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을 위한 <클릭! 클립!>
누구나 클릭!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제안하는 #해시태그로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에서 다양한 영상을 만나보세요.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아래 해시태그를 입력해보세요.

추천 해시태그

#뿅뿅

#기분이조크든여

#무대찢었다
#비디오아트

#빛에진심인편

#레이저

#액션뮤직

이 해시태그는 12월 9일까지만 적용됩니다.

#힐링

#백남준다큐

#음악은_언어_춤도_언어

#레전드모음zip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소개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는 전 세계 유일한 백남준의 비디오 아카이브를

또한 지난 10여 년간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백남준 작업에 관한

웹 환경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백남준은 비디오 아카이브 연구와 활용을

연구 성과를 이미지와 문서로 제공합니다. 백남준의 예술적 사유에 가까이 다가갈 수

통해 백남준아트센터가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있는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를 통해 백남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기를

작가의 바람을 현실화 한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를 통해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바랍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카이브를 감상하고 연구할 수 있으며, 비디오 목록 저장 기능을
활용해 나만의 비디오 서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구성

비디오

비디오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비디오들로 구성

작업

백남준의 싱글채널 비디오들의 다양한 편집 버전과 클립, 비디오 조각과 설치에 사용된 소스 비디오

기록

백남준과 동료 작가들의 인터뷰, 전시와 퍼포먼스의 영상 기록,
일상을 촬영한 기록, 방송과 싱글채널로 제작하기 위해 촬영한 *푸티지 비디오

방송

방송국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송출된 이력이 있는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 인터뷰와 뉴스
*푸티지 : 영화나 영상 제작시 미편집한 원본

아카이브

백남준아트센터가 수집하고 생성한 원자료들 중 백남준의 비디오와 연결되는 이미지와 문서들로 구성

백남준

백남준아트센터가 수집하여 백남준 아카이브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 브로슈어, 포스터, 초대장, 스크랩

백남준아트센터
연구

소장품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린 전시 기록사진, 전시 기록들

방송국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송출된 이력이 있는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 인터뷰와 뉴스

백남준아트센터의 소장품들 중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로 구성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사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

소리 설정

메인화면에서 비디오 목록을 클릭하여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30초 미리보기만 제공되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비디오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SNS 계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영상 재생 시 화면 우측 하단 스피커 모양 버튼을 누르면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검색하기

목록보기

<전체 비디오 목록 보기>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돋보기 버튼이 생기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소개 페이지 하단에서
전체 비디오 목록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비디오 목록 만들기

비디오 우측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나의 비디오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비디오는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보기

비디오 상세보기 페이지 하단에서는
연관 비디오, 소장품, 연구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저장하기

마이페이지 활용하기

연구글은 우측 하단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비디오 이어보기, 나의 비디오 목록,
전체 비디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는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어보기: 시청하던 비디오가 최신순으로 나열된 목록
- 나의 비디오: 저장한 비디오 목록
- 전체 비디오 목록: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전체 비디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