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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란 무엇인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김   종   기 

1. 들어가며 

2. 영상이란 무엇인가? 

3. 생각해 보기 



1. 들어 가며: 영상 – 빛과 그림자에 관한 간략한 생각.    




2. 영상이란 무엇인가? 다음 영상은 … ‘무엇을’ 말하는가? 

또한 ‘어떻게’ 말하는가? …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자. 




영상 이해의 구체적인 예: 광고 영상 

• 누가 : [판매자] 

• 언제 : 2010년 봄, 여름… 

• 어디서 : [매체] 텔레비전 

• 무엇을 : [이미지] 자동차를 

• 어떻게 : 은유적, 비관여적 영상 + 음향 + 문자 

• 왜 : 판매자의 구매자 설득 전략  

                                                

2. 영상이란 무엇인가?  



영상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음성언어, 문자언어 없이 이해되면? 영상도 언어의 일종이다! 

2. 영상이란 무엇인가?  




언어[대사]의 유무가 ‘무엇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영상은 ‘무엇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가? 

2. 영상이란 무엇인가?  




영상 분석 : ‘무엇을’과 ‘어떻게’ 

• 분석 대상 : 이미지, 음향, 언어(음성, 문자), 

                  색채, 미장센, 움직임, … 

• 25컷/35초  아주 역동적인 진행 

• 음악이 지배적, 대사는 두 마디, 은유적 

• 언어 내용  절합(節合, articulation)  이미지 내용[구성] 

• 이들의 관계는? 

 

2. 영상이란 무엇인가?  



영상 언어 

형식: 25숏/35초  아주 역동적인 진행 

내용: 어른(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어린이의 자유, 꿈 

       어른의 꿈: 영원한 다섯 살. 이 어린이의 꿈이  

                                                 자동차와 연결 됨. 

# 어린이의 자유를 표현하는 이미지들의 특성은? 

# 내레이션이 ‘꿈’ 부분을 말할 때 화면 연결은?  

# 이러한 대립의 종합으로 제시되는 자동차와의 관계는? 

# 영상 언어(자동차)와 음성 언어(꿈)가 일치하는가?  

# 이 불일치는 무엇을 위함인가?  

영상 언어, 음성 언어, 문자 언어 

2. 영상이란 무엇인가?  



음성 언어  

형식 : 경쾌하고 조용한 음향과 함께 차분한 남자 내레이션 

내용 : ‘누구나 영원히 다섯 살이기를 꿈꾼다. 

                              어떤 꿈은 이루어 질 수 있다.’ 

 음성언어의 내용은 영상언어(자동차)에 간접화되어 있다. 

 음성언어는 영상언어 문맥에 의해 해석 가능하다 

    [어린 시절의 자유 = 어른의 꿈 실현 = 벤츠 자동차 타기] 

 

# 음성 언어와 이미지의 절합은 어떤가?  

영상 언어, 음성 언어, 문자 언어 

2. 영상이란 무엇인가?  



문자 언어   

형식: 화면 아래 쪽에 계속 흐르는 스크롤 

         빠르고 작아서 가독성이 전혀 없다: 내용 모름 

           #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시할까? 

엔딩 화면에서 자동차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정지화면과  

      더불어 제시   영상언어 형식과 대비 # 왜 그럴까? 

 

내용: 가독성이 전혀 없는 스크롤  궁금함. 

       엔딩 정지화면 문자언어  가격, 특별 판매 기간 등 

                                          큰 정보만 제시 

영상 언어, 음성 언어, 문자 언어 

2. 영상이란 무엇인가?  



 영상은 총체적인 언어 : 이미지, 음성, 문자와 구성 
 

# 자동차 판매를 위한 광고 전략 :  

  - 스크롤의 암호화 : 구체적 정보는 숨기고  총괄 정보만 제시 

  - 현실   어린 시절 : 자유, 꿈, 여성적 포근함, 사랑 받음  

  - 목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시  

  - 설득을 위한 ‘어떻게’가 중요 : 목적을 위한 수단의 중요성 
 
 영상 이해 = 사회 문화적 총체 이해 

  - 광고 전략과 자본주의 : 영상의 태생적 본질 

  - ‘자동차 = 여성’ 등 소프트 콘텐츠  현실 왜곡 

3. 생각해 보기(1) 



 3. 생각해 보기 (2) : 영상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것? 




 3. 생각해 보기 (2) 영상은 …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카메라는 무기다! 영상은 진실을 추구한다! … … ? 

3. 생각해 보기 (3) : 영상과 (사회적) 가치의 문제 




미녀와 킹콩… “게이트 키핑”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좀 복잡할 것 같군… 

3. 생각해 보기 (3) : 영상과 (사회적) 가치의 문제 




영상에서는 특히 현실과 예술의 경계가 모호하다. 
 
현실의 극단적인 예를 포르노라고 한다면… 
 
무엇이 포르노이고, 무엇이 예술인가?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왜 그런가? 
 
다음 그림을 비교해 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3. 생각해 보기 (4) : 영상과 현실, 영상과 예술의 문제 



쿠르베,  L’origine du monde, 1866,  
      Paris, 오르세 박물관 소장   

위의 두 영상(이미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액자와 그림과 관련된 정보(작가, 제목, 제작연도, 소장 장소)의 유무  
왜 그것이 포르노와 예술이라는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만약 액자와 관련 정보만 있으면 모든 이미지가 예술이 될 수 있는가? 
영상을 예술로 만들어 주는 요소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3. 생각해 보기 (4) : 영상과 현실, 영상과 예술의 문제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a/Origine-du-monde-Inisheer.jpg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영상 이해의 구체적인 예: 광고 영상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영상 분석 : ‘무엇을’과 ‘어떻게’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