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것이 
영화 

WWW.DFF.FILM

한국어 

DEUTSCHES
FILMINSTITUT
FILMMUSEUM



DFF
 
<모든 것이 영화!>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무제움스우퍼의  아름답고 역사적인 건물에 
자리잡고 있는 DFF (독일영화협회와 영화박물관)의 표어입니다.  
 
상설전시관의 주제는 “필름으로 바라보기”와 “영화로 이야기하기”입니다. 1층에서
는 영상 장비들의 발전과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고 2층 전시관은 영화의 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 전시관에서는 매년 3회에 걸쳐 다양한 영화 장르, 영화인, 영화 제작자와 같은  
여러 주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영화관에서는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상영합니다. 전세계의 새로운 영화와 고전 영화를 원작 위주로 광범위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영화의 모든 것을 DFF에서 체험해 보십시오.



필름으로 바라보기
1층

“필름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1층 
상설전시관에서는 1895년 영화가 발명되기 
까지  18, 19세기의 다양한 영상 장치들과 개
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기들이 영사
기와 카메라를 발전시켰는지. 이것들은 일상에
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영화적인 인식이 어떻
게 작동하는지. 또한 영화와 영화관이 어떤 단
계에 걸쳐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
고 있습니다. “호기심”, “움직임”, “촬영”, “투영”, 
“영상”, “영화관”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물, 가
상체험관, 영상물 등을 1층 전시관에서 만나보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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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이야기하기
2층

연기, 음향, 이미지, 그리고 편집은 영화 제작 
뿐 아니라 “영화로 이야기하기”의 네 가지 핵
심 요소입니다. 이 요소들은 이야기의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영화 속 인물들에게 특성과 
성격을 부여하며, 긴장감과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리듬을 형성하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
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어떻게 이런 효과를  
이루어 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2층 전
시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다양
한 시네마틱 디자인 툴과 이것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시물과 대형 영상물, 그리
고 가상체험을 통해 “영화로 이야기하기”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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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개관시간 
월요일: 휴관  
화요일 -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안내 및 예약 
069 – 961 220 220 
www.dff.film

개인 및 단체 관람객을 위한  
가이드, 영화 분석 및 워크샵 
안내, 예약, 관람료 
069 – 961 220 223 
museumspaedagogik@dff.film 
www.dff.film

오시는 길  
지하철 U1, U2, U3, U8:  
Schweizer Platz 역 
지하철 U4, U5:  
Willy-Brandt-Platz 역 
트램 15/16: Schweizer-/ 
Gartenstraße 정거장 
버스 46 Untermainbrücke 정류장

#DFFfilmDFF – Deutsches Filminstitut & Filmmuseum  
Schaumainkai 41  |  60596 Frankfurt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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