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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COVID-19가 미국 스포츠산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과 이에 대한 미국 프
로리그의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무관중 경기를 통해 스포츠경기에서 팬의 존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경기의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조력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팬데믹 이전부터 미국 프로스포츠 산업은 비용증가, 관중감소, 시청률 감소, 유소년 스포츠 참가
감소 등 미래 시장에 대해 다양한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전에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미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지금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12.3 billion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NCAA 풋볼과 NFL이 코로나로 인
해 취소된다면 그 피해는 배로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NFL과 MLB의 경우 관중 없이 시즌
전체가 진행되면 작년대비 최소 구단 수익의 30% 이상의 손실과 이에 따른 선수들의 연봉 조정도
불가피하다. 경기장 수익 손실로 인해 메이저스포츠 중 상대적으로 MLB의 이익손실이 가장 클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미디어들의 광고수익 손실도 예상된다.
7월 23일 MLB를 시작으로 프로리그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9월에는 2차 감염확산이 우려 되는
가운데 NFL도 시즌 시작을 준비 중이다. COVID-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
다. 어느 리그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NBA와 NHL의 버블시스템은 앞으로 다시 찾아올
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험에서 프로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
홈과 원정을 오가며 시즌을 치르고 있는 MLB의 경우 시즌 개막 후 끊임없이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
다. NFL의 경우, 대략 $7 billion을 들여 지은 Los Anageles Rams, Los Angeles Chargers와
Las Vegas Raiders의 피해와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 NFL이란 상품에 약 $7 billion이 투입된
2020년 시즌이었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허니문 효과를 가장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첫해의 기
회는 상실 되었고, 새 구장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지자체, 구단, 및 리그의 재무적 부
담은 커졌다. MLB와 같은 형태로 운영될 NFL이 정상적으로 시즌을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월 경제봉쇄 이후 4개월 만에 스포츠가 미디어를 통해 돌아왔다. 하지만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스
포츠 경기는 COVID-19 이전 스포츠팬을 설레게 만들던 경기장 분위기와는 모습이 달랐다. 무관중
경기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팬들의 가치와 스포츠를 특별한 시간과 공간으로 만드는 조력자로
써의 팬들의 역할에 대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내년 시즌 팬들과 함께 만드는 생동감 넘치는 스
포츠경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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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7월 29
일 기준 4,339,997의 누적 확진자와 총 148,866명의 누적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CDC는 8월 15일에
는 미국 내 COVID-19에 의한 누적 사망자 수가 160,000명에서 175,000명에 이를 것으로 어두운
예상을 내어놓았다. 높은 미국 내 누적 사망자 수 추이를 두고 혹자는 ‘미국이 제1.5 세계대전을 치
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미국 사망자 수(116,516명)와 제2차 세계대
전의 미국 사망자 수(405,399명)의 중간 정도의 사망자 수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월 팬데믹 확산 이후 7월 말 현재 확산 추세는 쉽게 수
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가을 환절기에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해 경고와 2차 경제봉
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림 1> COVID-19 미국 확진자 현황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VID-19와 미국 경제

<그림 2> 미국 실업자 수 추이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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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봉쇄 여파로 미국 내 실업자 수는 3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6월에는 작년 대비 5배 정도 늘어난 대략 20% 미국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았고, 7월 현재
실업 혜택 신청 수는 줄고 있으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불거진 실업 사태보다 높은 실업률을 나
타내고 있다. 7월 30일 발표된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은 –32.9%로 73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
률 쇼크를 보였고, 이는 1921년 대공황 때 보인 –28.6%보다 낮은 수치다. 제롬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미국 ‘경제 침체기’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를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0~0.25% 동결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1,200조 원 규모의 5번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Black Life Matter

<그림 3> Black Life Matter 시위 참가자 (출처: Guardian.com)

팬데믹과 더불어 최근 체포과정에서 백인 경찰관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조지 프로이드(George
Floyd)의 죽음이 촉매가 되어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였다. 5월 26일 미니
애폴리스(Minneapolis)에서 시작된 Black Life Matter 운동은 미국 전역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약탈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 정부는 시위진압용 연
방군 투입 등 강수를 두며 사회 전반에 불안 요소가 만연하다.
COVID-19 확산과 위에서 언급한 경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지난 3월부터 8월 초 현재까지의 시
간이 미국에서 지낸 온 16년 중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간인 동시에 처음으로 라이브 스포츠
없이 보낸 시간이기도 하다. 경제봉쇄 해제와 함께 무관중 경기로 PGA, MLB, NBA, NHL 등 스포츠
팬 시야에서 멀어졌던 프로스포츠가 미디어를 통해 돌아오고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COVID-19가 미국스포츠 시장에 끼친 경제적 영향과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의 대처 및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무관중 경기를 통해 나타난 스포츠팬들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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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OVID-19 인한 미국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손실
이코노믹 모델링의 Gwen Burrow는 2020년 5월 보고서에서 COVID-19가 미국 스포츠시장에 끼
친 영향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World War II didn’t shut down sports. COVID-19
did that.” 즉, 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스포츠가 COVID-19로 인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게 된 것이다. 3월 중순 경제봉쇄로부터 6월 중순까지 3개월간 모든 스포츠경기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고, 대략 130만 개의 스포츠관련 직업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고, 이는 약 $12.3 billion
소득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NFL(미국 프로풋볼리그)와 대학미식축구가 취소된다면 미국스포
츠 시장의 경제적 손실은 배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1. COVID-19로 인한 Major League Baseball 경제적 손실 및 도전
1) MLB 리그축소(81경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 $4 billion
2008년 시즌 7,948만 명의 관중동원 정점으로 이후 꾸준한 관중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 시즌엔
6,850만 명 관중동원에 그쳤다. 하지만 FOX, ESPN, Turner Sport의 TV 중계권료 상승으로 인해
리그 전체수익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9년 리그 전체수익은 $10.7 billion을 기록하며, 2018년
$10.3 billion을 넘어섰다. 이로써 17시즌 연속 리그 수익 증가를 기록했다(Brown, 2019). 하지만
COVID-19로 인해 18년 연속 리그 수익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월 12일 spring training 중
단을 시작으로 MLB는 시즌 취소를 결정했고, 리그와 선수노조 간의 수익분배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리
그는 7월 23일 정규시즌 팀당 162경기의 절반보다 적은 팀당 60경기 일정으로 재개하게 되었다. 리그
와 선수노조가 합의를 일찍 이뤄 정규시즌 절반(81경기)을 소화할 경우 2020년 시즌 리그의 수익손
실은 $4 billion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양쪽의 합의 지연으로 60경기로 줄어들었고, 이 또한 리그
재개 후 끊이지 않는 선수와 스텝들의 COVID-19 감염 소식에 60경기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관중 경기로 인한 경기장 수익손실로 인해 팀당 전년 대비 30% 이상의 수익감소가 예
상된다. 2020년 시즌은 리그와 선수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2) COVID-19 최대의 피해자는 MLB?
USA Today의 Gabe Lacques(2020)는 다음의 이유로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 중 MLB가 최대의
COVID-19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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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그와 선수노조 관계: MLB는 과거 8차례 직장 폐쇄 또는 파업으로 시즌 전체가 취소되거나
조정된 리그 일정으로 시즌을 보낸 역사가 있다. 이로 인해 떠나간 팬심을 되찾기 위해 무단한 노력
이 필요했다. 3월 12일 리그 중단 후 7월 23일 개막전이 열리기까지 리그는 선수노조에 네 차례 시
즌 시작을 위한 제안서를 보냈고 그때마다 선수노조는 경기 수와 수익분배에 대한 수정제안을 제시
하였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 마침내 6월 22일 선수노조가 60경기, 2020년 연봉의 37%에 합의하면서
2020년 MLB시즌이 시작될 수 있었다. COVID-19로 인한 야구팬들의 고통과 미래 불확실한 리그의
수익구조를 고려할 때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갈등하는 모습이 어떻게 팬들에게 비추어 지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② NBA와의 새로운 경쟁: 미국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절대 강자는 NFL이다. 야구 개막을 앞둔 3
월 말과 4월 초에도 9월에 시작하는 NFL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데 더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야구
열성 팬인 필자의 동료 교수는 가끔 운전 중에 듣는 스포츠 라디오 방송에 대해 때때로 불만을 토로
한다. “왜 야구시즌에 미식축구 이야기만 하냐!?” 따라서 MLB는 NFL시즌 시작 전 7월, 8월이 NFL
및 다른 스포츠 리그와의 경쟁 없이 스포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시기다. 하지만 리그와 선수노조
합의가 지연되어 리그 재개는 늦춰졌고, 7월 30일 NBA는 리그 재개와 10월 초에 NBA Finals를 계
획하고 있다. 그리고 NHL은 8월1일 정규시즌을 시작한다. 무관중 경기로 열리는 텅 빈 야구장에서
의 경기로 얼마나 야구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ESPN이 중계한 Yankees와
Nationals의 7월23일 개막전 경기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개막전 시청률을 기록, 이는 작년 대비
232% 증가한 수치다. 162경기가 60경기로 줄었다. 경기가 준만큼 리그와 선수는 어떻게 보다 효과
적으로 팬들에게 호소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COVID-19로 인한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NBA) 경제적 손실
Statistica에 따르면, 지난 시즌 NBA의 총 매출은 $8.76 billion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번 잔여
정규시즌 중단으로 인해 대략 $1 billion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플레이오프가 지연이나 취소된
다면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리그의 수익은 중계권 판매, 머천다이징, 스폰서쉽, 그
리고 경기장 수익(티켓 판매, 매점, 주차장)으로 구성된다,
① 티켓 판매 수익 감소: 평균적으로 정규 경기당 $1.2 million과 플레이오프 경기당 $2 million
의 수익을 티켓 판매에서 거둔다. 그리고 리그 중단 이전부터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따라 관중감소
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여러 미디어에서 최소 티켓 판매에서만 $500 million 수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Haberstroh, 2020). 그리고 매점과 주차장 수익을 합치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장 수입 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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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700 million으로 추정된다.
② TV 중계권료: 미디어 수익은 전체 리그 수익 중 약 30%를 차지하며, 연간 $2.7 billion에 달한
다. 서던 유타 대학에 David Berri 교수는 리그 재개로 인해 중계에는 이상이 없으나 비싼 중계권료
를 내는 중계회사의 광고비 수익에는 손해는 불가피하게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Haberstroh, 2020).
③ COVID-19와 선수연봉: ESPN에 따르면, 선수노조와 리그는 COVID-19로 인해 리그를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월 15일부터 25% 삭감된 월급을 수령하는데 합의했다. NBA는 2주
에 한번 월급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리그 수익감소로 인해 23%~26% 선수연봉 삭감이 예상된다.
NBA는 리그의 농구관련 전체 수익의 51%를 선수들과 나누게 되어있다.

3. COVID-19로 인한 National Hockey League(NHL) 경제적 손실
2018~2019 시즌 리그 총 수익은 $5.09 billion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다른 프로
스포츠 리그와 마찬가지로 짧아진 시즌과 무관중 경기로 열리는 플레이오프 시즌으로 인해 수익감소
는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리그 수익감소로 인해 리그사무국 직원의 월급도 4월을 시작으로 25% 감
봉되었다. 만약 리그 재개 없이 시즌이 마쳤다면 NHL의 예상 수익감소는 $1 billion 이를 것으로 내
다봤다. 스포츠 전문저널 The Athletics에 따르면, 팀당 티켓 판매와 매점, 주차장, 상품 판매 등으
로 COVID-19로 인한 경기당 평균 경기장 수익손실은 $1.7 million으로 예상했다. 8월 1일 리그 재
개 전, 총 189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리그가 중단 되었고, 이를 경기당 평균 수익으로 계산하면 최
소 $321 million 수익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ESPN은 COVID-19로 인해 플레이오프 시즌이 무산된
다면 대략 $250 million의 추가적인 리그수익 손실을 예상했다.
① COVID-19 와 선수연봉: COVID-19 로 인한 리그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에 책정된
$81 million의 팀당 연봉 상한선은 유지하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4. COVID-19로 인한 National Football League(NFL) 경제적 손실
1) 경기장 수익 손실: $5.5 billion
현재 COVID-19 상황을 볼 때, 2020 시즌은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Forbes에 따르면, 무관
중으로 치러질 경우 리그는 대략 $5.5 billion의 경기장 수익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NFL의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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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티켓 판매, 매점, 스폰서, 주차장, 팀 상품 판매로 이루어지며, 경기장 수익은 리그 전체 매출
의 38%를 차지한다. 특히, Dallas Cowboys와 New England Partirots 등의 빅 마켓 팀의 경우 시
즌 팀 전체수익 절반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며, 스몰 마켓 팀의 경우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은 삼분의
일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아래의 그림은 NFL 구단 수익 상위 5개 팀과 하위 5개 팀의 팀 시즌
전체 수익에서 경기장 수익이 차지는 비중을 비교하고 있다.

<그림 4> NFL 구장수익 상위 5, 하위 5 팀 (출처: Forbes.com)

2) 사라진 허니문 효과(Honeymoon Effect)
허니문 효과란 프로팀이 새로운 지어진 경기장으로 인해서 관중수익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
다. 최근 들어 허니문 효과 기간은 줄어드는 추세이나 일반적으로 개장 후 3년 동안은 관중동원
에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적은 중소 도시에서 허니문 효과가 두드
러진다. Los Angeles Rams와 Los Angeles Chargers와 팬들은 이번 시즌 약 $5 billion을 들
여 지은 새 구장에서 시즌을 맞이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다. $1.9 billion이 투입된 Las
Vegas Raiders와 경기장 건설비용에 투자한 Las Vegas 지역 카지노, 호텔 산업들도 큰 실망감
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NFL경기뿐 아니라, 새 구장에서 계획된 다양한 대형 이벤트도 모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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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었다. 다시 말해 NFL이란 상품에 약 $7 billion이 투입된 2020년 시즌이었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허니문 효과를 가장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첫해의 기회는 상실 되었고, 새 구장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지자체, 구단, 및 리그의 재무적 부담은 커 질수 밖에 없다.

3) 선수연봉 삭감
줄어든 리그 수익으로 인해 선수들의 연봉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20시즌 리그의 풋볼 관
련 수익의 47%가 선수들의 연봉으로 지출되게 된다. 리그는 선수노조에 COVID-19로 인한 수익감소
로 선수당 38% 연봉 삭감을 제시하였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팀당 선수에게 쓰이는 비용
(연봉, 은퇴연금 등) $40 million 삭감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선수노조와 조율이 쉽지 않다.
USATODAY에 따르면, 선수연봉 삭감 제안과 함께 NFL 커미셔너 Roger Goodell은 $40 million에
달하는 2020년 연봉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NFL 사무국 직원의 연봉은 5~15% 삭감이 예상된다.

Ⅱ. COVID-19와 미국 프로스포츠의 대처
1. Major League Baseball(MLB)
1) MLB: COVID-19 검사시스템(Protocols) 및 대처
MLB는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 중 가장 먼저 시즌을 시작한 스포츠 리그가 되었고, MLB만이 원정
경기를 위해 타 도시로 이동하며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NBA와 NHL의 COVID-19 감염을 효
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버블시스템을(Bubble System) 운영하고 있다.
(1) MLB COVID-19 Protocols
MLB는 7월 23일 리그 개막 한 달 전 101페이지 분량의 2020 시즌 리그운영 및 코로나 감염방지
메뉴얼을 배포하였다. 11명의 심판과 다수의 선수는 COVID-19 감염 안전상의 이유로 2020 시즌에
서 하차하였다. 많은 전문가와 선수들이 우려한 대로 개막 후 마이애미 말린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
널스의 구단 직원과 선수들의 COVID-19 감염이 발생하였고, 확진자 수 제어가 안 되면 리그 중단까
지 고려되는 상황이다.
- MLB는 한국 프로야구와 비슷한 감염방지 메뉴얼을 따르고 있고, 다음은 MLB 감염방지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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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이다:
① 경기장에 접근하는 모든 선수단과 경기 관계자는 집이나 숙소를 나서기 전 체온 체크 2회 그리
고 증상을 묻는 질문지 작성 후, 발열과 COVID-19 증상이 없을 시에만 주거지를 나설 수 있다.
② 유니폼 착용: 라커룸 사용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리그는 선수단에 주거지에서 미리 경기 유
니폼을 입고 오라고 권유하고 있다.
③ 교통편: 모든 선수는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구장으로 출근하여야 한다. 원정팀의 경우 팀
버스나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④ 경기장 도착: 모든 선수는 경기장 출입 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발열 체크 2회와 증상 관
련 질문지를 작성 후 경기장 안으로 입장할 수 있다.
(2) COVID-19 Compliance Officer
최근 선수와 구단 관계자의 감염증가에 따라 MLB 사무국은 모든 팀에게 COVID-19 규율준수 관
리자를 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MLB의 1차 COVID-19 감염방지 메뉴얼에는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
에 대해 구장 밖의 감염 예방 행동지침에 대해 따로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개개인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일임했다.
(3) New COVID-19 Safety Protocols
8월 6일 리그와 선수노조는 보다 효과적인 COVID-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메뉴얼에 합의하
였다. 새로운 메뉴얼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반 시
에는 잔여 경기 출장을 금지한다. 선수와 스텝은 경기장, 숙소, 그리고 이동(버스, 비행기) 중엔 항상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또는 N95/KN95)를 착용하여야 한다. 원정팀의 경우 숙소를 이탈해야 하는 경
우 규율준수 관리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홈팀의 경우 선수들과 스텝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
공장소(쇼핑몰, 스포츠바) 출입을 금하고 있다.
홈과 원정경기를 오가는 일정과 진전 없는 미국 현지 COVID-19 현실을 볼 때 시즌을 정상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NBA와 NHL처럼 이동과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Bubble
Plan(버블 플랜)의로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외부와 차단의 의미로 현지 언론들은
이러한 시설과 시스템을 버블이라고 부른다. 8월 6일 기준 마이애미 마린스와 세인트루이스 칼디널
스 두 팀에게서 선수와 스텝포함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60경기로 축소된 리그 일정도 이번
감염 발생으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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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NBA)
1) NBA COVID-19 대처: The NBA Bubble(버블)

<그림 5> The NBA Bubble (출처: USATODAY)

NBA의 버블은 위의 그림이 잘 묘사하고 있다. 모든 선수와 코칭스텝, 경기진행 관계자들은
COVID-19 감염 검사와 격리기간을 거친 뒤 같은 시설에 머물며, 시즌이 마무리 될 때 까지 꼭 필요
한 상황을 제외하고 시설 출입을 통제하면서 리그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즉, 버블 안에서는
COVID-19 감염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8월 4일 기준 COVID-19 확진자 수가 대략 50
만 명에 달하는 심각한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월트디즈니 리조트를 이용하고 있지만, 초대받은 인원
중 철저한 COVID-19 감염 검사를 통과한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기에 NBA는 바이러스 감염 제어에
자신감을 보이며 감염자가 속출한 MLB와 대비해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팀은 7월 7일 도착을 시작으로 22개의 팀 선수와 코칭스텝의 버블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소속된 팀이 결승까지 간다면 그 팀의 구성원은 10월 12일까지 디즈니 리조트에서 지내야 함을 의미
한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NBA 버블시스템을 전하고 있고, 또한 팀과 선수들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버블에서의 생활을 팬들에게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특히, LA Lakers의 JaVale McGee의 경우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LA에서 올랜도로 가는 과정부터 올랜도 디즈니 리조트에서의 버블생활 모
습을 개인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고 있다. 그의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은 100만 명이 넘는 시청 수
를 보이며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미디어의 출입이 제한된 환경에서 팬과 어떻게 소
통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팀과 리그 관계자들은 디즈니의 3곳의 호텔에서 머물며 이발소, 골프장, 수영장, 야외 낚시, 라운
지 등 리조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숙소와 리조트가 충분히 넓은 공간이기는 하나 장기간 외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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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통제하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생활은 팀과 리그 관계자에게 쉽지 않은 희생을 요구한다. 8
월 3일 현재 버블 내 누구도 손님 초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규정은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디즈니 리조트의 모든 시설물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소독되고 있다.

<그림 6> 시설물 소독 현황 (출처: USATODAY)

2) NBA Bubble Rules
(1) COVID-19 검사:
① 버블시설 도착과 동시에 모든 선수, 코치, 그리고 리그관계자들은 지정된 개인 숙소 방에서 두
번의 음성판정을 받을 때까지 48시간 동안 자가 격리
② 버블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스텝과 선수들은 매일 다음과 같은 검사와 관찰을 하게 된다:
- 체온 체크 후 앱을 통해 측정한 체온 보고
- 앱을 통해 COVID-19 증상 관련 질문지 작성
- COVID-19 감염검사
- 웨어러블 반지 측정기: 관심이 있는 선수와 스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반지
측정기를 통해 얻은 심박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증상을 초기에 감지하는 기기
(2) COVID-19 감염자에 대한 대처
① 확진자는 그 즉시 독립된 다른 숙소로 이동하고 최대한 신속히 2차 감염 테스트 시행, 만약 양
성으로 나올 경우 독립된 시설에서 격리
② 만약 2차 테스트가 음성일 경우, 1차 테스트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3차 테스트를 실시
하고 3차 테스트가 음성일 경우일 때만 다시 버블숙소로 복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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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진자의 경우 최소 14일간의 치료 및 격리 기간을 가짐
④ 버블시설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따라야 함
- 개인적인 야외활동을 제외하고, 시설 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
- 연습과 시합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의 6 feet 거리 두기
- 손 씻기: 비누와 물을 이용해 적어도 20초간 자주 손 씻기
선수와 구단 관계자뿐 아니라 디즈니리조트 직원에게도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따르게 하고 있다:

<그림 7> 디즈니리조트 직원 준수사항 (출처: USATODAY)

8월 4일 기준으로 NBA 버블시스템은 모든 면에서 다른 리그에게 COVID-19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NBA와 디즈니 리조트의 협업을 보면 마치 전시에
지휘본부로 이용되는 CP 탱고(Command Post Tango)와 같은 느낌을 준다. 세계최대규모의 디즈니
리조트 시설, 숙련된 디즈니 리조트 스텝, 최고의 시설을 갖춘 ESPN WIDE WORLD OF SPORTS 종
합 스포츠 경기장, 113쪽에 달하는 NBA COVID-19 감염방지 메뉴얼 그리고 선수들의 위기의식과 협
조가 COVID-19로 심각한 미국에서 스포츠 리그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3. National Hockey League(NHL)
1) NHL의 COVID-19에 대한 대처
COVID-19로 인해 3월 12일 중단되었던 리그는 8월 1일부터 리그를 재개하기로 NHL과 선수노조
는 합의했다. NHL은 NBA와 유사한 COVID-19 대비 버블시스템으로 리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8월 5일 기준으로 리그 재개 후 첫 주를 한 명의 감염자 없이 치르고 있다.

2) NHL Bubble and Hub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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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의 남은 일정은 캐나다 토론토(동부 컨퍼런스)와 에드몬드(서부 컨퍼런스) 지역으로 나눠 버블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리그의 총 31개 팀 중 동, 서부 컨퍼런스 상위 12개 팀 총 24개 팀으로 구성
되며 정규리그 성적을 기준으로 Stanley Cup Playoffs 시드를 정하게 된다. 팀별로 최대 31명의 선
수와 스텝과 팀 관계자 포함 최대 52명까지 버블숙소에 머무는 것이 허용된다. 버블숙소에 머무는
모든 인원은 1인 1실을 배정받게 되고, 본인 외 그 누구도 숙소 내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 NBA와
마찬가지로 손님들의 버블시설 방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컨퍼런스 파이널이 열리는 9월엔 가족들의
방문이 허용될 예정이다.

3) COVID-19 검사 및 통제 방법
NBA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 체온 및 증상검사를 매일 시행하며, 버블시설 내 인원들
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운동, 식사, 경기 중을 제외한 경우에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만약 감염증상이 있을 시, 즉시 팀 관계자에게 알리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불
가피하게 버블시설을 떠나야 할 때에는 복귀 후 나흘 동안 4차례 연속 감염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자각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리그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선수 발생 시, 팀에게는
벌금 또는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서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고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10~14일 동안
의 자가 격리와 함께 더욱 강도 높은 검사와 감시가 행해진다.

4. National Football League(NFL)
1) COVID-19에 대한 대처
여름트레이닝 캠프 시작 전 검사에서 95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여름트레이닝 캠프가 시작된
첫 주인 8월 6일 기준으로 5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체 NFL 선수명단의 약 2%를
차지하는 수치다. 시즌포기신청(Opt-Outs) 마감일인 8월 6일 기준으로 67명의 선수가 선수 본인, 가
족들의 COVID-19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시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건강상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
어 시즌을 포기해야만 하는 선수들에게 리그는 $350,00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수노조는
더 효율적인 COVID-19 대책을 리그와 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다른 스포츠에 비해 직접적인 신
체접촉이 많은 미식축구의 특성상, 리그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9월 10일 개막전에
열릴 예정이던 프리시즌 경기는 모두 취소되었고, 현재 미국의 COVID-19 상황과 가을 독감 시즌을
고려해 무관중 경기로 시즌이 시작될 예정이다.
NBA와 NHL의 버블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8월부터 내년 2월 슈퍼볼까지 NFL이 COVID-19
감염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이 질병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강화된 M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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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염예방 메뉴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느냐를 보면 홈과 원정경기를 오가는 NFL의 이번
시즌을 예상할 수 있으리라 본다. NFL은 명실상부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다. 미국인에
게 풋볼 없는 가을은 생각하기 힘들다. 2019~2020년도 18~49세 성인에게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상
위 10개 프로그램 중에 5개가 NFL 관련 프로그램이다(Patten, 2020).
COVID-19 초기에 많은 미국인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메이
저 프로스포츠 리그가 중단 또는 취소되는 모습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한다. 만에 하나
NFL과 선수들의 주의 소홀로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여 시즌이 취소된다면, 이는 정치적, 사회적으
로 큰 파장을 일으킬 듯하다. 3월초 COVID-19가 확산하였을 때 9월에 열리는 NFL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한 스포츠팬은 많이 없었을 것이다.

Ⅲ. 팬데믹 이후 얻은 것 – 팬의 가치와 역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VID-19로 인해 스포츠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프로스포츠 산업은 리그 중단과 축소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DraftKings(스포츠베팅 업체)가 실시한 7월 스포츠팬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포츠팬의
20%는 ‘COVID-19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장 관람을 계획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고, 미국
메이저 스포츠 리그 중단으로 인해 스포츠팬들은 Esport, 해외축구리그, MMA, 해외야구 등
COVID-19에 대한 대처와 회복이 빨라던 국가의 스포츠 리그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중 67%는
‘미국 메이저스포츠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들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 라고 응
답을 했다. 내년 시즌에도 관중 수 감소로 인한 경기장 수익 감소와 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해외 스
포츠 리그/Esports 존재로 인해 험난한 시즌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COVID-19로 인해 텅 빈 경
기장에서 열리는 스포츠경기를 보면서 스포츠경기에서의 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
각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1. 스포츠팬의 역할과 가치
<그림 8>은 스포츠산업의 존재 이유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어
느 포지션에서 위의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스포츠산업 생태계의 모든 플레
이어의 목적은 소비자(팬)들에게 선택받는 것이다. 프로스포츠산업에서 가장 큰 수익원은 미디어(중계
권료) 수익이고 스폰서십 수익과 더불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천문학적인 프로선수 연봉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이 중계권료 수익만으로 충당 가능한 수준이다. 그로 인해 미디어의 스포츠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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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미디어가 이용하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스포츠가 변화는 형태를 보인다. 미
디어 입장에선 스포츠 리그는 독립 콘텐츠 제작 회사이고, 스포츠경기는 그들이 납품하는 하나의 제
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스포츠경기라는 제품이(TV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또는
다양한 장르의 TV 프로그램보다 가치가 높아졌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림 8> 스포츠 생태계: 돈의 흐름 (출처: Kearney.com)

흔히 말해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서 인기가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뻔한 스토리를 가진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웃고, 울기도 한다. 또 모든 스포츠경기가 각본은 없지만, 상당수는 예상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지난 7월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스포츠 단체는 WWE(World Wrestling Entertainment)였다. 현재 6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
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NFL보다 유튜브에서 만큼은 단연 인기가 앞선다.
WWE는 ‘각본’ 있는 스포츠다. 잘 훈련된 레슬러의 경기력(연기)과 선수 사이에 스토리를 입히고 다
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 과거 녹화 TV프로그램에서 금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전국 공중
파 채널 FOX TV를 통해 생방송 되는 경쟁력 있는 TV쇼로 성장했다. WWE는 중계권료로 5년에 $1
billion의 이익을 얻고 있다. 즉, WWE는 어떻게 해야 스포츠 생태계 최상위에 있는 스포츠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택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WWE는 레슬링 사각 링이란 플랫폼 위에서 사람들
이 좋아하는 제품(가치)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스포츠경기가 미디어에
가장 비싼 TV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는가? 무엇이 스포츠경기를 이토록 미디어에 가치 있게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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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이에 대한 해답의 힌트는 버블시설에서 열리는 NBA 경기를 보면서 찾을
수 있었다. 3월 리그 중단 후 약 4개월 만에 돌아온 NBA 경기에 팬들은 그리 만족하지 못하는 듯하
다. 여러 스포츠 마케팅 논문에서 밝혔듯 경기장 분위기로 인한 흥분된 감정, 경기장을 찾은 다른 팬
들과 사교(socializing)(Karakaya et al., 2016), entertainment 요소(Bernthal & Graham, 2003;
James & Ross, 2002) 등이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스포츠에 관심이 낮
은 관람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경기 외적인 부분이 경기관람 의사결정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렇듯
스포츠팬이 이제껏 소비해 왔던 스포츠경기는 경기장에서 플레이하는 최고의 선수들의 경기력도 있
지만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경기장을 찾은 수만 명의 팬이 만들어 내는 에너지, 각본 없이 나오는
팬과 팬 사이 또는 팬과 선수 사이의 상호작용이 경기장을 찾는 또는 경기를 보는 이유였다. 실제
경기중계를 보면 선수들의 플레이 못지않게 관중들의 모습을 자주 비춰준다. 응원하는 팀이 져서 절
망스러운 표정의 꼬마 팬, 팬의 음식을 뺏어 먹는 선수, 전광판으로 보이는 팬들의 키스타임, 댄스타
임, 사직야구장의 파도타기, 노래방 타임 등 이렇게 다채로운 장면, 소리, 상호작용이 미디어가 스포
츠경기를 가장 돈을 많이 지급하고 사는 이유일 것이다. 다시 말해 COVID-19 이전의 NBA 경기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주연)과 그들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만 명의 팬들(조력자)가 함께 만들어 내
는 가치를 우리는 소비하였다. 하지만 버블에서 진행되는 경기를 보면 마치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에
서 만들어 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스포츠팬은 스포츠산업 생태계에서 소비하는 주체지만 동시에 스포츠산업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역
할을 하고 동시에 경기장을 찾은 다른 팬들에게 소비되는 상품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스포츠팬은
본인이 소비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지급하고 또 그 팬은 다른 팬과 미디어, 팀, 선
수에게 소비되는 제품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품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로 재생산, 공유되기도 하고, 경기 다음 날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깃거리로 때론 같은 모습으
로 때론 다른 모습의 제품으로 끊임없이 유통된다. COVID-19로 인해 스포츠경기가 지니고 있는 이
러한 특징과 가치가 사라졌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팬의 존재와 잊고 있었던 팬의 가치와 스포츠경기
라는 상품을 특별하고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
다. 스포츠팬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스포츠경기 가치를 높이는 동반자이다. 경기장에 팬이 없이는
스포츠는 더는 미디어가 비싼 대가를 치르며 모셔가는 특별한 TV 프로그램일 수 없다. 경기장 분위
기와 경기경험을 좌우하는 스포츠팬의 가치를 볼 때 미래에는 팀이나 방송국에서 고용하는 ‘전문스포
츠 팬’의 탄생도 가능할 듯하다. 뉴스를 통해 백신 뉴스가 하루에도 여러 번 업데이트 되고 있다. 내
년 시즌엔 우리가 알고 있던, 소비하던, 소비되던 그 ‘live’ 한 매력 있는 스포츠 경기경험을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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