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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광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정

동채)가 수여하는 제4회 김대중노벨평

화영화상수상자로인권문제를 다뤄온

한국의 김동원 감독이 선정됐다 또 예

술영화부문 특별상은 파비스씨의 마지

막 날(Siose Pol)을 만든 독일의 헨

릭 페셀(Henrik Peschel) 감독이 받았

다

심사를 맡은 김성재 심사위원장은 18

일 한국 다큐멘터리의 거장인 김동원

감독은 비전향장기수를카메라속에 담

아낸 송환 등을 통해 한국 현대사에

강력한 이슈를 제기해오고 있는 감독으

로 평화에 대한 기원이 담긴 그의 작품

을 높이 평가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

다

한국 다큐멘터리의 1세대로 꼽히는

김감독은 2004년한국인으로는최초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표현의 자유상을 수

상한 바 있으며 상계동 올림픽 송환

등의 작품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의 한

단면을파헤치는다큐를제작해왔다

헨릭 퍼셀(Henrik Perchel)은 이민

자들과불법 체류자들처럼인권사각지

대에놓인사람들을통해사회의모순과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감독

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10년 함부르크

영화제대본상에이어 2014년아리조나

국제영화제대상 2014년고텐버그인디

필름 페스티발 특별심사위원상 등을 수

상했다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은 지금까지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등을 제작한 이

란의자파르파나히감독 부러진화살

의 정지영 감독 전장속의 일기(2009)

를 제작한 베트남의 당낫민 감독 등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인

이희호 여사의 시상으로 영화제 개막식

인 28일오후 7시 광주 롯데시네마 충장

로관에서진행된다

광주국제영화제는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광주 롯데시네마 충장로관과

광주영상복합문화관(GCinema)에서

평화를 위한 기억(Remember for

Peace)을주제로열린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제4회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김동원감독

28일 광주국제영화제에서이희호여사시상

광주평화연극제는 광주의 정체성을

가장잘드러내는문화행사중하나다

평화 인권 자유 등 소중한 인류애를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풀어내는 축제

다

(사)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

최하는 2014 광주평화연극제가오는 22

일부터 31일까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에서열린다 올해주제는 광주 세계로

평화를외치다로정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일본샌다이에

서 활동하는 극단 에주코 씨어터가 참

여해 눈길을 끈다 에즈코 씨어터 단원

들은지난해자비를들여광주평화연극

제를방문했었다 이토요시아키회장과

준코쿠라시나예술감독등 12명은당시

연극작품을관람하고평화연극제참여

여부등을타진했었고이번에공연이성

사됐다

연극제측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까지일본홋카이도문화재단과의교류

를 통해 극단 TPS 극단 좌 레라 등

의작품을무대에올렸었다

22일(오후 8시) 23일(오후 3시) 열리

는 이미지페스티벌에서는연극 마임

무용 영상 등 8개 팀이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1520분분량의이미지를만들

어 무대에 올린다 22일에는 국악 그룹

황토제의 임을 위한 비나리 극단 연

우랑의 양면 아트컴퍼니 원의 마임

봄꽃창작탈굿의모노드라마 기억의

길이공연된다

23일에는꿈을쫓는극단막딸의퍼포

먼스 잇다 드라마스튜디오의 빵 판

소리 오월가 나빌레라무용단의 아리

랑을노래하다를만난다

광주가 부르짖는 평화 섹션에서는

지역극단 청춘의 그와나(24일 오후

4시)를 공연한다 폭력에 관한 이야기

를 다룬 작품으로 김은미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황민형김경필씨 등이 출연

한다

광주 밖에서 광주를 이야기하다는

타 지역 극단들이 전하는 평화와 인권

의 이야기다 경기도 극단 걸판은 늙

은 소년들의왕국(26일 오후 8시)을 무

대에 올린다 서울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리어와 돈키호테 비극과 희극의

세계에서 살던 두 사람은 서로를 잃어

버린반쪽이라생각하고모험을하기로

한다 버림받은 소년을 못살게 구는 4

명의 부랑자를 만난 두 사람은그들과

전투를 시작한다 오세혁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도창기이승기씨 등이 호흡

을맞춘다

서울 극단 Da는 이노우에 히사시의

원작 아버지와 살면(28일 오후 8시)을

공연한다 국가권력에희생된평범한사

람들의이야기로윤상호서혜림씨가출

연한다

심리극 극단 엔카운터와 연인이 함께

무대에 올리는 사이코 드라마도 눈길을

끈다박희석연출자가치료를희망하는

주인공을뽑아보조자아들과함께즉흥

극을통해주인공의심리적문제를치료

해나가는형식이다

에즈코 씨어터(30일 오후 7시 31일

오후 3시)의작품도눈길을끈다그리스

비극 왕비메디아를재해석한 이웃메

디아씨를 공연한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남녀 사이의 갈등을 소재로 한 작

품으로 인간의 질투 현대 일본의 성차

별 문제 등을 건드린다 쿠라시나 준코

가 연출을 맡았으며 이토 마유미 가토

유리코씨등이출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다큐 송환 등 인권영화제작

예술영화특별상헨릭페셀

김동원감독 헨릭페셀감독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8월

공연이 25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

문화관에서열린다

이달의 주제는 Since 20  518기념

재단 창립20주년을 기념하며로 재단

관계자는물론시민과함께할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만든김종률씨와당시그곡을녹음기에

최초로 녹음했던 오정묵씨가 초대손님

으로출연한다

또 주홍(샌드애니메이션) 윤진철(국

악감독) 박상화(미디어아티스트) 바탁

프로젝트 광주알핀로제요델클럽 영화

속노래찾기느티나무밴드등이출연해

무대를꾸민다 리일천씨가공연을사진

으로 기록한다 무대를 꾸미는 이달의

화가는 최병구씨다 문의 0103670

5802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빵만드는 김원중의달거리 8월 공연

광주

세계로평화를외치다

2014 광주평화연극제

22일31일문예회관소극장

광주서울등서 13팀 참가

일본센다이에서활동

극단 에주코 씨어터 참여

청춘의 그와나

창작탈굿의 기억의길

김원중

25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일 구분 작품명 극단

22일(금) 8시 이미지페스티벌 행위자전 황토제등4팀

23일(토) 3시 이미지페스티벌 행위자전 드라마스튜디오등4팀

24일(일) 4시 광주팀주제공연 그와나 극단청춘

25일(월) 8시 초청공연 사이코드라마 극단엔카운트

26일(화) 8시 초청공연 늙은소년들의왕국 극단걸판

28일(목) 8시 초청공연 아버지와살면 극단Da

30일(토) 7시 초청공연 이웃메디아씨 극단에즈코씨어터

31일(일) 3시 초청공연 이웃메디아씨 극단에즈코씨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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