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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어맨 토베얀손 바퀴

한가위대명절

예술영화도풍성
광주극장, 좋은사람 토베얀손 아임유어맨 등

417분대작무성영화 바퀴 디지털복원판으로상영

예술영화전용관광주극장에서는추석연휴제

25회부산국제영화제 2관왕을차지한웰메이드

서스펜스 드라마 좋은 사람 , 우리가 몰랐던

무민 작가의진짜이야기 토베얀손 ,제71회

베를린국제영화제은곰상최고연기상에빛나는

아임유어맨 등을상영한다.

오는 25일에는 프랑스 무성영화 최고봉으로

417분의대작 바퀴 를국내최초디지털복원판

으로만날수있다.

좋은사람 은교실도난사건과딸의교통사

고,의심받고있는한명의학생 세익 ,그리고

좋은사람이되고싶은교사 경석 이의심과믿

음속에갇혀딜레마에빠지고진실과마주하게

되는이야기를담고있다. 경석 역을맡은김태

훈은선악이공존하는얼굴,밀도높은감정연기

를선보이고조연배우들또한깊이있는연기력

을통해웰메이드서스펜스장르의매력을한층

높인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

합상,CGV아트하우스상2관왕을수상했다.

어시스턴트 는꿈을좇아영화사에취직했지

만 직장 내 부당함을 깨닫고 일상이 흔들리는

제인 의 하이퍼 리얼리즘 드라마로 키티 그린

감독은직장경험이있는100명이넘는여성들과

의인터뷰를통해얻은자료와경험을통해시나

리오를완성했다.영화는사회초년생제인(줄리

아가너)의오피스일상을잔잔하게관찰하면서

고단한현실을섬세하게표현해날카로운사회적

메시지를전달한다. 제36회선댄스영화제를비

롯해세계유수의영화제5개부문수상, 23개부

문후보에오르며주목받았다.

아임 유어 맨 은 사랑에 무관심한 알마 가

그녀의완벽한파트너로설계된휴머노이드로봇

톰 과의3주간의동거라는특별한연구에참여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알고리즘

로맨스다.

AI 시대에발맞춰점차다변화되는사랑의형

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마리아 슈라더

감독의독특하고기발한상상력과독일을대표하

는배우마렌에거트가내밀하고섬세한연기로

복잡다단한 알마 를현실감있게표현해제71

회베를린국제영화제은곰상최고연기상을수상

했다.

토베 얀손 은 글로벌 캐릭터 캐릭터 무민

을만든작가토베얀손의열정적인일상과사랑

을그린영화로유명한조각가인아버지의만류

에도꿋꿋하게자신의예술을펼치던토베가연

극연출가비비카와강렬한사랑에빠진후겪게

되는일을담고있다.자유로운영혼이었던토베

를표현하기위해생동감과생기를갖고있는배

우알마포위스티를캐스팅했고,이와함께토베

얀손의라이프스타일이고스란히반영된작업실

과독특한화풍이깃든그림등이완벽하게구현

된다.

한편 원데이시네마시즌2 :반드시끝까지볼

것 두번째상영작으로철도노동자들과기계화

된 현대생활을 생생한 리듬으로 구현한 바퀴

(1923년)가25일오후 1시부터상영된다.

러닝타임417분의대작으로아벨강스감독이

3년에걸쳐누구도보지못한스펙터클에도전했

고 그 스스로 이미지의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평한 작품이다. 국내 최초로 417분 디지털복원

판으로만날수있다. /이연수기자

가족드라마 vs 범죄액션…한국영화흥행경쟁

영화 기적 스틸컷 영화 보이스 스틸컷.

실화모티브뭉클한가족애 기적

수화기뒷편거대범죄조직 보이스

마블신작 샹치와텐링즈의전설

장이머우감독첫첩보영화 공작조

짱구 포켓몬스터등애니메이션도

주말을포함해닷새간이어지는추석연휴를앞

두고극장가에서는최신개봉작과장기흥행중인

한국영화들이관객들의선택을기다리고있다.

먼저지난 15일나란히개봉한가족드라마 기

적 과범죄액션 보이스 를비롯해올해최고흥

행작인 모가디슈 와황정민주연의 인질 은이

번연휴오랜만에극장을찾아볼만한영화로꼽힌

다.

앞서개봉한마블의신작 샹치와텐링즈의전

설 과중국의거장장이머우감독의첫번째첩보

영화 공작조:현애지상 외에공포영화팬들을거

느린제임스완감독의신작,해외애니메이션등도

준비돼있다.

◇ 기적 모가디슈 vs 보이스 인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장기확

산으로대목인추석연휴극장상차림은예년보다

단출해졌지만,가슴뭉클한감동또는시원한쾌감

을주는다른색깔의영화들을만날수있다.

산골마을에간이역을세우는것이인생목표인

소년준경(박정민)의이야기를따라가는 기적 은

순수함과따뜻함을전한다. 배우박정민과소녀시

대출신임윤아가보여주는첫사랑의풋풋함에미

소짓다가도숨겨져있던준경의가슴먹먹한가족

사에눈물을흘리게된다.

기적 이한가족과시골마을의서사를차분히

풀어낸다면, 보이스 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인주인공의고군분투를통해생생한액션의쾌감

을안겨준다. 전직경찰서준(변요한)이보이스피

싱조직의본거지인중국콜센터에잠입하는이야

기로변요한의 맨몸 액션과 더불어 보이스피싱의

치밀한범죄수법을적나라하게드러난다.

지난 7월개봉해장기흥행을이어가고있는류

승완감독의 모가디슈 는남북관계를배경으로

1991년소말리아내전당시고립된사람들의탈출

실화를그린다.급박한상황을담은영화는최근탈

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맞물리면서

현실감을더한다.

지난달개봉한 인질 은배우황정민이납치된

톱스타황정민을연기한작품이다. 황정민은손발

이묶인채순발력을발휘해납치범들의손에서빠

져나와카타르시스를경험하게한다.

◇해외영화,히어로부터첩보 공포 애니까지

다양한장르의 해외영화들도 관객들의 선택 폭

을넓힌다.

16일개봉한중국첩보물 공작조:현애지상 은

냉전이감도는1931년일제에맞서비밀작전을수

행하기위해하얼빈에파견된특수요원4명이펼치

는치밀한두뇌싸움을그린다. 붉은수수밭 , 영

웅:천하의시작 등을연출한장이머우감독의작

품이다.

영화는하얀 눈이 쏟아지는 설원에서 배신자의

밀고로위기를 마주한 인물들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목숨을건숭고함을절절하게드러낸다.작품

자체는애국주의성격이강하지만, 일제침탈로독

립운동을경험한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

다.

마블이처음으로동양히어로를솔로영화로만

든 샹치와텐링즈의전설 은이번연휴유일한할

리우드블록버스터로관심을받고있다.샹치역의

시무류를비롯해아콰피나, 량차오웨이(양조위)

등눈에익은아시안배우들을만날수있다.

이밖에공포영화 컨저링 , 쏘우 등을연출

하며 호러제왕 이라고불리는제임스완감독의

신작 말리그넌트 도 스크린에 걸린다. 주인공이

어릴적상상의친구가벌이는연쇄살인에휘말리

는이야기로긴장감과잔혹함이주는공포를극대

화한다.

어른들에게도익숙한짱구와포켓몬스터도극장

에서만날수있다.극장판 짱구는못말려: 격돌!

낙서왕국과얼추네명의용사들 과 포켓몬스터:

정글의아이,코코 는각각낙서왕국의침공을막

기위해용사로거듭난짱구와이제껏본적없었던

포켓몬들을보여준다. /연합뉴스

영화 극장판짱구는못말려:격돌낙서왕국과얼추네명의용

사들 스틸컷.

영화 공작조:현애지상 스틸컷. 영화 상치와텐링즈의전설 스틸컷.영화 모가디슈 스틸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