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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가 됐어요!
엊저녁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낼 수 있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무슨 이상한 광고 전화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만 들어 보니, 한 달쯤 전에 학교 게시
판에서 영화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었는데 이제야 연락이 온 것
이었다. 나는 왠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마침 시간도 있고 해서 물론이라고 했다. 덕분에
오늘은 종일 영화 촬영장에서 보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촬영장에 도착했다. 영화 장르가 사극이어서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서
촬영을 했다. 가 보니까 나 말고 다른 엑스트라들도 20명 정도 와 있었다. 30분 정도 기다리니
까 어떤 아저씨가 와서 우리들의 이름을 확인한 후에 그날 일정과 우리가 할 일을 설명했다.
나는 먼저 주막에서 주연 배우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뒷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 역할
로 촬영을 했다. 앞쪽으로 좀 나오면 혹시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쪽은 이미 전
문 엑스트라 배우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촬영이 끝나고 또 한참을 기다리다가 싸움 구경하는 장
면을 촬영했다. 주인공이 물건을 훔친 도둑과 싸움을 벌이는데 그곳을 다른 구경꾼들과 함께 빙
둘러서서 구경하는 역할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감독님이 좀 궁금하다
는 듯이 고개를 빼고 기웃거리는 연기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촬영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없었고 매번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찍었다. 처음에는 영화
촬영 현장이라고 해서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
보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이었다.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다.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만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지만
어쨌든 신기한 경험이기는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그는 유명한
① 배우

이지만/지만 아직 그의 연기에 대한 평은 안 좋다.
② 주인공

2. 동생이 우리 집에서 제일 큰 방을
① 모집했어요
3.

② 설명했어요

③ 주연

④ 감독

.
③ 차지했어요

④ 반복했어요

③ 어쨌든

④ 마침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않아요?
① 빙

②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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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이 사람은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① 영화를 찍었다.
② 영화 광고를 했다.
③ 영화 배우를 많이 만났다.
④ 영화에 대해서 배웠다.
2.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 이 사람은

.

① 돈을 많이 받아서 기뻤다
② 영화 배우들하고 친해졌다
③ 지루해서 그만하고 싶었다
④ 재미있어서 더 일하고 싶었다
3. 이 사람은 오늘 무슨 장면을 촬영했습니까?
① 물건을 훔치는 장면
② 술을 마시는 장면
③ 버스를 운전하는 장면
④ 싸움을 구경하는 장면
4. 이 영화는

.

①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② 용인 민속촌에서 찍었다
③ 요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④ 시간이 길어서 좀 지루했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역할

지루하다

도둑

엑스트라

나는 오늘 영화 ____________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침 일찍 촬영장에 가서 오늘 촬영할 내용에 대
해 들었다. 우선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 ____________을/를 맡았다. 그 다음에는 주인공이 물건
을 훔친 ____________과/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었다. 처음에는 재미있을 줄 알았는
데 생각보다 ____________었고/았고/였고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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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①

2.③

3.②

내용 이해
1.①

2.③

3.④

4.②

요약
엑스트라, 역할, 도둑, 지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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