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패널토크

기술적 산업적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VR. 콘텐츠 분야의 혁신을 위해
예술과 기술의 교집합을 넓혀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당면한 문제와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VR 패널 토크 1

VR 패널 토크 2

주 제

I

시네마틱 VR - 경험 및 향후 전망

주 제

I

시네마틱 VR - 경험 및 향후 전망

장 소

I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장 소

I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패 널

I

패 널

I

모더레이터 I
일 시

I

최수영 (CJ VR/AR LAB)

7월 15일 (일) 14:00 - 15:30

박유찬 (오르골 감독)
이현석 (Volt2 감독)
장형윤 (From the Earth 감독)
최민혁 (공간소녀 감독)
* 동시통역 제공

모더레이터 I
일 시

I

최수영 (CJ VR/AR LAB)

7월 15일 (일) 16:30 - 18:00

앙헬 마누엘 소토 (Dinner Party 감독)
피에트 손크 (HannaH 감독)
틸 그레이헤븐스 (Dark Corner 제작자)
* 동시통역 제공

VR (Virtual Reality) Panel Talk

VR is preparing to take a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leap. We'll be hearing from creators
who are widening the intersection of art and technology to achieve innovation in the field
of contents. They'll talk about their visions and the most urgent tasks they are faced with.
VR Panel Talk 1

VR Panel Talk 2

Topics

I Cinematic VR - Experience and Prospects

Topics

I Cinematic VR - Experience and Prospects

Venue

I Crystalroom @ Koryo Hotel 4F

Venue

I Crystalroom @ Koryo Hotel 4F

Panels

I Yoochan PARK (Orgel Director)

Panels

I Angel Manuel Soto (Dinner Party Director)

Moderator I Sooyoung CHOI (CJ VR/AR LAB)
Date

I July 15(Sun) 14:00 - 15:30

Hyunsuk LEE (Volt2 Director)
Hyungyun CHANG

(From the Earth Director)

Minhyuk CHE (Space x Girl Director)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Moderator I Sooyoung CHOI (CJ VR/AR LAB)
Date

I July 15(Sun) 16:30 - 18:00

Piet Sonck (Hannah Director)

Teal Grayhavens (Dark Corner Producer)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BIFAN VR VILLAGE 이용안내

BIFAN VR VILLAGE의 VR 콘텐츠는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VR 라운지에서 선착순 현장 예약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온라인 / 전화 예약 불가)
해외 작품들은 최적의 작품 감상 환경 조성을 위해 한글 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용 안내는 VR 라운지와 현장 운영 요원에게 문의하세요.

BIFAN VR VILLAGE provides VR experiences for free.
Ticketing is required for entranc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Pre-ticketing is not available. / On - site only)
In order to show the films at their best quality, korean subtitles are not provide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VR Lounge(Ticket booth) and the on-site staff.

VR 부스

콘텐츠 소개

한국영화아카데미 특별전

오르골
Orgel

기억의 재구성

Reawakening of memories

안중근

An Junggeun

VR Booth
Contents Guide

Samsung Odyssey Hmd를 이용하여
체험자가 콘텐츠와 공간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별도의 부스를 꾸며
작품별 상영을 상시 진행한다.
운영시간 I 10:00 - 20:00

You can experience the various
contents and the space with
Samsung Odyssey HMD. There is
a special booth to showcase the
productions throughout the day.
Operation hour I 10:00 - 20:00

South Korea | 2017 | 7min
박유찬 Yoochan PARK

South Korea | 2017 | 15min
김영갑 Youngkap KIM

It is Joseon dynasty. An woman in grief goes into a
desolate place in a deep mountain. There she proceeds
a ceremony of her own, and a tango band 'La Ventana'
who is beyond time and space appears and plays a
music for her. The song is 'Tears in the wind'.

In an early morning, a body of young woman (Jiyeon) is
found. The detective confirms she committed suicide.
But a forensic investigator finds it suspicious, abstracts
a memory from the brain of the body. This reveals a
hidden fact about her death.

조선시대. 슬픔에 잠긴 여인이 산속 으슥한 곳으로 오른다.
그곳에서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는 여인 앞에, 시공간을 초월
한 탱고밴드 ‘라벤타나’ 가 나타나 그녀만을 위한 곡을 연주해
준다. 곡명 ‘Tears in the wind’

버라이어티 리얼리티
Variety Reality

South Korea | 2017 | 4min
박선주 Sunjoo PARK

오토바이를 타고 잠수교를 건너가던 남자는 여자와 이별하던
날을 떠올린다. 혼자 사는 빈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떠나간 여자
의 흔적을 느끼는 남자는 생일 밤에 혼자 고양이와 놀다가 잠이
든다. 같은 시각, 차를 타고 잠수교를 건너던 여자는 남자와 함
께 오토바이를 타고 잠수교를 달리던 과거의 밤을 떠올린다. 그
날 밤, 묘한 꿈을 꾸는 남자의 방 안에 환상의 바다가 펼쳐진다.
He is passing the Jamsu-gyo bridge in his motorbike
and reminds of the day he broke up with his girl friend.
Coming back to the empty house that he lives alone,
he still feels her. On his birthday night, he falls asleep
while he was playing with a cat. At that moment, she is
crossing the Jamsu-gyo bridge in a car and remembers
the night when they ran the motorbike together on the
bridge. On that night, he has a strange dream in which
fantastic ocean comes to his room.

이른 아침 젊은 여성(지연)의 시체가 발견된다. 담당 형사는 자
살로 결론짓는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에 의문이 든 과학 수사
관은 사체의 뇌에서 기억을 추출한다. 이를 통해 그녀 죽음과
관련된 숨겨진 사실이 드러난다.

도시괴담-버려진 개들
Abandoned Dogs

South Korea | 2017 | 5min
홍재균 Jaegyun HONG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채원. 재개발 지역으
로 흘러 들어온 노숙자들이 채원을 쫒기 시작한다. 결국 채원
은 잡히고, 그 일대에는 노숙자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괴
기한 소문이 돈다.
Chaewon gets lost into a strange place while talking
on the phone with a friend. The homeless people who
came to the redeveloped areas start to chase her. She
is captured in the end, and there comes a creepy rumor
that the homeless eat up people around that area.

South Korea | 2017 | 4min
한재빈 Jaebin HAN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이 교도소 고문실에서 고문을
당당히 받아내고 사형을 받는다. 사형장엔 안중근의 어머니
가 등장해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한다.

An Jung-geun who assisinated Ito Hirobumi is
sentenced to death after all the tortures in the prison.
In the death chamber, his mother appears and says the
last word to him.

의릉

The Tomb

South Korea | 2017 | 3min
배경헌 Kyungheon BAE

의릉에 간 대수는 이상한 일을 겪는다.

Daesoo who went to Uireung goes through strange
accidents.

다크코너 특별전

캠프파이어 크리퍼스 : 미드나잇 마치
Campfire Creepers : Midnight March

USA | 2018 | 23min | KP
알렉산드레 아자 Alexandre AJA

힐즈 아이즈(The Hills Have Eyes), 피라냐(Piranha), 혼스
(Horns) 등의 영화를 감독한 호러의 대가 알렉산드르 아자 감
독은 오리지널 앤솔러지 시리즈인 정통 캠프파이어 이야기를
놀라운 가상현실로 살려낸다. 오큘러스와 퓨처라이트하우스
가 제작한 이 영화에서 관객은 코요테캠프라는 이름의 여름
캠프에서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둥글게 모여 앉아 저마다 으
스스한 이야기를 하는 어린이들 사이에 앉아있게 된다. 크립쇼
(Creepshow)와 크리프트 스토리(Tales from the Crypt) 같은
클래식 컬트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이 영화는 각 에피
소드마다 관객을 웃겼다가 비명 지르게 하며 정신 없게 만든다.
From master of horror Alexandre Aja, the director of
films such as The Hills Have Eyes, Piranha, and Horns,
comes an original anthology series that brings classic
campfire stories to life in stunning Virtual Reality.
Produced by Oculus and Future Light house, Campfire
Creepers invites viewers to join the fire circle at a
summer camp called Camp Coyote as a group of kids
take turns telling spooky tales. Inspired by cult classics
like Creep show and Tales from the Crypt, every
episode of Campfire Creepersis a wild ride that will
have you laughing and screaming in equal measure.

나이트 나이트

캠프파이어 크리퍼스 : 더 스컬 오브 샘
Campfire Creepers : The Skull of Sam

Spain, USA | 2017 | 12min | KP
알렉산드레 아자 Alexandre AJA

힐즈 아이즈(The Hills Have Eyes), 피라냐(Piranha), 혼스
(Horns) 등의 영화를 감독한 호러의 대가 알렉산드르 아자 감
독은 오리지널 앤솔러지 시리즈인 정통 캠프파이어 이야기를
놀라운 가상현실로 살려낸다. 오큘러스와 퓨처라이트하우스
가 제작한 이 영화에서 관객은 코요테캠프라는 이름의 여름
캠프에서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둥글게 모여 앉아 저마다 으
스스한 이야기를 하는 어린이들 사이에 앉아있게 된다. 크립쇼
(Creepshow)와 크리프트 스토리(Tales from the Crypt) 같은
클래식 컬트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이 영화는 각 에피
소드마다 관객을 웃겼다가 비명 지르게 하며 정신 없게 만든다.
From master of horror Alexandre Aja, the director of
films such as The Hills Have Eyes, Piranha, and Horns,
comes an original anthology series that brings classic
campfire stories to life in stunning Virtual Reality.
Produced by Oculus and Future Light house, Campfire
Creepers invites viewers to join the fire circle at a
summer camp called Camp Coyote as a group of kids
take turns telling spooky tales. Inspired by cult classics
like Creep show and Tales from the Crypt, every
episode of Campfire Creepersis a wild ride that will
have you laughing and screaming in equal measure.

공간소녀

Space X Girl

South Korea | 2017 | 9min | AP
최민혁 Minhyuk CHE

한 소녀와 그녀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 이 소녀에게는 공간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특별한 감각이 있다. 어느날, 그녀의 공간이
대화를 시작한다. 그녀가 모르고 있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다.

A Story about a girl and her space. The girl has a unique
sense of feeling the emotion of the space. One day the
space of the girl begins a conversation. It is about her
memories that she was not aware of.

볼트2 : 혼돈의 돌

VOLT 2 : Chaos Gem

베스티지
Vestige

USA | 2018 | 11min | AP
아론 브래드버리 Aaron BRADBURY

이 프로그램은 논픽션으로, 지나간 사랑 에릭을 기억하는 리
사의 마음을 여러 스토리를 통해 볼류메트릭 비디오 캡쳐로
보여준다. 그들이 함께 했던 기억의 단편들이 공허함 속에 나
타나고, 시간이 지날 수록 으스스한 이미지로 복잡해지더니
에릭의 죽음의 순간에서 절정에 이른다.

This creative nonfiction experience uses multi-narrative
and volumetric capture to journey through the mind
of Lisa as she remembers her lost love, Erik. Fragments
of memories of their life together appear inside a void
and, over time, become entangled with a haunting
vision, culminating in the shocking moment of Erik's
death.

배틀스카

Battlescar

Night Night

USA | 2017 | 7min | AP
가이 쉘머다인 Guy SHELMERDINE

다크코너(Dark Corner)와 MPC VR이 함께 만든 오리지널 스
릴러 영화로, 어린시절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꿈나라로 떠날
준비를 해보자
Settle into your childhood bed and prepare to take
a trip to dreamland in this original thriller from Dark
Corner and MPC VR.

South Korea | 2018 | 5min | WP
이현석 Hyunsuk LEE

'플럭스' 라고 불리우는 신비한 보석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다. 한 명은 영웅이 되길 원하고, 다른 한 명은 빌런이 되
려고 한다. 볼트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The battle to claim a mysterious gem called ‘Flux’
begins. One is trying to be a hero, while the other is
trying to be a villain. Which side would Volt take?

USA | 2018 | 10min | AP
마르틴 알레, 니코 카사베키아
Martin ALLAIS, Nico CASAVECCHIA

1978년 뉴욕. 푸에르토리카인 도망자인 16세 루페는 청소년
교도소에서 데비를 만난다. 데비를 통해 루페는 로어이스트사
이드의 펑크족들과 알파벳 시티의 비밀세계에 대해 알게 된다.

1978 New York City. Lupe, a Puerto Rican American
16 year old, meets Debbie on the cell of a juvenile
detention center. Debbie will introduce Lupe to the
punk rock scene of the Lower East Side and the secret
worlds of Alphabet City.

덱스터 특별전

조의 영역
The Tide

South Korea | 2018 | 5min | WP
유태경 Taekyung YOO

뭔가 이상한 것이 오고 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의 영
역" 의 첫번째 에피소드로 덱스터 스튜디오의 두번 째 증강현실툰
(VR TOON)이다. 2018년 후반에 "조의 영역" 다른 에피소드들도
나올 예정이다.
Something strange is coming. Can we survive? It is the first
episode of “The Tide” , which is the second VR TOON from
Dexter Studios. All episode of “The Tide” will be released in
late 2018.

프롬더어스

FROM THE EARTH

South Korea | 2018 | 10min | WP
장형윤 Hyungyun CHANG

우주탐사를 떠난 아버지와 딸의 교감. 우주와 지구, 과거와 현재
등 시공간을 넘나든다.

A journey to the space, to find the heartwarming love
between a father And a daughter.

라스트 체어 (Fred)

Odyssey
VR CINEMA
Samsung Odyssey 장비와
디지소닉의 14.2CH EX-3D
Immersive Sound 기술을 기반으로
섹션을 구성하여 극장 형태로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It is a sectioned program based
on the technologies of Samsung
Odyssey device and Digisonic’s
14.2CH EX-3D immersive

Last Chair (Fred)

Denmark | 2017 | 15min | KP
제시 반 브리든 Jessie van VREDEN

라스트 체어는 인생의 황혼기를 다룬 가상현실 다큐멘터리이
다. 관객은 오디오, 360도 촬영 및 애니메이션이 어우러진 이
작품을 통해 프레드나 에그버트의 일상으로 들어간다.

The Last Chair is a Virtual Reality documentary series
about the last stage life. With a mix of audio, 360° and
animation you step into the daily life of Fred or Egbert.

라스트 체어 (Egbert)
Last Chair (Egbert)

살려주세요
HELP ME

South Korea | 2017 | 10min
유태경 Taekyung YOO

"그 때 왜 문을 열지 않았어?" 봄의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어느
날 밤, 한 소녀가 '도와주세요' 라는 가느다란 목소리와 함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누구일까? 웹코믹 속으로 들어가 덱스터
스튜디오의 첫 증강현실툰 (VR TOON) 의 몰입도 높은 이야기를
즐겨보자.

“Why didn’t you open the door back then?” At night, while
the spring rain taps on the window, a vague voice can be
heard saying, ‘help’ as a girl hears a knock on the door.
Who is she? Dive into the web-comics, enjoy an immersive
story, which is the first VRTOON from Dexter Studios.

Denmark | 2017 | 19min | KP
제시 반 브리든 Jessie van VREDEN

라스트 체어는 인생의 황혼기를 다룬 가상현실 다큐멘터리이
다. 관객은 오디오, 360도 촬영 및 애니메이션이 어우러진 이
작품을 통해 프레드나 에그버트의 일상으로 들어간다.

The Last Chair is a Virtual Reality documentary series
about the last stage life. With a mix of audio, 360° and
animation you step into the daily life of Fred or Egbert.

한나

Hannah

미니월드

Mini world

South Korea | 2018 | 20min | WP
장욱상 Wooksang CHANG

미니월드는 게임엔진 (Unreal Engine) 을 이용한 3D 증강현실 애
니메이션으로, 시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로봇들과 스파이
들 사이의 이야기이다. 모션컨트롤러 활용 및 풍부한 캐릭터 움직
임으로 몰입도 높은 콘텐트 기술을 이용했다.

MiniWorld is a real-time 3D VR animation using the game
engine (Unreal Engine) that tells stories between small
robots and spies in the world of time. It uses immersive
content technology such as interaction with motion
controller and full of character action.

Beigium | 2018 | 10min | KP
피에트 손크 Piet SONCK

한나의 13살 생일 하루 전 날, 360° 카메라와 같이 새로운 영역으
로 들어가는 어린 소녀와 그녀가 좋아하는 소년에 대한 영화이다.

HannaH is a short movie about a young girl getting into
new territories, like 360° cameras and a boy she really
likes on the eve of her 13th birthday.

아이 소 더 퓨쳐
I Saw the Future

Italy | 2017 | 6min
프랑수아 보티에 François VAUTIER

공상 작가 아서 C. 클라크의 미래지향적 예언을 보여주는 3D
공간으로의 여행. 그의 얼굴이 나타나더니 그 이미지는 금세
형상을 감추고 여러개의 반짝이는 픽셀로 변하더니 외피를 만
들며 거대한 우주로 바뀌고 그 안에서 유명한 2001: A Space
Odyssey 작가의 생각들이 나온다. 관객은 이렇게 빛으로 가득
한 환경의 정점에서 마그네틱 음성을 타고 예전 브라운관 시절,
티비 방송의 황금기로 되돌아간다. 아서 C. 클라크는 자신의 시
대로부터 수십년 후에 있을 디지털 혁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A journey in a 3D space reflecting visionary writer
Arthur C. Clarke’s futuristic predictions. His features
quickly dematerialize into a multitude of shimmering
pixels, creating an enveloping and immersive space
out of which the thoughts of the famed author of 2001:
A Space Odyssey emerge. At the heart of this spectral
environment, and with a magnetic voice sending us
back to the time of cathode ray tubes and the golden
age of television broadcasting, Arthur C. Clarke tells
us about the arrival of the digital revolution, decades
ahead of his time.

탐정 K

Detective K

South Korea | 2018 | 5min | WP
복운석 Woonsuk BOK

전직 경찰 출신 탐정 K. 파트너였던 한형사의 잔인한 죽음을
통해.. 그는 직감적으로 수개월을 추적해온 살인 집단 “신의
그림자”가 부활했음을 직감한다. 과연, 놈들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막막했던 탐정 K에게 유일한 단서를 가져다 줄 미
스테리 여인이 찾아온다.
With a death of 'Mr.Han' former partner of him, Detective
K perceives the revival of the murder group "the
shadow of God". Can he identify the truth of them had
been tracing for several months? A one day, mysterious
woman who has a crucial clue, visits to the detective K.

대공분실

Namyeong

South Korea | 2017 | 9min | WP
임초현 Chohyun LIM

국가 권력이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했던 공간인 남영동 대공
분실. 이 VR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체험하는 VR이다. 입구-나
선형계단-복도-고문실의 공간으로 이어지며,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을 각색한 나레이션이 펼쳐진다. 고문피해자들의 고통을
형상화한 무용수의 무용동작을 따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
어진 비극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1980’s in Korea, plenty of civilian have been tortured
by the dictatorial government. To the core government
agency, Namyeong-dong Daegongbunsil(대공분실),
people who patched on there eye were brought.
The people were democratic activist, college
students, woman, and fisherman. But on the Korea
today, violence memories of Mamyeong-dong are
disappearing. No assailants have been punished
satisfactory. Pass into silence of the history, victim’s
mental and physical illness are getting worse. This
project is about documenting the missing part of the
history.

나인 데이즈
Nine Days

South Korea | 2018 | 26min
권양헌 Yangheun KWON

종군 기자인 주인공(송윤아)은 전쟁 중 파키스탄 반군에 피랍
되어 모진 고문을 받게 된다. 두건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의 주
인공은 자신의 옆에 있던 포로가 총에 맞아 죽자 공포심에 결
국 모든 작전을 불기 시작하는데...

She (Yoona Song), a war correspondent is kidnapped
by the Pakistani rebels and goes through cruel tortures.
With the eyes covered, she is terrified when the other
prisoner is shot dead and starts to tell all the military
actions...

붉은 별 탈출

Escape in Red Planet

South Korea | 2018 | 6min | WP
정범연 Beomyoun JEONG

푸른 별 사람은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재능을 탐낸 붉은 별 사람들은 푸른 별 사람을 잡아와 일
을 시킨다. 푸른 별 사람인 듀이와 냥도 붉은 별로 잡혀와 오
랫동안 일을 하고 있다. 듀이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보석 조각
을 모아 별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완성시켰다. 별똥 문이
열리면 이곳을 탈출해 다른 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듀이는 지쳐서 보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본 붉은 별인
추장은 듀이의 반려동물인 냥을 굴뚝 통에 넣어버리라고 한
다. 냥이 죽는 걸 그냥 볼 수 없었던 듀이는 붉은 별인 추장의
다리를 물고 냥과 함께 이곳을 탈출하게 된다.
People in the Blue Planet have special ability to make
a gem out of a gemstone. Being covetous of this gifted
ability, people in Red Planet capture Blue Planet
residents and make them work. Both Dewy and his pet
Nyang are also captured from the Blue Planet and have
been working in the Red Planet for a long time. Dewy
just has completed the key to open the comet door
from collecting the small gem fractions. Once the comet
door is open, you can escapte to a different planet. One
day, Dewy is too tired to make any gems. The headman
of the Red Planet saw this and asked to put Nyang to the
chimney. Dewy can't let it happen so they escape from
the Red Planet together after biting the headman's leg.

디너 파티

Dinner Party

USA | 2017 | 13min | KP
앙헬 마누엘 소토 Angel Manuel SOTO

디너파티는 짧은 증강현실 스릴러물로 1960년 대 미국 내 처
음으로 UFO 로 납치된 것으로 보도되었던 베티 힐, 바니 힐의
놀라운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다.
Dinner Party is a short virtual reality thriller that
dramatizes the incredible story of Betty and Barney
Hill, who in the 1960s reported the first nationally
known UFO abduction case in the United States.

더 리얼 씽

The Real Thing

France | 2018 | 6min | KP
베누이트 펠리시, 마티아스 쉘브르
Benoit FELICI, Mathias CHELEBOURGE

The Real Thing 은 우리 세계 복사본으로 떠나는 증강현실 여
행이다. 중국의 대도시 주변에는 모든 주변마을들이 외국마을
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 영화는 이런 "가짜 도
시" 들 중 가장 훌륭한 도시들을 방문해본다. 이 여행을 통해
중국을 떠나지 않고도 파리에서 런던으로, 또 베니스로 가볼
수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기로 정한 그 평행도시를 우리
에게 안내해준다. 증강현실이 가상의 관광을 이끌 듯, 복사본
도시들은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는 정지관광을 제공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현실과 가상의 모호한 경계선에서 둘 다를 보여
주며 완전히 새로운 동시존재(유비쿼티)의 느낌을 선사한다.
THE REAL THING is a VR journey into a copy of our world.
Around China's largest cities, entire neighbourhoods
have been inspired by foreign models. The film explores
the most stunning of these “fake cities”. It travels
from Paris to London and Venice - without leaving
China. The inhabitants guide us in the parallel world
where they have chosen to live. As VR leads the way to
virtual tourism, copycat cities compete to offer a real
experience of static travel. Walking the thin line between
reality and virtuality, this documentary combines both
to enhance a whole new feeling of ubiquity.

서전트 제임스
Sergent James

France | 2017 | 7min | KP
알렉산드르 페레즈 Alexandre PEREZ

레오가 잘 시간이다. 엄마가 불을 끄려하는데 어린 소년 레오
는 침대 아래 무언가 있는 것 같다... 레오: 불 켜놓으면 안돼
요? 엄마: 왜그러니, 레오? 레오: 내… 내 침대 아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It is LEO's bedtime. When his mum goes to switch
off the light, the little boy thinks there is something
under his bed… LEO : Will you leave the light on,
please? MUMMY : Why, darling? LEO : I…I think there is
something under my bed..

헌팅

The Hunting

South Korea | 2017 | 12min | WP
최효석 Hyosuk CHOI

인적없이 어두운 지방 국도에 홀로 주차되어진 자동차 한 대.
오늘 밤 헌팅을 통해 만나게 된 민찬과 해경은 차 안에서 뜨거
운 스킨십을 즐기고 있다. 분위기가 오를 때쯤 자동차 전방에
서 인기척을 느낀 혜경이 불안해하며 스킨십을 거부하고 이에
짜증이 난 민찬은 혜경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동차 밖 어둠속
으로 나간다.
A car is parked in a dark road where nobody is seen.
Minchan and Haegyeong just met tonight by a Pickup,
who are enjoying some private time in the car. When
things getting hot up, Haegyeong feels uneasy and
changes her attitude as she thinks there is something
in front of the car. Annoyed by this, Minchan gets out of
the car and walks to the darkness to make her feel safe.

포춘 다이어리
Fortune Diary

South Korea | 2018 | 20min | WP
지길웅 Kilwoong JI

전생체험형 프리퀄 VR Movie 포춘 다이어리
약 560년전 비운의 죽음을 당한 어린 왕 단종과, 단종의 죽음
이후 64년간 단종을 기리며 살아간 왕비 정순왕후 송씨의 숨
겨진 이야기. 정순왕후 송씨의 현생인 여주인공 인향이 과거
속으로 들어가 세조를 죽이고 나옴으로써 역사는 과연 바꿔
질 수 있을 것인가…

It is a prequel Virtutal Reality film in the form of previous
life experience. Danjong of Joseon, the young king who
was killed in a tragic history about 560 years ago, and
Queen Jungsun, who lived 64 years remembering him
after his death. It is a hidden secret stor of two. Inhyang,
who is the rebirth of Queen Jungsun Song. Would the
history be changed if she goes back to the past and kill
Sejo of Joseon (who exiled Danjong)..?

제로 데이즈 VR
Zero Days VR

USA | 2017 | 21min | KP
야스민 엘라얏 Yasmin ELAYAT

오스카 수상에 노미네이트되었던 Participant Media의 다
큐멘터리, 제로 데이즈에 기반하여 스캐터(Scatter)는 몰입도
강한 다큐멘터리 제로 데이즈 VR을 제작하여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 Stuxnet 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영상화한다: 관
객은 보이지 않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세계로 들어가 사이버
전쟁의 중요함을 인류의 척도로 경험하게 된다.

Based on the Oscar short-listed Participant Media
documentary Zero Days, Scatter’s award-winning,
immersive documentary Zero Days VR visualizes the
story of Stuxnet in a new way : placing you inside the
invisible world of computer viruses, experiencing the
high stakes of cyber warfare at a human scale.

마신자 VR

Tag Along VR

Taiwan | 2018 | 8min | WP
푸 위엔 청 Pu-Yuan CHENG

어느날 신혼부부 야팅과 춘카이는 프라이빗하고 고립된 맨션
으로 탐험을 떠난다. 그러나, 이들은 이 맨션이 "모시엔: 작은
악마"로 저주받은 곳이란 것을 모른다. 집안에 들어간 이들은
기이한 현상들을 자꾸 보게 되고, 우발적으로 악마를 저주에
서 풀려나게 하는데…

One day, Ya-Ting and Chun-Kai, a newlywed young
couple, sneaks into a private and deserted mansion
for adventures. But, they do not know that house is
haunted by “Mosien: the little demon.” After entering
that house, they keep seeing some abnormal activities,
and they accidently unleash the devil’s curse…

바람

The Wish

South Korea | 2017 | 6min
박규택 Gyutek PARK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
표팀의 동계훈련을 좇는 VR 다큐. 장애인 아이스하키는 장애
인 동계 스포츠 중 최고 인기 종목이지만, 국내에서의 관심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캐나다에서 세계 4강이 겨루
는 챌린지컵 대회에 한국 국가대표팀이 참가한다.

It is a Virtual Reality documentary of the National
Ice Sledge Hockey Team, who seek for a medal in
PyeongChang 2018 Paralympic Games. Ice Sledge
Hockey is the most popular sports in winter sports
for disabled but lacks of interests in Korea. In this
circumstance, Korean team proeeds to the Challenge
Cup in Canada where world top 4 compete together.

더 썬 레이디즈
The Sun Ladies

USA | 2017 | 7min | KP
크리스티안 스테판, 셀린 트리카트
Christian STEPHEN & Celine TRICART

2014년 ISIS가 이라크를 점령하고 신자르 (Sinjar)의 야지디
공동체를 침략하여 남자들을 학살하고 여성과 소녀들 성노예
로 잡아간다. 몇 몇 여성들은 이 곳을 탈출하여 여성만으로 이
루어진 태양의 여성들 (Sun Ladies) 이란 이름의 전투유닛을
만들어, 그들의 자매를 구출하고 야지디 공동체 주민의 명예
와 존엄성을 회복하려한다.

In 2014, ISIS fighters invaded Iraq and targeted the
Yazidi community of Sinjar. The men were killed, and
the women and girls taken as sex slaves. Some of the
women who escaped started a female-only fighting
unit called the Sun Ladies to bring back their sisters
and protect the honor and dignity of their people.

와일드 이머젼

Wild Immersion

France | 2017 | 25min | KP
아드리언 모이슨, 라파엘 아우피
Adrien MOISSON, Raphael AUPY

와일드 이멀전은 증강현실을 활용, 동물에 대한 몰입도 높은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한다. 관객은 증강현실 헤드셋을 착용,
자연을 해치거나 동물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서식지
로 이동하여 야생동물의 생활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Wild Immersion is offering immersive and educational
contents about animals, powered by virtual reality. By
using virtual reality headset, the audience is immersed
in wild animals living envrionment, as if they were
transported in their natural habitat, without disturbing
them or endangering nature.

유어 스피리추얼 템플 썩스
Your Spiritual Temple Sucks

Taiwan | 2017 | 10min | KP
존 수 John HSU

장씨는 자신의 운명을 보여준다는 "영혼의 신전"에 도착한다.
파국으로 치닫는 결혼생활 및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수호천사인 천둥신을 불러낸다. 먼저, 이 둘은 장씨의 복잡한
인생사를 정리해보려 하는데, 이것은 이후 엄청난 파장을 몰
고오는 큰 실수가 되고 만다..
Mr. Chang arrives to his “Spiritual Temple,” a place that
represents one’s destiny. To solve his marital crisis and
financial problems, he summons his guardian—The
Thunder God. They attempt to tidy his life, which turns
out to be a big mistake…with hilarious consequences.

Odyssey VR CINEMA 묶음 상영 안내 Odyssey VR CINEMA Program Packs

Odyssey VR CINEMA 상영 시간표 Odyssey VR CINEMA Time Table

- Odyssey VR CINEMA는 총 24석, 선착순 현장 예약으로 운영됩니다.
- 1일 3 묶음 상영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현장 예약만 가능)
- 현장 예약시 티켓이 지급되며, 상영 시작 5분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상영시간 엄수)
- 입장 후 관람 안내 및 기기 착용이 5분 가량 소요 됩니다.

- Odyssey VR CINEMA is available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24 seats.
- You can book 3 Packs per day. (On-site reservations only)
- Tickets will be issued at the time of booking and admission begins 5 minutes before the start of the screening.
- 5 minute instructional guide and equipment introduction will be given before the screening.

- Odyssey VR CINEMA의 작품은 묶음 상영으로 운영됩니다.
- 상영작 세부 정보는 앞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최적의 작품 감상을 위하여 별도의 한글 자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Odyssey VR CINEMA offer various screening packages.
- Information for each title can be found on previous pages.
- In order to show the films at their best quality, Korean subtitles are not provided.

