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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경험하고 실천해 온 ‘예술노동’에 대해 자문화기술지

(Autoethnography)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문헌조사를 보완해 연구한 것이다.
‘예술노동’은 예술인이 임금이나 보수를 받기 위해 예술적 상상력, 예술 행위
능력과 같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술인과 사회가 맺는 경제적
관계를 해명하는 개념이다. ‘예술노동자’는 예술노동력으로 그것에 대한 대가와
교환하여 살아간다. 예술인 중 일부는 예술단, 예술기관에 고용되어 있거나 기획
사에 전속되어 있고, 대개는 자율적인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자기 진술을 통해 예술인의 빈곤과 양극화, 자기착취,
비전형성을 ‘예술노동’의 주요 특성으로 제기한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장기간
숙련하고 익혀야 하는 예술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지
못한 채 ‘프레카트리아트’로 살아야 하는 사례에 주목하고, 직업 지위가 다층적
이며 유동적인 예술인의 노동시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예술인의 이익집단 구
성방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연구자가 경험한 예술인 노동운동의 등장
이 있었다.

핵심어: 예술인, 예술노동, 프레카리아트, 자기착취, 비전형성, 예술노동자, 예술인노
동조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1년 예술인복지법 이 제정되고 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
해 ‘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예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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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조건과 현황이 측정되기 시작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가 발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림 1-1>에서 보듯이
실태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연소득의 중앙값은 300만
원, 한 달 수입 25만원으로 조사 발표되었다.
<그림 1-1>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문화체육관광부, 2018:27)

예술인의 열악한 경제적 조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질타되면서 다
양한 예술인복지정책이 제시되어왔다. 그 중 하나가 2020년 12월10
일 시행된 이른바 ‘예술인 고용보험’ 즉, 고용보험법 예술인 특례
조항이다. ‘예술 활동에도 보수가 있다’는 아주 초보적인 명제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지 않고 예술인복지법 의 ‘문화예술용역계
약’이라는 복잡한 근거를 제시한 후에야 특례조항으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 예술계에서는 프랑스의 엥떼
르미땅과 같이 예술인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실업급여제도를 요구
해왔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원과 운영체계에서 난색을 보이며 고
용보험의 틀에 예술인을 끼워 넣었고 비슷한 프레임으로 특수고용
직 노동자들도 특례화해 산입시켰다. 그나마 문화예술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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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압박으로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제도
화함으로써 예술현장의 계약 방식과 관행이 공적영역과 문화예술
산업영역에서부터 점차 바뀌고 있다.

문화예술계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재구조화되어 왔다.
우선, 전통적인 문화예술계의 위계가 해체되고 있다. 문화예술분
야의 산업화와 함께 ‘몇몇 직능단체들의 회계 문제’, ‘문화예술계 블
랙리스트 파문’에 더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위계를 이용한 폭
력과 착취 등이 공론화되면서 문화예술 협 단체 관계망의 위계구
조가 해체되고 있다. 여전히 정부의 훈 포장, 인간문화재, 각종 명
인/장인 인증, 수상실적 등으로 예술인의 전문가 지위를 부여하며
예술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학맥 인맥의 관계 맺기를 통해 각종 지
원금과 공모사업으로 지탱하는 위계구조는 존재하지만 문화예술계
는 다원적, 다층적으로 바뀌어 왔다.
또한, 사회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구성원들의 구매력, 문해력,
문화자본이 높아졌으며,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문화예술분야의 산업화가 빨라졌다. 특히, 지구화(Globalization) 과
정에서 이루어진 드라마, 대중음악, 영화 등 ‘한류’의 산업적 성공이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콘텐츠 시장 규모와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문화예술계의 산업적 재구조화가 진행되어왔다.
예술계의 변화에 따라 예술인의 활동방식도 바뀌고 있다. 촉망받
는 클래식 음악 전공자들이 TV 서바이벌 경쟁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판소리 전공자들이 트로트가수로 전향하기도 한다. 유명 예술대학의
졸업이나, 해외 예술대학의 유학만으로 안정적인 음악 활동을 담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권역에서 예술 활동의 장을 창출해
가는 새로운 시도들도 많아졌다. 작업실을 겸한 카페, 서점, 펍(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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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기도 하고, 공간이나 장소, 장르의 경계,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예술인은 민간/공공의 문화예술 기관/시설/활동에서 다양한
예술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 지역문화진흥법 등이 제
정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재생, 문화도시, 생활문화 지원 사업
등이 활발해지면서 문화예술의 싹을 틔우고 조직하는 촉진자, 혹은
매개자로 예술인들이 활동하면서 생계를 해결해가기도 한다. 일상권
역의 예술인들은 여러 형태의 지역축제, 다양한 문화시설(전시장, 도
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의 프로그램에서 공연과 연출,
기획, 강연 등의 단속적이며 불안정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은 후진을 양성하거나 예술적 기량을 전수하고 공연이나 전
시를 통해 사회 교육적 역할을 하는 등 당연하게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부문의 산업화로 예술인 그 자체, 예술행위, 결과물
을 문화예술콘텐츠 상품으로 가공해 거래하면서 수직계열화, 원/하
청관계, 종사자 노동착취, 불안정 고용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음원플랫폼의 음악소비자 독점과 불합리한 정산방식,
문학부문의 관행적인 저작권 양도 계약과 저작물 판매 수익 독점
논란, 웹툰 작가와 플랫폼 간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예술인 권리침
해 사례들이 있다.

이와 같은 예술계의 구조 변화와 함께 예술인과 예술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 왔다. 이에 20여 년 동안 독립음악, 민중음악
진영의 음악가로 활동해 온 연구자의 경험을 진술하며 분석함으로
써 ‘예술노동’과 ‘예술노동자’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특히, 연구자는
뮤지션유니온 위원장, 문화예술노동연대 고용보험위원장 등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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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며 예술노동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왔기에 연
구자의 개인적 경험 사례를 통해 예술노동과 예술노동 당사자 운동
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예술인 노동운동에
대한 거리감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방법과 주요개념
이 연구는 ‘예술노동’ 즉, ‘연구자(이후 ‘나’)의 경험’을 연구대상으
로 삼아 예술노동의 특성과 주요 쟁점들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2장 선행연구 ; 예술노동’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한 예술노동
의 일반적인 특성과 쟁점을 확인하고 ‘3장 나의 예술노동’에서 다루
게 되는 나의 경험과 사유에 대한 진술의 구조적 개연성을 조망하
고, 나의 자전적 경험 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예술노동의 쟁점을
찾아보았다.
‘3장의 나의 예술노동’은 ‘자문화기술지’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김영천 이동성(2011)은 사회조사방법 중 질적 연구의 하나
인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에 대하여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
에 주목하는 자서전(autobiography)과 특정한 사회적 집단의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의

이종혼교적인(heterogeneous)

결합으로서 사회나 공동체의 맥락 속 혹은 맥락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질적 연구방법”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의
경험적 사례는 자전적 에세이 글쓰기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예술인’은 유네스코의 예술가에 대한 정의를
준용해 적용한다. 유네스코가 발표한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논문 제목

(1980)에 따르면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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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
하는 모든 사람”을 예술가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예술노
동’은 “예술인이 임금이나 보수를 받기 위해 예술적 상상력, 예술
행위 능력과 같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어
느 누구든 직업을 통해 생존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만든다.
예술노동은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의 직업 활동’이다. 예술
활동의 대가인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경제적 인간으로서 예술인의
생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술노동의 의
제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선행연구 : 예술노동
2.1. 예술노동의 특성
2005년 고(故) 구본주 작가 사건을 계기로 민예총이 개최한 포럼
은 예술인의 정체성과 연결된 예술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본격
적인 출발이었다. 고(故) 구본주 대책위의 안태호는 “예술노동도 물
질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며, 예술인의 ‘소득 객관화’와
‘예술 시장의 왜곡 현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박형
철. 민중의소리, 2005.12.2.) 이 사건은 예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술인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인간의 활동’인 예술 행위는 예술인의 직업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다. 예술과 노동의 관계를 해명함으로써 예술인의 직업
적 지위와 예술 활동의 실체적 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예술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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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며, 예술노동은 ‘고용관계와 고용종속성’에서 ‘비전형적’이다.
(최인이, 2019: 143-145) 또한, 예술인들은 ‘저임금과 소득 양극화’
에 처해있고, 쉼 없이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저마다 서로 다른 사
회 자본으로 불평등한 기회구조를 경험한다.(김서경, 2019:73) 예술
분야 직업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1>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노재철 김경진, 2018: 484 재구성)
구분
계약 형식
근로탄력성/
고용안정성

특성
프로젝트에 기반한 계약,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근로
를 하는 경우가 많음
채용 시에 계약직, 임시직 등이 많아 근로 유연성(양
적)이 높고, 동시에 근로 기간의 축소, 지위의 변화 등
으로 인해 장기간의 실업기간 등 상당한 고용 불안정

임금

종사자의 상대적 숙련도, 대중적 인지도 등에 따라 임

(임금수준,

금격차가 심하여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고, 비슷한 자

임금격차)

격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음

교육 훈련 및

필요한 지식 등 교육훈련 정도가 높고 직업적 전문성

직업 간 이동

이 높아 장르 간 이동은 제한적

인력 수급 방식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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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등에 있어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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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는 정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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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예술 직업의 비전형성
예술 직업의 불안정성은 비전형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6
년 유럽비교문화연구소(ERICarts)는 보고서

유럽 예술가의 지위

(THE STATUS OF ARTISTS IN EUROPE) 의

‘아티스트에게 “특

별한 대우”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챕터에서 예술노동의 비전형성
을 7가지 요소로 검토한다.
<표 2-2> 예술노동 비전형성의 7가지 요소
(ERICarts, 2006: 6)
논리 비전형성(Atypical logic) : 실업에서 벗어나거나 단순히 돈을 벌
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창조력을 표현하는 것에서 예술적 프로젝
트는 시작됨
노동 지위의 비전형성(다중활동)(Atypical work status(multi-activity))
: 자영노동자, 고용노동자, 회사대표, 공무원 등으로 지위 변동이 쉽
게 일어나고 하나, 혹은 또 다른 직업을 겸하기도 함
초국적 모빌리티(Atypical cross-border mobility) : 타 직종보다 국제
적 이동성 높음
경제 구조의 비전형성(Atypical economic structures) : 소규모, 1인 기
업이어도 대규모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며 주류시장의 지배자가 되기
도 함
경제 사슬에 미치는 영향의 비전형성(Atypical in their influence on
economic cycles) : 문화영역을 넘어 소비재, 관광, 토지개발, 전자,
소프트웨어 등 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
평가의 비전형성(Atypical in the assessment of results) : 다른 산업
영역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자금조달 방식의 비전형성(Atypical financing): 일반적인 ‘회수성 투
자’에 의존할 수 없으며 공적 지원과 민간의 기여의 공공-민간 파트
너십이 해결책으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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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노동이 가진 프로젝트 기반의 비전형성, 일상적인 임시 고용
(Casual Employment),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수입, 결과를 검
증하기 어려운 준비단계, 급격한 육체적 손상, 높은 국경과 지역의
이동성 등과 같은 특성 때문에 예술인은 기존의 법, 사회보장, 세금
구조로는 적용받기 어렵다고 분석(ERICarts, 2006:iii)한다.

2.1.2. 저임금과 소득 양극화
대다수 예술인들은 경제적 빈곤에 처해있다.

2018년 예술인 실

태조사 에 따르면 57.4%가 전업 예술인(42,6%가 겸업예술인)이라고
밝혔음에도, 56.2%의 예술인은 한해 예술 활동 소득이 500만 원 이
하(문화체육관광부, 2019: 15-29)였다.
현재 문화예술 산업의 소득양극화와 소득 독점의 문제는 통계수
치로 드러난다. 관련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총
매출은 6조4,210억 원이고 2019년 저작권 사용료 징수총액은 3,419
억 원 가량이며 분배총액은 3,142억 원 가량이다. 그런데, 연합뉴스
에 보도된(차지연. 연합뉴스, 2020.10.26.) 2018년 국세청 현황자료
에 따르면 배우, 가수 들 중 이른바 스타(star)들인 상위 1%가 49%,
상위 10%가 88%의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가수
6,372명의 총수입 4,095억8천만 원 중에서 63명(1%)이 2,171억6천
만 원(53%), 637명(10%)이 3,820억1천만 원(93.2%)을 가져갔다. 한
국회의원의 발표(이정미의원실 보도자료, 2019.9.22.)에 따르면 2017
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자 1,061만5천 명의 총 급여액 526조
2,812억 원 중에서 상위 1%가 7.5%, 상위 10%가 32%의 소득을 차
지하는데. 이 비율 분포와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소득분포도를 비교
하면 문화예술계의 불평등은 상당히 심각하다
빅토리아 D. 알렉산더는 예술가의 극소수 1%만이 성공하고 그들
292

통권 28호 (2021년 하반기)

도 대중의 취향이 바뀜에 따라 가십 정도로 남게 되는 예술가 경력
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성공한 예술가이든 실패한 예술가이든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했다.(빅토리아 D. 알렉산터, 2010: 268-269).
이동연(2015)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예술인들의 직업적 처지에 대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프레카리아트’화를 언급한다. 가이
스탠딩(2014)이 제안한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
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무산계급)를 합쳐 만들어진 말로 비정규
직 실업자 이주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을 비롯해 정상적인 일
자리를 얻지 못하고 빚에 짓눌린 젊은 세대, 홀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여성 등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어다. 예술 분야 일자리가 비정
규직이며 단기계약, 하청계약이어서 예술 전공자와 예술인들은 ‘프
레카리아트’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술인은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군이고, 예술노동시장은 누구나 쉽
게 진입할 수 있어 공급의 과잉 상태로 평가된다. 빅토리아 D. 알렉
산더(2010:270)는 프로듀서, 제작자가 제공하는 고용이나 출판사, 거
래담당자, 수집가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작품 판매 시장의 수요(예술
시장의 거래 규모)보다 화가, 배우, 시인, 댄서, 작가, 음악가 등 예
술가들(예술노동시장의 예술인 공급량)이 더 많다고 했다. 이로 인
해 예술인들은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라도 예술 활동의 기회만 주
어진다면 뭐든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극단적인 저임금과 소득 양극화는 문화예술 산업의 특징으로 간
주해왔다. 예술 작업이 원래부터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
이 많아, 예술노동시장은 분절화, 양극화되며 스타 지위를 획득한
소수 이외에는 수입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권
혜원 권순원, 2016: 85-88)한다. 이와 같은 현실(저임금과 빈곤, 소
득의 양극화)을 대면하는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상대적이고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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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직업적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착
취를 감내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다.

2.1.3. 예술인의 자기착취

<표 2-3> 예술인이 겪는 주요 문제 상황과 요인
(이주환, 2019: 68-86 재구성)
주요 문제 상황
○ 불명확한 조건의 구두계약 체결
관행
○ ‘자유로움’으로 포장된 장시간

문제 상황의 요인
○ 시장과 거래관계에서 예술노동
자가 약자라는 구조적 위치
○ 이해당사자 간 교섭이나 제도
적 규율을 거치지 않은 다단계

의 유연 노동
○ 고립과 단절, 그리고 사회적 위
험에 대한 무방비 노출
○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와 권익 침해 등

문화예술 산업구조
○ 예술 현실에 맞춤한 법제도적
보호의 부재
○ 실력주의 혹은 개인주의 이데
올로기의 내면화 등

예술인들이 느끼는 직업 지위의 불안감을 두고 빅토리아 D. 알렉
산더(2010: 267-268)는 ‘예술가의 경력이 위험하다’고 했다. ‘위험한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 예술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노동력, 시간, 자
존감을 착취하게 된다. 2019년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 종사하는
서울지역 프리랜서 노동자 면접조사를 분석 발표한 자료(이주환,
2019)를 살펴보면 예술인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예술 창조를 위해
협력하며, 저임금, 소득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 앞에서 대개 ‘자기 착
취’를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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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노동자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독립적인 노동자의 이미지가
있지만 저임금과 단속적, 간헐적인 고용에 따른 불안정성이라는 핵
심적 특성이 있다. 강이수의 연구(2015)에 따르면 문화노동의 특징
은 ‘프로젝트 기반 노동, 네트워크 기반 노동, 개별화된 노동으로서
자기착취가 진행되는 노동’이라고 정리된다.
<표 2-4> 자기착취하는 예술노동
(강이수, 2019: 188-195 재구성)
개요
프로젝트 기반
노동
project-based
work

설명
‘시간제, 임시직, 계약노동 그리고 프리랜서 형태’의
불안정성
회사와 고용주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경계 없는 경
력(boundaryless career)’을 갖고 회전문식(‘revolving
door’ fashion) 고용상태를 반복
일자리를 공유하는 성격상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자

네트워크 기반
노동
network-based
work

기착취(self-exploitation)함
자기통제(self-control),

자기홍보(self-marketing)을

중요하게 여기며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사교와 네트
워킹에 몰두
개별화된 노동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고립감을 호소

자기 표현적
노동
self-expressive
work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보여도 보충수입을 위해 다
른 노동을 해야 함
자기

착취(self-exploitation)는

자기

상품화(self-

commodification process) 과정에서 겪는 핵심적 특징

예술노동의 자기착취는 노동시간과 육체적 노동력뿐만 아니라 예
술적 상상력, 감정(感情)이나 정동(情動, affect)과 같은 예술 행위자
의 내적 역동성이 투영된 자본주의 제 관계에서 비물질노동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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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까지 포함한다. 특히, 실연(實演) 형태의 예술노동은 단속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집중시켜 수행하는 극단적인 감정노동이다.
혹실드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자신의 기분을 통제해 얼굴 표정, 신체
기관으로 다른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임금을 받고 판매되는 교환가
치을 갖는 노동이다. (앨리 러셀 혹실드, 2009: 21)
자기 착취는 대상화 혹은 객체화, 소외현상, 비주체화 등의 피동
적 의미로 해석되지만 예술인 개인의 자기 성취 측면에서는 ‘자신을
갈아 넣는’ 일련의 과정이 자신을 ‘격려’하고 ‘통제’하며 자기 창조
를 시도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다. 네그리는 ‘예술은 집단적인 노동
이라는 것과 그 질료는 추상적인 노동이라는 진실’(네그리, 2010: 90)
이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고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라
고 하는 관점’, ‘즉 자연과 역사적 현실을 철저하게 변형시키는 능력
으로서의 살아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네그리, 2010: 38)
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인은 자신의 예술 과정에서 기꺼이 각오한 자
기착취를 실행할 뿐 아니라 이루어진 예술적 성취와 사회집단의 역
동성에 감탄한다.
예술인은 경험과 사유에 따른 심상(心想)에서 출발해 스스로 ‘무
엇을 창작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자신이 가진 예술적 기술과 사회
적 관계망을 포함한 모든 자원으로 창조적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창
의노동, 즉 자율적인 예술노동에 몰입하고 그에 대해 기대하는 적정
한 보상을 받으며 삶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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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술노동을 둘러싼 쟁점
2.2.1. 예술인, 예술노동력과 예술노동 논쟁
예술인의 정의는 열려있다. 유네스코(1980)가 발표한 “예술가로
인정받을 만하거나 예술가로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사람(who is or
asks to be recognized as an artist)”라는 포괄적인 정의가 대표적이
다. 예술이 특별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선언적 정의이기 때문이다. 예술인 직업에 진입하는 경로
와 방법은 단순하지 않다. 음악분야만 하더라도 음악관련 학교/양성
시설에서 배우고 학맥을 통해 진입하거나 각종 경연대회 입상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관련 분야의 전공이나 협회/언론사 등의 인증절차
를 거치지 않은 뮤지션들도 많다. 여기에 더해, 임금이나 보수를 목
적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예술 활동이 존재하며 취미로 시작했지만
대중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높은 예술기량을 보여주는 예술인도 많
다. 사람들은 노동으로 지친 일상에서 삶의 만족을 위해 예술을 향
유하며, ‘놀이하는 인간’으로서 예술을 통해 놀이와 노동의 끊어진
연계를 잇고 삶의 주체성을 획득하고 자기 해방을 실현한다는 주장
(최진석, 2015: 49-60)도 있고, 예술 활동이 사치재 소비라는 주장
(한스 에빙, 2009: 176)도 있다. 열려있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로 인
해 노무의 제공과 사용, 특히 근로기준법의 노/사 관계 적용의 틀로
예술노동을 설명하기 난해하다.
일의 특징을 따라 직업의 명칭이 부여된다. 예술가, 음악가, 화가,
작가, 배우, 연출가, 가수, 연주자, 기획자 따위의 직업명은 무슨 일
을 하는지 규정적이지만 노무의 제공과 사용 관계로 따져보면 개별
화되고 비전형적인 노무제공이어서 임금 산출에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가사노동의 경우, 가족 안에서 누군가 무상으로 담당해왔던
나의 예술노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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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와 빨래, 음식 만들기,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다른 사람의 노동
(노동력)에 임금을 주고 맡기면서 적정임금이 계산되고 가사노동이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1> ‘창조영역’의 핵심인 예술인
(ERICarts, 2006: 7)

문화예술분야의 직업 영역은 <그림 2-1>과 같이 8개 영역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예술인은 이 영역들에서 독립작업, 프로젝트 작업으
로 넘나들고, 문화예술교육이나 공적 지원 프로그램, 문화예술 콘텐
츠 프로젝트에 따라 만나거나 흩어지기도 하며, 산업화된 영리영역
과 생활권역의 비공식 영역, 공적 지원체계의 공공 영역을 가리지
않고 여러 분야와 직종에 걸쳐 단속적으로 여러 층위에서 활동한다.
예술인은 혼종적인 예술노동력을 가지고 문화예술분야의 특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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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갇혀있지 않으며 시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비정형적으로 펼
쳐지는 ‘창조영역’을 유동한다.
고정성을 중시하는 근대 패러다임으로 비전형적인 예술노동의 유
동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대사회는 생산자들의 사회에서 소비자들
의 사회로 이행되었다는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의 주장
처럼 ‘유동적 현대성(liquid

modernity)의 개인화

사회’(김문조,

2015: 189-192)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비정형성
은 예술노동의 비전형성과 유사하다. 현대사회 구성원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노동, 이주 이동의 유목적 삶에 대한 접근과 마찬가지로
예술인의 예술노동을 비전형성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노동은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주목한 ‘시민노동’(홍찬숙,
2016: 50-58)의 하나로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있으면서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역들에서 비전형적으로 벌어진다. 예술인은 창조적
노동, 즉 예술노동의 결과물을 가격으로 산정하는 자신들의 매커니
즘을 가지고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기대한다.(허준 이강진, 2015:
192-193)
대개 노동력 혹은 직업능력의 수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데
비해 예술인의 직업역량은 예술인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주요요인
이 아니다. 예술인의 보수는 예술인 각자의 교섭력과 업계 관행에
따라 개별적으로 흥정되어 결정된다. 지불 의지, 지불능력을 가진
예술노동(노동력) 구매자가 주도권을 쥐고 예술인에 대한 ‘평판’에
따라 흥정을 붙이고 경쟁하는 경매방식으로 보수가 결정된다. 자신
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매번 눈치게임을 하는 예술인들은 아슬아슬
한 공중 외줄에서 균형을 잡는 곡예사와 같다. ‘평판’이나 구매자의
제안만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예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술노동력
보다 교섭과 협상에 유능한 사업 역량이 필요하다. 예술적 창조와
나의 예술노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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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예술노동력과 사업역량은 문화예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직업역량으로 분리되고 있다. 사업역량(비즈니스 역
량)을 가진 문화예술사업자(경영, 기획사업자 등)는 예술인의 예술노
동력과 평판을 재료로 여러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콘텐츠/문화
예술작품를 제작해 판매하며 문화예술조직(단체, 기업 등)의 경영체
계를 축적해 산업화해간다.
2010년대에 이르러 예술인의 직업, 복지, 보수 문제와 연결된 예
술노동 담론이 확산되던 시기 여러 예술 장르 특히, 1인 창작예술인
들이 많은 문학과 미술 등의 분야에서 예술노동 논쟁이 거셌다. ‘예
술인의 노동자성’ 논의로 인해 자본의 흐름과 체계, 틀에 예술인을
얽어매 갇히게 하고 예술의 자율성이 침해한다는 예술의 본성을 둘
러싼 논쟁은 예술노동의 논의와 궤도가 다르다. 이 논쟁을 연구한
오경미(2018: 37)는 “주장과 반박, 재반박이 오가는 사이 예술노동
의제가 품고 있었던 애초의 목적인 사회적 분배,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없음이라는 문제가 희미해져 버렸다”고 지적한다. 홍태림(2015:
147)은 예술가의 빈곤이 “예술장 안에서 이뤄지는 교환 관계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정당한 교환 관계를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예술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예술노동
력에 대한 적정 보수 논의가 시도되어 왔다. 시혜적 복지 확대 요구
를 뛰어넘어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공적 기여와 함께 예술노동, 예
술노동력(직업능력)과 합리적인 보수체계에 대한 토의가 시도되고
있다.

300

통권 28호 (2021년 하반기)

2.2.2. 근로계약 VS 문화예술용역계약
예술인은 ‘임금’, 즉 ‘보수’를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예술노동’을
제공하는 ‘예술노동자’다. 일부를 제외하고 예술노동 계약의 주도성
은 사용자에게 있다. 그림으로 도식화한 ‘예술노동 사용 관계 개념
도’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이나 대가를 지급받는 노동관계 구조
개념에서 착안하였다.
<그림 2-2> 에술노동 사용관계 개념도 (연구자)

예술인 복지법 에서 ‘예술인’은 ‘문화예술사업자’와 ‘문화예술용
역계약’을 맺고 예술노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에 따르면 응답자의 37.3%만이 예술

활동 관련 서면계약서 체결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문화
체육관광부, 2019: 24) 2020년 12월에 시행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특례조항은 계약 관행이 혼란스러운 문화예술현장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가입 근거로 삼고 있다.
민법상의 ‘용역’ 개념을 들여온 ‘문화예술용역’은 근로시간과 근로
제공장소 등의 조건이 까다로운 노동법상의 ‘노동’보다는 확장된 형
태의 고용 관계를 반영한다. 예술인(단체)과 기획자(사), 주관자(사),
주최자(사)와 예술 노무 제공자, 이용자, 관객 등의 다단계 하청 및
나의 예술노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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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구조의 문화예술 분야 계약 관계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단순
화해 보면 ‘예술 노무 제공’로 볼 수 있다.
‘문화예술용역계약’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회피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근
로계약이 아닌 특별한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처럼 노무 계약관계가
왜곡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한 지자체 시립극단의 연
극에 출연하기로 한 객원단원이 공연 연습 중 다친 일로 성희롱을
당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용계약서도, 산재보험도 없는 실태가
밝혀진 일이 있었다.(김용희. 한겨레, 2020.11.18.) 그 기관의 대표는
예술인들에게 근로기준법 이 아닌 예술인 복지법 을 적용하고 있
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근로자(노동자)는 ‘직업의 종
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
는 사람’이다. 한편 ‘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예
술산업 구조에서 비정기적이고 단속적으로 일하던 문화예술노동자
들이 고용보험의 틀에 진입하고 있다. ‘인적용역’의 ‘문화예술용역계
약’은 본질적으로 ‘문화예술노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2.2.3. 예술노동의 시간
예술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숙련하고 준비한 후에 발표, 전시, 공
연의 모습으로 결과가 드러나는 예술노동의 창조과정을 경험한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인내하며 준비하고 작업하는 예술인의 노동시간
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은 작품의 결과만을 봄으로써 예술을 현실
에서 분리해 신화화한다.
예술노동 시간은 일반적인 노동의 시간 계산방식을 적용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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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 공연예술가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단 10분의 공연을 위해
오랜 기간 연습하고 공연 직전까지 리허설하며, 내내 공연대기실에
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공연예술인의 예술노동 시간을 어떻게 정
할 것인가? 단순히 무대 옆에서 대기하고 공연했던 시간만을 예술
노동의 시간으로 볼 것인가? 결과 중심의 보상 혹은 보수 지급 관
행은 창작 예술가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연습과 준비 기간이
필수적인 ‘예술노동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항에는 “1. 계약금액 2. 계약 기간 갱
신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
한 사항 4. 업무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
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4항 ‘업무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의 내용에서 ‘연습 혹
은 준비시간(일정)’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020년 12월 시행된 ‘고용보험 예술인 특례’의 제도 도입 논의 쟁
점 중 하나로 ‘연습 시간’, ‘준비 기간’에 대한 산입은 계약서를 근
거해 정하도록 정해졌다. 1개월 이내의 예술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
(이른바 단기예술인)이 연습과 준비 기간을 사용자와 합의해 계약서
에 넣어야 하고 ‘해당 달의 노무 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어야만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 1개월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

2.2.4. 예술인의 이익집단 구성방식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협 단체나 회사와는 다른 형태의 이익실현
집단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있다. 정부의 발간자
료(고용노동부, 2019)에 의하면 문화예술부분의 노동조합으로 한국
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한가수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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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노동조합 등이 있다. 또한, 1999년 세종문화예술회관노동
조합(주연경, 2006:37) 결성 이후 확대되어 전국의 국공립예술단이
90%가 가입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문화
예술협의회’가 있다.
사업자를 특정하기 다소 어려움을 겪거나 업계의 관행으로 인해
고용계약이 회피되어온 프리랜서형(形)1) 노동조합들로는 전국영화
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해 뮤지션유니온,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공연
예술인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지회,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웹툰작가 노동조합 등이 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은 영화제작자단체와의 교섭 구조를 얻어냈고, 서비스연맹의 전국예
술강사노동조합은 2014년부터 끈질기게 투쟁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했다
문화예술분야 노동조합, 노동단체들이 연대체로 구성한 ‘문화예술
노동연대’의 활동은 추상적이던 ‘예술노동’의 담론에서 벗어나 ‘예술
인 고용보험’의 도입 이슈를 중심으로 예술인의 활동을 노동관계 법
령의 구체적 법 제도에 적용할 수 있게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인이, 2019:159-167) 국공립예술단이나 문화예술시설의 예술인,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노동조합은 “고용보장”을 위한 활동에 집중

1) 2004년 2월 27일 선고된 대법원판례 “2001두8568 판결”로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노동
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조합법 상의 산업별 직종별 지
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 사용자에의 일정한 종속관계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되었다. 이로써 실업자나 구직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결성의 길이 열렸다. 이 판례의
영향으로 특정한 사업장에 전속성을 갖기 힘든 프리랜서 형(形) 노동조합의 결성이 시
작되었다. 문화예술분야의 프리랜서형(形)노동조합의 활동은 교섭기회를 획득하거나
조합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수 활동가의 역량에 좌우되는 운영구조의 한계도
있지만, 사용자를 특정해 교섭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복지증진, 예술노동 환경 개선을
실현해가는 활동 정형이 일반적 노동조합의 활동방식과 차이가 있고, 활동 경험이 충분
하겍 축적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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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면 ‘문화예술노동연대’로 모여든 프리랜서형(形) 노동조합들은
예술노동의 환경, 구조 개선을 위한 법 제도를 쟁점으로 정부나 지
자체, 입법기관을 상대로 활동하게 되는 경향성을 띄어왔다.
뮤지션유니온과 같이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기 어려운 이유는 1.예술인을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2.예술노동 시간 자체가 불규
칙하고 직업의 지속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불안정, 3.서로 경쟁하
며 각자 혹은 소규모 인적교류에 의지해 활동하는 예술인의 분절적
관계망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 프리랜서(形) 노동조합 역시 조합원의 예술활동 지
속성(고용안정)을 위해 사회적 교섭과 사용자를 상대로 투쟁을 한
다. 뮤지션유니온이 2014년 삼성 밀크뮤직에 항의했던 ‘음악은 공짜
가 아니다’ 버스킹 시위는 문화예술 산업의 사용자와 공공시장의 기
관을 향한 시위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발화하고 사회의제화
를 도모한 사례다. 2021년 9월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
장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예술인조합’는 예술활동 조건에 대한
지원기관 혹은 사용자측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와 유사한
집단행동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예술인들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시장2)이든 민간시장
이든 함께 활동하거나, 일거리를 얻기 위한 통로로 예술 단체나 조

2) 공공시장은 이미 단체등록, 사업자 등록을 해야 문화예술 분야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선정되어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시행하
는 기관/시설/단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예술 활동 계획과 이를 추진해낼 만한 조직역량
을 제시하는 지원 서류를 만들어 서류심사에 응한다. 이때 이미 예산계획, 사업의 기대
효과 까지 제시해야 한다. 2/3차 PT심사에 이르면 심사기준에 흡족한 발표 자료로 면접
계획을 세워 열심히 준비한다. 자신의 물건을 더 잘 설명하고 영업을 따내 판매성과를
높이는 판매마케팅 영업구조와 다르지 않다.
나의 예술노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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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참여한다. 예술인들은 공모 지원 사업과 문화예술 시장에서 경
쟁할 때 기획 및 사업 집행의 브랜딩 역량을 위해 네트워크를 활용
한다.(허준 이강진, 2015:180-194) 산업화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노동자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협업과 네트워크의 기
회로 조직 가입과 결성을 시도한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과 협
동조합이 결성하는 것도 네트워크 연대로 사업역량(비즈니스 역량)
을 강화해 예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반영이다.

3. 나의 예술노동
3.1. 예술노동자임을 깨닫기 까지
나는 서른이 되던 즈음에 노래를 만들고 부르며 살기로 결심했다.
내 감정 정서로 노래를 만들어 사람들과 교감하는 예술인으로 살고
자 했을 때 가난에 대한 각오가 필요했다. 나는 독립세대로 배우자
도 없었고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
었다. 50대 초반의 젊은 부모님이신 것을 핑계 삼아 부양 의무를 회
피할 틈을 파고든 것 같다. 손아래 동생이 셋이나 있는 맏이의 역할
을 하지 못하는 부담은 무거워서 지금도 부양의무를 외면하는 내가
속상하다. 나 혼자라면 배를 곯아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다.
나는 대학생 노래패였던 몇몇과 2004년 노래패 ‘신나는세상3)’를
3) 나는 2003년부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 2004년 1월 첫모임을 했다. 내가 대표를
맡고 여성가수 1인(송순주), 남성가수 2인(이강희, 최현) 등 4명이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구로공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가진 구로/금천 등 서울 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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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활동했다. 3년으로 활동기간이 짧았던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이 컸다. 2005년 당시 최저임금은 월 64만원 정도였는데 월세만 45
만원이었다. 음악 활동만으로는 연습실 월세와 공과금 등 기본 경비
를 마련하는 것이 늘 힘들었다. 해산한 이후에도 지역 문화활동가
몇 분의 도움을 받아 지역의 공유 공간(풍물패, 율동패, 노래패 연습
등)으로 2009년 여름까지 노래패 연습실을 유지했고 보증금은 다
까먹었다.
민중가요 음반에 실린 한 곡의 노래로 시작해 솔로음반 2장, 노래
패 음반 1장, 그 외 다수의 프로젝트 음반의 곡 저작권자 예술 활동
경력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았다. 곡을 쓰
고, 연습하고 공연을 하며, 음악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에
예술인단체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음악가’라고 답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가 ‘예술인’, ‘뮤지션’인 것인지, 진짜 예술가인
것인지 불안하다.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에 유명하지 않는 나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늘 느끼며 예술인
이라는 정체감에 혼란을 겪어왔다.
민중가요, 문화예술운동을 말해 온 사람으로서 ‘헌신’, ‘투신’ 등으
로 나을 설득해 왔기에 사회적 관계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치사회
적 음악 활동으로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내 활동
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돈을 밝히는 천박한 자본주의자가 되
는 것 마냥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공연 약속을 못 지킨 일이 있다. 한번은 서울에서 오전 10시
쯤 출발해 6~7시간을 운전해 창원의 한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을 기반으로 투쟁현장과 노동자집회에서 주로 공연하며 활동했다. 2005년 여름 이원경
선배(‘바로 그 한사람이’의 작곡가)에게 프로듀싱을 부탁해 1집 음반 신나는세상으로｣
를 민중가요 독립 제작방식으로 만들다.
나의 예술노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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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 끝나 있었다. 공연비는 물론 기름 값도 받지 못하고 돌아왔
다. 한번은 어느 단체로부터 2개월 전에 공연 섭외를 받아두고 일주
일을 남기고 우리 노래패 깨졌다.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전
해들은 주최 담당자는 정말 당혹해 했다. 또, 결혼식 축가를 불러달
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왜 그랬는지 수첩에 적어두지 않았다. 정신없
이 지내던 중 결혼식 날이 되어 오전 10시 30분에 전화가 왔다. “왜
안 오세요?” 결혼식 일정을 까먹고 있었던 것이다. 11시 결혼식인데
서울에서 천안까지 갈 수도 없었다. 생각날 때마다 미안하고 부끄러
웠다. 그 뒤로 섭외 전화가 오면 우선 수첩을 꺼내 일정부터 적게
되었다.
나는 섭외 연락이 오면 겹치는 일정이 있는지 미리 체크하고 행
사 내용, 장소, 고려할 점 등을 확인했다. 대부분 보수에 대한 협의
는 없었고 주최 측에서 정해둔 지급액 이상으로 보수를 요구하는
건 어려웠다. 한번은 보수 협상을 시도했다가 공연 자체를 못한 적
도 있었다. 물론, 연대하는 마음으로 공연했는데 ‘고맙다’며 교통비
를 쥐어줄 때도 있었고, 공연비가 없다고 미안해하면 ‘연대하고 싶
은 제가 공연할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세금
을 정산하고 계좌로 보내주든, 손에 쥐어주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
다. 보컬 녹음을 의뢰받고 몇 주 동안 작업해 편집음원을 보냈지만,
음원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속상
한 적도 있었다.
나는 임금을 기다리는 노동자의 심정으로 공연비의 지급을 간절
히 기다리곤 했다. 노동조합 행사 공연비 지급이 몇 달씩 미뤄진 적
도 있었다. 공연비를 받기 위해 노동조합의 간부에게 전화를 몇 번
씩 하다 보니 ‘임금 체불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는 회계
정산문제로 자신도 월급을 몇 달째 못 받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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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는 않으니까, 기다려 봐요.”라며 달래주었지만 정말 힘들었다.
공연비가 들어오지 않으니 연습실 임대료, 공과금도 연체되었고 생
활비는 빌려야 했다.
나는 음악에 관련 없는 일은 최대한 하지 않았다. 공연이나 음반/
음원 수입으로 살기 어려운 생계에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강습이
었다. 아는 분들의 아이들에게 통기타를 가르치며 강습비를 받았고,
노동조합 노래패에 강사로 초빙되어 노래연습, 집회 공연준비 등을
돕고 강습비를 받았다. 2010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가르치면
서 청소년교육을 공부하게 되었을 정도로 아이들로부터 정서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좋았고 감사했다.
수입도 변변치 않으면서 내가 뮤지션으로 20여 년의 삶을 버텨온
게 신기하게 느껴진다. 유명하지도 않고, 음악적으로 실력이 뛰어나
지도 않다고 자책하면서도 노래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재
미로 버텼던 것 같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게 가난한 일상을 벗어
나게 하는 위안이었다.
나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처절한 기타맨’ 김일안 형과 180여
차례 평화시장 앞 전태일거리공연을 했다. 일종의 무료공연인 연대
공연을 스스로 찾아가 해왔다.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주변
의 칭찬에 뿌듯했고, 15년이 넘게 후원해준 이들이 있어 든든했고
그들에게 늘 감사했다. 내가 예술인으로 직업적 정체감을 유지해 온
힘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만족과 재미 그리고, 사회
적 지지와 응원이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는 일정표를 비워두려고 노력했다. 다른
선약이 있더라도 꼭 가야하는 경우 조정하려 노력했고, 선약 때문에
보수가 있는 일을 못하기도 했다. 그렇게 빼곡한 일정 사이는 창작,
연습 등이어서 비어있어도 언제나 꽉 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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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 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장악하고 있는 예술노동과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자기최면과 자기착취를 하고 있는 나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공연을 하든, 창작을 하든 그 예술 활동에 대
해 누구에게라도 임금을 요구해야 옳았다. 나는 제대로 보수를 요구
하지도 못했고 나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까? 불러주지 않을까? 마
음을 낮추곤 했다. ‘나에게 노래할 기회를 주는 게 어디인가? 떳떳
한 길을 함께 갈 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행
복하지 않은가?’라고 자위하면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았
다.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이들은 내 노래를 들
어준 이들이다.

3.2. 예술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노동조합
지역에서 자주 보던 금속노조 상근활동가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 “내가 금속노조 조합원이 되고 싶은데, 어때요?”라
고 대뜸 물었다. 노래패가 해체된 뒤로 혼자 공연도 다니고, 강습도
다니고, 회의도 다니고 하던 때였다. 그는 바로 답을 해주지 않았고,
몇 개월 지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생각도 해보았는데,
조합원으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답해 주었다. 그냥 지나쳤
어도 상관없을 내 말을 진지하게 답을 해주어 고마웠지만 “가수라
금속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별노조라 사업장 관계없이
가입을 받는다면서요?”라며 물었더니 그는 “기타 줄이 쇠줄이어서
금속노동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웃음) ”라며 농으로 대화를
얼버무렸다. 금속노동자인 노동조합 활동가에게는 직종과 사업장 조
직 구조를 따져 조합원을 조직해야 했으므로 어려운 질문이었을지
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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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예술인들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일까? 2008
년 즈음에 세종문화예술회관 노동조합 지회장이 바이올린을 들고
기륭전자 농성장에 연대하러 왔을 때, 멋있는 바이올린 공연에 홀딱
빠졌었다. 클래식 연주자이면서 ‘세종문화예술회관’이라는 사업장이
있고, 근로계약관계가 분명하기에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때때로
사회적 이슈에 동참하고 연대하는 그 모습이 좋아보였다.
나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다. 나는 동아리, 음악모임에서 함께
배우고 연습하고 개인 레슨을 받기도 했다. 음악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강습을 받거나 서적, 동영상 강좌 등으로 공부를 하며 음
악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채웠다. 나는 가사를 구상하는 메모장을 들
고 늘 가지고 다녔다. 또, 음악공책에 악보를 그려 곡을 정리하고
별도로 악보프로그램으로 악보를 만들고, 간단한 MIDI프로그래밍을
하고, DAW프로그램으로 악기와 보컬을 홈레코딩해 셀프믹싱으로
데모 작업을 한다. 내가 쓴 곡들은 다른 분에게 프로듀싱을 의뢰해
음반을 만들기도 했다. 전문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꾸준히 투쟁현장
과 노동자 집회에서 공연을 해왔기에 ‘민중가수’, ‘노동가수’라고도
하고, 노래를 만들고 부르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로도 불린다. 음
악을 매개로 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하기에 ‘문화예술강사’, ‘청소
년지도사’라고도 한다.
2010년이 되기 전부터 뮤지션들의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던 중 고(故)
최고은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전해졌고 예술인들의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구체적인 흐름이 구체화되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이었다.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2012년 여름에 건강문제로 요
양을 해야 했다. 몸이 회복되어 활동을 모색하던 2013년 뮤지션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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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이 창립총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2013년 9월 8일 클럽 ‘타(打)’에서 창립총회와 기념공연을
열고 출범한 뮤지션들의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의 조합원으로 가입
했다. 창립총회에 참석했을 때 조합원들의 공연을 보며 서로 즐거워
하면서 신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 뿌듯했다. 초대 운영위원들
은 조합원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매달 조합원들의 공연(UNL), 연
말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정문식 초대위원장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조합 내 스터디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이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게 되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조합원들과 음악생태계 당사자조직
인 뮤지션유니온의 정체성, 음악 산업 현황, 한국대중음악의 역사,
음악노동 등에 대해 폭넓게 함께 공부했다.
나는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조합원들과 <뮤직이즈워크(Music is
work)> 캠페인 기획에 함께 했다. 2015년 6월 말에 운영위원 정나
리와 조합원 유성욱(예술빙자사기단, 피아노포맨)과 상수역 제비다
방에서 기획단 회의를 했다. 이미 ‘우리의 일은 음악입니다’, ‘뮤직이
즈워크(Music is work)’라는 캠페인 타이틀, 홍보를 위한 이미지 시
안 등이 준비된 상황에서 이슈잉을 위한 활동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였다. 나는 버스킹 방식의 거리 캠페인을 제안했고 8월2일 첫 번째
거리캠페인을 시작했다.
“Music is work! 우리의 일은 음악입니다!”
2016년부터 뮤지션유니온 2기 운영위원이 되어 교육정책팀장을
맡아 활동했다. 날이 따뜻해지면 조합원들과 함께 홍대거리에서 캠
페인 버스킹을 열었고 9월에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해 노동자로서 우
리의 존재증명을 스스로 해나갔다. 2017년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신청을 해보자고 했다.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반려될 것
을 고려해 ‘서울음악인노동조합’의 지역노조로 설립신고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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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이 교부되었다. 1년 뒤 ‘뮤지션유니온’으로 조합명칭 변경신
고를 했다.
2018년 3기 위원장을 맡았다. 함께 해준 윤원필 사무국장, 유태
민, 유선준, 이준향 운영위원들이 큰 힘이 되었다. 2020년 2월까지
예술인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활동, 멜론의 음원수익 편취사태 대응,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창립총회 참여 등 외부 사업과 조합원 공연기
획, 조합원 교육, 조합원모임 등 조합 내부 사업을 이어갔다. 4기 이
윤신(솔가) 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 이임하고, 조합원으로 5년 만에
돌아왔다. 이제 뮤지션유니온은 예술인신문고 접수기관이 되었고,
독립음악 예술인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며 뮤지션들이 음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문화예술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뮤지션유니온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예술인 노동자들과 함께
문화예술노동연대를 결성해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을 위해 노력
했다. 그 노력 덕분이었는지 고용보험법 의 예술인 특례조항을 산
입하는 개정(2020년 5월)이 이뤄졌다. 나는 문화예술노동연대의 대
표자들과 함께 프리랜서 예술인, 저소득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
록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시행령 수립 작업에 개입하려 노력했다. 가
장 힘들었던 것은 예술인들의 현실을 잘 모르는 법학자, 행정학자,
노동전문가들에게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방식과 직업 특성을 설명하
는 일이었다. 설명을 듣고 나면 그들은 ‘무슨 말씀이신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법제도 체계상 적용하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했다. 답답
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찌되었든 2021년 8월 기준으로 6
만 명이 넘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자격을 얻었다고 하니
이렇게 또 한 걸음 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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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시 예술노동
<그림 3-1> 나의 예술노동력

나는 예술노동의 밑천이 되는 나의 예술노동력을 분석해 보았다.
이 노동력은 오랜 시간 동안 학습하고 준비하며 경험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나만의 것으로 ‘성찰’과 ‘발상’의 순환을 거쳐
어떤 창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 역량이었다.
내가 가진 ‘예술노동력’은 무엇이 있을까? 작사, 작곡, 편곡, 공연,
음악교육, 기획, 공연 연출, 음악장비 사용 등이었다. 나는 창작과
공연 외에도 통기타 개인교습, 노래패 강습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청소년 시설과 단체의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맡아왔
다. 글을 쓰고, 의견을 교환하며, 컨설팅(자문)을 하고, 단체/커뮤니
티의 조직을 관리하고, 문서/회계/홍보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등 소
셜 워킹 능력도 있다.

314

통권 28호 (2021년 하반기)

나는 ‘예술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계를 이어왔다.
이런 직업능력에 대해 급수를 매겨 인증해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
평판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 ‘이씬은 진정성도 있
는데, 요즘 노래실력도 늘어서 공연이 힘이 있고 좋아’라는 평판을
얻기 시작했다면 내 공연기회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밥값, 기름값, 교통비, 물가와 최저임금과 월급도 오르는데
십 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던 노동자 집회 공연비에 투덜거리곤 했
다. 예술노동자들의 보수에 대한 불만은 임금노동자들이 자신의 임
금에 대해 타박하는 것과 같다.
나는 비정규직 투쟁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쓴 글이
라며 곡을 붙여달라고 작곡을 의뢰해 왔을 때, 작곡비로 얼마를 요
구해야 할지 정하기 힘들었다. 곡을 써주거나 편곡을 해주고 돈을
받는 이들에게 작곡비, 편곡비 등의 업계의 관행에 따른 보수 산정
은 민감한 이슈다. 내가 음반을 만들 때 편곡자, 세션연주자와 어떻
게 보수를 결정하고 얼마를 주는지 생각해보았다. 그들은 협상의 달
인들이었는지 나에게 얼마 줄 수 있냐고 먼저 물어보았다. 2005년
노래패 음반을 만들 때 편곡자 한 분과 보수를 정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가 편곡비를 받은 그분께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힐난을 들었
던 적도 있다.
음악노동의 보수체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얼마 정도 받을까?’
다들 궁금해 하며 이른바 ‘업계의 관행’을 따른다. 뮤지션유니온에서
만난 뮤지션들은 작곡료나 편곡비, 세션연주비 등의 표준단가를 만
들어 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작업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각자 알아서 받고 있었다. ost작업을 주로 하는 뮤지션들은 요즘 경
쟁이 심해지면서 작곡료, 편곡비와 작업비도 받지 않고 ost음원의
저작권료 분배받는 걸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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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 그 이하로는 금지하는 것처럼 강
제할 수 없더라도 ‘얼마 이하로 받지 말자’ 혹은 ‘이 정도가 적당한
보수다’라는 예술노동의 표준보수체계를 제시하면 좋은 것 같았다.
그 보수 기준이 자칫 하한선이 되는 문제4)가 생길 수 있지만 시도
해볼 만한 일이라고 느낀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면서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활동과 그에
따른 보수에 대해 관심을 갖는 듯하다.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로 신고의무를 가진 기획자들이 뭐가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나 역시 자세한 행정절
차는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1년이 다 되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을 납
부해본 적이 없다. 방송이나 광고 출연과 같은 활동을 전혀 하지 않
았고, 코로나19로 공연 기회도 거의 사라졌으며 예술인 고용보험 대
상에서 제외된 문화예술 강습(기타, 보컬, 노래창작 등), 문화예술
정책 자문(토론회, 좌담회, 회의 등), 문화예술분야 연구 등으로 수
입을 메꿔 왔다.
내 공연 활동은 주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집
회 혹은 문화제인 경우가 많아서 예술인 고용보험 이슈에 대해 민
주노총 문화국에 상의를 한 적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
는 문화예술노동자들 중에 현장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가’로 받아
들이는 분들도 있어 난감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마디로
복잡한 일이라 못한다는 말이었다. 노동현장에 연대하는 예술인들이
라도 과거와 같이 현장 노동자들을 직접 조직하거나 교육하며 노동

4) 미술계에서 논의되는 ‘아티스트 피’의 주요 쟁점에는 작가 보수의 하향평준화, 등급
산정 기준 등이 있다.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예술가들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평판만
큼 보수를 받기 원하고, 신진이나 무명 예술가들은 그 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영역이 아닌 공공미술시장(미술관, 비엔날레 등)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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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만들어내는 운동가로 활동하지 않는다. 예술인들이 ‘헌신’과
‘기여’의 ‘활동가’ 모드로 살고자 해도 그 단체에서 급여를 받고 활
동하는 ‘상근자’가 아니라면 기껏해야 집회나 문화행사에서 공연하
거나 단체 행사/교육 프로그램 중에 노래 배우기, 율동 배우기, 공
동체 놀이 등을 담당하는 강사로 활동할 뿐이다.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에서 ‘활동가’ 논리를 앞세우는 게 답답하기
만 했다.
나의 예술 노동은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노동이다. 많은 예
술인들이 생계 활동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다 보니 생계 이외의
거의 모든 시간을 작품 구상, 연습 등으로 채우며 산다. 온종일 음
악노트를 펼치고 한 마디 진척시키지 못할 때도 많고, 오랫동안 풀
리지 않던 매듭이 어떤 일로 갑자기 풀리며 몇 분 만에 곡을 완성
할 때도 있었다. 때론 자다가 깨어 비몽사몽간 쓰거나, 길을 걷다
떠오른 몇 소절이 곡 전체의 중심 선율이 되기도 했다. 몇 마디 선
율을 그려놓고 마무리하지 못한 미완성곡도 많고, 비슷한 낱말이 빼
곡한 메모도 많다. 나는 감각과 사유, 대화나 경험의 모든 시간 속
에 침잠(沈潛)하고 길어 올리기를 반복한다.
곡 작업을 의뢰받으면 고무줄처럼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
어서 정해진 마감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끙끙대다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불안했다. 연습하지 않는 예술인은 존재
하지 않는다. 개인 연습실이 있을 때는 그곳에서 거의 밤낮으로 생
활을 했고, 경제적 부담에 연습실을 없앤 이후에는 아는 이들의 작
업실이나 대여연습실을 전전하며 연습해왔다. 연습과 준비가 안 된
공연은 대체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연습시간의 절대량이 공
연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공연을 잘하는 뮤지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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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자연스레 존경심과 ‘난 게으르고 재능이 없다’는 자학의 감
정과 동시에 생긴다.
나는 도식적이고 전통적인 노동의 틀에 예술노동을 넣을 수 없다
고 생각한다. 나는 주5일제 예술노동을 하지 않는다. 매일 예술노동
이다. 휴일에도 문화행사에서 노래하고, 평일에도 노래하고, 휴가철
에도 페스티벌이라고 노래하고, 아침 회의, 오후 공연, 저녁 강습으
로 몰아치는 날도 있고,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외부 일정은 회의와
강습 밖에 없고 창작과 연습, 준비만 한 적도 있었다. 여러 영역에
서 유동하는 예술노동자들에게 딱 한 군데에 9시-6시 정시 출퇴근
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제도를 끼워 맞추려면 팔, 다리를 자르고 머
리를 잘라 상자에 넣어야 하는 참변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문화예
술사업장에 그렇게 출근해 일하는 예술인도 많지만 예술을 포함하
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
용자를 특정해야 노동자라는 실정법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사용
자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다중사용자’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사람들, 예술인들과의 교류는 중요했다. 가까운 예술인들
과 함께 이런저런 활동을 도모하기도 하고 격려와 자극을 주고받기
도 했다. 예술노동은 개인 작업인 경우도 있으나 대개 다른 뮤지션
들과의 협업이다. 기존의 사업장 중심의 노동조합들이 자신들의 생
존권을 위해 조직력을 키우고 교섭해 이익을 실현해 가듯이 예술인
노동조합은 예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뮤
지션유니온의 조합원들은 뮤지션이 모였으니 연합 공연이나 음악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해 조합원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디뮤지션들이 주로
가입하는 조직에서 조합원들의 음악활동을 돕는 것은 음악을 직업
으로 삼는 음악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당연한 일이다. 그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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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뮤지션유니온 조직 발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인 뮤
지션유니온의 쌍둥이 조직으로 MU협동조합(가칭)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 유럽의 스마트협동조합을 생각했다. 최소한 조합원들의 음
악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사업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음악노
동자’라는 정체성 선언으로 노동조합을 지향해 제도개선, 권리피해
대응, 사용자대상 교섭추진 등의 활동하는 것과 함께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활동해야 한다.

4. 결론
나는 예술인으로 살아온 나의 경험과 실천을 진술하며 ‘예술노동’
의 주요 특성과 쟁점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된 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노동력과 사회자
본을 동원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예술노동을 하며, 예술
인은 누구나 자신의 예술노동력으로 그것에 대한 대가와 교환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명제는 내 경험한 예술노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경력을 위한 자기착취’, ‘예술인의
빈곤문제’ 등의 예술노동의 특성 또한 나의 사례에서 이해하기 충분
했다.
예술노동의 현실을 개선하고 바꿔가기 위해 예술인 당사자는 어
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겨진다. 주지하다시피 예술노
동은 문화예술용역계약, 근로계약에 관계없이 특수형태 근로계약과
함께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되기 어려운 비전형적 노동,
불안정한 노동의 주요 사례다. 여전히 예술을 신화화하거나 예술과
노동을 분리하는 경향이 남아있고, 예술인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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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예술인을 시혜적 복지 대상화하는 정책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창작이나 공연 등 예술 활동의 자발적/비자발적인 중단은 예술인
에게 실업을 의미한다. 예술노동자들이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예술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해고
이자, 실업인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공연 등의 대면 접촉
예술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예술인 복지의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
다. 예술인 복지의 행정적 대상이 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증명 완료자가 2021년 6월 29일 현재 116,037명으로 2019년보
다 47,473명(69%)이 늘었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예술
인복지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지 않고 시혜적 복지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드
러날 것이다.
예술인들의 직업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려서
부터 예술교육을 받고 직업능력을 길렀음에도 극소수만이 꿀을 빨
수 있다. 홀로 노력해 성공하는 시대와 전통적인 예술의 장르와 범
주도 무너지고 있다.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태계
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술인 스스로가 당사자 운동, 예술인 노동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가장 기초적으로 ‘자신의 예술 활동에 대해 보수를 받고 예술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술노동에 대한 정당
한 대가를 지급받고 예술인의 창의노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으
며, 예술노동의 비전형성을 인정한 법과 조세,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어 가는 것이 예술인 노동운동의 몫이다. 예술노동의 특성을 이해하
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대변하며 문화예술현장, 법과
제도, 사회보장체계, 조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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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술노동 주체들의 당사자 운동을 ‘예술인 노동운동’이
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예술노동 환경의 절대적 지배를 받는 당사
자인 예술인들이 예술노동자로 자각하고 예술노동의 주체임을 선언
하며 문화예술생태계를 변화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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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Arts Labor
Based on My Experience
Lee, Jeong Seok
(Member of Korea Musician Un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arts labor’. Applying the Autoethnography method,
and supplementing by literature review and study. I could easily understood the characteristics
of ‘arts labor’ that was revealed in a previous study. Because I’m an art worker and
an activist of the artist trade union.
‘Arts labor’ observed by me is a concept that explains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artists and society, that’s atypical labor contract provided their own art labor force, such
as artistic imagination and artistic performance ability, to receive wages or remuneration.
‘Arts labor’ deduced by me has some characteristics, that’s atypical relationship by contractual
or employment, and poverty and polarization of artist, and self-exploitation.
Artists live in exchange for the price of art labor force. Some artists employed by
art troupes, art organizations, or are assigned to agencies, but are usually autonomous
freelancers. Almost all of the artist are working under conditions that’s concurrent occupation
and unstable artist status, unpredictable and intermittent and irregular and long working
hours, More than half of them are without a written contract. They have been art skilled
for a long time, but the majority are precariat(precarious proletariat) suffering from low
wages. So they often form Culture and Arts Workers’ Unions or Culture and Arts Cooperatives
to promote their interests. There I experienced the artist labor movement appears.
Key words : artists, arts labor, self-exploitation, atypical, artist’s working time, conract
of arts labor, precariat, Culture and Arts Worker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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