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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 영화계의 거장 짐 자무쉬 감

독의 영화를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마련된다

광주시네마테크는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짐 자무쉬 특별전을 개최

한다 짐자무쉬의영화는시적인대사 스

타일리시한영상미개성넘치는사운드트

랙으로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 많은 팬

을확보하고있다

이번영화제에서는그의대표작으로꼽

히는 천국보다낯선 커피와담배 등모

두 7편을만날수있다 25일오후 3시에는

데드맨 상영 후 영화평론가 정한석씨와

함께하는 씨네토크도마련돼있다

▲영원한휴가(1980)

찰리파커를좋아하는앨리파커는뉴욕

뒷골목의 떠돌이 청년 아버지는 없고 어

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맨

해튼의낡은아파트와한적한샛길을전전

하다남의집에들어가춤을추거나 망상

에 잠기고 낯선 사람들을 지나쳐가며 일

상을보낸다

▲천국보다낯선(1984)

청춘영화의표상으로불리는짐자무쉬

감독의 대표작으로 흑백 영상 권태로운

청춘 황량한 미국의 풍경을 담아냈다

1984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카메라상을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을 수상

했다 윌리 에디 에바 세 명의 청춘이 여

행을 떠난다 뉴욕에서 클리블랜드로 그

리고그들이천국이라고믿었던플로리다

로 길은 끝없이 이어지고어디를가든같

은풍경 같은사람들인세상에대해세사

람은질문을던지는데

▲다운바이로(1986)

인생은아름다워의배우로베르토베니

니가세계관객들에게이름을알린영화다

미래에대한희망과목표도없이공상을

즐기는 라디오 DJ 제크와 삼류건달 잭은

하루하루건들대며살다가결국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억울한 감옥살

이를하면서도예전처럼빈둥대며시간만

때우던그들의방에로베르토가합류하면

서변화가일어난다

▲미스테리트레인(1989)

엘비스프레슬리를찾아멤피스로온일

본인 커플준과미츠코 비행기 사고로 하

룻밤을멤피스에서보내야하는이탈리아

여인 루이사 엘비스 프레슬리를 닮았다

는조롱을받고술김에사고를친자니 그

리고 그들이 묵는 모텔에 출몰하는 엘비

스 프레슬리 유령 등이 펼치는 독특한 코

미디 영화다 일본 10대 스타 쿠도 유키

나가세 마사토시 유키 쿠도 스티브 부세

미등이출연한다

▲지상의밤(1991)

하룻밤 같은시각에LA 뉴욕 파리로

마 헬싱키 등 5개 도시 택시 안에서 기사

와승객이벌이는해프닝과대화를나열한

옴니버스 영화다 LA에서는 나이든 연예

인 매니저와 나이 어린 소녀 기사가 만나

고 뉴욕에서는 운전에 미숙한 이민자 기

사와 흑인손님이 만난다 위노나 라이더

마티펠론파 베아트리체달등화려한캐

스팅이돋보이는작품이다

▲데드맨(1995)

조니 뎁 로버트 미첨 이기 팝 빌리 밥

손튼등출연진들이인상적인영화로시인

윌리엄블레이크의시와철학이바탕에깔

린작품이다

부모를잃은회계사윌리엄블레이크는

자신과동명이인인그시인에대해들어본

적이없다 일자리를얻지못해낙담한채

마을을 배회하다 한 여자를 만나 함께 밤

을 보내던 블레이크는 여자의 옛 애인과

결투를벌이다총상을입는다

▲커피와담배(2003)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아

주작은공간 그리고 그사이에서일어나

는 11가지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무엇보

다 로베르토 베니니 스티브 쿠건 케이트

블란쳇 이기팝과톰웨이츠록밴드화이

트스트라입스 그리고빌머레이등화려

한출연진이눈길을끈다

시간표는 홈페이지(cafenavercom

cinemagwangju) 참조 문의 062224

585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지난해 광주문예회관이 처음 진행

한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의공연으로많은사랑을받았다

반도네온연주자고상지첼리스트송

영훈 등이 관객들과 호흡하며 아름다

운 음악을 들려줬고 마지막 공연이었

던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를 만나다

는일찌감치매진을기록하기도했다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는 올해도

계속된다 첫 스타트는 올라 비올라

사운드가끊는다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소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중인 오

순화 교수가 이끄는 올라 비올라 사

운드는세계유일의비올라앙상블로

이번 공연에는 15명의 연주자가 참여

한다

지난 1999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을중심으로창단된 올라비올

라 사운드는 정통 클래식 뿐 아니라

팝송 등도 편곡해 연주한다 올라

(Hola)는 스페인어로 안녕이라는 뜻

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비발디의 사계

중 봄과 여름(협연바이올리니스트

박신영)을 들려주며 사계와 비틀즈

의명곡들을바로크스타일로함께연

주하는파격적인무대도선보인다

4월(26일)에는 동물원의 포크&락

콘서트가 열린다 1988년 데뷔 후 김

창기김광석등과함께했던 동물원

은현재유준열박기영배영길 3인조

로재편성활동중이다 공연레퍼토리

는 혜화동 시청 앞지하철역에서

말하지못한내사랑 등이다

이어 5월 24일에는팝페라그룹 투

루바와 함께하는 오페라팝페라뽕

페라가 대기중이며 6월 28일에는 재

즈 밴드 프렐류드의 색소폰 주자 리

차드 로와 피아니스트 고희안이 함께

하는 렉처콘서트가기다리고있다

그밖에 7명의 솔리스트로 구성된

멀티앙상블 뮤의 시네마 파라다이

스(7월 26일) 신들린 핑거링의 짚시

기타리스트로 꼽히는 박주원의 기타

콘서트짚시 시네마(9월 27일) 소믈

리에와 함께 하는 이승훈의 와인에

빠진 클래식(10월 25일) 등이 관객들

을만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회원 30%)

청소년 1만원(회원 50%) 10만원(2명)

으로 모든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연간 회원권도 판매한다 문의 062

6138237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인디영화계의거장을만난다
광주극장 29일까지 짐자무쉬 특별전

대표작 천국보다낯선커피와 담배 등 7편 상영

25일 데드맨 상영 뒤 정한석평론가와 씨네토크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윤영

문) 정기 연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6시 광

주문화예술회관소극장에서열린다

이번공연의주제는 사랑의네가지진

실러브 스토리로 자신을 향한 사랑 친

구와의우정 가족간의사랑 이웃과세상

을향한사랑등사랑에관한다양한이야

기들을친숙한노래로풀어낸다

연주레퍼토리는 4월의한봄날에 꼭

안아 줄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

름다운 세상 꿈꾸지 않으면 넌 할 수

있어라고말해주세요 등이다

또 그레이스 앙상블이 특별출연 플라

잉 라스트카니발을들려주며박은주씨

가소년소녀합창단의음악속이야기를모

래와 빛으로 표현하는 샌드아트를 선보

인다 그밖에 관객들이 직접 사랑하는 사

람들에게편지를쓰는감동이벤트도함께

펼쳐진다 전석 1만원(학생 50%할인) 문

의 0624155601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당신에게사랑을드립니다

25일 문예회관소극장

올라비올라사운드

3월 올라 비올라사운드

4월 동물원의포크&락콘서트

5월 오페라 팝페라 뽕페라



아름다운작은음악회
광주문예회관 29일첫공연

박주원

데드맨 커피와담배

짐자무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