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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영화의 불규칙한 유동성

(precarity) 안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insecurity)과 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들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에 대해 탐구한다. 창의 산업의 화

려한 겉모습과 다르게 그 이면에서 생산자들은 늘 불규칙한 유동성과 직

면해왔다. 본 연구는 창의노동의 불규칙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그 한복

판에 뛰어드는 이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기존의 

생산자 연구들에서는 구조비판에 치중한 나머지 이러한 창의노동 종사자

들의 역동성과 에너지를 간과해 온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

존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하고, 보다 ‘내부적’ 시각을 통해 접근함으로

써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적 검토에서 본 논문은 첫 번째로, 기존에 불안정성으

로 번역되던 프리케리티(precarity)의 개념에 들어있던 복합적인 의미를 

세분화하여 세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로, 구조적 범주에서의 고

정되지 않은 상태, 점점 더 유동적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불규칙

한 유동성(precarity)”, 두 번째로, 개인적 범주에서 불규칙한 유동성

의 내부에서 행위자들이 인식하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불안한 감정인 

‘불안정성(insecurity)’,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개인적 범주에서 미래

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한 감정인 ‘불확실성(uncertainty)’의 세 개념

을 통해 창의노동의 현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스피노자의 

반응(reaction)으로서의 정동적 열정(passion)에 대한 개념을 제안함으

로써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들의 실천(practice)과 감정(emotion)적 

측면의 부분을 함께 조망해 볼 수 있는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한 반응

으로서의 열정’의 이론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개인적으로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망생들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감독이 되기를 희망하는 지망생들을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

들’이라고 명명한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감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망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을 기본적인 형

태로 하여 지망생의 기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망생의 기간 동

안은 홀로 본인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을 일반적인 형태로 가지면서, 실



제 감독으로 입봉하게 되면 협업을 통하여 현장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처럼 전혀 다른 두 능력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영화감독 지망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았기에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여 이들을 ‘시나리

오 작가/감독 지망생’으로 부르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연구문제는 총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규칙한 

유동성과, 그에 대한 이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나리오 작가/감

독 지망생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정성이 클 것이라

고 예상하며 연구를 시작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불안정성의 부분

은 아주 핵심적인 감정 상태는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디폴트(default)’ 값으로서의 불안정성과 불안정성의 초월로 설명하

였다.

두 번째로는 이들의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에 두고 시

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평상시 작업과정에 대한 구체적 양상과 방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과정을 크게 양분 쌓기, 시나리오 구상과 작

성, 촬영 현장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 과정에서 지망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노동 이전의 노동’의 성격을 가진 이들의 작업에 접

근해보았다. 또한, 한 사람에게 혼자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부터, 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역할을 요구하는 영화의 

장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마주하는 불규칙한 유

동성을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를 통해 지망생들의 원동력은 바깥으로 표출되는 열정(passion)의 형태

보다는 잠재적 상태로 분투하는 힘인 의지(conatus)의 형태를 하고 있

다는 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망생들이 의지를 원동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열정’의 형태로 의지를 표출했다가 좌절하여 좌초하지 않

기 위함이었고,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망생의 기간을 지속해 나가

기 위한 페이스 조절의 측면도 있었다. 또한, 이러한 원동력의 결에 따

라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생활과 작업에 스스로 규칙을 만들면

서 ‘자기정돈’을 해나가는 철두철미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위하고 

있었다. 끝으로, 지망생들은 “따로 또 같이” 느슨하게 모여 있는 형태

로 이 과정을 함께 극복해나가고 있었다.



연구의 결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기존 창의노동 연구들

의 구조 비판 담론은 이들에게 전혀 닿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창의노동의 불규칙한 유동성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장에 뛰어

드는 사람들이다. 기존 연구에서처럼 이들을 착취당하는 수동적인 대상

으로 묘사하는 것은 창의노동자들의 역동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더 나아

가 창의 산업 전체에 대한 이해 또한 저하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불안정성 속에서 견디기 

위하여 자기 정돈과 의지의 유지를 하는 이 치열한 과정 속에서 창의성

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창의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번쩍하는 아이디어, 즉흥성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지만, 시나

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일상에서는 이러한 번쩍함, 즉흥성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창의성을 ‘열심인 

것’, ‘부지런한 것’, ‘버티는 것’과 같은 끈기와 성실로 새로이 정

의하고자 하였다. 불안정성 속에서 자기 정돈과 의지의 유지를 해야 하

는 이 치열한 과정을 견뎌 낸 이후에, 그 결과물로서 이들의 ‘창의’는 

오는 것이다.

끝으로, 현재 창의 산업의 구조적 공백이 모두 창의노동 지망생들 개

인에게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창의노동 지망생들의 분투만으로 헤쳐 나가고 있

다. 추후 정책적으로 창의노동 지망생들이 이 길을 지속하는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완화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항해를 도울 등대와 포구가 충분

히 갖춰진 이후에야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낙관적

인 미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요어 : 창의노동,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 불규칙한 유동성,

불안정성, 열정, 의지, 창의성

학 번 : 2015-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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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문제제기

창의노동(creative labor) 분야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 창의경제 담론을 내세우며 1997년 신노동당 

정부부터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ies)을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강조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창의적 인재’의 육성을 강조하면

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춰 한국의 창의 산업 또한 화려한 결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

국 영토, 콘텐츠로 넓힌다’라는 표어를 가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

서(2017)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결산과 이슈에 대하여 정리를 하

고 있다1).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영화는 2016년 최초로 5조 원 이

상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수출액도 최초로 1억 달러를 달성하여 그 성

장세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겉모습이 화려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전부터 ‘불규

칙한 유동성(precarity)’의 대명사로 불렸던 장이 있다면 그것 또한 창

의노동의 장이다. 영화가 본래적으로 부여하는 불규칙한 유동성과 더불

어, 한국의 영화산업 구조가 부여하는 불규칙한 유동성은 다음의 네 가

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영화 매체의 특성상 프로젝트형 고용 형태가 기본이 된다는 점

이다. 이러한 고용은 가장 대표적으로 불규칙한 유동성을 강화하는 고용 

형태로 여겨져 왔다. 프로젝트형 고용은 공식적인 고용의 과정이 잘 존

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화 제작의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명

확하게 구조화 된 경로가 없다. 영화감독으로 입봉하기까지 ‘운’이 크

게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개

인에게 불안정성(insecurity)을 유발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uncertainty)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고용 형태에 

1)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2017년 콘텐츠산업 전망: 2016년 결산 및 2017
년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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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감독은 정년이 없는 직업이 된다. 이 말은 은퇴를 안 하고 평생 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 얼마든지 젊은 나이에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감독으로 입봉을 하는 것

이 끝이 아니다. 그 작품의 흥망에 따라, 혹은 작품이 잘 되더라도, 다음 

작품을 찍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둘째, 영화는 다른 예술 장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본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체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인 감독 입봉작의 투자금

액을 보면 대부분 아주 적게는 3억, 아주 많게는 35억 정도이다2). 예산

이 많아지려고 하면 그 상한선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크

다. 가령, 2017년에 Netflix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의 예산은 600억이었다. 할리우드로 가면, 2013년에 제작된 <아

이언맨3>의 예산은 2억 달러, 즉 2천 2백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감독

의 작품이지만 예산과 인력이 크게 들어가는 영화는, 따라서 예술과 산

업이 혼재하게 되는 특이한 형태를 띤다. 영화는 감독들에게 ‘예술’이

기도 하면서, 예산이 커지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관객을 동

원해야 하는 ‘상품’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3). 따라서 감독들은 이와 

같은 예술성과 상업성의 밸런스를 잘 조율해 나가야 한다. 이는 개인이 

시나리오를 쓸 때 자기 자신과 해나가야 하는 조율이기도 하면서, 투자

금이 커져 대기업을 제작사로 영화를 찍게 되면 개인 대 대기업 사이의 

조율이 되기도 한다.

셋째, 영화는 감독이라는 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일이다. 감독은 혼자서 진행해야하는 창의적인 작업(시나리오, 연출)부

터 시작하여, 현장에서의 리더(협업, 관리감독)의 역할도 해야 하며, 기

업가적 역할(대기업과의 조율, 유통, 배급)까지도 감당한다. 영화의 이러

한 특성은 감독들이 자기능력에 대해 끊임없는 불안정성을 느끼게 하는 

2) 3억은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과정 선정작에 투자되는 금액이며, 35억은 
2013년에 김병우 감독의 상업영화 입봉작 <더 테러 라이브>의 예산이다.

3) 감독들마다 이러한 특성을 받아들이는 지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예술의 
비중이 높은 경우 영화를 ‘산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
우도 있고,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 “흥행시켜야 하는 예술”이라고 표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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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적인 특징이다. 또한 감독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역할들은 모두 가시

적으로 그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니기에 그 불안정함이 

더욱 극대화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부여하는 불규칙한 유동성도 크다. 우

리나라에서는 영화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들의 작품만으로 생계

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예술인 실태조사4)에서 영화인들의 전체 수입 평균은 연간 4,003만원으

로 나타났다.5) 그러나 예술인의 50%는 겸업, 즉 ‘투잡(two job)’을 

가지고 있었고, 1년 간 예술 활동 수입만 추산했을 때에는 중앙값 800

만원, 평균값 1,876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통계에는 상당수의 영

화감독 지망생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창의노동자

가 창의노동으로 생계를 전혀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창의노동은 이전부터 불규칙한 유동성이 극대화되어있는 장이

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창의노동의 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6). 

본 연구의 대상인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7)은 정해진 것이 없는 

4)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예술인실태조사.
5) 한 편, 이러한 평균수입의 추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진행된 실태조

사에 비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 평균값이 1,255만원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하여 올해에는 평균값이 
4,684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조사의 대상을 문화예술 관련 협
회·단체 회원까지 확장하여 조사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력이 많은 예술인들
이 대거 추가되면서 생긴 차이일 것으로 보인다.

6) 2014년 콘텐츠 산업 종사자 수는 총 61만 6,459명이었으며, 2010년부터 
연평균 0.8%씩 증가하였다. 그 중 영화 산업 종사자는 2만 9,646명이며, 상
대적으로 지망생으로서 준비 기간이 긴 창의노동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창의노동 종사자를 지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6b)

7) 본 연구에서는 영화감독이 되기를 희망하는 지망생들을 ‘시나리오 작가/감
독 지망생들’이라고 명명한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감독이 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지망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을 기본적인 형
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망생의 기간 동안은 홀로 본인의 시나리
오를 쓰는 것을 일반적인 형태로 가지면서, 실제 감독으로 입봉하게 되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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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노동의 불규칙한 유동성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지망생의 기간을 개인

의 형태로 견딘다. 이들은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지만, 그 수를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해 보면 한국 단편 영화제 중 위상이 높은 편인 

<미장센 단편영화제>에는 2017년 역대 최다 출품수인 1,163편이 접수

되었다8). 모든 감독 지망생들이 매년 이 영화제에 출품을 하는 것은 아

닐 것이므로 적어도 3배수 정도의 감독 지망생들이 감독을 직업으로 삼

기 위하여 지망생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들은 

왜 이러한 창의노동의 불규칙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창의노동의 장에 

뛰어드는 것일까? 이들의 이러한 역동성과 에너지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한 편, 기존의 문헌들을 보면 창의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00년대에 들어 미디어 생산자 연구, 저널리

즘 연구 등에서 접근이 되어 방송국 미디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이 상당 수 진행되었다(임영호. 2015). 하지만 ‘생산자 연구’의 

이름을 가진 많은 논의들에서 창의노동자들은 생각보다 그 중심에 있지 

않다. 이 연구들의 중심적 추세는 ‘구조 비판‘으로, 창의노동 종사자

들의 성격은 외부의 시선에서 그냥 가정된 채 애도(lament)될 뿐

(Brouillette, 2009), 중점적으로 논의되거나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 속

에서 창의노동자들은 그저 ‘착취당하고,’ ‘포섭당하는’ 수동적인 존

재로 묘사될 뿐인 것이다. 이처럼 불규칙한 유동성이 극대화되어있는 창

의노동의 구조를 비판하는 연구들은 가치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지만, 창의노동 연구에서 구조 비판 논의들만이 쏟아지고 있

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수많은 창의노동자들은 창의노동의 불규칙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그 

한복판에 뛰어들기를 선택해왔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선택은 기존의 

업을 통하여 현장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처럼 전혀 다른 두 능력치를 갖추
어야 하는 것이 영화감독 지망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았기에 이러한 의
미를 포함하여 이들을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로 부르겠다.

8) 제16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展' 출품 공모 마감. (2017. 3. 
21). URL: http://msff.or.kr/community/community01/?uid=1439&mod=

   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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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비판 연구들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들이 감독이 되고자 마음먹고 그 

과정을 지속하게 하는 일련의 역동성들은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포섭당하

는 대상일 뿐 이들 자체에 대해서는 잘 논의되지 않는 것이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불규칙한 유동성의 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하고자 선택하는 창의노동 지망생들의 경험

과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창의노동과 불규칙한 유동성의 중

첩,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이 가지고 있을 어떤 인간적 동기와 행동을 

의미하는 ‘열정’을 상정하고, 이 세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을 창의노동 

종사자들의 ‘내부의’ 시선에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시나리오 작가

/감독 지망생들은 창의노동의 블규칙한 유동성의 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고 경험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불안정성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으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일을 지속하게 되는 것일까? 끝으로, 이들의 창의성은 어디에

서 나오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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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연구검토 및 이론적 논의

제 1절. 창의노동과 그 시각

1. 창의노동의 개념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창의노동의 개념화를 시도

한다. 이러한 창의노동(creative labor)의 범위에 대해 논의를 한 대표

적인 학자로는 헤스먼달과 베이커(Hesmondhalgh & Baker, 2010)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창의노동의 개념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헤스먼달과 베이커는 창의노동(creative labor)을 

‘상징의 생산(symbol-making)’ 과정에 집중하는 ‘문화산업

(cultural industries) 내의 창의적 작업(creative work)’을 의미한다

고 정의하였다9). 이러한 창의노동의 정의는 예술노동(artistic labor)이

나 지적노동(knowledge workers)과 같은 개념과 구분이 된다. 먼저, 

예술노동은 과거에 후원에 의존하여 예술 활동을 했던 전통적 예술가를 

의미하며, 또한, 지적노동이라고 하면 학자, 기술자, 샐러리맨 등의 직군

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경우 너무 넓은 개념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

다. 또한 더 나아가, 헤스먼달과 베이커는 이렇게 규정한 창의노동자들

을 1차적 창의적인 인재들, 장인과 기술적 노동자들, 창의산업의 매니저

들, 관리자들, 그리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헤스먼달과 베이커의 창의노동 개념은 여타 예술노동, 

9)‘Creative labor’라는 개념을 옮길 때 ‘창조’가 아닌 ‘창의 노동’이라
고 한 이유는 정준희(2014)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 의거한다. “모방 없는 
원본의 독자적 최초 생산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창조’와는 달리 상
징적 의미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창의’)가 타당하다고 보는 판
단”이며, “‘창조’라는 개념이 다분히 종교적인 뉘앙스를 불필요하게 유
발하며-이를테면 타고난 천재적 역량을 가진 개인의 독창적 행위 등으로-
창의적 과정을 신화화하고 협애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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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노동과 같은 정의와 창의노동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문화산업 내의 

다양한 직군들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이와 같은 창의노동의 개념을 사용하되, 본 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다

음과 같이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헤스먼달과 베이커의 창의노

동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첫 번째로 헤스먼달과 베이커는 지망생의 기간이 길며, 그 지망생의 기

간이 고용 후의 창의노동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창의노동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헤스먼달과 베이커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창의노동을 ‘문화산업의 내의 창의적인 일’로 규정한다. 문

화산업의 내부에서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창의적인 일을 통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실제로도 헤스먼달과 베이커는 고

용이 된 상태의 창의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창의노동의 특성 상 실제로 산업에 ‘고용’이 된 상태에서보다 ‘고용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의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영화감독의 경우, 실제 돈을 받

으며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도 창의적인 일을 하지만, 그 영화를 찍기까

지 시나리오를 디벨롭하는 창의적인 일은 고용 상태가 아닌 채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아직 감독으로 입봉을 

하지 않은 감독 지망생들의 지망생 기간은 ‘고용 상태가 아닌 채로 작

업을 하는 기간’을 길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들이 지망생 단계에서 하는 일은 이들이 감독으로 고용되어 영화를 찍기 

위한 시나리오를 쓰는 일로 귀결이 되기 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헤스먼달과 베이커가 창의노동을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1차적 창의적인 인재들, 장인과 기술적 노동자들, 창의산업의 매니저들, 

관리자들, 그리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한 것을 보

면, 작품을 만드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1차적 창의적인 인재들, 

장인과 기술적 노동자들,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 외에 창의산업의 매니

저들과 관리자들까지 이 창의노동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창의노동자들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앞서 지식노동(knowledge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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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불규칙한 유동성, 열정, 창의노동의 중첩

이 너무 많은 직업들을 포함하기에 창의노동을 구분한 것과 비슷한 맥락

에서 창의노동의 특성을 살피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의노

동의 특성을 보다 잘 살피기 위해서는 창의노동을 실제로 작품이 만들어

지는 것과 연결되는 창의적인 일로 규정을 하고 그 창의적인 일의 성격

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창의노동을 문화산업 속에서 하는 창의적인 일 

뿐 아니라, 문화산업에 진입하기 전에 하는 창의적인 일까지도 모두 포

함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직접

적으로 연결이 되는 창의적인 일을 창의노동이라고 규정하겠다. 

이와 같이 창의노동의 개념을 정리하고, 본 논문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창의노동과 불규칙한 

유동성(precarity), 그리고 창의노동자들의 정동(affect)적 열정이 중첩

되는 지점이 본 논문의 관심분야인 것이다.

2. 창의노동에 대한 연구의 시각

기존에 창의노동자들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검토해 보겠다. 창의노동에 대한 연구는 문화연구와 생산자연구 계열에

서 진행이 되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든 크게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바로 ‘착취’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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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의노동자들이다. 기존에 이와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었던 논

의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본 논문이 취하고자 하는 시각에 대

해서 설명하겠다.

먼저 창의노동을 설명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개념인 비물

질노동(immaterial labor)의 개념과 그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다. 이 개념은 자율주의 맑스주의자(autonomist Marxist)들, 마우리찌

오 랏짜라또(Lazzarato, 1996)를 비롯하여 하트(Hardt, 1999), 네그리

(Negri & Hardt, 1999)와 같은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으로, 이들은 비

물질 노동을 상품의 정보적 콘텐츠(informational content)와 문화적 콘

텐츠(cultural content)를 생산해 내는 노동으로 정의한다. 먼저 정보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노동이란 산업적 부문과 제 3부문 대기업 노동자들

의 노동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로, 직접적 노동 속에 포함된 숙련

기술은 점차로 싸이버네틱스와 컴퓨터통제를 포함하는 숙련기술이 된다. 

또한 문화적 컨텐츠를 생산하는 노동이란,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

던 일련의 활동들, 즉 문화적 예술적 표준들, 유행들, 취미들, 소비규범

들 그리고 더 전략적으로는 공공 여론 등을 정의하고 고정시키는 것에 

수반되는 종류의 활동들을 말한다. 이러한 부분은 1970년대 말 이래로 

“대중지성”이라고 정의하게 된 영역에 포섭되게 된다(Lazzarato, 

1996).

이러한 랏짜라또의 비물질노동의 정의는 창의노동 외에 여러 노동들

―창의노동(creative labor)을 포함하여, 정서 노동(affect labor), 지식

노동(cognitive labor), 무불노동(free labor), 디지털노동(digital 

labor) 등의 모든 노동 형태를 포괄한다. 앞서 언급된 노동들은 서로 겹

치는 부분을 설명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부분을 설명하기도 하는 단어들

로, 예를 들어, 무불 노동(free labor)같은 경우 네트워크 환경의 ‘참

여문화’ 속에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동이 거대 자본에 포섭 당함을 

뜻하는 용어이며, 디지털노동(digital labor)도 이와 비슷하게 미디어 활

동이나 노동이 거대한 자본에 의해 착취, 포섭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 

용어들이다(Terranova, 2000; Fuchs, 2015; 김예란, 2015).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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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물질노동의 개념을 사용하면, 결국 창의노동자들의 창의와 열

정이 자본의 영역으로 포섭되어 착취당하게 된다는 천편일률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이 개념에서의 핵심은 구조에 대한 비판이지, 실제 

창의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하면 구조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실제 창의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창의노동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유와 역동성은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이 연구들에서 창의노동자들은 ‘유혹당하는,’ ‘착

취당하는’과 같은 수동적 대상으로 밖에 묘사되지 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자본주의에서 착취당하는 미디

어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Braverman, 1974; Blair, 2003; Ursell, 

2000, 2003 등)은 행위자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구조에 의해 지배 받는 

‘꼭두각시 같은’ 노동자에 대해 그린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진행되는 

구조 비판 연구들은 창의노동에서 꼭 필요한 연구들이다. 창의노동자들

이 처한 불규칙한 유동성(precarity)에 대해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야 하며,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창의노동 연구에서 

구조 비판 논의들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

보아야 할 것이다. 창의노동의 불규칙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창

의노동자들은 창의노동에 뛰어들기를 선택해왔다. 이들이 왜 이런 선택

을 하는 것인지, 창의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선택에 대해 설명하고

자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른 한 편, 창의노동자들이 착취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에 대한 문제

를 노동자들의 주관적인 오인, 사회적인 담론에 의해 형성된 신비화

(mystification)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Bourdieu, 

1997; Burawoy, 2012; 서동진, 2012 등). 이는 노동자 개인의 만족, 

의미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 의미가 있

지만, 이 논의 또한 마찬가지로 화려한 산업의 모습이 보여주는 환상에 

‘이끌려’ 알지 못한 채 ‘착취당하는 무지한 노동자들’을 전제로 하

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했던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창의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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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산업 연구에서 꼭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연구 흐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조 비판에만 치우쳐서 연구가 진행되면 창의노동자들이 가

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 동기와 행동에 대한 부분은 축소되고, 창의노동 

종사자들의 성격은 외부의 시선에서 그냥 가정된 채 애도(lament) 당할 

뿐(Brouillette, 2009), 중점적으로 논의되거나 해석되지는 못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개념들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창의노동과 불규칙한 유동성의 중첩,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이 

가지고 있을 어떤 인간적 동기와 행동을 의미하는 ‘열정’을 상정하고, 

이 세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을 창의노동 종사자들의 시선, 즉 ‘내부

의’ 시선에서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시나리오 작가/감

독 지망생들은 창의노동의 블규칙한 유동성의 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불안정성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왜 이런 일을 지속하

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3. 창의노동에 대한 사례 연구·문헌 검토

창의노동을 연구했던 논문들에 대해서 창의노동에 대한 최근 연구는 

문화산업 구조 연구와, 문화연구에서 창의노동자들의 경험에 접근하고자 

시도한 연구,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영화 창의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영화연구에서도 문

화연구에서도 학술적으로 거의 접근이 되지 않았다. 영화학에서 창의노

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다수가 주로 산업의 구조적

인 제작 실태를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도 문제점

을 지적하는 정도에서 그칠 뿐,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

다. 이처럼 영화노동자들에 대한 접근이 영화연구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

았던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국내의 경우는 영화연구의 파이

가 작은 편이고, 영화의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주요 학술 연구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 편, 영화 제작 파트에서는 영화 제작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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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접근이 중심이기 때문에 영화 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관심은 역

설적으로 희박하게 나타났던 것 같다. 이러한 점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으로 여겨지는데, 감독 지망생들을 배출해내고 있는 영화학에서조차 이

러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들 지망생들에 대한 연

구가 어디에서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다른 한 편, 문화연구에서도 영화 노동자에 대한 논문은 거의 존재하

지 않았다. 이것은 예상해보건대, 방송국이라는 거대한 산업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국의 미디어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

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생산자연구에서 

늘 지적이 되듯, 영화 노동자들에 대한 접근성과 그들의 폐쇄성이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국 종사자들의 폐쇄성도 높지만, 

영화 산업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편이다. 

이제 기존의 논문들의 시각과 본 연구의 방향성과의 차이점을 중심으

로 문헌 검토를 진행하겠다. 주로 영화 창의노동에 관한 논문들 보다는 

방송국에 종사하는 창의노동자들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영화 현장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들은 주로 영화 산업의 구조

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상범(2015)은 드라마 제작과정에서의 

작가의 위상과 영화 제작과정에서의 시나리오 작가의 위상이 차이가 난

다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 과정의 작가 시스템 작동 과정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자료들을 재분석하여 

‘갑’으로서의 드라마 작가와는 다르게, ‘을’로서의 시나리오 작가들

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서술하고 있다.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는 제작사

와 계약을 할 때 ‘저작권 일괄양도’를 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며, 

그 이후에 영화가 잘 되었을 때에 어떠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드라마 작가 시스템과의 단순

한 비교 분석 및 묘사 정도의 연구에 지나지 않고, 어떠한 논의의 진전 

없이 논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한 편, 하철승(2012)은 그의 논문에서 영화 프로덕션 스태프들이 탈 



- 13 -

현장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하철승은 설문조사의 방식

으로 영화 스태프들에게 근로실태를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하여 스태프 

현장에 대한 설명적(explanatory)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

장 스태프들이 스스로를 근로자라기보다는 예술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스태프들에게 노동자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

다. 이 논문은 일정부분 영화 현장의 스태프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역할

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연구 대상인 스태프

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다. 결국 연구자는 '개인'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조적인 장

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서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존재

하고 있는 장의 특성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자가 오히

려 장의 성격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정책적인 제언을 했다면 더 유의미

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문화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화연구

에서 진행된 연구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노동자들의 경험에 비중

을 둔 생산자 연구(production studies)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

처럼 창의노동자들의 경험에 접근하여 질문을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러한 접근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들중에서는 창의노동자들의 경험에 접근을 하되, 그 접근을 통해 구조를 

비판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창의노동자의 역동성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

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먼저 맥로비(McRobbie, 2002)는 창의산업이 창의성과 그 표현을 강

조하며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 내부에서는 그 반대가 

역력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하였다. 창의노동 종사자들은 세상을 열정

(enthusiasm)과 기쁨(enjoyment)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창의 산업이라는 ‘능력주의 경제(talent-led 

economy)’ 속에서  ‘쿨(cool) 해져야’하며, 개인적인 불안, 허무주

의, 모든 의혹은 개인적으로 조심스레 숨겨져야 하는 것이 된다. 즉, 뭔

가가 잘못되면 자기 자신밖에 비난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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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하는 청년들이 ‘창의 영국’으로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이 아닌 글로벌 시장의 서브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언급하

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구조적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

치 있다. 그러나 결국 노동의 자기가치화, 자기착취의 결론에 이르면서, 

이 안에서 창의노동자들의 선택의 이유와 이들이 가진 열정은 전혀 고려

되지 않은 채 착취의 피해자로 그려지게 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상길과 이정현, 김지현(2013)은 미디어 노동자 중 지상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인식과 노동경험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창의노동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 즉 불규칙한 유동

성(precarity)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FD들의 전략을 폴 윌리스(Willis, 1978)의 ‘간파’와 ‘제약’의 이론

틀을 통하여 설명한다. 그들은 방송사 고용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간

파’하고 있었고, 주어진 자기 입장에서 철저히 ‘현실적인’ 합리성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러한 합리성이 ‘제약’ 안에서 발휘됨으

로써 결국 방송사의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무지한 노동자를 상정하지 않고, ‘간파’를 하는 

행위자로서의 창의노동자를 그려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본에 포섭되게 된다는 ‘제약’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행위자들을 축소시킨다. 

한 편, 이러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창의노동 종사자들의 경험에 대해 

접근하지만, 구조 비판의 논의로 흘러가지 않고 이들의 직업정체성, 생

산물과의 관계 등에 대해 파악한 연구들도 있다.

강진숙과 이광우(2012)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생산자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를 통해 제작진들의 직업적 정체성 속에 문화매개

자의 역할이 배치되어 있으며, 방송국시스템과 개인적 욕망 사이, 문화

생산자와 대중 사이의 교차점 사이에서 유동하며 자리를 잡고 있다고 분

석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 생산물 분석의 확장으로서의 문화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 생산물의 연장선

으로서 생산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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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들이 미디어 창의노동자의 경험에 대해

서 접근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유사한 방

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편, 김미숙과 이기형(2013)의 연구도 창의노동자들의 직업 정체성

에 대한 논문인데,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도

덕과 가치, 문화적 표현과 욕구, 창의성에 대한 고려와 이윤, 대중성을 

추구해야 하는 압박 속에 이중적인 고민과 균열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고 서술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엔터테이너” 집단으로 정

의하면서 설득과 타협, 수용과 적응의 단면들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작

가집단이 마주하는 불안정성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이

들은 폐쇄성이 높은 작가집단에 대하여 저자 중 하나가 방송작가였던 경

험을 기반으로 인터뷰이를 구했으며, 따라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에 있

어 수월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통하여 이 연구는 접근이 

어려웠던 창의노동자의 삶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

으며, 여러 구조에 대하여 행위자로서의 전략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저자가 영화 

연출을 공부했던 개인적인 경험에 도움을 받아 폐쇄성이 높은 연구대상

자에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며, 창의노동 지망생들의 전략에 대해 서술하

고 해석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한 편, 김미숙과 이기형의 연구는 그 대

상자가 이미 자리를 잡은 전업 스타작가들이다. 대상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들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흘러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창의노동자, 그 중에서도 시나리오 작가 및 감독 지

망생들을 연구하면서 직업적 정체성이라는 다소 지엽적인 접근에서 벗어

나 그들의 마주하는 불안정성과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한다는 점

에서 연구 대상과 목표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제작자로서의 생산자연구라기 보다는, 창의노동

에 종사하는 창의노동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창

의노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한

다. 이는 방송국 창의노동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직업 정체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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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에 진입한 사람이 아닌 그 직업에 진입하

고자 희망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학생 신분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장에 

속한 행위자들 중 하나일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의노동을 희망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 줄 것이라고 생각하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내부적인 시각에

서 창의노동의 장을 바라보는 시도를 할 것이다. 

제 2절. 창의노동의 불규칙한 유동성과 불안정성 

1. “불규직한 유동성(Precarity)”의 개념 

불규칙한 유동성(Precarity)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불안정성’으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프리케리티라는 단어가 구조적 불안정성을 

비롯하여, 개인의 심리적인 불안함, 사회 전반적으로 불규칙해지고 유동

적 이어지는 상황 전반과 같은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이기에 이

러한 의미를 전부 합해 ‘불안정성’으로 명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

게 넓은 의미의 개념은 실제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용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프리케리티라는 한 개념에 들어있던 복합

적 의미를 구조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분류를 시도하였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프리케리티(Precarity)는 구조적인 범주에 

대한 개념으로, 구조적인 수준에서 많은 것들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 점

점 더 유동적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불규칙한 유동성”

으로 대체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불규칙한 유동성의 

내부에서 행위자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인식하는 지금 현재 상태에 대

한 불안한 감정을 불안정성(insecurity)으로,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불

안한 감정을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개념을 좀 더 세분화 하여 정

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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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케리티(precarity)라는 개념은 2000년대에 등장한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2000년대 유럽의 사회비평에서 일반화된 프랑스어 

‘precarite’ 혹은 이탈리아어 ‘precarieta’가 전제하는 일련의 사회

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Paugam, 2003). 이 개념을 정의하기 위

해서는 당시 유럽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었던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의제가 주요 논점으로 부각되면서 본

격화되었고, 유연한 시스템이 전 유럽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불안정

하고 착취적 성격을 지닌 고용구조에 편입됨으로써 야기되는 경제적 빈

곤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박진우, 2011). 이 용어는 이후 청년층의 빈곤

에 대한 문제제기의 슬로건으로 정착되었다(Mabrouki, 2004, 재인용: 

박진우, 2011). 이처럼 프리케리티라는 용어는 유연한 시스템의 확장으

로 인해 발현되는 삶의 불안정함(unstable)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프리케리티’는 굉장히 폭 넓게 사용이 되

는 개념이다. 버렌트(Berlant, 2012)는 프리케리티가 ‘과거의 이야기

와 새로운 시작이 완벽히 섞여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용어의 

5가지 측면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프리케리티는 존재론적 문제이다.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임시적(contingent)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프리케

리티 속에서 살아간다. 버틀러(Burtler, 2004)는 이 존재론적 프리케리

티가 명백한 정치적 요구와 원칙에 의하여 개인에게 배치된다고 설명하

면서 이 개념을 정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로 프리케리티는 

불확실성과 자본주의적 융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뜻한다. 이는 프리케리

티 위에서 자본주의가 융성하게 되는, 자본주의 속에서 행위자들이 경험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세 번째로 이것은 일이 점차적으로 사

회로 뻗어나가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가 일과 삶의 경계선이 희미

해진 지점을 일컫는다. 네 번째로 이것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공

공 부분과 복지의 결여 상태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마지막 프리

케리티는 새로운 정치적 저항에 붙은 이름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키넨(Jokinen, 2015)은 프리케리티를 크게 두 쓰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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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유연화를 향한 노동시장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의 변화를 나타낸다. 일(work)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프리케리티를 포

괄하는 개념으로, 모든 불법의, 임시직의, 계약직의 고용부터 집안일, 삯

일, 프리랜서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 두 번째로 프리케리제이

션(precarisation)을 일반적이지만, 역사적으로 특수한 과정으로 규정한 

것으로, 고용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가 근본적으로 불안정

(destabilize)해지고, 불안(insecurity)해지고, 불연속적(discontinuous)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학자들이 프리케리티를 정리한 것을 보면 프리케리티라는 

개념에 매우 다층적인 범주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프리케리티는 개인 수준의 불안정한 감정을 의미하기도 했다가, 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 구조적으로 고정되지 않는 상태, 유동성이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 편, 이것은 인간 존

재의 본질적 불안정함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점점 유연화 되어가는 구조

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뜻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리케리

티의 용어가 ‘불안정성’의 개념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창의노동의 현

상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리케리티라는 하나의 단어에 뭉뚱그려져 있

는 범주들을 분류해 내었다. 이 범주는 구조적 수준의 “불규칙한 유동

성(Precarity)”과 감정·정동적 차원의 개념인 불안정성(insecur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다. 

먼저 프리케리티는 신자유주의적 노동 시장 속에서 임시적이고

(temporary), 고정되지 않고(unfixed), 불규칙적이고(irregular), 유동

적이어 지는(flexible) ‘구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한정 짓고, “불규

칙한 유동성”으로 번역하겠다. 프리케리티를 불안정성이 아닌 불규칙한 

유동성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점점 유연해지는 불규칙한 유

동성의 현상과 그 내부에서 개인이 정서적, 정동적으로 느끼는 불안함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점차 유연화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자체에 ‘정서적 불안함’의 의미를 넣어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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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만드는 것은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그 속의 개인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불규칙한 유동성의 구조에서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상

황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개인적 수준의 단어들을 불안정성

(insecur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기로 하겠

다. 불안정성(insecurity)이란 개인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 느끼

는 불안함을 의미하고, 불확실성(uncertainty)이란 개인들이 미래의 상

황에 대해 느끼는 불안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리한 구조적 수준의 불규칙한 유동성, 개인적 수준의 불

안정성, 불확실성의 개념을 통하여 창의노동의 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불규칙한 유동성과 창의노동

창의노동을 분석함에 있어 구조적인 수준의 불규칙한 유동성을 정리

할 수 있음은 기존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창의노동의 장을 

불규칙한 유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y)의 장으로 본 연구도 

있으며(Gill&Pratt, 2008), 창의노동의 불규칙한 유동성을 보다 넓은 역

사적, 지리학적 관점에 위치시켜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연구도 있

었다(Neilson & Rossiter, 2005; 2008). 또한 국내에서도 한국의 미디

어 산업 노동자는 그 자체로 불규칙한 유동성의 전형이자 대표자에 해당

한다고 설명한 연구가 있었다(조계완, 2009). 그러나 이처럼 창의노동

을 분석할 때에 불규칙한 유동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지

만(박진우, 2011), 실질적으로 불규칙한 유동성과 그 안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노동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구조의 불규칙한 

유동성, 그리고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해 느끼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층위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창의노동자의 경험에 대해 연구한 기존 

논문들을 검토하여 창의노동자들 입장에서 바라본 앞서의 세 층위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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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해보았다(강미숙&이기형, 2013; 이상길&이정현&김지현, 2013; 하철

승, 2014; 이상범, 2015; Banks, 2007; Christopherson, 2002; 

Ursell, 2000).

먼저 불규칙한 유동성(precarity)에 있어서 창의노동자들은 고용과 

시간의 측면에 대해 자주 언급을 하고 있었다. 먼저 고용의 부분에서는 

“2년 혹은 프로그램 단위의 계약”, “비정규직의 비율이 80%를 넘는 

미디어 노동의 행태”, “저임금으로 인한 생계유지 불가능”, “언제든 

해고될 수 있음” 과 같은 부분에 대해 크게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의노동,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의 대상인 영화 노동자들은 늘 

이러한 유연성과 네트워크 체제 속에 위치되었던 노동자들이었다. 그 역

사를 살펴보자면,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1950년대 이후 전문화된 제작사

들이 등장하면서 프로젝트형 고용체제로 변화되었다(Paul and 

Kleingartner, 1994). 이런 측면에서 할리우드 영화가 유연, 전문화로 

이동한 첫 산업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다(Christopherson and 

Storper, 1989). 국내에서도 영화 노동시장은 프로젝트형 고용을 일반

적으로 하며, 영화제작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러

한 점에서 영화산업노동시장을 전형적인 프로젝트형 노동시장으로 ‘시

장지배적 고용관계’(Cappelli, 1999)이며, 내부노동시장 같은 제도적 

관행이 없는 무구조의 노동시장으로 보기도 한다(정이환, 2005).

다음으로 시간에 대한 불규칙한 유동성은 “불규칙한 노동 환경”, 

“밤이든 낮이든 일해야 함”, 일을 하는 동안은 “시체처럼 지냄”, 

“근로기간이 불규칙함”, “비정상적 시간대의 근무”와 같은 시간 관

리의 특성과 연결된다. 자기 시간을 스스로 계획할 수 없는 것, 삶과 시

간이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불규칙한 유동성의 가장 큰 특징

으로 분류되기도 한다(Foti, 2004). 이러한 시간의 부분은 임금이나 안

전한 근로환경보다도 창작활동이나 삶의 시간의 확보를 우선으로 원한다

는 스태프-작가의 인터뷰10)를 통해 불규칙한 유동성의 핵심적인 부분

10) Florian Schneider(2002). Organizing the Unorganizables. (다큐멘터
리, 재인용: Neilson&Rossit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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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한 인식이 큰 가운데, 창의노동자 개인이 

그 안에서 인식하고 있는 자신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 느끼는 불안정성

(insecurity)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들이 토로하고 있는 불안정성

의 측면은 창작능력에 대한 불안정성과 협업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파악

해볼 수 있었다. 창작능력에 대한 불안정성은 기존 연구에서 “예민하게 

트랜드를 파악해야 한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묘사된 바 있다. 즉,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창의노동의 장에서 자신의 창작 능력에 대하여 확

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한 편, 협업에 대한 불안정성은 “감독, 

배우와의 협업과 조율”, “제작사의 압박”과 같이 창의적인 활동 이외

에 주도적으로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작품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정성이다. 이러한 개인적 능력에 대한 불안정성을 살펴보면, 창의노

동이 창작(시나리오) 작업부터 시작하여 리더(현장의 감독)의 역할, 그

리고 기업가(협업과 조율, 유통과 배급)적 역할까지도 모두 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래되고 있는 영화 노동의 본래적 특성이 야기

하는 불안정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유동성 속에서 창의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미래 

상태에 대해 불확실성(uncertainty)을 느끼게 된다. 불확실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세대 교체”, “습작생활과 긴 무명기간”, “계속해서 

과정 상태에 머무름”과 같이 미래 삶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의 측면을 

뜻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두 종류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지

망생으로서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창의노동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경로가 없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는 불

확실함이다. 두 번째로는 창의노동자로서 정규적인 직업을 갖기도 힘들

지만,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불확실성이다. 고용의 

유연성이 극대화된 현장인 만큼 최소한의 승진 시스템이나 절차가 정해

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가지게 된 이후에도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일은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로, 계속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중도에 낙오하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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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문헌검토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창의 노동의 특징을 불

규칙한 유동성과 그 안에서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의 범주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를 통하여 실제 연구 방법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

이 경험하고 있는 불규칙한 유동성의 유형과 그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문헌을 통해 분석한 내용들은 연구자들이 창의노동을 ‘외부의 시각’에

서 바라보며 재단하여 설명한 논문들도 존재하기에 실제 창의노동 지망

생들이 경험하는 불규칙한 유동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

여야 한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 결과,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과의 

인터뷰를 해나가면서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불규칙한 유

동성과 그에 대한 불안정성은 기존 문헌에서 살펴본 내용들과 크게 차이

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의 극복의 측면에 대하여 다룰 것이

다. 정동으로서의 열정 개념의 접근을 통해 본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틀

의 제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 3절. 불규칙한 유동성의 극복

1. 이데올로기로서의 열정과 착취당하는 열정

창의노동 종사자들의 정동으로서의 열정에 대하여 논하기에 앞서, 먼

저 ‘열정’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다. 열정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줄기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열정에 대한 논의이고, 두 

번째는 착취당하는 열정에 대한 논의이다. 전자의 연구들은 ‘열정적

인’ 개인이 되도록 사회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명령에 대해 구조적인 수

준에서 분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연구들은 전자의 연구들보다

는 좀 더 개인의 열정에 대해서 접근하지만, 개인이 가진 열정 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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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조적인 틀에 의해 착취당한다고 설명하는 연구들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이 취하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행위자들 수준에서의 정동적 열정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많은 연구자들에게 비판 받아왔고, 사회적으로도 문제제기가 되

어왔던 이데올로기로서 부과되는 열정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 열정이

라는 단어가 국가 정책적으로나 기업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끌

어내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면서, 구조에 의해 도구적으로 부과되는 열정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연구들이 이 흐름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레니 홍(Hong, 2015)은 개인의 열정이 이데올로기적으

로 어떤 방식으로 악용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정

동(affect)의 구조로서의 열정과, 명령의 부과, 상식선에서의 사회적 선

의 현상으로의 열정을 구분하며 제시한다. 그러면서 명령의 부과로서의 

열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개인에게 ‘열정’에 대한 의미 부

여를 하면서 결국 개인들을 착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의미 부여된 열정이 힘들어 하는 개인들에게 

‘잔인한 긍정성(Berlant, 2011)’으로 작용하는 측면에 대하여 설명한

다. 그 예시로 2009년 전세계적인 경제 공황 당시, 많은 자기계발서들

이 개인의 열정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차원의 문

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방식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을 들

고 있다. 이와 같은 열정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사용은 개인들의 열정을 

끝이 보이지 않는 연료로 규정하면서,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묘사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열정은 개인들이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을 모두 “열정 부족”이라는 원인으로 설명한다. 창업이나 취업을 준

비할 때 기업가적 열정에 대한 분석과 같은 논문들이 이러한 이데올로기

적 열정에 대한 전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논문들이다(예를 들어, 

Wincent & Singh & Drnovsek, 2009).

창의노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열정 논의를 

통해 창의노동 종사자들의 열정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하비(Harvey, 2000)는 창의노동의 장에서도 창의노동자들에게 이데올



- 24 -

로기적으로 열정과 긍정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창의노동

의 장에서는 ‘열정’이 중시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비단 개인의 

창의성 표현의 측면과 연결되는 것 뿐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힘든 노동 

현장을 견뎌 내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구조적인 수준에서 개인들에게 열정의 이데올로

기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말하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가진 

과도하게 이상적인 겉모습을 걷어내고 이 단어가 내포하는 것들을 드러

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구조적인 수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하여 개인의 열정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열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만연한데, ‘반-열정’에 관

한 자기개발서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Ferriss, 2009; Froenls, 

2011; Newport, 2012), 이러한 책들에서는 열정은 취미에만 들이자는 

주장, 혹은 취미를 위하여 일에 적당히 열정을 들이자는 식으로 전개된

다. 이러한 식으로 열정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는 것

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명령으로 부과된 열정과 개인이 가진 정

동으로서의 열정이 구분되지 않고 합쳐져 ‘열정’이란 단어의 부인으로 

연결될 때, 이러한 논의는 어떠한 대안적 시각도 제안하지 못하며, 따라

서 행위자들은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두 번째 연구 흐름인 착취당하는 열정에 대한 논의들에서는 앞서 설

명한 이데올로기적 열정의 논의들보다는 개인들의 열정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 이 접근에서는 개인들의 정동적 열정에 대해 상정하고 

인정한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에서는 개인들의 열정을 설명한 후, 결국 

이들의 열정이 구조, 산업에 의해 포섭되어 착취당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설명으로 귀결된다. 창의노동에서 열정에 대해 언급한 연구의 대부분은 

이러한 흐름에 속한다. 

열정은 기존의 노동과 창의 노동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분류가 되

고 있는데(정준희, 2014), 맥로비(McRobbi, 1998)도 이와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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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인 종사자들의 노동을 열정 노동(passionate work)라고 정의

하며 창의 노동을 노동자들이 그들의 주체성을 투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창의 노동자들의 열정이 자

본과 시스템 속으로 포섭이 되고야 만다는 결론을 내린다. 국내에서도 

창의 노동자들과 예비 종사자들의 ‘열정’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된 바 

있는데(김남수, 2014; 최태섭, 2012), 이들도 또한 공통적으로 창의노

동자들의 열정이 자본에 포섭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주장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산업의 구조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고 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접근이라 하겠다. 창의 노동에서의 착취적인 구조는 앞서의 불규칙한 유

동성의 논의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했듯 생산자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뤄

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창의노동 종사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이 부분을 과도하게 비관적인 측면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창

의노동에 연관한 사회변동이 보여주는 가능성이나 희망 등을 포착하기 

위한 여지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는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정준희, 

2014). 이 말인 즉, 이러한 논의들은 구조적인 문제점은 분명 성공적으

로 지적하고 있으나, 그 내부에서 실제로 창의노동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의 역동과 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다. 창의노동의 불규칙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창의노동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늘 존재해왔다. 그런데 이들의 원동력과 역동성은 배

제한 채 창의노동자들을 그저 ‘착취당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쉽게 설명

하고 끝내는 것은 무책임한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착취’당해서 어떻

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진전된 논의가 진행될 수 없

는 것도 이런 한계점에서 기인한다. 실제 그 장 안에 속한 사람들에 대

한 관점은 전혀 배제된 논의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창의

노동의 장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저해시킬 위험성 또한 가진다. 

본 논문의 이러한 비판적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질과 프랫(Gill & 

Pratt, 2008)은 기존 연구들의 흐름을 비판하며 창의노동을 잘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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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도 창의노동자의 부정적

인 측면의 정동이 아닌 긍정적 정동에 대해서 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 절에서는 창의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불규칙한 불안정성의 장에 뛰어드는 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해 정동으로서의 열정의 개념을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2. 정동으로서 열정의 개념화

이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틀의 한 축인 정동으로서의 열정

(passion)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왜 정동

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후에, 정동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학자

인 스피노자가 제안한 열정(passion)의 개념을 제시하고 왜 이 개념을 

통하여 창의노동자들을 분석하고자 하는지 설명하겠다.

‘정동으로의 전환(affective turn)’은 20세기 후반 이래 지구적으

로 구축된 후기 자본주의 체제의 두드러진 경향으로(Clough, 2007), 정

동에 관한 연구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정동연구는 연구자

를 연구대상 바깥의 객관적 위치에 두는 전통적 방법론과는 차이가 있는 

접근법이며,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움

직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동(affect)의 개념은 느낌(feeling)과 감정(emotion)의 개념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그로스버그(Grossberg, 2006)는 정동이 의미보다

는 즐거움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과 정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 단어를 각각 정의하자면(이희은, 2014), 느낌은 과거의 경험을 기반

으로 확인되는 어떠한 감각이다. 느낌은 개인에 의해 명명되거나 개인에

게 고유한 생물학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편, 감정은 느낌을 표

현하거나 투사하는 것으로, 느낌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차원이기만 한 것

은 아니며 사회적인 기대 상태나 욕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한 편, 정동

은 의식하지 않은 채 일어나는 경험의 강도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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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조화되거나 형성되지 않은 어떤 가능성의 상태, 즉 ‘가능태’를 

의미한다. 정동은 아직 감지되지 않을지라도 곧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내부에 완결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다(Massumi, 

2002). 정동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학자인 스피노자(Spinoza, 

1677; 2007)는 정동을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정, 개인과 집단을 구분 

짓는 경계를 꿰뚫고 넘나들면서 기쁨과 슬픔의 효과를 생성하는 힘이라

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 정동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가능성과 잠

재력을 설명하는 정동의 개념이 창의노동자들의 원동력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하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 주고받는 성격을 가진 정동을 상정함으로써 창의노동자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의 한복판에서 그 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정동의 운동

력이 있는 수행적(performative) 성격(Biddle, 1997)을 상정함으로써 

창의노동 지망생들의 실천(practice)과 감정(emotion)의 두 층위를 함

께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동으로서의 열정’ 개념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정동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고,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열정에 대한 정동연구도 거의 진행

된 바 없다. 따라서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스피노자의 열정 개념을 통

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스피노자는 그의 저서 에티카(Ethica)에서 신

체와 정신에 대해 논하면서 더 나아가 열정(passion)에 대해서도 설명

하고 있다(James, 1997).

제임스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기존에 데카르트나 말브랑슈가 신체와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분류하고, 그 영혼을 수동적인 ‘인식

(perceptions)’과 능동적인 ‘자유의지(volitions)’로 구분하여 생각

하던 전통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다. 스피노자는 신체(body)와 정신

(thought)이 자연의 대원칙에 따라 인과적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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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물질(substance)은 그 자체

로 인과적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체도 인과적 법칙

에 따라 인과적인 효과(effect)이며, 그 원인(cause)은 우리의 정신에 

있다. 이처럼 우리의 신체는 정신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떠한 

자극에 반응(react)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신체의 능력은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즉, 우리의 신체는 어떠한 것

(thing)으로부터 유도되어 수동적으로 인식(perception)한 후 능동적 

자유의지(volition)를 거치는 두 단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thing)에 대해 유도된 신체가 그 유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

(react)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처음으로 ‘정동’이

라는 개념을 제안한 배경이 이러한 세계관에서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열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임스

는 이어서 스피노자의 열정에 대해서 설명한다(Spinoza, 1985, 재인용: 

James, 1997). 앞서 설명했듯 스피노자는 신체의 반응(react)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다. 제임스가 말하길, 스피노자의 세계에 대한 신

체의 반응들(reactions)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반응들 

중에서 ‘열정인 반응(reactions that are passion)’이 있다고 설명한

다. 열정인 반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먼저, 스피노자는 코나투스(conatus)라는 개념에 대해 제안한다. 코

나투스란 “모든 자연이 가지고 있는 ‘분투(striving)’로, 자기 스스로

를 유지하고, 파괴로부터 지킬 수 힘을 가지게 만드는” 것, 즉 삶의 의

지와 의욕을 의미한다. 스피노자는 이 코나투스를 ‘모든 자연’이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열정인 반응’이란 “우리 존재 

안의 노력하고자 분투하는 우리의 본질의 표현(manifestation of a 

striving to persevere in our being, which is our essence)” 이라

고 정의하였다. 즉, ‘열정’이란 ‘코나투스(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추동하고, 우리로 하

여금 힘(power)을 지속하게 하는 정신(thought)이다. 스피노자는 코나

투스를 인간의 본질로 규정하며, 더 나아가 코나투스와 열정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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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억압될 수 없는, 집요하게 삶을 견디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으

로 보았다. 그리고 코나투스는 스스로보다 더 강한 외부적인 것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destroyed)에만 빛을 잃게 된다고 설명한다. 만약, 한 인

간이 코나투스와 열정을 잃게 되었다면, 그것은 외부적으로 큰 압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처럼 인간의 신체와 세계의 관계를 굉장히 역동적인 반

응으로 파악하였고, 이 속에서 열정을 ‘분투하는 힘’으로, 그리고 인

간의 본질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스피노자가 제안한 

열정의 개념이 제시하듯, 세계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열정을 상정하고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불규칙한 유동성

의 영화의 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들의 반

응으로서의 열정의 결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들의 실

천과 감정의 두 부분을 함께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림2>

는 앞서 <그림1>에서의 중첩된 지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을 외부의 불

규칙한 유동성과 창의노동 지망생들의 열정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틀이

다. 창의노동의 장에서 창의노동자들의 열정은 외부의 불규칙한 유동성

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그들이 느끼는 불안정성을 극

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틀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이 만연한 창의노동

의 ‘내부’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그림 2> 외부의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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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창의노동의 개념에 대해서 “상징의 생산 과정에 집중

하는 문화 산업 내의 창의적인 일”이라는 헤르먼달과 베이커

(Hesmondhalgh & Baker, 2010)의 정의에 덧붙여 문화산업에 진입하

기 이전에 하는 창의적인 일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재규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이 취하고자 하는 시각은, 구조를 비판하기 위하여 창의노동자의 

경험에 도구적으로 접근하던 기존의 창의노동 연구의 시각을 지양하고, 

그들의 경험에 보다 ‘내부자’적인 시선으로 그들의 삶과 대처방식을 

알아보는 접근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창의노동의 구조를 설명해주

는 개념으로 불규칙한 유동성(precarity)을 설정하고 그 내부에서 개인

들의 감정을 설명해주는 개념으로의 불안정성(insecurity)과 불확실성

(uncertainty)에 대해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불안정한 장에서의 창

의노동 지망생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스피노자의 정동으로써

의 열정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열정의 개념은 창의노동 지망생들의 

실천과 감정의 범주를 통합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리

고 외부의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해 반응으로서의 열정의 이론틀을 통하

여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열정은 외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

응하고 있으며, 그 결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어떠한 불규칙한 유동성

의 상황에 처해있으며, 그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1>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삶에서 그들이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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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유동성의 상황과, 이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의 ‘내부에서’ 어

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서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도출했던 불규칙한 유동성, 불안정성, 불확

실성으로 분류했던 내용들을 기본 틀로서 가지고 접근하였다. 연구자는 

이 질문을 할 때,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의 상

황에 대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느슨한 가

설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이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과, 이들이 불안정성을 대

하는 방식에는 기존에 외부의 시각에서 관찰했던 불안정성과 많은 차이

가 있었다. 

<연구문제 2> 창의노동으로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작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연구문제 2>는 <연구문제 1>에서 알아보았던 지망생들이 경험하는 

불규칙한 유동성과 그에 대한 반응을 배경으로 하여 이들이 실제 ‘어떻

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앞서 창의

노동을 정의할 때에 창의 산업의 특성 상 고용이 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렇지 않은 상태일 때에도 이들이 결과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창의적

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

생들은 지망생의 기간에 하는 작업을 통해 급여를 받는 상태는 아니지

만, 이 작업과정에서 쓰는 시나리오가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입봉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지망생의 과정에서 ‘노동 이전의 노

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문제를 통해서는 이들의 

이러한 작업과정에 대해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들의 작업과정에 대한 서술은 영화감독 지망생들의 특징인 시나리

오 작업에서 시작되어 현장에서 영화를 실제로 찍는 단계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의 작업과정은 기존에 한 번

도 공식적으로 규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평소 작업이 어떻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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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가에 대한 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지망생들의 작업 방식을 

보면서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불규칙한 유동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며 이 과정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모습을 그

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 3>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을 견디

게 하는 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연구문제 3>은 <연구문제 1>에서 발견한 지망생들의 불규칙한 유동

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들이 지망생의 기간을 무엇으로 견뎌

내고 있는지, 그 원동력 혹은 전략에 대한 질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앞

서 문헌검토와 이론적 배경에서 다뤘던 정동으로서의 열정의 측면이 유

효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앞서 도출하였던 불규칙한 유동

성(precarity)과 지망생들의 반응으로서의 열정(passion)의 상호작용 

이론틀(<그림2>)을 통하여, 그 중첩 속에서 창의노동자들의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에 대한 본 논문의 주제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창의노동 지망생으로서, 영화 시나리오 작가/감독이 

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시나리오 작

가/감독 지망생으로 지칭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 구조 상 감

독 지망생들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와 같은 형태로  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을 보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특정한 기관에 소속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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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에서 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을 개인적으로 거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뜻한다. 또한 연구 대상을 지망생에 한정하기 때문에 이

미 입봉한 감독은 인터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기에서 입봉이란 

상업영화의 감독으로 데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대상자의 예로는, 학부를 졸업한 후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소속 없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사람, 영화감독을 희망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과 같이 현재 학생신분이 아니면서 최종적으로 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연령대는 주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이다.

이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소속이 없이 지망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의노동의 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규칙한 유동성과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창의노동에 종사하

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일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불

안정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 무엇으로 이러한 불

안정성을 견디는지 알아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에 가장 부합할 것이라

고 보았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11). 본 연구는 문화적인 형태의 일반화는 문화의 활기를 깊

이 있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입장에 근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개

의 현실(realities)을 가정하고, 그 중에서 그 동안 조망 받지 못했던 현

실인 창의노동의 현실을 정합성 있게 그려내어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실증주의(positivism) 연구에서 추구

하는 일반화의 시도와는 대조되는 것이고,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

11) 미디어 문화연구의 분야에서 문화생산자집단에 대한 접근은 통상적으로 참
여관찰,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연구, 그리고 문헌분석과 제도연구를 조합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김미숙, 이기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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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l research)의 맥락에 위치해있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the phenomenon)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생생한 체험들(lived 

experiences)을 통해 본질적 의미들을 분석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Creswell, 2007/2010, 재인용: 강진숙,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일상

의 주관적 의미와 경험에 초점을 두면서 일상생활의 세계에서 대상과 경

험이 어떻게 의미 있게 구성되고 소통되는지 해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

다. 본 연구에서도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주관적 경험들에 초

점을 두어 이들의 외부 상황에 대한 이들의 반응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

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영화 연출을 공부하면서 시나리오 창작의 과정

부터 영화 배급을 시도한 경험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인

터뷰 대상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조건이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선이 골고루 섞인 분석 시각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

대하였다. 한 편, 애매한 내부자로서의 입장이 줄 수 있는 선입견의 측

면에 대해 잘 인지를 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터뷰 대상자들과 공감

과 비교, 재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창의노동 종사자들은 앞서 여러 논문들에서도 언급이 되었듯 외부인

들에 대하여 다소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학

부 때 영화 연출을 공부했던 연구자의 지인부터 부터 시작하여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다. 또한, 앞서 서술

했던 연구 참여자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환경과 처지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위하여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의 방법

을 취하였다. 지인을 인터뷰 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말해주기를 희망하는 지인만을 연구 참여자로 포

함시켰다. 

심층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은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25일 사

이에 총 20차례에 걸쳐 17명에 대해서 실시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17명의 연구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지만, 이 중 2명의 경우 연

구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15명에 대한 인터뷰만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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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름

(가명)
성별 나이

인터뷰 
(회)

인터뷰 
소요시간

학력사항

1 소영 여 29 2
1:54:52

4년제 영화과 학사 졸업
2:02:21

2 태식 남 29 2
1:52:33

4년제 영화과 학사 졸업
2:01:15

3 윤아 여 29 2
1:23:16 4년제 영화과 학사 졸업

/2차 영화 교육기관 
졸업13)

1:47:08

4 준호 남 31 1 2:09:11 4년제 영화과 학사 졸업

5 진우 남 30 1 2:30:28 4년제 영화과 학사 졸업

6 준성 남 27 1 2:09:11 4년제 비영화과 학사 중퇴

7 한울 남 28 1 2:24:56 4년제 영화과 학사 졸업

8 수빈 남 32 1 1:46:49 4년제 영화과 학사 졸업

9 지윤 여 31 1 1:46:35
4년제 비영화과 학사 졸업
/4년제 영화과 학사 중퇴
/2차 영화 교육기관 졸업

10 현빈 남 30 1 2:26:58 4년제 영화과 학사 졸업

11 신희 여 26 1 2:14:18 4년제 영화과 학사 졸업

12 종환 남 32 1 1:55:32 4년제 비영화과 졸업(국외)

13 현우 남 28 1 2:31:36 4년제 영화과 학사 졸업

14 주현 여 34 1 1:17:50
4년제 영화과 학사 졸업
/2차 영화 교육기관 졸업

15 윤진 여 27 1 2:20:19
4년제 영화과 학사 졸업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

석하였다12). 이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표1>과 같다. 인

터뷰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일대 일 형태로 진행되었고, 1회에 약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 일정을 

12) 연구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두 명 중 한명은 감독이 아닌 시나리오 
작가를 목표로 지망생의 기간을 거치고 있었기에 감독 지망생들을 연구하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 적합하지 않았다. 다른 한 명은 영화 2차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이 두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제외하게 되었다.

13) 한국영화아카데미, 영상원 등 영화 전문 교육기관을 본 연구에서는 편의 
상 ‘2차 영화 교육기관’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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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질문 내용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 삶의 타임라인 (현 상황, 가까운 계획)
- 왜 감독이 되려고 생각하였는가?

감독에 대한 
기본 정보

- 감독은 어떤 역할이 기대되는 직업인가?
-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창의노동 
지망생들의 
작업방식

1) 지망생은 무엇을 하며 감독이 되기를 준비하는가?
 - 시나리오 작업/영화 제작 (포트폴리오)
 - 공모전, 제작사와의 컨택/네트워킹

<표 2> 심층 인터뷰 질문지 가이드라인

잡을 때에는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 날짜를 잡았

고,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

한 인터뷰에 대하여 녹취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녹취파일 

및 녹취록이 익명처리가 된 후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가능한 장기적으로 

보관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인지하고 동의를 

하는 연구 참여자에 한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연구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3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 1

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연구자가 예상했던 내용들과 대조를 하

여 이론적 틀을 좀 더 명확히 한 후에 2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차 

인터뷰는 1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재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연구 참여자를 만나는 과정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인

터뷰를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설명하는 체험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고 느껴지는 ‘연구 자료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방식은 이상길(2013)의 논문에서 지상파 비정규직 노동

자의 직무인식과 노동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방식을 참고한 것이

다. 

인터뷰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미리 구성된 질문지를 만들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였고, 인터뷰 연구 방법의 특성상 비정형적인 대

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상황에 따라 질문지에 있는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그 상황에 더 적합한 질문을 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식

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의 <표2>는 인터뷰를 진행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했던 인터뷰 질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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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들이 영화 작업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 하고 싶은 소재를 찾는 방식은 어떠한가?
 - 그 스스로를 어떻게 제어하는가? 
 - 촬영에 들어간 후의 작업 방식은 어떠한가?
 - 후반작업의 방식은 어떠한가?
3) 그 외
 - 지망생들의 관계 형태는 어떠한가?
 - 자기 훈련(self-training)과 일(work)의 경계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규칙한
유동성/
불안정성

1) 현황
 -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 생업은 무엇인가?(make-a-living)
 - 가장 즐거운, 재미있는 일은 무엇인가?
 -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
2) 이들이 인식하는 불안정성
 ① 고용 (영화/생업)
 - 고용의 불규칙한 유동성의 상태는?
 -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가?
 ② 미래
 - 습작생활과 긴 무명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감독이 된 이후의 불확실성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모습이 있는가?
 ③ 능력(창작능력 및 협업)
 - 본인의 능력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극

복하는가?
 - 창작능력, 협업 외에 다른 능력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는가?
 ④ 그 외
 - 다른 불안정함이 있는가?
3)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한 인식
 -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불안정함

을 느끼는가?
 - 이것은 큰 문제인가? 작게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가?
 -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삶과 어떻게 다른가?
 - 예술인복지제도 등에 관심이 있는가?

원동력, 
지속하게 
하는 힘

- 영화는 왜 찍는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가?
- 본인은 열정적인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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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불안정성의 경험과 인식

앞서 문헌검토를 통하여 미디어 산업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불규칙한 

유동성(precarity)과 불안정성(insecurity), 불확실성(uncertainty)의 

층위를 나누었다. 이와 같이 분류한 층위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에 있

어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였고,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이들이 가장 많

이 인지하고 있는 불규칙한 유동성은 무엇이며,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정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불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먼저, 1절에서는 다소 ‘외부자’적인 시각에서 창의노동 지망생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불규칙한 유동성과 불안정성에 대해서 묘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2절부터는 지망생들의 ‘내부’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이

들이 불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

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장을 구성한 이유는 연구 수행 결과, 실제 시

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이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들은 분명 불규칙한 유동성이 극대화된 환경에 놓여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연구를 시작하며 예상했던 것만큼 불안정성을 경

험한다고 토로하고 있지는 않았다.

 

제 1절. 개인적 수준의 불안정성

지망생들이 실제 불안정성을 주요하게 느끼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이 

객관적으로 과도한 불규칙한 유동성의 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불규칙한 유동성 하에서 시나리오 작가/감

독 지망생들이 실제로 가장 불안정하게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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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수 비고
감독이 되는 과정=생업 3명 상업영화 연출부, 영화 상영료

별개의 아르바이트 6명 단기 촬영부·연출부, 카페알바, 과외 등
생업용 커리어 4명 프리랜서 연출, 상업영화 연출부 등

기타 1명 재단의 지원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생업 유형

연구 결과, 이들이 경험한다고 설명하는 불안정성은 크게 두 가지로, 

능력에 대한 불안정성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이었다. 본 장에서

는 이 두 가지 불안정성에 있어서 지망생들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

먼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논

의하고자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 15명 중 1

명을 제외하면 모두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하고 있었고, 주거비 정도만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아래의 <표3>을 살펴보

자. 표를 보면 영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 동안 이들은 다양한 생

업을 통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업을 하고 있는 14명의 연구 참여자 중 감독이 되는 과정과 생업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한 연구 참여자는 3명이 있었다. 이 중 2명은 상업 

영화 연출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이 감독이 되는 길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기에 이 항목에 분류하였다. 다른 1명은 본인이 찍은 

단편 영화의 상영료로 생계유지를 하거나, 본인의 영화와 관련해 초청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대답했다.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로 그 외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는 중이었다. 즉, 상업영화 연출부를 

감독이 되는 길로써 하는 연구 참여자 2명, 본인이 찍은 영화 상영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연구 참여자 1명, 총 3명만이 영화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 편,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인 6명은 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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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다14). 이 아르바이트의 종류에는 단기 

아르바이트, 카페 알바, 과외 등이 있다. 그 외 4명은 웹 드라마 연출이

나 시간강사, 상업영화 연출부15)와 같이 영화감독과는 약간 다른 길이

되, 커리어를 쌓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생업을 만들어가고 있었

다. 기타 1명은 복지재단의 지원금과 미디어와 관련한 멘토링 프로그램

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생활비를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로 얘기하였는데, 

생활비에 대해서 말해준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생활비는 약 80만

원이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가정

이 “부모를 부양하지는 않아도 되는 처지”이거나 “방값 정도의 지원

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를 계속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러나 영화를 찍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이다. 윤아는 본인의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윤아: 그래도 올 해 뭔가 좀 구체적인 시놉(시스)을 뽑아 놓고, 그러고 

내년에 시나리오도 쓰면서, 이제 2월, 3월 그런 연 초에 그런 지원

하는 거 있잖아. 영화제나 영상위원회나 제작지원 피칭 준비를 해보

려고. 좀 어느 정도 와꾸가 나오면. 그걸로 마감을 잡아서 하면, 거

기 선발되면 그런 거 완성하는데 인프라를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시

나리오 작업비를 주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되면은 또 몇 개월 

14) 신희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막 알바도 막하고 그랬거든요. 1월에 다치
기 전에는, 현장 다니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았고, 노량진에 특히 많이 가요. 
진짜 졸업한 애들도 그렇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웨딩알바 
촬영알바 이런 거를 우리보다 한 10년 기수 선배들은 그런 거 하면서 알바
를 영화과 나오면서 많이 했다면, 이제는 노량진에 강의 촬영, 촬영하고 편
집하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많이 해요. 영화과들 집결.”

15) 상업영화 연출부를 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는 총 4명이었다. 네 명 중 두 
명은 상업영화 연출부를 하는 것이 자신이 감독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
고 임하고 있었고(위의 표의 첫 번째 유형), 이것이 자연스레 생계로도 연
결이 되는 경우였다. 나머지 두 명은 감독이 되기 위한 길이라기보다는 생
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며, 감독이 되지 못했을 때 생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랜B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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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걱정이 없는 거고. 그거 작업 하는 동안.

연구자: 영화 되게 철두철미해야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윤아: (웃음) 맞아. 너무 그런 거 생각 안하고 해버리면은, 빨리 포기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많이 기대게 되는 것 같아. 부모

님이나. 그래서 집이 잘 살아야 (영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지. 

이처럼, 지망생들은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을 해나가면서, 영화 제작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공모전, 제작지원 등에 지원을 함으

로써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어도 작품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들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수빈은 불규칙하고 적은 수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낀

다고 말했고, 지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수빈: 많이 불편해요. 경제적으로 제일 많이 불편하고. 그냥 월급이라

는 게 정말 어떤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정

기적인 수입이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있어야 수입 지출 

계획이 명확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불규

칙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윤: 잔고에 대해서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내가 돈을 어떻게 

더 아낄 수 있을까. 영화를 찍을 때 어디서 돈을 가져오지 라던가.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지망생들이 느끼는 불안정성은 

작품들의 최근 경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한 연구 참여자

도 있었다. 신희는 우리나라 단편 영화의 현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했다.

신희: 우리나라 영화제는 가면 갈수록 특히 독립영화는 되게 무기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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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좀 참 힘들고, 색감으로 따지면 막 무채색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나게 예술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어렵게 찍은 겁니

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영화에도 그런 게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딱 제 나이 때의 감독들이 그 영화제

에 내는 거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다 보고 구성들이 다 그런 영화들

이 많은걸 보면 아 영화 찍기 너무 어렵고 영화를 벗어나서 항상 알

바 해야 되고 비용도 갚아야 되고 그런 거에 치이고 사니까 영화 안

에도 그런 모습들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비단 이 연구 참여자의 생각만은 아니다. 2017년에 진행된 전

주국제영화제 단편경쟁부문의 예선 심사위원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심

사평을 적었다.

  지난 몇 년간 심사했던 영화들과 비교해 올해 출품된 작품들의 수준

은 확연히 미흡해 보였다. (..) 학교 폭력과 취업난에 대한 고민이 

대다수였던 지난 몇 년의 경향과 달리, 올해는 유독 집과 관련된 주

제가 많았다. 이 화두는 특정 연령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젊은 감독들이 현실을 영화화할 때,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과제

처럼 보였다. 집을 버리고 나온 어린 아이들, 돌아갈 집을 갖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 집세를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거나 쫓겨난 청년들, 

무너져가는 초라한 집에서라도 버티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마다

하지 않는 청년들, 그리하여 결국 거리를 집으로 삼거나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탈출하는 방법 이외에는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다수였다. 학교나 성정체성, 취업에 대한 고민은 집의 문제

에 비하면 부차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인간의 생존과 결부된 가장 기

본적인 문제 앞에서 이들은 누구의 보호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

무런 희망도 없이 위험에 노출된 채로 견디고 있는 중이다. 이 영화

들의 엔딩은 거의 언제나 무력하게, 어떤 답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서 멈춘다. 어쩌면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가 된 상황이, (과하게 말

해) 미래의 잠재적 노숙자들의 빈곤한 현실이, 달리 말해 인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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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 앞에서조차 발버둥 쳐야 하는 상황으로의 끔찍한 후퇴가, 과감

하고 독창적인 영화적 상상력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2017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심사위원 남다은)16)

한국의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현실과 불안

정성은 이 지망생들이 만들고 있는 영화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도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현재 지망생의 과정에서 겪는 이러

한 불안정성은 그저 ‘예술가’들이라면 견뎌내야 하는 고난을 넘어서

서, 이들의 작품적 상상력까지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 능력과 작품에 대한 불안정함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할 때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에게 

“어떤 부분이 불안한가?,” “어떨 때 절망감/좌절을 느끼는가?”와 같

은 질문을 많이 했다.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외부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망생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이 극대화 되어 있는 영화의 구조에 대한 

불안정성을 크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로 인해 절망하거나 

좌절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불안’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능력에 대한 불안함을 제일 먼저 토로했고, 몇 번 더 질문을 던지니 다

른 경제적 불안정과 구조적 수준의 불안정도 “있긴 있다”고 대답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아닌 본인들이 만든 작품의 

결과물들이었던 것이다. 외부적인 요인들은 그들을 어느 정도 불안하게 

할지언정 좌절하거나 절망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다. 

먼저,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느끼는 불안함을 아래의 인터뷰로 

개괄할 수 있다. 윤아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6)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선정작 발표. (2017. 02. 27.).     
URL: http://archive.jiff.or.kr/community/notice/view.asp?idx=1495&searc
hTail=page%3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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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 항상 있지. 그냥, 체내에 있는데. 체내에. 능력에 대한 불안정. 

안 보이잖아. 근데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지… 시간이랑 집중을 하면

은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거는 있지.

  (불안정함의 종류) 글 쓰는 거에 대한 불안정함. 그리고, 아 없는 게 

없잖아. (웃음) 연출할 때도 불안한 거고. 근데 글 실력에 대한 거가 

좀 크고.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사업 수완. 사람 모으고, 돈 같은 거 

계약 하고, 설득하고. 이런 수완? 수완에 대한 능력. 거의 없다고 생

각 하거든.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고. 나랑 정말 마음이 잘 맞

는 피디나 누가 있어서 그런 파트너를 되게 찾고 싶지. 내가 못 하는 

거에 대해서. 글도, 내가 쓰고 싶은, 쓰면 즐거운 것도 있지만, 작가

도 찾고 싶어. 

윤아는 본인의 능력이 “안 보이”기에 그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

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본인이 갖춰야 하는 능력에 대해 시나리오 쓰기, 

현장에서의 연출 능력, 사업 수완의 세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영화가 감독이라는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야기

하고 있는 본래적인 불안함이고,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

안정함이었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5장에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작업방식에 대해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

다.

또한 자기 능력에 대한 불안함의 또 다른 한 축은 본인의 ‘나태함’

에 대한 불안함이었다. 결국 이 불안함도 앞서의 불안함과 비슷한 맥락

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내’가 불안한 것이다.

소영: 아, 나는 경제적인 것보다 더 큰 불안정은 내가 자기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면 안 되니까, 내

가 좀 자기관리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건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 

연구자: ‘내가’ 불안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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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응 경제적인 거야 뭐. 돈이야 어떤 식으로든 벌면 되니까. 

태식: 근데 지금은 내가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나한테 강요하지 않잖

아. 그럴 때 나태해질 때의 내 상태에 대한 불안정성.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나한테 불안정성은 그것인 것 같아. 내 상태에 대한 불안정

성. 나태에 지는 순간에 대한, 어떤 경멸감? 그런 것 같아. 내가, 

‘아 내가 왜 이렇게 못 하지?’에 대한 경멸감보다는, 내가 하기 싫

어질 때, 안 하고 있을 때. 사소한 걸로는 되게 늦잠을 잤다거나. 뭐,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밤새 시나리오 쓰고 낮잠 잤는데 

엄청 많이 잤을 때 있잖아. 그렇게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

다음으로, 이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만든 자신의 

작품이었다. 연구자가 ‘우울’이나 ‘좌절’과 같은 상태에 질문하자 

연구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신희: 우울한 거는, 편집할 때 우울하겠죠. 편집할 때 잘 모르겠고 

(...) 그 때 우울한데 옆에서 좀 다독여주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투정을 하면서 빨리 다독여라 나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혼자 독립해가지고 생계도 그렇고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당장 내일 밥값 못 내가지고 혹은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힘들겠죠. 우울하고, 저는 아직

은 독립을 한 상황이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 뭐 근데 서른 

전에 장편 쓰고 장편영화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어서 아니 

그냥 안될 거라는 생각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해. 그렇게 무조건 해요.

윤아: 근데.. 어. 이런 언저리 가면은, 좀… 놔버리고 생각을 안하고. 

무기력하고 나를 놔버리는 거 있잖아.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것 같아. 

  2,3년 에 한 번씩? 작업에 맞물려서? 작년에는 <○○○(본인의 영

화)> 편집할 때 한 번 오고. 그거를 완성했을 때는 좀 나았을 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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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고 바로 직후에 편집할 때? 너무 불만족스럽고. 되게 고통스러워. 

다 너무 맘에 안 들어서.

연구자: 어떻게 헤어 나오셨어요?

윤아: 편집으로. (웃음)

연구 참여자들에게 ‘좌절한 적 있는가?,’ ‘절망적이었던 적이 있는

가?’ 하고 물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렇다고 대답했던 몇몇 연구 참여자들의 좌절은 위와 같이 본인

의 작품과 관련되어 있었다. 구조적이거나 경제적인 수준의 불규칙한 유

동성은 이들을 좌절과 절망까지 몰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좌절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본인이 경제적으로 아

주 불안한 상황은 아니기에 그럴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17). 

이제 다음 절에서는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해 느끼는 불안정성에 대해

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

펴보도록 하겠다.

제 2절. 불안정성의 초월

본 절에서는 이제 영화판에 존재하는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한 불안정

성에 대한 지망생들의 인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의 연구들에서는 구조적인 수준의 유연화를 뜻하는 불규칙한 유동성과 

개인의 불안한 감정을 의미하는 불안정성을 한 단어로 규정하여 창의노

동을 바라보았기에, 모든 창의노동자들은 불안한 채로 ‘착취당하는’ 

사람으로 분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이 두 개

념이 분리되어야 창의노동자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을 분리함으로써 불규칙한 유

17) 그렇지만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의 계층적인 변
수가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지의 유무에 크게 유의미한 변수로 보이지는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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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처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지망생들의 생활에서 불안정성이라는 단어가 핵심

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인터뷰 질문을 통해 불안정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억지로 불안정성에 대한 감상을 끌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

해 조금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

러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인식을 ‘디폴트’ 값으로서의 불

안정성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망생들은 불안정성을 ‘디폴트’ 값이라

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방식으로 그 불안정성을 ‘초월’하고 

있기도 했다. 여기에서 초월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들이 불안정성 자

체에 무감해진 것을 넘어서, 몇 연구 참여자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편안한 것으로까지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디폴트’ 값으로서의 불안정성, 영화판의 불안정성

에 대해 편안함 갖기, 불안정성의 역전으로 나누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디폴트(Default)’ 값으로서의 불안정성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불안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불안정성에 대한 대답을 억지로 받아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는 점에 대해서 앞서 언급을 하였다. (외부인으로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는 이들이 불안정할 것이 분명한데 굳이 짚어서 물어봐야만 그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그나마도 불안하지 않다고 하거나 심지어 “평화롭다”고 

말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분명 불규칙한 유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장의 한가운데에서 온 몸으로 불안정성을 견디고 있는 이들인데, 불규칙

한 유동성을 경험하고, 그 과정이 불안하기는 하되, 이들에게 아주 핵심

적인 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본 논문에서는 불안정성이 기본 

값, 즉 ‘디폴트(dafault)’ 값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자 한다.

불안정하지 않다는 대답들에도 유형이 참으로 다양했다. 먼저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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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불안함에 대해서 별로 

토로하지 않았던 태식에게 연구자가 불안함을 별로 안 느끼는 것 같다고 

질문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태식: 그렇지. 지금쯤 되면은 그 불안감을 어느 정도 극복한 사람들인

가? (불안했을 때가) 아니 별로. 별로 없었어.

그리고 ‘과거에는 불안했으나 지금은 불안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실제 불안정성의 장에 진입하기 전에는 그 불

안정성이 두려웠지만, 막상 마음을 먹고 진입했을 때 그렇게까지 불안하

지는 않았다는 대답이다. 불안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현, 소영, 현우

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대답을 했다.

주현: 근데 그런 거는… 뭐가 있지?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조금 안정기

에 들어와서. 근데 20대 후반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 이제는 그

거지. 그 때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그런 게 있어요. 

서른 넘어가면, 그런 게 좀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

겠죠. 근데 나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생겨서. 그래서.

소영: 한 3개월 전만해도 굉장히 막막하고 불안하고 고민이 컸기 때문

에 그랬는데, 이걸 하겠다고 정리를 했거든. 취업 준비를 안 하고. 

내가 취업을 하려면 2월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

거든. 근데 이제는 취업 하려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로 마음을 굳힌 상태인데, 어.. 그런데도 평소에는 나는 좀 별 생각

이 없이 지내는 것 같아. 알바 가야 되면 알바 가고, 스터디 가야 되

면 스터디 가고. 글을 써야지, 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난 좀 약간 평

화롭게 지내는 것 같아. 

현우: 아무래도 계속 일을 구해야 하는 것. 프리랜서니까. 근데 저는 

이제 2년 이상 지속하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하고. (...) 그리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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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학교 때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졸업하면 어떡하지.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사는 게 없고. 졸업하면 진짜 큰일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화 현장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사

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 뭔가 불안하

긴 한데. 어느 정도 불안하죠. 근데 제가 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회

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선택에 대한.

이 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과거에 영화판의 불규칙한 유동성과 불

안정성에 대해 힘들어하고 두려워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표현

에 의하면 주현은 현재 “안정기”에 들어왔고, 소영도 지금은 “평화롭

다”고 말하며, 현우도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이들

의 설명은 정말로 이들의 상황에서 불규칙한 유동성이 생각보다 적었다

는 의미가 아님은 앞서 1절에서 설명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불규칙한 유동성이 극대화된 영화판으로 진입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이러

한 불안정성을 이미 감수했기에, 즉 ‘디폴트(Default)’ 값, 즉 기본 

값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이들은 육

지에서 배를 타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인 것이다. 배에 타기 전까

지 육지에서 볼 때는 그 배가 흔들리는 것이 불안해보이고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배에 오르면 흔들림이 기본 값이 되므로 흔

들림에 둔감해지게 된다. 이들에게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

는 것은 “버려둔 옵션”이다.

소영: 불안한 거? 어… 그 두 가지야. 다른 거는 뭐. 결혼 이런 거? 이

런 건 불안한 거 아니야. 그냥 전체적인 미래에 대해서, 어, 내 미래 

어떻게 되는 거지? (웃음) 아 되게 내 일인데 되게 이상하게 말한다.  

(...) 영화를 계속 한다면, 어떤 것들은 옵션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되

잖아. (...) 사실 둘 다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 거지. 근데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면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 그럼 그 포기한 옵션 중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소영: 안정적인 생활 자체 아닐까? 경제적 안정성. 뭐랄까,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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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안정적 생활에 대해 그렇게 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않지.

소영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정성 두 가지(경제적 상황,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설

명하였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크게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소영은 이미 불규칙한 유동성으로 인하여 안정성은 

“포기한 옵션”으로 두고 불안정성을 기본 값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이었다.

또한, 15명의 연구 참여자 중 불안을 계속 표출했던 연구 참여자는 2

명이 있었는데, 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현빈: 불안하죠. 불안하고, 항상. 불안 안 하려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면 안 불안하고. 커피 마시면 약간 안 불

안하고. 카페인 중독이어서 카페인 빠지면 엄청 그게 더 심해지고. 

연구자: 평상시에 불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현빈: 그렇죠. 한다기보다 느껴지죠. 그래서 그걸 자꾸만 없애려는 과

정이죠. 저는 베이직한 감정은 불안해요, 항상.

현빈은 자신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베이직한’ 상태로 묘사하는데, 

이는 앞서의 ‘디폴트’ 값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앞서의 연구 참

여자들이 한 응답과 현빈의 응답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다른 대답

이 아니다. 앞서의 배의 비유를 빌려 설명하자면 멀미가 조금 심하든 아

니면 둔감하든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불규칙한 유동성의 바다

에서 흔들리는 배 위를 딛고 서있는 것이다. 윤아는 이러한 배 위에서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윤아: 먹구름? (웃음) 사실 몸이 뭔가 힘들고, 감정적으로는 그런 어떤 

회사적인 느낌(생업)이 힘들고. 그리고, 그래도 어쨌거나 먹구름 뒤에

는 해가 있기 때문에. 아, 있겠지! 하고 어쨌거나 버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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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으로 표현하든, 바다로 표현하든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

은 불안정성의 한 복판에서 어딘가에 이들이 꿈꾸는 목적지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며, 이 불안정성을 ‘디폴트’ 값으로 여기고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2. 영화판의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해 편안함 갖기

이제 앞서의 ‘디폴트’ 값으로서의 불안정성에서 조금 더 나아간 지

망생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불안정성을 기본 값으로 여길 뿐 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흔들린 후

의 ‘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영화판에서 느끼

게 되는 불안정성이 다른 곳보다 유별나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

하는 지망생들이 있었다.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불규칙한 유동성은 이미 

이 사회 어느 곳에나 만연하기 때문에 영화라서 더 불안하고 다른 일이

라서 덜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영화의 불규칙한 유동

성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정성이 다른 곳보다 크지는 않은지 묻는 연구자

에게 윤아와 한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윤아: 음… 뭐 그러려나? 근데, 한 40대 중후반은 어느 직업이든. 회사

에서도 나갈 시기고. 되게 한창이었는데 예전에는. 하도 빨라지니까 

나가는 시간이. 금방 쫓겨나잖아. 50 전에. 그냥 그 나이 영화가 더 

큰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뭘 하든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어디든 철밥통은 없고. 진짜 공무원 말고는. 

한울: 이건 제 가치관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원래 불안하잖아요, 어

떤 일을 해도. (...) 또 제 주변에 자기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엔 다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이. 그리고 또 암

울한 얘기에요. 한 달에 천만 원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무의미하다

고. 왜냐하면 남들이 다 공무원이 좋다좋다 하잖아요, 요즘에,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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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왜 좋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국엔 빚져서 

사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배고프고 먹고 싶은 거 마음

대로 못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공무원 되도. 영화를 하나 공무

원을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럴 거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배고픈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아와 한울은 영화 외의 직업들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직장을 구해도 금방 퇴직하고, 통상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

지는 공무원도 어쨌거나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사회적으

로 이미 불규칙한 유동성이 극도로 심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

서 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 큰돈을 벌 수 없고 불안할 것이라면 본인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은 본인들 나름대로의 현실적 인식을 통해 불안정성에 대한 편안함을 갖

고 있는 것이었다.

앞서의 질문에 대해 준성은 한 발 더 나간다. 

준성: 지금도 아빠는 항상 불안해하죠. 왜 좋은 대학 나와 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걱정할 것 없이 그냥 주는 돈 꼬박꼬박 받아가며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가면 되는데, 왜 성공할지 알 수 없는 길에 뛰

어들어서 하느냐, 항상 불안해하고 계시죠.

연구자: 아버지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불

안해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 부분이 준성씨는 안 불안한가요? 

준성: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되게 자신 있거든요. 불안하다는 것이 이

해는 돼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아는데, 막상 나는 전혀 안 불

안한데 주변에서 불안하다는 게 오히려 부담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기준이라면 모든 삶들이 다 불안할 것 같은데. 별로 인정

하지는 않아요. 공감은 하되 인정하지는 않고. 그냥 아, 어른이니까 

또는 아빠니까 불안해하는 게 당연하다. 부모니까 불안해 할 수도 있

겠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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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은 다른 직업도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계속 자신

이 느끼는 불안정성에 대해 질문하는 연구자에게 되레 “그런 기준이라

면 모든 삶들이 다 불안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지망생들보다 오히려 

소위 “일반적인”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

니냐는 반문이다.

현우도 이와 비슷하게 불규칙한 유동성의 한복판에서 불안정성에 대

해서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다. 막상 맞닥뜨렸을 때, 상상만큼 불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현우: 나는 할 만한데. 겁먹어서, 그 불안정성에 대해서 겁을 먹어서 

그걸 상상을 막하니까. 군대에서 유격 훈련이라고 엄청 힘든 훈련이 

있어요. 선임들이 엄청 겁을 주거든요. 한 달 전부터 하면 엄청 힘들 

거다. 근데 막상 하고 있으면 할 만 하거든요. 근데 하기 전엔 진짜 

엄청 무서웠거든요. 죽을 것 같이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과도 

보면 항상 선배들이 겁을 준다고요. 눈 감아봐 앞이 깜깜하지. 그게 

네 미래야. 그런 거.  (...) 근데 불안정성은 하고 있으면 크게 불안

하지는 않다.

이처럼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영화판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편안함’을 갖고 있었다. 특히 준성과 현우의 설명을 보면 이들은 극

도의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

들은 영화판의 불규칙한 유동성을 특정하게 ‘불안정성’으로 정의하면

서 드러내고 인식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불규칙한 유동성의 

연장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불안정성과 친숙했고, 그 불안

정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

다고 정리를 할 수 있다.

3. 불안정성의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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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불안정성을 초월하는 두 번째 방식으로, ‘불안

정성의 역전’이다. 불안정성의 역전이라고 이름붙인 것은, 이들이 영화

판의 불규칙한 유동성으로 인하여 느끼는 불안정성보다 영화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사는 삶에서 더 불안함을 느낄 것 같다고 대답했기 때

문이다. 불규칙한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정비례하는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하나의 같은 단어로 설명했던 기존 연구들의 대전제가 이들에게

는 오히려 역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지망생들의 인식 속에서의 이러한 불안정성의 역전에 대하여 살펴보

기로 하겠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안정성을 담보로 하고 싶

지 않은 일을 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적극적 거부에서 

더 나아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역으

로 불안함을 느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아는 영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견디는가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윤아: 그냥, 뭐 안 하면은, 어쨌거나…. 후회할 것 같고. 그냥 그런 거. 

인생이 뭐가 있나. (웃음) 뭐 잘 살려면 얼마나 잘 사나. 너무 막연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외로운 거고 인생이. 그냥 내가, 그

래도 세상에 없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거에 작게나마 위안을 

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인생이 뭔지. 왜 외

로운 지, 이런 거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생활을 사는 거에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꽂혀서 사는 거지. 다른 것들. 액세서리 일지도 모르는 것들 때문에, 

사는 시늉을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 어쨌거나. 명확히 설

명하기는 힘든데.

윤아는 안정성을 담보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삶을 거부하면서, 

‘안정성’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것들을 “액세서리”, 즉 있으면 좋지

만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어떤 것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은 시나

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을 잘 드러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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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화 아닌 안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안정하더라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진: 그냥 자유롭고 여유 있는. 이렇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좀 적게 

벌고, 적게 쓰고. 대신 좀 여유롭게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

은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러면 좋은, 비싼 물건 사고 싶은 욕구.

윤진: 그런 욕구가 좀 없는 편이예요. 여행가거나. 그런 욕구도 별로 

없어요. 약간 그런 것 좀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이거 하니까 저거 

해야 한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있어요. 있는데, 진짜 똑같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인데, 불안한데 그걸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안될 수도 있는데. 영화 그만 두는 사람이 불안으로 다 그만 

두잖아요. 약간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의식주에 대한? 남들

은 보면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여자 친구랑 맛있

는 것도 먹고 싶고. 근데 영화를 하면 정말 최악으로 치닫게 되잖아

요. 근데 저는 그 외에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버스타고 다니면 

되지, 차 안사면 되지 왜? 저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영화감독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이 영화감독이 많이 된다고 하는

데 저는, 그건 일부분이고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이 되기로 마음먹은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

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였다. 이 자율성을 추구

한 반대급부로 그 외의 안정성은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예를 들

어, 결혼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포기하거나, 아주 나중으

로 미뤄둔 옵션이다. 이들이 이처럼 말하기까지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

던 것은 아닐 것이다. 한울은 이런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불안해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다짐하고, 되뇌고 살아간다.”고 부연하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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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이와 같은 자율성의 추구는 더욱 극대화되어 ‘하고 싶은 일인 

영화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다’는 ‘불안정성의 역전’

으로까지 이어진다. 준성은 영화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경제적으

로 안정적인 일을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시절이 무척 우울했고 불

안했다고 말한다.

준성: 너무 쪽팔렸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빈껍데기인 걸

아니까 겉에서 허세만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울증도 걸렸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겁하게 살아간다, 

또는 나라는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 지기 위해 사는구

나, 그게 너무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연구자: 친구들을 만나기가 두렵다는 게, 그 친구들은 꿈을 향해 가고 

있어서 두려운 건가요?

준성: 그렇죠. 꿈을 가지고 어쨌든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 꿈

에 대해서 정말 정통적으로 가는 애들은 정말 100만 원도 못 버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억지로 병행해야 되는, 그렇게 절박하게 살아가

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걔들은 돈을 좇고 이런 게 아니라 꿈을 좇

고 자기 삶 찾아, 행복 찾아가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 얘들 만나면 다 까발려질까봐, 나 지금 전혀 행복하

지 않은 게 들킬까봐. 그래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연구 참여자들 또한 준성이 말한 것처럼 영화를 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 하면서 느끼는 불안감보다 더 클 것 같다고 설명하였

다18). 불안정성이 ‘디폴트’ 값을 넘어서서, 이 불안정성 속에 있는 것

을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었다.

본 절에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인식 속에서 불안정성이 

18) 한울 “(영화를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하냐는 질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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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값으로 여겨지고, 심지어는 초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안정성 속에서 편안함을 가

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불안정 속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불안함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이들이 “불안하

면 못하죠,” “별로 안 불안해요”와 같은 식의 대답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발견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창의노동자들의 인식을 

배제하거나, 이들의 인식에 대해 연구를 하더라도 그저 구조적 수준의 

비판으로만 수렴시켰던 한계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창의노동의 불규칙

한 유동성의 장으로 뛰어드는 창의노동자들을 ‘착취당한다’는 단어로

밖에 설명하지 못했던 한계점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시나리

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불규칙한 유동성과 불안정성을 동급으로 생각

하고 있지 않았고, 불안정성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가졌기에 이들은 불

규칙한 유동성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꿈을 좇아 창의노동에 

뛰어들고 있었던 것이다19). 그렇다면 이후에는 이러한 발견에 기반 하

여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살

펴보기로 하겠다.

19) 그러나 이러한 발견의 결론이 이들이 생각보다 불안정성을 느끼지 않고 있
다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영화를 지망한다는 것이 지망생들이 
이러한 불안정성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초월’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망생들 중에서는 불안정성
의 초월이 계속되어 이 불안정성에 대해 아예 무감해지는 사람도 있는 반
면, 지망생의 기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불안감을 인식하게 되는 연구 참여자
도 있었다. 이러한 지망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모색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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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작업과정

4장에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어떠한 개인적 수준의 불

안정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불안정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볼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4장의 이러

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실제 어떤 식

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작

업 방식을 설명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지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불

규칙한 유동성의 한 가운데에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

는가에 대한 선명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설명은 창의노동에서 실제 산업으로 진입하기 이전의 과정에서 하는 작

업들이 가지는 ‘노동 이전의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 줄 것이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작업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시나리오 쓰기’와 ‘촬영 현장’이다. 이 두 축의 작업에서 지망

생들은 혼자서 진득이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면서, 또한 

여러 사람들을 꾸려 협업도 할 줄 알아야 한다.20)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일을 모두 잘 해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나리오 작

가/감독 지망생들의 지망생 단계는 소설가나 그 외 다른 예술 장르의 지

망생들과 차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이들의 작업과정은 ‘노동 이전의 노

동’의 성격을 가지며, 이전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규명된 바 없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시나리오와 연출의 상

이한 두 작업과정을 어떠한 방법과 전략으로 숙련도를 높이고 지속해 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작업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설명

했던 시나리오 쓰기와 촬영 현장의 두 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 양분 

20)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지망생들은 개인의 지위로 제작사나 배급사와 같은 
회사들과의 조율과정도 능숙하게 해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이들이 지
망생의 단계에서 숙련도를 높이기가 어려운 과정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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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 시나리오 구상과 작성, 촬영 현장의 세 절로 나누어 소개하기로 

하겠다. 그 이유는 이들이 상당한 시간을 ‘양분 쌓기’라는 공부 과정

에 들이고 있었고, 이 시간들이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고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 과정의 각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고

자 한다. 이들이 지망생의 과정에서 하는 작업과정은 세부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작업과정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들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제 1절. 양분 쌓기

양분 쌓기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진행하는 공부와 연습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에 설명해 보고자한다21). ‘양분 쌓

기’는 시나리오와 영화에 무슨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공부이다. 

이 과정은 그 어떤 작업보다 훨씬 그 결과가 비가시적인 공부이다. 그럼

에도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이러한 양분 쌓기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양분

을 쌓아나가고 있었다.

양분 쌓기의 과정은 지망생들이 본인들의 시나리오와 바로 연결이 되

지는 않지만, 시나리오 작업을 해나가는 근본적인 발판을 다지는 과정이

다. 어떤 분야에서나 그렇듯이 이 과정은 참으로 지난하고 때로는 지루

한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어떻

게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양분 쌓기의 과정을 인

문학적 내실 다지기, 자극받기, 시나리오 소재 찾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알아보기로 한다.

21) 공부와 연습 과정에는 작법서를 읽고 영화 구조 분석(우라까이)을 하는 등
의 자기훈련(self-training)의 성격을 가진 시나리오 공부도 포함하고 있었
지만, 이 과정은 다소 교과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 60 -

1. 인문학적 내실 다지기

양분 쌓기의 첫 번째는 인문학적 내실을 다지는 과정으로, 본인들의 

영화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망생들의 고민의 연장선이었다. 

주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해요. 나는 최근 3년은 뮤직비디오랑 웹

드라마 하고 나서, 그 때는 좀 돈을 벌었는데, 아 이게 내가 하려고 

하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부를 했어요. 인문학 공부 많이 

했고, 그래서. 왜냐면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를 찾아

야 하는데 그걸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 그 다음을 찾기 위

해서 좀 공부를 하고, 좀 찾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찾

아서 여행도 좀 다니고. 작법서도 좀 많이 읽고. 계속 연습했죠. 정

말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최소 2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인문학적 내실 다지기를 위한 방식으로는 고전 작품을 읽는다

고 대답한 연구 참여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 원론서를 읽는다고 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읽는다고 언급된 고전으로는 일리야드, 셰익스피어, 체

홉과 같은 작품들이 있고, 원론서로는 미술사나 철학사 책을 가지고 공

부를 해나가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이러한 고전이나 원론서에 대한 

주파는 혼자서 해나가기 힘든 측면이 있어, 인문학 특강을 찾아듣거나, 

스터디를 통해 함으로써 다소 강제적인 방식으로라도 인문학적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영: 항상 만나면 고전 분석하는 것 끝나고 나서도, 고전이나 <서양철

학사>나 미술사나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인문학 공부 같은 걸 

초반에 진짜 두꺼운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서양미술사> 같은 두꺼

운 책. 그런 건 혼자 못 끝내잖아요. 그거를 소리 내서 읽는 거야. 

만나가지고. 그걸로 시작해요. 어느 정도 읽고, 그렇게 같이 읽으면 

재미있는 게,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건 아닌 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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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냐? 이런 토론의 장이 열린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되게 

많이 땠어요. <서양미술사>도 읽었고, 철학사는 읽다가 포기했고, 

<꿈의 해석>, <변신 이야기>, <국가>. 이런 식으로 고전들을 돌파해

나갔어요. 지금 머릿속엔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웃음)

이처럼 어떤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강제성을 자발적으로 부여

해서라도 치열하게 어떠한 공부를 계속 하고자 하는 모습은 대단해 보인

다. 그러한 한 편, 지망생들이 무엇이라도 자신들이 지금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안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윤진: 책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많이 읽었어요. 불안하니까. 졸업 전까

지는 책 한 권도 안 읽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지금 밖에 집중할 

시간이 없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계속 책 읽는 거예요.

2. 자극 받기

앞서의 인문학적 내실 쌓기는 시나리오 작가/지망생들이 스스로의 전

반적인 깊이를 확장시키는 과정이었다. 양분 쌓기의 두 번째 유형은 다

양한 작품을 보면서 본인의 창작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자극을 받는 과정

이었다. 자극 받기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시나리오 작가/

감독 지망생들이기에 영화를 보는 것은 이러한 자극 받기의 대표적인 활

동이었고, 그 외에 소설을 보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 여러 가지 분야의 

것들을 보면서 “덕질하는22)” 시간 등이 있었다. 

‘자극 받기’ 활동은 지금까지 학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가치 있는 행위로 유형화가 된 바 없었지만, 이와 같은 활동은 지망생들

22) ‘덕질’은 네이버 오픈사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네이버 오픈사전. (인용일: 2017. 05. 28.). 덕질. URL: http://krdic.nave
r.com/search.nhn?query=%EB%8D%95%EC%A7%88&autoConvert=fal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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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현우는 자극 받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우: 그렇지 않을 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른 걸 하려고 되

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영화는 너무 많이 보니까 미치겠고. 가

면 갈수록 미쳐가더라고요. 앉아서 영화만 보고 있으니. (...) 책도 

많이 읽어요 최대한. 뭘 많이 읽냐면 한국 단편 소설을 많이 읽어요. 

한국 단편소설이 되게 좋은 게, 단편영화랑 되게 비슷해요. 똑같이 

경쟁이거든요. 한국 단편소설도 상들이 많아요. 문단에 이상문학상, 

뭐 무슨 상들이 많은데, 그걸 다 뚫고 올라온 작품들이 책으로 실리

잖아요. 지금 2017년의 가장 화두인 사회 문제를 비슷하게 다루잖아

요. 그리고 그 작가님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올린 거니까.(...) 

단편 소설 읽다 보면 소름이 돋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이. 진짜 문장

문장들의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경이롭다고 해야 할까. 

연구자: 소름과 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 쓰는 데 영향을 주는 걸까

요?

현우: 사실 이런 걸 읽으면 나는 이런 거 못 쓰겠다 이런 생각 밖에 

안 쓰는데. (...) 그니까 작품마다 놀라게 하는 지점이 다 다른 거 같

아요. 그런 지점. 그런 놀라움을 볼 때마다, 그 작품들을 볼 때마다 

되게 놀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좋고. 저도 그런 걸 

느끼게 하고 싶고. 보는 사람들한테.

현우가 설명하듯 영화와 소설들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창

작활동을 하도록 큰 자극을 주는 것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망생들에게 자극을 주지만, 현우의 경우 두 가지 의미로 설명

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작품들이 언급하는 주요한 이슈, 작품의 

작가들의 전략과 시각으로부터 자극을 받는다. 이 소설들은 이미 경쟁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지망생들보다 

한 발 앞서 자신들의 작품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작품들인 것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영화와 소설을 읽는 것은 앞서 걸어간 지망생들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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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준다. 두 번째로, 좋은 작품들을 보았을 때의 소름과 경이가 주

는 자극이 있다. 이러한 자극은 지망생들에게 까마득한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자신도 그러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자극제가 되어준다고 설명한다.

한 편, ‘자극 받기’는 창작활동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억지로”

라도 하는 활동이라고 표현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수빈: 사람인지라. 슬럼프 빠질 때는 몇 달 못 쓸 때도 있죠. 무기력증. 

하루에 세 번씩 자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능도 재미없고. 그런 시

기들은 그냥 구상만. 그냥 구상. 갑자기 떠올라요. 자다가 떠오르고. 

시작해보자. 근데 이제 대신에 이런 기간에는 책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극장가서 영화보고. 그래야 자극을 좀 받으니까. 

작법서, 소설책, 뭐. 

준호: 그 이후에 몇 개월을 방황하고 그러면서 이 시나리오를 썼지.

연구자: 그러면 방황하는 동안은 뭘 했나요?

준호: 사실 방황이라고 해 봤자 워낙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스

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라 가만히 있으면 너무 무서워. 나름대로 

어학공부도 하고 영화를 보는 건 일단 기본이고 하루에 한 편 이상 

안 보면 너무 불안하고, 내가 워낙에 소설 읽고 이런 걸 좋아해서 도

서관 가서 맨날 책 읽고 그런 시간? 이런 시간이 쓸데없고 노는 것 

같아도 큰 자산이 되는... 한마디로 덕질하는 거지. 그랬던 것 같네. 

프리미어리그 보고. 나름대로 덕질을 다양하게 많이 한 것 같아, 그

런 시간 동안. 없는 사비 털어서 여행도 가고. 정말 정말 불안한 시

기인데 그걸 견디는 게 어렵지. 사실은 그 순간 순간 내가 지금 뭐하

고 있나 라는 자괴감과 자책감을 견디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

거를 잘 견디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 이게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아무래도 세상의 법칙이 있으니까. 

위의 두 연구 참여자는 창작이 잘 되지 않는 시기인 ‘슬럼프’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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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을 때 이 슬럼프를 빠져나오는 활동으로서 ‘자극 받기’에 대해서 설

명하고 있다. 개인들이 시나리오를 쓰며 지망생 과정을 헤쳐 나가는 데

에 있어서 내내 뭔가를 쓰고 만들 수만은 없다. 휴식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도무지 아무 것도 쓸 수 없는 ‘슬럼프’의 기간도 있다. 이러

한 기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지망생들은 ‘자극 받기’를 설명하고 있었

다. 

이들이 설명한 ‘자극 받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시나리

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자극 받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극 받기’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준호는 “이게 자산이 될 거

라는 생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순간 내가 지금 뭐하고 있

나 라는 자괴감과 자책감을 견디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는 “아무래도 세상의 법칙이 있으니까”라고 서술한다. 이 ‘자극 받

기’의 기간을 “방황”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무언가 창의적인 결과물

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투자되어야 하는 인풋

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러한 인풋을 하는 시기의 가

치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인풋의 기간은 

참으로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고,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홀

로’ 이 과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도 산

업적으로도 이들의 이러한 과정은 덮어버린 채 결과물만을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극 받기’ 과정은 오롯이 시나리오 작가/

감독 지망생들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기간으로 남아 있었다. 그 과정을 

혼자서 계획을 세워 헤쳐 나가야 하는 것 뿐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맞지 않기에 느껴지는 자괴감과 자책감까지도 이들은 홀로 감당해 나가

고 있는 것이다.

3. 시나리오 소재 찾기

양분 쌓기의 마지막 유형인 ‘시나리오 소재 찾기’는 실제 어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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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시나리오를 쓰겠다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상에서 여러 소재거리

를 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망생들의 일상에서 거의 항상 일어

난다. ‘영화를 찍기 위해 소재를 찾아야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

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영화를 찍는 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준호: 소재는 미리, 지금도 트리트먼트23) 3개를 막 써 놨어. 그 중에

서 고민을 해보는 거지. 이 기간 동안 어떤 걸 쓰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제일 흥미가 가

는 게 뭔지. 이걸 트리트먼트는 묵혀뒀다가. 본격적으로 내가 뭘 써

야 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한 번씩 쭉 보고 뭘 하나를 고르고. 

연구자: 트리트먼트는 언제 쓰시는 거예요?

준호: 평소에. 매일매일.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

윤아: 아이템? 음… 그냥 뭘 많이 보는 것 같아. 뉴스나 뭐, 소설이나. 

뉴스랑 소설이 제일 큰 것 같고. 캐릭터 잡을 때도 뉴스랑 소설. 어. 

거기서 제일 시작인 것 같아. 아예 막, 맨바닥에서 관심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를 보고 그 모티브가 돼서 좀. 아, 이런 사건이 있

네?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 근데 뭐 나중에, 

다른 에세이나 소설 읽다가 어떤 캐릭터가 있어. 어? 이 사람 왠지 

그 사건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성격인 것 같다. 이런. 항상 뭐 

하나를 관련된 걸 써야겠다. 했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보는 모든 

게 어쨌거나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인 것 같아. 

준호와 윤아의 인터뷰를 보면 앞서 언급했던 ‘인문학적 내실 다지

기’와 ‘자극 받기’를 통해 얻은 것들이 시나리오 소재 찾기와 직·간

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었고, 그 외에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뉴스나 사건들

23) 트리트먼트(treatment)는 장소에 따라 등장인물과 주요 사건 등을 써 놓
은 원고다. 신별로 줄거리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트리트먼트에 대
사만 첨가하면 시나리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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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하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해나가면서 시나리오의 소재를 찾고 있

었다. 

이러한 양분 쌓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창의성은 번쩍 떠오르는 아이디어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시간을 들여 꾸준하게 진행해 온 양분 쌓기, 그 양분 쌓기를 통해 생긴 

시선,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절. 시나리오 구상과 작성

‘시나리오 구상과 작성’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본격적

으로 본인들이 찍을 영화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

다. 이 시나리오는 지망생들이 택한 전략에다. 단편과 장편의 여부와 상

관없이 이들이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작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취하고 있

는 전략들이 있었는데, 이 전략들을 ‘구상 단계,’ ‘시나리오 작성 단

계’의 두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 단편 영화의 시나리

오이기도 하고, 장편 영화 시나리오이기도 하

1. 구상 단계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할 때 지망생들은 ‘구상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시나리오를 쓰는 방식은 천차만별이겠으나, 그 중 지망생들이 공통적으

로 거치는 단계들을 정리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시나리오 작성

에 들이는 시간보다 이 구상 단계에 들이는 시간이 7:3 정도로 더 많다

고 설명했다24).

24) 현우 “함부로 시작을 안 해요. 거의 공책 한 장 분량의 트리트먼트나 인
물 설정이나 이런 내용이 나와야 시작을 하거든요. 한 번 쓰면 못 고치겠더
라고요. 다 쓰고 다 뜯어 고치려면 미치잖아요. 아예 그래서 시작을 천천히 
하고 설정을 다 써놓고 쓰는 타입이라서 설정을 만들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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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상의 과정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 고

민을 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시나리오 소재 찾기와 구분이 된다. 그렇지

만 두 단계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설명한 

구상의 과정을 크게 ‘멍 때리기’와 ‘시각 만들기’로 분류하여 살펴

보겠다.

1) 멍 때리기

‘멍 때리기’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공통적으로 시나리

오에 대해 구상을 할 때 필요하다고 말했던 과정이다. 이 멍 때리는 과

정은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을 비우고 시나리오 생각으로 그 비운 곳을 

채워 넣는, 일종의 모드(mode) 변경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진우: 그리고 6시간의 작업이라는 것이 계속 크~ 막 이렇게 쓰기는 어

렵죠. (...) 그러니까 내 말은, 다 밀어내고 정말로 가만히 앉아있는 

과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작업의 과정이죠. 가령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만진다거나 핸드폰을 만지다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글을 쓰는 데 힘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

이 뭔가를 망가뜨려요, 흐름을. 그렇기 때문에 6시간 중에 글을 쓰는 

시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글만 써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하고. 한글 띄워 놓고 타자기 두고 가만히 그것에

만 집중을 하는 것?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하루에 최소 

대여섯 시간은 되어야죠. 

윤아: 그냥 머리를 비우려고. 앉아서 아무 생각이 안 나면 걸어보고. 

걸어서 안 나오면 다시 앉아보고. 어. 안되면 영화를 봐보고. 안되면 

책을 읽어보고. 

수빈: 글쎄, 그냥. 어디서 찾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무의식, 그니까 

예를 들어 무의식에 뭔가가 있는 것을. 그거를 막 초능력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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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막 끄집어내려고 애쓸 때가 있어.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만 생각나라, 생각나라 이러면은 나오긴 나와. 근데 그러

기 위해서는 멍하니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은 뭐라도 생각이 나. 근

데 분명히 영향을 받은 건 있겠죠. 최근에 뭔가를 봤건… 그런 것에

서 나온 거겠죠. 

지망생들은 공통적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멍 때리

기’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머리를 비우기,” “가만히 앉아있기,” 

“멍하니 앉아있기,” “멍 때리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멍 때리기’는 핸드폰이나 기타 매체를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잡다한 

걸 지우고, 시나리오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2~3시간정도 지

속해야 하는 과정이다. 지망생들은 이 과정을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서 

(자발적인 의미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직접 시

나리오를 쓰지는 않더라도 이 ‘멍 때리기’의 상태라도 유지를 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멍 때리기”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 과정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

만, 대단히 집중력을 요하는 일로, 2~3시간이라는 비어있는 시간을 온

전히 자신의 생각만으로 채워야 하는 일이다. 또한 이처럼 ‘멍 때리

는’ 행위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위 또한 아니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작업 과정의 특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한 편, 이 “멍 때리기” 과정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

이 본인들이 ‘지망생’이라는 점을 스스로에게 확인받는 시간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다. 한울의 인터뷰를 살펴보자. 

한울: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초집중을 하

죠. 초집중의 시간 3시간은 나한테 최소한 할애해야하는 시간이다. 

이런 것? (...) 제 주위에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보다 더 열

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친구들 하는 것 보면 창피한 거죠. 하루에 

12시간씩 채우더라고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만. 그러니까 주 70

시간, 6~70시간 목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잠자는 것 빼고 하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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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영화 감독을 준비하

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거의 반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

니까 한마디로 하루에 6시간은 그랬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집

중해서. 근데 그러는 영화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영화 봤다. 나 책 읽었다. 그걸 공부 했

다라고. 

  책상에 앉아서 창작하는 시간이 최소한 오랜 시간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저한테는. 버릇처럼, 몸에, 습관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3시간도 많은 것은 아닌데, 하루에서 3시간 정도는 고민이라도 

좀 해야겠다. 멍하게 앉아 있더라도, 가족에 대한 얘기 쓸까? 이런 

이야기 쓸까? 저런 이야기 쓸까? 아니라면 제 일기를 쓰더라도. 제 

일대기를 써보더라도,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망생이라고는 하지만 이 신분은 지망생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흐려지는 신분이기도 하다. 앞서 4장에서 지

망생들이 표출했던 ‘스스로가 나태해지는 것’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느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따라서 이들은 적어도 몇 시간은 하루에 

구상에 오롯이 시간을 들이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지망

생임을 확인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창의노동의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

를 이끌어가던 입장의 미디어 생산자 연구자들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

망생들의 이러한 과정을 결국 자본에 ‘포섭’당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지양하고 시나

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역동성과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시나리오 작

가/감독 지망생들의 실천과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고 앞서 서술

한 바 있다. 이 과정 전부를 구조에 의한 포섭이고 착취라고 설명하면 

하고 싶은 것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창의노동자들의 역동성과 그 원동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함

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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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 만들기 

구상 단계의 두 번째는 ‘시각 만들기’이다. 이 과정은 시나리오 작

가/감독 지망생들이 어떤 소재나 대상에 대해 심도 깊은 자료조사를 하

는 기간이다. 또한 자료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들여 소

재에 대한 이들의 ‘시각’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상에 돌입을 하면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일상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쓰고자 하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 해나간

다.

윤아: 항상 뭐 하나를 관련된 걸 써야겠다. 했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보는 모든 게 어쨌거나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인 

것 같아. 

연구자: 그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윤아: 기간이? 어… 저번 꺼는 어쨌건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 쓰기 직

전, 완성 전까지는. 완성 못하면은 계속 생각해야 하는 거고. 생각을 

계속 많이 해야 하는 작업이야. (...) 그냥 어떤 캐릭터일까.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뭐, 엄마랑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 그

냥 그런 거를 계속 구체화해보고 하는 수밖에는 없었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자료 조사의 단계로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문헌 검토(인터넷 자료조사, 논문 검색, 도서관 방문 

등), 시나리오 대상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참여관찰까지도 진행하고 있

었다. 다들 쓰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공부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

주현: 레퍼런스는 뭐… 그냥 살다보면, 관심을 갖고 보면 트위터를 보

다가도 나타나고. 관련된 거 서칭을 많이 하죠. 인터넷에서. 너무 많

으니까, 사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도서관

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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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논문을 제가 많이 찾아봐요. 많이 찾아봐서 국회 도서관을 굉장

히 많이 찾아가요. 거기서 저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아닌 게,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던가, 저는 하지도 못해요. 제가 뭘 안다고 (...) 그런

데 논문 몇 편만 봐도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정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뻔하게 생각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게 

많잖아요? 논문에는. 시선들이 되게 많잖아요. (...) 관념적으로만 생

각했던 그게 입체적으로 되게 풍부해지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디테

일 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

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윤진: 쓰려고 하다가 안 써지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시나리

오 소재)’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 선생님 글 같은 거 찾아보

고. 그리고 ○○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에 대한 

책 같은 걸 되게 많이 샀어요. 책도 읽어보고. (...) 다음에 유튜브로

도 검색해서 영상 계속 보고, ○○ 인스타그램, 블로그 계속 보고. 

이동진씨가 하는 그 유튜브 영화 관련 프로그램도 보고. 그랬습니다. 

신희: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좀 추천해주시는 분들 몇 분이랑 

인터뷰하고 얘기하면서...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쓰고자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나리오 소재가 있는 현장에 찾아가기도 했다. 지망생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재에 대해 어떤 시나리오를 쓸 것인가 하는 ‘시

각’을 만들어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자료 조사에서 얻는 디테일을 통

해 시나리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현우: 주제가 안락사였는데, 안락사를 엄청 공부를 많이 한 거에요. 다

큐 다 찾아보고. 공부하다 아 이걸로 졸업영화 찍어야겠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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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영화. 그래서 졸업영화 소재를 정하고, 시나리오를 막 썼어요. 

단편. 저는 장편으로 찍으려고 했어요. 실제 장편으로 찍었고. 근데 

졸업영화를 엄청. 교수님이 갖고 갔더니 엄청 까는 거예요. 니가 뭘 

아냐고. 그래서 남들은 취직준비 하는데, 저는 봉사활동을, 3개월 동

안 목요일 마다 가가지고, 집에서 적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다리 주

물러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윤진: 아, 그것도 있었어요.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다 보니까, 아이가 아

이다운 게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카페

가 있는 데를 찾아서. 그 카페 가서 작업했어요. 그래서 그 카페 가

서 하굣길의 애들은 뭐 하는지 보고, 그리고 카페에서 애들 하교 기

다리는 어머니들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고. 애들 카페

에서 보고. 그런 것도 했어요. 

  얘네들이 어떤 말을 쓰지? 대사. 얘네들이 실제로 하는 말로 대사를 

써야 하니까. 말하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막 적고. 몰래. (웃음) 그래서 만나면서 할 얘

기가 구체화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이러한 ‘시각 만들기’과정을 들으

면, 이들이 “연구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상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

를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본 연구자

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자 같다”는 표현을 했을 때 지망생들은 적

극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지윤: 제 친구가 수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논문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논문 중에서도 짧은 논문이 있고 

긴 논문이 있는데, 짧은 논문이 그냥 답을 제시하는 거라면 긴 논문

은 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뭔가 풀이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때 뭔가 뭔가를 창작하고 연구 

하는 건 비슷한 선상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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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 약간 연구자 같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어떤, 굳이 영화를 

떠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약간 연구자적인, 관찰

자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 (...) 항상 굳이 영화를 하게 된

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는 약간 자폐적으로 빠져들고, 혼자 계속 생각하고 알아보고 그런 게 

좀 있었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 영화를 생각함

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구상하기의 두 번째 과정

인 ‘시각 만들기’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해나가고 있었다. 시

간을 많이 들여 이처럼 자신의 시각을 가져야만 비로소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2. 시나리오 작성 단계

본 연구에서는 지망생들의 시나리오 작성 단계를 크게 두 단계로 나

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이야기와 주제를 조율해 나가기이

고,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몰입하여 시나리오 쓰기이다. 이 둘에는 명확

한 앞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구 참여자들마다 우선순위 또한 다

를 것이다. 또한 둘 중 한 단계만 거칠 수도 있고 둘 다 거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이 단편/장편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이 두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상이

한 두 형태의 작업이 함께 일어난다는 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이성적으로 이야기와 주제를 조율해 나가기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힘들다고 설명하는 과정

이 바로 이 ‘이야기와 주제를 조율해 나가기’ 단계였다. 이 과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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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의 구조를 짜고 인물관계를 짜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 대해 

‘이성적으로’라고 수식어를 붙인 것은 이 과정에서 이야기가 논리적으

로 “말이 되게” 구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이 과정을 

“이성적”이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나리오 작업을 설명할 때 시나리오의 ‘이야기’

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무언가인 것처럼 설명하곤 했다. 그래서 이야기

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지망생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둘 사

이를 끊임없이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영: 사실은 이야기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야기가 있고 주제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별개여서, 내가 어떤 주제를 하고 싶어서 이야

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주제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알고 있

지 못한 거야. 근데 이 이야기는 아는 만큼만 나오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주제가 아닌 거지. 그러면 이

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이야기를 쓰면서 배워가거나 깨닫는 게 있고. 그

러다 보면 아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게 아니구나. 다른 이야기

구나.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연구 참여자들은 이야기가 가는 방향에 휘둘리

지 않기 위해 굉장히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우: 그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구조도 잘 만들어야 하지만, 

구조 만드는 건 되게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인물 관계나. 이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계산하지 않으면 주제는 안 나온단 말이 예

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주제에 연결될 순 없죠. 왜냐면 보통 

글 쓰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 실수하는 것 중 하난 것 같아요. 길 가

다가 이미지적으로 되게 좋은 걸 봤어. 이 사람이 이러면 되게 재미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주제에 절대 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절대로. 한 달 동안 틀어박혀서 써도 안 나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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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주제를 갔어. 그러면 억지로 퍼즐을 맞춘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연구 참여자의 설명을 보면 이 조율의 과정은 이야기의 구조를 만

들고 인물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계속되며, 시나리오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 조율의 과정에서 이

야기와 주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연구 참여자들에 따라 달랐

다. 이야기의 재미가 우선인 참여자도 있었고, 주제가 우선인 참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둘의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 연구 참여

자도 있었다25). 

2) 정서적으로 몰입하여 시나리오 쓰기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은 ‘정서적으로 

몰입하여 시나리오 쓰기’ 이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시나리

오 속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에 본인들이 정서적으로 완전히 몰입해서 써

야 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은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 전반에서 지속되는 

단계는 아니고, 시나리오에서 텐션이 높아야 하는 특정 장면에서 진행된

다.

 

수빈: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재미없으면 분명히 재미없어. 

재미있다는 사람이 없어. (...) 쓰면서 내가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쓰면서 찌릿찌릿 한 것.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재미없을 

수밖에 없다. 내가 알고서 쓰지만, 내가 쓰면서 막 땀이 막 나는. 땀

까지는 거짓말이고(웃음). 그렇게 쓰면 무조건 재미있어요. 읽혀 봐

도 재미있다고 해요.

현우: 재미있는 게, 쓰는 사람이 기분이나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

25) 소영 “(이야기와 주제를 왔다갔다. 더 핵심인 것은 주제인가?) 아니, 난 
더 중요한 걸 한 쪽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항상 시나
리오의 발전이 더뎠던 것 같거든.” 



- 76 -

면 다 알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울면서 쓰면 울어요. 보는 사람들이. 

근데 정말 생각 없이 써야지 해서 채우면 지루해지는 거죠. 

태식: 근데 그 전제는 creative, 정신 노동인데, 하고 나면은 육체 노

동이야.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편 같은 거 이제 뭐, 한 씬을 쓴

다고 치면은, 그 씬에 되게 텐션이 강해야 되는 씬이야. 내가 거기에 

거의 온 신경을 몰두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내가 막 대사를 해보기

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정서적으로도 막 피로감이 쌓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creative 활동이지만은 육체적으로도 힘든. 사실 앉아있는 

거는 힘들지 않지. 허리가 아프기는 하지만은. 사실 정신적 활동, 뇌

도 육체노동인 것 같거든? 

연구 참여자들은 중요한 장면을 쓸 때 본인들이 이야기를 알고 쓰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정서적으로 완벽히 몰입을 하면서 써야 

관객들도 그 정서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도 “찌

릿찌릿하고,” “눈물 흘리고,” 대사를 따라 하기도 하면서 완전히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야 보는 사람도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은 앞서 설명했던 이성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과 대조적이다. 

그리고 이처럼 정서적으로 빠져서 작업을 하다보면 그것은 마치 “육체

적 노동”을 한 것처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은 이성과 정서를 

넘나들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작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제 3절. 촬영 현장

시나리오 작가/지망생들의 과정에서 혼자서 시나리오 작업을 해 나가

는 것이 한 축이라면, 현장에서 사람들과 일하고 조율하는 협업을 잘 하

는 것 또한 하나의 큰 축이다. 미래에 자신의 현장에서 연출과 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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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내기 위해 지망생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장을 경험하고 있

었다. 첫 번째는 ‘상업영화 연출부 경험하기’이고 두 번째는 ‘본인의 

영화 찍기’이다. 각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이들이 지망생의 과정

에서 갖출 수 있는, 혹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장에서의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로, ‘상업영화 연출부 경험하기’에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상업영화 연출부를 선택하면서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이를 통하여서는 지망생들의 현장에 대한 인식을 

삼펴봄으로써 영화 산업 전체의 특성 또한 추출해낼 수 있었다. 두 번째

로 ‘본인의 영화 찍기’를 통해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스

스로 감독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본인의 영화를 찍을 때에는 이들이 비록 작은 현

장이나마 감독으로서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에 대한 분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1. 상업영화 연출부 경험하기

‘상업영화 연출부 경험하기’는 실제로 제작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되는 상업영화 촬영 현장에 연출부로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 15명 중 7명이 상업영화 연

출부를 경험한 바 있었다. 이 7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상업영화 연출부에 

진입하는 선택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얻어가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상업영화 연출부를 통해 지망생들이 기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촬

영장 경험부터 인맥쌓기, 생계유지, 영화인의 정체성 갖기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네 가지 중 전체를 얻고자 연출부를 한다고 하는 경우

는 2명이 있었고, 이들은 영화 연출부 과정을 감독이 되는 과정과 직결

되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한 편, 연출부 과정을 그저 생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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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하는 일

퍼스트 
(조감독)

촬영 스케줄, 현장진행, 주로 감독·촬영감독과 커뮤니케이션

세컨드 
(인물조감독)

인물담당(캐스팅, 가이드라인, 보조출연자 연출), 배우 설득

써드 
(미술조감독)

미술, VFX(특수효과), 의상 분장
*중요도에 따라 이 일이 세컨드로 가는 경우 있음

막내 라인 정리, 슬레이트, 운전

<표 4> 상업영화 연출부의 직위와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지망생들도 있었다. 이 네 가지 선택의 이유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현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먼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상업영화 촬영현장에서 기대하

는 것은 영화 촬영 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다. 인터뷰를 통하여 현장

에서 연출부가 하는 일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표4>).

제일 처음 현장으로 진입을 할 때에는 ‘연출부 막내’로 들어가게 

되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1~2 작품 정도를 거치면 다음 직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표를 보면 연출부가 하는 일은 연출과 직결되는 

일들이라기보다 주로 감독을 도와 현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보조적인 일

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출부 생활에 대해 한 연구 참여자는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어깨운동을 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팔과 어

깨 근육은 별개의 근육이다. 팔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팔운동을 해야 하

는데 연출부 일은 어깨운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붙어있

는 두 근육이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

들은 감독이 하는 일과 연출부가 하는 일을 위의 비유와 비슷하게 생각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영화 연출부는 본인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반대로 급여를 받으며 촬영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



- 79 -

회였다. 감독의 옆에서 감독이 하는 일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감독이 어

떤 일을 해야 하는지 배운다고 설명했고, 감독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늘 

테스트해본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준성이 말한 “실험과 증명”이 그 대

표적인 예시이다.

준성: 상업영화 연출팀을 하면서 항상 실험하고 증명하고 있어요, 저의 

나름대로의 방식에서. 그게 어떤 실험이고 어떤 증명이냐면, (어떤 

장면에서) 감독님이 "준성아 너라면 어떨 것 같아? 한번 해볼래?" 

하셔서. 그때 제가 연출을 한 거죠. 배우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

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반응이 좋았어요. 나중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대사들이나 행동들을, 감독님이 기회를 많이 주셔서 의견

도 내고 했는데. 그런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왠지 긴장이 돼요. 

내가 말한 부분에서 웃을까? 했는데, 막 빵빵 터지는 것을 보면, 

‘아, 통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내 것이 먹히는 구나, 그러

면서.

준성은 현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때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또한, 위의 인터뷰의 상황처럼 감

독이 돌발적인 대답을 요구할 때,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장의 연출부로서 영화 연출의 전반적 작업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어

야 한다. 그리고 극장에서 자신의 실험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감독

으로서의 역량을 체크한다. 준성은 자신의 이러한 연출부 과정을 “창의

적인 작업”으로 규정하였다.

2) 영화 현장의 인맥 다지기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상업영화 현장에서 기대하는 것 두 

번째는 영화 현장의 종사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상업 영화 연출

부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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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만을 위해 연출부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맥 다지기가 없다면 

상업영화 현장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 아닐 수도 있다.

준성은 다음과 같이 연출부 생활을 ‘인맥’으로 규정한다.

준성: 연출부는 사실은 인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맥 사회에서 PD 

그리고 투자자, 감독들, 여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글을 쉽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랑 만드는 게 첫 번째고. (...) 그리고 

배우 또는 투자자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인데 (...) 영화

를 투자를 받는 그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 이 시나리오는 재미가 없

는데 어떻게 투자를 받았어요? 하면, 송강호가 한대. 하면, 그럼 나

도 무의식적으로 아, 송강호가 하는구나. 

준성의 설명을 보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인맥은 영화산업 종사자

들, 그리고 배우들이다. 이와 같은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

지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시나리오가 투자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경로

를 단축시키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감독과 투자자들, 제작PD

들과 친분이 생기게 되면, 추후 자신이 시나리오를 썼을 때 공모전이나 

피칭 프로젝트 같은 공식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시나리오를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비공식적 경로를 확보하는 것은 연출

부 생활에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부분으로 보였다. 두 번째로, 추후 자

신의 영화에 투자 안정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다. 유명한 배우가 특정 

시나리오를 보고 영화를 출연하기로 확답을 주면, 그 시나리오는 투자받

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중간에 영화가 좌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제거 된다26). 특히나 후자의 인맥의 경우 현장이 아니면 쌓을 수 

26) 대표적으로 <차이나타운(2015)>을 찍은 한준희 감독은 연출부를 많이 다
닌 경력이 있는 감독 중 하나이다. 장편 시놉시스를 영화제 피칭하는 자리
에 발표를 해서 한 제작사에서 호응이 와 <차이나타운>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업영화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차이나
타운>이 제작까지 끝까지 이어진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준희 감
독은 그 중에서도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 김고은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
했다. 어려운 과정을 거처 유명 배우인 김고은에게 시나리오가 갔는데, 김



- 81 -

없는 인맥인 것이다.

이처럼 인맥을 얻는 것이 연출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영화과를 졸업한 지망생보다 비영화과를 다녔던 지망생이 연출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영화과를 졸업한 지망생들의 경우 

학교의 동문 중에 영화 쪽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연출부 과

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영화과 졸업생 10명 

중 5명 연출부 생활 경험). 반면, 영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경

우, 영화와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상업영화 현장으로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학부가 비영화과인 연구 참여자 2명은 연출부 생

활을 감독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으로 설명 한다27). 

즉, 이들의 연출부 과정은 영화판의 불규칙한 유동성을 ‘인맥’을 통

하여 완화시키는 방법의 일환이었다. 영화가 야기하는 태생적 불확실성

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자본이 크게 들어가기에 투자를 받기 

힘들고, 투자를 받더라도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영화판이 야기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망생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의 안

전장치를 확보하는 과정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한 한 편, 인맥은 연출부에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부터 중요하게 

작용했다. 수빈과 지윤은 본인들이 연출부에 진입하고자 했을 때를 아래

고은이 이 영화의 출연을 확고하게 바랐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이 영화가 
엎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투자비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한준
희 감독은 “배우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쓸 것을 강조한다. (한
준희. (2015년 11월 2일). 독립영화학당 <데뷔감독&멘토 8인의 특강> 중. 
자료 내용 독립영화학당 제공)

27) 연구자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요?”

    종환 “엄청 중요하죠.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
하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감독님하고 되게 오래 붙어있어요. 그니까 제
가 바로바로 연달아 작품을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기다리
고, 같은 사람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같은 사람이 
부르면 위로 끌어주거든요. 나를 잘 봤기 때문에 한 단계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이랑 했을 때에는 영화 하면서 뿌리가 생기거든요 왔
다 갔다 하면 뿌리가 없거든요. 연출부는 무조건 뿌리가 있어야 한다고 ○
○감독님이 말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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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설명했다.

수빈: 처음에 선배 중에 02학번에 어떤 선배, 현장에서 조감독을 하고 

있는 선배인데 항상 저한테 콜은 했었어요. 오라고. 근데 또 ○○대 

학풍상 (연출부를) 안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이 있어서 

안 가다가,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니 막막한. 아 이제 더 늦으면 못 

가겠다. 그래서 그 형이, 선배가 추천을 해줘서 가게 됐죠. 

지윤: 해봤는데 안 됐어요.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경우가 많았구요. 그

래서 상업영화 연출부는 안 들어갔고, 웹드라마 스크립터 역할이 들

어와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인연이 있어서 신인감독의 영화

지만 상업영화에 들어가는데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하겠다고 했

거든요.

수빈은 영화과 학부를 졸업한 반면, 지윤은 저 당시에 비영화과를 졸

업한 상태였다. 수빈은 선배의 추천으로 쉽게 연출부를 시작할 수 있었

던 반면, 비영화과를 나온 지윤의 경우 연출부로 처음으로 진입하는 것

은 문턱이 무척 높은 일이었다. 그러나 한 번, 인맥이 생기자 상업영화 

연출부 일이 바로 들어왔다. 영화 관련된 직업이 모두 그렇듯, 연출부 

과정 또한 공식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 따라서 비영화과 

출신 지망생들의 경우, 일단 어떻게든 연출부를 한 번 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고, 그 과정을 문제없이 이어 나간다면 그 이후부터는 연출부를 

계속할 수 있는 편이었다.

3) 영화로 생계유지하기

지망생들이 상업영화 연출부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상업영화 연출부

가 그나마 영화와 연관이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현빈은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영화 연출부를 지속적으로 하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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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가지고 있었다.

현빈: (영화와 생계유지의 밸런스) 그게 제일 힘들죠. 저는 그래서 지

금 플랜을 다시 짠 게, 연출부 한 번 더 하고 싶은 게, 돈 벌려는 목

적이 커요. 저는 경험은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는 나는 인맥으로 뭐 

더 크게 메리트 없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했으면. 그런데 돈이 커

요. 왜냐면 이게 경력을 인정받아서 내가 전에는 200선에서 받았으

면 다음 것 들어가면 220선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조금 올라

가고 조금 올라가고 하면 조감독까지 잘 치면 500도 받을 수도 있

고, 400~500선 될 텐데. 

현빈은 연출부 과정에서 인맥, 경험에 대한 메리트가 아닌 생계유지의 

측면이 가장 크다고 설명하고 있었고, 앞으로 인생의 플랜에서 연출부 

과정을 플랜B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출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커리어를 

쌓으면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와 비슷하게 연출부를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 커리어까지는 아니어도, 

작업을 하면서 영화와 관련되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경우 몇 개월 간 연출부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두고, 연출부를 쉬는 동안 자신의 시나리오를 발전시키는 사이클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4) 영화인의 정체성 갖기

마지막으로 상업영화 연출부를 한다는 것은 지망생에게 ‘영화인의 

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윤은 연출부를 하려고 마음먹

었던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지윤: 그냥 그 영화 산업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과, 저도 영화가 제 

직업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사실 조금 확실하게 영화라는 큰 테두

리가 있기는 한데, 상업영화에서 남의 돈을 받으면서 고용되어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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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과 그냥 내가 내 돈으로 찍어서 영화를 만든다는 게 어느 

정도 저한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되어보고 싶다는 생

각,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 나도 그 업계에 들어가

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원하려 했었죠.

상업영화 연출부에 진입하는 마지막 목적은 영화를 통해 돈을 벌고 

싶고, 영화 관련된 일이 직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이들은 자신들

의 영화를 찍어본 경험이 한 번 이상씩 있다는 점에서는 이미 ‘감독’

이다. 하지만 고용이 되어 영화를 찍고 있거나 영화를 통해 돈을 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망생’이다. 두 가지의 다른 정체성이 애매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지윤은 자신의 이러한 정체성을 ‘영화로 

돈을 버는’ 상업영화 연출부를 함으로써 ‘영화인’이라는 틀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확실히 혼자서 시나리오를 쓰며 지망생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망생’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반면, 

상업영화에서 연출부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은 ‘영화인’이라는 정체성

이 좀 더 강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28).

 

이처럼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상업영화 현장에서 현장 경험

을 쌓으며, ‘인맥’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들이 지망생의 과정을 지속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업영화 

연출부 과정은 이들이 전략적으로 감독이 되기 위한 선택지였던 것이다. 

한 편, 이 과정에서 영화 창의노동의 장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

로 ‘인맥’의 중요성이다. 연출부로 진입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입봉 

시나리오를 전달하는 과정까지, 많은 부분이 불확실한 영화판에서 이것

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인맥을 만드는 것이었다.

28) 그 외에 ‘영화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지는 경우는 영화제 등에 본인의 
영화가 상영되거나 수상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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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영화 찍기

현장을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영화를 찍는 것이다. 이 과정

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영상화 시키는 과정으로, 큰 영화를 찍기 전에 영

화 현장에서 감독의 역할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15명의 연구 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영화를 찍어본 

경험이 있었고, 그 중 10명은 꾸준히 단편 영화를 찍고 있었으며, 2명은 

독립 장편 영화를 찍은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

이 자신들의 영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해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감독’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

리해 보려고 한다.

현우와 종환은 감독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우: 촬영할 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촬영할 땐 둘 다 있어야 하잖아

요. 머릿속으로 컷 붙이면서 동시에 타이밍도 생각하면서 이것까지 

다 가야 하는 거잖아요.

종환: 그러니까 감독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고, 아직 저는 거기에 미달되어 있는 사람인데 (...) 그니까 진짜 

감독인거죠. 남들을 잘 아우르는, 남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묶어놓는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다 잘해요 

영화감독은. 정체성을 말하자면 음 그냥 감독? 연출 감독이다 라기보

다는 관리감독? 예술 문화 오락도 다 관리하고, 그러는 하나만 잘해

서는 감독 못할 것 같아요

이들은 현장에서의 감독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작품을 훌륭하게 연출

하고, 스텝들과 협업하고, 그리고 컨트롤타워로 관리감독 해야 하는 굉

장히 다른 세 가지의 역량을 꼽았다. 이 세 가지 역량에 대해 좀 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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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연출하는 역량

현장에서 감독이 갖춰야하는 역량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화를 연

출하는 역량이고,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역량을 갖추기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영화를 직접 연출해보는 것이다. 

이 역량은 앞서의 세 역량 중 지망생들이 가장 덜 걱정하는 부분이었

다. 그 이유는 연출을 하는 것은 영화감독을 지망한다고 할 때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고, 지망생들은 그 과정을 매력적으로 느끼기에 감

독을 지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시나리오를 쓰면서 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온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

다29).

이처럼 자신의 영화를 찍으면서 연출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은, 더 나

아가서 완성된 영화를 영화제에 출품하면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확인을 

받고, 감독으로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2) 협업 및 사람을 관리하는 역량

두 번째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협업을 해내야 하며, 사람

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현과 수빈은 현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주현: 일을 하다보면 피디나 제작자나 이런 사람들이랑 안 맞으면 진

짜 장난 아니예요. 힘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촬영

감독이랑 안 맞는 다던가 그러면 진짜 힘들죠.

29) 연구자 “그럼 찍으면서, 좋으신 거죠? 결과물이 보이기 때문에 즐거운?”
    수빈 “재밌다. 즐겁다는 조금 다른 표현인 것 같아. 롤러코스터를 타면 재

밌지. 무섭지만 재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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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사람 대하는 게 어려우신가?

주현: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외부 일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땐 그런 게 없죠. 근데 외부 나가면 별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

요. 그리고 거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응. 생각보다 그 

상황에서 여자라고 무시를 많이 당해요. 그리고 난 여자고 어렸으니

까. 지금은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좀 나이 먹어서. 그 때 당시로서

는 되게 약간 정신을 못 차렸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수빈: 멘탈도 이제 상업으로 가면 멘탈도 되게 중요해 지는데, 진짜 막 

이거를 못 이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현장에 가면 베테랑들이. 

이긴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마. 도와주세요. 멘탈을. 뒷말 하는 거 들

리는데 의연해야 하고. 그런 게. 절대 유리멘탈이면 안되고. 무조건.

영화 현장이란 무척이나 많은 스태프들과 협업을 해야 하면서 그들을 

관리해야 하는 작업이다. 실제 필드로 나가면 학부에서 선후배들과 영화

를 찍을 때와는 다른 스트레스를 마주하게 된다. 영화는 감독의 시나리

오로 찍지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스태프들의 기여가 필수적이

다. 그 과정에서 스태프들과의 협업을 해나가는 역량 또한 감독이 필수

적으로 갖춰야 하는 역량인 것이다. 또한 스태프들이 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과정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

을 이기려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인이 무시당하지도 않는 선을 잘 지

켜야한다. 지망생들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

고30), 특히 여성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이라서’ 현장에서 부당하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대부분 겪었기에 이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30) 태식 “내가 자신이 없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 (...) 다른 사람들 다루는 
것도 좀 자신이 없어. 사실 나는 배우도 로봇이고 스텝도 로봇이고, 사람들
이 그걸 똑같이 재밌게 볼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고 싶어. 근데 이거는 사
실 나 아니어도 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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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하고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

세 번째 역량은 현장에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역량이다. 앞서 종환이 

감독의 역할을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윤과 

현빈은 이러한 감독의 세 번째 역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지윤: 산에서 겨울에 밤에 찍었는데, 조명팀에서 조명을 준비하는 게 

늦어지는데,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집합해야 하는데, 새벽이 밝아오는

데...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보충촬

영을 하자든가? 아니면 이렇게 된 거 쭉 천천히 밤새면서 찍자든가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야 돼!!’ 하면서 찍고 나

가는 타입이었어요. 담대한 결정을 내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현빈: 감독이 중요해요. 디렉터잖아요. 내가 방향을 어떻게 지정해 주

느냐에 따라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데, 내 중심이 없잖아요? 그러

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지망생들은 현장에서 작품을 책임져야 하면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한 현장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다.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택 

사항 중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한다. 영화 현장

이라는 시간제한이 있는 혼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고 모두

가 함께 갈 방향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역량을 감독이 어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현장의 분위기

와 결과물이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지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몇 지망생들은 현장을 즐거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장소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시나리오가 눈앞에 구현되기 때문에 즐겁

지만, 거대한 현장을 이끌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협업을 주도해나가야 한

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현장을 ‘고통’으로 표현하는 

지망생들이 많았음에도 이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영화를 만들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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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본인의 작품을 보면 마치 마취가 된 것

처럼 그 고통을 감수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았다31).  

제 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지망생 단계에서 거치고 

있는 작업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망생 기

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 번도 규명된 적이 없다. 지망생들

의 작업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상황을 좀 

더 선명히 그려보고, ‘노동 이전의 노동’으로서 이들의 작업과정의 성

격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능력의 범

위는 굉장히 넓었다. 시나리오를 쓰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양분 쌓기’

의 기간을 가졌으며, 다음으로 ‘시나리오 구상’ 단계에서는 양분 쌓기

를 통해 쌓아온 내실과 시각을 가지고 현상들을 관찰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시나리오 작성’ 단계로 들어가면 이성적으로 구조를 만들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몰입하면서 시나리오를 써야 했다.

한 편, 이들은 촬영 현장에서도 여러 역량을 필요로 했는데,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상업영화 연출부를 

하거나 본인의 시나리오로 영화를 찍으면서 현장에 대한 경험을 해나가

고 있었다. 상업영화 연출부를 하면서 이들은 ‘인맥을 다지고,’ ‘생

계유지를 하고,’ ‘영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본인의 영화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연출하는 역량,’ ‘협

31) 태식 “내꺼 찍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니까. 촬영하는 과정이 
그렇게 지겹지는 않아. 근데 너무 무서워. 그 모든 걸 신경 써야 되고. 뭔가 
잘못될 까봐. 그런 게 너무 무서워. 근데 한 번 돌아가게 되면은 그냥 두려
움 보다는… 아드레날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잊게 되는 것 같
고. 또 안 좋은 점은 거기에 너무 빠져드니까, 아까 말한 주위 사람들의 상
태를 잘 살피지 못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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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는 역량,’ 그리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

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역량은 여타 다른 예술 장

르의 지망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시나리오를 쓰

면서 요구되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지난한 과정을 지속하는 끈기, 시나

리오를 창작하는 창의성, 그리고 현장에서 연출을 하면서 요구되는 상황 

판단, 인간관계,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량. 이 다양한 능력들을 모두 갖추

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인 것이다. 

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영화 산업의 불규칙한 유동성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볼 수 있었

다. 감독이 되기 위해 무엇 하나 정해진 경로가 없는 상황, 자본이 크게 

들어가기에 언제 영화가 좌초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실제 감독이 

될 수 있는 수는 굉장히 적은 상황 등은 영화 산업의 극대화된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해서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불규칙한 유동성을 완화하

기 위한 방법으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앞서 서술했던 여러 

역량을 갖추고, ‘인맥’을 다짐으로써 이 불규칙한 유동성을 조금씩 완

화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한 편,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기존의 창의노동 연구자들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노력이 결국 산업과 자본에 포

섭이 되고 있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였다. 이들이 지망생 

과정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거치는 치열한 과정들은 그 자체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통해 기존 연구

들이 전혀 설명하지 못했던 창의노동자들의 역동성과 열정을 본 연구에

서는 조망해볼 수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각으로 다음 장에

서 이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을 어떤 원동력과 과정을 통하여 극복하는지

에 대하여 접근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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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불규칙한 유동성의 극복

지금까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위치한 불규칙한 유동성의 

상황과 그러한 배경에서 이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지망생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앞서 지망생들이 불규

칙한 유동성에서 온 불안정성을 ‘디폴트’값이라고 여기며 특정한 방식

으로 이러한 부분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

정에서 이들은 불규칙한 유동성을 공기와도 같이 마주하기에 느끼지 못

할 뿐, 이들은 특정한 요령을 가지고 이러한 불규칙한 유동성과 불안정

성을 극복하고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해보고자 한

다.

앞서 지망생들을 ‘배에 올라탄’ 사람들로 비유했었다. 본 장에서는 

배에 탄 지망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항해를 지속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

기로 한다. 먼저 앞서 문헌 검토를 통해 제시했던 불규칙한 유동성에 대

한 반응으로서의 열정의 이론틀을 적용해보고,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

지 살피기로 하겠다. 또한 이들의 원동력의 결에 대해서 살피고, 이러한 

원동력이 이들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행위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아보기로 한다.

제 1절.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열정

본 절에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이 과정을 지속하는 원

동력인 이들의 열정에 대해서 불안정성과 열정의 상호작용 이론틀을 적

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문헌검토를 통해서 스피노자의 열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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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명하였다. 스피노자는 열정을 세상에 대한 반응들 중 하나로 설

명하고,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고, 파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의

지인 코나투스(conatus)의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즉, 시나리오 작가/감

독 지망생들의 상황에 이 개념을 적용해보면, 외부의 블규칙한 유동성으

로부터 유도되어(acted on)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반응으로서의 열

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열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열정과 의지의 유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열정에 대해 물었을 때, 본인이 열정적이라고 대답

을 바로 한 연구 참여자는 준성, 한울, 신희, 종환 이렇게 네 명이었다. 

스스로가 열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신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희: 좀 그런 거 같아요.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일 같아요. 

  이게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정말 안에서 뿜어져 나

오는 열정이면은 좋은 원동력인 것 같아요. 어떤 거든 그냥. 그거 없

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설명은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열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신희는 ‘이데올로기로서 부과된 열정’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열정을 이데올로기적 열정과 구분하며 “좋은 원동

력”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열정이 본 연구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지점이

고, 질과 프랫(Gill&Pratt. 2008)이 창의노동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던 긍정적 정동의 부분이다.

한 편, 신희는 영화감독이 되기 위한 지망생 과정을 “열정 없이는 못

하는 일”로 표현했다. 하지만 지망생 15명 중 나머지 11명은 자신들의 

원동력을 ‘열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거나, 본인이 열정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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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표현하는 자신의 열

정, 열정 같은 어떤 것, 그리고 열정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어떤 것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너무 빨리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조율해 나가야 한다. 다음의 인터뷰를 살펴보자.

현빈: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굉장히. 지금도 열정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은 연륜? 그 마음이 크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

에는 너무 좋아하는 여자를 보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면 그거를 지

금은 조율할 수 있게 된 거지. 내가 마음이 커도 좀 조절을 하게 된

다고 해야 되나? '열정적이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해 주세요. (...)

  (마음이 작아지진 것은 아닌데) 좀 자제 하는 거죠. 표현이나 이런 

걸 자제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영화 하고 싶다

고, 열정적으로 가설 세우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설이 반박 됐을 때 

그걸 아니까. 열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열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달라진다고. 막 달려든다고 열정이 있고, 그건 아니

잖아요.

현빈은 자신을 열정적이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열정적이고 싶은 사

람”으로 설명한다. 현빈의 설명을 보면 현빈이 가진 열정은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어떤 것이다. 하지만 현빈은 이 에너지를 자제하게 

된다. 첫 번째로는 너무 온 열정을 다해서 부딪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

는 좌절을 맛보게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 과정을 오래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열정은 지

망생들에게 동력원이고, 지망생은 목적지에 언제 닿을지 알 수 없는 불

안정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인 것이다. 너무 급가속하면 안개 속에서 어

떤 장애물을 만나 침몰할지 모른다. 또한 긴 시간 앞을 보지 못한 채 항

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료 사용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지망생들은 현빈이 말한 것처럼 본인들의 동력원을 조절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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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현빈의 설명을 보면 본인의 원동력을 “열정이 아닌 것은 아니

지만 열정적이지는 않은 상태”로 표현한다. 이러한 부분을 열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정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열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어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대답을 살펴보자.

수빈: 열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버팀? 근데 두 개가 이퀄

(=)인 것 같아요. 버틴다. 

연구자: 영화를 위해 버티는 거예요?

수빈: 그렇죠. 근데 지금 영화를 하고 있으니까. 돈을 받고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지. 일단은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데 맘만 먹으면. 근데 안 그러고 있으니까.

연구자: 그럼 열정적인 사람인가?

소영: 아니요. 전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것과, 그거에 대한 뜨거운 열

정이 있는 건 난 좀 구분 짓는 것 같아. 나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

렷한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의지는 의지에 그쳐도 의지인 거야. 행

동으로 어떻게 얼만큼 뜨겁게 나오지 않아도. 나는 의지는 확실해. 

(...)

  의지가 있는 상태와, 그 의지를 유지만 하고 있는 것도 나는 되게 

힘든 거라고 생각하거든. 난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데. 물론 계속 흔들리지만. 지금도 그렇고. 근데 열정적인 사람인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지. 나한텐.

수빈은 열정이라기보다는 “버팀”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여기서의 

“버팀”의 의미는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상태”이

다. 이것은 열정과 비슷하지만 열정과는 구분되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 

소영의 인터뷰를 보면 이 버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

게 되는데, 바로 “의지의 유지”라는 것이다. 수빈의 “버팀”과 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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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의 유지”는 같은 맥락의 표현들이다. 

이러한 인터뷰를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지”의 개념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열정과는 구분이 되는, 열정 이하의 어떤 것이라는 것으로 설명한

다. 이들이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

기는 하지만, 이것이 열정처럼 “뜨겁게 표출”되고 있는 어떤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던 스피노자의 열정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자. 스피노자는 

열정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의 개념을 제안했었다. 바로 “코나투스

(conatus)”의 개념이다. 이것은 의지와 의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인

간이 삶에서 “분투하게 하는(striving)” 원동력이다. 이러한 코나투스

가 외부의 유도에 반응하여 ‘표현’되면 이것이 바로 “열정”이 되는 

것이다. 수빈과 소영의 상태는 뜨겁게 표현되지 않지만 이들을 분투하게 

하는 본인들의 코나투스, 즉 의지를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수빈은 “버팀”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소영은 의지를 “유

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스피노자는 의지를 자

연의 모든 존재의 ‘깨지기 힘든’ 본질로 설명하였다. 그런데도 지망생

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애써 유지시켜야 하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

는 것일까?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모든 존재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힘으로 보았다. 이 코나투스

는 잘 깨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당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외부로부터 그들 본인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을 만났을 때이다. 코나투스

는 내부에서 깨지지 않는다.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서만 깨지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수빈의 “버팀”과 소영의 “의지의 유지”는 현재 창의노동

의 장에서 창의노동 지망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의지를 가지고 창의노동의 장에 적극적으

로 뛰어들었지만, 창의노동의 장이 가진 불규칙한 유동성으로 인해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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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 의지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결국 한국의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에게 지망생 과정이란 자신들의 의지를 꽃

피울 수 있는 기간이 아닌, 의지가 깨지지 않도록 저항해야 하는 과정이

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열정의 표현을 자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들의 원동력인 의지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 나가야하는 과정

인 것이다. 

2. 철두철미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서의 반응(reaction)

앞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좌절하지 않기 위해, 중간에 포

기하지 않기 위해 열정과 의지 사이의 한 부분을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해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정

한 장 속에서 지망생들의 열정과 의지는 특정한 방식으로 이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반응(reaction)’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지망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지망생들은 불규칙한 유동성이라는 외

부에 대해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행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철두철미하고 합리적인 방식으

로 행위하도록 하고 있었다. 주현과 윤아는 열정에 대해 질문한 연구자

에게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주현: 그런가요. 모르겠네요. 나는 열심히는 하죠. 그래서 애들이 작년

에 날 워커홀릭이라고 불렀죠. (...)

연구자: 열정은 아닐까요?

주현: 아이… 열정이겠죠. 근데 부끄럽잖아. 뭐야 이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니까 나는 이렇게 막… 좌절을 겪어 봤기 때문에. 그냥 열

정에 대한 좌절을 두 번 정도 겪고 나니까, 막 이렇게 이상적으로 말

하는 게 되게 웃긴 거 같아요.

  절대 이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영화를 한다는 게. 이거는 직업이고, 

이거는 나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현실적으

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일단은 사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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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때는 영화만 들어가면 될 줄 아는데, 영화를 들어가면 또 다른 지

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

으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윤아: 절망적인 건 안 들어. 불안하긴 한데. 

연구자: 불안함이라 하면?

윤아: 뭘 해먹고 살까. 돈이 될까. 하면은 다른 일을 같이 해야 할까? 

이런 생각? 지금 바로 눈 앞의 플랜들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면서 하

는데, 과연 이게 생각한 대로 될 것이냐. 그리고 사실 나이가 많아지

면은 다른 일을 곁들여서 하더라도, 그 직업군에서도 전문성을 요구

할 텐데, 이런 곁다리 걸치는 걸로 그런 걸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개발을 같이 해야 되나. 그런 고민?

연구자: 고민이 되게 구체적이신 것 같아요. 꿈꾸는 미래도 그렇고.

윤아: 막연하면 불안해.

주현은 자신의 상태를 “그냥 계속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현은 합리적이고 철두철미한 인식을 하고 있다. 그저 이

상적이고 아름답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영화판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치열하게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지옥,’ 촬영에 들

어가서도 ‘지옥’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이다. 윤아는 여기에서 더 나아

가, 이러한 합리성과 철두철미함이 비단 작품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발휘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지망생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며, 앞으로의 생계유지는 어

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나가야 한다. 자기 자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하

는 것이다32).

32) 태식: “(작가 故최고은의 죽음에 대해) 사실 그 분 죽음에 있어서는, 물
론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 그 분도 좀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측면
도 있는 거 같아. 그래서 환경도 물론 계속 개선을 해야 되지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조절이라던가 자기 관리, 그리고 
어떤 무기력함, 패배감 그런 것들을 이기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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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유동성이 만연한 배경에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의지를 섣부르게 표현하지 않으며, 의지의 유지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러한 이들의 의지의 결에 의하여,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외

부에 대해 합리적이고 철두철미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형태로 반응하게 

된다.

제 2절. 생활과 작업에 규칙 만들기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의지를 

유지하고 작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발휘되는 합리성과 철두철미함에 대해

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자신

의 삶을 온전히 스스로 제어해야 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 곳의 일원이 되어 소속감을 가지고 그 곳에서 지위를 갖

는 형태를 소위 ‘일반적’인 형태로 여긴다. 소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

서 불안감을 느끼고, 소속이 생기고 나서는 학교, 회사 등에서 요구하는 

사이클에 따라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지루함에 정비례하는 안정성

을 어느 정도 담보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소속감을 느낄만한 어떤 특정한 기관, 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특정한 시스템의 제어나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넘쳐나는 자신의 시간과 그들의 정신 상태(소위 ‘멘탈’)를 스

스로 적정한 선에서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하고자하는 영화 

작업, 자신의 생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또한 적절히 책임져나가야 한

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누구도 그들을 관리감독 해주지 않는다. 이처

럼 개인에게 온전히 주어진 시간들을 그저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

력,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멘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에게 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처럼 여겨지고 있었

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지망생들은 생산적으로 잘 견뎌내기 위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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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지망생들이 어떠한 

틀도, 관리자도 없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기관리를 해나가고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1.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생활 사이클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이들의 생활은 1) 공부와 연습 2) 시

나리오 구상과 작성 3) 촬영 4) 아르바이트(생업)의 네 부분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지망생들은 이러한 네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었다. 이 네 부분을 조금 더 굵직하게 구분하면 공부와 

연습, 시나리오 구상과 작성, 촬영은 ‘작업’으로, 아르바이트는 ‘생

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생활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과 생업의 균형을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너무 

작업에 치우지면 “아사33)”하게 되고, 너무 생업에 치우치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 버리게 된다.

이처럼 이들이 생활 사이클을 관리하는 방식에는 <그림3-1>, <그림 

3-2>과 같이 크게 두 유형이 있었다. 그림은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의 지망생들의 생활 사이클이다. 그림의 가로축은 시간이며, 

사각형의 세로변의 길이 차이는 각 부분에 들이는 비중의 차이를 뜻한

다. 

지망생들의 생활 사이클 1(<그림3-1>)은 생업을 통해 영화 작업을 

할 돈을 바짝 벌어두고, 돈이 충분히 모이고 작업을 할 시기가 되면 작

업에 몰두하는 방식이다. 6명의 연구 참여자가 이와 같은 생활 사이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망생들은 주로 본인이 작업하고 싶

은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는 생업용 커

리어가 있거나, 상업 영화 연출부를 하고 있는 경우이다. 생업용 커리어

가 있는 지망생들의 경우, 영화에 투자해야 하는 정도에 준하는 수준의 

33) 신희 “그렇게 돈을 벌어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아사할 수 없
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건데, 적어도 내가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뭐 술이라도 한잔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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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작업

공부/연습

(가로축: 시간)

<그림 3-1> 지망생들의 생활 사이클 1 (1~2년 단위)

생업

공부/연습 작업

(가로축: 시간)

<그림 3-2> 지망생들의 생활 사이클 2 (1~2년 단위)

창의성과 노력이 생업에 들어가게 되어 작업과 생업의 동시 병행이 사실

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34), 상업 영화 연출부의 경우는 약 3개월가

량을 해당 영화에 완전히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런 형태를 가

지게 된다. 

한 편, 생활 사이클 2(<그림3-2>)는 꾸준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

화에 대한 공부와 연습 그리고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방식이다. 7명의 

연구 참여자가 이 유형에 속하고 있었다. 이 경우는 지망생들이 가진 생

업이 영화 작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유형의 

지망생들은 생업에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 외 대부분의 에너

지는 공부/연습과 영화 작업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업과 작업의 

비중 차이를 <그림3>에서 각 네모의 세로축의 차이로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3-2>에서 공부/연습과 작업의 경계는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

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작업의 비율이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지망생으로서 지속적으로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

망생 개인이 이러한 사이클을 철두철미하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만 

34) 윤아 “근데 또 경제적으로 해결을 하고 써야 되니까, 또 일을 완전 그만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 일은 또 해야겠고.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드라마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모아놓은 돈으로 좀 다시 생활하
면서 시나리오 쓰고, 그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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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2. 데드라인 만들기

한 편, 이러한 큰 틀의 사이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데드라인 만들기’였다. ‘데드라인 만들기’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시나리오의 구상 단계에서 실제 시나리

오를 쓰는 작업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공모전이나 제작지원, 영화제 등의 

일정을 마감일로 잡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이러한 

‘데드라인 만들기’를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쓰기 위한 시작 단계로 

삼고 있었다. 

윤진: (시나리오 작업)근데 이게, 안하고? 슬금슬금 막 하는 거 같아

요. 과외 할 때, 친구(학생)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 걔를 

기다리는 시간동안 연습장에 또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시나리

오) 이야기를. 내가 쓰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속 굴리

다가 본격화 시키는 날이 오겠죠? 영상위 공고가 떠서 아 저런 거 

내야겠다, 할 때.

연구자: 그 본격화는?

윤진: 데드라인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비로 영화 찍을 게 

안 되니까, 제작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와 같은 ‘데드라인 만들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데드라인 만들기’는 ‘영화를 자력으로 지속

하기 위한 방편’이다. 영화를 자비가 아닌 지원금으로 찍으며 지망생의 

삶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데드라인을 만들어나가는 것

이다35). 이처럼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35) 신희 “졸업하고 나서 영화를 찍으면서도 절대 내 돈으로 찍으면 안 되겠
다. 남의 돈으로 찍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확고했던 것 같아요. (...) 그
런데 사실 (제작비가) 잘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편 같은 경우 



- 102 -

동안의 작업비나 영화를 찍기 위한 제작비를 최대한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망생으로서의 과정을 부

모에게 과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지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다.

두 번째로, ‘데드라인 만들기’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에게 

최소한의 작업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본 장에서는 이 두 번

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시나리오 작가

/감독 지망생들의 생활 유형에 대해 논의하며 언급했듯, 이 지망생들은 

특정 집단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간을 온전히 본인 스스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 관리가 힘든 점은 시간적으로 정해

진 게 아무 것도 없기에 자신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그

냥 흘러가버린다는 점일 것이다.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들을 때에는 시

간표에 따라 매일 매일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방학이 되면 시

간을 헤프게 쓰게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이와 같은 어

려움 속에서 다양한 공모전, 제작지원, 영화제 등의 마감일은 지망생들

의 생활에서 느슨하게나마 작업 사이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

다. 

소영: 그 사이사이에 내가 학교를 안 다니니까 정해진 데드라인이 없

잖아. 그래서 강압적으로 영화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영상위

에서 제출하라는 시간에 맞춰 내고, 전주(영화제)에 맞춰 내고. 편집 

빡세게 했다 느슨해지다 빡세게 했다 느슨해지다 하는 것 같아. (...) 

내가 약간 공모인생처럼 된 것 같아. 필름게이트다 하면 빠짝 하고, 

인천 영상위다 하면 미친 듯이 쓰고. 그 전에 계속 하고 있는 게 있

긴 있지만. 

어디 개봉관이 특히 있는 게 아니라 영화제에 입상해서 상금을 어마무시 하
게 받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본전을 회수를 하는 게 조금 단편들은 어려우
니까. 이게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남의 돈으로 찍어야 된
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 영화도 지원을 다 찾아봤죠. 재단이나 지원 
사업 이런데 다 넣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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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저도 마감이 있어야 쓰는 면이 있어서, 아카데미 장편과정이 물

론 하고 싶어서 지원한 것도 있는데 마감 역할도 해주거든요. (...) 

연구자: 시나리오를 쓸 때 최소한의 규칙이 있을까요?

지윤: 규칙이라 하면 글쎄요... 저한테 마감을 스스로 주는 것? 그 정

도? 가끔 친구한테 나 며칠까지 너한테 메일 보내는 것을 마감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정해진 데드라인이 없는 

삶을 효율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여러 공모전이나 영화제 등의 마

감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사

이클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마감이 없이는 느슨하게 작업을 

하게 된다는 점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데드라

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지윤의 경우, 이러한 공모전 마감일이 없을 

경우 “친구한테 보내는 것”으로라도 이런 최소한의 사이클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었다. 다양한 ‘데드라인’을 이용하여 몇 개월 단위의 

작업 사이클을 만들어 시나리오 작업에 강제성을 부여해 진척해 나가는 

것이다.

3. 작업규칙 세우기

작업규칙 세우기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토로했던 ‘나태

해짐’에 대한 불안함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앞서의 데드라인 만들

기가 몇 개월이나 몇 주 단위의 큼직한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면, 작업규

칙은 하루하루의 패턴을 만들어주는 세부 규칙을 말한다.

주현: 존나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뭘 어떻게 설명해? 그냥 힘들지? 

영화 보는 거는… 그냥 글 쓰는 거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뭐

지? 이거 힘든 걸 어떻게 설명하지? 모르겠다. 그냥 안 써져서 힘들

어요. 되게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그냥 너무 흔한 작가들의 책들 보

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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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말고 딴 걸 하고 싶다.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죠.

  그러고 1시간 쓰고 나서, 쓰지 못한다고 괴로워하고 있던 8시간을 

후회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고통 받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지? 왜냐면 시간 관리를 내가 다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하루를 그냥 

허송으로 보내면 되게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타임 그걸 샀어요. 그 

스톱워치. 장강명이 그렇게 글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한 걸 확인하고, 나를 스스로를 푸쉬하기 위해서. 

지망생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24시간 관리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불

안을 느끼고 있다36).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소설가 장강명이 글을 

쓸 때 스톱워치를 써서 자신을 강제한다는 걸 보고 스톱워치를 사본 경

험이 있었다. 그래서 효과를 보았다고 한 연구 참여자는 없었지만, 이렇

게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스톱워치를 사는 것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한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이와 같이 자기 관리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 저마다 다른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이러

한 규칙은 고시생들의 시간표와 같은 엄격한 규칙은 아니고, 대부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규칙들이었다. 이 규칙들은 느슨하긴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생활 패턴을 통제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의 규칙들을 살펴보면 작업 장소, 

시나리오 작업, 생활 패턴 통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작업 장소 통제는 작업을 위해 특정한 장소에 반드시 나가고, 가

서 최대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지윤: 시간을 딱히 정하진 않았지만 하루에 한번은 가려고 해요. 안 빠

36) 소영 “내가 만약 평범하게 직장 생활했다면 덜 우울했을까? 그럴 수도 있
을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이게 규칙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 
내가 규칙적 생활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거든.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긴 하
지만,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는 않잖아. 9시까지 어딘가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이런 삶이 주는 어떤 안정감은 분명히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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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려고 하고 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시기에는 열두시 전엔 나갔

던 것 같아요, 보통 열두시까진 있는 편이고. 근데 그렇게 쭉 있을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3일정도?  아시겠지만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되게 편한 공간이라서 거기서 노는 거 뿐 이구요. 집이 아닐 뿐이죠. 

(실제로 쓰는 시간은) 짧게는 한 시간에서 길게는 다섯 시간정도?

이와 같은 작업 장소는 카페가 가장 많았고, 동료들과 함께 쓰는 작업

실인 경우도 있었다. 작업 장소를 통제하는 규칙은 지망생들이 특정 장

소에 마치 출근하듯 나가야 하도록 함으로써 본인들이 패턴을 통제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두 번째로는 시나리오 작업 시간 혹은 분량을 정해두는 규칙이 있다. 

태식: 쓰는 시간은 내가 이거를 써보니까, 나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얘

기 들어보면은. 하루에 실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 두드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있는 것 같아. 그니까, 내가 키보드 앞에 오래 

손을 붙잡고 있는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하루에 세 시간, 네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정해서, 그게 낮이 됐든 

아침이 됐든, 밤이 됐든. 그걸 계속 내가 손에 잡고 있다는 게 중요

한 것 같거든.

준호: 급할 때는 48시간을 그냥 쓰기도 하지, 급할 때는. 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루에 한 씬 이상만 쓰려고 해. 그걸 목표로. 왜

냐하면 사색만 한다고 고민만 하다보면 진짜 한 글자도 못 쓸 때가 

많거든. 그럴 때 느끼는 자괴감, 환멸감,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

까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 한 글자라도, 시늉이라도 하자. 

작업에 관한 규칙도 아주 촘촘하게 스케줄 표처럼 짜인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이다. 시나리오 작업이 투자 시간에 정비

례하여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써야하는 분량을 과

도하게 정해 두는 것 보다는, 매일 작업을 지속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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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규칙들이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이런 규칙은 그 날 하루하루 마다 작

은 데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앞서의 ‘데드라인 만들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준호의 대답을 보면 이러한 규칙들이 너

무 늘어져서 패턴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괴

감, 환멸감”으로부터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생활에서의 규칙을 만들어 자신을 통제하는 연구 참여자

도 있었다.

한울: 자는 시간도 일어나는 시간도 불분명하고 그런데 자고 일어나는 

목표는 있어요. 8시간 이상 자면 안 되는 기준을 잡아 놓고 그것만 

지켜요. 8시간. 인간적으로 최소한만 하고 살자. 약간 이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아,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패턴이 망가지

더라고요. 확, 이렇게 살면 죽겠다, 폐인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길

래, 8시간만 지키면 제가 좀 괜찮겠다. 그래서 한 8시간만 자고.

주현: 아침에 한 2시간 쓰다가, 뭔가를…. 그냥 2시간 쓰고, 2시간 뭔

가를 하고, 2시간 쓰고, 2시간 뭔가를 하고. 그냥 청소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뭐… 잠깐 누구를 만난다던가. 2시간 정도 텀으로 

계속 뭘 하죠. 

진우: 매일 4시간 이상 써야 되는 것 같고 매일 2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시간 쓰고 2시간 운동하고 이거는 비법, 이런 

게 아니라 유일한 방법? (...) 운동도 병행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체력도 관련이 있고 건강도 관련이 있는데, 일단 정

서상태? 이런 것들이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자존감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생활규칙들 또한 이들이 느슨하게나마 하루의 패턴을 만드

는 과정이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느슨

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이들이 지망생의 시간 속에서 불안정성을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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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망생의 신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불안정성을 극복

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

다. 이들은 “따로 또 같이”라는 특이한 형태로 모여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제 3절. 지망생들끼리 느슨하게 모여 있기

1. 함께 있으나 결국 개인의 작업, “따로 또 같이”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개인의 형태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의 지망생들

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망생의 과정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뷰 결과 지망생들은 공부와 연습의 과정을 

개인이 혼자 헤쳐 나가는 것을 기본 형태로 하지만, 모임 혹은 공간을 

보조적인 형태로 하여 이러한 과정을 헤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에 따라 지망생의 삶을 살아간

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이러한 과정의 

어려움이 더욱 도드라지는 것은 4장에서 언급했듯, 이들이 특정하게 본

인들의 가시적인 숙련도를 확인할 만한 분야가 없고, 유일하게 이들이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 또한 숙련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어떠한 형태로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 지망생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소영: 연출 지망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개인적인… ○○이도 지금 시나

리오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항상 혼자서 쓰거든. 그리고 □□이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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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장편 쓰고 있는데 장편 쓰는 거는 우리 스터디랑 상관없이 혼자

서 쓰고,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남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물어보지. (...) 그런데 항상 쓰는 내내 누군가 

옆에 있을 순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같이 해보려고 해

도 개인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해나가는 ‘싸움’은 시나리오라는 

‘총알’을 가지고 진행된다. 그런데 소영이 언급했듯, 시나리오란 “아

무리 열심히 같이 해보려고 해도 개인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는 과정이

다. 서로 협업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연극과 비교를 해보면 조

금 더 수월히 이해할 수 있다. 함께 모여 있더라도 각자 본인의 결과물

을 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철저히 혼자서 이 과

정을 헤쳐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부와 연습을 함께 하는 ‘스터

디’도 흔한 모습이었고, 함께 ‘작업실’을 사용하면서 모여 있는 형태

도 흔히 볼 수 있었다. 태식은 이러한 영화 지망생들의 집단성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태식: 자존심이 세다고 해야 되나? 

연구자: 사람들이 막 뭉치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태식: 그치. 그게 약간 자존심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연구자: 서로 막 동지 이런 것도 아니죠?

태식: 약간 ‘따로 또 같이’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 근데 뭔가 같

이…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고민이 있고 그런 것들을 굳이 서로 

털어 놓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그런 커뮤니티를 유지

하고 그런 집단에 속해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어떤, 그런 심리적 

치료가 되는 것 같아. 

이들은 “따로 또 같이” 이 과정을 헤쳐 나간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

를 향해 다함께 손잡고 걸어 나가는 끈끈한 형태의 집단으로 모여 있지

는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맞대고 각자 갈 길로 걸어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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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하고 있었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자주 모여 있는 형

태인 ‘작업실’에 대한 묘사도 이러한 모습을 잘 드러내준다.

윤아: 그거는 아카데미 동기들이 학교 졸업 하고서 다 작업실 필요하

니까, 잠깐 시나리오 쓰려고 약간 돈 품앗이 하는 거? 돈 같이 분담

해가지고. 그냥 다들 자기 작업 하는 곳이야. 

연구자: 각자 자기 일을 하고, 근데 그 일을 할 공간을 함께 돈을 모아

서.

윤아: 어. 룸메(룸메이트) 같은 거지. 

연구자: 근데 영화를 할 때, 그 이상의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을 수 있

을까요?

윤아: 영화를 할 때?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자매한테는 항상 걱정을 

끼치기 마련이잖아. 거기에서 벗어나야 이제 작업을 몰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좀 지속되면은 가족이랑은 자연스럽게 멀어

지고, 그러면은 이제 작업 공간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약간 다른 의

미에서 가족이 되는 거지. 오히려 더… 마음을 더 나눌 수 있는 사람

들이지. 전우애 같은 느낌? (...)

연구자: 그럼 그 그룹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네요? 입봉을 하거나 

그 이후에도?

월세를 분담하여 구한 ‘작업실’을 같이 쓰는 동료는 공간을 같이 

쓸 뿐 공동 작업을 하지는 않기에 “룸메이트”라고 표현이 된다. 그러

면서도 이들은 다른 의미에서의 기댈 수 있는 “가족”이기도 하며, 전

장을 함께하는 “전우”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들은 “따로 또 같이”

의 형태로 등을 맞대고 각자의 작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가진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 집단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러한 한 편, 이 그룹

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하는 연구자의 질문에는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윤아: 근데, 그것도 되게 콘크리트는 아니지. 왜냐면 만약에 누가 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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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처지니까 오

히려 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고. 다 여기서 나가길 바라야지. (웃

음) 잘 돼서. 

또한, 윤아는 함께하는 동료들을 가족이나 전우로 묘사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또 본인의 상태를 “섬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아: 심리적으로? 어… 나 섬 같아. (웃음) 

연구자: 섬 같다는 건, 혼자 있는 것 같다?

윤아: 그냥 되게,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니까 그런 기분이 드

나? 누가 해결해줄 수는 없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지. (...)

연구자: 영화하는 사람들 다 섬처럼 있는 스타일인가?

윤아: 결국에는 쓰는 거는 개인 작업이니까. 그냥 그게 잘… 되게 집중

할 때도 섬이 되기도 하고, 잘 안될 때도 섬이 되는데. 좀 내려놨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놀고, 시간 빨리 가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

윤아의 설명은 지망생들 집단의 중요한 특성을 설명해준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서로가 지망생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없어

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이 맞다. 어쨌든 불안정함을 함께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망생 

집단은 또 서로 작업이 아주 잘 되어가거나, 아니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는 또 서로에게 잘 의지하지 않는다. 잘 되든 못 되든 어쨌거나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어쨌거나 개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아주 끈끈하게 모여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37), 이렇

37) 예외적으로 연구 참여자 중 신희의 경우는 “크루 아닌 크루”라고 부르는 
굉장히 끈끈하게 모여 있는 영화 집단이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시나리
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모임이 아니고 영화 현장의 각 파트를 지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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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모여 있는 것을 통하여 각자 힘든 지망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힘과 

위로를 얻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38)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들은 

아주 힘들 때에 서로 의지를 하는 모습도 아니었다. 결국 중요한 전투에

는 혼자 임해야 하는 것이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 집단의 특징인 것

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맥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모임은 이처럼 다소 ‘쿨한’ 형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최종적으로는 서로에게 중요한 인맥이 되어주

기도 한다. <표5>를 살펴보자.

<표5>는 연구 참여자들이 학부 영화과, 상업영화 연출부 경험, 단편

영화제 경력, 2차 영화 교육기관 졸업의 유무를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

이 항목을 분류해서 표로 정리한 이유는 이들의 이러한 각자 다른 선택

과 전략은 여러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여러 방식으로 인맥을 쌓는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앞서 상업 영화 현장 연출부를 하며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인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했던 바 있다39).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을 위

와 같이 표로 정리해보면 학부를 영화과를 졸업하거나, 영화제에 가거

나, 2차 영화 교육기관을 졸업하는 것이 연출부 경험을 대체 혹은 보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었다. 신희의 경우 이 그룹은 나중에 성공하면 
서로를 끌어줄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이들을 위해 연출인 자신이 잘 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여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흔히 
가지는 집단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38) 소영 “그런데 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만약 너무 철저하게 혼자서 이
거를 한다면,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래도 주위에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이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고, 영화를... 돈 없고, 상황이 안 좋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고, 좀 더 해
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

39) 준성 “연출부는 사실은 인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맥 사회에서 PD 그
리고 투자자, 감독들, 여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글을 쉽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랑 만드는 게 첫 번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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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학부 

영화과
연출부

단편영화제 
경력

 2차 영화 교육기관
(영상원·아카데미 등)

소영 여 ○

태식 남 ○ ○

윤아 여 ○ ○ ○

준호 남 ○ ○

진우 남 ○ ○

준성 남 ○

한울 남 ○ ○

수빈 남 ○ ○

지윤 여 ○

현빈 남 ○ ○ ○

신희 여 ○ ○ ○

종환 남 ○

현우 남 ○ ○ ○

주현 여 ○ ○ ○

윤진 여 ○ ○

<표 5>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감독 준비 경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저 네 과정에서 만

나는 사람들이 연출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인맥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은 네 경로 중 연출부를 제외한 세 

경로를 모두 거친 지망생이다. 장편영화를 찍는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지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주현은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주현: 그렇지는 않아요. 작년 재작년에 친구들이 입봉을 많이 했어요. 

상업영화도 그렇고 독립영화도 그렇고. 좋은 시나리오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 이런 인프라는?

주현: 학교랑 영화제 같은 데 많이 다니고, 그리고 학교. 그니까 일단 

학교 친구들이 많이 입봉을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들이밀 수도 있

고, 영화제에서 사람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생겨요 하다 보면. 

  영화 2차 교육기관 쪽은  연출 쪽이 많고, 대학교는 CJ나 회사 다니

는 사람들이 많고. 영화제 쪽 사람들은 제작 쪽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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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럼 연출부를 계속 해서 생기는 인맥과 좀 다를까요?

주현: 음… 많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연출부를 하면, 그니까 연출

부 인맥도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면 자기 시간을 많

이 뺐기잖아요.

즉, 연구 참여자들이 선택한 다양한 경로의 지망생 과정은 이와 같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맥이 생겨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다.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제작 쪽 인물들이 많고, 2차 교육기관 쪽에는 

감독으로 입봉하는 사람들이 많고, 영화제 경력의 경우에는 비슷한 처지

의 신인감독들과 제작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따라서 시나리오 작가/감

독 지망생들은 이러한 네 가지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을 거쳤고, 입

봉을 위한 장편 영화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이 과정들

을 둘, 셋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결국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따로 또 같이,” “섬 같은” 

독특한 집단성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

게 인맥이 되어 주는 결과를 주게 된다. 이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의 전

략적 인맥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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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과 의미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수출에 있어서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

는 한국의 창의 산업, 그 이면에는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창의노동의 장

이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산업 자체에 대한 연구, 문화적 결과

물의 텍스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창의노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사각지대에서 잘 드러

나지 않고 있는 창의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창

의노동 종사자들은 불규칙한 유동성이 극대화된 창의노동의 장에서 어떻

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이들은 이 과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창의노동의 장이 가지는 여

러 불규칙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홀로 긴 지망생의 시간을 거쳐나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문화 산업에 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통하여 앞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창의노동자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일차적

으로는 이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영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창의노동자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실제 경

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연구는 문화연구와 생산자 연구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끝으로, 경험에 집중하는 연구들도 창의노동이 결국 자본에 

포섭이 되고야만다는 천편일률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

한 연구들에서는 창의노동 종사자들이 연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연

구들에서 창의노동 종사자들의 역동과 열정은 배제된 채 구조로 인해 수

동적으로 고통 받는 모습으로만 존재한다. 이들이 창의노동의 길을 선택

한 이유, 불규칙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 등은 전

혀 무시된 채 이들이 착취당한다고만 쉽게 설명할 뿐인 것이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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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의노동자들의 시각이 배제된 채 진행된 연구들은 실제 창의노동 종

사자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도 창의노동은 유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질과 프랫(Gill&Pratt, 2008)은 창의노동자들을 이해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도 창의노동자들의 긍정

적 정동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 창

의노동 종사자의 내부적 시선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연구

의 방법론으로는 심층 인터뷰를 취하였고 창의노동의 장 내부에 위치한 

연구 참여자들의 시각이 어떠한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영

화감독이 되기 위해 지망생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 15명이며,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주관적 현실들(realities)에 대

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들의 선택, 마주하고 있는 

불안정성, 그것을 견디는 방식에 대하여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하는 설명과 부여하고 있는 의미들을 섣부르게 확대해서 해석하거나 축

소해서 해석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고,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가설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검토에서 본 논문은 첫 번째로, 기존에 불안정성으로 번역되던 

프리케리티(precarity)의 개념에 들어있던 복합적인 의미를 세분화하여 

구조적 범주에서 고정되지 않은 상태, 점점 더 유동적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불규칙한 유동성(precarity)”, 불규칙한 유동성의 내부에서 

행위자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인식하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불안한 

감정인 ‘불안정성(insecurity)’, 마찬가지로 개인적 수준에서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한 감정인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분류하였

다. 두 번째로는 스피노자의 반응(react)으로서의 정동적 열정(passion)

에 대한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들의 실천

(practice)과 감정(emotion)적 측면의 부분을 함께 조망해 볼 수 있는 

‘불안정성에 대한 정동의 반응(reaction)’의 이론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는데,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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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어떠한 불규칙한 유동성의 상황에 처

해있으며, 그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두 번째는 

그들의 작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이러한 불규칙한 유동성을 어떻게 견디

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장에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경험하는 불규칙한 유동성

과 그로 인해 느끼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가장 많이 토로했던 불안정성은 자기 자

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정성이 제일 컸고, 그 다음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

한 불안정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창의노동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불규칙한 유동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처음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이 부분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규칙한 유동

성이 생각보다 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들이 창의노동의 장

에 들어서기로 마음먹었을 때, 불규칙한 유동성의 상황을 ‘디폴트

(default)’값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정성’을 아예 

버려둔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불규칙한 유동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에 무감했다. 이러한 부분은 더욱 심화되어 ‘불안정성 안에서 

편안함 갖기’, ‘불정성의 역전’과 같이 불안정성이 초월되는 방식으

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이들의 인식을 배경에 두고, 5장에서는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

망생들의 평상시 작업과정에 대한 구체적 양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

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작업과정을 크게 세 단계, 양분 쌓

기, 시나리오 구상과 작성, 촬영 현장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이들이 

실제 작업하는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이러한 규명은 연

구 참여자들이 하고 있는 ‘노동 이전의 노동’의 성격을 가지는 작업의 

특성을 살피고, 이들의 창의성이 어떠한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먼저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양분 쌓기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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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 이 양분 쌓기란 본인들이 만들 작품에 무슨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와 연결되는 과정으로 인문학적 내실 다지기, 자극 받기, 시나리

오 소재 찾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공부이기에 힘든 과정이지만,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

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인풋’을 넣는 과정으로 많은 지망

생들에게 중요한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그러한 한 편, 이러한 양분 

쌓기의 기간은 “사회의 법칙에 어긋나는” 기간으로 지망생들에게 인식

되어, 이러한 양분 쌓기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때때로 세상의 법칙

에 맞지 않기에 드는 자괴감과 괴로움까지도 지망생 개인들이 감당해나

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구상과 작성에서는 지망생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

으로 거치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멍 때리기’의 시간

을 통해 구상을 해나가고, ‘시각 만들기’를 통해 연구자적 자세로 소

재에 대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구상 단계가 끝이 나면 시

나리오 작성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은 다시 ‘이성적으로 이

야기와 주제를 조율해 나가기’와 ‘정서적으로 몰입하여 시나리오 쓰

기’의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시나리오 작

가/감독 지망생들의 시나리오 작업 과정은 연구자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성과 정서를 넘나들면서 개인이 전적으로 몰두를 해서 진행이 되는 작

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촬영 현장의 부분은 지망생들이 추후에 실제 현장에서 연출과 

협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촬영 현장을 경험하는 일이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상업영화 연출부 경험하기’와 ‘본인의 영화 찍기’의 

두 유형으로 나타난다. ‘상업영화 연출부 경험하기’에서 시나리오 작

가/감독 지망생들은 현장의 인맥을 만들기도 하고, 생계유지를 해나가며, 

연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영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간

다. 한 편, ‘본인의 영화 찍기’에서 이들은 실제 감독을 하면서 본인

들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에 대해 이해를 쌓아 나간다. 이러한 역량에는 

현장 연출을 할 수 있는 역량, 현장의 스태프들과 협업을 하고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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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결정하고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

은 앞서의 시나리오 작업에서 요구되는 능력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능력

들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많은 역할에 대해

서 확인할 수 있었다. 

6장에서는 이들이 불규칙한 유동성을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이러한 과

정을 지속해나가는 원동력으로 스피노자의 열정(passion) 개념을 가지

고 접근했고, 연구 결과 지망생들의 원동력은 열정이 표출되지 않은 잠

재적 상태인 의지, 스피노자의 언어로는 코나투스(conatus)라는 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의지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는 상태

가 열정의 상태인데, 이들은 적극적 표출 후에 자신들이 좌절하여 좌초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망생의 기간을 지치지 

않고 지속 해나가기 위해서 좀 더 잠재되어 있는 형태인 의지를 원동력

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한 편, 이러한 지망생들의 의지는 창의노동의 불

규칙한 유동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지망생

들은 이러한 ‘의지의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의지는 이들로 하여금 철두철미

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위하게 하였는데, 스스로 생활과 작업에 규칙

을 만들면서 ‘자기 정돈‘을 해 나가는 것이 그런 모습이었다. 끝으로, 

지망생들끼리 느슨하게 모여 있으면서 지속할 힘을 얻고 대인관계를 이

어나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이

처럼 열정을 한 숨 죽이고, 의지를 유지시키고, 자기 정돈을 해나가고 

대인관계 또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창의노동의 불안정성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앞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을 불안정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올라타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였다. 이들은 수

동적으로 불규칙한 유동성의 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아닌, 불규칙

한 유동성을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뛰어든 행위자들이었다.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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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유동성과 상관없이 이들은 창의노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

람들인 것이다. 이들은 불규칙한 유동성의 바다에서 ‘자기 정돈’을 통

하여 항해를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배를 움직이는 연료는 코나

투스(conatus) 즉, 의지의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급가속 했다가 좌

초하지 않기 위하여, 연료의 페이스를 조절하여 오래 지속할 수 있기 위

하여 표출적인 열정이 아닌 잠재적인 의지를 원동력으로 삼고 있었던 것

이다. 이처럼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꿈

의 이어도에 닿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

면 기존 창의노동 연구들의 구조 비판 담론이 이들을 설명하는 데에 있

어 무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불규칙한 유동성을 인지하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불안정성 속에서 견디기 위하

여 자기 정돈과 의지의 유지를 하는 이 치열한 과정 속에서 “창의성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자 한다.  ‘창의성(creativity)’이라는 단어는 ‘생산(produce)’이라

는 단어와 비슷한 뜻이지만 ‘새로움, 발명, 개혁, 기존에 없는 것’과 

같은 의미들을 함축한다(Hesmondhalph & Baker, 2011). 이러한 창의

성은 일반적으로 번쩍하는 아이디어, 즉흥성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는데, 

본 연구의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활동에는 이러한 번쩍함, 즉

흥성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창의성은 ‘열심인 것’, ‘부지런한 것’, ‘버티는 것’과 같은 끈기

와 성실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결론내리고자 한다. 불안정성 속에서 스스

로 자기 정돈과 의지의 유지를 해야 하는 이 치열한 과정을 견뎌 낸 이

후에, 그 결과물로서 이들의 ‘창의’는 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추후 창의노동의 장에 대해 접근할 때에, 그 

속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사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창의노동의 장을 잘 이해하고 더 나

아가 창의 산업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한 편, 본 연

구의 결과가 창의노동의 장에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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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불규칙한 유동성과 불안정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창의노동의 불규칙한 유동성은 어느 정도 태생적으로 가

지게 되는 부분도 있다. 이처럼 태생적인 창의노동의 불안정성의 파고를 

틀렸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구조적으

로 이러한 불안정성이 강화가 되는 측면들이 있으며40),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 모두 창의노동 지망생들 개인 개인에게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

라는 점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현재는 창의노동 지망생

들의 분투만으로 이 불규칙한 유동성을 헤쳐 나가고 있다. 추후 정책적

으로 창의노동 지망생들이 이 길을 지속하는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완

화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이 가는 길을 도와

줄 등대와 포구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등대와 

포구가 충분히 갖춰진 이후에야 우리는 우리나라의 창의 산업의 지속가

능성과 낙관적인 미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왜 창의노동 

지망생들이 창의노동의 불규칙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창의노동의 장에 

뛰어들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들의 경험과 인식에 기반 하여 

고찰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심층 인터뷰의 결과, 시나리

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밝혀내었고, 그 과정

을 어떠한 방법과 원동력으로 지속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밝

혀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지점에서 한계를 남기고 있다. 먼저, 연

40) 이러한 구조적 측면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감독과 작가들의 급여 수
준은 감독과 작가라는 역할을 ‘직업’이라고 지칭할 수 없게 만들며, 낮은 
대우로 인하여 시나리오 작가라는 직업이 구조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했기에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감독 지망생들은 시나리오 작업을 지망생의 과
정에서 필수로 진행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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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대상인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 전반에 대한 발견적 연구가 

전무하다보니 15명의 다양한 과정의 지망생들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들을 

모아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해감에 따라 같은 시나리

오 작가/감독 지망생일지라도 지망생들이 감독을 지망하면서 택한 다양

한 경로(영화제, 상업영화 연출부 등), 지망생으로 있었던 기간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지망생들의 삶의 방식, 특성, 의지의 결 등이 조금씩 다

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각 요소별로 세분화하여 시나리오 작

가/감독 지망생들의 경험과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접근해보지

는 못했다는 한계를 남기며,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보완되어야 하는 문

제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배경의 시나리오/작가 감독 지망생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도 연구 참여자의 15명 중 10명이 서울권 영화과 학부를 졸

업했다는 점도 한계라 하겠다. 이는 외부에는 다소 폐쇄적인 영화판의 

특성 상 연구자의 지인부터 시작하여 소개를 받는 스노우볼링의 방식으

로 연구 참여자를 모았고,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인맥에 유지를 하

다 보니, 정말 인맥이 없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영화 지망생들은 포함되

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도 본인들 스

스로를 “완전히 주변부”라고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만나지 못한 

유형의 지망생들은 정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이러한 지망생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도록 주목을 해야 하는 지점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지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취당하는’ 창의노동자

들로만 설명이 되어왔던 창의노동 종사자들의 경험과 인식으로부터 이들

의 선택을 이해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가치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불규칙한 유동성과 

불안정성, 작업방식, 견디는 힘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조금 더 미시적으로 세부적인 접근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추가

적으로 이들이 본인들의 창의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작가/감독 지망생들이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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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도움은 무엇인지 등 더욱 풍성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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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what they are living through?

: The ways of overcoming precarity

Bo Rah Kim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ores how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experience 

and perceive insecurity under the condition of precarity in creative 

industries, and questions the driving force which keeps them going. Unlike 

the glamorous side of the creative industries, on the other side, laborers 

have always faced the precarity. These are the people who are willingly to 

enter the creative industries no matter how great the precarity is. However, 

the previous production studies have neglected the dynamics and energy of 

these creative laborers, having been weighted towards structural criticism. 

This study perceived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studies and attempted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ir choices in a more ‘internal’ perspective.

In the theoretical review, firstly, this study classified the complex 

meanings in the concept of ‘precarity’ by subdividing them, which was 

previously translated as ‘insecurity’ in Korean, into three concepts; First, 

“precarity” which means the widespread condition of unfixed, flexible state 

in a structural sphere, secondly, “insecurity” which is an anxiety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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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 of the current state under the condition of precarity in the 

individual sphere, and lastly, “uncertainty” which is an anxiety actors 

perceive about the future in an individual sphere. The researcher tried to 

examine the field of creative labor through these three concepts. Secondly, 

by drawing on Spinoza’s concept of passion, the researcher drew a 

theoretical frame, “passion as a reaction towards precarity”, which can 

explain both sides of practice and emotion of the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From this perspective, th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ifteen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who were preparing individually 

to be a film director. In this study, those who wish to become film 

directors are called as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since they 

most basically prepare themselves to be a director by writing their own 

scenarios in South Korea. As opposed to the period of preparation, once 

they become a director, they should lead the shooting scene through 

cooperation. It appears that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would-be 

filmmakers is that they are required to have two completely different 

abilities. In this sense, to name them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well reveals such characteristic of these aspiring directors. There are three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First, the researcher examined the precarity that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are experiencing and how they perceive of the precarious 

situation. Different from the first prediction that they would be feeling 

enormous insecurity, the insecurity was not the most fundamental emotion 

they are facing. The research explained this state of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as an insecurity as a “default” value and a Transcendence 

of insecurity. 

Secondly, the researcher looked at the specific aspects and methods of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working process being in awar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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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rious condition. Divided into three steps, from gathering materials, 

planning and writing a scenario, to shooting, the researcher examined what 

they experience in each process,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a “labor 

before labor.” In addition, the specificity of film field that a single person 

has a wide-range of responsibility which is from writing a scenario to acting 

as a control tower at the shooting scene could be confirmed. 

Lastly, the researcher investigated in what way the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overcome the precarity they are facing. It could be found 

that the motive power of the aspirants was in the form of a will(conatus) 

which is a striving power in a potential state, rather than in the form of 

passion expressed outwardly. Conatus is chosen as a motive power in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since it enables aspirants not to be 

frustrated and stranded, and to be at a controlled pace which assists them to 

continue the seemingly endless aspirant period. Moreover, the character of 

conatus makes the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act in a 

thoroughgoing and reasonable way so they can hold on to pursue their 

dream. Finally, aspirants overcome the preparing process by gathering 

loosely with each other in a form of “apart and together.”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can be seen that the discourse of structural 

criticism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 creative labor cannot explain the 

dynamics of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These are the people who 

are willingly to enter the creative industries no matter how great the 

precarity is. Describing them as exploited passive objects does not account 

for the dynamism of creative laborers, and may even lower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creative industries. 

Additionally, the whereabouts of creativity in this intense process is 

discussed. The concept of creativity generally has the image of sparkling 

ideas and improvisation, but it is hard to find such sparkle and 

improvisation in the daily lives of the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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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creativity is newly defined as tenacity such as 'working 

hard', 'being diligent', and ‘holding on'. After enduring this fierce process of 

self-tidying and maintaining conatus in insecurity, their 'creative' comes as a 

result. 

Finally, it is discussed the fact that all the structural voids of creative 

industries are being imposed on individual prospective creative laborers. At 

present, they are struggling with the precarity of creative labor only on their 

own. In the future, institutional strategy that can alleviate the insecurity the 

aspirants are feeling is needed. Only after the proper institutional framework 

to help the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is provided, will we be 

able to discuss the sustainability and optimistic future of Korea’s creative 

industries.

Keywords : creative labor, prospective scenario writers/directors, precarity, 

    insecurity, passion, conatus, creativity

Student Number : 2015-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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