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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C&I 방송국 실습 소감문
20161518 홍선경

방송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1명이 혼자 만들고 편집하고 방송에 내보
내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들과 연출자, PD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
며 하나의 방송을 제작하는 체계임을 방송국 실습을 통해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다. 음향 엔지니어가 되고자 했던 저는 방송국 체계를 보고 난 후 한 방향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공부해 보는 것
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주간의 실습은 교양예능제작부(생방송 오
늘 저녁), 드라마제작부(좋은사람), 중계사업부(빅뱅10TO10), 종합편집부로 이
루어졌는데 먼저 교양예능제작부에서는 PD가 촬영부터 가편집을 하고 종편 직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무사히 방송되는 것까지 지켜보는 모습이 내가 생
각한 PD와는 많이 다름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PD가 생각보다 더 깊은 곳까
지 영향력이 미치고 세부적인 일이 많았다는 것이 1주일 간 교양예능제작부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와닿았다. 드라마제작부는 감독과 촬영 스태프들이 끊임
없이 카메라 구도와 조명 위치 등을 연구하고 카메라를 몇 번씩 움직여 가며
한 장면을 시청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만들어 내는 촬영 분위기가 대단했었
다. 조명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위치를 잡으면서 장면의 분위기까지 살리기 위
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였다. 드라마의 장면 분위기에 따라
촬영장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중계사업부에서는 생중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작업을 하
는 것인지 중계차 안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다. 빅뱅 콘서트에서는
카메라가 약 30대 정도가 쓰였고 그 중 4K 카메라를 직접 보고 와이어 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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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접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중계사업부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한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연장에 컨테이너가 왜이렇게 많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직접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보니 생중계에서 화면 전환을 위
해 카메라 위치와 인 아웃을 지시하는 감독님들이 계시는 곳이었다. 생각보다
넓고 이런 공연 한번에 투입되는 인원이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종합편집부였다. 상암MBC에
서 이루어지는 편성부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이
모여서 자막, CG, 오디오 믹싱 작업 등등 여러 작업을 하는데 제일 흥미롭게
볼 수 있었다. 특히나 음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몇 년후 내가 직접 프
로그램에서 필요한 소리를 만들고 편집하여 음향효과를 넣고 시청자들에게 들
려지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편집 프로그램부터 화면의 색깔까지 어떻게 맞
춰가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신 방현민 선배님 덕분에 종합편집부에서는 시청자
들에게 보여지기 전 바로 전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
다. 개강 전에 배운 것들을 참고하면 수업에 참여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방학동안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졸업반에서 급하게 학점을 채운다기
보다는 마음 편하게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큰 체계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실습이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