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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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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인류는 초연결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축제도 초

연결 사회로의 특성인 오프라인과 온라인 융합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

으며, 코로나19는 축제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융합을 앞당기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

다고 본다. 하지만 지역축제는 대체로 취소하거나 단순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

형태인 하이브리드 축제형태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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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축제는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형 콘텐츠이다. 안성혜(2008)는 축

제의 본질에 대해 그 지역의 장소성에 뿌리를 내려 지역문화의 정수를 보

여주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축제의 장은 놀이의 공간이자 해방의 공간을 

창출해 일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삶의 원동력을 찾게 하는 것

에서 가진다고 하였다. 한재경(2014)은 시간의 흐름으로 공간의 변화과

정을 살펴보면 축제의 성공적 운영에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으며 축제 공간을 물리적 요소들로 나누어 분석하면 뚜렷한 공간 이미

지가 축제의 몰입을 높이고 관객의 행동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즉, 축제

는 방문객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공간과 장소감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관광학에서는 축제의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장소마케팅 전

략1)을 연구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코로나19 팬데믹2) 이후의 사

회를 ‘거대한 재설정(Great Reset)’이라고 명명한 담론을 추진하고 있

다.3) 팬데믹 상황이 극복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패러다임 변화

는 삶의 행태와 질적 수준, 바뀐 생활 패턴, 소통의 방식과 네트워킹의 

변화 등에 대해 새로운 기준의 사회적 책임을 가져온다. 문화예술의 창

1) 김귀자 ‧ 이선경,｢한방축제의 장소마케팅이 지역축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 �MICE관광

연구� 제13권(제2호), 한국마이스관광학회, 2013, 137-158쪽.

김서안, ｢지역축제 장소성과 장소마케팅이 도시 이미지와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88쪽.

전소라,｢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장소마케팅 적용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1-14쪽.

신현식 ‧ 오훈성, ｢장소자산을 통한 지역축제의 장소마케팅 전략 연구｣,�호텔관광연구�

제18권(제2호), 한국호텔관광학회, 2016, 266-284쪽.

2) 판데믹(Pandemic)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판(pan)’과 사람이라는 뜻의 ‘데믹

(demic)’이 합쳐진 말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상태를 뜻한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하는 감염병 경보 단계의 최고 경고 등급이다.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2020년 03월 16일자.

3) The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great-reset/(검색일 2021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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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활동과 감상을 통한 예술 향유의 방식도 더욱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스마트 기술, 인공지능 등의 기술혁신 트렌트가 빠르게 

전이됨에 따라 전시 및 공연 현장에서 제공되는 감상 콘텐츠 서비스는 그 

현장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켜야 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경험디자인 보편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4)

축제는 2020년 코로나19 발병 이전까지 오프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비

일상의 공간을 열어 커뮤니티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하지만, 팬데믹은 

축제의 밀접과 밀집 행위로 인해 축제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축제 취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축제의 대체 공간으로 

온라인을 통한 축제를 시도하였다. 이에 2020년부터 온라인 축제가 등

장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20)에 따르면 2020-2021 문화관광축제 

35개와 명예문화관광축제 7개 중에서는 9개 축제가 온라인 축제를 실시

했으며, 2개 축제가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환 및 대체해 실시하고, 나머

지 축제는 모두 취소되었다. 온라인 축제는 관광객들이 축제 개최 장소

를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라는 온라

인 매체를 통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의 축제로 이루어진다.5) 김영현

(2020)은 온라인 축제가 참가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고, 새로운 경험

의 기회가 되었지만 온라인 방식을 이용한 축제 프로그램은 현재로써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다고 하였다. 이에 2021년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을 동시에 개최하는 축제로 운영방식이 진화해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

관광부는 2021년 2월 ‘비대면 시대 축제 실행방안 세미나’에서 이러한 방

식을 하이브리드 축제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신현식(2021a)은 결합 개념

의 하이브리드 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융합축제인 초월성 축제로 진

4) 양연경, ｢뉴노멀 시대의 문화 접근성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전시 감상 서비스의 효과

적인 융합 다이내믹스 연구｣,�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제39권(제1호), 2021 한국전시산

업융합연구원; 신현식,｢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융합축제 전략｣, �K-문화융합저널� 

제1권(제1호), K-문화융합협회, 2021, 281쪽.

5) 최동희, ｢온라인축제 평가속성, 축제만족, 방문의도 간의 영향 관계 연구｣, �Tourism 

Research� 제46권 (제2호), 한국관광산업학회, 2021, 4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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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과 오프

라인 공간을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축

제가 아니라 초연결 사회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

인과 오프라인을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인식하는 융합축제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대영 ‧김종기(2014)는 사람과 사물, 자연, 사이버세계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환경은 인간과 사물을 둘러

싼 소통의 요소들이 상호간 연결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

운 성장 기회와 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러한 사회를 초연결 사

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설명하였다. 즉, 초연결 사회는 오프

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된 사회이고, 4차 산업혁명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초연결(Hyper Connectivity이다.6)

아직까지 우리나라 축제는 초연결 사회에서의 축제의 특징으로 나타

나고 있는 융합축제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탐색적 접근을 통해 융합축제의 개념과 구조를 협의

적 개념에서 파악하고, 2021년 5월 25일-29일까지 온 ‧ 오프라인 축제로 

개최한 2021 서울드럼페스티벌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융합 축제 운영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축제 공간 뿐만 아니라 지금

까지 축제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온라인 가상축제장에서의 융합한 

축제를 탐색하여 이론적 의의가 있다. 초연결 사회 새로운 축제 운영 방

식은 코로나19 등 외부상황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융합 축제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6) 삼정 KPMG,｢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변화할 미래산업｣, �이슈모니터� 제68호, 

2017, 6쪽.

김영순,｢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그리고 사물인터넷 시대｣.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7권(제3호), 한국콘텐츠학회, 2019,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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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초연결 사회

1) 초연결사회 개념

‘초연결 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는 캐나다의 사회과학자 

Anabel Quan-Hasse와 Barry Wellman이 2003년 “Networks of dis-

tance and media: A case study of a high-tech firm” 발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는 전자 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전화, 대면 접촉 및 

Web 2.0 정보 서비스와 같은 여러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연결 사회는 2012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이하 다보스포럼)의 주제,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모색(The Great Transformation: Shaping 

New Models)’의 주요 안건으로 초연결(Hyperconnectivity)이 제시되

면서 부각되었다. 2012년 다보스포럼에서는 주요 의제로 초연결성

(Hyperconnectivity)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다보스포럼에서는 지속적

으로 초연결 사회를 이슈로 다루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초연결 사회에 

대한 전망과 초연결 사회에 따른 여행 산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2014년에는 세계 경제 5대 리스크의 하나로 ‘사이버 위협 확대’

를 언급하며, 초연결 사회에서 사이버 위협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7)

우리나라는 2014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다. 동 계획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超)연결(Hyper-connected)’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세계 시장을 선

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 전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트

웨어, 부품 ‧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초연결 사회의 핵심인 유무선 

7) 임종인, ｢초연결사회를 대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제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2014,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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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

이다.

초연결성은 커뮤니케이션의 진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탄생되었으나 현

재 사람 ‧ 사람간, 사람 ‧ 사물간, 사물 ‧ 사물간 디지털 상호접속의 증가로 

정의되고 있으며 다선적 ‧직렬적 연계 등 모든 것이 완전히 연결되는 사

회 진화로 견지되고 있다. Barry Wellman(2001)은 다양한 커뮤니케이

션을 통한 사회 네트워크의 진화라고 하였고, CISCO(2011)에서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방대한 양의 정보, 지식 등이 생산 ‧교환됨에 

따라 수많은 사업적 기회가 창출하고 빈부의 격차 해소, 효율적인 자원 

사용 등이 가능해지는 시대라고 했다. 세계경제포럼(2012)은 사물인터

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사람, 사물 간의 연계성 및 네트워

킹 능력의 강화와 새로운 애플케이션을 통한 산업가치의 증대 및 변화 가

속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은 IT를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지능화된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사회라

고 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2014)는 모든 사람과 사물, 기기 등이 인터

넷을 통해 연결되는 시대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사람과 사물이 네트

워크에 연결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과 처리, 프로세스 

혁신 등이 나타나 연계성이 증대하는 사회라고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8) 삼정KPMG(2017)은 초연결 사회는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들

(Things)이 인터넷(Internet)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에 대한 정보

가 생성 ‧ 수집되고 공유 ‧ 활용되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초연결 사회에서는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

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산업군에 속한 기업과 기업, 제조자와 소비자

가 연결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즉, 초연결 사회는 기술, 

8) 임종인, ｢초연결사회를 대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제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2014, 1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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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환경이 하나의 망 안에서 연결되어 서로 제어하고 소통하고 영향

을 미치는 세상을 의미한다. 9)이제 축제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 인

식과 기술의 접목을 통해 융합 공간을 창조하고, 시간과 콘텐츠를 초연

결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초연결 사회를 맞이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축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4차 산

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초연결 사회로 진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축

제의 지향점도 시 ‧ 공간을 넘나드는 융합축제로의 구현이 가능할 수 있다

고 본다. 왜냐하면 질병 전문가들은 새로운 팬데믹이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을 예견하고 있고, 인류는 코로나19의 상황처럼 축제를 멈추지 않게 

하는 시대적 운영구조를 고민하면서 축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려고 하

기 때문이다. 이에 <그림 1>과 같이 초연결 사회에서의 시스템 특징인 오

프라인과 온라인 융합을 통해 축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사회 변화와 초연결사회의 도래

출처: 삼정KPMG,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변화할 미래산업｣, �이슈모니터� 제68호, 2017, 

5쪽.

2) 초연결 사회와 축제와의 관련성

김규찬 ‧ 이성민 ‧김현주 ‧윤주(2017)는 ‘4차 산업혁명과 문화 ‧ 관광 산

9) 윤정구, �황금수도꼭지�, 쌤앤파커스, 2018,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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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정책방향’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 ‧ 관광 트렌드 전망으로 생

산과 소비구조 변화, 문화 ‧ 관광 향유 여건 변화를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른 ‘초연결 심화는 장소 경험 증강’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축

제에 적용해 보면, 메타버스 기술이 기존의 오프라인 축제장과 온라인의 

공간 융합, 일상의 축제화와 축제의 일상화, 오프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콘텐츠 동시 제공 및 연결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메타버스

(metaverse)는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우주와 

또 다른 차원의 우주, 즉 공간개념으로 보면 현실공간과 또 다른 가상의 

공간 세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10) “메타버스는 융합이다. 메

타버스는 가상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화된 가상공

간의 융합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동시에 혼재돼서 

나타난다.”고 정의되고 있다.11) 3차원 가상공간에 ‘현실’을 더함으로써 

융합 개념에서 그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메타버스

는 우리의 가상공간과 현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방식 

그 자체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교차점이 3D 기술로 구현된 

또 하나의 세계를 가리킨다.12) 축제에서는 현실 축제장과 가상 축제장의 

상호작용과 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삼정PMG(2017)은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시,공간을 초월해 유기적 소

통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미 초연결 사회는 도래해 향후에도 

‘연결’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초연결 사회 주요 특징에 따

른 융합축제 전략 연계는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5G,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이끈 사

10) 김성희 ‧ 이현우 ‧ 류원 ‧ 김광신, ｢스마트공간과 메타버스 전시안내 기술개발 동향｣,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70쪽

11) J. M. Smart, J. Cascio, and J. Paffendorf, “Metaverse Roadmap Overview,”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2007. p.4.

12) 서성은, ｢메타버스 개발동향과 발전전망 연구｣, �한국HCI학회학술대회�, 한국HCI학

회, 2008, 1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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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특징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축제 프로그램 개

발이다.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

합현실(MR), 확장현실(X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미

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축제 기획이다. 둘째, 시,공간을 초월

해 유기적 소통이 가능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축제 개최 시기의 분산 

또는 탄력적 운영을 하고, 축제 공간 또한 가상공간을 포함한 공간의 다

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급속한 융

합 진행의 특성을 반영해 축제는 플랫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연계 및 융합으로 축제의 산업화를 촉진할 것이다. 넷째, 산업뿐만 아니

라, 사회, 문화, 경제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변화의 특성을 반

영해 체험, 공연, 전시, 퍼레이드, 경연, 놀이 등 프로그램의 다원화와 상

호 결합 또는 타 영역과의 결합을 통해 축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초연결 사회 ‘연결’의 가속화 전망의 특성을 반영해 가상과 현실

이 혼합된 ‘메타버스’ 축제 기술을 개발하고, 축제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조합해 

물리적 현실(PR)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조합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축제 홍보 및 실시간 지역문화 관광상품 상

거래 서비스가 가능한 실시간 객체 인식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

을 것이다.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축제 참가자들도 만나고, 공연 프로그

램도 보고, 지역특산품 쇼핑도 하고 가상여행도 가는 현실 같은 가상경

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 1> 초연결 사회 주요 특징에 따른 융합축제 전략 연계

초연결 사회의 주요 특징 융합 축제 전략 연계성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이끈 사회

4차 산업혁명 →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실감콘텐츠 축제 개발 

시,공간을 초월한 유기적 소통이 

가능한 사회

시,공간 → (시간) 연중 또는 탄력적 운영 

(공간) 축제 전용공간 +일상 공간(가상공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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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축제 개념 및 구조

1) 융합축제 개념

융합에 대한 최초의 문헌 정의는 1960대에 Nathan Rosenberg에 의

해 시도되었고, 이후 융합은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이미 많은 토의가 이

루어져왔지만 여전히 그 정의가 모호한 상황이다.13) 융합은 학자별로 정

의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14)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융합은 전반적

으로 두 영역의 중첩이라는 개념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전에 

구분 가능하였던 이종의 기술, 제품, 산업 등의 영역 간의 연계와 그 연

계 속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의미한다.15)

융합축제의 위계적 차원을 살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융합이 

먼저이다. 즉, 기존 오프라인 축제와는 달리 융합축제는 온라인과 오프

13) Curran, C.-S., & Leker, J, “Patent indicators for monitoring convergence 

-examples from NFF and ICT”,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8(2),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An International Journal, 

2011, pp.256-273.

최재영 ‧조윤애 ‧ 정성균, �특허자료를 이용한 기술융합 측정 및 확산 트렌드 분석�, 산

업연구원, 2013, 15쪽.

14) 김향원 ‧남용현, ｢‘융합’개념의 이해와 디자인 환경에서의 의미｣, �한국디자인포럼�. 

제39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3, 247쪽.

15) 최재영 ‧조윤애 ‧ 정성균, �특허자료를 이용한 기술융합 측정 및 확산 트렌드 분석�, 산

업연구원, 2013, 16쪽.

<표 1> 초연결 사회 주요 특징에 따른 융합축제 전략 연계(계속)

초연결 사회의 주요 특징 융합 축제 전략 연계성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급속한 융합 진행

산업간 융합 → 축제와 플랫폼 산업, 축제와 엔터테

인먼트 산업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음

다영역 → 체험, 공연, 전시, 퍼레이드, 경연, 놀이 

등 프로그램 다원화와

상호 결합 또는 타 영역과의 결합

초연결 사회는 이미 도래했으며, 향후에도 

‘연결’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
연결 → 메타버스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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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융합시킨 공간의 융합이 축제 경험의 시,공간을 초월시켜 새로운 

경험과 가치가 탄생되는 것이며 축제 콘텐츠를 비롯한 축제 기획 및 운영 

환경은 이러한 융합 환경 속에서 새롭게 탄생된다. 아울러, 이러한 온 ‧

오프라인 융합은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데, 아직까지 메타버스 

기술은 활용하기에 따라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신기술로 융합축제 환

경을 현실화시키는데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융합축제는 크게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시,공간의 융합, 콘텐츠 융합, 커뮤니티 융합 등 축제의 전 영역

에서 융합을 지향하는 축제이고, 후자는 축제 개최 기간을 중심으로 오

프라인 축제장과 온라인 가상축제장에서만 융합이 이루어지고, 다른 영

역에서는 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축제이다. 아직까지는 기술의 한계

가 축제의 본질과 복합성을 구현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 365일과 축제의 

전영역이 융합으로 구성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융합축제로 개념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축제 기

간 공간의 융합 환경이 콘텐츠 융합을 이끄는 축제를 지칭한다. 여기서 

융합축제 환경은 공간의 융합이 메타버스 영역에 있어서 가상현실로서 

가상축제장과 라이프로깅 즉, 일상의 기록으로 SNS를 중심으로 구현되

는 초연결 환경을 말한다. 이것은 축제의 사전 홍보와 방문객 유치를 위

한 다양한 정보제공, 축제 기간 공간의 경험과 축제 유형별로 특화된 콘

텐츠를 구현하는 이벤트, 축제 기간 이후 참가자 소통 등을 구상할 수 있

다. 요컨대, 현재는 초연결 사회를 맞이하여 협의적 개념의 융합축제이

지만, 향후에는 공간의 융합을 넘어 축제의 전영역이 융합되는 광의적 

개념의 융합축제로 단계적 진화와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

고 이것은 메타버스 기술 발전을 통해 현실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축제의 본질과 융합축제 구조

축제는 인류의 집단무의식인 혼을 부르는 의례, 즉 주술이라는 종교적 

성격을 가지는 의례로부터 발전하였다.16) 터너(Victor W. Turn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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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에서 역치성(易置性, liminality)을 강조하였다. ‘코뮤니타스’(com-

munitas; 탈구조 공동체)는 기존 공동체의 규범과 위계에서 벗어나 평

등 ‧ 자유 ‧ 동질성 ‧ 동료애 ‧ 창의력 등의 해방적 경험의 장(場)이며, 억압

되고 잠재된 것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려 보여주는 성찰과 식별의 장(場)

이다.17) 류정아(2013)는 축제를 성과 속의 변증법 혹은 사회적 갈등의 

표현과 저항이라는 기능으로 보고, 터너의 역치성과 같이, 격식성(축제

의 개 ‧폐막식), 거짓꾸밈(가장무도회), 역할전도(복장도착)라는 외적 특

징 혹은 행동 유형이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축제의 본질은 강화와 절제

를 포괄하는 과잉과 경계 넘기, 전복과 해체를 통한 일상적 가치 ‧ 질서 ‧

위계 ‧규범 등에 대한 부정에 있다.18) 

임재해(2007)는 축제의 본질을 “제의적 반란(ritualized rebellion)”

과 “커뮤니타스(communitas)의 조성”으로 구분하였다. “제의적 반란은 

제의적 형식을 빌미삼아 상하, 노소, 남녀, 반상, 빈부 등의 상하 질서를 

뒤집어엎는 변혁적 전도를 일으키는 것”이며, “커뮤니타스는 기존의 사

회 질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이완시키고 무화시켜서 모든 규범으로부

터 해방되며 정서적 신명풀이로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다.19)

융합축제는 축제의 본성인 의례를 시대전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축제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축제의 융합화를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융합(Convergence)은 확장성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축제

의 의례와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초연

16) 오훈성, ｢로제 카이와의 놀이이론을 적용한 강릉단오제의 분석: 미미크리와 일링크스

를 중심으로｣,�관광연구저널�,제35권(제1호), 2021, 한국관광연구학회, 6쪽.

17) 성성종, ｢영적 지도의 ‘반구조’(anti-structure)적 특성에 대한 연구 ― 빅터 터너

(Victor W. Turner)의 의례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제50집,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2017, 87쪽.

18) 한양명, ｢일생의례의 축제성 : 장례의 경우｣, �2009년도 비교민속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아시아 일생일례의 비교연구�, 비교민속학회, 2009, 303쪽.

19) 임재해, ｢구비문학의 축제성과 축제에서 구비문학의 기능｣, �구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9쪽.



초연결 사회에서의 온 ·오프라인 융합축제 운영전략 | 신현식, 오훈성  79

결 사회에서 축제의 본성인 ‘의례’를 시,공간, 콘텐츠, 커뮤니티 등에서 

상호 작용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연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간과 공간, 콘텐츠, 연결, 커뮤니티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구체적으

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은 국내 지역축제에서 공원 중심의 전용공간에서 일상공간

까지 확산해 나아가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역축제 중 장소별 분포가 ‘공원/휴양림/숲’(26.8%), ‘광장

(12.6%)’, ‘마을(11.8%)’, ‘해변/바다(11.0%)’ 순으로 축제 개최 장소가 

특정 공간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그러나, 춘천

마임축제와 같이 백화점 등 상업공간에서도 축제가 실시되는 특별한 사

례가 나타나고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영향이 

일상공간을 축제장으로 실현하는 등 공간의 다핵화와 참여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경 찻사발축제의 경우도 도예 장인이 부스로 참여했

던 기존 축제와는 달리, 참가자가 지역 도예장과 박물관 34개소를 직접 

방문하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였다. 

신현식(2021b)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 공간 기획은 온라인과 오프

라인을 동시에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고, 오프라인 축제장에서 스마트

폰을 활용해 가상 축제장을 연결시키는 혼합공간의 디지로그 콘텐츠가 

새롭게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즉, 공간을 콘텐츠화 시키고, 공간

에서 축제 경험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

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을 새롭게 창출시킬 필요가 있다. O2O는 온라인

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시키는 것

이다. 축제장에 직접 오는 방문객 뿐 만 아니라, 축제장에 오지 못하더라

도 온라인을 통해 프로그램과 현장을 즐길 수 있도록 간접 또는 가상 경

험 창출에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오프라인 축제 중심의 운영 한

계를 극복하고, 가상공간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참여와 

20) 오훈성,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Ⅱ�, 문화체육관광부, 2016,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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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축제 경험의 공간으로 가상과 혼합이 더 추가된 

것이다. 가상공간은 플랫폼의 기능으로 작용하며, 혼합공간은 콘텐츠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축제는 O2O플랫폼

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간과 콘텐츠의 융복합은 혼합 공간의 비

중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O2O 

축제 플랫폼을 구축한 축제의 경험 가치 확산은 융합 축제로서의 다양성

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축제는 O2O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를 생산하고, 공간과 콘텐츠의 융복합은 혼합 공간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O2O 축제 플랫폼을 구

축하여 축제의 경험 가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제로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간은 축제의 특성상 일탈이 허용된 단기에서 연중 분산 개최

하거나 주말 등 방문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흥갯골축제는 온라인 중심의 운영으로 기존 3일간 개최되었던 

축제 기간을 45일로 연장하였다. 미국 Oregon의 Truffle Festival은 1

월 말부터 2주간 열리는 특산물 축제로, 여행객이 많은 주말에만 축제를 

개최하며 운영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주말 

미식 여행으로 포지셔닝을 구축하였다. 또한, 미국 Texas Katy Rice 

Festival은 코로나 19로 인해 불황을 겪는 로컬 업체 방문을 유도하기 위

해 축제와 연관된 지역 외식업체, 마트, 소매점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스

캐빈저 헌트를 기획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021).

셋째, 콘텐츠는 체험, 공연, 프로그램, 홍보 등이 타 영역과 융합을 시

도하고 있다. 시흥갯골축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기획하여, 만들기 

키트를 활용해 갯골에 사는 소중한 동식물을 직접 만들고 입어보는 ‘동물

변신 드레스룸’, 그리고 갈대, 꽃, 소금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해 갈대 인형

을 만들고 천연 염색을 해보는 ‘우리 집 생태공작소’ 등 시흥갯골축제에

서만 즐길 수 있는 생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운영되었다.21) 김제지

평선 축제는 참가자들이 영상컨텐츠를 관람하거나, 양방향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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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축제 진행자와 참가자들이 소통하며 컨텐

츠를 공유, 소비하는 형태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또는 온라인 주문을 이용

한 지역 특산물 포함 물품 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다(김영현, 2020).22)

넷째, 연결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축제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

고 있다. 보령머드축제는 ‘온앤오프’란 슬로건을 내걸고, 온라인을 넘어 

머드축제 뿐 아니라 보령의 주요 관광지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체험 

키트와 다양한 관광자원, 먹거리를 공유하는 생산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

공하였다. 축제기간 만이 아닌 축제가 개최되지 않는 더 많은 시간을 지

켜줄 공간을 창출해서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축제 공간을 인식할 수 있도

록 상징물과 함께 축소된 개념에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존 축제가 특정한 기간만 운영되는 ‘일상의 축제화’였다면 융합축

제는 축제의 다양한 플랫폼 조성을 통해 ‘축제의 일상화’를 도모하고, 온

라인으로 비롯되는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가 축제가 열리지 않는 기간

에도 상시적으로 생산되고,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축제장에서는 축제 콘텐츠를 시,공간을 초월해 항상 즐길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이것이 축제 방문객의 관심 속에서 축제가 지

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 오프라인 축제장에서는 축제를 상징하는 대

표 콘텐츠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경험과 소규모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연결은 지역사회 주민과 축제참가자와의 연결을 시도해 볼 수 있

다. 지역사회 커뮤니티는 오프라인 축제참가자와 온라인 축제참가자를 지

역 관광의 잠재 수요자로 역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상반기

에도 보령머드축제, 시흥갯골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청송사과축제 등 

온,오프라인 축제들이 열렸다. 이러한 축제들은 펜데믹 위기에서 온라인 

21) ｢2020 시흥갯골축제, 현장이 아닌 일상에서 만나요｣ �시흥신문� 2020년 07월 28일자.

22) 김영현, ｢온라인 축제프로그램, 웹사이트 품질이 축제만족에 미치는 영향 : 김제 지평선 

온라인 축제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제45권(제4호), 한국관광산업학회, 

2020,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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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단순히 이용하는 개념이지,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온

라인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

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융합축제는 결합(하이브리

드축제)이 아닌 융합(온라인 공간안에서의 오프라인 공간의 경험 연결)으

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축제 경험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표 2> 기존 축제와 융합축제 구조 비교

구분 기존 축제 융합 축제

공간 오프라인 중심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공간 융합

시간 비일상성
일상의 축제화(비일상성)와 축제의 일상화(일상성) 

융합

콘텐츠 오프라인 콘텐츠 중심 오프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콘텐츠 동시 제공 및 융합

연결
오프라인 중심, 온라인은 

홍보마케팅 공간으로 연결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을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연결 

융합

III. 2021 서울드럼페스티벌 운영 사례 분석

1. 서울드럼페스티벌개요

서울드럼페스티벌은 1999년 ‘세계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북잔치’를 주

제로 처음 개최되어, 2021년 23회째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기념사업,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공식행사, 2002년 월드컵 

전야제로 행사로 개최되었다가 2003년 비로소 동양과 서양의 소리를 모

은 문화예술축제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9년 서울대표 축제로 지정되

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박성주(2016)는 서울드럼페스티벌이 수도 서울

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으며, 서울시민들에게 

타악기 문화의 예술성을 알리고 또 체험시켜 전문가가 아니라도 타악기

의 매력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서울

드럼페스티벌은 서울의 문화 정체성과 역사성 그리고 국제성을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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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 공연팀의 무대를 통해 세계에 알리고, 타악의 예술성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울드럼페스티벌은 비대면 온라인 축

제로 개최되었다. 유튜브 채널, 라이브서울 유튜브 채널, TBS 시민의 채

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어, 한국 뿐만 아닌 세계에서 시청하는 축제

를 경험하였다. 프로 드러머들의 연주를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 여

러 대의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와 연주 모습을 중계해 매니아들에게는 생

중계의 생생함과 몰입감을 제공하였다. 2021년 서울드럼페스티벌은 코

로나19 이전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담아 회귀(RETURN, 

回歸)를 주제로 5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개최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

인 동시 개최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020년보다는 진화된 운영으로 

이루어졌다. 방역지침을 준수한 장충체육관 현장관람과 유튜브와 네이

버TV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가상공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

토에서 ‘서울드럼페스티벌 맵’을 통해 아바타로 축제 현장을 즐길 수 있

도록 하였다. 아울러, 메타버스 서울드럼페스티벌에서는 인기드러머와

의 팬미팅과 포토존을 활용한 이벤트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림 2> 2021서울드럼페스티벌 포스터 및 전석매진 이미지

출처: 서울드럼페스티벌 페이스북, http://seouldrum.go.kr/(검색일 2021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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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축제 운영 구조를 2021 서울드럼페스티벌에 적용해 분석하고자 하

며, 이를 토대로 융합축제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021서울드럼페스티벌 운영 구조 분석

1) 공간 분석

2021년 서울드럼페스티벌의 축제 공간은 크게 2개로 구분된다. 연합

뉴스(2021.05.24.)에서는 ‘서울시가 5월 28∼29일 장충체육관 현장(하

루 99석만 운영)과 온라인 유튜브 ‧ 네이버TV에서 ‘2021 서울 드럼페스

티벌’이 열리며, 국내 드러머 공연과 미국 ‧체코 등 해외 현장 공연, 온라

인 드럼 클래스, 드럼 경연대회 등을 즐길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즉, 코

로나19 이전에도 축제장으로 활용했던 서울 장충체육관 오프라인 공간

과 홈페이지를 비롯해 유튜브와 네이버TV,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제페

토 등 온라인 공간이다. 2020년 온라인 축제와 비교해보면 2021년에는 

온라인 공간에 제페토라는 3D 가상공간 플랫폼을 활용해 축제장이 조성

되었다. 2021 서울드럼페스티벌의 공간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축제 공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를 활용하였

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축제 공간은 축제를 홍보마케팅 하는 

공간에서 축제를 경험시키는 공간으로 전환되었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서 중계와 소통을 위한 SNS 채널로 확장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가상 

축제장 구축까지 진화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오프라인 축제장에

서 온라인 공간으로 축제장을 확장되고 있으며, 멀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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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축제장 - 장충체육관 온라인 축제정보 - 홈페이지 온라인 가상 축제장 - 제페토

온라인 생중계 공간 - 

유트뷰/네이버TV
온라인 소통 - 인스타그램 온라인 소통 - 페이스북

<그림 3> 2021서울드럼페스티벌 축제 공간

출처: 서울드럼페스티벌 플랫폼, http://seouldrum.go.kr/

2) 시간 분석

축제는 비일상의 시간 축을 가지고 있어 축제가 끝난 일상으로의 복귀

는 축제장을 일상공간으로 다시 복원시킨다. 그러나, 2021 서울드럼페

스티벌 온라인 공간에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

스북, 제페토에 플랫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SNS 플랫폼에 들어가

면 5월 28-29일 개최를 위해 사전과 진행 중 업로드 한 축제 정보와 자

료가 그대로 있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볼 수 있다. 또한 축제 현장 직접

관람과 온라인 생중계를 놓친 사람들에게 ‘KBS JOY채널’ 시청 안내와 

제페토 이벤트 당첨자 안내를 하는 등 소통을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페토에 구축한 가상 축제장도 그대로 있어 

오프라인 축제장은 사라졌지만 가상 축제장에서 서울드럼페스티벌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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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느낄 수 있다. 결국, 온라인 축제 플랫폼은 축제의 일상화를 연결하는 

시,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일상의 축제화와 축제의 일상화가 온라인 공

간을 축제장으로 인식하면서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2021 서울

드럼페스티벌은 축제 공간 구축을 통해 시간을 연결하고 있으며, <표 3>

과 같다.

<표 3> 2021 서울드럼페스티벌 시,공간 교차 분석

구분
축제 공간

오프라인 온라인

축제

시간

축제기간(비일상) 오프라인 플랫폼(축제장) 존재
온라인 멀티 

플랫폼(축제장) 존재

非축제기간(일상) - 온라인 멀티 플랫폼 존재

3) 콘텐츠 분석

2021 서울드럼페스티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축제 콘텐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콘텐츠의 경우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무관중 온라인 콘텐츠였다. 하지만 2021년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1일 

99석의 티켓팅을 판매해 축제 개최 이전 전석이 매진되었으며 오프라인

에서 메인공연, 드럼경연대회, 파트너 콘서트 3개의 핵심 콘텐츠 모두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로는 메인공연, 드럼경연대회, 파트너 

콘서트를 유튜브와 네이버TV로 생중계 하였고 결선 생방송 중에 온라인 

투표도 진행하였다. 페이스북은 주최측에서 축제 안내와 정보를 사진과 

동영상 및 글로 전달하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가

자와 관람객들이 축제 정보와 경험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업로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페토 맵에서는 아티스트 포토존에서 인증샷 찍기와 SNS이

벤트, 축제 역사 관람, 메인무대, 협찬사 포토존 이벤트, 아티스트와의 

깜짝 만남 이벤트, 상징물 관람 등을 실시하였다. 이상 서울드럼페스티

벌의 콘텐츠 분석을 공간과 함께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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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21 서울드럼페스티벌 공간별 콘텐츠 유형 분석

서울드럼페스티벌 콘텐츠 오프라인 플랫폼 온라인 멀티 플랫폼

메인공연, 드럼경연대회, 

파트너 콘서트 콘텐츠
장충체육관 축제장 -

오프라인 생중계 및 온라인 투표 콘텐츠 - 유튜브 & 네이버TV

주최측 업로드 콘텐츠 - 페이스북

참가자 및 관람객 업로드 콘텐츠 - 인스타그램

가상 축제장 콘텐츠 - 제페토

4) 연결 분석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축제 공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

영되면서 축제 연결 구조는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1 서울드럼페스

티벌 축제 연결의 핵심 공간은 오프라인 축제장이었으며 메인공연, 드럼

경연대회, 파트너 콘서트 3개의 핵심 콘텐츠를 온라인 공간에 확장성의 

개념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영상콘텐츠의 연결은 유튜브와 네이버TV 플

랫폼이었으며, 페이스북 플랫폼에서는 주최측 이벤트를 비롯해 축제 정

보 및 생중계 안내와 유튜브, 네이버TV, 홈페이지를 링크해 바로 접속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주최측이 아닌 축제 온

라인과 오프라인 참가자와 관람객들이 축제 정보와 경험을 업로드 하고 

있어 소통 채널 플랫폼이지만 페이스북과는 사용자 환경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상 축제장 제페토 플랫폼에서는 아바타를 통해 가상 축

제장을 즐길 수 있었고, 실재 아티스트와 팬들의 미팅이 아바타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결이 이루어졌다. 오프라인 축제장과 가상 축제장에서 관

람객들의 공통된 행동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SNS 소통 플랫폼에 업로

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 축제가 동시에 

개최되는 것과 함께 온라인 공간에 가상축제장 플랫폼이 생기면서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의 소통과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드럼페스티벌의 경우는 Z세대의 관심과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소통과 상호작용을 이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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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축제의 경우는 단순히 가상 축제 공간 구축만이 아닌 연결 

관점에서 제페토 등 가상 축제장 참여를 높이는 접근성과 연령의 확장성

을 시도하는 다양한 이벤트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건대 카

카오톡과 유튜브 채널 구독을 이벤트로 이끌어 참여 정보제공과 연결을 

편리하게 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업로드 이벤트를 연령별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해 참여를 능동적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이상 연결 구조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또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분석은 다음과 같다. 지역축제는 커뮤니티 기반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

션과 상호작용으로 운영된다. 2021 서울드럼페스티벌은 무대공연을 위

한 아티스트와 경연대회 참가자 그리고 관람객을 중심으로 주최 측과 관

계자가 상호작용하며 운영되었다. 주최 측은 축제 운영에 대한 사전 공

지와 축제 운영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로 소통하였으며, 온

라인 공간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은 아바타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이 만나

는 미팅까지 실시되었다. 코로나19 환경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축제를 동

시에 개최하는 운영 구조를 발생시켰고, 축제 커뮤니티는 오프라인 축제

참가자와 온라인 축제참가자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오프라인 축

제참가자보다 온라인 축제참가자가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2021.07.) 자료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축제장의 실제 입장객 수는 256

명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유튜브 채널(조회수 85,685회)과 KBS 

JOY(시청률 164,749명), 메타버스(네이버 제페토 : 방문자 및 이벤트 참

여자 2,117회)를 합산한 인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기존 오프라인 축

제와는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운영되는 축제에서는 현실 축

제장과 가상 축제장을 연결시켜 커뮤니티 구축과 상호작용 방법론이 중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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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21 서울드럼페스티벌 연결 구조 분석

오프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실 

축제장 플랫폼

오프라인 & 가상 축제장 상호작용을 

위한 온라인 연결 플랫폼

온라인 가상 축제장 

플랫폼

장충체육관
유튜브, 네이버TV,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
제페토 맵

IV. 초연결 사회에서의 융합축제 운영 전략

1. O20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초연결 사회에서 축제의 공간은 기존 오프라인 공간을 초월해 온라인 

공간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축제장과 온라인 축제장

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O2O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 간에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10월 14일-17일 개최되는 제46회 정

선아리랑제는 취소 없는 축제와 코로나 19에 따른 탄력적 오프라인 축제

장 운영을 원칙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시킨 O2O플랫폼 축제를 

준비해 글로벌 융합 축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23) 2021 서울드럼

페스티벌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플랫

폼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플랫폼이었다. 플랫폼 유형으로는 메타버스 

기술에 기반한 가상축제 플랫폼과 현실 축제장과 가상 축제장을 연결시

켜주는 연결 플랫폼이었다. 이에 온라인 공간에서 축제 플랫폼은 각각의 

플랫폼 특성과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멀티 플랫폼 구

축이 필요하며, 오프라인 축제 플랫폼과 온라인 멀티 플랫폼과의 네트워

크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O2O 축제 플랫폼에 기반한 운영 시스템 구

축은 내국인을 넘어서 온라인 공간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축제 인지도를 

높이고, 축제를 간접 경험시킬 수 있다. 즉, 기존 축제 시장에서 잠재 수

23) ｢재46회 정선아리랑제 10월 14일부터 4일간 개최｣, �중도일보�, 2021년 06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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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 창출은 온라인 축제 플랫폼을 통해 실현하고, 이들을 오프라인 현

실 축제장으로 끌어들이는 네트워크 전략은 초연결 사회에서 축제가 글

로벌로 진출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2. 일상의 축제화와 축제의 일상화

2021 서울드럼페스티벌 사례분석을 통해서 비일상 축제가 일상화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오프라인 축제장은 사라졌지만, 온

라인 공간에서의 플랫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이 플랫폼은 축제가 끝

난 일상에서 언제든지 지난 축제를 다시 즐기고 소통할 수 있다. 특히, 

네이버 제페토에 구축한 페스티벌 맵은 아바타를 통해 가상의 축제장에

서 놀 수도 있다. 결국, 초연결 사회에서의 융합축제 시간 전략은 비일상

의 시간을 초월해 온라인 공간에서 축제 플랫폼을 통해 ‘일상의 축제화와 

축제의 일상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제 축제 커뮤니티는 비일상 축제를 

끝내고 다시 찾은 일상에서 온라인 축제 플랫폼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각자의 공간에서 수시로 소통과 연결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축제 일상화의 플랫폼 전략이다. 그리고 오프라인 축제장에

도 가능하다면 축제의 상징 공간을 조성시켜 축제기간이 아닐 때 오프라

인 축제장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축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

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오프라인 축제장에서 온라인 축제 플랫폼을 연결

하고 상징공간을 AR과 VR 기술로 확장시켜 축제를 실감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사전 예약제 상설 프로그램도 조성해 일상에

서도 축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축제화와 축제의 일상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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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21서울드럼페스티벌 메타버스 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제페토월드맵)

출처: 서울시청(2021), �2021드럼페스티벌 결과보고서�.

3. 메타버스 기술 활용 콘텐츠 융복합

초연결 사회 융합축제의 핵심은 공간 융합을 통한 콘텐츠 융복합이다. 

축제 공간의 융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

해 축제를 경험시키는 환경이다. 오프라인 축제장에서 가상 축제장을 연

결해 ‘나’와 ‘아바타’가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현실 축제장을 

온라인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겨 비대면 축제로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가상축제의 핵심은 현실축제에 있다. 그러므로 콘텐츠 융복합은 

오프라인 축제에서의 가상콘텐츠 융합이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현실축

제 실감이다. 그리고 이 기술이 메타버스인 것이다. 축제에서의 오프라

인 공연 콘텐츠는 온라인을 통해 360도 회전하는 AR(증강현실)을 넘어 

XR(확장현실)24)을 통해 현실공연과는 다른 몰입과 감동을 줄 수 있으

며, 유료화도 가능하다. 또한 AR기술은 오프라인 축제장에서 각종 체험 

콘텐츠를 스마트 폰을 활용해 온라인 축제 플랫폼으로 QR코드를 통해 

연결시켜 즐길 수 있다. VR기술은 축제 스토리를 가상세계 속에서 즐길 

24) XR(eXtended Reality)기술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및 MR(혼합현실)을 통칭

하는 기술로 디지털 콘텐츠에 실감기술을 적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체험(현실감)을 가

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XR 기술이 XR 산업을 넘어 타 산업과 융합되어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 신시창 창출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경택,｢XR융합 기술 동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제37권(제10호), 정보와 통신(한국통신학회지), 2020, 

1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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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 이 모든 것은 5G 기반의 초연결 사회가 구축되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융합축제는 현재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축제 기획 

및 콘텐츠화 전략이 필요하다.

4. 유기적 연결과 상호작용

초연결 사회 융합축제의 가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시켜 기존 

축제와 비교해 더 큰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앞으로 초연결 사

회로의 가속화는 축제의 유기적 연결을 메타버스 기술 발전과 함께 가속

화 시킬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리적인 만남이 일상이던 컨택트

(Contact) 시대에서 온라인 만남이 일상이 되는 온택트(Ontact) 시대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유택트(U-Tact) 

시대로 가고 있다.25)

융합축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을 구분하는 패러다임이 아닌 유

기적 연결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컨택트(Contact)와 온택트(Ontact)를 

넘어 유택트(U-Tact)이다. 즉, 일상에서 축제의 소통과 협력이 시,공간

을 초월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일상 축제 

기간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응집해 축제의 역

동과 일탈을 경험하는 것이다. 2021 서울드럼 페스티벌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축제를 개최하였지만 공간과 콘텐츠의 유기적 연결보다는 

두 개의 축제 공간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것은 융합

축제로 진화 및 발전하는 초기의 현상으로 본다. 그러므로 융합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유기적 연결과 이를 통해 

축제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축제운영에 있어서 

인력 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지역축제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

25) 우운택 , �한류NOW 2020년 9+10월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1쪽.



초연결 사회에서의 온 ·오프라인 융합축제 운영전략 | 신현식, 오훈성  93

여와 자원봉사에 의한 축제 운영구조는 미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

다. 그러므로 축제의 생산구조를 지역주민 중심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축제는 지역주민, 

관광객, 관계자를 구분이 아닌 통합시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전략과 모두를 

축제참가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잠재적 

축제참가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해 축제 기획과 운영에 상

시적 소통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SNS를 통해 축제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경험시키는 인플루언서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융합을 통해 콘텐츠 융합이 이루

어지고, 더 나아가 커뮤니티 융합의 새로운 가치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

명과 초연결 사회에서의 축제를 융합축제로 명명하였다. 아직 학술적으

로 하이브리드축제, 융합축제는 개념화되어 있지 않아, 사례 중심의 탐

색적 접근을 통해 융합축제 개념 및 융합축제의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

한, 융합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 하이브리드 축제를 인식하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융합축제의 개념과 구조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온라

인과 오프라인에서 하이브리드 축제로 운영된 2021년 서울드럼페스티벌 

사례를 분석해 융합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O2O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일상의 축제화와 축제의 일상화, 메타

버스 기술 활용 콘텐츠 융복합, 유기적 연결과 상호작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연결 사회에서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온라인과 오

프라인의 유연한 경계를 축제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축

제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관광자원의 많은 영역들이 경계

를 허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에는 관광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자

원, 기술, 서비스들이 융합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가 개발되고 있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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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온 ‧ 오프라인 결합을 통해 축제의 확장적 사고에서 바라볼 수 있

어야 한다. 축제의 융합은 온 ‧ 오프라인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

지는 차원이고, 메타버스 기술은 시,공간에 대한 축제 확장을 이루어 주

었으나 아직까지는 기술의 한계로 콘텐츠 융합까지 이루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의 융합 공간의 환경 속에서 축제 콘텐츠 융합을 접목하

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축제 총감독 등 기획 및 연출자가 현재의 기술 수

준을 가지고도 융합 콘텐츠를 연출하는 기획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본

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팬데믹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초연결 사

회 진입에 따른 혜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연한 경계 속에서 하이브

리드 축제로 개념하고 개최하고 있다. 세계적인 축제를 목표로 5G환경

과 기술 그리고 중앙정부의 메타버스 정책 등의 시대적 환경 변화에 축제

의 지속가능성과 진화 및 발전을 이끄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지역축제 현실 속에서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앞으로의 축제 

방향성을 융합축제로 개념 하였으며, 그 전략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본격적으로 목도할 축제인 융합축제 연

구의 방향성 고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실무적으로는 축제 업무에서 

융합축제 인식이 축제의 공간, 시간, 콘텐츠, 연결에 대해 새로운 전환 

사고를 갖게 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 기획 및 운영 전략으로 본 연구 결과

를 실무에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융합축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사례 중심의 현상 분

석과 언론보도자료, 서울시 자료 등 제한된 문헌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실제 융합축제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

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존 축제를 융합축제로 전환해 새

로운 개념으로 명명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 자료 부족으로 그 가치와 필

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융합

축제의 구조별 특성 및 실증 분석, 융합축제 모델 개발, 참가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융합축제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후

속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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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y for the Operation of Online and Offline 

Convergence Festival in a Hyper Connected Society

-Focusing on the 2021 Seoul Drum Festival -

Shin, Hyun Sik · Oh, Hoon-Seong

Recently, the festival’s operation has been chaotic due to the Pandemic. 

The existing offline festival was held as a non-face-to-face online festival in 

2020, and is being held as a combined online and offline festival in 2021. 

Coronavirus 19 needs to be viewed from an opportunity perspective, not just 

as a festival crisi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nkind is turning into a hyper connected society. The festival also needs to 

try to switch to a hyper connected society, and I think Coronavirus 19 is an 

opportunity to advance that period. However, most festivals in Korea are 

holding hybrid festivals amid the paradigm of crisis. Hybrid festivals are 

concepts that use online space as needed. The hyper connected social 

festival is an era of convergence festivals that organically connects offline 

space and online space, not hybrid festivals, to recognize them as one space.

Thus, this study recognized hybrid festivals as a preliminary step to the 

fusion festival and derived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the convergence 

festival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addition, it analyzed the case of 

the 2021 Seoul Drum Festival, which was operated as a hybrid festival 

online and offline, and presented a strategy to move forward to a convergence 

festival. In other words, O2O platform and network construct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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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to a festival and a festival into everyday life, convergence of contents 

utilizing metaverse technology, organic connection and interac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onsideration of the direction 

of research on convergence festivals, which are future social festivals. In 

practice, it is expected to present a paradigm shift in the perception of the 

online space of the festival in the festival business and the practical 

direction of the festival planning and operation strategy.

Key Words : Hyper Connected Society, Festival, Convergence 

Festivals, Metave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