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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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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 및 장소 홈페이지 참조 www.ohzemidong.co.kr

2월 정기 상영전

OH!edu

OH!edu

OH!choice    

설연휴. 잘 쉬세요. 가족들 잘 만나시구

요. 설 연휴니까. 맛난 것도 마이 드시고. 

어른들이 시집장가 안가냐고 닦달들을 하

셔도 허허 웃으시고. 재미난 설 연휴 보

내자구요! 2월엔 이사갑니다! 짐싸느라 바

빠요. 

술자리다큐

일정

안드로이드폰 사용법

-음료를 싸오세요.
맥주 환영! 쐬주병나발 곤란.

 장비특강-오디오,마이크 활용

편집실 이용 안되요
장비 대여도 불가합니다
(재개관일 추후 공고)

1....calendar - 2월 일정

2.... 오!재미동 이전 안내

4....Oh!choice - 2월 정기 상영

8...Oh!edu - 2월 교육 일정

10....ARTIST  interview - 장우진

14....VIEW - 권팀장의 소소한 한두마디

15....NEW ARRIVAL - 신규 DVD

16....오!재미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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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가장 사랑해 주신 공간, 충무로역사로 드디어, 급기야 정말 이

사 합니다. 한창 공사중이에요. 

2월 말에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언제나 조금씩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무로역사 오!재미

동 오픈 일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햇살이 기분 좋은 삼월엔 충무로역사에 새로 자리를 튼 오!재미동으

로 마실 나오세요! 

[편집실] 

편집실 데이터 비우기 실시합니다. 영영 없어질 위기에 처한 수많은 

파일 녀석들, 주인 여러분 데려 가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월 19일 

까지입니다. 2월 19일 이후 사라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데이터 

담아 가실 때에도 데이터 크기에 따라 예상시간에 맞게 하루 전까

지 예약하시고 편집실에 들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충무로영상센터 편집실은 2011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 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장비] 

모든 장비는 2월 19일 까지 반납을 전제로 18일 까지 대여 가

능합니다.

저희 장비를 이용한 촬영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꼭 일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무로역사로 이사한 후 새단장과 업그레이드 끝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편집실과 장비대여는 재개관과 함께 다시 재개할 

예정이나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재조정 될 수 있습니다. 3월에 

편집실과 장비대여 이용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 개관일과 사

용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개관일 추후 공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꽃단장하고 너른 공간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

날 수 있어서 저희는 참 기쁘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충무로영상센터의 재개관을 기대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환경에서 만나 뵙게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전 안내]



임경동

술자리 다큐

바닥에 돗자리 깔고 이루어지는 전무후무 방바닥~ 상영회. 

병맥주 한 개 씩 붙들고, 잘 모르는 이들과 더러는 잘 아는 이들도 
섞여 만들어가는 상영회. 상영회가 끝나도 우리의 술자리다큐는 이
어집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를 채워준 이들. 단 카메라는 없
으니 긴장금지!
공미연감독과의 GV를 가장한 술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술자리
를 가장한 GV 진행은 이현정 감독님이 맡아 주십니다. 많이들 참
석 부탁!
캔맥주, 병맥주 OK, 무알콜 음료도 OK. 단, 쐬주 병나발은 자제 부
탁드립니다. 주량에 맞게 마시기. 막 퍼먹기 없기!

관람신청하러가기 - 재미있게 교육신청란을 통해 신청 받아 봅니
다. 돈 따위는 받지 않는 무료상영전 입니다만, 먼저 신청 해주시면 
이름 적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돗자리 몇 개 깔아야 하는지도 알
아야하니까 먼저 신청 부탁드려요.
연 락 처 : 02-777-0421

공미연  1997년 다큐멘터
리 제작집단인 서울영상집단
에 입회, 연출 및 촬영감독으
로서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
고 있다.  

작품소개
2010년 <술자리다큐> 연출. 
2007년 <전장에서 나는> 연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단편 다큐멘
터리 부문 수상.
2001년 <녹색 발자국> 연출.
2002년 <경계도시> 외 다수 촬영. 

상영일 감독 상영작 GV

2/11 공미연

술자리다큐

에 피 소 드  1 - 신 학
에 피 소 드  2 - 시

에 피 소 드  ? - 랜 덤

관객과의 대화

관람인원 :  선착순 입장 
상영시간 :  저녁7시~9시 
입장료 :  무료 
상영장소 :  충무로 영상센터 

술자리다큐. 2010 ㅣ DV ㅣ 공미연감독 ㅣ Color l Documentary l 

* 7개의 에피소드 중 마지막 하나는 공미연 감독님 마음대로, 그야말로 랜덤
으로 만납니다. 이름만큼 재미있는 술자리다큐 기대해 주세요!

* 비록 상영장의 공간은 작으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영전으로 
다큐멘터리의 영화적 접근을 목표로 오!재미동에서 정기상영전이 이루어
집니다.

   OH! choice
   2월 정기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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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기기 잘 써먹기. 
당신의 스마트폰 잘 쓰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마련했으나 스마트하지 못

하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께 좀 더 스마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방법을 

오!재미동에서 알려드립니다. 어렵기만한 스마트폰에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첫걸음. 이번 강의와 함께 떼시기 바랍니다. 덤으로 재미있는 앱도 소

개해드릴게요.

  교육대상 : 안드로이드폰 유저 및 곧 안드로이드폰 유저가될 이. 

  교육기간 : 2010년 2월 8일(화)

  수강인원 : 6명 

  교육시간 : 오후 7시~10시,

  교육장소 :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수 강 료 : 무료

  강사소개 :   권혁구 

                충무로영상센터 운영팀장

               <경계도시2> CG, <155마일>편집 

   OH! edu
   2월 교육 일정

오디오 관련 장비 사용법 강좌.
언제나 기초부터 설명해 드리는 충무로영상센터의 강의. 이론적인 것부터 

장비를 직접 꺼내어 만지면서 현장 분위기를 내 봅니다. 

장비 조립부터 기초적인 사용법. 기기별 활용법 등. 기초에서부터 다른 곳

에서 얻을 수 없는 알짜 정보까지. 게다가 무료교육!

특히 충무로영상센터에서 장비를 빌려 촬영을 기획중이신 분들에게는 필

수적 강의.

  교육대상 : 외부마이크를 이용한 영상 제작 계획 중인 분. 

  교육기간 : 2011년 2월 17일(목)

  수강인원 : 6명 

  교육시간 : 오후 7시~10시, 

  교육장소 :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수 강 료 : 무료 

  강사소개 :  권혁구 

                충무로영상센터 운영팀장

               <경계도시2> CG, <155마일>편집 

  
시간, 날짜 확인 후 진정 참석하실 수 있는 분만 신청 클릭! 

오!재미동 홈페이지 교육신청란에서 신청하세요.

연 락 처 : 02-777-0421 
      



  대개 어떤 사람의, 특히 오랜 세월에 걸친 개인사의 굴곡진 사연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한다. 비단 다큐멘터리만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인물에 초점을 맞춰 그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인
생의 이면을 통찰하는 장르로서 다큐멘터리는 더욱 특기를 발휘하곤 
한다.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인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료화
면 등을 통해 동시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인물의 육성을 통해 심
경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묵은 냉전의 시대에 경계의 존재로 유명했던 도시 베를린에는 현
재 그 경계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다른 분단의 경계에 속박되어 살
아가야 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다. 경계는 늘 경계 이쪽이냐 저쪽이
냐 양자택일 할 것을 강요하고 그 선택은 목숨을 걸고 이루어져야 한
다. 가끔은 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망명자의 신분을 자처하게 되기
도 한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목숨은 구했지만,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실감과 조국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상처와 갈수록 짙어지는 고향
에 대한 그리움을 처덕처덕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살아야 했다. 그런 
점에서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을 지닌 수많
은 경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 중에서도 재독철학자 송두율은 경계인의 정체성을 십분 
발휘하는 활동을 하면서 ‘경계’에 대한 고민을 첨예하게 실
천적으로 펼친 인물이다. <경계도시>은 관객이 송두율의 개인
사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임종마저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사연
에 감정을 싣도록 한다. 작품은 “늦봄통일상” 수상을 위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던 2000년 여름 송두율 부부의 상황을 뒤
따라가는 것과, 송두율 사상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의 
역사와 사상의 맹아를 듣는 것이 주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내에 감독은 1인칭 나레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
고 있지만, 게다가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순간 아내인 
조정희 여사와 껴안고 눈물을 나누는 등 감정적인 장면의 등
장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감독의 어조는 기본적으로 
매우 차분하고 정서적인 거리감을 내내 유지한다. 그것은 장
중하고 격정적인 말러의 음악이 흐르는 중에도 송두율이라는 
인물을 관찰하는 시선의 거리를 잃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경계도시 2>는 전작과 비교할 때 완전히 상반되는 성격의 
작품이 되었다. 이제 인물은 돌을 지고 연못에 빠진 상황유발자이고, 
정작 메인 캐릭터는 와장창 빠진 돌덩이를 맞고 좌중지란하게 되는 연
못 속의 사람들이다. 고향에 갈 수 없는 망명자의 처지에 마음 아파하
면서 입국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이, 입국하기만 하면 축하의 플래
시를 터뜨려 주리라고, 아니 하다못해 호의적인 시선으로 대해주리라
고 생각하고 있던 언론들이, 오히려 그에게 원망의 언사를 던지고 의
혹의 기사를 쓴다. 평생을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에게 이제 와서 당신
의 철학 따위 무시하라고 종용하고 경계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하
도록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 상황은 갈수록 가관이고 관객은 차분함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 
연못에 자기 얼굴이 있기 때문이다. 돌발적인 상황에 적잖이 당황했
을 감독은 오히려 작품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데 - 그러지 못했다
면 작품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 관객은 - 그것도 그 상황이 있
은 지 수 년이 지난 후에 보는 것임에도 - 자꾸 나락으로 빠져드는 듯
한 자괴감에 할 말을 잃는다. (가슴이 먹먹해서 영화를 함께 본 사람
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남의 불행에 가슴 먹먹한 것은 
어쩌면 머리로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못난 모습에 먹먹한 것
은 자기 가슴을 치는 일이다. 관객이 자기 가슴을 꿍꿍 내려치면서 볼 
때 송두율이라는 인물이 당한 고통이 피부 가까이 전해진다.
  <경계도시 2>를 본 후 다시 <경계도시>를 볼 때 감독이 “기억하
라”고 경고했던 문구가 새삼 눈에 들어온다. 결국 불이 나봐야 우리 
집에 소화기가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적어도 소화기
는 스스로 알아서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뼈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2’를 먼저 보고 나중에 ‘1’을 본 
관객이라면 또 다른 종류의 먹먹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1’이 <경계도시>이기만 했을 때 보고 송두율과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던 관객이 ‘2’를 본 후에 다시 ‘1’을 찾아본다면 회한에 싸
인 예언자처럼 불온한 사회의 불길한 구멍을 찾을지 모른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두 
가지 경로

<경계도시 The Border City(02)> & <경계도시 2(09)>

글. 이현정 다큐멘터리 감독

   OH! cine
    정기상영작 리뷰

  사실 감독은 국정원의 위협적인 간섭이 있었던 상황과 
자막을 통해 “누군가에 대해 말한다는 일상적인 행위
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큰 자극이 되지 않는다. 냉전적인 적이 규정된 
사회에서 누군가에 대해 말한다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일상적으로 널리 퍼진 공공연한 원리였다. 그
것에 새삼 자극을 받기보다는 송두율이라는 한 개인의 
고통의 깊이와 모양을 공감하고자 하는 것에 감상의 지
레가 기울게 된다. 인물의 배경에는 언제나 사회가 있
다지만, <경계도시>은 배경이 부각되기보다는 다분히 
한 인물의, 인물에 의한, 인물을 위한 작품이었다. 그
럴 때 관객은 그 인물에 매력을 느끼는 만큼 작품에 몰
입하게 된다.



영기-어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진-왠만한 곳은 다 갔어요. 스페인이랑 북유럽은 못 갔지만.

영기-북유럽이면?

우진-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러시아도 갔어요. 쌍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베리아횡단열차타고 몽골까지.

영기-처음 시작은 어느 나라였어요?

우진-인도부터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육로로 파키스탄, 이란 거쳐서 중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파키스타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국경이 폐

쇄돼서, 네팔 갔다가 터키로 가서 중동에 있다가 동유럽, 북유럽,러시아,호

주,남미, 미국갔다가 돌아왔죠.

영기-그냥 뭐 세계일주 하신 거네요?

우진-작년에 다섯개 대륙을 다 돌아다녔으니까....
진희- 고향이 어디세요?

우진- 제가 사투리를 좀 쓰죠? 대구쪽이예요. 사투리를 고치려고 애를 많

해외 여행이라곤 바다 건너 제주도....밖에 가 본 적이 없는 나는, 외국을 -그
것도 혼자- 여행하고 온 사람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기분이 든다. 장우진
씨가 그랬다. 그것도 무려 일년을 외국에서 보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분
을 인터뷰 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다. 근데 이분이 아티스트....? 아님 말고.

이 썼는데. 제가 국어교육 전공이라서 발표할 때 교수님들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사투리 고쳐야 한다고.정확한 발음이 중요하다고....삼차면접 때 

서울지역에서 시험을 보면 발음같은거 다 본다고 그러더라구요.

영기- 근데 군대는 갔다오셨죠?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우진- 군대는 갔다왔구요, 한국나이로 스물여섯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

죠.^^

영기- 세계일주는 어쩌다가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우진- 예전에 조금씩 조금씩 나갔다 오다가, 한번 길게 나가보자 생각

했어요.군대 있을때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어디 막 가고 싶고. 그래

서 제대하고 나서 여름방학 때 친구랑 전국일주 한번 돌고. 겨울 방학 때 

짐 싸들고 인도로 나갔어요. 작년 봄 되기 전에 나가서 올 해 2월에 들어

온거죠.

영기-그 사이에 한번도 한국에 안 오셨어요.

우진- 중국에서 호주 갈 때 배타고 인천왔다가 갔어요.그 때 잠깐 왔었죠.

영기-돈이 많이 들지 않으셨어요?

우진- 돈이 제일 문제죠.^^ 유라시아 대륙을 도는데 필요한 경비가 600

만원 정도 들꺼라고 예상을 하고 2008년도에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호주에 들어가기전에 워킹비자를 만들어서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죠. 일이 잘 풀려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호주에서 일하고 남미갔다가 쿠바랑 자메이카 들렀다가 미국 갔다가 한국

으로 돌아왔죠.

진희- 혼자 다니셨어요?

우진-예. 여행은 혼자 다니는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외국여행같은 경우에

는. 국내여행은 혼자 다닌 적은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친구랑 전

국일주 할 때도 많이 싸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좋은 추억이죠. 왜 그런

걸로 싸웠나 싶기도 하고.무전여행이라 그런지 많이 굶기도 하고.

영기-무전여행을 하셨어요?

우진-예. 31박 32일 전국일주를 했어요. 중간중간에 서리도 

많이 하고 굶기도 많이 굶고. 친척집 들러서 얻어먹고.^^ 친척이 없는 경

북에서는 맨날 사과만 먹고. 3일동안 복숭아만 먹은적도 있어요.사찰에서 

밥도 얻어먹고. 등산객들이 주는 것 얻어먹고. 저희가 전국일주를 기획하

면서 심볼을 만들어서 깃발에 그리고, ‘금강에서 한라까지’ 구호도 써

서 들고 다녔거든요. 그거 보고 많이 도와주시더라구요. 충청도에서 전라

도로 갈 때는 주변이 다 논밭밖에 없어서 굶고 다녔어요.

영기-아이구.

우진-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배낭 잃어버렸을 땐 노숙도 많이 하고, 악기 

연주해서 받은 돈으로 근근이 버텼어요. 호주에서도 처음에 일을 못구했

을 때는 정말 힘들었죠.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다 재밌는 일이예요. 좋은 

경험 많이 한 것 같아요.^

영기-몸 건강히 잘 다녀왔으면 된거죠. 호주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우진-처음에는 와인농장이요. 제가 갔을 때는 거기가 겨울이라서....

영기-아, 남반구니까 우리랑 계절이 반대겠구나.

우진-예.포도나무는 겨울에 다듬어 줘야 되거든요.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오렌지도 많이 따먹고... 그리고나서 소시지공장에 취직했는데 거기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후엔 풍족하게 여행을 했죠.그러고는 2월 

중순에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 다시 복학했죠. 그리고 지금은 임용고시 준

비하는데 시험을 잘 못 본것 같아요.

영기-임용고시 되게 어렵지 않나요?

우진-시험 난이도 보다는 운이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경쟁률이 세다보니

까 그 날의 운이나 컨디션에 따라 많이 좌우되지 않나 싶어요. 중 고등학

교 국어 선생님 되기가 힘드네요.

영기-트래블로그 같은거 하시나요?

우진-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읽었을 때 뭔가 강하게 와

닿는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서점가면 여행책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책 정말 좋다 싶은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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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려면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글 쓰는 능력이 많이 필요

하니까. 그리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글을 써야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

을까, 나아가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제 

맹수진 선생님의 다큐멘터리 강좌를 듣게 된거예요.

영기- 사실 무슨 수업을 듣건 도움이 되죠.

우진- 예. 교양이든 철학이든. 제가 한가지를 파는 것보다 이것저것 관심

있는게 많아서 학교 다니때도 다른 과 전공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게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얕은 지식이지만.^^

영기- 저도 사실 그런 과예요. 일명 백짓장 지식.^^ 그럼 지금 여행기를 

준비 하고 계신거죠?

우진- 지금도 블로그에 계속 글을 쓰고, 유명하진 않지만 어떤 포털 사이

트에 연재를 하고 있어요. 외국 여행 나가 있을 때 한번 글을 써보지 않겠

냐고 제의가 들어와서 시작하게 된거죠.

영기- 블로그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우진- dwis.tistory.com 입니다.

영기- 그럼 여행을 하는 중에도 인터넷으로 글 올리고 그러셨어요?

우진- 제가 가는 지역이 인터넷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

요. 그래서 처음엔 한다고 했다가 그냥 손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도 끝나고 여유가 생겨서 예전에 썼던 글을 조금 손봐서 다시 올리기

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더라구요. 블로그나 책을 보면 사진 

올리고 거기에 관한 자기의 생각,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그냥 쓰는 이런게 

너무 평범하고 식상한거예요.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신하

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영기- 있었던 일 쓰고 소소한 일상이나 감상 같은 걸 쓰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진- 처음엔 아예 제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쓰려고 했었

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안되더라구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재미없다고 하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

건과 나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여행 중에 있었던 일 세가지를 접목시켜서 

써 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예요. 그런데 일상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엮

는게 쉽지 않더라구요. 아이템을 정하기도 힘들고.

영기- 하긴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우진- 기본 방향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여행중에도 
일어난다.’는 뭐 그런. 좋아하는 작가 중에 ‘알랭 드 보통’은 일

상에서 쉽게 지나칠 만한 사소한 일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쓰는게 너무 

좋았어요. 일본 작가 중에 ‘다카하시 아유무’라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에

세이 형식으로 글을 쓰는 분이 계시는데, 짧으면서도 강한 임펙트의 글을 

쓰세요. 이 두분의 장점을 조합해서 써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저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행 관련 에세이를 많이 읽었는데, 참 글 

잘 쓰더라구요. 술 술 읽혀요.

우진- 코엘류 파울로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을 보면 여행을 
하면서 많은 모티브를 얻는것 같아요. 그것과 연관
시켜서 글을 또 잘 쓰고. 올 해 초에 문예창작수업을 들으면서 

잠깐 소설 구상도 해 보기도 했어죠.

영기- 영화 중에 왜 똑같은 인물을 캐스팅해서 서로 다른 곳에 사는 캐릭

터를 연기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주

인공이 어느순간 서로 교감하게 되고...말하고 보니까 ‘베로니카의 이중

생활’ 인데....^^

우진- 저도 소설 준비하면서 생각한건데, 한국에서 생활하는 나와 여행

을 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명을 설정하면 여기 살

고 있는 나와 여행하는 나와 호주에서 제가 좀 살아 본 경험이 있으니까 외

국에서 사는 나를 설정해서 세 명이 각 각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다가 나중

에는 합쳐지는 구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사건을 설정해야 되고 인과관계

도 만들어야 하고.

영기- 좋은데요. 서울에서는 공부하면서 취업준비하는 나와 호주에서는 

일하면서 여유있게 사는 나, 그리고 여행하면서 힘들지만 자유롭게 사는 

나의 이야기... 내용만 좋으면 잘 팔릴것 같은데요.

우진- 예. 아는 누나가 디자인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요즘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사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릴께요. 어차피 파일로 다 있으니까. 

여행가서 찍은 사진만 한 10기가 되요.

영기- 책에 넣을 이미지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내려

가요~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3년간의 오!재미동 임시이전 운영

을 끝내고 충무로역사 재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충무로역사테마파크 조성

계획으로 2008년부터 임시 이전하여 센터의 고유한 목적인 미디어작업의 

직·간접적 지원인 편집실과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공간협

소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기 힘들었고 오!재미동의 강점인 아

카이브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

점은 지난 3년의 임시이전 운영이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니와 해결하

기 어려운 숙제였다. 또한 타 미디어센터와 차별화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

소였던 상영관을 지금까지 운영할 수 없었다. 이제 이 지리멸렬한 문제점

이 끝나게 되었다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사람들에게 날개가 있어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다 어느 날 두 날개가 떨어졌다면……. 

아마도 자유로움은 상실하겠지만 살아가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다시 날개가 생긴다면 과연 잘 날 수 있을까? 자유로움이 있

겠지만 새로운 날개에 대한 관리와 날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려 좌충우

돌 하지 않을까? 

오!재미동 날개 달기

신규 DVD

번호 작품명 원제 감독(영어)

1828 헬보이 Hellboy Guillermo Del Toro 

1829 헬보이 2 : 골든 아미 Hellboy 2 : Golden Army Guillermo Del Toro 

1830
두 얼굴의 사나이 : 
헐크의 죽음

The Death of the Incred-
ible HULK

Bill Bixby 

1831 유니버셜 헐크 Univertiol HULK Ang Lee 

1832 줌
Zoom : Academy for Su-
perheroes

Peter Hewitt

1833 마음
Coeurs:  Private Fears In 
Public Places

 Alain Resnais

1834 개청춘 The blossom of youth? 여성영상집단 반이다

1835 호수길 Hosu-gil Jung jae hun

1836 길동무 Walking For Life Kom tae il

1837 필승 ver 2.0 연영석
To the bitter end ver 2.0 
Yeon, Young seok

Tae jun sik

1838 샘터분식 Shared Streets Tae jun sik

1839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 - 실직 노숙자

Pak jong pil

1840 거리에서 On the street Pak jong pil

1841 노가다 NOGADA Kim mi rye

1842 노동자다 아니다 We are Worker or Not? Kim mi rye

1843 딸들의 명절 Woman in a Festice Season Jung ho hyeon

1844 대지의 소금 Salt of the Earth Herbert Biberman

1845
멈추지 않는 대량
학살

1846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1968 Franco Zeffirelli

1847
바람과 함께 사라
지다

Gone With The Wind, 1939 Victor Fleming

1848 티파니에서 아침을 Breakfast At Tiffany's, 1961 Blake Edwards

1849 뷰티풀 마인드 A Beautiful Mind, 2001 Ron Howard

1850 트루먼쇼 The Truman Show Peter Weir

1851 물랑루즈 Moulin Rouge Baz Luhrmann 

1852 파프롬 헤븐 Far From Heaven Todd Haynes

1853 사촌들 The Cousins Claude Chabrol

1854 착한 여자들 The Good Girls Claude Chabrol

1855
모리와 함께 한 화
요일

Tuesdays With Morrie Mick Jackson

1856 노임팩트맨
No Impact Man: The Docu-
mentary

Laura Gabbert

1857 컴백록스타 Get Him To The Greek Nicholas Stoller

1858 시간의 춤 Dance Of Time Song il gon

1859 킬미 Kill Me Yang jong hyun

1860 요술 magic Gu Hyu sun

1861 짝패 The City Of Violence Ryu Seung-Wan

1862 타짜 The War Of Flower Choi dong hun

1863 바람난 가족 A Good Lawyer's Wife Im sang su

충무로영상센터는 독립 다큐멘터리를 응원합니다. 12개의 다큐멘

터리 DVD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11.12월 정기상영전에 상영되었던 

작품들도 많이 보입니다. 상영전 놓치신 분들 오!재미동 비디오방에 

오셔셔 그 아쉬움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재미동에 날개가 생긴다. 그것은 바로 상영관과 전

시실이다.

 

충무로역사 재입주는 여러 의미에서 오!재미동의 날개달기라

고 이야기하고 싶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영관과 전시실 확

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영, 전시 외에 이론교

육, 인디작가들의 창작지원, 퍼포먼스 등 운영에 따른 활용

도는 더 다양하리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이 타 센터

와의 차별화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특성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3년이란 시간이 지나 다시 시작이라는 점에

서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며 매끄러운 운영

을 할 수 있을 지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첫 하늘을 

나는 아기 새처럼 뭔가 부족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기 새가 곧 넓은 하늘을 자

유롭게 날 수 있는 것처럼 오!재미동도 머지않아 

시행착오를 넘어 양질의 콘텐츠로 재미동만의 특

별한 색을 발산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애정

을 부탁한다. 

소   한 한   마디      소       두  권팀장의  



오재미동 소개

영상편집실
이제 나도 감독, 편집은 내 손으로!!!

영상 편집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편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

며 영상과 관련한 기초 교육 강좌가 진행됩니다. 사용일 기준으로 하루 전 

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편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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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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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하게 갈 곳이 없다구요? 이제 도심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보
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충무로에 위치한 오!재미동으로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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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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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