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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우리는 영화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영화계 종사자 및 체인지메이커와 함께 대담한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실

천 방법을 공유하고, 중요한 논픽션 다큐멘터리 작품이 관객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소사이어티는 런던, 뉴욕,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다큐멘터리 창작자들 사이의 국제적 커뮤니

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입니다. 전 세계 55,000여 명의 영화 창작자 및 체인지

메이커들이 참고하는 오픈 소스 자료인 『임팩트 필드 가이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

쁩니다.

『임팩트 필드 가이드 2.0』을 펴내며1.1 환영 인사

1.2 영화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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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 Abi-Khalil, Macky Alston, Abigail Anketell-Jones, Lindsay 

Green Barber, Julia Bacha, Stephanie Bleyer, Kylie Boltin, 

Jeffrey Bowers, Caitlin Boyle, Marco Cartolano, Giuliano 

Cavalli, Sonya Childress, Kristy Chin, Brenda Coughlin, Inti 

Cordera, Santhosh Daniel, Abby Davis, Fiona Dawson, Dina 

de Veer, Cristine Platt Dewey, Jamie Dobie, Jo-Jo Ellison, 

Violet Feng, Deirdre Fishel, Edie Gill Holder, Amelia Hapsari, 

Lee Hirsch, Will Jenkins, Anita Khanna, Judy Kibinge, Fiona 

Lawson-Baker, Rachel Lears, Sheila Leddy, Alex Lee, Wendy 

Levy, John Lightfoot, Kathleen Lingo, Mary Macrae, Ani 

Mercedes, Molly Murphy, Joanna Natasegara, Ina Pira, 

Michael Premo, Alice Quinlan, Khushboo Ranka, Larissa 

Rhodes, Theo Rigby, Flor Rubina, Ellen Schneider, Michèle 

Stephenson, Fran Sterling, Paulina Suárez, Sandra Tabares-

Duque, Jennifer Maytorena Taylor, Poh Si Teng, Ayse Toprak, 

Sophy Sivaraman, Ilse van Velzen, Lynette Wallworth, Emily 

Wanja, Banker White, Sydelle Willow Smith, Malinda Wink, 

Samantha Wright, Pamela Yates, Luis González Zaffaroni, 

Amy Ziering.

1.1 환영 인사

1.2 영화의 힘

1.3 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1.4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1.5 영화 제작진의 과제

1.6 너 자신을 알라

조영란

김태림

박지혜

황혜림

메타플레이

그래픽캐뷰러리

임팩트 필드 가이드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영화, 커뮤니티와 사회운동의 교차점에서 헌신적으로 작

업하고 있는 수많은 개개인 덕분에 우리는 지난 십 년간 

깊이 있는 예술적 공헌, 저널리스트적인 조명, 급진적인 

혁신과 주목할 만한 사회 변화 등 다양한 사례를 목도했

습니다. 업데이트된 본 가이드는 이러한 사례가 지닌 에

너지를 일부나마 반영하고자 한 결과입니다. 그 에너지를 

통제한다거나 이 일을 하려면 특정한 한 가지 방식뿐이라

고 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 반대에 가깝습니다.  우

리는 단지 앞서 누군가가 이미 해결한 문제에 대한 아이

디어와 접근법을 공유함으로써 창작자들이 각자의 프로

젝트가 지닌 고유한 과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임팩트 필드 가이드』는 샌프란시스코

에서 활동하는 임팩트 전략가 사하르 드라이버 Sahar 

Driver의 지치지 않는 애정과 열정 덕분에 2019년 

개정되었습니다. 런던에 위치한 인볼브드디자인 In-

volved Design 소속의 새라 니콜슨 Sarah Nicholson과 

매트 피셔 Matt Fisher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이번 개정판 출간을 위해 전 세계 유수의 뛰어난 영화 제

작진, 학자, 문화 큐레이터, 임팩트 프로듀서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신 버전에 기여한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sahardriver.com/
https://involved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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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은 프로젝트의 원동력이 될 이론과 실전의 기

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술이 어떻게 변화를 불러

올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한 가이드에 소개된 다양한 깊

이 있는 사례 연구를 숙지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참고 사

례 또한 라이브러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작품이나 캠페인과 관련된 다양한 참고 문헌

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임팩트 계획에는 자신의 비전과 전략을 발전시키고 목표

에 다다르기 위한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임팩트 

실현의 내용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역할과 필

요한 비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임팩트 배급에

서는 각 작품에 어울리는 관객을 파악하는 방법과 관객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를 탐구합니다. 단편 

제작과 활용은 이번 개정판에서 처음 선보이는 장으로 최

근 새로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단편 형식을 연구합니다. 

임팩트 측정은 목표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를 따라가는 방

법을 통해 내용을 큰 원처럼 연결시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단편 형식의 영화에 대한 새로운 장에 

더불어 글로벌 배급에 관련한 업데이트, 작품 출연자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고려, 해방적 실천으로서의 영화

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대륙에서 벌어진 혁신적인 

캠페인 사례를 다룬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가이드 및 툴킷은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필요

에 따라 자유롭게 각 장을 오가며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굵은 글씨로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모두 하이퍼링크라

는 사실을 참고하시길. 링크를 통해 가이드 자체의 내용

은 물론 외부 자료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층 

깊은 탐구를 돕기 위해 마련한 파고들기 섹션에서는 기타 

참고 자료와 관련 기사, 각 장의 내용과 관련한 논쟁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툴킷이 확고한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주

로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 기반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중

국, 인도, 콩고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등

지에서 활동하는 동료들의 사례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

다.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더욱 유용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독소사이어티는 무엇보다 영화 창작자들이 미래에 각자

의 작품으로 어떠한 성취를 이뤄나갈지 지켜보고 싶습니

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모

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독소사이어티 일동 드림.

1.1 환영 인사

1.2 영화의 힘

1.3 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1.4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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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너 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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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힘

이 장은 당신이 현재 계획 중인 프로젝트에 깊

이 들어가기에 앞서, 어떻게 사회적 임팩트를 

끌어낼 다큐멘터리 창작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작

성되었다. 

사회와 환경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그 변화가 

각각 다른 조건과 맥락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하고, 예술과 임팩트를 결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당

신을 각자의 동기와 필요성을 더욱 깊이 탐구하

기 위한 연습으로 이끌 것이다. 하지만 우선 다

큐멘터리가 지닌 고유한 특성에 관한 질문을 먼

저 던지려 한다.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

는 영화의 가능성은 자명하다. 그것이 바로 영

“

벤 오크리, 아티스트

화만의 힘이자, 영화가 제공하는 고유한 경험이

다. 하지만 특히 다큐멘터리가 사회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어떤 이유일까? 

참고 문헌과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아울러, 

네 가지 주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야기는 공포심을 

정복할 수 있다. 

이야기는 마음을 

자라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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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강력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 두뇌의 작동 방식이 

바뀌기도 한다.” 
폴 잭, 경제학 교수 및 

신경경제학센터 설립자

하나.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스토리텔링에 능하고, 

훌륭한 스토리텔링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나 소셜 미디어와는 달리,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은 관객에게 몰입도 높은 경

험을 제공함으로써 깊은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살아

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아이디어나 이슈에 관객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객은 종종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큐멘터리가 특히 전략

적으로 사용될 때, 대중을 끌어들이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생겨난다. 

신경경제학자 폴 잭은 코르티솔과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갈수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쉽게 만

든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스토리텔링이 두뇌의 화학 작용에 끼치는 영향을 증명한 바 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가?

여기 무료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한다. 차후 더 많은 과정이 추가되면서 라이브러리에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당신의 제안 또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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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영화 창작자들은 정책을 만드는 대신, 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창

적인 내러티브, 목소리와 정보를 제시한다. 우리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순간을 창조하고, 이러한 

순간들을 스토리텔링과 결부하여 관객이 새로운 접점을 찾아낼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발생한 

집단의 에너지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눈덩이가 불어나듯 더 많은 이야기가 담론에 오르게 

하고 더 많은 관객에게 순간을 포착하려는 의지를 부여하는 초석이 된다.

다큐멘터리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관객들이 한층 더 넓

은 분야의 이슈와 개념, 그리고 타인의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컬처그룹 The Culture Group이 발간한 『메이킹 웨이브즈』 보고서는 문화적 변화의 필요

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동성결혼, 시민 평등권, DREAMer 운동 등의 사회 이슈는 물론 메이저리

그에 흑인 선수가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엘렌 드제너러스가 생방송에서 커밍아웃한 사건 등의 

사례가 어떻게 정치적, 법적 변화를 촉구하고 불러일으켰는지 근거를 제시한다.

다큐멘터리는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변화를 이끈다. 

“ 정치는 문화에서 나온다. 
입법과 항의를 통해 특정 결과를 
바꿀 수도 있지만, 근본적 원인을 
바꾸는 것은 결국 문화의 몫이다.

리베카 솔닛

작가, 『빌리버The Believer』와의 인터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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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영화 창작자들은 주어진 이슈에 담긴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무척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논점을 제공한다. 영화 제작진은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기존에 

없었던 연대와 파트너십을 창출하거나, 공통의 목표와 필요한 협력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할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속

한 커뮤니티가 아닌 경우, 커뮤니티의 일원들 스스로 험난한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영화 제작진

이 영화의 출연자, 관객, 관련 커뮤니티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윤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은 3.5장

에서 자세히 논할 예정이지만,  올바른 정신으로 제공된 영화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충

분할 것이다.

영화 창작자는 이슈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영화는 매우 민주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난 

매체이다. 

단지 세상을 치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영화야말로 가장 훌륭한 

선택이다.
뱅크시, 아티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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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스토리텔링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결국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오늘날 다큐멘터리 창작자는 전통적인 텔레비전이나 극장 배급 시스템을 벗어나 "임팩트", "원조 

및 지원", "참여 활동" 등의 캠페인을 고려한 배급 계획을 염두에 둔다. 이 용어는 모두 영화가 다

루는 이슈의 연장 선상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제작진이 준비하는 사전 계획을 수식

하는 데 쓰이는 표현이다. 이러한 계획은 캠페인 목표 달성을 위해 누가 영화를 봐야 하는지, 관

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파트너십, 도구, 참고자료 등이 필요한지를 포함한다.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상영회를 마련하고, NGO 파트너와 

협력하여 수립한 계획을 통해 지지자를 모으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나거나, 교육자들이 교실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의 광범위한 활동 내용 또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예술의 기능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인식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해주는 

도구이다.

“

” 
어슐러 K. 르 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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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이러한 창작 과정은 불과 몇 달에 불과할 수도, 수년이 걸리는 장기 캠페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

다. 캠페인의 운영 주체 또한 창작자 본인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단체일 수 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텔레비전 및 극장 배급이 다큐멘터리를 관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배급 방식이 해체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곳곳의 창작자들에

게는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을 활용할 기회와 여건이 주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하나: 영화 창작자는 자신의 영화를 통해 이뤄낼 수 있을 임팩트의 

종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예술은 회복이다. 

예술은 삶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망가뜨린 

것들을 다시 온전히 

만드는 것이다.

“

” 
루이즈 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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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라이브러리임팩트 측정단편 제작과 활용임팩트 배급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들어가는 글

파고들기

1.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스토리텔링에 능하고, 훌륭한 스토

리텔링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3. 영화 창작자는 이슈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4.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2. 다큐멘터리는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변화를 이끈다

트위터 @pauljzak

community-wealth.org/sites/clone.community-wealth.org/
files/downloads/paper-bergdall.pdf

harpers.org/archive/2017/11/preaching-to-thechoir/
theculturegroup.org/2013/08/31/
making-waves/

andaction.org/wp-content/uploads/2017/03/Pop-Culture-
Works-for-Social-Change_FINAL.pdf

youtube.com/playlist?list=PLOoIZTxzMxeDPy2oCaUNP2Vg
4C2kqRZ1m

신경 과학과 경제행위에 관한 폴 잭의 

트위터에서 그의 생각을 더욱 자세히 

개발 운동 측면에서 외부인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테리 버그

달의 논문은 자산 기반 커뮤니티 개발 프로그램(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을 바탕으로 지역 커뮤니티

의 힘과 가능성에 주목함으로써 개발의 방식에 접근하고 있다.

경청과 토론의 기술을 강조한 리베카 솔닛의 에세이는 '성가

대에 설교하기'-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는 뜻의 영어 숙

어-가 이미 보편적으로 의견을 일치한 상대와 더욱 깊이 교류

함으로써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시민 평등권에서부터 동성결혼을 포함한 결혼 평등권에 이르

기까지, 사회 변화 이슈에 대한 문화의 주도적 역할을 소개하

는 컬처그룹의 안내서를 참고해 보자.

#ArtIsJustice는 여러 아티스트가 19편의 영상을 통해 예술이 

사회 정의 실현의 원동력이 된 사례를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대중문화가 지닌 힘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중요한 이슈와 관

련된 사람들을 이어주는 방법을 다룬 안내서. 영감이 될 만한 

사례와 효율적인 실천 전략, 참고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폴 잭 

Paul Zak

외부자의 촉매 작용에 관한 고찰

Reflections on the Catalytic Role of an Outsider

성가대에 설교하기 - 리베카 솔닛 

Preaching to The Choir By Rebecca Solnit

메이킹 웨이브즈: 문화 전략 가이드

Making Waves: A Guide to Cultural 

Strategy

#예술은정의다 

#ArtIsJustice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중문화 

Pop Culture Works for Social Change

더 읽을거리

1.2

books.google.co.uk/books/about/Radical_media.
html?id=J9BoAAAAIAAJ&redir_esc=y

ssir.org/articles/entry/using_story_to_change_systems

이번 기회에 평등주의, 포용정책, 실천과 사회 운동 확대를 강

조한 급진적 미디어 이론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 존 다우닝의 

'급진적 미디어'를 참고해 보자. 

스탠퍼드사회혁신리뷰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올바른 방향

으로 사회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집단 스토리텔링 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급진적 미디어 

Radical Media

스탠퍼드사회혁신리뷰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https://valuesandframes.org/resources/CCF_report_the_
art_of_life.pdf

예술과 문화가 우리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대담 형식의 이 보고서는 예술가, 문화 기관, 그리고 제3의 주

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어떻게 협업해야 할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심리학 교수 팀 카서, 아티

스트 엘리 해리슨, 극작가 마이크 밴 그란, 활동가 톰 크롬튼, 

디자이너 댄 러셀, 문화 기관의 단체장 도널드 스미스와 서로 

매우 다른 분야의 학문을 다루는 두 학자 엘리노라 벨피오르

와 에드 드시가 참여했다.

삶의 예술: 예술 및 문화 활동 참여가 

가치관에 끼치는 영향 

The Art of Life: Understanding 

how participation in arts and

culture can affect our values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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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pauljzak?ref_src=twsrc%5Egoogle%7Ctwcamp%5Eserp%7Ctwgr%5Eauthor
http://community-wealth.org/sites/clone.community-wealth.org/files/downloads/paper-bergdall.pdf
https://harpers.org/archive/2017/11/preaching-to-the-choir/
http://theculturegroup.org/2013/08/31/making-waves/
http://youtube.com/playlist?list=PLOoIZTxzMxeDPy2oCaUNP2Vg4C2kqRZ1m
http://books.google.co.uk/books/about/Radical_media.html?id=J9BoAAAAIAAJ&redir_esc=y
http://ssir.org/articles/entry/using_story_to_change_systems
https://valuesandframes.org/resources/CCF_report_the_art_of_lif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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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우리는 작품이 다루는 이슈가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 관련 이슈에 대

한 강력하고 조직된 반대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조건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품의 위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프로젝트가 마주한 외부 조건을 파악하는 일은 성공적인 목표 달

성 지점을 구체화하고 얼마만큼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과

정이다.

다큐멘터리가 어떤 형태의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을지 가늠할 방법이 있을까? 

임팩트를 만들어내기에 더 적합한 특정 종류의 작품이나 주제가 있을까?

폭군은 항상 예술을 두려워한다. 
폭군은 신비한 존재로 남고 싶어 하지만, 
예술은 모든 것을 명확히 보여주려 하기 때
문이다. 
뛰어난 예술가는 진실의 전달자이며, 
자칫 모호한 존재로 남을 수 있는 개념을 
형상화하고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에 
이목을 집중시킨다. 
폭군은 예술가를 침묵시키고, 깎아내리거나 
매수하며 박해를 시도한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

” 
아이리스 머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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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에 정치를 지나치게 

끌어들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솔직하지 

않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야말로 지금의 상황이 

매우 흡족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  

그들이 정말 하려는 말은 

‘시스템을 흔들지 말라’는 

뜻이다.” 
제임스 볼드윈

많은 다큐멘터리가 탐사, 발견, 조명과 휴머니즘의 성격을 고루 가지고 있지만, 주를 이루는 강조점 또한 드러나

기 마련이다. 다큐멘터리의 주된 성격을 작품을 둘러싼 외부 조건에 기대어 보면, 성취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에 

관한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아래 사분면 표를 참고하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자.

관객이 알지 못하고 아무도 딱히 반대하지 않는 '신선'한 환경에서는, 여론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새로운 법을 입안

하는 계기를 마련하거나 기업의 공개 사과를 끌어내는 등의 변화를 성공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작품과 캠페인

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외부 제약에 따라 앞선 예시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착'된 

환경에서는 눈금 한 개 분의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노력이 아깝지 않은 엄청난 성취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맞닥뜨릴 외부 조건을 고려하면서, 당신이 바라는 성공의 형태를 가늠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데 다음 

사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숨겨진 환경: 탐사

주요 관객층 사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강력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이슈를 다룬 작품은 

해당 사건을 깊이 '탐사'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신선한 환경: 발견

주요 관객층 사이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반대 세력이 없거나 적은 이슈를 다루는 작품에서는, 

내용을 극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발견'하는 형식이 선호된다.

친숙한 환경: 조명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반대 의견이 없거나 

적은 이슈를 다루는 작품은 이미 반복해서 논의된 이슈를 

새로이 '조명'할 필요가 있다.

고착된 환경: 휴머니즘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주요 관객층의 피로감을 유발할 수도 

있는 동시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가진 이슈를 다룰 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펴는 것보다 관련 대상을 

'휴머니즘'의 시선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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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블랙피쉬 Blackfish>

조명: <백 잇 Bag It>, 

<내가 사는 집 The House I 

Live In>

휴머니즘: <후 이즈 다야니 크

리스탈? Who Is Dayani Cri-

stal?>

탐사: <노 파이어 존 No Fire 

Zone>

참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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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또 다른 전쟁 THE INVISIBLE WAR> 조명: <불리 BULLY>

군대 내 강간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기에 <또 다른 전쟁>은 반대 의견이 전무한 

이슈를 다루며, 이는 피해 당사자를 제외하면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군대에 복무하는 여성 네 명 중 한 명은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다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드러낸 결과, 이 작품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 육군의 지휘체계 최상부까지 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공교육이 시작된 이래 늘 수면 위에 떠 있던 문제를 다루는 <불리>가 맞닥뜨린 

가장 큰 장애물은 이 이슈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다는 점이었다. 

'애들이 다 그렇지'라는식의 무지한 태도는 학교 폭력의 문제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왔다. <불리>는 이렇듯 비극적이기까지 한 사고방식을 

미국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조명하며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를 종용한다. 

이 작품의 대담한 접근법은 많은 주와 도시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한 캠페인을 

끌어내며 미대륙 전역에 걸친 문화적 순간을 만들어냈다.
감상하기

감상하기

탐사: <가스랜드 GASLAND> 휴머니즘: <부드루스 BUDRUS>

미국 대중에게 석유 시추 신기술에 관해 설명한 <가스랜드>는 

지역 사회 단위에서 이 기술을 반대하는 법안을 지지하기를 촉구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체라는 거대한 반대 의견을 상대해야 했던 제작진은 작품에서 

묘사된 환경 파괴 과정을 반박하는 주장이 뒤따를 것이라 짐작했고, 

따라서 면밀한 탐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해내야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학교 

폭력 문제와는 달리, 진정한 진보를 가로막는 장벽은 단지 태도나 인식 변화 정도

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뿌리가 깊고, 완고한 정치인, 언론과 로비스트의 영향

으로 대중의 인식 또한 이미 굳어져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부드루스>는 휴머니

즘적 접근을 통해 분명한 성취를 이루었다. 이런 이슈를 다룰 땐 새로운 사실이나 

연구 자료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비폭력주의를 가시화하며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담론을 진전시키는 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감상하기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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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blackfish-report.pdf
http://www.thehouseilivein.org/
https://vimeo.com/110456230
https://whoisdayanicristal.com/impact
https://vimeo.com/79346821
https://vimeo.com/79348129
https://vimeo.com/57104067
https://vimeo.com/5847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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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9.70> 조명: <기억해주세요 PLEASE REMEMBER ME>

정부의 농민 탄압을 다룬 <9.70>은 콜롬비아 사회에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2010년 소리소문없이 통과된 '9.70 농업 법안'은 콜롬비아의 농부들이 

추수 뒤에 갈무리한 씨앗을 보관하지 못하게 제재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 농민들 사이에선 분노가 들끓었지만, 

정작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 작품은 다국적 기업과 정부가 

예기치 못했던 농민 파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에서만 천만 명이 넘는 알츠하이머 및 치매 환자의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 

이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대중은 이런 질병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큐멘터리 <기억해주세요>는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도 삶을 지켜내려 애쓰는 한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별한 반대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작진은 이슈를 환기하고 

새로운 관련 정책과 법안이 생겨나는 데 일조했고, 상하이의 창서우 구에 

중국 최초의 "치매 친화 커뮤니티"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기도 했다.

감상하기 감상하기

탐사: <비룽가 VIRUNGA> 휴머니즘: <산호초를 따라서 CHASING CORAL>

<비룽가>는 콩고민주공화국 비룽가국립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석유 채취를 소재로 한 작품이며, 관련 내용은 개봉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 캠페인은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됐지만, 

작품의 주된 이슈는 이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제작진은 석유 채취를

 지휘하는 기업이 조직적으로 강력히 반발하리라 예상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벌어질 반대 운동 지지자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았다. 따라서 모든 사실관계를 반복

해서 확인하고, 법률 자문팀을 구성해 맞닥뜨리게 될 것이 분명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이 양극단으로 갈라진 미국 사회에서

<산호초를 따라서> 제작진은 더 많은 관객이 생태계를 포함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극복해야만 했다. 

제작진은 자연환경이 처한 위기를 드러내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 작품의 진정한 힘은 휴머니즘에 있었다. 

이 작품은 소중히 여기던 산호초가 대규모로 파괴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깊은 슬픔에 빠진 과학자들의 경험에 관객을 몰입시켰다.

감상하기

감상하기

1.1 환영 인사

1.2 영화의 힘

1.3 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1.4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1.5 영화 제작진의 과제

1.6 너 자신을 알라

조명: <백 잇 Bag It>, 

<내가 사는 집 The House I 

Live In>

휴머니즘: <후 이즈 다야니 크

리스탈? Who Is Dayani Cri-

stal?>

발견: <블랙피쉬 Blackfish>

탐사: <노 파이어 존 No Fire 

Zone>

참고 사례:

https://vimeo.com/223638450
https://vimeo.com/264494800
https://www.netflix.com/title/80009431
https://www.youtube.com/watch?v=DRsUWSgad2s&t=103s
http://www.thehouseilivein.org/
https://vimeo.com/110456230
https://whoisdayanicristal.com/impact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blackfish-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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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 두자. 이러한 분류법이 완벽할 수는 없다. 당신

의 작품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검

열 제도나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부터 의견 대립과 사회

적 불신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훨씬 더 많

을 수도 있다.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스토리텔링 기술을 적절히 사용해야만 목표하

던 임팩트를 이뤄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사분면을 실례로 참고삼아 연습해보면, 당

신의 작품이 소개될 환경 속에서 성취 가능한 목표와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 사이의 상호 작용 관계-

특히 원하는 목표와 가능한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

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임팩트 영

화를 떠올리고 그 작품이 사분면 중 어느 칸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자.

이제 당신의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이다.

작품이 다루는 주제는 (작품을 보여주고자 하는 관객층

에) 알려지지 않은 것인가, 잘 알려진 것인가?

그 주제에 대한 반대 세력은 미약한가, 강력한가?

라이브러리에서 당신의 작품과 비슷한 환경에서 만들

어진 영화 연구 사례를 찾아보자.

숨겨진 환경

친숙한 환경신선한 환경

고착된 환경

약한 반대

알
려

지
지

 않
은

 이
슈 잘

 알
려

진
 이

슈

강한 반대

당신의 작품이 속하게 될 이슈 환경을 
고려할 때, 작품의 핵심적인 장점이 무엇일지 
파악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가? 
단 한 가지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나아가 본 가이드의 다른 장에서 관련한 내용을
더욱 깊이 검토할 예정이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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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1.4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1.5 영화 제작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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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톱다운'인가 '보텀업'인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질문은 방대한 화제를 포함하며, 현재까지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이 장에서는 변화의 형태에 관한 핵심 이론을 검토하면서 

당신의 작품과 계획 중인 임팩트 캠페인에 연결 지어 생각해 볼 것이다. 우리에게 끊

임없이 반복하여 던져지는 질문은 다음 한 줄로 귀결된다.

1.1 환영 인사

1.2 영화의 힘

1.3 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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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운'인가 '보텀업'인가?

'톱다운'과 '보텀업'이라는 용어는 비단 영화계

를 넘어선 여러 영역에서 변화의 형태를 이론적

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다. 이 장에

서는 톱다운과 보텀업이라는 이론적 극단을 검

토하면서, 먼저 양쪽을 나눠 각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명시한 뒤 다시 양쪽을 아울러 두 편

의 작품 연구 사례를 통해 이러한 구분이 과연 

뚜렷한 것인지 확인할 것이다.

“ 영국과 미국의 지배층에게 
노예제도는 폐지론자들이 
움직일 때까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인종 차별은 시민 평등권 운동이 
등장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성차별은 페미니즘이 
대두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반(反)인종격리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vs. 기후

This Changes Everything:

Capitalism vs. The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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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운 변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비교적 최근까지도 톱다운 방식의 접근법이 주

로 사용되었다. 

사회는 공고한 구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변

화를 이루기 위한 캠페인의 목표 또한 구조 자

체를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 톱다운 접근

법의 골자이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 국가, 정부 간 협정 차원에서의 입법과 정

치적 결정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자

국 및 다국적 기업의 CEO, 이사회, 주주를 목표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톱다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사고의 바탕

에는, 사회를 전반적으로는 작동하지만 부분적으로 수

리가 필요한 하나의 기계 구조로 여기는 관점이 존재한

다. 이는 개별 문제를 분석, 처리하고 기계를 다시 프로

그래밍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잘 작동하게 만든다는 접

근법으로, 대중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 또한 이러한 수

리 과정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

한 것은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이다. 

“ 문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변화는 관계 기관이 
탈바꿈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며, 이렇게 변화한 문화는 
매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한다.” 

프란시스 헤셀바인 

『리더가 리더에게 Leader to

Leader』에 실린 기고문 '문화적 

변화를 향한 열쇠 The Key to Cul-

tural Transformatio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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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운 형태의 임팩트 전략을 이용한 몇몇 다큐멘터리 

작품은 관련 이슈를 둘러싼 눈부신 성취를 이룬 바 있

다. 일례로 <블랙피쉬 Blackfish>의 개봉 이후, 미국 플

로리다에 위치한 해양테마파크 '씨월드SeaWorld'의 입

장객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며 해당 테마파크의 유명세

와 시장 가치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보호를 위

한 새로운 법안이 입안되기도 했다. <노 파이어 존 No 

Fire Zone>은 스리랑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를 국제

심사하기로 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결정에 중대

한 영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톱다운 방식

의 접근은 자칫 고답적이고 주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갑자기 들어온 외부인이 사회적 약자 커

뮤니티의 곤경을 소재로 만든 영화를 정부 인사 앞에

서 상영하고, 박수 세례에 으쓱해진 어깨로 석양을 향

해 그럴듯하게 걸어 나가는 그림은 해당 커뮤니티의 관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 작품이 아무리 중대한 

정책이나 법안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해도 말이다. 

톱다운 접근법과는 반대의 입장에서 대두한 것이 보텀

업 방식이다. 그렇다면 보텀업은 어떤 방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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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텀업 변화 

사회를 하나의 기계 구조로 보는 톱다운 방식과

는 반대로, 보텀업 방식의 관점은 사회를 모든 이

슈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나눠질 수 

없는 유기체로 여긴다. 사회의 특정 부분을 일시

적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의 회복 탄력

성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

한 채 국부적인 변화는 흡수되고 말 것이라는 관

점이다. 미국의 인종 차별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법으로 명시된 권리는 오

랜 세월에 걸쳐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법이 보

장하는 바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 심지어 사회

가 정반대의 그릇된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다.

정책 차원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대신, 넓은 

의미의 보텀업 접근법은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는 당사

자 및 커뮤니티의 관계 내에서 힘을 쌓는 과정을 통해 

변화를 꾀한다. 이는 당사자와 커뮤니티 자체가 힘을 

기르고 스스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변화는 절대 

불가능하리라는 근본적인 믿음에 기반한다. 

“ 만일 이 세상에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다면, 
그건 기후 변화 대책 회의실이나 
고층 빌딩이 들어찬 도시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희망은 대지 위 낮은 곳에서, 
숲과 산과 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같이 싸우는 사람들을 
감싸 안고 있으며, 
그건 이들이야말로 숲과 산과 
강 역시 자신들을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룬다티 로이, 작가 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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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비전'이 <부드루스 Budrus>를 개봉했던 당시

만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비폭력 저항은 거

의 드러나지 않았으며 효과도 없는 일로 여겨지고 있었

다. 그래서 제작진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의 활

동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이들이 비폭력적 

접근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 수 있도록, 부드루스 마

을의 활동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그들이 자신의 이

야기를 들려주게 했다. <부드루스>의 감독 줄리아 바

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변화가 사회적 규범과 행

동 방식을 바꾸는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드루스 마을 주민들은 상영회를 기회 삼아 주

변 마을의 조직 운영자들과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여성

이 저항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부

드루스>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정당화하고, 활동가들의 

세력을 성장시키고 강화할 수 있었다.

보텀업 접근을 취할 땐, 완성된 작품(혹은 기타 미디어 

형식)을 어떤 관객층이 관람할 것인지의 문제가 작품

을 만드는 과정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 프로젝트 제작에 참여하는 일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스스

로 내재한 힘과 변화를 향한 갈망을 인지하는 데 강력

한 계기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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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는가, 상호 보완적인가?

보텀업에서 톱다운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앞서 논한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현실

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이 과연 서로 대립하고 있을까? 우

리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두 가지 방법 사이의 중요한 차별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할수록 당신의 프로젝트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다음 좋은 참고 사례

들은-이후에 소개할 네 가지 임팩트 역학 중 한쪽 면에 

쏠려 있긴 하지만-사실 양쪽의 접근법을 골고루 취하고 

있다. 

영화 <아메리칸 프라미스 American Promise> 및 연계

된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보텀업 방식의 변화 이론을 따

라 인종 평등이라는 주제를 탐구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중 한 명의 부모가 직접 연출했는데, 이들은 이후 '흑인 

남성의 성취를 위한 캠페인 Campaign for Black Male 

Achievement, CBMA'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점을 둘

러싸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논쟁의 주요 인사가 되었다.

이 작품과 연계된 캠페인은 미국 전역의 파트너 기관과

의 긴밀한 협력에 따라 이루어진 상영회를 중심으로 담

론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파트너 기관의 역량과 위상, 

커뮤니티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아메리칸 프라미스>를 순전히 보텀업 프로젝트

라고만 묘사하기는 어렵다. 이 작품은 미국 의회에서 열

린 상영회를 통해 '흑인 남성의 성취를 위한 캠페인'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끌어내고자 

했다. 나아가 지역 사회 단위의 커뮤니티 구축에 집중하

며 흑인 남성의 성취를 저해하는 복잡다단한 요소에 개

입하는 접근법을 취하면서도, 사회 구조적 맥락 또한 개

입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사실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영화 <9.70> 역시 보텀업 방식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

시에 정책 변화에도 집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9.70>

은 콜롬비아의 농민이 수 세대 간 해왔던 것처럼 추수 후 

갈무리한 씨앗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무역법 개

정을 둘러싸고 들끓기 시작하던 사회 분위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의 임팩트 캠페인의 목표는 콜롬비

아의 식량 주권을 해치는 새로운 법안의 비합리성을 널

리 알리는 것이었다. 제작진은 <9.70>을 통해 농민과 협

력하며, 이들의 우려를 폭넓은 관객층과 공유하고 운동 

세력을 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곧 콜롬비아 전역에 

걸쳐 이 작품을 근거로 한 여러 시위대가 등장했으며, 불

과 하룻밤 사이에 활동가들이 공유한 유튜브 링크도 널

리 퍼지며 시위 배경을 알리는 소통 창구로 작용했다.

하지만 제작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보다 9.70 농업 

법안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 너무 많은 진보주의자가 
여전히 합의 추구 정책에 기대어 
객관성, 데이터, 논증만을 
신용하는 엘리트 계층을 
상대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보다는 가치관, 이미지와 
이야기에 반응하는 
다양한 계층의 대중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해야 한다.” 
제프 창, 저널리스트 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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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자와 소통하고 주류 미디어를 이용할 필요도 있었

다. 따라서 제작진은 농민들이 관련 내용을 정부와의 협

상 테이블에 올리도록 설득했다. 또한 주류 미디어가 이

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을 땐, 작품을 지지하는 탄탄한 관

객층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마침내 항복한 주류 미디어가 

방송 시간을 할애할 때까지 담론을 연장하며 농민 측의 

입장을 방어했다. 그리고 작품 개봉 후 20일째, 콜롬비아 

정부는 9.70 농업 법안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톱다운에서 보텀업으로 우리의 결론

언뜻 보면 <또 다른 전쟁 The Invisible War>은 톱다운 

변화 방식을 택한 전형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제작진은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군사와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가진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여 이들이 

작품을 관람하도록 종용했다. 일반 대중의 인식을 고취

하는 것 또한 캠페인의 중요한 일부분이었지만, 이는 어

디까지나 캠페인이 목표로 하는 정치적, 법적 변화에 있

어 부수적인 요소로 보였다. 

앞서 살펴본 참고 사례들은 중요한 진실을 반영하고 있

다. 바로 변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작품에 어떤 접근법이 적절한지의 질문에

는 옳거나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무엇을 언

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겸손과 헌신으로 작

업에 임하는 태도이다.

<또 다른 전쟁>이 전반적인 톱다운 접근법을 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캠페인에는 결정적인 보텀업 요소가 존재했

다. 이 작품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가 프로

그램 Artemis Rising Invisible War Recovery Program

의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이

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지지와 힘을 보태는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기금 1백만 달러를 모았다. 법적, 정치적 변화를 

끌어낸 성취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가 변화하고 진보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 민주화된 정권을 향한 세계적인 필요성과 같은 잠재적 변화를 
논할 때, 이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환경 변화나 
사회 개입이 짧은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이나 사회 조직이 즉각적인 임팩트를 끼치고 있음을 
증명해내기를 바라는 집착적인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부드루스>, <아메리칸 프라미스>, <또 다른 전쟁>이 

어떻게 임팩트를 만들었는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라이브러리의 사례 연구를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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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기

1.3 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1.4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amazon.com/The-Leaderless-Revolution-Ordinary-Politics/
dp/0452298946

hactivevoice.net/how-dowe-know/
home/horticulturetools/

https://www.amazon.com/Living-
Wi thout -Enemies -Resources -
Reconciliation/dp/0830834567

morelikepeople.org/thebook/ sandystoryline.com

mitpress.mit.edu/contributors/sasha-costanza-chock

joanminieri.com/index.html

액티브보이스랩의 원예학 모델은 주어진 사회적 환경이나 달

성하기를 바라는 임팩트의 양상에 따라 당신에게 필요한 도

구가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돕는다. 또한 당신이 만든 다큐멘

터리가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을 방문한 영국인 새뮤얼 웰스 Samual Wells와 노스캐

롤라이나 더햄 Durham시 주민 마르시아 A. 오윈 Marcia A. 

Owen이 각각 성직자와 지역 사회의 평신도로서 바라본 관

점에서, 뿌리 박힌 불평등과 마약, 총기 문제로 얼룩진 도시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감동적으로 탐구한 책.

보텀업 관점을 바탕으로 조직 및 캠페 2013년도 트라이베카영화제에서 봄베

사샤 콘스탄자-초크의 저서 『그림자를 벗어나 거리로!』는 이

민권 지지 활동가들이 펼친 효과적인 트랜스 미디어 조직 구

성과 실천 기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저자는 다양한 플

랫폼에 걸쳐 참여를 유도하며, 실제 행동과 연결되어 있을수

록 캠페인의 효과가 높았다고 주장한다.

일반인의 시민운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한 

이 참고서에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더욱 강력한 연대와 참여

를 쌓기 위한 도구, 워크시트, 가이드와 통찰이 실려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고위 외교관직을 사임한 카르네 로스

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의 미래를 다룬 이 책은, 월가 점령 

운동을 비롯한 움직임이 미래엔 새로운 정치 방식이 도래했

던 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저자의 생각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맞이한 새로운 세상에 적용될 행동의 아홉 가

지 원칙에 관한 영상을 보거나 저자의 텀블러를 방문해 보자. 

원예학 모델 – 액티브보이스랩 

The HORTICULTURE model by 

Active Voice Lab

적 없이 사는 법 

Living Without Enemies

중역실의 아나키스트 

Anarchists in the Boardroom

샌디 스토리라인 

Sandy Storyline

그림자를 벗어나 거리로! - 사샤 콘스탄자-초크 

Out of the Shadows, Into the Streets! 

by Sasha Costanza-Chock

급진적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 커뮤니티가 힘을 쌓는 법

- 조시-베이스/킴 클라인 샤돈 프레스 

Tools for Radical Democracy: How to Organize for 

Power in Your Community, 

by Jossey-Bass / Kim Klein's Chardon Press

리더 없는 혁명: 21세기의 평범한 사람

들이 권력을 점하고 정치를 바꾸는 법 

The Leaderless Revolution: How 

Ordinary People Will Take Power 

and Change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더 읽을거리

1.3+1.4 인 구성 전략을 다루는 리암 배링턴-부시의 경영서는 하나의 

조직을 단순한 기계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만드는 

방법에 집중한다. 크라우드 펀딩 기간 중 공개된 저자의 소개 

영상을 참고해 보자.

이사파이어상을 수상한 이 최첨단 트랜스 미디어 프로젝트는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자와 뒤이은 '샌디를 점령하라 Occupy 

Sandy'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으로 

종합한 작품이다. 미디어 작품 창작 참여 과정이 커뮤니티 단

위에 힘과 가능성을 불어넣은 괄목할만한 사례로써, 개인의 

경험을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하는 일이 어떻게 보텀업 변화

를 촉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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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화의 힘

1.3 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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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mazon.com/The-Leaderless-Revolution-Ordinary-Politics/dp/0452298946
https://www.activevoice.net/how-do-we-know/home/horticulture-tools/
https://www.amazon.com/Living-Without-Enemies-Resources-Reconciliation/dp/0830834567
http://morelikepeople.org/the-book/
http://sandystoryline.com
http://mitpress.mit.edu/contributors/sasha-costanza-chock
http://joanminieri.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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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진의 과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영화의 공헌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매우 반가운 현

상이다. 하지만 복잡한 영화 제작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임팩트 프로젝트는 언제나 예

술성, 임팩트, 예산이라는 중요성의 우열을 따지기 어려운 과제 사이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밟고 나아가야 하며, 그래야만 성취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

예술성, 임팩트, 예산 조율.

1.1 환영 인사

1.2 영화의 힘

1.3 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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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상황과 임팩트 실현을 위한

야망 사이를 조율하며 

뛰어난 작품을 만드는 법

예술성

최대한 효과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가진 작품을 만들면서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업적 조건과 균형을 맞추는 법

예산

주어진 예산 내에서 

가능한 포부가 크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법

임팩트

1.1 환영 인사

1.2 영화의 힘

1.3 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1.4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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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예술이다.
모든 것은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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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유지하기 영향력 이해하기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요소 중 단순히 하나를 간과함으

로써 조율을 해내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각각의 프로

젝트와 구성원에 걸맞은 균형을 찾는 것만이 최선의 결

과와 만족스러운 제작 과정을 위한 방법이다. 창조적 

관점으로 팀을 이끄는 연출자 없이는 작품 자체도 존재

할 수 없지만, 제작진에는 프로듀서, 후원자, 임팩트 전

문가 등의 구성원도 포함된다. 이들 각자는 서로 다른 

비전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통된 

이해와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환경 변화를 목표로 하는 다큐멘터리 캠페인을 구

성할 땐,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프로젝트에 내재한 

영향력의 상호성을 깊이 이해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

요하다. 

“

“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논픽션 영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한 가장 고통스럽고, 신비롭거나 
두려운 측면을 마주하도록 초대하고, 유혹하거나 
때론 강요해야 한다. 
행동주의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바로 이것이지만, 
이는 행동주의 저널리즘이나 행동주의 그 자체와는 
다르다.

아티비즘Artivism
(Art+Activism, ‘예술’과
‘행동주의’의 합성어)이라고 
불리는 열정은 행동주의의 
모든 요소에 더불어 예술의 
거침없는 창조물로 가득 차 
있다. 경계선을 밀고 나가며, 
상상력은 해방되고, 완전히 
새로운 언어가 탄생한다.

” 
조슈아 오펜하이머, <액트 오브 킬링> 감독

이브 엔슬러, 극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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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참고 자료, 지식, 전문성은 어떻게, 누구로부터 수집할 

것인가?

수집한 참고 자료, 지식, 전문성은 누구에게 혹은 어디

로 전달할 것인가?

누가 권력/저작권/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그렇

지 않은가?

프로젝트의 이해 당사자는 누구이며, 이들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대변되고 있는가?

누구의 목소리와 관점이 반영되어 있으며, 누구의 것

은 다뤄지지 않는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프

로젝트를 통틀어 금전적, 사회적, 지적, 감정적, 업무적 

등 여러 종류의 영향력이 서로 어떤 관계를 그리고 있

는지 생각하며 조율해 나가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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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댄스영화제를 방문한 <푸시 라이

엇: 펑크 프레이어> 창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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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자신을 알라

우선순위 정하기

저마다의 우선순위와 열정은 시간에 따라 변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각자의 배경

과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적인 차원은 물론 프로젝

트를 위한 자신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순서의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면, 장애물을 맞닥뜨리더

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 바로 자신이 어떻게, 왜 프로젝트를 시작

했는지 상기함으로써 말이다. 

다큐멘터리와 사회적 변화 사이를 가로지르는 교차로를 탐구했으니, 

이젠 더 많은 협력자를 모으기에 앞서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물론 사람이라면 언제나 좋은 것만을 갖고 싶어 

한다. 흥행에도 성공하고, 상도 잔뜩 받고, 사회

를 변화시키고, 등등… 하지만

1.1 환영 인사

1.2 영화의 힘

1.3 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1.4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1.5 영화 제작진의 과제

1.6 너 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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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성공이란 어떤 모습인가? 

아래 나열된 요소들에 순위를 매겨 보자. 감독뿐 아니라 

제작진 구성원 모두가 각자 우선순위를 매긴 뒤, 가장 중

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논의해 보자. 틀린 답은 없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어떤 모습인가? 민영 미디어보다 

공영 미디어를 더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

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루는 이슈가 아무리 중요하

더라도 이익을 내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기도 한다. 조

율해야 할 변수들이 어떤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만이 알

고 있으니, 이를 사전에 모두 펼쳐놓고 살펴보자. 

1.

2.

3.

4.

5.

6.

7.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이의 자리는 이미 

차 있으므로!

“

” 
오스카 와일드, 작가

확실한 변화 창출

감동 

관객 규모

영화 예술

새로운 기회

상업적 성공

인정

작품을 통해 정책, 법, 여론, 수사 과정, 불매 운동 등에 영향을 주

고 싶다.

단 몇 명뿐이더라도, 엄청나게 의미 깊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최대한 많은 관객이 작품을 관람하기를 바

란다.

많은 개봉관을 확보하고, 관객들이 작품을 영화 예술로써 경험하

기를 바란다.

매 작품을 통해 더 큰 규모로 더 훌륭한 차기작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것은 영화 산업이다.

동료와 동종업계 종사자 사이에서 수상, 비평 등을 통해 인정받기

를 바란다. 

1.1 환영 인사

1.2 영화의 힘

1.3 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1.4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1.5 영화 제작진의 과제

1.6 너 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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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실버와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후 이즈 다야니 크리스탈? Who 

Is Dayani Cristal?> 제작 현장에서

1.1 환영 인사

1.2 영화의 힘

1.3 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라

1.4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1.5 영화 제작진의 과제

1.6 너 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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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팩트 계획

2.1 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한가

2.2 비전을 정의하라

2.3 전략을 개발하라

2.4 이슈의 지형도 

2.5 네 가지 임팩트 역학

2.6 해방적 실천으로서의 영화제작

2.7 전략 계획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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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한가

2.2 비전을 정의하라

2.3 전략을 개발하라

2.4 이슈의 지형도 

2.5 네 가지 임팩트 역학

2.6 해방적 실천으로서의 영화제작

2.7 전략 계획을 수립하라

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한가

하지만 비전은 그저 시작일 뿐, 방향을 잡는 법 또한 알

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임팩트 캠페인 전략이다. 

이는 당신의 여정을 안내하는 행동 지침으로서 새로운 

장애물이나 기회와 맞닥뜨릴 때마다 움직이고 변화할 

것이다. 

비전을 분명히 정의하는 일은 거대한 도전과 맞서기 전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첫 

단계이다. 비전은 당신의 길을 인도할 등대처럼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궁극적인 목

적지로서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행동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하며, 

비전 없는 행동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비전과 행동이 함께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

이번 장 임팩트 계획에서는 전략 계획 워크시트를 이용

해 비전과 전략을 정의하고, 이슈의 지형도를 그리고, 추

구하려는 변화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라이브러리의 네 가지 연구 

사례를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https://impactguide.org/downloads/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2.1 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한가

2.2 비전을 정의하라

2.3 전략을 개발하라

2.4 이슈의 지형도 

2.5 네 가지 임팩트 역학

2.6 해방적 실천으로서의 영화제작

2.7 전략 계획을 수립하라

<백 잇 BAG IT> <액트 오브 킬링 ACT OF KILLING>

미국 전역에 걸친 지역 사회에서 비닐 사용 줄이기 운동에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감독 수잔 베라자, 2010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자행된 학살을 조명했다.

감독 조슈아 오펜하이머, 공동 감독 크리스틴 신 외, 2012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영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환경을 위한 대규모의 행동 변화를 촉발했다.

 

감독 프래니 암스트롱, 프로듀서 리지 질레트, 2009

<어리석은 자들의 세기 THE AGE OF STUPID>

해양 어류 감소의 문제를 세계적인 화두에 올리며

 경제, 정치, 일반인에게 알렸다.

 감독 루퍼트 머레이, 프로듀서 조지 듀필드, 크리스토 허드, 2009

<엔드 오브 더 라인 THE END OF THE LINE>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BagIt.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EndofheLine.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TheActofKilling.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AgeOfStupi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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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정의하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술적 비전을 이

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작품 자체가 훌륭하지 않다면 임

팩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적 비전은 감독과 

감독이 직접 선택한 창작 파트너들의 영역이다. 

임팩트 영화 제작진의 비전은 항상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술적 비전: 작품 자체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관한 본질적 비전

임팩트 비전: 작품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외재적 비전

예술적 비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임팩트 비전이란, 

관계된 구성원 모두가 결속하여 추구하는 세상의 커다

란 변화를 일컫는 표현이다. 임팩트 비전은 제작진 전

체가 공유해야 한다. 앞서 논했던 대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그것이 다른 구성원 및 대

상 커뮤니티가 가진 더 넓은 비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각자의 입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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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비전

임팩트 비전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30단어 이하로 작성하기를 추천

한다.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은 <액트 오브 킬링>의 접근법

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액트 오브 킬링>은 영화 예술의 도피주의적 환상을 

통해 부인(否認)의 위험성을 다룬 작품이다 … 보기에는 

사실적인 현실에 허구가 스며드는 방식에 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모든 감독의 표현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시간을 충

분히 들여 이 내용을 우선하여 작성하기를 권한다.

작품에 참여하는 모두는 감독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지에 관한 예술적 비전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 단

계를 수행했다면, 이제 예술적 비전과 나란히 할 임팩트 

비전을 정의할 차례이다. 여기엔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팩트 비전 수립은 구성원 모두가 팀으로서 시간과 노

력을 할애해 중요한 담론을 나누는 과정이다. 

감독이 작품 제작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

만, 임팩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품과 임팩트 캠페인에 관계된 모두

가 이 연습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30단어 이하로 작성하기를 추천하지만, 각

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무

드 보드(특정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 이미지, 개

체 등을 결합하여 보여주는 보드)를 만들거나, 짧은 편집

본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젝

트 기간 동안 가까이 두고, 구성원 모두가 목적지가 어디

인지 상기하고 참고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

이다.

표현 형태와는 관계없이, 임팩트 비전은 다음의 성격을 

갖춰야 한다: 

・ 명료함 

・ 설득력 

・ 모험성 

・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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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연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제작진과 개인적인 접점 없이도 내용만으로 

설득력을 가져야 함

누가 봐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제작진의 노력과 행운이 뒷받침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목표

어떤 단계에서든 쉽고 빠르게 참고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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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시를 소재로 삼아 구성원 사이에서 토의해 보

자. 비전이란 큰 그림을 염두에 두는 생각이다. 이후 나

올 내용은 당신의 캠페인이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변화

의 세부 사항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영감을 줄 예시:

프로젝트 구성원들과 논의를 시작할 만한 화두:

우리 각자는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처음에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바꿀 힘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바꾸고 싶은가?

우리가 끌어내려는 변화 중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의 작품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맺어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는 이해 당사자인 커뮤니티 구성원이나 NGO 

운영자 등의 외부 관계자까지 고려하여 앞서 작성한 비

전과 계획을 재검토하는 게 이상적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문단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섹션 2.4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가? 여기 무료로 참고할 수 있는 좋

은 자료를 소개한다. 차후 더 많은 과정이 추가되면서 

라이브러리에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당신의 

제안 또한 환영한다. 

<부드루스 Budrus> <백 잇 Bag It>

<엔드 오브 더 라인 

The End of The Line>

<어리석은 자들의 세기 

The Age of Stupid>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에서 취할 수 있는 

비폭력 전략 제시

지역 사회 단위에서부터 

시작해, 미국 내 

비닐 사용량을 낮추기

지속 가능한 어장 만들기 환경을 위한 대규모의 

행동 변화 촉발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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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기

비전을 정의하라

조회 수 2천만에 달하며 TED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영상 중 

하나인 사이먼 시넥의 강연은 다름 아닌 명확한 비전에 대한 

내용이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존경받는 세계적인 사상가 스티

브 래드클리프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를 정의하고 

제시한 아이디어는 우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의 

웹사이트는 무료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위대한 리더들은 어떻게 행동에 

영감을 불어넣는가 

How Great Leaders Inspire Action

스티브 래드클리프의 FED 

(Future-Engage-Deliver) 모델 

Steve Radcliffe's 

Future- Engage-Deliver Model

더 읽을거리

2.2 

ted.com/talks/simon_sinek_how_
great_leaders_inspire_action

futureengagedeliver.com/fed-fre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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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utureengagedeliver.com/free-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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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개발하라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프로젝트가 다큐멘터리의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어떻게 주어진 주제에 관한 현실

적이고 실질적인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계획을 시작할 순서이다. 이러한 계획 과정은 종종 당신의 출발점이 

어디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1장에서는 다큐멘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강력한 임팩트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큐멘터리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일으키고, 새로운 접점을 찾아내며, 

주제에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여러 변화를 북돋고, 또 이렇게 생겨난 변화를 밑거름 

삼아 문화적 변화에 공헌한다. 

이는 바로 독립 다큐멘터리가 개별 작품에 적합한 관객층에 닿을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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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임팩트 전략은 해당 운동이나 활동가들의 필요

성과 작품이 가진 장점 사이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당신의 변화 이론은 무엇인가?

당신이 작품을 통해 다루는 주제에 관해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혹은 작품의 장점이 어떤 것이 될지는 사전에 파악

하기 어렵다.  당신 스스로는 이야기를 잘 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관객 또한 똑같은 감상으로 극장을 나설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임팩트를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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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가장 강렬한 관심을 보일 관객층은 누구인가?

관객이 해당 주제에 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견은

어떠한가?

해당 주제는 시사 문제, 공공의 담론, 정책 토론 등을 

포함한 어떠한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가?

주어진 환경에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

진정한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목표 관객층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요하게 생각한다면, 파트너 및 조언자와 협력하여 항상 

두 눈을 크게 뜨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모든 작품이 어느 정도는 그렇겠지만, 유독 오랜 기간에 

걸쳐 주제에 침잠하는 창작자도 있다. 이런 경우 스토리

텔링에서 주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며, 임팩트 전략

은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 - 좀처럼 고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 보다 안정적이고, 때로는 변화 이론

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제작사 익스포져랩 Exposure Lab은 기후 변화를 둘러

싼 깊이 있는 전문적 통찰을 쌓아 왔다. 스카이라이트픽

쳐스 Skylight Pictures는 중미 지역의 인권 문제에 집

중하고 있다. 저스트비전 Just Vision의 목표는 이스라

엘-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듯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저마다의 캠페인에 집중

해 온 제작진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해당 

캠페인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저스트필름의 줄리아 바차 감독과 제작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상주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

기 위해 항상 현지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 <부

드루스> 촬영 중, 제작진은 비폭력은 해결이 될 수 없다

는 내러티브에 반박할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

았다. 따라서 이들이 선택한 변화의 방법은 대중 미디어

https://www.exposurelabs.com/
https://justvision.org/
https://skyligh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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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비폭력 운동에 관한 이야기

를 부상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비폭력적인 방식으

로 저항해 나갈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창작자 대부분은 특정 

주제에 이끌려 관련 작품을 만들고는 하지만, 곧 다른 

주제로 옮겨가기 마련이다. 물론 그래도 아무 상관 없다. 

창작자와 제작진의 배경과는 무관하게, 작품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할 수 있다.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초기 단계

에서부터 반영해왔던 것이든 이제 막 새로 시작한 것이

든, 전략 계획을 세울 때는 몇 가지 기본 지식을 꼭 기억

해야 한다. 다음의 참고 사례와 도구를 활용하여 계획에 

착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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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출발해 당신이 정의한 임팩트 비전까

지 나아가는 여정을 계획하기 위한 효율적 도구.

전략 계획 워크시트:

양식을 자유롭게 사용해 보자. 임팩트 프로듀서 애니 

메르세데스는 본 필드 가이드를 활용하여 작품의 초기 

단계를 진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신만의 작업 과정을 

고안했다. 다루는 작품이 무엇이든, 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작품의 주요 주제와 메시지 적기. 어떤 이슈나 화제

든, 또는 관련된 대명사든 포함시킨다.

2. 임팩트 가설 만들기. 작품은 어떤 이슈의 상황을 눈

에 띄게 바꿀 수 있을까? 앞서 적은 주제를 토대로 2~3

가지 가설을 브레인스토밍한다. 참고: 브레인스토밍

을 거친 후 가설이 동사(예: 북돋우다)로 시작해서 누구

(예: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단체)를 위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를 포함하도록 다듬으면 도움이 된다.   

3. 참여 행동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영화를 보고 난 이

후 관객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앞서 세운 각각의 임팩

트 가설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참여 행동에 대해 제작팀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

한다. (예: 자원활동가, 투표를 위한 등록, 구매 결정 바

꾸기)  

   

4. 파트너 목록 작성. 자신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작품을 활용할 만하거나 사람들이 앞서 목록으로 작성

한 참여 행동을 하도록 이미 돕고 있는 잠재적 파트너

를 100-200 군데 정도 찾는다. 이들을 분류하고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도 기억하자.

이렇게 기본 분석을 마친 다음, 이 생각을 요약하는 한

두 장 분량의 간단한 피칭 문서를 만들어 잠재적 파트

너 섭외 초기 단계에 사용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해 당사자를 한자리에 모아 자문단을 구성하고 작업

가설을 실제로 시험해 보면서 보강해 나간다. (자문단

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설명된다.) 

아직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될지 불확실할수록, 전략 계

획 역시 작품의 제작 과정에 따라 진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단 어디에서든 시작은 해야 한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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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내용은 전략 계획 초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순서대로 소개할 것이다:

- 이슈의 지형도 

- 네 가지 임팩트 역학

- 임팩트 계획전략 수립: 안내 가이드

임팩트 평가 계획 워크시트에 대해서는 6장 임팩트 측정

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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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기

전략을 개발하라

전략 개발은 작품에서 시작해 세상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인

과 관계의 본질이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

작한다.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변화 이론 연구 센터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유용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당신이 다루려는 주제와 연관된 기존 작품의 지형도를 파악

하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스토리파일럿은 수백 편의 

작품 및 작품과 결부된 사회적 임팩트를 태양계처럼 연결해

놓은 온라인 양방향 시스템을 제공한다. 

DIY (Development Impact & You) 툴킷은 본 가이드 준비 

과정에 영감을 주었다. 이 툴킷은 주로 개발 과정 자체에 집

중하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된 변화 이론 도구와 이를 설명하

는 영상은 훌륭한 참고 자료이다.

이야기 기반 전략 센터는 명칭대로 당신만의 이야기 기반 전

략을 개발할 수 있는 일련의 자료를 제공한다. 

변화 이론 연구 센터 

Center for Theory of Change

하모니재단 – 스토리파일럿 

Harmony Institute –StoryPilot

변화 이론 DIY 툴킷 

Theory of Change DIY Toolkit

이야기 기반 전략 센터 

The Center for Story-based Strategy

더 읽을거리

2.3

theoryofchange.org storypilot.org/home

diytoolkit.org/tools/theory-of-change 
storybasedstrategy.org/tools-and- resources#sbs-101-
downloa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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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지형도

첫 단계는 당신이 다루려는 이슈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을 알아내는 일

이다. 그중 몇몇은 이미 자연스레 작품 제작 과정의 일부분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우선은 해당 기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당신의 임팩트 계획 과

정에 참고함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작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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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작품이 다루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이해 당사자들을 고

려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래의 개인이나 기관이 포함

될 수 있다:

팁: 당신의 작품과 캠페인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의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성격과 해당 이슈에 대

한 견해에 따라 아래처럼 분류한다:

(L) – 이미 해당 이슈에 동조하는 지도자 (Leader)

(T) – 이슈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대상 (Target)

- 작품에 등장하는 커뮤니티

- 전문가와 학자

- 브랜드와 기업

- 캠페인 활동가와 대변인

- 후원자와 자선가

-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

- 언론과 미디어

- 메시지 및 프레임 전문가

- (잘 정비된) 소규모 NGO

- (자원을 가진) 대규모 NGO

- 유명 인사

분류한 내용을 제작진과 공유하고 브레인스토밍해보자.

이어질 내용은 <엔드 오브 더 라인 The End of the Li-

ne>의 사례를 참고하여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본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방법 외에도, 관련 학회나 공개 

토론회에 참가하는 것 또한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각종 싱크 탱크와 대학에서도 여러 공개 행사를 개최하

며, 당신이 다루려는 이슈와 연관성 있는 행사가 열릴 

가능성도 매우 크다.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를 알아보자. 

당신이 다루려는 내용과 비슷한 주제를 가진 기존 작품

을 검토하고,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만한 요소들을 최대

한 알아내자. 기존 작품의 제작진은 기꺼이 당신의 디딤

돌이 되어줄 테니, 도움을 청해 보자. 

일단 목록 작성을 마쳤다면, 관계를 쌓아갈 상대의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이다. 이는 특히 변화를 끌어내려는 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해당 이슈를 둘러싼 움직임의 내

부인 중에서, 조언을 건네거나 회의에 함께하거나 우호

적인 비평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언론인은 흔히 자신이 
새로운 움직임을 촉발했다고 
착각하지만, 그 움직임이 
이미 존재하던 것인지 
확인해보려 하지 않는다.

“

” 
사샤 콘스탄자-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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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지형도: 

어류 남획

기존 캠페인 활동가

대변인 후보

작가와 저널리스트

과학자와 학자

후원자

정치인

지속가능성에 관심 있는 식품 브랜드

기존하는 캠페인과 주도 계획은?

접근 가능한 인물은?

관련 주제로 글을 쓴 사람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는?

옹호 세력은?

계획 중인 법안은?

이들이 계획 중인 캠페인은?

WWF (세계자연기금)

해양관리협의회 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보호협회 Marine Conservation Society

MarViva (열대 동부 태평양 및 카리브해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부기구)

Oceana (미국의 해양 보호 비영리 단체)

그린피스 Greenpeace

유명 셰프 (예시: 휴 피언리-위팅스톨)

원양어선 선원

TV 야생동물 프로그램 진행자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유명인

지속가능성 대변인 (예시: 찰스 왕세자)

찰스 클로버가 작품에 참여했지만, 

더 많은 언론인이 필요

작품에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중 최선의 대변인은 누구인가?

해양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단, 개인 후원

자, 영화 지원 펀드, 브랜드, 공영 펀드 등

주제에 동조하는 영국과 유럽의 정치인

웨이트로즈 Waitrose

마크앤스펜서 Marks and Spencer

프레타망제 Pret a Manger

맥도날드 McDonalds (놀랍지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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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이 단계에 이르면, 임팩트 영화 제작진은 종종 작업 진

행에 도움을 줄 자문단을 구성한다. 작품이 다루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개인과 기관의 모임인 자문단

은, 당신의 작품과 임팩트 계획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제

공한다. 자문단 회의는 보통 서너 시간 정도 걸리며, 작품 

전체 혹은 일부를 상영한 뒤 체계적인 담론을 나누는 순

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각각의 자문단은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슈에 접근하는 여러 분야의 사람이 

모여 집단 지성을 이루기 위한 자문단이 있는가 하면, 어

떤 자문단은 특정 부문이나 단체의 관심을 유발하고 작

품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능성을 

조명하고 주요 지도자와 후원자의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자문단도 있으며, 자문단의 규모 또한 국가 단위에

서부터 소규모 지역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작품

의 마무리 단계에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 구성된 자문단

도 있으며, 캠페인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단도 있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자. 자

문단에 초대하는 인물과 자문단 회의의 구성이 당신이 

얻을 결과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고민을 통해 자

문단을 계획해 보자. 

회의 전

회의 중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독소사이어티가 과거에 창작자

에게 제공했던 간단한 구성 예시이다. 자문단을 구성하

는 데 활용하되, 각자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응용하길 바

란다. 

1. 회의 안건과 목표를 소개한다. (예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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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고 회의 목표와 안건을 공고히

한다.

필요로 하는 각 분야의 인사, 이해 당사자, 특정 관점

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자를 포함한 초청 목록을 작성

한다.

참석자의 접근성과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

획을 사전에 준비한다.

제작진 중 한 명을 토론 내용을 기록할 담당자로 지정 

한다.

제작진 중 한 명을 회의를 주재할 의장으로 지정한다.

- 

-

-

파트너 섭외를 위해 작품과 임팩트 캠페인에 관한 정보 

공유

제작 마무리 단계에서 작품의 임팩트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피드백 수렴

캠페인 목표와 활동 내용 계획 초기 단계에서 피드백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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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6.

3.

4.

작품과 임팩트 캠페인의 맥락을 공유하고, 작품 개봉

으로 얻게 될 특별한 기회를 조명한다. (예시 참고)

자문단의 목표에 부합하는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작품이 특정 운동이나 파트너를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려는 의도라면, 다음과 같

은 내용을 논의해볼 수 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정하기 전에는 회의실을 

떠나지 말라.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의사소통과 협력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에 관한 피드백을 수렴한다.

전체 작품이나 주요 장면의 시사회를 마련하고, 본격

적인 계획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작품에 대한 감상을  

솔직하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가장 풍부한 피드

백은 종종 이런 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 

제작 과정의 타임라인과 배급 계획을 공유하고, 해당  

내용이 참석자 각자의 일정과 기대에 일치하는지 확

인한다. (예시 참고) 한데 모이는 것이 

시작이고,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진보이며, 

협력하는 것이 성공이다.
헨리 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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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작품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시점은?

작품 배급 계획은?

주요한 캠페인 진척 단계는 무엇인가?

다양한 파트너가 서로 다른 시점에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극장 상영과 방송사를 통한 배급으로 얻을 수 있는 주목도

관객에게 중요한 테마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의 가능성

기타 도구나 지원 등 파트너십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

-

-

-

-

진정한 임팩트 실현에 필요한 관객층이나 지지층 파악

해당 관객층이나 지지층에 가장 호소력 높은 접근법

아직 섭외하지 못한 잠재적 캠페인 파트너(반드시 소개를

부탁한다)

이미 보유한 지지층과 필요한 지지층 파악(예시: 펀딩/

법/연구/네트워크/캠페인 분야의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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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시리즈 <창살 안의 감옥 Col-

lege Behind Bars>의 주인공 쥘 홀, 

굿피치뉴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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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임팩트 역학

이제 작품이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의 종류를 일컫는 임팩트 역학에 관해 알아볼 시

간이다. 이 장의 내용은 독소사이어티가 참여한 작품의 깊이 있는 분석 및 다수의 

NGO, 활동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시도를 

이해하고자 작성되었다.

이어질 내용에서는 네 가지 임팩트 역학의 종류와 임팩트 계획 참고 사례가 소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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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변화:

대중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여론을 움직

이는 일. 당신이 창조하거나 변화시키려는 태도 

혹은 믿음은 무엇인가? 

생각의 변화는 특정 이슈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거나 기존

의 선입견을 바꾸는 일이다. 개인적인 경험과 작품에 묘사

된 내용 사이에 접점을 찾음으로써 더 깊이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다. 광범위한 여론을 변화하는 것처럼 폭넓은 접근

을 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부분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도 있다. 

<액트 오브 킬링>은 생각의 변화를 우선하여 염두에 둔 

임팩트 프로젝트이다. 이 작품은 1965년과 1966년 사이

에 자행된 학살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태도와 생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빙하를 따라서 

Chasing Ice> 임팩트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딱 한 명-오하

이오주 하원 의원 티베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 집중되었

다. 이 캠페인은 90여 차례의 상영회 및 지역 파트너와의 

연합을 통해 압력을 넣음으로써, 기후 변화를 부정하던 하

원의원이 결국 이 문제를 인정하고 협조하도록 만들었다. 

모든 사회적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바꿈으로

써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 쉽지만, 진정한 임팩트를 구

현하고자 하는 제작진이라면 공감과 휴머니즘 자체를 최

종 목표로 삼는 일은 피상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그칠 뿐

이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파이어라이트 미디어의 소

냐 차일드리스는 미디움Medium에 실린 자신의 기사 "공

감을 넘어서 Beyond Empathy"에서 다음처럼 경고한다:

인식의 변화가 행동을 바꾸는 중요한 첫 단계임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태도 변화에 대한 과도한 강조

는 관객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구조와 시스템에 맞

설 수 있는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가? 전체 기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작품 스틸: <액트 오브 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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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변화:

생각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움직

임-구매나 불매, 기부나 봉사 등-을 촉구하는 일. 

당신이 고취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한 충분하고 독립적인 조사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루

어진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요구하도록 촉

구했다. 또한, 캠페인은 일반 대중에게도 콩고민주공화국

의 국립공원에 기부할 것을 권장했는데, 이는 공원과 공

원 관리인들을 지지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다. 

작품 스틸: <어리석은 자들의 세기>

작품 스틸: <비룽가>

<어리석은 자들의 세기 The Age of Stupid>와 (현재는 

가능한으로 이름을 바꾼) 10:10 캠페인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며 일반 대중이 환경 보호를 위한 일상의 작은 실

천부터 시작하도록 독려했다. 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사회 단위에서 시작된 

실용적인 프로젝트를 더 커다란 변화를 위한 세력으로 키

워나가며 캠페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태양열 에너지

를 이용한 학교 만들기, 태양광 철도 건설 연구, 풍력발전 

금지 해제 운동 등을 포함한 캠페인 내용은 모두 대중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었다. 

<비룽가>의 캠페인은 관객에게 자신의 투자처와 연금 펀

드 중 SOCO 인터내셔널사에 투자된 지분이 있는지 확인

하고, 해당 기업에 비룽가국립공원 내에서의 사업을 완전

히 중지하고 공원을 안전하게 지킬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도록 독려했다. 제작진은 캠페인을 통해 작

품의 주 관객층이었던 SOCO 인터내셔널사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에 관여하고, 모든 범법 행위 의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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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구축:

일반 대중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을 제시하

여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일. 

당신이 돕거나 지지하려는 커뮤니티는 어디인가?

커뮤니티 구축에 초점을 둔 <백 잇 Bag It>은 작품의 

포지셔닝을 통해 미국 전역의 여러 개인과 조직이 비닐

봉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자제하거나 법적으로 규제하

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구심점을 제시했다.

팔레스타인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부드루스>를 활용

하여 중요하고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비폭력 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작품에서 드

러난 활동가의 목소리와 관점은 이처럼 중요한 토대를 

다지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회합의 계기가 되었다.

작품 스틸: <백 잇>

작품 스틸: <부드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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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변화:

정치, 경제 등 분야를 불문하고, 법과 정책에 직

접 영향력을 발휘하여 상황을 바꾸는 일. 

당신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가로막는 법이나 정

책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사회구조 변화에 공헌한 <엔드 오브 더 라

인>은 관련 기업이 매입하는 어종과 마케팅 방식을 바

꾸고,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소비 형태를 창출하도록 하

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 파이어 존>은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United Na-

tions Human Rights Council 회원에게 집중적으로 영

향력을 미친 결과,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타이거즈 사이

의 오랜 분쟁 동안 자행된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수

행하기 위한 결의를 끌어냈다. 

<기억해주세요>와 연계된 "기억 2030" 캠페인의 목표

는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맞서 싸우는 중국의 수많은 가

족을 돕는 것이었다. 캠페인 파트너였던 한 알츠하이머 

전문 의사는 작품을 자신의 병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

하기 시작하면서 병원 내에서의 문화와 직원들이 환자

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었다. 지방 정부 또한 여유

분의 병상을 마련하는 등 치매 치료를 위한 새로운 계획

작품 스틸: <엔드 오브 더 라인>

작품 스틸: <노 파이어 존>

작품 스틸: <기억해주세요>

을 세웠고, 마침내 캠페인을 공개 지지하며 정부 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이 작품의 트레일러를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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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변화: 액트 오브 킬링

행동의 변화: 어리석은 자들의 세기

커뮤니티 구축: 백 잇

사회구조 변화: 엔드 오브 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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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역학의 효율적 혼용

지금까지 영화가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변화를 구별하고 전략 계획 예시에서 확인한 결과, 우리가 검토

한 각각의 작품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임팩트 역학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산호초를 따라서>를 예시

로 살펴보면, 이 작품은 네 가지 모두의 임팩트 역학을 캠페인에 적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각의 변화:

사회구조 변화:

커뮤니티 구축:

행동의 변화:

작품에는 죽어가는 산호초를 저속 촬영 기법으로 보여주

는 장면이 등장한다. 제작진은 일 년 사이에 100여 개 국

가에서 열린 1,500회 이상의 커뮤니티 상영, 강력한 마케

팅, 홍보 및 소셜 미디어 전략을 활용해 총 5천 회가 넘는 

언론 보도 및 영화제 수상 등으로 증명된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기후 변화가 산호초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세상을 깨우기" 캠페인을 널리 알렸다.

지역 사회 단위의 성공적인 캠페인을 통해 사우스캐롤라

이나주의 선출직에 압력을 넣었고, 그 결과 엘리엇 하원의

원이 태양열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사업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조지아주에서도 유사한 캠페인을 시행하여 투

표권을 행사하지 않던 환경운동가들이 지지 정당을 막론

하고 2018년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환경 문

제를 주안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캠페인은 작품을 활용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

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과 기후 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 커

뮤니티를 구축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전 세계 산

호초 지지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일례로 

"50개 산호초 주도 계획"은 세계 각지의 다이버가 해당 지

역의 산호초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리도록 독

려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앞서 소개한 여러 관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 외에

도, 제작진은 작품을 활용해 시청자와 관객이 탄소 발자국

을 줄여나가도록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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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를 따라서>의 제작진은 각각의 네 가지 임팩트 

역학에 할애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었으며, 따라서 

세계적인 범위의 인식 고취와 행동 촉구 및 지역사회 단

위에서의 커뮤니티 수립과 지지라는 두 가지 기조에 집

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임팩트 역학이라는 분류 체계

는 당신의 전략 계획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의 범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명심해 두자.

<또 다른 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작진은 군대 내 

강간 문화를 없애고 성폭행 피해자의 침묵을 종용하거

나 피해자를 탓하는 미국의 문화적 관습 내에서 강간 피

해자를 위한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노련한 활동가이자 창작자인 에이미 지어링과 커비 딕

은 작품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팩트 전략을 준비했

다. 이들은 제작 과정 도중에 양당 모두의 정책 입안자

와 소통을 해나가며 정책적 필요성과 정치적 풍토를 파

악하고, 작품이 이러한 사안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

록 참고했다. 이러한 전략은 나아가 작품이 대중에 공개

되기 전까지 정책 입안자가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법

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제작진의 궁극적인 목

표가 대안 없는 문제를 선정적으로 알리는 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전쟁> 제작진의 다면적 접근에는 다음의 방법

들이 포함되었다.

・ 인식 고취: 지역 사회 단위의 상영회부터 미 육군 최

상부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상영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상영회를 개최하고, 탄탄한 홍보 및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군대 내 강간이라는 이슈를 미국 사회에 

알림으로써 폭발적인 미디어의 관심을 촉발했다.

・ 관계 기관 역량 강화: 캠페인 당시에는 갓 신설된 조

직이었던 우리의 수호자를 보호하기 Protect Our 

Defen-ders라는 기관의 성과를 조명했으며, 이 기관은 

후에 작품의 웹사이트와 활동을 이어받았다.

・ 커뮤니티 구축: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가 프

로그램 Artemis Rising Invisible War Recovery Pro-

gram이라는 전국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강간 피해자

를 위한 1백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았다.

・ 인식 변화: 모든 언론매체 출연과 공개석상 자리에서 

"피해자를 믿으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고수하며 이를 

널리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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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유도: 재향군인모임, 여성인권조직, 정책 전문가 

사이에서 최초로 협력이 이루어졌다.

・ 조직 변화: 300곳 이상의 군부대와 소속 지휘관을 대

상으로 작품을 상영하고 성폭력 근절 서약을 끌어냈다. 

공군참모총장 마크 A. 웰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

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던 공군 중령을 모두 국방부로 

불러들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했으며, 국방부는 군대 내 

성폭력(Military Sexual Assault, MSA)에 대처하기 위

한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 정책 변화: 캠페인의 압력으로 총 다섯 차례의 의회 

청문회가 열렸다. 국방부는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하고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법규를 일곱 조항 신설했으며, 

리온 파네타 국방장관은 모든 성폭력 사건은 지휘 계통 

체계 외부의 고위직 인사가 담당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작품 개봉의 여파로 35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상원 

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가 발의한 군대 내 정의 향상 

법안Military Justice Improvement Act도 여기에 포함

된다. 질리브랜드 하원의원은 지금까지도 신임 의원을 

만날 때마다 <또 다른 전쟁>의 DVD를 나눠주며 지지

를 독려하고 있다. 

문화적 변화는 공동의 작업

사람들은 종종 특정 영화나 영화 예술이 거대한 '문화적 

순간'을 창조했다고 말하고는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훌륭한 전략

과 충분한 자원을 갖춘 하나의 작품이 개봉 이후 1년에

서 3년에 이르는 기간 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낼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 국가가 

변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단 하나의 이야기나 

요소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변화는 이야기, 정책 변화, 문화적 순

간, 예상 밖의 변화,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정책 변화 

등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흐름이 눈덩이처럼 모인 결

과에 해당한다. 

다시 <또 다른 전쟁>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영화 임팩

트 팀은 유명 인사와의 친분과 아카데미상 진출 소식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디어의 꾸준한 관심을 유도했

다. 「하우스 오브 카드」의 책임자 보 윌로먼은 시리즈의 

두 번째 시즌을 군대 내 성폭력 트라우마를 둘러싼 이야

기에 할애했으며, 피바디 상 수상 소감에서 <또 다른 전

쟁> 제작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배우 에이미 슈머 역시 

<또 다른 전쟁>에 기반한 에피소드를 소개한 자신의 프

로그램 「인사이드 에이미 슈머」로 피바디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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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군대 내 성폭력 트라우마는 「스캔들」과 

「굿 와이프」 등 여덟 편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에서 주요

한 이야기 소재로 등장했다. 

다큐멘터리와 픽션에서 들려준 다양한 이야기 및 뜻을 

같이하는 여러 움직임과 협력한 결과, <또 다른 전쟁>은 

#미투 운동에 힘을 실어준 결정적인 문화적 순간이 탄생

하는 데 공헌했다.

에이미 지어링은 이렇게 이야기한다."2010년 작품을 만

들기 시작했을 때, 이런 말을 몇 번이고 들어야 했다: '여

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여자

가 강간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없

다. 게다가 여자가 군대에서 강간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나 군대 내의 여

러 여성은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히 앞으로 나

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해 줬다. <또 다른 

전쟁>에 담긴 여성들의 증언은 캠퍼스 내 만연한 강간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만들어달라는 미국 전역 학생들

의 요청으로 이어졌다. <더 헌팅 그라운드 The Hunting 

Ground> 제작 당시, 수많은 학생이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전쟁>에 등장한 여성들의 용기

에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5년 오스카상 무

대에서 <더 헌팅 그라운드>의 삽입곡을 부른 레이디 가

가의 공연이 끝나고 기립 박수가 이어진 순간, 이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담론이 시작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을 밝혔다고 믿는다. 학생

들과 함께한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보던 여배우들은 마

침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느꼈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당신이 대중문화의 폭넓은 변화를 추구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하라. 하지만 그런 결과에 이르기

까지 밟아 나가야 할 일련의 과정을 놓치지 말고, 다른 

창작자, 이해 관계자, 공헌 요소 등 문화를 바꾸는 데 필

요한 모든 부분을 늘 염두에 두자.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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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변화는 공동의 작업

그린피스 유동성 연구소The Greenpeace Mobilisation Lab

는 올해 초 유동성 교육 과정 도입에 앞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독서 목록을 작성했다. 그린피스가 만족하는 목록이라

면야… 

이야기가 내러티브 변화를 지지하는 방식이 어떻게 문화 변

화를 뒷받침하고 서로 조응하는지 알고 싶은가? 제프 창, 리

즈 맨, 에린 포츠의 설명을 읽어 보자. 

움직이는 독자 

The Mobilisation Reader

문화 전략에 관한 대화 

A Conversation about Cultural Strategy

https://mobilisationlab.org/stories/the-mobilisation-reader-
12-must-reads/#readlist

medium.com/a-more-perfect-story/a-conversation-about-
cultural-strategy-9e2a28802160

corelab.co

https : / /valuesandframes.org/
resources/CCF_report_common_
cause_handbook.pdf

파고들기

생각의 변화

코어랩 CoreLab의 보고서는 세상의 변

이 핸드북은 변화 이론에 대한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통

해 다양한 이슈에 있어 인간 가치의 역할을 탐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두를 위한 교훈을 담고 있다. 강력히 추

천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아홉 가지 방법 

Nine Ways to Change the World

코먼 코즈 핸드북 

The Common Cause Handbook

더 읽을거리

2.5 

화를 만드는 방법을 광범위하게 분류한 체계를 제공한다. 본 

가이드에서 네 가지 임팩트 다이내믹을 정의하기 위해 활용한 

참고 자료 중 하나였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참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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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적 실천으로서의 영화제작

사회 진보는 캠페인의 직접적인 결과물 이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힘을 모으는 방식, 참여자들이 느끼는 감정, 작품이나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남을 여파 

등 일련의 과정 또한 중요하다. 해방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태도로 임한다면, 작품의 

제작 과정 자체도 해방적 실천의 방편일 수 있다. 

영화 창작자이자 영화학교 교수인 미셸 스티븐슨은 진정한 정의 구현을 반영하기 위해

서는 모든 과정에 의문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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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티븐슨, 

영화 창작자, 라다 필름 그룹 Rada Film Group 

'지속가능한 & 공평한?'이라는 제목의 3.6장에서 모범이 

되는 프로젝트 사례 몇 가지가 소개될 예정이다.

국제다큐멘터리협회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가 2018년 개최한 '게팅 리얼 Getting Real'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스티븐슨은 모든 다큐멘터리 종

사자에게 "정신을 차리고 get real" 제작 과정에서의 정

의 실천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은 우리가 제작 

과정의 전 단계와 부산물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임팩트 중심의 작품이 창작되는 기반인 다큐멘터리 산

업 자체의 구조 또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창작자, 투자자, 임팩트 프로듀서, 배급자 등 모두가 협

력하여 기존의 억압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하는 방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 다큐멘터리의 제작과 자금 조달 과정의 역사는 제작 

과정 전 단계에 걸쳐 본질적으로 다소 착취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다큐멘터리가 우리가 속한 더 커

다란 사회의 불공평한 맥락을 본능적으로 재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양하기 위해 우리는 의

도적인 자기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는 작업의 

모든 단계-이야기 개발, 펀딩, 실제 제작 과정, 커뮤

니티와의 연계 등-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감

시해야 한다. 우리는 논픽션 스토리텔링 작품 제작

의 모든 단계에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정과 

관행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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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적인 체계를 내면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하고, 

기존의 문제를 답습하는 일(최악의 경우)에서 벗어나 

더 나은 길로 나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과 캠페인을 

창조하는 일(최선의 경우).

다양한 목소리, 관점, 독자적인 경험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목표를 발견

하는 일.

다음의 질문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적인 공간을 

만드는 일. 우리가 제시하는 관점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대변하는가?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 공정

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가? 우

리는 자원을 공정히 배분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향한 해결책을 위해 적

극적으로 기존의 실수와 잘못된 체계를 반추하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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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변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보여야 한다. 

워킹필름 Working Films은 스토리시프트 StoryShift 

주도 계획 중 하나로 관계 기관 및 작품 제작 파트너와의 

협력 시 참고해야 할 일련의 원칙과 관행을 제시했다. 스

토리텔링에 등장하는 주제와 커뮤니티를 다룰 때의 책임

에 초점을 맞춘 이 안내 지침을 읽어보기를 추천하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매사추세츠공과대학 오픈다큐멘터리연구소 MIT 

Open Documentary Lab 산하 공동창작스튜디오 Co-

Creation Studio에서 발표한 하이브리드 현장 연구 보고

우리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카메라를 보내지 말고 

우리를 고용하라!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
아서 프랫

위오운TV 프리타운 미디어 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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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은 경험을 공유하는 주체 자신이, 혹은 해당 

주체와 협력하여 개발해야 한다. 

권력의 작동 방식을 항상 검토하고, 커뮤니티의 지도자나 

해당 이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따라야 한다.

제기된 이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주체가 제작 과

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를 자신과

자신의 작품에 유용한 방향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성해야 한다. 

억압적이고 식민지적인 구조, 관행, 습관 및 본능을 해

체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서 '컬렉티브 위즈덤 Collective Wisdom'은 미디어(예술, 

다큐멘터리, 저널리즘)와 인접 분야의 지식(디자인, 오픈

소스 기술, 도시·커뮤니티 계획) 사이에 가능한 공동 창작 

방법을 제시, 정의, 조명하고 있다. 

공동 창작은 각종 미디어 제작 방식과 프레임 워크, 피드

백 시스템의 집합체로써 개별 작가의 비전에 대안을 제

시한다. 공동 창작을 통한 프로젝트는 과정 자체에서 형

태를 갖춰 나가며, 단지 해당 커뮤니티와 구성원을 위한 

것이나 그들에 대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해 당사자 자

신을 중심으로 진화한다. 또한, 공동 창작은 분파나 기관

의 한계를 넘어 인간 이외의 존재나 인간 체제 이상의 영

역도 포함할 수 있다. 공동 창작의 개념은 누가, 어떻게, 

왜 창작하는지를 둘러싼 윤리를 재구성하며, 연구 결과

가 보여주듯이 평등과 정의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해

석하고 변화를 추구한다.

연구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2019년 5월 MIT PubPub

에 발표되었으며, 지속적인 시리즈와 더 확장된 내용은 

IMMERS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을 참고하자.

"우리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카메라를 보내지 말

고 우리를 고용하라!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하겠

다." 아서 프랫은 2018년도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IDFA) 당시 독소사이어티가 주도한 '임팩트 프

https://www.workingfilms.org/storyshift-principles-praxis/
https://cocreationstudio.mi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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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과 

임팩트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시작

했다. 그는 착취적인 순환 구조를 멈추고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결과는 프랫과의 협업으

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위오운TV WeOwnTV'라는 이름

의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기 시작

했다. 시에라리온에서 사용하는 크리오어로 읽었을 때,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의 텔레비전 our own television'이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이 워크숍은 창작물에 대한 소유

권을 강조했으며, 참가자는 격려와 훈련을 통해 창의성

을 발휘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협업 이후, 프랫은 화이트

의 전문가 인맥과 특권을 빌려 프로젝트를 더 확장해 보

자고 제안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자금을 모아 공간을 빌리고 여러 프로

그램을 개발했으며, 오늘날 아프리카인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이 미디어 센터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하

고, 시에라리온을 둘러싼 이야기를 빚어 나가는 구심점

이 되었다. 이런 미디어 센터의 역할은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당시 가장 두드러졌다. 현지인으로서 해당 지역만

의 독특한 역학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제작진은 

각 지역 방언으로 작성한 공공 보건 메시지를 송출해 많

은 생명을 구했으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에라리온 내 

커뮤니티 구성원의 관점을 반영하는 미디어를 제작했다. 

로듀서 회담 Impact Producers' Summit'에서 이처럼 발

언하며 영화와 임팩트 창출의 교차로에서 작업하는 모든 

이에게 도전을 제시했다.

목회자 겸 극작가 겸 영화 창작자인 프랫은 시에라리온

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미

디어 센터는 프랫과 또 한 명의 영화 창작자 뱅커 화이트

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더욱 확실히 책임지기 위한 방

편으로 설립되었다. 2002년 화이트가 TV 다큐멘터리 시

리즈 「시에라리온의 난민 올스타 Sierra Leone's Refugee 

All Stars」 제작 및 배급을 위해 처음으로 시에라리온을 

방문했을 때, 무언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 난민 캠프에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 체계가 전무하고, 

별다른 교육 기회도 거의 없다. 그래서 창의성과 예술

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할 때마다 수많

은 젊은이가 참여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치고 싶

어 한다. 하지만 나는 참가자 자신의 초상권은 물론 

그들이 워크숍에서 창작한 음악, 미디어, 단편 영화 

등의 저작권이 종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NGO에 귀

속되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놀라운 사실은 관계 기관의 사명에 역행하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창작자가 자신의 가치관,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 공헌도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워크숍 개발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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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감독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권력과 특권에 대해 

숙고해야 하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작

업에 임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

다. 이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임팩트의 중심이기도 하다.”

미국의 영화 창작자 제니퍼 메이토리나 테일러는 자신

의 작업 과정에 수반하는 윤리성과 대표성, 권력과 특

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버몬트주의 작은 노동

자 마을을 배경으로 한 그의 새 장편 다큐멘터리는, 마

약성 진통제 남용과 빈곤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이 

소수 시리아 난민의 재정착을 포함한 인종 비율 변화를 

겪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촬영 시작 전, 테일러는 마을 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자극적인 시선으로 전달한 전국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

을 관찰했다. 이런 식의 집중적인 관심과 보도는 마을 

커뮤니티 내부에 미디어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키웠

으며, 여러 언론 매체가 난민과 마을의 정체성 사이에 

벌어진 씁쓸한 논쟁에 대한 보도로 마을을 또 한 번 뒤

덮었을 때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마을 주민 사이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균열이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민

주당 대 공화당 구도로 발전하자, 테일러는 이러한 이

분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백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커뮤니티

에 내재하는 구조적 인종 차별과 계급 갈등이 지역 주민

의 삶과 기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심층적이고 "복잡

다단한"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가족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기 전까지, 백인과 

라틴계 혼혈로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해당 마을과 그 

주변 지역에서 보냈던 테일러에게 이 프로젝트는 특별

한 의미가 있었다. 그는 이런 의문을 던졌다: "건설적이

고 전체론적인 접근이 내 출발점이자 도달점일 때, 내 

결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그저 위험

을 피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유익하면서도 설득력 있

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무엇보다도 작품에 등

장하는 마을과 주민들의 안녕을 바라지만, 빈곤 포르노

나 보기에만 좋은 작품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하고 싶다." 

작품의 주인공은 일평생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온 용감

하고 총명한 여성이었고, 테일러는 그에게 이야기 구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테일러는 주인

공이 단순히 관찰과 대변의 대상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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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주체가 되기를 바랐고, 전형적인 "백인 구세주"식의 

영웅 서사를 따르지는 않되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계급

과 인종에 관한 관념을 벗어나 변화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 일부 감독들은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나 과정에 관

한 이야기를 작품의 등장인물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

다. 자칫 진정성을 잃거나 연출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는 두려움에서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20년 전, 적어도 5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

각한다. 오늘날의 노련한 미디어 소비자로서 그들이 

자신이 묘사되는 방식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 여기는 

건 우둔한 일이다. 그래서 정직한 영상을 만들기 위

한 아이디어와 언어를 등장인물과 공유하고 함께 발

전해 나가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테일러는 이러한 작업 방식의 결과로 더 훌륭하며 책임

감 있고 다층적인 작품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주인공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변화하

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평생에 걸쳐 홀대와 무시

를 당했던 주인공에게 이 단순한 행위는 의미 있는 변화

의 과정이었다.

피터 미들턴과 제임스 스피니가 공동 작업한 영화이

자 멀티플랫폼 프로젝트 <실명에 관한 노트 Notes on 

Blindness>는 해방적 영화제작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

준다. 작품은 신학자 존 헐이 시력을 잃어가는 여정을 

스스로 녹음한 오디오 원본에 기반해 만들어졌다. 존 헐

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했던 것처럼, 프로듀서/

임팩트 프로듀서 조조 엘리슨은 작품을 통해 실명 상태

에 관한 대중적인 이해도를 고취하고, 정상 시력자와 시

각장애인 사이의 간극을 잇고, 시각장애를 둘러싼 공포

심과 편견을 해체하려고 했다. 

<실명에 관한 노트> 제작 초기부터 제작진은 직접적인 

실명의 경험을 다루는 작품일수록 모든 관객이, 특히 실

명을 겪은 관객이나 청력이 좋지 않은 관객도 작품을 감

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따라서 제작진

은 <실명에 관한 노트>를 지금까지 제작된 작품 중 어

떤 장애를 가진 관객이라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제작 방식을 기

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상정했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

력하며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또한, 다양한 포커스 그룹

을 운영하면서 시청각 번역 분야의 배급자와 전문가의 

협조로 작품을 위한 네 종류의 대체 사운드 트랙을 제작

했다. 다음은 제작진이 야심차게 진행했던 홍보와 대중 

참여 캠페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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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여 접근 가능한 

영화 제작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법을 찾고, 시각 장애

를 가진 관객에게 몰입도 높은 작품 감상의 경험을 제

공했다. 그 결과, 감각 기관에 장애가 있는 관객도 온전

한 감상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선구

적인 실험이었으며, 업계 전반에 귀중한 교훈을 가져

다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접근 가능한 영화

의 탄탄한 소비층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고품질의 시청

각 번역은 감각 기관 장애를 가진 관객은 물론 외국인 

관객도 영화를 소비하고 반응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제작진이 알아낸 내

용을 반영한 액세서블 필름메이킹 안내서는 다른 창작

자 및 업계 종사자가 제작 초기 단계부터 접근 가능성 

관련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업계의 포용성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객층

과 임팩트의 주체를 발견하는 계기였다. 

여기서 액세서블 필름메이킹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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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및 공공 전시 행사 통합 프로그램: 실시간 3D 

시각 콘텐츠와 동기화된 스테레오 사운드를 이용하는 

VR 체험 프리뷰를 통해, 다층적인 음향 패턴에 기반한 

환경을 구현했다.

액세서블 필름메이킹 애플리케이션: 무비리딩 

MovieReading과의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

이션은 영국 전역의 영화관에 사상 최초로 개별 맞춤 

오디오 묘사 시스템 Audio Description (AD)을 보급함

으로써, 다양한 단계의 시각 장애인이 친구, 가족과 함

께 특별 상영이 아닌 일반 상영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프레임워크: 그간 간과되어왔던 관객층에도 영화 감상

의 자유를 주기 위한 제작 방식을 제시하고, 화면 자체

에 포함된 소리와 시각 정보는 물론 영화관에 가는 물

리적인 행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액세서블 필름메이킹 안내서 제작: 미래의 영화 창작

자에게 접근 가능성 높은 제작 방식에 잠재한 창의적

인 가능성을 소개하고, 제작 지원 및 학술 기관을 교육

하고, 접근 가능한 제작 방식에 관한 모범 사례를 형성

하고 업계 표준을 높이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했다.

http://archersmark.co.uk/wp-content/uploads/2019/04/Accessible-Filmmaking-Guide2018.pdf
http://archersmark.co.uk/wp-content/uploads/2019/04/Accessible-Filmmaking-Guide2018.pdf
http://archersmark.co.uk/wp-content/uploads/2019/04/Accessible-Filmmaking-Guide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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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내서는 매우 야심차고 인상적인 사례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례에서 위압감을 느끼기보

다는 영감을 찾기를 바란다. 중요한 문제는 미디어 센터

를 설립하거나 접근 가능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거창한 일이 아니다. 진정한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이상은 임팩트 제작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모

든 단계에서 억압적인 체계를-공고히 하는 것과는 반대

로-해체하기 위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업 중인 

업계 종사자 모두가 집단적인 협조를 이루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전략 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법, 즉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1.

2.

3.

임팩트를 계획할 때, 특히 당신의 주요 임팩트 역학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역학을 고려하라.

권력과 특권이 제작과 캠페인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

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효과가 있었던 방식과 그렇지 않았던 방식을 투명하

게 공유하고 당신이 배운 내용을 나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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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공과대학 오픈다큐멘터리연구소 MIT Open 

Documentary Lab 산하 공동창작스튜디오 Co-Creation 

Studio 제작. 업데이트 내용은 cocreationstudio.mit.edu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셸 스티븐슨의 기사 전문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집단의 지혜; 여러 분야에 걸쳐 알고리즘을 사용한 미디어 

공동 창작 

Collective Wisdom; co-creating media within

communities, across disciplines and with algorithms.

파고들기

해방적 실천으로서의 영화제작

cocreationsudio.mit.edu

포용을 넘어서: 

해방의 내러티브 만들기 

Beyond Inclusion: 

Building Narratives of Liberation 

더 읽을거리

2.6

medium.com/@michele0608/beyond-
inclusion-building-narratives-of-liberation-42ccd1a3c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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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계획은 작업 기간 내내 꾸준히 변화하는 양식이다. 어쩌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전략 계획 

워크시트를 다운로드 하자. 

전략 계획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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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상단에 자신의 임팩트 비전을 써넣어 보자.

촉발 가능한 네 가지 임팩트 역학을 활용하여 당신의 

작품과 프로젝트가 다룰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사안을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결과를 첫 번째 열에 기입해 보

자. 다소 성취하기 어려울 것 같은 사안이 있더라도, 최

대한 많은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하자. 아예 적지 않는 것

보다는 나중에 지우는 것이 낫다.  

상단의 소제목을 활용하여 자신이 각각의 사안에 기여

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자. 특히, 가장 먼저 수행해

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거나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해

당 내용은 삭제해야 할 수도 있다. 스스로 다음의 질문

을 던져 보자.

2.1 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한가

2.2 비전을 정의하라

2.3 전략을 개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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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해방적 실천으로서의 영화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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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작품의 메시지: 작품이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는무

엇인가? 가능하다면  중점을 두고 있는 임팩트 다이내

믹을 정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보자.

목표: 당신의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이나 전환의 방법은 무엇인가?

임팩트 역학: 어떤 종류의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가?

과제: 작품의 안팎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반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임팩트를 성취하기 위해 주요 관계자를 

움직이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주요 관계자: 누가 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가? 당신의 작품과 캠페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관객층은 누구인가? 기존에 우호적인 

견해를 보이지 않던 관객도 설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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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례 및 기타 자료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임팩트 역

학을 분석할 차례이다. 최대한 다양한 사안과 임팩트 목

표를 구체화한 뒤, 스스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 우

선순위를 매겨 보자.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반영한 우선순위를 숙고해 보자. 

우선순위의 상단에 오르는 방법이 최소한 지금 이 순간

만큼은 당신이 중점을 둬야 할 임팩트 역학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참고할만한 기존 작품과 프로젝트 사례

를 떠올릴 수도 있다. 

2.1 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한가

2.2 비전을 정의하라

2.3 전략을 개발하라

2.4 이슈의 지형도 

2.5 네 가지 임팩트 역학

2.6 해방적 실천으로서의 영화제작

2.7 전략 계획을 수립하라

- 

- 

임팩트 비전의 실현에 가장 크게 기여할 방법은 무엇

인가?

당신의 작품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https://impactguide.org/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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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계획의 첫 번째 수정

임팩트 추적의 시작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자신의 전략 계획을 적극

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추천한다. 전략 계획은 제작진에 

새로 합류한 구성원에게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행동 지침을 수립하는 데 훌륭한 

바탕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계획이 열매를 맺

는 데 필요한 노동력, 도구, 자원을 주제로 더욱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당신 자신의 작품이 세상에 가

져올 수 있는 변화를 처음으로 구체화해 보았다. 지금

부터는 데이터에 기반해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이 있지는 않은지를 알아볼 것이다. 전략 계획

을 수립하며 이미 평가의 첫 번째 단계를 마쳤으니, 이

제 아래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첫 번째,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라. 세금 신고를 위해 

영수증을 전부 신발 상자에 모을 때처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한곳에 모아 보자. 훌륭한 비평, 커뮤니티 스크리

닝 (대략적인 관객 수도 알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당신

의 작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등의 메시지가 담긴 이

메일, 연설에서 작품을 언급한 정치인 명단 등 당신의 

작품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영수증과 마

찬가지로, 데이터도 금방 쌓여간다. 한데 모은 데이터

는 당신의 작품이 세상을 여행하는 과정을 그린 구체적

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때그때 모아두는 것이 나중에 

가서 찾아내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 두 번째, 당신의 전략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숙고하라. 데이터는 지금까지의 방법이 성공적이었다

고 말해주고 있는가?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이나, 당신의 작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관객층이 있는지 암시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 무엇

을 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의 데이터는 당신의 전략을 

숙고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를 통해 모든 일이 끝

나버린 뒤 결과만을 평가하기보다는, 프로젝트가 살아 

움직이는 동안 자신의 접근법을 평가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다. 

- 세 번째, 데이터를 신발 상자 안에 방치하지 말라! 수

집한 자료는 당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눈에 띄며 인식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 있는 문화적 변

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증거이다. 6장 임팩트 측정에

서는 임팩트 평가 계획을 이용한 더욱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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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전략 계획을 수립하라

다큐멘터리 창작자는 다른 유형의 
창작자들이 이룬 성공적인 노력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제작 과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로써 제작 과정을 단지 
일회성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다.

“

아메리칸대학교 American Univer-sity 

산하 미디어 & 소셜 사회적 임팩트 센터 

Center for Media & Social Impact가 발표

한 사회정의 다큐멘터리 <임팩트 디자인 

DESIGNING FOR IMPACT>(2011)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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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를 위한 준비

이제 당신이 비전을 표현하고 전략 계획의 초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를 시행

할지 알아봐야 한다. 얼마나 많은 일인가? 누가 그것을 해야 할까? 비용은 얼마나 들

고 어떻게 자금을 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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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영화제작자들은 그저 

영화를 만들고, 판권을 배급사에 팔고, 기껏해

야 현장의 몇몇 운동가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

트로 넘어갔다. 그러나 임팩트 캠페인을 개발할 

때, 영화제작자와 그들의 팀은 영화가 다루고 있

는 이슈에서 측정기를 움직이기 위해 무엇이 필

요한지, 그 작업을 위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참여시키고 임팩트를 평가해

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일이 많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일은 또한 정말

로 보람이 있다.

임팩트 캠페인 필수 역량

전략, 목표 & 활동 고안하기 

누군가는 영화의 중심 메시지, 그것이 관객에게 미칠 효

과, 그것을 임팩트에 활용할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

다. 종종, 이것은 영화가 다루는 이슈에 대한 강력한 이

해를 필요로 한다. 이 작업은 이해당사자 모임(전문 고

문단)에 대한 인터뷰와 온라인 리서치, 포커스 그룹 테

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 보이

든, 현재 그 운동의 필요성과 영화가 어디에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작업을 진척시키기 위

해서 적절한 타임라인과 이상적인 파트너십을 찾아내

는 것도 중요하다. 

2016년, 우리는 임팩트 활동을 이미 수행했던 약 250여 

명의 영화제작자들을 조사했다. 실제 캠페인을 운영했

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4%가 그 작업이 '훌

륭히', '좋게', 또는 '괜찮게' 진행되었다고 느낀다고 답했

다. 대다수의 영화제작자들은 또한 자신이 임팩트 캠페

인 작업을 직접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그 일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어하지도 않

는다. 오히려 응답자의 80%는 다음 임팩트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함께 일할 인하우스 에이전시와 파트너

의 드림팀을 개발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답했다.

사실 정해진 규칙은 없다. 당신은 임팩트 팀이 어떤 모

양/형태를 갖춰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캠페인 작

업이 얼마나 클지 또는 작아야 할지. 캠페인 작업은 얼

마나 지속되어야 할지. 먼저 대부분의 캠페인이 의존하

는 주요 스킬과 팀 및 담당자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요소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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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수립

누군가는 위의 전략을 채택하여 예산과 현금 흐름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술)

자금조달

이 장의 다음 몇 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접근법

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으나, 말할 필요도 없이, 팀의 

누군가는 캠페인 기간 내내 계속될 보조금, 기부금, 크

라우드 펀딩 등을 포함하여 임팩트 작업을 실시하기 위

해 자금조달을 책임져야 한다.

배급

팀의 누군가는 전략을 세운 다음 프로젝트가 최대의 임

팩트를 거둘 수 있도록 영화의 배급을 위한 최적의 위치

를 협상해야 한다. 단독으로 진행하든 아니면 극장 및 방

송 배급사, 온라인 및 교육용 배급사와 함께 하든지 간

에, 이를 임팩트 계획과 결합하여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타깃 관객들에게 도달하는 방법, 즉 임팩트 배급 전략을 

고안하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다. 

파트너십 육성 & 관리

캠페인이 구축되고 자금지원자, 이슈 기반 커뮤니티 그

룹 및 후원자 등 더 많은 파트너들이 합류하면서, 팀 내 

한 사람에게 파트너십 책임을 할당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작업은 상당히 정교할 수 있다: 주요 기관들

의 지도부와 연결을 맺는 것부터 제휴 지점을 확인하고 

광범위한 합의를 배양하고, 그들의 노력 속에서 영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현

장 주최자들과 세우도록 한다. 이 임무는 또한 상영 조

직 및 이벤트 계획, 각 관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추적

하기 위한 파트너 데이터베이스 관리, DVD 발송 및 링

크 공유 조율, 더 많은 리서치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계

약 및 활동비 지급(해당되는 경우) 등 세부적인 작업을 

포함한다.

평가 & 사정

전략을 수립하는 즉시, 팀은 이 프로젝트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포착하고 평가할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성공적인 자금조달과 더 많은 파트너십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단지 끝날 무렵이 아니라 일을 진행하면서 그 이

야기를 포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때때로 영화 팀은 제

작팀 안에서 이 일을 맡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 그들은 

대학의 학과와 협력하거나 하모니랩 Harmony Labs이

나 임팩트아키텍트 Impact Architects같은 평가 회사

를 고용해 임팩트 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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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impactarchitects.com/
https://harmonyla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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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조직하기

교육과 아웃리치를 포함해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당

신의 주요 동력이거나, 또는 당신 계획의 일부라면, 당신

은 누가 이 활동을 맡을지 고려하기를 원할 것이다 - 이 

활동은 팀의 구성원이 주도할 수 있지만, 리더십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영화의 지지 파트너나 공헌자가 주도한 것

을 보아왔다.

대화 촉진

당신의 임팩트 캠페인이 논쟁이 될만한 이슈에 대한 것

이고 당신의 목표들 중 하나가 이를 둘러싼 대화를 촉

진하는 것일 경우, 어려운 대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

한 깊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

지만, 그 이슈를 이해하고 있는 현장의 파트너들조차 이

러한 특정 스킬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당신이 촉진에 

홍보

(PR & 매체 대응 포함)

광고, 마케팅, 홍보 - 이것들은 어떤 캠페인에든 매우 

유용한 요소이며, 광범위한 대중에 도달해 대중 담론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화들에 특히 중요하다. 

이 작업에는 사설을 쓰고 화제를 일으키는 액션 캠페인 

개발과 유명인 참여 등이 관련된다. 그러나 이는 그 자

체로는 임팩트 캠페인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

심하게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팩트 팀이 

촉진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과 상충될 수 있다. 

옹호

정부 관리와 법제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또다른 특수한 

전문 스킬이다. 당신은 당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

부나 법 분야에 연결되어 있고 신념 있는 누군가 또는 

기관과 함께 일하고자 할 수도 있다.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면, 담당자는 작품를 활용

한 순회전을 해야 할수도 있으니 그 비용이 예산에 반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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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킷 & 영화 가이드

누군가는 성공적인 상영 이벤트와 대화를 뒷받침할 자

료들을 세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토론 자료, 촉진 가이

드, 액션 키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학술적 커리큘럼 개

발은 교실 학습 표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각 종류의 재료에 대한 든든한 

사례들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ctivevoice.

net/av-library, blueshifteducation.com/lessons,  

archive.pov.org/educators.

https://www.activevoice.net/av-library/
https://www.activevoice.net/av-library/
https://www.blueshifteducation.com/portfolio/collection/
http://archive.pov.org/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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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의사소통

어떤 경우 이것은 홍보의 부분집합일 수 있지만, 이는 

별개의 스킬이다. 일부 영화 캠페인은, 특히 민감한 이

슈나 폭로성 영화들의 경우, 작품이 개봉하자마자 위기 

커뮤니케이션 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른 캠페인은 메시지 및 프레임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특히 가벼운 톤의 함축적인 영화들의 경우, 영화 팀이 

캠페인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방식으로 작품의 스토리

가 다루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들

이 여러 플랫폼 간에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

(소셜 미디어, 웹 캠페인, 이메일 등 포함)

온라인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것은 위의 대다수 기능들

과 겹치는데 - 지지자들에 보내는 이메일, 가시성을 위

한 웹사이트 만들기, 홍보용 소셜 미디어 등 많은 것들

이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도맡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팀 전체에서 번갈아가며 할 수도 있다. 영화와 캠페인 

플랫폼을 나눌지, 단일 창구로 운영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유용하다. 어떤 방식이든, 조정이 필요하다. 

이 커뮤니티는 당신의 영화를 위한 관객들의 중요한 부

분이다. 

2018 암스테르담 글로벌 임팩트 프로듀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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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은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나?

영화제작 과정과 비교해볼 때, 캠페인은 동일한 수준

의 헌신과 집중을 필요로 한다. 비록 사후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훨씬 더 용이하고, 훨

씬 더 과정 지향적이다. 그것은 대개 팀을 조율하고 관

리할 리더가 있는, 캠페인의 다양한 측면을 실행할 프

로젝트 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어떤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제작만큼이나 임팩트 작업을 통제하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이 업무의 규모를 과소평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여기에 나열된 많은 스킬이 있지만 우리는 이 목록이 

최종본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종

종 두세 가지의 역할, 또는 필요하다면 더 적은 수의 역

할로 결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그 모든 

일들을 헌신적인 임팩트 프로듀서의 손에 집중하거나 

(임팩트 프로듀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이다), 시

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팀에 분산시키거나, 그 일의 

상당부분을 처리할 회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모든 것

들은 자원과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당신이 줄 것이 많다고 대답한다면, 당신

은 영화제작뿐 아니라 임팩트 캠페인에서 리더십 역할

에 발을 담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

다면, 당신은 당신이 가진/가지고 있지 않은 스킬을 검토

하고 팀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나 당신 팀이 이 모든 이상적인 스킬이나 에너지

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슬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것은 

종종 대다수 영화 팀이 내리는 결론이다. 임팩트는 일의 

과정에서 프로젝트나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자

신이 잘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에 의해 가장 잘 제공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다! 

1.

2.

3.

나는/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싶은가? 

풀 타임인가 파트 타임인가 – 몇 년 이상?

우리는 그 영화 자체를 만드는 과정의 어디에 있으며 

캠페인 작업을 위한 시간/에너지는 어느 정도인가?

나/우리는 임팩트 캠페인으로서 어떤 스킬과 자원을 

활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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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도움은 에이전시나 프리랜서의 형태를 띨 수

도 있다. 당신의 핵심 팀에 합류하도록 임팩트 프로듀

서를 채용할 수도 있다. 다음 섹션은 임팩트 프로듀서

의 역할에 대한 맥락을 제시하고, 그들이 어떤 임무에 

착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또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간략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화가 더 넓은 운동 생태계의 일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부와 단절된 

채 활동하지 마시라. 당신 홀로 이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팀 구성원으로서든 파트너로서든, 임팩트 캠

페인을 기존의 운동에 통합해낼 수 있는 관계들을 발전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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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프로듀서가 하는 일

당신이든 외부 고용인이든, 임팩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라면, 임팩

트 전략을 고안하고 임팩트 목표가 충족되도록 하는 개인이나 팀이 있어야 한다. 다

른 말로 하자면, 한 영화는 관객들을 감동시키고, 이해를 깊게 하며,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전략적인 임팩트 캠페인은 그러한 반응들을 사회 및 환경 변화를 

지원하는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조율한다. 독소사이어티와 업계의 다른 이

들은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을 "임팩트 프로듀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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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이해가 잘 안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것

은 새로운 직업군이며 새로운 직업 크레딧이다. 

지난 2013년 우리가 이 '현장 가이드'의 초판을 

내놓았을 때, 이 용어는 당시 막 만들어졌다. 그

리고, 독소사이어티에서, 우리는 임팩트 프로듀

서가 수행하는 그 일이 인정받기를 장려하고자 

했다. 자주 보이지 않던 일, 과소평가되어 제대

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그 일 말이다. 따라서 우

리는 임팩트 프로듀서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만들고 채택할 것을 옹호했으며, 그것이 제안서

와 예산에 기록되고 공식적인 크레딧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이 역할을 처음으로 규정하고자 다큐멘터리 커

뮤니티의 회원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꽤 단순한 언어로 

시작했다. '영화가 시나리오에서 스크린까지 창의적이

고 재정적인 과정을 관리할 프로듀서가 있는 것처럼, 영

화는 또한 완성부터 임팩트까지 관장할 임팩트 프로듀

서가 필요하다. 그들은 전략을 고안하고, 캠페인 작업에 

자금을 조달하며, 주요 파트너를 확보하고, 캠페인을 실

행하거나 감독하고, 캠페인을 평가한다.'

이 용어는 점차 실무자들에게 채택되었고 새로운 직업

군이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다. 크레딧이 영화에 나

타나기 시작했으며, IMDB에 수록되었고, 2018년 미국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연합에서 크레딧 작성 가이드라인

에 '임팩트 프로듀서'를 공식 수록했다. '임팩트 프로듀

서는 사회 변화를 위한 영화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책

임을 갖고 있다. 책임사항은 영화의 내용이나 정의된 배

급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종종 전략 개발, 이슈 

매핑, 전문가 그룹 운영, 조직적 파트너십 개발과 관리,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참여, 그리고 평가와 임팩트 측정 

등을 포함한다. 임팩트 프로듀서는 또한 한 영화의 극장

과 유사한 상영 캠페인 및 개봉을 조율 및/또는 감독할 

수 있다. 임팩트 프로듀서는 사전 제작 단계에서부터 시

작해 스토리 개발이나 자금조달에 있어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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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팩트 영화 팀을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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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팩트를 예산으로 수립하라

3.8 알맞은 자금지원자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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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팩트 프로듀서'라는 용어가 좀더 흔하게 이해되

고 있지만, 상당한 전문화가 일어나 우리가 우리 팀에 

필요한 임팩트 프로듀서의 종류를 생각할 때 그 전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임팩트 프로듀서는 모든 분야를 관장할 수도 있지만, 마

케팅, 전략, 지역사회 활동 등 특정 분야만 담당하기도 

한다. 어떤 임팩트 프로듀서들은 영화계 출신이기도 하

고, 어떤 이들은 이슈 전문가이기도 하다. 다른 이들은 

활동가이자, 전략가이며, 로비스트이고, 심지어 마케팅 

담당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

을지는 사안마다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임팩트 프로듀서가 오로지 영화에 대

한 임팩트 전략과 계획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팀의 실

행을 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 사람을 '임팩트 

전략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임팩트 프로듀서들은 현장 실행력, 행사 

기획, 민중 또는 특정 대상을 위한 행사 홍보와 활동에  

특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임팩트 매니저" 

또는 "이행자"라고 한다. 그들은 강력한 커뮤니티 조직, 

파트너 양성, 이벤트 플래닝, 그리고 수행 능력 등을 보

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임팩트 실현: 임팩트 영화 팀을 구축

하라'에서 더 자세히 나눠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핵심

은, 임팩트 프로듀서를 고용할 때, 당신이 제작진 내에

서 가지고 있는 스킬과 전문지식,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을 할 것으로 기대하

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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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영화 팀을 구축하라

이 섹션에서는 당신이 작품에서 최고의 임팩트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역할과 팀 

구성원을 필요로 할지를 나타내는 만능 템플릿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영화 팀별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변화 전략과 필요한 

전문지식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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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대부분의 영화제작

자들은 그들이 상당히 작은 수의 사람들과 캠페인을 시

작했으며, 자금과 추진력이 모이면서 계약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도움과 지원을 고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몇몇 영화들의 캠페인 요약을 살펴 

보자. 이 모든 영화들의 캠페인을 위한 자원의 수준이나 

관련 인원 숫자는 모두 다르다. 

영화 캠페인 캠페인 예산 핵심 팀의 크기 캠페인 기간

불리 Bully

백 잇 Bag It

어리석은 자들의 세기 

The Age of Stupid

내일이 온다면 

Give Up Tomorrow

전쟁의 무기 

Weapon of War

또 다른 전쟁 

The Invisible War

아메리칸 프라미스 

American Promise

260만 달러

102,700 달러

110,000 파운드

125,000달러

834,930 달러

450,000 달러

130만 달러

6명

3명

8명

2명

3명

시작단계 3명, 

절정단계 4-6명

5명

2011년부터 계속

2010년부터 계속

2008-2010

2011년부터 계속

2011년부터 계속

2012년부터 계속

2010년부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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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자 리 허쉬의 지휘 아래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

킨 <불리> 팀을 예로 들어보겠다. 그는 캠페인의 전략적 

방향에서부터 파트너십을 중재하며, 영화뿐 아니라 캠페

인에서도 주도적인 대변자가 되는 데 이르기까지, 임팩

트 캠페인에서 매우 직접적인 실무 역할을 맡기로 결정

했다. 이는 임팩트 컨설팅 기관과 한 번 해본 후 일어났

다. 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전략 발언과 대담하고 즉각적

인 행동 사이에 너무나 갭이 컸다. 이는 궁극적으로 목표

에 따라 이루어진 팀을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했다.

자금조달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미디어와 박스오피스에

서 <불리>의 성공의 결과로, 리는 2011년 캠페인이 발족

한 이래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섯 명의 정규 스태프

를 충원할 수 있었다. 특정 전문성(가령 마케팅이나 교육 

아웃리치 등)을 가진 임팩트 전략 컨설턴트와 기타 컨설

턴트 및 조직의 도움을 받아, 그는 임팩트 캠페인을 운영

할 새로운 조직인 "불리 프로젝트 The Bully Project"를 

출범시켰다. 

불리 프로젝트는 여전히 튼튼하다. 캠페인 4년차에 그들

은 영화를 본 아이들의 숫자를 추적하기를 멈추었는데, 

그 즈음에 이미 400만 명에 달했다. 이후 매년, 미국 전

역의 학교들은 이 작품을 상영했고 그들은 여전히 한 달

에 20개의 교육 키트를 판매한다 (대부분의 키트는 현재 

38달러에 드롭박스 링크와 함께 판매되고 전달된다). 그

러나 리는 스태프의 수를 줄였고 이제는 컨설턴트들의 

최소한의 시간당 지원을 받아 대부분 혼자서 프로젝트

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영화 작업 때문에, 그는 프로

젝트를 위해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주요 활동을 실행할 여

력이 없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 해왔다"고 그는 말한다. 

만일 그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

겠느냐는 질문에, 리는 솔직히 답변한다. "우리가 한창 

주목을 받고 있었을 때, 나는 속도를 늦추고 규모와 장기

지속에 대해 더 고민했어야 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이 너

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캠페인이 얼마

나 거대한 것이 될지 몰랐고,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

어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괴롭힘에 반대하는 신뢰할 

만하고 필요한 자원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활동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많은 자금지원자를 모으고 

순풍에 돛을 달았을 때, 우리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더 초

점을 맞춰야 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후회가 많다."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영화제작자들에게 그가 

남긴 조언은 다음과 같다: 당신 자신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고, 자신의 직관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그것이 컨설턴트들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

동을 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당신은 당신

의 작품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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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한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지만 이는 당신의 영화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 당신이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이 되어라. 옳고 그름은 없다. 그것은 효율성에 대한 
것이다.”

리 허쉬

우리는 한두 명의 
인턴과 더불어 여섯 명의
핵심 스태프가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NGO를 만들었다 
- 이는 현재 부족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꽤 효과적인 
조직이다.

리 허쉬, 영화제작자 <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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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백 잇> 팀은 상황을 날렵하게 유지했다. 그

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캠페인 예산을 가지고 있었고, 

수잔과 미셸은 임팩트 프로듀서가 짊어져야 할 많은 책

임(프로젝트 관리, 자금 조달 및 홍보 등을 포함)을 떠

맡았으며, 그래서 자금이 허락하면 추가 지원 인력을 

고용했다.

다음의 팀 조직도는 캠페인 동안 수잔과 미셸과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짧은 정보를 제공한다. 점

선은 일시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을 묘사한다. 수잔과 

미셸이 팀을 이끄는 반면, 팀의 나머지는 위계적인 방

식으로 배열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일 가치가 있다! 

4년 뒤, 이 영화제작자

들은 어떻게 프로젝트를 

일부 파트너들에게 넘길 

수 있었는지 이야기한

다.

비록 ‘백 잇 타운 되기’라는 
캠페인은 우리 웹사이트에
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의 
장소로 더 많이 옮겨갔지
만, 캠페인은 여전히 굳건
하다.

미셸 모한

<백 잇> 프로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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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떨어져 있다거나, 모든 풀뿌리 공동체 상영을 실행하

지만 (다른 독립체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 상영회로부터

는 떨어져 있다거나 등등. 

다양한 곳에서 위의 역할들을 위한 프리랜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독소사이어티가 코디네이팅하는 글로벌 

임팩트 프로듀서 그룹 Global Impact Producers Group, 

퀴어 프로듀서 컬렉티브 Queer Producers Collective, 

브라운 걸즈 닥 마피아 Brown Girls Doc Mafia, 플레

질링 펀드의 프로바이더 디렉토리 Fledgling Fund's 

Provider Directory, 파이어라이트 미디어의 펠로우십 

페이지 Firelight Media's Fellowship page, 메즐카 미

디어 컬렉티브 Mezlca Media Collective, 그리고 POV

의 참여 전략 리스트 POV's Engagement Strategy 

list 등이 그것이다.

보다시피, 이를 해낼 한 가지 방법은 없다. 다음은 임팩

트 팀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몇 가지 표준 모델이

다. "임팩트 프로듀서"의 역할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설

명하기 위해 이를 제시한다. 참고: 이 모든 역할들이 "임

팩트 프로듀싱"이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찾거나 제공

하고자 하는가? 

임팩트 전략가/조언자. 때로는 프리랜서 전문가가 더 

포괄적인 업무 범위와 일련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고용

되기도 한다. 이 경우 고용인은 예를 들어, 그 캠페인 작

업의 특정 부분들만을 담당하게 된다: 임팩트 전략을 디

자인하지만 실행으로부터는 떨어져 있다거나, 온라인 

캠페인을 디자인하지만 현장에서의 참여 활동으로부터

임팩트 매니저/실행자. 이 모델에서는, 한 영화제작자가 

전문가-계약을 기반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를 고용해 영

화 팀에 합류하거나 보고하도록 한다. 이 사람은 일반적

으로 그때까지 수행된 모든 일을 검토하고 영화의 임팩

트 배급 노력을 둘러싼 임팩트를 심화시키기 위한 계획

이나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만일 영화 팀에 임팩트 전략

가(아래를 보라)가 포함된다면, 매니저/실행자는 그 임

팩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종종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

다. 보통 이 사람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제한된 기

간 (보통 1-2년) 동안 일하게 된다. 이는 잘 작동할 수 있

는 흔한 모델이다. 

임팩트 부서. 일부 영화제작자들이 수행했던 또다른 방

법은 임팩트 캠페인을 진행할 새로운 스태프를 데려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호초를 따라서> 팀은 익스포

저 랩스의 임팩트 팀장으로 누군가를 기용했으며, 그녀

는 새로운 임팩트 팀을 고용해 캠페인 진행할 부서를 만

들었다. 이 부서는 제작사가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작사에 남으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걸쳐 있는 일들

에 대해 생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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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zclamediacollective.org/
https://www.amdoc.org/create/filmmaker-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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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irelightmedia.tv/impact-producer-fe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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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가 주도하는 방법. 어떤 경우에는, 한 조직 또는 

캠페인 파트너 내부의 개인이 '임팩트 전략'의 실행이라

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임팩트 회사/조직. 그러나 이를 진행하는 또다른 방법

은 전체 임팩트 캠페인 또는 그 중 특정 부분(예컨대 대

학 참여, 풀뿌리 상영회 또는 전략)만을 담당할 외주사

를 고용하는 것이다. 이 옵션은 때로 팀을 고용할 자금, 

때로는 전문 기술을 가진 영화 팀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

다. 예를 들어: 액티브 보이스 Active Voice, 피스 이즈 

라우드 Peace is Loud, 픽처 모션 Picture Motion, 그

리고 투게더 필름스 Together Films 등이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종종 당신의 영화에 구축해낼 이미 확립된 프

로세스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워킹 필름스 Working Films가 풀뿌리 운

동 지도자들에게 응답하는 멀티-필름 미디어 조직 이니

셔티브를 이끌고, 정책과 규제 변화의 티핑 포인트 잠재

력이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 지역 기반 모델 안에서 

다큐멘터리 미디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동원한다. 마찬가지로, 액티브 보이스 랩의 '공공의 미래 

The Future of Public' 이니셔티브는 영화나 다른 스토

리텔링 형식을 이용해 사람들이 함께 공공 자원의 민영

화화에 따른 결과에 대해 배우고 조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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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utureofpublic.net/
https://peaceisloud.org/
https://togetherfilms.org/
https://picturemotion.com/
https://peaceisloud.org/
https://www.activevoice.net/
https://www.workingfilm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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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 문제를 

다루는데, 전략과 영화가 배치되는 방식에 일치한다면, 

이는 정말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장기간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제작자가 임팩트 프로듀서가 되는 경우. 때로 한 프

로젝트에서 영화제작자들 자신이 임팩트 프로듀서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자. 이는 그 이슈에 대한 그들의 경

험, 그들의 관계, 그리고 혹 또는 작업에 대한 이해 때문

에 단순히 그들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일 수 있다. 또는 그것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역

할을 맡을 시간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우

리가 전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모델이다.

보다시피, 임팩트 팀을 설정할 많은 방식들이 있다. 만일 

더 많은 영화들을 위한 팀 조직도를 보고 싶다면, 우리의 

라이브러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을 하는 행복한 사람들

야심찬 임팩트 캠페인을 가진 영화 프로젝트의 추진력은 

팀의 재빠른 확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전통적인 제도적 구조가 없다면, 팀 역학은 제작이나 배

급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종종 간과된다. 이는 영화제

작이 - 그리고 임팩트 프로덕션이 - 많은 경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매우 정교하게 설명

될 수 있는 간략한 접점이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좋

은 일을 한다.

당신 자신의 행동과 동료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다. 그들이 선배이든, 후배

이든, 또는 같은 레벨이든. 당신은 상이한 업무 스타일을 

가질 수 있고, 다분야에 걸친 팀이 구성될 수 있으며, 당

신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학습자인지 알아내기 위해 허

니&멈포드 설문지 Honey & Mumford Questionnaire

를 선호한다. 이것은 당신 팀의 모든 구성원들을 다음 네 

가지 학습 유형 중 하나로 만든다: 활동가, 이론가, 반영가 

(reflector), 그리고 실용주의자. 임팩트 전략을 파악하고 

어떻게 각각의 팀 구성원이 일처리를 하고 기여하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팀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벨빈 테스트에도 참여하라. 팀 구성원의 역량을 파악하고 

누가 정말 잘 협력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

게 유용할 수 있다. 그것은 일터에서 자주 보여지는 아홉 

개의 서로 다른 행동의 클러스터를 식별한다.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파고들기 섹션을 클릭하라.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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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ln.co.uk/blog/honey-mumford-learner-types-1986-questionnaire-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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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센터에는 다음의 토픽 아래 다운로드 가이드 및 

워크시트와 더불어 팀들을 위한 자원이 있다: 위임, 역할과 

목표, 문화, 고용, 인력 개발, 시간 관리, 문제 해결.

벨빈 테스트는 전세계의 경영대학원에서 사용된다. 그것은 팀

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고 잘 실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9개의 역할을 식별한다. 각 인력은 자연스럽게 그들 중 많

은 사람들에게 끌리겠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것이 팀이 필요

한 이유다. 무료 자료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깨달음을 준다. 

록우드 리더십은 팀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가이드를 제작했다. 

매니지먼트 센터 리소스 라이브러리 

The Management Center Resource Library 

벨빈 리포트 

Belbin Reports

록우드 리더십 

Rockwood Leadership

파고들기

브루스 턱먼의 간단한 모델을 사용해 새로운 팀이 신속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배워 보자.

이 강력한 자원, 『창조적 연합: 변화를 위한 핸드북』을 체크하

라. 효과적인 집단 행동을 잠금 해제하고 우리의 운동이 성공

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변동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임팩

트 프로듀서의 역할과 매우 유사한, 의장의 역할에 대한 귀중

한 교훈을 제시한다. 

mindtools.com/pages/article/newLDR_86.htm
rockwoodleadership.orgmanagementcenter.org/tools

belbin.com/about/belbin-team-rolescrisisaction.org/handbook/contents 

구성, 돌진, 규범, 그리고 수행: 팀 형성 단계의 이해

Forming, Storming, Norming, and Performing: 

Understanding the Stages of Team Formation

창조적 연합: 변화를 위한 핸드북 

Creative Coalitions: A Handbook for Change 

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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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ockwoodleadership.org
https://www.managementcenter.org/tools/
https://www.belbin.com/about/belbin-team-roles
http://crisisaction.org/handboo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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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와 관객을 고려하라

사람들은 많은 다른 이유로 다큐멘터리의 출연자가 되는 데 동의한다. 그들의 감정

적 개입은 전문가 인터뷰에 응하는 것부터 사적인 삶에 카메라를 허락하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출연자와 영화제작자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템플릿은 없지만,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권장되는 윤리적 

고려사항의 예시가 있다. 

프로듀서와 감독이 
캠페인 목표에 완전히 동의했기 때문에 
특히 조화롭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너무 갈라진 목표들이 있으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다.

조안나 나타세가라 

임팩트 프로듀서, <노 파이어 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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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는 다큐멘터리를 선의로 활용하는 영역이기에, 

우리가 피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항상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그 영화 팀의 책임이다. (아래 

섹션 3.6은 중요한 안전 및 보안의 고려사항들을 다룬

다.)

리 허쉬의 영화 <불리>에서, 주인공 알렉스 리비는 침

묵하는 희생자에서 어떤 대의의 옹호자이자 대변자가 

되어 결국 백악관까지 가게 되었다. 그는 끼니마다 불안

전했던 현실로부터 벗어나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사가 

되어 억만장자의 집에서 놀게 되었다. 매년 전국의 수백 

혹은 수천 곳에 달하는 학교에서 <불리>를 관람하고 토

론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알렉스와 다른 사람들을 알고 

그런 의미에서, 깊은 변화를 일으킨 많은 영화들

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출연자의 참

여와 용기에 의존해 왔다. 그들은 변화의 파트너

가 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영화제작자들 자

신보다 그 작품에 대한 더 오랜 헌신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또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있는 젊은이들의 숫자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리 허쉬 감

독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던 알렉스에게 그런 즉각적인 

유명세는 흥분되지만 또한 매우 힘들고 혼란스럽다는 

점을 인정했다. 

캠페인이 한창일 때 『디모인 리지스터』에 수록된 어떤 

기사는 알렉스의 어머니 재키가 그 캠페인에 그렇게까

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화제

작자들이 알렉스의 곤경을 조명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

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보도했

다. 국가 단체가 거의 2천 명에 달하는 학교폭력을 당한 

어린이 자살자의 숫자를 집계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

서,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면

서, 2천 여 가정은 자녀들과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재키는 알렉스와 함께 열렬히 수많은 괴롭힘 반대 행사

에 등장하면서, 그녀도 결국 창고 일을 그만두었다. 

그 열렬함은 큰 타격을 주었고 가족 구조는 무너졌다. 

리 허쉬 감독은 그들 중 누구도 영화와 캠페인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 깨닫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그럼

에도 그는 그 가족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다. "결국 

나는 알렉스의 비공식 양부모이자 그의 교육적 옹호자

로서 수년 동안 알렉스를 보호하게 되었고 이는 궁극적

으로 알렉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특수학교에 대한 자

금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 시립 학교 시스템과의 1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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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 그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다시 해야 한다면, 

<더 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의 제작진은 그 때와 같

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고려사항

은 긍정적인 임팩트가 목표라면, 그 이야기를 어디서 

받아들일지에 대한 최종 결정과는 관계없이, 영향을 받

는 공동체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영화 

팀 내에서 예술적 독립성과 그들의 작품이 재연하는 활

동가와 공동체 지도자들의 헌신 사이에서 균형을 탐문

하는, 추출적 영화제작(extractive filmmaking)에 대항

하는 실천이자 원칙이다. 이것은 스카이라이트 픽처스

가 솔리다리랩 SolidariLabs에서 개발해온 모델인데, 

이는 예술적 독립성이 번창하도록 상호 지지적이고 신

뢰에 기반을 둔 관계를 위해 사회 정의 영화제작자들과 

활동가들, 공동체 지도자들을 한데 모은다. 

당신의 출연자를 어떤 수준에서 관련시키는 것이 영화

와 계획을 위해 유용하고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당

신의 전략적 계획의 일부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영화가 완성되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영화의 배급 과정에서 정신없이 진행되는 

사안들-영화제 프리미어, 극장 상영, 언론, 소셜 미디어 

등등-에 대해 출연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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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송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 그 임팩트 캠페인을 

위해 우리가 함께 했던 여정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한 책

임감이 더 깊어졌다"

<더 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 The Cove>은 다른 종

류의 사례를 제공한다. 일본의 태평양 연안에서 벌어

지는 돌고래 사냥을 폭로한 미국의 환경운동가에 대한 

이 강력하고 직설적인 영화는 큰 찬사를 받았으며 오스

카상까지 수상했다. 이 작품은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

(WAZA)를 압박해 일본에 있는 회원 단체와 연대를 끊

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그 회원들이 돌고래 포획으로 악

명 높은 다이지(太地)에서 돌고래를 사들이는 것을 금지

하도록 만들었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에서 영화의 중심

적인 역할에 대해 몇몇 활동가들의 반론이 있긴 하지만, 

일본의 돌고래 사냥을 감소시키기도 했다. 

몇 년 후, 『가디언』 지의 이 기사는 같은 이야기를 수세

기 동안 이어진 고래사냥 유산이 정밀 조사를 받게 된 

다이지 돌고래 사냥꾼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그들의 목

소리가 섞이면서, 이 서사는 더욱 복잡해지고, 긍정적인 

임팩트의 문제는 덜 명확해진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일

본 영화감독 사사키 메구미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다

큐멘터리 <이야기의 고래 A Whale of a Tale>로 응답하

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국가 바깥으로부터 압박

을 받는 한, 더 많은 결연한 일본인들이 그 일을 계속해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dec/11/not-ashamed-dolphin-hunters-of-taiji-break-silence-over-film-the-cove?CMP=Share_iOSApp_Other
https://www.vice.com/en/article/5397db/six-years-later-did-the-cove-impact-dolphin-hunting-in-japan
https://www.theguardian.com/film/2018/aug/14/the-cove-a-whale-of-a-tale-documentary-taiji
http://www.takepart.com/article/2015/03/17/record-low-number-dolphins-captured-killed-cove-japan/
https://skylight.is/solidari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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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단 하나의 이야기를 

거절할 때, 

어떤 장소에 대한 단 하나의 

이야기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일종의 낙원을 되찾는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

” 

그 대화는 또한 지역 학교 투어, 입법자들에 대한 연설 등 

임팩트 캠페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나긴 헌신도 다뤄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일들을 펼쳐놓으면, 그들

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무엇을 원하며 원하지 않는가? 그

들은 영화와 캠페인의 일부에 모두 참여하는 데 동의하

는 그런 주목과 헌신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신은 그들에게 기회와 위기를 풀어보여야 한다. 이 일

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그들이 보상을 받

을 것인가? 안전을 위한 배려는 있는가? 만일 그들이 영

화와 함께 길에 나선다면 그들의 부양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영화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 대

한 그들의 기대는 너무 낮은가? 또는 너무 높은가? (효

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섹션 3.9에서 이 문제를 

더 깊이 검토한다)

출연자에 따라 다음의 도표는 대화의 틀을 잡고 다음 단

계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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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촉진한다

솔직한 토론을 하라: 

출연자와 영화는 어떻게 상충하는 필요를 

조절할 수 있을까? 

영화는 제공한다

출연자는 당신의 영화에 자신을 내주었다. 

영화는 어떻게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되돌려줄 수 있을까?

영화는 가능하게 한다

만약 피실험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안다면, 

영화가 어떻게 적절히 기여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발견'하는 형식이 

선호된다.

영화는 보호한다

출연자의 삶에 미치는

 영화의 효과에 대비해야 한다. 

영화가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방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출연자는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출
연

자
는

 매
우

 취
약

하
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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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는

 취
약

하
지

 않
다

출연자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도표는 출연자가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지, 그리고 그들이 취약한지 또는 영화에 출연하거나 영

화와 함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출연자에 대한 당신의 책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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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 후 길에 나서 학교 어린

이들과 만남을 갖는 <셀비와의 드

라이빙 Driving With Selvi>의 출

연자 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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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려사항

영화는 어떻게 그들과 그들의 일을 더 추진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을까? 

스티브 제임스의 영화 <인터럽터스 The Interrupters>

의 주인공은 아미나 매튜스다.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 

그녀는 강력하지만 시카고 지역 너머에서는 널리 알려

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이 영화 캠페인의 목표는 그녀

가 진두지휘하는 조직과 모델을 전국 무대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공적이었다. 갑자기, 매튜

스는 모든 신문 지면의 앞면에 등장했고, 상을 받았으

며, 전국을 여행했고,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났다. 

그것은 항상 그렇게 일이 간단하지는 않다. 어떤 경우

에는, 한 명의 개인 리더에 초점을 맞추고 미디어와 관

객의 주의를 끌면 그들 조직이나 공동체 내에 예상치 

못한 긴장을 야기할지 모른다. 당신은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 성공과 노출은 복잡할 수 있다. 영화제작자를 신뢰하고 그들을 당신의 인생에 들여보

내는 것과,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시사회에서 수백 명의 사

람들과 영화를 공유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소

문들까지도 압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출연자가 이미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다면:

당신의 출연자가 취약하다면:

당신의 출연자가 떠오르는 리더라면:

많은 사람들은 영화의 대변인이 되는 경험이 그들을 '커

뮤니티 리더'가 되도록 촉진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

은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고 그것에 이끌린다. 

예를 들어, 레이첼 리어스와 로빈 블로트닉의 <먹여 주

는 손 The Hand That Feeds>에 출연한 뉴욕시 핫&크

러스티 베이커리의 마호마 로페즈는 그에게 닥칠 일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는 샌드위치 제조업자를 넘어

서 모욕적인 조건에 맞서 미등록 이민자 동료들을 결속

시킴으로써 영화 캠페인이 끝난 지 한참 후에 스크린 밖

에서도 세탁소 노동자 센터를 이끌게 되었다. "엄청난 

캠페인의 성공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있는 것

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영감

을 주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데 도움을 준다."

당신은 영화의 여정과 함께 떠오르는 리더들에게 이 여

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들은 이

것을 하는 데 어떤 실용적이고 감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 그들이 업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조

직과의 연결을 위해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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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간호 노동자들과 그들의 나이든 고객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 다큐멘터리 <케어 CARE>를 촬영하면

서, 데어드레이 피셸은 일련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직면

했다. 그녀는 영화 속 여성들 중 한 명인, 브롱크스의 가

정간호협동조합에서 일했던 들로레스와 나누었던 대화

를 들려준다. 데어드레이가 영화가 PBS에서 방영된다고 

언급하자, 들로레스는 물었다: "무슨 뜻이죠?"

"그것은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데어드레이는 말한다. 

들로레스는 일하고 있던 협동조합을 통해 영화에 소개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데어드레이가 협동조합을 위해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내가 독립 영

화제작자이며 내 목표는 배급이라는 점을 충분히 명확

히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들로레스는 더 폭넓은 공적 

노출에 대한 데어드레이의 희망을 고려해볼 때, 홈리스

가 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하게 

느꼈다. 결국 들로레스는 자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

속 노인들을 돌보는 영웅으로 묘사되는 것을 보고 나서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그녀가 다르게 느꼈더라

면, 데어드레이가 해야 했을 선택들은 매우 복잡했을 것

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 없이는 영화를 만들 수 없

었을 것이며, 그들의 예산은 다른 누군가를 촬영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영화 촬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다 그려낸 이

후 한 영화의 생명에 대한 희망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논의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 이제 모든 출

연자들에게 가능한 한 멀리 그리고 넓게 보여지는 

것이 모든 영화에 대한 나의 의도라는 점을 되도록 

분명히 한다.”

데어드레이 피셸

<케어>의 또다른 주인공은 빌마인데, 당시 그녀는 미등

록 상태였다. 데어드레이는 그녀를 걱정했고, 그래서 그

녀는 최상의 진행 방법에 대해 영화제작자 동료들과 상

담하고 가능한 한 명확하고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미국 이민국의 역사는 

미등록 영화 출연자를 뒤쫓는 일은 없었지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영화 제작팀은 빌마를 보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빌마는 위험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어쨌든 진행

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좌절감을 느꼈고, 그녀의 이야

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데 기꺼이 위험을 무릅썼다. 그녀

는 또한 이야기가 끝날 즈음 영주권을 갖게 되기를 희망

했고, 그것을 그녀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했다.

영화의 또다른 주인공 중 하나인 디와 관련해서는 더 복

잡한 역학이 있었다. 비록 정신이 맑고 간절히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디는 치매로 고통받고 있었

다. 데어드레이는 디가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를 알고 

영화스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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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지 궁금했다. 그래서 데어드레이는 디의 가족과 상

담했고 그들이 서명한 촬영동의서도 받았다. 그녀는 또

한 변호사와도 상의했다. 그리고 그녀는 영화 제작에 대

해 디에게 상세히 그리고 길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데어

드레이는 또한 또다른 윤리적 선택들을 고려해야 했다. 

예를 들면 한 장면에서, 빌마는 디를 샤워하는 것을 도와

준다. 관객들에게 이러한 돌봄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를 보여주는 결정은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그

러나 그것은 동의의 문제와 대비해 저울질되어야 했다. 

이런 선택은 결코 쉽지 않지만 데어드레이는 작업을 진

행하면서 디,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과 열

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다. 디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

의 가족은 기독교 여성인 디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

이 타인을 돕는 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데어드레이가 알기를 원했다. 데어

드레이는 "영화를 더 많이 만들수록, 나는 위험성과 열린 

질문들에 대해 더 솔직해져만 한다고 느낀다"고 말한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노출로부터 출연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

가? 그렇게 하는 데서 영화제작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

가? 때로 이러한 대답들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영

화의 소용돌이가 그들의 삶을 뒤엎지 않도록 확실히 도

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파이어라이트 미디어의 소냐 칠드리스와 트루 컬러스 펀

드의 트위기 푸치 가르송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맥락에 "

트라우마-기반 돌봄"(TIC)의 원칙을 세우고 적용하기 위

해 작업해왔다. 파이어라이트 연수와 디트로이트의 얼라

이드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발표에서, 그들은 TIC 

원칙들을 공유하고 영화제작자와 임팩트 프로듀서들에

게 영화 주인공들의 정서적 안전성뿐 아니라 그들과 작

업하는 영화제작자와 임팩트 프로듀서들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영화 주인공들이 개봉에 참여할 때, 그것은 그들의 이야

기를 공유하고 언론, 관객, 그리고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실시간이나 온라인에서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주인공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긍정과 부

정 영향이 뒤섞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특히 주

인공들이 그들의 직업적인 역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에서 개인적 경험을 공유할 때 더욱 그렇다.

이 세션들에서, 소냐와 트위기는 영화제 일정이나 임팩

트 캠페인 참여의 부정적 반향들로부터 주인공을 대비시

키거나 보호하기 위해 TIC 원칙들이 요구될 수 있는 다

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때때로, 영화의 주인공은 (상

영회나 언론 등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시 말하도록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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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데, 그 이야기가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또는 트라

우마를 목격한 것)을 포함할 때, 이는 그들에게 도화선이 

되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 때때로, 영화제나 공공 상영

회의 관객들은 주인공과는 꽤 달라서, 그들은 주인공들

이 연약해지기를 (또는 축하하기를) 기대할 때면 불균등

한 권력의 역학관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주인공들을 안

전 지대 바깥으로 내모는 질문을 할 자격이 있다고 느낀

다. 어떻게 하면 임팩트 프로듀서나 감독들이 개봉 및 캠

페인 경험이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나 감독들뿐 아니라 

주인공들에게도 안전하고 상호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장

하도록 주인공들과 이벤트 주최자들과 경계를 확립할 수 

있을까?

 

때때로 임팩트 프로듀서는 영화 개봉 중에 주인공을 돌

봐달라고 요청받을 때 그 주인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

면서 2차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세션들은 

임팩트 프로듀서들(그리고 감독들)이 개봉 단계에서 모

든 관련 당사자의 요구와 정서적 안전을 존중하는 새로

운 개인적 경계선과 자기 보호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한다. 트위기 푸치 가르송은 이렇게 강조

했다: "우리는 치료하기 위해 치료사가 될 필요는 없다."

이를 위해, 당신이 팀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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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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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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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의 정서적 안전을 고려할 때, 당신은 무엇에 책

임이 있고 무엇에 책임질 수 없는가?

주인공들에게 트라우마 기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어

떤 자원이 필요할 수 있는가?

당신의 계획은 온라인 전략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개봉 

이후 미디어를 소비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는가?

주인공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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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키트 그루엘 작성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당신의 영화는 또한 일부 관객들에게 매우 아픈 곳을 건

드릴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그들이 최근에 겪은, 

또는 오래 전에 겪었던 경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일 것

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돕고 안내하기 위해 무엇을 마련했

는가?

 

<사적인 폭력 The Private Violence> 팀은 영화 상영회

에서 리플릿을 제공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가정 폭력을 

당신은 취약한 관객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에 대한 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피난처나 쉼터를 

위한 아이템을 기부하는 데 자원하도록 독려했다.

<마이너스 샷 다운 The Miners Shot Down> 팀은 국

제앰네스티와 협력하여 마리카나의 공동체가 관련 지

역 언어에 능통한 숙련된 상담가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

록 했다. 개봉 전, 그 영화는 상담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망인들에게 보여졌다. 이 팀은 합법적 NGO와 함께 이 

영화를 살해당한 광부들의 고향인 시골 마을로 가져갔

을 때, 학살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가족 및 공동체 전

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도록 

유도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심리 사회적인 지원을 하

는 것이 다시 한 번 중요했다. 

이제 영화 팀의 신체적 안전과 법적 보안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하자. 

궁극적으로, TIC 프레임워크는 영화 팀이 주인공에 대

한 긍정적인 반향과 부정적인 반향을 고려하고 준비하

도록, 그리고 주인공의 요구가 존중되고 해결되는 개봉 

전략을 짜도록 독려하는, 그래서 그들의 탄력성과 대리

작용이 인증되고 구축되는 모델을 제공한다. 

3.1 임팩트를 위한 준비

3.2 임팩트 프로듀서가 하는 일

3.3 임팩트 영화 팀을 구축하라

3.4 출연자와 관객을 고려하라

3.5 안전 예방책 갖추기

3.6 지속가능한 & 공평한?

3.7 임팩트를 예산으로 수립하라

3.8 알맞은 자금지원자를 찾아라

3.9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조 모지스

홀리 파이퍼의 영화 <디 오퍼지션 

The Opposition>의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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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템퀸 공동 창립자이자 예술감독 고든은 영화제작자들이 

어떻게 탁한 물을 항해하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후프 드림스> 

<그녀의 과거의 죄수 PRISONER OF HER PAST>, 그리고 <인

터럽터스>의 사례들을 제시한다.

미주리주 콜럼비아에서 매년 열리는 트루/펄스 영화제에는 

펀드가 있는데, 매년 한 영화의 출연자에 감사를 표하고 관객

에 대한 그들의 관대함에 대해 약간의 물질적 혜택을 받도록 

돈을 모금한다. <인터럽터스> 다큐멘터리의 폭력 방해자들

이 이 상을 받았다. 

MIT 오픈 다큐멘터리 랩의 카테리나 치젝은 말한다: "사람들

에 대해서라기보다 그들과 함께 작업 하기, 그리고 이전에는 

출연자로 알려졌던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기"

렌즈 뒤의 윤리 

Ethics Behind the Lens 

트루 라이프 펀드 

True Life Fund

카테리나 치젝이 MIT의 새로운 공동 창작 스튜디오에서 

다큐멘터리를 열다

Katerina Cizek is Opening up Documentary 

at MIT's new Co-Creative Studio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가? 

스카이라이트 픽처스의 마스터클래스를 들어볼 수 있다:

<오드리 & 데이지 Audrie & Daisy>에 대한 

상영 가이드는 잠재적으로 자극을 주는 경험에 

관객을 대비시키는 방법의 틀을 마련한다

파고들기

완다 버셴이 국제 다큐멘터리 협회가 출간하는 '다큐멘터리 

매거진'에 출연자에 대해 썼다. 

미디어 & 소셜 임팩트 센터(전 소셜 미디어 센터)가 다큐멘터

리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윤리적 도전과 이를 다루

는 방법을 수집하기 위해 영화제작자들을 인터뷰했다. 

documentary.org/feature/question-ethics-relationship-
between-filmmaker-and-subject independent-magazine.org/2017/10/09/katerina-cizek-

opening-documentary-mits-new-co-creative-studio/

skylight.is/outreach/masterclass

www.audrieanddaisy.com/watch-and-discuss/discussion-
guide-for-screenings

chicagohumanities.org/media/gordon-quinn-ethics-
documentary-filmmaking/

truefalse.org/program/true-life-fund
cmsimpact.org/making-your-media-matter/documents/
best-practices/honest-truths-documentary-filmmakers-
ethical-chall 

윤리의 문제: 영화제작자와 출연자의 관계

A Question of Ethics: The Relationship between 

Filmmaker and Subject 

정직한 진실: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들의 작업에서 윤리적 도전

Honest Truths: Documentary Filmmakers 

on Ethical Challenges in Their Work

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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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light.is/outreach/master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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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예방책 갖추기

영화제작자들이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할 때, 영화 팀과 영화 출연자에 모든 종류의 

취약성이 발생한다. 이는 우리가 그것들을 탐색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하위섹션을 

마련한 이유다. 

다루게 될 질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

영화의 출연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

잠재적 임팩트와 비교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영화 개봉은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 임팩트가 미치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가?

다른 팀원들에게 어떻게 조언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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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비룽가>는 영화 팀을 위한 잠재적 위험뿐 아

니라 분쟁 지역의 안전, 그들의 배우와 주인공의 삶과 죽

음의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 계획

과 많은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엄격

하고 진화된 보안 계획을 수행했는데, 여기에는 기여자

들뿐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을 위한 추출, 디지털 

보안, 물리적 보호에 관계된 전략들과 고려사항들을 개

발하는 작업이 포함되었다. 또한 망명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인권 단체와 기관의 개입, 응급 상황에 

대한 작업 사례 시나리오 준비 등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또한 영화 개봉 이후 그들이 받을 수도 있는 역타격을 효

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완전한 법적 전

략도 개발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저명한 회

원들이 영화 <마이너스 샷 다운>이 제시한 학살에 연루

되었다. 영화 팀이 지역 공동체를 돌 때, 그들은 고통받는 

ANC 회원들과 조우했는데, 어떤 경우 그들은 영화 팀을 

위협하고 그 작품이 공동체에 상영되는 것을 막고자 했

독소사이어티는 지난 몇 년 동안 영화 제작에 관

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안 및 안전과 관련해 깊

은 민감성과 주의를 요구하는 많은 영화 프로젝

트에 관여해 왔다. 

다. 한번은 어떤 ANC 리더가 그들에게 영화를 마을에서 

보여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이러한 격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변호사를 두었다. 그들은 상영회를 방어하기 위해 지역 

집단과 협조를 받은 후원 공동체 회원들과 협력했다. 그

리고 그들의 소재를 변호사와 동료들과 미디어에 늘 알

렸다. 

불확실성과 압도당하는 느낌은 특히 신진 영화제작

자들에게는 매우 흔한 일이다. <혁명을 위한 제안 An 

Insignificant Man> 팀의 쿠쉬부 랑카는 영화 제작 과정

에서 그녀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한 첫 작품을 만

드는 영화제작자였다." 50% 이상이 여성인 제작진에서, 

그것은 진정 도전이었다.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 젊은 여

성들은 남성 지배적인 공공 행사에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해야 했고, 자주 부적절하게 추행당하고 접촉당했다. 나

는 그들에게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카메라와 사운드 담당자로서 그것

이 그들의 업무 능력에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리고 나는 그런 상황에 맞서 내가 필요했던 도구들을 갖

지 못했다. 나 자신조차도 그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카

메라를 내 방패로 쓰고자 했다."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3.1 임팩트를 위한 준비

3.2 임팩트 프로듀서가 하는 일

3.3 임팩트 영화 팀을 구축하라

3.4 출연자와 관객을 고려하라

3.5 안전 예방책 갖추기

3.6 지속가능한 & 공평한?

3.7 임팩트를 예산으로 수립하라

3.8 알맞은 자금지원자를 찾아라

3.9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 독소사이어티는 다큐멘터리 영

화제작자를 위한 새로운 자원을 창조하기 위해 영화제

작자, 저널리스트, 변호사,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과 작업

했다: www.safeandsecure.film. 그것은 집단으로서 

영화 제작진의 취약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련

의 질문들(실제로는 100개)과 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로 

하는 스킬, 훈련 또는 지원사항들을 안내한다. 또한 팁을 

제공하고 제작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

는 데 도움을 줄 자원들과 더 읽을거리를 알려준다. 

당신이 핸드북에서 발견하게 될 지원의 종류에 대한 맥

락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보안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는 당신의 커뮤니케이션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

이 전개되면서 이는 필수적이고, 따라서 가능하면 프라

이버시를 미리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팀과 함께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직면할 수 있는 디지

털 보안 문제나 팀 구성원들과 안전하게 소통하고 원 자

료를 공유할 방법을 검토할 시간을 가져라. 이 핸드북은 

디지털 위험 평가, 데이터 관리, 모바일 예방책, 커뮤니

케이션 관행과 응급 구조 등을 안내한다.

저널리즘적 책임

부지런한 리서치, 팩트 체크, 양질의 기록 관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인정 등은 좋은 저널리즘적 관

행이면서 또한 좋은 다큐멘터리 제작의 관행이며, 만일 

영화제작자로서 당신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면 궁극적으로 당신을 방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는 불법 사생활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장 촬영인 경

우 특히 그러하다. 저널리즘적 맥락에서 사용될 때, 그것

은 현지법을 고수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고려되고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완화시킬 법적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 핸드북은 

명예훼손, 윤리 및 팩트 체크 자원, 언론 보호 자원, 위장 

촬영 자원, 그리고 영화제작자를 위한 저널리즘 훈련 등

을 안내한다. 

법적 보안

비록 당신의 영화와 그 증거물이 빈틈이 없더라도, 더 많

은 자금지원을 받는 상대자로부터 법적 도전을 견뎌내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일에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당신 스스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

라서 법적 필요성에 대해 일찍부터 생각하기 시작하고 

제작이 전개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라. 영화 팀은 다음

의 문제와 관련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명예훼손; 발

견 가능성; 사생활과 공익; 보도가치 여부; 모독; 저작권

과 사용허가; 공정한 사용 등. 많은 자금지원자와 배급

안전하고 안심하는3.1 임팩트를 위한 준비

3.2 임팩트 프로듀서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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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로케이션

적대적인 환경은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전통

적인 전쟁이나 갈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 

감시가 만연한 '깊은 상태'에서 촬영하거나, 또는 긴장상

태가 고조될 수 있는, 불안하고 폭력적인 자국 내 시위

나 시민 소요를 촬영하는 것은, 만일 당신이 취약한 인구

층에 속한다면, 비슷한 위험과 이익을 가져다준다. 위험

을 완화하려면 각 촬영에 대해 위험 평가를 완료해야 한

다. 또한 사전에 고위험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한 민감성

을 염두에 두고 당신의 팀(프로듀서부터 촬영팀, 픽서, 

운전사, 통역자 등)의 현재 경험 수준을 신중하게 평가하

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더해, 다음의 사항을 미리 계획

하라.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한 

개인 안전 장비 확인; 여행 숙박 및 실행 계획; 신체적 정

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 위험과 계획; 커뮤니케이션 계획; 

보험 자원 등

홍보 리스크

이는 비평가들이 당신의 영화를 좋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 이 섹션은 영화제작자들과 영화 출연자

들을 불신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들과 영화 제작과 그것

의 폭로를 막고자 자금지원자들과 상영담당자들에 대한 

압박을 검토한다. 많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네거티브 홍보 활동은 영화가 영화제나 다른 상영회에

서 첫 상영될 때 구체화되지만, 일부 영화에서는 그 싸

움이 훨씬 일찍 시작되고 외부 위기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는 추가로 안전+보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영화 제작에 앞서 완성되어야 하며 당신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바뀔 때마다 반복해야 한다. 

출연자와 보안

모든 영화제작자는 그들 영화의 촬영 대상들이 다큐멘

터리에 반드시 적절하고 공정하게 재연되도록 그 대상

들에 법률상의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촬영의 결과로 취

사들은 영화가 발표되거나 활용되기 이전부터 보안 정

책 마련 증거를 요구하며 보통 의무적으로 오류와 생략 

(E&O) 보험 정책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약해진 대상들의 경우, 대부분의 영화제작자들은 그들

의 윤리적 책임감 또한 고려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그들

의 정체성이나 로케이션에 대한 보호나 영화의 개봉이

나 그 이상의 일에 있어서 실용적인 도움과 안심장치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할지 모른다. 출연자와 위험요소

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특히 그들의 익명성이 파기되

는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해 그들과 긴급 대응책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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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다운로드

핸드북 

다운로드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적대적 환경 촬영 지침

궁극적으로 이것을 모든 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자원으

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야망이다. 이러한 도전의 규모

를 고려할 때, 우리는 우선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했고, 

더 나아가기 위해 국제 다큐멘터리 단체와 독립 영화 

제작자들의 인풋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연락 달라:

contribute@safeandsecure.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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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안 체크리스트와, 만일 유용할 것 같다면 적대

적 촬영 지침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라.

https://safeandsecure.film/static/core/files/S+S-Handbook-Nov18.pdf
https://safeandsecure.film/static/core/files/S+S-Checklist-Nov18.pdf
https://safeandsecure.film/static/core/files/S+S-HostileProtocol-Nov18.pdf
https://safeandsecure.film/static/core/files/S+S-Handbook-Nov18.pdf
https://safeandsecure.film/static/core/files/S+S-Checklist-Nov18.pdf
https://safeandsecure.film/static/core/files/S+S-HostileProtocol-Nov18.pdf
https://safeandsecure.film/static/core/files/S+S-Checklist-Nov18.pdf
https://safeandsecure.film/static/core/files/S+S-HostileProtocol-Nov18.pdf
https://safeandsecure.film/static/core/files/S+S-HostileProtocol-Nov18.pdf
mailto:contribute%40safeandsecure.fil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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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데이비스와 루시아 맥베스

<3.5분, 열 발의 총알 3.5 Minutes, 

Ten Bullets>의 출연자이자 살해

당한 청소년 조던 데이비스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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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기

미디어 & 소셜 임팩트 센터의 2015년 중대한 리포트 '위험한 

다큐멘터리들: 권력에 진실을 말할 때 리스크 줄이기'를 확인

하라

cmsimpact.org/resource/dangerous-documentaries-
reducing-risk-when-telling-truth-to-power

witness.org/resources

위험한 다큐멘터리들: 권력에 진실을 말할 때 리스크 줄이기

Dangerous Documentaries: Reducing Risk 

When Telling Truth To Powe

인권 단체인 '위트니스'에서 제공하는 풍성한 관련 자료들도 

함께 살펴보길 권장한다.

더 읽을거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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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msimpact.org/resource/dangerous-documentaries-reducing-risk-when-telling-truth-to-power
http://witness.org/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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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 공평한?

예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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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제작은 직업으로서 위태롭다. 

임팩트 캠페인의 요구사항을 더한다면, 더욱 어

렵다. 아메리칸대학교 미디어 & 소셜 임팩트 센

터 리포트는 "다큐멘터리 전문가 10명 중 4명

(39%)은 지난 한 해 동안 개별 연간 수입의 1/4 

미만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

와 유사하게,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 10명 중 

4명(42%)은 가장 최근 영화로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약 1/4 (22%)은 미지급 제

작비를 커버하거나 이윤을 남기기에 충분한 수

익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한다.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 집단 출신의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의 

경우 이런 패턴은 더욱 확연하다"는 점도 언급

하고 있다.

유러피언 다큐멘터리 네트워크가 수행한 유럽 다큐멘

터리 전문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2019년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4명 중 한 명 이상(26%)이 다큐멘터리 작업

에서 연간 평균 1만 유로 이하를 벌었다고 밝혔다. 또다

른 22%과 21%의 응답자는 연간 각각 1만~19,999유로 

그리고 2만~29,999유로를 벌었다. 

이러한 수치는 북미와 유럽의 맥락에서 도출되지만, 누

가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어디에서

나 관련이 있다. 이는 영화 제작팀 구성원뿐 아니라 임

팩트 프로듀서의 저임금 지불에도 반영되는 도전이다.

영화-임팩트 공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활동가, 옹호

자, 그리고 조직자로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지속가능

성과 형평성의 도전을 인식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점유하는 공간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 개발될 때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효

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진정한 임팩트란 일

의 토대가 굳건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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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msimpact.org/report/state-documentary-field-2018-study-documentary-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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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예술+문화를 위한 연합'은 아츠2워크 Arts2

Work의 국립 프로그램 스폰서인데, 아츠2워크는 전통

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유색인, 여성, 청년, 참전

용사, 장애인 등의 예술가들이 부딪히는 구조적 장벽을 

다루고 그들을 위한 창의경제로의 길을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하는 새로운 노동력 개발 계획이다. 미국 연방에 등

록된 첫 번째 미디어 아츠+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의 

견습 프로그램을 설립함으로써, 이 '연합'은 우리 분야에

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주립 및 연방 노동력 개발 펀딩에 

지원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프로그램의 첫날로부터 고용된 프로듀

서 및 편집자 견습생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멘

토링 기반시설(즉, 유급 및 동료 평가를 받으며, 수습시

간 이후에는 승진이 되는)을 지원할 것이다. 2020년에

는 디지털 아키비스트, 촬영감독, 게임 디자이너 등 다른 

진로 경로들도 이어질 것이다. 한편 라이츠! 카메라! 엑

세스! 2.0 Lights! Camera! Access! 2.0는 장애인들을 

위한 창작 부문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 함께 일하는 프

로듀서, 작가, 감독들의 이익단체이다. 이들은 또한 사람

들이 더 나은 정책과 묘사 개선을 지지하고 전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매체를 지지하도록 조직한다.

프리랜서 유니온 The Freelancers Union은 점증하는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시대에 소외감은 물론 일관성 

이 분야에서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인력을 쌓는 것은 

필수적이고, 이것이 미국에서보다 더 단호하게 다루어

진 곳은 없다. 미국에서는 유색인종 영화제작자들이 서

로를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혁

신적이고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기 위해 다른 유색인종

(POC) 창작자들이나 임팩트 프로듀서를 위한 길을 닦

아왔다.

2008년 파이어라이트 미디어의 공동창립자 스탠리 넬

슨이 유색인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에게 해왔던 비공식 

멘토링을 제도화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랩'이 창설되었

다. 이 주력 프로그램은 현재 신진 유색인 영화제작자들

에게 포괄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후 2017년, 

그들은 사회 변화 활동가들에게 미디어 전략과 임팩트

에 대해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다양한 스토리텔

러들과 연결하기 위해 '임팩트 프로듀서 펠로십'을 출범

시켰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창작

자와 임팩트 프로듀서들의 파이프라인을 창조하고 이 

분야에서 진입장벽과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한편, 소외

된 공동체에 대해 새로운 서사를 함께 고양시키고 다양

한 관객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영화제작자와 전략가들

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다음의 사례들을 체크하라: 

3.1 임팩트를 위한 준비

3.2 임팩트 프로듀서가 하는 일

3.3 임팩트 영화 팀을 구축하라

3.4 출연자와 관객을 고려하라

3.5 안전 예방책 갖추기

3.6 지속가능한 & 공평한?

3.7 임팩트를 예산으로 수립하라

3.8 알맞은 자금지원자를 찾아라

3.9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https://www.thealliance.media/Arts2Work
https://www.freelancersunion.org/
https://medium.com/disabilitymentors/lights-camera-access-2-0-boston-917ad1a64f97
http://www.firelightmedi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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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스카이라이트 픽처스 Skylight Pictures의 솔리다

리랩은 그들의 공유된 노력을 증진시키는 교육과 협력

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자들과 운동의 리더들을 네트워

킹한다. (더욱 책임감 있는 영화제작 실천들을 위해서는 

섹션 2.6의 '해방적 실천으로서 영화제작'을 보라)

'위오운TV WeOwnTV'는 재생적이고 책임감 있는 영

화제작에 대한 공유된 헌신에서 나온 공동의 미디어 교

육 프로젝트이다. 2009년,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

인 뱅커 화이트는 시에라리온 현지 영화제작자인 아서 

프랫과 랜사나 맨서레이와 함께 프리타운 미디어 센터 

Freetown Media Center를 개소하는 일을 도왔다. 그

들의 목표는 현지의 스토리텔러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아프리카인

이 소유하고 아프리카인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해당 지

역에서 가장 인기 많은 몇몇 전문가들의 보금자리가 되

었다. 위오운TV 프로그램은 직접 보조금, 전문 멘토십,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영화제작자들과 아티스트들을 지원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적정 임금 교섭부터 상근

직 도입까지 현지 영화제작자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진

로를 지원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운영된다. 그리고 그것

은 임팩트 프로듀싱 노력을 현지의 필요에 맞춘다. 

그리고 관객의 질문과 공평한 접근을 중심에 두는 주목

할 만한 조직들도 있다. 

3.1 임팩트를 위한 준비

3.2 임팩트 프로듀서가 하는 일

3.3 임팩트 영화 팀을 구축하라

3.4 출연자와 관객을 고려하라

3.5 안전 예방책 갖추기

3.6 지속가능한 & 공평한?

3.7 임팩트를 예산으로 수립하라

3.8 알맞은 자금지원자를 찾아라

3.9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없는 급여에서 더 비싼 의료 옵션 등 업무 구조에 내재한 

도전들에 직면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형

성됐다. 이는 그들을 지원하는 보호책과 자원들을 집단

적으로 옹호하는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프리랜서

들을 네트워킹해왔다.

미국의 우먼 인 필름 멘토링 프로그램 Women in Film 

Mentoring Program이나 영국 우먼 인 필름 앤드 텔레

비전 Women In Film & Television UK, 영국 버즈 아

이뷰 필모노믹스 Bird's Eye View's Filmonomics 또는 

시스터스 인 시네마 Sisters in Cinema 프로그램과 같

은 멘토십 모델 또한 존재하는데, 특히 시스터스 인 시네

마는 미국의 흑인 여성 미디어 창작자들을 위한 자원으

로서 설립되었고 미래 세대의 스토리텔러와 그들의 관

객들을 개발하고 기념하기 위한 경력 지원을 제공한다.

책임감 있고 비추출적인 영화제작 모델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이니셔티브들도 있다. 그들이 이야기들에서 재

연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반영하고, 육성하며, 강화하

는 영화제작 모델들이다. 멀티튜드 필름스 Multitude 

Films나 라다 필름 그룹 Rada Film Group과 같은 제작

사들은 제작진과 팀들이 그들의 미디어에 재연되는 공

동체 출신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한다. 어떤 팀은 영화제작을 넘어 그들이 일하는 공동체 

안에서 떠오르는 목소리들과 프로젝트들을 지원한다. 

https://www.multitudefilms.com/
http://radafilm.com/
https://skylight.is/
https://www.freetownmedia.com/
https://www.birds-eye-view.co.uk/workshop/filmonomics-filmmakers/
https://www.birds-eye-view.co.uk/workshop/filmonomics-filmmakers/
http://sistersincinema.com/
https://wftv.org.uk/mentoring/
https://wftv.org.uk/mentoring/
https://womeninfilm.org/programs/mentoring/
https://womeninfilm.org/programs/mentoring/
https://www.multitudefil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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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뷸란테 Ambulante는 멕시코의 전설적인 이동형 영

화제로,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토론을 보거나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공동체를 위

해 더 많은 접근 지점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 그들이 작업하는 영화와 관련된 임팩트 및 촉진을 둘

러싼 지역적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앰뷸란테 마사야 Ambulante Más Allá(앰뷸란테 비욘

드)는 그 핵심 이니셔티브 가운데 하나인 1년짜리 프로

그램인데, 이는 원주민, 메스티조 또는 아프리카계 혈통

인 어린 시골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그들 공동체로 학교

를 가져간다. 한 달에 한 번, 선생님들과 크루들은 집중

교육을 위한 시골의 장소로 가서 학생들이 작업하도록 

도구들을 남겨둔다. 이런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는 젊은 

사람들과 목소리들을 위해 그것이 아니라면 접근할 수 

없었을 중요한 역량과 기회와 경로들을 구축한다.

 

모바일 시네마는 우리 공동체의 많은 이들에게 필수적

인 것이 되었고, 선샤인 시네마 Sunshine Cinema는 아

프리카의 접근이 어려운 공동체들에 영화를 가져가는 

시네마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기반시설이나 다른 장벽

들로 인해) 전통적으로 다큐멘터리나 영화에 접근할 수 

없었던 공동체들에게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자라났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미니 태양열 시

네마 키트를 이용해 상영회를 운영하기 위해 그들이 고

용한 젊은 활동가들-지역, 현장 임팩트 프로듀서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다. 

이것들은 영화와 미디어 산업에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의 문제에 이미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놀라운 이니

셔티브들 가운데 몇 가지 사례들이다 – 하지만 검토해야 

할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공동체는 구

조적 장벽을 더욱 의식하고 있으며, 염려의 목소리를 내

고 조직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래 사항들은 우리 공동체가 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온라인 포럼, 업계 모

임, 그리고 다른 곳 등에서 우리가 추적해온 아이디어/원

칙들의 모음이다. 당신의 생각을 살펴보라. 이 리스트는 

계속 쌓여가고 있으며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 

- 

영화제 및 기타 업계 모임들은 다양한 범위의 창작 전

문가들의 통합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나 패널을 

둘러싼 구조적 불평등 이슈를 분명히 다뤄야 한다. 이

는 그 분야와 사회에 전반적으로 유익하다.

영화제 및 피칭 포럼은 영화제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감독과 프로듀서들이 참석/참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영화제작자들이 투입한 모든 노력에 대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수적인 기준을 확립한다. 

3.1 임팩트를 위한 준비

3.2 임팩트 프로듀서가 하는 일

3.3 임팩트 영화 팀을 구축하라

3.4 출연자와 관객을 고려하라

3.5 안전 예방책 갖추기

3.6 지속가능한 & 공평한?

3.7 임팩트를 예산으로 수립하라

3.8 알맞은 자금지원자를 찾아라

3.9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https://sunshinecinema.org/
https://www.ambulante.org/en/iniciativas/ambulante-mas-alla/
https://www.ambulan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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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창조 경제 안에서 일하는 영화 팀과 다른 사람들은 발

표 일, 전략 회의, 멘토십, 그리고 힘들게 얻은 경험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른 일들에 참여하는 것에 대

한 수수료 구조를 정해야 한다. 수수료는 필요한 경우

에는 언제나 감면될 수 있지만, 이는 중요한 산업 표준

과 관행을 확립한다.

자금지원자와 영화 팀은 비급여 컨설턴트에게 특히 미

팅, 워크숍, 서밋 등에서 자문 또는 기타 작업에 참여하

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이는 점차 늘어나고 있

는 임시직 경제에서 일하는 취약한 프리랜서들에게 경

력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준다.

영화 팀은 (의사결정력, 파이낸싱, 역량 구축, 그리고/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이야기를 공유하는 개인들과 

공동체들에게 그들이 빌린 지적, 감정적 노동력, 이야

기, 전문지식 등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이는 처음부

터 추출적 스토리텔링 모델을 피하고 형평성 있는 관

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해방적 실천 섹션

에서 이를 더욱 탐색해볼 것이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이 목록이 당신에게 자극이 되는가? 영화 임팩트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당신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impactguide@docso

ciety.org

이제 우리가 업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으니, 임팩트 예산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다. 

3.1 임팩트를 위한 준비

3.2 임팩트 프로듀서가 하는 일

3.3 임팩트 영화 팀을 구축하라

3.4 출연자와 관객을 고려하라

3.5 안전 예방책 갖추기

3.6 지속가능한 & 공평한?

3.7 임팩트를 예산으로 수립하라

3.8 알맞은 자금지원자를 찾아라

3.9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mailto:impactguide%40docso%0Dciety.org?subject=


임팩트 라이브러리임팩트 측정단편 제작과 활용임팩트 배급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들어가는 글

파고들기

다큐멘터리 업계 현황: 2018 다큐멘터리 전문가 연구

The State of the Documentary Field: 

2018 Study of Documentary Professionals 

cmsimpact.org/report/state-documentary-field-2018-
study-documentary-professionals

arts.gov/sites/default/files/DocSummitReport2017_0.pdf

immerse.news/making-a-new-reality-625b78aeb1c5

2017 업계 현황: 다큐멘터리 지속가능성 서밋 리포트

2017 State Of The Field: A Report From 

The Documentary Sustainability Summit 

그러는 김에, 뉴미디어에서의 형평성과 이를 확실히 하기 위

한 개입을 탐구하는 카말 싱클레어의 '새로운 리얼리티 만들

기 Making a New Reality'를 체크해볼 수도 있다

더 읽을거리

3.6

다음의 연구들은 다큐멘터리 업계 일반의 현재 상태에 대한 

귀중한 맥락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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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를 예산으로 수립하라

당신은 멋진 영화를 만들고 있고 정말 영리하고 효과적인 임팩트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 당신은 팀의 헌신도 얻어냈다. 이제 가장 뼈아픈 문제를 살펴볼 시간이다: 어떻

게 캠페인의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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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속가능한 & 공평한?

3.7 임팩트를 예산으로 수립하라

3.8 알맞은 자금지원자를 찾아라

3.9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여기서 당신이 결국 할 수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은 

당신이 가용할 수 있는 펀드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영화제작자들의 진솔하게 영

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팩트 캠페인

은 힘을 다하기도 전에 자금을 다 소진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조사한 영화제작자들 가운데, 90%는 임팩트 

캠페인을 위한 돈을 모금하는 것이 주요한 도전이라고 

말했으며 대다수는 캠페인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는 

법을 더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완전히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업계가 어느 때보다 성

공적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보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조직들이 이런 유형의 작업에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물론, 이는 더

욱 멋진 임팩트 캠페인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 많은 자

금 확보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라이브러리의 사례 연구를 통틀어, 당신은 예산이 

53,000달러에서 260만 달러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보

게 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진 

캠페인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

다. 당신은 약간의 돈과 끝내주는 전략으로 여전히 많

은 것을 할 수 있으므로, 흥미를 잃지 마시라. 이는 단

지 돈이 더 적을수록, 소비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는 것을 뜻하며, 더 중요한 전략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엇이 

달라붙는지를 보기 위해 벽에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실

험할 수 있는 역량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화제작자들이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임팩

트 계획과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개발할 것을 추천한

다. 초기 비전화가 더 강력할수록, 이후 펀딩은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잘 정리된 임팩트 계획은 심지

어 제작비 펀딩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섹션에서 '이상적인' 임팩트 캠페인을 실질적인 실체

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수립 과정을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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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실제로 숫자를 셀에 집어넣는 일에 착수하기 전

에, <불리> <전염병에서 살아남는 법 How to Survive a 

Plague> <혁명적 낙관주의자 The Revolutionary Op-

timists>를 포함한 무수한 영화의 임팩트 배급 작업을 

해온 임팩트 프로듀서이자 '스토리 매터스 Story Ma-

tters'의 대표인 트리시아 피네런의 훌륭한 조언을 잠시 

생각해보도록 하자. 그녀는 이전에 선댄스 인스티튜트 

다큐멘터리 필름 프로그램과 일했으며 굿피치 팀의 멤

버이다. 

그렇다, 당신은 영화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비재무적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

지만, 그렇게 하려면 얼마간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영화 제작 예산과는 분리되는 아웃리치 및 참여 작업 예

산을 지원하기 위한 임팩트 예산을 취합하라.

어떤 자금지원자들은, 특히 공영방송사들은, 임팩트 관

련 활동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른 공영 미

디어 자금지원자들은 간단히 별도의 예산을 요구한다.

 

역으로, 플레질링 펀드 같은 일부 자금지원자들은 아웃

'이상적인' 임팩트 예산 개발하기

'돈, 돈, 돈...'

진행 단계:

왜?

1.

2.

3.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적어라 - 각 항목에 해당

하는 추정 비용도 함께. 현실적이 되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라. 일단 시작하라.

참고자료로 동료들에게 예산에 대해 물어봐라. (힌트: 

특정 인건비는 제외하라고 말하면 그들은 기꺼이 도

움을 줄 것이다.) 프로젝트들은 매우 서로 다르지만, 

핵심 요소들은 비슷하다. 이는 당신이 고려하지 않았

던 지출사항들을 포함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핵심 팀이 계획을 완수하는 데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 평가하라.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것은 무

엇인가?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더 나을까?

리치 및 참여 작업에 배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예산 

항목들이 잘 분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당신이 영화에 지분 투자를 받고 있다면, 제작 예산은 그 

영화를 조달하는 비용만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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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속가능한 & 공평한?

3.7 임팩트를 예산으로 수립하라

3.8 알맞은 자금지원자를 찾아라

3.9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예산은 당신이 수중에 있는 시간과 자원, 자금 조달 가능

성, 그리고 파트너십이 당신의 캠페인에 가져올 자원들

과 기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진화할 것이다.

일을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재촉하는 

데 도움이 될 다시 쓸 수 있는 예산서가 여기 있다. 최대 

250,000 파운드에 맞춰져 있지만, 당신이 얼만큼의 재

정 및 현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늘렸다 줄였

다 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일부 임팩트 캠페인 펀딩 카테고리는 다음

을 포함한다:

4.

5.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며 파트너 조

직은 당신에게 무엇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비영리 파트너는 출범 행사를 개최하거나 상영 

가이드에 기여하려고 할까?

펀딩 환경을 평가하라.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데 얼마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가?

다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몇 가지 버전의 예산서를 준

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이는 당신이 목숨을 건 모험

을 하지 않으면서도 넓게 생각하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에 대비하는) 길을 알려준다.

- 

- 

- 

- 

- 

캠페인 인력: 영화제작자의 개입을 포함하는, 전략 개

발 및 캠페인 관리부터 임팩트 평가와 리포팅

일반 관리비: 여행 경비 및 우편 발송료부터 법률 및 회

계 지원까지

부가 콘텐츠: 웹사이트 구축 및 토론 자료 제작부터 영

화의 비디오 모듈 또는 자막 버전 제작

행사 비용: DVD 복사 및 패널 참가자 거마비부터 케이

터링, 프로모션, 또는 특정 행사나 모임을 위한 자료

특정 파트너를 위한 상영 라이센스 경비 (그들은 달리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안 되는 공동체들이 영화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영화제작자들도 그들의 작품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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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 이 과정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수립은 

일단 한 번 하고 옆으로 치워놓는 것이 아니다. 캠페인의 

유기적 발전을 고려해 예산서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효과가 없는 것들은 삭제하고, 잘 되고 있는 요소

들은 가중치를 두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3.1 임팩트를 위한 준비

3.2 임팩트 프로듀서가 하는 일

3.3 임팩트 영화 팀을 구축하라

3.4 출연자와 관객을 고려하라

3.5 안전 예방책 갖추기

3.6 지속가능한 & 공평한?

3.7 임팩트를 예산으로 수립하라

3.8 알맞은 자금지원자를 찾아라

3.9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프로 팁: 당신 자신을 위해서든, 임팩트 계획을 실행할 

사람들을 고용하든, 아니면 둘 모두를 위한 것이든, 투입

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쌓는 것을 잊지 말라. 

종종, 이것은 영화제작자들이 맨 마지막으로 포함시키

는 것이지만, 자금지원자들은 다른 품목들에 자금이 지

원되는 바로 그 일을 당신이 실질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재정 후원에 대해 이해하라: 당신의 캠페인은 사회 또

는 환경 변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필

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영화 제작

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자선 후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당신이 재단 기금에 지원하

고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면, 특정 자선 기금을 받기 위

해서는 우먼 메이크 무비스 Women Makes Movies, 

프랙처드 아틀라스 Fractured Atlas, 인터내셔널 다큐

멘터리 어소시에이션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 등과 같은 재정 후원자가 필요할 것이다)

https://www.documentary.org/
https://www.documentary.org/
https://www.documentary.org/
http://www.wmm.com/filmmakers/fiscal_sponsorship.shtml
https://www.fracturedatl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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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쇄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배지나 기타 캠페인 관련 부수적인 것들이

당신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임팩트 캠페인 운영 비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화제작자들이 

‘이미 끝난’ 영화에 대해 

계속 돈을 마련하는 일이 

놀라울 수 있다.

영화 개봉 이후 모금 활동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영화 스태프들, 주인공들, 

그리고 파트너 조직들과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빨리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성공적인 영화를 만들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마티 시주코 & 마이클 콜린스 

<내일이 온다면 Give Up Tomorrow>

줄리아 바차, 저스트비전

“

“

” ” 

캠페인 시작 단계에서, 
우리는 어느 
자금지원자로부터 귀중한 
전략적 정책 조언을 받았는데, 
그는 결과적으로 
우리 캠페인 팀의 
일원이 된 다른 컨설턴트를 
소개해주었다.

<백 잇>

“

” 

임팩트 작업에 출연자의 
여행, 호텔, 영화제 식비, 극장 상영 및 
상영회 투어 등의 예산을 확보하라.

샌디 듀보브스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Trembling Before G-d>

“
” 

경험자의 충고:

영화제작자들이 말하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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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 자금지원자를 찾아라

우리 공동체는 영화에 자금을 대는 것이 핵심 목표인 소규모 자금지원자들에 꽤 익

숙하다: 몇 군데 언급하자면 선댄스 인스티튜트, 독소사이어티, 트라이베카 필름 인

스티튜트, 치킨 & 에그, 서던 다큐멘터리 펀드, 샌프란시스코 필름 소사이어티, IDA 

그리고 캐터펄트 필름 펀드 등이 있고, 국영 필름 펀드들 - 덴마크 필름 인스티튜트, 

오스트레일리안 필름 인스티튜트, 브리티시 필름 인스티튜트 등 - 과 장편 다큐멘터

리에 있어서 여전히 열렬한 제작 파트너인 방송사들 - SVT, POV, 인디펜던트 렌즈, 

ITVS, BBC 스토리빌, HBO, Arte/ZDF, YLE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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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은 자금지원자들의 집단도 있

는데, 여기에는 포드 파운데이션이나 맥아서 파운데이

션처럼 큰 기관 재단부터, 퍼스펙티브 파운데이션이나 

버사 파운데이션 같은 더 작은 재단들도 있다. 또한 웰

컴 트러스트 Wellcome Trust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 

아커스 파운데이션 Arcus Foundation (LGBT 및 환경 

프로젝트), 프릿 오르드 Fritt Ord (표현의 자유를 증진

하기 위한) 또는 개인 자선가들이나, 영화 임팩트 캠페

인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들도 

있다 (꼭 그들의 핵심 목표로서가 아니라, 펀딩이 그들

의 목표와 우선사항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일

부는 그들의 조직 내에서 분배되는 영화 자금을 가지고 

있다. 다른 것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 

영화에 자금을 지원한다. 다음의 매우 다른 세 가지 사

례를 통해 자금 조달 범위를 파악해 보라:

아메리칸 프라미스 내일이 온다면 이스케이프 파이어

제작비 지원

자원활동 및 업무 지원

ITVS

POV

선댄스다큐멘터리펀드

샌프란시스코 필름 소사이어티

트라이베카구찌다큐멘터리펀드

제롬 파운데이션

국립흑인문화프로그래밍컨소시엄 

뉴욕주 예술위원회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켈로그재단

플레질링 펀드

포드 파운데이션

공영방송 방영을 위한 협력 / 아메리칸 그

래듀에이트 이니셔티브 (POV를 통함)

제작비 지원

자원활동 및 업무 지원

ITVS 

POV 

BBC 

선댄스다큐멘터리필름프로그램

CAAM (아시아계 미국인 미디어 센터) 

플레질링 펀드 

NYSCA 

제롬 파운데이션

DR 덴마크

트라이베카구찌

프로듀서의 후원

베르타 독 소사이어티 커넥트 펀드

플레질링 펀드

POV

인디고고

제작비 지원

자원활동 및 업무 지원

인디고고

선댄스다큐멘터리펀드 

발레리 버스 슈와츠 파운데이션

개인 투자자

크리스티앤존맥 파운데이션

캘리포니아 기부금

플레질링 펀드

발레리 버스 슈와츠 파운데이션

페어 윈즈 파운데이션

샤우트아메리카

로버트 우드 존슨 파운데이션 (RW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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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지급 사이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많은 재단을 통한 펀딩은 현실적인 계획을 필요로 한다. 

많은 지원서는 추가 자료가 요청되는 복수의 관문을 통

과해야 하며 자금지원자들은 그 중간에 수정, 해명, 또

는 다른 질문들로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다. 자금지원자

들은 연간 1회나 2회 정도 제안서를 받기 때문에, 당신이 

제출하고자 하는 제안서에 대해 예정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어라. (힌트: 정확한 날짜를 모르더라도 미래 년

도의 데드라인은 대개 비슷한 시기에 있으므로, 미리 앞

서서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을 맥아서 파운데이션이나 포드 파운데이

션에 국한시키지 말라. 작은 가족 재단들은 종종 간과

된다. 그들은 화려한 웹사이트도 없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공식적인 신청 절차도 없지만, 그들은 개별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더 짧은 타임라인 안에서 지금을 회

전시킬 수 있고 지역 이슈를 다루는 발군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에 열의를 가질 수도 있다. 미국

에서는 캔디드 Candid가 당신 지역의 가족 재단을 찾

아볼 수 있는 훌륭한 곳이다. 유러피언 파운데이션 센터 

European Foundation Centre, 도너 & 파운데이션 네

트워크 인 유럽 Donor & Foundation Networks in 

Europe, 얼라이언스 매거진 Alliance Magazine도 모

두 정보와 리서치에 유용한 자원들이다.

장편 다큐멘터리를 후원하는 자금지원자들은 물론 예

술적 가치를 포함해 다양한 이유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임팩트 캠페인을 후원하는 자금지원자들이 말하

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세상에서 보고 싶어하는 변화

의 관점에서 그것이 자금지원자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 생각, 구조, 공동체, 또는 행동

들을 바꾸는 것 말이다. 

따라서, 당신의 임팩트 목표를 공유하는 자금지원자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자

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략 계획'이 도움

이 될 것이다.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 계획 세션으로 

되돌아가라. 

우리가 조사한 모든 자금지원자들 중에서, 제작 및 임팩

트 캠페인에 주어지는 보조금의 대부분은 7만5천 달러 

미만이다. 이는 이전 섹션에서 당신이 짜놓은 예산에 대

한 유용한 현실 확인이다. 확실히, 이는 작업을 후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 파트너들의 수와 다년간의 자금 

관계를 만들 필요성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보조금 사이클이 최초 제안서와 실질적인 보

자금지원자들이 임팩트 캠페인을 후원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

현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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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리스트에 추가해야 할 다른 곳들이 있다면 꼭 

알려달라. 

포트폴리오가 크던 작던, 비전통적인 또는 영화산업과 

무관한 자금지원자들 중 일부는 영화제작자들과 일하는 

데 많은 경험이 있다. 다른 자금지원자들은 최근에야 다

큐멘터리 영화를 후원하기 시작했으며 아직 상황을 파

악하고 있다. 이들은 영화 후원을 위해 내부적으로 주장

을 펼치고 있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실행에 실제 압박을 

받는다. 지식 수준과 내부적 요구를 염두에 두면서, 이러

한 자금지원자들 간의 차이를 인정할 가치가 있다.

우리 라이브러리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액티브 보이스 

랩'의 훌륭한 자원인 더 프렌업스 The Prenups를 살펴

보라. 자금지원자와 영화제작자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은 양자 간에 모두 통하는 파트너십을 구

축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유용한 조언을 제공한다.

구미를 돋울 만한 프렌업스 가이드의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신청하기 전 생각을 정리하고 약속 사항에 대해 현실적

인 판단을 내리도록 이 모듈의 팀과 예산 섹션을 꼭 읽

어라! 

당신의 프로젝트에 헌신할 자금지원자를 찾는 것은 수개

월이 걸리는 일이지만, 많은 프로듀서들의 경험상, 일단 

초기 자금을 제공하게 되면, 그들은 종종 그 임팩트 캠페

인이 진행됨에 따라 기꺼이 프로젝트에 계속 자원을 추

가하고자 할 것이다.

자금지원자들이 보답으로 원하는 것

- 

- 

- 

- 

-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가 겹치는지, 서로 다른지, 또

는 부딪히는지를 물어보라.

처음부터 양측의 요구와 기대치를 정의하라.

각 역할 및 원하는 개입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라.

위험요소와 우발적 상황을 확인하라 -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명시적으로 하라 -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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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자들은 수표책 그 이상이다. 그들은 당신과 그 

운동에 있어서 주요한 연대자가 될 수도 있는 협력자들

이다. 그들은 단지 돈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자원들

을 열어줄 수 있다. 하나의 자금지원자가 다른 자금지원

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물론 형식적인 리포팅이 요구될 수 있다. 자금지원자들

은 그들의 자원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영화와 캠페인의 진행 상황에 대해 그들에게 계속 업데

이트하고, 진화하는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방향의 

변화나 일정상의 작은 실수라도 그들에게 알리라. 만약 

당신이 시간을 내서 파트너들과 후원자들이 이너 서클의 

일부로 느끼도록 만든다면, 당신은 그럴 동안 어떤 보상

을 얻을 수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한다.

우리의 독소사이어티 파트너십 전문가 샌디 듀보브스키

의 말을 인용해보자:

“ 진심으로 감사하고 관대하라. 주요 후원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 손으로 쓴 감사 편지를 보내라. 꽃

을 드려라. 상영회에서, 인쇄물과 온라인 자료에서 

공개적으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해라. 너무나 기

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잊는다.”

자 할 것이며, 당신의 캠페인이 어떻게 그 목표들을 실

행했는지를 증명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캠페인에 있어서 불가피한 변화들을 처리하기 위해, 영

화 팀은 임팩트 내역서와 함께 변동 내역서를 집어넣어

야 하고, 자금지원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필

수적인 유연성과 실험을 허용한다. 우리는 임팩트 측정

에서 이 문제 -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리

포트할 것인가 - 를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 훌륭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찾아내고 만

들어갈지 더욱 깊게 초점을 맞춰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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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임팩트 캠페인 자금지원자에 더해 당신의 영화에 대해 간절히 알고자 하는 기라성 

같은 파트너들이 있다. 그들이 파트너십에 가장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당신이 강조하

고자 하는 이슈에 대해 그들이 관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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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운동가, 자선사업가, 브랜드, 미디어, 정책

입안자, 재단, NGO 등이 다큐멘터리 영화 생태계 

바깥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럴 필

요가 없다. 영화 임팩트 공간의 맥락에서,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들은 금전

적 후원 이외에 이해관계자들과의 미팅 주선부터 

극장 이외의 상영회를 마련하거나 미디어에 로비

를 하는 등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캠페인을 풍부

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올바른 파트너는 해당 이슈, 해결책, 그리고 타깃 공동체

에 대한 귀중한 맥락을 당신의 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

들은 당신의 참여 노력을 더욱 강하고 유의미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일 그들이 당신의 노력을 신뢰한

다면, 그들은 당신이 관여하고자 하는 관객들에게 신뢰할 

만한 메신저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올바른 파트너십은 캠페인의 도달범위

를 연장하고, 그 노력을 심화하며, 그 목소리를 확대한다. 

즉,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

<아메리칸 프라미스>의 경우, 영화 팀은 조직과 재단의 

투자를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으며, 개봉 무렵에는 

총 66개의 국영 파트너 조직과 118개의 공동체 조직들을 

동원했다. 이런 선진화된 참여는 공동체 상영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캠페인에 관객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극장 개봉

에 대해 입소문을 낼 때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마찬가지로, <노 파이어 존>은 국제앰네스티, 휴먼 라이

츠 워치,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 그리고 많은 타밀 

조직들을 포함해 국내외 파트너들과 밀접하게 일했는데, 

그들은 캠페인 전략에서 중추적이었던 많은 핵심 영역들

에서 고위급 인플루언서 상영회를 조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비룽가> 캠페인은 영화와 비룽가 국립공원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화된 협력의 결과다. 그들은 함께 일하면서 그 

공원이 반드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원천이 되도록 하겠

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그들 전략의 첫 

핵심 부분은 석유 채굴처럼 그들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도 있는 활동들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 전략의 두 번째 

부분은 (수력발전시설 같은) 대안들을 지시하며 비룽가

가 훨씬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고취시

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간에 걸쳐 그 공

원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대안과 후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비룽가> 영화와 캠페인은 (석유 착취나 채굴 

등의) 실존적 위협을 멈추고 공원이 충분히 오랫동안 살

아남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영화 팀은 이 공유된 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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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비룽가 얼라이언스와 

가까이 일하고 있다. 

교육 자선단체 페이싱 히스토리 앤드 아워셀브스 Facing 

History and Ourselves(학생들을 인종차별주의, 편견, 

반유대주의에 대한 조사에 참가시키는 비영리 교육단체)

가 굿피치 Good Pitch에 참가했을 때를 잠시 살펴보자. 

그들은 <불리> 다큐멘터리에 매우 감화되어 영화에 수

반하는 무료 다운로드 학습 가이드와 온라인 훈련 자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원 밀리언 키즈'의 일부분으로 영화

를 3,500명의 교육자들에게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은 <불리> 팀을 그들의 자금지원자인 아인혼 패밀리 채

리터블 트러스트에 소개했고, 결국 이 트러스트는 불리 

프로젝트의 주요한 자금지원자가 되었다.

이노센스 프로젝트는 <내일이 온다면 Give Up Tomo-

rrow>에 너무나 감동해 '필리핀 이노센스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고 필리핀의 형사 사법 제도를 개혁

하는 작업을 했다. 다음은 영화제작자들이 파트너십을 확

보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들이다. 

“ <내일이 온다면>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이노센스 프

로젝트와 일하고 싶었다.

우리는 그들 작업과 그들이 성취한 것의 빅 팬이다: 

수백 명의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죄수들이 무죄

임을 밝혀주었다.

그들은 우리의 메인 캐릭터 파코처럼 다른 희생자들

을 옹호하기 때문에 우리 캠페인에 아주 잘 맞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절실하게 노력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몰랐다. 그리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

이, 그들은 생명을 구하느라 매우 바쁘다.

우리는 포드 파운데이션의 저스트필름이 주최하는 

뉴욕 자선사업가와의 상영회를 하도록 초대되었다. 

저스트필름은 상영 후 패널 디스커션에서 함께 할 좋

은 후보자가 누구일지를 물었다. 이노센스 프로젝트

를 초대할 좋은 기회였다. 저스트필름은 그들에게 초

대장을 보냈고, 그들은 받아들였다! 마침내 그들은 페

일리 미디어 센터에서 매진사례의 관객들과 함께 큰 

스크린에서 영화를 볼 기회를 가졌고 그것으로 충분

했다. 상영회 며칠 후, 우리는 뉴욕 시내 그들의 사무

실에 초대받아 어떻게 함께 일할지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이스케이프 파이어 Escape Fire>의 제작진은 헬스케어 

재단에 접촉했지만, 또한 그 캠페인이 어떻게 군대와 어

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굿피치에서 미 육군의 고통 관리 대책위원회 및 보훈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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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과 만난 뒤, 이들이 군 인사들을 위한 상영회를 마련

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이후 제작진은 미 육군 의무감

이 주최하는 펜타곤, 의회, 국방부 등에서의 상영회 또한 

어렵사리 확보할 수 있었다.

때때로, 한 영화는 어떤 조직의 얼굴이 된다. <마이너스 

샷 다운>은 마리카나 대학살에 대해 정부가 지어낸 이야

기에 대안적인 서사를 제시했으며, 마리카나 서포트 캠페

인의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은 '우리의 방

어자를 보호하라'의 얼굴이 되었다.

비슷하게 <기억해주세요>는 중국에서 치매 및 알츠하이

머와 싸우고 있는 가족들을 후원하는 네트워크의 얼굴이 

되었다. 그들의 영화 캠페인 이전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없었고, 따라서 그들의 상응하는 '기억 2030' 캠페인은 기

존의 후원 시설들과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그들은 캠페인 전략을 거들어

줄 몇 개의 핵심 파트너가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래서 그들은 노인 진료 환자를 위한 가족 방문을 조직하는 

진 메이와, 조기 진료와 예방 전문가인 지안 아이를 끌어

들였다. 그들은 또한 정부 배경을 가진 노인 요양 전문가

인 임팩트 프로듀서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인식했다.

결과는? 가족들이 필요한 자원을 식별하는 것을 도와주

는 앱이 나날이 성장했으며, 그들이 네트워크 안으로 끌

어들인 조직들이 주최한 상영회가 250회 이상 열렸다. 

이런 상영회들은 병원과 간호학교부터 시 정부와 제약 회

사들까지 망라했다. 상영회에 참석한 25,000명 이상의 

관객들은 유용한 지원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영리한 파트너십 전략은 그들의 캠페인에 대한 정

부 차원의 승인을 받게 했을 뿐 아니라, 치매와 알츠하이

머 치료에 있어서 정부가 후원하는 캠페인들로 이어졌다. 

영화 팀은 이제 ITVS가 지원하는 알츠하이머와 싸우고 

있는 상하이 오페라단 감독에 대한 두 번째 작품을 작업

하고 있다. 헌신적인 임팩트 프로듀서의 노력 덕분에 계

속 활발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들은 다음 영화에서도 활성화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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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둘러싼 모든 종류의 강력한 파트너십에 대한 엄

청난 가능성이 있다 – 하지만 당신은 부지런하고 자신

이 몸담고 있는 환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특정한 것을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미국

에서 사회 변화의 풍경은 스토리 기반 미디어로 넘쳐난

다는 것을 암시하는 일화적인 증거가 있다. 사회 운동 

조직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파트너십 요청

을 받는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제안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하라. 최고의 파트너십은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의 작업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확신시킬 필요

가 없는 것들이다.

또한, 당신이 파트너를 원하는지 고객을 원하는지 솔직

해져라. 파트너들은 공통의 목표나 관심사에 있어서 함

께 일하는 관계에 있다. 종종 파트너십은 어떤 신뢰 수

준과 공유된 이해 위에서 구축된다. 파트너십에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한다. 그러

나 고객 관계는 대체로 거래적인 것이다. 당신은 팔 것

(당신의 영화)이 있고 그들은 사고 싶어 한다. 주고 받

는 것이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은 당신이 사람이나 집단

에 더욱 투명하게 다가가도록 한다. 

이제 당신이 파트너들을 찾고 이러한 관계를 효과적으

로 조직하고 관리하도록 도와줄 연습 및 실용적 도구를 

살펴보자. 비록 다양한 연락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것들은 온갖 별난 일들을 다 하지만, 우리 버전은 예

산이나 기술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하기를 

바라는 간단한 스프레드시트이다.

이것은 당신이 그린 이슈 약도에서 시작된다 – 하지만 

이제는 좀더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동안 

기록을 남길 때다. 파트너십 연락처 로그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여섯 가지 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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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이슈를 철저히 스캔하고 그 이슈의 환경을 그렸던 

이슈 약도로 돌아가보자(만일 이 섹션을 건너뛰었다면, 

여기서 돌아가보라). 이를 통해 파트너십 연락처 로그

에 추가하도록 조직들(그리고 가능한 경우, 이 조직들

의 개인 이름들)의 긴 목록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

다. 리서치 시작단계로서 다음 사항이 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 

- 

- 

리서치: 업계에서 이전 영화들의 배급 및 임팩트 캠페

인 역사를 조사하라.

학습: 핵심 이해관계자와 자금지원자가 누구인지를 학

습하라. 어떤 조직들이 상영회를 후원했는지, 누가 상영 

후 패널 자리에 앉았는지 그리고 누가 질의응답을 이끌

었는지 공부하라. 캠페인과 자금지원자 최종 리포트를 

읽어라.

연구: 단지 영화들만이 아니라, 그 이슈에 해당하는 분

야 자체를 공부하라. 조직들과 자금지원자들 사이에 협

력이 있는지 조직들 사이에 영역 싸움이 있는지를 살펴

봐라.

협력: 가능한 한 유사한 주제에 대한 영화들과 협력하

라. 워킹 필름스는 이런 관행을 릴 인게이지먼트 이니

셔티브와 제도화했다: 경쟁을 협력으로 전환한 다큐

멘터리미디어를 주제별로 컬렉션하고, 같은 이슈를 다

룬 일련의 영화들이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어떻게 더 

강력한 임팩트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릴 에이

징 Reel Aging, 릴 에너지 Reel Energy, 릴 에듀케이션 

Reel Education). 

질문: 그 캠페인이 목표를 성취했는지 그리고 그런 목

표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되었는지를 

물어보라. 이해관계자들이 그것을 긍정적이고 효과적

인 경험으로 여겼는지를 학습하라. 누군가에게 그것은 

시간과 자원 그리고 조직적 에너지를 낭비한 것이었을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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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일단 목록이 있으면, 그들의 강점을 이해하기 위해 이러

한 잠재적 파트너들에 대한 몇 가지 기본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보고 이상적인 상황에서 당신이 각 잠재적 파트너

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목록화하라.

제작 도중 영화 완성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직의 유형: 국제,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인가? 조직의 

크기는?

구성원: 청년, 비즈니스 리더, 여성, 시골, 유료 회원제, 

메일링 리스트 서명, 웹사이트 방문객, 페이스북/트위

터 팔로워 수는? 

리서치 자료 공유 & 전문가 접

근

사진 또는 영화 아카이브 접근

실행계획을 도울 수 있는 지역

사업체 접근

영화의 이야기 또는 기여자에

대한 접근

장래의 자금지원자 소개

메일링 리스트나 멤버십을 통

한 영화 홍보

크라우드 소싱 캠페인 홍보

러프컷에 대한 피드백 주기

임팩트 목표나 전략 개발 도움

메일링 리스트나 멤버십을 통

한 영화 홍보

대의명분에 기부하도록 기부

자를 유도하기

훈련 도구로 영화 사용

로비 도구로 영화 사용

교육 도구로 영화 사용

영화를 위한 스터디 가이드 / 

토론 가이드 작성

영화를 지속적인 캠페인 작업

에 통합

멤버십 상영회나 고급 인플루

언서 상영회 조직

연간 이벤트/컨퍼런스에서 영

화 상영

영화에 대한 언론이나 홍보 작

업에 자금지원

장래의 자금지원자 소개

영화의 임팩트를 확대하기 위

한 웹 리소스 작성 및 공유

DVD를 회원이나 다른 사람에

게 판매

영화 파트너십 경험: 처음인가 아니면 베테랑인가? 

영화에 저항하는가, 포용하는가?

파트너십 가능성: 그 이슈에 연계되는가, 문외한인가, 

아니면 예상 밖인가?

파트너 영향력 평가: 이슈 분야의 리더인가 아니면 영

향력이 덜한가?

파트너는 어떻게 또는 어디서 영향력을 사용하는가?: 

로비, 풀뿌리 캠페인, 후원 서비스, 엘리트 인플루언서,

출판, 기금마련, 소셜 미디어, 컨퍼런스,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파트너십 (즉: Avaaz, Change.org, AllOut.or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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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5.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제 목록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라.

임팩트 관점에서, 당신의 캠페인에 어떤 전문성과 역량

이 가장 필요한가?

이 사람들은 영화계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예술가로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이 이해할까? 그들은 우리를 체인

지메이커로 가치 매길까? 그들은 우리를 과대평가할까? 

파트너를 계속 이용하고 모든 대화를 업데이트하거나, 

최소한 정기적으로 팀으로서 업데이트하도록 기록해라. 

분명히 실천하도록 캘린더에 알람을 켜놓아라. 

최신 정보들을 잘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다른 기회들이 있는지 진정 분명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다운로드 

파트너십 연락처 로그

우리의 꿀팁: 

전화를 들고 시작하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조언 중에서, 전화하라는 것을 

대체할 건 없다 (트위터가 연락을 하거나 적임자를 찾는 

데 좋긴 하지만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보다 전화가 훨

씬 낫다). 사람들에게 전화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이 된다.

먼저 영감을 주고, 나중에 전환하라.

이는 당신에게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 모든 대화가 

직접적으로 결과를 낳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을 

초조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 당신의 장래 파트너도 과민

하게 만들 것이다. 공통분모를 찾고 그 이슈에 대한 당신

의 열정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당신의 임팩트 비전은 여기서 유용할 수 있다. 당신은 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당장 돈이나 지원을 요청하기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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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시작하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결과를 도출하고 거기에서 시

작하라. 작은 부탁은 상황을 살피게 하고 서로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 파트너들(또는 자금지원자들)

은 더 짧은 기간 안에 직접적인 임팩트를 볼 수 있고, 따

라서 그 프로젝트와 그것의 잠재력에 더 깊게 참여하게 

된다. 

파트너를 잘 맺어라.

든든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분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프렌업스 포 파트너

스는 액티브 보이스 랩의 새로운 자원인데 (2018년 하

적임자를 찾아라.

자주 우리는 영화 프로젝트에 실제로 개입해야 하는 조

직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연결고리

가 덜 명확한 조직들이 개입한다. 그것은 종종 개인의 문

제로 귀결된다. 적임자를 찾아라, 그리고 만일 그들의 눈

빛이 반짝이는 걸 보지 못한다면, 계속 해야 할지를 스스

로에게 물어보라. 

미션: 왜 우리가 함께 일하는가?

방법: 어떻게 우리의 협력을 설계하고 실행할 것인가?

돈: 누가 무엇을 위해 지불하는가?

유동성: 상황이 바뀌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들에게 응답하라고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

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공통점을 찾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기 발표), 이해관계자들이 때로 까다로운 의사결정 과

정에서 길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것은 

활동가, 비영리 단체, 그리고 이슈 전문가와 같은 변화시

키는 사람들을 포함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프렌업스에 

기반한다. 처음에 다루어야 할 몇 가지 핵심 테마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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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캠페인 작업을 시작할 때,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기억하라. 

감사의 태도.
마티 시주코 & 마이클 콜린스 

<내일이 온다면 Give Up Tomorrow>

“

” 

단 공유된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파트너십 조

건을 구축했다면, 영화제작자와 비영리재단 

사이의 이 훌륭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샘플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

한데, 이는 다른 유형의 파트너십 합의에 대해서

도 유용한 템플릿일 것이다. 이 현장 가이드에 

사용하도록 공유해준 워킹 필름스의 공동 디렉

터 몰리 머피에게 감사한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리언 콜드웰

의 아주 똑똑한 체크리스트 또한 좋아하는데, 이는 워킹 

필름스와 플레질링 펀드의 릴 체인지 트레이닝에서 공

유되었다. 다음을 간직한다면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다.

- 공유된 비전

- 역할과 책임감에 관한 분명한 기대

- 분명한 접촉점이 있는 의사소통 체계

- 적극적인 정직성

- 권력에 대한 인식

- 정체성을 감추고 크레딧을 공유하려는 의향

- 유연성과 조정하려는 의향

- 신뢰

- 존경

- 사랑

당신의 전략적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사람들과 부

품들을 조립하는 것이다. 팀의 배치 형태는 전적으로 프

로젝트의 규모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 의존하며, 그에 

비례해야 한다. 동기부여나 비전과 마찬가지로, 궁극적

으로 틀린 답은 없다 – 그저 그 일이 완수되도록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각각의 퍼즐 조각에 대해 미리 생

각하는 것은 당신이 제작, 관여, 배급에 대한 타임라인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에는, 당신의 고유한 계획에 대해 배급은 어떨지 알

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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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임팩트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

하는 회사들과 조직들의 도표가 있는 스콜 센터 포 소셜 임팩

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이 리포트를 확인하라. 파트너와 

파트너십에 대한 놀라운 시각화를 담고 있다.

스콜 센터 포 소셜 임팩트 엔터테인먼트 

Skoll Center for Social Impact Entertainment

파고들기

프렌업스 포 파트너스에 대해 

더 파고자 한다면 여기: 

더 읽을거리

3.9

activevoice.net/prenups/ prenups-for-
partners

thestateofs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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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질 때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0
임팩트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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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당신의 영화는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관객에 이르는 경로는 많은데, 어떤 것이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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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당신의 영화는 영화제에서 선보일 것이

고, 극장 상영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당신은 해

외 TV 판매를 희망하고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이

용해야 할지 궁금할 것이다. 당신의 영화를 배급

사에게 넘길 수도 있다. 아마 괜찮은 배급 제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 디지털 시대의 가

능성을 고려해볼 때, 아마 당신은 자체 배급을 결

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당신이 극장에 전화 걸

고, 대학들에 전화 걸고, 언론에 접근하는 등 대

부분의 일들(아래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을 직

접 한다는 것을 뜻한다. 어쩌면 양쪽 일을 약간씩 

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임팩트 프로젝트라는 사실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복잡성을 더한다. 당신의 임팩트 목표와 파트너십

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는 공동체 조직자들과 함께 일

해 그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를 갖춰주는 것일지 모

른다. 아니면 개봉 즈음에 효과적인 정치적 로비를 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영화

와 이슈에 의미 있는 방식에 달려 있다. 

이 장은 어떤 종류의 배급이 당신의 임팩트 캠페인에 

맞는지를 알기 위해 배급 환경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

는 것이다. 영화가 가능한 한 널리 보여지도록 그리고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 올바른 방식으로, 적합한 사

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임팩트 배급"이라고 부른다. 

이 장에서:

우리는 임팩트 배급을 좀 더 자세히 정의함으로써 시작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필요에 따라 요구에 맞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유지하면

서 배급사에 완전히 넘기는 것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배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대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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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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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배급과 임팩트는 분리된 이슈로 생각되었

다 – 그리고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영화를 

만들고 배급사나 방송사에 판매하고 나서, 이와 별도

로, 아마도 그것을 '아웃리치'라고 부르면서, 몇 가지 임

팩트 작업을 조직했다.

배급은 '어떻게 우리가 가능한 많은 돈을 벌면

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를 팔 것인가?'

를 질문했다.

임팩트는 '어떻게 우리가 영화를 실제로 볼 필

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따라서 최대치

의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한 답을 배급과 임팩트를 분리한 각각의 활동에

서 찾으려 하다보니, 수행팀도 별도로 꾸려지게 되는게 

보통이었다. 이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 건 물

론, 심지어 노골적인 갈등으로 이어졌다.

배급 vs. 임팩트: 이런 방식일 필요는 없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질문이 있었다: 인 스펙트럼을 스케치하고, 그 과정에서 사례 연구를 

이용해 요점을 설명할 것이다. 

몇 가지 주요 배급 경로를 살펴볼 텐데, 상이한 지형도 

안에서 가장 유력한 회사들은 물론 임팩트 및 참여에 

관련된 고려사항들도 덧붙일 것이다. 

우리는 대면 행사, 로비나 온라인 캠페인 활동과 같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임팩트 배급 활동

을 나누어 살펴보고, '이미 겪어본' 전문가들의 조언들

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영화에 대해 빠른 체크리스

트를 작성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 배급 제안을 받고 신

속히 결정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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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VS 배급

교육 & 
학교

머천다이징 & 
라이센싱 

로비하기

옹호자 / 
유명인사 

인터넷 관람, 
DVD & TV 

행사 & 
비(非)극장 

영화 언론 & 
홍보

인플루언서 & 
공동체 상영회

캠페인 언론 & 
홍보 

캠페인 
웹사이트 & 
소셜 미디어 

영화 
웹사이트 & 
소셜 미디어 

공동체 
교육

극장 / 
영화관

광고 & 
우편 광고

조직적이지 못한, 경쟁적인, 비효율적인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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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배급사는 임팩트 작업이 영화의 마케팅에 

방해가 된다고 걱정한다. 영화를 그들이 믿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시키는 것은 영화가 일반 관객들에게 덜 매

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들이 팔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영화를 멀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걱정들 중 일

부는 정당화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임팩트 팀은 배급사가 그들의 사회적 목

표를 돌보지 않고, 영화를 봐야 할 사람들을 참여하고 

지원해야 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영화를 팔아야 하는 

단순한 시장으로만 다루는 것을 걱정한다. 그들은 전문

가나 함께 일하고 싶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저급하고 

정떨어지는 방식으로 영화를 마케팅할 것이다. 이런 걱

정들 중 일부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일반적인 갈등 지점의 일부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이밍을 최선 또는 차선으로 만드는 요인

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배급사가 언제 영화를 내놓는 

것이 상업적으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사회

적 또는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염두에 두고 

임팩트 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최적의 포지셔닝은 좀처럼 분

명하지 않다.

때로 배급사는 무료 상영회를 거부하고 훨씬 나중에 허

락할 것이다 - 따라서 당신이 그런 경우라면, 협상할 준

비를 하라. 그렇지 않다면 주요 컨퍼런스나 미팅에서 

상영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영화가 나왔을 때 비용, 

접근방법, 또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영화를 보지 못하

거나 볼 수 없는 관객들을 참여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부 공

공 미디어 프로그램, 가령 미국의 POV나 ITVS 등은 시

청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참여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 인디펜던트 렌즈 필름스의 인디 렌즈 팝

업Indie Lens Pop Up for Independent Lens Films은 

그 하나의 사례다. 이는 배급사에 달려 있으니, 반드시 

물어보라. 

누가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미디어에 싣고 그 영화

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종종, 당신은 입소문을 내는 

톤과 타깃 관객을 참여시키는 것을 돕는 (또는 최소한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톤을 설정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세일즈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또는 지나

치게 흔들리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인 배

급사들에게도 사실일 수 있다. 

타이밍

무료 상영회

메시지 보내기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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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영화에 대한 소문을 내고 관객들을 플랫폼에 

나오게 할 책임이 있는가? 어떤 배급사들은 이를 그들 

업무의 일부분으로 본다. 다른 배급사들은 이를 영화 

팀의 일로 본다.

누가 이런 채널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영

화를 팔기 위한 것인가, 참여 노력을 경주하려는 것인

가, 아니면 둘 다인가? 영화의 배급 수명이 느려져도 임

팩트와 참여 활동은 계속된다면 이러한 채널들은 어떻

게 될까?

당신의 영화는 어디서 보여지며 그것은 당신의 전략적 

관객에게 적합한가? 가장 많은 돈을 제공하는 플랫폼

은 영화를 보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아닐 수

도 있다. 

좋은 소식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프로모션과 마케팅

웹사이트,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배급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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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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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VS 배급

상호 이익이 되는, 비용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 & 
학교

머천다이징 & 
라이센싱 

로비하기

행사 & 
상영회 

온라인 노출 

영화 언론 & 
홍보

옹호자 / 
유명인사 

인터넷 관람, 
DVD & TV 

공동체 교육 극장 / 영화관

광고 & 
우편 광고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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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참여를 깊은 전략으로 받아들인 글로벌 

방송사의 사례에서 출발하는 것은 분명 가치 있

는 일이다. 최소한 시청자의 참여나 아웃리치라

는 아이디어에 덜 적극적이거나 경험이 없는 방

송사들과 협상할 하나의 기준으로서 말이다! 우

선 큰 방송사부터 시작해보자.

미국 공영방송 PBS는 미 정부, 기업, 재단, 그리고 개인

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된다. 모든 제

안된 자금은 그것이 자금 출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의 내용이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PBS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PBS는 354개의 지역 회원 방송

사들이 있으며, 전미 50개 주에 모두 송출되는 유일한 

국영 방송사다. 이곳은 미국 시청자의 97%가 볼 수 있

다 (텔레비전 수신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 

PBS는 많은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있는

데 (롱폼 뉴스 탐사보도인 프론트라인, 상을 받은 장편 

다큐멘터리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인디펜던트 렌즈, 그

리고 심층 과학 프로그램 노바 등), 일인칭 및 사회 이

슈 영화들도 강조하는 POV는 1988년 개시된 이래 독

립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미국 텔레비전에서 가장 오

랫동안 지속되어온 쇼케이스이다. 지난 시즌, POV는 에

피소드당 평균 250만 시청자들이 시청했다. 2019년 초 

PBS에서 32번째 시즌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시청자 참

여 작업을 하는 베테랑들이다. 

배급 + 임팩트: 윈 윈

PBS

당신에게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배급에서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가이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인가? 칭찬을 듣기 위한 것
인가? 영화를 가능한 널리 관객들에게 전하
기 위한 것인가? 
이들은 때로 충돌하지만, 나는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당신의 관객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싶다. 관객은 쉽게 식별되는가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가)? 당신은 배급사가 무엇을 
테이블에 가져오기를 대하는가?

모건 네빌, 감독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 20 FEET 

FROM STARD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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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편의 다큐멘터리를 선정하는 각 시즌은 해당 시리즈

의 모든 작품에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공동제작 펀딩이나 구매 시점에 영화 팀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된다. 

어떤 경우에는, 영화제나 극장 개봉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때때로 거대한) 계획들이 이미 진행 중이

고, 따라서 POV에 있는 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웃

리치와 참여 전략들을 수립한다. 다른 경우, 그 팀은 시

범적인 것부터 시작한다.

POV는 시청률을 산출하는 홍보와 소셜 미디어의 형태

로 전통적인 방송 마케팅 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특수한 

시청자 참여 팀이 영화와 그 주제들에 대한 시청자 참여

를 심화시키기 위해 각 시즌에 선보인 다큐멘터리에 연

결된 특수한 공동체와 인구집단을 찾아내고 그에 도달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POV/PBS 팀들은 수업 계획, 토론 가이드, 파트너 툴킷, 

영화에 특수한 독서 목록과 상영 행사를 개최할 방법 등

POV

의 창출을 통해 각 다큐멘터리 방송의 아웃리치 및 참여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름메이커들과 작업한다. 

예를 들자면: 

- 전쟁, 참전용사 자살, 치유를 통한 구원 추구에 대한 

영화인 <올모스트 선라이즈 Almost Sunrise>는 미

국 재향 군인 조직과 파트너십을 이루었는데, 이는 영

화를 관련 공동체에 상영함으로써 참전용사 공동체 

안에서 영화가 제기하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키는 도구로서 작품이 사용되고 군인과 시민의 차

이에 다리를 놓는 것을 돕는 방식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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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016년 2월 PBS의 인디펜던트 렌즈에 방영

된 스탠리 넬슨의 <블랙 팬더: 혁명의 선봉대 Black 

Panthers: Vanguard of a Revolution>는 방송에 

앞서 전략적으로 특수한 관객층을 타깃으로 삼도록 

했으며, 영화제와 극장에서 성공적 상영에 이어 영화

를 둘러싼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았다. 

이 작품은 1960년대 블랙팬더당의 흥망성쇠를 그 운

동의 핵심 인물들과의 인터뷰 및 역사 푸티지를 통해 

검토하는 작품으로, 이미 영화제와 극장 개봉의 맥락

에서 매우 성공적인 아웃리치와 참여 전략을 구사하

고 있었다. 이는 첫 방송 전에 영화의 인지도를 극도로 

높였으며, 기대를 쌓으면서 시청자들이 영화를 텔레

비전에서 보도록 견인했다. 영화의 인지도를 쌓고 시

청자 참여 기회를 고양시키면서, PBS의 아웃리치와 

참여 전략은 특히 청년 주도 운동의 한복판에 있는 젊

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며, 영화 속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도록 성공적으로 그들을 고무시켰다. 이

는 또한 그 작품은 2011년 닐슨 소셜이 트위터 활동을 

추적한 이래 PBS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했다.1

- 또는 생산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 자원을 만들

어낼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

나인 필리핀에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산부인과 

병원 중 하나를 다룬 영화 <마더랜드 Motherland>의 

경우, POV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논쟁적 토론, 개인의 

종교적 신념 또는 자기만의 골칫거리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가족 계획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료들

을 만들었다. 

1 블랙팬더 홍보 전략이 PBS에서 

성공하다 (2016), <커런트>, 헨리 

슈나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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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반, ABC 시리즈 <쓰레기 전쟁 War on Was-

te>은 호주의 방송사가 더욱 심도 깊은 시청자 아웃리

치 및 참여 작업에 나서도록 고무했다. 그 시리즈는 매년 

8%의 호주 내 쓰레기 증가(음식, 플라스틱, 커피 컵, 의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호주 대중들의 상상력을 포착했다.

모든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시청률은 중요하지만 POV

에서는, 탁월한 콘텐츠를 가진 영화를 보여주는 것에 방

점을 둔다 – 그리고 만일 한 영화의 시청자 참여가 두

드러지는데 시청률이 덜 나오는 경우에도, 이는 여전히 

PBS의 승리로 여겨진다. 

참여 작업은 PBS로부터 절반, 다른 절반은 재단들로부

터 자금지원을 받는데, 그들의 펀딩 모델은 콘텐츠와 

그 자원들 모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중한 가이드

라인2을 가지고 있다. 모든 제안된 펀딩 마련에 있어 그 

수용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세 가지 테스트(편집 통

제권, 인지 그리고 상업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공영 

미디어로서, 그 작업이 정치적 관점이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넓은 범위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것은 중요

하다.

공영 미디어 시리즈로, POV에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들과 그에 수반되는 자원들은 늘 무료이며, 그것들에 

접근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들도 볼 수 있도록 

한다. 일단 방송 라이센스가 만료되면, POV는 영화제

작자들에게 그들의 영화를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보관

할 기회를 주는데 (양측 모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는 그들의 작업에서 영화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공동체 네트워크가 영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한다.

ABC 호주

프로그램의 커미셔닝 에디터 스티븐 올리버는 시리즈 

전용 웹사이트, 언론, 그리고 그때까지 ABC 호주의 가장 

성공적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이 된 것 등과 같은 기존의 

잘 알려진 방송 마케팅 전술을 배치할 뿐 아니라, 멀티 

플랫폼식 "범-ABC" 접근과 전문 임팩트 프로듀서 앤디 

마크스를 고용한 것을 가능한 광범위한 시청자에 도달

하고 참여시킬 수 있었던 주요 요소로 꼽는다.2 PBS 펀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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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임팩트 프로듀서는 처음에 예상된 역할이 아니었는

데, 제작이 개시된 뒤 ABC에 대해 방송 이전, 도중, 이후

에 아웃리치 및 참여 전술을 전략화하고 수행할 전담 인

력을 고용하도록 추가 펀드를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핵심 역할은 2016년 12월 제작이 개시되면서 처음부터 

제작사에 편입돼 시작되었다. 2017년 5월 첫 세 편의 에

피소드 전송을 통해 ABC 안에서, 그리고 2017년 12월 

시리즈의 네 번째 에피소드가 방영된 이후까지 부분적

으로 계속되었다. 임팩트와 참여 전술은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2) 퇴비 만들

기 3) 개인 커피컵(BYO) 지참 후원하기, 그리고 아래의 

사항들도 포함돼 있다. 

- 

- 

- 

・

・

파트너십 – 34개 이상의 서로 다른 조직들이 시리즈가 

"임팩트 공동체"라고 부른 것의 일부분으로 유의미하

게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NGO 제휴단체부터 풀뿌리 

조직까지 걸쳐 있었다. 시리즈와 함께 움직이며 기준 

추적과 사전 동의된 메트릭스에 참여했던 핵심 파트너

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 개입 –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엄청난 참여

가 공동체와 풀뿌리 수준에서 일어났다. 팀은 공동

체와 더 잘 연결하려는 모든 규모의 활성화 집단에 

시리즈가 창조한 콘텐츠 자산의 공을 돌리는데, 일

부는 자발적이었다. 예를 들어, 방송 직후 콴타스 직

원의 아이들을 돌보던 한 데이케어 센터는 이미 사

용된 커피 컵으로 설치 작품을 만들었으며, 회사

의 CEO를 초청해 회사 정책 변화에 대해 요구했다! 

2017년 12월 후속편이 방영될 즈음, ABC는 엄선된  

"임팩트 공동체"에 시리즈 업데이트와 그때까지의 임

팩트, 그리고 업데이트된 쇼의 방송에 앞서 후원 급증

(및 콘텐츠 공유)을 이뤄내기 위해 방송 전 브리핑을 

실시했다.

스핀오프 팟캐스트 – <쓰레기 전쟁> 팟캐스트 시리즈

는 2017년 5월 첫 에피소드 방영부터 2017년 12월 네 

퇴비 혁명 - 이들은 아주 많이 할인된 퇴비 상자와 애벌레 

농장을 공급하기 위해 의회와 일했다. 퇴비 상자 신청은 

시리즈가 첫 방영된 이래 379% 상승했고 애벌레 수요는 

방송 후 두 달 동안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의 모든 

애벌레 공급업자가 품절을 기록할 정도로 상승했다. 잘 

알려진 개인 컵 제조업체 역시 <쓰레기 전쟁> 덕분에 매

출이 40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을 확인했다. 잘 알려진 개인 컵 제조업체 역시 <쓰레기 

전쟁> 덕분에 매출이 400% 증가했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카페 - 이들은 카페와 소비자가 더욱 지속가

능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했다 (방영 전에는 450개의 회

원 카페가 있었으나, 방영 첫 주 후 1,050개까지 증가했

으며, 2017년 말에는 3,300개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했다). 회원 카페들은 시리즈가 끝날 무렵 개인 컵 사용이 

117%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회원 카페를 통틀어 시리즈 

방영 이래 3천8백만 개의 일회용 컵과 뚜껑이 절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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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dcasts.apple.com/gb/podcast/war-on-waste/id1236017271?mt=2
https://itunes.apple.com/gb/podcast/war-on-waste/id1236017271?mt=2
https://compostrevolution.com.au/
https://www.responsiblecaf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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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내내, ABC의 편성 정책은 모든 참여 조직이 적절

하게 그리고 어떤 한쪽 파트너에도 과도한 중요성이나 

편견이 없도록 자문 받았다. 시청률의 경우, 이 시리즈는 

시청자 타깃을 50% 초과해 370만 호주인들에게 도달

했으며 (15% 도달범위), 2년 동안의 해당 편성시간에 가

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고, 50세 이하 시청자 층이 ABC 

평균보다 두 배인 40%나 되는 넓은 인구 분포를 내놓

았다. <쓰레기 전쟁>의 성공과 시청자 참여에 대한 다

차원적인 접근은 방송사가 시청자 타깃과 방송헌장 의

무 모두를 성취하면서 반드시 시청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도록 최적으로 설비되기 위해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불가지론적 기업'으로 재조직될 것을 선언한 2017년 11

월의 발표보다 앞선 것이었다. 

네덜란드 공영 방송사들은 아웃리치, 참여 그리고 임

팩트 캠페인에 점점 더 실험적이 되어가고 있다 – 휴먼, 

VPRO, KRO-NCRV, EO-IKON, 그리고 네덜란드 공영 서

비스 방송사 네트워크 NPO의 부분인 NTR 등은 그들의 

영화가 더 깊게 더 광범위한 관객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후원 계획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방영해왔다.

그런 다큐멘터리 중 하나는 <슐디흐 Schuldig>('죄책감 

있는'이라고 번역됨)인데, 2016년 12월 휴먼에서 방영된 

암스테르담 북부 지역의 부채에 대한 성공적인 6부작 다

큐멘터리 시리즈다. 무려 네덜란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는 문제적인 부채가 있는데 이 시리즈의 접근방식 – 일군

의 캐릭터를 공감하는 관찰자적 스타일로 따라가는 – 은 

이전에는 네덜란드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심층 탐사를 가능하게 했다.

그 시리즈는 휴먼에서 인하우스로 제작했는데, 휴먼은 

언론, 미디어,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의 방송 마케팅 전술들을 사용하면서 그 출범을 지원했

휴먼, 네덜란드

번째 에피소드 방영까지 격주로 발행되었다. 팟캐스트

는 ABC 라디오 시드니의 잘 알려진 진행자이자 코미디

언인 크레이그 로캐설이 진행했다. ABC 팩추얼과 ABC 

라디오의 협력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현재는 ABC 오디

오 스튜디오 유닛으로 확립되었다. 팀은 팟캐스트가 꾸

준히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첫 세 개의 에피소드 방

영과 지난해 말 업데이트 에피소드 사이에 시청자들이 

계속 참여한 덕분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청자들과 ABC 

사이에 역동적인 쌍방향 관계를 발전시킨 시리즈에 시

청자가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성찰하고 반응했기 때문

이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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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도로, 특별히 고용된 임팩트 프로듀서가 후원 캠페

인을 촉진했는데, 그는 방송에 앞서 9개월 동안 더치 임

팩트 메이커스의 멘토십 아래 이 시리즈를 위한 전략을 

고안했으며, 아래에 서술한 일련의 아웃리치 & 참여 전

술을 구사하면서 2017년 대부분 그 프로젝트 일을 지속

해 나갔다.

- 

- 

- 

- 

- 

파트너십 구축 – 휴먼과 더불어 이 시리즈의 성공에 함

께 한 복수의 파트너들이 있었다. 사회고용부는 델타 

로이드 파운데이션처럼 그 토론 여행의 주요한 투자자

였다. 암스테르담, 즈볼레, 아른헴 & 헬몬트 등 지방자

치단체들도 그 토론 여행에 기여했다.

헤이그에서의 정치 논쟁 – 의회 선거를 앞두고 시리즈

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과 그 이후의 활동들이 네덜란

드 의회에서 논의되었다.

정치 캠페인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7월 

일간지 <드 코레스폰덴트>와 제휴하여 시작한 캠페인

은 정당들이 문제적 부채로 야기된 이슈들을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했다.
토론 여행 – 마지막 에피소드 방송 직후, 이 시리즈는 

네덜란드 5대 도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아른헴, 즈

볼레, 헬몬트)에서 방영되었고, 다큐멘터리가 제기한 

문제를 다루는 논의와 공개 토론이 열렸다. 이 시리즈

의 기여자들, 저명한 여론 조성자, 전 세계 부채, 정치 

및 공공 정책의 대변자들 모두 부채로 인해 피해를 입

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식 안에서 참

여했다.

이 시리즈의 시청률은 첫 회에 111만 2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여섯 번째와 마지막 에피소드에 99만 6천 명으

로 끝났다 (네덜란드 인구 1천 7백만 명 남짓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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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 시민의 참여와 독립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네덜란드 사회 개발 센터인 모비시Movisie가 방송 3

개월 후에 일회성 잡지를 발간했다. 이 간행물은 상영 

투어에서 얻은 통찰력과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저명한 인물과의 인터뷰를 최대한 많은 관객과 공유하

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잡지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고 

시리즈 홍보 및 아웃리치에 사용되는 여러 채널을 통

해 배포되었다.

https://www.human.nl/schuldig/over-schuldig.html 
https://www.movisie.nl/en
https://impactmaker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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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아웃리치 및 참여 전

략은 2015년 10월 10일 세계 정신 건강의 날에 젊고 선

두적인 NRK3 채널에서 정신 건강 시즌의 헤드라인 영

화로 방영되어 새로운 길을 연 70분짜리 영화 <이다의 

일기 Ida’s Diary>에서 영감을 받아 더욱 널리 보급되

고 있다.

이다는 가장 낙인찍힌 정신 건강 문제들3 중 하나인, 정

서적으로 불안정한 인격장애(경계성 인격장애 /BPD)

가 야기한 매우 격렬한 감정적 삶에 고군분투하는 젊은 

노르웨이 여성이다. 8년 동안 이다는 마음을 편하게 하

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영상 일기를 썼다. 영화는 그

NRK, 노르웨이

녀의 일기장에서 조심스럽게 편집된 조각들로 직접 구

성되며, 공포와 불안의 세계에 대해서, 하지만 또한 매

일매일의 승리와 자기 발견의 소중한 순간들에 대해 독

특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화는 

자기 수용과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지향하는 그녀의 

강력한 투쟁을 묘사한다. 

영화 팀은 굿피치에 참여하면서 촉발된 광범위한 아웃

리치 및 참여 전략을 수립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영화

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고 시청자들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일련의 잠재적 파트너들을 소개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 개의 주요 북유럽 방송사들이 참

여해 이 영화를 2015년 세계 정신 건강의 날에 동시 상

영하기로 합의했는데, NRK(노르웨이)는 DR(덴마크), 

SVT(스웨덴), YLE(핀란드)와 함께 노르웨이에서 독점 

TV 및 온라인 판권을 가져갔다. 한편, 이 영화는 2014

년 11월 IDFA 경쟁부문에서 첫 상영한 뒤 성공적인 영

화제 순회 혜택을 얻었다.

NRK 방송에 앞서, 영화 팀은 커미셔닝 편집자에게 접

근하여, 방송사와 노르웨이의 가장 큰 국영 일간지 중 

하나인 『아프텐포스텐』 사이의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그들은 세계 정신 건강의 날을 맞아 이 다큐멘터리를 

신문과 잡지의 1면에 실으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를 
3 시스템에 의해 좌절한 3명의 인

격 장애 환자들(2018), BBC 뉴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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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diefilm.no/idas-diary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원했고, 또한 논쟁적으로, 그들의 웹 채널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를 원했다. 이 급진적인 협업 제안은 - 결정적

으로 방영권의 독점성을 공유하는 - NRK에서는 전례

가 없는 일이었다: 

“ 

“ 

이는 우리가 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회의 후

에 우리는 우리의 독점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NRK에 긍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프텐포스텐』은 신문과 다른 잡지들을 통해 많은 

관객들에게 도달하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여전

히 너무 작아서 NRK과 경쟁하지는 않는다. 즉, 그들

은 NRK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NRK와 『아프텐포스텐』이 이다의 이야기와 정신 건

강을 그 날의 머릿기사로 만들기 위해 협력한 것은 젊

은 사람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그 토픽에 대한 더 나

은 도달 범위, 더 효과적인 임팩트, 더 많은 인식과 지

식을 확보해 주었다. NRK가 그들의 독점성을 과감히 

공유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토레 톰터, 전 커미셔닝 에디터, NRK

카리안 베르크 

아웃리치 디렉터, 인디 필름

NRK는 확립된 방송 마케팅 전략(다른 언론과 소셜 미디

어 등)을 통해 이 영화를 지원했으며, 이에 더해 『아프텐

포스텐』은 영화 팀과 협력해 #노필터(no-filter)라는 해

시태그 아래 정신건강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에 

관한 짧은 시리즈를 제작했고, 몇 주 후 인쇄판의 주요 

기사와 사설란에 계속 그 영화에 대해 보도했다. 

방영 시점에서 영화의 도달범위를 확장하고 심화하기 

위한 전략은 노르웨이와 유럽 전역의 정신 건강 전문가

들과 영화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아웃리치 작업을 통해 

보완되었다. 이 영화의 20분 버전은 2015년 10월 세계 

정신 건강의 날, 바이스에서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방송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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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방송사들만이 가장 유익한 것은 아니다. 

HBO에서 넷플릭스에 이르기까지(<비룽가>와 <산호

초를 따라서>에 관한 앞선 사례 연구 참조), 점점 더 많

은 케이블 및 스트리밍 서비스가 관객 참여 및 임팩트 

캠페인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그 도달 범위에 더해 엄청

난 노력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것은 종종 표준

적이지 않고 종종 어렵게 협상된다. 하지만 그것은 가

능하고 결과는 놀랍다.

그리고 파티시펀트 미디어, RYOT, 퍼스트 룩 미디어, 

픽처 모션, 투게더 필름스, 벌컨 프로덕션 등 "사회적 임

팩트 마케팅" 회사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들은 임무 

중심적이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실천하

는 "이중 최저선(DBL)"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

한 추세는 오늘날의 마케팅과 배급이 임팩트 노력과 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즉, 이들

의 목표가 서로 중복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배급 윈도우를 뒤집는 것과 

함께, 그리고 임팩트 전략에 대한 보다 세련된 접근과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영화를 알맞은 방법으로 적합한 사람들에

게 전달함으로써 임팩트와 상업적 이익을 모두 최적화

할 수 있을까?

수익을 위해 그리고 임팩트를 위해 이러한 사고 방식은 임팩트와 배급 사이에 겹치는 부분

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 활동이 서로를 추진시키

는 가운데 두 세계에서 최선을 끌어내고자 한다. 점점 

더 많은 배급사가 배급을 위한 참여 노력의 가치를 인

식하고 있다. 임팩트 영화 팀은 협력 관계를 맺어 관객 

수를 늘리고, 많은 배급사들은 사회적 이익을 위한 영

화 캠페인과 함께 작업할 때 그들의 브랜드에 힘을 실

어주는 것을 환영한다. 배급사들이 참여를 중시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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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실험은 임팩트와 배급이 반드시 분리되거나 대

척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저 함께 계획되고 전략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행히도 

모든 영역에서 사례와 영감을 제공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억하라: 임팩트 및 배급이 아니라, 임팩트 배

급이다.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시 되는지는 당신의 선택이 

되어야 하며, 당신이 그 과정에 투입하면서 가졌던 우선

순위를 반영해야 한다. 너 자신을 알라 섹션을 기억하는

가? 아직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도구를 사용

하여 지금 정하라.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배급, 

마케팅 및 입소문

운동, 언론 및 

인플루언서 지원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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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국제앰네스티에서 <시티즌

포 Citizenfour> 상영 후 연설하는 

에드워드 스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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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인가?

이것은 전세계의 독립 영화 제작자들을 괴롭힐 만한 질문이다. 우리가 박스오피스 

숫자가 중요한 더 넓은 미디어 생태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박스오

피스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다큐멘터리 시장) 분석은 임팩트 다큐가 비 임팩트 

독립 다큐와 동등한 성과를 보이며, 일부는 매년 1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린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아마도 매년 배급사들이 그중 몇 편의 영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주로 픽업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극

장이 아닌, TV, 그리고 온라인으로 직행하며, 완전한 극장 개봉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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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최선을 알지 못한다

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임팩트가 우선성을 가질 

때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수많은 온라인 배급 

플랫폼들이 그들의 관객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

고 있는데, 누가 실제로 알겠는가?

그렇다: 다큐가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불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록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

공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임팩트 시상식 후보 평생 극장 수입 

박스오피스 모조에서 

가져온 임팩트 시상식 후보

불리

블랙피쉬

빙하를 따라서

액트 오브 킬링

인터럽터스

또 다른 전쟁

가스랜드

내일이 온다면

$3,495,043

$2,073,582

$1,328,467

$484,221

$282,448

$71,968

$30,8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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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임팩트 시상식 최종 후보작들은 남다른 영향을 미쳤

고, 팬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으며, 영화 산업 동료들과 

사회 지도층의 존경을 받았다. 따라서, 흥행 수입이나 

TV 시청자들은 도달범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

지만, 그것이 전체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다. 

영화가 적합한 관객에게 도달할 많은 방법들이 있다. 크

리스 토식의 이 아름다운 그래픽이 상기시켜 주듯이, 아

름답고 가치 있는 모든 영화가 돈을 벌지는 못할 것이

다. 우리의 임무는 최고의 작품이 꼭 맞는 관객에게 전

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아티스트 영화제작자

들에게 지속가능한 관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가

능성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섹션 3.6 참조) 

아티스트: 크리스 토식

파트너십에서 창의적이고, 관객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가

장 중요한 점이다 – 모니터 요원들이 무슨 말을 하든 말

이다. 

<핑퐁 Ping Pong> - 이 작품은 80대 이상의 탁구 챔피

언단을 따라다니며 노인들이 앉아서 생활해야 한다는 

예상에 도전했다. 극장 개봉은 없었지만, 이 작품은 영국 

전역의 2천 개 이상의 요양원에서 DVD 상영회를 통해 

중요한 관객층에 도달할 수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다른 곳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독립 영화 제작자들이 검열에서부터 

침투 불가능한 발리우드 지배 시장에 이르기까지 수많

은 장벽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 없이는, 그

곳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도의 부정부패와 이를 변화시킬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한 남자의 노력에 대한 논쟁적인 정치 영화인 <혁

명을 위한 제안>을 보자. 국내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

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팀은 국제 영화제 순회를 이

용해 인도 바깥에서 정치 영화로서 화제와 신뢰성을 쌓

았다. 그들은 55개가 넘는 영화제에 갔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이 받은 관심을 이용하여 PVR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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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가 시범 운영하고 있던 뷔카우라는 새로운 주문

형 상영 플랫폼과의 거래를 확보했다. 그들은 또한 인

도에서 가장 큰 이벤트 예약 사이트인 '북 마이 쇼'를 포

함해 많은 "게릴라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세 편의 미리

보기 상영에 대한 입소문을 퍼뜨리느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결과는 놀라웠다.

<혁명을 위한 제안> 시사회는 12시간 만에 매진되었다. 

이 영화는 결국 8주 동안 상영되었고, 인도에서 역대 최

고 수익을 올린 베리테 다큐멘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영

화제작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관객의 폭

을 넓힐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화가 여전히 극

장에서 상영되는 동안 유튜브에 무료로 영화를 공개하

기로 바이스 필름스와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파격적인 

동시 개봉 전략은 모든 관련 파트너에게 위험 요소였지

만, 이러한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일지 시험해 보기 위해 

기꺼이 감수하기로 동의했다.

바이스의 경우, 이는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이었다. 

극장 플랫폼의 경우, 그것은 많은 입소문을 유지하고 이

를 티켓 판매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해 마케팅 예산이 없

는 작은 영화와 작업하는 방법이었다. 영화제작자들의 

경우, 그것은 온라인 상영을 향해 극장 개봉(및 극장의 

마케팅 예산)을 중심으로 구축한 추진력을 활용하는 방

법이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영화를 널리 알리고 경력 

초기에 존경 받는 영화 제작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영화는 결국 160만 조회수를 기록했

다!

영화 제작자와 영화 팀은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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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 거래의 유형들

오늘날, 배급 거래는 눈송이만큼 다양하다: 두 가지가 동일해 보이는 경우는 없다. 그

러나 중요한 결정의 틀을 미리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범주가 있다. 

이 섹션에서는 모든 권리 배급 거래, 하이브리드 배급 및 자체 배급의 장단점을 모두 

임팩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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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가이드가 호주, 중남미 일부분, 아시

아 등 다른 지역에서의 학습과 사례 연구를 통합

하여 지역에 특화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도록 

업데이트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

미와 서유럽에 적용되는 배급 모델에 무게가 실

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맥락을 벗어나 활동하고 있다면, 이 사례들의 혼

합이 당신에게 무엇을 만들거나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를 바

란다.

배급의 '구 세계'에서, 영화제작자들은 영화제에 가서 모

든 권리 배급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희망했고, 영화를 극

장, TV, 온라인에 집어넣는 모든 법적 업무를 맡아줄 전

문가 팀에게 영화를 넘겨줄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불리>와 같은 팀은 2012년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관객상 수상 후) 와인스타인 컴퍼니와 모든 권리 거래를 

맺었고, <블랙피쉬> 팀은 2013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매그놀리아 픽처스와 배급 계약을 확보했다. 이러한 주

된 배급 계약은 완벽하게 잘 작동하며 배급이라는 지뢰

밭의 복잡함을 다뤄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전통적인 모든 권리 배급 거래

이러한 거래에서, 당신은 목돈을 선불로 받게 된다 (그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은 흔치 않으므로, 이 '미니멈 개런

티'는 보통 7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 영화의 권리

를 맞바꾸는 수수료다). 개봉이 잘 되면 더 많은 관객에

게 도달할 수 있고, 배급사는 마케팅 비용과 전문 지식

을 투입해 영화가 인정받는 타이틀이 될 수 있도록 하

며, 주요 영화상(전형적으로 배급사들이 참여하는)을 수

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거래가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영화가 초기에 성과가 좋지 않다면, 배급업자

들은 흥미를 잃고 레몬에서 남은 즙을 짜내는 대신 다음 

타이틀로 넘어갈 수 있다.

비록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통제권은 배

급사에게 있다. 이는 영화 팀이 임팩트 작업을 수행하는 

데 매우 제한되거나 심지어 막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장차 권리들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정

확한 질문을 하고, 어떤 판매 영토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억하라: 비록 당신이 모든 권리 거래를 성사

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영화 제작자들에게 엄청

나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더티 워즈 Dirty Wars>

는 IFC와 계약했지만, 영화 팀은 그들의 작품에 열정적

만약 어느 회사가 이전에 
다큐멘터리를 배급한 적이 없다면, 
첫 번째가 되는 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해 보라.

톰 파워스, '2014 배급 조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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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과 파트너, 조직 패널 등을 

접촉하며 수백 시간의 작업을 했다.

불과 몇 년 전, 넷플릭스, 아마존 및 훌루와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SVoD)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배급 환경이 크

게 변화했다. 한 영화가 SVoD 플랫폼과 공영 방송 그리

고 기타 전통적인 배급 채널("하이브리드 배급" 부문에 

더 많은 내용이 있다)에 상영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

만, 이러한 플랫폼들은 새로운 종류의 "모든 권리" 트렌

드에 책임이 있다. 

 

어떤 플랫폼은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권리를 획득하고, 

다른 플랫폼은 지적재산권(IP)을 구매하는 제작총지휘

자로서 초기부터 제작에 참여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과 아마존 프라임이 그런 사례다. 그것은 배급사가 영화

를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하고, 독점적으로 출시하며, 

이를 그들의 플랫폼에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플랫폼에 진입하는 일부 영화제작자들에게, 이러한 거

래는 그들이 돈을 벌고 선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가운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대부

분의 경우 이는 또한 관객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이 도착했다...

잃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임팩트 우선순위보다 마케팅 

우선순위를 앞세우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임팩트가 우선

순위인 경우, 타깃 관객이 거래를 체결하는 플랫폼에 액

세스할 수 있는지 (즉, 광대역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지)

를 확인하라 (이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섹션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에 있다).

오늘날 주요 업체들은 다를 수 있지만, 배급사의 마케팅 

우선순위와 영화 제작자의 임팩트 우선순위 사이의 차

이를 협상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우선 표준 계

약서를 발급받게 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임팩트 요구와 

기대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대화와 협상을 할 준비가 미

리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거래 조건을 조

정하라.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받

아들일지 모른다.

<산호초를 따라서>는 2017년에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

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팩트 참여 작업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대화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 교육 

상영회 라이선스는 무료이면서 일반에게 공개되는 한, 

수천 명의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지역에 따른 기후 교육

과 글로벌 행동을 위해 이 플랫폼을 통해 교육적인 목적

의 공동체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그들

은 넷플릭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기 위해 사례별로 작업했다. 캠페인

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지만, 
내가 만들고 싶었던 
영화를 산업과 조화
시킬 수 없었다. 
아무도 내가 만들고 
싶은 종류의 영화를 
내놓지 않았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결국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다. 
나 스스로 작품을 
위한 최종 단계를
 찾아내야 했다.

에바 뒤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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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그 팀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1500개 이상의 상영회를 지원할 수 있었다!

<비룽가> 역시 넷플릭스로 글로벌 배급을 확보했다. (<비

룽가>가 2014년 말에 출시되었을 때, 넷플릭스는 55개

국에서 6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었다. 이후 12개월 동안 

이는 전 세계 190개국으로 증가했으며 넷플릭스는 현

재 1억 7천 7백만 명의 가입자가 있다.) 그 팀은 넷플릭

스가 그들의 캠페인 목표를 지지하는 매우 이해력 있는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즉, 가능한 한 많은 관객에게 도

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타깃 관객에게도 도달한다

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했을 때, 그들은 전 세계 

100개의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것과 또 다른 100개의 

해외 비(非)극장 상영회에서 상영하는 것을 허락 받았

다. 그들은 유럽연합,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의회를 포

함한 중요한 장소에서, 그리고 미국 국회의사당 및 개발 

부서들에서 인플루언서 상영회를 열 수 있었다. 또한 I/

NGO 및 보존 공동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투자 공

동체에서도, 주주, 정치인, 정책 입안자, 유명한 인플루

언서를 대상으로 상영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는 캠페인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중요한 상

영을 기꺼이 유연하게 지원했을 뿐 아니라, 출시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아직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

문에, 그들은 캠페인을 위해 이 중요한 영토에 도달하려 

영화 팀이 아프리닥스Afridocs와 협력하는 것을 허용했

다. <비룽가>는 출시 6개월 후 아프리닥스에서 공식적

으로 첫 아프리카 상영을 했는데, 49개 사하라 이남 국

가 모두에서 위성 TV로, 그리고 추가로 8개국의 100개 

도시에서 지상파 방송으로 방영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었지만, 영화 제작자와 플랫

폼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물어보라 – 당

신은 기분 좋게 놀랄 수도 있다. 

이제 현실을 확인해 보자: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배

급사들에, 심지어 작은 배급사에서도 선택되지 않을 것

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좋은 동료들과 함께 있

다는 것에 안심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 중 일부는 

엄청난 비평적 성공을 거두었으며 중대한 사회적 임팩

트를 창조한 영화들도 한 배를 타고 있다. 

가장 좋은 소식은, 당신이 배급 계약을 맺지 못했든지 

아니면 계약을 맺었지만 서명할 가치가 없었든 간에, 요

즘엔 다른 옵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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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배급 방식을 '조각'하는 것은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흔해지고 있다. 이는 영화 팀에게 특정 권

리를 유지할 기회를 주고 캠페인과 관객의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매, 홈 비디오, 텔레비전, 교육, 

극장, 비 극장, 주문형 비디오에 대한 개별 거래를 협상

할 수 있고, 영화에 대한 모든 디지털 권리를 나누는 것

도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다. 

당신에게 맞는 방식에 따라 어떤 부분은 나눠줄 수 있고, 

다른 부분은 유지할 수 있다. 이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

은 영화 팀이 정확한 전략적 목표에 맞게 배급 계획을 조

정할 기회를 허용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 다른 전쟁>은 극장, DVD, 온라인 판권을 시네딤 

Cinedigm과 뉴비디오New Video에 공동으로 부여하

는 거래를 했다. PBS는 TV 판권을 가져갔다. Ro*Co 필

름스는 교육 배급과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으며 필름 스

프라우트 Film Sprout (현재 픽처 모션의 일부)는 영화 

팀의 '인비저블 노 모어' 운동의 일환으로 비 극장 배급

을 담당했다.

북미에서의 마약과의 전쟁에 관한 영화인 <내가 사는 

집 The House I Live In>에서는 배급 전략을 위한 두 가

지 주요 목표가 있었다. 첫째는 가능한 한 널리 관객에게 

하이브리드 배급 도달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민첩하게 대처하는 것이었으

며, 전통적으로 영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장소에

서 지역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이 팀은 하이

브리드 배급 모델을 선택했는데, 이는 극장에서는 자체 

개봉을 하고 VoD 및 SVoD 플랫폼에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필름 버프와 제휴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남미 독재자를 사법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파멜라 예이츠의 강력한 영화인 <그라니토 Grani-

to>는 상업적인 목표보다 캠페인 목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대안적인 배급 모델을 채택했다. 목표는 VoD와 

DVD 구매를 이용해 이 다큐멘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관객에게 널리 배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과

테말라 사회에 스며들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팀은 그 나

라에서 앞장선 불법 복제업자에게 마스터 DVD를 주고, 

그가 '말하지 않은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고

객들을 위해 질 좋은 해적판을 만들도록 했으며, 이는 전

국 모든 스트리트 마켓에서 하나당 1달러 25센트의 소매

가에 배급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 <마이너스 샷 다운> 팀은 마리카나 학

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론민 광산 회사와 국가의 책

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적 서사를 바꾸는 것

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그들은 학살에 대한 조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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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팀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한 후 최대한 활용하

기도 한다. 그들은 단지 극장 권리만을 따로 협상하는 것

이 아니라, 영화관에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전쟁의 무

기 Weapon of War>의 경우, 영화관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모바일 영화관을 만든다.

<어리석은 자들의 세기> 팀은 2009년 런던의 레스터 

광장에서 태양열로 작동하는 "시네마 텐트" 시사회를 조

직하고 이를 위성으로 영국 전역의 62개의 영화관과 연

결시켰다. 그들은 13주 동안 박스 오피스에서 10만 파운

드를 기록했고, 그 후 비 극장 예약과 순환 전력을 이용

한 녹색 상영회에서 또 다른 10만 파운드를 기록했다.

자체 배급

기간 동안 중대한 시점에, 정치인들이 이 사건을 묻을 수 

없도록 영화를 넓은 대중들 앞에 선보일 필요가 있었다. 

이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의미했다.

영화가 개봉되기 전, 그들은 중요한 법의학적 목격자 영

상자료를 미디어와 위원회에 동시에 전달하기로 결정했

다. 일단 영화가 개봉되자, 그들은 그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2014년 극장 배급사

인 스테르 키네코 Ster Kinekor와 1주간의 상영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강력한 멀티플랫폼 소셜 미디어 계획과 

입소문을 타고, 이 영화는 그 후 2주 동안 더 상영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기 위해 전국

의 주요 도시와 마을에서 자체적인 공동체 상영 투어를 

운영했다. 그들은 론민 광산 회사의 연례 총회에서 주주

들에게 DVD를 나누어 주었고, 마침내 엄청난 대중의 지

지를 얻어 2018년 8월에 SABC 공영 방송 계약을 성사

시킬 수 있었다.

결국, 이 하이브리드 배급 모델, 위원회가 얻어낸 홍보, 

그리고 '마르카나 서포트 캠페인'의 노력을 통해, <마이

너스 샷 다운>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공적 서

사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또한 대학살 이후 일어

난 일련의 광산 파업을 지지하기 1백만 랜드 이상을 모

금했다. 이 돈은 5개월간의 파업 기간 동안 파업자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영화는 또

한 남아프리카금속노동자조합(NUMSA)이 그 사건에 반

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오늘날, 영화 팀과 그들의 파

트너들은 광부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정의를 위한 

조직을 계속하고 있다. 

모든 다른 배급 옵션을 협상하고 관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특히 그 모든 것에 처음이라면 고군분투할 수 

있다. 하지만 싸울 가치가 있다. 또한 이 가이드의 앞부

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신의 옵션은 영화 팀과 파

트너의 에너지와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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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을 수는 있지만, 많은 영화제작자들은 중개인을 

잘라내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믿으며, 또한 영화가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보유했다. 

때때로, 이는 필수적이다. 

콜롬비아의 <9.70> 다큐멘터리 팀은 처음부터 힘든 싸

움을 했다. 정부를 비판한 영화와 언론 매체의 보도 통

제로, 그들은 자체 배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베

네수엘라 회사인 텔레수르와 방송 계약을 맺을 수 있었

지만, 이는 콜롬비아의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유출된 영화의 복사본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고 7천 번이나 시청되었다! 영화에 등장하

는 농부들이 운동을 확장하기 위해 이야기에 대한 거대

한 추진력과 분명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그들은 영화

를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결정했다. 

24시간 이내에 또다른 1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았

고, 그 주말 즈음에는 20만 뷰에 달했다. 전적으로 농부, 

운동가, 그리고 다른 지역 사회 지도자들에 의해 운영된 

이 상영회에 영화제작진이 참석해달라는 요청에 응답

하면서, 전체 캠페인은 수평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의 자체 배급 전략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9.70>

은 미디어에서 흔한 화두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제작진

에 중단 경고를 하고 그들 작품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

한 캠페인을 개시했다. 그러나 영화 제작진이 쌓아온 추

진력은 결국 주류 미디어로 하여금 그들의 프로그램에 

제작진이 출연해 반응하도록 힘을 주었다. 그리고 이 영

화가 유튜브에 공개된 지 20일 후, 정부는 결의안 9.70

을 폐지해야만 했다.

콘텐츠 창작자들이 스스로 배급사가 되는 이러한 추세

는 조만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주요 배급사와의 대규모 공동 제작 거래에 대해 논의했

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영화 제작진이 그들이 가진 

모든 도구를 원하는 대로 사용해 관객들과 직접적인 관

계를 구축하는 모든 종류의 창조적인 방법들을 확인하

고 있다.

예를 들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영화 자금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서뿐 아니라, 관객 기반 및 그들과의 직접

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부상했다. <혁명을 위

한 제안> 팀이 바로 그러했다. 세일즈 에이전트가 부족

하고 정치 영화를 수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침투하기 

어려운 영화 시장과 다투는 가운데, 그들은 인도에 기반

을 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 관객들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12만 달러 이상을 모금할 

수 있었다. 이는 그 플랫폼에서 가장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었고, 다음 영화나 요청을 위해서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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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가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점 또한 더해졌다. 

모든 종류의 창의적 배급 전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선댄스 연구소의 창의

적 배급 펠로십은 배급사 없이 영화를 개봉하고자 하는 

영화 제작자들에게 현금 지원금과 자원들을 제공한다. 

그들의 목표는 학습한 교훈을 다른 제작진에게도 이익

을 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며, 결국 윈-윈으로 만드는 것

이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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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undance.org/programs/creative-distribution-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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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필름에이드 상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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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makermagazine.com/94034-distribution-transparency-
four-filmmakersreveal-their-distribution-numbers-
partone/#.XNFeH9NKg8Y

www.businessinsider.com/barack-obama-speaks-about-
netflix-deal-how-it-could-help-solve-political-divide-okta-
2018-5?r=US&IR=T

theilluminator.org/tools

www.documentarytelevision.com/commissioning-
process/2016-obamasamerica-earns-35-million-
theatricaldistribution-case-study-takeaways/

medium.com/@emilybest/netflix-is-bad-forthe-film-
business-f866a0ee7eb6

filmfreeway.com/festivals/curated/academy-award-
qualifying-festivals

여기 드문 읽을거리가 있다. 배급에 있어서 몇 가지 사실과 

수치가 이 훌륭한 기사에 나와 있다: 

'배급 투명성: 네 명의 영화 제작자가 필름메이커 매거진에 

배급 기록을 공개하다': 1부와 2부

오바마처럼 재능 있고, 카리스마 있고, 설득력 있는 인물들을 

제작과 배급에 끌어들이는 것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잠재적으로 막을 수 없는 힘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좋아 보이는 행동과 영사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다시 

만드는 이 사이트를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재미있다.

크게 성공한 우파 영화의 배급에 관한 사례 연구: <2016: 오

바마의 아메리카>. 버락 오바마에 관한 이 독립 다큐멘터리

는 <화씨 9/11>이나 <불편한 진실>과 같은 상대 진영 영화와 

함께 순위에 오르면서 2012년 최고의 수익을 올린 다큐멘터

리 중 하나가 되었다.

스트리밍 플랫폼이 업계에 미치는 임팩트에 대해 많은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 하나가 있다.

배급 투명성 

Distribution Transparency

오바마가 왜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

리의 정치적 분열 해결을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도시 상영을 위한 매뉴얼

<2016: 오바마의 아메리카 2016: Obama’s America> 

- 버락 오바마에 대한 정통 독립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는가

넷플릭스는 영화 비즈니스에 나쁘다 

Netflix is Bad for the Film Business

파고들기

적격 영화제의 현재 목록을 살펴보라. 하지만 매년 변경되므

로 올해의 목록은 직접 확인하라.

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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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ilmmakermagazine.com/94034-distribution-transparency-four-filmmakers-reveal-their-distribution-numbers-part-one/#.XNFeH9NKg8Y
https://www.businessinsider.com/barack-obama-speaks-about-netflix-deal-how-it-could-help-solve-political-divide-okta-2018-5?r=US&IR=T
http://theilluminator.org/tools/
https://www.documentarytelevision.com/commissioning-process/2016-obamas-america-earns-35-million-theatrical-distribution-case-study-takeaways/
http://medium.com/@emilybest/netflix-is-bad-forthe-film-business-f866a0ee7eb6
https://filmfreeway.com/festivals/curated/academy-award-qualifying-fest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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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임팩트 배급의 핵심 규칙은 다음과 같다: 좋은 배급 거래는 타깃 관객이 어디에 있는

지 설명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관객들의 관점에서 임팩트 

배급의 수수께끼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미디어를 소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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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모든 항목은 최종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룹화되고 

최종 제품으로 나열된다. 

배급사, 애그리게이터 및 기타 제삼자는 무시되었다. 

예를 들어 DVD는 고객을 위한 단일 최종 제품이지만 

다양한 채널과 제삼자를 통해 

DVD를 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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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 내 옵션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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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로 제한되어야 한다. 
오늘날, 그 기간 안에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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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릴 때 극장 관객 구성비를 고려하라. 미국 영화

협회는 2016년 미국에서 "아시아인/기타 인종" 부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1인당 연간 영화 관람수가 평균 6.1배

로 가장 높은 반면, 북미의 백인 영화 관객 수는 감소했다

고 지적한다.

오늘날에는, 영화 팀이 예술/독립영화관에 자체 개봉하

거나, 심지어 큰 체인과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극장 예약, 마케팅 및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을 모아야 한다. 많은 영화제작자들이 이를 위해 크

라우드 펀딩 또는 최신 극장주문형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이용해 왔다. 후자는 디멘트 필름스 같은 회사들을 통해 

크라우드 소싱된 개별 극장 상영에 해당한다. 극장들을 

채우기 위해 아웃리치를 하는 것은 종종 영화제작진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

당신이 선택한 극장에 대해 전략적으로, 타깃 관객이 갈 

수 있거나 가고자 하는 극장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기억

하라: 티켓 가격은 일부 관객들이 입장하는데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는 분명 사실인데, (평균 관람료

가 8.65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객들은 어떤 주에

서는 15달러까지 지불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저소득층

을 관객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한다면, 이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품이 주류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영

화제작진이 영화를 극장에 상영하는 주된 동기였다. 전

통적으로, 이는 당신의 영화가 어떤 권위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따라서 더 오랫동안 스포트라이트 속에 남는 유

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카데미의 새로운 

규칙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으로, 아카데미 이사회는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규정을 간소화해 경쟁 영화제에서 적격의 상을 받

은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의 영화들은 자동적으로 아카데

미 시상식의 고려 대상이 되도록 했다. 영화제작자들은 

이 상을 시도하기 위해 극장 개봉과 같은 적격 장치를 통

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 개봉을 하는 것은 신문에 리뷰

가 게재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예술 지면 이외에도 그 이

슈를 둘러싼 특집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언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극장 개봉은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가령 <아메리

칸 프라미스>의 경우, 흑인 남성 성취 문제에 대한 인식, 

대화, 행동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내 60개 이상의 도시에

서 야심찬 극장 개봉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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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회관에서 트럭 뒤에 있는 팝업 이동식 영화관에 이

르기까지, 비(非)극장 상영 장소는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자 하는 영화 팀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임이 입

증되어 왔다. 이는 그런 장소들이 캠페인 전반에서 유연

성을 제공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관객들에 대한 액세스, 

심지어 수익원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객들이 노트북으로 영화를 간단히 스트리밍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개인용 기기로 비디오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면 상영회에 그들을 끌어

들이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지만, 직접 참여하는 행사들

은 사회 변화에 매우 중요하며 때로 필수적이다. 필름 스

프라우트의 케이틀린 보일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대면 이벤트를 포기하지 말라. 요즘에는 사람

들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소매업이나 공공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다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많은 배급사들이 이러한 비 극장 권리-우선

순위가 낮거나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고 치부되었던-에 대해 협상하거나 포기할 준비를 해왔

던 반면, 이는 변화하고 있다. 배급사들이 공동체 상영 

권리(때때로 "교육적 권리"라고 불리는)에 대해서도 관

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놀랍도록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관객들에게 도달할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눠주는 것은 당

신에게 최선의 관심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리석은 자들의 세기>를 보라 - 이 팀은 비 극장 권리

를 보유했고, 그들 웹사이트에서 직접 상영 라이센스를 

판매해 누구라도 어디에서나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도록 

비 극장 공동체 상영장소

“ 나는 서로 직접 만나는 것에 불가피한 인간적 요구

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이나 다른 형태의 예술과 마

찬가지로, 영화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나 이슈에 감

정적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영화의 직접

성에는 우리가 함께, 집단적으로 하도록 해주는 무언

가가 있다. 그리고 소비 패턴이 점점 더 고립되고, 알

고리즘 도구가 각자의 의견과 취향에 따라 우리를 고

립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선호에 부합될 때, 공유되

고 통일된 경험을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는 매

우 중요해졌다. 나는 관객들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물어본다는 것을 

확인한다. 벽돌과 모르타르를 세팅하는 데 다른 사람

들과 감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동일한 영화를 보는 

다른 양식들과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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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결정적으로, 비 극장 상영 주최자는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캠페인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갖도록 장려되었

고, 이는 영화를 보기 전부터 주최자와 관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참여시켰다. 

이제는 매우 효과적인 공동체 상영 프로그램을 실시하

기 위해 네트워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화된 조직이 

있다. 일례로 최근 픽처 모션이 인수한 미국의 필름 스

프라우트는 <또 다른 전쟁>과 <엔드 오브 더 라인>을 

포함한 영화들을 성공적으로 상영했다. 국제적으로는, 

픽처하우스 이벤트 상영회, 투게더 필름스, 그리고 디맨

드닷필름 같은 조직들이 있다.

주문형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어 소비

자가 노트북/PC, 텔레비전, 태블릿 및 스마트폰, 심지어 

기내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케이블 또는 인터넷 연결 장

치를 통해 즉시 콘텐츠를 보도록 한다.

2018년 3월 현재, CNBC 올 아메리칸 이코노믹 서베이

는 미국 국민의 57%가 몇 가지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

를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스

트리머의 51%가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6%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케이블 또는 위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것은 눈 하나 깜짝할 

VOD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시장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 알맞다. 당신이 선택한 플랫폼이 차이를 만들 것

이다. 예를 들어, 2017년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오버 더 

톱(OTT), 즉 인터넷 기반 SVoD 가입자 수의 약 75%를 

보유했다. 2018년까지 EU에서 넷플릭스는 47%를 보

유했다 (아마존은 약 20% 보유). 그러나 다른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자국 내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점유율은 평균보다 낮다. 특히 스페인, 폴란드, 슬로베니

아, 루마니아가 그렇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지역 업

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VOD의 이점은 각자의 시간에 유연

하게 관람하도록 온라인상의 관객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관객에게는 이것이 중요할 수 있다. 다큐

멘터리 <케어>를 고려해보라. 이 캠페인의 타깃 관객들 

중 하나는 홈케어 노동자들로, 일반적으로 여러 시간 동

안 여러 일을 하며, 따라서 직접 소집하기가 매우 어려

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화 팀은 이 관객들이 그들만의 

시간에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스트리밍 

옵션이 중요할 것임을 인식했다.

잠재적인 단점은 타깃 관객이 온라인 상태가 아닌 경

우다. 그러므로, 숫자를 확인해 보라. 예를 들어, 닐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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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총 관객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

인 가정의 경우 약 4분의 3 이상인 반면, 미국 흑인 가정

의 약 50%만이 SVoD에 액세스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

는 "히스패닉"이 전통적인 TV보다 디지털 비디오를 보

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

고 이러한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연령대

는 18-24세이고, 반면에 55-64세 연령대는 가장 적게 

시간을 보낸다.

또 다른 단점은 관객이 VOD 플랫폼을 통해서는 실시간

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가정에서 일하는 특성 때문에) 홈케어 노동자

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케어> 팀에게 

중요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화에 대한 성찰을 공유

하고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게 느껴졌

다. 그래서 캠페인 파트너인 전국가정노동자연맹은 온

라인 개봉 다음 날 컨퍼런스 콜 시간을 마련하여 홈케어 

노동자들이 어디에서든 영화에 대해 연결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했다.

<케어>의 스트리밍 옵션은 이 영화의 공영 텔레비전 방

송 거래로 인해 한 달 동안 무료로 관객에게 제공되었

다는 점을 주목하라. 공영 방송이 없는 영화 제작자들은 

다른 유료 스트리밍 옵션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아

니면 둘 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의하라: 특히 많은 임팩트 다큐의 경우, 텔레

비전 권리는 TV 방송사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영화제작자가 텔레비전 거래 바깥에서 어떤 유형의 인

터넷 VOD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종 특정한 '홀

드백'이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판권을 다

루는 배급사 또는 디지털 위주의 배급을 하는 곳에서 영

화를 배급하게 되었다면 배급사에서 인터넷 VOD는 전

부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인터넷 상영권을 중요하

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이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협의해둬야 할 수도 있다.

다음은 유료 스트리밍 모델의 기본 사항이다:

건당 결제 비디오 (TVOD)

구독형 비디오 (SVOD)

이 모델에서는 관객이 보고자 하는 각 비디오 콘

텐츠에 대해 요금을 지불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관객은 플랫폼의 전체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하는 대가로 매월 요금이 부과된다. 사례는 

a)

b)

전자 판매 (EST) / 소장용 (DTO)

대여용 (DTR)

이런 종류의 플랫폼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아이

튠스, 필름포오디, 비메오 온 디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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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반형 비디오 (AVOD)

시청자들은 AVOD 플랫폼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시청하지만, 영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점에서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 광고 수익의 일부는 콘텐

츠 제공자에게 반환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

튜브, 훌루 (미국) 및 스내그필름스.

게다가, 개별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방송 후 곧 그

들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할 수 있다.

타깃 관객이 저소득인 경우, AVOD 옵션은 그들이 

당신의 영화를 보도록 하는 옵션일 수 있다.

요즘은 DVD 판권을 독점하는 데 대한 배급사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VOD 같은 다른 권리와 

함께 묶여 제공되는 DVD 권리만 취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DVD가 여전히 나이든 관객들, 또는 수집되거나 보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혁신적인 경로가 너무나 많기 때

문에, 임팩트 배급 캠페인에서 좋고 오래된 TV의 역할

을 대충 넘어가는 것은 솔깃할 수 있다. 그것은 엄청난 

실수일 것이다. 

미국의 공영 미디어는 인구의 99%에 도달하는데, 디지

털 플랫폼은 성공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주문형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사람들("

스트리머")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은 여전히 관객이 미디어에 접근하는 지배적인 방법이

다. 예를 들어, 닐슨의 2017년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1월 미국에서 일반적인 날에 93%의 스트리머

가 전통적인 TV를 시청했다. 이 중 47%는 TV만 시청했

고, 46%는 기존 TV와 스트리밍을 혼합해 시청했으며, 

7%만이 배타적으로 스트리밍을 이용했다.

DVD/블루레이

텔레비전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다음을 포함한다: 미국의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

임, 훌루 플러스 및 HBO, 그리고 유럽의 나우, 무

비I, 디플레이 및 텔레클럽 등. 씨 모어 퍼스트는 

스칸디나비아 경쟁업체다. RTL은 크로아티아에

서 인기가 많다. 비아플레이는 노르딕 서비스다. 

그리고 보요는 동유럽에서 운영된다.

존되도록 하는 영화 등과 같은, 특정 관객들에게 도달하

는 가장 적절한 플랫폼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

육 시장(학교, 대학, 대학 및 기타 기관)은, 비록 변화하

고는 있지만, 여전히 DVD에 지배되고 있다. 마지막으

로, 공동체 상영은 여전히 겸허한 DVD나 블루레이로 작

동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https://www.verizonmedia.com/advertising
https://www.nielsen.com/us/en/insights/report/2018/q1-2018-total-audience-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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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TV 방송은 종종 어떤 이슈에 대한 대중의 참여

에 새로운 기준표를 만들어 낼 것이며, 심지어 파트너와 

관객들에게 결집의 순간을 제공하거나 디지털 시청을 증

진시킬 수도 있다. 스탠리 넬슨의 <블랙팬더: 혁명의 선

봉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다큐멘터리는 텔레비전 첫 

방영에서 '인디펜던트 렌즈' 영화 사상 역대 최고 평점을 

받았고, 또한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인디

펜던트 렌즈 영화가 되었다. 이 방송은 이 영화를 첫 방

영한 날 밤에 5시간 동안 트위터의 화제거리가 되도록 

홍보했다.

<불리>는 또다른 사례를 제공한다. 2011년 처음 개봉되

었을 때, 이미 35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 영화를 관

람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 미국 '국립 학교폭력 예방

의 달'에 인디펜던트 렌즈에서의 방영은 이 영화 팀이 단 

한 번에 120만 명의 시청자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닐슨의 지역 시청 보고서: Q4 2017

“ 아무리 스트리밍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도 

방송 시청을 흔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닐슨 데이

터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지역 미디어의 

강력한 도달범위와 관련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는 <블랙피쉬>는 성공적인 극장 상영이 끝난 후 CNN 

필름스에서 미국 내 2천 4백만 시청자들에게 방영되었

는데, 이는 영화에 대한 경이적인 대중적 반응의 티핑 포

인트이자, 씨월드가 이 반응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

달은 순간이었다.

방송은 영화제나 극장에서 처음 개봉된 지 몇 달 또는 심

지어 몇 년 후에 캠페인 파트너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

을 수 있다.

이것의 좋은 예는 POV에 방송되어 약 150만 명의 시청

자들에게 도달한 <아메리칸 프라미스>이다. 그들은 지

역 PBS 사무실과 협력하여 공동체 참여 노력을 강화했

다. 캘리포니아 남부 오피스인 PBS SoCal은 ‘미국 졸업생’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학교 중퇴율을 낮추고 졸업할 때

까지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사를 마

련했다. 미국 졸업생의 날 즈음에 활동을 조직하면서, 그

들은 교사, 부모, 어린이,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했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

화형 학습 게임, 앱 및 기타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그들

의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많이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도 뛰어난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당신

의 지속적인 캠페인 전략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도 잊지 말자.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http://archive.pov.org/americanpromise/take-action/
https://www.nielsen.com/us/en/insights/reports/2018/local-watch-report--q4-2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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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디 루, 배심원 2번 Lindy Lou, Juror Number 2>은 

2018년 7월 POV에서 방영되었다. 하지만 그 해 10월

에 16번째 세계 사형제도 반대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POV는 공동체 상영을 위해 이 영화에 대한 접근을 열어

두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캠페인

에 중요한 가치를 더하게 되었다.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https://www.pbs.org/pov/watch/lindyl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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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트레버 패글렌의 "감시 상

태의 암호 단어"가 <시티즌포>의 

개봉을 지지하기 위해 영국 의회에 

프로젝션 되고 있다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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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org/2016/03/promotional-strategy-for-black-
panthers-pays-off-for-pbs

mediaimpactproject.orgimpactguide.org/static/library/
QualifyingFilm Festivals List.pdf

medium.com/theli-st-medium/blacksocialtv-how-black-
viewers-are-dominating-on-two-screens-7ef0afff5b66

hustwit.com

노 필름 스쿨 은 오늘날 디지털 도구의 인명록을 작성한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으로: 

docsociety.org/resources 셰리 윌리엄스와 리네사 윌리엄스는 기술이 어떻게 핵심 인

구 통계를 통해 TV를 되살리고 있는지에 대해 『미디엄』에 기

고했다.

개리 허스트윗의 다큐멘터리에 연결된 

스탠리 넬슨의 <블랙 팬더: 혁명의 선봉대>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더 배워보자.

퓨처퍼펙트랩과 노먼 리어 센터의 미디어 임팩트 프로젝트

는 팝 컬처 컬렉티브의 지원을 받아 '당신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인가?'를 발표했다. 약 3천 명의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과 중대한 정치적 이슈에 대

한 의견을 묻는 여론 조사를 받았다. 통계적인 클러스터링 기

법을 사용하여, 우리는 매우 다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습

관을 가진 세 개의 뚜렷한 이념 집단을 식별했다.

블랙 팬더: 혁명의 선봉대 

Black Panthers: Vanguard of the Revolution

새로운 연구가 TV 선호도를 통한 정치적 차이를 추적한다 

New Research Tracks the Political Divide Through TV 

Preferences 

파고들기

직접 배급 & 마케팅 라운드업 

Direct Distribution & Marketing 

Roundup 

#블랙소셜TV: 흑인 시청자들은 어떻게 

두 스크린을 지배하고 있는가 

#BlackSocialTV: How Black Vie-

wers Are Dominating on Two 

Screens 

허스트윗 

Hustwit

더 읽을거리

4.4

광고 기반형 VOD (AVOD) 텔레비전

DVD / 블루레이

디자인 포르노 상품을 영감으로 이용하라.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https://current.org/2016/03/promotional-strategy-for-black-panthers-pays-off-for-pbs/
http://mediaimpactproject.org
https://nofilmschool.com/2013/09/direct-distribution-roundup-whos-todays-digital-tools
https://medium.com/thelist/blacksocialtv-how-black-viewers-are-dominating-on-two-screens-7ef0afff5b66
https://www.hustwit.com/
http://docsociety.org/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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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질 때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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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달

당연한 말이겠지만, 만약 당신이 영화를 특정 지역에서 상영하고자 한다면 글로벌 

세일즈 담당자나 배급 담당자의 말만 듣고 받아들이지 마라. 무엇이 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의 우수한 영화 단체와 현지 영화제작자들을 찾아가라.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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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중 많은 프로젝트들이 특히 지역 및 임팩트 심

사를 위해 디맨드와 팬포스를 포함한 주문형 영화 플랫

폼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굿피치 팀은 또한 공동

체 (예: 서핑 클럽, 도서관, 지역 의회), 학교, 기업 및 정

부 조직과 공동으로 상영을 개최하고 있으며, 때로는 

라이센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대관 상영 비용을 분담하

기도 한다. 미디어 스톡케이드의 팀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들과 기업 상영 기회를 연결하고 있다. 카노피는 

대학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

브라질 독SP의 루이스 곤살레스 자파로니에 따르면 쿠

르타!, 까날 브라질, 글로보 뉴스, 시네브라질TV, 박스 

브라질, 아르테 1 등과 같은 케이블 TV 채널이 지역 다

큐멘터리 제작사들의 강력한 파트너가 되는데, 이들이 

파이낸싱 도구의 혼합과 많은 현지 관객에게 도달할 최

고의 방법 중 하나를 제공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OTT/

디지털 서비스는 여전히 틈새시장 옵션이지만, 많은 영

화 제작자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가

장 일반적으로, 그들은 방송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

용한다. 그러나 훌륭한 지역 콘텐츠 제공자는 영화 제

작자들이 시장의 큰 국제적 업체들에 접근하는 것을 도

울 수도 있다.

브라질 

맬린다 윙크 

샤크 아일랜드 인스티튜트 

Shark Island Institute

루이스 곤잘레스 

자파로니 독SP 

Do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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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는 주요 상영장소는 주요 도

시에서 열리는 축제들로 시드니영화제, 멜버른국제영

화제, 브리즈번국제영화제, 애들레이드영화제, 바이런

베이국제영화제, 안테나, 그리고 작지만 인기 있는 지

역 축제 (브레스 오브 프레쉬 에어, 시네페스트, 썸씽썸

웨어)와 같은 곳이다. 또한 주제별로 잘 짜여진 영화제

들이 많이 있다. (HRAFF, 환경영화제, 트랜지션, 퀴어

스크린) 전체 목록은 필름 페스티발 오스트레일리아 사

이트를 확인하라. 

호주는 또한 다큐를 위한 상영장소를 제공하는 도시 내 

독립 영화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예: 

시네마 노바, 덴디 시네마 및 팰리스 시네마), 여름 동

안 '오픈 에어 앤드 문라이트' 야외 영화 프로그램에 몇 

번의 상영회가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독립 영화

관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independentcinemas.com.

au/member-cinemas을 방문하라. 장편 다큐멘터리

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영 방송사와 그 스트리

밍 플랫폼인 SBS, ABC, NITV등에 둥지를 가지고 있다. 

SVOD 채널에는 스탠, 넷플릭스, 폭스텔 및 독플레이가 

포함된다.

샤크 아일랜드 인스티튜트의 맬린다 윙크는 굿피치 프

https://www.somethingsomewhere.com.au/
http://canalarte1.com.br/
https://www.boxbrazil.tv.br/
https://www.boxbrazil.tv.br/
http://www.cinebrasil.tv/
https://canaisglobo.globo.com/c/globonews/
https://canaisglobo.globo.com/c/canal-brasil/
http://canalcurta.tv.br/
http://canalcurta.tv.br/
http://www.docsp.com/en/
https://mediastockade.com/
https://fan-force.com/
https://au.demand.film/
https://sharkisland.com.au/
https://www.foxtel.com.au/now/index.html
https://www.stan.com.au/
https://www.sbs.com.au/
https://www.sbs.com.au/nitv/
https://abc.com/apps
https://www.palacecinemas.com.au/
https://www.dendy.com.au/
https://www.cinemanova.com.au/
https://www.transitionsfilmfestival.com/
https://www.effa.org.au/
http://www.hraff.org.au
https://cinefestoz.com/
https://breath-of-fresh-air.com.au/
http://antennafestival.org/
https://www.bbff.com.au/
https://www.bbff.com.au/
https://adelaidefilmfestival.org/
https://biff.com.au/
https://miff.com.au/
https://miff.com.au/
https://www.sff.org.au/
http://www.independentcinemas.com.au/member-cinemas
http://www.independentcinemas.com.au/member-cinemas
https://queerscreen.org.au/
https://queerscreen.org.au/
https://www.somethingsomewhere.com.au/
https://www.docpl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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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영회의 경우, 잇츠올트루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파울루국제영화제, 리우국제영화제 또는 브라질리아

페스티벌과 같은 영화제들도 주요 선수들이다. 루이스

는 "브라질에는 1년 365일보다 더 많은 축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영화가 영화제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는 

종종 그것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널리 배급될지를 결정

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를 위한 몇 가지 대안적인 순회

상영이 있으며, 이것들은 문화 센터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보통 극장용 "2라운드"로 사용되며, 상업적

인 "1라운드"보다 더 많은 관객수를 얻는 경향이 있다. 

임팩트 제작과 배급은 브라질에서 여전히 매우 새롭다. 

그러나 배급에서 비디오캠프, 타투라나와 같은 새로운 

인력과 업체, 그리고 교육 및 네트워킹 플랫폼으로서의 

독SP-독임팩토는 이를 선도해 나가도록 돕고 있다. 

칠레 CC독 팀의 플로 루비나에 따르면, 다큐멘터리를 홍

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영화제를 통해서다. 가

장 중요한 두 가지는 8월의 산픽과 10월의 FIC 발디비아

이다. 칠레는 다큐멘터리를 위한 정부 펀딩 시스템이 꽤 

안정적이고, 두 개의 주요 기관이 모든 단계의 개발 프로

젝트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동 제작을 위한 특정 

라인을 가지고 있다. 지역 방송사들은 보통 독립 회사들

과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하지 않으며, 보통 독립 영화 

중국과 인도 또한 다큐멘터리 신흥 시장이다. 중국에서 

극장 개봉된 모든 영화들은 정부의 검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영화제 첫 상영 전에 극장 개봉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따라서 많은 영화 제작자와 그들의 콘텐츠에 장벽이 

높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들은 더 많은 다

칠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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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들이 제작한 논픽션 콘텐츠를 구입하지 않기 때

문에, 이러한 펀드는 독립 영화 제작자들에게 가장 중요

한 자금원을 대표한다.

칠레 전역의 여러 도시에는 장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몇몇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간 계획을 함께 하는 기

존의 예술영화관 네트워크가 포함된다(Red de Salas 

de Cine). 그들 중 다수는 다큐멘터리를 프로그래밍하지

만,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현

지 파트너를 통해서이다. 그런 점에서, 칠레코넥타는 다

큐멘터리와 논픽션 프로젝트를 위한 업계 행사로서 칠

레 현지와 라틴 아메리카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제작중인 다큐, 일대일 미팅, 

패널,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진다. 칠레 프로젝트가 있는 

해외 제작자를 위해서는, 특정 지대(예컨대 아타카마 사

막 및 파타고니아)에 대한 특수한 정보가 있는 여러 지역 

영상위원회가 있으며, 임대와 관련해 실용적인 정보는 

shootinchil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hootinchile.net/
https://www.filmcommissionchile.org/
https://chileconecta.cl/
http://ficvaldivia.cl/
http://www.sanfic.com/
http://www.docsp.com/
http://www.taturanamobi.com.br/
https://www.videocamp.com/en
https://www.facebook.com/festivaldebrasilia/
https://www.facebook.com/festivaldebrasilia/
http://www.festivaldorio.com.br/
http://41.mostra.org/en/home/
http://etudoverdade.com.br/en/home/
https://redsalas.cl/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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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다큐멘터리 재단의 소피 시바라만은 인도에서는 

다큐멘터리 산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주로 국제 영

화제가 주도하고 있는 영화제 순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고 말한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필름 디비전의 뭄바이국

제영화제, 케랄라 찰라치트라 아카데미의 케랄라국제다

큐멘터리및단편영화제, MAMI의 뭄바이영화제와 같은 

영화제가 선두에 있다.

큐멘터리를 상영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 콘

텐츠에 국한되어 있다. 크라우드 펀딩 극장 배급 플랫폼

과 같은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여 대안 콘텐츠에 대한 새

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

한편, AVOD는 여전히 중국에서 독립 다큐멘터리의 주

요 배포 경로로 간주되고 있는데, 방송사들이 독립 다큐

와 대조적으로 사회 이슈 중심의 문제에 대해 더 신중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전역의 17개 영토에 서비

스를 제공하는 소니 소유의 AXN은 여기서 주요 업체이

다. 기타 주요 디지털 업체로는 텐센트, 유쿠(알리바바, 

유튜브와 같은), 아이치이(바이두, 훌루와 같은)가 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모든 방송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해외 픽션과 논픽션 콘텐츠의 수입을 30%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인도

소피 시바라만, 

인도 다큐멘터리 재단 

Indian Documentary Foundation

플로 루비나

CC독 CC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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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젊은이들은 논픽션에 대한 취향을 발전시켜 왔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넷

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가장 

큰 구매자들이지만, 극장 배급은 여전히 그 공동체의 많

은 이들이 탐내는 꿈이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 로스트 더 플롯은 도시 관객들

을 위한 야외 상영 경험을 만드는데, 부상하는 대도시 

지역에서 조용하지만 더 많은 대안 상영 공간을 위한 움

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큐멘터리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 핵심적인 

영화 중심 조직들 중, PSBT뉴델리는 지원금에서 영화

제와 배급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다방면으로 인도

의 독립 다큐멘터리 운동에 기름을 부어온 단체로 두각

을 나타내고 있다. 독엣지콜카타는 또한 인도 창작자와 

국제 바이어, 방송사, 배급사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핵심 

플레이어다. 인도 다큐멘터리 재단의 굿피치인디아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들을 다른 부문과 연결시켜 새

로운 배급 채널을 열고 인도의 미디어 생태계가 작동하

는 방식에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http://psbt.org/
https://www.losttheplot.in/
https://goodpitch.org/orgs/indian-documentary-foundation
http://www.docresi.org/Docedge.aspx
http://www.indiandocumentaryfoundation.org/
https://www.mumbaifilmfestival.com/
https://idsffk.in/
https://idsffk.in/
https://miff.in/
https://miff.in/
https://www.iqiyi.com/
https://www.tencent.com/
https://www.youku.com/
https://www.axn-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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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독스의 프로그램 디렉터 아멜리아 합사리는 인도네

시아(및 더 넓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최근까지 다큐멘

터리 영화가 학생 단체, NGO, 영화 공동체 및 인-닥스와 

같은 다큐에 초점을 둔 조직에 의해 마련된 공동체 상영

에 의존했다고 말한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강력한 지지

자들 중에는 사회 정의 다큐멘터리를 위한 인기 있는 온

라인 배급 플랫폼인 인게이지 미디어가 있다; 그리고 페

스티벌 영화 도쿠멘터, 유럽 온 스크린, 100% 마누시아, 

아키펠 등의 영화제; 그 외 야야산 캄풍 할라만, 워치닥, 

키네포럼, 미니키노 등과 같은 상영 프로그램들. 대학 상

영이 영화제작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필리핀을 제외

하면, 이러한 상영의 대부분은, 때로 많은 관객들을 불러

들이긴 하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거의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분야의 지속가능성은 도전 과제가 되어 왔다.

방송사의 경우, 독립 프로듀서들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소규모 업계는 현재 NHK, 

알자지라, 채널 뉴스 아시아 등을 포함한다. OTT 플랫폼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의 오리지널 콘

텐츠에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안이 향후 떠오르고 

있다. 영화 팀들은 이것이 영화 제작자들이 직면하는 수

익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인도네시아 케냐 

아멜리아 햅서리

인-독스 In-Docs

와니아 에밀리

다큐박스 Docu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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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와니아 에밀리와 다큐박스에 있는 좋은 사람

들은 오랫동안 공영방송 TV가 대다수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판매 옵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새로운 경

향은 영화 제작자들이 지역 방송사와 바이어들을 완

전히 무시하고 대신 다른 시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영화 제작자들은 배급사와 협

상할 때 OTT/디지털 및 모바일 권한을 스스로 보유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바이버와 왓츠앱 같은 앱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콘텐츠 배급업자가 되고 있

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VOD 플랫폼에 자체 배

급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다. 일부 영화제작자들은 배

급망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FCIA – 필름 크루 인 아프리카 - 는 나이로

비에 있는 제작사로서, 최근 장편 영화 <디스커넥트 

Disconnect>를 극장 개봉했다: 이를 볼 수 있는 유일

한 다른 방법은 그들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인 코코 프

라임을 통해서다.

다큐박스는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온라인 배급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찾아가는 영화

관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엄청난 수의 관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디 키빈지는 "친밀하

면서도 활기차고 참여적인 그룹 토론이 이루어지고 직

https://www.youtube.com/channel/UCdqoF9WHBTy9zdLv3KLMbZw
http://www.filmcrewinafrica.com/
https://minikino.org/en/
https://www.kineforum.org/informasi
https://ffd.or.id/
http://www.kampunghalaman.org/
http://arkipel.org/
http://100persenmanusia.com/
http://europeonscreen.org/
https://culture360.asef.org/resources/forum-film-dokumenter/
https://culture360.asef.org/resources/forum-film-dokumenter/
https://in-docs.org/
https://www.engagemedia.org/
https://mydocubox.org/
https://www.youtube.com/channel/UCdqoF9WHBTy9zdLv3KLMb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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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는 찾아가는 영화관의 친밀함

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온라인 경험은 단순히 같은 방

식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

면 공동체 상영은 임팩트가 목표일 때 귀중하다. 영화 

제작자들은 이 영화에서 강조된 이슈를 다루는 조직들

과 제휴할 것이며, 그 후 공동체와 이해 관계자들을 현

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동원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말레이시아 프리덤 페스트의 안나 하르는 사회적 주제

를 가진 창의적인 장편 다큐멘터리는 말레이시아의 무

료 TV나 극장에서 거의 상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녀에 따르면 아스트로는 NHK 월드, BBC 월드, 알자

지라, 채널 뉴스 아시아처럼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뉴

스 서비스 채널을 제공하는 유료 TV 채널이다. 하지만, 

사회 정의나 인권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레이시아에서 매년 인권 영화제를 

개최하는 프리덤필름페스트인데, 이곳은 말레이시아에

서 연례 인권 영화제를 조직한다. 환경에 치우친 이슈

의 경우, 보르네오환경영화제(BEFF)와 KL환경영화제

(KLEFF)도 있다. 또한 독립영화는 켈랍세니필렘말레이

시아에서 정기적으로 상영된다. 임팩트 제작을 위해, 그

녀는 임팩트 프로듀서들이 해당 이슈를 옹호하는 지역 

파트너 조직(NGO)을 찾고, 그들과 함께 영화 상영과 토

론을 조직하고, 영화 캠페인을 벌일 것을 조언한다.

독스MX의 인티 코르데라는 멕시코가 오래되고 강력

한 다큐멘터리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매년 몇 

편의 두드러진 영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영화제 순회를 

넘어 이 작품들을 관객들 앞에서 선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내외 영화제들이 이 영화들-많은 것들이 중

요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이슈에 대한 작품들이다-

을 상영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영화 배급과 상영 노력

을 보완하고 증대시키는 임팩트 캠페인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실용적인 틀이 여전히 필요하다.

인티 코르데라: 

말레이시아

멕시코 

“ 전에 없이, 다큐멘터리 촬영의 지도제작법은 사회적 

임팩트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영화제작자들, 리얼리

티의 항해자들은, 그들의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때,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바다를 으스러뜨린다.”

베이루트 시네마 플랫폼의 디렉터이자 영화제작자 자드 

아비-칼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다큐

멘터리 영화가 주로 거의 영화제에서 독점적으로 상영

되고 있다고 말한다. 로코 Ro*co는 다큐를 상영하기 위

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인티 코르데라 

독스MX Docs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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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eirutdc.org/bcp
https://docsm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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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leff.my/
http://kleff.my/
http://beff.org.my/
https://freedomfilm.my/
https://www.astro.com.my/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뉴질랜드 독엣지의 이사 알렉스 리는 뉴질랜드에서 다

큐멘터리를 보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영화제에서 보

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독엣지는 특화된 다큐

멘터리 장르뿐만 아니라 단편 및 장편 다큐멘터리를 위

한 선도적인 영화제다. 또 다른 인기 있는 것은 뉴질랜

드국제영화제이다. 그에 따르면 극장 옵션은 늘 있지

만, 주요 멀티플렉스들은 다큐멘터리를 잘 상영하지 않

는다. 그리고 그들이 다큐를 보여줄 때, 종종 주류 작품

이 아니면 그다지 오래 상영하지 않는다. 물론 소규모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로듀서/임팩트 프로듀서인 아

니타 칸나 역시 다큐멘터리를 관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는 영화제가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곳의 대표

적인 영화제는 인카운터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다. 

때때로, 대형 다큐멘터리는 관객들의 엇갈린 반응과 함

께 상업 영화관에서 제한적인 극장 개봉을 하지만, 많

은 독립영화 제작자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전통적

인 배급 방식은 영화의 잠재력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

혹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영 방송사인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 

해 두 개의 독립 상영관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히지만,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다큐멘터리를 프로그래밍하는 것

은 드문 일이다. 이런 이유로, 자드는 다큐멘터리 업계의 

성장을 돕기 위해 레바논,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와 같

은 나라에 예술영화관을 더 많이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한다.

개별화된 시청 경험의 경우, 이곳의 텔레비전 방송사들

은 다큐멘터리를 거의 방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자지

라 다큐멘터리 채널, 알 아라비야, 그리고 2M 모로코 같

은 전문 채널들은 관객들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공

한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위한 스트리밍 플랫폼

은 아직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아

이씨플릭스 SVOD와 시네모즈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알렉스 리 

독엣지 Doc Edge

아니타 칸나 

프로듀서 / 

임팩트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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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하우스 영화관들은 독립 다큐멘터리를 실험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 배급사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바

탕으로 큐레이션한다.

마오리TV와 프라임에는 제한된 방송 기회가 있다. 이

들과 더불어 국영 TVNZ와 민간 TV3도 다양한 다큐멘

터리를 제공하는 주문형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만, 팩추

얼 시리즈를 선호하며 프라임타임에 일회성 다큐멘터

리를 방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작품들은 종종 주

문형 전용으로 바로 구매되어 다른 곳에서는 보여질 수 

없다.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른 케이블 및 

VOD 옵션으로는 리알토채널 및 네온이 있다. 넷플릭스

는 지역 관객들을 위한 또 다른 다큐멘터리 소스다.

http://www.sabc.co.za/sabc/
https://www.encounters.co.za/
https://www.neontv.co.nz/
https://www.rialtochannel.co.nz/
https://www.threenow.co.nz/
https://www.tvnz.co.nz/
https://www.primetv.co.nz/
http://www.maoritelevision.com/
https://www.nziff.co.nz/
https://www.nziff.co.nz/
http://docedge.nz/
http://www.2m.ma/
https://www.alarabiya.net/
https://doc.aljazeera.net/
https://doc.aljazeera.net/
https://www.cinemo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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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사이어티의 영화 담당관 린 누코리는 영화제작자

들의 작품이 BBC 스토리빌이나 BBC4에서 보여질 만

한 특권이 아직 있는 영국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현재 

방송 옵션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화제작자들은 

영국 관객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영화제와 독특한 독립 

배급 경로를 찾고 있다. 영국에서는 다큐멘터리에 특화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장르에 강한 관심을 갖는 영

화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영

영국

국영방송(SABC)이 월요일 밤 주요한 현지 다큐멘터리 

방영을 개시하면서 흥미진진한 국면이 있었으며,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큰 호응을 얻어왔다.

아니타 칸나:

화제는 6월에 개최되는 셰필드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이지만 영화제작자들이 살펴볼 더 많은 영화제들이 있

다: 오픈 시티, 에스테티카단편영화제, 인카운터스, BFI 

런던영화제, 플랫 팩, 어밴던 노멀 디바이스, 그리고 런

던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영화 제작자들이 고려해야 

할 영화제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들 중 다수는 종종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BAFTA 자격에 준한다.

영국에는 다큐멘터리에 특화된 많은 배급사와 세일즈 

에이전트가 있다. 도그우프와 알티튜드가 가장 잘 알려

져 있겠지만, 더 많은 맞춤형의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일

부 배급사는 실험 다큐멘터리(럭스 디스트리뷰), 게이 

시네마/다큐멘터리(페카딜로)와 같은 하위 장르에 특

히 걸맞으며, 캠페인 영화를 지원하는 초기 임팩트에 

초점을 맞춘 배급사(투게더 필름스)도 있다. 커즌, BFI, 

픽처하우스, ICA와 같은 독립 영화 체인들도 다큐멘터

리 배급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배급사가 없는 영화라면, 독립 영화관 프로그래머들과 

직접 작업하고 맞춤형 영화 상영 투어를 마련하는 등 

여전히 괜찮은 극장 상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것은 리서치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종종 적

합한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이다. 인디펜던트 시네마 오피스는 영국의 모든 

독립 영화관과 영화 클럽, 그리고 영화단체를 목록화한 

“ 모든 징조는 남아공 사람들이 좋은 오래된 다큐멘터

리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라고 아니타는 말한다. “우

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화를 가져다 줄 방법을 찾

아야 한다. 그래서 열정적인 영화 제작자들은 열정적

인 배급업자가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작품을 

배급하는 대안적이고 더 창의적인 방법을 지향하는 

성공적인 영화 캠페인이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임팩트 

프로듀싱에 대한 자금 지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

은 직접 발에 흙을 묻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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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자료이다. 영화관/관심 장소에 대한 추가 조사

를 위해, 해당 공간의 프로그래머 또는 단일 상영회나 

짧은 극장 상영(즉, 하루 한 번씩 3일간 상영)을 관리하

는 교육/공동체 스태프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그들이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상영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들을 협상할 것이다. 작품을 가지고 여행할 

준비를 하라! Q&A와 이벤트 시네마는 독립 영화관들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조언이 2018년 말에 제시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라.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쯤 미디어 지형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린 누코리

독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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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임팩트 배급"은 전통적인 배급과 다르다. 전통적인 배급 

방식은 종종 영화를 널리 퍼뜨리고 다양한 플랫폼과 채널을 통해 관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임팩트 배급은 최대한의 임팩트를 위해 어떤 관객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리고 당신의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관객들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숙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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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섹션들에서는, 임팩트 목표와 연계된 배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려 사항을 안

내했다. 그런 다음, 배급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둘 것을 권고하기 위해, 다양한 관객들이 모이는 

장소와 스크린을 굵직굵직하게 살펴보았다. 또

한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국가나 지역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신

의 팀은 배급 옵션을 찾기 위해 당신이 있는 곳

에서부터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라이브 이벤트의 힘은 임팩트 배급에서 엄청나다. 이벤

트가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는 이벤트가 관객에게 어

떤 인상을 남기는가에 따라, 그리고 상황을 바꾸기 위

해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묘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의 경우, 이

벤트는 당신의 메시지를 알아듣게 만들거나, 중요한 프

레임을 설정하거나, 관객들이 이야기와 그들의 경험 사

이에 중요한 연결을 맺어낼 수 있도록 돕는 매우 귀중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덜 재현되거나 잘못 재현된 집단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

키는 영화의 경우, 잘 계획된 이벤트들은 영화의 울림

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관객들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

해 그들을 한데 모아 직접 얼굴을 보게 할 강력하고 실

시간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임팩트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영화의 경우, 이벤트는 그들과 해

당 이슈 및 해결책에 대한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할 기

회를 제시한다. 가능성은 무한하다.

상이한 영화 기반 이벤트 설계는 서로 다른 기회를 제

공한다.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한 대화나 마을 회관 모

이제 관객들이 방금 본 영화로부터 자극을 받아 새로운 

느낌이나 이해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줄 다양

한 활동들을 검토할 차례다. 이는 또한 관객들이 영화

를 본 후 스스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는 연결고리를 만

들도록 돕는 것에 관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영화 팀이 이러한 방식으로 영화의 임팩트 잠재력을 높

이기 위해 추구할 몇 가지 고전적인 참여 활동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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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전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토론을 

촉발시키기 위해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

다. 상영회 이후 패널 토론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에게 자신의 견해를 관객에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와 연결된 방식으로 그 이

슈의 다른 측면을 탐구할 수 있다. 관객이 취하기를 원

하는 액션 단계를 강조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관행

을 포함하는 이벤트를 설계할 수 있다. 

점점 더, OVEE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영화 방송 후 온

라인 이벤트를 위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으며, 넓은 지

리적 거리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

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

어떤 형식을 선택하든, 당신이 참여하게 될 관객과 그

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또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상영 후 토론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은 관객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직면하는 특정한 이슈들이 장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룽가>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관객들

에게 100번 이상 상영되었다. 상이한 관객마다 각기 다

른 일을 하도록 배치되었기 때문에, 행사의 포맷은 관

객에 따라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 영화 팀이 주주들에

게 영화를 상영할 때, 그들은 채굴 산업의 장기적인 생

존력에 대해 교육하고 그들이 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결국, 그 회사의 가

장 영향력 있는 주주 중 하나인 영국 국교회는 그 회사

에 대한 상당한 참여 이후 그것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

었다. 국교회의 윤리 투자 기금은 또한 전적으로 자신

의 것이면서도 <비룽가>와의 경험에 크게 의존한 채굴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나갔다. 교회는 매

년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다른 사람들이 윤리적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파장의 

파급효과는 광범위하다.

하지만 이 팀이 영화를 공원 주변 지역에 있는 현지 주

민들에게 보여주었을 때는 다른 계획이 필요했다. 그들

은 공원 경비원들을 데려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

누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원의 경제적 이점에 대한 

대화로 인도했다. 그들은 영화에서 차용한 더 짧고 맞

춤화된 영상들이 사람들이 갖게 될 특정한 국지적 질문

들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

역 파트너들과 협력했다. 그들은 이러한 상영회가 공원

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에 대한 지

원을 축적해, 그들이 침해로부터 공원을 방어하는 데 

있어 동맹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

로 이 관객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기 때문이다. 조안나

나타세가라는 이 영화의 상영이 마을에 미친 임팩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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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마을을 걸어다닐 때면, 심지어 어린 소녀들도 

공원 경비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동부 콩

고의 맥락에서 엄청난 일인데, 이곳에서 총을 들고 있

는 사람은 대개 전쟁이나 폭력과 관련이 있다. 변화가 

일어난 듯하고 이제 공원 경비원들은 젊은이들이 영

감을 받는, 공동체의 안전과 청렴을 대변하는 존경받

고 신뢰받는 인물로 보여진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그들이 대표하는 모든 것...그리고 그들이 열망할 수 

있는 미래를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도 열려 있으며 배우고 있다는 점이다.”

<엔드 오브 더 라인>은 전략적인 이벤트 기반 참여의 

또 다른 예를 제공한다. 그 팀은 어업 관련 기업 대표들

을 대상으로 비공개 상영회를 열었다. 여기서, 그들은 편

의에 따라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영화를 볼 수 있었고, 

토론이 이어졌다. 그런 상영회 중 하나는 프레타망제의 

설립자 줄리안 멧카프가 영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고

려하게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이끌었다.

<노 파이어 존> 캠페인 전략은 스리랑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위한 UN 인권 위원회의 표결에 영향을 미

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스리랑카가 (어느 정도는) 성공

적으로 조사에 대한 요구를 '서방의 관심사'로 나타냈던 

국가들에서, 영화의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팀은 

궁극적으로 UN에서 투표를 하게 될 입법자들과 공무원

프로 팁: 영화 기반 이벤트가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경

우, 효과적이고 임팩트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

을 지불하기 위해 종종 개인 또는 조직의 자금지원자를 

찾을 수 있다. 장소 대여료뿐 아니라 조직 시간, 음료 및 

스낵에 대한 예산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들, 그리고 주요 영토의 높은 수준의 인플루언서들을 겨

냥한 특별 시사회에 초점을 맞추었다. 파트너와 협력하

여 그들은 5개 대륙에 걸쳐 27개 국가에서 상영회를 개

최했으며, 정치적 투표와 행사(종종 의회 상영 포함)에 

앞서 주요 지역들의 짧은 투어를 조직했다. 이 타깃 활

동의 결과로, UN 인권위원회의 많은 인플루언서들은 과

거 숨겨져 있던 내전의 잔혹 행위들을 알게 되었다. 1년 

후, 이는 스리랑카 전범에 대한 UN 조사가 발표되는 결

과를 낳았고, 따라서 캠페인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할 수 

있었다.

<아웃 인 더 사일런스 Out in the Silence>는 동성애 혐

오의 영향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종종 공공 도서관에서, 

마을 회관 스타일의 상영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러한 활

동들을 통해 그들은 오리건과 펜실베이니아에서 1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도달했고, 지역의 차별금지 조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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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웹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피드 각각에 수천 명

의 팔로워를 모집하는 것은 시간 소모적이기 때문에, 

당신의 노력이 잘 활용되도록 하고 싶을 것이다. 두 사

이트에 걸쳐 콘텐츠를 복제하는 것은 검색 엔진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구글 검색 순위를 반으로 쪼갤 수

도 있다. 또한 사람들이 두 사이트와 그 각각의 목적 사

이를 오가는 것은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중앙 집중화할 것인지, 아니면 

두 채널을 통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간소화할 수 있

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

<인터럽터스 The Interrupters> 영화 팀은 영화와 캠

페인 사이트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상영회 

활동 종료 후 임팩트 활동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캠페

인 사이트와 신규 관객을 핵심 파트너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큐어바이올런스는 당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

며 영화가 보여준 이슈들에 대한 캠페인을 이어나갔다.

<백 잇>은 모든 리소스를 한 곳에 집중시켰다. 이곳은 

영화를 보고, '백 잇' 타운이 되기 위한 도구를 다운로드

하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상영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였

다. 그것은 영화를 보고 액션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벤트 계획 자료: 영화에 수반되는 자료를 만드는 것

은 종종 좋은 아이디어인데, 특히 당신의 파트너들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 팀의 멤버들이 참가하지 않는 상영 

이벤트를 주최하기를 바라는 배급 전략을 가지고 있다

면 그러하다. 이 자료에는 이벤트 호스트에게 가장 쟁

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

이 되는 제시어들을 담은 토론 가이드가 포함될 수 있

다; 이벤트 호스트가 이벤트를 위한 최적의 형식과 장

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벤트 계획 도구 키트; 

전단지와 기타 아웃리치 자료들 등. 

웹사이트: 영화 및 캠페인을 위한 포괄적인 웹사이트를 

보유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이는 상영 호스트와 관객들

이 참여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곳이기 때문

이다. 웹사이트는 영화의 영구적인 집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임팩트 캠페인의 톤과 메시지를 설정한다. 

이 중요한 기능을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질문이 있다:

온라인 임팩트 & 참여

-

-

-

웹 사이트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영화를 팔기 위

해? 정보 제공? 행동 고무?

영화와 캠페인 웹사이트는 동일한가? 그래야 하는가?

영화 팀이 이런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배급사인가?

캠페인은 영화와 독립적인 생명력을 가질 것인가, 아

니면 추후 파트너에게 넘겨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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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늘푸른 자원이 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캠페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또

한 유튜브, 비미오, 핀터레스트, 구글 플러스, 텀블러, 플

리커, 그리고 심지어 슬라이드쉐어 같은 사이트도 포함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고들기 섹션에서 브라이언 솔리

스의 컨버세이션 프리즘을 참조하거나 제프 불러스의 

블로그를 참조하라. 종종, 사람들은 그 이면의 이유를 충

분히 생각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노출을 디폴트로 구축

한다.

소셜 미디어 노출은 *만일* 타깃 관객이 온라인 상태인 

경우라면 중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영화나 

영향력에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있다면, 

그들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요 질문은 다

음과 같다.

-

-

-

내 관객은 온라인 어디에 있는가? 어떤 플랫폼을 자

주 사용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액션

들은 나의 더 큰 임팩트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소셜 미디어 참여 목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샷 다운>의 경우를 보자. 그들의 

목표는 마리카나 대학살에 대한 남아프리카의 담론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중

추적인 시기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한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관객들이 모든 종

류의 상이한 온라인 공간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모금 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그리고 

핵심 파트너의 캠페인 페이지를 이용했다. 그들은 동맹

인들의 네트워크를 중요한 행동으로 동원하고, 시위에 

모습을 드러내며, 누군가가 체포되었을 때 그들의 지지

를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채널들을 이용했다.

영화제작자들이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인도 

다큐멘터리 <혁명을 위한 제안> 팀이 만들어낸 크라우

드 펀딩 캠페인과 소셜 미디어를 볼 가치가 있다. <혁명

을 위한 제안>은 800명 이상의 출연자들이 710만 루

피(100만 달러 이상)를 모금한 인도에서 가장 큰 크라

“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세

계는 점점 더 다채널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캠

페인도 그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

가 아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

고 배웠다.”

아니타 칸나

아니타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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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펀딩 영화였다. 그들의 크라우드 펀딩 피칭 비디

오는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들은 팬들이 영화의 비범한 

여정을 공유하면서 전국을 오르내리는 상영회를 위한 

예약을 추진할 법한, 페이스북에서 강력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에 참여하게 했다.

특히 유튜브는 영화 제작자들에게 강력한 소셜 네트워

킹 공간이 될 수 있다. <9.70>을 예로 들어보자. 농민들

의 파업에 대한 보도의 선두에서 9.70 결의안을 콜롬비

아 주류 언론-그리고 영화에 대한 정부의 추악한 비난 

캠페인-에 성공적으로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제작진은 그러한 논쟁에서 제외되었고 그들의 영화를 

방어할 동등한 방영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들의 온라인 소셜 미디어 노출은 중요한 것이 되었고, 

그들이 권력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

다. 그들은 정부의 주장에 하나하나 대응하기 위해 정

기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소셜 미디어 팬들에게 화제가 될 때까지 

이 비디오들을 홍보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들은 주류 언론이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초대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의 소셜 미디어 캠페인이 성공적이

었음을 알았고, 그곳에서 마침내 그들은 영화의 결과를 

방어할 기회를 얻었다.

어조는 중요하며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관객에게 맞

춰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백 잇>은 낙관적이고, 

고무적이며, 대화적인 어조를 사용했다 - 결국, 그 캠페

인은 공동체 건설에 대한 것이다. <9.70>팀도 그렇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정부의 성난 어조에 맞섰기 때문

에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그들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반면, <또 다른 전쟁>과 <노 파이어 

존>의 피드는 필연적으로 달랐다;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진지함을 지니고, 다른 방

식으로 참여를 요청했다.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https://www.facebook.com/aimthemovie/
https://www.facebook.com/aimthemovie/
https://www.youtube.com/watch?v=iKvcYuPq930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또한 플랫폼마다 관객의 행동이 다르므로, 콘텐츠를 플

랫폼에 특화해 맞춤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

억하라.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차이점을 생

각해보라. 그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페이스북은 

당신이 도달범위를 구축할 때 사용할 플랫폼이라는 것

이다. 반면 유튜브는 충실한 관객들을 위한 플랫폼이

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특히 유튜브에 가서 비디

오 콘텐츠를 본다. 그래서 구독 가능한 자신만의 채널

을 만들어 보다 깊이 있는 참여로 장기적 성장을 실현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영화나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의 표시로 팔로

워와 "좋아요"에 의존할 수 있었던 반면, 그런 시기는 

이미 오래전 지나갔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더 이상 유

기적인 성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에서 강

력한 입지를 구축하려면, 마케팅 예산에서 비용을 지불

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페이스북 비디오는 당신이 타임

라인에서 스크롤을 내릴 때 자동 재생되는 동안 처음에

는 조용히 소비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헤드폰이 

없는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을 보기 때문에 자막이나 매

력적인 영상으로 조용히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특

히 사람들이 비디오를 보기 위해 가는 유튜브에서는 검

색을 통해 많은 트래픽이 생성되기 때문에 제목과 미리 

보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유튜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검색 엔진이다).

여기 유튜브에 특화된 팁이 몇 가지 더 있다:

1.

2.

일관성은 핵심이다.

풍부한 정보와 고품질의 매체가 넘쳐나는 디지

털 시대에, 관객들의 일상적인 일과가 될 수 있

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주 콘텐

츠를 업로드하라. 업로드 시간/요일에서 일관

성을 유지하라. 또한 비디오 포맷에서 일관성

을 유지하고, 업로드에 관객이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브랜드나 느낌을 만들어내라. 마지막으

로, 유튜브 플랫폼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다르

기 때문에 (즉, 시즌이나 종료 날짜가 없음) 항

상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일 이것이 성공적

이면, 더 많은 업로드를 할 수 있을까? 늘 긴 게

임을 하라!

당신의 관객과 함께 말하라, 관객에게 말하지 

말고.

유튜브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비디오

가 라이브로 재생되는 순간, 사람들은 곧바로 

댓글을 달고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대화를 촉발

시키고 그것을 지지하는 관객들과 함께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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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의 용도를 변경하라. 영화는 시간과 자

원 면에서 매우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둘

러싸고 정기적인 온라인 비디오를 만든다는 아

이디어는 벅차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내놓는 모든 콘텐츠가 임팩트를 갖기 위해 높

은 제작 품질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

의 팀이 월별 브이로그를 생성하여 영화를 둘

러싼 당신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그 커뮤니

티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가? 지지자들에게 당

신의 과정, 대의, 주인공들 또는 제작기법에 대

해 더 많은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비하인드 영상

이 있는가? 아니면 도발적인 애니메이션 설명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당신의 

영화에 있는가?

일례로 <카우스피러시 Cowspiracy> 시리즈를 보라: 

youtu.be/g1z1taw6yNw.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다. 따

라서 댓글 섹션이나 또는 다음 동영상에서 피

드백을 반영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러한 연결을 창조하는 것은 관객들이 당신, 

당신의 브랜드, 당신의 프로젝트, 그리고 당신

의 대의와 친밀감을 발전시키는 데 정말 도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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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을 위한 제안> 상영회 및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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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좋은 질문은 "어떤 네 개의 비디오 포맷으로 

각각에 대해 12개의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일 수 

있다. 이에 답할 수 있다면, 채널을 구축하는 첫 해에 비

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전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프로 팁: 온라인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라. 당신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인가? 훌륭하다! 

그것에 대한 전략을 세우라. 사람들을 관심에서 참여로 

옮기기 위한 것인가? 멋지다! 그러면 사람들을 낮은 수

준의 요청(리포스팅, 청원 서명, 등록)에서 대표자에게 

이메일 보내기 같은 중간 수준의 요청, 그리고 편집자에 

보내는 편지, 회의 참석 등 더 관련된 임무 등으로 전환

할 계획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당신은 아마도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영화, 액션, 또는 당신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든 간

에 당신이 이에 대한 말을 퍼뜨리는 것을 당신의 파트너

가 쉽게 도와주도록 자산을 모으는 것이 당신의 소셜 미

디어 캠페인에서 주된 초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라. 몇몇 

최고의 키트에는 페이스북용으로 최적화된 이미 만들어

진 트윗이나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들은 보통 해

시태그와 URL이 있는 많은 사진들을 포함한다. 전문가

들과 함께 일한다면, 그들은 아마 이미 이런 것들을 만

들어냈을 것이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많은 영화 팀들에게, 학교 및 학령기 아동들과 연결하

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라면, 영화에 수반되는 

교육 도구를 개발할 교육 전문가 조직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학

교 기반 기준들에 맞춰 역동적인 수업을 만들어본 경

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들 다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학습 목표 및 내용과 연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훈련된 교육자, 전직 강의실 교사, 커리큘럼 

개발자 및 미디어 전문가를 포함한다.

다음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고려 사항이다:

학교 기반 임팩트 & 참여

1.

2.

VOD와 다양한 포맷으로, 학교에서의 다큐멘

터리 영화는 변형되어 왔다. 이제 교육자들은 

언어, 사회 과학/역사/정부 및 과학 수업의 내

용을 보완하기 위해 클립, 단편 및 장편 다큐멘

터리 영화를 사용하고 또는 다큐 영화를 "텍스

트"로 사용해 관점 분석, 편견, 소싱 및 확증 같

은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기술을 가르친다.

당신의 영화는 교육계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 

학교나 교육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글로벌하게 연결

된 미디어가 풍요로운 세계에서, 학생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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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에 능숙한 소비자이며 그들은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읽는 데 숙련이 될 필요가 있다.

3.

4.

5.

파트너십은 학교 네트워크나 다른 교육 커뮤니

티에 연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

자원 및 마케팅 자료를 만드는 데 예산이 필요

할 것이다. 임팩트 캠페인을 위한 자금을 확보

할 때 일찌감치 영화를 학교에 가져가려는 의

욕을 말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교육적 요소를 고려하는 영화제작자는 교육 콘

텐츠를 만들기 전에 교육 컨퍼런스, 디지털 미

디어 및 학습 회의에 참석하고, 온라인 디지털 

교육자와 연결하거나 사서 컨퍼런스에 참석해

야 한다. 교육자들이 무엇을 찾고 있으며 그들

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그런 소스에서 학

습하여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원하지 않

는 자료를 만들지 않도록 하라. 

이러한 교육 캠페인을 살펴보고 몇 가지 다른 접근 방식

을 파악하라.

<나쁜 아이들 The Bad Kids>은 PBS, ITVS 및 블루쉬프

트와 협력해 영화 속 대안 학교와 학생들에 걸맞은 사회 

정서적 학습, 트라우마 기반 실습, 셀프 케어 및 기타 주

제를 다루는 강의실 학습 및 전문 개발 자료를 갖춘 무

료 '교육자 및 학생 툴킷'을 개발했다. 이 영화의 복사본

은 선댄스의 관대한 지원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대

안 학교에 배포되었다.

리 허쉬와 <불리> 팀은 부모, 교사, 학생 그리고 또한 괴

롭힘 방지 옹호자를 위한 자료들을 포함해 <불리> 툴킷

을 위한 일련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역사와 우리 자신

을 직시하라, 하버드 교육대학원, 에듀토피아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자료 전문가들과 협력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아메리칸 프라미스> 팀

은 교육자들이 학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년들을 위

해 일하거나 일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하

기 위해 티칭 톨러런스(남부빈곤법률센터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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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전문 개발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미국의 교육자 

중 80% 이상이 백인 중산층 여성이기 때문에, 이는 그

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다. 

파이어라이트 미디어의 <우리가 일어난다고 말하라 

Tell Them We Are Rising>는 <아메리카 리비지티드 

America Revisited>라는 새로운 PBS 시리즈의 일부로

서 역사상 흑인 컬리지 및 대학들(HBCU)에 대한 전국 

캠페인을 위해 인디펜던트 렌즈 및 블루쉬프트와 제휴

해 전체 레슨 세트를 만들었다. 이 수업은 고등학생들에

게 HBCU와 그 동문들이 미국 역사와 문화에서 해왔던 

풍부한 역할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편, 학교에 영화를 가져갈 기회는 학교 유형, 국가, 관

습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에서는 교육 환경, 컬리지, 대학에서 다큐멘터리가 

더 흔하게 이용되며, 교실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무료 또는 저렴한 스트리밍 사이트의 이용가능성이 늘

어나면서, 이러한 기대는 바뀔지도 모른다. 필리핀과 같

은 다른 나라들도 이에 익숙하다.

스웨덴은 최근 온라인에 진출한 공영방송 시스템을 통해 

만일 영화를 학교에 보내고 싶다면, 주요 학습 성과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에 수반되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

드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은 만일 필요하다면 교육

자들 역시 도울 수 있는 자료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제시카 쇤배칠러의 이 유용한 기사는 미국 학령기 아동

들을 위한 교육과정 가이드를 나누어보고 있지만, 미국 

밖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한 가지 살펴볼 만한 사례는 학생들의 목소리와 구어체 

시의 힘을 예찬하는 영화 <로미오 이즈 블리딩 Romeo 

is Bleeding>이다. 이 팀은 선생님들이 셰익스피어, 시 

등등에 대한 강의에서 영화를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셰익스피어 리믹스"라는 교과 과

정을 만들었다. 이 영화는 또한 전국 영어교사협의회

(NCTE) 컨퍼런스에서 상영되었고, 영화의 등장인물들

은 영화를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방법에 대한 여러 워크

숍을 촉진시켰다.

커리큘럼 개발 

폐쇄회로 네트워크에서 영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이는 VOD 방영권이 그곳의 학생들에게 도

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호주에

서는 카노피 (스트리밍 플랫폼) 구독이 대학들이 새로

운 다큐멘터리를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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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생애의 마지막 3년

을 다룬 <킹 인 더 윌더니스 King in the Wilderness>이

다. 이 팀은 영화 제작에 참여한 미국시민권운동의 개별 

지도자에 대한 인터뷰와 함께 영화 클립을 사용해 완전

한 웹 플랫폼을 개발했다. 영화 클립을 사용하여 영화의 

주요 주제를 강조하고, 관련 인터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생들이 역사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1인칭 서술을 

사용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 읽기 능력과 미

디어 사용능력을 개발하는 플랫폼에 커리큘럼이 제공된

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ITVS 목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목록은 자원들과 클립들을 수집

하고 교사들이 강의 계획/기타 자원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POV는 또한 그들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1급 토론 가이드와 강의를 만든다. 그리고 독소사

이어티의 독아카데미를 참조하라. 이는 영국 국립 커리

큘럼과 직접 관련된 강의 계획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

공하는 교사들을 위한 교사들에 의한 무료 웹사이트로, 

미국에서 사회과학, 영어, 과학 교사들을 위한 영화와 수

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이제 막 개시되었다. 영

화들은 선별되고, 클립은 허가되어 있으며, 베테랑 교육

자가 강의내용을 쓰는 등 이러한 자원들이 플랫폼에 통

합되어 있다.

우리는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동들의 교실뿐만 아

니라, 전문성 개발과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있

다. 예를 들어, <이스케이프 파이어 Escape Fire>는 의

료 전문가들이 훈련을 위한 모듈에 사용했으며, 트루 비

전의 <선택된 Chosen>에서 추출한 내용은 성폭행 및 

아동학대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 전문가들이 사용했다.

곧 나올 다큐멘터리 <거울 속의 소녀 Girl In The Mirror>

를 만든 노르웨이 영화 팀은 노르웨이 대학 및 영화의 

등장인물과 협력하여 교사들과 교생들을 위한 영화를 

기반으로 온라인 자원을 만들어냈는데, 이 역시 학교 인

구에서 학대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완화의료에 대한 단편 다큐멘터리 <엔드게임 The End 

Game>은 임상의, 간병인 및 임종 결정에 직면한 가족

들을 위한 전문 개발 자료를 만들었다. 컨퍼런스, 병원 

및 호스피스 시설에서 상영되면서, 이 영화와 자료들은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RGB> 상영에 동반되는 토론 가이드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이야기를 통해 법안에서 젠더와 형

평성 이슈를 탐험하고자 하는 로펌에서 그 영화를 상영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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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 & 데이지 Audrie & Daisy>는 온라인에서 성폭

행을 당했다가 다시 희생된 두 어린 십대들에 대한 이야

기를 들려준다. 비영리 단체인 폭력 없는 미래와 협력하

여 만들어진 교육 및 전문 개발 자료는 비영리 단체와 

부모들에게 성폭행과 소셜 미디어 이슈를 다루는 데 필

요한 틀, 배경,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헤로인 Heroin(e)>은 탐사 보고 센터와 협력하여, 공

공 보건 전문가, 비영리 단체 및 가족들이 오피오이드 

전염병을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현장 가이드를 만들

었다.

때때로, 인플루언서를 참여시키고자 시도할 때, 커뮤니

티 기반, 파트너 기반 또는 온라인 활동을 수행할 때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고려해볼 만한 요인 종류로 

두 가지 종류의 인플루언서를 사례로 제시한다.

정책입안자 참여시키기:

새로 선출된 정치인이나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올바른 방법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전쟁> 팀은 반군사적이기

보다는 양당파적이고 반공격적인 영화의 메시지를 의도

적으로 지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정치적 스펙트

럼의 모든 측면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팀은 또한 영화 

극장 개봉 몇 달 전에 정책 입안자 상영을 준비했다. 이

것은 정부 관리들에게 영화의 이슈에 반응하고, 조치를 

취하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두 가지 전술은 모두 마케팅 또는 배급 목표가 아니라 팀

의 임팩트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이 로비의 결과로 국회의사당 영화 상영회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최 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의회 도서관

에서 '입석만 남은' 만원사례의 상영회를 갖게 되었다.

인플루언서 참여

굿피치마이애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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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파이어 존>은 제가 본 가장 소름끼치는 다큐멘터

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전의 잔인한 종식과 안전

하기만을 계속 희망했던,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많은 

이들이 그러지 못했던,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의 

엄청난 고통을 깨닫게 합니다. 많은 이미지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음 주에 콜롬보에서 라자팍사 대통

령을 만나면 나의 우려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

리랑카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

계는 대신 국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캘럼 맥크레, <노 파이어 존> 감독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영화 팀은 또한 전략적으로 정책 입안자의 참여에 타이

밍을 맞췄다. 상영회는 2013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서 열린, 영연방정부 수반회의(CHOGM)에 앞서 마련되

었다. 캘럼 맥크레는 언론의 일원으로 CHOGM을 취재

하기 위해 콜롬보로 여행을 갔는데, 영국 총리가 임박한 

이 회의 참석에 대해 발표한 성명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미디어 센터에서 다른 기자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 영화를 보고 나서 ‘스리랑카인들이 우리 눈을 속였

다’고 나에게 말한 아프리카 대표단이 한 명 있었다.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스리랑카 정부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서방의 간섭인 듯 가장할 때 정부가 매우 위선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은 유엔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단 한 번의 상영

에서.”

<노 파이어 존> 팀은 스리랑카에서의 대량 학살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고 정부의 책임감을 묻기 위해 전세계의 

고위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그들은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앰네스티와 제휴를 맺고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연결망을 활용해 제네바에 있

는 UN 인권위원회에 이 영화를 선보이고자 했다. 참석

자 중에는 200명이 넘는 외교관과 국가 대표부가 포함

되어 있었다. 캘럼 맥크레 감독은 상영회에 참석한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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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250만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반응을 게시하면

서, 스리랑카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의 트위터 계정을 

태그했다.

정책 입안자들을 참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이슈맵, 현재 정치 풍토,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에 달려 있다. 백악관 및 의회에서 근무했던 영화 정책 

전략가 윌 젠킨스와 미디어 & 소셜 임팩트 센터 책임자

인 카티 보럼 채투는 다음과 같은 팁을 제시한다:

1. 추진력을 찾아라. 영화가 진공 상태에서 정책 임

팩트를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장 성공적인 

영화 임팩트 캠페인의 많은 부분은 종종 알려지

지 않은 옹호자들과 풀뿌리 단체들의 수년간의 

작업 추진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는 적

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옹호 파트너들과 

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당신의 임팩트 옵션을 살펴보라. 여러분의 노력

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시키는 것은 솔깃해 보

일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 꽉 막혀서 진척이 되

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지역 수준의 승리는 

국가적인 수준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3. 파트너를 잘 맺어라. 정책 현황 및 핵심 인사들

을 이해하는 강력한 옹호 파트너는 필수적이다. 

영화 팀이 참여시키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들과 

경험 및 좋은 관계를 가진 파트너는 해당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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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알맞은 정책 입안자를 찾아라. 약간의 조사를 

통해 어떤 이슈에 대해 연구하거나 그들의 경력

에 걸쳐 어떤 이슈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 정책 

입안자들을 찾을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정책 

성공에 대한 기록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들의 

직원들도 상당한 전문지식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정치에서 최종적인 것은 없다. 법안은 통과될 

수 있지만 서명되지 않을 수 있고, 법률은 시행

되지 않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정치인들은 투

표로 퇴임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정책적인 승

리 후에도, 경계심이 필요하고, 아무리 벅찬 도

전일지라도,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변화를 

만들 기회는 항상 있다.

를 진전시키는 방법을 팀에게 안내하는 중요한 

동맹이 될 것이다. 이 파트너들은 또한 영화가 

끝난 후에도 캠페인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알리키 사라가스의 남아프리카공화

국 다큐멘터리 <바위처럼 Strike A 

Rock>의 케냐 상영 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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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사트키라에 있는 카비 

나즈룰 비디야피스 학교에서 30명

의 소녀들이 <여성과 소녀들이 세

계를 주도한다 Women and Girls 

Lead Global>의 500번째 상영을 

보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걸 

커넥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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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넓히는 것이 당

신의 임팩트 캠페인에 중요하다면, 영화에 관심을 기울

일 적절한 유명인사를 찾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불리>의 출연자인 데이비드와 티나 롱과 

엘렌 드제너러스의 감정적인 대목은 많은 시청자들에

게 전달되었고, 이후 온라인 상에서 백만 번 이상 조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유명인은 언론 보도 이상의 것을 선사하기 

때문에 당신은 훨씬 멀리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유명인사 참여시키기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 알맞은 유명인사는 또한 타깃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한 인물일 수도 있다. 다

시 말해, 당신의 관객 중 해당 부분은 유명인사들의 

지지로 당신이 말하려는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지 모른다. 예를 들어, 엘렌 드제너러스는 25-54세의 

LGBT들과 여성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

문에, 영화제작자는 그녀의 지지선언이 관객들로 하여

금 영화를 보게 하고 또한 관련 행동을 장려한다는 점

에서, 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신뢰도. 일부 유명인들은 영화가 다루는 문제에 대해 어

느 정도 근접하거나 상대적인 전문지식을 가질 수도 있

고, 이는 그들을 그 자체의 권위자로 만든다. 래퍼 겸 활

동가 엠아이에이(M.I.A.)는 <노 파이어 존> 캠페인에 지

지를 보냈다 - 그녀는 열한 살 때 가족과 함께 스리랑카 

내전에서 피난을 갔기 때문에, 트위터를 통해 팔로워들

에게 이 영화의 메시지를 홍보하고 지지하고자 했다. 

재생하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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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H6RDpOGq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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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의 참여는 또한 다른 유명인 옹호자들을 이 이슈

에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존 레전드는 <내가 사는 집>의 캠페인을 지지하면서, 

CNN과 MSNBC에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발언하고, 

존경 받는 형사 사법 활동가로서 그가 잘 알고 있는 문

제인 마약 정책에 대한 더욱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영화의 장면들은 CNN에서 첫 방영된 독

점 뮤직 비디오에서도 선보였는데, 이 비디오는 엄청나

게 시청되었고 또한 그의 기반을 동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중요한 연결. 이는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에 대한 것이

다. 존 레전드 같은 유명인들은, 또한 그 이슈에 대해 연

구하며, 중요한 소개를 하고 당신의 영화를 꼭 맞는 사

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열렬한 환경 

정의 운동가이며, UN 대사이자 "평화의 메신저"인 레오

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의 유명세를 비룽가를 지지하

기 위해 사용했다. 사실, 그는 총괄 프로듀서가 되었고 

그의 재단은 또한 그 공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그

는 영화의 주요 배급 주기를 훨씬 넘어서 계속 참여해 

왔다.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유명인들이 당신 영화의 이슈에 

이미 관심이 있거나 공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당신

이 전략과 일치한다면 조사하라. 그들은 언론이나 TV

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그들은 공청

회나 그 이슈에 대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 그저 

유명한 이름만 따지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이름을 찾아보라.

사전 연락 없이 유명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신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변에 물어보라.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으로 돌아가

라 - 예고편이나 웹사이트를 그들에게 트윗하거나, 상

영회에 초대하고, 영화 복사본을 보내라.

때때로 당신의 영화나 이슈에 대한 유명인들의 지지는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을 이용할 준비를 하라.

<내일이 온다면 Give Up Tomorrow>을 본 디페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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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마틴 고어는 영화에 감명을 받아 모든 팬들에게 '프

리 파코 나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또

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의 중요한 이틀을 포함

해, 이 밴드의 스타디움 투어가 열리는 모든 날에 프리 

파코 나우 티셔츠를 입기로 결정했다.

마티 시주코, <내일이 온다면>

마틴 고어, 디페쉬 모드

‘ 

‘ 

디페쉬 모드 매니저가 우리에게 연락을 해서 

마틴이 다큐를 봤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그에게 ‘프리 파코 나우’ 캠페인 웹 사이트를 

알려주었다. [마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710

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이 밴드의 페이스북에 

‘프리 파코 나우’ 티셔츠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포스팅한 것이다. 우리는 마틴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놀랐다. 개인적으로, 

디페쉬 모드의 음악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미국의 PBS에서 <내일이 온다면>을 보

았다. 나는 눈앞의 사법 제도에 경악했다. 누

군가 자신이 하지 않았던 어떤 일로 인생의 많

은 부분을 감옥에서 보낸다는 생각은, 나든 누

구든 잘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

다...나는 뭔가 조치되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

한 주의를 끌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그 셔츠를 입

었다. – 크리스마스 이후 첫 두 번의 공연이었

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나

에게 티셔츠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물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데, 그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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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페쉬 모드의 마틴 고어가 프리 파코 나우 캠페인을 지

지하는 모습 (영화 <내일이 온다면>에서)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일단 당신이 유명인의 관심을 받게 되면, 왜 그들의 지

지가 필요한지 그리고 정확히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

하는지 분명히 하라. 그리고 여전히, 바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이 되어라.

단순하게 시작하라: 그들이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트윗하도록 요청하라. 그리고는, 만일 그

들이 준비되었다면, 당신은 영화 포스터를 위해 한마디

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아마도 그들은 지지 성명

을 발표하거나, 특별 상영회나 질의응답을 주최하거나, 

언론에 그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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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을 위한 제안> 상영회, 인도 

오드버드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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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impact.org/wp-content/uploads/2017/04/CMSI_
Washington.pdf

http://www.dearcongressmantiberi.com/chasing-ice-ohio-
tour-impact-report

briansolis.com/2013/07/you-are-at-the-center-of-the-
conversation-prism/

voiceandtone.com

buffer.com/resources/best-time-to-tweet-post-to-facebook-
send-emails-publish-blogposts/

quicksprout.com/university/

blog.bufferapp.com/beginners-guideto-seo

https://www.briansolis.com/2009/08/why-authenticity-
matters/

blog.hubspot.com/blog/tabid/6307/bid/33800/Photos-on-
Facebook-Generate-53-More-Likes-Than-thE-Average-Post-
NEW-DATA.aspx

blog.hubspot.com/marketing

blog.kissmetrics.com/marketers-guide-to-slideshare/

blog.hootsuite.com/how-to-create-a-social-media-
marketing-plan/

neonbrand.com/social-media/the-biggest-shift-since-the-
industrial-revolution/

cmsimpact.org/MoviesGrassrootsCommunityEngagement

opportunityagenda.org/explore/resourcespublications/
working-cultural-influencers

또한 <불리>에 대한 정책 임팩트 사례 연구를 포함한 이 보고

서를 읽을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빙하를 따라서>에서 하이퍼로컬 정책 입안자 참여 

사례

파고들기

브라이언 솔리스, 컨버세이션 프리즘 

Brian Solis’s Conversation Prism

메일침프, 보이스 앤 톤 웹사이트 

MailChimp’s Voice and Tone website

버퍼 앱, 포스팅하기 가장 좋은 때 

Buffer App’s best times to post

퀵스프라우트 대학, 검색 엔진 최적화, 블로깅 및 

온라인 광고에 대하여 

Quicksprout University on SEO, blogging and 

online advertising

(초보자를 위한) 버퍼의 훌륭한 검색엔진최적화 가이드 

Buffer's brilliant guide to SEO (for beginners)

브라이언 솔리스, 온라인 진실성에 대하여 

Brian Solis on authenticity online

허브스팟, 사진 사용의 임팩트에 대한 블로그 포스트

Hubspot's blog post on the impact of using photos

허브스팟 블로그 전체 

All of Hubspot's Blog

키스메트릭스, 당신이 슬라이드쉐어를 (심각하게) 고려할 

이유 

KISSMetrics on why you might consider SlideShare

(seriously)

후트스위트, 소셜 미디어 전략 가이드 

Hootsuite’s Social Media Strategy Guide

네온 미디어,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인포그래픽 

Neon Media’s Infographic on the use of social media

미국에서 정책 입안자 참여에 대한 더 많은 팁과 맥락을 위해, 

이 전체 보고서를 읽어라: 

"영화 & 풀뿌리 공동체 참여: 다큐멘터리 영화 & 미국의 주정

부 및 지방 공공 정책"

오퍼튜니티 아젠다는 변화를 촉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인플루

언서들과 협력할 10가지 팁과 함께 2019년 이 기사를 발표

했다.

더 읽을거리

4.6

소셜 미디어 전략

인플루언서 참여

유명인사 참여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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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msimpact.org/wp-content/uploads/2017/04/CMSI_Washington.pdf
http://www.dearcongressmantiberi.com/chasing-ice-ohio-tour-impact-report
http://briansolis.com/2013/07/you-are-at-the-center-of-the-conversation-prism/
https://styleguide.mailchimp.com/voice-and-tone/
http://buffer.com/resources/best-time-to-tweet-post-to-facebook-send-emails-publish-blogposts/
https://www.quicksprout.com/university/
https://buffer.com/resources/?s=beginner+guide+seo
https://www.briansolis.com/2009/08/why-authenticity-matters/
https://blog.hubspot.com/blog/tabid/6307/bid/33800/Photos-on-Facebook-Generate-53-More-Likes-Than-the-Average-Post-NEW-DATA.aspx
http://blog.hubspot.com/marketing
http://blog.kissmetrics.com/marketers-guide-to-slideshare/
http://blog.hootsuite.com/how-to-create-a-social-media-marketing-plan/
http://neonbrand.com/social-media/the-biggest-shift-since-the-industrial-revolution/
https://cmsimpact.org/report/movies-grassroots-community-engagement-documentary-films-state-local-public-policy-united-states/
https://www.opportunityagenda.org/explore/resources-publications/working-cultural-influe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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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라이브러리에 소개된 몇몇 영화 팀들이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변화 목표, 직

장에서의 주된 변화의 역학, 그리고 그 영화를 가장 많이 볼 필요가 있는 타깃 관객

들을 전면 핵심에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관객들을 겨냥하고 참여시키기 위해 기존의 

배급 경로와 더욱 혁신적인 전략들을 결합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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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바꾸기: 

<액트 오브 킬링>

<액트 오브 킬링> 팀은 인도네시아와 국제사회 

모두에서 1965-66년 사이의 대량학살이 이해되

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했

다. 임팩트 역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들은 생각

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검열은 

인도네시아 상업 영화관에서 이 영화의 배급을 

막았다. 따라서 전통적인 배급 모델이 작품의 해

외 배급을 위해 사용되는 동안 (영화제 주요 상

영을 포함하고 다수의 영토에서 극장 개봉을 지

속하며,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면서 최고조에 달

했다), 영화가 인도네시아 대중들에게 다가가도

록 하기 위해 다른 접근방식을 취했다.

시민 사회와 인권 단체,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면서, 영화 팀은 대신 인도네시아의 주요 인플루언

서에 대해 비밀스러운 '초대자만 참석하는' 상영을 하기

로 결정했다.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인, 작가, 교육자, 그

리고 역사학자들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은 역사상 처음

으로 대량학살의 리얼리티에 대한 공개 담론을 열 수 있

게 되었다. 캠페인이 탄력을 받으면서, 마침내 그 팀은 

인도네시아에서 공개 상영을 마련할 수 있었고, 영화는 

지리적으로 차단되어 전국적으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영화 팀이 전개한 다양한 영화 상영의 범위는 잠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30명에서 700명이 넘는 관객

들과 함께, 이 팀은 시민 사회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이 오래된 튜브 텔레비전 주위에 모여 있는 외딴 

정글에서부터, 사람들이 꽉 들어차 통로에 서 있는 자카

르타의 가장 큰 멀티플렉스까지, 영화를 어디서 어떻게 

상영해야 할지 확인했다.

초대자만 참석하는 상영회를 시작으로, 그 팀은 영화가 

검열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검토될 필요를 모면했다 (상

영 금지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영화 상영은 물론 영화 사

본을 소유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

다).

다음 페이지의 임팩트 & 배급 다이어그램을 참조하라. 

생각 바꾸기의 또다른 사례는 <마이너스 샷 다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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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PR
DVD &

머천다이즈로비

교육 & 학교 TV

옹호자 & 유명인 인터넷 관람 & 

VOD

온라인 노출
극장 / 영화관공동체 교육

관객상 5개, 최우수작품상 4개, 

BAFTA 수상 & 오스카 

후보지명. 

600개 이상의 인도네시아 

언론이 학살 재검토.

2013년 가을 DVD 출시

TAPOL & ETAN이 착수한

 '65에 사과를' 캠페인. 

Change.org 청원. 

런던 인도네시아 대사에 

편지 캠페인.

POV/PBS와 개발한 

토론 가이드 & 수업 계획

유럽, 아시아, 미국 & 

라틴 아메리카 21개국 선판매. 

인도네시아 시장을 위해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템포 매거진』 조사 및 특집 이슈. 

국가인권위원 스탠리 프라세티오, 

베르너 헤어조크 & 에롤 모리스

인도네시아에 국한되어 

무료 다운로드. 

시네딤 & 드래프트하우스 

VOD 거래, 2014년 초 시작.

영화 웹사이트 순방문자수 

35만, 예고편 130만 뷰, 

'65에 사과를' 청원 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 18000 팬, 

트위터 4650 팔로워, 

이메일 목록 6600 뷰.

토론토국제영화제 첫 상영, 

57개국 100개의 다른 영화제들. 

도그우프와 배급 계약.

상영회를 마련하고 영화의 

메시지를 토론할 공동체들 초대. 

인도네시아에서 상영회 주선하는 

이들은 무료 DVD 이용 가능.

이벤트 & 상영회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폭력의 실종자 및 

희생자 위원회, 법적 조력 위원회, 독립 언론인 연맹, 

잠비 농부 조합, 노동조합 & 생존자 공동체 등의 상영회. 

인도네시아 언론 대상 비공개 상영회. 

30개 인도네시아 도시에서 50회 이상 상영회.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45번의 대중상영회.

임팩트 & 배급

생각 바꾸기: 

<액트 오브 킬링>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행동 바꾸기: 

<전쟁의 무기>

<전쟁의 무기> 팀은 군대와 협력하여 콩고민주

공화국(DRC) 전역의 군 캠프에 상영회를 열고 

교육 자료를 전달했다. 국내 상영 옵션이 제한적

이었기 때문에, 영화제작자들은 모바일 시네마 

재단을 설립해 외딴 마을에서부터 군사 캠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화 팀은 반란

군 전사들이나 다른 게릴라 단체들뿐만 아니라 

군 전체 인구의 약 35%에 도달할 수 있었다. 

영화의 특별 편집본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각각 인권

이나 군사 행동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 

각 상영 후에는 특별 훈련을 받은 협력자들이 논쟁, 토

론 및 기타 교육 도구를 전달했다. 그리고 나서 영화 팀

은 두 개의 편집본을 더 제작했는데, 특히 젊은이들과 

커플들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성폭력 문제를 다루고 지

역 커뮤니티 및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영화의 주제

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홍보했다.

다음 페이지의 임팩트 & 배급 다이어그램을 참조하라. 

행동 바꾸기의 또다른 사례는 <블랙피쉬>와 <산호초를 

따라서>이다.

콩고민주공화국(DRC) 바깥의 경우, 이 팀은 작품에 대

한 TV 및 극장 판권 거래를 선택했으며, 영화는 국제

인권영화제를 포함한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도 상영되

었다. 하지만, 그들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화 자체의 

DVD를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영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DRC와 그 너머의 적절한 관객

들에게 계속 다가가도록 해주었다.

사진제공: 모바일 시네마 파운데이션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임팩트 & 배급

행동 바꾸기: 

<전쟁의 무기>

언론 & PR
DVD &

머천다이즈로비

교육 & 학교 TV

옹호자 & 유명인 인터넷 관람 & 

VOD

온라인 노출
극장 / 영화관공동체 교육

네덜란드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바르샤바국제영화제 

국제앰네스티상, 

다양한 언론 기사, TV & 라디오 출연

가정용/개인용, 교육용, 

NGO & 정부 기관에 따라 

DVD 가격 차등제

서치 포 커먼 그라운드가 상영 

이벤트에서 육군과 

교육 워크샵 촉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 핀란드 등 

7개 유럽 국가 방영

콩고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의 지지

예고편 7천 뷰, 메일링 리스트 

사인 3000개, 영화 웹사이트 

3만7천 뷰, 소셜 네트워크에 

8천 개의 좋아요 & 팔로잉.

IDFA, 풀프레임, 무비즈댓매터, 

국제인권영화제 등 세계 30개 

영화제 상영. 네덜란드 12개 도시에 

무비즈댓매터 상영 계약.

교육 자료 디자인 참여를 위해 지역 

그룹 Whyze 포함

이벤트 & 상영회

모바일 시네마 파운데이션을 통해 상영회를 관리하면서 

군대를 위해 6개의 서로 다른 편집본 제작. 

DRC 일반 인구에 대해 공동체 상영을 하기 위해 두 개의   

추가 편집본 제작. 월드 뱅크, 국무부, UN 여성개발기금

(UNIFEM) 등을 포함해 미국 내 주요 인플루언서 대상 상영

회. 네덜란드 & 스웨덴 의회 상영회. 

제네바 인권위원회 상영회.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구조 바꾸기: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전쟁> 팀은 전체 극장 개봉 몇 달 전에 

이 영화를 인플루언서들과 공유하면서, 그들에

게 로비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선댄스에서 영

화의 월드 프리미어 이후, 이 팀은 국회의사당에

서의 비 극장 상영을 이용해 이 캠페인의 옹호자

들을 모집하고 정책 변화를 위해 정부 최고위층 

인사들의 지지를 동원했다. 이것은 영화의 메시

지가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목받기 전에 탄력

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강연 참여, 인터뷰, 소셜 미디어 활동을 포함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영화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를 즈음, 정책 입안자들과 정부는 법제 도입에 상당한 

압력을 받았다. 시네딤 Cinedigm은 극장 판권을 따냈

고, 박스오피스에서는 6만 달러만 거두었지만, 이 영화

의 임팩트 배급 전략은 영화의 임팩트와 도달 거리가 영

화관에서 작품을 보기 위해 티켓 값을 지불한 사람들 보

다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것을 뜻했다. 미국에서 이 영화는 

HBO에서 방영되었고, 로코 필름스 인터내셔널 이 미국

의 교육 판권을 획득했다.

다음 페이지의 임팩트 & 배급 다이어그램을 참조하라. 

구조 바꾸기의 또다른 사례는 <그라니토>, <내가 사는 

집> 그리고 <9.70>이다.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언론 & PR
DVD &

머천다이즈로비

교육 & 학교 TV

옹호자 & 유명인 인터넷 관람 & 

VOD

온라인 노출
극장 / 영화관공동체 교육

21,000회 이상의 언론 언급. 

17개 수상, 11회 후보지명 보도됨. 

 할리우드 쇼에 영감. 

예) <하우스 오브 카드> 및 

개리 트뤼도의 둔즈베리 카툰. 

미국/캐나다에서 

1만7천 개 DVD 판매

군사사법개선 법률 캠페인. 

백악관/펜타곤 공직자 만남. 

상원의원 결집. 

1만 회 전화통화 동원. 

컬리지를 위한 토론 가이드. 

육군, 공군 & 주방위군이 영화를 

훈련 도구로 사용.

PBS, HBO에서 

170만 명 시청

케이티 쿠릭, 엘렌 페이지, 레이첼 

매도우 등 여러 여배우, 사회자, 

작가, 코미디언 등. 많은 정치적 

옹호자들-특히 상원의원들.

아이튠스

HBO

밀리오니(Milynoi)

예고편 817,000 뷰

영화 사이트 432,000 방문

캠페인 사이트 356,685 방문

소셜 미디어 54,000 팬/팔로워
선댄스 영화제 프리미어. 

22개국   90개 영화제. 

미국과 캐나다 110개 도시 상영.

참전용사 및 여성 옹호단체 등 

여러 조직들과 작업. 

생존자 프로그램 출범. 

182,000건의 청원 서명. 

138,000건의 메일링 리스트 사인.

이벤트 & 상영회

군대, 공동체, 캠퍼스, 기관 등을 포함해 

1557회 상영회. 

1234 조직들이 주최.

관객수 306,000명 추산.

임팩트 & 배급

구조 바꾸기: 

<또 다른 전쟁>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공동체 구축하기: 

<부드루스>

<부드루스> 팀은 평화 운동이 변화를 일으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입증함으로써 중동 평

화를 위해 일하는 비폭력 운동가들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했다. '공동체 구축'을 주요 임팩트 역

학으로 사용하여, 이 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인 양측 및 외국에서 그 이슈에 투신한 사람들과 

더불어 영화의 메시지를 둘러싼 토론과 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화의 비 극장 상영은 갈등을 재구성하려는 그들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도구였다. 그 팀은 

또한 <부드루스>에서 영감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변화

를 위한 그들 자신의 비폭력 운동을 구축하도록 준비하

기를 원했으며, 그들의 임팩트 배급 활동의 많은 부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 상영회를 마련하거나, 토

론 그룹을 시작하거나 또는 심지어 자원 봉사자로서 그 

지역을 여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 페이지의 임팩트 & 배급 다이어그램을 참조하라. 

공동체 구축하기의 또다른 사례는 <아메리칸 프라미스>

와 <기억해주세요>이다.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언론 & PR
DVD &

머천다이즈로비

교육 & 학교 TV

옹호자 & 유명인 인터넷 관람 & 

VOD

온라인 노출
극장 / 영화관공동체 교육

테드 토크. 글로벌 도달범위의   언

론 기사. StrategyOne은 부드루스 

사건들에 대한 담론의 변화에 대한 

부드루스의 임팩트를 평가.

가정 및 교육용 DVD. 

토론 가이드. 티셔츠와 포스터 등 

모두 저스트비전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상영회를 마련하고 지원을 

동원하고자 여성 옹호 조직 & 

씽크탱크와 작업

중동 평화를 위한 교회 및 

인권을 위한 랍비를 포함해 신앙 

기반 조직들과 타깃 토론 가이드 

제작. 워크숍 & 수업 계획. 

테드 토크. 신앙 기반 워크숍, 

토론 가이드, 설교 인용.

요르단 누어 여왕, 마이클 조던. 

영화를 본 뒤 위암(Wi’am) 센터 

여성들이 그 이슈를 논의하고자 

부드루스 여성들과 만남.

예고편 817,000 뷰

영화 사이트 432,000 방문

캠페인 사이트 356,685 방문

소셜 미디어 54,000 팬/팔로워

두바이에서 프리미어, 베를린, 

트리베카 & 핫닥스를 포함한 53개 

영화제. 영국, 독일, 호주 및 미국에서 

배급. 국제적으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및 독일을 

포함한 185개 도시 상영.

상영회 수최, 신앙 공동체 참여, 

토론 그룹 시작, 그 지역으로의 여행을 

위해 저스트비전 웹사이트를 통한 

초청. 영화를 바탕으로 아랍어로 된 

그래픽 소설 창작. 이는 웨스트뱅크 

필름의 학군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동예루살렘의 정착촌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운동가들에 의해 모집 

도구로 사용됨. 

이벤트 & 상영회

미국 의회에서 200명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상영회 갖고 

국회의원과 영화제작자 패널 토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영회. 대학 상영회뿐 아니라 이스라엘 청년을 위해 마련된 

군 입대 전 상영회. 팔레스타인 경찰 아카데미에서 보여진 

이 직업에 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임팩트 & 배급

공동체 구축하기: 

<부드루스> 

11개 국제 텔레비전 방송.

아이튠스, 훌루, 블링크박스에서 

이용 가능. 국제 평화의 날 무비

(Mubi)를 통해 페이스북에서 

무료 스트리밍.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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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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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질 때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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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그래서, 당신은 모든 조언을 고려하고 임팩트 배급 접근방식을 결정했다. 이제 전략에 

맞는 올바른 계약 또는 계약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에, 임팩트 

배급 계획이 다음의 사안에 대해 어떻게 측정되는지 고려하라.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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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개인적

제작

임팩트

전략적 관객

제작사의 재정적 필요와 

의무는 무엇인가?

배급 계획은 주요 임팩

트 목표에 얼마나 부합

하는가?

배급 계획은 가장 전략

적인 관객과 어느 정도 

연결할 수 있는가?

당신의 예술적 목표?

팀 전체가 동일한 임팩

트 배급 목표에 맞춰 조

정되었는가?

배급 계획은 관련 운동

의 필요에 얼마나 도움

이 되는가?

캠페인의 요구대로 영화

를 공유할 유연성과 통

제력은 어느 정도인가?

배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고 싶은 것은?

팀은 임팩트 배급 계획

을 이행할 역량을 가지

고 있는가?

배급 계획은 출연자에 

얼만큼 의존하고 있으

며, 그들의 요구는 무엇

인가?

관객은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임팩트 배급 계

획을 통해 충족되는가?

얼마나 오래 개입하고 

싶은가?

다음 사항을 기억하여 앞으로 체결할 계약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라.

협상자와 협력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 

이 사람은 변호사일 수도 있고 세일즈 에이전트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 팀의 누군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

은 그들이 경험이 풍부한 협상가이며 유통 환경의 최신 

동향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라

직접 판매권, 캠페인 웹사이트, 또는 공동체 상영권이든, 

어떤 것에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파악하라. 

그런 방식으로, 세일즈 에이전트를 통해서 일하든 직접 

하든 간에, 여러분은 성과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싶지 

협상 시작 전 계획을 세워라

않은지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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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임팩트 캠페인은 주요 컨퍼런스, 국제적인 정부 

회의 또는 뭔가를 하는 개인 등 특정한 타이밍에 의존

하고 있는가? 배급사도 같은 스케줄로 작업할 수 있는

가? 만약 그들이 영화의 마케팅을 책임진다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당신의 임팩트 작업을 확대시키는 통합된 

캠페인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은 

계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정된 전략과 

실행은 당신이 추구하는 바이다.

대부분의 영화는 영화제에서 날인하지 않지만, 언제 어

디서나 배급사나 세일즈 에이전트(당신을 위해 배급사

에 판매하는)와 미팅을 가질 때 계약 체결에 대해 생각

하기 전부터 정확히 판단하도록 이 편리한 체크리스트

를 사용하라. 

오퍼 받은 계약은 당신의 우선순위에 얼마나 부응하는

가?

비교를 위해 박스에 표에 표시해보라: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당신이 서명하는 때가 언제든 간에, 축하한다!

고려사항 계약 1 계약 2

당신의 예술적 목표?

배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고 

싶은 것은?

얼마나 오래 개입하고 싶은가?

제작사의 재정적 필요와 의무

에 대해?

임팩트 배급 계획을 이행할 팀

의 역량?

배급 계획은 주요 임팩트 목표

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배급 계획은 관련 운동의 필요

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배급 계획은 출연자에 얼만큼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

는 충족되는가?

배급 계획은 가장 전략적인 관

객과 어느 정도 연결할 수 있는

가?

캠페인의 요구대로 영화를 공

유할 유연성과 통제력은 어느 

정도인가?

관객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며 

이는 임팩트 배급 계획을 통해 

충족되는가?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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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amazonaws.com/seedandsparkcontent/sites/default/
files/dowloadable_pdf/140413+Crowdfunding+for+Indepe
ndence+2015+handbook_0.pdf

peterbroderick.com/distributionbulletins/ distributionbulle
tins.html

jonreiss.com/blog

stfdocs.com/film/distribution-advice-for-2014/

stfdocs.com/film/distribution-advice- for-2014/

피터 브로더릭의 웹사이트는 배급 전략에 관한 그의 기사를 

모아놓는다. 이 페이지는 출발선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존 라이스의 블로그는 영화 제작자들이 배급 및 마케팅 환경

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톰 파워스의 훌륭한 글은 2014년 배급에 대한 업계 최고의 

조언을 모아놓는다.

시드 & 스파크는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훌륭하고 유용한 단계

별 가이드를 만들었다.

브렌다 커플린 

프로듀서 <더러운 전쟁 Dirty Wars>

독립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for Independence 

파고들기

배급 게시판 

Distribution Bulletins 

존 라이스 

Jon Reiss

배급 조언 

Distribution Advice 

영화제를 준비하는 방법 

How to Get Ready for That Film Festival 

더 읽을거리

4.8

“ 선댄스에서는 높은 산 공기가 - 불안, 수면 부족, 숙취 등과 

결합되어 -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의 사항을 준

비해 이에 대응하라. 1) 잘 생각한 배급 전략 2) 해당 전략

을 수행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 3) 당신을 도와줄 팀. ‘가능

한 한 많은 사람들이 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영화는 극장 안에 있다’는 말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 거

기엔 전략이 없다. ‘배급사가 알아서 할 거야’는 계획이 아

니다. ‘내가 직접 하기가 얼마나 힘드는가’는 팀을 꾸리는 

것이 아니다.”

4.1 임팩트 배급이란 무엇인가?

4.2 임팩트 영화는 얼마나 상업적

       인가?

4.3 배급 거래의 유형들

4.4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4.5 글로벌 도달

4.6 시간이 검증한 참여 활동들

4.8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

4.7 임팩트와 배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https://s3.amazonaws.com/seedandsparkcontent/sites/default/files/dowloadable_pdf/140413+Crowdfunding+for+Independence+2015+handbook_0.pdf
https://peterbroderick.com/distributionbulletins/distributionbulletins.html
http://jonreiss.com/blog/
http://stfdocs.com/film/distribution-advice-for-2014/
http://stfdocs.com/film/distribution-advice-fo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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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제작과 활용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5.1 왜 단편인가?

5.2 기본 사항

5.3 임팩트 실현

5.4 임팩트 펀딩 및 배급

5.5 저널리즘 파트너십

5.6 평가적 접근 방식 채택

5.7 사례 연구

왜 단편인가?

2013년 첫 번째 임팩트 필드 가이드를 썼을 때, 우리는 장편 다큐멘터리를 염두에 두고 

작업했다. 하지만 현재 단편에 대한 엄청난 새로운 관심이 일고 있으며 이제 임팩트를 

위해 단편을 만들고 움직이는 안팎의 상황을 파고들어야 할 때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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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숏폼 영화는 2018

년 SXSW의 "가장 중요한 12가지 트렌드"에 선

정되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배급사들은 

현재 몇 가지 숏폼 다큐 콘텐츠를 구입하고 있

으며, 그것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고 있

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한다: 숏폼 논픽션 콘

텐츠를 위한 새로운 방송 스트리밍 시리즈인 

POV 쇼츠; 뉴욕타임스 신문 논평 섹션의 비디오 

버전인 뉴욕타임스 옵닥스; 그리고 24시간 숏폼 

비디오 채널인 CNN의 그레이트 빅 스토리. 퀴비

는 제프리 카첸버그와 멕 휘트먼의 모바일 시청 

플랫폼으로, 숏폼 서사와 논픽션 콘텐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다. 그리고 2017년, 선댄스 페

스티벌은 인디 에피소딕 섹션을 출범시켰는데, 

새롭게 부상하는 독립적인 목소리와 그들의 작

품에 대한 전용 쇼케이스로 설계되었고, 다큐멘

터리 단편 시리즈를 선보였다. 

페이스북조차 15분짜리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볼거리를 추구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금 단편이 부상하는 이유는?5.1 왜 단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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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사

람들은 이것이 관객 수요에 의해 추진된다고 말한다; 사

람들은 다큐멘터리가 문자 저널리즘에 수반되기를 원하

고 심지어 기대하게 되었는데, 이는 현재 거의 모든 뉴

스 플랫폼에서 볼 수 있게 된 트렌드다. 

많은 이들은 그것이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소셜 미디

어 시대에 맞춰 관객들의 관심 범위가 좁아진 탓으로 돌

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스트리밍의 거의 25%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발생한다고 최근 밝혔다.

어떤 사람들은 단편이 부상하는 이유에 대해 콘텐츠 창

작 측면에서 더 접근성이 좋고, 쉽게 출시할 수 있는 플

랫폼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록 종종 재정적인 

보상이나 관객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는 단편의 새로운 물결은 주류 트렌드, 아이디어 또는 

목소리에 도전하는, 그리고 전통적인 게이트키퍼들을 

거의 통과하지 못하는 콘텐츠를 창작하고 배급하는 영

화제작자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이다. 2018 아메리칸

대학교 미디어 & 소셜 임팩트 센터 보고서는 조사 표본 

가운데 소수 인종 및 소수 민족 그룹 출신의 영화제작자

들이 단편 영화를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고 (백인 

영화제작자 7% 대비 유색인종 제작자 18%), 장편 영화

https://www.cnet.com/news/netflix-shares-streaming-data-by-device-country-mobile-wi-fi-movies-tv/
https://cmsimpact.org/report/state-documentary-field-2018-study-documentary-professionals/
https://digiday.com/media/facebook-wants-watch-shows-creating-dilemma-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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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lexandria Ocasio-Cortez>를 들 수 있는데, 

2019년 4월 『더 인터셉트』에 공개된 이 작품은 여성 하

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내레이션을 하고 몰리 크

랩애플이 일러스트를 그린 7분짜리 단편 영화다.

지금부터 몇 십 년 후를 배경으로 한 이 단편 영화는 기

후 디스토피아가 잊혀진 결론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미래에서 온 이 7분짜리 엽서는 지구상 최대 경제대국

의 위태로운 인류 집단이 어떻게 해서 때마침 그들을 

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왜

냐하면, 영화에서 오카시오-코르테즈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가 

볼 용기를 가진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오미 클라인은 이렇게 말한다.

“ 지난 12월, 나는 뛰어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

이며, 영화제작자인 크랩애플과 어떻게 하면 우리

가 그린 뉴딜 비전에 더 많은 예술가를 개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예

술 형태들은 결국 꽤 저탄소이고, 문화 생산은 1930

년대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뉴딜 동안 절대적으

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는 이제 예술가들이 그

런 사회적 사명을 갖도록 할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

만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이 아직은 대략적인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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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 가능성은 더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64% 대비 

50%).

 

항상 진실이었던 것은, 때로는 짧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많은 임팩트 중심의 영화 팀은 그들이 함께 일하는 공동

체들은 특정한 요구가 있으며, 종종 그것이 장편 영화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개인화된 온라인 시청 경험이 더 흔해짐에 따라, 어떤 

주최자들은 한 번에 몇 시간씩 사람들을 물리적 공간에 

모으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소화되고 배급될 수 있는 무

언가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더 짧은 

영상들은, 별도의 상영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제한된 자

원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존의 만남들에 통합될 수 있으

며, 정말 도움이 된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단편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적, 정

치적 맥락에서 제작하고 발표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만

족스러울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종종 속도는 정말 중

요하다 - 왜냐하면 영화들이 다루는 사회적 문제들과 그

것이 지지하는 운동들은 때론 장편 제작 일정과 일치하

기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와 함

께 미래에서 온 메시지 A Message From the Future 

https://theintercept.com/
https://www.youtube.com/watch?v=d9uTH0iprVQ
https://www.youtube.com/watch?v=d9uTH0ipr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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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옮긴다면, 몇 년 후로는 안 될 것이다. 아니, 우

리는 그린 뉴딜 예술을 당장 보고 싶었다 - 애당초 싸

울 기회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마음과 정신을 위한 전

투에서 이기도록 돕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창의적인 계획이 탄생했다. 그 결과 킴 보크빈더

와 짐 배트가 공동 연출하고 오카시오-코르테스와 아비 

루이스가 공동 각본을 쓴, 사실과 허구와 시각 예술을 

결합한 영화는 4개월 만에 완성되어, 개봉 첫 48시간 내

에 6백만 번 이상 시청되었다.

그리고 어떤 영화제작자들에게, 단편은 장편 다큐의 다

년간의 노동을 끝낼 방법을 제공하고, 더 긴 영화가 개

봉하기 전에 그들이 일찌감치 소문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다. 종종, 영화제작자들은 더 광범위한 영화나 프로젝트

에 대한 신뢰를 쌓고, 완성과 배급을 위한 추가 자금을 

조성하며, 심지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들이 

만든 짧은 영화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단편을 만들고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관행, 

임팩트 고려 사항 및 트렌드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영화 팀이 단편들을 세상에 내보내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임팩트를 뒷받침하는 창조

적 실천들을 살펴본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우리는 그린 뉴딜 정책이 지향하는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인류가 이런 규모와 속도에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을 

극복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4개월 내내 "진지한" 기관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너무 크고, 너무 야심차다는 것, 

트위터가 달린 우리의 두뇌들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 늦을 때까지 

넷플릭스에서 해마들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운명이라는 

것이다.
나오미 클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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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

스와 함께 미래에서 온 메시지>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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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springer.com/chapter/10.1057/9781137484369_2

momentsofinnovation.mit.edu/shorts

신시아 펠란도가 쓴 '단편과 영화 역사: 단편영화의 상승, 하

락, 상승'은 당신을 위해 쓰여졌다! 

파고들기

숏폼 영화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가?

우리는 또한 단편의 등장, 재등장,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IDFA닥랩의 '혁신의 순간들' 프로젝트도 좋아한다.

더 읽을거리

5.1

5.1 왜 단편인가?

5.2 기본 사항

5.3 임팩트 실현

5.4 임팩트 펀딩 및 배급

5.5 저널리즘 파트너십

5.6 평가적 접근 방식 채택

5.7 사례 연구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57/978113748436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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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

사람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단편을 만들거나 작업하기에 이른다. 어쩌면 당신은 노련

한 단편 영화제작자이거나, 또는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단편일 수도 있다. 당신은 단

편으로서 이상적인 이야기를 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장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데 

장편을 개봉하기 전에 단편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한 사람일 수도 있다. 장편 다큐를 

성공적으로 개봉시켰는데, 관객들이 영화의 주제나 캐릭터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한다

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다. 관객들이 파고들 수 있도록 조각을 잘라보는 건 어떤가? 

아마도 당신은 저널리스트와 함께 일하도록 의뢰받았을 것이다. 또는 임팩트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은 팀 구성원일 수도 있다. 또는 당신의 공적인 참여에 영화를 통

합하기를 원하는 어떤 옹호자일 수도 있다.

당신을 단편으로 이끈 경로나 그것이 취하는 모양에 상관없이, 잠시 그 형식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인 스타일과 길이를 검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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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외로운 동물들이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 
덜 외로워지려고 노력하며 보낸다. 그 오래된 
방법 중 하나는 듣는 사람에게 ‘그래, 저거야, 
또는 적어도 저것이 내가 느끼는 바야, 당신은 
생각만큼 외롭지 않아’라고 말하거나 느끼도록 
애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40분 이하의 어떤 것을 뜻하는 단편은 요

점을 알리는 데 있어 풍부한 창의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스토리 및 

캐릭터 중심의 다큐멘터리 단편, 저널리즘 (뉴스 및 예

술풍의), 데이터 중심 프레젠테이션 (인포그래픽 및 데

이터 시각화가 있는), 코미디 영화 (스케치, 루틴, 스턴

트), 증거 기반 영화 (카메라에 포착된 잘못된 행동), 정

직한 옹호 영화, 인터랙티브 및 VR 프로젝트, 브랜드 콘

텐츠, 그리고 물론 시리즈 (위의 것들 중 어떤 것도 가능) 

등. 이 장에서는 사회적 임팩트를 증진시키기 위한 단편 

프로젝트와 캠페인으로 사례를 제한한다. 

스타일

임팩트 단편은 내러티브 펀치를 지닌다. 바네사 로스의 

<소녀와 그림 The Girl and the Picture>은 어린 소녀

였을 때 난징 대학살에서 가족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

격하고 증언하기 위해 살았던 마담 시아의 이야기를 다

룬다. 이제 88세인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손녀딸에게 

전한다. 하지만 이것은 미묘한 과정이고 이 역사를 지우

려는 사람들이 있다. 관객들은 그녀가 진실을 지키기 위

해 싸울 때 그녀와 나란히 걷는다.

임팩트 단편은 감정적으로 강렬하다. 댄 크라우스의 <익

스트레미스 Extremis>와 롭 엡스타인과 제프리 프리드

먼의 <엔드게임 End Game>(둘 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임팩트 단편은 뉴스를 만들 수 있다. 저널리스트 캐롤 

캐드왈라드와 가디언 지는 독소사이어티 및 마크 실버 

감독과 협력해 내부고발자 크리스토퍼 윌리의 정체성과 

임팩트 단편은 캐릭터 중심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스

카 시상식은 다프네 마치아라키의 <4.1마일 4.1 Miles>

을 후보에 올렸다. 난민들의 유럽 도착에 관한 이 21분

짜리 영화는 심오하게 감동적이다. 이 영화가 나온 해

에 시리아 사태에 대한 보도는 끝없이 이어졌으며 그 해

의 가장 큰 뉴스였다. 하지만 <4.1마일>은 독특한 무언

가를 제공했다: 그것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주인공인,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사는 해경 선장의 눈을 통해 상황

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을 구조하려는 그의 끝없는 노력

을 통해, 시청자들은 인간적인 해결의 필요성과 정면으

로 마주하게 된다.

임팩트 단편은 어려운 아이디어를 소통하고, 조금 알려

진 사실이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소화가능한 방식으

로 끌어올린다. 브루킹스 연구소를 예로 들자면, 2015년 

브루킹스 크리에이티브 랩을 발족하였고 인포그래픽과 

인터뷰를 활용해 선거에 대한 이해부터 경제 정책에 대

한 설명까지, 그들이 내놓는 연구에 대한 뒷이야기를 들

려준다.

동기를 밝히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유출 사태에 맞춰 

출시된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

” 
존 스타인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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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감히 조사한다면,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

을 수 있을 것이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인스타그램, 페이

스북, 트위터의 경우 영화를 30-60초로 유지하라고 할 

것이다. 유튜브의 경우 2-9분으로 껑충 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주로 영화의 끈끈함 그리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

듯이, 관점이 반드시 임팩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선댄스영화제 단편영화 수석 프로그래머인 마이크 플랜

트는 선댄스에 제출된 단편의 평균 길이는 12분이며, 15

분 이상일 경우 그들이 고려하려면 특히 인상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주

로 영화제의 프로그래밍 필요성과 관련이 있었다 (보통 

장편 전후로 10분 미만의 작품을 짝짓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결정요인은 

길이

종종, 영화제작자들은 단편에서 이상적인 길이가 얼마

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에 대한 짧은 대답(말장난은 의

도적이다)은 다음과 같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있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인 임

종에 대해 동정적이고 꾸준한 시선을 제시한다. 전자는 

의사를 따라가고 후자는 민감한 대화와 결정을 통해 움

직이는 일련의 가족 및 완화의료팀을 따라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영화는 관람자들에게 잘 죽는 것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취하게 될지 음미하도록 

한다.

임팩트 단편은 또한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말해

준다. <베네수엘라: 꿈을 밀수하다 Venezuela: Smu-

ggling Dreams>는 베네수엘라의 한 아버지가 경제 

위기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낚시와 밀수를 맞바

꾸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대안이 거의 없을 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람들이 택하는 거친 선택과 끔찍한 위

험을 납득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류 미디어가 그

와 달리 "밀수업자" 또는 "범죄자"로 치부하여 이야기의 

중요한 층위를 놓칠 수도 있는 누군가의 관점에서 이야

기를 들려준다.

놀라운 관점에 대해 눈을 뜨게 한다. 

스타일에 대해서라면, 단편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엄

청나게 많다.

내가 항상 받는 주요 질문은 

‘이 영화의 더 짧은 버전이 

있나요?’

“

” 
앨리스 퀸랜, POV

임팩트 단편은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놀라운 관점을 제

공할 수 있다. 빅토리아 피오레의 <나의 치명적이고 아

름다운 도시 My Deadly, Beautiful City>는 북극 러

시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캐릭터도 없고 이야기도 

없다. 이것은 특정 장소에서 온 11분짜리 시각적 엽서

로, 한 공동체가 경험하는 오염의 수위와 그들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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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풀뿌리 모임의 주최자는 30분이 90분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충분한 토론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임팩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토론 시간

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몇몇 창작자들과 이

야기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이것은 이야기

가 말해지고 싶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다

른 말로 하자면, 길이도 최고의 쟁점은 아닐지 모른다.

진실은, 그것들이 모두 옳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

은 정말 이야기에 달려있다. 만약 당신이 10분 안에 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왜 20분으로 만들겠

는가?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어떻게 짧은 이야기를 완성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이 참여하

기를 원하는지로 귀결될 수도 있다.

시장 및 배급 플랫폼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기억

하라. 어제는 훌륭한 법칙이었을 수 있지만 내일이면 먼

지로 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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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실현

임팩트 계획에 관한 한, 숏폼 영화는 장편 다큐멘터리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단편

이 온라인에서 잘 순환하기 때문에 팀들이 초점을 맞추는 임팩트 역학은 '생각 바꾸

기'(예: 인식과 도달 범위)인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각각의 영화는 스토리, 그 강점

과 그것이 포함되는 이슈 지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워터 워리어스 Water Warriors>와 1990년대에 주로 페루 원주민들의 강제 불임시술에 관한 <키푸 

프로젝트 The Quipu Project>는 둘 다 (다른 것보다) 공동체 구축에 사용되었다. <베이커리를 점거하라 Occupy 

Bakery>는 리더십 개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인종에 관한 대화 A Conversation on Race> 시리즈는 각 작품에

서 다루는 공동체들을 위한 귀중한 교육 도구였다. 당신의 팀은 여전히 장편 영화와 동일한 질문들과 요인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하려면 1, 2, 3장으로 돌아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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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단편 영화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질문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다.

이는 계획을 시작하기 전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이다. 이후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당신의 대답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단 이야기 환경과 이 문제에 대한 측정기를 움직이는 

것을 돕도록 영화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본 

후, 당신을 돕기 위해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다.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이해 

관계자나 당신이 도달하거나 참여해야 하는 관객들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해보라. 그들이 그들의 노력을 진전시

키기 위해 당신의 영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전략적 계획을 이 우선 순위에 맞게 조정하라. 이에 대

한 자세한 지침은 아래 섹션에 나와 있다. 필요하면 첫 

번째 장의 우선순위 리스트로 돌아가 생각을 다듬을 수 

있다.

앞서 가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신의 영화가 필요한 

부분과 적합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임팩

트 계획을 수립하라.

1. 당신 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3. 영화가 다루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주

요 인사 또는 부문은 누구인가?

2.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 환경은 무엇이며, 당신의 

영화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

-

-

-

-

우리는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 영화가 임팩트를 갖기를 바란다.

우리는 장편이나 시리즈에 대한 추진력을 쌓고 싶다.

당신의 영화는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

는 신선한 이슈인가?

당신의 영화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데 도움이 되

는 익숙한 이슈인가?

당신의 영화가 처음으로 조사하고 폭로하는 숨겨진 

이슈인가?

인도주의적으로 풀어내는 영화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확립된 이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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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임팩트를 미치기

를 바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영화 팀들은 이 목적을 

위해 자원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할 더 좋

은 기회를 가질 것이다. 타깃 관객을 위해 목적에 맞는 

자료를 만들었던 두 편의 주요 다큐로 돌아가보자.

줄리아 달과 키실루 무시아의 <땡큐 포 더 레인 Thank 

You For the Rain>은 단편과 장편으로 발표되었으며, 

에밀리 완자와 케냐에 있는 그녀의 임팩트 팀이 기후 변

화 인식과 옹호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며 농업의 복원력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해결책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들의 아웃리치에서, 그들은 도달하기 어려운 농촌 공

동체에 초점을 맞췄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역 내 기존 

프로그램의 허점 및 기후 변화 적응 노력에 대해 그들의 

지도자들과 직접 논의할 기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논의

는 (가뭄에 저항하는 작물로 전환하는 등의) 일부 공동

체의 해결책에 대한 합의, 관개 시스템의 필요성, 집수

(集水) 댐, 가뭄 시 경제력 강화 해결책, 그리고 의사결정

에 대한 더 많은 공동체-정책입안자의 참여 등으로 이어

졌다. 현재 그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인 무토모에 200가구 이상의 집수용 흙 댐을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라.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목표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이 영화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관람을 마친 후에 무엇을 해

야 하는지 분명한가? 그들이 그것을 알아내는 데 도움

이 필요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필요한 도

움을 받을까? 만약 당신의 목표가 정책을 바꾸는 것이

라면, 어떻게 이를 도와줄 의사 결정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의미 있는 변화에 임팩트를 미친 짧은 단편에 대한 캠페

인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물

론, 임팩트가 있는 모든 단편영화가 각각을 지탱해온 것

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성공의 지표는 그들이 얼

마나 타깃을 명확하게 삼는지, 그들이 함께 일하는 파트

너들,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일하는 방식, 이벤트 기반 

참여의 사용, 그리고 그들이 다른 미디어와 일하는 방식

과 관련이 있다. 아래의 각 항목을 살펴보고 몇 가지 예

를 제시하고자 한다.

타깃이 있는 영화
4. 캠페인의 핵심 임팩트 역학은 무엇인가?

-

-

-

-

생각 바꾸기

행동 바꾸기

구조 바꾸기

공동체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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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은 종종 전략적 목적을 위해 단편의 장점을 활

용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장편 영

화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또한 특히 타깃 관객들 사

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때로 숏폼 영화의 더 빠른 회전 시간은 의사

강력한 파트너십을 갖춘 프로젝트

한 자원을 만들었다. 영화 팀은 곧 젊은이들에게 더 직

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짧은 작품이 있는 것이 유익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POV에서 방영

된 <모든 약속의 뒷이야기 Behind Every Promise>를 

만들어 캠퍼스와 컨퍼런스에서 청소년 주도의 대화와 

워크샵을 육성하는데 사용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

의 경험에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칠 수 있었다.

영화 개봉 5년 후 영화제작자들은 프라미스 클럽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구체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

해 비공식적이고 전략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임팩트 외에도, 타깃 관객

을 위한 다양한 버전 및 모듈을 제공하는 패키지를 제

작함으로써, 라다 필름 그룹은 교육 시장을 위한 더 매

력적인 패키지를 만들어 더 긴 수명을 가지고 (오늘날

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육 기관들이 구입하고 있다) 이

점을 추가하게 되었다.

장편과 단편은 강력한 회합 도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팀은 <땡큐 포 더 레인>을 중심에 두고 파트너 조직, 국

가 및 카운티 정부와 협력하여 개최하는 제 1회 공동체 

기후 복원 컨벤션(CCRC)을 조직하고 있다. 지역 기관들

은 옹호와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 변화 작업을 진

행하는데 영화를 사용하고 있다. 50개의 새로운 농부 

단체들이 영화의 주인공인 키실루와 기후 적응 활동을 

함께 하기 시작했고 학교와 선별된 카운티에 임팩트 상

영회와 함께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중등학교에 대

한 교육자 수업 계획은 여러 과목에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영화는 심

지어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회의에까지 키실루의 메시지

를 끌어올림으로써, 그와 그의 공동체가 인지도를 높이

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메리칸 프라미스>는 젊은 흑인 남성을 위한 교육적 

성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들을 폭넓게 참

여시키는 사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또 다른 영화이

다. 이 캠페인은 다양한 관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부

모들이 아이들을 더 잘 부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앱

과 책을 만들었다. 그들은 도전과 해결책을 함께 토론하

기 위해 정기적인 학부모 회의를 모델화하고 추진하기 

위해 '프라미스 클럽'을 홍보했다. 그들은 학생들을 위한 

교실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교육자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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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더 빠르게 내리지만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과 관

계와 신뢰를 구축할 시간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종종 롱폼 영화에서 그렇

듯이 숏폼 영화에서도 중요하다.

“ 롱폼 다큐멘터리와 마찬가지로, 관계와 파트너십은 

임팩트 작업에 매우 중요하다. 단편영화를 위한 임팩

트를 생각할 때, 영화제작자는 좀더 의도적으로 이러

한 관계를 더 일찍 형성해야 할 수도 있다. 롱폼 다큐

멘터리일 경우, 친밀한 관계와 신뢰는 종종 출연자와 

영화제작자, 그리고 공동체와 국가 조직들 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숏폼 프로젝트는 

타임라인이 항상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

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

는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취소할 수 있다.”

셰일라 레디 

플레질링 펀드 및 래피드 스토리 디플로이먼트 펀드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이프프로덕션의 일세 반 벨젠과 

펨케 반 벨젠은 콩고에서 발생한 성폭력 관련해 그들이 

만들었던 3부작 <침묵에 맞서다 Fighting The Silence>, 

<정의를 팝니다 Justice For Sale>, <전쟁의 무기 Wea-

pon of War>를 바탕으로 16편의 단편 영화 시리즈를 

만들었다. 그들의 팀은 공동체 기반 워크숍으로 모든 영

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이런 워크숍은 지역 파트너

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제작에 있어 개발과정에 발언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착수"라고 불린다. 영화제작

자들은 임팩트 캠페인을 다듬고, 자금을 조달하며, 프로

젝트의 설립을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분쟁 종식을 위한 

협력적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오랜 국제 조직이자 지역 

파트너인 서치 포 커먼 그라운드(SCG)는 현장에서 캠페

인을 시행할 기관이었다. SCG는 콩고에서 신뢰받고, 강

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잘 운영되기 때문에 중요했

다; 그들은 전쟁 기간 동안 공동체와 군대에 단편 시리

즈를 보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SCG는 콩고에서 여행

하며 공동체 연극을 조직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파트너

이기도 했는데, 이는 그들을 최고의 파트너로 만들었다.

킴 스나이더의 <웰컴 투 셸비빌 Welcome to Shel-

byville>은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테네시 주의 

작은 마을에 관한 영화다. 자금지원자들을 위한 파인컷 

상영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 영화의 주요 캐릭터 중 하

나인 소말리아 난민이자 전직 간호사 하우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다. 이는 일리가 있었다: 당시에는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스스로를 대변하

게 해주는 영화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장편 영화를 잘 

이용하는 것 외에도, 액티브 보이스의 임팩트 및 참여 

팀은 관객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 볼 

기회를 주기 위해 <하우의 디너 파티 Hawo's Dinner 

Party>라는 31분짜리 버전을 만들었다.
조 브루스터 & 미셸 스티븐슨, 아들 이드리스와 

그의 절친이자 동급생 세운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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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푸: 정의를 위한 요구 Quipu: Calls for Justice>는 

마리아 이그나시아 코트와 로즈마리 러너가 감독, 산드

라 타바레스 듀크가 제작하고 1990년대 페루 원주민 

여성들의 강제 불임시술을 다룬 공동 감독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로, 2017년 『가디언』에서 첫 공개되었다. 산

드라는 "우리가 함께 일했던 집단들은 우리에게 '이 이

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말했

다"고 밝혔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그 도전을 다루기 위

한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이 다큐멘터리 단편은 '키푸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전의 사례들처럼 트랜스미디어

이다. 그것은 정부에 의해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페루 

전역의 여성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서로서로 그리고 

다른 세계와 공유하도록 돕는 전화선, 시청자들에게 이

러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그리

고 페루 정부가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허락하

그들이 지지하는 공동체와 협업하는 영화 팀

이 팀은 뉴욕 쌍둥이 빌딩 붕괴 10주년 기념일에 이 단

편 영화를 공개했고, 그것은 빠르게 생명력을 가졌다. 그

들은 지역 및 국가 지도자들에게 - 지역 공공 도서관에

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국제 구조 위원회, 웰커밍 아메리

카, YMCA와 같은 선도적인 전국 네트워크에 이르기까

지 - 장기 거주자들과 이슬람 신참자 사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다리를 놓을 장치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보이

시 경찰국은 경찰과 이슬람 주민들 사이에 대화를 나누

었다; 푸엔테스 뉴올리언스는 단편을 지역 무슬림과 라

틴계 공동체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사용했다; 콜로라

도의 그릴리 공공 도서관은 청소년 신참자들이 지역 주

민들과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

들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 캠페인이 끝날 무렵, 이 영화

는 30개 주에서 수백 편의 상영회에 이용되었는데, 소말

리아 인구가 많은 7개 도시, 그리고 이슬람 신참자들과 

그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사이에 적대감이 고조되어 

고심하고 있는 도시가 적어도 7개 포함되었다. 

때때로, 영화의 창작은 조직의 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를 점거하라>에 등장하는 

세탁소 노동자 센터(LWC)는 그들의 작업을 조직하는 도

구로서 이 영화의 큰 가치를 확인했다. 왜냐하면 이 영화

를 만드는 데 수 년이 걸렸기 때문인데, 그 시간은 영화

에 등장하는 조직가들은 가지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 단

편은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가능한 것을 보여주며, 

센터를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을 계속하는 핵심 

자원이 되었다. 사실, 단편의 사용(그리고 예고편도!)은 

LWC가 몇몇 레스토랑의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노동 캠페인을 출범시키고 절도 소송을 제기해 궁극적

으로는 성공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시 검토하려면 섹션 3.9로 돌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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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압력을 가하는 캠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푸 프로젝트의 설계를 효과적으로 만든 것 중 하나

는 그들이 참여시키고자 하는 원주민 여성들에게 익숙

한 기술인 아날로그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접근

성 부족, 문맹, 그리고 다른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던 몇몇 단체들은 다른 공동체 여

성들도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

다. 그래서 전화선은 이 여성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들

이 힘을 합치도록 돕는 방법이 되었다. 전화선은 스페인

어와 퀘추아어 Quechua 모두 옵션으로 설정되었으며, 

창작 팀은 이 과정에 동의 프로토콜이 적용되도록 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

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었다"고 팀은 말했다. 이 프로

젝트는 2016년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시기에 행진으

로 최고조에 달한 액션들에 성공적으로 여성들을 동원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오늘날, 이 여성들은 그들의 목

소리를 지지하고 고양시키는 전국 규모의 단체로 조직

되어 있고, 미디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권리를 위해 조직

하고, 동원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구축한다.

 

또 다른 사례는 <쉬 콜드 미 레드 She Called Me Red>

로, 2017년 8월 극심한 폭력사태 이후 방글라데시를 향

한 대규모 탈출에 대해 로힝야족 주도의 관점을 제시한

다. 27세의 유누스와 그의 가족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시리즈는 호주 공영 방송사 SBS

가 제작했는데, 이 방송사는 덜 대변된 공동체를 포함

한 모든 호주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헌

장을 가지고 있다.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한 SBS는, 로힝야족과 최근 다른 난

민들의 물결에서 핵심적인 기술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개발을 결정했다. 그들은 스마트폰이 목숨

을 걸고 도망치는 사람들의 가장 귀중한 재산 중 하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 난민들은 인스턴트 메시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헤어진 가족과 미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SBS 온라인 다큐멘터리의 커미셔닝 에디터 카일리 볼

틴이 구상한 이 시리즈는 세계 최초의 인스타그램 라

이브 다큐멘터리가 되었고, 탕칼리 로힝야 난민 캠프

와 멜버른 호주 양쪽에서 나온 데일리 콘텐츠로 3주 동

안 연재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에서의 포스

팅, 유누스가 호주로 망명하기 위해 직면하는 도전, 직

장을 구하는 어려움, 새로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는 

경험,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지위를 충족시키고 유지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들을 담아낸다. 난민 캠

프에서 매일 라이브 비디오로 보여지는 '이야기'는 데일

리 포스팅과 결합된다; 사진, 텍스트, 그리고 애니메이

션은 이에 담긴 경험에 맥락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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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배급에 관한 한, 사람들은 대부분 영화제나 온라

인 플랫폼을 떠올린다. 하지만 단편을 상영하고 단편이 

다루는 이슈에 임팩트를 미치는 데에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을 현장 및 실시간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조직자들과 다른 공동체 지도자들은 영화를 이용해 사

람들을 그들이 다루는 이슈와 서로 연결시킬 가치를 찾

는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영화를 상영하고 그들이 원

하는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제한된 시간을 갖

는다. 그래서 단편은 이러한 맥락에서 가치 있는 자산

이다.

<흔적들 Collisions>은 리넷 월워스가 감독하고 니콜 

뉴햄이 제작한 17분짜리 가상현실 (VR) 몰입형 다큐멘

터리의 한 사례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벤트 기반 참여

의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이 영화는 시청자들을 

먼 서호주 사막에 사는 어느 마르투 Martu 부족 노인의 

이야기로 끌어들이는데, 1950년대에 그는 원자 실험을 

목격-사전 접촉-했다. 이 팀은 파괴적인 기술에 대한 

논의를 생산적인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를 사용하고자 했다.

이는 호주의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어

떻게 장기적인 뉴스 보도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재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로힝야족

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배급 플랫폼에 우선순위를 부여

했다. 그 후 이 다큐멘터리는 호주의 권위 있는 저널리

즘 시상식인 워클리 어워즈의 혁신 부문과 특집/사진 

이벤트 기반 참여를 포함하는 전략

“ 우리는 매일 콘텐츠를 내보냈다. 우리의 의도는 참여

와 친밀감이었으며, 꼭 바이럴 히트를 얻으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 프로젝트의 관객들은 오랜 시간 유누스

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호주에 도착한 유일한 가

족 구성원이면서 방글라데시의 콕스바자르에 있는 

탕칼리 난민 캠프에 사는 가족을 계속해서 돕고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객들은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즉 그들의 매일의 투쟁과 희생에 대해 직

접 들었다. 우리 관객들은 동정심이 많고 사려 깊었으

며 유누스와 그의 가족에게도 분명한 투자가 있었다. 

유누스가 가족들의 병이나 구직 등 개인적인 어려움

을 공유했을 때 참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직업을 찾는 동안 그에게 공감했고 그가 

마침내 직장을 구했을 때 그와 함께 축하했다. 연재된 

스토리텔링과 시간의 조합은 관객들의 실제 투자를 

촉진했다”

카일리 볼튼 박사, SBS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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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들>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커미셔닝 기금을 받은 

최초의 VR 작품이며 2016년 다보스 행사에서 세계 지

도자들에게 소개되었다. 그 후, 작품은 비엔나에서 열

린 유엔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회의에 초

청되었고, 새로운 핵무기 금지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표결에 앞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도 초청되었

다. 그것은 또한 미국 국무부의 군비통제 관련 팀비 포

럼에도 초대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다른 국가 원수

들과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 사

람들이 이 작품을 체험했다.

그 팀은 휴대용 헤드셋을 들고 다른 많은 회의들에 다녔

다. 중요하게도, 월워스는 비엔나에서 열린 포괄적 핵실

험 금지 조약 회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저명

인사그룹 비공개 회의'라고 쓰인 간판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스 블릭스와 한국, 중국, 아프리카 그리

고 다른 나라들에서 온 회원들을 포함해 13명의 남성들

이 커다란 회전의자에 앉아 전세계의 핵 안전성 문제를 

논의했다." 그 남자들은 <흔적들>을 보기 위해 토론을 

중단했다. 그 팀은 형식의 친밀함이 그들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늘 여러 방면으로 주의

를 기울여야 하는 VIP들의 관람을 사수했다"고 월워스

는 말했다. 한스 블릭스는 이 경험의 가치를 확인하면

서 "원자 실험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저 추상적인 개

념이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VR 관람의 본능

적인 특성은 세계의 핵 안전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모

인 사람들에게도 영화의 효과를 잠재적으로 현실화시

켰다.

이러한 모임은 권력의 핵심 인사들을 더 많이 초대하고 

더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했다. 워싱턴 기후 서밋 

2016에서는 특정 연사를 겨냥해 대기실뿐만 아니라 공

개석상에도 헤드셋을 설치했으며,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하원 표결 전날 의회 의원들에게는 충돌 장면이 공개되

기도 했다. 그 작품은 이러한 토론에 잠재적인 감정적 

임팩트를 더했다. 월워스는 "나는 종이더미에 둘러싸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경험은 없다

고 느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핵 실험의 직접적인 설

명으로서, 극도로 몰입적인 매체를 사용한 <흔적들>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중국 세계경제포럼 모임에서 이 작품을 소개하던 중, 영

화 주인공의 손자는 호주 정치 관료에게 우라늄 광산에 

대한 합의를 위해 마르투 지역 원로들의 서명을 받은 협

의 과정의 결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는 

바로 그 과정에 대해 총리와 각료들을 위한 백서를 썼던 

그 사람이고,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된 것

이다. 비엔나에서 열린 또 다른 만남에서, 광산 개발 제

안을 승인할 고위 정부 관리는 <흔적들>을 지켜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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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서 설명한 많은 캠페인의 트랜스미디어 특성

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장편, 단편, 책, 앱이 포함된 <아

메리칸 프라미스> 캠페인처럼; 키푸 프로젝트에는 단편, 

전화선, 온라인 대화식 스토리 기반 웹사이트가 포함되

었다; 셸비빌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에는 영화 속 주인공 

각각에 대한 2-5분 분량의 작품, 30분짜리 단편 2편, 요

리책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임팩트 캠페인의 트랜스미디어 

특성 중 일부는 복잡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단지 관객들

이 영화를 다른 매체나 자료에 연결시킴으로써 영화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성

경은 그렇게 말한다 The Bible Tells Me So> 팀은 이런 

성경 기반 옹호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 인권 캠페인과 

함께 일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일시체류자를 위한 액

티브 보이스 랩의 '온워드'도 각 영화에 대한 성경 연구 

질문을 플랫폼에 통합한다. 미국 장로교회는 <박스에 갇

혀 Locked in a Box>와 이에 동반되는 성경에 초점을 맞

춘 학습 가이드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이민자 구금을 둘

러싼 정의 작업에 효과적인 조직 도구였다.

'이민자 국가 Immigrant Nation'는 미국의 다양한 이민

자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기록하고 세계와 공유하기 위

트랜스미디어 특성이 있는 캠페인1시간 동안 작품에 포함된 폭로사항들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다.

결국, 광산은 진행되지 않았고, 호주 서부는 결코 일어

나지 않을 법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핵무기금지조

약(TPNW)은 2017년 7월 7일에 통과되었다. 그것은 핵

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핵무기를 포

괄적으로 금지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

이다. 우리는 이 작품과 일련의 사적인 견해나 대화가 

이러한 결정에 얼마나 임팩트를 미쳤는지 알 수 없지

만, 타깃을 정한 집중적인 이벤트 기반 노력은 중대한 

순간에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둘러싼 압력을 더욱 가중

시켰다. 이러한 효과를 인정받아, 월워스는 『포린 폴리

시』지에 의해 "핵의 파괴적인 힘에 관객들을 몰입시킨 

것"으로 올해의 100대 글로벌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

정되었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흔적들>의 니아리 니아리 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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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안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였다. 그것

은 <관리인 The Caretaker>과 <시장 The Mayor> 등 

몇 개의 주요 단편들을 이용해 방문객들이 사진, 타임라

인, 이야기 수집 부스를 보여주는 여행  전시회처럼 온

라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라이브 이벤트는 관객들이 온라인 또는 맞춤형 엽서에 

그들의 개인적인 이민자 이야기와 관련된 짧은 일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그 이야기들은 라이브 

벽화에 수집되고 그려졌다. 관객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라이브 예술 작품에 실시간으로 추가되는 것

을 볼 수 있었고, 라이브 이벤트가 끝날 때쯤, 그 공동체

의 집단 이야기는 종종 12피트 이상의 폭을 가진 완성된 

벽화에 표현되었다. 모두 합쳐서, 이 단편들은 1,000개 

이상의 기여로 이어져, 온라인 스토리텔링 플랫폼의 사

용자들이 만들고 공유한 강력한 이민자 이야기가 되었

다.

콜롬비아의 <9.70> 팀은 유튜브 비디오를 사용하여 주

류 언론의 블랙아웃에 대응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보 캠

페인으로부터 그들의 작업을 방어했다. 영화제작자 빅

토리아 솔라노는 유튜버가 되었고, 정기적으로 질의응

답 비디오를 포스팅하면서 영화를 팔로잉하는 팬들에게 

그 입법 행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이 비디오들

을 폭넓게 트윗하고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 그리

고 여기를 보라. 이런 식으로, 짧은 유튜브 동영상과 그

들의 영화는 불법적인 법에 대항하도록 농부들에게 알

리고, 교육하고,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면서, 

영화제작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기로 결심한 정부당국

에 대항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영감을 주었기를 바란다 - 이제 영화 자

금조달 및 배급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다.

빅토리아 솔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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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들> VR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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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형 기술, 지속 가능성, 형평성 및 트렌드에 초점을 맞춘 

발간물 『이머스』를 구독하여 트렌드를 계속 확인할 것을 추천

한다.

www.immerse.news

파고들기

VR에 관심이 있는가? VR을 관객들에게 더 접근 가능하고 

제작자들에게 더 경제적이 되도록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 중

이다.

더 읽을거리

5.3

이벤트 기반 참여를 포함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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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펀딩 및 배급

단편 다큐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장편을 작업하는 

대다수의 독립 영화제작자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의 맥락 속

에서 벌어지고 있다. 단편 펀딩과 배급에 대한 질문은 분명 아직도 답하기 어려운 난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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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의 앨리스 퀸랜은 이 점을 강조한다:

영화제작자 마이클 프레모는 한층 더 강력하게 말한다:

단편을 위한 펀딩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부 영화제작자들은 단편을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장

편과 시리즈에 대한 콘셉트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서 가

치를 발견한다. 한 연구에서 조사한 단편 영화제작자들

의 76%는 짧게 만드는 데 있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편영

화는 큰 재정적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능성

을 보고 시험해 보는 것은 장편영화를 진행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영화제작자들은 이름 없는 숏폼 작업에 대

한 비즈니스 모델과 그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

해 우려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러한 불안감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쇼트 오브 더 위크 영화제

많은 단편 영화제작자들은 전혀 펀딩이 없는 채

로, 또는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펀딩 없이 프로

젝트를 시작한다. 간혹 자금지원자들은 짧은 영

화에 대해 더 적은 보조금을 줄 것이다. 짧기 때

문에 적게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더 짧은 작품

을 편집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

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구축하

고 필요한 영상을 확보하는 데는 동일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 

“ 

지난해의 교훈 중 하나: 단편의 경우에도 고품질의 

자원(즉, 토론 가이드 또는 수업 계획)을 생산하는 데

는 장편만큼이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비록 영화

제작자가 단기간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지라도, 비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분야를 과소평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형평성과 정의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한

다면, 우리는 (즉, 상품 중심 소비자 자본주의의 틀에

서가 아니라) 공정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구축해야 

한다. 개발/테스트/반복을 지원하는 파이낸싱 모델

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임팩트”에 전념한다면, 우

리는 글로벌 실천 공동체로서 변화의 복잡한 본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또한 영화 촬영 과정에

서 사람, 시나리오, 이야기가 진화하는 방식의 복잡한 

본성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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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상황이 더 밝아 보이지만, 국립 영화 단체들

은 단편에 대해 혼재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영국문화원 

단편 지원제도는 단편 영화제작자들에게 여행과 숙박이 

보장되지 않는 정책을 가진 영화제를 바로잡기 위해, 영

국에 기반을 둔 단편영화 제작자들이 48개의 주요 영화

제로 여행하는 것을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영화협

회는, 단편이 신진 영화제작자들의 재능 사다리의 필수

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위한 텔레비전 

방송의 슬롯이 사라진 후 여기에 다시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NGO가 단일 또는 일련의 단편에 자금을 지원

하는 것을 보아왔다. ACLU와 리틀 바이 리틀 필름스가 

선보인, 다레샤 키, 캐리 크로넨웨트, 린지 드라이든, 셰

일리스 하스가 연출한 <트랜스 인 아메리카 Trans In 

America>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보라. 차별을 경험한 

세 명의 인상 깊은 인물과 가족들의 강렬한 초상화를 제

공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임팩트에 대해 시청

자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때때로 기업 스폰서가 영화 뒤에 붙는다. 사진작가 벤 문

이 암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그의 개 데날리의 관계

를 기록한 벤 나이트의 영화 <데날리 Denali>는 파타고

니아의 후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자금 마련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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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단편 제작자는 한 편

에 12,500달러를 지출하며, 숨겨진 비용을 고려했을 때 

34,00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영화제작자들은 영화제 수상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는 소득 흐름으로서 이를 제한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쇼트 오

브 더 위크 영화제작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화제작자

들은 영화제 출품에만 평균 1,537달러를 지출했다 (평균 

51회 출품).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재단 펀딩들이 있다. 플레질링 

Fledgling은 빠른 응답형 숏폼 콘텐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이야기 전개 펀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분명 예산은 단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들

은 예산이 더 적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이 영화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한편 트라이베카는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영화제작자들에게 금전적 보조금을 수여하고 연

중 내내 배급 멘토링을 제공하는 새로운 영화제작 이니

셔티브인 '이프/덴 쇼츠'를 시작했다. 그리고 독소사이어

티는 미국에서의 조직적인 노력에 단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깨닫고 굿피치로컬을 설립했다. 이는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지역적 노력에 

숏폼 영화를 통합한다.

https://www.aclu.org/issues/lgbt-rights/transgender-rights/trans-america
http://film.britishcouncil.org/on-going-projects/shorts
https://goodpitch.org/about/#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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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저 단편을 만드는 영화제작자들에 대한 공정

한 보상을 탐문할 것이 아니라, 누가 영화를 통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영화제작자들과 그

들의 파트너들이 정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이슈다.

이는 모든 영화제작자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예산이 더 

적은 단편들에 고조되며, 개입하는 자금지원자는 더 적고 

프로젝트를 통제할 기회는 더 많다.

누가 지불하고, 누가 통제하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단편 영화가 광고 지원 스트리밍 모델

에 속할 수도 있고, 만일 영화가 묻히지 않는다면 영화

제작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영화를 무

기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스트리밍할 권리

를 구입하는 플랫폼들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플랫폼이

나 다른 배급사, 특히 저널리즘 업체의 경우, 단편 영화

를 직접 의뢰하고 바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로는 POV, 필드 오브 비전, 토픽, 퀴비, 콘코르

디아, 그레이트 빅 스토리 및 가디언이 있으며, 이들 모

두는 어느 정도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 Transgender, at War and 

in Love>는 뉴욕타임스 옵닥스 시리즈가 의뢰했다. 영

화제작자 피오나 도슨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법안의 

폐지 이후 여전히 금지되었던 트랜스젠더 군 요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트랜스젠더 문제

는 뉴스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뉴욕타임스는 미군

들을 취재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

들은 피오나를 데려왔고 감독 가브리엘 실버맨, 프로듀

서 제이미 코플린과 함께 팀을 이루게 해서 단 몇 주 만

에 이 영화를 함께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다음 섹션에서 볼 수 있다.)

레이첼 리어스의 단편 <베이커리를 점거하라>의 경우

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와 그녀의 파트너 로빈 블로닉은 

굿피치 이벤트에서 뉴욕타임스를 만났고, 그것을 옵닥

스 시리즈에 싣도록 작은 예산을 받았다. 이 영화는 그 

주에 노동계와 법조계 내에서 입소문을 탔고, 그들이 알

지 못했던 노동계 변호사들이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단편은 그 핵심 관객들 사이에 영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것은 임팩트에 대

한 중요한 공헌이었다.

지금까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장편에 자

금을 주었던 더 많은 자금지원자들이 단편에 더 많은 관

심을 보이고 있는데, 단편이 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더 빨리 나와서 임팩트를 가속화한다고 인식하기 때문

이다. 이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찰해야 

할 것을 남겨둔다.

내가 <워터 워리어스>에 착수

했을 때 - 그때까지 나의 로드맵은 

장편 영화였다 - 나는 규칙이 무엇

인지 전혀 몰랐다. 모든 사람들이 

단편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

” 
마이클 프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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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모델이 등장

했다:

이 세 가지 모델 모두가 임팩트를 갖고 훌륭한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프로젝

트의 목표에 대한 공유된 비전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편집 통제, 임팩트 전략 및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

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액티브 보이스 '프렌업스'를 돌아보는 것이 관계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1.

2.

3.

영화제작자는 영화를 소유하고 통제하며 파트

너와 임팩트 계획에 협력한다.

영화제작자가 완수하는 영화를 파트너들이 소

유하고 관리한다.

영화제작자와 파트너가 협업하고 통제권과 소

유권을 공유한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좋은 인맥, 관계, 경험을 가진 영화제작자들조차 단편

에 대한 배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플

레질링에서는 그 점을 우려하고 있다." 플레질링 펀드

에서 '빠른 이야기 전개 펀드'의 출범을 도운 셰일라 레

디는 말한다. "그 이름이 암시하듯, 우리 펀드는 신속한 

전개를 강조한다. 영화 팀은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도달

할 방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익숙하게 들리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배급은 종종 

임팩트를 위한 단편의 경우 가장 큰 숙제다. 그렇다면 

영화 팀은 무엇을 해야 할까?

임팩트 배급

“확고하고 존경받는 업체와 거래를 체결하고 이를 이

용하여 다음 순간을 향한 추진력을 쌓아라.” 이는 그런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거나 뉴스 업체의 의뢰를 받은 영

화제작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재능 있

는 영화제작자들보다 확고한 업체가 훨씬 적다. 게다가, 

그러한 거래를 성사시킨다고 해서 임팩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타깃 관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곳에서 영화를 첫 상

영하고, 이를 이용해 다음 순간을 향한 추진력을 쌓아

라.” 때때로 단편영화 배급은 영화제, 최초상영 (보통 온

라인), 공동체 아웃리치 및 참여 등의 경우 상당히 전통

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당신의 팀이 그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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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숏폼 배급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로 그것은 

위의 것들의 조합이다. 때로 그것은 위의 어떤 것도 아

니다. 예를 들어, 장편 영화에서 각색된 단편이 장편 캠

페인의 공동체 홍보 및 참여 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일은 흔하다. (조심하라: 때로는 캠페인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사실, 당신의 영화에 적합한 것은 임팩트 전략 (타깃 관

객 및 참여 요구 포함), 경제적 및 기타 우선순위, 그리고 

당신에게 열려 있는 배급 경로를 고려하는 것이다. 기회

가 있을 것이다. 균형이 있을 것이다.

력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도 효과

적일 수 있다.

“최대한 많은 장소들에, 한꺼번에 영화를 가져가라.” 

이 전략은 영화를 멀리 그리고 넓게 퍼뜨려서 집중력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특히 강력한 온라인 및 오

프라인 파트너십에 의해 북돋워질 경우에도 잘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 조항이 있는 몇몇 영화제에서는 단

점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

라, 그것은 또한 그 영화를 공짜로 주는 것을 의미할 수

도 있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파트너와 자금지원자들이 이

를 이해하도록 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임팩트를 주시

해야 한다.

영화제는 단편을 보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영화제작자들은 종종 프로젝트 배급 또는 임팩트 캠페

인에 대한 잠재적 자금 지원자와 참여 파트너의 관심을 

얻기 위해 프로젝트를 사용한다. 단편 프로그램이 있는 

멋진 영화제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쇼트 오브 더 위

크'의 좋은 사람들이 만든 다음 목록을 인용한다. 2019

년 초에 출판되었을 당시 정확한 정보였다.

하지만 이미 영화제 참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

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것이 결국 균형을 이루지 못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직

접 참석할 계획이 있는 영화제에 접수하는 것이다. 그리

고 만약 당신이 특정한 타깃 관객들을 영화제 상영에 끌

어들이고 싶다면, 그들을 거기에 데려오기 위해 일을 해

야 한다. 또한 토론 시간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을 명심하라. 영화나 임팩트 캠페인과 관련이 있거나 없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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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플랫폼이 많이 있다. 나우니스 Nowness

에서 데이즈드 Dazed까지, AJ쇼츠 AJ Shorts에서 바

이스 Vice까지, 오믈레토 Omeleto에서 CBC 숏닥스 

CBC Short Docs까지, 그리고 온라인 시사회 등은 분명 

검토할 가치가 있다. 특히 장래의 디지털 판권 보유자가 

조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작업할 거라면 더욱 그렇다. 또

는 그들이 프로젝트에 마케팅 예산을 배정한다면? 만일 

아니라면, 당신은 조건을 다른 비독점적 옵션 및 장래의 

도달 범위와 비교해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우선순위가 

특정 관객에게 도달하는 것이라면, 당신 스스로 더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파트너들과 함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면 행사에서도 상영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리

고 파생상품 권리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들이 포함될 것인가? 왜냐하면 시리즈물이나 더 긴 

영화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라면, 

그런 조건들을 미리 논의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비메오의 프리미엄 이니셔티브인 스태프 픽 프리미어 

온라인

을 수도 있는 다른 단편 영화와 스포트라이트를 공유할 

수도 있다. 그러니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라. 그렇지 않으

면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Staff Pick Premieres를 예로 들어 보자. 그것은 자신

의 영화를 비메오에서 첫 상영하는 데 동의하는 영화

제작자들을 선택해 10만 이상의 조회수와 다른 이점들

(예: 배치, 편집, 소셜 미디어 프로모션)을 보장한다. 그

러나 참가자들은 1년 동안 자신의 비메오 계정을 통해 

작품을 직접 업로드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처음 30일

은 비메오에만 해야 한다(하지만 다른 사이트에 비메오

가 포함된 링크는 괜찮고, 대면 이벤트, 영화제, 텔레비

전 거래, 심지어 SVOD도 괜찮다). 오스카 시상식 출품 

자격이 있는 영화제에서 상영했다면 심사료는 무료다 - 

하지만 그들은 라이센싱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더 가치있을까? 독점적인 영화제 프리미어, 

또는 중요하고 엄선된 소수로부터 조회를 얻어내는 온

라인 플랫폼, 또는 많은 공간들에서 수천 건의 조회 가

능성? 당신의 팀만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

한 교훈은 많은 질문을 하고, 선택지를 재고, 그리고 무

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다. 배급을 위한 공간이 여전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급사는 상당히 유연하다. 특히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유가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

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배급하고 있다

면, 비메오의 큐레이터인 제프리 바워스와 이나 피라는 

영화제작자들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아주 잘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들은 
모든 이들에게 도달해 그들의 
영화를 “좋아”하거나 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는 일은 
그다지 잘 못한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제프리 바워스 

시니어 큐레이터, 비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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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영화가 발견되도록 설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을 제안한다.

어떤 것을 간단히 준비를 해야 하는가?

-

-

-

-

-

-

-

연락하고자 하는 관객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그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공간에 당신의 

단편을 선보여야 한다.

미리 보기와 좋은 로그라인이 중요하다.

자막은, 당신의 영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작품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자막이 

있다는 것을 로그라인에서 분명히 밝혀라.

모든 소셜 미디어 채널에 동영상을 연결하라. 다른 사

용자가 쉽게 도와줄 수 있다.

가능한 한 많은 플랫폼과 공간에서 영화를 가동하고 

꺼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

온라인 영화 공개에서 최선의 실천이라면, 첫 주가 가

장 중요하다 - 첫 주에 영화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

록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언론 및 파트너 조직에 연락하라.

<이것은 쿠데타 This is a Coup>를 예로 들어보자. 필드 

오브 비전과 독소사이어티(이전 명칭: BritDOC)는 2015

년 그리스의 부채 위기에 관한 이 시리즈를 위해 폴 메

이슨의 칼리시아 필름스와 제휴했다. 그들의 목표는 주

요 영토(그리스, 스페인, 영국, 미국, 독일)에 걸쳐 새로

운 민주 좌파 운동을 전개하는 데 이 시리즈를 사용하

고, 부채 탕감을 위한 주빌리 캠페인 관련 대화에 활기

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강력한 온라인 공

개를 필요로 했다.

이 팀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계획이 있었다. 네 가지 

언어로 된 언론 아웃리치; 인플루언서 선별과 선구적 이

론가 참여; 인플루언서 매핑에 따른 200개 이상의 인

플루언서에 대한 아웃리치; 수십 개의 선물 및 다른 자

산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

는 소셜 캘린더. 그들의 언론 전략은 또한 타깃 관객이 

소비한 미디어를 기반으로 언론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소셜 매핑도 포함했으며, 영화 팀은 이 에피소드에 가장 

수용적일 만한 관객에 대한 미디어 참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었다. 이는 다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영화를 공

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도달 범위를 증폭

시켰다. 그 팀은 전체 에피소드의 50% 또는 그 이상에 

대해 486,000건이 넘는 조회수 그리고 트위터에 1천만 

건이 넘는 노출로 그들의 온라인 타깃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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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추진력을 받는 곳이 어디든, 이를 이용해 더 

많은 추진력을 쌓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라. 레이첼 리

어스와 로빈 블로트닉과 같은 영화제작자들은 노동권

과 이민자 권리 공동체 내 그들의 핵심 관객들 사이에

서 장편에 대한 소문을 내기 위해 단편 <베이커리를 점

거하라>를 활용했다. 이들은 2013년 후반에 예고편이 

포스팅된 ‘업워디’와 2014년 주요 영화제 상영(예: Full 

Frame, AFI Docs, DOCNYC)을 통해 이를 지속할 수 있

었다. 그들은 또 2015년에 성공적인 킥스타터의 토대를 

마련해, 제한된 극장 개봉과 전국 풀뿌리 상영 투어에 

자금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냥 입소문이 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당신이 원하는 관객 앞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레이첼 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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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뉴욕단편국제영화제에서 선정

된 영화들을 선보인다.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다이렉

트 프로그램은 트라이베카 같은 인기 영화제나 테이스

트메이드, 머시니마, 컬리지휴머와 같은 발행처에서 골

라 모은 100개 이상의 단편 영화를 제공한다. AMC 디

지털은 선댄스와 협력한다. 판도르는 또 다른 것으로, 

잘 알려진 영화제에서 가져온 대부분 5분 미만의 영화

를 상영하는 단편 영화 채널을 제공한다. 우리는 앞으

로 이런 협력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AVOD를 포함한 주문형 거래는 프로덕션 또는 캠페인

에서 일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다시 한 번: 특정 윈도우나 공간에서만 공개하도

록 제한하는 독점 조항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주의 깊

게 읽어보라. 서명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를 따져보

았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임팩트 캠페인의 목표 타깃 관객은 유료화의 장

벽을 넘어서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

화를 봐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할인 코드

를 만드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방송 채널에서 단편 영화를 방영하는 것은 주류 관객들

에게 인기를 끌 수 있다. 이것은 아웃리치와 참여에 초

점을 맞추고, 온라인에서 화제성과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이며,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는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정보를 노출시키거나, 또는 

대중에게 어떤 이슈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화 캠페인에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편은 TV에서 운이 뒤섞인다. 여러 가닥들이 오

고 갔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는 알자지라의 위트

니스인데, 이는 온라인과 TV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전세

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편영화 전용 HD 채널인 쇼츠TV와 같

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있다. 또한 단편만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리즈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숏폼영화제

는 1400만 영국 가정에 단편들을 선보이는 TV 프로그

램이며, 곧 아시아와 호주의 시장에 도달할 예정이다.

POV는 2018년 말에 첫 방영된 미국의 공영 방송 TV 시

리즈 'POV 쇼츠'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목표는 단편들이 

방영되고 확장되어 우리의 규범과 유산의 일부로서 본거

지를 가질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앨리스 퀸랜

은 말한다. "우리는 단편을 더 잘 소개될 필요가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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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이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품들의 선봉대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극장도 있다. 무슨 소리냐고? 글쎄, 사실이다. 여

전히 제한적이지만, 영화제가 아닌 상황에서 극장에서 

단편들에 주어지는 기회는 늘어나고 있다. 네온은 단편

영화를 모든 극장 개봉에 결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리고 또다른 한 배급사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는 소문이 있다. 이는 아직 걸음마 단계의 동향일지 모

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

보다시피, 영화를 상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

고,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전략은 없다. 계약에 서명하

거나 아무 계약도 서명하지 않는 것; 에너지를 온라인에 

집중하거나 오프라인에 집중하거나... 이 장의 앞부분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은 우선순위와 당신의 

임팩트 역학에 따라 달라진다.

간신히 배급망을 확보하고 나서도 관객의 콘텐츠 참여가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 여전히 열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임팩트 역학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

리고 비록 생각을 바꾸는 것일지라도) 관객을 참여의 사

다리로 올려보낼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들은 당신의 영화를 경험했고 감동받았고 그것을 통해 

배웠다. 자 이제는? 당신의 계획은 영화를 본 후 관객을 

가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이미 언급한 독특한 종류의 파트너십에 대

해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

편에 있어 점점 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저널리즘 

파트너십이다. 

오늘날, 단편 영화는 

생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형식에 유리한 상영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아직 아니라면, 곧 균형이 

깨질지도 모른다.

“

” 
신시아 펠란도

디스커버링 쇼트 필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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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2.bfi.org.uk/news-opinion/sight-sound-magazine/comment/festivals/new-chance-short-documentaries
https://www.indiewire.com/2017/04/neon-launches-short-film-division-colossal-anne-hathaway-12018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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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2.bfi.org.uk/news-opinion/sight-sound-magazine/
comment/festivals/new-chance-short-documentaries

shortoftheweek.com/news/list-of-festivals-and-online-
eligibility/

shortof theweek.com/news/be-everywhere-a l l -
at-once/?utm_source=Email+Subscribers&utm_ 
campaign=60f2184836-MAILCHIMP_WEEKLY_
NEWLETTER&utm_medium=email&utm_term=0_
bf235fe23b-60f2184836-92937693

cjr.org/watchdog/media-capture.php

파고들기

돈을 뿌려라: 단편 다큐멘터리를 위한 새로운 기회? 

Make it rain: a new chance for short documentaries?

쇼트 오브 더 위크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만든 이 편리한 '영

화제 및 온라인 자격 목록'을 확인해 보라.

이 후자의 전략이 궁금하다면?

생각할 거리 

Food for thought 

더 읽을거리

5.4

누가 지불하고, 누가 통제하는가? 영화제임팩트 배급

CRJ의 이 기사는 정당과 기업이 어떻게 협력해서 언론이 호의

적인 보도를 하도록 미묘하게 혹은 대담하게 압력을 가하는지 

탐구한다.

단편 영화제작자의 배급 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앤드류 S 알렌과 팀의 이 편리한 설명자료인 ‘모든 곳에 즉시: 

영화제, 온라인 및 단편 영화 릴리스에 대한 궁극의 가이드’를 

참조하라. 그것은 오늘날 영화를 개봉할 때 무엇이 효과가 있

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명의 성공한 

영화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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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rtoftheweek.com/news/be-everywhere-all-at-once/?utm_source=Email+Subscribers&utm_ campaign=60f2184836-MAILCHIMP_WEEKLY_NEWLETTER&utm_medium=email&utm_term=0_bf235fe23b-60f2184836-92937693
https://www.cjr.org/watchdog/media-captur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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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롭고 강력한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저널리즘 파트너십이 출현하는 것 같다. 

영화제작자와 언론인들이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 단편 영화 섹션에 추가되는 디

지털 뉴스 플랫폼 중 일부는 사내에서 제작되고 일부는 외부에 의뢰된다. 『이코노미

스트 The Economist』에서 『더 네이션 The Nation』, 『가디언 The Guardian』에서 

『뉴욕타임스 The New York Times』에 이르기까지.

https://www.nytimes.com/video/op-docs
https://www.theguardian.com/film/short-films
https://www.thenation.com/subject/film/
https://films.economist.com/
https://films.econom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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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인들은 인쇄물뿐 아니라 더불어 영화

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데서 가치를 찾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임팩트에 대해 생각하고 있

고 (해법 저널리즘의 트렌드에 지나지 않지만), 

신뢰가 낮은 이 순간에, 관객들과 직접적인 관계

를 구축하는 것은 언론인들이 신념을 회복하려

고 노력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교집합들은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들

이 저널리즘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

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영역이다. 예를 들어, 저널리즘 

파트너십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정확성과 공정성의 기

준이 필수적이며 영화제작자들은 시적 허용에 그다지 

많이 의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저널리즘 기교의 원칙, 가치, 의무의 개요를 서술해놓은 

미디어와 전문가 집단들이 만든 수백 개의 행동 강령, 

헌장, 성명들이 있다. 대부분은 다음 5가지 공통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언론인이 항상 진실만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바

로 잡는 것이 언론학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항상 정

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관련 팩트를 

알려주고, 팩트가 체크되었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가 

정보를 확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한다.

언론인들은 독립적인 목소리여야 한다. 우리는 공식적

이든 비공식적이든, 정치적, 기업적, 문화적으로 특수한 

이해관계를 대변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해관

계가 상충될 수 있는 정치적 제휴, 재정 마련 또는 기타 

많은 뉴스 팀이 공동체 참여와 평가 수업/자기 성찰을 

그들의 모델에 통합하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뉴스 

산업의 생존과 관련성은 주로 뉴스룸이 봉사하는 사람

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주

장한다.

일부 뉴스룸은 또한 여론의 지지를 피하면서도 임팩

트에 대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CNN 기관은 독자가 조직이나 노력에 "개입"하거나 "기

부"할 수 있는 임팩트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마샬 프로

젝트 The Marshall Project 는 또 다른 예이다. 그것은 

미국 형사 사법 제도에 명백히 초점을 맞추고 미국 형사 

사법의 상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확대하

려는 명백한 목표를 가진 비당파적이고 비영리적인 뉴스 

조직이다.

창의적 결과

1. 진실과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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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이야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모든 

작품에서 모든 면을 보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야기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맥락을 더해야 한다. 객관성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항상 바람직한 것(예: 잔혹함

이나 비인간성)은 아닐 수도 있지만, 공정한 보고가 신

뢰와 신념을 쌓는다.

전문성과 책임 있는 저널리즘의 분명한 표식은 우리 자

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잘못을 저

지를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고 우리의 후회 표

현은 냉소적이 아니라 진실해야 한다. 우리는 시청자의 

관심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독자들이 쓰거나 말하는 

것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불공평할 때는 언

제나 개선책을 제공할 것이다.

언론인들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발행하거나 

방송하는 것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과 이미

지가 타인의 삶에 미치는 임팩트를 인식해야 한다.

3. 공정성과 공명정대

5.책임

4. 휴머니티

개인 정보에 대해 편집자 또는 관객에게 선언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책임 있는 저널리즘 Accoun-

tableJournalism.org 웹사이트는 글로벌 미디어 윤리 

및 규제 시스템에 대한 자료로 개발되었으며, 윤리적인 

보고와 혐오 발언 대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일부 단편의 더 빠른 회전 시간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일부 장편과 비교할 때) 임팩트, 윤리 및 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측면에서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

하기도 한다. 이는 공동체 및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와 신뢰를 구축할 시간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명성과 명확한 의사소통은 필수적이게 되며, 당신의 

배급 계획에 대해 영화 출연자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

도 좋은 생각이다.

또한 해당 문제와 요구를 이해하는, 임팩트를 받는 공동

체들이나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임팩트 목표, 해법 

및 재현에 대해 검토할 시간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피드백과 의견은 캠페인을 벌이거

나 중단할 수 있다.

때때로 그것은 위험요소를 성찰할 많은 시간이 있기 전

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뜻한다. 때때로 그것은 필요한 

위험이지만, 계산된 위험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성

들을 고려할 시간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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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의 위험성이 높을 때, 그것은 영화제작자들에

게도 높다. 안전+보안 체크리스트를 아직 다운로드하

지 않았다면 지금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다: Safeand

Secure.film. 또한 위트니스 Witness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라: www.library.witness.

org. 이 두 가지 모두 임팩트 지향적인 영화 팀으로서 당

신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및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1 왜 단편인가?

5.2 기본 사항

5.3 임팩트 실현

5.4 임팩트 펀딩 및 배급

5.5 저널리즘 파트너십

5.6 평가적 접근 방식 채택

5.7 사례 연구

https://library.witness.org/
https://safeandsecure.film/


임팩트 라이브러리임팩트 측정단편 제작과 활용임팩트 배급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들어가는 글

5.1 왜 단편인가?

5.2 기본 사항

5.3 임팩트 실현

5.4 임팩트 펀딩 및 배급

5.5 저널리즘 파트너십

5.6 평가적 접근 방식 채택

5.7 사례 연구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평가적 접근 방식 채택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영화 팀은 작업을 하면서 정보와 피드

백을 수집하여 접근 방식을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영화 또는 

구성 요소, 목표, 디자인은 진행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는 반드시 

단순히 결과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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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영화를 보여주었나? 

[의도/목표 추적]

그것이 유용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영화의 강점과 결과]

그들은 응답을 통해 상영회 주최자의 목적(목표)을 추적

하고 영화에서 어떤 강점을 보았는지를 이해했다. 그들

은 또한 그들의 가정을 테스트하고 다양한 공동체와의 

메시지에 대한 피드백을 모으기 위해 이 상영회를 이용

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은 그들이 올바른 궤도에 있는지 확인

하고 학습하도록 했다. 그들은 공동체들이 자신이 원하

는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할 수 있었다. 

이는 그 팀에 중요한 참여적 접근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서 포착한 공동체가 직

접적인 행동 봉쇄를 하는 강렬함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워터 워리어스> 팀은 그들의 캠페인에 대해 

평가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임팩트를 추적하기 

위해 각 상영 파트너로부터 두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그 과정을 통해, 그 프로젝트는 진화했고, 결국 지역 그

룹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아직 조직자들과 연결

되지 않은 새로운 거주자들에게 그들 작업의 도달 범위

를 넓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6장에서 평가 접근법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다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캠페인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임팩트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의 임팩트 가능성을 극대

화하기 위해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일부 단편의 임팩트 캠페인은 과도기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단편의 고유한 기여를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한 더 도전적일 수 있다. 즉, 단

편이 다른 미디어 및 스토리 기반 구성요소와 함께 더 

큰 캠페인과 연결될 때, 어떤 임팩트를 측정하는가: 단

편인가, 캠페인인가? 

<산호초를 따라서>를 예로 들어보자. 업워디가 선보인 

장편 영화의 4분짜리 짧은 버전은 거의 9십만 회 조회

되었다.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에 이르는 며칠 동안 공개된 이 영화는 기후 협상을 둘

러싼 에너지 폭발을 제공했고 무엇이 위태로운지를 긴

급히 상기시켜 주었다. 게다가 장편 영화의 마지막 부분

혼동 추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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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드러난 전체 타임랩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기후 변화

에 대한 이 강력한 시각적 증거를 조직과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캠페인과 

영화의 생명력의 서로 다른 순간에 장편이 했던 역할이 

뚜렷하게 기여한 바다. 상영회 주최자들은 또한 영화의 

글로벌한 이야기를 지역 이슈와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영화 전에 단편을 공유했다. 옹호 단체들은 그들 캠페인

의 우선순위를 건드리는 지역적으로 제작된 단편을 공

유했고,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보

여주는 단편 영화를 공유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짧은 

영화들은 관객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그 단편들은 <산호초를 따라서>와 협력해 일했다. 그것

들의 기여는 뚜렷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계획이 아니거나 단순히 

프로젝트에 대단히 중요한 응답을 이해하려는 경우, 상

이한 프로젝트 구성요소가 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

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덜 문제가 된다. 따라서 평

가 대상과 이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 계획을 

수립하라.

종종, 단편은 온라인에 매우 쉽게 배급되기 때문에 온라

인/디지털 도달범위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쉬워진다. 그

러나 이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한 프로젝트의 주요 임팩

측정 불일치

트 역학과 불일치를 이루기도 한다. 다시 말해, 주요 임

팩트 역학이 생각을 바꾸고 인식을 높이는 일부 프로젝

트에서는 도달범위 측정, 디지털 참여 및 상호 작용이 임

팩트의 가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임팩

트 역학이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운 관계를 육성하는 

것이라면, 상호 작용과 참여의 질과 지속가능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주요 임팩트 역학이 정책 변화인 경우, 

도달범위는 당신의 관객과 그들이 단편을 통해 정책 입

안자에게 가한 압력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

우에만 문제가 된다.

영화 <비룽가>는 석유 탐사를 통해 비룽가 국립공원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던 영국의 석유회사 소코 인터

내셔널의 활동을 재조명하는 하나의 폭로였다. 그 팀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원천으로서 공원의 중요성과 그

것이 직면한 실존적 위협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

키기 위해 이 이야기를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폭넓은 

관람이 관건이었다. 따라서 관객수는 이 맥락에서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이 팀은 또한 <비룽가 예투 Virunga 

Yetu>라고 불리는 일련의 단편을 제작했다. 이 시리즈

는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 마을 사람들을 참

여시키고 공원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려는 그들의 욕망을 

증진시키고, 채굴보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로 그들의 가

치를 변동시키는 것이었다. 이처럼, 온라인 조회는 타깃 

관객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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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었

던 것은 리액션의 수준이었다.

또한 임팩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아는 것

도 매우 가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콩고에서 성폭력 사

건을 다룬 이프프로덕션의 영화를 들 수 있다.

비록 영화 팀이 이동형 모바일 시네마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영화 <침묵에 맞서다>로 콩고에서 2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이

상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숫자를 추적하기를 멈췄다), 

영화제작자들은 그들의 작품이 이 문제에 미치는 임팩

트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말하기를 꺼렸다. 이는 영화

를 이용하는 지역 조직들이 다양한 작품들에 대해 관객

들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영화와 워크숍 외에도, 콩고에서는 이 특수한 문

제를 둘러싼 다른 기관들의 너무 많은 활동이 있어서 어

떤 활동이 무엇을 했는지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세 반 벨젠은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의 힘'과 그

것이 남긴 임팩트를 확인했다. 그것은 대화를 시작하고 

금기를 돌파한다. 평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던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 본 사람들을 직접 언급하면

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겸허한 임팩트

임팩트는 또한 그들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처

음부터 끝까지 책임감과 안전을 염두에 두고 수행된다

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는 영화 제작 과정에 지역 사회

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섹션 5.3의 앞부분에

서 설명됨). 그리고 그것은 상영과 관련된 기관, 사회복

지사, 그리고 구호 요원들과 함께 상영이 끝난 후 관객

들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트라우마 지원이나 기타 지원 

제공 등 안전망을 갖춘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세는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고 강조한다.

여행을 끝내는 것은 

좋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여행이다.

가끔은 평가를 예산서에 
넣는 것이 어렵지만, 
이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일과 해당 분야를 
전반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 어슐러 K. 르 귄 일세 & 펨케 반 벨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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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에는 임팩트 전략의 일환으로 단편, 인터랙티브 또는 VR 프로젝트를 전

개한 롱폼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수많은 임팩트 사례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섹션

에서는 전략적인 전용 임팩트 전략을 가지고 단편으로 제작된 영화의 사례 연구를 

미리 살펴본다. 당신의 생각을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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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푸 프로젝트>: 

목소리 높이기

'키푸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페루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강제로 불임시술을 받은 여성들을 참여시키

고, 연결하고, 동원해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키푸 팀은 전세계 관객을 

위해 그들의 증언을 증폭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페루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하

는 것을 돕고 또한 이러한 정책의 차별적 성격을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페루의 도시 엘리트들을 포함하여, 이 

여성들에 대한 더 큰 지지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했다.

페루의 억압적인 성격과 여성들의 경험과 이야기의 민

감한 성격을 고려하여, 키푸 팀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

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들의 동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 또 음성으로 더빙하기 보다

는 자막으로 증언하는 것, 온라인에 있는 마을과 환경

의 움직이는 이미지 등 증언의 풍부하고 강력한 성격을 

보존할 수 있도록 창의적 선택을 했다. 그 결과는 책임

감 있는 방식으로 수집되고 다큐멘터리 및 온라인 형식

으로 제시되어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끄는 데 도

움이 된 일련의 강력한 증언이 나왔다.

연구팀은 페루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리마에서

<키푸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

<워터 워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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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은 사람들이 불임시술에 대한 국가 정책이 차별적

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래서, 그 팀은 여성들이 이런 경험을 한 지방에서의 상

영과 웹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참여 전략을 개발했다. 그

들은 그들의 대의에 대한 공감을 쌓기를 원했다. 

이 배급 전략은 웹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 

그리고 다음의 많은 국제 매체의 이슈로 이어졌다: 가

디언, 뉴욕타임스, 인디펜던트, 스크롤 인디아, 와이어

드, BBC 월드 서비스, TV 페루 노티시아스, 라 레푸블

리카, 더 컨버세이션, 라틴 코리스폰던트, 뉴 인터내셔

널리스트, 엘 파이스, 뉴 스테이츠먼 등등.

가시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방문자들이 웹사이트

를 찾게 되었고 인도나 체코 같은 다른 나라에서 강제 

불임시술에 대해 작업하고 있는 다른 조직들과 제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문제

를 둘러싼 더 큰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구축할 수 있었

다. 영화에 출연한 에스페란자 후아야마 아귀레는 페루

에서 유명한 인권운동가가 되었고, 페드로 파블로 쿠친

스키 전 페루 대통령을 만났으며 이들의 사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영국 의회를 방문하고, 그들의 고충

에 대한 인식을 로비하기 위해 로이터, 엘 파이스, 바이

스 등 국내외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키푸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

<워터 워리어스>

다른 사례 연구들:

그들이 받은 연대는 그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 자신

의 지역 사회나 가족 밖에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

음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경험이 어떻게 더 넓은 패턴의 

일부인지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정

의를 찾기 위해 힘을 합치도록 격려했다고 보고했다.

페루의 인권 단체들은 그들의 법률 및 지지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키푸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토

대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그들의 의지에 반해' 

캠페인은 1990년대 말 정부 의사들에 의해 강제적으

로 불임시술을 받았을지 모를 수많은 안데스 여성들을 

추적하도록 올란타 후말라 전 페루 대통령을 압박하고, 

보상을 위한 첫 단계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산아 제한 프로그램의 잠재적 피해자들의 목록을 만들

기 위해 이 아카이브를 이용해 왔다. 또한 '강제 불임시

술로 영향을 받은 여성 협회(AMAEF-C)'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강제 불임시술을 받은 1,300명 이

상의 여성을 대변해온 15년 된 단체로, 협회에 관심을 

가지는 여성의 수는 더 늘어났으며, 그들 단체가 국내

외적으로 더 인정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페루에서 있었던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게이코 

후지모리(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딸)가 출마했다가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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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선거 운동 내내, 그녀는 아버지의 불임시술 프로

그램으로 인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그

녀의 성공은 분명 그 여성들의 노력을 좌절시켰을 것이

다. 키푸 프로젝트가 그녀의 선거 캠페인에 미친 임팩트

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방법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형태와 강령으로 표현된 여성 단체들의 정의를 위한 싸

움이 전국적으로 불임 여성들에 대한 더 의식적이고 공

감대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

성들 자신의 증언을 노출시키는 것을 포함해, 이 여성들

의 캠페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지가 후지모리에 반대

하는 대중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영화와 프로젝트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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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

<워터 워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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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

생각 바꾸기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는 '트랜스밀리터리' 프로

젝트에서 나온 영화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의 폐지

에 이어 여전히 금지된 트랜스젠더 군 요원들의 이야기

를 격상시키고자 노력했다. 트랜스젠더 포용을 이루기 

위한 활동은 연구 싱크탱크인 '팜 센터'와 옹호 기관인 

'스파르타' 같은 조직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스파르타는 

군 요원들과 협력하여 미국 국방부 내 사람들에게 금지 

조치를 종료하도록 교육했다. 피오나 도슨은 전에는 영

화를 만든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이러한 노력에 개입

해 일부 국방부 정책이 왜 구식이고 트랜스젠더 군 요

원들에 대해 차별적인지 소통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을 알았다.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

다. 우리는 또한 심장과 마음을 감동시킬 필요가 있었

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트랜스젠더 군 요원들의 우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피오나 도슨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

다는 것을 알았을 때, 뉴욕타임스는 그녀가 사이드엑

스사이드 스튜디오의 감독 가브리엘 실버맨과 프로듀

서 제이미 코플린과 함께 팀을 이루도록 했다. 그 후 모

<키푸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

<워터 워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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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6주 안에 그들은 로

건과 라일라에 대한 단편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정책들

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임팩트를 이해하도록 돕는 감

정적으로 강렬한 사랑 이야기였다. 타이밍도 영화에 호

의적이었다: 케이틀린 제너가 같은 주에 배니티 페어의 

커버에 나왔기 때문에, 미디어는 그 이야기와 관련된 

것으로 떠들썩했다. 그 결과,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

에>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옵닥스 중 하나가 되

었다.

영화가 공개된 바로 그날 오후, 공군은 전역 문제를 국

방부 수준으로 격상시켰는데, 이는 만약 군 지도자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공군 병사를 제대시키기를 원

한다면 중앙 공군 심의위원회에 지시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는 이 지시가 몇 시간 안에 정리된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논의되었을 거라고 확신하지

만, 옵닥스 덕분에 좀더 빨리 추진되었을 거라고 생각

한다"고 도슨은 말한다.

이것이 단순히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아니면 약간의 인

과관계가 있었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영화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생각

을 바꾸는 것"에 관한 한, 타이밍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잘 짜여진 영화 공개 계획은 기존의 추

진력 위에 구축되고, 대중 서사에 뉘앙스를 더하며, 더 

넓은 대중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대중의 압력을 

형성하도록 전략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는 군대 내 다양한 지역 

부대들과 교육 기관들에서 이용되어 왔고, 영화의 출연

자 중 하나인, 육군 베테랑 라일라 아일랜드는 단편 상

영 후 수많은 연설에 참여해 왔다. 옵닥스 플랫폼을 통

해 온라인에서 이 작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은 팀이 이 작품이 사용된 모든 방식을 추적할 수 없었

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 영화가 공개된 지 3년 후

인 2016년 6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금지는 해제되

었다. 미처 다 알려지지 못한 수많은 조직들과 기관들의 

업적, 트랜스젠더 군 요원들의 희생, 시민과 군 지도부의 

노력,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한 다양한 다른 미디어 기사

들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 일을 성사시키

기 위해 협력했다. 그리고 이 단편 영화도 한몫 했다.

이 영화 작업으로, 피오나 도슨은 2015년에 백악관 

LGBTQ 변화 예술가상을 받았고, <트랜스젠더, 전쟁

과 사랑에>는 백악관 뉴스 사진작가 협회의 최우수 다

큐멘터리를 수상했다. 이 영화는 GLAAD상 시상식에서 

뛰어난 디지털 저널리즘 – 멀티미디어 부문 후보에 올

랐으며, 제 37회 연례 뉴스 & 다큐멘터리 에미상 시상

식에서 "뛰어난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랐다.

<키푸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

<워터 워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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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이 팀은 계속해서 그들의 다음 장편 다큐멘터

리인 <트랜스밀리터리 TransMilitary>의 개발을 위해 

이 추진력을 활용해 왔고, 도슨은 그녀가 감독한 양성

애를 다룬 이야기인 단편영화 <아는 것보다 많은 More 

Than He Knows>의 후반작업을 하고 있다.

<키푸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

<워터 워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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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 워리어스>:

힘과 공동체 구축하기

이 강력한 22분짜리 이야기는 미국 메인주의 바로 북

쪽에 위치한 캐나다의 뉴브런즈윅주에 있는 미크마키 

영토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그들의 땅에서 석유 탐사를 

막기 위해 저항력을 동원하는 미크마크 엘시포그토크 

원주민, 프랑스어권 아카디아인, 그리고 영어권 백인 

가족 등 예상 밖의 전사들로 구성된 다문화 집단을 포

착하고 있다. 몇 달간의 저항 끝에, 일련의 도로 봉쇄를 

설치하면서, 그들은 시추 작업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

라, 새로운 정부를 선출했고 2016년에 그 지방에서 프

래킹(수압파쇄법) 공정 무기한 정지를 얻어냈다.

영화제작자 마이클 프레모는 처음에는 촬영분이 충분

한 데다 단편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긴 작품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는 구조적으로 직접적인 행동 봉쇄의 강렬함을 환기시

키는 리듬과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편이 더 효과적

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워터 워리어스>는 영화 상영, 공동체 단체들의 토론과 

발표, 사진 및 멀티미디어 순회 전시, 공동체를 실시간

으로 연결하기 위한 그 전시회의 정기적인 영상통화 투

어 등이 포함된 트랜스미디어 프로젝트의 중심축이 되

<키푸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

<워터 워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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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푸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

<워터 워리어스>

다른 사례 연구들:

었다. 영화 팀에게는 스토리와 전시회를 통해 다른 공동

체들이 실시간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

는 공간을 만들고, 또한 저항을 동원하도록 영감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 교육자들과 협력

하여 공동체에 영화 포스터와 홍보 이미지가 있는 키트, 

식민지화/식민해체에 관한 커리큘럼, 토론 키워드, 샘플 

이벤트 어젠다, 영화에 대한 배경 정보 및 영화가 기록

한 투쟁 등을 담은 32페이지 분량의 상영 가이드를 제공

했다.

영화 팀은 스탠딩 록 시위의 선구자 격인 움직임을 다룬 

이 영화가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토착 주권을 주장하며, 

공평한 청정에너지 해결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

하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서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

한 자원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

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캠페인 계획을 설계했다.

예산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민첩하게 유지해야

만 그것이 창출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캠페인은 트라이베카, Doc NYC, DOXA, 블

랙 스타, 아메리칸인디언 영화제, 레드네이션 영화제를 

포함한 12개국의 75개 영화제 상영과 함께 시작되었다. 

트라이베카영화제는 <워터 워리어스>를 리치TV 서비

스를 통해 공항과 대기실에 설치된 TV들에 내보내는 

계약을 주선하기도 했으며, 영화 팀은 이러한 영화제 

상영과 새로운 기회를 통한 열정을 한껏 이용하였다.  

트라이베카는 또한 이 영화를 유나이티드항공의 1,295

개의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가져가기 위한 계

약을 체결했는데, 연간 약 1억 5천만 명의 관객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블랙 스타 영화제 상영

은 컴캐스트 케이블 스트리밍 서비스인 엑스피니티 스

트림픽스를 통해 영화를 상영하는 거래로 이어졌다. 캐

나다의 SVOD 회사인 도쿠도 이 영화를 골랐다. 결국 

이 영화는 뉴 데이 필름스를 통해 교육적인 배급에 들

어갔고 현재 카노피를 통해서도 스트리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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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이나 극장 상영 없이, 영화 팀은 또한 이 운동

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60개 이상의 활동 지부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대표

적인 사회 행동 단체인 캐나다협회와의 제휴를 활용하

여, 국제 행동의 날에 수백 명의 유권자들을 성공적으

로 동원했다. 그 결과, <워터 워리어스>는 캐나다 북서

부 연방 직할지, 서스캐처원주의 시골 마을, 프린스에

드워드아일랜드주, 매니토바주 등 이야기가 가닿지 않

았을지도 모르는 8개 주의 작은 공동체에서 거의 동시

에 상영되었다. 이어서 캐나다의 가장 진보적인 온라인 

출판물인 ‘래블’에서 캠페인을 소개했으며, 토론토, 워

싱턴 DC,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세계 물의 날 기

념행사의 일부가 되었다.

<워터 워리어스> 임팩트 캠페인의 또 다른 특징은 하

이퍼로컬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전과 

보상을 동시에 제기했다. 지역 단체들의 유형, 초점, 구

성이 다양했기 때문에 이는 도전적이었다. 일부는 자원

봉사를 하고, 일부는 직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차이점에는 각 항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이 필요하

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

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선별하고 그들의 노력을 목

표로 하는 다양한 맥락과 초점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결과, 오리건주, 뉴욕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

나주, 캐나다 뉴브런스윅주 등 – 파이프라인, 프래킹 및 

연안 시추에 의해 위협받는 장소들 – 에서 이벤트를 개

최하고자 하는 100개가 넘는 조직 및 풀뿌리 단체와의 

맞춤형 파트너십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루이지애

나에서 제안된 바유 브리지 파이프라인, 미네소타의 라

인 3, 브리티시컬럼비아 북부의 사이트 C 댐 등과 같은 

홍보가 덜 된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었다. 각 이벤트에는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높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을 구축하고, 자주 교류하지 않으며, 아직 지지나 조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활동가" 미팅에 참

석하지 않는 다양한 주민 그룹이 함께 참여했다.

<키푸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

<워터 워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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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단체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액션을 취하도록 이끌었다. 여기에는 안티고니쉬 노바

스코샤의 피플스 플레이스 라이브러리 같은 학교와 소

규모 풀뿌리 단체에서부터, 캐나다의 녹색당 같은 국가 

차원의 회원 조직,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 테카하에

서 열린 레드 타이드 국제 토착 기후 행동 정상회의와 

같은 모임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어느 상영회는 한 단

체에 영감을 주어 샌프란시스코 하구 연구소에 자발적

인 토지세 납부에 대한 압력을 가하도록 했다. 또다른 

상영회는 킨더 모건의 확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하원의원의 사무실에 모이게 했다. 그리고 파트너

들의 다른 일화적인 보고서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멤버

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회의와 행사의 일부로 이 영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 팀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이 영화를 

사용하는 원주민 지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금을 모금해왔다. 파타고니아의 지원으로, 그들은 영

화 속의 젊은 원주민 활동가들 중 한 명인 닙와이가 캐

나다 서부 지방을 가로질러 인프라를 차단하는 야영지

로 여행하는 것을 돕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퍼뜨리

는 것을 도울 수 있었다. 사실, 그들은 이 영화를 프랑스

어와 스페인어로 번역했고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푸에

르토리코에서 인프라 개발을 막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에게 사본을 보냈다.

<키푸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전쟁과 사랑에>

<워터 워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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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거리

5.7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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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이 지리적, 사회적, 언어적 분리를 가로질러 참여

적인 지식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가? '키푸 프로젝트'에 관한 이 학술적인 기사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디지털 방법이 장려할 수 있는 지식-프로듀서

와 관객 사이의 새로운 형태의 참여를 고려한다. 한번 살펴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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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측정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영화가 다루는 이슈에 얼마나 임팩트를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지난 

5년 동안 크게 진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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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임팩트 캠페인과 잘 짜여진 관객 참여 전

략을 구사했던 영화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 감독들은 알고 싶어 한다. 얼마나 큰 영

향을, 정확히 누구에게, 왜 미쳤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투자자들, 

연구자들 그리고 영화가 가지는 발전적인 영향

에 주목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 임팩트를 추

적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수많은 시도를 보

아왔다.

잠시 생각해보자, 창작물의 임팩트를 측정하는 것이 정

말 가능할까?

물론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것이다.

뚜렷이 보여 측정 가능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관객

이 무엇을 배웠는가, 관객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

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으며 어떤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

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는가 등이다. 반면 측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어떤 이야기나 경험이 누군가의 마음

을 움직였을 때, 예측할 수 없고 설명하기 힘든 방식으

로 마음 속에 자리하다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나 

몇 년 후에 표현되기도 한다. 이것이 영화와 다른 창작

물의 마법이다. 최고의 평가 전문가도 그런 임팩트를 측

정하기는 어렵다.

임팩트를 추적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영화와 

영화 홍보 요소, 캠페인을 통해 의도하는 임팩트, 영화

와 캠페인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임팩트를 미쳤음을 

보여주는 변화들을 연결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활동과 전략에 대해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게 해 준다. 근본적으로 

더 많은 변화가 빨리 일어나도록 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효과적인 평가는 영화의 임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

하고 소통하게 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당

신이 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겠는가?

훌륭한 임팩트 평가는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고 기존

의 투자자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변화하는 매체 지

형에서 이는 다큐멘터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영화 제작진이 체감하는 실제 임팩트를 기록할 수 있으

면 영화가 더 설득력을 갖게 되고 같은 종류의 작업이 

훨씬 지속 가능해진다. 당신의 영화가 세상에 변화를 가

져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은 다른 분야의 동료들, 즉 시민운동가나 활동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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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좋은 인상과 확신을 줄 수 있다. 임팩트를 추적할 

수 있으면 한 영화 프로젝트가 뜻을 같이 하는 전문 활

동가, 로비스트, 연구자들도 할 수 없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또한 영화 임팩트 분야 전체에 대한 배움을 제공

해서 서로에게 배우고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던져보자. 그렇다면 모든 영화 프

로젝트를 평가해야 하나? 아니다. 그건 지나친 일이다. 

하지만 그 영향을 확실히 추적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영화들이 존재한다. 다큐멘터리 생태계에서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의 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 일이 필요하

다.

여전히 관심이 있다면 먼저 이 질문을 생각해보자. 무엇

을 알고 싶은가? 왜 그것을 알고 싶은가?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가벼운 접근만이 가능한가? 우리가 조사한 반응이 만족

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 너무 많이 진행하기 전에 

솔직해지는 것이 좋다. 단순히 관객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둘 다) 수가 필요한 거라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번 장은 임팩트 측정을 깊이 파고들어 그 어떤 점이 대

단하고 어떤 점이 복잡한지 탐구하고 워크시트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하며, 측정의 실행을 도울 여러 가지 도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몇 개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것을 

구체화해볼 것이다.

직접적인 정량 평가에서부터 양적, 질적 데이터를 조합

한 보다 풍부한 임팩트 평가, 그리고 다수의 정보를 다

각도로 분석하고 영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관점에서의 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분석까지, 영화가 만

들어낸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은 아주 많다.

2장에서 만든 전략 계획에서 출발해서 목표를 정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임팩트 측정 도구를 사용해 각자

에게 맞는 방식을 알아내어 지표나 수집하고자 하는 데

이터의 요점을 찾아내도록 할 것이다. 설문을 작성하는 

것, 제작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등을 알아봄으로서 

임팩트 측정 작업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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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단순히 임팩트를 추적하고 산정하는 것을 넘어 제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평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에

서 더 나아가야 한다. 평가 계획은 특정한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영화가 어떤 

공헌을 했는지 판단하는 형식을 갖춘 접근법을 포함한다. 평가는 전략 계획이 얼마

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과정의 다른 모든 단계와 마찬가지로, 평가 방식도 영화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 학습과 추적을 

강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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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평가는 영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알아

보는 것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전체를 

보는 것이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평가를 과정이 아닌 최종 생

산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 하나의 평가지에 

모든 것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정보를 

모으는 것이 과정 중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알게 된 것들도 똑같이 중요하다. (더 중

요한 때도 있다.)

평가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은 영화가 세상에 나옴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잠재적 파트너나 투자자들과 함께 

방송 또는 극장 개봉을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양방

향 학습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는 지속적이

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과정 안에

서 알게 되는 것에 반응하고 임팩트 전략, 또는 평가 방

식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평가를 위해 추적하고 측정하는 것과 그 결과는 중도에 

전략이 변하더라도 당신이 비전과 전략 계획에서 정한 

고유의 목표를 계속 지향하도록 해준다. 즉, 평가 계획은 

임팩트 전략과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

학습 훌륭한 평가 계획은 영화의 영향력과 공헌, 영화와 관련

된 캠페인의 임팩트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영화가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면 행사 기획은 관객

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 좋은 평가 계획은 창

의적이면서도 캠페인 전략 요소를 살펴보고 처리해서 

평가가 캠페인의 어떤 측면이 의도대로 작동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훌륭한 평가 계획은 사전에 계획되고 포괄적이어야 한

다. 투자자와 파트너들과 계획을 공유하라. 사실 그들과 

함께 짜는 것이 좋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그 프로젝트에 투자했는지 묻고 당신의 목표와 마찬

가지로 그들의 목표도 고려하라. 제대로 실행됐을 때 평

가는 다수의 다양한 투자자가 원하는 것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그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전략적이고 강력한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훌륭한 평가는 또한 거시적 맥락에서 영화의 역할에 충

실히 귀기울인다. 영화를 필요 이상으로 중심에 두는 대

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한다.

훌륭한 평가는 한계를 알고 그것을 명확히 제시한다. 다

시 말해서, 평가를 통해 보일 수 있는 것을 알고 보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확실한 근거와 온전한 분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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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의심스러운 것, 추측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 평가에서 상관계수는 문제가 없으며 인과

관계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

하게 가능한 것인 경우도 많다. 보는 사람이 그러한 발

견을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않도록 과정과 분석을 미리 

명확히 해야 한다.

시간과 자원은 한정돼 있다. 하지만 당신이 제작비를 지

원해 얻어냈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고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것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필요를 어떤 평가를 지

향할 것인지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계획' 장에서 우리가 한 것이 버전 0.1일 뿐이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다. 예상 외의 일이 벌어

질 것이고 평가는 그에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해주기 때

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평가를 머릿속에서 너무 크게 생각한 나

머지 데이터 수집과 학습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러프

컷 시사에 온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

하더라도 그것이 시작이다. 다음에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다.

다음 섹션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테

지만, 그 전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사례를 먼저 살펴보

도록 하자.프로 팁: 일찍 시작하고 작게 시작하라... 어쨌든 시작하라

시작을 위한 쉬운 4단계

1.

2.

3.

4.

첫째, 프로젝트의 목적을 정한다. (힌트: 이 가이드의 

첫 부분에서 이미 목적은 정했다.)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활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한다. (힌트: 더 나은 이

해, 새로 형성되는 관계나 협업, 새로운 이야기 등)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것

인지 보여주기 위해 어떤 관찰 가능하고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지 결정한다. (힌트: 6.5장의 지

표 매트릭스가 도움 될 것이다.)

데이터 수집과 추적을 시작한다! (마침내 분석을 시

작하고 그 분석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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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장에서 본 <엔드 오브 더 라인>의 임팩트 계획 샘

플은 팀원들이 영화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

상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긴 과정이다. 초기에는 정치적 

구조를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구체적으로

는 참다랑어 포획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대중의 인식 개선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는 청원 동참 서

명으로 측정했다. 

하지만 2회의 런던 상영에서 이루어진 입장과 퇴장 시 

설문 조사는 대중의 다른 역할을 보여줬다. 영화는 대중

의 인식을 현저히 증진시켰고 제작진이 원했던 사안의 

시급함 인지를 85퍼센트까지 끌어올렸다. 제작진이 예

상하지 못했던 것은 개인의 태도 변화였다. 전체 관객 

중 상영 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잡은 참치를 사겠다는 

관객의 비율이 43퍼센트에서 84퍼센트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이 사실은 제작진의 접근을 

청원의 서명보다 개인의 소비로 초점을 옮기도록 해 주

었다. 

머지 않아 다른 변화가 생겼다. 식당과 식료품 소매상 

조달정책의 변화는 전략의 일부였으나 초점인 정치적 

변화에 비해 부수적인 것이었고 주요 목적은 아니었다. 

사례 연구

<엔드 오브 더 라인 The End of the Line>

하지만 영국 수퍼마켓 '웨이트로즈'가 황새치 판매를 중

단하고 영화의 유통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프레타망

제'의 설립자 줄리안 멧카프는 시사회 참석 후 영화 개봉 

당일 해산물 공급 정책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영국의 주요 식료품 체인인 '막스앤

스펜서'도 개봉 다음 주에 참치 공급원을 바꾸겠다고 발

표했다.

기업의 정책 변화가 이 영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

았음이 명확해졌고 이는 과잉포획과 기업과 소비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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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한 대중의 인식에 엄청난 임팩트를 미칠 수 있

는 것이었다. 제작진은 이것이 정치 변화의 압박을 만들

어낼 부가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략을 바꿔 유

사한 변화를 의도적으로 찾았다. 그리고 소덱소, 콤파스 

같은 주요 식료품 브랜드와 제이미 올리버, 톰 에이큰스, 

안토니오 카를루치오, 레이몬드 블랑을 비롯한 유명 요

리사들과 식당들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냈다.

영화 제작진은 데이터를 수집했고 초기의 성공이 시사

하는 바를 보고 전략을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는 

훌륭한 평가였다.

궁금하다면 당신의 캠페인 계획서를 열어 평가해 보라, 

그러면 전략을 수정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경우

를 수없이 본다. <블랙피쉬>의 경우를 보자. 제작진은 

영화와 맞물린 캠페인을 계획하지 않았다. 처음 그들의 

주목적은 알려지지 않은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중의 감정이 고조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가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영화

가 캠페인을 야기하기보다 단체들이 나름의 캠페인을 

통해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대중의 주목을 끌었

다. 이는 영화의 궤적에서 예상 외의 전환이었지만 궁

극적으로는 임팩트의 측면에서 후에 '블랙피쉬 효과'라

고 불리게 된, 예측하지 못한 유기적이고도 훌륭한 결

과로 이어졌다.

추적

훌륭한 평가는 숫자 이상의 것을 추적해야 한다. 평가

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행히도 맞다. 위대한 예술은 공식

으로 환원될 수 없고 평가 계획도 마찬가지다. 정성적

데이터, 즉 어떻게, 왜 영화가 임팩트를 가지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도 필요하다.

수많은 짧은 인터뷰, 스틸 사진, 자료 영상을 하나의 파

일에 모으는 영화 재료 수집 과정과 마찬가지로 캠페

인에 관한 모든 글과 모든 공동체 상영 (관객수도 함께) 

목록을 수집하고 '당신의 영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라

는 내용의 모든 이메일과 연설에서 당신의 영화를 인용

한 적 있는 지역 정치인까지, '모든 것'을 수집한다.

영화의 소스와 마찬가지로 자료는 계속 쌓인다. 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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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년에 걸쳐 당신은 영화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

람들과 기관에 영향을 주고 운동에 공헌하는 풍부한 그

림을 그리기 시작할 수 있다.

그렇다, 이 작업은 시간을 요한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

는 없다. 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평가의 시간을 가

져라. 매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소규모로 자주 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이어리에 

그 시간을 표시해 놓고 지키는 것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평가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임팩트 건축가들'의 린지 그린 바버는 영화 제작진에게 

데이터 수집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한다. 평가의 가장 중

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지속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파

트너들에게 세 개의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들 사이에 어

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의미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

반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맞춰진 질문을 더 하려 고민할 필요는 

없다. 정해진 주요 질문들을 파트너들에게 지속적으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질문을 다른 형태의 파트너나 

관객들에게 물어서 다른 배경과 환경, 참여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프라인(극장, DVD 및 디지털 상영, 공동체 상영, 학교 

상영)이나 기본 온라인 수치(유튜브 클릭 수, 비메오, 페

이스북, 구글 분석, 트위터) 등 관객의 관람 수치가 미디

어 산업의 성공, 즉 최다 노출을 판단하거나 보여주는 

표준 방식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마케팅과 대

략적인 유통의 성공을 알려줄 뿐이다.

임팩트 평가 산업에서 이런 수치는 접근 수나 타깃 관객

층으로의 침투율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유용하지만 임팩

트를 입증하지는 못한다. 관객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

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프로 팁: 접근자 수와 임팩트를 혼동하지 말 것

훌륭한 평가는 알 필요가 있는 것만 추적한다.

숫자는 신속히 수집 가능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다. 트위터 팔로워와 관객 집계는 쉽게 얻을 수 있

고 영화의 주된 임팩트 역학이 생각의 변화라면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작업이 사회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적합하지 않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는데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 수정이 필요한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신호 대신 잡음만 있는 경우다.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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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진이 까다로운 검열과 싸우는 맥락에서라면 

영화가 보여지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혁명을 위한 제안> 제작진은 인도중앙영화인증

위원회와 영화 개봉을 위해 지난한 법적 싸움을 겪었다. 

제작진은 결국 좋은 판례를 남기며 승소해 영화를 개봉

할 수 있었다. 영화가 부패와 민주주의에 관한 것임을 

감안할 때, 가능한 많은 관객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맥락이 평가 형태와 

초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훌륭한 평가 계획은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재판 결과만 가지고는 

사실 영화가 관객에게, 인도 내의 부패와 민주주의에 관

한 생각에 어떤 임팩트를 미쳤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영화가 일부 관객들에게 미친 임팩트에 대해 부분적으

로는 알 수 있다. (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등)

하지만 상황적 맥락도 영화의 생애와 그 임팩트를 이해

하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평가는 법적 분쟁 같은 특이

한 상황과 의도치 않은 결과도 주시해야 한다. 영화와 

소송은 확실히 인도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평

가의 잣대로 본다면 이런 모든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하

지만 영화의 임팩트를 소송의 임팩트와 분리해서 개별

적인 요소로 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사례 연구

<부드루스 Budrus>

<부드루스> 제작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공격적인 것

으로 안일하게 묘사되는 비폭력 시위의 역할을 주목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디어의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었다. 

관객 수나 소셜 미디어 팔로워, 기사, 심지어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의도한 임팩트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

다. 어떤 숫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타깃층이나 전통적

인 정성적 평가 데이터 수집 방법도 이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의도한 임팩트가 발휘되고 있는지 평가할 다른 방법

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제작진은 홍보사 스트레터지 원

(Strategy One)과 손잡고 부드루스 마을의 전과 후에 관

련된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했다. 미

디어 노출량과 전달 방식을 둘 다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가 보여준 것은 영화 개봉 전에는 마을에 대해 

매우 제한된 미디어의 접근이 있었고 거의 모든 미디어가 

법과 규정의 측면에서 부드루스 시위를 평화를 깨뜨리는 

것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영화 개봉 후, 대부분의 

미디어 기사는 영화 제작진이 제작 초기에 계획했던 메시

지인 부드루스 주민들이 자신의 땅과 올리브 나무를 지키

기 위해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연

구는 결론적으로 부드루스 마을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

을 넘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미디어의 시선을 

혼란스러운 폭동에서 전략적인 비폭력 캠페인으로 성공

적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을 보여줬다.

<부드루스> 팀은 핵심적인 임팩트 목표에 반하는 데이

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전문가에게 물

었고 자신들의 특수한 전략을 평가하고 알리는 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방식을 발견했다. 이는 훌륭한 평가였다.

<부드루스>의 경우, 우리는 성공을 가늠하기 위해 
연락 가능한 관객들의 피드백을 받았고 
(예를 들어 한 팔레스타인 마을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매우 자극을 받아 다음날 매우 조직적이고 활발한 
시위를 벌였고 한 이스라엘 출신 미국인은 영화를 
계기로 예루살렘 거주 활동가 그룹에 더 깊이 
가담하게 되었다.) 주요 홍보사로 하여금 영화의 
미디어 임팩트를 개별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

” 
줄리아 바차

<부드루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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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프로젝트에 맞는 분석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파쇄는 절대 길이 아냐!' 미국 내 수압파쇄에 반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논의 기회, 그리고 지역의 저항 - 2010

년에서 2013년까지"라는 보고서는 영화 <가스랜드 

Gasland>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다. 이 보고서에서 저자

들은 콘텐츠 분석과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가스랜

드>가 대중의 담론과 활동에 중요한 임팩트를 미쳤음을 

발견한다. 또한 영화가 수압파쇄에 반대하는 운동과 지

자체의 금지법이 통과되는 데 공헌했다는 점도 발견했

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돌이켜 보는 것은 영화가 무

엇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든 영화 제작진이 사회학 연구 

기업이나 대학 연구자들을 고용해 영화의 임팩트 캠페

인을 심도 있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두 

원하는 것도,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평가 방식에 

따른 장점과 한계가 있다. 

액티브 보이스 랩에서 쓴 이 보고서는 독소사이어티 임

팩트 보고서와 하모니 랩 사회학 평가를 비교함으로써 

다른 임팩트 평가 방법에 대한 생각거리를 제공해 준다. 

각 방식이 장점과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2019년 4월 런던에서 멸종저항 시위에 

참가한 데이비드 어텐보로 "아이플레이

어로 제 신작 다큐멘터리를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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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8595e5af5e23119f38fa37b/t/5884ee6a2e69cf6033c88910/1485106798222/NO_FRACKING_WAY_AS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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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맞는 선택은 어느 것인가?

임팩트 진단: 보다 가벼운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특정 요

소에 초점을 맞추거나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캠페인 과

정에서 수집한 양적, 질적 수치와 특정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할 수 있다.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기에 상대적

으로 가치 있고 손쉬운 방법이다. 정확한 근거로 뒷받침

할 수 없는 커다란 선언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식 평가: 프로젝트의 임팩트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깊

이 있는 검토이다. 사회학 연구자들과 협업해 당신의 노

력이 가져온 임팩트를 평가하기로 결정했다면 심화 평

가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결과를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실제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으니 이 방식을 택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진실은 깔끔하고 무미건조하지 않고 복합적일 

수도 있다. 여기서의 목적은 당신과 제작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도록 하는 것이

다. 임팩트 평가 방식을 확정하기 전에 당신의 

니즈와 평가의 목적, 가용 능력과 자원 등에 대

해 함께 의논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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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멜라 예이츠 감독, 파코 드 오니

스 제작 <500년 500 Years> 영화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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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기

"위트니스 및 기타 비영리 단체가 모니터링과 평가라는 진지

한 사업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Why WITNESS and Other Nonprofits are Adopting

 the Serious Business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AV랩과 린제이 그린 바버의 <가스랜드> 분석 

AV Lab and Lindsay Green Barber analysis of Gasland 

'파쇄는 절대 길이 아냐!' 미국 내 수압파쇄에 반대하는 다큐

멘터리 영화, 논의 기회, 그리고 지역의 저항 - 2010년에서 

2013년까지 

'No Fracking Way!' Documentary Film, Discursive 

Opportunity, and Local Opposition against Hydraulic

Fr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2010 to 2013

예술가 겸 과학자 하이디 부아베르의 미디어 효과 연구를 위

한 생체 인식 및 AI 활용의 윤리

Artist and scientist Heidi Boisvert on the Ethics of 

Using biometric and AI for Media Effects Research 

<홈스트레치 The Homestretch> 

온라인 상영에 대한 정책 관객의 반응 

A policy audience response to an online screening of 

The Homestretch 

더 읽을거리

6.2

휼륭한 평가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추적한다 당신의 프로젝트에 딱 알맞는 분석

이 글에서 새라 페덜라인은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 평가의 필

요성을 확실히 단언하는 동시에, 민첩함과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캠페인으로부터 5년 후 진행된 미국사회학협회의 연구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하이디 부아베르는 "(대중 문화의 신경과

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설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기로 

바뀔 수 있다면 과연 만들어야 할까?"는 질문과 씨름하며, 획기

적인 조사대상 데이터를 공유한다. 

CMSI 의 연구로 미국 교육 시스템 내의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독립 다큐멘터리 <홈스트레치> 온라인 상영에 대한 정책 관

객의 반응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blog.witness.org/2014/08/nonprofits-monitoring-and-
evaluation/

activevoice.net/blog/how-do-we-know-shovels-work

sciencedaily.com/releases/2015/09/150902093514.htm 

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kNZeVBqQiSQ

cmsimpact.org/resource/connecting-audiences-ovee-
online-screening-platform-assessment-homestretch-pbs-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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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5/09/150902093514.htm
http://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kNZeVBqQiSQ
http://cmsimpact.org/resource/connecting-audiences-ovee-online-screening-platform-assessment-homestretch-pbs-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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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을 받아들여라

첫째도 맥락, 둘째도 맥락.

훌륭한 평가는 임팩트가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맥락을 설명한다. 각각 다른 이

슈들, 다른 종류의 임팩트와 다른 종류의 영화들이 다른 방식으로 교차하고, 이 복잡

성은 크게 3가지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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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변화의 스토리에서 영화와 영화 팀이 하는 

역할은 서로 비례해야 한다. 거대하고 최종적인 

변화를 직접 입증하려는 기대나 시도는 하지 않

아야 할 것이다. 당신의 영화는 운동의 이유가 된

다기보다는 그 일부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물론,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여하

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푸는 것은 중요하다. 

2장에서 살펴봤듯, <또 다른 전쟁>은 군대 내 성폭력 사

건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에 기여했다. 돌아보면 이는 미

투 운동으로 귀결된 각종 미디어, 행동, 리더십 및 여러 

분야에 걸친 노력 가운데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유사

한 경우로 <불리>도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라는 이슈를 

알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며 크게 공헌했다. CNN은 

심지어 "불리 효과"라는 특집 방송을 편성해 영화가 가

져온 임팩트를 탐색하기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시기에 집단 괴롭힘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고

조시키는 데 집중했던 기라성 같은 배우들의 <잇 겟츠 

베터 프로젝트 It Gets Better Project>와 <불리>의 임

팩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전쟁> 제작진이 이 영화를 통해 구축된 정책 

추진력에 대해 분명히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입장과 행동이 이 영화 덕분이라고 한 정책 입안자들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불리 프로젝트

의 경우, 미국 각지에서 140명의 시장들이 참여해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고 집단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지역적 

조치를 배우고 시행하도록 했다. 수년이 지난 지금은 미

국소아과학회와 협력해 소아과 의사들이 집단 괴롭힘

에 영향을 받은 환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도록 하는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영화가 불리 프로젝트

를 통해 교육받은 소아과 의사들의 의지와 능력에 직접

적인 임팩트를 미쳐 집단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을 지지

하도록 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균

형을 잘 생각하라. 정확하게 평가하고 마땅한 사람에게 

공을 돌려라.  

둘째, 의도되지 않은 결과도 복잡성의 일부이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숭고하다 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수 있

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평가 과정에서 당신이 할 수 있

고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를 경계하고, 시간을 들여 있

음직한 위험 영역을 찾아보며 그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

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당신은 아마 정기적으로 출연자 

커뮤니티는 물론 영향을 미치고 싶은 이들의 영화에 대

한 반응을 조사할 것이다. 끊임없이 질문하라. 이 임팩

트 캠페인이 운동 목표의 진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현장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고 있는가? 이런 방식

은 임팩트와 전략의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하게 하며, 우

진보는 결코 영구적이지 
않으며. 
늘 위협받을 것이고, 
존속되려면 강화되고 
재차 언급되고 
재해석되어야 한다.

“

” 
제이디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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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마지막 지점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임팩트 다큐멘

터리의 복잡성은 당신이 결코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임팩

트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당신의 캠페인과 당신이 기여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작

업에 신경 쓰는 것, 그리고…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다.

프로 팁: 

'그래서 어떻게? (So What?)' 테스트를 하라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싶은지 결정했다면, 실제 그 과정

을 거치는 동안 계속 스스로에게 '그래서 어떻게?'를 질

문하라. 이를테면 정기적인 조사를 하는데, 특정 진술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바뀌었다고 치자. 그에 따라 당신

이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할지 또는 취할 수 있을지 아는

가? 뭐든 방법이 있는가? 없다면 정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도 그저 시간과 돈 낭비인가?

인내심을 가지되, 움직일 준비를 갖춰라!

복잡성의 본질은 두 개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 확률적으로 더 빈번한 첫번째 시나리오는 당신의 프

로젝트가 미친 임팩트 전체를 최종 평가 보고서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다. 2~3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정말 의미 있는 뭔가를 보고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많다. 두 번째는 사실상 아무

런 예고 없이 모든 게 시작되는 경우다. 기적 같은 행운

이 따른다면, 순식간에 바빠질 수도 있다. 자료를 모으면

서 기다린다면 그 기회를 더 빨리 알아챌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고생한 이들의 공을 인정하라

자금지원자와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라. 그들은 수년 동

안 고난을 겪었을 테고, 결과는 함께 이룬 것이다. 그러

니 경의를 표하라. 이는 그들이 당신의 프로젝트 임팩

트를 추적하는데 필수적일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공

유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들에게 제

대로 공을 돌렸다면, 그 평가를 가치 있게 여기고 더 널

리 공유할 가능성 또한 많아진다. 

'좋은 소식'이란 함정을 피하라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최선의 결과를 

바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응을 평가할 때 좋은 소식

만 찾고, 예상하지 못했거나 달갑지 않은 사태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게 사람의 본

성이긴 하지만, 임팩트 측정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대열에 합류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임팩트는 종종 당신이 당신 작업의 임팩트에 대한 보고

를 끝낸 이후에도 계속된다. 한 편의 영화와 임팩트 캠

페인의 생애 주기는 확정돼 있지 않고 지속적일 수 있

다. 그 사례 연구가 출간된 이후로도 오랫동안 말이다. 

한 편의 영화가 문화 속에 배어들면서 알려진 변화의 스

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술가들이 사회적 

변화의 망 속에 자리하도록 하는 더 폭넓은 활동 선상에

서 임팩트를 가진다.  

사례 연구: 

<그라니토 Granito> vs 

<작은 행동 A Small Act>

이 두 프로젝트는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고 할 만큼 비슷

하며. 심지어 제목부터 매우 유사성이 크다. '그라니토'

는 '아주 작은 모래알'로 번역되며, 모든 개인이 사회 정

의를 성취하는 것에 각자의 작은 한몫을 더한다는 생각

을 담고 있다. 하지만 두 영화는 극적으로 다른 속도로 

진행됐다. 

<그라니토> 프로젝트는 1982년 <산이 흔들릴 때 When 

The Mountains Tremble>의 제작과 함께 시작되면서 

과테말라 정부가 마야 원주민 학살에 책임이 있다는 사

실을 폭로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30년이 지나고 리오스 

몬트 Rios Montt 장군이 유죄 판결을 받은 2013년이 되

어서야 구체적인 임팩트를 시사할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작은 행동> 제작진은 그 시점에 

임팩트 캠페인에 대한 생각도 거의 없었던 데다 2011

년 선댄스영화제에서의 첫 상영까지 영화를 끝내기 위

해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첫 상영 도중 관객 한 사람

이 일어나 힐데백교육기금에 5천 달러의 기금을 약속

했다. 힐데백교육기금은 영화의 주인공으로 케냐의 아

이들에게 자신이 힐데 백에게 받은 것과 같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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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주고자 하는 크리스 음부루가 설립한 장학기금

이다. 다른 한 관객도 그 뒤를 따랐고, 선댄스영화제가 

끝나는 시점에는 9만 달러의 기금이 확보됐다. 2013년 

말까지 제작진은 240만 달러의 기금이 확보됐다고 추

정했는데, 5천 퍼센트 이상 상향된 수치였다. 

한 프로젝트는 별 계획 없이도 매우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해 따라가며 유지하기 바쁜 반면, 다른 프

로젝트는 30년 동안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했다. 다시 

상기시키자면, 각각 다른 이슈들, 다른 종류의 임팩트

와 다른 종류의 영화들이 다른 방식으로 교차하기 때문

이다. 이 두 영화의 경우, 이러한 경과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다른 역할을 하는 결과로 이어졌

다. 한 프로젝트는 보다 역동적이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곧 의도되지 않은 성과를 확인하고 추적하며 그

로부터 배울 수 있는 평가 계획과 접근이 필요해진 한

편,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라니토> 제작진의 경우, 평가는 주로 회고적이었고 

점점 더 많은 스토리 구축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정의를 

향해 가는 그들의 힘에 대한 마야족 공동체의 신념을 

쌓아가는 과정이었다. 과테말라에서 끊임없이 헌신적

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이 평가는 제작진의 두 번째, 세 

번째 영화 창작은 물론 라디오 프로젝트, 웹, 그리고 참

여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영감을 줬다. 느리지만 

지속적인 과정이었다. 

<작은 행동> 제작진은 사방에서 다가오는 기회들에 응

대해야만 하는 한편, 이 영화에 대한 자신들의 포부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다. 결국 그들의 주

된 포부는 꼭 힐데백교육기금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함으로써 개발

도상국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분명히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작은 행동> <그라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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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이의 그라니토 소녀들 

Granito Girls in Nebaj> 중에서, 

과테말라

사진: 장 마리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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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평가 계획 

이전 섹션들에서는 임팩트 측정과 평가가 왜 중요한지와 그 효율적인 실행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이제는 계획을 분명히 표현해 보도록 도울 차례다. 

우선 아직 하지 않았다면 2장(임팩트 계획)에서 당신이 수립한 전략 계획 중 임팩트 

목표를 평가 계획 템플릿으로 옮기자. 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방법으로 여기 간단한 

세 가지 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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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목표를 명확히 하라 2단계: ID 지표

지금쯤이면 아마 임팩트 캠페인을 통해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감이 왔을 것이다. 당신 영화의 강점이 

무엇인지, 바꿔 말하면 핵심 메시지와 어떻게 하면 그 메

시지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이다. 

이와 연결된 몇 가지 포부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 포부가 

명확한지, 그리고 당신의 캠페인을 통해 달성 가능한지 

확실히 할 때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영향을 받거나 움직여야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

고 참여하기를 바라는가? 그들이 참여한 결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목표 설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러닝포액션 

Learning for Action이 제작한 귀중한 안내서 지속되는

임팩트를 위한 참여 확대 Deepening Engagement 

For Lasting Impact 섹션 1 (6-10 페이지) 부분이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배우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당신의 평가 목표 일부에 도전하거나 이를 개선하

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 모든 게 과정의 일부이다!

다음, 위의 결과에 따라 당신의 임팩트 지표를 규정하고 

싶을 것이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거라 예상하는가? 그중 측정 준비가 된 것

은 무엇인가? 이전 섹션들에서 논의됐다시피, 한 편의 

영화가 임팩트를 미치는 방식이 모두 측정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또한 가끔 사회의 진보는 선형적이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 

측정하기 어려운 임팩트 목표로 "미국 군대 안의 이슈 

레이더에서 강간 문제를 주목하게 한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분명히 표현한 예를 든다면: "미국 군대 내 모든 

병사들이 영화를 보고 그 주제가 그들의 삶과 선택과 어

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게 한다." 

-

-

-

-

영화를 본 병사의 수 

영화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병사의 수 (온/오프라인)

정성적 데이터를 통해 보고된 상영 후 대화의 수준 

스토리와 그들의 실제 삶 사이의 연관성을 봤음을 내

비치는 병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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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임팩트 목표의 또 다른 예를 든다면: "군대의 강

간 생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이 목표에 따른 임팩트 지표는 다음을 포

함할 수 있다. 

여기서 당신이 하고 있는 작업은 변화를 보여 주는 관찰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다. 위 지표 중 일부는 

보다 즉각적이거나 단기적인데, 그렇다 해도 무방하다. 

당신의 행동으로 이어질 변화에서 영화가 수행하는 역

할을 분명히 추적할 수 있는 한 그 지표들은 당신의 계

획에 포함된다. 

3단계: 데이터 수집

이제 당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게 됐으니 어떤 도

구 또는 실천방안이 데이터를 찾고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알아볼 차례다. 각각의 임팩트 목표를 위한 데이

터를 모으기 위해 당신이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은 무엇인가? 각 목표를 위해 수집 가능한 하

나의 데이터에서 시작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장의 다음 섹션, '측정 도구'를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데이터 수집 방법이 긴 목록으로 제시돼 있다. 어떤 것

들이 가능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 당신이 풀

어야 할 과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임팩트 지표와 그에 관한 데이터 수집에 대해 더 알아

보고 싶다면 지속되는 임팩트를 위한 참여 확대 섹션 3 

(18-28 페이지)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

-

-

-

군대 내 강간 생존자를 지원하고 싶은 병사들의 의지 

고취 

입법 담당자들과 군 지도부 사이에 관련 정책을 위한 

새로운 지지 형성

학대를 신고하는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

램 개설

생존자가 학대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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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신은 증거 수집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학습은 임팩트 평가와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에 피드백 순환 구조로 귀결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수

집되는 데이터는 당신의 영화가 다루는 이슈들에 관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하고, 이는 다

시 당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결과, 또는 둘 중 하나를 개

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에 따라 다시 수집하는 데이

터를 개선할 수 있게 되는 등등의 과정이다. 

목표

데이터 결과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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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기

미디어 & 소셜 임팩트 센터, "이슈 중심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임팩트 평가: 미래를 위한 연구 방법 및 고려 사항"

Center for Media & Social Impact, 

"Assessing the Social Impact of Issues-Focused 

Documentaries: Research Methods &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미디어 임팩트 평가에 사용되는 접근방식의 개요 및 평가

Overview and assessment of the approaches being 

employed in assessing media impact 

<푸드 주식회사>의 임팩트 사례 연구 

Impact Case Study for Food Inc. 

<빙하를 따라서> 사례 연구 

Case study for Chasing Ice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하이디 부아베르는 "(대중 문화의 신경

과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설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기

로 바뀔 수 있다면 과연 만들어야 할까?"는 질문과 씨름하며, 

획기적인 조사대상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 연구는 미국 교육 시스템 내의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독립 

다큐멘터리 <홈스트레치 The Homestretch>의 OVEE 플랫

폼을 통한 온라인 상영에 대한 정책 관객의 반응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더 읽을거리

6.4

아래 평가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도 확인해 보자

사회적 임팩트 엔터테인먼트는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정량화하고 입증하려면 임팩트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한나 블레이

클리는 설명한다. 

오하이오주의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UN에서 세계 지도자들

의 관심을 사로잡기까지. 사만다 라이트는 <빙하를 따라서>와 

<산호초를 따라서>에 걸친 임팩트의 진화 과정을 안내한다.

cmsimpact.org/resource/assessing-the-social-impact-of-
issues-focused-documentaries-research-methods-future-
considerations/

learcenter.org/pdf/measuringmedia.pdf

thestateofsie.com/johanna-blakley-social-impact-
entertainment-measure-quantify 

thestateofsie.com/samantha-wright-micro-targeting-
viewers-chasing-ice-chasing-coral 

popcollab.org/heidi-boisvert-futureperfect-lab-the-ethics-
of-button-pushing

cmsimpact.org/resource/connecting-audiences-ovee-
online-screening-platform-assessment-homestretch-pbs-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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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지금쯤이면 무엇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있을 테니, 이제 어떻

게 해낼지를 알아볼 차례다. 이 섹션에서는 당신이 선택한 지표에 도달하기 위해 적

용할 수 있는 풍부한 도구의 목록과 함께, 아주 흔하면서도 종종 과소평가되곤 하는 

전통적인 도구인 여론 조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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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자금지원자와 파트너들의 요구를 충족

하기 위해 임팩트를 추적하고 있다면, 일화적인 

증거를 포함하는 풍부한 종적 내러티브로도 충

분할 수 있다. 이 방법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뉴

스룸, 마케팅, 광고, 예술 및 사회과학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빌린 다른 기술 또한 공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당신의 영화가 가진 힘

에 대해 훨씬 더 심오한 통찰력을 갖고 하고, 당

신이 임팩트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

공할 수 있다. 

평가와 임팩트 평가는 종종 자금지원자가 알고 싶은 것

과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임팩트를 

추적함에 있어 당신의 관심사는 호기심과 진행하면서 

배우려는 열망에 좌우된다.

이러한 도구와 기술 중 일부는 무료이고 설정하기 쉽지

만, 일부는 비싸고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념

하지 마시라.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PR 및 마케팅 

회사로부터 무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조사의 

끝에 몇 가지 질문을 무료로 추가하도록 여론 조사 회

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박사 과정 학생 또는 

대학의 사회과학 부서와 협력할 수도 있다. 얼마나 많

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 주려고 하는지 놀라게 될 것

이다.

이 툴박스는 진행중인 작업이다. 지표와 기술은 여러 

역학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이 가이드 전체가 그러하듯 

이 또한 좋은 시작점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더 많

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가 추가할 수 있도록 이메일

을 보내 주시길.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당신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네 가지 임팩트 역학으로 분류된 기술 툴박스 초

안을 만들었다.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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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박스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폴더 탭을 사용해 

이야기 환경을 

찾아보자

•
 클

릭
 가

능한 PDF • 클

릭
 가

능
한

 P
D

F
 •

 클

릭
 가능한 PDF •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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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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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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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주최자는 이벤트 전반에 걸쳐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보

고하고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템플릿을 작성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적인 관찰 보고를 통해 이벤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포착할 

수 있다. (예: 관객 규모, 제기된 질문, 응답을 유도하는 장면 등)

개인이 미디어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감정적 반응을 공유할 수 있

는 모바일 웹 앱인 하비스 Harvis www.afourthact.com/harvis

를 사용해 라이브 이벤트 중에 피드백을 캡처할 수 있다.

관람자가 콘텐츠를 보는 동안 실시간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

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도구가 내장된 Ovee 플랫폼에서 가상의 상

영회를 주최할 수 있다. 유료 서비스인 ITVS 플랫폼이지만, 인디펜

던트 렌즈 영화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생각의 변화

지표

<  이전 

도구/기술

관객이 영화 "상영 중"에 그 영화와 이슈에 참여한 증거로 영화가 

관객에게 미치는 임팩트를 나타내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 

영화 "상영 후" 수집 된 데이터를 통해 파악되는 관객의 태도, 이해

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개선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관객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경우, 무료인 서베이 몽키 Survey 

Monkey 또는 구글 폼 Google Forms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 언제

든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퀄트릭스 Qualtrics는 유료 서비스 모델이다: qualtrics.com

자발적으로 보내온 편지, 이메일, 전화 통화 또는 영화와 관련된 대

화에 대한 메모를 보관한다.

이벤트 주최자는 이벤트 공간 외부에서 댓글 카드나 비디오 녹화 

반응, 또는 둘 다를 사용해 관객의 생각과 

인용구를 캡처할 수 있다.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http://www.afourthact.com/harvis
https://www.qualtrics.com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생각의 변화

지표

<  이전 

도구/기술

영화 "상영 후" 수집 된 데이터를 통해 파악되는 관객의 태도, 이해

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개선 (계속)

영화 및 영화 캠페인이 다른 전략에 비해 더 높은 퍼센트의 타깃 

관객에 도달했음을 입증

영화 및 캠페인 활동의 결과로 이슈에 대한 여론 개선 또는 기타 

변화

관객은 오프라인 상영회에서 입·퇴장 시 설문 조사를 작성해 주최

자가 논의되는 이슈에 대한 관람자의 지식,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관객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알아 보려면 

12개월 후에 다시 설문 조사를 한다.

성향 점수 매칭: 이슈에 대한 관람자의 지식, 태도 및 행동 수준을 

평가한다. 당신의 영화를 본 사람들과 보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하

고 비교하라. 또는 주제가 비슷한 다른 영화를 본 사람들과 비교

하라.

파트너 조직은 연구 출판이나 광고 비용 지불을 포함하는 비교 프

로젝트 또는 비교 투자를 통해 도달한 타깃 관객을 공유할 수 있다.

영화 개봉 전에 닐슨 또는 갤럽과 같은 독립적인 기관들에 이슈에 

대한 여론 조사를 의뢰하고 일정 기간 이후 비교를 위한 조사를 반

복한다.

당신의 영화를 본 사람들과 보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비교하

라.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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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제기된 이슈를 연결하는 언론 기사(영화 리뷰뿐 아니라 분

석 및 토론)의 양을 추적한다. 새로운 트렌드를 시사할 수 있다.

언론 보도를 알리는 구글 알리미를 실행하거나 구글 트렌드를 실

행해 시간 경과에 따른 이슈의 추세를 보여 준다. 영화의 개봉 기

간 및 주요 캠페인 계획과 관련되게 한다. 자금이 더 있으면 언론 

평가를 위해 광고환산가치(AVE)와 PR 가치를 제공하는 미디어 대

행사를 고용할 수 있다. 어떤 이슈에 대한 광고를 봤거나 기사를 

읽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의 수를 환산한 가치로, 표준화된 도구

이나 아주 정확하진 않다.

신문 첫 페이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주요 뉴스 기사를 

추적, 코딩 및 시각화하는 페이지원엑스 PageOneX를 사용해 보라. 

blog.pageonex.com/about/ 

멜트워터 Meltwater meltwater.com 또는 씨전 Cision cision.

com/uk과 같은 글로벌 미디어 모니터링 및 분석을 제공하는 온라

인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생각의 변화

지표

<  이전 

도구/기술

영화 및 캠페인 활동의 결과로 이슈에 대한 여론 개선 또는 기타 

변화 (계속)

영화 및 캠페인 활동의 결과로 이슈에 대한 대중 인식 고취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비용 효율이 높으면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은 옴니버스 폴 Omnibus Poll을 통해 질문을 의뢰하는 것

이다. 콤레스 ComRes와 같은 일부 여론 조사 기관은 적절한 프로

젝트에 대해서는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대행사를 감당할 수 없다면 구글 서베이 Google Surveys를 사용해 

보라. 또는 문자 SMS 설문 조사 smspoll.net 의뢰를 고려해 보라.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http://www.smspoll.net/
http://www.meltwater.com/
http://www.cision.com/uk
http://www.cision.com/uk
http://blog.pageonex.com/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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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변화

지표

<  이전 

도구/기술

영화 및 임팩트 캠페인과 관련된 대중 매체에서 이슈가 구성되는 

방식의 변화 - 유명인, 인플루언서, 이슈를 전달/공유하는 사람, 사

고의 리더, 정부 관료, 학자 등을 통해서 

미디어 공간에서 주요 옹호자의 지위 변화 또는 영화 창작자 및 출

연진을 포함한 새로운 옹호자의 창출

영화 또는 캠페인 웹사이트의 온라인 트래픽 증가는 참여도 증가

의 기본적인 증거를 제공함

감정 분석을 시도하라. 사용 가능한 도구로 블로그/트위터 영역에

서 감정 분석을 수행하는 검색 도구 trackur.com과 altmetric.

com이 있다.  사고의 리더, 유명인, 정부 관료, 학자 등의 이슈, 프

레임, 언어 또는 캐릭터의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라.

뉴스 아카이브를 보라. 미디어 클라우드 Media Cloud와 같은 도구

를 고려하라. mediacloud.org는 네트워크 공론장이 핵심 이슈에 

대한 공개 토론과 담론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조사한다. 핵심 이슈

에 대한 담론과 관련해 영화를 검토한다.

다른 예로 하모니재단의 스토리파일럿 Story Pilot과 일리노이대

학교의 콘텍스트 ConText가 있다.

영화와 임팩트 캠페인과 관련된 온라인 및 기타 조사(뉴스, 공식 

자료, 인터뷰 등)를 통해 주요 옹호자들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이

야기하는지 검토하고 추적한다. 

캠페인 웹사이트 방문자에 대한 자세한 통계를 보려면 구글 애널

리틱스 Google Analytics를 사용하라.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http://www.trackur.com/
http://altmetric.com/
http://altmetric.com/
https://mediaclou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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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변화

지표

<  이전 

도구/기술

영화 또는 캠페인 웹사이트 방문자의 습관 분석이 입증하듯, 참여

도가 더 높은 사용자는 참여도 증가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를 제공

함. 예를 들어 신규 방문자 수 (관객 증가를 보여 줌) / 트래픽 소스 

또는 추천 (타깃 관객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음) / 페이

지 조회수 (참여 수준의 지표가 될 수 있음)

영화의 임팩트 캠페인 기간 동안의 이메일 목록 증가와 뉴스 레터 

오픈율은 참여도 증가의 증거를 제공함

인플루언서와 이슈 전달/공유자 및 트랜스미디어 참여를 통해 영

화에서 제기된 문제에 더 깊이 있게, 더 중요하게 초점 두기

캠페인 웹사이트 방문자에 대한 자세한 통계를 보려면 구글 애널

리틱스를 사용하라.

믹스패널 Mixpanel mixpixel.com 또는 키스메트릭스 KISSMet 

rics kissmetrics.com와 같은 '액션' 기반 분석을 살펴보라.

메일침프 MailChimp mailchimp.com와 같은 이메일 프로그램 

내에서 추적하거나 캠페인 모니터 Campaign Monitor campaign

monitor.com 또는 어셈블 Assemble assemble.me를 사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 인사이트를 사용해 보라. 여기 매셔블 Mashable의 훌

륭한 시작 가이드를 참고하라. mashable.com/2010/09/03/

facebook-insights-guide/#A1QHb3tYmiq7

여러 소셜 미디어 계정을 관리하려면 훗스위트 Hootsuite hoot

suite.com 또는 콴트캐스트 Quantcast quantcast.com을 사용해 

보라. 웹사이트, 동영상, 위젯, 블로그 등에 대한 전 세계 고객 및 인

구 통계 데이터를 제공한다.

hashtracking.com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해시 태그 정보를 제공 

한다. 샘플 대화를 얻으려면 무료 도구 sharedcount.com을 사용

해 보라.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http://www.mixpixel.com/
https://www.kissmetrics.io/
https://mailchimp.com/
https://www.campaignmonitor.com/
https://assemble.me/
https://www.campaignmonitor.com/
https://hootsuite.com/
https://www.quantcast.com/
http://hashtracking.com/
http://www.sharedcount.com/
https://hootsuite.com/
https://mashable.com/archive/facebook-insights-guide#A1QHb3tYmiq7
https://mashable.com/archive/facebook-insights-guide#A1QHb3tYmi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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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변화

지표

<  이전 

도구/기술

인플루언서와 이슈 전달/공유자 및 트랜스미디어 참여를 통해 영

화에서 제기된 문제에 더 깊이 있게, 더 중요하게 초점 두기 (계속)

영화와 임팩트 캠페인으로 촉발돼 새로이 생성되는 미디어 콘텐츠

를 추적한다. 영화를 소재로 새롭게 의뢰된 프로그래밍 또는 확장

된 뉴스 보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블로그/트위터 영역에서 감정 분석을 수행하는 trackur.com 또는 

burrrd.com과 같은 검색 도구를 사용해 보라.

또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대화를 추적하고 감정을 측정할 

수 있는 크림슨 헥사곤 Crimson Hexagon crimsonhexagon.

com과 같은 서비스도 있다.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http://trackur.com/
http://burrrd.com/
http://www.crimsonhexagon.com/
http://www.crimsonhexag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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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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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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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변화

지표

<  이전 

도구/기술

영화 캠페인과 관련된 서약 또는 청원의 서명 수 증가

영화 캠페인의 메시지와 관련된 편지 쓰기 급증

특정 파트너 조직에 대한 기금 모금 또는 기부 증가

특정 파트너 조직의 회원 증가

특정 파트너 조직의 자원 활동 증가

영화 캠페인과 관련된 라이브 이벤트에 참석 및 시위 모임

영화 캠페인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또는 추천 요청 증가

파트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또는 Avaaz.org나 350.org에

서 캡처할 수 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구현하기 쉬운 페이지 코드

와 비교적 쉬운 이벤트 추적을 통해 다양한 메트릭스(성과지표)의 

추적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문서를 제공한다. 이는 양식 완성 또는 

기부와 같은 작업 핵심성과지표(KPI)에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파트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또는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

파트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

해 보라. (위 참조)

파트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파트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파트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뉴스 기관을 통한 증거도 

있을 수 있다. 

파트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참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설

득력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올바른 메트릭스를 

확인하고 기준치가 되는 성과를 설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정보 추

적 및 제공에 대한 파트너의 약속이 필요하다.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http://www.350.org/
https://secure.avaaz.org/pag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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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변화

지표

<  이전 

도구/기술

영화 캠페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됨

영화 캠페인과 관련된 구매 행동의 변화

영화 캠페인과 관련된 투표 행동의 변화

영화 캠페인과 관련된 사회적 행동의 변화

타깃 관객들의 행동 변화 또는 행동을 바꿀 "의지"에 대한 보고

뉴스 분석. 법원 보고서. 파트너의 증거.

판매 분석 또는 설문 조사. 전국적으로 또는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예: 타깃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거리 설문 조사

공식 기록을 검토하거나 영화와 직접 연결되는 설문 조사를 수행

한다. 전국적으로 또는 타깃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예: 타깃 커

뮤니티의 거리 설문 조사

공식 기록을 검토하거나 영화와 직접 연결되는 설문 조사를 수행한다. 

전국적으로 또는 타깃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예: 타깃 커뮤니티의 

거리 설문 조사,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타깃 커뮤니티 현장 관찰.

상영 후 관객의 행동 변화 의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설문 조사를 

배포, 수집한다. 설문 조사 초안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라.

정성적 조사를 의뢰하라. 타깃이 되는 포커스 그룹을 조사하고 12

개월 후 동일한 샘플로 조사를 반복해 종적 행동 변화를 추적한다.

일반 대중의 정량적 조사. 영화 개봉 전에 닐슨 또는 갤럽과 같은 

독립적인 기관들에 이슈를 둘러싼 대중 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를 

의뢰하고 일정 기간 이후 비교를 위한 조사를 반복한다. 공식 기록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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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변화

지표

<  이전 

도구/기술

일반 대중의 행동 변화에 대한 보고

변화에 대한 개별적 내러티브

행동 측정 도구 behaviourtool.strikingly.com를 사용할 수도 

있다.

구글 서베이 google.com/insights/consumersurveys/home도 

사용해 보라.

영화 제작 및 홍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

화되는지에 대한 전기적, 종적 연구.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http://google.com/insights/consumersurvey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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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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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변화

지표

<  이전 

도구/기술

영화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발전시키고 자체 캠페인(도구/기술)에 

이용하는 파트너 조직은 그들이 진행하는 사회 운동에서 영화가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음 예: 풀뿌리 단체의 회원 

증가와 영화 및 임팩트 캠페인으로 촉발된 지지 기반 강화

영화와 임팩트 캠페인으로 촉발된 파트너 조직의 자원 활동 증가

영화와 임팩트 캠페인으로 촉발된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요청 

또는 추천의 증가

영화 또는 영화 캠페인으로 인해 조직된 커뮤니티 회의 또는 시위 

참석률의 증가

영화와 임팩트 캠페인으로 인해 커뮤니티 그룹이 제기 한 법적 조치

영화 또는 영화 이슈와 관련된 커뮤니티 조직에 대한 기금 모금 및 

기부 급증

영화로 촉발된 커뮤니티의 리더십 개발: 정책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보되고 참여하며 변화에 전념함

파트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등록, 회원 명부, 일화 또는 기

타 관련 데이터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파트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등록 및 회원 명부를 통해 측정

된다.

파트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파트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뉴스 기관의 기록도 있다.

뉴스 분석. 소송 기록.

파트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전기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다. 

캠페인 파트너의 증언. 인터뷰와 언론.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다음  >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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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도구/기술

영화와 영화 캠페인에서 영감을 받은 커뮤니티 또는 풀뿌리 단체 

간의 새로운 협업, 공동의 정책 목표 및 결과를 중심으로 연대 형성

교차 징계・조직 위원회의 구성

예: 커뮤니티 조직자 간의 강화된 연합

영화와 임팩트 캠페인으로 촉발된 조직의 변화와 조직 역량 강화

영화와 캠페인에서 눈에 띄게 등장한 조직 또는 개인에게 수여되

는 상

영화와 임팩트 캠페인으로 인한 새로운 정치적 옹호자 창출

캠페인 파트너의 증언. 인터뷰, 회의록 검토. 보도자료.

 

회의 및 정보 공유 기회의 횟수와 빈도. 인터뷰, 진행 보고서, 회의

록.

정보 및 책임 공유에 대한 공식 협의. 파트너 조직은 공동의 정책 

목표 및 결과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옹호하기도 한다. MOU, 계약

을 통해 입증되었으으며, 회의록, 보도자료 등도 있다.

네트워크 시각화 도구인 이슈 크롤러 Issue Crawler를 사용해 보라. 

issuecrawler.net은 NGO 및 기타 연구자들이 특정 네트워크와 효

과적인 네트워킹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 사용된다. 

옹호 능력 평가 도구/자체 평가 스파이더 다이어그램.

파트너가 세부 정보 공유.

보도자료 또는 뉴스 보도.

공식 기록과 언론을 검토하고 영화를 언급하는 정치인, 의원의 인

용구를 캡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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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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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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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도구/기술

상영 증거, 영화 사용 및 옹호자들의 관련 캠페인은 이들 그룹이 

영화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임

예를 들어 지역 정부, 국가 입법기관, UN 또는 EU와 같은 초국적 

기관, 주요 국제 회의 상영

선출직 공무원이 이슈에 합류하도록 압박 강화

법원 절차 중 영화나 캠페인에 대한 언급

영화 및 임팩트 캠페인과 관련된 법적 조치의 반전

캠페인 목표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

언론과 공식 기록에 나타난 이벤트 및 핵심 인용구를 기록하고, 가

능한 경우 핵심 관객 구성원을 기록해 두라.

또한 소규모 인플루언서 상영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만들고, 누가 

참석하고 말했는지, 그 활동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추적한다.

영화 또는 캠페인을 언급하는 의원.

영화를 언급하는 언론 또는 공식 기록.

영화를 언급하는 언론 또는 공식 기록.

공식 기록을 검토해 새 법률의 개정 또는 형성에서 영화 또는 영화 

캠페인이 언제 인용되는지를 보여 준다.

입법 회의 및 감독위원회의 기록을 확인하라. 정치적 과정을 추적

하는 www.opencongress.org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팀 구성원 중 누군가가 대학과 제휴를 맺은 경우, 렉서스 넥서스 

Lexus Nexus (Boolean 검색어로 작동)에서 정책의 변화를 무료로 

추적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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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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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http://www.opencongr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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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도구/기술

영화와 임팩트 캠페인으로 인해 촉발된 사법 청문회 또는 공식 조

사 요청 

벌금 또는 처벌 부과

해고・ 사임 촉발

형사 고발

내・외부 마케팅 캠페인, CSR 우선 순위, 신규 구매 또는 판매 전략

의 변화

기업의 수익 또는 예산 모니터링 상의 변화

시장 내 경쟁 기관 사이의 모방 행위

영화와 임팩트 캠페인으로 인한 기업 파트너십 종료

영화를 언급하는 언론 또는 공식 기록.

영화를 언급하는 언론 또는 공식 기록.

영화를 언급하는 언론 또는 공식 기록.

영화를 언급하는 언론 또는 공식 기록.

영화를 인용하는 언론 발표 또는 연간 리뷰.

해당 기관이 관련 데이터 공개를 중지하거나 시작한다는 증거.

영화와 캠페인을 언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화와 연결될 수 있

는 재정 관련 언론 보도 또는 기업 연간 리뷰.

또한 해당 기관 지도부들의 보고. 

영화를 언급하는 언론 또는 공식 기록.

영화를 언급하는 언론 또는 공식 기록과 해당 기관 지도부의 보고.

생각의 변화

<  이전 

행동의 변화 커뮤니티 구축 사회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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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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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설문 조사를 만드는 법:

아마 당신은 관객이 영화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

지 이해하고 싶을 것이다. 관객이 무엇을 배웠는

지, 그것이 그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어떻게 바

꿨는지, 어떤 영감을 줬는지를 말이다. 그렇다면 

설문 조사나 여론 조사가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

다. 설문 조사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다양

한 관객의 태도, 인식 또는 행동의 변화를 쉽게 

추적 할 수 있다.

당신 팀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찾고 있고 원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다양한 관객이 영화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왜 이것을 알고 싶은가? 

영화를 더 편집할 계획인가? 아니면 임팩트 전략을 개

선하기 위해 피드백을 활용하고 있는가? 영화가 사람들

이 특정 행동을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지 알

고 싶은가? 그렇다면 좋다. 영화의 임팩트뿐만 아니라 

이벤트 자체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니 다양한 이벤트 

설계나 조력자를 고려해야 한다. 

또 주의할 점들이 있다. 길고 잘못 설계된 설문 조사는 

관객을 깨우치기보다는 혼란스럽게 하거나 심지어 짜증

나게 할 수도 있다. 영화 제작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일이므로, 설문 조사가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라. 영

화가 예상한 방식대로 풀리고 있는지만 알고 싶다면 표

본 집단을 조사하기만 해도 될 것이다. 그 후에는 설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동, 참여 의지 등과 

같은 더 중요한 데이터 수집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

는 데이터 수집 계획을 개선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질문에 관객이 집

중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를 단축할 수 있다. 보고 시 변

화를 언급하는 것만 기억하라.

설문 조사를 잘 실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더 미묘한 문

제들도 있다. 다음은 훌륭한 설문 조사를 개발하기 위한 

10단계 가이드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 의회에서 <또 다른 전쟁>을 상

영하는 것은 콩고의 먼 지역 사회에서 <전쟁의 무기>

를 상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며, 관객이 영화를 극장

에서 보는 것과 넷플릭스에서 다운로드 하는 것은 또 

다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설문 조사 작성자는 질문

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곤 한다. 각 관객을 기록한 다음, 나머지 과정은 각 관

객에 맞춰 별도로 진행하라. 무언가를 놓칠 가능성이 

1.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는 관객을 정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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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니 끝까지 관객을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유혹에 빠

지지 말라. 

2. 

임팩트 목표를 검토하고 해당 관객과 관련된 것이 무엇

인지 이해하라

3. 

질문 목록을 브레인스토밍 하라

5. 

기준치는 무엇인가?

4.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라

여기에서 당신의 임팩트 평가 계획이 다시 필요하다. 평

가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서 관객과 관련된 목표를 걸러

내라.

각각의 임팩트 목표에서 시작해 해당 관객을 위한 질문 

목록의 첫 번째 초안을 만들라. 당신은 무엇을 알고 싶

은가? 이 시점에서 이 질문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

쓰지 말라. 그에 대해서는 곧 얘기할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영화를 본 후에 무언가를 하고, 말하고, 

느낄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들이 영

화를 보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아닌

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임팩트를 주장할 수 없

다. 이것이 기준치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를 달성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목록이 생겼으니, '그래서 어떻게?' 테

스트를 할 차례이다. 당신이 알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 있

다. 이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들은 어

떤 도움이 되는가? 짧게 하려고 노력하라. 설문 조사를 

완료하는 데 10분 이상 걸리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

처음 몇 개를 넘어서는 모든 추가 질문은 응답 시 그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데

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설문 

조사에 관해서라면 양과 질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

다. 따라서 진정으로 필요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포

기해서는 안 되지만,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

-

당신 영화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원에게 연락

해 영화 개봉 전에 이미 수집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

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존 연구를 임팩트 캠페인 

이후에 반복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라.

관객이 부분 집합으로 속해 있는 더 광범위한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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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볼 아이디어를 얻어 볼 수 있다. 소위 ("모든 사

람을 위한") "옴니버스" 연구를 통해 국가 전체를 대표

하는 집단(일반적으로 1000명)에 질문을 전달하면 통

상 질문당 1000달러 이하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영화

를 보는 관객이 기준치 집단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 이

를 활용해 당신이 만들어 낸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

-

도움을 줄 전문 평가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이 방법론

은 비교 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울 수 있음을 기억하라.

기준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전략은 관객에게 

자체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즉, 영화가 그들의 인식, 

감정 또는 이해를 어떻게 바꿨는지 물어볼 수 있다. 이 

또한 불완전하지만, 보고 시에 자신의 방법론을 인정한

다면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상영 사전 및 사후 질문을 할 수 

있다. 전후에 동일한 질문을 하므로 그 사이의 유일한 

변수는 당신의 영화에 대한 경험이다. 물론 그 또한 완

벽하지는 않다. 그들이 영화를 보기로 결정하기 위해 

영화에 대해 읽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팩트는 실제

로 상영 전에 시작됐을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은,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사람들에게 실제로 상영회 당시 형성

된 의지에 따라 행동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하

고 있는지 다시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그 순간의 열

기' 요인이 제거된 상태로 현재 수준에서의 임팩트에 

대한 실제 테스트가 된다. 물론 문제는 사람들에게 세

부 정보를 요청하는 것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이다. 데이터 보호 규칙을 기반으로 자신이 어떤 입장

을 취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하며, 데이터를 요청하

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또 다른 질문이다. 그러니 

좋은 방법이지만 아껴서 드물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6. 

투인원 two-in-one을 확인하라

이렇게 설문 조사를 세분화해 나갈 때 자주 발생하는 일

은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경고성 단어는 '그리고 and'와 '또

는 or'이다.

<엔드 오브 더 라인> 설문 조사(위 사례 연구 참조)에서 

"참다랑어 어업에 정치적 조치를 지지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어류 구매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정보를 모호하게 만들고 그들이 가진 

기회를 결코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질문이다.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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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답을 유도하지 말라

9. 

최선의 매체를 생각하라

8.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라

질문의 틀을 확인하는 데 매우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 초

안에서는 응답자를 원하는 답으로 이끌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엔드 오브 더 라인>으로 돌아가 보자. 그들이 "영화를 

본 결과 지속 가능한 방식의 어류 구매를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라고 물었다면, 정답은 분명히 "예"이며 

사람들은 정답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도전하라.

이 시점에서 실제 질문은 거의 작성했을 것이다. 이제 설

문 조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종이 

기반으로 할 것인가? SMS? 온라인?

일부 평가자들은 데이터 흐름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전자 데이터 수집을 권장한다. 종이 

설문 조사지는 쉽게 분실되거나 잘못 배치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관객과 디지털 접근성에 달려 

있다. 커패시티 콜렉티브는 온라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이제 당신의 질문들에 간단하게, 이상적으로는 박스에 

체크하는 것만으로,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엔

드 오브 더 라인>에 대한 질문의 안 좋은 버전은 "당신은 

무엇을 달리 행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라고 묻고 

답변을 채우도록 열린 공란을 두는 것이다. 어떤 면에

서는 아주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설문 

조사에서 열린 질문의 대다수는 공란으로 남겨진다). 그

리고 응답을 받더라도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정말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예/아니오 질문, "기타 (설명해 주세요)" 및 "모름/해당항

목 없음" 종류를 포함하는 체크박스(예: 하나 선택, 상위 

3개 선택, 해당항목 모두 선택) 등 옵션을 다양하게 제공

할수록 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답

도 많아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자면 설문 조사 항목은 대부분 신중

하게 공들여 만든 객관식 질문이어야 하지만, 관객 구성

원의 경험을 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최대 1~2개의 주관

식 질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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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충분한 사람들만이 설문 조사를 작성할 것이며, 

이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편향된 데이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다면 일종의 인센티브(다운

로드 가능한 바우처 등)를 제공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구식 종이 기반 설문 조사를 실제로 이길 

수 없다. 어려운 점은 분석이다. 응답을 처리하는 데 시

간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골칫거리를 덜어 줄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하드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들도 있

다. (예: autodata.com)

10. 

견본 테스트를 하라 - 내용을 확인하라

무엇을 하든 항상, 항상, 항상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테스

트하라. 무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어떤 질문과 어떤 매체로 결정하든, 10명의 친구

에게 먼저 시험해 보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시도하기 전

에 러프컷 상영에서 시험해 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들어

오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걸 알게 되거나 이미 실

행 중인 뭔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고통과 비용은 정말이

지 피할 가치가 있다.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도구/플랫폼의 전체 목록을 모았는데,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thecapacitycollective.org/resources/

survey-tools/

단일 질문 또는 최대 3개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SMS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

된 데이터는 분석하기 쉽고, 사람들은 종종 기꺼이 답

변을 문자로 신속하게 보내려고 한다. 후속 조치를 취

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연락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도 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

랫폼은 폴 에브리웨어 Poll Everywhere이다. 인기 있는 

메일침프 플랫폼조차도 "이메일 목록 가입 문자 보내

기"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이 

널리 사용되는 만큼, 조사하면 거의 모든 곳에서 이를 

수행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관

객과 모바일 및 기타 기술에 대한 비용과 접근성을 모

두 생각하라.

서베이 몽키 Survey Monkey와 서베이 기즈모 Survey 

Gizmo 같은 온라인 설문 조사 도구도 널리 사용 가능하

다 (스마트폰 접속을 위해 모바일에 최적화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또한 데이터 수집, 분석, 데이터 시각화 

및 보고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당연히 

문제는 자신의 견해를 등록하기 위해 사이트를 방문할 

https://www.surveymonkey.com/
https://www.polleverywhere.com/
http://thecapacitycollective.org/resources/survey-tools/
http://thecapacitycollective.org/resources/survey-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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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더 필요한가?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우리 작업의 본질은 항상 기꺼이 도와 주려는 사람들이 

있고, 마케팅 영역이나 연구 기관, 또는 대학의 사회과

학 부서에서 이런 종류의 설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들도 많다는 것이다. 애넌버그 남캘리포니아대학 노먼

리어센터의 미디어 임팩트 프로젝트 Media Impact 

Project도 그 중 하나다. 평가 회사로는 하모니 랩, 임팩

트 건축가들 Impact Architects, 인포밍 체인지 Infor

ming Change 및 러닝포액션 등이 포함된다. 그들의 

(특히 평가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신의 일에 신뢰

를 더할 수도 있다. 그러니 친구, 파트너, 자금지원자 및 

지지자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라. 

https://informingchange.com/
https://informingchange.com/
http://learningforaction.com/
http://www.theimpactarchitects.com/
http://www.theimpactarchitects.com/
https://harmonylabs.org/
https://www.mediaimpactproject.org/
https://www.mediaimpact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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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임팩트상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광고 - 더 많은 정보는 docimpacthi

5.org 에서 볼 수 있다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임팩트 라이브러리임팩트 측정단편 제작과 활용임팩트 배급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들어가는 글

파고들기

미디어 참여를 위한 국립센터: 평가 도구 

National Center for Media Engagement: 

Assessment Tools

사회정의 다큐멘터리: 임팩트를 위해 설계하기 

Social Justice Documentary: Designing for Impact 

조한나 블레이클리 – 변화를 위한 영화 

Johanna Blakley — Movies for a Change 

데이터 수집 도구 핸드북: 

"옹호 및 정책 측정 가이드"의 동반자 

A Handbook of Data Collection Tools: Companion to 

"A Guide to Measuring Advocacy and Policy"

이슈 중심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임팩트 평가하기 

Assessing the Social Impact of Issues-Focused 

Documentaries

www.thealliance.media/wp-content/uploads/2015/01/
Measuring-Public-Medias-Impact-Final-3-13.pdf

centerforsocialmedia.org/sites/default/files/documents/
pages/designing_for_impact.pdf

tedxtalks.ted.com/video/TEDxPhoenix-Johanna-Blakley-
Mov

w w w . o r s i m p a c t . c o m / D i r e c t o r y A t t a c h m e n
ts/132018_31904_823_a_handbook_of_data_collection_
tools.pdf

cmsimpact.org/media-impact/related-materials/
documents/assessing-social-impact-issues-focused-
documentaries

더 읽을거리

6.5

NCME는 몇 가지 실용적인 도구를 포함해 유용한 사회적 임팩

트 평가 방법을 모아 제공한다. 

이 작업 문서는 사회 이슈 다큐멘터리의 전략적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최첨단 방법론을 검토한다. 보고서 속 권장 사항은 6편의 

영화 사례 연구에서 얻은 교훈에서 나온 것이다.

설문 조사 설계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 <푸드 주식회사>에 대한 

조한나 블레이클리의 TED 강연을 참고하자.

조직연구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도구 핸드북으로, 정책 및 옹호 

활동에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 및 과정

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미디어 & 소셜 임팩트 센터의 최근 백서로, 임팩트 평가를 위한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https://www.thealliance.media/wp-content/uploads/2015/01/Measuring-Public-Medias-Impact-Final-3-13.pdf
http://centerforsocialmedia.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ages/designing_for_impact.pdf
https://www.youtube.com/watch?v=Pb0FZPzzWuk 
https://www.orsimpact.com/DirectoryAttachments/132018_31904_823_a_handbook_of_data_collection_tools.pdf
http://cmsimpact.org/media-impact/related-materials/documents/assessing-social-impact-issues-focused-document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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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기

자, 다 왔다! 이제 당신의 노력의 임팩트를 추적할 때 발견되는 가치와 가능성을 목격

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과 학습한 내용을 활용해 당신의 

노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당신이 알고 싶은 것과 팀으로서의 능력

에 대해 정직하고 그 지점에서 평가 계획을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도 다뤄 왔다. 또한 

각각의 임팩트 역학과 그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 및 지표를 살펴봤다. 이 섹션에서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어떻

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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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잡아라: 내부 (in-house) 평가 접근 방식

로리 실버부시와 크리스티 제이콥슨의 <어 플레이스 앳 

더 테이블 A Place at the Table>은 미국 전역의 지역 사

회에 공존하는 기아와 비만이라는 전염병에 관한 영화

이다. 액티브 보이스 랩은 영화에 대한 그들 노력의 임

팩트를 추적하기 위해 내부 평가자와 '어떻게 알고 배울

까? How   Do We Know/Learn?' 자문단이 공동 설계한 

다양한 평가 방식을 탐색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결과로 정확

히 무엇이 변화했는지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치 정

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에 평가자를 

뒀기에 임팩트 전략과 평가 사이에 쌍방향 정보 제공이 

가능했다. (앞서 나온 피드백 순환 구조를 기억하는가?)

내부 평가자는 전략 및 구현에 대한 주요 토론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작업하는 맥락

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프로그램 전략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그러한 변화가 평가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액티브 보이스 랩의 프로그램 및 평가 팀은 긴밀하게 상

호 협력하면서 경로를 수정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초의 설계는 유기농 먹거리 옹호자들의 참

여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초기 조사에서 그들과 기아/비

만 옹호자들이 우선시하는 문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는 것이 밝혀졌다.

파트너들과의 대화에서 임팩트 팀은 기아 방지 옹호자

들과 비만 옹호자들이 유사한 제도적 장애에 직면했지

만 함께 일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각 조직과 커뮤니티가 직면한 다양한 요

구에 맞출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토론 및 계획을 위

해 이해 관계자를 모으는 데 영화를 이용하기로 결정했

다. 그 결과로 나온 전략적 계획에는 일련의 브레인트러

스트(소규모 부문 간 계획 회의)와 전국 24개 도시 지역 

조직과의 상영회가 포함됐다. 목표는 이러한 활동을 통

해 공통의 시스템 기반 분석을 시작하고 해결책을 둘러

싼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평가 계획에는 1년에 걸친 캠페인 중 세 가지 다른 시

점에서의 데이터 수집이 요구됐다. 기준치 데이터 수집

을 위한 상영 1-2주 전, 그 상영으로부터 2-3주 후, 그리

고 상영 6-7개월 후가 그 시점이다. 데이터에는 각 시점

의 관객 구성원 및 커뮤니티 주최자의 설문 조사 (및 주

최 조직의 활용 데이터), 상영 이전과 이후 두 시점의 커

뮤니티 파트너 설문 조사, 커뮤니티 주최자들의 인터뷰

가 포함됐다. 또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받았지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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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은 개인으로부터도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러한 

평가 참가자는 관객 수준의 결과 분석을 위한 비교 집단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몇 

가지 뚜렷한 결과를 지적할 수 있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 줬다.

-

-

-

-

-

관객 5명 중 4명이 기아와 비만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

한 인식 향상

기아와 비만 문제를 다루는 연방 정부의 책임을 더 지지

한다고 응답한 40% 관객의 태도 변화

영화를 본 후 몇 달 동안 91%의 관객 사이에서 지속적

으로 이슈에 대한 토론 증가

상영 후 7개월까지 62%의 커뮤니티에서 지역 조직 

간의 협조와 협력 증가 및 지속

상영 후 77%의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

한 새로운 활동

모든 것을 정리해 보여 주는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시라. 

보시다시피 팀은 처음부터 임팩트에 대한 명확한 비전

과, 그들의 전략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확히 알아야 

할 사항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계획을 갖고 있

었기에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캠페인의 임팩트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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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헌팅 그라운드>:

타깃 임팩트 추적하기

커비 딕과 에이미 지어링의 영화 <헌팅 그라운드 The 

Hunting Ground>의 임팩트 팀은 자신들의 노력을 평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가진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했다.

영화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상영된 뒤 호주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 대학의 부총장들은 자교 캠퍼스에서는 성폭력

이 미국에서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젠더 

폭력 전문가들과 함께한 임팩트 팀의 초기 연구 및 토론

이 영화 속에 제기된 많은 이슈가 호주의 맥락에서도 관

련이 있음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호주 

임팩트 팀은 영화를 이 분야의 촉매제로 사용해 캠퍼스 

성폭력의 성행에 대한 기준치 조사를 위한 압력을 형성하

고 호주 현지의 맥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다. 

팀은 상영 지원 자료와 상영회 주최 방법 안내서를 제작

했다. 학생 대표, 성폭력 생존자 및 피해자, 성폭력에 대

한 글을 쓰는 언론인을 위한 구체적인 "미디어와 협력하

기" 팩트 시트를 개발했고, 미국의 교육자료와 행동 툴

킷을 호주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 그들의 전략에는 호주

인권센터의 대학교용 모범 사례 '안전한 터전 On Safe 

Ground'(2017) 개발, 실제 대학 내에서 사용될 성 및 윤

리 교육 모듈 의뢰, 캠퍼스 상영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캠퍼스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관계, 협조 및 

리더십 형성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로도 

인상적이고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이 팀은 또한 호주인권위원회, 전국학생연합 및 유니버

시티스오스트레일리아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모든 캠

퍼스에서 학생들이 실시한 캠퍼스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최초의 기준치 설문조사를 통해 '코스를 바꿔라 

Change The Course'(2017)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들은 노력의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지표를 

추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

-

-

-

상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적 활동

(행동을 취하려는 욕구부터 이슈에 대한 이해 향상까

지)을 질문 모니터링과 출구 조사 방식으로 조사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대학의 상영 요청 (교내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듣고 대화를 나누려는 새로운 

의지를 나타냄)

전국적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권장되는 새로운 정책

의 실행 (호주인권위원회의 '코스를 바꿔라' 보고서와 

호주인권센터의 '안전한 터전' 보고서에 설명됨)

대학 및 전문학교의 성, 안전 및 존중 교육 프로그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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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팀은 호주 39개 대학 중 33개에서 70회의 

캠퍼스 상영을 주최하면서 이러한 지표를 추적했다. 또

한 학생 대표들과 함께 일하며, 영화를 통해 동료 학생

들의 행동과 캠퍼스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컨퍼런스와 

전국 회의를 진행했다. 간단하지만 일관된 이벤트 관찰 

및 대학 파트너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들은 이

러한 이벤트가 다음으로 귀결됐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

었다. 

그리고 임팩트 팀이 수행한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

고, 캠페인을 통해 영화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 온 두 커

뮤니티 기반 조직이 그 바통을 이어받은 지점을 보여 주

는 평가 보고서를 찾아 보시라.

라이브러리에는 숙독할 만한 임팩트 보고서가 더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말만 믿지는 마시고… 직접 찾아보

는 것이 어떨까?

그들의 변화 이론은 학생의 관심을 동원하고 제도적 리

더십을 끌어들이는 것이 새로운 계획, 실천 및 캠퍼스 

문화로 이어질 것이라 제시했다. 현재까지 캠퍼스 정책 

-

-

-

-

·

·

·

·

아래 항목을 포함해 영화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학

생 및 대학 지도층의 관심 증가

일부 대학의 학생 성폭력 경험에 대한 독자적인 검토

캠퍼스에 새로운 성폭력 정책 도입

성폭력 예방 훈련을 실시 또는 개선하고, 해당 훈련을 

제공할 때 모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대학 기숙사 대폭 

증가

대학 정책 및 절차

폭행 사건에 대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활용 가능한 생존자 지원책 및 예방 조치

합의에 대한 이해

변화에서 보인 진전은 그들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캠페인에는 ABC2의 전국 방송, 커뮤니티 상영, 컨퍼런

스 상영 외 기타 등이 포함됐다는 것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팀의 노력이 미친 임팩트는 앞서 나온 것보다 훨

씬 더 컸다는 말이다.

'헌팅 그라운드 호주 프로젝트'의 연간 진행 보고서와 대

학 사례 연구를 다음에서 읽어 보시라.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파고들기

더 읽을거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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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huntinggroundaustralia.com.au/australian-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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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기

'헌팅 그라운드 호주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와 대학 사례 연구

Progress reports and university case studies from 

The Hunting Ground Australia Project

호황을 누리는 평가 사업, 과연 가치를 더하는가 

Evaluation a booming business but is it adding value

'여성과 소녀가 글로벌을 이끈다' 평가 최종 보고서

Women & Girls Lead Global evaluation final report

임팩트 플레이북: 미디어의 임팩트를 이해하기 위한 모범 사례

Impact Playbook: Best Practices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edia

자선, 평가, 책임 및 사회 변화 

Philanthropy, Evaluation, Accountability, and Social 

Change

미디어 임팩트 평가와 그 너머 

Media Impact Assessment and Beyond

시민 기술 및 참여: 공통 언어를 찾아서 

Civic Tech and Engagement: In Search of a Common 

Language

독스케일: 다큐멘터리 영화의 임팩트 측정을 위한 참여적 평

가 및 협업 필터링 모바일 플랫폼

DocSCALE: A Mobile Platform for Participatory 

Evaluation and Collaborative Filtering to Measure 

Impact of Documentary Film 

어쩌면에 이르기: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 

Getting to Maybe: How the World Is Changed

'평가에 따른 죽음' 피하기 

Avoiding 'death by evaluation'

더 읽을거리

6.6

프랜시스 웨슬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복잡성 이론의 통찰

력을 적용해 효과적인 변화 만들기를 검토한다. 

마스트리흐트대학 '법, 공공정책 및 사회과학 연구'팀의 프란

스 리우 교수가 환원주의가 좋은 평가에 위협이 되는지 그 방

법과 여부를 살펴본다.

ITVS가 제공하고 USAID,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및 포드재

단에서 지원한 다수 지역, 여러 시즌에 걸친 다큐멘터리 시리

즈 '세계의 여성들'의 5 년 평가

하모니재단과 BAVC가 연구와 오랜 관객 지원 및 참여, 최근 

기술 개발 등에서 얻은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아서 M. 블랭크 패밀리 재단의 존 배어는 보다 강력한 방식의 

평가를 위해 사회적 임팩트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가 기대치를 확장하는 행동 촉구를 제시한다. 

MIT의 필립 나폴리는 노먼리어센터의 '미디어 임팩트 평가'보

고서의 저자로, 이 팟캐스트에서는 임팩트 평가를 둘러싼 이

슈들을 논의하고 임팩트 평가 표준화의 주요 과제 및 갈등을 

살펴본다. (1시간 25분)

미카 L. 시프리는 시민 기술에서 어떤 종류의 설계를 선택하는 

것이 시민 행동의 특정한 특성을 최대화하는지 질문한다. 어떤 

종류의 도구와 과정이 사용자 대 제공자 구도를 강화하는가? 

어떤 선택이 더 두텁거나 장기적인 유형의 참여를 형성하는 경

향이 있는가? 

루이스-엘린 닷타가 평가의 일반적인 함정과 오해, 오용에 대

해 설명한다. 

www.thehuntinggroundaustralia.com.au/australian-
reports

docin.com/p-433547806.html cdn.itvs.org/WGLG_Final_Evaluation_Full_Report_2018.pdf

bavc.org/sites/default/files/resource/Impact_Playbook.pdfgiarts.org/sites/default/files/conference_websites/2010/
docs/Bare-John_Philanthropy-Evaluation-Accountability-
Social-Change.pdf

cms.mit.edu/podcast-philip-napoli-media-impact-
assessment-and-beyond/

techpresident.com/news/25261/civictechand-engagement-
search-commonlanguage

cdn.itvs.org/WGLG_DocSCALE_WhitePaper.pdf

amazon.com/Getting-Maybe-How-World-Changed/
dp/067931444X/ 

hfrp.org/evaluation/the-evaluationexchange/issue-archive/
evaluatingeducation-reform/avoiding-unwarranteddeath-
by-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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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기

이 필드 가이드는 도구와 자원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에 대

한 가이드이다. 평가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임팩트가 발생하는 지 학습할 기회

와 어떻게 영화가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지 목격하였다. 그것은 임팩트 라이브러리를 

채운 사례 연구들의 추동력이었다. 변화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서로를 고무하고 

힘을 북돋는 일이라 믿는다. 이 가이드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기회와 지식을 나누고 분

야 내 다른 이들을 준비시키는 기회인 것이다.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6.7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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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소셜 임팩트 다큐멘터리의 여정을 

떠나는 참이라면, 당신은 이미 커뮤니티의 일원

이다. 수(數)에는 힘이 있으며, 우리는 당신 곁에

서 배우며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작업을 거치면

서 무엇은 잘 진행되었고 무엇은 안 되었는지 알

고 싶다. 무엇이 당신의 작업에 영감을 주었는

지, 무엇은 방해가 되었는지, 무엇을 읽고 무엇

을 만드는 지 알고 싶다. 우리는 당신이 세상에

서 어떤 변화를 목격하고 싶은지 알고 싶다.

그러므로 끼어들기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다. 

당신의 피드백은 이 가이드를 더욱 나은 것으로 만들 것

이고,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이 자원을 계속해

서 편집하고 확장시킬 것이다. 사례를 만들고 당신의 작

업을 알리기 위해 변화의 이야기를 공유할 것이다. 

영화 제작처럼, 이 가이드는 광범위한 파트너들과 사고 

리더들 없이는 실제로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두

번째 버전의 편집을 진두지휘해준 사하르 드라이버와 

첫번째 버전을 작업해준 존 알렉산더, 이레니 에케퀴스

에게 감사하다. 이 세 명이 바로 현장의 지식을 설득력 

있고 유용한 내러티브 변화 툴킷으로 만들어 준 사람들

이다.

관대한 아이디어와 사려깊은 피드백을 제공해 준 영화

제작자들과 임팩트 프로듀서들, 임팩트 후원자들, 문화 

기관들, 학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보낸다. 

두번째 버전을 위해 애써준 분들은 다음과 같다; 

Brenda Coughlin, Abby Davis, Dina de Veer, Jad 

Abi-Khalil, Macky Alston, Abigail Anketell-Jones, 

Lindsay Green Barber, Julia Bacha, Kylie Boltin, 

Jeffrey Bowers, Caitlin Boyle, Marco Cartolano, 

Giuliano Cavalli, Sonya Childress, Inti Cordera, 

Santhosh Daniel, Fiona Dawson, Cristine Platt 

Dewey, Jo-Jo Ellison, Violet Feng, Deirdre Fishel, 

Edie Gill Holder, Amelia Hapsari, Lee Hirsch, 

Will Jenkins, Anita Khanna, Judy Kibinge, Fiona 

Lawson-Baker, Rachel Lears, Sheila Leddy, Alex 

Lee, Wendy Levy, John Lightfoot, Kathleen Lingo, 

Mary Macrae, Ani Mercedes, Molly Murphy, 

Joanna Natasegara, Ina Pira, Michael Premo, 

Alice Quinlan, Khushboo Ranka, Larissa Rhodes, 

Theo Rigby, Flor Rubina, Ellen Schneider, Sydelle 

Willow Smith, Michèle Stephenson, Fran Sterling, 

Paulina Suárez, Sandra Tabares-Duque, Jennifer 

6.1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6.2 훌륭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6.3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6.4 임팩트 평가 계획

6.5 측정 도구

6.6 종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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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pactguide.org/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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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torena Taylor, Poh Si Teng, Ilse van Velzen, 

Sophy Sivaraman, Lynette Wallworth, Emily 

Wanja, Banker White, Malinda Wink, Samantha 

Wright, Pamela Yates, Luis González Zaffaroni, 

Amy Ziering.

그리고 이에 더해 먼저 내용을 읽고 말이 되는지 검토해

준 해외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다:

Melekoglu, Caro Macdonald, Daniel Simons, Eirin 

Gjorv, Eric Juhola, Erin Sorensen, Irene Zabytko, 

Jamie Goncalves, JoAnne Fishburn, Judy Hatcher, 

Laura Wilson, Sanjay Rawal, Simone Pero, Tim 

Horsburgh, Vuslat Karan & Angelica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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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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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끝으로, 소셜 임팩트 영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믿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는 당신 작품의 대단한 팬입

니다. 

독소사이어티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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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암스테르담 제1회 글로벌 임

팩트 프로듀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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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임팩트 라이브러리

7.0
임팩트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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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사례 연구들은 이 자료가 쓰인 시점 기준에서는 

정확한 정보이다. 

우리는 항상 또 다른 근사한 사례들을 찾아 포함시키고

자 하니 제안할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 

임팩트 라이브러리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기 – 

영감과 힘을 얻어 보자 

이 장에서는 60가지 이상의 임팩트 사례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모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영화 본편 전체를 최대한 많이 보기를 권하는 것은 물론이다. 

mailto:impactguide%40docsociety.org?subject=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2016: 오바마의 아메리카 

2016: OBAMA'S AMERICA

오바마의 재선을 막으려 애쓰다 

감독:존 설리번, 디네시 디수자 

John Sullivan and Dinesh D'Souza

이야기 환경: 익숙함

아메리칸 프라미스

AMERICAN PROMISE

미국 교육 시스템 속 흑인 청년들의 미래를 

바꾸다

감독:조 브루스터, 미셸 스티븐슨 

Joe Brewster & Michele Stephenson

이야기 환경: 익숙함

9.70

콜롬비아 정부에게 70톤의 쌀을 빼앗기고 

처분당한 농부들의 이야기

감독:빅토리아 솔라노 

Victoria Solano 

이야기 환경: 숨겨짐

혁명을 위한 제안

AN INSIGNIFICANT MAN

보통사람당의 당대표 아르빈드 케즈리왈

은 인도 정치의 부패한 현상에 맞선다 

감독:쿠쉬부 랑카, 비나이 슈클라 

Kushboo Ranka & Vinay Shukla 

이야기 환경: 확립됨

액트 오브 킬링

THE ACT OF KILLING

인도네시아 죽음의 분대였던 이들이 과거

에 자행했던 학살을 직접 선택한 영화적 장

르로 재현하는 도전을 받는다 

감독:조슈아 오펜하이머 

Joshua Oppenheimer 

이야기 환경: 확립됨

불편한 진실

AN INCONVENIENT TRUTH

앨 고어, 기후 변화는 사실이라고 경고하다 

감독:데이비스 구겐하임 

Davis Guggenheim 

이야기 환경: 숨겨짐

어리석은 자들의 세기

THE AGE OF STUPID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혼합한 작품으로 

기후 변화로 황폐해진 미래에 홀로 살아가

는 남자의 이야기 

감독:프래니 암스트롱 

Franny Armstrong 

이야기 환경: 확립됨

아르마딜로

ARMADILLO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중인 덴마크 병사

들의 현실

감독:야누스 메츠 

Janus Metz

이야기 환경: 확립됨

어 플레이스 앳 더 테이블 

A PLACE AT THE TABLE

미국의 식량 불안정 문제, 그 비밀의 장막

을 벗긴다

감독:크리스티 제이콥슨, 로리 실버부시 

Kristi Jacobson & Lori Silverbush 

이야기 환경: 신선함

아머 오브 라이트

ARMOR OF LIGHT

총기 사용과 생명, 양쪽 다 지지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복음주의 교회 목사와 십대 총격 

희생자의 어머니를 따라간다 

감독:애비게일 디즈니, 캐슬린 휴즈 

Abigail Disney and Kathleen Hughes

이야기 환경: 익숙함

https://www.documentarytelevision.com/commissioning-process/2016-obamas-america-earns-35-million-theatrical-distribution-case-study-takeaways/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AmericanPromise-report.pdf
https://vimeo.com/223638450
https://docimpacthi5.org/files/aninsignificantman.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TheActofKilling.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AnInconvenientTruth_BeyondTheBoxOffice.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AgeOfStupid.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Armadillo.pdf
https://www.activevoice.net/wp-content/uploads/2014/08/TYP-Impact-Report-web.pdf
https://www.dropbox.com/s/1kpobcnygeou4ls/Armor%20Of%20Light.pdf?d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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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잇

BAG IT

우리의 삶은 지나치게 플라스틱하다

감독:수잔 베라자 

Susan Beraza

이야기 환경: 익숙함

불리

BULLY

미국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을 따지고 들다 

감독:리 허쉬 

Lee Hirsch 

이야기 환경: 익숙함

블랙피쉬

BLACKFISH

미국 씨월드 파크에 대해 엄청난 대중적 반

발, 이른바 '블랙피쉬 효과'를 불러일으킨 

작품

감독:가브리엘라 코우퍼스웨이트 

Gabriela Cowperthwaite

이야기 환경: 신선함

카사블랑카 콜링

CASABLANCA CALLING

모로코의 초대 여성 무슬림 지도자들이 조

국의 변화를 위해 나선다

감독:로사 로저스 

Rosa Rogers 

이야기 환경: 신선함

소년 23 

BOY 23

브라질의 나치 동조자들에게 노예화됐던 

고아 50명의 숨겨진 이야기 

감독:벨리자리오 프란카 

Belisário Franca 

이야기 환경: 신선함

참 시티

CHARM CITY

볼티모어 소요 사태 최전선에 선 경찰, 시

민, 공무원들의 초상

감독:매릴린 네스 

Marilyn Ness 

이야기 환경: 익숙함

부드루스

BUDRUS

비폭력 저항 운동, 팔레스타인에서 연대

하다

감독:

프로듀서:

줄리아 바차 Julia Bacha

로니트 아브니, 룰라 살라메 & 저스

트비전 Ronit Avni, Rula Salameh 

& Just Vision

이야기 환경: 확립됨

산호초를 따라서

CHASING CORAL

지구온난화에 따른 충격적이고 실재하는 

영향을 보여준다

감독:제프 올롭스키 

Jeff Orlowski

이야기 환경: 확립됨

버마 VJ

BURMA VJ

사프란 혁명을 취재한 버마(현 미얀마)의 

용기 있는 비디오 저널리스트들의 이야기 

감독:아네르스 외스터고르 

Anders Østergaard 

이야기 환경: 익숙함

빙하를 따라서

CHASING ICE

우리의 행성 지구의 변화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모은 작품

감독:제프 올롭스키 

Jeff Orlowski 

이야기 환경: 익숙함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BagIt.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Bully.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blackfish-report.pdf
https://www.dropbox.com/s/mpq4p58x89f26vb/Casablanca%20Calling%20Report%20June%2013th%202017.pdf?dl=0
https://www.dropbox.com/s/ay1yypy9uys84zb/Boy%2023%20Impact%20report_ing-compressed.pdf?dl=0
https://www.dropbox.com/s/ffuwli5jehamdok/Charm%20City%20Pilot%20Report%2008.05.2019%20%281%29.pdf?dl=0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Budrus.pdf
https://docimpacthi5.org/files/chasingcoral.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BurmaVJ.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chasingi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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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체제의 유령들

THE GHOSTS IN OUR MACHINE

산업에서 중요하지만 간과된 동물들의 이

야기 

감독:

이야기 환경: 숨겨짐

리즈 마샬

Liz Marshall 

시티즌포

CITIZENFOUR

대중 감시가 개인의 사생활과 공공 정책에 

끼치는 영향 

감독:로라 포이트라스 

Laura Poitras 

이야기 환경: 신선함

에브리띵스 쿨

EVERYTHING’S COOL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과학과 대중의 믿

음에 대하여

감독:주디스 헬팬드 

Judith Helfand 

이야기 환경: 익숙함

달리아스 아더 컨트리 

DALYA’S OTHER COUNTRY

부모의 결별로 스스로를 재건하는, 시리아 

내전으로 실향민이 된 가족의 미묘한 이

야기

감독:빅토리아 솔라노 

Victoria Solano 

이야기 환경: 숨겨짐

푸드 체인스 – 착취의 역사

FOOD CHAINS

미국의 농업계에서 벌어지는 농장 노동자 

착취에 대하여

감독:산제이 라왈 

Sanjay Rawal 

이야기 환경: 신선함

딥 다운

DEEP DOWN

미국 탄광 지역의 심장부로부터 나온 이야

기

감독:샐리 루빈 & 젠 길로멘 

Sally Rubin & Jen Gilomen

이야기 환경: 익숙함

푸드 주식회사

FOOD INC. 

자본주의가 생산하는 먹거리는 정말 우리

에게 좋은가? 

감독:로버트 케너 

Robert Kenner 

이야기 환경: 숨겨짐

엔드 오브 더 라인 

THE END OF THE LINE

이제는 전 지구적인 어류 남획 대해 다뤄야 

할 때

감독:루퍼트 머레이 

Rupert Murray 

이야기 환경: 신선함

가스랜드

GASLAND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수압파쇄법은 공동

체에 해를 끼친다

감독:조시 폭스 

Josh Fox 

이야기 환경: 숨겨짐

이스케이프 파이어

ESCAPE FIRE

미국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쟁

감독:매튜 하이네만 & 수잔 프롬키 

Matthew Heineman & Susan Froemke

이야기 환경: 익숙함

https://www.theghostsinourmachine.com/impact-report/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citizenfour.pdf
https://www.youtube.com/watch?v=zJfjv7t6Z2Q
https://www.dropbox.com/s/4573hn73z4zsbj8/Final_Dalyas_CR.pdf?dl=0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foodchains.pdf
https://www.youtube.com/watch?v=S_CZU6sYXf8
https://www.youtube.com/watch?v=Pb0FZPzzWuk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EndofheLine.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Gasland.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ESCAPEFI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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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내일이 온다면

GIVE UP TOMORROW

필리핀에서 논란이 된 오심 사건, 사법 체

계의 문제를 파헤치다 

감독:마이클 콜린스 

Michael Collins 

프로듀서: 마티 시주코 Marty Syjuco 

이야기 환경: 신선함

인터럽터스

THE INTERRUPTERS

전직 폭력 조직원들이 시카고의 폭력을 줄

이기 위해 활약한다

감독:스티브 제임스 Steve James 

프로듀서: 알렉스 코틀로위츠 Alex Kotlowitz

이야기 환경: 익숙함 

그라니토

GRANITO

어느 독재자의 유죄 판결을 통해 다큐멘터

리의 힘을 보여 주는 증거

감독:파멜라 예이츠

Pamela Yates 

이야기 환경: 숨겨짐

또 다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THE INVISIBLE WAR

미국 군대 내 강간의 여파를 폭로하다

감독:커비 딕 Kirby Dick 

프로듀서: 에이미 지얼링 Amy Zierling 

이야기 환경: 신선함

말랄라

HE NAMED ME MALALA

활동가이자 교육 문제 운동가인 파키스탄 

여성에 대한 이야기

감독:데이비스 구겐하임 

Davis Guggenheim

이야기 환경: 확립됨

라이어네스

LIONESS

미국의 참전 여군들에 대하여

감독:멕 맥라간 & 다리아 소머스 

Meg McLagan & Daria Sommers

이야기 환경: 신선함

내가 사는 집

THE HOUSE I LIVE IN

이것이 '마약과의 전쟁'의 종결, 그 시작일 

수 있을까? 

감독:유진 재레키 

Eugene Jarecki 

이야기 환경: 익숙함

마이너스 샷 다운

MINERS SHOT DOWN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리카나 학살

에서는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레하드 데사이 

Rehad Desai

이야기 환경: 숨겨짐

이다의 일기

IDA'S DIARY

한 여성이 자신의 인격장애를 통제하고자 

영상 일기를 찍는다

감독:아우구스트 B. 한센 

August B. Hansen 

이야기 환경: 신선함

노 파이어 존

NO FIRE ZONE

스리랑카 정부에 은폐된 전쟁 중의 전쟁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다

감독:칼럼 맥레이

Callum Macrae 

이야기 환경: 숨겨짐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GiveUpTomorrow.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TheInterrupters.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Granito-report.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InvisibleWar.pdf
https://www.dropbox.com/s/jszpneisvmyuic6/Final%20HNMM%20Report%20Nov%202016.pdf?dl=0
http://www.thefledglingfund.org/impact-resources/lioness/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TheHouseILiveIn.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minersshotdown.pdf
https://docsociety.org/films/display/idas-diary/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Nofirezone-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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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어 스토리즈

SHORE STORIES

해양시추가 끼치는 영향을 다룬 작품

감독:

이야기 환경: 숨겨짐

서배너 리버키퍼, 오기치 리버키퍼 

Savannah and Ogeechee Riverkee

per 

노 임팩트 맨

NO IMPACT MAN

우리가 개인적으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감독:로라 개버트 & 저스틴 셰인 

Laura Gabbert & Justin Schein

이야기 환경: 익숙함

기억해주세요

PLEASE REMEMBER ME

알츠하이머와 싸우는 노부부를 따라가는 

감동적이고 인도주의적 다큐멘터리

감독:칭 자오

Qing Zhao 

이야기 환경: 익숙함

실명에 관한 노트

NOTES ON BLINDNESS

1983년,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실명하게 

된 작가 존 헐은 그 모든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카세트테이프에 녹음 일기를 남기기 

시작한다

감독:피터 미들턴 & 제임스 스피니 

Peter Middleton & James Spinney

이야기 환경: 익숙함

키푸 프로젝트

THE QUIPU PROJECT

90년대 수천 명의 페루 사람들이 동의 과

정 없이 불임 시술을 당한 사건에 대한 인

터렉티브 다큐멘터리

감독:마리아 코트 & 로즈마리 러너 

Maria Court & Rosemarie Lerner

이야기 환경: 숨겨짐

1마일 앞의 평화

ONE MILE AWAY

버밍엄 도심 빈민가에서 서로 싸워 온 두 

폭력 조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시도 

감독:페니 울콕 

Penny Woolcock

이야기 환경: 확립됨

더 레커닝

THE RECKONING

국제인권재판소의 활동에 대한 작품 

감독:파멜라 예이츠 Pamela Yates

프로듀서: 파코 데 오니스 Paco de Onís

이야기 환경: 익숙함

아웃 오브 더 사일런스

OUT OF THE SILENCE

미국 어느 작은 마을의 동성애 혐오를 다룬 

작품 

감독:조 윌슨 & 딘 헤이머 

Joe Wilson & Dean Hamer

이야기 환경: 익숙함

레이징 버티

RAISING BERTIE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버티 지역의 세 흑

인 소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6년에 걸친 

성장기

감독:마가렛 번

Margaret Byrne 

이야기 환경: 익숙함

파라도토스

PARADOTOS

브라질 패럴림픽 운동선수 8명의 2012년 

런던 경기 이후를 담은 초상 

감독:마르셀로 메스키타 & 페피 시프레지 

Marcelo Mesquita & Peppe Siffredi 

이야기 환경: 익숙함

https://www.dropbox.com/s/j4poulz0fohfmh3/Shore%20Stories%20-%202018%20Impact%20Report.pdf?dl=0
https://www.youtube.com/watch?v=ZtC1VUj1S4I
https://docimpacthi5.org/files/pleaserememberme.pdf
https://www.dropbox.com/s/dumhqjsgorpr0v3/Notes_On_blindness_Impact_Campaign_ONLINE%20VERS_2019.pdf?dl=0
https://berthafoundation.org/story/quipu-project-in-peru/
https://www.dropbox.com/s/uz08ovw6s8ao3k6/One%20Mile%20Away%20Evaluation%20Report%20-%20new.docx?dl=0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TheReckoning.pdf
http://www.thefledglingfund.org/impact-resources/out-in-the-silence/
https://www.dropbox.com/s/gqhkd89i1xuao7e/Raising%20Bertie%20Impact%20Report.pdf?dl=0
https://www.dropbox.com/s/h9eq7si2lietc03/PARATODOS_Taturana.pdf?d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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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을 말하라

SIN BY SILENCE

미국 내 가정폭력 현실에 대한 작품

감독:올리비아 클라우스 

Olivia Klaus

이야기 환경: 숨겨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TREMBLING BEFORE G-D

성 정체성과 신앙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고

자 하는 정통파 유대인인 게이, 레즈비언

들의 이야기

감독:샌디 듀보우스키

Sandi DuBowski 

이야기 환경: 신선함

시타 킴야 (난 침묵하지 않겠다)

SITA KIMYA (I WON’T BE SILENT)

케냐 내 성·젠더 폭력에 대한 작품

감독:카제탄 보이 

Cajetan Boy 

이야기 환경: 숨겨짐

트러블 더 워터

TROUBLE THE WATER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람들의 삶에 끼친 영향

감독:티아 레신 & 칼 딜

Tia Lessin & Carl Deal 

이야기 환경: 익숙함

시리아스 디스어피어드

SYRIA'S DISAPPEARED

새로운 증거가 시리아의 비밀 수용소 네트

워크를 드러낸다

감독:사라 아프샤르

Sara Afshar 

이야기 환경: 숨겨짐

언어스드

UNEARTHED 

미국 내 수압파쇄법을 이용한 시추에 대해 

조사하다 

감독:졸린 미나르

Jolynn Minnar 

이야기 환경: 확립됨

땡큐 포 더 레인

THANK YOU FOR THE RAIN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서 충돌하는 세계

감독:줄리아 달

Julia Dahr

이야기 환경: 신선함

언레스트

UNREST

하버드 박사과정의 제니퍼 브레아는 어느 

날 열에 시달린 이후 침대에 누워 있게만 

되면서, 약으로도 낫지 않는 질병과 싸우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게 된다

감독:제니퍼 브레아

Jennifer Brea

이야기 환경: 신선함

더 클로서 위 겟

THE CLOSER WE GET

치명적인 뇌졸중을 앓는 어머니 앤을 돌보

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충실한 딸 캐런의 

이야기 

감독:캐런 거스리

Karen Guthrie 

이야기 환경: 익숙함

비룽가

VIRUNGA 

전쟁과 광업(채굴)의 위협 아래 놓인, 아프

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 이야기

감독:올란도 폰 아인지델

Orlando von Einsiedel 

이야기 환경: 숨겨짐

http://www.thefledglingfund.org/impact-resources/sin-by-silence/
https://www.youtube.com/watch?v=rSAb6yfm6eA
https://libcloud.s3.amazonaws.com/129/97/d/511/Sita_Kimya_Case_Study.pdf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TroubleTheWater.pdf
https://www.dropbox.com/s/pif9ur195uodcrk/ImpactEvaluation-SyriasDisappeared-Final.pdf?dl=0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Unearthed%20Britdoc%20Report_Updated.pdf
https://docimpacthi5.org/files/thankyoufortherain.pdf
https://docimpacthi5.org/files/unrest.pdf
https://www.dropbox.com/s/a1mbkxu28wiv6b7/The%20Closer%20We%20Get.pdf?dl=0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virunga.pdf


들어가는 글 임팩트 실현임팩트 계획 임팩트 배급 단편 제작과 활용 임팩트 측정 임팩트 라이브러리

전쟁의 무기

WEAPON OF WAR

콩고에서 벌어지는 강간에 대해 가해자들과 

토론한다

감독:일세 & 펨케 반 펠전

Ilse and Femke van Velzen

이야기 환경: 확립됨

웨이팅 포 슈퍼맨

WAITING FOR SUPERMAN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에 대하여

감독:데이비스 구겐하임

Davis Guggenheim

이야기 환경: 익숙함

웬 더 건즈 고 사일런트

WHEN THE GUNS GO SILENT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게릴라가 50

년의 싸움 끝에 콜롬비아 정부와의 평화협

상에 동의한다 

감독:나탈리아 오로스코

Natalia Orozco

이야기 환경: 확립됨

병사는 만들어진다

WHERE SOLDIERS COME FROM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주(州)방위군에 입대하면서 겪게 

되는 4년간의 여정을 따라간다

감독:헤더 코트니

Heather Courtney 

이야기 환경: 익숙함

후 이즈 다야니 크리스탈?

WHO IS DAYANI CRISTAL?

중앙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주 경

로의 위험성

감독:마크 실버

Marc Silver 

이야기 환경: 신선함

https://impactguide.org/static/library/WeaponofWar.pdf
https://learcenter.org/wp-content/uploads/2016/11/WaitingForSupermanReport.pdf
http://www.alegria-productions.com/film/guns-go-silent/
https://www.dropbox.com/s/ool68391nwv5hho/pov-WhereSoldiersComeFrom-cee-campaign-report-2016.pdf?dl=0
https://whoisdayanicristal.com/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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