차 모두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

적 피해를 66.6%, 65.7% 골랐고, 일상생활의 불편과 의료기관 이용 등 생활 관련 불편함에 이어 코로나 관련 정보 부

족이 전체 6위로 16.5%, 6.2%를 이뤘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 일상생활의 불편, 자녀 돌봄 등이 내국인에게도 나타나

는 어려움인데 비해 정보 부족은 이주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서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홍보의 부족 및 실질적 제도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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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각장애인의 방역시설 이용 어려움 및 학습권 침해

장애인은 기존에도 신체 유연성과 심폐기능 등 건강상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위급

상황 시 자력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지원이 부족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있어 큰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 이후 회복에 취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었다. (정태호, 윤누리, 박덕근, 2019) 이에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대처가 어렵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먼저 방역시설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웰페어뉴스 (2020.03.26)에 의하면 2020년 3월 25일 기준 전국 

611개의 선별 진료소 중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영상 전화기 또한 설치되어있지 않다. 이는 마스크로 

인해 입 모양을 읽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도 불가한 상황에서 큰 문제점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개인적으로 수어 

통역사를 동반하거나 수어 통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료소를 방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가 급증한 일부 지역의 청각장애인 단체에서는 관련기관에 ‘수어통역사가 상주하는 거점 선별진료소 설치와 상주하는 

수어 통역사를 위한 방호복 지원’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학습권 침해에 관한 문제도 심각한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서 비롯되었다. 청각장애인 학생

들 중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일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도구 이용되는 EBS 방송

에서는 자막만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청각장애인은 유

튜브로 보는 영상의 자동재생자막을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대학교에서도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학습권 보

장 지침이 별도로 없어 교재, 의사소통, 온라인 강좌 웹 접근성, 과제물 수행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

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 도우미가 문자통역을 하는 수준이거나 그마저도 지원되고 있지 

않아 교육권 보장이 미흡한 상태이다. (전근배, 2020) 

2. 현 정책의 문제점

(1)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역량 수준 및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매번 언급되었으나, 관련 예산은 2016년에는 71

억 4천만 원, 2017년에는 69억 2천만 원, 2018년에는 63억 9천만 원, 2019년에는 58억 8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의 1:1 매칭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집합정보화교육기관은 시 도별, 교육기관 수에 비

례하여 예산액을 배정하는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일수록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신청 및 선정 기관 수가 많아 

지자체별 예산액 편차가 큰 상황이다. 

한편, PC와 모바일 환경을 기준으로 기초적인 프로그램 활용능력과 경제 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기존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은 금융과 같이 일부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이나 수시로 화면 배열이 조정되는 어플리케

이션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금은 기존 프로그램마저도 코로

나19로 인해 대면교육과 방문 교육이 제한되면서, 교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보접근성 인증을 위한 각 기기의 

접근성 관리 임무 및 제도 등이 기기별･대상별로 관련 분야 및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수행 및 협력･보완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한다. 

(2) 이주민의 정보 배제 완화 정책의 한계

한국에서 정부의 공식 발표는 대게 한국어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 이주민들은 언어 및 사회문화적 장벽으

로 인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2020년 3월 11일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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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어 포함 13개 언어로 한국 생활 및 다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를 통해 코로나

19 예방과 관련된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누리 홈페이지에서는 거리두기 시행과 같은 기본적인 

안내 외에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비슷하게 행정안전부는 2019년 외국인을 위한 재난정보 안내 앱인 ‘이머전시 레디(Emergency Ready)’를 개

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영어와 중국어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주민들이 가장 먼저 참고하는 법무부 출입국·외

국인 정책본부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되고,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 등 일부 공지를 제외

한 정보들은 주로 영어, 중국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이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자와 체류, 입·출국 관련 정보, 

외국인 감염자의 치료비 등 다양한 외국인 대상 정책의 세부 내용이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나 유관 정보

들이 이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3) 청각장애인의 방역시설 이용 및 학습권 침해 지원정책의 한계

청각장애인 학생들의 경우 현재 코로나로 인한 대부분의 원격 수업이 EB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학습 

영상과 자료를 제공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장애 학생들을 위해 자막과 수어, 점자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장애 유형에 

따른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학습물에 수어 통역이나 자막 등이 완벽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다. 자막 영상을 제공하는 과목도 한정적이고, 특히 수업 콘텐츠의 제작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한 영상을 제작해야 하

지만, 비장애인이 중심이 된 수업 콘텐츠다 보니 추후에 자막이나 점자 자료 등을 제작한다 해도 그 내용을 완벽하게 전

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부 청각장애인은 선생님의 입 모양을 통해 수업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환경이라는 특성상 입 모양이 명확하지 않고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증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들리는 잡음 때문에 원활한 강의 시청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3.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유권자를 의식한 다수에 치중한 복지정책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대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산업일반 업종 

지원책과 관광 및 공연과 문화예술 산업 지원책 등 다양한 지원 전략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복지

정책이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의 사회적 소수자보다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치중되어 있기에 사회적 소수자 및 약

자들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다수결이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대의제 하에서, 엘리트의 권력독점 현상에 의해 소수자의 배제는 심화되고, 특히 한국 정치 상황에서 단순다수득표에 

의한 승자독식이라는 대의제의 다수 지배주의 강화 현상이 이런 소수자의 배제를 영속시킨다. (김준형, 2002) 코로나

19의 대응에서도 이런 소수자에 대한 배제성이 나타난다. 고령층은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이주민들은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관련 공식 발표와 재난문자 등 정보에서 

배제되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 서비스의 부재로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2) 실질적인 정책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부족

코로나19와 관련해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

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0년 3월 11

일 여성가족부에서 이주민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에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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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으나, 아직도 다누리 홈페이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같은 기본적인 안내 외의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 뉴스 등의 방송에서 수어 통역 화면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

위원회에서는 2020년 2월 28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정부의 공식 브리핑에 대한 뉴스 화면 송출시에 반드시 수어 통역

사를 화면에 포함 시킬 것을 방송사에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음에도 정부의 공식 브리핑 화면을 제공하는 지상

파 방송에서의 정확한 수어 통역은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시행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코호트 격리’ 

등 의학용어나 생소한 용어의 경우 수어만으로 뜻이 잘 전달되지 않고, 사전준비 없이 즉석에서 진행되기에 수어 통역과

정에서 실수나 오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흡하고 부족한 정책의 단계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제대로 된 복지혜택과 서

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보여주기 식의 

이름뿐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1. 정책 제안

연구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은 사회 취약계층보다는 다수의 유권자인 일반인을 의식한 정

책이 대부분이며, 취약계층 지원 정책 시행에서조차 지원대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수혜자가 극소수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19시대에 사회 취약계층 대상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의 키워드로 ‘상

대적 평등 인식’ 을 제시하는 바이며 앞으로의 정책들은 이러한 기준에 맞춰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상대적 평등 

인식’이 앞으로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뉴노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 ‘상대적 평등 인식’의 의미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자는 것이다. 즉 일반인

과 사회 취약계층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 능력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

으로 정책을 수립 및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 국민을 위한 정책 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적극적으

로 추진해야 하며, 시행 과정에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지원 대상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령층, 이주민, 청각장애인의 피해 가중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정책 수립 방향성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한

다. 이에 따라 앞선 세 부류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상대적 평등 인식’이 적용된 새로운 복지 정책을 제안한다. 

(1)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관련 정책

➀ QR코드 사용법과 재난문자 알림 확인 등 코로나19가 확산된 현재 필수적인 활용능력은 주민센터 단위로 긴급 교

육을 실시한다.

②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 산업의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2) 이주민의 정보 배제 관련 정책

➀ 전달 빈도가 잦은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영어와 중국어로 실시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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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지역별 감염자 수 등은 기존 재난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인 ‘이멀전시 레디’를 통해 지도와 숫자로 도식화하여 제

공한다. 

➂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공적 마스크 구입안내 등 정부 방침은 이멀전시 레디 앱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영어, 

중국어 외에 국내 최다 거주 이주민 수를 기준으로 5개 국어로 제공한다. 

 

(3) 청각장애인의 방역시설 이용 및 수어통역 관련 정책

➀ 지자체 차원에서 수어 통역사를 일정 수 고용하여 수어 통역사가 상주하는 거점 선별진료소를 시 단위당 1개 이상 

설치한다.

➁ 수어 통역사 상주가 어려운 군 단위 진료소의 경우 영상전화와 립뷰 마스크 착용을 제공한다.

➂ 지상파 방송의 재난 관련 뉴스 및 방송에서 수어 통역 및 자막을 필수화한다.

➃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당일 재난 관련 정부 브리핑 수어 통역 화면을 오류를 수정하여 제공한다.

위와 같은 정책들은 기존과는 다르게 사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보다 적극적

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졌지만, 일상생활에서조차 불편함을 겪으며 

사회에서 더욱 소외되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위에 제시한 

정책개선의 예시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복지정책 수립의 기준인 “상대적 평등 인식”을 적용하여 정책을 보완한

다면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를 덜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피해에 대해 연구하면서도, 특히 기존에도 사회에서 소외되던 사회 취약계층이 

추가적으로 받는 피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수 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함으로

써 사회 취약계층이 현재 받고 있는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는 점도 우리 사회의 복지 정책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적 평등 인식’이라는 뉴노멀을 설정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러 사회 취약계층 중 단 세 가지만을 선택하였고, 그 선택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또 뉴스 기사와 논문을 주로 한 문헌연구방식으로 진행되어, 실제 사회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연구방법 상 한계가 있다.

3. 앞으로의 방향성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여도 사회 취약계층의 실질적 입장을 대변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 

취약계층은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를 겪으며 일상생활의 어려움 역시 가중될 것이다. 지속적인 소외현상은 최

종적으로 불평등이 심화 된 사회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정책 방향에 있어 앞서 제시한 ‘상대적 

평등 인식’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정책 보완을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룬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통

해 한국사회는 사회적 약자가 정부의 지원을 발판 삼아 보다 향상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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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천국제고 2학년 100명 대상으로 한 안전안내

문자 인식 관련 설문조사   

    (3) 새로운 안전안내문자 매뉴얼 제시

Ⅲ. 결론

  1. 연구 결과 및 정리

  2.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안전안내문자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실효성 

재고를 위해‘긴급안내문자 안내 매뉴얼’안전 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긴급안내문자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해 인

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더 나아가 실효성에 대한 문헌조사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사람들은 과도한 양의 문자로 종종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불감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했다. 또한, 안전안내문자의 차단 가능성 역시 증가할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안전안

내문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코로나 19 방역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

고자 뉴노멀 안전전략에 걸맞은 새로운 안전안내문자 매뉴얼을 제시하여 안전안내문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 가능한 방안

을 구상했다. 

키워드 : 코로나 19, 안전안내문자, 뉴노멀 안전전략, 안전불감증

I . 서론

1. 배경 및 연구 동기 

(1) 2020 코로나 19 현황 

2020년 12월 16일(보고서 작성 시점) 0시 기준 코로나 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

일 이래로 가장 많은 1,078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일상 감염과 집단 감염이 지속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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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단기간에 확진자 수가 하루 1,200명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본 보고서의 연구 대상인 안전안내문자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 19 관련한 핵심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며 확산 추세를 꺾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안전안내문자 서비스는 2004년 12월, 소방방재청 및 이동통신사 간의 관련 협정을 통해 강원, 경기 및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2)2005년 5월부터는 전국 단위의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함

께 접근성과 신속성까지 부합하는 대표적인 재난경보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안전안내문자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낸 사건으로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을 들 수 있다. 이에 각 

언론에서는 안전안내문자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는 기사를 발행하였고, 이는 안전안내문자 서비스에 대한 개

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 안전안내문자 급증으로 인한 안전불감증 문제

지난 경주지진(16.9.12)과 강릉산불(17.5.6) 등 재난 발생 시 CBS가 초동 대처 수단으로 주목받았고 다양한 사회재

난분야에서 CBS 문자 발송 소요가 폭증하는 등 더욱 효과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여기서 CBS란 휴대폰의 

기지국을 최소 단위로 하여 휴대전화에 방송형태로 문자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직

접 발송하는 국가비상사태,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 민방공 상황 정보 등을 제외한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사회 재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별다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직접 승인하여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자가 전국에 걸쳐 연일 발생하며 혼선을 겪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재난 문자 폭탄'에 피로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문제점

이 있다. 빠르게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에는 모두 동감하는 바이지만, 잦은 문자 발송 및 중복 메시지부터 불필요한 내

용의 재난문자까지 남발하는 것은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911건이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 문자 발송 횟수는 올해는 2만 6595건(9월 15

일 시점)으로 늘었다. 시·군·구 228곳이 올해 들어 1곳당 평균 116건씩 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확진자 발생 여부, 동선 등이 뒤늦게 재난문자로 발송되는 일도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아예 알림을 꺼놓고 있으며 과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3) 따라서 본 보고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급증하는 안전재난문자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을 통해 안전재난문자 서

비스가 국민의 안전불감증을 대두하는지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새로운 안전재난문자 전송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보고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안전안내문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안전불감증이 대두하는지를 파악

하고 매뉴얼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연구 대상은 인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명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및 

분석방법은 코로나 19에 따른 안전안내문자 서비스의 현황과 분석을 위한 문헌연구법과 급증하는 안전안내문자 서비

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법이다.

2) 정상구, 정우석, 이용태. 2020.『일본 재난문자 서비스 현황 연구』.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8-140.

3) 김치연. 2020.9.19. “QR코드 보여달래서 식당도 못 가"…코로나시대 소외되는 노인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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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적

(1) 안전안내문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들의 핸드폰에는 비슷하고 단순 방역수칙 정보만 제공하는 등의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의 

문자가 발송된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은 문자를 제대로 읽지 않고 넘기거나 수신을 거부한다.4) 

또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재난문자를 입력하면 차단 방법이 상위에 소개되는 등 재난문자 알람을 꺼두는 방법까지 공

유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문자를 차단할 경우 코로나 19 정보뿐만 아니라 산불, 지진, 산사태, 홍수 등 정작 중요한 정보

를 놓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안전안내문

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안전안내문자 실효성 재고

한 달에 2,500건 정도 발송되는 안전안내문자에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기 등 일상

적인 방역수칙 안내문자도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러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예방을 위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 문자 메시지’라는 안전안내문자라는 본질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재난문자의 실효성을 재고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3) 안전안내문자의 뉴노멀 안전 전략 제시 

지역별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안전안내문자 전송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보건소, 질병관리청, 약 17개의 지차체 등이 매뉴얼에 따라 안전안내문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전송하며 중복 문

자 발송, 빈번한 문자 발송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뉴노멀 안전 전략 제시, 즉 현

재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 가능한 안전재난문자 발송 대처 매뉴얼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Ⅱ. 본론

1. 연구내용

(1) 안전안내문자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 재난문자는 일상이 되었다. 우리가 평소에 모바일로 받는 문자는 정확히 말하면 ‘안전안내

문자’이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보면, 재난문자는 재난의 정도에 따라 위급재난, 긴

급재난, 안전안내 문자로 나뉜다. 위급재난 문자는 공습경보나 경계경보가 있을 때 알림 소리와 함께 발송되는 것으로 

전쟁에 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받아볼 일이 없는 문자이며, 긴급재난 문자 또한 테러가 있거나 방사능 물질 누

출이 예상될 때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표경수, 황우석, 정지혜.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대응정책 및 긴급재난문자 발전 방향」.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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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이후 유례없는 긴급 상황이 도래한 만큼, 재난문자 발송이 급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무분별

한 문자 발송으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와 이에 따른 문자의 효용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발송된 전체 재난문

자 3만 4,684건 가운데 84.4%가 코로나 관련 문자였다. 특히 전체 문자 가운데 중앙정부 발이 659건, 시도 3,785건, 

시군구 3만 240건 등 지자체의 발송량이 압도적이었다. 중대본이 이미 송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등의 

일반적 내용을 군청과 시청 등에서 중복적으로 다시 보낸 경우도 상당하다. 게다가 심야 시간인 오전 0시부터 6시 사이에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등의 긴급한 내용을 알리는 내용이 아닌 문자가 발송돼 시민들의 잠을 깨우는 일도 잦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송출 금지 사항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구체적으로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 홍보 사항, 심야시간의 경우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을 

비롯해 중대본, 지자체간 중복 메시지 등에 대해서 발송을 제외토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겠다며 규정 개정 시한은 올해 

말로 제시했다. 불필요한 지자체 발(發) 코로나 재난 문자 등을 줄이는 대신, 태풍이나 호우, 산사태, 산불, 홍수 등과 같

은 필수 안내 문자는 빠뜨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에 코로나 등 재난문자 발송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

에서 문자 발송에 대한 더 강한 통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2005년 소방방재청이 각 통신사들과 재난문자 무상사용 협약을 맺은 이후 재난문자 발송에는 예산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문자를 보내면 자칫 ‘긴급성’이라는 재난 문자의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현상 유지성 정보를 매일 받다보면 정말 중요한 재난문자가 와도 안 볼 

수 있다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안전안내 문자는 최대한 발송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차단하면 긴급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내주는 긴급 상황 공지를 받을 수 없어, 정말 위급할 때 낭패를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난문자 수신을 차단하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을 경고하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정말로 재

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국민들은 불편하더라도 긴급재난문자의 수신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2) 안전안내문자 인식 관련 인천국제고 100명 대상 설문조사  

안전안내문자의 수신에 따른 안전불감증 및 국민들의 피로감 증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보다 명확하게 수치화하고

자 인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안전안내문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① 설문조사 응답 내용 

<그래프 Ⅰ-1> 안전안내문자 수신 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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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내문자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알고 있다는 학생이 96%, 모르고 있다는 학생이 4%임을 보아 안전안

내문자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전안내문자를 받아본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97%의 설

문응답자가 안전안내문자를 받아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관련 정보를 안전안내문자를 통

해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도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프 Ⅰ-2> 안전안내문자 빈도수와 관련 인식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빈도수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1~5회가 44%로 가장 많았고, 6회~10회가 36%를 차지하였으

며, 11~15회가 12%에 해당하였다. 하루에 16회 이상 받은 비율은 5%가 응답하였다. 

안전안내문자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의 대답을 한 비율이 33%, 부정의 비율이 35%, 보통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32%를 차지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부정의 비율이 더 크게 조사되었고 긍정, 부정, 보통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고르다는 점을 보아 안전안내문자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래프 Ⅰ-3> 안전안내문자로 인한 피로감과 원인

안전안내문자로 인한 피로감에 대해 설문 결과에서는 긍정의 대답을 한 비율이 66%를 차지하였고, 부정의 비율은 

25%를 차지하였다. 피로감의 원인으로는‘잦은 알람’, ‘단순방역수칙 안내’, ‘지자체 간 중복 메시지 내용’,‘거주지역 외 

타지역에 대한 과다한 정보’, ‘기타’가 각각 77.6%, 29.4%, 24.7% 17.6%를 차지하였다. ‘기타’ 항목에서는 야간 시

간대의 문자 발송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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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Ⅰ-4> 안전안내문자로 인한 안전불감증과 차단 경험

안전안내문자로 인한 안전불감증을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의 비율이 50%, 부정의 비율이 30%를 차지하였다. 마지

막으로 안전안내문자의 차단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24%의 응답자가 차단하였다고 답하였다. 

위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 따라 급증하는 안전안내문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의 결과를 종

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국민들은 과다한 수신으로 종종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불

감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안내문자의 차단 가능성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안전안내문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코로나 19 방역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것이다.

(3) 뉴노멀에 안전안내문자 매뉴얼 제시

<표 Ⅰ-1> 긴급안전안내문자 운용 매뉴얼

긴급안전안내문자 운용 매뉴얼

작 성 일 2020-12-18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각 지역 보건소, 특정 17개의 지차제

(1) 안전안내문자 시스템은 SMS 서비스가 

아닌 CBS 서비스로 일괄 진행한다. 

1회의 송출로 선택 지역 기지 국내 모든 고객에게 동시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과 동시송출로 실시간 정보 서비스 및 위치기반의 기지국별 정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안내문자 시스템은 CBS 서비스로 일괄 

진행한다. 

(2) 23:00~06:00 사이의 야간 시간대 경우, 

코로나 19 관련 재난문자 전송을 

최소화한다. 

안전재난문자 전송 제한 시간은 23:00~06:00로 제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내에서 확진자 관련 긴급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야간시간 안전안내문자 전송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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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1)은 SMS 문자 방식에서 CBS 문자 서비스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하여 동시 전달 방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안내문자 발송을 위함이다. 매뉴얼 (2),(3),(5)에서는 잦은 알람으로 인한 안전재난문자 기피 현상 및 안전불감증 

문제 해소를 위한 전송 시간 제한 설정, 그리고 담당 기관 구조 변경을 통한 메시지 혼선을 방지했다는 의의가 있다. 

5) 보건소. 2018.12.18. “감염병-사용자매뉴얼_보건소_집단발생보고관리”.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본부. 2018.12.18. “감염병-사용자매뉴얼_질본_집단발생보고관리”. 질병관리청 .

6) 박효주. 2020.5.21. “라이벌 '애플·구글' 코로나19 추적 힘 합쳤다” . 《머니투데이》  

7) 김익현. 2020.5.26. “애플·구글은 코로나19 접촉자를 어떻게 추적하나” . 《ZDNETKOREA》

8) 권양섭, 차상욱 2020.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방역 과정에서의 위치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3) 중앙담당부서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며 

주요한 확진자 경로 및 인적정보는 

질병관리청이 담당하여 메시지 중복의 

혼선을 방지한다. 

안전안내문자 관련 중앙담당부서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주요 확진자 

동선 및 정보는 질병관리청이 담당하여 문자 전달을 진행한다.5) 그 외 단순 

방역 수칙 전달 안내 문자는 각 지자체 및 보건소가 담당하여 기관들 간의 

메시지 중복의 혼선을 방지한다.

(4) 거주하고 있거나 이동 중인 지역 외 

타지역에 대한 무관한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하고자 부처 간 블루투스 기반 GPS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감염병 추적을 위한 블루투스 기반 API 기술을 활용하여 단말기 

소지자로부터 감염병의 확산 거리를 포함한 그 바깥까지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단순히 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당 신호를 수신한 사람만 검사를 

받고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6)

(5) 단순 방역 수칙 정보 발송은 각 지차체 및 

보건소 간 일일 2회로 제한하며 무분별한 

문자 발송을 경계한다. 

각 지자체 및 보건소는 자율적으로 안전안내문자 전송에 관한 권한은 

유지하되 단순 방역수칙 정보 발송 횟수를 2회로 제한하여 문자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 누적을 예방한다. 

(6) 안전안내문자 발송에 한계가 있는 

정보소외계층의 경우 신청 시 웨어러블 

기기 대여 제도를 확대하여 코로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스마트폰 기반 노출 알림 시스템을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을 설정한 후 기기 대여를 신청받아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정보소외계층에게 보다 빠르고 간편한 안전안내문자 발송을 진행한다. 

(7) 확진자의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복 기간 최소 1주 최대 2주가 지난 후 

확진 정보가 의미가 없다고 행정안전부가 

판단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폐기를 

진행한다. 

웨일즈 병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19 평균 잠복기(incubation 

period)는 7.4일이다. 따라서 최소 1주 최대 2주의 시간이 흐르고 

행정안전부가 불필요한 확진 정보라고 판단 시 확진자의 개인정보 폐기를 

진행한다.7) 

(8) 확진자에 대한 확진 정보를 파악할 시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확진자에게 확진 정보 수립 시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며 개개인의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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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4)에서는 최신 블루투스 기술 개발을 통해 거주지역 외 타지역 안전안내문자 전송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는 의의가 있다. 매뉴얼 (6)를 통해 안전안내문자가 대부분 모바일 기기로 전송되어 정보소외계층은 동일한 양의 정보

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극복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매뉴얼 (7), (8)에서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확진자 정보공개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Ⅲ. 결론

1. 연구 결과 및 정리

본 연구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안전안내문자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을 통해 안전안내문자 서비스가 국

민의 안전불감증을 대두하는지를 파악하여 새로운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안전안내문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실효성 

재고, 뉴노멀 안전 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발송되는 안전안내문자의 문제점은 명확하며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단순 정보 안내가 다수 발송되어 홍

보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심야 시간에 문자가 발송되는 일도 잦은데, 이는‘긴급성’이라는 재난문자의 효용까지도 떨어뜨

릴 수 있다.9) 이로 인해 안전안내문자 수신 차단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안전안내문자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도한 양의 재난문자 경보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다.10) 모바일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해 국민 개

개인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재난문자의 의의가 퇴색해버린 것이다. 의미가 없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문자 발송이 지속

된다면 코로나 19 사태뿐만 아니라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등의 재난 시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문자가 제대로 기

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문제점은 인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파악되어 안전안내문자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과 안전안내문자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

이 한다.

셋째,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안전안내문자 운용 매뉴얼’을 제안한다. (1) 안전안내문자 시스템은 

SMS 서비스가 아닌 CBS 서비스로 일괄 진행한다. (2) 23:00~06:00 사이의 야간 시간대 경우, 코로나 19 관련 재난문

자 전송을 최소화한다. (3) 중앙담당부서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며 주요한 확진자 경로 및 인적정보는 질병관리청이 담

당하여 메시지 중복의 혼선을 방지한다. (4) 거주하고 있거나 이동 중인 지역 외 타지역에 대한 무관한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하고자 부처 간 블루투스 기반 GPS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5) 각 지차체 및 보건소의 단순 방역수칙 정보 발송은 

일일 2회로 제한한다. (6) 안전안내문자 수신에 한계가 있는 정보소외계층의 경우 신청 시 웨어러블 기기 대여를 통해 

코로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7) 확진자의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복기간 최소 1주 최

대 2주가 지난 후 행정안전부가 확진 정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시 개인정보 폐기를 진행한다. (8) 확진자에 대한 확진 

정보를 파악할 시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본 보고서에서 새롭게 고안한 <긴급안전안내문자 운용 매뉴얼>은 현재 발생하는 안전안내문자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극복하며 이를 통해 뉴노멀 전략을 제시하고 코로나 방역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9) 황인표. 2019. 「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 활성화 방안」. 국토, 13-18

10) 김재섭. 2020.11.26. “전세계에 ‘K-방역’ 보여준 24시간 알림 문자”.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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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현재 실시되는 안전안내문자 서비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 및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코로나 19에 

대한 국민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보고서의 연구 대상은 인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명이므로 표본이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긴급안전안내문

자 운용 매뉴얼’을 실행할 때에는  코로나 19 방역의 역량을 고려한 충분한 양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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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와 정신질환 실태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제도 분석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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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신질환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

    (4)해결방안 제시

Ⅲ. 결론

  1. 정리

  2. 한계점 및 보완할 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무기력증, 우울감, 고립감 등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코로나 블루’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치매, 실어증 등의 중증정신질환만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일반적으로 다수가 겪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경증정신질환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람들의 정신질환 경

험여부, 관련된 인식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결과, 코로나 블루와 같

은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약 70%로 대다수였지만, 정신과 상담을 희망하는 비율은11.3%로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또한 정

신질환에 대한 오해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어 이를 토대로 사람들의 정신질환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대상자 

중 4명을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신질환에 대해 인터뷰 당사자중 3명은 긍정적, 1명은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인터뷰 당사자의 주변인들은 정신질환과 정신과 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다양한 경증정신질환까

지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일반 사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 인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둘째, 정신

질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하는 국민건강검진에 정신과 관련 상담 과정을 새롭게 보편화한다. 

셋째,  남용의 위험이 있는 상법 732조의 대상자를 한정하고, 적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람

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선진국의 다양한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코로나 19 펜데믹 시기뿐

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뉴노멀’을 수립할 수 있다. 

키워드 : 뉴노멀, 코로나 블루, 정신질환, 국민건강보험, 사회적 인식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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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동기

(1) 코로나 블루와 정신질환의 실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 및 국

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2020년 12월인 지금까지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장기전에 돌입했다. 밖에서의 만남을 

줄이고, 최대한 외출을 금하는 등의 새로운 생활 습관을 형성하게 만든 원인인 코로나 19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 ‘코로나 블루’가 등장했다. (이은환. 2020) 

이은환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의 2020년 연구 결과, 전국 15세 이상 전체 응답자 1,500명 중 47.5%가 코로나19

로 인해 ‘다소’ 또는 ‘심각’ 수준의 불안/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특히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불안/우

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59.9%로 가장 높으며, 계약직 근로

자 53.4%, 중고등학생 46.8%, 무직자 46.7% 순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12월 15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199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와 불합격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56.7%가 일명 ‘코로나 블루’를 겪는다고 답했다.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응답자 82.8%는 불합격 후유증

을 심각하게 겪고 있었으며, 코로나 블루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마인드가 불합격 후 구직자들의 감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증이 한국 사회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우울증을 포함한 정

신질환 국내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진료 빅데이터를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용욱, 예방의학과 조민우 교수팀이 분석연구한 결과,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우울증 환자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코로나 블루는 한국사회의 존재하지 않았던 우울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

부터 존재해왔던 우울증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계기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국 사회의 우울증은 통계청 자료에 따

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청,중년층 연령보다는 15세~19세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학업 및 입시 스트레스, 독거노인의 비율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Peter Singer의 Ethics in the real world(2017)에 따르면, 현재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단순 신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부정적인 시작으로 바라보고, 이에 정신질환 환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실

을 다니는 것을 감추려 한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갖고 있다. 대부분

의 사보험에서는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가입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고, 심지어 국가

가 주도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정신질환이 적절히 보장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신질환 역시 신체적 질환만큼 심각한 

병이다.  Peter Singer(2017)는 2020년 우울증은 심장질환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병이 될 것이라 예측 하였

다. 우울증 역시 신체질환처럼 치료한다면 쉽게 좋아질 수 있지만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때문에 치료하지 않다가 악화

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코로나 블루 등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 사

람이 많아지고, 이에 앞으로 정신 질환은 점점 더 큰 문제가 될것이다.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장기간의 펜데믹으로 사람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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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통제된 하루하루에 지쳐 정신적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구체적

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정신과 상담과 같은 치료를 받았는지, 그 

결정과정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신질환이 더 이상 기존의 편견에 갇히지 

않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정신질환에 대한 인

식을 개선시키고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정신질환 문제에 대응

하는 하나의 ‘뉴노멀’을 수립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코로나 블루 등 우울증 및 정신질환에 관련된 기초 지식과 현재 한국 사회의 이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서적 뿐 아니라 논문 등의 선행연구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와 관련된 1차자료를 얻기 위해 2020년 12월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106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서는 성별, 연령대 등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으로 코로나 블루를 비롯한 우울증 경험 여

부, 이로 인한 정신과 상담 희망 여부 및 실제로 정신과 상담 경험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을 통해 이들 사이의 차이 및 관계

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후 설문에서는 정신질환의 정의를 부여한 후,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

들로 선지를 구성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정신질환 및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후, 코로나 블루 등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설문 대상자 중 2명,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설문 대상자 중 2명을 선정해 정신질환 및 정신과 상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3. 연구목적

‘곧 괜찮아지겠지.’ 라는 기대들이 무색하게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 삶에 전반적인 변

화를 이끌고 있다.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고, 컴퓨터와 휴대폰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규칙적이던 생활패턴도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코로나 블루' 경험 여부, 국민이 자각하는 정신질환의 인식, 현재 사람

들의 정신건강 상태 및 정신과 상담 여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코로나블루를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

한 오해를 풀고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고자, 그리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여러 

파악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코로나 블루라는 사회적 현상 분석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 보장 확대방안 제시

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 및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1) 코로나 블루와 일반적인 정신질환 실태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3) 정신적 질환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

(4)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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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1) 코로나 블루와 일반적인 정신질환 실태

①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블루를 겪었는지의 여부를 5점 척도를 통해 설문한 결과, 71.7%사람들이 코로나블루를 경험하였다고 답하

였다. 

<Graph 1> 코로나 블루 경험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② 문헌연구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성 연령별 우울증 진료’가 코로나19의 진행기간 동안 

38.7%가 늘었고, 보건복지부의 ‘2019~2020년 상반기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대 여성 자살률은 지난해 대비 43% 급

증했다. 또한, 2020년 자살 충동 및 자살 충동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에 전체 답변 중 약 5%정도가 자살 충동을 겪은 적

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정신질환 및 불안감, 외로움 등 정신건강에 이상과 관련된 이유가 32.4%로 경제적 이유 

(36%)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모색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9월 4일 ‘코로나 시대의 자살예방’을 주제로 정책 웹 세미나를 개최한 사례도 있다.

(2)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① 설문조사 

<Graph 2>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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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관한 대표적 오해 7가지에 대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복수 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정신 질환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정신질환은 마음의 병이다’, ‘정신질환 환자

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정신질환 관련 진료는 기록이 따라다녀 취업에 불이익이 생긴다.’가 각각 전체 응답

자의 67%, 21.7%, 17.9%로 1~3위를 차지했다. 

위에서 나타난 정신질환에 관한 잘못된 인식은 실제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의 치료를 어렵게 한다. 정신 질환 증상의 

유무와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의향에 대해 설문한 결과, “코로나 블루를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

가 35.8%, “매우 그렇다”가 10.4%로 “보통”인 26.4%를 제외하면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

한 반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에 긍정적 응답을 보인 응답자는 11.3%에 그쳤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지 

않다”에 답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가는 것이 꺼려진다”, “사회적 시선이 두렵다”, “실제로 코로나 블루가 아닌

데 오버하는 기분이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고 싶었다고 응답한 11.3%

의 응답자 중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응답자는11.3%의 25%밖에 되지 않았다. 

정신과 치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너무 바빠서

정신과 병원 가기가 무섭다.

코로나가 끝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정신과 병원이 꺼려진다.

<Table 1> 코로나 블루를 겪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지는 않은 이유

너무 오버하는 기분이라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서

코로나 상황으로 외출이 꺼려졌다.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방법을 잘 몰랐다.

가는 게 그냥 꺼려진다.

<Table 2>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지만 받지 않은 이유

② 면접

코로나 블루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4명의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대상자의 익명성의 위해 

코로나 블루를 겪은 사람 2명을 A,B로, 코로나 블루를 겪지 않은 사람 2명을 C,D로 칭하였다. 먼저 코로나 블루를 겪은 

A의 경우에는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우울증, 조울증이 동반해서 찾아왔다고 하였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며 A의 우울

증도 점점 악화되기에   “코로나 블루가 진짜 있긴 하냐” ,”그냥 의지박약인거 아니냐” 라는 반응도 많았다. 또한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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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A 본인의 경우에는 정신과를 다니며 잘 

치료를 받았고, 그렇기에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주변사람들은 확실히 정신질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단지 의지 박약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물론 A가 정신과를 다니며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긍정적 인식을 갖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아직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B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고,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증세

가 악화되었다. 정신과 치료 결정 과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려 했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답했다. 내역이 남는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때문

이다. 그렇지만 B씨는 본인이 너무 힘들기에 정신과에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았고, 현재는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B씨도 정신과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 경우 역시 주변인들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당사자는 정신과 

치료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고있는 경우이다.

 C의 경우에는 코로나 블루를 겪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면접을 진행하였다. C는 어린시절

부터 많은 봉사활동의 경험 덕분에 감기와 정신질환은 동급의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만큼 정신질환에 대해 열려

있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D의 경우에는 중학교 시절 주위 정신질환을 가진 친구와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며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아 정신

질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였다.  

총 4명의 면담을 진행하며 물론 몇몇 개인은 정신질환에 대해 따로 긍정적으로 인식했지만, 아직까지 그 주변의 사람

들은 정신질환, 정신과 치료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3) 정신 질환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

① 불명확한 보험 인수11) 기준

다른 질병보다 정신질환에 대해 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보험 인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정신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대부분 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뿐

만 아니라 경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인수가 거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까지 정신 질환에 대한 보장 상품이 없

었고, 그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내부 통계가 미비해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정택 외2명, 2018) 이로 인해 정신질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험 인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경증 정신질환도 

정확한 인수 기준 없이 위험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실손의료보험제도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우울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경증정신질환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까지 들여다보면, 보장

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한화, MG 등의 손해보험에

서는 우울증, 조울증, 기억상실, 편집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장애와 같은 질

환을 보장하고 있으나,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일시적 불안,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 가능한 질환 위주의 보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

면,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크게 치매, 실어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만을 보험 대상에 

11)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실 담보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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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즉, 정신질환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원칙상 국민건강보

험으로는 진료비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③ 의료급여 환자 서비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형태인 의료급여제도와 사회보험의 형태인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분리되어 

있기에 같은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어떤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실제로, 의료

급여환자의 경우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서비스 제공량이 적게 나타나고, 재입원률이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정신질환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사이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형평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숙, 이해

림. 2016)

④ 상법 732조의 남용

상법 732조는 “심신 미약자와 심신 빈약자의 생명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그 자체로 

이미 장애인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또한 이 조항은 장애인 차별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 차별 근거로 활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민간 보험사에서 심신 미약자로 규정하고 

상법 732조를 근거로 가입을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국민들에 대한 차별과 회피라 할 수있다.  물론 신체적인 질병으로 큰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 가입의 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특히 정신 질환에 관해서는 정신과 진단 받은 사람들을 대부분 심신미약자로 판단하여 보험 가입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차별이 더욱 심한 것이 현실이다.

(4) 해결방안

위 연구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크게 4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중증정신질환(치매, 조현병, 실어증 등)뿐만 아니라 우울증, 조

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나 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경증정신질환 또한 보험에 적용되도록 그 범위

를 넓히는 것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보장해주고 있는 상

병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비정형 치매 등등의 치매와 원발형 실어증, 고립성 실어증 등의 실어증만이 전부

이다. 이외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신 질환에 대한 보장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

라 일반 사보험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 인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보험 

인수 과정에 있어 불명확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수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로 경증 정신질환자까지 보험 인

수를 거부당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검진에 정신과 관련 진단 및 치료를 포함시키고 대상을 확대시킨다. 현 제도에서

는, 생애전환건강진단 대상자인 만 40세, 66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기분장애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데,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10대부터 그 징후가 발병하는 것을 고려하면, 만 40세에서만 이루어지는 우울증에 대한 검진

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검진에서도 만 40세, 66세 때를 제외하고는 정신질

환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 19세 ~64세 세대주 중 짝수연도 출생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건강검진 대

상자에 대한 정신 건강 진단을 포함시키고 나아가 우울증 및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과 진료의 연령층이 영유아, 소아 청

소년, 청장년층, 노년 및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검진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질환을 

대비하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러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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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상법 732조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두어야 한다. 위 법안 자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큰 논란이 있었던 

법안이다. 따라서 법안 폐지도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부분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상법 732조의 대상자를 한정하고, 적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보험 인수 기준이 아닌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발생되는 정신질환자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영국의 ‘Defeat Depression’, 뉴질랜

드의 ’Like Minds, Like Mine’ 의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Defeat Depression 은 영국에서 1992~1996년까지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TV , 신문 등을 통해 우울증과 관련된 정보와 치료법,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며 우울증

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하였다. Like Minds, Like Mine은 실제로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유명인과 일반인들이 대

중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대중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선진국에서는 우울증,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이해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대중들의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나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대중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1. 정리

코로나 19가 팬데믹으로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상태는 악

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수도권 지역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1.7%사람들이 코로나블루를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증, 고립감 증대, 수면장애, 지속되는 불안감, 답답함 등

을 느끼는 사람들이 전체 설문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정신과 상담의 희망 여부를 묻는 

설문항목에서는 오직 11.3%만이 정신과 상담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정신질환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상담

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상담의 큰 필요성을 못느낀다.” “정신과 치료 받으러 가기 무섭다”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

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블루 등의 우울증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없다”에 응답한 설문 대상자 중 각각 2명을 

골라 정신질환 경험 여부에 따른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결과, 확실히 

사회적 인식은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심층 면접자들의 주변인들은 면접자가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며 정신과 진료를 생각할때 내역이 남는다거나, 주변의 인식때문에 반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반면 코로나 블루를 겪은 2인은 모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고, 주위 사

람들도 정신과 진료로 괜찮아진 면접자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하였다. 코로나 블루를겪지 않

은 2인은 한명은 긍정적, 한명은 부정적 시각을 가졌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는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서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알 수 있듯, 정신질환의 경험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를 받는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사람들의 정신질환 및 정신과 상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사회제도를 보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 4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다양한 경증정신질환까지 국민건강보험을 포

함한 일반 사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 인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에 더 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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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하는 국민건강검진에 정신과 관련 상담 과정을 새롭게 보편화한다. 셋째,  남

용의 위험이 있는 상법 732조의 대상자를 한정하고, 적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람

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는 모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정신질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뉴노멀과 관련되어있다. 

2. 한계 및 보완할 점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해 정신질환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단면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설문 대상자들의 깊

은 내면적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었고,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각각 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지만,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거나 겪지 않는다는 주장은 개인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겪고 있는 

수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설문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교과융합-PBL 우수산출물 발표 한마당 수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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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광산업은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지역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관광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관광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지 알아보고 관광산업 모습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취해야 할 전

략을 모색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세 국가의 관광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서 바이러스로 인한 관광산업의 부진에 대응해 정부가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 도입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모색하

고자 했다.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모두 관광수입이 최소 80% 이상 감소했으며, 관광객의 대부분이 국내 관광객이었다. 세 

국가는 단기적으로 관광산업의 불황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홍보 강화,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업,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확대 등을 계획

했다.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분석한 결과,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위생 및 방역 비용이 증가하지만,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또한, ‘거리 두기’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인

구 밀집도’를 중시하게 되면서 소규모 여행과 자연 친화적인 여행, 단거리 여행이 유행할 것으로 보였다. 항공업의 경우, 큰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논문은 국내 관광,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초점을 두어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키워드 : 코로나, 관광산업, 지역화,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국가정책, 정보통신기술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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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동기

코로나 19 이후 관광산업에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관광을 하는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었다. 하

지만, 비교적 국내 관광을 하는 관광객의 수보다 해외 관광을 하는 관광객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 19 이

후 관광 모습에 지역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관광통계의 자료에 따르면,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90%보다 더 큰 수치로 감소세를 계속

해서 보였다. 국민 해외 출국객 수도 올해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90%보다 더 큰 수치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 3월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 수는 1985년의 동월 수준으로, 출국자 수는 여행 자율화가 시작된 1989년 동월 수준으로 

돌아왔다. 지난 7월 국민 해외 출국객은 약 6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7.5% 감소하였다. 이 수치는 2020년 9월 

한국관광통계의 자료에 따라, 9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로 여행을 가는 관광객의 수가 세계적

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외 여행지의 대체재로서 국내 관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자

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8.7% 감소하였으나, 국민 해외 출국객 수와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 수가 약 95% 감소한 것에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난다. 또한, 제주

도 내국인 관광객 수는 3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3%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월과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항공협회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전년 대비 국제선 여객기 운항편 수 증감률은 3월에 83.3% 급격히 감

소하였지만, 국내선 여객기 운항편 수는 51.1%로, 국제선에 비해서는 비교적 급격히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휴가철이었던 7~8월 국내선 항공편 수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8월에는 국내선 

여객기 운항편의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7%가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관광 욕구가 휴가철을 맞아 반영되고, 해외여

행에서 국내 여행 수요의 전환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선 운항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대도시 주변 ‘근거리’ 관광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을 우

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거리 관광목적지보다는 집과 가까운 친숙한 생활 관광지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

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하남시 방문자는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남양주시와 옹

진군은 각각 9%, 6%씩 증가하였다. 이처럼, 수도권·대도시 근교의 관광수요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숙소 예약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인 부킹닷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잠잠해

진 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는 인도네시아 발리, 스페인 안달루시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세계 인

기 도시들이었다. 하지만, 부킹닷컴을 이용하는 회원의 절반 이상(51%)이 위시리스트로 체크한 숙소들은 모두 국내에 

있는 숙소로, 지난해 33%의 회원들만이 국내숙소를 위시리스트에 올렸던 것에 비교해보았을 때 증가세를 보였다. 한

국에서는 지난 3-4월 국내 여행자들이 숙소로 예약해놓은 곳이 서울, 서귀포, 제주, 부산, 강릉을 비롯해 대부분 국내 

도시였다. 

한국관광통계, 한국항공협회, 숙소 예약 대행 서비스 업체 등의 자료를 통해 현재 관광 모습이 세계적으로 지역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19가 언젠가 종식되겠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유사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 19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뉴노멀 시대의 관광 형태를 

분석하여 관광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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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코로나 19 이후 관광 모습의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관광객 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조사한다. 관광 모습의 동향

을 조사함으로써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19로 축소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

다. 사람들의 관광 동향을 조사하는 것을 통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형태를 알아봄으로써 관광업 종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다. 전염병으로 인한 관광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논문 및 정부의 자료

를 이용한다. 논문 및 정부 자료를 이용해 각국의 다양한 국가정책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 보완

하거나 도입해야 할 부분을 찾는다.

3. 연구목적 

코로나 19는 관광산업에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었다. 변화한 관광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뉴노멀 시대의 관광산업

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 나갈 것인지, 코로나 19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그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을 모색해봄으로써 관광산업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염병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부진에 대응해 정부가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 도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

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연구내용

(1) 국가별 관광산업 및 관련 정책

① 프랑스

2016년 기준 관광산업은 프랑스 GDP의 7%에 달하는 1983억 유로를 차지했으며, 관광산업과 관련한 직간접적 일

자리 28억 개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프랑스의 법정부관광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는 해당 연도 누적 관광객 8,900만을 기록하며 세계 1위 관광도시의 위상을 드러냈다. 이처럼 프랑스는 관광산업에 있

어 전 세계 국가들 중 순위권에 드는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등 다양한 관광 명소를 바탕으로 지속

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UNTWO의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기존에 목표로 했던 

2020년 관광객 1억 달성을 성취하는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

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가 발발하고 연이은 유럽 국가들

의 봉쇄조치에 따라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

이 도드라졌다. 프랑스 역시 9월 12일 기준 일일 확진자 만 

명을 넘어서며 보건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관광산업

이 잘 발달되어 있는 유럽의 지난해 월별 관광객 수와 비교

했을 때 <표 1>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인 3월과 4월에 관광객이 급감했으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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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조금씩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7~8월경에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

가 9월 16일경에 발표한 ‘관광 시즌 결산’에 따르면 프랑스의 상반기 관광 수익은 123억 유로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해 255억 유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주로 유럽국에 속하는 해외관광객들과 프랑스 자국민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관찰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거리 여행이 제한된 현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휴가철 여행 욕구가 국내 여행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관광청 한국사무소 지사장에 의하면 프랑스는 정부의 주도 하에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20인 

이하 고용, 연 매출 200만 유로 이하의 관광 업종에 최대 1만 유로 지원)에 18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프랑스 

국토 은행 및 프랑스 공공 투자은행과 협력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하였다. 또한, 프랑스 국민의 자국 여름휴가를 독려하기 

위해 보건수칙을 알려주고 숨겨진 여행 명소를 소개하는 #올여름나는프랑스를 여행한다(#CetÉtéJeVisiteLaFrance) 

캠페인을 시행하여 국내 관광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외에도 현 상황을 고려하여 B2B 뉴스레터 발송, 전용 카카

오톡 채널 오픈 등(한국관광객 대상) 비대면 홍보를 강화 및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불안

감을 인식하여 방역과 보건 수칙을 철저히 공지 및 시행하였다. 더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의 접목을 목표로 4차 산업혁

명이 더욱 보편화되어 있을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② 일본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관광경쟁력에서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한 일본은 관광수입 역시 

유엔세계관광기구(UNTWO)가 2018년 발표한 ‘2018 국제관광 하이라이트’에 따르면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JNTO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 방문한 외국 관광객 수는 2003년 520만명에서 2018년에는 3,120만 명을 기록

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관광산업에 대해 2012년부터 집권하였던 아베 정부는 

2007년 제정된 관광입국추진 기본법을 바탕으로 인바운드 관광 정책, 즉 비자 확대, 소비세 면세제도 완화, 무료 와이

파이 설치 등 ‘당연하고 기본적인 수용환경’을 조성 등 해외 관광객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듯이 일본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

져왔다. NHK에 의하면 2020년 12월 13일 기준 일본의 일일 확진자 수가 2천 명 이상을 기록하며 재유행의 조짐을 보

이고 있으며, 올 한해 총 확진자 수 18만명을 기록했다.

관광 산업의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7~8월에 어느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던 프랑스와 달리, 일본은 전세계적 확산

이 시작된 시점인 3~4월을 기점으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였으며, 10월까지도 회복세에 들어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를 통해 일본의 관광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숙박여행통계’를 통해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이 점차 감소하더니 

4월에는 97.4%가 감소하는 상황임

을 역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우선 

관광산업 지원책을 시행하였다. 기존

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예산이 편성되었으

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 코로

나 대비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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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 3조 엔이 편성되었다. 코로나 19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던 7~8월에 관광 활성화 정책인 ‘Go To Travel’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해당 캠페

인은 숙박에 해당하는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전 국민의 관광을 촉진시키고자 하

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시행 이후 하루 평균 546명 정도를 기록하던 것에서 1,305명으로 

급격히 증가해 비판을 받은 측면이 존재한다. 관광에 있어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는 코로나 재확산이 발

생하지 않는 적절한 시기를 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관광의 중요한 요소인 대중교통 및 숙박

시설등의 시설은 추후 시장의 회복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혼잡 완화 및 감염 방지대책의 검토와 도입을 

모색’함을 알아볼 수 있었다. (시오야히데오, 2020)

③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10년 정도부터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기준 1,8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기록하였으며 2018

년 관광 수입은 271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현재 싱가포르 관광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5월 방문객은 880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싱가포르관광청은 코로나19 이후 자국의 관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두가지 캠페인을 내세웠다. 관광청이 발표한 첫 

번째 캠페인은 ‘다시 만나는 싱가포르(SingapoReimagine) 캠페인’이다. 다시 만나는 싱가포르 캠페인은 전 세계 각국 

파트너들이 참가한 가상포럼을 통해 싱가포르의 경험을 나누고, 민관이 협력하여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전달

하는 글로벌 포럼을 2021년 개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국민을 대상으로 관광산업, 비즈니스 협회, 

지역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싱가포르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체험활동과 프로

모션을 제공하고자 계획하였다. 두 번째 캠페인은 싱가포르의 재발견(SingapoRediscovers) 캠페인이다. 싱가포르의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와 경험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국민에게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여행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싱가포르 관광 재개에 대해 논의하는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

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 역시 일시적이더라도 내수 시장을 겨냥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점을 알 수 있으

며, 어느 정도의 지역화가 발견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관광산업 현황 및 동향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은 2012년에 1,110만명이 찾아오는 세계에서 20번째로 많이 방문한 나라, 아시아에서 6번째

로 방문한 나라가 되었다.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중국, 대만, 홍콩에서 오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한류는 관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국인 관광객들은 여러 명소를 찾아다니지만, 외국인 관광객

들은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에 등장한 명소를 주로 관광한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은 외국인들이 방

문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관광은 세계에서 값이 저렴한 것으로 유명하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외국

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가격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또한, 연중무휴, 독특한 자연환경, 우수한 시설 및 

인터넷 등 여러 가지의 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언택트문화, 비대면 풍조가 확산되며 이로 인한 비즈니스의 양태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먼저 검역 및 보건위생 강화에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현 코로나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건강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며, 여행지에서의 감염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또

한, 소규모 집단의 여행과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자연 친화적 여행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로컬화로 인해 항공

업 분야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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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텔산업

호텔업의 경우,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한 투자를 이루어 낼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좌석 거리를 넓혀 수용 인

원을 줄이고, 개인의 위생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요금의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코로나

로 인해 전체 여행 경비는 감소할 수 있으나, 초기 여행경비의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도 여행은 중상층들

이 영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행은 점점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익

스피디아 이사는 가격이 상승하여 최저가에 트렌드를 맞추는 것이 아닌 전액 환불 및 취소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② IT 기술 활용

온라인 여행사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대면 영업으로 유지되던 호텔 영업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호텔업의 경우도 영업과 판매에 있어서 온라인의 비중을 더 높여갈 것이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공항에서처럼 무인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식음료 매장에서의 로봇을 도입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추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비대면 사업은 기술개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여행사나 호텔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전 

영역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술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은 필연적으로 IT 산업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편리한 온라인 생활에 있어서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다른 회사들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온라

인상에서 제공하려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 등과 신속히 제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여행이 늘어나면서 무인 키오스크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 이후 국내 여행사들

은 기존의 시스템을 비대면으로 바꿔가고 있으며, 여가 숙박 플랫폼 야놀자는 숙박 예약 채널과 자동 연동되는 와이플럭

스 시스템을 통해 현장 결제 고객과 예약 고객 모두에게 비대면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셀프 체크인 키오스

크는 소비자뿐 아니라 숙박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환영받는다. 코로나로 불황을 겪는 숙박 업체들은 비대면 시스템을 통

해 인건비 절감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놀자는 앞으로 이 와이플럭스 시

스템을 호텔 운영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해 차별받던 관광지 선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과 문화가 만나 랜선 여행이라는 새로운 문화

를 만들어 내었고 이것이 여행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어디갈래 챌린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챌린지에 참여

하는 사람들은 가고 싶은 여행지를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올리면서 이전에는 사람들은 셀럽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곳을 알 수 있게 되고 사진을 통해 체험하고 관광하고싶게 만듬으로써 이것은 곧 유명지 관광만을 주로 이루던 

우리나라의 외국인 여행문화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소규모 단위의 여행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업자가 주관하여 행하는 단체 여행인 패키지여행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패키지여행은 불특

정 다수와 함께 이동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 19 이후 패키지여행의 판매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위생, 안전등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조경뉴스에 따르면, 여행지 선

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행객 밀집도(28.5%)가 1위로 선정됐다. 관광지 매력도(24.7%), 시설 위생상태(19.5%), 실

내·외 여부(12.7%) 등이 뒤를 이었다. 여행지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 1위가 여행객 밀집도였기 때문에 패키지여행의 불

특정 다수와 함께 인구 밀집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관광한다는 특성을 가진 패키지여행은 관광객들의 소비를 위축시킨

다. 하지만 한 연구(김성태, 2020)에 의하면, 패키지여행을 판매하는 대형 여행사들의 경우,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업체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일정과 위생 수준을 제공하는 상품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패키지여행이 행사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오히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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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이끈다. 패키지여행의 불편함으로 제기되는 요소인 불특정 다수와 함께하는 여행이 아니라 가족, 연인, 친구 등 

아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패키지여행 상품으로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④ 자연 친화적 여행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한적한 곳을 찾아 야외활동을 즐기는 여행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20일 경기

관광고사가 진행한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생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7,577명이 ‘국내

여행’을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졌다. 여행 장소로는 산, 바다와 같은 자연경관을 접하는 명소나 공원, 

수목원, 휴양림같은 휴식공간이 희망 여행 장소였다. 4월 9일부터 15일까지 총 7일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된 이

번 설문조사 결과로는 ‘국내여행(47%)’, ‘지인모임(16.4%)’, ‘국외여행(15.6%)’, ‘영화·공연관람(14.2%)’, ‘운동

(6.8%)’ 순이었다. 이와 함께 ‘국내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강/바다/산/호수 등 자연이 전

체응답의 39%였다. 이어 공원/수목원/휴양림(19%), 낚시·캠핑 등 레저활동(13%) 순으로 야외 장소가 상대적으로 많

은 선택을 받았으며,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장(9%), 유명맛집(8%)과 같은 실내장소는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경기연

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이후 관광객들이 국내 여행지에서 참여한 관광 활동은‘자연 및 풍경감상

(70.1%)’, ‘휴식/휴양(64.7%)’, ‘음식관광(44.9%)’ 순이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사람들

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산, 바다, 호수 등 자연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로 여행을 

간다면 ‘산⋅바다⋅호수 등 자연관광지’로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8.6%, ‘공원⋅수목원⋅자연휴양림’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26.3%로 자연 친화적 관광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적

은 접촉을 선호하는 상황에 따라 자연 친화적이며 도심이나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에서 하는 관광이 인기를 끌 것이라 

전망된다.

⑤ 항공업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항공업계가 받은 타격과 현황에 대해, 그리고 항공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 19가 영

향을 미친 사례와 산업체의 어려움, 그리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은 관광산업의 다른 분야처럼 

항공업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코로나팬더믹 이후 관광산업 발전방안 연구’(김동준, 최현준, 조환

기, 김광용, 2020), ‘코로나(COVID)-19에 따른 항공산업의 위기관리와 과제’(임재필, 2020)에 따르면, 항공 산업의 

규모로 세계 7위~8위 수준의 항공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항공 산업은 한화로 약 58조원 규모로서 연간 국내총생산

(GDP)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의 단계를 상향 조정으로 항공수요의 급감과 함께 

항공 산업의 위기가 찾아왔다. 

공항의 주요노선의 여객이 급감하고 각국의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여러 항공사들의 노선 운항이 중단되었다. 인천국

제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수도 2019년 3월 하루평균 19만 명에서 올해 3월에는 1만 6천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91.6% 의 감소율을 보였다(구세주,2020). 3월 24일을 기점으로 일평균 공항 이용객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항

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대다수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해외 교민 송환승객이었다. (국회뉴스, 2020; 아시아 경제, 

2020). 

그리고 우리나라 8개 항공사의 2020년도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1분기 실적 5조 8,229억 원과 비교하여 

27%가 하락한 총 4조 2,2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절반 수준만 반영된 결과이고 

3월 이후 본격적인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의해 2분기 실적은 더욱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추정할 수 있는 2분기 

국내 항공 산업 손실 규모를 약 6조 3천억 원으로 예상하였다(한국항공협회, 2020). 

코로나19의 팬더믹 선언이후 확산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4월, 국적 항공사의 상황은 더욱 악화 되었다. 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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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가동률이 20%를 넘지 못해 80~90%의 항공기가 운항중단으로 1분기 영업 손실규모가 이미 총 6,000억 원에 

육박하였다(한국항공협회, 2020).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규채용이 전면 중단되고 모든 국적 항공사들은 인건

비 절감 노력과 함께 자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에 돌입하였으나 항공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고정비용과 금융

비용 등으로 인하여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대형 항공사 중 하나인 ‘A’ 항공사 사무장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가 영향을 미친 사례와 산업체의 어려움은 무엇입

니까?’,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해 극복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관광산업의 다른 분야

처럼 항공업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항공운항의 감축과 통행금지 조

치가 실시되었고, 해외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의 급감으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매출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

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예고된 사실이며, 대형 항공사보다 저비용 항공사가 더욱 심각한 상황

에 놓여있음을 언급한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의료여권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고, 업무 특성상 고객들을 직접 접촉하

는 항공 업무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코로나19가 수요, 공급, 소비 등 여

러 측면에서 총체적인 마비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시기에 가장 타격이 큰 분야가 항공업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2. 연구결과

코로나19는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된

다. 현 상황이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을 집중해서 분석한 결과, 관광 산업이 전반적으로 감소 및 불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인은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 조치 및 입국 제한 등으로 예상되며, 해외관광객이 관

광 수입 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했기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모두 관광객의 

수 및 관광수입이 최소 80% 이상 감소했으며, 프랑스만 7~8월경에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관광객의 대

부분이 국내 관광객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거리, 해외 관광 산업이 축소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대응한 프랑

스, 일본, 싱가포르의 관광 정책을 조사한 결과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단기적으로 관광산업의 불황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 또는 금전적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홍보 강화,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과의 협업, 정보통신기술(ICT)의 이용 확대 등을 계획하여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관광 경향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며 위생 및 방역 비용이 증가하고, 무인 서비스의 도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

다. 특히 공항 무인 체크인, 음식점 무인 주문 등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와 숙

박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비용절감이라는 장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 일반적으로 여겨지던 패키지 여행

의 형태가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접촉 및 거리두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여행에 있어 ‘인구 밀집도’를 중시하게 되는 등의 인식 변화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와 함께 여행하기보다는 

친근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여행하는 소규모 패키지 여행이 트렌드가 될 것이다. 자연친화적인 여행 역시 유행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관광고사가 진행한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생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설문조사에 의하

면 사람들은 국내 여행을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며, 국내 여행 중에서는 바다, 숲 등 자연을 경험하는 자연친화적 여행을 

가장 하고 싶어했다. 마지막으로 항공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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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해결방안 제시

국가 정책 및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의 관광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관해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국내 관광에 상대적으로 치중할 필요가 있다. 2021년까지 코로나가 이어질 수 있는 

현 상황에서 해외관광객보다는 국내 여행 비용 지원, 국내 관광 명소 홍보 확대, 국내 관광캠페인 실시 등의 정책을 통해 

내수 시장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설문조사를 통해 자연친화적 관광이 유행하고 있는 것 등 소비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파악한 후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국내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두 번째는 비대면 및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언택트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면을 줄이

는 무인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호텔 무인 체크인, 항공기 무인 체크인 등의 시스템을 전

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여 카카오톡 홍보 채널 개설, 온라인 앱 개발 등 온라인 상으로 관

광 정보를 더욱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생활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임은 자명하다. 코로나 19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

에도 포스트 코로나 사회가 가져올 변화들을 생각하여 관광 산업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제시한 분석 결과 및 해결책은 많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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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더믹 이후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활동이 비대면적인 활동인 ‘언택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계층에서 차별이 나타나고 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더믹이 낳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뉴노멀 시

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제도의 방향을 조망하고 설계해야한다. Bronfenbrenner의 생태체

계이론 모델은 우리 사회를 거시체계, 외체계, 중간체계, 미시체계로 바라보는 사회 구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심리, 

보건 세 분야로 나누고 생태체계이론에 입각해 뉴노멀 시대에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연구한다. 교육은 

학교보건법, 2022 개정 교육과정,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정망 강화 방안,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각각 거시체계, 외체계, 

중간체계, 미시체계를 분석한다. 심리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종 감염병 등 비상사태 시의 청소년수련시

설 운영보조금 지원 방안 마련, 교육청 방역물품 지원, 교직원 대상 코로나 검사 지원을 근거로 각각 거시체계, 외체계, 중간체

계, 미시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보건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비스, 안산시 청소

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코로나19 심리건강 지키기', 코로나19 대응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각각 거시체계, 외체계, 중간체

계, 미시체계를 분석한다. 분야별로 분석한 체계를 시각자료로 재구성하며, 어떤 법령을 근거로 체계가 구성되고 어떤 사회적

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키워드: 뉴노멀, 코로나 팬더믹, 생태체계이론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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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2020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천만명, 국내 일일 확진자는 무려 1078명을 기

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7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현 상황에선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라고 밝

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코로나19는 전 국민들 삶의 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 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가 일상화되며 사적인 모임이나 행사가 사라졌고 사적인 영역을 넘어 사내 회의, 종교 활동, 집회 활동을 비롯한 대면 

활동이 전부 비대면, 즉 언택트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백경훈, 2020: 330-332p) 

한 편 학교, 학원과 같은 교육 시설에서도 예외 없이 새로운 방식에 의거한 교육 양상이 등장했다. 4월 9일 고3, 중3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해서 초·중·고 전 학년이 일주일 간격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고, 이후 5월 20일부터 순차

적인 등교 개학을 계획하였으나 전국적인 감염의 확산으로 결국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학년별

로 번갈아가며 진행하는 격주 등교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학교에 등교하는 일수가 줄어든 대신 

그만큼의 학습량을 온라인 원격 수업 관련 기기들 및 서비스들로 채워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박혜자, 

2020: 35-38p)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원격 수업이 마냥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과연 학교 수업을 대체할 정도

로 학습에 온전히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사이버 보안상 안전한 것이 확실한지 등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등교 일수 감소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며 이에 따라 현행중

인 교육/복지 제도들의 허점도 잇달아 발견되고 있는 실황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위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의 현행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한 동시에 아동 청소년 복지 면에서 비대면 사례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습 기기의 등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로도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학습 문화의 시작을 열게 될 것이며, 이

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뉴노멀’ 제안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코로나 19사태가 낳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뉴노멀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청소년 대상 사회

복지제도의 방향을 조망하고 설계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뉴노멀은 어떤 모습이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서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짚어보아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양상으로 만

들어진, 혹은 기존의 것에서 개선된 청소년 관련 복지 정책들을 생태체계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후 뉴노멀 

시대에 맞추어 본 정책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함으로써 보다 나은 청소년복지정책체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 연구

Bronfenbrenner(1979)는 과거 대부분의 발달 이론들이 인간 발달의 전체적 맥락을 간과한 채 미시적 부분만을 설

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시스템 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을 제시하였다. 모

든 개인은 다중계층의 환경들에 둘러싸여 있고 개인의 발달과 행동은 이러한 환경 등의 직․간접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

며, 그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질과 다중계층 환경들의 직접적 영향 및 상호작용 영향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생태이론에 기반한 모델은 크게 네 가지 체계로 구분된다(Bronfenbrenner, 1979). 첫째, 미시체계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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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대인관계 등의 요인을 포괄하는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둘째, 중간체계는 가정과 학교 같은 

미시체계들 간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가 된 것이다. 셋째, 외체계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 개인과 간접적인 

환경 구조들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넷째, 거시체계는 동일 문화권 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철학

이나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법과 정책의 제정 및 시행 과정을 분석은 다음과 같이 연구되어 왔다. 미시체계는 개인과 직접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에 따른 서비스 실태로 근거로 연구한다(허승희 외 1, 2019).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정과 교육기관, 이웃, 가족, 직장 간의 관계들을 근거로 연구한다(김영란 외 

1명, 2016). 외체계는 부모의 직장, 형제가 다니는 학급, 정부기관 등 지역사회의 제반환경이나 정책 및 행정체계를 통

해 연구한다(최지경 외 2, 2020). 거시체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제도

로서의 구체적인 형태를 나타내어 연구한다(박봉규 외 1명, 2009).

Ⅱ. 본론

1. 연구내용

(1) 교육 분야 제도

① 거시체계: 학교보건법

 

다음은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제14조.)에서 2020년 10월 20일 일부개정된 조항이다. 이번 코로나19 발생에 대처

하면서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등교중지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질

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업 또는 휴교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뉴노멀 및 코로나 팬더믹을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체계가 재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질병의 예방) 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호가목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2.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

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7호, 2020. 10.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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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체계: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에서는 2020년 10월, 미래형 교육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김자미 외 12, 2020).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학습 및 평가 개선, 교육과정 분권화 및 자율화, 원격수업 

경험 반영 등 미래형 교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여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설

정하고 개척하는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원격수업을 대폭 적용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자율화

하는 방향을 더 굳건히 했다. 외체계에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정책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중간체계: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

그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대본 및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체

계적 대응을 해왔다. 학생의 학업,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원격수업을 통해 위기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

했으나 원격수업은 집중도를 저하시키고, 학생별 피드백에 한계가 있어 학습격차 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 자가격리, 장

애, 유아, 초등학생 등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안전, 학습, 돌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

서 2020년 8월 11일 교육부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을 준비했고 방역, 학습, 돌봄으로 3대 

안정망을 마련하는 대책을 수립했다(노기호, 2016). 교육 안정망을 통해 교육에서 중간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④ 미시체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학생들 개개인을 위한 지원의 측면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천의 경우 2020년 9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7세 ~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재학생과 같이 1인 100,000원의 금액을 지급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2) 보건 분야 제도

① 거시체계: 감염병예방법

최근 코로나 19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

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2)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

장소 이탈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3)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4)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

해 감염병환자 등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5) 방역관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행,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그리고 이를 위한 통행 제한 및 주민대피, 

감염병 관리인력 임무 부여 등 방역현장을 총괄 관리한다. 



＃ 2학년 1반

뉴노멀 시대로의 청소년 사회 복지 제도 : 생태체계이론을 중심으로 73

6)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 환자와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7) 감염병 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나 의료인 같은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

리지원을 할 수 있다. 

8) 이동 경로 등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이후 필요가 없어

진 정보는 바로 삭제한다. 

② 외체계: 감염병 등 비상사태 시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및 대면활동의 자제 권고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

되었다. 비대면청소년활동 추진 기반 또한 부족하여 자연스럽게 전년도에 대비 세입이 감소한데에 더불어, 직원 중 유

급 휴직의 신청자 비율 또한 급증하자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및 유지 자체에 재정난이 심각해져 해당 민간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임가영,2020:1-2p) 이에 따라 정부는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

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방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

행 방안'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일부 지원해주는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였다. 이는 생산량 또는 

매출량의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의 일부

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해당 정책 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엔 모든 업종에 대한 수당 중 9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

게 된다.(위기관리대책회의, 2020: 2p)

③ 중간체계: 광주시 학교 방역물품 배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코로나 19 확산 예방 및 2학기 등교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괄 구입한 방역물품을 각급 학

교에 배부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486교에 보건용마스크(KF94) 학생 1인당 6매, 

손소독제 학급당 4개, 소독티슈 학급당 10개 기준으로 개별 택배배송으로 배부한다. 또 2021학년도 수능시험장 학교 

41개교에도 보건용마스크(KF94) 수험생 1인당 1매, 손소독제와 소독티슈는 시험실당 각 1개 기준으로 추가 배부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9억4,500백만 원이다. 보건용마스크(KF94) 122만4,000장, 손

소독제 3만6,680개, 소독티슈 3만6,680개를 일괄 구입해 각급학교에 배부하고, 추후 낙찰차액을 이용해 소독티슈를 

추가로 구입해 배부할 예정이다. 

④ 미시체계: 대구 특수학생, 교직원 대상 코로나 검사 지원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재양성과 무증상감염 비율은 여전히 높아 집단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의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던 상황 속에서 특히나 특수학급에 속한 학생들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어도 자기표현 등에서 상대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증상을 알아차리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등교 개학을 앞둔 특수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검체 검사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증상이 없

더라도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며 안정적인 교육활동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실시된 지원 

정책의 대상은 일반학교 소속 특수교육 대상 학생,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학생과 교직원들이다. 

(3) 심리 분야 제도

① 거시체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심리 분야에서 거시체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법령에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약칭: 청

소년복지법)은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복지법 제 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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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12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 22조에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

발 및 운영ㆍ지원,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 자료의 제작ㆍ보급,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

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청소년상

담복지개발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② 외체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온라인 심리상담 ‘잇는채팅’

외체계에 해당하는 심리 분야의 제도 및 서비스로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실태

조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제도 및 서비스는 제공 주체가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임

과 동시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소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를 통해 지역사회수준

에서 상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프로그램 및 정책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체계로 분류하였다. 

③ 중간체계: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코로나 19 심리건강 지키기’프로젝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중에서도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의 개인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가 된 것인 중간체계(최지경, 변규리, 김상임., 2020 : 194-195)로 분류할 수 있는 

정책에는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코로나19 심리건강 지키기’프로젝트(김근영,“안산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 코로나19 심리건강 지키기 프로

젝트 운영”, 마인드포스트, 2020. 07. 16)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청소년복지센터 규모의 사업장을 통해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청소년 코로나 블루 집중 심리치료 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호

소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자에게 전화상담 및 화상상담, 심리검사, 인터넷·스마트폰 과

의존 예방 및 진단검사, 비대면 집단상담, 마음방역챌린지 키트 발송, 부모교육 활용 등 코로나 블루 예방 및 회복과 같

은 심리방역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new normal)의 수용과 

다양한 맞춤형 연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근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 기관은 코로나19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청소년과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안정 

유지를 위한 상담심리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즉, 본래 대면 개인상담 중심의 상담시스템에서 감염병 

유행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상담시스템 도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고 있다.

실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과 보호자의 생활실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행한 

이슈페이퍼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 청소년, 보호자 체감도 조사 및 대응방안’(이기순, 2020) 에 따르면 본 기관은 청

소년과 보호자의 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해 온라인 상담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산하 청소

년사이버상담센터는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온라인 부모교육 이음-e’및 1:1 비대면 온라인 

정기상담인 ‘잇는 채팅’과 코로나19 심리건강 특별 게시판 상담실 운영 등의 상담심리 전문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

고 있다. 

④ 미시체계: 코로나19 대응 심리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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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시체계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 심리지원 서

비스(두암보건지소, 2020. 03. 19)를 제시할 수 있다. 미시체계 정책은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코로나19 대응 심리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장기화에 따라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주

민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심리지원반 확대 

운영하고 관할 지역의 자가격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자가격리자의 경우 격리해제 이후), 

정신건강 평가 및 고위험군 선별, 치료연계 등, 마음건강주치의(전문의)를 통한 전문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2. 연구결과

사업  지원내용 및 법적 근거 체계분류 및 이유

학교보건법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제14조(질병의 예방)

거시체계 : 

전국가적 제도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 「2022 개정 교육과정」

외체계 : 지역사회 

규모의 환경 구조 

개선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

학생 중심의 방역·학습·돌봄 안전망(3대 안전망) 강화:「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1항

중간체계 : 정부 

차원의 정책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 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1인당 10만원 지원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2항 

미시체계 :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비용 지급

<표1> 뉴노멀 시대, 교육 분야의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서비스

<표2> 뉴노멀 시대, 보건 분야의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사업  지원내용 및 법적 근거 체계분류 및 이유

감염병예방법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거시체계 : 전국가적 

제도

감염병 등 

비상사태 시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코로나19의 경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세입감소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안전화 이후의 목적사업에 대한 집중(청소년문제 예방),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보조금 확대를 통한 시설의 공공성 증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제6장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외체계 : 정부 

차원의 정책

광주시 학교 

방역물품 배부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2학기 등교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괄 

구입한 방역물품을 각급학교에 배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

중간체계 : 지역사회 

규모의 환경 구조 

개선

대구 특수학생, 

교직원 대상 

코로나 검사 지원

대구시교육청이 등교 개학 이전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과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을 대상으로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실시, 

검사비 지원을 위해 예산 편성 후 1차 검사를 희망한 특수교육대상학생 1,133명과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 1,144명의 검사비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

미시체계 :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 및 

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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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뉴노멀 시대, 심리 분야의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서비스

Ⅲ. 결론

1. 결론 및 정리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는 뉴노멀의 특성이 반영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복지 정책이 필요

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의 뉴노멀은 어떤 모습이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청소년 관련 복지 

정책들을 생태체계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분야를 나눠 교육, 보건, 심리에 관련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관련 복지정책들을 각각 거시체계, 외체계, 중간체계, 미시체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뉴노멀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생태체계에 따라 분류

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혹은 이러한 정책들의 수정과 적용은 코로나 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의의 및 한계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기존 심리학 이론인 생태체계이론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정책 및 서비스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 분석에서 드러났듯

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각 분야(교육, 보건 및 심리 등)의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존재하나 본 연구와 

같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분야의 정책 및 서비스를 분석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아 차별성을 가진다. 나아가 생태체계

사업  지원내용 및 법적 근거 체계분류 및 이유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의 복지 향상 :「청소년복지 지원법」제 1조(목적)

거시체계 : 

전국가적 제도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온라인 심리상담  

‘잇는채팅’

청소년과 보호자의 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해 온라인 상담을 적극적으로 제공

ex) 1:1 비대면 온라인 정기상담인 ‘잇는채팅’, 24시간 이내에 상담자가 

답변을 제공하는 ‘코로나19 심리건강 특별게시판상담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외체계 : 정부 

차원의 정책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청소년 

코로나19 

심리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청소년 코로나 블루 집중 심리치료 기간’ 운영을 통해 코로나 블루와 관련하여 

심리방역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심리정서 상담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new normal)의 수용과 다양한 맞춤형 

연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움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간체계 : 

청소년복지센터 

규모의 사업장을 

통해  국가적 지원

코로나 19대응 

심리지원 서비스

관할 지역 자가격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자가격리자의 경우 격리해제 이후), 정신건강 평가 및 고위험군 

선별치료연계 등, 마음건강주치의(전문의)를 통한 전문상담 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시체계 :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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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적용하여 현행 제도, 정책 및 서비스가 특정 분야에만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다양한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서비스를 분석하다보니 전체적인 제도, 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을 

확인해보는 시론적 수준의 연구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제도, 정책 및 서비스의 수

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한계점을 보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키워드에 따라 코

로나 19 관련 제도, 정책 및 서비스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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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정리

 2. 한계점 및 보완할 점

   

이 연구는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농산물 산업 비교 후 농산물 판매 마케팅 전략으로 수확을 거둔 강원도, 경기도, 경남 거창

군 세 지자체의 사례와 활용된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여 각 지자체의 마케팅 전략이 농산물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

악하고 더 나아가 소비가 위축된 농산물의 다양한 분야 혹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여 소비 위축에 

대응할 수 있을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따라서 코로나 발생 이전과 발생 이후의 농산물 산업을 비교했다. 언택팅으로 변화한 농산물 마켓팅 및 판매전략에서의 지차

제 주요역할과 새롭게 등장한 전략들을 살펴보기 위해 강원도, 경기도, 거창군 3개 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코로나 발생 

이후 주요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크게 4가지로 도출하였다. 강원도의 SNS 감자 홍보 및 판매, 경기도의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 거창군의 온라인 바이어 상담회는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3개의 지자체의 농산물 판매에 있어 공통적으로 쓰인 전략은 언택트 마케팅, 상생마케팅, 가격 전략, 판매 촉진 전략

이다. 지자체의 활동에 있어 SNS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 양성과 교육이 더욱 더 활발하게 이

루어질 것이다.  또한 코로나 시대 언택트 행사의 개최가 증가하면서 원격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행사를 총괄하고 디자인하

는 전문가의 중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이를 어떻게 도입하고,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키워드 : 코로나 19, 농산물, 지자체, 상생 마케팅, 언택트 마케팅, 가격 전략, 판매 촉진 전략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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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동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농산물 소비의 양상에 변화가 발생했다. 외식업

의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가정 내에서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식재료의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소매점 POS자료 분석을 통해 소매유통채널의 식품 매출액 변동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2월 3주차부터 

매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김상효,홍연아,허성훈,지정윤, 2020: 4-8). 이와 같은 양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매 유통 채널의 변화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달리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마켓을 방문

하기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소매 유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농산물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농가는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과 판매 방식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2. 연구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언택트(untact)’가 사회적 추세가 되었으며, 이는 농산물 분야 산업에도 변화

를 일으켰다. 농림축산식품부(2020)에 따르면 농산물 수급상황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화훼나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는 

크게 위축 후 개선 중이다. 이러한 소비 개선에는 농산물 분야에 대한 각 지자체의 대응 방식 및 마케팅 전략이 작용했다

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농산물 산업 비교 후 농산물 판매 마케팅 전략으로 수확을 거둔 

강원도, 경기도, 거창 세 지자체의 사례와 활용된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여 각 지자체의 마케팅 전략이 농산물 소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소비가 위축된 농산물의 다양한 분

야 혹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여 소비 위축에 대응할 수 있을지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3. 연구방법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 농산물 산업의 마케팅 전략 변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코로나 발

생 이전과 발생 이후의 농산물 산업을 비교했다. 그 과정에서, 일반 농산물과 비교가 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는 구분

을 지어 분석했다. 이후, 온택팅에서 언택팅으로 변화한 농산물 마켓팅 및 판매전략에서의 지차제 주요역할과 새롭게 

등장한 전략들을 살펴보기 위해 강원도, 경기도, 거창군의 판매 전략 사례를 분석했다. 위 3개 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토

대로, 코로나 발생 이후 주요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크게 4가지로 도출하였다.

Ⅱ. 본론

1. 연구내용 

(1) 코로나 이전과 이후 농산물 산업 비교 

➀ 코로나 19로 인한 농산물 유통방식의 변화 

농산물은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경로, 즉 생산자산지조직-도매상 -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지는 

거래방식이 주류를 형성했다. 대표적인 농산물인 청과물의 경우 산지출하 이후 도매시장 등 도매상의 취급 비중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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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상으로 도매시장 거래가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매시장 경유 방식

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통 주체가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등 거래비용

이 각 단계별로 발생하여 농가수취가격 저하는 물론, 소매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농산물 거래방식은 도

매시장을 경유하는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소비자와의 직거래 등 이른바 오프라인 방식도 공존

했다. 오프라인 방식뿐만 아니라 급속한 IT 기술의 발달과 확산, 편리성과 신속성 등으로 인해 농산물 온라인 거래가 크

게 주목받았다. 정부에서도 농산물 온라인 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몇 차례 정책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는 

과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촉진계획(1998)’,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기계획(2003)’이 있으며, 최근에

는 ‘농축산물 유통개선 종합대책 보완·발전방안(2014)’ 중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

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6)’ 등이 있다. 농산물 온라인 거래의 급격한 확산과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생

산자 및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은 광고·홍보의 낙후성, 수익창출 및 운영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마케팅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매출 성장세가 정체되거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농산물 유통구조는 

코로나 19 이후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언택트(비대면) 소비 성향이 늘면서 온라인 유통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는 비

단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에서도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소비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고 국내 농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오프

라인 홍보사업을 비대면 마케팅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규제 강화와 항공 운항 축소, 현지 오프

라인 소비 위축 등으로 비대면 마케팅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 중이다. 온라인 박람회에서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바일 상담도 알선하고 있다. 또한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일대일 상담을 주선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통역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➁ 학교급식에서의 농산물 산업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량 중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7.7%에 달한다. 학교급식과 연계된 친환경농산물은 

저장성이 낮고, 일반 농산물 시장에서의 판매도 어려워 납품기일에 출하하지 못하면 산지에서 폐기하는 사례가 속출한

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학교급식 납품용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시장 이외의 시장 개

척에 한계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관행농산물과 달리 도매시장 형성이 미흡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급

식시장 등과 계약재배 형태로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급식과 연계해 생산에 참여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학교급식이 중단할 경우 대체 시장 발굴 자체가 쉽지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였

던 학교 급식용 국내 농산물 판매액이 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올해 대다수 학교가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급

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학교급식 중단으로 저장성이 낮거나 봄철 집중 생산되는 51개 

품목 중심으로 매월 812톤의 피해가 예상됐다. 매년 3~5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물량이 매월 8000톤인 

것을 감안하면 공급물량의 10%가 피해를 본 것이다. 학교급식으로 물량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4월 중순까

지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은 평년과 비교해 급격히 하락했다. 주요 8개 품목의 평년 대비 3월 하순 –13.9%, 4월 상순 

–6.3%, 4월 중순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의 농산물 판매 마케팅 사례 분석 

① 강원도 

가. 직접적인 SNS 홍보를 통한 판매

강원도 감자는 지난해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 호조로 평년보다 13만8천t의 감자가 생산됐다. 국내 감자 생산량 중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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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대부분이 고랭지 감자다. 여름에 수확해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듬해 봄 햇감자를 수

확하기 전 판매하는 일이 많은데, 주로 급식이나 식당 등지에 팔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개학이 미뤄져 학교 

식자재 감소, 식당 소비 감소로 인한 업체 구매가 줄면서 감자 판매량도 함께 감소하며 대규모 구매가 급격하게 줄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일반 소비자 판매량 역시 감소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감자를 홍보하였고, 

강원도청이 직영 운영 사이트,‘강원도농특산품진품센터(http://www.jinpoom.kr)’를 통해 감자 10㎏를 택배비 포함 

5000원 가격에 판매했다. 

ㄱ. 전액 도비 지원과 착한 소비

강원도는 이번 5000원 감자 판매와 관련해 도내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택배비, 포장재비, 카드수수료를 전액 도비

로 지원했다. 전액 도비 지원이 됨에 따라, 감자 농가는 온전히 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 여파로 힘든 농가

를 살리자는, 착한 소비 인식도 함께 퍼졌다.

ㄴ. 언론 노출 빈도

시중가보다 낮게 책정한 가격이 주효했지만, 14만1천 명이나 되는 최 지사의 팔로워와 각종 언론 매체의 홍보가 아

니었다면 이도 무의미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원주몰에도 면역력 증진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다. 총 97개 입점 업체 

중 65개(연매출 50만 원 이상, 전체)가 농산물 가공식품, 건강식품, 과일채소, 장류, 축산물 등을 판매한다. 하지만 코로

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 대비 3월, 30% 이상 매출이 오른 곳은 단 8곳에 불과했다. 원주몰 전체 업체 중 67%가 면역

력에 좋은 상품을 판매하지만 효과를 본 건 7%에 불과했던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몰에 입점하면 개별쇼핑몰을 

만들어주고, 강원마트에도 노출된다"면서도 "하지만 주요 포털에 노출되는 빈도가 적어 좋은 제품을 내놓아도 매출 상

승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나. 코로나 시대 언택트 행사 「강원장터 라이브커머스 In Fresh」 개최

강원도경제진흥원(전통시장지원센터)이 주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대에서 펼쳐지는 행사는 ‘코로나19’의 영

향으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행사로 4시간 진행되었으며, 쇼호스트 가영훈과 

개그우먼 패널 김승혜가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청년몰 등 8개 점포의 상품을 강원장터TV를 통해 홈쇼핑 형태의 라이

브방송으로 실시간 홍보를 진행하며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링크를 오픈했다. 또한, 당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어쿠스틱 밴드의 랜선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커

머스와 같은 각종 행사 유치를 통해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와 청년몰의 온라인 판로를 확보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포스

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지역농협과의 협력

문막농협은 최근 ‘제8회 옥수수 및 원주쌀 <토토미> 온라인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 

개최했다. 특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옥수수와 <토토미>를 특별 할인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한창진 조합장은 “언택트 

소비 트렌드를 고려해 축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발상을 전환한 것이 새로운 기회가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지자체와 농협·농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농산물 판매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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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산물 판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 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라는 새

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코로나19를 이겨낼 먹거리 유통의 새로운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

가 매회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급식에 납품될 

계약재배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자 학교급식중단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최초로 농산물 공동구매부터 시작했

다. 경기도 농산물, 농가공품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먹거리 유통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경기도형 농산물 

유통의 해법을 찾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를 시작했다. 의왕휴게소를 시작으로 안성, 수원, 안양

을 거칠 때마다 매회 완판으로 연대의 힘이 확인됐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여주 신륵사에서 드라이브 스

루 방식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행사를 진행한 결과, 완판행진을 벌였다. 여주 시민은 물론이고 서울, 수원, 성남 등 수

도권 곳곳에서 참여했다. 해당 농특산물 특판행사에는 여주 친환경꾸러미, 여주 쌀, 여주 꿀고구마 등 7.3톤, 2176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나. 경기도 고양시 라이브 방송  

경기도 고양시는 유통 비용이 과도한 대형유통 마트의 매출량이 감소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

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는 사회 경향에 맞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양시 농산가공 제품을 홍보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촉진하였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시도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인 ‘건강은 자연올e-지켜줄고양!’은 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자연올’ 브랜드 제품 총 37종을 전시하고, 도깨비부엌 영농조합법인 외 총 9농가가 

함께 참여해 제품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선우벌꿀과 등 농산물가공창업반을 수료하고 단독 가공제품 브랜드로 

창업한 농가 제품 10여종도 전시·판매됐다. 

③ 경남 거창군 

가.‘농산물 언택트 마케팅 전략’

경남 거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가 대면 구매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 상황에 위치하고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거창군 농정혁신 2호인 ‘농산물 언택트(untact) 마케팅 

전략’을 마련했다.농정혁신 2호는 2020년 6월 1일 구인모 군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산물 유통방식이 대면보다 언

택트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농산물 판매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농산물 소비 패러다임을 선점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ㄱ. 언택트 수출 바이어 상담회 개최로 수출 활성화 모색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상담회 진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내에 외국 바이어 언택트 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판로 확보에 나서는 계획을 직접 실행하고 있다.

ㄴ. 농산물 판매 전문 MD(마케팅 기획자) 양성 

MD 양성은 지역의 문제를 외부 전문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동

안 외부 전문가 혹은 유통업체에 의존해 왔던 유통의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제대로 판매

할 수 있는 전문MD를 양성하고, 전국 유명 MD초청 행사를 통해 거창의 농산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 농민들의 판매걱

정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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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 농산물 꾸러미’ 사주기 운동

거창군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지역농가에게 ‘희망’과 ‘상생’ 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농가가 생산한 농

산물을  모은 ‘건강 농산물 꾸러미’ 사주기 운동을 진행했다. 2020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모든 부서를 대상

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건강 농산물 꾸러미 사주기 운동은 당초 구입 목표량인 70개를 훌쩍 넘어 142개를 달성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건강 농산물 꾸러미’는 청정 거창에서 나고 자란 맛있고 질 좋은 과일꾸러미와 채소꾸

러미 2종류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은 꾸러미당 3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전 부서가 꾸러미 사주기 운동에 솔선수범해 동참했다”며 “당초 구입 목표량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적극 동참해준 직원들이 자랑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2. 연구결과 : 지자체의 농산물 판매 마케팅 전략 분석 

(1) 언택트(untact) 마케팅

언택트(untact)란, 접촉(contact)의 콘택트와 부정의 영어 접두사 un-이 붙어 접촉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영어 신조

어다. 즉, 언택트 마케팅은 비대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거래하는 마케팅 방식이다(오수연, 2018). 주요 

형태는 SNS를 통한 홍보, 영상 스트리밍, 매장의 키오스크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하여 상품의 홍보부터 거래까지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흥행하고 있던 마케팅 전략으로, 대표적인 언택트 마케팅인 홈쇼핑이 

이전부터 존재했고, 배달 어플,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 키오스크는 현대인들의 삶에 자리잡았다. 코로나19가 비대

면 사회라는 특징을 형성하며 언택트 마케팅은 더욱 진화하였는데, 일반 사무직, 교육 관련 직종, 종교, 요식업, 유통업, 

정치계 등 각종 사회 기관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부분의 사항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언택트 사회를 형성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농산물 판매 전략에도 활용되었다. 강원도 감자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SNS를 통한 마케팅으로 

판매되었으며, 강원도경제진흥원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강원장터 라이브커머스 In Fresh」 행사를 개최해 라이브방송 

및 온라인 구매 서비스로 언택트 마케팅 전략을 보였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

산물 판매행사를 진행했고, 경기도 고양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제품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언택트 마케팅 전략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도 농산물 유통방식을 언택트로 변경하여 최근 추세에 맞춰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 상생 마케팅

상생 마케팅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며, 기업의 수익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산물 시장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

으며,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이다. 해양수산부(2020)에 따르면, 비대면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11번가, 옥션, 우체국 쇼핑, 수협쇼핑, 피쉬세일 등 5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생 할인전을 진행한 

결과 9억 9천만 원의 판매를 창출한 효과를 보았다. 에스피씨(SPC) 그룹은 파리바게트 감자빵과 배스킨라빈스 감자아

이스크림을 출시하기로 평창군과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박수지 외, 2020). 본 연구에서 언급한 강원도의 지

역 농협과의 협력은 상생 마케팅 전략을 활용했다. 이는 농협의 핵심 가치 다섯 개 중 ‘상생협력’에 해당되는 활동으로, 

농협은 2004년부터 나눔 경영을 통하여 도농상생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이 기업에 광고비를 지원해주면, 기업은 

농협에게 광고 매체를 제공해주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기업 및 제품을 직접 광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로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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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가 상승하고,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

이다(김채령 외, 2015).

 

(3) 가격 전략

소비자들이 제품구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요소는 바로 가격(Price)이다(최동국, 2019:30). 

위의 세 지자체의 사례중 강원도의 경우 가격 이벤트를 추진함으로써 가격 전략을 사용하였다. 가격이벤트는 가격할인

으로도 볼 수 있으며, 가격 할인은 여러 가지 판매촉진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할인을 시행하고 가격할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원래의 가격으로 환원되는 판매촉진을 의미한다(한성덕, 2012). 강원

도는 본 지자체의 마케팅 전략에 감자 10㎏를 택배비 포함 5000원 가격에 판매하는 형식의 가격 이벤트를 적용하면서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 촉진에 성공하였다. 강원도의 가격 전략 추진 성공사례는 지자체의 농산물 마케팅 전략에 있어 

가격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4) 판매 촉진 전략

판매 촉진 (sales promotion) 전략은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의 이벤

트로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자극하여 최대한의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단기적이며, 자극적인 마케팅 활동이다.(최

동국, 2019:29) 세 지자체의 사례에서는 모두 비가격적 판매 촉진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각 지

자체는 이벤트 및 캠페인성 판매 촉진 전략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장터 라이브커머스 In Fres

h」 이벤트 개최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성공했다.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이벤트를 진행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고 온라인 판로를 확보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마케팅 전

략을 추진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건강은 자연올e-지켜줄고양!」 라이브 방송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판매 촉진 전략

을 적극 사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벤트성 판매 촉진 전략을 통해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에 긍정적 성과

를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은, 캠페인성 판매 촉진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창군은 「‘건강 농산물 꾸

러미’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여 캠페인 대상이 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에 성공했다. 세 지자체의 

마케팅 전략 구성 분석을 통해 비가격적 판매 촉진 전략이 가격 전략과 더불어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세 지자체의 성공적인 판매 촉진 전략 활용 사례는 뉴 노멀 시대 비가격적 판매 촉진 전략 수립

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Ⅲ. 결론

1. 정리

코로나 19로 인해 농산물 산업과 판매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먼저 유통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언택트

(비대면) 소비 성향이 늘면서 온라인 유통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홍보사업을 비대면 마케팅

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마케팅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 중이다. 두번째로 학교급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산물 공급량 중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

중은 57.7%에 달한다. 학교 급식 관련 친환경농산물은 낮은 저장성, 시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납품기일에 출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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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산지에서 폐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3년간 증가추세였던 학교 급식용 국내 농산물 판매액이 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올해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학교

급식 중단으로 저장성이 낮거나 봄철 집중 생산 되는 51개 품목 중심으로 매월 812톤의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지자

체는 이를 극복 하기 위해 각종 판매 캠페인과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이에 대응하기위한 지자체의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강원도의 경우 최문순 강원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감자를 홍보한 사례와 코로나 시대 언택트 행사 「강원장터 라이

브커머스 In Fresh」 개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창군의 언택트 마케팅과 온라인 바이어 상담회도 그 흐름을 같이 하

고 있다.  첫번째로 최문순 지사의 SNS 홍보는 결국 언론의 노출 빈도에 따른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농산물 판매에 있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한

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더불어 지자체의 활동에 있어 SNS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 

양성과 교육이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시대 언택트 행사의 개최가 증가하면서 원격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행사를 총괄하고 디자인하는 전문가의 중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이를 어떻게 도입

하고,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판매와 경기도 고양시 라이브 방송을 운영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드라이브 스루의 판매 방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해당 거주지의 소비자들에게  ‘비대면’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비대면’을 넘어 비대면이 가져오는 ‘신속함과 편리함’을 바탕으로 휴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

을 활성화 한다면 해당 지역 소비자 뿐만 아닌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에게도 농산물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혁신

이 될 것 이다. 라이브 방송 역시 홈쇼핑과의 차별점은 크게 없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점, 코로나 19 어려운 

농가를 함께 도와야한다는 시민 의식,  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

응을 불러일으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자체의 농산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홈쇼핑과는 다른 지자체 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지자체의 농산물 판매에 있어 공통적으로 쓰인 전략은 언택트 마케팅, 상생마케팅, 가격 전략, 판매 촉진 전략이다. 

언택트 마케팅은 비대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거래하는 마케팅 방식이다(오수연, 2018) 비대면으로 진행

하여  형성된 언택트 사회 추세는 농산물 판매 전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원도의 SNS 감자 마케팅, 온라인 라이브 

방송, 경기도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그 예이다. 상생 마케팅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

며, 기업의 수익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특히 코로나 19라는 전국가적 위기 속에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내자는 시민 의식과 결합하여 위에서 언급한 지자체의 농산물 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제품구

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요소는 바로 가격(Price)인 만큼 가격 전략을 사용하여 강원도의 감자 

10kg 5000원 이벤트를 추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 촉진 (sales promotion) 전략 중 이벤트 및 캠페인성 판매 촉진 전략을 강원도, 경기도, 경남 

거창군 모두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계점 및 보완할 점

첫 번째로 지자체 세 개의 사례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적용하려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마케팅 전략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있다는 점 역시 지자체의 농산물 

마케팅 전략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농산물 마케팅 전략에 있어 각 지자체의 공통분모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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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지역 쇼핑몰’ ‘유튜브 채널 운영’이었다. 따라서 해당 부분별로 심층적인 마케팅 전략 분석과 더불어 지역 화

폐 운영이 농산물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 측면에서 분석해본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

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해당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더 장기적

인 측면에서 코로나19가 농산물 판매와 마케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해당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뉴노멀 시대, 농산물 산업의 미래는 농가와 지자체의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코로나 19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새 감염병 발생 주기가 3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미래를 준비

해야한다. 코로나 19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가 주목받고 있는 현재, 지자체는 농산물 판매와 홍보에 있어서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순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단선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역시 위기 상황에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

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 측면에서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소비자는 위기 상황 속 능동적인 소비를 넘어 착한소비를 실현하도록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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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인류의 주거 환경과 도시 건축은 과거로부터 전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변화되어왔고, 이를 

통해 진보를 이루기도 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 인류가 주거공간에 변화를 주어야 할 시기가 찾아

왔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표준인 '뉴노멀'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공간의 뉴노멀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대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형태의 공간이 전염병 확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파악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뉴어바니즘, 스마트 성장, 창조 도시 등이 있으나, 그중 뉴어바

니즘에 주목하기로 하였다. 뉴어바니즘이란 전통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긴밀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건설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에 부합한 주거 환경 구성과 연관지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전염병 확산 등을 막고, 언택트 사회에서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적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능과 여가 기능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산 다핵형 도시구조 설계, K-New Deal형 

그린 리모델링 계획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에 부합하는 도시 주거환경을 구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계획과 지침을 국내 주거 정책 및 도시 건축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시 건축은 다시 한번 르네상스 전성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키워드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뉴어바니즘, 현대 도시, 주거환경, 도시 르네상스

I. 서론

1. 연구 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 요즈음, 뉴노멀이 다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양식이나 법칙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탈세계화의 가속화’,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 ‘디지털 전화 촉진’, ‘소득수준 및 건강 관심도에 따른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 등이 새로운 뉴노멀 트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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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본 글은 실용적으로 탐구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

활양식 변화에  집중하였고, 그중에서도 필수 생활요소인 의식주(衣食住) 중 ‘주(住)’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집값 폭등’ 현상과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본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뀌어 가는 주거 형태와 표준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혹은 위드 코로나(with-corona)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책에 적용하여 제안해보고자 한다.

2. 개념 및 용어 정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새로 나타난 경제 질서를 지칭하기 위해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용어가 급부상

하였다. 뉴노멀은 2004년 로저 맥너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직후에는 ‘자유

주의 시장경제의 전환점’이라는 의미만을 지녔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체계와 다른, 조금은 새로운 표준’이라

는 의미로 확장되었고, 본 글에서도 역시 ‘뉴노멀’을 ‘이전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현상들이 점차 보편적인 현상으로 

변화하는 기준’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다음으로, 본 글의 제목을 비롯한 본문에서 쓰이는 ‘도시 르네상스’는 ‘도시 건축이라는 주제를 인권, 지구와 환경, 지

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움직임과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을 지향하는 운동’을 뜻한다. 즉, 코로나

19 시대의 뉴노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시 건축 및 도시 양식의 의미를 함축한다.

3. 전염병과 도시 건축의 역사

오래전부터 전염병은 도시와 건축에 반영되었는데, 당연히 가장 오래된 건축서 ⌜건축십서⌟에도 나타나 있다. ⌜

건축십서⌟의 저자 비트루비우스는 도시의 부지를 선정하는 첫 원리에 “늪의 독기(Miasma)가 배어있는 수증기나 안

개”가 불어 닥치면 몸에 해를 주기에 이런 장소를 피하라고 했다. 독기(Miasma)는 고대 그리스부터 19세기 말 파스퇴

르의 연구를 통해 해명되기 전까지 서구에서 전염병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현재는 위생 개념과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자

리를 잡아 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은 피하고 있다. 의학적인 규명과는 별도로 전염병은 무지막지한 공포의 근원으

로 화재와 함께 건축과 도시의 역사에서도 중요 전환점이 되었다.

전염병은 현대도시구조 등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여러 사건과 도시구조가 관련되어 있지만 그중 두 가지를 언급하

고자 한다.

우선 널리 알려진 모델로 전염병 ‘페스트’가 만들어 낸 공간구획 방식이다. 14세기 유럽 전역을 페스트가 휩쓸며, ‘허

무(Vanitas)’, ‘죽음을 기억하라(Memento Mori)’ 등이 사회현상 혹은 예술 모티브로 나타나는 시기가 지나고, 17세기

가 들어서 등장한 전염병 대응 조치는 현재와 유사했다. 페스트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 집에서 40

일 동안 머물러야 했다. 그 지역의 모든 곳은 구역별로 세분화되고 빈틈없이 관리되며, 배회하는 동물은 전부 죽였다. 

사람도 외출이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시 사형에 처해졌다. 매 5~6일마다 소독작업을 하며 특수한 방역 복장을 한 흑사

병 의사가 긴 지팡이로 죽은 자를 확인했다. 감시의 눈길은 도처에 있으며 일정 시간마다 사람들은 창가로 나와 살아있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폐쇄되고 분할된 공간에서 각자 개인들은 고정된 자리에서 사소한 움직임도 통제된 상태로 

40일을 머물면 전염병이 지나가고, 살아남은 사람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도시는 일시적으로 완전한 통제

와 감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된다. 이때 40일의 기간이 어원이 되어 현재 쓰이는 검역 혹은 격리조치라는 단어 

‘quarantine’이 쓰이게 됐다.

근대 도시 건축에 영향을 준 다른 질병 모델은 나병, 즉 한센병과 관계된다. 페스트와 달리 전염력이 매우 낮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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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배제 공간조직을 만들어 낸다. 즉, 한센병 환자를 사회에서 추방한 후, 한 공간에 분리하여 그 존재를 지워버린

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소록도 한센병 환자 분리수용소가 그렇듯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사실 이런 격리의 공간은 역사적으로 계속 만들어졌다. 르네상스기 유럽에서 문학적 상상의 주제로 널리 알

려진 ‘광인들의 배’도 그중 하나다. 도시에 거주하는 광인들을 선별하여 도시 밖으로 떠나는 배에 실어 추방하는 것이다. 

당시 모든 광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광인 중에서 이방인만 추방하며, 도시민에 속하는 광인은 해당 도시에 머무

르게 된다. 이런 배제의 공간이 유럽 전역에 극도로 확대된 시기는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 사이였다. 르네상스 시

기 광인 중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데카르트가 쏘아올린 이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비이성, 즉 비정상을 

한 번에 배제하는 공간을 대규모로 건설한 것이다. 통상 구빈원으로 번역되는 로피탈 제네랄(L’Hopital general)로, 현

재 종합병원이란 이름인데, 당시는 전혀 다른 종합적인 강제 수용시설이었다. 각 도시에서 이곳에 많게는 인구의 1%를 

강제수용했다. 이 거대한 배제 공간의 분화가 19세기 이래로 우리에게 익숙한 건축공간의 등장과 맞물린다.

18세기 말 유럽 구빈원의 분화로 나타나는 건축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전염병(페스트와 한센병) 공간 모델의 결합이

며 현대 건축의 프로그램 상당수와 관계된다. 직접 구빈원의 분화로 나타는 건축은 병원, 학교, 요양원, 감옥 등이며, 이

런 방식이 관찰되는 곳은 수도 없이 많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이를 분석했는데, 영구적으로 

배제되는 나환자의 방치된 공간을, 페스트로 감염된 도시를 방역하기 위해 공간을 분할로 완전히 파악 가능한 구조로 

만든 것이라 표현했다. 이런 공간에서 ‘나환자’를 ‘페스트 환자’처럼 취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간이 이런 식으로 만들

어지며, 그래야 비상시에 관리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선으로 단번에 파악되는 공간 구조와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짧은 동선이 결합된 건축이 우리 생활 곳곳에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곳을 찾으며, 사적 공간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도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약 5%의 인구가 사망하게 한 1832년대와 1848년대 

콜레라 공포는 많은 도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855년 오스만이 파리를 개조하면서 가장 먼저 한 곳이 남북축인

데, 스트라스부르그 대로와 세바스토폴 대로로 이곳은 원래 좁은 길과 과밀지역으로 콜레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간 

지역이었다.

이후 여러 전염병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뻔했지만, 상하수도 시설, 보건의학 및 방역체계와 함께 도시 공간 및 건축

의 변화는 거대 밀집 도시가 살아가는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이런 도시와 건축의 공간은 우리에게 새로

운 숙제를 안겨주었다.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만들어진 근대 도시 및 건축 공간이 ‘자본주의’라는 문제를 직면

한 것이다. 초기 농촌의 도시화 과정을 눈여겨본 앙리 르페브르가 근대 도시 공간에 대해 잘 지적했다시피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추상공간이 되었다. 통제와 관리의 원리로 만들어진 도시 공간에서 과거 전통사회처럼 공동체의 인간관계나 

환경과의 밀접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꿰찬 것은 구경과 소비를 결합한 자본주의 대중문화다. 19세기 후반에 대로가 

만들어지고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백화점과 극장 등 온갖 구경 문화이다. 근대 도시가 만

들어 낸 대로는 구경꾼들이 몰려다니고 백화점에 좀비처럼 상품에 현혹되어 있다. 일률적인 아파트 공간에 살고 있으며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병원과 학교, 그리고 수많은 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전염병에서 벗어나고자, 화재의 위험에서 피

하고자 만든 추상적 계획도시 속 우리가 사는 공간이 지닌 운명 같은 것이다. 과거에 있다가 사라진 것 혹은 새로운 공간

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 도시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작품으로의 도시를 구상할 필요가 있

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다시금 우리를 일깨

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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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현대 도시의 형태

(1) 기존 현대도시의 양상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평촌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경제논리가 우선된 공급자 중심의 

주거 공급 형태가 드러났다. 현대 도시는 신도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정주공간이 개발되었으며, 수백만 호의 주택이 공

급되었다. 따라서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하기도 하였다. 에베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와 르 꼬르뷔제의 빛나는 도

시와 같은 근대 도시이론의 주요 계획 요소는 고층화와 표준화의 반복, 기능주의에 근거한 용도 분리, 보차분리와 도로 

확폭, 전원지향이라는 잠재수요에 대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였는데, 이러한 주요 계획요소는 오히려 현대도시 문제

의 발생원인이 되었다. 용도분리와 거대도시화에 따른 자원소모와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환경문제가 극심

해지고 도심공동화가 일어났다. 주요 계획 요소 중 하나였던 고층화에 따라 공동체는 붕괴했으며, 범죄가 증가하였다. 

잇따라 인간소외 및 주민배제가 등장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차분리는 자동차 의존적 도시구조를 만들었고 통행 

감소 및 도시 쇠퇴로 이어졌다. 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본다면,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계획과정에서 배재되면서 전

문가 및 관료중심의 도시 계획이 이루어져 현대 도시의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2)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

근대 도시이론이 실패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였다. 도시에 대

한 인식이 기능주의적 도시관에서 인간중심의 도시 패러다임으로 변모한 것이다. 따라서 쾌적한 정주환경 구축이라는 

일념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었다. 현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 스마트 성장, 창조 도시 

등이 거론되었지만, 그 중 뉴어바니즘에 초점을 맞추었다.

(3) 뉴어바니즘

미국의 교외주거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심도시에 만연해 있던 과밀, 범죄,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선호된 

방식이었다. 그러나 단일용도의 토지이용,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슈퍼 블록,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공원 위의 

타워 기법은 사람보다는 자동차 중심의 공간을 만들며, 사회분열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가져왔다.

뉴어바니즘은 미국의 교외화에 따른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 도시계획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통적인 도시의 모습으로부터 유추한 원칙이며, 전통 도시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는 보행 중심의 긴밀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공공공간의 부활, 도심 활성화 등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전통 소도시의 개념을 회복한 보행자 중심의 거리에 교육, 상업, 업무, 공공 공간 등의 복합용도 건물과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로를 통해 매일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을 자연스럽게 묶어주는 본질적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새로운 접근방법인 복합적 토지이용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건설이 가능하게 한다. 

보행위주의 생활패턴 회귀는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현대문명의 혜택을 모든 시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건설을 지향하며, 공동체 생활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을 갖는다. 또한 지역이 갖는 역사적 양식과 건축적 형태

를 중시하여 가로에서 보이는 건물과 경관은 지속적이며, 근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그 형태에 대한 제

어를 강조하는데,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촉매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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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어바니즘의 기본원리는 전통적 근린구조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조성 원칙에 의해 대부분의 시설은 도보

권 내에 있을 것, 모든 커뮤니티는 주택 이외에도 상점, 학교, 직장, 공원, 공공시설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복합용도 

및 다양성을 가질 것, 다양한 사회 계층, 연령층의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주택의 혼합, 건축과 도시설계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 대부분의 시설과 활동 거점은 고밀도로 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역과 정류장에서 도보로 접근하여 에너지 소비

를 억제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체계일 것, 자연환경의 보전에 만전을 가하는 지속가능하고 향상된 인간적인 삶의 질을 

가질 것 등이 세부적인 원리에 포함된다.

(4) 포스트코로나 도시 계획

2019년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목하며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이 떠오르고 있다. 우

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접촉, 언택트(Untact) 현상이다. 이로 인해 기존 권위적인 체제를 형성

해온 방사형 도시 체계가 무너지고, 도시 내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즉, 거대 집단으로 공동체 의식, 동

질감을 조성하던 학교, 회사, 군대 체계에 큰 영향을 줌에 따라 현대 도시의 많은 모습이 바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회사의 경우,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기존 직원들이 

출근할 때 이용하던 교통수단, 근무를 진행하던 회사 사무실 건물들이 불필요해질 것이다. 이는 사적영역이었던 주거공

간을 반사회화된 점이지대로 변화시킬 것(양형채, 김성은, 2020: 7-10)으로 보며, 주거 내 화상 회의, 화상 수업을 위

한 스튜디오 형태 공간이 요구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경영 체계 측면에서는 재택근무 일상화에 따라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 즉 고용인을 프리랜서의 형태로 고용하는 현상이 다수 관측될 것이다. 만원 지하철과 같이 사람들이 밀집하는 형

태의 교통 문화는 점차 사라질 것이며, 회사 본사는 불필요해짐에 따라 공원과 같은 여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을 세울 부지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학교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지식 전달’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으나, 탁아 기능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위성 학교’(유현준, 2020: 15-75)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유

현준, 2020),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아이들을 학교, 유치원에 보낼 수 없게 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고충이 늘어

나곤 했으나 위성 학교의 등장으로 기존 학교가 진행해왔던 탁아 기능을 메울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같은 공적 시설 외에도 여가 생활에 제약이 생긴 포스트코로나 시대엔 공원과 같은 형태의 시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장거리 여행에 제약이 있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야외 공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거로

부터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선형 형태의 공원이 선호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연구(유현준, 2020)에서는 비대면 접촉 문화가 확대되며 배달에 필요한 운송수단조차 필요 없는 미래 도시를 예측하기

도 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지하를 통해 배달을 진행하는 ‘물류의 지하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에서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해 배달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에 비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

다. 아파트 형태의 주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해당 집에 배달할 수 없다는 문제와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위 연구에서는 ‘물류의 지하화’를 언급하며, 전신주들이 지하에 묻혀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아 지상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곧 배달에 필요한 오토바이, 물류운송트럭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존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상하수도정비와 같은 도시계획이 진행되었으나, 최근 등장한 코로

나19는 공기 중의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매개질환이다. 즉,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요구되어 환기 시스템, 공원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연구(양형채, 김성은, 2020)도 존재한다. 코로나블루와 같

이, 비대면 접촉으로 인한 정신 병리현상을 위해 현대인들에게 일정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교통 형태에도 다른 패러다임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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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 도시의 주거

(1) 코로나19 팬데믹 속 한국의 주거환경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현재 대응하고 있는 주거 환경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공동주택 대 응 아이템 사례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 주택 분야 대응과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 

19 공동주택 대응 아이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동 주출입구에는 에어샤워 존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물인터

넷(IoT) 센서를 통한 공기분사로 미세먼지를 털어준다. 발판소독기 및 열화상카메라 또한 설치된다. 접촉없는 출입 시

스템인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공동현관문을 원격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도입되고 있다. 세

대공간에는 바이러스 제로 실내공기 청정 솔루션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세먼

지나 세균, 공기질 등이 주거환경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건설사들은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 단지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새로운 특화시스템들을 탑재하고 있다.SK건설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클린-케어’ 평면을 개발했다. 84㎡ 타입에 적용되는 클린-케어 평면은 세대 현관에 중문과 신발 살균기를 설치하고, 

거실로 향하는 중문 외 별도의 공간인 ‘클린-케어룸’을 조성해 동선을 분리했다. 클린-케어룸에는 SK건설이 개발한 

UV LED 모듈 제균 환풍기와 스타일러 등을 설치하고, 욕실과 세탁실도 함께 배치했다. 또한, 대피 공간과 실외기실을 

통합해 발코니 공간을 확장했다. 2020년 4월에 국내 최초로 개발한 클린에어 솔루션 2.0 제균 환기시스템에는 공기 중

의 초미세먼지를 99.95% 제거할 수 있는 헤파필터와 제균을 위한 UV LED 모듈이 탑재됐다. 이는 최신 UV LED 기술

이 적용돼 기존 UV 램프 타입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환경 유해 물질인 수은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UV 

LED의 성능은 공인 시험기관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곰팡이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99.99% 제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대표적으로는 건강과 위생에 특화된 빌트인 가전 상품인 ‘퓨어 패키지(Pure Package)’

를 내세웠다. 의류관리기와 살균기, 수납장으로 구성되어 의류와 소지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특화상품이

다. 환기에 특화된 ‘클린 에어 시스템(Clean Air System)’은 현관 천장에 설치된 에어샤워기와 신발장에 설치된 진공 

청소 툴셋으로 옷에 묻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헤파 필터가 장착된 전열 교환기가 방마다 있어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줌으로써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몇몇 아파트 시설에서

는 자율주행과 음성인식 등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탑재 한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음성인식 디스플레이 기능을 통해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2) 코로나19 팬데믹 속 주거평면의 변화

세계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높은 실업률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규모 개인서비스 사업

들이 성장하게 되자 예전처럼 큰 규모의 업무공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일을 위한 공간을 따로 얻기보다는 주거공간

의 일부를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의 공존이 시작됐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집은 

휴식공간뿐 아니라 스포츠·레저를 즐기는 생활공간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 19로 대면 접촉을 가급적 회피하는 시대이

므로 종전과 비교해 외식 횟수는 줄어듦에 따라 조리 및 취사 공간의 비중은 커지고 별도의 실내 운동 공간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면서 가속된 온라인 소비행태를 반영하는 거점 기능도 집이 담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이와 관련해 6월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경제와 

재택근무 활성화로 업무와 소비 방식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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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공간 변화 및 집 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둔 평면설계는 현실화되고 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는 최근 열린 심포지엄에서 “현재의 집 평면은 주중에 어른들은 직장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만 모

이는 라이프 스타일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적 형태로 이른바 ‘알파룸’ 기능을 강화한 주거 평

면 설계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도 일부 공급되는 공동주택에는 알파룸의 형태를 제공해 방으로 쓰거나 아니면 

거실이나 작은 방과 통합해 필요에 따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개념을 현관부터 작은 방, 거실까지 확장해 아예 

평면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5월 공모한 성남 복정 1블록 공동주택 설계에서 제안된 단위세대 내 평면을 보면 

지금의 아파트 구조와 사뭇 다른 평면구조이다. 제안된 단위세대 내 평면을 보면 이미 공급 당시부터 공간 구조가 정해

져 있는 평면이 아니라 가족의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확장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한 평면이다. 만약 홈 오피스가 넓게 필요하

다면 작은 방 2개를 합칠 수 있고, 아이가 넓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거실과 작은방 일부를 합쳐 세이프티 존을 

구성하는 형태다.

이와 같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건축공법 자체가 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는 건물의 하중을 벽이 받쳐주는 구조의 ‘벽식형’ 구조다. 이는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벽을 허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벽이 아닌 기둥을 이용해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식 공법’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 교수는 “앞으로 

10~30년 뒤 많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벽식 구조의 집이라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지만 기둥식이

라면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에 머무는 공간이 늘어나는 만큼 1인당 필요한 주거 공간도 확대된다. 유 교수는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

이 기존보다 155%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에어프라이어·식기세척기 등 10년 전까지 일상적이지 않던 소유물도 확장됐다. 따라서 앞으로 주거 사이즈는 점점 커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축 학계와 시장의 전망이다.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목해야 할 건축 및 주거

① K-New Deal형 그린 리모델링 계획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거비에 대한 높은 부담을 안겨주며, 열약한 주거에 놓인 유색인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안전한 주거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 또한 확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및 일자리 충격을 흡수할 대안으로, 현재 한국은 

K-New Deal형 그린 리모델링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뉴딜로는 디지털, 그린, 고

용안전망 강화 실현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침체된 경제를 재건하고, 취약계층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Stay at home’을 돕는 노후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이 진행중이다. 여기서 ‘Stay at 

home’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며 덩달아 중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린 뉴

딜’정책은 현재 국가 전략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② 분산 다핵형 도시구조 및 기술 시스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이 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커져있을 것이다. 따라서 

밀집형 도시구조 대신 분산 다핵형 도시구조로 의료, 보건, 방역 등의 기초생활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건축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또한 이러한 기초생활권 속에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실시 간으로 확

인하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IOT,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헬스케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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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도입된 환경 설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③ 오픈스페이스의 활성화

건축 설계에서는 한강이나 청계천과 같은 오픈스페이스도 중요시하게 고려되고 있다. ‘Finger Plan’이라는 건축 계

획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도시를 손으로 봤을 때 손가락에 각종 시설이 들어간다면 손 가락 사이사이에 녹지를 계획

하는 방식이다. 주거공간이나 업무 시설과 인접한 오픈스페이스의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통풍이 잘되는 공간을 도시 

곳곳에 마련해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도 있으며, 언택트 시대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④ 주거환경에서의 아파트 건축의 중요성

아파트와 같은 밀집 주거로 인한 감염 가능성의 증가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크다. 그러나, 도심 내에서의 고밀도 주거는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또한 사회적 고립에 처한 계층에게 대응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충에 유

리하다. 오히려 주거와 직장의 거리가 꽤 멀어 지역간 이동이 많은 경우가 감염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에, 도심 

내 아파트 건축이 활발해져야 한다. 아파트 내에서의 고밀도 주거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아파트 주거환경 내 감염 방

지 대책으로 감염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⑤ 테라스를 통한 자연 친화적 주거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마스크와 거리두기, 사람 많은 곳을 피하기, 집에서 머물기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면

서 사람들이 내부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수록 외부 공간을 접목하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게 마련이다.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하는 집이므로 공기정화와 자연환기에 대한 요구는 커진다. 이에 대한 건축적 대안이 바로 ‘테라

스’다. 김은희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결국은 주택 내부에서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테라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각종 상업적 이유로 2010년 이후 국내에서 테라스를 갖춘 공동주

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국내외 건축가들은 이 같은 자연친화적 환경을 테라스를 통해 구현하고

자 하는 시도를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 회자되는 해외 사례는 이탈리아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가 2014년 밀라노에 선보인 ‘수직 숲’ 아파트다. 

타워형 공동주택인 이 건축물은 주거별로 발코니를 설치하고 이곳에 식물을 심었다. 총 2개의 타워에 380그루의 나무

와 1만1,000개의 피복식물, 키가 작은 관목은 5,200그루가 들어갔다. 개인 공간인 집이 테라스를 통해 자연으로 확장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간 테라스 하우스라는 형태의 집이 적지 않게 공급되는 추세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테라

스는 이전의 주거 상품과 달리 테라스를 전면에 내세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유현준 교수가 설계하고 현대

건설이 시공한 한 고급 테라스 하우스의 경우 폭이 3m에 이르는 테라스가 적용되기도 했다. 테라스하우스는 비탈진 경

사면을 이용한 건축으로서 아래층 집의 지붕에 윗집의 실외 정원을 배치해 단독주택의 특성과 공동주택의 편리함을 결

합한 구조다. 즉 테라스하우스로 구성된 주택 단지는 단독주택의 장점인 마당이 있고 공동주택에서나 가능한 주택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거주자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테라스하우스 등 자연 친화적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단독주

택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의 저층 주택,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신축 주택은 땅값이 비싼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는 감히 엄

두를 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실내 인테리어에 변화를 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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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언택트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건축물과 외부와의 연결부와 건축물 내부에서의 연결부에 대한 설계기술을 재검

토하고, 관련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감염병 예방 설계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이

다. 실내 공간의 밀도, 공기의 질의 기준 등 건물 내부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계획 또한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해야 한다. 

건축 계획 과정에서 위기 발생 시 유연하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설계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조건은 산업 

활동과 연계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가진다. 특히 건축물 생산과정의 4차 산업기술 적용은 필수 요건이 되었으며, 이 상

황에서 언택트가 요구되는 산업현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현장에서 BIM, GIS 등의 디지털 도구가 특정 

대상에만 국한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보편적인 계획 및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어서 시공현

장의 업무여건 개선은 물론, 안전한 품질을 사용하는 기술 개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적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도시는 뉴어바니즘이 지향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중심으로 재편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19는 

이러한 환경에 큰 변화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뉴어바니즘의 장점이었던 밀집성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점

으로 바뀌었으며, 대중교통체계가 극대화된 뉴욕은 사람들 간의 접촉 밀도로 인해 가장 위험한 도시가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는 상황에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해진 것이다.

또, 코로나19는 도시에 대한 기존 관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재택근무, 온라인 등은 더이상 일부 IT기업에서 또는 

영화의 주인공이 누릴 수 있는 꿈의 직장의 상징이 아니게 되었다.

집에서 업무를 보는 재택근무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출퇴근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져,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중요

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주거지를 선택할 때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던 교통보다도 정보통신 인프라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

다.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든 도심 내 직주 근접 지역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ICT(첨단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

다. 언택트 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커넥티드 인프라는 필수적이다. 직접적인 대면 없는 경제활동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그 전제 조건인 무인기술이나 인공지능, 로봇배송과 같은 첨단 기술과 기기가 필요하고 그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원활한 

전송을 위한 5G망구축이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을 갖춘 커넥티드 시티는 스마트 시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 ICT 인프라를 설치하는 업그레이드 방식의 스마트화가 도래되어 삶의 편리성을 높

일 것이며, 그 범위는 일산, 분당 같은 대형 신도시에서부터 한 아파트 단지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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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는 노동시장에 ‘고용충격’을 일으키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이 노동환경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의 상황 전개에 대한 분석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일

자리를 유지했거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사람은 50%에 불과했다. 그 중 아이를 둔 기혼여성의 일자리는 15만명 이

상 감소했고, 기업의 완전무급휴직도 국민에게 직격타를 입히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복지 부문 7개 직업군과 그 외 23개 직업

군은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환자나 대중과 접촉하는 고위험 직업군이며 이는 총 1073만 명에 달한다. 또한 특수고용직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으로 과로사한 노동자의 사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살아남기 위해선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 및 가공하고 노조 내의 개혁이 필요하

다. 그리고 사회연대전략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기업의 유튜브를 개설해서 노동 현

장을 담아내고, 기업의 구성원 모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돕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

를 통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시대에 맞는 노동자들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노동시장, 뉴노멀 시대, 코로나 19, 개혁, 사회연대전략, 기업가 정신

I. 서론

2020년 확산된 코로나 19로 전세계는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비단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공공행정, 학

교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이전

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관계와 삶의 형태, 기업 조직운영 등이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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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안정상태가 유지되어 생긴 ‘고용충격’은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최악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일자리 상실은 특히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및 서비스직 등 노동자 계층에 집중되었다. 지난 1/4분기 국가별 취업

자 증감은 한국(-3.6%)이 미국 (-15.9%)과 캐나다(-15-5%)를 제외한 호주(-4.4%)와 비슷하나, 네덜란드(-1.8%), 

독일(-0.7%), 핀란드(-0.2%)에 비해서는 고용감소가 많았다12)(ILO, 2020: 21-23). 이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의 

조사결과 지난 3월 한 달간 전 세계 노동시간이 6.7% 감소하고 전 세계 33억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소매업 등 전통적 산업들은 침체하게 되었으며 소득의 기회가 줄어든 취약계층들은 중

산층과 소득격차가 더욱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실업 및 일을 쉬

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으며 고용감소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 감소가 커 정보통신산

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13)(김종진, 2020: 3-4).

이처럼 코로나는 노동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크나큰 변수로 작용해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와 일터,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으로도 코로나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

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같은 이전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신 근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것이 가능함을 기업들이 깨닫

게 되었으며 앞으로 기존의 정규직 계약 즉, ‘전통적 표준화된 고용계약(standard employer contract, SEC)’과 ‘표준

적인 고용관계(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SER)를 벗어나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노무 제공형태의 일자리

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14)(김종진, 2020: 12-13). 반면에 전통적 산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근무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며, 유통업과 서비스업 같은 현장 중심의 노동들은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함에도 불구

하고 지난 5월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 확산 사태와 구로 콜센터 확산 사태처럼 근로환경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더욱 더 입지가 좁아져 사회에서 소득불평등과 안전 보장의 미흡 등 불평

등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택 근무와 화상 회의 같은 근무 형태와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관계의 변화는 계속 이어져 ‘뉴노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시장에서의 ‘뉴노멀’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학자들의 문헌들을 분석함으로써 그에 따른 노동자들

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차원에서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아 혼란을 방지하기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상황

(1) 임금과 해고

2019년 12월,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국민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누군가는 줄어든 일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고, 또 누군가는 새벽부터 온 얼굴을 답답한 마스크로 가린 채 일감을 찾아 나섰다. 국민들

의 삶은 0부터 100까지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20년 12월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한국의 사회동

향 2020>15)에 따르면, 일자리를 유지했거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었

12) ILO, (2020. 5. 27.),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ourth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21-23 <ILO>

13) 김종진. (2020), 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3-4 <한국사회노동연구소>

14) 김종진. (2020), 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12-13 <한국사회노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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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 중 절반은 임금이 줄어들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대면 서비스업이었

으며, 고용 자체가 줄어든 경우는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 근로자였다. 

특히나 결혼 후 18세 미만 아이를 둔 취업여성이 올해 15만 6000여명 감소했다(민경하, 2020).16) 그 원인은 기혼여

성의 감소와 코로나 19의 확산이었다. 취업여성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벌어

진 상황으로 보인다. 물론 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피해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계층은 특히나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의 확연한 감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이다. 

극단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여행업계 1위 업체 하나투어의 ‘완전 무급휴직’ 조치이다. 전 직원 

2300명 중 필수 인력 300명을 제외하고는 이미 무급휴직을 진행중이었지만 지난 11월 전 직원 무급휴직을 12월부터 

3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즉, 전체 직원의 10%만 남겨서 운영중이던 큰 기업조차 인원은 더욱 감축할 것

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대기업보다 작은 일터들은 현재 까마득할 것이라는 또 하나의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도 

민주노총의 노동상담결과를 보면, 코로나 19이후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집중되어 이뤄지고 있으며 해고, 권고사직, 

4대 보험 에 대한 상담도 현저히 늘어난 상태임을 알 수 있다(전경운 외, 2020).17)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 해고가 되어도 재고

용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또한 뉴노멀 사회에서 우리가 정

의해야 할 노동자들의 노멀은 무엇일까? 단지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지속적 노멀이 될 수는 없다. 일시적

인 대처가 아닌 먼 미래를 바라보는,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보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 건강 및 안전

일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건강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방역의 전 과정에서 ‘노동안전보건’은 불충분하다. 이

미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불리한 고용관계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유행에서 불평등한 건강 위험과 생계위험

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서 직업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

아 일터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017년 제 5차 근로환경조사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를 

연계하여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직군을 확인하고 해당 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근

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환자나 대중과 접촉하는 직군을 고위험 직군으로 정의할 때, 보건의료복지 부문 7개 직업군(전체 

8개), 그 외 부문 23개 직업군(전체 50개)이 고위험 직업군이었다.  보건의료복지 업종에서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규모

는 총 140만 명이며, 그 외 업종에서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는 총 1,073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코로나19 대응이 고용에만 치우쳐 있고 노동안전

보건에 대한 대응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현장 근로감독과 안전감독이 일시적으로 유예되거나 중

단되면서 안전사고와 산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직업군인 필수노동자들 또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장기요양관리사는 다른 사람의 도

움없이는 정상적인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요양보호사는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어르신 돌봄을 하고 있다. 요양원 

전체가 코호트격리(동일집단격리)가 되는 등 감염위험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하고 있다. 배달원, 라이더의 노

고도 상당하다. 코로나19 이후 택배·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원 1인당 업무량이 1.5배로 증가했다(배규식, 2020).18) 

15) 2020.12.11.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청》

16) 민경하. 2020.12.04. “코로나19 여파에 '워킹맘' 15만6000명 급감…역대최대 감소”. 《뉴스핌》

17) 전경운, 이석희. 2020.12.11. “코로나에 2명 중 1명 임금하락, 실직.. 정부대응 부정평가 급증”. 《매일경제》

18) 배규식. (2020).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와 배달노동. 《월간교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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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재해율은 50% 증가했고, 상반기에만 12명이 과로사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존

재하지 않으며 이들뿐만 아니라 필수노동자의 기준이 여전히 명확치 않아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전염 위험에도 불구하

고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3) 노동조합과 노동자 권리

앞선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현되며 나타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

락, 각 나라 간 수출규제 및 수입 상품 규제로 인한 기업의 타격, 그로 인해 노동자에게 이뤄지는 부당해고,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의 문제,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 문제 등 기존에 있었던 노동자 권리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코로

나19 이후로 나타난 새로운 노동자 문제는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노동자라면 전적으로 보장받아

야 할 권리이다. 물론 국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이를 완화하려 노력했으나 광범위한 노동자의 피해에는 역부

족이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특수적인 상황은 이들을 낭떠러지로 몰아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할까? 

그 답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 운동, 해고자들 간의 연대를 통한 노동자 운동, 민주노총의 집회, 총파업 후 집회 및 

운동 등과 같은 ‘노동자 운동’이다. 이를 통해 기업 및 사업자 간의 협상이 이뤄지고 각 입장 간의 마지노선 내에서 이득

이 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집회를 통한 의사 표시가 어려워졌다. 특히, 노동자 운동에 

대해 과거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던 한국에서는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만 되어도 실

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로 대규모 집회는 불가능하다(박하순, 2020: 17-38).19) 또한, 집회를 실시할 경우에도 노동

자 운동에 대한 지지와 관심보다는 국가 방역 시스템에 위기를 불러오는 집회라는 낙인, 좋지 못한 시선을 받게 되는 것

이다. 2020년 11월 24일 진행된 민주노총의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을 때도 언론 및 시민의 반

응은 싸늘했다. 그들이 시위를 하게된 계기, 문제의 중심인 개정 노조법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진행된 그들의 시위에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예방 수칙의 준수 등과 같은 것에 관심을 두어 감염의 

위험성 측면에서만 그들의 운동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라는 구실로 만들어 내는 

집회 금지 명령은 부당함에 맞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가장 쉽게 침해하지만 정당성을 가지는 행위로 인정되어 노동자 권

리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 간 우위 관계가 고착화되고 코로나 이후 뉴노멀 사회에서

의 노동자의 권리는 바닥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뉴노멀 사회에서의 노동자 운동, 노동조합은 어떻게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는 다음 장인 해결방안에서 다뤄보겠다.

2. 해결방안

(1) 노동자 및 노동조합 차원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전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앞서 현황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사회의 규범과 사회형태가 새로

운 규범을 맞이하는 뉴노멀 시대는 코로나 19사태가 아닌 장기적으로 사회의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비대면 근무형태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현재보

다 더욱 더 소외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뉴노멀 시대에 맞추어 진화해야 할 것이다. 

19) 박하순. (2020). ‘코로나 공황’과 노동자운동의 대응. 《현장과광장》, (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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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인식을 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

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다. 정보사회는 과거 엘리트층에게만 

주어졌던 정보들을 보편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다양한 법조항, 판례들, 회사의 비리, 근무환경 안전 관리와 부당

한 임금 삭감 등 불평등한 대우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몇 분만 컴퓨터를 두드리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는 그것들을 감시함으로써 보편적인 권리침해를 막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자는 이런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고 사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는 흔히 경제전시체

제로 전환된다. 나라의 경제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기존보다 더 강도 높은 근무와 근무환경 안전 관리 미흡 및 대량해고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경제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진들의 

선택인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의식과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바이러스가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노동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도시빈민, 하층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개인들이 문제의식을 지니는 것만으로 완벽히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을 규합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사회와 노동자를 연결하는 노조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노동자의 대표성이 더욱 커진 만큼 노동

자들의 입장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의 안과 밖으로 해결 방안이 있다. 먼저 노조 내에서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토론과 토의는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토론과 토의를 통해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며 어떤 의견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

다. 모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참신하고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며 한 가지 방면으로만 

생각이 고착화되어 고인물처럼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의 폭이 넓혀져가고 흐르는 물이 되어 계속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며 중복되는 의견을 확인해 문제해결의 우선순

위를 정하는 데 편리해지고 뉴노멀시대에 맞추어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이뤄 더 효율적인 일처리를 할 수 있다. 

만약 실패를 겪더라도 재토의를 진행해 대안 방법을 찾아내 탄력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해 미래에 로봇과 AI로 무장한 기

업에 대응하는 거대 노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노조 운영진들에 청년층(20~40세)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노동자들의 의견 또한 수렴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꾼다. 변화된 사회를 빠르게 습득하고 적응할 젊은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회의 젊을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연대시키는 힘을 길러야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도태되어 

가지 않기위해 노조의 힘을 키워줄 촉진제역할을 청년층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뉴노멀 시대에 노조의 방향을 결

정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현장 노동 시위와 파업 등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현장 중심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

와 연대하고 자신들의 처우를 알렸다면 그 유일한 창구가 사라진 셈이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창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며 그 중 하나의 대안이 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연대이다. 노조 내에서 SNS 운영부를 만

들거나 활성화하여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나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단순히 뉴스로만 노동자들

의 상황이 알려지는 것은 언론매체들을 통해 1차적으로 정보가 걸러지므로 제대로 노동자들의 입장이 대중들에게 알려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SNS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와 소통하고 호응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마케팅

은 몇 달동안 농성과 시위를 통해 이슈화될 문제를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노조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이슈화시켜 대중

에게 호소할 기회를 줄 것이다. 카드 뉴스와 유튜브와 같은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뉴노멀 시대

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뉴노멀 시대에서 노조는 사회연대의 역할이 더욱 중대해졌다. 코

로나로 더욱 빨리 다가온 4차 산업시대로 인해 적어진 노동자 수로는 다양한 노조를 만들기보단 하나 된 노조로 함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끼리만의 연대가 아닌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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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낮은 층의 문제에도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노동조합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 것이다.20) 그래야만 커지는 기

업의 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사회 연대는 해답의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한석

호, 2020: 6-7).

(2) 기업 차원

노동자를 가장 많이 만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의 가장 직접적인 힘을 가진 주체는 누구일까? 바로 기업이다. 우리

는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해당 기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을 일삼곤 한다. 노동자를 담고 있는 그릇

의 결함을 메꿔야만 온전히 노동자가 담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새로운 노멀은 어떻게 이루

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며 유튜브와 같은 영상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Z세대의 이목을 끌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제는 마케팅이 아닌 노동자를 더 가까이 지켜볼 수 있는 매개체로서 작용해야 한

다. CU는 마카롱이나 도시락 등 인기메뉴들의 제조 공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한다. 영상에서는 제품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지만 이제는 제품과 더불어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그 기업에 들어갈 

미래의 노동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원이 될 것이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가장 큰 효과는 

노동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받는 처우가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원이 된다는 점 이다.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이지만 공동체의 힘은 더욱 발휘되어야 하는 세상이기도 하다.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의 임원들은 진부하게 들릴 지도 모르지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

고, 그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 경제정보 센터가 밝힌 기업가 정신의 의미이다. 하

지만 이 기업가 정신은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치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추가로 기업의 구성원 모두가 합당한 대우

를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기업가를 제안한다. 기업의 본 목적이 이윤 추구라고 할 지언정 기업에 있는 개개

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피해를 받고 있다면 과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이 올바른 이윤일까? 

이 예시로 한 때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았던 기업 ‘아마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아마존은 평소 ‘고객을 최우

선으로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경영을 해왔다. 하지만 2016년부터 “공장에 창문이 없어요, 물류 센터의 냉

난방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화장실 갈 시간과 휴식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등 수많은 폭로가 쏟아져 나오고 있

다. 전 아마존 직원 J 씨는 “회사는 직원을 로봇처럼 대해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병에 소변을 보기도 해요.” 라는 

증언으로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정윤주21). 하지만 2018년 연설에서 아마존의 회장 베조스는 아마존에는 노조가 필요

없다고 거듭해서 이야기하며 더 큰 논란을 사기도 했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까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휴직이 쉽게 인정되지 않아 미국 곳곳에서 부당해고를 겪은 사람들은 꾸준히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아마존은 

한달 동안 7조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고, 130만명의 직원이 전 세계의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

의 기업이다(한보경, 2020)22) 하지만 기업가 정신은 발휘되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은 모두 아니오. 일것이다. 개개인

에게 맞춰질 수 있는 합당한 대우는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큰 의문이 든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지키기 

힘들었던 이 기업가 정신은 건강과 그 기업의 존속,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 한석호. 2020. 「노동조합의 코로나 19 극복방안, 노동조합 사회연대전략」. 1-8. 《노동N이슈》. 5월호.

21) 정윤주. 2019.03.13. “‘병에 소변 봐’...아마존 노동자 열악한 근무 환경 노출”. 《YTN》

22) 한보경. 2020.10.15. “아마존 해고 노동자들의 눈물... 회장은 ‘돈벼락’ 직원들은 ‘날벼락’”.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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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포부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변화하지 않으면 더욱 빨라진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사회에 맞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뉴노멀 

시대에서 모두를 살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다.  

(3) 정부 차원 

노동사회위원회의 직장갑질 집행위원장은 취약계층 노동자 중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노동자의 비율

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76%였으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았거

나 가입했지만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제도 

개선, 4인 이하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이 필요하며,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보험 미

가입자들을 고용보험에 임시로 가입시켜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임시적으로 완화하여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

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노동관계법률이 작동하는 것은 ‘고용-피고용 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만 국한되어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

는 노동자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전부터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코로나 19를 통해 수면 위로 드

러나면서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노동체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

하기 위해선  모든 취업자들을 고용보험에 포괄할 수 있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며, 고용보험 급여 및 보장성 

강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기준 및 부과 방식 개편, 기금 및 재정의 획기적 확대, 고용보험 거버넌스에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사태 이후 유럽에서는 고용안정성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단축근로 방식

을 택했다.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등을 통해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줬고, 기업의 직종과 규모 제

한을 해제해 수혜 범위를 늘렸다. 독일에서는 올해 3~4월 중 1067만명이 단축근로를 신청하였다. 유럽은 향후 고용회

복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했으나.  급격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이 사례에

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론

1. 정리

코로나는 전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쳤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한 것은 노동자였다. 노동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서 코로나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임금하락 및 해고, 안전, 노조를 통한 대응 불가. 2020년 12월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일자리를 유지했거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의 50%

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 중 절반은 임금이 줄어들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이 중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와 필수

노동자들은 특히나 건강 위험과 생계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택배, 배달 관련 업종자들은 1인당 업무량이 1.5배로 증가

했으며 코로나에 노출될 고위험 직업군의 경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노동자들이 겪는 이러한 

문제는 원래 노조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만 되어

도 집회 100인 이상 집합 금지로 대규모 집회가 불가능하며 집회를 실시할 경우에도 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지와 관심보

다는 국가 방역 시스템에 귀리를 불러온다는 낙인이 찍히기 쉽상이기에 집합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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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다가올 뉴노멀시대는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맞추어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기업이 마지막으로 국가가 변화해야한다. 피할 수 없다면 제

대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뉴미디어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공 및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적인 사고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거대해지는 소셜미디어를 이득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 내에 마케팅 부서라던가 노조 내 청년층 임

원진 추가라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보 사회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수직적 의사소통이 아닌 수평적 의사

소통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내 토론과 토의를 활성화시키는 전략 또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사회연대전략일 것이다. 줄어가는 노동자 수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 전

반적인 부분과 연대하여 운동하고 개혁하는 전략을 펼칠 때 비로소 뉴노멀 시대에 노동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가 속해있는 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원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라

고 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정신, 이념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진부할지 모르겠지만 뉴노멀 시대에도 기업

은 윤리적이고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제

도 개선, 4인 이하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을 신속히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뉴노멀 시

대에는 직업의 형태가 프리랜서 형태로 많이 변화된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고용-피고용 관계가 확실한 이들만을 지

켜줄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를 지켜주는 법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야 할 것이다. 

2. 의의 및 한계점

(1) 의의

지금까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노동자들의 현황과 뉴노멀 시대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무직과 

IT관련 일자리와 달리 현장중심의 근로환경을 지는 노동자들은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며 경제 불안정을 이유로 임금

삭감과 대량해고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에도 변화한 사회제도와 문화

가 새로운 규범인 뉴노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뉴노멀 시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와 기업,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들을 모색하였다. 비대면 관계가 사회의 표준이 될 상황에서 노

동자와 사회와의 연대를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업과 정부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어떠한 대안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보고서는 향후 바이러스로 인해 달라진 사회 속 더욱 더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초안을 제시함으로써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향후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뉴노멀 속 노동시장과 노조와 사회의 연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한계점 

본 연구는 뉴노멀 시대에 맞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운동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이론적이고 시론적인 연구에 불과

하다는 한계가 있다. 기업과 정부, 개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기업과 정부의 편에 서서 바라보면 실

현이 어려운 방안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마련된 정부의 예산안이나 추경에 큰 한계를 두고 작성한 연구가 아니

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습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의 체제 속에서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 연구한 

본 연구의 방향은 지속적인 해결을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뉴미디어 콘텐츠들이 성행하고 있지만 추후 어떠한 사회

가 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가장 결정적인 노동자 개인의 노력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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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현실적인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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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변화해가는 ‘공간’의 개념에 주목하여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아파트단지, 내부, 시설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설계하였다. 아파트 단지 설계의 경우 오픈스페이스의 기능 

강화라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출입구의 개수를 각 단지별로 조성하고, 야외를 선호하는 니즈에 맞추어 외부 운동시설을 

단지별 2개씩 설치하였다. 또한, 각 구획 별로 클린 에어돔을 설치하여 비말로 인한 감염 예방을 최대화하였으며, 단지 내 보행

도로의 폭을 8m로 설정하였다. 공원의 경우 선형형태로 조성하였다. 내부는 공간 재구성에 용이한 라멘식 구조, 공간 창출을 

위한 알파룸과 베타룸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공간 구성 기회를 제공한다. 24평, 34평, 42평 평수 별 내부 구조를 제시하였으

며, 이는 현관을 지나 각종 유해물질을 털어내는 클린존을 거쳐 드레스룸과 세탁실, 욕실과 개인 공간을 지나 공용 공간에 도착

하는 구조이다. 또한, 테라스, 베란다 등 야외 공간의 수와 공간을 늘렸으며, 방음과 환기, 청결 등을 위한 시스템을 탑재하여 

집을 안전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은 아파트 관리 시설과 관련하여 설계했다. 광촉매 적용 항바이러스 건설자재 및 광촉

매 적용 공조 시스템 도입, 에어샤워 존 설치,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구축, 배달 로봇 서비스 도입, 단지 내 음압실 배치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한 아파트단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키워드: 언택트, 게이티드 커뮤니티, 오픈스페이스, 공간 재배치, 스마트 원패스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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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선행 연구 분석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팬데믹을 통해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가 일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일상 생활공간은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한 의문

을 시작으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23)박영민, 김종구. (2020). 는“단지형 주거지 개발은 공동체 의식 촉진과 편의

성 확보 등 장점이 있지만 폐쇄성이란 단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거 분리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의 상관관계를 

시사하였다. 이재훈. (1994).24)은 중소도시 아파트 단지 구성에 있어 기존의 이상적 아파트 단지 모형을 그대로 이식

하는 방법은 중소도시의 특성상 도시조직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중소도시의 소

규모 단지구성, 1-3개동으로 이루어진 건물군의 고층화, 자연 지역 침범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단

지 구성의 변형을 주장하였다. 아파트 단지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대체로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그 폐쇄성에

 주목하거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공간구성 방법 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

려한 아파트 단지 구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폐쇄성을 단점으

로 보기 보다는 외부와의 언택트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2. 현상적 시론

(1) 언택트 사회와 게이티드 커뮤니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며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비접촉(Untact)이다.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세

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방역은 이제 비접촉 일상을 당연하게 여긴다. 많은 전문가는 온라인 쇼핑과 교육, 재택근무 

등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가속화되는 비접촉문화의 고착화를 앞다투어 전망한다. 이에 외부인과 접촉 없이 현관이 

주차장 등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상품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도심 속에 위치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단독주택보다 주거 안전성이 떨어지지만, 양질의 인프라시설을 

지닌 게이티드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입주민들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적용이 어려웠던 다양한 개인 공간과 공유공간을 

확보하면서 여러 가구가 어우러진 공동체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란 “공공 공간이 사유화되어 출입이 제한된 주거단지”(Blakely and Snyder, 1999)로, “주거단지 

입구에 게이트와 이를 통제하는 게이트 컨트롤 시스템(단지출입시스템), 그리고 단지 주변을 두르는 담장에 의해 폐쇄

적인 영역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김석경, 2007)를 가리킨다. 이 같은 게이티드 커뮤니티 내부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각종 생활편의 시설이 함께 배치되어 동질적인 사회계급을 지닌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

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가 위치한 근린주구 경계를 규정하는 게이트와 담장은 내부의 주민들과 외부의 비거

주자를 물리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구분하는 가시적 장벽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Low, 2003). 

23) 박영민, 김종구. (2020). 국내 대도시의 주거지 분리 추이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의 상관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40(6), 633-641.

24) 중소도시 아파트 단지구성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3), 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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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적률

<그림 Ⅰ> 전국 준공 시기별 용적률 평균 추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정적 주거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용적률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

이 밀집되어있음을 나타내고, 이는 곧 거주환경 내 거리 두기와 깊게 연결된다. <그림 1>에서 아파트 용적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0년 이전 전국 평균 아파트 용적률은 191.6,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는 234.0, 서울 평균은 194.6에서 267.2로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서울의 경우 용적률 상승 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5개 아파트 단지 사전 조사

<표 Ⅰ> 아파트 별 용적률과 시설물 차이

아파트명 사진 용적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단지 내 상가 시설 유무

송도 파크자이 220%
운동시설,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카페테리아 등
O

송도 

호반베르디움 2차
199.655%

운동시설, 독서실, 주민회의실, 

키즈카페 등
O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239.78%
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승마장 등
O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509.45%

운동시설, 무비박스, 피크닉장, 

키즈카페 등
O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트 2차 
202%

운동시설,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작은 도서관 등
O



＃2학년 2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아파트 단지 설계 : 구조와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113

5개 아파트 단지 모두 대체로 비슷한 용적률을 가지고 있었고,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의 경우, 평균 40층 이상이

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용적률을 지닌 것으로 판단.)커뮤니티 시설 또한 공통적인 시설이 많았다. 검암역 로열파크

씨티 푸르지오의 경우, 인근 리조트 시설과 연계가 되어있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설이 존재했다.

Ⅱ. 본론

1. 아파트 단지 구상

<그림 Ⅱ>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아파트 단지 구성안

아파트 단지는 대지면적 90,000,0000m2, 건축면적 20,000,0000m2로 아파트 8동과 상가 4동으로 구성했으며, 

본 구상안의 축척은 1/1100이다. 기존 신축 아파트 단지와의 차별점으로는 1) 출입구의 개수 2) 클린 에어돔 배치 3) 

야외 운동 시설 개수 4) 선형 형태의 공원 5) 단지 내 보행도로의 폭 등이 있다. 또한, 용적률을 줄여 단지를 구성했다. 

아파트 단지 설계는 서울 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도시 공

간계획 수립: 자족형 근린 생활권,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생활권 녹지체계25)와 UN-Habitat과 OECD가 제시한 리질

리언스 도시의 구성요소 및 회복 탄력성 (Urban Resilience)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구상하였다. 

뉴노멀 요소를 부여한 본 아파트 단지는 기존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메인 출입구와 상가 출입구, 부출입구 2개로 구성

되어있는 것과 달리 메인 출입구, 상가 출입구, 부출입구 8개를 만들어 동선의 중복과 타 동 거주민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였다. 거주 동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단거리를 단축해 중앙도로 접근률을 줄였으며, 메인 출입구의 인구 밀집도도 줄

였다. 

다음은, 클린 에어돔 배치 및 야외 운동 시설 개수 증대다. 코로나 19로 공유공간은 축소되고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팬데믹 전까지 공유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며 실내 공유공간에 대한 접근은 감소하고 외부의 공공 공간인 오픈스페이스로 이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26) (김진유, 2020) 이에 따라 실내의 폐쇄 공간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감소하고 공기 순환이 비교적 원활

25) 조경훈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질리언스 도시. 도시정보(458),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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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부의 신체활동은 증가한다. 기존에 4동 별로 한 개의 외부 운동 시설이 위치했던 아파트 단지와 달리 2동 별로 하나

의 운동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픈스페이스로서 기능을 확보한다. 그러나, 운동 시설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

가 밀집되는 특성을 갖기에 클린 에어돔을 운동 시설의 좌측중앙에 설치해 비말 확산을 최대한 예방한다.

오픈스페이스 기능 강화는 단지 내 녹지 및 공원 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글 공동체 이용보고서가 구글 위치

기반 동선을 분석해 1월 3일~2월 6일과 4월 27일~4월 29일을 비교한 결과 공원 이용률이 51% 증가했다. 실제 센트럴

파크, 서울 숲 등에 인파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녹지 조경 및 공원이 차

지하는 면적과 폭을 증가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유현준 건축가는 공원 형태는 기존의 직사각형 형태에서 선형 형태의 공

원이 코로나 19 대응에 유리함을 언급했다. 센트럴파크나 부산 시민공원 등 직사각형 공원은 사람들 간 동선이 겹치고 

구획을 나누기 위한 공간 구분이 선형 공원보다 어렵다. 반면 경의선 숲길 같은 선형 공원 형태는 공원을 중심으로 주거

지 증대와 공간 구획 별 분리가 용이하다. 따라서, 원형과 직사각형의 기존 단지 내 공원 형태와 달리 8개의 동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형 형태 공원을 조성하여 거리 두기 및 구획 별 사적 공간과 공동의 공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보행도로의 폭 조정이다. 신설 아파트 단지 보행도로 폭을 직접 측정한 결과,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는 9.2m, 송도 파크 자이는 7.5m, 송도 랜드마크시티 센트럴더샵은 7.18m, 송도 e편한세상은 7.96m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m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산책로는 5.5m, 일반 보행도로는 8m로 하여 4인이 단위면적 

내 동 시간대에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평균 단지 내 이동률과 대조했을 때 현실적으로 최대한 가능한 

폭으로 타인과의 거리 두기 및 불가피한 접촉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파트 내부 구조 설계

코로나 19사태 장기화와 재택근무, 온라인 화상 학습 보편화로‘Relocation’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다. 과거 오직 

휴식을 위한 공간이었던 집이 업무와 학습, 여가 등 여러 기능을 맡으며 공간 재배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입주자의 수요

에 맞춰 공간 재구성이 쉽도록 최근 신축 아파트는 벽이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내력 벽체가 아니라 기둥이 건물의 골

격을 유지하는‘라멘(rahmen)식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건물 구조를 갖추면, 수도와 배관 등 설비 시설도 벽

이 아닌 기둥으로 들어가 입주자가 원하면 언제든 벽을 허물어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으며, 배관 등 설비 교체 역시 보다 

쉬워진다. 또한, 벽(수직)과 슬래브(수평)가 면대 면으로 만나는 벽식 구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층간소음도 줄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집 안 개인 공간의 중요성과 여가를 위한 ‘나만의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제공되는 ‘알파룸’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사용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지만, 대체로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수

납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공간 활용으로 ‘베타룸’을 제시할 수 있는데, 앞서 논한 ‘알파룸’과 달리 ‘슬라이

딩 도어’를 활용해 필요한 순간에 방을 나누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아파트의 내부 구조 역시 변화하는 추세이다. 아래 그림은 뉴노멀 시대에 맞추어 고려

해야 할 점을 적용하여 디자인한 아파트 내부 구조이다. 좌측 상단부터 각각 24평, 34평, 42평을 설계하였다. 현관을 

지나면 거실 같은 공용 공간이 먼저 등장하는 기존의 구조와 달리 외출 후 집에 들어왔을 때 ‘클린 존(clean zone)’을 

통과해 몸을 정비하고 각자의 방을 거쳐 거실에 모이는 구조로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있는 ‘클린 존’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건식 세면대가 있고, 다음에 바로 나오는 드레스룸과 세탁실에서 옷을 갈아

26) 김진유 (2020). 포스트코로나시대 도시계획의 과제. Urban planners, 7(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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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욕실에서 씻을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거실로 가기 전 개인 공간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조성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개인 공간을 거쳐 공용 공간으로 가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타자와의 

접촉이 줄어드는 현상에 따라 소형 야외 공간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이에 맞추어 거실과 방의 크기를 늘리는 

대신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 야외 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수와 공간을 늘렸다.

<그림 Ⅲ-1, 2, 3, 4> 아파트 단지 내부 도면(24평, 34평, 42평, 라멘식 구조)

내부 구조뿐 아니라 방음, 환기, 청결 등 시스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졌다. 외출 후 집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외부 바이러스 유입을 최대로 차단하기 위해 현관의 클린 존에는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털어내는 에어 드레서와 신발 살

균기를 설치한다. 집 내부에는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과 에어 커튼, 실내 헤파필터가 내장된 미세먼지 저감 환기 시스

템으로 24시간 내내 실내의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한다. 또한, 냉방 시스템은 균과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자외선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업무 및 온라인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이중창 역시 필수로 제공된다. 

외부에 닿는 현관, 베란다 등의 공간에는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 광촉매 모듈을 탑재하여 이중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UV LED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부작용이 적고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닌다.

3. 아파트 관리를 위한 시설 관리 설계

(1) 광촉매 적용 항바이러스 건설자재 및 광촉매 적용 공조 시스템 도입

광촉매는 빛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자신은 변하지 않고 산화환원반응의 개시, 가속화 등의 반응을 촉진시킨다. 일반

적으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해 광학적으로는 활성이 나타나고, 생물학적, 화학적으로는 비활성이며 광부식이 

없다. 광촉매가 빛 에너지를 받으면 광촉매 표면에 ROS(Reactive Oxygen Species)27)가 생성되고, 이는 강력한 산

화력을 갖고 있어 유기화합물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 감염병의 감염원인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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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테리아 등 미생물의 생체구조를 파괴하여 사멸 또는 불활성화시킨다. 실제 광촉매는, 각종 생활·의료·설비 소재 및 정

화물질로 사용되며, 빛 에너지만을 이용해 오염원·감염원 등을 사멸시킬 수 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 오염과 감

염원 확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계획한 아파트 단지는 코로나 19에 대한 건축적 대응으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외부시설에 광촉

매 적용 항바이러스 건설자재와 광촉매 적용 공조 시스템을 적용한다. 광촉매 적용 항바이러스 건설자재는 광촉매를 혼

입·코팅하여 자재 표면에 안정화·고정화함으로써 광촉매 활성에 따른 ROS를 이용해 항바이러스 기능이 구현된 건설자

재를 의미한다. <그림1>은 광촉매 소재를 스핀 코팅한 유리 플레이트에 각종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노출시켜 항바이

러스 성능을 평가한 결과로, 대장균, 살모넬라균,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등 실험에 사용된 모든 박

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노출 시간 약 90분 정도에서 99% 이상 사멸 또는 불활성화됨을 확인한다. 따라서 항바이러스 건

설자재를 감염병 유입·확산 가능성이 있는 단지 내 실내 운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에 적용한다면 감염병 노출·확산 

위험 저감 및 억제된 생활환경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감염원은 공기 중에 장기간 생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공기를 통해 비감염 객

체에 감염원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항바이러스 공조 시스템의 도입 또한 필요하다. <그림2>은 현재까지 개발된 광

촉매 적용 필터의 항바이러스 성능평가 결과로, 챔버 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살포하여 오염시킨 공기를 개발된 필터

를 통해 처리한 결과, 약 20분 이내에 챔버 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약 99.9% 이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멸·불활

성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발된 항바이러스 공조 시스템 역시, 앞서 언급된 항바이러스 건설자재와 함께, 

단지 내 시설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염원의 접촉 및 공기 중 확산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아파트 단

지 내의 상시 방역 체계의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28)

<그림 Ⅳ-1, 2> 광촉매 성능평가

<그림1> 광촉매 소재의 향균·항바이러스 성능평가 결과          <그림 2> 광촉매 적용 공조 필터의 항바이러스 성능평가 결과

27) 산소로 전자가 전달되면서 순차적으로 생성되는 수퍼옥사이드,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시래디칼 등을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라고 한다.

28) 구현본, 박정준, 김성준. (2019). 광촉매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방지 건설기술 개발. 콘크리트학회지, 31(3), 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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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 내 시설 출입구에 에어샤워 존 설치

코로나19는 비말뿐만 아니라 신체나 옷에 남아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감염 가능

성을 차단하기 위해 본 보고서 계획 중인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 시설 출입구에 인공지능 스마트 IoT(사물인터넷) 에어

샤워기를 설치하려 한다. 에어샤워기는 공항 보안 검색대와 비슷한 모형으로 IoT센서를 통한 공기분사로 초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차단·제거하고,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대형 공기청정기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최

첨단 제품이다. 에어샤워기는 사람의 안면 온도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에어샤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샤워가 끝났습니다” 라는 멘트로 출입자를 안내한다. 샤워기 왼쪽 화면에는 실내 공기질 정보와 

미세먼지 수치, 농도, 습도 등 여러 데이터 정보가 표현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IoT 

에어샤워기 성능을 실험한 결과, 기기 측면에 부착된 LED살균기 모듈이 공기 중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내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 제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9)

(3)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구축

<그림 Ⅴ>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사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급증하며 아파트 입주민이 자주 접하는 공동현관과 승강기 사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계획 중인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 없이 공동현관, 승강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 스마트 원패스시스템`을 단

지 내 모든 시설에 적용한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무선 통신기술을 통해 소지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동

현관문을 원격 개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승강기 호출과 거주층이 선택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세대까지 출입할 수 있다. 30)스마트 기술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배달로봇 서비스 도입

아파트 입주민들의 배달음식·배달물품을 통한 감염에 대비하여 본 보고서에서 계획 중인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 배달

로봇 서비스를 도입하려 한다. 배달로봇 서비스는 공동현관까지 배달된 음식을 로봇이 전달받아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29)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727) 이재은. (2020).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대응 방안. 충북 Issue & 

Trend, (39), 4-5.

30)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4050029&t=NN) 이재은. (2020).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

기대응 방안. 충북 Issue & Trend, (3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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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집까지 재전달하는 방식이다. 배달로봇은 무선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층을 선택하며, 사전에 입력된 정보

를 바탕으로 동선을 결정한다. 배달이 도착하면 주문자에게 휴대폰 앱을 통해 알려준다.

(5) 단지 내 음압실 설치

본 보고서에서 계획한 아파트 단지는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이는 입주민들의 격리시설 마련을 위해 단지 내 음압실을 

설치하려 한다. 음압실은 기압 차를 이용해 방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차

단하는 기능을 하는 격리시설이다. 즉 기압 차로 인해 방 밖의 공기는 들어오지만, 방 안의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

록 설계된 공간이다. 특히 격리 대상자의 호흡 등으로 배출된 바이러스가 섞인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장 정화시

설로 흐르게 되어있다. 따라서 내부 오염원이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지면서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이 방지된다. 단지 내 

음압실은 흡기와 배기 시스템을 분리함으로써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아파트 대부분은 흡

기와 배기관을 공유하고 있다. 주택 설계 단계부터 이를 분리해 시공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31)

(6) 원격 건강도우미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코로나 증상 여부 등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원격 건강 도

우미 시스템을 도입해 안부 확인 서비스, 비대면 생활 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단지 내 

자가진단 서비스와 코로나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단지 환

경을 조성하고자 한다.32)

Ⅲ. 결론

1. 정리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아파트 단지 설계의 경우, 먼저 총 8개의 출입구를 배치

하여 동선의 중복과 타 동 거주민 간의 접촉과 인구 밀집도를 최소화하였다. 두 번째는 운동 시설에서의 비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클린 에어돔 설치이다. 세 번째, 2동 별 하나의 운동 시설을 공유하여 밀집도를 줄이면서도 입주민들

의 쾌적한 운동시간을 보장한다. 네 번째, 감염 예방에 유리한 선형구조의 공원을 배치하였다. 다섯 번째, 포스트 코

로나 시대의 거리 두기를 고려하여 단지 내 산책로의 폭을 5.5m, 일반 보행도로는 8m로 설정하였다. 

또한, 아파트 내부 구조와 관련하여 공간 재구성에 용이한 라멘식 구조, 공간 창출을 위한 알파룸과 베타룸 활용하

여 소비자들에게 자유로운 공간 구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4평, 34평, 42평 평수 별 내부 구조 제시하였으며, 대체

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관에 들어서면 클린 존을 거치게 되는데, 클린존에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털어

내는 에어 드레서와 신발 살균기를 설치한다. 그 다음, 드레스룸과 세탁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욕실에서 씻을 수 있게 

설계해 개인 방을 거쳐 거실에 도착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공용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31) 강동효, 권해석, 김동현, 김용운, 김희준, 문보경, 염현석, 이민아, 최진석, 최중현.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국토, (  ), 

56-61.

32) 강미나, 이후빈.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강한 집, 건강한 이웃. 국토, (), 30-33.



＃2학년 2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아파트 단지 설계 : 구조와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119

더불어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 야외 공간의 수와 공간을 늘렸으며, 방음과 환기, 청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과 에어 커튼, 미세먼지 저감 환기 시스템으로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하고 외부와 

접촉하는 공간에  광촉매 모듈을 탑재하여 이중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 시설과 관련한 부분이다. 광촉매 적용 항바이러스 건설자재 및 광촉매 적용 공조 시스템

을 도입하여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출입구에 에어샤워 존을 설치하여 외부

로부터 유입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구축하여 직접적인 접촉 없이 

공동현관, 승강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언택트 사회에서의 소비자의 배달 선호 현상을 고려하여 단

지 내 배달로봇 서비스 도입하여 배달기사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안전하게 배달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

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는 입주민들의 격리시설로서 단지 내 음압실을 배치하였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자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보장과 편리한 정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선호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파트 단지 설계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점

에서 본 연구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파트 단지 설계에 대한 초석을 쌓는 작업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신기술과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비용적 측면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아파트 단지라는 상대적으

로 작은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것은 한계로 남는다. 본 연구가 향후 더 많은 연구 진행에 본 연구가 제시한 방향이 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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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노멀 시대 한국의 위상: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

는가? 

  2. 연구 한계 및 보완점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 발생 후 생긴 각국(LME, CME, SME)의 용어를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용어에서 비롯되는 방역

체계나 코로나 대응 시스템 등을 알아보고 이전의 미국 패권주의 시대에서 뉴노멀 시대에 반영되는 결과를 알아내고자 한다. 

다양한 논문들과 2차 자료를 사용하여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LME를 지향하는 국가에서조차도 CME 혹은 

SME적 제도를 부분적 수용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월러스틴의 단일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자본주의 유형

에 따라 세분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조정 시장경제적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이행

될 것임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뉴노멀 시대의 세계 질서에서 방역과 사회경제적 활력의 유지를 모두 성공

적으로 수행해내면서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국제세계질서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할 것이며 새로운 세계정치의 방향성이 될 것

이다.

키워드 : 패권체제, 단극체제, 세계체제론,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LME(자유주의적 시장경제), SME(국가주도 시장경제), 

CME(조정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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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기존의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세계체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세계 질

서의 변동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세계 질서 변화의 양상, 즉 자유주의적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부터 이러한 경향을 보여왔다. 다음은 이러한 경향의 예시들이다.

(1) 브렉시트[Brexit]

브렉시트는 영국을 뜻하는 단어‘브리튼(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엑시트(exit)’를 합성해 만들어졌으며 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되었다. 브렉시트 여론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계기가 되었다.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이에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한 것이다. 여기에 영국으로 들어오는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급증하고, 특히 2015

년 말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계속되자 EU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가속화되었다. 그러던 중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브렉시트는 민족주의의 대두로부터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를 공동체 속에 포함된 정해진 축이 아닌 자신만의 축을 

구축하며 이것이 다양화되어 세계 다층적인 방향으로의 국가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조동희, 윤형준, 2020)

(2)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first)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미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외교정책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반(反)이민 정서를 강화하여 이민

을 막는 장벽건설 추진 정책과, 지구화 흐름을 반대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질서 속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

행을 비판하면서 무역 분쟁을 시작한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듯한 전면

적인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 무역분쟁을 시작하여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상당 

부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패권 질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

로 볼 수 있다.

패권 이론의 관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은 쇠퇴하는 패권의 양상을 띈다. 미어샤이머는 미국의 단극체제가 제

3세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단극체제에서 단극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현실주의 국제 질서 수립 노력

을 넘어 이념적 국제 질서 수립의 노력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자신의 자유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 인도적 개입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들의 민족주의라는 특수한 이념에 부딪혀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반

발은 광범위하고 폭력적이었다. 미국의 단극체제가 미국적 이념을 확산시킬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적절히 다루

지 못해 결과적으로 미국 패권의 쇠퇴 계기를 창출하게 되었다. (전재성, 2019)

2. 연구 방법

여러 논문과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정치의 흐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코로나 발생 후 생긴 각국(LME(美), 

CME(韓), SME(中))의 용어를 비교해보며 각국의 코로나를 바라보는 문화적 풍토, 사회적 시선을 연구하였다. 또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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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체계나 코로나 대응 시스템 등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반영되는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문헌 연구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 목적 

코로나 발생 후 생긴 각국(LME, CME, SME)의 용어를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용어에서 비롯되는 방역체계나 코

로나 대응 시스템 등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이전의 미국 패권주의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조

정 시장경제적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이행을 알아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 LME, CME, SME 

산타바바라 대학의 잔 네더벤 피터스(J. N. Pieterse, 2016)는 세계의 국가들은 각국이 취해온 근대화 경로에 따라 

자본주의를 LME(자유 시장경제), CME(조정 시장경제), SME(국가주도 시장경제) 3가지로 나누었다. 

LME는 고도로 개인화된 정착이주민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근대화를 겪은 나라들에서 발생

한다고 할 수 있다. LME의 핵심 조정 기제는 개인과 개인의 어우러짐, 즉‘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잔 네더벤 피터스, 

김다진, 2016),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결과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소유적 개인주의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태어난 정부는 대체로 자유주의적, 시장 친화적 경향을 보이며, 사회적으로도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풍토가 형성되어 있다. 

SME는 국가 정부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로(잔 네더벤 피터스, 김다

진, 2016), 봉건 시대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LME보다

도 더 앞서서 등장한 경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SME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시기로는 사회 혁명 이후인데, 사회 혁명 이

후 혼란스러움을 타파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의 경우에도,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난 뒤 로베스 피에르의 독재에 가까운 정치가 이루어졌고, 중국과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 이외에도, 일당 독재 체제가 이

루어진 역사적 사례들이 이러한 SME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ME 국가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권위

주의적인 정부 형태 및 사회 풍토가 나타난다. 

CME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경제 형태로, 시장과 정부 간 균형을 추구하는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SME

와 LME 경제 형태가 공존하며, 이해 당사자들의 원탁회의를 강조한다. 

각 체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국가는 다음과 같다.

<표 1> 피터스의 지역/국가에 따른 자본주의 유형 구분

 

자본주의 지역
LME(자유 시장경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CME(조정 시장경제)
유럽, 캐나다, 일본, 동북아시아(대한민국),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SME(국가주도 시장경제)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사우디아라

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혼합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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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LME 대표국가로 미국, SME 대표국가로 중국, CME 대표국가로 대한민국을 선정하여 세 국

가의 코로나 발생 이후 만들어진 언어들과 그 차이를 비교하고,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을 인용하여 자유주의적 자본주

의 세계체제(미국 패권주의, LME)에서 조정 시장경제식 자본주의(다원적 세계체제, CME)로의 세계체제로의 이행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이매뉴얼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

이 연구에서는 ‘세계체제론’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된다.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제안한 ‘세계체제론’이란 현재의 

세계를 하나의 사회 체제로 보고, 이 체제의 중심부와 반(反) 주변부, 주변부에 위치한 국가 및 문화권 사이의 정치적ㆍ

경제적인 비대칭성이나 비대칭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사회연구의 분석 단위가 주권국가가 아니라 이보다 큰 

세계체제이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서 세계는 전 세계를 모두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 독립

적인 여러 국가가 무역으로 연결되는 광역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한 나라의 경제가 그 나라 내부 문제만은 

아니며 부국과 빈국의 경제 예속 관계를 알아야 국가별 격차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러스틴은 이것이 사회적 현

실에 대한 특정한 이론이라기보다 현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인식론에 대한 저항적인 시각임을 강조하며 ‘세계체제 분석’ 

혹은 ‘세계체제 시각’이란 용어를 선호한다. 사회과학 연구의 통상적인 분석 단위로 여겨진 국가는 근대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작동과 유지의 제도적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는 근대 세계체제 안의 여러 제도 중 하나일 뿐인데, 그것이 오

히려 절대시되어 사회 연구의 분석 단위로 전제되어 왔으며, 따라서 기존 사회과학은 일부만 보고 전부를 보지 않는 인

식론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유재건, 2017).

국가별 빈부 격차는 불평등한 교역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중심부, 주변부, 반(半)주변부로 구분할 

수 있다(월러스틴, 1967). 중심부는 헤게모니, 즉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으로 분화되어 부유하고 외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독립적이다. 주변부는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전업화된 국가로, 중심

부 세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등 예속되어있다. 주로 원자재를 중심부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해당한다. 반 주변부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해당하는 국가들로 자신만의 경제를 산업화, 분화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중

심부보다 약하기는 하지만 주변부처럼 예속되어있는 관계는 아니다(백승욱, 2019). 

<그림 1> 월러스틴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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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1) 국가별 언어적 차이를 통해 바라보는 사회적 대응 차이

① LME(자유 시장경제) - 미국 

미국은 젊은 층에서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 변화와 관련된 신조어가 많이 생겼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거

나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자,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마치 방학처럼 부르며 코로나-19와 방학

(vacation)의 합성어인‘코로나-케이션 (coronacation)’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다소 씁쓸한 신조어도 있다. 코로나

-19 펜더믹으로 인해 연로한 기성세대가 많이 사망하면서 베이비 부머(baby-boomer)의 ‘boomer’와 제거자 라는 뜻

의 ‘remover’의 합성어인 ‘부머-리무버(Boomer-Remover)’는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노인 혐오를 대표하는 신조어

로 떠오르고 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즐겁게 일상으로 돌아갈 날들을 상상하고 설명할 때 포스트로나 (post-rona)’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국 젊은 층이 코로나-19를 정식 명칭보다 짧고 단순하게, 마치 사람처럼 부르는 용어인‘로나 

(The rona)’,‘미스 로나 (Miss rona)’처럼 코로나를 친근하게 부르고 있다. ‘코로나-멍청이 (Covidiot)’는 코로나-19

와 멍청이(idiot)의 합성어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아 자신을 비롯해 타인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

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말한다. 이 용어는 미국 하와이의 카우아이 시장이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휴양지 방문객을 

비판하며 사용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

② SME(국가 주도 시장경제) - 중국

중국도 비슷한 뜻의 신조어가 있다. 新冠白痴(코로나 백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지침을 무시한 사람들

을 뜻하는 용어이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의 신조어도 있다. 코로나-19의 최초 발병지인 중국 우한은, 초기에 적절한 조

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혼란을 겪었다. 그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우한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의료 자원봉사자들을 

지칭하는‘最美逆行者 (가장 아름다운 역주행자)’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그 이후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最美逆行者 

(가장 아름다운 역주행자)에 대한 책, 드라마가 제작되었으며 관련 피규어, 상패가 판매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중

국의 대표적인 문화 요소가 되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신조어도 있다. 코로나-19로 이전과 많이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예민해

지고 격해지는 감정 상태를 뜻하는 新冠妄想症 (코로나 망상증),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드라마

를 몰아본다는 의미의‘隔离追剧 (격리추극)’은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생활 유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코로나 신조어는 바로‘云 (윈)’이다. 구름을 뜻하는 단어로 영어로는 클라우드, 즉 클라우

드 서비스로 변화한 생활 유형을 의미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는데, 云聚餐 (클라우드 회식) 등 단어의 맨 앞글자

에 云 (윈)을 붙여 단어가 탄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용 예시이다.

③ CME(조정 시장경제) - 대한민국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한국에서도 여러 신조어가 생겨났다. 첫째로는‘집관’이라는 단어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스포츠 경기, 영화, 공연 등을 집에서 관람한다는 뜻으로 집과 관람의 합성어이다. 두 번째 신조어는‘상상 

코로나’이다. 재채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는 것으로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

를 반영한 용어이다. 세 번째로는‘금스크’라는 용어이다. 이는 특히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며 ‘금처럼 귀한 마스크’라는 

뜻으로 마스크가 부족한 시기에 등장한 용어이다. 네 번째 용어로는‘이 시국 여행’이라는 용어가 있다. 코로나-19 시국

에 여행을 간다는 의미로 이 시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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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이라는 용어가 있다. 코로나-19 범유행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대처를 잘 해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결론적으로 조정시장경제의 양상을 보이는 한국의 경우 용어들 사이에서도 방역수칙이나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람

들의 관심과 노력이 자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국가별 대응 체계 비교(LME, SME, CME)

① LME - 미국

1월 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후,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우한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극히 낮다고 선전하며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질병 통제 시스템과 더불어 선제적 대응 조치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트럼프는 집권 이후 

대대적인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쳐나가며, 미국 국립보건원과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예산도 삭감하였는데, 이것이 전염

병에 대한 안일한 태도로 이미 놓쳐 버린 골든 타임에서 더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책과 시

장 우선주의적 태도, 그리고 안일함과 무관심으로 인해 미국의 코로나 위기는 3월 초 많은 전문가가 우려했던 지역 사회 

감염 (community spread)로 이어졌다.

여기서, LME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베링턴 무어, 1967)로 인한 자유주의적 문화풍토는 코로나-19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응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3월이 되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상사태를 선

포하였지만, 봉쇄 조치에 대한 반발 시위들이 거세게 일어났다. 워싱턴주 올림피아에서는 2500명 가량이 모여 주지사

의 봉쇄 조치에 반발하였고, 콜로라도주의 덴버, 텍사스주 등으로 퍼져나갔다. (정영훈, 2020.04.20.) 물론,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심리적 공황’도 영향이 있었겠지만(전재성, 2020),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치관

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미국의 시장주의적 경제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3월 트

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방 물자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이 있다. 대통령 직권으로 정부가 특정 물품의 생산

을 확대 및 관리할 수 있게 한 국방 물자 생산법은 트럼프가 코로나 위기를 일종의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발효한 것이

다. 이로써 민간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강제 수용하여 의료 물자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 미국 소재 대기업의 거부 움직임 속에 의미를 상실했다. (전재성, 2020) 이 사례는 아무리 LME 체제를 가진 국가

도 위기 속에선 SME 혹은 CME 체제를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미 LME 체제가 공고화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시장과 정부가 주객전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② SME - 중국

중국은‘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김정식(2012)에 따르면, 사

회주의의 기본 제도를 기초로 정부의 조절 아래, 시장이 사회자원 배분에 기초적인 작용을 하는 경제 체제다. 결국, 국가

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경제 체제로, SME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위기의 근원인 중국은 이 위기에 

맞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자.

2020년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은 우

한 지역에 대한 즉각적 지역 봉쇄라는 카드를 바로 사용하였다. 우한의 기차역, 공항 모두를 폐쇄하였다. 또한, 빠른 시

간 내에 지역 주민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고,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를 마주하자 중국 내 다른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을 투입하였다. (국민일보, 2020.11.22.; 문화일보, 2020.01.23)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 정

부가 시장보다 명확히 위에 존재한다. 중국 내 사회주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여겨진다면 국가는 바로 위협하는 시장적 

존재를 제거한다. 즉, 중국에서 시장 체제는 경제 부흥을 위한, 그렇지만 언제든 없앨 수 있는, 단순히‘수단’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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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국가가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히 방역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개인에 대해서도‘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였는데(김지성, 2020), 바이러스를 전파하거나 공공 보건

에 해를 끼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선포하며 억압적 방역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며 

서구권에서의 코로나 확진이 급등하는 가운데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당국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신

뢰가 쌓이며 시민들이 순종한 것이다. 중국의 12월 16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명으로(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

회, 2020.12.16.), 겨울이 되면서 다른 국가가 확진자 상승세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33).

③ CME(조정 시장경제) - 대한민국

많은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확진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인구밀도를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1인당 

확진자 수는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비롯해 아이슬란드,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우루과이 등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19 사망률을 낮게 유지한 모범 사례라고 IDEA는 평가했

다. (코로나-19 전후 세계민주주의 동향 파악 보고서, 2020.12.09.)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방어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뉴질랜드, 일본, 대만이며, 한국은 4위라고 블룸버그통신(2020.11.24.(현지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경제적 셧다운 없이 '선제적 진단과 추적 및 마스크 착용 독려'로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코로나

에 대처해왔다. 한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선진적 진단 및 추적, 적극적인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시민 사회의 협조 등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병원뿐 아니라 동네 병원과 공중 보건 시설에서도 검

사를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드라이

브 스루나 공중전화 부스형 검사소 등 검사를 받는 동안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역시 마련하여 의료진과 다른 환

자를 보호했다. 또한, 한국이 접촉자를 추적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선제적으로 검사했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

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는 모든 확진자를 바로 격리 조치했을 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 데이터, 신용카드 

사용 정보, CCTV 화면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직접 접촉자를 모두 찾아냈다. 그런 다

음 이 접촉자들을 모두 검사했다. (국토교통부, 2020)

한국은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감염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에

게 알리고 일일 브리핑을 통해 후속 조치에 대한 명료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브리핑은 정치와는 관련이 별로 없는 보건

과 역학 전문가들이 주도했다.

전문가를 국가적인 의사소통의 얼굴로 기용해‘해야 할 것’과‘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건전한 조언을 제공하게 함으

로써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제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런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신뢰를 얻

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조처, 즉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정책은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지도

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앞서 미국의 자유주의적, 폭력적 문화 풍토, 그리고 중국의 무기력한 제 3섹터의 모습과는 다르게, 한국의 조정 시장

경제 문화 풍토에서 가장 핵심적인 점은, 시민의 자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드

라이브 스루나 부스형 검사소에 자발적으로 줄을 서는 모습은 한국 시민 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잘 보여주며, 다양한 이

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 내 각계각층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결과적으로 코로나

33) 중국의 확진자 발표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그 의혹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2학년 2반

뉴노멀 시대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조정 시장 경제적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이행 연구 127

-19 방역에 가장 성공한 체제가 되었다.  

(3)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조정 시장경제적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이행

① 미국 패권체제로부터의 이탈 가속화 경향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소련과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하면서 지배적인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지구화 질서

가 되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하여,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마저도 자

본주의가 일정 부분 지배하는 미국 패권의 자본주의 세계인 것이다. 팽창하던 자본주의 질서는 공산주의 진영의 자본주

의화와 함께 더욱 확대되었고, 자본이 실물을 지배하는 체제가 초국적 자본으로 변화하여, 빈부격차가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해 제2의 금융위기가 예고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사태

가 발생하면서 그 위기는 앞당겨졌다. (제79호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 2020.12.15)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미국은 국내의 빈부 차이와 공공의료 공백이 드러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 종주국

으로서의 위신이 무너졌다.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로 인한 오만한 대처는 세계 최고의 코로나 

확산국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에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국의 대처 속에서 나타난 시장 

중심적 사고는 많은 국가가 미국식 자본주의와 미국 패권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의심은 미

국 패권주의로부터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즉,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또 다른 대안적 자

본주의 세계체계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② 미국 내 정치 구도의 변화: 미국 내의 위기 의식

미국 패권체제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이탈이 가시화되자, 트럼프 정부는 평소 지향하던 자유주의적 정책을 폐기

하고, 국방 물자 생산법이라는 국가 주도적 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미국 소재 대기업의 거부 움직임 속에서 이는 

좌절되었고,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도 부분적으로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유주의

적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외면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결국, 미국인들은 2020년 실시된 대선에서 트럼프의 해임을 선택하였다. 2020년 12월 5일, 미국의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었고, 바이든 신행정부는 트럼프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였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핵심 전략은 대내외적으로 '트럼프 지우기'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꾀한다는 데 있는데, 국내적 통합과 치유를 통해 손상된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한 국

제 질서와 국제제도에 복귀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립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유세 기간 바이든 후보는 집권 시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민주주의·인권·법치'의 기치 아래에서 동맹 관계를 복원하며 

국제제도의 존중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 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토론, 회의를 강조하며, 코로나 19 퇴치를 위한 

조정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전재성, 2020)

Ⅲ. 결론

1. 뉴노멀 시대 한국의 위상: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새로운 펜더믹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통제하긴 어려울 것이다. 즉 새로

운 펜더믹 가능성에 대한 상시적 대비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결정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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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패권이 약

화될 것이며 자유주의적 지구화에서 벗어나 더 다층적인 지구화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제 질서의 변화는 

힘의 대결이 아닌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위기 대처에 누가 더 유효한 모델을 만드는가에 큰 의의를 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뉴노멀 시대의 세계 질서에서 방역과 사회경제적 활력의 유지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면서 이러한 성과

를 기초로 국제 세계 질서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관점에서 세계체제론의 문제들이‘비판

적’으로 재구성되었더라면 오늘날의 우리 주변의 복잡다단한 현실 문제(냉전체제 이후의 세계 질서, 지구촌화된 국제경

제, 지역적 경제 블록화, 국제화·세계화·지구화, 그리고 인종과 종교에 기반을 둔 소민족주의 등)를 보다 철저히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남주, 2020) 즉, 뉴노멀 시대의 경향은 자유주

의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더 다층화된 모습과 조정 시장경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이행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 대안이 되는 세계체제를 가져오는 방향이 세계정치의 방향성이 될 것

이다. 

2. 연구 한계 및 보완점

LME, CME, SME와 같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분류국가를 미국, 한국, 중국이라는 일부 국가에 국한하여 거시적으

로 바라봤기에 국가마다 각기 다른 경제 성장 경로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대표하여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

며, 이론을 통한 뉴노멀 세계 질서의 양상을 예측하고 제안한 연구이기에 그에 맞는 실천적인 대응 및 세계국가의 적용 

등에 대해 더 실질적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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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정리

  2. 한계 및 의의

   

사이버펑크는 SF장르의 한 종류로서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한 사회, 또는 재앙을 맞은 이후의 사회의 모습을 묘사한다. 사이버

펑크 영화 속 사회는 실제 있었던 사회는 아니지만, 사회 변동과 흐름을 추적하여 담긴 미래사회에 대한 예상으로서, 뉴노멀 

시대에 나타날 변화 양상과 비교의 가치가 풍부하다고 판단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공지능의 발전, 양극화 심화 및 계

급의 형성, 초개인화, 지구화의 위기, 교육 환경의 변화, 환경 문제까지 총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

날 변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본 뒤, 사이버 펑크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양극화 심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초개인화와 지구화의 위기,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교육 환경의 변화, ‘월E’는 환경 문제에 주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뉴노멀 시대에 나타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를 초국가적 위기로 보고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대변동>의 

국가적 위기 결과와 관련한 12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초국가적 요인 6가지를 제시하였다. 초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

서 각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 개인화 경향의 심화와 인공지능의 발달에 맞선 ‘인류

의 정체성 형성’,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균형을 맞춰 조정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미래 자본주의’, 인간 존엄성 훼손을 막기 

위한 ‘세계적 핵심 가치의 설정’, 양극화·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 세계 질서 안정화를 위한 ‘세계 제도 

수립’이 그것이다.

키워드: 사이버펑크,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초국가적 위기, 세계적 요인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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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뉴노멀 시대는 우리가 보던 영화와 닮았다. 깊어지는 양극화와 비공식 영역의 확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것 등, 

뉴노멀 시대의 ‘노멀’은 마치 사이버 펑크 영화와 닮아있다. 사이버펑크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한 사회, 또는 재앙을 

맞은 이후의 사회의 모습을 묘사하며, SF장르의 한 기조이다. 이 연구에서는 뉴노멀 시대와 많은 예술가, 학자들이 예측

했던 사이버 펑크 영화 속 사회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하려 한다. 

2. 연구 방법

두 사례에서 주요하게 봐야하는 여섯 가지 영역인 첨단 기술, 계급, 개인화, 지구화, 교육, 환경 영역에서의 연구를 통

해 분석 작업을 하고 추후 비교를 통해 뉴노멀 시대의 특성을 명확하게 강조한다. 사이버 펑크 영화는 각 영역을 잘 드러

낼 수 있으면서도 사이버 펑크 기조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로 선정했다. 사이버 펑크 영화 속 사회

와 뉴노멀 시대는 모두 ‘위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이버 펑크 속 사회는 현재와 가장 유사한 양상을 띄고 있는 ‘위기’

이다. 사이버펑크 영화 속 사회는 실제 있었던 사회는 아니지만, 사회 변동과 흐름을 추적하며 만들어진, 사회에 대한 

예상으로서, 이전에 있었던 스페인독감 때나 독일 독감 때보다도 더 밀접하게 뉴노멀 시대와 맞닿아 있으므로 비교의 

가치가 풍부하다고 판단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이버 펑크 속의 사회와 뉴노멀 시대를 여섯 가지 영역에서 

분석한 후 ‘위기’를 분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요인들, 특히 초국가적 위기를 분석할 수 있는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

지도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대변동>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한다. 

Ⅱ. 본론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이버 펑크의 위기 양상 비교 분석

(1) 인공지능의 발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 기술은 전염병 확산 추적 및 신약 개발에 큰 역할을 맡아 의료 산업의 변화를 이끌 것으

로 전망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산세에 따라 언택트 서비스의 진화 과정 및 AR/VR 산업에도 인공지능의 역

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AI의 활발한 발전 양상은 코로나19로 인해‘앞당겨지고 소환된 미래’로, 코로나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요소로서 기술 개발과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AI 

연구는 대부분 AI의 실질적인 활용 양상과 산업 전망 예측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져

올 부정적 영향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술과 컴퓨터에 의해 지배당하는 미래”를 그린 사이버 펑크와의 

유사성은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이어지던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이버펑크 장르처

럼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크게 고려되는 전환점은 약인공지능에서 강인공

지능으로의 전환, 그리고 싱귤래리티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현재 ‘파파고’, 구글 번역 서비스 등으로 상용화된 약인공지능은 특정한 한 가지 분야의 주어진 작업을 인간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내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그러나 강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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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형 인공지능으로, 인간과 같은 감정, 자아, 창의성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강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인공지능의 발전이 계속되면, 싱귤래리티(Singularity), 즉 기술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거대해서 인류

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점이 나타난다. 이 시기의 인공지능은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지

게 된다.

사이버펑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각종 첨단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실상은“High tech, low life”, 즉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 삶의 질은 더없이 낮고 피폐한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펑크에서 흔히 다뤄지는 요소 중 하나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발전한 인공지능들이 인간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며 흔들리는 인간성 및 인간에 대한 철학적 논점이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에서 훗날의 인공지능과 똑같은 

입지를 지닌 이들은 바로 인조인간 “레플리칸트”들이다. 이들은 인간과 동등한 지적 능력에 인간을 앞서는 신체 능력 

등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격리된 채 전투원이나 인류의 노예로만 이용되는 등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었다. 영화 후반부

에서 레플리칸트(비인간) 로이는 자신을 쫓아 처단하려 했던 데커드(인간)를 구해주고 용서하며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방식으로 죽음을 맞는다. 데커드가 로이를 쫓는, 그리고 로이가 데커드를 용서하는 이 장면은 레플리칸트와 인간을 의

도적으로 대비하여 레플리칸트와 인간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던 인간을 용서하고 구해주는 ‘비인

간’과 자신이 죽이려던 비인간에 의해 구조된 ‘인간’의 대비로 흐려진 둘의 경계에서 우리는 레플리칸트인 배티에게서 

더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가 개봉된 1982년에는 인간과 유사한 AI의 존재가 단순히 공상에 머물렀기에 영화 역시 그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AI의 발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강인공지능의 

상용화와 싱귤래리티를 거치며 AI의 사고 능력이 인간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허구가 아닌 이미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

이다.

AI 이슈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라는 논쟁을 중심으로 AI가 대체할 산업 분야들을 주로 조망하고 있

다. 그러나 문제는 더 근원적인 곳에 숨어있다. 사유하는 AI는 인간 산업의 대체 수단 혹은 일자리 경쟁자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AI는 단순한 일자리에서의 경쟁자를 넘어 '인간'이라는 지위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른다. 이는 사이버펑크 

영화가 우리에게 안기는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상기시키며 인류 정체성에 대한 전 지구적 고민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양극화(계급)의 확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무기한 무급휴가, 예기치 못한 퇴사로 인한 소득 

단절까지 경험하고 있는 반면, 노동 시장 상위 20%인 공공 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종사자들은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

하고 있다. 바이러스라는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는 위기에 버텨낼 여력이 있는 공공 일자리, 대기업의 위

력을 느끼게 되었다. 시스템이 갖춰진,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재택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유동

적으로 그러나 안전하게 그들의 일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던 사람들은 이번 위기를 통해 바

이러스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며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렇듯 재난은 모두에게 불평등하게 다가

오며,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며 21세기 현대 사회에 일종의 계급을 형성한다. 이러한 양극화는 세대를 거

쳐 세습된다. 부의 대물림 또는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통해 인정받고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부모 세대의 사회적 지위를 물려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부모의 지원으로부터 더 많은 기회를 얻

고, 그 기회를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성과를 바탕으로 좋은 사회적 지위를 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자녀 세대들의 경우 기회를 잡는 것조차 어려워지면서 불평등의 대물림에 어쩔 수 없이 합류하게 된다. 



＃2학년 2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초국가적 뉴노멀 현상에 대한 고찰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이버 펑크(Cyberpunk)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133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에는 더

욱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상위 20%가 하위 80%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에서는 양극화(계급) 현상이 잘 드러난다. 이 영화에서는 인간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

로 레플리칸트를 지배하는 철저한 계급 사회의 모습이 나타난다. 상위 계급인 인간들은 레플리칸트를 같은 인간으로 취

급하지 않는다. 인간들은 그들을 사살하는 행위를 처형이라고 하지 않고 폐기라고 부른다. 레플리칸트를 살아있는 인간

이 아닌 하나의 사물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상위 계급들끼리만 기득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

여준다. 반면 레플리칸트는 자신이 인조인간임을 부정하고 진짜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자

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지구로의 탈출까지 감행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려는 하위

계급들의 혁명 시도로 볼 수 있다. 

(3) 개인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주인공 웨이드는 이모와 함께 컨테이너 빈민촌에서 살아간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빈민가

의 이웃들은 서로에게 지극히 관심이 없다. 웨이드 역시도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집 안에서 가상현실 게임에 빠져서 현

실과는 거의 접촉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늘 VR 기계를 쓰고 자신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간다. 물론 게임 속에

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타인과 접촉하는 공간은 지극히 자신의 영역이다. 

아직까지 가상현실 게임이 발달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에만 매달리는 상황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

적 거리두기가 필수가 된 지금 사회로부터 고립된 개인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분명 타의적 단절

이지, 자의적인 것은 아니다. 가까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옮기 때문에, 밀접한 접촉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의적 

단절은 자의적인 단절로 확장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자의적 단절 자체가 하나의 일반적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타의적 단절은 곧 개인의 생활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생활에서, 인간은 대개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을 개척하려고 한다. 하지만 개척의 방향은 늘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생활로만 향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의적 단절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들이 밖에 나가거나 사람과 접촉하는 생활이나 취미와는 멀어지게 되며 혼자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생활양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쇼핑은 위험하기에 인터넷 쇼핑을 선택하고, 영화관에 가는 것은 위험하기

에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선택하게 된다. 접촉하지 않고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의 영역에서도 모든 일을 처리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차 발달할 것이다. 생활의 개인화는 정신적 개인화, 즉 개인주의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미국

이 유럽보다도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인구 밀집도라고 한다. 즉 생활에서 서로 볼 일이 다른 

국가보다 적기 때문에 생활의 개인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개인주의도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4) 지구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거시적으로 보면 산업화 이후 두 번째 지구화의 위기이다.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영국이 

주도한 식민지 확장 경쟁은 첫 번째 지구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세계 1차 대전의 위기를 겪다가 대공황으로 인해 첫 번

째 지구화는 파국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두 번째 지구화는 탈식민화와 함께 무역과 

금융, 생산의 전 분야에서 통합을 심화하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조로 진행되고 있었다. 지구화는 국가 간의 경

계를 허물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초국가적 기업들을 탄생시키며 세계를 점점 빠르게 하나로 묶어내는 듯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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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렇게 과도한 시장의 자유화로 인한 국가 간의 개방과 물자의 이동은 결국 코로나19가 단순 지역 감염병 

수준을 벗어나 전 세계적 대유행의 배경이 되었다. 지구화 이전에는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사람의 이동을 따라 인접 

지역을 순차적으로 감염시키면서 약화 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지구화로 인적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종 바이러스

가 약화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지역 사람을 동시에 감염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지구화의 치명적인 

단점을 드러내면서 지구화의 후퇴를 예고하였다. 각국은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위해 대봉쇄를 시작하였고, 이는 자연

스레 국가 간 활발한 교역의 걸림돌이 되었다. 즉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제동이 걸린 것이

다. 이에 따라 당연히 심각한 경제 위기는 동반되었고, 결국 전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대침체를 넘어서는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국가는 내수 시장을 육성하여 보호경제 위주로 

가려는 기조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근 40년간 유지된 국제 정세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사이버펑크 영화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국가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개인 혹은 대형 집단

이 반드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가의 시장 불개입이 결국 정부마저도 돈으로 사버릴 수 

있는 수준의 민영화를 진행 시키고, 초국가적 기업에 의해 세계가 하나의 체제 아래 다스려지는 세계 정부의 형태를 띄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는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 게임이 지배하는 2045년의 미래

시대를 그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오아시스’라는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며 그곳은 곧 일상이 된다. ‘오아시스’에 의해 

모든 개인의 정보가 관리되며 세계는 돌아간다. 이를 보았을 때 다가올 미래는 초국가적 기업에 의해 지구화된 세계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실제로 현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 소통망과 관련된 기업들이 국제 사회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더욱더 성장하고 강한 영향력

을 발휘하여 세계를 주도해나가는데 있어서 단단한 입지를 다질 것이다. 현재의 국제적 역지구화 양상과 사이버펑크 영

화 속 등장하는 미래의 지구화 양상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지구화 양상을 예측해보자면 사이버펑크 영

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완전히 국가의 개념이 사라진 세계 정부와 초국가적 기업의 지배에 의해 세계가 하나로 지구

화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를 거슬러 완전한 역지구화로 가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랜 기간 다져진 글로벌 가치사슬은 생각보다 단단히 묶여있으며 이미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젖어 든 우리가 과거 보호 무역으로의 회귀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국가와 국가를 이어줄 수 있는 인터넷 기술을 갖춘 데이터 제국들의 주도하에 다시 천천히 지구화가 진행

되어 국가의 경계가 경제에 의해 많이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5) 교육 환경의 변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Untact)’의 일상화는 교육 환경을 변화시켜 다양한 교육 방식의 도입을 가능케 하였기에, 전

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 방식들을 미래적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실시간 수업으

로, 유튜브와 같은 세계적 플랫폼을 중심으로 교육의 담장을 허물어 양질의 교육 자료를 다수가 접할 수 있도록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는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수업이다. 세 번째로, 문제 중심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프로젝트 중심학습 (PBL: Project Based Learning)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인 학교에서의 접촉 및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적용 및 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로 사이버 강의가 있지만, 일방향 소

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독서인증제 등을 활용한 독서 장려를 통

한 학습 능력의 신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첨단 기술 발전이 전에 없던 속도로 가속화됨에 따라,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생체칩’이 실제 개발되며 교육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확인용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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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Chip)’을 줄인 단어인 ‘베리칩(VeriChip)’을 비롯한 다양한 ‘마이크로칩(Micro Chip)’의 등장은 앞서 제

기된 다양한 교육 방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나노 기술은 다양한 사이버펑크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속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로 제작된 전자 신문이나 ‘터미네이

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형상 기억 소재로 구성된 액체 금속 로봇 등이 바로 그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기술 발전은 또한 

인간의 유전자 조작을 가능케 하였는데,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인간의 개량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기게끔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게 하였다. 2018년 11월 중국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 조작 아

기가 탄생했다고 발표하며 인간 배아 세포의 게놈 편집에 대한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소머즈’, ‘터미네이

터’로 이어진 사이보그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뜻하며,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를 이루는 

반면, 전통적 부부 관계로 태어난 사람들은 열등한 것으로 취급받으며 사회 하층부로 밀려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

리는 사이버 펑크 영화‘가타카(Gattaca)’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6) 환경

2008년에 개봉한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사이버 펑크 영화 ‘월E’에서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의 환경이 오염

되어 인간이 살지 않고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모습이 나온다. 인간은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지구를 치워줄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로봇 월E만 지구에 두고 우주에서 생활한다. 어느 날, 월E는 우주에서 온 탐사 로봇 이브를 만난다. 그들은 우연

히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지구에서 작은 새싹 하나를 발견하고 소중히 간직한다. 이후, 작은 새싹이 인간의 탐사 로봇에 

의해 발견되고 인간은 작은 새싹의 소중함을 알고 지구로 다시 돌아와 월E와 이브가 발견한 작은 새싹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게 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간은 고통 받고 있지만 지구의 환경은 그러하지 않다. 코로나19로 인구의 이동이 

감소하고 각 나라 공장들이 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탄소 배출이 줄어들자 코로나19의 역설이 시작되었다. 이탈리아 베

네치아 운하에서는 60년 만에 물고기와 돌고래들이 나타났으며 브라질의 해변에서는 멸종위기인 바다거북이 탄생했

다. 또한, 중국 칭화대의 추 리우가 이끄는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봉쇄령으로 공장의 가동이 멈추자 가장 큰 폭으

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인도, 이탈리아, 대한민국 등 많은 국가에서 

나타났다.

영화 월E에서는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무책임한 모습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기술에만 의존한 채 지

구를 버리고 우주로 간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인간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코로나

19의 역설이 환경의 신비로움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다.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제로 시

대를 목표로 국가적 또는 개인적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역설로 탄소 배출 제로 

시대의 필요성을 시급하게 인식하고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선언을 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의료폐기물 수집 및 운반용 로봇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의료폐기물 수집 및 운반용 로봇은 

의료진과 확진자가 사용한 의복, 장갑 등의 의료폐기물을 수집하고 폐기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 로봇이 도입

되는 이유는 오염된 의료폐기물을 사람이 옮기기에는 추가적인 전염 발생 여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로봇의 

모습은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월E에서 나온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로봇 월E와 유사하다. 2008년의 상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머지않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는 인간에게 지구 환경의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환경오염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

일지도 모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구의 환경은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인간은 코로나19를 통

해 경험했던 환경의 소중함과 모습들을 잊지 않고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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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 요인 설정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팬데믹 사태를 지혜롭게 이겨내면서, 사이버펑크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디스토피아로 향

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 요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을 탐색해보았다. 대변동에서는 현재를 위기로 바라보고 국가적 위기의 결과와 관련한 12

가지 요인을 언급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응을 강조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위기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변동은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변동은 국가적 위기의 대응

에 국한되어있기에, 초국가적 위기라 할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한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초국가

적 현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를 아우르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기준을 제시

한다. 

(1) 국가의 책임

초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 각 국가는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태 속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와 적절한 개입이 필

요하다. 또한, 한 국가 내부를 벗어나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도 각 국가들은 지나친 의존을 바라기보다는 자국의 국민들

에 대한 책임감을 갖추어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2) 인류의 정체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거리두기가 자연스러워짐에 따라 점점 개인화 경향이 심화되며 이를 극복

하기 위한 IT 기술과 인공지능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사회적 동물

임을 언제나 자각하며, 재난 상황 속에서 연대를 발휘하는 공동체적 습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불어 인공지능의 발달

에도 인간은 인간만의 정체성을 정확히 확립하여 인간이 인간의 산물에 잠식되는 비극을 방지해야 한다.

(3) 미래 자본주의

코로나19에 의해 각 국가는 방역을 위해 피치 못한 봉쇄를 실시하게 되었고, 가속화되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

제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 국가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가 시장에 조금씩 개입

하는 노력을 통해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간의 연대도 필수적인 만큼 지나친 보호무역은 지양하며 전 세계

가 연결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을 타파해낸 이후에는 점차 다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나아가되 완전한 자유 시장 경제(LME: Liberal market economies)보다는 조정시장 경제를(CME: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추구해야 한다.

(4) 세계적 핵심 가치의 설정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의 발달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 지능의 발달로 실직, 빈

곤 등의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간의 욕심에 따른 지

나친 개발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다. 결국 이것이 인간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세계적

으로 보편적인 핵심 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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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

국가 간 이해관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중요하게 다루었던 문제였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가 간의 기술 발달

의 차이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협력하는 경제 관

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은 한 국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오염 해결 문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균형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세계 제도 수립

코로나19 이전 세계는 패권국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패권국의 지위를 실추시켰다. 이를 계기로 

모든 국가가 동등한 위치에 존재하는 세계기구를 수립함으로써 패러다임의 탈중심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

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질서를 새롭게 안정화시키고 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정한 세계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6가지 요인들을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하여 실천한다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초국가적 재난 상황을 현명하

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1. 정리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찾아올 뉴노멀 시대의 위기에 대한 예측을 사이버펑크 영화 속의 모습과 비교, 분석

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큰 변화로는 인공지능의 발전, 양극화 심화 및 계급의 형성, 초개인화, 지구화의 

위기, 교육 환경의 변화, 환경 문제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이버펑크 영화 ‘블레이드 러너’, ‘레디 플레이어 원’, 

‘마이너리티 리포트’, ‘월E’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블레이드 러너’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양극화 심화, ‘레디 플

레이어 원’은 초개인화와 지구화의 위기,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교육 환경의 변화, ‘월E’는 환경 문제를 각각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대변동>의 국가적 위기의 결과와 관련한 12가지 요인

을 바탕으로 새로운 초국가적 요인 6가지를 제시하였다. 초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 각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

로 움직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 개인화 경향의 심화와 인공지능의 발달에 맞선 ‘인류의 정체성 형성’,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균형을 맞춰 조정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미래 자본주의’, 인간 존엄성 훼손을 막기 위한 ‘세계적 핵심 가치

의 설정’, 양극화·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 세계 질서 안정화를 위한 ‘세계 제도 수립’이 그것이다.

2.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초국가적 현상 중 6가지만을 살펴보았기에 모든 현상을 톺아보지는 못하였

으며, 사이버펑크 영화의 가짓수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모든 사이버펑크 영화를 시청할 수 없

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초국가적 현상에 맞는 사이버펑크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모호했다는 점에서 역

시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양상을 여러 사이버펑크 영화에서 제시

한 디스토피아적 사회 모습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 위기의 세계적 요인 6가지를 제시함으로써 <대변동>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초국가적 위

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그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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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튜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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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황교안 TV · 청년 황교안 TV

    (3) 홍카콜라 TV

  3. 수용자 영향 분석

Ⅲ. 결론

  1. 정리

  2.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이 확대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현대세계의 변화, 사

회문화, 화법과 작문이라는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정부 대응과 정보의 중요성, 온택트 정치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문

제점, 정치인의 유튜브 활용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후 지난 4·15 총선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했는지 살펴보고자‘유튜브’매체를 선정해 황교안, 이낙연, 홍준표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대부

분의 후보가 기존의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해 편향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용자 측면의 분석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유튜브로 투표참여 의도가 강화되는 한편 대부분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같은 자의적/타의적 영향에 의해 확증편

향에 빠져 정치인 유튜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택트 시대 유튜브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역설적으로 다양한 

견해의 수용을 저해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키워드 : 온택트,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4·15 총선, 유튜브, 정치적 편향성, 확증편향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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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동기

코로나가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큰 변화를 수반했다는 점, 특히 ‘온택트’가 급격하게 가속화되었다는 점은 그에 대한 

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연구 동기로 작용했다.

(1) 코로나 이전의 21세기 국내 전염병 대응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항상 새로운 변화를 동반하고, 인류 역사 흐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전염병 발생에 따른 정

부의 대응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 정도가 달라지고, 사회 모습의 변화 정도가 결정된다. 2002년 겨울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사스(SARS-CoV). 정부는 선제적, 예방적 대처를 통해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다. 2012년 사우디아

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시작으로 확산된 메르스(MERS-CoV). 2015년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당시 정부의 안일한 방역 

대응으로 사스보다 비교적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사스와 메르스가 국내에서 사람들에게 전염병의 무서움을 조

금씩 보여주는 ‘맛보기’였다면, 우리 곁에 한 층 가까이 다가온 코로나는 인류에게 새로운 변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전개 시키고 있다. 

(2) 코로나((COVID-19)로 인해 등장한 ‘온택트 시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COVID-19). 정부는 확진자의 방문 장소와 일

시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계를 세분화하여 유연하게 조정하며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

나 확진자, 사망자 수는 21세기 전염병 중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는 2016년 제4차산업혁명이 

처음 언급된 이후 전세계적인 확산세를 보인 첫 감염병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즉, 접촉을 지양하는 사회 요구가 발달된 

과학 기술과 맞닿으며,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된 것이다. 화상교육을 위한 플랫폼 구축, 유연 재택근무제 

확산, 화상 회의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 발달 등‘언택트’를 넘어선 ‘온택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온택트란 비

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코로나 이후 모든 변화의 축이 

되고 있으며, 그 양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온택트 매체 중에서도 흥미, 정보습득, 소통의 수단으로 

‘유튜브(YouTube)’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앱ㆍ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2020)은 지난해보다 올해 유튜브 이

용 시간이 2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 연구목적

이렇게 코로나 이후 모든 분야에서 대두된‘온택트’는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즉 뉴 노멀이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계의 대응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다양한 사회 문제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온택트가 대

두된 다양한 분야 중 ’정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코로나 사태 속 시행된 4·15 총선을 통해 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따라

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정치 분야에서 온택트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정보의 편향성을 입증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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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치 분야에서 유튜브를 이용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에 대해 고찰한 

질적연구이다. 다각적으로 변화를 이해하고자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문화, 화법과 작문의 세 교과를 선정하여 각 관점

에서 뉴노멀 양상을 분석하였고, 유튜브의 조회수, 썸네일, 컨텐츠, 댓글 등을 분석하여 정보 전달 주체의 입장에서 변화

를 파악하였다. 또, 정보 전달 수용자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선행연구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Ⅱ. 본론

1. 교과 연계 뉴노멀 양상 분석

(1) 현대세계의 변화- 세계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정보의 중요성

역사적으로 인류는 에이즈, 말라리아, 페스트 등 다양한 전염병과 함께 살아왔다. 그 중, 특히 근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전염병인 페스트와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을 때 각 국가가 취한 정치적 대응과 언론의 대응에 대해 소개하

고자 한다.

① 페스트

페스트 혹은 흑사병은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으로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쥐

의 피를 빨아먹는 동안 페스트균에 감염되고, 이 벼룩에 사람이 물리면 페스트균에 감염된다 (서울대 의학정보, n.d). 

페스트는 중세 시대부터 꾸준히 인류를 위협해왔다. 특히, 1910년 중국 만주에서 페스트의 유행이 시작되어 약 6만 명

이 사망했다 (Meiklejohn, Iain, 2020). 1910년대 페스트는 조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에 대한 통치권을 확실시

하던 일제는 페스트와 같은 사회 혼란으로 인해 조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을 걱정했다. 이에 일제는 대대적인 방역 

조치에 나선다. 그런데 그 방식이 상당히 독특했다. 페스트의 매개체인 쥐를 퇴치하기 위해 쥐잡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

다 (신규환, 2012). 물론 이런 정책의 효과는 미미했지만 일제의 언론을 통한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전염병예방심득

서」는 각 전염병의 원인과 예방법에 관한 주의서 혹은 안내서로 전염병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인쇄하여 주재

소나 접객업소에서 배포하거나 전신주에 붙이는 형태로 대중에게 공표했으며, 방역 행정을 주도하던 조선총독부의원 

후지타 츠쿠아키라의 강연을 신문지에 공표했다, 또, 식민당국은 2월부터 5월까지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해 정기적으

로 만주지역의 페스트 사망 및 환자 발생에 관한 방역 정보를 자세히 공표했으며, 만주 통행금지, 입국 제한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페스트의 조선 진출을 억제하는 데에 성공했다.

② 스페인 독감

1918년에 처음 발생해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간 독감으로 1차 대전의 영향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이명석, 2020). 이 과정에서 각국은 전염병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될 것을 우려해 언론을 통제했

고, 이는 전 세계에서 약 5억 명이 감염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페스트는 성공적으로 

막아냈던 일제는 스페인 독감을 막아내는 데에는 실패한다 (장문석, 2017). 당시 유일한 일간지였던 매일신보는 1918

년 9월 조선 내에서 처음으로 스페인 독감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 10월 11일경 처음으로 기사

를 냈으며, 10월 20일이 넘어서야 스페인 독감의 증상에 대한 보도를 작성했다. 즉, 늑장 보도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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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내에서 스페인 독감은 엄청나게 퍼졌고, 당시 식민지 조선 전체 인구의 1/3 이상이 감염되어 7,556,693명의 환자

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0,527명이 사망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언론의 기능과 정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 사례들에 비해 코로나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언론적으로 적극적 대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적으로도 다

양한 정보들이 생성되고 있다. 

(2) 사회·문화- 이론을 통해 살펴본 온택트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문제

앞서 살펴본 세계의 각종 감염병 사태는 그 중심에서 ‘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그 

정보를 주고받는 매개체가 ‘온라인’이 되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호작용이 활발해졌다. 더불어 정보화 시대의 흐름

이 부각되면서, 점차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본 파트에서

는 코로나 이후 뉴노멀의 양상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상징적 상호작용론

우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통해 온라인 내 상호작용이 확증편향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쿨리의 "거울

에 비친 자아 이론"과 미드의 “일반화된 타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기대, 일반적인 사고·행동

을 내면화 한 것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온라인상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 수용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댓글을 통해 동일한 소재에 대한 타인의 인식에 비추어 행동하게 

된다. 

이 때 주목해야할 문제점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확증편향’34)이다. 유튜브 커뮤니티의 특성상 ‘알고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는 ‘선택적 정보습득’ 혹은 ‘선택적 상호작용’35)을 불러일으킨다. 즉, 정파적 성향에 따라 우호적인 매

체·기사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외면하여 “차별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인지 부조화

-동기적 추론-확증편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홍규, 2019). 이는, 허위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신념체계

에 따라 거짓을 수용하는 ‘정파적 선택성’36)으로 연결되어, 결국 자신과 반하는 정치적 진영을 논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적대적 매체 지각’을 초래한다 (최홍규, 2019). 쉽게 말해, 무기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 가속화된 

온라인상에서의 상호작용은 이용자로 하여금, 제한적·선택적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정보의 편향적 수용을 촉진시켜, 정

치적인 측면에서의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는 본 보고서의 ‘수용자에 대한 영

향’파트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② 낙인이론

앞서 파악한 심화된 정치적 편향성은 4·15 총선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쏠린 상황에서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으로 ‘신천지’가 언급되자, 여당·야당 모두 신천지에 대한 반감을 총선 전략으로 활

용하며 양측 진영 사로잡기에 나섰다. 여당은 야당에 신천지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였고, 야당은 이를 떨쳐내고자 했다. 

즉, '프레임 전쟁'이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갈등이 확산되었다. 사회문화에서는 이를 ’낙인이론‘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일명‘스티그마 효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해당 인물을 부정적으로 

34)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편향. (최홍규 ,2019)

35) 자신의 신념, 태도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취하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외면하는 현상. (최홍규, 2019)

36)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뉴스나 정보를 선택하는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 (최홍규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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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게 되어 또 다른 일탈과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코로나의 사태 속 이번 4·15 총선에서는 온라인상의 선택적 상호작용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정치

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의 관심을 돌릴 희생양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자 특정 집단에 낙인이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특히 그러한 온라인 상호작용의 중심에서 선 ‘유튜브’에 주목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화법과 작문- 언어적 측면에서 살펴본 정치인의 유튜브 커뮤니케이션

4·15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 중 유튜브에서 각 소속별로 화제성이 가장 높은 여당 측 이낙연, 야당 측 황교안, 무소속 

홍준표를 선정하였다.

① 썸네일 문구 분석

세 정치인 채널 영상의 썸네일 문구 내용과 위치 등을 중점적으로 매우 한정적인 공간과 시간속에서 얼마나 채널의 

목적과 영상의 주제를 잘 전달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썸네일 평가의 첫 번째 기준은 ‘객관적 정보 전달력’이다. 그 결과 

홍준표, 이낙연, 황교안 순서로 영상에 담긴 중점적 내용이 썸네일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황교안TV의 

경우 총선 당시 영상들은 다양한 형용사를 이용해 ‘유세’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다. 결국 영상을 직접 시청하지 않는 

이상 본 영상이 어떠한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이다. 이낙연TV 같은 경우 총선 이후에도 자신이 참여

한 행사, 정책 등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상은 거의 사실 위주의 설명이다. 그러나 썸

네일 속 글자가 너무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총선 당시 유세 영상은 영상을 직접 시청하지 않고서는 영상 내용

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홍카콜라TV(홍준표 유튜브 채널)같은 경우 평서형, 명령형, 물음표와 느낌표

의 사용 등 다양한 문장 종결 형식을 썸네일 속 문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또한‘대북 정책 바꾸겠다고 하는데’와 같이 문

장을 제대로 완결시키지 않은 종류의 표현도 보인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같이 많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들에서 자주 보인다. 이러한 표현은 본 영상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 기준은 ‘채널의 목적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정도’이다. 본 채널이 자신의 정책 홍보와 국정 수행에 초점을 맞추

고 있는지, 혹은 타 당을 비판하기 위함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황교안, 홍준표, 이낙연 순으로 채널의 목적

을 썸네일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년황교안TV는 부정적 수식어를 통해 총선 선거 유세를 

설명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야당 당원으로서 현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은 기존 영상과 달리 빨간색 테

두리로 영상 전체를 감싸 다른 영상에 비해 눈에 잘 띄게 하였다. 이처럼 청년황교안TV는 기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홍카콜라TV의 경우 오히려 당선되고 난 뒤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승리하고 난 뒤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자신과 반대되

는 정치적 색체를 가진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지지층, 혹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낙연TV의 경우 타 채널에 비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썸네일에서 거의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 채널에 비

해 덜 감정적이나 그만큼 본인의 지지층을 확고히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성향의 유

권자들을 아우르고자 하는 듯하다.

② 자막 분석

기호학이 작문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함으로써 텍스트의 구성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유튜브의 자막에서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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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기호학은 시각 매체의 유용성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호학에는 기호의 정의와 

구조를 대상체, 표현체, 해석체로 구분하는 퍼스의 기호학과 물리적 실체로서의 표기 및 정신적 개념을 나타내는 소쉬

르의 기호학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온택트가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유튜브 자막 특징

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2019년 6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튜브에 게시된 <추미애 사이다 폭발 외통위 질의> 영상 

중 일부이다. 

추미애 TV는 타 채널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다. 제시 장면을 퍼스의 기호학 관점에서 바라보면‘분노’라는 감정을 불꽃 형

태, 날카로운 형태의 자막이라는 도상을 통하여 날카롭고 붉은 원색의 자막을 

통한 상대방 발언의 불합리성을 강조한다는 지표와 분노의 감정을 극대화한다

는 상징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강용석의 가로세로연구소는 자극적인 콘텐츠와 

자막을 통해 구독자의 흥미를 끈다. 각 영상을 시작하기 전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의 노래를 개사한 오프닝 송을 제작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

다. 

본 장면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주장의 노래 장면이다. 이를 소쉬르의 기호학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가로세

로연구소는 파란색 배경과 기존의 노래를 개사했다는 기표를 통해 현 정부의 

정책이 기존보다 호혜성이 떨어진다는 스토리와 진보 정당 및 정부에 대한 비

판 등의 의미 작용을 전달한다. 

유시민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타 채널에 비해 깔끔한 자막 형식을 추구하며 자신의 말을 복기하기보다는 

중요 내용을 정리하는 식의 자막을 첨부하였다. <21대 국회엔 일 좀 합시다> 영상을 소쉬르의 기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당별 대표색 및 대조되는 색을 사용했다는 이미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는 스토

리와 시청자에게 의석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작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치

인들은 유튜브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기존의 구독자층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자신만

의 콘텐츠 특징을 구축한다. 이어지는 보고서에서는 이를 구체화시켜 언어적 측면을 넘어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유튜브 분석

(1) 이낙연 tv

우선 모든 정치인들의 유튜브에 대한 분석은 총선 영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낙연 tv은 2020년 2월 10일에 개

설된 채널로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진행된 점, 4번째 영상부터 총선에 대한 영상을 게시한 점과 과거 정치 활동에

서는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 총선에 들어 사용한 점을 봤을 때 유튜브 채널의 개설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주요 콘텐츠는 타 후보 지지 영상, 이낙연의 봄 편지(타 후보자 초청 토크쇼), 지원 유세, 유세 연설, 거리 유세 

라이브, 종로가 좋다(하이라이트 편집) 으로 나눌 수 있고, 영상의 개수는 총 51개이다. 전체적으로 편집을 최소화하고, 

정보전달 위주의 콘텐츠를 주로 제작한다. 각 콘텐츠 별 영상 길이와 평균 조회수, 댓글 등을 분석해본 결과 몇 가지 흥

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우선 이낙연 tv의 주력 콘텐츠는 ‘종로가 좋다’로 51개 총선 영상 중 15개가 해당 콘텐츠였다. 

이 콘텐츠는 평균 영상 길이 4분의 짧은 편집본으로 컷 편집에 익숙한 청년층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력 콘텐츠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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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평균 조회수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평균 조회수가 가장 높은 콘텐츠는 ‘이낙연의 봄 편지’였다. 해당 콘텐츠의 

경우에도 최근 유행하는 팟캐스트의 형식으로 진행돼 청년층을 겨냥한 마케팅이라고 분석된다. 이낙연 tv에서 가장 특

이한 점은 타 후보 지지 영상, 이낙연의 봄 편지, 지지 유세를 모두 합치면 전체 영상 중 51%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본인의 유세만큼 당내 타 후보에 대한 영상도 많이 게시했다는 점이다. 이낙연이 당 대표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

해봤을 때 소속정당의 성적도 개인의 성적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전체적인 채널

의 성격은 자극적이지 않고, 최소한의 편집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상의 형태나 길이를 고려해보면 청년층을 주요 대상

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황교안 tv·청년 황교안 tv

유튜브 채널‘황교안 티비’를 분석한 결과, 2019년초부터 유튜브를 활용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2020년 초 코로나 사

태를 겪으며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 뵙지 못하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고 소식을 전하도로 하겠습니다.”, "유권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워 유튜브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직접 언

급한 부분에서 유튜브 활용과 코로나 사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2월 10일에 업로드 된 첫 영상은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당대표로 당선된 

2019년 2월 28일까지 총 23개의 영상 중 직접적으로 전당대회를 위해 자신을 홍보하는 것을 언급한 영상이 20개였다. 

이 때 당선이 된 이후 1년여 동안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다가 2020년 2월 17일부터 새롭게 총선과 관련된 영상이 업로

드 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를 운용하는 목적이 평상시가 아니라 딱 특정 선거 기간 동안 유세를 하기 위함이라

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라는 시국을 활용한 내용의 영상이 많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먹 인사’, ‘위로’를 키워드로 삼거나, 방역 봉사 활동, 헌혈 봉사, 성금 전달 영상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선 

관련 영상 역시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이루어진 이후를 기점으로 더 이상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통해 

특정 선거 홍보만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컨텐츠를 분석해보면, 유튜브에서는 ‘이성적 전략’보다는 감동적인 bgm을 활용하거나 친근감을 더할 수 있는 내용

의‘감성적 전략’의 활용도 증가하였다. 영상의 형식이 단순히 유세현장, 혹은 자신의 공약을 전달하는 측면을 넘어 로고

송, 종로 패션, 릴레이 응원 영상, 먹방, 라이브 방송, 가족 관련 감성적인 영상 등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

들어진 영상들이 많았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경우, 흥미 위주의 영상이 결여되어 새로운 지지층의 유입보다는 기존 지지층을 확고히 하

는 정도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지지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앞서 화법과 작문 파트에서 분석한 황교안의 또 다른 채널‘청년 황교안티비’는 적극적으로 여당을 비판하는 영

상을 올려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적대감이 더욱 두드러졌다.

(3) 홍카콜라 tv

2018년 시작된 정치인 홍준표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 약 40만명, 누적 조회수 4천만회로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홍준표의 정치버스킹, 홍검사의 수사일지, 홍크나이트쇼, 뉴스 콕! coke 등 10개 정도의 콘텐츠로 나누어 영상

을 제작하고 있다.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정치적 계획이나 방향성을 담아내기도 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할 점들을 솔

직하게 영상에 담아낸다. 홍준표의 유튜브 채널은 지지층을 겨냥할 뿐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튜브 이용자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정치적인 사항들을 영상에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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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영상들의 썸네일은 주로, ‘직설적’이며 ‘솔직함’이 인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극적이면서도, 직설

적인 화법을 담은 썸네일, ‘여러분의 선택은 옳았습니까?’ 나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와 같이 홍준표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시선을 주목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서 말했듯 지지층이 아닌 이들도 홍준표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자막 또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트렌드를 따르는 은어나 재치있는 디자인들을 택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카콜라’만의 매력이다.

이와 함께 댓글 분석을 통해 세 채널 모두 해당 영상을 보는 시청자의 성향이 대부분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정리하자면, 이들 모두 새로운 지지자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단 기존의 지지층을 더 강하게 집결시키기 위한 방향으

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 또, 영상의 대부분은 상대를 비하하고, 본인 정당의 장점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내용이다. 

이로써 정치인들의 유튜브는 정보의 편향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매체임을 확인했다. 

3. 수용자 영향 분석

국내외 뉴스 이용 현황 조사 (Reuters Institute, 2019)에 따르면, 38개 조사국 중 한국은 4번째로 많이 뉴스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유튜브 뉴스에 대해 가지는 믿음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상우의 ‘유튜브 뉴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2019)에 따르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유튜브 개인 

뉴스 채널’이 5점 척도 중 3.06으로 JTBC를 제외한 타 언론사들보다도 높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세부적인 정치성향별 

분석을 살펴보면, 정치적 중도파가 언론사 채널을 신뢰하는 것과 달리, 보수/진보는 모두 유튜브 개인 뉴스 채널에 대해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앞서서 제시한 유튜브 내 정치적 상호작용의 특징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운용하는 이유가 지지자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기에 유튜브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튜브 알고리즘과 검색 기능을 통해 성향에 맞게 영상을 선택할 수 있어 발

생하는‘확증편향’이, 자신이 “선호하는” 집단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한편 주목할 점은 이와 함께 '허위정보라고 판단되는 정보'를 접촉한 경로를 묻는 질문에서 역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유튜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서 유튜브 정치 채널 뉴스를 신뢰한다는 결과와 모순된다

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확증 편향'을 통해 설명되며, 유튜브가 정치적 편향성을 초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즉, 실제로는 자신이 유튜브에서 허위정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접한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

향성에 따른 확증편향에 의해 특정 채널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60대 이상에게 높게 나타난다. ‘유튜

브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여론속의여론, 2020)에 따르면, 실제로 20대는 유튜브를 다양한 

컨텐츠 중 하나로 소비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정보 습득 창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60대 이상이 유튜브 정치 채널을 

정보로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정치 영상을 시청하는 목적이 특정 당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

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알기 위해, 혹은 의회와 정부의 정책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즉,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에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다른 정치적 진영이 틀렸음

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유튜브 정치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상우(2019)의 연구 속 설문조사에서 

“유튜브 개인 뉴스 동영상을 왜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신과 유사한 견해 추구’가 5점 만점에 3.09점으로 나타났

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이와 함께 여기서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견해 다양화/균형 추구’가 목적이라는 응답 역시 3.56점으로 나타났

다는 것이다. 이 역시도 모순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확증편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견해 

‘다양화’와 ‘균형’추구라는 목적이 크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이 설정해 놓은 정치적 이념의 울타리 안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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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제한된 목적 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소비자 스스로는 견해를 넓히고 균형을 추구하고자 

유튜브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특정 유튜브 채널의 정치적 편향성에 갇히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정

보가 올바른 것이고 균형적인 것이라는‘착각’을 하게 되어 본래 목적이 균형 추구일지라도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파악한 “컨텐츠가 연성화된다”는 점을 수용자가 받는 영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지지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을지라도 투표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성, 2020). 무한한 정보획

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넷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1. 정리

코로나 19(이후 코로나) 이전에도 다양한 전염병이 우리 주변에 존재했다. 그 중 몇은 오히려 코로나보다 치명적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단연코 코로나이다. 그 이유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에‘온택트 기술’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변화의 흐

름은 정치계에서도 일어났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는 일로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다. 특히 올해 4월 총선이 진행되었으나 대면 선거유세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인터넷 플랫폼인 

‘유튜브’에 개인 채널을 개설하고, 온택트의 형식으로 선거유세를 진행했다. 유튜브는 특수한 매체로 인터넷에 대한 접

근성만 보장이 된다면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다. 그러나 다른 뉴미디어 매체들이 그러

하듯이 유튜브도 정보의 유기성이 높은 만큼 잘못된 정보이거나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보고

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를 통한 상호작용이 중요시된 상황에서 정치인의 유튜브가 제공하는 정보의 편향성에 

대해 분석해봤다.

우선, 대표적인 정치 유튜브들이 기호학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각 유튜브

가 자신만의 특색을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썸네일에 대한 언

어학적 분석을 진행해 썸네일을 통해 유튜브의 활용목적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차별성을 시도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유튜브 분석을 보다 구체화시켜 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황교안, 홍준표의 각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

다. 총선을 중심으로 평균 조회수, 평균 영상 길이, 댓글, 콘텐츠 등을 분석한 결과 이낙연과 황교안은 확실하게 총선을 

겨냥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홍준표의 경우에는 앞의 두 명의 정치인보다는 총선에 대한 유

튜브 활용도는 낮았지만 화제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정치인에게도 흥미·이슈 위주의 다양한 컨텐츠가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세 채널의 영상과 댓글 모두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용자는 확증편향에 따라 편향적인 정보를 신뢰하는 한편 투표 참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의 및 한계

온택트로 인한 정치적 편향성의 증대를 입증했다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 앞서 수용자 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유튜브

를 정보의 획득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확고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지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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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편향된 정보를 유포하게 된다면,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중도 성향의 유권자는 소외되어 정치 세력

의 대표성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20대에 비해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60대가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이 정보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유튜브가 편향되어 있는 것은 해당 세대의 정보 수용, 정치적 가치관 형성에 있

어 매우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적 양극화 속 희생양이 되는 집

단이 생겨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보고서에서는  총선을 기준으로 분석한 유튜브가 3개 밖에 안 되기에 일반화를 시도하기엔 어려울 수 있고,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온라인 상호작용은 확대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정치가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정치 정보의 편향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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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생활 양식인 언택트 문화는 영화산업에서 넷플릭스, 왓챠로 대표되는 OTT서비스의 급

격한 성장을 불러왔다.  본 연구는 바이러스가 새롭게 제시한 영화산업계의 뉴노멀(New Normal)을 탐구하기 위해 코로나바

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불공정 양상과 OTT 서비스의 성장에 주목하였다.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한 질적 연구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Davis.F.D의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한 설문조사로 OTT서비스 이용자들이 느끼는 코로나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의 ‘주관적 차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영화관은 줄어든 관객수에 고전영화 재개봉, 스크린의 다른 매체 상

영등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플랫폼은 독점영화등의 개봉으로 아카데미상에도 진출하며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대 OTT 플랫폼의 빠른 성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영화관과 스크린으로 

대표되는 영화산업계의 불평등양상과는 차별적인 새로운 불평등양상을 보여주며 '뉴노멀(New Normal)'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새로운 불평등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랫폼 - 제작자 간 공정한 계약, 거대 플랫폼을 견제할 수 있는 중소플랫폼의 경쟁

력 향상 등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OTT 서비스, 불공정, 기술수용모델, 뉴노멀, 다양성을 품은 독점

Ⅰ. 서론

1. 연구동기

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처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입국

금지,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등의 봉쇄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봉쇄조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과 

확연히 다른 생활양식이 등장하였고,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며 각종 산업에서 대규모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질서, 즉 뉴 노멀(New Normal)의 대표적인 예시 하나는 영화산업계를 꼽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화관에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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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집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넷플릭스, 왓챠로 대표되는 OTT서

비스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서비스에서도 

기존 영화계와 같은 불공정 양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 역시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전후 영화계의 불공정 양상과 변화양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1) 조사방법

영화 콘텐츠 산업의 변화 양상을 기존의 영화관 산업과 새롭게 떠오르는 OTT 서비스로 나누어 각각 현재 존재하는 

양상에 대해 문헌조사하였다.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영화 콘텐츠 사업에서의 ’뉴 노멀‘을 정의했다. 또한, 기존 영화관 

산업에 존재했던 불공정 양상과 OTT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양상을 주로 스크린 점유율 측면의 통계를 통해 문헌 

조사하고, 불공정의 양상 변화 또한 도출했다.

또한, 실제 영화 콘텐츠 이용자들의 코로나 19 발생 이후 콘텐츠 이용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

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0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19세 학생 9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91명의 

답변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을 넷플릭스, 왓챠 등 OTT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

단으로 나누었다, 이용한 집단에게는 OTT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묻고, OTT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OTT 

서비스와 기존 영화 산업과의 차이점을 물었다. 기존 영화 산업, 즉 스크린 이용자들에게는 OTT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

상 및 의견을 질문하였다. 코로나 19와 영화 콘텐츠 산업 분야의 ‘뉴 노멀’ 형성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두 집단 모두

에게 코로나 19 이후 코로나 19 확산 이전과 대비하여 OTT 서비스 및 스크린 이용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

였다.

 

(2) 변수의 측정

설문 조사 시 OTT 서비스 이용자들이 느끼는 OTT 서비스와 기존 영화 산업의 ‘주관적 차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용자의 신기술 및 서비스 채택의 동기를 밝히는 기술수용모델(TAM, Davis.F.D., 1989)에서 이용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외부 요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의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지로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OTT 서

비스 이용 인식을 조사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부 요인: 저렴한 가격, 콘텐츠를 통한 재미 경험, 타인과 콘텐츠 정보 및 의견 공유, 외출 불가능(코로나 19 관련 

변수)

2) 지각된 유용성: 다양한 콘텐츠 이용, 오리지널 콘텐츠 이용, 충분한 콘텐츠 이용안정적 품질의 콘텐츠 시청, 추천 

시스템의 효율성

(3) 지각된 용이성: 이용방법의 용이성.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코로나 19 관련 변수)

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술이용모델 상의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여 OTT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도를 파

악했다. OTT 서비스 미경험자의 OTT 서비스에 대한 인식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선지를 구성하여 기술수용모델을 통해 

분석, 이용 미경험자들의 향후 이용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OTT 서비스 및 스크린 이용 정

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양 집단의 영화관 이용 횟수 및 시간, OTT 서비스 이용 시간을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나

누어서 점검,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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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등장한 생활양식인 언택트 문화로 인해 급격하게 발달한 영화산업에서

의 OTT서비스에 주목하였다. 바이러스가 새롭게 제시한 영화산업계의 뉴 노멀(New Normal)을 탐구하기 위해 영화산

업계의 불공정양상과 OTT서비스의 성장을 코로나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나눠 비교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여 해결책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본론

1. 연구내용 

(1) 영화 산업 환경의 변화: 뉴 노멀

① 영화관 산업 

7월 21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화 관객 수

는 3,241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 수준으로 무려 7,690만 명이 감소 한 숫자다. 관객 수는 한동

안 매일 최저치를 갱신했는데, 올해 4월 1일 의 경우 하루 관객 1만 5,429명으로 2004년 이후 최저 일일 관객 수를 기

록하기도 했다. 최저치를 기록한 관객 수는 2020년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를 증명한다. 매출 역시 약 70%인 6,000억 

원가량이 줄어 2,738억원에 그쳤다. 한국의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인 CGV가 3월에 직영점 30%의 문을 닫았고, 거의 

모든 오프라인 극장에 관객 방문이 줄었다. 극장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물론, 새롭게 개봉하는 작품 자체도 줄었

다. 개봉을 강행하는 영화는 평상시 관객이나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기 어려운 독립·예술영화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상당

수였다. 역설적으로 지난 2월 말부터 3월까지 개봉한 국내외의 독립·예술영화들은 이전보다 많은 상영관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됐다.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대형 영화사가 배급한 독립영화가 아니였음에도 첫 주에 확보한 상

영관은 중규모 상업영화와 비슷한 수준인 241개 상영관에서 상영됐다. 관객 수 역시 25일 2만 명을 돌파하며 독립영화

로서는 결코 적지않은 관객이 영화를 감상했다. 25일 겨우 개봉한 정승오 감독의 독립영화 ‘이장’도 첫 주 74개관을 확

보했다. 많은 영화인들이 오랜 시간 요구한 ‘상영관 배분의 공정성’과 ‘영화 다양성의 확보’는 영화관에서 수익을 창출

하기 어려운 시기에 실현된 셈이다.

영화 관객의 하락으로 인해 단편적으로 그동안의 한계가 극복된 측면이 있는 반면, 계속하여 수익이 줄어들면서 국내 

영화 제작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극장 매출이 한국 영화산업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사, 배급사, 

극장, 투자사 전체가 무너질 위기 앞에 있다. 코로나 이후 현재의 극장 수입 규모로는 현재 늘어난 한국영화 평균제작비

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는 각종 고전 영화를 재개봉하여 마니아층의 방문 수를 높이려고 하거나, 각

종 영화관련 굿즈를 판매하여 관객들을 유도하고 있다. CGV는 국내 최초로 영화 굿즈 전문 스토어 '씨네샵'을 런칭하였

으며 메가박스는 영화 포스터 티켓을 통해 사람들의 발걸음 및 SNS참여를 유도하였다. 더해서CJ CGV는 극장에서 오

페라, 콘서트, 북토크,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스콘'(SCON)을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영화관의 큰 스크린과 빵빵

한 사운드로 감상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프리미엄 전략을 이용하여 특수관 '씨네살롱'을 새롭게 도입

했다. 달라진 영화 산업 환경속에서 영화관은 살아남기 위해 많은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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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OTT 산업

최근 콘텐츠 플랫폼의 변화가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넷플릭스와 왓챠를 비롯한는 가격과 편

리성,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기반

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더욱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시장규모는 2022년에 1,4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디즈니가 2019년 11월 출

시한 OTT 서비스‘디즈니 플러스’는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보급에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다. 비 계약 구독제 서비스, 저렴한 옵션 선택, 오리지널 컨텐츠 등의 전략을 이용하였고, 인터넷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OTT 서비스의 시장 장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코드-커팅 현상 (유료 방송 시청자가 가입을 해

지하고 OTT 서비스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코드-네버 세대 (  OTT 서비스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소비하는 

세대)가 등장했다. 2018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로마’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기존 영화산업과의 경계

가 모호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여파로 관객수가 지난해에 비해 70~80% 이상 줄어들자 한

국 영화계가 찾아낸 새로운 대안 역시. 신작 영화를 영화관이 아닌 OTT 서비스를 통해 개봉하는 것으로, 제작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OTT플랫폼이 영화 제작사들의 새로운 개봉 활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냥의 시간’, ‘콜’, ‘승리호’ 등 대

규모 상업영화가 OTT 서비스행을 선택하였다. 

③ 기술수용모델을 통해 분석한 청소년 영화 콘텐츠 이용 실태

앞서 언급한 설문 조사 결과,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71.4%.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28.6%로 이미 많은 

청소년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이용 시작 시점은 2019년(41.6%)가 제일 많았

고, 2020년 상반기(32.3%)가 뒤를 이었다.

OTT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65명)에게 ‘OTT 서비스가 기존 영화 콘텐츠(스크린, VOD 등)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복수응답 허용)을 통해 기술수용모델의 1)외부 요인, 2)지각된 유용성, 3)지각된 

용이성 중 어떤 요인이 OTT 서비스 채택의 동기가 되었는지 파악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항목은 2)지각된 유용

성 항목의 ‘다양한 콘텐츠 이용(70.8%)’였다. 2) 요인에 해당하는 다른 항목인 ‘충분한 콘텐츠 이용(43.1%)’ 또한 상대

적으로 많은 응답을 얻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외부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들 중 코로나19 확산 관련 변수로 설정하였

던 ‘공간의 제약 없음(50.8%)’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얻었다는 점이다.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외출이 

불가해지자 영화관 이용과 달리 집에서도 안전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OTT 서비스의 특징이 기술의 선택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요인의 경우 해당하는 항목인 ‘저렴한 가격(38.5%)’, ‘콘텐츠를 통한 재미 경험

(41.5%)’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얻었다. 반면, 3)지각된 용이성 요인의 경우 ‘이용 방법의 용이성(21.5%)’라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얻었다.  평균적으로, 1) 요인은 33.8%, 2) 요인은 38.4%, 3) 요인은 21.5%의 응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청소년들은 OTT 서비스를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OTT 서비스를 채택한 경

향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외부 요인이 OTT 서비스 채택의 주요 동기가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수용모델에 입각하여, 청소년들의 OTT 서비스 이용 태도에는 1) 요인과 2) 요인이 3) 요인에 비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OTT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26명) ‘OTT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복수응답 허용)을 통해 위와 동일한 1), 2), 3) 요인 중 어떤 것이 향후 OTT 서비스 채택의 동기가 될 것인지 파악했다. 

이용 유경험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 요인에 해당하는 ’다양한 콘텐츠 이용(76.9%)‘와 ’충분한 콘텐츠 이용

(50%)‘이 많은 응답을 얻었다. 다른 항목들(안정적 품질의 서비스 이용, 추천 시스템의 효율성, 각 34.6%) 또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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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응답을 얻었다. OTT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OTT 서비스

가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외부 요인에 해당하는 ’공간의 제약 없음(65.4%)‘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을 얻었고, 이는 비율상 유경험자들의 응답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영화관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영화 콘텐츠 이용 욕구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써 OTT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이용 유경험자들에 비해 무경험자들에서 부정적인 답변(34.6%)이 

더 많이 나왔다. 이는 월정액제로 인한 부담이 기존 영화 콘텐츠 이용자들의 OTT 서비스 채택을 방해하는 동기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OT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2)지각된 유용성 요인은 

OTT 서비스 채택의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코로나 19라는 외부 요인 또한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전반적으

로 OT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 또한 향후 OTT 서비스를 채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OTT 서비스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확산 전후의 영화 콘텐츠 이용 시간을 물어본 결과, 코로나 19 

확산 이전에 비해 확산 이후 영화 콘텐츠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 이전 ’주 1시간 미만‘ 응답이 

50.8%였던 반면, 확산 이후 29.2%로 대폭 감소하였다. 대신 ’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이 10.8%에

서 26.2%로, ’주 5시간 이상 7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이 1.5%에서 9.2%로 증가했다. 이는 공간의 제약 없이 영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OTT서비스 이용자들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영화 콘텐츠 소비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OTT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유경험자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코로나 19 확산 이전

에 비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영화 콘텐츠 이용 시간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주 1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은 

46.2%에서 53.8%로 증가한 반면, ’주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은 30.8%에서 23.1%로, ’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은 15.4%에서 7.7%로 감소했다. OT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코로

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영화관에 갈 수 없게 되자 영화 콘텐츠 소비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영화관 이용 

빈도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현저히 감소하였다.

 

④ 영화의 뉴 노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들이 많은 해외에 진출하면서, 영화관의 정체성

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영화산업이 영화관 상영 중심에서 플랫폼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원인은 오직 코로나19 

때문이라기보다, 개인주의화, 기존 영화관의 공간의 제약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그 변화의 속도를 급격하게 가속화했다. 이 가속화되는 흐름속에서 영화의 정의는 뒤바

뀌고 있다. 새로운 정의, 뉴노멀이 등장한 것이다.

2017년 6월29일 봉준호 감독의 ‘옥자’는 넷플릭스와 영화관에서 동시 개봉했다. 이로 인해 관객에게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선택권이 다양해졌지만 당시에는 영화관과 넷플릭스의 신경전이 대두되었다. 플랫폼상에서 개봉을 하는 작품을 

영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제70회 칸영화제의 초청을 받은 ‘옥자’를 두고 칸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1분기에만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가입자 수가 1577만 명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 확대로 넷

플릭스의 글로벌 이용자 수는 1억8290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가입자 대비 9.5%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이는 코

로나-19의 영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2월 24일.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

화 최초로 ‘로마(Roma)’가 감독상, 외국어영화상, 촬영상 등 아카데미상(오스카상) 3개를 수상했다. 이는 영화계의 넷

플릭스 수용을 의미한다. 이는 영화의 필수조건이였던 영화관 개봉을 이제는 부가적인 항목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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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정의에서 영화의 장소성이 빠진 것이다. 이제 영화는 ‘영화’ 그 자체로 관객들을 마주한다. 코로나로 인한 변동의 

시기 전에는, 영화를 보러가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주로 단순히 영화만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관객들이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 보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영화관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 개인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OTT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영화의 근본적인 생산 구조

를 흔들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한국 영화 산업계는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볼만한 영화를 주로 생산했다. 상업적이고, 자극적

이고 오락적이거나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고 이러한 성격의 영화 생산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하지만 OTT서비스의 발달로 독립영화, 예술영화와 같이 영화관에서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영화들이 OTT서비스와 연계

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개봉작이 없는 영화관에서 상영관을 차지하게 되면서 영화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

다. ‘영화관에 온 사람들이 볼 영화’에서 ‘담고 싶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영화’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이제 영화는 영화

관없이도 관객들에게 인정받는다

(2) 불공정  

① 영화관 산업 

현재 대한민국 영화시장의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계열화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 정거래 행위가 국내 영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화관 산업은 배급사와 멀티플렉스 체인 즉 극장과의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영화시장에는 CJ E&M(주), 롯데엔터

테인먼트, 쇼박스의 3대 배급사가 배급을,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이 상영을 장악하고 있

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스크린의 97%가 해당 3사의 지배하에 있다. 대기업들이 상영을 장

악하다보니 대기업에서 배급되지 않는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들은 상영을 할 기회를 얻기 힘들 수 밖에 없고, 상영이 적

게 이루어져 수익을 얻기 어렵다보니 수익이 목적인 멀티플렉스 체인들에서는 해당 영화의 상영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로인해 다시 저예산 독립 영화들의 상영은 더욱 힘들어지고, 이러한 악순환은 흔히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불

리는 상영배정의 편중 현상으로 이어진다.

2019년 한국 영화 시장 내에서 상영배정 편중 현상은 심각한 편이었다. 영화산업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영

되었던 천만 영화 5편은 <알라딘>을 제외하고는 모두 50% 이상의 일별 상영점유를 통해 영화 상영기회의 과반수를 차

지했다. 하루에 상영되는 영화 중 반 이상이 특정한 한 영화이고, 나머지 여러 영화들이 반도 채 안되는 상영 기회를 나

누어 갖는 것이다. 특히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사상 최초로 일별 상영점유율 80%를 넘기기도 했다. 

영화관에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다. CGV 공식 사이트의 무비차트를 살

펴보면, 코로나 19로 관객 수가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2020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도 50개가 넘는 영화가 CGV에서 

현재 상영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상영 기회의 70%는 단 3개의 영화가 차지한다.영화 진흥 위원회의 201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의 일별 상영점유율을 평균해 보면 1위가 36%, 2위가 20%, 3위가 13% 정

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루 영화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의 약 70%를 단 3편의 영화가 차지한 셈이다. 수많은 

저예산 독립영화들은 대작영화, 대형 배급사의 영화가 상영되고 남은 30%의 기회를 나누어 가질 수 밖에 없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할리우드 영화와 한국 대작 영화의 개봉이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

고 그로인해 제대로 상영조차 하지 못한채 사라지는 저예산 독립영화들이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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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로나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언택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 이전처럼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아닌 멀티미디

어 OTT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문화생활을 향유하게 되었다. 특히 팬더믹 이후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멀티미디어 

OTT 서비스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였는데, 이로 인해 ‘시간·공간을 중심으로 구획된 멀티플렉스 중심의 집단적 영화 관

람 문화’와, ‘장소와 장치에 구애받지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의 자유로운 개인·개별적 영화 관람 문화’가 대립구도

를 이루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영화산업에서의 불공정 양상을 주로 띤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대중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향유하는 방식이 변하여  팬데믹 이후 문화예술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영화 관람 형태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의 오래된 과제인 ‘독점’문제는 지속되고있다.  흔히 ‘온

리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월정액을 내고 플랫폼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구독형 OTT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리는 방편으로 자체 콘텐츠를 ‘독점화’하는 전략이다. 타 플랫폼도 플랫폼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

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은 신규 가입자를 유인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를 묶어둘 수 있

는 장치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콘텐츠 독점화 정책은 넷플릭스나 왓챠와 같은 OTT 서비스의 주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영화 산업 전체를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OTT 특성상 소비자들은 많은 플랫폼 중 단 하나의 플랫폼

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독점계약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만 배급이 가능한 작품들을 보고 OTT 서비스를 선택하려는 경

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말했듯이 OTT 서비스는 독립영화 등 여러 저예산 영화들도 배급하기 때문에 영화의 다양성 자체는 코로나 

이전보다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OTT 서비스는 ‘다양성을 품은 독점’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플랫폼 속 

콘텐츠는 다양해질지 몰라도 결국 이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 거대 플랫폼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OTT 서비

스 거대 플랫폼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연해진 독점의 형식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OTT 플랫폼에서 배급하기 때문에 대형 3사 소유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는 영화의 경우 중소 

규모의 극장에서 이를 상영하면서 다른 저예산 독립영화들의 상영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 실제로 논문 ‘<옥자>, 넷플릭

스, 영화의 미래’에 따르면 <옥자>가 멀티플렉스 3사 소유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소 규모의 극장 111개에

서 개봉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또 다른 저예산 독립영화들의 상영 시간을 빼앗아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듯 팬더믹 이후 기존 영화관 산업에서 OTT 플랫폼을 이용한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의 산업으로 영화의 뉴노멀이 생

겨나고 있지만 영화 산업계의 독점은 다양성을 품은 독점의 형태로 변화하여 이어지고 있다. 

(3) 해결방안 

① 거대 OTT서비스 플랫폼과 매체 제작자간의 공정한 계약관계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거대 OTT 서비스 플랫폼에서 불공정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플랫폼 - 매체 제작자 간 공정한 

계약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플릭스, 왓챠등의 거대 OTT 서비스는 다양한 매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

할을 하기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제작자는 필연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유통 구조에서는 거

대 OTT 서비스 플랫폼이 이른바 ‘갑질’을 하여 다양성을 해치거나 미디어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넷플릭스 같은 대규모 OTT 플랫폼과 드라마를 방영하는 방송사 간의 판권계약 (JTBC, tvN)의 경우에는 기업과 기

업의 계약이기에 수익분배 측면에서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개인 감독과의 계약에서는 소위 갑질로 불

리우는 차별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공모전으로 계약이 체결된 작품의 경우에는 타 작품에 비해 수익 분배율이 

OTT 서비스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설정이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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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규제를 통해 거대 OTT 플랫폼과 제작자 사이에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한 시점이다.

② 타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 (홍보 등)

앞서 살펴보았듯이 OTT 서비스 플랫폼 속 컨텐츠는 다양해졌지만, 거대 플랫폼을 통해서만 상영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문화예술 컨텐츠 속 불공정은 ‘다양성을 품은 독점’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 ‘다양성을 품은 독점’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넷플릭스나 왓챠, 웨이브와 같은 인기 플랫폼이 OTT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점에 있다. 따라서 ‘다양성을 

품은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성을 품은 영화인 독립영화나 여성영화 등을 배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화

되는 것, 그래서 OTT 서비스의 힘이 넷플릭스 등의 주요 플랫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 중에

서 선택할 수 있게되는 것이 필수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퍼플레이’는 독점 플랫폼 속 다양성을 특정 플랫폼 밖으로 확산시켜 줄 하나의 대안이다. 퍼플레이는 국내 유일한 여

성영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기존 유통시장의 중심에 서지 못했던 국내/외의 다양한 여성영화를 소개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전국의 연극영화과 입학생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6:4로 여성이 높지만, ‘2019 한국 영화산업 결산’

에 따르면 흥행 30위까지의 영화를 살펴보았을 때, 주요 인물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영화는 83%를 웃돌았다. ‘퍼플레

이’와 같은 여성영화 플랫폼의 정부차원의 적극적 홍보는 다양성을 확산시켜 OTT 서비스의 주요 플랫폼의 독점을 막고 

‘다양성을 품은 다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한 방안일 것이다. 

OTT 서비스에서의 거대 플랫폼 독점과 더하여 오프라인 상에서의 독점을 해결할 방법으로 공동체 상영 활동을 운영

하는 플랫폼들을 홍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스크린 독과점으로 상영되지 못하는 독립영화들을 돕는 방안이 있다. 공동체 

상영이란 순전히 공통의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영화를 보는 상영 방식을 말한다. 멀티플렉스 극장을 대관할 

필요 없이 소규모 공동체 상영을 위한 작은 상영관에서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 사례인 ‘팝업

시네마’는‘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화 상영회· 공동체 상영을 위한 ‘영화-커뮤니티’ 

매칭 플랫폼이다. ‘팝업시네마’ 사이트에서 여러 독립영화들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상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

한  플랫폼의 홍보를 늘린다면 ott 서비스 내 거대 플랫폼의 독점뿐만 아니라 3대 멀티플렉스 체인과 배급사의 독점 또

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1. 정리 (요약 및 전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영화계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통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통념, 즉 뉴노멀(New Normal)이 등장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발전하면서, 영화산업

계는 영화관 중심의 관람문화에서 스크린 중심의 스트리밍 관람문화로 이동하였으며, 합리적 구독방식, 여러 가지 컨텐

츠등은 OTT 서비스를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만들었고, OTT 서비스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었다. 동시에 불평

등의 관점에서도 뉴노멀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스크린이 있는 영화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화산업계에서, 불평등의 

양상은 대형 배급사의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이러한 불평등의 양상은 크

게 다르다. OTT서비스 플랫폼은 독점계약을 통해 자체 컨텐츠를 독점화하며 다른 플랫폼이라는 선택지를 제거하고 있

다.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거대 OTT서비스 플랫폼이 영화산업전체를 독점하는 결과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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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 커다란 전환점을 지난 후에도 영화산업계의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변화된 불평등양상을 해결하기 위해

서 첫번째로, 거대 OTT서비스 플랫폼과 컨텐츠 제작자간 공정한 계약관계가 필수적이다. 공정하지 못한 수익분배가 일

어나지 않도록 하여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도울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타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OTT서비

스가 성장하면서 컨텐츠의 다양성은 증가했지만, 역설적으로 거대플랫폼을 통해서만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러한 다양성을 품은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주요 컨텐츠가 지나치게 한 플랫폼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 거

대 플랫폼을 견제할 수 있는 중소 플랫폼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독립영화/여성영화와 같은 다양성을 품은 영화가 확산되

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영화계가 독창성, 창의성, 예술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된 불평등양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한계점 및 보완할 점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화산업과 OTT 서비스의 뉴노멀을 조사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했다. OTT 서비스에 

대한 사용빈도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이 적어 전체 모집단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으며, 조사집단이 새로운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에 치중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주제 자체의 한계점도 있다. 짧은 역사를 가진 OTT 서비스 제도 자체가 안정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섣부른 연구, 조금 이른 연구로 볼 수 있다. 연구 과정에 있어서 영화 ‘산업’, ‘시장’에 관련된 연구임에도 경제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제로 OTT 서비스 플랫폼의 수익구조와 판권계약과 관련해서 경제적 지표를 이용

하면 연구의 객관성이 보완될 것이다. 또한, OTT 서비스 플랫폼에 있어 관련된 주제를 언급할 때 ‘넷플릭스’에 치중되

었다. 현 상황상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시장 자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었지만 넷플릭스를 위주로 한 상황을 전체 OTT 서비스 플랫폼으로 일반화한다는 것이 한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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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속화된 사회 변화와 도래한 ‘뉴 노멀’시대에 기업, 무역, 정책 측면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뉴 노멀’시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동향 및 변화 양상과 각 주체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며 앞으로

의 ‘뉴 노멀’시대를 대비하고자 한다. GVC 동향 분석 결과 기업들의 성장은 국가 간 중간재 교역 비중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침

체되고 있었다. 무역 측면에서 TIVA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글로벌 교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및 중국을 중심

으로 하는 공급망의 변동이 드러나고 있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소·부·장 정책을 비롯해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하

는 국제기구들의 다양한 무역정책과 신(新) 공급 네트워크 구축 정책이 수립되고 있었다. 이에 글로벌 가치사슬(GVC)는 다각

화되고 위기관리에 있어 더 강력한 회복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對) 중국 의존도의 감소로 새로운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서 기업들은 회복탄력성 확보, 디지털 기반 기술 플랫폼 사용, 

생산지 변화 등의 대응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투자 및 미래 공급망을 창출

하며 리쇼어링 효과를 장려해야 한다. 뉴 노멀 시대의 글로벌 가치사슬(GVC)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약화될 것

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 전 세계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뉴노멀, GVC, 공급망, 중간재, TIVA 지표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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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 

코로나 19의 확산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으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으며, 국

가와 국가가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경제 체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 글로벌 가

치사슬(GVC)로 생산 및 유통 과정이 지리적으로 세분화 및 단계별로 진행되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코로나 확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맺어진 상호의존적 관계는 오히려 국가들의 연쇄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불리는 현 시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협의 재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주요 요소(기업, 무역, 정책)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양상을 다각도에서 살펴보며 대응 전략을 모색해봄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려 한다. 

2. 연구 배경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상품･서비스 생산의 각 단계가 세계 여러 최적 입지 국가에서 수행되면서 각 단계별로 창

출된 부가가치가 사슬처럼 국제적으로 얽혀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가 떨어지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계속해서 글로벌 유통망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율은 2020년 기준 세계평균보다 높은 55%로 OECD 주요 18개국 중 6위에 속한다. 한국

의 중간재 수출액과 수입액은 2001년에 각각 825억 달러, 766억 달러였으나 2019년에는 각각 3834억 달러, 249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래프 I-1> 2017년 OECD 주요국 글로벌 가치사슬(GVC)참여율

이처럼 한국은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크고 특정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입이 집중되어 있어 공급망 충격 리스크가 

큰 편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위협의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뉴 노멀을 내세우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규범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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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관련 분야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재편된 점,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고찰한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 논문 및 보고서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된 현황을 바탕으로 전략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효율성을 위해 이하 등장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은 모두 GVC로 표기한다. 본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 노멀

(New Normal)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재편으로부터 이어지는 개념으로, 코로나 이전의 담론이 아닌 코

로나 이후의 세상을 논하겠다는 연구자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Ⅱ. 본론

1. 기업 측면의 변화

(1) 공급망의 변화 

알릭스파트너스의 디스럽션 인사이트 보고서(2020)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전부터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얻는 이

윤이 줄고,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2007년 세계 GDP의 3.5%에서 2018년 1.3%로 감소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

로 보호무역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업들이 자국 내 공급망을 확보하게 되면서 일어나

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2) 중간재 교역 비중 감소 

또한 금융위기 이후 GVC는 국가간 중간재 교역 비중이 감소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세계 교역의 2/3 이상을 

차지하였던 세계 국가의 GVC 참여율 역시 2011년 이후 52%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요 요인 역시 세계중간재 교역 

비중이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2. 무역상황 측면의 변화

<그래프 II-1>  2018년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 무역 현황(T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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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로 인해 창출된 가치를 추정하는 지표로 TIVA 지표를 사용하였다. TIVA 지표는 이중계산과 왜곡 현상을 극복

할 수 있으며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부품과 중간재의 비중 및 부가가치를 추적함으로써 무역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생산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비

교적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위의 표를 보면 중간재로 인해 미국은 2조 60억 달러의 부가가치 무역을, 한국은 578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OECD 

국가가 아닌 중국의 경우 1조 9천억 달러의 부가가치 무역을 창출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 II-2>  2018년 중국의 GVC 전+후방 참여 추이

생산거점의 관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인도 및 아세안이 중국을 대신할 대체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GVC 전방참여율은 4.6%p 상승한 반면 후방참여율은 6.7%p 하락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 가공하는 역할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각 국이 해외 중간재를 수입하여 제조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조립, 가공되는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들어 11.5%를 기록했다. 반면 아세안 지역과 인도에서 수입 중간재를 조립, 가공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완만한 상

승세를 보였다. 이처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대중국 교역 의존도

가 높아 공급망의 전면적인 탈중국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가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 확산까지 겹쳐 탈세계화 흐름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 중 갈등까지 지속되면서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

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예상된다.

3. 정책적 측면의 변화

(1) 정책 변화의 배경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시작한 대한민국은, 여타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저부가가

치 단계인 조립･가공･제조를 담당하면서 GVC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시아의 일명 ‘네 마리의 용(싱가포르, 대

만, 홍콩, 대한민국)’이 되면서 기술･자본을 축적하여 해당 산업의 고부가가치 단계로 이동해가는 것을 통해 경제성장

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해왔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GVC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GVC에 관한 정책은 코로나바이러스 

19 사태를 계기로 다변화될 것이다.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19 이전의 자국 기업들이 GVC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19 이후의 다변화와 근거리화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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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2020년 한･일 무역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이 

각국의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파장을 끼칠 수 있기에 범지구적으로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GVC가 재편성

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했던 경험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글로벌가치사슬의 재편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2) 한국의 정책 변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늘어날 코로나와 같은 국제적 위협에 국내 경제 및 산업 등의 리스크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 GVC 재편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서 소부장 GVC 재편 3대 전

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공급망 위험을 철저히 관리한다. 

② 기업들의 수급 다변화를 지원하고 국가간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회복력이 강한 수급 체계를 구축한

다. ③ 대한민국을 GVC 재편 과정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Safe Korea)으로 탈바꿈시킨다.’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따르면 대일 수출규제 대응 품목을 대세계 338개의 품목으로 확대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핵심 소부장 품목 중심으로 기업들의 재고 확충 및 자체 기술 확보(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 글로

벌가치사슬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기업이나 연구소,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세계의 정책 변화

이러한 우리나라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듯 세계도 GVC와 관련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수십 년간 GVC에서 

제조 공장의 역할을 했던 중국의 가치사슬도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2010년대 중국은 국내 산업 육성과 기술력 제고

를 통해 기존 가공무역 중심지에서 벗어나 중간재 생산 기지로 전환하면서 GVC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

다. 또한 중국제조2025와 같은 산업 고도화 정책으로 기술력 및 자본력을 확충하여 핵심 산업에서는 NVC(자기완결형

국가가치사슬)를 구축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의 수출주도형 및 노동집약형 업종의 제조업 해외이전 추세가 강화되고 있

는데, 섬유, 가구, 식품제조업, 자동차, 컴퓨터, 통신, 전자설비 등이 주요 이전대상이다. 이전 대상지는 동남아, 아프리

카, 인도 등 유라시아 전역을 포함하며 산업 이전은 중국 중심의 RVC(지역가치사슬)의 구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GVC에 관한 재편이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GVC 확대에 전

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투자, 경쟁 정책 등을 WTO가 다자 무역 규칙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었지만 이제는 GVC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협상 타결에서 WTO의 역할을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트럼

프 행정부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TPP 탈퇴, 한미 FTA 개정, NAFTA 재협상을 통한 USMCA 출범, 미일 무역 협정 

등에서 나타나듯이 GVC 무역 및 디지털 무역 규칙을 양자주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다른 주요국

들은 메가 FTA를 통해 GVS 관련 무역 규칙을 자국에 유리하게 설계하기 위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 의 타결과 발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기본 협정 합의 등 경쟁과 협력을 번갈아 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4.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국제적 동향

코로나19 이전 ‘올드 노멀’ 시대의 GVC는 수익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가치사슬 내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뉴 노멀’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견고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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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GVC의 구조적 한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났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의 시도로 인해 기존 GVC 체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한 GVC의 변화한 동향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위기

관리 측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대(對)중국 의존도의 감소가 바로 그것이다.

(1) 위기관리 측면에서의 GVC 변화 동향 – 다각화와 회복력

GVC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각 과정을 거치면서 별개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동시다발적 제조업 마비 현상으로 인해 이러한 연쇄적 부가가치 창

출과정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금까지 GVC의 위기관리는 1차 벤더(판매사)를 위주로 설계되어 왔다. 즉, GVC 운영

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가장 처음 제품을 생산한 1차 판매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생산방식을 수정해야 전반적인 

GVC 운용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관점을 토대로 수출입 보험같은 위기관리 방식이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 노멀’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GVC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라고 인식되어 왔던 2차~3차 벤더의 공급 차질이 글로벌 기업의 전체 생산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지난 2020년 2월, 다

국적 자동차 생산기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규모의 생산 중단사태를 겪게 되었

다. 이들이 공장 가동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고 생산량을 급히 감축시키게 된 것은 자동차 생산의 GVC 중 2차 벤더에 해

당하는 부품 제조 공정 중 하나인 ‘와이어링 하네스’(차체에 다양한 전자 부품을 연결하는 케이블 묶음)를 제조하는 중국 

내 공장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거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GVC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이름처럼 모든 

생산 네트워크가 사슬처럼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 중간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 모든 공정이 중단된 

것이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은, “기존의 GVC 구조가 1차 벤더, 즉 초기 생산업체와 최종 판

매자에게 집중화되어 있었고, 모든 구조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경직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 판데믹

(Pandemic) 상황이라는 국지적 혼란에 전체 네트워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밝혔다. 1차 벤더 위주의 위기관

리 및 경직된 구조로 인한 GVC의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뉴 노멀’ 시대의 GVC는 ‘짧아지고(shorten) 넓어지는

(diversified)’ 형태로 변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위기관리의 대상을 1차 벤더에서 2~3차 벤더를 포괄하

는 전체적인 GVC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위기관리의 측면을 고려해 기존의 집중되고 경직된 체계를 재설계하여 회복력

을 갖춘 공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뉴 노멀’ 시대의 GVC는 기존의 공급 네트워크보다 다각화된 형태로 설계되어 

위기가 발생했을 시 다른 방향의 네트워크 체계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전 업계에 걸쳐 디지털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시간 모니터링, 본사 원격 가동 등 위기파악 및 회복에 용이한 기술들이 GVC의 모든 

과정에 걸쳐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2) 대(對) 중국 의존도의 감소 – 가치사슬 중심지역의 변화

중국은 전 세계 중간재 수출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GVC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

러나 각국이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잇달아 보호무역 장치를 가동함에 따라 국제 생산 협업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중국의 GVC 내 영향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과거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중국의 경제 규모와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많이 증가했고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영향은 

사스 때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USC 대학의 GVC 전문가 빅 비야스 교수는 “향후 GVC가 중국 비동조화

(차이나 디커플링)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먼저 구입하자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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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Buy American)’ 독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에서는 전략적으로 공급망을 미

국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제조업이 

급속하게 침체되어 중국을 제조거점으로 하는 GVC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확산의 초기 원인으로 중국이 지목받고 있기에 사태와 관련한 부정적 감정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뉴 노멀 시대의 GVC는 중국의 영향력 감소라는 변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멕시코 등 신흥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추후 이들 국가가 뉴 노멀 시대 GVC의 새로운 거점국가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5. 대응 전략 및 대응 현황 

(1) 기업

① 회복 탄력성 확보

올해 2월 중국에서 조달하던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중단으로 현대자동차는 1주일 간의 생산 중단을 경험했다. 중국 

공장들의 재가동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비핵심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의 공급차질로 전체 생산라인이 중단되

었기에 뉴 노멀 시대의 기업의 대책은 기업의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원가절감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급지역 다변화를 

통한 회복탄력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② 디지털기술 기반 플랫폼 사용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신선식품 관련 리테일 결제금액 분석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마켓컬리,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의 강자들에 맞서기 위해 전통적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롯데, 신세계 등

도 이커머스 경쟁에 합류하며 국내 시장에서도 디지털 전환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뉴 노멀 시

대의 기업 대책 역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생산지의 변화 

경기도의 경우 부가가치가 낮고 중간투입률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GVC 변화에 취약한 지역이다. 부가가

치 창출의 해외 의존도가 20.3%에 달하며, 전자산업의 경우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내 타 지역과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원부자재를 구입해서 제조 생산한 이후, 국내 타 지역, 동남아 등 국가에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도

체(6.5%)와 자동차(1.4%) 부분의 대일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반도체제조용장비(31.4%) 는 여전히 높다. 따라서 

뉴 노멀 시대에는 기업의 소비지 인접생산과 리쇼어링을 장려함으로써 변화하는 GVC 추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

①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 안전망은 산업구조 재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회 안전망 없이 뉴 노멀 시대로 나아가는 건 불가능

하다. GVC 재편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며 가계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여유 있게 미래를 고민하는 것은 사치다. 따라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

회’를 만들어야 한다. 일단 그런 사회가 되어야 개인의 ‘도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테고, 이것이 근간이 되어야 미래 산업 

활성화와 리쇼어링 같은 GVC 재편 대응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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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래 산업 투자 및 미래 공급망 창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뉴 노멀 시대에서 하나 확실한 것은, 산업구조가 미래를 향해 전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는 미래 사회에 새롭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각광 받을 디지털 

공급망 구축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유인책을 써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려는 마음보다는 미래세계를 이끌어 가는 선도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③ 리쇼어링 장려

비용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앞으로 

기업은 국가 경제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때문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에 공들이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단순히 유턴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단편적인 정책에서 그

치면 안 된다. 전 세계의 리쇼어링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의 장에는 기업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활발한 리쇼어링이 이루어져야만 GVC 재편에 확실히 대비할 수 있

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지금의 한계선을 뚫고 나갈 수 있다. 

Ⅲ. 결론 

1. 전망 및 예측

우리나라는 저부가가치 단계의 GVC에 참여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여,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

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중간재 수출과 수입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간재 수출과 수입은 2001년과 2019간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글로벌가치

사슬 참여 및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참여도와는 별개로, 세계의 글로벌 가치 사슬은 점

점 미약해지는 모습임을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은 2011년 이후 5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정체되었음을 이르는데, 교통통신의 발달과 자유무역 확산에 따른 비약적인 성

장이 더 이상 나아갈 곳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 등 신흥국들의 소득 증가와 기술 격차 감소로 인해 

자국 내 중간재 자급률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약화점이 드러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또한 주목해보아야 할 요소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일

명 '디지털 경제'의 도입은 쉽게 한계치에 부딪힐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은 디지털 경제 초기 단계에는 수송, 운송 비용

의 축소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나, 제조 과정에서의 스마트화와 인력 감소가 추진되면서 산업의 인력 의존도가 낮아지

고, 결국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 간에 리쇼어링 현상이 확대되어 글로벌 공급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

은 현재 대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인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

다. 

앞으로의 GVC의 성장률은 더 이상 증가하기는 어렵다. 일종의 포화점에 도달하였으며, 각국의 무역전쟁과 자국이기

주의 심화 등으로 인해 자국의 실리를 우선시하는 국제 정세의 모습이 여실한 것도 그 이유이다. 국가는 보호무역주의

를, 기업들은 리쇼어링 심화를 택하고 있으며 이에 GVC는 점점 미약해지고 있다. 특히 뉴 노멀 시대의 코로나 19 팬데

믹과 같은 현상은 자신의 국가를 우선시하는 현상을 점점 심화할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 기반하여, 수입, 수출 의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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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논의되어야 하며, GVC 미약화에 대응할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야 한다. 세계의 경우, GVC 미약화를 일종의 '자국 이기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뉴 노멀 시대에 필연적이었던 생존

방식으로 인식하고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2. 의의 및 한계점

본 보고서는 세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GVC의 동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뉴 노멀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GVC 흐름을 예측 및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GVC의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치사슬 약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살펴보고 뉴 노멀 시대의 모습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 및 예측하였다. 다만 추후 어떤 방식이 한국에

서 적합할지, 그리고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GVC의 약화가 옳은 방향인

지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담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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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공식적 자료인 선행 연구 논문, 학술지 기재 자료 및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뉴노멀 시대에서 아파트는 코로나

19 맞춤 공간, 테라스의 확대 등의 구조적 변화를 거치고 있으며, 재택근무, 원격수업의 증가로 인해 아파트 내 업무공간, 학업

공간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아파트의 제한된 공간에서 업무공간, 학업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독립적 분리형, 

거실부속형, 침실부속형 등이 있다. 아파트 개별 호수 내장 시설에서는 LG TROMM styler, 스마트폰 살균기 등 과거에는 선

택적(optional)이라고 사료되었던 장치들이 필수적이 되고 있으며, 기존의 현관과 달리 현관이 하나의 ‘Clean thru’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외부와의 접촉이 자제되며 자연환경을 가정에 들이려는 시도는 테라스의 창조적 활용에서 드러

난다.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선호현상은 지속될 것이며, 내부 구조로는 독립적인 알파룸, 벽식구조가 아

닌 기둥식 구조 등이 점차 확산될 것이다. 내부 시설으로 살균, 항균을 우선시함에 따라 신(新) 가전이 아파트 필수 구성 요소가 

될 것이며, 자연환경과 접촉을 위한 테라스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키워드 : 뉴노멀, 재택근무, 원격수업, 알파룸, 테라스, 발코니, 新 전자기기

요약 summary



＃2학년 4반

뉴 노멀 시대의 新 아파트 주거 모델 173

I. 서론

1. 연구 배경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략)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자발적 격리 등이 증가하며 언택트

(Untact)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재택근무, 온라인수업이 활성화되며 외부 활동의 주요 무대가 가정으로 바뀌었고 

휴식의 공간이었던 집은 외부 활동와 내부활동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변화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더욱 확대된 주거 공간의 중점을 두어 주거 공간의 의미 변화와 미래에 전망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습에 관해 연구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퍼진 주거 형태인 아파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이

른바 ‘뉴노멀’ 시대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주 모델을 입지 및 평수, 아파트 건축 구조, 아파트 개별 호수 내장 시설

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선행 연구를 분석하거나 공식적인 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분야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목적

본 보고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변화한 주거 시설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최종 목적은 코

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II. 본론

1. 아파트 입지 및 평수

아파트는 1970년대, 이촌 향도 현상으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급격하게 몰리며 주택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

족해지자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등장하기 시작한 주거 양식이다. 아파트는 초기에 

주거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져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 만큼, 집들이 

좁은 공간에 붙어 있고 마당과 같은 자연 공간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닭장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주

거 양식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아파트는 초기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공간에서 편리함을 필두로 주

거 공간의 한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의 아파트는 주로 휴식, 수면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

나 시대에는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주거 공간 내에서 교육, 업무, 여가 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거 

공간은 더는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주거 공간 내에서 소화해야 하는 활동이 늘어난 만큼 주거 공

간의 면적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익대 도시건축대학 유현준 교수는 앞으로의 주거 공간은 

이전보다 55%가 더 필요해졌다고 말한 바 있다(2020, 매일경제).

앞으로는 주거 공간에서 업무, 교육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신화영(2001)은 사람들은 재택근무

를 하면 그 장소에 대해 59.1%의 사람들이 독립 공간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작업공간과 기존 주거 

공간과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프라이버시 및 업무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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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밝혔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휴식 장소인 주거 공간과 업무공간을 분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업무가 주거 공간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 내의 업무를 위한 독립 공간의 형성은 필수적이다. 또한, 재

택근무자에게서 나타난 업무공간과 휴식 공간을 분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유형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 공간의 면적은 기존보다 

넓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뉴욕 도심 맨해튼의 부동산 매매량은 전년 대비 56%가량 감소했고, 뉴욕시 인근 뉴저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등 교외의 주택 수요는 '광적인(insane)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다(2020, 

new york times).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 사람들의 넓은 주거 공간에 대한 욕구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나온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 보면, 주거 공간의 면적은 이전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 공간은 한

계가 있어 기존의 도심부에 살던 모든 사람이 확장된 주거 공간에 살아갈 수 없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더 넓은 공간을 

위해 도시 중심부가 아닌 도시의 외곽으로 점점 퍼지게 될 것이다.

2. 아파트 건축 구조

(1)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뉴노멀 시대의 아파트 구조 변화

① 코로나19, 비대면 특화 설계

팬트리(PANTRY), 알파룸, 클린 설계 등 아파트 내부 구조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맞춰 점차 변화하고 있다. 금호

산업의 경우, 팬트리 공간을 ‘CURE SPACE’로 바꿔 홈오피스 공간이나 학업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기도 했다. SK건설은 현관과 거실 사이에 ‘클린-케어룸’을 조성하여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주거 공간을 만들고

자 했다. 

<CURE SPACE 탑재된 신축 아파트 평면도> <발코니가 강조된 아파트 평면도>

② 발코니에 대한 수요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거리 두기를 실시한 이후인 4월 구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이동패턴 중 공원 이용률이 51%

가량 두드러지게 증가한 점을 알 수 있다. 집 안에서 바람을 쐬고 햇볕을 쬘 공간이 없어서다.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가 

그 역할을 했지만 2005년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발코니, 테라스는 거의 사라져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테라스, 발코

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테라스를 포함한 아파트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안산시에 있는 

‘킨텍스 원시티’의 테라스가 없는 전용 84㎡ B는 11억500만 원에 매매돼 분양가(5억3200만 원)보다 5억7000여만 원 

올랐지만, 테라스가 있는 84㎡ T1은 올해 12억7000만 원에 거래돼 분양가(5억7870만 원)보다 7억 원 가까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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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현준 홍익대 건축 도시대학 교수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며 “발코니와 테라스의 활성

화를 위해 건축법규를 손보고 건설사와 같은 공급자들이 테라스를 만드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시장구조를 바꿔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2) 아파트에서의 재택근무, 원격수업 공간 구성

재택근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업무공간과 생활공간, 업무시간과 휴식 시간의 구분이 불명확해졌고 이로 인해 

업무에 대한 몰입도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재택근무나 원격수업 공간으로써 서재나 공부방 등 

독립적인 공간이 선호도가 높다. 박영순, 이현정, 안지윤, 류호정(1997)에 의하면, 재택근무 공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하

는 공간은 공부방 및 서재가 75.5%로 가장 높았다. 근무는 따로 독립된 공부방이나 서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을 희망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서는 조사대상자의 67.0%가 ‘업무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독립된 공간에서의 업무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주택 내에서 재택근무나 

원격수업을 위한 공간으로 독립된 공간을 할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따라서 현실적 조건과 사람들의 니즈

(Needs)를 적절히 해결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변형 벽체나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공간의 융통

성을 높이면서 반 개방적인 공간을 계획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식은 크게 독립적 분리형, 거실부속형, 침실부속형 공간 

구성으로 나뉜다. 

① 독립적 분리형

별도의 재택근무, 원격수업 공간을 따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업무와 학업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거에 인접한 별채이던지, 다락방, 또는 지하실의 작업공간 등이 적합하다. 그러나 주택 계획 시 별도의 개설을 고려해

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은 단독주택과 같은 신축, 개축이 가능한 가변성 있는 공간에 적합하며, 비교적 

넓은 공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 아파트에 적용하긴 어렵다. 

② 거실부속형

평소 생활하는 주거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위의 방식과는 달리, 거실 공간에 별도의 업무 기기 틀을 갖추고 

작업이나 공부를 하는 유형이다. 거실이 비교적 커야 하며 공적 공간인 거실 사석 공간인 업무공간을 칸막이나 업무용 

책상과 같은 시스템 가구를 활용하여 생활공간과 업무, 학업 공간을 적절하게 분리 할 수 있는 유형이다. 독립적 분리형

에 비해 좁은 면적으로도 가능하고, 동선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업무의 프라이버시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방식이다. 

③ 침실부속형

공적 공간인 거실에 설치하는 것보다 사적 공간인 안방에 부속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공적 공간인 거실의 복잡한 

기능에 업무, 학업 공간 기능을 추가하여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취침 시에만 활용되는 공간을 낮에는 업무, 학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침실이라는 공간성 때문에 높은 작업 능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거실 부

속형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가구를 활용하여 생활공간과 업무공간이나 학습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거실부속형과 

마찬가지로 융통성 있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지만, 업무나 학습량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을 때, 공간에 대한 심적 불편

함이 존재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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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의 재택근무, 원격수업 공간 구성 방안>

(3)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축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인 벽식구조

다. 나머지 하나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거나, 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기둥식 구조이다.

벽식구조는 벽이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이므로 벽을 허물거나 변형시킬 수 없다. 따라서 주택 내부 구조의 가변성과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벽이 바로 천장, 그리고 위층의 바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상, 위층의 바닥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기둥식 구조는 기둥이 천장을 직접적으로, 혹은 보와 함께 지탱하는 건축 구조이므로 벽식구조보다 주택 내부 구조 

변경에 쉽고, 층높이가 비교적 높으며, 소음이 보와 기둥을 통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4) 거주 공간의 유연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집은 휴식 공간뿐 아니라 업무와 스포츠·레저를 즐기는 생업과 생활공간이 되기도 한다. 아울

러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면서 가속된 온라인 소비행태를 반영하는 거점 기능도 집이 담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

다. 뉴노멀 시대의 주택은 이러한 기능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택 평면구조의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 구조의 9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벽식구조는 

벽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 특성상 벽을 자유롭게 허물고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의 모양을 변형하는 등의 

공간의 자유롭고 유연한 변형이 불가능하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형태로 이른바 ‘알파룸’ 기능을 강화한 주거 평면 

설계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알파룸(혹은 베타룸)이란, 평면 설계 시 자투리로 애매하게 남는 공간을 활용 가능한 면

적이 되게끔 합치고, 이를 주 공간 옆에 배치함으로써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게 고안한 것이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트렌드로 주목받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알파룸이 없는 기존의 아파트는 위에서 언급한 독립적 분리형, 거

실부속형, 침실부속형 공간 구성을 통해 생활공간과 구분되는 업무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알파룸이나 독립적 분리형, 거실부속형, 침실부속형 등의 공간 구성은 벽식구조라는 오늘날 아파트들의 근

본적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단순히 공간을 만들거나 구분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가 부족하고, 공간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알파룸이나 독립적 분리형, 거실부속형, 침실부속형 등의 해결방안은 뉴노멀 시대의 개개인의 생활양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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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뉴노멀 시대의 주택은 근본적 건축 구조의 변경을 통해 공간 활용의 유연성 및 효율성 증대

를 꾀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업무, 학습, 여가 공간으로서의 많은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 건축 구조가 바로 기둥

식 구조이다. 기둥식 구조는 가변성을 갖춘 장수명 주택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건축 구조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도 이미 이루어졌다. 기둥식 구조에서 벽은 천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만 하므로, 벽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물 수 있으며, 방을 비롯한 주택 내 여러 공간의 크기나 모양을 조절하

여, 원격수업, 재택근무, 여가 생활 등 뉴노멀 시대의 다양한 필요와 생활양식에 맞게 공간을 변형할 수 있어서, 기둥식 

구조가 기존의 벽식구조에 비해 더 유연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아래의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기둥식 구조의 성남 복정 1블록 공동주택 설계에서 제안된 단위 세

대 내 평면 중 일부다. 이미 공급 당시부터 공간 구조가 정해져 있는 평면이 아니라 가족의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확장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한 평면이다. 홈 오피스가 넓게 필요하다면 작은 방 2개를 합칠 수 있고, 아이가 넓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거실과 작은방 일부를 합쳐 세이프티 존을 구성하는 형태다. 이러한 형태는 집이 더 다양한 기능을 소화할 

수 있게 하고, 집의 형태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하여 뉴노멀 시대에 거주 가구 형태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집에 

대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5) 층간 소음으로부터의 자유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지 약 1년여가 된 현시점에서 ‘코로나 집콕’ 등의 표현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함은 물론, 회사 업무나, 수업, 여가와 같은 꼭 필요한 것들도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뉴노멀 시대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더 많은 업무와 활동을 집에서 해결하게 된다. 따라

서 뉴노멀 시대의 집은 지금보다 더더욱 층간 소음과 같은 외부적 방해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벽식구조의 아파트는 이러한 층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벽과 층간 바닥, 천장이 바로 연결되어, 소음이 벽을 타

고 아래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거 형태별로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에서, 아파트의 경우, 응답자 중 88%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그 비율이 0.8%에 불과했다. 오늘날 98% 이상의 일반 아파트는 벽식구조로 

지어지지만, 건물 저층에 상가가 위치한 주상복합은 더 많은 하중을 견디기 위해 여전히 기둥식 구조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벽식구조가 층간 소음에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뉴노멀 시대의 

건축 구조로서 기둥식 구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 조사에서 기둥식 구조는 벽식구조보다 바닥 두께 기준은 60mm 얇은데도 불구하고 아이

<성남 복정 1블록 공동주택 설계에서 제안된 단위 세대 내 평면 중 일부, 서울경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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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뛰는 소음인 중량 충격음 만족 비중은 80%로 벽식구조의 6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둥식 구조는 

중량 충격음 기준으로 벽식구조 대비 4~5dB 정도의 소음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이 직접 충격 소음 기준, 주간 43㏈, 야간 38㏈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5㏈ 정도의 중량 충격 소음 차이는 작지 않은 수치이다.

3. 아파트 개별 호수 내장 시설

(1) 新 가전의 등장

코로나19는 ‘방역’에 대한 관심을 키우면서 기존에 주목받지 못하던 가전제품이나 가구, 또는 시스템을 주목하게 했

다. 대표적인 사례가 LG사의 ‘LG TROMM Styler’이다. 실제, LG는 경쟁사들보다 2020년 3분기 실적이 성장했는데, 

전체 가전 중에서 ‘LG TROMM Styler’의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의류의 오염 가능성과 관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뉴시스, 2020). 

‘LG TROMM styler’와 같은 항균, 살균 관련 제품의 판매 증가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실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에 따르면 2020년 3월 1월에서 2020년 3월 16일 사이 스마트폰 살균기 판매는 1월 동기 대비 5003.72%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조선비즈, 2020). 스마트폰 살균기보다 비교적 저렴한 전자기기용 살균 세정제 및 소독 티슈는 동기간 각

각 16541.13%, 1983.95% 증가했다. 이는 위메프만의 사례가 아니라, 동일 분야 기업 11번가와 G마켓에서도 나타나

는 현상이다. 11번가에서는 2020년 3월 1일에서 2020년 3월 16일까지 스마트폰 살균기 판매가 2,180% 증가했고, 

G마켓에서는 동기에 지난달의 2.9배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보름 정도의 동안 2019년 전

체 판매량의 18.5배를 판매했다.

<위메프 전자기기 세정제 관련 매출 증감률, 2020년 3월 1~16일. (단위: %)>

(2) 무선인터넷망(이하 WI-FI로 약)

또한, Wi-FI의 필수화도 두드러진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및 미디어 콘텐츠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망의 중요성이 증

가하였고, 그에 따라 WI-FI의 필요성이 매우 증가하였다. 한국 교육 방송공사(이하 EBS로 약)는 원격수업 참여에 필요

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2020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에 그 공급이 중단되

었다. 인터넷망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WI-FI의 기본적 공급은 필수적이다.

(3) 현관의 변화

한편, 코로나19는 주거에서 외부인과의 접촉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자연스럽게 현관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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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쇼핑의 증가와 배달 물품의 크기가 증가하고 그 횟수가 늘면서 1층이나 대문 현관에 그치던 물품 전달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 음식배달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현관구조

의 변화와 공간의 할애를 요구한다.

위와 같은 주거 공간에 대한 변화 욕구는 일반 건축물의 설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흔히 적용되고 있는 집 구조는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집에 

귀가하였을 때 먼저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안전한 루틴을 제공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성남시 복정 1블록에 

공급할 공동주택 설계 공모에서는 현관을 ‘클린존’이라고 지칭하였다. 대한민국에서 흔히 쓰이는 현관구조와 달리 현관

문을 열면 오른쪽에는 신발장과 건식 세면 공간이 있다. 손을 씻고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

는다. 또 바로 샤워할 수 있도록 맞은편에 욕실을 배치했다. 여기까지의 공간은 중문으로 내부 공간과 구분된다. 거실에 

들어가려면 중문을 열어야 하며 거실로 가기 전에는 세탁실이 있다.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나 자신은 물론 가족

들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평면구조라고 볼 수 있다.

(4) 테라스의 창조적 활용

주거 공간 내의 공간변화는 자연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내로 끌어들이려는 쪽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코로

나로 인해 밖에 나가기를 자제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외부 공간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고, 이러한 욕구는 

주거 형태 중 테라스하우스나 단독주택의 장점을 다시 부각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은 최대화하는 

방법은 발코니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자연환경 디자인을 실내 인테리어에 자연환경을 도입하는 것이다. 

테라스를 아파트에 유연하게 적용한 예시로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의 ‘보스코 베르티칼

레’(Vertical Forest)가 있다. 타워형 공동주택인 이 건축물은 주거별로 발코니를 설치하고 이곳에 식물을 심었다. 총 2

개의 타워에 380그루의 나무와 1만1,000개의 피복 식물, 키가 작은 관목은 5,200그루가 들어갔다.

식물의 유형별로 층별 분리되어 조성된 보스코 베르티칼레(수직숲)는 도시 생태계를 형성하며 생물 다양성을 증진

하고 있다. 분리된 수직 환경이지만 새와 나비, 작은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적용된 식물의 다양성으로 이산화탄소

와 중금속으로 오염된 일정량의 스모그도 걸러주며 도심의 소음도 차단한다. ‘식물과 인간이 빌딩형 주거 공간에서 공

존한다’라는 지속할 수 있으면서도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

직 숲의 적용 방식은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무분별하게 팽창되는 스프롤(Sprawl) 현상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성남시 복정 1블록 공동주택 설계 공모작> <보스코 베르티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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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정리

뉴노멀 시대에 주거 공간은 단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공간에서 여가, 교육, 업무 등의 다양한 추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주거 공간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은 불가피해질 것이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큰 주거 

공간을 선호하는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한편, 아파트는 코로나19에 맞추어 설계 면에서도,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바이

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클린-룸, 팬트리 등의 공간을 이용한 홈 오피스, 그리고 테라스의 확대 등 구조적 변화

를 거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원격수업의 증가하여 아파트 내 업무공간, 학업공간을 마련해야만 했다. 

다수의 사람들은 휴식공간과 업무공간이 분리된 생활을 선호하지만, 아파트의 구조 상 업무나 학업을 위한 분리된 공간

을 마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파트의 제한된 공간에서 업무공간, 학업공간을 분리하여 구성하는 방식

으로 독립적 분리형, 거실부속형, 침실부속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공간 구성은 벽식 구조의 아파트의 한계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아파트 구조에서 나름의 공간구성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2. 한계점 및 의의

건축 구조를 벽식구조와 기둥식 구조 두 가지로 이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꼽을 만하

다. 기둥식 구조는 라멘구조와 무량판 구조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범주화 과정 상 하위 분류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연구

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본 논문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처치하고 주거의 절대적 형태에만 초점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주거 욕구 및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제지표에 관한 연구가 미흡했다. 또 이탈리아의 보스코 베

르티칼레를 테라스의 모델로 제안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거환경으로 정착하기에는 다소 긴 시간이 걸리거나 실행이 힘

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에 다층적으로 확산하던 새로운 주거 모델을 하나로 통합하고, 총체적인 하나의 모

델을 제시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층고, 건축 방식 및 개별 호수의 옵션(option)을 

정밀하게 변환하여 구체적인 주거 모델을 제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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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의 확산과 함께 사회에는 기존의 현상과는 다른 새로운 규범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변화한 사회의 모습과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은 범죄의 측면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에 사이버 범죄의 전개 양상을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고, 사이버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뉴노멀’과 관련된 방향으로 모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범죄들의 유형은 11가지를 제시하였으

며 황된 정보로 상대방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고, 두 번

째 특징은 기존의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사회적 혼란이라는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나타나자 그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방법론적인 사이버 범죄 기술의 발전은 부각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도출했다. 

사이버 범죄의 개인적 해결방안은 정보 수용자가정보를 받아들일 때 거짓 정보와 실제 정보를 구분하여 받아들여야 하고 정보

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하

며 다양한 범죄유형을 인지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판단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적절한 보안 지침을 마련하여 사이버 범

죄에 대한 예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가 기관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기업은 일차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철저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보안 책임자를 육성하고 인력을 구축

해야 한다. 더불어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이용하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는 자세도 필수적이라는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키워드 : 사이버 범죄, 피싱 메일, 악성 코드, 코로나 19, 공격자, 범죄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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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동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활동들 중 대다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인터넷 및 가상공간을 주로 하는 활

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 급증,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클

럽재의 성격을 띠는 상품의 판매 증가 등의 현상이 잇따라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이용자 수가 늘어난 만큼 

사이버 범죄 건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고, 사이버범죄 역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 4년간 약 24.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피싱, 코로나 

기부 관련 사기, 매크로, 마스크 온라인 판매 사기 등 여러 형태를 띠는 것으로 알려진다. 코로나로 인해 그 전개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O2O 시스템 및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온라인 사용자와 사이

버 범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범죄의 전개 양상을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뉴노멀’과 관련된 방향으

로 모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온라인 이용 증대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양상과 그에 따른 사이버 

범죄를 여러 분석기사, 세미나, 발표문, 논문, 통계수치 등의 참고 문헌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뉴노멀’에 걸맞

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3. 연구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악용하면서 놀라운 속도로 공격 

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원격 시스템을 도입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단체와 기업이 증가했

다"면서 "이에 따라 해커들은 취약해진 보안을 파고들어 데이터를 훔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비대면 소비, 재택근무, 온라인수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쇼핑·영상회의 등 이른바 “언택트

(Untact)” 경제와 관련되어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해커들

의 이메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공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코로나

19 이후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공격 유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코로나 19 발발로 대두된 사이버 범죄 유형

코로나 19의 등장과 함께 사회에는 이전에 없었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온라인 범죄에도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새롭게 나타난 비대면 범죄, 즉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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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정정보 탈취를 위해 제작된 피싱 메일

공격자가 이메일 수신자를 속이기 위하여 발신자 주소에 CDC와 WHO를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보낸 메일

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다. 메일 본문 중앙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사이트 주소가 입력되어 있지만,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전혀 다른 사이트로 접속된다. 이 경우 접속한 사용자가 정보 확인을 위

해 시도한 로그인 정보를 공격자가 가로채어 다음 공격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다.

(2) 악성코드를 첨부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위장 메일

방역 관련 물품들의 품귀 현상을 노린 범죄 수법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구하기 어

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공격자들은 방역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판매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파일로 첨부한 메일을 전

송하였다. 그러나 파일 내부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파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악성코드는 한 번 실행되면 수신자의 PC에 계속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PC에서 사용자의 정보

(PC 또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수집 후 공격자에게 전송한다. 또한 다른 PC의 공격(DDoS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3) 재택근무를 노린 피싱 메일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의 확산이 심각해지자, 출입이 제한되며 재택근무가 권고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재택

근무 형태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Microsoft Teams, Cisco Webex, Zoom 등 화상회의를 지원하는 플랫폼들의 

사용이 급상승했고, 계정 탈취를 위한 피싱 메일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공격자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Cisco Webex 계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알림 메일로 

위장된 피싱 메일을 보내고, 수신자는 활성화 인증을 위해 webex에 로그인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신자의 

화상회의 플랫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4) 기부 관련 사기

코로나 19의 확산과 관련해 비극적인 소식이 증가하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단체에 사람들의 문

의와 기부가 쏟아졌다. 코로나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기부 사이트들이 연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사이버 공격자들

은 이러한 사회의 흐름을 활용해 가짜로 기부금 사이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보건 관련 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위기의 시대에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범죄에 활용한 것이다. 

(5)　코로나 추적용 모바일 앱

코로나 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되어야 했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이 겹

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초기에 애플과 구글은 이런 정부와 보건 기구의 시도를 

돕기 위한 앱을 합동으로 개발하기도 했으며 여러 나라의 정부 기관들도 독자적인 앱 개발에 나섰고, 코로나의 확산을 

추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이런 흐름을 활용해 사이버 범죄자들은 공식 추적 앱과 유사한 앱들을 출시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활용하였다. 보안 전문가들은 코로나 추적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최소 12개 

발견한 바 있다. 이 가짜 앱들은 대부분 드로퍼(대상 시스템에 악성코드 (바이러스, 백도어 등)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로서, 피해자들의 장비에 악성 페이로드(사용에 있어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심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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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코로나의 확산이 진행된 시기 디도스 공격 빈도가 여러 번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악성 

트래픽을 퍼부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이 공격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쇼핑 등의 필요를 

모두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업자들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 보안 업체 파사이

트 시큐리티(Farsight Security)에 의하면 여러 나라에서 외출 금지 명령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디도스 상황을 유발하

는 사태가 4~7배 증가했다고 한다. ‘디도스 상황을 유발하는 사태’라고 표현한 것은, 트래픽이 비단 악성 공격에 의해서

만 증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에 갇혀 있게 된 사람들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트래픽 증가

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사이버 공격자들이 디도스 공격을 활성화하고 혁신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7) 해적판 소프트웨어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재택 근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집에 있던 컴퓨터로 평소의 회사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

고 이에 따라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생산성 도구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회사에 비해 자택은 소프트웨어 

구매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토렌트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커들은 이 흐름을 활용해 멀티 웨어가 심어진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퍼트리고 있다. 여러 가지 

워드 유틸리티나 그래픽 편집 도구, 가짜 업데이트 패키지 등으로 위장된 멀웨어(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또는 기타 디바이스를 감염시키도록 설계된 악성 코드)가 현재 재택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퍼지

고 있는 중이다.

 

(8) 스피어피싱(특정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피싱 공격)

일반 대중들을 향해 피싱 공격을 감행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상황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을 표

적으로 삼는 스피어피싱 공격도 증가하였다. 보안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나

라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국가 지원을 받는 공격자들의 침투 행위가 늘어났으며, 이들은 주로 스피어피싱 캠페인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발발 이후의 스피어피싱 공격은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

와 관련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주로 이뤄진다.

 

(9) 비싱(Vishing)

전화기를 활용한 사기 및 범행을 ‘보이스 피싱’, 줄여서 ‘비싱’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의 해커들은 ‘기술 지원’을 빌미

로 비싱 공격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재택 근무자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업무용 장비들을 고쳐준다

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코로나 이전의 비싱 대상이 주로 IT 

기술에 취약한 노인 계층이었다면 코로나 19 확산 이후 그 대상을 재택 근무자로 바꾼 것이다.

 

(10) 랜섬웨어(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는 코로나 이전부터 기승을 부리던 사이버 공격 유형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랜섬웨

어 공격은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이는 범죄자들의 훌륭한 수익 창구가 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혼란

을 겪자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와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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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자들을 속여 랜섬웨어 페이로드를 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집중되는 형태는 메이즈(Maze) 랜섬웨어

다. 이들은 정보를 암호화 하기 전에 미리 빼돌림으로써 피해자들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다. 피해자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정보를 노출시킨다고 협박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돈을 내지 않는 피해자들은 정보가 유출되는 일을 겪고 

있고, LG전자의 파일도 일부 이 공격자들의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심지어 메이즈 운영자들은 웹사이트를 통

해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11) 악성 이력서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실직이 크게 증가하였다. 실직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

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때문에 회사들로 접수되는 이력서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활용해 공격자들은 ‘악성 이력

서’를 전송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보안 업체 체크포인트(Check Point)에 의하면 현재 이력서라는 포장지에 숨겨

진 멀웨어가 대단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팬데믹 사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악성 이력서의 수가 2배 넘게 

증가했다. ‘구인’, ‘구직’ 등과 같은 키워드가 공격에 활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HR 부서로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사

례도 증가 중에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발발한 사이버 범죄들은 크게 2가지 공통점을 띠고 있다. 첫 번째는 허황된 정보로 상대

방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 특징은 기존

의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사회적 혼란이라는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나타나자 그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방법론적인 사이버 범죄 기술의 발전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 19사태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차원의 해결방안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이 중요시 되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2. 개인적 해결방안

개인은 사이버 범죄 해결의 중요한 주체이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개인들의 불안이 커졌고, 그것을 이용해 사이

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위 정보는 사람들이 사실인 것

처럼 믿게 만들기 위해 매우 정교하고 공격 대상의 감정을 자극해 그 정보를 믿게 만들며, 거짓에 사실이 섞여있기도 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구별하기 어렵고, 하지만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범죄를 예

방할 수 있다. 먼저 국내 한 은행에서 발표한 사이버 범죄 예방 수칙으로는 출처 확인하기,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

처’의 파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해두기, 비밀번호 설정 및 정기적 변경, 보안카드는 사진찍지 말고 공인인증서는 USB나 

USIM에 보관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업데이트하고 백신의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라고 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 따르면, 먼저 정보의 출처와 저자를 확인한다. 또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하고, 자신이 지

금 보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정보를 보았을 

때 과도한 불안, 공포, 분노가 느껴진다면 이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 또한 <저널리즘, 가

짜뉴스&허위정보>라는 책에 따르면, 가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리터러시’를 강조하는데, 구글 리버스 이미지 검색이

나 EXIF 뷰어 등을 활용해 조작된 시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기술적 해결 방안이 있는데,‘좀비

PC 치료시스템의 운영’과 ‘디도스(DDos) 사이버대피소 서비스의 운영’,‘DNS 싱크홀’ 등의 기술을 통해서도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원인으로 본 인터넷윤리 대책>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을 통한 좋은 성향 함양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이버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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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부모의 통제와 적절한 양육을 통해 자기통제력을 길러야 한다. 이 방법은 또한 범죄 상황에 대한 억제나 

예방보다 어릴 때의 양육이라는 조기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인터넷문화 및 윤리에 의한 대처

가 있는데,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교육하고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운동과 참여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 방법들이 있고, 만약 이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는 사이버 테러 대응 기관

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 등이 있다.

개인은 사이버 공간의 이용자이자 생산자이다. 각 개인들이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정보의 경우 나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개인들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3. 사회적 해결방안

기업과 국가 역시 하나의 조직체로서 보안에 신경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과 같은 단체에서 해결 불가

한 근본적인 문제, 가령 신유형의 범죄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여 사회문제를 근절하고

자 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은 기업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에서 나누어 기술하였다.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으로 적절한 것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범죄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사려된다. 때문에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정보보안을 위한 형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와 함께 대두된 다양한 범죄유형을 인지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판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사이버 범죄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케 해야하고, 이에 따른 형량과 처벌 

역시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인 도움 역시 필수적이다. 국가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적절한 보안 지침을 마련하

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가 기관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사이버 보안 능력이 우수한 보안 전문가의 육성에 신경써 이에 대한 지원을 늘

리는 것 역시 사이버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판단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데이터 3법을 도입하

였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을 통틀어 이르는 법안을 이르며 이를 통해 정보를 감독하

고 규제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

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보의 보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명정보를 이용한 신사업의 발전에도 도

움을 주는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빠른 정보기술의 발전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에

도 기여하였다.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면서 기업이 맞게 된 어려움 중 하나는 화상회의의 안전성 문제와 정보 유출 문제일 것이다. 다

크웹을 통해 사용자 계정 정보와 내부 정보가 판매되고, 이를 악용하여 외부인이 화상회의를 방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Zoom, Webex 등)에서 철저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마련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객의 정보를 최선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구축하고 상세한 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보안이 

내재화된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기여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유능한 보안 책임자를 고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 보안 책임자를 육성하고 인력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보안력

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 기업의 정보 유출에 유의하는 것 만큼이나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이용하지 않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이용하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는 자세야말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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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보안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스팸메일 공격과 디도스, 랜섬웨어 공격에 주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스팸메일은 피해자의 PC에 첨부파일을 이용

해 실행 시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전통적인 방법 뿐 아니라, 메일 본문에 직접 악성코드를 삽입시키고 피싱 메일과 결

합하는 등 복잡한 형태로 진화 및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단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정

부의 PC에 접근하여 주요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는 위험과 직면했다는 점에서 역시 유의해야 할 범죄 유형이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해결안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개개인의 보안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시하여 악성메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하여 스팸메

일 열람율을 낮추고 피해를 근절하는 것에 신경써야 한다. 실제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임직원들로 하여금 보안

인식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스팸메일을 열람하는 횟수가 감소하였다는 효과적인 교육 결과(이준희, 권헌형

(2019). 스팸메일 모의훈련 현장실험을 통한 기업의 인적 취약요인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9(4), 847-857)를 검

증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교육과 모의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안 전문가는 침입방지시스템에서 탐지한 모든 잠재적 위협을 조사하여야 하는 탓에 생산

성이 떨어졌던 것에 반해, 인공지능의 이용을 통해 보안전문가는 실제 위협을 처리하는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어 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이는 보안 위협의 단순성 여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실제 유출 가능

성을 시스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서 개선되는 문제로, 보안 전문가의 수작업 비중을 줄이고 선제적이며 생산적인 보안 

대응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나 AI기술을 마냥 신뢰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사이버 공격자들 역시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공격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가짜 데이터를 생성해 이를 악용하

는 공격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 통제 과정에서 홍채, 지문, 음성 등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 악용되어 개인정보나 기밀 유출으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AI 기술에 대한 경

각심을 가지고 이를 이롭게 이용하는 한편 악의적인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역시 마련함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

해 조직은 보다 구체적인 보안 시스템과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갖추어 정보를 도용하거나 기술을 악용하여 접근하고자 하

는 외부의 사이버 공격자들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결론

1. 연구결과 및 정리

코로나 19의 확산과 함께 사회에는 기존의 현상과는 다른 새로운 규범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변화한 사회의 모습

과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은 범죄의 측면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새롭게 등장한 비대면 

범죄, 사이버 범죄의 유형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의 모색은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자가 이메일 수신자를 속

이기 위하여 발신자 주소에 CDC와 WHO를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보낸 메일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활용

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는 피싱메일이다. 공격자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로채어 다음 공격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다. 둘째, 방역 관련 물품들의 품귀 현상을 노리고 악성코드를 첨부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위장 메일로, 

공격자들은 방역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판매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그림 파일로 첨부하지만 파일 내부에는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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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PC에서 사용자의 정보(PC 또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수집 후 공격자에게 전송하는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재택근무의 증가에 따라 이를 노린 피싱메일로 공격자는 화상회의 플랫폼의 계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

였음을 알려주는 알림 메일로 위장된 피싱 메일을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넷째,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단체에 사람들의 문의와 기부가 쏟아짐에 따라 가짜로 기부금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기성 메일을 발송하는 기부 

관련 사기가 있다. 다섯째, 코로나 추적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으로 피해자들의 장비에 악성 페이로드를 심는 기능을 가

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여섯째,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악성 트래픽을 퍼부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만

드는 디도스 공격이다. 일곱째,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증가이다. 더불어 코로나를 주제로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스

피어피싱 공격도 늘어났는데, 코로나 이후의 스피어피싱 공격은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탈취

하기 위해 주로 이뤄진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IT 기술에 취약한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던 비싱 공

격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대상을 바꿔 재택 근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외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혼란을 겪자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위

축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난 실직 관련 범죄인 ‘악성 이력서’도 존재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범죄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황된 정보로 상대방이 해

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기술을 활용한 범죄의 발생 

건수가 사회적 혼란이라는 생존에 유리한 환경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해결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적 측면

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 수용자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거짓 정보와 실제 정보를 구분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정보의 출처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하며 다양한 범죄유형을 인지하고 이를 세분화하

여 판단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적절한 보안 지침을 마련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가 기관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사이버 보안 

능력이 우수한 보안 전문가의 육성에 신경써 사이버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기업은 일차적으로 온라인 플랫

폼 (Zoom, Webex 등)에서 철저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보안 책임자를 육성하고 인력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

어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이용하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는 자세도 필수적이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개개인의 

보안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시하여 악성 메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하여 스팸메일 열람율을 낮추고 피해를 근절하는 것에 신경써야 한다. 조직은 보다 구체적인 보안 시스

템과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갖추어 정보를 도용하거나 기술을 악용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외부의 사이버 공격자들을 차단

할 수 있어야 한다. 

2. 의의 및 전망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의 변혁이 일어나고 다양한 매체가 구축됨에 따라 일상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

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은 교육, 업무 등 사회의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 온라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사

회에 막심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과 연구가 중요하다. 온라인 사회의 발전은 더욱 

그 전망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범죄를 줄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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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타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 인식 과

정이 축소되고, 온라인을 바탕으로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온택트 자아 인식'이라고 정의하고,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뉴노멀로 제시했다. 온택트 자아 인식의 대표적인 방법인 

레이블링 게임을 중심으로 자아 인식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 과정과 효과, 현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전망 및 

활용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아 인식 과정의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통시적 관점으로 

분석하였으며, Big5에 기반한 16 personalites MBTI검사와 꽃 MBTI게임을 분석하여 레이블링 게임이 공통적으로 공유하

는 게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레이블링 게임 참여 여부와 자아정체감 형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

며, 레이블링 게임 등 온택트 자아 인식의 유행은 자아정체성의 인식 및 형성 수단으로서의 의미와 비대면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창구 및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레이블링 게임은 개인이 그 결과

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매몰된다면 본인의 성향을 프레임에 가둬 자아가 규격화될 수 있고, 본인에 대한 타자의 견해

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실제 타자의 판단과 본인의 인식에서 괴리가 발생하기 쉬우며 사회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와 레이블링 게임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제페토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했다. 

키워드 :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레이블링 게임, MBTI, 제페토, 언택트, 온택트 자아인식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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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2019년 최초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전면적인 사회의 변화를 야기했다. 많은 사람이 

모이던 전통적 범주의 사회공간이 셧다운 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다. (김홍중, 2020) 코로나 이전, 사람들은 타인

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고 규정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19와 비대면으로 인해 기존의 타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인식 과정이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새로운 자아 인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대면

접촉이 아닌 다른 방법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대면 속 상호작용 없이 SNS, 인터넷 등 온라인을 바탕으로 

자아를 인식하고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온택트(Ontact) 자아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

서 온택트란 비대면을 일컫는‘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온택트 자아 인식은 언택트 문화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어 자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워진 자아 인식 및 형성 과정인 온택트 자아 인식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로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및 목적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온택트 자아를 형성하는 추세는 자아정체성을 특정 유형으로 레이블링(딱지를 붙여 정의)한 

뒤 해당 유형의 특성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게임화된 노력, ‘레이블링 게임’의 확산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온택트 자아 인식의 대표적인 방식인 레이블링 게임을 중심으로 자아의 인식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과정과 효과, 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아 인식 

방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레이블링 게임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레이블링 게임과 자아정체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레이블링 게임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게임의 특성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해보았다. 본 연구는 과거와 현재(코로나 시대)의 자아 

인식 및 자아정체성 형성과정을 통시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택트 자아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변화가 자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뉴노멀로 대두된 온택트 

자아 인식의 영향력 및 시사점, 방향성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본론

1. 자아 인식 방법의 통시적 분석

인간은 과거부터 자아를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과 탐색을 해왔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는 

자아에 대한 출발이며, 철학의 시발점으로 이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면서 많은 철학자의 존재의식에 관

한 탐구의 계기가 되었다. 피히테는 제1원칙 “자아는 자기 자신을 정립한다.”, 제2원칙 ”자아에는 비아가 반정립한다.”, 

그리고 제3원칙”자아는 나눌 수 있는 자아에 나눌 수 있는 비아를 반정립한다. 자아와 비아가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라는 세 가지 원칙을 통해 절대적 자아를 주장했으며, 키르케고르는 실존을 '본래의 자기 자신'이라고 정의하고, 실존

한다는 것은 본래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보았다. 로저스는 자아를 나, 혹은 나의 관계성에 대한 

지각과 가치관으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으로 보았다. 부버는 '너'라고 부르는 타자와의 만남과 응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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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고대부터 수많은 철학자는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탐색을 

통해 자신의 방식대로 자아와 자아의 인식 과정을 정의했다.

현대에 와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 인식 및 형성이 주를 이룬다. 여기서 쿨리의 거울 자아 이론과 미드의 

자아 이론을 언급할 수 있다. 쿨리는 자아는 처음부터 타인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것이고, 타인의 평가

는 거울과 같다고 본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려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외모, 태도, 행위, 성격 등

을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거울 자아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상상이다. 세 번째는 타인

의 평가에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자기감정인데, 이러한 감정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지각할 수 있다. 

미드는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역할'에 대한 모방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동의 자아발달 과정을 1단계 

역할준비 단계, 2단계 역할놀이 단계, 3단계 역할게임단계로 설명하면서 단순한 역할놀이 수준을 넘어서 복잡한 역할

게임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듯이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형성해왔다.

2. 레이블링 게임

레이블링 게임은 자신에게 자신을 규정하는 딱지를 붙인다는 의미로써, 자아정체성을 특정 유형으로 딱지(레이블)를 

붙인 뒤, 해당 유형이 갖는 생활양식을 동조·추종함으로써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게임화된 노력[1]을 말한

다. 최근에는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BTI) 등 자기 보고형 심리검사를 통한 레이블링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1) 레이블링 게임 분석 및 ‘자아정체성’의 적용

  

                               [그림1] MBTI 문항 및 검사 결과                                      [그림2] 프리미엄 셀렉트샵 검사 결과

[그림1]의 MBTI와 Big5에 기반을 둔 16Personalities 심리검사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

려워한다,”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와 같이 대상의 성격 특성을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설문이 끝나면 

대상의 성격 유형이 제시되며 응답에 따라 분석형, 외교형, 관리자형, 탐험가형로 크게 대상을 분류한다. 세부 분류 기준

은 에너지 방향 및 주의초점에 따라 외향형(E)과 내향형(I)이, 인식기능에 따라 감각형(S)과 직관형(N)이, 판단기능에 

따라 사고형(T)과 감정형(F)이, 이행양식 및 생활양식에 따라 판단형(J)과 인식형(P)이 있다. 각각의 기준별 알파벳들을 

조합해 만들어진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문자가 각자의 기본적인 성격 유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결정전



2020 IIHS 사회연구프로젝트 인천국제고등학교 13기

196 PROJECT BASED LEARNING

략에 따라 확신형(-A) 또는 격동형(-T)으로 구분되는 개인은 도출된 결과를 받아들이고 동조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정체

성을 인식하여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다. [그림2] 프리미엄 셀렉트샵에서 진행하는 꽃 MBTI 게임의 경우, 

성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항보다는 가고 싶은 장소, 특정 상황에서 취할 행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상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레이블링 게임 모두 자신의 성격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 파악

을 의도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화면 분석 결과, [그림1]의 MBTI 검사의 경우 성격 유형을 그룹화하고, ‘열정적인 중재자’와 같이 특정 ‘레이블’

을 붙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해당 성격의 특정과 강점, 약점을 표기했으며, 같은 특성을 가진 대표 인물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결과 화면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2]의 경우, 성격 유형을 꽃이라는 매개를 이용해 분류했

으며, 꽃의 특성과 연계해 개인의 특성과 장단점을 나열했다. 자신과 잘 맞거나 잘 맞지 않는 성격 유형 역시 제시되어 

있으며, 결과를 공유하는 대상들이 서로의 유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견해 파악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게임 모두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강점, 약점을 제공하고 이를 특정 인물에 대입하거나 타 인물과의 궁합을 볼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이 밖에도 색깔 심리테스트, 나만의 꽃 심기와 같이 다양한 레이블링 게임이 존재하며, 이들이 공통

으로 공유하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연관 지어 구조화를 시도했다.

[그림3] 레이블링 게임 진행 구조 속 자아정체성 형성과정

 

앞서 [그림1], [그림2]의 두 가지 대표적인 레이블링 게임을 분석했다. [그림 3]은 이를 기반으로 레이블링 게임의 진

행 구조와 자아정체성 형성과정을 결합해 재구성한 자료이다. 기존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 기술, 희망, 자기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이 행동과 태도에 대해 갖는 견해를 반영해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자아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거쳐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타인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온택트를 통해 타인과 접촉하고자 하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자아정체성 역시 이 문화의 영

향을 받게 되었다. 레이블링 테스트의 분석 결과, 대체로 질문과 응답, 수치화, 유형화, 공유 및 확인이라는 절차를 따르

고 있음을 파악했다. 우선, [그림3]과 같이 질문에 대해 대상이 답을 하고 결과를 수치화 및 유형화한다. 결과를 확인한 

대상은 그것을 타인과 공유 및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유형화 결과를 확인하며 개인은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자기 자

신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를 형성하게 된다. 공유 및 확인 절차에서 타인과 결과를 확인하고 궁합을 보

는 과정에서 해당 유형에 관한 타인의 견해 역시 알게 되고, 스스로의 견해와 타인의 견해를 종합해 새로운 자아를 구성

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곧 레이블링 게임의 과정 속에는 자아 인식 및 자아정체성 형성의 과정이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에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었던 자아정체성 확보를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수

단이 대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인식을 하려는 경향의 뉴노멀이 확산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 레이블링 게임이 실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러한 레이블링 게임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기반으로 레이블링 게임이 실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크게 레이블링 게임 참여 여부와 횟수, 게임 과정 속 자아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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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노력과 자아정체감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레이블링 게임의 참여 여부와 횟수를 묻는 문항은 설문 대상자

의 이해를 돕고자 MBTI라는 대표적인 예시를 활용하였고,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질문은 문항의 신뢰도를 위해 실제 

Resmussen(1964)이 제작한 '자아정체감 척도'와 Rosenthal등(1981)이 만든 '에릭슨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척도'를 

기초로 하여 김형태(1989)가 제작한 자아정체감 척도의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 검사지의 정체감 

관련 문항만 재구성하여 제작했다. 설문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총 75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했다.

                           

    그래프 1. MBTI 참여 여부

   

 그래프 2. 자아 인식 여부

<표 1. 자아 인식 노력>

설문 결과, 먼저 레이블링 게임이 코로나 시대에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레이블링 게임의 참

여 여부와 빈도수를 질문했던 문항이었던 1번, 2번 문항에서 각각 92%(그래프1), 97.3%의 학생이 레이블링 게임 참

여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특히 빈도수 관련 문항이었던 2번 문항에서는 약 50.7%의 학생이 5번 이상 게임에 참여했

다고 답하며 레이블링 게임에 자주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다음으로, 레이블링 게임의 참여와 자아 인식의 상관관

계를 질문하는 문항이었던 7번 문항에서 약 58.7%의 학생이 성격 테스트가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알도록 도와

주었다고 답하며, 레이블링 게임 참여 과정에 있어 실제 자아 인식을 경험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표 1>에서 나타나

는 결과는 학생들의 자아 인식이 단순한 발견에만 그치고 이에 관한 심층적인 탐구는 부족함을 보여줬다. 

비록 학생들의 자아 인식과 레이블링 게임의 상관관계는 7번 문항을 통해 드러났지만, 둘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제시

하기 위해 자아정체감 척도에 대한 답변과 레이블링 게임 참여 여부를 질문했던 1번 문항 및 레이블링 게임 참여 빈도수

를 질문했던 2번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자아정체감 관련 질문의 답변을 수치화하여 

합계를 낸 후, 1번 문항과는 게임에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합계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하고 2번 문항과는 

상관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MBTI 검사 참여 여부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평균은 검사를 한 학생들의 평균이 1.4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자아정체감 문항에 관한 답변을 수치화할 때 각 답변 간의 간격을 2로 설정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를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기는 어려웠다. 문항 2와의 상관 분석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04로 큰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있다 없다

성격 테스트를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에 관한 

고민해 본 적이 있다.
38.7% 61.3%

성격 테스트를 기반으로 나의 장점을 강화하

려는 노력한 적이 있다.
52% 48%

성격 테스트를 기반으로 나의 단점을 보완하

려는 노력한 적이 있다.
57.3%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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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뉴노멀로서의 레이블링 게임의 위치와 학생들이 레이블링 게임을 하며 자아 인식의 과정

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반면, 학생들이 아직 레이블링 게임을 활용해 자아의 심층적인 탐구는 진행하

지 않음과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레이블링 게임의 참여 여부는 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상관 

분석에서의 결과가 자아정체감과 레이블링 게임의 상관관계를 아예 부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레이블링 게임이 주목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 설문에 참여했던 학생이 자아정체감의 부족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블링 게임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기인지, 아니면 레이블링 게임에 이미 참여한 지 오래된 시점에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된 시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레이블링 게임이 뉴노멀로 자리를 잡은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

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레이블링 게임을 정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모집한 뒤 해당 게임의 참여 

전후의 자아정체감 정도를 측정하는 것 역시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레이블링 게임의 시사점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레이블링 게임 등 온택트 자아 인식의 유행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는 자아정체성의 인식 및 형성 수단으로서의 의미, 둘째는 비대면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창

구 및 매개체로서의 의미이다. 

① 자아정체성의 인식 및 형성 수단으로서의 의미

앞서 레이블링 게임이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의 비대면 문화 속에서 인기를 얻고 유행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논의에

서 밝혔듯이 레이블링 게임은 쿨리의 거울 자아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비대면 문화에서 코로나 이전의 현대사회와 비교

해 봤을 때 약해진 타자의 역할을 보충하기 위해 발달한 개인적인 자아 인식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타자와의 유기

적인 관계 속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스스로의 자아를 인식하고 형성할 수 있었던 코로나 이전의 사회와는 달리,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면서 타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자아 인식에 제약이 생기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면접촉이 불필요하며 

쉽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레이블링 게임을 통한 자아 인식 및 자아정체성 형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레이블링 게

임은 1차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의 자아정체성을 인식하게 되고, 2차적으로 타자와의 피드백을 통해 

그 결론에 대한 인식 및 수용을 하게 되며, 3차적으로 그 결과를 스스로 인지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아

를 형성하고 가꿔나간다. 이 모든 과정은 비대면 접촉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각종 이유로 

비대면 문화가 유지되고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2020.5.8~5.11)), 이러한 결론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기존의 대면접촉을 통한 자아 인식 및 형성과정에서 온택트 자

아 인식으로의 전환, 즉, 온택트 자아 인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②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로서의 의미

앞선 논의된 바와 같이, 레이블링 게임은 자아 인식 및 자아정체성 형성의 뉴노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회에서의 레이블링 게임은 단지 자아 인식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레이블링 게임이 참

여하는 사람들은 레이블링 게임에서 도출된 결론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이에 대한 타자의 인식을 온라인상에서 확인

하며 타인과의 소통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아무리 비대면 문화에서 유행하고 언택트로 이루어지는 자아 인식

의 과정일지라도 이를 공유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자아의 형성과 타인과의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레이블링 게임에서 도출된 결론이 활용된 각 성격 유형별 궁합 표 및 패션 상품의 등장 등의 

사례는 결국 레이블링 게임의 결과가 타인과의 피드백 등 소통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창구 및 매개체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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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이블링 게임의 한계점

한계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자아 인식 과정에서 타자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의 자아 인식은 타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해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어조 등에서 나타나는 타자의 사소한 

반응까지 읽어내어 그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지 보다 정확

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온택트 자아 인식은 전제부터가 타자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타자의 견해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실제 타자의 판단과 본인의 인식에서 괴리가 발생하기 쉬우며 사회적 관점에서 바람

직하지 않은 자아가 형성될 수도 있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 규격화된 자아 형성이 있다. 레이블링 게임은 정의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사람들의 자아를 일종의 

딱지를 붙이며 규정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아는 딱지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레이블링 게임을 통해 성격 유형을 

규정했다고 해서 실제 개인들의 성격을 완전히 반영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이 레이블링 게임의 결과를 절대

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매몰된다면 본인의 성향을 프레임에 가둬 각 개인의 자아가 규격화될 수 있다.

(5) 레이블링 게임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제안

앞서 레이블링 게임의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레이블링 게임이 사람들의 심층적인 자아 인식은 

돕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추가로 타자의 역할 약화, 규격화된 자아 형성의 한계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ZEPETO’(이하 제페토)라는 캐릭터 제작 애플리케이션에 레이블링 게임 

형식을 접목해 새로운 플랫폼 형식을 고안했다. 새로운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그림 4]는 기존의 제페토 

애플리케이션의 양식에 레이블링 게임 관련 기능을 추가해 구현한 것이다. 이하의 설명은 [그림4]에 표시된 요소를 기

준으로 한다. 

        

   [그림4]제페토-레이블링 게임 융합 플랫폼 예시                             [그림5] 퀘스트 화면 구성 예시 

①자아 인식 및 아바타: 먼저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할 때 레이블링 게임의 자기 인식 과정인 질문과 응답, 수치화, 유

형화의 과정을 거쳐 자신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때 질문과 응답 과정에서 질문의 구성은 기존의 MBTI 검사지와 

더불어 심화된 자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롭게 고안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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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문항에 ‘주로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다음 제시된 단어 중 자신을 대변하는 단어를 6가지 골라주세

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MBTI 검사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답변하도록 유도했다면 새로운 

문항에서는 질문을 주관식으로 구성해 조금 더 심화된 고민을 요구하고 규격화된 자아 형성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문을 시행한 후에는 설문에서 도출된 자아 유형에 따라 아바타의 특징과 성격을 달리 부여한다.

②퀘스트: 설문에서 도출된 자아에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다. 색채 심

리를 활용한 설문조사 등 질문지를 활용한 퀘스트와 보상으로 자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다. [그림

5]와 같은 설문에 관련된 퀘스트뿐만 아닌, 개개인의 자아 발현에 대한 실질적인 퀘스트, 예를 들어 타인과의 협

동, 뒤에 언급될 테마방에서의 활동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일거리를 추가로 제시해 그것을 사용자가 이행했을 

시 파악할 수 있는 아바타의 선호 임무, 임무 과정에서의 행동, 선호보상 등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로 자아가 어떻

게 발현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자아 인식에 불과했던 기존의 레이블링 게임의 한계를 보다 장기

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자아 인식 가능하며,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으로 개인을 규정하던 기존의 방

식에 실질적인 행동에 대한 분석을 더해 자아 인식의 규격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③플랫폼 내 관계 깊이의 심화(커뮤니티): 자아 인식과 형성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플랫폼 내에서 조직된 커뮤니티는 단순한 친목부터 시작해서 임무에서 비롯된 만남 등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

나갈 기회를 제공해 자아 인식 및 형성 및 공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자아 인식 과정에서 타자 

역할의 약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테마방: 테마방을 설정하여 테마에 맞춘 활동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테마방은 비대면 상황 속 

불가능했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테마별로 구체화된 질문들을 통해 자아의 심층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한

다. 예를 들어 영화를 주제로 한 테마방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선호하는 영화 종류 등 입장 시 진행되는 설문 결과

에 따라 타인의 아바타와 함께 영화를 시청하고, 후기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림6]은 기존 제페토의 방을 재구성해 

새롭게 만든 시네마방의 모습이다. 영화 테마방을 기준으로 테마방의 세부 기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6] 테마방(시네마방) 예시

테마별 설문 진행: [그림6]의 하단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설문조사 버튼을 추가로 도입해 자신이 선택한 테마별로 만들

어진 설문에 응답하며 스스로에 대해 질문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한다.

⑤ 상대방의 설문 결과 확인: 테마 방 내부에서 상대방과 소통 시 상대방의 아바타를 클릭하면 [그림6]의 우측처럼 그 

사람의 설문 결과 창이 뜨게 제작한다. 기존의 소통이 단순 재미나 사람을 그저 만나기 위한 소통이었다면, 관심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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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결과 공유: 가입 시 실시하는 레이블링 게임, 퀘스트, 테마방에서 나온 결과들을 게임상에서 하나로 취합한 후 타

인이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자아 인식 과정에서 타인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Ⅲ. 결론

1. 요약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언택트 문화 속에서 타인과의 직접

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 인식 과정이 축소되고, 온라인을 바탕으로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온택트 자아 인식'이라고 정의하고, 온택트 자아 인식의 대표적인 방법인 레이블

링 게임을 중심으로 온택트 자아의 인식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과정과 효과, 현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전망 및 활용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아 인식 과정의 변화를 다양

한 관점에서 통시적 관점으로 분석하였으며, Big5에 기반을 둔 16personalites MBTI검사와 셀렉트샵에서 진행하는 

꽃 MBTI게임을 분석하여 레이블링 게임이 공유하는 게임 구조를 파악했다.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레이블링 게임 참여 

여부와 자아정체감 형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와 레이블링 게임의 한계를 보완한 제페

토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게 제안했다.

2. 연구 시사점 및 의의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방향성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경영 분야에서는 최근 레이블링 게임

과 상품을 연계하여 소비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현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사람들의 레이블링 게임

에 관한 관심 급증의 현상과 더불어 기업 마케팅 자체를 레이블링 게임과 광고 및 상품 판매와 연계하는 형태를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파노플리 효과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사용한다는 

심리를 자극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려는 흐름에 맞춰 기업

에서는 소품종 완판 전략을 통해 개별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려는 차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학 분야에서는 자아 인식 및 자아정체성 형성의 새로운 방법으로 온택트 자아 인식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철학의 새로운 분야로서 학문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심리 분야에서

는 코로나 블루에 대응할 방안으로 앞서 제시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심리치료를 기대할 수 있고, 타인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의 약화로 인한 자아 인식 및 자아정체성 형성의 어려움에 따른 정체성 혼란 및 우울증에 새롭게 접근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코로나 시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보고서의 한계는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소재 자체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설문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레이

블링 게임은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의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는 MBTI 심리검사는 신뢰성이 부족하며, MBTI의 기초가 되는 칼 융의 심리학적 분석도 실험심리학 이전의 것이기 때

문에 검증되지 않았기에 MBTI는 의미가 없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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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링 게임의 신빙성과 정확성이 아니라 레이블링 게임이 유행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현상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블링 게임을 통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연구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경우, 레이블링 게임의 빈도수와 자아정체감 척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는 레이블링 게임이 뉴노멀로 정착한 시점이 같지 않기 때문에 레이블링 게임이 한 개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균일하지 못한데에 기인했다. 향후 레이블링 게임이 뉴노멀로 자리를 잡은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하거

나, 레이블링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게임 참여 전후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해 보완함으로써 의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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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물류 산업의 뉴노멀 속 예상되는 문제점을 문헌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로 

물류서비스가 일상생활에 깊게 들어온 오늘날의 늘어나는 물류에 대한 수요에 발 맞추기 위해 자동화/지능화의 방향으로 진화

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현황을 속도경쟁, 가치배송의 치열화, 넓은 지역 빠른 배송 요구로 요악한다. 물류 산업의 자동화/지능

화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기업의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에서 하이테크 IT 노동자로 이동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문제의 양상과 전망을 분석했다. 그리고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쿠팡, SSG, 아마존의 물류 센터 프로세스 

및 자동화 정도를 비교하여 물류 산업의 변화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후, 해결책으로써 인간과 자동화 기계의 상생방안과 

배송속도 경쟁 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안한다. 정책으로는 정부 중심 긱경제 플랫폼 구축, 고용안전망 강화, 직원 재교육 등 

인적 자본 강화를 제안한다.  

키워드 : 뉴노멀, 물류, 일자리 구조,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 생산성, 상생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뉴노멀과 물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새로운 국면, 즉,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뉴노멀은 기존의 체계와는 다르고 새로운 표준을 뜻한다.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 분야가 바

로 물류 산업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Untact)/온택트(Ontact)가 주목을 받으면서 물류 체계 혁신이 일어났다.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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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산업의 변화는 기업과 소비자간 상호 작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우리 생활 속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게 되

는, ‘뉴노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분야 중 하나다. 

(2) 소환된 미래

알릭스파트너스의 ‘디스럽션 인사이트(Disruption Insight)’: ‘단 7개월 만에 일어난 7년치의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변화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제시한 5대 트랜드 중 하나는 ‘디지털 전환 촉진’이다. 코로나

19로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게임 등 다양

한 기술 기반의 경험이 일상화되고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유통업에 있어 그간 온라인 진입을 주저한 국내외 식료품 업계 역시 온라인 채널의 확장으로 디지털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Wiseapp)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신선식품 관련 리테일 결제금액 분

석 자료를 보면, 마켓컬리,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의 강자들에 맞서기 위해 전통적 ‘유통 공룡’이라 불리는 롯데, 신세계 

등도 경쟁에 합류하며 디지털전환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다. 

(3) 주제 선정 이유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배경을 토대로 뉴노멀 시대의 ‘물류 산업’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물류 체계의 변화는 

뉴노멀 시대에서 겪게 된 큰 변화이자 혁신이다. 특히, 물류 산업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화 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떠오르는 이슈인‘일자리’변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연구하여 뉴노멀 시대

의 더 나은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2. 연구 설계 및 방법

연구는 크게 현황분석 → 문제분석 → 문제해결방법 제시의 구조를 띤다. 문헌연구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동향이나 

변화를 파악하였다.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 학술지 논문, 신문 기사와 기관 블로그, 회사소

개 영상으로 폭넓게 잡았고, 특히 최근 5년간 자료를 중점적으로 이용했다. 문헌연구 방식으로 문제와 현황을 분석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방안과 정책안을 직접 도출해본다. 

Ⅱ. 본론

1. 물류 산업에서의 뉴노멀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이용자 수는 2013년 87만 명에서 2018년 2,500만 명으로 급증(국

무조정실 규제혁신팀, 2020)하였다. 국내에서는 기존에 이미 배달 서비스 시장이 확장 중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바

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외출, 대면 접촉 기피 현상이 만연해지면서 배달 서비스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배달 서비스 시장의 확장에 발맞추어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자체적인 물류센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

으로 배달시장의 확장은 곧 물류산업 업계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물류센터 업계는 크게 ‘속도 경쟁’, ‘가치배송의 치열화’, ‘넓은 지역 빠른배송 요구’라는 세 가지 터닝포인트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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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우선 터닝포인트 이전 국내에는 배송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유통기업이 거의 

없었다. 터닝포인트 이전의 시기 동안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에서 허브앤스포크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포인트 투 포인

트 방식은 각 수요가 필요한 지점끼리 수많은 선으로 잇는 형태이다. 대형 허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혼잡성이 덜하

며 허브 구축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운송수단이 필요하며 지역의 확장이 어렵다. 반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은 중심이 

되는 허브를 두고 수많은 가지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택배를 탁송하게 되면 대부분 물류센터(허브)에 집하를 한 뒤에 각 

영업소(스포크)로 보내지게 된다. 퍼스트 마일 배송 또한 터닝 포인트 이전의 물류 체계인데 이 방식은 제조사가 풀필먼

트 센터 등까지 인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의 물류산업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를 마주하면서 크게 변동하게 된다. 소비자의 니즈와 소

비자층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물건을 더 넓은 지역에 배송해야 했고 모든 상품을 허브에 모아두었다가 각 지점으로 배송

하는 허브앤스포크 방식은 효율 측면의 한계가 드러났다. 그리하여 배송방식의 혁신으로써 자사에 최적화된 기술을 도

입한 배송모델인 ‘시그니처 배송’의 형태가 발달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퍼스트 마일 배송 방식에서 달라진 라스트 마

일 배송 방식에도 주목할 만하다. 퍼스트 마일 배송 방식이 기업의 배달에 있어서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었다면 라스트 마일 배송 방식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배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방식은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

이 아닌 고객에 따라 다른 유연한 방식이기에 삼성증권(2020)은 배송 옵션과 지역 밀도, 고객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배

송 모델이 개발되어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지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늘날 물류센터 내에 자동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기존 물류 시스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자가 물류 창고를 

이동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챙기는 ‘피킹’의 과정을 거쳤다면 현재 변화된 시스템에서는 로봇이 상품들이 보관된 박스가 

진열된“화물 보관렉”에서 물건을 챙겨 가져다주는 방식을 거친다.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

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의 예로 가장 적합한 것은 신세계그룹 이마트 쓱닷컴의 자동화 

물류 시스템으로 현황에 대한 것은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2. 문제 분석

(1) 자동화에 따른 산업 전체의 일자리 구조 변화 전망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의 발달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 코로나 19로 인해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일자리 구조에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2016년 Citibank의 보고서에서는 대체 확률이 

70% 이상인 일자리 비중이 OECD 회원국 내에서 57%로 전망했다. 2017년 McKinsey에서는 완전 대체 가능 일자리

는 전체의 5% 미만이지만, 과업의 30% 이상 대체가능한 일자리는 60%로 높게 예상했다. 또한 지능형 자동화 기술을 

통해 고용주는 2030년까지 약 15조 달러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러 전망에서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의 

절반가량이 자동화될 것이며,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발전을 통한 기업 효율의 증진이

라는 긍정적 전망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인간의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Manyika et al, 

2017)

그러나 산업 부분의 자동화가 항상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만은 아니다. WEF는 <일자리의 전망 2018> 보고

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향후 5년 이내에 7,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나 1억 3,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

이라 예측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의 역할, 위치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즉 상

근 정규직 고용 감소를 진단했다(WEF, 2018)

하지만 WEF의 <일자리의 전망 2020>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 위축되었다. 5년 안에 인간과 기계의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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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아질 것으로 예측했음은 물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2018

년 전망과는 다르게 사라지는 일자리를 8천 500만개, 생성되는 일자리를 9천 700만개로 더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WEF, 2020).

(2) 물류 산업 자동화 도입 양상

물류 분야는 자동화 기술의 도입에 따라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 19

로 인해 시장에서 더 빠르고 많은 배송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이자 시장의 ‘뉴노멀’ 이 된 상황에

서, 물류 분야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최근 물류 분

야에서의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는 영역은 물류센터 프로세스와 배송단계다. 이때 물류센터 내 주요활동을 물품 주문 후 

‘물품의 입고 → 분류 → 보관 → 피킹 및 포장 → 출고를 위한 차량에 탑재’ 과정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물류센터 내에서

는 선별, 포장 등에 인공지능이 도입된 자동화 기기들이 투입되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배송단계에서

는 자율주행 기술 혹은 드론과 같은 대체 이동수단들이 활발하게 실험되고 있다.

이러한 물류센터 자동화/지능화에 따라 사람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지원을 통

한 효율성 제고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노동비용 절감, 정확성 향상을 통해 투자자본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 전문가들

은 로봇 등의 자동화 도입에 따라 40-50%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3) 물류 산업 일자리 변화 전망

물류센터의 자동화와 지능화가 진행되면서 노동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PwC에 따르면, 가치 사슬 중에서 수송 및 보

관단계가 최근 가장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및 정착이 활발한 영역 중 하나이고, 이에 따른 일자리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

된다. 2030년까지 수송 및 보관업의 직업자동화 위험률은 56%로, 전체 20가지 업종 분류 중에서 하수 및 폐기물 관리 

산업(62.6%)을 제외하고는 가장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동시에 고용비중은 4.9%로 높은 편이었으며, 자동화로 인한 

위험 직업은 95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PwC, 2017). 

이런 예측은 실제로 여러 물류센터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오카도 물류센터는 자동화 과정 이후 기존의 운송/

수송업에 종사하던 미숙련 노동자 대신 SW 엔지니어, HW 엔지니어, 신기술을 전담하는 20여명의 엔지니어 위주로 

고용 수요가 변화했다. 한국의 NEO 물류센터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NEO 001, 002, 003 물류센터는 자동화에 

따른 높은 생산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인력 역시 필요한 부분에만 고용하고 있다(과학기술연구원, 2019). 

고용률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람의 일자리가 줄고 그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고용 인원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

다. 또한, 고용 인원의 감축뿐만 아니라 노동의 형태도 불리하게 변화할 수 있다. 임시고용, 공유고용, 셀프 고용 등이 

증가하여 고용안정성이 낮은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기계의 생산, 새로운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이 반영된 기계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기술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역시 공존한다(한국예산정책처,2017). 수요증가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격 하락, 새로운 기술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생산비용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 시장에서 비용 감소로 인한 가격 감소는 수요증가를 촉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생산의 증가가 고용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원리를 살펴본다면 자본과 노동의 완전 대체

와 임금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달성되고 있다면, 노동이 자본을 대체, 즉 기술의 도입으로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

되면서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금의 하락은 수요의 증가를 초래해 고용은 증가하게 된다(홍성

민,2017). 하지만 이는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시장 왜곡이 없는 시장의 가정으로, 실제 경제에서는 많은 괴리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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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2. 문제해결

(1) 물류 센터 프로세스 및 자동화 정도 비교

<표 Ⅱ-1> 쿠팡, SSG, 아마존의 물류 센터 프로세스 및 자동화 정도 비교

쿠팡 SSG 아마존

물류 프로세스 Random Stow 방식37) GTP 방식38)

필요인력 필요인력 많음 필요인력 적음

자동화 단계
●●○○○

상품규격이 다양하여 인력 의존

●●●●○

상품규격화로 자동화 

확충 단계

●●●●◐

상품규격화 및 시스템 

구축으로 자동화 시도

장점
물류 센터 확충 용이, 다양한 가격의 물건 

유연하게 대처 가능
정확한 재고 배치 가능, 빠른 배송, 인건비 절약

단점
인건비 부담, 전염병 리스크, 갑작스런 배송 

물품 증가와 파업 등의 문제에 대처 미흡

물류 센터 확충 시 비용 문제, 자동화 기계 및 

새로운 배송 방식에 대한 법 체게 미흡, 일자리 

감소

시그니처 배송 로켓와우, 로켓배송, 정기배송
쓱배송, 퀵배송, 

매직픽업

아마존 프라임 에어, 

아마존 대시, 아마존 

에코

① 쿠팡

쿠팡은 첫 입고 시 상품의 입출고 시점, 주문 빈도, 물품 특성 등에 따라 상품을 어디에 보관할지 인공지능을 이용해 

판단한다. 미리 출고동선을 예측해 물건을 두어 출고작업 시 수월하다. 출고 작업자는 인공지능이 지정한 최적화된 경

로를 따라서 움직이며 물건을 집어 배송기사에게 넘겨주게 된다. 최종 배달 시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배송기사가 트럭에 

물건을 싣는 위치도 인공지능이 정해준다. 쿠팡은 랜덤스토우 방식을 통해 기존의 물류시스템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웠

던 당일배송과 새벽배송 시대를 열었다. 이마트는 약 6만개, 마켓컬리는 1만개 수준의 SKU(Stock Keeping Unit·재고

관리단위)를 처리하지만 쿠팡은 600만개 가량의 SKU를 물류에서 다룬다. 쿠팡의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만 매일 

100만 가구다. 결과적으로 쿠팡 주력 상품에 대한 최적의 물류 프로세스 도입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사재기 현상과 재고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② SSG

신세계 그룹에 속한 이마트의 SSG는 GTP 방식과 라스트 마일 배송 방식을 특징적으로 적용한다. 자동화 물류센터

인 네오 002와 네오 003에 적용된 대표적인 자동화 물류 처리 방식인 GTP와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대와 위치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 방식(쓱배송, 퀵배송, 매직픽업과 새벽배송)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자동화 

규격을 갖춰가고 있는 상태이다. 네오 002와 네오 003 모두 앞서 제시한 터닝포인트 이후 나타난 자동화 물류센터로, 

37) 랜덤스토(Random Stow):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상품 주문 빈도, 재고 인력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장소에 상품을 입고하고 사람이 상품을 

찾아가는 방식

38) GTP(Goods To Person): 자동화 시스템이 상품 선택과 피킹을 대신해 상품이 사람을 찾아오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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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네오 003에서는 네오 002 대비 다음과 같은 방식의 변화가 나타난다(물류매거진 취재부, 2020). 상온 상품을 기

준으로 네오 002가 시간당 약 2000개 박스를 박스 당 2초의 시간 동안 처리한 것에 비해 네오 003에서는 시간당 약 

2400개 박스가 박스 당 1.6초의 처리 시간을 거쳐 가공된다. 또한 두 자동화 물류센터를 이을 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구축되면서 SSG는 터닝포인트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새벽 배송 시스템의 주문이 5,000건에서 10,000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를 근거로 제시된 SSG는 특징적으로 체계적인 자동화 규격이 마련된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아마존

아마존은 세계 물류업계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 신기술은 4차 산업 시대의 물

류 혁신을 보여준다. 첫 번째 기술인 키바 로봇은 거대한 그리드(바둑판 좌표)로 물류 창고를 움직이며 창고 내 제품들을 

실시간으로 운송한다. 이를 통해 300명이 해내야 할 일을 단 25대의 키바 로봇이 해낸다. 두 번째 기술은 아마존 프라임 

에어다. 드론을 통한 항공배송을 목표로 한 아마존이 고객들에게 빠른 물품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세 번째 

기술은 아마존 대시이다. 아마존에서 2015년에 발표한 대시는 자동차를 여닫는 무선 리모컨 같은 디자인이다. 이를 통

해 상품에 인쇄되어있는 바코드를 찍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통해 음성 주문이 가능하다. 버튼을 누르면 제품이 집으로 

배송되기까지 하는 원스톱 서비스인 것이다. 네 번째 기술은 아마존 에코이다. 아마존 에코는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블

루투스 스피커이다. 가정 내 사물인터넷을 제어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사의 물류, 마케팅 시스템에도 연동하려는 계획이

다. 아마존은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물류 혁신을 이어 나가가고 있다. 

(2) 물류센터: 인간과 자동화 기계의 상생방안 제안

① 지역친구배송과 개인라이더와 QR 코드를 통한 인증

첫 번째 방식인 개인 라이더는 본래의 배송 서비스와 함께 긴급하게 배송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 개인 

택배 기사가 매칭되면 해당 상품을 바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택배가 폭주하는 시기에도 기계를 통해 상품을 

준비한 뒤 배달자의 노동을 통해 수령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지역배송친구’로, 상품을 시켰을 

때 같은 지역 범위 내에 있는 택배 수령인들 중 희망자가 담당 물류센터에서 택배들을 받아 지역 사람들에게 배송하고 

배송비나 수령인의 지불 금액 중 일부를 배송에 대한 대가로 받는 방식이다. ‘지역배송친구’ 방식은 공동체 구성원의 관

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품의 지역별 분류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기술과 일자리의 상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송자가 상품을 의도적으로 배송하지 

않거나 도난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신뢰도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QR 코드

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QR 코드는 인쇄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아 대규모 사업인 배송에도 적용하기 수월하며, 인식 역시 

휴대 단말을 통해 단시간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면서도 정확하다. QR코드를 통해 수령인은 배송을 받고 난 

뒤에 제대로 도난 없이 배송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령인의 인증을 관리하기 위한 고정인력이 필

요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해결방안들이 모두 추가적,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물류 산

업은 일자리에 대한 우려를 인간과 기술의 상생이라는 가치를 통해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품질확인

오픈서베이가 국내 거주 20~49세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을 온라인 식료품 

구매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확실한 제품 신선도 및 품질 보장’이다. 품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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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마켓컬리’가 있다. 마켓컬리는 품질을 파는 곳이라는 인식을 위해 상품의 질과 안전성 확보에 주력을 가한다. ‘프

로젝트 컬리 프레시 365’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빈도가 높은 채소, 과일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되, 잔류 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해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컬리 프레시 365’는 매월 시즌과 수요를 고려해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한 뒤 매주 주요 온라인몰 가격 상황을 확인해 탄력적으로 가격을 조

정, 해당 시기 최저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채소와 과일의 시료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공인 인증 분석 기관에 의뢰해 

잔류 농약 320종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품질’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 그 해답은 ‘상품 품질 관리 전문 인력 배치’에서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자동화 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품질확인 단계

에서의 전문가의 선별과정이 필요하며, 이후에 품질 선별 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술이 보급될 경우에도 이 기술에 대한 

관리자(엔지니어)의 인력 추가 공급이 필요하고 이 역할을 새로운 인력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③ 컴플레인

고객서비스는 소비자들의 브랜드 호감에 큰 영향을 주며 특히 기업은 고객 불만에 해당하는 컴플레인에 적절히 대응

해야한다. 자동화 시대에 고객 컴플레인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다. 이마트몰 쓱(SSG)에서 수박을 

구매한 홍모 씨는 사흘 뒤 배송받았다. 하지만 수박은 겉이 문드러진 상태였고 막상 수박을 쪼개보니 속도 절반이 상해 

짙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홍 씨는 이마트몰 고객센터에 연락해 “수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이마트몰에서 

돌아온 대답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좋지 않은 상품으로 배송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환불이나 교환 등 적절한 절차

가 이뤄지지 않았고 뒤늦게 직원의 실수였다고 인정했으나 이미 고객 여론은 실망한 상태엿다. 이처럼 자동화 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고객불만에 대응하는, 즉 자동화 기술과 소비자 사이의 ‘연결고리’역할이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에 대한 대처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평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성과, 지배구조 및 리더십(이사회 다양성, 일하기 좋은 기업 설문조사 결과), 컴플라이언스(규제위반, 소송 건수, 내

부고발), 고객 약속 이행(정시납품·배달 수준, 고객 컴플레인), 조직 및 문화(이직률, 만족도), 사회적 책임(지역 공동체 

민원, 세전 이익 대비 기부금) 등을 측정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정보기술에 투자해 다양한 미디어들을 지속적으로 확인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3) 물류센터: 배송속도 경쟁 속 지속가능한 발전 제안

쿠팡은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가져다주는 새벽배송과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가져다주는 

반나절배송을 시행중이다. 이렇게 빨리 배송할 수 있는 건 ‘예측배송’덕분이다. 쿠팡은 이런 식으로 하루 200만 건이 

넘는 주문을 소화하여, 주문이 들어오면 그제야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오는 다른 e커머스를 압도했다.

예측배송을 하려면 모든 물품을 따로 상자에 담아놔야 어떤 주문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소비자가 주문

한 다양한 물건이 각각의 박스에 한 개씩 담겨 과도한 포장문제가 발생한다. 마켓컬리도 큰 차이는 없다. 상품을 보관하

는 상온. 냉동, 냉장 물류센터가 다 달라 포장도 센터별로 따로 한다. 또한 박스를 줄이고 보냉박스를 확대하는 추세와 

달리 마켓컬리는 모든 물품을 종이박스로 포장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기업들의 배달 속도 경쟁으로 환경이 점점 파괴되어 가는 와중, 인간, 자동화 기계,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포장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배송과정에서 신선식품과 가공품, 계란과 유리 같이 깨지기 쉬워 취급을 조심

해야 하는 물품 등을 분류하고 물품별 적정 포장량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물품별 포장 기준 설

정, 친환경적인 포장재 모색, 박스의 적절한 용량 설정, 배송거리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자동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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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아닌 전문적인 사람의 손길이 필수적이다. 

(4) 정책 제안

① 긱경제의 활성화: 정부주도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자동화/지능화된 기계의 도입으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다. 긱 경제란 기업들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런 노동수요

와 공급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고 특히 노동의 거래 과정에서 기업의 이해관계가 개입

되어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알고리즘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야기하고 불균형을 심화시키지는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문아람, 2020). 즉 알고리즘, 플랫폼 권력을 기업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기술을 개발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주기적

인 관리감독, 시장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홍보와 정책적 장려로, 이는 기업들만의 개별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원활한 정보의 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고용안전망 강화 

자동화/지능화된 기계의 도입은 고용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력의 대부분을 기계가 대체하면

서 많은 불안정 고용계층, 프레카리아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가장 부실한 실업 안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

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업보험과 공공부조로도 보장되지 않은 영역이 커서 정부는 유럽의 복지 국가들처럼 사회안전망

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를 통해 실업 후 소득을 보장한다. 실업보험이 실업자에 대

한 1차적 안전망으로 작용하며, 실업보험 미가입자나 수급요건 미충족자의 경우 자산조사 후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부조 대상자가 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음으로 실업 부조를 적용하

며, 두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사회부조를 제공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실업 부조, 실업급여, 공공부조를 받

을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③ 산업 부분 자동화로 인한 실업자 대상 기술 교육

현재 몇몇 대기업은 산업 전체적인 자동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을 실시하여 자사 내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움직임은 산업 부분의 자동화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김동섭·장재웅, 2019) 그러나 기업 또한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산업의 자동화로 인해 실직에 이르는 이들까지 인도주의적으로 교육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자동화로 인한 실직 상태에 놓인 이들을 위한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새로운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 단순 노동직에서 밀려난 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직에 도움을 주고 생

계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업 내 직원 재교육의 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실업에 대한 국가적 부담의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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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정리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물류 산업의 뉴노멀 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

로 진행되었다. 물류서비스가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 늘어나는 물류에 대한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자동

화/지능화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현황이자 뉴노멀의 계기를 ‘속도경쟁’, ‘가치배송의 치열화’, ‘넓은 지

역 빠른 배송 요구’로 제시하였다. 물류 산업의 자동화/지능화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기업의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비

효율적인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에서 하이테크 IT 노동자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문제의 양상과 전망을 분석했다. 

그리고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쿠팡, SSG, 아마존의 물류 센터 프로세스 및 자동화 정도를 비교하여 SSG와 아마존이 

쿠팡에 비해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사업체가 자동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해결책으로써 인간과 자동화 기계의 상생방안 세 가지와  배송속도 경쟁 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안하여 물류의 뉴노멀 시대에서 인간과 기계, 그리고 환경의 전체적인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에 대한 정책으로는 정부 중심 긱경제 플랫폼 구축, 고용안전망 강화, 직원 재교육 등 인적 자본 강화가 제안되었다. 

2. 한계 및 보완할 점

연구방법이 문헌연구법에 제한되어있다는 점이 아쉬우나 현실적으로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최적화된 방법

이라 판단된다. 연구 내에 제시되는 수치자료를 시각화하지 않고 대부분 줄글로 서술되었으며 사례를 제시할 때 물류센

터의 사진이나 실제 사용되는 기기나 모습을 사진 등으로 제시하지 않아 전달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전체적으로 내용의 

시각화가 부족하여 다음 연구나 연구 발표 기회가 있을 때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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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2020년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인 “뉴 노멀”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규

율과 기준에 국한된 뉴 노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뉴 노멀의 가장 강하고 역설(逆說)적인 특성인 불확실성, 즉 “뉴 애브노멀

“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피력하기 위해 진행된 본 연구는 인류 역사의 3대 혁명(농업, 산업, 정보)를 통시

적으로 분석하고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규범의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하였다. 각 ‘혁명’의 과도기적 시기에 주목되던 ‘당대

의 뉴 노멀’의 대두와 몰락을 토대로 뉴 애브노멀, 즉 시대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 마련을 역설(力說)함과 동시에 구

체적인 방안으로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경제 분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투자유치 컨설팅 

자문단 신설과 5G 첨단 인프라 구축을, 사회규범 분야에서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제시하여“포

스트 코로나 시대 장기 성장 국가 모형”의 선형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뉴 노멀의 뉴 애브노멀”이라는 거시적인 연구 목표를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적 합의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는 과감한 연구라는 의의가 있으나, 불확실성을 예측하여 대비한

다는 연구의 목적 자체가 본 연구의 전제인 “뉴 애브노멀”과 부분적으로 상충하기에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키워드 : 뉴 노멀, 뉴 애브노멀, 농업 혁명, 산업 혁명, 정보 혁명, 선거 제도, 지방 정치, 포스트 코로나 투자 유치 컨설팅 자문

단, 5G 인프라, 지역 거버넌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장기 성장 국가 모형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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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

2003년 IT버블의 붕괴가 세계 질서의 거시적인 흐름에 역행(逆行)하는 기점으로 작용되었다면, 2020년 전 지구를 

무너뜨린 코로나 19의 확산은 인류의 보편적인(Normal) 삶에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이라는 종지부를 찍는 기

회가 되었다. 격동하는 현세 속 새로운 질서인 ‘뉴 노멀’을 향한 인류의 갈망은 증대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가 미래를 위

해 강구해야 할 것이 ‘뉴 노멀’의 패러다임을 순식간에 전복(顚覆)시킬 수 있는 ‘뉴 애브노멀’이라는 역설적 사실은, 형

식적인 규율과 척도로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 인류의 무지를 조소(嘲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

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는 ‘뉴 노멀’의 필연적인 한계와 붕괴를 예측 및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류가 직면

하게 될 불확실성의 영역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할 것이다. 또한, 인류 역사의 3대 혁명인 ‘농업 혁명, 산업혁명, 정보

혁명’직후의 사회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적 척도의 성립과 붕괴를 단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코로

나 19 확산 이후를 ‘뉴 애브노멀 혁명’으로 규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인류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

할 것이다. 특히 ‘뉴 노멀’의 표상(表象)으로 대두되는 세 가지 분야, ‘정치, 경제, 인문’분야에서 예측되는 변동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 현재 각광받고 있는 ‘뉴 노멀’의 전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뉴 노멀 시대의 뉴 애브노멀’이라는 거시

적인 연구의 흐름 속에서 각 분야의 불확실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인류 혁명에 대한 통시적 접근과, ‘정치, 경제, 인문’분야의 ‘뉴 애브노멀’을 규정하고 도출하는 연구 모형이기에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하나,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소비지출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이민우, 유지은)’, ‘코로나19와 신흥안보

의 복합지정학 : 팬데믹의 창발과 세계정치의 변환(김상배)’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통계적 기법과 거시적 실물지표를 

동시에 착안할 것이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단편적이고 무의미한 형식적 질서인 ‘뉴 노멀’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정치, 경제, 인문 각 분야의 

‘뉴 애브노멀’을 논리적으로 규명하여 가변적인 세계 정세의 흐름 속 필연적인 불확실성을 직면할 때 하나의 지표로써

의 역할을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고찰 및 분석을 토대로 ‘뉴 애브노멀 혁명’속 장기 성장과 무궁한 진보를 

위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적절하게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에 최적화된 국가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Ⅱ. 본론

1. 연구내용

(1) 인류 3대 혁명 속의 ‘불확실성’

신석기 시대, 인류가 도구를 사용한 이후 오랜 시간을 걸쳐 정착농경생활로 변화하는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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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족 중심 공동체가 무너지고 부족국가가 탄생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고대, 중세, 근대를 걸쳐 농업을 기반으

로 한 국가가 성립되고 차차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며 국가제도를 확립해나갔다. 농업혁명으로 발전된 인류의 농경문

명은 BC 8000년부터 AD 1700년경에 이르기까지 오랜시간을 거쳐 발달하였다. 농업을 중심으로 국가가 탄생하고 점

차 정치적으로는 국가 행정 기틀이 마련되고, 경제적으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상공업 발달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

치·경제적 변화는 사회의 지주·농노의 관계를 확립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의 불확실성 정도는 낮았고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정도였다. 

18세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한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다시 한 번 크게 변화한다. 식

량과 인구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고 1인당 소득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귀족·지주지배의 정치체제가 동

요되고 부르주아지를 필두로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긴 시간을 걸쳐 노동자와 여성에게까지도 선거권이 확대되었고 이

는 보통선거제도의 실시 계기를 마련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일정 규율 하에 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제도를 

출현시키고,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 계급 사이의 사회문제, 빈부격차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발

생하고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되기도 한다. 약 300년간 진행된 변화는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형성된 산

업 질서 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사회에서는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

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이 특징적이다. 앨빈 토플러는 기술의 지원을 받아 정교한 정보망으로 연결되는 다수의 소수집

단의 지배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치체제는 정치적인대표에 의존하기보다는 반(半) 직접(直接) 민주주의시

대가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결정 권한은 분산되는 것이다. 전체적

으로 보면, 변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커진 사회이다. 

(2) 분야별 ‘뉴 노멀’에 대한 고찰과 ‘뉴 애브노멀 혁명’분석

① 정치

1.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

한국 정치의 변동 가운데 민주주의의 발전도 있었으나, 점차 한국 정치에 불확실성이 도래했고 이러한 양상은 현재까

지 이어지고 있다. 1960년 4월 혁명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대중적 저항에 의해 집권자가 교체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1960년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직후부터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전 정부의 부정선거, 부정부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움

직임이 나타났고, ‘정치적 뉴 애브노멀’의 표상(表象)인 이른바 정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4월 혁명으로 분출된 민

주적 개혁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역행한 장면정부의 붕괴, 과도한 개입과 무책임한 불개입의 불일치 상태로 드

러나는 미군장성들의 모순적인 행태로 인한 정군운동의 좌절로 일부 장교집단이 5.16 군사정변이라는 새로운 불확실

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진행된 촛불집회, 탄핵,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박

근혜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 다발적·다층적 분노를 표출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이라는 구조적 상황에서 대

통령 권력의 국정농단을 계기로, 그 대중적 분노는 민주공화국의 국가권력과 민주적 정치체제의 불완전성에 대한 것이 

되었다. 당시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사안들이 있었으나 주요한 비리와 부정이 대통령 권력을 매개로 이루어짐으로

써 공적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헌정 질서의 교란으로 부각되었고,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나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로 

표출되기보다는 민주공화정으로서의 국가권력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코로나 19를 맞이한 

최근의 정부에서도 나타난다. 뉴 노멀 시대의 정치에 “뉴 애브노멀 혁명”이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

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 방침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의 통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는 과거 사스, 메르스와는 달리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범지구적 영향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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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 초이동성과 초연결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나타나며,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타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은 예측이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2. 정치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방안

이러한 뉴 애브노멀 혁명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방안이 요구된다. 상단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위기, 갈등과 또 이에 따른 민주주의적 운동과 연관성이 있음을 

사료할 수 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 정치에 있어 정당은 사회적 갈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화하는 핵심적 조

직이다. 그래서 정당정치의 활성화는 대의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또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

나는 다양한 갈등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한국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당정치 활성화

는 한국 민주주의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한국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의민

주주의와 정당정치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려 정당정치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당정치의 대표성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와 같은 예시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 수 있다. 민의를 

반영하고 정당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포용성 확대이다. 이는 제기된 현안들을 의제

화, 정책화해서 이를 정당 간에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방정치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지방정치 역시 정당정치의 대표성이 취약하다. 지역의 정당체계가 지역사회의 갈등을 반영하

지 못하며, 이를 정책화하는 정당정치는 매우 약하다. 그러므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지방정치에서도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② 경제

1. 세 차례의 혁명을 통한 세계 경제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

경제적 측면에서 1차 산업혁명은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공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

다. 1700년경에 대표적인 영국의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은 약 40%, 공업은 약2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801년

이 되면, 농업, 임업, 수산업은 32.5%, 공업은 23.4%의 비중을 보였고, 1841년에는 각각 26.1%와 31.9%로 변화했

다. 1차 산업혁명을 통해 공업이 경제의 중심 부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매개로 영국과 다른 국가들 사

이에 공산품의 생산성에서 상당한 격차가 생겨나면서 국제 무역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1차 산업혁명은 소위 ̒맬서스의 덫ʼ을 벗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전통적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여 확대재생산이 지속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중심으로 증가와 감소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이에 반해 1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자본주의제는 공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확대재생산이 지속되고 인구와 1인당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산업혁명기에는 대기업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

럽은 1870년대 중엽부터 1890년대 중엽까지 대불황(Great Depression)을 맞이했고, 이에 대처하여 기업간 수평적 

합병이나 수직적 통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대기업은 시장이라는 ʻ보이지 않는 손ʼ에 의존하는 

대신에 시장을 지배하는 ̒보이는 손ʼ으로 변신하여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여 시장 경제의 안전성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3차 산업혁명기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후반 이후의 세계 경제는 서비스 경제와 글로벌 경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2차 산업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정보사회에서는 3차 산업 혹은 서비스 산업이 확장되며 개방

주의적 태도로 국가 간 무역의 범위와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이처럼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되어온 산업 혁명은 세계 경제

의 진보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안정적이고 확실한 체계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유지 및 존속하고자 목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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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 애브노멀 혁명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 GVC 약화

그러나 지금까지 구축된 시스템은 1997년 발생한 IMF 위기를 기점으로 뉴 애브노멀 혁명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띠게 

되었다. 뉴노멀 시대의 피상적인 요인으로 주목받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약화와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강화는 단

연 주목받을 변수 중 하나이다. 금융위기 이후 분업과 특화를 목적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은 국가간 중간재 교역 비중

이 감소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최근에 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세계 교역의 2/3 이상

(WTO, 2019)을 차지하였던 세계 국가의 GVC 참여율은 52%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상적인 분업구조의 붕괴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성장했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크게 영향을 받고, 각국의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피

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즉,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은 원가 절감 및 효율성 제고와 적기 부품공급이라는 

‘확실성’을 상실하였고 이는 국제적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에게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안겨준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

권, 생산공정, 비용 등의 이유로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가치사슬을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역적 

위기 발생에도 전체 경제 네트워크가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변화하는 GVC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 노력

이와 같이 짧아지고 다양화되는 GVC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역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변혁이 요구될 것

이다. 첫째, 국내 지역 경제의 지나친 무역 의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소비지 인접 생산과 리쇼어

링의 증가 추세와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지역 내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높은 대외의존도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쇼어링과 신규투자를 안정적인 지역에 추진하기를 원하는 기업을 상대로 행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익적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GVC 산업계의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이동통신(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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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가 필요하다. 디지털화는 크게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과 로봇,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생산자동화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 방향을 주 축으로 한 조기 규제정립 등 가시적

인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높아진 원격 업무 비율이나 관리 자동화 기술 등의 수요

가 충족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③ 사회 규범

1. 한국 사회 규범의 통시적 고찰

조선 왕조의 몰락은 공동체주의와 가족주의를 표방하는 유교가 표면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분제도

의 붕괴와 일제강점 시기 유교에 대한 억압은 한국사회에서 유교의 쇠퇴를 가속했으며 이와 더불어 해방 이후의 서구 

문명의 급속한 유입은 유교의 영향력을 급격히 약화시켰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부상과 

저출산 양상 그리고 핵가족 형태의 증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개인화 현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한국은 1인 가구의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과 자녀출산이 유예 또는 포기되면서 대표적인 초저출산 국가로 언급되고 있다. 가족 형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연령별 비혼 구성비가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주의 이데올로

기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형성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측면에서 한국인의 생활 속 집단주의적 전

통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사회학자 장경섭은 ‘개인’을 기본단위로 진행된 서구의 근대성과 달리, 

‘가족’을 기본단위로 전개된 한국의 압축적 근대성은, 개인화 과정에서도 개인주의의 정신적·문화적 가치의 형성과 무

관하게 여전히 가족 가치와 관계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의 모호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한국 개인들이 가

족주의의 가치를 여전히 지향한 채 단지 그 현실화를 보류 또는 유예(猶豫)하며 대응하는 ‘위험 회피적 개인화’의 성격

을 지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한 사회의 형태를 한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분석의 모호성을 높일 뿐이라

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한국인의 행동방식과 사회규범

코로나19는 일상을 타격하였다. 대면하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위험요인이 되는 상황 속 개인주의적 행동방식이 추

구되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등장한 개인 간 거리두기와 면대면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현 상황은 개인주의적 행동방

식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사회의 긍정적 요인 증대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개인 간의 신뢰와 집단적인 연대(連

帶)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신뢰반경은 코로나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지난 5월에 KBS《시사 IN》에

서 진행했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 가족(친척, 이웃 포함)에 대한 신뢰가 대부분 더 증가하였

다고 답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가 이전보다 증가하였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에 불과하

고, 신뢰가 낮아졌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약 40%에 달했다. 즉,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내가 모르는 낯선 타인이

나 외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신뢰를 철회하고, 감정적 거리를 둔다는 것이다. 이는 타인에 대한 공격적 태도나 차별 

및 낙인(烙印)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배타적(排他的) 태도가 매우 쉽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

대 속 한국은 개인주의적 사고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한편으로는 집단수준의 협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높은 지역에서 의료진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단체들의 지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한 확

진자 동선이나 마스크 재고 알림 어플리케이션은 집단주의적인 협력을 잘 나타내주는 예이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포

스트 코로나 사회의 근본적인 모호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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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대안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대안을 찾고 이를 추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첫째, 정

부는 인식과 실천 차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업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중

의 자발적 참여(參與)와 협업(協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국민 위험소통은 정부와 국민 간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

고 볼 수 있으며, 위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국민 간의 신뢰성 또한 높이

기 위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부는 과학적 지식과 미래위험 예측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유연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위험에 대한 정보와 국민 행동 요령을 전달해야만 한다. 

일반인의 위험 인식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국민 소통이라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위험 관리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상호 소통의 기본이다. 특히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의 경우 불확실성(不確實性)이 크기 때문에 일반인의 위험 인식 및 공포감이 위험의 실제 크기 이상으로 과장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공포감은 사람들 간의 갈등과 과도한 개인주의적 행동으로 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불

확실한 미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일반인의 막연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즉, 사람

들의 막연한 두려움이나 우려는 정부의 위험 관리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 간 과도한 갈등으로 출현될 수 있기에 새

로운 미래위험이나 잠재적 위협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일반인들에게 알려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연구결과

(1) ‘뉴 애브노멀 시대’의 국가모형

본론 1과 2를 통하여 뉴 노멀이라는 시대적 과도기에 

안주하려는 안일한 세태와 형식적인 규율에 얽매인 기성

국가의 한계를 고찰하였다면, 이번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불확실성 완화 방안, 즉 뉴 노멀 시대의 뉴 애브노멀에 효

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용적인 국가 모형을 제시하고

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급변하는 패러다임 속  

안정적인 프레임 을 향한 인류의 갈망이  뉴 노멀 이라는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정작 우리가 집중해

야 할 역설적인 사실은  뉴 노멀 의 가장 큰 특징으로 대두

되는  뉴 애브노멀 , 즉 변화무쌍하며 예측불가한 분야별 

불확실성의 태동이라는 것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단기적

으로 뉴노멀의 양상을 예측 및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불확실성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기반으로  장기 성장 국가 모형 을 제시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 애브노멀 혁명 에 부합한 요소들을 융합적으로 

재고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국가 모형의 구성 요소로 법, 정치, 문화, 인문,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방면을 두루 분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 가지 분야인  정치, 경제, 사회규범 을 

중심으로 국가 모형을 제시할 것이며,  여타의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그림3> 국가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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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  – 선거 제도 비례성 확충 및 지방정치의 확대

격동하는 사회 속 불확실성 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요소는 정치이다. 정치계의 체제와 아젠다 상정이 궁극적으로 경

제, 산업, 규범, 법 등 여타 모든 국가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기에  뉴 애브노멀 혁명 을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치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단에서 민주정치 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

기 위한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한 선거 제도 비례성의 확대와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정치 

모형 수립의 거시적인 틀을 확보하고자 한다. 첫번째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개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란 민주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needs)의 상충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 양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보다 다양한 입장이 원내 입법 과정에 투영되어야 하며, 이는 양당제의 기조가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한 허점이다. 따라서, 비례성 확보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거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도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국정에 직접 반영시킴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뉴 애브노멀 시대 의 갈등 양상을 민주주의라는 

장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탈피이다. 지역적, 인구적 특성

에 따른 유동적인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지역화폐나 독자적인 교육정책 등을 

실행중인 경기도를 선행 모델로 삼아서 행정부와 중앙당사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 정치권력을 지역 단위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지역적 현안이나 주민들의 요구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 정치를 활성하고 권력 

분산이 이행된다면 향후 확충될 불확실성의 부분적 해소는 물론이요 대의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궁극적 과제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② 경제(산업정책) – 지역 내 가치 사슬 강화 및 5G 인프라 구축

지역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 등 지역내에 투자할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명 포스트 코로나

19 투자유치 컨설팅 자문단을 가동한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소비지 인접 생산과 리쇼어링 증가 추세에 맞추어 희망하

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내 투자유치 상담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불확실성

이 심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으로 신뢰 가능하고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공익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단

순한 인센티브의 제공에서 나아가 기업의 투자계획에서 완료시점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

다. 한편, 경제적 불확실성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G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5G는 초

고속·초저지연·초대용량 성능을 기반으로 유선 인프라를 뛰어넘어 이동통신 영역을 개인 인터넷 연결을 넘어 스마트공

장, 스마트의료, 스마트시티 등 산업용 서비스로 확장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 의료, 커뮤니케이션 등 각 분야에 5G 기

술이 기반이 되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에 5G 기술의 도입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 속에 공공 분야에서 도전적인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인해 혁신 서비스 상용화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가 산업 전반을 이끌어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③ 사회-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19의 행정 환경은 온라인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신뢰

도와 책임성 향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시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와 양방향 

소통, 과학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행정 개선으로 지역 이슈를 관리하는 스마트 행정을 구축한다. 즉, 시민과 공공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한다. 한편, SNS등을 통해 정보의 유통속

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정보의 취득경로 다양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이 취득한 비공식 정보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대 및 재생산 되고 있어 비공식 정보가 공식정보를 대체하여 환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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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적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제도를 발달시켜 정부의 투명하고 즉각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경험해 왔던 변화와 혁명에 대한 사회, 경제, 정치 분야의 거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다가올 미래의 가변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인류가 갈망하는 뉴 노멀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뉴 애브노멀로 재정의

(在定義) 함으로써 그 가변성의 폭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회가 맞이한 표면적 위기를 새로운 혁명의 기반이

자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국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분석을 바탕으로 형성한 국가 모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겠다. 첫번째로, 

가변적 인 사회 속 가장 부각되는 민주정치 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던 선거 제도 비례

성의 확대와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개혁과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탈피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 둘째로, 지역 내 가치 사슬 강화 및 5G 인프라 구축을 국가 모형 내 경제 구조의 기본적 요소로서 구성한

다. 리쇼어링 등 지역내에 투자할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명  포스트 코로나19 투자유치 컨설팅 자문단 

을 가동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5g기술 투자를 선행한다. 경제의 자정적 능력을 신용하기보다는 정부의 투자를 기반

으로 한 활성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탈피를 바탕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회 복원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에 있어서 그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류 발전의 기반이 된 변화들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특이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그 해결방법을 토대로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직면한  뉴 애브노멀 혁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 모형을 구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국가 모형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가변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에 일어날 상황들에 대한 변화를 인정했기에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다 더 다양한 지표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그 변화의 폭을 줄임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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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공연예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택트 및 비대면 공연으로 디지털 기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지역 기반 복지 공동

체 ‘서클 (Circle)’을 구체적인 운영 모델로 삼아 우리나라만의 지역 기반 문화 서클을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 온라인 공연의 

촬영 및 송출에 수반되는 비용을 쉽사리 부담할 수 없는 중·소규모 공연 단체와 그렇지 않은 대규모 공연 단체 간의 양극화 현상

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규모 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스마트공연장 및 디지털 플랫폼’

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공연물의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계약상의 혼

란, 무단촬영 및 배포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계약상의 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표준계약

서’를 온라인 공연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키워드 : 뉴노멀, 온라인 공연예술, 불공정성

I. 서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다수의 문화시설이 운영 중단됨에 따라 공연예술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다수의 문화예술 중에서도 공연예술은 기본적으로 공연장 및 전시장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대면접촉을 

전제로 하기에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함에 따라 올해 1월

부터 6월까지 총 6,457개의 국내 공연이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약 82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에 정부는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와 같이 방역용품 지원, 생계비 지원, 창작비 지원 등을 통해 

공연예술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여타 감염병 유행과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장기화됨에 따라 공연예

술계는 자체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 공연예술계가 내놓은 대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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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공연이다. 각각의 공연 단체들은 관객이 없이 공연하는 모습을 영상 매체 혹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송출하는 

온라인 공연을 대폭 선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스포츠, 게임 등 소수의 산업만 온라인 중계 방식을 활용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악,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관객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현장성 위주의 공연예술 분야도 온라인 중계 방식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10월 10일과 11일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방탄소년단의‘BTS 맵 오브 더 솔 원 (BTS MAP 

OF THE SOUL ON:E)’콘서트를 들 수 있다. 해당 콘서트는 빅히트엔터테이먼트의 자체 온라인 플랫폼 ‘위버스샵’를 

통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었는데, 150분 동안 세 차례 진행된 역동적인 공연은 전 세계 191개국에서 총 99만 명이 

시청하였다. 공연장에서 직접 느끼는 열기는 느낄 수 없지만, 집이나 카페 등 편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팬데믹과 별개로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ICT의 발달, 지구촌 기상환경의 악화, 수도권에 밀집해있는 공연 인프라 등 

역시 온라인 공연에 대한 대중의 높은 수요에 기여하고 있다. 결국, 여러 사회·환경적 여건을 종합해봤을 때 온라인 공연

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뉴노멀 (New Normal)’로써 자리잡을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인해 급작스레 온라인 공연이 상용화되다 보니 아직 온라인 공연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여러 공정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온라인 공연예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훗날 ‘뉴노멀’로써 자리잡을 온라인 공연의 정책

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온라인 공연예술 분야의 불공정성

(1)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문화 소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문화 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재편되고 디지털 기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디지털 기

기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문화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

었던 기존의 공연예술과 달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공연예술은 공연 정보의 취득부터 공연의 관람까지 모두 온라인상

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이해가 부족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공연예술이라는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으며, 이에 ‘디지털 문화 

격차 (Digital Culture Divide)’가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우 ‘IT 강국’이라는 별명과는 역설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소외 정도가 높은 편에 속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활용역량이 부족한 디지털 소

외계층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보다 11%p 가량 높은 2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은 대개 정보 접근(91.7%)보다 역량(60.2%), 활용(68.8%)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곧 정보에 대한 접근

을 넘어 역량과 활용이 중요시되는 ‘언택트 (Untact)’ 시대 속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화 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

석에 강한 타당성을 부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발췌한 ‘연령대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비율’ 역시 디지털 소

외계층의 문화 소외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써 작용한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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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에서 대중음악/연예 분야가 84.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주 이용 매체는 

TV/라디오(97.3%), 스마트 기기(2.2%), PC/노트북(0.5%), 비디오/DVD/CD 플레이어(0.0%) 순으로 나타났다. 청

소년층의 대중음악/연예 분야에서의 스마트 기기 활용률이 27.3%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고령층에서 공연예

술을 비롯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할 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봤을 때 결국 디지털 소외계층은 자신들의 낮은 정보통신기술 활용역량의 영향으로 공연

예술을 비롯한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타 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공연예술행사의 폭발적인 확산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누군가에게는 공간과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2) 공연예술 분야의 양극화 

대형 뮤지컬이 주로 상영되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의 좌석은 3,022개, 유명 가수의 K-POP 콘서트는 일만여개의 

좌석을 확보한다. 좌석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통상적인 가격인 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대극장 뮤지컬은 

대략 3억원 이상을, K-POP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온라인 공연의 참관 비용이 3-4만원 수준임을 고

려했을 때, 기존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뮤지컬은 7500명에서 일만명 사이의, K-POP 공연은 2만 5000명에서 3만여

명 사이의 관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장판매되는 추가 구성 상품으로의 수익이 평균적으로 전체 수익의 

30-40%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본 수익을 충당하기 위해 동원돼야 하는 관객의 수는 증가한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공연 진입은 각 분야의 대중성과 팬덤규모에 따라 수익이 좌우된다. 성공적으로 인기를 끌어모은 

온라인 뮤지컬 “귀환”이나 “모차르트!”의 흥행에는 각각 EXO 도경수, JYJ 김준수 등 아이돌 스타 섭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기존에 유명세를 떨치던 K-POP 가수의 공연을 제외한다면, 뮤지컬, 오페라 등의 타 공연예술분

야에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마케팅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전문배우고용이 줄어 기존 공연

의 수준을 잃을뿐더러 전략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중소규모의 극단들과의 격차만 벌리게 된다. 

더욱이 중규모, 소규모 뮤지컬의 현장 공연 비용은 각각 5-8만원, 1-3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저비용을 고려

했을 때 온라인 공연 티켓의 가격을 이보다 인하하기 어렵다는 점, 대극장 온라인 공연의 가격이 이와 비슷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연 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 공연은 현장 공연과 다르게 대관비와 현장 인건비 지

출이 감소하는 대신 음향장치와 온라인 생중계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데, 중계 송출 장비에만 8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이다. 이같은 음향장치와 온라인 생중계 비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고 있다. BTS의 “방방

콘 더 라이브”는 온라인 생중계 비용에 추가적인 금액까지 투자해 6개의 생중계 카메라로 멀티뷰 화면을 구성하여 호응

을 얻었으나, 소규모 극단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전문 촬영팀 섭외 및 영상화 제작비용만으로 벅찬 상황

이다.

이러한 중소 엔터테인먼트와 소규모 극단뿐만 아니라 뮤지컬, 오페라, 오케스트라, 국악 등 나름의 매니아층을 확보

하고 있는 순수예술 공연 분야에서도 온라인 공연은 쉽지 않다. 일명 “현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희대학교 조은

아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예술교과를 수강하는 133명의 학생 중 온라인 공연에 집중한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0분(23.8%),”이 가장 많았다. 음악 애호가에게 동일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20분(16%)”이 가장 높은 답변률을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현장감이 적은 온라인 공연에 대한 관객의 집중력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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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온라인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양측 다 대체로 높은 편이였다. 그러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접근성이 매우 높았

다,” 거나 “저렴한 대신 생동감이 덜했다,”는 평가가 있는 등 접근성 이외의 현장감 측면에서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표현

했다. 이어서, 온라인 공연의 가격을 묻는 질문에 학생은 “양질이라면 가격에 구애받지 않을 것(25.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음악 애호가 집단을 대상으로는 “유료라면 보지 않겠다(27.4%)”가 “가격은 상관없다”고 말한 사람들

보다 많았다. 이러한 답변은 공연장에서 무대인과 관객의 상호작용, 악기 고유의 소리, 웅장함, 생동감 등 상대적으로 

이 요소가 주요 가치로 손꼽히는 순수예술공연 분야의 주 본질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날로그에서 최적화된 효과를 내는 

이 분야의 음악이 온라인 상에서는 보수적인 음악 애호가계층의 이목을 끌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로서 성행할 온라인 공연은, 적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오프

라인 공연의 대체재로서 작용하기보다는 공연의 홍보와 대중성을 목적으로 하여 화자되어 공연예술 분야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3) 저작권 침해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공연예술 문화는 저작권 분야에서도 불공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온라인 공연예술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무단 복제 및 공유가 가능하다는 단점 역시 지닌 데 따른 결

과다. 더불어 아직 온라인 공연예술 분야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과 관행이 정비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로 2020년 5월 있었던 ‘국립극장’ 유튜브 채널과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간의 저작권 

대립을 들 수 있다. 국립극장 측에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홍보 영상 중 일부가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가 저작권을 소유

하고 있는 전통 북춤‘오고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며칠 동안 국립극장이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는 일

이 있었다. 사태는 국립극장 측에서 "해당 영상의 분량이 짧고 저작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하며 일단락됐지만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예술에 따른 혼란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위 사례는 온라인 공연으로 인해 새롭게 떠오르는 공연 영상 저작권 이슈를 나타내는 사례이며 시험 단계에서는 무료

로 공개하는 사례가 많아 큰 잡음이 없었지만, 코로나의 여파가 길어져 유료화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 

온라인 공연예술분야의 저작권 관련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비대면 온라인 공연의 저작권 등에서 비롯되는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공연 주체들이 진행해온 비대면 온라

인 공연에 대해 방송사용료를 지급받아야 할지 아니면 전송사용료를 지급받아야 할지 혹은 기타의 사용료를 지급받아

야 할지 판단되지 않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상의 이용이라고 하면 먼저 ‘전송(傳送)’을 떠올리게 된다. 전송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

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을 말한다. (김경숙, 

2020; 07). 비대면 온라인 공연의 경우, 현장 공연처럼 공연에 대한 티켓을 구매한 뒤 정해진 공연 시간에 제공하는 플

랫폼에 접속해야 공연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라는 전송 개념 중 선택한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다시 보기가 아닌 공연 관람자가 직접 선택한 시간

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TV와 같은 방송 

또는 디지털 음성송신을 생각할 수 있지만, 방송국 등으로 대표되는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고, 영상물이라

는 점에서 이 두가지 경우도 적용이 어렵다. 그렇다면 새롭게 나타나는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 저작재산권 중 어떤 이용

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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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연 영상의 ̀불법 복제` 역시 골칫거리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공연에서도 일부 관객들의 무단촬영 및 배포가 

논쟁거리가 되곤 했는데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공연은 무단촬영 및 배포의 과정을 훨씬 간단하고 

쉽게 만든다. 기껏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어도 불법 복제를 통제할 수 없다면 창작자들의 저작권은 보호받지 못하며 복잡

한 과정, 막대한 비용들이 단번에 무시당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기에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 개선 방향

(1)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화 소외

- 지역 기반 문화 서클(Culture Circle) 형성

우리나라 정부는 본격적인 뉴노멀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디지털 문화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소외계층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문화돌봄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화돌봄사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에 관해서는 발표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돌봄사의 바람직한 운영 모델로 영국에서 

2007년 시작된‘서클(Circle)’이라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서클은‘노인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정의하고 만들

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공공과 개인, 자원봉사자와 공동체의 자원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바탕으

로 형성된 지역 중심의 복지 공동체이다.서클은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이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하고 이 관계망 속에

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 체계는 크게 ‘협력체계 구축’, ‘사용자 주도성’, ‘끝없는 반복’, ‘결과에의 집중’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먼저,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어 1:1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개개

인에 주력하여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루에 1~2시간 메신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로 관계망을 구축하여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디지털 기기 사용 및 문화 예술공연 향유에 있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관계망을 구성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받

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돌봄은 서비스 시간 및 비용을 감축시키기에 효율적인 서클 운영이 가능

하다. 또한, 70대 이상의 노인들을 돕기 위해 50대에서 60대의 ‘젊은 노인(younger old)’을 끌어들인다면 효과적인 의

사소통과 유대감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젊은 노인과 같은 회원들에게 지역 내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를 통해 도움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자발적으로 지역 공동체에서 서클을 운영하여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면 여러 이점과 노년층에게 발생하는 문화 격차

는 물론 사회 참여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공연예술 분야의 양극화

- 공공 스마트공연장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본격적인 온라인 공연의 시대에 우리는 중·소규모 공연 단체의 디지털기술 활용과 안전한 창작이 보장되는 공공 스마

트공연장 및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에 한 편의 공연을 위해서는 공연장 대관비용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한 편의 온라인 공연을 위해서는 촬영 장비 및 송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자본이 부족한 중·소규모 단체의 경우 한 편의 

공연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에 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나서 공공의 재원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한 공공 

공연장을 설립하고 이를 중·소규모 단체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 혹은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공연예술 창작을 지

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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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따른 수수료 역시 중·소규모 공연 단체의 발목을 잡는다. 현재 공연 송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 등의 과정에 플랫폼에 물어야 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많다. 한 공연 관계자는 온라

인 공연 플랫폼의 수수료가 “많게는 55%까지 나오기도 한다”라며 “수수료에는 온라인 공연 플랫폼 운영이 25~30%, 

홍보 비용이 20~25%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본이 대규모 공연 단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중·소규모 공연 

단체들에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혹은 지자체가 공연영상 저작물 및 관련 콘텐츠를 유통, 아

카이빙 할 수 있으며 플랫폼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최소화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정부가 온라인 공연의 ‘뉴노멀화’에 따른 공연예술 분야의 양극화 문제를 인지하고 중·소규모 공연 단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온라인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중·소규모 공연 단체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온라인 공연을 향유하는 소비자에게도 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온라인 공연예술 문화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작권 침해

- 표준계약서 개정

온라인 공연의 영상화 및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제작 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저작권 등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의 제정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공연과 저작권` Q&A에 따르면 온라인 공연 진행 시 배우와 창작진 등 모두에게서 공연 촬

영 후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허락까지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연 저작권과 별개로 영상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추가로 맺을 때는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 지금까지는 저작권 사용료라는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촬영 

및 영상물 배포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온라인 공연 초기에는 공익 목적 및 시험 목적의 무료 스

트리밍 서비스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출연진 등의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

고 온라인 공연을 하나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가 점차 유료화되면서 영상 저작권 소유, 수익 배분 

등의 복잡한 문제 해결이 필요해 공연 제작비용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시작한 예술의전당 공연 영상화 사업 

`SAC on Screen` 담당자 신태연 PD는 "편당 제작비 수억 원 중 저작권 및 초상권료가 영상화 제작 예산의 50%를 차지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원, 2020).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 공연의 저작권에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조항들이 미숙함이

나 제작 과정의 복잡함, 비용의 문제 때문에 무시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 

이후 공연예술계에서 뉴노멀 방식으로 자리 잡을 비대면 온라인 공연 시대에 지속적으로 제기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조항들이 새롭게 들어가고, 법적인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선에서 제정하고 공연 단체들에게 배포하여, 공연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명확히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뉴노멀 (New Normal)’로써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온라인 공연예술’분야

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공연의 정책적,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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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언택트 및 비대면 공연으로 디지털 기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일명 ‘디지털 

문화 격차 (Digital Culture Divide)’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및 지원책은 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디지털 문화 격차의 해소를 위해 계획 중인 ‘문화돌봄사’의 구체적

인 운영 모델로 영국의 사회 혁신 프로젝트 ‘서클 (Circle)’을 제시하여 우리나라만의 지역 기반 문화 서클을 형성할 것

을 제안하였다. 영국의 서클과 유사하게 디지털 소외계층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 상호 보완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면 디지털 문화 격차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온라인 공연의 특성상 촬영 및 송출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이러한 비용을 쉽사리 부담할 수 없는 중·소규모 

공연 단체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부담이 가능한 대규모 공연 단체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 스마트공연장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규모 공연 단체가 보다 

자유롭게 온라인 공연을 창작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현재 온라인 공연예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완

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공연물’의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계약상의 혼란, 무단촬

영 및 배포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공연 창작자, 송출자, 관객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 

명확한 저작권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상의 혼란’이라는 대목에 초점을 맞추어 이의 개선책으

로 ‘표준계약서 개정’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통해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계약의 명확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온라인 공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저작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온라인 공연예술 분야의 불공정성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분명 온라인 공연 그 자체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 세계 공연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문명과 과학기술의 선물과도 같다. 다만 앞서 지적했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누군가

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온라인 공연이 지닌 긍정적인 의미가 상당수 퇴색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뉴노멀 시

대의 바람직한 공연예술 문화 정립을 위해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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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 소비트렌드 변화를 한국의 사회경제 생태계 변화에 적용하고 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KOTRA 보고서에 언급된 H.O.M.E.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비즈니스 생태계에 적용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뉴노멀 시대의 소비트렌드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헬스케어는 원격의료서비스, 체외진단키

트에서 부각되었다. 원격의료 서비스의 정밀도와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늘리고 각 기업의 독자성 및 고유성을 확보하며 국가 

간 경제블록의 형성을 추진이 기업의 역할과 과제이다. 온라인은 온라인 수업과 온택트 미디어 가치 확산의 양상으로 적용되었

다. 발생된 정보격차 해결을 위해 무료교육프로그램 배포와 같은 인도적 기업 이미지 구축장려가 필요할 것이다. 무인화는 다

수기업이 채택했고 시장도 매년10% 넘는 매년 성장을 보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과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야기했

고 언어변환시도와 장비구조 변화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홈코노미에서 재택근무는 배재 사회구성원의 참여 장려, 거리 감안 

인재 채용 가능 사옥 비용 감소를 실현시켰고 레이어드 홈은 집의 의미를 확대했다. 이는 미흡한 원격업무시스템으로 업무차

질,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 유기적 의사소통 감소, 재택근무로 에너지 사용 증가문제를 생산했고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사용 

장려, 새로운 플랫폼 방식 도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기업의 소비트렌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키워드 : 소비트렌드 변화, Healthcare, Online, Manless, Economy at home, 기업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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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현황

코로나19는 전세계의 비즈니스 및 소비트렌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변화와 동시에 발 빠르게 대응한 기업들

에게 시장을 선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0년 4월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포스트 코

로나19 중국 유망 상품, 유망 서비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이후 중국의 소비현황 및 패턴 전환에 따른 유망분야를 키워

드 ‘H.O.M.E.’으로 설정했다. 키워드 H.O.M.E은 헬스케어(Healthcare), 온라인(Online), 무인화(Manless), 홈코노

미(Economy at Home)를 뜻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도 H.O.M.E.은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산업분야

의 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례는 <표1>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중국과 한국의 H.O.M.E. 산업 근황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 소비트렌드의 변화를 한국의 사회경제 생태계 변화에 적용하고 앞으로 기업이 지향해야 할 역

할과 과제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패턴의 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 구

매 채널, 소비품목 등 소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함을 인지했고, 그 중 H.O.M.E. 산업이 한국의 비즈니스 생

태계에 적용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뉴노멀 시대의 소비트렌드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에 대한 보고서와 동일한 

H.O.M.E.이라는 키워드의 적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또한 각 부문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2021 경제정책 방향 

발표’로 확인한 것에서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기업의 소비트렌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2021 경제정책 방안 발표로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

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본 연구의 유망산업 기반 방향성 제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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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H.O.M..E. 산업

(1) Healthcare 

코로나 이후 건강과 관련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관할 아래 약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를 넘어 

개인 차원의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기업적 측면의 경우, 중국의 신생 기업들이 이

러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그 파급력이 대단하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의료분야의 중국 

기업에는 대표적으로 핑안하오이성(平安好医生), 3D Med 등이 있다. 핑안하오이성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에 대응하

기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병원균으로부터의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다 세부적

으로 이는 중국의 병원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3D Med는 3월부터 코로나 바이

러스 관련된 제품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Todos Medical과 사업 합작 협의를 체결하기도 했다. 앞으로 다

양한 형태의 체외진단장비가 개발될 전망이다. 이처럼,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중국의 신생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만

큼, 앞으로 의료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3월부터 원격의료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수요가 현저히 적다.

① 원격의료 서비스                                                         

원격의료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단, 치료, 평가,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등의 모든 의료 행위를 원격 정보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3월부터 임시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을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병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원격의료를 상용화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 핑안하오성은 이미 약 3억 명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원격의료 시스템의 장점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있다. 병원의 특성상, 다양한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공간인 만큼, 병원만큼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

운 곳이 없다. 따라서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신속한 

진단이다. 원격으로 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대기할 시간이 적고,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진단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료보다 빠르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코로나 사회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형

태의 진료인 점,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이다.

② 체외진단키트

대한민국의 코로나 체외진단키트는 수출규모만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체외진단키트란 혈액 분뇨 체액 침 등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해 몸 밖에서 신속하게 병을 진단하는 기술로써 임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외진단키트에는 유전자검사, 항체검사, 항원검사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 분류별 생산량은 유전자 검사키트 189개와 실험실 검사 인증 34개, 항원 진단키트 7개, 항

체 진단키트 57개 등 전체 287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검사키트는 유전자검사키트뿐이지만, 최근 

항원, 항체검사키트도 함께 수출이 승인되어 수출 총액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③ 문제점

원격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설명으로만 진단을 해야 한다는 점, 의사가 정확히 환자의 상태를 분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2020 IIHS 사회연구프로젝트 인천국제고등학교 13기

236 PROJECT BASED LEARNING

진단의 정밀도가 저하될 수 있다. 환자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유전

자검사는 정확도는 높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항체·항원 검사는 정확도는 낮지만 결과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유전자검사만 허용하고 있지만, 신속한 대량 검사

에는 항체, 항원 검사까지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2) Online

① 온라인 수업의 확대

전통적인 교육의 형식상의 기틀은 대면 교육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기존의 일반적 대면 교육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제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유행과 더불어 관심 받는 이슈가 되었다. 이런 관심의 정도는 간단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 

클래스(online class)’와 ‘온라인 수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글 검색의 빈도는, 코로나19의 유행이 본격화된 3월 이

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

<그림 1> 구글 트렌드를 이용한 ‘온라인 클래스’와 ‘온라인 수업’ 키워드 검색 빈도 추이

온라인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유연성이다. 온라인 강의는 매우 유연한 

시간적, 공간적, 익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하는 지식을 원하는 만큼,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강의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훨씬 빠른 지

식 습득을 원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자신의 속도로 학습이 가능하며 복습도 쉽다는 장점도 가진다. 두 번째는 

기술적 의존성이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은 IT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최근의 기술적 진보, 인터넷 속

도, 화면의 크기 및 화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진보 및 다양화, 교육 내용의 축적 및 공유가 온라인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개인의 기술적 숙련도가 중요한 요소로 적용하게 한다. 전통적인 대면 수업에 비해 개인이 인터넷 기술 및 

지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컴퓨터 활용 전반, 온라인 접속 단말기의 성능 관리, 사이버 보안 문제 등에 관한 통

상적 기술 및 지식을 확보한 학생이 유리해진다. 세 번째는 개인적 책임과 의지이다. 온라인 수업은 개인에게 있어서 외

부로부터의 직접적, 간접적, 심리적 제약이 약하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속도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의 이면에

는 자제력 없이는 온라인 교육의 연속성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단점이 공존한다.

② 온택트 미디어 가치의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산된 ‘언택트(비대면, 비접촉)’는‘온택트’로 확장하고 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바이러스 트

렌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2020) 에서 ‘온택트’는 ‘언택트’에 ‘On’을 더한 개념으로 대면을 최소화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연결로 소통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집콕(lock-down)이 늘면서 TV 등 동영상 시청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디어 시장의 변화>(2020)에 따르면, 한국인의 70.2%가 코로

나19로 인한 TV 시청이 증가하였다. 넷플릭스는 2020년 1분기 동안에 1,577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증가해 3월 말 현

재 전 세계 가입자가 1억 8,286만 명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디즈니+도 1분기에 2,860만 명이 늘어 가입자가 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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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2~5월)에 넷플릭스에는 210만 명, 티빙은 56만 명, 왓챠는 

29만 명이 신규 가입했다.(유건식, 2020) 모바일, 플랫폼을 베이스로 한 산업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가장 큰 권한을 쥔 관리자 중심의 Top-Down식 지상파TV보다 Bottom-Up식으로 나에게 맞춘 콘텐츠를 24

시간 제공해 주는 OTT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휴관 중에 온라인 전시를 오픈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예사의 설명과 

함께 전시회 전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를 공개했다. 지난 4월 1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하는 자

선콘서트는 '원 월드: 투게더 앳 홈(One World: Together At Home)'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해

당 콘서트에는 세계적인 팝가수 60여 개 팀이 참여해 전 세계 의료인을 응원했다. 이와 같이 문화 영역에서 온택트 방식

의 다양한 볼거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쳐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온택트 미디어 가치의 새로운 진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문제점

코로나19 사태 속에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하자 정보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

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은 일반 국민을 100%로 가정할 경우, 20대와 30대가 120% 이상인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평균 64.3%로 절반 수준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은 물론이고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리서치 조사(송한나,2020)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는 응답이 83%, 세대 간 정보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51%인 반면, 그렇지 않

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4%, 15%에 불과하다. 디지털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면 접촉을 통해 필

수품을 구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감염에 더욱 취약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온택

트’가 일상화되는 만큼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Manless

① 무인화 방식의 확대

물건을 사기 위해 계산대로 가서,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터치스크린을 누른다. 누군가와 의사소통할 필요

도 없이 간편하게 계산이 끝난다.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Kiosk)덕이다. 최근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 판매 방식을 도입한 

매장들이 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 은행, 병원, 공항, 숙박업소 등 많은 곳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다. 키오스크뿐

만 아니다. 드론 택배, 드론 택시 등 무인 운송수단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전자제품, 조리

를 자동화한 식당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2020년 이후 확산된 언택트 방식에 힘입어, 무인화 방식은 빠르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있다.

② 무인 경제의 활성화

무인 경제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제조, 제품, 서비스를 통한 경제 활동을 말한다. 앞서 말한 무인 점포, 자율주

행, IoT(사물인터넷),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이 무인 경제 시장에 포함된다. 세계 스마트공장은 2016~2022년 사이 연

평균 10.4%의 성장률로, 2022년 시장 규모는 74억 8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김기범,이정우, 2020)에서부터, 

글로벌 로봇 시장이 2010~2015년 연평균 18%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2017)까지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각종 산업 지표에서 무인경제의 성장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인화 방식이 대세가 된 이유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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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일까? 첫 번째, 기업과 소비자의 목적이다. IT, 제조 산업이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 기존의 방식보다 시간이 절감되

고 신세대 감성과 맞는 무인화 방식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두 번째로, 인건비의 상승이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건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e-나라지

표, 2020) 반면,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생산성이 같은 비율로 오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인으로 대체하여 무인화

가 활성화되었다.

<그림2> 키오스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③ 문제점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다. 키오스크는 일반적인 성인의 신장으로 고려하여 설치한 것이다. 아

이들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터치스크린에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무인판매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역시 이용을 힘들어하는 사례가 많다. 두 번째로, 인간성의 상실이 있

다. 기계를 통한 구매보다 사람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에 더 신뢰감을 가지는 경우, 일부 계층이 무인화에 의해 심리적 

소외를 느낄 수 있다.

(4) Economy at Home

① 재택근무의 일상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고자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

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보고서>(한국은행, 2020)에 따르면, 국내 유연근무자 중 재택근무 참여율은 17.4%로 작년

(4.3%)에 비해 13.1%p 증가했고 비유연근무자 중 향후 재택근무 의사를 밝힌 비율도 12.5%로 작년(7.8%)에 비해 

4.7%p 증가했다. 이처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재택근무에 필요한 가구들의 소비 또한 확대되었다. 전문가들은 코

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기업에서의 원격회의와 재택근무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택근무가 기업과 개인

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줄어 사옥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인재 확보에 유리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개인은 통근시간을 아낄 수 있고 육아 및 가사를 주어진 업무와 함께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과거에는 배제되었던 사회구성원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거기능의 확대

오늘날의 집은 단순한 주거기능 이상의 의미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뉴노멀 시대에서 집은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김난도 외 9인의 <트렌드 코리아 2021>(2020)에서는 2021년의 소비 트렌드로 ‘레이어드 홈’을 제시한다. 레이어

드 홈이란, 집의 기본 기능 위에 새로운 기능들이 더해져 기본·응용·확장레이어 등 다층적으로 형성된 집을 의미한다. 

기본레이어에서는 집의 기본기능이 심화되어 자신의 개성에 맞추어 집을 꾸미고, 응용레이어에서는 집에서 콘서트와 

쇼핑을 즐기거나 운동을 하는 등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며, 확장레이어에서는 집의 개념을 더 확장해 동네까지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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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다. 이처럼 집의 기능이 다각화됨에 따라 소비문화와 기업의 판매 전략에도 변화가 있다. 집에 개인의 취향과 라

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꾸미기 위해 ‘나만의 홈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홈카페, 홈시

네마 등 다양한 기능의 집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홈테인먼트 가구’의 소비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침대에 책상과 소파의 

기능이 추가한 일룸의 다나 모션베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매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에 비해 약 70% 

성장세를 보였다. LG전자는 미적 조화를 유지하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LG오브제콜

렉션을 출시했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배달음식이나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

했으며, 직접 마트에 가지 않고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③ 문제점

먼저, 아직 미흡한 원격업무시스템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시스템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부실하다. 

삼성전자는 사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으로 건물을 폐쇄함으로써 신규 재택근무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서버가 기존

보다 많은 수의 직원이 접속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격업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장시간동안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롯데e커머스에서도 롯데그룹의 통합온라인 서비스인 ‘롯데온’의 잦은 시스템 오류에 즉각 대응하기에 재택근무는 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재택근무를 잠정 중단했다. 또한, 택배나 배달음식, 일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쓰레기 대

란이 발생했다. 택배와 배달음식에서 사용되는 포장지가 재활용이 불가한 경우도 많고, 박스가 여러 개로 나눠져 오는 

경우도 많아 처리가 어렵다. 송파구 내의 재활용 쓰레기가 모이는 서울시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양은 70톤인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86톤까지 양이 늘어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해졌을 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활용 업체들의 적자도 증가하고, 쓰레기 매립지의 부족현상도 나타난다. 이 외

에도 재택근무로 인해 직원들 간의 유기적 의사소통이 줄고 서로를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었다는 점, 

오히려 재택근무가 근로시간을 하루 평균 48.5분 증가시켰다는 점(Evan DeFilippis et al., 2020). 고독감과 외로움, 

가정 내의 IT기기나 냉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증가한 점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2. 기업의 역할과 과제

헬스케어(Healthcare)의 원격진료 서비스에서는 환자의 진단으로 떨어지는 정밀도에 대한 대안을, 진단키트에서는 

항체, 항원 검사의 정확도를 늘리는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해외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각 기업들

은 헬스케어 산업의 상품 적절성과 독자성 및 고유성, 신속성을 강조하여 시장에서 살아남아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탈세계화, 자국 생산의 추세에 따라 기업은 국가 간 경제블록 형성의 직접적 대상자로서 각 국 간

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의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 상호협력을 이루면서도 자국의 이익 최대화 가능 수출ㆍ수입품목

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에 대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자국 경쟁력을 높

이는 것도 기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Online)으로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온라인 시장을 선도하는 주체의 역할을 수

행해야 할 것이며, 쇼핑,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소비자와 교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부문과 기업의 특성에 맞춘 ‘애자일

(Agile)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실패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애자일 경영은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

이 대두되는 온라인 분야의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의 확대

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인 ‘정보 격차’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제는 이용성과에 따

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디지털 이용성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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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예시로는 기업이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다양한 서비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도적 기업의 이미지 구축 장려 방안도 온라인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뉴노멀 시대는 무인화(Manless)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은 

무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에 대한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과제로는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무

인화 시스템 도입의 정도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공장을 사람이 운영해 코로나19상황에서 공장가동이 중지되었다면 

무인화시스템의 도입은 전염병과 같은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무인화

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키오스크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정보 소외 계층의 

이용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 ‘세트 메뉴’를 ‘묶음 상품’으로 바꾸는 언어 변환의 시도와 키오스크의 

높이 고려 등 장비 구조 변화 고려를  통해 이용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호출을 통해 언제든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구축과 직원 배치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ATM 기기의 이용을 돕

는 음성제공프로그램을 키오스크에 접목시켜 정보 소외 계층의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홈코노미(Economy at home)에서 국내 기업은 생필품과 의료기기 부문 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층이 원하는 것을 파

악해 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헬스장 러닝머신 대신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러닝머신’과 같은 제품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산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홈코노미

라는 분야가 주거 기능의 확대, 다시 말해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이 주거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교육, 건강관리와 같

은 부분도 충분히 접목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단순히 하나의 분야에만 치우쳐 연구하는 것보다는 H.O.M.E.의 전반적

인 분야들을 세세히 살피어 홈코노미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생길 수 있는 원격업무 시

스템 업무 차질 문제나, 유기적 의사소통의 감소 같은 문제는 위의 분야와 더불어서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과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만큼 편리한 처리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재활용 소재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쓰레기 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집에서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기업들은 H.O.M..E.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사람들이 뉴노멀 시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

고 산업을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제

품 및 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 역시 키워낼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1. 정리

KOTRA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 역시 H.O.M.E라는 키워드를 적용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따른  중국의 소비트렌드로 제시된 ‘H.O.M..E.’이라는 키워드가 

한국 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가장 큰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의 역할과 해결해야할 과제를 

탐구하였다. 변화하는 소비의 흐름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산업 분야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산업혁명

의 발판이 되어 기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 편리하도록 만들 것이다. 중국의 ‘대건강’에서 볼 수 있듯 타 분야의 대

기업의 의료 산업에 진출하거나, 아예 의료 분야 자체가 원격 진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경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키오스크의 확대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고객들의 편리성을 증진시켰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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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은 등장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적 

소외심리와 무인화, 온라인 등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과 같은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역시 숙제

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H.O.M.E.과 관련한 산업 발전의 필요성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한 기업

과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매우 치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나 상품, 기

업 등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 탐구가 이론적 차원에서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후행 연구에서는 보다 더 실전적인 연구

를 주 방향을 제안한다. 

2. 결론

기업은 H.O.M.E.과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을 성장시켜 자기업의 이익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

어야 할 것이며, H.O.M.E.과 관련되어 사회적 소외, 코로나 블루 등과 같은 문제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단순히 자기

업의 이익만 쫓는 기업이 아닌, 뉴노멀 시대의 ‘윤리적 기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과제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

에서 볼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 마케팅을 통한 이익 증진의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 윤리’라는 과제에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는 뉴노멀 시대에서 H.O.M..E..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새로

운 상품을 내놓고, 새로운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HOME과 관련된 

코로나 블루,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소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도와주는 것도 뉴노멀 시대 H.O.M..E.의 방

향에 있어 더 좋은 발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이나 정보 소외 

계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무상으로 지원해주었다. 끝으로, 개인은 변해가는 코로나 시대 이후의 트렌드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코로나19를 비롯한 ‘H.O.M..E.’ 키워드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기업이 과연 ‘이익’

만 추구한 것인지, ‘뉴 노멀 시대의 후발 주자’들,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이나, 정보 소외 계층까지도 

배려하는 기업인지를 따져 현명하게 소비해야 한다.

참고 문헌

∙ 21세기 북스(제공). 2020.10.28.  “경제학자가 보는 2021년 한국 경제는?”. 《채널예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3.05.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김기범, 이정우. 2020. 「스마트공장에 관한 체계적 문헌 분석 : 국내 학술 경향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1호.

∙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향은, 이준영, 이수진, 서유현, 권정윤, 한다혜. 2020. 『트렌드 코리아 2021』, 미래의창.

∙ 김병수. 2020.05.26. “[코로나 이후 투자 전략] Part Ⅰ | 미국 등 주요국 더딘 회복세 가능성 높아, 위기의 한국… 

탈세계화에 수출 충격 지속”. 《매경LUXMEN》.

∙ 김용균. 2017. 『무인화 추세를 앞당기는 키오스크』. 주간기술동향.

∙ 김종호. 2020.12.15. "재택근무 확대에 기업들 ‘우왕좌왕’..업무 차질·사내 갈등↑".《이데일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020.05.06. “포스트 코로나, 중국 트렌드는 H.O.M.E”. 《KOTRA 보도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020.05.21. “[중국지역] 중국의 소비가 바뀐다, 중국의 Next Normal을 잡아라”.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IIHS 사회연구프로젝트 인천국제고등학교 13기

242 PROJECT BASED LEARNING

∙박은주. 2020.04.23. "[뉴스 따라잡기]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활용쓰레기들…쓰레기 대란?".《KBS NEWS》.

∙ 변화성, 이재환, 조성선, 이효은, 정해식, 김용균, 유영신, 채송화, 이승민, 박혜영, 최재원, 전영미(위촉). 2017. 

「키오스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1790호

∙송한나. 2020. 『포스트코로나-코로나19와 비대면, 디지털사회 전환』,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 연합뉴스(제공). 2020.05.24. “포스트 코로나 시대…디지털·비대면·홈코노미 서비스 뜬다”. 《전북도민일보》.

∙ 유건식. 202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디어 시장의 변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미디어 이슈 & 트렌드 2020년 4월 

31호.

∙ 유튜브. 2020.12.17. [뉴스특보 다시보기] -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비디오파일]. 검색경로 

https://www.youtube.com/watch?v=y0GcgvctS9k

∙ 유튜브. 2020.08.25. 코로나 이후 더 커진 '홈코노미'[비디오파일]. 

검색경로https://www.youtube.com/watch?v=dK_rr0xGcFw

∙ 이경옥. 2020.07.17. "뉴노멀 시대, 가구 업계에도 ‘홈코노미’ 열풍". 《국토일보》.

∙ 이노션와일드 데이터 커맨드 센터(DCC). 2020.「바이러스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이노션와일드.

∙ 이재원. 2017. 8. 18.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 이종찬. 2020.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만든 뉴노멀』. 북랩.

∙ 임솔. 20-11-03. “잘 나가는 국산 체외진단기기...코로나19 진단키트 19개 FDA 긴급사용승인, 수출액만 1조4000억원”.  

《MEDI;GATE NEWS》.

∙ 장재웅, 상효이재. 2019. 『네이키드 애자일(Naked Agile)』, 미래의창.

∙ 정도숙, 정도숙, 김성애, 이대용, 김학빈, 박지수, 장다연, 김태민, 김호대, 이형직, 승종한, 최성진, 김영석, 이시흔, 한여령, 

이민호. 2020. 『포스트코로나19중국유망상품유망서비스』. KOTRA.

∙ 조지원. 2020.12.13. "재택근무로 오히려 근무시간 48분 늘어". 《서울경제》.

∙ 한국무역협회. 2020.5.8. “‘5F’와 ‘HOME’… 중국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 잡아라”. 《무역뉴스》.

∙ 한국은행. 2020.「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쟁점과 평가」. 조사국 보고서. 

∙ 홍은기. 2020.12.14. "LG 오브제컬렉션, 2021년 핵심 트렌드 ‘레이어드 홈(Layered Home)’ 인테리어에 최적화". 

《미디어리퍼블릭》.

∙ BBC News 코리아. 2020.4.19.“코로나19: 의료진에 감사의 뜻으로 세계적 뮤지션들 각자 집에서 합동 공연”. 《BBC 

NEWS》.

∙ Google(구글트렌드, 온라인 수업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2020.12.14.

∙ Google(구글트렌드, ebs 온라인 클래스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2020.12.14. 

∙ KOSIS(통계청, 최저임금 일반현황), 2020.03.20.

∙ Evan D., Stephen M. I., Madison S., Jeffrey T. P. & Raffaella S. 2020. Collaborating During Coronavirus: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Nature of Work. NBER Working Paper No. 27612..

∙ Will covid kill globalisation? 2020.09.30. The Economis[비디오파일]. 검색경로 

https://www.youtube.com/watch?v=KJhlo6DtJIk



＃2학년 6반

택배·배달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243

택배·배달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20601 강민서 20603 김민교 20608 박혜상 20610 이비아 20613 정지원 20621 이태양

 

차 례

Ⅰ. 서론

  1. 연구동기

  2. 뉴노멀 시대의 전망

Ⅱ. 본론

  1. 문제현황

  2. 해결방안

Ⅲ. 결론

  1. 결론

  2. 한계점 및 보완할 점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배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택배기사의 과로사,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등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

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택배·배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문헌 연구의 방식

으로 고찰하였다. 현재 택배 산업은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고 노동자로 등록되어 일반적인 노동자로 분류되

지 못하는 구조이고, 배달 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인해 저임금 

프리랜서가 양산되고 있는 추세이다.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일정 수입 보장 정책과 안전 보장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건강검진 의무 불이행 등의 범법행위 시, 해당 회사

에 과태료 부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배달료와 택배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며, 최근 들어서야 

합법 노조로 인정된 배달기사 노조 라이더유니온과 같이 택배 노동자의 노조권 역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산재 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재보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보험료를 일정부분 원청

회사가 책임지도록 ‘기업 보험료 책임제도’를 만들어서 적용해야 한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는 근무시

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초과근무를 금지하는 등의 정책, 분류 업무 축소를 위한 터미널 자동화 투자 확대를 도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시행될 경우 택배·배달기사의 노동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택배, 배달, 플랫폼 노동자. 코로나19, 복지, 고용, 과로사

Ⅰ. 서론

1. 연구동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기사가 과로사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감

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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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하며 일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구조적 타살’”이라며 ‘“사회적 감시를 통해 택배사들과 정부의 무능, 나

태 등의 악순환을 함께 끊어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배달 서비스 분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륜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6월말 기준, 전국 이

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3.7% 증가했고, 교통사고 건수도 2.7% 증가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

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배송, 배달 서비스 분야에서의 현황과 사고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및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뉴노멀 시대의 전망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방식, 일터 환경 등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꾸어놓았을 뿐 아니라, 산업지형마저 크게 뒤흔

들어 놓고 있다. 코로나19는 상당히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와 결합되어 소위 ‘언택트(비접촉)’적인 양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특히 택배서비스와 배달대행업 등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물론, 이 현상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만

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온라인소비 증가에 따른 배달업의 성장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2015년 이래 

매년 8~10% 사이로 성장해 왔다. 바로 온라인쇼핑의 증가, 싸고 빠른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벽배송을 비롯한 다양

한 배달플랫폼의 출현, 그리고 1인 가구의 급증(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의 30% 초과) 역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이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과 

다중이용시설의 자제, 오프라인 소비의 감소 등에 따라 온라인소비가 2020년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

였다. 특히 온라인소비를 통한 음식서비스는 83.7%, 음식료품은 43.6%, 농축수산물은 69.6%, 그리고 생활용품은 

36.0%의 증가세를 보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택배서비스와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대행서비스는 비접촉 경제활동

의 증가, 온라인소비의 증가, 플랫폼의 다양화 및 발달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그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3. 연구목적

2020년 10월, 한 달에만 6명에 달하는 택배 기사가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다. 이미 올해로 벌써 14명 째다. 코로나 

19로 인해 급증한 택배 물량의 작업량을 버티지 못하고 심한 과로사 그만 세상을 등진것이다. 사실, 이는 코로나 19때

문만이 아니다. 이미 수 년전부터 택배업에서 물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우려됐었다. 하지만, 수많은 택배 회사들

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놓지 않은 채 이를 방관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만들어냈다. 또한, 

택배 기사들은 현행 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련의 법적 과정을 

거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택배기사들의 계속된 죽음’이라

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택배 시장의 축소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했던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택배 기사들이 현장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어려움

이 생겼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최종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4. 연구방법 

필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택배 기사들이 겪었던 경험들과 지난 몇 년간 택배 시장에

서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이나 국토 교통부 등의 전문 기관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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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가 다루는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진행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 택배 기사들의 경험 사례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택배 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현황이나 폭주하는 물량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시스템의 현황 등 4가지 영역으로 

현 상황을 분류했고, 각각 전문 기사나 논문, 여러 전문 기관의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낱낱이 파헤쳤다. 마지막으로 

각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이 부분에 있어선 가장 크게 작용했던 두 가지 문제인 

건강 문제와 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가 동시에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을 다뤘다.

Ⅱ. 본론

1. 주요 개념

(1)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대행, 대리 운전, 가사 노동, 심부름 등의 일거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우버, 요기요, 

카카오드라이버 같은 앱 같은 디지털 플랫폼(스마트폰 앱)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했으며,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기반의 O2O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시대에 접어들면서 플랫폼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중 대표적인 택배기사와 배달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문제 현황

(1) 안전과 복지

① 택배기사 산재 보험 가입 현황

산재 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재해보상책임의 보장

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근로자에게 보상한다. 하지만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

에 사례와 같이 제외 대상이 존재한다. 현행 법으로는 특고 노동자 14개 직종 종사자는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받고 있지

만,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악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주가 '산재보

험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강요해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그 결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등록된 특고 종사자 약 50만 명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률은 약 17%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문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실태 조사, 긴급 점검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아직 못

미덥다는 눈치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직종과 달리, 아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도 않는 특고 노동자들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까지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한 사람이 얼마나 노동자에 가까운 지를 판단하는 전속성 때문에,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

능한 케이스도 존재한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부담을 안게 된다”며 “본사에서 비용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

다. 자영업자인 택배기사는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다르게 차량 구입, 유지, 물품사고비용 등을 스스로 감당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된다. 지난 20일 사망한 경남 창원 진해구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택배기사 김모씨는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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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우리(택배기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시험에, 차량구매에, 전용 번호판까지…(준비해야 한다).”라고 호소

했다. 실태조사 결과, 택배노동자의 월평 균 매출이 458.7만 정도 나왔다. 여기에서 대리점 에 떼어주는 비용, 차량 구

입 및 유지비용, 물품사고 비용,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 등으로 나가는 비 용은 224.1만 원이다. 언론에서는 매출만 말하

지 비용을 잘 얘기하지 않는다. 결국 실제 택배노동 자가 손에 쥐는 순소득은 평균 234.6만 원이다. 실제 노동시간을 생

각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② 배달 기사 산재 보험 가입 현황

라이더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직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재비 명목으로 1000~2000원을 

떼가거나 산재가입을 안 시킨 경우, 산재적용제외신청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겼다.  OBS

에서 배달대행업체 30군데를 전수 조사한 결과 원칙대로 산재분담금을 반반씩 내고 산재가입을 하지 않은 가게가 23곳

이었다.   산재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아는 점주 들은 산재적용제외신청을 라이더들에게 요구하고 있

다.

③ 택배 기사 과로사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평균 주당 71.3시간으로 과로사 판정기준인 주 60시간을 과도하게 넘은 수치이다. 상대적

으로 노동시간이 짧은 월요일과 토요일의 경우에도 평균 노동시간이 통상 10시간 내외에 달했으며, 또한 코로나19 이

후로 택배 노동자 전반이 업무량이 30% 정도 늘었으며 택배 분류 증가율이 35.8%, 배송 증가율이 26.8%다. 이 실태

조사 응답자의 70% 가 택배노조 조합원임을 고려 하였을때,  3년간의 노조 활동으로 비조합원보다 노동조건이 좋고 노

동 량도 덜한 편이기 때문에 전체 택배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실태조사 결과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택배노동자는 

질병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일을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접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바 있지만, 택배기사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지지 않고 있다. 택배 업무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한파, 폭염에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 분류작업을 위해 레일 옆에 대기하면서 물건을 받는데, 한여름에는 지붕 없이 오후 

2시까지 작업을 하기도 하고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곱기도 한다. 또한 악천후에 대한 작업규제가 없고, 안전교육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 기사는 11명이다. 그러나 한진택배를 비롯한 택배 회사들은 사안별 검토 결과, 택배기사

들의 죽음을 무조건 과로사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반응으로 회피하고 있다. 고(故) 김모씨가 근무했던 

한진택배는 "부검 결과 김씨는 심혈관 장애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고, 평소 배달량도 200개 정도로 

동료보다 적은 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故) 장모씨의 근무처였던 쿠팡은 “장씨는 택배 분류 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며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라고 

밝혔다.

(2) 고용 문제

① 택배 기사 최저 임금

39)장시간의 노동에도 택배 기사의 소득수준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조사 결과 주당 70시간을 일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월평균 458만7천 원을 받는다. 각종 수수료와 차량 관리비, 물품사고비 등 지출을 고려하면 234만6천 원 

39) https://www.nocutnews.co.kr/news/54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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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남는다. 연장노동 가산수당을 적용해 주 71.3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월급을 2020년 최저시급인 8590

원으로 계산하면 324만 원가량이다. 택배노동자의 월급과는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택배노동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이 넘는 노동시간, 12시간 노동에 12분 휴게시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수

입은 불법이다. 하지만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막기 위한 별도의 법체계도 없다.

② 배달 기사 최저 임금

40)배달 1건당 수수료는 3000원보다 조금 적은 2729원이며, 1시간 안에 적어도 3건을 배달해야 최저임금(7530원)

을 조금 웃도는 돈을 벌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한 ‘배달 대행 배달원의 종사 실태 및 산

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배달노동자 수는 5000~1만9000명으로 추산되지만, 공식 통계는 

없다. 플랫폼을 통한 노동 중개 사업이 확산하면서 관련 전업 노동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경쟁적인 환경 탓에 환경은 악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루 평균 8.22시간 일하면서도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에 그쳐 최저임금에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희·손정순 연구위원은 "오토바이 운전을 위한 보험료가 연평균 11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월수입

은 10만원 정도 적은 200만원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서 음식 배달 3개월 만에 1천900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고 보도했으나 이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영업자나 개인 사

업자(프리랜서) 자격으로 대행업체와 계약한 배달원은 전체 노동자의 64.0%에 달했으며, 근로자 자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33.3%였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배달원이 절반을 넘었지만, 대행업체로부터 업무 지시와 감

독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72.0%나 됐다.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③ 선착순 고용과 불안정한 채용 시스템

마켓컬리의 경우 새벽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새벽에 배송을 하기 위해 택배 기사를 바로 고용한다. 실제로 

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업 투입 전, 일요일 새벽에 시간외 야간수당으로 일할 아르바이트를 '선

착순으로 열다섯 명만 지원 받겠다'고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채워졌다고 한다. 또한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측이 고지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대기한다. 제시간에 꼭 맞춰 왔다가는 일감을 받지 못하

는 경우가 생기며, 출근 지시를 받더라도 일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３. 해결 방안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에 앞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계약형태와 고용형태, 취업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는 실

태조사를 진행하여 기초적인 통계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택배서비스와 배달서비스는 통계청 2017년 소화물

전문운송업 자료에 의하면 상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으로 나뉘고 음식배달의 경우 음식

점-배달앱업체 배달대행서비스업체-음식배달노동자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복잡하다. 통계청의 

2017년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속한 택배업 종사자는 38,408명이고 및 퀵서비스 종사자 수는 141,389 명인데, 그 가

운데 배달원이 95,576명이다. 여기에는 음식배달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모든 택배 서비스와 

배달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소비의 증가에 따라 

택배서비스나 배달대행서비스 종사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4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51835119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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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입’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일정 수입을 보장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수입을 보장하는 와중에도 반드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정 수입 보장 정책

① 강화된 패널티와 과태료 부과, 감시체계 강화

우선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서 규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범법행위 시, 해당 회사에 대한 강화된 패널티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② 배달료와 택배 수수료 인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국민 1600여 명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600여 명 중 87%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 기간 택배배송이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

다. 또한, 응답자의 74%는 배송료 인상이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고 하면 요금인상도 감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설문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의 택배 이용 횟수를 조사한 결과, 주 1회 이상 택배를 이용한다는 사

람이 38%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5회 이상 택배를 이용한다는 사람도 10%였다. 결과적으로는 설문 응답자의 90% 

이상이 택배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 택배 분류작업과 배송업무 분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면서, 택배·배달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

이더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창시되어 2020년 하반기에야 합법 노동조합으로 인정된 ‘라이더유니온’에서는 라이더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사회적 타협을 제안하였는데, 그 일부에는 배달료를 4000원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 있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착한 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호를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③ 택배 노동자 노조권 보장

택배 노동자의 노조권은 제대로 보장되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택배사에 제

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끈질긴 시위와 기자회견으로 택배기사들은 법원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택배 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얻어냈다. 택배 연대 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조는 끊임없이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사가 교섭을 요청했지만, 택배사들은 일절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택배연대노조에 노동

조합에 필증을 내주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측은 전

국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의 사례를 통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교섭의 성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근로자이다' 라는 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태

도를 보였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김태완 위원장은 "교섭하겠다고 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CJ대한통운

의 1만7000여명의 택배 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CJ대한통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한다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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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대등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에 대해서 이제는 '노동자성' 의 판단이 끝났다. 남은 것은 '사용자성'의 문제이다. 택배노조는 특수고용노

동자로서 최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으며, '택배법'을 이슈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택배

사는 이러한 노조를 외면하고 있는중이다. 따라서 노동 3권이 보장되려면 이러한 택배사를 엄격하게 정부가 관리하여

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기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

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할 것은 '사용자성'은 대리점이 아닌 택배회사가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대리점 소장과 계약을 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대리점에 택배 단가나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택배회

사가 정한 수수료 체계 안에서 모든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배사는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

다. 따라서 정부는 택배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우체국택배는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조직률이 60%까지 올랐다. 반면 CJ대한통운의 경우 7%정도에 달한

다. 교섭은 곧 조직화로 이루어지고, 택배노동자들의 끈끈한 조직과 연대는 임금인상과 근무환경개선으로 이루어 진다. 

정부는 명목적으로 노조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조가 활동을 하고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2) 안정 보장 정책

① 산재 보험 교육 의무 시행

사회보험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사장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전 교육 

시 반드시 산재 보험에 대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절차부터, 관련된 산업

재해가 무엇인지, 보험료 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가입여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② 기업 보험료 책임 제도

한편 국내 3대 택배사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대책을 내놨다. CJ 대한통운은 전원 산재 가입을 의무화하겠

다고 밝히고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021년부터 대리점 계약 시 소속 택배기사에 100% 산재보험 가입 계약 조건을 반영

한다고 하였다. 한진택배는 2021년 상반기까지 전원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진택배의 경우 택배

기사 건강보호 및 산재보험 조치 마련이다. 한진은 전국 모든 대리점에 택배기사의 가입 현황을 즉시 조사하고, 대리점

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100%란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까지 포함된 수치로 사실상 모든 한진 택배기사를 100%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겠다

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각각 50%씩 지불하기 때문에 이는 본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택배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굉

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의무화만 진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경호 민주

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4일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 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도입전략 토론회’에서 “원청인 택배사들은 고용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장의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들에게만 전가하면 산재보험처럼 (가입을) 안 할 거다”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기업 책임

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택배기사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회적 책임이 

있고 노동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를 일정부분 원청회사(대기업 택배사)가 책임지도록 ‘기업 보



2020 IIHS 사회연구프로젝트 인천국제고등학교 13기

250 PROJECT BASED LEARNING

험료 책임 제도’를 만들어서 적용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보험료를 일정 부분 책임진다면 택배기사와 대리점의 부담이 

줄어들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배달대행 플랫폼사는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배달대행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자신들이 올리는 수익에 비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건강검진 의무 불이행을 비롯한 범범행위의 경우 강화된 패널티 부과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2020년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나

온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매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택배기사 과로사 중 가장 흔

하게 나타나는 뇌심혈관계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기존 정책의 일환으로, 택배기사

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실시 의건무를 대리점주에 부과하는 것과, 건강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

시간 조정을 비롯한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재 기업의 산재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산업안전감독관에게 해당 처

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택배회사가 택배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 불

이행과 같은 범법행위 시,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기업 운영을 일정 기간 금지시키는 등 기업 활동

에 제재를 두는 법적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④ 택배기사 초과근무 문제 해결

택배 기사들의 과로 방지를 위해서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시간·고강도 작업 시간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오랜 시간동안 많은 물량을 처리하면서 과로하는 것이 불가피했었다.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의 적

정 작업 시간·물량 관리를 통해 이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량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투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리한 심야 배송을 제한하거나 중 5일 작업 제도를 확산하는 등의 제도적 

차원의 시스템도 필요하다. 또한 분류 작업을 통해 집중을 분산시키고 박스 상자 손잡이 등을 만드는 등의 세세한 배려

를 통해 택배 기사들의 업무 강도를 낮추는 것도 도움될 것이다. 끝으로 택배 회사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여 택배 기사

들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는 택배 기사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기업이 나서서 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사후관리까지 

맡아서 해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위험군·정신 건강 등도 필수적으로 챙겨 택배 기사들의 심신을 배

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산업 안전 보건 감독을 강화하여 이러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또 불시에 검사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⑤ 터미널 자동화 투자 확대를 통한 분류 업무 축소

택배 기사가 하는 일을 떠올리면 대부분이 배송 업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분류 작업이 전체 근무시장의 

40%를 차지한다.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차에 물품을 싣는 작업을 말한다. 최근 

과로사와 관련하여 업무 가중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택배 분류작업이다. 택배물량이 점차 증사하면서 업무부담도 늘

어나 전체 근무시간 중 분류작업에만 40% 가량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한 택배기사는 “분류작업만 택배회사에서 부

담해줘도 근로시간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분류작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채용보다는 근본적으

로 택배 분류 자동화가 필요하다. 

CJ대한통운은 2020년부터 택배 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 상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MP(Multi 

Point)’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을 하고 있다. 과거 수작업에 의지했던 택배현장에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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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의 작업라인으로 운영하던 기존 택배터미널에 분류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상품크기에 따라 중대형 상품은 1층, 

소형 상품은 2층으로 나눠동시에 운영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작업물량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최종 배송지역 단위까지 

자동으로 분류하면서 생산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P의가장 큰 특징은 택배 중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택배는 일반적으로 ‘집화 터미널-허브터미널-배송 터미널’의 이동 과정을 거친다. 이전에

는 집화 터미널에서 소형 상품 작업시 권역 단위(수도권, 지방권)로 분류해 허브터미널로 발송했으며,  허브터미널로 모

인 소형 상품들은 실제 배송지역 단위로 재분류돼야 했다. 이제는 MP 시스템을 통해 집화 터미널에서  각 택배 상자의 

배송지역 단위까지 자동으로 분류하고 행낭 묶음(25개) 단위로 포장하여 허브터미널로 보낸 뒤 추가 작업 없이 배송 터

미널로 전달된다. 중간 재분류 과정이 사라지면서 허브터미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CJ대한통운 당산IFC 집배점 

소속 김민선씨(41)는 “오전 배송 효율성이 높아졌고 대기시간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전체 작업시간이 약 1~2시간 가량 

단축됐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택배회사가 터미널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을 늘려서 택배 기사의 안전을 보장

함과 동시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1. 결론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은 비대면 소비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에서 비대면 서비스로의 변화는 이미 일어

나고 있다. 배송과 배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산업은 각각의 가게가 자체적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시스템을 통합하였다. 택배 물류랑은 해마다 꾸준히 늘었으며, 팬데믹 상황에 있는 2020년엔 그 양이 전년보다 20%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뀐 패러다임에 알맞은 법과 정책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업무상의 재해 위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기

사와 배달 기사들의 산업재해보험가입률은 현저히 낮다. 택배 기사들은 주당 평균 71.3 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최저임금

에 달하지 못하는 수입을 얻기도 한다. 배달 기사들이 최저 임금을 벌려면, 1시간에 적어도 3건 이상의 배달을 해야 하

며, 하루 평균 8.22시간을 일하면서도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이다. 

그렇기에 해결 방안으로 '일정 수입 보장 정책' 을 제안한다.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패널티를 부여하

고, 배달과 택배 수수료를 인상하며, 택배 기사의 노동조합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전 보장 정책' 에 따라 산재 보험 교

육을 의무로 시행하고, 기업이 보험료를 책임지게 하며,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범법 행위 시 패널티를 부여해

야 한다. 배송의 경우, 터미널 자동화에 투자를 확대하여 택배 기사의 분류 업무를 축소해야 한다. 

새로운 기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뉴노멀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그 기준

과 시스템 안에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송 및 배달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한계점 및 보완할 점

(1) 연구를 진행할 때 택배・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정책이나 법이 조

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본 보고서에는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로 분류하여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

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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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비롯한 학술 자료보다는 뉴스기사 자료가 많이 나와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논문을 많이 참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3) 연구의 목적이 택배・배달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시간상 문헌연구만 진행하게 되어 추후에 보완하여 추가적인 연구

를 진행해 보고 싶다.

참고 문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7. “연구사업 최종발표토론회”. 택배기사 노동실태와 정책대안 모색 - 서울지역 택배기사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0.11.12. “경제정책정보”. 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