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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영화를만들고싶어하며, 전문대학이나4년제대학에서영화교육

을받는것이꿈을이루는데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고믿고서영화학교에

들어간다. 그대부분의학생들이경제무대에서꿈을실현하지못하는것은

영화가고정된학문분야와동떨어져있는데다가영화만들기는경제영역

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짐 자무쉬Jim

Jarmush의영화와스티븐스필버그Steven Spielberg의영화가근본적으로다르다

는것을막연히인정하면서도영화학과가그런갈등들을반영하고, 그역시

고려할경쟁학교들사이에서도노력해야할분야라는것을의심치않는다.

자크데리다Jacques Derrida는이를아주명쾌하게만들고있다. 그는주장하

길, “가르침이이루어지는곳에서는어디서나경쟁력, 전복적인것들과마

찬가지로우세한것을의미하는영향력이있다.”는것과그결과“겉으로드

러나지않을수있지만…대립과반박이있을수있다.”1고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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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cques Derrida, “Où commence et comment finit un corps enseignant”, Politiques de la

philosophie, ed. Dominiqie Grisoni (Paris: Graaet, 1976), p. 74 (저자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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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주기본적인차원에서보자면오늘날영화교육에서여전히갈등을빚고

있는관점의차이는미국대학정신에서전통적인인본주의자들과개혁주

의자들의19세기방식의논쟁을반영하고있다는것이다. 당시자유로운교

육을지지하던이들은교과과정을독일식교육시스템으로만들어야한다

고생각했다. 물론하나의모델로서빌헬름폰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의

베를린대학교의선택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그것의근간이되는원칙은

행정엘리트, 즉새로운단일민족국가의위임통치를완수할수있는시민

모델의특별한계급을만드는데‘문화’를사용해야했기때문이다.2한정되

기는했지만독일의교과과정의특징은대서양지역에서도나타나고있다.

제임스모건하트James Morgan Hart의견해에서결정은“그것이학생들에게과

학원리에서의깊이있는통찰력을부여하고, 그들이조심스럽게생각한이

론으로부터멀어지듯이실행을추론하지못하게만듦으로써간접적인것이

됨에도불구하고실무에알맞은인재를성공적으로키우려는시도를하지

않는다는것이문제이다.”3하트는결론짓기를“독일의대학은오로지하나

의목적, 말하자면사상가를양성하는것이목적이다.”그래서“누구나무엇

을어디서공부할수있다는것은중요한것이아니다. …그것은그자체를

이론적인것으로만족시키고, 다른교육기관에실무적인것과기술적인것

을맡기도록한다.”4그당시학생들은“교양과목을통해실증적지식의내

용을배운것이아니라사고의규범을배웠다.”5따라서독일에등장한고전

적인교육과정은좀더영역을확장하기위한직접적인준비로서가아니라

정신적으로훈련하는분야로구성되어있었다. 그리스어와라틴어, 고전문

80 영화제작론

2) Bill Reading, The University in Ruin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6) 참조.

3) James Morgan Hart, American Higher Education: A Documentary History, ed. Richard

Hofstadter and Wilson Smith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1), vol. 2, p. 577.

4) James Morgan Hart, American Higher Education: A Documentary History, vol. 2, p. 572.

5) Readings,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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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같은교과들, 특히학생들의‘정신훈련과지식’을증진시키는데적합

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교육되었다.6특히그런지적구성이필요했고이러

한것이고려되어단지이것을위해큰사회적변혁기에변화를통해사회를

알아볼필요가있는‘성직자보다오히려신학자, 변호사보다오히려법학

자’와같은일류급의인물들이양성될수있었다.7그런논거는개혁주의자

들과함께마련되는것이아니다. 이를위해존듀이John Dewey는“인간의권

위를위해이런대립의세계에서진리가무엇인지, 그것은어떻게교육될수

있는지결정할필요성이변하지않는영속적인제일의진리의모든주장에

내재되어있다.”8는것을곧바로지적하기에이르렀다. 달리말하자면고대

언어와고전문학들은그자체로전형적인규범이된것이아니고, 누군가가

그것을그렇게공헌한것이다. 더실제적인차원에서개혁주의자들은대학

에서가르치는주요교육과정이극단적으로시대현실과조화되어있지못

하다는것과연관이있었다. 사실은사회의산업적변화로인해그것은대학

이과학적교육과정과사회과학, 현대언어에대한연구의토대를마련하는

데대처하고있는그런관점에서꼭필요한것이되었다. 적어도그리스어와

라틴어, 고전문학들은새로운학문분야의장을마련하는데통합되어야마

땅하다. 학생들역시선택된집중분야에스스로몰두할수있도록일찍이

전공이허용되어야마땅하다. 찰스윌리엄엘리어트Charles William Eliot는“교

육을잘받은18세젊은이는스스로－어떤젊은이나가짜대학생이아니라

혼자힘으로－어떤대학의학부보다더좋은학과를선택할수있고또한

자기자신과자기조상, 이전의자기삶을알지못하는어떤영리한체하는

사람도스스로선택하는것이가능할수있다.”9고결론지었다.

‘선거시스템’의지지자들이승리한이후필요한지식의부문화가결과를

생각하지않을수없다는것이명백해지게되었다. 그것을간단히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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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28년예일리포트, American Higher Education, vol. 1, p. 252.

7) James Morgan Hart, American Higher Education, vol. 2, p. 573.

8) John Dewey, American Higher Education, vol. 2, p. 952.

9) Charles William Eliot, American Higher Education, vol. 2, p.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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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과정은취업으로부터대학이아주무관한것으로위협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로버트M. 허친스Robert M. Hutchins가‘대학의급유소개념’10으로일

컫게된것이다. 과정은이제학생들이직접적으로학교졸업후에더나은

직업을얻고, 더많은돈을버는준비를할수있도록마련되고있다.11허친

스와다른학자들에게있어서적은분명히다른교육과정으로귀를솔깃하

게만들었던직업교육의개념이었다. 지식자율선터로서대학의아이디어

를포기하게되면서그런프로그램은사실직업과의연계를강조해서학생

들은전적으로산업을위한훈련으로유도한다. 우리는선택의여지가없지

만해리D. 지디온스Harry D. Gideonse는반대로“우리는자신의조건으로현재

를맞아야한다.”12고피력하였다. 그는많은생각을표명하면서“실제로참

여하는데는특별한훈련이요구되는것이아니며, 기술자들밑에서잠깐동

안의도제훈련으로더높은학문의이론적성과를내는뛰어난종사자로만

들기에충분할것”13이라고하였다. 현대사회는너무복합적이고기술적으

로편향되어있기때문에당장자기일에몰두할것을요구하고있다. 

당시몇년동안논쟁은보편적인고전교육의장점에대한논쟁으로부터

오로지학생에게주어지는전문학위에초점이맞춰진것으로바뀌게되었

다. “문제는전문화가필요한시스템에서일반교육과그가치를어떻게축

적할것인가에있다.”14라고주장할때, 1945년일반교육에대한하버드보

고서는이런결과에직면하게된다. 달리말하자면임무는인문학적환경에

서위탁으로배울수있는실용적인것과더나은도제를구별해보는것이

었다. 그런운용의어려움이오늘날에도여전히남아있다는것은의심할여

지가없다. 대학이주로비즈니스에용이한직업훈련의장으로이용되거나,

82 영화제작론

10) Robert M. Hutchins, American Higher Education, vol. 2, p. 927.

11) Robert M. Hutchins, American Higher Education, p. 932.

12) Harry D. Gideonse, American Higher Education, vol. 2, p. 946.

13) Harry D. Gideonse, American Higher Education, p. 945.

14) 1945년일반교육에관한하버드리포트, American Higher Education, vol. 2, p. 965 (my

emph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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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더넓은문화적관점에서직접적인상업적필요에초점을맞춤으로써

특수프리즘을통해실용교육을변질시키고있는것은아닐까?

3

그런의문이나중에영화현장에바로투입될수있는최초의고등교육기관

으로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설립된영화－TV학교가될수있다는, 1929

년에만든헌장에서간파되는것은아니다. 아주정반대로그런자료가산업

과아카데미의협력이긍정적일수있다는것을확인시켜주고있다.15그런

프로그램은어떻게구성되어있는가? 주로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와의제

휴로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자유예술대학은 3, 4학년에일련의전공교

과를도입하고있다. ‘일반학생에게엔터테인먼트부분을폭넓게구성한

사진을더잘평가할수있도록디자인된’일반교양교과외에‘산업의문학

적이고기술적인분야에서정확한작업을위한실질적인준비과정을전공

하는데적합하도록한정된과목으로’16영화·쓰기·예술지도에관한일

련의강의들이있다. 이런강의들이영화의연구, 즉화학·시각렌즈·인지

심리학·드라마기술등을포함할것이라는인식에고무되어대학의학장

은캠퍼스에서영화만들기가허용된것에대한부차적인생각을하지못했

던것같다. 사실그는“영화학교는 (…) 채광이나일반공학·건축학교와비

교될수있다.”17고주장했다. 그래서그가지지하는바는‘윤곽이확실한교

과과정으로훈련된사람들을선호하게될것’18이라는대학의기대로확고

해졌다.

우리가학문의중심으로서영화학교의시작에서갖게되는것은후원과

제3장┃영화학교 83

15) Victor O. Freeburg는 1915년초와마찬가지로컬럼비아대학교에서극영화각본강좌를개설

했다.

16) William Stull, A.S.C., “The Movies Reach College”, American Cinelatographer (June 1929),

p. 16.

17) Karl T. Waugh, Stull, p. 16.

18) Stull, p. 16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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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결합이다. 우선프로그램은학교에서준비하게된다. 그이유는무엇

인가? 산업은그런연합으로부터무엇을얻어내야하는것일까? “지난몇

년동안영화산업이불경기를겪었다는것이판명되었다. 매표수입은전세

계가놀라울정도로떨어져서그결과영화산업에종사하는사람들도고통

을겪었다. 유성영화는영화산업에뜻하지않은행운이되었지만, 더좋은

영화에대한요구에부응하지는못했다.”19요컨대영화는가치없는것이었

고, 관객은영화를외면하기에이르렀으며, 이어서동업조합원들에게고통

을주게되었다. 할리우드자체가아이디어가없고창조할수있는역량이

고갈되었음을인정하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적어도몇몇영화사들은

그들의문제를드러내지않았다. 예를들면, 1927년영향력있는배우밀턴

실스Milton Sills는영화에대한느낌이좋지않다는것을표현할때솔직히역

설하기까지했다. 그는하버드경영대학원강연에서이렇게주장하고있다. 

영화산업이시작부터평범한이들을그런부류에편입시키면서값싼산업으로일정

기간계속된것은불행한일이다. 영화산업이살아남기위해서는이제더명석한머

리와더좋은문화적배경, 더많은에너지와사업능력, 더훌륭한시적창조력을겸

비한사람들을뽑는것이필요하다. 개인적으로나는카메라맨·감독·슈퍼바이저·

시나리오작가들…이육성될수있는영화기술학교들이발전되는그날을기대하고

있다.20

1929년대공항의위기에처했을때, 할리우드는그런부류와의신선한경

쟁을다시생각하기에이르렀다. “영화산업을활발하게지속시킬신선한

피를충분히계속해서수혈하는것과, 일자리가없을수있는이들을위해

노동자집단을이용하여그것을타개하는방식으로이상적으로균형을맞

추면서도여전히심각한경제적문제를안고있었다.”21서던캘리포니아대

84 영화제작론

19) Stull, p. 29.

20) Milton Sills, The Story of the Films: As Told by Leaders of the Industry to the Students of the

Graduate Schooll of Business Administration George F. Baker Foundation Harvard University,

ed. Joseph F. Kennedy (Chicago: A. W. Shaw, 1927), p. 194.

21) Stull,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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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학생들에게할리우드의전면적인초대는곧바로하나의결과로서

취소되고, 대학의목표는거의동시에교과과정에서또다른것을강조하는

방식으로제한되기에이르렀다. 목표를확장하는영화의평가교과는‘관객

의정신적수준’22을높이는데도움이되었다. 정말더좋은영화들은‘그것

을기대하는적절한시장이있다는것이확실하게드러나지않는한’23결코

만들어질수없을것이다. 여기서아이디어는다른학교에보급될수있는

교과과정모델을새로이만드는것이었다. 그리고그것이비현실적이거나

비용이너무많이드는것으로판명되었다면, 항상이런학교들에는서던캘

리포니아대학교에서스피커를사용한강의의‘축음기(바이타폰)를이용한

재생’으로되돌아갈가능성이있다. 여하튼간에이런학생들이언젠가는

일반대중에게잠입해서더좋은영화를위한요구를높이고, 가능하다면영

화관에아주새로운관객을끌어들임으로써졸업후빛을발할수있을것으

로기대된다. 이런식으로영화교육대학인구는‘대중전체에게영향을미

칠수있는하나의작은효모덩어리’24와같은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더

많은것을요구하는관객에대해영화산업은더좋은상품을만들어내어

더많은재정적보상을받고, 따라서그곳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노동조건

을개선하는입장에놓이게된다.   

아카데미를위해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와의거래는한편으로이익인것

이지손실이아닌것으로판명되었다. 한편영화평가관련강의들은긴안

목에서새로운부류의관객에게교양의영역이되었고, 다른한편‘대학졸

업자’를고용하겠다는약속을어기는구실로이용되었듯이대공항을피할

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었다. 이모든것이의미하는바는, 밀턴실스Milton

Sills의희망적인말에도불구하고할리우드는다른부류의사람들의고용에

문호를개방하는것에대해아주신중한입장이아니었다는사실이다. 동족

제3장┃영화학교 85

22) Stull, p. 29.

23) Stull, p. 29.

24) Stull,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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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용이예전처럼계속이루어지고, 동업조합은50년동안영화를전공한학

생들에게닫힌상태로남아있었다. 시장과무관하게이루어진기술관련수

업은학생들을거의끌어들이지못해10년전보다더늘어난것도아니었다.

그래서16mm 영화는결국스튜디오에서만들어지던것을소규모로만드는

데익숙해졌지만, 교과과정은거의전해지지않는경험의기본강의로남았

다. 강의의이런면이가르치는감각을빈약하게만들었다. 1922년피터밀

른Peter Milne은연출에관한책에서이미“책으로기교를가르치는것은통신

학교를통해직업에맞는수리공을교육하는것과마찬가지로성공이불가

능하다.”25라고경고한바있다. 기술수업에등록된모든학생이개인의단

편영화를완성하는것은아니다. 단지한사람만이어떤프로젝트로영화가

촬영될때마다직책을바꾸는행운을얻을수있을뿐이다. 나중에졸업생들

은영화산업과무관한곳, 즉주로교육영화만들기, 대중관계영화, 산업

영화에서일자리를찾는다. 

4

이런식으로영화학교에서일어난현상은전체교과과정을개발하기에이

른 50년대말, 60년대초까지기다려야만했다. 다른세가지상황이진보

를불가피하게만들었다. 첫째, 그시기에소통의의미로서영화에대해특

히유사성을느꼈던학생들의유입이있었다. 구세대가인쇄매체의위력에

여전히매어있는데반해신세대그룹은동영상의마력에도취되어있다.

조지루카스George Walton Lucas Jr.는이것에대해명확한입장을보이고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 하나－스티븐 스필버그나 내가 아니라 60년대 태어난

세대－는, 우리가지적세대의출신이아니라는것이다. 우리는마음으로느끼는세

대의출신이다. 우리는영화에서얻은감정적도취를즐기고, 당신은그세대들이영

화를더문학적인매체를취급할때관객이행하게되는것을넘어서동등한방식으

86 영화제작론

25) Peter Milne, Motion Picture Directing: The Facts and Theories of the Newest Art (New York:

Falk, 192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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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드레날린을높일수있다.26

둘째, 반문화운동은이학생들에게할리우드모델을탈피하는것을갑자

기가능하게만들수있다. 관습적인영화제작보다는오히려영상과사운드

를가지고행하는개인적인실험이가능한어떤것이되었다. 캠퍼스나정규

극장의야간무대쇼에서그런영화의대중적상영은할리우드가호되게몸

부림치고있을당시에큰성공을맞게되었다. 셋째, 영화제작의이런새로

운접근은학생들에게최소한의제작비로여러편의단편영화를만드는것

을재정적으로가능하게만들었던슈퍼8mm 영화의등장으로확실히도움

이되었다. 이모든것이대체되었듯이직업적인영화제작은그영광을약

간잃게되었다. 연출·촬영·편집은결국조합이강조하는일종의훈련을

요구하지않는것으로판명되었다. 카메라를개발할수있기전왜매거진에

필름을넣는데수년이걸렸을까? 더보편적으로말해, 당신은왜당신자신

의프로젝트를쓰고편집할수없는것일까? 거의하룻밤새에할리우드는

아무도원하지않는상품을생산하는시대에뒤떨어진공장으로전락했다.

학생들이자기자신을시스템을활용하는진짜영화제작자로생각할수있

는것은당연하다. 영화학교자체를위한것처럼그들의정책이수년에걸쳐

바뀔수있지만, 그들은학생들과의이어지는성공으로대학에서진정한학

교, 비전있는학과로발전시킬수있기때문에결코망설이지않는다.

5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헌장으로돌아가보면기술교과의강사들을‘산

업과대학에서의최고의석학들’27중에서모셔오도록되어있다는것을알

수있다. 이런식으로처음부터영화강의는두유형의교수, 즉젊은관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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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atrick Goldstein, “The Force Never Left Him”, Los Angeles Times, 매거진섹션, 1997년 2월

2일자, p. 26.

27) Stull,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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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켜설명하는데두편의영화프로젝트중에서망설이는사람들과새

로운연구분야에흥미를느끼기에충분한진취적인대학교수로부터교육

이이루어졌다. 두유형의교수들은여전히오늘날에도연단을공유하고있

다. 먼저수년동안크게변하지않은이전세대의그룹을보기로하자. 그들

은일정이잡힐때마다정기적으로강의에초청되거나출강이불가능하면

아마도그들의최근영화가개봉되었을때객원교수로초청되는전문가들

로구성된다. 스타들과마찬가지로할리우드의이런영웅적인물들은잠시

실제영화제작에매력을느끼고책임을지게됨으로써산업의분위기를강

의실로끌어들인다. 이런그룹에추가해서일부은퇴한촬영감독과편집

자·교육영화제작자, 제도권에서벗어나있는독립영화인들, 수입을프로

젝트중에보충할필요가있는다큐멘터리감독과같은세미프로를찾기도

한다. 정규직이든비정규직이든후자의그룹은교육과정에정면으로맞선

다. 진짜전문가들보다도마음이열려있는그들의생존에도불구하고그들

은실습영화에서시작한다. 대개영화만들기는그들이막시작한것이다.

그때부터그들은‘대학’이나헌장이암시하고있는학문적측면을정확하게

설명하고있다고할수는없다. 그들은가르치는것이현재그들의주된직

업이라는측면에서‘교수’로서역할을한다. 

미첼W.블록Mitchell W. Block과같은경우, 그것은적절치못하다. 그의관

점에서이런교육자들은검열을통과하지못한다. 학교들이학생들에게현

장에서실질적인경력을효과적으로쌓을수있도록해주지못한다면, 그것

은‘그들이너무나도이해하기어려운산업을논의하면서수준이하의교수

단에게시간을배당하기’28때문이다. 여기서논의는이런사람들이 3군의

선수들과같은존재들이고, 또시대의흐름에따라가지못하고있고, 초일류

전문가들만이예술의훌륭함을인식하고있다는것이고, 따라서그들만이

학생들을가르쳐야한다는것이다. 미첼W.블록은여기서보는바와같이

88 영화제작론

28) Mitchell W. Block, “The Training of Directors: From School to Screen”, Journal of the

University Film Association, vol. 32, no. 4 (Fall 1980),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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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정직한존재이다. 왜냐하면그는그리많은돈이되지않음에도15주

동안열정을바치는저명한전문가가되는것의어려움(거의불가능함)을알

고있었기때문이다. 더구나영화학교에서종종어떻게해서든전문가를고

용하는데서입증되었듯이, 현장에서의훌륭함이반드시가르치는능력으

로환원될수있는것은아니다. 블록의입장과상반되게이런세미프로들이

비난받을수있다면, 그것은그들이관습적인영화만들기에서대안을열심

히찾지않았기때문이라고말할수도있을것이다. 그들자신의취미가종

종신선하게절충적이라고하더라도결국그들은일반적으로할리우드의

기준에동의해서따르게될것이다. 학문적관점에서영화만들기에대해더

폭넓고다양한접근을하기는커녕그가가지고있는지식은산업적관례로

규정된그대로이다. 결과적으로미국영화의핵심의이데올로기적규범은

주로검증되지않고있다. 모든것이이야기되고행해질때제작을가르치는

두그룹사이에본질적으로차이는없다. 

6

영화에서배우는것은무엇인가? 가르치는것의이면의철학은무엇인가?

가르치는목적은무엇인가? 학교마다교과과정이약간다르게구성되어있

기때문에야심있는영화제작자가실제로강조해야할교과가무엇인지판

단하는최선의방법은해당학교의학생들의영화를훑어보는것이다. 이따

금각학과에서돋보이는것은예외적인영화가아니라수준이보통인영화

이다. 그들이말하는스토리는무엇인가? 그들은그것을어떻게말하고있

는가? 그들이사용하고있는기술은무엇인가? 등등. 30년전학부와학생

모두가시스템이바뀔수있다고믿고있을때영화들은그들의종속적문

제, 영화적접근, 편집스타일과그밖의것에대담해지는경향이었다. 그당

시학생들은그들의작업이언젠가기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었다는것

을기억할필요가있다. 결과적으로그들은대안영화를시도해보고, 그것

을계속요구하는것을두려워하지않았다. 아이디어는분명히학교당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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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지는못하였다. 잠시동안데이비드톰슨David Thomson이지적했듯

이새로운산업에대한그들의희망은호평을받을뿐만아니라, 흥행에도

성공한많은색다른영화들에의해반영되는것같다. 그런부류의영화들

로는 <보니와 클라이드Bonnie and Clyde>(Arthur Penn, 1967), <와일드번치The

Wild Bunch>(Sam Peckinpah, 1969), <파이브 이지 피시스Five Easy Pieces>(Bob

Rafelson, 1970), <맥케이브와 밀러 부인McCabe and Mrs. Miller>(Robert

Altman, 1971), <대부The Godfather>(Francis Ford Coppola, 1972), <도청The

Conversation>(Francis Ford Coppola, 1973), <차이나타운China town>(Roman

Polanski, 1974), <시차적관점The Parallax View>(Alan J. Pakula, 1974), <택시

드라이버Taxi Driver>(Martin Scorsese, 1975), <뻐꾸기둥지위로날아간새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Milos Forman, 1975) 등을꼽을수있다. 톰슨의주

장대로스타일로보면이런부류의영화들은아주개인적일뿐만아니라‘국

가의담론과소동을부가하고’29있다. 잠시동안모든것이가능한것처럼

보였던것이다. 그때<스타워즈Star wars>(George Lucas, 1977)가등장하면서

그것은종말을고하게되었다.

점차60개의교육실체들은계속오르는장비와시설비용을문제삼았던

대학당국뿐만아니라루카스나스필버그같은여러인물들을통해영화를

발견하고, 그들의작품들과겨루고싶어했던새로운세대의학생들30과어

울리지않는것을알수있다. 몇년전캘리포니아대학교로스앤젤레스분

교에서막판에갈등이분출되어교수단중마지막남은과격론자들이무차

별적으로해고된바있다. 곧바로산업의일선에있는사람들로그들의자

리가채워지게되었다. 아마극적이지는못했지만많은다른학교들도대세

에따르게되었다. 그들의자금조달능력대신새로운학부리더들은최근

90 영화제작론

29) David Thomson, “Who Killed the Movies?”, Esquire (December 1996), p. 59.

30) ‘나는정말교수를원하고과목은오늘날산업과보다더연관이있어야한다는것’이신세대학

생들의전형적인불평이다. Spotlight, UCLA 연극영화텔레비전학과동창회보(특별호, 1997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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