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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재 

‘도트비트’/ 영상 (16mm, 사운드, 1분 50초)

힙합 뮤직비디오는 필름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시점과 비슷하게 이미지적, 사운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래퍼들이 랩을 하던 게토의 

길거리와 잘 어울렸던 필름의 질감을 

그리워했던 힙덕후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디지털 

뮤직비디오로 8,90년대의 뮤직비디오를 

재현한다. 디지털로 제작된, 그것도 큰 인기를 

누리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원히트원더 랩퍼들의 

영상을 주 소스로. 디지털 이미지를 이루는 

픽셀을 과장되게 재가공해 이를 필름의 질감과 

섞는다. 

> 픽셀,도트가 도드라지게 재가공된 힙합 
뮤직비디오를 편집해 파운드푸티지 영상을 
만들어 프로젝터로 상영. 
> 이를 16mm 흑백 필름이 들어있는 볼렉스 
카메라로 촬영. 
> 후반부 하이라이트 부분은 1프레임씩 
넘겨가며 사진 찍 듯 한 프레임 씩 촬영. 
> 이후 현상을 하고 프린트를 거쳐 포지티브로 
나온 프린트 필름을 슬라이스 편집기로 편집함. 
> DJ의 SCRATCH 느낌을 내기위해 
의도적으로 필름표면을 긁어서 상처를 냄. 
> 유명곡의 드럼비트를 레퍼런스로 위 곡에 
쓰인 드럼비트를 편집프로그램을 통해 프레임 
단위로 파악해 드럼 족보를 만듬.
> 드럼 족보를 사용해 프린트 필름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다른 사이즈의 점을 찍는 식으로 
도트비트를 제작. 
> 영사기에는 램프보다 18프레임 앞부분에 
사운드패턴을 읽는 작은 램프가 있어서 이 
램프가 점의 굵기와 농도를 인식하고, 이곳에서 
인식한 소리가 앰프/스피커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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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기, 이정은 

‘실험: 빛과 벽’/ 16mm 영상 (4분 30초)

16mm 필름이라는 아날로그 매체를 이용, 

관객들의 시각, 공간 인지감각에 대한 실험을 

하는 확장영화(Expended Cinema)의 

일환이다. 아날로그 매체인 16mm 필름의 촬영 

및 현상, 프린팅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텍스쳐들과 매끄럽게 화면이 흘러가는 디지털에 

비해 고르게 흘러가지 않는 1초에 24프레임의 

화면흐름을 가급적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스럽고 

거친 빛의 흐름을 표현한다. 빛의 변화를 통한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미지를 

촬영해 시각적, 공간적 혼란을 만들어 낸다.

> 볼렉스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및 프린팅을 
하고자 하였으나, 노후된 카메라 여건상 의도한 
바 대로 구현이 어려워 러시아 카메라로 교체 
후 촬영. 
> 카메라 태엽으로 인한 구동시간이 15-20
초씩만 촬영이 가능해 감도 80의 흑백필름에 
1/60초 셔터스피드와 줌렌즈 조리개 2.8 
값으로 약 5분동안 200ft의 필름을 촬영.

4 

‘암실’/ 기록 및 설치

필름과 장비를 만지며 얇고 투명하며 유연한 

매체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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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시간을 걷다’/ 영상 (HD, 사운드, 3분, 반복)

소녀의 시간이 변한다. 과거에서 갑자기 현대로 

넘어온 소녀는 과거와 바뀐 세상을 동시에 

마주하며 복합적인 느낌을 받는다.

> 네거티브 촬영 필름 현상, 포지티브 프린트 
필름 현상을 손으로 작업하고, 프린트된 필름을 
영사시킨 후 VDSLR로 찍어서 디지털화 시킴. 
> 16mm 아날로그 흑백 필름의 거칠고 
불안정하며 오래돼 보이는 느낌과 디지털 
영상의 다채로움이 대비되며, 영사기 사운드 
위로 ‘Nujabes-Dionna (2008)'가 흐름.

‘도트비트’‘빛과 벽’은 
이하의 시간에 연속 상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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