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영화제
소개문

불멸의 영화들, 영화의전당을 만나다
영화사의 걸작 100편, 영화인들의 선택 50편 등 총 222편 상영
‘영화의전당’
은 개관을 맞아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여 일에 걸쳐 세계영화사의 다채롭고 풍성한 유산을 만날 수
있는 명작들의 향연을 마련합니다. 영화의전당으로 이전해 제2의 출발을 맞는 시네마테크부산에서는 100여 년의 영화사를
조망할 수 있는 걸작 100편을 상영하는 백화열전(百畵列傳)이 펼쳐집니다. 널리 알려진 작품들과 숨겨진 걸작들이 골고루 상
영되는 이 행사는 영화애호가들에게 발견과 재발견의 즐거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최상급의 상영시설을 갖춘 중·소극장에
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수작들이 상영됩니다. 국내의 저명한 영화인들이 직접 추천하는 영화들과 그들의 강연으로 채워질
‘카르트 블랑슈’
, 잊혀질 수 없는 대하서사의 파노라마인‘에픽의 향연’
,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애니메이션
천국’
,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50주년을 기념하는‘칸 비평가주간 50주년 특별전’
, 시네마테크부산 관객이 뽑은 추천 영화 등
이 2011년의 마지막 날들을 영화의 향기에 취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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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의 향연
애니메이션 천국

상영 섹션 소개
I

백화열전(百畵列傳)

21세기가 사랑한 영화

●
●

II

카르트 블랑슈(Carte blanche)

●
●

한국영화, 그 미지의 보석들
관객의 선택

국내 저명한 영화인이 직접 추천한 다양한 영화 상영
참여 영화인들의 초청 강연 및 관객과의 대화 개최

III

시네마 플라자

1) 에픽의 향연 : 잊혀질 수 없는 대하 서사의 파노라마
2) 애니메이션 천국 :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 애니메이션
3) 21세기가 사랑한 영화 : 관객과 평단의 사랑을 받은 2000년대 예술영화들

IV

세 가지 시선

1) 한국영화, 그 미지의 보석들 : 젊은 연구자들이 뽑은 대안의 10베스트
2) 관객의 선택 : 시네마테크부산 관객이 뽑은 영화
3) 칸 비평가주간 50주년 특별전 : 칸영화제 비평가주간이 주목한 영화들

칸 비평가주간 50주년 특별전

70 작품색인
72 감독색인

100여 년의 영화사를 조망할 수 있는 걸작 100편 상영
정성일 영화평론가 특별강연 5회‘영화사의 위대한 순간들’

티켓 예매 및
구입 안내

11월 (11.10~13)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15

강연

상영시간 제목 / 감독이름

등급

강연

소극장 (소)

시네마테크 (시)

1. 티켓 가격 l 3,000원

11:00 모험 / 찰리 채플린 20’
러닝타임

중극장 (중)

14:00 찰리 채플린 단편선 / 찰리 채플린 52’ G

11:00 일루셔니스트 / 실벵 쇼메 80’ G

10:30 부운 / 나루세 미키오 127’ 15

16:00 손님 접대법 / 버스터 키튼 73’ G

14:00 임금님과 앵무새 / 폴 그리모 81’ G

13:00 69 식스티나인 / 이상일 113’ 15

18:00 프랑스의 장미 / 마르셀 레르비에 59’ 15

17:00 아이언 자이언트 / 브래드 버드 86’ G

15:30 오프닝 나이트 / 존 카사베츠 144’ 12

20:00 백만장자 / 르네 클레르 81’ 12

20:00 메리와 맥스 / 아담 엘리엇 92’ G

19:00 나는 인어공주 / 안나 멜리키안 115’

6. 취소 및 환불 규정

‘한국영화,
(
그 미지의 보석들’섹션 상영작 10편과 <인간의 조건>
은 무료상영 / 상영 당일 매표소에서 선착순 티켓 배부)

2. 상영 장소 l 영화의전당 3개관

1) 인터넷 예매 (취소 수수료 없음)
●

해당 영화 상영 시작시간 20분전까지 취소 및 환불이 가능

●

발권한 티켓은 현장 매표소에서만 취소 가능

2) 현장 예매 (취소 수수료 없음)

- 중극장, 소극장, 시네마테크

●

3. 좌석 운영 l 지정좌석제(예매시 좌석 지정 가능)

티켓에 명기된 해당 영화 상영 시작시간 전까지 취소 및 환불 가능

11
.
10
목

3) 기타
4. 예매기간 및 장소

●

상영취소 등 영화의전당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신용카드 및 체크

18

강연 고현정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자동 결제취소가 되며 현금으로 지불하신
구분

장소

운영기간

경우에는 6층 매표소에서 환불 가능

운영시간

11:30 도시의 거리 / 루벤 마물리안 83’ 15

(현금 환불 요청 시에는 티켓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인터넷
예매

인터넷
가능한
장소

2011.11.04
~
2011.12.31

24시간
(11월4일
10:00부터)

18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티켓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만 18세 미
만과 고등학교 재학생은 입장 불가

●

현장
예매

영화의전당
6층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2011.11.10
~
2011.12.31

첫 영화상영
30분 전
~
20:00

전체 관람가를 제외한 모든 영화는 영유아 및 6세 이하 어린이는
동반 입장 불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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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붉은 손의 구피 / 자크 베케르 104’ 15

14:00 작은 여우 / 아틸라 다르거이 73’ G

13:00 빠삐용 / 프랭클린 J. 샤프너 151’ 15

17:00 로마의 휴일 / 윌리엄 와일러 118’ 15

17:00 인터스텔라 5555 / 다케노우치 카즈히사 외

16:00 메이드인홍콩 / 프룻 챈 108’ 18

금

티켓 분실 및 파손된 경우 재발급 불가

68’ G
20:00 유령마차 / 빅터 쇠스트롬 106’ 15

20:00 벨빌의 세 쌍둥이 / 실벵 쇼메 80’ G

18:30 시네마 천국 / 주세페 토르네토레 155’
G

8. 예매 및 각종 문의
●

10:30 보이 A / 존 크로울리 106’ 18

65’ G

7. 유의사항
●

11:00 아흐메드 왕자의 모험 / 로테 라이니거

전화번호 : 051-780-6058 (09:00 ~ 21:00)

11:30 마지막 명령 / 조셉 폰 스턴버그 88’ 15

5. 예매 및 구입방법

11:00 전염병 개 / 마틴 로즌 103’ G

강연 이선균

10:30 시티 오브 갓 /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외
130’ 18

1) 인터넷
인터넷 : www.dureraum.org
결제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 해당 영화상영 시작 20분전까지 예매가능
● 예매티켓 발권은 영화의전당 6층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이용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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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표소 발권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2) 현장 예매
장소 : 영화의전당 6층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 결제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 예매 즉시 티켓으로 발권, 해당 영화 상영 시작 전까지 가능
●

SCREENING
SCHEDULE

14:00 제르맹 뒬락 걸작선 / 제르맹 뒬락 77’ 15

14:00 천년여우 / 곤 사토시 87’ G

13:20 400번의 구타 / 프랑소와 트뤼포 99’ G

16:00 라탈랑트 / 장 비고 89’ 15

17:00 바람이 불 때 / 지미 T. 무라카미 80’ G

15:30 오프닝 나이트 / 존 카사베츠 144’ 12

토

19:00 달세계 여행+대열차 강도+안달루시아의 개 / 20:00 임금님과 앵무새 / 폴 그리모 81’ G
조르주 멜리에스, 에드윈 포터, 루이스 브뉘엘
42’ 15 강연 정성일

18:30 대부 2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200’ 18

13:00 카메라를 든 사나이 / 지가 베르토프

11:00 나는 인어공주 / 안나 멜리키안 115’ 18

70’ 15

상영시간표 표기
보는 법
카탈로그 시간 표기
보는 법
4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11:00 모험 / 찰리 채플린 20’

15

강연

상영시간 제목 / 감독이름

등급

강연

Dec4 / 10:30 / 중
상영날짜 / 상영시간 / 극장

러닝타임

시ㅣ시네마테크
소ㅣ소극장
중ㅣ중극장

11
.
13

11:00 인터스텔라 5555 / 다케노우치 카즈히사 외
68’ G

15:00 두바리 부인 / 에른스트 루비치 85’ 15

14:00 일루셔니스트 / 실벵 쇼메 80’ G

14:00 빠삐용 / 프랭클린 J. 샤프너 151’ 15

17:30 손님 접대법 / 버스터 키튼 73’ G

17:00 메리와 맥스 / 아담 엘리엇 92’ G

17:00 보이 A / 존 크로울리 106’ 18

19:30 메트로폴리스 / 프리츠 랑 145’ 12

20:00 아이언 자이언트 / 브래드 버드 86’ G

20:00 69 식스티나인 / 이상일 113’ 15

일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5

11월 (11.14~20)

15

강연

상영시간 제목 / 감독이름

등급

강연

소극장 (소)

시네마테크 (시)

11
.
14

11:00 모험 / 찰리 채플린 20’
러닝타임

중극장 (중)

13:00 뱀파이어 / 루이 푀이야드 386’ 15

11:00 작은 여우 / 아틸라 다르거이 73’ G

11:00 메이드인홍콩 / 프룻 챈 108’ 18

20:30 라탈랑트 / 장 비고 89’ 15

14:00 전염병 개 / 마틴 로즌 103’ G

13:30 부운 / 나루세 미키오 127’ 15

17:00 벨빌의 세 쌍둥이 / 실벵 쇼메 80’ G

16:30 시티 오브 갓 /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외 130’ 18

20:00 아흐메드 왕자의 모험 / 로테 라이니거 65’ G

19:30 시네마 천국 / 주세페 토르네토레 155’ G

13:00 찰리 채플린 단편선 / 찰리 채플린 52’ G

11:00 임금님과 앵무새 / 폴 그리모 81’ G

11:00 대탈주 / 존 스터지스 172’ 15

15:00 버라이어티 / 앙드레 뒤퐁 72’ 15

14:00 바람이 불 때 / 지미 T. 무라카미 80’ G

14:30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 롭 라이너 96’ 18

17:00 로마의 휴일 / 윌리엄 와일러 118’ 15

17:00 메리와 맥스 / 아담 엘리엇 92’ G

17:00 400번의 구타 / 프랑소와 트뤼포 99’ G

월

11월 (11.21~27)

표기
안내

소극장 (소)

시네마테크 (시)

11
.
21
월

G

전체 관람가

18

12

12세 관람가

강연 상영 후 강연 있음

15

15세 관람가

무료 무료 상영

18세 관람가

중극장 (중)

11:30 어느 사기꾼의 이야기 / 사샤 기트리 81’ 15

11:00 살인마 / 이용민 92’ 18 무료

13:00 바람에 쓴 편지 / 더글라스 서크 99’ 12

14:00 백만장자 / 르네 클레르 81’ 12

14:00 불나비 / 조해원 105’ 15 무료

15:30 아라비아의 로렌스 / 데이비드 린 216’ 12

16:30 유령마차 / 빅터 쇠스트롬 106’ 15

16:30 물레방아 / 이만희 92’ 15 무료 강연 박선영

20:00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 롭 라이너 96’ 18

19:30 탐욕 / 에리히 폰 스트로하임 140’ 15

19:30 구봉서의 벼락부자 / 김수용 114’ 12 무료

13:00 파업 /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82’ 15

11:00 우리 생애 최고의 해 / 윌리엄 와일러 172’ 15

10:00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 프랭크 카프라 105’ 15

15:00 뱀파이어 / 루이 푀이야드 386’ 15

16:00 피아골 / 이강천 106’ G

12:30 69 식스티나인 / 이상일 113’ 15

강연 박선영

11
.
15
화

11
.
16
수

20:00 파우스트 / F. W. 무르나우 116’ 15

20:00 천년여우 / 곤 사토시 87’ G

20:00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 프랭크 카프라 105’ 15

12:30 프랑스의 장미 / 마르셀 레르비에 59’ 15

11:00 전염병 개 / 마틴 로즌 103’ G

10:00 아라비아의 로렌스 / 데이비드 린 216’ 12

14:30 라탈랑트 / 장 비고 89’ 15

14:00 아이언 자이언트 / 브래드 버드 86’ G

14:00 나는 인어공주 / 안나 멜리키안 115’ 18

17:00 카메라를 든 사나이 / 지가 베르토프 70’ 15

18:00 우리 생애 최고의 해 / 윌리엄 와일러 172’ 15

16:30 오프닝 나이트 / 존 카사베츠 144’ 12

19:00 파업 /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82’ 15

19:30 빠삐용 / 프랭클린 J. 샤프너 151’ 15

11
.
22

수

19:00 대부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175’ 18
11:00 길의 노래 / 사트야지트 레이 122’ G

11:00 깊은 밤 갑자기 / 고영남 95’ 18 무료

11:00 세계 / 지아장커 140’ 15

14:00 히로시마 내 사랑 / 알랭 레네 90’ 15

14:00 숲과 늪 / 홍파 90’ 12 무료

14:00 아무도 모른다 / 고레에다 히로카즈 141’ G

17:00 어머니 / 브제볼로드 푸도프킨 89’ 15

17:00 반도의 봄 / 이병일 84’ 12 무료

17:00 블레이드 러너 / 리들리 스콧 117’ 15

20:00 마지막 밤 / 유리 라이즈만 98’ 15

20:00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 이장호 104’ 20:00 스탠 바이 미 / 롭 라이너 89’ 18

11:00 붉은 손의 구피 / 자크 베케르 104’ 15

11:00 인간의 조건 1, 2부 / 고바야시 마사키 208’

11
.
17
목

11
.
18
금

15:00 파우스트 / F. W. 무르나우 116’ 15
18:00 제르맹 뒬락 걸작선 / 제르맹 뒬락 77’ 15
20:00 로마의 휴일 / 윌리엄 와일러 118’ 15

18

11:00 벨빌의 세 쌍둥이 / 실벵 쇼메 80’ G
14:00 아흐메드 왕자의 모험 / 로테 라이니거 65’ G
17:00 천년여우 / 곤 사토시 87’ G
20:00 일루셔니스트 / 실벵 쇼메 80’ G

13:00 달세계 여행+대열차 강도+안달루시아의 개 / 조르주 11:00 바람이 불 때 / 지미 T. 무라카미 80’ G
멜리에스, 에드윈 포터, 루이스 브뉘엘 42’ 15
14:00 작은 여우 / 아틸라 다르거이 73’ G
15:00 두바리 부인 / 에른스트 루비치 85’ 15
17:30 버라이어티 / 앙드레 뒤퐁 72’ 15
19:30 메트로폴리스 / 프리츠 랑 145’ 15

11:00 메이드인홍콩 / 프룻 챈 108’ 18
14:00 보이 A / 존 크로울리 106’ 18
16:30 시티 오브 갓 /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외 130’ 18
19:30 시네마 천국 / 주세페 토르네토레 155’ G

11
.
24
목

15

14:00 탐욕 / 에리히 폰 스트로하임 140’ 15

무료

강연 이호걸

15:00 인간의 조건 3, 4부 / 고바야시 마사키 181’
15
15

17:00 인터스텔라 5555 / 다케노우치 카즈히사 외
68’ G

16:30 네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 마이크 뉴웰
117’ 15

20:00 살인마 / 이용민 92’ 18 무료

19:00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 프랭크 카프라 105’ 15

무료

11
.
19
토

11:00 숲과 늪 / 홍파 90’ 12 무료

14:30 찰리 채플린 단편선 / 찰리 채플린 52’ G

14:00 우리 생애 최고의 해 / 윌리엄 와일러 172’ 15

16:30 프랑스의 장미 / 마르셀 레르비에 59’ 15

19:00 피아골 / 이강천 106’ G

무료

18:30 뱀파이어 1~3부 / 루이 푀이야드 80’ 15

11:00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 / 빌리 와일더
125’ 12
14:00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 롭 라이너 96’ 18
17:00 400번의 구타 / 프랑소와 트뤼포 99’ G
20:00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 도리스 되리 127’ 18

17:00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 / 빌리 와일더
125’ 12
20:00 네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 마이크 뉴웰
117’ 15
11:30 엘리펀트 / 구스 반 산트 81’ 18

11
.
25

13:30 블레이드 러너 / 리들리 스콧 117’ 15
2011 메이드인부산 독립영화제

2011 메이드인부산 독립영화제

금

16:00 하얀 리본 / 미카엘 하네케 144’ 15
19:00 천국의 나날들 / 테렌스 맬릭 94’ 15

강연 심재명

12:00 유령마차 / 빅터 쇠스트롬 106’ 15

14:00 카페 뤼미에르 / 허우 샤오시엔 103’ 12

무료

18:30 인간의 조건 5, 6부 / 고바야시 마사키 190’
2011 메이드인부산 독립영화제

11:00 킹스 앤 퀸 / 아르노 데스플레생 150’ 15

무료

10:00 부운 / 나루세 미키오 127’ 15
12:40 대부 2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200’ 18

15:00 대부 2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200’ 18

강연 이호걸

강연 한스슐레겔

12:30 마지막 명령 /조셉 폰 스턴버그 88’ 15

강연 박선영

19:00 서울의 지붕 밑 / 이형표 123’ 15 무료

화

11
.
23

무료

강연 류성희

11:00 바람에 쓴 편지 / 더글라스 서크 99’ 12

11
.
26

13:30 대부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175’ 18
2011 메이드인부산 독립영화제

2011 메이드인부산 독립영화제

토

17:00 아들 / 다르덴 형제 103’ G
20:00 클래스 / 로랑 캉테 128’ 12

강연 정성일

12:00 어머니 / 브제볼로드 푸도프킨 89’ 15

11
.
20
일

6

11:00 인간의 조건 1, 2부 / 고바야시 마사키 208’
15

14:30 도시의 거리 / 루벤 마물리안 83’ 15

15:00 인간의 조건 3, 4부 / 고바야시 마사키 181’
15

17:00 서푼짜리 오페라 / 게오르그 빌헬름 파브스트
112’ 15
20:00 모아나 / 로버트 플래허티 95’ 15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15:00 아들 / 다르덴 형제 103’ G

무료

18:30 인간의 조건 5, 6부 / 고바야시 마사키 190’
15

11:00 대탈주 / 존 스터지스 172’ 15

무료

17:30 블레이드 러너 / 리들리 스콧 117’ 15

무료

20:00 천국의 나날들 / 테렌스 맬릭 94’ 15

11:00 세계 / 지아장커 140’ 15

11
.
27
일

14:00 엘리펀트 / 구스 반 산트 81’ 18
2011 메이드인부산 독립영화제

2011 메이드인부산 독립영화제

17:00 중경삼림 / 왕가위 98’ 15
20:00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 / 빌리 와일더
125’ 12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7

11~12월 (11.28~12.4)

월

11
.
29
화

15

강연

상영시간 제목 / 감독이름

등급

강연

소극장 (소)

시네마테크 (시)

11
.
28

11:00 모험 / 찰리 채플린 20’
러닝타임

중극장 (중)

13:00 파업 /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82’ 15

11:00 물레방아 / 이만희 92’

15:30 무지개 / 마르크 돈스코이 93’ 15

14:00 서울의 지붕 밑 / 이형표 123’ 15 무료

14:00 아가씨와 건달들 / 조셉 L. 맨케비츠 127’ 12

18:00 텍스 에이버리 애니메이션 / 텍스 에이버리
44’ G
20:00 서푼짜리 오페라 / 게오르그 빌헬름 파브스트
112’ 15

18:00 천국의 문 / 마이클 치미노 225’ 18

17:00 킹스 앤 퀸 / 아르노 데스플레생 150’ 15

11:30 탐욕 / 에리히 폰 스트로하임 140’ 15

11:00 구봉서의 벼락부자 / 김수용 114’ 12 무료

15:00 우회로 / 에드가 울머 67’ 15

무료

14:00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 이장호 104’

12
.
5
월

11:00 하얀 리본 / 미카엘 하네케 144’ 15
14:00 천국의 나날들 / 테렌스 맬릭 94’ 15

무료

17:00 깊은 밤 갑자기 / 고영남 95’ 18 무료

12:30 어둠 속에서 / 니콜라스 레이 82’ 15

17:00 중경삼림 / 왕가위 98’ 15

강연 조준형

20:00 길의 노래 / 사트야지트 레이 122’ G

20:00 반도의 봄 / 이병일 84’ 12 무료 강연 조준형

20:00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 엘리야 카잔 122’

11:30 모아나 / 로버트 플래허티 95’ 15

11:00 센소 / 루키노 비스콘티 118’ 12

11:00 클래스 / 로랑 캉테 128’ 12

14:00 외침 /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116’ 15

14:00 설리번의 여행 / 프레스턴 스터지스 90’ 12

14:00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 도리스 되리 127’

화

18

11
.
30
수

전체 관람가

18

12세 관람가

강연 상영 후 강연 있음

15

15세 관람가

무료 무료 상영

13:00 사탄탱고 / 벨라 타르 450’ 18

18세 관람가

중극장 (중)
13:00 카페 뤼미에르 / 허우 샤오시엔 103’ 12

15:00 아카딘 씨 / 오슨 웰스 93’ 15

15:30 더 폴:오디어스와 환상의 문 / 타셈 싱 117’

17:30 어느 사이클리스트의 죽음 / 후안 안토니오
바르뎀 88’ 15

18:00 시티라이트 / 찰리 채플린 87’ G

20:00 외침 /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116’ 15

20:00 익사일 / 두기봉 110’ 18

12

13:00 비리디아나 / 루이스 브뉘엘 90’ 15

12
.
6

G
12

소극장 (소)

시네마테크 (시)

10:30 블레이드 러너 / 리들리 스콧 117’ 15

20:00 네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 마이크 뉴웰
117’ 15

18

17:00 어느 사기꾼의 이야기 / 사샤 기트리 81’ 15

15

12월 (12.5~11)

표기
안내

11:00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 / 더글라스 서크 89’

11:00 킹스 앤 퀸 / 아르노 데스플레셍 150’ 15

12

15:30 아이언 게이트 / 유세프 샤힌 77’ 15

14:00 천사만이 날개를 가졌다 / 하워드 혹스 121’

14:00 아임 낫 데어 / 토드 헤인즈 135’ 15

15

17:30 히로시마 내 사랑 / 알랭 레네 90’ 15

17:00 스트롬볼리 / 로베르토 로셀리니 81’ 15

17:00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 엘리야 카잔 122’

20:00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 / 로베르 브레송 115’

20:00 서부의 사나이 / 안소니 만 100’ 15

20:00 허공에의 질주 / 시드니 루멧 116’ 18

11:30 쳐다보지 마라 / 니콜라스 뢰그 110’ 15

11:00 싸이코 / 알프레드 히치콕 109’ 18

11:00 엘리펀트 / 구스 반 산트 81’ 18

14:30 화해불가 / 장 마리 스트라웁 55’ 15

14:00 바다의 침묵 / 장 피에르 멜빌 88’ 15

13:00 지옥의 묵시록 리덕스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202’ 18

17:00 필라델피아 이야기 / 조지 큐커 112’ 12

17:00 쾌락 / 막스 오퓔스 97’ 15

17:30 스탠 바이 미 / 롭 라이너 89’ 18

20:00 게르트루드 / 칼 테오도르 드레이어 117’

20:00 미션 / 롤랑 조페 125’ 15

20:00 아이다호 / 구스 반 산트 104’ 18

11:30 외침 /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116’ 15

11:00 사랑이라는 것 / 피터 보그다노비치 116’ 12

11:00 피아니스트 / 로만 폴란스키 150’ 12

14:30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 / 로베르 브레송 115’

14:00 센소 / 루키노 비스콘티 118’ 12

14:00 워터프런트 / 엘리야 카잔 108’ 18

17:30 바람 속의 질주 / 몬티 헬만 82’ 15

17:00 남국재견 / 허우 샤오시엔 124’ 15

16:30 클래스 / 로랑 캉테 128’ 12

20:00 아카딘 씨 / 오슨 웰스 93’ 15

20:00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 스탠리 큐브릭
141’ 12

19:30 멀홀랜드 드라이브 / 데이비드 린치 147’ 18

12:30 텍스 에이버리 애니메이션 / 텍스 에이버리
44’ G

13:00 사탄탱고 / 벨라 타르 450’ 18

11:00 아들 / 다르덴 형제 103’ G

18

12

18

17:00 마리아 칸델라리아 / 에밀리오 페르난데스
94’ 15

17:00 불나비 / 조해원 105’ 15 무료 강연 조준형

17:30 카페 뤼미에르 /허우 샤오시엔 103’ 12

20:00 어둠 속에서 / 니콜라스 레이 82’ 15

20:00 서부의 사나이 / 안소니 만 100’ 15

20:00 와일드 원 / 라슬로 베네덱 79’ 12

12
.
7
수

15

12
.
1
목

12
.
2
금

12:30 텍스 에이버리 애니메이션 / 텍스 에이버리
11:00 바다의 침묵 / 장 피에르 멜빌 88’ 15
44’ G
14:00 어느 사이클리스트의 죽음 / 후안 안토니오 바 14:00 평범한 연인들 / 필립 가렐 178’ 15
르뎀 88’ 15
19:00 천사만이 날개를 가졌다 / 하워드 혹스 121’
16:30 도쿄의 황혼 / 오즈 야스지로 140’ 12

11:00 더 폴:오디어스와 환상의 문 / 타셈 싱 117’
12

14:00 바람에 쓴 편지 / 더글라스 서크 99’ 12
16:30 대부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175’ 18

15

20:00 무지개 / 마르크 돈스코이 93’ 15

20:00 중경삼림 / 왕가위 98’ 15

11:00 붉은 손의 구피 / 자크 베케르 104’ 15

11:30 아무도 모른다 / 고레에다 히로카즈 141’ G

14:00 어느 사기꾼의 이야기 / 사샤 기트리 81’ 15

14:30 스탠 바이 미 / 롭 라이너 89’ 18
부산영평상

17:00 마지막 밤 / 유리 라이즈만 98’ 15

상영회 및 시상식

16:30 아이다호 / 구스 반 산트 104’ 18
19:00 허공에의 질주 / 시드니 루멧 116’ 18

20:00 필라델피아 이야기 / 조지 큐커 112’ 12

12
.
8
목

12
.
9
금

12

14:00 게르트루드 / 칼 테오도르 드레이어 117’ 15

13:30 아가씨와 건달들 / 조셉 L. 맨케비츠 127’ 12

17:00 도망자 / 존 포드 104’ 15

16:30 익사일 / 두기봉 110’ 18

19:30 도쿄의 황혼 / 오즈 야스지로 140’ 12

19:00 인생은 아름다워 / 로베르토 베니니 116’
G

강연 김혜리

11:00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 / 로베르 브레송 115’

12
.
3
토

11:00 쾌락 / 막스 오퓔스 97’ 15

11:00 멀홀랜드 드라이브 / 데이비드 린치 147’ 18

13:30 판타지아 / 제임스 알가, 사무엘 암스트롱 외
124’ G

14:00 컨버세이션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113’ 15

14:00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 엘리야 카잔 122’

16:00 백만장자 / 르네 클레르 81’ 12

17:00 천사만이 날개를 가졌다 / 하워드 혹스 121’

18:30 히로시마 내 사랑 / 알랭 레네 90’ 15

20:00 설리번의 여행 / 프레스턴 스터지스 90’ 12

12
18

강연 이동진

17:00 와일드 원 /라슬로 베네덱 79’ 12

15

19:30 아가씨와 건달들 / 조셉 L. 맨케비츠 127’ 12

12
.
10
토

강연 정성일

12:30 도망자 / 존 포드 104’ 15

12
.
4
일

8

18

15:00 우회로 / 에드가 울머 67’ 15

12:30 사랑이라는 것 / 피터 보그다노비치 116’ 12

13:00 지옥의 묵시록 리덕스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202’ 18

17:00 오명 / 알프레드 히치콕 101’ 15

15:00 밴드 왜건 / 빈센트 미넬리 111’ 15

17:00 피아니스트 / 로만 폴란스키 150’ 12

20:00 마리아 칸델라리아 / 에밀리오 페르난데스 94’ 18:00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 세르지오 레 20:00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 켄 로치 127’ 15
15
오네 229’ 18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11:00 아내는 고백한다 / 마스무라 야스조 91’ 15

11:00 시티라이트 / 찰리 채플린 87’ G

13:00 어느 사이클리스트의 죽음 / 후안 안토니오
바르뎀 88’ 15

14:00 밴드 왜건 / 빈센트 미넬리 111’ 15

14:00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 도리스 되리 127’

15:00 비리디아나 / 루이스 브뉘엘 90’ 15

17:00 바다의 침묵 / 장 피에르 멜빌 88’ 15

17:00 현기증 / 알프레드 히치콕 127’ 12

17:00 스토커 /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163’ 15

20:00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하룻밤 / 낸시 사보카
89’ 18

20:00 허공에의 질주 / 시드니 루멧 116’ 18

11:30 흑인소녀 / 우스만 셈벤 65’ 15

11:00 컨버세이션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113’ 15

11:00 와일드 원 / 라슬로 베네덱 79’ 12

13:30 셀린느와 줄리, 배 타러 가다 / 자크 리베트
193’ 15

14:00 스트롬볼리 / 로베르토 로셀리니 81’ 15

13:00 아무도 모른다 / 고레에다 히로카즈 141’ G

18:00 스콜피오 라이징+파장 / 케네스 앵거, 마이클
스노우 73’ 15

17:00 수 놓는 여인들 / 엘레오노르 포셰 89’ 15

16:00 닥터 지바고 / 데이비드 린 197’ 12

20:00 화해불가 / 장 마리 스트라웁 55’ 15

20:00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 / 더글라스 서크 89’

20:00 아이다호 / 구스 반 산트 104’ 18

강연 정성일

10:30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하룻밤 / 낸시 사보카 89’ 10:30 워터프런트 / 엘리야 카잔 108’ 18

12
.
11
일

강연 김동호

11:00 아이언 게이트 / 유세프 샤힌 77’ 15

18

12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9

12월 (12.12~18)
시네마테크 (시)

12
.
12
월

금

12
.
17
토

12
.
18
일

10

등급

강연

소극장 (소)

러닝타임

14:00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 세르지오
레오네 229’ 18

13:30 멀홀랜드 드라이브 / 데이비드 린치 147’ 18

17:00 쳐다보지 마라 / 니콜라스 뢰그 110’ 15

20:00 남국재견 / 허우 샤오시엔 124’ 15

16:30 워터프런트 / 엘리야 카잔 108’ 18
19:00 지옥의 묵시록 리덕스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202’ 18

20:00 바람 속의 질주 / 몬티 헬만 82’ 15
11:00 센소 / 루키노 비스콘티 118’ 12

12:00 피아니스트 / 로만 폴란스키 150’ 12

14:00 천국의 문 / 마이클 치미노 225’ 18

15:00 아비정전 / 왕가위 94’ 15

18:30 THX 1138 / 조지 루카스 86’ 15

17:30 바그다드 카페 / 퍼시 애들론 95’ 18

20:30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하룻밤 / 낸시 사보카
89’ 18
11:00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 / 페르난도 E. 솔라나스, 11:00 사랑이라는 것 / 피터 보그다노비치 116’ 12
옥타비오 제티노 260’ 15

20:00 익사일 / 두기봉 110’ 18

14:00 미션 / 롤랑 조페 125’ 15

14:00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 켄 로치 127’ 15

20:00 흑인소녀 / 우스만 셈벤 65’ 15

17:00 싸이코 / 알프레드 히치콕 109’ 18

17:00 현기증 / 알프레드 히치콕 127’ 12

20:00 죽은 자들의 삶 / 아르노 데스플레생 54’ 15

20:00 더 폴:오디어스와 환상의 문 / 타셈 싱
117’ 12

11:30 부기 나이트 / 폴 토마스 앤더슨 155’ 18

11:00 우리의 사랑 / 모리스 피알라 95’ 15

15:00 비올란타 / 다니엘 슈미트 95’ 15

14:00 행복 / 아녜스 바르다 79’ 15

11:00 인생은 아름다워 / 로베르토 베니니
116’ G
13:30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 도리스 되리
127’ 18

17:30 아이언 게이트 / 유세프 샤힌 77’ 15

16:00 평범한 연인들 / 필립 가렐 178’ 15

20:00 피아노 / 제인 캠피온 121’ 18

20:00 그들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보라 / 자크 오디아르 20:00 방랑자 / 아녜스 바르다 105’ 15
90’ 15

10:30 셀린느와 줄리, 배 타러 가다 / 자크 리베트
193’ 15
14:30 중국식 룰렛 /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96’

11:00 남국재견 / 허우 샤오시엔 124’ 15

11:00 하얀 리본 / 미카엘 하네케 144’ 15

14:00 1900년 /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312’ 18

14:00 시티라이트 / 찰리 채플린 87’ G

20:00 죽은 자들의 삶 / 아르노 데스플레생 54’ 15

16:30 천국보다 낯선 / 짐 자무쉬 89’ 18

16:10 닥터 지바고 / 데이비드 린 197’ 12

15

19:00 렛 미 인 / 토마스 알프레드슨
115’ 15 강연 이나영

19:30 스토커 /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163’ 15
11:00 펑쿠이에서 온 소년 / 허우 샤오시엔 101’ 15

11:00 미션 / 롤랑 조페 125’ 15

13:00 바그다드 카페 / 퍼시 애들론 95’ 18

13:30 벌집의 정령 / 빅토르 에리세 97’ 15

14:00 관계의 종말 / 샘 페킨파 122’ 15

15:00 퍼니페이스 / 스탠리 도넨 103’ 15

16:00 나는 행복한 집시들을 만났다 / 알렉산다르
페트로비치 94’ 15
18:30 정오의 이상한 물체 /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83’ 15 강연 정성일

17:00 소년, 소녀를 만나다 / 레오 까락스 100’ 15

17:30 커피와 담배 / 짐 자무쉬 95’ 12

11:00 잠들 수 없어 / 클레르 드니 110’ 15

11:00 싸이코 / 알프레드 히치콕 109’ 18

10:30 랜드 오브 플렌티 / 빔 벤더스 123’ 12

14:00 바람 속의 질주 / 몬티 헬만 82’ 15

14:00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 스탠리 큐브릭
141’ 12

13:00 닥터 지바고 / 데이비드 린 197’ 12

16:30 스토커 /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163’ 15

17:00 열혈남아 / 왕가위 102’ 18

17:00 수면의 과학 / 미셸 공드리 105’ 15

20:00 클로즈업 /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98’ 15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20:00 그들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보라 / 자크 오디아르 20:00 사랑해, 파리 / 코엔 형제 외 120’ 15
90’ 15

20:00 케스 / 켄 로치 110’ 15

시네마테크 (시)

12
.
19
월

12
.
20

19:30 멀홀랜드 드라이브 / 데이비드 린치 147’ 18

표기
안내

소극장 (소)

강연 상영 후 강연 있음

15

15세 관람가

무료 무료 상영

18세 관람가

중극장 (중)

13:00 맥케이브와 밀러부인 / 로버트 알트만
120’ 15

14:00 짙은 선홍색 / 아르투로 립스테인 111’ 18

16:00 셀린느와 줄리, 배 타러 가다 / 자크 리베트
193’ 15
20:00 펑쿠이에서 온 소년 / 허우 샤오시엔
101’ 15

16:00 1900년 /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312’ 18

17:00 아비정전 / 왕가위 94’ 15

11:00 영화사 / 장 뤽 고다르 268’ 15

11:00 여름의 연대기 / 에드가 모랭, 장 루슈 85’ 15

11:00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 켄 로치 127’ 15

16:30 부기 나이트 / 폴 토마스 앤더슨 155’ 18

13:00 사랑의 행로 / 존 카사베츠 141’ 15

14:00 대열차작전 / 존 프랑켄하이머 133’ 15

20:00 쳐다보지 마라 / 니콜라스 뢰그 110’ 15

16:00 비행사의 아내 / 에릭 로메르 104’ 15

17:00 렛 미 인 / 토마스 알프레드슨 115’ 15

19:00 아름다운 5월 / 크리스 마르케 165’ 15

20:00 현기증 / 알프레드 히치콕 127’ 12

12:00 십계 / 세실 B. 드밀 220’ G

13:00 천국보다 낯선 / 짐 자무쉬 89’ 18

17:00 행복 / 아녜스 바르다 79’ 15

15:00 인생은 아름다워 / 로베르토 베니니
116’ G

20:00 에스더 / 아모스 기타이 97’ 15

17:30 그림자들 / 존 카사베츠 81’ G

20:00 폭주 기관차 / 안드레이 콘잘로프스키
111’ 18

수

20:00 방랑자 / 아녜스 바르다 105’ 15
12:30 화해불가 / 장 마리 스트라웁 55’ 15

11:00 THX 1138 / 조지 루카스 86’ 15

11:00 커피와 담배 / 짐 자무쉬 95’ 12

14:30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 / 페르난도 E. 솔라나스,
옥타비오 제티노 260’ 15

14:00 열혈남아 / 왕가위 102’ 18

14:00 수면의 과학 / 미셸 공드리 105’ 15

20:00 남쪽 / 빅토르 에리세 95’ 15

17:00 방랑기 / 나루세 미키오 124’ 15

17:00 복수는 나의 것 / 이마무라 쇼헤이 140’ 18

20:00 수 놓는 여인들 / 엘레오노르 포셰 89’ 15

20:00 바그다드 카페 / 퍼시 애들론 95’ 18

11:30 피아노 / 제인 캠피온 121’ 18

10:30 카사노바 / 페데리코 펠리니 155’ 18

11:00 랜드 오브 플렌티 / 빔 벤더스 123’ 12

14:30 가위손 / 팀 버튼 105’ 12

14:00 아름다운 5월 / 크리스 마르케 165’ 15

14:00 사랑해, 파리 / 코엔 형제 외 120’ 15

17:30 정오의 이상한 물체 /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83’ 15

17:30 일린 / 슐레이만 시세 105’ 15

16:30 아비정전 / 왕가위 94’ 15

20:00 코미디의 왕 / 마틴 스코시즈 109’ 15

20:00 비행사의 아내 / 에릭 로메르 104’ 15

19:00 모니카의 여름 / 잉마르 베리만 96’ 15

11:00 비올란타 / 다니엘 슈미트 95’ 15

10:00 열혈남아 / 왕가위 102’ 18

12:00 그림자들 / 존 카사베츠 81’ G

13:30 무법자 조시 웨일즈 / 클린트 이스트우드
135’ 15

13:00 케스 / 켄 로치 110’ 15

14:00 방랑자 / 아녜스 바르다 105’ 15

16:30 산타클로스는 파란 눈을 가졌다+페삭의 처녀 /
장 외스타슈 117’ 15

16:00 십계 / 세실 B. 드밀 220’ G

16:30 옛날 옛적 서부에서 / 세르지오 레오네
175’ G

19:30 부기 나이트 / 폴 토마스 앤더슨 155’ 18

20:30 우리의 사랑 / 모리스 피알라 95’ 15

20:00 퍼니페이스 / 스탠리 도넨 103’ 15

12:30 코미디의 왕 / 마틴 스코시즈 109’ 15

11:00 맥케이브와 밀러부인 / 로버트 알트만
120’ 15

11:00 사랑해, 파리 / 코엔 형제 외 120’ 15

15:00 벌집의 정령 / 빅토르 에리세 97’ 15

14:00 관계의 종말 / 샘 페킨파 122’ 15

14:00 복수는 나의 것 / 이마무라 쇼헤이 140’ 18

17:30 중국식 룰렛 /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96’ 15

17:00 카사노바 / 페데리코 펠리니 155’ 18

17:00 짙은 선홍색 / 아르투로 립스테인 111’ 18

20:00 남쪽 / 빅토르 에리세 95’ 15

20:00 에스더 / 아모스 기타이 97’ 15

20:00 렛 미 인 / 토마스 알프레드슨 115’ 15

목

금

18

12세 관람가

11:00 아임 낫 데어 / 토드 헤인즈 135’ 15

12
.
21

12
.
23

전체 관람가

11:00 수 놓는 여인들 / 엘레오노르 포셰 89’ 15

13:00 히틀러 / 한스 위르겐 지버베르크 429’ 15

12
.
22

G
12

10:30 무법자 조시 웨일즈 / 클린트 이스트우드
135’ 15
13:30 중국식 룰렛 /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96’ 15

화

11:00 해피 고 럭키 / 마이크 리 118’ 15

17:00 펑쿠이에서 온 소년 / 허우 샤오시엔 101’ 15

17:00 코미디의 왕 / 마틴 스코시즈 109’ 15

12월 (12.19~25)

중극장 (중)

14:00 필라델피아 이야기 / 조지 큐커 112’ 12

수

12
.
16

상영시간 제목 / 감독이름

11:00 오! 마이 보스 / 라스 폰 트리에 99’ 18

화

목

강연

11:00 서부의 사나이 / 안소니 만 100’ 15

12
.
13

12
.
15

15

11:00 나는 행복한 집시들을 만났다 / 알렉산다르
페트로비치 94’ 15

13:00 히틀러 / 한스 위르겐 지버베르크 429’ 15

12
.
14

11:00 모험 / 찰리 채플린 20’

강연 이창동

12
.
24
토

12
.
25
일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11

12월 (12.26~31)

15

강연

상영시간 제목 / 감독이름

등급

강연

소극장 (소)

시네마테크 (시)
13:00 멜랑콜리아 / 라브 디아즈 480’

11:00 모험 / 찰리 채플린 20’

15

12
.
26

11:00 소년, 소녀를 만나다 / 레오 까락스 100’

11:00 폭주 기관차 / 안드레이 콘잘로프스키 111’ 18
14:00 퍼니페이스 / 스탠리 도넨 103’ 15

15

17:00 대열차작전 / 존 프랑켄하이머 133’

정성일 특별강연 5회
15

월

12
.
27

강연 및
추천작 안내

중극장 (중)
15

14:00 방랑기 / 나루세 미키오 124’ 15
17:00 여름의 연대기 / 에드가 모랭, 장 루슈 85’

러닝타임

20:00 사랑의 행로 / 존 카사베츠 141’ 15

20:00 천국보다 낯선 / 짐 자무쉬 89’ 18

11:00 잠들 수 없어 / 클레르 드니 110’ 15

11:00 아내는 고백한다 / 마스무라 야스조 91’ 15

13:00 오! 마이 보스 / 라스 폰 트리에 99’ 18

14:00 뼈 / 페드로 코스타 94’ 15

14:00 우리의 사랑 / 모리스 피알라 95’ 15

15:30 그림자들 / 존 카사베츠 81’ G

17:00 연연풍진 / 허우 샤오시엔 109’ 15

17:00 THX 1138 / 조지 루카스 86’ 15

17:30 모니카의 여름 / 잉마르 베리만 96’ 15

20:00 벨벳 골드마인 / 토드 헤인즈 124’ 18

20:00 일린 / 슐레이만 시세 105’ 15

20:00 짙은 선홍색 / 아르투로 립스테인 111’ 18

11:00 칼리토 / 브라이언 드 팔마 144’ 18

11:00 여름의 연대기 / 에드가 모랭, 장 루슈 85’ 15

13:00 해피 고 럭키 / 마이크 리 118’ 15

14:30 수람 요새의 전설 /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도도 아바시드제 88’ 15

14:00 관계의 종말 / 샘 페킨파 122’ 15

15:30 십계 / 세실 B. 드밀 220’ G

영화평론가 정성일과 걸작을 함께 보고 듣는‘영화사의 위대한 순간들’

한스 슐레겔 특별강연

수

17:00 산타클로스는 파란 눈을 가졌다+페삭의 처녀 / 17:00 맥케이브와 밀러부인 / 로버트 알트만 120’ 15
장 외스타슈 117’ 15
20:00 클로즈업 /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98’ 15

20:00 수면의 과학 / 미셸 공드리 105’ 15

시네마테크 11월16일(수) 저녁 7시 <파업> 상영 후

세계적인 영화학자 한스 슐레겔이 안내하는 에이젠슈타인의 작품세계

카르트 블랑슈 - 10인의 영화인이 사랑한 영화

화

12
.
28

시네마테크 11월 12, 19일 / 12월 3, 10, 17일(토) 마지막 상영 후

중극장

10인의 영화인들이 각자 그들이 사랑하는 영화 5편을 추천하고, 그 중의 1편을 관객과 함께 보고 영화적 공감을 나누게 될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봉준호 감독 강연은 없습니다)
I.

배우 고현정의 선택“전락, 혹은 탈주의 꿈”
강연 l 11.10(목) 19:00 <나는 인어공주> 상영 후 추천작 l <나는 인어공주><보이 A><오프닝나이트><빠삐용><부운>

II. 배우 이선균의 선택“청춘 잔혹 이야기”
강연 l 11.11(금) 18:30 <시네마 천국> 상영 후 추천작 l <시네마 천국><400번의 구타><메이드인홍콩><시티오브갓><69 식스티나인>

20:00 행복 / 아녜스 바르다 79’ 15

III. 제작자 심재명의 선택“웃음과 멜로의 이중주”
강연 l 11.18(금) 19:00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상영 후

11:00 정오의 이상한 물체 /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83’ 15

12
.
29

14:00 영화사 / 장 뤽 고다르 268’ 15
20:00 잠들 수 없어 / 클레르 드니 110’

11:00 랜드 오브 플렌티 / 빔 벤더스 123’ 12
14:00 오! 마이 보스 / 라스 폰 트리에 99’ 18

15

목

추천작 l <어느 날 밤에 생긴 일><로마의 휴일><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IV. 미술감독 류성희의 선택“영화 미술의 매혹”
강연 l 11.25(금) 19:00 <천국의 나날들> 상영 후 추천작 l <천국의 나날들><바람에 쓴 편지><대부><블레이드 러너><중경삼림>

16:30 옛날 옛적 서부에서 / 세르지오 레오네
175’ G

V. 영화기자 김혜리의 선택“한 소년, 리버 피닉스”

20:00 커피와 담배 / 짐 자무쉬 95’ 12

VI. 평론가 이동진의 선택“한 남자, 말론 브란도”

강연 l 12.2(금) 19:00 <허공에의 질주> 상영 후 추천작 l <스탠 바이 미><허공에의 질주><개싸움><아이다호><사랑이라는 것>

강연 l 12.3(토) 14:00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상영 후 추천작 l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와일드 원><워터프런트><아가씨와 건달들><지옥의 묵시록 리덕스>

12
.
30

11:30 클로즈업 /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98’ 15

11:00 모니카의 여름 / 잉마르 베리만 96’ 15

14:00 남쪽 / 빅토르 에리세 95’ 15

13:10 아임 낫 데어 / 토드 헤인즈 135’ 15

17:00 뼈 / 페드로 코스타 94’ 15

16:00 복수는 나의 것 / 이마무라 쇼헤이 140’ 18

19:30 칼리토 / 브라이언 드 팔마 144’ 18

19:00 대열차작전 / 존 프랑켄하이머 133’ 15

VII. 페스티발 디렉터 김동호의 선택“다섯 가지 인생”
강연 l 12.9(금) 19:00 <인생은 아름다워> 상영 후 추천작 l <시티라이트><현기증><피아노><인생은 아름다워><익사일>

VIII. 배우 이나영의 선택“낯설고 아름다운”
강연 l 12.16(금) 19:00 <렛 미 인> 상영 후 추천작 l <퍼니페이스><천국보다 낯선><바그다드 카페><부기나이트><렛 미 인>

IX. 감독 이창동의 선택“마음으로 본다는 것”

금

강연 l 12.23(금) 19:00 <모니카의 여름> 상영 후 추천작 l <모니카의 여름><그림자들><펭쿠이에서 온 소년><방랑자><아비정전>

X. 감독 봉준호의 선택“살인 혹은 기차의 기억”

12
.
31

11:30 벨벳 골드마인 / 토드 헤인즈 124’ 18

11:00 폭주 기관차 / 안드레이 콘잘로프스키 111’ 18

14:30 수람 요새의 전설 /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도도 아바시드제 88’ 15

14:00 큐어 / 구로사와 기요시 111’ 15

17:00 가위손 / 팀 버튼 105’ 12

17:00 해피 고 럭키 / 마이크 리 118’ 15

20:00 연연풍진 / 허우 샤오시엔 109’ 15

20:00 사랑해, 파리 / 코엔 형제 외 120’ 15

한국영화 특별강연 8회

소극장 11월 21, 22, 23, 29, 30일

한국영화 연구자 박선영, 이호걸, 조준형 (시간표 참조)

토

12

추천작 l <대열차작전><복수는 나의 것><폭주 기관차><짙은 선홍색><큐어>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13

공연
안내

11.22

개관기념
공연안내

부산시향의 시네마클래식 with 백혜선 (지휘_이동신)
섬세함과 열정을 겸비한 우리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부산 시향이 들려주는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시네마클래식 감동과 함께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이 문을 엽니다!

11.25

스테판 피 재키브의 리싸이틀 (피아노_아나 폴론스키)
피천득의 외손자로 17세에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
랜트를 수상한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스테
판 피 재키브 내한 공연.

11.29

정명화 첼로독주회 (피아노_김다솔)
그윽한 소리의 울림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가 부산출신의 천재 피아니스트
김다솔과 함께 들려주는 가을소나타의 향연.

12.10

백건우 피아노독주회
끊임없는 도전과 구도자적인 자세로 한국 클래식음악
계의 거목으로 자리잡은 백건우가 들려주는 브람스,
베토벤, 리스트의 감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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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열전 百畵列傳
영화사의 걸작 100편과의 만남에 초대합니다. 여러 판본의 100편이 가능할 것입니
다.‘백화열전’
은 교과서적 리스트라기보다 대안의 리스트에 가깝습니다. 공인된 걸
작도 다수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거장의 덜 알려진 수작들, 부당하게 잊혀진 보석들,
비서구권의 문제작들을 대거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영화광과 영화학도들에게 이 명
단이 도전적이기를 희망합니다. 이 영화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 각자의 베스트 명
단이 재작성된다면‘백화열전’
은 제 몫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백화열전

백화열전

뱀파이어 The Vampires

달세계 여행 + 대열차 강도 + 안달루시아의 개 (총 42분)
Nov 12 / 19:00 / 시 (상영 후 특별강연) Nov 18 / 13:00 / 시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15, 386min, b&w, Digi Beta, France,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루이 푀이야드 Louis Feuillade 출연ㅣ무시도라, 에두아르 마테, 마르셀 레베스크

1910년대 연작영화는 장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형식이었다. 연작은 모든 에피소드를 관
통하는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범죄의 추적이나 사라진 보물을 찾는 이
야기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이국적인 지역의 풍광을 배경으로 한다거나, 아슬아슬한 이야
기 구조 때문에 액션과 스릴러적인 요소에 매료된 관객들이 많아졌다. 연작의 거장인 푀이야
드는 고몽 영화사에 소속되어 1907~1913년에 코미디, 사실주의적인 연작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연간 80여 편 제작했다. 1915년에서 16년 사이에 제작된 <뱀파이어>는 그의 시적인
스타일이 잘 살아 있는 연작이다. 역동적인 액션의 연출은 뛰어난 경지에 이르렀고, 클로즈업
과 롱숏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숏 배열, 이동촬영과 깊이감을 강조한 연출은 이후 영화의 형
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초현실주의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달세계 여행 A Trip to the Moon
1902, 14min, D-cinema, b&w/Color, France,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2011 복원판 감독ㅣ조르주 멜리에스 Georges Méliès 출연ㅣ조르주 멜리에스, 빅토르 앙드레, 블로에트 베르농

로베르-우댕 극장의 경영자이자 풍자만화가, 마술사로 활동하던 멜리에스는 기록을 넘어서
는 표현을 영화에 도입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에게 영화는 환상과 트릭의 스펙터클을 제공하
는 장치였고, 그는 마술과 영화를 일종의 형제처럼 생각했다. 그가 발견한 페이드, 디졸브, 이
중인화, 매트촬영, 고속촬영과 저속촬영, 미니어처, 애니메이션, 매스킹, 프레임의 채색은 20
년대 인상주의 등 아방가르드 영화, 실험영화, S·F영화,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주었고, 눈에
보이는 실재를 넘어서는 꿈과 무의식, 환상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달세
계 여행>은 멜리에스의 실험이 집대성된 작은 우주이자 불가능을 뛰어넘는 집념과 탐구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영화를 통해 비로소 영화는 현실을 재구성하거나 독창적인 허구의 세
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예술 장르가 된다.

Nov 14 / 13:00 / 시
Nov 19 / 18:30 / 시 (1~3부 상영 80’- 상영 후 특별강연)
Nov 22 / 15:00 / 시

찰리 채플린 단편선 Charles Chaplin’s Shorts (총 52분)
Nov 10 / 14:00 / 시 Nov 15 / 13:00 / 시 Nov 19 / 14:30 / 시

대열차 강도 The Great Train Robbery

필름제공처ㅣPreserved by The Museum of Modern Art with support from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nd The Film Foundation, USA

1903, 11min, 18fps, 35mm, b&w/Color, USA,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에드윈 S. 포터 Edwin S. Porter 출연ㅣA.C. 아바디, 길버트 M. 앤더슨, 조지 반스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랑자 The Tramp
1915, 32min, 18fps, 35mm, b&w, USA, 전체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찰리 채플린 Charles Chaplin 출연ㅣ찰리 채플린, 에드나 퍼비안스, 어니스트 반 펠트

에드윈 포터가 <미국인 소방수의 하루>(1902)에서 보여준‘교차편집(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
에서 일어난 사건을 번갈아 보여주는 편집 방식)은 영화가 현실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에도 매우 효과적인 매체임을 입증하였다. 이 시기 영화들이 단순하고 선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던 것과는 달리, 포터의 영화는 비선형적이고 입체적인 서사구
조를 구축함으로써 영화가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포터의 대표작인
<대열차 강도>는 더욱 정교해진 교차편집의 활용, 야외에서 촬영된 박진감 넘치는 추격 장면
등을 통해 영화언어가 단기간에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작품
이다.

채플린은 버스터 키튼과 더불어 무성영화 슬랩스틱 코미디를 정착시킨 위대한 작가로 기록
된다. 그는 1913년 슬랩스틱 전문제작사인 키스톤의 간판 스타가 된 이후, 어린 시절 빈민가
에서 자라나면서 경험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애정을‘ 떠돌이 찰리’
의 삶에 담아 특유의 휴
머니즘을 완성시켰고, 유성영화가 도래하면서 영화계에서 사라진 키튼과 달리 유성영화 시
대에도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들을 제작했다. 방랑자를 통해 각박하게 변해가는 현
대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르는 아이와 약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방랑자>는 너덜거리
는 코트에 큰 바지, 작은 중절모와 지팡이를 든 떠돌이의 캐릭터가 완성된 영화다. 이 영화에
서 찰리는 넘어지고 부딪히고 쑥스럽게 웃는 몸짓과 표정만으로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면서
인간의 깊은 연민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개 An Andalusian Dog

모험 The Adventurer

1929, 17min, b&w, 35mm, France,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루이스 브뉘엘 Luis Buñel 출연ㅣ시몬 마레이유, 피에르 바트셰프, 루이스 브뉘엘

1917, 20min, 18fps, 35mm, b&w, USA, 전체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찰리 채플린 Charles Chaplin 출연ㅣ찰리 채플린, 에드나 퍼비안스, 에릭 캠벨

스페인을 대표하는 감독 루이스 브뉘엘의 첫 영화인 <안달루시아의 개>는 당시 서구 예술계
에 확산되고 있던 초현실주의 기법을 도입한 영화로, 불연속적인 서사 구조, 자유로운 시공간
의 구성, 풍부한 상징과 은유의 활용 등에서 초현실주의 예술의 중요한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르주아 계급의 도덕률과 가치관에 대한 환멸과 비판이 감독 특유의 풍자와 유머
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감독의 친구였던 살바도르 달리와 공동작업을 통해 완성된 이 영화는
애초에는 대중에게 공개할 의도 없이 만들어진 실험적 작품이었지만, 이후 뒤늦게 세상에 공
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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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은 떠돌이 채플린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다. 채플린은 이 영화에서 탈옥한 죄수로 등장
해서 경찰들을 따돌리기 위해 추격전을 벌이고, 그들을 골탕 먹이다가 바다로 흘러든다. 도시
의 바닷가에 도착한 그는 물에 빠진 뚱뚱한 남자와 여인을 구해내고 졸지에 귀빈 대접을 받
게 된다. 파티장에서 그는 자신이 스승으로 생각하던 막스 렝데의 영화 속 신사처럼 말쑥한
차림새를 하고 있지만, 상류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뚱뚱한 부자로 대표되는
도시의 악인과 같은 악당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되갚아주는 채플린은 영락없이 허름한 옷의
떠돌이 찰리처럼 행동한다. 채플린의 슬랩스틱은 소품을 사용하는 탁월한 능력, 반복되는 행
동에서의 디테일한 타이밍과 풍부한 표정연기로 웃음을 유발시키고, 훗날 확고해진 아웃사
이더에 대한 애정과 부자에 대한 조롱,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여성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이 영
화에서도 느낄 수 있다.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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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열전

백화열전

프랑스의 장미 Rose-France

필름제공처ㅣArchives françaises du film - CNC, France

1919, 59min, 18fps 35mm, b&w, France,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마르셀 레르비에 Marcel L'Herbier 출연ㅣ클로드-프랑스 에제, 자크 카텔랑, 바이런 쿤

Nov 10 / 18:00 / 시
Nov 16 / 12:30 / 시
Nov 19 / 16:30 / 시

아벨 강스, 제르멩 뒬락, 장 엡스탱, 루이 델뤽과 함께 20년대 인상주의 영화를 만들어낸 뛰
어난 감독인 레르비에는 1917년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영화라는 매체의 고유성에 관심을 가
지고 있었다. 연극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으며, 영화라는 예술만이 표현할 수 있는 순수영
화를 추구했다. 화면의 미적인 표현이나 조형적인 구성을 중시했으며 동시대 예술의 흐름에
도 관심을 가져 말레 스테벵스와 같은 건축가, 페르낭 레제와 같은 미술가와 함께 작업을 했
다. <프랑스의 장미>는 군영화 제작소에서 일하면서 만든 레르비에의 첫 영화로 경찰청 홍보
물로 제작되었지만, 시각적으로 구성된 노래처럼 서정적인 표현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
다. 이후 <故 마티아스 파스칼>(1925), <돈>(1929)과 같은 무성영화 말기의 걸작들을 만들면
서 조형적, 건축적인 장식미보다 아방가르드의 향취가 남아 있는 변주를 사용한 내러티브에
집중하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1943년 유럽의 위대한 감독들을 배출한‘프랑스 고등영
화연구소 (IDHEC)’
를 세워 후진들을 양성했다.

손님 접대법 Our Hospitality
1923, 73min, 35mm, b&w, USA, 전체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버스터 키튼 Buster Keaton 출연ㅣ조 로버츠, 랄프 부시맨, 버스터 키튼

Nov 10 / 16:00 / 시
Nov 13 / 17:30 / 시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The Great Stone Face’
라 불리는 무표정한 얼굴, 아크로바틱의 천재, 채플린과 더불어 영
화언어를 발전시킨 작가. 영화와 관객이 소통하는 방식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키튼이다.
브뉘엘, 달리, 고다르, 성룡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키튼은 영화가 발명된
해에 태어나 쇼, 연극, 영화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방식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1917년 아
버클의 눈에 띄어 영화에 데뷔한 이래 1923년부터 1929년까지 33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최
고의 스타가 되었지만, 유성영화의 도입과 더불어 몸의 언어를 사용하는 키튼의 코미디는 시
대착오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의 영화들은 30여년을 어둠에 묻혀 있다가 60년대 재
발견되어 찬사를 받았다. 그의 영화를 이루는 요소 중 기차, 자동차, 보트, 도르래와 로프는
그의 몸과 결합해 속도감과 방향성, 리듬을 표현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손님 접대법>은
키튼의 뛰어난 신체 기량과 추격의 긴장감이 완벽하게 미장센과 결합한 영화다. 남부의 오랜
관습의 희생양이 된 키튼이 벌이는 생존의 게임은 움직임 자체가 주인공인 것처럼 독자적으
로 리듬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자크 타티, 우디 앨런, 빌리 와일더에게 영향을 주었
고, <선셋 대로>(1950), <라임라이트>(1951)에서 그토록 거부하던 유성영화에 출연한 그의
모습이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바리 부인 Madame DuBarry

탐욕 Greed

1919, 85min, 35mm, b&w, Germany,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에른스트 루비치 Ernst Lubitsch 출연ㅣ폴라 네그리, 에밀 야닝스, 해리 리트케

1924, 140min, 35mm, b&w, USA,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에리히 폰 스트로하임 Erich Von Stroheim 출연ㅣ자수 피츠, 깁슨 고울랜드, 진 헤르숄트

Nov 13 / 15:00 / 시
Nov 18 / 15:00 / 시

루비치는 막스 라인하르트 극단에서 코미디 연기를 하다가 영화계에 입문했다. 주로 현실도
피적인 코미디와 대규모 서사극을 만들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마담 두바리>의 미국 내 흥행
을 계기로 할리우드에 고용되었다. 이후 할리우드의 뮤지컬과 코미디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
로 30년대 할리우드를 장악하고 있었다.‘ 루비치 터치’
라고 불리는 완벽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는데 주로 시니컬한 도시 사람들의 위선과 성적인 긴장감을 주조로 활용하는 능력
이 뛰어났다.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두바리 부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에서 궁정
의 무도회 장면, 프랑스 혁명의 재현이나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과 같은 군중 씬에서 루
비치의 탁월한 연출 감각을 체험할 수 있다. 역동적인 움직임뿐 아니라 정교하게 배치된 일상
적인 감정의 묘사·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위선을 더욱 날카롭게 해부하는 영화를 만들었
다. <마담 두바리>에서 드러나듯 독일에서의 그는 로맨틱 코미디와 재치 넘치는 드라마를
역사와 결합한 역사 스펙터클의 거장이었다. 이 영화는 거대한 세트와 군중씬이 주는 스펙터
클에서도 뛰어날 뿐 아니라 인간적이고 작은 세트에서 벌어지는 궁정의 일상을 통해서도 캐
릭터를 구축하는 재능을 보인다.

Nov 21 / 19:30 / 시
Nov 24 / 14:00 / 시
Nov 29 / 11:30 / 시

그리피스의 조감독으로 경력을 시작한 이래, 1918년부터 1928년까지 무성영화 시대의 중요
한 성취를 이룬 감독으로 기록된다. 20년대 할리우드의 일반적인 관습에 대항해서 예술적인
완전성에 도달하려는 강한 의지를 관철시킨 인물로 괴팍한 성격과 예술가적 반항으로 인해
8편의 영화만을 만들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탐욕>은‘역사상 최초로
할리우드의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술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본을 훼손
당했다.’
고 기록될 만큼 신화적인 작품이다. 원래 영화의 1/4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의 필름
만으로도 최고의 영화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새로운 깊이감의 표현이나 인물의 심리를 대상
에 이입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내러티브의 구조, 색깔과 움직임을 통해 심리를 묘사하거나 탐
욕으로 인해 변해가는 인물을 리얼리즘의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 인간에게 도사린 탐욕과
패배의 끝에 깨닫게 되는 황망함을 표현한 사막 씬은 지금 보아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압권
이다.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령마차 The Phantom Carriage

필름제공처ㅣThe Swedish Institute, Sweden

1921, 106min, 16fps, 35mm, b&w, Sweden,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빅터 쇠스트롬 Victor Sjostrom 출연ㅣ빅터 쇠스트롬, 힐다 보르그스트롬, 토르 스벤베르그

Nov 11 / 20:00 / 시
Nov 19 / 12:00 / 시
Nov 21 / 16:3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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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스트롬은 그리피스, 프리츠 랑, 스트로하임, 무르나우와 더불어 무성영화 시기 가장 위대한
감독 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는 1910년대에 영화를 시작해서 베리만의 <산딸기>(1958)에 출
연할 때까지 영화를 떠나지 않았다. 연출과 주연을 겸한 <유령마차>가 스웨덴에서 성공한
후, 많은 봉급과 예술적인 자유에 매료되어 할리우드로 이주하여, 그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
응한 감독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뛰어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아냄과 동시에 당
시 스웨덴의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알콜 중독을 도덕적. 종교적 구원과 연결시킴으로써 인물
의 내면을 자연주의적인 시각으로 탐구한다. 쇠스트롬은 이후 베리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죽음의 사신은 <제 7의 봉인>(1957)에서 인용되었고, 쇠스트롬의 상징인 말이 끄는 영구
차 장면은 <산딸기>에서 재사용된다. 복잡한 플래시백의 사용 등 내러티브의 발달에 큰 영향
을 미쳤으며, 인간의 열정과 불안, 욕망과 갈등하는 나약한 인간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업 Strike
1925, 82min, 35mm, b&w, Soviet Union,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세르게이 M. 에이젠슈타인 Sergei M. Eisenstein 출연ㅣ막심 슈트라우크, 그리고리 알렉산드로프

1917년 일어난 소련 혁명은 공학도였던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을 혁명적 예술가의 길로 인
도하였다. 창작자로서만 아니라 영화이론가로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에이젠슈타인은 쿨레
쇼프와 푸도프킨이 발전시킨‘몽타주’이론에 마이어홀드의 실험적인 연극이론과 미래파 등
당대의 전위적인 소련 예술가들의 예술론을 접목시켜 혁명기 소련 사회의 요구에 걸맞은 새
롭고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파업>은 에이젠슈타인의 첫 장편영화로 이미지,
쇼트, 개념 등 다양한 영화적 요소들을 충돌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자 하였던 에
이제슈타인의 초기 몽타주 이론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도살당하는 소의 이
미지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유명하다.
Nov 16 / 19:00 / 시 (상영 후 특별강연)
Nov 22 / 13:00 / 시
Nov 28 / 13:00 / 시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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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열전

백화열전

버라이어티 Variety

어머니 Mother

1925, 72min, 22fps, 35mm, b&w, Germany,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앙드레 뒤퐁 Ewald André Dupont 출연ㅣ에밀 야닝스, 말리 델샤프트, 리야 드 푸티

1926, 89min, 35mm, b&w, Soviet Union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브제볼로드 푸도프킨 Vsevolod Pudovkin 출연ㅣ베라 바라노프스카야, 니콜라이 바탈로프, 알렉산드르 치스트야코프

Nov 15 / 15:00 / 시
Nov 18 / 17:30 / 시

<버라이어티>는 하층 계급 인물의 개인적인 심리를 주로 다루고 있는‘실내극영화’
와 남자
주인공이 도시의 유혹에 빠져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그린‘거리영화’
의 특징을 모
두 지니고 있다. 널리 알려진 무르나우의 <마지막 웃음>(1924)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삼
각관계를 이루는 공중곡예사들의 멜로드라마라는 특이한 소재를 다루었으며, 20년대 독일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적. 미학적 성취를 이룬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칼 프로인트의 카메
라는 인물의 사랑, 질투와 같은 심리를 파고들기 위해 자유로운 움직임과 다양한 앵글을 구사
하고, 주관적인 시점과 결합된 움직임은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영화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적인 이야기에 스며든 내면을 시각화한다. 공중곡예 장면은 그 자체로 스
펙터클을 경험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으며, 뒤퐁의 섬세한 감정 연출과 정교한 편집도 뛰
어난 경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뒤퐁과 프로인트는 할리우드로 이주했고 이후 누
아르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혁명기 소련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사람인 브제볼로드 푸도프킨은 쿨레쇼프의 몽타주
이론과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론을 결합시켜 자신만의 몽타주 이론을 완성하였다. 마이어홀
드의 영향을 받은 에이젠슈타인의 영화가 실험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 스타니슬랍스키의 영
향을 받은 푸도프킨의 영화는 사실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 푸도프킨의 대표작인 <어머니>
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효시로 불리는 막심 고리키의 동명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
로 평범한 시골여인이 혁명에 동참하게 되는 과정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관점에서 묘사하
고 있다. 혁명이 절정에 도달하는 모습을 정교한 편집 기법과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
영화의 후반부가 특히 압권이다.
Nov 20 / 12:00 / 시
Nov 23 / 17:00 / 시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르맹 뒬락 걸작선 Germaine Dulac’s Masterpieces

파우스트 Faust

Nov 12 / 14:00 / 시 Nov 17 / 18:00 / 시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26, 116min, 22fps, 35mm, b&w, Germany,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F.W. 무르나우 F.W. Murnau 출연ㅣ귀스타 에크만, 에밀 야닝스, 카밀라 호른

Nov 15 / 20:00 / 시
Nov 17 / 15:00 / 시

무르나우는 독일에서 예술사와 문학을 전공한 후, 프로다간다 필름을 보고 영화감독이 되기
로 결심했다. 1919년 영화계에 입문한 이후 10년 동안 21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연극과 회
화, 만화, 오페라 등 다양한 예술에 뿌리를 둔 무르나우의 특징은 주관적/객관적 시점을 넘나
드는 유연하고 자유로운 카메라 움직임, 내러티브와 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사실적
인 디테일 묘사와 시적인 감성으로 충만한 숏 배치 등이다. <파우스트>는 어둠, 빛과 광선들,
안개와 모래바람, 타오르는 불길, 신적인 후광, 윤곽을 흐리는 명암법, 어둠 속에서 솟아나는
죽음의 망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이미지를 통해 영화라는 매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
을 이미 달성했다고 평가받는다. 할리우드로 건너가 3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로버트 플래허
티와 타히티 섬에서 촬영한 <타부>를 마지막으로 요절했지만, 그가 남긴 빛과 어둠에 잠긴
감성, 탐색하는 카메라의 운동은 이후 영화언어의 진화에 초석을 놓았다. 헤어초크는 <노스
페라투>를 새롭게 해석해서 무르나우에게 헌정하기도 했다.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아나 Moana

여행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a Journey

필름제공처ㅣEYE Film Institut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1927, 38min, 18fps, 35mm, Color, France,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제르맹 뒬락 Germaine Dulac 출연ㅣ엠마 진트, 레이몽 뒤브레이, 로베르 미르페이

20년대 가장 중요한 감독 중 한명인 뒬락은‘순수영화’
의 가치를 옹호했다. 움직임과 이미지
만으로 구성된 영화를 꿈꾸면서 내러티브에 매달리는 영화를 거부하고 움직임의 시각적인
조화에서 영화의 순수한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다. <여행으로의 초대>는 보들레르의 시를 이
미지로 옮긴 듯 한 영화다. 시의 운율은 영화 속 이미지와 움직임의 조합을 통해 리듬감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이 제목은 영화 속의 주요 공간인 선실 모양의 BAR 이름이기도 하다. 이곳
에서 주인공은 무료한 중산층 여성의 삶과 대비되는 여행을 꿈꾸게 되는데, 바다로 상징되는
다른 삶을 일렁이는 바다의 이중노출, 분할 화면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킨다. 작은
배 모형에 적힌 이 제목이 세 번째 등장할 때, 그녀의 보잘 것 없는 일상은‘모든 것이 질서와
아름다움, 호화와 고요, 그리고 쾌락 뿐.’
이라는 보들레르의 시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시적인 감흥과 시각적 이미지가 만나는 경험을 제공받는다.

조개와 성직자 The Seashell and the Clergyman

필름제공처ㅣEYE Film Institut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1926, 95min, 16fps, 35mm, b&w, USA,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로버트 J. 플래허티 Robert J. Flaherty 출연ㅣ파암가스, 페아, 투가이타
1928, 39min, 18fps, 35mm, b&w, France,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제르맹 뒬락 Germaine Dulac 출연ㅣ알렉스 알랑, 제니카 아타나슈, 루시앙 바타이유

에스키모의 삶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북극의 나누크>(1922)의 성공에 힘입어 플래허티는 파
라마운트로부터 폴리네시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것을 제안받게 된다. 아내와 함께
사모아 섬에 도착한 플래허티는 백인들이 이 섬에 도착하기 이전의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고자 하였다. <모아나>는 낚시, 요리, 축제 등 현대문명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의 일상이 담긴 영화로, 플래허티는 인위적인 연출을 통해 작품에 극적
긴장감을 불어넣기보다는 객관적이고 관조적인 시선으로 원주민들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응시하고 있다.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ov 20 / 20:00 / 시
Nov 30 / 11:3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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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토냉 아르토가 시나리오를 쓰고 뒬락이 연출한 이 영화는 인상주의에서 벗어난 그녀의 첫
번째 초현실주의 영화다. 인상주의의 시각적 스타일과 초현실주의의 자유연상기법이 결합된
이 영화는 같은 해에 만들어진 <안달루시아의 개>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유리병이 깨어지
는 순간의 표현이나 느린 걸음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유발시키는 운동감, 미니어처 촬영, 분할
화면 기법, 이중인화된 이미지는 단번에 의미를 찾을 수 없도록 배치되어 있다. 뒬락은 내러
티브의 연속성에서 탈피한 이미지의 배열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늘이거나 공간의 비약적인
이동을 시각화시키고, 얼굴이 갈라지거나 집의 모서리 모양이 변형되는 등 순수한 상상의 세
계 혹은 꿈의 한 부분처럼 표현한다. 길을 기어다니는 성직자의 모습과 디졸브되는 거리의 풍
경이나, 실내의 반짝이는 유리 조각의 빛과 대비되는 실외의 자연적인 풍경 속에서 툭 던져지
는 초현실적인 이미지의 결합은 순수한 시각적 요소가 만들어내는 리듬과 운동감, 시간의 흐
름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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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스 Metropolis(the Complete Metropolis)

서푼짜리 오페라 The Threepenny Opera

1927, 145min, 35mm, b&w, Germany, 12세 관람가, 무성영화, 2010 완전복원판 감독ㅣ프리츠 랑 Fritz Lang 출연ㅣ알프레드 아벨, 구스타브 프롤리히, 브리지트 헬름

1931, 112min, 35mm, b&w, Germany, 15세 관람가 감독ㅣ게오르그 빌헬름 파브스트 Georg Wilhelm Pabst 출연ㅣ루돌프 포스터, 카롤라 네허, 라인홀트 쉰첼

<메트로폴리스>는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걸작이자 SF영화의 효시와도 같은 작품이다.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인류의 미래를 건 인간과 기계 사이의 투쟁을
그린 작품으로 디스토피아적인 비전과 웅장한 세트 등이 돋보인다. 독일이 자랑하던 우파 스
튜디오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무성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영화이기도 하다. 지
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양분된 계급 간 착취의 양상을 통해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이
작품은 1924년 발표된 야콥 프로타자노프의 SF영화 <앨리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앨리타>에 드러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혁명 사상은 프리츠 랑의 손을 거치면서 완
화되었다.
Nov 13 / 19:30 / 시
Nov 18 / 19:30 / 시

무성영화 시대 최고의 스타였던 그레타 가르보와 함께 <기쁨없는 거리>를 연출한 파브스트
는 에리히 폰 스트로하임, 조셉 폰 스턴버그와 더불어 무성영화 시대에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세 명의 거장 중 한 사람이자 매우 감각적이면서도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작품을 연
출한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푼짜리 오페라>는 런던의 암흑가를 무대로 도둑단의 괴수
메키스의 모험담을 그린 뮤지컬 영화로, 베르톨트 브레히트와 쿠르트 바일의 동명 가극을 각
색한 작품이다. 메키스는 거지왕 피첨의 딸 폴리를 유혹한 탓에 거지왕의 적이 되지만, 친구
인 경찰관 브라운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곤 한다. 하지만 피첨의 집요한 압박으로 인해 브라
운이 메키스를 체포하게 되면서 메키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다.
Nov 20 / 17:00 / 시
Nov 28 / 20:00 / 시

마지막 명령 The Last Command

필름제공처ㅣThe collection of George Eastman House

1928, 88min, 16mm, b&w, USA,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조셉 폰 스턴버그 Josef von Sternberg 출연ㅣ에밀 야닝스, 에블린 브렌트, 윌리엄 파웰

백만장자 The Million
1931, 81min, 35mm, b&w, France, 12세 관람가 감독ㅣ르네 클레르 René Clair 출연ㅣ아나벨라, 르네 르페브르, 장-루이 알리베르

여배우 마를렌 디트리히를 발굴한 감독으로 유명한 조셉 폰 스턴버그의 작품으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무렵의 러시아를 배경으로 몰락한 러시아 귀족의 파란만장한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혁명 직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엑스트라 생활을 하면 연명해가던 알렉산드르는 어
느 날 영화감독이 된 자신의 오래된 정적과 마주치게 된다. 자신을 감옥에 보냈던 과거를 잊
지 못한 감독은 알렉산드르를 모욕할 목적으로 그에게 러시아 장교 역할을 맡기게 되고, 알
렉산드르는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맡은 역할 속으로 빠져든다. 독
일 무성영화 시대의 명배우 에밀 야닝스가 알렉산드르 역을 맡았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수상작.
Nov 12 / 11:30 / 시
Nov 17 / 12:30 / 시

※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나이 The Man with a Movie Camera

필름제공처ㅣEYE Film Institut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1929, 70min, 22fps, 35mm, b&w, Soviet Union, 15세 관람가, 무성영화, 2011 복원판 감독ㅣ지가 베르토프 Dziga Vertov 출연ㅣ미하일 카우프만

르네 클레르가 연출한 뮤지컬 영화로 유성영화가 막 도입된 시기의 고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무성 영화시대에 가장 재능있는 감독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르네 클레르는 이 영
화로 유성 영화라는 새로운 영화 기술을 가장 창조적으로 수용한 감독 중 한 사람이라는 평
가를 받게 된다. 파리에 살고 있는 빈털터리 화가 미셸은 어느 날 자신이 산 로또 복권이 일등
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큰 기쁨에 사로잡혔던 그는 이내 자신이 그 복권을 가
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일대 소동이 벌어지게 된다. 영국의 영화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가 1952년 최초로 집계한 영화사의 걸작 10편에 포함되었던 작품.

Nov 10 / 20:00 / 시
Nov 21 / 14:00 / 시
Dec 3 / 16:00 / 시

도시의 거리 City Streets
1931, 83min, 35mm, b&w,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루벤 마물리안 Rouben Mamoulian 출연ㅣ게리 쿠퍼, 실비아 시드니, 폴 루카스

에이젠슈타인과 더불어 혁명기 소련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사람인 지가 베르토프의 영
화세계는 다큐멘터리와 몽타주 기법을 접목시킨‘키노-아이(영화-눈) ’이론으로 요약된다.
“나는 키노-아이. 나는 아담보다 더욱 더 완벽한 인간을 창조한다. […] 나는 몽타주를 통해
새롭고 완벽한 인간을 창조한다”는 선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베르토프의 영화는 소련
혁명에 대한 자부심, 혁명 이론의 기초가 된 유물론적 철학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화 매체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넘쳐난다. 모스크바의 일상을 기록한 <카메라를 든 사나이>
는 베르토프 영화의 결정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미가 돋보이
는 걸작이다.
Nov 13 / 13:00 / 시
Nov 16 / 17:0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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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성영화의 경우에 필름과 영사속도가 달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ov 11 / 11:30 / 시
Nov 20 / 14:30 / 시

마물리안은 30년대 할리우드에서 꾸준히 상상력이 넘치는 작업을 해온 감독으로 독특한 스
타일과 매체를 다루는 숙련된 솜씨 모두를 갖추었다. 러시아에서 그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이
론을 실천하던 연출가였던 전력을 살려 뉴욕에서 연극을 연출하다가 영화계에 입문하게 된
다. 실험적이고 시적인 양식에 이끌려 이미 퇴색해버린 자연주의적인 색채를 버리고 연기와
춤, 음악, 맛깔스러운 대사, 무대 장식과 색깔을 조화롭게 연출할 줄 알았다. 노래와 춤이 섞
인 드라마에 복합적인 카메라 움직임을 사용해서 정서를 극대화하고, 사운드의 효과를 잘 표
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의 거리>는 갱스터의 사랑이야기로, 생략적인 내러티브의 사
용이 돋보이고, 사실적인 대사와 움직임에 능통하며, 카메라의 구도도 탁월하게 사용되었다.
아이러니와 시니컬리즘에 입각한 그의 코미디는 루비치의 영화보다 훨씬 더 예민한 취향과
감각을 구사한다. 초기 작품은 루비치, 르네 클레르, 조지 큐커, 막스 오퓔스와 유사함을 보이
고, 미넬리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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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탈랑트 L’atalante

필름제공처ㅣInstitut Français, France

1934, 89min, 35mm, b&w,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장 비고 Jean Vigo 출연ㅣ미셸 시몬, 디타 파를로, 장 다스테

Nov 12 / 16:00 / 시
Nov 14 / 20:30 / 시
Nov 16 / 14:30 / 시

감옥에서 자살한 무정부주의자의 아들로 태어나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4편의 영화
를 만든 장 비고는 로트레아몽처럼 요절한 천재의 이미지로 남아 있다. 그는 사실적인 묘사와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시적 감흥을 결합시켰으며, 1·2차 세계 대전 사이의 척박한 토양에
서 잠시 동안 피어난 신기루와 같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감식안을 지니고 있었다. 급진적인
정치성향처럼 그가 다루는 주제 또한 그러했고, 영화적으로 몽환적인 초현실주의적 세계에
동의했기 때문에 자유롭고 기발하며 시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우상타파적인 이미지를
즐겨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30년대라는 시대상에 맞춰 단순히‘시적 리얼리즘’
의선
구자로만 인식하는 것은 그의 풍부한 이미지를 받아들일 때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의 유작
인 <라탈랑트>에는 선원들의 일상적인 삶과 욕망으로 들끓는 젊은 연인의 사랑이 혼재하며,
서정성과 광기, 명확함과 몽환주의가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다. 이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물의
이미지는 장 엡스탱, 뒬락의 영화에 등장하는 파도의 일렁거림과 더불어 광기와 회귀, 불안과
평온의 감정까지 지니고 살아 숨 쉬는 정경을 제공한다. 르누아르, 브뉘엘, 장 콕토, 트뤼포,
고다르, 로메르, 멜빌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천사만이 날개를 가졌다 Only Angels Have Wings
1939, 121min, 35mm, b&w,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하워드 혹스 Howard Hawks 출연ㅣ캐리 그랜트, 진 아서, 리타 헤이워스

Dec 1 / 19:00 / 소
Dec 3 / 17:00 / 소
Dec 6 / 14:00 / 소

이 영화는 남미에서 우편물을 배송하는 비행기 조종사들과 그 지역에 새로 발을 딛게 된 사
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속 조종사들은 창공을 날아다닐 특권을 가졌
으면서도 공간의 광활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 협소함 안에 갇혀 있다. 그들에게 자신들
의 직업은 다분히 위험한 운명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것이다. 60년대 미국고전영화의 재평
가의 중심에는 하워드 혹스 감독이 늘 거론된다. 거의 모든 할리우드 장르를 섭렵했고, 수 많
은 장르의 걸작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혹스가 구현한 세계는 주제와 인물,
테크닉에 있어 완고한 일관성을 드러낸다. 예컨대 혹스 영화의 남자 주인공들은 대개 엄격한
노동윤리의 소유자들이며 남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귀는 여자가 없고
외모나 성격이 대조적인 절친한 동료를 거느리고 있다. 혹스의 여자들은 남자의 연인인 동시
에 직업적 동반자다. 혹스의 남자들은 말보다 실천을 믿는 행동주의자들인데, 그들의 행동은
따지고 보면 무의미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실존적 자구책이다. 인간상부터 조명 스타
일까지 크고 작은 패턴을 품은 혹스의 영화는 관찰하기에 무척 즐거운 영화들이다. 여성, 역
사, 인종을 보는 시선의 시대적 한계마저 흥미로운 체크 포인트다.

어느 사기꾼의 이야기 Confessions of a Cheat

필라델피아 이야기 Philadelphia Story

1936, 81min, 35mm, b&w,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사샤 기트리 Sacha Guitry 출연ㅣ사샤 기트리, 마그리트 모레노, 자클린 들루박

1940, 112min, 35mm, b&w, USA, 12세 관람가 감독ㅣ조지 큐커 George Cukor 출연ㅣ캐리 그랜트, 캐서린 헵번, 제임스 스튜어트

배우이자 작가이며, 연극연출가이자 영화감독이기도 했던 사샤 기트리는 다섯 살 때부터 무
대에 섰으며, 작가로서 124편의 희곡과 감독으로서 36편의 영화를 남긴 다재다능한 인간이
었다. 사샤 기트리의 대표작인 <어느 사기꾼의 이야기>는 자신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코미디
로, 어린 시절 경험으로 인해 평생을 남을 속이면서 살아 온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도둑질을 한 죄로 저녁을 굶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그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식중독으로 사
망하는 것을 보고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유머스러운 내용만큼이나
일인칭 내레이션으로 전개되는 형식 또한 인상적인 작품이다.

Nov 21 / 11:30 / 시
Nov 29 / 17:00 / 시
Dec 2 / 14:00 / 시

<가스등>(1944), <스타 탄생>(1954), <마이 페어 레이디>(1964) 등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 고전기 거장 조지 큐커의 작품으로 필립 배
리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캐서린 헵번이 주인공 트레이시 역을 맡았다. 이 영화는
매력적인 이혼녀 트레이시를 중심으로 그녀와 그녀 주변의 남자들 사이에 얽히고설킨 관계
를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트레이시의 새 약혼자와 그녀의 전 남편, 그리고 그녀의 결혼
소식을 취재하러 온 기자까지 모두 트레이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
잡해진다.

Dec 2 / 20:00 / 시
Dec 7 / 17:00 / 시
Dec 12 / 14:00 / 시

마지막 밤 The Last Night

판타지아 Walt Disney’s Fantasia

1937, 98min, 35mm, b&w, Soviet Union, 15세 관람가 감독ㅣ유리 라이즈만 Yuli Raizman 출연ㅣ니콜라이 도로킨, 이고르 아카딘, 타티야나 오쿠네프스카야

1940, 124min, 35mm, Color, USA, 전체관람가 감독ㅣ제임스 알가, 사무엘 암스트롱 외 Various Artists 출연ㅣ레오폴드 스토코브스키, 딤스 테일러, 월트 디즈니

1903년생인 유리 라이즈만 감독은 푸도프킨, 에이젠슈타인, 베르토프 등 소련영화의 전설적
인 감독들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감독이다. 그와 더불어 활동했던 감독들 대부분이 일찍 활
동을 접어야했던 것과는 달리 라이즈만 감독은 스탈린 시대를 무사히 통과한 행운아였다.
1980년대까지 활발한 꾸준히 창작활동을 펼쳤으며, 1982년에는 <Private Life>로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1917년 소련의 10월 혁명 중, 기차역에 고립된 채 구
원병을 기다리던 혁명 세력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 <마지막 밤>은 가장 뛰어난 소련 역사 영
화 중 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Nov 23 / 20:00 / 시
Dec 2 / 17:0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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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 마우스와 디즈니랜드의 창조자 월트 디즈니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판타지아>는 클래
식 음악을 모티브로 한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D단조>, 스
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이 악상에 어울리는 애니메이션과 어우러지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작품. 미키 마우스의 성공에 고무된 월트 디즈니는 예술적 가치를 가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
기를 원했는데,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이 새로운 예술적 매체로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답게 이 영화는 최초로 스테레오로 상영된 상업 영
화이기도 하다.
Dec 3 / 13:3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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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열전

백화열전

설리번의 여행 Sullivan’s Travels

무지개 The Rainbow

1941, 90min, 35mm, b&w, USA, 12세 관람가 감독ㅣ프레스턴 스터지스 Preston Sturges 출연ㅣ조엘 맥크리어, 베로니카 레이크, 로버트 워윅

1944, 93min, 35mm, b&w, Soviet Union, 15세 관람가 감독ㅣ마르크 돈스코이 Mark Donskoy 출연ㅣ니나 알리소바, 베라 이바쇼바, 옐레나 티야프키나

Nov 30 / 14:00 / 소
Dec 3 / 20:00 / 소

자신이 직접 쓴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었던 프레스턴 스터지스는 1940년대 미국 중산층의
위선, 가족의 문제를 통해 사회상과 정치를 풍자했다. 스크루볼 코미디의 귀재라는 별명을 가
졌지만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늘 생각하는 진지한 예술가이기도 했다. 프랭크 카프라
가 1930,40년대 선량한 미국인의 이상을 제시했다면, 스터지스는 안락함만을 목표로 하는
미국식 이상주의를 꼬집는 역할을 했다. <설리번의 여행>은 카프라와 같은 코미디를 찍어오
던 영화감독 설리번이 사회성 짙은 드라마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를 만들겠다는 결심
에서 비롯된 이야기다. 실제 세상을 체험하러 길을 나선 후 예상치 못한 소동에 휘말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는 죄수들이‘ 미키 마우스’
를 관람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웃음이
야말로 영화가 세상을 향해 낼 수 있는 목소리임을 깨닫게 된다. 이 영화는 영화라는 매체와
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기반영적인 고백이 담긴 진지한 드라마이자 길 위에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는 로드무비, 웃음의 생성 과정을 추적하는 코미디다. 코미디와 진지한 드라마를
결합하는 능력은 코엔 형제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붉은 손의 구피 It Happened at the Inn

필름제공처ㅣInstitut Français, France

1943, 104min, 35mm, b&w,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자크 베케르 Jacque Becker 출연ㅣ페르낭 르두, 조르주 롤랑, 블랑셰 브르누아

Nov 11 / 14:00 / 시
Nov 24 / 11:00 / 시
Dec 2 / 11:00 / 시

베케르는 1930년대부터 르누아르의 조감독 생활을 하다가 코미디와 스릴러가 결합된 탐정
물로 데뷔했다. 베케르의 영화는 내러티브의 복잡한 구성보다 캐릭터가 중심이 되고, 스타일
의 과시보다는 절제된 표현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평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누벨바그 평론가들에게 르누아르, 콕토, 브레송, 멜빌과 대등한 지지를 받으면서 재평가되었
다. <붉은 손의 구피>는 폐쇄적인 마을에서 살고 있는 무수한‘구피들’
이 엉뚱하게 꼬여가는
사건을 통해 자신의 됨됨이를 세밀하게 드러내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베케르 특유의 위트
가 넘치지만 누아르풍의 멜로드라마를 통해 정교함과 느긋함이 공존하고, 인물들을 오랜 시
간 관찰함으로 얻어지는 비극적인 리얼리즘을 엿볼 수 있다. 그는 평범한 인물들과 있을 법한
내러티브를 통해 사람과 우정이라는 주제를 탐구했고, 배신과 충의는 그의 영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냉소적이면서도 비관적이고, 인간사를 오랜 시간 지켜보고 싶었던 그는
<탐욕>(1924)을 만든 스트로하임과 르누아르의 영화를 존경했다.

에이젠슈타인의 제자이자 연출부 출신인 마르크 돈스코이는 고리키에 관한 영화 <고리키의
어린 시절>로 명성을 얻게 된다. <무지개>는 제 2차 대전이 막바지에 달하던 1944년에 제작
된 전쟁 영화로, 독일군에 맞서는 소련 파르티잔들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전쟁으로 인해
소련 영화산업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어렵게 제작된 영화인만큼 침략자에 맞서는 소련
인들의 영웅적인 희생과 용기를 긍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소련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목적이었는데, 돈스코이 감독은 이런 애국적인 메시지를 우아하고 고귀하
게 전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ov 28 / 15:30 / 시
Dec 1 / 20:00 / 시

마리아 칸델라리아 Portrait of Maria

필름제공처ㅣFILMOTECA DE LA U.N.A.M., Mexico

1944, 94min, 35mm, b&w, Mexico, 15세 관람가 감독ㅣ에밀리오 페르난데스 Emilio Fernándaz 출연ㅣ돌로레스 델 리오, 페드로 아르멘다리즈, 알베르토 갈란

마리아 칸델라리아는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존재다. 그녀를 사랑하고 도
우려고 하는 유일한 존재인 로렌조는 병에 걸린 마리아를 위해 약을 훔치다가 이로 인해 감
옥에 갇히게 된다. 그를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 화가의 모델로 일하며 돈을 모으던 마리아는
누드모델이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거절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화가는 다
른 모델을 고용해서 누드화를 완성하고, 이 그림이 마리아의 것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그녀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다. 오로즈코나 리베라 등의 벽화화가들처럼 멕시코 문화의 가치
를 드러낸 영화감독으로 인정받고 있는 에밀리오 페르난데스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이자
그의 대표작.
Nov 30 / 17:00 / 시
Dec 4 / 20:00 / 시

텍스 에이버리 애니메이션 Tex Avery’s Animation

우회로 Detour

Dump-Hounded 1943, Who Killed Who? 1943, Swing Shift Cinderella 1945 King-Size Canary 1947, Bad Luck Blackie 1949, Little Rural Riding Hood 1949

1945, 67min, 16mm, b&w,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에드가 G. 울머 Edgar G. Ulmer 출연ㅣ톰 닐, 앤 세비지, 클라우디아 드레이크

필름제공처ㅣ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ustralia

1943~ 49, 44min, Color, USA, 전체관람가 감독ㅣ텍스 에이버리 Tex Avery

Nov 28 / 18:00 / 시
Dec 1 / 12:30 / 시
Dec 9 / 12:3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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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만화영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버리
지 않았던 에이버리는 워너브라더스에서‘벅스 버니’
라는 캐릭터를 창조했다. 40년대 워너의
영화에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 후, 1942년 MGM으로 옮겨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세상
사에 무심한 듯 느리고 능청맞은 개‘드루피’검은 고양이, 멍청한 늑대, 섹시한 여가수 레드
핫을 통해 부조리와 과장에 근거한 자신만의 세계를 드러낸다. 디즈니의 상냥한 인물들과 반
대로 그의 캐릭터들은 프레임 밖으로 나와 영사를 방해하거나 영화가 끝났다고 거짓말도 하
고, 극장을 나가는 관객을 때리기까지 한다. 그는 장난을 즐기고,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는 무
중력의 상태를 실험하고 표현하기를 좋아했으며,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환시켜 관객들
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즐겼다. <딕 트레이시>를 읽고 있는 드루피처럼 만화라는 매체를 적
극적으로 드러내는 유머를 선호했다. 그의 자유로운 발상과 실험정신은 움직임만으로 가장
탁월한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고, 그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규범이 성립되었다.

Nov 29 / 15:00 / 시
Dec 4 / 15:00 / 시

울머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시대의 체코에서 태어나 라인하르트 극단에서 세트를
디자인했고, 이후 표현주의 시기의 독일과 할리우드에서 두루 활동한 B급 영화의 대가다. 그
가 만든 120여 편의 영화들 가운데 상당수는 2만 달러도 되지 않는 예산과 6일 정도의 촬영
기간 안에 만들어낸 것들이지만 웨스턴, 누아르, 호러, 멜로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불가능한 장
르도 없었고, 물리적인 결핍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림자의 사용,
고딕적인 세트와 자기파멸로 이끌려 들어가는 탐욕과 모호하게 변형된 죄의식과 운명을 토
대로 한 내러티브를 통해 부조리하고 어두운 세계를 구현했다. <우회로>는 피아니스트의 우
발적인 살인과 뒤틀린 불안을 탁월한 공간감각, 강렬한 빛과 그림자의 대비로 시각화시키고,
오가지도 못한 채 자신의 덫에 갇혀버리는 남자의 운명을 안개와 비를 이용한 디테일한 분위
기로 표현했다. 오랜 시간 어둠에 묻혀 있었던 그를 재발견한 트뤼포, 고다르와 존 벨튼에 의
해 그는 한계 안에서도 자신의 세계를 뚜렷하게 각인시킨 작가로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1959)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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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 Notorious

스트롬볼리 Stromboli

1946, 101min, 35mm, b&w,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알프레드 히치콕 Alfred Hitchcock 출연ㅣ캐리 그랜트, 잉그리드 버그만, 클로드 레인즈

1950, 81min, 35mm, b&w, Italy/USA, 15세 관람가 감독ㅣ로베르토 로셀리니 Roberto Rossellini 출연ㅣ잉그리드 버그만, 마리오 비탈, 렌조 체사나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걸작 중 하나. 2차 대전 중 우라늄을 놓고 독일 스파이와
미국 스파이 간에 벌어지는 암투를 그린 작품으로, 캐리 그랜트가 미국인 스파이 역을, 이중
의 계략에 빠진 여주인공 역을 잉그리드 버그만이 맡았다. 이 영화에서는 우라늄이 숨겨진 지
하 창고 열쇠를 가진 잉그리드 버그만의 손을 보여주는 장면이 특히 유명하다. 이층 베란다에
서 롱쇼트로 시작하여, 천천히 잉그리드 버그만을 향해 다가 선 카메라가 그녀의 손에 들린
열쇠를 클로즈업으로 포착하는 이 장면은, 우아한 카메라의 움직임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영
화 도입부에서 관객들에게 문제의 핵심을 알려줌으로써 극적 긴장을 유지시켜 나가는 히치
콕 특유의 연출 기법이 더욱 인상적이다.
Dec 4 / 17:00 / 시

Dec 6 / 17:00 / 소
Dec 11 / 14:00 / 소

도망자 The Fugitive

필름제공처ㅣ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ustralia

1947, 104min, 16mm, b&w, Mexico/USA, 15세 관람가 감독ㅣ존 포드 John Ford 출연ㅣ헨리 폰다, 돌로레스 델 리오, 페드로 아멘다리즈

어느 시골사제의 일기 Diary of a Country Priest
1951, 115min, 35mm, b&w, France, 12세 관람가 감독ㅣ로베르 브레송 Robert Bresson 출연ㅣ클로드 레이두, 장 리베이레, 아드리앙 보렐

140편이 넘는 영화를 연출했지만 포드는 <역마차>(1939)에서 서부극의 고전적 규범을 정착
시켰고, <수색자>(1956)와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1962)를 통해 스스로 만든 세계를
성찰하고 변주했다. 그는 서부극의 종결자다. 하지만 포드 자신은 순박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간결한 이야기에 담아내는 것을 좋아했다. <도망자>는 포드가 좋아한 영화이며, 그 자신이
원했던 대로 만들어졌지만 당시 평론가들에게 최악의 영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영화
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인‘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에서 착안한 그레이엄 그린의 <권력
과 영광>을 영화로 옮긴 것이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권력층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부의 나약
함과 패배감, 전락을 거쳐 죽음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따라가면 광대한 모뉴먼트 밸리의
풍광은 종교적 숭고에 이른다. 브레송적인 서부극이라 할만한 기이한 걸작.
Dec 4 / 12:30 / 시
Dec 9 / 17:00 / 시

필름제공처ㅣInstitut Français, France

1949, 88min, 35mm, b&w,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장 피에르 멜빌 Jean-Pierre Melville 출연ㅣ하워드 버넌, 니콜 스테판, 장 마리 로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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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20세기를 대표하는 매체라면, 로베르 브레송은 이 현대적 매체의 가장 훌륭한 대변인
중 한 사람이다. 1901년에 태어나 1999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여 년에 걸쳐 13편의 장
편영화를 만들었던 로베르 브레송은 영화의 탄생과 전개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한 인물일 뿐
만 아니라, 그 자신 새로운 영화의 역사를 창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베르나노스의 동명 소설
을 영화로 옮긴 <어느 시골사제의 일기>는 브레송의 세 번째 장편 영화로 원작의 문장을 내
레이션과 자막을 통해 온전하게 인용함으로써‘읽는 영화’
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또한 이 작품에 드러난 인간 존재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소매치기>(1959), <당나귀 발타자
르>(1966), <무셰트>(1967) 등 브레송의 주요작품을 가로지르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Dec 3 / 11:00 / 시
Dec 6 / 20:00 / 시
Dec 8 / 14:30 / 시

바다의 침묵 The Silence of the Sea

Dec 1 / 11:00 / 소
Dec 7 / 14:00 / 소
Dec 10 / 17:00 / 소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로셀리니는 네오리얼리즘의 출발을 알
린 <무방비도시>(1945) <전화의 저편>(1946)을 만든 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로 건너가
<독일영년>(1948)을 만들었다. 그는 영화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선구자일 뿐 아니
라 고전영화의 범주를 벗어나는‘모던시네마’
를 창안했으며, 픽션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허물고 영화와 TV라는 매체를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자신의 성찰을 이미지와 소리
에 담아냈다. 또한 그는 할리우드의 스타인 잉그리드 버그만과의 스캔들로 세상을 놀라게 했
고, 그로 인해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할리우드 자본으로 이탈리
아의 아주 작은 섬에서 찍은 <스트롬볼리>는 이질적인 두 가지 세계의 충돌이 내러티브를 관
통한다. 외부인과 내부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 할리우드라는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스타와 현
실과 대면해야 하는 모던시네마의 배우를 통해 버그만으로 대표되는 할리우드 스타의 이미
지와 로셀리니로 대표되는 실재가 만나게 된다. 삶과 앎, 영화의 현실을 관통하는 화산폭발
장면은 넘실거리는 용암만큼이나 무수한 질문을 제기한다.

열렬한 시네필이자 카우보이 모자를 쓴 미국영화광, 허먼 멜빌의 이름을 자신에게 붙이고 레
지스탕스로 활동했던 멜빌은 어릴 때부터 16mm카메라로 습작을 찍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독자적인 제작 방식으로 25년간 13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선악이 불분명한 주제, 모순적이
고 복합적인 인물, 브레송에 버금가는 엄격한 형식, 실존주의적 허무가 두드러진 영화들에서
차가움과 절제미, 침묵을 통한 정서의 환기, 독특한 리듬감은 반복을 통한 제의처럼 기능하면
서 독특한 범죄 누아르의 세계를 구축했다. <바다의 침묵>은 저예산, 최소한의 스태프와 무
명배우, 로케이션 촬영을 실천한 그의 데뷔작이다. 독일군 점령기의 프랑스인 가정으로 강제
입주당한 독일인과 프랑스인의 관계를 통해 정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전쟁의 비정함을
절제된 이미지에 담아내고 있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것은 프랑스/독일, 문화/침략, 침묵/독백
의 반복에서 발생하는 감흥이다. 누벨바그 감독들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영
화적 스승인 베케르의 <구멍>(1960)에 경의를 표했고 존 휴스턴의 <아스팔트 정글>을 특히
좋아했으며,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에 출연하기도 했다.

쾌락 Pleasure

필름제공처ㅣInstitut Français, France

1952, 97min, 35mm, b&w,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막스 오퓔스 Max Ophüls 출연ㅣ클로드 도핀, 가비 모를레이, 마들렌 르노

Dec 3 / 11:00 / 소
Dec 7 / 17:00 / 소

독일 출신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오퓔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할리우드를 떠돌며 주로 멜로드라마를 만들었다. 사회적 제약 때문에 좌절하고 희생당하는
여성의 삶과 그녀들의 뒤틀린 욕망은 부조화와 비극으로 가득 찬 오퓔스 특유의 세계로 구체
화된다. 그는 할리우드 고전적 스타일에 자신의 특징을 접목시킬 줄 알았고, 허공을 부유하는
듯 한 카메라 이동을 통해 이미지의 풍부함과 우아함, 인물의 심리를 앞서지 않는 사려 깊음
과 세상에 대한 아이러니와 신랄함, 순수한 사랑과 슬픔의 감정까지 녹여낼만큼 움직임에 있
어 가장 탁월한 감독으로 기록된다. <쾌락>은 모파상의 이야기를 옴니버스로 구성한 영화로,
쾌락과 젊음/순수함/죽음과의 관계를 행복과 연관 지어 말하고 있다. 그저 아름답지만 않은
행복을 인식하게 되는 마지막 씬의 바닷가는 화려하고 정교하게 조율된 실내의 씬들과 대조
를 이루면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쾌락의 속성과 아름다움의 덧없음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드러낸다. 더글라스 서크가 멜로드라마를 활용하는 방법, 미조구치 겐지의 비극과 유사한 세
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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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에서 On Dangerous Ground

필름제공처ㅣ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ustralia

1952, 82min, 16mm, b&w,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니콜라스 레이 Nicholas Ray 출연ㅣ아이다 루피노, 로버트 라이언, 워드 본드

Nov 30 / 20:00 / 시
Dec 5 / 12:30 / 시

1950년대 할리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 중 하나인 니콜라스 레이는 가장 개인적이고 독특
한 장르영화를 만들었다.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인물들의 불안과 비극, 열정과 소외를 탁월
한 공간 구성, 색채와 빛의 조절, 카메라의 움직임, 인물의 사소한 제스처, 인물의 행동과 카
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독창적 시각적 스타일로 표현했다.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적
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에 대한 애정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었고 미
국의 평단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누벨바그 감독들에 의해 음울하고도 파괴적이
고 고통에 찬 그의 세계가 비로소 인정받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는 폭력이 일상이 된 경찰
의 도시생활과 하얀 눈으로 덮인 시골로의 이동에 따른 두 가지 대립되는 세계를 보여준다.
고독과 무력함이 배경을 이루는 도시를 벗어나 영적인 안식의 세계를 잇는 매개체는 스릴러
라는 장르가 된다. 장르의 규범을 만들면서 스스로 그 법칙을 깨어버리는 레이의 능력이 돋보
인다.

어느 사이클리스트의 죽음 Death of a Cyclist

필름제공처ㅣFilmoteca Española, Spain

1955, 88min, 35mm, b&w, Spain/Italy, 15세 관람가 감독ㅣ후안 안토니오 바르뎀 Juan Antonio Bardem 출연ㅣ루치아 보제, 알베르토 클로사스, 카를로스 카사라빌라

Dec 1 / 14:00 / 시
Dec 5 / 17:30 / 시
Dec 10 / 13:00 / 시

후안 안토니오 바르뎀은 프랑코 치하 군사정부가 영화 제작을 통제하던 시기, 억압적인 스
페인 사회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감독이다. 반정부적인 사상 때문에 영화학
교에서 졸업장을 받지 못했고, 신문과 잡지에 기사와 비평을 쓰거나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
들고, <오브젝티보>라는 잡지를 만들어 상영 금지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감독으로
데뷔한 이후 평론으로 저항하던 그의 무기는 영화가 되었다. 독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모던
시네마의 창작론에 입각한 영화제작으로 실천하면서 프랑코시기를 정면 돌파했던 감독으로
기록된다. 이후, 제작사를 만들어 망명 중이던 브뉘엘을 스페인으로 불러들여 <비리디아
나>(1961)를 만들게 했고, 씨네 클럽의 활성화와 비평담론의 확대, 검열에 반대하는 문화조
직을 만드는 등 이론과 실천에 매진했다. <어느 사이클리스트의 죽음>은 안토니오니의 <사
랑이야기>(1950)와 닮아 있는 누아르 풍의 범죄영화로 우발적인 사고를 통해 균열되는 사랑
과 죄의식, 나태에 빠진 스페인 지식인의 허상을 고립된 미장센으로 시각화했다.

밴드 왜건 Band Wagon

아카딘 씨 Mr. Arkadin

1953, 111min, 35mm, Color,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빈센트 미넬리 Vincent Minnelli 출연ㅣ프레드 아스테어, 시드 채리스, 오스카 레번트

1955, 93min, 35mm, b&w, France/Spain/Switzerland, 15세 관람가 감독ㅣ오슨 웰스 Orson Welles 출연ㅣ오슨 웰스, 마이클 레드그레이브, 패트리샤 메디나

뮤지컬의 거장 빈센트 미넬리의 대표작 중 하나로 위기에 처해 있던 영화사 MGM을 위기에
서 건진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프레드 아스테어는 진저 로저스와 콤비를
이루어 1930년대와 40년대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뮤지컬 스타다. <밴드 왜건>에 출연할
당시 50세를 넘긴 나이였던 프레드 아스테어는 이 영화에서는 시드 채리스와 콤비를 이루어
예전과는 다른 매력을 선보임으로써 재기에 성공하게 된다. 명장면들이 많지만 특히 아스테
어와 채리스가 공원에서 듀엣으로 춤을 추는 장면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다.

Dec 4 / 15:00 / 소
Dec 10 / 14:00 / 소

<대외비>라는 다른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아카딘 씨>는 오슨 웰스가 할리우드를 떠나 유럽
에 머물던 시기에 발표된 작품이다. 상업적으로 재앙에 가까웠던 <상하이에서 온 여인
>(1947)과 <맥베드>(1948)를 연출한 직후, 오슨 웰스는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자유’
를 선택
해서 유럽으로 떠나게 된다. <아카딘 씨>는 <제 3의 사나이>에서 웰스 자신이 연기했던 해
리 라임에 관한 라디오 드라마를 각색한 작품이다. 권력, 몰락, 거짓말, 기억, 그리고 비밀 등
오슨 웰스의 고유한 주제들이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숨겨진 비밀을 플래시백을 이용해 추적
하는 과정은 <시민케인>과도 유사하다. 영화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도입부의 우화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Dec 5 / 15:00 / 시
Dec 8 / 20:00 / 시

길의 노래 Song of the Little Road

필름제공처ㅣNational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India

1955, 122min, 35mm, b&w, India, 전체관람가 감독ㅣ사트야지트 레이 Satyajit Ray 출연ㅣ카루나 반네르지, 카누 반네르지, 수비르 반네르지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 All That Heaven Allows
1955, 89min, 35mm, Color, USA, 12세 관람가 감독ㅣ더글라스 서크 Douglas Sirk 출연ㅣ제인 와이먼, 록 허드슨, 아그네스 무어헤드

인도영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트야지트 레이 감독이 영화의 길로 뛰어들게 된 데는
두 감독의 도움이 있었다. 한 사람은 <강>을 촬영하기 위해 인도에 머물고 있던 장 르누아르
감독이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자전거 도둑>을 연출한 비토리아 데 시카 감독이었다. 장 르
누아르의 격려와 레이 감독이 런던 여행 중에 본 <자전거 도둑>이 선사한 감동을 자산으로
레이는 자신의 첫 영화 <길의 노래>를 만들게 된다. 1920년대 벵갈을 배경으로, 브라만 계급
에 속한 가난한 소년 아푸와 그의 가족들의 삶을 묘사한 영화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고단
한 삶을 살아가는 아푸의 가족에게 닥쳐오는 기쁨과 절망의 순간들을 네오리얼리즘적인 시
선으로 포착한 작품이다. 이른바‘아푸 3부작’첫 영화.
Nov 23 / 11:00 / 시
Nov 29 / 20:0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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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제공처ㅣ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ustralia

Dec 6 / 11:00 / 소
Dec 11 / 20:00 / 소

1950년대 멜로드라마의 거장인 서크는 1934년 독일 우파에서 영화를 만들어 성공을 거두었
다. 하지만 그는 반나치주의자였고 그의 아내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유럽을 떠돌다가 할리
우드에 안착하게 된다. 이후 <마음의 등불>(1954), <바람에 쓴 편지>(1957), <슬픔은 그대
가슴에>(1959)등을 만들어 전성기를 맞았지만, 건강의 악화와 미국문화에 대한 환멸 때문에
스위스와 독일에서 은거하며 영화계에서 멀어져갔다. 서크는 50년대 부르주아와 가부장적
인 문화의 오만과 편견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미국 사회의 모순과 폐쇄성을 뛰어넘고자
했다. 푸른색과 노란색으로 넘쳐나는 화려한 색감, 공간과 빛의 활용, 거울과 창문을 활용한
미장센은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주요한 장치가 된다.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은 통속적인
멜로드라마를 통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실천한 감독의 면모를 절
대적인 신파 안에 담겨진 숭고함과 아름다움에 빗대어 확인할 수 있는 영화다. 파스빈더는
70년대 독일에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를, 토드 헤인즈는 2000년대 미국에서 <파 프롬
헤븐>을 만들어 그의 세계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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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 The Cry

필름제공처ㅣCinecittà Luce, Italy

1957, 116min, 35mm, b&w, Italy/USA, 15세 관람가 감독ㅣ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Michelangelo Antonioni 출연ㅣ스티브 코크런, 알리다 발리, 벳시 블레어

서부의 사나이 Man of the West
1958, 100min, 35mm, Color,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안소니 만 Anthony Mann 출연ㅣ게리 쿠퍼, 줄리 런던, 리 J. 콥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는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와 더불어 네오리얼리즘의 쇠퇴 이후 퇴조
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탈리아 영화를 다시금 세계 영화계의 주역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했던 감독이다. 그는 <정사>(1960)로 칸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모더니즘 영화
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외침>은 안토니오니가 아직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이전에 발표된 작품으로,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는 네오리얼리즘적인 색채가 드러나지만, 주
제적인 측면에서는 인간 내면의 상처, 치명적인 사랑, 소통 불가능성 등 안토니오니 특유의
문제의식들이 드러나 있는 걸출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Nov 30 / 14:00 / 시
Dec 5 / 20:00 / 시
Dec 8 / 11:30 / 시

Nov 30 / 20:00 / 소
Dec 6 / 20:00 / 소
Dec 12 / 11:00 / 소

안소니 만은 제작자 데이빗 O. 셀즈닉의 눈에 들어 영화계에 입문한 후 스터지스의 조감독으
로 활동하다가 1942년 저예산 뮤지컬과 멜로드라마로 데뷔했다. 이후 여러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스타일을 구사했지만, 그의 진가가 발휘된 것은 제임스 스튜어트와 함께
작업한 50년대 서부극이다. 시원적인 풍경의 사용과 정서적인 집중력,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전개되지 않는 내러티브, 복잡한 내면을 가진 주인공, 심리적인 디테일, 분별력을 지닌 약탈
자는 그의 세계에서 이후 서부극에게 고스란히 이식되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그의 인물
들은 존 포드의 신화가 빚어낸 고전기의 서부극을 뛰어넘었고 폭력의 전조나 상황에 대한 묘
사는 샘 페킨파, 세르지오 레오네,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영향을 미쳤다. <서부의 사나이>
는 황량한 사막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이자, 빛나던 영광이 사라져 유령들이 부유하는 일종의
종말론을 내포한 영화다. 안소니 만은 포드의 세계에는 있던 것들이 없는 서부극의 종말을 지
켜본다.

도쿄의 황혼 Tokyo Twilight

히로시마 내 사랑 Hiroshima, My Love

1957, 140min, 35mm, b&w, Japan, 12세 관람가 감독ㅣ오즈 야스지로 Ozu Yasujiro 출연ㅣ하라 세츠코, 류 치슈, 아리마 이네코

1959, 90min, 35mm, b&w, France/Japan, 15세 관람가 감독ㅣ알랭 레네 Alain Resnais 출연ㅣ엠마누엘 리바, 오카다 에이지, 스텔라 다사스

Dec 1 / 16:30 / 시
Dec 9 / 19:30 / 시

오즈 야스지로는 19살에 쇼치쿠에 입사한 후, 53편의 작품을 남겼다. 로우앵글, 가상선을 위
반하는 카메라, 인서트로 이루어진 필로우 숏 등의 독창적 스타일로 기억되는 오즈는 <꽁치
의 맛>(1962)을 유작으로 남기고 60회 생일날 죽음을 맞이했다. <도쿄의 황혼>은 오즈의 영
화에 늘 등장하는 화창하고 맑은 날씨, 아버지의 자상한 미소, 안온한 가족 풍경, 통과의례적
인 결혼과 장례,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고받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영화다. 대신
매서운 바람, 황폐한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다방, 버려진 공터를 배회하는 젊은이들이 등장
한다. 분홍 벚꽃이 사르륵 떨어지는 감흥의 순간은 사라진다. 하얀 눈발이 삶에 지친 아버지
의 어깨 위로 쌓이고, 어두운 밤의 가로등이 창밖으로 보인다. 이 순간은 오즈의 중·후기 영
화와 너무 달라서 기이한 감정마저 생긴다. 그의 영화중에서 가장 어두운 현실이 마스크를 쓴
하라 세츠코의 얼굴로 시각화된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과 나긋한 음성을 지워졌기 때문
에 그녀의 어두운 표정을 보면서 일종의 비밀을 엿보는 듯 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오즈의 세
계는 벤더스, 에리세, 자무시, 카우리스마키, 허우 샤오시엔 등에게 영감을 주었고, 허우 샤오
시엔은 <카페 뤼미에르>를 그에게 헌정했다.

필름제공처ㅣInstitut Français, France

영화평론가 파록 가파리에 따르면 알랭 레네의 영화는‘인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집’
이
다. 이 감독에게 있어서 기억의 문제는 그의 영화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다. 기억의
메커니즘, 기억의 영화적 재현, 집단적 기억으로서 역사 등이 이 감독의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다. 알랭 레네의 첫 번째 장편극영화인 <히로시마, 내사랑> 역시 기억에
관한 영화다. 1957년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는 2차 대전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프랑스 여인과 일본 남자가 등장한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그들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영화는 고통스런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생생
하게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이 영화는 기억에 관한 영화이자 동시에 망각에 관한 영화이다.
Nov 23 / 14:00 / 시
Dec 3 / 18:30 / 시 (상영 후 특별강연)
Dec 6 / 17:30 / 시

아이언 게이트 The Iron Gate

여름의 연대기 Chronicle of a Summer

1958, 77min, 35mm, b&w, Egypt, 15세 관람가 감독ㅣ유세프 샤힌 Youssef Chahine 출연ㅣ유세프 샤힌, 파리드 쇼키, 하산 엘 바루디

1961, 85min, 35mm, b&w,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에드가 모랭, 장 루슈 Edgar Morin, Jean Rouch 출연ㅣ안젤로, 레지스 드브레이, 자크

이집트 출신의 유세프 샤힌은 40여 편의 장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아랍권을 대표하
는 감독이다. <아이언 게이트>는 카이로의 중앙역을 배경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네오리
얼리즘적인 방법론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샤힌 특유의 휴머니즘적인 시선이 소박한 소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배우로 활동하기도 한 샤힌 감독이 직접 키나위 역을 맡아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다. 이 작품은 펠리니의 <8과 2분의 1>에 비견될 정도로 유세프 샤힌에게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7년, 칸영화제는 50주년을 맞아 유세프
샤힌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그의 영화작업 전체에 대해 특별상을 수여하였다.

Dec 6 / 15:30 / 시
Dec 10 / 11:00 / 시
Dec 15 / 17:3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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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0 / 11:00 / 소
Dec 26 / 17:00 / 소
Dec 28 / 11:00 / 소

인류학자이자 다큐멘터리 작가, 120편의 영화를 만든 열정적 감독, 베르토프로부터 시네마
베리테의 방법론을 창안한 사람, 누벨바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장본인, 아프리카에 매혹
된 사람, 영화를 만드는 자신만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사람, 삶에 개입되는 카메라를 통해
영화가 구축되는 과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 다큐멘터리/픽션, 현실/초현실, 자발성/조작, 과학
/영화의 경계를 허물고자 평생 탐구한 사람. 장 루슈다. <여름의 연대기>은 사회학자 모랭과
함께 1960년 파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삶을 영위하는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의 삶과 두 사람의 질문, 카메라가 서로 상호작
용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영화다. 단순한 기록이 아닌 인식과 촉매를 이끌어내는 카메라를 통
해 현실의 표면에 숨겨진 진실을 포착한 인류학적 관찰일지이자 픽션과 다큐멘터리의 경계
를 허무는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제시했던 그는 그토록 사랑하던 아프리카에서 2004년 사
망했다. 그는 고다르,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요리스 이벤스와 더불어 카
메라와 세계, 현실의 관계를 진실된 태도로 탐구한 작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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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디아나 Viridiana

필름제공처ㅣFilmoteca Española, Spain

1961, 90min, 35mm, b&w, Spain/Mexico, 15세 관람가 감독ㅣ루이스 브뉘엘 Luis Buñuel 출연ㅣ실비아 피날, 프란시스코 라발, 페르난도 레이

Dec 6 / 13:00 / 시
Dec 10 / 15:00 / 시

무신론자, 무정부주의자, 막시스트, 프로이트주의자, 초현실주의자, 물신주의자, 풍자가, 스
페인 사람. 브뉘엘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그가 만든 영화들은 이 제한적인 단어의 조
합보다 크고 자유롭다. 그는 유럽과 멕시코를 오가면서 카톨릭 교회, 부르주아, 파시즘을 비
꼬고 공격하는 영화를 평생 만들었다. 그는 프리츠 랑의 영화에 매혹되어 감독이 되기로 결심
하고, 장 엡스탱의 조감독으로 영화계에 입문한다. 충격적인 데뷔작 <안달루시아의 개
>(1928)에서 시작된 초현실주의인 경향은 이후 그의 작품 모두에 스며든 토대가 된다. <비리
디아나>는 25년간의 멕시코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찍은 영화로 그 해 칸영화제에
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지만 스페인에서 상영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비리디아나의 종교적
소신으로 둔갑한 신경증과 부랑자들 간의 동거가 빚어내는 기묘한 욕망이 화학작용을 일으
켜 가톨릭의 상징과 부르주아의 억눌린 욕망은 뒤틀림과 조롱이 되어버린다.

게르트루드 Gertrud

필름제공처ㅣThe Danish Film Institute, Denmark

1964, 117min, 35mm, b&w, Denmark, 15세 관람가 감독ㅣ칼 테오도르 드레이어 Carl Theodor Dreyer 출연ㅣ니나 펜스 로데, 벤트 로테, 바드 오베

드레이어의 마지막 영화 <게르트루드>는 할마르 쇠더버그의 동명희곡을 각색한 작품이다.
연극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이 작품은 폴 슈레이더에 따르면 드레이어가 말년에 이르
러 자신의 초기 스타일인 실내극적 스타일로 돌아간 작품이다. 또한 공간 구성에서는 드레이
어의 예술세계에 영향을 미친 화가 함메르쇠이와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작품이기도
하다. 드레이어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를 즐겨 만들었는데, 신념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잔 다르크가 드레이어의 영화세계 전반기를 대표하는 여성 캐릭터라면,“ 사랑이 전
부”라고 말하며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게르트루드는 드레이어의 영화세계 후반기를
대표하는 여성 캐릭터다.
Dec 7 / 20:00 / 시
Dec 9 / 14:00 / 시

스콜피오 라이징 + 파장 (총 73분)

아내는 고백한다 A Wife Confesses

필름제공처ㅣ부산아시아필름아카이브

1961, 91min, 35mm, b&w, Japan, 15세 관람가 감독ㅣ마스무라 야스조 Masumura Yasuzo 출연ㅣ와카오 아야코, 가와구치 히로시, 오자와 에이타로

Dec 10 / 11:00 / 소
Dec 27 / 11:00 / 소

마스무라 야스조는 시대를 앞서간 모더니스트이지만, 살아생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1990년대 말 위대한 작가로 재평가되었다.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후, 미조구치
겐지와 이치가와 곤의 조감독으로 경력을 시작한다. 서구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그는 개
인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자 했으며‘일본영화의 전통’
을 공격하는 영화를 평생 동
안 만들었다. 특히 일본 문화의 순응적인 본성과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소외에 대한 주제는 그
의 영화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또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기 위해 성과 폭력에 담긴 정치적 함
의를 끌어들이거나,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여성을 통해 사회적 구속에 저항하는 고집을 드러
내기도 했다. 특히 모던하고 대담한 연출, 빠른 속도감, 강렬한 심리적 시간을 체험하게 만드
는 숏들의 배열은 일본에서 좀처럼 접하기 힘든 영화적 경험을 제공했다. 여성의 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욕망과 광기를 표현한 <아내는 고백한다>에서 그의 페르소나가 된 와카오 아야
코의 신들린 듯한 연기를 경험할 수 있다. 집단과 체제보다 개인의 의지와 자유를 갈구하는 그
의 영화는 일본전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일본영화가 되었다.

방랑기 A Wanderer’s Notebook

필름제공처ㅣ부산아시아필름아카이브

1962, 124min, 35mm, b&w, Japan, 15세 관람가 감독ㅣ나루세 미키오 Naruse Mikio 출연ㅣ다카미네 히데코, 다나카 키누요, 다카라다 아키라

Dec 22 / 17:00 / 소
Dec 26 / 14:00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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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 야스지로가 단아한 가족 풍경 안에서 태어남, 떠나감, 늙어감,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나
루세 미키오는 남자와 여자와 빛을 통해 세상과 남녀관계의 균열을 보여준다. 하야시 후미
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방랑기>는 미천한 삶을 살면서도 생존을 위해 매달려야 했던
글쓰기의 기록을 들려준다. 그는 1920년 열다섯의 나이로 쇼치쿠에 입사해서 <찬바라 부
부>(1930)로 데뷔했고 <흐트러진 구름>(1967)까지 89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자주 오즈와
비교되거나 그의 그림자에 가려있는 존재로 알려졌지만 사후 10년 후부터 그가 얼마나 여성
의 삶, 사회와 인간의 관계, 살아감의 비애에 정통한 멜로드라마의 대가인지 새롭게 조명되
었다. 인간 감정의 리듬을 따라 움직이는 카메라의 유연함, 좁은 실내를 비집고 들어서는 인
물의 움직임, 실내와 바깥을 연결하는 숏들의 배치, 인물이 걸어갈 때의 트래킹 숏, 조명의
사용은 후미코의 삶에 숨결을 불어넣고 온갖 풍파에도 지속되는 삶의 불가해함을 객관적으
로 바라본다.

Dec 11 / 18:00 / 시

스콜피오 라이징 Scorpio Rising
1964, 28min, 16mm, Color,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케네스 앵거 Kenneth Anger 출연ㅣ어니 알로, 브루스 바이런, 프랭크 카리피

케네스 앵거는 미국 언더그라운드 영화의 역사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혁신적인 작업을 한 감
독. 장 콕토의 영향을 받았고, 데릭 저먼의 호모섹슈얼과 자의식의 표현에 영향을 주었으며,
워홀과 더불어 언더그라운드 영화계에서 결실을 맺은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사도마조히즘적
동성애를 대담하게 표현하는 <불꽃>을 본 콕토의 초청으로 파리로 이주했으나 체류기간 동
안 제작비 조달이나 상영 등의 문제로 인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스콜피오 라이징>은 당시 청소년문화의 화신인 오토바이 폭주족 문화를 동성애, 악마
주의, 자살욕구, 대중매체에 의해 부추겨진 욕망, 나치즘의 숭배와 연결시킨다. 연출한 장면
과 기록영화의 한 부분, 만화나 영화, 죽음의 사신처럼 등장하는 해골로 이루어진 몽타주를
구성해낸다. 또한 가죽 자켓, 청바지, 체인, 벨트, 게이잡지, 경찰차, 호모섹슈얼한 이미지들
이 내러티브의 전개와 상관없이 등장하면서 공격적인 몽타주와 대중음악으로 구성된 사운드
가 강렬함을 전달하고, 훗날의 뮤직비디오를 연상하게도 만든다. 혁신적인 소재와 강렬한 이
미지는 퀴어 영화에게 영감을 제공했고, 마틴 스코시즈, 데이비드 린치, 파스빈더에게 큰 영
향을 미쳤다.

파장 Wavelength
1967, 45min, 16mm, Color, Canada/USA 15세 관람가 감독ㅣ마이클 스노우 Michael Snow 출연ㅣ홀리스 플램튼, 린 그로스먼, 나카자와 나오토

<파장>은 60년대 아방가르드 영화 중에서 가장 우상 파괴적이고 독창적인 실험들 중 하나이
다. 45분 동안 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줌의 움직임이 전부인 이 영화가 왜 최고의 찬사를 받았
을까. 방을 가로질러 벽에 붙은 파도 사진을 향해 렌즈가 다가가는 동안 가끔 인물이 등장해
별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사라진다. 우발적인 죽음, 존 레논의 노래를 듣는 것, 창에 기대 웅
크리는 것, 창문을 닫는 것, 가구를 옮기는 것, 그리고 디졸브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유령의 형
상. 이 영화는 필터와 초점의 변화, 실내조명과 인공조명,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고 사라지는
빛들을 통해 영화라는 매체가 지금 대상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지각하라고 알려준다. 마이클
스노우는 순수영화의 이상을 실험하고 실천한 작가다. 그의 신조처럼 프레임을 불투명한 창
으로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본다면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빛, 조명, 색깔, 점점 증폭되는 전자
음 사운드를 통해 프레임과 소리의 파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영화라는 매체, 미학, 지각을
탐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시도이며 프레임 자체를 보는 방법을 비어있는 방을 통해 우리에게
교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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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Happiness

흑인소녀 Black Girl

1965, 79min, 35mm, Color,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아녜스 바르다 Agnès Varda 출연ㅣ장-클로드 드루오, 클레르 드루오, 올리비에 드루오

1966, 65min, 35mm, b&w/Color, France/Senegal, 15세 관람가 감독ㅣ우스만 셈벤 Ousmane Sembene 출연ㅣ음비신 테레즈 디오, 안느 마리 젤리넥, 로베르 퐁탕

Dec 15 / 14:00 / 소
Dec 21 / 17:00 / 소
Dec 28 / 20:00 / 소

사진작가로 활동하다가 영화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바르다는 누벨바그 감독 중 유일한 여성
감독이며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면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
한 감독 중 하나이다. 그녀는 읽는 듯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원했고, 영화가 다른 예술과
맺는 관계에도 관심이 많았다. 또한 카메라 안에 담기는 사람들의 삶, 특히 여성의 삶에 애정
을 품고 있었다. 관습화된 규범을 버리고, 주체로서의 여성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지극히 개
인적인 영화, 비평적 에세이에 가까운 다큐멘터리, 일상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나와 너의 연
대감을 중요시하며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행복>은 개봉당시 논란을 일으켰을 만큼 그 당
시에 보기 드문 급진적인 영화다. 행복하다고 믿으며 살던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되면서
자살한다. 남편은 그녀와 닮은 또 다른 아내와 함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 아내들은 계
절에 따라 색이 달라지듯 파란 여름, 노란 봄, 황금색 가을로서 남편의 곁에 존재한다. 강렬한
노랑과 파랑색을 사용한 미장센과 자연스럽게 인물을 관찰하는 카메라, 진정한 행복이란 무
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그녀의 세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세네갈 출신의 우스만 셈벤은 작가이자 아프리카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며, 동시에 동시대
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투사이기도 하다. 이십대에 난민의 신분으로 마르세이
유에 정착한 우스만 셈벤은 그곳에서 항구 노동자로 10년의 세월을 보낸다. 1956년 자신의
경험을 담은 소설 <항구 노동자>를 발표한 우스만 셈벤은 영화공부를 위해 모스크바로 떠난
다. <흑인소녀>는 우스만 셈벤이 소련에서 돌아와 연출한 첫 장편영화로, 생계를 위해 고향
과 가족을 떠나 프랑스로 이주한 세네갈 출신 소녀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이 영화로 우스만
셈벤은 아프리카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인정받게 된다.

Dec 11 / 11:30 / 시
Dec 14 / 20:00 / 시

바람 속의 질주 Ride in the Whirlwind

나는 행복한 집시들을 만났다 I Even Met Happy Gypsies

1965, 82min, 35mm, Color,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몬티 헬만 Monte Hellman 출연ㅣ잭 니콜슨, 카메론 미첼, 밀리 퍼킨스

1967, 94min, 35mm, Color, Yugoslavia, 15세 관람가 감독ㅣ알렉산다르 페트로비치 Aleksandar Petrovic 출연ㅣ베킴 페미우, 올리베라 카타리나부코, 벨리미르 지보지노빅

Dec 8 / 17:30 / 시
Dec 12 / 20:00 / 시
Dec 18 / 14:00 /시

로저 코먼 사단이 배출한 스코시즈와 코폴라가 작가 대접을 받고 있을 때 몬티 헬만은 홀로
동떨어진 노선을 걸어야 했다. 그는 새로운 미국 영화의 서막을 알린 니콜라스 레이, 새뮤얼
풀러와 스코시즈를 비롯한 감독들 사이에 놓인 감독으로 60년대 뉴 아메리칸 시네마에 합류
하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정서로써 미국 사회의 암울함을 정확하게 드러냈다. 서부극이나 범
죄드라마와 같은 장르 안에서 장르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고전적인 내러티브를 거부하며 싸
늘할 정도로 마약과 부정부패, 전쟁과 불안, 암살과 폭동으로 찌든 미국을 성찰적으로 바라봤
다. <바람 속의 질주>는 <복수의 총성>(1967)과 더불어 미국의 이상이 상실된 공허와 그 곳
에 그냥 던져진 채 생존해야 하는 실존적 고립을 말하고 있다. 이후 무수한 작품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작업하였지만 그는 아직까지 꾸준히 작품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영화
는 <버팔로 66>(2000)을 만든 빈센트 갈로에게 영감을 주었고, 타란티노에게는 제작비를 주
어 <저수지의 개들>(1996)을 만들게 했다.

필름제공처ㅣYugoslav Film Archvie, Yugoslavia

1960년대 정치적, 경제적 해빙기를 맞이한 유고슬라비아에‘검은 물결Black Wave’
이라는
새로운 영화적 흐름이 나타난다. 네오리얼리즘과 유럽의 뉴웨이브 영화에 영향을 받은‘검은
물결’
세대 감독들은 권위적이고 교조적인 기존의 유고슬라비아 영화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세르비아 출신의 알렉산다르 페트로비치 감독은 이‘검은 물결’세대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그의 연출작 <나는 행복한 집시들을 만났다>는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하여 중앙 유럽에 거주
하고 있는 집시들의 삶을 사실적이면서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성을 살리기 위해 집시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배우들을 기용하였다. 1967년 칸영화제 심
사위원특별상 수상작.
Dec 12 / 11:00 / 시
Dec 17 / 16:00 / 시

화해불가 Not Reconciled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 The Hour of the Furnaces

1965, 55min, 16mm, b&w, West Germany, 15세 관람가 감독ㅣ장-마리 스트라웁 Jean-Marie Straub 출연ㅣ다니엘 위예, 하인리히 하게쉬아이머, 칼하인즈 하게쉬아이머

1970, 260min, 35mm, b&w, Argentina, 15세 관람가 감독ㅣ페르난도 E. 솔라나스, 옥타비오 제티노 Fernando E. Solanas, Octavio Getino 출연ㅣ페르난도 E. 솔라나스, 마리아 드 라 파즈

장-마리 스트라웁과 다니엘 위예는 정치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가장 급진적인 감독이다. 예
술적 영역에서 그들은 초기 영화가 간직했던 현실과의 순수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정
치적 영역에서는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 폭력 투쟁도 불사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인리히 뵐의『9시 반의 당구』를 각색한 이들의 두 번째 영화 <화해불가>는 나치 지배 시절
독일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독일의 현대사를 재조명한 작품이다. 장-마리 스트라
웁은 이 영화에 대해“혁명(1849년)에 실패하였으며, 파시즘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성공하지
못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폭력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오직 폭력만이 도
움이 될 뿐’
이라는 영화의 부제만으로도 작품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Dec 7 / 14:30 / 시
Dec 11 / 20:00 / 시
Dec 22 / 12:3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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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난도 솔라나스와 옥타비오 제티노는 1960년대 말 아르헨티나 영화계에 혁명적인 변화
를 주도한 영화그룹‘시네 리베라시옹’
의 일원이었다.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는‘시네 리베
라시옹’
의 대표작으로 정권의 탄압을 피해 3년간 비밀리에 제작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정
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 이 영화는‘신식민주의의 폭력과 해방에 관한 기록
과 증거’
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서구 제국주의가 라틴 아메리카에 끼친 해악을 고발하고 반제
국주의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메시지가 있다. 초기 소비에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강렬한
몽타주 효과 등 관객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영화적 장치들이 사용되었다.

Dec 14 / 11:00 / 시
Dec 22 / 14:3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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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열전

백화열전

THX 1138 THX 1138

관계의 종말 Pat Garrett & Billy the Kid

1971, 86min, 35mm, Color,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조지 루카스 George Lucas 출연ㅣ로버트 듀발, 도널드 플레전스, 돈 페드로 콜리

1973, 122min, 35mm, Color,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샘 페킨파 Sam Peckinpah 출연ㅣ제임스 코번,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밥 딜런

<THX1138>은 <스타워즈> 시리즈의 창조자 조지 루카스의 데뷔작으로 루카스가 학생 시절
에 만든 단편영화 <전자 미로 : THX 1138 4EB>을 발전시켜 만든 작품이다. 약물로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는 미래의 지하세계에서 사랑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주인공 THX 1138
은 자신의 여성 룸메이트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끊고 사랑의 감정과 성적인 욕망을 회복하게
된다. 금지된 행위가 발각되면서 THX 1138은 투옥되지만, 자유를 찾아 지하세계를 탈출하게
된다. 코폴라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이 저예산 SF영화는 루카스의 팬과 SF영화 애호가들
은 물론 심지어 루카스에 대해 비판적인 비평가들로부터도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Dec 13 / 18:30 / 소
Dec 22 / 11:00 / 소
Dec 27 / 17:00 / 소

Dec 17 / 14:00 / 소
Dec 25 / 14:00 / 소
Dec 28 / 14:00 / 소

서부극을 꾸준히 제작했으며, 60년대 장르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페킨파는 존 포
드를 존경했지만 실제로 그가 만든 영화는 라울 월시, 돈 시겔, 안소니 만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 선혈이 낭자한 폭력의 묘사나 협잡꾼에 가까운 악당 묘사는 자주 레오네, 이스트우드와
비교되곤 한다. 평생을 알콜중독과 약물중독, 조울증과 편집증을 겪은 그에게 부드럽고 섬세
한 예술가적 기질과 공격적인 폭력성이 공존한다. <관계의 종말>은 죽는 순간까지 영화를 놓
지 않았던 그의 마지막 서부극이다. 선한 사람과 악당의 구분이 없는 무법천지인 세상, 노년
을 편하게 지내기 위해 친구마저 팔아넘긴 팻과 끝까지 멋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빌리, 빌리
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밥과 빌리들의 삶은 정정당당함과 거리가 먼 비겁함으로 채워진다.
시원스럽게 전개되는 내러티브와 인물과 사건에 몰입하도록 만들든 리듬감은 한국어 제목처
럼 서부라는 공간, 장르, 인간관계를 포함해 모든‘관계의 종말’
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든다.
밥 딜런의 출연과 그가 부른 주제가‘Knocking on the Heaven’
s Door’
로 더욱 유명한 영화

맥케이브와 밀러 부인 McCabe & Mrs. Miller

셀린느와 줄리, 배타러 가다 Celine and Julie Go Boating

1971, 120min, 35mm, Color,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로버트 알트만 Robert Altman 출연ㅣ워렌 비티, 줄리 크리스티, 윌리엄 드베인

1974, 193min, 35mm, Color,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자크 리베트 Jacques Rivette 출연ㅣ줄리엣 베르토, 도미니크 라부리에, 마리-프랑스 피지에

워렌 비티와 줄리 크리스티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서부영화와 동일한 시공간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존 포드 등의 정통 서부영화와는 전혀 다른 영화다. 도박꾼 맥케이브는 대단한 총잡
이라는 부풀려진 소문을 무기로 낯선 마을에서 술집과 사창굴을 운영하며 부를 축적한다. 사
업수완이 뛰어난 밀러 부인과 동업을 시작하면서 맥케이브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해가는데,
토지 거래 건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멕케이브는 원하지 않았던 결투를 벌여야할 상황에 처하
게 된다. 미국 영화계에서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던 로버트 알트만이 <매쉬>로 국제적 명성을
얻으면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던 시기에 발표된 작품이다.

Dec 19 / 13:00 / 소
Dec 25 / 11:00 / 소
Dec 28 / 17:00 / 소

다른 누벨바그의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자크 리베트 또한 시네필에서 영화평론가의 길을 거
쳐 감독으로 데뷔하게 된다. 자크 베케르와 장 르누아르의 스태프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1958년 <파리는 우리의 것>을 연출하면서 감독으로서 이력을 시작하게 된다. <셀린느와 줄
리, 배 타러 가다>는 데이비드 톰슨으로부터“<시민케인> 이후 가장 독창적인 영화”
라는 호
평을 받은 작품으로, 두 젊은 여인들이 낡은 집에서 신비로운 환상을 경험한 이후 일상을 잊
고 점점 환상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모습과 그녀들만의 환상극장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체험
들을 흥미진진하게 묘사하고 있다.

Dec 11 / 13:30 / 시
Dec 16 / 10:30 / 시
Dec 19 / 16:00 / 시

쳐다보지 마라 Don’t Look Now

컨버세이션 The Conversation

1973, 110min, 35mm, Color, UK/Italy, 15세 관람가 감독ㅣ니콜라스 뢰그 Nicolas Roeg 출연ㅣ줄리 크리스티, 도널드 서덜랜드, 힐러리 매이슨

1974, 113min, 35mm, Color, USA, 15세 관람가, 복원판 감독ㅣ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Francis Ford Coppola 출연ㅣ진 핵크만, 해리슨 포드, 존 카제일

Dec 7 / 11:30 / 시
Dec 12 / 17:00 / 시
Dec 20 / 20:0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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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뢰그는 70년대 영국에서 가장 특이하고 도발적인 감독이다. 시네필로서의 삶, 영어
더빙, 클래퍼 보이를 비롯한 현장의 잡일을 거쳐 트뤼포의 <화씨 451도>를 비롯해 로저 코
먼, 리처드 레스터, 존 슐레진저 등 명망 있는 감독의 영화를 촬영하다가 70년대에 연출을 시
작한다. 레네나 레스터의 영향을 받아 내러티브를 파편화시키는 것을 좋아했으며, 시각적 스
타일을 중시하며 규범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했다. 시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사용한
플래시 포워드, 거울을 이용한 미장센, 반복적인 상징, 색채의 강조, 과감한 카메라 앵글과 복
잡한 편집은 리얼리즘이 지배적인 70년대에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쳐다보지
마라>는 그의 특이한 이미지 연출능력이 돋보이는 초자연적인 스릴러 영화로, 죽은 딸을 둘
러싼 남편과 아내의 기묘한 일상이 베니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물의 이
미지는 거울과 마찬가지로 불길하고 사악한 기운을 뿜어내고, 맹인 영매나 신부, 성당의 모자
이크와 성상 등 등장하는 모든 존재가 기이하고 불길한 악몽으로 변해간다.

<대부> 시리즈와 <지옥의 묵시록> 등을 연출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작품. 한 쌍의
젊은 남녀의 대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도청 전문가 해리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뜻하
지 않게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도리어 자신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표면
적으로는 살인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추리 영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주제는 현대인의 소외와 고독이다. 코폴라 감독은 해리의 도청기를 통해 끊임없이 울려나오
는 사람들의 대화와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해리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
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소외의 문제를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974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다.
Dec 3 / 14:00 / 소
Dec 11 / 11:00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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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노바 Casanova

히틀러 Hitler : A Film from Germany

1976, 155min, 35mm, color, Italy/USA, 18세 관람가 감독ㅣ페데리코 펠리니 Federico Fellini 출연ㅣ도널드 서덜랜드, 티나 오몬트, 시슬리 브라운

1977, 429min, 35mm, b&w/Color, West Germany/France/UK, 15세 관람가 감독ㅣ한스 위르겐 지버베르크 Hans-Jügen Syberberg 출연ㅣ앙드레 헬러, 해리 바에르, 하인즈 슈베르트

Dec 23 / 10:30 / 소
Dec 25 / 17:00 / 소

이탈리아 시골에서 태어난 펠리니는 학교교육을 거부하고 도망쳐 거리에서 자라난다. 그때
보았던 삶의 모습은 그의 영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서커스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광대라고
지칭했으며, 휴머니즘이 실현되거나 좌절되는 이야기, 평생 사랑한 여인이라는 존재,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면서도 어느 순간 개인의 지독한 욕망과 불안증을 말하고, 개인의 분질
적인 고독과 인간에 대한 연민을 통해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네오 리얼리
즘의 시대에 영화 제작을 시작했으나 영화라는 매체에 자신을 투영하는 개인적인 영화 만들
기도 두려워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카사노바>는 <사티리콘>(1969)과 더불어 쾌락
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카사노바의 전성기를 훌쩍 지나 늙고 쇠락한 모습으로
등장해 젊음과 늙어감, 삶의 화려함과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한 그림자를 통찰한다. 로셀리
니와 데 시카의 영향을 받았으며, 콕토, 고다르, 트뤼포, 베리만과 유사한 흐름도 가지고 있
다. 우디 앨런은 <8과 2분의 1>에게 오마주를 보낸 <스타더스트 메모리즈>를 만들기도 했
다.

한스 위르겐 지버베르크의 영화세계는 18세기적인 합리주의와 19세기적인 신비주의라는 독
일의 정신적 유산에 근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란 진정한 의미의‘종합예술’
이
라고 생각하는 지버베르크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대작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히틀러>
역시 상영시간만도 7시간이 넘는 대작으로, 이 영화는‘한 편의 독일 영화’
‘
, 독일의 꿈’
‘
, 겨
울 동화의 끝’
‘
, 우리, 지옥의 아이들’
의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히틀러>에 대해 지버베
르크 감독은“한 인간의 삶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대한 영화”이며,‘ 우리 속에
있는 히틀러’
에 관한 영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Dec 13 / 13:00 / 시
Dec 21 / 13:00 / 시

무법자 조시 웨일즈 The Outlaw Josey Wales

비올란타 Violanta

1976, 135min, D-cinema, Color, USA, 15세 관람가, 2010 디지털 복원판 감독ㅣ클린트 이스트우드 Clint Eastwood 출연ㅣ클린트 이스트우드, 손드라 로크, 빌 맥키니

1978, 95min, 35mm, Color, Switzerland, 15세 관람가 감독ㅣ다니엘 슈미트 Daniel Schmid 출연ㅣ루시아 보제, 마리아 슈나이더, 루 카스텔

Dec 19 / 10:30 / 시
Dec 24 / 13:30 / 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1960년대 세르지오 레오네의 마카로니 웨스턴에서 비정하고 냉혹한
인물을 주로 연기했고,서부극이 쇠퇴한 70년대에는 돈 시겔의 <더티 해리>에서 거친 마초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오랜 기간 박스 오피스의 스타였다. 70년대에 감독으로 데뷔하면서
맬파소라는 자신의 프로덕션을 만들어 제작도 겸하게 된다. 레오네와 시겔로부터 그가 직접
연기하면서 정립된 미니멀한 연기 스타일과 연출적인 면에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도 해마
다 작품을 만들고 있는 그에게 서부극은 자신을 세상에 알린 장르이자 미국적 이상주의의 성
지였다. <무법자 조시 웨일즈>는 모던 웨스턴의 걸작 중 하나로 기록된다. 노예를 해방시킨
북군의 난폭함, 인디언 마을로 숨어들어가 늙은 인디언과 교류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
초가 된 전쟁의 실상을 보게 됨으로써 자신의 땅을 빼앗겼던 인디언들과의 공존은 불가능했
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서부극이 이미 사라진 후에 이 영화를 만들고, 이후 만들어
진 <용서받지 못한 자>(1933)를 통해 쇠락한 서부의 사라짐을 애도하고 그 의미를 반추한다.
<그랜 토리노>(2008)는 두 영화와 함께 연기자로서, 감독으로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미국인으로서의 서부극에 대한 깊은 시선을 찾을 수 있다.

<비올란타>는 오페라 연출가이기도 한 스위스의 영화감독 다니엘 슈미트의 대표작으로, 감
독 자신이 성장기를 보냈던 이탈리아 국경의 계곡 마을을 배경으로 한 미스테리 장르 영화.
과부 비올란타는 이 계곡 마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이지만 그녀의 삶은 거짓
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 전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
러난다. 근친상간, 자살, 살인, 유령 등의 소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작품에 대해 더글
라스 에드워즈는“기이하고, 비잔틴적이며, 불투명하며, 오페라적이며, 터무니없으며, 무아
지경일 정도로 아름다운”영화라고 평하고 있다.

Dec 15 / 15:00 / 시
Dec 24 / 11:00 / 시

중국식 룰렛 Chinese Roulette

스토커 Stalker

1976, 96min, 35mm, Color, West Germany/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Rainer Werner Fassbinder 출연ㅣ안나 카리나, 브리지트 미라, 울리 롬멜

1979, 163min, 35mm, b&w/Color, West Germany/Soviet Union, 15세 관람가 감독ㅣ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Andrei Tarkovsky 출연ㅣ알렉산드르 카이다노프스키, 알리사 프레인드리크

뉴저먼 시네마를 대표하는 감독 파스빈더는 자신에 따르면 장 뤽 고다르와 더글라스 서크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파스빈더의 영화에는 멜로드라마적 속성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혼재되어 있다. <중국식 룰렛>은 위장된 평화 속에서 살아가던 가족이 뜻하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당시의 독일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각자 정부를 대동하고 별장을 찾은 부부가 예기치 않게 서로 마주치
게 되면서 감추어 놓았던 추악한 진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결국 비극적인 파멸에 이르
게 되는 과정을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심리극이다.

Dec 16 / 14:30 / 시
Dec 19 / 13:30 / 시
Dec 25 / 17:3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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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은 스탈린 사후 찾아온 소련영화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감
독이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적 이상은 19세기 러시아의 문예전통을 20세기적인 매체인 영
화를 통해 구현하는 것이었다. 인간존재의 실존적, 정신적,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혁명기 소련영화와는 차이가 있다. <스토커>는 타르코프스키가 소련에서 만든 마지
막 영화로 <솔라리스>, <거울>과 더불어 이른바 타르코프스키의‘고해 3부작’
의 마지막 영
화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가장 내밀한 소원을 실현시켜 준다는 비밀의 방을 찾아 떠나는 세
남자의 긴 여정을 다른 <스토커>는 SF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장르영화적인 특성보
다는 타르코프스키 특유의 구도적인 주제 의식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Dec 10 / 17:00 / 시 (상영 후 특별강연)
Dec 16 / 19:30 / 시
Dec 18 / 16:3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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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사의 아내 The Aviator’s Wife

남쪽 The South

1981, 104min, 35mm, Color,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에릭 로메르 Eric Rohmer 출연ㅣ필립 마를로, 마리 리비에르, 마티유 카리에르

1983, 95min, 35mm, Color, Spain/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빅토르 에리세 Victor Erice 출연ㅣ오메로 안토누티, 이시아르 볼라인, 롤라 카르도나

Dec 20 / 16:00 / 소
Dec 23 / 20:00 / 소

누벨바그의 이론가이자 감독인 에릭 로메르는 앙드레 바쟁에 이어 1956년에서 1963년까지
<카이에 뒤 시네마>를 이끌면서 영화사를 관통하는 무수한 질문들을 했고, 동료들보다 늦게
데뷔를 하면서는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활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인
간 개인의 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를 추적하는 카메라에 가벼우면
서도 엄숙하고, 감성적이면서도 섹슈얼한 감정을 담아냈다. 그리고 평생 한 편의 영화를 찍는
듯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비행사의 아내>는 그가 80년대에 만든‘희극과 격언’연작 중
하나로 현대 프랑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다. 16mm 카메라와 최
소한의 스태프로 에세이 형식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1인칭 시점을 포기하고 시점을 변경하
며 이야기를 뒤섞어 심리적인 리얼리즘에 충실하려고 했다. 삶과 현실, 마음과 사소한 행동,
옆으로 비스듬히 바라보는 인물의 시선이 정교하게 배치된 미장센 안에서 세심하게 조율되
고, 심리학자와 같이 섬세하고 치밀한 시선과 감각으로 말과 이미지를 배치하는 리듬을 발견
할 수 있다. 샤브롤과 함께 책을 썼을 정도로 히치콕을 좋아하고, 르누아르의 휴머니즘과 시
적 리얼리즘을 사랑한다.

Dec 22 / 20:00 / 시
Dec 25 / 20:00 / 시
Dec 30 / 14:00 / 시

에리세는 영화적으로 누벨바그, 앙드레 바쟁, 작가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프랑코 독재라는 스
페인의 정치적 맥락에서 검열을 피해 은유적인 영화들이 지배적인 양식이 되어가던 시대의
영향을 받은 영화평론가이자 감독이다. 그는 1973년부터 30년 동안 단 3편의 장편 영화만을
만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아왔다. 진지하면서도 조용한 시선으로 역사와 개인의
관계를 탐색하는 리얼리즘의 주제의식을 지니면서도 영화 매체에 대한 성찰과 시적인 내러
티브와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다. <남쪽>은 아버지의 여자가 남쪽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녀의 이야기다. 단순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삶을 응시하는 감독의 시선이다. 풍경을
통한 시간의 성찰, 간결한 구도를 가진 공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빛으로 서서히 밝아지고 어
두워지는 뛰어난 색감과 빛의 사용이 빼어나다. 간결하지만 함축적인 그의 스타일은 스페인
내란이라는 역사적 토대와 바로크 시대의 회화에 베르메르가 끼친 영향, 네오리얼리즘의 흔
적을 담아내고 있으며 삶으로서의 영화와 세계와의 관계를 탐구한다. 절제된 대사와 침묵, 발
화되지 않는 말은 삶과 죽음, 역사가 서로 맞물리면서 깊은 울림을 줄 것이다.

코미디의 왕 The King of Comedy

사랑의 행로 Love Streams

1983, 109min, 35mm, color,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마틴 스코시즈 Martin Scorsese 출연ㅣ로버트 드니로, 제리 루이스, 산드라 버나드

1984, 141min, 35mm, Color,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존 카사베츠 John Cassavetes 출연ㅣ지나 롤랜즈, 존 카사베츠, 세이무어 카셀

할리우드 장르영화와 네오리얼리즘을 포함한 유럽 예술영화에 열광한 시네필 스코시즈는 포
드, 미넬리, 레이, 풀러, 카사베츠, 브레송, 고다르, 비스콘티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리얼리즘
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꾸준히 실험했으며, 예술영화의 전통을 가졌으
면서도 다양한 장르영화를 만들고 있다. 리틀 이탈리아, 신실한 카톨릭 집안이라는 배경은 이
민자,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인물을 통해 미국 사회의 병폐를 파헤치도록 만들었다. <코미
디의 왕>은 과대망상의 그물에 사로잡힌 인물이 벌이는 소동과 납치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
는 성공신화를 비판한다. 미디어에 진출해서 자신의 재능을 부와 명성으로 교환하려는 펍킨
은 점점 큰 파장을 그리며 파국으로 치닫는 고전 할리우드의 주인공과 닮았다.
Dec 16 / 17:00 / 시
Dec 23 / 20:00 / 시
Dec 25 / 12:30 / 시

Dec 20 / 13:00 / 소
Dec 26 / 20:00 / 소

미국독립영화의 아버지 카사베츠는 할리우드 시스템과 그 바깥 모두를 경험하면서 영화를
찍은 감독이다. 할리우드의 간섭을 버티지 못하고 자신만의 제작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으나
제작비 조달을 위해 할리우드에서 연기를 하기도 했다. 저예산, 느슨한 시나리오와 즉흥적인
방식, 시네마 베리테의 영향, 핸드헬드 카메라를 사용한 자유로운 촬영과 끊어지는 편집은 이
후 미국영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랑의 행로>는 그의 마지막 영화로, 지극히 현실적인 방
식으로 형제의 관계를 탐색하다가 초현실과 오페라를 연상케 하는 뮤지컬로 변형된다. 강박
증처럼 보이는 스타일과 주제에 대한 고집은 내러티브는 넘어서는 인물들의 관계망과 심리
적 스트레스를 드러낸다. 신경질적일 정도로 집요하게 인간의 병적인 유약함을 파고 들었던
그의 카메라가 마지막 씬에 멈추게 되면 삶의 불가해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험을 제공
한다. 워홀, 고다르, 자크 리베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삶에 대한 비관주의는 베르히만, 안토니
오니와 연결되고, 알트만과 스코시즈에게 자연주의적인 표현법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의 사랑 To Our Loves

수람 요새의 전설 The Legend of Suram Fortress

1983, 95min, 35mm, Color,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모리스 피알라 Maurice Pialat 출연ㅣ상드린 보네르, 모리스 피알라, 크리스토프 오당

1986, 88min, 35mm, Color, Soviet Union, 15세 관람가 감독ㅣ세르게이 파라자노프, 도도 아바시드제 Sergei Parajanov, Dodo Abashidze 출연ㅣ베리코 안드야파리제, 타마리 치치슈빌리

Dec 15 / 11:00 / 소
Dec 24 / 20:30 / 소
Dec 27 / 14:00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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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로 활동했던 모리스 피알라는 장래가 촉망되는 화가의 길을 버리고 1955년 영화계에 입
문해 조감독 겸 배우로 활동했다. 주변부로 밀려나간 삶과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을 냉소적으
로 비판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탐구했으며 구원과 죽음, 화가로서의 자신을 돌아
보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로셀리니와 르누아르의 영향을 받아 모던시네마의 전통 안에서
영화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탐색을 그치지 않았다. 항상 무언가 지속되는 듯 하지만 텅 비
어버린 시간과 인간관계의 공허함이 그의 영화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 <우리의 사랑>은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의 뒷모습과 헨리 퍼셀의 음악이 들리는 첫 씬에서 그가 표현할 소녀의
삶과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낸다. 소녀는 삶의 지독함을 몸으로 견디면서 살아간다. 불
안한 가정환경,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성적인 방종으로 표현되면서 사랑은 통과의례적인 과
정이 아니라 삶의 슬픔과 이해받지 못하는 감수성의 한부분임을 드러낸다. 황폐한 인간의 관
계나 소통이 부재하는 가정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외로운 인물들의 내면까지 숨을 쉬듯
포착하는 섬세함이 빛을 발한다.

세르게이 파라자노프는 1970년대에 나타난 이른바‘소비에트 누벨바그’
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사람이다. 파라자노프 감독은 자신의 조국 그루지아의 예술적 전통을 영화를 통해 구현
하고자 하였는데, 이런 민족주의적 색채가 연방의 안정을 해친다고 판단한 소련 당국에 의해
그의 작품 대부분이 상영금지 되었으며, 감독 또한 수차례에 걸쳐 투옥당하게 된다. <잊혀진
조상들의 그림자>(1964)에서 폭발적인 카메라 워크를 보여주었던 파라자노프는 <석류의 빛
깔>(1968)부터는 매우 정적이고 회화적인 연출 기법을 선보이는데, 그루지아의 민담에서 소
재를 취한 <수람 요새의 전설> 역시 정적인 화면 구성, 절제된 대사, 비현실적인 에피소드들
의 전개 등 후기 파라자노프 영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Dec 28 / 14:30 / 시
Dec 31 / 14:3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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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열전

백화열전

일린 Yeelen

가위손 Edward Scissorhands

1987, 105min, 35mm, Color, Mali/France 외, 15세 관람가 감독ㅣ슐레이만 시세 Souleymane Cissé 출연ㅣ이시아카 카네, 아우아 상가르, 니아만토 사노고

1990, 105min, 35mm, Color, USA, 12세 관람가 감독ㅣ팀 버튼 Tim Burton 출연ㅣ조니 뎁, 위노나 라이더, 다이안 위스트

말리 출신의 영화감독 슐레이만 시세는“아프리카 출신 감독의 첫 번째 임무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임을 확인시키는 것”
이라고 말한다. 소련에서 영화 공부를 마친 뒤 고국
으로 돌아온 시세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토착 언어와 민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어왔
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일린>의 제목은‘빛’
이라는 뜻으로, 서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
는 밤바라 부족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민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특별한 운명을 부여받고 태
어난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여정
을 떠나는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1987년 칸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작이다.

Dec 23 / 17:30 / 소
Dec 27 / 20:00 / 소

Dec 23 / 14:30 / 시
Dec 31 / 17:00 / 시

필름제공처ㅣAcademy Film Archive, USA

내성적인 소년 팀 버튼은 상상력이 뛰어났으며, TV에서 방영되는 B급 공포영화를 좋아했다.
그는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후 월트디즈니에 입사했으나, 그의 기괴한 상상력은 디즈니에서
받아들여지지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퇴출당한다. 동화적인 아름다움과 B급 공포영화의 시각
적 요소, 코미디를 조합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전통적인 고딕양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주로 코미디와 결합된 공포, 만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코미디, 음습하지만 웃게 만드
는 유머 감각, 판타지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끝없는 질문이 그를 이루는 세계가 되고, 그는 아
직도 영화를 만들고 있다. <가위손>은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에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이식
시킨 영화다. 창백한 얼굴의 가위손은 가공의 세계에서 태어나 또 다른 인공적 세계로 들어오
게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배워나간다. 액자 구조로 이루어진 내러티브 진행과 포스트모던 장
식에 가까운 미장센은 환상-현실간의 경계를 허물고, 상상을 영화로 전환시키는 예술가에 대
한 초상이 된다. 30년대 공포영화, 해머 필름의 공포영화, SF 호러, 로저 코먼의 괴수물, 고
딕에 대한 심취, 뛰어난 조형과 색채 감각이 조니 뎁이라는 페르소나와 만났을 때의 흥분을
느낄 수 있다.

연연풍진 Dust in the Wind

칼리토 Carlito’s Way

1987, 109min, D-cinema, Color, Taiwan, 15세 관람가, 디지털 복원판 감독ㅣ허우 샤오시엔 Hou Hsiao-hsien 출연ㅣ첸 슈팡, 리 티안루, 왕 치엔웬

1993, 144min, 35mm, b&w/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브라이언 드 팔마 Brian De Palma 출연ㅣ알 파치노, 숀 펜, 페넬로페 앤 밀러

Dec 27 / 17:00 / 시
Dec 31 / 20:00 / 시

허우 샤오시엔은 에드워드 양과 함께 대만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이다. 대만의
근·현대 역사를 관통하는 사건을 관조적인 시선,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카메라, 정교한 공간
활용을 통해 탐색한다.‘ 역사 3부작’
과‘소년기 4부작’
을 통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삶을 탐
구하고 근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찰했다. <연연풍진>은 사춘기 소년이 첫사랑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과 소년의 주변 어른들의 일상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영화다. 느
슨한 내러티브와 느린 리듬은 마을의 철길, 기차역, 집들이 붙어 있는 골목, 산으로 넘어가는
구름의 그림자와 같은 디테일들을 오랜 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 삶의 풍경 속에
역사가 지나가고 소년이 성장하며 노인은 늙어갈 것이라는 깨달음은 사건이나 행동, 갈등으
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롱숏, 롱 테이크, 정적인 구도, 행동-반응의 패턴을 벗어나는
숏 배치, 절제된 감정은‘영화 만들기는 역사와 인생을 배우는 과정’
임을 실천하는 샤오시엔
에게 토대가 되어준다.

브라이언 드 팔마의 작업은 언제나 이중적인 평가를 받곤 한다. 한편에서는 그를 히치콕의 후
계자라고 칭송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모방자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스릴러
영화가 아닌 <칼리토> 역시 이중적인 평가를 받았다. 혹자들은 이 영화가 비평적 가치라고는
없는 상업영화라고 깎아내렸지만, 쿠엔틴 타란티노나‘ 카이에 뒤 시네마’
로부터는 열렬한 지
지를 받았다. 감옥에서 출옥한 뒤 평범한 삶을 준비하던 칼리토가 뜻하지 않게 조직 범죄단의
두목 토니의 탈출 계획에 연루되면서 끝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
로, 특히 30분에 달하는 추격 장면은 타란티노로부터 이 장면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이 영화
를 다시 보았다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Dec 28 / 11:00 / 시
Dec 30 / 19:30 / 시

클로즈업 Close Up

잠들 수 없어 I Can’t Sleep

1990, 98min, 35mm, Color, Iran, 15세 관람가 감독ㅣ압바스 키아로스타미 Abbas Kiarostami 출연ㅣ후세인 사브지안, 모흐센 마흐말바프, 아볼파즐 아한카흐

1994, 110min, 35mm, Color, France/Germany/ Switzerland, 15세 관람가 감독ㅣ클레르 드니 Claire Denis 출연ㅣ예카테리나 골루베바, 뱅상 듀퐁, 베아트리체 달

1990년대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등장은 새로운 감독에 목말라하던 세계영화계에 단비와도
같은 사건이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1987)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감독은 이후‘코
케르 삼부작’
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1991), <올리브 나무 사이로>(1994)를
발표하였으며, 1997년에는 <체리향기>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게 된다. 1990년 발
표된 영화 <클로즈업>은 이란의 유명 감독 모흐센 마흐말바프를 사칭하고 다녔던 인물을 소
재로 한 영화로 감독은 마흐말바프 감독과 사기꾼을 직접 출연시켜 이 사건을 재구성한다. 다
큐멘터리 기법과 비전문 배우의 활용을 통해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키아
로스타미 특유의 연출방식이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Dec 18 / 20:00 / 시
Dec 28 / 20:00 / 시
Dec 30 / 11:3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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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8 / 11:00 / 시
Dec 27 / 11:00 / 시
Dec 29 / 20:00 / 시

필름제공처ㅣForum des images, France

클레르 드니는 타자와 신체의 이미지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성감
독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에서 보냈고, 프랑스 고등영화학원 이덱(IDHEC)을 졸업
한 후, 12년간 자크 리베트, 코스타 가브라스, 빔 벤더스, 짐 자무쉬의 조감독 생활을 했다. 어
린 시절의 경험에서 출발한 타자의 문제는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타인들이 부딪히게 되는
소통과 교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 문제, 욕망의 문제로 드러난다. 신체와
젠더, 섹슈얼리티가 교차하고 분열되는 사회 구조에 밀착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서 아름답
고 사려깊은 시선으로 내적인 세계를 탐구한다. 또한 현실을 매혹적인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영화의 특권을 재발견한 작가이자,‘영화는 미지의 타자를 향한 운동, 사람간의 관계에서 알
려지지 않은 것들을 향한 운동’
으로 기능하는 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가이기도
하다. <잠들 수 없어>는 실화에 기초한 연쇄살인을 다룬 이야기고, 역시 느슨하게 연결된 인
물들의 관계를 따라간다. 고정되지 않고, 표류하고 분리된 신체와 내러티브는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며, 인물의 행동이나 내러티브와 상관없는 영화적 세계를 만들어낸다. 드니의 영화를
본다는 것은 또 다른 타자와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경험의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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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열전

백화열전

뼈 Bones

필름제공처ㅣCinemateca Portuguesa-Museu do Cinema, Portugal

1997, 94min, 35mm, Color, Portugal/France/Denmark, 15세 관람가 감독ㅣ페드로 코스타 Pedro Costa 출연ㅣ반다 두아르트, 누노 바즈, 마리야 리프키나

정오의 이상한 물체 Mysterious Object at Noon
2000, 83min, 35mm, b&w, Thailand/Netherlands, 15세 관람가 감독ㅣ아핏차퐁 위라세타쿤 Apichatpong Weerasethakul 출연ㅣ푸리다 비칫판, 메시니 카에라트리

페드로 코스타는 그의 예술적 스승인 스트라웁-위예의 충실한 후계자다. 폐허 같은 공간을
무대로 최소한의 조명과 극단적인 롱테이크로 만들어진 그의 영화는 일체의 인위적 장치
를 배격함으로써 초기 영화의 순수성을 구현하고자 했던 스트라웁-위예의 이상과 일치한
다. <뼈>는 페드로 코스타의 세 번째 장편영화로 <반다의 방>, <행진하는 청춘>과 더불어 이
른바‘폰타이냐스 삼부작’
을 여는 첫 영화다. 이 작품은 리스본의 빈민가 폰타이냐스에 살고
있는 소외된 인간들의 모습을 다큐멘터리적인 기법으로 표현한 영화로, 실제 이민자들과 빈
민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배우로 기용하여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삶의 조건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Dec 27 / 14:00 / 시
Dec 30 / 17:00 / 시

Dec 17 / 18:30 / 시 (상영 후 특별강연)
Dec 23 / 17:30 / 시
Dec 29 / 11:00 / 시

위라세타쿤은 건축과 영화를 전공한 후, 실험영화를 만들다가 자신의 개인 프러덕션을 만들
어 영화제작과 워크숍을 병행했다. 태국의 정치 상황과 신화, 민담을 뒤섞고, 픽션과 다큐멘
터리의 경계를 넘나들며, 미디어아트와 영화가 서로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작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정오의 이상한 물체>는 그의 데뷔작으로 태국의 여러 곳을 직접 여행하면서 들
은 이야기들을 수집해나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영화의 처음에 등장한 이야기에 다른 사람
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고정된 내러티브가 아닌, 이야기를 듣고 삶을 따라 탐
색하는 과정 자체가 영화가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도시에서 시골로, 숲으로 이동하는 차 안
의 풍경을 오래도록 보여주는 것이나 현실의 공간으로 불쑥 들어오는 환상과 꿈, 민담과 신화
속 동물의 이미지가 이야기의 형태로 섞여드는 방식, 삶과 죽음을 가로지르는 영원성에 대한
형식적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 영화는 태국에서 독립적으로 제작된 최초의 모던시네마로
기록된다.

영화사 Histoire(s) du cinema

멜랑콜리아 Melancholia

1997, 268min, Digi Beta, Color,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장 뤽 고다르 Jean-Luc Godard 출연ㅣ장 뤽 고다르

2008, 480min, DV, b&w, Philippines, 15세 관람가 감독ㅣ라브 디아즈 Lav Diaz 출연ㅣ안젤리 바야니, 페리 디종, 단테 페레즈

장 뤽 고다르는 프랑수아 트뤼포와 더불어 프랑스 누벨바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누
벨바그의 틀 안에만 가두기에는 그가 건설한 영화적 세계가 너무나 방대하고 심오하다. 1세
기에 걸친 영화사를 수많은 고전들을 인용하며 훑어가는 고다르의 <영화사>는 세계영화사
에서 가장 비타협적이고 가장 문제적인 감독인 고다르가 자신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영화사
이자,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고다르만의 독창적인 주석달기라고 할 수 있다. 거침없는 형식과
파격적인 서사, 그리고 100년간의 영화역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자유로운 사유 방식 등
고다르의 후기작 중 최고의 역작이라 말할 수 있는 <영화사>는 하스미 시게히코의 표현처럼
‘20세기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 ’
이다.
Dec 20 / 11:00 / 시
Dec 29 / 14:00 / 시

1998년 <콘셉시온 구역의 범죄자>로 데뷔한 라브 디아즈 감독은 필리핀의 정치·사회적 현
실에 대한 주제의식을 독창적인 시각적 스타일로 표현한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극단
적인 롱테이크와 8시간을 넘기곤 하는 긴 러닝 타임 등은 라브 디아즈만의 독특한 연출 방식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담은 영화 <멜랑콜리아>는 2008년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상 수상
작으로 감독의 명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한 작품이다.

Dec 26 / 13:00 / 시

벨벳 골드마인 Velvet Goldmine
1998, 124min, 35mm, Color, UK/USA, 18세 관람가 감독ㅣ토드 헤인즈 Todd Haynes 출연ㅣ이완 맥그리거,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 크리스찬 베일

Dec 27 / 20:00 / 시
Dec 31 / 11:30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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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아티스트이자, 실험영화작가이며 그렉 아라키와 더불어 파졸리니, 데릭 저먼의 뒤를
잇는 차세대 퀴어 작가이자 선댄스 키드인 헤인즈는 어린 시절부터 스탠 브랙키지와 같은 아
방가르드 작가를 좋아했고, 10대에 첫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도록 만드
는 상업적인 내러티브를 혐오하며, 만드는 영화마다 형식적인 실험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찾
으려 시도하고, 사회적인 이슈를 개인의 정체성 안에서 풀어내려고 한다. <벨벳 골드마인>은
세기말에 그가 찾아낸 우리 시대의 이미지들의 집합체인 영화다. 그는 70년대 프로그레시브
의 진지함에 반발해 생겨난 글램록의 생성과 쇠퇴를 <시민케인>과 같은 구조로 이끌어간다.
그는 몽환과 환각의 세계, 짙은 화장과 요란한 복장으로 치장한 이 음악의 역사에 자신의 역
사와 게이 정체성, 넘쳐나는 이미지의 과잉으로 드러낸다. 초현실주의와 서커스, 뮤직 비디오
가 서로에게 침투하거나 단절되는 방식은 세기말, 새로운 영화가 등장하기 이전의 묵시록과
도 같은 비전을 제시한다.

백화열전 필자
김이석 (동의대학교 영화과 교수)
박인호 (영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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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안내

12.14

개관기념
공연안내

오정해 & 김덕수가 함께하는 앙상블 시나위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이자 한국인이 사랑하
는 국악계의 프리마돈나 오정해와 사물놀이
의 명인 김덕수가 국악계의 아이돌스타 앙상
블 시나위와 함께 펼치는 신명나는 국악무대.

12.31, 1.1

아가씨와 건달들
김영주, 옥주현, 진구, 이용우, 김무열, 이율, 정선아 등
보석같은 배우들, 세련된 무대와 연출을 통해 1929년
뉴욕에서 2011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
감 할 수 있는 작품으로 탈바꿈한 젊은 뮤지컬.

2011 개관기념공연 일정표
하늘연극장 Haneulyeon Theater
11.22 (화)
11.25 (금)
11.29 (화)
12.10 (토)
12.14 (수)
12.31 (토) ~1.1 (일)

19:30
19:30
19:30
17:00
19:30
15:00 20:00

부산시향의 시네마클래식 with 백혜선

클래식

스테판 피 재키브의 리싸이틀

클래식

정명화 첼로독주회

클래식

백건우 피아노독주회

클래식

오정해 & 김덕수가 함께하는 앙상블 시나위

국악 퓨전

아가씨와 건달들

뮤지컬

공연예매 및 할인 혜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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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20인 이상 10%
단체 30인 이상 15%
시네마테크회원 20% (공연별 1인 2매)
제16회 BIFF티켓 소지자 및 개관기념 영화티켓 소지자 5% (현장 매표에 한함)
공연 3종 이상 동시 구매시 20% 할인
1~3급 장애우 본인 외 동반 1인 50% 할인, 4~6등급 본인 50% 할인
군경 본인 50%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

미취학아동 관람불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능 : 11월 4일 오픈예정

●

예매관련 문의 : 051) 780-6000

(www.dureraum.org)

Ⅱ

카르트 블랑슈 Carte blanche
10명의 영화인들이 각자 그들이 사랑하는 영화 5편을 추천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이룬 소중한 성취로 존중 받고 사랑 받아온 이들이 선택한 50편의 목록에서, 여러분
은 자신의 한 시절을 사로잡았던 소중한 영화들의 기억을 되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영화를 사랑하는 자신의 방식과 깊이 소통하는 어떤 영화인과 특별한 내면적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은 그 공감
을 더욱 깊고 넓게 해줄 것입니다.

카르트 블랑슈 (Carte blanche)

1. 배우 고현정의 선택 - 전락, 혹은 탈주의 꿈

카르트 블랑슈 (Carte blanche)

나는 인어공주 The Mermaid
Nov 10 / 19:00 / 중 Nov 13 / 11:00 / 중 Nov 16 / 14:00 / 중

부운 Floating Clouds
Nov 10 / 10:30 / 중 Nov 14 / 13:30 / 중 Nov 18 / 10:00 / 중
1955, 127min, 35mm, b&w, Japan 15세 관람가
감독ㅣ나루세 미키오 Naruse Mikio
출연ㅣ다카미네 히데코, 모리 마사유키, 오카다 마리코

유키코는 전쟁 기간 동안 필리핀에서 함께 일했던 유부남 도미오카와 사랑
에 빠진다. 전쟁이 끝난 후 유키코는 병든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도미오
카에게 처절하게 매달리고, 도미오카 역시 그녀를 뿌리치지 못하면서 두 사
람의 슬픈 관계는 지속된다.<번개><만국>등의 원작자이자 일본 근대 여성
문학을 대표하는 하야시 후미코의 원작을 총결산으로 기획한 작품. 나루세
미키오의 최고작으로 평가 받으며, 가장 사랑 받는 작품으로도 꼽힌다.

시티 오브 갓 City of God
Nov 12 / 10:30 / 중 Nov 14 / 16:30 / 중 Nov 17 / 16:30 / 중
2002, 130min, 35mm, color, Brazil/France, 18세 관람가
감독ㅣ페르난도 메이렐레스, 카티아 룬드 Fernando Meirelles, Kátia Lund
출연ㅣ알렉산드르 로드리게즈, 레안드로 피르미노 , 펠리페 하겐센

1960, 125min, 35mm, b&w,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빌리 와일더 Billy Wilder
출연ㅣ잭 레몬, 셜리 맥클레인, 프레드 맥머레이

발레리나가 꿈인 소녀 알리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빠가 언젠가는 찾아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더 이상 아빠를 기다리지 말라는 엄
마의 말에“거짓말이야”
를 되뇌이며 달려나간다. 그리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기로 하고 영원히 입을 다물 것이라 다짐하게 된다. 젊고 트랜디한 예술
영화로 평가받는 이 작품에서 묘한 신비감을 불러내는 먀샤 살리에바의 연
기와 독창적인 환영장면 등은 무척 인상적이다. 제24회 선댄스 영화제 감
독상 수상.

브라질 빈민가“시티 오브 갓”에서 자라난 소년들은 그들의 성실을 다한
노동과 땀으로 이 지긋지긋한 곳을 탈출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총구에 희망을 싣고 방아쇠를 당긴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미래
는 싸늘한 총알에 그들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핏빛물결뿐. 이 작품에 대
한 평단의 많은 논란을 접어두더라도, 삶의 변두리에서 오늘도 아무도 모
르게 죽음으로 성장을 멈춰야 하는 아이들을 향한 이 영화의 시선은 유효
하다.

많은 봉급쟁이 노예 중에 한 사람인 백스터는 독신이다. 그는 직장 상사들
의 불륜 장소로 자신의 아파트를 빌려 주고, 쾌속 승진하게 된다. 한편 백스
터는 엘리베이터 걸인 프랜을 마음에 두지만, 우연히 그녀도 직장상사 중
한 명의 부정한 상대임을 알게 되자 낙담하고 만다. 이 작품은 로맨틱 코미
디 작품의 전형적인 캐릭터를 뛰어넘는 풍자와 인간애가 있다. 또한 빌리
와일더 감독의 성숙한 감수성은 타락해 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내부를 엿보
는 특성이 된다.

69 식스티 나인 69 Sixty Nine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When Harry Met Sally

Nov 10 / 13:00 / 중 Nov 13 / 20:00 / 중 Nov 22 / 12:30 / 중

Nov 11 / 13:00 / 중 Nov 13 / 14:00 / 중 Nov 16 / 19:30 / 중

400번의 구타 The 400 Blows
Nov 12 / 13:20 / 중 Nov 15 / 17:00 / 중 Nov 19 / 17:00 / 중

1973, 151min, 35mm, Color, USA/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프랭클린 J. 샤프너 Franklin J. Schaffner
출연ㅣ스티브 맥퀸, 더스틴 호프만, 빅터 조리

1959, 99min, 35mm, b&w, France, 전체 관람가
감독ㅣ프랑소와 트뤼포 François Truffaut
출연ㅣ장 피에르 레오, 클레어 모리어, 앨버트 레미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수감된 빠삐용은 위조 지폐범 드가를 만나 친
해진다. 두 사람은 비인간적인 감옥 생활속에서도 진한 우정을 나누면서
자유를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는다. 탈옥을 시도하는 두 사람. 실패로 돌아
가고 끔찍한 독방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탈출을 꿈꾸지
만, 교도소장은 그들을 악마의 섬으로 불리는 가장 끔찍한 감옥으로 향한
다.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의 명연기, 애절한 영화 주제가가 잊혀지
지 않는 추억의 영화.

사랑과 포용이 필요한 13살 앙투안은 엄마에게서도, 학교에서도 말썽꾸러
기라는 낙인에 미움과 질타로 멍들어 간다. 앙투안은 친구 르네에게 작은
위안을 받지만, 가출을 결심하고 집을 뛰쳐나오게 된다. 프랑소와 트뤼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자 그를 단숨에 작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만든 자전적
영화. 범람하는 영화광적 감수성, 생동하듯 활기 넘치는 화면, 어린 장 피에
르 레오의 놀라운 연기가 결합된 누벨바그의 빛나는 출발.

오프닝 나이트 Opening Night
Nov 10 / 15:30 / 중 Nov 12 / 15:30 / 중 Nov 16 / 16:30 / 중
1977, 144min, 35mm, Color, USA 12세 관람가
감독ㅣ존 카사베츠 John Cassavetes
출연ㅣ지나 롤랜즈, 존 카사베츠, 벤 가자라

빗줄기가 거세게 몰아치는 날 한 젊은 여성팬이 무대를 마치고 나오는 머
틀에게 다가서지만, 스태프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난 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사고를 목격한 머틀은 알 수 없는 모호한 죄의식으로 인해 더 이상 연
기속 감정에 몰립하지 못한 채, 더 이상 지난 공연의 안정적 연기는 불가능
하게 된다. 영화속에서 가장 폭발적인 오브제가 된 지나 롤랜즈는 의도적
연기를 넘어선 진실함으로 영화 전체를 압도한다. 그녀는 78년 베를린 영
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다.

보이 A Boy A
Nov 11 / 10:30 / 중 Nov 13 / 17:00 / 중 Nov 17 / 14:00 / 중

Nov 19 / 11:00 / 중 Nov 24 / 17:00 / 중 Nov 27 / 20:00 / 중

2007, 115min, 35mm, Color, Russia, 18세 관람가
감독ㅣ안나 멜리키안 Anna Melikyan
출연ㅣ마리야 샬라에바, 예브게니 치가노프, 마리야 소코바

2. 배우 이선균의 선택 - 청춘 잔혹 이야기

빠삐용 Papillon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 The Apartment

2004, 113min, 35mm, Color, Japan, 15세 관람가
감독ㅣ이상일 Lee Sang-il
출연ㅣ츠마부키 사토시, 안도 마사노부, 카나이 유타

1969년, 인생은 즐거워야 한다고 믿는 고교3년생 켄은 우중충한 학교 체육
복으로 해방된 또래 여학생들의 실루엣 감상을 꿈꾸며, 페스티발을 개최해
야 한다고 친구들을 부추긴다. 이 기회에 학교 최고 얼짱 마츠이와 가까워
지려는 그의 속셈을 숨긴채…. 다른 나라, 40년의 시간 공백이 낯설지 않게
우리 곁에 다가온다. 수줍게 빛나는 젊음에 오늘도 꽃피는 붉은 여드름처
럼. 감독의 다양한 영화적 장치를 이용한 간결하고 감각적인 연출력으로
낯설지 않은 젊음에 대한 보편적 이야기가 된다.

3. 제작자 심재명의 선택 - 웃음과 멜로의 이중주

시네마 천국 Cinema Paradiso
Nov 11 / 18:30 / 중 Nov 14 / 19:30 / 중 Nov 17 / 19:30 / 중
1988, 155min, 35mm, Color, Italy/France, 전체 관람가
감독ㅣ주세페 토르네토레 Giuseppe Tornatore
출연ㅣ안토넬라 아틸리, 엔조 카나발, 아이사 다니엘리

성공한 영화감독 살바토레는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고향마을 영사기사“알
프레도”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전해 듣는다. 그날 밤 살바토레는
‘시네마 파라디소’
라는 낡은 영화관이 있는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의 작은
마을을 떠올린다. 그리고 어린 살바토레,“ 토토”로 돌아간다. 평단과 흥행
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이 작품은, 살바토레의 눈물 위에 비친 키스장면들
과 아름다운 주제음악으로 한 시대를 사로잡았다.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

메이드인홍콩 Made in Hong Kong
Nov 11 / 16:00 / 중 Nov 14 / 11:00 / 중 Nov 17 / 11:00 / 중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It Happened One Night
Nov 15 / 20:00 / 중 Nov 18 / 19:00 / 중 Nov 22 / 10:00 / 중
1934, 105min, D-Cinema, b&w, USA, 15세 관람가, 디지털 복원판
감독ㅣ프랭크 카프라 Frank Capra
출연ㅣ클락 게이블, 클로데트 콜베르, 월터 코놀리

거부의 외동딸 엘리는 사랑하는 애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피해
그레이하운드에 몸을 싣게 되고, 해고당한 신문기자 피터와 맨 뒷 자리에
나란히 앉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게 이어지
는 동행의 에피소드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 유쾌하고 달콤한 밀월여행으
로 변해간다. 미국 컬럼비아사가 이 영화 한편으로 갑자기 메이저 제작사
로 등극하게 된 것이 엘리가 다리를 드러내며, 히치 하이킹하는 명장면의
묘한 성적 긴장감 때문은 아닐지.

로마의 휴일 Roman Holiday
Nov 11 / 17:00 / 시 Nov 15 / 17:00 / 시 Nov 17 / 20:00 / 시

Nov 15 / 14:30 / 중 Nov 19 / 14:00 / 중 Nov 21 / 20:00 / 중
1989, 96min, 35mm,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롭 라이너 Rob Reiner
출연ㅣ빌리 크리스탈, 멕 라이언, 캐리 피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정이 가능할까?”정답 없는 이 질문은 해리가 샐리
가 만날 때마다 논쟁의 거리가 된다. 처음 만남에서부터 5년 뒤에도, 그리
고 또 5년 뒤에도…. 식당에서 샐리가 흉내 내는 야릇하고 요란한 신음소리
에 한 노파가“ 저 아가씨가 먹는 걸로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장면은 맥 라
이언을 스크린의 요정으로 등극시켰다. 80년대 대미를 장식한 이 작품은
각국의 로맨틱 코미디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네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Four Weddings and a Funeral
Nov 18 / 16:30 / 중 Nov 24 / 20:00 / 중 Nov 28 / 20:00 / 중
1994, 117min, 35mm, Color, UK, 15세 관람가
감독ㅣ마이크 뉴웰 Mike Newell
출연ㅣ휴 그랜트, 제임스 플릿, 사이먼 캘로우

주말마다 친구의 들러리가 되는 것이 일상이 된 찰스는, 여느 때와 같이 그
가 참석한 결혼식에서 케리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의
인연이 아닌 듯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한편 케리의 결혼식날, 찰스의
친구가 죽게 되고, 그는 장례식으로 발을 옮긴다. 그리고 자포자기 하듯 그
는 결혼하기로 한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찰스의 결론이 쓰게만 느껴진다
면, 휴 그랜트의 치명적인 미소로 대신 위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미술감독 류성희의 선택 - 영화 미술의 매혹

바람에 쓴 편지 Written on the Wind
Nov 21 / 13:00 / 중 Nov 26 / 11:00 / 중 Dec 1 / 14:00 / 중

2007, 106min, 35mm, Color, UK, 18세 관람가
감독ㅣ존 크로울리 John Crowley
출연ㅣ앤드류 가필드, 피터 뮬란, 시오반 피너랜

1997, 108min, 35mm, Color, Hong Kong, 18세 관람가
감독ㅣ프룻 챈 Fruit Chan
출연ㅣ이찬삼, 임상자, 이동전

1953, 118min, 35mm, b&w, USA/Italy, 전체관람가
감독ㅣ윌리엄 와일러 Willian Wyler
출연ㅣ그레고리 펙, 오드리 햅번, 에디 앨버트

1956, 99min, 35mm, Color, USA, 12세 관람가
감독ㅣ더글라스 서크 Douglas Sirk
출연ㅣ록 허드슨, 로렌 바콜, 로버트 스택

복역 후 출소한 소년 A는 보호 감찰사의 도움으로 새 직장과 친구, 애인까
지 생기면서,“ 잭”
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하지만, 그에게는 간절한 삶을 새롭
게 시작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소녀를 구한 잭은
일약 영웅이 되지만, 그의 과거가 드러나면서“칼을 든 천사”
라는 새로운
낙인과 함께, 다정했던 사람들과 세상은 소년을 밀어내기만 한다.“ 잭”
의
육체적, 정신적 혼란을 증폭시키는 앤드류 가필드의 연기는 강력한 흡입력
을 발휘한다.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폭력조직의 똘마니 아추, 불치병의 소녀 핑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롱은 온
전치 못한 그들 각자의 모습처럼 불안한 그들의 미래를 만가가 들려오는
홍콩에서 그린다. 아무에게도 기댈 존재가 없는 핑과 아롱을 위해 아추는
살인청부를 맡아보지만, 그들의 미래는 벼랑 끝에 내몰린 기차처럼 불안하
기만 하다. 알몸으로 내던져진 젊은 군상을 그려낸 프룻 챈의 몽환적이며,
동시에 사실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

로마에 체류중인 모국의 왕녀인 앤은 꽉 짜여진 일정과 제약에 지쳐서, 남
몰래 빠져 나오지만, 과복용한 진정제로 공원에서 잠이 들게 된다. 이때 신
문기자 조를 만나게 되고, 그 둘은 로마에서 천금 같은 휴식을 보내면서 애
틋한 사랑은 시작된다. 세기의 로맨스는 로마의 매력적인 풍광으로 한층
고조된다. 이 영화의 오드리 햅번을 만나는 순간, 모든 남자들은 꿈꾸는 이
상형 긴 머리 소녀의 손 잡고 미용실을 가야 되지 않을까? 사랑스럽다. 숏
커트 오드리 햅번.
필름제공처ㅣAcademy Film Archive, USA

석유 갑부의 아들 카일은 그 충직한 조언자이자 친구인 미치의 소개로 만
난 매력적인 루시에게 첫눈에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한편 미치를 사랑하
는 카리의 여동생 메릴리는 미치가 루시를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
랑을 얻기 위해 미치와 카일의 관계를 갈라놓는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감독의 컬러와 상징에 대한 대단한 감수성은 미국사회의 계급적 단절로 인
해 빛 바랜 개인의 희망이라는 서크의 냉정한 현실인식을 도드라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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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화기자 김혜리의 선택 - 한 소년, 리버 피닉스

사랑이라는 것 The Thing Called Love
Dec 4 / 12:30 / 소 Dec 8 / 11:00 / 소 Dec 14 / 11:00 / 소

대부 The Godfather
Nov 22 / 19:00 / 중 Nov 26 /13:30 / 중 Dec 1 / 16:30 / 중

스탠 바이 미 Stand by Me
Nov 23 / 20:00 / 중 Dec 2 / 14:30 / 중 Dec 7 / 17:30 / 중

1972, 175min, 35mm,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Francis Ford Coppola
출연ㅣ말론 브란도, 알 파치노, 제임스 칸

1986, 89min, D-cinema, Color, USA, 18세 관람가, 디지털 복원판
감독ㅣ롭 라이너 Rob Reiner
출연ㅣ윌 휘튼, 리버 피닉스, 코리 펠드만

시실리아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피아의 두목 돈 꼴레오네를 사람들
은‘대부’
라 부른다. 어느날 돈 꼴레오네의 라이벌파의 저격으로 인해 그는
중상을 입게되고, 꼴레오네 일가는 붕괴 위기를 맞게 된다. 1940~50년대
미국 뉴욕을 세트가 아닌 현지 로케이션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재현해낸 프
로덕션 디자인의 노력은 감독의 치밀한 연출과 배우들의 명연기가 완벽하
게 결합된 대서사시를 가능하게 했다. 꼴레오네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미술적 장치는 주목할 대목이다.

세심한 문학소년 고디, 뚱보 벤, 아버지를 존경하는 테디, 그리고 골목대장
크리스는 작은 마을 캐슬록에 사는 단짝친구들이다. 행방불명된 소년의 시
체가 저 먼 숲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들은 호기심에 여행을 떠난다. 시
체를 찾아 마을의 영웅이 될 것을 꿈꾸며, 그들의 미지의 세계를 향한 첫 경
험은 그렇게 시작된다. 똘똘한 소년 크리스 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리버
피닉스의 반항적이고도 우수어린 눈매만으로도 오래 기억되는 영화.

천국의 나날들 Days of Heaven
Nov 20 / 20:00 / 중 Nov 25 / 19:00 / 중 Nov 29 / 14:00 / 중

허공에의 질주 Running on Empty
Dec 2 / 19:00 / 중 Dec 6 / 20:00 / 중 Dec 10 / 20:00 / 중

1955, 127min, 35mm, Color, USA, 12세 관람가
감독ㅣ조셉 L. 맨케비츠 Joseph L. Mankiewicz
출연ㅣ말론 브란도, 진 시몬스, 프랭크 시나트라

뉴욕 출신 싱어송라이터인 머랜다는 스타를 꿈꾸며, 전설적인 블루버드 카
페의 오디션에 참가하지만, 탈락하고 만다.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위해 그녀
는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재도전의 기회를 노린다. 오디션에서 합
격한 제임스의 무대를 본 그녀는 점차 그의 열정에 호감을 가지게 되고, 마
침내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리버 피닉스의 유작. 영화 속 허스키한 피닉
스의 음성은 불현듯 하늘로 가버린 그의 빈자리에 처연하게 울려퍼진다.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나싼은 클럽싱어 아델레이드와 약혼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도박에 빠져 결혼은 안중에도 없다. 급기야 파산에 이른 나싼은
도박 장소 대여료 천달러를 구하러 동분서주한다. 이에 도박사 스카이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선교사 사라를 두고 나싼과 내기를 하게 된다. 스카이
역 맡은 브란도는 이전 작품과 비견되는 밝은 노란색 같은 느낌의 연기를
선보인다. 부드럽고 진지하게 노래하는 브란도의 모습이 왠지 귀엽게 느껴
지는 것이 조금은 낯설다.

6. 평론가 이동진의 선택 - 한 남자, 말론 브란도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A Streetcar Named Desire
Nov 29 / 20:00 / 중 Dec 3 / 14:00 / 중 Dec 6 / 17:00 / 중

1988, 116min, 35mm,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시드니 루멧 Sidney Lumet
출연ㅣ크리스틴 라티, 리버 피닉스, 쥬드 허쉬

1951, 122min, 35mm, b&w,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엘리야 카잔 Elia Kazan
출연ㅣ비비안 리, 말론 브란도, 킴 헌터

제철소에서 일하던 빌은 우발적으로 공장장을 살해한 후, 동생 린다와 애
인 애비를 데리고 텍사스로 도망친다. 세 사람은 남매라고 속인 채 텍사스
의 밀 농장에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지병이 있는 젊은 농장주는 아름다운
애비에게 반하게 되고, 빌은 애비에게 농장주와의 결혼을 종용한다. 가본
적 없는 19세기 미국의 풍경은 테렌스 맬릭 감독의 강렬한 회화적 스타일
로 마치 기억 저편의 익숙함을 부르는 향수로 다가온다.

젊은 시절, 격렬한 반전운동가였던 아더와 애니는 군사시설을 폭파하려다
살인혐의를 받고 FBI에 쫓긴다. 두 아들 대니와 해리도 부모를 따라 다니며
학교를 수십 차례 옮기게 되는데, 그러던 중 대니는 새 학교에서 피아노 실력
을 인정받고, 음악 선생님의 딸 로나에게 애틋한 감정도 느낀다. 하지만 곧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멈출 수 없는 욕망을 쏟아낼 듯 가둔 리버 피닉
스의 서늘한 눈빛은 18세의 그를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로 오르게 한다.

명문가 출신인 블랑쉬는 결혼한 여동생 스텔라를 방문하기 위해 퇴락한 항
구도시 뉴올리언즈에‘욕망 ’
이라는 전차를 타고 도착한다. 도시와 어울리
지 않은 호사스러운 그녀의 옷차림처럼, 여동생의 남편인 폴란드계 노동자
스탠리와 처음부터 삐걱거린다. 브란도, 그 거칠고 섹시한 몸짓, 한없이 건
방진 그 태도는 야수적 에너지로 타오르면서, 극적 감정을 언어적 노예에
서 해방시킨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 작품으로 말론 브란도는 세계를 매
혹시킨다.

Nov 20 / 17:30 / 중 Nov 23 / 17:00 / 중 Nov 25 / 13:30 / 중 Nov 28 / 10:30 / 중

샌프란시스코의 하룻밤 Dogfight
Dec 4 / 10:30 / 소 Dec 10 / 20:00 / 소 Dec 13 / 20:30 / 소

1982, 117min, 35mm, Color, USA/Hong Kong, 15세 관람가, 감독판
감독ㅣ리들리 스콧 Ridely Scott
출연ㅣ해리슨 포드, 룻거 하우어, 숀 영

1991, 89min, Digi Beta,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낸시 사보카 Nancy Savoca
출연ㅣ리버 피닉스, 릴리 테일러, 리처드 파네비안코

2019년 LA. 다른 행성으로의 식민지 이주가 본격화된다. 데커드는 식민행
성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지구에 잠입한 복제인간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
하는 블레이드 러너이다. 하지만 그는 인간보다 더 강한 삶의 애착을 가지
고 있는 복제인간 레이첼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블레이드 러너>가
보여주는 잿빛 미래도시를 암시하는 시각적 경외감과 탁월한 세트 디자인
은 이후 제작되는 많은 SF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 참전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온 해병대원 에디는 친구들과 가장 못
생긴 파트너를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일명 개싸움(Dogfight) 게
임을 하게 된다. 파트너를 구하러 간 에디는 커피숍에서 일하는 로즈를 만
나 친구들에게 데려간다.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된 로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에디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그날 밤, 행복한 데이트의 시간을 나
누게 된다. 다음날 출정을 위한 버스 속에서 에디는“우린 어쩌다 쪼다가
됐을까”라고 혼자 되뇐다.

중경삼림 Chungking Express

아이다호 My Own Private Idaho

Nov 27 / 17:00 / 중 Nov 29 / 17:00 / 중 Dec 1 / 20:00 / 중

Dec 2 / 16:30 중 Dec 7 / 20:00 / 중 Dec 11 / 20:00 / 중

1994, 98min, 35mm, Color, Hong Kong, 15세 관람가
감독ㅣ왕가위 Wong Kar Wai
출연ㅣ임청하, 금성무, 양조위, 왕비

1991, 104min, 35mm,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구스 반 산트 Gus Van Sant
출연ㅣ리버 피닉스, 키아누 리브스, 제임스 루소

경찰 금성무는 옛 애인을 통조림의 유통기한이 다하는 날까지만 기다리기
로 한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고, 술집을 찾은 금성무는 그 바에 처음 들
어오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기로 마음을 먹는다. 한편, 순찰경찰 양조위에
게 호감이 있는 페스트푸트 점원 왕비는 양조위의 애인이 맡기고 간 그의
집 열쇠와 편지를 받게 된다. 왕가위 감독이 보여주는 반 자연적인 색채와
왜곡된 이미지의 조합은 강렬한 호소력을 지닌다.

긴장하면 갑자기 잠들어서 혼수상태가 되는 기면 발작증 환자 마이크는 포
클랜드 사창가 거리에서 몸을 팔아가며 살아간다. 그의 이런 증상은 기억
속 어머니의 사랑을 쫓기 위함은 아닐지? 그의 친구 스캇은 아버지를 모욕
하기 위해 부유한 집을 버리고 사창가로 들어왔다. 이 둘은 우정과 동성애
적 사랑이 섞인 감정을 느낀다. 어머니의 행방을 찾고자 하는 마이크를 위
해 스캇은 함께 여로에 오른다. 쓸쓸한 풍경화 속의 외로운 영혼을 연기한
리버 피닉스는 91년 베니스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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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 14:00 / 중 Dec 3 / 19:30 / 중 Dec 9 / 13:30 / 중

1993, 116min, Digi Beta, Color, USA, 12세 관람가
감독ㅣ피터 보그다노비치 Peter Bogdanovich
출연ㅣ리버 피닉스, 사만다 마티스, 더못 멀로니

1978, 94min, 35mm, Color,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테렌스 맬릭 Terence Malick
출연ㅣ리차드 기어, 브룩 애덤스, 샘 쉐퍼드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

아가씨와 건달들 Guys and Dolls

와일드 원 The Wild One
Nov 30 / 20:00 / 중 Dec 3 / 17:00 / 중 Dec 11 / 11:00 / 중

지옥의 묵시록 리덕스 Apocalypse Now : Redux
Dec 4 / 13:00 / 중 Dec 7 / 13:00 / 중 Dec 12 / 19:00 / 중
1979, 202min, 35mm,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Francis Ford Coppola
출연ㅣ말론 브란도, 마틴 쉰, 로버트 듀발

광기에 사로 잡힌 채 군을 이탈한 특수부대 지휘관 커츠 대령을 제거하기
위해 윌라드 일행은 베트남로 향하게 된다. 커츠 대령을 찾기 위해 시작된
그들의 험난한 여정은 오히려 광기어린 전쟁의 현장을 경험하고, 추악하고
잔혹하기 이를 때 없는 인간의 내면에 이르게 되면서, 형언 할 수 없는 두려
움속으로 향해 가게 된다. 커츠의 존재감에 대한 어두운 기대감으로 이어
지는 이 영화는 T.S 엘리엇의 절망적인 시를 되뇌는 말론 브란도의 목소리
가 들려오면서 증폭되고, 영화는 암흑의 심장에 이른다. 칸영화제 황금종
려상 수상.

7. 감독 이창동의 선택 - 마음으로 본다는 것

모니카의 여름 Summer with Monika
Dec 23 / 19:00 / 중 Dec 27 / 17:30 / 중 Dec 30 / 11:00 / 중

1953, 79min, 35mm, b&w, USA, 12세 관람가
감독ㅣ라슬로 베네덱 Laslo Benedek
출연ㅣ말론 브란도, 메리 머피, 로버트 케이스

1953, 96min, 35mm, b&w, Sweden, 15세 관람가
감독ㅣ잉마르 베리만 Ingmar Berman
출연ㅣ해리엇 안텔슨, 라스 엑보르그, 대그마르 에비슨

조니와 그의 폭주족 동료들은 폭발하는 배기음과 함께 집단적인 힘을 과시
하며, 이곳 저곳에서 말썽을 피운다.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한 이들은 동료
의 부상으로 마을에 머물게 되면서, 조니는 여종업원인 캐시에게 끌리게 된
다. 하지만, 이들이 반가울리 없는 마을사람들은 그들을 마을에서 내쫓으려
한다. 제임스 딘보다 반항적이고 거친 남성적인 연기를 보여준 말론 브란도
와 로커스 패션의 정석을 보여준 스타일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안개 낀 항구의 풍경처럼 구질구질한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꿈꾸는 18살 청
년 해리와 17살 모니카는 카페에서 만나, 곧 사랑에 빠진다. 한 여름, 뜨거
운 청춘 해리와 모니카는 장미빛 미래만 꿈꾸며 보트여행을 떠난다. 수면
아래 내려 앉은 현실은 잊은 채 … 하지만 현실은 멀지 않아 수면으로 떠오
르고, 임신과 생활고는 즐거움만 쫓고자 했던 꿈들과 격렬히 충돌하고 좌
초하기 시작한다. 언제 가라앉을 줄 모르는 구멍난 보트처럼 불안한 청춘
의 한 시절이 여기 있다.

워터프런트 On the Waterfront

그림자들 Shadows

Dec 4 / 10:30 / 중 Dec 8 / 14:00 / 중 Dec 12 / 16:30 / 중

Dec 21 / 17:30 / 중 Dec 24 / 12:00 / 중 Dec 27 / 15:30 / 중

1954, 108min, 35mm, b&w,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엘리야 카잔 Elia Kazan
출연ㅣ말론 브란도, 칼 말든, 리 J. 코브

1959, 81min, 35mm, b&w, USA, 전체관람가
감독ㅣ존 카사베츠 John Cassavetes
출연ㅣ벤 카루더스, 렐리아 골도니, 휴 허드

테리와 형 찰리는 부패한 노조 지도자이자 부두의 세력가인 자니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살아간다. 어느날 테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합의 비리
를 폭로하려는 조디의 살해에 일조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괴로
워한다. 그 죄책감은 조디의 여동생을 사랑하면서 극으로 치닫게 된다. 매
소드 연기를 체득한 말론 브란도의 강열한 연기는 이 영화에서 정점을 찍
는다. 특히 택시 안에서 테리의 자각을 표현한 장면은 가장 기억에 남을 만
한 명장면으로 평가 받고 있다.

2차 대전 후 뉴욕거리에는 즉흥적인 재즈 연주처럼 부유하는 젊은이들이 넘
쳐난다. 보헤미안적 심미안에 취해 있는 베니,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다 쉽게
상처받는 흑인 외모의 렐리아 그리고 매니저만 예술적 재능을 인정하는 언
더그라운드 가수인 휴. 이들은 가족이지만, 가족적이지 않은 각자의 삶에 취
해 살아가고 있다. 예술적 신념에, 사랑의 상처에 대한 위안을 위해 …. 카사
베츠의 자유분방한 연출력은 인물들에게 놀라운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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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트 블랑슈 (Carte blanche)

펑쿠이에서 온 소년 The Boys from Fengkuei
Dec 14 / 17:00 / 시 Dec 17 / 11:00 / 시 Dec 19 / 20:00 / 시

카르트 블랑슈 (Carte blanche)

현기증 Vertigo

9. 배우 이나영의 선택 - 낯설고 아름다운

Dec 10 / 17:00 / 중 Dec 14 / 17:00 / 중 Dec 20 / 20:00 / 중

Dec 16 / 19:00 / 중 Dec 20 / 17:00 / 중 Dec 25 / 20:00 / 중

1983, 101min, 35mm, Color, Taiwan, 15세 관람가
감독ㅣ허우 샤오시엔 Hou Hsiao-hsien
출연ㅣ쉬 챙, 다즈 니우, 챠오 펭추

1958, 127min, 35mm, Color, USA, 12세 관람가
감독ㅣ알프레드 히치콕 Alfred Hitchcock
출연ㅣ제임스 스튜어트 , 킴 노박, 바바라 벨 게즈

퍼니페이스 Funny Face

비릿한 내음과 햇빛이 가득한 펑쿠이 섬의 한 어촌 마을. 7살 때 아버지가
야구공에 머리를 맞은 뒤 백치가 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아청
은 친구들과 술과 싸움질에 시간을 죽였다. 그는 항구도시 카오슝으로 일
자리를 찾아 떠나기를 결정한다.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성장기 4부작’
의
첫 번째 작품이자 자전적영화. 카메라와 인물간의 거리에 감정을 불어넣는
허우 샤오시엔의 연출방식이 확립된 영화.

스카티는 심각한 고소공포증 때문에 경찰을 그만 두고 사립탐정이 된다.
어느 날, 옛 친구 개빈이 스카티를 찾아와 망령에 사로잡힌 자신의 부인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며 그녀를 미행해 달라고 한다. 줌인과 트랙백을 동시에
사용하는 뛰어난 카메라 워크로 강박적 에로티시즘, 죄의식 등의 주제를
황폐하면서도 매혹적으로 그려냈다. 히치콕의 다른 걸작들과 함께 끊임없
이 모방과 오마주의 대상이 되는 걸작이다.

1957, 103min, 35mm, Color,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스탠리 도넨 Stanley Donen
출연ㅣ오드리 햅번, 프레드 아스테어, 케이 톰슨

필름제공처ㅣChinese Taipei Film Archive, Taiwan

방랑자 Vagabond
Dec 15 / 20:00 / 중 Dec 21 / 20:00 / 중 Dec 24 / 14:00 / 중

피아노 The Piano

렛 미 인 Let the Right One in

Dec 17 / 15:00 / 중 Dec 24 / 20:00 / 중 Dec 26 / 14:00 / 중

화보 촬영을 위해 들른 서점에서 사진 작가 딕 에버리는 직원인 조를 발견
하고 그녀를 하이패션 매거진“퀄리티”의 메인 모델로 추천하고, 잡지의
새모델로 전격 기용된다. 패션계에서 단번에 신데렐라가 된 조는 함께 작
업하던 사진작가 딕과 사랑에 빠진다. 영화 속 화보촬영 장면과 오드리 햅
번의 자유로운 춤은 뮤지컬 영화의 신성으로 인정받았던 스탠리 도넨 감독
의 독특한 안무와 표현력을 잘 보여준다.

Dec 15 / 20:00 / 시 Dec 23 / 11:30 / 시

2008, 115min, 35mm, Color, Sweden, 15세 관람가
감독ㅣ토마스 알프레드슨 Tomas Alfredson
출연ㅣ카레 헤레브란트, 리나 레안데르손, 페르 라그나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소년 오스칼은 어느 눈 내리던 밤, 창백한 얼굴을
한 수수께끼의 소녀 이엘리를 만나고 둘은 곧 서로에게 하나뿐인 친구가
된다. 하지만 피가 빨린 시체들이 등장하면서 마을은 흉흉해지고, 비상한
두뇌의 오스칼은 이엘리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눈치 챈다. [타임]지가
“2008년 가장 독창적이고 잘 만든 영화”라고 극찬한 <렛 미 인>은 스웨덴
의 시린 겨울을 배경으로 뱀파이어 영화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10. 감독 봉준호의 선택 - 살인 혹은 기차의 추억

1985, 105min, 35mm, Color,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아녜스 바르다 Agnès Varda
출연ㅣ상드린 보네르, 세티 람단, 프랑시스 발세르

1993, 121min, 35mm, Color, Australia/New Zealand/France, 18세 관람가
감독ㅣ제인 캠피온 Jane Campion
출연ㅣ홀리 헌터, 하비 케이틀, 샘 닐

천국보다 낯선 Stranger than Paradise

남프랑스 시골의 겨울날 아침, 얼어 죽은 젊은 여성의 시체가 개울가에서
발견된다. 경찰이 도착하고, 조용하던 마을은 시끄러워진다. 이 불행한 여
인 모나가 방랑 끝에 죽음에 이른 과정이 되새겨진다.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1962)의 아녜스 바르다가 인터뷰 장면, 회상 등을 통해 영화적 허
구와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혼합시켜 전지적 시점에서 주인공의 여정을 재
구성한다. 노예적 규범과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젊은 영혼은 되뇐
다.“ 움직이는 한, 난 괜찮아!”

19세기 말, 벙어리이자 미혼모인 에이다는 딸 플로라와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피아노와 함께, 얼굴도 모르는 중년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미개척
지 뉴질랜드에 도착한다. 그러나 남편 스튜어트는 피아노를 해변에 버려두
고 집으로 향한다. 에이다는 피아노를 옮기기 위해 원주민 베인스에게 도
움을 청하게 되고, 베인스는 피아노를 옮겨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원한다.
호주 원주민과 이민자들과의 관계,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섬세하게 그린
수작으로 46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한다.

1984, 89min, 35mm, b&w, USA/West Germany, 18세 관람가
감독ㅣ짐 자무쉬 Jim Jarmusch
출연ㅣ존 루리, 에스터 벌린트, 리처드 에드슨

1964, 133min, 35mm, b&W, USA/France/Italy, 18세 관람가
감독ㅣ존 프랑켄하이머 John Frankenheimer
출연ㅣ버트 랭카스터, 폴 스코필드, 잔느 모로

천국, 그 낯설지 않은 곳. 하지만 가 본적이 없는 그곳은 정말 꿈꾸던 그런
곳일까? 익숙한 미국이라는 낙원을 향해 날아온 이방인들 월리, 에바, 그리
고 에디는 즉흥적인 여행을 떠나 낙원에서 삶을 느껴 보려 하지만, 우울한
잿빛 공간은 어딜 가나 똑 같다. 그들이 떠나온 그곳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무료하다. 하지만, 짐 자무쉬가 보여준 스타일은 우리의 감수성을
뒤흔들 만큼 신선하다. 미국에서 만든 가장 훌륭한 유럽영화라는 평가와
함께 84년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을 수상했다.

2차 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이 파리로
진격해오자, 파리에 주둔하던 독일군은 국보급 그림들을 독일로 가져가려
고 기차에 싣는다. 세잔, 고갱 등의 걸작품이 영원히 나치 손에 넘어가게 되
는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철도검열관인 라비쉬를 포함한 레지스탕스
는 기차가 독일로 들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그러나 라비쉬
는 아직도 미술품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을 거는 것에 불만스럽다. 열차 액
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

바그다드 카페 Bagdad Cafe

복수는 나의 것 Vengeance is Mine

필름제공처ㅣNational Film & Sound Archive, Austraila

아비정전 Days of Being Wild
Dec 13 / 15:00 / 중 Dec 19 / 17:00 / 중 Dec 23 / 16:30 / 중
1990, 94min, 35mm, Color, Hong Kong, 15세 관람가
감독ㅣ왕가위 Wong Kar Wai
출연ㅣ장국영, 장만옥, 유덕화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Dec 16 / 16:30 / 중 Dec 21 / 13:00 / 중 Dec 26 / 20:00 / 중

8. 페스티발 디렉터 김동호의 선택 - 다섯가지 인생

Dec 20 / 14:00 / 중 Dec 26 / 17:00 / 중 Dec 30 / 19:00 / 중

Dec 9 / 19:00 / 중 Dec 15 / 11:00 / 중 Dec 21 / 15:00 / 중
1997, 116min, 35mm, Color, Italy, 전체 관람가
감독ㅣ로베르토 베니니 Roberto Benigni
출연ㅣ로베르토 베니니, 니콜레타 브라스치, 조르지오 칸타리니

Dec 13 / 17:30 / 중 Dec 17 / 13:00 / 중 Dec 22 / 20:00 / 중

바람둥이 아비의 집요한 접근에 차츰 마음의 문을 연 수리진은 동거를 시
작하지만, 오래지 않아 끝나버린다. 아비는 어머니를 등친 제비를 잡으러
갔다가 카바레 댄서인 미미를 만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남
겨진 짐을 찾으러 아비의 집을 찾은 수리진은 경관 유덕화를 만나 마음의
위로를 받지만, 로맨스의 달콤함을 속삭이지는 못한다. 60년대 암울한 미
래와 절망에 찬 청춘 그리고 엇갈린 사랑을 느린 호흡과 몽환적인 화면으
로 그려낸 왕가위 감독 초기 걸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열차작전 The Train

1930년대말,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이탈리아. 순수하고 맑은 유태인 청
년 귀도는 운명처럼 도라를 만난다. 도라에게 약혼자는 있지만, 이 사랑이
운명이라 생각한 귀도는 도라와 마을을 도망쳐, 결혼하고 아들 조슈아를
얻는다. 그러나 나치의 유태인 말살정책에 따라 귀도와 조슈아는 강제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유태인이 아닌 도라도 자원하여 그들을 뒤를 따
른다. 역설적 웃음을 선사하는 로베르토 베니니의 연기력이 높이 평가받은
이 작품은 98년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다.

Nov 11 / 10:30 / 중 Nov 13 / 17:00 / 중 Nov 17 / 14:00 / 중

1987, 95min, 35mm, Color, West Germany/USA, 18세 관람가
감독ㅣ퍼시 애들론 Percy Adlon
출연ㅣ마리안느 세이지브레트 , CCH 파운더 , 잭 팰런스

1979, 140min, 35mm, Color, Japan, 18세 관람가
감독ㅣ이마무라 쇼헤이 Imamura Shohei
출연ㅣ오가타 켄, 와가와 미유미, 미쿠니 렌타로

사막 한가운데에 불쑥 솟아난 듯한 허름한 바그다드 카페에 어느 날 여행
중이던 독일 여인 자스민이 머물게 된다. 무능한 남편과 아이들의 뒤치다
꺼리가 지겹기만한 여주인 브렌다는 그녀의 방문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독일 출신 여성감독 퍼시 애들론의 동화처럼 아름다운 작품으로 사막 한가
운데 자리잡은 작고 누추한 바그다드 카페를 중심으로 흑인여성 렌다와 독
일여성 자스민의 우정을 독특한 색채로 담아냈다. 잔잔한 감동과 독창적인
인물 설정은 아직도 열혈 마니아들을 거느리고 있다.

기차역 부근에서 담배전매공사의 수금원 두 명이 살해되고 현금 사십일만
엔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범인은 담배 배달차 운전수인 떠돌이
카츠였다. 경찰에 쫓기는 그는 배의 갑판에서 식당 경영을 하면서 누드 댄
서를 시작한 동거녀 요시카와와 자신의 부모님께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
을 위장한 뒤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인을 저지른다. 모든 연쇄살인범 영화
를 아이들 장난으로 만들어버리는, 냉혹하고 고요한 자연주의적 묘사가 전
율을 안겨주는 걸작.

2006, 110min, 35mm, Color, Hong Kong, 18세 관람가
감독ㅣ두기봉 Johnnie To
출연ㅣ왕추생, 오진우, 임달화

부기 나이트 Boogie Nights

폭주 기관차 Runaway Train

보스 암살에 실패하고 조직을 도망친 아화는 마카오에 숨어산다. 어느 날
그의 옛 동료 4명이 찾아와 오랜만에 한자리에 다시 모였다. 그들은 오랜
시절을 함께 한 죽마고우지만, 보스의 명령으로 아화를 제거해야 한다. 아
화는 자신을 죽이러 온 옛 친구들에게 아내와 아기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의 돈만 마련하면 죽음을 맞이하겠다 설득하고, 친구들은 그의 마지막 소
원을 들어주기 위해 살인 청부를 맡기로 한다. 액션의 마에스트로 두기봉
감독은 홍콩 누아르의 새로운 세기를 열었다.

1997, 155min, 35mm,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폴 토마스 앤더슨 Paul Thomas Anderson
출연ㅣ마크 월버그, 줄리앤 무어, 버트 레이놀즈

익사일 Exile
Dec 5 / 20:00 / 중 Dec 9 / 16:30 / 중 Dec 13 / 20:00 / 중

시티라이트 Citylights
Dec 5 / 18:00 / 중 Dec 10 / 11:00 / 중 Dec 16 / 14:00 / 중
1931, 87min, 35mm, b&w, USA, 전체 관람가
감독ㅣ찰리 채플린 Charles Chaplin
출연ㅣ찰리 채플린, 버지니아 쉐릴, 해리 마이어스

배회하던 떠돌이가 길에서 꽃을 파는 눈먼 소녀를 만나고, 그 소녀는 떠돌
이를 부유한 공작으로 오인한다. 소녀에게 애정을 느낀 떠돌이는 우여곡절
끝에 수술비를 마련해 그녀에게 전해준다. 시간은 흘러 다시 거리를 배회
하던 떠돌이는 우연히 행복하게 사는 소녀를 보지만 초라한 모습에 나서지
못한다. 그를 불쌍히 여긴 소녀가 동전을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손의 촉감
으로 떠돌이를 알아차린다. 찰리 채플린의 최고작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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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5 / 11:30 / 시 Dec 20 / 16:30 / 시 Dec 24 / 19:30 / 시

고교 중퇴 후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에디는 나이트클럽에서 접시
닦이로 일하던 중에 포르노 영화감독 잭을 만나면서 가능성을 자각한다.
“누구나 잘 하는 게 한 가지는 있고 그래서 신은 공평하다”고 믿게 된 에디
는 포르노 스타로 우뚝선다. 영화는 포르노산업을 다뤘지만 전혀 포르노
같지 않은 독특한 영화다. 당시 타임즈에서는 그의 파격성과 유머를 높이
평가하여“제2의 타란티노”의 탄생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1998년 골든 글
로브 남우조연상 수상.
필름제공처ㅣRoyal Film Archive, Belgium

Dec 19 / 20:00 / 중 Dec 26 / 11:00 / 중 Dec 31 / 11:00 / 중
1985, 111min, 35mm,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안드레이 콘잘로프스키 Andrey Konchalovskiy
출연ㅣ존 보이트, 에릭 로버츠, 레베카 드 모네이

알래스카 중범 형무소에서 탈옥 경험이 있는 매니, 그리고 그의 추종자 버
크는 다시 한 번 탈옥을 꿈꾼다. 또한, 그의 존재가 눈에 가시였던 교도소장
란킹은 의도적으로 탈옥시켜 매니를 죽일 빌미를 마련하고자 한다. 탈옥한
두 죄수는 천신만고 끝에 디젤기관차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기관사의 갑
작스런 죽음으로 기차는 미친듯이 폭주하고, 교도소장 란킹이 헬리콥터로
추적하면서 그들의 필사의 추격전은 시작하게 된다.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각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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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트 블랑슈 (Carte blanche)

짙은 선홍색 Deep Crimson
Dec 19 / 14:00 / 중 Dec 25 / 17:00 / 중 Dec 27 / 20:00 / 중
1996, 111min, 35mm, Color, Mexico/France/Spain, 18세 관람가
감독ㅣ아르투로 립스테인 Arturo Ripstein
출연ㅣ레지나 오로즈코, 다니엘 지멘네즈 카초, 셜린

잡지 사교란을 통해 편지를 주고 받는 두 사람. 그들은 30대 중반의 삼류제
비 니콜라스, 완전 비호감의 뚱뚱하고 볼품없는 간호사 코랄. 대머리 남자
와 구취까지 심한 애 둘 딸린 과부는 왜 사랑에 빠졌을까? 영화 속에서 넘
실대는 탱고의 치명적 유혹처럼 이들의 기괴한 사랑은 어처구니 없는 살인
여행으로 이어진다. 황량한 풍경, 냉소적 유머, 시적 정취가 결합된 수작.
필름제공처ㅣMexican Film Institute, Mexico

큐어 Cure
Dec 31 / 14:00 / 중
1997, 111min, 35mm, Color, Japan, 15세 관람가
감독ㅣ구로사와 기요시 Kurosawa Kiyoshi
출연ㅣ야쿠쇼 코지, 하기와라 마사토, 우지키 츠요시

세기말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연쇄 살인사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르는 잔학함, 그러나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범인들. 다
카베 형사는 의대생이었던 마미야의 최면이 보통 사람들의 내면에서 무엇
인가를 끌어냈음을 알게 된다. <큐어>에는 구로사와 기요시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가 왜‘공포’
에 집착하는지,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악이
란 무엇인지, 세계의 황량함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모든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2011 부산영평상 상영회 및 시상식
일시ㅣ2011년 12월 2일 7시
장소ㅣ영화의 전당 소극장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지역 유일의 영화비평가 그룹으로서,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8년 부산영화 발전과 지
역 비평문화 활성화를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부산영평상은 부산영화평론가협회가 2000년 제정한 상으로 영화계 내·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 비평적 시각에서 한 해 국내영화를 조명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
평적 시선이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평이란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아마
도 문제는 가장 보편타당한 기준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기준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담론들을 생산해내
는 활동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미력하나마 한국영화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영화와 영
화인들을 발굴하고 지지하기 위한 비평담론의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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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네마 플라자
1. 에픽의 향연
2. 애니메이션 천국
3. 21세기가 사랑한 영화

시네마 플라자

시네마 플라자

인간의 조건 3,4부 The Human Condition Trilogy II

1. 에픽의 향연

Nov 20 / 15:00 / 소 Nov 24 / 15:00 / 소

어떤 이는 이 영화들이야말로 영화답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굽이치는 서사, 장대한 스펙터클, 온갖 군상의 인간들이 펼치
는 인생사의 파노라마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한꺼번에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대부><옛날 옛적 서부에서> 등 언제
보아도 흥분을 감출 수 없는 작품들 외에도 좀처럼 보기 힘들
었던 <대탈주><십계><인간의 조건> 등 추억의 명작들이 상
영됩니다. 심리적 에픽이라 할만한, 윌리엄 와일러의 진정한
대표작 <우리 생애 최고의 해>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s of Our Lives
Nov 16 / 18:00 / 소 Nov 19 / 14:00 / 소 Nov 22 / 11:00 / 소

닥터 지바고 Doctor Zhivago
Dec 11/ 16:00 / 중 Dec 15 / 16:10 / 중 Dec 18 / 13:00 / 중

1900년 1900
Dec 16 / 14:00 / 소 Dec 19 / 16:00 / 소

1959, 181min, 35mm, b&w, Japan, 15세 관람가
감독ㅣ고바야시 마사키 Kobayashi Masaki
출연ㅣ나카다이 다쓰야, 아라타마 미치요, 카츠라 코킨지

1965, 197min, 35mm, Color, USA/Italy, 12세 관람가
감독ㅣ데이비드 린 David Lean
출연ㅣ오마 샤리프, 줄리 크리스티, 제랄딘 채플린

1976, 312min, 35mm, Color, Italy/France/West Germany, 18세 관람가, 312분 완전판
감독ㅣ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Bernardo Bertolucci
출연ㅣ로버트 드니로, 제라드 드파르디유, 도미니크 샌다

제3부 망향, 제4부 전운. 혹한의 만주 관동군으로 배속되었던 주인공 가지
가 소련 전차 부대의 맹공습이 퍼붓는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포화속
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련의 과정을 그린다. 고바야시 감독의 연작<인간의
조건>은 대륙을 공간화하는 카메라 앵글과 정직하고도 진지한 배우 연기,
일본, 중국, 소련 등 다국적 인물들이 펼치는 다양한 인간군상에 대한 서사
를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연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유리 지바고는 의학을 공부해 빈곤한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 의학실습에
몰두하던 유리는 그로메코가의 딸 토냐와 장래를 약속했지만, 어느 날 운
명의 여인 라라와 마주친다. <콰이강의 다리><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잇는
데이비드 린의 또 한 편의 대작. 노벨 문학상에 지명되었지만 정치적 압력
으로 수상을 거부해야만 했던 소련의 시인 파스테르나크의 동명 소설을 영
화화하여 유리 지바고의 삶과 사랑을 낭만적이고 비극적으로 그려냈다. 이
작품으로 오마 샤리프는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같은 날에 태어난 지주의 아들 알프레도와 소작농의 아들 올모는 서로 다
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라이벌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함께 자란다. 하지
만 점점 그들이 처한 사회적 계급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알프레도와 올모
도 서로 대립하기 시작한다. 알프레도와 올모의 얽히고설킨 삶을 통해 이
탈리아 현대사를 꿰뚫고 있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대작으로, 사랑과
질투, 계급 갈등과 역사적 고난이 웅장한 화면에 펼쳐지는 감동적인 서사
극이다.

옛날 옛적 서부에서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지옥의 묵시록 리덕스 Apocalypse Now : Redux

필름제공처ㅣ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인간의 조건 5,6부 The Human Condition Trilogy Ⅲ
Nov 20 / 18:30 / 소 Nov 24 / 18:30 / 소

Dec 24 / 16:30 / 중 Dec 29 / 16:30 / 중

Dec 4 / 13:00 / 중 Dec 7 / 13:00 / 중 Dec 12 / 19:00 / 중

1946, 172min, 35mm, b&w, USA, 15세 관람가
감독ㅣ윌리엄 와일러 Willian Wyler
출연ㅣ마이어너 로이, 프레드릭 마치, 데이나 앤드류스

1961, 190min, 35mm, b&w, Japan, 15세 관람가
감독ㅣ고바야시 마사키 Kobayashi Masaki
출연ㅣ나카다이 다쓰야, 아라타마 미치요, 나카무라 타마오

1968, 175min, 35mm, Color, Italy/USA, 15세 관람가
감독ㅣ세르지오 레오네 Sergio Leone
출연ㅣ헨리 폰다,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제이슨 로바즈

1979, 202min, 35mm,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Francis Ford Coppola
출연ㅣ말론 브란도, 마틴 쉰, 로버트 듀발

2차 대전이 끝나자 참전했던 군인들은 귀향을 서두른다. 프레드, 호머 그
리고 알 역시 전쟁 이전의 그들의 삶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일상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 또 다른 아픔이 있는 전쟁터가 된다. 월리엄 와
일러 감독은 주인공 세 사람을 전쟁이전의 각각의 사회계층(부유,중산,노
동계층)으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계층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서사극으로 이 영화의 특별함을 더한
다. 1947년 아카데미 7개 부문 수상.

제5부 죽음의 탈출, 제6부 광야의 방황. 소련군의 공습에서 가까스로 살아
남은 가지는 희망도 없는 방황 속에 결국 소련군의 포로가 되고, 그는 아내
를 찾기 위해 탈출을 감행하지만, 눈 덮인 대지 위에 쓰러지고 만다. 1961
년 공개된 6부작의 완결편. 고바야시 감독은 포악하고 비인간적인 사회에
서 끝까지 저항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 가지’
의 인생을 통해 꺾을 수
없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표현한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배경으로 사회
와 인간의 관계를 날카롭게 묘파한 장대한 역작.

하모니카를 부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기차역에 도착한다. 한편 프랭크는 맥
빈의 땅을 빼앗고 죽여버린 뒤 무법자 케인의 짓인 양 꾸민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남자는 프랭크의 목숨을 거두려 하지만, 붙잡히고 만다. 왜 자신을
노리는지 궁금해 하는 프랭크, 하지만 남자는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
지 않는다. 서부 개척시대와 산업혁명기의 경계에서 퇴장할 수 밖에 없는
총잡이들의 운명을 세르지오 레오네가 독창적인 스타일과 분위기로 만들
어 냈다.

광기에 사로 잡힌 채 군을 이탈한 특수부대 지휘관 커츠 대령을 제거하기
위해 윌라드 일행은 어둠의 심장, 베트남으로 향하게 된다. 커츠 대령을 찾
기 위해 시작된 그들의 험난한 여정은 오히려 광기 어린 전쟁의 현장을 경
험하고, 추악하고 잔혹하기 이를 때 없는 인간의 광기에 이르게 되면서 형
언 할 수 없는 두려움 속으로 향해 간다. 이 작품은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인간의 광기와 공포를 형상화한 스펙터클이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대부 The Godfather

천국의 문 Heaven’s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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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 The Ten Commandments
Dec 21 / 12:00 / 소 Dec 24 / 16:00 / 소 Dec 28 / 15:30 / 중

아라비아의 로렌스 Lawrence of Arabia
Nov 16 / 10:00 / 중 Nov 21 / 15:30 / 중

Nov 22 / 19:00 / 중 Nov 26 /13:30 / 중 Dec 1 / 16:30 / 중

Nov 28 / 18:00 / 소 Dec 13 / 14:00 / 소

1956, 220min, 35mm, Color, USA, 전체관람가
감독ㅣ세실 B. 드밀 Cecil B. Demille
출연ㅣ찰톤 헤스톤, 율 브리너, 앤 백스터

1962, 216min, 35mm, Color, UK, 12세 관람가
감독ㅣ데이비드 린 David Lean
출연ㅣ피터 오툴, 알렉 기네스, 안소니 퀸

1972, 175min, 35mm,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Francis Ford Coppola
출연ㅣ말론 브란도, 알 파치노, 제임스 칸

1980, 225min, 35mm,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마이클 치미노 Michael Cimino
출연ㅣ크리스 크리스토퍼슨, 크리스토퍼 월켄, 존 허트

세실 B. 드밀 감독은 첫 번째 <십계>를 만든 지 30년 만에 다시 구약의 출
애굽기와 모세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1956년판 <십계>를 연출한다. <십
계>는 다양한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이야기와 홍해의 기적을 연출
하는 장관 등 서사극의 성공요소를 고루 갖춘 작품이다. 감독은 이 작품에
서 도덕적 타락과 지나친 배금주의에 맞선 자신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할
리우드 상업영화의 선봉장으로 평가되는 드밀 감독은 거대한 스케일과 사
회적 금기를 영화 속에 투영한다.

영국 정보국 장교 로렌스는 아랍 부족의 지원을 얻기 위해 아라비아로 파
견된다. 로렌스는 기대 이상으로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고, 수에즈 운하를
사이에 둔 전투에서 터키를 무찌르는 데 일조한다. 이후 그는‘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칭호까지 얻게 된다. 데이비드 린 감독은 실존 인물 T.E. 로렌
스의 일생을 휩쓸어가듯 매혹적인 촬영으로 광활한 캔버스 위에 펼쳐놓으
며, 관객을 압도한다. 위대한 한 편의 서사시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63년
아카데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다.

시실리아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피아의 두목 돈 꼴레오네를 사람들
은‘대부’
라 부른다. 어느날 돈 꼴레오네의 라이벌파의 저격으로 인해 그는
중상을 입게되고, 꼴레오네 일가는 붕괴 위기를 맞게 된다. 마리오 푸조의
빈틈없는 각본, 코폴라의 치밀한 연출, 말론 브란도, 알 파치노 등 배우들의
명연기가 완벽하게 결합된 대서사시. 18년 후인 1990년에 3편이 나오면서
세기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대서사시는 막을 내린다.

<천국의 문>은 부유하고 기득권을 가진 농장주들과 이주 노동자와의 갈등
과 전쟁을 다룬 작품으로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섬세한 연출을 통해 자본
과 권력에 휘둘리는 서부개척사의 이면을 드러낸다. 오늘날 가장 진보적
웨스턴으로 평가되는 이 영화는 당시에는 미국 주류사회의 철저한 배척과
살인적인 혹평 속에 완벽한 흥행참패를 경험한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족적 가치의 부정, 아메리카 드림의 허상, 선과 악의 모호성이 후대의 복
권을 가능케 했다.

인간의 조건 1,2부 The Human Condition TrilogyⅠ

대탈주 The Great Escape

Nov 20 / 11:00 / 소 Nov 24 / 11:00 / 소

Nov 15 / 11:00 / 중 Nov 20 / 11:00 / 중

1959, 208min, 35mm, b&w, Japan, 15세 관람가
감독ㅣ고바야시 마사키 Kobayashi Masaki
출연ㅣ나카다이 다쓰야, 아라타마 미치요, 아와시마 치카게

1963, 172min, D-cinema, Color, USA, 15세 관람가, 디지털 복원판
감독ㅣ존 스터지스 John Sturges
출연ㅣ스티븐 맥퀸, 제임스 가너, 리처드 아텐버로우

고미카와 준페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태평양전쟁 말기에 이상주의자
청년이 징집을 피해 만주로 가지만, 오히려 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하는 계
기가 되면서 인간과 야수의 경계를 오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총 6부작,
상영시간 9시간 45분에 달하는 대작영화로 오키나와 전투에서 전쟁 포로
였던 감독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두고 조직과 권력, 폭력과 비인간성으로
파괴되어가는 개인의 비극사를 다룬다. 제1부 순애, 제2부 격노에서 주인
공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폴 브리크힐의 소설에 바탕을 둔 탈출영화의 대표작. 2차 대전 당시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이 철옹성을 자랑하는 어느 독일 포로수용소에 이송된다. 하
지만 이들의 탈출을 여기서도 멈출 수 없다. 존 스터지스 감독의 훌륭한 지
휘는 화려한 스타배우들의 살아있는 하모니를 이끌어내고, 특히 결말 부분
에 이르러서는 실패라는 변주를 더해 인상적인 기억을 심어준다. 엘머 번
스타인의 주제 음악 역시 오래도록 기억되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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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2 The Godfather: Part II
Nov 12 / 18:30 / 중 Nov 18 / 12:40 / 중 Nov 22 / 15:00 / 중
1974, 200min, 35mm,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Francis Ford Coppola
출연ㅣ알 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다이앤 키튼

전편을 뛰어넘는 속편, <대부2>에서는 아버지 꼴레오네가 인간적인 의리를
바탕으로 대부의 면모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아들 마이클 꼴레오네가 치밀
하고 냉혹한 대부로 완성되어 과정을 병렬적 구조로 배치한다. 그리고 이러
한 과거로의 회귀는 전편의 텍스트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비토 꼴레오네’
역의 로버트 드니로와 2대 대부‘마이클 꼴레오네’
역의 알 파치노가 금세기
최고의 연기를 선사하고 전편을 뛰어넘는 코폴라 감독의 연출력은 아카데
미 사상 최초로 속편이 작품상을 수상하는 역사를 기록하게 한다.

2. 애니메이션 천국
<임금님과 앵무새>를 아십니까. 혹은 <바람이 불 때>를 아
십니까. 혹은 <일루셔니스트>로 우리의 눈을 황홀경으로 이
끌었던 실방 쇼메의<벨빌의 세 쌍둥이>를 아십니까. 우리 모
두 느끼고 있듯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의 오락에 그치지 않습
니다. 애니메이션은 작가들의 삶과 혼이 오롯이 녹아있는 또
하나의 시네마입니다. 전설의 무성 영화인 <아흐메드 왕자의
모험>에서부터 최근작인 <일루셔니스트>에 이르기까지 애
니메이션의 역사를 빛낸 명작을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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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 플라자

아흐메드 왕자의 모험 The Adventure of Prince Achmed
Nov 11 / 11:00 / 소 Nov 14 / 20:00 / 소 Nov 17 / 14:00 / 소

시네마 플라자

바람이 불 때 When the Wind Blows
Nov 12 / 17:00 / 소 Nov 15 / 14:00 / 소 Nov 18 / 11:00 / 소

벨빌의 세 쌍둥이 The Triplets of Belleville
Nov 11 / 20:00 / 소 Nov 14 / 17:00 / 소 Nov 17 / 11:00 / 소

멀홀랜드 드라이브 Mulholland Drive
Dec 3 / 11:00 / 중 Dec 8 / 19:30 / 중 Dec 12 / 13:30 / 중 Dec 18/ 19:30 / 중

1926, 65min, 18fps, 35mm, b&w, Germany, 전체 관람가, 무성영화
감독ㅣ로테 라이니거 Lotte Reiniger

1986, 80min, D-cinema, Color, UK, 전체 관람가, 디지털 복원판
감독ㅣ지미 T. 무라카미 Jimmy T. Murakami
출연ㅣ페기 애쉬 크로프트, 존 밀스, 로빈 휴스턴

2003, 80min, 35mm, Color, France/Belgium/Canada/UK, 전체 관람가
감독ㅣ실벵 쇼메 Sylvain Chomet
출연ㅣ미쉘 쿠슈투, 장-클로드 돈다, 리나 보드로

2001, 147min, 35mm, Color, France/USA, 18세 관람가
감독ㅣ데이비드 린치 David Lynch
출연ㅣ나오미 왓츠, 로라 해링, 앤 밀러

장 르누아르 감독이 극찬한 <아흐메드 왕자의 모험>은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가운데 한 편으로, 실루엣 애니메이션 기법의 창시자인 로테
라이니거의 대표작이다. 간계로 왕을 꾀어, 공주를 얻으려는 사악한 마법
사와 대결하는 아흐메드 왕자의 모험을 그린 이 작품은 <아라비안 나이트>
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국적이며 섬세한 인물들의 표현과 아방가르드 작가
발터 루트만의 추상화 같은 배경은 묘한 대비를 이뤄 마술 같은 세계를 환
상적으로 펼쳐낸다.

일본계 미국인 지미 T. 무라카미 감독은 주로 사회성 있는 작품을 제작하였
는데, 그의 대표작 <바람이 불 때>는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는 작품으로
핵전쟁은 인간이 만든 가장 반이성적, 반인간적 폭력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디오를 통해 핵전쟁의 소식을 들은 노부부가 정부에서 공고한 핵
대처 지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만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핵전쟁의 참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게 된다.

경기 도중 괴한에게 납치당한 소년은 도박장에 팔려간다. 함께 사는 할머
니와 애완견은 그를 찾아 나서고, 왕년의 보드빌 스타였던‘할머니 삼총
사’
가 가세한다. 실벵 쇼메의 첫 장편이며, 여기서 보여준 독특한 시각적
상상력은 칸영화제에 이어, 아카데미 2개 부문 후보에 오르게 하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생략과 과장이 심한, 코믹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한 그림
체의 무성 애니메이션.

할리우드 스타의 꿈을 안고 LA에 온 베티는‘멀홀랜드 드라이브’
도로에
서 일어난 자동차 사고로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리타를 만나 그녀가 기억
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단서를 쫓아 기억을 찾아가면서 끔
찍한 악몽이 시작된다.‘컬트의 왕’데이비드 린치에게 칸영화제 감독상을
선사한 작품으로 미스터리와 직감으로 가득 차있다. 영화전문지‘카이에
뒤 시네마’
와‘필름 코멘트’
가 뽑은 2000년대 베스트 영화 1위 작품.

임금님과 앵무새 The King and the Mockingbird

아이언 자이언트 The Iron Giant

메리와 맥스 Mary and Max

아들 The Son

Nov 10 / 14:00 / 소 Nov 12 / 20:00 / 소 Nov 15 / 11:00 / 소

Nov 10 / 17:00 / 소 Nov 13 / 20:00 / 소 Nov 16 / 14:00 / 소

Nov 10 / 20:00 / 소 Nov 13 / 17:00 / 소 Nov 15 / 17:00 / 소

Nov 20 / 15:00 / 중 Nov 26 / 17:00 / 중 Dec 9 / 11:00 / 중

1980, 81min, 35mm, Color, France, 전체 관람가
감독ㅣ폴 그리모 Paul Grimault
출연ㅣ장 마틴, 파스칼 마졸티, 레이몬드 버지어드

1999, 86min, 35mm, Color, USA, 전체 관람가
감독ㅣ브래드 버드 Brad Bird
출연ㅣ제니퍼 애니스턴, 해리 코닉 주니어, 빈 디젤

2009 , 92min, 35mm, Color, Austraila, 전체 관람가
감독ㅣ아담 엘리엇 Adam Elliot
출연ㅣ토니 콜렛,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 에릭 바나

2002, 103min, 35mm, Color, Belgium/France, 전체 관람가
감독ㅣ장-피에르 다르덴 Jean-Pierre Dardenne, 뤽 다르덴 Luc Dardenne
출연ㅣ올리비에 구르메, 모건 마린느

세계 애니메이션 베스트 5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수작. 단 한 번도 과녁을
맞추지 못하던 왕이 우연히 새 한 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왕과 새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펼쳐낸다. 이 영화는 사팔뜨기 폭군, 자유를 상징하
는 새, 그리고 민중을 상징하는 양치는 소녀와 굴뚝청소부를 통해 풍부한
은유와 유연한 유머로 표현된 프랑스 애니메이션의 거장 폴 그리모 감독
의 작품이다. 79년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감독의 첫 연출
작 <사팔뜨기 폭군>의 개정판이다.

<인크레더블><라따뚜이>를 연출한 브래드 버드 감독의 장편 데뷔작. 미
국의 한적한 마을, UFO가 불시착했다는 소문에 호기심 많은 소년 호가스
는 그곳을 찾아나서고, 외계로봇을 만나 금세 친구가 되지만, 수사를 나선
정부요원에 의해 마을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선명한 선과 악의 구별, 뮤지
컬적 요소 등 당시 애니메이션계를 지배하던 디즈니사의 공식에서 벗어나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수작으로 평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클레이 애니메이션. 호주의 외로운 소녀 메리와 뉴욕에 살고 있는 아스퍼
거 장애를 가진 맥스가 펜팔을 하며,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거리와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쌓는다. 아담 엘리엇 감독은 전형적인 애니메이션에 어울리
지 않는 장애, 불안과 같은 어둠이 느껴지는 소재를 끌어들여, 인간의 가장
소중한 욕망은 서로의 관심에서 비롯된 사랑이라는 주제의식을 캐릭터 속
에 채화시켜 삶의 내밀한 부분까지 집어내고 있다.

목수 올리비에는 청소년 재활센터에서 소년원을 출소한 아이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친다. 어느 날 열여섯 살 소년 프랑수아가 재활센터에 새로 들
어오자 올리비에는 극도의 불안과 집착을 드러내며 그를 은밀하고도 집요
한 시선으로 쫓는다. 벨기에 출신 감독 다르덴 형제 작품으로 윤리적 물음
과 정신적 생존을 위한 투쟁을 보여준다. 실제 목수 출신으로 다르덴 형제
의 단골 배우인 올리비에 구르메는 사실성이 묻어나는 연기로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천년여우 Millennium Actress

일루셔니스트 The Illusionist

피아니스트 The Pianist

필름제공처ㅣInstitut Français, France

작은 여우 The Little Fox
Nov 11 / 14:00 / 소 Nov 14 / 11:00 / 소 Nov 18 / 14:00 / 소

Nov 12 / 14:00 / 소 Nov 15 / 20:00 / 소 Nov 17 / 17:00 / 소

Nov 10 / 11:00 / 소 Nov 13 / 14:00 / 소 Nov 17 / 20:00 / 소

Dec 4 /17:00 / 중 Dec 8 / 11:00 / 중 Dec 13 / 12:00 / 중

1981, 79min, Digi Beta, Color, Hungary, 전체 관람가
감독ㅣ아틸라 다르거이 Attila Dargay
출연ㅣ유디트 폴가니, 요제프 가브론카, 테리 폴디

2001, 87min, 35mm, Color, Japan, 전체 관람가
감독ㅣ곤 사토시 Kon Satoshi
출연ㅣ쇼지 미요코, 코야마 마미, 오리카사 후미코

2010, 80min , 35mm, Color, UK/France, 전체 관람가
감독ㅣ실벵 쇼메 Sylvain Chomet
출연ㅣ장-클로드 돈다, 에일리드 랜킨, 던컨 맥닐

2002, 150min, 35mm, Color/b&w, France/Poland 외, 12세 관람가
감독ㅣ로만 폴란스키 Roman Polanski
출연ㅣ애드리언 브로디, 토마스 크레슈만

호기심에 이끌려 향했던 숲 속 여행에서 돌아온‘보끄’
는 그를 아껴주던 가
족들이 사냥꾼들에 의해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삼촌‘카라크’
의 도움으로
숲 속에서 가장 현명한 동물로 성장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아 간 사냥
꾼들을 곤경에 처하게 한다. 아틸다 다르거이 감독의 작품들은 쉽고, 복잡
하지 않아 대중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연스런 인물
표현으로 짙은 호소력의 캐릭터를 완성 시키는 헝가리의 대표적 애니메이
션 작가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은퇴한 지 30년간 취재를 허락하지 않던 전설적인 여배우 치요코가 잃어
버린 열쇠를 되찾아준 그녀의 오랜 팬이자 다큐멘터리 작가인 타치바나에
게 촬영을 허락한다. 그후 그녀의 아련함의 뒤편에 서 있는 옥인(玉人)을
향한 사랑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퍼펙트 블루>를 연출한 곤 사토시 감
독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오가며, 독특한 상상력과 탄탄한 구성력을 갖
춘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 2002년 도쿄 애니메이션 어워드 극장영화부
문 최우수작품상 수상.

자신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찾아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일루셔니스트는
어느 날 스코트랜드의 선술집에서 공연을 하게되고, 그곳에서 앨리스를 만
나게 된다. 일루셔니스트의 무대에 반한 어린 소녀 앨리스는 그를 따라 나
서게 되고,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다. 살아생전 자크 타티가 딸에게 남긴 편지를 시나리오로 한 <일루셔니스
트>는 타티의 영화적 유산을 가감 없이 계승한 작품으로 고전적 2D 애니
메이션이다.

유명한 유대계 피아니스트 스필만은 나치의 수용소로 가는 기차에 가족만
보내게 된다. 홀로 숨어 지내던 그는 독일 장교에게 발각되어 자신이 피아
니스트임을 밝힌다. 장교는 그에게 연주를 명령하고 스필만은 쇼팽의 발
라드 1번을 연주한다. 실제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슈필만의 이야기를
거장 로만 폴란스키가 영화화했다. 전쟁의 포화를 뚫고 울리는 쇼팽의 피
아노 선율이 아름다운 영화로 2002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전염병 개 The Plague Dogs

인터스텔라 5555 Interstella 5555: The 5tory of the 5ecret 5tar 5ystem

Nov 12 / 11:00 / 소 Nov 14 / 14:00 / 소 Nov 16 / 11:00 / 소

Nov 11 / 17:00 / 소 Nov 13 / 11:00 / 소 Nov 18 / 17:00 / 소

1982, 103min, Digi Beta, Color, USA/UK, 전체 관람가
감독ㅣ마틴 로즌 Martin Rosen
출연ㅣ존 허트, 크리스토퍼 벤쟈민, 제임스 볼람

2003, 68min, Digi Beta, Color, Japan/France, 전체 관람가
감독ㅣ다케노우치 카즈히사 Takenochi Kazuhisa

<전염병 개>는 리차드 아담스의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작품. 영
국정부의 동물실험 연구소에서 탈출한 두마리의 개‘스니터’
와‘로우프’
는 간교한 여우‘토드’
의 도움으로 야생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탈출한 개
들이 전염병을 옮겨 양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부
당국은 개들을 사냥하기 위해 나서게 된다. 감독은 인간의 흉포함과 무자
비함을 실험동물의 자유를 향한 순수한 몸부림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푸른 피부를 가진 외계인 혹성에서 라이브를 하던 4인조 락밴드가 유괴 당
한다. 그들은 인간으로 세뇌되어 지구의 스타가 된다. 대사 없이 전편에 깔
리는 음악을 담당한 것은 프랑스의 테크노 그룹 다프트 펑크, 이들의 앨범
<디스커버리>에 실린 14개의 곡 전부를 뮤직 비디오로 만들고 이를 모아
한 편의 애니메이션으로 완성시킨 것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마츠모토
레이지. 뮤직비디오와 애니메이션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만족스러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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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3. 21세기가 사랑한 영화
영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0세기를 과거로 흘려 보낸 지도
10여년이 흘렀습니다.‘영화의 죽음’
을 외친 성급한 선언들
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변함 없이 동시대인의 곁에서 어떤 다
른 예술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간과 삶을 노래하고 탐구하
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에 적은 개봉관에서나마
한국 관객과 만난 영화들 가운데 여전히 기억에 생생한 영화
20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계속됩니다.

엘리펀트 Elephant
Nov 25 / 11:30 / 중 Nov 27 / 14:00 / 중 Dec 7 / 11:00 / 중
2003, 81min, 35mm, Color,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구스 반 산트 Gus Van Sant
출연ㅣ알렉스 프로스트, 에릭 두런, 존 로빈슨

눈부시게 화창한 가을의 오후, 사진이 취미인 일라이를 비롯한 친구들의
다양한 일상이 펼쳐진다. 한편 반복되는 삶 속에 갇힌 알렉스와 에릭은 인
터넷으로 주문한 총을 배달 받고 집을 나선다. 구스 반 산트 감독의 걸작으
로 2003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미국
에서 실제 있었던 고등학교 총기 난사사건을 소재로 등장 인물들에게 일
어나는 일을 한 걸음 물러서 관찰했다.‘ 카이에 뒤 시네마’
가 선정한 2000
년대 베스트 영화 2위 작품.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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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 플라자

커피와 담배 Coffee and Cigarettes
Dec 17 / 17:30 / 중 Dec 22 / 11:00 / 중 Dec 29 / 20:00 / 중

시네마 플라자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Nov 23 / 14:00 / 중 Dec 2 /11:30 / 중 Dec 11 / 13:00 / 중

더 폴:오디어스와 환상의 문 The Fall
Dec 1 / 11:00 / 중 Dec 5 / 15:30 / 중 Dec 14 / 20:00 / 중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Cherry Blossoms – Hanami
Nov 19 / 20:00 / 중 Nov 30 / 14:00 / 중 Dec 10 / 14:00 / 중 Dec 15 / 13:30 / 중

2003, 95min, 35mm, b&w, USA/Italy 외, 12세 관람가
감독ㅣ짐 자무쉬 Jim Jarmusch
출연ㅣ로베르토 베니니, 빌 머레이

2004, 141min, 35mm, Color, Japan, 전체 관람가
감독ㅣ고레에다 히로카즈 Kore-Eda Hirokazu
출연ㅣ야기라 유야, 기타우라 아유, 기무라 히에이

2006, 117min, 35mm, Color/b&w, USA/India, 12세 관람가
감독ㅣ타셈 싱 Tarsem Singh
출연ㅣ카틴카 언타루, 저스틴 와델, 리 페이스

2008, 127min, 35mm, Color, Germany, 18세 관람가
감독ㅣ도리스 되리 Doris Dörrie
출연ㅣ엘마 웨퍼, 한넬로르 엘스너

허름한 카페에서 커피와 담배에 대한 예찬을 늘어 놓는 두 사람, 금연의 미
학에 대해 토론하다가 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두 사람 등 커피를 마시고 담
배를 필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천국보다 낯선>의 짐 자무쉬 감독이 1986년부터 17년간 만든
11편의 단편을 묶은 옴니버스 영화로 스티븐 부세미, 빌 머레이, 이기 팝
같은 괴짜 배우들이 출연한다. 구스타프 말러의 가곡 등 짐 자무쉬적인 음
악 또한 빛을 발한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아파트에 몰래 세 들어 사는 12살 소년 아키라
는 어머니가 사라진 후 세 동생을 돌보게 된다. 이후, 아무도 모르게 네 남
매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험이 시작된다. 주연 야기
라 유야는 14세에 2004년 칸영화제에서 최연소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걸어도 걸어도><기적> 등으로 현대 일본에서 꾸준히 주목 받는 감독 중
의 한 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1988년 일본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소재로 영화화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반신 마비로 입원한 스턴트맨 로이는 같은 병원의 작은 꼬마 알렉산드
리아와 친구가 된다. 어린 친구를 위해 로이는 매일 세상 끝 먼 곳에서 온
다섯 전사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시간이 갈수록 현실과 환
상은 서로 얽히고 뒤섞이게 된다. 6년이란 제작 기간 동안 세계 20 여 개국
의 로케이션으로 완성되었다. 압도적인 스케일과 눈을 뗄 수 없는 매혹의
영상미로 2007년 베를린영화제 수정곰상과 시체스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을 수상했다.

남편이 불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이 사
는 베를린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여행 중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
나고, 남편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뜬 아내를 위해 그녀가 동경하던 일본
으로 향한다. <파니 핑크>의 독일 여성감독 도리스 되리가 오즈 야스지로
의 <동경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이라는
심각한 주제를 가볍고 유쾌하게 다뤘지만,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은 마음
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다.

카페 뤼미에르 Cafe Lumiere

랜드 오브 플렌티 Land of Plenty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The Wind that Shakes the Barley

해피 고 럭키 Happy-Go-Lucky

Nov 24 / 14:00 / 중 Nov 30 / 17:30 / 중 Dec 5 / 13:00 / 중

Dec 18 / 10:30 / 중 Dec 23 / 11:00 / 중 Dec 29 / 11:00 / 중

Dec 4 / 20:00 / 중 Dec 14 / 14:00 / 중 Dec 20 / 11:00 / 중

Dec 14 / 11:00 / 중 Dec 28 / 13:00 / 중 Dec 31 / 17:00 / 중

2003, 103min, 35mm, Color, Japan/Taiwan, 12세 관람가
감독ㅣ허우 샤오시엔 Hou Hsiao-hsien
출연ㅣ히토토 요, 아사노 타다노부, 하기와라 마사토

2004, 123min, 35mm, Color, USA/Germany/Canada, 12세 관람가
감독ㅣ빔 벤더스 Wim Wenders
출연ㅣ미셸 윌리엄스, 존 딜, 샤운 토웁

2006, 127min, 35mm, Color, Ireland/UK 외, 15세 관람가
감독ㅣ켄 로치 Ken Loach
출연ㅣ킬리언 머피, 패드레익 들러니, 리암 커닝햄

2008, 118min, 35mm, Color, UK, 15세 관람가
감독ㅣ마이크 리 Mike Leigh
출연ㅣ샐리 호킨스, 엘리어트 코원

다큐멘터리 작가 요코는 대만인 친구와 사랑에 빠져 임신하지만, 부모에
게 고백할 용기가 없다. 그녀는 절친한 친구이자 고서점 주인인 하지메와
함께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며 도쿄의 일상을 담아낸다. 일본의 거장 오즈
야스지로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오마주 영화이다. 대만 감독 허
우 샤오시엔은 오즈의 영화처럼 가족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럼에도 이 작
품에는 젊은 두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 애틋한 미래, 그리고 옛것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 등이 담겨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테러로부터 조국을 지키겠다는 망상에 빠진 폴은 매
일 거리에서 의심스런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한다. 그런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혈육 라나가 찾아오고, 두 사람은 우연히 한 중동인 살인 사건을 목격
하게 된다. <베를린 천사의 시>의 빔 벤더스 감독이 9·11 이후 미국사회
의 신경증을 어둡고 신랄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로드무
비 형식 위에 레너드 코헨과 데이비드 보위를 비롯한 뮤지션들의 음악이
감각적으로 펼쳐진다.

1920년 아일랜드. 의사 데미언은 런던의 병원에 일자리를 얻지만 아일랜
드인에 대한 영국 군대의 횡포를 목격하고, 형 테디와 함께 아일랜드 독립
운동에 뛰어든다. 마침내 영국과 아일랜드는 평화조약을 맺게 되지만, 엇
갈린 의견 때문에 형제는 대립한다. 조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투쟁하는 형
제를 통해 아일랜드 분쟁의 비극을 다룬 작품. 켄 로치 감독 특유의 사실적
인 연출은 마치 역사의 현장에 서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2006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 포피는 서른 살 싱글의
삶을 만끽하고 있다. 운전교습 강사 스콧의 까칠함이 더해지는 가운데 키
다리 매력남이 그녀 앞에 나타난다. 켄 로치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
인 마이크 리의 작품. <비밀과 거짓말><베라 드레이크> 등의 전작과 달리
유쾌한 코미디 영화이다. 제목은‘낙천적’
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여주
인공 샐리 호킨스는 이 영화로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세계 The World

수면의 과학 The Science of Sleep

오! 마이보스 The Boss of It All

클래스 The Class

Nov 23 / 11:00 / 중 Nov 27 / 11:00 / 중

Dec 18 / 17:00 / 중 Dec 22 / 14:00 / 중 Dec 28 / 20:00 / 중

Dec 12 / 11:00 / 중 Dec 27 / 13:00 / 중 Dec 29 / 14:00 / 중

Nov 26 / 20:00 / 중 Nov 30 / 11:00 / 중 Dec 8 / 16:30 / 중

2004, 140min, 35mm, Color, China/Japan/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지아장커 Jia ZhangKe
출연ㅣ자오 타오, 첸 타이셍, 징 주에

2006, 105min, 35mm, Color, France/Italy, 15세 관람가
감독ㅣ미셸 공드리 Michel Gondry
출연ㅣ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샬롯 갱스부르, 알랭 샤바

2006, 99min, 35mm, Color, Denmark/Sweden 외, 18세 관람가
감독ㅣ라스 폰 트리에 Lars Von Trier
출연ㅣ젠스 알비누스, 피터 간츨러

2008, 128min, 35mm, Color, France, 12세 관람가
감독ㅣ로랑 캉테 Laurent Cantet
출연ㅣ프랑소와 베고도, 프랭크 케이타

베이징에 위치한 테마파크‘세계 공원’
의 댄서 따오와 공원 순찰관 따이셩
은 연인 사이지만, 둘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지아장커의 영화로는 중국
의 극장에서 처음 상영되었다. 세계화 지향 정책과 냉전 흔적의 부조화는
중국이 안고 있는 모순이다. 영화 속 에펠탑, 세인트 폴 성당, 피라미드로
가득한 세계 공원은 지구의 축소판이며, 지아장커는 그 속에서 모조화된
세계의 환상에 빠진 중국의 모습을 날카롭게 바라본다.

멕시코 출신의 스테판은 좋은 일자리를 구해 놓았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
고 파리에 왔지만 스스로 예술적 재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평범한 달력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던 스테
판은 이웃에 이사 온 스테파니를 흠모하며 그들이 꿈으로 연결된 운명적
관계라고 믿기 시작한다.<이터널 선샤인>을 만든 미셸 공드리 감독의 자
전적인 경험이 반영된 영화로 꿈과 현실을 오가는 엉뚱하고 유쾌한 아이
디어가 넘쳐난다.

한 IT회사의 소유주 라운은 지난 10년간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자신을
일반사원인 듯 숨겨왔다. 그는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엉터리 배우
를 고용해 가짜 사장을 연기하게 한다. 보스를 직접 만난 적 없는 직원들은
그가 진짜 보스인줄로만 안다. 진실과 허위, 그리고 그 선택의 도덕성에 질
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멜랑콜리아><안티 크라이스트> 등의 신작으로
숱한 화제를 모은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냉소적 유머와 뛰어난 재기를 확
인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중학교, 국어 선생 마랭과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는다.
마랭은 개성과 환경이 다양한 학생들에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면서 가까워진다. 하지만 흑인 학생이 반항하면서 분위기는 달
라진다. 교사 출신인 프랑소와 베고도의 소설을 원작으로 감성과 지성의
끊임없는 재생 공간인‘교실’
과 불완전한 유토피아로서의‘학교’
를 보여
준다.“ 환상적 연기, 특별한 각본… 모든 게 완벽하다.”는 심사평으로
2008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킹스 앤 퀸 Kings and Queen

사랑해, 파리 Paris, je t`aime

아임 낫 데어 I’m Not There

하얀 리본 The White Ribbon

Nov 24 / 11:00 / 중 Nov 28 / 17:00 / 중 Dec 6 / 11:00 / 중
2004, 150min, 35mm, Color,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아르노 데스플레생 Arnaud Desplechin
출연ㅣ엠마뉴엘 드보스, 제프리 캐리, 마티유 아말릭

30대의 여성 노라는 가족들의 삶에 짓눌려 있다. 위독한 노라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상처가 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뜨고, 그녀의 전남편인 음악가
이스마엘은 정신병원에 갇힌다. 각기 전개되어가던 이야기는 어느 순간
겹쳐진다. 누벨바그 이래 프랑스 영화계에서‘카이에 뒤 시네마’
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감독 중의 하나인 아르노 데스플레생의 여섯 번째 작품
이다. 일상 곳곳에 배어있는 비서사적 존재에 대한 성찰을 탁월하게 담아
내어 평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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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7 / 20:00 / 중 Dec 23 / 14:00 / 중 Dec 25 / 11:00 / 중 Dec 31 / 20:00 / 중
2006, 120min, 35mm, Color, France/Germany 외, 15세 관람가
감독ㅣ코엔 형제 외 19명 Various Artists
출연ㅣ나탈리 포트만, 줄리엣 비노쉬, 스티브 부세미

‘파리에서는 누구나 사랑에 빠진다.’전세계 최고의 감독 20명이 찍은 18
편의 옴니버스 영화 <사랑해, 파리>는 파리를 배경으로 18가지의 색다른
사랑 이야기를 보여 준다. 5분의 제한 시간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사랑의 도시, 파리’
라는 주제이다. 마치 <러브 액츄얼
리>를 연상시키는 내레이션으로 연결된 18편의 짧은 영화들은 파리를 배
경으로 펼쳐지는 갖가지 훈훈한 사랑의 기운을 전달하고 있다.

Dec 6 /14:00 / 중 Dec 19 / 11:00 / 중 Dec 30 / 13:10 / 중

Nov 25 / 16:00 / 중 Nov 29 / 11:00 / 중 Dec 16 / 11:00 / 중

2007, 135min, 35mm, Color/b&w, USA/Germany, 15세 관람가
감독ㅣ토드 헤인즈 Todd Haynes
출연ㅣ케이트 블란쳇, 히스 레저, 크리스찬 베일

2009, 144min, 35mm, b&w, Germany/Austria 외, 15세 관람가
감독ㅣ미카엘 하네케 Michael Haneke
출연ㅣ크리스티안 프리에델, 에른스트 야코비

밥 딜런의 삶과 음악을 일곱 명의 캐릭터를 통해 비춰낸 독특한 형식의 전
기영화이다. 히스 레저, 리처드 기어 등 6명의 배우가 밥 딜런의 페르소나
(공적, 사적, 환상적인 페르소나에 이르기까지)가 되어 등장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렬한 아이콘의 생동감있는 초상을 완성한다. 시인, 선지자, 외부인,
가짜, 유명스타, 록커, 회심한 가스펠 가수라는 7개의 서로 다른 자아가 함
께 모여 각각이 은유하고 있는 시대를 농밀하게 표현하며 하나의 인생을
살아 숨쉬게 한다.

1913년, 평화로운 독일의 작은 마을은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공포에 휩싸인다. 순결한 영혼의 상징인‘하얀 리본’
으로 복종과 순결을
강요 당하는 마을 아이들은 사건을 말없이 지켜본다. 2009년 칸영화제 황
금종려상 수상작이다. <하얀 리본>은 잔잔한 흑백의 영상 속에 촘촘히 스
며드는 의문의 사건들을 조용히 응시하며 144분의 러닝타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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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시선

1. 한국영화, 그 미지의 보석들
젊은 한국영화 연구자들이 머리를 모아 한국영화의 새로운
베스트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적 걸작들이 아니
라, 재논의되고 재평가되어야 하는 문제적 영화들의 명단입
니다. 이 영화들은 소위 문예영화 중심적인 한국영화의 만신
전을 대중적 장르영화의 난장에로 확장하기를 요청하고 있
습니다. 한국영화를 사랑하고 아껴온 모든 분들에게 이 대안
의 리스트는 그 애호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발견의 장
이 될 것입니다.
필름제공처ㅣ한국영상자료원

반도의 봄 Spring in the Korean Peninsula
Nov 23 / 17:00 / 소 Nov 29 / 20:00 / 소 (상영후 특별강연)

Ⅳ

1. 한국영화, 그 미지의 보석들
2. 관객의 선택
3. 칸 비평가주간 50주년 특별전

Nov 21 / 19:30 / 소 (상영후 특별강연) Nov 29 / 11:00 / 소
1961, 114min, 35mm, b&w, Korea, 12세 관람가
감독ㅣ김수용 Kim Soo-Yong 출연ㅣ구봉서, 도금봉, 양석천

당시 해외토픽에 났던 기사를 보고 구봉서 본인이 직접 모티프를 제공했다고
한다. 소심한 월급쟁이 맹순진(구봉서)에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구해줬던 미국
중령 베이컨의 부인이 200억환의 유산을 들고 오면서,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몰려든다. 황금만능주의와 이촌향도 현상 등 당대 한국사회의 단면을 풍자적
으로 그리고 있다. 유머 넘치는 보이스오버 나레이션, 미래의 어느 날에 대한
플래시 포워드 장면, 움직이는 신문 사진 및 만화적 상상력을 활용한 다양한
기법 등을 선보이며 세련된 코미디 영화를 연출한다. 1950년대 후반을 거치
면서 안정적인 관객층을 확보한 한국 코미디영화 장르와 스타 배우 구봉서가
만나 탄생시킨 초기 코미디영화의 명편이라 할 만하다. 박선영(영화연구자)

물레방아 A Water Mill
Nov 21 / 16:30 / 소 (상영후 특별강연) Nov 28 / 11:00 / 소

1941, 84min, 35mm, b&w, Korea, 12세 관람가
감독ㅣ이병일 Lee Byung-il 출연ㅣ김일해, 김소영, 서월영

1964, 92min, 35mm, b&w, Korea, 15세 관람가
감독ㅣ이만희 Lee Man-Hee 출연ㅣ신영균, 고은아, 최남현

시나리오 작가 영일은 동인들과 영화<춘향전>을 제작하고 있다. 어느 날 친구
가 찾아와 배우 지망생인 여동생 정희의 일자리를 부탁한다. 영일은 음반사에
정희를 소개시켜주고 두 사람은 호감을 갖고 만나게 된다. 한편 <춘향전>의
여주인공 백란이 그만두자 영일은 정희를 춘향 역에 추천하지만, 제작비가 없
어 영화가 중단된다. 이 영화는 식민지 조선을‘영화제작’이라는 소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다. 더불어 해방 이전의 영화제작 현장을 그려볼 수 있
는 유일한 영화이다. <반도의 봄>은 영화 속 영화인 <춘향전>의 제작과정과
촬영과정을 매우 자세히 그리고 있다. <춘향전>의 완성을 통해 당시 조선의
영화인들이 일본의 식민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동시
에 식민지 조선영화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보여준다.

<물레방아>는 나도향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1966년 제작된 문예영화이나,
현재 음성이 일부 유실되고, 마지막 부분이 개봉시와는 다른 형태로 남아 있어
서, 한국영화사 안에서의 위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레
방아>는 충분히 독보적이며, 문예영화의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는 문예영화라
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사회 문제를 정면을 다루지 못한 채 문예영화라는 이
름 아래 자연과 유비된 인간의 본능에 탐닉하거나 에로티시즘으로 에둘러야 했
던 시대에 오히려 원초적 욕망과 정면 승부한다. 그럼으로써 이 영화는 욕망의
분배 면에서 제 몫이 없었던 방외인의 비애를 절실하게 드러내는 아이러니를
성취한다. 존재의 무상(無常) 내지 인간의 구경(究竟)이라는 보수적인‘문예’
로
귀의하지 않으면서 저돌적인 욕망과 그 부조리한 결과에 대해 논리를 넘어서는
개연성을 이만큼 부여한 영화는 한국영화사상 없었다. 이는 이만희 감독의 천부
적인 영상 감각과 그 감각에 내장되어 있는 진정성의 기율에서 비롯된 놀라운
성취라 하겠다. 박유희 (한국영화 연구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공영민(한국영상자료원 객원연구원)

세가지 시선

구봉서의 벼락부자 An Upstart

피아골 Piagol
Nov 19 / 19:00 / 소 Nov 22 / 16:00 / 소 (상영후 특별강연)

불나비 The Tiger Moth
Nov 21 / 14:00 / 소 Nov 30 / 17:00 / 소 (상영후 특별강연)

1955, 106min, 35mm, b&w, Korea, 전체 관람가
감독ㅣ이강천 Lee Kang-Cheon 출연ㅣ노경희, 이예춘, 김진규

1965, 105min, 35mm, b&w, Korea, 15세 관람가
감독ㅣ조해원 Jo Hae-won 출연ㅣ김지미, 신영균, 최남현

<피아골>은 휴전 후 지리산 피아골의 빨치산 부대를 배경으로, 휴전선 이남에
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회의되어 가는지를 그려내고 있다. <피아골>은 지리산
현지 촬영으로 당시 빨치산부대의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과 맹렬한 활동
을 그 표면에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그 아래로 사상과 애정관계 간의 고뇌, 가
족관계와 사상 간의 갈등, 사상과 휴머니즘에 대해 세련되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때문에 당시 이 영화에 대한 반공·용공 논란으로 상영이 정지되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 장면을 수정하고 반공영화로 자리매김하였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등장인물 모두 영화를 함께 끌어가는 힘을 보여주지만, 그 중 애란
은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능력 있고 결단력 있는 적극적인 여성
으로 등장해 시종일관 눈길을 사로잡는다. 심혜경(중앙대학교 영화학과 박사수료)

묘령의 여인(김지미)의 목숨을 우연히 구한 신참내기 변호사 성훈(신영균)은
첫눈에 그녀에게 반해 그녀를 뒤쫓는다. 그러나 그녀의 주위를 맴도는 남자들
이 그녀에게 빠져 불나비처럼 죽는 것을 보고 살인자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한
다. 신상옥 감독의 <지옥화>에 순진한 청년 동식으로 출연한 배우 조해원의
감독 데뷔작으로 개봉 당시“그 설정이 빈틈없는 국산 최초의 본격 추리 영화”
로 호평을 받았다. 흥미로운 스토리, 치밀한 구성과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이는
수작으로 재발견 되어야 할 영화 중 한 편이다. 남자들을 불행의 끝자락으로
모는 치명적 아름다움을 가진 팜므 파탈 민화진을 김지미가, 그녀를 향해 불
나비처럼 날아들어 희생되는 남자들을 박기수, 박암, 최남현이 멋들어지게 연
기하고 있으며 마지막 반전도 압권이다. 주제곡‘불나비’
를 애달프게 부르는
김상국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오성지(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부)

서울의 지붕밑 Under the Sky of Seoul

살인마 A Bloodthirsty Killer

Nov 22 / 19:00 / 소 (상영후 특별강연) Nov 28 / 14:00 / 소

Nov 18 / 20:00 / 소 Nov 21 / 11:00 / 소

1961, 123min, D-cinema, b&w, Korea, 15세 관람가, 디지털 복원판
감독ㅣ이형표 Lee Hyung-Pyo 출연ㅣ김승호, 허장강, 김희갑

1965, 92min, 35mm, b&w, Korea, 18세 관람가
감독ㅣ이용민 Lee Yong-min 출연ㅣ도금봉, 이예춘, 정애란

1960년대 초의 한국영화계를 대표했던 장르인 가족드라마 계열의 영화로, 서
울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소시민의 일상을 유쾌하고 또 가슴 짠하게 담아
낸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랑작가 조흔파 특유의 재치 있는 대사와 경쾌한
이야기 전개도 돋보이지만, 무엇보다도 김승호를 비롯한 기라성 같은 신필름
소속 연기자들의 탁월한 연기력이 백미이다. 물론 한옥촌의 풍경을 아름답게
시각화한 이형표와 가족드라마를 기획한 당대 최고의 제작자 신상옥의 역량
또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굳이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명한 영
화이긴 하지만, 그동안 얻었던 명성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한 것이 추천
의 이유이다. 한국영화사상 가장 유쾌한 영화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억울한 누명을 쓴 애자(도금봉)는 자신의 고양이에게 한을 풀어달라는 말을 남기
고 죽는다. 고양이는 10년 동안 애자의 피와 살을 먹으며 자라고, 저승으로 가지
못한 원귀들이 돌아다니는 날, 애자는 원귀가 되어 되돌아와 자신의 죽음에 책임
이 있는 이들에게 복수를 시작한다. 이용민 감독의 <살인마>는 고양이가 인간의
몸에 씌어 자신의 주인의 한을 풀어준다는 독특한 소재를 공포의 소재로 삼고 있
다. 전반부가 원귀의 복수담에 치중한다면 후반부는 애자가 죽게 된 과정을 플래
시백으로 보여준다. 귀신의 움직임 및 고양이의 변신 장면 등을 표현한 특수효과
와 고양이의 혼이 쓰인 배우 정애란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죽은 자와 산 자, 인간
과 동물 간의 경계가 흐릿한 가운데 원한 서린 한 여인의 복수를 둘러싼 한판 제
의가 펼쳐지는 1960년대 최고의 공포 영화. 박혜영 (한국영화사연구자)

이호걸(영화연구자)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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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늪 Wood and Swamp
Nov 19 / 11:00 / 소 Nov 23 / 14:00 / 소
1975, 90min, 35mm, Color, Korea, 12세 관람가
감독ㅣ홍파 Hong Pa 출연ㅣ최민희, 송재호, 박근형

《한국문학》1973년 12월호에 발표된 황석영의 단편소설‘섬섬옥수’
를 원작으
로, 혼기에 찬 사업가 집안의 딸인 여대생 박미리(최민희 분)의 변덕스런 심리를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마치 의식의 동시성처럼 과거와 현재가 순서 없이 자유로
이 교착하고, 내러티브가 아닌 이미지(心象)에 의존하는 등 모더니즘 영화의 다
양한 형식적 실험들이 펼쳐지고 있다. 1970년대 한국의 청년영화 운동인‘영상
시대’동인들의 연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공식 1호 작품‘영상시대’
의 신인
배우 공모에서 선발한 최민희를 과감히 주연으로 기용했고, 여기에 하길종, 김호
선, 이원세 감독의 페르소나 배우들이었던 하재영, 송재호, 박근형이 가세했으
며, <별들의 고향><영자의 전성시대> 등에서 유려한 영상을 보여준 바 있던 장
석준이 촬영을 맡았다. 비록 흥행에선 실패했지만, 당시‘영상시대’
가 추구했던
영화에 대한 비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숨은 걸작이다. 안재석(순천향대 강사)

깊은 밤 갑자기 Suddenly in Dark Night
Nov 23 / 11:00 / 소 Nov 29 / 17:00 / 소 (상영후 특별강연)
1981, 95min, 35mm, Color, Korea, 18세 관람가
감독ㅣ고영남 Go Yeong-Nam 출연ㅣ김영애, 윤일봉, 이기선

무려 110편이 넘는 작품을 연출한 한국영화 사상 최다작 장인, 고영남 감독의
1981년 작. 생물학자인 강유진이 시골에서 데려온 무당의 딸 미옥은 그의 집
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된다. 유진의 아내 선희는 미옥과 유진의 관계를 조금
씩 의심하고 그때부터 그녀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한다.
이 영화는 항용 여귀나 괴물로 상정되어오던 공포의 외부적인 원인을 안온한
중산층 여성의 히스테리라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 공포영화
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또한 그 새로움이 단순히 시도에 그치지 않고 완벽
에 가까운 연출과 연기의 조화를 통해 높은 완성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공포영화 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다. 서서히 미쳐가던
선희가 미옥이 가져온 목각인형과 사투를 벌이는 영화 후반부는 놀라운 몰입
감으로 관객을 끌어들인다. 조준형(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A Wanderer Never Stops on the Road
Nov 23 / 20:00 / 소 (상영후 특별강연) Nov 29 / 14:00 / 소
1988, 104min, 35mm, Color, Korea, 18세 관람가
감독ㅣ이장호 Lee Jang-Ho 출연ㅣ이보희, 김명곤, 고설봉

이장호는 한국영화사에 전후무후한 영화 한 편을 남기는 대신 자신의 창조적
역량을 그 제물로 바쳤는지도 모른다. <어우동>과 <공포의 외인구단>의 성공
과 함께 한국영화 최고의 흥행사로 불리던 시절, 이장호는 영화의 표현 가능
성을 실험하는 듯한, 아니, 꿈과 무의식의 시학을 펼쳐 보이려는 듯한 영화 한
편을 남긴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다. 이 작품의 원
작이기도 한 이제하의 동명의 단편소설은 분단 시대의 알레고리였지만, 이장
호에게 중요한 것은 잘려지고 찢겨진 인물의 환부에 묵혀있던 고름이 천천히
흘러나오는 과정, 그리고 인간의 밑바닥에 조용히 감춰져 있던 상실감과 슬픔
이 비등점에서 폭발하는 순간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데 있다. 오직 직감의 힘
으로 완성된, 단 하나의 한국영화. 한마디로, 압도적이다. 특히 그 엔딩은.
안시환(영화평론가)

2. 관객의 선택
시네마테크부산이 문을 열고 12년이 흘렀습니다. 관객은 시
네마테크부산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제 시네마테크
부산의 친구들이 자신이 가장 보고 싶은 영화를 뽑았습니다.
벨라 타르의 무시무시한 문제작 <사탄탱고>에서부터 허우샤
오시엔의 가슴 저린 걸작 <남국재견> 혹은 SF영화의 영원한
기념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이르기까지, 이 명단은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시네마테크부산은 좋은 친구를 두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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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소 Senso
Nov 30 / 11:00 / 소 Dec 8 / 14:00 / 소 Dec 13 / 11:00 / 소

미션 The Mission
Dec 7 / 20:00 / 소 Dec 14 / 14:00 / 소 Dec 17 / 11:00 / 소

남국재견 Goodbye South, Goodbye
Dec 8 / 17:00 / 소 Dec 12 / 20:00 / 소 Dec 16 / 11:00 / 소

1954, 118min, 35mm, Color, Italy, 12세 관람가
감독ㅣ루키노 비스콘티 Luchino Visconti
출연ㅣ알리다 발리, 팔리 그란제르, 에임즈 모그

1986, 125min, 35mm, Color, UK, 15세 관람가
감독ㅣ롤랑 조페 Roland Joffe
출연ㅣ로버트 드니로, 제레미 아이언스, 레이 맥아널리

1996, 124min, 35mm, Color, Taiwan, 15세 관람가
감독ㅣ허우 샤오시엔 Hou Hsiao-hsien
출연ㅣ시앙 시, 쿠에잉 슈, 이능정

1866년 봄, 오스트리아 점령하의 베니스. 백작부인 리비아는 베니스 저항
운동의 지도자이자 사촌을 구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중위 말러에게 접근한
다. 하지만 그녀는 말러의 유혹에 흔들려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빠진다.
19세기 이탈리아-오스트리아 전쟁을 배경으로 백작부인의 불륜의 사랑을
그린 비스콘티 감독의 호화 대작. 비스콘티의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연출,
바로크 분위기로 치장한 화려한 무대 세트와 베니스의 풍경을 보여주는
섬세한 촬영이 돋보이는 작품.

18세기 남미 오지 과라니족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던 가브리
엘 신부는 악랄한 노예상이었던 멘도자를 교화시켜, 헌신적인 신부로 거
듭나게 만든다. 하지만 평온하던 과라니족의 마을은 어느날 갑자기 무신
론의 포르투갈 식민지로 편입되고, 이에 불응하는 과라니족과 일부 신부
들을 설득하려는 추기경이 파견된다. 음악감독 엔리오 모리코네의 아름다
운 선율은 이 영화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또다른 이유가 된다.

성공을 위해 중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뿐인 37세 백수 아시는 어느 날 선
거기간 중에 마을지도급 주민들을 납치해 가두었다가 돈을 주고 풀어주는
일을 맡게 된다. 그는 사람들을 해변가로 데려가 파티를 열어주고는 애인
에게 상하이로 떠날 결심을 밝힌다.“ 오늘의 영화와 내일의 영화를 뛰어넘
는‘미학적 쇼크’
다”라는 극찬을 받으며‘카이에 뒤 시네마’
가 선정한‘90
년대 베스트 텐’
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싸이코 Psycho

시네마 천국 Cinema Paradiso

평범한 연인들 Regular Lovers

Dec 7 / 11:00 / 소 Dec 14 / 17:00 / 소 Dec 18 / 11:00 / 소
1960, 109min, 35mm, b&w, USA, 18세 관람가
감독ㅣ알프레드 히치콕 Alfred Hitchcock
출연ㅣ안소니 퍼킨스, 베라 마일즈, 존 게빈

마리온은 애인 샘이 빚 때문에 결혼을 미루려 하자 회삿공금을 훔쳐 도주
한다. 달아난 마리온은 얼빠진 듯하지만 친절해 보이는 노먼이라는 청년
이 운영하는 낡은 모텔에 묵게 된다. 한편 행적이 묘연해진 마리온을 찾기
위해 언니 라일라와 조사관 밀튼이 노먼의 낡은 모텔을 찾아온다. 직접적
인 묘사 대신에 탁월한 촬영과 편집, 사운드의 힘만으로도 온몸이 조여 드
는 가장 끔찍한 공포를 전달하는 샤워실 살해 장면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

Nov 11 / 18:30 / 중 Nov 14 / 19:30 / 중 Nov 17 / 19:30 / 중
1988, 155min, 35mm, Color, Italy/France, 전체 관람가
감독ㅣ주세페 토르네토레 Giuseppe Tornatore
출연ㅣ안토넬라 아틸리, 엔조 카나발, 아이사 다니엘리

성공한 영화감독 살바토레는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고향마을 영사기사“알
프레도”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전해 듣는다. 그날 밤 살바토레는
‘시네마 파라디소’
라는 낡은 영화관이 있는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의 작은
마을을 떠올린다. 그리고 어린 살바토레,“ 토토”로 돌아간다. 평단과 흥행
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이 작품은, 살바토레의 눈물 위에 비친 키스장면들
과 아름다운 주제음악으로 한 시대를 사로잡았다.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

Dec 1 / 14:00 / 소 Dec 15 / 16:00 / 소
2005, 183min, 35mm, b&w,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필립 가렐 Philippe Garre
출연ㅣ루이스 가렐, 클로틸드 에스메, 줄리엔 루카

1968년 5월혁명 이후, 크리스티앙과 친구들은 마약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낸다. 혼란스러운 혁명을 겪었지만 그들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
느 날 크리스티앙은 첫눈에 릴리에 반해 사랑에 빠지지만, 한 순간 타올랐
던 불같은 사랑의 결말은 비극적이다. 격동기의 파리를 배경으로 혼란기
를 맞은 젊은 세대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자 60년대에 대한 향수로 가득한
베르톨루치의 <몽상가들>(2003)에 대한 필립 가렐의 강한 이의제기이기
도 하다.
필름제공처ㅣInstitut Français, France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A Space Odyssey
Dec 8 / 20:00 / 소 Dec 18 / 14:00 / 소

아비정전 Days of Being Wild
Dec 13 / 15:00 / 중 Dec 19 / 17:00 / 중 Dec 23 / 16:30 / 중

1968, 141min, D-cinema, Color, UK/USA, 12세 관람가
감독ㅣ스탠리 큐브릭 Stanley Kubrick
출연ㅣ케어 둘리, 게리 록우드, 윌리엄 실베스터

1990, 94min, 35mm, Color, Hong Kong, 15세 관람가
감독ㅣ왕가위 Wong Kar Wai
출연ㅣ장국영, 장만옥, 유덕화

인류에게 문명을 가르쳐준 검은 돌기둥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선장 보
우만과 승무원 풀을 실은 디스커버리호는 목성을 향해 날아간다. 그러나
컴퓨터 할의 반란으로 평온하던 디스커버리호는 일순간 위험에 처하게 된
다. 간신히 컴퓨터 할을 제압한 보우만은 마침내 목성 궤도에서 문제의 검
은 기둥을 발견하지만, 우주의 급류에 휩싸인다. 도구의 발명에서 우주여
행에 이르기까지 인류문명의 역사를 그린 이 작품은 첨단 특수효과로 인
해 SF영화의 고전으로 남는 걸작이 되었다.

바람둥이 아비의 집요한 접근에 차츰 마음의 문을 연 수리진은 동거를 시
작하지만, 오래지 않아 끝나버린다. 아비는 어머니를 등친 제비를 잡으로
갔다가 카바레 댄서인 미미를 만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남
겨진 짐을 찾으러 아비의 집을 찾은 수리진은 경관 유덕화를 만나 마음의
위로를 받지만, 로맨스의 달콤함을 속삭이지는 못한다. 60년대 암울한 미
래와 절망에 찬 청춘 그리고 엇갈린 사랑을 느린 호흡과 몽환적인 화면으
로 그려낸 왕가위 감독 초기걸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사탄탱고 Satantango

Dec 4 / 18:00 / 소 Dec 12 / 14:00 / 소

Dec 5 / 13:00 / 소 Dec 9 / 13:00 / 소

3. 칸 비평가주간 50주년 특별전
칸영화제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센 영화제입니다. 그
러나 그것이 영화세상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 크기와 힘 때문
만이 아니라, 진정한 재능을 간파하는 심미안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칸영화제의 비평가 주간은 비공식 부문임에도 불
구하고 50년의 역사 동안 새로운 재능의 등용문 역할을 충실
히 해왔습니다. 여기 모인 비평가주간의 선택이 그것을 입증
합니다. 이 빼어난 데뷔작들과의 재회는 가슴 두근거리는 일
입니다.

아름다운 5월 The Merry Month of May
Dec 20 / 19:00 / 소 Dec 23 / 14:00 / 소

1984, 229min, 35mm, Color, Italy/USA, 18세 관람가
감독ㅣ세르지오 레오네 Sergio Leone
출연ㅣ로버트 드니로, 제임스 우즈, 엘리자베스 맥거번

1994, 450min, 35mm, b&w, Hungary/Germany/Switzerland, 18세 관람가
감독ㅣ벨라 타르 Bela Tarr
출연ㅣ미하리 비그, 푸티이 호르바스, 라졸로 페루고시

1963, 165min, 35mm, b&w,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크리스 마르케 Chris Marker
출연ㅣ크리스 마르케, 이브 몽땅, 시몬 시뇨레

맥스, 짝눈 등 뒷골목 죽마고우들을 자신이 죽였다는 죄책감에 35년 동안
이나 시달려 온 누들스는‘베일리 재단 ’
이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받는다. 먼 여행을 떠나는 누들스는 어릴 적 그들과 함께 지내던 시절
을 떠올린다. 1920년대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금주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뉴욕 브룩클린에서 자란 다섯 명의 소년들이 범죄자로 성장한다. 영화는
누들스를 중심으로 인생과 사랑, 범죄와 죽음을 이야기 한다. 레오네의 유
작이 된 걸작.

헝가리 대평원의 조그마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도둑질과 속임수를 통해
마을을 떠나보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돌아오며 혼란에 빠진다.
추적추적 대지를 적시는 가을비와 반복적 소음이 만들어 내는 운율. 이로
인해 고조되는 분위기, 구슬픈 아코디언 음악소리에 이어지는 기나긴 탱
고장면 등은 벨라 타르의 특징인 우울함을 극한으로 보여준다. 탁월한 미
학적 완성으로 1990년대 최고의 영화 가운데 하나로 손 꼽힌다.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5월>은 프랑스의 마지막 식민지인 알제리가 독립
을 고하는 1962년 5월, 프랑스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를 크리스 마르케 감독은 이브 몽땅의 목소리를 빌어 주관적
이고 기지에 찬 시선으로 프랑스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벌어지는 시민들
의 일상사를 바라본다. 크리스 마르케는 철학과 정치적 문제의 틈을 정열
적 이미지와 시적 내레이션으로 위대한 영상 에세이로 빚어낸다.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67

세가지 시선

산타클로스는 파란 눈을 가졌다 + 페삭의 처녀 (총 117분)
Dec 24 / 16:30 / 시 Dec 28 / 17:00 / 시

산타클로스는 파란 눈을 가졌다 Santa Claus Has Blue Eyes
1966, 50min, 35mm, b&w,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장 외스타슈 Jean Eustache
출연ㅣ장 피에르 레오, 제라르 짐머만, 앙리 마르티네즈

별볼일 없이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시간을 죽이는 것을 낙으로 살아가는
청년 다니엘은, 문득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사
진을 찍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파리 시내를 배회하는 젊은이들
의 일상을 담아낸 이 작품에서 누벨바그의 아이콘 장 피에르 레오는 앙상
한 주변의 풍경과 어울려 어딘가 처연하기까지 하다. 단 2편의 장편영화만
으로 70년대를 대표하는 프랑스 감독의 반열에 오른 장 외스타슈 감독은
1981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페삭의 처녀 The Virgin of Pessac

세가지 시선

벌집의 정령 The Spirit of the Beehive
Dec 17 / 13:30 / 시 Dec 25 / 15:00 / 시

죽은 자들의 삶 The Life of the Dead
Dec 14 / 20:00 / 소 Dec 16 / 20:00 / 소

1973, 97min, 35mm, Color, Spain, 15세 관람가
감독ㅣ빅토르 에리세 Víctor Erice
출연ㅣ페르난도 페르난 고메즈, 테레사 김페라, 아나 토렌트

1991, 54min, 35mm, Color,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아르노 데스플레생 Arnaud Desplechin
출연ㅣ티보 드 몽딸랑베르, 마리안느 데니코르, 베르나르 발레

1940년, 카스티야 고원의 이름 없는 마을. 일요일 영화 트럭이 도착한다.
낡은 건물에서 영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상영된다. 이사벨과 아나, 두
자매는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동생 아나는 프랑켄슈타인을 찾아다니기 시
작한다. 많지 않은 필모그래피를 가진 빅토르 에리세는 이 장편 데뷔작을
통해 단숨에 차세대 거장으로 꼽히게 된다. 소녀 아나의 해맑은 눈빛이 보
는 이를 단숨에 빨아들이는, 숨 막히게 아름답고 가슴 저리게 슬픈 영화.

데스플레생의 첫 번째 작품. 패트릭이 자살을 시도한 후, 지방의 작은 마을
에 사는 네 가족이 모이게 된다. 그 와중에 파스칼 맥길리는 심한 위통을
느끼고, 그녀는 패트릭의 죽음을 예감하게 된다. 매우 차분하고 정돈된 듯
한 한 가정에 스며들어 있는 부조화와 모순을 아르노 데스플레생은 대사
와 시선이 만드는 긴장을 통해 보여준다. 데스플레생 감독은 프랑스 작가
영화의 전통을 잇는 누벨바그의 적자로 평가되고 있다.

필름제공처ㅣFilmoteca Española, Spain

소년, 소녀를 만나다 Boy Meets Girl
Dec 17 / 17:00 / 소 Dec 26 / 11:00 / 소

그들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보라 See How They Fall
Dec 15 / 20:00 / 소 Dec 17 / 20:00 / 소

1984, 100min, 35mm, b&w,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레오 까락스 Leos Carax
출연ㅣ드니 라방, 미레이유 페리에, 캐롤 브룩스

1994, 90min, 35mm, Color,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자크 오디아르 Jacques Audiard
출연ㅣ장 루이 트랑티냥, 장 이안, 마티유 카소비츠

감독의 고향 페삭에서 벌어진‘로지에르’(장미 여인) 선발대회를 10년 간
격을 두고 두 번 촬영한 다큐멘터리 중 두 번째 작품으로 무표정한 유머가
살아있는 작품이며, 소도시의 삶에 대한 탁월한 기록이자 외스타슈의‘여
성에 대한 탐구 ’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현대 프랑스 영화에서 가장 순수하
고 가장 오리지널한 감독이라 평가되는 외스타슈 감독은 영화의 역사가
쌓아놓은 수많은 기법들을 벗어 던져, 영화의 원초로 돌아가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한 감독으로 기억되고 있다.

실연한 알렉스는 사랑하던 연인 베르나르의 변심에 고통스러워하는 미레
이유를 만난다. 소년은 운명적 사랑에 중독되어 소녀의 곁을 떠나지 못한
다. 22살의 청년 레오 까락스의 독특한 감성의 이 흑백영화는 단순한 스토
리를 자극적이지 않은 절제된 표현으로 복합적인 감정을 엮어내는 데 성
공한 작품으로 평가 받으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2009년 <예언자>로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자크 오디아르 감
독의 인상적인 데뷔작. 이 작품은 친구를 잃은 시몬이 복수를 위해 범인을
찾아가는 여정과, 막스와 조니가 청부살인을 하는 과정을 분절된 이야기처
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공통된 종착점을 향해 나아간다. 감독
은 이야기 구조의 병렬과 합치를 통해 인간의 삶 역시 서로의 관계를 통해
끊없이 회복되고 파괴는 삶의 상실감을 상기시킨다. 세자르영화제 신인감
독상 수상.

흑인소녀 Black Girl

에스더 Esther

1979, 67min, 16mm, Color,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장 외스타슈 Jean Eustache

Dec 11 / 11:30 / 시 Dec 14 / 20:00 / 시

필름제공처ㅣInstitut Français, France

필름제공처ㅣInstitut Français, France

수 놓는 여인들 A Common Thread

Dec 21 / 20:00 / 소 Dec 25 / 20:00 / 소

Dec 11 / 17:00 / 소 Dec 19 / 11:00 / 소 Dec 22 / 20:00 / 소

1966, 65min, 35mm, b&w/Color, France/Senegal 15세 관람가
감독ㅣ우스만 셈벤 Ousmane Sembene
출연ㅣ음비신 테레즈 디오, 안느 마리 젤리넥, 로베르 퐁땅

1986, 97min, 35mm, Color, Austria/Israel/UK, 15세 관람가
감독ㅣ아모스 기타이 Amos Gitai
출연ㅣ시몬 벤야미니, 모하메드 바크리, 줄리아노 메르-카미스

세네갈 출신의 우스만 셈벤은 작가이자 아프리카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
며, 동시에 동시대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투사이기도 하다.
이십대에 난민의 신분으로 마르세이유에 정착한 우스만 셈벤은 그곳에서
항구 노동자로 10년의 세월을 보낸다. 1956년 자신의 경험을 담은 소설
<항구 노동자>를 발표한 우스만 셈벤은 영화공부를 위해 모스크바로 떠
난다. <흑인소녀>는 우스만 셈벤이 소련에서 돌아와 연출한 첫 장편영화
이다. 생계를 위해 고향과 가족을 떠나 프랑스로 이주한 세네갈 출신 소녀
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이 영화로 우스만 셈벤은 아프리카 영화를 대표하
는 감독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모스 기타이 감독은 그의 첫 번째 장편에서 살아있는 그림처럼 성서의
에스더 이야기를 가져온다. 이 작품은 <베를린-예루살렘>과<골렘-망명의
혼>으로 구성되는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리고 행하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역사를 담담하
게 그리고자 한다. 국가와 종교라는 제도에 종속되지 않고 바로 비판적으
로 현실에 개입함으로써 유대의 전통에 충실할 수 있다는 아모스 기타이
의 영화작업은 지식인-예술가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케스 Kes

열혈남아 As Tears Go By

Dec 18 / 20:00 / 소 Dec 24 / 13:00 / 소

2004, 89min, 35mm, Color, France, 15세 관람가
감독ㅣ엘레오노르 포셰 Éléonore Faucher
출연ㅣ롤라 네이마크, 아리안 아스카리드, 마리 펠릭스

임신한 17살 소녀 클레어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결심을 한다. 그리고 그녀는 고급의상실에서 옷에 수 놓는 일을 하기
위해 마담 멜리키앙을 찾아간다. 아름다운 자수들이 의상위에 채워지듯
클레어의 배는 불러오고, 아들을 잃은 멜리키앙과 유대도 깊어진다. 엘레
오노르 포셰 감독은 복잡하게 얽혀 아름다움을 내는 자수처럼 이 두 여인
의 삶을 만들어 간다. 2004년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대상 수상 작품.

필름제공처ㅣInstitut Français, France

Dec 18 / 17:00 / 소 Dec 22 / 14:00 / 소 Dec 24 / 10:00 / 소

1969, 110min, D-Cinema, Color, UK, 15세 관람가, 디지털 복원판
감독ㅣ켄 로치 Ken Loach
출연ㅣ데이비드 브래들리, 프레디 플레처, 린 페리

1988, 102min, 35mm, Color, Hong Kong, 18세 관람가
감독ㅣ왕가위 Wong Kar-Wai
출연ㅣ유덕화, 장학우, 장만옥

평생 탄광노동자를 강요받는 마을 생활을 답답하게 느낀 탄광촌 소년 빌
리는 매와 완벽하게 소통하게 되면서 기쁨과 꿈을 찾는다. 소년 빌리를 통
해 영국 노동계급의 현실을 인간의 따뜻한 관찰로 담은 이 작품은 당대의
지식인과 예술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까지 최고의 영국영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1970년 카를로비바리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

홍콩 뒷골목의 하급인생을 살아가는 세 젊은이들의 이야기. 건달인 소화에
게는 창파라는 고향후배가 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지만,
따뜻하고 섬세한 성격의 소화와는 달리 창파는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 인생
을 거는 무모함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창파의 주변에는 사건이 끊이지 않
는다. 그러던 어느 날 소화에게 어릴 때 알았던 아화라는 여자가 찾아온다.
왕가위의 데뷔작으로 뒷골목 인생들의 허무와 패배의식을 통해 홍콩의 불
확실한 미래를 보여준다.
필름제공처ㅣ부산아시아필름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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