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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영상작업을 주로 하는 팀원들과 10월 20일 줌을 이용해 모였습니다. 
5명 모두 영상제작을 하고 있고, 유튜브가 활성화된 시대에 발맞춰 채널운
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획영상, 토크영상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청년들
을 대표하는 방송채널을 만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창작을 키워드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술인가 방송인가, 방송과 예술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20대들에게 선한영향력을 미치는 영상은 무엇
일까?”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방송영상을 주로 제작하다보니 내가 창작가인지 예술가라고 말할수있는지
부터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방송은 예술이라 부를수없으며 어떤 표현의 
방식, 전달의 방식이고 선전의 수단이지 않을까로 방송의 개념을 정리하고 
방송제작을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창작의 범주에 방송제작
도 들어가지 않을까,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방송이다 등등의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나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만 할 뿐 창작가, 예술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
서 예술,창작가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기위한 활동
이기 때문에 방송 역시 예술의 영역을 봐야한다고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
다.

예술가, 창작가라고 생각하고 활동한다면 자신의 작품에 더 책임감이 생기
게 될것이고 앞으로 우리도 그런 방향에서 작품에 어떤 관점을 담을 건지 
더 고민해보자며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했구요,

두 번째는 “20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
습니다. 
20대들의 여러 관심사를 뽑고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선한영향력을 끼친다
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얘기했어요. 선한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 선하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적인 것, 나보다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닐
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20대들의 관심사에 녹일수있을까로 자연스럽
게 얘기는 넘어갔고, 어떠한 주제 예를 들면 “아이린” 인성폭로에 대해 20



                                                                              

대들이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아이린이 얼마나 나쁜사람인지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왜 어린나이에 아이린은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만든 사회와 주변은 
어땠는지, 더 나은 인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담아야하지 않
을까 하고 얘기했습니다. 

1시간정도 이어진 수다를 마무리하며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예술에 대해서는 어렵다 나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팀원들이 대화
를 나누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 좋았다고 소감을 나누고 수
다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에 의미있는 수다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