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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근로환경

1. 할리우드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낸 다는 점에서
무형의 노동력이 주를 이루는 산업임. 이탈리아 출신의 사회학자이며 철학자인 마우리치오 라자라토에
따르면, 무형의 노동력은 “지적, 육체적, 기술적, 기업가적 기술의 노동력”을 일컬음. 그리고 이렇듯
규정되기 어렵고 모호한 산업의 특성과 화려한 겉모습 때문에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정한
근로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었음1)
 산업 종사자로 자리를 잡고 성공할 경우 유명세, 창의성 등 높은 수준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선망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산업에 몰려들었고 노동력의 과잉공급을 야기함. (이 같은 노동력의 과잉공급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인구과잉, 물가상승 등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됨)
 미국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할리우드’와 혼용)의 산업종사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1) https://cinema.usc.edu/spectator/35.2/1_Intr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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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배우, 제작자, 작가, 감독 등이 첫 번째 기준에 속하며, 기술적인 작업을 하는
편집자, 촬영감독, 의상, 메이크업, 운반 등이 두 번째 기준에 속함
 할리우드는 프로젝트별로 구인과 구직이 이뤄지는 경향으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프리랜서가 산업
종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음. 요청에 따라 구인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On Demand
Labor 라고 부르기도 함. 이들은 회사와 정규직 사이의 전통적인 계약관계에서 자유로운 대신 휴가,
헬스케어(의료보험), 펜션 등의 직원복지를 보장받지 못하며, 일정한 급여를 기간마다 받는 대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커미션 등을 지급받거나, 최저임금으로 고용되는 등 해당범위가 다양해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
 할리우드의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노동법의 준거한 최소임금을 보장받음.

캘리포니아의 경우 하루 8 시간 근무가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기본이며, 근무 매 4 시간 마다 휴식시간
30 분이 제공되어야 함. 하루 8 시간 외에 추가 4 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함. 초과 근무 시 1.5 배의
시급을 지급함. 2020 년 1 월 기준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5 달러임
 할리우드는 기술직, 퍼포먼스가 중심이 되는 직능들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특히 엔트리레벨의 경우에 무급
또는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도 오랜 관행처럼 있어왔으며, 이 산업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안일한 시각이 있었음. 최근 이러한 나쁜 관행들이 SNS 를 통해 폭로되면서 할리우드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

2. 직능별 근로자 조합

|그림 1| 100일간 이어졌던 2008년 미국 작가조합의 단체 파업 (출처: Hollywoodreporter)

 새로운 변화의 주도가 SNS 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면, 그 동안 할리우드의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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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섰던 주역들은 IATSE(International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무대기술자 등
기술직능군이 포함된 스태프 연맹), WGA(Writers Guild of America, 작가조합), DGA(Directors Guild
of America, 감독조합), SAG-AFTRA(Screen Actors Guild –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배우조합) 등의 산업 내의 근로자 조합이었음
 이들 조합은 1930 년대 할리우드의 황금기이자 미국의 대공황을 지나는 동안 단체해고, 임금삭감 등의
경제적 불황을 겪으며 하나씩 생겨났으며, 단체로서 개인을 대신해 제작자를 상대로 고용의 최소조건을
요구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교섭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WGA 의 2008 년 단체파업은 교섭단체로서 직능 조합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파업으로 인해 상당수의 TV 시리즈, TV 쇼, 영화 등이 제작에 난항을 겪었으며, 100 일 동안
이어짐으로써 로스앤젤레스 경제에 21 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미침2)
 프리랜서, 독립계약자들이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통해 보장받지 못하는 헬스케어 등의 복지도 직능별
조합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각 직능별 조합의 규모는 상당함

조직로고

조직 명칭

개요
영화배우, TV 배우, 아나운서, 방송인, 방송기
자, 댄서, 디제이, 뉴스작가, 뉴스 편집자, TV

배우조합

프로그램 진행자, 퍼펫티어, 녹음기사, 가수, 스

(SAG-AFTRA)

턴트배우, 성우 등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송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합, 조
합원 약 16만 명
영화작가, TV쇼 작가, 뉴스프로그램 작가, 다큐

작가조합

멘터리 작가, 애니메이션 작가, 인터넷 및 모바

(WGA West)

일 콘텐츠 작가 등 다양한 미디어 작가들의 노
동조합. 가입자 수 약 2만 명
영화, TV, 광고,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프로

감독조합

그램,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감독들의 창의

(DGA)

적이고 경제적인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가입자 수 약 1만 8천명
출범한지 120면이 넘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오래
된 노동조합, 무대기술자를 중심으로 초기에 단

무대기술자 및 스태프

체가 만들어졌으나 산업이 발달하고 미디어환경

조합 (IATSE)

이 변화함에 따라 무대기술직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기술직(스태프)를 모두 대변하는 큰 사이
즈의 노조로 성장. 가입자 약 15만 명

|표 1| 미국 엔터테인먼트·미디어산업의 직능별 근로자 조합들
2) https://www.hollywoodreporter.com/features/100-days-changed-hollywood-writers-strike-10-years-111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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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직능별 노동조합으로 이 외에도 프로듀서조합(PGA, Producers Guild of
America), 촬영감독조합(ICG, International Cinematographers Guild), 팀스터(Teamsters Union
399, 촬영에 필요한 장비/소품 등을 운반해주는 운반업체에서 시작된 조합, IATSE 와 비슷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 영화편집자 조합(Motion Picture Editors Guild) 등이 있음3)
 최저임금 보장 및 근무시간 엄수는 노동법에 의해 결정되고 엄수되기 때문에 이들 노동조합의 역할은
근로자의 기본 근무환경에 대한 보장보다는, 직능별 최소 근무약정서(Minimum Agreement)를 작성하고,
임금 수준, 계약 조건 등에 대해 협상 할 때 관계사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는
노력을 함.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로 근로조건, 근로환경과 관련한 협상을 대리함으로서
단체로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단, 단체교섭에서 결정되는 근무약정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고용인
혜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정액수를 명시하지만 초과수당, 해고수당 등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4)
 이 노동조합들이 산업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영화 제작의 경우 “Union Production”과
“Non-union production”으로 구분하기도 함. 전자는 제작진, 출연진을 모두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경우를
일컬으며 후자는 반대를 말함. Union Production 은 제작 예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테면
SAG-AFTRA 의 경우 출연료, 방영료, 재방영료 등을 근로조건에 명시해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알력을 행사하며, 조합원들은 이와 같은 권리의 보장을 위해 수천달러의 가입비, 연회비를 지급함. 그래서
일부 영화제작, 광고제작의 경우 비조합원을 캐스팅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도 있음. SAG-AFTRA 의 경우
비조합원 신분으로 캐스팅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1 년에 3 건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3 건 이상일 경우
SAG-AFTRA 를 통한 출연료, 방영료, 재방영료의 지급에 대한 수수료율이 높아짐5)
 이들 노동조합은 한국의 영화감독조합, 시나리오작가조합, 촬영감독조합 등이 사단법인인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소속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며 조합간의 연대도 중요하게 여겨짐.
2008 년 작가조합이 파업을 통해 협상하려고 했던 부가판권 시장의 커미션 인상 건은 작가조합 뿐 아니라
감독조합, 배우조합 등과도 연계되어 관련된 직능군 모두가 같은 커미션 인상폭을 얻는 결과가 있었음
 최근 코로나 19 의 대유행으로 할리우드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12 만 명 이상의 산업 내
실직자가 발생하자 IATSE 는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쳐,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하는 팬데믹
릴리프 패키지에 미디어 산업 내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도록 산업종사자를
대리하는 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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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 제기

1. <Midnight Rider> 촬영현장에서의 사고
 2014 년 2 월, 영화 <Midnight Rider> 촬영현장에서 27 살의 촬영조감독 사라 존스가 사고로

3) https://filmmakeriq.com/2012/09/a-guide-to-hollywood-unions/
4) https://www.iatse.net/vfx-organizing/faq
5) https://filmbudgeteers.com/union-or-non-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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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남
 현장은 조지아 주의 닥터타운이라는 소도시로, 이 촬영 팀은 당시 적절한 촬영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른바 “도둑촬영”을 하고 있었고, 좁은 기찻길에서 기차가 오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음.
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헤어스타일리스트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은 60 초에 불과했다고 함6)
 연방정부에 의해 이 사건은 조사되었으며 미국 노동부 산하의 직업 안전 및 보건법령이 규정하는
안전조건을 따르지 않았음이 밝혀짐7)
 제작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조지아 주(영화 등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음)로
로케이션을 결정했으며 절차상 촬영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음
 이 사고로 현장에서 묵과되어온 스태프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이슈가 대두됨. 사라 존스를
기억하기 위해 추후 지속된 촬영 현장에서는 슬레이트에 존스의 이름이 계속해서 적혔고,
2015 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라 존스는 스태프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렇게 주요
스태프가 아닌데 시상식에서 크레딧에 오르는 경우는 이전까지는 없었음
 세제혜택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일은 미국의 도시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영화 제작비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러한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는 풍조
때문에 장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음

|그림 2| SAG-AFTRA의 블루리본커미션 로고 (출처: SAG-AFTRA)

 2017 년 11 월 <워킹데드>(TV)와 <데드풀 2> 촬영현장에서 스턴트배우가 연달아 사망하는

6) https://www.hollywoodreporter.com/news/midnight-rider-accident-sarah-jones-death-gregg-allman-685976
7) https://deadline.com/2014/10/midnight-rider-death-timeline-sarah-jones-train-accident-investigation-120126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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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생기자, 2019 년 3 월 배우조합(SAG-AFTRA)은 촬영현장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블루리본커미션(Blue Ribbon Commission on Safety)를 출범, 현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초과근무, 장거리 운전, 악천후 등으로 아티스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 않은지 조사하기로
결정함8)
 SAG-AFTRA 의 블루리본커미션은 안전성을 우선순위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안전은 물론
조합이 교섭한 근로기준을 어기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음9)
2. 초과근무로 인한 졸음운전
 미디어산업에 대해 다루는 온라인 뉴스미디어 Deadline 에 따르면, 프로덕션 중에 스태프가
사망하는 경우는 위의 사례들과 다르게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님. 1914 년 이후 영화 8 편의
촬영현장에서 스태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10)
 그러나 사망자수가 많지 않음에도 이 숫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2006 년 하스켈
웩슬러가 만든 다큐멘터리 <Who Needs Sleep?>에서 지적된 것처럼 “예방 가능한 사고”였기
때문이며, 이 사고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제작사들의 결정, 초과근무를 묵과하는 촬영현장의
관행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Who Needs Sleep?>은 역설적인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1997 년 하루 19 시간을 근무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사한 촬영조감독 브렌드 허쉬먼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짐
 이 다큐멘터리는 제작기간을 단축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루 20 시간까지도 노동력을 요구하는
영화산업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이지만, 인터뷰이로 등장하는 폴 뉴먼, 줄리아
로버츠 등의 유명인이 산업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됨. 다큐멘터리에서 폴 뉴먼은 촬영장에서 배우들의 하루와 스태프들의
하루가 어떻게 다른지 언급함으로써 같은 현장에서도 직능에 따라 근무환경이 다른 사실을
지적했고, 줄리아 로버츠는 배우조합이 하루 최대 12 시간 촬영과 중간 휴식을 보장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때때로 배우들은 쉴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스태프들이 쉴 수 있게 하려고
휴식을 요청한다고 언급함
 18 년 동안 영화와 TV 현장에서 조감독으로 일한 아담 보크넥 역시 자신이 초과근무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거의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한 뒤, 하루 12 시간도 사실 장시간이며, 근로시간이
법이 규정하는 12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초과근무를 당연시하는 영화산업의 관행과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방관하는 제작사의 결정(숙박 및 차량지원이 없음)은
비양심적이라고 혹평함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으로 정해진 12 시간에 대해서 이렇듯 산업종사자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영화현장이 대부분 초과근무수당을 사전에 계산해 시급으로 지급하는 편법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8) https://deadline.com/2017/11/sag-aftra-safety-commission-workplace-movie-set-1202216552/
9) https://www.sagaftra.org/anonymity-filing-claims-and-reporting-safety-issues
10) https://deadline.com/2018/02/hollywood-safety-drowsy-driving-long-work-hours-crew-12022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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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시작되면 12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함. 다시 말하면,
개인과의 계약에 일 근무시간을 12 시간으로 규정 이에 대해 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12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노동법에서 정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11)
 그러나 근무현장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제 3 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된 바 있음(캘리포니아 1998 년 디퓨 대 크로크다일 엔터프라이즈)
 장시간 촬영 뒤 숙박을 제공받지 못하고 졸음 운전하다가 죽을 뻔한 사연은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흔한 이야기며, 이 같은 위험한 상황이 스태프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님.
2017 년 <리버데일>(TV)의 출연배우 KJ 에이파 역시 장시간 촬영 뒤 집에 돌아가던 길에
진입로의 기둥에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냄
 이 사고 뒤 에이파는 사고의 잘못은 피곤한 데 운전한 자기에게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제작사인 CW/Warener 는 에이파가 피곤해서 차량 또는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시
제공받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함. 그러나 다른 촬영 현장이나 배우가 아닌 스태프들도 같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음12)
 이 사고로 배우조합은 <리버데일> 촬영 현장이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팀을 파견하기도 했음.
 이 사고는 초과근무가 팽배한 미디어 산업의 촬영현장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그림 3| <리버데일>에 출연 중인 KJ 에이파 (출처: TV Insider)

11) https://www.reddit.com/r/FilmIndustryLA/comments/7u549j/overtime_question_nonunion_documentary/
12) https://deadline.com/2017/11/riverdale-kj-apa-car-crash-production-practice-1202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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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트리레벨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1. #PayUpHollywood 무브먼트

|그림 4| 트위터에서 시작된 #PayUpHollywood (출처: Variety)

 해쉬태그 #PayUpHollywood 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엔트리레벨 직원들이 일하면서
받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해서 폭로한 SNS 무브먼트임
 현 작가조합 이사회의 멤버인 리즈 알퍼가 주축이 된 이니셔티브로 산업 안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겪은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간략한 서베이를 진행함. 2019 년 10 월 14 일
시작된 이 서베이는 하루만에 3700 건의 트위터 응답을 이끌어 내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음13)
 이후 리즈 알퍼는 공식적인 설문조사를 11 월 24 일 진행, 1500 명의 현직, 전직 엔트리레벨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설문결과는 12 월 3 일 발표했음14)
 리즈 알퍼는 “이 산업 원래 이렇다는 닳고 닳은 변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리우드가 늘 임금불평등과 주택불안정,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PayUpHollywood 를 지지했음
 리즈 알퍼와 함께 #PayUpHollywood 이니셔티브를 공동설립한 데이드레 맨건은 “산업의
수익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스튜디오는 각종 시상식을 위해 10 자리 숫자 규모의
마케팅비를 쏟아 붓는다, 기업공개를 위해 5 억 달러를 에이전시에게 지불하는 이 산업에게,
사람다운 삶을 위해 한 주에 몇 백달러 더 쓰라고 하는 게 비정상적인 요구인가?”라고 덧붙임
 #PayUpHollywood 는 조사된 응답을 바탕으로 이슈에 대해 널리 알리고 이 이슈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다음 과제를 준비하고 있음

13) https://variety.com/2019/tv/news/pay-up-hollywood-assistant-pay-1203370091/
14) https://drive.google.com/file/d/1GgD4jU1eH7vXWt6BojDPYO_3AZMKFOAM/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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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결과가 드러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근로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
 #PayUpHollywood 의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엔트리레벨 직원들이 직면한 상황의 심각성은 물론 산업이
묵과해온 비상식적인 고용행태(인종차별, 초과근무), 고질적인 고용불안정, 그로 인한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직시할 수 있음\

|그림 5| #PayUpHollywood 설문 중 응답자의 인종에 대한 결과 (출처: #PayUpHollywood)

 다음은 응답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내용임15)
- 응답자의 64.41%는 연 수입이 5 만 달러 미만이라고 답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렌트로
인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최저 연봉선은 5 만 3600 달러임
- 응답자의 78.21%는 자신의 인종을 백인이라고 답했으며, 다른 인종을 답한 경우는
10%가 넘는 경우가 없었음
- 응답자의 67.58%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업을 한다고 답함
- 응답자의 92.67%는 한주에 40 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으며, 15.04%는 60 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함
- 응답자의 92.29%는 일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다고 답함
- 응답자 중 104 명은 동료 또는 상사가 자신에게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고 답함
- 81.33%는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고 답했고, 33.7%는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고 답함
 탤런트 에이전시 Verve 는 #PayUpHollywood 에 응답해 2020 년 1 월 1 일부터 엔트리레벨 직원과
메일룸 직원들의 임금을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하는 최저임금보다 5~10 달러 높게 조정했음. Verve 는
이후 코로나 19 로 인한 구조조정에서도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에 전체적인 임금조정을 통해 해고 없이
재택근무로 전환했음16)
15) https://medium.com/@elizabeth.alper/payuphollywood-releases-survey-of-1-500-entertainment-industryassistants-pay-working-conditions-df84e44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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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캘리포니아 새 노동법안 AB5를 둘러싼 프리랜서들의 반발

1.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AB5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롭게 시행된 노동법 AB517)는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그 동안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던 일부 근로자들이 직원으로 간주될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 준하는 임금과 복지(최저임금, 유버타임, 유급병가 등)를 제공해야함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다음의 ABC 항목을 테스트하여 직원을 분류하는데, 1) 비즈니스의
핵심영역을 위해 일하거나 2) 고용주가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하며 3)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구분됨. 독립계약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고용주의 감독과
지시에서 자유롭고 2) 비즈니스의 핵심영역 외의 업무를 하며 3)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설립하고
유지해야함
 AB5 가 신규 시행되며 강조된 이유는 우버와 같이 비즈니스의 핵심영역(차량공유)을 위해
일하면서 회사의 복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를 위해서임
 그동안 주로 독립계약자로 일해 온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영역의 작가, 뮤지션 등도 영향을 받게
되며, 프로젝트 별로 단기간 고용되어 온 계약직들도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됨
 새로운 법안에서 제외되는 직업으로는 심리학자, 치과의사, 발 전문의, 보험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 변호사, 회계사, 수의사, 미용사 등 전문 라이선스가 있는 직업들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메이저 스튜디오가 밀집한 캘리포니아 내에서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고용형태와 계약형태에 변화가 예상됨
 고용인의 경우 계약 형태 및 세금의 공제액이 달라지며, 고용주인 스튜디오의 경우에도
비용절감을 위해 프리랜서를 고용했었는데 직원으로 간주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고용인력을 구할 때 고민해야할 항목이 늘어남
2. 프리랜서들의 반발
 Forbes 에 따르면, 유연한 근무시간을 선호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의 프리랜서들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의 근로자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음18)
 우버, 도어대쉬, 리프트 등의 드라이버들은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여러 가지 차량공유서비스에
등록해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소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법안의 적용을
반대함
 할리우드 프리랜서 작가들도 이 법안에 의하면 한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되어 자기사업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참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제한이 생기는 등 현재와 비교해 상황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예외를 둘 것을 요청했음
16) https://deadline.com/2019/12/writer-liz-alper-co-founder-payuphollywood-signs-verve-1202807916/
17) https://www.edd.ca.gov/payroll_taxes/ab-5.htm
18) https://www.forbes.com/sites/heidilynnekurter/2019/10/31/california-destroys-1-trillion-gig-economy-with-new
-law/#6c6e626e2f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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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을 제안한 로레나 곤잘레스는 이 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며,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프토그래퍼, 작가는 1 년에 35 건까지 고용되지
않은 채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다고 여지를 두었음
 그러나 단어 당 지불되는 원고료가 적을수록 한 달에 35 건은 쉽게 채울 수 있는 제한이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았음
 또한 미디어, 스튜디오 등 고용주는 앞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추가비용이나 소송 등을
감안해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프리랜서들도
이 법안을 피해 다른 주로 이탈할 가능성이 생김
 프리랜서 노동조합인 Freelancing in America 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는 5700 만 명의
프리랜서가 있으며 이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1 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됨19)

|그림 6|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리랜서를 선택함
(출처: Freelancing in America)20)

 이렇게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프리랜서의 비중과 기여도는 상당한 편인데, Upworks 의
심층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들의 51%는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관계를 원하지 않으며, 이들의
75%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프리랜서가 됐음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지역에 유연한 장점을 가진 프리랜서로의 전향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변화는 프리랜서를 고려해서 진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됨

5

정리 및 시사점
 미국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할리우드는 다양한 직능의 전문가들과 전문가들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단위로, 규모가 큰 만큼 다종다양한

19) https://www.thepennyhoarder.com/make-money/side-gigs/freelance-economy/
20) https://www.slideshare.net/upwork/freelancing-in-america-2018-120288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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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를 직면하고 있음
 할리우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노동법을 따르는데, 고용이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초과근무 가능 시간 등이 다를 수 있음. 메이저 스튜디오가 밀집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20 년 1 월 1 일부터 최저임금은 12 달러, 일 근로시간은 8 시간이며, 하루
초과근무는 4 시간까지 총 12 시간 가능함. (초과근무 시 시급의 1.5 배 지급)
 할리우드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은 다른 국가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모델로 삼기도
하는데 이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직능별로 잘 발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역할과 권력이 상당하기 때문
 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는 감독조합, 작가조합, 배우조합, 스태프조합 등이 있으며 영화, TV 는
물론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며 10 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음
 이들 조합은 개인을 대표해 제작사와 근로조건을 교섭하는 교섭단체의 성격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이 진행되어 독립계약자와 프리랜서의 고용이 흔한 할리우드에서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할리우드가 근로환경, 고용인 복지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많은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비용절감”이 최우선이기 때문. 본문에서 예를 든 프로덕션 사고사,
졸음운전 방치 등은 모두 비용절감을 위해 제작사에서 밀어붙인 결과로 해석됨
 스태프의 노동조건과 환경이 꼭 지켜야하는 기본조건이 아닌 비용절감의 도구가 되는 이유는
미디어 산업이 노동력이 과잉공급 되는 특이성을 가진 경쟁적인 시장이기 때문. 초과근무,
최저임금, 무급 인턴 등 악조건에도 일할 기회를 찾기 위해 경쟁함. 일례로 2000 년대 초,
와인스타인 컴퍼니의 인턴 자리를 두고 2 만 5 천불에 경매가 붙여지기도 했음
 이런 종류의 인턴십을 악용하는 사례는 2011 년까지 팽배했으나 <블랙스완>의 현장 인턴 2 명이
<블랙스완> 촬영현장에서 인턴들은 트레이닝이 아닌 일을 했으며 이제 마땅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악습이 없어짐. 일부 스튜디오들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염려해
무급인턴들에게 뒤늦게 임금을 지급하는 해프닝도 있었음
 이처럼 예전에는 당연히 여겨졌던 고용관계에서의 나쁜 관행들이 SNS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음. 2017 년 #metoo 무브먼트 이후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졌음
 최근 #PayUpHollywood 나 #OscarSoWhite 등은 인종차별, 저임금, 고용불안정 등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외부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할리우드의 화려한 이미지를 배반하는
이면을 드러내거나 민감한 이슈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외부의 관심을 끌게 됐음
 할리우드의 역사가 긴 만큼 선진화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할리우드를
무작정 롤모델로 보기보다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진행형인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 미디어 산업에서도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또한 직능별 사단법인이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정부
수준에서 이를 보장하는 노동법의 보완이 필요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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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가 다양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안은 만들기 어려움. 캘리포니아 주의 새 법안 AB5 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보아도 알 수 있음. 그러나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의 근로조건,
생계비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안자들의 고민이 필요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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