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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Around the World Live Analysis 세계와 손잡고 라이브 버전 분석

Sequence Duration
Minutes/
Seconds 

Scene Spoken Text
Image Manipulation 

/ Editing
Sound Caption Comment 시퀀스 시간 분/초 장면 내레이션 이미지 변형 및 편집 음향 캡션 비고

1 40 0 00 An image of the earth 
seen from the space

Recorded footages 
from the show, Wrap 
Around the World

The More The Better 
a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Narration: Beijing, Bonn, County Kildare, Ireland, Jerusalem, 
Leningrad, London, Rio, Seoul, Tokyo, and New York, all on this 
global live broadcast, “Wrap Around the World” featuring live 
performances by David Bowie and La La La Human Steps and 
Ryuichi Sakamoto, the Oscar winning composer from The Last 
Emperor. We got acrobats from China, a punk rock band from 
West Germany, performance art from the Soviet Union and we’re 
tying up more communication satellites than any PBS broadcast 
in history!

insert 
rotation

sound from 
footages

A Presentation of 
WNET/USA and 
KBS/KOREA in 
association with 

NDR/WDR/
GERMANY 

ORF/AUSTRIA 

GLOBO TV/BRAZIL 

GOSTELERADIO/
USSR 

CCTV/CHINA 

RAI/ITALY 

TV ASAHI/JAPAN 

APRIL MEDIA/
ISRAEL 

RTE/DUBLIN 

and Nam June Paik 
Video Design

A satellite video art 
celebrating Seoul 
Olympic Games in 
1988.

Live broadcasted to 
11 countries from 
0:30(AM) to 2:00(AM) 
on September 11th, 
1988 (Korean Time 
standard)

1 40 0 00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배경으로 방송에 등장하는 대표 
영상들을 작은 이미지들로 삽입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다다익선›이 회전하며 전체 
화면으로 확대

내레이션: 베이징, 본, 킬데어, 아일랜드, 예루살렘, 
레닌그라드, 런던, 리우, 서울, 도쿄, 뉴욕이 모두 글로벌 
생방송 ‹세계와 손잡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보위와 라라라 휴먼 스텝스, 그리고 ‹마지막 황제›로 오스카 
상을 수상한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겠습니다. 중국의 곡예단, 서독의 펑크 록 밴드, 
소비에트 연방의 퍼포먼스도 선보일 텐데요, 지금까지의 
그 어떤 PBS 방송보다도 더 많은 통신위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삽입

회전

대표 영상들의 배경이 
되는 사운드들이 
동시에 송출

미국 WNET과 
대한민국 KBS 제공

협력

독일 NDR/WDR 

오스트리아 ORF 

브라질 GLOBO TV 

소비에트 연방 

GOSTELERADIO 

중국 CCTV 

이탈리아 RAI 

일본 TV ASAHI 

이스라엘 APRIL 

MEDIA 

더블린 RTE 

백남준 비디오 디자인

1988년 서울 올림픽은 
기념하여 제작된 
생방송 위성쇼.

1988년 9월 11일 오전 

0시 30분부터 2시까지 

(한국시간 기준) 
생방송으로 11개국에 
중계.

0 40 switch 0 40 전환

2 1 50 0 41 Al Franken and Tom 
Davis(New York hosts) 
introduce the show in 
New York studio, which 
is decorated as if it 
were a spaceship

Al Franken: Hello. I’m Al Franken here with some earth shaking 
news which should make this broadcast the most important 
in television history, if not in history itself. I’m standing here in 
an alien spacecraft hovering a quarter mile or so above our 
Manhattan broadcast center WNET. I introduce to you now a 
man, or creature, who tells me he is from the planet Krylon, near 
Alpha Centauri. He calls himself only Dr. Mobius. Dr. Mobius, why 
have you chosen this moment in time, this program, to reveal 
yourself to the world?

Tom Davis(Dr. Mobius): I did considered your Super Bowl, but 
logistically it just did not work out. But you see, human race 
has become a threat to the other civilizations in the universe. 
Your virulent nationalism, your ceaseless brutality, your wanton 
disregard for the needs of your own planet serve as a bad 
example to young Krylonian minds. And so the purpose of my 
visit, I’m afraid, is to destroy your species using our death ray.

Al Franken: Dr. Mobius, I beg you, I believe if you watch our 
program on your triangular telescreen,

Tom Davis(Dr. Mobius): Telescreen, yes. 

Al Franken: I think you’ll find ample evidence that mankind is 
capable of transcending artificial boundaries and communicating 
in the spirit of brotherhood and peace.

Tom Davis(Dr. Mobius): Very well. I will watch your program and 
then decide. But it better be good.

2 1 50 0 41 뉴욕의 진행자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로 
분)가 우주선처럼 꾸며진 
스튜디오에서 등장

앨 프랭큰: 안녕하세요, 저는 앨 프랭큰입니다. 이 방송을 역사 
그 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텔레비전의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만들어 줄 중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맨해튼의 WNET 방송국 꼭대기 1/4마일(400 
미터) 위에 떠 있는 외계 우주선 안에 서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남성분, 혹은 생명체는 본인이 알파 센터우리 
별 근처에 있는 크라일론 행성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모비우스 박사라고만 지칭하는데요. 모비우스 
박사님, 왜 지금 이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세계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하신 건가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슈퍼볼 경기 때도 생각해 
봤는데요, 이동하기에 상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우주의 다른 문명에게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당신들의 과격한 민족주의, 끝없는 잔인함, 당신들의 행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태가 크라일론 
행성의 젊은이들에게 안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한 목적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살인 광선을 
사용해서 당신 종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님, 부탁 드립니다. 당신의 세모난 
텔레스크린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텔레스크린이요, 네.

앨 프랭큰: 인류가 형제애와 평화의 정신을 갖고, 인위적인 
장벽을 초월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죠.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입니다. 

0 50 UFO graphic image, 
flying over the WNET 
building in New York 
city

synthesizing 0 50 뉴욕 시내 WNET 건물 위로 
비행하는 UFO

합성

0 56 Al Franken and Tom 
Davis in the spaceship

0 56 우주선에서의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

2 09 The map spotted with 
cities where live signals 
are transmitted

Wrap Around the World 
logo

rotation contemporary 
music

Wrap Around the 
World

2 09 세계 지도 그래픽에 ‹세계와 
손잡고› 프로그램 참여 도시 
표시

‹세계와 손잡고› 로고

회전 현대음악 ‹세계와 손잡고›

2 30 cut 2 30 컷

3 7 25 2 31 Davis Bowie and La 
La La Human Steps in 
rehearsal, without any 
sound

DAVID BOWIE with 
LA LA LA HUMAN 
STEPS

3 7 25 2 31 사운드 없이 퍼포먼스 리허설을 
하는 데이빗 보위와 라라라 휴먼 
스텝스

데이빗 보위와 라라라 
휴먼 스텝스

3 01 Davis Bowie and La 
La La Human Steps 
performance

feedback

repeat

insert

colorization

overlap

David Bowie 
Look Back in 
Anger

3 01 데이빗 보위와 라라라 휴먼 
스텝스 퍼포먼스

피드백

반복

삽입

컬러라이제이션

중첩

데이빗 보위  

‹룩 백 인 애인거›

9 55 cut 9 55 컷



Wrap Around the World Live Analysis 세계와 손잡고 라이브 버전 분석

Sequence Duration
Minutes/
Seconds 

Scene Spoken Text
Image Manipulation 

/ Editing
Sound Caption Comment 시퀀스 시간 분/초 장면 내레이션 이미지 변형 및 편집 음향 캡션 비고

4 4 45 9 56 UFO graphic image, 
flying over the WNET 
building in New York 
city

synthesizing 4 4 45 9 56 뉴욕 시내 WNET 건물 위로 
비행하는 UFO

합성

10 08 Al Franken and Tom 
Davis in the spaceship

Myong-Hee Cha, 
a host from Korea, 
appears on telescreen

Scenes from New 
York(Al Franken 
and Tom Davis in 
the spaceship) and 
Seoul(Myong-Hee Cha 
in the studio) are cross 
edited

Al Franken: Dr. Mobius, how did you like David Bowie and La La 
La?

Tom Davis(Dr. Mobius): Oh, I like David Bowie. Will he be on again?

Al Franken: Maybe. But now Dr. Mobius I understand we’re going 
to go live to Seoul to speak to a Miss Cha, our host in South 
Korea. Miss Cha, hello.

Cha Myong-Hee: Hello Al, and greetings Dr. Mobius.

Al Franken: Has the news of Dr. Mobius’s visit caused panic among 
the Korean populous?

Cha Myong-Hee: I don’t know. I’m just here in the studio, but I beg 
you Dr. Mobius please don’t destroy the human race, at least not 
until after the Seoul Olympics.

Tom Davis(Dr. Mobius): Very well. I fail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se games.

Cha Myong-Hee: You see Dr. Mobius, the Seoul Olympics will be 
the biggest festival for all mankind, with a record 161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spirit of unity and friendship. And how about 
this Dr. Mobius, aren’t you interested in knowing a little about 
these games? Then, let me take you to the athletes’ village.

Tom Davis(Dr. Mobius): Alright. Go ahead. Very well.

CHA MYONG-HEE

KBS-TV, SEOUL

10 08 우주선에서의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

텔레스크린에 등장하는 한국의 
진행자 KBS 차명희 아나운서

서울과 뉴욕 교차편집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님, 데이빗 보위와 ‘라라라’가 
어땠나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오, 데이빗 보위가 좋았습니다. 
다시 나옵니까?

앨 프랭큰: 아마도요. 하지만 모비우스 박사님, 지금은 
생방송으로 서울과 연결해서 한국의 진행자인 차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미스 차, 
안녕하세요.

차명희: 안녕하세요 앨, 모비우스 박사님께도 인사 전합니다.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공황사태를 일으켰나요?

차명희: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곳 스튜디오 안에 있어서요. 
하지만 모비우스 박사님, 인류를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서울 올림픽이 끝날 때 까지는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잘 알겠습니다. 그 올림픽이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차명희: 모비우스 박사님, 서울 올림픽은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최대 축제가 될 것입니다. 기록적인 규모인 161개 국가가 
통합과 우정의 정신으로 참가합니다. 모비우스 박사님, 
이 올림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시다면 
선수촌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네. 그렇게 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차명희

KBS-TV, 서울

11 31 Views from Seoul 
Olympic Village

Athletes from various 
countries and Korea 
greet in each language

Viva Seoul, Viva Olympic!

Viva Seoul, Viva Olympic!

frame effect background 
music

Viva Seoul Olympic

Seoul Olympic 
Village

올림픽 선수촌 
안녕하십니까? - 

Korea

Enjoy Seoul ‘88! - 
Canada

你們好 - P.R. of China

Privet! - U.S.S.R

Hi - Norway

Hola - Costa Rica

Chiawa! - Malawi

Balao! - Central 
Africa

Groeten! - 
Netherlands

Szja! - Hungary

Bonjour! - France

Hello! - Great Britain

Wrap around the 
World!

11 31 서울 올림픽 선수촌 전경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 피켓 
요원과 각국 선수단이 각국 
언어로 인사

비바 서울, 비바 올림픽!

비바 서울, 비바 올림픽!

액자효과 백그라운드 뮤직 Viva Seoul Olympic

Seoul Olympic 
Village

올림픽 선수촌 
안녕하십니까? - 

Korea

Enjoy Seoul ‘88! - 
Canada

你們好 - P.R. of China

Privet! - U.S.S.R

Hi - Norway

Hola - Costa Rica

Chiawa! - Malawi

Balao! - Central 
Africa

Groeten! - 
Netherlands

Szja! - Hungary

Bonjour! - France

Hello! - Great Britain

Wrap around the 
World!

13 29 Olympic Village, flags 
of all countries, and 
computer graphics are 
edited

frame effect

cut

background 
music

13 29 올림픽 선수촌 전경, 각국 깃발, 
컴퓨터 그래픽 편집 비디오

액자효과

교차

백그라운드 뮤직

14 40 switch 14 40 전환

5 4 45 14 41 Die Toten Hosen 
Hier kommt Alex 
performance in front of 
Beethoven’s house in 
Bonn, West Germany

colorization

feedback

overlap

caption insert

cut

switch

insert

Die Toten 
Hosen 
Hier kommt 
Alex

BONN Live

DIE TOTEN HOSEN 
(DEAD TROUSERS)

West Germany in 
1988 is unified as 
Germany.

5 4 45 14 41 서독 본에 위치한 베토벤 생가 
앞에서 록밴드 토텐 호센의 

‹히어 컴즈 알렉스› 공연

컬러라이제이션

피드백

중첩

자막삽입

교차

전환

삽입

토텐 호센 ‹히어 컴즈 
알렉스›

본 생방송

토텐 호센 (데드 
트라우저스)

1988년 당시의 
서독은 현재 통일되어 
독일이다.

18 32 Al Franken and Tom 
Davis in the spaceship

Regina Körner, a host 
from West Germany, 
appears on telescreen

Regina Körner hosts 
the show in Bonn, West 
Germany

Al Franken: This Al Franken and Dr. Mobius from New York and 
we’re going to say hello to our German host, Regina Körner. 
“Guten morgen(Hello),” “Frau(Madam)” Körner.

Regina Körner: I’m afraid I can’t hear you, nor can I see you. So, I 
say this again, I can’t see you, I can’t hear you, Dr. Mobius, Al.

Al Franken: Well, Dr. Mobius will get the thing working.

Regina Körner: But I want to just point out to you, you know, we’re 
talking about this little failure in technology, that of course the 
mind is much more capable and with regard to that, I want to 
point out to you that…

cut Regina Körner 18 32 우주선에서의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

텔레스크린에 등장하는 서독의 
진행자 레지나 코너

서독 본에서 진행하는 레지나 
코너

앨 프랭큰: 뉴욕의 앨 프랭큰과 모비우스 박사입니다. 
독일의 진행자, 레지나 코너에게 인사를 건네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너 씨.

레지나 코너: 안타깝게도 소리도 들리지 않고 화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모비우스 박사님, 앨,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전환 레지나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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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Franken: “Frau(Madam)” Körner

Regina Körner: I’m standing here in front of the Beethoven house 
and that the band you just heard, Die Toten Hosen, you know, 
just gives you another evidence of how beautiful the human mind 
can be, how world surrounding the capacities are of music, of 
art, of mankind, so Dr. Mobius I’d really like you to reconsider 
and just let us live. Thank you.

Al Franken: Well, thank you “Frau(Madam)” Körner. 

레지나 코너: 하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 상의 작은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기술보다 정신이 훨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앨 프랭큰: 코너 씨.

레지나 코너: 제가 서 있는 이 곳은 베토벤 생가 앞입니다. 
방금 연주를 들려준 밴드는 ‘토텐 호센’인데요, 인류의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주위를 둘러싼 세상의 
모습과 음악, 예술, 인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비우스 박사님, 생각을 
재고해주시고 저희가 계속 살아가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앨 프랭큰: 네, 코너 씨 감사합니다. 

19 25 cut 19 25 컷

6 1 40 19 26 Al Franken and Tom 
Davis in the spaceship

Al Franken: I wish we could have, actually been, she could have 
been able to hear us. She couldn’t hear us, Dr. Mobius, but…

Tom Davis(Dr. Mobius): Yes, we don’t have that problem on Krylon. 
We have an advanced technology there.

Al Franken: Yes. Well, did what “Frau(Madam)” Körner have to say 
about mankind, about the universal language of music, did that 
appeal to your advanced set of values?

Tom Davis(Dr. Mobius): I’m not unaware of the good side of your 
human spirit and I think I appreciate what “Frau(Madam)” Körner 
just said about music and an international language. In fact, we 
Krylonians have developed what we call an ‘interlocketer’ and if 
I do not destroy your planet I may gift this to your president of 
your United Nations.

Al Franken: ‘Interlocketer?’ Now what exactly does that do?

Tom Davis(Dr. Mobius): Well, the ‘interlocketer’ translates the words 
of the speaker into the language of the listener. For example, I 
am speaking now in my native Krylonian tongue but you hear me 
in your native English language. “Veratoo.”

Al Franken: That’s amazing. Here, let me try that. I do speak a little 
German. I wish I could have talked to “Frau(Madam)” Körner, but 
let me try it.

Tom Davis(Dr. Mobius): Point it toward her.

Al Franken: Where is the train station? The train station is in the 
city. Is this not the library? Yes this is the “bibliothek(library).” This 
is amazing, an amazing…

Tom Davis(Dr. Mobius): I’ll take that back though.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I’ll put it away, too.

Al Franken: Do that.

6 1 40 19 26 우주선에서의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

앨 프랭큰: 저희 쪽 소리가 독일에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 소리가 저쪽에 들리지 않았죠, 모비우스 박사님. 
하지만…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네, 저희 크라일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더 발전해 
있거든요.

앨 프랭큰: 네, 그렇군요. 코너 씨가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박사님의 
발전된 가치관에 와 닿았나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제가 인류의 정신이 가진 좋은 
측면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코너 씨가 음악과 국제적인 공통 
언어에 대해서 방금 한 이야기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희 
크라일론인들이 ‘인터라케터’라는 것을 개발했는데요, 이 
행성을 제가 파괴하지 않는다면 유엔 총장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겠네요.

앨 프랭큰: ‘인터라케터’라고요?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물건이죠?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인터라케터’는 화자가 하는 
말을 청자의 언어로 통역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 모국어인 크라일론어로 말하고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모국어인 영어로 제 말을 듣고 계신 겁니다. ‘베라투.’

앨 프랭큰: 대단하네요. 저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조금 하는데요. 코너 씨와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 해 보죠.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코너 씨 쪽으로 향하게 두세요.

앨 프랭큰: 기차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차역은 도시 안에 
있습니다. 저건 도서관 아닌가요? 네, 이것은 ‘비블리오텍.’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하지만 제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치워놓도록 하죠.

앨 프랭큰: 그렇게 하시죠. 

20 50 UFO graphic image, 
flying over the WNET 
building in New York 
city

synthesizing 20 50 뉴욕 시내 WNET 건물 위로 
비행하는 UFO

합성

21 05 switch 21 05 전환

7 3 55 21 06 A male dancer’s 
dance performance 
is synthesized with 
the background 
video, which edits 
samba dance, Mardi 
Gras, percussion 
performance, and 
computer graphics

An edited video 
composing Olympics, 
Brazilian commercials, 
football graphics, and 
“Samul Nori” and “Seol 
Jang Go” performance 
from Korea

The scene from New 
York studio is inserted 
in the right bottom in 
frame

Tom Davis(Dr. Mobius): You know, on a previous visit to your 
planet, I visited your Mardi Gras and I really enjoyed it because 
I could walk around without people bothering me. Nice and 
casual, I like that. Do you think we will see any more of the Mardi 
Gras?

Al Franken: I hope so.

slow forward

overlap

repeat

synthesizing

split

background 
music

RIO de JANEIRO 
LIVE

LIVE KOREA

NATIONAL MODERN 
ARTS MUSEUM

7 3 55 21 06 브라질에서 제작한 삼바, 마디 
그라, 퍼커션 공연과 컴퓨터 
그래픽 편집 비디오를 배경으로 
댄서 퍼포먼스 합성

올림픽 그래픽, 브라질 광고, 
축구 그래픽, 국립현대미술관 

‹다다익선› 앞에서 벌어지는 
사물놀이와 설장고 공연으로 
구성된 비디오

뉴욕 스튜디오가 우측 하단에 
액자로 삽입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제가 저번에 이 행성을 방문했을 
때, ‘마디 그라’에 갔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거든요. 즐거웠고 격식을 
차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마디 그라’를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앨 프랭큰: 그랬으면 좋겠네요.

천천히 감기

중첩

반복

합성

분할

백그라운드 뮤직 리우데자네이루 
생방송

한국 생방송

국립현대미술관

25 00 Split images are 
flowing

switch 25 00 분할화면이 곡선으로 흘러가는 
이미지로 전환

전환



Wrap Around the World Live Analysis 세계와 손잡고 라이브 버전 분석

Sequence Duration
Minutes/
Seconds 

Scene Spoken Text
Image Manipulation 

/ Editing
Sound Caption Comment 시퀀스 시간 분/초 장면 내레이션 이미지 변형 및 편집 음향 캡션 비고

8 50 25 01 Excerpt from Bye Bye 
Kipling 
: Sankai Juku 
performance

: Aiko Miyawaki 
and Toshimitsu Imai 
performance in the 
studio in Tokyo, Japan

Ryuichi Sakamoto introduces performances in Japanese. split 
time-coded

performance 
sound

TOKYO

AIKO MIYAWAKI

T. IMAI

8 50 25 01 ‹바이 바이 키플링› 발췌 영상 

: 산카이 주쿠 퍼포먼스

: 도쿄 스튜디오에서의 아이코 
미야와키, 토시미츠 이마이 
퍼포먼스

류이치 사카모토가 일본어로 퍼포먼스를 소개. 분할

타임코드

퍼포먼스 사운드 도쿄

아이코 미야와키

T. 이마이

25 50 A television graphic 
displaying Wrap around 
the World logo graphic

cut Wrap Around the 
World

25 50 ‹세계와 손잡고› 로고 그래픽이 
들어간 텔레비전 이미지

컷 ‹세계와 손잡고›

9 1 05 25 51 A television graphic 
displaying Counter 
Olympix graphic 
: Elephant football, 
which is the source for 
Elephant Games

Al Franken: And now Dr. Mobius, we’re going to take you to 
Thailand for the soccer finals between the Bangkok Stompers 
and the Rangoon Giants. This is, ah, finals. Oh, here’s the 
opening kickoff. Oh! Nice kick by the fullback. And the…Oh! Nice 
head by the mid-fieldsman. And a lot of crowd excitement, as 
you can see. Nice pass, nice pass there.

Tom Davis(Dr. Mobius): I can see why this would be a popular 
sport when they’re playing.

Al Franken: Well Dr. Mobius, you should understand that most of 
our viewers have never seen elephant soccer before either, like 
yourself. Oh! Almost a goal. 

sound from 
site

Counter Olympix 9 1 05 25 51 ‹카운터 올림픽스›그래픽이 
들어간 텔레비전 이미지 

: ‹코끼리 게임›의 소스가 되는 
코끼리 축구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님, 이제 ‘방콕 스톰퍼’와 
‘라군 자이언츠’의 축구 결승전을 보기 위해 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결승전 경기입니다. 오,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입니다. 오! 후위 공격수의 멋진 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 미드필더가 멋지게 헤딩을 했군요. 관중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패스 좋았습니다. 
훌륭한 패스였습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경기 모습을 보니 이 스포츠가 왜 
인기 있는지 알 것 같네요.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님, 시청자들도 대부분 박사님처럼 
코끼리 축구를 처음 봤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오! 거의 
골인할 뻔 했네요. 

현장 사운드 카운터 올림픽스

26 55 cut 26 55 컷

10 8 45 26 56 Al Franken and Tom 
Davis in the spaceship

Tamara Maksimova, a 
host from Soviet Union, 
appears on telescreen

Tamara Maksimova 
hosts the show with 
a bear in Leningrad, 
Soviet Union

Al Franken: I understand we’re hooking up now with Leningrad, 
where this show is being broadcast live and our Russian host, 
Tamara Maksimova. Good evening, Tamara. Tamara, good 
evening. I don’t think… Ah!

Tamara Maksimova: Good morning, Al and Dr. Mobius. Hello 
everybody.

Al Franken: Hello Tamara. 

Tom Davis(Dr. Mobius): This is an opportunity I was told to watch 
for. Now that I am speaking to representatives of the two great 
superpowers of your planet, I demand that the leader of your 
Soviet Union and the leader of your United States begin talks 
immediately to reduce the numbers of your nuclear weapons.

Al Franken: But this we’ve already done, as Tamara was about to 
say.

Tamara Maksimova: We have already done?

Al Franken: Yes.

Tom Davis(Dr. Mobius): Oh! Oh, well very good Tamara. I’m glad. 
That goes in the plus column.

Al Franken: Good. Now Tamara, I see you’re there in Leningrad and 
are you in the studio there? Who is that with you?

Tamara Maksimova: Baby, hush. Hush baby, hush.

Al Franken: Who’s that in the bear costume there.

Tamara Maksimova: Look. This is my friend, Misha. Misha, see. 
Say hello to our American friends and other foreign friends. Say 
it please, quickly. Say hello to the Olympic Misha. And Olympic 
tiger in Seoul. Oh, sorry. I am fully forgotten that he doesn’t 
understand English. He speaks only Russian. Sorry. Misha, 
Misha. Stand up. Stand up.

Al Franken: Well now Tamara, I understand you’re going to 
introduce our next performance.

Tamara Maksimova: Sorry, he is shy. He is too shy, sorry.

Al Franken: Well, next time. But please introduce our next 
performance.

Tamara Maksimova: Yes, yes. And now, now, our composer Sergey 
Kuryokhin…

Al Franken: Right.

Tamara Maksimova: and his “Popular Mekhanika(Popular 
Mechanics).” Do you know what does it mean “Pop Mekhanika?” 
No? Now look and listen. Sergey Kuryokhin. Sergey, let’s begin.

Soviet Union in 1988 
is changed to Russia 
and other countries.

10 8 45 26 56 우주선에서의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

텔레스크린에 등장하는 
소비에트 연방의 진행자 타마라 
막시모바

소비에트 연방의 
레닌그라드에서 곰과 함께 
진행하는 타마라 막시모바

앨 프랭큰: 이 쇼가 생방송되고 있는 레닌그라드와 연결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진행자 타마라 막시모바입니다. 
안녕하세요, 타마라. 타마라,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아!

타마라 막시모바: 안녕하세요 앨, 모비우스 박사님. 모두 
안녕하세요.

앨 프랭큰: 안녕하세요 타마라.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지금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당신네 행성의 두 초강대국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소련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가 
즉각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핵무기 감축을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앨 프랭큰: 하지만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타마라가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타마라 막시모바: 이미 그렇게 했다고요?

앨 프랭큰: 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오!, 오 아주 좋습니다, 타마라. 
기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해졌군요

앨 프랭큰: 좋습니다. 타마라, 지금 레닌그라드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곳 스튜디오 안에 계신 건가요? 누구와 
함께 계시죠?

타마라 막시모바: 얘야, 조용. 조용히 하렴. 쉿.

앨 프랭큰: 거기에 곰 복장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타마라 막시모바: 자, 여기는 제 친구 미샤입니다. 미샤, 봐봐. 
미국과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인사하자. 인사해봐, 빨리. 
올림픽을 향해 인사해 보렴 미샤. 서울에 있는 올림픽 
호랑이에게 말이야. 오, 죄송해요. 미샤가 영어를 모른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러시아어만 한답니다. 죄송해요. 
미샤, 미샤. 일어나. 일어나.

앨 프랭큰: 타마라, 이제 다음 공연을 소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마라 막시모바: 죄송해요. 부끄러워하네요. 너무 
부끄러워하네요. 죄송해요.

앨 프랭큰: 다음 기회가 있겠죠. 이제 다음 공연 소개 부탁 
드립니다.

타마라 막시모바: 네, 네. 이제는, 이제 작곡가 세르게이 
쿠로힌…

앨 프랭큰: 네.

타마라 막시모바: 그리고 그의 ‘팝 메카닉스’입니다. ‘팝 
메카닉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지금 
들어보세요. 저희의 음악 그리고 세르게이 쿠로힌입니다. 
세르게이, 시작하시죠.

1988년의 소비에트 
연방은 현재 러시아와 
주변 독립국가들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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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Duration
Minutes/
Seconds 

Scene Spoken Text
Image Manipulation 

/ Editing
Sound Caption Comment 시퀀스 시간 분/초 장면 내레이션 이미지 변형 및 편집 음향 캡션 비고

29 06 A jazz performance 
in Leningrad, Soviet 
Union

A television graphic 
displaying Wrap 
Around the World logo 
graphic is inserted in 
the right bottom in 
frame

caption insert 
frame effect

performance 
sound

LENINGRAD LIVE 
 
SERGEY 
KURYOKHIN and 
THE POPULAR 
MECHANICS

29 06 레닌그라드의 재즈 퍼포먼스

‹세계와 손잡고› 로고 그래픽이 
있는 텔레비전 우측 하단에 
액자로 삽입

자막 삽입

액자 효과

퍼포먼스 사운드 레닌그라드 생방송

세르게이 쿠로힌과 
포퓰러 메카닉스

31 11 Russian folk music 
performance in 
Leningrad, Soviet 
Union

The scene from New 
York studio is inserted 
in the right bottom in 
frame

Al Franken: This is Al Franken coming to you from inside a flying 
saucer hovering above PBS station WNET in New York. Next to 
me is Dr. Mobius from the planet Krylon who has agreed to watch 
our show before deciding whether or not to destroy the human 
race. What do you think so far, Dr. Mobius.

Tom Davis(Dr. Mobius): Would you be quiet and let me listen to this 
interesting music. You earth people are so rude.

caption insert

frame effect

performance 
sound

LENINGRAD LIVE 31 11 레닌그라드의 러시아 전통 음악 
퍼포먼스

뉴욕 스튜디오 우측 하단에 
액자로 삽입

앨 프랭큰: 비행접시 안에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앨 
프랭큰입니다. 뉴욕의 PBS 방송국 WNET 위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제 옆에는 크라일론 행성에서 오신 모비우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인류를 파괴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저희 쇼를 함께 봐 주기로 하셨습니다. 모비우스 박사님,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이 흥미로운 음악을 들어볼 
수 있게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지구인들은 정말 
무례하군요. 

자막 삽입

액자 효과

퍼포먼스 사운드 레닌그라드 생방송

32 01 A jazz performance 
in Leningrad, Soviet 
Union

“Samul Nori” 
performance in front 
of The More The 
Better i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cenes from Leningrad 
and Seoul are cross 
edited

cut

overlap

performance 
sound

LENINGRAD LIVE 32 01 레닌그라드의 재즈 퍼포먼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다다익선› 앞의 사물놀이

레닌그라드와 서울 교차 편집

교차

중첩

퍼포먼스 사운드 레닌그라드 생방송

34 31 A choir performance 
in Leningrad, Soviet 
Union

34 31 레닌그라드 합창단 퍼포먼스

35 40 switch 35 40 전환

11 8 50 35 41 Chinese scenery 
including The Great 
Wall

Wei Hua, a host from 
China, hosts the show 
in Beijing, China

Wei Hua: There’s no doubt, we’re in China now. If you’re thinking 
of walking to this year’s Olympics, the best place to start is 
here. But I wonder if you would ever reach your goal with all the 
attractions China has to offer. Ladies and gentlemen, in the next 
few minutes we’re going to bring you some entertainment from 
this 5,000 year old civilization. So, stay tuned. 

Chinese 
traditional 
music

CHINA CENTRAL 
TELEVISION

WEI HUA

11 8 50 35 41 만리장성을 포함하는 중국 대표 
풍경

중국의 진행자 웨이 후아가 
베이징에서 진행

웨이 후아: 의심할 여지 없이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올해 올림픽까지 걸어가실 생각이라면, 
출발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이 곳입니다. 중국이 선보이는 
많은 명소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신사숙녀 여러분, 몇 분 후에 저희가 보여드릴 공연은 

5,0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문명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중국 전통음악 중국 중앙 텔레비전

웨이 후아

36 25 Kung Fu performance Wei Hua: Chinese martial arts, or “Kung Fu,” is well known. But 
this one called, Mei Hua Zhuang, was once the secret of a single 
family. Mei Hua Zhuang means “plum post” and the masters do 
their routine on posts arranged in plum blossoms shape.  
Notice? Their movements also follow the design of the plum 
blossom. These masters all studied under one teacher, the late 
Mei Hua Zhuang virtuoso, Han Jianzhong.

Chinese 
traditional 
music

MEI HUA ZHUANG 
(PLUM POST)

BEIJING LIVE

36 25 쿵후 퍼포먼스 웨이 후아: 중국의 무술, 쿵푸는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매화권(梅花拳)은 한 때 어떤 가족의 비밀 무술이었습니다. 
매화권은 매화 기둥을 의미하며, 매화권 고수들은 매화꽃 
모양으로 놓인 매화 기둥 위에서 매일 훈련을 합니다. 
눈치채셨나요? 그들의 움직임 역시 매화꽃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고수들은 모두 스승 한 분을 모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매화권의 거장 한건중(韩建中)입니다.

중국 전통음악 매화권

베이징 생방송

28 20 Wei Hua, a host from 
China, hosts the show 
in Beijing, China

Cui Jian and ADO band 
performance

The More The Better 
i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cenes from Beijing 
and Seoul are cross 
edited

Mongolian film footage 
is inserted in the 
background of Cui Jian 
performance in rotating 
frame

Wei Hua: That was Chinese martial arts Mei Hua Zhuang, or “plum 
post.” Next we’re going to have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modern. A Chinese rock song by Cui Jian and the ADO band. 
Right before the show started Cui Jian and the others told me 
they just feel very, very lucky to have this opportunity to perform. 
Actually, Cui Jian told me his mother was born in Seoul and 
the wish, well we all wish the upcoming Olympic Games great 
success. All right, now let’s hear Cui Jian and the ADO band play 
I have nothing.

cut

frame effect

insert

rotation

Cui Jian

I Have Nothing

I HAVE NOTHING 
by CUI JIAN

BEIJING LIVE

28 20 중국의 진행자 웨이 후아가 
베이징에서 진행

최선과 ADO 밴드 퍼포먼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다다익선›

베이징과 서울 교차편집

몽고 영화 풋티지가 회전하는 
액자 형태로 최선과 ADO 밴드 
퍼포먼스 영상에 삽입

웨이 후아: 중국 무술 매화권, 즉 매화 기둥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뭔가 다른 것을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적인 
것인데요, 최선(崔健)과 ADO 밴드가 부르는 중국 록 
음악입니다. 쇼가 시작되기 직전에 최선과 밴드 멤버들이 
저에게 말하길, 이번 공연을 하게 되어 정말 행운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실 최선이 저에게 그의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올림픽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최선과 ADO 밴드가 연주하는 ‹나에겐 아무 
것도 없어›를 감상하시죠. 

교차

액자효과

삽입

회전

최선 ‹나에겐 아무 것도 
없어›

최선 ‹나에겐 아무 것도 
없어›

베이징 생방송

44 30 The scene from China 
is folded in a butterfly 
shape

switch 44 30 베이징의 퍼포먼스 화면이 
나비모양으로 접혀서 날아가며 
화면 전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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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05 44 31 Al Franken and Tom 
Davis in the spaceship

Al Franken: Ah, Dr. Mobius it seems we have a few minutes before 
we go to our next segment and you’re being from an advanced 
civilization I was wondering if I could pick your rather large brain 
for a couple minutes?

Tom Davis(Dr. Mobius): Very well.

Al Franken: Okay, first of all, Dr. Mobius is it possible to go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Tom Davis(Dr. Mobius): No, it is not. The fastest any Krylonian has 
traveled is about 4/5 the speed of light.

Al Franken: Wow!

Tom Davis(Dr. Mobius): But that wasn’t the hard part. The hard part 
was learning how to stop, and that took centuries to develop.

Al Franken: You know doctor, I belong to the WNET math club and 
I’ve been stumped on this equation concerning… well, you’re 
gonna laugh at me, perpetual motion.

Tom Davis(Dr. Mobius): Yes?

Al Franken: Well, do you have something I could write on? A 
blackboard, perhaps? Wait a minute, I suppose you wouldn’t 
know what a blackboard is, being from Krylon. Oh! Great.

Tom Davis(Dr. Mobius): There is no technology to improve on a 
blackboard. Go ahead.

Al Franken: Well it concerns the double derivative of the Heidegger 
constant as it relates to the earth’s axial variance in relation to the 
toric dispersion factor when the synapsial logarithm is divided by 
the earth’s angular momentum factor. And if I could just fill in this 
part of the formula, the proof, I just know it would… Wow! You 
mean perpetual motion is not only possible, but it is actually well 
within our grasp?

Tom Davis(Dr. Mobius): Exactly.

Al Franken: Wow! Limitless energy!

Tom Davis(Dr. Mobius): That is correct, and all Krylonian vessels 
are powered by it. Come with me. I would like you to observe the 
engine’s core. Behold.

12 2 05 44 31 우주선에서의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보다 발전된 문명에서 오셨으니, 
박사님에게 몇 분 동안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네 그럼요.

앨 프랭큰: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크라일론인이 가장 빠르게 이동한 속도는 광속의 4/5 
정도입니다.

앨 프랭큰: 와우!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그런데 이동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멈추는 방법을 알아내는 게 어려웠죠. 
몇 세기나 걸려서 알아냈습니다.

앨 프랭큰: 박사님, 제가 WNET 수학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어려운 공식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영구 운동에 대한 공식인데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그런데요?

앨 프랭큰: 제가 뭔가를 적을 만한 게 있을까요? 칠판 같은 
거요. 잠시만요, 크라일론에서 오셨으니 칠판이 뭔지 모르실 
것 같네요. 오! 좋습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칠판보다 나은 기술은 없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앨 프랭큰: 하이데거 정수의 이중 도함수에 관한 것인데요. 
접합 로그를 지구의 각운동량 인수로 나누었을 때, 분산 
인수와 관련된 지구 축의 변화에 대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서 빠진 부분을 채울 수만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와우! 그러니까, 영구운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고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바로 그겁니다.

앨 프랭큰: 와우! 무한 에너지라니!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맞습니다. 크라일론의 모든 
이동 수단이 그렇게 동력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오시죠. 엔진의 중심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46 35 The scene from New 
York is folded in V 
shapes

switch 46 35 뉴욕 스튜디오 화면이 빗살 
무늬처럼 접혀지며 화면 전환

전환

13 3 55 46 36 Vienna Art Orchestra 
performance in 
Hamburg, West 
Germany

Scenery from Hamburg, 
West Germany

Narration in German: West-Germany, Hamburg, 61 Speckstreet. 
The composer Johannes Brahms was born at this exact place 
155 years ago, in 1833.

Narration in German: Where Brahms’s birthplace stood, is now the 
parking lot for Springer Verlag. In such a house lived Brahms.

Narration in German: Hamburg harbor will be 800 years old next 
year.

Vienna Art 
Orchestra

Blues for 
Brahms

Red Evening 
Clouds

Vienna Art Orchestra 
: Blues for Brahms

West-Germany, 
Hamburg, 61 
Speckstreet.

Birthplace of the 
composer Johannes 
Brahms 1833 - 1897

Where Brahms was 
born, there is now a 
parking lot.

In such a house lived 
Brahms.

Hamburg-Harbour 
: 800 years old.

Brahms’ 
composition “Red 
Evening Clouds” 
- adapted by the 
Vienna Art Orchestra.

Johannes Brahms 
: born in Hamburg, 
died in Vienna.

13 3 55 46 36 서독 함부르크의 비엔나 아트 
오케스트라 퍼포먼스

함부르크 항구와 도시 풍경

독일어 내레이션: 서독, 함부르크, 슈펙 거리 61.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155년 전인 1833년, 바로 이 곳에서 
태어났다.

독일어 내레이션: 브람스의 생가가 있던 곳에는 이제 스프링거 
출판사의 주차장이 들어서있다.

독일어 내레이션: 함부르크 항만은 내년에 800주년을 
맞이한다.

비엔나 아트 
오케스트라

‹블루스 포 브람스›

‹레드 이브닝 클라우드›

비엔나 아트 
오케스트라: 
블루스 포 브람스

서독, 함부르크, 슈펙가 

61.

작곡가의 생가 
요하네스 브람스 

1833 - 1897

브람스가 태어난 곳은 
현재 주차장입니다.

이런 집에서 브람스가 
살았습니다.

함부르크 항구: 

800년 전 건설.

브람스 작곡 ‹레드 
이브닝 클라우드› 

- 비엔나 아트 
오케스트라 편곡.

요하네스 브람스: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비엔나에서 생을 
마감하다.

50 30 Wrap Around the 
World logo graphic is 
overlapped and flowing

switch 50 30 ‹세계와 손잡고› 로고 그래픽이 
중첩되어 화면 전체로 흐르면서 
전환

전환

14 4 00 50 31 The More The Better 
i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amul Nori” and “Seol 
Jang Go” performance 
i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cut performance 
sound

The More The Better

SEOUL LIVE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DURAE PAE - 
SAMUL NORI

SEOL JANG 
GO -Traditional 
Performance-

14 4 00 50 3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다다익선›

‹다다익선›이 설치된 회랑에서 
펼쳐지는 사물놀이와 설장고 
퍼포먼스

전환 사물놀이 및 설장고 
퍼포먼스 사운드

백남준 작 ‹다다익선›

서울 생방송

과천 현대미술관

두레패의 사물놀이

설장고 
김중자무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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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0 “Jesa(ancestral 
rites)” for Television 
performance by Nam 
June Paik in New York 
: lighting up a candle in 
the antique television 
frame

: putting a “Gat(Korean 
traditional men’s hat)” 
on the white table, 
and sprinkling shaving 
cream, ketchup, and 
rice

: rubbing cheek on the 
Gat

“Samul Nori” and “Seol 
Jang Go” performance 
i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cenes from New York 
and Seoul are cross 
edited

Nam June Paik: Continue music, continue music, please. cut 
overlap

performance 
sound

53 50 뉴욕에서 백남준이 텔레비전에 
대한 제사 퍼포먼스를 한다 

: 앤틱 텔레비전 프레임 안에 
초를 킨다

: 앞의 흰 테이블에 갓을 놓고 
그 위에 면도 크림, 케첩, 쌀을 
뿌린다

: 모든 것이 뿌려진 갓 위에 
얼굴을 비빈다

서울과 뉴욕 중첩

백남준: 음악을 계속 주세요. 음악을 계속 주세요. 컷

중첩

사물놀이 및 설장고 
퍼포먼스 사운드

54 12 BBC control room in 
London, Britain

PD in BBC Control Room: You know, I’m here in the BBC satellite 
control room in London and this guy looks more like an alien than 
the alien.

Staffs in BBC Control Room: Too right!

cut performance 
sound

LIVE BBC CONTROL 
ROOM LONDON

54 12 영국 BBC 조정실 BBC 조정실의 PD: 저는 지금 런던의 BBC 위성 
조정실입니다. 이 분은 외계인보다 더 외계인처럼 생겼네요.

BBC 조정실 스탭들: 정말 그래요!

컷 사물놀이 및 설장고 
퍼포먼스 사운드

런던 BBC 생방송 
조정실

54 24 The More The Better 
i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amul Nori” and “Seol 
Jang Go” performance 
i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cut performance 
sound

54 2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다다익선›

‹다다익선›이 설치된 회랑에서 
펼쳐지는 사물놀이와 설장고 
퍼포먼스

컷 사물놀이 및 설장고 
퍼포먼스 사운드

54 30 switch 54 30 전환

15 1 30 54 31 Miralda Project by 
Antoni Miralda 
: Edited video work 
presenting history of 
New York using the 
keyword, wedding

Narration: In Barcelona, a Christopher Columbus monument has 
announced his plans to marry the Statue of Liberty of New York 
City. Columbus stands 59 meters from pedestal to index finger, 
while Miss Liberty, 91 meters from pedestal to torch. A project by 
international artist Antoni Miralda, the honeymoon event began 
in 1986, the year of her 100th birthday with an engagement party 
that presented the bride-to-be’s dress.

Edward Koch: To the happy couple, Viva los novios!

Narration: The happy couple will celebrate their betrothal with 
parties throughout the world culminating in their wedding in 
1992.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groom’s first voyage to the 
Americas. The Honeymoon Project celebrates the union of two 
cultures, two worlds and two symbols facing each other across 
the Atlantic. And you are all invited. 

background 
music

Liberty / Columbus

1492

1992

BARCELONA

NEW YORK

HONEYMOON

MIRALDA PROJECT 
1986-92

TV RING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NEW YORK 
1986

ENGAGEMENT

EDWARD I. KOCH 
MAYOR OF NEW 
YORK

GIFTS

LOS ANGELES

TOKIO

MIAMI

SEVILLA

PARIS

PHILADELPHIA

WEDDING

YOU ARE ALL 
INVITED

15 1 30 54 31 안토니 미랄다 ‹미랄다 
프로젝트› 

: 뉴욕의 역사를 결혼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 보여주는 편집 
비디오

내레이션: 바르셀로나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이 
뉴욕시의 자유의 여신상과 결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단상에서 검지 손가락까지 59미터이고, 자유의 
여신은 단상에서 횃불까지 91미터 입니다. 국제적 예술가 
안토니 미랄다의 프로젝트로, 신혼여행 이벤트는 여신상의 
탄생 100주년인 1986년에 시작되었으며 약혼식에서는 
예비 신부의 드레스를 선보였습니다.

에드워드 코치: 행복한 커플에게, ‘비바 로스 노비오스!’

내레이션: 이 행복한 커플은 전세계를 다니며 약혼 축하 파티를 
열 것이고, 그 정점은 1992년에 있을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신랑의 첫 미대륙 항해 50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신혼여행 
프로젝트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두 문화, 두 
세계, 두 상징의 결합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백그라운드 뮤직 자유 / 콜럼버스

1492

1992

바르셀로나

뉴욕

신혼여행

미랄다 프로젝트 
1986-92

TV 반지

뉴욕 제이콥 자빗 
컨벤션 센터 1986

약혼

에드워드 I. 코치

뉴욕 시장

선물

로스앤젤레스

도쿄

마이애미

세비야

파리

필라델피아

결혼

모두 초대합니다

56 00 The scene is shrunk in 
television graphic and 
changed to noise

switch 
noise effect

56 00 전체화면이 텔레비전 그래픽 
안으로 줄어들고 노이즈 
화면으로 변하면서 전환

전환

노이즈효과

16 55 56 01 UFO graphic image, 
flying over the WNET 
building in New York 
city

David Tudor Rainforest 
performance

cut 
noise effect

performance 
sound

DAVID TUDOR 
Performer/
Composer

RAINFOREST 1973

16 55 56 01 뉴욕 시내 WNET 건물 위로 
비행하는 UFO 

: 텔레비전 그래픽 안에서 
등장하며 전환

데이빗 튜더 ‹레인포레스트› 
퍼포먼스

전환

노이즈효과

퍼포먼스 사운드 데이빗 튜더 
퍼포머/작곡가

‹레인포레스트› 1973

56 55 The scene is shrunk 
and rotating, and 
changed to Wrap 
Around the World logo 
graphic

switch 56 55 화면이 작게 축소되며 회전 
하고 ‹세계와 손잡고› 로고 
그래픽으로 전환

전환



Wrap Around the World Live Analysis 세계와 손잡고 라이브 버전 분석

Sequence Duration
Minutes/
Seconds 

Scene Spoken Text
Image Manipulation 

/ Editing
Sound Caption Comment 시퀀스 시간 분/초 장면 내레이션 이미지 변형 및 편집 음향 캡션 비고

17 1 15 56 56 Wrap Around the World 
logo graphic

cut pop music WRAP AROUND 
THE WORLD 17 1 15 56 56 ‹세계와 손잡고› 로고 그래픽 전환 팝 뮤직 ‹세계와 손잡고›

57 01 Al Franken and Tom 
Davis in the spaceship

Al Franken: Now, Dr. Mobius, you have to admit the last music we 
heard was beautiful.

Tom Davis(Dr. Mobius): Well, it was pleasing in its way.

Al Franken: Pleasing? Come on, it was great. I suppose you have 
something better on Krylon.

Tom Davis(Dr. Mobius): On Krylon, everyone is in the orchestra.

Al Franken: Oh, well I’m sorry that we’re not sophisticated enough 
for your high-brow tastes, and I do mean high-brow.

Tom Davis(Dr. Mobius): All earth man, that’s it. You just tipped the 
scales. I’m going to reduce your planet to a burned out cinder 
starting with your television studio.

Al Franken: Suck earthling knuckles, balloon head! (fighting with 
each other) Ow! Ah, oh.

Tom Davis(Dr. Mobius): All right. I will watch your program as I 
promised and then I will decide. But you make one more move 
like that earthman and you eat alien beam, you got it?

Al Franken: All right. But let’s go to David Bowie again so he can 
speak with our next performer, Ryuichi Sakamoto, in Japan.

Tom Davis(Dr. Mobius): Oh, I like David Bowie. And don’t talk with 
your mouth full.

Al Franken: I know you like him…

cut 57 01 우주선에서의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

앨 프랭큰: 자, 모비우스 박사님. 마지막에 들은 음악이 
아름다웠다는 걸 인정하셔야겠죠.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네,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음악이었습니다.

앨 프랭큰: 만족스럽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대단한 
음악이었는데요. 크라일론에 더 좋은 음악이 있나 봅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크라일론에서는 모두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합니다.

앨 프랭큰: 오, 박사님의 교양 있는 취향에 걸맞게 저희가 
세련되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그래요 넓은 이마만큼이나 
높은 교양 말입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지구인 양반, 됐습니다. 덕분에 
방금 결정을 내렸어요. 당신네 행성을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스튜디오부터 시작하죠.

앨 프랭큰: 지구인 주먹 맛 좀 봐라, 이 엉터리! (서로 주먹질을 
하며) 악! 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좋아요. 약속한대로 프로그램을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구인 양반, 한 번 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외계 광선을 
맛보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앨 프랭큰: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데이빗 보위에게로 넘어가서 
다음 차례로 공연을 할 일본의 류이치 사카모토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죠.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오, 데이빗 보위는 좋습니다. 입에 
뭐가 들었을 땐 말하지 마세요.

앨 프랭큰: 데이빗 좋아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컷

58 10 cut 58 10 컷

18 4 25 58 11 Screen is split into two 
: left is David Bowie 
from New York 
and right is Ryuichi 
Sakamoto from Tokyo

: both scenes are 
vertically split in three 
units

: David Bowie talks to 
Sakamoto in Japanese, 
which is translated to 
English and inserted as 
caption

: Ryuichi Sakamoto 
answers in English

David Bowie: (Speaking Japanese)

Ryuichi Sakamoto: Thank you David.

David Bowie: (Speaking Japanese)

Ryuichi Sakamoto: You speak good Japanese.

David Bowie: (Speaking Japanese)

Ryuichi Sakamoto: Um, it’s nice. How is it in New York?

David Bowie: (Speaking Japanese)

Ryuichi Sakamoto: I like your shirt. It’s beautiful.

David Bowie: (Speaking Japanese)

Ryuichi Sakamoto: “Sayonara(Good Bye),” and to you, David. 
Goodbye, bye.

Hello, Ryuichi.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your Oscar 
for composing to 
score to “The Last 
Emperor.”

You know, if you 
think about it it’s 
just amazing, 
the technology 
involved in making 
our conversation 
possible.

It really is the 
culmination of 
decades of work by 
scientists all over the 
world.

So, how’s the 
weather in Japan?

A little hot…

Thank you. 
Well nice talking to 
you, Ryuichi.

18 4 25 58 11 화면이 양분되어 왼쪽은 데이빗 
보위, 오른쪽은 류이치 사카모토 

: 양 화면 모두 세로 3분할 되어 
송출

: 데이빗 보위는 일본어로 
류이치 사카모토에게 이야기 
하고, 그 내용은 영어 자막으로 
송출

: 류이치 사카모토는 영어로 
대답

데이빗 보위: (일본어로 이야기)

류이치 사카모토: 감사합니다, 데이빗.

데이빗 보위: (일본어로 이야기)

류이치 사카모토: 일본어를 잘 하시네요.

데이빗 보위: (일본어로 이야기)

류이치 사카모토: 음, 좋습니다. 뉴욕은 어떤가요?

데이빗 보위: (일본어로 이야기)

류이치 사카모토: 입고 계신 셔츠가 마음에 드네요. 
아름답습니다.

데이빗 보위: (일본어로 이야기)

류이치 사카모토: 데이빗,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류이치, 
우선, “마지막 
황제”라는 작곡으로 
오스카 상을 수상하신 
것 축하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대화를 가능케 해 주는 
이 기술 말이에요.

전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수 십 
년 동안 기울인 
노력이 거둔 대단한 
결실입니다.

일본의 날씨는 
어떤가요?

조금 덥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나눠서 
반가웠습니다, 류이치.

59 14 Transpacific Duet by 
Ryuichi Sakamoto and 
Merce Cunningham

Ryuichi Sakamoto 
signals the 
performance group to 
begin the performance 
: Ryuichi Sakamoto 
performs with 
Japanese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group in Tokyo

Merce Cunningham 
dance performance

Scenes from Tokyo 
(Ryuichi Sakamoto 
and traditional music 
performers) and 
New York(Merce 
Cunningham) are cross 
edited and overlapped

Scenes from Tokyo and 
New York is edited in 
film shape and flowing 
on the top and the 
bottom respectively

Background image is 
edited video of piano 
images

overlap

cut

colorization

frame effect

flowing

Japanese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background 
sound

MERCE 
CUNNINGHAM

TRANSPACIFIC 
DUET

RYUICHI 
SAKAMOTO

TOKYO

59 14 류이치 사카모토와 머스 
커닝햄의 ‹트랜스퍼시픽 듀엣›

대화를 마친 사카모토가 
지휘하듯 퍼포먼스 시작 신호 

: 도쿄의 무대에서 일본 전통 
음악 공연단과 함께 퍼포먼스 
하는 류이치 사카모토

머스 커닝햄 댄스 퍼포먼스

도쿄와 뉴욕의 무대가 중첩되고 
교차

필름처럼 짧게 분할된 도쿄와 
뉴욕의 영상이 각각 화면의 
상단과 하단에서 흘러감

배경은 피아노를 모티브로 한 
그래픽 편집 영상

중첩

교차

컬러라이제이션

액자효과

플로잉

일본 전통 음악

퍼포먼스 백그라운드 
사운드

머스 커닝햄

트랜스퍼시픽 듀엣

류이치 사카모토

도쿄



Wrap Around the World Live Analysis 세계와 손잡고 라이브 버전 분석

Sequence Duration
Minutes/
Seconds 

Scene Spoken Text
Image Manipulation 

/ Editing
Sound Caption Comment 시퀀스 시간 분/초 장면 내레이션 이미지 변형 및 편집 음향 캡션 비고

62 35 A Theme Park graphic switch 62 35 놀이동산 그래픽이 등장하며 
화면 전환

전환

19 50 62 36 Krisma reenact Nam 
June Paik’s One for 
Violin Solo

Count-down

Video Wall by Nam 
June Paik (1987)

TV Candle by Nam 
June Paik

Water music video by 
Krisma

A performer putting 
antique television frame 
on the head performs 
the cello

Nam June Paik’s Robot 
series

Krisma reenact Fluxus 
event Champagne 
Rose

fast forward One for Violin 1967 
NAM JUNE PAIK 
replica KRISMA

videoparete di Nam 
June Paik 1987

WATER KRISMA

omaggio KRISMA a 
NAM JUNE PAIK

FLUXUS EVENT 
Champagne Rose 
J. HIDALGO-1967 
replica KRISMA

19 50 62 36 백남준의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하나›를 재연하는 크리스마

카운트 다운

앤틱 모니터로 만들어진 
백남준의 ‹비디오 월› 1987

백남준 ‹TV 촛불›

크리스마 ‹워터› 뮤직비디오

앤틱 프레임을 머리에 쓰고 첼로 
연주 퍼포먼스를 하는 영상이 
텔레비전 그래픽 안에서 송출

백남준의 로봇 시리즈

플럭서스 이벤트 ‹샴페인 
로즈›를 재연하는 크리스마

빨리감기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하나› 1967 
백남준 
크리스마 재연

백남준 비디오 월 

1987

워터 
크리스마

백남준에게 바치는 
경의 
크리스마

플럭서스 
이벤트FLUXUS 

EVENT 

‹샴페인 로즈› 

J. 히달고-1967 
크리스마 재연

63 25 Wrap Around the 
World logo graphic is 
overlapped and flowing

switch 63 25 ‹세계와 손잡고› 로고 그래픽이 
중첩되어 화면 전체로 흐르면서 
전환

전환

20 6 45 63 26 Moshe Efrati Kol 
Demama Dance 
Company performance 
in Jerusalem, Israel

The scene from New 
York studio is inserted 
in the right bottom in 
frame

Al Franken: Dr. Mobius, this is really quite moving. You know, many 
of these dancers are deaf mutes and that sculpture says, “ahava 
.which is a Hebrew word for love ”,(הבהא)

Tom Davis(Dr. Mobius): I know. I speak all human languages, 
except for French, and I can get around in that. But I must 
confess that the meaning of the word love is elusive to me in its 
many contexts.

Al Franken: Well, Dr. Mobius, love is at once, very simple, and yet 
very complex. And judging from your behavior, I’d say, a uniquely 
human phenomenon. 

Tom Davis(Dr. Mobius): Ooohh! Love! I wish I was human so I could 
experience love.

frame effect

cut

Beethoven 
Moonlight 
Sonata

MOSHE EFRATI KOL 
DEMAMA-DANCE 
CO.

Music: Beethoven 
“Moonlight Sonata”

JERUSALEM LIVE

20 6 45 63 26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세 
이프라티 콜 더마마 댄스 컴퍼니 
퍼포먼스

뉴욕 스튜디오가 우측 하단에 
액자로 삽입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님, 정말 감동적인 모습인데요. 여기 
무용수 대다수는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각은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인 “아하바(הבהא)”를 
나타냅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알아요. 저는 인간의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불어는 빼고요.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다양한 맥락에서 규정하기가 어렵네요.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님, 사랑이란 아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복잡합니다. 박사님의 행동으로 미루어보아, 
사랑은 인류에게만 존재하는 것 같네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오! 사랑이라니! 제가 인간이어서 
사랑을 경험해볼 수 있다면 좋겠군요.

액자효과

전환

베토벤 ‹월광 소나타› 모세 이프라티 콜 
더마마 댄스 컴퍼니

음악: 베토벤 “월광 
소나타”

예루살렘 생방송

65 40 Al Franken and Tom 
Davis in the spaceship

Mondello Race Track in 
County Kildare, Ireland

Olivia Tracey, a host 
from Ireland, has 
conversation with Al 
Franken and Tom Davis

Scenes from New York 
and County Kildare are 
cross edited

The scene from County 
Kildare is expanded 
and the scene from 
New York studio is 
inserted on the right 
top in frame

Al Franken: Dr. Mobius, didn’t you find that moving?

Tom Davis(Dr. Mobius): If I had any earthling emotions, I would 
have been touched.

Al Franken: Well, Dr. Mobius, I could have sworn I saw a hint of 
earthling emotions inside you.

Tom Davis(Dr. Mobius): You are dreaming, earthman.

Al Franken: Well, maybe, but right now we’re gonna go to Ireland 
for a car race.

Tom Davis(Dr. Mobius): A car race? Very well.

Al Franken: Hello? Hello, Miss Tracey?

Olivia Tracey: Hello? Hello?

Al Franken: You can hear us? Hello Miss Tracey.

Olivia Tracey: Yes, I can hear you.

Al Franken: Good.

Olivia Tracey: Hello. I can hear you.

Al Franken: Hello.

Olivia Tracey: May I welcome you to County Kildare and to the 
Mondello race track here in the rain, which of course is the center 
of motor sports here in Ireland. I’d like to say special hello to you, 
Al, and indeed to your very handsome alien friend.

Al Franken: Did you hear that Dr. Mobius? She says you’re 
handsome.

Tom Davis(Dr. Mobius): Perhaps.

Al Franken: Why, Dr. Mobius you’re not blushing, are you?

Tom Davis(Dr. Mobius): Certainly not. Proceed with your fossil fuel 
race.

Olivia Tracey: Okay. But before we do that we’d like to say a 
special hello to all our friends around the world. And particularly 
in this Olympic time we’d like to say special hello to you in Korea. 
“Yoginun Ireland imnida. Anyeonghasibnika! (This is Ireland. 
Hello!)” And it now it’s back to you, Dr. Mobius. I’d like you to 
start this race. Maybe you’d like to do it for me? I’d be honored if 
you would. 

Tom Davis(Dr. Mobius): But, I, I have, I’ve never done such a thing.

Olivia Tracey: All you have to do is say “On your marks, get set, 
go!”

Tom Davis(Dr. Mobius): As you wish. On your marks, get set, go!

Al Franken: Well done! Well done, Dr. Mobius.

Tom Davis(Dr. Mobius): How did I do?

cut

frame effect

IRELAND 
WELCOME

OLIVIA TRACEY

65 40 우주선에서의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

아일랜드 킬데어의 몬델로 
자동차 경기장

아일랜드의 진행자 올리비아 
트레이시가 위성을 통해 뉴욕의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와 
대화하며 진행

뉴욕과 킬데어 교차편집

아일랜드 킬데어가 전체 
화면으로 송출되고 뉴욕은 우측 
상단에 액자로 삽입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님, 저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제가 지구인들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감동을 받았겠죠.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님, 맹세컨대 박사님 내면에서 
지구인들의 감정을 약간은 엿볼 수 있었는데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꿈 꾸셨나 봅니다, 지구인 양반.

앨 프랭큰: 아마도요. 하지만 지금은 아일랜드로 가서 자동차 
경주를 보시죠.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자동차 경주요? 아주 좋습니다.

앨 프랭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이시?

올리비아 트레이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앨 프랭큰: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트레이시.

올리비아 트레이시: 네, 잘 들립니다.

앨 프랭큰: 좋습니다.

올리비아 트레이시: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앨 프랭큰: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트레이시: 킬데어의 몬델로 경주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곳은 아일랜드의 
자동차 스포츠 중심지입니다. 앨, 그리고 아주 잘생기신 
외계인 친구분께 특별한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앨 프랭큰: 방금 들으셨나요, 모비우스 박사님? 박사님보고 
잘생겼다고 하는군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아마도요.

앨 프랭큰: 왜 그러세요, 모비우스 박사님. 부끄러우신 건 
아니죠?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당연히 아닙니다. 화석연료 
경주나 계속 진행하세요.

컷

액자효과

아일랜드 
환영

올리비아 트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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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Franken: I think you did pretty well there.

Tom Davis(Dr. Mobius): I’ve never done such a thing before.

Al Franken: Well you did a good job. Good job, Dr. Mobius!

Tom Davis(Dr. Mobius): I like this Tracey.

Al Franken: I know you do.

Tom Davis(Dr. Mobius): Oh, very well.

Al Franken: Oh.

Tom Davis(Dr. Mobius): On your marks, get set, go!

Narration from the circuit: Well, if you’re wondering what’s 
happening there we are now at the start of the Star of Tomorrow 
race.

Al Franken: Well… it’s okay.

Tom Davis(Dr. Mobius): I did not do very well.

Narration from the circuit: …because we were joining in on this 
exciting Wrap Around the World situation with WNET television 
USA watched by 50 million people worldwide in 10 countries and 
three continents…

올리비아 트레이시: 좋습니다. 하지만 경주 전에 전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림픽 기간인 만큼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 특별히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일랜드입니다!” 이제 
다시 모비우스 박사님께로 돌아와서요, 박사님이 경주의 
시작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해 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하지만, 저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올리비아 트레이시: 그냥 “제 자리에, 준비, 출발!”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원하시는 대로. 제 자리에, 준비, 
출발!

앨 프랭큰: 잘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모비우스 박사님.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제가 어땠나요?

앨 프랭큰: 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이런 건 처음 해 봅니다.

앨 프랭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모비우스 박사님!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트레이시가 마음에 드네요.

앨 프랭큰: 네, 알고 있어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오, 그렇군요.

앨 프랭큰: 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제 자리에, 준비, 출발!

경기장 중계: 지금 상황이 궁금하실 텐데요, ‘스타 오브 
투모로우’ 경주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앨 프랭큰: 네… 좋았습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제가 잘 해내지 못했어요.

경기장 중계: …저희가 지금 흥미로운 프로그램인 ‹세계와 
손잡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WNET 텔레비전 

US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10개국 3개 대륙에서 

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67 57 Moshe Efrati Kol 
Demama Dance 
Company performance 
in Israel

cut Beethoven 
Moonlight 
Sonata

MOSHE ESRATI KOL 
DEMAMA DANCE 
COMPANY

67 57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세 
이프라티 콜 더마마 댄스 컴퍼니 
퍼포먼스

컷 베토벤 ‹월광 소나타› 모세 이프라티 콜 
더마마 댄스 컴퍼니

69 19 Mondello Race Track in 
County Kildare, Ireland

Narration from the circuit:… really making a big mistake when he 
was lying in third place. No doubt about it though, Bill Griffin, an 
absolute master here at Mondello, who’s had a super season. 
He’s won the Crosley Challenge Cup already. And look at this, 
absolutely going all directions on us now, down here. Young 
Colum Barabel I think it is, number 55. 
Yes, Bill Griffin there, and up into second place is now Donal 
Griffin. He’s got by in all that hassle that was going on, he got by 
Hector. So Donal Griffin, up into second place now chasing after 
Bill Griffin. And it was between these two all season for the Star 
of Tomorrow champion, and this is part of the Ford of Ireland 
championship. For the overall leader and the overall winner, there 
could be a Star of Tomorrow out of this, which a prize is to go 
and have a test drive at a major UK circuit in a works car. So, 
Bill Griffin maybe a little long in the tooth, Alan, to be a Star of 
Tomorrow, but Donal Griffin, his name could be on that ticket. 

switch Race Leader 69 19 아일랜드 킬데어의 몬델로 
자동차 경기장

경기장 중계: …3위로 달리고 있을 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곳 몬델로의 절대적인 실력자 
빌 그리핀은 대단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미 크로슬리 
챌린지 컵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죠, 여기에서요. 
영 칼럼 바라블이 아마도 55번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빌 그리핀입니다. 2위로 올라서는 도널 그리핀의 
모습입니다. 저 모든 상황을 잘 빠져 나와서 헥터를 
앞질렀습니다. 네, 2위로 올라선 도널 그리핀이 지금 빌 
그리핀을 뒤쫓고 있습니다. ‹스타 오브 투모로우› 챔피언을 
위한 두 번의 올 시즌이 있는데요, 이는 종합 리더와 종합 
우승자를 위한 ‹포드 오브 아일랜드 챔피언십›의 일환입니다. 
‘스타 오브 투모로우’가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데, 상이 
제공되고 영국 주요 경주로에서 경주용 차를 시운전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빌 그리핀이 ‘스타 오브 투모로우’가 
되기에는 조금 노장일 수 있겠죠. 아마 도널 그리핀의 
이름이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전환 경기 선두

70 10 fade out 70 10 페이드 아웃

21 1 50 70 11 Al Franken and Tom 
Davis in the spaceship

A space image on the 
telescreen

A satellite in the space 
and the earth seen 
from the space

Trashes are floating on 
the image of the earth

Al Franken: So, let me ask you Dr. Mobius, do you like the global 
message off our broadcast? Do you think we’re succeeding?

Tom Davis(Dr. Mobius): Yes, in a small way. You know, I wish it 
were possible for me to take every earthman on a small trip in my 
flying saucer so that he might gaze down on his own tiny planet.

Al Franken: I wish it were possible. Dr. Mobius, why don’t you take 
me?

Tom Davis(Dr. Mobius): Very well. I have only one command chair, 
that’s for me, I have this aboard for guests.

Al Franken: Oh, thank you.

Tom Davis(Dr. Mobius): Now prepare for takeoff.

Al Franken: All right.

Tom Davis(Dr. Mobius): We’ll use the control globe because I’m not 
alone, otherwise I’d take it from there. Here we go. Well, you may 
stand up now so you may take a closer look.

Al Franken: Gosh, there’s one of our communication satellites. It’s 
just beautiful from up here.

Tom Davis(Dr. Mobius): Behold earthman. Your tiny planet glitters 
like a jewel on verticose expense of space. Ah, a tear. I see your 
earth like emotions are stirred.

switch 21 1 50 70 11 우주선에서의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

텔레스크린을 통해 보이는 우주 
이미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위성 이미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이미지

지구를 배경으로 쓰레기가 떠 
다니는 그래픽

앨 프랭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비우스 박사님. 저희 
방송이 전달하는 글로벌 메시지가 마음에 드시나요? 
성공적인 것 같습니까?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네, 조금은요. 제가 지구인을 한 
명씩 이 비행접시에 태워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작은 
행성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앨 프랭큰: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모비우스 박사님,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아주 좋습니다. 조종석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앉아야 하고, 손님을 위해서 이 
의자를 준비해놨습니다.

앨 프랭큰: 오, 감사합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자 이륙할테니 준비하세요.

앨 프랭큰: 알겠습니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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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Franken: My foot! My foot! You’re on my foot. You’re on my foot!

Tom Davis(Dr. Mobius): Ah, I’m sorry. These in gravity boots are 
large even by Krylonian standards.

Al Franken: Thank you. Thank you, Dr. Mobius. Oh, it’s more 
beautiful up here than I ever imagined, and what detail you can 
see from up here. Look, there’s the entire Eastern seaboard. I can 
see Manhattan and Long Island, beautiful.

Tom Davis(Dr. Mobius): Yes, well we’re clipping along at a pretty 
fast pace here. Perhaps we’d better take our seats again, I’ll take 
you back.

Al Franken: Yes, thank you. Beautiful.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지금은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조종구를 사용하겠습니다. 혼자라면 저기에서 조종할 
텐데요.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일어서도 됩니다. 가까이 
살펴보시죠.

앨 프랭큰: 세상에, 저기에 저희 통신위성이 하나 있네요. 
위에서 바라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지구인이여, 잘 보세요. 당신네 
조그마한 행성은 우주에서 마치 보석처럼 파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지구인의 감정이 
벅차오르나 보군요.

앨 프랭큰: 내 발! 내 발! 지금 제 발을 밟고 있어요. 제 발을 
밟고 있어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아, 미안합니다. 이 중력 부츠는 
크라일론인이 보기에도 큽니다.

앨 프랭큰: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모비우스 박사님.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기에서도 자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보세요, 저기에 동쪽 해안선이 모두 보입니다. 맨해튼과 
롱아일랜드가 보이네요. 아름다워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네, 지금 꽤 빨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 다시 앉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앨 프랭큰: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72 00 switch 72 00 전환

22 6 10 72 01 Little Angels fan dance 
performance

Scenes from Jerusalem 
and County Kildare are 
inserted in the left in 
frame

Mondello Race Track in 
County Kildare, Ireland

Little Angels fan dance 
performance in Seoul, 
Korea

Excerpt from Butterfly

Moshe Efrati Kol 
Demama Dance 
Company performance 
in Jerusalem, Israel

Japanese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in 
Tokyo, Japan

Scenes from County 
Kildare, Seoul, 
Jerusalem, Tokyo and 
Butterfly are cross 
edited and overlapped

Narration from the circuit: …rain the first two laps. You can see the 
spray coming up from the wheels, they’re starting to get more 
and more understeer, and you could see that time that Donal 
Griffin was just a passenger. You can see that spray beginning to 
come off the wheels, it’s raining so… 
…the battle there for fourth place, 34 there, Simmons, and the 
battle really… 
…second place man, second place man, that is Donal… 
…fourth place, and you can see there the red car of Aldor Morelly 
really climbing all over the back… 
…straight. He’ll have a look down the inside. Ressin hasn’t been 
here racing for a long time…

frame effect 
overlap 
cut

Korean 
traditional 
fan dance 
background 
music

Beethoven 
Moonlight 
Sonata

Japanese 
traditional 
music

FAN DANCE

DANCE by LITTLE 
ANGELS

SEOUL LIVE

22 6 10 72 01 리틀 앤젤스 부채춤 공연

예루살렘과 킬데어 영상이 
좌측에서 액자로 삽입

아일랜드 킬데어 몬델로 자동차 
경기장

한국 서울의 리틀앤젤스 부채춤 
공연

‹버터플라이› 발췌영상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세 
이프라티 콜 더마마 댄스 컴퍼니 
퍼포먼스

일본 도쿄의 전통음악 공연

아일랜드, 한국, 이스라엘, 일본, 

‹버터플라이› 교차, 중첩

경기장 중계: …처음 두 바퀴를 돌 때 비가 내렸습니다. 
바퀴에서 물이 튀기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언더스티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널 그리핀의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바퀴에서 물이 떨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서… 
…4위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기 34번이 
있는데요, 시몬스, 경쟁이 매우… 
…2위는요, 2위는 바로 도널… 
…4위이고, 알도르 모렐리의 붉은 차가 뒤쪽에서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일자 구간입니다. 선수가 바깥 차선을 살펴볼 겁니다. 
레진은 이 곳에서의 경주에 오랫동안 참가하지 않았는데…

액자효과

중첩

교차

한국 전통 부채춤 
배경음악

베토벤 ‹월광 소나타›

일본 전통음악

부채춤

리틀 앤젤스

서울 생방송

78 10 switch 78 10 전환

23 2 05 78 11 Al Franken and Tom 
Davis in the spaceship

Myong-Hee Cha, 
a host from Korea, 
appears on telescreen

 
 
Myong-Hee Cha closes 
the show in the studio 

 
Al Franken and Tom 
Davis in the spaceship

 
 
A graphic image of a 
person falling from the 
UFO flying over the 
WNET building in New 
York city 

 
Tom Davis in the 
spaceship left Al 
Franken on the earth 
and heads to the 
galaxy

Al Franken: Miss Cha? Hello Miss Cha?

Cha Myong-Hee: Hello Al and Dr. Mobius.

Al Franken: Yes.

Cha Myong-Hee: I hope that you enjoyed the beautiful performance 
by Korea‘s Little Angels.

Al Franken: They’re lovely.

Tom Davis(Dr. Mobius): They are pleasing, very pleasing.

Cha Myong-Hee: You like it?

Al Franken: Yes.

Tom Davis(Dr. Mobius): Yeah.

Al Franken: Very much. Very much, Miss Cha.

Cha Myong-Hee: If you ever get a chance to visit Korea you will 
experience the mystical and splendid charm of the Orient. So 
what do you say Dr. Mobius? Won’t you join us in Seoul for this 
magnificent festival celebrating peace and harmony of the human 
race?

Tom Davis(Dr. Mobius): Yeah. Yeah right. Okay.

Al Franken: Well, Dr. Mobius we’ve just about run out of time. Has 
the human race run out of time also?

cut 23 2 05 78 11 우주선에서의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

텔레스크린을 통해 서울 진행자 
차명희와 대화

서울 스튜디오 전체 화면으로 
확대

우주선에서의 앨 프랭큰과 톰 
데이비스

뉴욕 시내 WNET 건물 위의 

UFO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그래픽

앨 프랭큰을 지구로 돌려보내고 
다시 외계로 돌아가는 설정의 톰 
데이비스

앨 프랭큰: 미스 차? 안녕하세요, 미스 차?

차명희: 안녕하세요 앨, 모비우스 박사님.

앨 프랭큰: 네.

차명희: 한국의 ‘리틀 엔젤스’가 선보인 아름다운 공연을 잘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앨 프랭큰: 아름다웠습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만족스러웠어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차명희: 마음에 드셨나요?

앨 프랭큰: 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그럼요.

앨 프랭큰: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로요, 미스 차.

차명희: 언젠가 한국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신비롭고 훌륭한 
동양의 매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비우스 박사님? 서울에서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기리는 
성대한 축제에 함께하시겠어요?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네, 좋습니다. 알겠어요.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님,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인류에게 남은 시간도 이제 없나요?

교차



Wrap Around the World Live Analysis 세계와 손잡고 라이브 버전 분석

Sequence Duration
Minutes/
Seconds 

Scene Spoken Text
Image Manipulation 

/ Editing
Sound Caption Comment 시퀀스 시간 분/초 장면 내레이션 이미지 변형 및 편집 음향 캡션 비고

Tom Davis(Dr. Mobius): No. I have decided to spare your planet, 
for now. But a word of caution to you earth people. The time of 
decision is upon you. The choice is yours. Will you stop poisoning 
your planet? Will you cease the senseless divisions and hatreds 
between your peoples and assume your responsibility as 
intelligent life forms in the galaxy? Or, will you continue hurtling 
yourself headlong toward obliteration? The decision is yours.

Al Franken: Well, thank you very much Dr. Mobius and I’d like to 
give you this WNET tote bag to take back with you to Krylon.

Tom Davis(Dr. Mobius): This is for carrying things around?

Al Franken: Yes.

Tom Davis(Dr. Mobius): Thank you.

Al Franken: Thank you, Dr. Mobius for saving mankind and me, 
after all.

Tom Davis(Dr. Mobius): Well earthman, I suppose you’d like to 
head back to your studio now.

Al Franken: Yes, yes I would.

Tom Davis(Dr. Mobius): Allow me to assist you.

Al Franken: Huh? Well, wait. Ah! Oh! Ah! Yeah!!!

Tom Davis(Dr. Mobius): Close enough. Ha ha ha! Well, back to 
Krylon.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아닙니다. 당신네 행성을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하지만 지구인들,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정의 시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선택도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이제 
행성을 그만 파괴할 건가요? 지구인 사이의 무의미한 
분열과 증오를 멈추고, 은하계의 지적 생명체로서 책임을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소멸을 향해 
돌진하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앨 프랭큰: 정말 감사합니다, 모비우스 박사님. 크라일론으로 
가져가실 WNET 토트백을 드리겠습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물건을 넣어 다니는 건가요?

앨 프랭큰: 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감사합니다.

앨 프랭큰: 모비우스 박사님, 인류와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지구인 양반,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앨 프랭큰: 네, 네 그렇습니다.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제가 도와드리죠. (앨 프랭큰을 
우주선 밖으로 밀어냄)

앨 프랭큰: 네? 아니, 잠시만요. 아! 오! 아악!!!

톰 데이비스(모비우스 박사): 저 정도면 가깝군. 하 하 하! 
크라일론으로 돌아가야겠어. 

80 15 cut 80 15 컷

24 2 35 80 16 Mondello Race Track in 
County Kildare, Ireland

Production credits on 
highlight of the show

Narration from the circuit:…the back marker there is number 28, I 
think it’s English or Lynch he’s coming up. Edmund Lynch he is 
coming up to.  
There he comes. So Wrap Around the World and 50 million 
viewers watching this performance here by Bill Griffin. What 
a wonderful end to his season. He is going to win, clinch two 
championships here this afternoon. And how appropriate the 
Wrap Around the World… that we’ve exported so many of our 
famous drivers. At this very moment we have racing in America 
Michael Roe, a Formula Ford man, Derek Daly, Tommy Blair, 
in Japan we have Kenny Anderson and David Kennedy and in 
Europe, Martin Donnelly and Eddie Irvine. And there we see, 
and the slithery conditions that we’ve had in Ireland here this 
afternoon. This is Neil Chesser, who is the last of those cars 
making up his way. You’re looking at the battle, in fact, the last 
minute battle for third place. And there is the man who could just 
pull it off as Bill Griffin comes up the Ford straight for the last 
time. The winner there, Bill Griffin. Absolutely covered in glory. 
He’s tied up the Star of Tomorrow situation. And the checkered 
flag is waiting for him as he comes down from Dunlop for the 
last time. That’s a back marker, the black one. Here’s Bill Griffin, 
Dubliner in the millennium year, taking the checkered flag by a 
long, long shot from the man from Shannon in a similar, Irish built 
Crosley car. And here come Donal Griffin, no relation, to take 
second place, and second, incidentally, in the Star of Tomorrow 
championship in his car. And then we have this real battle for 
third place, Aldor Morelly slipping all over the place, trying to get 
it, but it’s George McAlpine, one of the best chefs in Ireland who 
takes it. Aldor Morelly’s fourth, and that is just a taste of Formula 
Ford excitement in Ireland. 

colorization

feedback

overlap

repeat

split

rotation

noise effect

wiping

lining effect

LAST LAP

Credits*

*Production credit 
is provided in a 
separate sheet

24 2 35 80 16 아일랜드 킬데어 몬델로 자동차 
경기장

방송 하이라이트 편집 화면을 
배경으로 제작 크레딧 송출

경기장 중계: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선수는 28번 입니다. 
영국선수인 것 같은데, 린치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에드문드 
린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옵니다. ‹세계와 손잡고›와 5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곳에서 펼쳐진 빌 그리핀의 경주를 지켜봤습니다. 시즌을 
정말 멋지게 마감했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 이 곳에서 두 
챔피언십의 우승을 거머쥘 것입니다. ‹세계와 손잡고›가 정말 
적절히… 
우리의 유명한 자동차 경주 선수들이 다른 국가에 다수 
진출해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미국에서는 포뮬러 포드의 
마이클 로와 데릭 달리, 토니 블레어가 활동하고 있고, 
일본에는 케니 앤더슨과 데이빗 케네디, 그리고 유럽에는 
마틴 도넬리와 에디 어바인이 진출했습니다. 보실 수 
있듯이, 오늘 오후 이 곳 아일랜드에서는 경주로가 
미끄러웠습니다. 네일 체셔가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3위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최후의 경쟁입니다. 빌 그리핀이 마지막으로 포드 직선 
구간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해냅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빌 
그리핀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스타 오브 
투모로우’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던롭에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그를 위해 격자무늬 깃발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꼴찌로 들어오는 검정 차량이 보이는 군요. 새천년 더블린 
출신 빌 그리핀이 격자무늬 깃발을 통과합니다. 섀넌의 
뒤 선수보다 월등한 기량입니다. 그는 비슷하게 생긴, 
아일랜드에서 만든 크로슬리 차에 타고 있네요. 이제 도널 
그리핀입니다. 둘 사이에 관계는 없고요, 2위로 들어옵니다. 
‘스타 오브 투모로우’ 챔피언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알도르 모렐리가 여기저기로 미끄러지면서도 3위로 
들어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아일랜드 최고의 셰프 
조지 맥알파인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알도르 모렐리는 

4위입니다. 이것은 아일랜드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포뮬러 
포드’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컬러라이제이션

피드백

중첩

반복

분할

회전

노이즈효과

와이핑

외곽선효과 

최종 주회

크레딧*

*제작 크레딧은 
별도페이지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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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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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ing Director: KYLE GOOD

New York Performances Direc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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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Davis’ Makeup by Caglione & 
Drexler, Inc. JACK ENGEL

Tom Davis’ Costume by EVA RITCHIE

David Bowie’s Hair and Makeup by 
TEDDY ANTOLIN

Makeup: JUDY BAKER

Engineers in Charge, N.Y.: FRED C. 
COTTON, FRANK GRAYBILL, JOHN 
CIULLA

Technical Director: RAND J. JOSEPH

Audio: WILLIAM FLOOD, PETER KARL

Video: NICK BESINK, DALE VENNES

Videotapes: DAWN NORRIS, DAVE 
PENTECOST, JOSEPH SCHWARZ, 
MARCIE D. TERMAN, JACKIE 
THOMPSON

Camera: GREG BARNA, BARRIN BONET, 
MARTIN L. GROSS, ROBERT LONG, Jr., 
DOROTHY McGRATH

Title Design and Paintbox Graphics: C. R. 
RUSSELL

Electronic Stillstore: FRANK COCCHIA

Electronic Graphics: RUTH POHL

Video Paintbox: RENE M. BUTLER

Audio Assistants: IGOR GREBELSKY, 
FRANCIS X. HANLEY

Transmission: LARRY BRAVERMAN, ED 
RICH

Utilities: LEWIS F. ERSKINE, ROBERT 
VALLIS, LARRY BULLARD

Maintenance: TOM CAREY, SY 
LIEBERMAN, MARK MOHRMANN

Additional Audio/Video Broadcast 
Equipment Supplied by A/T SCHARFF 
RENTALS

Computer Video for Segments featuring:
“DAVID BOWIE,” “RYUICHI SAKAMOTO,” 
“KOREA 1 & 2” by HANS DONNER, PAUL 
GARRIN, NAM JUNE PAIK

Music for Merce Cunningham by DAVID 
TUDOR

“Counter Olympix”
‹Elephant Soccer› by SKIP BLUMBERG
‹Truck Croquet› by MEL LYONS
‹Tree Swimming› by KEN BROWN

Post Production Editor: SCOTT 
DONIGER

Editing Assistant: ANNABEL DAVIES

Production Consultants: PROF. NICK 
HAYES, KIM SPENCER, JANET YANG

Special Thanks To:

SAMSUNG ELECTRONICS
SONY
INGO GUENTHER
Carl Solway Gallery
Holly Solomon Gallery
Dorothy Goldeen Gallery
Gino Di Maggio
Broadway Video
Matrix Video
Media Alliance’s ON-LINE Program
Standby Program at MegaMedia Center
Carl Loeffler
Cunningham Dance Foundation
Troika Productions, Inc.
Israeli Segment by AMRIL MEDIA LTD.
Producer: OMRI MARON

A Production of

WNET/New York and the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