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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이 선언된 COVID-19(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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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영화, TV
등이 포함된 미디어 분야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코로
나바이러스의 영향을 큰 규모로 빠르게 받은 분야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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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영향을 받은 미국
미디어 산업에 대해 조명함. 개봉 연기, 제작 중단,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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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와 할리우드

1. 팬데믹 선언 이후 급변한 미국의 상황
 2019 년 12 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나타난 뒤, 2020 년 3 월 12 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선언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이하 코로나바이러스로 통일해서
사용)로 인해 미국의 미디어산업, 특히 영화와 TV 산업으로 대표되는 “할리우드”의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팬데믹 선언 이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번져나가던 탓에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잠정적으로 휴업을 결정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이벤트(페스티벌,
엑스포 등)들이 일정을 잠정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전조는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할리우드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을 표면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3 월 12 일 이후로 관찰됨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히 TV 산업과 영화산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여서 상품(콘텐츠)을 만들고 사람(관객)이 모여서 상품을 소비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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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왔기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이를테면 개봉을 앞둔 영화가 개봉이 연기되고, 촬영 중이던 영화가 취소됨으로
인해 대량의 실직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프로젝트로 단위로 필요에 따라 고용되는 프리랜스
형태가 팽배한 미디어 산업군에서 실직은 실업급여 등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의 침체가 예상됨
 2020 년 상반기로 예정되었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SWSX 페스티벌, 코첼라 페스티벌,
E3(Electronic Entertainment Expo) 등 페스티벌과 엑스포 등 다수의 관람객이 모이는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들은

50 명

이상의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

질병관리본부(CDC)의 권고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했음. 매년 3 월부터 시작되는
NBA 농구 경기도 모두 중단됐음1)
 세계 3 대 국제 영화제 중 하나인 프랑스의 칸국제영화제 역시 지난 3 월 19 일 예정했던 5 월 일정을
7 월 말로 연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음. 2003 년 SARS 상황 때도 아시아 지역의 참석이 저조하기는
했으나 예정된 날짜에 개최되었던 칸국제영화제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기 결정이 취소로 이어질
경우 칸영화제 최초의 취소사태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됨. 또한 연기된 일정대로 7 월에 영화제가
진행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토론토국제영화제(캐나다), 베니스국제영화제(이탈리아) 등과 시일에
차이가 없어 출품작, 참석자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는 등 영화제 간
관계가 정치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음2)
 디즈니랜드,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유명 테마파크들도 휴업을 결정했음. 디즈니 테마파크는 1 월 25 일
상하이 지점의 휴업을 시작으로, 3 월 11 일 모든 로케이션을 4 월 말까지 닫는다고 발표했음3)

1) https://www.vox.com/2020/3/11/21176019/nba-suspends-season-covid-19-virus
2) https://deadline.com/2020/03/cannes-film-festival-postponed-coronavirus-france-1202879277/
3) https://www.vox.com/the-goods/2020/3/12/21177375/disney-coronavirus-covid-19-theme-parks-disneyworld-disney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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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휴업 중인 상하이 디즈니랜드 앞 디즈니 다운타운을 찾은 관광객 (출처: www.gettyimages.com)

2. 할리우드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빠르고 크게 영향 받은 이유
 <QUARZ>는 할리우드만큼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빠르고 큰 타격을 입은 산업도 없을 것이라고
촌평했음4)
 이유는 1) 할리우드가 진정한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모여서
일하며, 일의 성격에 따라 장거리를 여행해야 하며, 전 세계 모든 곳이 작업환경인 동시에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이기도 함. 2) 재택근무가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통해 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업임,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가장 취약한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음. 실제로 유명 할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 부부와 TV
스타인 대니얼 대 킴은 촬영 현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양성판정을 받기도 했음. 3)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계약이 진행되는 프리랜서가 대부분으로 제작이 중단되고 개봉이 연기되자 약
12 만 명의 인력이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함

4) https://qz.com/1819255/coronavirus-impact-on-the-global-box-office-could-be-much-w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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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촬영현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할리우드 스타들

|그림 2| 톰 행크스 트위터 이미지 (출처: www.cnn.com)

 바즈 루어만 감독이 호주에서 촬영하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전기영화에 출연하고 있던 톰 행크스는
3 월 12 일 부인 리타 윌슨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테스트했고 양성판정을 받았음
 양성판정 이후, 자가 격리, 치료 등에 대해서 톰 행크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소식을 전하며
알려졌으며 영화 촬영은 중단됨. 톰 행크스는 특유의 유머러스한 분위기의 트윗팅으로 행크스 부부의
격리 및 치료는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으며 호전됐다고 알려짐. 톰 행크스는 트위터를 통해 손 씻기를
통한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하기도 했음
 <로스트> <하와이 파이브오>의 출연 스타이자 한국계 미국인 배우인 대니얼 대 킴은 NBC TV 시리즈
<뉴 암스테르담>의 에피소드를 촬영한 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음. 대니얼 대 킴도 인스타그램
비디오를 통해 자신이 양성판정 받았으며 자가 격리, 치료 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했음5)
아이러니하게도 대니얼 대 킴은 메디컬드라마 <뉴 암스테르담>의 “Pandemic” 에피소드에서 독감의
대유행으로 혼돈에 빠진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역할을 연기한 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됨
 이 외에도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톰 홀랜드가 “감기 증상을 느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는
5) https://deadline.com/2020/03/coronavirus-daniel-dae-kim-tests-positive-coronavirus-120288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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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포스팅에 팬들이 걱정하기도 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셀러브리티의 행동에 전 세계가
크게 반응하고 있어 특히 소셜미디어의 이용에 주의와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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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 영화관 휴업/개봉연기, 제작중단, 대규모 실직

1. 영화관 휴업과 개봉연기
 영화관 휴업은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시작됨. 중국은 보통 춘절(한국의 설)에 올해의 최고
기대작을 개봉하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극장
영업을 중단시켰음. <Fortune>에 따르면6), 통상적으로 이 시기의 중국 박스오피스 수입은 약 10 억
달러로 예상하는데 극장의 운영이 강제 휴업하게 되어 중국 영화산업은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음. 또한
이때 개봉 예정이었던 중국 블록버스터는 3 편 정도로 극장 휴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팔린 극장 티켓
수입은 5,200 만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짐7)
 휴업이 시작된 뒤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다른 영화들과 다르게 <Enter the Fat Dragon>과 <Lost
in Russia> 2 편은 온라인으로 최초 시사와 상영을 진행하는 등 차별적인 행보를 보여 중국 내 다른
제작사들과 극장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음. 이 같은 결정은 그러나 추후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극장 휴업, 개봉 연기 사태에 들어섰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고려되는 선례를 남김8)
 미국의 대규모 영화관 휴업은 3 월 12 일 팬데믹 선언 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는 3 월 27 일로
개봉이 예정된 <뮬란>을 비롯해 4 월 3 일 개봉 예정이었던 <The New Mutant>와 4 월 17 일로
예정됐던 <Antlers> 등 개봉예정작 3 편을 라인업에서 취소하면서부터 시작됨. 디즈니는 이후 마블의
<블랙 위도우>(스칼렛 요한슨 주연) 개봉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Personal History of David
Copperfield>와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한 뒤 개봉하는 폭스 제작 영화 <Women in Window>(에이미
아담스 주연)의 개봉을 연기했음.9) 디즈니의 결정 뒤 미국의 대형 극장 체인인 AMC 와 리걸시네마
등 영화관이 휴업에 들어감

6) https://fortune.com/2020/02/07/china-hollywood-movie-market-coronavirus/
7)https://www.hollywoodreporter.com/news/chinese-new-year-film-releases-canceled-response-coronavirus-outbreak-1272282
8) https://www.cnbc.com/2020/01/31/second-chinese-movie-to-premiere-online-after-virus-outbreak.html
9) https://variety.com/2020/film/news/mulan-disney-delayed-coronavirus-12035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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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로나바이러스로 개봉을 연기한 <노 타임 투 다이> (출처: www.mgm.com)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개봉을 연기한 블록버스터는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신작
<노 타임 투 다이>로 2 월 16 일로 예정됐던 중국 프리미어를 취소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와
관계된 행사 일정을 전면 취소했음. 제작사인 MGM 은 이 결정으로 5 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손해를 입게 되었으나, 가장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하반기 개봉 시기 중 가장 인기 있는
추수감사절(11 월 말) 주말로 <노 타임 투 다이>의 개봉을 연기할 수 있었음
 <소닉 더 헷지호그>는 미국에서 이미 개봉했지만 중국 내 개봉을 연기했고, <피터 래빗 2: 더
런웨이>는 3 월에서 8 월로 개봉 일정을 연기함. 파라마운트의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역시 감독인 존
크라진스키의 트위터를 통해 3 월 19 일로 예정됐던 영화의 개봉을 미룬다고 발표함
 잇따른 영화들의 개봉 일정 연기는 하반기로 예정했던 다른 영화들의 개봉에도 영향을 미쳐 11 월로
개봉을 정해두었던 유니버설스튜디오의 <분노의 질주> 프랜차이즈 9 번째 영화인 <Fast and Furious
9>의 개봉은 2021 년 4 월 2 일로 연기됨
 영화관 전면 휴업에 따라 2020 년 박스오피스 수입의 하락은 불가피함. 3 월 초 미국의 영화관
매표수입은 전년 동기간 대비 20% 하락세를 보였으며, 제임스 본드 신작이 개봉을 미루자 영국의
영화관 체인인 씨네월드의 주식은 13% 하락하기도 했음. AMC 는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손해는 최소수준이라고 안심시켰으나, 이후 미국 AMC 는 모두 휴업에
들어감.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한 분석가는 2020 년 글로벌 영화산업의 손실이 최소 50 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는데, 이 숫자는 한주 뒤 200 억 달러 이상으로 수정되어 상황의 심각성이
재확인됨
 <할리우드리포터>는 3 월 중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박스오피스 손실이 최소 70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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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5 월까지 지속될 경우 손실은 100 억 달러가 추가된
약 170 억 달러로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음. 그리고 5 월 이후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2020 년은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임10)

2. 제작 중단
 개봉 연기가 팬데믹 선언 이후 뚜렷하게 결정됐다면 전 세계 곳곳에서 촬영되는 촬영 현장은 그보다
이른 2 월경에 제작 중단이 시작됨
 2 월 26 일 파라마운트 픽쳐스는 <미션 임파서블 7>의 베니스 촬영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제작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음. <아바타 2> <신비한 동물사전 3> 등의 촬영도 중단됨
 중국의 유명 감독인 지아장커는 지난 2 월 열렸던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했을 때 <Indiewire>와의
인터뷰에서 4 월 제작 예정이었던 신작 계획이 무기한 연장됐다고 말했음. 지아 감독은 영화
<Swimming Out Til Sea Turns Blue>의 베를린국제영화제 상영을 위해 영화제에 참석했는데, 중국
출발 하루 전까지 베를린행 항공편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했으며, 그의 동료 중에서는 여행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음. 지아 감독은 “잇따른 제작 취소로 인해 제작사와 홍보사는 물론 투자사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음11)
 디즈니가 개봉예정작들의 스케줄을 모두 취소한 다음 날인 3 월 13 일, 실사영화의 제작 현장을 모두
중단했다고 발표함. 디즈니의 이 결정에 영향을 받은 영화는 <The Little Mermaid> 실사영화
리메이크와 <Home Alone> 리부트이며, 디즈니 산하의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있던
<Shag-Chi>(양조위, 아콰피나 출연)와 <Legend of the Rings>도 제작 중단됨. 이 두 편의 제작
중단은 감독인 데스틴 대니엘 크레턴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에 대해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자가
격리를 결정하면서 진행됨12)
 TV 산업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사전 촬영, 사전 제작 중이던 TV 시리즈의 대부분을 촬영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짐. 애플 TV 플러스의 <The Morning Show>와 <Little America>, 넷플릭스의 <The
Russian Doll>, The CW Network 의 <Riverdales>, NBC 의 <Chicago>, CBS 의 <NCIS> 등이
촬영중단을 발표했으며, <Saturday Night Live>는 시기적절하게 준비했던 게스트와 스케치의 내용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시의성을 잃게 되면서 향후 3 주까지 스케줄을 예정했던 콘텐츠를 모두 취소했음
 라이브 스튜디오의 방청객의 반응이 중요한 방송의 요소로 작용하는 각 방송사의 Late-Night
토크쇼들은 스튜디오 관객 없이 녹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Jeopardy> <Wheel of Fortune>
등의 오락쇼도 방청객 없이 촬영함. 특히 이 두 게임쇼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방청객의 연령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한 60 대 이상인 경우가 많아 CDC 의 권고에 따라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TV 쇼를 진행하게 됨13)

10) https://www.hollywoodreporter.com/news/hollywood-could-take-20-billion-hit-coronavirus-impact-1284582
11) https://www.indiewire.com/2020/02/coronavirus-jia-zhangke-berlin-1202212612/
12) https://deadline.com/2020/03/shang-chi-marvel-movie-stops-production-destin-daniel-cretton-isolates
-coronavirus-1202882266/
13) https://www.hollywoodreporter.com/live-feed/jeopardy-wheel-fortune-film-live-audience-coronavirus-fears-12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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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의적절한 콘텐츠 포맷 <The Daily Social Distancing Show> (출처: www.youtube.com)

 한편 방청객 없이 녹화되는 Late-Night 토크쇼 중 하나였던 Comedy Central 의 <Daily Show
with Trevor Noah>는 쇼호스트인 트레버 노아를 비롯해 3 월 23 일부터 전원이 재택에서 근무하며
원격으로 쇼를 만드는 유례없는 방식의 Late-Night Show 를 시작함.14) <The Daily Social
Distancing Show with Trevor Noah>라고 일시적으로 타이틀을 수정한 트레버 노아의 TV 쇼는
3 개 에피소드로 구성됐고 <Daily Show with Trevor Noah>의 온라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방송됨. 기존의 쇼를 대체하는 콘텐츠는 아니며,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로 12-18 분 길이의 광고 없는 콘텐츠로 공개될 예정임

3. 산업 내 인력의 대규모 실직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가 할리우드라는 산업에 미친 영향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대규모 실직 사태임.
<Guardian>을 비롯한 많은 미디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할리우드의 고용인력 12 만 명 가량
해고된 사실을 보도하며, 프로젝트별로 고용이 진행되어 프리랜서가 많은 특수한 형태의 산업이기
때문에 수당 없이 해고된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강조함15)
 사태의

심각성은

IATSE(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ss,

국제극장산업고용인연합)이 발표한 관련한 보고서16)와 ICG(International Cinematographers
Guild, 국제영화촬영감독조합)의 잇따른 뉴스레터로 뒷받침됐는데, 이들은 IATSE 의 보고를 근거로,
미국 정부의 팬데믹 릴리프 패키지(정책)에 영화산업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영화/TV/미디어 산업이 전멸에 가까운 운영중단, 제작 중단, 휴업 등에 들어가는 일은 세계적인
14) https://deadline.com/2020/03/the-daily-social-distancing-show-with-trevor-noah-comedy-central-coronaviruspandemic-1202889491/
15) https://nypost.com/2020/03/19/coronavirus-hits-hollywood-120000-crew-jobs-lost/
16) https://www.iatse.net/coronavirus-update-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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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특히 이 분야의 종사자들 대부분이 정규직이라기보다는 계약직 형태의 프리랜서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해고되었으며,
정규직이 아니라 보상급여나 휴직급여 등의 재정적인 도움이 없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몇 주 뒤에 제작이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해 산업 종사자들이 겪는 재정적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음
 <Guardian>은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3 월 16 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실직한 영화계, 음악계 등 각종 산업의 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가디언에 따르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사례가 접수됐고, 일부는 비디오로그로 자신의 사례를 보내와 가디언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음. 이탈리아 로마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다큐멘터리의 촬영을
수주 받고 일하던 도중 해고되어 이탈리아를 떠날 수도 없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영화인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함17)
 한편, 할리우드의 배우조합(SAG-AFTRA), 작가조합(WGA), 감독조합(DGA)는 이와 관련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음

3

할리우드의 대처: 디지털 개봉, 홈비디오 윈도우 단축, 재개봉을 통한 극장 살리기

1. 디지털 개봉과 홈비디오 윈도우 단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야도 있음.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경우로, 블록버스터가
아닌 중소규모의 영화들은 극장개봉을 연기/취소하는 대신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동시 개봉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아 나섰음
 작은 영화, 인디 영화 등 개봉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영화들이 대책을 찾아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반면, 큰 영화들은 하반기 개봉 가능한 윈도우(타이밍)를 찾기에 바쁜 상황임.
이미 중요한 개봉시기들은 빠르게 매진됐음. 대부분의 영화관이 6 월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11 월, 12 월에 개봉을 정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해외개봉이 예정된 블록버스터의 경우는 개봉 시점 정하기가 더 어려운데, 영화관이 정상화된 뒤에도
자국 영화에 우선권을 주어 개봉을 정하기 쉬우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국영화 살리기 등의 캠페인,
국민적 움직임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 자국 외 해외시장에서 개봉하는 영화, 특히 할리우드 영화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개봉 시점 전략이 필요함
 전통적인 영화관 개봉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며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미디어 전문 리서치 업체 Comscore 의 폴 더가라베디언 시니어 분석가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정상화된 뒤라도 공공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은 지양될 것이기 때문에
2020 년 개봉작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함18)
 또한 새로운 트렌드의 도입과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됐는데, HBO Max,
NBC 의 Peacock 등 자사 콘텐츠의 스트리밍을 위해 만들어진 독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하고

17) https://www.theguardian.com/film/2020/mar/20/over-one-hour-everything-cancelled-coronavirus-impact-film
18) https://www.businessinsider.com/how-coronavirus-could-impact-hollywood-box-office-movie-theaters-analysis-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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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이 팬데믹 사태에 조금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음. 두 서비스 모두
공식적으로 출시하지 않았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워너미디어와 NBC 유니버설이 조금 더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음

|그림 5| <Trolls World Tour> (출처: www.dreamworks.com)

 특히 NBC 유니버설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중에서 전례 없이 디지털 즉시 개봉을 결정했는데,
극장이 휴업에 들어갈 당시 상영 중이던 영화와 개봉예정작들을 디지털 개봉함. NBC 는 3 월 16 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개봉을 연기하는 대신 관객들이 원하는 포맷과 장비를 통해서 영화를 48 시간
대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개봉한다고 발표했음. 가격은 미국 및 해외지역에서 동일하게
19.99 달러로 책정됨. 이 전략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 향후 모든 유니버설의 영화가 이렇게
개봉되는 것은 아님. 이번 디지털 개봉 전략에 해당되는 영화는 드림웍스의 <Trolls World Tour>(4 월
10 일 개봉 예정이었음)와 <The Hunt>가 해당됐으며, 이미 극장에서 상영 중이던 <인비지블 맨>과
포커스피쳐스의 <엠마> 등이 포함됐음19)
 한편 디즈니 역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개봉전략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음. 이를테면
<겨울왕국 2>는 계획보다 3 개월 앞서 디즈니플러스에 공개했으며, 3 월 6 일 개봉한 디즈니/픽사의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은 개봉 2 주 만에 디지털다운로드로 플랫폼을 확장했으며, 4 월 3 일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될 예정임

2. 중국: 인기작 재개봉을 통한 극장 살리기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됐던 중국은 이제 정점을 지나 재개를 엿보고 있음. 침체된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과거 개봉했을 때 인기를 끌었던 자국 영화들과 해외영화 개봉작 중 인기작 위주로 여러 차례에
19) https://www.hollywoodreporter.com/news/nbcuniversal-breaks-theatrical-window-will-make-movies-availabledemand-immediately-1284844

10

미국 콘텐츠산업동향 (2020년 05호)

걸쳐 3 월 말부터 영화관에서 재개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버라이어티>가 보도했음20)
 이 정책은 차이나 필름 그룹 코퍼레이션(Chinese Film Group)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부 주도
정책으로, 이 정책을 통해 개봉하는 재개봉작들의 수익은 100% 영화관 영업 정상화를 위해 사용되는
채리티 시스템으로 결정됨. 이 정책의 목적은 영화관으로 관객을 모으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렴한 입장료 또는 무료 상영이 권고됐고, 재개봉작의 감독과 제작자들도 통상 상영을 통해 돌아오는
43% 저작권료를 모두 영화관 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로 동의했음
 현재 2 회차까지 개봉작이 정해졌는데, 각 회차에 포함된 해외영화는 레바논 영화 <가버나움>과
오스카 작품상 수상작인 <그린북>으로 예정됐음. 3 회차부터는 일본 애니메이션, 할리우드 클래식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음
 재개봉을 통한 영화관 살리기는, 중국 내 상영관 수가 현재와 비교해 10% 수준이었던 1990 년대,
2000 년대 초반의 영화들을 재개봉해 영화관에서 인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전에도 시행되어 호응을 받은 검증된 전략이나 코로나 이후 중국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임
 또한 워너브러더스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3D 4K 복원판으로 노동절 연휴 5 월 1 일을 겨냥해
개봉을 예정해둔 상황으로, 2002 년 이 영화는 중국에서 800 만 달러의 극장 수입을 거두었는데,
그동안 중국 내 스크린 수가 많이 늘어났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층이 넓어졌기 때문에 영화를 보기
위해 관객이 극장을 찾아올 거라고 계산함. 4 월 30 일 티켓 예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등록된
상황으로 확인됨21)
 하지만 이번 재개봉 정책과 달리 다수의 관객 동원이 필요한 중국의 블록버스터들은 개봉 일자
정하기를 미루고 있는 상황임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 산업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 산업이 고민해야 할 점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위험수위를 가리키는 현재이기도 하지만, 상황이
정리된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봄
 코로나바이러스는 미디어 산업을 다방면에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체인 사람들이 단체로 쿼런틴(Quarantine)을 경험하고 하나의 아젠다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향유하는 경험은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를 바꾸기 충분한 사건으로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 스토리/플롯이 달라질 것, 바이러스의 아웃브레이크를 다루는 소재와 대처 등이 다양해짐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습관에 대해서 묘사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임
-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다양해질 것 – 영화관, 콘서트장, 페스티벌 등 현장에서의 콘텐츠
소비와 향유가 더욱 귀한 기회로 느껴지는 동시에 병균 감염의 통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화 될 가능성이 높음

20) https://variety.com/2020/film/news/coronavirus-rerun-movies-for-china-cinema-reopening-1203538776/
21) https://www.theguardian.com/film/2020/mar/19/chinese-cinemas-detail-plans-to-lure-back-audiences-after-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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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문화 관람을 위한 엄격한 프로토콜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이를테면 중국의 경우, 영화관
휴업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 수용인원의 절반만 수용, 입장객 신상정보 등록, 상영 및 공연 뒤
장소 방역 등의 지침이 내려졌으며, 촬영 현장도 50 명 이하의 인원으로 모두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했을 때문 제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음
- 영화의 개봉방식, TV 시리즈의 방영방식, 라이브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 등 관객,
시청자, 방청자가 영상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함
- 고용 계약 방식이 달라질 것. 대규모 실직 사태와 관련해 각 직업군 별 조합이 바이러스의
아웃브레이크의 경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합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할 가능성, 고용안정보험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넷플릭스는 집단 격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스트리밍 이용으로 몰려 지역 전체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유럽지역 밴드위스를 25%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생겨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 사용이 많아질 경우에 대한 통신사, 정부 수준의 준비도
필요함22)

4

정리 및 시사점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은 전 세계 미디어 산업에 큰 타격을 가지고 왔음
 군중을 상대로 큰 장소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 엑스포, 스포츠 경기가 취소됐으며, 다양한 산업
행사가 취소됐고, 영화관 휴업, 개봉 연기, 제작 중단 등으로 이어져 전체 산업이 암흑기를 겪고 있음
 디즈니는 개봉예정작 3 개의 개봉을 연장했고, MGM 은 제임스 본드 신작 <노 타임 투 다이>의
개봉을 11 월 추수감사절 시즌으로 연기했음. 이렇게 영화들이 개봉이 밀리고 제작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상영작과 개봉예정작뿐 아니라 제작중인 영화들이 향후 개봉이 모두 밀리게 되는 연쇄 영향을
받게 됨
 특히 전 세계를 로케이션으로 촬영하고, 제작하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영화와
TV 콘텐츠는 글로벌 산업이라는 특성,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산업과
프로젝트 특유의 성격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실제로 촬영현장에서
톰 행크스, 대니얼 대 킴 등 유명 배우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는 일도
일어났음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시작된 극심한 경기 침체는 특히 위와 같은 이유에서 영화산업,
TV 산업에 빠르고 큰 영향을 미쳤는데, 글로벌 극장 수입은 이 같은 상황이 5 월까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최대 200 억 달러까지 연손실로 기록될 전망임
 가장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대규모 실직 사태로, 산업의 특성상 프리랜서와 계약직이 많은데 약 12 만
명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바로 실직됐으며 대부분 경제적인 보상 또는 지원이
없는 상태라 각 직업군의 노동조합에서 정부 수준의 경제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음

22) https://www.theverge.com/2020/3/19/21187078/netflix-europe-streaming-european-union-bit-rate-broadband-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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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점은, 앞서 아시아 지역에서 바이러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경기침체가 진행되던 것에
빠르게 준비하거나 대응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번 상황이 정리되고 정상화가 된 뒤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 및 산업 수준의 위기관리정책이라고 생각됨
 한편 TV 산업과 영화산업은 온라인 개봉, 방청객 없는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콘텐츠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대안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블록버스터가 아닌 작은 영화 중심으로 온라인 개봉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NBC 유니버설의 경우 기상영작과 개봉예정작을 과감하게 전 세계 디지털
개봉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목을 모았음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종식되고, 영화관이 정상 운영되기 시작했을 때 산업을 부양할 수 있는
정책과 캠페인에 대해서도 고민이 시작되어야 함. 영화관 휴업, 개봉연기 등은 길면 3 개월이면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산업이 정상화되는 데는 길면 1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임
 현재진행의 상황이며 시시각각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려우나,
미디어 산업의 종사자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콘텐츠와 근무환경이 어떻게 달라져야하는지에 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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