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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0번지 충무빌딩 200호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TEL.02-777-0421 / FAX.02-2273-1050

Open 11:00 , Close 20:00. 매주 일요일 휴관  
www.ohzemidong.co.kr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서울영상위원회가 운영하
는 공공미디어센터입니다. 다양한 영상작품과 예술 서적, 편집실과 영상장비
를 갖추고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 상영전과 영
상문화 전반에 관련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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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특별전

다큐멘터리 특별전

1월 정기 상영전

특별 상영전

 정호현 감독

경계 도시 1 , 2

 김미례 감독

일정

언더그라운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맥에 맥 빠지지 말자

 포맷 변환 워크플로

 마스터 파이널 컷 프로

 스마트폰 유저를 위한 포맷변환

2011년 1월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멋드러진 계획 한 개쯤은 

세우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고 새단장을 마친 달

력이, 새해맞이로 떠들썩한 미디어가 우리를 다그

칩니다. 그 다그침 속에서도 혼자만의 느긋함을 잃

지 않는 1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한 편 보며 느긋한 시간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재미동에서 말이예요.

유난히 1이 많은 달, 외롭지 않게 새롭게 재미있

게 보내세요!

1....calendar - 1월 일정

2....1월 정기상영전 - 경계도시 1,2

4....UNDERGROUND+ - 상영전

8...Oh!EDU - 이 달의 교육

10....ARTIST  interview - 가다랩 크루

14....VIEW - 권팀장의 소소한 한두마디

15....NEW ARRIVAL - 신규 DVD

16....오!재미동 소개



1월 정기상영

지난해 3월 개봉하여 ‘이 시대 필견(必見)의 다큐멘터리’라는 별

명을 얻으며 화제를 모았던 다큐멘터리 <경계도시2>와 전(前) 편격

인 <경계도시>를 상영합니다. 두 작품은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귀국과 간첩혐의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일대 광풍을 기록한 작품으

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 한국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경계도시2>는 전국 7개관이라는 소규모 배급으로 시

작, 관객들의 입소문으로 상영관을 늘려가며, 한달 여 만

에 1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록을 남겼던 화제의 다큐멘터

리로 오!재미동 지원작입니다.

<경계도시> (The Border City)
홍형숙 ㅣ 2002 ㅣ Documentary 
ㅣ DVCAM ㅣ Color ㅣ 79min

DIRECTOR’S NOTE
2002년 10월, 송두율 교수는 재차 귀국을 시도했다. “공항에서 되돌아가
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는 입국하겠다.” 35년째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타향
살이를 하고 있는 그의 각오는 결연했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반응에 초청 기
관 스스로 초청을 취소하고 말았다. 초청 자체가 취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
로, 송교수의 심경이 어떠했을지 감히 가늠조차 힘들다. 나이가 들수록 ‘타
협’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던 내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잠시라도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면, 나 자신 아직은 희망이 있는가 싶기도 하다. 그가 
민주화 세력에 통렬히 던진 “용기와 결단의 부족”이라는 화두를 스스로에
게 던져보며, 바라건대 이 영화가 아직도 귀향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수상 및 상영
2002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
2002 서울독립영화제 장편부문 우수상
2003 베를린영화제 영포럼

DIRECTOR’S NOTE
Dynamic Korea, 한국사회는 여전히 숨 가쁘다. 그렇게 사건으로부터 6년
이 흘렀고, 사건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지나버린 과거 사건일 뿐이라면 미
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그때로부터 과연 
얼마나 멀리 왔는가?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과하면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서, 한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스스로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
여다보는 일은 힘겨울 수밖에 없다. 무엇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지... 이 영화가 한국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
의 거울이 되기를 희망한다.

수상 및 상영
2009 부산국제영화제 ‘배급지원펀드상’ 수상
2009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객상’ 수상
2009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상’, ‘독불장군상’ 동시 수상
2009 한국독립영화협회 선정 ‘올해의 독립영화상’ 수상
2010 홍콩국제영화제 공식 경쟁작 선정
2010 FIPA 마켓 등록 
2010 부산영평상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경계도시2>(The Border City2)
홍형숙 | 2009 | Documentary 
ㅣ DVCAM ㅣ Color | 104min

상영일 상영작 상영시간 GV

1/21 경계도시 저녁7시~10시 관객과의 대화

1/22 경계도시2 저녁7시~9시

관람인원 :  선착순 입장 
입장료    :  무료 
상영장소 :  충무로 영상센터 

감독   홍형숙 Hyung-sook Hong
2009 경계도시2 the Border City 2
2004 미래제화 연구소 the Old Shoe Makers
2002 경계도시 the Border City
2000 시작하는 순간-두밀리 두번째 이야기 Doomealee, 
The Very First Step
1998 본명선언 Reclaiming Our Names
1996 변방에서 중심으로 ON-line; An Inside View of 
Korean Independent Film
1995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Doomealee, A New 
School Is Opening



이지안 감독김송희 감독
김소진 감독

언더그라운드 플러스

충무로영상센터 창작지원워크샵 프로젝트 <언더그라운드 플러스>

가 12월 17일 첫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플러스>는 

전문적인 교육 및 제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반인 중 자

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분을 대상으

로 영화제작 워크샵 형태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2010년 4월부터 교육 2개월, 준비 1개월 이상, 제작 2개월 이상의 

기간을 거쳐 총 5개월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만

들어진 총 다섯편의 작품이 이틀에 걸쳐 오!재미동에서 상영되었습

니다.  첫 째날 세 명의 새내기 감독과 함께 했습니다.

╋ 권혁구 팀장의 진행으로 언더그라운드 플러스의 상영회가 시작되었습니다.

╋ 상영회가 시작되기전 이형석 감독님의 선물 증정이 있었습니다. 고가의 선물이
라는데 뭘까요...?

╋ 다정한 묘지 상영중. 

╋ 상영이 끝나고 감독과의 대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감독과의 대화

상영회에 온 배우들도 함꼐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치실 때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나요?
이형석 감독 -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구요. 기본적으로 영화를 처음 찍다보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 다들 열심히 하셔서 제가 감사 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영화를 찍
을 때 행복하게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회에 오신 관객분들과 스텝.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지안 감독-날씨가 너무 안 도와줬어요.그리고 제가 직장인이라 주말
만 촬영을 했는데 7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오래 찍다보니 색깔이 너무 
달라졌어요. 또 촬영지가 무너지고 교통사고도 네번이나 나고, 스텝 중 
한명은 맹장이 터졌어요. 워낙 사건사고가 많아서 개명까지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지현이예요. 
김소진 감독-처음 연출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힘든점은 많았는데 완성하
고 보니 참 뿌듯할 뿐이예요.
김송희 감독-촬영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요.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한거에 비해서는 영화가 잘 나온것 같아요.시나리오 말고는 딱히 
힘들었던 점은 없던것 같습니다.

<다정한 묘지>는 칼라가 굉장히 뭐랄까...강하잖아요.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지안 감독-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같은 영
화를 좋아해요. 예쁘고 잔혹하면서 뭔가 시공간이 모호한 그런 느낌들. 
실제로는 저런 색감이 아닌데 색보정을 많이 했어요. 의도적으로 비현
실적이면서 모호한 시공간을 나타내려고 한거예요.

<스미다>에서 일영역의 풍광이 참 예쁜데 장소헌팅은 어떻게 하셨는
지?
김소진 감독-시나리오를 보시고 아시는 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경기도 
장흥에 있는 역인데 교외선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지금은 화물차만 운행
한다고 하더라구요. 승차권은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찍을게>는 배우의 열연이 돋보였는데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배우의 기에 눌렸을 수도...
김송희 감독-스텝들하고 일할때 별로 어려운 점은 없었구요. 특히 두 
주연배우들이 아는 분들이라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 제가 할 말을 못하
고 그런 건 없었어요

상당히 장면들이 전문적인 느낌들이 많이 나는데 화면을 구
성하는 앵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촬영
하시는 분께 전적으로 맡겼는지.
김송희 감독-예전에 영화를 찍어본 친구가 콘티를 그릴 때 많
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촬영감독님은 제가 그려온 것들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 제가 원하는 장면을 찍고 촬영감독님
이 원하는 장면도 찍어서 그 중 좋은걸 사용했어요.
김소진 감독-삼일을 촬영 했는데 첫 날에는 잘 적응이 안됐어
요. 수목원 장면이 첫 날 이었는데 솔직히 찍고 싶은걸 제대
로 못 찍었어요. 시간제약도 있었구요. 둘째날부터는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었어요.
이지안 감독-아는 분이 제 설명을 듣고 콘티를 그려주셨어요. 
그런데 촬영감독님이 경력이 20년 되신 분이에요. 처음에 만
나서 콘티대로 찍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다 된다
고 하셨는데, 막상 현장에서 이건 못 찍는다고 다 빼시는거예
요. 울고불고 난리를 쳐가면서 겨우겨우 원하는 장면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쉽게 못찍은 장면들이 많아요. 보시
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비는 장면들이 많은데 촬영감독님이 
찍은걸 빼고 제가 원했던 장면들을 채워 넣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 영화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관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김소진 감독-제 삶속에 있는 하나의 조각같은게 여기에 들어
가지 않았을까...
김송희 감독-제 생각이나 사상이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처한 상황과 실제 있었던 일을 조금은 과장되게. 그렇지
만  있는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이지안 감독-천애윤락(天涯淪落)이라는 말을 좋아해요.‘다
같이 아득히 먼 곳을 떠도는 사람 어쩌자고 서로 만나 알게되
었는가’란 뜻인데요. 영화속의 세 주인공들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메시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게 아쉬워요.



   

무료강좌 - 맥에 맥 빠지지 말자 - 레오파드 기본설정과 운
영체제 기본 사용법
“짜잔~ 애플이다. 그런데 한글은 어떻게 바꾸는 거지?프로그램 실행 아

이콘은 어디 있나? 외장 하드에 저장이 안돼...

아이폰이다 아이패드다 해서 맥에 대한 관심은 높아만 가지만, 한/영 키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마련

해 보았습니다. 맥킨토시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 맥 운영체제

인 레오파드에 대한 기본 사용법은 물론 폴더 구조와 간단한 설정,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차게 알려드립니다.

  교육대상 : 맥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레오파드 기준) 또는 맥 구입 예정자

  교육기간 : 2011년 1월 11일(화)

  수강인원 : 6명 

  교육시간 : 오후 3시~6시 

  수 강 료 : 무료 

  강사소개 :   권혁구 

                충무로영상센터 운영팀장

               <경계도시2> CG, <155마일>편집

 

무료강좌 - 포맷변환 워크플로 - 캡쳐부터 출력까지
12월, 오!재미동 메일링 하루 만에 마감된 인기 강좌인 포맷변환 워크플

로를 한번 더 진행합니다. 다양해진 동영상 재생 기기들. 분명히 컴퓨터에

서는 되는데 휴대폰에서는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보기도 하지요. 이제 자신

의 기기에 맞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동영상 코

덱에 대한 설명은 물론, 내친김에 포맷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도 알려

드립니다.

  교육대상 : 디지털 장비의 다양한 활용을 꿈꾸는 자 누구든

  교육기간 : 2011년 1월 14일(금)

  수강인원 : 6명 

  교육시간 : 오후 7시~10시

  수 강 료 : 무료 

  강사소개 :  권혁구 

 1월 EDU OH!

  

무료강좌- 예스! 마스터 -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한 영상
마스터링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한 디지털 마스터링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친절하

게도 강의는 마스터리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에서부터 마스터링 전반에 관

한 팁, 마스터링 후 영상 소스로의 변환까지 알려드립니다. 파이널 컷 프로

를 사용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교육대상 : 파이널 컷 프로 이용 가능자

  교육기간 : 2011년 1월 18일(화) 

  수강인원 : 6명 

  교육시간 : 오후 7시~10시

  수 강 료 : `무료

  강사소개 :  권혁구

 

무료강좌 - 안드로이드폰 유저를 위한 포맷변환 
분명 스마트한 녀석이라고들 하는데, 도통 스마트와는 무관하게 스마트 폰

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을 위한 강좌.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맘껏 

보기 위해서는 일단 스마트한 녀석이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이 필

수적일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리는 덤!

  교육대상 : 안드로이드폰 유저 

  교육기간 : 2011년 1월 25일(화)

  수강인원 : 6명 

  교육시간 : 오후 3시~6시 

  수 강 료 : 무료  

  강사소개 :  권혁구 

교육 시간, 날짜, 진정 참석 할 수 있는가 꼼꼼히 따져보신 후, 신청 클릭!
ohzemidong.co.kr 의 교육신청란을 확인해 주세요.
연락처 : 02-777-0421      



가다랩 카멜

지난 달 소닉의 인터뷰를 실었다. 소닉

의 마지막 앨범 <몽골리안 키즈>는 소닉

과 가다랩 크루의 프로젝트 앨범이다. <

몽골리안 키즈>에서 전곡의 영상을 담당

한 가다랩 크루는 가다랩과 카멜의 프로

젝트 팀이다. 인터뷰 할 당시 심의에 걸

린 장면을 재편집하느라 오!재미동에서 

하루종일 컴퓨터에 매달리고 있던 그들

을 전격 인터뷰 하기로 했다.
상영회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가다랩 - 그쵸.뭐.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 아는 사람들만 거의 온 거

라서. 멜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셨다는데,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가다랩과 카멜이라는 닉네임은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가다랩 - 제 별명이 가다랭이예요. 그래서 가다랭이 연구소(laboratory).

줄여서 가다랩이라고 만들었죠. 뭐 중요한 건 아니구요.

카멜 - 전 밥먹는게 낙타같다고 해서. 맘에 들더라구요.

1번 트랙은 소닉이 누드로 출연했잖아요. 

카멜 - 정확히는 2번 트랙<IT>이예요. 1번 트랙은 인트로인데, 트랙이 6

개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해서 인트로를 1번 트랙으로 넣은거죠

가다랩 - 모델을 쓰는 것도 돈이고, 그렇다고 지인한테 벗어달라고 부탁하

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셋 중에 누군가 벗어야 하는데, 군대 가

는 네가 벗어라.^^

카멜 - 그리고 어차피 소닉음악이니까.

누드로 찍을 때 편하게 찍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웠다고.

가다랩 - 내가 그랬나..^^

어떻게 구슬리셨나요?^^

가다랩 - 어떻게든 벗겨야 되겠다는 강한 사명감?^^

이번 <몽골리안 키즈>앨범 음원 사이트에 등록 하셨죠?

가다랩 - 아직 못했어요. 영상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됐거든요. 한 2주 걸

릴거예요. 검열도 있다고 하니까.

검열이라 함은 그 누드 장면 없애고...

카멜 - 예. 블러 처리 다 하고 있구요. 조율이 필요하더라구요.

가다랩 - 4번 트랙 <Virtual Lady Simulation>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건 저작권에도 걸리죠?

가다랩 - 그렇죠. 일본 AV 영상의 몇 장면을 잘라서 쓴거니까. 다시 찍긴 

시간이 너무 없고 아예 모자이크 처리를 하던가 해야죠. 이펙트를 좀 많이 

주거나. 사실 저희는 19금에 걸려도 상관이 없는데 소닉이 안된다고 해서. 

카멜 - 19금에 걸리면 제한되는게 많다고 하더라구요. 곡 하나만 걸려도 

전체 앨범이 다 19금이 되어버리니까.

아, 그럼 지금 하시는 작업이 19금에 안걸리게 영상수위를 하향조정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럼 15세 이상 정도?

가다랩 - 저희도 유통을 처음 해보는 거라 등급 같은 건 자세히 몰라요. 

영상자체의 뉘앙스는 문제가 없는 것 같구요. 단지 보이는 게, 일단 성기 

노출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잘라내면 내용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앨범이 일종의 아방가르드를 표방한 예술작품인데 그런거 안 봐

줘요? 이건 대중음악이라기보단 예술작품이다...

가다랩 - 그래서 저희도 일단 성기노출만 빼고 컨펌을 받아보려구요. 그건 

너무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아예 19금으로 해버리

고. 내용에 따라서 좀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앨범 컨셉을 ‘플럭서스’그 쪽으로 하자고 하셨다는데.

가다랩 - 예.처음에 같이 해보자고 하고 그 롤모델을 크리스 커닝햄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더 찾아보니가 플럭서스 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아

방가르드로 가자고 정한거죠.그래서 제목도 오마주 라고 정한거고. 우린 

아예 이거 따라하는거다 라고. 큰 의미보다는.

5번 트랙의 LSDX는 약물을 뜻하는 건가요?

가다랩 - 그런 컨셉인데 거기에 X를 붙여서 진짜 약물은 아니다 라는 의

미죠.

오히려 X가 붙으니까 더 강력한 약물같은데요.^^  영국에 잠깐 갔다오셨

다고 들었어요.

가다랩 - 올 3월 까지 회사다녔거든요. 언론정보학부를 나왔는데 화인아

트 쪽으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을 알라볼 겸 무작

정 갔어요. 얼마전에 영어점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갈 수 있

을 것 같아요.

원래 사진 찍지 않으세요?

가다랩 - 예. 그래서 유학가면 사진이랑 영상을 주로 배우게 될 것 같아

요. 경계를 둘 생각은 없지만. 내년 9월에 가니까 그전 까지 이친구랑 또다

른 작업을 할 꺼예요. 아직 예정된 건 없구요. 유학을 가 있어도 인터넷이 

있으니까 셰어에서 뭔가 작업 할 수 있는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영국 유학 비용이 얼마나 들죠?

가다랩 - 꽤 들죠. 잠깐 삼개월 사는데 집값이 주당 20만원 정도 받더라구

요.빈대에 쥐까지 나오는 썩은 방이었는데. 그래도 먹는 건 싸니까. 퇴직금 

다 써야죠. 차도 팔고. 

9월에 가면 그동안 몇 작품 더 하실 수 있겠네요.

가다랩 - 예. 이 친구와도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알게 됐는데, 같이 더 해

야죠. 굳이 뮤직비디오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구요. 다른 것도 많으니까 뭔

가다랩 크루

ARTIST interview



가 해보려구요.

카멜 -저는 모션그래픽 전공이예요. 이번에 영상작업을 가다랩형이랑 처

음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잘 맞더라구요.

가다랩 - 제가 나이가 좀 더 있으니까, 좀 강요를 하죠.^^

카멜 - 전혀요. 저는 사람이 안 좋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해요. 말도 잘 안

하고.

라이브 퍼포먼스나 VJING에는 관심이 없나요?

가다랩 - 원래는 이번 상영회를 그런식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일단 장비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알아는 봤는데 굉장히 고가더라구요.

요즘엔 클럽마다 그런 vjing  장비를 갖춰놓던데.

가다랩 - 그 때 상영회를 했던 클럽에도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

용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하얀 사제복 같은걸 입고 풀밭에 서있는 영상도 좋았어요.

가다랩 - 3번 트랙<No Longer Human> 이예요. 그것도 원래 한 스무명 

정도 모여서 멋있게 찍으려고 한거예요. 옷도 알몸에 수술복만 입히고 연

령대도 다양하게 하고 싶었죠. 섭외를 다 했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못

한다고 하고 주문했던 옷도 전혀 다른게 오고. 그날 또 날씨가 추워서 벗

기지도 못하고.

스토리 보드 같은건 만드셨어요? 콘티나.

가다랩 -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컨셉만 잡고 촬영했어요. 여러 각

도에서 다양하게 촬영을 하고 편집할 때 음악에 잘 맞추려고 노력을 많

이 했죠.

4번 트랙의 영상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저런 분을 어디서 섭외를 했을까. 

아무로 나미에 닮으신 분이 어찌나 선정적인 표정을 짓던지...

가다랩 - 원래 그런식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얘기하면 다들 꺼

려하는 거예요. 당장 다음주면 완성이 되야 하는데 모델 섭외가 안되니. 그

래서 편집 당일 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유상훈씨 컴퓨

터에 그 여자분이 계시더군요.^^ 외장하드에. 거기에서 인트로가 괜찮은 

분의 영상을 잘라서 사용했죠.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았던게 영상에 무슨 

장치를 해 놨는지 효과를 넣을 때마다 워터마크 같은게 뜨는거예요. 이펙

트를 줄 때마다 뜨고, 렌더링 하면 또 뜨고 그래서 엄청 애먹었어요.

고생하신 만큼 저는 그 영상이 되게 좋았어요. 외국의 일렉트로니카 뮤직

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노골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몸 자체를 그냥 선정적

으로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런 영

상이 나오는구나.^^

가다랩 - 저희도 편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음악이랑 섞이니까 완전 야

한거야.

카멜 -영화에서 여

자들 혀로 입술 핥

는 장면 많이 나오

잖아요. 그걸 보면

서 저게 뭐길래 저

렇게 많이 나오지? 

저런게 섹시한건

가? 의문이 들었었

는데 작업하면서 정

말 섹시하구나 공감

을 했죠.

저는 왠만한 하드코

어 영상보다 이게 

더 야한것 같아요. 

정말 확 깨요.^^ 그

럼 이것도 다시 편

집하고 계신가요?

가다랩 - 예. 사실 이게 저작권이 걸리는 건지 아닌지 확실히는 모르겠어

요. 힙합 음악에서 샘플링 하듯이 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모델이 누군지만 모르게 하면 괜찮을 수도.

가다랩 - 그래서 지금 효과를 여러개 주고 있어요. 이것저것 해보고 컨펌

을 받아야죠. 콜라주같이 해 볼까도 생각중이예요. 이 친구 눈만 잘라서 붙

인다던가. 사실 그냥 저대로 쓰고 싶어요. 재촬영을 하자니 저것만큼 못나

올테고. 게다가 전문배우라서 그런지 표정이나 몸짓에서 풍기는 성적인 느

낌이 확실히 다르더라구요. 

그럼 지금 2번,4번 트랙만 수정하면 되는 건가요?

가다랩 - 그리고 5번 트랙도 그날 급하게 하느라고 날림으로 해서 더 해야 

해요. 그 날 거의 다 완성한 걸 제가 콘센트를 건드려서 날아갔거든요. 세

이브를 안 해 놔서. 그래서 5번트랙은 편집을 한 시간만에 한거예요. 

카멜 - 그 날은 어쨌든 상영회는 해야 하니까.

유통은 어떻게 잘 될 것 같은가요?

가다랩 - 아뇨. 실제적으로 유통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우리도 이런 데에 

올렸다는 커리어의 느낌이 더 강해요. 돈을 벌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리느냐가 문제죠.

가다랩 - 이번 ‘몽골리안 키즈’유통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크죠. 처음

엔 별 생각 없었는데 기회가 있을 때 하는게 좋겠다 싶었어요. 소닉이 또 

그 쪽을 잘 아니까.

음원 사이트에 올리는데 돈은 얼마나 드나요?

가다랩 - 돈이 따로 들진 않아요. 그 쪽에서 마케팅을 대신 해주고 수익이 

나면 그걸 분배하는 거니까. 그래도 첫 단추는 잘 꿴 것 같아요. 준비 기간

이 짧았던 게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하긴 준비기간이 마냥 길다고 결과물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죠.

카멜 - 준비기간이 길면 각자 따로 해야하는 일을 병행해야 되니까 더 안

좋았을 수도 있구요.

가다랩 - 급하니까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이번 작업하면서 빨리 찍는 노

하우를 터득한 것 같아요. 촬영을 다 하루만에 한 거예요. 빡빡하긴 했는

데. 그래서 장비 빌리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스테디 캠도 이번

에 처음 사용해 봤구요. 느낌이 묘하던데요. DSLR이 요즘 좋아서 잘 나

오더라구요.

내년 계획은?

가다랩 - 일단 유학을 가려면 포트폴리오 작업을 계속 해야죠. 사진 계속 

찍고, 이번 영상 만든 것도 포트폴리오에 넣으려구요.

카멜 - 같이 작업해야죠.^^

유학을 같이 간다거나.

카멜 -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좀 즉흥적이라. 태국에 여행 갈 때도 한 

번 가볼까 해서 전단지 돌린 돈 70만원으로 친구랑 같이 갔었어요. 비행기

값 40만원에 30만원으로 한 달 살았죠. 맨 날 길거리에서 쌀국수만 먹고 

정말 현지인처럼 있다가 왔어요. 노숙도 하고. 근데 그게 좋더라구요.^^

가다랩 - 갑자기 무서워 지는데요.^^

내년에 두분이 정말 여기에서 상영회도 하고 사진 전시도 하고 vjing 도 하

셨으면 좋겠네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있다. 어쩌면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

이다. 하지만 PMP와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

어 봄직하다. 잘 모르겠다면 안드로이드폰, 그래도 모른다면 갤럭시

S 라는 스마트폰 탄생의 초석이 된 운영체제이다. 리눅스는 91년 리

눅스 토발스라는 학생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83년에 시작한 GNU프

로젝트(복사, 수정 및 재배포가 자유로운 공개 운영체제)의 영향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많은 사람들

에 의해 개발된 자유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의 대표적인 형태이다.자

유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자유란 물론 ‘공짜’라는 개념도 포함하

지만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곳에도 구속되지 않

는다는 관점의 자유다. 프로그램의 실행·수정·재배포의 자유를 보

장하는 것이다. 리눅스 운영체제 중 유명한 배포판이 있다. 지금부터 

이야기 할 ‘우분투’다. 

  우분투란 남아프리카의 반투어에서 유래된 말이

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으로 아프리

카 평화운동의 사상적 뿌리이기도 하다. 리눅스 배포

판 우분투의 초첨은 원하는 사람 누구든 손쉽게 설치

하고 사용하는데 있다. 전 세계인의 사용을 위해 다양

한 언어를 지원한다. 우분투의 사상이나 취지가 좋다

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허나 너무나도 익숙한 

윈도우즈에 가려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이 제대로 소

개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적은 편이다. 

  2011년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은 이러한 자

유소프트웨어에 대해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미

디어센터에서 다루는 강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프

트웨어는 개인사용자가 정식버전을 사용하기에는 금

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비싸고 유명한 소프

트웨어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찌보면 불법저작권사

용을 조장하는 것 일지도 모른다. 이는 일반 시민들

의 자유로운 접근을 지향하는 공공미디어센터의 취

지와도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나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를 소개

하고 강의함으로서 공공미디어센터가 가지고 있는 한

계점을 넘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거라 믿는다.  

ubuntu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소   한 한   마디      소       두  권팀장의  

신규 DVD

번호 작품명 원제 감독(영어)

1792 갱스터 초치 Tsotsi Gavin Hood

1793
검은 고양이, 흰 고
양이

Black Cat White Cat Emir Kusturica's

1794 뒤죽 박죽 Topsy- turvy Mike Leigh

1795 회로 Pulse Kiyoshi Kurosawa

1796 불워스 Bulworty Warren beatty

1797 월컴 Mr. 맥도날드 Mr. Macdonald Koki Mitani

1798 아이스케키 Ice Bar Yeo In-Kwang

1799 바보와 천사 Idiots and Angels Bill Plympton 

1800
난 이상한 사람과 결
혼했다.

I Married a strange person Bill Plympton 

1801 더튠 the Tune Bill Plympton 

1802 뮤턴트 에일리언 Mutant Aliens Bill Plympton 

1803 아이언맨 2 Iron man 2 Jon Favreau

1804 핸콕 Hancock Peter Berg

1805 판타스틱 4 Fantastic 4 Tim Story

1806 고스트 라이더 Ghost Rider Mark Steven Johnson

1807 더 크로우 The Crow Alex Proyas

1808 닌자거북이 TMNT Ninja Turtles Kevin Munroe

1809 다크맨 Dark Man Sam Raimi

1810 엘렉트라 Electra Rob Bowman

1811 드래곤 길들이기 How to train your Dragon Christopher Sanders 

1812
루팡 3세 바빌론의 
황금전설

Legend of the gold of 
Babylon

Seijun Suzuki

1813 슈퍼히어로 Superhero Craig Mazin

1814 킥애스 : 영웅의 탄생 Kick-Ass Matthew Vaughn

1815 인크레더블 헐크 Incredible Hulk Louis Leterrier

1816 왓치맨 Watch Man Zack Snyder

1817 더퍼니셔 The Punisher Jonathan Hensleigh

1818 브이포벤데타 V For Vendetta James McTeigue

1819 슈퍼맨 리턴즈 Superman Returns Bryan Singer

1820 슈퍼맨 Superman  Richard Donner

1821 슈퍼맨 3 Superman  3 Richard Lester

1822 슈퍼맨 4 : 최강의 적 Superman  4 Sidney J. Furie

1823 캣 우먼 Cat Woman Pitof

1824 배트맨 포에버 Batman Forever Joel Schumacher

1825 배트맨 앤 로빈 Batman and Robin Joel Schumacher

1826 엑스맨 : 최후의 전쟁 X - man : The Last Stand Brett Ratner

1827 엑스맨 탄생 : 울버린 X - man Origins : Wolverine Gavin Hood

스물다섯명이 넘는 영웅들이 지구를 지키고 있다니. 든든하기 짝이 

없는 아카이브 구성입니다. 온갖 영웅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곳. 오!

재미동으로 오세요. 



오!재미동 소개

영상편집실
이제 나도 감독, 편집은 내 손으로!!!

영상 편집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편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

으며 영상과 관련한 기초 교육 강좌가 진행됩니다. 사용일 기준으로 하

루 전 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항

은 편집실 대관 안내로~

DVD감상실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

희귀 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광고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물이 전시되어 있어 원하는 작품을 골라 볼 수 있답니다. 친구와 함

께,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보고 싶은 작품, 언제든지 보러 오세요! 

아카이브
약속 시간이 많이 남았다구요? 

영화, 사진, 디자인 등 예술 서적과 잡지들이 가득하답니다. 읽다가 지쳐

서 쓰러질지도 몰라요! 물론 모두 공짜랍니다.

기초제작교육
막상 제작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구요?

걱정하지마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풀 수 있는 영상제작 관련 

기초교육이 여러분들을 위해 매월 기다리고 있어요! 

미디넷
단체로 교육을 받고 싶거나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어렵다구요!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의 일환으로 미디어에 관심있는 동호회, 기관, 학교

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및 제반사항, 강사파견 등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서울영상위원회가 운
영하는 공공문화 기반시설입니다. 애칭인 ‘오!재미동’이란 ‘다섯 가
지 이상의 재미가 있는 동네’, ‘감탄사 오! 가 절로 나오는 재미나는 동
네’ 라는 뜻으로 영상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영상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영상작품, 서적자료, 영상기자재 지원과 교육 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시설입니다. 

오!재미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오!재미동에 궁금한 몇 가지 것들.

하나 - 도심 속에 나와도 편하게 갈 곳이 없다구요? 이제 도심속에서 문
화를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충무로에 위치한 오!재미동으로 놀
러 오세요~ Welcome to ohzemidong 
둘 -    그러면 오!재미동이 뭐냐구요? 도서관, 비디오방, 편집실, 영화상
영, 쉼터, 이렇게 다섯 가지 재미있는 기능이 모여있는 곳이랍니다. 
셋 -    영화 한편 보는데 8,000원이나 하죠? 오!재미동에서는 책도 보고 
영화도 보는 데 단돈 1,000원도 안 든답니다. 차비만 있으면 돼요. 합리적
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에게 딱 알맞은 문화 놀이터입니다. 
넷 -    감각 있는 영상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구요? 오!재미동에
서는 여러분이 배우고 싶어했으나 두려워 손도 못댄 영상 제작 교육 프로
그램을 개설, 여러분의 감독 데뷔를 도와줄 것입니다. 
다섯 - 획일적인 상업영화 이젠 지겹다구요? 희귀 영화, 다큐멘터리, 뮤
직비디오, 애니메이션, 기타 등등 까다로운 당신의 입맛을 녹이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새로운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KT & G 상상마당 

쌈지길 

한겨레 문화센터

강서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서울연극센터

수카라

이리카페 

오!재미동

배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