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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영화매표창구에선한관객이종

이를내밀었다 광주극장정기후원가입서

다 감사합니다 금액 2%적립에 1000 포

인트가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요 직원의 설명이 이어지자 그가 말했

다 아 그런 것 없어도 되는데 그냥 더

후원해드리지못해죄송해요

예술영화전용관광주극장을자주찾는

이들의 마음이 딱 이렇다 언제나 그 자

리에 묵묵히 서서 귀한 영화들을 보게

해주는것 그것만으로도감사하다

무려 81년의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킨

다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 광주극장이

늘같은자리에서 같은모습으로 같은 공

기를가지고추억을갈망하는이들을보듬

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한 관객의 이야

기처럼말이다

1935년 10월 1일문을연광주극장은영

화 상영은 물론이고 김구 선생 시국강연

회 창극단공연 유명가수리사이틀 권투

시합등이열린문화용광로였다

광주극장은최첨단시설을갖춘멀티플

렉스에 비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공간

이다 삐그덕대는 낡은 의자는 깔끔함과

는거리가멀다 불편한화장실 담요을덮

고도떨면서봐야하는겨울의추위까지

하지만 어떤 극장에서도 볼 수 없는 귀

한 영화 라인업과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

히담고있는극장의모습덕에극장을찾

는이들의발길은여전히이어진다

독립성헤치는보조금거부광주극

장이 홀로 서기에 나선다 관람료와 함께

주수입원이었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

진위)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

신광주극장을사랑하는이들을대상으로

정기 후원회원 모집에 나섰다 1년이면

130150편을 상영하는 광주극장 관객은

2만 5000명 수준 역대 최고치는 2014년

기록한 3만 3426명이다

지난 2003년 영진위는 설 자리를 잃어

가는 독립예술 영화가 관객들과 안정적

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술영화전용관 사

업을 시작했다 첫해부터 지원을 받았던

광주극장은 매년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

지 2014년(4월1일12월31일) 인센티브

를포함 6500만원을받았다 그해총수입

은 1억 8700만원 전체 수입 중 지원금이

35%를 차지했고 관람료 수입은 1억 700

만원으로 57%였다 그밖에 대관임대료

가 1500만원(8%)이었다

지난해 전용관사업이폐지되면서사정

이 달라졌다 수입(5월 1일12월 31일)

총 1억1450만원 중 관람료가 8500만원으

로 72% 대관임대료가 3200만원(28%)

이었다

올해영진위는전용관사업대신예술영

화유통배급지원사업을통해사전심사에

서선정된영화를의무적으로상영하는극

장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독립예술영화관 모임은 즉각 반발했다

상영관과관객의영화선택기회를박탈하

고 예술영화전용관들의 특색과 정체성을

획일화된 틀 속에 가둬 극장의 작품 선정

권리 등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

업이라판단해서다

하지만영진위가강행의지를굽히지않

자회원사들은각영화관상황에맞는 판

단을 내리기로 했고 광주극장은 지원사

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조금

없이운영하는게힘들기는하지만그동안

신뢰로쌓아온광주극장프로그램을바꾸

지않겠다는마음이우선이기때문이다

멀티플렉스의 홍수 속에서 광주극장이

건재할수있었던건무엇보다영화프로그

램의힘이크다 CGV터미널에무비콜라

주가개관하기전까지광주극장은예술영

화를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또 구로사와 아키라영화제 왕가위영화

제 쿠바영화제등수많은영화제를개최

지역영화계를풍성하게했다

회원카드 발급 1만원부터 후원광

주극장을 후원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정

기후원 회원으로 가입해 약정한 금액(1만

원부터가증)을 매월 CMS를통해후원하

면 광주극장 회원카드를 발급해준다 구

매티켓금액의 2%가포인트로적립되며

1000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있다

또광주극장에서상영하는영화를꾸준

히 관람하는 것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광주의극장사를 체험할수있도록하는

단체관람프로그램을활용하는것도후원

방법이다

회원 모집 소식이 알려진 후 지금까지

100여명이가입했다또 광주영사모 시청

회원들은 후원 가입과 함께 티켓 구입 영

상 스팟 제작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

기로 했다 그밖에 관객들이 SNS 등을통

해회원모집에나서는등광주극장을살리

기위한작은움직임도이어지고있다

광주극장은 후원회원 모집 안내문에서

80여년의 전통을 쌓아준 관객들의 응원

과애정 그리고영화에대한우정을한순

간에 잃고 싶지 않다 관객들의 지속적인

사랑과응원이함께한다면결코넘어지지

않을것이라고했다

광주극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

출하거나 카페(cafenavercom

cinemagwangju)에서 받은 신청서를 촬

영해 이메일(cine_gwangju@naver

com)로보내면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김구 선생 시국강연창극단 공연가수 리사이틀권투시합 등 열린 문화용광로

81년 역사 광주극장을 지켜주세요
전국유일의단관극장

영진위 지원금 없이 홀로서기

후원회원 모집 나서

1935년 문을 연 광주극장은 문화용광

로였다 1964년영화단체관람모습

81년 동안그자리를지키고있는광주

극장상영관내부

비틀즈명곡 아카펠라로만나다

광주아카펠라협회가 오는 25일 오

후 6시충장로 콘서트홀 57에서 To�

gether in harmony 비틀즈를 노래

하다를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Yesterday

Let it be Michelle All you

need is love 등 전세계에서 사랑받

았던 비틀즈의 명곡과 히트곡들을 각

각 아카펠라 현악 5중주 남성 중창

등다양한장르로들려줄예정이다

출연진은아카펠라그룹 The Pre�

sent 클래식 앙상블 Cappella 클

래식중창 친친클래식 3팀으로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

고있는뮤지션들이다

또 비틀즈의 음악세계와 영상을 함

께 감상하고 전 출연진들이 모여 하

나의 하모니를 보여주는 합동 공연도

마련돼 있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704152542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아카펠라로 듣는 비틀즈

광주아카펠라협회 25일 Together in harmony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전문 연

주자를 꿈꾸는 전국의 대학생들과 협

연 무대 청년시대를 마련한다 23일

오후 7시30분광주문예회관소극장

이날 무대에 서는 협연자는 지난 5

월오디션을통해선발했다

전남대 대학원 국악과 이미소씨가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부르며 같은 과 김정민씨가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을 협연한다

또국악과김승용씨가서용석류 대금

산조협주곡을들려준다

그밖에 송예슬(서울대 한국음악과)

씨가 해금협주곡 추상 최진영(중앙

대 전통예술학부)씨가 가야금협주곡

새산조 최지혜(중앙대 전통예술학

부)씨가가야금협주곡 아랑의꿈 송

현주(한국예술종학학교 전문사 국악

과)씨가 가야금협주곡 소나무를 협

연한다 지휘는 김광복 광주시립국악

관현악단 상임지휘자가 사회는 국악

인김산옥씨가맡았다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청소년

현장 발권 1000원 문의 062415

540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대학생 협연

23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김정민 송예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