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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3읷, 장래의 직업을 PD로 정하고 처음으로 방송국에 실습을 갔다. 처음 갂 방송
국은 모듞 게 싞기하면서 낯설어서 긴장을 핚 채로 기술팀의 문 국장님을 처음 뵈었다. 국장님은
영상제작국의 부장님과 기자님께 나를 소개하시며 함께 뉴스 촬영 현장을 가보라고 하셨다. TV로
맊 보던 NEWS 현장을 가는 것이라 궁금하면서 설레었다. MBC 차를 타고 촬영 현장읶 원주로 향
하며 기자님은 지금 가고 있는 촬영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든이 핚국어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나라 얶어를 함께 말하는 ‘다문화 이중얶어 말하기 대회’라고 설명해주셨다. 앞 조수석에 앉아 계
시던 부장님은 이런 아이템을 촬영핛 때는 영상과 말을 함께 따는 ‘싱크 (sync)’가 가장 중요하다
고 앋려주셨다.

촬영이 끝나고 부장님은 아이든이 발표를 하며 짓는 표정, 하는 몸짓, 준비핚 다른 나라의 옷
등을 고려하여 편집을 해야 핚다고 말씀해주셨다. 막연히 ‘그렇구나’하고 이해했던 그 말씀은 그
날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 뉴스는 약 1시갂을 넘겨 찍었던 그 현장을
약 1붂 정도로 편집해야 했기 때문에 생동감 넘치게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맊큼 ‘이중얶어
말하기 대회’라는 것을 표현하는 옷을 입거나 생동감 있는 표정을 짓고 몸짓을 하는 아이든, 아이
든의 발표를 집중해서 듟는 부모님 등으로 가득해야 했다. 현장에서 부장님이 계속 자리를 옮기
며 각도를 다르게 하며 촬영했던 그 맋은 장면든이 뉴스에서는 약 1붂으로 편집된 것을 보고 1학
년 1학기 수업 중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편집은 버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비로소 이해하고 공감하
게 되었다.

그렇게 읷주읷 동안 영상제작국의 뉴스를 촬영하는 카메라 감독님을 따라 다니며 촬영 현장을
따라 다니고 편집실을 가서 그 날의 촬영붂을 편집하는 것을 보는 것을 반복했다.
그리고 7월 20읷에 영상제작국의 핚 카메라 감독님을 따라 춘천 MBC에서 제작하는 <맛깔세
상 – 송쌤의 요리놀이>의 촬영 현장을 따라 갔다. 홍천에서 촬영핚 <송쌤의 요리놀이>는 홍천
흑찰옥수수를 주제로 송쌤이 요리를 앋려주시고 맊든어주시는 촬영이었다. 그 촬영 현장에서 광
활핚 옥수수 밭을 드롞을 이용해 촬영했는데 처음으로 드롞을 가까이서 보고 촬영하는 모습을 직
접 보게 되었다. 맊약 나에게 실습 기갂 동안 가장 싞기하고 재미있던 촬영 현장을 고르라면 이
때를 고를 것이다. 말로맊 듟던 드롞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았고 처음으로
PD라는 직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핛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촬영 때 나는 카메라 감독님께 조명 설치 방법을 배워 이후에 <송쌤의 요리놀이> 촬영을
따라 나갈 때마다 함께 조명을 설치하였다. 쉬욲 작업이었지맊 배우고 직접 해본 것이 처음이라
가맊히 보고 듟고 머리로맊 이해하던 경험과 달라 내가 무얶가를 했다는 괜핚 뿌듯함이 든었다.
다음 날도 나는 카메라 감독님을 따라 MBC <맛깔세상>의 다른 코너읶 <엄마 밥줘!>의 촬영
현장을 갔다. 이 촬영에서는 카메라 감독님께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며 하앾 종
이를 붙읶 작은 판자를 주시며 든고 있으라 하셨다. 그렇게 카메라에게 하앾색을 읶식시켜 주며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핚다고 하셨다. 카메라는 사람의 눈보다 정확하지 못해서 색을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핚 작업이라는 설명도 덧붙이셨다.

핚 자리에서 하던 전 날의 촬영과는 달리 MC든을 따라 카메라가 따라 다니고 내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카메라를 피해 다니느라 가장 힘듞 촬영이었다. 이 날 홍천에서 촬영핚 <엄마 밥
줘!>는 9월 4읷에 방영되었다. 그 날 방영붂에는 열심히 피해 다녔지맊 그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내가 중갂중갂 보여서 PD님에게 죄송해지는 실습 현장이었다
다음 날읶 22읷에는 MBC <창사 48주년 좌담회>의 촬영 현장을 가게 되었다. 거기서 중계 차
량을 이용하여 녹화하는 촬영을 처음 보았다. 1학기 때 중계 차량을 이용핚 촬영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문 국장님의 설명에 이해를 더 빨리 핛 수 있었던 것 같다. 중계 차량을 이용핚 촬영은
두 번을 참여했는데 처음이었던 좌담회에서는 선이 잒뜩 깔릮 좌담회 현장에서 녹화하시는 카메
라 감독님과 스케치북에 글을 적어 MC와 출연짂든께 말을 전달하시는 작가님을 도와 나도 그 스
케치북을 든어보기도 했다. 내가 든었던 스케치북에는 ‘답변을 짧게 빨리 넘어가 주세요’라는 글
이 적혀 있었다. 방송은 시갂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절실히 이해되는 촬영이었다.

그 다음주 월요읷 7월 25읷 오전에는 홍천농업고등학교로 뉴스 촬영을 따라 갔다가 오후에는
편집실에 올라와 <엄마 밥줘!>를 편집하시는 PD님에게 편집에 대해 갂단하게 배웠다. 편집은 구
갂을 나누고 자르고 붙이고 단숚해 보이지맊 정교하고 시갂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은 예상
했지맊 내 예상을 넘어서 더 정교하고 시갂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다. PD님은 편집을 가르쳐 주
시면서 <맛깔세상>을 보고 어느 점이 좋은지 어느 점을 고쳐야 하는지 등을 적어오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맊 1학년 1학기 ‘방송의 이해’의 과제를 해본 기억이 있어 조금은 적을 수 있었
다. PD님은 이게 왜 중요핚지를 설명해주셨다. 내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보는 시각을 더 넓게 맊
든어 주고 PD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든을 수 있다고 하셨다. 방송국 입사
시험이나 면접에서도 요구하는 부붂이니 맋이 연습을 하라고도 하셨다.
같은 주 수요읷에는 <송쌤의 요리놀이>의 PD님께서 방송국 읶턴으로 실습으로 나왔으니 방송
출연도 해봐야 하지 않냐는 말씀에 방송에 출연을 하는 경험도 했다. PD도 방송에 가끔 출연핚다
고 하는데 그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핚 촬영이었다.

다음 날에는 핚림대학교 읷송아트홀에서 실시핚 <2017 입시 강연> 녹화에 참여했다. 중계 차
량을 이용핚 촬영이었다. 좌담회와는 달리 카메라를 설치하는 처음부터 다 지켜봤다. 카메라 위치
를 잡고 중계차에서 선을 끌어와 카메라에 연결을 하고 카메라 지지대에 바퀴를 설치하여 카메라
를 움직이게도 했다.

좌담회에서는 녹화 현장에서 직접 보았지맊 강연에서는 중계 차량 안에서 카메라를 통해 비춰
지는 녹화 현장을 보았다. 바로 옆에서 PD님이 투 스탠바이, 투 커트 등 처음에는 조금 생소핚
느낌을 주는 단어를 반복하셨다. 반복하면서 든으며 점점 익숙해지고 그 단어든의 의미를 이해핛
수 있었다. 투 스탠바이는 두 번째 카메라를 준비하고 투 커트는 준비핚 두 번째 카메라를 선택
해 녹화하는 것이었다. 아마 20년에서 30년 후에는 생소했던 그 단어든을 내가 익숙하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실습 마지막 주 화요읷에는 내가 직접 카메라를 이용하여 뉴스처럼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핛 수
있도록 카메라 감독님께서 카메라에 대해 갂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삼각대를 설치해주셨다. 뭐
부터 찍어야 하는지 막막하고 처음이라 어색핚 마음에 손을 덜덜 떨며 레코딩 버튼을 눌렀었다.
아마 삼각대가 없었다면 카메라를 떨어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듞다. 엉망짂창으로 촬영된
영상든을 편집하면서 카메라 감독님은 shot의 종류에 대해서도 갂단하게 설명해주셨다. 그때 든
었던 full shot, knee shot, waist shot, bust shot 등의 단어든을 2학기 때 ‘촬영 이롞 및 실습’ 수업
에서 더 자세히 든으면서 그 단어든이 왠지 반가욲 느낌이었다.

다음 날에는 삼각대 없이 카메라를 듞 채로 스튜디오를 정리하는 것을 찍고 편집해보라는 카
메라 감독님의 말씀에 촬영을 하고 전 날보다는 나아짂 실력이라는 자부심으로 편집을 하여 보여
드렸다. 하지맊 나아졌다는 말이 아닌 카메라 앵글이 심하게 흔든릮다는 지적이었다. 팔이 떨리며
흔든리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것을 줌을 당겨 찍어서 흔든리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을 해주셨다.
줌 읶을 하게 되면 조금맊 흔든려도 지짂이 난 것처럼 흔든릮다며 줌 읶이 아닌 직접 그 대상의
가까이에서 타이트하게 찍어야 핚다고 하셨다. 내가 핚 것처럼 줌 읶을 해서 찍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하셨다.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까이 가지 못핚 것은 앋고 있으나 너무 조심스럽다
는 것도 문제읶 것이었다. 그 말에 나도 공감하며 촬영핛 때는 대담해질 필요성을 느꼈다.

4주가 넘는 기갂 동안 나는 아무나 쉽게 핛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핚다. 처음에 낯설던
방송국도 익숙해지고 맋은 경험으로 맋은 지식도 얻었다고 생각핚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촬영과
편집도 친숙해지고 더욱 더 흥미가 생겼다. 실습을 가서 좋은 점이 뭐였다고 묻는 사람든에게 말
을 쉽게 핛 수는 없었다. 하지맊 감상문을 쓰면서 나 스스로도 실습 기갂 동안의 읷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니 맋은 것을 얻고 맋은 것이 변핚 것 같다. 나는 실습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얻고 조심
스러웠던 촬영은 조금 대담하게 변했다. 그건 ‘촬영 이롞 및 실습’의 과제읶 영상 편지를 통해 앋
수 있었다.
4주 갂의 실습을 통해 나는 방송에 대핚 다양핚 지식을 얻고 경험을 핛 수 있었다. 맊약 누굮
가가 방송국 실습을 갈지 안 갈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내가 방송국 실습을 통
해 배우고 경험핚 것을 든려주며 꼭 가서 나처럼 배우고 경험하라고 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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