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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자가 실제로 영화 산업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노동을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직업정체성을 형성

하며, 노동의 불안정성을 겪고, 대응하며 극복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화제작 종사자의 주체적인 경험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실제로 자신의 노동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한국의 영화 산업은 세계 5위권의 영화시장으로 성장하고 세계 영화제

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에

는 영화제작 종사자가 처한 심각한 수준의 불안한 노동 환경과 열악한 

처우가 자리하고 있다. 평균 촬영기간 4개월의 프로젝트성 산업의 특성

상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구직과 실직을 반복한다. 특히 2020년 이후 코

로나로 인해 영화제작 일정이 멈춘 스태프들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

서 힘겹게 버티는 이야기는 한국 영화제작 산업에 대해 문제의식을 던지

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문화산업의 장에서 창의 노동의 특징이 영화 생산자에게 어떠한 방식으

로 발현되고 있으며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떻게 구체화되

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창의 산업의 하나인 영화 산업의 현장에서 

영화제작 종사자는 어떠한 형태의 노동을 경험하고 어떠한 직업정체성을 

인식하며 수용하는지 밝혀본다. 셋째,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과 

‘예술가로서의 영화인’이라는 직업정체성을 부르디외의 문화이론을 토

대로 고찰한다. 넷째, 이러한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영화제작 종사자에

게 당면한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규명한다.

 이 문제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영화 노동자의 실제 경험



을 토대로 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상업 

영화제작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영화제작 현장은 촬영 

현장과 제작 사무실 및 회식 장소를 포함하였다. 더불어 서로 다른 직종

의 영화제작 종사자 15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영화 

산업 및 제작과 관련된 통계 등을 포함한 문헌 자료와 언론 및 영화제작 

종사자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 게시글 자료 등의 내용분석을 통해 연

구의 객관성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영화제작 종사자들이 영화 속에

서 스스로 재현하고 있는 영화인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직업정체

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자아표현의 양상을 수집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제작 종사자는 유연화 현상에 따른 노동과 삶의 기반 붕괴

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프로젝트성 노동에 따른 노동과 고용의 불일

치 상황, 불확실한 직업과 낮은 임금을 통하여 확실성의 부재를 경험하

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해당한다. 청년 창의 

산업 담론과는 다르게 이러한 불안정성은 한 세대나 계급에 한정된 것이 

아닌, 세대와 계급을 관통하며 구성하는 연속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성은 신입은 물론, 경력직 모두에게 해당한다. 오

히려 경력직으로 갈수록 불안정성에 순응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불안정성의 실체는 창의 산업의 유연화에 크게 기인하지만, 미디어 기술

과 산업의 변화에 따른 거시적인 부분에서 오는 불안정성도 관찰할 수 

있었다. 해외의 경우에는 단체행동(조합)이 노동조건의 측면에서 제작 종

사자를 보호하고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나 한국의 제

작 현실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아서 영화제작 종

사자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위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작 종사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직업정체성에 기인한다. 영화제작 종사자는 전문가



로서의 직업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화를 완성하는 것은 그들 내면의 

목표를 완성하는 가장 숭고한 가치이다. 많은 경우 이들은 예술가적 가

치에 따라서 노동하고 있고, ‘영화인’이라는 직업정체성 속에서 스스

로를 속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술가로서 직업정체성을 부여하

고 근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위계를 세운다. 이에 따

라 영화에 높은 위계를 부여하며 영화가 아닌, CF나 드라마와 같은 문화 

생산을 선호하지 않는다. 예술가로서의 위계를 부여한 이상 금전적인 손

해가 있더라도 될 수 있는 한 창작성과 예술성이 높은 상위의 위계에 있

는 영화를 선택하여 사회적 존경과 더불어 자아만족을 획득하기를 원한

다. 그러나 동시에 모순적으로 이들은 부르디외가 주장한 ‘단절과 모순

의 구조’의 속성을 보이고 있으며 예술가로서의 모순을 느끼게 되고 영

화 안에서 점차 세속적ㆍ상업적 성공만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술가로서

의 정체성에 역할 갈등(role-conflict)을 느끼고 영화 이외의 가치를 극도

로 추구하게 되면 결국 영화 생산의 장을 떠나게 된다. 

 셋째, ‘영화인’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스스로 불안정성을 강요하고 

극도의 자기희생을 추구하게 만드는 동기로 작용하는 모습을 다수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기취약화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영화인’, 

‘예술가’로 정의내리며 열악한 영화 노동 환경에 순응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영화제작 종사자는 끊임없는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악

의 상황에는 더 이상 영화제작일을 이어갈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경험

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사드 배치와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이

후의 촬영스케줄은 물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한다. 

이를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겸업하거나 이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다시 현장에 복귀

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영화와 관련된 능력인 인적 자본과 영화인

으로서의 인맥의 연결망인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섯째, OTT의 대중화를 통하여 영화와 기타 미디어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은 영화제작 종사자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고, 일부 종사

자는 이를 통하여 불안정성을 느끼지만, 또한 일부는 이러한 현상을 새

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과 인터뷰를 통하여 영화제작 종사자가 어떠한 불

안정성을 경험하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불안정성을 경험하면서도 영화 현

장에 남아 있는 이유를 직업정체성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었다. 단순히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수동적인 영화제작 종사자의 모습만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영화제작 종사자의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 문제와 직업정체성에 관한 연

구를 함으로써 한국 미디어 생산자의 한 부분인 영화제작 종사자를 더욱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본 연구의 내용

이 향후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

적, 실질적 논의를 위한 장에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영화 산업, 영화제작 종사자, 노동 불안정성, 직업정체성, 창의 

산업, 문화 생산의 장,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학 번 : 2014-30988



- 7 -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1절. 문제 제기 1

2절. 연구의 관점 : 직업정체성 8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문제 14

1절. 창의 노동 14

2절. 미디어 산업 관련 연구: 텔레비전과 영화를 중심으로 20

1. 창의 노동 연구의 부족함 : 미디어 생산자 연구의 함의 20

2. 한국의 텔레비전 생산자 연구와 그 시사점 22

3. 한국의 영화 생산자 연구와 그 시사점 28

4. 미국 영화 산업 연구와 제안점 33

3절. 연구 문제 42

제3장. 이론적 논의 52

1절. 불안정성과 유연성 52

1. 불안정성의 차별적 할당과 계급화 52

2. 불안정한 노동 구조의 차원 56

3. 산업의 변화, 기술의 발전, 그리고 불안정성 58

2절. 직업정체성 62

1. 부르디외의 장(場)과 문화 자본 그리고 아비투스 62

2. 문화 생산의 장 64

3. 예술가라는 직업 66



- 8 -

4. 예술성과 사회적 갈등 - 예술가의 단절과 모순 70

5. 예술 장르별 위계 73

6. 전문가로서의 영화인 75

7. 예술가적 주체의 자기 정당화 이론 78

8. 대응: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의 적극적인 증진 81

9. 불안정성과 직업정체성의 상호 관계 83

제4장.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89

1절. 연구대상 89

2절. 연구방법 93

1. 참여 관찰 93

2. 인터뷰 99

3. 문헌 연구 및 인터넷 연구 104

4. 영화 재현에 나타난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과 불안정성 

사례 분석 106

제5장. 영화제작 장에서의 노동 환경과 불안정성 111

1절. 영화제작 산업 개괄 111

1. 영화 산업의 특징 112

2. 영화제작 과정과 조직구성 113

3. 영화제작 종사자의 양성 127

4. 소결론 132

2절.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 조건 134



- 9 -

1.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134

2. 급여 144

3. 근로시간 148

4. 근로장소 151

5. 소결론 155

3절. 근로 현장의 현실: 여러 요인과의 상호작용 156

1. 영화의 생산 장 156

2. 영화촬영 공간: 단절된 공간 159

3. 단절된 공간에서의 여러 노동 형태들 163

4. 예술성의 실현을 위한 치열함 168

5. 프로젝트로서의 영화제작에 따른 단기고용과 ‘팀’ 문화 172

6. 밥차와 커피차, 회식 그리고 담배가 주는 현실적 위안 174

7. 작업의 용광로, 같이 하는‘회식’:좋은 작품 같이 일하는 인력

178

8. 고용 불안정성 180

9. 미래에 대한 고민 182

10. 소결론 184

4절.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의 확장 186

1. 영화와 타 미디어 경계의 허물어짐 현상 186

2.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담 190

3. 메르스, 사드 배치, 코로나19 등 사회적 외부 요인 192



- 10 -

4. 대기업 중심의 상업 영화제작 구조의 확대 195

5. 영화 수익구조 분배에서의 제작사의 소외 197

6. 소결론 199

제6장.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과 불안정성 대응 200

1절. 직업정체성 200

1.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인식 200

2. 직군별 직급별로 상이한 직업정체성 210

3. 예술가로서의 직업정체성과 보상 213

4. 예술가적 정체성의 강화  217

5. 영화 재현에 나타난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과 불안정성 

사례 분석과 논의 219

6. 소결론 229

2절.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231

1. 조합 활동 231

2. 거시적 위기 상황의 대응 236

3. 근로 환경 인식과 겸직 현상 241

4. 인적 자본의 증진 243

5. 사회적 자본의 증진 245

6. 소결론 249

3절. 영화생산직 이탈과 이후의 생존전략 250

제7장.  관찰의 총 분석 255



- 11 -

제8장. 결론 257

<표 차례>

표 1 헤스몬달프와 베커 - 창의 노동의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의 기준18

표 2 제한 생산의 장과 대규모 생산의 장(이상길, 2020) 65

표 3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 요인 84

표 4 참여 관찰을 진행한 촬영 현장 96

표 5 현장 관찰의 지점 98

표 6 인터뷰에 사용된 반구조화된 질문 100

표 7 연구 참여자 명단 및 정보 104

표 8 관찰 영화 리스트 106

표 9 직군과 직급에 따른 경력 121

표 10 계약서의 포괄적 항목 140

표 11 영화제작 종사자의 언어 203

표 12 연출팀의 자아 개념 230

표 13 이탈의 원인 250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구성 13

그림 2 선행연구 요약 정리 43

그림 3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7



- 12 -

그림 4 예술가의 단절과 모순(부르디외, 1999) 49

그림 5 예술가의 단절과 모순의 구조(부르디외, 1999) 72

그림 6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요소 85

그림 7 예술성, 불안정성, 직업정체성의 상호 관계 86

그림 8 영화의 제작 과정 114

그림 9 기획개발 단계에서의 투자와 제작 115

그림 10 이해관계의 충돌, 상 118

그림 11 이해관계의 충돌, 하 119

그림 12 연출팀의 구조(양영철, 2006) 123

그림 13 제작팀의 구조(양영철, 2006 변형) 124

그림 14 촬영·조명팀의 구조(양영철, 2006) 125

그림 15 미술팀의 구조(양영철, 2006 변형) 126

그림 16 프로덕션 단계 월급여액의 부서 및 직급별 현황 146

그림 17 청평 세트장 전경 152

그림 18 포천 대진대 체육관 지하실(좌), 송파구 서울구치소(우) 153

그림 19 영화 생산 장(부르디외, 1999 변형) 156

그림 20 영화촬영 공간 160

그림 21 S1, 모니터링-지시의 공간 161

그림 22 영화촬영의 순간 164

그림 23 예산규모 및 직급별 최근 1작품에서 1개월간 급여 172

그림 24 영화제작 현장의 밥차가 음식을 준비한 모습 176



그림 25 영화제작 종사자 회식 모습 178

그림 26 부르디외의 문화 생산 장과 매체들의 위치 202

그림 27 전국영화 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232

그림 28 영화 산업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수단(이종수, 2019) 235

그림 29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 237

그림 30 영화 성공 기원 고사 247

그림 31 필름메이커스 홈페이지 248

그림 32 예술성, 불안정성, 직업정체성의 상호 관계 255



- 1 -

제1장. 서론

1절. 문제 제기

 1895년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최초의 상업영화가 출현한 이래로, 영화

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대중적인 장르이자 미디어 매체로 발전해 왔

다. 1923년 하야카와 고슈(早川孤舟) 제작, 감독의 <춘향전>과 1924년 박

승필 제작, 박정현 감독의 <장화홍련전>으로 시작된 한국의 영화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여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5위권의 영화시장으로 성장하

였다. 한국 영화는 2018년 세계 극장 시장 점유율 4%를 기록하면서 영

화 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와 인도를 앞질렀고(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시 50.9%로 미국(92.9%), 인도(89%), 중국(62.

2%), 일본(54.8%)에 이어 세계 5위권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영화연감, 201

8).1) <명량>(김한민, 2014), <극한직업>(이병헌, 2019), <신과 함께 – 죄와 

벌>(김용화, 2017), <국제시장>(윤제균, 2014) 등 한국에서 상영되어‘천

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흥행 순위 1~4위는 모두 한국 영화이다(영화

진흥위원회, 2021).2)

 이러한 상업적 성과와 더불어‘해외 영화제 수상’이라는 예술적 성과

도 눈에 띈다. <기생충>(봉준호, 2019)은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에서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1) http://stat.mcst.go.kr/mcst/WebPortal/public/index/country.html (2021.4.28. 검
색)

2) 2021년 기준 한국의 영화 흥행 성적은 <명량> 1,761만 명, <극한직업> 1,626만 명, 
<신과 함께> 1,441만 명, <국제시장> 1,426만 명으로 한국 영화가 차지하고 있다. 5위
부터 7위까지는 <어벤져스:엔드게임>, <겨울왕국 2>, <아바타>로 외화이다. 

http://stat.mcst.go.kr/mcst/WebPortal/public/index/country.html


- 2 -

영화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하였고, 칸 영화제에서도 황금종려상을 받

았으며, 다른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무려 200개가 넘는 상을 휩쓸었

다. 이제 명실상부 성공한 ‘문화 산업’으로 꼽히는 한국 영화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일례로 20세기 폭스가 2010

년 <황해>(나홍진)에 부분 투자하고 2013년 <런닝맨>(조동오)을 전액 투

자하면서 한국 영화 제작에 뛰어들어 <슬로우 비디오>(김영탁, 2014), 

<나의 절친 악당들>(임상수, 2015), <곡성>(나홍진, 2016), <대립군>(정윤

철, 2017) 등을 투자, 배급했고, 워너 브라더스도 2016년 <밀정>(김지운)

을 시작으로 <싱글라이더>(이주영, 2017), <마녀>(박훈정, 2018), <인랑>

(김지운, 2018), <악질경찰>(이정범, 2018), <광대들: 풍문조작단>(김주호, 

2019),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곽경택, 2019) 등을 투자, 배급했다.

 넷플릭스 또한 <옥자>(봉준호, 2017)를 직접 투자하였고 2021년, 영화

를 비롯한 한류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규모가 총 7억 달러에 불

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급격하게 증가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3) 이와 

같은 투자 확대는 한국 영화가 꾸준히 발전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문화이자 상품으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의 소비자로부터 인정받

고 있음을 방증한다. 

 화려한 한국 영화 산업의 면모는 많은 이들에게 영화인의 꿈을 추구하

게 한다. 배우나 감독을 포함하여 직접 영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싶

어 하는 이들이 많다. 2021년 발표된 교육부의 <2020년 초･중등 진로교

육 현황조사>의 희망 직업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1.5%가 감독 또는 

PD가 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4) 여기에는 일을 통해 재미를 느끼며 창

3)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5/431769/ (2021.5.8. 검색)
4) 고등학생의 선호 직업 순위로는 18위이다. 이는 감독/PD로 명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

로 창의 미디어 산업으로 범주를 넓히되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여 살펴보면, 뷰티디자이
너 2.7%,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 2.0%, 광고/마케팅 전문가 1.8% 등이 
있다. 중학생에게서는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 2.4%, 크리에이터 2.1%, 
만화가(웹툰작가) 1.6% 등이 있다. 초등학생에게서는 크리에이터 6.3%, 프로게이머 
4.3%, 만화가(웹툰작가)2.5%,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 2.2%, 배우/모델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5/43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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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의 발현이라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성취감과 경제적 이득 

또한 누릴 수 있다는 ‘창의 산업’이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들이 내포되

어 있다.5) 

 그러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에는 영화제작 종사자가 처한 

심각한 수준의 불안한 노동 환경과 열악한 처우가 자리하고 있다. 성공

한 감독의 인터뷰에서 과거 생활고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진부할 정도

이고, 제작 스태프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사회의 관심과 업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름 모를 40대 

영화감독이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감옥에 가고 싶어 강도로 돌변했다

는 뉴스6)나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영화제작 일정이 멈춘 스태프들

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버티는 이야기는 한국 영화제작 산업

에 대해 문제의식을 던지게 한다. 

 영화제작 산업은 미래의 국가 기간산업이자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문

화산업, 창의 산업의 일부이지만, 영화제작이 프로젝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다른 미디어콘텐츠 제작산업과 다르다. 영화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조직이 구성되고, 영화가 완성되면 해체되는 구조를 가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형식으로 인하여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

동 환경은 매우 불안하다. 뒤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지만 영화진흥위원

회에서 발간한 <2020년 영화 스태프 근로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74.2%7)이나 대부분 비정규직ㆍ기간제 근

로자이고, 한 작품당 평균 근무 기간은 평균 4.8개월에 불과하다. 1년간 

2.0%, 작가 1.6%이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넓은 범위의 창의 미디어 산업에 많은 관심
을 보인다.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00 
(2021년 4월 13일 검색)

5) 창의 노동이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와 이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6) https://www.ytn.co.kr/_ln/0115_201809060936364827 (2021년 4월 13일 검색)
7) 제작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경우이다. 개별 계약 외에 팀별 계약을 맺은 경우가 6.2%, 

도급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경우는 7.5%로 조사 되었다. 근로계약 체결은 2018년 조
사 76.7%에 비하여 소폭 하락하였다.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00
https://www.ytn.co.kr/_ln/0115_2018090609363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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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해 얻은 총수입은 평균 2,857만 원이나 작품당 평균 수입은 1,

619만 원이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조사한 근로자 평균 

연봉인 3,634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근무시간도 매우 불규칙

적인데, 1일 근무시간은 12.3시간이고, 1주간 야간근로일은 3.22이며, 1일 

야간근로시간은 6.6시간이다. 이에 반하여 영화제작 기간 중에는 70.2%

가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없었고 연차휴가 사용률은 2.3%에 지나지 않

는다. 

 영화의 영향력, 예술성, 대중성으로 인하여 영화와 관련된 연구는 학계

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영화연구는 대표적으로 영화 콘텐츠 내

용을 다루는 텍스트 연구와 수용자의 인식 및 관계, 소비행태를 조명하

는 수용자 연구, 산업 규모와 제도분석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영화 생산자를 조명하는 연구는 근로 현황에 대한 통계 조사에 그치거나 

노동 환경에 관한 단편적 연구 등 일반적 수준의 관심을 산발적으로 접

근하는 데 그치고 있다.8) 특히 한국 영화제작 종사자가 처한 노동 환경

에 대해 섬세하고 다면적이며 심층적 분석을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문화산업 생산자에 관한 연구의 소홀함은 결과적으로 학계 관심

으로부터 산업 자본과 노동 현장을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윤태

진, 2005). 이는 학계와 산업계를 더욱 유리되게 만들고 산학의 연계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던지고자 하는 주된 질문은,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실제로 영화 산업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노동을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직업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영화 노동자의 주체적인 경험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나

아가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실제로 자신의 노동 생활을 어떻게 받

8) 영화 생산자 연구가 부족한 데에는 영화제작 종사자 그룹의 배타성(강준만, 1989)과 함
께 영화제작 현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혹은 관찰 가능성) 떨어지는 점(이오현, 2005; 
이기형, 2009)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영화 생산자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는 2장
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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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고 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영화 생산자들이 자신의 노동 생

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질문 속에는 그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비중 있게 담겨 있다. 이러한 질문에는 영화 산업

을 포함한 창의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창의성을 담보로 한 오

늘날의 노동’이 노동자에게 더 이로워야 한다는 신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영화 산업도 창의 산업의 범주에서 음악, 방송 등 다른 산업의 제작 

현장과 비슷한 노동 환경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 현장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제작 종사자는 그 자체로 영화 산업의 인프라를 구성한다. 

영화 산업은 크게 영화제작(투자, 제작)과 영화배급(배급, 마케팅)으로 나

뉜다. 영화제작에는 각본, 연기(배우), 영상(촬영, 조명, 미술), 음향(음악

과 소리), 편집 등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성을 

지닌 인력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술을 지닌 창의

적 인재로서 다른 영화제작 종사자와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콘텐츠

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생산물인 영화가 그 자체로 복합 미디어

의 특징을 띤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투입되는 노동

자의 규모도 다른 창의 산업보다 크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영화제

작에 필요한 무형의 전문인력은 그 자체로 영화제작 산업의 중요한 인프

라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영화제작 종사자가 가진 전문성과 규모는 전

체 영화 산업 규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공 여부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영화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영화제작 종사자와 그들의 노동 환

경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은 영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물론, 

영화 산업 생태계에 속한 모두가 공존공영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 

 둘째, 영화제작 분야는 과거의 문화 산업과 현재의 문화 산업이 공존

하는 지점에 와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영상 및 음향 기술의 변화

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환경의 변화는 영화제작 전체의 판도를 바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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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영화는 디지털 혁명 이전부터 제작되어 왔다. 따라서 영화제

작 분야는 현재의 창의 노동에 따른 노동 환경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반영할 뿐 아니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 영화제작 분야

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산업 분야와는 다르게, 아

날로그부터 디지털 시대까지 축적된 노동 환경의 변화를 내포한다.

 셋째, 영화가 거대한 문화 산업의 주류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여

전히 대중문화와 구분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문화예술에 속한다는 

점에서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 환경과 직업정체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과업이다. 오늘날 한국인의 문화예술 생활 대부분은 영

화가 차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발표한 <국민문화예술활

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람률에 있어서 영화 관람은 7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9) 따라서 ‘문화 가치의 실현에 노력하여 문화 산

물을 음미하고 즐기는 생활’이라는 문화생활의 정의에 부합해 볼 때, 

영화는 그 시대의 문화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10) 영화가 

가지는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 나아가 영화 생산자에게 보이지 않는 의미

를 부여함으로써 구별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주류 문

화를 생산하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자 본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문화 산업에서의 창의 노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한껏 높여줄 것이

다. 

영화제작 종사자 연구는 위에서 언급했듯 가장 연구되지 않은, 영화제

작 연구의 사각지대이다. 그러나 프로젝트로 제작되는 영화제작에서 영

화제작자는 핵심적으로 영화제작의 성패를 좌우한다. 본 연구는 이들이 

처한 불안한 노동 환경을 탐사함으로써 영화제작이라는 창의적 과정을 

9) 2019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문화예술 관람률 2위인 대중음악 23.3%와 비
교하면, 관람률 77%의 영화는 압도적으로 소비되는 주류 문화 상품이다. 

10) 실제로 부르디외는 영화를 통해 문화적 취향의 차별화를 통해서 사회적 계급을 규정 
짓는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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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곳에서부터 살펴보는’ 문화연구의 문제의식을 채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영화노동자의 주체적인 경험에 대한 두터운 기술

을 통해 영화제작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

고, 영화제작 종사자가 노동 불안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대

응하며, 직업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류 문화 산업의 생산자인 영화제작 종사자를 

더욱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영화제작 종사

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

화하는 영화 생산자의 노동 불안정성을 세심하게 반영하여 이를 다각도

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창의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

자의 노동 문제를 본질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본 연구의 내용이 영화제작 종사

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질적 논의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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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관점 : 직업정체성

 본 연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변화하는 산업에 따른 노동환경과 현장 속

에서 어떠한 형태의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가?’이다. 영화 산업은 문화 

산업이며 창의 산업이다. 동시에 기술 발전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당면하

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화산물(product)을 생산하는 창의 

노동(creative labor)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이러한 창

의 노동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 전체가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후술하겠지만, 영화 노동은 일과 휴식의 경계를 급격하게 무너뜨리는 경

험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유연화된 노동은 창의 노동과 결합하여 

자아실현의 가치까지 부여받음으로써 창의 노동이 가지는 불안정성과 유

연화를 더욱 가속하고 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에 미치는 산업 변화의 현실을 분석할 것

이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실제로 자신의 노동 생활

과 직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이다. 이 질문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영화 생산자들이 자신의 노동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

한 물음이 비중 있게 담겨 있다. 이 질문은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

성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이 질문은 “적은 예산과 어려운 환경을 열

정적으로 극복하였다”라고 말하는 영화 생산자들에게 그 ‘열정’이 무

엇인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이 물음에 정확히 답하기 위해서는 영화제

작 종사자가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화제작 종사자 스스로가 ‘본인의 직업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창의 노동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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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한 사전 조사에서 영화제작 종사자는 스스로에 대해 단순 

직업인이 아닌 예술가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본 

연구가 가지는 질문이 시작된다. 왜 스스로를 예술가로 평가하는가? 그

들은 직업정체성으로 예술가를 택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본 논

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이 진짜 예

술가에 부합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초점은 이들이 왜 자신을 예술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서 시작하고 스스로를 예술가로 이해하는 행위가 어떤 실천인지를 이해

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작은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

을 통해 창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보상은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을 취하는 연결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 산업의 종사자가 본인의 직업정체성을 통해서 발

현하는 창의성과 독창성의 내용과 실체가 무엇인지, 나아가 예술성에 대

한 태도, 즉 예술가라는 직업정체성에 주목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

득이 무엇인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부르디외의 

상징자본과 문화자본 및 예술가 정체성 이론들을 적용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자가 그들의 노동 환경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모

습을 분석하고 검증할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인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실제로 영화 노동 현장 내

에서 어떠한 형태의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안정성을 중

심으로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불안정성(precarity)’은 창의 노동 종사자의 노동

과 그들이 영위하는 삶을 유동적으로 만드는 현상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제공한다. 불안정성은 ‘삶의 영위에 필요한 제반 요소, 특히 고용안정

성과 사회보장이 결여된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1970년대 극심한 경제

난에 처해 있던 유럽의 노동경제학에서 대두된 개념이다(Barbier, 2004). 

불안정성의 개념은 그러나 단순히 고용과 취업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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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노동을 제외한 그 외의 삶도 불안정성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불안

정성은 불안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포함한다. 불안정성 개념은 

‘불확실하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유연한 착취를 가리키는 것’으

로도 확장된다(채석진, 2016). 한편, 비판경제학에서 불안정성의 논의는 

불안정성(precarious)과 노동자 계급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의 합성어인 프레카리어트(precariat)의 측면에서 이해된다(Standing, 

2011). 프레카리어트는 초기에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 

계급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최근 프레카리어트는 ‘신자유주의에 따

라 노동의 유연성이 전가된 불안정성을 떠안은’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들이 경험하는 극도의 불안정성을 내재한 사회의 

하위 계급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11) 그런데 불안정성은 이처럼 비판 

경제학이 개념화한 특정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와 

계급을 관통하여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

용되고 있다. 불안정성은 모든 노동의 실천 속에 혼재하며 그 속에 있는 

모든 관계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와 어느 정도

의 경제적인 보장을 받아온 상층 노동자 또한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을 

갑작스럽게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마주하고 있다. 반면에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불안정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재까지도 의미할 수 

있다(Fantone, 2007).

 두 번째 질문인 영화제작 종사자가 불안정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정체성을 예술가로 인식하는 이유와 그것의 효과에 대해 부

르디외의 문화이론에 기대어 탐구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 자세히 다루

겠지만 부르디외는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실존주의 및 구조

주의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의 행동이 실존적 

결단 때문이라고 보았다. 반면 구조주의 철학은 개인의 행동은 이미 형

11) 프레카리어트가 시사하는 자세한 논의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
의 불안정성이 전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계급의 문제로 해석한 점에 대해서 주목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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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고 학습된 사회적 관행과 규범을 따른다고 본다. 반면, 부르디외는 

개인의 행동은 주관적 의지를 통해서 실현되지만, 이는 과거로부터 누적

된 사회적 관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홍성민, 2004). 부르디

외에 따르면, 사회적 관행은 계급적인 편향과 권력의 논리에 따라서 불

평등하고 강제적으로 형성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지배

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관행에 대한 이해는 부

르디외의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부르디외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형성되는 취향(혹은 문화 

활동)을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인정하고 사회계급을 유지하는 기제가 된

다고 보았다. 영화나 공연 관람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

기 쉽다. 그러나 예술이나 문화작품 해석의 가능성은 계급적인 위치에 

따라 길들여지고 강요된 것이고, 따라서 예술에 대한 선호는 사회적 세

계관이나 정치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출신 배경이

나 학벌이라는 요인을 통해 타인과 구별 짓게 만든다(Bourdieu, 2005). 

부르디외는 이러한 불평등이 문화와 지식의 장에서 전문가 집단의 권력

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문화 자본이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서로 다

른 문화적 성향과 문화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의 향유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사회적 지위는 재생산되며, 지배-권력관계도 

재생산된다. 문화 자본이 문화를 향유하는 취향과 능력에서 나오고 개인

의 성공과 사회적 지위의 이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고 한다

면, 영화 생산자들의 예술가 지위에 대한 추구는 문화 자본의 획득에 대

한 갈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두 번째 질문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문제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영화 노동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상업 영화

제작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영화제작 현장은 촬영 현장

을 포함하여 제작 사무실 및 회식 장소를 포함하였다. 더불어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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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의 영화제작 종사자 15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영화 산업 및 제작과 관련된 통계 등을 포함한 문헌 자료와 언론 및 영

화제작 종사자 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게시글 자료 등의 내용분석을 통

해 연구의 객관성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영화제작 종사자들이 영화 

속에서 스스로 재현하고 있는 영화인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직업

정체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양상을 수집하

였다. 

 본문의 구성과 체재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화생산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검증 가능한 연구문제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창의 노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기존에 수행된 텔레

비전과 영화 연구의 미디어 생산자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핵심적 

개념인 불안정성과 직업정체성에 대한 연구문제를 정리해 본다. 3장에서

는 2장에서 구성한 연구문제를 탐구하는데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이론들

을 검토한다. 불안정성과 노동 주체 간 상호작용이 반영되는 노동 환경

을 보기 위하여, 부르디외의 장이론, 특히 문화생산의 장에 대한 이론들

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 현실에 적용 가능한 설명의 틀로 맥락화한다. 4

장에서는 구체화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5장에서

는 연구결과로 드러난 영화제작자의 노동 환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

이며 6장에서는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어떠한 직업정체성을 형성하며, 불

안정한 노동 현실의 문제들에 대응하는 영화제작자들의 실천 논리를 이

해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본 연구

의 미진한 점과 향후 연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인 연구의 구

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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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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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문제

 영화제작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탐색과 더불어 영화제작 종사자

가 어떻게 노동환경을 인식하고 노동불안정성을 가지며, 어떠한 직업정

체성을 형성하며, 노동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보고자 다음

과 같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절. 창의 노동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ies)은 1990년대 후반 영국의 노동당 정책 입

안자들이 즐겨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널리 보급되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

원, 2013). 이들은 막강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시설과 

다수의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국가 경제를 이끈 제조업을 대체하기 위한 

정치적, 정책적 목적으로 창의 산업을 사용하였다. 이후 창의 산업은 3

차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 혁명으로 일

컬어지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나노기술, 양자프로

그래밍 등의 발달이라는 시대의 흐름과 맞물리며 전 세계에서 국가 경제

를 이끌 주력 산업으로 오늘날까지도 주목받고 있다. 로스(Ross, 2008)에 

의하면, 창의 산업과 그 논리는 지식경제 산업 논리를 대체하며 세계적

인 규모로 작동하게 되었다. 많은 국가가 ‘창의 산업 육성 정책’을 도

입하였으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역시 창의 산업을 앞으로 나아갈 새

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채택하였다. 창의 산업의 논리가 세계적으로 성

공한 원인으로는 창의 산업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과 더불어 향후 거대한 

문화 산업에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리라는 점이 꼽힌다. 국가 경쟁력 제

고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창의 산업은 산업적 성공을 통한 산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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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이 가능하고, 창의 산업이라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가시

적인 효과로 인해 그 효용이 크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

의 지식기반경제 관련 정책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2003년∼2008년)의 창의적 인재 육성 정책 및 박근혜 정부(2013년∼

2017년)의 창조경제 정책을 거쳐 문재인 정부(2017년∼현재)의 뉴딜 정책

으로 이어지고 있다.12)

그렇다면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ies)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97년 영국 정부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발간한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s 2001>은 창의 산업을 ‘개인의 

창의성, 기술 및 재능에서 유래하고 지적 재산의 생성 및 착취를 통한 

부와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정의했다.13) 창의 산업은 

창의 노동(creative labor)을 바탕으로 한다. 창의 노동은 ‘창의적 노

동’의 개념으로 인식되며, 노동에 창의성이라는 다수가 선망하는 가치

를 부여했다. 윌리엄스(Williams)에 따르면 ‘창의적’이라는 표현은 인

류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지속해서 전달해 왔다(Williams, 1965). 창의성은 

그 사전적 의미로도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

12) 노무현 정부의 한국의 문화정책의 기조는 콘텐츠의 진흥에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
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산업적인 기초와 인력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왔다. 특히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서 ‘지원은 하지만 간
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공지원 원칙은 1945년 영
국이 예술평의회를 창설하면서 예술을 정치와 관료중심의 행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
한 방식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창의 산
업정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기조로 
하였다. 현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팔길이 원칙을 문화예술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또 디지털 뉴딜정책을 통해서 정보 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인프라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창의 산업 정책은 시기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발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콘텐츠 중심의 일시적인 지원육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창의 산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책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개념의 모호함과 자의적 계량화, 그리고 
창업의 독려라는 정책적 비판을 받고 있다. 

13)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s 2001>에 따르면, 창의 산업의 영역은 
광고, 건축, 예술 및 골동품 시장, 공예품, 디자인, 디자이너 패션, 영화 및 비디오, 쌍
방향 레저, 음악, 공연 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를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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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교육심리학용어사

전, 2000). 창의 노동에 대한 이러한 무언의 시선은 따라서 노동자 개인

이 가진 창의성을 노동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노동행위로 인

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지점에 와 

있다. 이는 창의 노동에 대한 과거 연구들이 취하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

와 맞닿아 있다. 대표적으로 플로리다(Florida, 2002)는 창의 노동의 가지

는 가치들-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 자율성과 내재적 관심, 개념과 실행

의 융합, 인지도 등-을 명시하면서 독창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비물질 

노동을 통하여 창의 산업을 이끄는 창의 산업 노동자를 창의 계급

(creative class)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기술, 문화, 사회적 혁신을 

이끄는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계급으로 보았다. 창의 노동에 대한 긍정

적인 학계의 옹호는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정치가들의 호

응과 결합하여 확대 재생산되고 널리 보급되어 왔다.14) 

 이러한 창의 노동에 대한 예찬에 가까운 흐름에 반기를 든 비판으로는 

멩거와 로스가 있다. 멩거(Menger, 2006)는 현대 자본주의의 패러다임과 

예술 노동자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이들의 노동 환경이 극도의 유연성과 

자율성, 불평등에 대한 관용의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로스(Ross, 

2000)는 창의적 예술 노동의 예술가들에 대한 묘사에서 과거 전통적 예

술가 이미지에서 지식 노동자로의 변신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창의적 생

산 과정을 즐기나 과도한 정신적 노동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고 하였다. 

이후 창의 노동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 산업은 예술가의 ‘창의적인 예술’과 1960년대 사용되기 시작한 

문화 산업(culture industry)의 결합으로도 정의된다(Hartley, 2005). 오늘

14) 본 연구를 계획한 연구자조차도 문제제기에 앞서 무의식적으로 창의 노동에 대하여 긍
정적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2004년 영국에서 발간된 <당신의 창의적 미래>라
는 문헌은 창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매일 아침 일을 하러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상상을... 당신의 창의성과 숙련된 기
술.. 그리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기분... 얼마나 행복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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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창의 산업은 거대하게 소비되고 있는 문화 산업과 연계하여 이해되

어야 한다. 문화 산업은 1947년 아도르노가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 집단

의 문화가 상품으로 변질되면서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성격

을 띠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Adorno, 1947).15) 문화의 상품화

는 문화 산업 내의 창의 노동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헤스몬

달프와 베커(Hesmondhalgh & Baker, 2013)는 창의 노동을 ‘상징적 가

치로부터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문화 산업 속에서 

주로 발견되는 상징적 가치(symbol-making)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하

였다. 

 그렇다면 문화 산업 속의 창의 산업 노동자들은 실제로 어떤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들의 노동 환경이 과거 창의 노동 예찬론자 혹은 그 

반대에 서 있는 연구자들이 제시한 모습을 닮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헤스몬달프(Hesmondhalgh)와 베커(Baker)는 관련 질적 연구의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텔레비전, 음악, 잡지라는 

문화 산업 내 창의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참여 관찰이라는 

질적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이론적 모델로 제시한 좋은 노동과 나쁜 노

동 틀로써 창의 노동을 살펴보았다. 헤스몬달프와 베커의 연구는 관찰한 

창의 노동이 좋은 노동인지 나쁜 노동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지는 않는다. 이 논문은 문화 생산자로서의 창의 노동을 분석하며 창의 

노동을 규범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창의 노동에서

의 좋은 노동의 조건과 나쁜 노동의 특징과 의미를 도출하였다.

 

15) 아도르노는 그 외에도 문화의 표준화와 규격화 문제를 다루었고, 이러한 문화 상품을 
대중에 대한 정치,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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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노동 나쁜 노동

노동

과정

좋은 급여, 적절한 
노동시간, 높은 노동 안정성

형편없는 급여, 지나친 
노동시장. 낮은 노동안정성

자율성 무력함

흥미, 참여 따분함

사회성 고립

자존감 낮은 자존감과 창피함

자아실현 자기 발전의 좌절

일 삶의 균형 과잉 노동

노동 보장성 리스크

생산품
탁월한 생산품 저급한 생산품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생산품

타인의 좋은 삶 영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생산품

표 1 헤스몬달프와 베커 - 창의 노동의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의 기준

 이 연구에 따르면 창의 노동에서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자율성이다. 자율성은 창의 산업의 생산의 과정 속에서 

노동자가‘다른 결정 요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을 의미

하며 노동자의‘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노동 조건

이 된다. 이에 반하여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는 창의 노동자에게 무력

감과 노동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타자 또는 체제에 이용당

하는 느낌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는 다시 자아실현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데, 좋은 창의 노동의 조건으로서의 자아실현은 ‘노동 과정을 통하여 

각자 소망하는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되

며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한 기반이며 사회정의 개념 안에서 노동에 대

한 윤리적 노동에 대한 논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노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에 의한 참여도 좋은 노동의 

조건이라고 보았다. 급여와 노동시간, 안정성을 비롯한 일과 삶의 균형

과 노동 보장성 등도 창의 노동의 특성상 자주 언급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저자들은 창의 노동의 그 생산 과정에서의 좋은 요소들을 충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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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상품)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좋은 노동의 특성을 충족하는 일을 하더라도 생산품의 질적 수준이 저급

한 경우가 있고 따라서 이를 좋은 노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고자 하는 노동

의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좋은 노동의 조건으로 노동 과정과 

그 결과물을 모두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

의 기준들은 창의 노동자에게 양가감정의 원천으로 동시에 작용한다. 

즉, 자율성과 즐거움과 함께 희생과 불안, 고립감을 불러오기 때문에 어

느 한쪽으로 양분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의 노동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영화제작 종사자를 통해서 창의 노동의 다양한 특성, 특히 영화 노동이 

좋은 노동, 나쁜 노동 부분을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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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미디어 산업 관련 연구: 텔레비전과 영화를 중심으로

1. 창의 노동 연구의 부족함 : 미디어 생산자 연구의 함의

 창의 산업의 노동자들을 혁신을 이끄는 창의 계급(Florida, 2002)이라고 

한다. 그러나 창의 산업에서 생산 과정의 노동 문제는 간과되어 온 측면

이 있다. 그들의 노동 환경은 등한시되거나 미화하거나 창의적 생산 과

정을 즐기나 과도한 정신적 노동에 익숙하다(Ross, 2000)고 기술하는 정

도의 단편적 접근에 그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디어 생산자 연구

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한편, 창의 산업에서의 미디어 생산자 연구의 필

요성을 보여준다.

 미디어 생산자 연구는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었다. 톰슨(2000)은 미디

어 제작 현장에서의 생산자 경험들은 제작 현장의 전통, 가치체계, 관념, 

제도적 형태 등으로 구체화하여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오현(2005) 역시 

미디어의 생산자 연구는 ‘미디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 및 권력

의 문제를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탐구하는 연구’라고 하였다. 김

수형(2009)은 “생산 과정은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형성과정의 경제적 관계와 더불어서 정치적 문화적 전통과 삶

의 경험, 투쟁, 의식 등 다수 대중의 주체적 측면과 연결해 파악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디어는 그 생산구조가 유형별로 복잡할뿐더러 복합적인 특징

을 보인다. 게다가 각각의 미디어는 그 생산에 있어서 서로 다른 관계 

설정을 가지는 조직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한 별도의 제작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노용

선, 2015). 예컨대 영상 미디어 제작이라는 유사성을 지닌 텔레비전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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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작 현장과 영화제작 현장은 서로 다른 생산구조와 시스템을 독자적

으로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형(2010)은 ‘특정 미디어 콘텐츠

가 생산되는 과정의 특징과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제도적 영향, 

그리고 미디어 종사자의 생산 과정에 적용하는 가치에 관한 관심과 탐

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미디어 생산 영역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생산되는 맥락을 자세

히 살펴보아야 한다. 제작 현장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위치한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특히 자신이 위치한 지형적인 구

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내부 구성원의 관계를 파악하고 확장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영화제작 현장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과 판단

은 집단의 위계에 어느 정도 구속되어 있다. 영화 생산자는 노동을 행함

에 있어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위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

는 것이다. 이는 창의 노동에서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

서 이러한 구조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의 개인의 창의 노동에 

집중하되 전체적인 생산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맥락으로 자신의 노동을 

실현하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영화 생산자 연구에서의 중요한 관점이 된

다. 

 한국의 미디어 연구에서 제기된 쟁점 중 하나는 미디어 생산자와 제작

과정보다는 콘텐츠와 이용자의 수용행위에만 편중된 연구 경향이다. 이

기형(2010)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미디어 생산자 연구에 관심을 가져

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쉬운 생산자 연구의 

함의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디어 생산자 연구는 생산

자들의 고유 행위와 인식,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구조와 관련이 있으므로 

단순한 생산물에 대한 평가로는 대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미디어 영역의 종합적인 이해에 이바지하고 미디

어와 대중문화 현상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이오현, 

2005). 둘째, 미디어를 단순히 정치 경제적 측면만의 수단과 도구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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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서 생산 영역을 탐구하여 자본과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윤태진, 2005). 마지막으로, 생산 영역이 

가지는 의미를 파고듦으로써 현실에 실천적 개입을 추구하는 미디어 분

야 문화연구의 기본정신에 부합한다(연정모, 김영찬, 2008). 미디어 생산

자 연구라는 큰 틀 속에서 영화제작 종사자에 대한 본 연구는, 화려한 

성과 뒤에 가려진 노동자의 삶을 깊이 조명함으로써 ‘생산자’의 ‘역

할’과 ‘지위’,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본과 산업의 구조 속에

서 노동자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다음으로 선행 미디어 생산자 연구를 한국 텔레비전 생산자 연구와 한

국과 미국의 영화 생산자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논의의 쟁점, 한계점들을 더욱 상세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 한국의 텔레비전 생산자 연구와 그 시사점

 한국의 미디어 생산자 연구 중에서 텔레비전 생산자에 대한 영역이 가

장 활발하다. 임영호(2015)는 적어도 주제의 다양성, 양적 편수만으로 판

단해 볼 때, 텔레비전 생산 연구의 분야는 공백 상태가 남아 있지 않다

고 보았다. 영화와 텔레비전 생산자 연구는 그 생산물이 영상 미디어라

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텔레비전 생산 구조와 영화 생산 

구조는 차이가 있으며, 영화제작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정체성 또한 

내적ㆍ외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성을 바탕으로, 텔레비전 생산자 연구들이 어떠한 시선과 설정으로 

생산자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영화 생산자에 대한 선행 연

구 검토를 보완하고 본 연구에 반영될 주요 쟁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

다.16) 

16) 텔레비전 생산자 연구는 김미숙, 홍지아(2016)가 문헌적 방법론에서 사용한 네 가지 



- 23 -

1) 생산 과정에서 작용하는 조직 내ㆍ외부의 구조적 맥락

 미디어 생산의 과정에는 내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생산자와 생산물에 상호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

에서 생산 과정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ㆍ외부의 구조적 맥락을 통하여 

관찰한 연구는 주로 생산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자와 생산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KBS 시사 프로그램을 다룬 박인규(2010)의 연구는 이러한 경향을 전형

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연구는 시사 프로그램의 생산자

인 기자, PD,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영진이 인사권과 편성권을 악용

하여 제작진을 통제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통제의 결과로 조직의 신뢰는 

하락하였고 제작진의 위기의식으로 이어졌다. 이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통한 경영진의 통제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명목

상으로는 조직 내의 생산자 연구를 지향했으나 거시적이고 조직적인 분

석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미디어 생산자의 

위기의식이 노동조합의 결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박인규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영화

제작 종사자 간의 차이점 중 하나는 노동 조합의 역할과 영향력에 있다. 

텔레비전 생산의 현실과 영화제작 현실은 매우 다르지만, 노동자의 위기

의식 증가가 영화제작 현장에서도 단체 행동의 증진으로 연결될 수도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주목하여 영화 생산자의 인터뷰 항목을 설정

하였다. 

 사회 변화가 프로그램 제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본 연구

분류체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는 각각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조직 내외부의 구조
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연구, 행위자로서의 직업 생산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 생산구조 
및 과정, 관행에 중점을 둔 연구, 생산자의 성향 체계 및 직업문화가 생산의 과정이나 
생산물에 주는 영향을 다룬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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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이오현(2007)은 KBS의 시사 프로그램 <인물현대사>의 출현과정

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정치적 외부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KBS 내부의 

변화를 배경으로 프로그램 제작자의 제작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는 프

로그램의 구성과 생산방식이 이러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그 속에서 생산자들은 최선의 자율성을 가지며 내ㆍ외부의 구조적 제약 

안에서 능동적인 실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의 

변화가 미디어 생산물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미디어 콘텐츠는 사회를 반영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역학관계가 성립한

다. 따라서 미디어 생산 현장은 이러한 역학관계가 반영된 치열한 공간

이 된다. 이는 제작현장에서 생산자들을 어떤식으로든 규제하고 규율한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집중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생산자가 생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 구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 내ㆍ외부의 구조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들은 조직 내ㆍ외부의 권력과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생산자의 대응을 구

조적 관계로 분석하였으나, 대응의 상당 부분을 외부의 거시적인 요인으

로 한정함으로써 생산자의 내적 요인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영

화제작 종사자 연구에 있어서도 외부 요인와 구조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 관점과 함께 내적으로 어떠한 자아를 형성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는지를 다양한 층위에서 살펴보는 시야를 견지할 필요성을 준다. 

2) 생산자 자체를 중심으로 

 텔레비전 생산자 연구에서 사용한 또 하나의 방법은 주된 행위자인 생

산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노동강도보다 열악한 보수와 

비정규직으로 인한 노동 불안정에서 오는 문제점 등이며 이를 주로 불안

정성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임영호, 2015).

김예란(2015)은 신자유주의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을 경험한 청년들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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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디지털 창의 노동’으로 흡수되는지를 고찰하

고, 자기 통치적인 주체가 형성되어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타협적으

로 접합되는지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김미숙, 이기형(2013)은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

해 그들이 경험하고 추구하는 직업적 성공과 정체성의 갈등 구조를 분석

하고 노동 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작가는 직업정체성에 

부합하는 역할을 준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과 노동을 감내하며, 작업 

수행과 그 성공을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연구는 작가가 당면한 극도로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능동

적으로 대처하여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조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영화제작 종사자를 불안정성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수동적인 생산 주체

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하여 치밀한 전략을 짜고 능동적인 행위

를 수행하는 주체로 해석해야 하는 당위성을 상기하도록 해 준다. 

 비정규직은 노동자를 가장 극명하게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노동 

조건이다. 김순영(2007)은 비정규직의 지상파 방송국 작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신분은 

작가의 결과물은 물론,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을 가져옴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한 창의 노동의 속성에도 언급된 바이

다. 그러나 한국의 영화제작 현장이 극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국 영화는 노동조건 대비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영화 

<승리호>의 제작 예산은 240억 원으로 2억 달러(2,234억 원)를 넘나드는 

블록버스터에 비하면 턱없이 적으며, 할리우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각 효과(Visual Effects, VFX) 예산은 1/10 정도이다.17) 따라서 이

는 영화 생산자가 가진 독립적 요인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기존의 미디

어 생산 연구에서 부족한 지점이 된다. 영화 생산자가 가진 뛰어난 생산

성은 영화제작 종사자가 노동 환경에 대응하는 지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17) https://www.mk.co.kr/star/movies/view/2021/02/143446/ (2021.4.30. 검색)

https://www.mk.co.kr/star/movies/view/2021/02/1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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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된다. 즉, 열악한 영화제작 환경에서도 뛰어난 한국 영화제작 생

산성의 효율성은 영화제작 종사자가 그들의 직업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

며, 노동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관점이 된다. 

영화제작 현장의 노동 환경을 심층적이고 다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노동자의 현실 대응과 맞닿아 있다. 

 이상길, 이정현, 김지현(2013)의 파견직 FD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직무인식과 노동경험을 분석한 연구도 주목

할 만하다. 이 연구는 방송사 비정규직 종사자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토

대로 불안정한 노동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작업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상징적 역학과 개인적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를 

착취의 현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제약’으로 보았다. 이를 통하

여, 문화산업 노동의 착취과정 및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 제도적 기반의 

결여를 꼽았다. 비정규직 생산자가 작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요인을 분석

한 이 연구는 노동자의 내재적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생산구조 및 과정과 관행

 다음으로 생산구조 및 과정, 관행에서 오는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한 

연구를 살펴보자. 생산구조와 관행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이들이 제작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불문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의 미디어 제작 현장에서는 어떠한 효율성이나 당위성보다는 많은 부분 

관행에 의지한다. 이러한 구조와 관행의 문제는 미디어 생산자의 노동조

건에 큰 영향을 주며 직업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김혁조, 2008). 

 강진숙, 이광우(2012)는 EBS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문화기

술지 연구에서 총 6회의 참여 관찰과 인터뷰라는 연구방법론을 통해 EB

S 제작진의 위상을 문화매개자라는 역할에 근거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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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환경의 생산구조, 과정, 관행이 가진 문화적인 의미와 한계점을 생

산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다른 생산자 연

구와 같이 생산자를 수동적 노동자에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

열하게 싸우고 타협하는 능동적인 생산자로 보아, 이를 문화매개자로서

의 생산자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가 가지는 적은 표본과 외부인의 

시선에 의한 해석이라는 한계점을 충분한 선행 연구조사와 연구 문제의 

제시를 통해서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르는 관찰 및 인터뷰 주제 설정을 통

해 문제를 극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행은 영화제작 현장에서도 중요한 룰이다. 사전에 진행된 사전조사

에 따르면 영화제작의 상당 부분이 어떠한 효율성이나 당위성보다 영화

제작자나 감독의 습득된 경험, 관행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구조 역시도 습득된 경험의 축적, 이러한 관행의 결과물로 생각되었

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은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주

며 직업정체성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관행에 

대한 접근과 분석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내부자의 

시선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도, 외부자의 시선에서는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쟁점이 미치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외부자로

서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많은 부분 인류학적인 관

찰기술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연구 문제의 명확한 제시와 함께 관찰 및 

인터뷰 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팀 문화, 도제 시스템 등을 관행으로 설정하였다.

   

4) 생산자의 성향과 문화가 생산 과정이나 생산물에 주는 

영향

 생산자 연구에서 또 다른 접근은 생산자의 성향이나 문화가 생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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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심홍진, 김세은(2009)은 예능 프로

듀서의 자질과 성향 체계가 생산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인터뷰를 통

해 살펴보았다. 특히 예능 프로듀서들의 제작 동기에 있어서 내적 피드

백 루프로 기능하는 성취감이라는 요소와 외적 피드백 루프로 기능하는 

시청률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주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동한다고 하

였다. 이렇듯, 생산자의 노동행위를 이끌어내는 요소로서 성취감과 시청

률과 같은 요소에 대한 생산자 개인의 고유 대응 성향을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연구 방법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적 대응과 외적 대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

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영화제작 현장은 고유한 각 팀의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성적인 팀 문화와 같은 기제가 생산 과정과 생산물에 영향을 주고 있

을 개연성이 크다. 팀의 문화와 더불어 세분된 업무영역과 직급에 따른 

개인의 차별적인 성향 또한 노동 환경과 그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본 연구의 관찰지점이 된다. 

3. 한국의 영화 생산자 연구와 그 시사점

 한국의 영화 산업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영화계에 큰 구조적 변동이 

있었던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영화법 개정

에 따른 해외 직배사와 국내 대기업 자본의 등장 등 한국 영화 산업에서 

격변의 시기이다(김대호 외, 1998). 이때 수행된 연구들은 영화 정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할리우드 자본을 등에 업은 직배사의 국내 진

출과 이에 따른 국내 대기업 자본 유입,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김수형, 2009; 정찬철, 2014).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산업조직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새로운 제도와 체계의 도입에 따른 변

화와 그 효과를 인과관계에 따라 나열하는 한계점이 발견된다(김대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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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염찬희, 2004).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영화 산업이 놓여 있는 현실

인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의 관계구조와 맥락을 제외한 한계를 보이

며, 영화 산업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문화연구의 관

점에서 생산과 소비에 따른 영화 산업의 역동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

기 쉽지 않다(김수형, 2009). 특히 참여 관찰을 통하여 영화제작 현장 안

의 갈등과 타협 관계를 다룬 논문은 거의 없다. 다만 일부 영화 관련 대

학원에서 졸업작품으로 영화를 만들고 이를 감독이나 제작자의 시점에서 

작성한 제작 보고서 형식의 논문이 일부 있을 뿐이다. 

  임영호, 홍찬이, 김은진(2009)은 성인영화 감독의 구술 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외면되어 왔던 문화 산업 주변부 종사자의 궤적과 의미를 조명하

였다. 성인영화라는 주목받지 못하는 감독의 생애는 영화 산업이 가지고 

있는 예측 불가능하고 성공의 기회가 적으며 일시적 성취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취한 자기합리화에 따른 자기 이해의 

원리로 해석된다. 성인영화 감독이 가지는 예술가라는 정체성과 그에 따

른 자기합리화는 문화 산업 종사자를 자본주의 생산체제하의 노동자이자 

예술가라는 서로 모순되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는 점(Ryan, 1992)을 바탕

에 두고 있다. 

 영화 현장에서의 이직·탈현장 현상을 다루는 논문들은 이러한 영화 

생산자들의 직업정체성과 노동 환경에의 대응을 통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하철승(2014)은 영화현장 스태프의 탈현장을 다루면서 

상업영화 제작현장의 147명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노동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은 영화 산업 참여 동기가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49.7%)와 개인적 관심 

및 선호(42.8%)라는 점이다. 스태프 대부분은 영화제작 산업의 평균 6개

월의 단기고용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 등 여러 불안정한 근로 조건에 

따라 영화일 외의 다른 직종을 경험한 비율이 89.7%였으며 그 원인은 

생계유지(68.9%)가 가장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의향을 묻는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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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8.1%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설문에 64.6%가 

예술가라고 대답하였다. 더욱 유의미한 결과는 정체성이 나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스태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정체

성을 예술가보다는 근로자로 평가하고, 이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열

악한 노동조건이 예술 행위를 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작업조건이 아니

라 이직을 결심하고 현장을 떠나야 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상업영화 현장에서 이직한 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상욱(2014)의 연

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직자들이 영화계 종사 당시 가졌던 만족 요

인을 분석한 자료이다. 응답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자기 

만족감’(58.5%), ‘영화를 창작, 완성해 가는 성취감’(24.4%), ‘영화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자부심’(9.8%), ‘같이 영화하는 동료들과의 친

밀감’(2.4%)을 꼽아, 이를 합하면 응답자의 95.1%가 영화인으로서의 직

업정체성과 높은 자아 성취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46.3%)이나 불안정한 상황(37.1%) 등의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근무만족감이 저하되면 이직이 발생하는데 이직을 하는 인력은 막내나 

중간 스태프만이 아니라, 감독과 같은 상위관리직 또한 다수 포함된다. 

특히 업무 내적인 갈등이나 소통 문제, 위계질서와 같은 요인 등이 결정

적으로 이직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니라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영

화계의 전반적인 도제 시스템과 관련된 논문에서 주장하는 위계적인 구

조에 대한 갈등이 영화시스템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과는 상반되

는 내용이다. 

 다양한 직급의 402명을 대상으로 영화제작 종사자의 탈현장 현상의 원

인을 분석한 이희진, 이원준(2019)의 연구에서도 이직 의도가 없는 비율

은 6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업정체성은 이직의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 단위의 직업정체성이 강화된다면 32%의 이직의

도가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그 외에 이직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직업만족도, 경력장애, 직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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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제작 현장의 각 스태프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중

심으로 한 논문은 한화성(2006)의 학위논문이 거의 유일하다. 저자는 영

화 <음란서생> 촬영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을 통해 세트미술팀 종사자의 

리얼리티 실천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리얼리티 실천을 위해 세트제작 

및 촬영현장의 소통을 다룬 것이 이 논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다. 저자는 제작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요인을 인정함과 동시에, 세트제작에 있어서 감독이나 미술감독의 독단

적 의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생산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 대부분 문헌에서 영화제작이 상부의 엄격

한 위계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서술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연구자는 

연출팀, 미술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방해하는 대표적

인 요소로는 예산을 먼저 지적하였다. 영화제작현장의 스태프가 질적인 

요소를 극도로 추구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예산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

기고 예산에 맞추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스태프와 선임급들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각자 맡은 분야에 따라서 바라보는 가치와 일

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고 보았다. 영화제작 과정에서 각 팀의 업무와 일하는 방식은 상이하지

만, 서로 협업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갈등과 해소

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작 현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방법을 통

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영화 생산자가 경험하는 

노동 환경의 한 부분을 이룬다. 더 나아가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정도나 

방법 등은 직업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노동자에게 효능감을 주는 방식

으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노동의 관점에서 표준 근로계약서의 도입을 둘러싼 연구들도 살펴 볼 

만 하다. 영화제작 종사자의 어려움 중 가장 큰 부분이 급여와 고용의 

문제이고 이는 단기고용의 문제와 더불어 근로자로서 충분히 법적 보호

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재옥(2011)은 영화 산업 종사자의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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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조건을 계약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영화계 고유의 통계약18)

을 살펴보면서 실제로는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여, 아무리 제작 종사자

가 노무를 지급하였더라도 영화의 완성과 같은 약속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부의 보수조차 청구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조명하였다. 표준 

근로계약서의 도입 이후 영화제작 현장의 근로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한 김익상, 김승경(2015)은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의 적용과 적절한 임

금 산출 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근로 및 휴식시간의 보장 등을 긍정

적인 변화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표준 근로계약서의 도입이라는 쟁점은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사회적 인식과 결부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주목하여 

관찰해야 하는 부분이다. 즉, 노동조건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는 도구로

서 표준 근로계약서의 적용 실태와 이에 대한 종사자의 의식을 불안정성

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영화생산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바, 영화생산자

의 직업정체성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 노동자이자 예술가로서의 직업정

체성에 대한 모순, 영화제작 현장에서 스태프들 사이의 이해와 갈등, 영

화제작 현장 안의 갈등, 불안정한 근로환경과 비정규직 노동조건 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영화 생산자들의 직업 실천적 조건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조건의 현실은 다른 나라의 케이스와 비

교하였을 때 그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쉬울 것이다. 특히 세계에

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의 영화 산업업에 대한 분석은 우리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18) 해당팀의 영화 스태프들은 개별 계약을 하지 않고, 그 팀의 우두머리이자 도제 시스템
의 대표가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대표적으로 촬영, 조명, 음향 팀 등을 
들 수 있다. 즉, 촬영감독이 촬영팀을 대표하여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촬영감
독이 나머지 팀원들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분배하는 구조를 가진다. 팀별계약으로도 불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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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영화 산업 연구와 제안점

 세계 영화 산업에서 미국은 한 세기 이상 그 규모와 역할 면에서 핵심

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미국 영화 협회의 연례 보고서19)에 따르면, 2

020년 기준 미국의 영화 수익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2억 달러

의 수준이었으며, 총 2억 4천만 명이 영화를 관람하였다. 이는 세계 총 

박스오피스 매출 120억 달러의 19%에 달하는 수준이다. 영화를 집이나 

모바일로 감상하는 디지털화(Home/Mobile digital entertainment)에도 성

공하여 2020년 미국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매출은 265억 달러에 달하였

다. 이는 전체 세계 디지털 산업 규모인 618억달러 있어서 42.8%를 차지

한다. 

 미국의 영화 산업은 단순히 전 세계인이 구매하는 문화 소비재로서 영

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미국의 영

화 산업은 전 세계의 관련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헤게모니를 지

닌 거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형 영화사들이 독과점을 통한 자본

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극장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및 부가 시장에서의 

미디어 유통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20) 이러한 미국 영화 

산업의 영향력은 미국의 영화 산업이 거대자본에 의하여 지배되는 극단

적인 자유 시장 경제가 적용되는 모델이기에 가능하기도 하다. 

 스튜디오 영화제작 시스템은 미국 영화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며 우리

의 영화제작 시스템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20년대에서 1960

년대까지 미국의 영화 산업은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통제하기 위하

19) MPA  Theme Report 2020
https://www.motionpictures.org/wp-content/uploads/2021/03/MPA-2020-THEME-

Report.pdf  (2022. 1. 3. 검색)
20) 대표적으로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월트디즈니, 콜롬비아, 파라마운트가 진출하고 있

는 극장, 케이블, DVD, VOD, OTT, 게임, 출판, 캐릭터 사업 등이 있다.

https://www.motionpictures.org/wp-content/uploads/2021/03/MPA-2020-THEME-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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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당시의 8개의 주요 영화사(파라마운트, 워너 

브라더스, MGM, 20세기 폭스, RKO, 유니버설, 콜럼비아, 유나이티드 아

티스츠)는 제작과 배급, 상영을 완전히 통합하고21) 시나리오 작가, 감독, 

배우 등의 영화 생산자들과 장기계약을 통한 고용계약에 가까운 형식의 

계약을 맺어 영화를 제작하였다. 장기계약 형태의 고용계약은 영화 생산

자에 대한 통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영화진흥위

원회, 2002). 그리하여 캐스팅 절차와 기법, 영화제작 종사자의 기술 교

육, 세트의 제작과 같은 고유업무들이 영화사에 의하여 교육되고 감독받

게 된다.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프로덕션(production), 포스트 프

로덕션(post-production)와 같은 영화제작의 각 단계와 시나리오 역시도 

영화사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었다. 영화사는 이를 통해서 영화제작의 모

든 요소를 표준화하고자 하였으며 효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방

향으로 발전하였다(Gomery, 1986). 이윽고 저비용의 효율적인 영화제작

을 위하여 스튜디오 시스템을 장착시킨 영화사들은 영화 관객의 확보를 

위해 거대 자본으로 전국의 극장 체인망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TV 방송

국도 설립하였다. 결국 미국의 영화 산업은 제작, 배급 상영 모두를 수

직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영화사의 등장으로 독점적인 구조가 정립되었

다. 그러나 1948년, 미 연방대법원의 반트러스트(anti-trust) 판결(일명 파

라마운트 판결[Paramount Case])에 의해 수직적 통합이 무너지면서 위험

부담은 가중되었고, 그 결과 1950년대를 통해 메이저 영화사들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여기에는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제작된 영화들이 대중들의 취향을 만족

시키지 못해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과 텔레비전의 대중화도 

한몫하였다. 

 그러나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스튜디오 영화제작 시스템은 대규모 

영화사의 건재와 더불어 여전히 미국 영화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기도 

21) 이 중 유니버설과 콜럼비아, 유나이티드 아티스츠는 제작과 배급에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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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영화를 중심으로 한 다른 미디어로의 융합과 상업화, 부가 상품의 

개발 및 생산,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새로운 소매 시장의 탐색 등 할리

우드 영화시장은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원동력을 찾아내었다. 특히 영

화 한 편에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하고 마케팅에 더욱 집중하는 형태의 

‘블록버스터 영화’방식에 집중하면서, 할리우드 영화제작 시스템은 변

환점을 맞고 있다.22) 예컨대 미국의 만화영화 DC와 마블(Marvel)의 캐릭

터들은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등의 영화사와 손을 잡고 거대 자본이 투

자된 연작 형태의 영화로 제작되어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23) 이

러한 상업적 성공에 힘입어 디즈니는 최근 마블, <스타워즈(Star Wars)> 

시리즈를 제작한 루카스필름, <X맨(X-Men)>과 <아바타(Avatar)>, <데드

풀(Deadpool)> 등을 제작한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며 거대 자본 속에서 

영화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영화 배급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다.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

e Top)24), 특히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는 기존 극장 상영

과 함께 영화 배급의 중요한 창구가 되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그리고 

디즈니가 업계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

를 시작하면서 디즈니, 픽사, 21세기폭스, 마블,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이 

보유한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배급을 다

각화였다. 2021년 3월, 디즈니 플러스는 서비스 개시 16개월 만에 구독

자 수 1억 명을 돌파하였다. 2025년 기준으로 디즈니 플러스는 가입자수 

2억 명, 넷플릭스는 가입자수 2.5억 명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

22) DC나 마블과 같은 연작 시리즈 영화의 등장과 함께 장기계약 성격의 영화들이 만들어
지면서 스튜디오 시스템이 부활하였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대형 영화사들은 다양한 장
르와 예산 아래에서 작품을 생산하면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23) DC의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등은 차례로 시리즈물로 제작되었고, 마블
(Marvel)의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헐크 등등도 차례로 영화화 되었
다. 

24)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OTT 
업체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있다(출처: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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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는 한국 영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

지만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넷플릭스와의 연계를 통한 배급, 심지어 디즈니 채널의 오픈

은 새로운 거대 자본을 통한 미국 영화 산업의 배급과 상여부분의 확장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영화 산업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은 미국 특유의 문화 산업 특징

을 보이는 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미디어 창작물

은 예술성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생

산과 유통도 소수의 거대한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자본이 시장의 제작

방식과 유통질서 및 전체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의 예술가들은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더 직접적으로 상업적 가치라는 

자본의 요구에 종속당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과거 할리우드 영화제작 

환경에서는 시간상의 제약과 상업적 이익 여부를 기준으로 시청자가 수

용하기 힘든 새로운 캐릭터를 배제해 왔다(Throw, 1978). 이는 반대로 생

각하면 미국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예술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대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품의 유용성과 금전적 이익 등 자본 가치를 적극적

으로 추구할 가능성으로 치환될 수 있다.

 둘째,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미디어 종사자 또한 고유의 조합(guild)을 

설립하고 강력한 단체행동을 시행한다. 작가, 촬영, 조명, 프로듀서 등 

각각의 미디어 생산직군마다 조합이 존재하고 이들의 응집력은 매우 강

력하다. 이들은 대중을 상대로도 활발한 홍보와 입장표명을 지속해 왔

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작가조합(Writers’ Guild of America)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소득의 보장과 건강보험 확충 등의 목표를 위하여 파

업까지도 여러 차례 진행해 왔다. 2008년 작가조합의 파업은 100일이나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작품의 제작 스케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

었다. 대부분 이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뉴미디어의 저작권료, DVD 저작

권료, 작가조합의 리얼리티쇼와 에니메이션의 관할권 문제와 같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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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과 고용 혜택 및 노동조건에 집중되어 있다. Caroline(2014)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발생한 미국 작가조합의 파업을 조명하면서 거

대한 문화 기업자본 앞에서 그들이 투쟁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무엇보

다 작가들 사이의 강한 연대감과 이에 따른 사회적 자본을 명시하였다. 

 미국의 미디어 종사자 역시도 창작물을 생산하는 예술성을 지닌 노동

자이다. 그러나 그들의 직업정체성은 앞서 살펴본 국내 영화종사자의 직

업정체성에 대한 연구 결과와는 다르다. 즉, ‘예술가이기 때문에 경제

적인 부분을 희생’하지는 않는 것이다. 미국의 영화 생산자들은 경제적

인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이러한 목적의 

쟁취를 위해서는 창작의 중단이라는 초강수도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영화제작 현장은 노동 조합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견고한 노동 시

장이다. ‘상위’ 뿐 아니라 ‘하위’ 노동자는 조합원으로서 노동 조합 

아래에서 노동을 보호받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 종사자의 조합 활동과 비교하여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

자의 조합 활동을 교차 비교해 보는 것은 퍽 의미 있는 논점이 된다. 미

국 영화제작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

보다도 노동 조합의 힘이 크고, 이러한 배경에는 관련 미디어를 통합하

는 대규모의 조합이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활발한 조합 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재해 있다. 노동 조합의 문제는 한국 영화 생산

자들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요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영화 생산자들은 

그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노동 조합을 가지고 있는

가? 노동 조합은 그들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 노동 조합의 활동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3장의 이론적 

고찰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노동 조합은 영화 생산자가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성립될 수 있다. 근로자

성은 고용 계약과 근로기준법 등 사회의 법적 보호 아래 놓인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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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포한다. 또한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 

 이러한 강력한 단체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합 작가들의 소득은 20

년 전 소득에 비하여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보았을 때 23%가 줄어들었고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인 제작영화 작품의 수는 45%나 감

소하였다.25) 때문에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은 조합의 강력한 단체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의 영화 산업에 자본의 강력한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 영

화 산업의 수익이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

화제작 종사자의 평균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보다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영화제작ㆍ수익모델에 고자본을 투입하는 일이 많

아지는 것이며, 더욱 상업적인 영화의 방향으로 산업적인 개편이 진행되

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미국의 미디어 종사자는 미디어 간의 ‘넘나들기’가 활발하다. 

한국의 경우, 드라마, 음악, 영화 등 각 미디어 영역 간에는 나름 엄격하

게 분리된 모습이 관찰된다. 별도의 산업적인 논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제작 종사자 역시도 비교적 분리되고 구분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각 영역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고 특히 종사자가 혼재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작가조합의 경우에도 영화, TV, 라디오, 디지털 뉴미디어 등 모

든 미디어 창작과 관련된 작가가 속해 있고 영역 구분 없이 일하고 있

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의 경우, 영화ㆍTV 등 엄격한 플랫폼의 산업적 

분리가 있었지만, 인터넷 산업의 도입에 따라서 넷플릭스와 같은 드라마

와 영화의 플랫폼이 통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이 있다. 이

에 따라서 산업의 분리와 구분은 감소하였고, 미디어 생산자에게도 하나

의 장르만 고수하는 것이 본인의 직업적 경험과 경제적 이득에 도움이 

25)https://deadline.com/2017/03/wga-contract-talks-strike-threat-1202041087/ 
(2021.4.26. 검색)  

https://deadline.com/2017/03/wga-contract-talks-strike-threat-120204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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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환경을 가져왔다. 이러한 넘나들기는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전 세계를 걸쳐 창의 노동의 형태로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영화제작 종사자의 넘나들기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된다. 경제적 이득의 부분과 더불어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산업의 변화에 따른 방향성을 띠는지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넷째, 영화제작이 미국을 벗어나 전세계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거대 영화사가 엄격한 

미국의 노동규제를 피하여 타국으로 영화제작을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늘

고 있다. 2014년 상영한 영화 <호빗(The Hobbit)>은 미국의 강력한 노동 

보호를 피하여 뉴질랜드에 외주한 프로젝트이다. 영화사는 상대적으로 

약한 보호 수준의 노동법을 악용하여 영화제작 종사자를 착취하였다(Con

or, 2015). 이러한 시도는 미국의 영화제작 종사자가 전 세계의 다른 노

동자와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Curtin & Sanson, 2016). 

여기에는 하위 노동력의 예산을 삭감하고 생산 비용의 억제를 통하여 수

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영화사의 의도가 반영된다. 이는 미국 작가 파업에 

의한 셧다운을 통하여 미디어 제작의 중심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할리

우드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나아가는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기존

의 영화제작 종사자에게는 생활과 거주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Curtin & Holt & Sanson, 2014). Yale(2010)은 할리우드 영화촬

영에서 나타나는 해외 외주제작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원가절감을 위한 

해외 외주제작이 영화제작 전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과정

에 주목하였다. 해외 외주제작의 경우 미국 국내와 해외 제작 종사자 간

의 차별적 대우가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결론적으로 해외 외주제작은 미

국 국내 제작 종사자의 생존에도 큰 위험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외주제작 시스템은 영화제작업의 신자유주의적 가치의 도입 결

과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할 사람을 선별하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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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인력창고를 최대한으로 확대한 결과 인건비는 물론 노동복지를 

낮추는 ‘자본 의도’를 반영한다. 아직 한국의 영화제작 산업에서는 해

외 아웃소싱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미국의 사례에서는 해외로의 아

웃소싱이 미국 영화 생산자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영화제작 시스템에서 근로 환경이 

영화 생산자의 불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자 한다. 앞서 기술한 대로‘강제되지 않고 자발적인’ 노동, ‘노동시

간의 제약이 없음’, ‘정해진 작업장이 없음’등의 특징들은 전통적인 

고용과 노동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근로 환경은 영화제작 종

사자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유연화 현상을 가져온다. 특성상 인터넷

으로 연결된 전 세계의 인력이 같은 일을 놓고 경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극단적인 노동의 유연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 영화 산업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영화 생산자 연구는 제

작시스템과의 분석 및 상호작용을 살펴본 것들이 많다. Wasko(2004)는 

영화제작 구성원의 시점에서 이윤, 권력, 정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여 

미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할리우드의 스튜디오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Wasko는 제작뿐 아니라 배급, 상영, 소매에 이르기까지 할리

우드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상세히 다루었다. 각 생산 집단이 어떠한 방

법으로 각자의 이윤, 권력,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갈등하고 노력하는지

에 대해 분석한 것은 이 연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제

작현장의 구성원집단 안의 권력이나 갈등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

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Curtin & Sanson(2016)은 영화 생산자의 노동 

취약성을 생산 구조와 연계하여 다루었다. 특히 상위 스튜디오에 착취당

하는 구조에 집중하면서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 비정상적인 노동시간과 

이에 따른 불확실한 직업 안정의 고통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스튜디오 시스템이 가지는 고효율 저비용을 목표로 하는 자본의 논

리가 깔려 있다. 하위 노동력의 예산을 삭감하고 생산 비용의 억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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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익률을 극대하려는 상위 스튜디오의 의도를 여러 단계에 걸쳐 분

석하였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하여 영화제작 현장 종사자와 하청업체가 

Blu-ray, 넷플릭스와 같은 2차 저작권의 로얄티와 관련 혜택에서 제외된

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법률은 계약자간의 교섭

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계약의 자유를 더욱 강조하고 판결에 있어서

도 신자본주의적인 면모를 강조하였기에 그 결과로 노동 조합의 기능성

을 약화되었으며 영화 생산자의 노동력은 보다 유연성을 띠게 되었다.

 미국 영화 산업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은, 극한의 경제적 

신자유주의 속에서 영화사와 노동조합 등, 각자가 단체의 이익 창출을 

위하여 각종 방법을 동원하면서 투쟁하고 노력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단체적인 움직임이 우리 영화제작 종사자들에게도 있었는지, 있다면 얼

마나 효과적으로 이익을 대변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 조

건 및 권리파악을 위하여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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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자가 영화 산업의 장에서 어떠한 직업

정체성을 인식하며, 영화 생산 현장에서 어떠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이

를 어떻게 수용하며 대응하는가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산업조직론적 시각에 기초한 영

화 산업에 대한정책, 예술가와 노동자로서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모순과 

갈등, 영화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불안정성, 창작에 대한 성취감, 전공을 

살리기 위한 동기, 개인적 관심과 선호 등의 직업정체성과 영화현장 스

태프의 탈현장의 이유로 비정규직, 낮은 임금, 근로계약서 등 열악한 노

동환경, 영화 제작 현장에서 스태프들 사이의 이해와 갈등 등 노동의 불

안정성 등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영화 생산자들의 직

업 실천적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하철승의 연구에서는 여러 불안정한 근로조건 때문에, 생계를 위

해(68.%) 영화일 외의 다른 직종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의향은 

없다(38.1%)라고 하였으며, 본인의 정체성을 예술가(64.6%)라고 응답하였

으며, 이희진과 이원준의 연구에서도 직업정체성의 강화는 영화제작 종

사자의 탈현장 현상을 감소한다고 분석하며,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업만족도, 경력장애, 직급 등을 들고 있는데, 이의 결과는 

본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주목하여야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단순한 산업조직론적인 측면만 다루어, 본연구에

서는 좀 더 포괄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창의 산업으로서의 영화 산

업, 기술의 변화를 통한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을 고찰하며, 촬영

현장을 둘러싼 복합적인 시각에서 현재와 미래의 영화종사자의 불안정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영화제작 종사자의 이직 현상도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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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질문조사로 수행하였으므로 본연

구에서는 좀 더 현장감 있는 연구의 결과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참여 

관찰과, 직접 인터뷰 등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선행연구 요약 정리



- 44 -

 영화 산업은 창의 산업의 하나이다. 헤스몬달프와 베커는 <창의 노동

의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의 기준>을 구분하였는데, 좋은 노동의 가장 

큰 기준은 자율성으로 창의 산업 생산의 과정 속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심이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노동환경 조건

이라 하였다. 한국영화제작 종사자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영화인들의 

직업정체성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은 주요한 핵심이었으며, 특히 연출팀

(김독과 연출)은 창의적 예술가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헤스몬달프

와 베커는 좋은 노동의 환경조건으로 좋은 급여, 적절한 노동시간, 높은 

노동 안정성, 흥미와 참여, 사회성, 자존감, 자아실현, 일과 삶의 균형, 

노동 보장성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의 창의 노동의 좋은 노동과 나쁜 노

동의 기준은 본연구의 수행과정 설계와 참여 관찰과 인터뷰의 결과 해석

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영화제작 종사자는 그들의 직업정체성을 예술가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이 ‘예술가로

서의 영화인’이 될 때, 그들의 극단적인 독창성은 영화를 통하여 표현

되고, 가치와 의미를 소통하게 된다. 이때 영화제작 종사자는 예술가의 

‘단절과 모순의 구조’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영화제작 종사자들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규명하기 위하여, 부르디외의 ‘예술가

의 단절과 모순의 구조’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핵심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 제작 종사자 

 영화 제작 단계에 따라서 기획 및 제작 직군, 후반 제작 직군과 기타 

직군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영화 제작 종사자는 촬영 단계에

서 활약하는 종사자로 한정한다. 모든 단계의 제작 종사자를 살펴보고 

다루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하나의 집중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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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특히 촬영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출, 제작, 촬영팀을 

위주로 직업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살펴본다.

2. 창의 산업

  1990년대 후반 영국 노동당의 정책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기술 및 재

능에서 유래되었다. 지적 재산의 생성 및 착취를 통하여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서 광고, 건축, 예술 및 골동품시장, 패

션, 디자인, 영화 및 비디오 등이 이에 속한다. 문화예술산업에서의 원동

력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창의 산업의 이면에 착취적인 성격에 따른 노

동 조건에 집중한다.

3. 창의노동

 문화예술산업에서 노동에 있어 창의성이 주된 원동력이다. 영화제작 

종사자는 창의성과 예술가적 정체성을 통하여 창의노동에 대응한다.

4. 창의성

 사전적 의미로 새롭고, 독창적, 유용한 것들을 만드는 능력, 전통적 사

고에서 벗어나는 것, 비 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문제의 해

결과정에서 요청되는 고도의 인지적인 능력이다.

5. 예술가

 진정한 예술이란 눈으로 지각할 수 없는 ‘구현된 의미’(아서단토, 

2015)26)이다. 따라서 예술가란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다른 어떠한 조건보다도 우선하여 구체화하는 사람이다. 본 논문에서의 

예술가적 정체성은 노동 조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재이자 영화제작 종

사자로 잔존하게 만드는 동기로서 평가될 것이다.

6. 직업정체성

개인이 직업 영역에서 지니는 자기의식과 직업에 관련된 감성과 성향, 

태도와 판단을 의미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영화 제작 종사자가 공통

적으로 가지는 성향적 특성을 살펴보고 예술성의 유무 및 다른 미디어 

직종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지는지 검토한다.

26) 아서 단토 무엇이 예술인가 은행나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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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안정성

 불안정성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지만 기본적으로‘삶의 영위에 필요

한 제반 요소, 특히 고용안정성과 사회보장이 결여된 상황’으로 정의된

다. 불안정성은 일차적으로는 단순한 경제적 결핍을 넘어서 고용과 취업

의 문제에서 불안한 삶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된다.

8. 유연화

 유연화는 노동 변화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자의 

의지와 능력의 개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의 유연화

는 미디어 노동을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확산에 따른 유연화의 측면에

서 자세히 분석한 박진우(2011)의 개념을 빌려와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

한다. 고정적인 노동 스케줄이 없어지고 노동의 형태와 시간이 유연화되

어서 노동과 삶의 균형에 붕괴를 가지고 오는 유연화 현상으로 정의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이 네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첫째,  창의문화산업의 장에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주된 핵심인  노동

환경의 특징과 미디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가  영화제작 종사

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으며,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어떻게 구체화 되고 있는지 고찰한다. 헤스몬달프와 베커는 좋은 

노동의 환경조건으로 좋은 급여, 적절한 노동시간, 높은 노동 안정성, 흥

미와 참여, 사회성, 자존감, 자아실현, 일과 삶의 균형, 노동 보장성 등을 

들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 환경조건을 집중적으

로 조사, 관찰할 것이다.

 둘째, 창의 산업의 하나인 영화 산업의 현장에서 영화제작 종사자는 

어떠한 형태의 노동을 경험하고 어떠한 직업정체성을 인식하며 수용하는

지 살펴본다.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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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들은 예술가로서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

르디외의 ‘예술가의 단절과 모순구조’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셋째,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과 ‘예술가로서의 영화인’이라는 

직업정체성의 상호관계를 밝혀본다.

 넷째, 이러한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당면한 불안

정성을 어떻게 극복하며 대응하는가를 규명한다.

(연구문제 1) 영화제작 종사자는 어떠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가?

(1-1) 노동 환경은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가? 

(1-2)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은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어떠한 영향

을 주고 있는가? 

(1-3) 경력의 차이와 직종의 차이는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어떠한 영

향을 주고 있는가? 

(1-4) 조합 활동 등의 단체행동은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어떠한 영향

을 주고 있는가?

(1-5) 기술의 변화와 미디어 산업구조의 변화는 영화제작 종사자에

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1-6)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은 유연화 현상으로 나타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영화제작 종사자는 어떠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서 영화제작 종사자가 당면하는 노동 환경

을 살펴보았다. 또한, 노동 환경을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로 세분화하여 자세히 관찰하였다. 다음으로 불안정성의 개념을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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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장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이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보았고, 같은 직종의 서로 다른 직급에

서 보이는 차이도 분석하였다. 불안정성의 개념을 수평적으로 확장하여 

서로 다른 직종이지만 비슷한 직급에서의 불안정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도 살펴보았다. 미국 영화제작 종사자의 조합 활동이 이들의 노동 

환경이 불안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으므로, 영화제작 종사자의 조합 활동이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역시 연구문제로 삼았다.

 다음으로, 영화제작 종사자가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영화 산업이 속하는 창의 산업의 구조와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불안

정성에 기인한 유연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화제작 현장에서 생산

되는 불안정성과 사회적 경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과 삶의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문제 2) 영화제작 종사자는 스스로의 직업정체성을 어떻게 규정

그림 3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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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2-1) 영화제작 종사자는 자신의 예술가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 

(2-2) 영화제작 종사자가 지닌 예술가의 속성은 어떤 ‘단절과 모순

의 구조’를 지니는가?

(2-3) 영화제작 종사자가 속한 직업정체성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에서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제작 종사자가 예술가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고, 부르디외의 ‘단절과 모순의 구조’로 설명되는지 살펴볼 것

이다. 즉,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이 ‘예술가로서의 영화인’이 

될 때, 그들의 목표는 ‘극단적인 독창성을 영화를 통하여 표현하고 이

를 통해서 작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이때 영화제작 종사자

는 예술가의 ‘단절과 모순의 구조’를 적용하게 된다. 예술가의 ‘단절

과 모순의 구조’는‘위계’의 설정, ‘예술 외부와의 단절’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모순’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사전에 진행된 사전조사와 선행 연구에서 영화제작 종사

자가 가장 높은 위계를 영화에 부여하며 예술가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영화제작 종사자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함을 역으로 논증할 수 

있다. 

그림 4 예술가의 단절과 모순(부르디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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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영화제작 종사자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산업 속에서 어떻게

‘산업의 위계’를 세우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영화제작 종사자 안에서

만 향유되는 독특한 언어, 행위, 관행, 문화를 고찰함으로써 ‘예술 외부

와의 단절’이 이루어지는지 고찰해 보았다. 이 외에도 사회경제적 이득

에 반하여 영화를 통해 사회적 존경과 자기만족을 획득하기를 원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예술가로서의 모순’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영화제작 종사자가 예술성과 창조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순수예술가의 예술성과 다르다. 따라서 영화제작 종사자

의 직업정체성은 어떠한 형태인지 조사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영화제작 종사자가 가지는 불안정성과 직업정체성은 서

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3-1)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은 직업정체성을 통해 보상받는가? 

보상의 논리와 그 내용은 무엇인가?

(3-2) 영화제작 종사자는 자기취약화를 보이는가? 영화제작 종사자의 

자기취약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불안정성과 직업정체성

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이 ‘예술가로서의 영화인’이라는 직업정체성을 통해 보상받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대부분의 창의 산업에서 노동자는 

산업의 위계 혹은 직업정체성을 통해 상업 논리로는 따질 수 없는 가치

를 부여받는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이 

예술가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통해 ‘즐김’의 보상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

았다. 

 또 창의 산업 종사자에게 관찰되는 ‘자기취약화’가 영화제작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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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발견되는지 확인했다. 특히 영화제작 종사자가 예술가로서 스스

로 금전적인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는지 여부

와 직업과 삶에 있어서도 예술가가 되기를 권고받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사전에 진행된 사전조사에서 많은 수의 영화제작 종사자가 스스로 “영

화인이 금전을 바라고 종사하는 것은 매우 틀린 생각이며 창작의 기쁨으

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한 데서 출발한 연구문제이다. 

이러한 ‘자기취약화’는 ‘예술가로서의 영화인’이라는 직업정체성이 

오히려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문제 4) 영화제작 종사자는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4-1) 영화제작 종사자는 불안정성에 따라 역할 변화를 시도하는가? 

(4-2) 영화제작 종사자는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가?

 (연구문제 4)에서는 영화제작 종사자가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조사한다. 특히 영화제작 종사자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행동하

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화제작 종사자 특

유의‘넘나들기’를 관찰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

정성에서 시작한‘넘나들기’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영화 경계의 

허물어짐을 통해 가속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미디어로

의 ‘넘나들기’가 궁극적으로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

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즉, 적극적으로 자

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확충과 인적 연결망을 

증진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확충을 통하여 불안정성에 대응하

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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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론적 논의

 본 장은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자가 창의 산업의 하나인 영화 산업 현

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노동을 경험하고 이를 어떻게 수용하며 대응하는

가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노동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영화제작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정체성을 

파악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불안정성의 개념을 이해하며 예술가

로서의 직업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부르디외의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

다.

1절. 불안정성과 유연성

1. 불안정성의 차별적 할당과 계급화

 본 연구는 ‘불안정성(precarity)’의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한다. 불안

정성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지만 기본적으로‘삶의 영위에 필요한 제반 

요소, 특히 고용안정성과 사회보장이 결여된 상황’으로 정의된다(Barbie

r, 2004).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촉발된 세계 경제 불황의 국면에서 

유럽의 노동경제학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가 2003년 <유럽 사회 포럼(Eu

rope Social Forum)>을 통해 ‘삶의 불안정성(la vie précaire)’이라는 의

제가 논점으로 부각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불안정성에 대한 담론은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라 고용 형태의 유연성

이 강화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규직 진입은 상대적으로 어

려워지고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취업은 확산하였다. 이는 고용을 중심으

로 형성된 사회 보장 시스템에서도 ‘결여’되는 결과를 야기하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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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내 불안정성은 고용과 취업의 문

제에서 불안한 삶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된다. 유럽 

사회 포럼에서 언급된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슬로건이 이를 반영한

다. 초기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특정 세대,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이미 형성된 불안정하고 착취

적 성격을 지닌 고용 구조에 편입되고 이는 결국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

졌다. 불안정성은 청년층의 빈곤과 실업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제기의 슬

로건으로 정착되면서, 서유럽 청년층에게 새로운 정치적 동원의 상징으

로 변모해 나갔다(Mabrouki & Lebêque, 2004). 이후 불안정성은 2000년

대 유럽 사회운동의 핵심 이념이 된다(Ross, 2008). 

 브라피와 디페터(Brophy & de Peuter, 2007)는 불안정성이 전 세대와 

계급을 관통하여 구성되고 있다고 보았다. 상층 노동자들 또한 ‘취약한 

노동자’ 집단으로 편입되었으며 새로운 것은 이러한 노동조건의 취약성

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약성을 

지닌 고용은 전 계급을 관통하여 존재하는 연속체라고 하였다. 이렇듯 

불안정성은 계층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불안정성’

은 다른 의미로 표출될 수 있다. 그동안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보장을 

받아온 상층부의 노동자는 그동안 누린 특권의 상실을 불안정성으로 받

아들이는 반면,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불안정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재를 의미하는 측면이 더 크다(팬톤, 2007). 버틀러(Butler, 2015)는 남

들보다 더 많이 고통받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현존의 취약함’을 

지칭하는 포괄적이고 실존적인 개념으로 불안정성을 정의했다. 특히 불

안정성을 불안정 상태의 차별적 할당이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 때문에 특정 인구가 이 같은 상태에 

노출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불안정성은 특정 모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의 실천 속에 혼재하며 그 속에 있는 모든 관계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불안정 노동은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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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계절적, 임시 고용에서부터 가내노동, 계약 노동,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까지를 모두 포괄할 뿐 아니라, 직무 불안에 시달리는 회사원, 퇴

직 노인, 부채에 빠진 청년, 가사 노동을 병행하는 맞벌이 여성까지 포

함한다(Standing, 2011; 채석진, 2016). 

 스탠딩(Standing, 2011)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급진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스탠딩은 노동 시장이 급속히 유연화되면서 양산되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의 탄생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고용

과 취업의 문제를 겪고 있는 특정 상태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불안한 삶

을 살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프레카리어트(precariat) 계급은, 불안한 삶

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계급이다. 프레카리어트 계급은 크게 두 가지 방

향에서 생성된다. 첫째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속한 유연화

라는 기존의 맥락에 따른다. 자유 시장의 논리를 우선으로 하는 신자유

주의는 비용의 최소화라는 기업의 입장을 수용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기 

쉽게 만드는 유연화의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재편했다. 이는 정규직 일자

리보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했고, 모든 측면의 노동에서 불안정성을 

야기하거나 심화시켰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는 점차 직업 안정성이 없는 

저숙련·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게 되고 프레카리아트 계급이 형성되는 것

이다. 스탠딩은 이러한 과정이 1990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고용 없는 성장,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심화가 나타났다고 보았

다. 둘째는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기계의 주변부

에서 일회적이고 불안정한, 기계화되지 않은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숙련된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일수록, 기업들은 비용 절

감을 위해서 기술 개발에 힘쓸 가능성이 크다. 프레카리아트는 여성과 

청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스탠딩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원천으

로 여성을 꼽았고, 청년들은 앞 세대가 누린 안정적 일자리의 공급을 받

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노인이 있는데, 노인들은 기간제 노동

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각종 수당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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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동시장은 끊임없이 유연화해지고 불안정화되며 프레카리아트가 양

산된다고 보았다.27) 

 스탠딩이 프레카리아트에 특히 주목한 부분은 이들이 계급의 고착화를 

통해 ‘위험한 계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임에

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인식과 더불어서 적대

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들을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경쟁자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

여있고 불안정한 노동 탓에 여가와 여유가 없다. 일과 노동이 분리되지 

못한 노동은 시간이라는 자원조차 프레카리아트에게 누리지 못하게 함으

로써 이들은 소모적이고 수동적인 놀이28)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따

라서 정치·사회적 문제들로부터 무관심해지고 민주주의에서 멀어진다.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 계급의 이러한 무관심이 약자에 대한 사회적 적

대와 만나 사회를 더욱 심각한 불평등과 폭력의 상태로 만들 것을 우려

한다. 

 한국에서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앞서 살펴본 흐름과 그 맥락을 같

이한다. 본격적인 논의는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가시화되었다. 

특히 우석훈, 박권일(2007)의 <88만 원 세대>의 출간 이후로 활발하게 논

의되기 시작하였는데 계급 담론을 거쳐서 세대 담론의 형태로 이동하였

다. 초기 논의는 한국의 프레카리아트 등장과 형성 그리고 계급 의식의 

특징과 관련된 논의가 중요한 의제로 거론되며 불안정성에 근거한 노동

이 전통적인 산업 시대 노동과는 차별된 성격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곧 불안정성에 처해진 노동자들 사이에 연대와 저항의 가능

27) 스탠딩은 많은 나라에서 성인 인구의 4분의 1이 프레카리아트에 속한다고 추정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명에 달한다고 보았다. 스탠딩은 전 세계적인 프레카리아트 계급
의 등장을 글로벌 계급의 등장으로도 보았다.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 
28) 스탠딩은 인터넷과 텔레비전 시청등을 들면서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표류하는 시간으

로 보았다. 프레카리아트의 증가는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비례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현대판 ‘빵과 서커스’ 즉 로마시대에의 대중에게 먹을 것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민주주
의와 정치에 관한 관심을 환원시키게 한 정책에 비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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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안한다(이광석, 2018). 이러한 논의는 프레카리아트 내 청년 노동

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세대 담론으로 이어진다. 다만 노동 시장

의 범주에서 대학 졸업생과 같은 젊고 고학력인 계층을 상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불안정성을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한국의 불안정성 연구에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한다. 불안정성 

논의는 탈조선, 흙수저와 같은 비관적인 담론을 거쳐서 불안정성을 경험

하고 있는 청년 계급의 대안 정치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으로 발전한다(장

봄ㆍ천주희, 2014). 불안정성의 계급 담론을 창의 노동에서의 신자유주의

적 이윤 추구에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다 상세히 연결하기 위해 노

동의 유연화와 불안정성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노동에 적용해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2. 불안정한 노동 구조의 차원

 창의 산업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노동은 단기 프로젝트 형

태의 비정규직의 노동 환경으로, 장기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이 아니다. 앞서 논의한 대로 신자유주의에 따라 생산의 효

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구조이다. 이 구조의 핵심은 짧은 시간에 성

과를 내기 위하여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능력이 있는 노동자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으로 그 핵심은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있다.

 프로젝트 노동 구조는 극단적 노동의 유연화를 보인다. 근로자는 안정

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고

용된 상황 속에서도 다음 고용을 염려하게 하며 단절된 고용을 가져온

다. 단절된 고용은 창의성과 예술성 등의 정신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보

다 우선하는 성향이 강한 창의 산업 종사자에게 정서적 불안정성을 유발

한다. 한국의 미디어 노동을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확산에 따른 유연

화의 측면에서 자세히 분석한 박진우(2011)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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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있다. 미디어 노동의 패러다임은 유연화, 창의성의 요구 증대, 불

안정성의 확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 유연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첫째, 취업 및 고용형태에 있어서 유연성의 

강화 현상을 보인다. 유연화된 고용은 직업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켜서 

직업 안정성에 기초한 삶의 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서 정

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비정규직 취업이 확산 

된다고 보았다. 둘째, 노동의 과정도 유연화 현상을 보인다. 고정적으로 

안정된 노동 스케줄이 없어지고 노동의 형태와 시간이 유연화된다. 이러

한 노동시간의 다변화는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노동과 여가의 경계선을 

흐리게 한다. 결국, 이는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증가로 이어지며, ‘노

동과 삶의 균형’에 극단전인 붕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셋째, 이러한 

유연 노동의 확산은 지속적인 유동 상태를 일으키고 결국 유연화된 사회

성을 일으킨다. 개인은 항상 직업상실의 위험을 전제하고, 실업과 재취

업에 대비하고자 더욱 가혹하게 기술 습득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개

인은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게 되고 이들은 지배체제 내부로 포섭된

다고 보았다. 

 프로젝트 노동 구조는 여타 다른 산업의 노동과 달리 준비된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즉, 고용주는 노동자의 업무능력 증진을 위한 노력과 부담

에서 자유롭다. 업무능력 향상은 노동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실업의 상

태에서도 창의 산업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창의적 역량을 키우고 유지해

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숙련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스

스로 부담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박진우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노동자 개인은 직업을 얻기 위해 업무역량을 높이는 일에 더욱 매진한

다. 그러나 실업 중 창의역량 증진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

다. 본업이 아닌 창의 산업 밖에서라도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과 다

음 프로젝트 고용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에서도 프로젝트 노동 구조에 속한 창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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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된 단기 비정규

직 노동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사회 보장의 연속성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

 영화제작 산업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프로젝트 노동 구조로 이루어지

고 있다.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은 임시적(temporary), 비고정(unfix

ed), 불규칙적(irregular), 유동적(flexible)인 맥락을 모두 내재하고 개인적

인 층위를 넘어서 사회적 층위로 확대된다. 불안정성은 고용 기간, 노동

시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세 가지 층위에서의 불안정감으로 

분류된다(강미숙, 이기형, 2013; 이상길, 이정현, 김지현, 2013; 하철승, 20

14; 이상범, 2015). 이에 따라 영화제작 종사자의 영화 단위의 계약에 따

른 단기고용은 고용 기간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촉

발한다.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노동 환경, 휴식시간 및 안정적인 노동시

간의 미확충, 휴일의 부재에 따른 불안정감으로 연결되고 삶의 질 저하

로 이어진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래의 삶에 대한 예측 불가능의 

불안감으로 다음 고용의 불확실성과 언제까지 영화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로 이어진다. 

3. 산업의 변화, 기술의 발전, 그리고 불안정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발전은 산업의 전 분

야에 변화를 가져왔다. 문화 산업내의 창의 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

에 힘입은 바가 크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냈고, 

이를 소비하는 통로를 만들었다. 기존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은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확장시키고 가중시킨다. 영화제작 현장에서도 

새로운 제작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는 제작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제

작 기술의 발전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노

동자의 불안정성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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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영화는 90년대까지 ‘충무로 영화’라고 불릴 만큼 필름 카메라

가 기본이 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2001년 

상영한 한국 최초의 디지털 영화인 <눈물>(임상수)을 시작으로 ‘디지털 

영화’의 개념과 영화제작 방식이 보급되었다. 디지털 영화의 제작 방식

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SD, HD, FHD, 4K로 이어지는 영상 화질의 급

격한 변화이다. 이는 더욱더 세밀하고 풍부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하

고 보급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문화 상품이 탄생하고 소비시장은 넓어

지며 더욱 새로운 영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시장의 확장은 기회이

지만,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새로운 영화촬영 기자재의 도입과 적응이라

는 부담이 공존한다. 빠른 기술의 발달은 빠른 기술의 습득을 요구하고, 

창의 노동자는 이에 빠르게 대응해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IMAX 촬영

을 위한 새로운 장비는 화각의 차이로 인하여, 과거 영화제작 촬영 공식

에서 벗어나서 영화제작 종사자에게는 적응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

 화질의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상기법 또한 꾸준하게 도입되고 있

다. 3D 영화콘텐츠의 경우에는 할리우드에서는 흔한 기술이지만 한국영

화는 3D 영화제작이 극히 드물다. 2011년 <7광구>(김지훈)를 시작으로 

장편 상업영화의 3D 촬영이 시작되었지만, 기술적, 제작 과정상의 문제

점이 도출되었다. 그 이후 아직도 기술적인 오류와 제작 공정상의 문제

점을 극복하였다고 단언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영화의 패러다임으로 작

용할 VR 영화의 경우에는 360° 이미지 재현방식은 외화면 영역을 영화

화면 영역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지만, 아직 우리 영화 현실에는 이에 

대한 기술적, 인적 대비는 없다. 이 외에도 AI 알고리즘에 따른 시나리

오, 출연자, 장소, 소품 보정, 사물인터넷 기술을 응용한 촬영장소에 환

경에 적절한 카메라, 조명, 사운드의 세팅값이 상호 간의 통신으로 자동 

측정 조정되는 기술 등 영화제작은 많은 기술적 변화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전병원, 2018).

 영화제작의 방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영화에 있어서 영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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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는 더욱 영향력이 커

지고 있다. CG(Computer graphic)는 이러한 이미지의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술의 발전과 대중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CG

는 초기의 일부 특수효과만을 담당하던 영역을 뛰어넘어 영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를 통틀어 시각효과(Visual effects, VFx)라 부른다. 과

거 영화제작에서는 프로덕션 영역에 속해야 하는 많은 촬영의 부분들이 

이제는 포스트 프로덕션의 몫이 되었다. 과거에는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

로덕션의 인원들이 대체로 분리되어서 각자의 공간에서 업무에 종사하였

지만, 이제는 영화 자체에 많은 부분 CG를 염두에 두고 제작하는 경우

가 많아지면서, 포스트 프로덕션에 속하던 많은 인원이 촬영단계에도 참

여하여 제작에 임하는 경우도 잦다.

 기술적인 변혁은 영화 종사자에게는 기회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정성

으로 다가온다. 단순히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업 종사자의 어려움으

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관점이다. 창의 산업에서 노동자의 

재교육과 기술 숙련은 앞서 살펴본 대로 신자유주의 속의 사회적 이해 

관계 속에 절묘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영화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도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을 가

속한다.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상영관 중심의 전통적인 영화 산업 구도

가 서서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역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 체계의 등장 때문이다. 영화의 소비에 있

어서 더이상 소비자는 영화관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영화 산업에 있어서 영화관은 논란이 없는 1차 시장의 위치를 지

키고 있었고, 그 이외의 시장은 2차, 3차의 형식으로 1차 시장에서의 일

정한 시간이 지난 뒤 풀리는 부가판권 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

러나 인터넷 미디어의 도입으로 인하여 영화관 상영작이 동시에 IPTV(In

ternet Protocol Television)29)를 통하여 상영되는 일도 많아졌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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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화관을 거치지 않는 인터넷 전용 영화도 등장하였다. 특히 강력한 

자본력을 지닌 OTT(Over The Top) 시장의 도입은 셋톱박스 없이 인터

넷만 있으면 다양한 미디어의 시청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였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전용 상영한 봉준호의 <옥자>는 전통적인 영화

시장 체계에 큰 화두를 던졌다. 특히 영화의 후속작이 OTT에서 드라마 

시리즈물로 속편이 나오는 컨버전스 현상은 영화 자체의 경계를 매우 흐

리게 하고 있다. 과거 영화인을 기타 텔레비전 영상물의 제작 인원과 차

별화를 주던 가장 큰 원동력은 투자를 통한 극한의 영상미, 즉 예술성의 

추구가 가능했던 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영화가 아닌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도 영상미를 추구하는 작품도 많아졌고, 미국의 경우에는 편당 기

준 영화와 유사한 수준의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여 만드는 드라마도 많이 

등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할리우드의 많은 영화 종사자가 그 노하우를 바

탕으로 영화와 유사한 형식의 드라마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영화의 

경계를 허문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 영향이 크지 않지만, 영화관 중심의 굳건한 영화

체계의 변화는 충분히 영화제작 종사자에게는 불안정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불안정성의 여러 요인 중,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해당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영화인에게 있어서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영역이 된다.

 

29)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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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직업정체성

1. 부르디외의 장(場)과 문화 자본 그리고 아비투스

 부르디외는 문화 산물의 생산이라는 동기에 주목하면서, 문화 생산을 

담당하는 행위자들의 공간이며 사회구성체 안의 한 공간인 ‘장’에 주

목하였다. 이상길(2000)에 의하면 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사회 공간

과 계급 관계의 장이 문화, 정치, 경제, 권력의 장 등 위계적인 구조로 

조직된 일련의 장들을 통하여 구조화된다는 점에 있다. 둘째, 위치 공간

으로서의 장은 일련의 객관적인 위치 사이에서 구조화된 공간으로, 다양

한 자본들로 구성된다. 부르디외는 단순히 경제자본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자본의 형태를 구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

회자본과 이런 세가지 자본들이 위신 명예등으로 승인된 형식인 상징자

본이 존재한다. 

 특히 문화자본은 취향을 ‘구별짓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데. 부르디외(1984)에 의하면 문화자본은 한 개인에게 보다 높은 사

회적 지위를 가져다주는 “하나의 지식 형식, 내화된 코드, 문화적 관계

들과 문화적 가공물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 해독하기 위한 감상

력, 해독하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지닌 사회적 행위자를 갖추기 위한 인

식의 취득”이라고 규정하였다. 문화자본은 경제자본과는 다르게 직접적

으로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화자본은 오히려 문화

적인 취향과 태도를 ‘구별짓기’하고 문화적인 대상을 오히려 사용하기

에 사회적인 지위를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동된다. 이 중 아

비투스에 따른 문화자본의 경우, 가정과 교육과 같은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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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안에서 행위자들은 서로 투쟁하며 ‘성향의 체계’로서 아비투스라

는 전략을 구사한다. 부르디외가 말하는 아비투스란 사회적으로 학습되

고 생성된, 체화된 성향 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성향이 아닌 이를 제한하고 구성하는 집단의 경험과 인지의 틀을 의미한

다. 개인의 인식 및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순수한 지

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된 도식이다. 이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

째, 문화적 성향을 만들어 낸다. 둘째, 사회적 행위에 일정한 코드를 형

성한다(홍성민, 2004). 따라서 아비투스는 사회적 관행의 위반에 대한 제

재의 역할을 하고 사회적인 행위에 보편성을 주는 공식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계급적인 질서가 재생산된다. 이러한 문화적 성향

과 사회적 관행은 한 사회의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한 지배계급에 의

하여 만들어진다.

 장 안에서는 아비투스와 더불어서 자신의 소유한 특징이 타인보다 더 

가치 우위에 있도록 평가받으려는 ‘구별짓기’가 동시에 작용한다. 이

러한 ‘구별짓기’는 가정과 교육의 산물이다. 특히 각 예술의 위계적인 

관계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인식하는 사회적인 위계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예술의 취향에 순수함이 바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계급에 따른 것이다. 위계를 정하는 것은 ‘구별짓기’

를 통한 탁월함을 드러내고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려는 지배계급의 상징적 

폭력이 바탕이 된다. 그러나 상징적 폭력은 상징자본의 속성 상 사회적

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되며, 현대인들은 계급지배 논리에 사

로잡혀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가 어렵다. 

 부르디외는 계급 갈등에 있어 이러한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을 가장 중

요하게 보았다. 그 이유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처음부터 각기 다른 문

화를 체험하기에, 두 계층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비투스

는 계급적인 속성과 연관성이 크다. 그렇지만 반드시 물적 자본에만 국

한되지 않는다. 지배층은 구별짓기를 통한 아비투스 또한 보인다. 경제



- 64 -

자본이 풍부한 경우와 문화자본이 충부한 경우 구별짓기의 아비투스가 

발현되는 양식은 차이를 보인다. 아비투스가 계급적인 차이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아비투스가 어떠한 사회적 기제를 통하여 

습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습득의 핵심

적인 기제로서 일상적인 교육체계를 강조하였다. 부르디외는 사회화 과

정을 통하여 개인은 학교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지점에서 아비

투스가 형성되고 강화된다고 보았다. 부르디외는 <육체의 문제>에서 이

러한 논리는 학교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평가와 시험에 의하여 정당화된

다. 학교의 학생 선발기준, 커리큘럼, 학습평가 자체가 효용성과 합리성

과 같은 지배계급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 의하여 부

여된 표상(도식)들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며 불평등한 계급 재생산

은 은폐된다. 이데올로기 장치의 정치적 효과는 의식을 지배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하여 개인들의 습관을 통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2. 문화 생산의 장

 문화생산의 장은 특수한 문화적 권위의 독점을 위한 투쟁과 세력 선에 

의해 규정되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통속적인 경제 논리는 정지되고 이 

장의 고유한 활동은 문화가 ‘별개의 신성한 세계’라는 믿음을 생산하

고 재생산하는 데 있다(부르디외, 1983). 문화생산의 장에서 생산자의 생

산물의 위계화는 제한 생산의 하위 장과 대규모 생산의 하위 장 사이 대

립에 기초한다. 제한 생산 장에서 생산은 전문가들에 의해 주로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제한 생산의 하위 장에 속한 문화생산자들은 

경제적인 성공보다는 상징적 권위, 명예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

한다. 즉 이들은 명성, 존경, 인정과 같은 형식을 띠는 상징자본을 추구

한다. 생산물은 또한 장에 내재하는 자율적 기준과 범주에 따라 평가된

다. 이 장에서는 경제 논리가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상징 논리가 우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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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 

 반면 대규모 생산의 장에서 생산은 가급적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려는 

목표에 있고 생산물은 상업적 성공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생산자 또한 

상업적 시장에서의 성공과 경제적 자본을 추구한다.

 이상길(2020)이 이러한 특성을 표로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부르디외의 생산의 장에 따른 영화의 정확한 지형은 다시 말하면 영화

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같은 

영화제작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영화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직업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대규모 생산의 

장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징자본을 결여하고 경제자본 만을 추

제한 생산의 장 대규모 생산의 장

생산논리 창의성, 지적 논리
외부수요, 기존 생산 

규범

문화유형 고급문화, 아방가르드 상업문화, 대중문화

주로 추구되는 자본 상징자본 경제자본

문화생산과 

배포 범위
소규모 대규모

주요 수요자층
지식인, 문화예술인, 

중상류층

일반 대중, 

중하층 계급

사회적 기능

문화생산 장의 자율성 
강화, 

문화적 보편의 구성

문화생산 장의 
종속성 강화,

 지배 이데올로기 
전파

표 2 제한 생산의 장과 대규모 생산의 장(이상길, 2020)



- 66 -

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길(2020)에 의하면 대규모 생산의 하위 장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조직이 발전된 경우라면, 그 내부가 ‘마치 장처럼’ 좀 

더 상징적인 축과 좀 더 경제적인 축으로 분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생

산의 장은 단순한 경제자본의 추구를 위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상징적 이해관계의 결합관계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생산의 장 외부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역할도 중요

하다. 이들은 생산의 참여라든지 비평 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장

이 축적한 상징자본을 이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상길, 2020). 

이들을 부르디외는 문화 매개자, 혹은 취향 제조자로서 보았으며 문화의 

유통에 공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장의 기능 작용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자들이라 보았다. 이러한 문화 매개자는 좁은 의미의 비평

가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문화기업가, 저널리즘 미디어, 시상 제도 등 

문화 재화의 의미와 가치를 생산하는 개인과 기구를 모두 망라한다(부르

디외, 1983).

3. 예술가라는 직업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았을 때 예술은 특정한 형식으로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려는 일련의 행위이다. 다만 예술은 객관적인 차원으로는 평할 수 

없고 시간과 장소 등 여러 요소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이고 주관

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내렸을 때, 예술은 개인적, 주관적 

차원의 산물이라고만 이해되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베커(Becker, 1982)

는 오히려 예술을 상호작용적인 입장으로 보았다. 그는 예술을 독창적인 

산물이 아닌 하나의 망의 산물로 보면서 집합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

회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듀이(Dewey, 2003)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

통적 경험으로부터의 예술을 주장하였다. 예술은 소통이라는 측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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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통적 체

험을 통하여 예술의 수용자는 사회적 문화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가가 개인적 경험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창조하

고 환원하면 수용자는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화를 경험하고 재생산하

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영화 또한 일련의 예술적, 미학적 가치

를 가지고 있다(Arnheim, 1986). 영화는 소통의 창구로서 활용되고 영화

를 통하여 창조된 가치는 수용자를 통하여 사회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

다.

 직업은 삶 그 자체를 형성하는 정체성이다. 직업을 통하여 사람은 자

신을 정의하며 사회에서 불리는 직업은 자신을 재확인할 수 있는 정체화

의 실천이다(허준ㆍ이강진, 2015). 이러한 직업을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고 성장시키는 실천방법으로서의 의미 찾기도 가능

하다. 정체성의 측면 이외에도 직업은 사회화에서도 중요한 매개로 작용

한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직업은 개인이 영유할 수 있는 공적인 삶, 즉 

사회문화적인 삶의 실재적인 모습을 보인다. 직업을 통해서 전개되는 개

인의 삶은 직업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더욱 넓고, 더욱 깊이 있는 의미 

세계를 실현해 나갈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이강진ㆍ허준, 2015). 

 직업은 위와 같이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만 경제적인 개념으로서 가지는 함의도 크다. 직업은 인간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적인 개념이며 헌법이 바라보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한다.30) 직업

을 통하여 개인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장

을 받을 수 있다. 

 직업은 결국 정체성이라는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으

며 이는 상호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직업으로서의 예술’은 

위의 두 차원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창조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앞

30)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2헌마519 결정.



- 68 -

에서 논한 예술의 사회적인 함의를 통하여 결국 예술가들의 노동은 창조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예술가로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

체성은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술가라면 부정할 수 없는 전

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창조성은 예술가라면 포기할 수 없는 테제이지

만, 경제의 측면은 예술가의 직업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

로 중요성이 덜하다. 예술활동 자체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도 예

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Wassall & Alper(1990)의 연구와 더

불어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은 노동이 아닌 예술의 표출(창작)에 있다고 

보는 Birg & Peterson(1984)의 연구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여

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예술가로서의 활동 그 자체로 기본적, 경제

적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술가로서의 직업정체성이 저

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해스몬달프(2011)도 예술가들이 직업으로

서의 예술 이외에도 유동적이고 불안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다수의 직업을 동시에 영위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

의 예술가로서의 직업정체성을 저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예술

을 하지만 생계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술가들이 당면하는 실상의 모습이다.

 부르디외의 예술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예술가는 예술 자체가 단

절된 시장이고 부르주아 세계에 반대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지만 상징

적인 예술 혁명만을 추구하는 순간 모순적으로 예술가는 예술작품의 상

업적 가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보았다. 예술가는 근본적으로 부르

주아적인 경제적인 측면을 거부하지만, 사회적인 인정은 오히려 추구하

는 모호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보았고 결국 지배적인 취향에 굴복하는 모

순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예술가의 직업정체성을 통하여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불변적인 

가치는 창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화생산 현장의 종사자에게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영화 종사자가 불안정성을 감내하면서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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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예술가로서의 직업정체성의 가

장 우선적 가치인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순수예술성만을 

추구하는 영화제작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극도의 상업성만을 추구하는 영

화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근거도 예술인으로서의 직업정체성일 것이다. 

본인의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실제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영화제

작 종사자는 매번 역할 갈등31)과 함께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라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창작의 기쁨과 예술성의 자부심이 불안정성을 넘어선다

면 역할 갈등 없이 영화생산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종사자 본인이 

예술적 독립영화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상업영화를 하는 역할 갈등

을 느끼더라도 창작이라는 기쁨이 더 크다면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제인가 창작이라는 예술가로서의 직업정체성이 더 이상 다른 

가치와의 역할 갈등에서 우위를 정할 수 없다면 예술가로서의 직업정체

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국 영화생산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 의식’과 ‘예술가 의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제프리와 그린블라트(Jeffri and Greenblatt, 1989)의 경우에는 예

술가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시장적 개념에서의 예술가, 둘째, 

교육적 측면과 예술가 집단에의 소속 여부에 따른 개념의 예술가, 마지

막으로 스스로 대중의 판단에 따른 개념의 예술가이다. 시장의 개념이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수익을 내는가 하는 ‘노동자’적 측면을 중시하

는 것이라면 세 번째 개념은 ‘예술가 의식’을 의미한다. 이는 즉, 예

술가로서의 인정,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시간, 창작에 대한 욕구, 예술적 

재능을 주로 본다. 이러한 개념화를 통하여 한국의 영화 산업 종사자를 

투영한다면,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31) 역할 갈등은 주어진 역할과 이에 대한 기대가 모순될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직
업사회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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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술성과 사회적 갈등 - 예술가의 단절과 모순

 부르디외가 1992년 출간한 ‘예술의 규칙’은 문화생산 장에 관한 이

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구성한 장이론의 결정판이다. 특히 이 책

에서 부르디외는 예술작품의 물질적 생산뿐만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한 상

징적 생산까지 논의 대상으로 포괄하여 예술가의 정체성을 정립한다. 예

술가는 독립성을 주장한다. 이는 예술이 부르주아에 대한 반대를 통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예술영역 안에서는 권력과의 영

합을 비난하고 단죄한다.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예술 이외에 그 어떤 속

박도 거부하며 부르주아적인 지배로부터 해방된다.

 예술가들은 자율성이 극대화된 ‘예술을 위한 예술’의 장을 구축하는 

데 모든 것을 헌신한다. 여기에서의 자율성은 장의 발전과정과 상태를 

기술하는 용어인 동시에 장이 도달해야 하는 일종의 바람직한 목표를 칭

하기도 하다. 따라서 예술의 장은 다른 장과는 다른 특유의 질서와 배타

성이 존재한다.32) 장 그 자체에 대하여 부르디외(1993)가 정치세계와 경

제 세계로부터 독립된 고유의 작동 법칙을 가지는 별개의 사회세계라고 

정의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자율화 과정은 처

음부터 일정한 선을 긋고 구획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율화 과정을 거

쳐서 정치 세계와 경제 세계로부터 독립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예술의 장에 있는 예술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인 요청과

는 거리를 두고, 예술의 특수한 규범 이외에는 다른 평가 기준을 인정하

지 않으려 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오직 인정되는 기준은 다른 예술가들

의 인정이었으며 전적으로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하려는 전문가로서의 성

향을 지니고 있다(이상길, 2018).

  때로는 예술계 밖에서는 가치가 없지만 예술계 안에서는 가치가 있어지는 

32) 하지만 부르디외도 20세기 중반 이후, 대기업의 후원과 미디어 영향 등 예술의 장의 
자율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 71 -

태도, 실천, 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일상에서는 술마시기, 사색하기와 같은 

행위가 매우 쓸모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문학의 장 안에서는 

창작의 고통의 한 형태로서 수용되기도 한다. 때로는 예술가에게만 보이고 

예술가들만 향유하는 행위는 예술가와 일반인을 구분짓는 선 혹은 배타성으

로 작용될 수도 있고 예술가가 스스로를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구분이 될 수

도 있다(김홍중, 2019).

 예술가들의 목표는 해당 장 안에서 최대한 많은 상징자본의 축척하는 

일이다. 각각의 문화생산의 장에는 그 안에 고유한 상징자본이 있고, 예

술가들은 이를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을 한다. 문화생산의 장 안에서 상

징자본을 더욱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타인보다 더 탁월한 예술적인 성취

를 달성하였다는 의미와 직결된다. 다만 이상길(2020)에 의하면 예술가가 

가진 경제자본이나 사회관계자본은 상징자본의 취득에 제한적으로만 도

움이 된다고 본다. 문화생산의 장 안에서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해당 장의 상징자본의 기반은 예술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동시에 모순성을 지니고 있다. ‘예술의 장’이 겉보기

에나 당위적으로는 생산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순수

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듯하지만 이는 예술가들의 자율성 추구, 

즉 바람직한 목표에 해당한다. 예술가들의 문화생산은 사실은 물질적 경

제적 자본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상징자본을 목적으로 이루어지

기도 한다. 예술가들이 상징적인 혁명만을 추구하는 순간 스스로 본인의 

예술작품이 상업적인 가치를 결여하였으며, 대중성도 없음을 깨닫는다. 

또한, 부르주아적인 삶을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사회적인 인정에 대하여

는 추구하는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 수상, 높은 위치, 관리의 추구 등 이

러한 측면에서 예술가로서 기존에 추구한 단절의 어려움을 보인다. 예술

가들은 물질적이고 도덕적인 곤란과 같은 메마름에 따른 ‘보헤미안적인 

생활’의 측면과 더불어 소설, 영화와 같은 지배적인 취향에 굴복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예술가는 예술의 장 안의 독립된 존재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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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모순적으로 권력의 장 안에서 지배받는 위치 속에서 내재

적인 모순을 느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예술가의 단절과 모순의 구조(부르디외, 1999)

  이러한 결과로 문화, 예술의 생산의 장은 ‘대량생산의 하위장’과 

‘제한생산의 하위장’으로 이분화된다(이상길, 2006). 대량생산의 하위

장에 속하는 생산자들은 상업적 성공과 경제적인 자본을 추구한다. 즉, 

문화생산에 있어서 이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금전적인 보상이다. 반면 제

한생산의 하위장에 있는 생산자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성공보다는 상징적

인 권위와 명예를 더 중요시한다. 이들의 상징자본은 인정, 명성, 정당성 

등이 해당된다. 영화 생산의 장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조는 유사하게 나

타난다. 상업영화가 대량생산의 하위장에 해당하여 흥행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면 제한생산의 하위장에 해당하는 영화 장르는 예술영화

나 독립영화가 있을 것이다. 후자의 영화들은 흥행보다는 예술성, 전문

가 사이에서의 명성이나 인정이 더욱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이러한 다

른 성격을 띠는 두 하위장의 존재는 생산의 공간이 대립적인 축에 의하

여 구조화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만 이런 모순된 축의 관계가 반드시 대립되는 배타적 성격은 아니

다.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영화제작 종사자도 예술성 등의 상징자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독립, 예술영화를 만드는 영화제작 

종사자 또한 흥행 등의 금전적인 이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극

도의 예술성을 통하여 영화 생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도 성공

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보았다면 이들의 명성이나 인정이 더욱 증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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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익준 감독의 영화 ‘똥파리’는 

독립영화로서는 흔하지 않게 전국 12만 관객을 모으며 수익을 남기면서 

전 세계에서 받은 상이 38개에 달한다. 독립영화로서는 예술성과 흥행 

양 측면에서 인정을 받은 흔치 않은 사례이면서 독립영화의 위상을 바꾼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현상들을 예술의 장 내부 상호

배타적 위치들 사이의 경쟁 논리로만 해석하는 것은 좁은 시선이다. 예

술을 포함한 생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 및 권력의 장 내부의 다양한 상

응 관계에 기초하면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추구 없이도 다양한 위치의 

기대에 맞추어서 조정되고 공급된다(Beoudieu, 1983). 1966년 부르디외가 

발표한 ‘지식 장과 창조적 기획’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작품은 작가의 

창조적 기획의 산물이지만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과 형성하는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의 체계’를 통한, ‘지식 장의 구조 안에서의 창작자의 

고유 위치’에 영향을 받게 된다.33) 

5. 예술 장르별 위계

 부르디외는 주로 문학과 연극과 같은 생산물을 중심으로 이론을 정립

하였다. 실제로 헤스몬달프는 부르디외의 이러한 제한적인 성향을 비판

하면서 대중문화의 생산에 장 이론이 적용이 어렵다고 비판한다. 불탕스

키(1975)는 만화 연구를 하면서 장 이론이 다른 미디어나 대중문화 생산

의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적인 절차를 전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학이나 미술 인문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중문화보다 자율성이 큰 

제한생산의 하위장에 해당하며 그 특성상 경제장이나 정치장으로부터의 

33) 부르디외는 미술의 경우 예술작품과 예술가 사이에 장을 움직이는 객관적인 요소(언
론·비평·시장·미술관 등)가 존재하며, 이들에 의하여 예술의 근본적인 조건인 ‘양식
(style)’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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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확보가 쉽다. 반면 만화나 텔레비전 등의 대중문화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작고 다른 경제나 정치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량생산의 하위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대량생산의 하위장이라고 

독립성 확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대량생산의 하위장도 기존 

제한생산에 해당하는 예술인들과의 협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문화 위계의 위반’이 가져다주는 상징적인 이윤으로 보상받을 수 있

다고 보았다(이상길, 2006).

 부르디외가 예술의 규칙에서 언급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17세기 기준

으로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높이 추앙받았던 사람인 시인과 학자가 

가장 많은 연금과 혜택을 받았다. 즉, 명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측면은 

이 시기에 거의 혼동되었다. 명성과 상업성이라는 위계 또한 장의 측면

으로 해석해야 하며 장의 내부 혹은 외부의 사회적 평가의 기준에 의하

여 이러한 위계는 생겨난다. 예술가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나름의 위계를 세운다. 과거를 기준으로 철학서나 이론서에 비하여 

소설은 하급 장르라는 열등한 위상이라는 위계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예술가들은 어떠한 장르를 시작하면서 가급적 상위의 위계에 있는 장르

를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위에 언급된 모순성 등을 통하여 나름의 합리

화를 시키고 하급 장르의 창작을 한다. 

 영화제작 종사자가 각 예술 장르별로 설정하는 위계는 그 나름의 고유

성을 지니고 있다. 구조화된 장 속에서 영화제작 종사자는 자신이 가진 

권력의 배분 구조에 따라서 위치와 입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각자 입

장은 행위자들의 성향과 이에 따른 체계에 따라서 의식하지 않은 채 목

표에 부응할 것이다(안현정, 2015). 영화제작 종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설정에 따라서 대량생산의 상업성 혹은 제한생산의 예술

성 혹은 그 이외의 가치에 따라서 나름의 가치 위계를 정할 가능성이 크

다. 이러한 가치 매김의 경우에 영화 생산자 및 다른 영역의 문화 생산

자는 나름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부르디외가 언급하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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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예술의 장의 위계는 나름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디

외는 1994년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장의 속성을 모

빌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중심축은 오직 중심부의 가느다란 철사에 의지

하여 움직이지만, 부가적인 각 조각은 서로 독립된 각자의 속성을 갖는

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은 객관적 관계들 사이의 연결망이며 장 내부의 

특수성은 서로 환원되기 힘든 특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된다(안현정, 201

5). 부르디외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단일한 사회적 논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여러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화된 다수의 장들은 상대적

으로 자율성을 갖춘 일련의 공간이다(Bourdeu, 1994).

 이처럼 한 예술영역에서 가지는 가치는 그 장 내부에서는 절대적일 수 

있지만, 장 밖의 외부자의 시선에 따르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

다. 즉, 영화 생산 종사자에게 있어서 영화의 가치는 드라마나 다른 영

상 장르보다 우선적일 가능성이 크다.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행위 주

체나 집단의 속성은 그들이 맺는 관계 속 또는 그 관계에 의해서만 의미

와 가치를 얻기 때문이다(이상길, 2006). 영화생산자가 스스로 설정하는 

영화의 위계는 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영화제

작 종사자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안정성 등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의 위계에 대한 해답은 어떠한 이

유로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의 해답이 될 

수 있다.

6. 전문가로서의 영화인

 사회학이 규정하는 전문가의 특징은 자율성에 근거하여 지식, 기술, 경

험을 축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해 학문으로 체계화하는 집단이다. 

전문가 집단은 그들만의 독특한 조직과 더불어서 윤리와 문화를 형성해 

전문가의 자격을 검증하고 해당 분야의 질적인 수준을 규정한다(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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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문가는 원래 성직자와 같이 희생을 요구하는 분야에 국한되었고 보

편적인 사회적 선을 행하는 행위와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사회는 전문가

의 권위와 지식의 독점을 허락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의 일

반인에 대햐여 행사하는 위세가 정당화되었다.

 전문가조직은 높은 전문화의 정도, 동료 집단적 통제구조,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위계질서와 권위, 관료주의적인 규칙과 규제의 완화,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가적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유인체계의 특징을 갖

는다(고영복, 2000).

 전문가가 가지는 전문화의 정도와 자율성을 고려한다면, 예술계도 전

문가 집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근거는 예술계 또한 예술 

주체들 사이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조직된 미학과 같은 지식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식 체

계는 예술작품은 예술의 창작적 자율성에 의한 결과물이고 전문가 집단

이 배타적인 위세를 가지는 것과 유사하게 예술성에 근거한 위세를 보장

받는다. 

 예술계를 전문가 집단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에 공적인 자격

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격 검증의 측면은 예술가를 

전문가로 보는 시점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예술가의 

미학적인 실력은 시험검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는 

검증을 통과한 특별한 자격의 행사로서 발현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전

문가와 유사하게 예술계의 미적인 기준이 일반인에게도 배타적인 위세를 

행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술계 또한 전문가의 속성을 지닌한다고 보

아야 한다.

 예술가의 경우에는 창작성에 근간한 자율성이 가장 큰 특징이고 전문

가의 경우에는 배타적인 위세로서 예술가와 차별될 수 있다. 영화제작 

현장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예술가와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협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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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고유의 작업방식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베커(Becker, 1982)는 모든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작품은 인간 활동 결합의 산물이라고 

말하였다. 결합은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베커는 공동의 작업의 

경우, 당연히 예술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협력 체계는 당연히 복잡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영화제작 현장의 

경우에는 감독이나 프로듀서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매 순간 다른 사람

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작품을 완성해 간다. 영화제작의 단계마다 타자와

의 갈등과 해소를 통하여 영화작품의 방향은 수정되며 완성된다. 제작의 

과정은 구성원들 간의 한정된 제약과 상황을 통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다.

 문화 산업의 생산은 작동하는 문화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고 말할 수 있다(김수형, 2009). 니거스는 이를 가리켜 ‘문화가 산업을 

생산한다’라고 표현하였다(Negus, 1998). 니거스는 문화 산업의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행위자에 주목하였다. 그는 문화 산물이

라는 것이 산업구조나 효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행위자의 창조성

과 산업조직과 종사자 사이의 갈등이라는 견지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주

장한다. 구체적으로, 니거스는 문화 산업 종사자가 실제 작업에서 서로 

해소하는 동시에 종사자의 가치관과 직업정체성으로 인하여 더욱 거시적

인 외부구조와도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문화 산물을 기대하는 수

용자를 상상하며 문화상품을 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김수형, 2009). 

이러한 영화제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창작의 모습은 극도의 창작성에 

근간하며 예술성 이외에는 타협을 거부하는 예술가의 자율성의 모습과는 

구별된다. 동시에 배타적인 위세를 행사하는 전문직주의 직업정체성과도 

차별을 보인다. 

 영화 전문직주의는 이러한 양 진영의 성격을 모두 지녔으며 전문직과 

예술가의 속성을 모두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 배타성, 고유기술적

인 측면에서 전문직의 성향을 지녔으며 창의성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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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모두 지녔기 때문이다. 헤스몬달프와 베이커 또한 창의 노동자의 

정체성을 기술할 때 이중적인 성격을 언급하였다. 창의 노동자는 미학적 

예술적 자율성을 지님과 동시에 전문가적 자율성을 지녔다고 논하였다. 

전자는 전통적인 예술가의 이미지와 그 역할에 관련된 부분이며, 후자는 

예술적인 생산 과정과 구별되는 해석적 정보를 통한 지식정보를 만들거

나 확산시키는 활동까지도 포함한다(Hesmondhalgh & Baker, 2011).

 인터뷰와 현장관찰을 통하여 이러한 다중 성격을 지닌 영화 전문직주

의의 속성은 다시 관찰되어야 하며 재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7. 예술가적 주체의 자기 정당화 이론

 노동과 놀이의 혼재성은 창의 산업에서 이루어진 노동자들의 이중적인 

인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Ross, 2003, 2009). 미디어 산업의 노동자는 

불안정성에 기인한 노동조건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지만 동시에 즐기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로스는 예술가가 창의 산업의 

극심한 노동강도 아래에서 모순적으로 자발적인 자기 훈육(self-disciplin

e)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순적, 예술가적 주체의 형성에 대하여 본 오스튼(von Osten, 

2007)에 따르면 과거 예술가상은 주류 외부에 위치하는, 노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는 예외적인 주체였다. 그러나 이들은 창의 산업 담론을 통

하여 창의 산업 노동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다. 예술가는 오히

려 스스로의 동기 부여를 통하여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생산성을 만들

어내고 이러한 자율적인 창의성의 측면은 일반인의 본보기로 예찬받는다

(채석진, 2016).

이러한 창의 산업의 종사자는 실제로는‘창의적’이 되도록 요구받았

고, 예술가적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자신들 스스로 자율적인 동기에 의하여 노동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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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요구받았다. 오스튼은 이러한 현상을 창의노

동자의 ‘자기ᐨ취약화(self-precarization)’의 이론으로 설명한다. 

 물론 마르크스도 유사한 개념으로 작가는 창작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

을 벌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쓰며 살아서

는 안 된다며 작품은 금전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과 오스튼의 차이점은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예술가 스스로의 성찰을 통하여 탈물질화에 입각한 예술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지만, 오스튼은 사회의 예술가에 대한 인식과 구조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취약화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즉, 예술가의 이미

지는 빈곤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신의 동기에 의하여 극복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창의 산업은 이러한 예술가성을 활용하고 종사자 또

한 자신에게 이러한 자기-취약화의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투영한다고 보

았다(von Osten, 2007).

 아도르노는 더욱 극단적으로 예술의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유용성

(효용성)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며 “예술 작품이 유일한 사회적인 기

능은 무기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도르노의 예술가는 구원을 

위하여 행복을 유예해야 하는 희생당하는 존재이다(Adorno, 1970).  

 부르디외 또한 유사한 의미에서 노동의 착취가 노동자 자신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는지 분석하였다. 부르디외는 노동을 단순한 신

체적·물리적 활동으로 보지 않았고, 강제력이나 금전적 보상에 따른 실

천에 의한 것만도 아니라고 보았다. 부르디외는 오히려 노동이 심리적인 

투자와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활동이라고 보았다. 노동은 착

취라는 객관적인 진실이 있지만 이에 대한 오인과 노동에 대한 심리적인 

투자가 병행된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 또한 동시에 이해

해야 한다(부르디외, 1997).

즉, 노동자는 경제적인 수입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내재적 이윤을 발견

하고 이를 추구한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이러한 내재적인 이윤은 착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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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노동관계를 완성하는 실제적인 조건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노동에 

대한 내적 의미의 몰두를 통하여 노동자는 착취의 본질을 오해하면서 착

취가 일어나는 사회관계를 유지한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노동자의 자율

성이 커질수록 노동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 자발적으로 노동에 

몰두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창의 산업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영역

일 가능성이 크다.

 보들레르는 1863년, 피가로지에 실린 <근대적 삶의 화가>에서 예술을 

“현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덧없고 일시적인 미”라고 표현하였다. 즉, 

현재를 살아가야 하지만 예술을 추구해야 하는 예술가는 부정성과 긍정

성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예술가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스스로를 시대와 불화하고 시대에 뒤처진 

자 혹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인식은 긍정적으로 절대적인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과 

결합한다. 

 보들레르는 앞에서 언급한 아도르노와는 달리 근대의 예술가는 자율적 

존재로서의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품 생산자로서의 이중적인 지

위를 지녔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역할의 갈등을 예술가들은 

결국 크게 대비되는 두 가지의 태도를 통하여 대처한다고 보았다. 첫째, 

생산품의 작품성을 포기하고 상품성에만 신경을 쓰는 ‘상업주의’의 태

도가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외면적으로는 예술을 매개로 

하지만 결국 자신의 창작물을 상품으로 여기고, 금전적인 이윤의 극대화

를 통하여 부의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다. 둘째, 생산품을 상품으로 파악

하기를 거부하면서 작품성만을 추구하는 ‘순수예술적’인 태도가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예술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시장과는 상관없이 본인

이 짊어지는 예술성의 자율적인 추구를 최상의 가치로 삼는다. 시장에서

의 유용성은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유용성의 추

구를 통하여 예술가는 자율성을 얻는다고 믿는다. 이러한 ‘순수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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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측면이 극화되면 예술가가 금전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자율성

을 해친다고 믿게 되는 앞에서 논의한 ‘자기-취약화’의 이론으로 환원

된다(김홍중, 2009).

 영화제작 종사자가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지는 본 연구가 밝혀

야 할 핵심적인 영역이다. 보들레르의 분류에 따라서 상업주의을 추구하

는 경향이 클 수도 있고 순수예술적인 모습을 추구할 수도 있다. 오스튼

이 주장한 것처럼 사회가 강요하는 예술가상에 포섭된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이러한 두 분류를 합친 융합적인 모습이나 단순 예술성과 상업성을 

넘어서는 제3의 더욱 큰 원동력을 통한 자기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

성도 있다.

 영화제작 종사자를 포괄하고 관통하는 자기 정체성이 존재할 수도 있

지만, 직급이나 담당하는 파트에 따라서 종사자가 가지는 정체성은 매우 

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추측을 해 보면, 영화제작 종사자는 대부분 

가혹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는 존재들이기에 단순히 상업주의로만 설명하

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8. 대응: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의 적극적인 증진

 창의 산업의 종사자가 산업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

움,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수동적인 약자

가 아닌 능동적으로 불안정성에 맞서는 창의적 존재이다. 창의 산업의 

종사자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적자본(human cap

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투자한다. 인적자본은 창의 산업 시

장에서의 능력증진과 그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며 교육 및 역량증진에 투

자하는 자본을 나타낸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창의 산업 시장에서 생존

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증진시켜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다(Li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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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인적자본을 살펴보면 초기조건으로서 가족의 배경이 예술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프로젝트 산업에 참가하기 위한 선행 작

업으로서 예술성을 숙련시키는 시기가 필요하다. 창의 산업 종사자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필수적이고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받아들여진다(Hesmo

ndhalgh & Baker, 2010).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산업전선에 뛰어들기 

이전이므로 전적으로 개인의 부담으로 숙련과정의 비용을 충당해야 한

다. 대부분 이러한 부담은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크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산업에 뛰어든 이후의 인적자본 투자도 역시 경제적 보상이 보

장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인 배경은 예술을 추구하고 인적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강하게 작용한다.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예술가가 

지녀야 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이 역시 사회경

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창의 산업 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에 

따라서 창의성이 뛰어난 예술가를 더욱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경

제적인 빈곤은 결국 인적투자의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른 업무역

량의 감소는 예술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

다.

 사회적 자본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들의 간의 공유하는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와 같이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산업 기반의 창의 산업 종사자에게는 사회적 자

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 프로젝트의 종료 이후 재취업의 기회는 

사회적 자본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창의 산업 종사자의 연결망은 

외부인에게는 배타적이며 연결망 내부의 결속력은 매우 강한 것이 특징

이다. 창의 산업의 종사자는 연결망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는 협업이 가

능해진다. 연결망의 결국 확장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을 더욱 많이 알아감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창의 산업 종사자의 특징은 노동의 유연화를 감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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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 정책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적 자원, 사회적 자본

에 투자하는 모습이다. 즉, 창의 산업 종사자는 예술에만 몰두하던 전통

적인 예술가의 모습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창의 산업의 종사

자는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노동으로서의 예술과 더불어 창조로서의 예

술을 동시에 추구하고 진행하는 복수의 직업정체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Hesmondalgh, 2013). 이는 유동성이 강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한 전략적 입장일 수 있다. 창의 산업 종사자가 유연화된 노동시

장에 대항하여 자기 능력을 키우는 인적 자본의 증가를 끊임없이 추구하

고 사회적 자본을 증가하여 연결망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치열하게 본인의 업을 영위하는 창의 산업 종사자의 모습을 단순히 신

자유주의에 희생되는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창의 노동자는 창의성에 기반을 두며 사회적으로도 선

망받는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문화노동의 주체이다. 창의 산업의 종사자

가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수동적으로 착취

당하는 노동자가 아니고 정책적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없는 예술가도 아

니다. 이들은 현재와 미래의 불안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본인의 창의적 역량의 기초를 두며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생존

의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예술가-기업가정신을 가진 주체이다(정준희, 

2014). 

9. 불안정성과 직업정체성의 상호 관계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영화제작 종사자의 예술성, 불안정성, 정체

성을 살펴보았다. 영화제작 종사자가 가지는 극심한 불안정성에도 불구

하고 ‘영화인’을 고집하는 원동력을 표 3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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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분류

1

현재 상태에 대한 불안정성

경제적 어려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취득의 
실패

사적요인

노동환경

2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경제 및 인적 사회적 자본 취득의 부정적 전망 

사적요인

노동환경

3 최저시급 보장의 어려움 노동환경

4 표준계약의 미비 노동환경

5

영화 전문가주의의 부침

교육시스템의 부족, 도제 시스템의 붕괴, 조합의 
미비

노동환경

6 협업을 어렵게 하는 분화된 직무구조 노동환경

7
프로젝트 산업으로서의 고용 불안정성, 불규칙한 
근무시간

노동환경

8
산업 차원에서의 변화 

극장 시스템의 변화, 미디어 간의 경계 허물어짐

(영화)

산업변화

9 끊임없는 기술적 변화 기술변화

표 3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 요인

영화인으로 잔류한다는 것은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사적인 요인과 산업

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들과 이를 극복하는 기재인 예술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적 판단을 이끌 것이다. 불

안정과 같은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가는 예술성과 창의

성에 대한 욕구는 영화제작 종사자를 최종적으로 영화인으로 남게 할 가

능성이 크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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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요소

먼저 영화를 창작한다는 신념은 불안정성에 대항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영화제작 종사자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

하는 근간일 것으로 추측한다. 따라서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은 

예술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불안정성을 감내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측하기가 쉽다. 

 그러나 예술성과 불안정성이 합쳐져서 일방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취약화 현상에서 논하였듯이 ‘영화인’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불안정성을 강요하고 극도의 예술성만을 추구하게 만드

는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전 파일럿 스터디에서 많은 영화 종

사자로부터 ‘영화인’은 단순히 직업적 관점에서 금전을 바라고 종사하

기보다는 창작의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공통으로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분명 ‘영화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오히려 불안정성을 받아

들이도록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필주, 

최샛별(2008)은 이를 예술가의 자의적 낙인 과정으로 보았고 예술인 특

유의 ‘미분화된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정필주ㆍ최샛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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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술성과 창의성 그리고 여러 불안정성이 합쳐져서 영화인읭 직업정

체성을 구성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다. 영화인이

라는 낙인 과정에 따라서 예술성을 추구하고 불안정성을 감내하는 부분

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러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7 예술성, 불안정성, 직업정체성의 상호 관계

 영화제작 종사자는‘영화인’이라는 특유의 직업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이에 따른 역동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2016 영화 스태프 근로 환

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규칙한 유동성을 유발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만

족도는 매우 낮지만 ‘업무 수행과정의 즐거움과 성취감’, ‘업무의 독

창성과 자율성’, ‘일을 통하여 인정받는 정도’에 해당하는 직무 만족

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이러한 증거이다. 

 불규칙한 유동성과 동시에 작용하는 영화인으로서의 직무 만족도는 영



- 87 -

화 종사자를 늘 갈등하게 한다. 만약 영화인으로서의 직업정체성이 하락

한다면 이는 곧 영화계 밖으로의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영화는 프로젝트성 산업이므로 다음 프로젝트 사이에 영화일 이외의 다

른 직종으로 참여하기가 쉽다. 낮은 보수와 구직의 불확정성은 이를 가

속하는데, 실제 60%에 달하는 많은 영화제작 종사자는 영화일 외의 다

른 직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높은 겸업 수치는 영화 산업 종

사자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다른 직종의 겸업은 반드

시 영화인으로서의 직업정체성의 하락 결과가 아닌 불규칙한 유동성을 

나름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영화인’으로서 남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도 

크다. 

 영화인으로서의 창의성에 따른 높은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직무 만족도

(특히 노동조건)의 하락은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직

은 자율적인 이직일 수도 있지만 시장 구조에 따른 타율적인 성격을 지

닐 가능성이 크다. 이직 의사의 형태학적 결정요인에 따르면 직무 만족

과 이직 의사는 모두 일에 대한 지향 혹은 반응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

만 지향의 대상 및 방식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직무 만족은 수행직

무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다. 반면에 이직 의사는 노동조건과 큰 관련

이 있는 도구적이고 정서 중립적인 합목적적 반응에 해당한다. 즉, 직무 

만족은 감정적, 감성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만, 이직 의사는 단순히 개인

의 사적인 감정이나 이유가 아니라 산업과 노동조건 전체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고에 따른 반응이다(김상욱ㆍ유홍준, 2002).

 즉, 예술성, 불안정성과 영화인의 자기 정체성은 양방향으로 서로 영향

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본 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반면 헤스몬달프는 예술가의 직업정체성에 대하여 “굉장히 복잡한 형

태의 자유”라고 평하였다(Hesmondhalgh, 2013). 영화제작 종사자의 정

체성 또한 예술성과 불안정성이라는 두 개의 요인만으로 충분히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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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대다수 

영화제작 종사자는 자신을 예술인이라고 평가하고, 사실상 그들은 영화

계를 떠나면 겪지 않아도 될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지만, 꼭 이러한 직

업적 동기와 선택이 예술성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베인(Bain, 

2005)의 가난한 예술가에 관한 연구는 예술이라는 신비화된 특성을 투영

해야만 예술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불명확

한 예술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직업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직업

인으로서의 영화제작 종사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표는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어떠한 모델이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을 더욱 잘 설

명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구조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89 -

제4장.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영화제작 종사자와 그들의 노동 현장, 즉 영화제작 

현장이다. 영화제작 현장 안에는 다양한 업무와 역할들이 아주 세부적으

로 분업화되어 있고, 이러한 노동은 다양한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영화는 공간을 촬영하는 것에서 시작되

는 문화 콘텐츠이고 따라서 노동의 공간, 즉 제작 현장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가장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영화제작 현장은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

다. 영화제작 현장은 그 자체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기 때문에 큰 의

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러나 영화제작 현장이라는 공간은 그 곳을 채우

는 유무형의 문화, 관계, 위계, 권력 등의 요소와 행위적 주체로서의 노

동자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

서 연구대상으로서의 영화제작 현장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깊이 있

는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영화제작 현장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현장의 공간을 채우는 

행위자와 요소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프로젝트

로 이루어지는 영화제작 현장은 단기간에 서로 다른 작업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화제작 현장

의 모든 공간이 연구 대상으로서 깊은 의미를 가지지만, 모든 공간을 관

통하는 관찰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따

른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핵심적인 연구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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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이 가장 특징적이고 응축되어 나타나는 시기와 

지점을 찾고자 했다. 여기에서 영화제작 종사자는 감독과 작가를 포함하

는 핵심 창의 업무 집단(primary creative personnel))과 촬영감독, 영화 

편집자, 음향 감독 등과 같은 기술 숙련 노동자 집단(craft and technical 

workers), 제작자와 같은 창의 경영관리자 집단(creative manager)을 모

두 포함한다(Hesmondalgh,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영화제작 현장에 

대한 광범위한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영화제작은 뒤에서 자세히 기술

하겠지만, 기획개발,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의 과정

을 거친다. 사전조사는 다양한 시점과 지점의 영화제작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개발 단계의 제작사 현장, 프로덕션 단계의 영화촬영 현장, 세

트 노동현장에 대하여 참관하는 형태로 시행되었다. 사전조사 결과, 모

든 직군이 융합적이고 밀도 있게 일하는 현장과 시점은 프로덕션 단계인 

카메라로 실제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기획개발 단계는 감독이 주도하는 영화의 경우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그

리고 극소수의 제작 인원이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있었고, 제작사가 주도

하는 영화의 경우 제작사 직원들과 제작자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감독

을 포함하는 역시 소수의 영화제작 종사자가 참여할 뿐이다. 프리 프로

덕션 단계에서는 주연 배우 캐스팅 및 각 직종의 팀 꾸리기를 등을 통해

서 보다 많은 수의 인원이 제작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들이 일하

는 현장과 시점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미술팀, 촬영팀, 조명팀의 

실질적인 업무 현장을 관찰할 수 없었고, 다른 팀과의 협업 및 상호 작

용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역동적이고 응축적으로 영화제

작 종사자의 역할을 살펴보고 노동 현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제

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찰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산과 투자 관련 업무는 보안이 요

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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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인 편집과 영상 및 음향의 리터치(re-touch

ing) 과정 등은 독립적이고 개별로 분리된 편집실 등의 공간에서 일부 

작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수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이미 다른 

영화제작 현장으로 떠났고, 일부의 인원만이 남아서 영화를 마무리하는 

형태를 띠었다. 반면에 사전조사에서 살펴본 영화촬영 현장은 생산에 참

여하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가장 극

렬하게 일하는 현장이자 시점으로 생각되었다. 촬영 현장 안에서 영화제

작 종사자는 개인 혹은 팀을 구성하여 역동적으로 다른 노동자와 협업하

고 있었고 동일한 촬영 현장에서도 공간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서로 다

른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프로덕션 단계의 촬영 현장을 설정하였다. 

 촬영 현장이 주된 연구대상이지만 촬영 현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촬

영 현장의 배타성을 극복해야 한다. 생산 현장의 배타성은 생산자 연구

에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영화제작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제작 현장

은 그 자체로 영화제작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감독을 비롯한 노동자

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사적인 공간이자 공적인 공간이 혼재된 성격을 가

지고 있다(강준만, 1989; 이오현, 2005; 이기형, 2009). 

 촬영 현장 연구의 또 다른 어려움은 생산 현장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

다는 점에 있다. 영화제작은 프리 프로덕션에서 완성된 치밀한 일정에 

따른다. 예산은 영화제작을 위한 전체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 촬영도 사전 조율을 거쳐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공간을 이동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관공서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촬영은 허가된 기간에 촬영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한 장소 안의 다양한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촬영과 다음 

촬영을 위한 세트 제작과 촬영 장비의 설치 등의 준비 작업이 동시에 벌

어짐을 뜻한다. 따라서 제한된 관찰자는 제한적 관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장소를 동시에 심도 있게 관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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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대상이 가지는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잘 고려된 세심

한 관찰은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다수의 생산자 연구가 가지는 함의와 같다. 본 연구는 영화 촬영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과 영화제작 종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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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방법 

1. 참여 관찰

 주 연구 대상으로 영화제작 현장과 종사자를 설정하였기에, 영화제작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을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이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참여 관찰 방법을 

설계하였다.

 먼저 영화제작 현장에 대한 배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화제작 현

장에 대한 참여 관찰에 있어서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연구자로서 관찰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다. 극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하고 높은 배타성을 

지닌 생산 현장이므로 감독이나 프로듀서의 전적인 허락이 없이는 참여 

관찰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들의 허락만 받으면 참여 관찰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영화촬영 공간에는 투자사에서 파견하는 PS(production sup

ervisor)가 상주하며 촬영현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투자사의 허

락도 동시에 얻어야 한다. 특히 일정한 곳에서 촬영하는 드라마 현장과

는 달리 영화촬영 현장은 제작사가 제공한 교통편으로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식사 또한 이들이 제공하는 밥차를 동원하여 해결하므로 

제작과 관련 없는 연구자가 현장에 존재하는 것은 투자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필요로 하는, 촬영에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다. 투자

사를 통한 참여 관찰도 환영받기는 어렵다. 사전연구에서 만난 한 프로

듀서는 투자사 측을 통하여 현장연구 의뢰가 들어온다면 PS(production s

upervisor)가 한 명 더 추가되어서 현장을 감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장 스태프로 고용되어서 참여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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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상업영화의 촬영 스태프는 보통 독

립영화 촬영현장에서 다수의 작품을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잔뼈가 굵은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스태프로 고용되어 진행

되는 참여 관찰은 하위 스태프의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한계

를 가진다. 프로덕션 과정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 연구자는 미술팀 막내

인 지인을 따라 미술팀 막내의 관점에서 참여 관찰을 시도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미술팀 막내의 입장에서는 다른 직군과 소통할 상황도 전혀 

없었고, 업무의 장소도 분리되어서 촬영 현장을 총체적으로 관찰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참여 관찰은 현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감독이나 프

로듀서를 통하여 투자사의 허락을 얻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러한 경우에 관찰자는 이미 영화현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감독이나 프

로듀서의 소개를 통하여 현장에 들어온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찰자

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영화촬영 현장의 모습을 변형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전 조사에서 방문한 영화 현장에서 연구자는 굉장한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장의 제작 종자사는 바쁘게 업무에 집중할 때, 단순히 바

라보기만 하는 관찰자의 존재는 이질성을 띠게 된다. 이는 미디어 생산

자 연구 분야에서 참여 관찰이라는 연구방법론이 받아온 비판에서도 크

게 벗어나지 않는다. 관찰하는 대상과 통한 다면적이고 두터운 서술을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관찰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조영한, 2012; 

윤택림, 2013). 그러나 연구방법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참여 관찰을 통한 

생산자 연구가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현장의 배타

성과 더해져 연구자로 하여금 참여 관찰을 통한 생산자 연구를 회피하도

록 하는 요인이 되는 점을 간과하게 한다.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도 영화제작 현장을 참여 관찰을 통해서 조명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영화는 다른 미디어 생산자 연구보다 축적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일부 해외 필름 스쿨을 중심으로 감독이 자

신의 영화 현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영화제작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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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참여 관찰은 그 방법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화 현장만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예컨대 특유의 도제 시스템 및 팀 문화, 언어, 위계

와 같은-를 조명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본 연구가 참여 관찰

을 진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미디어 연구자들은 미디어 환경에 대

한 내부지식을 가지고 현장을 탐구하기 때문에 이는 장기간의 개인적 현

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아 긴 기간의 참여 관찰의 필

요성을 부정하는 시각도 있다(Alasuutari, 1999; Gray, 2003).

 다음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찰에 물리적 한

계가 있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촬영 순간의 

모든 파트를 다 집중하여 관찰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출

팀, 제작팀, 촬영팀, 미술팀을 중심으로 관찰의 범위를 한정였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화현장에서 각 팀과의 소통에 가장 많은 참여

와 관여가 이루어지는 팀은 연출팀과 제작팀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

겠지만, 연출팀은 감독을 도와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제작팀은 제작자를 도와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

하는 역할을 한다. 연출팀은 모든 부서와 협업할 뿐 아니라 갈등이 발생

하고 해소되는 상황을 빈번하게 겪는다. 제작팀은 다른 팀에 비하여 창

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적지만 영화제작을 위한 투자 및 예산, 계획

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영화제작 현장에서의 역동성-각 

팀과의 상호작용, 위계, 권력- 및 총체적 흐름을 이해하고 관찰하기에는 

연출팀와 제작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부

분의 감독과 제작자는 각각 연출팀과 제작팀을 거쳐 성장하므로 이들은 

영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고유할 뿐 아니라 강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촬영팀은 업무 성격상 ‘미디어 간 경계 허물어짐’으로 

타 업종으로의 전환이 쉬운 특성을 가진다. 특히 영화제작에 참여한 경

력은 다른 미디어에 진입할 때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촬

영팀은 영화 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영화인의 모습을 잘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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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영화인으로 잔류하게 하는 요인을 살

펴봄으로써 내면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술팀

과 세트팀의 경우는 촬영팀과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다른 

분야로의 이직 및 겸직, 특히 건축업과의 겸업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영화계를 떠나는 이들에게 영화제작 경험은 타 직종에서의 구직 활동에

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분야 영화제작자들에게는 오히려 건설

업에 종사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 즉, 영화인으로

의 잔류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찰은 정체성 탐

구에 있어서 촬영팀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본 연구는 여러 시도 끝에 제작사와 투자사 양쪽에 관계가 있는 지인

을 통하여 상업영화 현장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양측 모두와 인맥이 있

었기 때문에 투자사와 제작사의 갈등 관계 속에서 양해를 구할 수 있었

다. 관찰 허가는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영화명을 

비공개로 할 것과 촬영 단계에서 대화 및 소음발생 금지, 녹음녹화 금

지, 초상권 및 실명공개 금지라는 조건으로 허가받을 수 있었다. 즉 영

화 제작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찰 허가의 

전제였다. 전체 영화촬영 일정 중 고정된 영화촬영소 및 세트장 스케줄

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따랐다. 참여 관찰은 20

19년 9월 영화 고사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음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작품제목: OOOO (상영됨, 날짜는 상호 협의에 따라 밝히지 않음)

촬영기간: 2019년 10월~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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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관찰은 어떠한 이론과 가설을 미리 정립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

보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체득하고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 제

기를 하는 관점을 유지했다. 미리 설정한 몇 가지 관찰점에 의지하기보

다는 유동적인 태도로 관찰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최대한 적극적으로 

현장을 관찰하고자 했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방향은 때때

로 변하였고 그 순간마다 새로운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참여 관찰은 

본 연구자가 영화제작 생산의 촬영 현장에서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

체성과 노동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적인 체험의 단계이다. 참여 관찰의 주요 관찰점은 앞 장의 선행연구에

서 살펴본, 노동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의 조건, 영화제작 종사

자가 경험하는 노동 환경의 한 부분인 영화제작 종사자 사이의  커뮤니

케이션의 방법, 그리고 영화 생산 구조 및 과정과 관행 등 세 가지 방향

을 포함한다. 첫째, 노동조건에 대한 관찰은 노동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

치는 객관적 요소이다. 근로 장소, 업무시간, 업무의 강도 등을 말한다. 

둘째, 영화제작 종사자가 촬영현장에서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를 관찰하였다. 영화제작은 여러 부문의 전문적인 팀 문화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창의 산업이다. 한화성(2006)은 참여 관찰을 통해 영화제작 

종사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영화제작이 상부

의 엄격한 위계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기존의 문헌과 달리, 주요 팀 문

장소 횟수 성격
강남 제작사무실 1 고사
삼겹살집 1 회식
청평 세트장 5 실내 세트 촬영
포천 대진대학교 체육관 지하 5 실내 촬영
경찰 병원 1 실내 및 실외 촬영
송파 서울구치소 1 실내 및 실외 촬영

표 4 참여 관찰을 진행한 촬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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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간의 합의로 생산됨을 밝힘 바 있다. 팀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영화 종사자가 경험하는 노동 환경의 한 부문을 이루며, 나아가 그들의 

직업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영화 생

산 구조 및 과정과 관행에 대한 관찰이다. 이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 

조건과 불안정에 영향을 주며, 직업정체성 형성에 영향를 줄 수 있는 가

능성이기 때문이다. 참여 관찰에서 사용한 주요 관찰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 질문
연구문제 

관련성

노동조건

근로 장소, 환경, 일일 업무시간은 어떠한

가? 

1
하루의 일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해서 

이루어지고 끝나는가?
업무의 강도는 어떠한가? 어떠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가?

커뮤니케

이션

현장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가?

2

현장의 종사자는 내ㆍ외부적으로 어떠한 갈

등상황을 보이는가?
종사자는 어떠한 자율성을 보이는가?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해소되는가?

영화생산 

구조 및 

과정

제작현장은 수직적, 수평적 분위기인가? 2
제작이 진행됨에 따라서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해가는가?
2-1

영화생산 현장의 언어는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위계나 상징성을 보이는가? 
2-2

영화제작 종사자 내부에서만 향유되는 행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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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심층 인터뷰는 단순 참여 관찰로는 알기 어려운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참여 관찰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제작현장 밖에서의 종사

자의 모습, 즉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내면의 생각과 정체성을 탐구하

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인터뷰는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체계적인 사회 조사를 수

행하기 위하여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다. 인터뷰는 때로 질적 연구와 동

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질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특히 질적 수용자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구방법이다(나미

수, 2016).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는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인터뷰 

대상자의 태도, 느낌, 행동, 감정을 알아낼 수 있다(Haralambos & Holbor

n, 1995). 물론 인터뷰가 가지는 한계점도 있다. 그것은 인터뷰 당시의 

분위기 등에 따라 솔직한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시간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는 실체

적인 진실과 인터뷰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한다. 그러

나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인터뷰

는 충분히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Hesmondalgh, 2013).  

 본 연구에서 인터뷰는 영화제작 종사자가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인터뷰는 참여 관찰과 더불어 정체성과 

내면의 불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앞서 기술한 한계를 

관행이 있는가?
종사자의 불안정성은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

는가?
1-6

표 5 현장 관찰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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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념하면서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사람들은 방

어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고 특히 본인의 정체성과 밀접한 직업 영역을 

외부인과 논의할 때 이러한 방어기제가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터뷰를 통하여 진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단순히 외부인이 아닌, 내

부자 동료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가급적 인터뷰

를 진행하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영화제작 현장을 관찰하면서 획

득한 지식을 통하여 친근하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단순히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일방적인 과정에서 탈피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경

험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관한 탐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영화제작 종사자가 영화제작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초점이었다. 이를 위해 반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의 핵심은 개인적 이해와 

경험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하는 목적이 있다. 질문을 통하여 인터뷰 당

사자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논제를 스스로 제기하도록 하였고, 

연구에 일정 부분 참여시키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노력하였다(Gray, 199

2). 인터뷰에 사용된 반구조화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를 진행하면

서 특히 직업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설문하면서는 특히 Hawkins 등(1989)

이 제시한 자아 개념에 기초하여서 개인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 

두개의 범주로 크게 나누고, 이는 다시 각각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인 자

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개인적 실제적 자아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고 개인적 이상적 자아는 ‘내가 누구이고 싶은가?’에 대한 

성찰이다. 사회적 실제적 자아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사회적 이상적 자아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

은가?’에 대한 자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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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구내용 질문
연구문제 

관련성

1 사적 요인 성별, 학력, 영화종사 경력, 집안환경 1-1

2 사적 요인

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교육을 어디에서 

받았는가?

업무역량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1-1

1-3

1-4, 4

3 사적 요인
본인의 직업적 가족적 재정적 목표에 

영화제작 종사자로 사는 삶이 부합하는가?
3

4

사적 요인 

& 

노동환경

어떠한 방식과 동기로 영화업계에 

종사하게 되었는가?(진입경로)
1-1

5 사적 요인

영화제작계 내에서 인맥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사회적 자본, 

인적 연결망)

4-2

6

사적 요인 

& 

노동환경

새로운 영화제작일을 찾는 기간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또 이 기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4

7 노동환경
영화현장에서 본인의 팀과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1-1

8 노동환경
불안정성은 경력 취득에 따라서 어떠한 

점이 차이를 보이는가?

1-1

1-3

9 노동환경
노동조건의 하락은 영화의 산출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1-1

10 노동환경
업무의 지시 관계와 갈등 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1-1

1-3

11 노동환경
다른 팀과의 업무는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이 수행되는가?
1-1

12 노동환경
팀 단위에서의 업무는 어떠한 방식으로 

분업과 협업을 수행하는가?
1-1

13 산업변화
상영관 중심의 영화 산업이 IPTV나 OTT 

등 기타 다른 매체로 이동해가는 현상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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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대상자는 영화제작 과정 안의 업무와 역할들이 다양할 뿐 아니

라 세부적으로 분업화 되어있기 때문에 선정하기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들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직군과 직급을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14 산업변화

영화가 드라마 등 다른 미디어와의 구분이 

흐려지는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1-5

15 기술변화
3D, VR과 같은 신기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1-5

16 기술변화

기술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비하는가?

기술 변화는 어떠한 불안감을 주는가?

(디지털 아웃소싱과 같은 기술분야 언급)

1-5

17 예술성
본인은 예술가, 노동자, 전문직 중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1

18 예술성
기타 다른 미디어 생산직이 아닌 

영화제작에 종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19 예술성

영화제작 종사자 내부에서만 향유되는 

행위, 언어 관행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은 

예술가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가?

2

20

자기정체

성 

&예술성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영화계에 종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2, 3 

21 불안정성
영화 생산 종사자로서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2, 4-1

22 불안정성
만약 타 영역으로 이직 예정이라면 그러한 

원인은 무엇인가?
1-2, 4-1

23
자기정체

성

영화 업무를 종사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1-2, 2

24
자기정체

성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할 때 자부심 혹은 

자괴감을 가지는가?
2

표 6 인터뷰에 사용된 반구조화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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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가장 섭외하기 어려운 감독 및 팀장급은 기존의 

지인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필요 직군과 급에 따라서 추천을 

받거나 직접 모집하는 방법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특히 인터넷의 영화제

작 종사자 커뮤니티 사이트34)를 통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확보하였다. 인

터뷰를 진행한 직급과 직군은 다음과 같다.

34) https://www.filmmakers.co.kr/ (2021.4.26. 검색)

https://www.filmmak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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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 연구 및 인터넷 연구

 본 연구의 질적 연구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화 산업 및 제작과 관

련된 통계 등을 포함한 문헌자료와 언론 및 영화제작 종사자 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게시글 자료 등의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직군 직급 경력(년) 성별 결혼여부 본문표기

연출 감독 24 남 기혼 감독

연출 퍼스트 7 여 미혼 조감독

연출 막내 1 남 미혼
연출팀 

막내

제작
제작사 

대표
19 남 기혼

제작사 

대표

제작 프로듀서 23 남 기혼 프로듀서

제작 세컨드 5 여 미혼
제작팀 

세컨드

제작 막내 1 남 미혼
제작팀 

막내

촬영 감독 13 남 미혼 촬영감독

촬영 서드 3 남 미혼
촬영팀 

서드

촬영 막내 3 여 미혼
촬영팀 

막내

미술(세트) 감독 25 남 기혼
세트팀 

감독

미술(세트) 세컨드 3 남 미혼
세트팀 

세컨드

은퇴자 퍼스트 28 남 기혼 은퇴자 1

은퇴자 막내 1 여 미혼 은퇴자 2

은퇴자 막내 1 남 미혼 은퇴자 3

표 7 연구 참여자 명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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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객관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화제작과 관련된 제도와 실태를 알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의 

정보, 연구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계약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화스태프 표준계약서 및 실제로 현

장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영화제작기법, 

영화제작관련 서적과 논문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쟁점

들이 영화제작업계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지, 영화 산업의 변화는 무엇

인지, 영화제작 종사자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영화제

작 종사자의 자기정체성과 예술성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

력하였다.

 또한, 실제 영화제작 종사자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넷 커뮤

니티 사이트를 통하여 이들의 실제 업무에 대한 생각과 노동조건에 대하

여 파악하려고 하였다. 영화제작 종사자와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는 가

장 사용자가 많은 필름메이커스(https://www.filmmakers.co.kr/)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곳에서 주로 본 게시판은 구인ㆍ구직 게시판과 질문ㆍ상

담게시판, 익명게시판이며 게시글과 댓글을 통하여 영화제작 종사자들이 

어떠한 노종조건을 겪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불안정성을 추가적으로 탐

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생각과 활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영화 산업노동조합(http://www.fkmwu.org/) 사이트의 노조활

동 게시물을 분석하여 영화제작 현장의 불합리성과 이에 대한 노조 차원

의 대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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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 재현에 나타난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과 

불안정성 사례 분석

 영화 속의 영화제작 종사자 재현은 영화제작 종사자에 대한 영화를 살

펴보는 것이다. 이는 영화인이 생각하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정체성이 가

장 잘 드러나는 자아성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영화인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살펴봄과 동시에 외부에 비추어지고 싶어 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연구 방법의 함의는 영화 속의 재현을 통

해서 정체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심지은, 2019).

 연구를 위해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https://www.kmdb.or.kr/)에서 영화

제작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그 결과 한국영화 611편이 검색 결과로 얻

어졌다. 이를 토대로 주·조연이 영화제작 종사자로 출연하거나 영화제

작이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영화제작 종사자가 

잘 재현된 관련 영화로 2000년 이후의 영화, 총 43편을 선정하였다. 이

들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상영
년도 감독 스토리

1포 10kg 
100개의 생애 2020 조기현 치매가 온 아버지의 생애를 기록한다. 사람들

을 모으고 영화를 제작한다.

노가리 2019 박민국 자급자족으로 운영되는 영화사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적같은 기회가 찾아온다.

김철수 주연 2019 황민호 영화제작 과정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는 필연적
이지만 영화는 완성시켜야 한다.

녹차의 중력 2018 정성일 임권택 감독의 영화현장에 대한 다큐멘터리.
여러 이유로 제작은 하염없이 미뤄진다.

가끔 구름 2018 박송열
영화감독의 꿈을 위해 시나리오를 쓰는 주인

공,  투자를 받지만 돌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예수보다 낯선 2018 여균동 감독은 베스트 셀러 ‘예수를 만나다’를 영
화화하자는 제안을 받고 다양한 인물들과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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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찍는다.

걸작 2018 최진욱
영화제작을 위해 청약을 해지한 사실을 안 부

인이 현장에 찾아오고, 실수로 사운드파일이 
날라간다.

소리, 공간, 

영화에 대한 

나름의 연출론

2018 이병기
주변의 무시에도 불구, 붐 마이크 하나로 영

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영화를 완성
한다.

나는 원래 
대전에서 로맨틱 

코메디를 
찍으려고 했었다.

2018 배기원
시나리오 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신의 

단편영화가 칸영화제에서 상영된다는 소식을 
듣는다.

차파오 돌려입기 2018 노풀잎 배우와 스태프가 도망가서 혼자 촬영하는 지
인을 주인공은 얼떨결에 도와주게 된다.

소화 2018 강나예 시나리오를 쓰는 영화과 학생이 감독님꼐 통
과를 받기 위하여 아픈 과거에 부딪힌다.

시민K 2018 강의석
투잡하는 영화감독, 시나리오가 바뀌지 않는

다면 그만두겠다는 배우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
힌다.

갈까부다 2018 고봉수
영화감독 고봉수는 여자친구를 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친구ㆍ가족들을 인터뷰하며 욕을 
듣는다.

보이지 않는 
배우들 2018 채형식

네 배우는 2~3주에 한번 씩 모여서 무엇을 찍
을지 정한 수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
든다.

영화인 2017 김주훈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화를 찍다보니 여
러 실행착오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Knock 2017 배희경
단편영화를 만드는데, 완성과 촉박한 시간 앞

에서 편집증 증세는 심해지고 영화와 현실이 
뒤섞인다.

다큐멘터리 2017 서우빈 준규는 입봉을 하기 위하여 여빈의 시나리오
인 <서울>을 몰래 피디에게 보낸다.

랄라랜드 2017 이원석 오디션마다 고배를 마시는 중년배우에게 마지
막 오디션 기회가 찾아온다.

어둔 밤 2017 심찬양 패기있게 영화제작을 시작하지만 쉽지 않다. 
도전정신으로 영화 완성을 위해 노력한다.

노맨스랜드 2017 박중하
영화 흥행에 성공하여도 후속 영화는 또 어렵

다. 투자사의 입김에 의하여 제작무산의 위기
가 온다.

늦봄 2017 강희정
졸업 영화제작을 위해 할아버지 댁을 촬영장

소로 정하는데 할아버지가 캐스팅 되고자 욕심
을 내신다.

딜쿠샤 2015 김태영 뇌출혈로 쓰러졌던 김감독, 새 영화를 같이 
찍을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진다.

동행 2015 장률 촬영팀 퍼스트는 감독에게 시비를 걸고 촬영
된 필름통을 들고 현장에서 도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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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화제작 종사자가 노동 현장에서 어떠한 직업정체성

을 인식하고, 노동 불안정성을 겪고, 대응하며 극복하는가를 규명하는 

베짱이들 2015 정훈
네 명의 뮤지션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

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화촬영을 시작한
다.

진실과 거짓 2014 강민형 촬영이 계속되면서 스텝들의 욕망이 드러나고 
영화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간다.

김지예 관람불가 2014 권항
경험한 일만 영화로 제작할 수 있는 영화검열

법이 생기고, 검열을 거듭할수록 영화는 이상
해진다.

조발기 2013 정략길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주제로 다큐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스탭이 모이지만 환자들
의 동의를 받기가 힘들다. 

렛 미 아웃 2013 소재영 처음 입봉하는 감독, 온갖 난관과 시련 앞에
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

꼬인다 2012 박영근
다큐멘터리 영화를 맏들어가며 처음에는 서로 

호감을 느끼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적대감이 
커간다.

도둑들 영화를 
만들다 2012 김진상 영화 <도둑들>을 만들기 위하여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홍콩, 마카오, 부산을 누빈다.

힘내세요, 병헌씨 2012 이병헌
신임감독의 영화 준비과정을 다큐로 제작하기

로 하였는데 감독 병헌씨는 게으르고 나태하
다.

조우 2010 임태영
준호는 30년만에 내려온 고향에서 간략한 설

정만 가지고 촬영을 시작하지만 난관에 부딪힌
다. 

엄마의 영화. 
빨간구두 아가씨 2008 이용의

뇌경색인 어머니가 영화제작에 흥미를 가져
서, 어머니에게 연기를 연습 시키고 영화를 완
성해간다.

아스라이 2007 김삼력
후배의 영화 프로듀서 제안을 별 고민없이 수

락하는데, 여자친구는 떠나고 부모님도 싫어한
다.

빅파이, 한국영화 
산업 나눠먹기 2006 이훈규

영화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영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일한다
고 말한다. 

비단구두 2005 여균동
영화 흥행 참패 후. 사채업자의 협박에 실향

민 할아버지의 고향을 거짓으로 연출하게 된
다.

중산층 가정의 
대재앙 2003 윤성호 형대신 동생이 불가피하게 메가폰을 잡고, 산

만한 연출자와 스태프들과 일하게 된다.

마지막 자연 2003 김진무 촬영을 앞두고 영화제작에 대한 회의를 느낀 
주인공은 무작정 여행을 떠난다.

오! 수정 2000 홍상수
독립영화제작을 하려는 영수의 무능력한 모습

에 실망한 수정은 부자 후배에게 마음을 돌린
다.

표 8 관찰 영화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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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영화제작 종사자가 직접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린 영화재현의 

분석은 영화인이라는 직업정체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노동의 불안정성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선정된 영화재현 43편의 분석을 위한 틀

은 자아 이미지 개념에서 차용하였다. Rosenberg(1979)에 의하면, 자아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서 바라보는 관점인 셀프와, 내적인 욕구의 충족에 

관한 정신적 과정인 에고, 다른 자아와 차별화되는 고유 자아, 정체성 

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이에 따르면 자아개념은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서 지니는 생각과 감정의 총체로서 정의된다. 영화 재현은 영화제작 

종사자가 스스로와 사회에게 표현하는 자아개념의 결과이다. 본인을 성

찰하고 어떤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과 어떠한 차별점을 지니고 어떠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영화재현 연구를 통하여 분석

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앞에서 언급한 Hawkins 등(1989)의 자아 개념을 영화 제현 연구에서도 

기초하여서 살펴보았다. 개인적 자아개념 및 사회적 자아개념 양 범주로 

크게 나누고, 이는 다시 각각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개인적 실제적 자아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고 

개인적 이상적 자아는 ‘내가 누구이고 싶은가?’에 대한 성찰이다. 사

회적 실제적 자아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이

고 사회적 이상적 자아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에 

대한 자아개념이다. 

분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영화제작 종사자는 스스로를 어떻게 묘사하는가?(개인적 자아개

념) 영화재현의 선정기준은 주. 조연이 영화제작 종사자로 출연하거나 

영화제작이 중요한 배경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어떻게 스스로를 투영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영화재현을 통하여 나

의 현실적인 모습의 캐릭터를 선정하였다. 이는 사례분석의 장에서 상위

적 역할의 투영,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대한 도전, 유연화 된 삶, 단절된 



- 110 -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아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영화제작 종사자가 외부에 비추어지고 싶어하는 모습은 무엇인

가?(사회적 자아개념) 이는 외부와 타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상화된 자

기 이미지이다.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노동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원

하는 캐릭터를 선정하였다. 영화제작 종사자들의 사회적 이미지의 이상

적인 형태는 다양한 성취로 보상받는 것이다. 이는 사례분석의 장에서 

성공적인 자아와 예술가로서의 영화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셋째, 주로 어떠한 영화제작 종사자가 출연하며, 이들은 극 중에서 다른 

영화제작 종사자와 어떠한 서사를 이어가는가? (개인적 자아개념 + 사회

적 자아개념)

영화 산업은 전문적이고 개성적인 팀 문화의 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창조산업이다. 따라서 다양한 영화제작 종사자 간의 관계와 그사이의 갈

등, 화합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분석하였다. 이는 사례분석의 장에서 불

안정한 노동환경에 대한 도전, 제작 종사자 간의 갈등하는 자아로 표현

하고 있다. 영화제작 종사자가 스스로에 관하여 이야기한 자아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직업정체성 및 예술가적 정체성 파악에 있어서 분석의 틀

이 될 수 있다. 정체성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과 보여지고 싶어하는 

모습,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보여지고 싶어하는 모습의 복합적인 구

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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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화제작 장에서의 노동 환경과 불안정성

 이 장에서는, 참여 관찰ㆍ심층인터뷰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 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을 논의해 본다. 영화 생

산자들이 영화제작 현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형태의 노동을 경험하고 있

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1절에서는 영화 산업의 특징을 조명해

보고 영화제작 과정 및 조직 구성, 영화인의 양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

았다. 2절에서는 노동 환경의 기본을 구성하는 근로 조건들-근로계약서, 

급여, 근로시간, 근로장소-을 살펴보고 근로 환경의 악화와 그에 따른 

불안정성의 심화를 고찰하였다. 3절에서는 영화 생산자의 작업 공간이 

어떤 현실에 놓여있는지를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작업 공간에 대한 심층적 고찰은 창의 노동이 가지는 근로 조건 

외의 요소들이 이들의 노동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

게 할 뿐 아니라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4

절에서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의 확장을 고찰하였다. 

1절. 영화제작 산업 개괄

 영화 생산자들이 영화제작 현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형태의 노동을 경

험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화라는 문화 산업 콘텐

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제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 영화 산업의 특징을 

조명함과 동시에 영화의 제작과정과 각 파트별 특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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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산업의 특징

 영화는 소비자의 선택 때문에 소비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수요가 불분명하다. 관객들은 취향에 따라서 영화를 선택

하지만 이러한 취향의 정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문화 산업 안에는 

늘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며, 문화 산업이 형성된 이래 단 한 번도 안정

적이었던 적이 없었다(Hesmondalgh,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영화 산업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영화 산업은 고위험성을 지닌 고수익 산업이다. 성공을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 위험도가 높지만, 흥행에 성공하기만 하면 고수익을 창출한

다(김형석, 2002). 일례로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Paranormal Activity)>

(2007)는 45만 달러의 예산으로 2억 1567달러의 매출을 올려서 480배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고위험성은 완성된 영화를 구매하여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그 가치나 수준을 알 수 없다는 속성에 근거한다. 영화

의 경험재로서의 특징은 영화제작 주체와 수용자(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가져온다. 영화제작의 주체인 감독은 내용과 영상으로의 구

현에 확신을 가지지만, 영화를 보기 전에는 다른 수용자(투자자)가 이를 

알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이수범ㆍ신선미, 2010). 

 둘째, 영화 자체의 생산과 수요 패턴은 각 나라가 가진 지역사회 문화

적 특성에 의하여 달라지며 흥행이라는 결과도 문화 및 경제 상황에 따

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생산과 소

비의 형태는 다르다. 소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 나라에서 흥행

한 영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흥행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다. 생산의 측

면에서도 미국의 제작방식과 한국의 제작방식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영화제작 현장 연구는 다른 필드의 참여 관찰 연구와는 차별성

을 가진다. 우선 고수익 고위험군의 생산방식으로 인하여 영화제작방식 

혹은 제작현장의 문화가 상당한 역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치열함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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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짙게 깔려 있다. 한정된 예산35)으로 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알지 못

한 채 제작에 몰두한다. 또한, 다른 근본적인 제작 문화의 차이로 인하

여 단순히 미국 시스템에 적용되는 이론들이 한국의 영화제작 환경에 조

정 없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고유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나 공동체 문화 등이 현장에 녹아들어 있을 가능성

이 높다. 

2. 영화제작 과정과 조직구성36) 

 영화 산업은 제작과 배급을 두 축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영

화제작 과정은 기획개발,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구성된다. 영화제작 과정에는 각본, 연기, 영상, 음향, 편집 등 다양한 영

역이 참여한다. 영화제작 과정 안의 업무와 역할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분업화 되어있다. 기획개발 단계는 감독, 작가, 프로듀서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프리 프로덕션에서는 연출팀과 제작팀 등이 구성되고, 프로덕

션에서는 대규모의 영화제작 종사자가 협업하여 단기간에 영화를 촬영한

다.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감독과 프로듀서를 포함한 연출과 제작팀의 

일부가 영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영화마

다 조금씩 부침이 있지만, 큰 틀에서의 특성은 유지된다. 영화제작 과정

에서 영화 생산자의 역할과 각 파트별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

다. 

35) 대부분 기대보다 작은 적은 예산이다. 한국 영화의 경유 제작비 10억 미만을 저예산 
영화로 분류하며 이는 2017년 기준 65.5%를 차지한다. 

36) 본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와 최이정
(2012). 한상민, 조자령(2010), 이창세(2011), 이영숙(2006)의 서술을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 이전에 진행된 파일럿 연구와 참여 관찰 및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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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영화의 제작 과정

1)  영화제작 과정

(1) 기획개발 단계(Development)

 기획개발 단계는 작가, 프로듀서, 감독 등이 영화의 뼈대가 되는 아이

디어와 콘셉트를 기획하고 이를 영화화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시나리

오가 완성되며, 이를 토대로 투자금 유치를 위한 대략적인 예산안이 편

성된다. 이 시기에 구성이 가능한 인력은 작가, 프로듀서, 감독과 극소수

의 제작팀원 정도이다. 기획개발 단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영화제작사에 기획개발부와 필요 

인력을 두고 자체적으로 영화를 기획하는 방식이다. 영화제작사는 영화

를 기획할 뿐 아니라, 작가를 고용하여 아이디어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나간다. 다른 하나는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집필하거나 독립 프로듀서 

혹은 감독이 작가를 고용하여 시나리오를 창작한 후 이를 토대로 대략적

인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투자자를 찾는 형태이다. 기획개발 단계의 결과

물은 완성된 시나리오와 예산안이다. 이 단계가 완성되기까지 짧게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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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특정 아이디어가 기

획, 개발, 투자의 요소를 무사히 마치고 완성된 시나리오와 예산안을 손

에 쥐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며 치열한 상업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영화제작을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그림 9 기획개발 단계에서의 투자와 제작 

 

 기획개발 단계에서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 형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을 보인다. 대다수 영화사는 규모가 작아서 정규직 인력을 두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작가나 감독의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 기획에 참여하는 경우

가 많아 임금이 지불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 참여하는 극소수의 제작팀 

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

아 정규 임금의 편성이 없다. 일부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소액이거나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

는데,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조사가 제작사와 프로듀서를 포함하였음에도  

기획개발 단계에 대한 영화제작 종사자의 평균 근무기간이나 수입 관련 

항목은 없다. 

(2)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제작 전 단계)

 프리 프로덕션은 영화제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과정이다. 철저한 사

전 준비는 세부 제작 일정과 그에 따른 예산안이 된다. 꼼꼼한 계획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할 뿐 아니라 촬영 중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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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돌발변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시기에 감독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촬영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과 영화에 대한 콘셉

트를 설정하고, 장면별로 세부적인 프레임을 설정하여 촬영대본 및 스토

리보드(콘티)37)를 만들게 된다. 이는 촬영 계획의 밑바탕이 된다. 프로듀

서는 투자 유치를 비롯해 감독과 상의하여 주연 배우를 캐스팅하고 메인 

스태프진을 구성한다. 전체 연출팀과 제작팀이 꾸려지면 세부적으로 로

케이션 촬영과 세트 촬영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촬영 일정을 세우게 되

고, 장소 섭외와 촬영계획을 확정하여 최종적인 예산을 결정한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조직되는 연출팀, 제작팀은 제작을 위한 준비에

서 실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대개 투자금 확보 단계에서 무계약으로 준

비과정을 시작하는데, 이후 영화의 주연 배우가 캐스팅되는 등 준비가 

진행되고 투자금 확보가 끝나면 그때 계약을 한다. 따라서 상당 기간 

‘계약이 없고 보수도 없는’ 공백 상태가 유지된다. 심지어 캐스팅과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어 영화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면 그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반면, 미술팀, 촬영팀, 조명팀은 

투자가 확정된 시점 혹은 그 이후에 계약하므로 연출팀, 제작팀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프리 프로

덕션이 지연되거나 영화제작 자체가 중단되면, 계약금 외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못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부분의 제작사는 영화제작 종사자

가 프리 프로덕션에서 행한 노동의 대가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화제작 종사자 또한 영화계에서 일한다는 정체성 혹은 같은 업종에서 

종사한다는 동료의식, 때로는 본인의 직업적 연결망을 위해, 권력 관계 

때문에 반박을 제기하지 못한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이러한 점이 여실히 확인된다. 프리 프로덕션 기간 

중 직군에 따른 평균 근무기간은 제작 3.5개월, 연출 3.4개월로 미술 2.9

37) 영화의 촬영을 위하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필요사항을 기록한 서류. 씬 번호, 촬영 
각도, 위치, 의상, 소품, 대사, 액션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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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촬영과 소품 2.2개월, 의상 1.9개월, 분장/헤어 1.3개월, 조명 1.1개

월보다 길다. 반면 1개월 급여는 의상 340만원, 미술 299만원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는 계약금 외 근무기간과 업무

상 특징을 반영하므로 일괄적으로 해석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

당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임금체불이 19.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었고, 감독과 기사를 포함한 퍼스트급 이상에서 임금체불을 경

험한 비율이 많은 점, 그리고 이들이 주로 프리 프로덕션의 초기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 임금 체불의 이유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파산이 가장 

많다는 점 등을 통해 앞서 기술한 프리 프로덕션의 현장 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3) 프로덕션(Production, 제작 단계)

 프로덕션은 영화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다. 대개 프로듀

서의 지휘하에 제작 인원들이 예정된 촬영 장소에서 일정에 따라 촬영 

작업에 들어간다. 프로듀서는 책정된 예산 안에서 영화 촬영을 끝내야 

하므로 프로덕션은 프로듀서의 역량이 요구되는 단계가 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영화 촬영은 예산 내에서 계획하였던 촬영이 끝나는 경우가 드물

다. 미국의 촬영 문화와 비교해 보면, 할리우드에서의 영화제작은 대체

로 미리 짜인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된다. 배우도 계약 기간에는 

다른 중복된 일정을 잡지 않는다. 중복된 일정으로 인하여 촬영에 지연

이 생겼을 때는 영화사 측에 적지 않은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하

여, 촬영계획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촬영계획 변

경 및 지연으로 인한 제작비 증가 요인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의한 계획 변경이 잦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계획

할 때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프로덕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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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은 많은 경우 프로듀서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예산편성 

내에서 완성되는 한국영화는 매우 드물다. 상승된 제작비는 투자사에 대

한 제작비 증액 요청으로 이어지는데, 대부분 투자사는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예산증액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투자자, 제작사, 감독

과 프로듀서의 이해관계(이해관계의 충돌, 상)는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다. 투자사가 투자금 증액을 거절하는 경우 영화제작은 중단된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 도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며 이러한 경우 제작 중단 및 예산 부족이 39.8%

로 가장 많았다.

 프로덕션에서는 프리 프로덕션에서 각 파트의 감독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서 촬영을 시작하게 된다. 영화제작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인

원이 동원되는 단계이고 가장 많은 업무가 복합적으로 처리되는 단계이

다. 감독, 프로듀서, 배우, 스태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조율(이해관계의 충돌, 하)을 필요로 한다. 

그림 10 이해관계의 충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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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이해관계의 충돌, 하 

 프로덕션의 평균 근무기간은 3.4개월이다. 

(4) 포스트 프로덕션(Post-Production, 제작 후 단계)

 촬영이 종료된 후 편집, 시각 및 음향 효과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촬영 된 필름 중‘O

K-cut'만 골라내서 시나리오 순서대로 이어 붙이는 과정을 주로 하여 자

막, 음향, 컴퓨터 그래픽, 색 보정 등을 추가하여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한

다. 촬영팀과 조명팀의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제외된다. 일부 연출팀과 

제작팀의 스태프는 이 포스트 프로덕션에도 계속 참여한다. 

 포스트 프로덕션은 작업 기간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 임금 지급 또

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단계에 참여하는 영화제작 종사자는 무보

수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 영화제작 시스템에

서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실태조

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참여하는 직군은 제작, 연출, 촬영, 동시녹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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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미술 등이다.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3.4개월이나 세부적으로 제작 

4.2개월, 연출 2.7개월, 촬영 2.6개월, 동시녹음 1.5개월, 조명 1.1개월, 미

술 1개월 순으로 직군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평균 1개월 급여

는 348만원으로 프리 프로덕션의 291만원보다는 많았지만 세부적으로 제

작 387만원, 연출 343만원, 촬영 100만원, 조명 100만원, 미술 230만원으

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포스트 프로덕션에 참여하는 스태프의 인원

이 많을수록 평균값이 낮아짐과 동시에 감독, 퍼스트 급이 많을수록 평

균값이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해석이 가능하다. 동시녹음 직급

은 급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완성된 영화는 과거에는 릴 형태의 영화 필름이 복사본으로 만들어져 

각 극장에 전달되었다. 영화 산업이 디지털화된 이후에는 별도의 필름 

복사본이 아닌 암호화된 하드디스크 형태로 각 상영관에 퀵서비스로 전

달된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인터넷을 통한 상영 파일의 전달이 가능하지

만, 보안상의 이유로 퀵서비스 등의 인편을 통하여 전달된다.38)  

2) 영화제작 종사자의 조직 구성

 영화제작 종사자가 속한 현장의 부서는 다양하다. 일례로 <2020년 영

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의 직군은 제작, 조

명, 촬영, 연출, 미술, 그립, 데이터매니저, 현장편집, 스틸, 특수효과, 메

이킹, 발전기사, 무술, 푸드, 시각효과 등 다양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관찰한 연출팀, 제작팀, 촬영·조명팀, 미술팀의 조직 구성과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각 부서는 ‘부’혹은 ‘파트’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예컨대 연출팀은 연출부, 연출 파트로 불리기도 한다.

 각 팀은 감독 혹은 파트 감독, 팀장 혹은 퍼스트, 세컨드, 서드, 막내 

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 구성은 각 현장마다 상이하지만 비슷한 위계를 

38) 서울 씨네큐브 극장 상영기사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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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이는 제작 현장마다 예산에 따라 스태프 각각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팀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감독 아래 팀장 

혹은 퍼스트, 세컨드, 서드를 두는 경우도 있고 막내를 두지 않는 경우

도 있다. 직급에 대한 명칭은 현장에 따라 기사, 제1조수, 제2조수, 제3

조수 등 다양하게 불린다. 실태조사에 나타난 각 직군 및 직급별 영화 

산업 평균경력은 다음과 같다.

 감독 및 파트 감독급은 작업과 결과물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팀원

들은 감독과 파트 감독이 정한 업무를 직급별로 분담한다. 그 중 감독은 

영화의 각본 검토와 연출을 담당하는 최상위 스태프로 영화 전체에 정체

성을 부여하며, 각 분야별 파트 감독들과 작업을 조율하고 배우들의 연

기와 시나리오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1) 연출팀

 연출팀은 조감독(퍼스트), 제2조감독(세컨드), 스크립터 등을 포함하여 

5~6명으로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 극소수가 기획개발 단계나 프리 프로

덕션부터 참여하기도 한다. 이들은 작품 배경 자료를 조사하고 로케이션 

장소를 섭외하며 주연급 이하 조연과 단역 연기자의 캐스팅 등 제작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한다. 프로덕션에서는 감독을 보조하고 연출 시 점

(단위: 년)

감독급 퍼스트 세컨드 서드 수습/막내

제작 15.3 7.6 3.2 1.9 1.2

연출 20.3 9.6 5.3 3.0 0.7

촬영 17.4 10.2 4.9 2.3 0.5

미술 14.9 7.0 2.5 2.0 0.4

표 9 직군과 직급에 따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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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되어야 할 사항을 기록한다. 연출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촬영물에 

대한 검토이다. 연출팀은 감독을 도와 촬영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을 

진행하며 제작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촬영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다. 또 다음 촬영할 부분을 고지하는 등 촬영 현장을 지휘하고, 원활한 

연출을 위해 다른 팀과 접촉하여 촬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연출팀의 구성은 조감독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감독은 독점적으

로 고용인원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주로 같은 연극영화학과 후배나 

지인을 우선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외부 채용의 절차를 통하여 

서류 심사나 면접을 통해 선발하기도 한다. 조감독과 연출팀을 구성하는 

종사자는 장래에 감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상업영화 연출팀

의 경우 이전에 독립영화 등에서의 업무 경험을 쌓은 경우가 대부분이

다. 연출팀은 영화제작 종사자 집단 중에서 도제식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라진 분야로, 연극영화학과와 같은 대학 학과를 중심으로 육성되

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변화되었다. 연출팀의 경우에는 조직의 수직적인 

위계관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39) 연출팀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양영철, 2006).

 연출팀은 연출팀 상위에 있는 감독과 조감독의 권한이 다른 팀에 대하

여 상위에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영화제작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은 연출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감독의 권한은 막강하다.40) 각 팀의 역할이 

가치는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따라서 충분한 자기 결정권은 있지만 감독

의 의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위계를 인정하고 감독의 결정을 따

른다는 특징이 있다. 

39) 이미 다른 독립영화 현장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경우가 많고, 다른 팀에 비하여 팀 
단위로 계속하여 일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40) 감독의 권한은 영화제작현장 어느 인원보다 막강하지만, 현장에 따라서 프로듀서와 동
급인 경우가 있다. 신인 감독의 경우에는 프로듀서의 권한 아래에 있으며, 심지어 촬영
감독에게 휘둘리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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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출팀의 구조(양영철, 2006) 

(2) 제작팀 

 제작팀은 영화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점검하고 제작 시 이를 지원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작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을 포함한다. 제작팀의 감독급은 프로듀서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제작

사에 고용된 스태프들도 있다. 프로듀서는 기획개발 단계부터 참여하지

만, 제작팀의 대부분은 프리 프로덕션부터 참여하게 된다. 제작팀은 평

균 5〜6명으로 구성된다. 프로덕션 과정에서 프로듀서는 촬영의 모든 단

계에서의 제작을 조율한다. 즉, 영화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설정 및 집행, 촬영장 섭외 및 관리 진

행, 계약서 체결 및 이행, 일일촬영계획표 설정 및 준수 등을 수행하는 

제작팀을 총괄한다. 제작팀은 다른 팀과 비교하여 창의적인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화 비전공자들의 진입이 비교적 쉽고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영화제작 종사자 직군 중 인력의 유입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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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많다. 연출팀과 마찬가지로 도제식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라

져 조직의 위계가 다른 부서에 비하여 느슨하다. 영화제작팀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양영철, 2006). 

그림 13 제작팀의 구조(양영철, 2006 변형)

(3) 촬영·조명팀

  촬영·조명팀은 촬영감독과 조명감독을 각각 수장으로 하여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촬영·

조명팀의 구성원들은 촬영과 조명에 대한 기술 지식을 기초로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사용하여 인물과 물체, 공간과 같은 각종 피사체를 촬영한

다. 촬영과 조명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업무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미국에서는 촬영과 조명을 한 팀이 맡아서 수행한다. 그러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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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화가 도입된 초기 일본 영화제작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일본과 마

찬가지로 촬영팀과 조명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스태

프는 프로덕션에 합류하지만 촬영 감독은 많은 수에서 프리 프로덕션부

터 참여하는데, 이 기간에 감독과 영상화에 대한 구상을 하고 최종적으

로 어떻게 촬영할지 결정을 내린다. 또한, 촬영팀 구성에 참여한다. 촬영 

및 조명 기술이 중요한 직군인 만큼 다른 직군에 비해 도제 시스템이 비

교적 강력하게 남아 있으며, 조직의 위계도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다. 

업무계약에 있어서도 스태프는 감독의 책임하에 도급식의 일괄계약 방식

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영화 촬영부와 조명부의 구조는 아래와 같

다(양영철, 2006).

그림 14 촬영·조명팀의 구조(양영철, 2006)

    

(4) 미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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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팀은 영화의 시각적인 요소를 디자인하여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여기에는 촬영장소, 세트장, 의상, 소품 등이 포함된다. 미술팀은 미

술 감독 아래 미술팀, 소품팀, 세트팀 등으로 구성되지만 각 팀의 팀장

을 두기도 하고 미술 감독 외에 세트 감독을 따로 두기도 한다. 미술 감

독은 촬영 이전에 영화에 표현되는 시각적 대상에 대하여 감독과 콘셉트

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이를 디자인한다. 프리 프로덕션에서는 사전에 

논의를 통한 시각화 작업, 프로덕션에서는 계획안을 토대로 실제로 구현

하는 실현 과정,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촬영으로 구현된 이미지를 정리

하고 컴퓨터 그래픽 및 색 보정을 추가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시각화 

작업과 실현 과정은 제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미술 감독과 

각 팀의 팀장은 시각화 단계부터 모여 작업을 수행한다. 미술 감독은 창

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한다. 미술팀은 촬영·조명팀과 마

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강한 위계 구조와 도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영

화 미술부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양영철, 2006).

그림 15 미술팀의 구조(양영철, 2006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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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제작 종사자의 양성

1) 영화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방식

 영화제작 현장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교육기관과 영화제작 현

장의 도제 시스템으로 나누어진다. 영화 ̇̇‧영상 관련 학과는 2021년 기준으

로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영화 관련 학과의 

이름은 영화과, 영상과, 방송영상학과이며 세부적인 전공을 보았을 때 

영화전공 혹은 연출전공으로 나누어진다. 영화 전공자들은 졸업자의 3

4%가 영화 관련 직장에 취직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기타 문화콘텐츠 관

련 학과(음악 39%, 애니메이션 11.3%)에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

이다(이영섭, 2008). 대학에서의 영화 관련 교육은 학과명 혹은 세부 전

공명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은 연출 쪽으로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논문 사전 조사에서 만난 한 프로듀서

는 연출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군에서 현장과 대학의 거리감이 크다며 

그 원인으로 영화 실무 인력이 대학 교육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점을 꼽

았다.41) 이는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영화제작 산업과 

구별된다. 대학을 제외한 교육 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의 영상원과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있다. 1995년에 설립된 한국예술

종합학교의 영상원은 영화, 방송,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분야의 장르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제작과 실

습과 같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영화 핵심 인력을 육성한다는 목

표 아래 1984년에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설 기관으로서 개설되었다. 29기

가 활동하고 있는 2021년까지 800여 명의 영화창작인력을 양성하였다(배

41)영화 실무인력의 경우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인력이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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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2012). 

 교육 기관을 통하지 않고 영화제작 종사가 되는 방법은 영화제작 현장 

도제 시스템으로의 편입이 있다. 이는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제작 

문화이다. 영화제작 업무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 자치성을 가진 ‘팀’

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특히 고용계약 또한 개인이 아닌 ‘팀’ 단위

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내부에서 직무가 분담되고 보수 또한 결정된

다. 팀의 특성은 그 맡은 직종의 고유문화에 따라서 다르다. 촬영과 조

명은 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도 계속 같은 인

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직의 고유문화와 결속력이 다른 ‘팀’

에 비하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작팀과 연출팀은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고유문화와 결속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정이환, 2004). 영화제작 현장의 도제 시스템은 이제까지 영화제

작 종사자 육성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대학 교육

과 전문 기관의 교육을 통한 영화제작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서 점차 그 

역할이 희석되어 가고 있다. 다만 촬영, 조명, 미술과 같은 기술집약적인 

분야에서는 아직도 도제 시스템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과

정의 인원들은 영화제작에 참여하여 숙련 형성을 이룬다. 그리고 산업 

내에서도 제작 참여 회차나 참여 작품 수를 직무 전문성과 결부하여 인

정함으로써 제작 참여를 숙련 형성의 통로로 인정하고 있다(전국영화 산

업노동조합, 2013).

 다만 이러한 폐쇄적인 도제 시스템은 1990년 중반 이후에는 어느 정도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도제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발달한 팀 프로젝트형 

고용시스템이 대안적 제도로 도입되고 있다(이희진, 2016). 팀 프로젝트

형 시스템은 프로젝트별, 직군별로 구성된 각각의 팀을 고용하고, 제작

이 완료되면 해산하는 임시적인 이합집단의 형태로서, 외부화된 직군 노

동시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 지배적 고용관계에 놓여있지만, 그

와 동시에 창의적인 예술 중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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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생산체계이기도 하다(안주엽ㆍ황준욱, 2006). 그러나 여전히 

도제 중심의 ‘팀’은 존재하며 ‘팀’ 단위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고 

팀 안의 수직적인 문화는 여전히 존재한다. 촬영파트나 조명파트는 여전

히 ‘팀’단위로 운영되므로 폐쇄성과 동시에 고유의 노동문화가 고착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 전문인력의 양성은 현장의 도제시스템 이외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1999년 최초로 수립된 문화 산업진

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화 산업 인력양성의 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

로 다루어졌다. 2000년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과 이어서 2002년에는 국가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계획이 수립되었다. 2003

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2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역

시 핵심은 영상인력 양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확보를 하는 것이었다.

 2004년 창의 국가 문화비전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

후 관련 정책들이 대폭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참여정부 

이전의 영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은 114명에서 참여정부 이후 2648명이

라는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박조원, 2007). 

 그 이외에도 2006년 영화 산업 중장기발전계획, 2011년 영화진흥사업 

중장기계획, 2016년의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모두 영화인력 양성의 중요

성을 핵심내용로 한다.

영화 산업의 경우에는 이후 한류 붐과 더불어 관련 대학 학과는 물론, 

사회적 교육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력수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반적인 인력 과잉에도 불구하고 영화 분야의 

일부 세부적인 직무에서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예도 있었다. 특히 

현대 영화 산업의 경우에는 CG 기술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이를 수행할 

CG 미술 파트의 전문가가 부족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시나리오의 

경우 종사자 숫자만 본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실제 영화화가 가능한 시

나리오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130 -

 영화 직무훈련은 업무의 숙련을 목표로, 동일한 군의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제작 현장과는 별개인 기업, 노동조합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 영화 산업에서는 도제 시스템을 통한 직무훈련

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영화사가 영세하여 기업 차원에서 직무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노조 또한 영향력 있게 조직되지 못하여 직무훈련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기존의 도제 시스템은 노동으

로서의 제작 참여와 교육으로서의 직무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영화 

기술 숙련 형성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

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한 직무가 제작과정에 새롭게 편입되는 경우라

도 이에 관한 기술 습득 교육이 별도로 제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정

선화, 2017). 

2) 영화제작 종사자의 학연과 지연 풍토

 한국 영화계는 학연, 지연이 아닌 능력 위주로 이끌어진다는 일부 배

우와 감독의 인터뷰와는 다르게 학연과 지연은 영화제작 풀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 영화계에는 OO감독 라인, OO대학 라인과 

같은 비공식적인 라인이 다수 존재한다. 영화제작 현장의 경우에 대부분 

결국 누군가의 추천을 통하여 고용되는데 이러한 추천시스템에서 학연과 

지연이 작용한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다.

“영화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고, 그곳에서의 학연을 통하여 상업영화현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영화 관련 학과를 나온 인력 대부분이 학연을 통

하여 영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작팀 막내)

 이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공급이 과거 도제 시스템을 통하여 대부분 이

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연극영화과 등이 대학에 설치되면서 많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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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것을 반영한다. 매년 끊임없이 많은 영화제작 인력들이 전문적으

로 배출되고 있다. 이들은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자연스럽게 학과 중심의 

인력들과 독립영화를 연출하면서 경험을 쌓게 된다. 독립영화 인력풀의 

증가는 독립영화의 증가와 더불어 상업영화 감독으로의 입봉을 위한 자

격이 되었다. 독립영화를 몇 편 이상 연출 혹은 제작한 경험은 자연스럽

게 대학 교육을 통한 영화제작 종사자의 입지를 다지는 데 작용하였다.

 대학 중심의 영화제작 풍토는 일련의 체계적인 전문 교육이 이루어졌

다는 측면에서는 전문직주의의 좋은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시에 현재 일부 대학의 연극영화과는 전문 교육과 동문 인력풀의 기반에

서 영화계에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전조사에 따르면 실제

로 대학 연극영화학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내행사인 영화제에 동문 감

독, 배우, 투자자, 제작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재학생들과 교류의 장을 열

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상업영화제작 인력으로의 고용으

로 연결되기 쉬운 구조를 형성한다.42) 

 영화제작 현장은 폐쇄된 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채용에서도 공

개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한 

풍토를 조성한다. 폐쇄된 형태의 영화제작 현장은 고용 책임자가 지인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특히 

앞에서 다룬 부서별 업무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스태프는 프로듀

서나 연출 등이 임의로 고용하여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고용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특정 감독 혹은 프로듀서가 참여한 영화제작 스태프를 살펴본다면 대부

분은 항상 같이 일하였던 사람 위주로 구성되는 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처음에 언급하였던 한국 영화계가 능력 위주라는 주장은 지인 중에

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인적 구성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여도 과

언이 아니다.43)

42) 2018 사전조사 프로듀서와의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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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0년 사이 한국 영화계에서도 학연, 지인 위주의 인력구성에 새

로운 변수가 발생하였다. 예전에는 주로 연출팀의 막내로 시작하여 승급

을 거쳐서 감독 직능조합의 승인이나 묵인을 받아서 ‘입봉’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르게 해외 필름스쿨 등의 외부적 교육을 받거

나 단편 영화입상 등 새로운 루트를 통하여 등용되는 감독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과정을 통한 감독의 등장은 기존의 도제제도 혹은 학연 및 

지인 중심의 영화 고용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층위이고, 기존의 굳건한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44) 

4. 소결론

영화제작 종사자들의 불안정성은 기획 개발 단계부터 시작된다. 별도 

임금의 편성이 없는 사례도 많고 이 단계에서 투자를 받지 못하여 영화

제작이 중단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프리 프로덕션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투자금 확보 이전의 스태프들은 계약도 없고 보수도 없는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이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때도 있다. 대부분

의 제작사가 프리 프로덕션에서 행한 노동의 대가는 고려하지 않는 관행

도 있다. 프로덕션 단계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잦은 촬영 계획의 변경

이 있고, 이에 대한 제작비 증가는 예산설정 단계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

으므로 이는 바로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 나아가면, 많은 영화제작 종사자가 일을 그만둬

야 하고 이는 일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짧아짐을 의미한다. 포스트 프로

덕션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무보수 노동을 제공하는 관행도 많다. 

결론적으로 영화 전 과정에 있어서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노동의 보장이 

없으며 심지어는 언제든지 직장이 없어질 수 있는 유연화 상태를 겪고 

43) 2018 사전조사 프로듀서와의 인터뷰 中
44) 상업감독 입봉의 지름길은 국내 메이저 연극영화과 졸업과 더불어서 해외 필름스쿨 유

학까지 다녀오는 것이라고 프로듀서는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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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에 따라서 금전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영화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제 시스템은 많은 부분 무너지고 있으

며, 영화진흥위원회의 세션을 비롯한 제도적으로 보장된 교육도 실제 참

가하는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드물다.

즉, 이들은 촬영 현장이 없으면 실질적인 실무 교육이 힘든 상황에 놓

여있다. 학연과 지연이 강한 풍토에서, 끈이 없다면 영화 일을 시작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적은 지금의 상황에

서는 재취업도 인맥이 없다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영화 산업의 특징은 영화제작 종사자들의 불안정성을 증가

시킨다. 이는 박진우(2011)가 분석한 유연화 현상의 세 가지 층위 중 첫 

번째인 취업 및 고용 형태에 있어서 유연성의 강화 현상과 정확하게 일

치한다. 영화제작 종사자들의 유연화된 고용은 직업 예측 가능성을 감소

시켜서 직업 안정성에 기초한 삶의 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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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 조건 

1.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영화제작 종사자가 영화제작에 참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

성하는 시기는 영화에 대한 투자가 확정된 후인 프리 프로덕션 단계이

다. 이 단계에서 제작사는 영화제작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하고 이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45) <2020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

르면 제작사와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74.2%, 제작사와 도급계약

을 체결한 하도급 회사와 체결한 경우는 7.5%, 팀별 계약은 6.2% 순이

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이제 대부분의 상업영화제작 현장에서 비슷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에 대한 

행정적인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미작성에 대한 패널티가 상당하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실태조사는 825명의 영화제작 종사자를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업영화 종사자라는 비교적 노출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예산에 따른 계약 형태를 보면, 10억 미만의 제작비

를 가지는 영화와 80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는 영화에서의 구두계약과 계

약 없음의 비율은 각각 12.3%와 2%, 1.5%와 0.8%로 큰 차이를 보인다. 

참여 관찰과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화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상업영

45) 여기에서 제작사는 제작팀의 프로듀서와 다르다. 한국 영화제작 산업에서 제작사는 여
러 경험을 가진 프로듀서가 대표로 설립한 중소규모의 제작사를 말한다. 제작사는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영화를 만든다. 한국 영화 산업계에는 매우 많은 제작사가 있으
며, 개업과 폐업의 순환이 빠른 특징이 있다. 심지어 한 영화를 위해 제작사가 생겨났
다가 영화의 배급이 끝나면 사라지기도 한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보면 영화를 제작
한 제작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폐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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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독립영화, 예술영화에서는 여전히 계약서 없이 촬영이 진행되는 경

우가 빈번하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사유로는 사업주의 거부가 57.8%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는 14.3%였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상업영화는 계약서의 작성이 필수입니다. 감

사도 있어서 계약서도 없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적은 

영화 독립영화는 그 요식행위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프로듀서) 

 촬영·조명팀과 미술팀 같은 포함한 기술 숙련 노동자의 경우에는 도

급계약 및 팀별 계약의 형식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다. 감독급이나 퍼스

트급 한두 명만 정식으로 계약을 하며, 나머지 종사자는 일용직의 형태

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많다. 특히 미술팀의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는 세트장 업무가 있을 때만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일감이 없는 때에는 건설 현장을 넘나들면서 노동하는 형태를 보인다. 

 참여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대부분의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

계약서에 대한 인식은 ‘요식행위’, ‘보여주기식’, ‘절차상으로 필

요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였다. 근로계약은 그 요건상 당사자끼리의 

의사 합치가 중요하지만, 영화제작 종사자는 계약서 조항이 법적으로 어

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부합계약(附
合契約)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합계약은 계약의 형식은 취하지만, 

내용은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결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일방적으로 따르

는 계약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는 행위 자체는 ‘영화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

미는 없었다. 영화 스태프는 계약서의 내용 혹은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

도 많다. 

 영화제작 종사자의 계약서가 이러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일방적

으로 작성되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갑인 제작사와 을의 영화



- 136 -

제작 종사자 개인의 교섭력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

용에 있어서 제작사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고 영화제작 종사자가 

본인의 계약 내용을 협상하거나 여러 조건 속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

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계약서를 읽어볼 시간도 없이 서명해야 합니다. 읽어보고 뭔가 이의를 제

기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형광으로 표시된 부분에 서명하

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제작현장에서 퇴출당할 것입니

다. 제가 막내 때도 그랬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조감독) 

 실제 영화제작 현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의 문제보다 계약서 내용의 준

수 여부가 더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즉,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이

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구제 방안, 그리고 위반에 따른 제재의 유무

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그 계약서가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논외이겠지요. 현장 특성상 그 내

용 다 지키면서 영화 찍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일도(변수도) 많이 생기

겠지요.” (프로듀서)

 참여 관찰을 통해 살펴본 영화제작 현장은 임금 지급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금 이외 대부분의 

노동조건의 경우는 많은 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영화제작의 

특성상 발생하는 많은 변수와 불안정한 제작환경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러한 특수성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이를 운용하는 측면이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며, 이는 계약서의 실질적인 효력 저하로 이어진다. 

계약서의 작성 및 내용의 이행 여부와는 별개로, 계약서 자체가 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특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노

동시간이다. 국회는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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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근로자 50

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50-299인 고용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

년 12월까지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지만, 기존에 정해진 68시간 근

무시간은 준수해야 한다. 상업 영화제작 현장은 보통 100인 이상의 근로

자가 근무하게되며, 계약은 보통 ‘한달 O시간 근무’의 형태로 계약서

가 작성된다. 하지만 실제로 작성되는 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한 주당 법

정 근로시간을 심각하게 넘어선다. 

“제가 작성한 대부분의 상업영화 계약서는 월당 근로시간이 300시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주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는데 왜 우리는 이

렇게 근로시간이 많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때 선택의 여지

가 없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조감독)

 주 52시간 근무제는 강행기준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영화제작 종사자가 동의를 한다고 하

더라도,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의 불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

다. 그 이외에도 단체 이동시간과 합숙과 같이 대기시간의 성격이 짙은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영화제작업의 관행 또한 불법의 소

지가 크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에 지휘 및 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경

우에는 책임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제작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성에

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해당 근로기준법 개

정안이 통과된 3년동안 그 누구도 없다. 즉 영화현장에서 강행규정인 근

로기준법은 암암리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다.

휴일 문제와 관련하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의

하면, 모든 쉬는 날에는 유급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 138 -

한다. 하지만 영화의 스케쥴표상 요일로 정해지는 고정된 휴일은 없다. 

지정된 휴일에 촬영으로 인하여 합의하여서 휴일을 다른 날로 지정하였

다면, 그 쉬는 날에는 유급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순히 날짜를 대체

한다고 유급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급수당과 휴

일관련 부분도 실제 현장에서는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

로는 기존의 제작비 상승의 우려에 따른 영화경쟁력 악화의 논리와 더불

어서, 과도기적인 시기이기에 서서히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꼽을 수 

있다. 

 전국영화 산업노동조합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영화인신문

고에 신고된 임금체불은 12,220,950,178원에 달한다. 강행규정인 근로기

준법 제 37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즉, 

영화 예산의 초과나 제작중단과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영화제작 종사

자의 임금채권은 우선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의 문제는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다.46) 근로계

약서를 작성함은 노동법상의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단서가 된

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성의 검토는 노동법 해석상의 요건 

10여 가지47)의 요건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

46) 대표적으로 영화제작현장에서 근로자로서 가장 큰 혜택은 위약금 및 위약벌의 적용 여
부이다.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손해배상
금이며, 위약벌은 이와 별도로 손해와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는 정해진 금액이다. 근로
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화제작 종사자의 사유로 인하여 노무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약금과 위약벌의 지급의 위험이 
크다.   

47) 근로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각 해당 법률의 정의규정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여부는 실질적 내지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사용
종속관계의 존부 내지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례의 여러 상황들이 전체적.유
형적으로 평가됨으써 가능한 것이다.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종속적인 관
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
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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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영화제작 업계는 영화제작 종사자를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

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

한다. 이는 조합활동을 위한 근로자성 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영화제작 현장에서의 체결되는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감독과 프로듀서를 포함한 미술감독, 촬영감독 등 각 팀의 팀장급

들이 제작사와 맺는 포괄적 항목들이다. 이는 각 팀의 팀원급 종사자-조

명 및 촬영 그리고 미술팀 서드급 등-를 대상으로 한 <영화 산업 근로표

준계약서>48)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
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
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
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및 근로소
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
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
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14. 96누 1795)

48)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배포되는 표준계약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 근로계약
서의 작성 및 사용 의무, 고용안정, 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 일반적인 근로조
건과 임금 지급의 일반적 원칙 및 임금 체불의 예방, 임금공제의 금지, 임금 지급의 최
저기준,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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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주요 내용

근로의 독점성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해당 영화

의 제작에만 전속해야 한다.

권한 양도

영화제작 종사자의 서비스는 고용의 성격을 지니

며, 계약 하에 제작 종사자는 그 권한 일체를 양도

한다. 

승인 Creative control에 대한 권리를 제작사가 가진다.

홍보
영화와 관련된 제작 종사자의 초상권은 메이킹 필

름의 제작을 위하여 제작사가 가진다.

추가 서비스
재촬영, 후반작업 서비스를 제작 종사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등급 기준

상의된 시청 등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TV 커버

숏에 대한 부분을 예산 내로 촬영해야 하고, 등급 

기준의 미준수 시 편집 및 재촬영에 대한 부분은 

제작 종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증

제작 종사자가 제공하는 내용은 표절에 있어서 자

유로워야 하며, 저작권 확보를 하지 않은 요소를 영

화에 추가했을 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진

다.

프리이버시

명예

영화의 내용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침해

히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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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항목들은 한국 영화제작 산업에서 창의 노동자가 가지는 창작물과 

창의성, 자율성의 위치를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감독과 프로듀서를 포

함한 미술감독, 촬영감독 등 각 팀의 팀장급 영화 생산자들은 자신의 분

야에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창의 노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기 때문이다. 

 이 중 제작사가 제작 종사자의 서비스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매우 핵심적인 항목이다. 이는 제작사에 의한 해고를 뜻한다. 언

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은 극심한 불안정성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

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장’되는 기이한 형태로 극도의 불

안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불안정성은 영화에 대한 

창조성 조절(creative control) 문제와 겹치면서 더욱 심화된다. 창조성 조 

절은 영화의 창작적인 면에서 누가 누구의 지시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창의 노동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항목이다. 근

로계약서는 창조성 조절의 권리를 제작사가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감독이 전권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기는 하지만 영화의 특정 장면이나 

줄거리 전개에 있어서 감독의 표현이 제작사의 관점과 충돌할 때, 우선

종료,

양도,

구제

  등

제작사는 제작 종사자의 서비스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작사는 계약서 상의 권리

의 양도가 가능하지만 제작 종사자는 본인의 의무

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하다. 제작사의 계약위반의 

경우에도 금전적인 손해배상만 가능하며, 어떤 이유

에도 제작 종사자가 제작사에게 이양한 권리를 되

찾을 수 없다.

표 10 계약서의 포괄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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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제작사에게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시장에 먹히는’ 방식에 대한 

감독과 제작사의 견해 차이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감독 

교체’ 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영화 <리얼>(2017)은 

시나리오를 쓰고 기획과 촬영을 도맡아한 감독이 중도 하차하고, 연출 

경력이 없는 제작사 대표가 새로운 감독으로 교체된 바 있다. 제작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나리오 작가 및 감독을 섭외하여 제작했던 영화 

<연평해전>(2015)도 도중에 감독이 교체되었다. 법리에 따른 이해 관계의 

다툼과는 별개로, 이처럼 영화제작 현장에서 핵심적인 창의 노동자가 중

간에 해고되고 교체되는 상황은 극도의 불안정성을 노동자에게 부여할 

뿐 아니라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실제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에 대한 영화제작 종사자의 분노와 위기감은 상당하였다. 영화제작 현장

에 있어서 가장 상위의 상징권력을 지닌 감독이 외부와의 갈등으로 인하

여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제작 종사자의 전속성을 명시한 계약 조항도 불안정성을 조장한

다. 이 조항의 취지는 감독 등 핵심 창의 노동자를 고유의 노동 영역이 

인정되는 대체 불가능한 재원으로 보아 이들의 부재에 의한 손실을 예방

하기 위한 조항이다. 즉, 감독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 투자 및 제작 지원

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는 노동의 창의성과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작사에게는 계약 종료권을, 영화제작 종사

자에게는 전속성을 부여함으로써 불공정할 뿐 아니라 해고를 대비한 준

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 등에서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더구나 제

작사는 권리의 양도가 가능하다. 즉, 영화제작 종사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제작사는 일체의 권리를 다른 영화제작사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

하다.

 창의 노동의 과정 중에 발생한 대한 표절 및 명예훼손의 책임을 노동

자 개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조항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영화에 의한 명

예훼손과 관련된 분쟁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 자주 발생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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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영화 <그때 그 사람들>(임상수, 2004), <공범자들>(최승호, 2017), <김

광석>(이상호, 2017) 등이 대표적 예가 된다. 이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하거나 상영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 영

화의 특성상 과장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극적

인 효과를 위하여 영화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항상 위법이 위

험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창의 노동자가 지고 있다.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다큐멘터리나 뉴스도 

아니고 그래도 영화인데, 관련된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처음부터 등장인물을 

전부 가명으로 제작하고 직접적인 주어를 생략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합니

다. 모두 책임이 무서워서 그렇지요.” (제작사 대표)

 2017년에는 작가 최종림씨가 영화 <암살>(최동훈, 2015)이 자신이 쓴 

소설을 표절하였다며 1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패소한 사

례도 유명하다. 저작권 확보와 관련된 책임도 영화 현장에서는 자주 발

생하는 돌발변수 중 하나이다.

“야외촬영을 하면서 아주 잠깐 상점이 틀어놓은 노래가 마이크에 들어갔고 

별도의 수정 없이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결국, 저작권 침해 제기가 들어왔

고 보상을 위하여 큰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제작인원 책임으로 돌아왔지요.” 

(프로듀서)

 통상적으로 모든 산업에 있어서 피고용인이 그 사무로 인하여 제삼자

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불법행위 포함), 이를 배상할 책임은 사용자 책임

에 따라서 고용한 법인에 귀속된다.49) 따라서 제작사가 이를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계약을 하는 것은 근대 법체계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유독 영화제작 종사자에게만 이러한 책임을 지우는 것

49) 민법 제75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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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

마지막으로 판례 2019고단2840에 의하면, 일반 스태프뿐만 아니라, 감독

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가장 큰 근

거로서는 급여가 기간을 정하여 총액으로 약정된 점에 유추하여서 일정 

기간 노무의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고용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고용

계약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감독급 스태프가 제작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작사는 영화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휘, 감독할 권한이 유보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

반 스태프 뿐만 아니라 감독급 스태프 또한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하

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떄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

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헤스몬달프에 따르면 창의 노동의 노동과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좋은 

노동 조건은 노동의 보장성이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한국 영화제작 산

업에서 창의 노동자가 가지는 창작물과 창의성, 자율성의 위치는 역설적

이게도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계약 교섭력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일반 법체계로도 설명되지 않는 불평등 조약들이 

영화제작종사자의 계약에서는 흔하게 발견될 수 있다. 한국의 열악한 영

화제작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헤스몬달프가 정의한 나쁜 노동의 대표

적 조건인 리스크 속에서 영화제작 종사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창의성을 

통하여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탁월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은 한국 영화 

산업만의 특이점이 반영되는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2. 급여 

 영화제작 종사자의 급여 내역은 불안정성을 형성하는 핵심 조건이다. 

경제적 보상을 통한 생활의 영위는 노동을 하는 근원적 이유가 된다. 하

지만 창의 노동 종사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급여로 삶의 불안정성이 



- 145 -

확대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화제작 종사자도 마찬가지이다. 영화현장

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인 <빅파이, 한국영화 산업 나눠먹기>(이훈규, 

2006)에 의하면 2011년 이전 기준으로 막내급은 5~8개월에 이르는 제작

기간 동안 불과 40만 원의 임금을 받고 노동하였고, 2011년 기준으로는 

4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50) 그나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12만원짜리 나이키 운동화 한켤레를 받고 영화제작기간 동한 일한 경우

도 있었다고 한다.51) 표준계약서의 도입 이후에 이러한 극한의 사정은 

어느 정도 나아졌다. <2020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영화를 통한 총 수입’을 기재하도록 요청한 결과, 1년간 

영화를 통해 얻은 총수입은 평균 3,001만원(감독/기사 직급을 제외한 평

균임금은 수입은 2,593만원)으로 2014년 1,445만원, 2016년 1,970만원, 20

17년 1,948만원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촬영 단계에서 1주 평균 근로일

이 5.33일이고 1일 근로시간은 12.3시간임을 고려한다면 영화제작 종사

자의 수입은 법정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거나 더 적은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급여를 받지 않고 영화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스태프가 <2

020 영화스태프 실태조사> 기준, 아직도 17.9%에 달한다.52) 이러한 현실

은 급여의 적정성을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영화 산업 

창의 노동자의 불안정성의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2020 영화스태프 실

태조사>에서 밝힌 프로덕션 단계 월급여액의 부서 및 직급별 현황은 다

음과 같다.

50) 조봉한 <왕의 남자> 촬영 1조수
51) 홍태화 <왕의 남자> 촬영부
52) 2016년 34%, 2018년 23.1%에 비해 많이 나아진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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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프로덕션 단계 월급여액의 부서 및 직급별 현황

 투자사와 제작사의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스태프 계약과 같은 중요계

약은 투자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 결정’에 해당한다. 즉 급여

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도 영화인 내부의 관점보다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적인 계산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사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끼는 것이 최종적인 순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므로 예산

을 절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제작 예산이 남는 

경우 이는 제작사의 이익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의하여 투

자사에게 반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영화제작을 마무리하여 예산을 아끼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건비를 

비롯한 많은 항목에서 투자금을 아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급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고용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프로

젝트 특성상 고용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의 형태가 대부분이고, 시급을 

기반으로 하는 임금 구조를 가진다. 급여 지급 간격도 문제이다. 저년차 

스태프는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나 퍼스트 이상의 스태프는 

일이 끝나고 몰아서 받거나 인센티브 형식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

는 급여의 지속성, 규칙성이 상실된 상태로 노동자의 경제적 불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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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시킨다. 영화인들의 소득 인식을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영화인의 소

득 인식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낮다. 영화제작 종사자

의 업무 강도와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이러한 저임금을 감내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이하의 급

여 지급은 불법이다. 즉, 영화 창의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저임금 노동에 

빠져 있다. 

 더욱이 임금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저년차 스태프는 이를 

사유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대응을 취했지만, 퍼스트 이상의 스태프

는 끝까지 현장을 지키는 것이 영화제작 현장의 암묵적 규칙이라고 하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제작 현장을 지켰다. 나아가 영화제작이 순조롭

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된 경우, 그동안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

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들을 수 있었다. 다수의 영화제작 종사자의 인터

뷰를 종합해 보면 소규모 상업 영화제작 현장의 경우나 예술영화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하다고 한다. 투자비를 마련하고 제작에 들어가는 

상업영화도 낮은 급여, 불규칙한 급여 지급과 임금 체납 등의 문제를 통

해 불안정성이 심하다 할 수 있지만, 저예산영화 혹은 독립ㆍ예술영화의 

경우에 급여에 의한 불안정성의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영화나 예술영화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임금이 밀리거나, 무보수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업영화에 들

어가기 전의 수습과정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로듀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노는 것보다는 독립영화라도 하면 경력은 추가된다고 

생각해서 무보수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작팀 막내) 

 영화제작 현장에서 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은 없어 보였다.53) 영화제작 종사자의 급여 문제를 

53) 영화제작 종사자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인 신문고>에 의하면 2004년 이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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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없었다. 사법적 소송으로 관

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급여 문제는 현실적으로 소

액인 경우가 많고, 경제적 측면에서나 시간 소요의 측면에서, 많은 소요

가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 제약을 현장의 노동자는 직군과 직급을 불문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영화제작 현장이 선후배 관계, 혹은 과거 

동료의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수단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행위가‘서로 사정 다 아는 사이에 얼굴 붉히는 것’이라고 여겨 매우 

꺼리는 경향도 강하였다. 영화제작 종사자는 이러한 시도를 ‘영화계를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감은 타 산업으로의 이직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급여 문제 전반에 대

한 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만든다. 

“영화판 상당히 좁아요. 결국 다른 현장 가도 만날 사람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면 다음 일 받기도 힘들지요. 진짜 화가 나면 현장을 떠날 수 있지만 

그러면 다음을 기약하기도 힘들어요.” (제작팀 막내)

3. 근로시간

 영화제작 현장은 제작 전 단계에서 수립된 치밀한 촬영 계획을 바탕으

로 움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변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

고 즉흥적이었다. 참여 관찰기간 중에 있었던 돌발변수 중 예상 가능했

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변수로 인해 촬영 계획은 지속적으로 변

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시간 역시 변하게 된다. 

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 체납 사건은 719건이고 확인된 체납의 규모는 모두 125억
6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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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부분은 장시간의 연속 근무와 야간 근로이다. 날씨나 부상

과 같은 변수는 늘 발생하고, 유료로 대관한 장소의 문제는 몰아치기식 

촬영을 강요한다. 

“큰일났어요. 스케줄이 꼬였습니다. 액션영화이다 보니 격투신에서 조연배

우가 다쳐서 병원 갔네요. 이러면 영화 올스톱인데 대관도 그렇고 스케줄 지

키기가 힘들어져요. 다른 타임에 어떻게든 보충해야지요.” (제작사 대표)

 영화제작 종사자가 이러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 이유는 영화제작이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투자자로서는 영화의 빠른 제작만이 

생산성을 살리는 길이 된다. 영화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인건비를 

비롯한 제작단가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회사는 노

동자의 장시간의 연속 근무나 야간 근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므로 적당한 근로 시간과 휴무를 제공하지만, 비정규직을 중심

으로 한 회사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근로시간 역시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정부 또한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노동

자의 권익을 지키려고 하지만 영화제작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근무

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계약서에는 월당 300시간까지 근무시킨다고 적혀있지만, 대부분 그것은 

단순히 적혀있는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하지요. 그런데 진짜 300시간까지 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량입니다.” (조감

독

 이러한 강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사와 제작사와의 투자계약서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상업영화시장의 노동시간의 문제는 산업관행구조와 

이를 반영한 계약서에 기인한다. 대부분 계약서에서는 제작사가 영화를 

완성할 시기를 명문으로 확정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완성할 시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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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약의 ‘중요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해제나 해지사유로

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투자계약서에는 합의된 예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

된다. 만약을 위한 ‘예비비’의 경우에도, 투자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작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투자받은 제작 예산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조달은 원칙적으로, 제작사가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인 조달이 불가

능할 경우, 추가 예산을 투자사에게 요구할수도 있지만, 투자사는 계약에 의

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산문제로 엎어지는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다보면 여러 변수가 발생하고, 이는 예산 초과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무리해서라도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

사 대표)

  

 <2020 영화스태프 실태조사>에 의하면 영화제작 종사자의 1일 근로시

간은 평균 11.6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4) 1일 9~

12시간을 근무하는 비율이 73.4%를 차지하였고, 1일 13시간 이상의 장시

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18.5%였다. 특히 하루 17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로를 하는 종사자도 5.0%나 있었다. 야간근로도 사정은 좋지 않다. 근

로기준법에서 정한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를 기준으로 1주 평균 

야간근로일을 가정하면, 1주 평균 야간근로일은 2.28일에 달하였다. 1주 

동안 2일간 야간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3일 23.2%, 1일 17.8%, 4일 10.6%, 5일 6.7%, 6일 4% 순이었다. 

이 중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4.6시간에 달하였다. 단기 프로젝트 산

업의 성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영화제작 종사자 대부분이 중노동에 

시달림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52시간제가 도입되

었지만 월평균 근로시간은 2020년 324.5시간으로 2019년의 318.7시간보

54) 2018년의 12.3시간보다는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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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증가된 것이다.

평균적으로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영위하고 있으며, 휴가를 사용해 보지 

못한 인원은 71%에 달하는데 이는 과거의 조사결과인 2012년 64.9%, 20

14년 69.4%, 2016년 69.1%, 2017년 57.2%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이다.

 

4. 근로장소

 영화 촬영은 그 특성상 고정된 근무 장소가 없고, 전국으로 이동하면

서 이루어진다. 참여 관찰을 시행한 영화제작 현장도 서울, 남양주, 파

주, 인천, 청주, 청평, 수원, 포천, 화성 등 전국을 넘나든다. 스태프들은 

지방 촬영이 잡힌 경우 단체로 영화촬영 현장과 가까운 숙소(주로 모텔)

로 이동하여 단체 합숙을 하며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영화 촬영의 많은 

부분이 할당된 세트 촬영은 주변 인프라가 전혀 없는 외진 장소에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세트장을 교외의 외진 곳

에 세우는 경우도 많고, 소음에 민감한 영화촬영의 성격 때문에 소음이 

없는 장소를 찾아 세트장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큰 이유이다. 따라서 세

트장에서 촬영 시 스태프들은 집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 마땅한 교통

편도 없을 뿐 아니라, 거리도 멀고 외진 곳이기 때문이다. 세트장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이동한 지역에 있는 모텔에서 단체 합숙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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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청평 세트장 전경

 작업 환경 역시 열악하다. 촬영 현장의 모든 자원은 얼마나 좋은 영화

를 촬영할 수 있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촬영 현장은 야외이거나 

영상을 위해 지어진 임시 가건물인 세트장이다. 이들 공간은 냉난방이 

전혀 없고 스태프는 항상 이에 대비하고 촬영에 임하였다. 참여 관찰을 

진행한 기간은 추운 겨울이었고, 노동자들은 롱패딩과 핫팩으로 중무장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노동으로 추위를 호소하였다. 실내 촬

영의 경우도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것은 비슷하다. 실내 촬영장의 대부분

은 인적이 끊긴지 오래된, 외진 공간이다. 참여 관찰 시 실내 촬영 장소

로 사용한 포천 대진대 체육관 지하실 및 송파구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 쌓인 먼지 및 분진으로 인하여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도 어려

웠다. 스태프들은 실제로 이곳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

다고 호소했다. 마치 탄광을 다녀온 것처럼 코에서 먼지가 나온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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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포천 대진대 체육관 지하실(좌), 송파구 서울구치소(우)

 고정된 근무처가 없다는 것은 불안한 노동 현장으로 노동자를 내몬다. 

매번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고 적응하는 것은 영화 스태프들이 항상 감

당해야 하는 고됨이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장소에 대한 적응이 영화 스태

프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단순히 근무처가 새

로운 곳이라서 힘든 것이 아니다. 장거리를 단체로 이동하고, 중장비들

을 세팅하고, 매번 다른 현장을 통제하고, 그 지역의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상당한 육체적, 심리적인 노동을 요

구함을 알 수 있었다. 

“서울 쪽 촬영이 그래도 편하지요. 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시간은 더 걸

려도 마음이 놓입니다. 아무리 일하는 것이지만 멀리서 일하고 자는 것은 힘

들어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지방촬영이 더 많네요.” (촬영팀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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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잦은 이동과 더불어서 평소에 방문할 수 없는 장소들을 가볼 수 

있는 것이 영화제작업의 매력적인 점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영화제작 종

사자의 의견들도 들을 수 있었다.

“제 성격에 역마살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장소를 

보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듯합니다. 남들과 같이 같은 사무실에만 

몇 년 동안 다니고 그러면 참을 수 없을 듯합니다.” (촬영감독) 

 근로 장소의 유동성에 따른 합숙이라는 노동 환경의 문제는 사적 휴식

과 생활이 제거된 공동체 생활과 유연화된 근로 시간과 맞물려 노동 환

경 악화를 심화시킨다. 인근 합숙소에서의 생활은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생활을 혼재시키면서 노동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일이 끝나고 사적

인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창의 

노동에서의 일과 경계의 허물어짐과 비슷한 형태를 취한다. 단체 합숙은 

사생활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개인적 휴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참여 

관찰 기간과 인터뷰를 통해 만난 노동자들은 모텔방을 2인 1실로 사용한

다고 하였다. 그나마 과거 4인 1실로 사용하던 것에서 많아 나아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생활은 보장되지 않는다. 상급자와 방을 같이 사용하

거나 근무상 트러블이 있었던 동료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특

히 심하다고 한다. 

“쉬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고 가시방석입니다.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고참들과 먹고자야 하는데 그게 쉬는 것인가요? 매번 

가시방석입니다. 잠자는 그 순간까지. 일이 끝나면 매번 식사 반주는 물론 

숙소에서도 술판이 벌어지는데, 술이 싫으면 더 힘들어지지요” (제작팀 막

내)

 합숙 생활은 업무를 휴식의 시간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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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는 취침하기 전 대부분 모여서 회식을 한다. 회식은 당일 있었던 

촬영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여 다음날 진행될 촬영에 관련된 이야기

로 끝나는데 회의와 같은 모습이라고 언급하였다. 합숙 생활 및 회의의 

형식을 띤 회식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시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규정인 52시간 근무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5. 소결론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조건 또한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 과거와 비교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근로계약

서 없이 영화제작에 종사하는 인원이 존재하고, 일방적인 계약서를 강요

당하는 부합계약의 형태도 많으며, 계약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는 제작사와 영화제작 종사자의 교섭력의 큰 

차이에 기인한다. 근로계약서가 성실하게 준수되는지의 여부 이전에, 부

합계약의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

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능성이 크다. 실제 촬영이 끝나고 근로계약서의 

미준수 및 불합리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더

라도, 제작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당사자의 확정마저도 힘들

다.

영화 산업의 특성상, 다른 프로젝트 산업과 비교해, 고용 기간이 월등하

게 짧다. 이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영화제작 종사자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경우도 많다. 즉 근로계약서가 준수된다

고 하더라도 영화제작 종사자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클 수밖에 없다. 근

로 장소나 수행하는 노동도 고정적으로 안정된 노동 스케줄이 드물어, 

노동의 형태와 시간이 유연화되어있다. 결국 이러한 영화제작 종사자의 

여러 복합적인 근로조건은 노동시간의 다변화는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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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여가의 경계선을 흐리게 한다. 결국, 이는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증가로 이어지며, ‘노동과 삶의 균형’에 극단전인 붕괴를 가져온다.

3절. 근로 현장의 현실: 여러 요인과의 상호작용

1. 영화의 생산 장

 여기에서는 부르디외의 ‘권력 장과 사회적 공간 속에서의 문화적 생

그림 19 영화 생산 장(부르디외, 1999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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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장’이론을 영화제작 현장에 반영해 해석해 본 것이다. 영화의 생산 

장은 사회적 공간 안에 있다. 이는 영화적 생산의 장이 사회공간이나 권

력의 장과 같은 외적 존재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외적 존재에 영

향을 받으면서 이에 저항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

르디외는 강조하였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개념을 ‘장의 굴절과 변환’

이라고 표현하며 수용과 저항의 매커니즘을 설명하였다. 사회공간과 권

력의 장에서 형성되는 주류 권력자의 취향은 끊임없이 영화의 장에 침투

하고 이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고유한 문화와 결합하여서 아비투스의 형

태로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영향을 준다. 때로는 문화자본이 순수예술과 

비교해 비교적 낮은 상업영화라고 하더라도, 상징자본을 지닌 평론가나 

학자, 외부의 영화제 상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상징자본과 문화자본이 

상업영화에 부여되기도 한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한국 영화의 격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이제는 더욱 자랑스럽게 영화업에 종사한다고 외부에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보는 눈길도 달라진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문화에 중심이 된 느낌이 드네요.” (조감독)

 영화의 생산장은 대규모 생산의 하위 장과 제한된 생산의 하위 장으로 

나눠볼 수 있다. 대규모 생산의 하위 장의 목표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경제적 이득의 추구이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문화 생산물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사용되는 장비도 대규모인 것이 이 진영의 

특징이다. 반면 제한된 생산의 하위 장의 목표는 예술성과 창의성을 우

선으로 한다. 제한된 생산의 하위 장의 예술성과 창의성의 추구는 미술

과 같은 순수예술이 추구하는 그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상업적 

성공을 위한 대중의 취향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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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자율성을 지니는 특징을 보인다. 부르디외(1983)는 장의 자율성이 

보장될수록 대규모 생산의 하위 장과 제한 생산의 하위 장 사이에 나타

나는 구분은 더욱 뚜렷해진다고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 증진될수록 제한

된 생산의 하위 장에 속하는 예술가들이 외부 장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상징권력을 쌓기에 더욱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대규모 생산의 하위 장과 제한된 생산의 하위 장 가운데는 독립

영화가 걸쳐져 있다. 영화라는 매체의 제작과 상영의 특성상, 대규모 생

산의 하위 장의 성격에 가까운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대규모 생산의 하

위 장에 속하는 매체라고 하더라도 그 성질에 따라서 내부가 마치 장처

럼 좀 더 상징적인 축과 좀 더 경제적인 축으로 분화될 수 있다(이상길, 

2020). 독립영화는 그 특성상 소수를 위해 생산된 고급 콘텐츠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배포되고 상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규모 생산의 장 아래에 놓여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규모 수요

와 경제적 이윤의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에 독립영화 창

작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을 여지가 일반적 상업영화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영화 생산의 장은 독립된 장의 공간이지만 권력의 장 안에 놓여 있다. 

이는 또다시 사회적 공간 안에 있다. 이는 독립 영화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다. 모든 영화는 권력의 장과 사회적 공간 안에 놓여 있고 이들에 의

해서 영향을 받는 내재적인 모순을 보인다. 독립영화는 비교적 상업성과 

단절하는 측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상업영화의 지배적인 취향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종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상업영화의 경우 보통 자금의 투

입은 상업적 목적의 투자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상업영화의 가장 큰 목

표 중의 하나는 수익을 보는 것이므로 이 진영은 경제적 자산은 크지만, 

자율도나 예술, 주류문화로서의 사회적 인정 등 상징자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결론적으로 상업영화의 경우, 순수예술과 비교하면 영화제작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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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성은 제한적이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투자사

는 물론 제작사와의 관계에서도 수익성의 이유에서 자율성의 제한을 받

는다. 이는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이어야 할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적용

된다. 예산, 수익성, 제작가능성 등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시나리오 작가

는 초고를 완성시킨 이후에 투자사, 제작사의 눈치를 보면서 이들이 만

족할때까지 초고, 2고, 3고 등등을 조율해야 한다. 제작에 있어서도 많은 

자율성이 제한받는다. 촬영스케쥴표를 제출해야 하며, 진행 상황 또한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2. 영화촬영 공간: 단절된 공간

 푸코(1975)에 의하면 공간은 위치 결정의 방식과 분할 방식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규율과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이다. 영화제작 공간에

서도 팀원들 간의 정해진 자리가 있고 관행에 의해 할당된 분할지역이 

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준비한 스토리보드(콘티)에는 배우들의 동

선과 그에 따른 촬영 동선이 미리 짜여져 있다. 배우들의 움직임과 대사 

녹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카메라의 방향, 각도 등의 촬영 공간 분

할 및 마이크의 위치 등이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다. 영화촬영 공간은 짧

은 시간에 준비된 콘티를 충분히 따를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

향으로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이 가능한 분할되고 전문적인 공

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촬영 현장의 각각의 분할된 공간은 세부적으

로는 촬영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영화촬영이라는 문화 속에서 시

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측면이 강하기 떄문에 각 현장마다 유사성 

또한 크다. 여기에서는 촬영 공간을 다음 8개의 단절된 공간(S, Space)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러한 구분은 현장의 구분을 따랐다. 직접 현장을 

관찰한 결과 영화촬영의 공간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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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영화촬영 공간 

 촬영장의 인력 배치는 당연히 원활한 촬영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지만, 그 속에는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규율과 권력이 작동

한다. 촬영현장은 S1 모니터링-지시 공간에서 특히 감독을 중심으로 통

제된다. 감독은 모니터를 통하여 촬영을 시작하고 컷 또는 NG 사인을 

낸다. 감독이 지시하는 메시지는 조연출을 통하여 다른 스태프들에게 전

달된다. 그 다음 촬영신을 고지하는 것도 조연출의 업무이다. 조연출과 

연출팀은 카메라주변(S2)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으며 S1과 S3 공간의 가

교 역할을 한다.

그 옆에서 별도의 보조모니터를 모니터링하는 연출팀의 스크립터는 스

크립트를 작성하면서 배우의 연기, 소품 의상, 카메라의 위치 등을 기록

하며, 감독이 놓친 NG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 이외에도 S1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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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듀서 제작사 대표, 미술감독, 조명감독 등 영화의 핵심인력이 위

치하며, 감독의 지시사항을 듣고 각자의 팀원들을 조율한다. 즉, S1공간

은 최상부의 규율권력이 발생하는 장소이고 이를 전파하고 촬영에 따른 

피드백을 받기 쉽도록 각 팀의 장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이 외에도 수 

많은 팀원들이 S1을 중심으로 대기한다.

그림 21 S1, 모니터링-지시의 공간

 S2는 실질적인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촬영 환경에 따라서 S1과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촬영감독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촬영감독은 콘티에 따라서 배우와 전체적

인 화면과 각도를 정한다. 그 옆에서 촬영팀 퍼스트는 피사체의 초점을 

잡는 ‘포커스풀러’ 역할을 한다. 촬영팀이 대기하며 카메라 이동이나 

렌즈 교환 등 카메라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 원래 카메라와 조명은 

같이 진행되는 업무성격이 크기에 조명팀 또한 이 공간에 머무르며 조명

을 컨트롤한다. 보통 육성이나 개별 마이크를 통하여 S2는 S1과 소통하

지만, 긴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서로 만나서 의견을 조율한다.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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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 개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관찰한 현장은 팀원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원하는 팀원이 상대방의 공간으로 직접 찾아갔다.55)

 S3는 배우가 연기하는 공간이며, 그 성격상 S2와 인접한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절대 혀용되지 않는,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공간이기도 하다. 

보통 몇 번의 리허설을 하고 본촬영이 이어지지만, 리허설 때에도 실제

와 같은 연기를 진행한다. 특히 관찰한 영화의 경우에는 액션영화의 특

징상 화약이 상당량 사용되어서 늘 부상의 위험이 있었기에 업무관련성

이 없는 인원이 S3에 접근하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이 외에도 정밀하게 

배치된 소품 등을 건드리는 일을 막기 위함도 컸다. 배우 외에도 마이크

가 카메라 화각에 잡히지 않는 장소에 배치되며 이는 녹음팀이 관리한

다. 배우의 연기는 최종적으로 감독의 관할이지만, 현장에 따라서 연기

감독이나 무술감독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S3에 위치하여 카메라의 화각 

밖에서 지도한다. ‘컷’이 떨어짐과 함께 보통 배우는 S1으로 이동하여 

본인의 연기를 모니터링하거나 감독으로부터 연기연출을 받으며, 연기나 

시나리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이러한 피드백은 S1에서 이루어지기

도 하지만 S8 흡연공간에서 더 편안한 분위기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S4는 음료나 간단한 스낵이 배치된 간식 공간이며, 촬영장으로 가는 

길목에 배치되며, 주로 제작팀원이 머무른다. 현장에 따라서 행인을 차

단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제작팀원이 이를 담당하기도 한다. 컷과 함께 

잠시 촬영이 중단될 때, 제작 종사자는 S4나 S8 흡연공간, 화장실을 찾

는다.

 S5는 의상 및 소품, 메이크업, 배우 대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주로 

미술을 담당하는 미술팀원이 여기에 대기하며, 콘티에 따른 배우의 의상 

및 메이크업을 보조한다. 따라서 이곳에는 조명이 달린 메이크업 거울이 

위치하며, 촬영상황에 맞는 분장이 이루어진다. 배우와 관련된 소속사의 

55) 주로 하고싶은 말이 많은 감독이 촬영감독의 공간인 S2로 방문하였다. 반면 촬영감독
은 큰 화면으로 씬을 보고싶을 때 S1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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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들이 자주 머무르는 곳도 S5이다.

 이 외에도 촬영에 따른 부상에 대비하기 위한 구급차가 머무르는 공간

인 S6, 음식이 마련되고 식사하는 S7, 촬영 중에 발생하는 긴장감을 이

완하기 위한 공간이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흡연공간인 S8 

등이 있다.

 촬영 공간은 영화촬영의 최적화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배치를 위하여 

구성되어 있다. 보통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제작 종사자는 자유

롭게 이동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배정된 공간과 크게 상관없이 이동한

다. 그러나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이 공간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S1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규율관계가 형성되는 차별된 공간으로 변

한다. 카메라의 동작 여부에 따라서 공간권력이 변하는 특이점이 형성되

는 것이 촬영 공간의 특징이다.   

3. 단절된 공간에서의 여러 노동 형태들

 영화촬영의 공간은 외부와는 단절된 공간으로 예술가의 공간이다. 이

는 단순한 장소의 측면을 넘어 예술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외부의 시선

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촬영만을 위한 세상이다. 즉, 영화제작의 공간

은 영화제작 종사자에 의해 생산된 상징체계의 공간이고, 그 공간은 전

체 사회 공간에서의 영화제작 종사자만을 구별짓는 공간으로 작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촬영의 공간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이러

한 단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절은 특히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에 엄

청난 몰입 속에서 극대화된다. 이 순간에는 촬영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작은 움직임이나 미세한 소음조차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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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영화촬영의 순간

 촬영이 진행되면 엄청난 긴장을 보이다가 컷과 함께 긴장이 이완되는 

패턴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참여관찰을 진행한 단순한 관찰자의 입장에

서도 촬영 순간에는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100여 명이 

넘는 스태프가 한 장면씩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사석에서는 웃고 

떠들다가도 업무에 들어가면 매우 무거운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한 명만 

실수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촬영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는 고함이 난무하였다. 영화 촬영 순간의 긴장과 이완은 영화제작에 대

한 흥분과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나 하나만 잘못해도, 전체 인원이 올스톱이라 항상 긴장합니다. 실수는 나

올 수밖에 없는데 전체가 나를 비난하는 듯한 느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제작팀 막내)

 그러나 외부의 돌발변수에 의한 사건·사고는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래방인가에서 촬영하는데 갑자기 조직폭력배가 난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 허락을 받고 찍는 것이냐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더군요. 수습은 제작팀 

몫이지요. 결국 그분들 원하는 것은 배우와 사진 찍고 사인받는 것이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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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도 그 정도는 정말 운 좋게 넘어간 경우였습니다.” (프로듀서)

 “야외 신 한참 찍고 있는데 어떤 자동차 한 대 지나가면서 노래가 들려요. 

그럼 올스톱하고 다시 찍어야 합니다. 예전에 마이크에 그렇게 들어간 노래 때

문에 엄청난 돈을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변수 한둘이 아니지요.” (프로듀

서)

 그러나 이들은 예측 불가능하다. 사건·사고는 영화제작의 지연을 가

져오고 무리한 스케줄을 강행하게 한다. 장시간의 노동, 불규칙한 노동, 

무리한 작업 등은 여기서 기인한다. 

 “제작 쪽에서 주문한 대로 세트 다 지어놓고 컨펌 받는 날이 있어요. 보통 

컨펌 끝나면 이후라도 바로 촬영 들어가지요. 분명 오더대로 했는데 이의가 들

어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쪽 스케줄도 알고 있어서 여기서 문제 생기면 촬

영도 불가하고 모두 문제 생기는 것이지요.” (세트감독)

 대부분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하고 해결할 시간이 

주어지기 마련인데, 영화제작은 그 특성상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구성원 

전체의 일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순간이 영화제작 종사자로서

는 가장 힘든 시간이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심리적인 공황상태를 겪기

도 한다. 

 “등 뒤에서 땀이 주르륵 납니다. 모두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면

서 아찔합니다.” (제작팀 세컨드)

 영화 촬영장의 업무 강도는 상당히 높다. 영화촬영 공간에서는 쉴 새 

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무거운 촬영 장비와 세트 등을 옮기고 세팅하

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는 종종 질책으로 이어진다. 비교적 짧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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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루어지는 고강도의 업무들은 스태프들끼리의 부당한 착취로 이어지

기도 한다.  

“일반 사무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치 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도 예전에 다 그렇게 일했는데...  무엇이든 마음 편하게 

지시를 내릴 수 있지요. 그래도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고는 합니다” (촬영

감독) 

 이러한 착취는 단순히 힘든 노동을 강요하는 것뿐만이 아닌 정서적, 

언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영화제작 종사자의 이탈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저러한 일이 많으니 결국 스태프 100명으로 시작하면 결국 3~4명은 

중도하차 합니다. 영화현장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스태프끼리의 갈등

이 주된 원인이지요.” (제작사 대표)

 한 말단 스태프는 힘든 것은 참아도 정서적인 착취와 트러블은 참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근무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경우 합숙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공간에서의 정서적인 이완을 할 시간적, 장

소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는 스태프들에게 더욱 힘들게 다가올 것

이다.

은퇴자2는 영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 일을 시작하였

다. 막내의 업무는 어디나 유사하게 반복적이고, 영화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기대하였던 ‘창의성’을 발현하기는 힘든 환경이었다. 현장마다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힘들었던 첫 영화를 마치고 다음 현장 일을 시작하

였지만, 반복적인 업무의 내용은 유사하였다. 더욱 견딜 수 없는 케이스는, 

본인이 아무리 업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팀에서 연대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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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에 따른 경직된 분위기였다. 막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

욱 선배들의 눈치를 봐야 했었다. 문제는 합숙 생활로 인하여, 이러한 긴장

감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유난히 사건·

사고가 잦았던 두 번째 촬영 현장을 끝으로 은퇴자2는 영화제작 종사자로서

의 꿈을 접기로 하였다. 이러한 포기는 관련학과의 졸업을 비롯한 경력 측면

에서 큰 손해였지만,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이러한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은퇴자2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제외한 

영상업종의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인 착취는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된 영화제작 종사자가 

단기 고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 노동을 원인으로 하

는 부당한 착취도 흔하게 발생한다. 역시 이 또한 짧은 프로젝트성 노동

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기인한다. 일반 정규직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노동

을 위한 노동법에 근거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

다. 이 외에도 노동자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같이 근무해야 하므로 회사

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결속하며, 어느 정도 서로 존중할 개연성이 크

다. 그러나 단기 프로젝트성 영화제작 현장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보호장

치부터 전무하다. 제작사의 경우에도 영화 한 편을 찍고 없어지는 경우

가 허다하고, 제작 종사자를 보호할 주체가 모호하다. 한 스태프의 경우

에는 촬영 시에 문제가 생겨서 민사소송을 결심하였는데, 고소할 주체가 

없어진 경우가 있었다고 허탈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단기 노동

의 특성상 제작 종사자끼리 극심한 착취를 자행하기도 한다. 

 또한 업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것도 특징이었다. 특히 관찰한 영화

가 액션영화였기에 격투신, 폭파신 등에서 부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

여 촬영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다수 관찰할 수 있었다. 업무의 위험한 

특징 때문에 촬영장 밖에는 사고에 대비한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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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술성의 실현을 위한 치열함 

 앞에서 논한 것과 같이 영화촬영의 공간은 영화제작 종사자의 상징권

력이 작동하는 단절된 공간이고, 그 공간 내에서는 외부의 논리와는 다

른 구별짓기의 매커니즘이 작동한다. 단절된 사회 공간에서 계급이 형성

되고 위계가 발생한다. 보통 예술은 경제 수준, 교육정도를 기반으로 하

는 상징권력을 축으로 형성되나, 제작현장에서의 위계는 일차적으로 감

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막내와 같은 그들만의 ‘구별짓기’를 통하여 

형성된다. 현장에서의 위계는 엄격하고 영화제작 종사자는 그들만의 상

징적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업무에 종사한다.

 이러한 영화생산의 장은 외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지만 권력의 장과 

사회공간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

다. 특히 상업영화의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일단 투자사로부터 예산을 지급받고,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영

화제작 종사자는 스케줄표와 일일촬영계획서를 확정해야 한다. 또한, 이

를 바탕으로 촬영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작사로부터 끊임없는 간섭을 받

는다. 대형 상업영화 현장에서는 투자사가 별도로 프로덕션 슈퍼바이저

(PS)를 파견하여 현장의 상황을 감시하기도 한다.

 영화제작에 있어서 투자사 및 제작사와 영화제작 종사자는 극명한 대

비를 보인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영화

프로젝트에 금전을 투입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

이다. 따라서 이들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영화의 완성도나 예술성이 아

닌, 최대한 적은 금액을 투입하여 많은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익성이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투자 대비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처음에 약

속한 예산 안에서 영화를 제작하기를 강제한다. 제작의 지연은 곧 예산

의 증액과 관련되므로 투자사는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다. 마지막으로 투

자사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약속한 시나리오에 따른 충실한 재현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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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투자를 결정한 것

이고 이를 충실하게 현실화하였는지의 여부는 투자계약의 기본적인 요건

이기 때문이다. 제작사 또한 투자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수익

있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영화제작 종사자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영화를 제

작하는 입장이므로 투자금을 잘 활용하여 최대한 처음에 기획하였던 영

화를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물론 영화제작 종사자

도 수익성을 고려하지만, 일단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처음에 기획한 영

화를 영상미 있게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다. 때로는 영화를 제작하다 보

면 처음의 계획을 수정할 필요도 있고, 추가로 넣을 부분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영화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입장과 

스케줄표와 기존의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사 및 제작사의 입장

은 상이하다.

 이러한 갈등은 제작현장에서 감독 교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

다.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2018)의 경우에도 영화의 촬영이 시작되고 2

달 뒤, 시나리오 및 연출을 하던 감독이 하차하였다.56) 제작사 및 투자

사는 “영화를 이끌어가기에 제작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들었

지만 하차한 감독은 “제작사로부타 심각한 연출권의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영화 <리얼>과 같이 최근 감독이 교체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대립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감독의 하차는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있어서 나름의 장에 대한 상징권력의 무너짐을 의미한다. 또한 교체의 

여파에 따른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영화 자체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로 감독 교체 문제가 있었던 영화들은 생산물의 

질적 하락을 공통적으로 겪어 왔으며, 이는 흥행 실패라는 불명예스러운 

56) 이 영화의 경우 촬영 중 김유성 감독이 하차하긴 했으나 이후 다시 복귀해 후반작업에 
참여했고 감독 크레딧을 회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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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러한 제작사 및 투자자의 지나친 간섭 및 스케줄표의 준수 강요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 투자자는 많은 부분 제작현

장과 떨어져 있는 입장이고, 제작현실과는 무관하게 이들은 처음에 제작

자가 약속한 스케줄표에 따라서 영화를 충실하게 제작하는 것을 중요하

게 생각한다. 스케줄의 지연은 결국 제작비용의 증가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반면에 제작자는 여러 현장의 변수를 전부 고려하며 제작에 임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영화제작 현장에서는 각종 사건 및 

부상이 발생하고 야외촬영의 경우에는 날씨 및 여러 변수들이 발생한다. 

대부분 영화현장에서는 처음에 계획한 스케줄표에 따라서 촬영을 진행하

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사건들이 생기지만, 투자자로서는 이러한 변수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약속된 완성일의 준수를 촉구한다.

 그 이유로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스케줄표의 준수를 위하여 

희생당할 가능성이 크다. 각종 변수로 인하여 촬영이 연기되고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추가 작업을 감행해서라도 촬영스케줄을 준수해야 하

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을 관찰하면서 화약을 사용하는 액션 장면에서 

부상이 발행하여 촬영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촬영장소의 대관

문제로 단순하게 다음날로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해답

은 촬영재개까지의 무기한 대기와 연장촬영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장

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매우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경우였다.

“프로듀서의 가장 큰 일은 스케줄표 준수입니다. 결국 스케줄표가 돈이에

요. (영화) 지연되면 예산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켜야 영화 끝까지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듀서)

 상업영화에서 영화제작 종사자는 예술가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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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상업성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제한되는 한계를 보인다. 실제로 

영화 현장에서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준비한 촬영 계획에 따라서 엄

격하게 시간을 준수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의 질

이나 창의적 표현의 제한이 요구된다.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케줄표에 따른 촬영의 완성입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더 주어지면 

퀄리티는 좋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장소, 섭외, 예산의 문제로 어렵지요. 일

단 영화의 완성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프로듀서)

 연이은 감독 교체와 연출권 침해와 관련하여 영화계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제작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충돌’이라고 지적한다. 제작

비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특히 1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영화의 경

우에는 감독의 역량은 물론, 각 제작 주체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충무로의 한 중견제작자는 “순제작비 100억 원 규모의 상업영화

라면 이미 감독만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상업영화라는 말 그

대로 투자사와 제작사, 감독과 배우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이들의 열망

이 합쳐져 있기에 각각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57)

 이는 영화 중에서도 특히 상업영화 현장의 변화를 의미한다. 점차 영

화의 산업화와 기술적 집약에 따른 거대한 자본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영화생산의 장 자체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영화 스

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8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영화에 참여한 영화제작 종사자는 31.4%로 이 수치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업영화의 기준인 예산 40억 원을 넘

는 작품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날수록 감독을 제외한 영화

제작 종사자의 급여는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다.

57) 스포츠동아 2017.7.4. 영화 감독 교체 하차 끊이지 않는 이유. 
https://sports.donga.com/3/all/20170703/8518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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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만원, 출처: 2018년 영화 스태프 실태조사)

그림 23 예산규모 및 직급별 최근 1작품에서 1개월간 급여 

 결국, 영화제작 현실에 있어서 상업논리와 이에 따른 투자가 증가할수

록 영화제작 종사자의 급여는 하락하고 자율성도 점점 하락하여 연출권 

및 제작의 침해를 받음은 물론, 스케줄표 준수에 따른 노동조건의 하락

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5. 프로젝트로서의 영화제작에 따른 단기고용과 ‘팀’ 

문화

 도제는 한국 영화 산업 인력의 구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이다. 

이는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제작 문화이다. 영화제작 업무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 자치성을 가진 ‘팀’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특히 고

용계약 또한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내부

에서 직무가 배분되고 보수 또한 결정된다. 팀의 특성은 그 맡은 직종의 

고유문화에 따라서 다르다. 촬영과 조명은 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도 계속 같은 인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

직의 고유문화와 결속력이 다른 ‘팀’에 비하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작팀과 연출팀은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하므

로 고유문화와 결속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정이환, 2004). ‘팀’은 

막내라고 불리는 신규인원을 선발하며, 이들은 영화제작 현장을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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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팀’에서 핵심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성장한다. 인력의 교육은 ‘팀’ 내부에서 진행되며 어떠한 업무를 수행

할지는 팀장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다. 

 새로운 영화프로젝트에서 다른 ‘팀’에 속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팀’에서 하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되고 갑자기 위계를 무시한 

상위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영화현장과 업무에 따라서 

팀원을 부르는 호칭은 다르지만, 과거 참여 관찰을 진행하였던 영화 세

트 팀에서는 C급, B급, A급 등으로 호칭하였고 연출팀에서는 막내, 서드, 

세컨드, 퍼스트 등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위의 업무영역을 다시 보면 C

급 미술 담당 목수가 다른 영화현장에 가게 된다면 여전히 C급을 담당

하게 되고, 일정 경험이 쌓이고 내부적으로 승급을 거쳐야 B급 목수로서

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하는 제작 인력은 크게 창작직과 

기술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기술직이라도 창작

직과 분리되어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총합적으로 자신들

이 관여한 창작물의 질에 깊은 관심(art for art’s sake)을 기울이는 경

향을 보인다(정선화, 2017).

 도제 계약은 한편으로는 제작사와 더불어서 제작하고 있는 영화에 대

한 소속감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제작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작사나 영화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도

제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 분

담과 조정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도 있다. 도제 시스템은 영화 교육 시스템이 없던 시절, 유일한 실무 교

육 및 재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도제 시스템의 특성상 

기술의 전수는 용이하나 새로운 기술체계의 등장에 따른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약점이 있다. 특유의 합리적이지 못한 교육시스템으로 인하여 그 

역할은 나날이 약해지고 있다. 교육체계와 업무 관리에 있어 도제 시스

템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히 팀 방식의 단체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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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은 아직도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신기술체계 적용이 어려

운 교육시스템과 일괄적인 계약방식은 스태프들의 책임감 부족, 소속감 

결여, 비전문성이라는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이영숙, 2006).    

6. 밥차와 커피차, 회식 그리고 담배가 주는 현실적 위안

 참여 관찰을 통해 살펴 본 영화제작 현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노동 강

도가 매우 높았다. 빡빡한 촬영 일정과 연속되는 근무, 충분하지 않은 

휴식은 영화제작 종사자가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됨’이었다. ‘현실

적인 고됨’은 여러 장치를 통해서 상쇄되고 있었는데 바로 영화제작 현

장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밥차와 커피차, 회식 그리고 담배였다.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밥차’는 매우 중요하였다. 영화제작 현장의 

상당수는 인근 식당에서 영화제작 종사자의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촬영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옮겨지기도 하고, 첩첩산중

이거나 오지인 경우도 있다. 마을 근처라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아 많

은 수의 인원이 일시에 식사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참여 관찰

을 진행했던 다섯 군데의 영화제작 현장 역시도 근처에58) 인가가 없거나 

구멍가게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촬영 현장에서의 식사는 

대부분 밥차에 의존한다. 고된 촬영 현장59)에서 따뜻한 한끼를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서 그치지 않는

다. ‘맛있고 따뜻하며 푸짐한 한끼’는 고된 영화제작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안’임과 동시에 ‘인간적인 보상’이 된다. 

“고된 현장이기에 밥차는 현장의 유일무이한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

58) 30분 이상 걸어나간다 하더라도 가게나 인가를 만날 수 없었다. 네이버 지도에서 반경 
1 km 내 마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9) 참여 관찰을 진행한 시기는 겨울이었는데, 연구자에게 조차도 영화촬영 현장은 춥고 
배고픈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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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맛이 없으면 현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프로듀서)

 참여 관찰을 통해 본 촬영 현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촬영상황에 따라 

식사 시간이 매우 들쑥날쑥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약 40~50

명의 스태프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었다. 메뉴 구성은 젊은 영화제작 종사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구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부대찌개와 마파두부, 돈

까스가 메인 반찬으로 제공되는 식이다. 맛 역시 매우 중요하고 요리의 

신선도도 매우 중요하다. 밥차에 할당되는 예산 역시 충분히 보장된다고 

한다. 원가 절감을 할 수 없다. 밥차는 야간 촬영 때 야식도 만들어 제

공하였는데, 이러한 충분한 먹거리의 제공이 밥차의 중요한 임무였다. 

“신선도가 중요해서 매일 새벽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공수합니다. 맛이 없

으면 바로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계약이 바로 해지되는 경우도 있지

요.”(밥차 주방장)

“최대한 평균연령이 젊은 스태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식사를 마련하기 위

하여 노력합니다. 혹시 식사 관련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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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영화제작 현장의 밥차가 음식을 준비한 모습

 또한 동료애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었다. 현장에서의 식사는 직급, 파트 구분없이 실시하였다. 막내 스

태프가 제작사 대표와 동석하여 같이 식사하는 모습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밥차의 맛과 그 존재는 대다수의 현장 종사자의 사기를 형성한

다.

“특히 밥차 식사는 맛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는 힘든 막내생활에 있어서 하

나의 기쁨입니다. 모두가 같은 메뉴로 직급 구분 없이 식사하는 것이 촬영장

의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촬영팀 막내)

‘커피차’의 존재도 중요하다. ‘커피차’는 일반적으로 영화배우들의 

팬들이 보내주는 스타벅스 등의 커피 전문점 음료가 무한 제공되는 

‘차’이다. 주로 주연 혹은 조연 배우들의 팬들이 보내주기 때문에 고

급 커피차 혹은 커피차의 잦은 출몰은 현장의 사기와 직결된다. 물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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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커피와 음료를 무제한 무료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실제적 보상을 제

공한다.60) 그러나 현장의 사기가 진작되는 이면에는 배우의 인기가 영화

의 흥행과 직결되는 영화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영화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점이 있다.61) 

‘담배’도 공동체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촬

영 중간중간 숏과 숏 사이에는 몇 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은 긴장을 이완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주로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직급에 상관없이 스태프와 배우

가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때 이야기의 주제는 촬

영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촬영이 종반부로 가면서 다음 작품 등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다음 작품 

구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간식, 특히 단 것을 통해 위안을 받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

었다. 촬영 현장에는 기본적으로 음료 및 다과가 과하다 싶을 만큼 충분

히 마련되어 있었고, 영화제작 종사자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다.

60) 주연이 아닌 아이돌이 영화에 나오는 경우, 이들의 팬들이 보내는 커피차는 영화현장
에서 상당한 실제적 파워를 가진다. 아이돌 팬들은 고급 브랜드의 커피차를 무제한 보
낼 뿐 아니라, 커피차를 아이돌의 사진으로 포장(rapping)하고 등신대(종이모형)도 세운
다.

61) 영화배우에 따라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급의 커피차가 나오는지도 영화제작 종사자
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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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의 용광로, 같이 하는‘회식’:좋은 작품 같이 일

하는 인력

 영화 촬영 틈틈이 이루어지는 ‘회식’도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작용한다. 참여 관찰을 통해 본 영화제작 현장은 합숙

을 하며 단기간에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야간 촬영 스

케줄이 없는 밤에는 각 팀별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 관찰을 

통해 본 회식은 영화 촬영의 피드백이 농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배움의 연장선이자 ‘영화인’의 공동체 의식이 더욱 형성되고 공고화되

는 장으로서 작용하였다. 회식을 하면서 조직의 일원으로 더 느껴지고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며 인적 네트워크를 발달시키면서 위안을 얻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5 영화제작 종사자 회식 모습

 회식은 주로 예산의 문제로 삼겹살집이나 호프집에서 이루어졌다. 회

식비는 전부 제작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가 있었다.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시는 것이 특징이었고, 직급과 팀에 상관없이 착석하여 진

행되었다. 회식에서 나누는 주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영화촬영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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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였으며, 이전 촬영장 이야기, 앞으로의 미래 등의 대화가 주를 이

루었다. 그러나 술자리가 진행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서로 개인적

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생활고나 어려움, 외로움, 불안감과 같은 지

극히 내면적인 층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영화제작 종사자가 공통적으

로 겪고 있는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이기에 이들의 이야기는 더욱 진솔하

였다. 회식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은 대부분 공통적이었다. 

“좋은영화 만들고 다들 성공하자!” 이 외에도 회식은 ‘영화인’의 인

적 네트워크가 보강되는 공간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후술한

다.

 누구와 같이 일했는지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자부심과 관련된 문제이

다. 유명 배우 혹은 유명 감독과 함께 일한 경력이나 참여한 작품이 성

공한 이력은 영화제작 종사자 본인의 ‘영화인’으로서의 커리어에 큰 

이력이 된다. 즉, 어떤 영화에 참여했다고 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는 경

우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회식 자리에서 주로 나누는 이야기는 이러한 

과거에 참여했던 영화와 그 경험이 주된 이야깃거리였다. 

“영화 스태프의 가치는 누구랑 같이 일했는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내가 어

떤 일을 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감독 어떤 작품에 참여했다고 하면 설

명하기 빠르지요. 훌륭한 작품에 참여하고, 유명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자

부심에 직결됩니다. 유명감독 영화의 스태프로 일하면 힘이 절로 납니다.” 

(연출팀 막내)

 

 많은 영화제작 종사자는 가족 및 지인과의 단절을 지니고 있다. <2020 

영화스태프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제작 종사자의 84.2%가 미혼이었고 

88.8%가 자녀가 없었다. 어느 한 영화제작 종사자는 1년 동안 집에 들어

간 날이 한 달 미만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즉, 인적 단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제작현장의 동료들은 또 하나의 가족과 같은 개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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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이 있어서 버티는 것입니다. 다들 사정 뻔하게 알아서 오히려 말하

기가 편하지요. 같이 먹고 같이 자는데 오히려 진짜 가족보다도 가까운 사이

이지요. 혼자서는 이렇게 못 삽니다. 서로 위로하고 위하기에 사는 것이지

요” (촬영팀 막내)

8. 고용 불안정성 

 영화제작 종사자의 경우는 포스트 프로덕션 스태프에 비하여서도 더욱 

심한 고용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짧은 영화제작의 참

여 기간인 짧은 근로기간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영화제작 기간이 평균 4개월 정도로 짧

고 고용 승계가 불가하다. 즉, 한 영화에 제작팀으로 참여하더라도 불과 

4개월 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채용

하였으므로 영화제작사 측에서도 어떠한 고용 승계를 보장할 필요도 없

다.62) 실제로 <2020년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제

작 종사자의 연간 평균 제작 참여 편수는 약 1.5~2.0 편이라는 조사결과

가 있었다. 영화 한 편의 촬영 기간을 보통 4개월이라고 보았을 때 영화

제작 종사자는 1년 중 약 4개월 이상을 영화 업계 안에서는 직장을 구하

지 못하는 것이다.

“영화 하나 들어가면 참 다행입니다. 그 다음을 기약하기도 힘들지요. 언제 

다시 현장 들어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일 없을 때 전화라도 울리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제작팀 세컨드)

 둘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점진적으로 증가한 한

국영화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영화 영상과 관련한 학과의 정

62) 사실 해당 제작사가 영화제작 이후에 존재할지도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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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크게 증가하였다. 1999년에 124곳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의 종합대

학과 전문대학 영화 관련 학과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349개로 

281%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교육통계연구센터, 2012). 물론 스태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연기 전공까지 포함된 숫자이지만 영

화 전공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영화계가 이를 다 고용하

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마저도 ‘자아 성취’의 선호풍토에 따라

서 영화계의 사정이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학과별 입시 경쟁 통

계에 의하면 영화영상 관련학과는 매년 수십 대 일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여타의 학과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이러한 과

다 공급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현상을 동시에 가져와서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한다.

 일반 스태프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고용 불안정성에서 자유롭다. 

이들은 비교적 쉽게 현장일을 구할 수 있으며, 다작에 참여하는 것이 기

본적인 근무형태이기 때문이다. 상업현장의 경우는 저년차의 스태프로 

갈수록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피라미드 구조이므로 이들에게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상업영화의 스태프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독립, 예술영화에서 2, 3건 참여 경력이 필요하므로 오히려 상업영화에

서 막내급의 스태프는 구직 품귀현상이 있다고 한다. 반면, 영화 스태프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중진은 심각한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 

1년에 한 건만 참여하더라도 양호한 것이고 몇 년에 한 건을 하는 경우

도 많다. 

“영화 촬영이 시작하는 그날부터 다음 영화는 언제나 할 수 있을지 걱정부

터 들어요.”(제작팀 세컨드)

“영화 촬영에서 어려운 부분은 대부분 초반에 배치합니다. 영화 촬영이 후

반부로 갈수록 제작인원들의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주로 다음 촬영일을 

찾는 데에 온 신경이 가 있습니다. 컷 중간 쉬는 시간에도 온통 다음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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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만 합니다. 그만큼 불안한 것이겠지요.”(제작사 대표)

9. 미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은 각 파트와 경력 상관없이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물론 그 세부적인 고민은 각자 달랐다. 우선 경력

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컨드나 서드의 경우에는 영화에 종사하는 것이 옳

은 일인지를 가장 고민하였다. 따라서 이직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

도 이 경력군이었다. 

“영화제작 현실이 매우 힘들지요. 과연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가 가장 고민입니다. 학창시절 꿈꿔온 모습이랑 현실이 가장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른 직업과 아무래도 저울질하게 됩니다.” (제작팀 세컨

드)

 연출직의 종사자는 영화 관련 학과의 졸업자가 대부분이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단편영화를 몇 편 정도 연출한 경우가 많았다. 이미 영화에 투

입한 시간이 다른 직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생각은 적었다.

 연출팀 막내는 영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과와 관련한 몇 편의 독립영

화 현장을 거쳐서 상업영화에 진입한 경우이다. 상업영화로서는 막내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여러 독립영화 현장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영화현장에 익숙

해져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높은 노동강도와 창의성을 발휘하기 힘든 업무

구조는 그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특히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컸다. 하지만 가급적  먼 미래는 생

각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많은 영화제작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제까지 투입한 시간과 앞으로 언젠가는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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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영화를 생각하며 버틴다고 했다. 휴일에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작성

하는 것도 큰 위안이라고 답하였다.

“막내이기는 하지만 이미 영화일에 투입한 시간이 상당합니다. 10년간 영

화만 보고 살아왔는데 지금 힘들다고 그만두기는 힘들지요.” (연출팀 막내) 

 미술팀, 특히 세트의 경우에는 그 기술의 특성상 겸업이 일상화된 구

조였다. 영화세트업만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건설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다른 직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화

인으로서의 미래의 커리에어 대한 고민이 적었다. 

“세트업은 원래 영화 드라마 가릴 것 없이 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영화세트에 공은 더 들이겠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가릴 것 없이 제작한다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산의 차이에 따른 퀄리티의 다름이 있기는 하지

만요. 그래서 사실 영화 세트 제작이 더 즐거운 일이기는 합니다.” (세트팀 

감독)

“영화 세트 만드는 일이 즐겁기는 합니다. 다만 일없으면 다음 날이라도 다

른 건설공사 현장이라도 들어가야지요. 영화 미술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트팀 세컨드)

 경력에 따른 영화제작 종사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다른 

층위에서 존재하였다. 처음 예상으로는 경력이 짧은 서드나 세컨드가 미

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고참급으로 

갈수록 영화인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큰 것을 발견하였다.

“영화 찍는 일은 몇 개월짜리 일이라 항상 일 찾는 것이 문제이지요. 일단 

일만 찾으면 근로 조건도 법으로 정해지는 추세이고…. 오히려 팀장 미만은 

그래도 몇 개월 기다리면 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팀장 이상은 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번에 찍으면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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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것은 기본입니다. 고참일수록 영화인의 미래가 더욱 걱정될 거예요.” 

(프로듀서)

은퇴자1은 마지막 영화가 끝나고 반강제적으로 은퇴한 경우이다. 마지막 작

품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기에 그 이후의 작품을 찾기가 어려워서 자연

스럽게 은퇴하고 영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직종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기회

가 주어진다면 영화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나이와 경력을 생각하면 앞

으로의 가능성이 적기에 포기하였다. 영화 쪽의 은퇴 이후 경력을 전혀 살리

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지만, 더이상 무엇인가 해볼 수가 없다고 

체념하였다. 팀장급이 자신보다도 후배인 경우에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

이 영화계에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영화인으로서의 그의 커리어는 끝

난 것이다. 

“막내 때는 오히려 걱정이 없지요. 의지만 있으면 그래도 현장 찾을 수 있

어요. 팀장급은 가장 큰 문제가 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공백이 길어지거

나, 전작 흥행이 별로이면 이미 감이 떨어졌다는 말이 돌아요. 본인도 위축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영화 쪽 은퇴가 바로입니다.” (촬영감

독)

10. 소결론

영화제작 종사자 특히 상업영화의 종사자들은 특성상 많은 부분 자율성

이 제한된다. 특히 직위에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차등적으로 나타난다. 

영화제작 현장은 다른 사회와는 단절된 공간이며, 나름의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많은 정서적

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단절된 공간이기에 이를 해소할 시간과 장소

가 없는 드문 것도 특징이다. 더욱이, 일과 휴식 사이의 경계가 매우 불

명확한 점이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킨다. 촬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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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일하는 노동의 형태는 다른 창의 산업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형태

이다. 이는 노동의 유연화 현상을 더욱 가속시키는 매우 심각한 측면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예술성의 실현, 자율성의 획득을 위하여 제작 현장 이외의 주체

들과 투쟁해야 하며 끊임없이 스케쥴표에 따라서 힘든 노동을 영위해야 

한다. 물론 여러 위안도 있겠지만, 불안정성 측면에서 고찰한다면 이들

의 노동환경은 절대 양호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들이 영화업을 생각하면

서 꿈꾸는 이상과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다양한 변수들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종사자 개인별

로 불안정성을 느끼는 부분은 매우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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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의 확장

1. 영화와 타 미디어 경계의 허물어짐 현상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CF나 드라마를 찍는 것보

다 고차원의 행위이다. 이러한 미디어 위계의 근거는 영화가 가지는 예

술성에 있다. 영화제작 종사자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본인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가 영화관에 배급되어 많은 사람이 관람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장편 상업영화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넷플릭스와 같은 OTT에서 상영하고 있다. 영화 <옥자>(봉준

호, 2017)를 시작으로 <사냥의 시간>(윤성현, 2020), <콜>(이충현, 2020) 

등의 상업영화가 영화관 상영을 포기하고 넷플릭스에서 개봉하였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진 <승리호>(조성희, 2020)도 결국 넷플릭스 

상영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영화관의 정상적인 상영 일정

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초기 배급사는 수차례

에 걸쳐 상영을 연기하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버텼지만, 결국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빠른 제작비 회수를 위해 OTT 상영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것은 전통적인 장편 상업영화가 새로운 배급 루트를 수용한 

것으로 단순한 배급 방식의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장편 상업영화

의 OTT 상영은 영화와 타 장르의 경계의 허물어짐을 의미한다. 개봉 방

식의 차이는 시청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같은 영화의 형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형식이 변형될 수밖에 없음을 내재하기 

때문이다. OTT 시청 방식의 특성상 장편 상업영화는 여러 시즌과 에피

소드를 가지는 단편 드라마 방식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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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드라마를 주로 제작한 OTT에서 영화제작을 직접 하고 단독개봉한

다는 것은 영화의 제작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영

화가 ‘단편 드라마’가 된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요. (프로듀서) 

 실제로 이러한 우려로 2017년 넷플릭스가 전액 투자하고 OTT 개봉된 

영화 <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오기도 하였다.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영화에 황금종려상이 돌아간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

다. 황금종려상 및 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될 수 없다

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알모토바르 칸영화제 심사위원장)63)

 당시 <옥자>는 OTT에서 개봉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CJ-CGV, 롯데시

네마 등 멀티플렉스 체인에게서 외면을 받았고, 영화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채로 다수의 영화제에서 퇴출당했다.64) 이는 전통적인 영화관 중심

의 상영을 선호하는 영화인들의 위기의식을 역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영화 형식의 변화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즉, 그들의 ‘영화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예술인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이 갑자기 크게 변하니 아무래도 영화인이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

다. 코로나가 갑자기 판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지금은 초창기이지

만 시스템이 바뀌고 몇 년만 흐르면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바뀔 듯합니다. 

일부 해외 드라마는 편당 예산이 거의 상업영화급 이상이지요. 영화관이라

는 판까지 흔들리면 몇 년 뒤에는 드라마가 초장편 영화가 되는 것이고 영

63) https://sports.donga.com/3/all/20170520/84452015/1 (2022.1.4. 검색)
64) 하지만, <옥자>는 2017년 제17회 디렉터스 컷 시상식에서 ‘올해의 감독상’을, 제37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국제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https://sports.donga.com/3/all/20170520/8445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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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단편 드라마가 될 수도 있겠지요.” (프로듀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수익만 보전이 된다면 영화관이

든 넷플릭스든 크게 꺼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 상영하는 효과까지 있

으니 흥행만 한다면 더 좋습니다.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니까요.” (제작사 

대표)

“일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드라마의 공

식과 영화의 공식은 기술적으로 다릅니다. 조명, 촬영은 특히 더하고요. 똑

같이 찍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영화 찍는 사람이 갑자기 내일 드라마 촬

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습과 적응이 필요하지요.” (촬영팀 막내)

 산업 구조의 변화는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있어서 위험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극장 개봉관을 거치지 않고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넷플릭스 등을 통하여 바로 상영하는 구조에 대하여 영화

인들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의 파괴라는 측면에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

다. 

“그래도 영화 하면 극장 상영이 기본인데 요즘은 다른 쪽에서 상영하는 현

실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열심히 만든 영화인데 극장 상영이 기본이

지요. 케이블 쪽부터 가는 영화는 망한 영화, 삼류 영화라는 느낌이 커서요. 

영화는 영화관에서 스크린과 소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영화를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본다면 느낌이 다르지요. 체험이라는 의미에서 

영화관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감독)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영화의 유통이 극장에서 OTT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현상이다. 다만 극장 체인 측에서도 최신 음향 및 영상 기

술인 돌비 비전과 돌비 에트모스를 적용한 ‘돌비 시네마’를 도입하는 

등 극장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화 체험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다(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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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20).65) 한국 영화 지형도에서도 OTT 플렛폼과 차별화되는 대작, 

스펙터클 위주의 투자 제작을 진행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의 OTT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기도 하다.

“넷플릭스라는 무궁무진한 상영관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기회입니다. 

무엇이든 상영관이 늘어난다는 것은 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극장에 걸리

는 것이지요.” (제작사 대표)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경우

에도 감독을 비롯한 대부분 중요 스태프가 기존의 영화제작 종사자였다. 

드라마와 영화의 장비가 동일한 것도 이러한 경계의 허물어짐에 큰 역할

을 한다. 촬영 기술, 촬영 비용을 비롯한 대부분 제작환경이 영화의 공

식을 따르며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OTT는 추후 영화 스크린

의 변형된 확장으로서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될 가능

성도 크다. 

65) 2020년 7월 메가박스에서는 ‘돌비 시네마’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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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담

 한국 영화제작 현실은 특히 기술의 변화에 대한 대비와 재교육에 취약

하다. 먼저 영화제작 현실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몇 달만 유

지되는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사업체 자체가 기술도입이나 인적 교육

에 책임을 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프로젝트 사업은 기존의 기술

과 인적 역량을 빠르게 소모하여 이윤의 창출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창의 노동의 특징은 영화제작에도 

많은 부분 적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아웃소싱과 같은 유연화된 업무형태

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급격하게 악화시킨다.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화 스태프의 직무기술 훈련인 도제 방

식 또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취약하다. 영화계의 도제 방식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외부의 기술 습득보다는 기존 업무역량의 전수와 더불

어서 폐쇄된 일자리의 분양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프로젝트 사이의 공백은 기술 역량을 증진

할 좋은 기회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기는 ‘영화인’으로 남기 위한 본

격적인 자금충원의 시기로 활용된다.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기관의 부재도 큰 문제이다. 입시를 위주로 하는 대학이 이러한 역

할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 정부의 영화 교육 훈련사업도 어려움이 크

다. 영화진흥위원회 중심의 영화 아카데미 훈련사업도 2016년 1월 30기

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산업인력공단의 훈련사업 또한 2016년에 지원이 

중단되어서 표류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의 도입을 시작으로 디지털카메라

는 기존의 필름 카메라와 다른 색감과 심도 명암의 표현 범위를 가져오

면서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였고, 2000년대 중반

부터 유통 부분에서도 디지털 유통이 시작되었다. 2013년 모든 멀티플렉

스들이 디지털 영사기를 설치하면서 마지막 필름 현상소인 서울필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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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2014년 영업을 중단하였다. 카메라뿐 아니라 특수촬영장비들이 잘

달하면서 컴퓨터로 카메라 동작을 제어하는 모션 컨트롤 카메라, 자이로 

헤드, 액션플리잉캠 등 카메라를 디지털로 제어하며 독특한 앵글의 화면

을 찍을 수 있는 장비들이 현장에 확산되었고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공

중신의 구현이 쉬워졌다. 3D 스테레오스코픽을 이용한 3D 입체영화시스

템의 도입도 기술 변화의 큰 축이었다. 그 이외에도 과거에는 표현이 불

가능한 장면들을 컴퓨터CG를 이용하여 가능하게 한 VFX가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실감

형 콘텐츠를 가능하게 한 VR영화와 같은 기술적인 발전들이 계속 이어

지고 있다(김형석 외, 2020).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은 표면적으로는 호황이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한 인적, 기술적 대비는 매우 부족하다. 프로젝트 산업과 도제식 

교육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그 적용에 있어서 취약하다. 영화 종사자

가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에 대하여 인지하고 대비하려고 하더라도 효과

적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급격한 기술변화의 상황에서 한국 영화

계의 부족한 교육환경은 결국 영화 종사자의 불안정성으로 작용할 수밖

에 없다.

 기술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회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처지에서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VR영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매출을 올릴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한국 영화판이 그런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어디서 배우기도 어렵고 극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렵지요. 관객들도 보수적이에요. VR은커녕 3D도 꺼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술은 결국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프로듀

서)  

하지만 직급이 낮을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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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통하여 영화제작 종사자의 저변이 넓

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떄문이었다.

“저는 VR, 3D 영화에 대하여 불안감이 없습니다. 새로운 포맷이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화는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체험의 기회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영화관에 

방문할 기회가 늘어나겠지요. 집에서 관람하는 것과 영화관이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면 사람들이 영화관을 더 찾겠지요.”(촬영팀 막내)

오히려 VR, 3D와 같은 영상포멧의 변화보다는 AI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기술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기에 언젠가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문제가 아닌, 기술 자체가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을 대

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저는 스크립트 업무를 주로 보고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언젠가는 AI가 대

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상당한 

공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업무능력이 증가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 말고도 특히 기술관련 직무쪽에서 이러한 우려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큰 상관이 없겠지만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 분명히 있습

니다.” (조감독)

3. 메르스, 사드 배치, 코로나19 등 사회적 외부 요인

 영화 산업은 문화 산업이기에 예측하지 못한 외부적인 요인에 취약하

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은 영화제작 종사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

용한다. 사드 배치와 같은 정치적 요인은 한국영화계에 큰 어려움을 가

져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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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중국 수출 생각하고 시나리오 단계부터 준비하는데, 사드 배치로 

우리 영화가 중국에 못 들어가니 영화들이 투자단계부터 줄줄이 실패하더군

요. 단순히 (영화인)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프로듀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산업통계66)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55개 영

화관이 휴관하였고 17개의 영화관이 폐관하였다.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시기 대비 콘텐츠산업기업지수도 2020년 12월 기준 –18.1%의 감소를 보

였는데 이는 음악 –3.8%, 방송 –9.2%에 비하여 매우 큰 폭이다. 2020년 

전체 매출 추정지는 2019년의 2조5093억 원에서 2020년 9132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관객 수도 2020년 기준 전년대비 –73.7%를 보였

다. 새로운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영화를 장기상영하거나 과거의 

영화를 재개봉하는 상영이 250건이나 이루어졌다.

 2020년 기준으로 11개의 작품이 제작 중단이나 취소되었고, 59개의 작

품이 제작연기 또는 변경되었다. 기존의 작품도 15개의 작품이 상영 준

비 중단되거나 취소되었고, 27개의 작품이 상영 준비가 연기되었다. 영

화관 상영에 있어서 그 권한은 제작사에 있는 것이 아닌, 배급사에 전적

으로 있고, 배급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업적 이윤을 많이 취할 수 있

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화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는 개봉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배급사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다림은 제작사가 이득을 보지 못하

는 힘든 상황으로 다가오며, 이러한 피해는 또한 영화제작 종사자들에게 

전가된다.

코로나로 인한 제작사의 총 피해규모는 329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영

화제작 종사자의 피해는 실질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지만 더욱 클 것으로 

66)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이슈페이퍼 2020-10] 코로나19 충격 2020년 한국 영화 산업 
가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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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촬영 중인 작품의 경우에도 로케이션 취소가 15건이 발생하였으며, 8

개 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및 방역조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국에 누가 영화에 투자하겠

어요? 진행 중인 영화도 스톱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다 만들어놓은 영화도 

배급사에서 개봉할 생각이 없습니다. 천만 관객이 들 영화라도 지금 개봉하

면 무조건 투자금 회수도 어려워요.”(프로듀서)

높은 직급의 영화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많은 피해를 보았다

고 하였고, 낮은 직급은 그래도 몇 달 노력하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고 인터뷰를 통하여 밝혔다. 이는 높은 직급의 영화종사자가 상대적으로 

구직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 코로나로 인한 제작지연과 중단이 이들

에게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20년 영

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영화제작 종사자 전체의 69.4%

가 코로나로 인하여 연간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8.7%가 제

작일정 연기 또는 중단 등으로 고용기회가 감소하였다고 답하였으며 21.

4%가 제작일정 무기한 연기 등 고용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었다.

“서드나 막내급들은 워낙 많이 뽑으니까 다른 영화현장이라도 열심히 노력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급 이상은 일자리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요. 코로나 이전에도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는 당분간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지요.” (촬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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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업 중심의 상업 영화제작 구조의 확대 

 과거 할리우드의 경우 제작, 배급, 극장 개봉을 한 회사가 모두 진행하

는 경우가 많았다. 소수의 스튜디오 제작사가 극장까지 지배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독과점 형태가 영화계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독과점을 방

지하는 공정거래의 개념이 강화하면서 한 회사가 투자, 제작, 배급, 상영

을 모두 독점하는 독점적인 형태의 산업체계는 금지되었고 각각의 다른 

회사들이 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 기업이 산업

체 전체를 지배하면, 하부 노동자들의 권익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미국

의 근로보호 개념이 배경으로 적용된다.

 우리의 영화 현실은 과거 할리우드와 유사하다. 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제작, 배급, 극장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투자와 제작이 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화제작 종사자의 자연스러운 업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대기업이 투자하고 제작하는 영화에 세트 수주를 위하여 포트폴리오와 금

액은 제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감독과 미술감독은 우리 업체를 좋아하였지

만, 해당 대기업이 운영하는 세트업체는 백지수표를 제시하더군요. 결국, 당

연히 대기업 세트업체가 낙찰받았지요.” (세트팀 감독)

 과거 할리우드 시스템은 투자, 배급, 상영이 한 회사에서 이루어졌으므

로, 가급적 적은 비용을 사용하여 많은 수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안

정적으로 상영함으로써 큰 수익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영화의 퀄리티는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제작 종사자는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업무만

을 강요받아서 업무수행능력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영화제

작 시스템도 대기업 생태계로만 굳어진다면 마찬가지의 역사를 반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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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다.

 국내영화시장은 투자 배급사인 CJ와 쇼박스, 롯데 등 거대한 규모의 

투자 배급사가 주도하는 독과점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들 투자 배

급사가 만든 대작의 경우는 상영 당시부터 스크린의 40~50%를 독점한

다. <군함도>(류승완, 2017)의 경우에는 전국 스크린 2780개 중에서 무려 

2027개의 스크린에서 개봉하였다. 이는 75% 가까이 독점한 셈이다. 이러

한 구조는 한국 영화 산업이 투자-제작-배급 전 과정을 대기업이 독식하

는 수직 통합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 산업과 시장은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독과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초창

기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과 유사하다. 할리우드 영화시장도 반독점

법에 따라 산업 분리가 일어나기 전까지 메이저 영화사가 투자 제작 배

급은 물론, 스크린까지 독점한 사례가 있다(육정학, 2013). 

 이러한 거대자본과 거대배급사에 중심의 영화시장은 긍정적인 측면보

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 규모의 경제학에 따라 대규모 투자 자본

의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화적 가치를 

믿어 주시고 극장을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67)는 김기덕 감독의 말

처럼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예술성 있는 영화라도 자본 논리에 의하

여 상영관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실이 생겨난다. 실제로 대규모 자본시스

템의 한국영화 시장은 과거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영화현실과 유

사하게 다양성, 개성 및 예술성을 저해하는 영향을 준다.

 한국 영화제작 종사자의 64.5%가 본인의 정체성을 예술종사자로 평가

내리는 현실에서(하철승, 2014) 예술성보다는 자본 논리에 의한 영화계의 

산업적인 접근은 영화 종사자의 자기 정체성에 큰 혼란을 줄 것이고 대

기업의 자본 논리가 심화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 

문제는 가속화될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 연구자 본인이 파일럿 연구로 

67)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9
84423 (2020.5.30. 검색)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9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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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던 영화 미술제작 현장의 참여 관찰 연구에서도 영화제작 현장

에 변동과 자본 논리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대기업의 자본잠식

을 꼽은 영화 미술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상당히 자주 들을 수 있었

다. 

5. 영화 수익구조 분배에서의 제작사의 소외

 영화 산업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제작사가 영화를 정해진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닌, 총 입장료 수입을 상영관과 일정한 비

율로 분배하고 비용을 역으로 정산하는 구조이다. 관객들의 입장권 수익

에서 3%의 영화발전기금과 더불어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순입장료로 정산된다. 이를 상영사업자(극장)와 상영사업자와 배급사, 배

급사와 제작사, 제작사와 투자사 간의 단계적인 일정비율로 배분한다.

 먼저 한국영화의 경우에는 서울지역의 경우에 순입장료에서 상영사업

자가 통상적으로 45%, 배급사가 55%의 비율로 배분한다. 순입장료의 정

산의 시기는 통상적으로 상영종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하며, 이는 

제작사가 아닌 배급사에게 지급된다. 배급사는 분배 받은 수익에서 배급

수수료인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메인투자사에게 지급한다. 그 이후

에서야 투자사와 제작사는 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메인투자사는 여기

에서 영화제작에 들어간 총제작비용을 공제한 후에 발생한 수익을 나머

지 투자자와 제작사에게 배분한다.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비율

은 통상적으로 투자사 60%, 재작사 40%에 해당한다. 

 1425만 관객을 통하여 총 1109억 원의 총 입장료 수익을 올린 <국제시

장>의 예를 들자면, 영화발전기금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965억

원이었다. 여기서 50%68)는 상영사업자의 몫이었다. 결국 영화 제작에 직

접 관여한 투자 배급사와 제작사가 가져가는 매출은 483억 원이었다. 배

68) 해당 영화는 50%를 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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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가 배급 수수료를 10%를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총 제작비 180억 원

을 공제하면 남은 순이익은 255억원 수준이다. 통상 투자사가 60%의 순

이익을 가져가므로 제작사인 JK필름은 102억 원 정도이다. 또 여기에서 

배우와 감독 프로듀서의 런닝개런티를 공제하면 실제로 가장 많은 부분

을 영화에 할애한 제작사의 수익은 50억여 원 정도로 추정된다.69) 

OTT를 통하여 영화를 개봉하는 경우에도 제작사의 소외는 계속된다. 

대부분의 OTT는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여도 제작사와 나

누지 않는다. 넷플릭스의 경우 제작비와 더불어서 10%~20% 정도의 추가

수익을 사전에 지급하는 대가로 해당 IP는 물론 2차저작물을 포함한 모

든 권리를 가져간다. 영화를 통하여 제작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초과수

익이 발생하여도 제작사에는 수익이 배분되지 않는 구조이다.70) 많은 영

화인이 꿈꾸는, 1,000만 관객이 드는 작품을 만들어서 인생 역전을 이루

는 희망은 지금의 OTT 시스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O

TT와 영화판권을 계약할 때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인 제작비와 

추가수익이 사전에 일괄 지급되므로, 영화가 실패할 때 손익분기점을 걱

정하는 고충은 없을 것이다. 다만 OTT도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품

에만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흥행 성공을 하여서 제작사, 궁극적으

로는 영화제작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많은 수익이 

OTT에게 구조적으로 종속되게 된다.

 최종소비자와 가까운 주체일수록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엔터

테인먼트 업계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고 고생하

는 주체가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수익은 총 입장료 수익을 고려한다면 상

당히 적은 수준이다. 제작사의 수익은 결국 영화제작 종사자의 임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영화 수익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는 제작사도 

영화제작 종사자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주체이다. 한국 영화 수

69)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90901031312069001 
(2021.12.10. 검색)

70) https://www.inews24.com/view/1418789 (2022.1.10. 검색)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90901031312069001
https://www.inews24.com/view/141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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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구조를 고려한다면, 영화제작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6. 소결론

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영화계에 활력을 더해줄 새로운 기회이다. 하지

만 동시에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이에 적응해야 하고 때로는 극복해야 하

는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안정성은 자연스

럽게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화계의 생태계는 많은 부분 

변하였고 OTT로의 편입과 영화 장르의 허물어짐은 가속화되었다. 이러

한 변화에 대하여 영화제작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의 변화를 느끼고 부정

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인원 또한 분명히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기술과 산업의 변화, 심지어는 코로나19에 의

한 영화 산업 전반의 불황에 대하여 영화제작 종사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프로

젝트 산업의 특성상 제작사가 영화제작 종사자들을 후원하는것도 현실적

이지 않고, 정부나 기타 기관이 교육을 비롯한 지원을 빠르게 제공해주

고 있지도 않다. 변화를 오로지 개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구조이고 

이러한 부분은 영화제작 종사자들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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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과 

불안정성 대응

 본 연구의 주된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실제로 

자신의 노동 생활과 직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이다. 이 질문 

속에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에 대한 확신감, 

그들이 생각하는 직업정체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이 장에서는 두 가

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을 

탐구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규명함으

로써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2절에서는 노동불안

정성에 대한 현실적 대응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1절. 직업정체성 

1.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인식

‘문화 생산의 장’에서는 경제적 실천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장의 목적은 문화 생산물을 만들고 이에 따른 경제적 실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부르디외는 예술과 시장경제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문

화 생산의 장의 자율성은 예술의 상징적인 논리가 경제적 실천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김태환, 2001). 영화제작 산업은 경제적 

논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영화제작의 주된 목적은 투자된 

예산으로 영화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수익(경제적 실천)을 올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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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는 영화제작에 있어서 문화 상징의 추

구가 가장 큰 목표가 된다.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는 문화 생산의 장 안

을 들여다보면 그 근본적인 목적이 경제적 실천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 촬영이라는 문화 생산의 장 안에서는 참여자 모두가 높은 

평가를 받는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문화 상징의 추구)에 몰두하여 있다. 

“촬영장은 상업성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예산은 주어진 것이

고 그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에만 주목합니다. 관람객

이 많이 든다고 그게 우리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많은 사람이 관람

하고 성공한 영화에 참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촬영팀 막내) 

 영화제작 현장에서 이들이 준수해야 하는 몇 가지 제약은 투자자에게 

약속한 예산 준수와 스케줄표 등이다. 

 영화제작 종사자가 추구하는 문화 상징의 추구는 ‘예술가로서의 영화

인’이며 ‘극단적인 독창성을 영화를 통하여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작

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계적으로

도 드러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과거의 연

구 결과를 통해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돈 생각하고 영화판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

면 1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총 100만 원도 못 벌었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예술노동자라 생각합니다. 일은 3D라 노동자이지만 임하는 자세는 구

도자.. 예술가에 가깝거든요.” (조감독)

 부르디외는 예술가의 ‘단절과 모순의 구조’를 통해 위계, 예술 외부

와의 단절,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모순이라는 측면에서 예술가의 정체성

을 살펴본 바 있다. 영화제작 종사자의 예술가로서의 직업정체성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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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예술 외부와의 단절,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모순이 잘 드러난다. 

 영화제작 종사자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산업 속에서 영화를 가장 하

고 싶은 것, 가장 의미있는 것으로 추구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 대부

분은 영화가 드라마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 매체보다 예술성이 높은 장르

라는 점에는 동의하였다. 

“영화는 한 컷을 위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술장르 입니다. 단순히 빠르게 내용물을 찍어야 하는 드라마와

는 작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드라마 현장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어서 그 

차이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조감독)

 부르디외의 문화 생산의 장에 대한 구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업영화

의 위치는 대규모 생산의 장에 위치해 있다. 이 장의 특징은 대규모의 

그림 26 부르디외의 문화 생산 장과 매체들의 위치



- 203 -

자본, 집약적 기술을 통하여 복제가 가능한 문화생산물을 만드는 데 있

다. 그러나 같은 장에 위치하여 있더라도 상업영화의 문화자본은 드라마 

보다도 많다. 이상길(2020)은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기타 다른 영상물과

는 다르게 영화의 경우는 완결된 서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기존의 

문학과 같은 높은 상징자본을 가진 작품의 자본을 전이받는 형식을 통하

여 일정한 예술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같은 문화 생산

의 장에 속하지만 순수예술가와 드라마 생산자와 중간 그 어딘가에 위치

한 것이 영화제작 종사자의 정체성인 것이다.

 영화제작 종사자는 언어와 작업공간을 중심으로 외부와의 단절을 실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자신들의 언어’와 ‘그들만의 작업공간’이

다. 다양한 직군들은 그들끼리 사용하는 고유한 언어를 별도로 가지고 

있었다. 이 언어는 전문 용어와 은어를 모두 포함하는데, 주로 일본어 

표현이 한국식 발음으로 변형된 것들이다. 

용어 내용

가게 조명으로 만드는 그림자 효과

가께모찌 배우가 동시에 두 영화에 출연

가배 사진으로 이루어진 가짜 배경 (유사어: 백 드롭)

가에다마 대역

간지 느낌, 감

겐바, 겜바 현장 (특히 세트 현장)

구다리 신, 시퀸스

개퍼, 키그립,

쥬서

조명 스태프,  할리우드의 gaffer, key grip,

juicer에서 유래

기리까이 전환한다, 교체한다

끼라끼라 물에 비추는 빛 반사

누끼 한 신에 있는 같은 앵글의 커트들을 모아 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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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나라시 바닥 평탄화

니쥬 세트를 지을 때 바닥에 까는 마루

다찌마리 격투 액션장면

단찌가이 이격, 단차

대마 가장 중요한

더블
한 배우가 다른 배우를 가림. 

(용례: 더블 안 되게 갑니다.)

데꼬보꼬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

데마이 앵글에 크게 걸리는 배우나 소품

데모찌 카메라를 트라이포드 없이 어깨에 들고찍기

덴강, 덴깡
촬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트의 한쪽 벽을 
제거함

도란스 변압기

돕뿌 영화의 도입부

때샷 여러명이 동시에 나오는 샷

딱딱이 슬레이트

마꾸라끼 이동 촬영차의 에일 받침

바라시 촬영 이후 장비의 정리 철수, 세트를 해체작업

바래
뭔가 어색하거나 가짜인 티가 난다.  

(용례 : 바래 난다)

시다 보조

시바이 배우들의 움직임과 동선  (유사어: 블라킹)

시보리 카메라 조리개

쐐기
촬영 이동차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삼각형 받

침대

씬X다시Y 씬X를 다시 Y번째 찍는다는 의미

아사모사
대충, 그럴듯하게 

(용례: 아사모사 넘어감 = 대충 넘어감)

아시라 세트를 받치는 기본적인 받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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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언어는 집단 안에서 공유되는 은어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속하지 않고서는 습득되거나 사용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현

애플 박스 연기자의 키를 크게 보이게 만들기 위한 돋움대

연결 튐 이어지는 씬에서 배우의 모션이 다름.

오모리, 오무리 세트나 카메라의 무게추, 누름쇠

오까네, 옷가네 제작비, 예산, 돈

오밋 삭제 (용례: 그 신을 오밋한다.)

오시마리 마무리  (용례: 오시마리 하자 = 마무리 하자)

와꾸, 왁구 전체적인 구조, 방향

왈라 왁자지껄한 분위기, 잡음

입봉 데뷔

커트바리 커트 분할 (유사어: 바리, 와리)

포카시, 뽀카시
초점을 흐리는 것, 아웃 포커스 

(용례 : 포카시 준다)

하꼬 상자

혼깡 새 필름 롤

혼방
진짜 

(용례: 이번에 혼방 간다. = 진짜 촬영 진행한다.)

히로시 바닥에 청테이프로 배우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

Call time 배우가 지켜야 할 촬영 도착시간

Cast 신의 등장인물

C# 컷 넘버

Check list 스태프들이 참고해야 하는 특이사항

D 낮 신

L 로케이션 야외 촬영

N 밤 신

O 오픈 세트 (빌린 실내 공간)

S 세트

S# 신 넘버

Time table 일일 촬영 시간표

표 11 영화제작 종사자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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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처음 가는 사람은 이러한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용어는 촬영 현장 내 도제 시스템을 통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고 있다. 물론, 용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거나 대체되기

도 한다. 영화제작 종사자는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사용되는’ 언어로  

대화하며 작업에 임할 때 영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낀다고 답한 경우

가 많았다. 다만 젊은 영화제작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어가 생소

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영화제작 현장에서 쓰이는 단어는 주로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현장언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일본단어가 변형된 것이 주를 이룹니다. 

상업영화현장에서 이러한 용어를 숙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영화제작 종사자

로서 당연합니다. 다만 저는 어감이 좋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가급적 사용하

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로 표현되는 현장언어를 다른 것으로 대

체하려면 말이 길어지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계속 사용하게 되

는 것이 현장언어입니다.” (촬영팀 막내)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고립된 ‘그들만의 작업 공간’은 예술가의 외

부와의 단절을 실현하는 또 다른 기제이다. 여기에서 그들만의 작업 공

간은 바로 영화제작 현장이 된다. 참여 관찰을 통해 살펴본 영화제작 현

장은 현실과 분리된 매우 독자적인 작업 공간이었다. 촬영의 긴장과 비

촬영의 이완이 무수히 교차하는 공간이자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동시에 

몰입하여 ‘만들어’내는 공간이었다. 자신이 맡은 일을 가장 완성도 있

고 충실히 수행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현장 특유의 느낌이 좋다고 답

한 영화제작 종사자가 많았다. 그들만의 작업 공간은 다른 사람들은 침

범할 수 없는 영화인의 공간으로 그들에게만 ‘주어지고 허락된’공간이 

된다. 따라서 그들만의 작업 공간에 있다는 사실은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형성하고 공고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모든 직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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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루 나타났다. 

“촬영에 들어가면서 현장이 순간 긴장되는 그 느낌이 좋습니다. 그 순간만

은 온전히 촬영 현장에만 집중하는 느낌이 들고 그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Cut을 외치는 순간 현실로 돌아오는데, 준비하면서 동료와 

나누는 이야기가 너무 즐겁습니다.” (연출팀 막내)

 이러한 의식은 ‘영화제작에의 참여’가 주는 보상으로 이어진다. 영

화제작에 참여하는 노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보상을 받고 있다는 생

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뒤에 자세히 기술할 예술가로서의 

직업정체성이 주는 보상이 된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종사자에게 두루 

나타났지만, 각 직군의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예술가로서의 모순은 영화제작 종사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 안에 

드러난다. 심층 인터뷰에서 다수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영화의 성공을 통

해 사회적 명예와 금전적인 이득을 동시에 갖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냈

다. 원하는 일을 위하여 가혹한 노동조건이나 배고픔을 감수하지만, 그 

내면에는 명예와 일확천금을 꿈꾸는 모순적인 모습이 동시에 존재했다. 

“영화인의 꿈은 성공적인 영화를 통하여 명성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현실

적으로 금전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평생을 힘들고 배고프게 살았기

에 하나만 성공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측면이 있는 듯하네요.”(프로듀서)

 오늘날의 영화 현장에서 흥행의 성공을 통해 일확천금을 얻기란 실제

로 쉽지 않다. ‘순수익 인센티브’가 계약서에 명시된 직급은 감독, 프

로듀서 등 몇몇 최상위급에 한정되어 있다. 세컨드·서드·막내 급은 이

러한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과 모순은 직군과 직

급을 불문하고 확인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직급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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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래’에 영화를 통해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화로 돈 많이 벌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분명 성공하는 동료가 있기

에 꿈을 꾸는 것이지요.” (프로듀서)

 이러한 정체성은 자기취약화 이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로스(Ross)는 

예술가가 창의 산업의 극심한 노동 강도 아래에서 모순적으로 자발적인 

자기 훈육(self-discipline)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파생된 자기취

약화 이론에 적용해 보면, 영화인이라는 정체성은 오히려 불안정성을 스

스로에게 강요하고 극도의 예술성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로서 노동의 대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

한데, 예술가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정체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회적 지위

가 하락한다는 창의 산업 특유의 허위 의식(False conciousness)이 작용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영화재작 산업 전반에 깔려 있다. “네가 예술가이지 

노동자인가?”, “지금은 영화일을 배우는 과정이다.”, “나중에 입봉하

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해야한다.”와 같은 언어를 통하여, 노동과 창

의성 및 미래를 혼동시키는 전략이 펼쳐진다. 영화제작사 또한 이러한 

예술가적인 정체성을 이용하여 저임금으로 고강도의 노동을 착취하는 경

향을 보인다. 

 심층 인터뷰에서 만난 많은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예술가로서의 직업정

체성 아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취약화를 대부분 인정하였다. 영화인으로서 

예술가적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감내한다는 것

이다. 

“선배들이 (저에게) 배운다는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힘들고 페이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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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참 배우는 막내가 불평하기가 쉽지 않지요. 선배들도 참고 묵묵하게 일

하니까요. (영화인은) 당연히 이렇게 일한다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니 제가 

불만을 제기하기는 힘들고 스스로 당연히 이렇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촬영팀 서드) 

 “대부분 상업 영화 현장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

부감사도 이루어지니 과거처럼 계약조건이 위반되는 경우는 적어요. 다만 

노동 강도보다 그 대가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화인은 돈 벌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제작팀 세컨드)

 또 영화제작업이라는 산업 안에 머무는 사유가 고용계약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머문다는 의식이 강화되면서 결국 자신의 

착취와 공모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좋아서 하는 저의 선택입니다. 막내이기는 하지만 꿈이 있고 어려워도 제

가 즐거워서 정한 부분입니다.” (제작팀 막내)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직급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시간이 흐

름에 따라 노동 조건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젊은 영화제작 종사자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인은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영화인이라는 정체성을 추구해

야 한다는 말, 선배들에게서 많이 들었고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는 어쩌면 오래된 개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일은 힘들지

만 거의 무급으로 봉사하듯이 일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

으니….” (프로듀서)

 앞서 언급한 “선배들이 (저에게) 배우는 입장에서 ...”이나, “대부분 

상업 영화 현장에서는..”, “좋아서 하는 저의 선택...”이라는 표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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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수 있듯이 착취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대부

분 하위 직급의 노동자들이다.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이들에게 자발적 

자기 훈육의 드러나는 점은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의식이 산업 전반에 얼

마나 짙게 깔려 있는지와 얼마나 잘 전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

화인이 금전적 이득을...”이라고 말한 상위 직급은 산업에 깔린 논리가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상위 직급이 느끼는 변화는 절대적 노동 

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상대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 

 자기취약화를 통해 살펴본 영화제작 종사자 역시도 그들의 노동 환경

을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통해서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문화 상징 추구

자로서 예술성이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직군별 직급별로 상이한 직업정체성

 예술가로서의 직업정체성은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고루 나타나지만, 모

두에게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들이 가지는 예술가적 정체

성은 자신의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 조직내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

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본인이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영화제작 종사자는 연출팀

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연출팀의 업무 속성과도 관련이 있

다. 특히 감독의 경우 본인의 영화를 단순한 문화 생산물이 아닌 작품으

로 본다. 이들에게 영화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투영된 산물이자, 자

아실현의 결과이다. 다른 연출팀원도 감독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

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연출은 배우, 장소, 조명, 촬영, 음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작

품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 일에서의 기본은 예술성입니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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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제작팀 종사자도 본인의 예술가적 정체성을 언급하였다. 그러

나 제작팀 종사자는 특이하게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예술가보다는 전문가

적인 정체성이 많다고 답했다. 특히 제작팀의 최상위 직급인 프로듀서는 

예술성보다는 오히려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해야 한다고 답했다.

“예술 다 좋지요. 하지만 프로듀서는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면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예술은 감독이 하면 되는 것이고 프로듀서는 안살림을 하는 입장에

서 오히려 경영자적인 전문가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술가적인 완

벽함을 추구하려는 감독 사이에서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프로듀서의 역할입

니다.” (프로듀서)

 촬영팀과 미술팀의 경우에는 다른 직군에 비하여 오히려 예술가 정체

성이 적었다. 이는 촬영팀과 미술팀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낮은 직급의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노동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

부분 수직적 위계 속에서 상위 직급의 지시를 받고 업무에 임하는 경우

가 많다. 이들 업무의 대부부은 촬영을 하고 세트를 만드는 일이지만  

자발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발휘되는 일은 아니다. 이는 이들의 노동의 

장이 노동의 본질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야 뭐 노동자이지. 다만 건설업보다는 영화 일이 좋아. 매번 새로운 

거 만드는게 재미있으니. 일반 건축현장 가면 맨날 하는 일이 똑같지.” (세

트팀 세컨트)

“촬영은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결국 영화의 시선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상당히 기계적인 반복 노동입니다. 

막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고 대부분 오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촬영팀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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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촬영팀과 미술팀의 상위 직급, 촬영감독과 미술감독에게는 높은 

예술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영상은 결국 예술성과 직결됩니다. 생각한 그림을 그릴 때의 짜릿함이 있

습니다. 영화 미학적으로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본인이 

만족할 그림이 나올 때까지 찍는 것이 소원이지요. 하지만 최종 판단은 편집 

단계에서 감독이 하는 것이고 촬영 떄에는 프로듀서는 맨날 재촉하니….” 

(촬영감독)

“연차가 올라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겠지요. 지금

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일할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촬영팀 막내) 

영화제작종사자의 예술가적 정체성은 순수예술가와는 또 다른 맥락이라

는 이야기도 인터뷰를 통하여 들을 수 있었다. 이를 그들은 ‘현실예

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영화제작 종사자는 예술가적 정체성이 강하지만 동시에 노동자 혹은 현실

예술가의 느낌이 있습니다. 순수예술가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예술

세계에 몰두하지만, 영화제작 종사자는 현실적인 예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현실과 예술의 접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고 타협하여 예술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촬영감독)

 예술가적 정체성의 시간에 따라 변형된 모습도 보인다. 처음 영화계에 

입문했을 때, 자신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의 창의 노동 종사자가 그들의 

직업을 시작할 때 보여주는 열정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경력이 쌓이는 

실제적 노동 환경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가졌던 정체성은 점점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창의 노동과 그 궤를 같이한다. 이는 영화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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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노동이 창의 노동과 동일한 궤적을 보인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창의 노동의 노동자들이 극대화된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예술가적 창의성을 기대하고 현장에 들어왔지만 막상 하는 일이 단순노동

에 가까워서 실망을 많이 하는 것이 대부분 막내들이 겪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버티면 계속 영화일을 하는 것이지요. 언젠가 나만의 작품을 만들 날

을 생각하면서 다음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연출팀 막내)

“처음에는 영화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흥분되었고 기대가 되었습

니다. 모든 열정을 다하리라고 다짐도 했었지요. 하지만 점점 연차가 올라가

면서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바치기에는 미래가 불투명

하기도 하였고 불안감이 심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장 영화 하나가 끝나면 다

음 영화를 보장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선배에게 영화인은 프로답게 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정으로 모든 것을 소진하기보다는 딱 

주어진 일을 충실히하고 프로답게 처신해야 한다고요.” (제작팀 세컨드)

“경력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영화를 좋아하는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열정이 식으면 관성으로 영화를 대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상과 현실을 

둘 다 같이 조화해 나가야 합니다.” (촬영감독)

3. 예술가로서의 직업정체성과 보상

 그렇다면 왜 예술가인가? 영화제작 종사자는 왜 자신들의 직업정체성

으로 예술가를 택하는가? 예술가의 정체성 추구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 

 부르디외는 개인의 행동은 주관적 의지를 통해서 실현되지만 이는 과

거로부터 누적된 사회적 관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홍성민, 

2004). 이 사회적 관행은 계급적인 편향과 권력의 논리에 따라서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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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강제적으로 형성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지배가 이루

어진다.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관행에 대한 이해는 부르디외의 문화 자

본(cultural capital)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부르디외는 지

극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형성되는 취향(혹은 문화 활동)을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인정하고 사회계급을 유지하는 기제가 된다고 보았다. 영화 관

람은 개인적이고 취향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술이나 문화

작품에 대한 해석 가능성은 계급적인 위치에 따라 길들여지고 강요된 것

이다.(홍성민, 2004) 따라서 예술에 대한 선호는 사회적인 세계관, 정치적

인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출신 배경이나 학벌이라는 

요인을 통해 타인과 구별 짓게 만든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불평등이 문화와 지식시장에서 전문가 집단의 권력

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문화 자본이라 하였다. 문화 자본은 문화적 

성향과 태도가 다르고 문화를 이용하는 능력이 다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가 재생산되며 지배-권력관

계가 재생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화 자본이 문화를 향유하는 취향과 

능력에서 온다고 할 때, 영화 생산자들의 예술가 지위에 대한 추구는 문

화 자본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두 번째 질문을 바라보

는 관점이 된다. 

 이러한 정체성은 영화제작 종사자 개인이 점유하는 객관적인 위치들의 

집합인 영화제작 종사자의 장으로 물화되어 있다. 영화제작 종사자의 장 

안에서 개인에게 축적된 아비투스를 통하여 영화제작 종사자의 의식이 

지배당하므로 이는 학습된 아비투스로 명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본인의 직업이 자아실현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려서부터 영화를 좋아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만

드는 일은 힘들더라도 매우 즐거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경

향은 각 직군의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강했다. 즉, 영화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영화일이 매우 즐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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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경력이 길다고 해서 영화일이 즐겁지 

않다고 대답하는 경향은 적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영화제작 종사자가 본

인이 좋아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연

결된다. 이는 또한 현재 참여 중인 영화가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

나 영화일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매우 큰 좌절로 다가온다고 말

하는 영화제작 종사자가 많았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 일 자체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배우들과 

호흡하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영화일은 자

아실현과도 관계 있어서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연출팀 막내)

 이러한 장의 상징권력은 여타 다른 문화생산의 장과 마찬가지로 내부

적으로 표상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문화 생산의 장 밖의 또 다른 상징

권력들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영화인의 정체성은 내부적으로 

발생한 부분도 크지만, 외부의 권위 있는 시선들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이다.

 한국영화의 성공적인 외형과 타자의 시선은 문화 생산의 장 밖에서의 

상징권력이다. 문화 생산의 장에서 영화제 수상이나 비평가에 의한 호평

은 영화에 상징권력을 부여한다. 특히 영화제 수상은 영화계뿐 아니라 

영화 이외의 분야로부터의 인정을 의미한다. 영화제 수상의 내부에는 경

제적, 예술적, 정치적 이해 관계들이 종합되어 있고 따라서 수상은 주류 

권력층의 상징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단절을 겪

고 있는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영화제 수상은 주류 권력층의 상징권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된다. 해외 유수의 영

화제에서의 한국 영화의 수상은 따라서 엄청난 상징권력을 부여받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었던 한국 영화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알리는 상징이자 영화제작 종사자의 문화 권력이 증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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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된다.  

“내가 참여한 영화가 영화제에서 수상한다면 꼭 내가 받은 상이 아니더라

도 힘들었던 제작일의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언젠가는 할리우드에서

도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시장에서도 호평받으면 정

말 내 자신도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작팀 세컨드)

“<기생충>은 한국 영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려서 할리우드를 꿈꾸고 

이 길에 들어왔지만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 수상했다는 것은 우리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희망과 꿈입니다. 아마 그날 영화인이라면 다들 감격

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프로듀서)

 따라서 유명 작품이나 유명 감독의 영화에 참여한 경력은 영화제작 종

사자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영화 촬영일 한다고 말하면 과거에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참여한 성공한 작품 몇 개만 말해주면 그런 걱정이 쏙 들어가지요. 한

국영화가 잘 나갈수록 오히려 영화일 하기 좋습니다. 가족들 설득하기도 편

하다고나 할까요? 요즘에는 오히려 영화한다고 주변에 말하고 싶습니다.” 

(촬영팀 서드)

 과거와 현재의 한국영화는 외형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작품의 질이 

증가하면서 관객수도 많이 늘어났다. 이제는 할리우드 영화와 경쟁하더

라도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한다. 특히 <올드보이>(박

찬욱, 2003)를 시작으로 해외 영화제에서의 성공적인 평가와 흥행은 영

화인에게는 큰 보상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영화제작 종사자는 영화제의 수상에 대하여 단순히 한국영

화의 발전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문화적인 가치의 증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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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상을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

4. 예술가적 정체성의 강화  

 영화제작 종사자가 가지는 예술가적 정체성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시

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즉,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한다. 정체

성의 약화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영화계를 떠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제로는 대표적으로 중독과 유대를 들 수 

있다.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영화제작 산업은 근로자에게 단기 고용만을 제공

한다.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성은 노동자에게 반복적인 고용과 실업의 순

환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러한 순환은 이들을 중독 층위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Rawlands(2012)는 뉴질랜드의 영화제작 종사자의 모습을 연구

하면서 영화제작 노동을 통해 얻은 만족스러웠던 심리적 보상과 실직 기

간 중에 경험한 어려움의 대조를 통해서 이들에게 예술가적 정체성에 대

한 중독의 심리가 생성된다고 하였다. 고용된 상태에서는 예술가적 정체

성이 충족되지만, 실직 기간에는 이를 상실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반복

되면서 영화제작 종사자로 하여금 예술가적 정체성을 더욱 추구하게 하

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Molbak(2010)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

독된 사람은 중독된 대상이나 활동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다른 관계

나 활동에서 점점 단절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독된 개인의 경험과 

계획, 다른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는 중독에 의해 점점 더 강하게 형성되

며, 이는 결국 정체성 강화의 큰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영화제작 종사자는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모습을 

보여준다. 많은 시간과 열정을 영화일에 쏟아 부으면서, 그 외 다른 사

회적 연결망이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영화제작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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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혼이었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감독급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전부 

미혼이었다. 영화제작업과 가족은 병행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급료의 원인도 있지

만, 많은 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업무의 특성도 크다. 결국 인간관계에 

단절을 감수해서라도 영화인이라는 가치에 몰두해 영화일에 집중하는 것

이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처음에 영화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매우 극심한 가족들과의 반대를 경험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결혼도 하지 않으니 점점 갈등이 더해지더군요. 

지금은 아예 영화일한다고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촬영감독)

“결혼을 하고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

다. 결국 영화일과 가족 그리고 출산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

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족과 있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

족하니까요.” (조감독)

 이러한 개념은 한국의 촬영장에서 ‘가족적인 유대’의 방식으로 강화

된다. 이 유대는 한국의 문화가 반영된 매우 독특한 형태이다. 영화 현

장에서 영화제작 종사자는 서로를 직함보다는 형이나 오빠, 막내 혹은 

이름이나 별명으로 호칭하며, 직장 동료가 아닌 가족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최상위 관리자인 감독이나 파트감독, 프로듀서는 직함을 사용하지

만, 그 외 종사자끼리는 가족처럼 허물없이 부른다. 이런한 호칭의 사용

은 촬영이나 회의 같은 공식적인 업무뿐 아니라 휴식이나 식사와 같은 

업무 외 상황에서도 사용된다. 이는 영화제작 종사자가 서로를 공식적인 

업무 상대가 아닌 일종의 가족과 같은 맥락으로서 유대감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감은 가족 및 지인과의 단절과 영

화일에의 몰두를 더욱 공고히 하는 문화로 작용한다. 결국 영화제작 종

사자의 예술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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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이에 매일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는데 끈끈함

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도 어느 현장에서든 계속 만날 것이기에 어찌

보면 가족보다도 더한 사이입니다.” (촬영팀 서드)

5. 영화 재현에 나타난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과 

불안정성 사례 분석과 논의

 영화 재현연구는 영화제작 종사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그리는 

방식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 연구 방법의 함의는 영화제작 종사자가 

자신들을 투영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그들이 일하는 모습과 직업정체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영화 재현을 통하여 앞에서 발견하였던 영화제작 종

사자의 불안정성, 이에 대한 대응, 직업정체성 등 현장과 인터뷰에서 발

견하였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제작 종사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모습과 외부와 타자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회적 

정체성 모습이 잘 재현된 영화 43편을 선정하여 관찰한 분석의 결과는 

영화인이라는 직업정체성과 영화제작 노동의 불안정성을 이해하는 지름

길이기도 하다. 

1) 영화에서 재현된 영화제작 종사자의 자아와 사회적 정

체성 특성

가) 상위직 역할의 투영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영화 재현을 통하여 내가 되고 싶은 모습(개인적 

이상적 자아개념), 타인이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모습(사회적 이상적 

자아개념)을 담아내고 있다. 영화 재현은 상상적 자기 정체성, 나아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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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직업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충분히 자유로운 개인적인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이다.  

관찰한 대부분의 영화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모습을 주로 감독이나 프로

듀서, 영화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중심으로 대상화한다. 물론 최상위층에 

있는 직군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 쉽고 개성을 

표현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영화 재현은 현실 그대로가 아닌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상적 자아개념)을 재현하는 의미가 크기에, 

영화제작 종사자의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상위직군의 모습을 묘사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의 예로서는 영화감독의 꿈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박송열의 가끔 구름>이나, <고봉수의 갈까부다>, <이병헌의 힘내

세요 병헌씨>, <소재영의 렛 미 아웃>, <최진욱의 걸작>, <심찬양의 어둔 

밤>,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성공을 투영한<배기원의 나는 원래 대전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찍으려고 했었다> 등이다. 

그러나 상위직 역할의 투영에 대한 영화는 과잉(over) 재현 문제와 직

결된다. 보다 다양한 직군의 이야기를 더 보여주지 못하였고, 특히 중년 

남성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정형화한 한계인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화제작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30.95세로 낮으

며, 남녀의 비율은 남성 56.3%, 여성 43.7%의 분포를 보인다(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2020).

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대한 도전 

팀과의 불화를 비롯한 어려운 제작 상황으로, 영화제작의 어려움이 강

조되었다. 가장 흔한 모티브로는 동료들과의 불화가 강조되었다. 영화제

작 종사자 간의 반목을 통하여 촬영장을 떠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였

다. 이의 예로는 장률의 <동행>, 강의석의 <시민K>, 김진무의 <마지막 자

연> 등이다. 실제 영화 현장에서도 갈등이 발생하지만, 이는 주로 상위 

직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에 가깝다. 특히 막내급이나 서

드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위 직급과의 갈등을 통하여 현장을 떠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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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자주 관찰된다.(개인적 실제적 자아개념)

 영화 산업은 전문적이고 개성적인 팀 문화의 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창조 산업이다. 연출, 감독, 프로듀서, 촬영 등 각 팀의 창의적인 아

이디어와 실행이 없다면 훌륭한 영화가 탄생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인

터뷰에서 드러나듯이,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그들 자신을 예술가로서 인

식하며, 어느 정도 자율성과 자치성을 인정받아야 창작물의 질이 높아지

는 것이다.

 영화를 제작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등 각종 변수는 실제 영화제작 현장

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영화는 없고 모든 성과

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과 희생 속에서 발생한다는 모티브가 등장한

다. 또한, 스케줄 진행의 차질이나 예산 문제 등이 영화 현장의 어려움

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실제로 모든 영화현장들이 기본적으로 가지

고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부분이 재현 영화에서 투영되는 것은 자연스러

운 일이었다. 이의 예로는 박영근의 <꼬인다>, 박중하의 <노맨스랜드> 

등이다. 실제 영화제작 현실에서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영화제작이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며, 영화제작 단계에서도 여러 이유로 제작

이 전면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당장 내일 촬영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로 헤드(최상위 

직급)와 제작 투자사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이지요. 이러한 케이스들이 저희

들을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지인의 경우에는 촬영단계에서 코로

나 확진자의 발생으로 영화캔슬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촬영팀 막내)

다) 유연화 된 삶(개인적 실제적 자아개념)

유연화된 영화제작 종사자의 삶은 영화에서 자주 묘사된다. 이들의 가

장 큰 문제는 영화제작에 종사하고 싶지만 실제로 일할 기회를 찾지 못

하는 모습이 주요 모티브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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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취업 및 고용형태에 있어서의 유연성으로 영화 현장을 찾기가 어

렵고 결국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 안정적인 고용형태

는 찾아보기 어렵고 영화제작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영화

를 제작해야 한다. 이의 예로는 박민국의 <노가리>, 황민국의 <김철수 

주연> 등이다.

 하지만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아닌 이상 상업영화에서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상업영화는 예산투자의 확정과 확보 이후 촬영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

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한국영화는 대형투자사와 은행으로부터 투자받아

야 하는 규모입니다. 투자가 중단된다면 보통 바로 대체 투자자를 찾은 경우

가 아니라면 영화촬영이 중단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프로듀서)

둘째, 노동 과정의 유연화로 어떠한 영화에서도 노동 스케줄이 안정적

인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영화제작 종사자는 항상 일정에 쫓기고 있고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없어진다. 밤샘 촬영은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모

습이었고 영화제작 종사자는 매번 피곤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의 예로

는 정성일의 <녹차의 중력>, 배희경의 <Knock> 등이다. 이미 인터뷰 조

사에서 나왔듯이, 영화제작 종사자의  노동 근로조건은 스케줄표의 준수

를 위하여 희생 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해진 스케줄의 지연은 예산과 직

결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영화제작 종사자들에게 직결된다. 

실제로 영화제작 종사자들의 계약서에 의하면 월당 300시간의 엄청난 노

동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아득히 뛰어넘는 불법적인 노동강도이다.

셋째, 유연화된 사회성이 존재한다. 앞의 두 요인으로 인하여 영화제작 

종사자는 항상 직업 상실의 위험을 전제하기에 스스로에게 가혹한 모습

을 보이고, 영화인으로 남기 위하여 자신을 학대하고 이러한 모습은 당

연시된다. 구직과 직업상실을 반복하기에 그 어느 직종보다 인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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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화제작 종사자의 경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늘 외부로 보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많은 경우 합숙을 기본으로 하기에, 일과 쉼터의 혼종을 

보이고 쉬는 시간에서도 늘 무엇인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라) 단절된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투영(개인적 실제적 자아개념)

 이미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영화제작 종사자의 가족 또는 지인은 대부

분 영화제작에 종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 

영화제작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한다. ‘돈도 벌지 못하는 

일’, ‘비정규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화제작 

종사자는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소외당하며, 인간관계가 파편화되고 단

절된다 김주훈의 <영화인>, 김삼력의 <아스라이>와 홍상수의 <오! 수정> 

등이 이에 속한다. 영화 생산의 장이 단절된 공간이듯이, 영화제작 종사

자의 가족과 지인의 관계 또한 단절되게 영화 재현에 표현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조기현의 <1포 10kg 100개의 생애>나 이용의의 <엄마

의 영화, 빨간구두 아가씨>와 윤성호의 <중산층 가정의 대재앙> 등은 아

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을 영화의 등장인물로 설정하며, 가족에 대한 

애환을 스스로 투영하고 있다. 실제 영화제작 종사자들의 가족들도 이들

의 직업에 부정적이며 이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지인의 경우에는 

시간의 부족과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절된 가족과 지인과의 관계와 달리, 오히려 영화제작 생산자들은 제

작 현장에서 만나는 동료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의 

예로는 채형식의 <보이지 않는 배우들>, 김태영의 <달큐샤>와 감민형의 

<진실과 거짓> 등이 있다. 나아가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단절된 가족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수긍한다. 상황이 어려운 것을 인정하지만, 

영화제작업의 즐거움과 좋아함을 통하여 주변의 소외를 극복하고, 영화

제작업에 몰두한다. 이미 참여 관찰과 인터뷰조사에서 나왔듯이, 영화제

작 종사자들에게 관계를 형성하는 ‘회식’과 ‘합숙’은 영화 촬영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배움의 연장선으로 공동체 의식의 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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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그들만의 열린 공간이다.

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아 (개인적 실제적 자아개념) 

영화제작 종사자는 대부분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넘나들기’

의 모습은 대부분의 영화제작 종사자에게서 관찰된다.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직군에 종사하다가 영화제작 참여의 기

회를 통하여 일을 그만두고 다시 영화제작 현장에 몰두하는 모습이 많이 

묘사된다. 물론 영화제작 일을 하는 동안에도 빈곤은 계속된다. 이의 예

로서 박중하의 <노맨스랜드>, 이훈규의 <빅파이, 한국영화 산업 나눠먹

기>, 여균동의 <비단구두> 등이 있다. 현실적인 자아와 상상적인 자아의 

괴리를 영화 재현으로 표현한 예이다. 

일부 영화에서는 완성된 영화를 통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지만, 저예산영화나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

작할 때에는 영화 완성 이후의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고 순수하

게 영화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현재의 금전적인 어려움의 

해결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프로젝트 노동의 특성 상 안정적인 직장의 확보가 어려운 영화제작 종

사자의 현실에서, 실직 기간은 늘 존재하며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통

하여 연명하거나, 기타 다른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버티는 모습은 자주 

관찰된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은 직급을 떠나 대부분이 동일하다.

바) 제작 종사자 간의 갈등하는 자아 (실제적 자아개념)

제작 종사자 간에 화합하는 모습보다는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는 영화의 극적 효과를 위한 과장된 재현일수도 있다. 상하 

관계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주로 착취 혹은 부당한 지시의 형태로 나타나

고 대부분 이는 순응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는 영화제작 현실의 상

명하복 모습을 잘 나타낸다. 감독으로부터 질책받고, 제작사 및 투자사

와 스케줄과 예산 문제로 갈등하는 모습은 단골 소재이다. 이 외에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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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졸업작품으로 만드는 많은 영화에서는 제작의 총 책임자인 교수로부

터 비난받는 모습이 단골로 등장한다. 이의 예는 황민호의 <김철수 주

연>과 강나예의 <소화> 등이 있다.

 영화현장에서 가장 많은 갈등은 같은 직급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어떠

한 일에도 영화제작이 우선시된다. 팀원과의 관계는 물론, 필요에 따라

서 불법적인 일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다른 팀원을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보는 시선이 많이 등장하였다. 갈등을 보인 팀원이 제작 

현장을 떠나도 또다시 다른 인물을 만나서 영화를 완성하는 형식의 줄거

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영화제작 밖의 인물과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영화제작 안의 동료들과는 갈등이 해소되는 서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이들이 같은 영화제작의 장 안의 인물

이고 결국 매우 유사한 아비투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영화제작이라는 큰 대명제 앞에서 힘을 합쳐야 하는 입장이다.

 사) 성공적인 자아 (이상적 자아개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공에 대한 갈등과 욕망을 바탕으로 극복

하고 성공하겠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성공은 일차적으로 

많은 관객이 보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욕망과 더불어 영화계에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이었다. 성공한 영화의 결과로서 부와 명예를 누

리는 모습은 행복한 결말의 전형적인 클리셰로 등장한다. 이의 예로서 

배기원의 <나는 원래 대전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찍으려고 했었다>, 이병

기의 <소리, 공간, 영화에 대한 나름의 연출론> 등이 있다. 

영화제작 종사자들의 사회적 이미지의 가장 완성된 형태는 다양한 성취

로 보상받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극도의 불안정성을 수용하나 

이의 대응으로 영화제 수상이나 비평가에 의하여 호평받기를 원한다. 한

국 영화의 성공적인 외형과 타자의 시선은 문화생산의 장 밖에서의 상징

권력이다. 특히 영화제 수상은 영화계뿐 아니라 영화 이외의 분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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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의미한다. 영화제 수상은 내부에는 경제적, 예술적, 정치적 이해

관계에 대한 보상이며, 외부로부터 주류 권력층의 상징 권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배기원은 그의 영화 재현에서 모든 영화인이 꿈꾸는 칸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싶은 욕망을 담아내고 있다. 

 반면, 과거에 성공하여 모든 것을 누렸던 영화제작 종사자가 몰락하였

지만, 재기하여 성공적인 영화를 만드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공식은 영화제작 종사자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영화로 

성공하는 것이었다. 영화 현장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는 때도 있지만 이

는 일시적인 불가피한 성격이었고, 영화제작을 떠나서 다른 업종에서 성

공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었다. 

아) 예술가로서의 영화인 (이상적 자아개념)

예술을 위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특히 투자사와

의 갈등에서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이며, 정치적으로 박해받더라도 끝까

지 만들고 싶어 하는 영화를 완성한다. 예술과 흥행 사이에서 갈등한 시

나리오에서는 예술을 택하였다. 이는 영화제작 종사자가 외부에 보이고 

싶어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자 직업정체성에 대한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

각한다. 영화에서 영화제작 종사자의 예술가 정체성은 열정이라는 개념

으로 많이 치완되어서 나온다.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 욕구와 이를 방

해하는 여러 불안정성 가운데에서 열정을 통하여 스스로 결국 새로운 영

화를 창작하는 것이 대부분 영화의 서사이다. 이들은 남들과는 다르다고 

구별짓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회 공간이 아닌 문화생산의 공간 속

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창작욕구를 해소시킨다. 이의 예는 이훈

규의 <빅파이, 한국영화 산업 나눠먹기>, 심찬양의 <어둔 밤> 등이 있다.

 대부분의 영화인 재현 영화에서 예술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

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들과 다른 자아를 지니고 기타 경제적 자본을 희

생하면서 순수하게 문화적 자본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예술가적 직업정체

성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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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재현에 나타난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 대응

 영화 속의 영화제작 종사자도 실제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우선 이들이 영화적 기술인 인적 

자본을 증진하는 방법은 영화이론서를 본다든지 영화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된다. 때로는 대학의 영화 관련 학과에 다니면

서 영화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자본의 증진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온전히 인

적자본의 증진을 위하여 허용된 시간은 많지 않다. 이동 중에 버스 안에

서 영화 관련 서적을 보고, 식사를 하면서 영화 분석을 하는 등, 이들의 

모습은 실제로 인적 자본을 위한 시간과 자본의 부족을 나타낸다. 

 영화 안에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모습은 더욱 흥미롭다. 결국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통하여 영화제작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지

만, 대부분 인맥을 통하여 다시 기회를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배에

게 전화가 와서 기존의 인맥으로 기회를 잡는 경우가 많았고, 기회가 

없어서 스스로 영화팀을 조직하는 모습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영화제

작 종사자에게 사회적 자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모든 갈등의 

해결은 영화제작 종사자끼리의 인맥으로 시작하여 영화의 완성으로 끝

난다.

3) 영화재현의 시대상 반영

어떤 영화이든 특정 시대와 이를 반영한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

신이 속한 시공간에 관한 역사성이 드러난다. 직접적인 역사를 반영하지 

않는, 창의성에 기반하여 시나리오로 재구성된 상업적인 영화라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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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의 재현은 시대상을 더욱 반영할 수밖에 없다. 특

히 한국 영화가 겪었던 중요한 시대의 상황은 영화인의 재현에도 직접적

으로 반영되었다. 

먼저 2000년에서 2004년은 영화제작 저변이 전적으로 바뀌는 시기였다. 

IMF 이후 많은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금융자본이 

메이저급 영화사에 직접 투자를 시작하였고 이전에 제작사 중심의 영화 

산업에서 대기업 투자배급사 중심의 영화제작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멀

티플렉스 중심의 투자, 제작, 배급, 유통의 틀이 잡혀간다. 하지만 이러

한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에서 소외된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절망적인 상

황이었고, 이 시기의 재현영화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마지막 

자연>은 영화제작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였으며, <오! 수정>은 독

립영화제작을 하는 남자친구의 무능력한 모습에 실망한 여자친구의 모습

을 보이기도 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일명 충무로의 보릿고개 시대로 불린다. 총제

작비가 50여 원을 웃도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하고 투자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제작 편수 자체도 

줄어들고 중단되는 경우도 이 시기에는 많았다. 한 때 영화 산업에 투자

가 많았던 시절 영화관련 학과는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 시기의 졸업생

들은 갈 곳이 없었다. 따라서 이 근처 시기의 재현영화들은 주로 영화흥

행 참패<비단구두>, 영화제작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빅파이, 한국영화 

산업 나눠먹기>, 영화제작 종사업에 대한 주변인의 반대<아스라이>와 같

은 성격을 보인다. 우석훈과 박원일의 저서 <88만원 세대>(2007)가 등장

한 것도 이 시기였고, 최소은 시나리오 작가가 ‘남는 밥과 김치를 달

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2011년이다.

2012년 한국 영화 산업의 호황기가 시작하면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도 50프로로 올라가고 박스 오피스 상위영화도 대부분 한국영화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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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영화인 재현 영화 또한 이전의 경제적 어려

움 보다는 영화제작 종사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나 욕망<힘내세요 병헌

씨>, 제작 진행 중의 여러  상황에 보다 집중한다.<꼬인다> 

 2013년 이후 한국 영화제작 종사자의 저변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

을 보인다. <설국열차>(2013), <옥자>(2017)와 같은 작품들이 할리우드 시

스템에서 작업하고, 한국영화의 각종 해외 영화제의 수상도 이어지면서 

본인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진 영화가 칸영화제에서 상영된다는 <나는 원

래 대전에서 로맨틱 코메디를 찍으려고 했었다.>와 같은 재현 영화가 만

들어지기도 하였다(김형석 외, 2020).

6. 소결론

영화제작 종사자들의 직업정체성은 분석 결과 맡은 팀에 따라서 큰 차

이를 보였다. 연출과 촬영파트의 경우 예술가적 정체성을 더욱 많이 보

였고, 제작팀과 세트팀의 경우에는 영화인이라는 노동자의 정체성을 지

니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영화라는 매체가 

기타 다른 미디어에 비하여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데 동의

하였고, 외부적으로도 영화제작 종사자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

었다.

가장 높은 예술가적 직업정체성을 지닌 연출팀을 대상으로 Hawkins 등

(1989)의 자아 개념을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대체로 다음의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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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팀과 직급을 떠나서 불안정성을 느끼

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성공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며, 타 미디어에 

비하여, 영화의 높은 위계를 인정한다. 영화제작업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 측면과 예술성에 기인한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예술가적 정체성의 자기착

취적인 성격에 의하여, 개인적으로는 명예와 부를 모두 누리고 싶어 하

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는 부르디외의 예술가적 모순이 지금 현대 영화제작 현장에서도 반복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 분류 내용 자아 개념

개인적 실제적 자아
내가 

누구인가?

불안정성을 느끼지만, 

예술을 추구하는 노동자.

개인적 이상적 자아
내가 누구이고 

싶은가?

성공적인 영화를 통하여 

명예와 부를 모두 누리는 

예술가적 영화인

사회적 실제적 자아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예술을 추구하는 영화제작 

종사자

사회적 이상적 자아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성공적인 영화를 통하여 

명예를 누리는 예술가적 

영화인

표 12 연출팀의 자아 개념



- 231 -

2절.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이 장에서는 영화제작 종사자가 노동의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영화제작 종사자의 적극적인 현실 대응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불안정성에 대하여 대응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거

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보고 이에 따른 영화제작 종사자 특유

의‘넘나들기’를 살펴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

성에서 시작한‘넘나들기’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영화 경계의 허

물어짐을 통해 가속화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다른 노동 영역으로의 

‘넘나들기’가 궁극적으로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의 약화로 이

어지지 않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영화제작 종사자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즉, 적극적으

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확충과 인적 연

결망을 증진하는 사회적 자본(sicial capital)을 확충을 통하여 불안정성에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 조합 활동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조합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조합 활동 자체가 직무 네트워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화제작 종사자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영화 산업노동조합

이 2005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 외의 관련 조합으로

는 노사관계 협의 파트너로 사용자인 영화제작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

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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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국영화 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노사관계를 형성하

며 2007년부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한국영화프로듀서

조합은 2015년 단체협약부터 참여하고 있다. <2016년 영화 스태프 근로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산업 노·사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2

007년(임금 및 단협), 2008년(임금), 2012년(임금 및 단협), 2015년(임금 

및 단협)에 각각 체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경우 영화 스태프를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의 활동은 미약하다. 전국영화 산업노동조합이라는 영화제작 종사자

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영화 산업 특유의 성격으

로 인하여 다른 산업의 노조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노조

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체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화가 필

요하다. 그러나 영화 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종사자가 4개월 비정규노

동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조직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그림 27 전국영화 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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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성격과 앞에서 언급한 제작 인원의 과다한 공급은 노조의 힘

을 키우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사실상 영화 스태프의 경

우, 노조를 통한 단체협상 등의 노동쟁취 행위는 시행된 적도 없고 앞으

로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다. 정부의 경우에는 노사정협

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2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

르면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와 정부의 대표자는 

영화 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2015

년 5월 18일 이후로 현재까지 영화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

러한 협의체의 참여 미비만 보더라도 영화 스태프 조합의 현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대기업 자본의 영향력은 노동조합문화를 뿌리내리

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영화 투자는 소수의 

대기업 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투자, 제작, 배급, 상영 등 전 과정

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개월의 수명

을 지닌 비정규직이 강력한 조합체를 이룬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협회가 요구하는 회비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스태프에게 큰 부담

이 된다. 일반 스태프의 경우는 한달에 만 원 정도의 협회비를 요구하지

만, 이조차도 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감독조합, 협회의 경우는 무려 영

화 개런티의 1%를 협회비로 요구한다고 하고, 이는 감독 대부분에게는 

부담할 수 없는 액수라고 한다.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은 영화 스태프의 

조합활동을 저해하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인터뷰한 15명 중에

서 조합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영화제작 종사자는 단 1명에 불과하였

다.

“영화 산업노동조합에 한 달에 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무슨 도움이 되는지

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활동해달라는 의미에서 회비를 지출합니다.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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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이 회비를 내는 스태프는 실제로 극소수일 것이고 만난 적도 없습니

다.” (조감독)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실제로 영화스태프, 특히 저년차 경력은 조합

에 대하여 아예 생각해 보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홍보는 물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점이 없으니 이는 당

연하다고 여겨진다. 실장급 이상, 특히 제작자는 조합에 대한 부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까지의 영화경력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은 것

도 없고 오히려 저년차 스태프와 일하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합일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수가 많지도 않고

요. 편견일 수 있지만 일하는 데 신경 쓰일 듯합니다. 사실 많은 영화를 만들

어왔지만, 조합으로부터 뭔가 영향을 크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작사 

대표)

 조합 이외에도 영화제작 종사자는 2002년 <영화인 신문고>71)를 만들어

서 처우에 대해 단체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는 2011년에 영화 

산업협력위원회 산하로 옮겨져서 노사정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영화

제작 종사자의 참여 미흡과 더불어서 실효성의 미비로 인하여 아직까지 

실질적인 처우개선의 효과는 보지 못하였다. 다만 2014년 체결된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인 제작사에 대하여 투자ㆍ배급·상영을 금지한다

"는 내용의 '한국영화 산업 노사정이행협약'은 대표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71) 영화인신문고 http://www.sinmungo.kr/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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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영화 산업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수단(이종수, 2019) 

 뷰러보이(Burawoy, 1979)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생산자에 대한 임의적

인 제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곧 자율성과 연결된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생산의 장에 있어서 자율성의 획득은 더욱 높은 문화자본을 취득

하게 하는 몇 가지 조건 중 하나이다. 자율성은 헤스몬달프의 좋은 노동

/나쁜 노동 분석에 있어서도 탁월한 가치로 공동선에 기여하게 할 수 있

는 좋은 노동의 핵심 조건이다. 즉, 노동조합의 정착은 영화제작 종사자

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게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조합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수단이다. 영화제작 종사자가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구직이고, 실제로 조합이 큰 

역할을 하는 할리우드의 경우, 근로조건 향상 이외에 조합이 구직에 있

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조합을 통한 구심점을 

얻을 때 영화제작 종사자 또한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에 근거하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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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적 위기 상황의 대응

 지금 영화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영화

계 밖에서 거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들로 인하여 제작 종사자의 일거리 자체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일

이 흔하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영화관 관객 수

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차기 영화제작이 전면적으로 줄어드는 사태가 

있었다. 다행히 메르스는 장기간 유지되지 않았고 영화계는 곧 활력을 

되찾았다.

“메르스는 영화계에 있어서 직격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아무리 나라에 혼

란스러운 일이 있어도 영화 관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연스럽게 영화투자도 줄어들었고 기존의 스케줄도 연기되었지요. 메르스가 

몇 개월 가지 않았지만, 그 후유증은 메르스 해결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유

지되었습니다.” (프로듀서)

 메르스 시기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그래도 사태가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았기에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나름의 휴식의 시기로 생각했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한국 미디어 보이콧 

사태는 메스르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라서 중국정부는 보복조치로 ‘금한령(禁韓令)’을 실시하였고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의 미디어는 전방위적인 제재를 당하였다. 특히 이 시기

의 한국 미디어는 중국에서 관객몰이를 하고 있었고 한국 미디어에 있어

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는 시기였기에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밀어내려는 중국 측의 ‘금한령’은 미디어 시장에 있어서 큰 충격이었

다. 예년의 경우 연간 4편은 상영되던 한국 영화가 ‘금한령’ 이후에는 

1편도 상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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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사태는 제작 종사자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

화 투자의 중단은 물론이고 이미 촬영하던 영화도 큰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

다.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영화시장이 

어렵더라도 드라마 등 다른 미디어 관련 직군으로 전환하여 버틸 수가 있었

는데 다른 것들도 다 어려우니 영상일로는 먹고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일을 찾기 시작하였지만 이 힘든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국시장

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대를 하지 않고 

다른 길을 모색하였기에 안정되었지만 몇 년의 시간은 정말 힘들었습니

다.” (촬영감독) 

 코로나19 사태는 파급력은 앞의 두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다. 메르스 

사태에는 없었던‘입장객 제한 수용’정책이 적용되었고, 다중이용시설

을 기피하는 국민들의 경향이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

진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2015년 상황과는 다르게, 대체 인터넷 미디

어와 넷플릭스와 같은 OTT의 보급은 영화계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파동으로 인하여 영화 산업 전

반이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영화관 입장권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1조 4482억 원) 대비 70.

7% 감소한 4243억 원에 불과하였다. 많은 영화관이 영업을 중지하였고, 

해외사업 역시 중국과 홍콩,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하고 베트남에서는 운

영 중인 영화관의 20%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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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72)에 의하면, 한국영

화를 기준으로 2020년의 영화관 총 관객은 2004년 수준으로 급락하였으

며, 2021년은 4개월 동안 고작 180만 명이 한국영화를 시청하였는데 이

는 2019년과 비교하면 약 4.7%의 수준이다.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영화관의 사정보다 더욱 직접적이

다. 미래에 계획된 영화제작이 취소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축소되거

나 전면 중단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심지어는 촬영현장에서 스태프가 코

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작업이 중단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였

72) https://www.kobis.or.kr/kobis/business/stat/them/findYearlyTotalList.do> 
(2021.4.26. 검색)

그림 29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

https://www.kobis.or.kr/kobis/business/stat/them/findYearlyTotal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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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완성된 영화도 배급사가 극장에 상영되는 것을 막는 실정이니 

영화 종사자의 고통은 더욱 극심하다. 

“처음에는 잠시 어렵다가 지나갈 줄 알았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투자 자체

를 하겠다는 곳이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영화도 상영이 불가하니 누가 영화

를 만들려고 할까요? 기존 제작 현장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는 집

단이 모여서 합숙하면서 만드는 것인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제작 자체가 힘

듭니다. 누구 하나 확진이 나오면 프로젝트도 끝입니다. 지금 영화 자체가 

이미 고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성해도 손해 보고 OTT에 넘기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제작비가 생기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영화인데 제작비가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드니 답이 없습

니다.” (프로듀서)

 문제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거의 전무하였다는 점도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피해

가 극심하였던 2020년에는 큰 대책이 없었고, 2021년 상반기에 이르러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주관으로 약간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첫째로 영화인의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인데, 이 프로그램의 수강비는 전액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 이었기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당장 부족한 영화제작 종사자의 

경우에는 큰 혜택으로 보기 힘들었다. 둘쨰로 150명에게 220만 원을 지

원하는 스토리 기획 공모전이 있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시나리오

를 집필할 수 있는 일부 작가나 연출군에 한정된다. 마지막으로는 300개

팀 내외에게 5~10분 짧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조건으로 인건비(1인당 220만원 × 

3명)와 제작비(330만원) 총 9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실제 인터뷰 참가

자 중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있었다.

“3명이서 모여서 짧은 영상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지원해줄 수 없으

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본업과는 사실 큰 연관성이 없었지요. 궁극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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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에 처한 인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화 쪽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촬영감독)

 메르스와 사드 배치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영화제작 

종사자는 영화일이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

었다. 지금은 더욱 영화제작 일만 하면서 생존할 수 없다는 패러다임이 

이미 정설이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서 영화제작 종사자의 영화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유연하게 적응되었다. 즉,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른 것을 하면서 버틴다. 끝까지 없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

배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일이 없어도 영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제작 종사자의 관념은 유지되고 있다. 

“영화일을 얼마 못했고, 앞으로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갈 수 있는 현장이 없으니 이제 당분간 포기해야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닥치는 대로 다른 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가 이대로 끝나는 것

은 아니지요. 코로나는 끝납니다. 그 이후에 언젠가는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

다.” (촬영팀 막내)

 과거부터 영화제작 종사자는 특유의 실천적인 영화일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 방법으로 ‘넘나들기’를 적용하고 있었고 코로나19 사태

와 같은 거시적인 산업계의 어려움 앞에서도 이러한 방법은 여전히 적용

되고 있다. 다음에는 ‘넘나들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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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 환경 인식과 겸직 현상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있어서는 소득이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예

술 행위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강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하철승, 

2014).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영화 관련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우며, 그마저도 1년의 약 1/3은 영화 관련 일감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영화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영화제작 현장의 모습일 것이다. <2020 영화 스태프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업으로 영화제작에 종사하는 인원의 경우 영화를 통하여 버는 총수입

은 약 66.5% 정도이다. 나머지 33.5%의 수입은 영상 및 기타 직군에서 

겸직을 통하여 충당한다. 영상 외 다른 업종 종사 경험도 15%에 달하였

다. 영화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이유는 ‘생계유지를 위해’가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여유를 위해’가 18.2%로 그 뒤를 이었

다. 즉, 영화 이외의 다른 일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81.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73)

 이러한 ‘넘나들기’ 현상은 고용 불안정성과 낮은 영화수입을 고려하

면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무엇인가 다른 일을 병행해야 ‘영화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은 ‘영화인’이라는 정체성에 있어서 극도의 불안

정성을 초래하고 직업정체성을 약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리라 판단하기

가 쉽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영화제작 종사자는 영화수입을 

근로의 대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술 행위를 통하여 부수적으로 따라오

는 부가적인 소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러한 겸직 현상에 대

한 종사자의 인터뷰는 ‘영화인’의 독특한 정체성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3) 생계 유지를 위하여 다른 일을 하는 퍼센트가 2018년 51.1%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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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차들이야 어떻게든 영화일 구하려 하고 안 되면 알바라도 하겠지만 

경력이 될수록 영화일 따기가 힘들어서 딴 주머니를 찹니다. 주변 친구들 식

당 많이 합니다. (식당)일 하다가 영화일 들어오면 (가족에게) 맡기고 신나서 

나가는 것이지요.” (프로듀서)

“당장 일이 없으니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적게 벌어도 좋으니 영화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겠지요. 영화일을 해야 경력도 올라갈 수 있고 미래를 바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한다고 내가 영화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들 

일없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

면서요.” (조감독)

 이와 같이 영화제작 종사자는 ‘넘나들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영화제작업에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

으로 ‘넘나들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영화

일을 하지 못하기 떄문에 시행하는 차선책의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202

0년에도 급여를 받지 않고 영화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영화제작 종

사자는 17.9%에 달하였다. ‘넘나들기’를 하다가도 영화일이 생기면 보

수와 상관없이 당장 복귀하겠다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의식은 강하였고 

이는 다른 미디어 생산직에서는 예상하기 힘든 반응이다.

 처음의 예측과는 다르게, 촬영단계의 스태프들은 영화제작업을 하면서 

겸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들이 체결하는 고용계약서에 따르

면 촬영기간 내에는 겸직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고, 합숙이 잦은 노

동 여건상 실질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하기 떄문이다.74)

 당장 영화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화제작 종사자는 능동적인 방법

으로 그 공백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74) 다만 예외적으로 세트 종사자의 경우에는 겸직이 매우 흔하였는데 이들의 노동 환경은 
현장에 묶인 촬영 종사자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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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한 노력이 대표적이다.

4. 인적 자본의 증진

 영화제작 종사자는 영화 능력 기술인 인적 자본의 증진을 통하여 불안

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즉, 자신이 가진 기술적 역량을 극대화하

여 적극적으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고용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한 영화제작의 종사자는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노력한다. 특히 영화와 영화 사이에 쉬는 기간이 있

는 만큼 그 기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사실 영화의 기술은 도제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은 영역이다. 좋은 영화팀에 합류하는 것은 인적 자본의 증진과 직결

되는 문제이다. 제작에 참여하면서 배우고, 쉬는 시간에 혹은 합숙소에

서 영화제작 종사자는 매번 피드백을 받고 영화 현장에 대한 학습을 진

행한다.

“현장에서 멀어지면 큰일 납니다. 현장에 있는 것이 결국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잘 배우는 길은 현장에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촬영팀 서드)

 단기 프로젝트의 특성상 현장에서 멀어지는 시기는 필연적으로 발생한

다. 그 기간도 매우 종사자에게는 중요하게 작동한다.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영화 구직 기간에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겸직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즉, 영화가 아닌 드라마나 인터넷 촬영 등 미디어 생산 업종을 

겸직하면서 영화를 하기 위한 금전을 비축하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니어 스태프의 경우는 그 

특성상 미디어 생산과 관련된 부업을 얻기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

였다.



- 244 -

“나이를 먹을수록 부업으로 영화가 아닌 다른 미디어 생산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쪽 가봐야 감독 피디가 다 내 후배인데 그 현장에서 일을 하

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경력이 쌓일수록 그 능력을 갖추고도 다른 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일이 무엇이냐고요? 부업으로 식당 하는 영화인들도 

정말 많습니다.”(프로듀서)

 일부는 영화와 영화 사이의 기간 중 전문 기관을 통하여 영화교육을 

받는다고 하였다. <2020 영화 스태프 실태조사>에 의하면 영화교육을 받

았다고 응답한 영화제작 종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인 재교육 사

업’에 참여한 인원이 36.2%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교육’(31%).‘현

장연수와 기술습득’(24.1%), ‘기타 영화전문교육기관’(15.5%)의 순으

로 나타났다.75) 기타 교육기관으로는 학교, 한국영화아카데미, 부산영상

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업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5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신감 향상(12%)이 그 뒤

를 이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고, 영화기술을 따로 배울 

기회는 매우 적음을 영화제작 종사자는 토로하였다. 최근 1년간 영화 또

는 영상과 관련하여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았다’라는 응답은 9.7%

선이었다.76)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로는 대부분 

원하는 교육과정이 없거나, 시간, 금전적인 이유를 들었다. 또한, 과거와 

비교하면 (2012년 29.2%) 전문교육을 받는 비율이 줄어든 이유로는 서적

이나 인터넷 등 업무학습의 방법이 다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인

터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전문적인 교육 이외

에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분석적, 의무적으로 영화를 시청하고 

75) 2018년 현장 연수 24.1%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 등 여파로 인하여 현장
이 줄어든 부분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온라인 교육은 2018년 12.6%에 비하여 
많이 늘어났다.

76) 2018년의 13.4%에 비하여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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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다음의 인터뷰를 통하여 어느 정

도 예상이 가능하였다.

“일이 있건 없건 영화를 의무적으로라도 보곤 합니다. 최소한 영화를 보면 

무엇인가 영화 관련 능력이 늘어나는 듯하여 위안을 받고는 합니다. 그마저  

안 하면 영화계에서 영영 멀어지는 느낌이 들지요.” (촬영감독)  

5. 사회적 자본의 증진

 사회적 자본은 창의 산업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에 투

자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증진시켜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다음 프로젝

트를 위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다(Lin, 2001). 프로젝트성 산업에 종사

하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경우 특히 사회적 자본의 증진은 다른 어느 미

디어 생산 업종과 비교해서도 중요하다. 평균 4개월의 짧은 프로젝트를 

끝내고 늘 구직활동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인맥 위주의 영화제작

현장의 채용방식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사회적 관계

에 투자하고 영화인 간의 연결망을 증진시키는 것은 영화제작 종사자로 

살아남기 위한 필요적 조건이다.

 한 영화 작품의 고사와 종연은 해당 작품을 한 제작 종사자는 물론, 

인연이 있는 동료들이 모이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이 이벤트를 통하

여 영화제작 종사자는 지연을 넓히고 끊임없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노력

한다. 이러한 인적 네크워크의 형성은 학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지연과 작품연을 통해서 넓게 구축된다. 

“학연과 지연 정말 영화계에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작

품연이겠네요. 작품을 같이한 경험은 영화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효과

적인 구직수단이겠네요. 배우와 달리 공개 오디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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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연출이 알아서 데리고 옵니다. 결국 그 기준은 과거에 같이 한 작품이

겠지요.” (연출팀 막내)

 참여 관찰을 통해 본 고사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국어

사전에 따르면 고사는 “액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신(神)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비는 제사”를 의미한다. 영화계에서 고사

는 영화의 무사한 촬영과 흥행을 빌기 위하여 음식을 차리고 비는 제사

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관찰한 ‘OO 흥행 미션 성공 기원 고사’에는  

해당작품 제작 종사자와 관계자뿐 아니라 그들과 인연이 있는 영화인이 

모두 모였다. 제작사 사무실에서 고사를 지낸 후 영화인들은 회식 자리

로 장소를 이동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새롭게 형성하고 기존 관계를 강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 곧 제

작될 영화에 대한 덕담으로 시작하지만 일에 관한 이야기, 영화계 지인

에 관한 이야기로 넓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구체적인 이야기, 영화 투자, 

일자리 오퍼와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논하기 위하여 회식자리 밖으로 나

간다는 점이다.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면서 식당 밖에서 그들은 보

다 은밀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 때로 이들은 식당 밖 의

자에서 급하게 종이에다가 무엇인가를 적고 서로 서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딜메모77)’라는 영화계 특유의 간이 계약 방식이다. 

“고사나 종연이나 다 축하하는 자리이지만 단순히 축하하는 자리는 아닙니

다. 영화인들 모이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자리는 열심히 따라다

녀야 합니다. 소개하고 소개받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인맥이 쌓이는 것

이지요. 어차피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것이 영화 쪽이지만 이런 기회는 영

화쪽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 다리 건너서 아는 것과 직접 아는 것은 

77) 계약 조건을 명시한 일종의 약식 계약서. 영화제작 종사자 사이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
하기 전 조건 검토를 위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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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르지요.”(프로듀서)

 고사와 종연의 모든 비용은 제작사에서 부담한다. 영화제작 종사자가 

부담 없이 모여서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이들에게 매우 소중하다. 

황준욱(2006) 또한 영화 산업의 진입경로로 53.3%가 인맥이라고 답하였

기에, 프로젝트 산업에 종사하는 영화제작 종사자에게 사회적 네트워크

의 증진, 즉 사회적 자본의 증진은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림 30 영화 성공 기원 고사

 온라인상에서도 영화제작 종사자는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이러한 오프라인 활동의 목적은 각 직군에 필

요한 지식을 얻는 목적도 있지만, 업계의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인맥

의 증진을 통하여 구직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함에 있다. 

 영화제작 종사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는 대표적으

로 ‘필름메이커스 커뮤니티’가 있다. 이곳에서는 강의실과 Q&A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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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통하여 영화제작과 관련된 각종 지식들을 공유하고 궁금한 점에 대

한 질문와 답변을 받기도 한다. 특히 제작일지 게시판을 통하여 앞으로 

만들 작품과 그 과정, 그리고 완결된 작품에 대하여 피드백을 나누고 공

유하는 등 작품의 노하우를 나누기도 한다. 특히 구인ㆍ구직 게시판의 

역할이 중요한데, 구인의 경우에는 영화의 기존 연출팀들이 인맥으로 구

하지 못한 직군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같이 일할 영화제작 

종사자를 찾는다. 또한, 구직의 경우에도 영화제작 종사자가 본인의 포

트폴리오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영화현장을 찾는다.

 물론 앞에서 논한 것과 같이 영화제작 종사자의 경우 구인구직을 하는 

수단은 기존의 인맥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에는 기존 인맥 중심의 고용시장에서 보조적인 역할의 축을 담당하고 있

다. 특히 아무 인맥이 없는 초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

가 구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림 31 필름메이커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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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중요한 이유는 영화제작 종사자로서 생존하

고 상생하기 위한 극히 드문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시스템이 전무한 영화제작 종사자의 현실에서 온라인 커

뮤니티는 거의 유일한, 종사자 간의 상생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 이외에도 ‘카카오톡 단체톡방’과 같은 직군별 단톡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연결망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한정된다. 

6. 소결론

영화제작 종사자는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현실 인식을 지

니고 있다. 이는 유연 노동에 따른, 유연화 확산에 대비하여, 항상 직업 

상실의 위험을 전제하고, 실업과 재취업에 대비하고자 더욱 가혹하게 현

실에 대처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조합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현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체교섭 행위이다. 하지만 고용 관계 자체가 단기간

으로 유지되는 만큼, 미국과는 다르게 조합활동을 통하여 불안정성에 대

응하고자 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참여와 홍보도 부족하고 

조합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는 영화제작 종사자도 다수인 점이 이들의 노

동 조건 악화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인적 차원에서‘직업 넘나들기’를 통해서

라도 영화제작업을 지속하려는 열정을 보이고 있으며 인적 자본과 사회

적 자본의 증진을 통하여 생존하려는 능동적인 영화인의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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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영화생산직 이탈과 이후의 생존전략

 <2018 영화스태프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라는 직업 외에 다

른 직업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직의사가 있다’는 응

답이 41.6%,‘없다’가 58.4%로 조사되었다.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두 개의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457명 중 61.

3%가 ‘미래에 대한 불안 및 불확실성’을 선택하였고 ‘불규칙한 수입 

등 경제적인 문제’를 46.8%가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조건 및 복

지수준’ 25.4%, ‘자신의 능력의 한계’ 11.4%, 기타 9.6%로 조사되었

다. 기타의 내용으로 ‘다른 일의 흥미’, ‘가업’, ‘연령’, ‘삶의 

질을 위해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실제로 영화 현장 이직의 원인으로는 경력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

인다. 인터뷰에서 발견한 영화제작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밝힌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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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구직과 관련된 이직의 원인으로서는 영화제작의 프로젝트성으로 

인하여, 실직과 구직이 반복되므로 이에 대한 피로감이 반복되는 것이었

다. 반복적으로 일감을 찾아야 하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현실은, 직업 안

정성의 측면에서 매우 유동적인 조건이다. 신입의 경우에도 일감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새로운 제작현장에서 새

로운 동료들과 고유의 제작시스템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표시하였다. 

그 결과 보다 안정적인 직장환경을 찾기 위하여 영화제작현장에서 이탈

하였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경력직도 반복하는 구직의 시스템에 회

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들은 신입과는 다르게 

구직 자체가 힘들어서 반강제적으로 영화현장을 떠나야 하는 경험을 지

니고 있었다. 영화제작 스태프의 구성상, 경력직으로 갈수록 채용 문이 

좁다. 따라서 경력직들의 경우 계속 구직을 하더라고 몇 년씩이나 영화

제작업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영

화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사례였다. 

분류 이탈의 원인 경력

구직 문제

계속되는 실직과 

구직으로 인한 피로감
모든 경력

구직 자체에 대한 

어려움
경력직

노동조건

업무 자체의 어려움 모든 경력

장소적인 문제 신입

경제적인 문제 신입

창의성 관련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적성의 문제
신입

표 13 이탈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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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언급한 <2020 영화스태프 실태조사>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노동조건은 영화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한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영화현장 이탈과 관련한 결정적인 원인이다. 노동강도

에 비하여 임금이 적고, 그마저도 영화를 쉬는 기간에는 소득이 이어지

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실제로 영화에 투자한 경력손실이 상

대적으로 적기에, 신입의 경우에는 영화제작업을 통한 경제적인 보상이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미련 없이 영화현장을 떠났다는 답을 들

을 수 있었다. 경력직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가진 것은 마

찬가지였다. 다만 이미 삶의 방식이 영화제작업에 적응되었고 결혼이나 

2세와 같은 부분을 포기했기에 적응하고 계속 영화제작업에 종사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노동조건 중 집을 떠나서 합숙을 

해야 하는 작업환경에 회의감을 가지고 이직을 하였다는 답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관련된 이탈요인도 있었다. 주로 신입경력에서 많

이 들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기대한 영화제작 업무와 상당히 다른, 수

동적이고 반복적인 막노동에 가까운 업무성격으로 인하여 영화현장을 이

탈하였다는 답도 들을 수 있었다. 본인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부

분에 대하여 신입으로서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는 답도 들을 수 있었

다.

 이러한 구직 문제, 노동조건, 창의성과 관련한 제작현장 이탈의 원인들

은 단독이 아닌, 복합적으로 발현되어서 영화제작현장을 이탈하게 만든

다. 대부분 이탈자는 위의 요인들을 중첩적으로 답하였다. 또한, 이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든 부분은 영화제작 현장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어

느 정도는 개선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위의 이탈을 하게 만든 요인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었다. 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화

제작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영화를 사랑하고 열정이 넘

치는 인원들이며, 노동조건만 따지면 영화제작업은 그렇게 매력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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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아니라는 일침도 들을 수 있었다.

이직을 할 경우 고려하고 있는 직종으로는 ‘영화와 병행 가능한 타업

종’이 36.9%로 가장 많았다. ‘영화와 관련 없는 타업종’이 35.1%, 

‘영화 산업 내 다른 직무’로 이직을 원한다는 응답이 17.5%였다. 즉,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약 65% 정도는 무엇이든 영화와 관련있는 업

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것이다(2020 영화스태프 실태조사). 

 이와 같이 많은 영화제작 종사자는 본업의 이직 이후에도 영화 현장에 

남기를 희망한다. 인터뷰에 의하면,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는 보통 ‘감

이 떨어졌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순간이 영화 현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이다. 그러나 이들은 영화제작 현장에서 역할을 바꾸어 현장에 남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다.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관찰한 방법은 의상차, 소

품차, 발전설비, 구급차, 이동차량 등을 운영하면서 외주 인력으로 현장

에 남는 것이다. 영화제작 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외주가 필요한 업종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전직 영화제작 종사자가 활약한다.

 “은퇴한 선배들이 영화 관련 외주업에 많이 종사합니다. 아무래도 친숙한 

영화 현장에 남을 수 있기도 하고, 그동안의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우

리로서도 친숙한 사람이 좋고, 미래 우리의 밥벌이가 될 수도 있기에 아무래

도 외부 사람보다는 선배에게 외주를 주기 마련입니다. 은퇴 이후 대책이 없

는 우리로서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연금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프로듀

서)

 “사장님이 예전에 영화업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을 잘 아

시니 이러한 방향으로 영업하시는 듯 합니다. 영화 쪽을 모르면 아무래도 생

각하기 어려운 직종이지요” (구급차 대원)

 현실적으로 영화제작 종사자는 언젠가 본인의 고유 업무의 은퇴 이후

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은퇴 이후에도 익숙한 영화현장에 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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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지는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은퇴 이후에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현실에서 은퇴 이후를 배려하고, ‘역할 바꾸

기’를 서로 도와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서드나 막내 직급에서도 영화제작 현장의 노동조건을 경험하고, 일찍부

터 현장의 은퇴를 결심하는 경우도 많다. 인터뷰를 통하여 만난 대부분

의 하위직급의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영

화촬영 현장을 조기은퇴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 영화와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촬영현장은 떠

나고 싶지만 어떠한 다른 형태라도 영화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

하다.

“저만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작 현장은 사실 너무 힘들어서 

언제까지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화는 좋아하

고 천직이라고 생각하니까 언젠가 시나리오가 채택되는 날이 저의 영화현장 

은퇴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팀 막내)



- 255 -

제7장.  관찰의 총 분석

이상으로 영화 현장의 관찰, 인터뷰, 영화인 재현영화 분석, 문헌 연구, 

기타 자료 연구를 통하여 영화제작 종사자들의 불안정성과 직업정체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앞에서 가설로 세웠던 <그림 31>의  영화인은 불

안정성을 예술가적 정체성을 통하여 극복하고 이러한 모습이 영화인의 

직업정체성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여 본다. 

그림 32 예술성, 불안정성, 직업정체성의 상호 관계

 분석의 결과 영화제작 종사자들이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팀, 

직급을 떠나서 대부분 인정할 수 있었다. 이들의 경험하는 불안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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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요인, 노동 조건, 산업ㆍ기술의 변화가 전부 또는 일부가 복합적으

로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때로는 이러한 요인들은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였다. 

 다만 불안정한 노동 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차용한 박진우(2011)의 

유연화 연구모델에 영화제작업을 적용하면 모든 부분에서 유연화 노동에 

해당함을 보였다. 첫째로 취업 및 고용 형태에 있어서 유연성의 강화 현

상을 보여서 직업 안정성에 기초한 삶의 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둘

째로 노동의 과정도 유연화 현상을 보여서 고정적으로 안정된 노동 스케

줄이 없어지고 노동의 형태와 시간이 유연화되고 특히 노동과 여가의 경

계선을 흐려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연 노동의 확산은 지속적인 유동 

상태를 일으키고 개인은 항상 실업과 재취업에 대비하게 된다.

영화제작 종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예술성을 지닌 것도 아니었다. 

연출팀이 가장 예술성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에, 세트팀이나 제작팀은 예

술성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가설과는 다르게 영화인은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고 예술성, 창

의성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모든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

성이라고 일괄적으로 단언하기는 힘들다. 다만 영화인이 다른 직업환경

보다 가혹한 영화제작 현장에 잔류하도록 만드는 주된 동기 중 하나는 

예술성 창의성에 기인한 영화 창작의 욕구임은 틀림없다. 그 이외에도 

영화의 미디어에서의 상위의 위계, 영화를 통한 부의 추구, 외부의 시선 

등 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 또한 매우 복합하게 발현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개인적 실제적 자아, 개인적 이상적 자아, 사회적 실제적 자아, 

사회적 이상적 자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업정체성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여기에서도 예술성과 창의성은 빠질 수 없는 가장 큰 변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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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한국 영화 산업은 관객 수와 수출 등으로 설명되는 경제적 성과와 

함께‘해외 영화제 수상’이라는 예술적 성과를 중심으로 조명된다. 그

러나 그 이면에는 몇 년 사이에 어느 정도는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영화 

산업 종사자가 처한 극한의 노동 불안정성이 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

는 근로 수당과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열악한 노동환경, 경직된 조직 문

화, 극한의 업무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영화제작 노동자의 불안정

성을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예

술가로서의 직업정체성은 영화제작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오늘

날 한국 영화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에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화제작 노동자의 주체적인 경험에 대한 두터운 

기술을 통해 그들의 노동조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체험하는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헤쳐보며, 노

동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직업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영화제작 종사자

가 어떻게 노동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대응하는가를 모색하고자 함이

다. 본 연구는 한국 미디어 생산자의 한 부분인 영화제작 종사자가 노동

현장에서 체험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

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현

장 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본 연구의 내용은 향후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

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이론 연구와 영화제작현장 참여관찰, 인터뷰,

영화 속 영화인의 재현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론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영화 산업이 보이는 창의 산업의 특징과 불안정성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론적 기반으로 영화제작 종사자가 가지는 예술가적 주체와 자기



- 258 -

정당화 이론의 적용을 도출하였다. 영화제작현장 참여 관찰에서는 영화

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그들이 실제로 노동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어떠한 

불안정성을 경험하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창의성의 발현과 영화의 완성이

라는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를 관찰하였다. 인터뷰에서는 앞의 연구방법

론에서 보지 못하였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영

화제작일의 공백 상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노력하였다. 영화 재현 연구에서는 영화제작 종사자의 모습을 투영한 

영화 속 영화제작 종사자의 모습을 통하여 영화제작 종사자가 그리는 스

스로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제작 종사자는 유연화 현상에 따른 노동과 삶의 기반 붕괴

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프로젝트성 노동에 따른 노동과 고용의 불일

치 상황, 불확실한 직업과 낮은 임금을 통하여 확실성의 부재를 경험하

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해당한다. 청년 창의 

산업 담론과는 다르게 이러한 불안정성은 한 세대나 계급에 한정된 것이 

아닌, 세대와 계급을 관통하며 구성하는 연속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성은 신입은 물론, 경력직 모두에게 해당한다. 오

히려 경력직으로 갈수록 불안정성에 순응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불안정성의 실체는 창의 산업의 유연화에 크게 기인하지만, 미디어 기술

과 산업의 변화에 따른 거시적인 부분에서 오는 불안정성도 관찰할 수 

있었다. 해외의 경우에는 단체 행동(조합)이 노동조건의 측면에서 제작 

종사자를 보호하고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나 한국의 

제작현실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아서 영화제작 종

사자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

한 불안정성은 산업 정비와 함께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촬영현장의 감소로 인하여 안전망의 측면에서 다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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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위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작 종사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직업정체성에 기인한다. 영화제작 종사자는 전문가

로서의 직업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화를 완성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

의 목표를 완성하는 가장 숭고한 가치이다. 많은 경우 이들은 예술가적 

가치에 따라서 노동하고 있고, ‘영화인’이라는 직업정체성 속에서 스

스로를 속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술가로서 직업정체성을 부여

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위계를 세운다. 이에 

따라 영화에 높은 위계를 부여하며 영화가 아닌, CF나 드라마와 같은 문

화생산을 선호하지 않는다. 예술가로서의 위계를 부여한 이상 금전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될 수 있는 한 창작성과 예술성이 높은 상위의 위계에 

있는 영화를 선택하여 사회적 존경과 더불어 자기만족을 획득하기를 원

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순적으로 이들은 부르디외가 주장한 ‘단절과 모

순의 구조’의 속성을 보이고 있으며 예술가로서의 모순을 느끼게 되고 

영화 안에서 점차 세속적 상업적 성공만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술가로서

의 정체성에 역할 갈등(role-conflict)을 느끼고 영화 이외의 가치를 극도

로 추구하게 되면 결국 영화 생산의 장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예술가로

서의 직업정체성은 파트마다 차이를 보이며 특히 연출, 촬영, 제작의 순

으로 더욱 강한 예술가로서의 직업정체성을 보인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각 팀들이 맡아야 하는 업무의 고유 영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파

트와 상관없이 많은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창작자로서 열정을 지니고 있

으며, 여가시간에 본인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술가로서 특히 창작자로서 영화제작 종사자의 고유한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영화인’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스스로 불안정성을 강요하고 

극도의 자기희생을 추구하게 만드는 동기로 작용하는 모습을 다수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기취약화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영화인’, 

‘예술가’로 정의내리며, 열악한 영화 노동 환경에 순응하고 동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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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영화제작 현장의 

일을 찾기가 어려워지며 영화일 만으로 소득을 올리기를 포기하고, 겸업

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생존을 추구하는 모습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

었다.

 넷째, ‘전통적 영화인’정체성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산업과 기술 변화적 측면의 일례로 코로나로 인하여 급속도로 진행된 

OTT, 특히 SVOD의 강세는 영화제작 종사자 스스로의 정체성에 많은 변

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전의 영화관 중심의 제작체계에 익숙한 영화제작 

종사자들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변화, 특히 매체 간 장르 간 차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술적 측면의 적응은 물론 새로운‘영화인’의 정체

성에 적응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업무수행 방식의 변경은 물론 정체성

의 변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 영화제작 종사자는 끊임없는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

악의 상황에는 더 이상 영화제작일을 이어갈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경

험하기도 한다. 코로나와 사드 배치와 같은 극단적 상황에는 이후의 촬

영스케줄은 물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한다. 이를 현

실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겸업하거나 이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다시 현장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영화와 관련된 능력인 인적 자본과 영화인으로서

의 인맥의 연결망인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마지막 분석으로서 헤스몬달프와 베이커의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의 

기준에 우리의 영화제작 현장이 어느 위치에 속하여있는지 분석하여 본

다. 영화 현장은 창의적 자율성을 근본으로 하지만, 이는 대체로 높은 

직급에 해당되고, 낮은 직급의 영화제작 종사자는 어느 정도 통제된 영

화제작 현장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본인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력을 추가하여 높은 직급으로 가기를 갈망하고 언젠가 본인의 

영화를 만들기를 꿈꾼다. 또한 낮은 직급이라도 본인의 시나리오를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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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자율성에 대한 충족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흥미롭고 자발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영화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자아실현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 조건에서 급여와 노동시간 안정성의 부분

에서는 최근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쁜 노동의 조건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영화 제작업이 좋은 노동인가 나쁜 노동인가의 

문제는 최종적인 생산품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영화는 

그 수준이 계속 증진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탁월한 생산품이 다

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좋은 삶, 공동선에 도움이 되고 많은 영

감을 주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일부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좋은 노동의 조건들을 많이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노동 조건도 과거와는 다르게 영화계 전반과 한국 

노동시장의 성숙과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극복해야 

하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다 좋은 노동에 가까워지

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과 인터뷰 또한 영화재현 연구라는 다각도의 방법

을 통하여 접근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화제작 종사자가 어떠한 불안정성

을 경험하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불안정성을 경험하면서도 영화현장에 남

아 있는 이유를 직업정체성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었다. 단순히 불안정

성을 경험하는 수동적인 영화제작 종사자의 모습만을 관찰한 것이 아니

라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영화제작 종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문적으로는 물론 문헌적으로도 거의 관찰되지 않은 영

화 생산자의 모습을 관찰하고, 영화제작 종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모습

과 생각을 알아보고 직업정체성을 규정함이 이 논문의 주된 성과였다. 

영화제작 현장의 성격을 규명함도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실제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공간은 특히 촬영 시에 놀라운 집중력과 고도의 배타성을 보

여준다. 영화의 기획 단계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투자도 받아야 하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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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하므로 경제 권력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을 상

대적으로 크게 받는다. 그러나 영화촬영 현장 자체는 외부와는 독립된 

‘예술을 위한 예술’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크게 나타난다. 이 공간은 

외부의 시선과 질서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규범 혹은 평가만 인정하는 닫

힌 공간이다. 

 본 논문도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직군별로 각자 상이한 직업정체성

을 기대하고 이 논문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제작 종사자들

은 상업영화 이전에 독립영화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직군을 동시에 경험

하였다. 상업영화에 진입하면서도 한 직군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구직 

상황에 따라서 연출, 제작, 촬영, 미술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이유로, 각 직군의 고유한 직업정체성을 관찰하

기는 힘들었고, 대부분의 영화제작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인터뷰

는 유사성을 보였다. 초기 인터뷰의 설정도 큰 문제가 있었다. 처음 의

도에서는 제작사 대표와 프로듀서를 통하여 현장을 관찰하고, 관찰한 영

화현장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희망하였지만, 인맥과 위계가 강

하게 작용하는 영화제작 현장의 특성상, 영화촬영 현장을 통하여 섭외한 

중ㆍ하위직급의 종사자들로부터는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진행하기가 힘들

겠다는 조언을 관련자에게서 들었고, 관찰하려는 제작현장 종사자의 인

터뷰 보다는 현장과 상관없는 외부의 종사자들로 구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연구의 설정상 촬영단계로만 관찰과 인터뷰를 집중하였지만, 진정한 

불안정성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발생함을 인터뷰를 통하여 알 수 있

었다. 예산을 획득해야 하는 불안함과 출근한 당일에도 언제든지 프로젝

트가 무산되는 진정한 노동 불안정성은 오히려 프리 프로덕션에 집중되

어 있음을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관한 연구도 

향후 필수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OTT, 특히 SVOD로 인한 

영화계의 변화가 시작한 만큼 앞으로 이런 새로운 산업체계가 영화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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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의 노동조건과 정체성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선

행적 자료로써 본 논문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SVOD의 매체적 특

성 상, 영화와 타 장르의 콘텐츠 경계는 많은 부분 허물어져 갈 것이고, 

이에 따른, 변화되는 영화제작 종사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료로서 본 

논문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노동 환경과 직업정체성은 조명하였지만, 영화제작종사자의 

불안정성, 유연성에 대한 실천적인 해결 방법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

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단순히 노조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고용계

약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본문의 접근은 실천적인 대안으로는 부족하

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영화촬영이 지연되고 취소되

고, 능력 있는 영화제작 종사자들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의 미흡함이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한 영화제작 종사자의 인터뷰 내용을 끝으로 이 

논문을 마친다.

“가슴으로는 예술가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은 막노동자, 그것도 

비정규 노동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 현장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매번 구직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영화계에서 은퇴하는 것과 다름이 없

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화조합을 후원하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촬영팀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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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 Korean filmmakers 

overcome the precarity of labor?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film industry and the job identity 

of filmmakers

Kyuha Ryoo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labor Korean 

filmmakers experience in the film industry, based on which their job 

identity is formed, and how they experience, respond to, and 

overcome their labor precarity. In doing so, I focus on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filmmakers, investigating the way Korean 

filmmakers reconcile themselves to their working life.    

 The Korean film industry has grown into the world's fifth-lar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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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market. Korean films have been awarded at world film festivals. 

However, behind the scenes, filmmakers face a serious level of 

unstable working conditions and poor treatment. Filmmakers 

repeatedly gain and lose their jobs due to the nature of the 

project-based industry with an average filming period of 4 months. 

In particular, this study raises concerns about the Korean film 

industry, based on the fact that film staff suffers from the 

disruption of film production and struggles with securing second or 

third jobs due to Coronavirus disease since 2020.

 This dissertation po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how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ve labor are imposed on film producers 

in the field of cultural industry and how factors affecting precarity 

are materialized; (2) what kind of labors filmmakers experience and 

which occupational identities film makers recognize and 

acknowledge in the field of the film industry, one of the creative 

industries; (3) how to explain precarity of filmmakers and the 

occupational identity of ‘filmmakers as artists’ based on the 

Bourdieu’s cultural theory; and (4) how filmmakers react to precarity 

with their occupational identity and precarity intertwined.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dissertation applied a qualitative 

method for a rigorous study of vivid experiences of filmmakers. 

First, I conducted participatory observation at the commercial film 

production site. The film production site included a filming site, a 

production office, and a socializing place.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filmmakers who played different 

roles in film production. To reinforce the objectivity of the analysis, 

the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relevant literature and 

documents that contain data on the film industry and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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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I analyzed self-expressed filmmaker identity that filmmakers 

reproduce themselves in the film to complement interview data on 

occupational identity.

 The analyses produced five main findings. First, filmmakers 

experience the collapse of labor and the disintegration of the 

foundation of life resulting from the flexibilization of the film 

industry. Specifically, filmmakers suffer from the lack of certainty 

due to the mismatch between labor and employment according to 

project-type labor, uncertain jobs, and low wages. This precarity 

applies not only to the present but also to the future. Unlike the 

discourse on the youth creative industry, this precarity is not limited 

to one generation or class but has the characteristic of a continuum 

that penetrates generations and classes. Hence, the precarity 

applies to both newcomers and experienced workers. The 

adaptation to the precarity was observed as a career progressed. 

Indeed, the precarity is largely due to the flexibility of the creative 

industry. Yet, it was also possible to observe the precarity that 

comes from macroscopic changes in media technology and 

industries. In other countries, collective action (union) plays a large 

role in protecting production workers and alleviating precarity in 

terms of working conditions. In contrast, this minimum safety net 

does not work in Korea, accelerating the precarity of filmmakers.

 Second, despite the above precarity, filmmakers do not leave the 

field due to their occupational identity. Filmmakers have an identity 

as professionals, and film production is the most valuable task to 

achieve their inner goal. In many cases, filmmakers work according 

to their artistic values and sometimes bind themselves to their 

occupational identity as ‘filmmaker’. Having a job identity as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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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makers establish their own hierarchy based on which movies are 

given the top position. Consequently, other cultural productions such 

as commercial films (CF) or dramas are not favored. As long as 

they have an artist identity, filmmakers are willing to pursue creative 

and artistic film production in the upper hierarchy, to achieve social 

respect and self-satisfaction, despite a financial loss. Conversely, 

following Bourdieu’s “structure of severance and contradiction,” 

some filmmakers perceive contradiction as artists, and gradually 

pursue secular or commercial success. When filmmakers recognize 

a role conflict with their identity as an artist and pursue values other 

than film, they eventually leave the field of film production.          

 

 Third, many filmmakers drive themselves to precarity and extreme 

self-sacrifice because of their identity as ‘filmmakers’. They defined 

themselves as 'filmmakers' and 'artists' in a self-debilitating way, 

conforming to and sympathizing with the harsh reality of film work.

 Fourth, filmmakers experience constant precarity. In the 

worst-case scenario, they face extreme situations in which they no 

longer continue their film production work. In particular,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uch as an outbreak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r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the ongoing filming schedule, as 

well as the subsequent project, may be suspended. Filmmakers 

search for side jobs or switch jobs to overcome these adversities in 

a practical manner. Nevertheless, most filmmakers hope to return to 

the field again while trying to accumulate their film-related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such as skills and abilities and social 

network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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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th,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between film and other media 

genres, through the popularization of an Over-the-Top (OTT) media 

service, changes the identity of film production workers. Some feel 

precarity but some regard this as a new opportunity.

 In short, using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an in-depth interview, 

this dissertation identified the precarity of filmmakers’ experience, 

and despite such precarity, the reason why they remain in the film 

scene by scrutinizing their occupational identity. The findings 

suggested that filmmakers not always passively respond to precarity 

but actively react to precarity.

This dissertation thus contributes to existing studies by investigating 

the precarity and professional identity of filmmakers, laying the 

foundation for a more objective and concrete understanding of 

filmmakers, a part of Korean media producers. Furthermore, this 

dissertation, which contains the vivid voices of field worker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a detailed and practical discussion on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of filmmakers in 

the future.

Key words: film industry, film maker, precarity of labor, 

job identity, creative industry, cultural production field,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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