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막눈으로 세상보기	  	 伽              까막눈으로 꼬집어 보는 문화예술세계

특집 : POMME님의 PARIS MAC EXPO 취재기
지난 XX월 파리의 퐁피두센터내에서 열린 애플의 파리엑스포에 폼므님께서 취재를 나갔다가 낭패를 당
했습니다. 폼므님 나오세요~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보면 그 비싼 사용료 때문에 사실 두려울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래 저래 사용하다보면 그 요금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것들인지 의문이 생
길 정도다. 사실 우리는 통신회사들의 압력에 휘둘려서 비싼 댓가를 치르며 주머니를 비워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속에서 멀지않은 미래에 현실화 될수 있는 대안이 바로, 인터넷을 통한 무료통화이다.
사실 음성메신저나 화상메신저등을 통해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이면 어디서건 무료로 통화가 가능한것이
사실인데, 아직은 이 방법들이 휴대전화기등에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
운 탓인지 아니면, 통화료가 주수입원인 통신사들의 훼방탓인지 모르지만 벌써 이런 상황들은 현실로 다

가오고 있다. 비근한 예로 대학내에서의 모바일캠퍼스 프로젝트(  http://www.pohang.ac.kr/2003_www/main_sub.html?mTop=E62 )
나, G-Phone IP폰(  http://www.hotpda.net/hotbbs/view.php?id=review_2&no=5 ) 같은 PDA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나저나 저 위
사이트들을 보면서 PDA폰을 구해야 하나 고민도 잠시 해본다. 쩝...이다...

인터넷을 통한 무료통화시대는 오는가? 이런 방식들은 아직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방식들이 상용화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터넷처럼 월사용료만 내고도 무제한 전화
통화가 가능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 벌써 유선이나 무선방식의 전화기들이 개발되어 있고 진보되어 가는
중이다. 몇가지 문제점들만 해결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전화요금 고지서 따위는 구경할수 없을것이 분
명하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잇을것인가 하는 것이다. 공중전화기가 사라진것처럼,
이런 통신방식이 일반화 되는 순간, 전파사용료를 챙기는 한국통신등은 당장에 감원부터 시작될것이 뻔
하다. 혹시라도 이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중이라면 최소한의 인원감축만 따를것이고, 우리에겐 그

혜택이 주어질게 분명하다.

까막눈 맴버들 소개     아따 눈 좀 똑바로들 떠봐~

POMME

홀홀단신 파리로 무작정 건너가 돌아오지 못하고 머무르며 돌아올 교통비

마련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시대 최고의 멋쟁이 꽃미남 예술가.

왠만한 여인들은 그의 매력에 빠지는 순간 그 깊이에서 헤어오질 못하는

매력남이기도 하다.

도대체 그가 어떠한 예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바 없다.

이메일주소 : 둥지@쥐메일닥껌

BAD DG

잘난것도 없이 잘난척하며 특별히 하는일 없이 남들에게 빌붙기를 주특기로 아직까지

배곯지 않고 사는 독거총각.

대체 예술가인지 노숙자인지 그 신비로움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noona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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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71

짐싸들고 미국 건너간지 8년여만에 학업을 마치고 현재 LA의 모방송국에서 카메라맨과

영상편집등을 겸업중인 과장직함의 LA떡피댄셜영상맨.

많은 동영상어플을 다루는 실력으로 많은 영화감독들과 자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중

이라고 전해지나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남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애쓰지는 않는다.

성탄절등 특별한 날의 이벤트동영상은 익히 많은 MAC유저들에게 잘알려져 있다.

메일주소 : 성철훈@G메일닦어.

POWER MAC G5

 최대 2.5GHz의 속도를 제공하는 64비트 데스크탑 컴퓨터.
 제작 전문가들에게는 디자인, 음악, HD 비디오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우수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Power Mac G5 제품은 이처럼 여러분
에게 필요한 성능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듀얼 64비트 G5 프로세서는 최대 2.5GHz라는 놀라운 속도를 제공하며, 최대 8GB의 메인 메모
리, 8X SuperDrive 및 초고대역 시스템 아키텍쳐로 타 시스템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합니다.

놀라운 속도

Mac OS X은 속도가 아주 뛰어나며, Power Mac G5는 싱글 프로세서 1.8GHz 구성에서 듀얼 프로세서 1.8GHz, 2GHz, 2.5GHz 모델까
지 제공하므로, 시스템 속도가 더욱 배가됩니다. 2.5GHz 모델에는 애플이 디자인한 액체 냉각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펜티엄 4 시반
시스템보다 2배 빠르게 포토샵 작업을 실행하면서도 열 방출량이 적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적인 작업이 필요한 전문가들에게 Power
Mac G5는 견줄 상대가 없는 최강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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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71의 '강영만 감독 인터뷰'

강영만(Young Man Kang) 감독은 1993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미국으로 유학, 뉴욕 맨하탄에 있는 뉴스쿨(The New School)에서 영화연출을 공부한 후에, 1997년
로스 엔젤레스로 이주하였다. 1년동안 TV CF 감독을 한 후, 본격적으로 헐리우드 영화판에 뛰어들었
다. 초기에는 2년동안 미국 영화 연출부와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 일해왔다. 졸업작품으로 만든 단편
클레이메이션(claymation) '한국의 이미지(Image of Korea)' 가 1999년 Big Film Shorts 배급회사를
통해 배급, 퀵벤드/워너브라더스(Quickband/Warner Brothers) 를 통해 미국내/해외용 DVD로 출시되
었다. 2000년 9월, '큐피드의 실수(Cupid's Mistake)'로 감독데뷔, 로스엔젤레스 Laemmle's Sunset
5 극장에서 상영, 2001년 8월에 뉴욕 Pioneer 극장에서 상영, 뉴욕타임스, 빌리지 보이스, 뉴욕 포스
트 등 메이저 신문의 리뷰를 받았다. 또한 '큐피드의 실수' 는 최 저예산 미화 980달러로 제작되어 미
국 극장 배급된 최초의 영화로 월드 기네스 북(Guinness World Records)에 올랐다. 2001년, '화장실
교육(Toilet Lesson)' 이 Tromadance 영화제에 초청 받았다. 그리고 '퍼스트 테스트먼트(1st
Testament: CIA Vengeance)'와 다큐멘터리 '헤이티 노예 어린이들(Haitian Slave Children)'를 연출,
시사회를 가졌다. '퍼스트 테스트먼트'는 2002년 뉴욕 B-Movie 영화제에서 특별 업적 상(Special
B-Movie Achievement Award)과 3개부문 노미네이션을 받았고 2004년 미국전역에 DVD로 출시되었

다. '헤이티 노예 어린이들(Haitian Slave Children)' 는 Jamerica Film Festival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고, 2002년
WorldFest Houston 영화제에서 은상(Silver Remi Award)을 받았다.

Death Valley Diary

2003년에는 죽음의 계곡 일기(Death Valley Diary)를 연출하였으며, 2002, 03년 미국내 아시안 마사지 팔러 소재로 논쟁을 일으키고 있
는 비누 아가씨(Soap Girl)을 연출, 미국인디 영화 평론 전문, 필름 쓰렛(www.filmthreat.com)로 부터 Five Stars를 받았으며, One of
the 10 Best Unseen Films of 2002 로 선택되었다.

Soap Girl

비누 아가씨(Soap Girl)는 Big Bear Lak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02 에서 Audience Award를 받았다. 2003년 1월에 Riverside
International Film Festival과 뉴욕영화제(The New York International Independent Film and Video Festival) 에 초청되었다. 비누 아가
씨(Soap Girl)은 2002년 12월 헐리우드 Fairfax Laemmle 극장과 Gardena 극장에서 상영되었고, 2003년 1월은 텍사스 The Border
Theater, 2월은 하와이 Wallace 극장에서 상영되었다. 강감독은 현재 라스트 이브(The Last Eve)를 제작하고 있다.

Pomme 의 '현대미술 꼬라보기'

Libero purus sodales mauris, eu vehicula lectus velit nec velit

이상한건지 멀쩡한건지 비오는 날이면 커피가 생각납니다. 그다지 즐기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사실 맑은
날씨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비오기전에 흐린 가을도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마치 먹구름 잔뜩 낀 제 마음
속이랑 잘 어울려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비가 뿌리는것보다도 이런 으시시한 날씨가 더 좋습니
다. 이런 날이면 어김 없이 물을 끓이고 싸구려 일회용 커피를 탑니다. 커피맛보다도 커피냄새를 즐기는지
도 모르지만, 이렇게 흐린날이면 커피생각이 나게된 별것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20대초반에는 심하게는 하
루에 24잔의 커피를 마시기도 했엇지만, 점차 커피랑은 멀어지게 되엇는데 1996년쯤, 출장차 간 스위스 쮜

리히를 두번째 방문하게 되엇죠. 이미 전에 와봤던 곳이라 대충 시가지는 동네처럼 다닐정도는 되서 일행들의 길안내를 하게 되엇습
니다.

Curabitur leo nulla laoreet nec interdum odio

그날도 오늘처럼 매우 흐리고 잠시 보슬비가 뿌리기도 했습니다. 쮜리히역앞쪽으로 길을 건너면 반호프 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서울

의 명동과 흡사합니다. 그 거리안에는 전차가 다니고, 좌우로 상점들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중간정도에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는 어린시절 교과서에 등장하시던 페스탈로찌 어르신의 동상이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이 공원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며 준

비한 도시락을 먹거나 식당을 찾거나 길거리서 햄버거나 와플등을 사먹기도 하죠. 이 반호프거리를 지나가면 도로들로 이어지고 건널목을

몇개 건너면 바로 그 넓은 쮜리히 호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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