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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 취미는 사진찍기다. 아빠가 젊었을 때 사진가이셔서 집에 다양한 카메라가 많다. 나도 아빠가 쓰던 카메

라를 물려받았다. 몇 년 전까지는 DSLR카메라를 주로 사용했는데, 며칠 전 필름카메라를 처음으로 사용해보

았다. 주변에 사진을 전공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필름카메라의 매력을 하도 얘기하길래 나도 

아빠 사무실에 잠자고 있던 필름카메라 하나를 빌리기로 했다. 아빠도 사용을 안 한 지 오래 되어서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아빠가 카메라 작동법에 대해 알려주시고 대학생 때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도 

보여 주셨다. 아빠도 당신이 쓰시던 카메라를 딸이 다시 쓴다는 사실에 꽤나 설렌 모습이셨다. 필름사진은 

디지털사진보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있다. 필름을 현상할 때까지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셔터를 한 번 누를 때 더 신중해야 하는 점도 있다. 찰나의 순간이 그만큼 소중히 담긴다고나 할까. 나는 전

공자가 아니라 취미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오히려 사진찍기를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다. 잘 찍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소중한 순간에 셔터를 누르면 된다. 사진찍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다. 

 

Taking pictures is one of my hobbies. My father was a photographer in his younger years, so I have various 

types of cameras at home. My dad passed down one of his cameras to me. For the past few years, I only 

used DSLR cameras, but I tried using a film camera for the first time a few days ago. When I met 

photography majors around me they rambled about the advantages of film cameras. So I decided to try a 

film camera since I have one that is just sitting in my father’s office. It hadn’t been used for a long time and 

had a lot of dust on it. My father told me how to use it and showed me the pictures he took in university 

when he was on a field trip with his professors. My father looked excited by the thought that his own 

camera was being used by his daughter. There’s something nostalgic about film pictures. You can’t see the 

photo until it is developed, so you become more careful when you click the shutter. The moment captured 

on a film camera is more precious, so to speak. I only take pictures only as a hobby, so I think I can enjoy 

picture taking more. All I have to do is just press the shutter to seize the miraculous moment without any 

pressure to create a nice picture. My favorite hobby is definitely taking pictures. 

 

내 취미는 사진찍기다.  

Taking pictures is one of my hobbies. 

 

아빠가 젊었을 때 사진가이셔서 집에 다양한 카메라가 많다.  

My father was a photographer in his younger years, so I have various types of cameras at home. 

 

나도 아빠가 쓰던 카메라를 물려받았다.  

My dad passed down one of his cameras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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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까지는 DSLR카메라를 주로 사용했는데, 며칠 전 필름카메라를 처음으로 사용해보았다.  

For the past few years, I only used DSLR cameras, but I tried using a film camera for the first time a few days 

ago. 

 

주변에 사진을 전공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필름카메라의 매력을 하도 얘기하길래 나도 아빠 

사무실에 잠자고 있던 필름카메라 하나를 빌리기로 했다.  

When I met photography majors around me they rambled about the advantages of film cameras. So I 

decided to try a film camera since I have one that is just sitting in my father’s office. 

 

아빠도 사용을 안 한 지 오래 되어서 먼지가 쌓여 있었다.  

It hadn’t been used for a long time and had a lot of dust on it. 

 

아빠가 카메라 작동법에 대해 알려주시고 대학생 때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도 보여 주셨다.  

My father told me how to use it and showed me the pictures he took in university when he was on a field 

trip with his professors. 

 

아빠도 당신이 쓰시던 카메라를 딸이 다시 쓴다는 사실에 꽤나 설렌 모습이셨다.  

My father looked excited by the thought that his own camera was being used by his daughter. 

 

필름사진은 디지털사진보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있다.  

There’s something nostalgic about film pictures. 

 

필름을 현상할 때까지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셔터를 한 번 누를 때 더 신중해야 하는 점도 있다.  

You can’t see the photo until it is developed, so you become more careful when you click the shutter. 

 

찰나의 순간이 그만큼 소중히 담긴다고나 할까.  

The moment captured on a film camera is more precious, so to speak. 

 

나는 전공자가 아니라 취미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오히려 사진찍기를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다.  

I only take pictures only as a hobby, so I think I can enjoy picture taking more. 

 

잘 찍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소중한 순간에 셔터를 누르면 된다.  

All I have to do is just press the shutter to seize the miraculous moment without any pressure to create a 

nice picture. 

 

사진찍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다. 

My favorite hobby is definitely taking pict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