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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의 발명 

2. 어떤 영상들을 보았을까? 



움직임을 재현한 최초의 발명:  

프락시노스코프(다면체 프리즘 ,1877) 

1. 동영상의 발명 



키네토스코프 

1888년 에디슨이 발명. 

상자 안을 들여다 보면  

셀룰로이드 필름에 찍힌  

영상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동영상은 1894년부터 

본격화 된다.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b/Kinetoscope.jpg


Monkeyshines, No. 1 .  

 

William K.L. Dickson과  

William Heise가 Thomas  

Edison의 실험실을 위해  

제작한 최초의 가족용 필 

름이다. 키네토스코프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1880년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5/MonkeyshinesStrip.jpg


에디슨은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셀룰로이드필름을 만난다.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4/EdisonExpo.jpg


상용화된 1895년 버전의 
키네토스코프 
 
음향 케이블이 있다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3/Kinetophone1.jpg


키네토스코프 살롱, 샌프란시스코, 1884-1885년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3/KinetoscopeParlorbis.jpg


에디슨의 영상들 (1877~1885) 

2. 어떤 영상들을 보았을까? 




에디슨 (1894). 이전 영상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프랑스의 루이, 오귀스트 뤼미에르 형제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하는 방법 모색. 

그러나 약한 필름의 엉킴이 장애.  

발재봉틀의 노루발에서 착안,  

필름을 다치지 않고 풀어내는 장치 개발. 

이어 말타 십자가 모양의 장치로  

필름 엉킴 문제 해결 



뤼미에르 형제의 영상들(1895~1896): 열차의 도착 




뤼미에르 형제의 영상들(1895~1896): 뉴욕, 블루크린 다리 




뤼미에르 형제의 영상들(1895~1896): 제네바 아랍인들의 행렬 




뤼미에르 형제의 영상들(1895~1896): 시카고 경찰의 행렬  




뤼미에르 형제의 영상들(1895~1896): 런던 동물원의 사자 




뤼미에르 형제의 영상들: 나이야가라 폭포 (1897) 




뤼미에르 형제의 영상들: 스페인 투우 (1900) 




뤼미에르 형제의 영상들: 담 허물기(1895)  최초의 리와인더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와 뤼미에르 형제의 영사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뤼미에르 형제가 만든 영상들의 공통점은? 

  오늘날의 영상과 비교할 때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에 제시되는 멜리에스의 달세계 여행은  

                   앞서 본 에디슨과 뤼미에르 형제의 영상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에드윈 포터의 대열차 강도는 달세계 여행과 어떻게 다른가?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죠르주 멜리에스 달 세계 여행 (1902) : 이전의 영상과 어떻게 다른가?  




에드윈 포터(미국) 대열차 강도 (1903) : 달 세계 여행 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에드윈 포터:  

    장면을 나누어 제시하면,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함. 

• 서로 연관성이 없는 두 개의 장면을 교차편집으로 제시 

• 관객들에게 감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음을 확인 

• ‘미국 소방수의 삶’(1903)  

• ‘대 열차 강도’(1903)  

 진일보한 편집. 편집의 발명이 담긴 영화  

 새로운 언어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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